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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이라는 것은 가족, 국가, 민족 및 지역사회의 단위로 전해 내

려오는 지역적 특성이나 생활양식을 토대로 발현되는 공동의 결과

물이자, 공동감각의 가시적 표현이다. 따라서 전통은 현대 건축계에

서 추구하는 지역성, 장소성, 공동성과 같은 가치들을 아우르는 저

면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옛 것에 멈춰 있는 고정적인 요소

라기보다 현대적 관점에서 끊임없이 재해석(reinterpretation)되며,

재창조(reinvention)되므로 현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발현될 가능성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현대 건축계에서 일본 건축은 모더니즘 시기 이후 지역적 다양성

을 상실하고, 단일의 공법과 재료로 범람하던 건축의 흐름 속에서도

일본만의 독자적인 미감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건축으로 현대 건축

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서구문명을 수용하는 가운

데서 지속적으로 일본 전통에 대한 재해석과 전통의 현대화를 위한

활발한 전개과정을 통해 산출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일본 건축에 나타나는 전통적인 미감, 공간관념,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는 오늘날의 도시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안

티테제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전통 전개 과정에서 전통은 각각의 시대적인 상황에 입각

하여 해석된다. 19세기 서구화 시대부터 50년대 전통논쟁, 그리고

메타볼리즘 건축에 이르기까지 건축에서 전통 표현은 각각 동서양

의 형태적 결합, 모더니즘 건축과 유사한 전통요소의 파악, 전통정

신과 기능주의의 융합으로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

운 건축적 방식을 계속하여 만들어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다음시기로 현대 일본건축에서 정의내리는 전

통의 성격을 규명하고, 건축적 표현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건축

의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 방법으로 전통이 작품 활동의

주된 건축철학으로 작용하고 있는 3세대 건축가 안도 타다오와 4세

대 건축가인 쿠마 켄고의 작품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다. 두 건

축가는 전통적 가치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건축재료, 형태, 공간

기법 등에서 확연하게 다른 건축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두 건축가의 활동 시기의 상황과 그로 인한 전통 견해에 대한 차이

가 그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을 분석하고자

한다. 안도 타다오와 쿠마 켄고의 다양한 전통성 구현과정은 아직

근대적 시각에 멈춰있는 우리에게 전통성 표현 영역을 넓혀주는 자

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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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축계의 현대적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프리츠커 상의 수

상자 명단을 살펴보면 2012년 중국의 왕수, 2013년 도요 이토,

2014년 시게루 반으로 이어진다. 이 흐름을 기준하여 각각의 건

축가들이 지향하는 건축적 방향성과 행보는 각각 지역성, 공동성,

지속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왕수는 중국적인 색채와 재료, 지역

성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지역성’을 대표하는 현대 건축가로 알려

져 있으며, 도요 이토는 일본을 덮친 쓰나미 이후 구호민들을 위

한 커뮤니티 시설 ‘모두의 집’ 프로젝트를 통해서 프리츠커 상을

수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게루 반은 종이라는 건축에서는 일반

적이지 않은 재료를 활용하여 재해에 대처하는 쉘터 및 임시 거

처 등을 제안하는 활동을 통해 이 상을 수상 하였다.

이들 건축가들의 공통점은 지역성, 지속가능성, 공동성과 같은

담론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현대건축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

지만 위의 담론들은 전혀 새롭게 등장한 화두는 아니다. 건축계

에서의 담론들은 특정한 주기를 갖고 변화하는데, 이들 담론들을

하나로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은 바로 전통성이다. 먼저 전통이라

는 의미는 사전적 의미에서 전통이란 개념은 ‘계통을 받아 전함,

또는 이어받은 계통 및 관습 가운데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특

히 높은 규범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넓은 뜻으로는 일정한 집단

공동체인 가족, 국가, 민족 및 지역사회의 단위로서 전해 내려오

는 사상, 관습, 행동 기술 등의 양식이며, 때로는 그 문화적 유산

속에서 현재의 생활에 의미, 효용이 있는 인습이나 습관을 일컫

는다. 또한 좁은 뜻으로는 그 양식이나, 인습, 관습의 핵심이 되

는 정신만을 지칭한다. 따라서 전통이라 함은 단순히 과거 한 시

점에 존재하는 상황이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역의 특

성이나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발현되는 공동의 결과물이며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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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의 가시적 표현이다.

알랜 코쿤(Alan Colquhoun)에 따르면 건축에서 형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며, 건축에서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방법

은 오직 관습과 전통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설명한다. 건축에 있어

전통이라는 것은 고정적이고 복고적이며 절충적인 한계성을 넘어

서, 창조적이고 동시대적이며 타 건축의 장점을 흡수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1) 동시에 고유한 ‘지역성’, ‘장소성’, ‘공동성’ 등의

가치를 저면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통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현대적 방식의 공간을 제시하는 것은 모더니즘 이후 건축계

에 등장했던 많은 안티 테제적인 담론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핵심

적인 가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서구화 이후 전통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현대 일본 건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통의 표현방식에 관해서 분

석한다. 일본 건축을 대상으로 하게 된 배경에는 서구화 시대, 전

후 시대, 경제 발전 이후 메타볼리즘 시기에 이르기까지 일본사

회에서 국제 정세, 건축계의 흐름,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

으로 전통에 대한 논의가 이미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서양 건

축계의 흐름과 공법, 양식등과 결합하면서 시기에 맞게 전통적

요소들을 건축에 반영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전통요소는 물

론 공법, 구조, 재료의 차원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는 정신적인 부분에 기인하는 것이 크다. 일본의 기후환경에서

비롯한 생활양식, 태도, 자연관과 미의식에 기초하여 건축공간이

발달하였으므로, 전통적 요소는 단순히 형태를 모방하는 차원을

벗어나 문화, 정신, 일상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

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3세대 건축가 가운데 전통에 대한 관

1) 이종하, 권기덕, 김정재, 한국현대건축가 작품에 나타난 정통성 표현에 관한 연

구, 대한 건축학회 학술지, p.3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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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 활동을 진행하는 안도 타다오와 4세

대 건축가로 분류되는 쿠마 겐고가 가지고 있는 전통에 대한 이

해와 표현 방식을 비교 분석하고, 그 과정을 통해 발견할 수 있

는 현대 건축에서의 전통 표현 방식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특히 안도 타다오는 노출 콘크리트로 대표되는데, 반면 쿠마 겐

고는 콘크리트에 대한 극도의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다양한

자연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특

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건축가 모두 전통적인 요소를 그

들의 건축 활동의 기본 철학으로 활용하는데, 전통의 해석, 적용

방식의 차이점으로 인해 재료사용이나 전통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상이한 건축 스타일을 만들고 있다. 이는 전통이 정신적인 부분,

재료적인 부분,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건축가의 해석을 통해서

현대 건축의 표현 방식의 다양성을 끌어내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

음을 보여줄 수 있으며, 현대 건축에 있어 전통 해석의 필요성과

표현 방식의 다양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전통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과정과 전통이 건축 공간, 재료, 공법

등에 적용되는 방식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현대 일본 건축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통의 표현 방식이다. 1987

년, 단게 겐조를 필두로 마키 후미히코, 안도 타다오 등 수많은

일본 건축가들이 프리츠커 상을 수상하면서 세계 건축계를 선도

하는 흐름을 만들어 왔고, 그들의 정신적 배경에는 일본적인 미

학이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일본 건축계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이미 오랜 시절부터 전통성에 대한 고민과 그것을 서

양 건축이나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하나의 건축 담론으로서 논의

를 진행하여 왔다. 특히 전문적 건축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

구하고 세계적인 건축가로 성장한 안도 타다오의 배경에는 르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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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비지에의 모더니즘적 사상과 함께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체득한 미적 감각이 바탕이 되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일본 현대

건축 작품에서 보이는 전통 표현방식에 대한 분석은 건축 분야에

서 나타나는 전통적 요소의 현대적 적용에 대한 양상과 의의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에 대한 정의와 함께 현대 건축에서 전통

적용의 한계점을 고찰한 후, 일본 건축계에서 전통에 대해 진행

되어왔던 담론들을 시대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분

석을 바탕으로 일본 건축에서 전통에 대한 개념과 표현의 변화를

살펴 본다. 또한 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일본의 미의식, 자연관,

공간개념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전통건축의 표현적 특성, 자

연에 대한 관점, 그리고 공간적인 특성으로 카테고리화 할 수 있

다. 연구의 대상으로 현대 일본 건축계에서 전통에 대한 담론을

진행함은 물론, 자신의 건축의 배경으로서 일본 전통건축과 미의

식을 이야기 하고 있는 안도 타다오와 쿠마 겐고의 작품을 분석

한다. 그들의 작품을 전통에 대한 접근 방식과 형태적, 공간적,

그리고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 전통의 표현 방식과 현대적인 의의

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Ÿ 시대적 맥락에서 일본 건축에서 나타났던 전통에 관한 개념

Ÿ 일본 전통건축의 형성배경과 표현특성

Ÿ 일본 전통 미의식, 자연관, 공간개념

Ÿ 미의식, 자연관, 공간개념에 근거한 전통건축의 표현 특성

Ÿ 사례 분석을 통한 전통의 현대적 표현방식 정리

Ÿ 전통의 표현 방식 양상과 그 현대적 의의

위의 내용을 끌어가기 위한 연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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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는 전통에 대한 개념과 이를 이해해야하는 필요성을 파

악하고, 일본 건축에서의 전통에 관한 담론들과 각 시대가 전통

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계기, 전통에 대한 개념, 그리고 수용방식

에 대한 고찰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 가는 전통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와 해석에 대해 정

리한다.

3장에서는 일본 전통건축의 형성배경과 표현특성에 대해 살펴

본다. 전통건축의 형성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지리학

적 입지와 풍토에 따른 일본인들의 자연관, 사상적 배경을 바탕

으로 한 미의식, 그리고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표현적 특성, 자연과의 관계, 공간적 특성으

로 세분화 하고, 미의식, 자연관 그리고 공간 의식과 같은 정신적

인 부분들이 어떤 물리적인 요소들과 관련지을 수 있는지를 파악

한다.

4장에서는 일본 현대건축에서 전통을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건축가로서 3세대 건축가 안도 타다오와 4세대 건축가인 쿠마 겐

고를 비교 분석한다. 선택된 두 건축가는 전통적 가치의 중요성

을 역설하면서도, 건축재료, 형태, 공간기법 등에서 확연하게 다

른 건축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두 건축가의 활동 시기

의 상황과 그로 인한 전통 견해에 대한 차이가 그 원인으로 작용

한다고 보고, 그들의 작품을 통해서 전통 표현 방식에 대해 분석

한다. 또한 이를 전통에 대한 개념과 시기적 차이와 관련지어 비

교해본다.

5장에서는 지금까지 다루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 건

축에서 나타나는 전통 표현 전략의 의의를 정리해 보고, 그 한계

와 시사점에 대해서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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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흐름

그림 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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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에서의 전통에 대한 고찰

2.1 전통의 개념과 이해의 필요성 
2.2 일본 건축의 전통 전개과정

2.2.1 서구화 시대의 전통에 대한 고찰  
2.2.2 전후시대와 전통논쟁 

2.2.3 고도경제성장기와 메타볼리즘
2.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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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통의 개념과 이해의 필요성

전통의 사전적 의미로는 ‘계통을 받아 전함, 또는 이어받은 계

통 및 관습 가운데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특히 높은 규범적 의

미를 지닌 것으로 넓은 뜻으로는 일정한 집단 공동체인 가족, 국

가, 민족 및 지역사회의 단위로서 전해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

동 기술 등의 양식이며, 때로는 그 문화적 유산 속에서 현재의

생활에 의미, 효용이 있는 인습이나 습관을 일컫는다. 또한 좁은

뜻으로는 그 양식이나, 인습, 관습의 핵심이 되는 정신만을 지칭

함’이라고 정의되어지고 있다.

서양에서 전통(tradition)이란 라틴어 ‘tradere’에서 유래된 것으

로 계속되다(continuing), 양도하다(handing over)를 의미한다. 즉

연속성(continuity)과 영구성(permanence)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

으며 그것은 또한 시대의 흐름을 통해 그 지역의 특성과 생활양

식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인간의 선택된 지혜에서 발생

하게 된다.2)

전통의 필요성은 역사가 현재를 반영하는 거울이듯이, 현재 우

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상황 및 가치관 등과 함께 문화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서 설명되며, 전통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 전통의 정의는 물리적인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정신

적, 문화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알랜 코쿤(Alan Colquhoun)에 따르면 건축에서 형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며 건축에서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관습과 전통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설명한다. 건축에서 전통

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세

2) Andreas C. Papadakis & Lucien Steil, Tradtion & Architecture, MIT Press.

1987, pp.32-40, 이광배, 조종수, 한국 현대건축에 있어서의 전통건축언어의 재해

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3권 제2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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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돌프

루스, 「장식과

죄악」

기 모더니즘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돌프 로스를 평하는 시점 가운데 ‘비판적 전통주의’ 라는 관점

은 그의 ‘장식은 죄악이다(Ornament is crime)’ 이라는 말에서부

터 출발한다. 로스에게 있어 고대 로마는 전통 건축의 가장 규범

적인 사례였으며, 로마인들로부터 사회적 의미와 정신적 규율을

유도해 내고 있음을 보게 된다.3) 로스의 ‘장식과 죄악’에서, “우리

에게는 장식 대신에 예술이 있다.”라는 그의 말에서 읽을 수 있

듯이, 단순히 그에게 예술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형태적인 것만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그 정신에 깃들어 있는 전

통성에 근거한 진정한 예술을 추구하려는 심미

적인 의도가 숨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

판적 전통주의의 시각으로서 해석되는 아돌프

로스는, 무조건적인 장식의 배제를 의미한 것

이 아니라 예술 자체를 생산하고자 하는 패러

다임의 전환기를 맞서 그 저변에 존재하는 전

통에 대한 애착과 함께 건축이 담아낼 수 있는

전통성에 근거한 예술에 대한 보호의식을 가지

고 있었다고 해석된다.4)

또한 20세기에 등장한 케네스 프램튼의 비판적 지역주의 역시

큰 범주 하에서는 전통에 기반 한 접근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비판적 지역주의에 대해 간단하게 서술하자면, 20세기까지 대두

되었던 국제주의 건축이 비판에 부딪히자, 새로운 대안으로서 지

역적 환경, 기후, 전통에 적응할 수 있는 지역 고유의 건축원리와

민족성에 대한 추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국제주의를 마냥 배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지키면서 근대 디자인의 표현수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알바 알토는 이러한 비판적 지역주의를 대표할

3) Adolf Loos, “Architecture(1910)”, in The Architecture of Adolf Loos, Op. Cit.,

P.108, 문정희, 진경돈, 이강업, 아돌프로스의 건축에 나타난 비판적 전통주의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논문집, 1997에서 재인용

4) 문정희, 진경돈, 이강업, 아돌프로스의 건축에 나타난 비판적 전통주의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논문집,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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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알바 알토, villa mairea

수 있는 건축가로서 자신의 조국인 핀란드의 생태환경에 적합한

디자인과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재료, 그리고 기후에 적합하

게 디자인 되어 있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건축

에 녹여냈다.

현대 건축에서 ‘전통’을 활용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복원, 전통

도시의 복원과 같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사

용되는 전통은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일차원적인 접근 방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전통성이라 함은 앞선 전통에 대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과거의 한 시점의 형태나 가치를 현대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지역의 특성과 생활양식의 적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발현되는 공동성의 산물이며, 공통 감각인

것이다. 물론 과거의 의미 있는 장소나 건축물 자체를 과거의 감

각 그대로 재현하는 것 자체도 분명 가치 있는 작업임에는 분명

하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모방’일 뿐이지 ‘전통’의 가치를 가

져왔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건축이라는 분야에서

전통이란, 고정적이고 복고적이며 절충적인 한계성을 넘어서, 창

조적이고 동시대적이며 타 건축의 장점을 흡수 발전시키는 것이

어야 한다.5) 또한 동시에 고유한 ‘지역성’, ‘장소성’ 등의 가치도

5) 이종하, 권기덕, 김정재, 한국현대건축가 작품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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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할 수 있는 감각이다. 따라서 건축에서의 전통성은 기술에

대한 이해, 사용성에 대한 이해, 시대성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모방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6)

2.2 일본 건축에서 전통 전개과정

일본 근대건축은 일본 건축동향을 파악하고, 현대건축의 배경

과 본질을 검토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2차 세

계대전 이후 본격화된 전통논쟁은 모더니즘 건축이 일본에 정착

되는 과정에서 서구와 전통문화간의 충돌로 의해 끊임없이 일본

사회에 제기되었던 문제이자, 현대 일본건축 이론의 기초적 초석

을 마련하는 계기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현대의 일본건축에서 나타나는 전통의 표

현방식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의 전통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서구화 시대와 전후시대별 전통을 해석하

는 자세와 건축에 구현하는 방식을 알아봄으로써 일본 건축의 흐

름 속에서 일본전통이 이해되고 참조되는 방식에 주목하는 것이

목표이며, 궁극적으로 시대별로 이해되는 전통의 의미를 밝혀내

는 것이다.

2.2.1 서구화 시대의 전통에 대한 고찰

메이지(明治)시대의 일본은 서구화와 문화개혁을 통한 근대화

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건축계에서도 서구건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사고를 받아드

리도록 강요되었다. 기반시설과 공공기관과 같은 근대화를 위한

건축물들이 유럽과 미국 건축가들에 의해 서양 양식에 기반하여

지어졌다. 영국 건축가 조쉬아 콘더(Josiah Conder)에 의해 네오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미츠이 클럽(1913), 이탈리아 건축가

구, 대한 건축학회 학술지, P.309, 2002

6) ibid, 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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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바니 카펠레티(Giovanni Vincenzo Cappelletti)의 르네상스

양식의 역사박물관(1880)이 설계되었으며, 미국 건축가 리차드 브

리트겐(Richad P. Bridgens)은 신바시(新橋)와 요코하마(横浜) 사

이에 많은 기차역을 설계하였다. 또한 독일 건축가 헤르만 엔트

(Hermann Ende)는 1886년에 동경 히비야(日比谷) 지구 도시계획

을, 1895년에는 일본 대법원을 설계하였다.7) 이외에도 후쿠조 와

타나베(渡辺福三)나 다츠노 킨고(辰野金吾) 등의 일본 건축가들은

일본 국회의사당(1917)이나 동경역사(1920)와 같이 서양의 양식과

규범에 따른 서양식 디자인의 건축물들은 양산해냈다. 독일 건축

역사가인 우드 쿨터만(Udo Kultermann)은 이와 같은 서양 모델

의 모방은 당시 콘크리트와 철을 이용한 건축물을 지어본 경험이

없는 일본인들의 기술적 낙후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설

명한다.

그림 4. 후쿠조 와타나베,

일본국회의사당, 동경, 1917

그림 5. 다츠노 킨고,

동경역사, 동경, 1917

그러나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시기동안 일어난 급격한 변화는

일본인들에게 자국의 전통문화를 포기해야 한다는 고통스러운 감

정을 유발하였다.8) 1920년대 서구 건축기술과 양식 도입의 과정

이 일단락되자 서양을 일방적으로 모방하는 것에 대한 반성과 위

7) 권제중, 이강업, 일본 근대건축에서 서양 모더니즘의 수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

축학회논문집 계획편 제26권 제4호, 2010

8) Dana Buntrock, Mira Locher, 「The use of tradition in contemporary

Japanese architecutre」, in Nezar Alsayyad, Tradtion: Maintaining identity in

the face of change, Traditional Dwelling and Settlements Working Paper

Series, vol.95, Berkely University, California, pp.45-61,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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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이 일어났다. 이는 일본문화의 정체성 상실이라는 논의로 이

어지면서 전통을 의미하는 용어인 ‘덴토(伝統)'가 등장하고 과거

의 유산에 대한 각성이 두드러지는 등 ‘전통적인 일본으로의 회

귀’라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시 건축가이자

건축사가인 이토 추타(伊東忠太, 1867-1954)를 중심으로 일본 건

축계의 몇몇 선구자들에 의해 나타났다. 호류지(法隆寺)와 같은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 목조 건물의 연구와 복원 작업에 참여했던

이토는 서구 건축에 경도되어 있던 건축계에 전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촉구했으며9), 이는 이후 '일본적 표현'을 위한 양식논쟁

으로 발전했다. 당시 논쟁의 본질은 근대건축에 대한 신뢰와 합

리주의 건축사상에 입각해 일본의 역사와 풍토 속에서 일본적인

것을 표현해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서양식 공법과 재료로 지은

합리적인 건축물에 일본의 전통적인 모티브로 목조구조의 지붕을

올린 제관양식(祭冠樣式)이 등장하였다. 그 결과 에도시대의 건축

물에서나 볼 수 있었던 지붕 모습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의해

다시 등장하였다.10)

그러나 제관양식은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돌입하게 되

면서 애국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양식으로 받아드려졌고, 설계경기

에서 민족국가로서의 일본을 고취시키기 위해 각종 공공건축에

동양취미(東洋趣味), 일본취미(日本趣味) 양식의 채택이 강하게

요구되면서 크게 유행하였다. 궁극적으로 일본취미로 대변되는

제관양식은 서구의 기술을 통해 일본 고대의 전통 양식 재현이라

는 측면에 치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서양’과 ‘일본’라는

대립구도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통을 재구성하려는 제국주

의적 사고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행보는 2차 세계대전 패전까

지 일본 건축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상황이었다.

9) 조현정, 전후 일본 건축의 일본적 정체성, 미술사와 시각문화, 2013.

