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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Safdie’s design philosophy: place, purpose, and process and design strategies found in

museum buildings. Safdie, influenced by personal background as immigrant, education of McGil University in

Canada, apprenticeship from Louis Kahn, is one of the most recognized architects who designed renowned public

and cultural buildings after Habitat 67 in Montreal, Canada. In order to reveal design strategies his eight museum

buildings has been selected and analyzed in terms of interpretation of context, program presented in floor plan

and section design, and the process of integrity found in structure and material. The result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Reflection of existing context and regeneration of the locality has been in a creative

way to reinforce the sense of place. 2) The layout of major and gallery space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Safdie’s interpretation of the site context and thi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3) Integration of the

innovative structural frame and material has been experimented by using tartan grid and toroid form in the major

and gallery spaces. This study is intended to reevaluate the significance of Safdie’s design approach to building

uniqueness of the site, program and tect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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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후 1960년대는 근대건축의 세계화에 따라 장소와 커

뮤니티 상실에 대한 반성 및 비판으로서 모더니즘의 재

해석이 이루어지며 대안이 제시되던 시기였다. 그 대안

의 하나로서 기능주의적 방법론은 답습하면서도 근대 건

축의 재료 및 기술은 유지하되 입지조건이나 풍토와 같

은 지역의 고유성을 고려하여 건축 형태를 만들려는 경

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바탕으로 컨텍스

트를 중시하며 자신의 독자적인 건축언어를 바탕으로 건

축세계를 구축한 영향력 있는 건축가들이 등장하였다.

모세 사프디(Moshe Safdie: 1938-, 이하 사프디)는

1967년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 박람회에 해비타트 67이라

는 혁신적인 주거단지를 선보인 건축가로 잘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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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2010년에 완공된 싱가포르의 마

리나 베이 샌즈(Marina Bay Sands)라는 대규모 복합단

지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

으며, 2015년 미국건축가협회으로부터 이론과 실무에 관

해서 주요한 영향력을 펼친 건축가에게 수여하는 골드메

달(AIA Gold Medal)을 수상하게 되면서 작품성을 인정

받기에 이르렀다.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서 컨텍스트를 고려하고 커뮤

니티를 촉진시키는 것은 보편적이면서 일반적인 건축수

법 중 하나이다. 사프디 역시 이러한 보편적인 방식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그의 건축 작품에는 건축의 본질인

공공성을 회복하고 건축이 가진 존재 목적을 탐구하고자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바로 이러한 점이 본 연

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즉, 시대와 문화를 초

월한 보편성을 가지면서도 자신만의 개념과 특징을 가진

사프디의 설계방법은 획일화가 가속되어가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성과 독자성을 구현해 낼 수 있는 건축

의 프로세스를 제시하며 오늘의 건축가에게 중요한 영감

을 가져다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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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사프디가 건축물로서의 아이

덴티티와 도시와 소통하며 커뮤니티를 실현하기 위한 건

축 공간 구성 및 특성에 관한 건축 설계방법론을 미술관

건축 작품을 사례로 고찰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사프디는 최근까지 꾸준히 자신만의 독특한 건축언어

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 및 특수성을 반영하고 인간성 고

양을 위한 공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건축을 풀어

내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사프디는 지난

50년 동안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특정

유형의 작품이 시작된 시기를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1)

해비타트를 비롯한 집합주거 시기(1961-1971, 2000-)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해비타트 집합주거의 완공과

이를 바탕으로 미국 뉴욕, 이스라엘, 푸에르토리코에서의

실험이 이루어진 기간이다. 몬트리올 해비타트 이후

1971년까지 구체적으로 실현된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

으며 계획안으로만 그치게 된다. 하지만 2000년대에 이

르러 초기 해비타트 프로젝트의 변용 및 적용이 싱가포

르와 중국의 대단위 주거 및 복합시설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이스라엘 도시 재생 시기(1971-)는 이스라

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건국과 전쟁 후 재건을 위주로

이루어진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집중하였던 시기이다.

공공 및 문화시설 시기(1978-)2)는 이스라엘에서 지역 컨

텍스트의 해석 및 적용을 바탕으로 성장한 건축가의 역

량을 바탕으로 북미를 중심으로 각종 문화 및 공공건축

물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가의 역량이 확장되는 기간이

다. 사프디는 이스라엘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소가

가진 특성과 역사성을 깊이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재해석

하여 이를 건축설계에 신중하게 반영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하는

대상은 북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공공 및 문화시설

1) 집합주거, 도시재생, 문화 및 공공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수행한

시작점은 비교적 뚜렷한 구분이 가능하다. 사프디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미국의 보스턴, 캐나다의 토론토, 싱가포르, 중국의 상하

이에 순차적으로 설계사무소를 개소함으로써 고층 주거, 문화 및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기 구분에 있어 뚜렷한 시작 시점

과 끝 시점이 있는 일반적인 시기 구분보다는 특정 건물 유형을

시작한 시점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사프디의

작품집에서도 초기 해비타트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캐나다와 미국

에서의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해비타트의 변용이 이루어지는 프로

젝트의 순서로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Safdie, The Images

Publishing Group, 2014 목차 참조.

