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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르 꼬르뷔지에의 ‘모뒬로르’ 

치수 체계 적용 방식에 대한 연구

- 르 모뒬로르, 1948와 모뒬로르 2, 1955 제안 

치수체계와 마르세이유 유니떼 다비따시옹, 1952의 

적용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김 정 민

지도교수 김 현 철

본 연구는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의 모듈러 치수체계가 적용된 

대규모 집합주거동 유니떼 다비따시옹Unite d’Habitation의 실질적 분

석을 통해 모듈러의 적용종류와 방식 및 효과를 살펴보고 모듈러 치수

체계의 효과 및 한계점을 밝히고자 한다.

르 꼬르뷔지에의 생애 설계전략의 주된 연구는 건축적 산책과 공간 

형태에 따른 시퀀스에 관한 공간 구성 전략이다. 이렇게 인간의 시각적 

인지 효과에 중점을 두고 공간 구성 요소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공간 

설계를 해왔던 꼬르뷔지에가 일련의 특정 치수들의 조합인 모듈러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꼬르뷔지에의 설계 전략의 패러다임 변화라 할 수 

있다. 이에 모듈러에 대한 이해와 평가는 개념적 접근뿐만 아니라 모듈

러 이론을 적용하여 변화된 공간 구성 방식의 실질적인 적용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모뒬로르와 모뒬로르 2 저서를 통해 모듈러 이론상에

서 제시되는 비례 체계와 그 치수들의 조합에 의한 실제적 건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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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효과 및 비례 관계를 찾기 위한 근거와 배경을 살펴보고 모듈

러의 적용 방식을 분류하였다. 모듈러 적용방식은 신체 비율에 따른 치

수 적용의 신체비례적 접근, 모듈러 치수들의 연속적 나열을 통한 수열

적 접근, 그리고 사각형을 모듈러 치수의 조합으로 분할하는 분할적 접

근이 있다. 

이 분류 기준을 토대로 마르세이유 유니떼 다비따시옹을 대상으로 

단위주거 내부에서부터 단위주거의 조합으로 구성된 각 층과 건물전체, 

부가적인 옥상 정원과 1층 필로티부로 세분화하여 모듈러 치수체계가 

적용된 부분과 미적용된 부분을 분석하고, 각각의 적용방식을 분류하였

다. 단위주거 내에서는 신체비례적 치수들이 사용되어 공간을 구성하

고, 이 치수들의 분할과 조합을 통해 단위주거의 기본 틀을 형성하였

다. 단위주거의 조합인 주거부와 호텔부에서는 단위주거의 반복적 수열

을 통한 조합과 다양한 분할을 통해 건물 전체로의 확장이 나타난다. 

옥상 정원과 1층 필로티부에는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용이 주가 아닌 

오브제와 건축적 산책을 유도하는 공간 구성이 주로 사용되어 모듈러 

치수체계가 오브제의 형태나 건축적 산책선을 보정, 제어하는데까지는 

미치지 못함이 나타난다. 

유니떼 다비따시옹 도면 분석과 분류를 통한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

용 방식과 각각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신체비례에 따른 모듈러 치수체

계의 적용은 신체 비율과 신체 행위에 비례하는 치수를 적용하여 공간

과 사물을 구성하였고, 신체 행위를 유발하거나 그 비례적 공간을 형성

하였다. 수열에 따른 모듈러 치수체계는 피보나치 수열 상의 연속적인 

치수를 사용하여 다른 공간으로의 전이를 강조하였고, 한 치수의 반복

적인 수열은 인간의 스케일에서 도시의 스케일로의 확장성을 나타내었

다. 분할에 따른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용은 분할과 그 조합을 통해서 

인간의 스케일에서 단위주거와 주거동 스케일로의 연결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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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치수체계에 속하지 않는 치수들의 사용은 미적용 치수로 분

류하였는데 미적용 치수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내부의 건축자재나 

구조적 측면에서 사용되었다. 단위주거의 조합이 아닌 부가적인 공간인 

옥상 정원과 1층 필로티부에는 모듈러 치수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건축

적 산책을 유도하는 공간 구성 방법이 적용되었다. 이로부터 모듈러 치

수체계의 의의를 강조할 수 있는데 모듈러는 모듈러가 적용되어 설계

된 공간이나 사물의 총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닌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

용을 통한 분할과 조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꼬르뷔지에는 모듈

러 치수체계의 완벽한 사용보다 인간의 사용과 지각, 즉, 시각적 측면

에서의 효과를 중시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가 지금까지 주된 연구였던 꼬르뷔지에의 모듈러 이론의 개

념적 연구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효과 분석을 통해 모듈러 치수체계가 

적용된 설계전략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돕고 꼬르뷔지에의 모듈러 적

용 공간의 효과 연구에 대한 기초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주요어 : 르 꼬르뷔지에, 모듈러, 비례체계, 치수체계, 유니떼 다비따시옹

학  번 : 2016-2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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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1948년 발표된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의 모듈러

Modulor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은 모듈러 치수체계가 적용된 대

규모 집합주거동 유니떼 다비따시옹Unite d’Habitation의 분석을 통해서 

모듈러의 적용종류와 적용방식 및 효과를 살펴보고 모듈러 치수체계의 

효과와 한계점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는 78여년 생애에 걸쳐 앞으로 이루어져

야 할 건축을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 반복해서 주장하며, ‘건축적 산책

promenade architectural(1911),’ ‘도미노 체계에 의한 쁠랑리브르

Domino-plan libre(1900),’ ‘새 건축의 5요소Les 5 points d’une 

architecture nouvelle(1926),’ ‘4구성Les 4 Compositions(1929),’ ‘무

한성장건축Musee a croissance ilimitee(1929),’ ‘르 모뒬로르Le 

Modulor(1948/1955)’ 순으로 이론을 발표하였다.1) 모듈러를 제외한 르 

1) 김현철, 동경국립서양미술관(1957-1959) 공간 구성 분석을 통해 본 르 꼬르뷔

지에의 ‘생애 건축 설계 전략’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논문집,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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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르뷔지에의 모든 설계 전략들은 건축적 산책과 공간 형태에 따른 시퀀

스에 관한 공간 구성 전략이다. 이렇게 인간이 사물과 공간을 인지하고 

움직이는 시각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공간 구성 요소를 자유자재로 사용

하는 공간 설계를 해왔던 꼬르뷔지에가 일련의 특정 치수들의 조합인 모

듈러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꼬르뷔지에의 설계 전략의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모듈러의 효과는 어떠하며 그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점에서부터 출발한다. 

르 꼬르뷔지에는 모듈러 이론 발표 이전의 공간 구성 전략을 통한 설

계에서 발생하는 임의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선Les traces 

regulateurs을 사용하여 건축 외관을 조화로운 동일체로 제어하였는데 이

를 통해 르 꼬르뷔지에가 비례에 대한 염두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르 꼬르뷔지에는 1920년대부터 후반부터 도시계획이나 공공건

물같은 거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작품구상을 시작하였고, 1929년 발표

한 ‘도시론Urbanism’에서 모듈러의 근원에 대한 발상을 찾아볼 수 있

다. 르 꼬르뷔지에는 인간과 도시의 경관에 규칙을 정하고 이러한 큰 불

일치의 고통스러운 불협화음을 종결시켜야하며, 우리 자신의 척도에 대

한 측정의 단위들을 발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상대

적으로 작은 크기와 근대적 도시 계획의 거대함 사이를 중재할 수단이 

필요함을 선언하였다.2) 그리고 이를 집대성한 것이 르 꼬르뷔지에가 관

련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 작업을 통해 1948년 발표한 ‘건축과 기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인간 척도를 기반으로 만든 조화로운 치수 

체계’인 ‘모듈러’이며 이 치수를 적용하여 처음으로 완성된 프로젝트

가 1952년 완공된 마르세이유 ‘유니떼 다비따시옹3)’이다.

2) Le Corbusier, (1929), Urbanism, p.109

3) 유니떼 다비따시옹은 1947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어 1952년 마르세이유에 지어

진 후 낭트Nante-Reze (1953-1955), 베를린Berlin (1957), 브리이Briey en Foret 

(1956-1963), 페르미니Firminy (1959-1967)에 모듈러를 적용하여 비슷한 형태로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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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질서 정연한 체계인 모듈러의 치수를 이용해 초기 작품에서 

발생한 공간 구성 전략을 통한 설계에서 발생하는 임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꼬르뷔지에 본인 또한 모듈러에 의한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또한 그의 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듈러를 통한 르 꼬르

뷔지에의 공간 구성 설계 방식의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평가받는 것은 아

니다. 모듈러 체계 자체에 대한, 또는 모듈러 비례 체계를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 설계 방식에 대한 비판도 함께 따라왔다. 

대표적인 모듈러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아른하임Arnheim은 

모듈러 이론의 결과물인 치수체계상의 치수들 간의 관계와 그 비례에 대

한 연구를 하였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치수에만 치중하여 건축에서의 

실제 적용 효과를 파악함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 코넬리스Cornelis는 르 

꼬르뷔지에의 전체 설계 전략의 경향과 인식 변화를 중점으로 하여 모듈

러를 통한 꼬르뷔지에의 설계 인식 변화를 실질적 도면 비교를 통해 하

였으나, 설계 방식 비교에 집중하여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용에 의한 효

과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브돈Boudon 교수는 유니떼 다비따시옹에 적용

된 모듈러 치수와 의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모듈러 치수가 적용된 실질

적 분석을 하였으나 모듈러는 개념이 다른 비례와 척도를 화합하려했던 

르 꼬르뷔지에의 모순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하였다. 그의 연구는 거

대한 규모의 치수들의 관계는 작은 치수들의 관계가 다르지 않은 이러한 

동일한 규칙이 유니떼 다비따시옹에 강제되었다4)는 평가의 개념적 의미

에 방점을 두었고 또한 모듈러 치수체계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연구는 생략되어 있어 한계점을 보인다. 이에 김현철 교수는 르 꼬르뷔

지에의 생애 건축 설계 전략 별 연구를 통해 모듈러의 시기별 적용 방식

을 규명하였고, 실질적인 모듈러 치수의 적용된 부분과 미적용된 부분의 

구분을 통한 효과 및 3차원적 공간효과 분석을 다음 연구 과제로 제안하

였다. 

4) Philippe Boudon, (1993), Introduction à l'architecturologie p.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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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에 대한 이해와 평가는 개념적 접근뿐만 아니라 모듈러의 실제

적인 적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유니떼 다비따시옹은 모듈러 치수만이 

적용되어 건설되었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많은 부분에는 모듈러 치수

가 아닌 임의적인 치수가 함께 사용된 부분이 존재한다. 모듈러 적용의 

효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미적용 치수가 적용된 곳을 분석하고 그 이유와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가 기존의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게 

되는 부분일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모듈러 치수체계에 대해 연구하고 유니떼 다비

따시옹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 적용방식은 무엇인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모듈러 치수체계가 적용된 공간

의 효과와 모듈러 치수체계의 미적용 부분의 분석을 통해 그 한계점을 

파악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르 모뒬로르Le Modulor와 모뒬로르 2Modulor 2와 함께, 두 

저서가 발표된 1948년과 1955년 사이에 모듈러 이론이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최초로 1952년에 지어진 마르세이유 유니떼 다비따시옹을 분석

의 대상으로 삼는다. 

유니떼 다비따시옹은 다양한 개념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거대주거동

으로서 여러 측면에서의 분석이 가능하다. 르 꼬르뷔지에의 기존의 설계 

방식인 건축적 산책 개념으로서, 또한 2차 대전 이후 발생한 주택공급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건설되어 집합주거 개념의 형성 배경인 기

계 미학과 도시론적으로도 분석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미시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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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하여 모듈러 치수의 적용에 초점을 맞춘다.  

연구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모뒬로르와 모뒬로르 2 저서를 통해 모듈러 이론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함께 모듈러 이론상에서 제시되는 비례 체계와 그 치수들

의 조합에 의해 실제적 건축 적용에서의 효과 및 비례 관계를 찾기 위한 

근거와 배경을 살펴보고 그 적용 방식을 분류 및 분석한다. 

3장에서는 마르세이유 유니떼 다비따시옹을 대상으로 단위주거 내부

에서부터 단위주거의 조합과 확장을 통해 어떠한 체계로 건물 전체에 이

르기까지 세분화하여 모듈러 치수체계가 적용된 부분과 방식을 분석한

다. 유니떼 다비따시옹은 독신자에서부터 4-8명의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에 이르기까지 거주자의 생활 유형에 따른 총 23가지의 유형이 조합되었

다. 그 중 세부까지 모듈러에 따라 상세하게 설계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주거유형들의 기본이 되는 

E유형의 단위주거를 시작으로 주거층, 호텔층, 옥상, 그리고 건물 전체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모듈러 치수체계가 적용되었고, 그 효과는 

어떠한지 분석한다. 

4장에서는 2장의 모듈러 적용 방식과 3장까지의 도면 분석 내용을 바

탕으로 한 분석 내용의 총 정리로서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용 방식을 분

류하고 각각의 적용 방식의 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모듈러의 분석을 바

탕으로 발견된 모듈러 치수체계의 의의와 한계점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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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듈러 이론의 이해와 접근방식

2.1 모듈러 이론과 황금비율의 이해

2.2 모듈러 이론의 신체비례적 접근

2.3 모듈러 이론의 수열적 접근

2.4 모듈러 이론의 분할적 접근

2.5 이론 치수에서 전환된 실제적용 치수체계

2.6 소결

모듈러는 르 꼬르뷔지에가 인간이 확고히 가장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황금비례, 신체에 기반을 둔 측정 도구, 피트와 미터 체계의 통합, 

대량 생산을 위한 측정 방식 등의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고 개발한 이론

이다. 본 장에서는 모듈러 치수체계의 실질적 분석을 위하여 모듈러 이

론의 기하학적, 수학적 측면에서의 형성 과정을 중점으로 하여 모듈러 

이론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제공하고 건축에의 실제적 적용이 가능한 방

식별로 분류한다. 

2.1 모듈러 이론과 황금비율의 이해

2.1.1 조정선Les traces regulateurs

르 꼬르뷔지에는 모듈러에서 황금분할, 정사각형, 직각의 위치 같은 

모듈러의 기본적인 기하학 원리가 조정선에서 시작되었다고 밝힌다. 이

를 통해 조정선이 모듈러 이론이 완성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유추

해 볼 수 있으며 이에 이 절에서는 조정선의 특징들을 모듈러와의 비교

를 통해 살펴보고 모듈러와 조정선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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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이론이 확립되기까지 조정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조정선은 르 꼬르뷔지에의 ‘새 건축의 5요소’ 중 ‘자유로운 입

면’과 ‘4구성’ 설계 전략과 관계된다. ‘새 건축의 5요소’ 측면에서

는 입면이 돔이노Dom-Ino 구조 슬라브의 바깥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구조로부터 분리되어 자유로워진 입면은 정면성이 강조된다. 또한 르 꼬

르뷔지에는 ‘4구성’ 설계 전략을 통한 설계에서 발생하는 임의성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태를 제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느꼈고 이

의 해결 방법이 조정선Les traces regulateurs을 사용하여 건축 외관을 

조화로운 동일체로 제어하는 것이었다. 

‘4구성’ 설계 전략을 통해 형성된 입면은 르 꼬르뷔지에에게 있어 

완벽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2-1-1-1]처럼 주택 입

면의 장방형의 표면 안에 유사한 비를 가진 대각선을 토대로 하여 입면

의 창문, 문 등의 세부적인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서로 조화

를 이루게 하였다. 이렇게 조정선이 적용된 입면은 입면의 크기가 크고 

작음에 따라 대각선 또한 비례하여 증가되고 축소된다. 이에 따라 조정

선이 적용된 입면은 순수하게 기하학적이며, 조정선은 스케일과 무관한 

비례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1-1] 빌라 라로슈Villa la roche의 외관에 적용된 조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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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정선을 통해 로 꼬르뷔지에 자신이 만족할만한 입면의 정리

에는 성공했으나 유사한 비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본질적인 측

정 방식을 오랫동안 고안해왔다. 그의 조정선에 대한 의심과 보다 더 확

실한 체계에 대한 갈망은 모듈러의 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독특한 평형감각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구성 자체

의 요구에 따라 특정한 형태로 선택된다. 그 구성은 이미 형식화되어 있고, 

이미 훌륭하게 실존하고 있다. 선은 다만 기하학적 평형의 차원에서 질서와 

명료성을 수립하여 참된 정화 작용을 이룩할 따름이다. 조정선은 결코 여하

한 시적 개념이나 서정적 개념도 가져오지 않는다. 선은 작업의 주제에 영감

을 주지 않는다. 결국 선은 창조적이지 못하다. 조정선은 단지 균형을 수립

할 따름이다. 깨끗하고 단순한 조형성의 문제인 것이다.5)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르 꼬르뷔지에는 파르테논 신전과 유럽의 사

원들과 성당들, 회화 작품 등에 적용된 황금비를 발견하고 조정선의 임

의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하학적, 수학적 방편인 직각과 황금분

할이라고 확신한다.

2.1.2 황금분할의 비례 격자

1943년부터 시작된 모듈러에 대한 연구는 건설 상업 물품을 표준화하

자는 AFNOR(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의 제안에 따라 작업장

에 규칙이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작됐다. 르 꼬르뷔지에는 

AFNOR이 사용하려는 미터와 피트 체계에 의존하여 정하는 방법은 관습

적이며, 무언가 수학적 연결 관계가 분명하여 후에 국토의 전역에 적용

될 수 있는 규칙이 되며 조화와 비례의 끝없는 연속성을 넓혀줄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5) Le Corbusier. (1948). Le Modulor ; 모듈러 르 꼬르뷔제의 비례론, 박경삼 역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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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꼬르뷔지에는 [그림 2-1-2-1]에서 볼 수 있듯이 기하학적 구축의 

기본적 향상인 완전성을 나타내는 형태의 정사각형에서부터 작도를 시작

한다. 처음의 정사각형 abcd의 중앙선 ef에서 그의 황금분할 ec와 eg를 

얻는다. 반대편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작도한 후 처음 정사각형 위에 직

각을 설치하면 점 l과 m을 얻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동등한 크기의 인

접한 두 정사각형인 ghlk와 ijlk이 형성되고 이들은 모두 처음의 정사각

형 abcd와 크기가 같다. 

이렇게 작도된 비례 격자 안에서 각각의 변들은 황금분할 ∅(파이)의 

관계에 있는데 ec와 eg뿐만 아니라 bi와 iq, dj와 qj가 그러하다. 

[그림 2-1-2-1] 황금 비례 격자의 작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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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모듈러 이론의 신체비례적 접근

파르테논 신전과 인도의 사원들, 그리고 수많은 성당들은 일관된 체계를 이

루는 정확한 측정 방법에 따라 건립되었다. 그 체계는 본질적인 통일성을 선

언하고 있다…그들이 사용한 측정 도구는 무엇이었는가?

그 도구는 영원하고 귀중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신체와 관련되어 있

었기 때문이다. 이 도구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았다. 팔꿈치, 손가락, 엄지손

가락, 발, 보폭 기타 등등…그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무한히 풍요롭고 미묘했

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아하고 굳건하며, 우리를 움직이는 조화의 원천인 신

체가 나타내는 수학의 부분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곧 아름다움 (확실한 인간

의 개념에 따라서 인간의 눈이 인정한 아름다움, 그 밖의 다른 기준은 존재

할 수 없다)의 구성 요소였던 것이다. 6)

신체 치수를 기준으로 한 측정 도구에 대한 르 꼬르뷔지에의 생각은 

황금비례보다 앞선다. 모뒬로르의 서문에서 모듈러의 연구의 의의를 밝

히며 신체를 기반으로 한 비례 체계와 그 실용성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밝힌다. 본 절에서는 황금비례 격자에 신체 치수가 어떻게 대입되었는지

를 이해하고 분석한다. 

  

2.2.1 비례 격자에의 신체 치수 대입

르 꼬르뷔지에는 [그림 2-2-1-1]처럼 황금비를 가진 비례 격자에 팔을 

들어 올린 인간을 넣어 작업장의 격자, 그리고 그 내부에 설치된 인간에

게 적합한 격자를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신장과 수학을 조화시킬 수 있는 

일련의 측정치들을 얻을 수 있었다. 

황금분할의 비례 격자에서처럼 하나의 정사각형에서 작도하는 것이 

6) Le Corbusier. (1948). Le Modulor ; 모듈러 르 꼬르뷔제의 비례론, 박경삼 역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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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정사각형 두 개를 사용한다. [그림 2-2-1-1]처럼 수직으로 쌓은 두 

개의 정사각형을 배꼽을 중심으로 양분되게 하여 인체치수에 연결시켰

다. 초기에는 신장 1.72미터의 남성을 기준으로 작도하였고, 르 모뒬로르

에서 확립된 모듈러 원리에는 꼬르뷔지에의 신장이였던 1.83미터(6피트)

의 남성을 기준으로 배꼽까지의 길이 1.13미터와 팔을 들어 올린 길이 

2.26미터를 정사각형에 대입하여 신체에 기반을 둔 황금비를 가진 비례

격자를 만들었다. 

[그림 2-2-1-1] 비례 격자에의 신체 치수 대입

[그림 2-2-1-2] 황금비와 신체 치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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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2]에서 1.83미터(6피트)의 남성을 기준으로 배꼽까지의 길

이 1.13미터와 팔을 들어 올린 길이 2.26미터를 정사각형에 대입한 수치

들을 확정시키고 이후에 그의 설계 작품에서 이 수치들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 비례 격자에 꼬르뷔지에가 초기에 1.75미터의 신장을 

대입했던 것처럼 다른 신장을 대입하여도 그 신장에 맞는 황금비례를 가

진 수치를 얻을 수 있다.

2.2.2 거주자의 사용과 지각

르 꼬르뷔지에는 신장 1.83미터(6피트)를 기준으로 한 치수를 비례 격

자에 대입하여 황금 분할을 하면 측정 단위의 몇몇 값들이 인간의 신장

과 관련된 특징임을 인식하게 된다. [그림 2-2-2-1]

226센티미터는 팔을 들어 올렸을 때의 길이로 공간의 높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183센티미터는 기준 신장으로서 머리까지의 높이에 해당한

다. 140센티미터는 서있는 상태에서 어깨를 걸칠 수 있는 높이, 113센티

미터는 팔꿈치를 걸칠 수 있는 높이, 86센티미터는 손바닥을 기댈 수 있

는 높이이다. 70센티미터는 앉아있을 때 팔을 걸칠 수 있는 높이, 43센

티미터는 정자세로 앉아있기에 적당한 높이, 27센티미터는 걸터앉아 있

을 수 있는 높이에 해당한다. 꼬르뷔지에는 이러한 수치들을 거주 공간

과 가구에 적극 사용하였고 이는 황금 분할을 통한 실용적 치수의 도입

이라 할 수 있다. 