10) 김기수, 일본의 현대건축, 이석미디어, p.4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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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와타나베 진, 도쿄 국립박물관 본관, 동경, 1937

전통 인식 계기 전통에 대한 개념 수용 방식

Ÿ 서구식 건물유입으로 
인한 정체성 위기에 
대한 반발

Ÿ 민족성 고취 수단

Ÿ 장식적인 요소로 목
조구조 지붕형태 차
용

Ÿ 전통 양식의 이미지
의 복제

표 1. 서구화 시대의 전통에 대한 개념과 수용 방식

2.2.2 전후시대와 전통논쟁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취미(日本趣味)’를 반영하는 제관

양식은 일본의 제국주의, 군국주의의 잔재로 인식되며 문제적인 건

축으로 여겨졌다. 특히 전시(戰時)의 민족주의와 밀착했던 그릇된

전통 해석으로 인해 한동안 전통 논의는 중단되어졌다.

그러나 195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가 안정됨에 따라

역사, 문학계에서 시작된 전후 일본 사회의 자주성 회복운동은

일본 건축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11) 또한 서양 건축계

11) 김기수, 이상준, 옥선호, 2차 세계대전이후 일본건축계의 주요논쟁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2권 1호(통권2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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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기존부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브루노 타우트에 의해

존재해왔던 일본건축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건

축전문지에 일본건축을 소개하는 기사가 나타났다. 서양 건축가

들의 일본 고건축에 대한 관심은 일본건축가가 자국의 고건축을

재인식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50년대에 접어들

면서 일본사회의 주체성 확립문제는 건축에서 전통논쟁(傳統論

爭)으로 전개된다.12)

이러한 관점에서 단게 겐조(丹下健三)의 히로시마 평화공원은

기존 전시건축과 다른 새로운 건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일본건

축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패전 이후 진행된 최초의 국

가 공식 프로젝트에서 단게는 양식적인 이미지로 전통을 사용하

였던 제관양식과는 달리 일본건축의 전통적인 모티브를 철저히

배제한 국제주의의 모더니즘 건축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런 배경

에는 제국주의의 과거로 얼룩진 전통과 거리를 두는 작업이 일본

건축계뿐만 아니라 단게 개인에게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1942년

대동아공영권기념관 설계공모전에 참여한 단게는 당시 제관양식

으로 이세신궁을 연상시키는 박공지붕의 형태를 취하는 기념관

설계안을 제출하고 당선되었다. 이러한 그의 경력은 왜곡된 전통

사용으로 전후 건축계로부터 지탄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

따라서 그가 전후 건축의 출발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작업인 히로

시마 평화공원을 설계하면서 일체의 역사적, 지역적 모티브를 배

격한 국제주의 양식(international style)을 도입한 것은 과거의 유

산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

다.13)

12) 이상호, 일본건축의 전통논쟁과 지역주의 건축, 이상건축, pp.135-140

13) 조현정, 전게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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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단게 겐조, 대동아공영권기념관 설계 당선안, 1942

하지만 단게의 관심은 단순히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의미를 그것과 한때 긴밀하게 연결되었던 제국주의 과거

로부터 분리시켜 전후 건축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의 하는데 있었다.14) 그는 근대 모더니즘 건축과 전통 목조

건축과의 형태적인 유사성에 주목하였다. 1954년 「신건축」에서

단게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의 필로티 구조의 기원을 마루를 바

닥에서 올려 짓는 전통적인 목조 건축물에서 찾았다고 밝혔다.

또한 「신건축」의 편집장인 가와조에는 나라시대(奈良時代) 황

실의 보물창고 역할을 했던 쇼소인(正倉院)과의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단게의 디자인에 내재된 전통적 요소를 지적했다.15) 그는

필로티에서 습기를 피해 나무 기둥 위에 건물을 올린 쇼소인의

구조를 연상시키며, 평화기념관의 루버는 쇼소인 벽면의 수평적

패턴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16)

14) 조현정, 전게서, 2013

15) ibid, 2013

16) 川添登, 『建築1: 川添登評論集第1巻』(東京: 産業能率短期大学出版部, 1976), p.

110



18

그림 8. 단게 겐조, 히로시마

평화공원 평화기념관, 1954

그림 9. 도다이지(東大寺)내의

쇼소인(正倉院)

단게는 이후 1950년대 설계한 대표적인 관공서 건물에도 비슷

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국제건축회의(CIAM)에 출품된 도쿄도 청

사(1957)와 가가와현 청사(1958)에서 그는 목조 건물의 가구식 구

조(架構式 構造) 및 공포 기법을 콘크리트로 번안하여 지역주의

모더니즘의 중요한 예로 평가받았다.17)

전통 목조 구조물을 콘크리트 건축물에 근대적으로 번안한 단

게의 전략은 기존 전통양식의 재현에 치중되었던 전통표현 방식

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제적인 현대 건축물에 전통적인 형태를

녹아내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모더니즘 건축가

가 전통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바우하우스 류의 건축가 취하는 태

도인 전통의 형태가 아닌 전통의 정신을 추가하는 방법과 전통의

정신이 아닌 구체적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전제하고,

후자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표명하였다.18)

또한 '전통이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이지만 그 결과물

에서는 그 존재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그가

전통을 형태로 표현하는데 있어 현대적으로 번안하는 방식을 선

택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일본

전후 건축계에서 전통의 표현방법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는 중요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19)

17) Oscar Newman, CIAM’59 Otterlo (Germany: Karl Kramer Verlag Stuttgart,

1961)

18) 후지모리 테루노부(藤森照信), 전통논쟁, 신건축 9512 임시중간호 현대건축의

괘적, pp.2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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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호즈미 카즈오, 「니조성: 르 꼬르뷔지에에

의한 도코노마(床の間)」, 건축문화, 1963

그러나 한편으로 단게 겐조의 전통의 현대적 번안 작업 배경의

이면에는 패전의 치욕에서 벗어나 다시 국제 사회의 정상적인 일

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일본 건축계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단게와 가와조에를 포함한 일본 건축가들은 일본

고건축의 특징이 서양 근대건축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르 꼬르뷔지에의 자유로운 평면과 커튼

월은 일본건축의 평면구성과 쇼지(障子)를 닮았으며, 독립적인 지

주의 개념은 일본의 융통적인 공간개념과 일치한다고 보았다.20)

일본의 목조건축에서 기본적인 구조단위는 벽이 아닌 기둥이

며, 바닥과 천장, 기둥만이 유일하게 고정된 구조적 요소로 '기둥

-보'의 구조를 통해 건물의 융통성을 획득하고 있는데, 이런 속

성에서 도미노 시스템(domino system)과 유사성을 찾았으며, 방

크기를 결정짓는 다다미의 모듈 개념과 무한히 덧붙일 수 있는

조립식 건축과 같은 전통 요소들을 산업적 표준을 추구하는 모더

니즘 건축과 관련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하였다.

한 예로 1963년 잡지 건축문화(建築文化)에서 건축가 호즈미

카즈오(穂積和夫)는 「일본 건축역사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의 역

사」라는 제목의

만화에 17세기 니

조성의 접견실 뒷

벽에 르 꼬르뷔지

에의 모듈러 맨

(modulor man)을

그려 넣어 일본의

모듈체계와 모더

니즘 건축의 모듈

러와의 유사성에

대한 암시를 하고

19) 권경희, 김문덕, 일본 현대 실내공간에서 전통개념의 표현경향에 관한 연구, 한

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권 제3호, 2001

20) 권제중, 이강업, 전게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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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즉 전후 일본 건축세대들은 서양의 근대문화와 공통적인

요소가 이미 자신들의 고전문화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

킴으로써 일본적인 것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강조하였다.21)

결과론적으로 전후 일본 건축가들은 전통논쟁을 통해 과거 민

족성 고취의 방법으로서 채택되었던 전통의 사용에서 벗어나, 전

통 건축의 특징을 당시 근대건축에서 추구했던 합리적 사고, 서

구적 시각에 의해 재해석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모더니즘 건축과

전통적인 목조 건축물의 형태적인 유사성을 바탕으로 모던하면서

도 전통적인 일본건축을 구축할 수가 있었다. 이렇듯 일본적 정

체성과 국제적 동시대성을 조화시키려 한 단게의 가르침은 이후

메타볼리즘(metabolism)의 토대를 마련하고 전통에 대해 한 단계

진보된 해석을 가져왔다는 의의를 가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

로는 근대 모더니즘 건축의 기준에 의해 전통을 이해하려 노력한

필연적인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서구의 건축적 가치관

인 합리성과 기능성이라는 관점으로서 전통을 규명22)하고 과거

서구화 시대와 유사하게 국제사회로의 재편의 도구로서 전통을

사용했다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전통 인식 계기 전통에 대한 개념 수용 방식

Ÿ 일본사회 자주성 회
복운동 

Ÿ 국제사회의 일본건축
에 대한 관심 구체화

Ÿ 모더니즘 건축 기준
에 입각한 전통의 이
해

Ÿ 국제사회로의 재편의 
도구

Ÿ 모더니즘 건축과의 
형태적 유사성 파악

Ÿ 현대적인 재료로 전
통 표현 

표 2. 전후시대의 전통에 대한 개념과 수용 방식

21) 권제중, 이강업, 전게서, 2010

22) Ibi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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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고도경제성장기와 메타볼리즘

1960년대 일본의 본격적인 경제 성장기에 등장한 메타볼리즘

(metabolism)23)은 당시 급격한 도시팽창이나 인구증가와 같은 급

격한 도시변화에 대응한 실험적인 건축운동이다. 구로카와 기쇼

(1934-2007)를 중심으로 한 메타볼리즘 건축가들은 기능주의 모

더니즘의 경직성을 넘고자 건축을 사물이 아니라 생장, 소멸, 재

생의 순환과정을 갖는 생명체로 바라봤다. 오사카 만국 박람회

(1970)는 메타볼리스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론들을 바탕으로 메

타볼리즘 표현방식의 경연장이었다. 회장 계획을 한 단게 겐조,

축제 광장을 디자인한 아라타 이소자키, 키쿠다케 기요노리의 엑

스포 타워등 기술 표현주의적 건축 흐름을 이끌어 내었다.

특히 전통논쟁 이후에 등장한 메타볼리스트들은 전통의 어휘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이전 세대가 가졌던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

웠다.24) 메타볼리스트들은 기술을 사용하여 일본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건축과 자연의 관계성을 찾아보고자 한 실험적인 방식이

다. 기술을 멀리하고자 하면서도 기술을 사용하여 자연에 대한

통제, 관리를 하고자하는 움직임과 일본 문화의 전통적 맥락 안

에 있는 형태의식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사

회를 변형하거나 개혁하려고 집착하기 보다는 사회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수용하고, 주어진 도시의 현재 상황에 대해 수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25) 메타볼리즘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진대사(metabolism)의 개념을 바탕으로 건축의 기능을

23) ‘메타볼리즘’이란, 각 구성원들이 구체적인 디자인을 통해 앞으로 도래할 미래

사회의 모습을 제안하는 그룹의 명칭이다. 우리는 인간 사회를 원자에서 대성운

(大星雲)에 이르기까지 발전하는 하나의 생명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메타

볼리즘이라는 생물학 용어를 쓰는 것은 디자인이나 기술이 인간 생명력의 외연

(外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메타볼리즘 그룹, 메타볼리즘 1960 : 새로운

도시계획을 위한 제안, 미술출판사, 동경, 1960.

24) 조현정, 전게서, 2013

25) 이일형, 일본 현대건축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 학회 논문

집 22호, 2003,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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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고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치 건축물도

자연물을 일부와 같이 계절의 변화, 나이가 드는 것 등과 같은

‘시간’의 개념이 건축물에 도입되어 일본 전통의 자연 형태에 맞

추어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

다.

메타볼리즘 그룹이 처음 채택했던 명칭은 메타볼리즘이 아니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일본 도시들의 상황을 반영하는 ‘Burnt Ash

School’이었다. 전쟁 중에 청소년기를 보낸 메타볼리즘 건축가들

에게 완전하게 파괴되어 잿더미가 되어버린 일본 도시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싹트는 상황은 지속

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유기체 그 자체였을 것이다. 일본이

갖고 있던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의 경의적인 강력함에 의해

생성되는 폐허에서 일본인들은 건축에 대한 회의감과 건축의 이

동성, 일시성, 유연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전쟁에 의해 잿더미

가 되어버린 모습 역시도 마찬가지로 건축에 대한 회의감과 동시

에 기능주의를 기반으로 한 일본 전통 건축의 유연성, 가변성, 일

시성의 표출의지로 연결되었다.

과거 단게가 전통 목조건물과 모더니즘 건축의 형태적인 유사

성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번안하고자 했다면, 메타볼리즘은 형태

적 측면보다 무상(無常)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세계관에서 현대

건축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다. 그들은 목조에 기반 한 일본의 건

축관을 가변성, 일시성, 유연성으로 정의하고, 바로 이 지점이 영

구적인 기념비성을 추구한 서구의 석조 문화와 차별되는 점이라

고 주장했다.26)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은 변하고, 소멸과 재생을

과정을 거친다는 무상 사상을 바탕으로, 소멸되는 것을 새것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석조 문화와는 다른 차원

의 영속적인 건축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 결과

26) Kurokawa Kisho, Metabolism in Architecture(Boulder: Westviewe Press,

1977), pp.33-35



23

영구적인 기간시설(core)과 일시적이고 이동이 가능한 개별 캡슐

단위(unit)로 구분하여 건축물을 구성하였으며, 이후 필요에 의해

서 변화가 필요할 시 개별 캡슐 유닛을 분해 또는 조립을 통해

지속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건축물을 추구하였다. 황량하고 무질

서한 일본의 자연을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영속성을 가

질 수 있는 건축적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함과 동시에 자연과 함

께 공존하고, 낡아 갈 수 있는 소멸될 수 있는 가치를 동시에 고

민함으로서 자연과의 일체를 도모하는 속성과 자연에 대해 개입

하려고 하는 양면적인 모습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메타볼리즘

건축의 이동성, 교환 가능성, 유연성 등의 가치는 기존세대의 전

통론의 흡수하는 한편, 당시 일본이 갖는 특수한 전후 조건뿐만

아니라 후기 산업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건축에 대한 대안으로

발전하였다.

그림 11 폐허가 된 동경(좌), 교환 개념을 보여주는 키쿠

다케의 무바 하우스(우) (Mova-House), 1958

전통 인식 계기 전통에 대한 개념 수용 방식

Ÿ 전후 시대를 보고 자
란 일본 건축가들의 
기능주의와의 결합

Ÿ 국제사회의 일본건축
에 대한 관심 구체화

Ÿ 일본의 무상적 자연
관

Ÿ 폐허에 대처하는 일
본 전통 건축의 특징
과 기능주의와의 결
합

Ÿ 기능주의적 수법을 
바탕으로 한 이동
성, 임시성, 가변성
의 표현

표 3. 메타볼리즘 건축의 전통에 대한 개념과 수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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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결

앞의 내용을 통해 일본에서 이루어졌던 전통 논의에 대해 크게

세 부분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서구화 시대에서 나타난 전통에 대한 고찰은 메이지 유

신 이후 도입된 서구화와 문화 개혁을 통해 일본 문화의 전반적

인 근대화의 흐름에 반하여 나타났다. 이는 서구식 건축과 도시

계획에 의해 일본의 전통 문화를 포기해야 한다는 자괴감을 바탕

으로 서구식 기술과 양식의 일방적인 모방에 대한 반성과 위기감

에서 ‘덴토(伝統)’가 드러났다. 과거의 전통 건축에 대한 복원과

연구가 진행되었고 ‘전통적인 일본으로의 회기’라는 움직임을 이

끌어 내었으며 그 결과 일본의 전통적인 목조 구조의 지붕과 서

양식 공법과 재료를 활용하여 건축하는 ‘제관 양식(祭冠樣式)’으

로 표현되었다. 당시의 전통에 대한 개념은 과거로의 회기, 혹은

어느 정도 진행된 서구화를 바탕으로 일본 스스로의 민족성을 고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전후 시대의 전통 논쟁은 앞선 서구화 시대 이후 나타난

제관양식의 문제제기에서부터 시작했다. 전시(戰時)의 민족주의와

밀착했던 그릇된 전통 해석으로 인해 한동안 전통 논의는 중단되

어졌다. 하지만 1950년대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경제 성장과 함

께 동반된 사회 안정기는 다시 한 번 일본 사회의 자주성 회복

운동으로 연결되었고, 건축계 역시도 이와 같은 흐름에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브루노 타우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일본 전통

건축에 대한 관심과 동양 문화에 대한 호기심에 의해 일본 건축

은 또 한 번 자신의 전통건축의 재인식에 돌입하게 된다. 단게

겐조의 히로시마 평화공원은 일본건축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

되는데, 단게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의 필로티 구조의 기원을 마

루를 바닥에서 올려 짓는 전통적인 목조 건축물에서 찾았다고 밝

히면서 쇼소인 벽면의 수평적 패턴에서부터 등장한 전통의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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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표현 방식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전후 시대에서는 모더니즘

건축 기준에 입각한 전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전통적 요소에서 발

견할 수 있는 모더니즘과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콘크리트, 유리

등의 현대적 재료를 활용하면서 전통을 담아내고자 하는 방식이

었다.

셋째, 메타볼리즘의 등장은 이전의 두 시기와는 다르게 전통의

어휘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이전세대가 가졌던 제국주의, 민족성

등의 이념적 단어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태도에서 접근하였

다. 메타볼리즘 그룹이 처음으로 추구했던 명칭은 Burnt Ash

School 이었다. 전쟁 중에 청소년기를 보낸 메타볼리즘 건축가들

에게 완전하게 파괴되어 잿더미가 되어버린 일본 도시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싹트는 상황은 지속

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유기체 그 자체였을 것이다. 일본의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의 초인적인 강력함에 의해 생성되는 폐

허에서 일본인들은 건축에 대한 회의감과 건축의 이동성, 일시성,

유연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전쟁에 의해 잿더미가 되어버린

모습 역시도 마찬가지로 건축에 대한 회의감과 동시에 기능주의

를 기반으로 한 일본 전통 건축의 유연성, 가변성, 일시성의 표출

의지로 연결되었다. 메타볼리즘 건축의 이동성, 교환 가능성, 유

연성 등의 가치는 기존세대의 전통론의 흡수하는 한편, 당시 일

본이 갖는 특수한 전후 조건뿐만 아니라 후기 산업화 시대에 적

합한 새로운 건축에 대한 대안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서구화 이후 일본에서 이루어진 전통에 대한 담론들은 일본 사

회가 직면했던 시기적인 상황과 국제 정세, 세계 건축계의 흐름

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먼저 메이지 유신 이후 급속한 서

구화의 흐름의 반하여 전통 논의가 진행되었다면, 전후 시대 이

후에는 서양 건축계에서의 동양 문화에 대한 관심과 패전 이후

전시 민족주의에서의 탈피에서부터 전통에 대한 관심과 해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메타볼리즘은 기존에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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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전통에 대한 연구와 해석을 받아들이면서도 기능주의 시대

와 일본의 자연관에서 출발한 전통 개념을 적용하여 새로운 건축

계의 흐름을 선도하고자 했다. 시기적인 상황과 서양 건축의 적

절한 수용을 통해서 새로운 건축 양식과 공법, 개념을 발견하고

자 했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시기 전통 인식 계기 전통에 대한 개념 수용 방식

서구화 
시대

Ÿ 일본 전통 정체성 
위기 Ÿ 민족성의 고취 Ÿ 제관양식

전후시대
Ÿ 서양 건축의 동양 

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Ÿ 모더니즘 + 
전통이해

Ÿ 모더니즘 + 
전통의 유사성

Ÿ 콘크리트, 유리등 
현대적 재료 표현

고도경제 
성장기

메타볼리즘

Ÿ 전후 시대의 상황
의 경험 + 기능주
의

Ÿ 국제사회의 일본건
축에 대한 관심

Ÿ 무상적 자연관
Ÿ 기능주의 + 폐허

Ÿ 전통 건축의 특징
을 기능주의적 수
법으로 해결

표 4. 일본에서의 전통에 대한 개념과 수용 방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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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전통건축의 형성배경과 특성

3.1 일본 전통건축의 형성배경 
 3.1.1 일본인의 미의식

 3.1.2 지리학적 입지와 자연관
 3.1.3 일본의 공간개념

3.2 일본 전통건축의 특성
 3.2.1 표현적 특성

3.2.2 자연의 유입방식
3.2.3 공간적 특성

3.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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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본 전통건축의 형성배경

3.1.1 일본인의 미의식

미(美)의식은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국민정신, 사상, 정서 등이

어우러져 그 나라에 내재하는 독특한 미적 감각으로 오랜 시간동

안 자연적인 입지환경을 비롯한 지역적 특수성과 공통의 생활양

식을 기반으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전통건축의 형

성배경 요소로 미의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의 미의

식은 경우, 일본인들의 내면적인 정신세계를 구축하는데 일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대까지도 각종 예술이나 문학 작품에도 구

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일본 미의식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선(禪)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선사상은 미의식의 본질을 없음(空)으로 보고 있는데, 사물

의 본성을 분석과 이론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관조를 통해 바라보고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전혀 새롭고

변화된 세계를 보고자 하였다. 중세 이래 일본의 건축, 공예, 수

묵 그리고 서예의 분야에서 장식을 위한 현란한 색을 기피하고,

불투명한 아름다움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일본인의 전반적

인 미의식의 근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공간개념에서 있어서도

미의식으로 인해 암시와 여정(餘情)의 미가 강조되고, 모호한 경

계개념 등의 양면적인 성향을 띄는 공간이 나타나며,27) 불균형은

기하학적인 완결에 이르기 직전의 불완전함이 아니라 한 번 완성

에 달한 것으로 내부에서 자기 완결성을 깨고 다시 원래의 자연

으로 되돌아오는 완성의 부정으로서의 미완성, 또는 미완성의 완

성으로, 이것은 비움이나 순수성의 미학과 연결된다.28)

일본 미의식의 큰 흐름을 짚어보면 헤이안 시대의 모노노 아와

27) 박세정, 박찬일, 일본적 공간개념의 분석에 의한 일본 현대 실내공간의 표현특

성에 관한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6권 2호 통권7호,

2004

28) 이길호, 현대 일본 실내 디자인의 일상미학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

교 석논, 2008,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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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모노노 아와레(ものの あわれ)의 벚꽃. 짧은

시간동안 피고 지는 벚꽃처럼 일본인들은 아름답지

만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불완전함을 완벽한 미로

보았다.

