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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 건축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람들의 인식변화로 인해 점점 다
양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건축설계를 함에 있어서 지역문화를 토대
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문화를 무시하고 설계할 것인가의 논쟁은 계
속되고 있다. 또한 각 지역문화를 토대로 한 설계는 지역의 어떤 구체적
인 것들을 기반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해결 방식은 다양하다.
그 중 중국의 건축가 왕쑤를 보면, 지역문화에 발을 딛고 지역의 전
통건축문화요소를 현시대 건축언어를 통하여 건축에 침투시키는데 노력
한 건축가라고 볼 수 있다. 건축 재료와 구축 측면에서 전통과 현대의
다양한 결합을 볼 수 있고, 또한 형태와 공간, 배치 등에서 차용, 이미지
화, 디테일링 등 다양한 건축수법으로 지역성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또한 건축과 자연환경과의 관계에서도 지역의 문화와 전통정원을 기
반으로 한 것을 볼 수 있고, 건축을 통해 사람과 도시, 사회에 대응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역문화요소를 차용, 이미지화, 디테일링의 건축적 수법만으
로 전통문화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형태와 공간, 배치만을 만드는 것이
결코 진정한 지역성의 표현은 아니다. 진정한 지역성의 사상에서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요소는 용도다.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등으로 지역의 문
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태, 공간, 사상, 용도 등이 결합
되어 건축물의 용도에 부합 될 때 진정한 지역성이 드러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왕쑤의 작품분석을 중심으로, 왕쑤의 작품에서 나타
난 지역성의 표현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진정한 지역성에 대하여
탐구한다. 또한 왕쑤 작품에서 나타나는 건축과 자연환경, 사람, 도시, 사
회, 문화 6자간의 관계를 분석해봄으로써 건축가가 건축을 통하여 도시
와 사회에 반응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다. 동시에 왕쑤의 작품분석을 통
해서 지역문화, 전통공법, 전통재료와 구축 등이 현시대 건축사용에서 나
타나는 문제점도 탐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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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비오기 전과 비올 때 호수 물을 외부로 뽑는 펌프. ·················58
그림 22 (左)쑤저우대학교 문정대학 도서관 정면의 유리 벽. (中)도서관
정면의 외부 복도와 '소정자'건축물. (右)도서관의 외부 복도와 산,
호수, 유리벽, 남색 커튼. ········································································58
그림 23 (左)수직벽면의 식물. (中)경사진 벽면의 식물. (右)경사진 지붕
의 식물. ······································································································59
그림 24 (左) 진화도자기집의 모형. (右) 건축형태와 대지와의 관계. · 60
그림 25 (左)기본 단위1과 파괴된 기본단위1. (中)기본 단위1. (右)기본단
위2와 바닥. ································································································60
그림 26 진화도자기집의 기본단위1과 2 ·······················································61
그림 27 (左)도자기집 외 벽면. (中)실내부분을 시공하기 전의 사진. (右)
수평면과 수직면 (위치: 계단 옆벽) ····················································61
그림 28 (左)도자기집과 집 앞의 빗물을 모은 못. (中)도자기집과 빗물이
없는 못. (右)도자집의 바람 통풍구. ····················································62
그림 29 (左)압력탱크(壓力罐), 플라시틱과 관선을 통해 연결됨. (中)경사
바닥면의 꼭대기에 있는 플라스틱. (右)경사바닥면 꼭대기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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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의 구멍. ······················································································63
그림 30 (左)항아리조각으로 구성된 경사바닥면. (中)옥상에 있는 물웅덩
이의 플라스틱 출구와 경사바닥면의 식물. (右)옥상의 물웅덩이. 64
그림 31 (左)옥상통로와 통로용 돌. (中)옥상바닥에서 경사바닥면으로 설
치한 플라스틱 관 세부(옥상에서 봤을 때). (右)옥상바닥에서 경사
바닥면으로 설치한 플라스틱 관 세부(경사바닥면에서 봤을 때). ·64
그림 32 (左)경사바닥면 아래에 있는 작은 못. (中)경사바닥면 아래에 있
는 작은 못의 배수구. (右)경사바닥면의 경사면과 수직면. ············64
그림 33 (左)진화도자기집과 산더미와의 관계. (中)실내와 외 벽사이의
350mm간격. (右)진화도자기집의 남쪽 입면. ·····································65
그림 34 남경삼합집의 나무와 지붕, 지붕의 구멍. ······································67
그림 38 (左)山庄图의 사람과 닝보텅두관의 사람. (中)(右)닝보텅두관의
입면과 五泄山图와의 비교. ····································································69
그림 39 (左)닝보텅두관 내부 곡식. (中)닝보텅두관 내부의 채소. (右)닝
보텅두관안의 4개절을 보여주는 액정 영사막. ··································70
그림 40 (左)샹산캠퍼스 기숙사 외벽. (中)기숙사 양측의 복도와 지붕개
구부, 외벽의 구멍. (右)기숙사내부 정원의 식물과 벽의 구멍. ·····71
그림 41 (左)江西省三清山의 棧道. (中)샹산캠퍼스 18동 건축 남측 벽면.
(右)샹산캠퍼스 11동 건축 서북 벽면. ·················································72
그림 42 샹산캠퍼스의 11동 입면 도면 ·························································72
그림 43 (左)샹산캠퍼스 11동 서북 벽에서 뱀 형 계단이 건축물 꼭대기
의 말단부에서 종점이 되었고, 앞에 닫혀 있는 문이다. (右)샹산캠
퍼스 11동의 어느 한 막힌 뱀 형 계단, 벼락처럼 됨 ······················73
그림 44 (左)샹산 캠퍼스 19동 건축의 외부 뱀 형 계단과 실내교실사이
에 막혀있는 유리 문. (中)샹산 캠퍼스 19동 건축의 외부 뱀 형 계
단. (右)샹산캠퍼스 19동 건축의 2층 평면과 외부 뱀 형 계단의
평면위치. ····································································································73
그림 45 샹산캠퍼스의 14동의 2층 평면과 단면 ·········································75
그림 46 (左)샹산캠퍼스 21동 식당의 지붕. (中)샹산캠퍼스 4동과 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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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右)샹산캠퍼스 11동 건축의 1층 평면. ····································75
그림 47 (左)수직원집과 정면의 공공 공간. (中)공공공간의 활용된 사
례. (右)완전 폐허된 공공 공간. ····························································76
그림 48 (左)화단으로 된 공공 공간. (中)창고로 된 공공 공간. (右)에어
컨의 외부설비가 설치되었고, 시공현장의 임시창고가 된 공공 공
간. ················································································································77
그림 49 (左)중산로 개조 거리 조감도. (中)중산로의 양측 도랑과 식물.
(右)도랑과 돌로 표시한 활자인쇄술. ···················································79
그림 50 (左)중산로 개조에서 나타난 연대(朝代)별 바닥의 벽돌 재료.
(中)중산로에 보존하여 놓은 담장. (右)중산로에서 생기는 도시적
인 이벤트. ··································································································80
그림 51 (左)샹산캠퍼스의 4, 5, 6, 7, 10동 건축을 연결한 낭도와 지시간
판. (中)샹산캠퍼스 棟棟사이의 連廊. (右)샹산캠퍼스 6동 건축과
샹산의 연결. ······························································································80
그림 52 (左)닝보박물관의 1층에서 夾層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와
夾層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中)닝보박물관의 2층에
서 3층으로 가로질러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右)3층 옥상에서 지
면으로 내려가는 외부 계단, 양측의 와판벽, 앞 측의 모던건축. 82
그림 53 (左)샹산캠퍼스 18동의 내부 계단의 경사도(坡度) 차이. (右) 쑤
저우대학교 문정학원 도서관의 외부 계단. ········································84
그림 54 샹산캠퍼스의 모 입구: (左)바같 문. (中1)중간 문. (中2)안쪽
문.(右)모 종교건축 입구 ·········································································85
그림 67 산수화와 샹산캠퍼스의 배치. ···························································87
그림 68 (左)중국 신강 이슬람교 건축(中國新疆吐鲁番苏公塔).1778년에
건축.(中)우전(烏鎮)의 강 옆 담장, (右)우전(烏鎮)의 길 옆 담장. 90
그림 69 (左)샹산캠퍼스 23동의 남쪽 외벽, (中)샹산캠퍼스 23동의 북쪽
벽면 안 측. (右)샹산캠퍼스의 동쪽 입구 옆의 모 담장. ················90
그림 70 (左)샹산캠퍼스 15동 서북 측의 외벽, (中)샹산캠퍼스 15동 서북
측의 외벽과 안쪽 공간. (右)샹산캠퍼스 15동 서북 측의 외벽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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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과 물병. ··································································································90
그림 71 벽면과 벽면의 물병, 글자 ·······························································91
그림 72 (左)우전(烏鎮)의 나무창문. (中)명청(明淸)시대의 나무 창문의
무늬. (右)남경 孙中山 대총통부 안의 나무 난간 ·····························92
그림 73 (左)샹산캠퍼스 21동의 식당의 서벽과 북벽. (中1)샹산캠퍼스 1
동 건축 동쪽 외벽. (中2)남경 삼합집(三合宅)의 북벽. (右) 심산
속의 남경 삼합집과 幽幽之光 ·······························································92
그림 74 (左)우전(烏鎮)의 모 전통건축의 벽면. (中)샹산캠퍼스 21동 건
축 옆에 세워둔 재회수한 건축재료. (右)항주 중산로를 개조 한 후
에 남겨 둔 전통문양 벽면. ··································································94
그림 75 (左)샹산캠퍼스 23동 서쪽 외벽의 상부. (中)샹산캠퍼스 23동 서
북쪽 외벽의 하부. (右)샹산캠퍼스 1동과 외부사이의 담장과 담장
사이의 틈을 통한 외부로의 바라봄. ····················································95
그림 76 (左)샹산캠퍼스 15동 동북쪽 벽면. (右)샹산캠퍼스 10동 건축 남
측 길의 바닥 문양. ··················································································95
그림 77 진(左)민간에서 흔히 사용하는 避暑용 죽석(竹席). (中)샹산캠퍼
스 12동에 있는 문의 세부. (右)샹산캠퍼스 12동에 있는 모 문. ··96
그림 78 (左)남경 삼합집의 콘크리트 벽면과 지붕의 문양. (中)샹산캠퍼
스 11동 건축의 모 실내 벽면 문양. (右)샹산캠퍼스 1동 차양판(擋
光板挑簷)의 밑 부분. ··············································································96
그림 79 (左)쑤저우 영암산 빙매 돌 벽(蘇州靈岩山冰梅石牆). (中)샹산캠
퍼스 12동과 13동 사이에 있는 육교 밑의 담장. (右)샹산캠퍼스 10
동과 6동 사이의 골목길 옆의 담장. ····················································98
그림 80 (左)샹산캠퍼스 23동의 단독 벽체. (中)샹산캠퍼스 23동의 북쪽
벽체의 하부. (右)남경 삼합집의 벽체와 돌담장으로 만든 외부 공
간. ················································································································98
그림 81 남경삼합집의 외벽의 하부에 사용된 돌 재료. ·····························98
그림 82 (左)우전의 전통적 빙열문양 창문과 문.(右)빙열문양집이 사용자
에 인해 개조되기 전의 내부 (출처: 築龍網)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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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左)빙열문양집 정면과 두 개의 입구(사용자에 인해 개조 전).
(中)삼각형 창문과 병열문양 벽면. (右)빙열문양집 2층에서 외벽과
인테리어. ··································································································100
그림 84 (左)빙열집문양 모형. (右)합원식 배치와 정원, 나무, 호수 물.100
그림 97 (左)샹산캠퍼스 21동 기숙사의 창문. (中)샹산캠퍼스 23동 건축
안의 모 교실. (右)샹산캠퍼스 11동 건축의 동측 벽과 창문. ······105
그림 98 (左)샹산캠퍼스 14동 건축의 창문. (中)샹산캠퍼스 11동 실내 교
실과 창문. (右)샹산캠퍼스 11동 건축의 동측 벽과 창문(야경). 105
그림 99 (左)항주의 육합탑(六和塔). (中)샹산캠퍼스 1동 건축에 관한 왕
쑤의 스케치. (右)샹산캠퍼스 1동 건축의 남측 棟. ························106
그림 100 샹산캠퍼스의 1동의 입면. ····························································107
그림 101 (左)유리벽면과 擋光板. (中)擋光板과 빛의 관계. (右)擋光板과
빛의 관계 원리. ······················································································107
그림 102 (左)샹산캠퍼스 21동 식당의 지붕과 기와. (右)샹산캠퍼스 19동
의 지붕과 기와. (右)北宋 米友仁의 산수화(潇湘奇观图). 출처: 왕
쑤, 陆文宇와 方振宁의 인터뷰. 제목:『象山问道-中国美术学院象山
校园』 ·······································································································108
그림 103 (左)샹산캠퍼스 11동 지붕. (中)샹산캠퍼스 4동과 5동의 경사진
지붕과 기와. (右)샹산캠퍼스 8동 체육관의 지붕과 기와 ·············108
그림 104 (左)닝보역사박물관의 3층과 옥상의 평면. (右)닝보역사박물관
의 纵向단면도. ························································································109
그림 105 (左)닝보역사박물관에 관한 왕쑤의 스케치. (中)(右)닝보역사박
물관을 산으로 이미지화 함. 출처:『자연형태의 서술과 기하: 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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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1960년대 이후 국제주의양식이라는 모습으로 전파되었던 모더니즘 건
축은 의심받기 시작하였다. 지역적 건축은 여러 가지 시도들이 출현과
쇠퇴를 거듭하는 와중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국의 지역문화는
여러 차례의 시대 변화를 거쳐 지역문화의 맥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중국의 건축에서 전통의 맥은 19세기말의 피침략(被侵略)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49년 건국 후 사회주의개조
와 10년 문화대혁명으로 말미암아 전통건축물 실체와 전통건축문화1)는
또 한번 대량으로 파괴되었다. 현재는 부동산개발로 말미암아 전통건축
의 맥은 점점 희미해졌다. 이런 전쟁, 주관적으로 지역의 건축문화를 파
괴하는 것, 그리고 현시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현재 중국의 전통건축
의 맥은 19세기말에 비하여 90%가 사라져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 의하여 몇 천년동안 지속되어온 중국전통 건축
의 관습은 현재의 다양한 건축형태에 묻혀 급속히 현대화되었다.
특히 최근 몇 십년동안 기능성과 경제성을 우선으로 국제주의양식이
부동산 개발에 대량 사용되었으며, 또한 점점 시각적 표현을 가장 중시
하는 양식과 지역문화를 남용(滥用)하는 양식2)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지역의 토착성, 풍토성을 담은 전통건축문화의 맥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 배경하에서, 중국의 건축가 왕쑤는 지역문화에 발을 딛
고 지역의 전통건축요소를 현시대 건축언어를 통하여 건축에 침투시키고
자 노력한 건축가라고 볼 수 있다. 왕쑤는 지역전통에서 자주 사용되었
던 건축적 재료로부터 출발하여, 지역문화를 되살릴 수 있고, 역사의 기
1) 여러 종교건축물과 기타 전통건축물을 포함 함.
2) 렘 쿨하스의 베이징 CCTV빌딩이 시각을 강조하는 작품의 대표다. 자하 하디드
의 광주오페라 극장(广州歌剧院)은 珠江에서 나타났던 전통의 두 돌(圆润双砾)을
이미지하고 있다하면서, 지역의 문화를 남용하는 대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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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을 담은 새로운 장소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문화의 연속성과
창의성을 보여주면서, 지역적이면서 또한 보편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왕쑤를 비롯한 여러 건축가들은 공통점과 차이성이 있는 건축수
법으로 지역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2 (左)스촨성 오량주 건축물(四川宜宾五粮液酒瓶楼). (中)꾸이주성 매단현 차
문화전시관(贵州湄潭县茶文化陈列馆). (右)베이징 천자 빌딩(北京天子大酒店).

