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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테오 반두즈버르그(van Doesburg, Theo) 초기

작품, 더랑게주택 응접실 벽면 색구성안(알크마 소재), 1917을 대

상으로 공간 발생을 분석한다. 야페(Jaffe, H.L.C.) 교수를 비롯하

여 기존 비평가들은 반두즈버르그 작품을 현대 추상회화 발생이라

는 관점에서만 분석하였다. 그러나 추상회화 발생 분석은 반두즈

버르그 작품 요소 변천 과정은 잘 보여주지만, 추상화 결과로 발

생하는 공간을 설명하지 못한다. 「De Stijl: En Quete de la

Spatialite」 1994 에서 김현철 교수는 반두즈버르그 작품 속 3차

원 공간 구축, 표현을 포착하여 정리하고, 구체적인 공간 발생 과

정 분석은 추후 과제로 남겼다.

반두즈버르그 작품에서 공간 발생을 분석하기 위해 조형공간 분

석방법을 제시한다. 조형공간 분석방법은 작품의 가장 작은 단위

요소와 요소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공간 관찰에서 시작하여 작품 전

체 공간짜임을 규명해 나가는 분석방식이다. 조형공간 분석 방법

은 공간 발생 분석과 공간효과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면 배치에 의해서 화면 위 공간 49가지와 화면 수직

방향 공간 26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화면 위 공간은 면 배치

관계에 따라 두 면 사이공간(34가지), 한 면 두른공간(8가지), 색면

을 담는공간(7가지)으로 나뉜다. 화면 수직방향 공간은 모두 색면

수직 공간(26가지)에 속한다.

발생한 각 공간에서는 공간 종류에 따라 독특한 효과가 나타난

다. 사이공간과 두른공간에서는 직사각형 공간 길이 방향을 따라

‘흐름’이 나타나고, 담는 공간에서는 ‘에움’ 효과가 나타난다. 색면

수직 공간에서는 공간 크기를 한정하는 색면이 없으므로 공간이

미세하게 진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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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위 공간들은(사이공간, 두른공간, 담는공간) 포함, 인접, 겹

침이라는 3가지 방식으로 서로 만나 상호작용한다. 사이공간 두른

공간이 만날 경우, 합류, 공간 스밈 작용이 일어나고 사이공간 담

는공간이 만날 경우, 담는공간 스밈이 일어난다. 두른공간 담는공

간이 만날 경우 두른공간이 흐름을 유지하고 담는공간과 결합한

다. 여러 가지 공간 상호작용 중, 사이공간 스밈을 통해 작품 전체

공간 연결이 일어나고 공간짜임이 성립한다.

화면 수직 방향 공간(색면수직 공간)은 화면 위 공간과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므로 화면 위 공간들과 상호작용하지 못한다. 화면

수직 방향 공간들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종류 공간과도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더랑게 주택 색구성’에서는 2차원 평면상에 색면을 배치한 결과

로 화면 위와 화면 수직방향으로 공간이 발생한다. 화면 위 공간

은 독특한 효과를 가지고 상호작용하여 2차원 공간 짜임을 만든

다. 그러나 화면 수직방향 공간은 어떠한 상호작용도 하지 않고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3차원 공간 세 축(x축, y축, z축) 방향으로 모두 공간이 발생하

지만 화면 위 2차원 공간과 화면 수직방향 1차원 공간은 서로 독

자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2차원 공간과 1차원 공간이 동시에 따

로 있는 상태를 3차원과 2차원 사이라 보고 2.5차원이라 명명하였

다. ‘더랑게 주택 색구성’에서는 2차원 평면 색면 구성 결과로 2.5

차원 사이-색면 공간이 발생한다.

주요어 : 사이-색면공간, 색면, 2.5차원, 발생, 색구성, 반두즈버르그.

학 번 : 2017-29363



- iii -

목 차

1. 서 론 ·········································································1

1.1. 연구 배경 ·······································································1

1.2. 기존 연구와 문제점 ····················································2

1.3. 공간발생 예비 고찰: 공간 형성 방식 ····················3

1. 수직체계에 의한 공간 구축 ·············································3

2. 색면 배치에 의한 공간 발생 ···········································4

1.4. 조형공간 분석 방법 채택 ··········································7

2. 사이-색면공간 발생 관계 분석 ························8

2.1. 공간 요소 분류 ·······························································8

1. 면 형태에 의한 분류 ·························································8

2. 면 비례에 의한 분류 ·························································9

3. 색에 의한 분류 ···································································10

2.2. 사이-색면공간 발생 색면배치 분석 ·······················14

1. 화면 위 공간발생 색면배치 분석 ···································14

2. 화면 수직방향 공간발생 색면배치 분석 ·······················28

2.3. 발생한 사이-색면공간 분류 ·····································30

1. 화면 위 발생공간 분류 ·····················································30

➀사이 공간 정의 ································································30

➁화면상 발생공간 분류 1-두 색면 사이 공간 ············31

➂두른 공간 정의 ································································32

➃화면상 발생공간 분류 2-색면 두른 공간 ··················32

➄담는 공간 정의 ································································34

➅화면상 발생공간 분류 3-색면 담는 공간 ··················35

2. 화면 수직방향 발생공간 분류 ·········································36



- iv -

➀색면 수직 공간 정의 ······················································36

➁화면 수직방향 발생공간 분류-색면 수직 공간 ········36

2.4. 소결: 색면배치 결과로 사이-색면 공간발생

·························································································38

3. 사이-색면공간 효과 분석 ·································39

3.1. 사이-색면공간 공간별 효과 분석 ·························39

1. 사이공간 ‘흐름’ 효과 ·························································39

2. 두른공간 ‘회전 흐름’ 효과 ···············································41

3. 담는공간 ‘에움’ 효과 ·························································44

4. 색면 수직 공간 ‘진동’ 효과 ·············································46

3.2. 사이-색면공간 효과 상호작용 분석 ·····················47

1. 사이공간-두른공간 ‘합류;, ’스밈’ 작용 ··························47

2. 사이공간-담는공간 ‘포함’, ‘스밈’ 작용 ··························52

3. 두른공간-담는공간 ‘겹침’, ‘결합’ 작용 ··························58

4. 색면 수직 공간 상호작용 ·················································62

3.3. 소결: 공간 효과 상호작용에 의한 전체 공간짜임

·························································································62

4. 결 론 ·········································································65

4.1. 사이-색면 공간 발생 메커니즘 ·····························65

4.2. 발생 사이-색면 공간 효과 ·······································65

4.3. 사이-색면 공간발생 의의 ·······································67

4.4. 추후과제 ·········································································69

참고문헌 ········································································71

Abstract ········································································73



- v -

그 림 목 차

1. 서 론

<그림 1-1> ‘더랑게주택 색구성’ ·····························································1

<그림 1-2> 스케치 단계 ···········································································3

<그림 1-3> ‘선 분할’ 단계 ·······································································3

<그림 1-4> ‘면 표현’ 단계 ·······································································4

<그림 1-5> ‘수직 질서 부여’ 단계 ·························································5

<그림 1-6> 점 대칭 이동 ·········································································6

<그림 1-7> ‘색부여’ 단계 ·········································································6

<그림 1-8> 더랑게주택 색구성 형성과정 ·············································7

2. 사이-색면공간 발생 관계 분석

<그림 2-1> 색면 형태 분류 1- ‘ㄹ’자 모양 색면 배치 ·····················8

<그림 2-2> 색면 형태 분류 2- 직사각형 색면 배치 ·························9

<그림 2-3> 색면 비례 분류 1- 정사각형 색면 배치 ·························9

<그림 2-4> 색면 비례 분류 2- 직사각형 색면 배치 ·························10

<그림 2-5> 색 분류 1- 빨간색 면 배치 ···············································11

<그림 2-6> 색 분류 2- 노란색 면 배치 ···············································11

<그림 2-7> 색 분류 3- 파란색 면 배치 ···············································12

<그림 2-8> 색 분류 4- 검정색 면 배치 ···············································12

<그림 2-9> 각 면 명칭 ·············································································13

<그림 2-10> 색면 Y1, Y1’에서 공간 발생 ···········································15

<그림 2-11> 색면 B1, B1’에서 공간 발생 1 ········································15

<그림 2-12> 색면 B1, B1’에서 공간 발생 2 ··········································16

<그림 2-13> 색면 B1, B1’에서 공간 발생 3 ··········································17

<그림 2-14> 색면 Rlk1, Blk1’에서 공간 발생 ·····································17

<그림 2-15> 색면 R1, R1’에서 공간 발생 1 ········································18

<그림 2-16> 색면 R1, R1’에서 공간 발생 2 ········································19

<그림 2-17> 색면 Y2, Y2’에서 공간 발생 1 ·······································19

<그림 2-18> 색면 Y2, Y2’에서 공간 발생 2 ·······································20



- vi -

<그림 2-19> 색면 Y2, Y2’에서 공간 발생 3 ·······································20

<그림 2-20> 색면 B2, B2’에서 공간 발생 ············································21

<그림 2-21> 색면 Blk2, Blk2’에서 공간 발생 ·····································22

<그림 2-22> 색면 Blk3, Blk3’에서 공간 발생 ·····································22

<그림 2-23> 색면 R2, R2’에서 공간 발생 1 ········································23

<그림 2-24> 색면 R2, R2’에서 공간 발생 2 ········································24

<그림 2-25> 색면 Y3, Y3’에서 공간 발생 1 ·······································24

<그림 2-26> 색면 Y3, Y3’에서 공간 발생 2 ·······································25

<그림 2-27> 색면 Y3, Y3’에서 공간 발생 2’ ········································25

<그림 2-28> 색면 R3, R3’에서 공간 발생 ············································26

<그림 2-29> 색면 R4, R4’에서 공간 발생 ············································27

<그림 2-30> 색면 B3, B3’에서 공간 발생 ············································27

<그림 2-31> Y1, Y1’ 색면 수직 방향 ···················································28

<그림 2-32> Y1, Y1’ 화면 수직 방향 공간 발생 ·······························28

<그림 2-33> Y1, Y1’ 화면 수직 방향 발생 공간 경계 ·······················29

<그림 2-34> 화면 수직 방향 공간 발생 ···············································29

<그림 2-35> 화면 수직 방향 발생 공간 경계 ·····································30

<그림 2-36> 더랑게주택 색구성안에서 발생하는 사이공간 ·············31

<그림 2-37> 더랑게주택 색구성안에서 발생하는 두른공간 ·············33

<그림 2-38> ‘ㄷ’자 홈에 의한 두른공간 발생 ·····································34

<그림 2-39> Y2 두른공간 Y2’ 담는공간 ··············································34

<그림 2-40> 더랑게주택 색구성안에서 발생하는 담는공간 1 ········· 35

<그림 2-41> 더랑게주택 색구성안에서 발생하는 담는공간 2 ········· 36

<그림 2-42> 색면 수직 공간 발생 ·························································37

