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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동아시아 전통건축에서는 자연공간-원림(园林)외부의 경치를 건축을 통해

서 감상시의 시각적 차용을 중시하였다. 동양인의 삶에 대한 추구를 담

은 전통원림공간은 내부 요소관계와 자연형태 요소를 차용을 통하여 공

간질서가 결정된다. 소주(苏州) 졸정원(拙政园) 일 경우 첩석(叠石), 이수

(理水), 화목(花木)등 요소로 공간구축 질서가 결정된다. 근대에 이르러

원림에서 발현된 동양적인 공간 특성을 활용하여 설계방식에 적용하는

건축파(派)가 나타났고 근 10년사이 이론체계를 완성과정 중이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아직 내포된 이론체계 파악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실험건축(实验建筑) 운동파의 일원인 중국건축가 왕수(王澍)의 건축

작품에는 전통문화에 대한 해석 및 자연과 소통하는 방식들을 등

을 옅볼수 있다. 벽돌,기와,석(砖,瓦,石)로 지역적인 공간 특성을 보

여주고 광경(框景)형태로 보이는 입면개구부를 통하여 작품 특유

의 입면구성을 볼수 있었다. 또 건물과 경치,내부와 외부의 상호

시선의 연속성 이루는 데에 노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건축 작품을 분석대상으로 기존의 왕수(王澍) 건축작

품에 대한 선행연구는 구축된 건물의 외관, 지역맥락 구현, 시대적 정신,

기능 등에 국한되어 있고 공간구성 방식과 내포된 설계방법의 실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본하기

위하여 공간틀-요소의 결합방식 및 구축공간 효과를 탐구하기 위하여

악소노메트릭(Axonometric)에 의한 공간구성 분석과 투시(Perspective)

분석에 의한 공간경험 분석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동양원림공간에서의 “마당과 마당이 '품고'있는 각 요소는 근대건축의

틀과 요소 관계의 관점"으로 부터 원림의 '담장'틀은 아래서 위로 열려

요소를 담아주는 틀로 볼 수 있고 이것은 근대 서구의 공간구성과는 서

로 다른 성격과 특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왕수(王澍) 녕파역사박물관(宁波历史博物馆)에 적용된 공

간구성 분석을 통하여 틀-요소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공간효과 및 특

성을 밝히고자 한다.

왕수(王澍)의 녕파(宁波)역사박물에서 적용된 설계방식은 동양원

림 공간의 틀에 가까운 위로 열려있는 ‘담장 틀’을 기반으로 요소

가 담기는 구성방식으로 볼 수 있다. 개념적 접근뿐만 아니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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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림 공간 특성과 대응하는 공간 틀, 요소의 분리방식으로- ‘다

(多)중정(中庭)형’ 구성방식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多)중정(中庭)형’ 구성방식은 수평면에 ‘분산(分散)'되어 있는

중정(中庭)을 따라 '에둘러' 보면서 이동하며 –라움플란 공간경험

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먼저 기하평면 형태는 외관을 형성하고,

나중에 요소가 틀에 담기는 방식은 르-꼬르뷔지에 villa stein(빌라

스뗑)에 적용된 제2구성의 ‘상자'구성 방식과 공통점을 갖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공간 틀, 요소, 결합방식 비교를 통하여 공간구성

방식의 실질을 증명하려 한다.

본 연구는 왕수(王澍) 녕파역사박물관(宁波历史博物馆)에 적용된

공간구성 분석을 통하여 틀-요소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공간효과

및 특성을 밝히고자 하다.

왕수(王澍)의 녕파(宁波)역사박물에서 적용된 설계방식은 동양원

림 공간의 틀에 가까운 위로 열려있는 ‘담장틀’을 기반으로 요소가

담기는 구성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5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작은 공간틀의 ‘모이는’방식은 르 꼬르뷔지에 제2구성의 변형

으로 이중 ‘2구성’으로 본 논문에서는 제기하고자 한다.

왕수 건축에 대한 연구 접급방식은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본토성

(本土性)'에 기반을 둔 개념적 접근뿐만 아니라 동양원림 공간 특성

과 대응하는 공간틀, 요소의 분리방식으로- ‘다(多)중정(中庭)형’

구성방식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多)중정(中庭)형’ 구성방식은 수평면에 ‘분산(分散)'되어 있는

중정(中庭)을 따라 '에둘러' 보면서 이동하며 –라움플란 공간경험

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먼저 기하평면 형태는 외관을 형성하고,

나중에 요소가 틀에 담기는 방식은 르-꼬르뷔지에 villa stein(빌라

스뗑)에 적용된 제2구성의 ‘상자'구성 방식과 공통점을 갖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공간 틀, 요소, 결합방식 비교를 통하여 공간구성

방식의 실질을 증명하려 한다.

근대의 중국건축은 70년대 이후 개혁개방과 동시에 근대 도시화

영향으로 재건축에서 많은 시도를 해왔지만, 단순한 서양양식과

근대건축에 대한 추구가 우선순위로 진행되어 근대 건축 자국(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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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 문화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시대적 감각과 변화

에 적응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90년대 이후부터 과거의 흔적을 지우는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장용하(张永和),왕수(王澍),류가곤(刘家琨),최개(崔恺)등 여러 중

국 건축가는 '실험건축(实验建筑)'운동을 시작으로 본토정신이 담겨져 있

는 건축을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녕파역사박물관','상산(象山)캠퍼스' 등 왕수의 실험건축(实验建筑)

대표작품이 지난 4~5년간 주목 되면서 그의 건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으나 기존에 발표된 논문들에서는 건물유형에 따른 개별건물의 상징

특성,또는 입면분석등으로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왕수(王澍) 녕파역사박물관(宁波历史博物馆) 공간구성

분석을 통하여 2중 ‘2구성’- 동양원림 공간의 틀에 가까운 틀-요소

관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또한 르-꼬르뷔지에 villa stein(빌

라스뗑)과의 공간구성 비교에 의한 공통, 차이점 분석를 통하여 공

간구성의 실질을 증명하려고 한다.

키워드 : 녕파역사박물관, 왕수, 르 꼬르르뷔지에 ‘4구성’ 설계전략 중

제2구성, 공간구성방식, 공간틀, 공간요소, 중국강남원림 공간 위계틀

학 번 : 2017-2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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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현황

1.3 연구 대상 

1.4 연구방법: 공간 구축방식 비교/공간구성 비교

1.1 연구 배경

기존의 선행연구는 이미 구축된 왕수(王澍) 건축작품의 외관, 지역맥락

구현, 시대적 정신, 기능 등에 국한되어 있어 공간 본질과 잠재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본하

기 위하여 공간틀-요소의 결합방식 및 구축공간 효과를 탐구하기 위하

여 악소노메트릭(Axonometric)에 의한 공간구성 분석과 투시분석

(Perspective)에 의한 공간경험 분석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동양원림공간에서의 “마당과 마당이 '품고'있는 각 요소는 근대건축의

틀과 요소 관계의 관점"1)으로 부터 원림의 '담장'틀은 아래서 위로 열려

요소를 담아주는 틀로 볼 수 있고 르 꼬르뷔지에의 제2구성의 공간틀은

위에서 아래로 담는 틀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왕수(王澍) 녕파역사박물관(宁波历史博物馆)에 적용된 공간

구성 분석을 통하여 틀-요소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공간효과 및 특성

을 밝히고자 한다.