그림 3 (左)베이징인민대표 빌딩(北京市人大大楼). (中)충칭시 충현 황금현 정부사
무실(重庆忠县黄金镇政府办公楼). (右)산시성 서기산현 오장원빌딩(陕西岐山县五丈
原).

2. 연구의 목적
첫째로 왕쑤의 작품에서 나타난 지역성의 표현수법을 찾는다.
두 번째로 전통재료와 전통공법으로 지역성을 표현함에 있어서의 문
제점과 해결방식을 찾는다.
세 번째로 케네스 프램턴의 비판적 지역주의 관점과 비교하면서 왕쑤
의 건축 작품을 바라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본다.
네 번째로 지역의 자연환경에 맞는 지역적인 건축적 수법을 고찰하
고, 중국의 전통건축에서 자연환경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하여, 대지와 건
축의 관계 및 전통 정원요소의 활용, 그리고 햇빛, 빗물, 바람 등 자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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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대한 감각 등을 통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지역적인 표현방식을 찾
는다.
다섯 번째로 왕쑤의 작품에서 나타난 사용자와 건축물 간의 관계 분
석을 통하여, 진정한 지역성을 표현함에서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실
용성을 도출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인식에서 계승해야 할 것과 포기할
것을 아는 지역성이야 말로 진정한 지역성이라는 것을 밝힌다.
여섯 번째로 왕쑤의 건축 작품에서 나타나는 건축과 사람, 도시, 사
회, 문화 관계를 탐구해보며, 건축가가 건축을 통해 도시와 사회에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한다.
일곱 번째로 또한 왕쑤의 건축 작품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성의 표현
방식을 연구함과 동시에, 여러 지역의 지역성 표현 방식에 시사점을 주
고자 한다.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이번 연구는 왕쑤의 건축 작품3)분석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이를 위
해 우선 기타 지역성을 표현한 대표적 작품을 간단히 분석해본다.
본 연구는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은 서론이고. 연구의 목
적, 대상, 방법을 제시한다. 2장은 예비적 고찰로서, 케네스 프램턴이 주
장한 비판적 지역주의건축을 고찰하고, 중국에서의 지역성을 표현한 기
타 대표적 건축 작품을 먼저 고찰한다. 또한 왕쑤의 건축 작품의 지역적
토대인 중국과 저쟝성 지역의 건축문화를 고찰한다. 이 세 부분을 결합
하여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이와 대응되고 구별되는 지역성의
건축적 표현요소를 도출한다. 3장에서는 왕쑤의 연대적 활동에서 바라본
지역성표현수법의 변화와 변하지 않은 점을 찾고, 또한 왕쑤와의 여러
인터뷰, 왕쑤의 강연에서 왕쑤가 주장하는 건축적 수법을 이론적으로 고
찰한다. 또한 왕쑤 건축에서 나타난 지역성 표현수법에 관한 여러 이론
3) 이번 연구에서는 왕쑤의 대표적 작품들로 건축 단체(單體) 45개를 살 펴 본다.
그중 항주수직원집(杭州垂直院宅)의 6개 단체(單體)를 하나로 통괄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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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의 평가를 살펴보고. 이 세 부분을 결합시켜 왕쑤 작품에서 나타난
지역성의 표현수법의 틀을 만들고 4장에서 검증한다. 4장에서는 사례분
석을 통해 왕쑤의 구체적인 표현수법을 고찰하고 또한 이런 형태, 공간,
배치를 위한 표현수법과 용도의 변증법적 문제점을 도출한다. 5장은 결
론으로서 첫 번째로 왕쑤의 지역성의 표현특성과 케네스 프램턴의 비판
적 지역주의 주장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두 번째로 왕쑤가 건축
을 통하여 도시와 사회에 대응하는 방식을 찾아본다. 세 번째로 진정한
지역성건축의 표현은 형태, 공간 등으로만 지역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
라, 건축물의 용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진정한 지역성의 표현이라는 결
론을 내린다. 네 번째로 왕쑤의 지역성 표현요소와 표현수법을 통해 기
타 여러 지역의 지역성의 표현방식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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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진행과 흐름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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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성 표현에 관한 예비 고찰

본장에서는 우선 케네스 프램턴이 주장한 비판적 지역주의에 대해 고
찰하고, 개혁개방(20세기 80년대)이후 중국의 지역성을 표현한 몇 개의
대표작을 고찰한다. 그리고 중국4) 전통문화의 사상, 관습측면과 건축문
화를 살펴보고, 왕쑤의 작품이 주로 자리 잡고 있는 저쟝성의 지역문화
의 특징을 고찰한다. 이런 세 가지를 결합하여 왕쑤의 지역성 표현방법
을 분석할 수 있는 건축적 표현요소를 정한다.
2.1. 케네스 프램턴의 비판적 지역주의
2.1.1.

