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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oday’s society, Monolithic expresses itself as a single featured work with a consistent exterior in the urban

environment. In particular, such characteristics of the monolithic work have become increasingly influential in the

modern society with the emergence of the minimalism. Monolithic architecture in modern has common feature

which is maintaining simple construction format (Mass) with complicated and abundance space (Volume) inside.

This simple architecture exterior leads new stimulus which is different from previous format and evokes unique

sensibility and thoughts with monumental expressing. Uniformed exterior revealed thru purity of material builds up

strong presence by itself. In contract with simple exterior, diverse space is expressed by consistent concept and

process. Through this, it shows creating metaphorical space and space-oriented feature. We can interpret modern

monolithic architecture as a sensation and alternative against Gestalt architecture in consequence of chasing

clarity, visual stimulus and uncertain tendency only. It provides architectural experience by spatial imaginary and

unexpected space development to users through exclusivetendency against outside and stressing un-private, we

can evaluate its value as a space-oriented construction which helped us to think about space meaning in

moder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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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90년대에 해체주의가 있기 이전 시대까지 미술사와 함

께 ‘~ism' 또는 ‘사조’ 로 수렴되었으나, 해체주의 이후의

건축개념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건축 양식의 혼

재를 가져왔고 비정형적, 유기적 형태과 같은 디지털건

축을 통한 컨셉적이고 상상력에서 비롯되는 형태의 건축

들이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배경아래 형태적 산만함, 모호성, 난해성

에 대치하는 단순성이 강조된 미니멀리즘 대두되며 그

영향과 함께 모놀리틱디자인의 건축물이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모놀리틱디자인의 단순성은 불필요한 것의 제

거를 통해 완전성을 추구하는 환원주의 또는 본질주의의

측면
1)
을 가지고 있는 미니멀리즘 단순성과는 생성배경을

달리한다. 모놀리틱디자인은 Rodolfo Machado & Rodolp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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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Khoury의 『Monolithic architecture』를 통해 소개되

며, 환원이 아닌 응축의 성향과 고형체와 같은 덩어리감

의 강조를 통해 단순성을 드러내는 개념을 지닌다. 사실

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닌 고대 피라미드나 오벨리스크와

같은 거석 구축물로부터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갖고 있

으며, 현대에 이르러 제품, 조각,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적용되어 등장하며 그 의미와 성격을 이어가고 있다.1)

현재 모놀리틱디자인에 대한 건축적 표현기법에 대한

연구는 선행2) 되었으나, 그 의미와 단순한 외관뿐만이

아닌 매스 속 볼륨 즉,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고 표현되

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적 시점에서의 모놀리틱디자인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 디자인 개념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며 건축과 공간에 어떻게 적용되어 공간구성이 이

1) 이정욱, 현대건축에서 미니멀리즘의 의미와 특성에 관한 연구, 한

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NO.13, 1997, p.151

2) 류호창, 현대건축에서의 단일체적 조형 성향에 관한 연구, 디자인

학연구, 제19권 1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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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ony smith, die

<그림 2>

Leonardo, Modulor

<그림 1> The Rock

Churches of Lalibela.

뤄지는지를 탐구함으로써 단순성, 단일성이 강조된 모놀

리틱디자인의 내재적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20세기 후반에서 현대까지의 작품으

로 단순성과 단일성을 공유하는 미니멀리즘적 경향을 보

이는 건축으로 한정한다. 그 중 건축 작품집과 서적, 온

라인사이트를 통해 모놀리틱디자인으로 회자되거나 모놀

리틱적 표현의지가 명확한 대표사례를 선정하며 연구방

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놀리틱디자인의 개념과 배경을 알아봄으로서

현대건축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디자인방식의 기조

를 파악한다. 둘째, 모놀리틱디자인의 의미가 강조되어

사용되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통해 현대사회에서의 표

현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셋째, 표현특성을 토대로 건축

에서는 어떤 배경과 함께 이와 같은 디자인적 경향이 나

타나는지, 건축에서의 표현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넷째, 모놀리틱디자인이 적용된 건축물의 다양한 사례

중 디자인건축가마다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는 모놀리틱

디자인의 공통적인 표현과 그에 따른 공간구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결론을 유도한다.

2. 모놀리틱 디자인의 개념과 적용

2.1. 모놀리틱의 개념

모놀리스(Monolith)는 산의 단일

암반, 혹은 빌딩이나 기념비에서

하나의 거대한 돌 또는 바위와 같

은 지질학적 특징을 말한다.

건축에서 이 용어는 선사시대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 거석과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어 사용되며,

오벨리스크, 조각, 기둥 또는 거대

아키트레이브와 같은 매우 큰 돌

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 용어는

고대 그리스의 Monos(단일)과 Lithos(돌)의 합성어인

Monolithos에서 유래되었다.3)

사전적 의미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모놀리스

(Monolith)는 단일한 암반이라는 어원에서 시작된 말이

지만 이후 이 용어는 단일한 암반을 조각하여 만들어진

건축물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모놀리

스는 사전적 의미에서 속이 비어있지 않은 고형체를 의

미하지만 기능을 담는 대상은 속이 비어있는 형태로 ~적

인, ~같은”의 뜻을 내포하는 접미사(tic)의 합성으로 모놀

3) "monolith" wikipidia, 2015.10.1.,

https://en.wikipedia.org/wiki/Monolith, 2015.10.20

리틱 (monolithic)이라는 용어가 정의된다.

따라서 모놀리틱 디자인은 내부가 비어있어 균질성과

고형성을 띄는 사전적인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모놀리스한(monolithic-like)디자인과 같이 이러한 의미를

함축한 동질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4)

2.2. 조형예술에서 모놀리틱디자인의 적용

(1) Mass & Volume

미니멀은 환원 또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단순

성을 얻어내는데, 이와 상이하게 응축의 성향을 보이며

하나의 고형체와 같은 매스감과 단일성을 나타내는 모놀

리틱이 추구하는 단순성과는 생성배경을 달리하며 분명

한 차이를 가진다.5)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

타나는 형태를 구성하는

데 있어, ‘시각적 단순성’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통된 특징이며 대다수

의 미니멀리즘 작가의 작

품에서 모놀리틱 표현특

성이 드러난다.