27-43-70-113-140-183-226의 수치들은 신장 183센티미터의 사람에게

는 적합한 수치들이나 신장이 더 작거나 큰 사람들에게는 실용적인 치수

가 아닐 것이다. 이 점에서 불변의 가치를 갖는 기하학과 인간 사이에 

공통요소를 확립하려는 시도였던 꼬르뷔지에의 모듈러 치수체계에 대한 

비판과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꼬르뷔지에는 모뒬로르 저서에서 

“모듈러는 기본 체적이 2.26미터인 용기를 제공한다. 내 마음을 바꾸는 



- 13 -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나는 지난 20여 년 이상 손쉬운 통행을 위

하여 수많은 건물들에 사용해 오고 있던 문의 치수인 190부터 205까지 

치수를 고수할 것이다. 이것은 미묘한 차이이며, 개인적인 견해인 동시

에 모듈러의 개인적인 해석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듈러가 부과하는 제약

이며, 모듈러가 허용하는 자유인 것이다.”7)라고 밝힌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이 치수체계의 보편적 실용성에 대한 판단은 배제하고 치수의 적용 

방식에 집중한다. 

[그림 2-2-2-1] 신체와 연관된 모듈러 치수들

7) Le Corbusier. (1948). Le Modulor ; 모듈러 르 꼬르뷔제의 비례론, 박경삼 역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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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모듈러 이론의 수열적 접근

2.3.1 이중수열―적색계열과 청색계열

황금분할을 통해 형성된 치수 체계는 1-2-3-4식으로 단순히 증가하는 

미터법과는 달리 1.13미터를 기준으로 형성된 6-9-15-24-39-63-102… 의 

적색계열과 2.26미터를 기준으로 형성된 11-18-30-48-78-126-204… 의 

청색계열 같이 점증하는 치수 체계이다. 치수 체계를 기준으로 한 1.13

미터와 2.26미터가 배의 관계에 있어 각 계열에 있는 치수들도 마찬가지

로 배의 관계에 있다. [표 2-3-1-1]

또한 이 치수체계에서 그 크기가 작고 큰 두 방향으로 모두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듈러 치수 체계가 기존의 미터법이나 피트 

체계와 달리 역동성과 확장성이 강조된다. 이 치수 체계는 곧바로 마르

세이유의 유니떼 다비따시옹의 주거 각 부분을 구성하는 치수에 적용되

었다. 이를 상징하듯 유니떼 다비따시옹의 1층 벽면에는 모뒬로르를 상

징하는 인간 부조상이 노출 콘크리트 벽면에 치수체계를 보이는 물결척

도 무늬와 함께 새겨졌다.

[그림 2-3-1-1] 모듈러 치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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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피보나치 수열

1.13미터를 기준으로 형성된 6-9-15-24-39-63-102…의 적색 계열 치

수 체계와 2.26미터를 기준으로 형성된 7-11-18-30-48-78-126-204…의 

청색 계열 치수 체계는 각각 피보나치Fibonacci수열8)로 점점 증가하는 

치수 체계이다. 피보나치수열의 특성상 치수들은 치수 간의 차가 점점 

증가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르 꼬르뷔지에는 이를 인식하고 

치수들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적색 계열의 치수 체계와 청색 계열

의 치수 체계를 합쳐 함께 사용하였다. 바로 이 점에서 아른하임

R.Arnheim은 “모듈러 수열에서는 인접하는 수치만이 서로 단순한 관계

를 가지고 있으며 떨어져 있는 치수 간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

는다. 따라서 떨어져 있는 요소의 횡단적 결합은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9)라고 모듈러 치수체계를 비판한다. 

[표 2-3-2-1]에서 적색 계열 치수체계와 청색 계열 치수체계의 합을 

보면 그 수열은 더 이상 피보나치수열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인접하는 수치들 간의 관계마저 잃게 되는 것이다. 르 꼬르뷔지에는 유

니떼 다비따시옹 뿐만 아니라 모듈러 이론 발표 후의 모든 설계에서 적

색 계열과 청색 계열의 치수를 합쳐 사용한 치수체계를 사용하였다. 이

는 추후 3장과 4장에서의 수열로서의 분석에서 적색 계열과 청색 계열을 

합쳐서 사용한 치수 체계를 각각 분리시켜 봐야함을 알 수 있다. 

8) 피보나치수열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한 값이 세 번째 항이 되는 수

열로서 수학 공식은 f(n) = f(n-2)+f(n-1)이다.

9) R.Arnheim (1966), Toward a Psychology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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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치수 수열

적색 계열 청색 계열 합

단위(mm) 단위(mm) 단위(mm)

⋮

⋮ ⋮

4785 4785

3655 3655

2957 2957

2260 2260

1828 1828

1397 1397

1130 1130

863 863

696 696

534 534

432 432

330 330

267 267

204 204

165 165

126 126

102 102

78 78

63 63

48 48

39 39

30 30

24 24

18 18

15 15

11 11

9 9

7 7

6 6

⋮ ⋮

⋮

[표 2-3-2-1] 피보나치 수열의 모듈러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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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모듈러 이론의 분할적 접근

2.4.1 판의 구성Jeu des panneaux

모듈러 치수체계에 속하는 모듈러 수치는 수학적 크기에서가 아닌 그 

길이와 표면적과 부피에 의의가 있다. 르 꼬르뷔지에도 치수체계를 확립

시킨 후, 그 수치들의 조합을 ‘판의 구성Jue des panneaux’ 놀이라 명

하며 사각형을 치수체계의 치수를 통해 분할하거나 이어 붙이며 가장 만

족스럽거나 가장 아름다운 조합을 찾는 과정을 보인다.  

[그림 2-4-1-1] 정사각형의 분할 

르 꼬르뷔지에는 초기의 모듈러 비례격자에서 사용한 2.26미터의 변을 

갖는 정사각형을 모듈러 치수체계의 수치에 해당하는 사각형들을 이용하

여 분할하는 놀이를 한다. [그림2-4-1-1]에서 a에서는 황금분할에 따라 

상이한 5개의 판들에 의해서 나누어질 수 있는 정사각형의 분할은 총 16

개의 조합을 보인다. b에서는 4개의 상이한 판으로 나누어진 정사각형의 

분할이 다시 16개의 조합이 나온다. c에서는 3개의 상이한 판으로 나누

어 또다시 16개의 조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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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26센티미터의 분할의 기준인 정사각형에서 다른 황금분할의 

수치를 갖는 사각형으로 변화시키고 같은 값이거나 황금분할의 관계가 

있는 사각형을 조합하여 분할한다. 이러한 조합의 수는 피보나치수열의 

특성상 끝없이 발전하고 무한하며, 다양한 조건 속에서 적용의 포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4-1-2] 황금분할의 조합 

판의 구성

기호 기본값 수치(mm) 관계 수치(mm)

a 2260 절반 1130

b 2260 황금분할 1397

c 1828

d 1397

e 1130 황금분할 698

f 2260 절반 1130

g 1828 황금분할 1397

h 1130 기본값 1130

i 698 기본값 698

[표 2-4-1-1] 판의 구성 수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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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건축에의 적용

‘판의 구성’ 놀이는 이론적 측면에서 건축에의 실제적 적용으로 넘

어 가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놀이에서 나오는 치수들의 

조합과 사각형의 분할을 평면, 입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 둘이 합

쳐져 공간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4-2-1] 옷장 수납공간의 분할

  
[그림 2-4-2-2] 조합을 통한 평면 구성

모뒬로르 저서에서 초기 유니떼 다비따시옹에서의 모듈러 치수체계 

적용 관련 스케치를 보면 옷장 수납공간의 분할 [그림 2-4-2-1]과 평면

에서 구조 스팬[그림 2-4-2-2]에서 이 ‘판의 구성‘ 놀이를 연상시킬 

수 있다. 옷장의 높이는 기본값이 2.26미터를 그의 절반인 1.13미터로 분

할하였고 또 그의 황금분할인 0.86미터와 0.27미터로 나누었다. 그리고 

가로의 길이는 황금분할 값이 0.86미터를 반복적으로 조합하여 나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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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면에서는 M(3.66미터와 0.53미터의 합인 4.19미터10)의 치수가 가로

와 세로 방향으로 동등하게 정사각형 꼴로 조합되어 나아감을 볼 수 있

다. 

2.5 이론 치수에서 전환된 실제 적용 치수체계

2.5.1 유니떼 다비따시옹과 모듈러의 적용

르 꼬르뷔지에는 유니떼 다비따시옹의 설계를 시작한 1945년보다 훨

씬 더 이른 시기부터 근대도시에서 거대 주거동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

다. 1922년에 ‘300만을 위한 근대도시’의 계획안을 발표하고, 1930년

에는 이 계획안을 발전시켜 ‘빛나는 도시’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근대도시에서 실현가능한 주거동으로 1925년 ‘아파트형 저택

Immeubles-Villa’계획안을 제안하였는데 복층형의 단위주거와 단위주거

가 일렬로 나열된 형태, 한 건물 안에 공존하는 공공시설 등이 유니떼 

다비따시옹의 기본 형태와 유사하다. 

이러한 계획안들을 통해 르 꼬르뷔지에는 도시와 건축이라는 두 차원

에서 집합 주거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모색하였다. 형태적으로는 

기계 문명 사회의 새로운 세대를 위한 거주공간으로서 작은 건폐율을 가

지면서도 높은 용적률을 수용하는 고밀도를 유지하려하였다. 그 안에서 

개인 및 각 세대의 독립성과 가족 단위의 편의성을 충족하며, 자연 녹지

를 넓게 확보하고 태양 빛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였다. 도시 서민층을 

위한 주거정책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건설 부재의 표준화와 공업생산을 

통한 건설 기술의 향상과 기술에 의한 조립 시공력 향상으로 건설 시간

을 줄이고 원가를 파격적으로 낮추는 경제성 또한 목표로 하였다. 

10) 르 꼬르뷔지에는 모듈러 치수를 건축에 적용하면서 알파벳 기호를 사용하였

는데 유니떼 다비따시옹에서 내부의 길이를 3.66미터로 정하였고 기둥의 두께를 

0.53미터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총 스팬의 간격은 4.19미터로 M이라는 기호

를 사용한다. 3장에서 상세히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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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차 대전의 종결 후 1945년,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르 꼬르뷔지에의 근대 건축 교리를 잘 이해하고 있던 프랑스의 첫 

재건장관이 된 라울 도트리Raul Dautry로부터 거대 주거동의 설계를 의

뢰받았다. 이는 꼬르뷔지에가 2-30여 년 동안 탐구해 온 근대 사회의 거

대 주거동의 개념을 인간과 도시를 중재할 수 있는 수단인 모듈러를 통

해 집대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현행법을 위

반하여 건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부터, 1952년 완공 때까지 재

건성장관이 일곱 번이 바뀌는 등 많은 반대와 난제에 봉착했던 유니떼 

다비따시옹은 마침내 준공되었으며, 유니떼 다비따시옹은 르 꼬르뷔지에

의 새로운 원칙들과 기술들의 발명을 통하여 20세기의 시대적 난제들을 

건축으로 극복해낸 해결책이었음을 입증 받으며 그의 현대 건축물이 세

계인류문명에 뛰어난 공헌을 했음을 인정받아  2016년 유네스코 세계문

화유산에 그의 다른 16개의 건물과 함께 등재되었다. 

마르세이유 집합주거동은 길이가 135.6미터, 폭이 24미터, 높이가 56

미터에 이르는 판상형 대형주거 건축물로 [그림 2-5-1-1]의 르 꼬르뷔지

에의 스케치처럼 주거 유닛이 미

리 만들어 진후 골조에 끼워지는 

시공을 통해 완공되었다. 이는 시

공법뿐만 아니라 인간과 도시를 

연결하는 수단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는 꼬르뷔지에가 모뒬로르 저서

에서 언급한 그의 창조어인 

‘Texturique’의 의미의 이해를 

수반한다. 르 꼬르뷔지에는 건축물에 진정한 측정 방법을 도입해야 할 

때 고려할 요소들을 나열하였다. [그림 2-5-1-2]의 1번에서는 건물 입면

의 중요성과 함께 시각적 안정감을 위해 조정선을 구축하는 방법을 언급

하였고, 2번에서는 인간의 시각에서 커다란 건물이나 도시 계획 구성을 

[그림 2-5-1-1] 유닛 개념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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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듈러의 중재의 역할이 필요함을, 3번은 기둥, 

들보, 천장 등의 요소들이 각각 서로에 대하여 황금분할의 관계를 유지

함으로서 나타나는 측정 체계의 유기적인 통일감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4번에서 모듈러의 체계적인 적용은 ‘Texturique(섬유조직, 섬유의)’로 

묘사될 수 있는 집합 상태를 창조한다고 언급한다. 모든 외부의 면, 내

부의 공간, 바닥, 벽면 등의 부분에서 나타나는 분할이나 확장은 모듈러 

치수체계의 일관성에 의해서 밀접하게 규제되고 있어 모든 양상과 감각

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유닛의 확장을 통해 3차원에서 모든 다

양성을 완벽한 조화 속으로 통합시키는 자연의 작업이 일어난다고 하였

다. 

이에 따라 3장에서는 단위주거 유닛부터 시작하여 주거 유닛의 확장

과 조합인 한 층에서 전체건물까지 모듈러가 어떻게 적용되었고 확장되

어나갔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2-5-1-2] 모듈러의 시각적 적용 사례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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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이론 치수에서 실제 적용 치수로의 전환

앞서 본 장의 3절에서 살펴본 [표 2-3-2-1]의 피보나치 수열을 가진 

모듈러 치수체계는 실제 적용에 있어 약간의 변화를 갖는다. [표 

2-5-2-1]에는 모듈러 이론 치수체계에서 실제 적용 치수로의 변화를 보

여주며 실제 사용된 치수와 사용되지 않은 치수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피보나치 수열을 갖는 적색계열, 청색계열 각각의 치수체계에

서 사용하지 않는 치수가 발생한다. 적색계열에서는 63이하의 치수는 건

축자재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작아 63밀리미터 이상의 치수들을 사용하

였는데 기존의 63-102-165-267-432-696-1130-1828-2957…의 수열에서 

102와 267을 사용하지 않아 피보나치 수열은 432부터 시작된다. 청색계

열에서도 48밀리미터 이상의 치수들을 사용하였는데 48-78-126- 

204-330-534-863-1397-2260-3655…수열에서 78과 126을 사용하지 않아 

피보나치 수열은 204부터 시작된다. 

둘째로  약 1.618배의 황금비를 갖는 치수들이 실제 시공함에 불편함

이 있을 것을 인지한 꼬르뷔지에는 차로는 ±5mm 이하, 비로는 0.05% 

이하로 수정의 기준을 삼아 5밀리미터 기준단위로 치수를 변경한다. 즉 

적색계열의 63-102-165-267-432-696-1130-1828-2957의 치수체계는 65- 

165-430-700-1130-1830-2960으로 변경되었고, 청색계열의 48-204-330- 

534-863-1397-2260-3655의 치수체계는 50-200-330-530-860-1400-2260- 

2660의 치수체계로 변경된다. 

셋째로 이렇게 각각 완성된 적색계열과 청색계열의 치수체계는 앞서 

2장 3절에서 언급한대로 하나의 치수체계로 합쳐져서 사용된다. 그리고 

작은 치수부터 알파벳을 붙여 표기하였는데 본 장에서의 분석표에 꼬르

뷔지에가 모뒬로르 저서에 사용한 치수별 알파벳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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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이론 치수 실제 적용 치수

적색계열 청색계열 적색계열 청색계열 그 외 합 알파벳

⋮ ⋮

4785

⋮ 4190 4190 M

3655 3660 3660 L

2957 2960 2960 K

2260 2260 2260 J

1828 1830 1830 S

1397 1400 1400 G’

1130 1130 1130 I

863 860 860 H

696 700 700 G

534 530 530 F

432 430 430 E

330 330 330 D

267

204 200 200 C

165 165 165 B

126

102

78

63 65 65 A

48 50 50 A’

39

30

24

18

15

11

9

7

6 ⋮

⋮

* 단위: mm

* ■: 은 모듈러 이론 치수에서 실제로 적용된 치수

[표 2-5-2-1] 모듈러 이론 치수와 실제 적용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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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 가지 측면의 이론 치수에서 유니떼 다비따시옹으로의 실제 

적용 치수로의 전환은 모듈러 이론 본래의 성질과 르 꼬르뷔지에가 정립

한 치수체계의 황금비례를 잃게 만들었다.

첫째로 적색계열과 청색계열의 수열의 전체적 사용이 아닌 중간 치수

를 배제한 후의 사용은 모듈러 치수체계의 핵심인 황금비례의 피보나치 

수열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 유니떼 다비따시옹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치수들이 후의 다른 작품에서는 사용되기 때문에 모듈러 이론 치수 자체

의 결함은 아니나, 다른 작품에서 또한 수열을 유지한 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치수의 선택적인 사용이 발생함으로 그 선택적인 사용에 집중할 필

요가 있다. 

둘째로 시공의 편리성을 위해 밀리미터의 오 단위로의 반올림을 통한 

경미한 오차 범위가 있는 새로운 계열의 치수로 전환은 완벽한 황금비례

에 의한 수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수정 기준의 적용이 정확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이론적 혼란을 야기한다. 

셋째로 적색계열과 청색계열을 합쳐서 크기순으로 나열하여 하나의 

치수체계를 완성하였기 때문에 단순 조합만을 보면 그 내부의 수열과 비

례를 잃은 듯 보인다. 3장에서부터 상세 분석을 통해 적색과 청색계열을 

분리하여 모듈러 치수체계 적용 방식을 분석하겠지만 개괄적으로 적색과 

청색계열의 단순조합은 언뜻 실패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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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소결

본 장에서는 모듈러 이론의 배경과 이론 발전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

다. 조정선의 임의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를 황금비율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르 꼬르뷔지에는 황금분할 작도를 통해 비례 격

자를 만들었고, 이 격자 속에 신체 치수를 대입하여 신체에 의한 황금비

율을 가지며 수학적 수열을 갖는 치수체계를 확립하여 무한한 조합을 지

닐 수 있는 이론을 확립하며 건축에의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다. 이 

이론의 확립과정에서 나타난 신체 기준 치수, 수열, 분할과 조합은 유니

떼 다비따시옹의 설계에서 실제적 적용의 기준이 된다.

유니떼 다비따시옹은 모듈러 저서 두 권이 출간된 1948년과 1955년 

사이 모듈러 치수체계가 처음으로 적용되어 건설된 대형주거동으로 꼬르

뷔지에의 모듈러 치수체계와 건축적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난 시료라 할 

수 있다.  

또한 건축에의 실질적 적용을 위해 모듈러 이론 치수에서 실제 적용

치수로의 전환을 나타낸다. 이는 모듈러 치수체계의 불완전성을 드러내

기도 하는데 이는 2항에서 분석된 적색계열과 청색계열 치수의 선택적 

사용, 치수의 반올림, 두 개의 다른 계열의 치수수열의 합이다. 그러나 

건축적으로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숫자의 분석이 아닌 실

제적인 공간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모듈러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이론에서가 아닌 실제 적용의 실질적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에 3장에서 이러한 모듈러의 적용 

종류를 통해 르 꼬르뷔지에가 모듈러 치수체계 확립 후 첫 번째로 적용

한 사례인 유니떼 다비따시옹의 실질적 분석을 통해서 모듈러 치수체계

의 적용 방식과 그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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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니떼 다비따시옹에 적용된 모듈러 치수 체계 

분석

  

     3.1 단위주거 치수체계 적용방식 분석

     3.2 단위주거의 조합과 확장 치수체계 적용방식 분석

     3.3 오브제 적용 치수체계 적용방식 및 미적용 치수 분석

     3.4 소결

3.1 단위주거 치수체계 적용방식 분석

  

  본 장에서부터는 유니떼 다비따시옹의 도면을 통한 모듈러 적용 치수

의 적용 방식을 분석한다. 도면별 해당 치수는 2장의 [표 2-5-2-1]에서 

사용한 치수별 기호를 사용하며, 그 단위는 밀리미터이다. 또한 모듈러 

치수체계에 속하지 않는 치수는 치수 크기순으로 ㄱ,ㄴ,ㄷ 순의 기호를 

사용한다. 

                   

3.1.1 단위주거 기본 골조 적용 치수체계 분석

르 꼬르뷔지에가 모뒬로르 저서에서 명확히 밝힌 것처럼 모듈러의 개

인적인 해석의 자유에 의해 단위주거 모듈러의 기본 체적으로 2260밀리

미터(기호 J)의 용기를 사용하였다. 단위주거의 기본 형태는 [그림 

3-1-1-1]의 단위주거 다이아그램에 표시된 것처럼 모두 2260의 층고를 

가진 ‘ㄱ’자 형태의 복층형 유니트와 ‘ㄴ’자 형태의 복층형 유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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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쳐져 세 개의 층의 ‘ㅁ’자의 형태이며 중간 층 가운데에 코어와 

복도를 끼고 있다. 

[그림 3-1-1-2]의 단면도에서 볼 수 있듯이 복도 너비는 가운데 기둥 

스팬의 중심으로부터 2960밀리미터(기호 K)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2장

의 [그림 2-3-1-1]의 모듈러 치수체계 그래프에서 나타난 인간의 너비인 

700밀리미터를 사용하여 가운데

에 사람이 지나갈 때의 700밀리

미터와 양 쪽의 입구에서 물건을 

옮기는 등의 다른 행위를 행할 

때의 너비인 1130밀리미터를 모

두 합한 치수이다. 이러한 ‘ㅁ’

자 형태의 두 유닛에서 유닛 내

의 슬라브 두께는 330밀리미터(기

호 D), 유닛 외의 슬라브 두께는 

기둥 두께와 같은 530밀리미터(기

호 F)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3-1-1-2] 단위주거 기본 골조 단면도

[그림 3-1-1-1] 단위주거 다이아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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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떼 다비따시옹 건물 전체의 폭은 24.2미터인데 이는 단위주거의 

총 길이에 해당하는 길이이며, 한 층의 높이인 2260밀리미터를 제외하고

는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치수를 적용한 양상이 나타난다.  기둥 스팬 

4190밀리미터의 다섯 베이(M-M-M-M-M)와 양쪽의 발코니 길이인 1625

미터(I-E-A)를 합한 길이이다. 발코니는 2장의 [그림 2-2-2-1]의 신체와 

연관된 모듈러 치수들과 [그림 2-3-1-1] 모듈러 치수체계 그래프에서 표

기된 것처럼 인간의 너비인 700밀리미터와 앉았을 때 무릎까지의 길이인 

430밀리미터를 합친 1130밀리미터(기호 I)를 폭으로 사용하였고, 발코니 

선반의 길이 또한 신체에 따른 적절한 선반의 폭이라 생각한 430밀리미

터(기호 E)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65밀리미터(기호 A)를 발코

니 외부 벽의 두께로 사용하였다.  