비판적 지역주의의 발생 과정

'비판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라는 용어는 알렉산더 초니스
(Alexander Tzonis)와 리안 르페브르(Liane Lefaivre)가 1981년에
“Architecture in Greece no.15”에서「차도와 인도(The Grid and the
Pathway)」라는 글을 통해 그리스 건축가 드리트리스ㆍ수잔나 안토나카
키스(Dimitris and Suzana Antonakakis)의 건축을 소개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알렉산더 초니스와 리안 르페브르는 지역주의를 표현함에 있어서 고
전 장식의 단순한 형태적 모방이나, 외부의 새로운 것을 제한하는, 협소
한 민족주의적 의식에 의해 발생한, 제한된 지역주의를 반대하였다. 낭만
적 지역주의와 제한된 지역주의는 지역주의를 표현함에서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고 본다.
1983년에 케네스 프램턴은 “The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에 “Towards a Critical Regionalism”을 발표하면서
비판적 지역주의를 현대건축의 중요한 화두로 부각시켰다.
케네스 프램턴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영향을 받았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근대화를 이끄는 과정에서 계몽이 왜곡된 이성으로 변질된 주요
4) 중국의 전통문화의 전반적인 고찰이 아니고, 이번 연구와 대응하는 측면만 바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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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산업화5)라고 여겼다. 케네스 프렘턴은 지역주의에 '비판적'이라
는 단어를 붙여서 비판적 입장을 가지는 '후위주의'개념을 도입하고, 진
보된 보편적 기술의 효율적인 활용도 있어야하면서 동시에 지역적 특징
이 있는 독창적인 문화를 전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90년대 들어 케네스 프램턴은 비판적 지역주의 건축이 지닌 특성을
암시하는 5가지의 개념 쌍6)을 제안하였다. 이 개념 쌍에서 주로 후자인
장소, 축조, 자연, 촉각에 주목했다.
또한 지역주의는 현대건축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케네스 프램턴이 제시한 5가지 경향7)중의 하나이다. 그는 통속적인 낭만
적 지역주의나, 상업화되고 대중화된 전통적 경향에 비판적 자세를 취하
였다. 비판적 지역주의는 세계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동시에 중시
하며 외래의 문화와 기술을 수용하지만 자기의 토착문화를 활용하여 지
역의 전통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이는 일정한 모양이나 형식에 대한 단
순한 차용이 아니라 비판적 관점에서 지역성을 재해석하고 현대기술과
지역문화를 결합한 것이다.
비판적 지역주의는 낭만적 지역주의나 제한된 지역주의와 달리, 지역
주의에 비판적 자세를 가지면서도 지역적 요소를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
여 창조적인 건축을 만드는, 지역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2.1.2.

케네스 프램턴의 비판적 지역주의의 특성

1983년에 케네스 프램턴은 '비판적 지역주의'라는 개념을 두고 두 편
의 글을 발표하였고 여기서 보편문명과 지역문화의 대립구도라는 관점에
서 현대 건축이 당면한 위기와, 극복방안으로의 지역적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 후 20여 년간 비판적 지역주의가 건축 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동안, 케네스 프램턴은 관심의 영역을 더 넓혀서 도시와 지
속가능성의 문제로 확대해 나갔다. 현재에 와서는 비판적 지역주의로부
5) 산업화의 원인으로 모던건축이 등장할 전제적 조건이 생긴 것이다.
6) 이 다섯 가지 개념 쌍은 각각 공간/장소, 유형학/지형학(typology/topography), 배
경화법적/건축술 적(scenographic/architectonic), 인공/자연, 시각적/촉각적이다.
7) 케네스 프램턴의 5가지 분류는 생산주의(Productivism), 합리중의(Rationalism),
구조주의(Structuralism), 대중주의(Populism), 지역주의(Regionalis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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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출발한 이론의 틀을 통해 스펙터클(Spectacle)만을 치중해가는 건축
문화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8).

비판적 지역주의는 변증법적 표현이다. 그것은 지역적으로 함양된
메시지와 가치들로 보편적 모더니즘을 의식적으로 해체하려 한다. 동시
에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페러다임들을 그 토착적 요소들에 섞어버리는
것이다9).
그리고 외부의 요소들에 폐쇄적인 '제한된 지역주의'가 아닌, 외부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열려 있는 '자유의 지역주의'가 중요하다고 주장
한다.
케네스 프램턴이 글의 제목에서 '비판적 지역주의'를 언급하며 발표
한 글10) 을 정리하여 그가 주장한 비판적 지역주의의 핵심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비판적 지역주의는 현대건축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유지하면서, 또
한 현대건축이 이룬 성과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후위적인 자세
를 가지고 실천에 반영할 것을 주장한다. '자유의 지역주의'이고 또한 전
통과 현대를 포용하는 넓은 법위의 지역주의다.
2) '장소-만들기(place-form)'다.
장소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하나는 풍토적 요소11)이
고 다른 하나는 전통과 맥락적 요소다.
그는 현대 건축물이 독립된 물체로서 대지와 단절되어 연관성이 없

8) 다음의 저술을 참고함, Kenneth Frampton, “Introduction : The Work of
Architecture in the Age of Commodification.” Commodification and Spectacle
in Architecture, lst ed.,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p.p.
ix-xviii
9) Kenneth Frampton, “Prospects for a Critical Regionalism,” Perspecta, Vol.20,
p.p. 147-162, 1983 중 P.149
10) 네 개의 저술을 들 수 있다. 83년의 사례 중심, 이론 중심으로 된 두 글을 발표
했고, 85년에는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의 2차 개정판(1985) 후
반부에서 장을 추가하여 비판적 지역주의를 7가지 항목으로 정리한 글을 발표했
고, 87년에는 다시 논점들을 10가지로 저술했다.
11) 풍토적 요소는 땅, 대지, 지형 등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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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경향이 강해진 것을 비판한다. 또한 그는 60년대 이후로 도시계
획이 단순한 토지이용계획이나 적당히 분배하여 실행하는 차원 이상의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다고 비판한다. 이로 인해 도시는 장소를 잃어 버
렸다고 하면서, 공간과의 대비를 통해 장소(place)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
다. 그에 따르면 공간은 좌표에 의해 기계적으로 구분될 뿐이고, 장소는
구체적으로 분명한 성질 혹은 맥락을 지닌 것으로 다른 곳과 다르다고
인식될 수 있는 영역이다.
3) 건축물에 대한 빛과 기후의 고려이다. 빛은 그 지역의 고유한 자연
환경으로서 건축의 볼륨과 구축적 가치를 드러낸다. 또한 기후에 대응하
여 개구부, 창문, 벽체 등 건축적요소의 위치, 크기, 두께 등이 달라진다
고 주장한다. 그는 냉난방 시설 등의 사용을 벗어날 수 없는 '보편적 문
명'을 반대하면서 자연요소로서의 빛과 기후 등을 건축과 결합하여 지역
의 기후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건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텍토닉(tectonic)한 형태이다. 텍토닉한 형태는 중력에 저항하는 구
조적 형태의 구문론으로, 단순히 건축물의 구조적 뼈대를 드러내는 것과
는 비교되는 것이다. 텍토닉한 형태는 건축물을 지지하는 기술적 수단뿐
만 아닌, 구조적인 것이면서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미학적 형태를 가리킨
다. 그는 건조(建造)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배경화적 수법을 반대한다.
5) 촉각적인 것이다. 건축에 대한 경험이 시각적인 것만을 중요히 여
기는 것을 비판하고, 재료 등을 통한 감각, 냄새, 무늬 등이 합쳐진 촉각
적인 경험을 포함한 통합적 경험이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가까움'에 대
한 것을 회복하게 해준다고 주장한다. 그는 주변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시각만이 아닌 다른 요소를 통해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빛과 어둠, 더위와 추위, 습도, 공기흐름의 감각, 부동한 재료의 냄
새와 소리, 바닥장식을 통한 부동한 감각과 사람의 반응 등이다. 그는 매
개체(媒介體)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정보가 경험을 대체하는 것을 반대한
다.

