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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근  이전의 공간이 고정적이고 폐쇄적이었다면, 근  이후에 지어진 공간의 특성은 융통성과 개방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간 컨셉을 기반으로 현  예술 전시관 또한 점차 건축물 내부 공간에서 실외 
공간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부 아트 파빌리온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다. 전통예
술 전시관과 비교했을 때, 파빌리온은 현재 건축공간의 질서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창의적인 공간형태를 실
현하였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디자이너들은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 사이의 장벽을 깨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최근의 가변형 아트 파빌리온을 분석하고자한다. 가변형 아트 파빌리온의 표현특
성을 고찰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가변형 아트 파빌리온의 디자인 원칙과 원리를 파악하고, 향후 연구될 기본적
인 설계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변형 공간의 이론을 고찰하여 가변형 공간의 특성과 개념 
범주를 파악한다. 둘째, 아트 파빌리온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 표현특성을 정리한다. 또 문헌연구를 통
해 아트 파빌리온을 표현특성별로 구분하였다. 셋째, 가변형 공간 형태와 가변형 공간의 특성이 반영된 사례를 
통해 연구를 진행한다.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통해 각 아트 파빌리온의 변형방식과 공간특성의 표현방
식 상의 차이와 그 나타나는 원인을 파악한다. 본 연구는 가변형 공간의 변형방식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 근거
를 제시하고, 또 미래 건축공간 디자인측면에서 공간개념의 변화와 공간 의의의 범주를 확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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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pace before modern times is fixed and closed, then that after modern times is flexible and open. 
Based on the concept of space, the modern art exhibition hall gradually shifts from the interior space 
of a building to the outdoor space, giving birth to the concept of outdoor art pavilion. Based on this 
background, we analyzed and learned about the latest deformable art pavilions, focused on the 
investigation of its spac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and the case analysis, fully understood the design 
principles of deformable pavilions, and proposed the basic design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future 
research. Firstly, through learning the theories of transformable space, the characteristics and concept 
range of deformable space are understood. Secondly, based on the preliminary research and analysis 
of art pavilions,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are summarized. Thirdly, the pattern of deformable 
space and the method of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deformable space are investigated based on 
cases. After summarizing the case analysis, we identified the differences of different art pavilions 
between deformable modes and space characteristics, and analyzed the causes. This work provides a 
basis for distinguishing the transformation patterns of the deformable space, and reveals the changes 
in space concepts and the expansion of space meaning in future architectural spac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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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세기 현 인의 생활은 정체된 삶이 아닌 끊임없는 

움직임의 삶을 의미하는 ‘리빙 인 모션-living in 
motion'으로 정의된다[1]. 시 의 변화에 발맞춰 현  
사회의 공간 디자인도 변화할 필요성이 생겼다. 현 의 
공간 디자인은 고정적 가치에서 유동적인 가치로 전환되
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이동 가변형과 같은 유형의 새
로운 건축물의 탄생을 이끌게 되었다.

현재 예술전시관은 건축물 내부의 폐쇄적 공간에서 실
외 공간으로의 과도적 발전 단계에 위치해 있다. 아트 파
빌리온을 현  예술 전시관 개념에 도입하는 목적은 전
통 미술전시관의 형식상의 제약을 탈피하기 위한 것이
다. 아트 파빌리온은 건물 구조가 가볍고 유동적이라는 
특성 덕분에 공간 표현의 창의성과 실험성에서 일반 건
축물과는 차별되는 요소를 갖고 있다. 예술 전시관 또한 
시 의 발전변화에 발맞추어 유연하면서 변화가 가능한 
형식으로 디자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가변형 아트 파
빌리온 전시 공간을 제시하고, 이에 한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트 파빌리온공간의 고찰을 
근거로, 이를 연구 상으로 삼아 변형이 가능하고 구조
를 분해할 수 있는 최신 전시 형식 아트 파빌리온을 분석
하는 것에 있다. 또한 그 공간 표현 특성에 한 고찰과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가변형 아트 파빌리온의 변형 구
현 방식과 공간특성을 파악하고, 현 인의 생활 방식에 
부합하는 전시 공간 건설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에 있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변형 공간과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 

논문을 기초로, 가변형 건축 전문용어의 정의 중 전시 공
간 변형과 이동과 관련된 용어에 해 심층적인 연구와 
탐구를 진행하고, 본 연구의 주제인 가변형 공간에 한 
정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아트 파빌리의 선행 연구 논문에 해 분석을 진
행하고, 아트 파빌리온의 표현 특성에 한 내용을 귀납 
정리한다. 

셋째, 문헌연구를 통해 아트 파빌리온에 나타난 공간 

표현특성을 분류하여 분석한다. 또한, 사례분석을 통해 
아트 파빌리온의 변형방식과 건축공간 연출 방법의 상관
성을 살펴보고, 그 발생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최신 전시 형식을 제시하고자 하며, 변형과 

이동이 가능한 아트 파빌리온을 연구 상으로 삼아, 가
변형 공간 이론을 중심으로, 가변형 아트 파빌리온 전시 
공간특성에 한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본 연구는 가변형 건축물의 개념을 명확히하기 
위해 가변형 또는 이동 건축물에 관한 다양한 기존 연구
에 한 정리를 진행하여, 가변형 또는 이동 건축물이 여
러 가지 용어로 정의되고, 각기 다른 특성에 해 강조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전문용어를 움직일 
수 있는 건축, 운반 가능한 건축 , 키네틱 건축으로 고찰
하고 각 범위에 한 추론을 통해 가변형 건축물의 개념
을 통합하여 이에 한 특성상의 고찰과 분류를 진행하
였다. 둘째, 현 아트 파빌리온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한 분석을 통해 아트 파빌리온의 표현특성을 도출하고 
공간적 표현특성, 형태적 표현특성, 재료적 표현특성으
로 분류하였다. 셋째, 이를 기반으로 가변형 건축물 공간
의 특성과 아트 파빌리온의 표현 특성 중 추출한 키워드
에서 가변형 아트 파빌리온의 표현 특성을 도출하고, 이
를 탈영역성, 비정형성, 비계획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상기의 내용을 종합해 사례의 기초 내용과 디자인 방안
에 한 분석을 진행하여 건축가능성과 활용 방법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상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가변형 건축과 아트 
파빌리온을 주로 다룬 선행연구로 삼아 이들을 중점으로 
검토하였고, 이 중 변형 가능한 파빌리온이 빈도수가 높
은 사례들을 연구범위로 한정지었다.