대표적 작품으로 건축가이자 화가였던 토니 스미스의

작품들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건축에 적용되는 모듈

(Module)에 기준한 계산 방식과 사고 체계를 조각의 영

역에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모듈에 기초한

형태에의 접근방식이 그의 조각 작업의 바탕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6)

인간을 원형과 정사각형에 그려 넣은 모뒬로르가 바로

그것으로 이러한 접근은 모뒬로르에 입각한183cm×183cm

×183cm의 금속 구조물을 만들게 된다. 그는 이러한 모듈

을 두고, 그것을 독자적인 높이, 너비, 길이를 지닌 매스

와 대립시켜 인간과는 완전한 모순 속에 있지만 역설적

인 관계성을 만들어 내는 검은 형체를 보여준다. 레오나

르도가 “어둠은 신체의 형태를 보여주는 수단”이라고 말

한 것을 그는 정육면체의 검은색매스를 통해 그림자 자

체인 것처럼 표현하며 복합성을 내포하는 단순성이 강조

된 조형물로 구성하였다. 이후 그는 일반적인 미니멀리

즘 작가들과 다르게 입방체의 형태가 아닌 변형된 단순

기하학을 통한 모놀리틱의 성향을 띈 작품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도 위와 같은 강한 매스감을 드러낸다.

(2) Skin & Wrapping

어린왕자에 등장하는 그림과 같은 개념으로 표피를 통

4) 류호창, op. cit., p.51

5) Rodolfo Machado & Rodolphe el-Khoury, Monolithic architecture,

1996, p.12

6) 국제갤러리, Tonysmith 展, 형태와 공간의 기하학적 내재율 탐구,

1997, 참고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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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tanley kubrick, Space

odyssey2001

<그림 7> Christopher nolan,

Interstellar.<그림 4> Saint Exupery, Le Petit Prince.

<그림 9> Leica-Leica T

<그림 8> Sony Bravia

NX700

<그림 5> Javacheff Christo, Wrapped

reichstag.

한 단일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개념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이와 같은 표피의

단일성(a single skin)

은 면의 연속성을 통

해 하나의 윤곽을 만

들며 일체적 덩어리로

인식하게 하는 모놀리

틱의 특성이다.

조형예술에서 크리

스토 자바체프는 포장

(Wrapped)을 통해 각

각의 대상들을 하나의

덩어리를 지닌 오브제

로 인식하게 하는데, 이와 같은 형태는 주로 천이나 캔

버스와 같은 것들로 포장을 한 후 끈으로 묶인 상태 또

는 그 위에 채색하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표피의 단일

성7)을 보여주었다.

하나의 표피로 묶어내는 포장과 같은 표현방식을 보이

는 크리스토의 작품은 범위의 제한없이 대상을 하나의

단일된 형태를 보이는 오브제로 만들어 호기심을 자극하

거나, 그 자체의 의미를 변화시켜 관찰자로 하여금 고정

관념의 탈피와 재인식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표피

를 통한 단일성은 명료한 형태를 만들어 내며 시각적 고

형성을 통해 모놀리틱적 표현 특성과 강한 게슈탈트를

야기한다. 단순성과 단일성의 특성을 띄는 이러한 일련

의 사례들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간화되며 건축의 형

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례 특징

Mass

&

Volume

Tony smith, <Die>

단순 기하학을 통한 형태적 단순성

무게감을 통한 MASS감 부여

Skin

&

Wrapping

Javacheff Christo,

<Wrapped

reichstag>

표피를 이용한 단일성

연속성에 따른 윤곽을 통한 MASS감 부여

<표 1> 조형예술에서의 모놀리틱디자인

2.3. 현대사회에서의 모놀리틱디자인

(1) 모놀리틱디자인의 인식

현대에서의 모놀리틱에 대한 디자인적 인식은 크리스

토퍼 놀란의 작품, ‘Interstellar’에 등장한 대상의 언급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8)

7) 홍재연, 크리스토자바체프의 포장작업연구, 경기대 석사논문, 2002, p.7

8)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옛날 작품임에도 등장하는 ‘모놀리스

(monolith)’의 디자인은 굉장히 모던하다. 나는 큐브릭 감독처럼

‘인터스텔라’의 로봇들을 통해 가장 간단한 이미지에서 고도의 지

능을 표현하려 했고, 군더더기 없는 기능 자체에 충실한 디자인을

원했다.” Christopher nolan, 인터스텔라 인터뷰, 허핑턴코리아,

http://www.huffingtonpost.kr/2014/11/10/story_n_6130914.html

그가 단순성을 강조하며 소개한 이 모노리스는 스텐리

큐브릭의 ‘스페이스오디세이 2001’에서도 등장한다. 검고

매끄러운 평행육면체의 단단한 검은색 물체로 표현이 되

어있는 이것은 설명이나 대사 없이 영화 전체를 꿰뚫으

며 흐름을 이어가는데 크리스토퍼 놀란은 이를 ‘interstellar’

에 오마쥬로서 등장시킨다. 영화를 통해서 모놀리틱이

지니고 있는 디자인적 개념을 다시 본다면 전체의 어떤

문맥에도 어울리지 않으며 주변 환경과의 이질감으로 생

기는 독립성, 환유적 태도와 상징성, 마감이 없는 하나의

단일체적 비석과 같은 극도로 절제된 단순성을 들 수 있

다. 단일의 의미에 복합성을 내포한 형태적 단순성과 상

징성, 독립성과 같은 특성의 통합은 이후 현대에서 모놀

리틱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되었다.

(2) 모놀리틱디자인의 표현

이는 현대사회에서 제품디자인과 같은 일상적 환경에

서도 적용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디자인을 적용한 일례

로 SONY사의 Bravia NX700과 Leica사의 Leica-T 등을

들 수 있다.