레(ものの あわれ), 중세의 유겐(幽玄), 근세의 사비(さび)와 와비

(わび)로 이어지고 이들은 서로 유사한 특성을 지니면서 조금씩

시대적 풍토를 반영하며 계승 발전되었다.29) 정서적인 측면에서

일본 전통건축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미의식의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모노노 아와레(ものの あわれ)

‘모노노 아와레(ものの あわれ)’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탐미하

는 일본인들의 의식을 말한다. 헤이안 시대의 고전 작품인 「겐

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에 등장하는 말로 후대 문학에도 중요

한 역할을 하는 미의식이다. 여기서 ‘모노(もの)'는 대상을, ‘아와

레(あわれ)’는 내면적 감동을 의미한다. 즉 일종의 감탄사처럼 자

연이나 인간사라는 영속적이지 않은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감동

을 말하며, 소멸하는 것들을 향한 근원적 비애의 감정을 승화한

것이다. 이는 계절의 바뀜이나 짧은 시간동안 만개했다 지는 벚

꽃과 같이 아름답지만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불완전함을 오히려

완벽한 미로 추구하는 자세로 이해된다. 모노노 아와레의 배경으

로는 당시 일본에 영향을 끼친 선종(禪宗)의 무조(無常)사상을 들

수 있다. ‘모든

것은 소멸하고

어떠한 것도 남

지 않는다.’는 불

교적 감성이 기

인하여 결과적으

로 결핍이 동반

된 은은하며 잔

잔한 정취를 미

의식을 만들어냈

다.

29) 유옥희, 일본학지 제19권, 芭蕉의 사비 小考, 1999,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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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겐(幽玄)

유겐(幽玄)은 그윽할 유(幽)와 검은 현(玄)의 합성어이며, 그윽

하고 심오하여 그 경지를 알 수 없는 세계 혹은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세계를 뜻한다. 이는 원래 중국의 한자어에서 나온

것으로 사상의 깨달음의 경지가 심원함과 신비감을 나타내는 것

이었으나, 불교사상이 만연했던 일본 중세에 있어서 문학적 미감

으로 적극적으로 발전, 가도(哥道)에서 여정과 서정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정착되었다.30) 유겐의 미를 대표하는 사례로는 일본의

전통 고전연극 예술인 ‘노(能)’를 들 수 있다. 노는 특별한 무대장

치 없이 단순하고 소박한 무대에 사실적인 연기와 대사 없이 등

장인물의 심리적인 내면세계를 관객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함

축된 동작과 이미지를 표현한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표현 대신

생략과 축소의 기법으로 함축과 여정이 만들어내는 예술적인 세

련미를 추구함으로써 공간의 범위를 최대화 하는 역설적인 표현

방식을 갖고 있다. 이런 축소된 표현은 어떻게 하면 가장 작은

표현으로 깊은 정신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가에 대한 고민이

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연출은 불분명한 것, 내면적인 것을 효과

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작게 압축하고 최소한으로 양식화함으로써

최대한의 감동을 얻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31) 즉 생략과

축소에 의해 절제의 아름다움과 여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유

겐의 미의식이 담겨있는 것이다.

▼ 와비(わび)

일본의 다도가 정립되는데 바탕이 된 ‘와비(わび)’는 8세기부터

사용한 고어(古語)로 외로움·괴로움·초라함 등을 일컫는다. 부정

적인 의미였던 와비의 개념은 사이교(西行法師, 1118~1190)에 의

해 이전과 달리 세속의 욕망을 버리고 자연과 함께 폐허와 같은

초암에서 생활을 하는 은둔자의 생활감각을 표현하는 긍정적 의

30) 조연희, 일본 전통건축 특성이 반영된 쿠마 겐고의 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논, 2013, p.17

31) Ibid, 2013,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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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받아드려지기 시작했다. 노노무라 카츠히데는 “원래 선의의

원인이 되는 결핍을 의미하며 여기서 발전하여 물질적 빈함 속에

도리어 정신적인 충족감이나 풍아를 발견하는 미의식”이라고 말

하고 있으며, 이모토 노우이지는 와비를 “부족하지만 어떤 의미

에서는 풍부하고 차갑지만 일종의 따뜻함이 있으며, 쓸쓸하지만

완전히 고독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경지”라 하였다.32)

와비의 이미지는 자연 그 자체의 숨김없는 단순성을 통해 표현

되는데, 이러한 단순미는 나무, 짚, 대나무, 진흙, 돌 등의 자연물

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색, 형태, 재료, 고유의 질감으로부터 가

장 잘 얻어질 수 있다는 미의식이다. 따라서 인공품 또한 되도록

꾸밈이나 장식을 피하고 최소한의 양식을 통해 간소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궁극적으로 와비란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결핍된 상태

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를 받아드리고 만족하는 생활감정이며,

불완전한 초라함에서 오히려 아름다움을 찾는 자세라 할 수 있

다. 이는 훗날 ‘와비차(わび茶)’를 즐기는 다도의 하나의 사상적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 사비(さび)

와비가 일본인의 생활감정이나 세계관의 문제라면 사비(さび)

는 와비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사비는 연륜에 의해 생긴 그윽

한 멋으로 시간의 경과를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미의식으로 탄생

과 재탄생이라는 자연의 진정한 순환에 대한 이해에서 얻어진다.

땅에서 창조된 것은 결국 땅으로 돌아가며 완전한 것은 없다는

삶의 구조의 자연적인 순환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작되는 오브제나 건축물의 완성 직후 참신하

고 새로운 깨끗한 멋보다는 그것들을 사용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아름다움이 크다고 보며, 시간에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재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아름다움, 수수함의 이면에 가려진

32) 조연희, 전게서, 2013,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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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함의 감득에서 오는 여운의 아름다운 것과 같은 것들이 사비

의 요소이다. 시간이 흘러 빛이 바랜 것과 같은 아름다움, 화사함

을 수수한 빛깔로 감싸서 우러나오는 그윽하고 깊은 사비의 미는

일본의 하나의 미감으로써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미의식 개 념 표현 방식
모노노 아와레

(ものの あわれ)
순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비애의 미 불완전함의 추구

유겐(幽玄) 최소한의 양식을 통한 
절제의 미 생략과 축소

와비(わび) 결핍에서 발견하는 
풍요로움의 미 재료의 단순미

사비(さび)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황폐의 미 재료의 수수함

표 5. 일본 미(美)의식의 개념과 표현 방식

일본의 미의식을 정리하면 모노노 아와레의 비애의 미, 유겐의

절제의 미, 와비의 결핍의 미, 그리고 사비의 황폐의 미로 분류된

다. 각각의 미의식이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불완

전, 불균형, 불투명, 불확정의 역설적 미학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것도 변할 수 있으며 그 과정 자체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장식과 형식을 생략·제거한 채

재료 자체의 속성을 들어내는 미완성의 미를 일본 미의식은 말하

고 있는 것이다. 이는 끊임없는 과정에서 미완성의 상태 자체가

완결성을 갖는 상징적 의미의 일본 전통건축의 개념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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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지리학적 입지와 자연관

일본은 고온다습한 기후와 풍부한 목재생산으로 통풍이 좋은

개방적인 목구조 건물이 발달하기도 하였지만 지진과 태풍과 같

은 자연재해가 빈번하여 간소한 형태의 건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재해가 많은 자연환경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일본인들의

자연관(自然觀)은 영원성보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無常)사상

으로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연관을 보여주는 한 예

로 가모노 초메이(鴨長明)의 「호조키(方丈記)」에 기록된 집에

대한 관념을 들 수 있다.

교토의 거의 삼분에 일이 탔다고 한다. 죽은 사람이 수십 명이

며, 소나 말 같은 것은 셀 수도 없다. 사람이 하는 일은 대개

어리석은 짓이지만, 그렇게 위험한 교토에 집을 지으려고 재

산을 쏟아 부으며 애를 쓰니, 참 헛된 짓이다. (...) 이 초막은

내가 젊었을 때 살았던 데 비하면 백분의 일도 안 된다. 이 초

막 모양은 보통 집과는 전혀 다르다. 넓이는 한 평 남짓하고

높이는 한 길쯤 된다. 나는 여기 오래 살려고 터를 잡지 않았

으므로, 땅을 골라서 집을 짓지 않았다. 집 틀을 짜서 간단하

게 지붕을 덮고, 나무를 잇는 데 고리를 걸었다. 이렇게 한 것

은, 만약 이 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데로 쉽게 옮기려

는 것이다. 이 집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

다. 수레에 싣는다면 두 대면 되니, 수레를 빌리는 값 이외에

는 한 푼도 들지 않는다.33)

가모노 초메이는 어차피 화려하게 포장된 건축물들 또한 시간

에 지남에 따라 자연히 무너지고 소멸되므로 자연 속의 누추하고

초라한 초막의 집을 추구한다. 거의 무너질 정도의 건물 안에서

자연과 내부의 경계는 중요하지 않는다. 자연은 이미 집 안의 일

부이며, 내부에 있다는 것은 곧 외부로 확장되어 자연과 일체가

되어서 생활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자세는 변하고 소멸하는

33) 요시다 겐고, 도연초·호조키, 을유문화사, 2004, p.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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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고자 하는 무상관으로 대변되는 일

본인들의 자연관을 보여준다.

그림 13. 가모노 초메이(鴨長明)

의 초막. 그는 자연 속의 누추

하고 초라한 집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자연관에는 위와 같이 선사상을 바탕으로 자연

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세 외에도 보는 자연에서

만족하지 않고 자연을 자기의 것으로 가까이 두려고 하는 이중적

인 성향 또한 나타난다.

일본인들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바깥의 자연은 무질서하고

광폭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자신의 뜰 안으로 끌어

드려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범위의 안전하고 온순한 자연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재해에 대한 노출이 잦은 일본의 자

연환경에 대처하는 그들의 또 다른 방식이기도 하다.

자연을 극복하고자 하는 경향은 자연 속에서 질서와 종합을 만

들고자 했던 일본의 정원 건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나무의 성

장을 억제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라게 한 한국의 정원 문화와 달

리 일본인은 가위질을 통해 나무를 관리하였으며, 산재해 있는

것을 일정한 공간에 치밀하게 밀집시킨다는 뜻의 쓰메루(詰める)

라는 이름이 말하듯 한 곳에 몰아 빽빽하게 심는 ‘식수법(植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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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쓰보니와(坪庭)

法)’이 발달하였다.

또한 일본의 가정집마다 작은

정원인 쓰보니와(坪庭)가 마련

된 이유에서도 자연을 극복하

고자하는 일본인의 자연관이

내재되어 있다. 바깥의 자연과

달리 ‘내 말을 따라주는 유순한

자연'에 대한 염원이 서너 평의

정원에다 통제할 수 있는 자연

을 이식한 쓰보니와로 나타난 것이다. 집 안 정원의 자연이 맑고

깔끔한 건 곧 바깥의 자연이 거칠고 난폭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의미이다.34) 깨끗이 씻기고 가지런히 정리된 일본의 정원 풍경에

는 자연보다도 그것을 손질한 인간의 손이 먼저 보인다.35)

황량하고 무질서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일본인들의 자연관은

자연과 일체를 도모하는 속성과 자연에 대해 개입하려고 하는 양

가적인 모습으로 발전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의식, 무상

사상 등과 함께 일본의 전통건축을 형성하는데 주된 요소로 작용

하면서 계승, 발전 되었다.

3.1.3 일본의 공간개념

일본적인 공간은 시공사이의 두 점 또는 두 선 사이에서 존재

하는 것으로 인간의 경험이 더해지는 다차원적인 성격을 갖는

다.36) 전통적인 일본의 공간개념은 삼차원의 물체로 공간을 인식

했던 서구와 달리 문화풍속과 관계된 것으로 우주(宇宙)를 뜻했

으며, 물리적인 영구성은 중요시되지 않았다. 물리적 실체에 의해

만들어지는 물리적 공간뿐만이 아니라 물리적 공간에서 확장된

34) 백진, 풍경류행, 효형출판, 2013, pp.22-24

35) 이어령, 축소지향의 일본인, 문학사상사, 1973, p.149

36) Heinrich Engel, the Japanese House, CH. Tuttle Co, 1964,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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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적인 공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물리적 실체

없는 공간관이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37) 이러한 일본의 공간

개념을 아라타 이소자키(磯崎新)는 ‘Ma: Space-Time in

Japan(1978)’라는 전시를 통해 ‘마(間)’의 공간으로 정의하기도 하

였다.

건터 니슈케(Gunter Nitchke)에 따르면 마(間)의 공간은 근대건

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량화될 수 있는 공간인 'space'를

넘어서 'place'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았다. 그는 특정 공간

(space)에서 발생하는 행위(activity)들을 통해 장소(place)가 구현

된다고 보았으며, 개인이나 문화에 따라 다양한 의미의 장소

(place)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발생하는 사건이나 행위,

그리고 개인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의미가 장소(place)의 정체성

을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공간 개념은 두 지점과 그 사이의

존재하는 것마저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전통 연속화 방식

인 에마키모노(繪卷物)에서 잘 나타난다. 독립적이며 완벽한 구도

를 가지고 있는 개개의 회화들이 종합되어 커다란 전체의 내용을

이루는 서양의 연속화와 달리, 두루마리로 된 이야기 그림을 뜻

하는 에마키모노는 공간적인 계기뿐만 아니라 두 공간 사이의 시

간적인 계기 또한 포함하고 있다. 한 예로 18세기 에도시대에 도

쿄에서 교토까지 이어지는 길을 그린 에마키모노에서 여행객들이

경험했던 사건들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사건들은 비

개별적이며, 각기 다른 시점(viewpoint)에서 그려져 있지만 연속

된 하나의 길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후지산의 경우, 실제 거리에

서 보이는 크기보다 과장하여 약 50배 크게 그렸다. 시간에 따른

다양한 상황들이 하나의 그림 안에서 나타나는 에마키모노에서는

투시도 기법이나 현대적인 직교체계는 철저하게 무시된다. 에마

37) 박세정, 전게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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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모노의 공간은 알도 반 아이크(Aldo van Eyck)가 말하는 ‘단순

한 개념적 공간과 시간의 차원으로 인식될 성질로서의 공간이 아

닌 인간의 의식 속에 경험되는 공간, 즉 장소로서 경험되는 건축

공간’과 유사하다.38)

그림 15. 에마키모노(繪卷物), 여행객들이 경험했던 도쿄에서 교토까지 여정을

연속된 하나의 길에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 개념은 평면의 차원에서도 계속 된다. 일본 전통

건축에서 6조 간(六畳の間), 4조 간(四畳の間)과 같이 마(間)는 다

다미의 수를 세는 단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다다미의 수는 방

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숫자는 단

순히 물리적인 길이나 면적을 말하는 것 외에도 그 방의 특별한

기능까지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다미 4조 반의 공간은 사

적인 공간(private room)을, 다다미 6조는 거실(living room)을,

그리고 다다미 8조의 공간은 손님들의 공간(guest room)이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즉 다다미 6조의 공간은 6개의 다다미로 이루

어져있다는 사실 외에도 거실에서 가족끼리 같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분위기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모더니즘 건축의 관점에서

마(間)는 표준화의 측정 단위로 보일 수 있지만, 전통적인 일본의

공간관념에서는 이를 넘어서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위의 의미

를 담고 있다.

풍토론을 주장한 테츠로 와쓰지(和辻哲郞)는 마(間)의 의미를

‘관계’라는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다. 와쓰지에 의하면, 일본에서

38) 길성호, 현대건축사고론, 시공문화사, 2001, p.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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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人間)을 규정하는 첫 번째 기준은 '사이'이다.39) 영어에서

‘man’으로 번역되는 인간(人間)이라는 말은 사람(人)과 사이(間)

의 합성어이다. 와쓰지는 이 말을 통해 개인(個人. individual)로

서의 존재보다 사람과 사람 간의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해

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공동

체로서의 인간이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가족은 관계의 여러 유

형들이 연속해서 존재하는 집합체이다. 가족은 부모가 없이 자식

이 있을 수 없으며, 자식이 없이 부모가 존재할 수 없듯이 부모

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의 존재가 있어야만 규정될 수 있는 공

동체이다. 가족 공동체라는 일본의 특수한 존재양식에서 주목할

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 '사이', 그리고 부부 '사이'가 만

들어내는 관계가 개개인의 구성원보다 중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마(間)는 구성요소에 의해 만들어진 사물이기보단 오히려

이런 구성요소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생각 속에서 존재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3.2 일본 전통건축의 특성

3.2.1 표현적 특성

(1) 장식의 절제

일본 미의식이 잠재된 대표적 전통 건축으로 다실(茶室) 건축

양식을 들 수 있다. 일본의 다도(茶道)는 호화롭고 화려했던 중국

식의 다풍(茶風)과 달리 일본의 미의식, 특히 와비를 미의 이념을

받아드리며, 소박한 초암(草庵)다실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

러한 다실을 스키야(數寄屋)라고 불리기도 하였는데, 이는 비어있

는 집이라는 뜻으로 장식이 없고 비어있는 공간을 상징하기도 한

다. 마치 가모노 초메이의 초암과 유사한 다실은 장식을 최소화

39) 박규태, 일본 정신의 풍경, 한길사, 2009,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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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자연의 형식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내부에 벽지를 바르지 않고 거친 토벽(土壁)을 그대로 노출하였

으며, 나카바시(中橋)라고 하는 기둥은 나무 원형의 모습을 그대

로 사용하였다, 또한 수묵화를 그려놓는 것이 원칙인 도코노마

(床の間)의 벽면을 하얀 벽지를 사용하며, 다도구마저 호화롭고

완전한 다완(茶碗)이 아닌 이지러지고 깨진 다완을 조화시켜 불

완전한 미를 추구하였다.

다실은 건축이 환경에 대립하지 않고, 시간에도 저항하지 않

는다. 다실 건축은 그 자신을 부정하는 구조이며, 계절과 함께

변화하는 표현하고 해와 함께 사라져가는 인생의―만약 이 단

어를 사용한다면 ‘무상감’의 표현이다. 설계자는 그 표현에 도

달하기 위해서 ‘와비’ 차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수단―다양

한 재료, 다양한 색채나 형태, 고도로 개발된 기술, 즉 표현 수

단의 다양성―을 극도로 제한했다.40)

그림 16. 다실 유인(又隠)의 전경과 다이안(待庵)의 내부

40) 가토 슈이치, 박인순 역, 일본문화의 시간과 공간, 작은이야기, 2010,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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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몸을 숙여 들어 가야하는 좁은 입구 니지리

구치. 나카바시와 토벽을 통해 자연적인 요소를 그대

로 보여주고 있다. 이지러진 다완을 사용해 불완전한

미를 추구하고 있다.

다실의 평면은 다다미 4조 반에서부터 2조 반까지 좁은 공간을

점차 축소해왔다. 다실에 들어가기 위해 하단에 위치한 약

60cm×60cm의 작은 문인 니지리구치를 지나가야하는데, 이 작은

문으로 인해 다실의 공간은 상대적으로 넓게 느껴진다. 물리적으

로는 좁은 공간이지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모든 정신을 집

중하여 다도의 정신세계를 표현 하는 하나의 소우주와도 같은 공

간인 것이다. 장식을 최소화한 무채색의 공간에서 빛과 같이 시

간에 따라 변하는 여러 가지 자연요소를 느끼며, 차를 마시는 의

례를 통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 그리고 ‘삶

에 대한 의미’로서 마음의 교류를 만들어낸다. 이처럼 한정된 세

계이지만 그 작은 세계 안에 수많은 변화가 고려되어 있다.41)

이처럼 재료가 거칠고 소박한 자연 자체를 드러내고, 생략과

절제의 공간인 다실건축의 정신은 이후 서원조(書院造)와 결합하

41) 박언곤, 일본건축사, 발언, 1994,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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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스키야조(數寄屋造)로 발전해왔다. ‘간소한 서원풍의 건물양

식’인 스키야조는 궁전, 사원에 사용이 되면서 이후 일본 주택양

식의 기본이 되었다. 교토의 가츠라리큐(桂離宮)는 일본의 엄격함

과 절제된 건축과 조경미를 잘 보여주는 스키야조의 대표적인 작

품으로 황족의 별장임에도 불구하고 무장식의 아름다움을 살리고

구조를 그대로 드러낸다. 아무런 장식이 없고 수직선과 수평선으

로 구성된 형태는 마치 무장식(無裝飾)에 집착하였던 현대건축물

비슷해 보이나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바깥의 자연 경치와 연결

되는 것과 같은 입체감을 느끼게 된다. 시시각각 변하는 외부환

경이 건축물 내부로 빠르게 들어오면서, 건축물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다실과 스키야조에서 보여줬던 건축적 표현은 일본의 미의식과

강한 관련성이 있으며, 재료 자체의 속성을 통해 자연적인 요소

의 아름다움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장식과 형식을 지워나갔던

것이다.