Ⅱ. 아트 파빌리온과 가변형 공간에 관한 고찰

1. 아트 파빌리온
파빌리온（Pavilion)의 라틴어의 원어는 Papilion 을 

어원으로 한다. 라틴어 ‘파필리온’의 원래의 뜻은 ‘나비’
라는 의미로 ‘텐트(tent)’를 의미하는데, 현재 파빌리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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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로서 개 이동이 가능한 가설의 작은 건축을 
가리키는 것과 연관이 있다[2]. 

아트 파빌리온은 일시적인 이유로 인해 전통적인 건축
물에 비해 기능 및 구조가 상 적으로 작기 때문에 디자
이너들은 혁신적인 기술과 특별한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불합리적인 방식으로 시각적 즐거움과 새로운 공간의 경
험을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아트 파빌리온은 사
회의 예술에 한 포용성을 반영했을 뿐 아니라 전통 건
축에서 미래 건축으로 넘어가는 역할을 수행했다[3][4].

2. 현대 아트 파빌리온 특성
본 연구는 파빌리온의 특성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했다. 먼저, 파빌리온이라는 키워드를학
술논문 사이트인 RISS에서 검색해 학위논문 92편, 학술
논문 130편을 찾아냈다. 그러나, 논문 내용에 한 고찰
을 통해 파빌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 'pavilion'에서 
유래한 것으로 파빌리온 개념에 한 연구자들의 이해에
는 차이가 있었고, 일부 연구자들은 상설 전시회장, 미술

관, 임시 판매 공간을 파빌리온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상은 야외공간인 비상설 전
시 아트갤러리로 제한한다. 따라서, 연구 상과 전문 분
야의 구분에 기초하여 한 단계 더 나아가 문헌자료를 선
별했다. 아트파빌리온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관련연구로
서 학위논문 12편, 학술논문 7편을 선정하였다. 키워드
의 검색 범위를 좁히는 것으로 연구 상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연구의 필요성도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논문의 
내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고찰을 진행하여 본문의 연
구 상과 동일하고 이론에 참고할 만한 것이 있는 논문 
9편을 선행연구 중 정독해야 할 상으로 선정했다. 이
에 따라 선행연구 논문에서 이론 고찰과 분석틀, 분석요
소의 추출을 통해 파빌리온의 공간 특성에 한 각 연구
의 키워드를 정리했다. 기존에 진행됐던 연구를 기준으
로 삼아 그 특성들에 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표 1]로 나타냈
다. 선행연구에 한 고찰을 통해 기존 연구들은 모두 일
반적인 파빌리온 공간특성에 한 연구에 집중한 디자인 

연구자 제목 연구내용 키워드

최은신
(2010)

엑스포 파빌리온에 
나타나는 디자인 융합 경향 

연구

영역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간의 상상력과 창조성을 극대화하는 
현시대의 융합 패러다임에 주목하여 엑스포 파빌리온의 디자인 경
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디자인 발전 방향과 의미를 모색

연계성，계몽성

김시원
(2011)

환경 엑스포 파빌리온에 
나타난 지속가능한 설계 

방법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한 설계의 의미와 개념을 분석하고 2000년 이후 '환경'을 
주제로 한 엑스포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설비와 시스템적인 부분
을 최대한 배제한 지속가능한 설계 방법을 분석

상징성，지역성，교육성，오락성，일시성，친
환경

안민영
(2012)

소규모 파빌리온 표피의 
자연 생성적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한 설계의 의미와 개념을 분석하고 설비와 시스템적인 부
분을 최대한 배제한 지속가능한 설계 방법을 분석 

단절성，유기성，상호연속성，상호연동성，상
호비례성，유연성，자기유사성，자기조직성，
완결성

김지혜
(2013)

소통의 장으로서의 미술관 
아트 파빌리온에 관한 연구

미술관 영역의 확장에 따라 도입된 아트 파빌리온이 예술과 대중
의 소통의 장으로 기능함에 있어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과 소통방
법에 대해 분석

장소성,공공성，복합성，모호성，창의성，가변
성，단기성

최수민
(2014)

이벤트성 파빌리온에 
나타나는 비일상적 

공간특성 연구

이벤트성 파빌리온과 비일상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비일상적 특성
을 갖는 공간의 접근방향을 제시

비현실성，다양성，가변성，불규칙성，모호
성，연출성，자유성，환상성，참신성，체험
성，유희성，의외성

최은신
(2015)

EXPO파빌리온 디자인에 
나타난 유희적 표현특성 

연구

엑스포 파빌리온 디자인 유희적 표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여 그 디자인 특성을 파악하고 유희적 디자인의 가치와 의
의를 살핌

은유성，상징성，모호성，확장성，연계성，유
기적 통합성，유기성

김미정
(2015)

서펜타인 갤러리 
파빌리온에 나타난 

표현주의적 특성 연구

표현 주의의 조형적 특성이 어떤 식으로 현대에 다양한 형식으로 
재해석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으며 공간을 디자
인 접근 방법을 제시

유기성，유동성，조형성，중첩성，은유성

전현호
(2015)

Serpentine Gallery 
Pavilion의 설계방법과 
구조별 재료사용방법에 

관한 연구

서펜타인 갤러리 파빌리온의 설계표현방법에 대한 연구를 설계차
용방법과 구조별 재료사용방법의 두 가지로 나누어 각기 상세기법
과 마감재료 사용기법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파빌리온이라는 소통
공간의 건축설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