오늘날 다른 감각은 배제하고 시각적 자극에만 치중하여 이미지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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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문제다. 사람의 경험은 청각, 촉각 경험을
포함하며 심지어 후각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12).
6) 창조적 대안이다. 비판적 지역주의는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보편
적 문명을 비판하고 지역문화의 메시지를 담은 새롭고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케네스 프램턴의 비판적 지역주의가 보여주는 접근방식과 해결방법의
핵심은 장소 만들기, 자연환경의 반영, 텍토닉한 형태, 촉각적인 것, 이
네 가지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장소는 다른 곳과 구분이
되고 주변 지형을 반영하는 대지작업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 맥락
을 포함한다. 텍토닉은 일반적으로 벽이나 뼈대구조에 관한 것이고 촉각
적인 것은 재료를 매개로 한 감각에 대한 것이다. 이로써 그는 '미스
(myth)'13)를 담은 지역을 만드는 것을 주장한다.
시기

문제인식
해법의 요소 해법의 범위 해법의 성격
ㆍ장소-만들기
ㆍ예술운동의 계 ㆍnature and ㆍ(좁은 의 Myth
80년대 보
tectonic(자연과 미의) 건축 .
축조)
의 차원
ㆍ도시현실
.
ㆍ촉각
.
ㆍ도시현실
ㆍ건조
환경
90년대 ㆍ직능분화
ㆍ조경 건축 전반으로써 .
의 건축ㆍ도 Myth+실용주의
2000년 ㆍ도시현실
ㆍ지속가능 시ㆍ조경의 적 관점
대
ㆍ직능분화
차원
표 1 시대별로 본 케네스 프램턴의 비판적 지역주의에 관한 주요 주장.
김승범, 「케네스 프램턴의 비판적 지역주의가 지니는 한계점과 현대적 의의」,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7권 제8호.2011년8월. 참고하고 수정 함.

1983년 이후로 케네스 프램턴이 제시한 비판적 지역주의의 주요 주장
을 정리하면 표와 같다. 그 중 그는 해법14)을 거듭하였는데, 그 해법에
12) Kenneth Frampton, 「20세기를 이끈 건축가10_ 케네스 프램턴」,『SPAC
E』,2007.05 P.138
13) 프램턴이 언급하는 미스(myth)는 문맥상으로 볼 때 '어떤 집단이 공유하는 특정
한 믿음, 가치관, 감성'으로 보아야 한다.
- 10 -

실용주의 관점을 덧붙였다. 이는 케네스 프램턴이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자기의 이론을 확장해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성을 표현함에 있어
서 실용주의 관점은 중요한 개념이다.
2.2.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현대건축에서 나타난 지역성
표현에 관한 고찰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의 지역문화는 매우 다양하고 상이(相異)
하다. 게다가 여러 민족문화의 상호 침투, 융합 등 수많은 원인으로 인
해, 중국의 지역문화는 굉장히 풍부한 특성을 나타낸다.
2.2.1.

중국의 지역성 표현에 관한 여러 담론

1. 탠진대학교 건축학원(天津大学建築学院)에서 “走向中国新建築—
本土设计”란 제목으로 진행한 세미나에서 여러 사람들의 담론15)
王明贤16)：1920년대부터 중국에서는 지역성 건축이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
다. 남경의 중산릉(南京中山陵)은 지역성 건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의 1950년대에 나타난 중국의 10대 건축17)은 지역성 건축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건축은 중국의 전통건축을 모방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즉 직접적으로 차용하는 방법인 것이지 창조적이 아니라고 본다.
刘家琨18)：지역성은 외부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관점에서 어느 방향
으로 보는 것과 관계된다. 자신이 자리 잡은 위치에서 여러 곳으로 전반적으로
보아야 정체성을 가진다.
崔愷19)：우리는 지역성을 담론할 때 비평과 토론의 태도가 모두 필요하다.
王辉20)：베이징CCTV빌딩으로부터 현시대 중국 사람의 생각을 알아 볼 수
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의 비평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14) 해법의 요소에는 장소-만들기, 구조, 촉각, 조경, 지속가능, 실용주의 등이 있다.
15) 2010년3월. 여러 사람의 담론에서 핵심내용만 골라서 인용함. 동시에 추이카이
(崔恺)건축전“脉动”도 진행함.
16) 中国著名建筑评论家、“城市•环境•设计”杂志社学术总监
17)人民大会堂，中国国家博物馆，民族文化宫，民族饭店，北京火车站，钓鱼台国宾馆
등을 가리킨다.
18) 家琨建筑师事务所主持建筑师
19) 中国建筑设计研究院副院长、总建筑师
20) 清华大学建筑学院讲师. 지역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견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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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건축물이다. 나는 CCTV빌딩이 지역성이 있다고 본다.

2. 썬전(深圳)에서 “走向中国新建築—本土设计”란 제목으로 진행한
세미나에서 여러 사람들의 담론 21)
崔恺：지역성을 표현함에 있어서 외부요소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성
건축이란 건축과 본토(本土)의 관계를 더 강조하는 것이지, 사람과 본토의 관계
를 더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즉 건축과 주위 환경, 지역의 문화와의 관
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지역성을 강조한다고 전통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시대의 중국 사람에 대해서는, 건축표피에서의 표현과 건축부호로
의 표현은 사람들이 더 알아보기 쉬운 방법 일 것이다.
孟建民22)：지역건축은 외국의 건축에 대한 단순한 모방과 그 어떤 건축의
표피에 대한 모방이 아니다. 중국의 건축은 중국현시대의 시공기술수준에 맞는
설계여야 한다고 본다.
饶小军23)：국가주의 혹은 민족의식을 국제화, 현대화와 대립시키는 것은 맞
지 않다. 지금의 시대는 梁思成、杨廷宝가 있던 시대와 다르다. 그들이 이해하
는 중국건축은 상대적으로 붕괴되고 단일한 것이다. 하지만 현시대의 중국은 이
미 국제화와 현대화에 처해 있다. 시대배경을 떠나서 우리의 사회와 문화를 토
론할 수 없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 국제주의면서 지역적인 것이다.
그 어떤 지역의 건축특성을 계승했고 서구에서 들어온 건축양식과 다르는
양식이 지역성건축인 것은 아니다. 지역성이란 구체적인 작품과 관계되고 대지
의 환경, 기후, 주변도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龚维敏24)：지역성은 작품이 자리 잡은 땅과 관계된다. 전통과 현대의 종합이
다. 崔恺가 설계한 쑤저우新기차역은 강한 쑤저우(苏州)특점이 있다. 그리고 崔
恺가 설계 한 기타 어떤 작품들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현대(现代)적이만, 재료
와 디테일 측면으로 보면 지역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覃力25)：崔恺의 작품은 중국 건축가의 발전과정을 어느 정도 대표 할 수 있
다고 본다. 崔恺의 초기 작품에서 보면, 완전히 서구의 모던건축이다. 후기의 작
21) 2010년6월. 여러 사람의 담론에서 핵심 내용만 골라서 인용함. 동시에 추이카이
(崔恺)건축전이 진행 함.
22) 深圳市建筑设计研究院总建筑师
23) 深圳大学建筑与城市规划学院副院长
24) 深圳大学建筑设计研究院总建筑师
25) 深圳大学建筑设计研究院副总建筑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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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예를 들면丰泽园, 苏州新기차역)에서 보면 중국의 전통문화요소와 점점 결합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건축에서는 중국의 건축부호를 사용하는 방법
과 중국의 전통문화요소를 추상화하여 결합시키는 방법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의 작품(예를 들면 德胜尚城, 中间建筑, 金蝶)을 보면 전통건축부호를 통해
지역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중국전통에서의 관념을 건축과 결합시켜 지역
성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진보라고 본다.
孟岩26)：지역성을 표현함에 있어서 건축가의 작품은 개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1950년대부터 여러 건축가는 자기의 작품에서 지역성을 표현하려고 하였
지만, 건축가의 작품들은 개성이 없다. 1980년대에 와서도 국제화와 지역성에
대한 토론이 지속되고 있다. 나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가의 작품에
서 개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朱荣远27)：예를 들면 Paul Andreu가 설계한 베이징에 있는 국가대극장은
지역의 위치28)와 맞지 않다. 지역성을 표현함에 있어서 건축은 그 지역의 주변
환경, 문화와 맞아야 한다.
汤桦29)：루이스 칸은 예술가와 건축가가 다른 점을 이렇게 말하였다. “조각
가는 대포의 바퀴를 장방형으로 만들어 전쟁에 대한 혐오를 표현 할 수 있지만,
건축가는 반드시 바퀴를 원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건축가는 건축물의
용도를 생각하여야 한다. 지역성을 표현함에 있어서 건축가의 노력만으로 안 된
다. 발주처의 주체 등과도 관계된다.

3. 이런 여러 담론에서 볼 수 있다시피 지역성을 표현함에 있어서 전
통의 건축부호를 직접적으로 차용하는 현상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런 방법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주장이 다소 다르지만,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의 전통문화를 직접적으로 차용하는 것보다 창의성이
있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의 관념과 결합하는 것을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전통의 관념은 합원식 공간, 정
원의 개념 등을 가리킨다고 본다. 그리고 여러 기타 담론에서도 보면 재
26) 都市实践事务所合伙人
27) 中国城市规划设计研究院深圳分院副院长
28) 국가대극장이 천안문 광장 옆에 있어서 무덤의 형태를 가졌다는 광법위한 비평
을 받고 있다.
29) 深圳汤桦建筑师事务所总建筑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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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대한 중시를 볼 수 있다. 이런 담론들을 볼 때 케네스 프램턴의 자
연환경에 대한 대응, 색깔과 재료와 형태 등으로 지역성에 대한 대응, 지
역성에 대한 창의성적인 표현, 재료로써 촉각을 표현하려는 주장과는 공
통점이고, 텍토닉적으로 형태를 보여주려는 주장과는 차이점이라고 본다.
2.2.2.