그림 18. 스키야 양식인 가츠라리큐의 내부

(2) 형태의 경량화

벽으로 구획된 서양의 전통 건축과 달리 일본의 전통건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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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구조재는 바닥과 천정의 두 평면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이

다. 따라서 건축물의 구조는 전체적으로 수평성이 강조되는 형태

를 띠고 있다. 또한 벽은 가리개 역할만 할뿐, 역학적으로 기능하

지 않는다. 기둥과 기둥 사이를 튼튼한 벽으로 막지 않은 것은

일본의 자연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몬순형과 같은

여름 기후에 나타나는 습기를 해결하기 위해 벽은 개방할 수 있

는 일종의 창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창호를 제거해버리면 기둥

과 지붕만 남는 일본 건축은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건축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42)로 간결하고 경량화 된 형태이다.

In the western architectural tradition, a building is

primarily framed by meas of walls and windows (...) On the

other hand, in the traditional Japanese Architecture,

horizontal planes(that is, the floor and the ceiling) are the

dominant framing devices.43)

그림 19. 창호를 제거해버리면 기둥과 지붕만 남는 일본

건축은 간결하고 경량화 된 형태이다.

개방적인 구조를 위해서 벽의 경량화는 필수적이었다. 헤이안

시대의 침전조(寢殿造)의 경우는 내부의 벽 없이 외벽만으로 이

42) 박언곤, 전게서, p.24

43) HYATT, Peter and HYATT, Jennifer: Designing with Glass: Great glass

Building. 50 modern classics. Mulgrave, Victoria, 2004,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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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구조였지만 이후 무로마치 시대의 서원조(書院造)에서 후

스마(襖)와 쇼지(障子)라는 얇은 슬라이딩 도어로 내부공간을 나

눴다. 무늬가 있는 장자문인 후스마와 창호지문인 쇼지는 여름철

통풍을 위해 커다란 전체 공간을 여러 개의 작은 방으로 구획하

며 이동이 가능한 얇은 벽이다. 그러나 실제로 구조체로서의 벽

이라기보다 주택에서 요구하는 기능에 맞춰 평면 공간을 분할 또

는 확장하는 칸막이와 같은 가구적인 요소이다.

이처럼 일본의 전통건축은 두 평면과 기둥이라는 단순한 구조

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동이 가능한 가벼운 창호와 문을 통해서

큰 개구부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일본의 전통건축이 형태적으

로 단순함과 경량성을 추구했던 배경에는 풍토적 자연환경을 거

스르지 않으려는 태도를 볼 수 있다. 이는 서구 혹은 중국의 주

택이 자연 공간 속에 별개의 인간의 생활공간을 만들고, 벽에 의

해 자연과 경계를 만든 것과는 다르게 자연 공간 속에서 생활하

도록 하는 것이었다.44) 즉 자연과 삶 그리고 건축이 맺는 밀접한

관계를 위해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경량화를 통해 자연에 지워질

수 있는 건축을 추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전통건축 요소 표현 방식 속  성

장식의 절제
Ÿ 자연 그대로의 재료사용
Ÿ 소박한 분위기 연출
Ÿ 낮고 좁은 문과 최소한의 

평면

Ÿ 일본 미의식이 내재된 
공간 표현 

Ÿ 무채색의 공간에 변하는 
자연요소를 즐김

Ÿ 소우주의 공간 표현
형태의 
경량화

Ÿ 두 평면과 기둥으로 
이루어진 개방적인 구조

Ÿ 후스마와 쇼지의 사용

Ÿ 건축물의 경량화
Ÿ 자연환경에 순응한 

건축형식

표 6. 표현적 특성에 대한 전통건축의 표현 방식과 속성

44) 박언곤, 전게서,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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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자연의 유입방식

(1) 차경과 축경

서구의 건축이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과 대립하면서 성립되어온

반면 일본의 공간은 자연을 끌어넣고 자연의 일부에 동화하는 것

에 의해 성립하였다.45) 앞서 언급한 자연관에서도 나타나듯이 그

대로의 자연은 밖에 있는 것이다. 일본인은 바깥의 무질서한 자

연에 대해서 일종의 질서와 종합을 만들어 내고자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자연을 인공적으로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서 자연에 인

공적인 것을 덮어씌우는 것이 아닌, 인공을 자연에 따르게 하는

일본 조원술의 특별한 원리를 발견해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

의 정원이 추구하는 것은 자연미의 인공적 순화 혹은 이상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들은 이런 양가적 합일의 정신을 통해

풍부한 예술적 창의력을 키워왔던 것이다.46)

일본 조원술 중 하나인 차경(借景)은 '풍경을 빌린다.'라는 의

미로 바깥에 존재하는 풍경까지 정원 내부로 끌어들여 디자인하

는 수법이다. 일본에서 자연은 밖에 있는 것이라는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이 외연적으로 표현된 수법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

연을 내부 공간에 도입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다.47) 그러나 일본

의 차경은 '산을 빌리고, 물을 빌리고, 구름을 빌린다. 꽃이 필

때는 꽃을 빌리고 눈이 올 때는 눈을 빌린다.'와 같은, 환경의 단

순한 이용은 아니다. 일본의 차경이란 빌리는 경치가 정원의 주

빈이 되는 적극적인 조원술을 의미한다.48)

차경 정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간경치에 있는 나무나 다른

요소들이 너무 높으면 차경을 가리게 되고, 낮으면 차경물이 배

경의 요소로만 표현되어진다. 따라서 정원의 형태와 차경이 일체

45) 쿠로카와 기쇼, 길과 건축, 태림문화사 1986, p.117

46) 박규태, 전게서, 2009, p.162

47) 조연희, 전게서, 2013, p.22

48) 이어령, 전게서, 1979, p.133



45

화되기 위해 인간의 의지가 관여해 관조하는 자리부터 차경대상

과 정원 대상물의 높이, 위치, 배치까지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설정된 일체화된 정원은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팽팽한 긴장감의

광경을 연출하게 된다.

결과론적으로 차경 정원은 바깥의 있는 그대로의 자연 대상물

을 프레임을 통해 내부로 끌어들이면서 서로 다른 두 개 영역의

간극을 줄이며, 연속성을 부여한다. 이는 마치 바깥에 있는 광폭

한 자연조차도 사람이 손질할 수 있는 범주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안전하며 온순한 자연으로 치환시키는 효과를 거둔다. 또한 역으

로 내부의 공간에 있으면서도 바깥의 영역에 내던져 있는 심리적

인 착각마저 들게 한다.

그림 20. 가츠라리큐의 차경 정원

한편 자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방법을 보다 직접적인 조원

술로 나타낸 것이 축경 정원이다. 그것은 ‘빌리는 자연’으로부터

‘옮기는 자연’으로 대상이 되는 경치 자체를 축소하는 방식이

다.49)

자연을 축소한다는 것은 시간의 영향에 의해 흔들리는 존재

의 그림자를 제거해버린다는 의미이기 하다. 성장하는 생물만

이 아니라 무기물이라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불기도

49) 이어령, 전게서, 1979,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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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도 하는 물의 유동성까지 배제하고 만다. 마지막에는 시

간에 의해 침식되는 연약한 흙이나, 높고 낮은 골짜기의 턱까

지도 펀펀하게 평정된다. 이런 자연의 결정 과정에서 마지막

까지 남는 것은 몇 개의 돌과 흰 모래 뿐이다.50)

축경 정원에서의 자연은 더 이상 본래의 자연은 존재하지 않으

며, 이미 추상화를 통해 상징적인 의미로서 자연이다. 이는 자연

에 대해 순응하는 자세 외에도 자기 지배하의 자연을 동경하는

자연관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전통건축에서 일본인들은 자연 소재를 건축화를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 끌어들여 관계 맺고자 하였다.

그림 21. 용안지의 정원 그림 22. 자연물의 상징하는 패턴

(2) 매개 공간의 사용

일본의 전통주택에서 엔가와(緣側)는 복도나 출입구의 용도로

방의 바깥쪽 둘레에 설치된 긴 마룻바닥이다. 엔가와는 주택의

외벽의 외벽보다는 밖에 있고, 외기에 직접 면하고 있다는 점에

서 외부공간이나, 주택의 지붕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이

다. 또한 엔의 일부바닥이 지붕 밖으로 노출된 것은 토간이라고

하며 이는 외부 정원의 일부라 할 수 있다.

50) Ibid,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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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식 구조인 서양 건축물에 비해 일본의 전통건축은 개구부가

크고, 유동적이어서 내외의 차이를 명확하게 느끼기가 어려운데,

바로 내·외부의 명확한 구분 없이 열린 공간을 엔(緣)이라 한다.

엔은 반외부이며 반내부라는 중간영역을 형성하게 되어 결국 내

부와 외부가 융합하는 형태로 공간이 성립하게 된다. 이처럼 엔

은 A면서 B이거나, A로도 B로도 쓰이지 않는 경계 사이의 공간

이다. 여기서 이 A와 B 두공간은 내부 외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심리적으로는 공적 사적인 영역의 의미도 포함된

다.51)

그림 23. 외부의 자연요소를 내부로 연속시키는

매개 공간 엔

중간영역인 엔의 역할은 내·외부의 공간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매개공간으로 외부의 자연을 내부까지 유입시켜 내부에서 외부의

정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내부에 있는 사람의 위

치나 상태에 따라서 바라보는 자연이 근경에서 원경까지 다양한

장면을 만들어 내도록하여 심리적인 완충작용을 하기도 한다.52)

매개 공간인 엔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전통건축은 두 공간을

공존시키면서도 연결해 융합시키는 속성을 통해 자연과 건축물의

일체화의 삶을 이루어 오고 있었다.

51) 박세정, 전게서, 2004

52) Ibid,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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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건축 요소 표현 방식 속  성

차경과 축경

Ÿ 프레임을 통해 외부 영
역의 자연을 내부 공간
에 도입

Ÿ 돌과 모래로 경치 자체
를 축소하여 표현

Ÿ 인간의 범주로 가져온 
상징화된 자연
: 빌리는 자연

Ÿ 내·외부의 영역을 연속
시킴

Ÿ 추상화를 통한 자연의 
상징적 의미: 옮기는 자
연

매개 공간 Ÿ 내·외부의 중간에 위치
한 엔

Ÿ 다른 두 영역을 공존시
키면서도 연결해 융합시
키는 속성

표 7. 자연의 유입방식에 대한 전통건축의 표현 방식과 속성

3.2.3 공간적 특성

(1) 가변성의 공간

일본 전통건축의 대표적인 상류계층 주거유형으로는 헤이안 시

대에 형성된 침전조(寢殿造)와 무로마치 시대의 서원조(書院造)를

들 수 있다. 일본 고대 및 중세의 상류계층 주거유형인 침전조의

경우 내부에는 벽이 없어 하나의 큰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외

주부의 벽을 개방하면 외부공간과도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내부공간의 경우 침실로 사용할 경우 이외에는 '일실(一

室) 공간'을 이루며, 필요에 따라서 병풍, 가베시로(壁代) 등으로

공간을 일부분으로 나뉘어 사용하였다. 따라서 일상에서 각 실들

사이의 프라이버시(privacy)가 존재하기 힘들었다.

또한 의자나 침대가 발달하지 않았으며, 일상생활을 주거바닥

면 위에서 일어났다. 잠을 잘 때나 앉을 때는 휴대용 다다미(た

たみ)나 나무판을 깔고 생활하였으며, 다다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말거나 접어서 치워 두어 평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가변(可

變)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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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가구로서 사용되던 다다미는 중세 말 바닥에 고정되어

깔리기 시작했는데, 다다미가 깔린 방의 기능은 정해지지 않았으

며 음식, 취침, 단란 등 다중 기능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 언제

든지 벽을 옮기거나 밀거나 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었으

며, 사용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따라 손님을 맞이하거나 행사를

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다다미가 깔린 방은 가구에 의해서

실의 기능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고 있으므로, 많은

방이 있는 큰 규모의 주택을 가질 수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편리

했다. 빈부에 관계없이 문화적인 패턴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빈 무대라 할 수 있다.53)

그림 24. 침전조 양식에서 가구를 통한 공간분할

53) 성낙휘, 80년대 일본주택의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논, 1989,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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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후스마를 통한 공간

분할 방식

그림 25. 위계를 표현하

는 다다미의 높이.

그림 26. 후스마를 통한 가변적 공간 활용의

가능

서원조에 이르러 모든 바닥에 다다

미가 고정되어 깔리게 되면서, 신분

의 위계에 따라 그 높이를 다르게

하였다. 그 결과 높이로 공간을 분할

하는 비가시적인 경계를 취하게 되

었다. 공간을 구분하는 방식은 병풍

과 가베시로와 같은 가구에서 슬라

이딩 도어인 후스마(襖)와 쇼지(障

子)로 정착되었다.

전술했던 바와 같이 후스마와 쇼지

는 커다란 전체 공간을 여러 개의 작은 방으로 구획하였으며, 구

조 변경 없이 인접한 실들을 하나의 실로 되어 기능의 완전교체

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수평으로 커다란 하나의 실로 만든 후

정원으로 바로 개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에 내·외부 간의

약한 경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서원조가 침전조보다 발달한 주택유형이었으나, 공간 분할의 융

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량의 슬라이딩 도어를 선택하게 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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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 간섭의 분위기

일본 전통건축에서 보이는 공간 분할 방식은 벽과 같이 물리적

인 장벽으로 개인의 공간을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칸막이

를 비롯하여 창호지 장지문으로 하나의 공간을 상징적으로 구획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얇은 경계 장치로 인해 상대공간의 대화나 그림자들을

통해 알 수 있는 행위들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으나, 마치 경

계가 있는 듯 서로간의 간섭을 암묵적으로 받아 드린다. 즉 암묵

의 약속에 의해 확고한 경계의 의미를 획득한다.

이는 이 경계들이 가정된 의식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54) 공간은 경계는 물리적이기 보다 의식적으로 분할된 경

계를 갖고 있으며, 그에 따른 행동방법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념적이며 상징적인 경계의 공간개념을 ‘시키미(閾)’라고 한다.

(3) 회유식 동선 체계

일본 전통건축의 공간적 특징 중 하나로 회유(回遊)식의 동선

체계를 들 수 있다. 침전조의 경우, 실과 실의 연결을 일부로 굴

절시켜 전후가 보이지 않도록 해 앞의 광경은 빨리 잊고, 다음

광경을 미리 볼 수 없게 하는 특성을 지닌다.55) 이런 미로 같은

동선을 선회 또는 우회하면서 새롭게 전개되는 장면의 연속성이

생긴다. 한정된 공간에서 그림 a와 같은 내부공간의 확장은 선형

적인 확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동선의 굴절 또는 선회가 필요하

게 되어 마치 b와 같이 통로가 미로처럼 되며 많은 공간이 굴절

되어 만나는 평면을 낳게 되는 것이다.56)

54) 박세정, 전게서, 2004

55) 김동영, 안도 타다오 작품에 표현된 일본 전통적 요소,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06

56) Ibi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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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8. 일본 전통건축의 공간 확장에 의한 연결방식

그림 29. 일본 전통건축의 회유식 평면,

에도성 혼마루의 평면

회유식 동선 체계는 일본의 정원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관찰

자가 주어진 경로에 따라 움직이면서 시각적으로 변모하는 부분

부분의 장면에 집중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동선의 굴절 수준

을 넘어서 동일한 변위도 여정 동안 경험한 요소에 의해 다양하

며 깊은 공간감 느끼도록 유도한다.

안채에서부터 다실 사이의 공간인 로지(露地)에서도 여정의 중

요성이 강조된다. 로지는 도비이시(징검돌)을 지나면서 속세와 다

른 공간인 다실까지의 이어주는 전이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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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로지정원

로드리게스는 다실이 시골 오두막집 한 채나 산

속의 은둔자의 초암을 축소해 놓은 것임을 예리

하게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다실로 들어간다는

것은 단절된 별개의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57) 따라서 로지는 다실이라는 별(別)세

계까지 이르는 시공간적인 여정의 중요성을 느

끼며, 겸허한 마음으로 통과하는 장소이다.

(4) 부분을 통한 전체 형성

일본 전통건축을 형성하는 특징으로서 부분에서 전체를 형성하

는 증축의 정신을 들 수 있다. 가토 슈이치(加藤周一)에 의하면

일본의 건물은 전체의 공간을 생각하고, 그 공간을 세분하여 방

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방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방을 다 만들고 나

니까 처음에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전체의 모양을 만들어 내는

다테마시(증축)의 사상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마치 서

양건축과 비교하였을 때, 최초의 계획 없이 집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계속적인 증축을 통해 평면적으로 확장하는 특성을 보여준

다.

한국의 공간관은 먼저 통일된 전체상이 있고, 각 부분은 전체

상이 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을 하는 반면 일본은 부분에서 시

작하여 그 하나하나를 중요시하고, 부분을 합하여 전체를 만든다.

따라서 일본의 공간은 어디가 중심인지 알 수 없고, 그때그때 필

요에 따라 이어나간 것 같다58)는 느낌을 받는다.

부분에서부터 공간형성을 출발했던 배경으로 일본의 환경적 입

지를 들 수 있다. 재해와 같은 상황에 알맞게 순응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작은 공간(최소한의 공간)의 사

57) 이어령, 전게서, p.174

58) 김용운, 한국인과 일본인-정착과 정복, 한길사, 1994, pp.22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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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통해 전체의 모습을 그리는 방법이 더 적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완벽한 대칭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대칭을 거부하는 경향 또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일본의 건축물에는 철저하게 비대칭성이 존재한

다. 공가(궁정귀족)으로부터 무가의 대저택에 이르는 건축의 평면

도, 가츠라리큐의 건물과 정원, 다실과 그 주변의 미학, 그 어디

에도 대칭성을 포함하지 않은 비대칭의 공간의 질서59)가 부여된

다.

결과론적으로 일본 전통건축은 주어진 공간의 세분화·구조화의

과정이 전체의 분할이 아니라 부분에서 시작하여 증축을 통해 전

체를 이루는 강력한 관습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증축은

필요에 따라서 방을 연결시킨다. 그 결과 건물전체가 어떤 형태

를 취할지는 건축자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다.60)

그림 31. 니죠성 니노마루(좌)와 가츠라리큐(우)의 평면도

 

59) 가토 슈이치, 전게서, 2010, p.194

60) Ibid, 2010,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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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건축 요소 표현 방식 속  성

가변성의 
공간

Ÿ 가구, 후스마나 쇼지를 통
한 공간 분할

Ÿ 다다미나 가구를 통해 방
의 기능 설정

Ÿ 경계의 모호성
Ÿ 평면 사용의 융통성

상호 간섭의 
분위기

Ÿ 모호하고 얇은 경계로 인
한 상호간섭

Ÿ 관념적이고 상징적인 경
계 개념인 시키미

회유식 
동선체계 Ÿ 동선의 굴절 및 선회

Ÿ 공간의 확장과 깊은 공간
감

Ÿ 여정에서 느끼는 경험의 
중요성

부분을 통한 
전체 형성

Ÿ 작은 공간의 조합 통해 
전체 공간을 형성

Ÿ 자연적 환경에 순응하기 
위한 증축의 정신

표 8. 공간적 특성에 대한 전통건축의 표현 방식과 속성

3.3 소결

본 장에서는 일본 전통건축의 형성배경과 이로 기인한 특성들

을 파악·분류하고 서로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형성배경으로는 현대까지 일본문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받는 미의식과 지리학적인 입지에 따른 자연관, 그리고 일본

의 공간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모노노 아와레, 유겐, 와비, 사비로 대표되는 일본 전통의 미의

식을 통해 소박함, 단순함, 생략과 절제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하

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었다.

또한 고온다습한 기후와 재해가 많은 지리적 측면에서 일본의

자연관은 무상관으로 대표되는 순응의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연

을 가꾸며 통제하려는 양가적인 태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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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간의 개념으로는 마(間)이라는 개념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간

에 벌어지는 여정의 중요성과 공간(space) 자체가 일종의 행위와

분위기를 내포하고 있는 장소(place)로서 이해되고 있었다.

둘째, 전통건축의 특성은 크게 표현적인 특성, 자연의 유입방

식, 그리고 공간적인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표현적인 특성으로는 미의식을 계승하여 장식을 절제하고, 자

연환경에 순응하기 위해 경량화 되고 간소한 건축형태 띄고 있었

으며, 자연의 유입하는 방식으로는 프레임을 통해 내·외부를 연

결하는 차경이나 자연을 추상화하여 상징적인 자연을 나타내는

축경, 그리고 중간영역인 엔 공간을 통해 내부와 외부의 매개하

며 자연을 건축에 유입하고 있었다.

공간적인 특성에는 풍토환경에 건축을 순응하기 위해 후스마와

쇼지와 같은 얇은 이동식 문에 의해 공간을 분할하며, 고정적이

지 않고 그때의 상황에 맞춰 평면을 사용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러한 얇은 경계로 인해 대화나 격자에 비치는 그림자와 같이

서로간의 간섭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를 묵인하고 수용하는 관념

의 경계가 존재한다. 또한 동선을 굴절하고 선회하는 회유식 동

선으로 인해 같은 공간도 더 길고 넓게 느껴지며, 시공간적인 경

험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자연적인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 전체

를 먼저 그리기보다 작은 공간을 증축해 전체를 형성하는 특성

또한 찾을 수 있었다.