경량성, 정형성, 곡선미, 시공성, 이질성, 부유
성, 다중적관계성, 방향성, 융합성, 상징성, 내외
부의 모호성, 신비성, 정화성, 독립성, 중첩성, 
공존성, 편재성, 침투성, 순수성, 스타성, 반투명
성, 신비성, 서정성, 응집성, 역동성, 투명성, 가
변성, 친근성, 재활용

이민희
(2018)

파빌리온 건축을 통한 
예술적 공간경험 확장에 

관한 연구

추출한 파빌리온의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간적 분석을 통한 
공간경험의 확장의 요소를 분석

기술성, 환경친화성,실험성,장소성,기능성,체험
성,미학성,공감성

표 1. 현대 파빌리온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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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공간의 형태를 변화할 수 있는 가변형 파빌리
온의 공간특성에 한 연구에 주목하였다. 가변형 건축
의 특성과 파빌리온의 특성에 한 교차 연구에 기초해 
가변형 파빌리온의 공간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다
양한 변형 방식으로 표현된 공간의 특성에 해 심층 분
석을 진행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본 연구의 차별성이라
고 할 수 있다. 총 9편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각 논문
에서 등장한 키워드를 종합한 결과 총 83개의 키워드가 
제시되었고, 그 중 중복된 키워드는 총 24개였다. [그림 
1]에 나타난 과정을 통해, 특성을 공간구조, 공간경계, 
공간활력, 공간기능, 물질 측면, 비물질 측면의 6 가지로 
분류 후, 공간적 표현 특성, 형태적 표현 특성, 그리고 재
료적 표현 특성의 3가지로 나누었다.

그림 1. 아트 파빌리온 특성 도출도 
  

  
3. 가변형 공간

3.1 가변형 공간의 개념
가변성(Flexibility)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조건에

서 변할 수 있는 성질’과 ‘상황에 맞게 적응하는 능력’이
다. 가변성의 가장 큰 특성은 변화하는 성질인데 이는 유
연한 성질을 통해 형태를 손상시키지 않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의 두 가지 의미가 같
이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공간의 가변성
은 다양한 공간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다
양성(Variability)과 변화(새로운 환경)에 순응내지는 적
응한다는 변화의 적응성(Adaptability)으로 두 가지 측
면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가변성은 공간 
사용의 변화, 규모의 확장, 내부 공간 배치의 변화 등의 
공간의 수, 크기, 위치의 변화를 의미한다. William 
Pena과 Steven A.Parshall은 이러한 가변형 공간특성
을 3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는데 이는 확장성
（Expansibility)，전환성(Convertibility)，다기능성
(Versatility)이다[5].

3.2 가변형 공간특성
(1) 움직일 수 있는 건축 movable architecture
움직일 수 있는 건축은 고정된 장소에 정주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건축물을 뜻하는 용어이다. 'movable'이
라는 단어는 ‘움직이는, 움직일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는 능동적, 수동적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축’이 가
지고 있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는 건물에 한 최초의 개념을 정립했던 용
어라고 볼 수 있으며, 최소한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도들을 가리키는 초창기 용어라고 볼 수 있
다. 움직일 수 있는 건축은 이러한 기초적인 단계의 건축
물들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구분 표현특성 내용

공간적 
특성

일시성 단기 전시는 공간 구조의 일시성을 초래

유연성 공간 구조의 빠르게 해체와 조립

모호성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특성

확장성 벽이 없는 구조로 공간의 범위를 연장 함

형태적 
특성

창의성 건축가의 참신한 개념에 기반하여 실제적 공간으
로 실현

실험성 전통 관념을 타파하고 새로운 공간 형태에 대한 
혁신적인 시도

표 2. 아트 파빌리온의 표현특성

활력성 공간 내 관광객의 지속적 체류에 대한매력

가변성 공간 크기, 형태, 배치의 변화

재료적 
특성

시공성 설치 및 해체가 편리한 시공기술 확보

경량성 운반 및 모둘화를 위해 재료, 구조의 경량화

재활용성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고 운반이 가능하여 소요에 
따라 이동후 재활용이 가능

친환경성 모듈화 및 재활용성에 따라 쓰레기 발생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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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운반 가능한 건축transportable architecture
운반 가능한 건축은 건물의 기능과 용도와 상관없이 

위치의 이전이 가능한 건축물을 뜻하는 용어이다. 
‘transportable'은 ‘수송 가능한, 운송 가능한’이라는 의
미로 수동적으로 운송되는 객체로서의 입장을 강조한 것
이다. ‘움직일 수 있는 건축’이 건축물이 지니는 기본적인 
수동성을 탈피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지만, 건축물은 기
본적으로 스스로 움직이기 힘들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7]. 따라서 현재까지 실현된 부분의 이동 가능한 건축
이 외부의 동력을 활용하는, 수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
다. 따라서 능동적인 의미와 수동적인 의미를 함께 지니
고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건축'은 다소 의미가 모호하다
고 볼 수 있으며, 수동적 의미가 강조된 ‘운반 가능한 건
축'이 좀 더 적합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3) 키네틱 건축 Kinetic architecture
키네틱 건축은 이러한 주변 환경의 민감한 변화에 반

응하는 감각성과 상호작용 능력을 갖춘 건축물을 지칭하
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8]. 키네틱 건축은 주변 반응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가장 큰 특성으로 하고 
있다. 앞서 움직일 수 있는 건축과 운반 가능한 건축을 
분리한 수동성/능동성이라는 측면과는 별개로, ‘감응성’
이라는 요소가 키네틱 건축을 정의하는 가장 큰 특성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가변형 건축의 범위

앞에서 기술한 서술어는 비록 개념은 비슷하지만 그럼
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움직이는 건축은 기존 전통건축
의 불변성이란 한계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동력으로 운전 