<그림 2-43> 색면 수직 공간 경계 ·························································38

3. 사이-색면공간 발생 결과 분석

<그림 3-1> Y1-B1 사이공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1 ···························39

<그림 3-2> Y1-B1 사이공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2 ···························40

<그림 3-3> Y1-B1 사이공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40

<그림 3-4> 모든 사이공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41

<그림 3-5> B1 두른공간에서 나타나는 회전 흐름 1 ·························41



- vii -

<그림 3-6> B1 두른공간에서 나타나는 회전 흐름 2 ·························42

<그림 3-7> 두른공간에서 나타나는 회전 흐름 1 ·······························43

<그림 3-8> 두른공간에서 나타나는 회전 흐름 2 ·······························43

<그림 3-9> R2 두른공간에서 나타나는 회전 흐름 1 ·························43

<그림 3-10> R2 두른공간에서 나타나는 회전 흐름 2 ·······················44

<그림 3-11> 담는공간에서 나타나는 에움 ···········································44

<그림 3-12> B2, R2, R3, Blk3에 의한 담는공간 에움 ······················45

<그림 3-13> Y3 두른공간 회전흐름 vs B2, R2,R3, Blk3에 의한

담는공간 에움 ···································································45

<그림 3-14> 색면 수직 공간 진동 ·························································46

<그림 3-15> 사이공간 두른공간 상호작용- 합류 1 ···························47

<그림 3-16> 사이공간 두른공간 상호작용- 합류 2 ···························48

<그림 3-17> 사이공간 두른공간 상호작용- 합류 3 ···························48

<그림 3-18> 사이공간 두른공간 상호작용- 합류 4 ···························49

<그림 3-19> 전체 사이공간 두른공간 상호작용- 합류 ·····················49

<그림 3-20> 사이공간 두른공간 상호작용- 스밈 1 ···························50

<그림 3-21> 사이공간 두른공간 상호작용- 스밈 2 ···························50

<그림 3-22> 사이공간 두른공간 상호작용- 스밈 3 ···························51

<그림 3-23> 사이공간 두른공간 상호작용- 스밈 4 ···························51

<그림 3-24> 저체 사이공간 두른공간 상호작용- 스밈 ·····················52

<그림 3-25> 사이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 포함 1 ···························53

<그림 3-26> 사이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 포함 2 ···························53

<그림 3-27> 사이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 포함 3 ···························54

<그림 3-28> 사이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 포함 4 ···························54

<그림 3-29> 전체 사이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 포함 ·····················55

<그림 3-30> 사이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 스밈 1 ···························55

<그림 3-31> 사이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 스밈 2 ···························56

<그림 3-32> 사이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 스밈 3 ···························56

<그림 3-33> 사이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 스밈 4 ···························57

<그림 3-34> 사이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 스밈 5 ···························57

<그림 3-35> 전체 사이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 스밈 ·····················58

<그림 3-36> 두른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 포함 1 ···························59



- viii -

<그림 3-37> 두른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 포함 2 ···························59

<그림 3-38> 두른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 겹침 1 ···························60

<그림 3-39> 두른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 겹침 2 ···························60

<그림 3-40> 두른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 겹침 3 ···························61

<그림 3-41> 두른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 겹침 4 ···························61

<그림 3-42> 색면 수직 공간 상호작용 ·················································62

<그림 3-43> 전체 공간 짜임 ···································································64

4. 결 론

<그림 4-1> 전체 공간 짜임 ·····································································66

<그림 4-2> 2차원 색면을 2차원 벽면에 적용 ‘마스담(Maasdam)

초등학교 벽면 색구성’, 1917 ············································68

<그림 4-3> 2차원 색면을 2차원 벽면에 적용 ‘더랑게주택 벽면

색구성’ 1917 ·········································································70

<그림 4-4> 2차원 색면을 3차원 공간에 적용 ‘리흐트(Ligt) 주택

방 색구성’ 1919 ···································································70



- 1 -

1. 서 론

1.1. 연구 배경

이 논문에서는 테오 반두즈버르그(van Doesburg, Theo) 초기 작품,

더랑게주택 응접실 벽면 색구성안(알크마 소재), 1917을 대상으로 공간

발생을 분석한다. 더랑게주택 색구성안은 2차원 벽면에 순수 색면으로

이루어진 구성작품이다. 이 작품을 완성할 당시 반두즈버르그는 건축가

들과 협업하여 건축물에 적용 색면 구성작품을 여럿 남겼다. 이후에도

반두즈버르그는 건축물 내부에 색면을 적용하거나 색면으로 주택을 구성

하는 등 색면 공간 구성 작업을 시리즈로 이어나갔다. 본 논문은 반두즈

버르그 색면 구성 공간 연구의 첫 단계로 반두즈버르그 초기 색면 구성

에서 발생하는 공간을 살펴본다.

<그림 1-1>

‘더랑게주택 색구성’

(Hoek, E. Theo van Doesburg 

Oeuvre Catalogue. 2000. p.200)

1.2. 기존 연구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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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비평가들이 초기 반 두즈버르그 작품을 분석하였다. 야페(Jaffe,

H.L.C.) 교수를 비롯하여 기존 비평가들은 반두즈버르그 작품을 현대 추

상회화 발생이라는 관점에서만 분석하였다. 그러나 추상회화 발생 분석

은 반두즈버르그 작품 요소 변천과정은 잘 보여주지만, 추상화 결과로

발생하는 공간을 설명하지 못한다. 「De Stijl: En Quete de la Spatialit

e」 1994 에서 김현철 교수는 반두즈버르그 작품 속 3차원 공간 구축,

표현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공간 발생 과정 분석은 추후 과제로 남겼다.

야페(Jaffe, H.L.C.)교수는 더스테일 회화가 구상에서 추상으로 이행하

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야페 교수 연구에는 구상회화에 있는 구체적인

사물이 추상회화 구성요소로 변화해 가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

나 추상회화 발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작품 속 요소 관계 분

석 보다는 요소 자체 변화 과정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1)

유스트(Joost, B.)교수는 반두즈버르그 전기를 작성하면서 색면 관계에

서 나타나는 요소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다. 그는 반두즈버르그가 이 움

직임을 긍정하고 이 ‘새로운 차원성’을 계속해서 탐구하고자 하였음을 지

적한다.2) 그러나 요소 간 움직임이 일어나는 배경이 공간이라는 결론에

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도이그(Doig, A.)교수는 반두즈버르그 색면 구성을 보다 세밀한 관점

에서 분석한다. 그는 작품을 반복 단위로 분할하여 각 부분의 기하관계

를 분석하고, 작품들이 건축물에 적용된 방식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회화 변천의 흐름을 파악하던 지난 연구보다는 공간 요소 관계를 치밀하

게 분석하고 있다. 보다 세밀한 분석을 하고, 연구 대상으로 건축을 포함

하고 있지만, 이는 구성작품이 놓이는 건축물에 대한 연구로 여전히 색

면 구성 결과로 만들어지는 공간은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색면 구성 결과로 발생하는 공간을 포착하지 못하고

1) <De Stijl · 1917-1931>에서 Jaffe 교수는 더 스테일 그룹의 기원과 성격,

이상을 밝히고, 그에 따른 회화 및 작품 발전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2) <Theo Van Doesburg> p.31-32 에서 Joost 교수는 2차원성을 추구했던 몬

드리안과 달리 반두즈버르그가 그의 초기 구성 작품 속에서 ‘움직임’과 ‘다차원

성’을 발견하고, 이를 더욱 탐구하고자 하였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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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반두즈버르그 작품이 평면 구성에서 점차 3차원 공간 구성

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반두즈버르그의 여러 건축

작품들에 대해서도 다만 다방면 협업에 의한 결과로 설명하고, 반두즈버

르그의 공간 구성을 오히려 ‘평면성’과 같은 회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다만 공간 발생 예비단계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1.3. 공간 발생 예비 고찰: 공간 형성 방식

1.3.1. 수직체계에 의한 공간 구축

공간 발생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존 연구 고찰을 통해 더랑게주

택 색구성에서 공간 발생 조건 성립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1-2>

스케치 단계

(Hoek, E. Theo van 

Doesburg 

Oeuvre Catalogue. 