전통건축의 형성배경과 특성을 분석한 결과 건물의 표현적인

부분에서 미의식이, 자연을 유입하는 방식에서는 자연관이, 그리

고 공간 개념으로 인해 공간적인 특성이 주된 요소로 크게 작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형성배경과 특성의 요소들이 독

립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다음 장의 표와 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복합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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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일본 전통건축의 형성배경과 특성 관계 도식



58

4. 일본 현대건축의 전통 표현 분석

4.1 대상선정과 분석방법론
4.1.1 안도 타다오와 쿠마 켄고의 관계

4.1.2 대상 건축가들의 전통 해석과 수용 방식
4.1.3 전통 표현 분석방법론

4.2 안도 타다오 건축의 전통 표현 분석 
4.2.1 재료 표현 방식

4.2.2 자연과 건축의 연계 방식
4.2.3 공간 구성 방식

4.3 쿠마 켄고 건축의 전통 표현 분석 
4.3.1 재료 표현 방식

4.3.2 자연과 건축의 연계 방식
4.3.3 공간 구성 방식

4.4 소결: 전통 표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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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상선정과 분석방법론

서구화 시대에서 고도성장 시기에 접어들기까지 전통은 일본

건축계에서 지속해서 제기되어왔으며, 각기 시대적 상황과 맞물

려, 상이한 의미와 건축적 표현으로 전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현재까지도 유무형의 전통적인 요소들은 일본 건축가들의 작

품에서 자연스럽게 건축적 개념으로 발현되며, ‘일본적’이라는 독

자성 또한 보여주고 있어 국제무대의 일본 건축계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본 장에서는 메타볼리즘 이후의 현대 일

본건축에서 전통을 보는 시각과 그것이 건축물에 표현되는 방식

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이전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통이 과거의

고정적인 것이라기보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 입각해 항상 새롭게

해석되며, 미래상을 제시하는 바탕요소로 작용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작업은 현대사회에 필요한 건축의 모습뿐만 아니라 앞으

로 추구되는 건축의 미래상 또한 간접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 일본건축에서 나타나는 전통의 개념과 그 표현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전통을 작품 활동의 근원적인 건축철학으로 받

아들이고 있는 건축가 안도 타다오와 쿠마 켄고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안도의 건축은 단순한 콘크리트의 형태에서 극

도로 절제된 색채와 복잡한 동선을 갖는 반면, 쿠마 켄고의 작품

에서는 자연재료의 사용과 함께 경량화 된 건축형태가 두드러진

다. 이처럼 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

현하는 작품의 성향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차이의 해답을 찾기 위해 두 건축

가가 전통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 고찰하고, 이것을 작품들에

표현하는 건축적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특히 안도 타다오와 쿠마 켄고의 주된 작품 활동 시기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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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사회의 정점을 누린 일본 3세대와 버블경제의 붕괴와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4세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시대적 차이

가 전통을 해석하는데 반영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결과

적으로 두 세대를 아우르는 일본 현대건축의 전통표현에 대한 변

화 추이 또한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4.1.1 안도 타다오와 쿠마 켄고의 관계

안도 타다오(安藤忠雄, 1941-)는 일본 3세대 건축가의 대표 인

물이다. 안도 타다오를 포함한 3세대 건축가들이 왕성히 작품 활

동을 한 시기는 성장의 시대로 대표되는 일본 경제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기존의 기능 지상주의와 경제

적인 가치를 우선시 한 모더니즘으로 인해 획일적 환경이 양상이

되었고, 안티테제로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표피적 형식표현

과 개념의 기발함만을 노리는 건축물이 봇물처럼 산재하게 되었

다. 안도는 모더니즘의 지닌 역사적인 유효성을 현대의 건축적

사고를 형성하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문화적 초석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지역적 정체성이나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 같은 특수

상황적 요소들61)”을 투영함으로서 기존의 모더니즘과 차별화하고

자 하였다.

‘발전만이 제일이다’라는 신화를 장려하지 말아야 함이 필수

적이다. 이 신화에 대한 반발로 과거로 복귀한다든가 또는 향

토성에 대한 언급을 장난기 있게 표현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

문화유산에 가치를 두어 그것을 창조적인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이 합당하다.62)

안도는 새로운 건축을 위한 방식으로 현대의 기하학적인 건축

과 장식을 배제한 일본 전통의 미학을 융합하여 지역적 정체성을

61) Ando Tadao, “How to Deal with the Hopelessly Stagnant state of Modern

Architecture.” in Tadao Ando: The Yale Studio and Current Works, p.22

62) Ibid,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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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M2

표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재료를 콘크리트로 좁히

고, 구성도 기하학적 형태를 고수한다는 단순한 틀을 정해놓고,

그 틀 속에서 복잡 다양하고 풍부한 공간을 만들어 내는 작업63)

에 주목한다. 기하학적인 구성을 추구하는 배경에는 전체를 일관

하는 구성을 갖지 못하고 평면적으로 전개되어 온 일본건축의 한

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었다.64) 또한 그는 콘크리트라는 재

료는 어떤 형태든 자유자재로 한 번에 만들 수 있으며, 단순히

조형적으로 짓는 것 이상으로 원초적인 형태로 공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쿠마 켄고(1954-)는 최근 일본 건축계의 이어나가는 4세

대 건축가로 건축물이 위치하는 지역과 문화, 장소성 등을 그만

의 독특한 관점을 바탕으로 건축공간의 구조적인 해석과 독창적

재료 사용방식으로 인해 크게 주목 받고 있다.

시대적 측면에서 그가 이전 세대들과 차별화 되는 부분은 일본

버블 경제의 경험에서 비롯한다. 버블 경제가 정점에 있던 당시

쿠마는 콘크리트, 철, 유리와 같은 공업화의 재료로 우후죽순 생

겨나던 건축물로 인해 혼돈의 도시가 된 도쿄의 상황의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한 M2(1991)를 선보였다. 그는 유리를 파격적으로

활용한 모던한 상자로 보

이지만, 중앙을 관통하는

거대한 이오니아양식의 거

대한 기둥과 유리 너머로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모습을 통해 동경의 카오

스적인 상황을 비판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고 설명

한다.65)

63) 안도 타다오, 나, 건축가 안도 다다오, 안그라픽스, 2009, p.171

64) 강민구, 안도 다다오 건축의 기하학적 형태구성에 따른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

구, 서울대학교 석논, 2002,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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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는 그의 저서 「약한 건축(2009)」, 「자연스러운 건축

(2010)」,「삼저주의(2012)」,「연결하는 건축(2013)」의 비평서를

통해 ‘콘크리트’로 대변되는 20세기의 건축물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그 비판의 대상에는 안도 타다오의 건축물

도 해당되어 있다. 쿠마는 3세대와 4세대의 건축가들이 놓인 상

황에 대해 비교를 통해, 21세기에는 20세기 공업화 세대의 강력

한 건축물과는 다른 재료와 구축방식을 사용한 ‘약한 건축’이 필

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콘크리트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에는 크게 1)단일의 공법

으로 인한 다양성의 결여, 2)재료 본질의 결여, 3)건축물의 오브

제(object)성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쿠마 켄고는 콘크리트의 내구성과 내화성으로 인해 현대사회에

서 만능적인 소재로 통하고 있다고 말한다. 압도적인 보편성으로

장소를 불문하고 세계 각지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이점은 결국

모든 장소를 콘크리트라고 하는 하나의 기술과 그 기술 뒤에 잠

재하는 단일한 철학에 의해서 동일화하는 것을 반증해준다. 장소

는 자연을 의미하는데, 결국 콘크리트라는 단일 기술의 힘으로

자연의 다양성, 건축의 다양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66)

또한 그는 콘크리트의 본질을 불투명한 것, 즉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표면에 덧칠을 하는 화장과 같

은 행위가 태연하게 벌어지고, 본질은 사라지고 덧칠이 일상화되

고 있는 상황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20세기 모더니즘 건축은 재료에서도 ‘자연’을 무시했습니다.

콘크리트로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붙이는 반드르르한 텍스처

(재료)를 ‘소재’라고 바꿔 불렀던 겁니다.67)

65) 쿠마 켄고, 나, 건축가 구마 겐고, 안그라픽스, 2014, p.171

66) 쿠마 켄고, 자연스러운 건축, 2010, pp.18-19

67) 쿠마 켄고, 전게서, 2014, pp.2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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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건축물은 시간이 지나도 덧칠로 인해 노후화된 정도

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몇 십 년 후 영원할 것 같은 콘크리트

는 산업폐기물이 되기 마련이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을 일본 전

통의 목조건축에서 찾는다. 전통 목조 건축은 유지하는 구조체가

최후까지 노출되는 투명한 건축이다. 투명한 건축에서는 시간에

흐름이 지남에 따라 발견되는 상처와 오염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런 부분의 교환을 통해 지속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조의

시간 속에서는 연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68)

콘크리트의 시간은 콘크리트가 굳어지면서 완결됩니다. 콘크

리트에 불로불사(不老不死)의 이미지가 있어서 비로소 영구히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 목조의 시간은 건물이 완

성되면서 시작됩니다. 완성된 뒤에도 보수를 계속하지 않아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보수만

정성껏 잘하면 콘크리트보다 훨씬 긴 수명을 얻습니다. 콘크

리트 건물은 불로불사를 손에 넣은 것 같은 착각을 주지만 실

은 나무보다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수선이라는 요소를 포함

해서 두 소재 이면에 흐르는 시간 개념의 차이는 실로 큽니

다.69)

마지막으로 쿠마 켄고는 콘크리트 건축물은 자연과의 접점을

잃은 오브제의 건축이라고 본다. 현대의 콘크리트 건축물은 일체

화된 거대한 덩어리로 나타나고 있으며, 내부 또한 단위공간이

파악되지 않은 채 하나의 사물로서의 건축물로 사이트에 서있다.

안도 타다오의 건축물도 규모가 커지게 되면 단위가 느껴지지 않

아 불안하고 만지면 차가운 건축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인간이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분절된

작은 단위공간으로 주변 환경과 긴밀한 연결을 갖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그의 건축이 안도의 건축과는 달리 작고 가

벼워 보이는 이유는 건축물이 환경에 안기는 부담을 덜어내려는

68) 쿠마 켄고, 전게서, 2010, p.21

69) 쿠마 켄고, 전게서, 2014, p.146



64

자세70)일 것이다.

지금까지 안도 타다오와 쿠마 켄고가 활동한 시기에 대한 배경

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결과 시대적 차이를 반영하여 그들의 건

축적 스타일 또한 상이하게 나타났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세

대인 안도 타다오는 기하학적 형태에 일본적 미감을 담은 콘크리

트를 이용한 건축방법으로 기존 모더니즘과 차별화하였고, 쿠마

켄고는 이전 세대의 콘크리트 건축물이 만들어온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연과의 관계, 시간성을 담고 있는 새로운 건축 방

법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다음 절에서

는 두 건축가들이 각각 전통을 이해하는 방식과 이를 어떻게 그

들의 작품에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4.1.2 대상 건축가들의 전통 해석과 수용 방식

(1) 안도 타다오

안도 타다오가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는 이미 많은 선배 건축가

들이 전통에 대한 논의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 놓은 상태였다.71)

특히 그는 바로 위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단게 겐조를 이어 받아

일본 전통의 문제를 현대건축에 실현했는데, 전통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은 단게 겐조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단게 겐조가 전통의 문제를 주로 일본 고건축의 형식을 차용함

으로써 구체화한 반면, 그는 일본 전통건축의 정신적인 면, 원리

적인 면을 차용함으로써 보다 본질적이고 추상적인 접근을 한

다.72) 즉 안도는 전통의 계승을 기존 건축계에 존재해 왔던 유형

(有形)의 전통요소들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적 정체성을

지닌 무형의 디자인 정신―과거에 유효했던 개념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의미 있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을 수용하는 것이

70) 쿠마 켄고, 약한건축, 디자인하우스, 2009, p.125

71) 최경원, 전게서, 2007, pp.105-106

72) Ibid, 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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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73) 일본 건축의 전통을 형태가 아니라 원리 중심으로 응용

하면서 그는 기존 일본 건축이 도달하지 못했던 경지를 이룰 수

있었다.

‘대부분의 이러한(동서의 결합을 시도하는) 건축물들은 지붕

의 형태, 깊숙한 처마, 격자, 툇마루와 같은 과거의 양식적 요

소들을 복제하는 것 이상은 아니다. 나라면 실재의 형태 그 자

체보다는 오히려 그 형태의 정신이나 정서적 내용을 문제시

할 것이다. 일본 건축의 전통에 있어서 가장 다양한 발전의 자

극제가 되었던 것은 스키야 양식의 (형태보다는) 정신인 것이

다.; .74)

한편 안도는 계승해야 할 전통의 정신으로 스키(數寄) 미학에

주목한다. 그는 서양의 건축 못지않게 일본 전통건축에 대해 관

심이 많았고,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진 자연과 스키야, 킨

카쿠사, 민간건축 등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견해를 가지고 있었

다.75) 또한 일찍이 일본 다실건축이나 스키야 형식에서 보이는

미학 즉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여 극도의 절제감으로 사물의 궁극

적인 특성만을 남기는 정신에 깊이 공감하여 왔다.76) 그는 스키

적인 정신을 통해 공간구성요소를 응축하고 단순화시켜 그 안에

담겨지는 공간에 의한 표현을 극대화하려고 하였다. 또한 자연과

공간,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시간의 이행에 따른 장면의 변화

들을 담는 스키야 양식을 기반으로 그의 작품에서도 자연과 삶의

특유의 간결함으로 결합하는 디자인 사고를 구현하고 있다.

73) 고영란, 안도 타다오의 건축디자인에서 표현된 문화적 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논문집, 1995, p.350

74) Ando Tadao, “From Self-Enclosed Modern Architecture Towards

University” in Tadao Ando : Buildings, Projects, Writings(New York: Rizzoli,

1984), p.140

75) 최경원, 전게서, 2007, pp.105-106

76) 안도 타다오, 주거에 대한 사고, 김동영 역, 도서출판국제, 2000, p.38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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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에 대한 개념 수용 방식

Ÿ 스키 미학의 정신과 감성
Ÿ 절제와 간소함을 표현하기 위한 

공간 구성요소의 단순화
Ÿ 자연-인간-공간의 관계를 표현
Ÿ 시간의 이행에 따른 장면의 변화

표 9. 안도 타다오의 전통에 대한 개념과 수용 방식

(2) 쿠마 켄고

90년대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 쿠마 켄고는 일본의 지방에

서 작품 활동을 주로 하면서 재료와 경관, 일본 고유의 장인 기

술 등을 통해 전통의 의미에 대한 관점을 구축할 수 있었다.

‘Tradition is very important but I'm not sticking to the

details of tradition, I like to pick up the philosophy of the

tradition,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n Japanese

tradition is the respect of the environment. It's different

from Chinese architecture. Chinese architecture always

tries to build strong monuments contrasting with the

environment, in Japan we have a very beautiful landscape

and we don't like to establish a strong monument, we

always try to combine environment and architecture.

Architecture becomes very quiet.’77)

쿠마 켄고는 주변 환경과의 결합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일본건축의 전통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약한 건축’ 이라

는 그의 건축적 철학으로 표현된다. 약한 건축의 궁극적인 목표

는 ‘건축을 지우는 것(erase architecture)’이다. 이것은 일본 전통

고건축에서 보이는 반오브제(anti-object)의 속성과 관련지어 설

77) Marco Casamonti, Kengo Kuma: Afternoon with an ecologist and poet

architect, Egodesign Webzin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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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수 있다. 쿠마 켄고는 반장식과 기능주의에만 치중한 나머

지 현대건축물이 오브제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점

을 지적하면서, 건물의 바깥에서 장식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서 건축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직시해야함을 강조한

다.

이런 관점에서 그의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재

료에 대한 다양성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지역적 풍토

와 환경을 무시한 단일 기술로 구축되는 콘크리트에 비판적인 태

도를 갖고 있다. 그는 주로 자연재료를 사용하였는데, 지역에서

나타나는 재료와 그 재료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구축방식에 의

해 주변 환경과 융합되는 건축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쿠마 켄고의 건축에서 형태적인 변형이나, 건축 외부와 내부를

볼륨으로 반전시키는 방식 같은 이슈와 자극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그저 순수하고 순진하게 나무라는 물성을 맞닥뜨릴

수 있을 뿐이다. 쿠마는 나무의 가장 본질적인 질감을 건축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78)

자연재료는 비록 콘크리트에 비해 제약이 많은 재료이지만, 쿠

마는 제약으로부터 가능성을 찾는다. 분절된 작은 자재들의 조합

을 통해 하나의 건축을 만드는 그의 작업방식은 부분으로부터 전

체를 이루어나갔던 일본의 전통 목조건축과 유사하다.

또한 3·11 동일본 대지진의 경험은 그의 ‘약한 건축’의 개념을

‘죽어가는 건축’으로 확장시켰다. 역사적으로 인간을 보호하기 위

해 콘크리트와 철로 지어진 강한 건축을 추구해왔다. 마치 죽음

을 잊게 해주는 디즈니랜드와 같은 건축79)으로 도시를 채웠지만

대지진이라는 자연의 엄청난 힘 앞에서 무너져가는 것을 목격하

게 된 것이다. 따라서 쿠마는 자연과 맞서는 건축이 아닌,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건축을 지향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이것은 과거

78) 쿠마 켄고, 전게서, 2009, p.293

79) 쿠마 켄고, 전게서, 2014, pp.2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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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공유하고 있는 나무의 건축처럼 변색하고 썩어 서서히

죽음으로 이르는 시간성이 담긴 건축이다.

결론적으로 쿠마 켄고의 건축은 본질성이 결여된 콘크리트에

대한 반발과 함께 전통건축에서 사용된 자연재료에 대한 고찰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한 일본인의 자연관을 수용한 건

축이라 할 수 있다.

전통에 대한 개념 수용 방식

Ÿ 건축과 자연과의 융합적 관계
Ÿ 시간성의 부여

Ÿ 건축의 소거를 통해 반오브제를 
표현 

Ÿ 자연재료를 사용해 순수한 물성 표현
Ÿ 시간성을 갖는 건축 

표 10. 쿠마 켄고의 전통에 대한 개념과 수용 방식

4.1.3 전통 표현 분석방법론

안도 타다오와 쿠마 켄고의 관계, 그리고 전통 해석과 그 수용

방식을 알아본 결과, 재료의 관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갖고 전

개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안도 타다오의 경우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전통적인 미감을 표

현하고자 하였으며, 쿠마 켄고는 콘크리트 건축에 대한 비판과

그의 전통의 해석에 따라 자연재료로 지어진 건축물을 추구하였

다. 따라서 재료적 차이에 의해 공간에서 발생하는 분위기나 그

형성요소 또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두 건축가 모두 전

통 해석에 있어서 건축과 자연 그리고 인간 간의 관계를 갖기 위

해 자연재료의 사용이 자연과의 관계, 형태에서 주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안도 타다오와 쿠마 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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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전통 표현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써 1)

재료 표현 방식, 2)자연과 건축의 연계 방식, 3)공간 구성 방식으

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전통 표현요소를 찾아내기 위한 전략으로써 3장에서 살펴

보았던 일본 전통건축의 속성을 활용하고자 한다. 전통건축의 속

성으로 장식의 절제, 형태의 경량화, 차경과 축경, 매개공간의 사

용, 가변성의 공간, 상호 간섭의 분위기, 회유식 동선 체계, 부분

을 통한 전체 형성, 총 8가지의 특성을 도출해냈다. 따라서 도출

된 요소들이 두 건축의 작품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

서 주목하고자 한다.

작품 분석 틀 일본 전통건축의 특성 요소

Ÿ 재료 표현 방식
Ÿ 자연과 건축의 연계 방식
Ÿ 공간 구성 방식

Ÿ 장식의 절제
Ÿ 형태의 경량화

표현적 
요소

Ÿ 차경과 축경
Ÿ 매개공간의 사용

자연
유입의 
요소

Ÿ 가변성의 공간
Ÿ 상호 간섭의 분위기
Ÿ 회유식 동선 체계
Ÿ 부분을 통한 전체 형성

공간적 
요소

표 11. 전통 표현 분석 방법

작품 분석을 위한 사례는 안도 타다오와 쿠마 켄고의 활동시기

차이를 고려해 각 건축가들의 주요 활동시기의 작품들 중 두 건

축가들의 성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며, 전통적인 특성이 잘 드러

나는 대표작품을 각각 11개씩 선정하였다. 또한 파빌리온과 같은

일시적 건축은 제외하고 실제 완공된 작품에 한하였다.