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운반 가능한 건축은 외부로부터 
비롯되는 동력에 의해 움직이며, 키네틱 건축은 주변 환
경변화에 한 감각능력을 강조한다. [그림 2]에 나타난 
용어 범위의 교차점을 가변형 건축의 영역이라 볼 수 있
다. 즉, 움직이는 건축의 능동적 특성이 운반 가능한 건
축의 수동적 특성이 된다. 또한 키네틱 건축은 주변의 환
경변화에 따라 변화한다는 특성이 있다. 종합해보면 이 
세 종류의 건축 유형의 교집합이 가변형 건축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뤄지는 변형의 가능성이란 현실 생활 속
에서 실현 가능한 변화, 즉 이동성, 공간형태의 가변성, 
내적 변화의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의 동력은 자
체 내부로부터 비롯되는 능동적 에너지와 외부로부터 비
롯되는 수동적 에너지이다. 가변형 건축은 이상의 조건
을 만족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장소에서 거주가 가
능하고 기능성을 지닌 건축유형으로, 이를 바탕으로 개
념 범위를 한정지을 수 있다.

가변형 공간적 특성
움직일 수 있는 건축 운반 가능한 건축 키네틱 건축 

 능동 동력원
 휴대형/이전형/해

체형 
 전개형 구조

 수동 동력원
 대량생산
 프리페브리케이션 

구조

 주변 환경 반응에 
의해 변화

 전체적 움직임/요
소의 움직임

 전개형 구조

키워드
능
동
성

운
반
성

이
동
성

휴
대
성

확
장
성

수
동
성

모
듈
성

원
형
성

산
업
화

경
제
성

감
응
성

활
동
성

융
통
성

적
응
성

역
동
성

공간적 표현
이동형 가변형 결합/연게형

기동성과 능동성을 
지닌 가변형 공간으로, 

능동적인 전개식 
구조는 공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도록 
하여 외부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스스로는 변형 및 
운동이 불가능하고, 
오직 수동적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 요구에 
따라 가공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변형이 
가능하다.

모듈 간의 연결 조합을 
통해 공간적 기능이 
확장되고 외부환경읭 

영향을 받는다.

표 3. 가변형 건축의 공간적 특성도출

  
4. 소결

이동형 건축은 기동능력을 이용해 장소의 한계를 넘
어, 지역 범위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여 이를 통해 공간의 
확장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파빌리온은 지역 범위 내에
서 순회 전시가 가능한 공간으로써, 일시성과 유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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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특성으로 갖고 있으나, 자연스럽게 영역의 한
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 또한 요구 되었다.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구조의 경량성을 필수 있으면, 파
빌리온의 구조는 가볍기 때문에 공간구조를 바꾸어 공간
의 창의성과 실험성이 돋보이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그와 동시에, 가변형 건축은 외부 에너지를 이용해 건축 
구조 또는 표면 소재에 작용하도록 하여 공간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창의
적인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창의적인 공간은 일
반적으로 비 고정형식 공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결합/
연계형 건축은 건축 자체가 복합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모듈의 가공 및 제작을 통해 건축 전체를 구축할 수 있
다. 또한 주위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건축 이전
에 상세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고, 즉작 적으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바꾸어 환경 적응성을 중심으로 
공간을 조성한다. 자유롭게 모듈을 결합/연계하여 공간
을 확장시킬 수 있다. 순회 전시가 가능한 파빌리온은 여
러 차례 철거와 구축이 요구된다. 따라서 그 구조와 소재
의 재활용 능력이 매우 강조된다. 결합/연계의 방식으로 
세운 파빌리온은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모듈 
간의 통일 결합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공간 형태를 나타
낼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가변형 공간과 아트 파빌리온의 
공간적 특성을 바탕으로 가변형 아트 파빌리온 전시공간
의 특성을 분류하여 관찰한다. [그림 3]에서 보이듯, 아
트 파빌리온 표현 특성 키워드의 기초에서 각각 이동형 
건축, 가변형 건축, 결합/연계형 건축의 공간특성과 분류
하고 결합하며, 이러한 키워드의 논리적 관계를 중심으
로 파빌리온의 공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체의 에너지원으로 시공간 영역의 한계를 극복한 탈영
역 공간, 외부 에너지원을 이용해 수직-수평의 공간구분
에서 벗어나 공간형태의 속박에서 벗어난 비정형 공간, 
그리고 건축 모듈 간의 자유로운 연결/조합으로 공간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비계획 공간이 그것이다. 다음에 
가변형 건축과 파빌리온의 표현적 특성 속에서 가변형 
아트 파빌리온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3. 가변형 아트 파빌리온 특성 도출도
  

Ⅲ. 가변형 아트 파빌리온의 공간 표현특성

가변형 아트 파빌리온은 가변형 건축공간에 한 탐구 
끝에 파생한 건축 양식으로, 전통적인 건축물과는 완전
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가변형 아트 파빌리온
은 지역 혹은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 유클리드 기하학 
형태에 반하는 공간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건축물을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유연성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연결과 조합의 방식으로 제작된 제품인 것이다.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가변형 아트 파빌리
온의 세 가지 공간 표현 특성 유형을 탈영역성, 비정형
성, 비계획성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탈영역 공간은 건축
물 자체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운동 능력을 지칭하는
데, 이러한 운동 능력은 자체적으로 제공되는 동력원을 
통한 구역의 위치 변화에 따라 발생한다. 이뿐만 아니라 
운동 능력은 이동식 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가벼운 구조
를 전제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이동을 통해 공간 영
역의 확장을 가능하게 해 주기도 한다. 비정형 공간은 건
축물이 외부의 압력의 영향에 따라 자체적으로 공간 형
태를 변형시키는 것으로, 객체의 변화가 강조되는 것이 
특성이다. 다양한 동력 유형과 소재의 형태 변화 능력에 
따라 다양한 공간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 또한 
특성적이다. 비계획 공간은 통일된 연결부 구조 유닛을 
통해 각각의 구조를 연결, 조합하여 완성된 공간 유형을 
말하는데, 이러한 공간의 구조 모듈은 공장에서 사전 제
작을 전제로 재조립이 가능한 것이 특성이다.