2) 1978년 하버드 디자인대학원 건축도시설계교수로서 위촉되어 캐나

다 몬트리올에서 미국 보스턴으로 이주를 하게 된다. 이때 대학에

서의 교육과 이스라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실무 작업을 병행하던

중 1982년 Quebec Museum of Civilisation 공모전 당선을 기점으

로 캐나다 및 미국에서 문화시설 및 공공부문 프로젝트를 집중적

으로 맡게 된다.

프로젝트이다. 이때 사프디는 다양한 문화 및 공공 건축

건축물들을 도시의 일부분으로서 접근하였고, 프로그램

과 컨텍스트를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건축물에 적용

함으로써 아이덴티티를 성공적으로 구현하였다. 물론 이

시기에 공공 기관, 미술관, 종교시설, 주거시설이 이루어

졌지만,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미술관 건축 유형

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표 1>

본 논문에서 적용된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2장

에서는 사프디가 자신의 건축철학을 표현한 텍스트3)와

심층 인터뷰4)를 바탕으로 건축가의 건축배경 및 건축

철학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2장에서 도출된 사프디의

건축철학이 작품에 구현된 것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틀로

서 분석요소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사프디의 미술관 프로젝트 8개를 집중적으로 분

석하도록 하였다. 4장은 종합분석의 단계로서 3장에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발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건축

및 공간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연번 작품명 시기 장소

1 Quebec Museum of Civilization 1981-1988 캐나다

2 National Gallery of Canada 1983-1988 캐나다

3 Skirball Museum and Cultural Center 1986-2013 미국

4
Exploration Place Science Center and

Children’s Museum
1994-2000 미국

5 Yad Vashem Holocaust History Museum 1976-2005 이스라엘

6 Peabody Essex Museum 1996-2003 미국

7
Telfair Museum of Art,

Jepson Center for the Arts
1998-2006 미국

8 Crystal Bridges Museum of American Art 2005-2010 미국

<표 1> 사프디의 미술관 작품 리스트

2. 건축가의 성장배경과 건축관

2.1. 장소성(place): 커뮤니티와 지역성 구현

사프디는 1938년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태어나 14세가

되던 해에 캐나다로 가족과 함께 이민을 하게 된다. 지

중해성 기후와 풍토로부터 북반구의 한대 기후지역으로

의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으며 사프디는 지역성의 극단

적인 차이를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적인 배경을 통

3) 사프디가 직접 기고한 텍스트를 통해 그의 건축 철학을 요약 정리

할 수 있었다. 첫째, ‘윤리, 질서 그리고 복잡성(On Ethics, Order

and Complexity)’에서 그의 건축철학을 1)장소의 정수(Essence of

place), 2)건물 내에서 의도된 삶(Life intended in a building), 3)건

축의 물질성(The Materiality of architecture)으로 정리하였고, 동

일한 맥락에서 사프디의 또 다른 텍스트인 ‘건축의 매개와 언어

(The Medium and language of architecture)’라는 글을 통해서 1)

목적(purpose), 2)텍토닉(tectonics), 3)장소(place)를 건축 작업의 원

칙으로 제시하였다. 제시된 키워드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프디의

건축 철학은 장소(place), 목적(purpose), 프로세스(process)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위의 텍스트는 Safdie, The Images

Publishing Group, 2014에 수록되어 있다.

4) Ryan Dillon, Moshe Safdie in conversation with Ryan Dillon,

Architecture Associations Files, Vol No.66, 2013, pp.11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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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리차드 메디컬

연구소 및 구조/설비 시스템

<그림 1> 히브루 유니온

칼리지

해 환경의 차이를 민감하게 분별하고 이를 자신의 건축

설계에 반영하게 된다. 실제로 캐나다, 이스라엘, 미국

국적을 가진 사프디는 2012년 자신의 건축을 알리는 순

회 전시회의 제목을 ‘국제적인 시민(Global Citizen)’5)으

로 명명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건축 작품은 이스

라엘, 캐나다, 미국, 중국, 싱가포르, 인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걸쳐서 지역성을 살린 건축 작품을 공공 공간

에서의 커뮤니티의 활성화,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건축을 구현하였다.

사프디는 건축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서 의미가 있으

며, 활기차며, 보다 포괄적인 공공 공간을 창출을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장소 만들기를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

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현대건축에서 나타

난 휴먼스케일의 부재에 따른 인간의 소외와 이웃과의

단절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프디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은

특정한 프로그램과 특정한 장소에

어울리는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것

이다6)라고 언급하며 지역의 맥락

(context)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을

건축설계의 시작점으로 삼는다. 그

는 건축설계에서 지역의 역사, 문

화, 기억을 존중하고 이를 건축설

계 프로세스에 반영함으로써 아이덴티티를 구현할 수 있

다고 보았다. 특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이스라엘에

서의 도시계획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지역성과 공공성에

관한 탐구를 심화시켜나가게 된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서 장소 만들기, 커뮤니티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외부

공간 탐구에 초점이 이루어졌다.

