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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건축디자인과정에서 아이디어의 출발은 연상을 통해

떠오르는 발상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발상을 통해 선택

된 건축정보들이 발생시킨 문제를 해결하면서 디자인 개

념이 형성되고 개념과 일치하는 시각 표 을 만드는

정보처리행 가 바로 디자인과정이다. 그러나 다수의

학습자가 기 디자인과정에서 어려워하는 은 언어정

보와 시각정보 사이의 계를 어떻게 연결시켜 개념을 설

정하는가이다. 재까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주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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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15년도 부천 학교 교비지원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된

연구의 결과임.

의사는 언어정보 심의 사고이다. 그러나 디자인은

정보 심의 사고이기 때문에 이 상호간의 정보처리를

어떻게 원활히 처리해야할지 모르는 학습자들에게 개념

추출과정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디자인과정에서 체계 인 연상방식에 기 하

지 않고 개인의 감에 의해 만들어내는 아이디어에 의

존하고 있다. 그 결과,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것을 시각

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을 보완하기 해서

본 연구자가 주목한 부분이 시 연상이다. 시 언어의

구성은 건축디자인과정에서 필요한 언어 표 과 동시

에 시각 이미지가 연상되는 창의 상상력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1) 학습자 스스로가 디자인 발상을

1) 박 호 외 1, 2013 교수학습 연구 회 우수사례집, 교육부, 2013,

pp.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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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s. 2) Steven Holl's multi-meaning associations are a method of directly associating a project with related

objects and incidents, or of coming up with a hidden meaning.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changing ambig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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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bstituting them with other architectural elements, which can be seen in multi-meaning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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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해내기 해 필요한 잠재된 언어정보와 시각정보를

통합 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연상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디자인과정에서 상학 의미

가 디자인 결과물로 통합되는 방식을 시의 본질 인 개

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스티 홀을 상으로 그가 어떤

배경으로 언어와 이미지를 추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추출된 요소들이 어떤 연상과정을 거쳐 공간으로 통

합되는지를 분석하여 홀의 건축에 나타난 시 연상방식

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언어 사고와 시각

사고를 동시에 용시킬 수 있는 건축연상방식을 제시하

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다.

1.2. 연구 방법 범

본 연구는 시 연상을 활용한 건축연상방식이 창의

인 아이디어 발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시각에서 출

발한다. 먼 , 시 연상과 건축디자인과정에서의 연상작

용을 비교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디자인에서 시

연상의 활용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스티

홀의 시 건축 개방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응축개념이

시 표 과 어떤 연 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것이 건축디

자인과정에서 어떤 연상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특성

을 분석하 다.

분석방법은 건축디자인이 연상→발상→아이디어 형태

로 개되기 때문에 스티 홀의 시 연상방식을 총 3단

계로 구분하여 개념추출단계, 아이디어확장단계, 공간구

성단계로 분석하 다.

연구범 는 스티 홀이 첫 번째 서인 ‘정착

(Anchoring)’에서 체 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응축개념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집

필된 1989년 이후의 작품들을 상으로 분석하 다. 실

제 시공사례와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작품과 잡지 인터뷰

내용 에서 응축개념과 련되어 거론되고 있는 작품들

을 선택하 다.

2. 시와 건축의 연상

2.1. 시와 연상작용

시는 다양한 언어와 이미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 결합방법 하나가 연상(association)이다. 연상은 하

나의 상을 토 로 하여 그와 련이 있는 여러 상들

을 차례로 떠올리는 심리작용이다.2)

연상은 언어 심의 연상법과 이미지 심의 연상법으

로 구분된다. 언어 연상법은 떠오르는 사물이나 사건

2) 박 희, 시창작과 연상, 계명 석사논문, 2008, p.2

의 이미지를 언어 인 표 에 의해 자유롭게 나열하고 재

구성하여 하나의 의미 있는 형태로 조직·창조하는 방법으

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수 있으나

단순히 나열식 주의 단편 이고 개별 인 아이디어 발

상에 멈추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단 을 가지고 있다.

한 이미지 연상법은 명백하게 련이 없는 두 사물의 이

미지를 억지로 련시켜 상하지 못했던 독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한 연상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특정 주제와 연 되어 하나의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고 단순히 나열되는 단 을 가지고 있다.3)

시는 창조력의 원천이 언어력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한

다. 시 언어력은 생각하는 힘, 느끼는 힘, 표 력 등

인간이 가진 정신 상상력의 총집합4)이면서 최소한의

언어로 최 한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함축 이고 다

의 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 시 언어는 이미지가

시되는 언어이다. 시 언어를 통해 떠오르는 이미지들

은 상상력을 자극하여 다의 해석이 가능한 특성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시 연상은 시 창작과정에서 시 언어에 한

이해를 기반으로 상을 인식하고, 그 상의 이미지들을

구체 으로 형상화하고 재구성, 변용하는 역동 인 구성

과정5)이다. 이러한 연상들은 단독으로 용되지 않고 시

언어와 계된 다양한 이미지들이 유사와 인 , 그리고

반 라는 원리의 축을 따라 한 편의 시에 복합 으로 결

합되는 연상방식에 의해서 결합된다. 시 연상의 생명력

은 이미지들 간의 상호 결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

합의 독창성에 있다. 한 이미지의 선택과 병치를 통해

시의 외면 형식을 구성하는 동시에 내면 의미까지

통합한다. 여기서 주목할 은 시 연상의 주체는 시인

자신이며, 시인 자신의 개인 경험과 깊은 련을 맺는

다는 이다. 시인의 내 경험을 시 언어와 구체 이

미지들을 통해 재구성하는 일이 시 연상인 것이다. 6)