최소화 된 재질과 경계표면

처리 등을 프레임이 없는 듯한

시각적 효과를 드러내며 Sony사

스스로도 Monolithic Design을

구현하였다고 소개한다. Leica-T

또한 견고한 알루미늄 덩어리를

조각하여 내부공간을 구성하는

모놀리틱적 특성을 드러내며 복

잡한 내부의 구성이나 기능을 담

아내는 일체형 바디를 구현한다.

단순한 형태와 단일재료로 이

뤄지는 이러한 모놀리틱 디자인은

역설적으로 화려하고 복잡한 형태

보다도 더 정교한 디테일과 비용, 시간을 요구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디자인의 가치에 무게를 두는 배경에

는 하나로 축약된 기술집약적인 대상에 대한 현대인들의

심미적 판단기준이나 현대사회의 복합성에 반향하는 성격

또는 단순성을 강조하는 미니멀리즘의 영향으로 볼 수 있

겠다. 결과적으로 현대사회에서의 모놀리틱 디자인은 외부

로 표출되는 형태를 단순하게 제한하여 내부의 복잡하고

풍부한 내용을 함축한다는 것, 비어있는 내부 또는 기능에

따른 복합성을 표피를 통해 단일한 하나의 구성과 윤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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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Jean

nouvel, Monolith

expo2002

<그림 10>

Etienne-Louis Boullee,

Monument to Isaac

Newton,

로 도모하는 것, 하나의 언어를 통해 자신의 비유적인 암

시를 응축시킴으로서 표현의 가능성을 극대화9) 하며 단순

한 형태를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사례 특징

디자인의

인식

Christopher nolan,

<Interstellar>

주변 환경과의 이질감

오브제와 같은 상징성, 독립성, 복합성을 내포

디자인의

표현

Sony, <NX700>

/ Leica, <LeicaT>

경계 표면의 디테일을 통해 일체감 부여

하나의 재질만으로 구성과 윤곽을 도모

<표 2> 현대사회에서의 모놀리틱디자인

3. 현대건축에서의 모놀리틱디자인 표현

3.1. 모놀리틱디자인의 건축적 배경

모놀리틱 특성이 드러나는 가장

오래된 건축으로는 피라미드나 지구

라트, 오벨리스크 등을 들 수 있다.

권위와 절대성을 상징하는 이러한

무수한 기념비적인 고대 건축물들은

역사 속에서 형태적 단순성과 표피

의 단일성을 드러내며 숭고미와 엄

격함을 느끼게 해주어 종교 신전 건

축 등에 이용되었다.

이후 이러한 순수 형태에 대한

추구는 신고전주의에 의해 다시 표

출되기 시작하였는데, 에티엔느 루이 블레(Etienne-Louis

Boullee)와 끌로드 니꼴라스 르두(Claude Nicolas

Ledoux)10)가 바로 그 예이다. 블레는 고대 그리스, 로마

의 영향과 과학적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기념비적인 단

순성과 규칙성을 선호하였다. 중심 지향적인 평면과 매

스로 구성된 이론적인 프로젝트들은 입방체, 피라미드,

원추형, 구형들을 자유로이 사용하였다.11) 이는 뉴턴 기

념탑을 통해 드러나는데, 당시의 화려하고 복잡한 디자

인에 대한 반발로 극명하게 단순한 구의 형태를 생각하

였다. 이 계획안은 피라미드 이래 단순 조형을 추구한

최초의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구상은 당시 모놀

리틱적 구상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이들의 영향을 받은 표현주의 건

축가들이 조소적 형태의 공간구성을 통해 자유로운 조형

의지를 보여주었고, 구성주의 건축에서도 역동적 공간구

성을 통해 다양한 건축형태를 보여주며, 일부 유형들은

9) Rodolfo machado & Rodolphe el-Khoury, Monolithic arcitecture,

prestel, 1995, p.12

10) 불레(Boullee)의 제자로 그 또한 입방체와 구의 매스가 지니는 극

적인 효과를 탐구했다. 그는 또한 개구부가 없는 벽을 선호했으며

전통적인 창 내기 방법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빛에 드러난 단

순한 기하학적 형태의 가치를 탐구하는 것과 건물은 어떤 상징적

인 것이라고 보는 개념을 중요시하였으며, 표현주의 건축의 아버

지로 여겨진다.

11) 임진영, Minimalism 건축의 물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

논문, 2003, p.23

단순한 외형과 표피의 단일성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하나

의 덩어리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모놀리틱디자인의 성격

을 띄기도 한다.

3.2. 건축에서 나타나는 모놀리틱적 특성

(1) 형태적 요소

근대 건축가 르 꼬르뷔지에는 “우리의 눈은 빛 속에서

형태를 보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본적 형태들은 명확하

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다.” 라고 말하며

입방체, 원추형, 구형, 원통형 또는 피라미드형이 빛에

의해 그 모양이 잘 드러나는 위대한 기본 형태임을 역설

하였다. 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모호함이 없는

간결성과 명확함이다. 이 때문에 이 기본 형태들은 가장

아름다운 형태다.12) 라고 말하였다.

르 꼬르뷔지에의 언급이후, 현재에도 이와 같은 기본

적인 형태들은 조형예술의 조건 그 자체로 나타나 역사

적으로 일관된, 이론적으로 확고한 정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식이 직관적으로 이루어지며 기하학적 형태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점은 모놀리틱건축의 형태적 특성

과도 일맥상통한다.

제한된 형태와 볼륨적 표현 안에서

건물 전체에 균등하고 일관된 두께를

부여하는 것으로부터 모놀리틱 건축

이 형성되며, 가장 기본적인 기하학

형태의 모놀리틱 건축으로 장누벨의

monolith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사

진과 같이 평면의 기하학 형태가 그

대로 전이된 듯 단순하면서도 정형적

인 입방체의 형태로 나타나며, 단일

체적 형태를 구성하기 위해 단 하나

의 출입구만 만들어 내어 외부와 완

벽하게 독립된 외형적 특성을 유지시키고 있다.