안도 타다오의 경우, 초기작인 아즈마 주택(1976)부터 후기 작

품인 나오시마의 지추 미술관(2004)까지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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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쿠마 켄고의 경우도 초기 대표작인 워터/글래스 주택(1995)부

터 최근 작품인 게이분칸 뮤지엄(2013)까지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다음 표는 분석의 대상이 될 작품의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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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가

번
호 건물명(년도) 

건
축
가

번
호 건물명(년도) 

안
도 
타
다
오

01 아즈마 주택
(1976)

쿠
마 
켄
고

12 워터/글래스
(1995)

02 코시노 주택
(1976) 13

히로시게 
미술관
(2000)

03
쇼세이칸 
주택 다실

(1983)
14

다카야나기
커뮤니티센

터
(2000)

04 바람의 교회
(1986) 15

Great 
Bamboo 

Wall
(2002)

05 물의 교회
(1988) 15 로터스 주택

(2005)

06 빛의 교회
(1989) 17

Chokkura
Plaza
(2006)

07
교토 

명화의 전당
(1990)

18 네즈 뮤지엄
(2009)

08 이씨 주택
(1993) 19

GC Prostho 
Museum
(2010)

09
나리와 
박물관
(1994)

20
Asakusa 
Culture
Center
(2012)

10
나오시마 

현대미술관
(1995)

21 Sunny Hills
(2013)

11 지추 미술관
(2004) 22

게이분칸 
뮤지엄
(2013)

표 12. 분석 작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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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안도 타다오 건축의 전통 표현 분석

4.2.1 재료 표현 방식

(1) 노출 콘크리트를 통한 무장식성

안도 타다오는 근대의 산물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콘크리트를 주로 사용하고, 마감도 거푸집만의 표현만 담을

수 있는 노출 콘크리트로 하였다. 색채에 있어서도 재료 자체의

색채가 그대로 나타나고 어떠한 장식적 부가도 배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80) 그는 그의 노출 콘크리트의 사용에 대해서 다음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본 사람으로서 스스로 키워낼 수 있었던 것은 간결의 미의

식이다. 이는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현대

적인 재료인 콘크리트, 그것으로 만들어 내는 벽에 간결함을

실현시키고 싶다. 볼륨과 빛에 의해서 구성되는 공간을 구현

시키는 소재로서 콘크리트가 가장 잘 어울리는 현대적 재료라

고 생각한다. 내가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조소적인 단단함과

중량감을 갖지 않는다. 균질한 가벼움에 의해 표면을 형성해

야 한다. 현재의 콘크리트가 내가 사고하여 그려내는 미적인

이미지에 합치될 때 벽의 표면은 추상화되어 무(無)로 화(化)

하여 공간의 한계에 다가서게 된다.”81)

여기서 노출 콘크리트는 절제된 색채와 치장 없는 모습으로서

무(無)에 가까운 느낌을 주고자 하는 안도의 생각을 읽을 수 있

다. 일반적인 콘크리트 마감과는 달리 안도는 콘크리트가 하나의

캔버스와 같이 빛과 볼륨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기능하기를 기대

하기 때문에 보다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의 마감을 추구하고 있는

데, 그가 말하는 추상화의 개념이란 간소한 표현을 통해 벽이 존

재감 있는 매스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빛과 그림자를 극명하

80) 김동영, 전게서, 2006

81) 안도 타다오, 황준 역, 안도 타다오 그의 건축이야기, 미건사. 1994,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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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표현해 주는 캔버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내가 목표로 했던 콘크리트의 표현은 르 꼬르뷔지에로 대표

되는 거친 콘크리트가 아니라 좀 더 섬세한 것이다. 그것은 나

자신의 감성에서 태어난 것이며 지금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

나 일본 고유의 미의식에 뒷받침된 생활감이 그 근거가 되었

다고 생각한다.”82)

이처럼 장식을 배제하고, 소재의 느낌을 순수하게 표현하는 일

본적 건축 감성을 표현하기 위한 현대 건축의 탁월한 재료로서

안도 타다오는 콘크리트를 선택하고 있다.

아즈마 주택(1976) 이후, 그는 작품들에서 위의 건축적 철학을

바탕삼아 동일한 수법으로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해오고 있다. 특

히 안팎 모두 노출 콘크리트로 일관하는 아즈마 주택의 금욕적인

공간83)은 일본 전통의 목조 기법과 회벽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무

장식(無裝飾)을 통한 재료의 순수성과 단순함으로 인해 오히려

공간 자체에 주목하는 삶의 자세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것이다.

그림 34. 아즈마 주택. 노출 콘크리트를

표현한 안도의 스케치

82) 김선일, 안도 타다오의 건축 공간 구성에 나타나는 계단 기법에 관한연구, 국민

대 석론, 1994, p.25

83) 안도 다다오, 전게서, 2009,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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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모서리의 해체를 통한

빛의 도입

(2) 빛의 재료화와 제한적 유입

안도는 작품 구성의 소재로 나무와 콘크리트 같이 가시적 형태

의 물리적 인 재료뿐만 아니라, 신체의 감각에 호소하는 빛과 같

은 비 가시적인 요소들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따라서 그가 사용

한 노출 콘크리트가 일본 전통의 미학의 감성을 표현하기 위한

배경이었다면, 빛과 그림자와 같은 요소는 그 배경을 채우는 또

다른 재료라 할 수 있다. 섬세하게 조절된 개구부를 통해 미묘한

빛의 도입, 장지에 은은하게 반사된 분위기,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빛과 그림자를 즐기는 일본의 전통적 생활감은 안도 타다

오의 건축에서도 특징적인 부분이다.

빛을 도입하기 위한 그의 건축기법 중 특이한 것은 콘크리트로

건축물을 구축함에 있어서 목조형식을 차용한다는 점이다. 기존

의 콘크리트가 가지는 형태구성의 자유로움이라는 물성을 벗어나

목조구조의 틈과 관입, 그리고 부유감을 형성하는 요소들로 구성

함으로써 콘크리트 벽이 단순히 타

설된 벽이 아니라 벽과 벽 사이에

결합에 있어서 관입과 틈을 두어

육중한 콘크리트 벽을 가벼운 목구

조로 착각하게끔 만들며 그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통하여 한없이 가벼

운 콘크리트의 물성으로 바꾸어 버

린다.84)

코시노 주택(1976)은 ‘빛’의 공간을 장식을 일체 배제한 콘크리

트 박스 속에서 시도하면서, 일본의 장지문에 투사되는 빛의 음

영의 효과를 재현해 주고 있다. 안도는 육면체의 볼륨의 모서리

를 열어서 절제된 빛을 주택 내부로 유입시키고 있는데, 여백의

84) 이용관, 안도 다다오의 건축철학과 작품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론, 2004,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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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서 콘크리트 벽면은 교묘하게 배치된 천장과 벽의 틈새

를 통해 들어온 빛이 더 극적으로 인식되도록 한다. 특히 빛은

공간의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시간경과를 느낄 수 있는 요소로 작

용한다. 플러머는 코시노 주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안도 타다오는 벽에 시간경과를 새긴다. 벽의 끝에 있는 가늘

고 긴 틈은 태양광의 흐름을 도입하고, 노출 콘크리트 면에 폭

넓게 퍼지도록 하여, 어둠의 공간에 빛을 창조하고 있다. (...)

풍요로운 섬세한 벽의 질감자체도, 태양의 경과드라마를 더욱

고양시키며 시간은 시계소리로 인식되지 않고, 타설된 콘크리

트 벽면의 텍스츄어의 변화를 통해 느끼게 된다.‘85)

그림 36. 코시노 주택
그림 37. 시간에 따른 빛과 그림자의 변화-

코시노 주택 거실 벽 오후

콘크리트와 빛의 대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작품으로

쇼세이칸 주택의 다실(1982)을 들 수 있다. 안도 타다오는 ‘ㄷ’자

형의 벽 두 개를 서로 엇물려 빛을 유입하기 위한 틈새를 만들어

내고 있다. 여기서 모든 개구부의 폭은 다실 바닥에 깔린 다다미

1장의 폭을 기준으로 이것의 1/2이나 1/3의 길이로 엄격하게 제

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엄밀한 치수와 비례로 만들어진 개구부로

들어오는 빛은 명확하게 의도된 계산속에서 추상적으로 연출되고

있다.86) 또한 창을 맨 아래에 뚫음으로써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낯선 빛을 연출하고 있다.

85) Henry Plummer, Light in Japanese Architecture, a+u, 1995, pp.365-367

86) 강민구, 전게서, 2002,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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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쇼세이칸 주택의 다실. ‘ㄷ’자형의 벽 두 개를 서로 엇물려 빛을

유입하기 위한 틈새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처럼 안도가 현대적 재료를 통해 보여주려고 하였던 것은 빛

과 그림자의 극적인 드라마이었으며, 빛에 의해 부각되듯 빛나는

콘크리트의 표면은 마치 전통건축의 장지 표면의 얇은 종이를 상

기 시킨다. 그 결과 일본의 전형적인 다실의 내부 공간과 스키적

인 독특한 분위기가 형성된다.87)

전통 표현 요소 전통의 속성

재료
표현
방식

-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한 장식 배제
- 소재의 순수성을 강조

Ÿ 전체 안도 타다오 사례에 해당
- 와비의 재료의 단순미

- 빛과 그림자의 재료화
-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연요소 
인지

Ÿ 코시노 주택
Ÿ 쇼세이칸 주택의 다실

- 사비의 시간에 따른 황폐의 미

표 13. 안도 타다오의 재료 표현 방식에서 나타나는 전통적 요소

87) 장일영, 안도 타다오 작품에 나타나는 스키야 미학의 수용과 구현방법, 한국조

경학회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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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자연과 건축의 연계 방식

(1) 차경을 통한 장면의 연출

안도 타다오는 재료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공간기법에서도 자연

을 바로 실현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주로 건축물에 자연

을 직접적으로 개입시켜 건축물의 존재성을 자연화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을 건물의 내부로 끌어들이는 시도

를 자주 볼 수 있다.88)

안도는 이러한 방식을 ‘원풍경의 재생’이라 표현하였으며, 그

바탕에는 바깥의 경치를 실내로 끌어들여 자연과 건물을 조화시

키는 일본의 전통적인 차경수법이 있다. 그는 차경 수법을 구현

하기 위해 담장과 벽과 같은 기하학적 프레임을 사용해 정돈되지

않은 바깥의 자연을 가두거나 자른 방법으로 추상화하여 건축 내

부로 유입시키기고 있다. 날카로운 기하학적 프레인 안에 잘려진

채 추상화되어 도입되는 자연은 일본의 석정(石庭)에서 볼 수 있

는 추상화된 자연과의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바람의

교회(1986)의 정원을 설명하는 안도의 말 속에 잘 드러나 있다.89)

‘이 정원(바람의 교회 정원)은 일본의 전통정원의 개념을 계승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토의 료안지(龍安寺)에서 사람들은

3600제곱 피트에 달하는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에서 주의

깊게 정돈된 흰 자갈의 바다 속에 교묘하게 배치된 15개의 돌

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고도로 추상적인 정원의 의

미의 깊이는 관찰자의 상상력에 달려있다. (...) 벽을 통해 자연

의 한 부분을 주변으로부터 잘라냄으로써, 이 정원은 자연의

깊이와 무한감을 표현하는데 성공했다.’90)

88) 최경원, 전게서, 2007, pp.287-288

89) 강민구, 전게서, 2002, p.31

90) Tadao Ando, The Yale Studio & Current Works, Rizzoli, 1989, pp.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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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료안지의 정원 그림 40. 바람의 교회의 차경

프레임을 이용한 장면의 연출은 나리와 박물관(1994)과 나오시

마 현대미술관(1995)에서도 이어진다. 안도는 나리와 박물관에서

가로로 길게 구획된 창을 통해 얕은 연못과 우거진 숲이 그림처

럼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깨끗하고 고요한 느낌을 주

는 물과 자연스러우면서도 활달한 느낌을 주는 나무숲이 심한 대

비를 이루면서 시적 감흥을 한껏 북돋우고 있다. 이런 장면은 브

루노 타우트가 가츠라리큐 건물 안에서 보았던 경관과 너무나 흡

사하다.91) 또한 어떠한 기능적 이유 없이 공간만 분절하고 있는

거대한 시멘트 벽이 차분한 수공간과 뒤의 자연과 어울려 초현실

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지붕도 없는 이 공간을 기능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용도 없는 비

합리적인 공간으로 받아드릴지는 모르나, 안도는 이 빈 프레임을

통해 원거리에 있는 산과 하늘을 담아냄으로써 자연을 건물 내부

로 유입시키며, 하나의 건축적인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안도 타

다오는 현대식 건물 안으로 이런 고전적 경관을 끌어들여 고전과

현대의 장벽을 시원하게 무너뜨려버렸다.92)

91) 최경원, 전게서, 2007, p.288

92) Ibid, 2007, p.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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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차경 수법이 적용된 나리와 박물관

또한 나오시마 현대미술관에서는 바닥에 타원형 연못을 설치하

고 천창을 통해 하늘을 연못에 반사시켜 내부로 끌어드리고 있

다. 타원형으로 뚫린 천장과 타원형의 연못이 똑같은 모양이라서

오히려 연못이 천장에 비친 것과 같은 착각 또한 일으킨다.

나리와 박물관의 차경이 바깥의 자연을 프레임을 통해 자기 지

배하에 들여 놓았다고 한다면, 나오시마 현대미술관의 차경은 진

일보하여 연못의 비추어진 하늘을 통해 바깥의 자연을 한 번 더

추상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타원형 건물 주변부에 계단식

으로 구성된 수공간으로 멀리 있는 바다 풍경과 연속성을 갖으며

건물 내부로 끌어들인다.

그림 42. 나오시마 현대미술관의 차경 방식

한편 물의 교회(1988)는 프레임의 벽과 함께 담장을 사용하여

원풍경의 재생을 표현한 작품이다. L자형의 장대한 담장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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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와 인공호수를 둘러싸면서 교회로 인도하고 있다. 보편적으

로 서양의 관점에서 담장은 시선차단이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건

축물을 전체적으로 둘러싸는 소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물의 교

회는 불안전한 L자형 담장을 사용하고 있다.

담이 없는 부분이 비어보이지만 실제로 건축물의 전면에는 인

공 호수가 외부를 막고 있고, 긴 담장이 건너편에는 언덕과 숲이

있어서 자연이 담의 역할을 대신한다. 그 결과 건물과 자연간의

경계선이 없는 관계로 인해 이 건물의 영역은 원경의 숲과 산으

로까지 확장된다. 물리적으로 외부 자연과 아늑하게 단절되지만,

시각적으로는 개방하고 있는 것이다. 담장을 따라 걷다보면 어느

새 담장의 끝이 나오고 이 부분을 도는 순간 지금까지 경험했던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극적인 공간을 교회 건물의 프레임을 통해

만나게 된다.

그림 43. 물의 교회의 배치

그림 44. 원풍경을 끌어들인 물의 교회의 차경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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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영역을 통한 자연인자의 유입

안도 타다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자연과의 교감 방

식은 전통의 엔과 같은 중간영역을 통해 자연 인자를 유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안도의 작품을 보면 우리가 소위 일

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연이라기보다 빛, 바람, 물 하늘 등의 자연

을 느낄 수 있는 인자(因子)를 끌어들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

하다. 안도는 이런 그의 표현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

고 있다.

‘야생의 자연이 건축과 관계를 맺게 되는 순간, 즉 나에게 다

가온 자연은 이제 모습을 바꾸게 되고, 빛, 바람, 물, 혹은 하

늘과 같은 요소들이 나의 자연으로 재해석되어 상징화되며,

그때까지만 해도 정확히 규정된 상태로 남아있던 자연은 건축

에 깃들어 기하학과 조우하면서 마침내 추상적인 것으로 변화

한다.’93)

아즈마 주택(1976)은 폭 3.9m, 깊이 14.4m의 직사각형 평면을

삼분할하여, 각 실내공간이 중정을 중심으로 대칭 배치되어 있다.

주택의 파사드는 외부 도시환경으로부터 차단시키는 것처럼 무표

정한 시멘트벽으로 이루어져있지만, 중간의 비워진 영역을 통해

빛, 바람, 비와 같은 외부 자연 현상들을 끌어들인다. 두 부분으

로 주택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에 위치한 거실에서 뒤쪽의

식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외부공간인 중정을 거쳐서 가야만 한다.

합리성, 유용성, 편리성에 입각한 서구 기능주의 디자인의 관점에

서 좁은 대지면적의 삼분의 일을 중정으로 할애한다는 점과 실

사이를 오갈 때 외부로 노출되어야 하는 점은 불편하고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다. 그러나 안도는 아즈마 주택을 통해 자

연과 분리된 삶이 보편화된 현대시대에서 다시 자연과의 밀접한

교류를 위해 이와 같이 디자인하였다고 설명한다.

93) Tadao Ando, Tadao Ando, 1983-2000, El Croquis, 2000,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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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즈마 주택은 과밀한 도시환경 속에 위치하기 때문에 창이

없다. 밖에서 보면 폐쇄적이고 단순한 상자로밖에 보이지 않

지만, 상자를 삼등분한 한 가운데는 중정이 하늘을 향해 열려

져 있다. 양측 면에는 인접건물이 바싹 붙어 있기 때문에 낭비

라고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시 이 중정은 이 주택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94)

그림 45. 아즈마 주택의 투상도와 평면

그림 46. 아즈마 주택의 전경과 중정

이씨 주택(1993)에는 직사각형의 형태로 이루어진 건물 앞쪽으

로 삼각형의 공터가 있다. 대지의 모양대로 담벼락을 만들었다면

보다 넓은 주거 건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안도는 삼각형 형태

의 벽을 만들어 실용적인 측면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공간

을 만들어 냈다.

건축 대지 바깥에서 보자면 이 공간은 건물의 내부에 속한다.

94) 안도 타다오, 전게서, 2000,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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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물 내부에서 보면 외부 공간이다. 안도 아니며 바깥도

아닌 묘한 공간인 이곳은 대지의 안쪽인 건물과 대지의 바깥쪽인

자연의 대립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완충지대

의 역할을 한다.95) 특별한 기능도 없이 불합리한 공간처럼 보이

는 이 빈 영역은 실제로는 폐쇄적인 건물 내부에서 작은 화단과

함께 외부의 빛과 하늘과 매개하는 중간영역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47. 이씨 주택 투상도 그림 48. 내·외부를 연결하는 삼각형의 빈 공간

안도의 이런 건축적 사고체계는 자연과 인간을 서로 분리시켜

서 생각하지 않았던 일본 전통건축과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아

즈마 주택과 이씨 주택에서 보이는 빈 공간은 엔과 같이 실내공

간과 건물 밖의 외부공간을 완충시키며 자연의 자연스러운 교류

를 이끌어내는 매개공간이다. 이 매개공간을 통해 내·외부는 구

분된 공간이라기보다 하나로 일체화하게 된다. 외부환경을 건축

내부로 일체화하는 안도의 건축은 자연, 건축, 그리고 인간이 공

존을 위해 내·외부의 연속성을 도모하려는 일본 전통건축에 기인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5) 최경원, 전게서, 2007,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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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표현 요소 전통의 속성

자연과 
건축과의

연계
방식

- 프레임과 담장을 이용해 원풍경을 
유입
- 자연요소의 추상화 

Ÿ 바람의 교회
Ÿ 나리와 박물관
Ÿ 물의 교회

- 외부의 자연을 내부의 자연으로 
치환하는 차경
- 자연물을 상징화하는 축경

- 내·외부의 중간경역 기능을 하는 
공간의 삽입 

Ÿ 아즈마 주택
Ÿ 이씨 주택

- 내부와 외부를 연속시키는 무연의 
엔 공간

표 14. 안도 타다오의 자연과 건축과의 연계 방식에서 나타나는 전통적 요소

4.2.3 공간 구성 방식

(1) 회유식 동선의 공간

안도 타다오 작품의 공간 구성을 보면 일본 전통의 회유(回遊)

식 동선 체계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점을 찾을 수 있다. 그는

건축물의 형태를 단순화시킨 반면 내부공간은 벽과 단 등의 구성

요소를 통해 미로와 같은 선회(旋回)적인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

다. 회유식 동선 체계는 시시각각 변화되는 시각을 통해 주의를

집중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크지 않은 면적을 우회적으로 경험

하게 만들어 그 공간감을 팽창시킨다.

회유적 동선을 사용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바람의 교회(1986)와

교토의 명화의 전당(1990)을 들 수 있다. 산중턱에 입지하고 있는

바람의 교회의 왼쪽에는 기다란 회랑이 있고, 가운데에 교회건물

의 박스모양으로 바다를 향해 있다. 교회에 접근하기 위해 5번의

회전과 5번의 단차의 동선을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다. 교회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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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바람의 교회 동선

그림 49. 바람의 교회

주랑 진입부

은 최초의 접근레벨보다 낮은 지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교회의 전체 모습을

처음부터 인식할 수가 없다. 그런 후

왼쪽으로 90도 꺾어서 계단을 통해

주랑과 연결된 레벨로 내려가면서 비

로소 건물의 기하학적 윤곽이 드러나

기 시작한다. 다시 축을 왼쪽으로 45

도 꺾어서 예배당과 평행하기 놓인

40m 길이의 주랑을 통과한 후 주랑

끝에서 다시 90도를 꺾어 철문을 열

고 예배당의 실내로 들어간다. 여기서

다시 90도를 꺾어야지만 예배당 내부

의 모습을 완전하게 볼 수 있다.96) 안

도는 의도적으로 접근동선을 수차례

꺾이게 만들어 방문객들이 느슨하게

흩어져 있는 자연의 장면들을 긴장감

있는 구성 속에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교토에 위치한 명화의 정원(1990)는

빛, 바람, 물과 같은 자연과 접촉하면

서 예술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

된 옥외미술관이다. 명화의 정원의 경

우 회유식 동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데, 방문객들은 3개 층에

걸쳐져 있는 공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며, 전시되어있는 작품을 관

람하게 된다. 평면구성은 크게 단순한 직사각형과 3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래 다이어그램에서 보이듯 1번과 2번의 축으

로 동선이 형성되어 있다. 1번 축으로 진입하여 총 3번을 왕복한

후, 2번의 축으로 나가게 되는 구조이다. 3번의 벽은 1,2번의 축

96) 강민구, 전게서, 2002,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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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절하는 요소로 사용된다. 방문객들은 미로와 같은 미술관

내부를 통과하며, 예술작품 뿐만 아니라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수공간의 소리와 들으며 자연요소를 경험하게 된다.