2.2. 합목적성(purpose): 존재의 목적 확립

사프디는 실제적인 건축설계에 앞서 건축물의 존재목적

(purpose)을 찾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에 대해 사프디는

루이스 칸(Louis I. Kahn: 1901-1974, 이하 칸)의 ‘what

it wants to be’를 직접 인용하며 실제 디자인 이전의 문

제, 즉 어떠한 이유로 건축이 성립되고 또한 그것을 통

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삶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

가에 관한 고민을 건축설계의 시작점으로 삼는다.

건축의 존재와 직접적인 이유와 연관을 갖는 프로그램

(program)의 경우에도, 사프디는 건축주로부터 부여받은

프로그램을 고찰하되 건축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사람

들의 다양한 행위와 건축물을 통해 받게 될 영향을 고려

한다. 사프디는 프로그램에 관한 독창적인 해석을 통해

창의적인 설계의 시작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5) Donald Albrecht, Global Citizen: The Architecture of Moshe

Safdie, Scala Arts Publishers Inc., 2015

6) 사프디의 TED 강연, Building Uniqueness, 2002년 3월

갖는다. 사프디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건축을 통해 영감과 정신적인 고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축설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학교건물 설계에서는 학교건물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하지만 무엇보다도 배움을

위한 최상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과제

로 간주한다.

2.3. 프로세스(process): 모더니티의 구축

사프디는 건축물을 구축함에 있어서 혁신적이며 독창적

인 해결책으로서 건축 재료의 특성과 효율적인 시공 방

식와 같은 독자적인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사프디는 맥

길대학교에서의 건축교육, 루이스 칸 설계사무소에서의

실무를 바탕으로 시스템 설계, 효율성, 모더니티를 바탕

으로 한 자신만의 독자적인 구축방식을 전개하게 된다.

맥길대학교에서 Douglas Shadolt 교수를 통해 전후 대

량생산과 건축 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입문하게 되고,

이후 건축여행장학금을 통해 북미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

후 건물 디자인에 있어서의 획일화, 휴먼스케일의 부재,

장소성의 상실과 같은 집합주거와 도시의 문제점을 직접

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사프디는 이를 바탕으로 졸업논

문인 ‘도시주거(A Case for City Living)’을 완성하게 되

고 이후 Sandy van Ginkel 교수와의 제안을 통해 이후

1967년 몬트리올에서 국제박람회에서 해비타트 프로젝트

로 결실을 맺게 된다. 사프디는 프리캐스트콘크리트를

활용한 프리패브(prefabrication)방식을 통해 시공 효율을

향상시키고 거주자에게 자연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교

외 정원의 장점을 제공한 새로운 주거타입을 해비타트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하였다.

사프디는 건축여행 중 칸의

리차드 메디컬 연구소를 방문

하고 연구소 공간과 각종 설

비 공간(계단실, 설비, 화장실)

이 개별 매스로 존재하고, 구

조시스템으로 통합된 디자인

에 매료된다. 이를 계기로 칸

의 설계사무소에 지원하여 해

비타트 프로젝트에 본격적으

로 투입되기 전까지 실무

(1962-1963)를 경험한다. 사프

디는 이때 칸의 건축철학과 건축실무 프로세스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사프디는 해비타트 67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당시

벅민스터 풀러(Buckminster Fuller, 1895-1983, 이하 풀

러)와의 조우를 통해 인류의 미래와 복지를 위해서 단순

히 미적이나 스타일에 따르기 보다는 보다 적은 자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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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ebec Museum of Civilisation (1981-1988)

개

요

현상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사프디의 캐나다에서의 첫 번째 미술관 프로

젝트. 전면으로는 세인트 로렌스 강을 마주하고, 뒤로는 언덕이 펼쳐지는

자연적인 조건을 지니는 퀘백시 역사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다.

건

축

공

간

특

성

장

소

성

물리적 맥락 ●

기존 건물의 디자인 요소(첨탑, 돔머)를 고려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간결한 선과 단순화된

기하학 형태로서 미술관 설계에 반영.

빗물리적 맥락 ○

합

목

적

성

프로그램 :

평면
●

상설 및 기획 갤러리 공간 제공이라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충족. 기존 도시조직의 일부로서 프로

젝트의 의미를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건

물 내부로 블록과 블록을 연결하는 가로를 유입.

프로그램 :

단면
●
옥외 계단을 미술관 내부 이외의 동선 및 조망

플랫폼(platform)을 제공.

프

로

세

스

통합설계 ●

타탄그리드(tartan grid)를 활용. 좁은 그리드는 동

선 및 설비, 넓은 그리드에는 전시공간이 이루어

지는 통합설계를 추구.

건축재료 ●
외장재는 컨택스트에 따르는 재료를 사용. 실내 마

감은 노출 콘크리트, 철과 유리의 사용이 지배적.

2 National Gallery of Canada, Ottawa, Canada (1983-1988)

개

요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적인 영역은 입구홀, 중심홀, 로툰다라는 대공

간(major space)과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경사로 및 아케이드 공간에 있다.