즉, 입면에서 드러나는 개구부를 최소화 시키거나 단

순성과 함께 주변환경과의 형태적 대비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모놀리틱건축의 형태적 특성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표현은 인간이 내부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움직임으로써 이해가 되는, 내부가 파내어진 거

대한 조각과 같은 것13)이라고 언술한 브루노제비의 건축,

공간개념으로 인간이 인식하는 가장 원초적인 기본형 형

태를 불러 일으키며, 다른 건축유형들과 차별화를 이룬다.

(2) 표피적 요소

“표피은 볼륨을 감싸고 있는 외피로, 볼륨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을 감소시키거나 증대시킬 수 있다”14)라는 르

12) Lecorbusier(이관석 역), 건축을 향하여, 동녘, 2007, p.49

13) Bruno Zevi(최종현, 정영주 옮김). 공간으로서의 건축, 세진사, 1997,

p.28

14) Lecorbusier(이관석 역), 건축을 향하여, 동녘, 2007,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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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Jean nouvel,

The new national Theate

꼬르뷔지에의 표피에 대한 강조는 현대에 이르러 기술의

발전과 함께 건축매스의 형태와 함께 표피의 다양성을

이끌어 내었다. 공간을 이끌어 내는 구조방식에 구속받

지 않고 완전히 분리되거나 모노코크(Monocoq)15)와 같

이 구조체와 표피가 완벽하게 통합된 형태는 재료와 구

축법들의 발달로 인해 장식과 구조 간의 논의에서 자유

로워지며 표현의 가능성도 더 커지게 되어 건축가들은

자신들만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피를 표현하게 된다.

그 중 장누벨의

동경 신국립극장의

계획안은 단일한 재

료를 통한 표면과

함께 구조체로부터

독립된 표피를 통

해 하나의 단일체

적 성향을 만들어 내며 모놀리틱적 특성을 드러낸다.

그는 건물을 설명함에 있어 벽, 입면, 정면 등의 전통

적인 건축용어로부터 벗어나 도가니, 악기상자, 금고, 박

스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장 누벨은 “우리 프로젝트는

3가지의 중요한 대상을 내포한 검은 화강석의 단일체이

다. 이 건물은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신비로움을 보여

주기도 하고 감추기도 함으로써 자신을 마술상자로 인식

시킨다.”고 기술하면서, ‘상자와 같은 건축(box-likearchitecture)

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건축적 상자

(architecture box)’ 또는 ‘상자로서의 건축(architecture as

box)’을 말하고 있다.16)

이는 구조체와 상관없이 표피를 통해 하나의 단일체적

성향을 만들어 내는 개념이며, 오늘날 다양한 유형과 성

격의 모놀리틱 건축표현에 뒷받침이 되었다. 건축적 견

지에서 보았을 때, 이와 같은 “덩어리로 그대로 보이기”

는 건축에서 중요한 형태 구성 행위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마감구조 형태를 살펴보면 구조체와

표피로 이루어진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는데 “덩어

리처럼 보이기” 위해 작은 조각의 재료들이 정교한 줄맞

춤에 의해 내부의 구조체를 감추고 매스의 외형을 가지

게 된다.17) 많은 모놀리틱 건축에서 내부와 외부의 경계

를 짓는 표피를 통해 구조체를 감추면서 하나의 완결된

건축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단일성을 지니는 표피는 건

축가 별로 지역성에 근거한 재질, 혹은 건축개념에 합당

한 마감을 통해 물성의 본질을 드러내는 경향을 갖는다.

15) 모노코크(monocoque)는 달걀껍질과 비슷한 외부 스킨을 통해 하중

을 지지하는 구조적 접근방식이다. 이 기술은 구조적 스킨이라고도

불리며, "단일쉘"또는 "단일 선체"라는 의미의 프랑스 용어이다.

“monocoque" wikipidia, https://en.wikipedia.org/wiki/Monolith,

2015.11.20

16) 류호창, op. cit., p.56

17) 박해진,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벽의 표현 유형에 관한 연구, 국민

대 석사논문, 2008, p.41

사례 특징

형태적

특성

Jean nouvel,

<Monolith

expo2002>

극도로 제한된 형태의 매스.

개구부의 최소화, 형태를 통한 이분법적표현.

표피적

특성

Jean nouvel,

<The new national

Theate>

표피의 일관성을 통한 단일체적 표현.

일관된 표피를 통해 물성을 자체를 드러냄.

<표 3> 건축에서 나타나는 모놀리틱적 특성

4. 사례분석

4.1. 사례선정 및 분석항목

과거의 모놀리틱디자인에 대한 개념은 단순한 입방체

의 고형적인 형태로 획일화된 방식이었으나 현대로 들어

서며 기술의 발전과 공간의 기능에 대한 요구에 따라 건

축가에 따라 본인만의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되었다.

모놀리틱디자인의 성격을 띄는 건축물은 역사적 흐름

속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역에 나타난다. 하지만 이 논

문에서는 현대건축에서의 그 표현을 보기 위해 다수의 사

례 중 2000년대 이후 유럽지역으로 한정짓고, 성격을 명

확하게 드러내는 프로젝트를 선정하며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분석을 통해 모놀리틱디자인은 크게 형태적 특

성과 표피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외

관에서 드러나는 1차원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조각이 아

닌 건축은 외기로 부터의 보호역할을 하는 매스와 공간

에 따른 기능을 위한 볼륨, 이 두 가지가 상응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의 형태적 특성과 표피적 특성의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모놀리틱디자인의 공간 표

현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모놀리틱디자인의 형태적특성은 극도로 제한된 형태의

매스와 개구부의 최소화로 볼 수 있다. 이는 평면계획과

건축형태, 최소화된 개구부 즉 진입부와 그에 따른 공간

의 구성으로 발현되며 그러한 공간은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외부환경으로부터 밀폐되어있는 구성에서 계획되는

동선과 빛의 관계로 세분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일관된

재질을 통해 단일체적인 표현을 드러내는 표피적 특성은

볼륨생성을 위한 구조와 표피의 구축방식을 통해 내부공

간에 외부의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일관성을 보여주기 위한 기단과

윤곽의 표현방법, 그러한 표현을 통한 주변환경과의 관

계를 파악한다. 분석항목은 위와 같은 배경아래 6가지로

세분화되며 아래의 표와 같다.