그림 51. 교토 명화의 전당의 평면 다이어그램과 전경사진

그림 52. 교토 명화의 전당의 평면과 단면

안도의 회유식 동선의 사용은 주택작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

다, 코시노 주택(1983)의 경우, 외관으로는 단순한 상자가 병렬로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공간에서의 체험은 복잡하다. 각

기능들을 연결하는 동선은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늘여지고 꼬여있다.97)

97) 강민구, 전게서,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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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코시노 주택의 전경과 내부 동선

(2) 공간의 압축과 팽창

일본의 고건축은 문이 열리고 닫히는 정도에 따라 실내의 공간

을 다양하게 표현하여 공간의 깊이가 예측되기 어려운 특징을 가

지고 있었다. 직선과 평면으로만 구축된 실내공간은 실제로 공간

의 수직, 수평 운동과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의 무한한 움직임들

이 풍부한 공간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공간감을 연출

하기 위해 안도의 건축에서는 회유식 동선과 함께 대비되는 스케

일감과 음영을 사용해 공간을 압축 및 팽창 시키고 있었다.

아즈마 주택(1976)는 간단한 구조와 달리 공간의 효과는 복잡

하기 이를 데가 없다. 밝고 개방적인 바깥 공간에서 폐쇄적인 파

사드의 좁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면 어두운 입구 공간이 나

타난다. 그리고 그 너머로 훤하게 비워진 중정이 나타나고, 다시

맨 안 쪽의 좁은 부엌이 나타나는 공간의 변화를 갖는다.

이 공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밝기나 넓이에 있어

서 심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밝고 넓은 건물의 바깥은 어둡고

좁은 입구 쪽의 방과 이중의 대비를 이루고 있다. 앞 건물의 좁

고 어두운 방은 위아래로 비워진 건물 가운데 공간과 대비를 이

루고 있고, 밝고 개방적인 가운데 중정 역시 좁고 아늑한 부엌과

심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단순화시켜 보면 밝은 공간과 어두운

공간, 넓은 공간과 좁은 공간 등 대비가 심한 공간들이 매우 의



88

그림 55. 빛의 교회 진입동선

도적으로 교차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상반되는 공간들이 앞뒤로 반복되면서 연결되기 때문에

단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적지 않은 수의

공간들을 겪게 되며, 건물 속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떤 대저택

보다도 역동적인 공간 체험을 하게 된다.98)

그림 54. 아즈마 주택의 공간 대비와 공간 연결

또한 중정을 통해 생활 단위에서 내·외부의 공간을 교차시키는

안도의 건축계획은 기능주의적인 관점에서 비합리적으로 볼 수

있지만 바로 이 내·외부의 필연적인 교차의 경험을 통해 물리적

인 면적보다 더 넓은 환경 또한 창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안도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빛

의 교회(1989)에서도 안도 특유의

공간의 압축과 팽창기법이 나타

난다. 교회 안은 창고처럼 그냥

어둡게 텅 비어 있지만, 바깥 공

간과 연결이 되면 활기찬 공간의

흐름이 만들어진다. 어둡고 폐쇄

적인 건물 안과 밝고 개방적인

건물 바깥이 공간적 대비를 심하

98) 최경원, 전게서, 2007, pp.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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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빛의 교회의

공간 대비와 공간 연결

그림 57. 지추 미술관 공간 대비와

공간 연결

게 이루면서 공간의 감동을 증폭하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교회의 진입하기 위해

서 벽으로 둘러친 좁은 공간을 거

쳐야한다. 이후 교회의 출입문을

지나면 어둡고 좁은 공간이 나타난

다. 그리고 약 15도 가량 기울어진

벽면의 또 한 번의 좁은 문을 통과

하면 눈앞에 빛으로 만든 십자가를

보게 된다. 이 기울어진 벽면에 따

라 건물의 앞부분은 점차 넓어지

고, 지금까지의 좁은 공간들로 인

한 대비효과로 실내 공간은 더 넓

어 보인다. 따라서 안도는 가장 감

동적인 장면을 위한 설정으로 공간

의 대비효과를 절묘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단일 건물이 아닌 여러 건물이

조합되어 전체를 이루는 지추 미술

관(2004)은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형태와 이를 이어주는 연결 동선을

통해 역동적인 공간감을 보여준다.

지추미술관은 인상파의 모네, 현대

미술 월터 드 마리아, 제임스 터렐

등의 작가 3명의 작품을 영구 전시

하기 위해 지어졌다.

미술관은 크게 세 층으로 구분되

는데, 입구는 지하 2층에 위치하여

있으며 노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긴 벽 뒤에 숨겨져 있다. 이름에서

도 볼 수 있듯이 나오시마 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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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지추 뮤지엄

컨셉 스케치

연 풍경 속에 묻혀 있는 지추 미술관은

출입구 역시도 쉽게 발견하기 어렵도록

만들어져 있다. 약간 비스듬하게 기울어

져 있는 콘크리트 사이의 통로를 따라서

전시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

안도의 스케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

두운 지하라는 조건과 빛과 하늘과 같은

자연 요소를 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지하 전시공간을 경험한 후 외부

의 좁고 밝은 연결 통로를 통해 다음 전

시 공간으로 이동한다. 그 후 미량의 흰

빛줄기가 들어오는 어두운 좁은 공간에 진입한다. 삼각형으로 뚫

린 형태를 둘러싸는 이 공간은 일부 외부로 열린 문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밝고 넓은 외부 공간과 만나게 된다. 이처럼 지추 미술

관은 좁고 어두운 공간을 통과한 후 자연광의 공간을 마주하며

감각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며, 순간적으로 일본 다실에서도 나타

나는 좁은 개구부를 통해 압축과 팽창의 공간 시퀀스를 갖게 된

다. 이는 실존주의자인 앙드레 지드(Andre Gide)가 우리를 존재

적 각성의 상태로 승화시키는 것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이라고 표현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99)

그림 59. 지추 미술관 내부와 외부 동선

99) 고영란, 안도 타다오의 건축디자인에서 표현된 문화적 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논문집, 1995, p.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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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표현 요소 전통의 속성

공간
구성
방식

- 벽과 단을 사용한 회유식 동선
- 경험하는 공간감 확대

Ÿ 바람의 교회
Ÿ 교토 명화의 전당
Ÿ 코시노 주택

- 미로와 같은 선회적인 동선

- 음영과 스케일의 대비로 공간감 
압축 및 팽창

Ÿ 아즈마 주택
Ÿ 빛의 교회
Ÿ 지추 뮤지엄

- 공간의 개폐를 통한 역동적인 
공간감

표 15. 안도 타다오의 공간 구성 방식에서 나타나는 전통적 요소

4.3 쿠마 켄고 건축의 전통 표현 분석

4.3.1 재료 표현 방식

(1) 시간성을 내포하는 자연재료의 사용

쿠마 켄고 건축이 안도 타다오 건축과 가장 상이한 점은 재료

의 사용에 있다. 쿠마가 자연재료를 사용하는 이유에는 재료 자

체의 본질적인 순수성을 더 잘 부각할 뿐만 아니라 변색되고 썩

어가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교체와 보수를 통해 콘크리트보다

긴 시간적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동일본

대지진 앞에 콘크리트 건축물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폐허 상

황의 경험 이후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안도 타다오의 콘

크리트 건축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연요소를 비추는 일종의 비

워진 여백이라면, 쿠마 켄고는 자연재료의 건축을 통해 건축물

자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죽어가는 건축을 표현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재료의 순수성을 추구하는 와비와 시간에

따라 황폐해져가는 자체를 겸허히 받아드리는 사비의 미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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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고 있다.

쿠마 켄고는 현대 건축물의 기능적인 요구 수행을 위해 자연재

료가 상당한 제약을 갖고 있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료의 본

성을 유지하면서,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그의 건축물에서 시도

하고 있다.

히로시게 미술관(2000)에서 그는 주변 대지가 삼목을 배출하는

산지인 것을 고려하여 지역재료인 삼나무를 주된 재료로 삼고자

하였다. 목재가 화재와 같은 재난에 노출되기 쉽다는 단점을 극

복하기 위해, 원적외선으로 삼목을 구워 불연화였고, 내구성을 보

강하는 액체주입을 하여 삼나무의 결정적인 단점을 보강하였다.

또한 내부 벽 일부에 일본의 전통 종이인 와시(わし)를 사용하고

있는데, 와시가 잘 찢기는 약한 소재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와시 뒤편에 플라스틱으로 된 인공종이를 덧발라 강도를 10배 증

가시키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 방식은 다카야나기 커뮤니티 센

터(2000)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그림 60. 히로시게 미술관(좌)와 다카야나기 커뮤니티 센터(우)

자연소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Great Bamboo Wall(2002)

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는 대나무를 장식재가 아닌 구조재로

사용하기 위해 CFT(concrete filled tube)기법 차용하였다. 강관

대신 대나무 내부에 콘크리트를 채워 소요 내구성을 발현하는 것

을 확인함으로써 콘크리트의 밀려 장식재로만 사용되어온 자연소

재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다.

쿠마 켄고의 자연재료 사용은 단순히 전통건축물이 자연재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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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어서 사용하기보다 재료가 내포하는 시간적인 속성과

함께 재료 본성을 순수하게 나타내고 있는 일본 전통건축을 재표

현하기100) 위함이다. 현대건축물에 맞게 자연재료를 사용하기 위

한 활용법을 개발하면서, 현대건축 재료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림 61. Great Bamboo Wall, 구조재로 사용된 대나무

(2) 부재 조합을 통한 증축

쿠마 켄고의 작품에서 자연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방식 중 하나는 부재 간의 조합이다. 쿠마는 콘크리트

건축물에서 자연재료가 표면에 부착된 마감재로서의 역할만 수행

해온 것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재료 자체를 단순한 부착

물을 넘어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사용하고자 한

다. 하나의 최소 단위 유닛을 디자인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증축

및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면뿐 아니라 하나의 삼차원 공간까지 형

성하고 있다.

일본의 전통 목조 장난감인 ‘치도리’를 구축적인 컨셉으로 설계

한 GC Prostho Museum Research Center(2010)는 3가지 구성요

소로 이루어진 목조 구조를 다른 접합제의 도움 없이 간단히 조

립시킨 후, 조인트 부분을 돌려 고정된 단위 유닛으로 이루어져

100) The use of bamboo as both a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element. The

purpose of these projects is to rediscover and re-express the true essence of

japanese architecture, http://www.designboom.com/eng/archi/kum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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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결과 나무격자 하나하나는 약해보이지만, 격자끼리 만나

고 쌓이는 과정에서 강한 구조체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격자조

합은 외관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부로 확장되어 벽, 천장 그리

고 전시대로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62. GC Prostho Museum Research Center

Sunny Hills(2013)에서는 앞선 치도리 디자인을 한 단계 변형

한 부재 조합을 사용하고 있다. 나무 각재로 하나의 레이어를 만

들어 내고 각 레이어들이 또 다시 조합되는 방식으로 건물의 전

체 형상을 이룬다. 단순 목재 레이어를 표면에 부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재로서 레이어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림 63. Sunny H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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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목조 부재 조합 구축 방법

GC Prostho Museum Research Center(위), Sunny Hills(아래)

규슈 게이분칸 뮤지엄 2별관(2013) 또한 평면상에서 삼각형의

조합들로 이루어진 건축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목재 삼

각패널 유닛들이 삼각형 배치로 서로 결합하며 건축물을 구축하

며 내부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림 65. 규슈 게이분칸 뮤지엄 2별관 평면

그림 66. 규슈 게이분칸 뮤지엄 2 별동의 단위조합(좌)과 내부공간 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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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표현 요소 전통의 속성

재료 
표현 
방식

- 자연재료로 본래의 순수성 표현
- 자연재료로 건축에 시간성 부여

Ÿ 히로시게 미술관 
Ÿ 다카야나기 커뮤니티 센터
Ÿ Great Bamboo Wall

- 와비의 재료의 단순미
- 사비의 시간에 따른 황폐의 미

- 부재조합을 통해 전체형태를 구축

Ÿ GC Prostho Museum Center
Ÿ Sunny Hills
Ÿ 규슈 게이분칸 뮤지엄 2별관

- 부분에서 전체를 형성하는 증축 
정신

표 16. 쿠마 켄고의 재료 표현 방식에서 나타나는 전통적 요소

쿠마 켄고의 단위 부재간의 조합으로 전체를 형성해 나가는 방

식은 전체 건축물은 상황에 따라 계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

능성을 갖는다. 또한 일체화된 건축물과 달리 각 부재의 교체적

인 측면에서도 용이하다. 이러한 부분의 부재들을 통해 전체 형

상을 만들어나가는 건축적 방법에는 전통건축의 ‘증축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 그의 재료 구축법은 상황에 따라 계속 만들고,

부수기를 반복하는, 다시 말해 ‘죽음으로 이어지는’ 전통적 자연

관의 토대 위에 서있는 건축을 제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4.3.2 자연과의 교감 방식

(1) 건축의 시각적 소거

쿠마 켄고는 건축물이 오브제로서 인식되기보다 주변의 자연과

동화되어 사라지는 건축을 위해 시각적으로 소거하는 방식을 작

품 전반에서 사용하고 있다. 건축으로서의 건축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존재하는 건축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쿠마 겐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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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 소거를 위한 아래의 기법들은 과거 가모노 초메이의 「호조

키(方丈記)」에 등장하는 허름한 초가와 같이 건축물이 존재하지

만, 그 존재감이 모호하여 건축물의 주위환경까지도 생활공간으

로 인식하는 일본 전통에 기인하고 있다.

쿠마 겐고의 건축 작품에서 나타나는 건축의 소거 방식은 시각

적 착각을 통해 건축물의 존재를 약화시키는 방식과 건축표면을

입자화(particlizing)을 통해 볼륨을 경량화시키는 방식으로 설명

할 수 있다.

히로시게 미술관(2000)의 지붕을 살펴보면 길게 돌출된 처마가

만들어내는 그림자로 인해 건축물의 볼륨감이 사라지는 느낌을

연출하고 있다. 또한 낮고 긴 형태로 수평적인 연속성을 띄고 있

어, 대지같이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건축물을 소거하고자 하였다.

삼나무로 된 루버가 지붕뿐만 아닌 건축물 전체를 형성하여 투명

성과 가벼움을 동시에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쿠마

는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건축물을 통해 주변 자연과 동화되

는 반오브제의 속성을 실천하고 있다.

그림 67. 히로시게 미술관. 그림자를 통한 시각적 소거

히로시게 미술관이 그림자를 통해 건축을 드러나지 않고자 했

다면, Water/Glass(1995)는 물과 유리라는 재료의 투명성과 건축

물이 외부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착각을 유발시켜 건축을 소거

하고 있다. 벽과 같은 수직적인 요소의 존재감을 소멸시키기 위

해 벽들은 얇은 유리로 되어있으며, 지붕의 간격이 좁은 루버를

통해 외부의 빛이 산란되어 거실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일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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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산란되어 유입된 빛은 바닥면의 수면에 반사되어 또 한 번의

산란을 일으켜 수면에 떠있는 것과 같은 시각적 착각을 일으킨

다. 또한 외부에 배치된 수공간의 경계부분이 바다의 수평선과

평행되게 연결되어 라운지 내부가 마치 바다 위에 있는 듯한 공

간감마저 연출하고 있다. 이는 콜린 로우(Colin Rowe)가 말하는

재료 자체의 투명한 특성을 통해 나타나는 자의적 투명성과 면의

겹침, 공간의 겹침에 의한 현상적 투명성이 동시에 나타나는101)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쿠마 켄고는 이러한 시각적 착각을 통해

건축물을 주변 상황에 녹여 사라지게 함으로써 일본 전통의 반오

브제 정신을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68. Water/Glass. 수공간의 경계부분이 바다와 연결되면서

마치 건축물이 외부 공간의 범주까지 확장 시킨다.

쿠마 켄고의 작품에서 건축을 소거하는 또 다른 방식은 표면의

입자화이다. 쿠마 켄고의 건축물을 보면 콘크리트 건축처럼 완벽

한 면으로 지어 하나의 거대함으로 인식되기보다, 재료를 작게

쪼개 사용하거나 틈이 있는 배열을 통해 직조된 건축표면을 이루

고 있다. 그 결과, 거대한 느낌의 면을 형성하지 않으며, 건축물

볼륨이 한층 가볍게 느껴진다. 또 외부의 빛, 바람, 소리 등이 내

부에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내외부의 경계를 흐려 건축물을 주변

환경에 사라지게 하고 있다. 표면의 입자화를 통해 건축물을 경

량화하고, 내외부의 경계를 흐리는 쿠마 켄고의 건축적 방법은

101) 재구성, 김홍일, 콜린 로우의 ‘투명성 이론’의 건축 공간분석 적용에 관한 연

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8권 9호, 2002,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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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통건축이 자연에 순응하기 위해 경량화된 구조와 건물에

빛과 바람을 통하게 하여 자연과 관계 맺는다는 점에서 상관성을

찾을 수 있다.

표면을 입자화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Chokkura Plaza(2006)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흙의 물성을 디자인 모티브로 하여 특유의

패턴을 형성하였다.102) 석재의 일정부분을 깎고 철판과 함께 축

조함으로써 사이에 틈새를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실내 공간에

외부 환경을 끌어들여 내·외부의 경계를 흐리고 있다. 서양의 석

조 건축물이 돌의 무거운 성질을 그대로 인식하여 중력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건축물을 구축한 반면 쿠마 켄고는 돌에 틈을 만

들어내어 가벼운 석조 건축물을 역설적으로 현시대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69. 내·외부의 경계를 약화시키는 표면의

입자화 컨셉

그림 70. Chokkura Plaza

102) 정가영, 전게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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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Chokkura Plaza의 오타니석 디테일

로터스 주택(2005)에서도 트래버틴 석재를 사용하되 패널 사이

에 둔 빈틈을 통해 주변의 숲, 자연의 모습을 내부로 유입시키고

있다. 이렇게 입면을 입자화함으로써 건축이 갖고 있는 경계가

한층 무뎌지고, 내부 공간은 외부의 자연적 요소와 적극적으로

교감하는 장이된다.

결과론적으로 쿠마 켄고는 건축이 자연과 연계 맺는 방식으로

기념비적이지 않고 건축물이 시각적으로 소거되어 주변 환경과

융합되는 상태를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자연과 순응하지 않고

완벽한 단절을 이루는 콘크리트 건축의 폐쇄성과 달리 그의 건축

은 내외부의 불완전한 경계로 인해 주변 자연요소들이 내부로 유

입시켜 외부에 있는 듯한 감각적 체험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호

조키에서 찾을 수 있는 자연과의 유희를 만끽하는 정신의 계승이

다.

그림 72. 로터스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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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연의 공간으로서 비움

쿠마 켄고는 건축물이 자연과 관계 맺기 위해 공간을 비워내는

방법 또한 취하고 있다. 비어있는 공간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무연의 공간으로 내부와 외부라는 이원적 구조에서 탈피한다. 일

본 전통건축에서 안과 밖의 사이에 또 하나의 공간인 무연의 공

간으로 여백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쿠마 켄고는 ‘비움’

의 영역을 통해 도시 영역과 자연이라는 두 가지의 이질적인 요

소를 연결하고 있다.

비움을 통해 자연과 관계 맺고 있는 사례로는 히로시게 미술관

(2000)과 네즈뮤지엄(2009)을 들 수 있다. 히로시게 미술관의 전

면에는 마을이, 후면에는 산이 위치하고 있다. 쿠마는 미술관의

진입부를 비워내면서 인간의 영역인 마을과 자연의 영역인 산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였다. 이 비움의 공간은 권위적이지 않으면서

도, 건축물 자체가 두 영역을 동시에 공존하게 만드는 무연의 영

역으로 작동하게 만든다.

네즈 뮤지엄에서도 도시영역과 자연의 영역간의 연결을 위해

뮤지엄의 진입부를 빈 통로로 계획하였다. 특히 대나무를 도시

경계부에 배치함으로써 보다 주변 환경과 단절되지 않은 유연한

경계를 만들고 있다.

그림 73. 히로시게 미술관(좌)와 네즈 뮤지엄(우)에서 보이는 비움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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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히로시게 미술관 입면도와 배치도

비워진 공간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외부를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건축적인 공간이 외부와 확고한 경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적 위치에 있다는 일본 전통건축의 개념을

계승한 것이다. 따라서 비움의 공간은 단순히 틈과 사이라는 나

눔으로 생긴 공간이 아니라 연결하기 위한 공간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다.103) 또한 그가 일본적인 자연관을 받아들여 자연과 인공

과의 경계를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104)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103) 박세정, 박찬일, 전게서, 2004

104) 쿠마 켄고, 연결하는 건축, 안그라픽스, 2013,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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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표현 요소 전통의 속성

자연과 
건축과의

연계
방식

- 자연에 순응하기 위한 건축의 
시각적 소거
- 시각적 착각으로 존재감 약화
- 표면의 입자화로 볼륨을 경량 

Ÿ Water/Glass
Ÿ Chokkura Plaza
Ÿ 로터스 주택

- 자연에 순응하기 위한 건물의 
반오브제성과 경량화된 구조

- 비움을 통해 도시와 자연을 연결

Ÿ 히로시게 미술관
Ÿ 네즈 뮤지엄

- 내부와 외부를 연속시키는 무연의 
엔 공간

표 17. 쿠마 켄고의 자연과 건축과의 연계 방식에서 나타나는 전통적 요소

4.3.3 공간 구성 방식

(1) 반투명한 경계의 사용

쿠마 켄고 건축의 공간구성은 안도 타다오의 건축처럼 내·외부

공간의 볼륨을 반전하거나 높낮이 차를 두어 복잡한 동선 체계르

르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입체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단순한 공

간 구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건축에서 내부공간을 구획하기 위

해 다양한 레이어를 중첩하거나 반투명한 재료를 통해 공간 간의

경계를 약화시키고 있다. 약한 경계로 인해 각각의 공간은 단일

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 공간과 지속적으로

시각적 또는 청각적인 간섭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일본

전통건축에서 보이는 모호한 경계와 함께 의식적으로 공간을 인

지하는 시키미(閾)의 공간개념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히로시게 미술관(2000) 내부공간의 일부는 얇고 반투명한 소재

의 레이어들을 사용해 구획되어있다. 또한 이 레이어들의 중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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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내부공간은 물리적으로 격리되지만, 시각적으로 투과되어

모호한 경계를 보이고 있다. 2차원의 평면적인 레이어들이 반복

적으로 겹쳐져 배치됨으로써 서양의 투시도 기법과는 다른 공간

감을 연출하고 있다.