방문객들은 이곳을 주된 동선으로 사용하며 오타와 강과 국립캐나다 의사

당 건물로 펼쳐지는 조망을 보면서 이동하게 된다.

건

축

공

간

장

소

성

물리적 맥락 ●
오타와 강과 네오고딕건축양식의 캐나다 국립의사

당의 건축양식을 재해석하여 단순화된 형태로 구성.

비물리적 맥락 ○
국립미술관이라는 위상과 규모에 맞는 미술관

설계를 고려

<표 2> 사례 분석

분석 관점 분석 내용

물리적 맥락 건축가의 자연, 주변 건물, 도시 속 위상에 대한 해석

비물리적 맥락 건축가의 역사, 문화, 법과 제도, 기후에 대한 해석

프로그램: 평면 건축가의 프로그램에 대한 해석과 평면에의 적용

프로그램: 단면 건축가의 프로그램에 대한 해석과 단면에의 적용

통합설계 맥락과 프로그램을 고려한 구조, 설비 등의 통합 설계

건축재료 맥락과 프로그램을 고려한 건축재료의 사용

<표 1> 분석관점 및 분석내용로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효율적이며 공익을 위

한 디자인과 기술지향주의적 사고에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사프디는 에너지 사용 절감, 생태계 보존, 재생 가

능한 재료의 사용과 같은 건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

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건축설계

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사프디는 지역성을 반영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해석하

되 버나큘러(vernacular) 건축과 같이 토속적인 건축 모

티프 및 양식에 대한 직접적인 차용은 이루어지지 않는

다. 대신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모더니티(modernity)를

기반으로 현대적인 건축 재료와 건축 구법을 통해 공간

을 구축하되 지향점은 건축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윤

리적인 건축을 표방한다.

2.4. 소결

<그림 3>를 통해 2장에서 살펴본 사프디의 건축의 형

성 배경을 정리해본 결과 개인적인 성장 배경, 건축교육,

그리고 실무에서의 멘토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

하여 장소성, 합목적성,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 사프디

의 건축철학을 살펴볼 수 있었다. 건축철학을 구체적인

건축의 요소로 세분화하여 3장에서 이루어질 사프디의

미술관 특성을 분석하는 기본 틀로 적용하기로 한다.

<그림 3> 분석틀 및 분석 요소 도출

3. 사프디의 미술관 작품 종합분석

3.1. 분석 방법

사프디의 건축철학을 이루는 장소성과 합목적성에 대

한 관계 항으로써 맥락(context)과 프로그램(program)에

주목하였고, 이에 대한 건축가의 해석이 건축설계에 어

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

이 3장의 주된 목적이다. 분석 내용이 적극적으로 표현

되고 반영된 사항은 연관성 있음(●),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렵거나 보이지 않으면 연관성 낮음(○)으로 기준을 나

누어 분석 작업이 이루어졌다.

3.2.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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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합

목

적

성

프로그램 :

평면
●

바깥에 둘러싼 영역은 3개의 대공간(국립의사

당과 대척점에 선 매스로서 대공간)과 이를

연결하여주는 아케이드(외부공간과 연계)로 이

루어지며, 내부는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갤러

리 공간으로 구성.

프로그램 :

단면
●

대공간에는 나이론 천을 활용하여 다양한 색

상과 모양으로 변용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하며, 음향과 자연광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적인 역할 담당.

내부에 위치한 갤러리 공간은 스카이라이트를

통해서 2층 갤러리 뿐만 아니라 1층에도 자연

광이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가 이루어짐.

프

로

세

스

통합설계 ●

타탄그리드(tartan grid)로 이루어진 4개의 콘크

리트 기둥 모듈을 통해 대공간 구조물 및 아

케이드를 지지.

건축재료 ●

근대 건축 재료인 유리와 알루미늄 프레임,

구조를 이루는 콘크리트, 내벽을 구성하는 재

료는 지역의 화강암으로 마감.

3
Skirball Museum and Cultural Center, Los Angeles, USA

(1986-2013)

개

요

미국 내 유대인을 위한 종합 문화시설로서 전시 공간, 컨퍼런스, 교육시

설, 다목적 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6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별로

완성되었다.

건

축

공

간

특

성

장

소

성

물리적 맥락 ●

외부 공간과 건물 형태는 산 정상을 향하는

배치로 지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대로변

에 면하는 건물군은 도시를 향하여 열린 형태

로 대응.

비물리적 맥락 ○

합

목

적

성

프로그램: 평면 ●

개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건물들은 독립된

형태로 산지를 둘러싸며 지형에 순응하는 배

치를 보여줌. 반원, 삼각형, 사각형과 같은 기

본적인 기하학적인 도형을 활용한 건물의 형

태 및 평면구성과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외부

공간(중정, 원형극장)으로 구성이 됨.