또한 복층부는 발코니부터 시작하지 않고 발코니로부터 2.96미터(기호 

K) 떨어져 1층 부분에서 높은 층고를 갖게 되며, 복층부와 1층의 시각적 

연결을 시켜놓았다. 이는 르 꼬르뷔지에의 복합주거동이 갖춰야 할 항목

의 스케치인 [그림 3-1-1-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내부로의 햇빛을 

최대한 유입시키려는 꼬르뷔지에의 의도를 알 수 있다. 단위 주거의 길

이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내부 공간으로 햇빛이 최대한 많이 들어오

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길이의 모듈러 치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복층부의 내부 총 길이는 모듈러 치수체계가 아닌 5.845미터

(기호 ㅊ)가 된다. 이는 인간이 점유하는 내부 공간의 형태를 중시한 꼬

르뷔지에의 기존 설계 전략과 모순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대형주거동에서의 햇빛의 유입을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으며, 구조적 적

용에 의한 미적용 치수의 발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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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적으로 적용된 모든 모듈러 치수체계의 치수와 미적용 치수는 

[표 3-1-1-1]과 같다. 모듈러의 기본 체적으로 삼은 2260밀리미터(기호 J)

와 인간이 사용하기 편리한 선반의 깊이인 430밀리미터(기호 E), 그리고 

신체 치수에 따라 통행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복도의 폭을 2960밀리미

터(기호 K)가 신체와 연관된 모듈러 치수의 사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나머지 치수들은 모두 구조에 따른 사용이다. 

[그림 3-1-1-3] 유니떼 다비따시옹 초기 컨셉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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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적용 치수표

적색 청색 그외 기호 순서 치수 적용 위치 적용 종류

4190 M 16 4190 기둥 스팬 구조

3660 L 15 3660 기둥사이 길이 구조

2960 K 14 2960 열린 복층부 길이 구조

복도 폭 신체

2260 J 13 2260 층 높이 신체

1830 S 12 1830

1400 G’ 11 1400

1130 I 10 1130 발코니 폭 신체

860 H 9 860

700 G 8 700

530 F 7 530 기둥 두께 구조

슬라브 두께 구조

430 E 6 430 발코니 선반 깊이 신체

330 D 5 330 유닛 내 슬라브 두께 구조

200 C 4 200 복도 벽 두께 구조

165 B 3 165

65 A 2 65 발코니 벽 두께 구조

50 A’ 1 50

모듈러 미적용 치수표

기호 순서 치수 적용 위치 적용 종류

ㅊ 10 5835 복층 2층부 길이 구조

ㅈ 9 5500

ㅇ 8 4550

ㅅ 7 3970

ㅂ 6 3310

ㅁ 5 2525

ㄹ 4 2060 현관문 높이 신체

ㄷ 3 1940

ㄴ 2 1190

ㄱ 1 915

* 단위: mm

* ○○: 해당 도면에서 나타나지 않는 모듈러 치수

[표 3-1-1-1] 단위주거 기본 골조 단면도 해당 모듈러 치수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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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단위주거 기본 골조 평면도

[그림 3-1-1-4]의 단위주거 기본 골조 평면도를 보면 단면도와 거의 

비슷한 치수들이 사용됐으며, 몇몇 치수들의 부가적인 사용을 볼 수 있

다. 현관문과 주거 유닛 내 복층 이동 계단의 폭에 0.86미터(기호 H)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0.7미터(기호 G)의 너비를 가진 인간이 이동하기에 

편한 치수의 사용이다. 계단의 총 길이인 3.66미터(기호 L)는 인간이 오

르기 적당한 계단의 높이와 도달해야할 층높이까지 연속되는 속성 때문

에 신체와 구조의 동시적 적용으로 분류된다.  

단면에서 구조적 신체적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용만이 발견된 것과 달

리 평면에서는 2장 3절의 수열로서의 모듈러 치수체계 적용과 2장 4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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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서의 모듈러 치수체계 적용을 발견할 수 있다. 발코니의 총 길이

인 I-E-A를 보면 복층부의 끝과 발코니까지의 길이인 K부터 시작하여 

K-I-E-A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표 3-1-1-2]에서 적색계열

의 치수만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I-E-A는 2960-1130-430-65

의 적색계열의 치수로 피보나치 수열을 이루진 않으나 중간에 존재하는 

치수를 하나씩 거르고 사용되어 치수 순서로 14-10-6-2번째의 치수 사용

으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다. 

이 피보나치 수열은 투시도 상에서 효과를 나타내는데 복층부 2층의 

아래의 공간에서 창틀을 바라보는 공간투시도는 [그림 3-1-1-5]이며, 앞

으로의 진행 후 열린 복층부로 진입한 직후의 공간투시도는 다음 [그림 

3-1-1-6]과 같다. 공간투시도 1에서 공간투시도 2로의 진행에는 공간의 

틀인 너비 L(3660)과 높이 J(2260)의 공간에서 너비는 동일하나 높이가 

두 배로 확장되고 같은 높이의 정면의 창틀을 통한 외부로의 정면성을 

강조한다. 또한 열린 복층부의 길이인 K(2960), 발코니의 길이 I(1130), 발

코니 선반 길이 E(430), 발코니 외벽 길이 A(65) 순의 길이는 모듈러 적

색계열의 피보나치 수열로 발코니 또는 외부로의 진입을 강조하며, 나아

가 단위주거 유닛에서 외부로의 확장을 암시한다. 

[그림 3-1-1-5] 단위주거 내 

공간투시도 1

[그림 3-1-1-6] 단위주거 내 

공간투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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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는 외부의 전경을 바라보거나 발코니로의 진입을 행하게 되며, 이

때의 발코니 진입문의 너비는 인간의 양팔을 벌린 너비 S(1830)로서 진

입을 신체비례 치수를 통해 유도한다. 이러한 연속적인 수열 치수를 사

용한 공간 구성은 S3과 S8의 투시도에서 길이에서 나타나는 수열보다 더 

역동적인 점강 수열로 나타나 강한 공간의 방향성을 나타내며 흐름을 유

도한다. 이는 꼬르뷔지에가 단위주거와 외부와의 연결을 의도한 장치 중 

하나로서 급진적인 수열의 사용이 외부로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분할로서의 모듈러 치수체계는 복도에서 단위주거 현관문으로의 입면

도 [그림 3-1-1-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660밀리미터의 L과 2260밀리

미터의 사각형을 H의 너비를 통해 분할하였는데 이는 2장의 [그림 

2-4-1-2]의 황금분할의 조합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각형을 두 개의 

H(860밀리미터)를 통해 분할하였다. 문의 치수는 그 기능에 의해 H로 정

해짐으로 인해 ㄷ(1940밀리미터)의 치수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현관문의 

높이를 구조상 분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윗막이에 C(200밀리미터)값을 

주고 문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였던 1900밀리미터와 2010밀리

미터 사이의 값인 2060밀리미터(기호 ㄹ)를 부여한다. L과 J의 사각형의 

분할 옆의 F와 J의 사각형은 확장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3장 3

절에서 주거 층으로의 확장에서 이 조합이 반복적으로 적용됐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1-1-7] 단위주거 복도 입면도



- 35 -

모듈러 적용 치수표

적색 청색 그외 기호 순서 치수 적용 위치 적용 종류

4190 M 16 4190 기둥 스팬 구조

3660 L 15 3660 기둥 사이 거리 구조

계단 길이 구조/신체

2960 K 14 2960 열린 복층부 길이 구조/수열

복도 폭 신체

2260 J 13 2260

1830 S 12 1830

1400 G’ 11 1400

1130 I 10 1130 발코니 폭 신체/수열

860 H 9 860 문 폭 신체/분할

계단 폭 신체

700 G 8 700

530 F 7 530 기둥 두께 구조

슬라브 두께 구조

430 E 6 430 발코니 선반 깊이 신체/수열

330 D 5 330 유닛 내 슬라브 두께 구조

200 C 4 200 복도 벽 두께 구조

165 B 3 165

65 A 2 65 발코니 벽 두께 구조/수열

50 A’ 1 50

모듈러 미적용 치수표

기호 순서 치수 적용 위치 적용 종류

ㅊ 10 5835 복층 2층부 길이 구조

ㅈ 9 5500

ㅇ 8 4550

ㅅ 7 3970

ㅂ 6 3310

ㅁ 5 2525

ㄹ 4 2060

ㄷ 3 1940 복도 긴 벽 길이 분할

ㄴ 2 1190

ㄱ 1 915

* 단위: mm

* ○○: 해당 도면에서 나타나지 않는 모듈러 치수

[표 3-1-1-2] 단위주거 기본 골조 평면도 해당 모듈러 치수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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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적으로 분석되는 모듈러 치수체계와 미적용 치수 분석표는 [표 

3-1-1-2]와 같다. 단면에서처럼 구조적 모듈러 치수의 적용은 기둥 스팬 

M(4190), 기둥 사이 간격 L(3660), 열린 복층부 길이 K(2960), 기둥 두께

와 슬라브 두께 F(530), 유닛 내 슬라브 두께 D(330), 복도 벽 두께 

C(200), 발코니 벽 두께 A(65)이며, 신체적 모듈러 치수의 적용은 복도 

폭 K(2960), 발코니 폭 I(1130), 현관문 폭과 계단 폭의 H(860), 발코니 선

반 깊이의 E(530)이다. 또한, 각각의 치수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그 조합으

로도 분류될 수 있는데 K-I-E-A의 내부 공간으로부터 발코니까지의 연

속적인 등차의 치수간격으로 수열로서의 모듈러 적용을 확인할 수 있으

며, 단위주거 복도 벽의 분할로서의 모듈러인 H와 ㄷ의 미적용 치수 발

생을 확인할 수 있다. 

3.1.2 단위주거 가구 적용 신체비례 치수체계 분석

가구는 인간이 생활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주거공간에서 필수적인 요

소로 신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구 측정에 있어 꼬르뷔

지에는 2장의 [그림 2-2-2-1]의 꼬르뷔지에의 다이아그램에서 나타나듯 

이 신체와 관련된 치수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그림 3-1-2-1]의 평면도와 

[그림 3-1-2-2]의 입단면도를 통해 적용된 부분을 볼 수 있으며 모든 치

수의 분석표는 [표3-1-2-1]과 같다. 앞 장의 기본 골조를 통해 분석된 기

둥 스팬 M이나 기둥 두께 F 등의 치수는 본 항에서는 제외하고 골조를 

제외한 내부의 가구를 위주로 분석한다. 

큰 치수부터 살펴보면 3660밀리미터의 L이 계단의 총길이에, 한 층의 높

이인 2260의 J가 붙박이 옷장의 높이에 사용된다.  1830의 S는 모듈러 

치수체계의 기준이 되는 신장 1830밀리미터(기호 S)로서 여닫이 옷장과 

벽 수납장의 높이에 적용되었고,  이 치수는 1830밀리미터의 신장을 가

진 인간이 양팔을 벌린 너비에 해당하여 발코니 문의 가운데의 폭과, 자

녀방의 너비로 적용되었다. 인간이 팔꿈치를 기대고 서있을 수 있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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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단위주거 내부 평면도 (가구)

[그림 3-1-2-2] 단위주거 내부 입단면도 (가구)



- 38 -

모듈러 적용 치수표

적색 청색 그외 기호 순서 치수 적용 위치 적용 종류

4190 M 16 4190

3660 L 15 3660 계단 길이 신체

2960 K 14 2960

2260 J 13 2260 붙박이 옷장 신체

1830 S 12 1830 옷장, 수납장 높이 신체

자녀방 너비 신체

발코니 문 폭 신체

1400 G’ 11 1400 부엌 수납장 높이 신체

1130 I 10 1130 옷장 너비 신체

860 H 9 860 문 폭 신체

계단 폭 신체

700 G 8 700 옷장 폭 신체

530 F 7 530 부엌 조리대 폭 신체

430 E 6 430 옷장 깊이 신체

330 D 5 330 부엌 조리대 폭 신체

200 C 4 200 부엌 수납장 폭 신체

발코니 문틀 의자 높이 신체

165 B 3 165

65 A 2

50 A’ 1 50

* 단위: mm

* ○○: 해당 도면에서 나타나지 않는 모듈러 치수

[표 3-1-2-1] 단위주거 내부 가구 평면도 및 입면도 치수 분석표

이의 1400(기호 G’)은 부엌 조리대와 붙어있어 식탁과 부엌조리대 사이

의 시각적 소통이 가능한 부엌 수납장의 높이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방

식으로 신체에 가장 적합한 모듈러 치수를 선택하여 1130의 I는 옷장의 

너비에, 860의 H는 문 폭과 계단 폭에, 700의 G는 옷장 폭에, 530의 F는 

부엌 조리대의 폭에, 430의 E는 옷장 깊이에, 330의 D는 부엌 조리대 폭

에, 200의 C는 부엌 수납장의 폭과 발코니 문틀에 앉을 수 있는 높이를 

고려하여 적용되었다. 내부 평면도에 표시된 소파, 의자, 식탁 등의 가구

는 꼬르뷔지에가 설계 당시 고려하여 배치한 것이 아닌 단위주거별 다른 

사용으로 본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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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가구에 적용된 모든 치수는 수열이나 분할 등의 다른 모

듈러 적용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신체와 가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기반을 

두고 선택적으로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1.3 단위주거 벽면 적용 분할 치수체계 분석

[그림 3-1-3-1]의 벽면을 보면 하나의 벽이 아닌, 벽에 일정한 간격의 

패턴으로 분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3장 1절에서 언급

한 ‘Texturique(섬유조직, 섬유의)’로 묘사될 수 있는 집합 상태로 벽

면에서 나타나는 분할이나 확장은 모듈러 치수체계의 일관성에 의해서 

모든 양상과 감각이 조화를 이루며, 유닛의 확장을 통해 밖으로 뻗어 나

가면서 3차원에서 모든 다양성을 완벽한 조화 속으로 통합시키려는 꼬르

뷔지에의 의도이다. 

[그림 3-1-3-2] 벽면의 분할에서 볼 수 있듯이 분할의 시작은 모듈러 치

수체계의 기본값이자 유니떼 다비따시옹의 한 층의 높이인 2260(기호 J)

의 변을 갖는 정사각형이다. 이를 가로로 모듈러 적색계열의 기본 값인 

1130(기호 I)로 분할하였고, 세로로는 1400(기호 G’)와 860(기호 H)로 황

금 분할하였다. 세로로서의 분할은 인간의 하체까지의 길이인 860과 이

부터 손을 뻗은 끝까지의 길이인 1400을 사용하여 인간의 형상, 또는 인

[그림 3-1-3-1] 단위주거 내부 사진 [그림 3-1-3-2] 벽면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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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 단위주거 내부 입단면도 (벽면) 

간이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분할의 개념이다. 복층형의 구조인 단위

주거 내에서 2층 슬라브의 두께인 330(기호 D)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시켜 올려 2층 위에서 또한 H와 I의 비례를 사용하여 분할하였다. 

이는 열린 복층부의 1층에서 H와 D를 합친 1190밀리미터로 드러나게 되

는데 이는 모듈러 치수체계에 속하지 않은 치수의 발생이며 [그림 

3-1-3-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분할은 [그림 3-1-3-2]의 벽면의 분할의 시작에서 단위주거 

내의 벽 전체에 적용되는데 반복적으로 연속되는 이 분할은 인간의 스케

일에서 주거 유닛으로의 확장을 위한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용으로 분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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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적용 치수표

적색 청색 그외 기호 순서 치수 적용 위치 적용 종류

4190 M 16 4190

3660 L 15 3660

2960 K 14 2960

2260 J 13 2260

1830 S 12 1830

1400 G’ 11 1400 분할면 긴 변 길이 분할

1130 I 10 1130 분할선 간격 분할

860 H 9 860 분할면 짧은 변 길이 분할

700 G 8 700

530 F 7 530

430 E 6 430

330 D 5 330 분할면 중간 길이 분할

200 C 4 200

165 B 3 165

65 A 2

50 A’ 1 50

모듈러 미적용 치수표

기호 순서 치수 적용 위치 적용 종류

ㅊ 10 5835

ㅈ 9 5500

ㅇ 8 4550

ㅅ 7 3970

ㅂ 6 3310

ㅁ 5 2525

ㄹ 4 2060

ㄷ 3 1940

ㄴ 2 1190 벽 분할면 길이 분할

ㄱ 1 915

* 단위: mm

* ○○: 해당 도면에서 나타나지 않는 모듈러 치수

[표 3-1-3-1] 단위주거 내부 입면도 치수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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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단위주거 발코니 적용 분할 및 확장 치수체계 분석

단위주거의 외부에서의 입면도 [그림 3-1-4-1]에서는 벽면과 유사한 

분할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2-1]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1830(기호 S)는 옆으로 양팔을 뻗

은 길이로서, 창틀과 1층부의 발코니로 열리는 문의 폭과 일치한다. 앞

서 평면도를 통한 치수 분석에서는 신체에 기반을 둔 치수로 분류되었지

만, 단위주거 창의 외부 입면도를 통해서는 분할에 의한 모듈러 치수 적

용으로 분류된다. 1830(기호 S)는 기둥 사이 간격인 3660(기호 L)을 이등

분한 길이이자 4등분된 창틀 두 베이를 합친 길이로 좌측의 창틀 두 베

이, 우측의 창틀 두 베이, 가운데의 창틀 두 베이에 모두 적용된다. 4등

분한 길이는 915의 모듈러 치수체계에 속하지 않은 치수를 발생시키는데 

이는 1830(기호 S)의 2등분된 길이로 분할에 의해 발생한 치수이다. 

[그림 3-1-4-1] 단위주거 외부 입면도와 단면도

높이 측면에서의 분할을 보면 한 층의 높이인 2260(기호 J)는 창문틀

의 높이에 그대로 사용되며 2층부 창틀에서는 I-B-I-B의 조합으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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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거주자가 직접 나갈 수 있는 1층부는 외부 안전막과 외부로 노출

되는 부분을 2260(기호 J)에서 이등분한 1130(기호 I)로 분할한 뒤, 외부 

안전막은 또다시 차양막의 높이 700(기호 G)과 발코니 선반의 안전바 높

이 430(기호 E)로 분할된다. 즉 L과 J의 사각형을 가로로는 S의 조합으

로, 세로로는 I와 G와 E와 B의 조합을 통해 분할한 것이다. 

앞서 3장 1절 3항에서의 벽면의 분할이 인간의 스케일에서 주거 유닛

으로의 확장으로 분석된 바와 같이 창틀의 분할은 인간과 창 밖의 외부

로의 확장이다. 외부와 접하고 있는 단위주거의 창틀은 거주자의 신체와 

경험과 공간의 무한성이 대조되는 경계인 동시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통

로이다. 또한 이 창은 도시성과도 연관이 되는데, [그림 3-1-4-2]의 내부 

사진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창문은 각 단위주거들의 조망을 위한 프레임

이며 표준화된 치수에 따라 만들어진 격자를 통해 외부의 광대한 조망이 

포개지는 것이다.11)

[그림 3-1-4-2] 단위주거 내부에서 바라보는 창틀과 외부

11) 김희정. (20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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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적용 치수표

적색 청색 그외 기호 순서 치수 적용 위치 적용 종류

4190 M 16 4190

3660 L 15 3660 창문틀 총 너비 분할

2960 K 14 2960

2260 J 13 2260 창문틀 총 높이 분할

1830 S 12 1830 중심 창문 너비 분할

1400 G’ 11 1400

1130 I 10 1130 외부 창문 노출부 길이 분할

860 H 9 860

700 G 8 700 차양막 높이 분할

530 F 7 530 슬라브 노출부 구조

430 E 6 430 발코니 선반 안전바 분할

330 D 5 330 슬라브 노출부 구조

200 C 4 200

165 B 3 165 차양막 두께 분할

65 A 2

50 A’ 1 50 창틀 두께 구조

모듈러 미적용 치수표

기호 순서 치수 적용 위치 적용 종류

ㅊ 10 5835

ㅈ 9 5500

ㅇ 8 4550

ㅅ 7 3970

ㅂ 6 3310

ㅁ 5 2525

ㄹ 4 2060

ㄷ 3 1940

ㄴ 2 1190

ㄱ 1 915 창문 너비 분할

* 단위: mm

* ○○: 해당 도면에서 나타나지 않는 모듈러 치수

[표 3-1-4-1] 단위주거 외부 입면도 치수 분석표

외부에서의 입면을 통해 적용된 모든 모듈러 치수는 [표 3-1-4-1]과 

같다. 입면으로 노출되는 단위주거 내 슬라브 두께인 330(기호 D)와 단

위주거 슬라브 두께인 530(기호 F), 그리고 창틀의 두께인 50(기호 A)이  

구조에 의한 모듈러 치수의 적용이다. 그 외의 치수들은 모두 분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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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듈러 치수 적용으로 분류되는데 창문틀 총 너비 3660(기호 L), 창문

틀의 총 높이 2260(기호 J)를 기준 사각형으로 사용하였고, 창문 너비의 

분할 1830(기호 S), 창문 노출부 길이 1130(기호 I), 차양막 높이 700(기호 

G), 발코니 선반 안전바(기호 E)가 분할 치수로서 사용되었다. 

3.1.5 소결

3장 1절에서는 단위주거의 기본 골조, 내부 평면도, 가구, 벽면, 창을 

각각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를 통해서 모듈러 치수체계가 적용된 부분

과 그 적용 종류를 분석하여 분류하였고, 모든 치수에 대한 분석 내용은 

[표 3-1-5-1]과 [표 3-1-5-2]와 같다. 

[그림 3-1-5-1] 단위주거 액소노메트리

단위주거는 모듈러 치수체계의 기본 크기인 2260(기호 J)을 한 층의 

높이로 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기둥 스팬 M, 기둥 사이 길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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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거 유니트 폭인 L, 열린 복층부의 길이 K, 기둥 두께와 슬라브 두

께 F, 유닛 내 슬라브 두께 D, 복도 벽 두께 C를 구조적 기능부재에 사

용함으로서 기본 골조의 틀을 잡았고, 거주자들의 신체를 기반으로 하여 

그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 복도 폭 K, 옷장의 높이와 자녀방의 너비 S, 

발코니 폭 I, 문과 계단의 폭 H, 발코니 선반 깊이 E 등의 다양한 치수

를 가구에 적용하였다. 

또한 구조적이거나 신체적으로 선택되어 적용된 모듈러 치수는 그 조

합으로 다른 양상을 띠는데 그 중 하나는 내부로부터 발코니 끝까지의 

K-I-E-A의 등차의 수열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스케일에서 주거 유

닛으로, 주거 유닛에서 외부로의 확장의 개념을 모듈러 치수의 황금분할

과 조합을 통하여 적용하였는데 벽면에서의 J 크기의 변을 갖는 정사각

형의 분할과 조합, 창과 차양막에서의 L과 J의 변을 갖는 사각형의 분할

과 조합을 통해 나타났다. 



