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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스 마테우스 건축에 나타난 디자인 조직체로서의 서

트랙션 방법과 특성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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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of Aires Mat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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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ires Mateus Architects is one of the most well-known Portuguese architects after Álvaro Siza and Eduardo

Souto de Moura. The studio shows clear design methods in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solid mass and void

space are creatively inter-connected. Subtractive transformation of form is the fundamental aspect of this

relationship. Most of Aires Mateus’ projects were designed based on the subtractive method. Although subtraction

can be seen as architectural formal presentation, in Aires Mateus’ cases, there are deeper logics, strategies, and

meanings. Not only to create a form, subtractive method has been flexibly used to organize and compose

different programs and spatial atmosphere. To examine this hidden dimension of Aires Mateus’ unique design

process, 5 case projects were selected and analyzed in detail based on program, light & visual-perception, and

site’s placeness. From the case study results, it is found that there are much deeper role of subtraction:

relationship between solid-void are constantly changing to generate serviced and servant spaces, there are central

spaces that are contrast against the complexity of exterior forms, aiming to build an archetypal form that

transcends ever-changing time, ambivalent balance between universality and peculiarity in the genealogy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subtraction method as design

organization have various possibilities that can apply on other architectural and interior projects which would have

similar ideas and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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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목

아이 스 마테우스 건축사무소(Aires Mateus

Arquitectos)는 1988년 마 엘 로차(Manuel Rocha)와

란시스코 자비에(Francisco Xavier) 아이 스 마테우스

형제에 의해 설립되었다. 2010년 베니스 건축 비엔날

에 청 받은 그들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로젝트들을

선별 으로 시하 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건축

작품들로 이 시기는 지 까지 아이 스 마테우스 건축의

약 30년 기간 동안 매우 특별하고 요한 시기이다.

아이 스 마테우스의 작품군은 체 으로 3시기로 나

��������������������������������������������������������������
* 이 논문은 2013년도 건국 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수 있다. 1시기는 자신들의 건축언어 탐구 기간이고,

2시기는 특정 건축 개념이 심이 되는 기간이고, 3시기

는 개념 심사가 확장하는 기간이다. 2시기에 해당하

는 2000-2010년 사이에 그들은 ‘서 트랙션(subtraction)’

방법을 사용해 솔리드 형태에서 보이드 공간을 내는

디자인을 선보이는데 이는 아이 스 마테우스의 건축에

서 다양한 설계 요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서 트랙션은 동서양의 고 건축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공간을 만드는 보편 수법 하나이다. 하

지만 아이 스 마테우스는 보편 방식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만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 바로 이

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다. 즉 시 와 문화

를 월한 공간 설계의 보편성을 가지면서도 자신만의

개념과 특질을 가진 아이 스 마테우스의 설계방법은 다

양하게 해석되고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5권 2호 통권115호 _ 2016.044

<그림 1> 마 엘 로차(좌)와

란시스코 자비에(우) 아이 스

마테우스 형제

<그림 2> 코임 라 학교

호스텔, 1999

본 연구의 목 은 아이 스 마테우스가 사용하는 서

트랙션 설계 방법의 개념 특성과 이를 통해 로그

램, 빛과 시지각 경험을 구성하는 것을 사례 심으로

고찰하고 그 내재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범 방법

본 논문은 아이 스 마테우스 건축의 2기에 속하는 작

품들을 주 상으로 한다. 특히 2기의 작품 에서도 서

트랙션 방법을 명확하게 용하는 로젝트에 한해서

사례를 선정하고 분석을 시도한다.

2장에서는 아이 스 마테우스 건축의 설립 과정, 기본

철학 반 인 작품 개요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체 작품군을 3시기로 나 고 각 특징을 비교한다.

3장에서는 서 트랙션 공간설계 방법의 특징을 살펴보

고 유사한 개념과 사례를 동서양의 고 건축과 연계하여

설명한다. 한 서 트랙션 방법을 활용한 아이 스 마

테우스 건축의 디자인 로세스를 고찰하여 사례 분석을

한 분석 키워드 항목을 추출한다.

4장에서는 서 트랙션 방법을 용한 표 사례를

선정하여 각 분석항목을 바탕으로 면 히 분석한다.

5장에서는 사례분석의 결과를 종합 으로 연계하여 서

트랙션 방법이 건축형태/공간, 로그램, 빛과 시지각

특성을 만드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그 추 인 의

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6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며 본 논문이 가지는

의의, 용가능성, 추후과제를 논한다.

2. 아이 스마테우스건축의철학과시기별특성

2.1. 설립 배경과 건축 철학

형 마 엘 로차 아이 스

마테우스는 1963년에, 동생

란시스코 자비에 아이 스

마테우스는 1964년에 포르투

갈 리스본에서 태어났다. 건

축가 아버지와 다양한 술

가 지인들의 향 아래 자라

난 형제는 리스본 기술 학

교(Technical University of

Lisbon) 건축과에서 교육을 받았고, 1998년 아이 스 마

테우스 건축사무소를 설립하 다. 형제는 건축교육, 실

무, 강의에 있어 거의 동일한 길을 함께 걸어온 것이다.

베니스 건축 비엔날 의 공식 인터뷰에서 그들은 자국

의 건축가 알바로 시자(Alvaro Siza)로부터 많은 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마 엘은 시자의 건축에서 공간 속을

움직이며 다양한 가능성을 경험하게 하는 디자인 방법

을, 란시스코는 건축물이 세워지는 지와 장소성에

집 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1) 다양한 매체와의

담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작업에서 ‘물질로서의 건축’, ‘

속의 건축’, ‘ 월성의 건축’은 요한 주제라고 밝혔다.