프로그램: 단면 ●

2층 높이의 열주(colonnade)로 이루어진 이동

통로로 연속적으로 연결이 됨. 갤러리 공간의

띠창, 다목적 홀의 초점이 되는 공간을 통해

자연광을 내부로 도입

프

로

세

스

통합설계 ○

건축재료 ●

콘크리트를 기본 재료로 하되 화강석으로 일

정한 간격마다 수평의 띠를 두르는 방식을 적

용. 지붕 재료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를 적

용하여 콘크리트와 대비를 이룸.

4
Exploration Place Science Center and Children’s Place,

Wichita, USA (1994-2000)

개

요

지역 어린이의 과학적인 탐구와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설립 취지에 맞

추어 흥미로운 건물의 형태가 구현되었다. 장소의 특징을 단순히 반영하

는 것에서 나아가 대지에 숨겨진 역사와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의

도로를 우회하고, 매몰된 섬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건

축

공

간

특

성

장

소

성

물리적 맥락 ●

기존 대지를 가로지르는 자동차 도로를 대지

밖으로 우회하고, 매립되어 사라진 섬을 복구

함으로써 건물, 조경, 공원, 강이 일체화된 형

태로 대지가 본래 가진 기억과 정체성을 추구.

비물리적 맥락 ● 대공황시대 매립된 대지의 역사를 지님.

합

목

적

성

프로그램 :

평면
●

과학관이라는 존재 목적을 고려하여 미래를

위한 비전, 상상력을 증진하기 위한 장치로서

원, 사각형, 삼각형 기본 도형으로 이루어진

평면 구성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역동적이

고 차별화된 건물 입면을 생성.

프로그램 :

단면
●

3차원 형태 생성을 통해 넓은 전시 벽면과

역동적인 내부 공간 생성.

프

로

세

스

통합설계 ●

원을 회전한 형태의 도형(toroid)을 활용 형태를

생성. 그 결과 다양한 높이 변화와 역동적인 내

부 공간이 생성. 목조 빔으로 구조 프레임(같은

곡률을 가지므로 제작 효율이 증가)을 만들고

사이공간을 활용하여 자연광(야간 조명)을 도입.

건축재료 ●
콘크리트 재료의 외벽, 글루람 목조 프레임으

로 내부 구조체가 이루어짐.

5
Yad Vashem Holocaust History Museum, Jerusalem, Israel

(1997-2005)

개

요

이스라엘 민족은 1945년 시오니즘 운동이 전개되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를 설립하기 이전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거주하며 온갖 박해를 겪은 역

사를 지니고 있다. 사프디는 2차 세계대전 나치의 대량 학살을 당한 유

대인을 위한 추모공간이자 당시의 상황과 유물을 전시한 전시 공간 설계

를 담당하였다. 프리즘 형태의 건물이 산 정상에서 캔틸레버 방식으로

매달린 것이 특징적이다.

건

축

공

간

특

성

장

소

성

물리적 맥락 ●

산이라는 자연 지형에 순응하기 보다는 단면

이 삼각형인 프리즘의 매스가 지형을 관통하

고, 양극단의 매스는 캔틸레버로 확장됨.

비물리적 맥락 ●

산(Mount of remembrance)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

듯이 희생자들을 추념하고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

지 않겠다는 이스라엘 국가적인 시대적 소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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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공

간

특

성

합

목

적

성

프 로 그 램 :

평면
●

평면 구성은 동선과 전시실들의 집합으로 구

성되어 있다. 매스의 가운데 직선으로 형성

된 길과는 달리, 관람자는 길을 가운데 두고

지그재그 방향으로 전시실로 이동. 사잇길에

는 각종 전시 유물을 통해 갈 수 없는 길을

제시하며 비극을 극대화.

프 로 그 램 :

단면
●

직선으로 뻗어 있는 길과 유리로 이루어진

천창은 평행을 달리며 상부에서 내부로 자연

광(야간에는 조명)을 도입.

프

로

세

스

통합설계 ●

프리즘 형태의 183m 길이의 콘크리트 매스

는 지형을 관통하고 양 끝은 캔틸레버로 산

중턱에 걸쳐져 있음.

건축재료 ●
프리즘을 형성하는 콘크리트 벽과 상층부의

스카이라이트를 구성하는 유리가 주된 재료.

6 Peabody Essex Museum, Salem, USA (1996-2003)

개

요

부족한 전시시설을 확보, 산재해 있던 기존의 건물들을 통합하기 위한

증축프로젝트. 대지의 컨텍스트(context)를 고려하여 건물의 매스 디자

인에 반영하고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고자

것이 설계의 주요 목표이다.

건

축

공

간

특

성

장

소

성

물리적 맥락 ●
주거지라는 컨텍스트를 고려 건물의 규모(높

이), 매스의 분절, 건축재료(벽돌)를 반영.

비물리적 맥

락
● 미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미술관

합

목

적

성

프 로 그 램 :

평면
●

대공간(major space)을 중심으로 내부 가로와

중정을 제안. 갤러리 공간은 남과 북으로 형

성된 아케이드를 따라 5개로 건물로 나뉘어

져 동측 입면을 형성. 기존 건물군과 새로운

갤러리 사이 공간에 내부 가로를 형상화.