분석 항목

형태적 특성에 따른

a. 평면계획과 건축형태

b. 진입부와 공간의 구성

c. 공간의 동선과 빛의 관계

표피적 특성에 따른

d. 구조와 표피의 구축방식

e. 기단과 윤곽의 표현

f. 주변 환경과의 관계

<표 4> 분석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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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Peter zumthor

건축명 Bruder klaus field chapel

국가 Germany

비고 예배당 / 2007

모

놀

리

틱

디

자

인

의

표

현

형태적 특성

평면계획과

건축형태

오각형의 평면이 수직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 건축은 과거 오

벨리스크와 같은 탑을 연상시키며

모놀리틱적 형태적 특성을 지닌다.

진입부의

구성

일반적 형태가 아닌 삼각형의 진입

부는 내부공간의 형상을 암시하며

거대한 암석의 좁은 틈과 같은 이는

내부와 외부를 명확하게 단절시키며

긴장감을 부여한다.

공간의

동선과 빛의

관계

좁은 진입로를 통해 들어오는 동선

은 넓은 들판의 외부와 전혀 다른

좁고 어두운 동굴과 같은 공간을 유

도하며, 동선의 가장 안쪽 공간에 극

적인 빛을 들여 연출적 공간구성을

보여준다.

표피적 특성

구조와

표피의

구축방식

목재,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구축된

이 건축공간은 내부의 검고 거친 질

감을 만들어 내며 구조이자 표피가

되는 두께감 있는 벽체 자체로 모놀

리틱적 표현을 이끌어 낸다.

기단과

윤곽의 표현

외부 기단과 함께 내부의 공간에서

바닥과 벽사이 별도의 재료를 분리

하지 않는 디테일은 거대한 콘크리

트덩어리 그 자체임을 강조하며 중

량감이 부여된 모놀리틱적 표현을

보인다.

주변환경과의

관계

모놀리틱한 예배당의 단순한 형태는

평평한 대지 위에 하나의 오브제와

같이 위치하고 있어 주변환경에 대

비되는 상징적 역할을 한다.

<표 6> Bruder klaus field chapel

건축가 Alberto campo baeza

건축명 Guerroro House

국가 spain

비고 주거 / 2005

모

놀

리

틱

디

자

인

의

표

현

형태적 특성

평면계획과

건축형태

단순성이 강조된 직사각형의 평면으

로 이뤄진 박스형태의 건축은 외부의

전체적인 매스에 직교하여 관입되는

볼륨을 지니고 있다.

진입부의

구성

파사드의 스케일과 대조적인 작은 진

입부는 내부공간에 대한 궁금증을 유

발시키며 거대한 매스의 파열된 일부

를 통해 진입하는 듯한 느낌을 자아

낸다.

공간의

동선과

빛의 관계

검정색으로 채워져있는 부분만이 온전

한 실내공간으로 진입로부터의 동선에

따라 밝고 어두움을 리듬감있게 드러

내어 공간을 풍부하게 만들어낸다.

표피적 특성

구조와

표피의

구축방식

공간을 구성하는 벽은 하나의 거대한

‘담’과 같은 표현을 보인다. 이러한 표

피는 내부의 공간의 마감까지 연속성

을 띄며 이어져 하나의 덩어리와 같

은 느낌을 전달한다.

기단과

윤곽의

표현

단일한 덩어리와 같은 느낌을 자아내

기 위해 건물 기단의 마감을 따로 분

리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명확한 윤

곽을 만들어 내는데 이는 모놀리틱과

같은 단일한 조직체적 표현이다.

주변환경과의

관계

평지위에 독립적인 성향을 띄며 외부

환경과 단절되어 있는 육면체 박스형

태로 강한 대비를 만들어 내며 이를

통해 주변환경으로 부터 중심성을 만

들어낸다.

<표 5> Guerroro House

많은 모놀리틱 건축이 단순한 형태의 매스를 기본으로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짓는 단일한 외피를 통해 하나의 완

결된 건축으로 표현되는데, 단순히 외부에서 보여지는 형

태적 특징을 넘어 현대적 경향 속에서 각각의 건축가가 건

축(Mass)과 공간(Volume)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어 모놀

리틱디자인을 구현하였는지를 알아보며, 각기 다른 방식으

로 구현되는 다양성 안에서 공통되는 고유성을 가지는지

비교 고찰한 후 이를 종합하여 매스와 볼륨에서 나타나는

모놀리틱 디자인의 공통되는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4.2. 사례분석

(1) Guerroro house

빛과 그늘의 균형잡힌 집이라는 컨셉의 게레로 하우스는

8m 높이의 직사각형으로 이뤄진 모놀리틱을 구현하고 있다.

이는 이전 가스파르 하우스의 개념과 유사한 형태이나

게레로 하우스는 외벽의 높이를 내부공간의 층고와 일치

시켜 명확한 육면체의 형태를 띄고 있다.

내부에 구축된 공간으로 생기는 두 개의 반 외부적 공

간은 각 공간에 4그루의 나무와 함께 대칭되는 형태를

띄고 있다. 전면에는 흰 색의 외벽, 건물 내부의 공간과

중정 공간을 향한 창을 통해 빛의 조절과 흐름을 담아내

고 있으며, 명상과 커뮤니티의 역할을 제공하기도 한다.

연속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중정과 내부는 서로 커뮤니케

이션을 유도하며 빈 공간 속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행위

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낸다.