2000. p.132)

<그림 1-3> 

‘선 분할’ 단계

(Hoek, E. Theo van 

Doesburg 

Oeuvre Catalogue. 

2000. p.132)

초기 반두즈버르그 추상 면 구성 작품은 항상 구체적 사물을 그린 그

림을 모티브로 하는데, 더랑게주택 색구성의 모티브는 고양이를 그린 그

림이다.3) 원화를 살펴보면 연속하는 선이 고양이를 묘사하고 있다.

추상화 첫 단계는 ‘선 분할’ 단계이다.4) 고양이를 묘사하는 연속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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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진 선들로 나뉜다. 선이 끊어지면 분절 선이 독립 요소로 작용하고

선 길이, 선 사이 간격에 의한 리듬이 발생한다.

<그림 1-3> 

‘선 분할’ 단계

(Hoek, E. Theo van 

Doesburg 

Oeuvre Catalogue. 

2000. p.132)

<그림 1-4>

‘면 표현’ 단계

추상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분절 선이 독립 면으로 변한다. 이 단계에

서 나타나는 각 면은 독립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각자 독특한 형태이

므로 아직 화면상 공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3) 더랑게주택 색구성의 모티브로 반두즈버르그가 직접 제시한 그림은 남아있

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더랑게주택 색구성을 고양이 모티브로 하였다고 반두즈

버르그가 남긴 메모(Hoek, E. Theo van Doesburg Oeuvre Catalogue p.199)를

바탕으로 반두즈버르그 작품 중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고양이 스케치를 추정하

였다

4) 뵐플린은 「미술사의 기초개념」에서 이를 지적한바 있다. 뵐플린은 선적

(linear)인 그림과 회화적(painterly)인 그림을 설명하면서 연속선에서 분절선으

로 이행을 논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공간 요소 발생 첫 단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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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면 표현’ 단계

<그림 1-5>

‘수직 질서 부여’ 단계

(Hoek, E. Theo van 

Doesburg 

Oeuvre Catalogue. 

2000. p.199)

추상화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불규칙한 면이 수직 질서를 부여 받는다.

면들이 수직면이 되면 화면상 공간이 구축될 가능성이 생긴다. 그리고

이때부터 기하학적 회전, 대칭, 반복이 일어날 수도 있다. 더랑게주택 색

구성은 하나의 모티브를 <그림 1-5>를 점대칭 한 모습이다.

1.3.2. 색면 배치에 의한 공간 발생

추상화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 면에 색이 부여 된다. 면에 부여된 색은

칠해진 면에 고유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공간을 표현한다. 각 면에 수직

질서를 부여한 것이 화면상 공간 구축 가능성을 만들어 냈다면, 면에 색

을 부여하는 행위는 공간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6 -

<그림 1-6>

점대칭 이동

(Hoek, E. Theo van Doesburg 

Oeuvre Catalogue. 2000. p.199)

<그림 1-5>

‘수직 질서 부여’ 단계

(Hoek, E. Theo van 

Doesburg 

Oeuvre Catalogue. 

2000. p.199)

<그림 1-7>

‘색 부여’ 단계

(Hoek, E. Theo van Doesburg 

Oeuvre Catalogue. 2000. 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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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더랑게주택 색구성(1917) 형성과정

1.4. 조형공간 분석 방법 채택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하고, 작품 속 공간 발생을 포착

하기 위해 조형공간 분석 방법을 채택한다. 조형공간 분석방법은 작품의

가장 작은 단위 요소와 요소 관계에서 발생하는 공간 관찰에서 시작하여

작품 전체 공간 짜임을 규명해 나가는 분석 방법이다.

공간 분석은 다섯 단계에 걸쳐 일어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작품을

구성하는 26개 면으로 나누고 각 면의 형태, 비례, 색, 그리고 화면상 위

치를 분석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색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공

간을 찾고 분류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발생한 개별 공간에서 나타나

는 효과를 찾는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공간 효과들 간 상호작용을 살펴

본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상호작용들이 만들어내는 전체 짜임

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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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색면공간 발생 관계 분석

2.1. 공간 요소 분류

2.1.1. 면 형태에 의한 분류

더랑게주택 벽면 색구성안은 총 26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한 모티브가 1회 점대칭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작품에서는 서로 다른 13

개 면이 2번씩 나타난다. 색면은 형태에 의해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총 26개 면 중 24개 면은 직사각형이고 2개 면은 ‘ㄹ’자를 눕힌 모양을

하고 있다. ‘ㄹ’자 모양 면은 독특한 형태이지만 <그림 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모서리는 직각이다.

<그림 2-1>

색면 형태 분류 1- ‘ㄹ’자 모양 색면 배치

‘ㄹ’자 모양 면은 구성 중심에서 가로 방향으로 화면을 윗부분과 아랫

부분으로 나눈다. 직사각형 면들은 ‘ㄹ’자 모양 면을 중심으로 양쪽에 놓

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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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색면 형태 분류 2- 직사각형 색면 배치

2.1.2. 면 비례에 의한 분류

직사각형 색면은 비례에 따라 다시 두 종류로 나뉜다. 짧은 변 : 긴

변 길이 비, 즉 (짧은 변 길이)/(긴 변) 값이 0.85보다 큰 정사각형에 가

까운 면들과 0.54 보다 작은 긴 직사각형 면들이 있다.

<그림 2-3>

색면 비례 분류 1- (짧은 변)/(긴 변) >0.85 인 직사각형 색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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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색면 비례 분류 2- (짧은 변)/(긴 변) <0.54 인 직사각형 색면 배치

한 모티브에서 가로 변: 세로 변 비례가 정사각형에 가까운 색면은

‘ㄹ’ 자 모양 색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각 3개씩 놓인다. 정사각형 면은

6개 면 중 노란색 면이 3개, 파란색 면이 2개, 빨간색 면이 1개로 삼원색

이 모두 사용되었다.

긴 직사각형 색면은 ‘ㄹ’ 자 모양 색면을 중심으로 한 모티브만을 보

았을 때는 한편에 4개 반대편에 2개가 놓인다. 6개 면 중 빨간색 면이 3

개 검정색 면이 3개로 두 가지 색만 사용되었다. 특기할 점은 긴 빨간색

직사각형 면은 ‘ㄹ’자 모양 면이 굽은 틈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2.1.3. 색에 의한 분류

색면은 면에 칠해진 색에 의해 분류 할 수도 있다. 반두즈버르그는

더랑게주택 색구성에서는 빨강, 노랑, 파랑, 검정 4종류 색을 사용하였다.

26개 면 중에서 빨간색 면이 8개, 노란색 면이 6개, 파란색 면이 6개, 검

정색 면이 6개로 빨간색을 제외하고는 각 색이 사용된 횟수가 같다.

빨간색 면은 긴 직사각형 면에 6번 정사각형 면에 2번 활용되었다.

긴 직사각 빨간색 면은 파란색 ‘ㄹ’자 모양 면의 굽은 틈에 위치한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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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색 은 정사각형 면에만 6회 사용되었다. 파란색은 긴 ‘ㄹ’자 모양 면에

2번 정사각형 면에 4번 사용되었다. 검정색은 6번 모두 긴 직사각형 면

에만 사용되었다.

<그림 2-5> 색 분류 1- 빨간색 면 배치

<그림 2-6> 색 분류 2- 노란색 면 배치

무채색인 검정색은 2번을 제외하고 외각 경계면에 활용되었다. 그리

고 화면상 차지하는 면적이 비교적 작은 긴 직사각형 면에만 활용되었

다. 반면 파란색과 노란색은 화면상 차지하는 면적이 큰 면에 활용되었

고 ‘ㄹ’자 모양 면에 파란색을 제외하면 모두 정사각형 면에 활용되었다.

빨간색은 파란색 면이나 노란색 면과 달리 긴 직사각형 면들에 활용되었

다. 그러나 외각에 놓인 검정색 면과는 달리 독특한 위치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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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색 분류 3- 파란색 면 배치

<그림 2-8> 색 분류 4- 검정색 면 배치

공간 발생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면을 지칭할 때 편의를 위해 다음

과 같이 면에 칠해진 색에 따라 명칭을 부여하였다. 명칭은 알파벳과 숫

자로 이루어진다. 알파벳은 면에 칠해진 색의 영문 첫 글자를 부여하였

고,(파란색과 검정색의 경우 파란색은 B 검정색은 Blk로 지칭하였다.) 숫

자는 ‘ㄹ’자 모양 파란색 면 윗편에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

로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좌측 상단에 위치하는 노란면의 명칭은 Y1이

다. 이때 대칭 반복되는 면의 이름은 Y1’라 표기하였다. 각 면의 명칭은

<그림 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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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각 면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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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각 면 명칭

2.2. 사이-색면공간 발생 색면배치 분석

2.2.1. 화면 위 공간발생 색면배치 분석

화면상에 색면을 배치하였을 때 색면이 없는 곳을 공간으로 볼 수 있

다. 이때 색면 배치 관계에 따라 다양한 공간이 발생한다. 2.2.1.항에서는

색면 하나하나가 이루는 관계를 관찰하여 발생하는 공간을 모두 찾아낼

것이다. 이때 작품에서는 한 모티브가 점대칭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서로

같은 종류의 공간이 두 번씩 나타난다. 따라서 대칭으로 서로 같은 공간

은 한 분석도에 함께 표기 하였다. 각 색면에서 발생하는 공간은 다음과

같다.