왕수(王澍)의 녕파(宁波)역사박물에서 적용된 설계방식은 동양원림 공

간의 틀에 가까운 위로 열려있는 ‘담장 틀’을 기반으로 요소가 담기는 구

성방식으로 볼수 있다. 그리고 5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작은 공간

틀의 ‘모이는’방식은 르 꼬르뷔지에 제2구성의 변형으로 이중 ‘2구성’으로

1) '요소가 틀에 담기는 방식'으로 보았을때 동양공간의 공간틀은 위로 열려 요소를 담

아주는 틀로 볼 수 있음을 김현철 교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해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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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제기하고자 한다.

왕수 건축에 대한 연구 접급방식은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본토성(本土

性)'에 기반을 둔 개념적 접근뿐만 아니라 동양원림 공간 특성과 대응하

는 공간 틀, 요소의 분리방식으로- ‘다(多)중정(中庭)형’ 구성방식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多)중정(中庭)형’ 구성방식은 수평면에 ‘분산(分散)'되어 있는 중정

(中庭)을 따라 '에둘러' 보면서 이동하며 –라움플란 공간경험과 공통점

을 갖고 있다. 먼저 기하평면 형태는 외관을 형성하고, 나중에 요소가 틀

에 담기는 방식은 르-꼬르뷔지에 villa stein(빌라스뗑)에 적용된 제2구성

의 ‘상자'구성 방식과 공통점을 갖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공간 틀, 요소,

결합방식 비교를 통하여 공간구성 방식의 실질을 증명하려 한다.

그리고 ‘다(多)중정형’ 구성 방식과 르-꼬르뷔지에 villa stein(빌라스

뗑)의 제2구성 공간틀,요소, 결합방식 비교에서 도출한 공통점, 차이점을

통하여 공간구성의 실질을 증명하려고 한다.

근대의 중국건축은 70년대 이후 개혁개방과 동시에 근대 도시화 영향

으로 재건축에서 많은 시도를 해왔지만,단순한 서양양식과 근대건축에

대한 추구가 우선순위로 진행되어 근대 건축 자국(自国) 문화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시대적 감각과 변화에 적응하기에는 역부족

인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90년대 이후부터 과거의 흔적을 지우는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기 위하여 장용하(张永和), 왕수(王澍), 류가곤(刘家琨), 최개(崔恺) 등 여

러 중국 건축가는 ‘실험건축(实验建筑)2)’운동을 시작으로 본토성3)(本土

性)을 기반으로 건축을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왕수(王澍)의 건축작품에는 전통문화에 대한 해석 및 자연과 소통하는

방식들을 등을 옅볼 수 있다. 벽돌,기와,석(砖,瓦,石)로 지역적인 공간 특

2) Zhang(张永和，1993)은 「중국 건축사」잡지에 <비판적 시각을 갖추고 입장의 근본성을 지키

자>라는 발언을 제기하여 미래10년의 중국 건축 개척을 위한 '실험건축'을 제기하여 정치, 관료적

건축과 대항하였다.

3) 본토성(本土性)의 제기는 국제주의(国际主义) 근대건축의 성장 이후시기에 점차 지역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에서 제기 된 이론이다. 이는 지역맥락을 존중해 주는 건축이념을

고수하여 왔으며. 전통 회화에서 적용된 “반산반성(半山半城)"의 이념은 경관의 숭고함은 신성불가

침 한 것이고 산수화(山水画)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또는 자연을 바라보았을 때 느끼는 감정을 보

여주는 것을 설계의 목표로 삼는 것이 또한 일부 중국 건축가들의 주장하는 본토성의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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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여주고 광경(框景)형태로 보이는 입면개구부를 통하여 작품 특유

의 입면구성을 볼수 있었다. 또 건물과 경치,내부와 외부의 상호 시선의

연속성 이루는데에 노력하였다.

‘녕파역사박물관’, ‘상산(象山)캠퍼스’ 등 왕수의 실험건축(实验建筑) 대

표작품이 지난 4~5년간 주목 되면서 그의 건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으나 기존에 발표된 논문들에서는 건물유형에 따른 개별건물의 상

징특성, 또는 입면분석 등으로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왕수(王澍) 녕파역사박물관(宁波历史博物馆) 공간구성 분석

을 통하여 2중 ‘2구성’- 동양원림 공간 특성에 접근한 틀-요소관계 구성

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르-꼬르뷔지에 villa stein(빌라스뗑)과

의 공간구성 비교에 의한 공통, 차이점 분석를 통하여 공간구성의 실질

을 증명하려고 한다.

1.2 연구 현황

왕수 건축작품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이영재(2012)의 「왕쑤(王澍) 건축

에 나타난 중국전통문화의 재해석에 관한 연구」, 정강(2015)의「왕슈(王

澍)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중국 강남(江南)지역 전통 민가의 계승과 발전

에 관한 연구」등이 있다. 위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지역성’, ‘전통민가

의 계승’ 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조형의 본질과 공간구성의

실체를 밝히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입면재료인 ‘와판벽4)(瓦爿墙)’의

경우는 와판(瓦爿)이라는 건축재료에 국한하여 핵심 건축사상과 동등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미흡하다.

건축물의 생성에 있어서 그 입면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건축

가의 이론 발현의 장이기도 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외피의 설계방식 및 표

현에 많이 치중하여 언급되었다. 그러나 작품에 적용된 공간구성과 이론

체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내부 공간구성의 특징을 밝히는 것

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 사용한 분석방법과 기존 연구와의 차이는 <표

1>에서 나열 한 바와 같다.

4) 중국 강남지역 전통민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재료를 칭하고 왕수는 이 재료를 입면에서 겹쳐쌓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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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연구 본연구

분석방
법

작품사진, 입면재료와 축조방식→지역성 개념을 제

기

공간 구성요소, 공간구축 틀 분석을 통하여→ 공간구

성 해명 및 동양공간의 특성 도출

연구성
과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한 새로운 장소를 만들었

음을 증명

-조형요소 착용 설계방법 탐구

-빌라 스테인 공간틀-요소 결합방식 비교분석

-각 구성 위계틀에 따른 구성관계 분석

효과 및
한계

-건축가의 대표작품 단순 재해석은 내포된 설계이

론을 밝히는 데에는 부족

-복합적인 요인을 분석을 통하여 관계 증명함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다수의 분석사례가 요구됨

<표 1> 기존 선행논문과의 분석방법 비교

본 연구는 왕수의 대표작품 공간구성과 중국전통원림의 공간구성 및 르

꼬르뷔지에 4구성 설계전략 중 제 2구성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주로 한

공간구성 연구이다. 공간구축 틀에 의한 공간이 만들어 지는 방식, 공간

요소가 틀에 담기는 방식 , 요소가 만들어 지는 방식으로 나누어 부석함

으로써 틀과 요소의 이론적 실증관계를 찾기 위함을 연구 목표로 할 것

이다.

녕파역사박물관은 왕수의 생애 건축 단계5)에 있어 ‘실험건축’의 완성으로

전환 되는 시점에, 중국미술학원 상산캠퍼스와 상하이 엑스포(EXPO) 파빌리

움 등 작품과 함께 고대 중국 회화, 원림의 공간의 특성 구현에 접목하였다.