(2) Bruder klaus field chapel

피터줌터의 이 예배당(Bruder Klaus field chapel) 은 스

위스에 살았던 클라우드 형제를 기념하고자 계획되었다.

존재적 의미를 규명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던 피터줌터는 외부에서 전달되는 간결한 형태와 대

비되는 반전적인 내부를 통해 구현 하였다.

관찰자는 점진적으로 대지로 부터 건축물로 접근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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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Aires mateus

건축명 House on the alentejo coast

국가 Portugal

분류 /

연도
주거 / 2011

모

놀

리

틱

디

자

인

의

표

현

형태적 특성

평면계획과

건축형태

정사각형의 평면의 이 건축물은 매스

의 주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입면이

밀폐된 육면체형태이다. 단순한 외관

과는 상대적으로 내부는 복합적인 구

성으로 다양한 공간감을 지닌다.

진입부의

구성

2개의 진입부는 전체매스를 꿰뚫는

형태로 이뤄져 있다. 이는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이어주며 외부로 향해 열

려있어 밀폐된 매스 안에서 전이공간

으로 구성된다.

공간의

동선과

빛의 관계

내부중정과 각 실들의 주출입구를 향

해 열려있는 구조를 통해 빛을 내부공

간으로 유입시킨다. 이로 인해 동선에

따라 빛과 어둠이 리드미컬하게 나타

나며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표피적 특성

구조와

표피의

구축방식

공간구조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진

하나의 조직체와 같다. 내외부의 마감

은 일체화되어 자연스럽게 내부로 연

결되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동굴로 진입하는 듯한 느낌을 가져다

준다.

<표 8> House on the alentejo coast

건축가 Fuksas

건축명 Church in Foligno

국가 Italy

비고 예배당 / 2009

모

놀

리

틱

디

자

인

의

표

현

형태적 특성

평면계획과

건축형태

직사각형의 평면으로 이뤄진 단순한

정육면체의 매스는 단일 암반과 같은

모놀리틱적 표현을 파사드를 통해 극

명하게 보여준다.

진입부의

구성

경사로를 통해 진입하는 이는 진입부

를 수평방향으로 길게 확장시켜 입면

에 또렷한 사각형의 입면을 강조시키

기도 하며, 이를 통해 중량감있는 매

스 덩어리를 시각적으로 느끼게 한다.

공간의

동선과

빛의 관계

동선에 따라 직사각형이 내부에서 중

첩되어 있는 볼륨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동선의 가장 안쪽인 내

부공간에 깊이감있는 빛을 드리워 관

찰자로 하여금 매우 두꺼운 외벽으로

이뤄진 공간과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표피적 특성

구조와

표피의

구축방식

내부의 볼륨을 지지하는 외부볼륨과

연결된 구조체는 공간화되어 내부공

간을 관통한다. 공간에서 이는 그 자

체로 하나의 재질로 이뤄진 모노코크

적인 표현을 드러내고 있다.

기단과

윤곽의

표현

지면에 밀착되어진 기단의 형태가 아

닌 지면에서 살짝 띄운 디테일의 표

현은 진입부에서 설명된 것과 같은

개념으로 윤곽을 강조하며 단일한 재

질로 육면체의 모놀리틱을 강조한다.

주변환경과의

관계

직육면체가 도출된 형태와 같은 단순

한 매스는 도심 속에서 거대한 스케일

을 통해 중량감과 정위감을 형성한다.

<표 7> Church in Foligno

며 길쭉한 통나무의 질감과 그리고 기울어진 벽체로 형성된

내부의 좁은 공간으로 들어서면서 다양한 인식의 변화를 경

험하게 된다. 이후 천장을 통해 유입된 빛에 의해 거친 질감

이 극대화되면서 시각적·촉각적 경험을 유도하며, 종교적 공

간으로서의 분위기를 강하게 만들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3) Church in Foligno

푹사스의 폴리그노에 지은 성바오로 교회(San paolo)

프로젝트는 새 교회 건축을 위한 국내 대회에서 2001년

입상한 작품이다.

이 건물은 입면체로 된 몸체에 단순한 외형 구조를 지

닌 모놀리틱적 특징을 드러낸다.

이는 두 개의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교회 빌딩으로

하나의 직사각형이 다른 직사각형의 내부에 관입되어 있

는 형태를 띄고 있다. 이는 외부 볼륨으로부터의 구조체

연결로 내부의 박스와 같은 형태를 지지하는데 이 구조

체를 통해 건물 내부공간에 수평, 수직으로 풍부한 자연

광을 진입시키며, 이 볼륨을 통해 인식적 경계를 만들어

예배공간을 부각시킨다.

"건물이 서로 걸쳐 있다. 외부에서, 내부로, 또 다시

외부로 콘크리트 하늘을 통해 볼 수 있다.”라고 푹사스

가 언급한 이 건축은 표피가 구조체로 그 구조체가 다시

공간화 되어 하나의 단일체와 같은 느낌을 자아내며, 기

존의 공간과는 차별화된 시각적 신선함을 부여한다.

(4) House on the alentejo coast

포르투갈의 알렌테주 지방에 위치한 정사각형의 뚜렷한

평면을 가진 건축은 동쪽과 서쪽 두 개의 개구부이자 입구만

을 두며 외부환경으로부터 밀폐되어 있는 형태를 띄고 있다.

이는 외관의 단순함, 명료함을 부각시키기 위한 표현으

로 볼 수 있다. 외관을 단순함은 표피의 절제로 드러나게

되고, 사진과 같이 건물 주위의 대상에 대한 배경으로써

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외부표피에서부터 내부공간

에 까지 연속성 있는 표피의 마감은 내부와 외부를 동일

시하며 반외부적 공간을 유도하는 것과 함께 하나의 덩

어리적 요소가 조각된 것과 같은 효과를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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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Valerio Olgiati

건축명 Plantahof Auditorium

국가 Switzerland

분류 /

연도
강당 / 2010

모

놀

리

틱

디

자

인

의

표

현

형태적 특성

평면계획과

건축형태

직사각형의 평면으로 벽에 의한 구획

이 없는 담백한 공간은 삼각형과 같

은 입면의 형태를 통해 눕혀진 삼각

기둥과 같은 독특한 형태를 보이며

시각적 신선함을 보여준다.