이처럼, 시 연상은 시가 일상생활 속에 사용하는 언

어정보에 비해 다양한 의미로 소통될 수 있고 동시에 시

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언어 상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언어 연상법이 주는 나열식 주의 단

편 이고 개별 인 아이디어 발상에서 멈추는 경우를 보

완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한 시 연상은 기

존 시각 이미지 결합에 의한 연상방식이 상하

지 못한 색다른 아이디어 발상을 유도하지만 아이디어가

특정 주제와 연 되어 하나의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들어

지지 않고 단순히 나열되는 단 을 극복해 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3) 박 호 외 1, op. cit., 2013, p.41

4) 이시형,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앙북스, 2009, p.138

5) 조성은, 시 상상력의 단계를 활용한 시의 이미지 교육 방안에

한 연구, 이화여 석사논문, 2010, p.11

6) 박 희, op. cit., 2008, p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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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의 연상작용

2.2. 건축디자인과정에서의 연상작용

건축디자인 과정에서 연상작용은 생각하고 그리고 만

드는 사고과정 속에서 연상→발상→아이디어 형태로 일

성 있게 개된다. 이 연상작용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자극체에 의해서 마음의 상을 잠재의식에

서 의식단계로 드러내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설계행

과정으로 분류하면 원 심상단계, 심상단계, 문제정의

단계, 문제해결단계, 의사결정단계로 분류7) 할 수 있다.

건축가들은 디자인 과정에서 문장의 형태로 생각하기

도 하고 어떤 맥락에서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심상을 이

용해서 생각하기도 한다. 부분의 심상은 과거경험을

바탕으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이미지를 통해 복합 으

로 연상하게 된다. 심상은 원 심상 단계와 심상 단

계로 구분된다. 원 심상단계는 과거의 경험과 기억

에 내재된 확실한 이미지가 되기 의 모호하고 추상

인 상태의 이미지이고, 심상단계는 원 심상 단계의

모호성이 구체화되면서 의미 달력이 조직화되고 명료화

상태의 이미지이다.8) 즉, 심상은 인간의 감각 기 을 통

하여 받아들인 어떤 사물의 모양, 빛깔, 소리, 냄새, 맛,

감 등의 인상을 상상이나 기억으로 떠올린 것을 말로써

형상화하여 보여주는 그림이다. 즉, 언어에 의해 마음속에

그려지는 모습이나 느낌을 감각 으로 표 하는 것이다.9)

디자인 과정에서 심상은 건축가들의 경험이 그림이나 사

진과 같은 형태로 머릿속에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문제

정의단계는 디자인 방향설정을 한 발생인자를 찾는 단

계로서 개념 지식이 활성화되어 공간개념과 형태개념에

한 디자인 목표와 건축가 자신의 주 가치 단행

가 일어나는 단계이다. 한 문제해결단계는 설계자료

사실 , 논리 자료들을 통해 설계상의 변수를 분석하는

단계로서 시각 정보가 활성화되어 개념화된 이미지를

만들어내어 계략 인 해결안을 제시한다. 최종 의사결정

단계는 문제정의단계와 문제해결단계에서 만들어진 개념

정보와 분석 정보를 토 로 설계문제를 발 시켜 구

체 인 형태 해결책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건축디자인 과정에서 연상작

용은 논리 추론과 감각 사고와 한 계가 있다.

논리 추론은 언어 형태로 이루어지고 감각 사고는

7) 박 호, 건축시각정보의 표 변용에 한 연구, 홍익 박사논

문, 2009, p.57

8) 조성은, op. cit., 2010, p.9

9) 김태은, 단기 기억 특성을 용한 디자인 교육의 발상방법에 한

연구, 국민 석사논문, 2006, p.10

이미지 형태로 나타난다. 디자인과정에서 논리 추론을

통해 어떤 상황을 정확히 단할 수 있지만 논리 추론

만으로 결코 창의 인 작업을 할 수 없다. 창의성은 심

상을 이용한 감각 사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논

리 사고와 감각 사고가 항상 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둘은 원칙 으로 서로 보완 이다.10) 논리 이기만

한 건축가는 창의 일 수 없다. 감각 이기만

한 건축가는 항상 실수투성이일 따름이다.

결국, 건축디자인 과정에서 연상과정은 특정한 자극체

에 의해 심상을 자극하여 감각 사고가 논리 추론을

통해 보완되고 개념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즉, 건축가 자

신의 과거경험을 바탕으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 복합 으로 연상하게 되는 것이다. 건축

디자인 과정에서 논리 추론과 감각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축시각정보의 분류는 분석 정보, 개념

정보, 형태 정보로 구분된다. 이는 단계마다 개입되는

디자인 행 와 그 시각화의 결과물이 다르다는 을 내

포하고 있으며, 이런 상은 디자인 사고과정에서 각 단

계별 심 행 들이 연상과정을 통해 종합되어 건축시각

정보들을 시각화한다는 을 보여주고 있다. 건축디자인

의 연상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2>과 같다.