2.2.1.1. 면 Y1, Y1’에서 공간 발생

노란색 면 Y1은 파란색 면 B1과 B2와 관계 속에서 공간을 규정한

다.5) Y1과 B1 사이에는 좁고 긴 공간이 나타난다. 반면 면 Y1과 면 B2

5) 한 면에 대한 설명은 대칭위치에 있는 면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Y1 면과 B1면 관계에 대한 설명은 Y1’과 B1’ 관계에 대해서 동

일하게 성립한다. 다만 본문에서는 같은 표현을 중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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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겹치는 길이도 Y1-B1보다 작고, 거리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따

라 이 공간은 밖으로 새어 버리려는 경향이 더 크다.

<그림 2-10> 색면 Y1, Y1’에서 공간 발생

2.2.1.2. 면 B1, B1’에서 공간 발생

면 B1은 면 Y1, Blk1, B2와 공간을 규정한다. Y1에서 공간 발생을

분석할 때 나타났던 공간이 다시 나타난다. 이로부터 두 면이 상보적으

로 작용하여 한 공간을 규정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11> 색면 B1, B1’에서 공간 발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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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과 면 사이에 발생하는 공간 외에도 B1을 중심에 두고 사방에서

Y1, B2, Blk1에 닿으며, Y1 윗변에 의해 규정되는 얇은 띠 공간이 있다.

<그림 2-12>에서 볼 수 있는 이 공간은 네 개 면(B1, Y1, B2, Blk1)에

의해 규정된다. B1이 공간 발생 중심 역할을 하고 나머지 면들은 공간

범위를 규정한다.

<그림 2-12> 색면 B1, B1’에서 공간 발생 2

B1은 Blk1과 R1을 포함하고 있는 공간을 규정하기도 한다. 이때는

면 셋(B1, Y2, B2)이 작용하여 동시에 작용하여 공간을 만들어 낸다.

<그림 2-12>에서 보았던 공간과는 달리 발생 중심 역할을 하는 면이

없고 각 면이 한쪽 공간 경계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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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색면 B1, B1’에서 공간 발생 3

2.2.1.3. 면 Blk1, Blk1’에서 공간 발생

면 Blk1은 면 B1, B2, R1과 공간을 규정한다. Blk1은 B1과 유사하게

좌측과 우측 그리고 아래쪽에 위치한 면과 관계 속에서 공간을 만든다.

B1이 공간 위쪽 경계를 효과적으로 규정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B1<그림 2-12>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띠 공간은 형성되지 않는다.

<그림 2-14> 색면 Blk1, Blk1’에서 공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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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면 R1, R1’에서 공간 발생

면 R1은 면 Blk1, B2, Y2와 공간을 규정한다. R1 역시 B1 공간 발생

<그림 2-11>과 Blk 1 공간 발생 <그림 2-14>에서 보인 것과 같이 좌

측과 우측 그리고 아래쪽으로 공간을 만든다.

<그림 2-15> 색면 R1, R1’에서 공간 발생 1

R1은 B2 면 ‘ㄹ’자 모양이 꺾인 부분 속에 ‘ㄹ’자 모양과 일정한 거리

를 두고 위치한다. Y2와 Blk1 또한 R1이 B2와 떨어져 있는 거리와 같은

거리를 두고 R1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로부터 R1을 두르고 있는 얇은

띠 공간이 발생한다. 이 띠 모양 공간 윗부분을 규정해주는 면은 없지만

<그림 2-16>에서 볼 수 있듯이 Blk1 윗변이 공간을 규정하는 작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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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색면 R1, R1’에서 공간 발생 2

2.2.1.5. 면 Y2, Y2’에서 공간 발생

면 Y2는 면 R1, B2, B3’와 공간을 규정한다. Y2는 대칭점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반대편 모티브 구성 면과도 공간을 형성한다. <그림 2-17>

에서 Y2가 반대편 대칭 모티브에 속하는 색면 B3’와 공간 형성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7> 색면 Y2, Y2’에서 공간 발생 1

Y2는 <그림 2-18>에서처럼 R3, R4, B3을 포함하고 있는 공간을 규

정하기도 한다. 이때는 면 두 개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면 셋(Y2,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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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k3)이 동시에 작용하여 안쪽으로 공간을 만들어 낸다.

<그림 2-18> 색면 Y2, Y2’에서 공간 발생 2

Y2는 <그림 2-19>에서처럼 B2, Y2’, B2’와 대칭점을 포함하는 공간

도 규정한다. 이 공간은 대칭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단독 발생하고, 대

칭 위치에 있는 요소들이 동시에 작용하여 한 공간을 만든다.6)

<그림 2-19> 색면 Y2, Y2’에서 공간 발생 3

6) Y2는 B1, B2와 작용하여 Blk 1과 R1을 포함하는 공간도 만든다. 이는 <그

림 2-13>에서 보였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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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면 B2, B2’에서 공간 발생

면 B2는 면 Y1, B1, Blk1, R1, Y2, R2, Y3, B3과 공간을 규정한다.

B2는 구성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면들과 공간을 만든다.7)

<그림 2-20> 색면 B2, B2’에서 공간 발생

2.2.1.7. 면 Blk2, Blk2’에서 공간 발생

Blk2에서는 앞에서 일반적으로 보아왔던 두 면이 규정하는 공간을 발

견할 수 없다. B2와 Blk2는 공간이 형성되기에 겹치는 부분이 너무 작

다. Blk2의 또다른 인접면 R2와는 두 면 사이 거리가 공간이 형성되기에

너무 멀다. Blk2는 R2를 포함하는 공간만을 규정한다. 이때는 면 넷

(Blk2, B2, Y3, Blk3)이 동시에 작용하여 공간을 규정한다.

7) B2는 Y2, B1 과 작용하여 공간을 규정하고, Y2와 Blk 3과도 공간을 규정한

다. 이는 <그림 2-13> 과 <그림 2-18>에서 보였으므로 반복하지 않았다. Blk

2, Blk 3, Y3와 만드는 면은 Blk 2를 분석하면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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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색면 Blk2, Blk2’에서 공간 발생

2.2.1.8. 면 Blk3, Blk3’에서 공간 발생

면 Blk3은 면 Y3, R2와 공간을 규정한다.8) 이때 만들어지는 공간은

겹치는 길이에 비해 면 사이 거리가 커서 불안정하다.

<그림 2-22> 색면 Blk3, Blk3’에서 공간 발생

8) Blk3이 Y2, B2와 만드는 공간은 <그림 2-18>에서, B2, Blk2, Y3와 만드는

공간은 <그림 2-21>에서 각각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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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 면 R2, R2’에서 공간 발생

면 R2는 면 B2, Blk3, Y3과 공간을 규정한다. 공간이 발생하지 않은

쪽 측면에 Blk2가 있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이가 형성되지 않

는다.

<그림 2-23> 색면 R2, R2’에서 공간 발생 1

두 면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공간 외에도 R2에서는 <그림 2-16>에서

R1 사방으로 발생한 공간과 같은, R2를 중심으로 하고 B2, Blk3, Y3에

닿는 공간이 나타난다. R1과는 다르게 R2 에서는 한 쪽 공간 경계를 규

정하는 면이 부족하다. 그러나 B2의 ‘ㄷ’자 모양 홈이 공간을 규정하므로

<그림 2-24>에서 보이듯이 R2 둘레로 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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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색면 R2, R2’에서 공간 발생 2

2.2.1.10. 면 Y3, Y3’에서 공간 발생

면 Y3은 면 R2, R3, B2, Blk3과 공간을 규정한다. 작품 구성 색면 중

유일하게 사방에 있는 면과 공간을 규정한다. 사방에 면이 일정한 간격

으로 있기 때문에 Y3를 중심으로 R2, R3, B2, Blk3에 닿는 공간도 발생

한다.

<그림 2-25> 색면 Y3, Y3’에서 공간 발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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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색면 Y3, Y3’에서 공간 발생 2

이때 Y2를 중심으로 R2, R3, B2, Blk3에 닿는 공간이 <그림 2-26>

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Y2를 두르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림

2-27>과 같이 R2, R3, B2, Blk3으로부터 발생한 공간이 Y3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림 2-27> 색면 Y3, Y3’에서 공간 발생 2‘

2.2.1.11. 면 R3, R3’에서 공간 발생

면 R3은 면 Y3과 공간을 규정한다. R3은 Y3을 제외한 인접한 면(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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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B3, Blk3)과 모두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인접한 면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지 않는다. R3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면으로 작용하기 보다

는 <그림 2-18>에 나온 공간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림 2-28> 색면 R3, R3’에서 공간 발생

2.2.1.12. 면 R4, R4’에서 공간 발생

면 R4는 공간을 규정하지 못한다. R4는 크기가 작고, 인접한 면(R3,

Y2, B2, B3, Blk3)과 모두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인접한 면 사이

에 공간이 발생하지 않는다. R4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면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그림 2-18>에 나온 공간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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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색면 R4, R4’에서 공간 발생

2.2.1.13. 면 B3, B3’에서 공간 발생

<그림 2-30> 색면 B3, B3’에서 공간 발생

면 B3은 면 Y2 B2와 공간을 규정한다. B3 배치 방식도 R3, R4와 비

슷하다. B3은 Y2, B2를 제외한 인접한 면(R3, R4, Y3)과 모두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인접한 면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지 않는다. R3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면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그림 2-18>에 나온 공간

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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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화면 수직방향 공간발생 색면배치 분석

2.2.1.항에서는 각 색면이 규정하는 화면상 공간을 분석하였다. 더랑게

주택 색구성안에서는 화면과 평행 방향뿐 아니라 화면 수직 방향으로도

공간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2.2.2.항에서는 화면 수직 방향 공

간 발생을 분석한다.