진입부의

구성

4m가량의 상대적으로 좁은 복도를

통해 진입하는 구성방식은 내부와 외

부를 경계지으며 내부공간으로 시선

을 집중시키도록 유도한다.

공간의

동선과

빛의 관계

구획되어있지 않은 하나의 공간은

최소한의 개구부를 통해 밝음과 어두

움의 대비를 이끌어 내어 내부의 성

격을 규명하며 동선에 따른 공간의

긴장감과 깊이감을 만들어 낸다.

표피적 특성

구조와

표피의

구축방식

건물전체를 지지하는 듯한 텐트의 기

둥과 같은 이 구조는 건물의 외부로

부터 공간을 관통하며 외부의 일관된

재료를 공간에 까지 적용시켜 모놀리

틱적 표현특성을 드러낸다.

<표 9> Plantahof Auditorium

건축가 Eduardo souto de moura

건축명 Paula rego museum

국가 Portugal

분류 /

연도
뮤지엄 / 2009

모

놀

리

틱

디

자

인

의

표

현

형태적 특성

평면계획과

건축형태

단순한 육면체형태 매스가 하나의 전

시공간을 구성하며 그러한 매스덩어

리들의 복합적인 결합을 통해 건축형

태를 만들어 낸다.

진입부의

구성

단일한 암반과 같은 외형을 지닌 매

스들의 구성안에서 진입부를 향해 열

려 있는 단 하나의 개구부는 외부의

밝은 환경과 대비되어 어둡고 깊이감

있는 공간을 암시한다.

공간의

동선과

빛의 관계

외부로부터 밀폐되어있는 볼륨안에서

최소한의 개구부는 내부로 빛을 들이

게 되며 그러한 빛에 따라 동선이 계

획된다. 빛은 실내 공간에 연속적인

흐름을 만들어 내며 사용자의 동선을

유도한다.

<표 10> Paula rego museum

기단과

윤곽의

표현

대지와 밀착된 이 건물은 별도의 재

료 분리없는 마감을 통해 거대한 암

석 그 자체가 지반에 놓여있는 듯 한

시각적 효과를 강조한다.

주변환경과의

관계

새로운 강당의 배치는 Plantahof 농업

학교의 전체 구조 내에서 새로운 중

앙 광장을 만들어 낸다. 이는 주변 환

경을 반영 한다기보다는 상징성과 장

소성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기도 한다.

기단과

윤곽의

표현

백색의 표피는 기단까지 이어져 단순

한 하나의 모놀리틱적인 덩어리감을

보이며 이음새 없는 마감을 통해 직사

각형의 명확한 윤곽을 드러낸다.

주변환경과의

관계

비교적 주변환경의 제약이 없는 자연

환경에서 독립된 매스로 인식되게 하

는 단순한 형태와 백색의 외벽은 강

한 빛에 의해 강조된 콘트라스트를

보이며 대지와 연관된 인공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한다.

외부로부터 밀폐되어 있는 내부공간은 중심에 자연을

유입시키는 내부중정을 중심으로 원형 배치를 이룬다.

내부 중정에 의해서, 동선에 의해서 분열된 각각의 공간

은 내부를 향한 면에 유리를 이용함으로써 시각적 확장

성과 상호침투적인 표현을 보이며 밀폐된 모놀리틱 매스

안에서 공간의 다양성을 꾀한다.

(5) Plantahof Auditorium

스위스의 농업학교 Plantahof의 새로운 강당으로 기획

된 이 건축공간은 콘크리트를 통해 모놀리틱적인 표현특

성을 드러낸다.

이는 배치를 통해 새롭게 중앙광장을 만들어 내는데,

건축의 형성에 따른 중앙광장에서의 폐쇄감은 매스 자체

를 관통하는 개구부를 통해 상대적 개방감을 준다.

이와 같은 개구부는 건물 너머의 장소를 드러내어 시각적

흐름을 만들어 내는 요소로서의 작용과 함께 내부공간에

서의 시선에 따른 깊이감과 긴장감을 부여하기도 한다. 더

불어 내 외부를 관통하는 기둥의 적극적인 표현은 공간

내부에서도 노출되어 하나의 단일한 구조체라는 점을 강

조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매스의 외형과 볼륨의 내부

공간을 통합된 하나의 외피로 경계 지으려는 경향은 항공

기나 차량의 모노코크와 유사한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6) Paula rego museum

‘Paula rego museum’은 포르투갈 화가인 파울라 레고를

기념하기 위한 뮤지엄으로 소우토 드 모우라에 의해 만들

어졌다. 두 개의 피라미드와 같은 사각뿔과 같은 형태의 매

스가 특징적인 이 건축은 다른 모놀리틱 건축의 사례와는

다르게 하나의 독립체로서의 구성이 아닌 추상적인 기하학

적 형태들의 구성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일관성있는 붉

은색 콘크리트의 사용은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들을 묶어내

며 하나의 언어로 이뤄진 건축물로의 인식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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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피적 특성

구조와

표피의

구축방식

외부의 콘크리트의 균질한 외피에 따

른 폐쇄적인 느낌과 다르게 기능에 따

른 내부공간은 이질적인 느낌을 자아

내며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물성을 통

해 재형성한다.

기단과

윤곽의

표현

붉은색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이 건축

은 이음매를 정교하게 만들어 하나의

덩어리와 같은 시각적 효과와 함께 명

확한 윤곽을 만들어 낸다.

주변환경과의

관계

입방체에서 일부 형태의 변형을 통해

만들어진 매스는 공간의 기능성을 도

모하였으며 주변환경의 배타적인 성향

을 드러내며 건축물 자신을 드러내어

중심성과 상징성을 불러 일으킨다.