프 로 그 램 :

단면
●

대공간: 시각적으로 풍부하고 시시각각 변화

는 공간의 변화를 추구.

갤러리공간: 천창을 통해 2층 갤러리 뿐만

아니라 1층에도 자연광이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가 이루어짐.

프

로

세

스

통합설계 ●

대공간은 2층 높이로 한정하여 주변의 컨텍

스트를 고려. 대공간을 덮는 지붕은 원기둥,

구, 3차원 입체도형의 겹침과 부분적인 선택

을 통해서 유리 외피를 구성하여 역동적인

공간을 연출.

건축재료 ●

주변의 맥락에 따라 벽돌 재료를 사용. 2층

높이의 수직 입면의 스케일을 줄이기 위해

수평 띠의 석재를 삽입.

7 Telfair Museum of Art, Savannah, USA (1998-2006)
개

요

사바나 도심지 내 역사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남부에서 가장 오

래된 미술관이 인접해 있다.

건

축

공

간

특

성

장

소

성

물리적 맥락 ●
역사적인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도시

그리드를 따름으로써 융화를 시도함.

비물리적 맥락 ● 역사지구 가이드라인

합

목

적

성

프로그램 :

평면
●

건물의 입구 및 반대편에 대공간을 마련하

고 이를 계단(grand stair)로 연결시켜주는

공간 구성. 곡선으로 이루어진 석조 벽은

길에 면한 로비 공간을 감싸며 대공간으로

서 입구역할 다양한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됨.

프로그램 :

단면
●

입구에서 도입된 내부 가로는 2층과 3층으

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연결되어 좌우에 갤

러리 공간으로 나누어짐.

프

로

세

스

통합설계 ●

고온 다습한 지역의 기후를 반영하기 위해

구조체 위에 스크린 설치함으로써 환경조

절기능을 갖추며, 벽과 바닥에 풍부한 빛과

그림자로 드리운 대공간을 형성.

건축재료 ●
지역의 재료를 반영한 화강암과 구리, 풍부

한 자연광을 도입하기 위한 유리 재료 사용.

8 Crystal Bridges Museum of American Art (2005-2010)

개

요

건축주 앨리스 왈톤(Alice Walton, 월마트 상속자)은 LA에 위치한 사프

디의 스커볼 미술관 및 문화센터(Skirball Museum and Cultural Center)

를 통해 사프디를 발견하게 되고 이 미술관을 설계할 건축가로 지명하

였다. 자연 속에 위치한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가는 자연, 예술작품, 건

축이 어우러진 일체화를 추구.

건

축

공

간

장

소

성

물리적 맥락 ●

숲 속에 위치한 프로젝트로서 자연과의 조

화, 지역성을 나타낸 구조와 재료를 부각시

킴으로써 장소성을 드러내려고 함. 기존에

있던 개울에 주목하여 댐으로 연못을 만들

고 이를 중심으로 건물의 배치가 이루어짐.

비물리적 맥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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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관점 분석내용
분석 사례

1 2 3 4 5 6 7 8

장소성
물리적 맥락 ● ● ● ● ● ● ● ●

비물리적 맥락 ○ ○ ○ ● ● ● ● ○

합목적성
프로그램: 평면 ● ● ● ● ● ● ● ●

프로그램: 단면 ● ● ● ● ● ● ● ●

프로세스
통합설계 ● ● ○ ● ● ● ● ●

건축재료 ● ● ● ● ● ● ● ●

사례 1: Quebec Museum of Civilization

사례 2: National Gallery of Canada

사례 3: Skirball Museum and Cultural Center

사례 4: Exploration Place Science Center and Children’s Museum

사례 5: Yad Vashem Holocaust History Museum

사례 6: Peabody Essex Museum

사례 7: Telfair Museum of Art

사례 8: Crystal Bridges Museum of American Art

<표 3> 분 석결과

특

성

합

목

적

성

프 로 그 램 :

평면
●

댐(dam)과 브릿지(bridge)를 활용하여 지형에

순응하고 동화되는 전략을 도입. 브리지를 통

해 물의 흐름이 연속되도록 하고 가운데 수공

간 형성함으로써 영역을 한정. 수공간을 중심

으로 갤러리 공간이 건물로서 영역을 생성.

예술-자연-건물이 일체화되어 자연 속에서 예

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평면상에서 의도.

프 로 그 램 :

단면
●

레벨차이를 활용하여 외부로부터 집입과 주

건물과의 영역 구분을 하여 일상으로부터의

벗어나 미술관 공간으로의 몰입을 유도함.

갤러리의 경우 실내 높이가 점진적으로 높아

지는 전시 벽면과 역동적인 내부 공간 형성.

프

로

세

스

통합설계 ●

서스펜션 케이블 구조(suspension cable

structure)를 활용함으로써 댐에 위치한 건물에

기둥이 필요 없는 무주공간을 추구. 굴루람

(gluelam)으로 이루어진 지붕구조는 유선형의 기

하학적 형태를 가짐으로써 가운데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공간을 형성. 볼록/ 오목 지붕

프로파일을 활용하여 지형에 순응하는 건물 형

태 도출. 일정한 간격으로 이격된 지붕의 굴루

람 프레임 사이로 주간에는 자연광(야간 조명).