<그림 2-31> Y1, Y1’ 색면 수직 방향

화면에 배치한 색면은 색면 둘레 뿐 아니라 화면 앞쪽으로도 공간을 규

정한다. 화면 앞 방향을 지면상에 직접 표기할 수 없으므로 <그림

2-32>에서처럼 악소노메트리 표기법을 활용해 나타내었다.

<그림 2-32> Y1, Y1’ 화면 수직 방향 공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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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은 <그림 2-32>에서 볼 수 있듯이 화면 수직방향으로 Y1 반대편

에 공간을 만든다. 그 결과 Y1을 한 면으로 하는 직육면체모양 공간이

만들어진다. 발생 공간은 반대편에서 한계를 규정해 주는 면이 없기 때

문에 <그림 2-33>에서 보이듯이 크기가 한정지어지지 않는다.

<그림 2-33> Y1, Y1’ 화면 수직 방향 발생 공간 경계

<그림 2-34>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면은 독립적으로 화면 수직방향에

공간 육면체의 한쪽 면이 되어 화면 수직방향 공간을 만든다. 이때 발생

하는 화면 수직방향 공간 모두에는 공간 규정 면이 하나밖에 없으므로,

<그림 2-34> 화면 수직 방향 공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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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공간은 <그림 2-35>에서 보이듯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열린 공

간이다.

<그림 2-35> 화면 수직 방향 발생 공간 경계

2.3. 발생한 사이-색면공간 분류

2.2.1. 항과 2.2.2. 항에서는 더랑게주택 색구성에서 발생하는 공간을

모두 찾아보았다. 2.3. 절에서는 찾은 발생 공간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

는지 살펴본다. 분석결과 화면 위 공간은 사이공간, 두른공간, 담는공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었다. 반면 화면 수직방향 공간은 모두

색면 수직공간 한 종류에 속했다.

2.3.1. 화면 위 발생공간 분류

2.3.1.1. 사이공간 정의

사이공간은 두 직사각형 면이 떨어져 있는 틈에 있는 공간이다. 두

직사각형 면 사이에 있다고 하여 사이공간이라 명명하였다. 엄밀하게 정

의하면 두 직사각형에서 가장 떨어져 있는 중심 거리가 작은 변을 각각

반대편 직사각형까지 평행이동 시켰을 때 발생하는 궤적의 교집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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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사이공간은 가장 가까운 두 변이 겹치는 길이가 서로 떨어

져 있는 거리보다 충분히 클 때 발생한다.

2.3.1.2. 화면상 발생공간 분류 1-두 색면 사이공간

두 면 사이공간은 <그림 2-10>, <그림 2-11>, <그림 2-14>, <그림

2-15>, <그림 2-17>, <그림 2-20>, <그림 2-22>, <그림 2-23>, <그림

2-25>, <그림 2-28>, <그림 2-30>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더랑게

주택 색구성안에서 발생하는 사이공간을 모두 표시한 그림이다.

<그림 2-36> 더랑게주택 색구성안에서 발생하는 사이공간

R4를 제외한 색면은 모두 적어도 1번씩 사이공간을 규정한다. R4도

인접한 면이 있지만 인접한 면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이공간이 형성되지 못한다. 이로부터 사이공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면이 인접할 뿐 아니라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이공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두 면이 충분히 가까워야 한

다.’는 조건은 공간 비례를 결정한다. (아무리 작은 면이라도 인접한 면

에 충분히 가까이 있다면 공간을 규정할 수 있다.) 이 조건을 고려하면

두 인접한 면이 있을 때 (두 면 사이 거리)/(두 면이 겹치는 변 길이)를

계산한 값이 공간 형성을 관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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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B2가 규정하는 사이공간과 Y2-B3’가 규정하는 사이공간은 사이

공간이 형성될 수 있는 임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면들 사이 거리가

조금만 더 멀어지면 사이공간을 규정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Y1-B2 사이공간과 Y2-B3’ 사이공간에서 (면 사이 거리)/(겹치는 변 길

이) 값은 각각 0.8 과 1.05이다. 이로부터 (면 사이 거리)/(겹치는 변 길

이)값이 약 1에 가까울 때가 공간 형성 임계점임을 알 수 있다. 사이공

간은 (면 사이 거리)/(겹치는 변 길이)값이 1보다 작을 때 보다 효과적으

로 형성된다.

2.3.1.3. 두른공간 정의

두른공간은 색면 사방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두께의 띠 모양 공간이

다. 공간이 색면을 두르고 있으므로 두른공간이라 명명하였다. 두른공간

은 사방으로 인접한 면들이 규정하기 때문에 네 변에서 두께가 모두 다

르다. 그러나 더랑게주택 색구성에서 찾을 수 있었던 두른공간은 모두

(최소 두께)/(최대 두께)를 계산한 크기가 0.55보다 컸다.

2.3.1.4. 화면상 발생공간 분류 2-색면 두른공간

공간 발생분석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은 한 면을 두르고 있

는 공간이다. 한 면을 두르고 있는 공간은 <그림 2-12>, <그림 2-16>,

<그림 2-24>, <그림 2-26>에서 나타난다. 다음은 더랑게주택 색구성에

서 발생하는 두른 공간을 모두 표시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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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더랑게주택 색구성안에서 발생하는 두른공간

두른공간은 한 면을 중심으로 사방에서 인접한 면들이 공간을 구획

할 때 만들어진다. 이때 중심 면에서 각 인접한 면까지 거리는 일정하다.

Blk1의 경우, B1, B2, R1이 세 방향에서 두른공간을 규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나 마지막 네 번째 방향을 구획해 주는 색면이 없기 때문에 두른공

간이 성립하지 못한다.

R1 과 R2에서 발생하는 두른공간은 사방에 색면이 위치하지 않더라

도 ‘ㄷ’자형 홈이 효과적으로 세 방향에서 공간을 규정할 수 있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 R2는 Blk1과 마찬가지로 한쪽 방향으로 공간을 규정하는

면이 없다. 하지만 ‘ㄷ’자형 홈 안에 있기 때문에 ‘ㄷ’자 의 한쪽 변이 공

간을 규정 선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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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더랑게주택 색구성안 ‘ㄷ’자 홈에 의한 두른공간 발생

Y2와 같이 사방에서 면이 공간을 규정할 경우 <그림 2-39>와 같이

발생하는 공간을 Y2를 두른 공간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색면 Y2를 담

고있는 공간이라 분류할 수도 있다.

<그림 2-39> 더랑게주택 색구성안 Y2두른공간 Y2’담는공간

2.3.1.5. 담는공간 정의

담는공간은 셋 이상의 면 안쪽으로 생기는 공간이다. 공간 크기가 사

이공간이나 두른공간보다 크기 때문에 다른 색면을 비롯하여 공간 요소

를 담을 수 있으므로 담는공간이라 명명하였다. 폭이 좁았던 사이, 두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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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비해 담는공간은 길이에 비한 폭이 크다.

2.3.1.6. 화면상 발생공간 분류 3-색면 담는공간

화면상 공간 발생분석에서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공간 종류는 면을

담는공간이다. 색면 두른공간을 분석할 때 <그림 2-39>에서 한 색면을

두른공간이 인접한 색면들 속에 담겨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음을 보였

다. 담는공간은 두 개 이상 면에 의해 규정되고 길이와 폭이 사이공간,

두른공간보다 크다. 담는공간은 <그림 2-13>, <그림 2-18>, <그림

2-19>, <그림 2-21>, <그림 2-27>에서 나타난다. 다음 두 그림에서는

더랑게주택 색구성안에서 발생하는 담는공간을 모두 표시하였다.9)

<그림 2-40> 더랑게주택 색구성안에서 발생하는 담는공간 1

9) 한 그림에 표현할 경우 공간이 서로 겹쳐 식별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두 그

림으로 나누어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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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더랑게주택 색구성안에서 발생하는 담는공간 2

담는공간은 여러 면 경계 안쪽으로 발생한다. 담는공간은 사이공간이

나 두른공간과는 달리 공간 비례가 공간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

며 다만 사방에서 색면이 공간 범위를 규정해 주면 형성된다. 멀리 떨어

진 면들도 함께 담는공간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규모가 앞서 분

석한 다른 두 종류 공간 보다 크다.

2.3.2. 화면 수직방향 발생공간 분류

2.3.2.1. 색면 수직 공간 정의

색면 수직 공간은 색면이 스스로의 반대편에 규정하는 공간이다. 색

면 수직 공간은 면을 수직으로 평행 이동한 궤적과 동일하다. 따라서 색

면 형태를 그대로 따른다. 개념상 색면 수직 공간의 크기는 다른 면이

한계를 지어주지 않을 경우, 색면 수직 투사 궤적을 따라 무한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색면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지면 색면이 공간

에 작용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해진다.

2.3.2.2. 화면 수직방향 발생공간 분류- 색면 수직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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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공간, 두른공간, 담는공간으로 나눌 수 있었던 화면 위 공간과는

달리 더랑게 주택 색구성에서 발생하는 화면 수직 방향 공간은 다양하지

않다. 색면의 한변이 공간을 규정하였던 화면상 공간과는 달리 화면 수

직 방향공간은 한 색면 전체가 공간을 규정한다. 그런데 색면이 모두 단

일 평면위에 놓여 있으므로 색면들간 다채로운 관계가 나타나지 못하고

한 방향으로만 공간이 발생한다. <그림 2-42>를 살펴보면 색면 수직

공간이 각기 다른 형태와 크기이지만 근본적으로 색면 수직 투사 궤적을

따라 만들어지는 색면 수직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면에서 발

생하는 화면 수직 방향 공간은 모두 색면 수직 공간에 속한다.