중국의 현대건축에서 지역성 표현의 실천

중국의 지역문화의 제일 큰 특성은 다양하고 유구하다는 것이다. 다
민족 국가이고 유구한 역사를 지녔다는 점은 지역성을 표현함에 있어서
수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중국의 지역성 표현방식에
있어서, 五粮液 병 모양, 신선의 모양을 그대로 건축에다 씌우는 수법도
있다. 또한 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지역성을 표현한 기타 건축실천가
들의 대표적 작품들도 있다.
1980년대부터 '85미술운동'(八五美术运动)30)과 더불어 중국의 지역성
을 담은 건축을 실험하는 건축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 인
물들로는 왕쑤, 장융허(張永和)，류쟈쿤(劉家琨)，둥위깐(董豫贛) 등이
있다. I.M.Pei는 중국 국적은 아니지만 중국에 지역성을 담은 건축 작품
이 있어 역시 고찰한다.
지역성을 담은 건축 작품으로는 샹산호텔(香山飯店)31), 쑤저우박물관
新관32), 쑤저우 新기차역33), 베이징 청수회관(清水会馆), 鹿野苑石刻艺术
博物馆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 샹산호텔

30) '85미술운동'은 중국의 현대예술사 중 처음으로의 전국적 규모를 가진 예술운동
이다. 그 후의 중국의 현대 예술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이 운동은 중국의 현대예
술의 탄생과 문화转型의 시작이다. 중국예술의 발전방향과 구조의 변화 시점이다.
구체적인 시간은 1985년부터 1990년 까지를 가리킨다.
31) 1982년10월建成.
32) 2006년10월建成.
33) 2009년10월建成. 건축가: 崔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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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左)샹산호텔 평면도. (中)샹산호텔의 입면과 정원. (右)샹산호텔 내부.

1) 건축과 자연환경
샹산호텔이 지어질 당시 호텔의 위치를 선택할 수가 있었다34). 하지
만 위치를 샹산에 선택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샹산호텔을 지음
으로 하여 샹산에서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동식물과 자연환경에 대한
파괴는 너무 크다고 본다. 또한 호텔을 샹산에 지으면서 층고를 낮추기
위해 호텔을 저층으로 하였는데 일정한 면적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바닥
면적을 늘이는 수밖에 없다. 이로 하여 더 넓은 면적의 샹산이 파괴되어
버렸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즐기는 원시산림이었던 샹산은 호텔의
침입으로 철저한 파괴를 당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샹산호텔은 호텔이
라는 용도로 인해 일반인에게 공공성이 없는 단지로서 샹산이라는 자연
환경과 철저히 단절되어 있다. 샹산호텔이 샹산이라는 깊은 산 속에 있
어 '천인합일'(天人合一)를 추구하였지만 이는 샹산이라는 자연환경에
대한 파괴가 우선이여서 '천인합일'이라고 하기 힘들다고 본다.
그리고 샹산호텔 내부의 정원을 보면, 전통정원의 요소를 건축물의
내부에 활용하여 건축물내부에 13개의 정원을 배치하였지만 서로 연계되
지 않는 상태이다. 하지만 지역의 대나무를 정원에 대량으로 도입함으로
써 전통 정원의 맥락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2)전통건축공간과 배치의 활용
강남지역의 원림의 특성과 북방지역의 중축선(中轴线)의 배치적 수법
을 이용하여 배치를 하였다. 또한 건축물은 합원식으로 내부의 '주요 정
원'을 중심으로 3측에 배치되었다. 비록 '주요 정원'을 중심으로 둘러싸
여 있지만 동선에서는 '주요 정원'이 중심이 아니라 모든 정원은 떨어져
있고 통로로의 용도가 없거나 약하다.
34) CCTV-10. “为中国而设计”중에서 “I.M.Pei와 샹산호텔”에 관한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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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 재료와 전통건축형태의 이용
샹산호텔의 건축 재료 중에서 지역 재료로는 청색기와35)를 사용하였
지만, 그 외의 주요 건축 재료로서 지역의 재료가 아닌 베트남의 돌 자
갈, 중국 운남성의 돌, 중국 동북지역의 자갈 둥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건축비용이 증가한 것은 경제적 측면이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의
건축 재료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고 의존하여, 베이징의 지역성을 표현
하는 것은 특수한 지역성의 표현방법이라고 본다. 다른 지역의 재료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도 역시 지역성 표현의 중요한 방법이겠지만, 그
당시의 샹산호텔에서는 재료선택과 사회적 조건, 비용 등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그리고 나무 재료측면에서 보면, 어떤 계단의 황색 나무 표피 계단은
사실은 나무 계단이 아니라 강철구조 위에 나무로 씌운 계단인 것이다.
나무재료는 구조제가 된 것이 아니라 치장제가 되고 말았다. 지역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나무를 껍데기로 씌운 셈이다.
샹산호텔은 주로 흰색, 회색(灰色), 황갈색(赭色) 3가지 색깔을 사용했
다. 그중 흰색과 회색은 강남의 전통건축에서 자주 사용하는 색깔이다.
실내와 실외는 모두 흰색이 위주이고 회색이 보조적이고 황갈색은 장식
용이다. 벽면, 천정 등은 흰색이 위주이고 창문틀, 장식선, 지붕 등은 회
색이고 勒脚와 기타 바닥에는 황갈색을 사용하였다. 흰색과 회색은 북경
지역의 건축이든 강남지역이든 많이 사용되는 색깔이다.
또한 전통정원에서 자주 나타나는 능형(菱形)창문, 전통에서 자주 나
타나는 등불(燈火)인테리어, 정원의 매화형태(梅花图案)등 건축적 부호
혹은 비건축적 부호를 차용하여 전통의 맥락을 가진 장소를 만들었다.
4) 건축 재료와 이미지화 수법
청색벽돌을 이용하여 흰 벽면에 당(唐)나라 시대의 나무구조 문양을
만들어 어느 정도 전통적인 건축부호를 이미지화시켰지만 이는 또한 시
각적 효과만 추구하는 수법이고 이 지역의 특유한 형태는 결코 아니다.
샹산호텔은 케네스 프램턴의 자연환경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35) 북경의 기후상의 특징으로 이런 청색기와는 대부분 손상되어 다른 재료(역청(沥
青))등으로 교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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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되면서도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샹산으로의 위치 선택부터 잘못 된
것이지만 또한 적극적으로 샹산에 적응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적응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쑤저우 박물관 新관36)

그림 6 (左)쑤저우박물관 신관 조감도. (中)쑤저우 박물관 신관 입면. (右)쑤저
우박물관 신관의 벽과 돌, 물.

그림 7 (左)쑤저우박물관 복도의 빛과 그림자. (中)쑤저우 박물관과 정원,대나
무. (右)쑤저우박물관 내부의 덩굴.

1) 건축과 자연환경
쑤저우박물관의 정원은 대지의 북쪽에 있는 졸정원(拙政园)의 연속이
다. 정원 안에 박물관을 세운 것이다. 정원의 물과 졸정원의 물은 연결이
되었으며 이 두 곳은 다만 흰 담장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이다.
복도의 천정이나 전시실의 지붕에 나무로 格栅을 만들어 직사광선을
여과(过滤)하여 햇빛을 도입하였다. 이런 여과된 햇빛은 그림자와 조화
되면서 빛을 부드럽게 하여 박물관이라는 용도와 맞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복도에서도 천장을 통해 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
내부의 정원에 대나무와 덩굴을 심어 정원의 이미지를 강화하였으며
대나무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소리를 통하여 청각으로 자연을 느끼게 한
36) 이하 쑤저우박물관으로 간칭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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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대지 면적이 작아 건축물이 상대적으로 빼곡히 세워져있어 정
원요소의 차용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계(境
界)까지는 부족하다.
2) 전통건축공간과 배치의 활용
쑤저우박물관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보호구역에
있다. 북측에는 졸정원(拙政园)이 있고 동측에는 忠王府가 있다. 이런 지
리적 위치는 쑤저우박물관의 층고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지상에서는 1층이 위주37)다. 그리고 지하1층을 이용하여 박물관의 중요
한 보조기능으로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배치로 보면 중간의 대 정원을
중심으로 박물관은 3면에 배치되었다. 또한 입구와 정원은 축을 이루었
으며 전시실은 이 축을 중심으로 양측에 배치되었다.
입구의 홀은 박물관 내부의 중심통로의 기능을 가지며 외부의 정원은
외부의 통로중심이 된 것이다.
3) 전통건축형태의 이용
쑤저우의 전통건축에는 경사진 지붕을 많이 사용한다. 쑤저우박물관
에서는 이런 삼각형지붕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평면에 맞게 지붕
이 교차를 하면서 풍부한 지붕을 만들었다. 또한 전통에는 삼각형 지붕
에 지붕창(老虎窗)을 열어서 꼭대기 층이 통풍이 되고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실용 창문으로 쓴다. 이런 지붕창의 형태를 차용하여 쑤저우박물관
에서 역시 화강암으로 된 지붕사이에 유리 창문을 만들었는데 이런 창문
으로 빛이 들어온다. 이런 유리창문은 하부에 전시품이 있는가에 따라
유리의 선택을 투명유리, 반투명유리로 선택하였으며 필요시 나무로 된
格栅를 이용하여 직사 빛을 한번 더 여과(过滤)하여 미술품을 보호하였
다.
또한 전통정원에서 자주 나타나는 능형(菱形)을 차용하여 건축물의
창문과 표피에 사용하여 내부와 외부의 매개체로 사용하였다. 지부의 화
강암도 역시 능형으로 가공하여 이런 능형의 창문과 상하로 호응하여 전
37) 2층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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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4) 전통재료의 이용
쑤저우를 포함한 강남(江南)지역의 건축의 특성은 한마디로 '흰 벽과
검은 기와'(粉墙黛瓦)다. 이런 특성은 재료에 의하여 나타났는데 그 재료
는 바로 벽에 칠한 흰 석회석(石灰石) 재료와 지붕의 검정색 기와이다.
쑤저우박물관도 역시 이런 粉墙黛瓦의 특성을 차용하여 흰 벽과 검은 지
붕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재료는 전통에서 사용한 석회석과 기와가 아니
라, 더 오래 견딜 수 있는 도료(涂料)와 화강암이다.
쑤저우박물관의 지붕의 재료는 쑤저우에서 자주 쓰는 기와재료가 아
니다. 이는 기와재료38)가 취약해서 자주 수선하여야 하기 때문에 박물관
이라는 용도와 맞지 않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대신 견고한 '중국흑'
(中国黑)라는 화강암(花岗石)을 사용하였다. 이 화강암은 지역의 쟝수성
(江苏省)의 지역재료가 아니고 산서(山西)성과 내몽골(内蒙古)에서 가져
온 것이다. 비록 지역재료가 아니지만 이 '중국흑' 화강암은 박물관의 용
도와 쑤저우라는 지역에 맞는 재료라고 본다. '중국흑'화강암은 견고할
뿐만 아니라 햇빛아래서는 진회색(深灰色)이고 비를 맞을 때는 흑(黑)색
으로 변한다. 색깔 측면에서 지역의 기와재료와 흡사하다. 또한 粉墙黛瓦
의 형태와도 서로 대응된다.
또한 전통의 기와재료든 화강암이든 다 지붕에 씌우는 공법을 가지지
만, 기와재료는 가벼워서 콘크리트구조와 분리되어 떠 있는 느낌을 주고
육중한 화강암재료는 상대적으로 지붕에 앉아 있는 느낌을 준다. 이는
하부의 구조와 형태에 대응하는 재료라고 본다. 하지만 벽이 희고 면적
이 작아 약해 보이고 지붕은 검정색이면서 면적이 커서 강하게 보여 물
의 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의 반사로 인해 벽의 길이가 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5) 이미지화 수법
쑤저우박물관과 옆의 졸정원(拙政园)은 흰 담장으로 갈라져 있다. 이
런 특성에 근거하여 이 흰 벽 앞에 여러 가지 돌, 자갈, 모래로 산수화의
38) 전통의 기와재료의 특성은 취약해서 잘 깨지고 박물관 안으로 물이 스며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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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가 나타나게끔 쌓았다. 또한 이 '산수화' 앞의 정원의 물이 이 '산
수화'를 반사하고 물 안의 물고기가 '산수화'에 생기를 불어 넣는다. 여
기에서는 흰 벽이 산수화의 종이가 되고 돌, 자갈, 모래가 잉크가 된 것
이다. 여러 가지 뾰족한 돌은 산봉우리를 이루었고 엇갈린 돌은 산의 깊
이를 이미지화였다. 이런 이미지화 수법은 기존의 흰 벽을 충분히 이용
하였으며 또한 쑤저우박물관의 내부 정원과도 호응되는 지역의 재료로서
지역문화를 성공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쑤저우 박물관에서는 케네스 프램턴이 주장하는 지역의 문화를 창의
성있게 활용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대응되고 있다. 그리고 빛과 기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프램턴의 주장과도 대응하고 있다.
3. 쑤저우 新기차역