5) 건축가 왕수의 건축 생애를 단계별로 구분 해보면; 1) 1990~1998년 초기 이론준비 단

계, 2) 1998~2012년 중기 이론완성 단계, 3) 2012~현재 후기 실천검증 단계로 볼 수 있

다. 초기 단계에서 왕수는 지역의 건축물들에 대한 조사, 실증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장기간 향토문화 및 민가에 대한 연구, 자료화 작업을 실시하여 왔다. 그리고 1998년부

터 본격적인 실무 작업을 진행하여 2012년 까지 '실험건축(实验建築)' 대표작품을 남기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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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대상

1.3.1 분석대상 예비고찰

[그림 1-1-1]녕파역사박물관 (왕수 스케치6)) 및 현황 사진

본 논문에서는 왕수(王澍)가 2008년 중국 절강성(浙江省)녕파시(宁波市)

에 설계한 녕파역사박물관(宁波历史博物馆)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르-꼬

르뷔지에 villa stein(빌라스뗑)과의 공간구성 비교를 바탕으로 분석대상을 선

정하였다. 녕파역사박물관의 틀과 내부요소의 관계는 동양의 전통 원림에서의

각 채들과 마당의 관계를 반영하고. 마당과 각 집 그리고 그것을 받쳐주는 지

형은 연동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림 1-1-2] 르-꼬르뷔지에 제2구성 설계전략7) –번역 표

6) 분석에 사용된 사진과 도면은 왕수 작품집과 르-꼬르뷔지에 작품집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은 녕파(宁波) 현지답사를 통하여 보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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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구성 텍스트 '매우 어렵다 très difficile'는 1구성에서 나타난 문제

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구성자체가 어려운 방식이다. 형

태로서 기타 구성과 구분되는 문구는 '입방체구성 composition cubique

(순수기하 입방체 prisme pur)'로 볼 수 있다. '기하입방체 prisme'-괄호

속에 제기한 부가 설명은 기하학적으로 정리된 육면체를 가리키며 내부

해결방식은 다를수 있미만 입방체 모양 틀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림 1-1-3] a,녕파박물관 모형 b, 환취당원경도8)(環翠堂园景图)

[그림 1-1-3b]의 환취당(環翠堂)은 <그림 1>의 연장에 그려져 있다. 원림의

표현은 관공(观空)-즉 비여 있는 공간을 감상하면서 관람자의 마음을 씻는 심경

을 보여주었다. 세심(洗心)의 상징으로 세심지(洗心池), 담장에 둘러싸인 분수를

뿜어내는 조각 등이 있다. 둘러싸인 담장으로 구축한 공간은 천정(天井)을 만들

어 내였고 세심(洗心)과 관공(观空)을 통하여 세속의 잡념을 버리게끔 하는 의

미가 담겨져 있다.

녕파(宁波)역사박물관은 5조각의 6면체가 '모이'는 방식으로 전체로는 하나의 

큰 '상자'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 수평공간으로 분산되어 있는 중정은 공간 

틀과 요소 관계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존재하며 본 논문에서는 이런 특성

을 지닌 녕파역사박물관의 구성방식을 다(多)중 ‘복합형 제2구성’ 으로 정의 하

고 분석하였다.

7) 르-꼬르뷔지에 ‘4구성’,‘외브르’에 실림, 1929년

8) 환취당원경도(環翠堂园景图) 는 명시기 왕연눌(汪廷讷)의 은(隐)원을 기반으

로 그린 판화(版画)이다. 원본의 크기는 횡1486cm,종24c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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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예비고찰-분석대상(녕파박물관) 입지분석

[그림 1-3-2A]  녕파박물관 주변 대지도

중국 절강성 녕파시에 위치한 녕파역사박물관(2008)은 기존의 동지역의 박물관

과는 달리 도시의 역사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영파시 교외의 신

(新)행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여 있다. 건물의 동측은 거대한 광장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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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 센터가 지어 있고 기타 인근 대지도 급변을 겪에 되는 상황에 대처하여 대

지맥락을 보전하기 위하여 왕수는 주변 수체(水體)의 형태를 분석하고 건물 주변

의 수(水)경관 형태관계에 반영하였다.

[그림 1-3-2B]  녕파박물관 인근 대지도면

중국 절강성 녕파시에 위치한 녕파역사박물관(2008)은 기존의 동지역의 박물관

과는 달리 도시의 역사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영파시 교외의 신

(新)행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여 있다. 건물의 동측은 거대한 광장과 커

뮤니티 센터가 지어 있고 기타 인근 대지도 급변을 겪에 되는 상황에 대처하여 대

지맥락을 보전하기 위하여 왕수는 주변 수체(水體)의 형태를 분석하고 건물과 물

의 조화적인 형태관계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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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예비고찰-중국원림 위계틀 고찰

본 소절에서는 졸정원(拙政园)을 분석 대상으로 중국 원림의 공간 위계에 대

하여 고찰하였고 녕파역사박물관의 공간틀을 예비고찰로 비교분석을 진행하

였고 공간요소와 틀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담장 틀-제1위계 틀, 요소틀-제2

위계 로 나누었다.

위계 소주 졸정원(拙政园) 공간구축 틀

담장틀
-제1위계

요소 틀
-제2위계

(호수 및 건물
볼륨)

연결 틀
-제3위계

통로,경(径),다
리(桥)

특성

-졸정원의 공간 구축틀은 보이는 외부 틀과 내포된 내부 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산책 공간은 공간 자유평면상의 요소 배치를 통하여 “치밀함-섬김” 시각경험 변화를 조성하였으

며 곡절(曲折)적인 동선을 유도 하였다.

<표 2> 졸정원(拙政园) 공간 구축 위계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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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北宋)시기에 조영된 창랑정9)(沧浪亭), 사자림, 망사원과 함께 ‘중국 4

대원림’에 속하는 졸정원10)(拙政园)의 제1위계틀은 담는 틀을 의미하고 자유

평면형태가 지표체계를 이룸과 동시에 소극적으로 외관틀을 암시해내는 경향

을 한다. 틀 내부에 담기는 요소는 사(私)적11) 공간의 건축요소와 공(公)적12)

공간의 건축요소 두가지로 나누며 연결틀은 주로 공(公)적 공간에 주도되는

흐름을 볼 수 있다.

9) 창랑정은 중국 강남 소주(苏州)의 4대 명원 중 하나이며 창랑이라는 이름은 굴원(屈原)의 시 어부사(漁父词)에 나
오는 창랑지수(滄浪之水)에서 인용 하였다. 1041년~1048년 사이에 시인 소수흠(苏舜钦)의 별서정원으로 사용되었
다.

10) 졸정원(拙政园)은 북송(北宋)시기에 조영된 창랑정(沧浪亭), 사자림, 망사원과 함께 ‘중국 4대원

림’에 속한다. 산책 체험에 있어서 각 “사이”공간에서 곡절진치(曲折尽致)의 특성을 돋보였으며 구

성 4요소로는 산석, 호수, 화목, 건축으로 볼 수 있다. 이동적인 체험공간에 있어서 첩석(叠石)으로

이루어진 가산(假山)을 통하여 접근하는 동선상 부동한 시각체험을 가져다준다. 여기서 건축물은 자

연풍경과 함께 원림의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건물요소,가산, 나무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막힘 또는

트이는 차경(借景) 수법을 활용하여 원림 내외부의 경치를 융합시켜 주었다.

11) 사적 공간의 건축요소 청(厅), 재(斋), 헌(轩), 관(馆), 당(堂) 등

12) 공적 공간의 건축요소 누(楼), 정(亭), 방(舫), 대(台), 사(榭), 각(阁) 등; 연결 공간의 건축요소

랑(廊), 다리(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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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영파역사박물관 공간구축 틀

건물 외관틀-
제1위계 륜곽

'모임'틀
-제2위계

'분산' 중정 틀
-제3위계

특성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이는 건물이지만 분산되어 있는 중정을 통하여 내부화된 '원림'을
관람하는 동선을 유도하는 공간틀을 볼 수 있다.