<그림 2-42> 색면 수직 공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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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색면 수직 공간 경계

2.4. 소결

더랑게주택 색구성에서 직사각형 색면을 화면 위에 배치하는 순간 화

면 위에서 공간이 발생하고, 화면 수직 방향으로도 공간이 발생한다. 화

면상 공간은 직사각형 면들의 위치 관계와 비례에 따라 두 면 사이공간,

한 면 두른공간, 여러 면 담는공간으로 분류될 수 있다. 화면 수직 방향

으로 발생하는 공간은 색면 수직공간 한 종류에 속한다.

화면 위 공간은 색면 모서리인 직선(1차원)이 규정하기 때문에 2차원

색면 배치만으로도 다양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 세 종류 공간이

발생한다. 그러나 화면 수직방향 공간은 색면 전체(2차원)가 면 수직 방

향으로 공간을 규정한다. 따라서 2차원 색면 배치만으로는 한 방향으로

열려 있는 단일한 공간 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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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색면공간 효과 분석

3.1. 사이-색면공간 개별 효과 분석

3.1.1. 사이공간 ‘흐름’ 효과

2장에서는 공간 발생을 분석하였다. 공간이 발생하면 각 공간에서 독

특한 효과가 나타난다. 3장에서는 발생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간효과를 분

석한다. 공간 효과 분석도 공간 발생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단위 공간효과를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먼저 두 면 사이공간에

서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자.

<그림 3-1> Y1-B1 사이공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1

<그림 3-1>에서 볼 수 있듯이 사이공간에서는 한쪽 열린 부분으로부

터 반대쪽 열린 부분까지 양쪽에 있는 면을 따라 가는 흐름이 나타난다.

한쪽 방향으로 흐름을 강화하는 요소가 없으므로, <그림 3-1>에서 표시

한 흐름과 <그림 3-2>에서 표시한 흐름이 같은 정도로 일어난다. 이를

종합하여 표시하면 <그림 3-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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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Y1-B1 사이공간에서 나타나는 선 흐름 2

<그림 3-3> Y1-B1 사이공간에서 나타나는 선 흐름

모든 사이공간에서는 이와 같은 흐름이 나타난다. <그림 3-4>에는 사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흐름을 표시하였다. <그림 3-4>를 보면, 두 면

사이 거리보다 두 면이 겹치는 변의 길이가 클수록 사이공간에서 나타나

는 흐름 강도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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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모든 사이공간에서 나타나는 선 흐름

3.1.2. 두른공간 ‘회전 흐름’ 효과

두른공간에서는 <그림 3-5>에서와 같이 면 둘레를 따라 회전하는 흐

름이 나타난다. 한 변에 인접한 두른공간의 비례가 사이공간과 유사하다

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회전 흐름은 서로 다른 네 사이공간에서 나타나

는 흐름을 연속한 것이다.

<그림 3-5> B1 두른공간에서 나타나는 회전 흐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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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B1 두른공간에서 나타나는 회전 흐름 2

두른공간에서 나타나는 회전 흐름도 사이공간에서 나타났던 흐름처럼

어느 한쪽방향 흐름이 우세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림 3-5>에서 보이는

흐름과 <그림 3-6>에서 보이는 흐름이 같은 정도로 일어난다. <그림

3-7>, <그림 3-8>, <그림 3-9>, <그림 3-10>에서는 모든 두른공간에

서 나타나는 공간효과를 표시하였다.10) 두른공간 효과 분석도에서 두른

공간 회전흐름 또한 사이공간 흐름에서와 마찬가지로 흐름거리에 비해

공간 폭이 좁을수록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 모든 두른공간 효과를 한 도면에 표기할 경우 R2 두른공간과 Y3 두른공간

이 겹쳐 흐름이 읽히지 않으므로 <그림 3-9>와 <그림 3-10>에서 R2 두른공간

에서 나타나는 회전흐름을 분리하여 표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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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두른공간에서 나타나는 회전 흐름 1

<그림 3-8> 두른공간에서 나타나는 회전 흐름 2

<그림 3-9> R2 두른공간에서 나타나는 회전 흐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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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R2 두른공간에서 나타나는 회전 흐름 2

3.1.3. 담는공간 ‘에움’효과

담는공간에서는 사이공간이나 두른공간에서처럼 흐름이 나타나지 않

는다. 담는공간은 속에 위치한 면을 에운 상태로 정지해 있다. <그림

3-11>에서는 모든 담는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간효과를 표시하였다. 이

그림에서 담는공간 비례가 정사각형에 가까울수록 에우고 있는 효과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3-11> 담는공간에서 나타나는 에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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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B2, R2, R3, Blk3에 담는공간에서 나타나는 에움 효과 1

2장 공간 발생분석에서 Y3 두른 공간은 B2, R2, R3, Blk3에 담는공간

으로 볼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11) 공간 효과를 분석할 때도 이 공간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발생 효과가 달라진다. Y3을 두르고 있는 공간이

라고 볼 경우에는 Y3을 중심으로 회전 흐름이 나타나지만 B2, R2, R3,

Blk3에 의한 담는공간이라고 보았을 때는 공간이 Y3을 에우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그림 3-13> Y3을 두른공간 회전 흐름 : Y3 담는공간 에움

11)<그림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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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색면 수직 공간 ‘진동’효과

색면 수직 공간에서는 사이공간, 두른공간, 담는공간과 같이 규정된

공간에서 공간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색면 수직공간은 공간이 확정되

어 있지 않으므로 공간 크기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그림 3-14>에서

와 같이 서로 다른 크기 사이를 오가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 효과를 공

간 진동이라고 볼 수 있다. ‘진동’효과는 모든 색면 수직 공간에서 독립

적으로 나타난다.

<그림 3-14> 색면 수직 공간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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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이-색면공간 효과 상호작용 분석

3.2절에서는 3.1.절에서 분석한 서로 다른 공간효과가 어떻게 상호작

용하는지 살펴본다. 상호작용 분석은 먼저 두 공간이 반응하는 방식 분

석에서 시작하여, 전체 짜임을 분석 방향으로 나아간다.

3.2.1. 사이공간-두른공간 ‘합류’, ‘스밈’ 분석

사이공간과 두른공간 관계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두른공간이 사

이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두른공간과 사이공간이

인접한 관계이다. 두른공간이 사이공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사이공간

흐름이 두른공간 회전흐름에 합류한다.

<그림 3-15>, <그림 3-16>, <그림 3-17>, <그림 3-18>은 각각 B1,

R1, R2, Y3 두른공간이 포함하는 사이공간을 나타낸다. 두른공간과 사이

공간 포함관계 전체는 <그림 3-19>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3-15> 사이공간 두른공간 상호작용-합류 1

<그림 3-15>에서는 Y1-B1 사이공간, B1-B2 사이공간, B1-Blk1 사

이공간이 B1 두른공간 흐름에 합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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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사이공간 두른공간 상호작용-합류 2

<그림 3-16>에서는 Blk1-R1 사이공간, B2-R1 사이공간, Y2-R1 사

이공간이 R1 두른공간 흐름에 합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7> 사이공간 두른공간 상호작용-합류 3

<그림 3-17>에서는 B2-R2 사이공간, R2-Y3 사이공간, R2-Blk3 사

이공간이 R2 두른공간 흐름에 합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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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사이공간 두른공간 상호작용-합류 4

<그림 3-18>에서는 R2-Y3 사이공간, B2-Y3 사이공간, Y3-Blk3 사

이공간, Y3-R3 사이공간이 Y3 두른공간 흐름에 합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9> 전체 사이공간 두른공간 상호작용-합류

두른공간과 사이공간이 인접해 있을 경우, 두른공간에서 사이공간 쪽

으로 흐름이 나타난다. 이 흐름을 두른공간이 사이공간 틈으로 스며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20>, <그림 3-21>, <그림 3-22>,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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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은 각 두른공간에서 사이공간으로 나타나는 ‘스밈’을 나타낸다.

<그림 3-24>는 두른공간에서 사이공간으로 일어나는 스밈 전체를 나

타낸다. 이때 Blk1 과 B2 사이공간에서는 B1 두른공간에서 스밈과 R1

두른공간에서 스밈이 만난다.

<그림 3-20> 사이공간 두른공간 상호작용-스밈 1

<그림 3-20>에서는 B1 두른공간이 Y1-B2 사이공간, B2-Blk1 사이

공간으로 스며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1> 사이공간 두른공간 상호작용-스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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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에서는 R1 두른공간이 Y2-B2 사이공간, B2-Blk1 사이

공간으로 스며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2> 사이공간 두른공간 상호작용-스밈 3

<그림 3-22>에서는 R2 두른공간이 B2-Y3 사이공간, Y3-Blk3 사이

공간으로 스며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3> 사이공간 두른공간 상호작용-스밈 4

<그림 3-23>에서는 Y3 두른공간이 R2-B2 사이공간, R2-Blk3 사이

공간으로 스며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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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전체 사이공간 두른공간 상호작용-스밈

3.2.2. 사이공간-담는공간 ‘포함’, ‘스밈’ 작용

사이공간과 담는공간 관계도 사이공간-두른공간 관계와 같이 담는공

간이 사이공간을 포함하는 관계와 담는공간과 사이공간이 인접하는 관계

두 가지 관계로 나뉜다.