가변형 아트 파빌리온 공간 표현특성에 관한연구 29

그림 4. 공간 표현특성 도출도
  

1. 가변형 공간의 탈영역성
들뢰즈의 유목론은 거주할 곳 없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유목민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특징으로 ‘유목’은 일종
의 엄격한 고정된 형태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게 되
었다. 따라서 유목론은 규칙이나 예속에 저항하고, 지역
의 한계에서 벗어난 비이성적 사상이라 할 수 있다.

탈영역은 이로써 형성된다. 탈영역성은 공간의 확장과 
이동성을 지칭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동성은 주관적으로 
구역의 위치를 변화한다. 능동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작동 과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 구조의 경량성을 강조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존 전통공간의 수직 공간상의 분
할에서 벗어나, 공간을 연속적인 표면으로 삼아 공간의 
연속성을 실현하였다. 또한 실내 공간의 경계가 뚜렷하
지 않아 공간의 경계를 확장시킬 수 있다. 경계의 부분에
서는 외부가 내부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며 내외부가 상호 
침투되어 균질적인 공간을 확장시킴으로써 내부와 외부
의 차원은 구분되어지지 않는다[9]. 이러한 이동성과 확
장성 공간의 발전 추세 역시 현  건축공간의 발전에 영
향을 주었다.

1.1 능동성
탈영역공간의 능동성은 전체 전시 공간을 이동이 가능

한 도구로 보아 해당 공간이 외력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
적인 공간 형태를 띠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탈영역 

공간이란 스스로 거지고 있는 동력원과 자발적으로 작동 
행위를 발생시키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동성과 능동
성의 특성을 최 한으로 활용하여 구역의 한계를 극복, 
자유롭게 이동하며 최종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서
로 연계되어 끝없는 혁신을 반복하는 공간인 것이다.

1.2 이동성
본 연구에서 이동성이란 두 지점 간의 연결로, 한 장소

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능력이자, 단순한 위치 변화
라 할 수 있다. 그 안에는 능동적 움직임의 의미와 수동
적 운반의 의미도 담겨 있다. 따라서 탈영역 공간은 주관
적인 이동성만을 강조하며, 객관적인 변형의 의미는 없
다.

1.3 경량성과 확장성
탈영역의 이동성을 보유하기 위해, 가변형 파빌리온은 

구조와 자재의 선택에 있어 재활용 가능 및 가벼움, 유연
성의 특성이 있다. 이때 가벼움은 물리적 차원에서의 가
벼움으로, 쉽게 변형시키고 이동시킬 수 있다. 또한 시각
적, 촉각적으로도 가벼운 느낌을 준다. 물리적 가벼움이
란 구조가 유연하여 쉽게 변형시킬 수 있고, 또 쉽게 옮
겨 이동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각적 가벼움은 플라
스틱, 유리, 금속 등 반사 능력과 투명성을 지닌 자재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그와 동시에, 공간의 움직임은 무
한한 확장성에 따라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연속적으로 
유기적인 공간을 이용해 공간의 경계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다.

2. 가변형 공간의 비정형성
일반적으로 비정형은 규격화된 형태가 아닌 자유 형태

를 말하며 공간에 있어서 기존의 사고 질서를 깨는 관념
적 개념을 종합하여 비정형이라 한다. 건축에서의 비정
형은 단순하게 정형성에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합리주
의적,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조형의지를 극 화 
시킨 형태이다. 비정형 형태는 자유로운 선과 면에 의해 
형성되며 건축에 있어서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정형에서 
벗어나도록 형태를 구축한다[10].

비정형 공간은 수동적인 변형과 비틀림(扭曲)의 기법
을 이용해 기존의 수직-수평의 공간 분할에서 벗어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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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다. 바닥, 벽, 천장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자유롭
게 건축가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정형 공
간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는 피동성과 변형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변형된 곡률을 나타내는 유선형 공간을 조합
시켜 다채로운 공간의 형태를 조성했다. 이 또한 변형성
에 따라 발생하는 공간의 다양성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
인 정형된 건축의 기능주의와 규칙이 적용된 공간 형태
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비정형 공간에서 나타나는 유연
함과 다양성은 현  건축을 위한 발전적 의의를 부여한
다.

2.1 수동성
능동성과 반 로, 수동성에서는 객체의 변화를 강조한

다. 즉, 만일 스스로 변형 동작을 취할 만한 동력원을 갖
추지 못할 경우 외부 동력 혹은 압력을 통해 공간 형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고정된 구조 위
치와 외부의 힘에 따라 발생하는 위치의 차이를 통해 다
양한 동적인 공간 효과를 실현시킬 수 있다. 스스로 동력
원을 갖추고 있는 건축공간에 비해 외부의 동력을 통해 
공간에 변화를 주는 방식은 기술적 측면에서 매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특성이다.

2.2 변형성과 다양성
가변형 공간의 최  특성은 바로 변형성이다. 공간의 

변형은 또한 공간 형태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공간의 변
형성이란 변화의 능력과 주변의 복잡한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지칭하다. 여기의 공간 변형성은 두 개의 출발점
에서 고려된다. 첫째는, 편리한 이동을 위한 외부적 형태
의 적합한 변형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건축물은 부
분의 사용과정에서 이동이 필요 없지만, 사용하지 않을 
때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변형 건축물은 구
조의 변화를 통해 두 가지 상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며, 
이동이 필요한 상황에는 조건이 제공된다. 이러한 변형
성은 키네틱 건축의 변형성과는 본질이 다르다. 둘째는, 
환경에 적응하는 형태의 변화이다. 이런 변형성은 키네
틱 건축의 특성과 비슷하다. 주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
기 위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능력 또는 공간의 사용효
율을 높이기 위해, 기능적으로 다양화와 복합화를 실현
하여 이로써 공간의 구성을 바꿀 수 있다.