또한 콘크리트의 물성은 건물자체에 무거운 중량감을

부여하며 지면에 단단히 박혀있는 듯 무게감을 강조하기

도 하며 붉은색은 시각적 유희성을 더해주어 건물자체의

상징성을 드러내고 있다.

외부로부터 밀폐된 이 건축은 피라미드와 같은 이형적

형태로 인해 일반적인 모놀리틱 건축보다 더욱 강조된

콘트라스트가 강한 빛을 유입시켜 공간에 성격을 부여하

고 있으며, 외부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균질한 입면을 통

해 주변 수목의 배경으로서 존재하며 대지와 연관된 인

공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한다.

4.3. 종합분석

이상으로 모놀리틱디자인이 각각의 건축가들에 의해

어떻게 표현되고 적용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각각의 건

축물은 건축이 놓이는 배경이나 환경, 건축가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공통된 표현특성을 찾

아볼 수 있었다.

(1) 단순한 매스형태에 따른 공간중심적 성향

모놀리틱 건축은 단순한 건축형태(Mass)를 유지하며

내부에 복합적이고 풍부한 공간(Volume)을 내포하는 공

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단순한 매스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화된 개구부는 외기

와 접하는 방향에 따라 각각의 특성을 달리하거나 공간

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외부의 단순

성과는 상반된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흐름을 갖는 하나의

조직체와 같은 공간은 매스와 볼륨의 상호관입을 통해서

발현되며 이로 인해 동선과 시선에 따른 풍부한 내부공

간을 지닌다. 결과적으로 모놀리틱디자인은 자연스럽게

외부의 매스가 아닌 내부의 볼륨에 시선을 집중하게 되

었으며, 이에 따라 공간중심적인 성향을 드러낸다.

(2) 명확한 경계를 통한 공간의 성격부여

모놀리틱 건축은 공간의 형태 또는 구성이 외피를 통

해 드러나지 않는 표현특성을 지닌다. 이는 속이 비어있

지 않은 고형체와 같은 시각적 효과를 보이기 위한 것이

며, 이로 인해 내부와 외부의 불일치, 명확한 경계를 만

들어 낸다. 이 명확한 경계는 4장에서의 사례분석을 통

해 알 수 있듯이 외관상 견고함과 동질성을 만들어 내는

데, 이는 구축방식과 재료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

나며 표피의 물성자체를 강조하기도 한다.

밀폐된 외부 경계로 인해 나타나는 폐쇄성은 벽이나 천

정, 또는 다양한 형태의 중도적 공간의 소거를 통해 상대

적 개방성을 갖게 되는데, 이는 외부와 내부의 대립을 통

한 공간의 긴장감이나 깊이감을 만들어내는 요소로 작용되

며 개방의 정도에 따라 유입되는 빛이나 풍경은 사용자의

감정을 유발하는 촉매로써의 범위까지 확장되기도 한다.

또한 피에르 폰 마이스(Pierre von Meiss)의 “솔리드

매스로 전환된 건축공간은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심리적 투영(mental penetration)을 어렵게 만든다.”18)는

말은 모놀리틱디자인에도 적용되어 개방성과 폐쇄성을

극단적으로 대비시키는 명확한 경계는 관찰자로 하여금

공간적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3) 주체적 중심성을 통한 장소성의 회복

대지와의 밀착성이 강조된 전통적 의미의 장소의 개념

을 현대의 대도시를 배경으로 한 현대건축에 그대로 적

용할 때 장소성의 상실로 귀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19) 이는 즉 현대건축이 대지와의 밀

착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모놀리틱디

자인은 이를 강조하며 장소성의 상실로 귀결되는 현대건

축의 흐름을 역행하는 듯하다. 독립적인 형태의 건축물은

주변 환경과의 융합을 시도하지는 않으나, 단순한 형태의

매스와 함께 중력에 따라 무게에 의해 땅속으로 가라앉

는 것과 같은 육중한 무게감을 드러내 대지와의 밀착성

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대지와의 관계맺음은

건축적 중심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는 그 스스로 주변

환경에서 보편적 강한 인상과 함께 질서를 만들며 영역

의 구축을 통해 장소성을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5. 결론

외부로 표출되는 형태를 단순하게 제한하여 내부의 복

잡하고 풍부한 내용을 함축하는 모놀리틱디자인은 단순

한 외형을 통해 기존의 건축 유형과는 다른 시각적 인상

과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며 기념비적인 성격을 드러내어

18) 김종진, 아이레스 마테우스 건축에 나타난 디자인 조직체로서의 서

브트랙션 방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

25권 2호, 2016, p.6

19) 박형진, 슐츠의 실존적 공간론을 기반으로 한 현대건축 실내공간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박사논문, 2008,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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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 속에서 독특한 감성과 사유를 불러일으킨다.

건축적으로 강한 매스감을 바탕으로 정위감과 중심성

을 내포하며 새로운 장소성을 구축하는 이는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외부로부터 배타적 성향을 띄며 내밀성을 강

조하는 공간조직을 통해 기존과는 상이한 방법론을 제시

하는데, “매스와 볼륨간의 상호관입을 통해 유동적인 흐

름을 지니는 조직체와 같은 공간구성.”, “경계를 통해 생

긴 외부와 내부의 명확한 대립.”, “표피의 구축방식에 의

한 공간의 긴장감이나 깊이감 조성.” 그리고 “다양한 형

태의 중도적 공간의 소거에 의한 상대적 개방성부여.”등

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방법론은 동선과 시선에 따른 풍부한 내부

공간감과 함께 사용자로 하여금 공간적 상상력과 예상하

지 못한 공간 전개를 통한 과정적, 연속적인 건축적 체

험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접근은 건축을 넘어서 공간디

자인영역에서 적용되거나 연계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

이 있으며, 이와 같은 연유로 현대사회에서 모놀리틱 건

축은 공간의 의미에 대해 제고해 볼 수 있게 하는 공간

중심적인 건축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를 둘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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