<그림 3-25>, <그림 3-26>, <그림 3-27>, <그림 3-28>는 각 담는

공간과 담는공간에 포함관계에 있는 사이공간을 나타낸다. 사이공간이

담는공간에 포함될 경우 사이공간은 담는공간 속에서 독자적인 흐름 효

과를 유지한다. <그림 3-29>는 담는공간과 포함 관계에 있는 사이공간

전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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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사이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 포함 1

<그림 3-25>에서는 B1, B2, Y2가 규정하는 담는공간이 B1-Blk1 사

이공간, Blk1-B2 사이공간, Blk1-R1 사이공간, R1-B2 사이공간, R1-Y2

사이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이공간은 흐름 효과

를 유지하면서 담는공간에 담긴다.

<그림 3-26> 사이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 포함 2

<그림 3-26>에서는 Y2, B2, Blk3이 규정하는 담는공간이 Y3-R3 사

이공간, B2-B3 사이공간, B3-Y2’ 사이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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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림 3-27> 사이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 포함 3

<그림 3-27>에서는 B2, R2, R3, Blk3이 규정하는 담는공간이

Y3-Blk3 사이공간, Y3-R2 사이공간, Y3-B2 사이공간, Y3-R3 사이공간

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8> 사이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 포함 4

<그림 3-28>에서는 B2, Blk2, Blk3, Y3이 규정하는 담는공간이

R2-B2 사이공간, R2-Y3 사이공간, R2-Blk3 사이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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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9> 전체 사이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 포함

담는공간과 사이공간이 인접해 있을 경우 담는공간에서 사이공간 방

향으로 흐름이 나타난다. 두른공간-사이공간이 인접했을때와 마찬가지로

담는공간도 인접한 사이공간 틈으로 스며든다. <그림 3-30>, <그림

3-31>, <그림 3-32>, <그림 3-33>은 각 담는공간에서 사이공간으로 스

밈 효과를 나타낸다.

<그림 3-30> 사이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스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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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에서는 B1, B2, Y2가 규정하는 담는공간이 B1-B2 사이

공간, Y1-B2 사이공간으로 스며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31> 사이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스밈 2

<그림 3-31>에서는 Y2, B2’, Blk3’가 규정하는 담는공간이 Y3-B2 사

이공간, Y3-Blk3 사이공간으로 스며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32> 사이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스밈 3

<그림 3-32>에서는 B2, R2, Blk3, R3이 규정하는 담는공간이 R2

-B2 사이공간, R2-Blk3 사이공간으로 스며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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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사이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스밈 4

<그림 3-33>에서는 B2, Rlk2, Blk3, Y3이 규정하는 담는공간이 B2

-Blk2 사이공간, Y3-Blk3 사이공간, Y3-B2 사이공간으로 스며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34> 사이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스밈 5

B2, Y2, B2’, Y2가 규정하는 담는공간의 경우 공간 비례가 사이공간

에 더 가깝고 사이공간이 양 모서리에 닿기 때문에 <그림 3-34>와 같

은 스밈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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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전체 사이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스밈

<그림 3-35>은 전체 구성안에서 담는공간-사이공간 스밈을 나타낸

다. Y2-B2 사이공간, B2-Y3 사이공간, Y3-Blk3 사이공간에서는 양방향

스밈이 만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3. 두른공간-담는공간 ‘겹침’, ‘결합’ 작용

두른공간과 담는공간 관계 종류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두른공간

이 담는공간에 포함되는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두른공간과 담는공간이

겹치는 관계이다. 두 공간이 인접해 있는 경우는 발견할 수 없다. <그림

3-36>, <그림 3-37>은 담는공간에 두른공간이 포함된 관계를 나타낸다.

두른공간이 담는공간에 포함될 경우 두른공간은 독자적 흐름을 담는공간

속에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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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두른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포함 1

<그림 3-36>에서는 B1, B2, Y2가 규정하는 담는공간이 R1 두른공간

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37> 두른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포함 2

<그림 3-36>에서는 B2, Blk2, Blk3, Y3이 규정하는 담는공간이 R2

두른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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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른공간-담는공간 관계에서는 두 공간이 인접한 경우는 없고, 두 공

간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두 공간이 연결되면 두른공간이 일정한

폭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자적 흐름을 잃어버린다.

<그림 3-38> 두른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겹침 1

<그림 3-38>에서는 B1, B2, Y2가 규정하는 담는공간이 B1 두른공간

과 겹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39> 두른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겹침 2

<그림 3-39>에서는 B2, Y2’, Blk3이 규정하는 담는공간이 Y3 두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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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겹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0> 두른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겹침 3

<그림 3-40>에서는 B2, R2, Blk3, R3이 규정하는 담는공간이 R2 두

른공간과 겹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1> 두른공간 담는공간 상호작용-겹침 4

<그림 3-41>에서는 B2, Blk2, Blk3이 규정하는 담는공간이 Y3 두른

공간과 겹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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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색면 수직공간 상호작용

색면 수직공간은 사이공간, 두른공간, 담는공간과는 다른 차원에서 발

생한다. 따라서 화면상 공간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또한 공간 발생면이

모두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색면 수직공간도 모두 떨어져 있고 공간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림 3-42> 색면 수직 공간 상호작용 없음

3.3. 소결

더랑게주택 색구성에서 나타나는 공간효과는 크게 흐름 효과, 에움

효과, 진동 효과로 분류할 수 있다. 흐름 효과와 에움효과는 화면 위 공

간에서 나타나고, 공간 진동효과는 화면 수직방향 공간에서 나타나는 나

타난다.

흐름 효과는 좁고 긴 공간에서 길이방향을 따라 나타나는 공간 움직

임이다. 공간 폭에 비해 길이가 길 때 흐름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화면 위 공간 중 사이공간과 두른공간에서 흐름 효과가 나타난다. 사이

공간에서는 길이 방향으로 직선 운동이 나타나고 두른공간에서는 중심

면 둘레를 따라 회전 흐름이 나타난다. 에움 효과는 색면에 둘러싸인 공



- 63 -

간에서 나타나는 멈춤이다. 공간 장축과 단축비가 1에 가까울수록 에움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 에움 효과는 화면상 공간 중 담는공간에서 나

타난다. 진동효과는 공간이 열려 있어서(확정되지 않음) 나타나는 공간

떨림이다. 진동효과는 화면 수직방향으로 발생하는 공간에서만 나타난다.

화면상 공간이 서로를 포함하고 있거나, 인접하여 있거나, 겹쳐질 때

공간 효과 간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사이공간-두른공간 관계에는 두 종

류가 있다. 첫 번째는 두른공간이 사이공간을 포함한 관계이다. 두 번째

는 두 공간이 서로 인접한 관계이다. 사이공간이 두른공간에 포함될 경

우, 사이공간 흐름이 두른공간 회전흐름에 합류한다. 사이공간이 두른공

간에 인접할 경우, 두른공간이 사이공간 쪽으로 스민다.

사이공간-담는공간 관계는 사이공간-두른공간 관계와 마찬가지로 포

함관계와 인접관계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사이공간-담는공간 포함관계

에서는 사이공간-두른공간 인접관계와 달리 사이공간이 담는공간에 포

함된 채, 국소 흐름을 유지한다. 사이공간이 담는공간에 인접할 경우는

사이공간-두른공간 인접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담는공간이 사이공간 쪽

으로 스민다.

두른공간-담는공간 관계방식에도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담는공

간이 두른공간을 포함한 관게이다. 두 번째는 두 공간이 서로 겹친 관계

이다. 두른공간이 담는공간에 포함될 경우, 사이공간이 담는공간에 포함

되었을때와 마찬가지로 담는공간 속에서 두른공간 회전흐름이 유지된다.

담는공간과 두른공간이 겹칠 경우 두른공간에서 흐름을 만들어내는 일정

한 공간 폭이 깨지면서 흐름효과가 사라진다.

<그림 3-45>는 더랑게 주택 색구성에서 발생 공간과 공간효과를 모

두 표기한 그림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른공간-두른공간, 두른공간-담는

공간, 담는공간-담는공간 사이 연계가 사이공간 스밈을 통해 이루어지며

전체 공간짜임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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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전체 공간 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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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사이-색면공간 발생 메커니즘

화면 위에 색면을 배치하면 화면은 색면이 있는 곳과 색면이 없는 곳

으로 나뉜다. 이때 색면이 수직체계에 맞춰 정렬하면 공간 구축 가능성

이 생긴다. 그리고 수직 체계상에 놓인 색면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다양

한 사이-색면 공간이 발생한다.

더랑게주택 색구성은 26개 직사각형 색면으로 이루어져있다. 직사각

색면을 화면에 배치한 결과로 직사각 면 바깥쪽으로 평면 상 공간과 화

면 수직방향 공간이 발생하였다. 화면 평면과 수평으로 발생하는 공간은

공간면 배치 관계에 따라 두 면 사이에 있는 공간(사이공간), 한 면을 두

르고 있는 공간(두른공간), 색면을 담고 있는 공간(담는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화면 수직 방향으로는 한 종류 공간(색면 수직 공간)만 발생

하였다.

4.2. 사이-색면공간 발생 효과

발생 공간에서는 공간 비례와 형태에 따라 독특한 공간 효과가 나타

났다. 사이공간에서는 좁고 긴 공간을 따라 공간 ‘흐름’이 나타났다. 두른

공간에서는 면 둘레 얇은 띠 공간을 따라 ‘회전 흐름’이 나타났다. 담는

공간에서는 색면에 둘러싸인 공간이 멈추어 있는 ‘에움’효과가 나타났다.

색면 수직 공간은 반대편에서 다른 면이 공간 한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

으므로,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진동’효과가 나타났다.