- 47 -

모듈러 적용 치수표

적색 청색 그외 기호 순서 치수 적용 위치 적용 종류

4190 M 16 4190 기둥 스팬 구조

3660 L 15 3660 기둥사이 길이 구조

계단 길이 신체

2960 K 14 2960 열린 복층부 길이 구조/수열

복도 폭 신체

2260 J 13 2260 층 높이 신체

붙박이 옷장 신체

1830 S 12 1830 옷장, 수납장 높이 신체

자녀방 너비 신체

발코니 문 폭 신체

중심 창문 너비 분할

1400 G’ 11 1400 부엌 수납장 높이 신체

분할면 긴 변 길이 분할

1130 I 10 1130 발코니 폭 신체/수열

옷장 너비 신체

외부 창문 노출부 길이 분할

분할선 간격 분할

860 H 9 860 문 폭 신체

계단 폭 신체

분할면 짧은 변 길이 분할

700 G 8 700 옷장 폭 신체

차양막 높이 분할

530 F 7 530 기둥 두께 구조

슬라브 두께 구조

부엌 조리대 폭 신체

430 E 6 430 발코니 선반 깊이 신체/수열

옷장 깊이 신체

발코니 선반 안전바 분할

330 D 5 330 유닛 내 슬라브 두께 구조

부엌 조리대 폭 신체

200 C 4 200 복도 벽 두께 구조

부엌 수납장 폭 신체

발코니 문틀 의자 높이 신체

165 B 3 165 차양막 두께 분할

65 A 2 발코니 벽 두께 구조/수열

50 A’ 1 50 창틀 두께 구조

[표 3-1-5-1] 단위주거에 적용된 모듈러 치수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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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미적용 치수표

기호 순서 치수 적용 위치 적용 종류

ㅊ 10 5835 복층 2층부 길이 구조

ㅈ 9 5500

ㅇ 8 4550

ㅅ 7 3970

ㅂ 6 3310

ㅁ 5 2525

ㄹ 4 2060 현관문 높이 신체

ㄷ 3 1940 복도 긴 벽 길이 분할

ㄴ 2 1190 벽 분할면 길이 분할/확장

ㄱ 1 915 창문 너비 분할

* 단위: mm

* ○○: 해당 도면에서 나타나지 않는 모듈러 치수

[표 3-1-5-2] 단위주거에 적용된 모듈러 미적용 치수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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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단위주거의 조합과 확장 치수체계 적용방식 분석

3.2.1 단위주거의 주거부로의 수열 치수체계 분석

본 장의 2절에서 살펴본 단위주거는 ‘ㅁ’자 형태의 두 유닛의 조합

으로 옆으로 연속되어 주거층을 이룬다. 한 단위주거의 폭인 L(3660)과 

기둥 두께 F(530)를 유지한 채 기둥 스팬을 M(4190)으로 하여 총 32베이

를 이뤄 한 층을 형성한다. 두 유닛의 합이 3개의 층을 이루는 것처럼 

주거 층 역시 3개의 층이 주거층의 조합을 이룬다. [그림 3-2-1-1]에서는 

주거부 3개 층 조합(4층,5층,6층)의 평면도를 나타낸다. 본 장 1절의 [그

림 3-1-3-3]의 단면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3개 층의 가운데 층에 복도가 

형성되어 양쪽의 단위주거로의 진입이 가능한 것처럼, 주거층 각 층에는 

코어가 존재하지만 5층에만 양 쪽으로 단위주거로 진입할 수 있는 복도

가 형성되어 있어 4층과 6층에서는 단위주거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다. 

건물 전체는 총 M의 32베이의 크기이지만 이러한 단위주거는 총 29베

이로 연속되며 남쪽 측의 단위주거는 90도 회전되어 5베이로 위치하며, 

기본 단위주거보다 크기가 작은 복층형 구조이다. 단위주거의 크기와 방

향성은 변하지만, 건물 전체의 기둥 스팬에는 변화가 없는데 이는 단위

주거의 폭 스팬이 M이고 길이 또한 M-M-M-M-M의 다섯 베이를 사용하

고 있어 가로와 세로에 자유로이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난다. 또한 

M(4190)은 단위주거의 폭 L(3660)과 기둥 두께 F(530)의 합으로서 

F-L-F-L-F-L-F-L…의 조합으로도 분석될 수 있다. 

이는 [그림 3-2-1-2]의 다이아그램처럼 황금비례를 가진 사각형의 확

장성을 의미한다. 단위주거의 기본 스팬인 M으로부터 시작하여 단위주

거의 기본 크기가 형성이 되고, 이 단위주거들의 조합을 통해 확장되어 

간다. 단위주거의 내부에는 앞서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할 등의 

모듈러 치수체계 적용을 통해 인간의 스케일에서 단위주거의 스케일로의 

확장이 발생하였고, 단위주거의 조합을 통해 건물의 한 층으로의 확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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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것이다. 

[그림 3-2-1-1] 주거층 평면도(4층,5층,6층)

[그림 3-2-1-2] 주거부 기둥 스팬의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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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절에서 살펴 본 복도 벽의 분할 [그림 3-1-1-7] 또한 단위주거

와 마찬가지로 반복된 조합을 통해 확장되어 나간다. [그림 3-2-1-3]의 

주거층 복도의 사진을 보면, 일정한 패턴의 복도 벽의 분할이 반복되어 

나아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패턴의 분석은 [그림 3-2-1-4]의 주거층 

복도 입면도와 같다. 단위주거의 폭인 L(3660)에서 신체 치수에 의해 

H(860)를 현관문의 너비로 사용하고, 다시 H(860)와 ㄷ(1940)으로 분할된 

이 조합은 기둥 스팬과 마찬가지로 29베이 연속되며 남측부의 90도 회전

된 단위주거에 5베이에 연속적으로 적용된다. 

주거층 평면도를 다시 보면 단위주

거는 바로 옆의 단위주거와 좌우대칭의 

형상을 띠고 있는데 이는 기하학적인 

측면보다는 파이프, 수도 등의 설비를 

두 유닛이 함께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

는 복도 입면에서 또한 두 단위주거 입

면이 좌우대칭으로 형성되게 한다. 즉, 

두 유닛을 합친 분할된 치수들의 조합, 

“F-ㄷ-H-H-F-H-H-ㄷ”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거층 평면도의 가운데 위치한 엘리베이터 코어의 간격이

[그림 3-2-1-4] 주거층 복도 입면도

[그림 3-2-1-3] 주거층 복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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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기호 ㅅ)으로 모듈러 치수체계에 속하지 않는 치수가 발생하는데 

이는 복도 건너편의 복도 벽의 분할인 H(860)-H(860)-F(530)-H(860) 

-H(860)의 합과 일치한다. 즉, 이 미적용 치수는 코어의 폭에 임의적인 

수치의 사용이 아닌 벽의 분할에 따라 형성되게 된 치수이다. 

주거층의 공간시퀀스는 주거기준층의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직후부터 

한 단위주거의 입구까지의 공간시퀀스로 다음 [그림 3-2-1-5]에 표기한 

S1, S2, S3…의 순서를 따른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복도로의 진행 

전의 공간투시도 S1, 복도 진입 후의 공간투시도 S2, 단위주거 진입 진

전의 공간투시도 S3, 단위주거 출입문 앞에서의 공간투시도 S4의 순서대

로 분석하도록 한다. 

[그림 3-2-1-5] 주거층 공간투시도 키맵

  

주거층 기준층에 내려 복도로 향하는 공간투시도 S1은 다음 [그림 

3-2-1-6]과 같다. 엘리베이터의 뒤로 두 개의 단위주거의 현관문과 벽이 

일정한 간격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그 치수는 기둥두께 F(530), 양 옆으

로 벽 H(860), 현관문 너비 H(860) 순으로 분할되며 그 옆의 벽이 엘리베

이터에 가려져 연속되고 있는 분할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단위

주거 유닛이 양 옆으로 연속될 것임을 인지하게 하며 복도로 향한, 단위

주거로 향한 진행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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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 주거층 공간투시도 S1

  주거층 복도 진입 후의 공간투시도 S2는 다음 [그림 3-2-1-7]와 같다. 

일정한 패턴의 분할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수직성을 가진 벽의 

연속으로 진행을 유도한다. 이러한 복도 분할의 패턴은 3장에서 분석하

였듯이 단위주거 폭 L(3660)의 분할인 ㄷ(1940)-H(860)-H(860)이 단위주거

의 대칭형과 함께 반복된다. 이에 따라 총 분할의 치수는 ㄷ(1940)- 

H(860)-H(860)-F(530)-H(860)-H(860)-ㄷ(1940)-F(530)순이며 그 길이는 2M

으로 반복된다. 그러나 분할 간격이 일제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수열의 

치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열의 공간효과를 느끼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

된다. 

  복도에서 단위주거까지의 진행 후의 공간투시도 S3는 다음 [그림 

3-2-1-8]과 같다. 공간투시도 S2와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복도 벽의 

분할을 통한 효과는 동일하다. 분할된 벽은 단차를 통해 분할을 강조하

는데 ㄷ(1940)-H(860)-H(860)-F(530)-H(860)-H(860)-ㄷ(1940)-F(530)의 순에

서 복도의 벽은 돌출되어 있고 현관문의 너비인 H(860)와 기둥두께인 

F(530)는 벽보다 안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분할의 구성에 따

라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입구임을 암시하며 그 폭 또한 신체비례치수인 

H(860)의 사용으로 출입구를 암시하며 진행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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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단위주거 현관문 앞에서의 공간투시도 S4는 다음 [그림 3-2-1-9]와 

같다. 신체비례 치수인 복도의 높이 J(2260)와 일련의 분할 치수인 현관

문의 너비 H(860)를 통해 현관문을 통한 단위주거로의 출입을 유도하게 

된다. 

[그림 3-2-1-9] 주거층 공간투시도 S4

주거층 부에 적용된 모든 모듈러 치수와 미적용 치수는 다음 [표 

3-2-1-1]과 같다. 단위주거의 기본 골조에서 사용된 모듈러 치수 대부분

이 그 반복적 사용을 통해 주거층을 이뤘으며 그 치수는 다음과 같다. 

기둥 스팬 M(4190), 단위주거 폭 L(3660)과 기둥 두께 F(530)가 반복적으

로 나열되어 단위주거 유닛에서 건물 한 층으로의 확장을 나타내는 양상

[그림 3-2-1-7] 주거층 

공간투시도 S2

[그림 3-2-1-8] 주거층 

공간투시도 S3



- 55 -

을 보였으며, 복도 벽 L(3660)과 J(2260)의 사각형의 분할로서 H(860)와 

C(200)의 모듈러 치수가 사용되었고, ㄷ(1940)과 ㄹ(2060)과 ㅅ(3970)의 모

듈러 미적용 치수가 발생하였다.

모듈러 적용 치수표

적색 청색 그외 기호 순서 치수 적용 위치 적용 종류

4190 M 16 4190 기둥 스팬 확장

3660 L 15 3660 단위주거 폭 확장/분할

2960 K 14 2960

2260 J 13 2260 한 층 높이 신체/분할

1830 S 12 1830

1400 G’ 11 1400

1130 I 10 1130

860 H 9 860 현관문 너비 신체/분할

700 G 8 700

530 F 7 530 기둥두께 확장

430 E 6 430

330 D 5 330

200 C 4 200 현관문 윗막이 분할

165 B 3 165

65 A 2

50 A’ 1 50

모듈러 미적용 치수표

기호 순서 치수 적용 위치 적용 종류

ㅊ 10 5835

ㅈ 9 5050

ㅇ 8 4550

ㅅ 7 3970 코어 너비 분할

ㅂ 6 3310

ㅁ 5 2525

ㄹ 4 2060 현관문 높이 신체/분할

ㄷ 3 1940 복도 긴 벽 너비 분할

ㄴ 2 1190

ㄱ 1 915

* 단위: mm

* ○○: 해당 도면에서 나타나지 않는 모듈러 치수

[표 3-2-1-1] 주거층에 적용된 모듈러 치수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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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단위주거의 호텔부로의 분할 치수체계 분석

유니떼 다비따시옹은 대형주거동으로서 호텔, 오피스, 놀이터, 쇼핑 

등의 부가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를 이루는 곳이 건물의7,8층에 해

당한다. [그림 3-2-2-1]의 단면도를 통해 호텔부 두 층은 기존의 단위주

거와 주거층의 3개의 층이 하나의 조합이 되는 복층형 구조와는 다르게 

각각 단층의 형태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호텔층 부에서도 기둥 스팬 M(4190)

과 한 층의 높이 J(2260), 복도의 폭 

K(2960) 등의 기본 골조의 치수는 유지

하였으며 주거 공간과는 다른 공간의 

형태를 요구하는 오피스, 쇼핑 등이 적

용되는 부분에 변화를 주었다. [그림 

3-2-2-2]의 호텔층 평면도를 참고하면 

코어를 중심으로 남측은 모두 호텔 방

으로, 복도를 가운데 끼고 양 쪽으로 

단위주거와 같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형태이며 그 크기는 90도 회전된 남측

부의 단위주거 공간과 동일하다. 북측

으로는 오피스와 쇼핑 시설을 기획하

였는데 복도의 폭은 동일하게 유지하

나 사용하는 그 공간의 크기는 다르다. 

첫째로 2절에서 단위주거의 분석에

서 사용한 기둥 두께 F(530)는 주거 공

간에서 골조에 파티션 벽을 포함한 두

께로서 사용하였는데 오피스나 쇼핑 

시설에서는 파티션 벽을 사용하지 않

고 구조를 노출시켜 사용하였다. 즉 호[그림 3-2-2-1] 유니떼 다비따시옹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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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부 층에서의 기둥 두께(외부 제외)는 양 쪽의 파티션 두께 100을 제외

한 D(330)가 된다. 

[그림 3-2-2-2] 호텔층 평면도 (7층, 8층)

둘째로 코어의 북측 부분에는 주거공간과 호텔공간에 있었던 발코니

는 구획하지 않았으며, 북측 부분에서 코어의 바로 옆 부분은 쇼핑 시설

로 그 공간의 크기는 폭 M, 길이는 두 개의 기둥 스팬인 M-M이다. 북 

측부에는 공간의 폭을 모두 두 개의 기둥 스팬 M-M을 사용하였고, 길이

는 두 개의 스팬, 혹은 네 개의 스팬을 사용하였으며, 오피스로 사용되

었다. 

셋째로 북서측에는 외부 계단을 통해 바로 출입 가능한 로비/복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2개 층의 높이를 가진 이 부분은 입면도 분석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본 장의 [그림 3-2-1-2]이 주거층에서 황금비례를 가진 M의 정사각형

의 연속적 조합으로 확장성을 띄듯 호텔층에서 또한 연속적 조합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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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이 드러난다. 주거층에서의 사각형의 조합이 직선적으로 단순했다면 

호텔부 층에서는 공간의 폭이나 길이가 유동적으로 변하면서  확장의 역

동성을 더욱 잘 보여주며 이는 [그림 3-2-2-3]과 같다. 

[그림 3-2-2-3] 호텔부 기둥 스팬의 확장성과 역동성

호텔층에 적용된 모든 모듈러 치수체계는 다음 [표 3-2-2-1]과 같다. 

기본 골조를 이루는 기둥 스팬 M(4190)과 호텔방 폭 L(3660), 기둥두께 

F(530), 오피스부 노출 기둥두께 D(330)은 모두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모

듈러 치수 적용이나, 그 조합을 통해 확장성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확장으로서의 모듈러 치수 적용으로도 분류된다. 다른 치수들은 주거층 

부와 마찬가지로 복도의 폭인 K(2960)는 신체 치수 적용, 복도 벽의 분

할을 통한 치수인 H(860), ㄷ(1940), ㅅ(3970)은 분할 치수 적용으로 분류

된다.

앞서 언급한 북서측의 로비는 꼬르뷔지에의 모듈러에 대한 이론, 또는 

2장에서의 사각형의 분할 놀이를 그대로 옮겨놓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림 3-2-2-4]의 호텔부 북서측 복도 입면도에는 사각형의 분할을 

창틀을 통해 나타낸 양상을 보이는데 구조, 신체 등에 기반을 두지 않는 

순수한 분할 놀이를 보여준다. 그림의 위의 도면은 외부에서 바라본 호

텔부의 입면[그림 3-2-2-5], 가운데에 위치한 입면도는 [그림 3-2-2-6]에

서 서측의 입면, 밑의 도면은 동측의 오피스의 입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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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적용 치수표

적색 청색 그외 기호 순서 치수 적용 위치 적용 종류

4190 M 16 4190 기둥 스팬 구조/확장

3660 L 15 3660 호텔방 폭 구조/확장

2960 K 14 2960 복도 폭 신체

2260 J 13 2260

1830 S 12 1830

1400 G’ 11 1400

1130 I 10 1130

860 H 9 860 현관문 너비 신체/분할

700 G 8 700

530 F 7 530 기둥두께 구조/확장

430 E 6 430

330 D 5 330 기둥두께 구조/확장

200 C 4 200

165 B 3 165

65 A 2

50 A’ 1 50

모듈러 미적용 치수표

기호 순서 치수 적용 위치 적용 종류

ㅊ 10 5835

ㅈ 9 5050

ㅇ 8 4550

ㅅ 7 3970 코어 너비 분할

ㅂ 6 3310

ㅁ 5 2525

ㄹ 4 2060

ㄷ 3 1940 복도 긴 벽 너비 분할

ㄴ 2 1190

ㄱ 1 915

* 단위: mm

* ○○: 해당 도면에서 나타나지 않는 모듈러 치수

[표 3-2-2-1] 호텔층 평면도에 적용된 모듈러 치수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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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 호텔부 북서측 복도 입면도

  
[그림 3-2-2-5] 호텔부 복도 

외부 사진

    
[그림 3-2-2-6] 호텔부 복도 

서측 동측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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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호텔부 복도 서측 입면에서는 L과 J의 사각형의 분할이라는 

점에서 단위주거의 복도 벽의 분할과 동일하다. 그러나 현관문의 너비 

등 신체에 기반을 둘 필요가 없는 창문틀로서 황금비례를 이용한 분할을 

더 잘 나타내고 있다. 먼저 가로 L(3660)은 G’(1400)와 J(2260)로 분할하

였다. L(3660)의 너비를 갖는 면은 단위주거 내의 벽의 분할과 동일하게 

인간의 상체와 하체를 나누는 G’(1400)와 H(860)로 분할하였고, 이로서 

G’(1400)과 G’(1400)의 정사각형 꼴을 갖는 창문은 다시 G(700)로 분할

하였다. J(2260)의 너비를 갖는 면은 I(1130)로 균등하게 분할하였고, 분할

된 위의 면은 동일한 I(1130)로 정사각형 꼴을 만들었고, 아래의 면은 3

등분하여 창문틀을 제외한 각 창문의 길이가 G(700)가 되게 하였다. 이

렇게 분할된 L과 J의 사각형은 아래로 상하대칭, 옆으로 좌우대칭이 되

게 배열하여 창의 분할을 통한 확장의 의미를 갖게 된다. 

둘째로 호텔부 복도 동측 입면에서는 오피스의 창 또는 오피스의 입

구인데 단위주거처럼 하나의 치수를 정하지 않고 각각의 오피스 공간마

다 다른 입면의 형태를 띠게 구획하였다. 서측 입면과 마찬가지로 L과 J

의 사각형을 분할하는데, 단위주거 창틀처럼 4등분을 한 곳도 존재하며, 

3등분, 2등분, 또는 2등분한 면의 2등분 등 다양한 분할의 양상이 드러

난다.

셋째로 호텔부 복도 외부 입면은 서측의 창틀 앞에 멀리언을 세웠는

데 복도가 C(200)+J(2260)+D(330)+J(2260)의 2층의 총 높이 5050을 2분할

하여 이 공간의 수직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높이를 2등분하여 2525(기

호 ㅁ)의 모듈러 미적용 치수가 발생한다. 

호텔부 복도 입면도에 적용된 모든 모듈러 치수 및 미적용 치수는 다

음 [표 3-2-2-2]와 같다. 주거층과 동일하게 M(4190)의 기둥 스팬과 

L(3360)의 기둥 사이 간격, J(2260)의 높이를 갖는 구조에서 모듈러의 황

금비례 치수들을 이용한 분할을 창틀에 C(200), D(330), G(700), H(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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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적용 치수표

적색 청색 그외 기호 순서 치수 적용 위치 적용 종류

4190 M 16 4190 기둥 스팬 구조/확장

3660 L 15 3660 창틀 폭 구조/분할/확장

2960 K 14 2960

2260 J 13 2260 창틀 높이 신체/분할/확장

1830 S 12 1830 창틀 분할 너비 분할

1400 G’ 11 1400 창틀 분할 너비 분할

1130 I 10 1130 창틀 분할 너비 분할

860 H 9 860 현관문 너비 신체/분할

700 G 8 700 창틀 분할 너비 분할

530 F 7 530 기둥두께 구조/확장

430 E 6 430

330 D 5 330 기둥두께 구조/확장

200 C 4 200 창틀 두께 구조

165 B 3 165

65 A 2

50 A’ 1 50 창살 두께 구조

모듈러 미적용 치수표

기호 순서 치수 적용 위치 적용 종류

ㅊ 10 5835

ㅈ 9 5050

ㅇ 8 4550

ㅅ 7 3970

ㅂ 6 3310

ㅁ 5 2525 창틀 분할 너비 분할

ㄹ 4 2060

ㄷ 3 1940

ㄴ 2 1190

ㄱ 1 915 창틀 분할 너비 분할

* 단위: mm

* ○○: 해당 도면에서 나타나지 않는 모듈러 치수

[표 3-2-2-2] 호텔층 복도 입면도에 적용된 모듈러 치수 분석표

I(1130), G’(1400), S(1830)를 이용하여 분할하였으며, L(3660)을 4등분, 3

등분 했을 때의 길이인 ㄱ(915)과 ㄴ(1190)의 미적용 치수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분할된 L과 J의 사각형은 위와 옆으로 확장되어 나가는데 이는 

다른 확장의 개념과 동일하게 인간의 스케일에서 건물의 스케일로,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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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의 스케일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호텔층의 공간투시도는 호텔기준층 7층의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직후

부터 한 호텔방 유닛의 입구까지의 공간투시도는 주거층과 동일하다. 이

에 주거층과 분할과 공간구성 방식이 다른 건물의 북측부에 존재하는 오

피스 부의 공간투시도를 분석하며 다음 [그림 3-2-2-7]에 표기한 S1, S2, 

S3…의 순서를 따른다. 오피스부로의 진입 후의 공간투시도 S1, 오피스

의 공용 공간 진입 후의 공간투시도 S2, 공용 공간 복도 진입 후의 공간

투시도 S3, 복도에서의 진행 후의 공간투시도 S4의 순서로 분석한다. 