“건축은 일시성(ephemerality)이 아닌 속성의 술

(art of permanence)이다. ... 비록 건축이 실제로 속하

지는 못하더라도 굳건한 아이디어를 가지는 것은 건축의

본질이다. ... 그것은 (그) 건축을 경험하는 군가에게

언제나 보이고 인식될 수 있다. 기본 으로 우리가 심

있는 것은 아이디어의 속성이다.”2)

아이 스 마테우스의 건축 철학은 건축 담론에서

흔히 할 수 있는, 건축의 물리 경계를 흐리고 탈

역화 하는 개념들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자신들의 작품

을 소개하는 자리에 고 건축 사례까지도 포함하는 그

들은 고 인 건축 정의의 틀 속에서 형태, 공간 인

‘원형(archetype)’을 추구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건축 원형은 실제로 구축되는 과정에

서 지의 장소성, 로그램을 포함한 제반 여건, 빛과

재료에 의한 상 체험 등 설계 로세스 상의 여러

요소를 거치며 아이 스 마테우스만의 고유한 특질을 체

득한다. 즉 그들의 건축은 시 와 장소를 월한 보편성

과 장소와 시 에 한정된 특수성이라는 상반되는 양 극

단 사이에 역설 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2.2. 시기별로 나타나는 건축 개념 특성

아이 스 마테우스 건축의

체 작품들은 크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형제가 함

께 사무소를 설립한 1988년

부터 1999년까지 십 여 년의

창기 기간이다. 이 시기의

기 작품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주로 소규모 인테

리어, 리모델링, 시 설치, 공모 로젝트를 진행하

는데 1999년에 완공된 코임 라(Coimbra) 학교 호스텔

은 건축 로젝트로서 표 인 작품이다. 삼각형 지

에 도 높은 호스텔 로그램을 기능 으로 배치했고

객실 쪽 입면은 개폐 가능한 창이 달린 목재 루버로, 반

쪽 입면은 얇은 슬릿만 뚫린 콘크리트 벽으로 마감하

여 강한 조를 이룬다, 이 시기에는 명확한 건축 언어

신 앞으로 다가올 시기와 작품을 암시하는 건축 고

민들이 혼재되어 있다.

1) Architecture Biennale - Aires Mateus e Associados, Now Interview,

la Biennale di Venezia Channel, 2010

2) El Croquis, No.154, Aires Mateus 2002-2011,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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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콤포르타 주택, 2010(좌), 카바나스 노 리오, 2013(우)

작품명 년도 이미지 디자인 특성

1
House in Alenquer

1999-2002

허물어져 가는 기존

주택의 벽체를 남기고

안에 새로운 주거 형성

2

House on the Alentezo

Coast

2000-2002

낮은 정사각형 매스

가운데 정을 두고

로그램 켜를 구성

3

House in Brejos de

Azeitao

2000-2003

기존 주택의 벽체를

남기고 내부에 2층에 떠

있는 공간들 조직

4
Sines Cultural Center

1998-2005

구도심의 콘텍스트를

존 하여 매스를

분 하고 개폐를 조

5

Santa Marta Lighthouse

Museum

2003-2007

해안가 자연암의

침식과정에 착안하여

인공 침식 공간 형성

6

Home for the Elderly in

Alcacer do Sal

2004-2010

노인을 한 내부

로그램 구성이 건축

형태, 공간과 일체화

7

Hotel and Restaurant in

Biscaia

2005

기존 주택을 개조한

호텔 디자인으로 모든

객실에 고유성을 부여

8
House in Leiria

2005-2010

지상에 공 , 지하에

사 공간 배치하고

정으로 빛을 공유

9

Lisbon Central Library

and Municipal Archives

2006

다양한 문화 행 들이

수직으로 층되며 입체

골목길 만듬

10

School in Vila Nova da

Barquinha

2006-2011

학교 건축으로 미로와

같은 동선 체계와

내외부의 통합 조직

11
Hotel Aquapura

2007-

폐 채굴장 의 호텔로

자연과 비되는

기하학 매스 구성

12
House in Monsaraz

2007-

원형 심공간과 땅

속으로 들어 가는

개인 공간으로 구성

13
House in Coruche

2007-

정을 둘러싼

로그램들과 날카로운

사선의 건축 형태 비

14

Call Center in Santo

Tirso

2008-2009

3차원 으로 복잡해

보이나 홀을 심으로

구심 공간 형성

15

Furnas Monitoring and

Research Center

2008-2010

코루체 주택과 유사하나

무암과 나무를 사용한

특징

16
House in Comporta

2008-2010

통 인 박공지붕의

형태와 목재, 모래 등

장소친화 재료 사용

17
House in Aroeira

2008-2010

육각형 주택 매스에

정 배치하고 이를

둘러싸는 로그램들

18

Parque de los Cuentos

Museum

2008-

17세기 수도원을

배려하여 지하에

박물 과 빛공간 계획

<표 1> 아이 스 마테우스 주요 작품군 (2000-2010년을 심으로) 두 번째 시기는 표 작품들이 포진되어 있는 2000년

부터 2010년 동안의 기간이다. 2010년도 베니스 건축 비

엔날 시 참여 로젝트들도 모두 이 시기에 속한다.