<그림 2> 건축정보의 시각화 과정

2.3. 건축디자인에서 시 연상의 활용가치

앞 에서 언 한 내용을 토 로 건축디자인 과정에서

시 연상의 활용 가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체험 작용으로서 가치

시 연상은 시인의 내 경험과 깊은 련이 있다. 시

언어는 일상생활 속의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보고, 듣

고, 느끼는 상에 한 인간 정서가 담긴 체험 측면

이 담겨있다. Jane Darke에 의하면 건축가는 지와 건

물의 다양한 조건을 지각하고 체험하면서 발생하는 기

인자들을 통해서 디자인에 근한다고 한다.11) 시와 건

축의 창작과정에서 시인과 건축가는 체험으로부터 발

되는 사유의 한 방식으로 모호한 언어와 이미지를 연상

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2) 다의 작용으로서의 가치

시 언어는 사 의미의 언어가 아니라 다양한 의미

를 내포하는 언어이다. 한 시 언어는 언어 표 과

10) 김정은, 노는 만큼 성공한다, 21세기북스, 2012, p.130

11) 길성호, 건축 사고론, 도서출 미건사, 1998,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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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시각 이미지를 발생하는 창의 상상력의 구조

를 가지고 있다. Vinod Goel에 의하면 건축디자인 과정

에서 명확한 의사 달을 요구하는 언어정보나 시각정보

가 추후의 아이디어발상의 변형을 방해한다고 주장한

다.12) 언어정보의 임의 이고 다의 해석이 시각 이

미지의 애매함을 증가시켜 새로운 형태나 아이디어의 발

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13) 결국, 시 연상은 건축

가들의 다의 언어와 다양한 이미지를 상호 보완 으로

소통시켜주는 연상의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3) 형태 작용으로서의 가치

시 구성은 이미지들 간의 상호 결합에 있는 것이 아

니라 그 결합의 독창성에 있다. 이미지의 선택과 병치를

통해 시를 구성하는 동시에 내포된 의미까지 통합하는

특성이 있다. 이런 특성이 건축형태의 조 -조작-변형

방법에 있어 열린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단이다. 디

자인 과정에서 계 인 틀에서 벗어나 형태생성을 유동

으로 조작하거나, 시각화된 형상에 한 자율 인 변형

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연상의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3> 시 연상과 건축연상의 상호작용

3. 스티 홀의 시 건축 개

3.1. 스티 홀의 상학 의미생성과 근

상학 에서 표 과 의미의 계에 해서 메를

로 티는 ‘지각의 상학’에서 신체는 지각14)하는 주체

이자, 지각되는 객체로서 작용하며 신체가 상을 지각

감각 으로 지각의 상과 하나로 공유가 되면서 지각된

상과의 의미작용을 이룬다고 주장한다.15) 즉, 상

지각의 표 은 신체와 생각을 함께하는 의미작용인 것이

다. 이러한 의미작용은 단순한 개념이나 념으로 작용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지각 상의 세계와의 계를

통해서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티 홀은 ‘Anchoring’, ‘Interwining’, ‘Parallax’등의

세권의 서를 통해 상학 의미생성에 한 자신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Anchoring(1989)’에서 “물

12) Goel, Vinod, Sketches of thought, MIT Press, 1995, p,193

13) 일 외 1, 건축디자인이론, 기문당, 1997, p.224

14) 김선의, 시각 커뮤니 이션 디자인, 미진사, 1989, p.22 상의 지

각이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변화하는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에

한 지각을 말한다. 이것은 감각기 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감각이

란 외부 자극으로부터 오는 반응을 뜻한다. 결국, 지각은 이 감각

과 외부자극 상의 계까지 포함시켜 인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15) 정연정, 메를로 티의 ‘살’개념으로 본 한국 시, 한국불교사연

구소, 2011, p.143

리 지나 역사는 존재와 의미를 가지며, 그것을 인정

하던 무시하던 간에 존재한다.”16)라고 하면서 지로 부

터의 건축행 에 한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론 상학

을 주장한다. 한편, ‘Interwining(1996)’에서는 메를로

티의 상학에 근거한 ‘신체’의 개념을 건축에 도입한

다. 신체가 건축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체험 심의 상

학 공간을 구축하는 주체이자 객체로서 작용한다. 홀

의 건축 작업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상학 경향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건물과 지의 통합이다. 지의

존재 잠재성과 공간의 로그램 가능성이 결합되면

서 건물과 지의 통합에 의한 개념이 형성되어 지에

잠재된 장소 의미를 부여한다. 두 번째는 작품의 개념

차원과 존재에 한 입체 경험의 통합으로 건물과

지를 통해 드러난 개념을 지각 이고 감각 인 경험을

통해 상 공간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17) 이처럼 홀의

디자인은 지와 건물의 상황에 의해서 발생하는 개념이

다양한 건축 지각과 체험을 유발하는 상 공간으로

통합되어 개된다.

홀의 상학 디자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한

은 언어 표 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는 건축개념작업

을 일 되게 한다는 것이다. 기호 이고 상징 인 의미

가 아닌 보고, 듣고, 느끼는 상에 한 인간의 오감과

경험 인 측면이 혼합된 개념으로 개된다. 이 건축개

념은 단순한 형태 아이디어를 얻기 한 발상 개념으

로만 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 의미가 건축형태

나 공간 그리고 디테일까지 통합된다.