[그림 3-2-2-7] 호텔층 공간투시도 키맵

  호텔층의 오피스 부의 진입 직후의 공간투시도 S1은 다음 [그림 

3-2-2-8]과 같다. 주거층에서의 투시도 [그림 3-2-1-6]과 같은 복도에서 

스팬이 M인 두 개의 스팬을 갖는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의 도달을 암시한다. 또한 이러한 공간이 왼쪽으로 확장되면서 왼쪽으로

의 시선을 유도하고 왼쪽으로의 진행을 유도한다.

[그림 3-2-2-8] 호텔층 오피스부 공간투시도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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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층 오피스 부의 공용공간으로의 진입 후의 공간투시도 S2는 다음 

[그림 3-2-2-9]와 같다. 본 장의 1절에서 분석한 단위주거 내에서 열린 

복층부의 효과와 동일하게 복도층과 동일한 높이 J(2260)에서 두 배로 

높은 층고를 갖는 공간이 시작됨을 윗면의 끝이 보임으로 인해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정면에 보이는 분할 창문이 오른쪽으로 연속되어 감을 암

시하여 오른쪽으로의 이동을 유도한다.  

[그림 3-2-2-9] 호텔층 오피스부 공간투시도 S2

  호텔층 오피스 부 복도 진입 후의 공간투시도 S3는 다음 [그림 

3-2-2-10]과 같다. 두 개의 층의 높이를 갖는 복도의 높이로 수직성이 

강조되며 높은 층고로의 진행을 유도한다. 정면의 창틀의 분할은  

L(3660)의 폭과 J(2260)의 높이가 황금분할 되어 M(4190)의 스팬을 통해 

반복된다. 이러한 스팬의 반복성으로 투시도 상 등차수열이 등비수열로 

전이되어 공간의 방향성을 띄어 공간으로의 이동을 유도한다. 또한 다양

한 비례를 통해 분할된 창틀의 다양성은 꼬르뷔지에가 나타내고자 했던 

신체의 스케일과 이의 확장을 통한 건축과의, 도시와의 연결을 의미하는

데, 이를 복도를 향유하며 다양한 분할을 통해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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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0] 호텔층 오피스 부 

공간투시도 S3

  

[그림 3-2-2-11] 호텔층 오피스 부

공간투시도 S4

  복도를 따라 걷고 난 후의 복도의 끝에 가까워진 후의 공간투시도 S4

는 다음 [그림 3-2-2-11]과 같다. 분할과 기둥 스팬 M의 반복적 사용에 

따른 공간 효과는 공간투시도 S3과 동일하다. 정면에 위치한 문의 존재

가 출입구임을 인지하게 한다. 또한 오른쪽 벽 끝 부분이 왼쪽 벽보다 

한 스팬 앞 쪽에서 끝남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이는 오른쪽으로의 공간이 

있음을 암시하게 한다. 이 공간은 8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으로서 8층으로 

향하여 8층 복도로 진입하게 되며, 주거층의 복도와 동일한 공간 효과를 

경험하거나, 정면의 비상계단으로 출입하게 되며 호텔층 부에서의 건축

적 산책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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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주거동으로의 조합 및 확장 치수체계 분석

지금까지 인간의 스케일에서 모듈러 치수체계의 조합에 의한 단위주

거로의 확장, 단위주거의 스케일에서 모듈러 치수체계의 조합에 의한 주

거층, 호텔층으로의 확장을 살펴보았다. 본 항에서는 주거층 부와 호텔

층 부의 조합을 통해 건물 전체로의 확장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옥상 정

원과 1층의 필로티는 조합의 개념이 아닌 오브제로의 모듈러 치수의 적

용이므로 다음 절에서 분석한다. 

유니떼 다비따시옹은 옥상정원과 1층 필로티 부를 제외하고 총 17층

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3-2-3-1]의 단면도를 살펴보면 주거층을 이루

는 기본 3개 층이 5번 반복되며, 중간의 7,8층에 호텔층이 위치하고 있

다. 중간의 호텔층을 제외하고는 본 장의 2절에서 살펴본 단위주거 단면

과 입면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양상을 나타낸다.[그림 3-2-3-2]와 [그림 

3-2-3-3]

이에 전체 건물에 적용된 모듈러 치수체계는 주거층에 적용된 모듈

러 치수와 호텔층에 적용된 모듈러 치수의 합과 같으며 [표 3-2-3-1]과 

같다. 각각의 치수들은 단위주거, 혹은 각 층의 조합에서는 구조 또는 

분할 등의 모듈러 치수 적용을 나타내지만, 건물의 전체에서는 그 조합

을 통해 연속적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전 치수 모두 확장의 모듈러 치수 

적용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주거층 부의 확장과 호텔층 부와의 조합을 통해 건물 전체의 

형태 및 규모가 완성되었고, 인간의 스케일에서 단위주거로의, 단위주거

에서 주거층으로의, 주거층에서 건물 전체로의 확장을 통해 인간과 도시

를 연결하는 꼬르뷔지에의 ‘Texturique’의 의미에 도달한다.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듯 꼬르뷔지에는  유니떼 다비따시옹 동측의 코어 외벽 부

분에 실제 크기의 모듈러 치수체계와 그 비례 격자를 새겨 넣어 인간의 

스케일에서 건물 전체의 스케일로의 확장을 나타낸다. [그림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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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 유니떼 다비따시옹 단면도

단위주거의 확장을 통해 완성된 건물의 총 길이는 폭 24200, 높이 

45960, 길이 135970으로 모듈러 치수체계에 속하지 않는 치수이다. 또한 

단위주거의 폭 3660, 높이 4850(2260+330+2260), 길이 24200과의 비례관

계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유니떼 다비따시옹은 비례를 이루도록 

전체의 틀을 먼저 결정하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단위주거의 형성으로부

터 시작해서 진행된 작업의 결과물임을 뜻한다. 즉, 내부를 결정하고 기

본단위의 연속적인 확장을 통해 전체의 비례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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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 유니떼 다비따시옹 서측 입면도

[그림 3-2-3-3] 유니떼 다비따시옹 동측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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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Texturique’라는 르 꼬르뷔지에의 개념적 언어가 황금

비율의 완전성과 황금비를 갖는 건물 전체 입면의 그 자체가 아닌 단위

주거에서 건물 전체로의 연속적 조합을 통한 확장으로서 표현되었고, 이

러한 확장의 개념이 건물 내에서의 거주자의 경험, 시각을 통해 이루어

짐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림 3-2-3-4] 유니떼 다비따시옹 동측 벽면에 새겨진 모듈러 치수체계

  

전체 건물에 적용된 모듈러 치수체계는 [표 3-2-3-1]과 같다. 주거층

에 적용된 모듈러 치수와 호텔층에 적용된 모듈러 치수의 합과 같으며 

각각의 치수들은 단위주거, 혹은 각 층의 조합에서는 구조 또는 분할 등

의 모듈러 치수 적용이 나타나고, 건물의 전체에서는 그 조합을 통해 연

속적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전 치수 모두 확장의 모듈러 치수 적용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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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적용 치수표

적색 청색 그외 기호 순서 치수 적용 위치 적용 종류

4190 M 16 4190 기둥 스팬 확장

3660 L 15 3660 단위주거 폭, 창틀 너비 확장

2960 K 14 2960

2260 J 13 2260 한 층의 높이 확장

1830 S 12 1830 중심 창문 너비 확장

1400 G’ 11 1400

1130 I 10 1130 외부 창문 노출부 길이 확장

860 H 9 860

700 G 8 700 차양막 높이 확장

530 F 7 530 기둥 두께, 슬라브 두께 확장

430 E 6 430 발코니 선반 안전바 확장

330 D 5 330 슬라브 두께 확장

단위주거 내 슬라브 두께 확장

200 C 4 200

165 B 3 165 차양막 두께 확장

65 A 2 창틀 두께 확장

50 A’ 1 50 창살 두께 확장

모듈러 미적용 치수표

기호 순서 치수 적용 위치 적용 종류

ㅊ 10 5835

ㅈ 9 5500

ㅇ 8 4550

ㅅ 7 3970

ㅂ 6 3310

ㅁ 5 2525 창틀 분할 너비 확장

ㄹ 4 2060

ㄷ 3 1940

ㄴ 2 1190

ㄱ 1 915 창문 너비 확장

* 단위: mm

* ○○: 해당 도면에서 나타나지 않는 모듈러 치수

[표 3-2-3-1] 주거동에 적용된 모듈러 치수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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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소결

3장 2절에서는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용을 통해 형성된 단위주거가 그 

조합을 통해 주거층, 호텔층, 건물 전체로 확장되어 나가는 양상을 각각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를 통해서 모듈러 치수체계가 적용된 부분과 그 

적용 종류를 분석하여 분류하였고, 모든 치수에 대한 분석 내용은 [표 

3-2-4-1]과 같다. 

[그림 3-2-4-1] 주거층 

액소노메트리

[그림 3-2-4-2] 호텔층 

액소노메트리

첫째로 단위주거의 주거층 부로의 조합은 단위주거 기본 골조에 사용

된 모듈러 치수 기둥 스팬 M(4190), 단위주거 폭 L(3660), 기둥 두께 

F(530), 복도 폭 K(2960) 등이 그 반복적 조합을 통해 주거층을 이뤘다. 

또한 복도 벽의 분할로서 H(860), C(200)의 모듈러 치수를 사용하고, 이 

분할에 의해 ㄷ(1940)과 ㄹ(2060)과 ㅅ(3970)의 모듈러 미적용 치수가 발

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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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단위주거의 호텔층 부로의 조합은 주거층과 동일한 기본 골조

에 사용된 모듈러 치수가 반복이 되나, 오피스와 쇼핑 등의 시설에는 기

둥 스팬 M(4190)을 유지한 채, 그 공간의 형태가 더 역동적인 형태로 확

장하게 된다. 또한 오피스 복도 입면도에 황금비례 치수들을 이용한 분

할 놀이를 창틀에 C(200), D(330), G(700), H(860), I(1130), G’(1400), 

S(1830)를 이용하여 분할하였으며 정분할에 따른 ㅁ(2525)의 모듈러 미적

용 치수가 발생하였다. 

셋째로 단위주거로부터 확장된 주거층 부와 호텔층 부는 둘의 반복적

인 조합으로 건물 전체를 이뤄 단위주거에서 건물 전체로, 도시로의 확

장을 완성한다. 모듈러 치수는 주거층과 호텔층에 사용된 치수와 동일하

게 적용되었고, 구조나 분할의 개념에서 적용된 치수들은 건물 전체에서

는 모두 확장의 적용으로 분류된다. 또한 확장된 건물의 총 길이가 모듈

러 치수체계에 속하지 않으며, 전체 길이의 비례 또한 황금비례를 갖지 

않으나 이는 모듈러 치수체계를 통해 구성된 단위주거의 조합을 통한 확

장적 개념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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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적용 치수표

적색 청색 그외 기호 순서 치수 적용 위치 적용 종류

4190 M 16 4190 기둥 스팬 구조/확장

3660 L 15 3660 단위주거 폭 구조/확장

2960 K 14 2960 복도 폭 신체

2260 J 13 2260 한 층 높이 신체/확장

1830 S 12 1830 창틀 분할 너비 분할/확장

1400 G’ 11 1400 창틀 분할 너비 분할/확장

1130 I 10 1130 창틀 분할 너비 분할/확장

외부 창문 노출부 길이 확장

860 H 9 860 현관문 너비 신체/분할

호텔부 창틀 분할 너비 분할/확장

700 G 8 700 호텔부 창틀 분할 너비 분할/확장

차양막 높이 분할/확장

530 F 7 530 기둥두께 구조/확장

430 E 6 430 발코니 선반 안전바 분할/확장

330 D 5 330 호텔부 기둥두께 구조/확장

단위주거 내 슬라브 두께 구조/확장

200 C 4 200 현관문 윗막이 분할/확장

호텔부 창틀 두께 구조

165 B 3 165 차양막 두께 분할/확장

65 A 2 창틀 두께 구조/확장

50 A’ 1 50 창살 두께 구조

모듈러 미적용 치수표

기호 순서 치수 적용 위치 적용 종류

ㅊ 10 5835

ㅈ 9 5500

ㅇ 8 4550

ㅅ 7 3970 코어 너비 분할

ㅂ 6 2650

ㅁ 5 2525

ㄹ 4 2060 현관문 높이 신체/분할

ㄷ 3 1940 복도 긴 벽 너비 분할

ㄴ 2 1190

ㄱ 1 915 창문 너비 분할/확장

* 단위: mm

* ○○: 해당 도면에서 나타나지 않는 모듈러 치수

[표 3-2-4-1] 단위주거의 조합 (주거층, 호텔층, 건물 전체)에 적용된 

모듈러 치수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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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오브제 적용 치수체계 적용방식 및 미적용 치수 분석

본 장의 2절까지는 유니떼 다비따시옹의 기본 틀인 단위주거의 형성

으로부터 단위주거의 조합 및 확장을 통한 건물 전체까지의 모듈러 적용 

방식과 적용된 치수체계를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1층부와 옥상 정원에 공간 틀로서가 아닌, 공간 오브제로

서 모듈러 치수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3.3.1 배치도 적용 치수체계 및 미적용 치수 분석

[그림 3-3-1-1] 유니떼 다비따시옹 배치도

르 꼬르뷔지에의 “새 건축의 5원칙”의 하나인 필로티는 유니떼 다

비따시옹에도 반영된다. [그림 3-3-1-1]의 배치도를 통해 상층부에 적용

된 스팬 M이 아닌 2M의 스팬으로 배치되었으며 진입부와 코어는 동일

한 기둥이 아닌 로비 공간과 코어가 존재한다. 

또한 필로티는 건물의 폭에서 3M을 스팬으로 하여 위치하며, 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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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규모의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큰 매스를 가진 대형주거의 떠 있는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원형 필로티가 아닌 사선형의 필로티를 사용하였

다. 

[그림 3-3-1-2] 1층 기둥부 단면도

[그림 3-3-1-3] 필로티와 신체의 관계

[그림 3-3-1-2]는 1층 기둥부의 단면도를 나타내는데 기둥과 설비부가 

포함된 총 높이는 3절에서의 [그림 3-2-3-4]의 외부 벽에 새겨 넣은 모

듈러 비례격자에 손을 뻗은 모듈러 맨(기호 J, 2260)과 모듈러맨의 신장

(기호 S, 1830)을 3번 쌓은 길이, 총 7750이다. 설비부에 J(2260)의 높이를 

주고 기계설비 시스템을 넣었으며, 나머지 5500(기호 ㅈ)의 길이는 모듈

러맨의 3배의 신장 길이로 노출된 기둥의 길이이다. 이는 기둥 사이의 

공간을 걷는 모듈러 치수체계의 기준이 되는 사람과 그 치수체계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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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느끼게 하는 꼬르뷔지에의 의도이며, 이는 설비부 가운데 위치한 

환풍부의 너비를 사람의 신장 S(1830)의 크기로 설정한 점과, 유니떼 다

비따시옹의 초기 설계시 꼬르뷔지에의 스케치 [그림 3-3-1-3]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단부와 하단부의 폭은 기둥의 높이에 따라 건물을 지탱하기 

위한 구조적인 치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모듈러 치수체계에 속하지 않

는 치수이며, 각각의 치수는 4550(기호 ㅇ), 2650(기호 ㅂ)이다. 단위주거

와 건물 전체에 사용한 구조 치수인 기둥 스팬 M(4190), 기둥 두께 

F(530)은 그 치수의 분할 또는 확장을 통해 구조적 치수의 의미를 넘어 

황금비례 또는 확장의 치수적 적용을 보이나, 필로티의 기둥 두께에서는 

필로티의 기능적인 면의 특수성 때문에 미적용 치수가 발생하였고, 이는 

모듈러 치수체계가 비례적 체계가 아닌 고정적 치수를 사용하는 체계임

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배치도에 적용된 모듈러 치수체계는 [표 3-3-1-1]과 같다. 필로티의 

스팬은 상층부의 기둥 스팬인 M(4190)의 2베이를 사용하여 구조적 측면

의 모듈러 치수 적용으로 분류된다. 필로티의 높이는 모듈러 치수체계의 

기본 체적인 J(2260)와 인간의 신장인 S(1830)의 합을 사용하였는데, 환풍

구의 너비에 적용된 S(1830)와 함께 인간의 스케일에서 건물 전체의 스

케일로의 확장을 의미하는 신체적 적용임과 동시에 그 기능이 구조적임

으로 구조적 적용에도 해당된다. 또한 필로티의 높이를 고정하면서 건물

을 지탱할 필로티의 상하부 너비를 구조적으로 필요한 모듈러 치수체계

가 아닌 치수로 정하면서 이는 모듈러 치수체계의 한계로서의 양상을 나

타낸다. 

배치도 상에서 보이는 계단과 로비는 필로티와는 다른 적용 방식 양

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절에서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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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적용 치수표

적색 청색 그외 기호 순서 치수 적용 위치 적용 종류

4190 M 16 4190 기둥 스팬 구조

3660 L 15 3660

2960 K 14 2960

2260 J 13 2260 한 층의 높이 신체/구조

1830 S 12 1830 환풍구 너비 신체/구조

1400 G’ 11 1400

1130 I 10 1130

860 H 9 860

700 G 8 700

530 F 7 530

430 E 6 430

330 D 5 330

200 C 4 200

165 B 3 165

65 A 2

50 A’ 1 50

모듈러 미적용 치수표

기호 순서 치수 적용 위치 적용 종류

ㅊ 10 5835

ㅈ 9 5500 기둥 높이 신체/구조

ㅇ 8 4550 기둥 상단부 너비 구조

ㅅ 7 3970

ㅂ 6 2650 기둥 하단부 너비 구조

ㅁ 5 2525

ㄹ 4 2060

ㄷ 3 1940

ㄴ 2 1190

ㄱ 1 915

* 단위: mm

* ○○: 해당 도면에서 나타나지 않는 모듈러 치수

[표 3-3-1-1] 배치도에 적용된 모듈러 치수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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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외부계단, 로비 적용 치수체계 및 미적용 치수 분석

유니떼 다비따시옹의 1층부에는 7,8층의 호텔부로 진입할 수 있으며 

비상계단용인 외부계단이 존재한다. 다른 층에는 연결되지 않고 7층에만 

연결되어있다. 초기 작품부터 꼬르뷔지에는 계단에 곡선을 사용하여 계

단의 기능보다 오브제로서의 형상을 뚜렷하게 나타냈다.12) 유니떼 다비

따시옹의 계단에도 곡선을 적용하여 계단보다는 오브제로서의 형태가 뚜

렷하다. [그림 3-3-2-1]

단위주거에서 신체 비례에 의해 계단의 폭을 H(860)로 적용한 것처럼 

[그림 3-3-2-2]에서 비상계단의 폭을 두 명이 양 방향으로 지나갈 수 있

는 폭으로 H의 두 배의 너비를 적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계단 한 

칸의 길이를 D(330)로 적용하였다. 계단의 입면도를 보여주는 [그림 

3-3-2-3]에서 계단의 높이에 C(200)를 적용, 안전바의 높이 I(1130)를 확

인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신체 비례에 의한 적용이다. 

[그림 3-3-2-1] 유니떼 

다비따시옹 비상계단

    
[그림 3-3-2-2] 외부계단 평면도 

(좌 1층, 우 7층)

12) 빌라 사보아의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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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 외부계단 입면도

꼬르뷔지에는 단위주거의 반복적 사용을 통해 확장의 개념을 표현한 

것과 달리 신체 비례 치수를 일부 사용하여 비상계단에는 오브제로서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7층까지의 높이(24230)에 도달하기 위해 계단의 한 

폭의 높이를 동등하게 배분하였고, 이는 모듈러 치수체계에 속하지 않는 

치수이다. 이는 구조적인 치수 사용에 있어 모듈러 치수체계가 갖는 한

계점이다. 

비상계단에 적용된 모든 모듈러 치수는 [표 3-3-2-1]과 같다. 계단은 

인간이 오르내리는 공간으로 신체에 비례하여 그 크기가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단의 폭 H(860), 계단 칸의 폭 D(330), 계단 칸 높이 

C(200)와 계단 안전바의 높이 I(1130)를 모듈러 치수체계의 신체 비례 치

수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계단의 총 높이에 맞게 설계되어야한다는 구조

적 측면에 모듈러 치수체계가 비상계단의 전체 비를 조절하는데 까지는 

사용되지 못하였으며, 오브제로서의 비례에도 적용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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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적용 치수표

적색 청색 그외 기호 순서 치수 적용 위치 적용 종류

4190 M 16 4190

3660 L 15 3660

2960 K 14 2960

2260 J 13 2260

1830 S 12 1830

1400 G’ 11 1400

1130 I 10 1130 안전바 높이 신체/구조

860 H 9 860 계단 폭 신체/구조

700 G 8 700

530 F 7 530

430 E 6 430

330 D 5 330 계단 칸 폭 신체/구조

200 C 4 200 계단 칸 높이 신체/구조

165 B 3 165

65 A 2

50 A’ 1 50

* 단위: mm

* ○○: 해당 도면에서 나타나지 않는 모듈러 치수

[표 3-3-2-1] 외부계단에 적용된 모듈러 치수 분석표

1층부의 로비는 필로티에 의해 들어 올려진 주거동과 다르게 구조에

서 자유로운 평면에 의한 설계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3-3-2-4]의 

평면도에서 볼 수 있듯이 로비는 외부의 필로티와 같은 두께의 기둥과 

승강기 부가 구조상 위치하며, 모듈러 치수체계가 적용된 곳은 인간의 

신장 S(1830)의 두 배 치수인 L(3660)이 적용된 로비의 총 높이뿐이다. 

꼬르뷔지에는 4M 너비의 공간에 자유로운 평면을 구사하여 공간 형태에 

따른 건축적 산책을 유도하였다. 광대한 크기의 지붕은 [그림 3-3-2-6]의 

단면도에서 볼 수 있는데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의 시선을 유도하며 기둥 

사이를 지나 좁아지는 지붕의 폭은 왼쪽의 출입구로의 진입을 유도한다. 