아이 스 마테우스는 이 시기의 작품들에서 뚜렷한 디자

인 개념을 선보이는데 바로 ‘서 트랙션(subtraction, 공

제, 控除)’에 의해 솔리드 매스를 내고 보이드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다. 건축학자 리카르도 카르발호(Ricardo

Carvalho)는 이를 ‘ 내기(digging)’라고 표 했고, 후안

안토니오 코르테스(Juan Antonio Cortes)는 ‘침식

(erosion)’, ‘발굴(excavation)’, ‘비우기(emptying)’라고 설

명했다.3) 모두 비슷한 개념을 칭하는데 본 연구는 란

시스 D. K. 칭(Francis D. K. Ching)의 ⌜건축: 형태, 공

간, 질서(Architecture: Form, Space, Order)⌟에 정리된

형태의 원리에 입각해 ‘서 트랙션’ 용어를 사용한다.4)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기는 2010년 이후 재까지의

기간5)으로 에 볼 수 없던 디자인 경향과 주제가 나타

난다. 콤포르타 주택(Houses in Comporta)의 경우 소규

모의 단일 주거 4채로 이루어진 리조트 로젝트인데

통 인 박공지붕 형태와 짚, 목재로 마감되었다.(일부

동에서는 외부의 모래가 실내바닥으로까지 이어진다.) 카

바나스 노 리오(Cabanas no Rio)는 낡은 목재로만 내,

외부 체 공간이 만들어졌다. 포르투갈 지방의 토착

(vernacular) 건축문화를 연상시키는 이와 같은 디자인은

순수한 건축 형태가 강조되는 2시기의 작품들과 매우 다

르다. 아이 스 마테우스의 심이 지역, 장소, 재생, 친

환경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 다.

그러나 세 시기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 어지는 것은

아니다. 로젝트에 따라 다른 시기의 경향과 주제가

첩되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3) El Croquis, No.154, 앞의 책, pp.6-41. 논문에 언 된 단어들 이외

에도 더 많은 단어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부수 인 것

들로 단어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심 인 공통 내용은 솔리드 형

태에서 보이드 공간을 내는 방법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는 낸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아이 스 마테우스는 실제로 무언가를 ‘

내어’ 건축하지 않는다. 즉 개념이 요하다. 이 부분에 해서는 3

장에서 자세히 논한다.

4) Ching, Francis D. K., Architecture : Form, Space, & Order, 2nd

ed., ,John Wiley & Sons, 1996

5) 정확하게는 2시기의 일부 작업들에서 이미 3시기의 주제가 나타나

기 시작한다. 특히 포르투갈의 통 인 박공지붕 가옥 형태를 채

택한 로젝트들은 장소특정 , 친환경 주제와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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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석회암을 내어

만든 보장 지방의 세 주택

<그림 5> 랄리벨라 석굴교회

<그림 8> 데이비드 치퍼필드, 암 쿠퍼그라벤 10, 2007

<그림 6> 형태로 환된

건축 공간

<그림 7> 마리오 보타, 로툰다

주택, 1980

3. 디자인 조직체로서의 서 트랙션 설계

방법

3.1. 서 트랙션

설계과정에서 건축 형태에 변형을 가하는 가장 기본

방법은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삭감하는 것이다. ⌜건축:

형태, 공간, 질서⌟에서 칭은 자를 ‘Additive Transformation’,

후자를 ‘Subtractive Transformation’이라고 정의했다. 그

는 “형태는 일정 부분이 삭

감되더라도 모서리, 꼭짓 ,

체 형상(profile)이 유지되

면 정체성을 계속 유지한다.”

고 말했다.6) 즉 서 트랙션

방법은 체 형태볼륨의 정

체성과 부분 괴 사이의

미묘한 긴장 계를 만들어내

는 특징을 가진다.

흙이나 돌을 내어 인간을 한 공간을 만드는 방법

은 이미 수천 년 고 원시건축에서부터 유래한다.

랑스 남부의 보장(Les Bauz-en-Provence)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과거의 인류는 석회 자연암을 수공으로

내어 주거공간을 만들었

다.7) 13세기에 완공된 에티오

피아 랄리벨라(Lalibela) 마을

의 석굴교회는 서 트랙티

방법으로 지어진 고 , 세

건축물 에서 표 인 사례

이다. 교회의 십자 매스를 만

들기 해 주변의 땅을 냈

고 다시 내부를 비워내어 종

교공간을 만들었다. 순수하게 서 트랙션 방법으로만 건물

체가 완성된 것이다. 아이 스 마테우스는 자신의 건축을

설명할 때 랄리벨라 교회의 개념과 특징을 자주 언 한다.8)

3.2. 건축 설계 개념으로서의 서 트랙션

근 건축으로 발 하면서 서 트랙션 방법은 실제

로 자연암을 내는 신 건축의 형태와 공간을 조직하

는 설계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서 트랙션은 “공간 자

체보다 공간을 규정하는 형태도 (공간과) 함께 부각시키

6) Ching, Francis D. K., 앞의 책, p.48

7) Rudofsky, Bernard, Architecture without Architects, 건축가 없는

건축, 김미선 역, 시공문화사, 2006, pp.39-41

8) 이 외에도 아이 스 마테우스는 다른 여러 고 건축물이나 자연

물의 사례를 퍼런스로 언 한다. 를 들어, 산타 마르타 등

박물 (표1의 5)에서는 침식된 해안가 벽을, 몬사라즈 주택(표1

의 12)에서는 이탈리아 티베리우스 동굴건축(Tiberius’s Grotto)과

티볼리 하드리안 주택(Hadrian’s Villa)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는 수법이다.”9) 통 으로 서양

건축에서 빈 공간과 이를 감싸는

벽으로서의 형태는 근본 구조

다. 하지만 근 건축에서는 이러

한 경계가 흐려졌는데 체 으

로 자유로운 창을 활용한 투명

연속 공간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서 트랙션은 반 로 단일 솔리

드를 만들고 이를 들어 감으로

서 공간과 형태 사이에 다른 형식의 계를 만드는 특성

을 가진다. 투명성과 폐쇄성은 정반 의 상 개념이

지만 공간-형태의 유기 인 계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목 을 가지는 것이다.