<표 3> 녕파역사박물관 공간 구축 위계틀 분석

녕파역사박물관의 제1위계 외부틀 담장틀의 기능을 수행하며 안-밖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그리고 내부 요소와 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2,3,4장에서 각각 공간요소, 공간틀, 결합방식의 순서로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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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 내부 간접틀 외관 직접틀

졸정원
(拙政园
)

녕파역
사박물
관

빌라스
뗑(villa
stein)

측벽, 수직벽 악소노메트리 통로 계단 악소노메트리

<표 4> 졸정원(拙政园), 녕파역사박물관, 빌라스뗑

'직접','간접'적 틀 구성요소

녕파역사박물관의 외관틀은 실선으로 그려져 직접 외관을 만들고 자유

요소를 담는 직접틀과 내부틀의 끝머리를 연결하는 간접적으로 틀을 암

시하는 틀이 있다. 한편 2구성도 외부틀 요소가 강조되면서 프리즘 속에

자유 볼륨 요소가 놓여 있으며 필로티 혹은 plan-libre 내용이 드러나게

하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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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 방법

[그림1-4]녕파역사박물관, 빌라스뗑 틀-요소 결합방식 비교도

기존의 선행연구는 이미 구축된 왕수(王澍) 건축작품의 외관, 지역맥락

구현, 시대적 정신, 기능 등에 국한되어 공간 본질과 잠재성에 대한 연구

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본하기 위

하여 공간틀-요소의 결합방식 및 구축공간 효과를 탐구하기 위하여 악

소노메트릭(Axonometric)에 의한 공간구성 분석과 투시(Perspective) 분

석에 의한 공간경험 분석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동양원림공간에서의 “마당과 마당이 '품고'있는 각 요소는 근대건축의

틀과 요소 관계의 관점"13)으로 부터 원림의 '담장'틀은 아래서 위로 열

려 요소를 담아주는 틀로 볼 수 있고 르 꼬르뷔지에의 제2구성의 공간틀

은 위에서 아래로 담는 틀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구성 요소

(제2장), 공간 틀(제3장), 결합방식(제4장), 공간효과(제5장)의 순서로 각

장절에서 녕파역사박물관과 빌라스테인에 대한 단독 및 비교 분석 결과

를 토대로 종합적 결론(제6장)에 도달한다.

13) '요소가 틀에 담기는 방식'으로 보았을때 동양공간의 공간틀은 위로 열려 요소를 담

아주는 틀로 볼 수 있음을 김현철 교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해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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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녕파역사박물관, 빌라스뗑 틀-요소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동양건축 공간특성을 적용한 왕수녕파박물관의 공간구

성과 빌라스테인의 틀-요소관계 비교분석을 통하여 ‘분산(分散)’ 다(多)

중 ‘복합형 제2구성’공간구성 방식의 실질을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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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녕파역사박물관, 빌라 스뗑villa stein 

공간요소 분석

2.1 녕파(宁波)역사박물관 공간요소 분석

2.2 Villa Stein(빌라 스뗑) 공간요소 분석

2.3 공간요소 비교분석

2.4 소결

2.1 녕파(宁波)역사박물관 공간요소 분석

본장에서는 녕파역사박물관 공간요소의 생성과정, 및 생성 결합 요소

군의 틀에 담기는 방식을 분석하여 틀과 요소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2.1.1 공간요소 확장-진동-얹힘 분석

  

   

    

[그림2-1]녕파역사박물관 공간요소 확장-진동-얹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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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파(宁波)역사박물관의 공간요소는 틀에 담기는 과정에서 확장-진동-얹

힘 과정을 거친다. 1) 단일 요소면-수평확장 과정을 통하여 수평공간에 직선

따라 놓이면서 동선적 유도를 한다 2) 직선확장면-진동 과정을 통하여 요소의 

위치가 공간면에 결정된다. 3) 볼륨형성-공간틀에 담김 과정에서는 z축의 나타

남과 동시에 낮고 위로열린 틀속으로 담기는 과정에서 요소군은 내부 요소틀

을 형성하게 된다.

아래 장절에서는 구체 공간요소에 대하여 요소유형 분류, 공간틀에 

놓이는 위치 분석을 진행 할 것이다.

2.1.2 위로 열린 면 초대

     [그림 2-1-2]위로 열린 면 초대

2.1.3 누운 면 겹침

  

     [그림 2-1-3]누운 면 겹침

녕파역사박물관에서 사용된 누운면 겹침은 발륨요소가 면 위에 뚫린 개구부

의 일치시키기(matching)방식을 통하여 중정을 따라 흐름을 회전하게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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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전형 공간요소 수평확장

[그림 2-1-4] 보이드 공간요소의 수평확장

녕파(宁波)역사박물관의 공간요소는 1) 면-수평확장  3) 요소 진동-위치결

정 3) 면-볼륨 형성  등 이상의 3단계의 확정과정을 거쳐 위로 열리는 단일 

공간요소로 부터 동일수평높이 공간에 요소군을 형성하게 되며 요소군은 

요소틀을 형성하게 된다.

  수평확장 과정은 수평흐름을 유도하며 두 번째는 하나의 볼륨 위에 

다른 하나의 볼륨이 놓이는 방식이다. 

  요소 진동-위치결정은 공간 흐름의 속도를 조절하고 다음 공간

과 구분을 두며 볼륨 형성을 통하여 인식되지 않는 면으로 공간을 

구분하고 '가려'주는 역할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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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공간요소 내부 "에움"틀 형성

[그림 2-1-4] 요소군의 내부 공용공간“에움”틀 형성

녕파(宁波)역사박물관 요소틀은 2가지 유형으로 존재한다. 첫 번째는 

[그림 2-1-4]의 하단에 있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담겨있는 작은 틀의 그룹

이다. 두번째는 '요소 연결틀'이다. '요소 연결틀'은 전체 독립 요소틀을 

포괄하는 얹힘 틀로 볼수 있으며 공용공간을 결정하는 결정적 틀이기도 

하다.

두 틀의 결합 과정에서 받쳐주는 틀과 얹히는 틀은 형태 크기 면에서 

같은 너비와 길이를 보였다. 또한 두 개의 틀은 하나의 단위 공간 

속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공간 내에서 '분산' 라움플란(raumplan)자유평면 

구성 방식과의 공통점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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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Villa Stein(빌라 스뗑) 공간요소 분석
  2.2.1독립공간요소 수평확장

    

[그림 2-2-1]독립공간요소 수평확장

2.2.2 필로티 공간 간접틀 형성

[그림 2-2-2] 필로티 공간 간접틀 형성

  

빌라스똉에서 사용된 필로티는 외부공간이면서 전체구성에 담겨있는 부분적

인 자유볼륨을 만든다.

  2.2.3 보이드 공간요소 틀 형성

    

[그림 2-2-3] 내포 프리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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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스뗑에서 사용된 면-볼륨 뚤림 결합은 틀과 요소가 동시에 생성되고 덧

붙여졌다. 반복생성된 볼륨도 없다. 때문에 주된 동선 의도방향과 그이회의 부

가적인 흐름으로 구성된며 공간은 불가역적으로 흐른다.