3. 가변형 공간의 비계획성
가변형 공간의 비계획성은 다양한 상황의 변화에 적응

하기 위해 이음새를 통일시키고 또 구조상의 크기 제한
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모듈로 연결해 조합하여, 이를 통
해 공간의 무한한 확장을 실현시키는 성질을 의미한다. 
또한 상이한 형태의 모듈을 다양하게 연결시켜 공간 형
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또한 비계획 공간
의 조합성과 모듈성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3.1 조합성
가변형 공간은 모든 단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공

간의 자유로운 활동은 전체 구조의 통일성을 깼을 뿐 아
니라, 매 구조의 단위가 조합된다면 공간 전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줄 수도 있다. 통일된 규격의 프리패브리
케이션 식으로 건조하고 연결시켜 조합한다면, 벌집과 
같은 건축의 모습으로 구축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육각형 
모듈을 조합한다면 공간의 규모를 확장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능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다. 자유로운 재조합
은 공간의 이용빈도를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건축과도 연결지어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3.2 모듈성
모듈은 공업 제품의 제작이나 건축 설계를 진행할 때 

기준이 되어 활용되는 여러 가지 치수및 단위를 일컫는 
말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모듈은 모듈의 사전적 의미
처럼 일정한 크기의 반복과 변형된 크기의 반복, 반복된 
요소들의 맞닿음을 넘어선 중첩과 겹침, 그리고 반복과 
겹침과 맞닿음으로 인해 생기는 틈의 움직임, 모듈의 변
이에 한 것을 말한다[11]. 가변형 건축이 크기와 무게
를 최소화하여 운반하기 쉽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것을 다시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눈다면 운반하기 더욱 용
이할 것이다. 또한 그렇게 나누어진 부분들을 통일된 몇 
종류의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면 공장에서 생산하는 과
정이 훨씬 효과적으로 처리될 것이다. 상이한 모듈의 조
합은 다양한 연결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다. 이로써 공간
이 연속적으로 확장될 뿐 아니라 풍부한 공간 형태를 조
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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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성 및 내용

탈영역 
공간

 자신의 에너지로 지역적 한계를 깨 움직임이 가능하다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유리, 플라스틱, 가벼운 질량의 금속을 이용해 시각적으로 가

벼운 느낌을 부여할 수 있다

능동성 자신이 지닌 에너지원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임을 야
기할 수 있다

이동성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능력

확장성 이동성이 형성되면서 건축 내외의 공간적 경계가 모
호해진다

경량성 물리적 차원에서 질량의 가벼움과 시각적 차원에서 
감각상의 가벼움

비정형 
공간

 외부압력을 통한 휨(扭曲)으로 공간형태를 구속하는 규칙을 
깼다

 전통적인 벽면과 천장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였다
 강 변형능력을 이용해 자재가 풍부한 장력을 지닌 공간형태로 

조성하였다

수동성 자체만으론 변화하지 않고 오직 시공을 통한 외부압
력으로만 변화한다

변형성 주변 환경변화에 맞추어 적합하게 변화한다

다양성 공간의 변형을 통해 상이한 공간형태를 형성하고 그
에 맞는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였다

비계획 
공간

 대량생산, 사전제작 및 조립
 구조상의 척도의 한계에서 벗어났다.연결구를 통일하였다
 공간 모듈을 자유롭게 연결 조합하여 공간을 무한하게 확장시

켰다

조합성 통일된 규격으로 제작하고, 임의의 방식으로 연결하
였다

모듈성 여러 부품으로 해체하여 쉽게 분류별로 옮길 수 있
다

표 4. 가변형 아트 파빌리온의 공간 표현특성

  

Ⅳ. 사례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가변형 아트 파빌리온의 공간 변형 
방식과 공간 표현특성을 연역 방법을 파악하는데 있으
며, 각 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표준적인 설계 
요소를 도출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선별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2000년 이후의 파빌리온 건물을 기준으로 삼
고, 이와 관련된 문헌 또는 국내외에서 수상한 우수 사례 
중에서 변형능력 또는 연결-조합의 방식으로 건축공간
을 확장한 사례를 선정하였다. 둘째, 제3장에서 다룬 파
빌리온 이론을 바탕으로, 사례의 공간변형 방식과 공간 
표현특성이 반영된 방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사례의 
평가기준은 사례의 횡적 비교분석을 기반으로 삼는다. 
분석 틀에서 추출한 분석 요소와 기준을 선행연구와 논
문자료를 이용해 보완하고 비교하였다. 주관적 기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선행연구의 비교분석을 통해 각 
특성의 관련성 정도를 면밀히 비교 조사하였을 밝히며, 
이는 본 논문의 2장을 통해 유추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표 5. 공간 표현특성 사례분석

No.1 Prada Transformer

작가 Rem Koolhaas 위치 서울 연도 2007

 개요
Prada Transformer의 변형은 사면체 형태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표면은 각각 육각형, 직사각형, 십자형, 원형으로 디자인되
어 있다. 네 대의 기중기를 활용, 이 네 면을 뒤집고 회전하여 공간
에 변화를 주다.

이미지

탈영역 
공간

능동성 특성되지 않음

이동성
건축물은 세계라는 넓은 범위에서 자유롭게 보여 질 수 
있다, 이에 건축물은 이동성 이라는 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확장성 특성되지 않음

경량성
PVC 판재로 전통적인 외벽 및 옥상을 대체한 건축물을 
살펴보자. 이러한 흰색 반투명 막은 부드럽고 탄성이 
있어서 경량성이 나타났다. 

비정형 
공간

수동성 4대의 기중기를 수동적 에너지원으로 삼는다. 수동성
이 나타났다.