피에르 폰 마이스(Pierre von Meiss)는 솔리드 매스로

환된 건축 공간은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심리

투 (mental penetration)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10) 즉

서 트랙션에 의한 형태-공간

의 조직에는 끊임없는 ‘지각

발견’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역동 인 건축 공간 체

험이 가능하다.

마리오 보타(Mario Botta)는

로툰다 주택(Casa Rotonda)에

서 실린더 형태의 매스를

내어 내부 로그램과 외부 환경 사이의 계를 조직했

다. 로그램, 공간, 형태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서 트랙

션(으로 인지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데이비드 치퍼

필드(David Chipperfield) 역시 암 쿠퍼그라벤(Am Kupfergraben)

10 갤러리에서 서 트랙티 디자인을 선보 다. 직육면

체 매스가 내부의 로그램에 따라 크고 작게 여진 것

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두 로젝트의 내부를 자세히 살

펴보면 서 트랙션은 주로 빛과 풍경을 끌어들이는 창의

치에 보이드를 만들고 나머지의 부분에 벽들을 세워

외부에서 솔리드 매스로 인지되도록 하는 수법이다. 이

는 아이 스 마테우스의 방법과 상당히 다르다.

9) Eckler, James, Language of Space and Form: Generative Terms

for Architecture, John Wiley & Sons, 2012, p.58

10) Meiss, Pierre von, Elements of Architecture: From form to place,

Spon Press, 2008,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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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알 테조 주택, 2002

<그림 10> 다이어그램(좌)과 평면도(우)

<그림 11> 주택 내부

<그림 12> 디자인 로세스 상의 제 요소를 조율하고 결합하는

아이 스 마테우스 건축의 서 트랙션 특성

3.3. 아이 스 마테우스 건축에 나타난 서 트랙션

디자인의 특성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서 트랙션은 아이 스 마테

우스 건축의 핵심 디자인 방법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서

트랙션 방식에는 몇 가지의 특성이 있다. 특히 로그

램과 공간 시지각 측면과의 계는 매우 요하다.

서 트랙션은 건축의 볼륨

속에서 로그램을 배치하고

내외부 풍경과 연결하고 유

입하는 빛과 자연 상을 조

하는 과정에서 유연하고

복합 인 방식으로 작용한

다. 먼 건축의 매스를

내고 이후 그 속에 로그램과 공간경험을 안치하는 것

이 아니라 모든 설계 과정이 서 트랙션을 축으로 유기

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즉 서 트랙션은 ‘디자인

조직체(organization: A structure or system that guides

the arrangement of parts)’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11)

이에 해 코

르테스는 “아이

스 마테우스

건축의 가장

요한 측면은 그

들이 보이드가

내진 매스 자체에

심이 있는 신 보이드가 인식되고 경험되는 방식, 한

정 형태, 차원, 빛의 조건으로 결합된, 네가티 가 아

닌 포지티 스페이스로서의 보이드에 심이 있다는 사

실이다.”라고 말했다.12)

2기 작품들 에서 기 작

품인 알 테조(Alentejo) 주택은

의 설명이 단순명쾌한 방법으

로 구 된 것을 보여 다. 다이

어그램을 보면 흑색 정사각형

매스의 가운데가 여진(subtract)

것을 알 수 있다. 백색 보이드

는 주택 내부에 열린 공용공간을 형성한다. 하지만 가운

데 흑색 솔리드는 하늘로 개방된 다른 보이드이다.

오히려 공용공간으로 빛을 유입시키는 곳으로 다이어그

램의 흑백 계가 역 된다. 내부공간을 살펴보면 서

트랙션으로 내진 보이드는 로그램의 배치, 서로 간

의 계, 빛의 유입, 동선과 시지각 경험을 입체 으로

조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1) Eckler, James, 의 책, p.116. 에 인용된 Organization의 정의는

일반 인 사 정의가 아니라 본 참고문헌에 제시된 건축디자인

조직체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12) El Croquis, No.154, p.41

3.4. 서 트랙션을 통한 로그램, 공간의 입체

조직

즉 아이 스 마테우스 건축에 용된 서 트랙션은 단

순히 조형 건축 형태를 도출하기 한 것이 아니다.

디자인 로세스 상에서 요한 요소들을 조율하고, 결

합하며 이 과정에서 지속 으로 변화하며 최 의 상태를

찾는 역동 인 힘이다. 알 테조 주택의 경우 디자인

로세스가 정사각형의 볼륨의 설정에서 시작하긴 하지만

서 트랙션으로 내진 보이드는 얼마든지 다르게 형성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임스

에클러(James Eckler)는 디자인 조직체(organization)를

생성 가능성(Generative Possibility)이라고 명했다.13)

서 트랙티 다이어그램에 한 질문에 마 엘은 “이런

종류의 표 은 ... 공간의 계 을 표 한다고 할 수 있다. 우

리가 우선시하는 공간, 그 공간의 한계를 표 하고 다른 공

간들과의 조화를 이루게 만들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공간 말

이다. 이 같은 표 방식은 심미 인 태도로 보이지만 사실

로젝트의 변화를 제어하는 략을 탄생시켰던 것이다.”14)

의 언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이 스 마테우스가

사용하는 서 트랙티 방법은 로젝트의 유동 조건

들을 재하고 제어하는 ‘ 략’인 것이다. 주요 작품들에

한 반 인 조사를 바탕으로 할 때 아이 스 마테우

스 건축에 용된 서 트랙션은 로그램, 빛과 시지각

의 요소를 해결하고 구성하는 계성의 결합체이고 이것

이 최종 으로 건축 형태로 귀결하는 특성을 가진다.