2.3 공간요소 비교 분석

2.3.1 수직상승 공간요소 수평배치 분석

[그림 2-3-1] 수직상승 공간요소  비교도

2.3.2 공간요소 ‘얹힘’ ‘밀림’ 비교분석

[그림 2-3-2] 수직상승 공간요소의 틀에 담기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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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보이드 공간요소 ‘뚫림’, ‘덧붙임’ 비교분석

[그림 2-3-3] 공간요소가 면에 놓이는 방식

2.3.4 볼륨 공간요소 ‘담김’, ‘결합’ 비교분석

  

[그림 2-3-4] 볼륨 공간요소의 결합위치 방식

   빌라스뗑에서 사용된 면-볼륨 뚤림 결합은 하나의 볼륨요소가 누운 면 모

소리에 관통하여 결합되었다. 때문에 결합 자체가 공간의 흐름에 영향주지는 않

는다. 볼륨은 모든 면이 뚫려 있어 관통 결합되어 볼륨보다 누운 면이 강조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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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녕파(宁波)역사박물관은 위로 열린 틀-얹힘 결합을 이루어 매하나의 뚫린 

공간요소는 흐름을 갈래로 나누거나 에둘러 보게끔 한다. 볼륨의 면은 ‘막힌’형

식에 접근하여 뚤려져 있는 면이 잘 인지하지 못한다. 또한 누운면 보다 볼륨의 

수직면이 강조 되었다.

2.4 소결

    [그림 2-4]공간 틀-요소 관계 비교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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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분석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 녕파(宁波)역사박물관의 공간요소는 요소군

의 형성과, 자연적으로 모여지는 ‘모임’결합 구성을 통하여 요소결합 그룹을 형

성하고 ‘담장’틀에 담기게된다.

빌라스뗑의 요소 결합은 매하나의 뚫린 공간요소는 흐름을 갈래로 나누거나 

에둘러 보게끔 한다. 볼륨의 면은 ‘막힌’형식에 접근하여 뚤려져 있는 면이 잘 

인지하지 못한다. 또한 누운면 보다 볼륨의 수직면이 강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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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녕파역사박물관, 빌라 스뗑villa stein

공간 틀 분석-공간틀 ‘모임’, ‘결합’ 분석

3.1 녕파(宁波)역사박물관 공간틀 분석

3.2 Villa Stein(빌라 스뗑) 공간틀 분석

3.3 공간 ‘모임’, ‘결합’틀 비교분석

3.4 소결

3.1 녕파(宁波)역사박물관 공간틀 분석

3.1.1 에둘린 틀-제1위계

[그림 3-1] 위로열린 제1위계 공간틀

3.1.2 공간 2중 ‘모임’ 틀-제2위계

[그림 3-1-2] 공간 2중 '모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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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공용공간 내부틀의 형성

[그림 3-1-3] 공용공간 내부틀 얹힘 

3.2 Villa Stein(빌라 스뗑) 공간틀 분석
  3.2.1 위로 열린 공간틀-옥상정원

[그림 3-2-1] 옥상정원 틀(빌라스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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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아래로 향한 공간틀

[그림 3-2-2] 'ㄷ'자 하행(下行)결합 틀(빌라스뗑)

3.2.3  공간틀 합침

[그림 3-2-3] 공간틀의 합침-옥상정원 틀, 'ㄷ'자 하행(下行)틀 결합

빌라스텡villa stein의 공간틀의 결합방식은 위로 열린-옥상정원 틀과 앞뒤

로 열린 ‘ㄷ’하행(下行) 결합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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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간틀 비교분석

3.3.1 공간틀의 열리는 방향 비교

     [그림 3.3.1] ‘ㅁ’자 ‘ㄷ’자 공간 틀의 열린 방향 비교 분석도

비교를 통하여 빌라스뗑의 공간 틀은 높이가 높고 녕파박물관 틀은 낮은 차이

점을 볼수 있고 이는 동양공간의 틀은 낮고 퍼졌으며 동양 원림의 ‘담장틀’에

가까운 역할을 지녔기 때문이다.

3.3.2 위로 담는 틀 비교분석

[그림 3-3-2] ‘ㅁ’자 ‘ㄷ’자 공간 틀의 위로 담는 틀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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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그림 2-3-5] 공간 틀-요소 ‘에움’, ‘담김’ 비교 분석도

녕파(宁波)역사박물관의 공간틀은 떠있는 지붕면-위로 열림-5개 볼륨 ‘모

임’-요소군의 틀에 담김에 이르는 단계의 순차적인 수직결합으로 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간요소는 공간 틀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

간 틀은 자체적 ‘담장’틀의 역할을 지닌다. 이것은 외관적으로 ‘상자’구성의 안

과 밖을 구분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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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간틀-요소의 결합방식 비교분석

4.1녕파(宁波)역사박물관 공간틀-요소 ‘얹힘’ 결합방식　

4.2 빌라 스뗑Villa Stein 공간틀-요소 ‘밀림’결합방식　

4.3 결합방식 비교

4.4 소결

   4.1 녕파(宁波)역사박물관 공간틀-요소 ‘얹힘’ 결합　

[그림 4-1]녕파(宁波)역사박물관 공간틀-요소 ‘얹힘’ 결합

[그림 4-1-1]녕파(宁波)역사박물관 요소군-공간틀의 위에서 아래로 담김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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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빌라 스뗑Villa Stein 공간틀-요소 하행결합

　　

[그림 4-2]공간틀-요소의 아래에서 위로 ‘하행’ 결합

　　[그림 4-2-1] 입면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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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결합방식 비교
4.3.1 공간틀 결합방식 비교

[그림 4-3] 위로 ‘열린’,‘아래로’ 담는 공간틀 결합방식 비교

4.3.2 떠 있는 면 얹힘 결합비교

                
      

[그림 4-3] 떠 있는 면-틀 결합 방식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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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그림 4-4] 아래에서, 위에서 결합하는 공간틀 형성비교

녕파(宁波)역사박물관은 위로 열린 틀-얹힘 결합을 이루어 매하나의 뚫린 

공간요소는 흐름을 갈래로 나누거나 에둘러 보게끔 한다. 볼륨의 면은 ‘막힌’형

식에 접근하여 뚤려져 있는 면이 잘 인지하지 못한다. 또한 누운면 보다 볼륨의 

수직면이 강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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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공간효과 비교분석

5.1 빌라스뗑 villa stein 구성시퀀스분석-(악소노)

5.2 빌라스뗑 villa stein 경험시퀀스분석 -(투시도)

  5.3 녕파(宁波)역사박물관 구성시퀀스분석-(악소노)

5.4 녕파(宁波)역사박물관 경험시퀀스분석

5.1 Villa Stein(빌라 스뗑) 구성시퀀스 분석-(악소노)

5.1.1 단지 입구-건물입구 시퀀스 분석

[그림 5-1-1] 빌라 스뗑(Villa Stein) 단지 입구-건물입구 시퀀스 분석

빌라스테인 공간 진입의 첫 시작은 대문 접대실의 초대하는 누운 면에

서 시작된다. 건물입구까지 공간은 선형에 따라 흘러가며 돔-이노 시스

템의 사용과 더불어 건축적 형태를 규정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는 외벽

이나 기둥요소가 강조되어 공간 흐름 방향을 제시하며 앞뒤로 열린 공간

틀의 방향과도 일치하다.  



- 34 -

5.1.2 시퀀스 순서에 의한 공간요소 부가방식분석

[그림 5-1-2] 빌라 스뗑(Villa Stein) 공간요소 덧 붙임 분석-1

  

돔-이노(dom-ino)방식이 적용된 빌라스뗑의 공간요소는 입구 홀의 기둥

부터 시작한다. 입구 기둥은 순수하고 구조적이며 내부계획으로부터 독

립되어 있고 유닛의 조합을 통하여 공간요소가 시퀀스 순서에 따라 계

단, 난간, 공간 오브제의 순서로 나타나게 되며 틀에 포괄된 상태에서 

교차되는 공간흐름 방향을 제시한다. 

[그림 5-1-2-1] 빌라 스뗑(Villa Stein) 공간요소 덧 붙임 분석-2

  입구홀에서부터 옥상까지 공간요소를 통하여 '통과', '암시', '회망（回

望）'효과를 보여주게 되며 이룬 공간효과의 특성에 대해서는 5장2절에

서 공간경험분석을 통하여 분석할 것이다.