출입문을 지나 열을 띄고 있는 기둥은 안으로의 진행을 유도하고, 곧 마

주치게 되는 볼록한 벽면은 승강기로, 또는 동측 주차장부로 나가는 출

입문으로 유도하게 된다.[그림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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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꼬르뷔지에가 로비부에 모듈러 치수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필로티

에 의해 자유로워진 평면을 설계하고 건축적 산책을 유도했다는 점은 모

듈러 치수체계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비상계단의 곡선의 사용에 의한 오

브제로서의 형태에 모듈러 치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3차원 

공간에서 느껴지는 건축적 산책 리듬까지 보정이나 제어할 수 있는 공간 

치수체계를 고안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3-2-4] 1층 로비 평면도

  

[그림 3-3-2-5] 로비 진입부

  

[그림 3-3-2-6] 1층 로비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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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옥상 정원 적용 치수체계 및 미적용 치수 분석

유니떼 다비따시옹의 옥상 정원에는 놀이터, 수영장, 체육관 등의 시

설이 구축되어 있는데 그 높이와 규모가 방대하다. [그림 3-3-3-1]의 입

면도에서 그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옥상 정원에는 비상계단과 마찬가

지로 오브제로서의 형태가 구축된 시설 또는 조각이 주를 이루며 모듈러 

치수체계의 사용 또한 주거동에서의 사용과 다르다.

첫째로 옥상 정원의 다양한 시설에는 신체에 비례한 치수들이 사용되

었다. 옥상의 안전바가 계단의 안전바의 높이와 같은 I(1130)로 사용되었

으며, 2층을 갖는 체육관의 한 층의 높이와 승강기 탑의 입구 높이에 

J(2260)가 사용되었다. 또한 장난감 놀이터와 모래놀이터의 높이와 선반 

길이에 I(1130), G’(1400), S(1830)의 신체 비례 치수가 사용되었다. [그림 

3-3-3-1] [그림 3-3-3-2]

[그림 3-3-3-1] 옥상 정원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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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 옥상 정원 평면도

[그림 3-3-3-3] 오브제로서의 옥상 정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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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적용 치수표

적색 청색 그외 기호 순서 치수 적용 위치 적용종류

15490 R 21 15490 옥상 정원 총 폭

승강기 탑 높이

체육관 남쪽 폭

12530 Q 20 12530 체육관 북쪽 폭

9570 9570

7750 P 19 7750 수영장의 길이 신체

승강기 탑 너비 구조

5920 O 18 5920 승강기 탑 길이 구조

4790 N 17 4790 체육관 높이

4190 M 16 4190 기둥 스팬 구조

3660 L 15 3660 수영장의 폭 신체

2960 K 14 2960

2260 J 13 2260 한 층의 높이 신체

1830 S 12 1830 장난감 놀이터 선반 폭 신체

1400 G’ 11 1400 장난감 놀이터 선반 폭 신체

1130 I 10 1130 안전바 높이 신체

860 H 9 860 안전바 높이 신체

700 G 8 700

530 F 7 530 기둥 두께 구조

430 E 6 430

330 D 5 330 체육관 슬라브 두께 구조

200 C 4 200 옥상 정원 바닥 두께 구조

165 B 3 165

65 A 2

50 A’ 1 50

* 단위: mm

* ○○: 해당 도면에 적용되지 않은 모듈러 치수

[표 3-3-3-1] 옥상 정원에 적용된 모듈러 치수 분석표

둘째로, 주거동의 전체 규모가 신체에 비례한 작은 치수들에 의해 조

합된 단위주거의 확장으로 인해 정해진 것과는 달리, 옥상 정원에는 오

브제로서 기존에 사용된 A’(50)부터 M(4190)까지의 치수가 아닌 M 이후

의 치수체계가 적용되며 그 치수는 [표 3-3-3-1]의 음영된 부분이다. 체

육관의 높이를 N(4790)으로, 승강기 탑의 길이를 O(5920)로, 승강기 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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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와 수영장의 길이를 P(7750)로, 체육관의 북쪽 폭을 Q(12530)로, 체

육관의 남쪽 폭, 승강기 탑의 높이, 옥상정원의 총 폭을 R(15490)로 모듈

러 치수체계의 치수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치수의 적용은 신체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형성된 피보나치 수열 상에 있는 치수이기는 하나 2장에

서 분류한 모듈러 적용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환기탑, 놀이터 

등의 조각은 모듈러 치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브제로서의 역할을 하

고 있다. [그림 3-3-3-3]  이는 모듈러 치수 체계가 오브제를 보정 또는 

제어하는데까지는 미치지 못했음을 증명한다. 

3.3.4 소결

본 절에서는 공간 오브제가 존재하는 배치도, 옥상 정원에 적용된 모

듈러 치수체계를 분석하고 적용된 모든 치수체계는 다음 [표 3-3-4-1]과 

[표 3-3-4-2]와 같다. 

모듈러 치수체계에 속하는 치수들이 구조적으로, 신체비례 치수적으로 

많은 부분에 다양하게 사용되었고, 특히 옥상정원에서 단위주거에는 사

용되지 않은 M(4190) 이상의 모듈러 치수, N(4790), O(5920), P(7750), 

Q(12530), R(15490)을 사용하여 모듈러 치수 수열의 무한한 확장성을 드

러냈다. 그러나 배치도와 옥상 정원에서는 단위주거와 전체 건물에 사용

한 모듈러 치수의 분할이나 확장 등의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용이 아닌, 

모듈러 치수체계의 한계점을 드러내는 양상이 많이 분석되었는데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전히 구조적 필요에 의한 미적용 치수체계가 필로티에 발생하

였다. 3절까지의 미적용 치수의 발생은 단위주거에서 분할이나 확장에 

의해 발생하였고, 이는 비례적으로 적용하거나 모듈러 치수체계의 속하

는 치수들의 합이나 뺌에 의해 생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필로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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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적용 치수표

적색 청색 그외 기호 순서 치수 적용 위치 적용종류

15490 R 21 15490 옥상 정원 총 폭

승강기 탑 높이

체육관 남쪽 폭

12530 Q 20 12530 체육관 북쪽 폭

9570 9570

7750 P 19 7750 수영장의 길이 신체

승강기 탑 너비 구조

5920 O 18 5920 승강기 탑 길이 구조

4790 N 17 4790 체육관 높이

4190 M 16 4190 기둥 스팬 구조

3660 L 15 3660 수영장의 폭 신체

2960 K 14 2960

2260 J 13 2260 한 층의 높이 신체/구조

1830 S 12 1830 장난감 놀이터 선반 폭 신체

환풍구 너비 신체/구조

1400 G’ 11 1400 장난감 놀이터 선반 폭 신체

1130 I 10 1130 안전바 높이 신체

860 H 9 860 안전바 높이 신체

계단 폭 신체/구조

700 G 8 700

530 F 7 530 기둥 두께 구조

430 E 6 430

330 D 5 330 체육관 슬라브 두께 구조

계단 칸 폭 신체/구조

200 C 4 200 옥상 정원 바닥 두께 구조

계단 칸 높이 신체/구조

165 B 3 165

65 A 2

50 A’ 1 50

* 단위: mm

* ○○: 해당 도면에 적용되지 않은 모듈러 치수

[표 3-3-4-1] 오브제에 적용된 모듈러 치수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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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미적용 치수표

기호 순서 치수 적용 위치 적용종류

ㅊ 10 5835

ㅈ 9 5500 기둥 높이 신체/구조

ㅇ 8 4550 기둥 상단부 너비 구조

ㅅ 7 3970

ㅂ 6 2650 기둥 하단부 너비 구조

ㅁ 5 2525

ㄹ 4 2060

ㄷ 3 1940

ㄴ 2 1190

ㄱ 1 915

* 단위: mm

* ○○: 해당 도면에 적용되지 않은 모듈러 치수

[표 3-3-4-2] 오브제에 적용된 모듈러 미적용 치수 분석표

된 수치 ㅂ(2650)과 ㅇ(4550)은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정해진 수치로서 모

듈러 치수체계 상의 치수만으로의 구조적 수용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분

석된다. 

둘째, 모듈러 치수체계가 비상계단이나 옥상정원에 선별적으로 적용은 

되었으나, 일련의 비례체계를 갖지 않고 있고, 오브제의 형태와 공간의 

구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 1층 진입부인 로비는 꼬르뷔지에의 설계 전략중 하나인 자유로

운 평면에 의한 공간 형태에 따른 건축적 산책으로 구성되었다. 로비의 

높이 L(3660)을 제외하고는 모듈러 치수체계에 속하는 치수는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았으며, 공간 구성에 따라 안쪽으로의 이동을 유도하는 장치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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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본 장에서는 유니떼 다비따시옹에 적용된 치수체계와 이론 치수체계

를 비교한 후, 단위주거, 단위주거의 조합인 주거층, 호텔층과 건물 전

체, 그리고 오브제로 나눠 분석하였다. 

2절에서 분석된 단위주거에 적용된 모듈러 치수체계는 기본 골조를 

정하는 구조적 치수 적용, 가구와 계단, 문 등의 신체 비례 치수 적용, 

내부에서 외부로의 역동성과 진행을 강조하는 수열적 치수 적용, 인간의 

스케일에서 단위주거의 스케일로의 확장을 드러내는 분할 치수 적용으로 

다양하게 적용되었고, 분할에 의한 모듈러 치수의 합 또는 차에 의한 미

적용 치수가 발생하였다. 

3절에서 분석된 단위주거의 조합을 통해 확장된 주거층, 호텔층, 건물 

전체에서는 꼬르뷔지에의 ‘Texturique’처럼 단위주거에서 건물 전체 

스케일로의 확장을 통해 인간과 도시 스케일의 연결을 의미하는 분할 또

는 확장으로서의 치수 적용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확장된 건물의 총 길

이가 모듈러 치수체계에 속하지 않고, 전체 길이의 비례 또한 황금비례

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듈러 치수를 통해 구성된 단위주거의 연속적

인 조합으로 보다 개념적인 접근에서 인간에서 단위주거로, 건물 전체로

의 확장을 의미한다.  

4절에서 분석된 공간 오브제에 속하는 옥상 정원, 비상계단 등에는 신

체 비례적 치수가 몇몇 부분에 적용되었고, 주거동에 적용되지 않은 모

듈러 치수체계 수열 상의 큰 치수들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치수의 사

용이 선별적이며 공간 오브제의 형태나 건축적 산책 리듬을 보정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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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유니떼 다비따시옹 구성 방식

본 장에서 분석한 모듈러 치수체계 적용에 의한 유니뗴 다비따시옹의 

구성 방식은 [그림 3-4-1]과 같다. 2절에서 분석한 단위주거는 신체비례

와 수열 모듈러 치수체계의 사용으로 단위주거의 기본 틀이 형성되었고, 

이의 반복적 수열을 통한 확장으로 주거층과 호텔층을 구성하고 층들의 

조합을 통해 건물 전체 주거동이 구성된 것을 3절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옥상정원, 1층 필로티부, 외부계단은 부가적인 오브제로서 모듈러 치수

체계가 주로 적용되지 않았음을 4절에서 분석하였다. 



- 90 -

4. 모듈러 치수체계 적용방식의 효과

  

     4.1 신체비례 모듈러 치수체계 적용방식의 효과

     4.2 수열 모듈러 치수체계 적용방식의 효과

     4.3 분할과 조합 모듈러 치수체계 적용방식의 효과

     4.4 모듈러 미적용 치수와 모듈러의 한계점

     4.5 소결

본 장에서는 3장에서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

용방식을 분류하고 그 효과에 대해 정리한다. 

4.1 신체비례 모듈러 치수체계 적용방식의 효과

4.1.1 신체비례 모듈러 치수체계의 비례공간화

유니떼 다비따시옹에 적용된 모듈러 치수체계의 분석 결과 신체비례 

치수는 단위주거 유닛의 구성과 내부 구성 요소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 비례 치수의 적용을 통해 단위주거 내의 

비례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4-1-1-1]의 단위주거 기본 골조 모듈러 치수 적용 비례공간에서 

평면, 입면적으로 적용된 신체비례치수와 그에 따른 비례공간을 표시하

였다. 기본적으로 모든 층의 기본 높이는 모듈러 치수체계의 기본 체적

인 J(2260)를 사용하였고, 양팔을 벌린 인간의 너비인 S(1830)의 두 배인 

L(3660)을 단위주거의 폭으로 적용하여, 단위주거 길이에 또한 같은 스팬

으로 5베이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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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1] 단위주거 기본 골조 모듈러 치수 적용 비례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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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본 틀은 모두 신체비례에 근거한 모듈러 치수체계를 통해 

구성되었는데, 열린 복층부의 길이를 K(2960)로 적용하면서 복층부 2층

의 총 길이가 모듈러 치수체계 미적용 치수로 보이나, 이는 내부 공간에 

모듈러 치수체계의 신체 비례치수의 조합을 통해 특정 비례를 갖는 내부 

방의 공간과 가구로 구성된다. [그림 4-1-1-2]의 평면도에 표시된 비례공

간을 통해 단위주거 내의 방과 가구가 특정한 수치의 비례를 이룬 비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1-2] 단위주거 내 모듈러 치수 적용 비례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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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주거 기본 폭인 L(3660)의 기본 수치인 양팔을 벌린 너비 S(1830)

가 자녀방의 폭으로, 기둥 스팬 M(4190)의 두 폭이 길이로 사용되어 각 

방은 S와 M의 비례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화장실과 샤워실의 공간은 

I(1130)와 G’(1400), G’(1400)와 G’(1400)로, 계단부의 공간은 L(3660)

과 H(860)로 구성되었다. 옷장과 세탁실 등도 F(530)와 G(700), F(530)와 

I(1130), G(700)와 I(1130), G(700)와 H(860), H(860)와 H(860) 비례의 사용

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부엌은 부엌조리대와 부엌수납장을 통해 공

간을 구성하였는데 부엌수납장의 너비인 S(1830)가 부엌의 전체 폭을 구

성하며, 길이는 조리대 폭 G(700), 현관문과 부엌을 구분 짓는 가벽의 길

이 F(530)와 I(1130)의 길이를 더해 모듈러 치수의 조합으로 총 길이가 

구성되었다. 

이렇게 모듈러 치수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비례공간은 단위주거 내의 

공간으로, 가구로 단위주거 내의 공간구성을 이루고 있다. 모듈러 치수

는 특정 길이 값으로서 1차원적인 요소였지만, 이 치수들의 조합을 통해 

2차원적인 공간을 구성하였고, 유니떼 다비따시옹의 한 층의 높이가 

J(2260)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3차원적 비례 공간을 구성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모듈러 치수체계를 통해 구성된 비례 공간의 조합을 

통해서 단위주거가 구성된 점을 통해 단위주거 전체의 길이나 폭의 비례

보다 거주자의 시각에서 단위주거 내의 비례공간을 향유하는 것에서 모

듈러 치수체계 비례공간의 의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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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신체 행위 비례 모듈러 치수체계의 공간화

이러한 공간 구성에 사용된 치수는 신체비례적 치수의 사용으로 인간

의 특정 행위를 유발하는, 또는 행위와 관련된 공간 구성 요소로서 나타

난다. [그림 4-1-2-1]의 입면도에서 신체 행위와 관련된 공간 요소와 함

께 꼬르뷔지에가 모듈러 이론에서 밝힌 신체와 연관된 모듈러 치수 다이

아그램[그림 2-2-2-1]에서 나타낸 신체 행위를 함께 표시하였고 그 구성

은 다음과 같다. 

C(200)는 낮게 걸터앉을 수 있는 높이로 발코니와 내부 공간 사이의 

창틀높이로 적용되어 발코니 창틀의 기능과 의자의 기능을 동시에 가능

하게 적용되었다. H(860)는 인간이 서있을 때 작업하기 적합한 높이로서 

부엌 조리대의 높이와 복층부 안전바에 위치한 작업대의 높이로 적용되

었다. I(1130)는 서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를 기댈 수 있는 높이로서 복층

부 안전바의 높이에 적용되어 1층 공간과 발코니 창밖으로의 시선, 외부

로의 확장을 의도한다. 또한 부엌 수납장의 높이 G’(1400)는 팔꿈치를 

어깨높이로 올려 기댈 수 있는 높이로 부엌조리대를 바라볼 수 있음과 

동시에 부엌과 마루 공간을 구분시킬 수 있는 높이로 적용되었다. 모듈

러 치수의 기본 신장인 S(1830)는 옷장과, 벽 수납장의 높이에 적용되어 

수납장이 시선 아래에 위치하게 구성하였다. 

[그림 4-1-2-1] 단위주거 내 신체 행위 관련 공간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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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체 행위와 관련된 길이의 적용은 주거 공간 구성에서 당연

한 적용 방법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신체를 기준으로 하여 신체 행위와 

자세에 따른 치수를 지정하고 이를 공간의 모든 부분에 적용시킨 꼬르뷔

지에의 세세한 고찰로 분석될 수 있다. 특히 구조적인 발코니 문틀을 걸

터앉을 수 있는 높이 C(200)로 높여 자연스럽게 발코니 문을 열고 문틀

에 앉아 외부와의 연결을 유도한 점, 발코니 안전바의 높이를  I(1130)로 

적용하여 팔꿈치를 기대고 서서 1층의 공간과 창틀 너머의 외부와의 소

통을 유도한 점, 부엌수납장의 높이를 G’(1400)로 적용하여 수납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부엌과 마루 공간을 분리시킴과 동시에 수납장에 기대

서서 부엌 공간과의 소통을 유도한 점을 통해 단순한 신체 비례 적용이 

아닌 특정한 행위를 의도하여 내부 공간을 향유하게 하는 꼬르뷔지에의 

의도가 나타난다. 

4.1.3 신체 비례 공간과 사물의 실용성

유니떼 다비따시옹에 적용된 신체비례의 모듈러 치수체계는 단위주거 

유닛의 내의 비례공간을 구성하였고, 신체 행위와 밀접한 치수의 사용으

로 그 행위를 의도하는 구성 요소에 적용되었다. 이러한 신체 비례의 모

듈러 치수체계의 적용은 황금비를 갖는 비례공간의 구성과 특정 행위를 

유도하여 공간을 향유하게 하는 심미적인 구성방식임이 분명하나, 이렇

게 구성된 주거 공간을 사용하는 거주자에게 있어 실용적인 측면 또한 

고려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손끝에 닿는 한 층의 높이 J(2260)부터 시작해서, 수납장의 높

이 S(1830), 작업대의 높이 H(860), 의자의 높이 E(430) 등 신체 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치수들로 구성된 가구와 내부 공간은 거주자가 그 

공간 안에서 생활함에 있어 편리성이 충족되며, 이는 신체 비례 치수를 

통한 공간과 사물의 실용성의 범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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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소결

  신체비례 치수를 통해 단위주거 내 구성 요소에 적용된 치수는 다음 

[표 4-1-4-1]과 같다. 꼬르뷔지에가 모듈러 이론에서 작성한 신체 관련 

치수 다이아그램을 모듈러 치수체계 순서별로 나열하고 각각의 신체 비

례 치수에 해당하는 적용 위치를 표시하였다. 꼬르뷔지에의 다이아그램

에서는 높이에 적용될 수 있는 신체 행위만을 나타내고 있으나, 실제적

으로 분석 결과, 공간 또는 가구의 너비에 적용된 신체 비례 치수 또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적용 방식 및 신체 비례 

치수는 아래와 같다. 

C(200)는 성인과 아이가 걸터앉을 수 있는 높이로서 발코니 창틀의 

높이로 적용되었다. D(330)는 꼬르뷔지에의 다이아그램에서 신체와 관련

된 높이로 표현되지 않았으며, 높이로는 구조적으로 복층부 슬라브의 두

께에 적용되었고 폭으로는 부엌조리대의 폭에 적용되었다. E(430)는 정

자세로 앉아있을 수 있는 높이로서 식탁 및 책상의 의자 높이에 적용되

었고, 폭으로는 발코니 선반부에 적용되었다. F(530)는 신체와 관련된 높

이로 다이아그램에 표현되지 않았으며, 높이로는 구조적으로 단위주거 

유닛의 슬라브 두께에 적용되었고 폭으로는 옷장과 부엌 조리대의 폭에 

적용되었다. G(700)는 정자세로 앉았을 때 적당한 선반의 높이로서 식탁, 

책상 및 발코니 선반의 높이에 적용되었고, 폭으로는 모듈러 이론에서 

신체 관련 다이아그램을 통해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183센티미터 신장의 

남성의 너비로 지정한 것을 모듈러 치수 그래프[그림 2-3-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화장실 복도의 폭, 옷장 한 칸의 너비, 부엌 조리

대의 폭에 적용되었다.  H(860)는 서있는 자세에서 손을 내렸을 때의 높

이로서 부엌 조리대와 복층부 안전바 선반의 높이에 적용되었으며, 이 

높이는 또한 인간의 생식기를 기준으로 상체와 하체를 나눈 높이로 가장 

안정적인 분할의 높이로서 벽면 분할의 높이에 적용되었다. 또한 G(700)

의 너비를 갖는 모듈러맨이 지나다닐 수 있는 적합한 폭으로서 현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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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세탁실의 폭에 적용되었다. I(1130)는 모듈러맨이 팔꿈치를 기대고 

서있을 수 있는 높이로서 복층부 안전바의 높이에 적용되어 1층 공간과 

발코니 공간과의 시각적 연결을 의도하였고, 폭으로는 옷장의 너비에 적

용되었다. G’(1400)는 팔꿈치를 어깨 높이로 기대 서있을 수 있는 높이

로서 부엌 수납장의 높이에 적용되었으며, 인간의 생식기를 기준으로 나

눈 상체의 높이로 벽면 분할의 높이에 적용되었다. 폭으로는 화장실과 

현관의 길이에 적용되었다. 

[표 4-1-4-1] 신체비례 모듈러 치수 분석표

S(1830)는 모듈러맨의 신장으로 옷장과 수납장의 높이에 적용되어 수

납 부분이 시선 아래 닿을 수 있게 구성되었으며, 이 길이는 또한 모듈

러맨이 양팔을 벌린 너비로서 자녀방의 폭과, 발코니 문의 폭으로 적용

되었다. J(2260)는 모듈러맨이 위로 뻗은 손끝까지의 길이이자 모듈러의 

기본 체적으로서 한 층의 높이로 적용되었으며, 폭으로는 적용되지 않았

다. K(2960)는 높이로서 모듈러 이론의 신체와 관련된 다이아그램에 표

현되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높이로 적용된 부분은 없었으며, 폭으로는 열

린 복층부의 길이와 복도의 폭에 적용되었다. L(3660)은 모듈러맨 신장이

자 양팔을 벌린 모듈러맨의 너비인 S(1830)의 두 배의 길이로 단위주거

의 폭과 스팬으로 적용되었고, 계단의 총 길이에도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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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유니떼 다비따시옹에 적용된 신체비례의 모듈러 치수체계

는 단위주거 유닛 내의 황금비의 비례공간을 구성하였고, 신체 행위와 

밀접한 치수의 사용으로 그 행위를 의도하는 구성 요소로서 적용되었다. 