4. 사례분석

4.1. 사례의 선정과 분석항목

사례 분석을 한 로젝트는 <표 1>에 정리된 표

작품들 에서 명확하게 서 트랙션 방법을 용한 작품

을 상으로 하 다. 다시 이 에서 아이 스 마테우스

의 체 작품에서 가장 요하고 다수를 차지하는 주거/

거주 로그램(요양원, 호텔 포함)에 한정하여 최종 으

13) Eckler, 앞의 책, p.116

14) C3, No.329, 2012,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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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기능 : 단독 주택

연도 : 2005 - 2010

치 : Leiria, Portugal

서

트

랙

션

을

통

한

디

자

인

제

요

소

의

조

직

장

소

와

의

계

지는 특정한 장소 콘텍스트를

가지지 않는데 앙에 박공지붕

주택을 배치하고 지하를 통해

바깥쪽으로 확산하는 공간을 형

성함. 앙의 솔리드와 주변의

보이드 사이의 비.

로

그

램

구

성

주택 가운데에 지하까지 연결된

정 배치. 각 로그램들은

정을 둘러싸고 있는데 지하 침

실들은 다시 땅 속으로 방사형

으로 고들어가고 끝에서 개별

정과 마주하게 조직함.

빛

과

시

지

각

어두울 수 있는 지하공간이

앙 정과 끝에 치한 개별

정들에 의해 다양한 빛과 어둠

의 공간 상을 만들어냄. 지상

층의 보이드들은 외부 풍경을

복합 으로 연결시킴.

건

축

형

태

도

출

지하에 개인공간을, 지상에 공용

공간을 두고 시각 으로는 지상

의 박공지붕 주택 형태가 두드

러지지만 보이드들에 의해 지하

까지 입체 으로 조직된 것을

인식할 수 있음.

<표 2> House in Leiria

개

요

기능 : 단독 주택

연도 : 2007 -

치 : Alqueva Lake,

Monsaraz, Portugal

서

트

랙

션

을

통

한

디

자

인

제

요

소

의

조

직

장

소

와

의

계

호수를 향해 얕은 경사를 이루

는 지의 지형 고 차를 이용

하여 반 지하상태의 주택 공간

형성. 한쪽에서는 입면이, 반

쪽에서는 땅에 뚫린 원형구멍들

만 인식할 수 있음.

로

그

램

구

성

외부에 한 앙부에 원형

정을 만들고 이로부터 공용, 개

인 로그램들이 땅 속으로

고들어가는 구성. 개별 공간 끝

에는 독립 정이 있고 체

으로 심형과 미로형의 결합.

빛

과

시

지

각

하부의 큰 구와 상부의 작은 구

로 만들어진 원형 공간의 보이드

는 다채로운 빛의 변화를 연출.

다소 어두운 개인 공간을 지나면

빛의 정을 발견하도록 통로 효

과 용.

건

축

형

태

도

출

다른 사례들과 다르게 체 건축

형태가 땅 속에 숨겨진 디자인. 서

트랙션 형태가 부분 보이드들

에 의해서만 상상되도록 함. 쿠엔

토스 박물 로젝트와 유사한

공간구성.

<표 3> House in Monsaraz

로 5개의 로젝트를 선정하 다.15) 사례들은 공통 으

로 서 트랙션을 사용하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고유성

을 가지기 때문에 함께 비교 고찰하는데 의의가 있다.

사례의 분석항목은 3장 3 에서 밝혔던 서 트랙션 방

법을 심으로 계 맺는 4개의 요소들이다. 본 장에서

는 각 항목으로 분리하여 분석하고, 5장에서는 이를 종

합하여 체 특성과 의미를 도출한다.

4.2. 사례분석

(1) House in Leiria

이리아 주택은 주변의 콘텍스트가 비교 자유로운

지에 독립된 오 제로 지어진 로젝트이다. 박공지붕

모양의 백색 주택형태는 순수 조형성을 강조하는데 폐쇄

인 솔리드 매스와 여기 기 여진 보이드가 서 트랙

션 디자인을 뚜렷하게 표 한다.

로그램 구성을 살펴보면 지상층에 거실, 식당 등 공

15) 5개의 사례 에서 이리아 주택, 아로에이라 주택, 알카세르 도

살 노인 주거는 완공되었고 몬사라즈 주택과 비스카이아 호텔은

재 진행 인 로젝트이다. 이러한 사유로 표2와 표4의 이미지

들은 계획안 모형 사진들로 구성되었다.

용공간을, 지하층에 독립 정을 가지는 침실들을 배치

했다. 지하의 개인 공간들이 정으로부터 주변의 땅 속

으로 뻗어나간 은 몬사라즈 주택과 유사하다. 앙으

로 연결된 보이드들은 폐쇄 이 될 수 있는 솔리드 내부

에 다양한 빛과 내외부의 시지각 장면을 연출한다.

이 로젝트에서 서 트랙션 디자인은 독립된 오 제

로 인식하게 하는 솔리드와 지의 지하까지 불규칙 으

로 뚫린 보이드가 경험자로 하여 솔리드를 넘어선 더

큰 차원의 내부 공간을 상상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2) House in Monsaraz

몬사라즈 주택 계획안은 서 트랙션 방식을 기본 구조

로 용한 것은 동일하지만 지와의 계, 로그램과

공간의 해석 측면에서 다른 사례들과 뚜렷한 차별성을

가진다. 얕은 경사를 이루는 지는 알쿠에바(Alqueva)

호수를 바라본다. 지형의 고 차를 이용하여 주택의

체 공간은 지면 아래에 배치했다.