홀의 상학 의미 작용은 메를로 티의 시각과 마

찬가지로 어떤 상을 지각하는 주체의 의미작용과 불가

분의 계를 맺고 있고 의미생성 자체에 이미 자신의 신

체가 그 지각의 상세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상이 하나의 건축으로 통합되는 과정은 신체의 감각을

통해 시간과 공간 속의 변화를 지각하고 인지한 결과물

을 생성하는데 이 결과물에 부여한 의미가 스티 홀의

상학 의미인 것이다. 이런 상의 지각에 의한 생성

된 의미가 언어 개념으로 집 되어 디자인을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최근에 홀은 상학 지각의

상 범 들을 지의 형태 환경에서 벗어나 소설이나

그림, 화, 과학 등의 타 역과 교류하면서 상학

의미를 확 생성시키고 있다.

3.2. 스티 홀의 시 응축개념

스티 홀은 디자인과정에서 상 의미가 디자인 결

과물로 통합되는 방식을 시의 본질 인 응축 개념으로

16) 김 선, 스티 홀의 상학 에서 근한 복합문화공간 계획

그 과정에 한 연구, 홍익 석사논문, 2000, p.23

17) 양효단, 건축에서 나타나는 빛의 표 특성에 한 연구, 건국

석사논문, 2012,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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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

“내가 응축의 개념을 탐구하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응

집하여 하나의 틀에 갇힌 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시가

다양한 사물들을 몇 개의 단어로 응축하는 하는 것처럼

다양한 지각 , 경험 상들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개

념이 로그램, 장소, 공간, 디테일 등 다양한 조건들을

응집하는 것이다. 나에게 건축이란 머릿속의 생각을 개

념화시키고 이를 통해 공간과 형태에서 떼어 놓을 수 없

는 어떤 의미로 바꾸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응축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까닭이다.18) 디자인 작업이란 모든 실

마리를 하나의 개념으로 응축시키는 방법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신체 심의 주 인 인식

과 실용 인 면이 함께할 때 개념의 상 잠재력을 발

견하게 되는 것이다.”19)라고 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

어 응축개념을 통한 의미생성 계를 제시한다. 이처럼

홀은 건축과 타 역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핵심이 바

로 시(詩)라고 주장한다.

응축 련 건축 사고

아이디어는 디자인을 움직이는 힘이며, 언 이 필요 없는 지도 장치이다. 아

이디어는 건물의 다양한 면면을 모아 하나의 체로 만든다. 장소와 융합된

아이디어는 상황의 의미를 이끌어 낸다. 따라서 그것은 응축의 문제이다.20)

우리는 가능한 한 열린 상태로 시작한다. 건축 작업은 모든 실마리를 한데 꿰

는 방법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그 이후에 로젝트는 특유

의 생명력을 갖게 된다. 그 순간이 가장 흥분되는 때이다. 실용 이고 주

인 인식의 결합이 한데 엮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21)

개념은 로세스 체를 이끌고 가는 일종의 ‘엔진’이다. 각 로젝트의 기

단계에서 ( 략) 지와 로그램에 한 분석이 끝난 뒤에는 다소 모호한 공

간 인 스 치들과 함께 심 인 개념이 일단 정해진다.22)

<표 1> 스티 홀의 응축 련 주장

한 홀은 체 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응축

개념을 찾기 한 도구로서 수채화 스 치를 활용한다.

기 수채화 스 치는 응축과정의 시작이며, 응축의

요한 형태23)이라고 주장하면서 스 치를 통해 자유로운

사고를 표 하기도 하고 빛이나 공간을 통해 느낄 수 있

는 상 인 분 기를 표 하기도 한다.

홀의 응축개념에는 그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하나의

개념이 그것과 련이 있는 다양한 건축 조건들을 떠

올리는 연상작용이 내포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의

미를 부여하는 언어 사고와 상 이미지를 만들어내

는 시각 사고가 동시에 작용하는 시 상상력이 포함

되어 있다는 단이다. 응축개념이 디자인 발상을 유도

해내기 해 필요한 잠재된 언어정보와 시각정보를 통합

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연상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

다는 것이다.

18) Steven Holl, 이원경 역, 스티 홀, 빛과 공간과 술을 융합하다.

미메시스, 2012, p.63

19) Levene, Richard, Steven Holl, El Croquis 78, Barcelona, 1996, p.13

20) Steven Holl, Anchoring,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89, p.5

21) Levene, Richard, op. cit., 1996, p.17

22) Steven Holl, El Croquis 108, Barcelona, 2002, p.11

23) 스티 홀, op. cit., 2012, p.68

3.3. 분석의 틀

스티 홀이 어떤 배경으로 응축된 언어와 이미지를

추출하는지를 살펴보고 이 추출된 요소들이 어떤 연상과

정을 거쳐 상 공간으로 통합되는지를 악하기 해

서 2.2 에서 살펴본 건축디자인에서의 연상과정(원

심상단계, 심상단계, 문제정의단계, 문제해결단계, 의사결

정단계)을 시 연상에 근거한 3단계 연상과정으로 재조

정하여 악하고자 한다.

건축디자인 과정에서 감각 사고와 논리 추론이 상

호 보완 으로 이루어지는 심상단계를 개념추출단계로,

문제정의단계와 문제해결단계를 아이디어확장단계로, 의

사결정단계를 공간구성단계로 구분하 다.

개념추출단계는 건축디자인과정에서 로젝트를 이끌

어갈 구체 인 언어와 이미지가 동시에 연상되어 나오는

심상의 단계이다. 이 상태가 체 디자인 과정에 큰 틀

을 잡아주는 언어와 이미지이다. 원 심상 단계의 모

호성이 구체화되면서 의미 달력이 조직화되고 명료화

상태의 이미지인 것이다. 즉, 스티 홀이 신체와 감각을

통하여 지각하고 인지한 결과물에 의미를 부여한 개념을

추출하는 과정이다.