옥상정원 지붕의 형태가 요형이 아니라 공간 곡면을 통하여 흐름을 만들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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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빌라스뗑 villa stein 경험 시퀀스분석-투시도

5.2.1 진입동선상 경험 분석

[그림 5-2-1A] 빌라 스뗑(Villa Stein) 진입 평면도

빌라 스뗑(Villa Stein) 에서 앞으로 열림 구성은 진입 방향으로 확장

되는 진입동선 방향과 일치하며. 이 과정에서 틀 구성 볼륨은 구체적인 

공간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열리는 공간 볼륨으로써 파사드와 입구 

튀어나온 면요소가 초대 작용을 한다.

[그림 5-2-1B] 빌라 스뗑(Villa Stein) 진입 동선상 4보조 투시도

[그림 5-2-1C] 빌라 스뗑(Villa Stein) 파사드(facade)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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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틀 인식하는 방식 활용하여 공간 흐름 선후 순서를 제시한다. 

순서적으로 첫 번째 공간요소는 입구의 '초대'성격을 지닌 요소면이고 

이것은 시퀀스 절정점의 밸코니 입면 돌출 요소와 서로 호응된다.

5.2.2 입구 홀에서 나타나는 공간 요소 

[그림 5-2-2] 빌라 스뗑(Villa Stein) 입구 홀 돔-이노 공간효과1

  돔이노 (dom-ino) 시스템이 적용된 빌라스뗑의 입구 홀에서는 수직 기둥 공

간요소를 통하여 공간의 흐름을 유도한다. 때문에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에서

흐름 나눔은 틀 구성이 공간 흐름을 2개의 갈래로 나뉘지만 분명한 

선후 순서가 존재하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시퀀스로 연결이 된다.

5.2.3 공간전개 암시 요소 분석

[그림 5-2-3] 빌라 스뗑(Villa Stein) 입구 홀 돔-이노 공간효과2

빌라 스뗑(Villa Stein)  공간흐름은 면요소와 기둥요소에 의하여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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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좌측 입구로 진입시 우측 입구와는 서로 다른 경험을 가져다주며 

요소의 암시 자용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하나의 시퀀스로 연결이 된다.

          

  

         

[그림 5-2-3A] 통과 및 '에둘러' 봄

  빌라 스뗑(Villa Stein)에서 입구 공간효과의 첫 시작 구성은 공간 

억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천장고가 낮고 기둥요소에 의하여 자연적인 

유입과 통과하게 된다. 그리고 2층에서 중정을 바라봤을 때 두 번째 

'에둘러 보는' 흐름이 강조되므로 다음 공간으로 연결된다. 

[그림 5-2-3B] 방향암시 및 통과

계단방향과 일치한 두 개의 기둥은 동선방향을 암시하고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좌우대칭  기둥은 통과의 의미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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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제2공간 도달-꺽임-통과

[그림 5-2-4] 공간의 '트임'과 '억눌림'

  꺾인면을 따라 트인 공간에 도달하고 공간 요소의 작용에 의하여 넓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성방식을 하고 있다. 이 경우 

넓고 밝은 곳에서 좁고 어두운 공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간 흐름 속

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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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A] 지붕면의 '억누름' 과 '열림'

  빌라 스뗑(Villa Stein) 지붕면 '누름'은 하나의 큰 볼륨에 누운 면이 

부분 공간을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방식이다. 때문에 공간 역할이 공간 

틀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옥상정원의 바닥 면은 '열림' 작용이 

먼저 인식되고 회전계단요소에 의하여 자연적인 공간 흐름을 구성하고 

있다.



- 40 -

5.2.5 공간 회망(回望)

  [그림 5-2-5] 볼륨 앞으로 열림-공간 회망(回望)

  빌라 스뗑(Villa Stein) 열림 필로티는 자연광을 유입하면서도 '파인' 공

간에서는 볼륨-서있는 면이 강조하고 있다. 건물 내부로 진임하면서 경

험하게 되는 공간으로 공용공간의 홀에 해당하며 공간 구성요소로 밸코

니, 아트리움 등이 계획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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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녕파(宁波)역사박물관 구성 시퀀스분석-(악소노)

5.3.1 공간전개시작(도시 context)

[그림 5-3-1] 녕파(宁波)역사박물관 공간전개 도시(context)

녕파(宁波)역사박물관의 진입 공간의 평면상 위치는 '길의 건물 내부화', 

'공용공간 내부로 빛 요소의 도입'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5.3.2 건물 파사드 입구(초대/진입)

  [그림 5-3-2]파사드-진입

  녕파(宁波)역사박물관은 수평 방향으로 확장되는 볼륨을 덧붙인 구성 

방식에 의하여 시퀀스도 따라서 공간 흐름이 결정 더;ㄴ다. 또한 이전 

단계에서 먼저 외부-내부로의 진입과정에서 좁은 통로-마당 공간의 변

화를 거쳐 억눌림-트임으로 전환심리를 가져다주는 공간작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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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A] 파사드 입구 및 진입공간 현황사진

5.3.3 마당 (멈춤/돌아봄)

[그림 5-3-3]마당-대기실 (멈춤/돌아봄)

  공간틀-면을 활용하여 공간 흐름 선후 순서를 제시한다. 순서적으로 

첫 번째 방향은  상승 흐름을 지니고 있는 슬로프이고 공간 시퀀스 순서

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공간틀을 꺾었다. 따라서 동선 이동

에 따라 2층공간 도달후 에둘러 보게 되면서 퍼진 공간이 수평 방향에

서 점차 드러나게 된다.

[그림 5-3-3A] 실내계단 및 2층 전이공간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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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코어와 비여있는 중심공간-계단실(가속/회전) 대기실(멈춤/돌아

봄)-옥상 (도착)

[그림 5-3-4]계단실(가속/회전) 대기실(멈춤/돌아봄) 옥상중정 (도착) 

  녕파(宁波)역사박물관 흐름 구성은 실내계단-실외공용 로비로의 전환

하는 과정에서 코어와 비여있는 중심공간이 유기적인 공간흐름을 만든

다., 이는 ‘거대구조’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대응이면서 ‘토막’으로 나

눈 마당을 관람하는 동선을 추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림 5-3-4A] 옥상공간 현황사진

5.3.5 평면전개 분석을 통한 공간조직 방식의 특성과 변화 과정

[그림 5-3-5]녕파(宁波)역사박물관 평면전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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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면 가운데의 파사드 입구에서 뻗어 나간 장방형 빈 공간을 중심으로 

옆으로 놓인 면위에 바닥판-수직벽-슬로프의 순서로 전개되어 동선흐름

을 유도한다.

5.4 녕파(宁波)역사박물관 경험 시퀀스분석

5.4.1 마중

       대문/벽면

[그림 5-4-1]녕파(宁波)역사박물관 입구 파사드

[그림 5-4-1A]녕파(宁波)역사박물관 입구 내부 뚫린 통로

녕파역사박물관의 파사드 면은 자유로운 평면구성의 외형적 형태의 요수

의 결과이다. 면에 뚫린 개구부는 '통과'적 효과를 갖고 있으며 동선유인

의 흐름을 만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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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초대

[그림 5-4-2]입구 진입

[그림 5-4-2A]진입 홀-도착

녕파역사박물관 진입 홀에서 면요소가 공간의 흐름을 결정하게되며 주출

입구는 '내포식 필로티'를 통하여 건물의 반대측 까지 관통된다 왕수(王

澍)가 이러한 사고의 전제가 바로 동-이노 원형을 기반으로 한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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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공간상승 요소-슬로프

[그림 5-4-3]공간상승 요소-슬로프

[그림 5-4-3A]상승공간 경험투시도

5.4.4 절정-꺾임-수평전개

[그림 5-4-4]녕파(宁波)역사박물관 2층공간 도달 꺽임-악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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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녕파역사 박물관의 공간 요소를 배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열어주었다.