입구에는 커다란 원형 공간이 여졌는데 이는 주택의

심공간으로 동선과 시지각이 모이고 흩어지는 장소이

다. 이곳으로부터 개별 공간들이 땅 속을 고들며 만들

어졌다. 지면 아래의 폐쇄 인 침실들은 작은 개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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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기능 : 단독 주택

연도 : 2008 - 2010

치 : Aroeira, Portugal

서

트

랙

션

을

통

한

디

자

인

제

요

소

의

조

직

장

소

와

의

계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지는

육각형 모양을 이루는데 이것이

그 로 주택의 솔리드 매스로

오 셋. 말발굽 형상은 진입축과

주거내 동선 구조를 형성하며

내향 볼륨을 강조함.

로

그

램

구

성

정을 심으로 원형으로 로

그램 배치. 각 로그램들 사이

와 개별 로그램 내의 하부

계를 나 는데 솔리드와 보이드

가 역할을 함. 이것이 서 트랙

션 방식으로 구체화 됨.

빛

과

시

지

각

원형 동선 상에서 보이드 공간

과 솔리드 매스는 빛과 어둠의

리드미컬한 공간 상을 만듬.

이는 다시 태양 의 치와 기

상상태에 따라 시간 으로 변화

하는 풍경으로 통합.

건

축

형

태

도

출

근하는 방향에 따라 매우 폐

쇄 매스로 보일수도 있고, 내

향 으로 열린 공간으로 보일수

도 있는 특성이 있음. 신체 움직

임에 따라 건축형태와 서 트랙

션이 다르게 지각됨.

<표 4> House in Aroeira

개

요

기능 : 호텔, 스토랑

연도 : 2005 -

치 : Escoral, Portugal

서

트

랙

션

을

통

한

디

자

인

제

요

소

의

조

직

장

소

와

의

계

에스코랄 농장 지역에 치한 기

존의 주택을 개조하는 로젝트

로 토착 분 기와 서 트랙션

디자인과의 조화를 건축 형태의

스 일, 높이, 창의 반복 리듬

으로 풀어냄.

로

그

램

구

성

새로운 호텔의 객실들이 서로 다

른 외부의 풍경과 빛을 가지도록

사선 배치함. 솔리드로 표 된

부분들은 서비스 공간들로 실제

동선은 정과 통로형 구조로 계

획됨.

빛

과

시

지

각

떨어진 지에 치한 식당의 경

우 기존 주택을 몇 개의 사선으

로 잘라내어 빛을 유입시키고 각

공간 사이의 시선들이 신체 움직

임에 따라 외부 풍경과 겹쳐지도

록 디자인.

건

축

형

태

도

출

체 매스는 기존 주택의 높이와

스 일을 따르지만 내진 보이드

들이 내부 객실들의 다양함, 특히

틀어진 각도와 천정 모양의 차이를

외부 입면에 그 로 표 함.

<표 5> Hotel and Restaurant in Biscaia

을 통해 빛을 받아들이고 외부의 기와 한다.

몬사라즈 주택 서 트랙션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지

형을 활용하여 개미굴처럼 주거 공간이 형성되었다는

이다. 지면에는 숨구멍과 같은 원형 보이드만 드러났고

내부에서는 미로 공간이 이어져 체를 인지하기 어렵고

보이지 않는 역을 상상하게 한다. 루돌 아른하임

(Rudolf Arnheim)의 설명처럼 ‘형태의 흔 들이 상호간

의 유사성의 기반 에서’ 선행된 경험과 통합하며 체

형태와 공간을 지속 으로 상상하게 하는 것이다.16)

(3) House in Aroeira

아로에이라 주택은 6각형의 지와 건축 가능한 최

면 의 결합으로 그 형태가 도출되었다. 특정한 콘텍스

트 퍼런스가 없는 지에서 최 한 장소의 상황을

활용하여 독자 인 디자인 논리를 이끌어냈다.

정을 심으로 주거 내 로그램들이 둘러싸고 사

, 공 성격에 따라 열림과 닫힘을 조 한다. 이 과정

16) Arnheim, Rudolf, Art and Visual Perception, 술과 시지각, 김춘

일 역, 미진사, 2006, p.54. 아른하임은 “형이란 상을 찰하는 순

간 에 와서 닿는 자극만이 아닌 그 이상의 것에 의해 결정된다.”

고 했다. 즉 앞선 공간의 경험에서 체득한 다양한 감각 정보들과

재의 체험이 통합되며 체 인 형태와 공간을 인지하는 시지각

로세스를 거치는 것이다.

에서 솔리드와 보이드의 계가 서 트랙션 방식으로

용되었다. 닫힌 솔리드 내부는 실제로는 욕실, 수납 등

기능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되어 단순한 솔리드-보이드

의 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 계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로그램 역시 지속 으로 분화한다.

이 로젝트의 큰 특징은 지면에 낮게 깔린 육각형 매

스의 심 공간을 휘감는 곡면의 공간성이다. 다른 사례

와 비교했을 때 가장 명확하게 구심 공간을 보이고 신

체 움직임에 따라 시지각 공간 경험이 원형 동선 상에

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

(4) Hotel and Restaurant in Biscaia

이 로젝트는 다른 사례들과 다르게 기존 건물을 리

모델링한 작업이다. 채 과 인 한 주택을 개조하고 마

당에 새로운 건축매스를 채워 넣어 체 으로 호텔로

사용하는 아이디어이다.