그림 8 (左)쑤저우 新기차역 입면. (右)쑤저우 新기차역의 내부.

1) 건축과 자연환경
대합실 양측의 곁채(裙房)에 정거장의 용도에 따라 통풍과 햇빛을 받
는 내부 정원을 만들었다. 다리, 물과 대나무를 도입하여 사람이 많아서
시끄러운 정거장에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2) 전통건축공간과 배치의 활용
쑤저우 新기차역은 중축(中軸)선에 의하여 대칭되어 있다. 또한 이 중
축선에 따라 조경, 휴식시설, 못, 대나무 숲은 엇갈리면서 정취 있게(错
落有致) 배열되었다. 그 사이에는 지역특색이 있는 가구와 조명 기구가
끼여 있다. 이런 중축선은 전통건축과 도시39)의 배치에서 자주 사용하
는 수법으로서, 이런 중축선의 수법의 차용은 건축물에 질서를 부여하고
정거장의 용도에 맞게 노선을 명확하게 만든다.
39) 예를 들어 베이징 도시의 중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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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인테리어에서도 흰색의 능형 천정과 밤색의 강철구조를 반복적
으로 결합하였고, 대합실과 화장실 사이에 전통무늬를 가진 밤색 格栅을
세워 두 공간을 갈라놓으면서 조경을 만들었다. 이런 인테리어를 통해
전통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3) 전통건축형태의 이용
쑤저우 新기차역에서는 지역의 정원 창문에서 자주 나타나는 능형(棱
型)을 차용하여 지붕, 기둥 등 여러 위치에 사용하였다. 지붕의 동서 말
단 부(東西末端) 양측에서는 능형의 형태를 세워서 창문을 만들고 이런
창문이 연속한 형태를 만들었다. 이런 능형 창문은 유리와 내부의 형광
등과 조화를 이루어 멀리서 바라보더라도 지역의 전통적 메시지가 드러
난다.
정면의 기둥에서는 강구조와 능형, 등롱(灯笼)의 형태를 조합하여 최
대 크기의 등롱을 만들고, 등롱의 유리재료를 밤색으로 만들어, 등롱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전통등롱의 빛의 색깔과 비슷한 효과를 내였다.
또한 전반 건축물의 강철 기둥과 보에 지역의 전통 색깔인 밤색(栗
色)을 사용하였다.
4. 여러 차례의 엑스포에서 나타난 중국의 대표건축물에서 지역성 표
현방법을 엿 볼 수 있다. 독일의 Hannover 엑스포(2000년)에서는 만리장
성과 경극의 얼굴 그림(京剧脸谱)을 붙여서 중국의 지역문화를 표현하였
다. 일본의 Aichi 엑스포(2005년)에서 외부 표피에서는 붉은 판에 12개월
을 대표하는 동물을 조각해놓고, 내부 홀에서는 검은 녹색의 청동기 색
깔을 기본배경으로 하고, 확대하거나 축소한 중국 출토물의 모양을 만들
어 내부 표피를 이루었다. 중국의 전통부호를 직접적으로 차용하여 지역
성을 표현하려 한 것이다. 상하이엑스포(2010년)에서도 鼎의 형태와 붉
은 색깔로 중국의 지역성을 표현하였다.
●중국에서 지역성을 표현함에 있어서 각자의 구체적인 방법에는 공
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지역성을 표현함에 있어서 여러 건축 작품의 공
통점은 주로 자연환경과의 관계, 전통건축공간과 배치의 활용, 전통건축
형태의 활용, 전통건축부호(白墙黑瓦，马头墙，冰棱窗图案, 中国结, 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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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竹子，书法 등), 재료, 색깔의 활용 등에서 나타난다.
이런 중국의 지역성을 표현한 여러 사례를 보면 케네스 프램턴의 자
연환경에 대한 대응, 색깔과 재료와 형태 등으로 지역성에 대한 대응, 지
역성에 대한 창의성적인 표현, 재료로써 촉각을 표현하려는 주장과는 공
통점이고, 텍토닉적으로 형태를 보여주려는 주장과는 차이점이라고 본다.
2.3. 지역문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지역문화의 정의: 지역문화는 전통문화만이 아니다. 지역문화는 여
러 문화가 본 민족의 습관과 사고방식을 거쳐 침전(沈澱)한 결정(結晶)
이고 새롭게 재해석된 문화이다. 그 지역의 독창적인 문화형식이다. 지역
문화는 전통문화가 새롭게 조합되고 발전한 문화형식이다. 또한 지역 간
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지역문화는 이미 절대적인 본토화의 속성을
벗어나야 한다. 지역문화는 점점 국제화의 범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국제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국제화의 토대를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마디로 지역문화란 본토에 뿌리를 박고(扎根本土), 대대로 전승되
어 온(世代传承), 민족적 특징이 있는 문화이다. 또한 지역문화란 역사적
전통문화의 축적이 있음과 동시에 사회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하
는 문화이다.
전통문화의 정의: 전통문화는 인간사회의 문명이 발전하고 모여서
생긴, 민족적 특질(民族特質)과 풍모(風貌)를 반영하는 민족문화이다. 그
민족의 역사상의 여러 사상과 문화, 관념형태(觀念形態)의 전반적인 표징
(表徵)이다. 때문에 세계 각지의 각 민족은 각각의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
는 것이다.
1. 중국의 지역문화에 관한 고찰
왕쑤의 건축 작품은 어느 특정한 지역의 문화를 표현하였다고 말하기
가 어렵다. 재료와 구축 측면으로 보면 작품이 자리 잡은 중국의 저쟝성
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상과 관습 측면과 기타 건축
형태 등으로 보면 중국의 기본적인 전통문화 중의 일부분을 기반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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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중국의 전반적인 지역문화에
대한 고찰이 아니라, 왕쑤의 작품이 자리 잡고 있는 저쟝성의 지역문화
와 중국의 일부 전통문화를 위주로 한 고찰을 수행한다. 또한 그 해당
지역에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거나 흔적이 남아 있는 지역문화에 대한 고
찰도 함께 진행한다.
1) 중국의 전통문화에서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사상은 西周40)시대까
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사상은 건축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사람
들은 '천'과 사람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였다. '천’은 하늘만을 가리키
는 것이 아니라 하늘, 땅, 기후 등 여러 요소를 총칭한 것이다. 庄子41)는
“천지는 나와 함께 공존하고, 만물은 나와 합치는 것이다(天地与我并存,
万物与我为一)”라고 하면서 사람과 자연이 융합되는 것을 주장하고 자연
에 대항하는 것을 반대한다. 고대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천인합일'은 자
연환경과 인거(人居)환경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공생하는 것을 가리킨
다.
'自然之道'의 관념은 老子42)가 체계적으로 제출한 것이다. 주요관념은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 앞에서 겸손하여야 하며 자연의 규칙을 준수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문자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보기에
는 강하지만, 사람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이
는 道家의 기본사상중의 하나지만, 지역문화측면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전통에서 자연에 대한 공경심인 것이다.
이런 '천인합일'의 사상은 그 후의 정원의 출현, 자연과 건축의 관계,
건축의 배치와 공간, 건축형태, 재료43), 구축 등 여러 측면에 영향을 주
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중국의 전통건축형식은 항상 그 기능적인 요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많은 건축에서는 기능성의 좋고 나쁨은 건축의 옳고 그름의 판단
이 된다. 이런 기능성은 통풍, 습기방지, 소음방지, 햇빛과의 관계, 사용
40) 西周시대: 기원전1046년~기원전 771년.
41) 庄子: 기원전369년~기원전286년. 道家学说的主要创始人之一.
42) 老子: 기원전571년~기원전471년. 道教中老子被尊为道祖.
43) 재료 측면으로 보면 자연에서 온 나무재료는 중국 고건축의 주요재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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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안전성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한다.
전통적인 합원 식 배치 중에서 북경의 사합원을 예로 들면 이는 원나
라시대부터 대규모로 나타났는데, 외부의 세계와 단절되고 안전한 환경
을 만드는 것이 그 중요한 사상측면이다. 또한 복건성(福建省)의 토루(土
楼)도 역시 집을 보루(堡垒)처럼 원형 혹은 사각형으로 만들었는데 이것
도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위치에 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작은 스케일에 비교하면 성벽(城墙)으로 둘러싸인 도시는 역시 큰
스케일의 기능성과 건축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런 원락(院落) 혹은 합
원 식의 배치는 그 당시의 중국의 역사현실과 맞는 건축형태이다. 단독
적인 주택이라도 담장으로 둘러싸서 소위 '합원식'으로 되고 내부와 외
부를 완전히 가른다. 전반적으로 보면 매개의 원락은 독립된 개체를 구
성하였고 또한 응집을 상징하는 건축형태다.
합원식 형태의 중정은 교류의 공간이다. 가족의 구성으로 보면 합원
형태는 한 가족 혹은 여러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건축형태다. 이런
합원식 배치는 외부를 차단하는 효과 외에 또한 내부를 응집(凝聚)하고
단결하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사합원에서는 공공공간을 북측 방(北房)
에 배치하여 사람들의 공동생활을 이끌었고, 스케일이 더 큰 토루(土楼)
같은 경우에는 중정에 집을 지어 공동생활이 이루어지게 했다. 이런 공
동생활을 포함한 사람들의 교류를 통해 작은 사회의 단위를 구성하였고
이런 작은 단위가 모여서 전반적인 사회를 구성하였고 또한 이런 작은
교류의 공간이 전반적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합원식 공간의 중정은 상하로 오픈되고 좌우로 밀폐된 공간이
다. 중정은 하늘과 땅과 동시에 대응하고 있으며 외부의 강한 바람을 막
아주는 동시에 빗물을 담는, '藏风聚气' 와 같은 전통의 풍수원리와도 부
합된다.
사합원식 공간은 좌우로 대칭되는 형태가 많다. 중축선이 있고 이 선
을 기초로 좌우를 배치한다. 이른 배치는 미적 평형(平衡)효과가 있고 순
서(層次)가 명확하다. 즉 가로방향의 좌우는 대칭을 강조하고 세로방향
은 축을 강조한다. 이런 배치는 작은 사합원뿐만 아니라 북경 같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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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치에서도 그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또한 합원식 공간의 중정은 통로공간이다. 외부와 내부의 출입은 이
런 중정공간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다.
단독 주택 외에, 이런 합원식의 건축 배치사상은 중국 전통건축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연환경과 공존하고 합원식 공간을 통해 사람들 간의 교류를
조성하는 것은 중국 전통에서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이다.
3) 이번 연구에서는 중국의 지역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적 고찰이
아니라, 중국의 전반적인 지역문화에서 논문 주제와 관련되는 부분만 고
찰한다.
2. 중국 저쟝성(浙江省)의 지역문화
왕쑤의 주요 작품은 주로 저쟝성에 위주로 있다. 쟝수성(江苏省)에도
두 대표 작품이 있는데 이는 남경삼합집과 쑤저우대학교 문정학원 도서
관이고, 나머지 대표작품은 대부분이 저쟝성에 있다. 왕쑤의 작품이 자리
잡은 땅의 위치문제만이 아니라, 재료와 구축, 형태 등 여러 측면에서 저
쟝성의 건축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저쟝성의 지역건축문화를 중
심으로 보고 기타 지역은 보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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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왕쑤 주요 작품분포도 1.항주수직원집(杭州垂直院
宅)2.항주 중산로 개조(杭州南宋禦街,中山路改造) 3.중국미
술대학교 항주 샹산캠퍼스. 4.닝보미술관(寧波美術館). 5.
닝보오산방(寧波五散房)6. 닝보역사박물관(寧波歷史博物館)
7.남경삼합집(南京三合宅). 8.진화 도자기집(金華瓷屋), 진
화 대나무집(金華竹屋). 9.쑤저우대학교 문정대학 도서관
(蘇州大學文正學院圖書館).