또한 다음 공간을 시퀀스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도달하는 시점에서 공간 동선을 꺾었다. 따라서 공간은 이동에 따라 

수평 방향에서 차츰차츰 드러나게 된다. 

[그림 5-4-4A]녕파(宁波)역사박물관 2층 공간도달-수평전개 투시도

5.4.5 회망(回望)-에둘러 봄

[그림 5-4-5]산책공간 ‘에둘러’ 봄-악소노

[그림 5-4-5A]산책공간 ‘에둘러’ 보는 공간효과-투시도



- 48 -

‘에둘러보는’방식은 `라움플란14)`의 구성방식과 같다. 옥상정원 산책공

간은 기둥또는 계단요소가 아닌 볼륨요소의 전개에 의하여 공간흐름 선

후 순서를 보여준다. 

5.5 라움플란, 돔이노(dom-ino)공간효과 비교분석

5.5.1 홀구성 효과 비교

[그림 5-5-1]공간경험 시퀀스에 의한 ‘효과 비교

  녕파역사박물관 진입 홀에서 면요소가 공간의 흐름을 결정하게 되며 

주출입구는 '내포식 필로티'를 통하여 건물의 반대측 까지 관통된다 왕수

(王澍)가 이러한 사고의 전제가 바로 동-이노 원형을 기반으로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5.2 옥상정원 및 ‘에둘러 보는’ 공간효과 차이 분석

[그림 5-5-2]옥상정원 공간경험  ‘효과 비교

  두 건물의 옥상공간은 모두 위로 열려 있으며 녕파역사 박물관의 옥상

은 간접틀에 포괄된 내부적 산책을 형성하고 빌라스테인의 옥상 공간은 

지붕 바닥면 보다도 서있는 곡선 벽면과 계단 요소를 통하여 흐름을 만

14) `Raumplan` in adolf Loos`s House



- 49 -

들게 된다.

　[그림 5-5-2A] '라움플란', '돔-이노' 공간효과 비교

  빌라스테인은 내부 보이드틀을를 통하여 내.외부를 상호전환 가능 하 

열린 공간으로 자연광의 수직으로 유입되는 통로이자 수직 동선을 암시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5-5-2B]공간효과 비교 파사드-입구-홀

녕파역사박물과 공간투시도에서는 솔리드한 기둥을 찾아 볼 수 없다. 전

형적인 기둥을 배치하는 대신 구조체를 숨김으로써 열림으로써  자유로 

에둘러 보는 효과를 만들었다. 빌라스테인은 요소가 순서적으로 나타나

는 방식으로 공간흐름을 제시하는 작용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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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6.1 분산(分散) 다(多)중 ‘복합형 제2구성’공간구성 방

식의 중국 현대건축에서 적용의 의의

    [6.1]‘ㅁ’자-에울린 틀,‘ㄷ’자-앞뒤로 열린 공간틀 결합방식 비교    

빌라스뗑의 공간틀은 수평방향으로 열리였지만 내부 공간은 수직으로 흐른다, 

녕파(宁波)역사박물관은 ‘에워진’ 공간 틀 내부로 분산된 중정형태를 따라 공간

이 형성되었다. 열린 틀-얹힘 결합을 이루어 매 하나의 뚫린 공간요소는 흐름

을 갈래로 나누거나 에둘러 보게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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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르 꼬르뷔지에 빌라 스뗑과 녕파박물관의 ‘상자’구
성공간 결합방식 비교의 의미

    [그림 6-2] ‘ㅁ’자 ‘ㄷ’자 공간 틀에 요소가 담기는 방식비교

  

  빌라스뗑에서 사용된 면-볼륨 뚤림 결합은 하나의 볼륨요소가 누운 면 모소

리에 관통하여 결합되었다. 때문에 결합 자체가 공간의 흐름에 영향주지는 않는

다. 볼륨은 모든 면이 뚫려 있어 관통 결합되어 볼륨보다 누운 면이 강조 된다.

녕파(宁波)역사박물관은 위로 열린 틀-얹힘 결합을 이루어 매하나의 뚫린 

공간요소는 흐름을 갈래로 나누거나 에둘러 보게끔 한다. 볼륨의 면은 ‘막힌’형

식에 접근하여 뚤려져 있는 면이 잘 인지하지 못한다. 또한 누운면 보다 볼륨의 

수직면이 강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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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분산(分散)’ 다(多)중 ‘복합형 ’공간구성 내부요소의 공간화 작용

[그림 6-2-1] 녕파역사박물관 공간구성 내부요소의 공간화 작용

녕파(宁波)역사박물관의 공간요소는 틀에 담기는 과정에서 확장-진동-얹

힘 과정을 거친다. 1) 단일 요소면-수평확장 과정을 통하여 수평공간에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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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놓이면서 동선적 유도를 한다 2) 직선확장면-진동 과정을 통하여 요소의 

위치가 공간면에 결정된다. 3) 볼륨형성-공간틀에 담김 과정에서는 z축의 나타

남과 동시에 낮고 위로열린 틀속으로 담기는 과정에서 요소군은 내부 요소틀

을 형성하게 된다.

6.3 공간결합방식을 통하여 본 공간구성의 ‘모임’, ‘결합’ 
틀-요소 조합방식의 실질

        [그림 6-3] 틀-보이드 공간 요소 얹힘 뚫림 결합 방식 비교

녕파(宁波)역사박물관의 볼륨-면 얹힘 결합은 이에 비하여 빌라스뗑에서는 

결정된 크기의 볼륨을 얹어 한번의 결합으로 공간 흐름을 완성한다.

  빌라스뗑에서 사용된 면-볼륨 뚤림 결합은 하나의 볼륨요소가 누운 면 요소

의 관통하여 결합되었다. 때문에 결합 자체가 공간의 흐름에 영향주지는 않는

다. 볼륨은 모든 면이 뚫려 있어 관통 결합되어 볼륨보다 누운 면이 강조 된다.

녕파(宁波)역사박물관은 위로 열린 틀-얹힘 결합을 이루어 매하나의 뚫린 공간

요소는 흐름을 갈래로 나누거나 에둘러 보게끔 한다. 볼륨의 면은 ‘막힌’형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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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여 뚤려져 있는 면이 잘 인지하지 못한다. 또한 누운면 보다 볼륨의 수직

면이 강조 되었다.

6.4 ‘상자’구성 공간 결합방식 실질

[6-4] ‘상자’구성 공간 결합방식 차이 비교분석도

녕파(宁波)역사박물관에 사용된 ‘분산’-‘모임’-‘담김’ 결합은 분석도면에서

보시다 싶이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갖추 었다.

1. 상단 ‘분산’결합: 여러개의 돌립 공간요소(수직요소, 중정공간요소)가 누운

면에 분산확장 방식으로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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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부 ‘모임’결합: 5개의 볼륨 덩어리가 자유롭게 보이드 공간틀을 중심으로

모이면서 독립적이면서 상호의 형태를 견제하는 ‘2중틀‘을 구성하게 된다.

3 하단‘담김’결합: 상단에서 결합된 요소군(群)과 ‘2중틀‘이 하단의 위로열린 ’

마당‘틀에 담기는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동양원림의 ’담장‘틀과 같은 성격

을 갖고 있으며 낮고 위로 열려 있다.