아이디어확장단계는 이 단계에서 선택된 비건축 인

언어와 이미지를 매개로 건축구성요소들을 재조직하여

새로운 건축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단계이다. 스티

홀이 수채화 스 치를 통해 로그램 구성, 장소 해석,

공간개념, 디테일 등 다양한 조건들을 형태와 기능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공간구성단계는 이 단계에서 선택된 최종 아이디어를

지각 이고 감각 인 체험을 발생시키는 실제 공간과 형

태로 구체화시키는 단계이다. 스티 홀의 건축연상과정에

서 실마리로 설정한 언어와 이미지가 다양한 건축 지각

과 체험을 유발하는 공간으로 통합되는 최종연상과정이다.

4. 스티 홀의 건축에 나타난 시 연상

방식의 특성

2.3 건축디자인에서 시 연상의 활용가치에 근거하여

스티 홀의 작품을 체험 측면, 다의 측면, 형태 측

면으로 분류하 으며, 이를 3.3 분석의 틀에 용하여

스티 홀이 시 으로 응축시킨 언어와 이미지가 디자인

과정에서 어떤 연상방식으로 작용하 는지 분석하 다.

4.1. 체험 연상에 의한 이미지 재

스티 홀은 바다 별장의 기 개념을 계획 지에서

체험한 내용을 토 로 추출한다. 카우아이가 지각 에

서 해마다 9㎝씩 북서쪽으로 이동한다는 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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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두 륙이 지각 에서 이동하고 분리되는 것 같

은 발상을 통해 두 개의 L자형 건물로 구성되는 아이디어

로 확장된다. 이 분리된 L자형 건물은 메인 하우스와 게

스트 하우스로 구분되고 메인 하우스의 층계는 카우아이

의 연간 이동 거리와 같이 9센티미터씩 차 올라가게

하는 연상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계단 하나하나의 높이가

이 지를 북서쪽으로 미는 지각 의 연간 이동 거리가

건축 으로 재 되고 있다.24) 한 이 L자형 건물은 바다

의 수평선과 평행하도록 구성하여 내부공간에서 바다를

조망하고 외부 정원을 통해 바다로 이어지는 체험 인 공

간을 구성한다. 결국, 카우아이의 지질 구조가 이 별장의

단면과 평면을 완성시키는 연상의 근간인 것이다.

구분 개념추출단계 아이디어확장단계 공간구성단계

언어

카우아이의 지각 이

해마다 9㎝씩 북서쪽으

로 이동하는 지질구조

에서 개념 추출

지각 이 이동·분리되

는 이미지를 L자형의

건물의 메인하우스와

게스트하우스로 구분하

는 아이디어로 개

L자형 건물을 바다의

수평선과 평행하게 구

성하여 체험 인 공간

을 구성

이미지

<표 2> Oceanic Retreat의 연상과정

스티 홀은 로이지움 센터와 호텔의 기 개념을

9백 년이나 된 지하 와인 창고의 장에서 추출한다. 이

지하창고의 연결통로가 만들어내는 네트워크 형상이 3단계

의 단면구성과 입면 패턴으로 연상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낸다. 먼 , 이 지하창고 네트워크 통로가 지표에 있는 와

인 센터와 연결되고, 지상에는 호텔로 연결되는 3단계 단

면구성을 한다. 그 다음으로, 단순한 박스 형태로 만들어진

와인센터에 지하 네트워크 통로의 이미지를 개구부로 재

시켜 내부공간에 풍요로운 빛 환경을 제공한다. 한 호텔

은 주변 포도 농장의 기하학 풍경 배열을 연상시키는

평면도와 흙을 연상시키는 자재를 통해 주변 환경과의 조

화를 이끌어내는 공간 구성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구분 개념추출단계 아이디어확장단계 공간구성단계

언어

9백년 지하와인창고의

장에서 개념 추출

지하창고 네트워크 통

로가 지표에 있는 와인

센터와 연결되고, 지상

에는 호텔로 연결되는

3단계 단면구성(지하→

지표→지상)

지하와인창고의 연결통

로 이미지가 개구부형

태로 재

이미지

<표 3> Loisium Visitor Center and Hotel의 연상과정

24) Ibid., p.40

4.2. 다의 연상에 의한 이미지 환기

(1) 은유25) 연상에 의한 이미지 환기

세일 하이 리드의 디자인은 기존 카지노 벽면에 그린

르네 마그리트의 ‘인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배’라는

작품에서 연상의 단서를 추출한다. 이 벽화에 그려져 있

는 서로 다른 3개의 그림 요소가 3가지의 건축언어가

비되는 하이 리드 구조물로 환기되는 연상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덩어리 형태, 평면 형태, 다공성 형태를

혼합시켜 기존 카지노를 보존한다는 아이디어이다. 첫

번째, 도가 물결치는 문양으로 만들어진 배는 바람에

펄럭이는 돛을 형상화한 평면 형태로 연상되어 호텔과

아 트 타워를 담고 있다. 두 번째, 아래가 뒤바 인

어는 덩어리 형태의 기존 카지노 에 유리로 이루어

진 호텔과 아 트 타워를 치시켜 매스감과 볼륨감이

비되는 건축 아이디어로 확장되고 있다. 세 번째, 바

의 이미지는 구멍이 뚫려 있는 다공성 다리 형태의 회

담장으로 재 되고 있다.