변형성

네 면을 뒤집고 회전하여 공간에 변화를 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 형태는 모두 잠재적으로 공간의 바닥면
이 되는데, 이 때 나머지 세 면이 합해져 새로운 내부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다양성
변형은 사면체 형태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표
면은 각각 육각형, 직사각형, 십자형, 원형으로 디자인
되어 있다. 

비계획 
공간

조합성 특성되지 않음

모듈성 특성되지 않음

No.2 JNBY Pavilion

작가 HHDFUN 위치 상하이 연도 2010

 개요
파생 모델의 이념과 위상론을 활용하여 독특한 공간 구조를 창조해 
냈다. 전체적으로 세 가지 그룹의 각기 다른 형태의 구조를 활용하
고 있으며, 상호 부착이 가능한 총 6개의 컴포넌트 유닛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미지

탈영역 
공간

능동성 특성되지 않음

이동성 상업 전시 공간으로 각지에 홍보활동을 해야 하여 이동
성이 나타났다.

확장성 특성되지 않음

경량성 탄성의 방수 PVC 소재는 저탄소 친환경 소재과 반투명
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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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종합분석 및 결론

본 연구는 가변형 아트 파빌리온의 공간 표현적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2000년이후 

량성이 나타났다.

비정형 
공간

수동성 모든 움직임의 동력은 기중기로부터 제공된다. 따라서 
수동성이 나타났다.

변형성
다양한 형태의 컴포넌트 유닛은 삼각형을 기본 단위로 
활용하여 기하학적 위상 변형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
다.

다양성
기능 및 장소에 대한 수요에 따른, 다양한 컴포넌트 접
착 방식은 해당 건축물의 형태를 더욱 다양하게 연출해 
주고 있다. 

비계획 
공간

조합성
전체적으로 세 가지 그룹의 각기 다른 형태의 구조를 
활용하고 있으며, 상호 부착이 가능한 총 6개의 컴포넌
트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듈성 파빌리온 전체를 여러 개의 건축 모듈로 분해하다.

No.3 Box Mobile Gallery

작가 Wise 
Architecture 위치 서울 연도 2011

 개요
파빌리온은 총 12개의 가벼운 패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패널은 
부드러운 경첩으로 연결되어 있다. 부드러운 경첩 구조 시스템의 유
연성은 공간을 새롭게 배치해 주다.

이미지

탈영역 
공간

능동성 특성되지 않음

이동성
가벼운 PVC 소재는 전시관에 사람이 편리하게 전시관
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장소의 제한도 받지 않
는다. 뛰어난 이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 

확장성
경첩의 연결을 통해 공간의 유합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무한히 복제 및 확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확장성이 나타났다.

경량성
파빌리온은 부드러운 흰 색의 PVC 판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마치 뚜껑이 열려 있는 우유곽처럼 보인다. 관객
들에게 활동적이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비정형 
공간

수동성 인력은 동력원으로서 수동성을 나타낸다.

변형성
패널의 수량을 증감, 공간의 확장 혹은 축소를 가능하
게 해 주어 또 다른 새로운 공간을 구축할 수 있게 해 
준다.

다양성 파빌리온의 특성은 바로 모든 패널을 중첩시키는 방식
을 통해 공간 구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비계획 
공간

조합성
필요에 따라 여러 패널들을 대상으로 연결과 조합을 실
험하여 공간을 확장시키기고 변화시키었다. 우수한 조
합성을 나타낸다.

모듈성 파빌리온은 총 12개의 가벼운 패널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패널은 부드러운 경첩으로 연결되어 있다.

No.4 Weaving In-Tension (WIT) Pavilion

작가 Meta- Studio 위치 Warsaw 연도 2012

 개요
파빌리온은 총 6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등산 로프 장
비가 천장과 바닥을 덮고 있다. 로프를 엮는 방식을 통해 건물의 벽
면을 세우고 있다.각기 다른 모듈을 굽히고 이동시켜 다양한 조형과 
형태의 공간을 조합하고 있다.

이미지

탈영역 
공간

능동성 특성되지 않음

이동성 각 모듈 아래에는 이동식 바퀴가 부착되어 있다.

확장성 이러한 반 가공적인 외부 벽면은 전시관의 실내외 공간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연출해 주다.

경량성
전체적으로 주로 목제 프레임으로 제작되었으며, 프레
임의 가장 꼭대기 부분과 바닥 부분에는 각각 등산용 
로프를 고정시켜 벽면을 세워 두었다.

비정형 
공간

수동성 동력은 기중기로부터 제공된다.

변형성
외부 벽면은 부드러운 직물로 구이 파빌리온은 겉으로 
봤을 때 마치 하나의 거대한 아코디언을 보는 듯 한 느
낌을 준다.  

다양성
파빌리온은 아코디언처럼 자유자재로 다양한 형태의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뛰어난 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다. 

비계획 
공간

조합성 각기 다른 모듈을 굽히고 이동시켜 다양한 조형과 형태
의 공간을 조합하고 있다.

모듈성 파빌리온은 총 6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등산 로프 장비가 천장과 바닥을 덮고 있다. 

No.5 MPavilion 2014

작가 Sean Godsell 위치 Melbourne 연도 2014

 개요 기압축을 활용하여 옥상과 벽면 위의 철판을 자동으로 개폐가능케 
하여, 공간의 변형을 실현하고 있다. 

이미지

탈영역 
공간

능동성
태양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햇빛 감응 신
호장치를 이용해 움직임 장치의 전원을 제어할 수 있
다.

이동성 경량 알루미늄판은 건축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한다.

확장성
불완전한 공간 분할은 실내 공간과 주위 환경을 하나로 
융합시켜 주어 사람들로 하여금 해당 공간의 확장성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경량성 파빌리온은 12m *12m의 가벼운 철제 구조로 건축되
었으며, 표면은 알루미늄 판으로 덮여 있다

비정형 
공간

수동성 특성되지 않음

변형성
기압축을 활용하여 옥상과 벽면 위의 철판을 자동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 디자인, 전시 공간의 변형을 실현하
고 있다. 

