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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1. 서론

1.1 리차드 마이어 및 사무실 소개

리차드 마이어는 근  건축에 이어 70-90년 를 풍미한 

모더니즘 건축의 큰별 에 한명이라 할 수있다. 특히나, 

‘뉴욕 이 ’ 창시자 의 한명으로서, 백색의 건축을 미

니멀 하게 시도한 거장  재까지 디자인을 계속해오고 

있는 유일한 한 명이기도 하다.

그는 코넬 학교 건축학부에서 건축을 공부하고(Cornell 

Class 56’), 1963년 자신의 건축 사무소를 열었다. 1984년 비

교  은 나이에, 세계 건축계의 최고의 상인, Pritzker 

Prize을 수상했으며, 지난 50여년간 수많은 다양한 로젝

트들을 해오고 있다. 특히나, 미국 리포니아의 게티센터, 

독일의 버다 뮤지엄과 알  뮤지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미술  등 20여개가 넘는 표  뮤지엄 로젝트들을 

하 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스미스 하우스, 짤트만 하

우스 부터 최근의 옥스퍼드 하우스 까지 수많은 하우스 

로젝트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마이어의 건축은 비단 뮤지

엄과 하우스 로젝트에 국한되지 않고, 공서 건물, 오피

스 그리고 고층 주상복합까지 다양한 분야에 세계 곳곳에 

지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강원도 경포 에도 “시

마크 호텔”(구  경포  호텔)을 완공하여, 그의건축  

철학을 가깝게 둘러 볼 수 있게되었다.

1.2 리차드 마이어의 디자인 프로세스

새로운 로젝트가 시작되면, 일단 지안에 있는 기존

의 자연경   컨텍스트을 최 한 반 시켜, 매우 논리

이면서도 직 인 건축물의 치  형태를 계획한다. 기

하학 인 건축물의 형태는 요구되어진 로그램에 녹아들

게 하고, 더 다듬어진 공간  배분을 통해 매우 논리 으

로 동선의 흐름을 부여한다. 이러한 심 한 동선 체계는 

리차드 마이어만의 건축  요소들인 복층 공간, 넓은 입면

의 창과 천장의 창문(skylights)을 이용하여 자연 의 

유입을 최 한 끌어들일 수 있게한다. 그리고 그 자연 을 

통해 건물 내,외부에 있는 하얀색 표면과 어우러져 시각

, 질감 으로 다양한 공간감을 체험할 수 있게 해 다. 

마지막으로 각 공간안의 디테일한 오 제까지 미리 정해

둔 그리드에 맞춰 마이어만의 디자인을 완성 시켜 나간다.

리차드 마이어는 지난 50여년간 두 개의 교육 시설물을 

설계 하 다. 하나는 리포니아 오피스가 거의 독자 으

로 설계한 UCLA 캠퍼스 안에 있는 시설물이고, 다른 하

나는 마이어가 직  참여한, 그리고 여기서 소개할 “Cornell 

University Life Sciences Technology Building-Weill 

Hall” 빌딩이다. 따라서 이 로젝트는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  철학이 하나하나 묻어나는 유일한 교육시설물의 

사례로서 그 의의 더 크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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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2. 본론 

2.1 디자인 개요 

설계기간: 2001년 - 2005년

공사기간: 2005년 - 2007년

설계: Richard Meier & Partners, Architects LLP

건축주: 코넬 학교, Division of Facilities 

Services-Division of Facilities Services

지 치: 뉴욕주, 이타카 14850, 코넬 학교

지면 : 4.8 acres(19,424.9m
2
)

건물면 : 256,000 square feet(23,783.2m
2
)

건물규모: 지상 4층  지하 1층 

Mechanical Penthouse

건물높이: 84 feet(25.6m)

건물구조:

1. 지하  수퍼스트럭쳐: 철근 콘크리트

2. Mechanical Penthouse: 스틸 임

건물 외장재: 

1. 백색 알루미늄 패

2. 백색 알루미늄 래임 창문  커튼월 시스템

3. Clear Low-E Glass

건물 내장재:

A. Public Spaces: 

1. 화강암  카페트

2. Painted Wall Board

3. Wood Paneling

B. 연구 / 강의실:

1. Vinyl Flooring

2. Painted Wall Board

3. Fiberglass Ceiling Tile

2.2 디자인 방향 및 개요

코넬 학교 측이 바라는 생명과학 기술 은 단순히 하

나의 빌딩을 캠퍼스 내에 짓는 로젝트가 아니 다. 코넬

학 측은 생명 과학 분야에서 자기들이 맡아온 주도 인 

역활을 계속 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기존의 기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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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공학을 연계해서 발 시켜갈 하나의 주춧돌 과 같은 연구

기 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다. 이는 앞으로 야기될 유

학의 법리 , 윤리 , 사회  상을 종합 으로 리하고, 

체계 으로 발  시킬 하나의 메인 허 로서의 종합  센

터를 요구한 것이다.