구분 개념추출단계 아이디어확장단계 공간구성단계

언어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

‘인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배’에서 개

념 추출

그림의 3가지 비요

소가 3개의 건축언어

로 은유화되는 아이디

어로 개

기존 카지노 에 호텔

과 아 트 타워를 치

시키고 그 간에 회담

장을 배치하는 단면구성

이미지

<표 4> Sail Hybrid의 연상과정

크 트 함순 센터는 192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크

트 함순을 기념하기 해 만든 기념 이다. 스티 홀

은 이 작가의 ‘굶주림’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하나의

몸과 같은 건물: 보이지 않는 힘의 쟁터’라는 문장을

통해 개념을 추출한다. 인간의 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몸속에서 꿈틀거리며 터져 나오는 열정을 내외부의 동선

이 매스를 꿈틀거리며 통하는 건물로 의인화26)하는 연

상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홀의 스 치에는 엘리베이터가

척추를 이루며, 같은 층계가 있고 멕시코 은으로 만

든 개목걸이를 건 커다란 갈색 개의 머리로 이루어진 인

간의 이미지가 재 되고 있다. 한 창문은 ‘모자에 란

깃털 두 개를 꽂은 여자들’이란 문장을 바탕으로, 발코니

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노란 유리창을 닦는 아가씨’를 바

탕으로 구상27)했다고 한다. 이처럼 함순 소설의 문장들

이 이 건물의 연상 단서로 작용하고 있다. 한 이러한

25) 은유(隱喩)는 표 하고자 하는 상을 다른 상에 비겨서 표 하

는 비유법의 하나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 백과사

26) 의인(擬人)은 추상 인 성질이나 동물, 무생물에게 인간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유법, 출처: 문학비평용어사

27) Ibid.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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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들은 북반구의 태양의 고도와 빛의 각도를 고려한

단면공간구성을 통해 각 층마다 변화되는 노르웨이의 빛

환경이 주는 기묘하고 놀라운 경험을 유도하는 상

공간을 구성하 다.

구분 개념추출단계 아이디어확장단계 공간구성단계

언어

함순의 소설에 등장하

는 ‘하나의 몸통과 같

은 건물 : 보이지 않는

힘의 쟁터’라는 문장

을 통해 개념 추출

몸속에서 꿈틀거리는

열정의 이미지가 내·외

부공간을 통하는 통

로의 이미지로 환기

외부순환통로로 인해

발생한 수직단면을 이

용하여 노르웨이 북반

구의 빛 환경을 반 한

공간구성

이미지

<표 5> Knut Hamsun Center의 연상과정

(2) 환유28) 연상에 의한 이미지 환기

빛으로 그리는 집의 개념은 계획 지 근처에 화가 잭

슨 폴록의 스튜디오가 있다는 에서 연상이 출발된다.

홀은 폴록의 1949년 작품인 ‘여덟 속에 일곱이 있다.

(There were seven in eight)’를 토 로 아래층에는 7개

의 방을, 층에는 8개의 방을 만들고 마치 물감을 흩뿌

린 것처럼 평면도를 그렸다29)고 한다. 잭슨 폴록의 7과

8의 이미지가 각 층별의 방의 개수로 연계되는 환유

특성을 보이고 있다. 잭슨 폴록의 그림에 나타나는 무질

서한 추상 패턴은 자유로운 평면구성으로 확장되고 있

다. 최종 결과물에서는 목조 스터드 구조에 의해 세워진

각재 사이로 들어오는 빛과 그림자가 공간에 그림을 그

리는 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한 잭슨 폴록의

캔버스 에 그려진 ‘액션 페인 ’의 연상 효과이다.

구분 개념추출단계 아이디어확장단계 공간구성단계

언어

잭슨 폴락의 작품 ‘여

덟 속에 일곱이 있었

다’에서 개념 추출

그림의 7과 8의 이미지

가 방의 개수로 환유

1층에 7개의 방과 2층

에 8개의 방을 배치하

는 자유로운 평면구성

폴록 그림은 외벽각재

사이로 들어오는 빛과

그림자가 내부공간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의

빛 환경을 제공

이미지

<표 6> Writing With Light House의 연상과정

성 이냐시오 성당의 디자인은 이냐시오가 쓴 ‘빛의 은

유로 회귀’한다는 을 통해 ‘돌 상자 안에 담긴 7개 빛

의 병들’이라는 개념을 추출한다. 여기서 7개의 병은 두

개의 환유 특성을 지닌다. 우선, 카톨릭 의식의 교리에

28) 환유(換喩)는 어떤 사물을, 그것의 속성과 한 계가 있는 다

른 낱말을 빌려서 표 하는 수사법의 일종이다. 출처: 한국어사

29) Ibid. p.122

따라 행렬, 행진(나르텍스), 배, 성사, 성가, 고해의 공

간을 의미하고, 다음은 일주일이 7일인 것을 의미한다.

7개의 병 이미지는 서로 다른 7개의 하늘로 열린 지붕형

상으로 환기되고 이 환기된 불규칙한 지붕사이로 서로

다른 빛을 유입시켜 내부의 빛이 변화하는 단면구성 아

이디어로 확장된다. 최종 결과물에서 지붕의 빛은 북쪽,

동쪽, 남쪽 서쪽으로 향한 모든 빛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상 공간 개념을 구축한다. 남쪽으로 향한 지붕의 빛

은 미사의 요한 부분인 행렬과 연결되고, 북쪽으로 향

한 지붕의 빛은 성사와 지역사회 선교공간과 연결된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 향한 지붕의 빛은 배당을

응하도록 구성한다.