다양성
필요에 따라 각각 알루미늄판을 여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알류미늄 판의 개폐를 통하여 공간에 변화를 주
는게 가능케 되고 꽤나 다양성을 나타낸다. 

비계획 
공간

조합성 전체 건물의 외형과 이를 지탱하는 구조는 일정 규칙의 
모듈로 조합된다. 

모듈성 모듈을 구성함으로써 전체 건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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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5곳의 파빌리온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고찰하
였다. 본 연구는 가변형 아트 파빌리온의 공간 표현적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2000년이후 

표적인 5곳의 파빌리온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고찰
하였다. 가변형 공간의 표현적 특성을 기준으로 종합적 
분석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5개의 사례에서 보이듯, 디자이너들은 공간의 
변화능력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아트 파빌리온 
공간이 기존의 건축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
성은 바로 변형성과 다양성이다. 능동적 에너지원이던 
수동적 에너지원이던, 또는 어떤 유형의 움직임이던 그 
목표는 상이한 유형의 공간 형태를 조성하여 환경변화에 
적응하거나 또는 기능상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있다. 
다양한 변형 수단을 통해 풍부한 공간 유형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공간의 유연함과 적극적인 변화란 특징을 부여
할 수 있다. 공간형태에서 변화가 생겨남과 동시에 시각
적 습관의 논리를 타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칭, 안
정, 질서 등 일련의 단어의 의의를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아트 파빌리온 건축은 일반적으로 장소의 한계
를 극복하여 일정범주 내에서 전시 및 홍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성질은 자신만의 이동성을 필요로 하지만, 변형
성과 비교했을때 오늘날의 아트 파빌리온의 이동성은 아
직 부족한 형태이다. 아트 파빌리온의 변형성이던 이동
성이던 모두 가벼운 구조와 자재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
례를 관찰 분석한 결과, 현  파빌리온의 구조 및 자재는 

부분 가벼운 질량의 알루미늄 또는 강철을 사용하였
고, 표면은 목재로 제작되었으며 PVC또는 천으로 천장
을 덮었다. 또한 디자이너는 옅은색 또는 투명한 색을 이
용해 재질과 시각적 감각 양 측면에서 가벼움의 효과를 
조성했다.

셋째, 아트 파빌리온의 변형방식은 또한 비계획적인 
모듈 간의 반복적인 연결/조합을 통해 상이한 형태의 공
간으로 만들 수 있다. 이로써 공간의 무한한 가능성이 실
현될 수 있다. 그러나 파빌리온은 형 전시공간으로써, 
거주공간과 비교했을 때 공간의 크기 방면을 더욱 강조
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건축 구조를 완전히 철거하거나 
또는 규격이 작은 모듈로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모
듈성이 다소 떨어진다.

넷째, 에너지원 방면에 있어서, 부분의 사례는 외부 

동력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아 공간의 변형 및 움직임
을 실현하였다. 외부 동력의 에너지원으로는 기중기, 지
게차, 압축공기, 모터, 사람으로 삼았다. 반 로 능동적 
에너지원으로는 지게차를 이용하거나 또는 건축내 감응
센서로 감지되는 태양력 또는 풍력을 이용하였다. 이는 
전체 공간 자체를 이동 도구로 삼아, 그 자신이 지닌 동
력으로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여 영역의 확장을 실현했
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사례에서 나타난 공간변형의 방식은 접기, 회
전, 슬라이드의 3가지 간단한 운동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에 접기통해 변형한 공간의 변형성이 가장 강
해졌다. 이러한 유형의 경우 일련의 모듈이 개폐함과 동
시에 다양성이 높아지며, 또 구조도 훌륭한 조합성을 부
여받는다. 경첩의 개패를 통해 또한 실내외의 경계를 모
호하게 하여 공간의 확장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에너지원은 압축공기, 자연 에너지, 사람 등 외부 에너지
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약 적극적으로 공간형태
의 풍부함을 표현한다면, 공간 형태의 다양화와 실내외
공간의 상호 융합을 고려해야 하며, 설계할 때 접기의 변
형방식을 선택하도록 제안한다. 슬라이드 움직임으로 공
간변형을 유도한 사례는 동일한 평면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3D공간 내부에서 움직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체를 철거해 여러 개의 상이한 유형의 모듈로 만든 후, 
모듈 간의 연결/조합을 통해 공간의 변화를 야기해야 한
다. 따라서 이런 유형은 훌륭한 조합성이 나타난다. 회전
의 움직임을 통해 공간변형을 실현한 경우, 동일한 평면 
위에서도 움직임이 가능하지만, 또 공간 내부에서도 입
체적으로 회전이 가능하다. 이런 움직임은 비틀림 또는 
구름의 움직임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훌륭한 변형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공간의 다양성도 증 한다. 그러나 회
전 수단은 규칙적인 공간형태와 외부 입면(外立面)을 필
요로 하기 때문에 확장성은 나타나나기 어렵다. 동시에, 
일정 한도 내에서 회전 모듈과 연결 부품을 추가하여 더
욱 복잡한 변형방식을 이룰 수 있어, 더욱 풍부한 도전성
과 상상력이 가득한 공간 형태를 구축할 수 있다.

현재 이해되고 있는 공간은 아트 파빌리온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고정된 패러다임의 형태에
서 고정되지 않으면서 불규척적이고 불확정한 형태로 변
화하고 있어, 새로운 성질이 담긴 다차원 공간으로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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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 현  건축에서 나타나
는 신형 공간의 개념과 형태 구조에는 상당부분 가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미래 가변형 건축공간을 예
측하고 사고한 모습이다. 따라서 더욱 새로운 시각으로 
현  건축에 나타난 다양한 원소의 표현형식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가변형 건축공간의 개념을 더욱 세
밀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해야 하며, 또 이와 관련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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