또한 이렇게 구성된 주거 공간을 사용하는 거주자에게 있어 실용적인 측

면을 충족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신체 비례에 의한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용은 심미적인 공간 구성 방식임과 동시에 실용적인 구성 방식인 것으

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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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열 모듈러 치수체계 적용방식의 효과

4.2.1 연속 수열의 확장성

모듈러 치수체계의 치수들은 적색계열과 청색계열에 속하는 치수로서 

각 계열에 속하는 치수들은 피보나치 수열을 이루고 있다. 꼬르뷔지에가 

같은 계열에 속하는 피보나치 수열을 사용한 부분은 단위주거 내의 발코

니 부에만 존재하였는데 그 치수들은 다음 [표 4-2-1-1]과 같다. 

모듈러 적용 치수표

적색 청색 그외 기호 순서 치수 적용 위치 적용 종류

4190 M 16 4190

3660 L 15 3660

2960 K 14 2960 열린 복층부 길이 수열

2260 J 13 2260

1830 S 12 1830

1400 G’ 11 1400

1130 I 10 1130 발코니 폭 수열

860 H 9 860

700 G 8 700

530 F 7 530

430 E 6 430 발코니 선반 깊이 수열

330 D 5 330

200 C 4 200

165 B 3 165

65 A 2 65 발코니 벽 두께 수열

50 A’ 1 50

* 단위: mm

* ○○: 해당 도면에서 나타나지 않는 모듈러 치수

[표 4-2-1-1] 단위주거 기본 골조 단면도 모듈러 치수 분석표

3장 1절의 단위주거 내 모듈러 치수체계 분석을 통해 모듈러 치수체

계의 적색계열에 해당하는 치수인 K(2960)-I(1130)-E(430)-A(65)가 연속적

인 수열로서 적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K(2960)는 2층 복층부 끝부터 

발코니 시작부까지의 길이로 열린 복층부의 총 길이에 해당하며, I(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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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코니의 총 길이, E(430)는 발코니 선반의 깊이, A(65)는 발코니 벽

의 두께로 적용되었다. 이렇게 급진적으로 감소하는 이 피보나치 수열계

의 사용은 단위주거 내에서 발코니를 통한 외부와의 연결을 의도하기 위

함이며 그 분석내용은 [그림 4-2-1-1]과 같다. 

[그림 4-2-1-1] 피보나치 연속 수열의 사용

1차원적 길이로 구성된 피보나치 수열 치수의 사용은 2차원적 평면상

으로도 이미 그 차이가 계속 감소하여 발코니 부로 진행되는 것을 보이

는데, 3차원적 공간상에서는 그 감소 차이가 더 급진적이다. 이러한 수

열의 적용은 꼬르뷔지에가 유니떼 다비따시옹의 설계시 의도한 단위주거 

내의 인간과 건물, 도시를 연결시켜주는 수단인 모듈러 치수체계를 통한 

중재이다. 이러한 급진적인 공간 폭의 감소는 정면에 위치한 발코니 창

틀을 통한, 외부의 전경으로의 시선과 신체 이동을 유도한다. 

이러한 같은 계열의 수치를 통한 피보나치 수열의 적용은 오직 이 부

분에만 존재한다. 공간상에서 가장 급격한 리듬을 통해 공간의 전이를 

강조할 수 있는 수열이 한 부분에만 적용되었음은 꼬르뷔지에가 가장 중

요하게 생각하여 강조하는 공간인 것으로 분석된다. 단위주거 내의 거주

자의 시각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통해 정면으로의 시선을 유도하며, 발코

니 외부의 도시로의 연결을 거주자가 느끼게 하는 ‘Texturique’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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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4.2.2 반복 수열의 확장성

모듈러 치수체계의 반복 수열은 가장 먼저 단위주거 기본 골조의 형

성과정에서 나타난다. 가로와 세로의 스팬이 모두 L(3660)과 F(530)의 합

인 M(4190)으로서 연속수열인 I-E-A를 제외한 내부 공간을 M-M-M-M-M

의 5스팬을 사용하여 단위주거의 기본 형태를 고정하였다.[그림 4-2-2-1]

[그림 4-2-2-1] 단위주거 기본 골조에 적용된 반복 수열

이렇게 반복 수열을 통해 형성된 단위주거는 그 조합인 한 층, 그리

고 주거층, 호텔층의 조합인 건물 전체로 확장되는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림 4-2-2-2]와 [그림 4-2-2-3]은 각각 단위주거에서 주거층으로, 

호텔층으로의 반복 수열을 통한 확장을 나타내고 있다. 가로와 세로의 

스팬에 모두 M(4190)을 적용함으로서 남측부에서 90도 회전된 방향으로 

구성된 단위주거를 조합함에도 불구하고 M의 반복 수열이 유지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2-2-2] 주거층에 적용된 반복 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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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3] 호텔층에 적용된 반복 수열

3장 2절에서 분석했듯이 주거층에서는 단위주거가 한 층을 구성하기 

때문에 M의 반복수열이 단위주거의 반복적 조합을 의미하고 호텔층에서

는 M의 반복수열이 스팬을 통해 유지되나 내부의 오피스 부에서 2스팬

으로, 또는 너비와 높이에서 주거층보다 역동적으로 반복 수열을 통해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2-2-4] 건물 전체에 적용된 반복 수열

단위주거의 반복 수열 모듈러 치수체계를 통해 구성된 주거층과 호텔

층은 그 수직적 조합에 의해 건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림 

4-2-2-4]에서 볼 수 있듯이 건물 전체 또한 단위주거, 한 층과 같은 M의 

반복 수열을 통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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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위주거의 형성과, 단위주거의 반복적 조합에 따른 주거부, 

그리고 주거부와 호텔부의 조합인 건물 전체가 반복적인 수열을 통해 형

성되는 것은 꼬르뷔지에가 언급한 “모든 외부의 면, 내부의 공간, 바닥, 

벽면 등의 부분에서 나타나는 분할이나 확장은 모듈러 치수체계의 일관

성에 의해서 밀접하게 규제되고 있어 모든 양상과 감각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유닛의 확장을 통해 3차원에서 모든 다양성을 완벽한 조화 

속으로 통합시키는 자연의 작업이 일어난다.”의 의미를 도면을 통해 직

접 확인할 수 있는 모듈러의 의의이다. 

4.2.3 수열 체계 증가의 확장성

  유니떼 다비따시옹의 주거동은 M(4190)이하의 모듈러 치수가 반복적으

로 적용되어 구성이 되었지만, 옥상 정원에서는 M이하의 치수뿐만 아니

라 M 이상의 모듈러 치수체계의 속하는 치수들이 사용되었으며 그 치수

는 다음 [표 4-2-3-1]과 같다. 

꼬르뷔지에는 ‘새 건축의 5요소’의 요소 중 하나인 옥상 정원의 설

계에 외부에서의 시각적 효과와 그 비례를 생각하여 본 건물의 크기에 

비대 방대한 스케일의 오브제와 공간을 구성하였는데, 유니떼 다비따시

옹에서도 마찬가지로 옥상 정원 자체만으로도 도시가 될 수 있는 스케일

의 구성을 하였다. 모듈러 치수체계에서 M 이후의 모듈러 치수인 적색

계열의 N(4790), P(7790), Q(12530)가, 청색계열의 O(5920), R(15490)이 사

용되었는데 피보나치 수열의 특성상 치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건물 폭의 

반 이상이 되는 치수까지 사용이 되었다. 이는 모듈러 치수체계의 무한

한 확장성을 나타내며 도시 스케일과의 연결을 의미하는데, 이 가능성을 

옥상 정원에 적용하면서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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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적용 치수표

적색 청색 그외 기호 순서 치수 적용 위치 적용종류

⋮

⋮ 25060

20280

15490 R 21 15490 옥상 정원 총 폭 수열

승강기 탑 높이 수열

체육관 남쪽 폭 수열

12530 Q 20 12530 체육관 북쪽 폭 수열

9570 9570

7750 P 19 7750 수영장의 길이 신체

승강기 탑 너비 구조

5920 O 18 5920 승강기 탑 길이 구조

4790 N 17 4790 체육관 높이

4190 M 16 4190 기둥 스팬 구조

3660 L 15 3660 수영장의 폭 신체

2960 K 14 2960

2260 J 13 2260 한 층의 높이 신체

1830 S 12 1830 장난감 놀이터 선반 폭 신체

1400 G’ 11 1400 장난감 놀이터 선반 폭 신체

1130 I 10 1130 안전바 높이 신체

860 H 9 860 안전바 높이 신체

700 G 8 700

530 F 7 530 기둥 두께 구조

430 E 6 430

330 D 5 330 체육관 슬라브 두께 구조

200 C 4 200 옥상 정원 바닥 두께 구조

165 B 3 165

65 A 2

50 A’ 1 50

* 단위: mm

* ○○: 해당 도면에 적용되지 않은 모듈러 치수

[표 4-2-3-1] 옥상정원에 적용된 모듈러 치수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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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소결

  유니떼 다비따시옹에 적용된 수열에 따른 모듈러 적용방식은 피보나치

수열 체계의 연속수열, 같은 치수의 반복적 사용을 통한 반복수열, 그리

고 수열 체계의 증가로 분석되었는데 그 방식 및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듈러 치수체계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인 피보나치 수열은 그 

수열을 유지한 채 내부 공간으로부터 발코니로 K(2960)-I(1130)-E(430) 

-A(65)의 급진적인 수열로 나타났고 오직 이 부분에만 연속 수열이 적용

된 것으로 꼬르뷔지에의 인간과 도시 스케일의 연결을 의미하는 

‘Texturique’를 거주자가 느낄 수 있는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니떼 다비따시옹의 기본 스팬인 M(4190)이 5스팬으로 단위주

거의 기본 틀을 형성하였고, 단위주거는 다시 M의 반복적 수열을 적용

한 조합으로 주거층과 호텔층을 형성하고, 건물 전체에 까지 적용되어 

확장성을 나타냈다. 반복수열 역시 꼬르뷔지에가 인간의 스케일과 도시

의 스케일을 연결하는 확장으로서의 모듈러 치수체계로 적용되었다. 

셋쨰, 주거동에 적용된 M(4190) 이하의 수치들과 함께 M 이상의 모듈

러 치수체계를 옥상 정원의 오브제와 공간요소에 적용함으로서 모듈러 

치수체계의 무한한 확장성을 나타냈으며 이 또한 꼬르뷔지에가 의도한 

모듈러 치수체계를 통한 인간 스케일과 도시 스케일의 연결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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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분할과 조합 모듈러 치수체계 적용방식의 효과

4.3.1 분할 모듈러 치수체계의 공간화

신체 비례와 반복 수열의 모듈러 치수체계를 통해 형성된 단위주거의 

총 길이는 5M(20950)로 폭에 비해 긴 길이를 가지고 있다. 구조의 스팬 

L(3660)과 F(530)가 신체 비례치수이지만 노출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내

부 파티션을 신체 비율을 통한 분할과 조합을 통해서 신체와 단위주거의 

연결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내용은 [그림 4-3-1-1]과 같다. 

[그림 4-3-1-1] 벽면의 분할에 따른 신체 비례 공간화

한 층의 높이 J(2260)를 꼬르뷔지에 자신이 가장 안정적으로 생각한 

인간의 생식기를 기준으로 분할한 수치인 H(860)와 G’(1400)를 사용하

여 높이를 나누었으며, 너비는 한 층의 높이 J의 분할 값인 I(1130)를 적

용하여 단위주거의 총 길이를 분할하였다. 

이렇게 신체 비율에 따른 모듈러 치수를 적용하여 분할된 한 벽면과 

그 반복적인 조합은 신체 비율 모듈러 치수를 적용한 분할에 따른 공간

화를 나타낸다. 4장 1절에서 분석된 신체 비례에 따른 가구나 방의 공간

화가 신체 행위를 유발하는 것과 달리 이러한 분할과 조합의 사용은 보

다 상징적으로 신체와 단위주거의 스케일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킨다. 또



- 107 -

한 단위주거 내의 어떤 위치에서도 거주자가 그 구성을 인지할 수 있으

며, 이것이 꼬르뷔지에가 의도한 신체와 단위주거와의 연결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4.3.2 분할 모듈러 치수체계의 확장성

단위주거의 외부 입면은 외부에서 뿐만 아니라 단위주거 내부에서 또

한 발코니를 통해서도 그 분할된 조합이 나타난다. 4장 2절에서 분석한 

단위주거 내부공간과 발코니에 피보나치 연속수열을 적용함으로서 발생

하는 외부로의 시선 유도에 발코니 창의 분할 또한 함께 작용하여 외부

와의 연결을 의도하며 그 내용은 [그림 4-3-2-1]과 같다. 

  폭 L(3660)을 유지하며 한 층의 

높이 J(2260)와 슬라브 두께 D(330)

의 반복적인 높이를 띄고 있는 단위

주거의 기본 형태에 발코니 안전바

의 높이와 노출되는 창문의 높이를 

J의 분할 값인 I(1130)를 사용하여 

분할하였고, 각각의 I는 또다시 세부

적으로 분할된다. 발코니 안전바는 

차양막을 가능을 추가하여 I(1130)를 

E(430)와 G(700)로 분할하였고, 발코

니 창문의 너비는 양팔을 벌린 너비

인 S(1830)를 적용하여 동등 분할하

였다. 

단위주거 발코니부와 창틀부 전면의 분할은 단위주거 내의 거주자가 

내부에서 외부로의 전이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외부에서 내

[그림 4-3-2-1] 단위주거 발코니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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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거주 공간으로의 전이를 모듈러 치수체계를 통해 나타낸 것으로 분석

된다. 

단위주거 외의 호텔부 공간에서는 본 장의 2절에서 언급한 호텔부 평

면에서 주거부보다 역동적인 반복 수열의 확장이 발생한 것처럼 호텔부

와 오피스부의 창틀의 분할 또한 주거부보다 다양한 분할을 통해 역동적 

확장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4-3-2-2] 호텔부/오피스부 창틀의 분할

[그림 4-3-2-2]의 호텔부 창틀의 분할에서 호텔부 외부의 창틀은 단위

주거 내의 분할과 같은 수치인 신체 비율의 H(860), I(1130), G’(1400)의 

치수를 적용하여 분할하였고, 오피스부의 창틀은 각각의 창틀마다 다른 

분할 방식을 적용하여 보다 더 다양하고 역동적인 확장을 나타내고 있

다. 

4.3.3 조합 모듈러 치수체계의 확장성

분할된 면과 단위주거는 반복 수열과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조합을 통

해서 건물 전체로의 확장을 보인다. 분할된 입면과 벽면 등으로 구성된 

단위주거는 그 반복적 조합을 통해 한 층을 이루고 건물 전체에까지 적

용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그림 4-3-3-1]과 [그림 4-3-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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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1] 단위주거 입면의 반복적 조합

[그림 4-3-3-2] 주거층, 호텔층 입면의 반복적 조합

[그림 4-3-3-1]은 단위주거의 분할된 입면의 반복적 조합을 통해 한 

층을 형성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단위주거가 M(4190)의 수열로 반복되어 

조합되어 있으며 가운데 공용공간의 입면은 단위주거의 분할과 상하대칭

되어 단조롭지 않은 조합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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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2]는 단위주거의 조합으로 형성된 한 층의 수직적 조합을 

통해 건물 전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가운데의 호텔층 부에는 3장 2절에

서 분석한 주거층 부와는 다른 분할을 적용하여 다양성을 띄고 있다. 

이렇게 분할 모듈러 치수체계가 적용된 단위주거는 그 반복적 조합을 

통해서 단위주거 스케일에서 확장된 한 개의 층으로, 또한 건물 전체로 

확장되며, 이러한 조합을 통해서 인간 스케일에서 건물 전체의 스케일로

의 확장과 연결이 발생한다. 

4.3.4 소결

  유니떼 다비따시옹에 적용된 분할에 따른 모듈러 적용방식은 신체 비

율의 분할과 그 조합에 따른 공간화, 발코니 창틀의 분할을 통한 내부에

서 외부로의 확장, 그리고 분할된 단위주거의 조합을 통한 확장으로 분

석되었는데 그 방식 및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단위주거 내에서 층의 높이를 신체의 비율에 따라 상, 하체의 

높이로 나누고 그 분할을 단위주거 내의 벽면의 총 길이에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신체 비율에 따른 공간화를 이루며 신체 스케일과 단위주거 스

케일의 연결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단위주거 발코니부 창틀의 분할에서는 피보나치 연속 수열을 

통한 발코니로 유도된 시선을 분할을 통해 내부에서 외부로의 확장을 의

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호텔층의 오피스부의 외부 창틀과 오피스부 창

틀은 단위주거와 일관된 분할방식과 달리 각각의 스팬마다 다양한 조합

의 분할방식을 적용함으로서 보다 더 역동적인 확장성을 나타내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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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이렇게 분할의 모듈러 치수체계가 적용된 단위주거와 외부 입

면의 반복적 조합을 통해서 한 층을 구성하였고, 또 각각의 층들이 조합

되어 건물 전체에 적용되며 인간 스케일에서 건물 전체 스케일로의 확장

과 연결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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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모듈러 미적용 치수와 모듈러의 한계점

4.4.1 구조에 따른 모듈러 미적용 치수

  유니떼 다비따시옹에서 구조에 의해 발생한 미적용 치수는 다음 [표 

4-4-1-1]과 같다. 

모듈러 미적용 치수표

기호 순서 치수 적용 위치 적용 발생 방식

ㅊ 10 5835 단위주거 복층부 총 길이 분할 2M(2*4190)-K(2960)

ㅈ 9 5500 필로티 높이 구조 J(2260)+2S(2*1830)

ㅇ 8 4550 필로티 상단부 너비 구조 -

ㅅ 7 3970 코어 너비 분할 4H(4*860)+F(530)

ㅂ 6 2650 필로티 하단부 너비 구조 -

ㅁ 5 2525 호텔부 외부 창틀 분할 높이 분할 {2J(2*2260)+F(530)}/2

ㄹ 4 2060 현관문 높이 분할 J(2260)-C(200)

ㄷ 3 1940 복도 벽 분할 너비 분할 L(3660)-2H(2*860)

ㄴ 2 1190 단위주거 벽면 분할 높이 분할 H(860)+D(330)

ㄱ 1 915 발코니 창틀 너비 분할 L(3660)/4

* 단위: mm

[표 4-4-1-1] 구조에 따른 모듈러 미적용 치수

  

발코니 창틀 너비 915(기호 ㄱ)와 복도 벽 분할 너비 1940(기호 ㄷ)은 

단위주거 폭인 L(3660)에서 모듈러 치수를 적용하여 분할을 통해 나온 

수치이며, 915(기호 ㄱ)는 L(3660)의 4등분 값으로서 창틀의 폭을 인간이 

양팔을 벌린 너비인 S(1830)로 적용하면서 발생하였으며, 1940(기호 ㄷ)

은 단위주거 복도 벽 너비 L(3660)에서 현관문의 너비 H(860), 반대편의 

벽 너비 H(860)를 적용하여 분할하면서 발생하였다. 

현관문 높이 2060(기호 ㄹ)은 한 층의 높이 J(2260)에서 문틀의 높이

에 모듈러 치수 C(200)를 적용하여 분할하여 발생하였고, 호텔부 외부 

창틀 분할 높이 2525(기호 ㅁ)는 호텔부의 총 높이 5050(J+F+J)을 이등분



- 113 -

하여 발생하였으며, 단위주거 복층부 총길이 5835(기호 ㅊ)는 복층부 

2M(2*4190)에서 열린 복층부의 길이에 모듈러 치수 K(2960)를 적용하면

서 남는 길이로서 발생하게 되었다. 

단위주거 벽면 분할 높이 1190(기호 ㄴ), 코어 너비 3970(기호 ㅅ)과 

필로티 높이 5500(기호 ㅈ)은 모듈러 치수의 합에 의한 길이이다. 단위주

거 벽면 분할높이 1190(기호 ㄴ)은 단위주거 내 벽면 분할에 적용한 모

듈러 치수 H(860)와 노출되는 복층부 슬라브의 두께 D(330)의 합이며, 코

어 너비 3970(기호 ㅅ)은 복도 면의 분할된 값 4H(4*860)와 기둥 두께 

F(530)의 합, 필로티 높이 5500(기호 ㅈ)은 모듈러 치수체계의 기준 치수 

J(2260)와 모듈러맨의 기본 신장의 두 배 길이인 2S(2*1830)의 합에 의한 

길이이다. 

또한 필로티의 상,하단부의 너비는 필로티 높이 5500(기호 ㅈ)에 구조

적으로 적합한 치수를 사용하며, 오브제적 형태를 나타냄으로서 모듈러 

치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단위주거 폭 L, 한 층의 높이 J 등 구조적으로 제한이 있는 

길이에서 모듈러 치수의 적용을 통한 분할과 조합으로 발생한 총 길이인 

미적용 치수는 그 길이는 모듈러 치수체계에 속하지 않는 수치로서 단순

히 길이만으로는 모듈러 치수체계의 한계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도면 

분석 결과 이러한 미적용 치수는 모듈러 치수를 적용한 분할, 또는 모듈

러 치수의 조합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모듈러 치수체계의 의

의가 총 길이가 아닌 모듈러 치수의 적용을 통한 분할과 확장에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기둥과 벽의 두께인 F(530)는 구조 벽와 가벽의 합으로 구성되

어있는데 구조 벽의 두께나 가벽의 두께, 가구 자재의 두께 등은 모두 

모듈러 치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거주자의 시각에서는 보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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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으로서 모듈러 치수체계가 거주자의 시각적 측면에서 거주자가 생활

하는 공간 구성에 적용되었음을 나타낸다. 이에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용

은 거주자의 시각적 측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4.2 오브제 구성에 따른 모듈러 미적용 치수

유니떼 다비따시옹에서 오브제로서의 공간 요소는 1층의 필로티부와 

옥상정원의 환기탑, 놀이터 등의 조형물로서 존재하는데 그 형태는 유기

적으로 다음 [그림 4-4-2-1]과 같다. 

[그림 4-4-2-1] 옥상 정원에 적용된 모듈러 치수 및 오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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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떼 다비따시옹의 옥상정원에는 본 장의 2절에서 분석한대로 모듈

러 치수체계 수열의 증가를 통해 큰 치수들이 승강기 탑, 체육관 등의 

폭과 너비에 적용되어 확장성을 나타내었지만, 유기적 형태의 조형물에

는 모듈러 치수가 적용되지 않았다.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용에 의해 구

성된 주거동에는 곡선이나 유기적 형태의 공간 요소가 없었고, 옥상정원

과 1층부에 존재하는 유기적 형태의 오브제에 모듈러 치수체계가 일괄적

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듈러 치수체계가 곡선 등의 유기적 형태를 보정하고 제어하

는 역할은 하지 않으며 꼬르뷔지에 또한 의도적으로 모듈러 치수를 적용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오브제는 그 자체의 유기적 형태에 따른 조

형미를 가짐으로서, 또는 건축적 산책을 유도하는 공간 요소로서 인간의 

시각적 측면에서의 형태가 강조된다. 이에 유기적 형태에 직선적인 길이

인 모듈러 치수체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꼬르뷔

지에의 공간 구성에 있어 시각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4.4.3 건축적 산책 구성에 따른 모듈러 미적용 치수

  유니떼 다비따시옹의 1층부 로비로의 진입과정은 공간 요소를 통해 건

축적 산책을 유도하는 르 꼬르뷔지에의 4구성 설계 전략을 따르며 그 내

용은 다음 [그림 4-4-3-1]과 같다. 