구분 개념추출단계 아이디어확장단계 공간구성단계

언어

이나시오의 ‘빛의 은유

로 회귀’라는 문장에서

‘돌 상자 안에 담긴 7

개 빛의 병들’이라는

개념을 추출

7이 일주일로 환유

7개의 병은 행렬, 행진,

배 성사, 성가, 고행

의 공간으로 개

7개의 하늘로 열린 불

규칙한 지붕사이로 서

로 다른 빛을 유입하는

단면구성

이미지

<표 7> Chapel of St. Ignatius의 연상과정

(3) 반어30) 연상에 의한 이미지 환기

넬슨-앳킨스 미술 증축 건물은 기존 미술 벽에

새겨진 빅토르 고(Victor Hugo)의 ‘ 혼은 실보다

이상을 더 필요로 한다.’라는 문장에서 돌(stone)과 깃털

(feather)의 립 인 연상 이미지를 추출한다. 이 두 단

어를 통해 기존 미술 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보완하는

아이디어를 선택한다. 1933년의 기존 미술 을 돌로 간

주하고 증축건물(2002)을 깃털로 간주하는 연상기법을

통해 조경과 건축 그리고 미술이 융합되는 결과물을 제

시한다. 홀에 따르면 ‘돌은 보행자의 방향을 지시하지만

깃털은 길을 열어 다. 돌은 묶여 있지만 깃털은 자유롭

다. 돌은 풍경의 내면을 바라보지만 깃털은 풍경의 외면

을 바라본다. 폐와 개방, 외래와 토착, 이 모든 면들이

오랜 된 것을 보완하는 새로운 것의 차별성이며, 그것은

오래된 것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새로운 것에서 경험하

게 해 다.’ 31)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 단층으로 구성된

수평건물에 지하에서 솟아오른 5개의 유리 구조물과

Breathing -T 구조물이 상·하·내·외부공간을 빛으로 융

합시키는 체험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30) 반어(反語)는 실제와 반 되는 표 을 통해 본래의 뜻이나 상태를

강조하려는 표 이다. 출처: 한국어사

31) Ibid., 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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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념추출단계 아이디어확장단계 공간구성단계

언어

빅토르 고의 ‘ 혼은

실보다 이상을 더 필

요로 한다.’라는 문장에

서 돌과 깃털의 개념

추출

돌은 기존건물로, 깃털

은 증축건물로 연상되

는 립 인 배치 구성

으로 개

랜드스 이 매스에 5

개의 유리구조물과

Breathing–T구조

물이 상·하·내·외부공간

으로 빛을 끌어들이는

단면구성

이미지

<표 8> Nelson-Atkins Museum of Art Addition의 연상과정

서핑 & 바다의 박물 은 서핑과 바다가 생태계와

생활에 미치는 역할을 탐구하는 박물 이다. 스티

홀과 그의 아내 솔란지 비앙은 도의 이미지에서 ‘하

늘 /바다 ’이라는 반어 인 개념을 추출한다. ‘하늘

’의 이미지는 오목한 형태의 외부공간으로 구성되어

‘바다 장’으로 연상되고, ‘바다 ’의 이미지는 볼록한

형태의 내부천장구조로 구성되어 ‘ 시 공간’으로 연상되

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늘 의 바다 장은 하늘과

바다를 향해 열려 있는 만남의 장으로 다양한 페스티

벌과 각종 이벤트가 이루어진다. 바다 의 시 공간은

볼록한 천장에 비치는 도의 상으로 바다 속의 이미

지들과 빛을 경험시킨다. 이 처럼 홀은 하늘과 바다라는

반어 이미지를 통해 오목하고 동시에 볼록한 내·외부

단면구성으로 건축과 풍경 그리고 이벤트를 융합하는 아

이디어를 선택한다.

구분 개념추출단계 아이디어확장단계 공간구성단계

언어

하늘 / 바다 하늘 → 오목한 바

다 장으로 연상

바다 → 볼록한

시공간으로 연상

오목하고 동시에 볼록

한 내·외부 단면구성으

로 건축과 풍경 그리고

이벤트를 융합하는 공

간구성

이미지

<표 9> Museum of Ocean and Surf 의 연상과정

4.3. 형태 연상에 의한 이미지 변용

양갤러리의 경우는 존 이지의 책에서 발견한 작곡

가 이스테반안할트의 악보스 치에서 ‘모듈의 교향곡

(Symphony of Modules)’이라는 개념을 추출한다. 악보

스 치의 흩어진 3개의 악보이미지가 3개의 건축매스로

입되고 3개의 악보의 사이가 건축외부의 수공간으로

연계되어 악보 스 치 내용이 건축 으로 변용되는 상징

연상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스티 홀에 의하면 ‘나는

건축과 음악에 공통 이 많다고 생각한다. 건축은 음악

처럼 우리가 느끼는 방식을 바꾼다. 둘 다 우리 주 를

감싸고 분 기를 만들어낸다. 슬 때 음악을 들으면 새

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에서 건축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다. 한 건축은 음악처

럼 하나의 언어이다.’32) 라고 양갤러리에 존 이지 악

보를 입시킨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한 악보에서 추

출한 3,5,8,13,21,34,55의 비율은 입면, 유리창, 천창, 채

창 등에 용하는 모듈로 사용되고 있고 이 모듈을 용

하여 만들어진 55개의 천창은 낮에는 빛과 그림자의 패

턴으로, 밤에는 인공조명과 수공간을 통해 발산하는

상 공간을 구 하고 있다.