호텔은 기존 2층 주택의 지붕선에 맞추어 매스의 높이

가 결정되었고 아이 스 마테우스 특유의 내진 보이드

들이 입면 여기 기에 치한다. 평면도를 보면 우측 기

존 건물의 정방형 구조와 좌측 새로운 호텔의 사선 공간

들이 조를 이룬다. 이는 각 객실들이 서로 다른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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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기능 : 노인 거주 시설

연도 : 2004 - 2010

치 : Aroeira, Portugal

서

트

랙

션

을

통

한

디

자

인

제

요

소

의

조

직

장

소

와

의

계

기존의 노인 주거시설을 철거

하고 확보한 장방형의 경사

지에 건축. 체 으로 입구쪽

마당을 감싸 안은 형상을 도출

하고 백색 매스가 주변과 비

를 이루도록 디자인함.

로

그

램

구

성

입구에 면한 지상층에는 공용

공간을, 2,3층에는 노인 주거공

간을 배치. 객실에서 서로 다른

풍경을 할 수 있도록 계획.

독립주거로 느낄 수 있도록 솔

리드-보이드를 구성함.

빛

과

시

지

각

노인 주거 공간에서 직사 선

과 외부시선을 차단하는 곳에

는 솔리드 매스를, 빛과 풍경을

유입하기 한 곳에는 보이드

테라스를 구성. 복도에서는 테

라스 일부가 보이도록 배려함.

건

축

형

태

도

출

각 객실의 솔리드-보이드 세트

구성이 층되어 체 형태를

이루나 외부에서는 솔리드와

보이드의 반복과 이들이 만드

는 길고 구불거리는 백색 형태

가 강조되도록 함.

<표 6> Home for the Elderly in Alcacer do Sal

<그림 13> 알카세르 도 살

노인 주거의 솔리드-보이드

층과 밴드 구조

과 빛을 경험하도록 디자인한 것이다. 기존 주택과 새로

운 매스 사이에는 직사각형의 정이 존재하는데 각

로그램들으로의 동선이 연결되고 나 어지는 곳이다.

비스카이아 호텔의 주요한 특성은 서 트랙션 디자인

이 독립된 건축 오 제를 만드는 다른 사례들과 다르게

기존의 장소가 가진 콘텍스트와 분 기에 융합되도록 세

한 스 일과 조형으로 계획한 이다.

(5) Home for the Elderly in Alcacer do Sal

알카세르 도 살에 치한 노인 주거는 아이 스 마테

우스의 로젝트 에서 가장 리 알려진 작품이다. 다

른 사례들에 비해 규모가 크고 강한 형태 때문에 서 트

랙션 개념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다. 얕은 경사를 이루

는 지의 기존 노인 시설 일부를 철거하고 3층의 새로

운 주거를 만들었다.

이 로젝트에서 서 트랙션은 내부의 로그램을 해

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 다. 직사 선과 외부의 시선

으로부터 노인의 사 공간을 보호하기 해 솔리드 매

스를 만들고 빛과 풍경을 들이는 곳에 보이드 테라스 계

획했다. 솔리드-보이드 유닛들의 층은 입구의 마당을

둘러싸며 지에 따라 구부러

지는 장방형의 밴드 건축 형태

로 귀결되었다.(그림 13)17)

본 작품에서의 서 트랙션은

로토타입 공간 유닛을 설정하

고 이를 반복 배열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이는 불규칙한 3차

원 솔리드-보이드 공간형태를

만드는 다른 사례들과 비되는

데 단독주택과 집합주거라는

로그램의 차이에 기인한다.

5. 종합 분석

아이 스 마테우스 건축의 사례분석 결과를 종합해보

면 몇 가지의 공통 인 특성이 도출된다. 이들은 아이

스 마테우스가 사용하는 서 트랙션 디자인 방법의 고유

한 특징이고 심층 으로 내재된 의미이다.

5.1. 로그램의 계(Serviced & Servant)를 분화

시키는 솔리드와 보이드의 역할과 반

아이 스 마테우스가 사용하는 서 트랙션 방법은 건

축의 형태/공간을 도출하는 역할에 앞서 로그램을 해

석하고 그 계를 분화하고 조직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미 3장에서 서 트랙션 방법이 로그램과 빛과 시지

각의 문제에 여한다는 을 밝혔으나 사례분석을 통해

발견한 것은 로그램 자체에 여러 층의 벨을 설정한

다는 이다. 를 들어 침실이라는 로그램을 다룰 때

잠을 자고 쉬는 역과 몸을 씻고 수납하는 역을 ‘서

비스를 받는 공간(served space)’과 ‘서비스를 하는 공간

(servant space)’로 나 고 이를 보이드 공간과 솔리드

매스로 구체화하는 것이다.18) 그런데 솔리드인 서번트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보이드 공간이 나타나며 솔

리드 특성은 닫힌 벽들로 이한다.

이 과정에서 솔리드 형태들은 외부의 입면에서 서로

결합하며 하나의 체 건축 매스를 이루게 되고 보이드

공간들이 마치 그 매스에서 내진, ‘서 트랙션’ 된 것

으로 인식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즉 아이 스 마테우

스 건축에서 로그램, 공간 상, 입체형태는 유기 으로

상호 조직되어 있는 것이다.