공간 효과는 공간이 위치한 방식에 따라 상호작용하였다. 화면상에서

는 서로 다른 세 종류(사이공간, 두른공간, 담는공간) 공간이 각기 2가지

방식으로 만나므로 총 6종류 관계가 성립한다. 각 관계를 나열하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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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1. 사이공간-두른공간 포함관계

2. 사이공간-두른공간 인접관계

3. 사이공간-담는공간 포함관계

4. 사이공간-담는공간 인접관계

5. 두른공간-담는공간 포함관계

6. 두른공간-담는공간 겹침관계

공간 관계 종류는 한 공간이 다른 공간을 포함하는 경우가 세 가지 인접

한 경우가 두 가지 겹치는 경우가 한 가지 있었다.

두 공간이 포함관계에 있을 경우에는(사이공간-두른공간, 사이공간-

담는공간, 두른공간-담는공간), 포함된 공간은 더 큰 공간 안에서 독자적

성질을 유지하였다. 특별히 두른공간이 사이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예에

서는 사이공간 흐름 방향이 두른공간 회전흐름과 일치하여 두 흐름이 합

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두 공간이 인접한 경우에는(사이공간-두른공간,

사이공간-담는공간) 사이공간에 닿아있는 공간으로부터 사이공간 쪽으로

공간 스밈 현상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두른공간-담는공간이 서로 겹쳐

있을 경우에는 두른공간이 흐름 효과를 잃으면서 담는공간과 통합되었

다 .

<그림 4-1> 전체 공간 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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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상호작용까지 분석하고 나면 전체 공간 짜임을 읽을 수 있었다.

화면상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공간(담는공간, 두른공간)들은 공간 규정면

에 의해 서로 떨어져 있다. 이때 사이공간 스밈을 통해 공간들이 모두

서로 연결되면서 작품 전체 공간 짜임이 만들어진다.

공간 진동효과는 화면 수직방향으로 나타나는 떨림으로 화면 상 공간

과 상호작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각 면이 서로 떨어져 있으므로 색면 수

직 공간 간 상호작용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색면 수직 공간은 공간 발

생 면 형태를 따르고 진동 폭만을 변수로 하는 독립 공간임을 알 수 있

었다.

더랑게 주택 색구성안을 이루는 색면은 배치 평면 위로, 그리고 화면

수직방향으로 공간을 만들고 있다. 화면 평면을 공간상 x, y 축이라고

생각하고 화면 수직방향을 z축이라고 한다면, x,y,z축 방향에 모두 공간

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를 아직 3차원 공간이라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화면상 공간과 화면 수직방향 공간이 서로 관계 맺지 않고 있기 때문이

다. 화면상 공간(2차원)과 화면 수직방향 공간(1차원)은 병존하고 있을

뿐이다. 2차원 공간과 1차원 공간이 함께 있는 상태를 2차원과 3차원의

사이라는 뜻에서 2.5차원이라 명명하였다. 더랑게 주택 색구성안에서는

색면 배치에 의해 2.5차 공간 발생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할 수 있다.

4.3. 2.5차원 사이-색면공간 발생 의의

‘더랑게주택 색구성’에서 반두즈버르그는 2차원 공간요소를 2차원 평

면에 배치하였을 때 발생하는 공간을 정립하였다. 공간 발생 분석을 통

해 추상화 결과로 만들어진 색면을 화면 위에 배치할 경우 면이 놓이지

않은 곳에서 공간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색면의 네 변과 색면 모서

리는 바깥쪽으로 공간을 규정하여 화면 위 공간을 만든다. 한편 색면의

면적 부분은 화면 수직 방향으로 공간을 만든다. 즉 낮은 차원 요소가

한 단계 높은 차원에 배치되면서 높은 차원 공간을 규정하는 요소로 작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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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랑게주택 색구성’ 발생 사이-색면 공간 발생 관계 분석하면 화면

위 공간은 종류가 다채롭고, 상호작용이 역동적이지만, 화면 수직 방향

공간은 종류가 단일하고 공간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색면의

1차원 요소인 변과 모서리는 2차원 벽면에 위치할 때 역동적 2차원 공간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2차원 요소인 색면이 모두 2차원 벽면 위에

머물면 3차원 공간을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이후

반두즈버르그가 실내 공간에 직접 색면을 적용했던 시도들은 2차원 색면

들에 3차원 공간 관계를 부여해 보려는 실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2> 2차원 색면을 2차원 벽면에 적용

‘마스담(Maasdam) 초등학교 벽면 색구성’, 1917

(Hoek, E. Theo van Doesburg 

Oeuvre Catalogue. 2000. p.196)

공간 효과 분석에서는 색면 사이 거리, 인접면 길이와 같은 색면 배

치관계가 공간 효과 강도를 조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건

축 설계분야에서도 도면 구성 작업을 할 때 요소 사이 간격과 길이를 조

정하여 공간효과를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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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자체도 공간 요소 사이 2차원 관계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위쪽

이 아직 규정되지 않은 2.5차원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4. 추후과제: 3차원 적용 색면 공간 분석

반두즈버르그 색면구성 발생공간 연구 첫 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더

랑게주택 색구성에서 공간발생, 공간종류, 공간효과, 효과 상호작용을 분

석하였다. 그 결과, 2차 평면에서 색면 구성을 하면 2.5차 사이색면 공간

이 발생함을 발견하였다.

반두즈버르그는 더랑게주탟 색구성을 완성한 후, 여러 단계에 걸쳐

색면 구성 시리즈 작업을 이어 나갔다. 2차 평면 색면 구성인 ‘더랑게 주

택 벽면 색구성’(1917) 다음 단계 작품으로는 3차원 공간에 색면을 적용

한 ‘리흐트 주택 방 색구성’(1919)이 있다. 공간 발생 연구 다음 단계 작

업으로 ‘리흐트 주택 방 색구성’에서 색면이 만드는 공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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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2차원 색면을 

2차원 벽면에 적용

‘더랑게주택 벽면 색구성’, 1917

(Hoek, E. Theo van Doesburg 

Oeuvre Catalogue. 2000. p.200)

<그림 4-4> 2차원 색면을 

3차원 공간에 적용

‘리흐트(Ligt) 주택 방 

색구성‘, 1919

(Hoek, E. Theo van Doesburg 

Oeuvre Catalogue. 2000. 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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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of

‘In-between’ Colour Plane Space

in Early Composition Works of

Theo van Doesburg I

Tae Hwan Choi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pace type, space

effect, and space interaction found in the ‘Colour Design for

Decorative Border’ 1917 of Theo van Doesburg. Many critiques

analyzed the works of van Doesburg. In the studies works of van

Doesburg wer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formation of modern

abstract art. Such view is sufficient to explain the transformation of

elements found in the works, however it cannot explain the result of

the abstraction which is the ‘space’. In 「De Stijl: En Quete de la

Spatialite」 1994 professor Hyun-cheol Kim found the formation

of 3D spaces in the works of De Stijl group and explained i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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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rms construction and expression. He proposed the detailed

analysis of space formation as following research subject.

To analyze the formation of space, plastic-space analysis method

is applied. Plastic-space analysis method begins with the examination

of individual elementary space, and through investigation of space

relations eventually arrives at the explication of the total space

composition. Such method was applied in the analysis of space

formation and space effect.

As the result of analysis, 49 spaces parallel to the painting plane

and 26 spaces perpendicular to the painting plane were observed.

Space parallel to the painting plane could be divided into spaces in

between two colour planes(34), spaces surrounding a colour plane(8),

and spaces containing multiple colour planes(7). Spaces perpendicular

to the painting plane were of one quality.(26)

In the spaces, unique space effects were observed. In ‘in-between

spaces’, and ‘surrounding spaces’ linear ‘flow’ along the longer

proportioned side was observed. In the ‘containing spaces’ which are

proportioned closer to squares, effect of ‘encirclement’ was observed.

In spaces perpendicular to the painting plane, slight ‘oscillation’ along

the boundary of the space was observed.

Spaces parallel to the painting plane (‘in-between space’,

‘surrounding space’, ‘containing space’) in relation to other spaces

were located in three different manners: First, a space could contain

another space. Second, a space could be adjacent to another space.

Third, a space could overlap with another space.

In the relation between ‘in-between space’ and ‘surrounding space’,

‘flow joining’ effect and ‘space-seeping’ effect were observed. In the

relation between ‘in-between space’ and ‘containing space’,

‘space-seeping’ effect was observed. In the relation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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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rounding space’ and ‘containing space’, ‘spatial fusion’ was

observed. Through ‘space-seeping’ effect the independent space

pockets are connected and the total space composition is established.

Spaces perpendicular to the painting plane do not interact with

spaces on the painting plane for the spaces exist in different

dimension. Interaction between spaces perpendicular to the painting

plane is also nonexistent, for each space is not connected in any way

to another.

In the ‘Colour Design for Decorative Border’, as the result of 2

dimension colour-plane composition spaces perpendicular to the

painting plane as well as spaces parallel to the painting plane

emerges. Spaces parallel to the painting plane interact with one

another and establish 2 dimensional space organization. However

spaces perpendicular to the painting plane do not interact with other

spaces and remain independent.

In the ‘Colour Design for Decorative Border’, spaces emerge in all

axes of the 3 dimension: x, y, and z. However, 2 dimensional spaces

parallel to the painting plane and 1 dimensional spaces(in that size is

their only variable) perpendicular to the painting plane exist in total

separation. This concurrent yet separated existence of the 2

dimensional spaces and 1 dimensional spaces could be named ‘2.5

dimension’. As the result of 2 dimensional composition of colour

planes 2.5 dimension spaces emerge.

keywords : ‘In-between’ Colour Plane Space, 2.5 Dimension,

Formation, Colour Composition, van Doesburg

Student Number : 2017-2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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