구체 인 로그램  요소는 일단 다음과 같다. 학업 공

간으로서 교수  연구원, 학생들 간의 콜라보 로젝트들

을 지원할수 있는 시설  실험실부터 유 자 기술 서비

스 센터, 원거리 교육 지원센터 그리고 실험용 동물 보

소  환경 조  랜트(지하)까지 포함 되길 원했다.

건물 디자인  요소로는, 건물 자체로서도 랜드마크  

성격이 강한 임펙트가 있길 바랬으며, 동시에 코넬 학교 

메인 캠퍼스 내에서도 상징 인 문이 되길 원했다. 건물 

계획에 있어서도 사용자 뿐만아니라 학 커뮤니티를 

한, 더 나아가 자연스러우면서도 매우 기능 이고, 기술

으로도 잘 정돈되어 졌으면서도 기존 시설물과 잘 어우러

진 디자인이 되길 요구했다.

2.3 대지 선정 및 주변 상황 분석

코넬 학측과 리차드 마이어 오피스는 6개의 잠정  

지를 가지고 비교 분석한 결과, Alumni Field서쪽끝, 타

워로드 길을 따라있는 메인 캠퍼스 입구쪽으로 결정 했다. 

이는 기존의 바이오 빌딩과 기  과학 빌딩등을 에 끼

고 있어, 로그램 연계상 가장 이상 인 지 다. 로

그램상 요구되어지는 빌딩의 규모면에서 봤을때도, 한 

주변 환경과 기존 빌딩의 상호 간의 계 측면에서도 가

장 합한 곳이 다.

* 지 선정의 요구사항:

1. 요구되어지는 모든 래그램을 수용할수 있도록 규모

으로 충분 한 곳.

2. 기존의 주변 빌딩과의 어우러 질수 있는 곳, 빌딩볼

륨과 높이 등에 함.

3. 기존의 바이오 기술 과 기 과학 과 물리 , 상호

간의 근이 용이한곳.

4. 지하 터을 통해 Plant Science 로 연결 될수 있는 곳.

5. 서비스(부차 ) 출입이 바이오 기술 과 연계 될수 

있는곳.

이상의 기 에 따라 재의 장소로 지를 2002년 2월

에 선정하 다.

2.4 건물 배치 계획(Building Layout)

빌딩 로그램을 지와 목시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에서, 선형형태가 가장 이상 인 안으로 채택되었다.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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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2006년 1월 - 최종

총면

지하1 82,370

지상 1 33,630

지상 1층-교육센터 5,100

지상 2층 34,220

지상 2층 - 교육센터 5,720

지상 3층 34,020

지상 4층 34,020

Mechanical Penthouse 25,550

New Loading Dock 9,680

Total Gross Area Base Building 264,310

Total Net Area Base Building 145,340

Efficiency 55.0%

Tunnel to Biotechnology and Corson/Mudd Hall 1,570

Tunnel to Plant Science 5,300

Total Gross Area Base Building plus Tunnels 271,180

Gross Area BT Loading Dock Reconfiguration 2,400

 빌딩 형태는 건물 사용자의 뷰를 동서쪽의 오 스페이

스와 메인 캠퍼스쪽으로 최 한 확보해주었다. 게다가 자

연 을 가장 많은 공간에 제공하게끔 해주었다. 반 로, 

이런 빌딩의 배치가 기존의 Alumni Field 새로운 이미지

를 불어 넣어 주었고, 코넬 학의 메인 캠퍼스에 새로운 

인상을 심게해주는 역활을 하게 되었다.

2.5 평면 계획

평면계획은 다른 리차드 마이어의 로젝트들 보다 더 

명확하고 직선 인 공간 배분으로 이루어 졌다. 학교 건물

이라는 에서 building efficiency 가 낮아 질수 밖에 없

는것에 한 가장 이상  안이라 할 수있다. 더욱이 앞

에서 언 했듯이, 기존 빌딩의 계와 주변 경 을 고려했

을 때, 선형  근 방식은 공간의 배치와 효율성을 동시

에 높여 주는 가장 이상 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Table 1

Basement Plan 1

Ground Pla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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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Floor Plan 1

3rd Floor Plan 1

4th Floor Plan 1

Mechanical Penthouse Floor Pla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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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입, 단면 계획

Elevations 1

Elevations 2

Elevation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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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실내 계획(Interior Design)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은 실내 공간과 마감으로까지 연

계되어 완성된다. 그 어떤 건축가 보다도 디테일에 신경을 

쓰며, 마감재료 하나하나까지 신 을 기해 결정을 한다. 