1. 저쟝성 지역의 일반적 특성
저쟝성은 중국의 동남연해에 위치하고 있다. 동측은 바다와 인접해
서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아열대계절풍기후(亚热带季风气候)
이라서 사계절이 분명하여 여름에 무덥고 겨울은 춥다. 햇빛이 강하고
사시사철 비가 많다. 때문에 지역의 재료와 구축방식도 기후와 지형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2. 저쟝성의 지역의 전통건축문화의 요소와 특징을 사회적, 건축적,
자연적, 미학적 측면에서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건축 재료 측면으로 보면 저쟝성의 전통건축에서는 나무, 여러 가
지 돌, 벽돌, 기와를 주요 재료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나무, 돌, 벽
돌, 기와재료는 궁전건축물이든 종교건축물이든 민간의 건축 등 모든 건
축종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그중 나무재료는 기둥, 들보, 두공 등 구조적 재료로도 많이 사용되었
을 뿐만 아니라 창문, 문, 장식품 등 비구조적 재료에도 사용되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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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건축에서 나무의 색깔을 보면 민간에서는 나무의 원색, 혹은 짙은 검
정색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돌, 벽돌, 기와 등은 성벽, 담장, 건축물의 구조적 혹은 비구조적 벽
체, 바닥, 지붕 등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재료는 내구성이 좋
아서 자연과 직접 접촉하는 곳에도 많이 사용되어 왔다.
많은 건축 재료는 자주 재활용된다.
자쟝성의 민간의 와판벽을 보면 건축 재료는 대대로 내려오면서 재활용된
건축 재료이다. 심지어 당나라시대의 건축 재료가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다.44)

민간의 건축뿐만 아니라 궁전건축, 종교건축 등에서도 재활용된 재료
를 자주 사용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건
축 재료들은 재료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 재료들이며, 재료로
서 사회의 역사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10 (左)浙江省宁波市慈城古镇의 와판벽 담장. (中)浙江省宁波市慈城古镇의 와판
벽 벽과 기와 지붕. (右)浙江省宁波市慈城古镇의 와판벽 담장과 대나무.

그림 11 (左)浙江省宁波市慈城古镇의 와판벽 벽면. (中) 浙江省宁波镇海의某四合院民
宅 (右)浙江省항주시의 육합탑(六和塔).
44) CCTV13뉴스.“面对面”王澍：一個建築師的理想与現實(2012년03월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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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左)우전의 모 합원 식 배치와 물, 흰 벽, 기와지붕. (中) 우전의 기와지붕과
황색 나무판문 (右)浙江省永康市石柱镇后吴村의 와판벽, 황토벽, 기와지붕,

재료의 구축측면으로 보면 저쟝성의 기후, 대지와의 관계에 맞춰 재
료의 기능적 측면을 충분히 발휘하여 미적 형태를 이룬 구축방식을 찾아
볼 수 있다.
2) 저쟝성의 전통에서는 풍부한 건축적 혹은 비건축적 문양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전통적 문양은 지역별로 다양하지만 지역들 간에 공통점
도 있는 것이다. 그 지역의 재료와 구축방식을 통하여 건축적 문양45)을
형성한다.

그림 13 (左)우전의 모 십자형 구멍 문양 담장 (中) 우전의 모 나무판문의 문양
(右)우전의 종횡문양 벽면,

3) 건축의 공간과 배치 측면으로 보면, 전통서원과 사합원식의 합원식
배치 방식은 저쟝성을 포함한 많은 중국의 전통건축에서 공동으로 나타
나는 현상이다. 건축물로 사면이 둘러싸여 중간에 공간을 만들고 이런
공간은 모임의 장소 혹은 수업의 장소 등 여러 가지 기능으로 사용된다.
4) 자연 환경 측면으로부터 보면 저쟝성의 전통건축문화를 포함한 중
국 전통건축문화에서는 자연과 건축의 공존을 항상 중요한 위치에 놓는
다. 지역별로 다양하겠지만 건축물은 항상 그 땅을 개조하려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적응하려는 자세를 갖고46) 자연에 대한 공경심을

45) 이런 전통 문양은 왕쑤의 건축 작품에서 흔히 차용되고 있다.
46) 예를 들어 땅을 밀어서 평지에다 집을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依山而建 혹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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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자연에 대응하는 태도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전통의 산수화47)에서 볼 수 있다시피 건축물은 항상 부속(附屬)위치
에 처해 있고 자연에 적응하는 자세다.