또한 평면에서도 레이어의 중첩을 통해 내부-반내부-외부공간

사이에 단절된 경계가 아닌 점층적인 깊이감으로 어디까지가 경

계의 끝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내부에서는 외부의 자연적 요소

를 바라볼 수 있으며, 반대로 외부에서 진입할 때에도 시각적으

로 내부 공간을 인지하게 되면서 내·외부를 상호간섭 시키고 있

다.

그림 75. 레이어의 중첩을 통한 내부-반내부-외부 공간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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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히로시게 미술관. 레이어의 중첩을 통한 경계의 모호성

시키미의 상호간섭 분위기는 와시를 이용한 다카야나기 커뮤니

티 센터(2000)에서도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 쿠마는 일본 전통종

이인 와시를 사용하였다. 와시는 얇은 물성으로 인해 빛을 투과

하고 그림자를 연출하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지하게

한다. 와시로 이루어진 벽은 현대의 콘크리트 벽처럼 상대공간의

행위와 대화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나 관념적으로 인식하는 상

징적인 경계이며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필요한 공동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한 네즈 뮤지엄(2009)에서도 각 전시실 진입부를 반투명한

패브릭으로 구획함으로써 물리적인 분리가 아닌 융통성 있는 경

계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관람객들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관계

를 유발한다.

그림 77. 다카야나기 커뮤니티센터(좌)의 와시와

네즈뮤지엄(우)의 패브릭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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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쿠마 켄고의 공간 구성은 완벽한 단절이 아닌 레이어,

와시, 패브릭 패널 등의 반투명한 투과성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인접된 공간과의 간섭을 유발하고 있다. 이 점은 사용자들 간의

관계에 의해 공간을 경험하는 일본 전통건축의 계승으로 볼 수

있다.

(2) 단위공간들의 조합

쿠마 켄고는 현대의 건축물들이 거대해질수록 건축적 단위가

느껴지지 않아 심리적으로 기댈 수 없다는 한계점에 주목하였다.

그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휴먼 스케일의 작은 단위공간의 사용

의 역설하는데, 안도의 건축물도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되면 단위

공간이 느껴지지 않아 불안하다고 비평한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물체이고 동물이다. 생물이니까 자기보

다 더 큰 덩치에 위화감을 느끼거나 압도당한다. 커다란 규모

가 요구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분할이란 기법을 사용, 인간

이 편안하고 안락하다고 느끼도록 하는 게 건축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105)

규슈 게이분칸 뮤지엄 본관(2013)은 큰 규모를 요구하는 프로

젝트이지만, 지붕을 재정의 하는 방식으로 디자인한 작품이다. 전

체지붕을 내부 공간 단위로 분절을 하여 개별적인 지붕이 존재하

고, 이것들이 하나의 건축물을 구성하는 형태이다. 전체는 크지만

작은 개별 공간들과 이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지붕이 옹기종기

모여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의도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전체적

인 형태가 의미하는 것보다 각각의 내부공간들이 전체를 형성한

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건축적으로 실현한 점으로 부분이 전

체를 형성하는 일본 전통건축 사상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105) 쿠마 켄고, 쿠마 켄고: 건축적 실험과 진화, 월간SPACE 2013년 6월호 (547

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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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규슈 게이분칸 뮤지엄 본관 전경 및 내부사진

그림 79. 규슈 게이분칸 뮤지엄 본관 단면도

또한 Asakusa Culture Tourist Information Center(2012)는 단

위를 통해 전체를 형성하는 건축사고의 도심형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8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은 기존의 빌딩과 다른 양상의 단면

을 갖는다.

마치 8개의 건물을 수직적으로 쌓아 올린 것처럼 개별의 지붕

이 있는데, 지붕의 경사로 인해 발생되는 빈 공간은 설비공간으

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큰 볼륨으로 내부를 사용할 수 있다. 경사

진 지붕으로 인해 경사진 바닥면을 이용해 계단식 강연실로 사용

하기도 하며, 각층의 다양한 공간을 경험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여기서 보이는 단위공간의 수직적인 조합을 통해 쿠마는 현대 고

층건물이 주는 압도적인 거대함에서 탈피하면서도 도시의 요구에

적합한 규모의 건물을 디자인하는 새로운 수법으로 제시하고 있

다.



108

그림 80. Asakusa Culture Tourist Information Center 전경 및 내부사진과

동측 입단면도

전통 표현 요소 전통의 속성

공간
구성
방식

- 레이어의 중첩과 반투명한 소재를 
사용해 모호한 경계와 깊이감   

Ÿ 히로시게 미술관
Ÿ 다카야나기 커뮤니티 센터
Ÿ 네즈 뮤지엄

- 상호간섭적이며 관념의 상징적 
경계인 시키미

- 단위 공간의 조합으로 전체 
공간을 형성

Ÿ 규슈 게이분칸 뮤지엄
Ÿ Asakusa Culture Torurist Center

- 부분을 통해 전체를 구성하는 
증축정신

표 18. 쿠마 켄고의 공간 구성 방식에서 나타나는 전통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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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 타다오 쿠마 켄고
전통 표현 요소 전통건축의 특성 전통 표현 요소 전통건축의 특성

재료 
표현 
방식

Ÿ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한 장식 배제

Ÿ 벽면의 틈새와 하단 
창을 통해 빛의 
제한적 유입

Ÿ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연요소를 인지

Ÿ 단순함과 
무장식을 통해 
재료의 본성을 
살림

Ÿ 무채색의 공간에 
변하는 자연 
요소를 즐김

Ÿ 자연재료를 통해 
건축물에 시간성 
부여

Ÿ 부재의 조합으로 
전체 형태를 구축

Ÿ 증축 또는 해체의 
용이성

Ÿ 불완전함의 미학
Ÿ 부분을 통해 

전체를 구성하는 
증축정신

자연과 
건축의 
연계 
방식

Ÿ 프레임과 담장을 
이용한 원풍경의 
유입

Ÿ 자연요소의 
추상화와 건물간의 
연속성 확보

Ÿ 내·외부의 중간영역 
삽입

Ÿ 외부의 자연을 
내부의 자연으로 
치환하는 차경

Ÿ 자연물을 
상징화하는 축경 

Ÿ 내부와 외부를 
연속시키는 
무연의 엔 공간

Ÿ 시각적 소거
Ÿ 시각적 착각으로 

존재감 약화
Ÿ 표면의 입자화로 

볼륨을 경량
Ÿ 비움을 통해 

도시와 자연을 
연결

Ÿ 자연 순응을 위한 
형태 경량화와 
반오브제성

Ÿ 내부와 외부를 
연속시키는 
무연의 엔 공간

공간 
구성 
방식

Ÿ 벽과 단을 사용한 
회유식 동선

Ÿ 음영과 스케일의 
대비로 공간을 압축 
또는 팽창시킴

Ÿ 동선의 굴절과 
선회

Ÿ 여정에서 느끼는 
공간의 중요성

Ÿ 공간의 개폐를 
통한 역동적인 
공간감

Ÿ 레이어의 중첩을 
통한 모호한 
경계와 깊이감

Ÿ 반투명한 소재로 
경계 구획

Ÿ 단위공간을 통해 
전체 공간을 형성

Ÿ 불완전한 경계로 
인한 상호간섭

Ÿ 관념적이며 
상징적 경계인 
시키미

Ÿ 부분을 통해 
전체를 구성하는 
증축정신

표 19. 안도 타다오와 쿠마 켄고 건축에서 나타나는 전통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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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전통 표현 비교

지금까지 안도 타다오와 쿠마 켄고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전통

의 표현에 대해서 분석해보았다. 안도 타다오의 건축의 경우, 지

역적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전통의 형태가 아닌 정신을 계승해

야한다는 그의 전통적 개념으로 인해 절제된 태도와 자연, 인간,

공간간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디자인하고 있었다. 반면 쿠마 켄고

의 건축은 자연과 융합하는 전통 건축을 토대로 자연재료를 현대

적으로 재해석하고, 작은 부재, 작은 단위 등을 추구해 환경에 부

담이 덜 되는 건축을 보인다. 재료 표현 방식, 자연과 건축과의

연계 방식, 공간 구성 방식으로 본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재료 표현 방식

재료의 측면은 안도 타다오와 쿠마 켄고 건축의 가장 큰 차이

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안도 타다오 건축에서 가장 눈에 뜨는

특징 대표적 재료인 노출 콘크리트의 사용과 빛의 재료화이다.

노출 콘크리트 사용의 핵심적인 개념은 빛을 투영하는 전통 건축

의 장지문이나 토벽과 같이 자신을 소거시키면서 시간에 따라 변

화하는 자연요소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캔버스와 같은 역할을 한

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빛은 공간을 채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재료라 할 수 있다. 코시노 주택과 쇼세이칸 주택 다실에

서 확인하였듯이 콘크리트 벽을 구축함에 있어서 목조형식과 유

사하게 관입과 틈을 두어 빛을 제한적으로 공간에 유입하고 있

다. 이로 인해 육중해 보이는 외관과 달리 내부는 빛과 그림자로

인해 한결 가벼운 물성으로 변화하며, 스키적인 분위기를 형성한

다.

반면 쿠마 켄고는 자연에 순응하며 건축에 시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자연재료를 사용하고 있었다. 안도의 건축이 시간에 따른

자연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여백을 강조한 건축이라면, 쿠마 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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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건축은 건축 스스로가 자연의 생물처럼 시간에 따라 황폐해

져가고, 서서히 죽어 자연과 융합할 수 있는 건축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자연재료의 고유의 물성을 유지하면서도 장식

재 이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히로시게 미술관, 다카야나기 커뮤

니티 센터, Great Bamboo Wall 등의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

다. 모색해오고 있다.

재료의 구축방식으로는 분절된 부재로 단위 유닛을 만들어 이

를 쌓아가면서 전체를 만들어가는 방식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구축방식은 일본 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증축의 정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내포하며 해체 작업도 용이해 쿠마 켄고가 추구하는 죽음에

이른 건축을 구현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쿠마 켄고의 건축은 일

본의 전통적 자연관을 토대로 건축적 아이디어, 재료의 선택이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자연과 건축의 연계 방식

안도의 건축은 전통적인 차경수법을 차용하여 원풍경의 자연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표현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기하학적 프레임

을 통해 자연물을 일정부분 잘라 보여주거나, 그 프레임으로 인

해 자연물을 인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자연물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라기보다 안도의 해석에 의해 추상화된 자연으로 건물에 유

입된다. 또한 폐쇄적인 파사드로 둘러싸인 건축 내부에 다시 외

부공간을 놓음으로써 내부지만 외부이며, 외부지만 내부와 같은

중간영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서구적 관점에서 보면 비합리적인

이 공간은 빛, 바람, 하늘과 같은 안도가 말한 추상화된 자연 인

자들을 유입함으로써 건축과 자연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형태

는 다르나 불완전한 중간경계의 공간은 전통적 매개공간인 엔을

현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쿠마 켄고 건축이 자연과 연계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건축을

지우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방식으로는 시각적 착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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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존재감을 약화시키는 방법과 건축 표면의 입자화하여 볼륨을

경량화하는 방식이 있었다. 이러한 방법의 배경은 반오브제의 건

축물로서 자연과 융화하고자하는 전통건축의 개념에서 비롯되었

다. 건축물과 자연과의 연속성을 도모하는 방법과 입자화를 통해

바람, 빛 등의 자연 인자를 내부로 끌어들이고 있었으며, 쿠마의

건축도 역시 무연의 매개공간을 두어 주변 환경과 관계 맺고 있

었다. 그러나 안도 타다오의 건축이 폐쇄적인 파사드로 도시환경

과 단절한 채 내부에 따로 자연과 교감하는 공간을 유도하고 있

다면, 쿠마의 경우 도시와 자연 사이의 매개적인 요소로 건축물

자체를 활용하고 있었다.

(3) 공간 구성 방식

안도의 건축은 단순함과 절제된 재료 표현과 달리 복잡한 공간

구성을 갖고 있다. 침전조와 회유식 정원에서 보이는 동선체계를

현대건축에 적용함으로써, 시시각각변하는 장면을 연출할 뿐만

아니라, 좁고 단순한 형태의 경험을 반복시켜 보다 넓은 공간으

로 느끼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회유식 동선과 더불어 공간감을 압축하고 팽창시키는 특

성 또한 나타났다. 이러한 역동적이고 풍부한 공간감은 가변적

특성으로 인해 공간의 깊이가 예측되지 않는 일본 건축이 주는

경험의 현대적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비록 가변성이라는 것을 살

리진 않았지만, 음영과 스케일감의 대비라는 방식으로 다양한 공

간을 경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안도의 건축의

공간 구성 방식은 의도적으로 공간을 복잡화함으로써 다양한 장

면의 변화와 함께 그 공간의 경험하는 여정을 중시하는 전통적

구성과 상당히 유사하다.

반면 쿠마 켄고 건축의 공간 구성은 매우 단순하다. 몇 번의

단차를 이용해 수직 동선을 꼬아 입체적인 경험을 유발한 것이

안도 건축이라면 쿠마 켄고의 작품은 오히려 매우 평면적이며 간

결한 공간 내에 상호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반투명한 몇 개의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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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의 중첩으로 구획된 내부공간은 시각적 투과로 인해 안도 건

축의 공간감과는 다른 일본전통 회화적인 공간감을 연출한다. 또

한 전통종이인 와시나 반투명한 패브릭을 통해 상호간섭이 가능

하고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는 모호한 경계를 만들어 내고 있었

다. 이는 일본 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관념적이고 상징적인 경계

인 시키미(閾)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단위공간으로 하나의 전체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 또한 쿠마 켄

고 건축에서 눈에 띄는 전통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큰 규모를 요

구하는 건축물이어도 작은 지붕으로 분절하거나 Asakusa

Culture Tourist Information Center의 사례처럼 단위공간을 수직

적으로 쌓아 고층 건물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을 시도하면서, 계

획부터 건축물을 형상화하는 작업을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

은 일정한 단위공간의 증축으로 인해 전체를 형성했던 일본 전통

건축의 현대적인 적용 방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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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 타다오 쿠마 켄고

전통
개념 Ÿ 절제와 간소함의 정신과 감성 Ÿ 건축과 자연과의 융합적 관계

재료
표현
방식

Ÿ 단순화한 공간구성과 재료를 
통해 내부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연 인지 

Ÿ 자연재료를 사용을 통해 건물 
자체가 시간성을 갖도록 함  

자연과의 
연계 방식

Ÿ 프레임을 통해 자연물을 추상화
Ÿ 도시와 폐쇄적인 관계: 건축 

자연을 인지하는 공간을 마련

Ÿ 건축물을 자연에 소거시킴 
Ÿ 도시와 유기적인 관계: 건축물이 

도시와 자연을 매개하는 역할

공간
구성
방식

Ÿ 전통적인 회유식 동선 사용과 
공간감 압축 팽창

Ÿ 개인 사용자의 체험이 중요

Ÿ 부분을 통해 전체를 형성과 
모호한 경계로 인한 상호간섭 
유발

Ÿ 사용자 간의 관계가 중요

표 20. 전통 표현 비교를 통한 안도 타다오와 쿠마 켄고 건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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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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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대건축의 담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통을 바라

보고, 전통에 대한 논의와 현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된 일본 현대

건축에서 나타나는 전통의 표현에 대해서 다루었다. 일본의 시대

적 맥락과 함께 건축계에서 정의하는 전통의 개념과 표현 방식을

알아봄으로써, 앞으로 현대건축이 해결해야할 전통과의 단절 및

방향을 설정하는 배경 자료로써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유사한 고건축 문화와 동양사상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경우, 계속적인 전통에 대한 논의와 건축가들의 관심을 통해 형

태적인 요소를 복제하는 단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전통의 현대화

에 대한 건축적 방법을 다양화하고 심화해나갔다. 따라서 전통

해석과 그 건축적 표현에 대한 변화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

건축계의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았다.

과거 서구화 시대와 50년대의 전통논쟁 시기는 복제된 전통 양

식을 당시의 새로운 건축물과 결합하거나, 국제 양식과 전통 건

축의 형태적인 유사성을 찾는 것과 같이 형태적인 차용을 통해서

만 계승하려는 단편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후 메타볼리즘

건축의 경우는 일본의 자연관에서 출발한 전통 개념을 당시 기능

주의 건축과 결합하여 표현하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토대에서 현

대 일본건축에서 정의내리는 전통의 성격을 규명하고, 건축적 표

현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건축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

통이 작품 활동의 주된 건축철학으로 작용하고 있는 3세대 건축

가 안도 타다오와 4세대 건축가인 쿠마 켄고의 작품을 분석해보

았다.

안도 타다오와 쿠마 켄고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전통 표현 특성

을 살펴본 결과, 과거 일본 건축에서 보였던 전통의 형태적인 측

면에 치우친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개념적인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었다.

즉 과거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통 건축이

내포하고 있는 삶의 생활 방식, 내면적인 정신세계 그리고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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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계성을 찾아내 이를 보편적으로 유행하는 건축과 다른 새

로운 건축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안도 타다오는 콘크리트라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색채를 가지며, 인간 중심적으로 기존 모더니

즘 건축과 차별화된 건축을 만들었다. 현대적 재료를 사용하였지

만 그의 한정된 재료와 절제된 형태, 복잡한 동선과 풍부한 공간

감의 연출은 전통적 삶의 방식의 회복과 일본인의 자연관에서 비

롯된 것이다.

또한 쿠마 켄고는 건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급격해지

고 있는 현 사회에서 그 해답을 전통에서 찾고 있으며, 이를 바

탕으로 하나의 디자인 개념으로서 자신의 건축철학을 완성하였

다. 형태론적인 측면에 치중하지 않으며, 재료에 따른 구축방식과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에서 새로운 건축기법을 선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현대 건축에서 나타나는 전통 표현 방식은 하나의 방식

으로 고정되기보다는 전통을 해석하는 건축가의 사고에 따라 점

차 다양화되고 넓은 범주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전통

해석 영역의 다양성을 인정한다기보다, 전체적인 시대적 맥락 속

에서 현대 건축이 꾸준히 찾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연결고리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두 건축가의 작품에서 보이는 전통

구현 과정은 우리에게 전통 표현 영역을 한 단계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자극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전통’이라는 측면으로 일본의 현대건축의 분석하고

자 하였다. 그러나 모든 현대건축이 전통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

며, 전통이라는 프레임 안에서만 대상 사례를 분석하여 도시 맥

락의 수준이나 해외에 지어진 대상 건축가들의 작품까지는 보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전통의 개념은 항상 고정되기보다 시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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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요구에 입각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재생산된다. 따라서 전

통은 현시점에서 현대 건축계의 방향성을 제기하며, 지역성, 지속

가능성, 공동성 등과 같은 현대건축이 꾸준히 찾고자 하는 부분

에 대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현재에도 현대와 과거라는 이분법적인 태도가 한국 건축계에

많이 남아 있다. 현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건축 방법을 모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전통이 갖는 가능성을 염두하며, 전통과 현대를

이원화 하는 풍토에서 벗어나 넓은 스펙트럼의 시각에서 전통의

현대화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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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dition, is the result of co-expressed on the basis of

lifestyle and local characteristics transmitted as a unit of the

community family, nation and race. it is a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common sense. therefore, the tradition is

located in the base of value which are pursuing in the world

of modern architecture such as locality, regionality and

cooperativity. in addition, tradition is not a fixed element that

is stopped at the time of the previous. it can reinterpretation

and reinvention steadily with modern perspective to reflect the

value of future and contemporary.

after modernism, it had lost diversity of the region, in spite



124

of the flow of building material and construction method of a

single form, Japanese architecture showed aesthetic sense and

its own personality. the background to this, even while

accepting the western civilization, at same time, there were

efforts to modernize and reinterpretation to the tradition of

Japan on an ongoing basis. The relationship with the natural

aesthetics of tradition that is displayed in the Japanese

architecture. and concept of space is worth as a new

alternative to sole the environmental problems and urban

problems of today. in the course of discussion of traditional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status of each era in

Japan. from westernization era of the 19th century to

metabolism period, each method has their own methodologies

but the context can be found traditionally. for example,

form-specific binding between the East and West, the

discovert of a similar manner to modernism, and the fusion of

mind of traditional and functionalism.

in this thesis, by investigate the nature of the tradition

descending from architecture of contemporary Japan, to

examine the representation architectural, and trying to figure

our the direction of modern architecture. I selected as subject

of study the works of Kengo Kuma who is an architect of the

fourth generation and architect Tadao Ando who is the

representative of third generation. he is acting on the main

philosophy of this work from tradition. While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traditional values, architect of both is proposing

the architectural style of the other surely building materials,

shape, and spatial techniques. Thus, to see the difference in

the traditional view that the situation according to the activity

period of architects both to act as the cause to b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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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s on the basis thereof.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dition of a variety of Kengo Kuma and Tadao Ando, it is

going to be a stimulus that will expand the area of the

tradition of representation we're stopped in modern field of

view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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