건축재료 ●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외벽, 지역의 목재

(Arkansas Pine)을 활용하여 굴루람 지붕구조

및 가구제작에 활용. 이동하는 통로부분에는

유리를 활용함으로써 관람자가 자연을 감상

할 수 있도록 유도함.

4. 종합 분석

이상으로 사프디가 설계한 미술관 건축의 특징을 6가지

의 분석 요소에 의해 8작품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표 3>에 정리하였으며, 각 분석 관점별로 분석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4.1. 장소성: 맥락적 구축에 따른 디자인 요소의

도출

3장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프디가 설계한 미술관 건

축의 지역적 컨텍스트에 대응하는 방식을 통해 장소성이

구현되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유형

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역사적인 컨텍스트의 반영 및 현대적인 의미로

의 재해석이다. 사례1, 2, 6, 7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변

에 위치한 역사성이 깃든 고전적인 건물의 형태적인 특

징을 반영하되 직접적인 차용은 지양하고 대신 이를 재

해석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건물 디자

인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프로젝트를 통해 장소에 내재된 잠재력 내지는

숨겨진 의미를 발굴하기 위해 건축가의 창의적인 아이디

어를 통해 장소성이 생성되거나 강화된 경우이며, 사례1,

4, 8이 여기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퀘백 문

명 뮤지엄(사례1)에서 건축가는 단차를 활용하여 옥외

계단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도시의 블록과 블록을 연

결하는 통로로서 그리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과 강으로의

조망을 제공하였다. 익스플로레이션 플레이스 사이언스

센터(사례4)의 경우는 대지를 방문한 건축가의 제안으로

대지를 가르는 기존의 도로를 우회함으로써 강으로의 접

근성을 높였으며, 원래 섬이었던 대지의 기억을 되살려

서 육지로부터 다리를 통해 건너가는 건물의 배치가 이

루어졌다. 크리스탈브리지 뮤지엄(사례8)의 경우에는 원

래 숲을 가로지르는 계곡을 활용하여, 댐으로 부분적으

로 막고 새로운 연못(pond)를 생성하고 주위로 미술관

건물들을 배치함으로서 자연-예술작품-건축의 일체화를

추구하는 설계 전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자연 지형에 대응하는 건축가의 해석과 적용을

들 수 있다. 사례3, 5, 8이 여기에 해당된다. 야드바셈 홀

로코스트 히스토리 뮤지엄(사례5)에서는 산의 능선을 뚫

고 나오는 캔틸레버(cantilever) 형식의 매스를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반면에 스커볼 문화센터 및

뮤지엄(사례3)와 크리스탈 브리지 뮤지엄(사례8)에서는

지형과의 조화를 이루는 건물의 배치 및 외부공간의 계

획을 통해 건축행위로 따른 자연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하고 대지와 일체화를 추구하고자하는 건축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4.2. 합목적성: 프로그램의 배치와 공간구성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프디의 건축철학에서 하나의

축을 차지하는 합목적성(purpose)은 건축의 존재의 목적

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합목적성의 관계항인 프로그램

(program)에 대한 사프디의 창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평

면 및 단면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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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프디가 설계한 미술관의 평면 구성은 전시가 이루어

지는 갤러리 공간, 외부와 내부를 이어주는 아트리움의

대공간 및 이를 연결해주는 동선으로 나눌 수 있다. 갤러

리 공간은 서비스를 받는 공간(the served)에 해당하며,

동선 및 대공간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the serving)

으로 비교적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다. 3장에서 분석이 이

루어진 8개의 사례들은 갤러리(사각형), 대공간/지형(원

)7), 동선(점선)의 관계를 보여주는 3가지 유형을 도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보여준다.<그림 4>

<그림 4> 갤러리와 대공간 사이의 관계

(A): 사례1, 사례4, 사례5, 사례6, 사례7 (B): 사례2, (C): 사례3, 사례8

첫째, 사례 분석을 통해 새로이 발견할 수 있었던 점

은 도시설계기법을 도입하여 가로(동선 공간)와 광장(대

공간)의 요소를 활용하여 건축물 내에서 사회적 상호작

용을 촉진하였다(유형 A, B).

둘째, 사프디가 설계한 교외에 위치한 미술관에서는

건물의 매스를 활용하여 가운데 옥외 공간을 둘러싸며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를 보여준다. 따라서 도심에 위치

한 미술관들과는 구분되는 배치 전략을 발견할 수 있다

(유형 C).

셋째, 곡선 형태의 평면을 도입함으로서 보행자의 이

동에 따라 다양한 시선이 전개되는 설계기법 도입하였다

(사례3, 6, 7, 8). 통로의 폭을 일정하게 계획하기보다는

시작점에서부터 끝점에 이르는 통로의 폭에 변화를 주었

다. 이는 바로크적인 도시설계기법으로서 궁극적으로 휴

먼스케일에 바탕을 둔 실내공간을 형성하였다.<그림 5>

<그림 5> 갤러리 공간 유형 1

(좌로부터 사례3, 사례6, 사례7, 사례8)

미술관의 단면 구성은 갤러리 공간을 중심으로 2가지

유형의 설계를 발견할 수 있다.