17) Di Mari, Anthony, Yoo, Nara, Operative Design: A Cataloque of

Spatial Verbs, BIS Publisher, 2012, pp.38-39

18) 이는 루이스 칸(Louis I. Kahn)의 ‘the serving’, ‘the served’ 개념

과 유사하나 공간 으로 풀어내는 방식은 다르다. “칸은 조인트와

연결부를 강조함으로써 건물(의 요소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논리 으로) 보여주는데 심이 있었다.” Curtis, William J. R.,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Phaidon Press, 1996, p.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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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내재 심 공간의 존재와 입체 복잡 형태/

공간과의 비

사례 분석을 통해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심

공간의 존재이다. 일견 3차원 으로 복잡해 보이는 그들

의 건축 내부를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부분의 경우

심 공간이 치해 있었다. 이는 로젝트에 따라 정,

홀, 마당 등으로 나타났다. 심공간은 주변으로 둘러싼

개별 로그램으로 동선을 연결, 배분하고 시선을 모이

고 분산시키는, 장소에서의 구심성을 만드는 역할을 가

지고 있었다. 이는 크리스찬 노베르그 슐츠(Christian

Norberg-Schulz)가 말한 실존 공간에서의 ‘ 심’ 역할과

유사하다.19) 아로에이라 주택에서는 통 인 마당과 같

은 정으로, 이리아 주택과 비스카이아 호텔에서는

수직으로 열린 직육면체 보이드로, 몬사라즈 주택에서는

반구의 술 빛 공간으로 구 되고 있다.

특히 이리아, 몬사라즈 주택에서 심공간은 땅 속

에서 사방으로 확장하는 개별공간들과 조를 이룬다.

이는 신체 움직임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시지각 상과

경험을 유발한다. 신체는 더 어두운 지하 공간으로

이동하고 끝에서 빛을 마주하고, 반 로 움직이면 모든

빛이 모이는 심공간으로 향한다. 구심 심 공간과

방사형 통로 공간이 혼합되어 역동 인 건축공간의 경험

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본질 으로 심공간의 존재는

입체 으로 복잡한 공간과 로그램 구성에 수직으로

통하는 질서를 부여한다.

5.3. 근원 원형(archetype)의 탐구: 시간을 월

하는 자연 상의 은유

그 다면 아이 스 마테우스는 왜 서 트랙션을 핵심

디자인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근원 인 건축

원형의 탐구 때문이다. 건축 철학과 사례분석에서 나타

났듯이 아이 스 마테우스는 고 건축의 원형 형식과

자연 상이 빚어낸 물리 인 결과물을 자주 언 하고

퍼런스로 활용한다. 이들의 공통 은 모두 일시 이고

흐르는 시간을 월하여 속하는 원형의 모습을 가진

다. 풍화 작용에 의해 깎여나간 해안가의 벽들, 지하로

여진 동굴들, 폐허가 되었지만 형태와 공간을 유지하

고 있는 고 의 건축들은 모두 속성과 월성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실제로 이 사례들은 자연 풍화에 의

한 서 트랙션, 여지고 부서짐을 담고 있다.

근원 원형과 시간을 월하는 자연 상을 은유 으

로 표 하기 해서 서 트랙션, 즉 단단하고 무거운 솔

리드가 여진 형상은 매우 하다고 단된다.

19) Norberg-Schulz, Christian,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실

존 공간 건축, 김 역, 태림문화사, 1985, pp.34-39

5.4.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의 역설 균형:

건축 디자인에서의 계보 의의

아이 스 마테우스는 건축의 계보 (genealogical)

흐름에서 매우 독특한 치를 한다. 백색의 순수한 형

태 때문에 미니멀리즘 건축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의 건축에서는 로그램, 공간, 형태의

유기 계가 가장 요하고 특히 로그램의 해석, 분

화, 구성이 3차원 형태로 귀결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조형성만을 추구하는 디자인 계보와는 확연히 차

이를 보인다.

아이 스 마테우스 건축은 원형이라는 보편성과 ‘지

여기’에 구 되는 로젝트마다의 특수성 사이에 존재한

다. 이는 네스 램 톤(Kenneth Frampton)의 비평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와는 다른 양상이다.

기하학 형태-공간의 조직이 장소와 삶을 새롭게 구축

하며 동시에 시간을 월하는 원형으로 자리 잡고자 한

다. 즉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의 역설 균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넬슨 모타(Nelson Mota)는 이에 해 “지

역문화와 보편 기술 사이의 모호한 균형”이라고 표

했다.” 20) 이 듯 아이 스 마테우스의 건축은 다양한 근

건축의 흐름을 배경으로 하지만 동시에 그들만의

고유한 건축 언어와 철학을 추구한다.

6. 결론

지 까지 살펴본 아이 스 마테우스의 건축에는 흔히

알려진 미니멀리스트 조형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층

인 디자인 개념과 방법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건축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

에 다른 문화, 장소, 로그램에 창의 으로 재해석되고

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방

법은 건축의 외 인 문제, 즉 형태 표 이 의 다양

한 차원의 문제들을 통합 으로 조율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는 충분히 건축 실내디자인의 여러 분야에 포

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이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이다.

본 연구는 서 트랙션 디자인 방법을 심으로 연구범

를 좁히고 진행하 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

이 스 마테우스의 최근 건축은 주제와 개념 면에서 확

장하고 있다. 장소친화, 환경친화 으로 옮겨 가고

있는 것이다. 즉 3시기에 해당하는 재의 로젝트들인

데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고 완성된 작품들

도 제한 이다. 이에 한 부분은 추후의 과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 C3, 앞의 책, pp.146-147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5권 2호 통권115호 _ 2016.0412

디자인 조직체로서의 서 트랙션 설계 방법이 련 연

구와 로젝트에 조 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

하며 논문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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