구분 개념추출단계 아이디어확장단계 공간구성단계

언어

작곡가 이스테반안할트

의 악보스 치에서 ‘모

듈의 교향곡’이라는 개

념 추출

3개의 악보 이미지가 3

개의 건축매스로 연상

3개의 악보사이가 수공

간으로 연상

악보에 추출한 모듈을

55개의 천창에 용

낮과 밤의 상 공간

을 구

이미지

<표 10> Daeyang Gallery and House의 연상과정

아이오와 학교 미술 학은 계획 지의 윤곽을 형성

화한 배치형태가 하나의 건물이라기보다 비정형 조형물

과 같다고 스티 홀은 말한다. 도서 을 석호 에

치하는 캔틸 버 형태로 만들기 해 사용된 구조용 텐

션 이블을 설치 한 후 이 건물은 피카소가 제작한 조

각품 ‘기타’와 형태가 아주 흡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피

카소는 기타작품을 통해 비 칭형 2차원 평면에서 3차원

의 입체감을 보여주는 회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시각을 반 하듯이 홀은 피카소의 2차원 추상 이미지

를 실제의 3차원 공간으로 환하는 연상기법을 보여주

고 있다. 특히, 건물의 외곽 형태, 가장자리가 열려 있는

비 칭형 건물, 캔틸 버의 형상은 기타 작품에서 나타

나는 이미지를 상징 으로 변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홀의 건축연상방식은 체험

연상, 다의 연상, 형태 연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32) 김미라, 서울 성북동... 건물이 물에 녹아들다, 조선닷컴, 2012

구분 개념추출단계 아이디어확장단계 공간구성단계

언어

피카소 ‘기타’의 비정형

기하학에서 개념 추출

2차원의 추상성을

3차원 의 입체감으로

변용하는 아이디어로

개

자연 상을 포용하는

배치형태와 물에 반사

된 빛이 내부천장으로

투입되는 단면구성

이미지

<표 11> College of Art and Art History, University of Iowa의 연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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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티 홀의 체험 연상은 지와 로그램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주변 상 속에서 감각 으로 지각된

이미지를 언어 으로 표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지의 보이지 않던 특성과의 계를 이미지와 언어로 재

생시켜 다양한 건축 아이디어를 재 하는 특성을 보이

고 있다. 홀이 ‘Anchoring(1989)’에서 주장한 물리

지로부터 건축행 에 한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사

용된 연상방식이다. 표사례는 바다 별장과 로이지움

공센터와 호텔이다. 바다 별장은 카우아이의 지각구조

의 특성을 이용한 L자형 건물로 연상되고, 로이지움

센터와 호텔은 지하와인창고 연결통로의 형상이 3단계

의 단면구성과 입면패턴으로 연상되어 재 되고 있다.

두 번째, 스티 홀의 다의 연상은 로젝트와 연

된 사물이나 사건 등으로부터 어떤 상을 직 연상시

키거나 그 상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떠오르게 하는

방식이다. 은유 , 환유 , 반어 언어의 모호한 이미지

가 구체 인 건축 이미지로 환기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

다. 한 디자인 과정에서 다의 언어를 통해 건축 이

미지로 환된 건축구성요소들 간의 잠재 질서를 통제

하고 조작하는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 스티 홀의 형태 연상은 형태 이미지와

직결되는 이미지와 언어로 표 하는 방식이다. 체험

연상처럼 감각 경험요소가 감의 요소로 작용하여 언

어와 이미지로 재생되거나, 다의 연상처럼 타 역 요

소를 건축 으로 입시켜 형태 이미지를 건축 으로

변용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연상기법의 표 인

사례가 양갤러리이다. 건축은 음악처럼 하나의 언어이

라는 배경을 통해 지와 로그램 그리고 음악을 융합

하는 체험 연상기법과 동시에 존 이지의 악보 이미

지를 건물의 매스와 빛의 모듈로 환기시키는 다의 연

상기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네 번째, 스티 홀의 응축개념에는 시인이 시를 창작

할 때 어떤 상 속에서 지각된 다양한 이미지들을 한

편의 시에 복합 으로 결합시켜 언어 표 과 동시에

시각 이미지를 발생시키는 시 연상흐름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체험 연상, 다의 연상, 형태 연상을 통

해 만들어진 하나로 응축된 개념이 지와 로그램 그

리고 공간구성 등 다양한 조건들을 함축하고 이를 해결

하는 거의 틀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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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념추출단계 아이디어확장단계 공간구성단계

체험

연상

지와 건물과 련된

체험 이미지로 개념

추출

지에서 연상된 이미

지를 건축형태와 공간

으로 재

주변 환경과 연 된 체

험 주의 공간구성

이미지→언어로 개되는 연상방식

다의

연상

타 역에서 유추된 언

어를 은유 , 환유 , 반

어 연상방식으로 이미

지화시켜 개념 추출

추출된 언어의 이미지

가 건축형태와 공간으

로 환기

빛과 그림자의 변화를

통한 시각체험 주의

공간구성

언어→이미지로 개되는 연상방식

형태

연상

술작품에서 얻은 언

어와 이미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연상방식

체험 연상 + 비유

연상 혼합

추상 인 2차원 이미지

를 3차원 건축공간으로

변용

술작품의 상징 인

요소를 빛의 체험요소

로 공간구성

언어 + 이미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연상방식

<표 12> 스티 홀의 건축연상 특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