7) 스커볼 문화센터 및 뮤지엄(사례3)에서는 원이 산의 정상을 가리키

며, 등고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동선이 이루어지며, 크리스탈브

리지 뮤지엄(사례8)의 경우에는 원이 연못(pond)에 해당하며 이를

둘러싼 형태로 건물의 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유형 1은 천창을 통해 2층 갤러리 뿐만 아니라

1층에도 자연광이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가 이루어졌다

(그림 6). 갤러리 정중앙으로 자연광이 유입되고, 빛의

확산을 돕기 위해 상부는 좁고 아래 갤러리 공간으로 내

려올수록 넓어지는 형태를 띤다. 내셔널 갤러리 오브 캐

나다(사례2)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어 이후에 피바디 에섹

스 뮤지엄(사례6)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되었다. 스커

볼 문화센터 및 뮤지엄(사례3)와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히스토리 뮤지엄(사례5)에서는 부분적인 변용이 이루어

진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림 6> 갤러리 공간 유형 1

(좌로부터 사례2, 사례6, 사례3, 사례5)

둘째, 유형 2은 천창을 통해 2층 갤러리 뿐만 아니라

1층에도 자연광이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가 이루어졌

다.<그림 7> 토로이드(toroid)를 활용하여 생성된 건물

형태는 다양한 높이의 변화와 역동적인 갤러리 공간을

연출하였다. 또한 천창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벽

면으로 자연광을 도입하는 설계 기법도 구현하였다.

<그림 7> 갤러리 공간 유형 2

(좌로부터 사례4, 사례7, 사례8)

4.3. 프로세스: 구조, 공간, 재료의 일체화

사프디의 미술관에 적용된 통합 설계를 구조, 재료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사프디는 대공간과 동선을 통해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대공간(major space)을 구조체

를 통해 구현하였다. 사프디가 설계한 1980년대 미술관

에서는 타탄그리드(tartan grid)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

니며, 1990년대 익스플로레이션 플레이스 사이언스 센터

(사례4) 이후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디지털 모델링 기술

을 활용하여 토로이드(toroid)를 비롯한 각종 3차원 도형

이 중첩된 형태로부터 도출한다. 이는 빛과 그림자로 이

루어진 역동적인 대공간 및 통로 공간을 구현하게 된다.

사프디는 이러한 대공간에 생동감을 부여하기 위해 투

명한 유리 소재를 사용하여 자연광을 도입하고 외부로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선택적으로 빛을 조절하기

위해 건물외부에 빛선반(light shelf)을, 실내에는 패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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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을 활용한 직사광선 조절장치를 도입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술관에 쓰인 건축 재료로는 기본적으로 철, 콘크리

트, 유리로 대변되는 대표적인 현대 건축 재료를 사용하

되, 주변 컨텍스트의 영향력에 따라 목재(글루람), 석회

암, 화강암과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화된 재료가 선

택되었다. 이와 같은 사프디의 재료 선택 전략은 지역성

을 구현하는데 기여를 하게 된다.

5.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사프디가 설계한 미술관 건축의 특성을

분석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사프디는 미술관이 지역사회의 핵심 문화시설로

서 교육과 교류의 장소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의

컨텍스트를 고려한 설계를 하였다. 기존의 컨텍스트를

반영한 설계에서 더 나아가 컨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재해

석하거나 새로운 장소성을 생성할 수 있는 창의적인 설

계를 제안하는 방식을 전개하였다.

둘째, 사프디는 미술관 설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전시

갤러리 공간과 대공간 및 동선으로 구분을 하고 그 조합

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현대적 의미의 아고라(agora), 피

아자(piazza)와 같은 도시 설계에 활용되는 요소를 실내

공공 공간(public space)에 도입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미술관이라는 건축물을 통해 전시공간이라는 문화를 향

유하기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의 일부로서 커뮤니티

를 활성화하고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셋째, 독창적인 형태의 구조 프레임을 실험적으로 제

시하였으며 자연광으로 풍부한 실내 공간을 연출하였다.

또한 대지와 일체화하기 위한 시도로서 지역에서 생산되

는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미술관이 속한 곳의 지역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지가 가진 자연적인 조건, 도시의 문맥, 역사 및 문

화유산과 같은 인문사회 환경이라는 컨텍스트를 고려한

사프디의 건축은 휴먼스케일 바탕으로 한 장소성의 회복

과 대지와의 일체화를 추구한다. 미술관 건축에 나타난

사프디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건물이 위치하는 장소, 건

축의 프로그램에 대한 건축가의 창의적인 해석과 건축의

구축성(constructability)에 잠재되어있는 고유한 특성을

건축설계프로세스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프디의 미술관 작품을 중심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사프디의 초기 해비타트의

변용과 그 적용이라는 집합 주거 프로젝트에 관한 분석

및 사례 연구는 추후의 과제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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