빌라스뗑 Villa Stein에 사용된 녕파(宁波)역사박물관에 사용된 ‘분산’-

‘모임’-‘담김’ 결합은 분석도면에서 보시다 싶이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갖

추었다.

6.5 두 가지 결합방식에 의한 공간효과 차이점

  [그림 6-5]'라움플란', '돔-이노' 시스템 적용에 의한 공간효과 비교

  녕파역사박물관 홀 진입 과정에서는 면 요소가 공간의 흐름을 결정하

게 되며 ‘에둘러보는’방식은 `라움플란15)`의 구성방식과 같다.

15) `Raumplan` in adolf Loos`s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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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1]돔-이노 공간경험 시퀀스에 의한 공간효과 특성

빌라스뗑에 사용된 돔이노 (dom-ino) 시스템이은 입구 홀에서 나타나는 공간

요소-(수직 기둥)를 통하여 공간의 흐름을 유도한다.

[그림 5-5-1]홀-구성방식에 의한 공간효과 차이점

  녕파역사박물관 진입 홀에서 면요소가 공간의 흐름을 결정하게되며 주

출입구는 '내포식 필로티'를 통하여 건물의 반대측 까지 관통된다 왕수

(王澍)가 이러한 사고의 전제가 바로 동-이노 원형을 기반으로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왕수(王澍)의 녕파(宁波)역사박물에 적용된 공간구성방식과 결합방식에 의하

여 나타난 공간구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ㅁ’자 외부공간틀의 형성-왕수(王澍)의 녕파(宁波)역사박물에서 적용

된 설계방식은 동양원림 공간의 틀에 가까운 위로 열려있는 ‘담장틀’을 기반으로

요소가 담기는 구성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제1위계 틀 내부로 2중 위계틀이 ‘모

이는’ 방식으로 ‘복합형 공간틀’을 이루었다. 그리고 르 꼬르뷔지에 제2구성과 비

교를 통하여 모두 ‘상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다(多)중‘복합형 제2

구성’으로 볼 수 있음 비교를 통하여 증명하였다.

둘째, 내부 ‘분산(分散)’ 공간요소의 수평확장-녕파(宁波)역사박물관의 공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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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틀에 담기는 과정에서 확장-진동-얹힘 과정을 거친다. 1) 단일 요소면-수평

확장 과정을 통하여 수평공간에 직선따라 놓이면서 동선적 유도를 한다 2) 직선

확장면-진동 과정을 통하여 요소의 위치가 공간면에 결정된다. 3) 볼륨형성-공간

틀에 담김 과정에서는 z축의 나타남과 동시에 낮고 위로열린 틀속으로 담기는 과

정에서 요소군은 내부 요소틀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중정을 에둘러보는 ‘라움플

란’ 공간효과와 동일한 공간경험을 만들 수 있는 바탕으로 된다. 

  셋째, 틀-요소의 결합 방식에 나타나는 공간효과-(동양원림 공간의 틀에 가까

운 위로 열려있는 ‘담장틀’을 기반으로 요소가 담기는 구성방식)에 의하여 구축

된 녕파역사 박물관 공간효과는 ‘모이는’ 공간틀의 결합방식과 ‘분산’수평 확장으

로 담시는 중정공간을 경험하는 ‘라움플란' 구성과 동일한 공간 효과를 보여주었

다. 녕파(宁波)역사박물관 흐름 구성은 실내계단-실외공용 로비로의 전환하는 

과정에서 코어와 비여있는 중심공간이 유기적인 공간흐름을 만든다. 이는 ‘거대

구조’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대응이면서 ‘토막’으로 나눈 볼륨사이를 경험하는 

‘관람마당’ 효과를 실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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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종합-연구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동양원림공간 공간특성의 현대건축공간 적용에서의 “마당과

마당이 '품고'있는 각 요소는 근대건축의 틀과 요소 관계의 관점"16)으로

분석하여 틀-요소관계 및 공간효과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분석을 통하

여 원림의 '담장'틀은 아래서 위로 열려 요소를 담아주는 틀로 볼 수 있

고 르 꼬르뷔지에의 제2구성의 공간틀은 위에서 아래로 담는 틀로 볼 수

있을 알 수 있었고 왕수(王澍) 녕파역사박물관(宁波历史博物馆)의 공간

구성 분석하기 위하여 공간틀-요소의 결합방식 및 구축공간 효과를 악

소노메트릭(Axonometric)에 의한 공간구성 분석과 투시분석에 의하여

살펴 보아 공간경험 분석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왕수(王澍)의 녕파(宁波)역사박물에서 적용된 설계방식은 동양원림 공

간의 틀에 가까운 위로 열려있는 ‘담장 틀’을 기반으로 요소가 담기는 구

성방식으로 볼 수 있다. 개념적 접근뿐만 아니라 동양원림 공간 특성과

대응하는 공간 틀, 요소의 분리방식으로- ‘다(多)중정(中庭)형’ 구성방식

으로 볼 수 있으며 본 논문의 제2~5장에서의 도출 관점은 ‘다(多)중정

형’ 공간의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왕수 건축공간에 대한 공간구성분석

을 진행함으로써 선행연구17)에서 미비 된 설계방식의 공간이론 실질적

보충이면서 동양원림 공간 특성에 대한 고찰과 공간틀-요소의 결합방식

의 실질을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로 6장 1~5절에서 분산(分散)’다(多)중‘복합형 제2구성’의 정의

를 내리게 되었으며 분석결론은 향후 유사한 사례, 또는 반대로 비교되

는 사례의 참고적 이론 사료로 될 수 있음을 기대하여 본다. 그리고 아

직 연구배경과 연구대상의 국한성에 의하여 연구결론의 통용(通用)성에

는 한계가 있다. 추후 타 지역 대표 연구대상 비교 및 연구방법의 보완

으로 결론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 추후연구의 과제이다.

16) '요소가 틀에 담기는 방식'으로 보았을때 동양공간의 공간틀은 위로 열려 요소를 담

아주는 틀로 볼 수 있음을 김현철 교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해 할 수 있었다.

17) 본토성(本土性)을 기반을 둔 연구접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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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the space Organization of 

‘multi-2nd composition’ by the separated cortiles

- Focused the analysis of space organization of 

Wangshu’s Ningbo museum,2008 and 

Le Corbusier’s Villa stein,1926  

LI, JINGANG

Department of Architec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of

traditional formative elements and Wang's architecture space. The

study will focus on the organization of the Chinese painting&garden's

element and space level. By using comparative tables. The analysis

can be applied as a design method of using traditional space

elements-“moutain&river”. Through analyzing Wang's space, this

paper will make clear the connection between his architecture and the

traditional culture.

According to Chinese gardens such as『Zhuozhengyuan』, It shows the

communication with nature& traditional culture. Traditional East-Asian's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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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en had particular features. There were a garden to plant and appreciate

flowering plants, a building to keep antiques, and a courtyard to hold

activities. when the traditional elements reformed into 3-dimensional space, It

can be impacted toward the cultural exchang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the basis of the advanced study about design

process of rebuilding area. The analysis of space is to prove the design

method of applying the formative elements-“moutain&river” in modern projects.

keywords : Ningbo Museum, Wangshu, Le Corbusier, Chinese

classical garden, Form Components, ZhuoZhengYuan, Local Arcchitect,

Appropriative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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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소주(苏州)졸정원(拙政园), 녕파(宁波)역사박물관 평면도

[부록-1]소주졸정원 평면도

[부록-2]녕파역사박물관 항공촬영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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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녕파역사박물관 평면도



- 64 -

[부록-4]빌라스테인 공간틀-요소 결합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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