유니떼 다비따시옹은 건물의 북측에서부터 진입하게 되는데 길을 따

라오면 유기적 형태의 큰 지붕과 이를 받치고 있는 기둥 두 개가 진입부

임을 암시하며 지붕의 밑으로 이동을 유도한다. 지붕 아래에 진입 후 좌

측으로 폭이 반으로 감소하는 지붕의 폭은 좌측으로의 이동을 유도하며 

정면의 곡선 면과 함께 좌측부의 입구로의 진입을 유도한다. 문을 지난 

후 열을 이루는 기둥은 공간 안쪽으로의 진입을 유도하고, 점차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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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형의 데스크는 코어로의 진입을 유도하며, 코어를 통해 주거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림 4-4-3-1] 1층부 진입 건축적 산책 유도 공간 요소

[그림 4-4-3-1]에서 건축적 산책을 유도하는 공간 요소를 분석한 결

과, 각각의 요소들은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용 없이 오브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오브제 분석을 통해 발생한 미적용 치

수처럼 꼬르뷔지에가 의도적으로 모듈러 치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건축적 산책은 공간 형태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시각적 측

면이 강조되는데, 1층부의 공간 요소 또한 직선적이지 않고 유기적인 형

태를 사용함으로서 직선적 길이인 모듈러 치수체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

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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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소결

  유니떼 다비따시옹에 적용된 모듈러 미적용 치수는 구조에 따른 미적

용 치수의 발생, 오브제 구성에 따른 미적용 치수의 발생, 그리고 건축

적 산책 구성에 따른 미적용 치수의 발생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방식 및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동은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용에 의한 조합과 확장을 통해 

구성되었는데 구조적인 제한에 따라 미적용 치수가 발생하였다. 주거동 

내에서 모듈러 치수를 통한 분할과 합에 의해 미적용 치수가 발생하였으

나 이는 그 총 길이에서가 아닌 분할과 조합에 그 의의가 있음을 나타냈

고, 거주자의 시각적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 자재에 미적용 치수를 

사용함으로서 시각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옥상 정원과 1층부에 공간 구성요소로서 존재하는 유기적 형태

의 오브제는 인간의 시각적 측면에서의 형태가 강조되어, 꼬르뷔지에가 

유기적 형태를 보정, 제어하기 위해 1차원적이며 직선적인 모듈러 치수

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층부에서 거주동으로 진입하는 건축적 산책선과 이를 유도하

는 공간 요소를 분석한 결과, 오브제와 마찬가지로 유기적인 형태의 공

간 요소를 사용하여 모듈러 치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모듈러 치수체계 적용의 의의는 적용된 부분의 길이에 있

는 것이 아닌, 모듈러 치수체계를 통한 분할, 조합, 확장에 있다는 점과 

보이지 않는 건축 자재에 미적용 치수를 사용하고, 유기적 형태의 오브

제와 건축적 산책을 유도하는 공간 요소에 모듈러 치수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점을 통해 인간의 시각적 측면에서의 공간 효과를 중요시한 꼬르뷔

지에의 설계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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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결

  

유니떼 다비따시옹에 적용된 모든 모듈러 치수체계는 다음 [표 4-5-1]

과 같다. 이 분석표는 모듈러 치수체계의 치수들의 적용 방식과 적용 분

포를 나타낸다. 

신체비례 모듈러 치수체계는 꼬르뷔지에의 다이아그램에서 표현된 치

수 C(200), E(430), G(700), H(860), I(1130), G’(1400), S(1830), J(2260)을 

포함하여 D(330), F(530), K(2960), L(3660)까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나며 

신체의 비례, 신체 행위나 자세와의 관련성을 가시화하고 있다. 수열 모

듈러 치수체계는 피보나치 수열로서 적용된 K(2960), I(1130), E(430), 

A(65)가 적용되었고 이를 제외하고는 유니떼 다비따시옹의 기본 스팬으

로 적용된 M(4190)과 이 이상의 증가하는 치수들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

난다. 분할 모듈러 치수체계는 단위주거의 폭과 기둥 사이 간격인 

L(3660)을 다양하게 분할하여 이보다 작은 치수들인  A’(50), B(165), 

C(200), D(330), F(530), G(700), I(1130), G‘(1400), S(1830)이 적용된 것으

로 나타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분포로 유니떼 다비따시옹에 적용된 모듈러 치수

체계와 미적용 치수의 적용방식을 분류하고 각각의 치수들이 적용된 효

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방식 및 효과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신체비례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용방식은 인간의 신체에 비례

하는 치수를 길이와 너비에 적용하여 황금비례를 갖는 공간화, 신체 행

위나 자세와 연관된 치수를 통한 공간과 사물의 구성을 통해 그 행위를 

의도하는 구성 요소로서의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렇게 구성된 공간은 신

체의 공간화라는 효과와 거주자의 측면에서 실용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 119 -

[표 4-5-1]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용 치수 분석표 

둘째로 수열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용방식은 피보나치 수열 체계의 연

속수열의 적용으로 공간의 전이를 유도하는 방식, 같은 치수의 반복적 

사용을 통한 반복수열로 공간의 개념적 스케일 확장을 나타내는 방식, 

모듈러 치수체계의 증가를 통한 큰 치수의 적용으로 확장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나뉘었다. 이러한 수열의 사용은 인간의 스케일에서 도시 스케

일로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120 -

셋째로 분할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용방식은 신체에 비례하는 치수를 

적용한 분할을 통해 신체비례를 공간화하는 방식, 모듈러 치수체계를 통

한 창틀의 다양한 분할을 통한 확장성을 나타내는 방식, 분할된 면들의 

조합을 통해 확장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나뉘었다. 이러한 분할과 조합

의 모듈러 치수체계 또한 인간의 스케일을 공간화하고 도시 스케일과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로 모듈러 치수체계가 적용되지 않은 미적용 치수는 구조에 의해 

발생한 미적용 치수, 오브제에 적용된 미적용 치수, 건축적 산책 구성요

소에 적용된 미적용 치수로 분류되었다. 미적용 치수의 분석을 통해 모

듈러 치수체계 적용의 의의를 치수가 적용된 총 길이가 아닌 모듈러 치

수체계의 적용을 통한 분할과 조합에 있음을 나타내었으며, 꼬르뷔지에

가 공간 설계에서 시각적 측면에서의 공간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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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르 꼬르뷔지에의 모듈러 이론이 처음으로 적용되어 설

계된 유니뗴 다비따시옹의 분석을 통해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용방식과 

실질적 효과를 증명하였다.

2장에서는 르 꼬르뷔지에의 모듈러 저서와 모듈러 이론에 대한 연구

를 통해 모듈러 이론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하고 모듈러 이론의 적용방

식을 분석하고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모듈러 적용방식은 크게 세 가지

로 분류되었는데 첫째는 신체 비율에 따른 치수 적용의 신체비례적 접

근, 둘째는 모듈러 치수들의 연속적, 반복적 나열을 통한 수열적 접근, 

셋째는 사각형을 모듈러 치수의 조합으로 분할하는 통한 분할적 접근으

로 나뉘었다. 

3장에서는 유니떼 다비따시옹의 구성방식에 따라 단위주거, 단위주거

의 조합인 주거부, 호텔부, 건물전체, 그리고 부가적인 옥상 정원과 1층 

필로티부로 구분하여 모듈러 치수체계가 적용된 부분과 미적용된 부분을 

분석하고, 각각의 적용방식을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단위주거 내에서는 

신체비례적 치수들이 주로 사용되어 공간을 구성하고 적용된 치수들의 

분할, 조합적 확장으로 단위주거의 기본 틀을 형성하였다. 단위주거의 

조합인 주거부, 호텔부에서는 단위주거의 반복적 수열을 통한 조합과 다

양한 분할을 통해 건물 전체로의 확장을 나타냈다. 옥상 정원과 1층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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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부에는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용이 아닌 오브제와 건축적 산책을 유

도하는 공간 구성이 주로 사용되어 모듈러 치수체계가 오브제의 형태나 

건축적 산책선을 보정, 제어하는데까지는 미치지 못했음을 시사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유니뗴 다비따시옹에 적용된 모듈러 치수

체계의 적용 방식을 바탕으로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용 방식과 그 효과를 

정리하였다. 신체비례에 따른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용은 신체 비율, 또

는 신체 행위에 비례하는 치수를 적용하여 공간과 사물을 구성하여 신체 

행위를 유발하거나 그 비례적 공간을 형성하였다. 수열에 따른 모듈러 

치수체계는 피보나치 수열 상의 연속적인 치수의 사용으로 다른 공간으

로의 전이를 강조하였고, 한 치수의 반복적인 수열은 인간의 스케일에서 

도시의 스케일로의 확장성을 나타내었다. 분할에 따른 모듈러 치수체계

의 적용은 분할과 그 조합을 통해서 인간의 스케일에서 단위주거 스케일

로의 연결, 단위주거 스케일에서 도시 스케일로의 연결을 나타내었다. 

주거동의 대부분에는 모듈러 치수체계가 적용되었으나 일정 길이에서 모

듈러 치수체계를 적용한 분할을 통해 미적용 치수가 발생하였고, 건축자

재와 구조적 측면에서 미적용 치수가 발생하였다. 또한 옥상 정원과 1층 

필로티부에는 모듈러 치수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건축적 산책을 유도하는 

구성 방법을 적용하였다. 

르 꼬르뷔지에의 모듈러 이론 치수체계의 적용 방식을 유니떼 다비

따시옹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실질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모듈러 치수체

계의 효과는 건축에의 실질적 적용에서 나타나며, 모듈러 치수들의 사용

에 따라 특정 비례의 공간을 형성하며, 연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열의 

사용을 통해 공간의 전이를 유도하며 확장성을 드러낸다. 또한 모듈러 

치수를 적용한 분할과 조합으로 인간 스케일과 도시 스케일을 연결하는 

확장성을 나타낸다. 한편 구조적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모듈러 미적용 치

수가 발생하였고, 오브제와 건축적 산책 구성에 모듈러를 적용하지 않았

는데, 이를 통틀어 볼 때 모듈러 치수체계의 의의는 모듈러가 적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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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된 공간 또는 사물의 총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닌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용을 통한 분할과 조합에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꼬르뷔지에는 모듈러 

치수체계의 완벽한 사용보다 인간의 사용과 지각, 즉, 시각적 측면에서

의 효과를 중시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평면, 입면, 단면 등 2차원적으로 적용된 모듈러 치수

체계를 분석하고 적용 방식을 분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모듈러 

치수체계의 의의가 사용자의 시각적 측면에 있음을 발견한 점을 통해 향

후 연구에서 실제 사용자가 느끼는 시각적 효과를 증명할 3차원적 공간 

분석을 통해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용 효과를 증명하는 심층 연구가 필요

하다. 



- 124 -

참 고 문 헌

출판도서 

1. Le Corbusier. (1948). Le Modulor. L’Architecture d’aujourd’hui ; 

The Modulor, trans. by Peter de Francia and Anna Bostock, 2nd

reprint 2011. birkhauser 

2. Le Corbusier. (1955). Le Modulor 2. L’Architecture d’aujourd’hui 

; The Modulor. trans. by Peter de Francia and Anna Bostock, 2nd

reprint 2011. birkhauser

3. Le Corbusier. (1948). Le Modulor. L’Architecture d’aujourd’hui ; 

모듈러, 손세욱, 김경완 역, 씨아이알

4. Le Corbusier. (1955). Le Modulor 2. L’Architecture d’aujourd’hui 

; 모듈러, 손세욱, 김경완 역, 씨아이알

5. Le Corbusier. (1948). Le Modulor. L’Architecture d’aujourd’hui ; 

모듈러 르 꼬르뷔제의 비례론, 박경삼 역, 안그라픽스

6. Le Corbusier. (1929). Urbanism: The city of tomorrow and its 

planning ; 도시계획, 정성현 역, 도서출판동녘

7. Le Corbusier. (1970). Oeuvre Completes Vol 1-8, Zurich, 

Switzerland, Les editions d’architecture.

8. Brooks, H. Allen. (1983). The Le Corbusier Archive, Unite 

d’Habitation, Marseille-Michelet, Volume I. Garland Publishing, Inc. 

New York and London and Fondation Le Corbusier Paris.

9. Brooks, H. Allen. (1983). The Le Corbusier Archive, Unite 

d’Habitation, Marseille-Michelet, Volume II. Garland Publishing, Inc. 

New York and London and Fondation Le Corbusier Paris.

10. Arnheim, R. (1955). A Review of Proportion,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Wiley

11. Wittkower, R. (1971). Architectural Principles in the Age of 

Humanism, New York: W.W.Notton. 



- 125 -

11. Monnier, G. (1981). Le Corbusier Les Unites d’habitation en 

France, Berlin Herscher.

12. Stanislaus, V.M. (1983). Le Corbusier; Elements of Synthesis, MIT 

Press: London.

13. Van, C. (1987). Space in architecture. third revised edition. Van 

gorcum.

14. Philippe Boudon. (1993). Introduction à l'architecturologie. Bordas 

Editions. Science de la conception

15. Jenkins, D. (1993). Unite d’Habitation, Marseilles: Le Corbusier, 

London:Phaidon Press.

16. Sbriglio, J. (2004). Le Corbusier: L’Unite d’habitation de Marseille 

The Unite d’Habitation in Marselles. Birkhauser.

17. Janson A. Krohn, C. (2007). Le Corbusier Unite d’habitation, 

Marselle. Edition Axel Menges.

논문

1. 김현철, 동경국립서양미술관(1957-1959) 공간 구성 분석을 통해 본 

르 꼬르뷔지에의 ‘생애 건축 설계 전략’에 대한 연구 - 

‘건축적산책’ 개념(1911), ‘도미노 쁠랑리브르(1900)’, ‘새 

건축의 5요소(1926)’, ‘4구성’ 전략(1929), 문다네움의 

‘무한성장건축(1929)’, ‘모뒬로르(1948)’ 설계 기법의 순차적 

도입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논문집, 2015

2. 김희정, 유니테 다비타시옹을 통해서 본 르 코르뷔지에의 모듈러의 

적용과 의미에 관한 연구, 2001

3. 정성현, 마르세이유 위니떼 다비따시옹을 통해본 르 꼬르뷔지에의 

건축의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9

4. 이장민, 이길임, 르 꼬르뷔제 집합주거의 구성요소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마르세이유 유니테 다비따시옹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

문집, 2014



- 126 -

5. 조성현, 김철규, Le Corbusier의 주거건축에 나타나는 Dom-Ino시스템

과 비례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04

6. 임성훈, 이동언, Le Corbusier의 Modulor에 드러난 조화의 의미, 대한

건축학회, 2010

7. 정진원, 김은희, 마르세이유 위니떼다비따시옹(Unite d’Habitation)의 

공간구성방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7

8. 김희정, 정진국, 유니테다비따시옹 내부공간에 적용된 르 코르뷔지에

의 모듈러의 효과와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1 

9. Rudolf Wittkower, The Chaning of Proportion, Daedalus 90, no.1, 

1960

10. Judi Loach, Le Corbusier and the Creative Use of Mathematics, The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31, no.2, 1998

11. Radoslav Zuk, Three Musical Interpretations of Le Corbusier’s 

Modulor, School of Architecture McGill Uniersity, 2013

12. J.Kirk, Irwin, Ratio and the Divine Proportions: Le Corbusier and 

Rudolf Wittkower, Le Corbusier. 50 years later. International 

Congress, 2015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모듈러 이론의 이해와 접근방식
	2.1 모듈러 이론과 황금비율의 이해
	2.1.1 조정선Les traces regulateurs
	2.1.2 황금분할의 비례 격자

	2.2 모듈러 이론의 신체비례적 접근
	2.2.1 비례 격자에의 신체 치수 대입
	2.2.2 거주자의 사용과 지각

	2.3 모듈러 이론의 수열적 접근
	2.3.1 이중수열적색계열과 청색계열
	2.3.2 피보나치 수열

	2.4 모듈러 이론의 분할적 접근
	2.4.1 판의 구성Jeu des panneaux
	2.4.2 건축에의 적용

	2.5 이론 치수에서 전환된 실제적용 치수체계
	2.5.1 유니떼 다비따시옹과 모듈러의 적용
	2.5.2 이론 치수에서 실제적용 치수로의 전환

	2.6 소결

	3. 유니떼 다비따시옹에 적용된 모듈러 치수 체계 분석
	3.1 단위주거 치수체계 적용방식 분석
	3.1.1 단위주거 기본 골조 적용 치수체계 분석
	3.1.2 단위주거 가구 적용 신체비례 치수체계 분석
	3.1.3 단위주거 벽면 적용 분할 치수체계 분석
	3.1.4 단위주거 발코니 적용 분할 및 확장 치수체계 분석
	3.1.5 소결

	3.2 단위주거의 조합과 확장 치수체계 적용방식 분석
	3.2.1 단위주거에서 주거부로의 수열 치수체계 분석
	3.2.2 단위주거에서 호텔부로의 분할 치수체계 분석
	3.2.3 주거동으로의 조합 및 확장 치수체계 분석
	3.2.4 소결

	3.3 오브제 적용 치수체계 적용방식 및 미적용 치수 분석
	3.3.1 배치도 적용 치수체계 및 미적용 치수 분석
	3.3.2 외부계단, 로비 적용 치수체계 및 미적용 치수 분석
	3.3.3 옥상정원 적용 치수체계 및 미적용 치수 분석
	3.3.4 소결

	3.4 소결

	4. 모듈러 치수체계 적용방식의 효과
	4.1 신체비례 모듈러 치수체계 적용방식의 효과
	4.1.1 신체비례 모듈러 치수체계의 비례공간화
	4.1.2 신체 행위 비례 모듈러 치수체계의 공간화
	4.1.3 신체비례 공간과 사물의 실용성
	4.1.4 소결

	4.2 수열 모듈러 치수체계 적용방식의 효과
	4.2.1 연속 수열의 확장성
	4.2.2 반복 수열의 확장성
	4.2.3 수열 체계 증가의 확장성
	4.2.4 소결

	4.3 분할과 조합 모듈러 치수체계 적용방식의 효과
	4.3.1 분할 모듈러 치수체계의 공간화
	4.3.2 분할 모듈러 치수체계의 확장성
	4.3.3 조합 모듈러 치수체계의 확장성
	4.3.4 소결

	4.4 모듈러 미적용 치수와 모듈러의 한계점
	4.4.1 구조에 따른 모듈러 미적용 치수
	4.4.2 오브제 구성에 따른 모듈러 미적용 치수
	4.4.3 건축적 산책 구성에 따른 모듈러 미적용 치수
	4.4.4 소결

	4.5 소결

	5. 결론


<startpage>14
1. 서론 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 범위 및 방법 4
2. 모듈러 이론의 이해와 접근방식 6
 2.1 모듈러 이론과 황금비율의 이해 6
  2.1.1 조정선Les traces regulateurs 6
  2.1.2 황금분할의 비례 격자 8
 2.2 모듈러 이론의 신체비례적 접근 10
  2.2.1 비례 격자에의 신체 치수 대입 10
  2.2.2 거주자의 사용과 지각 12
 2.3 모듈러 이론의 수열적 접근 14
  2.3.1 이중수열적색계열과 청색계열 14
  2.3.2 피보나치 수열 15
 2.4 모듈러 이론의 분할적 접근 17
  2.4.1 판의 구성Jeu des panneaux 17
  2.4.2 건축에의 적용 19
 2.5 이론 치수에서 전환된 실제적용 치수체계 20
  2.5.1 유니떼 다비따시옹과 모듈러의 적용 20
  2.5.2 이론 치수에서 실제적용 치수로의 전환 23
 2.6 소결 26
3. 유니떼 다비따시옹에 적용된 모듈러 치수 체계 분석 27
 3.1 단위주거 치수체계 적용방식 분석 27
  3.1.1 단위주거 기본 골조 적용 치수체계 분석 27
  3.1.2 단위주거 가구 적용 신체비례 치수체계 분석 36
  3.1.3 단위주거 벽면 적용 분할 치수체계 분석 39
  3.1.4 단위주거 발코니 적용 분할 및 확장 치수체계 분석 42
  3.1.5 소결 45
 3.2 단위주거의 조합과 확장 치수체계 적용방식 분석 49
  3.2.1 단위주거에서 주거부로의 수열 치수체계 분석 49
  3.2.2 단위주거에서 호텔부로의 분할 치수체계 분석 56
  3.2.3 주거동으로의 조합 및 확장 치수체계 분석 66
  3.2.4 소결 71
 3.3 오브제 적용 치수체계 적용방식 및 미적용 치수 분석 74
  3.3.1 배치도 적용 치수체계 및 미적용 치수 분석 74
  3.3.2 외부계단, 로비 적용 치수체계 및 미적용 치수 분석 78
  3.3.3 옥상정원 적용 치수체계 및 미적용 치수 분석 82
  3.3.4 소결 85
 3.4 소결 88
4. 모듈러 치수체계 적용방식의 효과 90
 4.1 신체비례 모듈러 치수체계 적용방식의 효과 90
  4.1.1 신체비례 모듈러 치수체계의 비례공간화 90
  4.1.2 신체 행위 비례 모듈러 치수체계의 공간화 94
  4.1.3 신체비례 공간과 사물의 실용성 95
  4.1.4 소결 96
 4.2 수열 모듈러 치수체계 적용방식의 효과 99
  4.2.1 연속 수열의 확장성 99
  4.2.2 반복 수열의 확장성 101
  4.2.3 수열 체계 증가의 확장성 103
  4.2.4 소결 105
 4.3 분할과 조합 모듈러 치수체계 적용방식의 효과 106
  4.3.1 분할 모듈러 치수체계의 공간화 106
  4.3.2 분할 모듈러 치수체계의 확장성 107
  4.3.3 조합 모듈러 치수체계의 확장성 108
  4.3.4 소결 110
 4.4 모듈러 미적용 치수와 모듈러의 한계점 112
  4.4.1 구조에 따른 모듈러 미적용 치수 112
  4.4.2 오브제 구성에 따른 모듈러 미적용 치수 114
  4.4.3 건축적 산책 구성에 따른 모듈러 미적용 치수 115
  4.4.4 소결 117
 4.5 소결 118
5. 결론 121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