언뜻 보면, 모더니즘한 형식에 국한되어 미니멀한 공간만 

주목하기 쉽지만, 디자인 그리드 하나 하나의 alignment에 

늘 고민하고 실험하여 그 만의 건축  특징을 완성해 나

아간다. 물론 개인 겔러리나 주택의 공간에 비해 특정한 

규정과 요구사항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교육 시설 로젝

트 지만, 최 한 마이어의 건축이 실  될 수 있게, 그만

의 건축  요소들을 곳곳에 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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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경계획(Landscape Design)

설계 되어진 리차드 마이어의 빌딩과 지 주변의 경

에 감을 얻어, 기존의 메인 캠퍼스와 연계된 새로운 공

간을 만들었다. 새로 생성된 경 은 기존 학교 커뮤니티와 

어우러져 사회 친화 인 공간으로 재생성되었다. 

기존의 보행자 동선을 메인 캠퍼스로 연계시켜, 기존 빌

딩과 새로운 빌딩 상호간의 공간의 연결감을 높 다. 로

젝트 빌딩 주변 경 에 한 이해와 조경 계획은, 새로운 

의미가 있는 아름다운 경 으로 재생 시켰으며 더 나아가 

캠퍼스 내의 커뮤니티들의 소통의 공간으로까지 확장 시

켜  수 있게 하 다. 특히나, 남쪽의 정은 설계된 건물

과의 강한 건축  연계를 갖게함과 동시에 다양한 이용자

들의 다목  공간으로 계획하 다. 친환경 인 요소로, 조

경 지역의 모든 식물/ 나무들은 물공 이 따로 필요없이 

자생할 수 있는 품종과 양분 체계를 구체 으로 계획하

여, 최소한의 리와 자연  방식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

이 되게끔 하 다.

4. LEED, 친환경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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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LEED)의 약자로 세계 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친환경 

그린 빌딩 인증 제도이다. 미국의 비 리 단체인 Green 

Building Council(USGBC)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지 까

지 인증 제도를 계속 발 시키고 있다. 이 인증 제도는 얼

마나 많은 친환경  요소를 용했느냐에 따라 특정 벨

(certified, silver, gold, platinum)로 인증을 해주는 제도이

다. 따라서, 계획된 건축물이 기존 환경에 가장 은 향

을 끼치고, 사용자에게도 건강하고 생산 인 커뮤니티 활

동을 할수 있게끔 모니터링 해주며, 더 나아가 최 화된 

에 지 사용과 효율성을 체계 으로 리해 다.

재  세계 으로, 지속 가능한 그린 빌딩에 한 

심은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결국 “지속 가능한 

그린 빌딩”이란, 빌딩이 사용하는 주된 에 지 즉, 빌딩 

시스템에 사용되는 화석에 지를 최소한으로 이기 한 

것이다. “생명 과학 기술 ” 로젝트 역시 처음 설계 계

획에서부터 태양   태양열, 자연 환풍시스템, 새로운 

친환경 건축자재, Low-E 유리 등을 이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친환경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 다. 결국 아래의 

첨부된 요약된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 분야에서 

수를 얻어, 두 번째로 높은 “Gold” 인증서를 갖게된 로

젝트가 되었다(Certified Gold rating under the LEED
®
- 

Version 2.1).

5. 작품 후기

“Cornell University Life Sciences Technology Building 

- Weill Hall”는 마이어 건축의 특징  요소들인, 매우 직

인 공간과 모던한 건물 형태  구조가 학교 시설물

에 목된 유일한 사례이다. 기존 메인 캠퍼스 내의 건물 

 연구동들과의 연계를 고려한 건물 배치는 매우 이상  

근 방법이 으며, 그만의 기하학  건물 형태와 철 하

고 분명한 디테일 그리고 합리  공간 배분은, 오히려 학

교 건물이라는 에서 더욱 돋보이게 되었다. 다른 마이

어의 건축  철학인, 심 하면서도 첩된 공간, 넓은 오

창은 건물 곳곳에 최 한의 자연 을 가져다 주었으며 

동시에 동서쪽으로 이어지는 캠퍼스의 경 을 최 한 건

물안으로 들여오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코넬 생명과학 기

술 은 비록 학교 시설물이란 에서, 다른 로젝트들에 

비해 여러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  철학이 많이 스며든  하나의 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