그림 14 (左)清涧亭에서 산수와 건축. (中) 항주 서호(西湖)와 건축. (右)닝보天一
阁에서 자연과 건축,

전통 정원으로부터 보면, 정원에서 건축물은 정원의 하나의 배치물이
다. 정원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자연 혹은 인공의 자연에 근거하여 산
수와 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원 요소의 배치라고 본다.
5) 사회 문화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인 합원식 공간은 사람들 사이의
모임, 수업, 교류 등의 장소이며 인간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
할을 하는 장소다. 사합원 식의 주택은 여러 이웃들 사이의 교류의 장소
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 중 하나이다. 이런 공간과 배치는 지속
적으로 인류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보며 건축을 통해 사람과 사회에 대응
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또한 전통건축에 사용된 다양한 재료, 구축방식, 전통적 부호 등은 하
나로 합쳐서 지역의 건축문화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지역의 인문 문화
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된다.
6) 본 연구에서는 기타 다양한 건축형태(기초, 기단, 기둥, 공포, 처마
등)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아니기에 이에 대한 연구는 진행하지 않는다.
2.4. 지역성 표현을 위한 요소

케네스 프램턴의 비판적 지역주의와 기존의 기타 중국 건축가들의 지

연과 공존하는 방식을 가진다.
47) 산수화로서 산수가 위주겠지만, 전통문화에서 자연에 대한 공경심과 자연에 대
응하려는 태도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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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성 표현의 요소를 결합하여 공통점을 찾아보면, 주로 건축과 자연환경
과의 관계, 전통건축공간과 배치의 활용, 전통건축형태의 활용, 건축 재
료의 활용이 공통점이다. 이에 근거하여 왕쑤 작품에서 나타나는 지역성
표현을 위한 요소를 도출해보면,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건축과 자연환경
건축물이 놓이는 대지의 물리적 조건과 건축물의 형태적 표현의 관계
를 고찰한다. 대지의 물리적 조건은 지형학적 요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기후 (햇빛의 강도와 각도, 습도, 기온, 강우 등)를
포함한 대지가 처해 있는 여러 객관적 요소도 포함한다. 건축물의 형태
적 표현은 지역의 기후에 대응하는 형태, 건축물의 대지로 대응하는 형
태, 재료의 색채와 질감, 디테일의 표현 등으로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응
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2. 전통건축공간과 배치
전통에서 자주 나타나는 합원식 공간, 혹은 모임의 장소를 통하여 인
위적으로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고찰한다. 그리고 도시
의 개조 방식에서도 도시의 역사와 지역문화를 존중하는 방법을 사용하
고, 또한 강제철거(强拆)를 반대하는 주장을 통하여 현대도시와 사회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찰한다.
3. 전통건축형태
왕쑤의 여러 건축 작품에서 나타난, 지역의 인문, 자연적 조건이 누적
되어 형성된 건축적 요소를 건축물에 도입하는 방식을 고찰한다. 이런
건축적 요소에 대한 고찰은 건축적 부호, 창의 开启방식, 대나무의 축조
방식 등 구체적이며 독립적인 요소부터 공간의 배치 방식, 전통정원 요
소의 이용 등 비구체적인 특성 등을 포함한다.
전통에서 자주 나타나는 어떤 건축형태를 어떤 위치에 대량으로 사용
하였는가와 그 방법을 고찰한다.
4. 건축재료
지역적인 재료를 이용하여 민간의 공법만이 아닌, 현대기술에 의지하
여야만 실현할 수 있는 구축방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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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폐기물이 될 수 있는 재료를 재활용하여 와판벽에 사용하
였다. 또한 전통의 공법이 아닌 현대기술에 의지하여야만 하는 구축방식
을 사용하여 산수화적인 효과를 내였다. 이런 재활용 재료는 전통의 건
축방식의 연속이다. 왕쑤 작품에서 재활용 재료로서 지역성을 나타내는
현상은 반드시 지역의 다른 건축물의 희생과 소멸이 있어야 가능한 특수
한 지역성이다.
또한 전통건축에서 자주 나타나는 대나무로 콘크리트의 거푸집으로
사용하고 대나무의 문양을 보여주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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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왕쑤의 지역성 표현수법에 관한 예비 고찰
3.1. 왕쑤의 연대적 활동에서 바라본 지역성 표현방식의
변화

본장에서는 왕쑤의 연대적 활동과 작품을 바라보고 나타난 지역성표
현수법의 변화와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제시한다.
1. 왕쑤는 “中国当代建筑学的危机”48)라는 글에서 지나간 25년 동안
중국의 건축은 아무런 발전도 없었다고 하였고. 조금의 발전이 있다하더
라도 다만 서방의 건축학을 모방함에 있어서 수단이 더 높아 졌을 따름
이라고 주장하였다.
2. “死屋手记”49)에서 여러 개의 주제로 왕쑤가 건축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였는데 주요로는 중국에서 서방의 건축양식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현황에 대한 비판이고 또한 모던건축에 대한 비판이다. 하지만 지역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3. 하이닝 청소년센터(海宁青少年宫)

그림 15 (左)『摇滚青年』영화에서 故宫앞에서 브레이크 댄스(霹雳舞)를
추는 청년 들. (右)저쟝성 하이닝청소년센터(海宁青少年宫)

나의 첫 번째 작품인 하이닝 청소년센터(海宁青少年宫)50)은 『요들 청년(摇
滚青年)』51)이라는 영화에서 소년들이 고궁(故宫)앞에서 브레이크 댄스(霹雳舞)
48) 1982년에 씀. 왕쑤가 학부2학년 때 쓴 글이다.
49) 1988년5월10 완성. 왕쑤의 석사학위 논문이다.
50) 1988-1989년에 건설됨.
51) 감독: 田壮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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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는 형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52).

고궁(故宫) 앞에서 춤추는 청년들이 입은 붉은 옷과 고궁의 벽돌색
은 호응되면서도 또한 구분된다. 붉은 옷은 강한 시각의 초점이다. 이런
색깔의 차이를 추상화하여 하이닝 청소년센터에 차용하였다. 이 건축물
은 흰 색과 붉은 색으로 구성되었는데 건축 중부(中部)는 붉은 색이고
나머지는 모두 흰 색이다. 이 붉은 중부는 댄스를 추는 청년들의 옷 색
깔에서 온 것이다. 고궁 앞의 붉은 옷이 전통에 대한 반항이라면 이 건
축의 흰 주체(主體)에 대한 붉은 중부(中部)는 전반건축에 대한 반항이
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부터 볼 수 있다시피 왕쑤 건축의 특점중의 하나는 건축
이 자아생성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어떤 것과 연계를 맺으려는 것이
다. 이는 또한 왕쑤 건축 작품에서 흔히 나타나는 추상화하거나 차용하
는 수법의 최초의 작품이다. 비록 이 건축에서 지역성을 표현하지는 않
았지만 왕쑤의 건축적 수법을 연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작품이다.
4. 苏州大学文正学院图书馆53)에서는 중국 전통정원의 함의(含意)를 건
축물의 배치에 차용하였고, 또한 전통에서 건축과 자연과의 관계를 사상
측면에서 이용하였다. 하지만 이런 전통정원의 요소를 단순하게 차용하
고, 전통건축과 자연과의 관계도 단순하게 차용한 방법은, 도서관으로써
의 용도와 많이 모순되는 문제를 만들었다.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추상화하여 차용하는 수법은 왕쑤의 중요한 건축적 수법 중의 하나이다.
5. 왕쑤의 박사논문 “허구한 도시”54)에서는 현대화한 도시란 무엇인
가에 질문을 던지고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에 관심을 두었다.
6. 중국미술대학교에서 건축학과를 건립55)하고 건축학을 가리켰다. 학
부생들은 반드시 1년 동안 붓글씨를 배워야 하며, 나무, 흙(夯土), 벽돌재
료 등의 사용공법은 필수(必修)과목이다. 또한 “老子”, “论语”, “中庸”등
52) TV. 『築夢天下』. “제목: 王澍的多样世界”. 왕쑤와의 인터뷰. 2012년6월9일.
53) 1998-2000년 설계.
54) 2000년4월 완성. 도시설계방향의 박사 학위 논문임.
55) 2000년부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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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도 필수적으로 배워야 한다.
7. 항주수직원집56)에서 볼 수 있다시피 여기에는 중국전통 건축에서
자주 나타나는 원락의 개념을 고층건축에 넣어서 공공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을 통하여 도시와 사회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작품
은 왕쑤의 작품 중에서 첫 번째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본다. 왕쑤는 건
축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건축을 통해 도시와 사회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다.
8. 닝보미술관57)에서 볼 수 있다시피 작품에서 사용한 재료와 형태는
옆에 있는 로와이탄의 재료와 형태의 차용이다. 또한 이런 지작적 차용
과 닝보미술관의 원래의 평면 형태를 보존하려는 개념적 차용은, 미술관
이라는 용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9. “설계의 시작”58)에서 볼 수 있다시피 왕쑤는 지역의 재료에 대한
사용, 자연에 대한 존중, 정원요소의 활용을 중히 여겼다.
10. 중국미술대학교 샹산 캠퍼스 1기59)는 왕쑤 작품에서 중요한 작용
을 일으킨다. 두 번째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본다. 이 작품에서는 지역
의 전통건축부호를 대량으로 차용했으며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 작품부
터 재활용한 재료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 재활용한 재료에는
기와재료만 있다.
11. 닝보오산방60) 안의 와판벽집은 왕쑤 작품에서 중요한 작용을 일
으킨다. 이 작품에서 나타난 '와판벽'의 원형은 져쟝성의 동부지역의 민
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와판벽이고, 부동산개발과 도시화로 인해 폐
허로 되려던 와판벽 재료를 재회수하여 사용한 것이다. 와판벽의 사용은
왕쑤 작품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보며 왕쑤 작품에서 나타
나는 제일 선명한 특성이다.
12. 진화도자기집61)에서는 지역의 재료 도자기를 이용하여 디테일링
56) 2001년에 건설됨.
57) 설계: 2001-2004년 , 준공: 2005.9
58) 2002년 8월 출판함. 왕쑤가 쓴 유일한 책.
59) 설계: 2002.5-2004.8. 시공: 2003.9-2004.12
60) 2003-2006년 설계.
61) 2003-2006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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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으로 지역의 자연에 대하여 대응하였다.
13. 닝보역사박물관62)에서는 와판벽과 대나무문양 콘크리트를 대량으
로 사용하였다. 재료로써 도시에 대한 대응이며 또한 재료로써 산수화와
대나무를 이미지화하여 지역의 맥락을 담은 장소를 만들었다.
14. 남경삼합집63)에서는 전통의 합원식의 공간과 정원의 요소, 건축과
자연과의 관계 등을 차용하였다. 재료 측면에서는 지역의 돌과 절석방법
을 사용하여 외부공간을 만들고 지역의 문화맥락이 있는 장소를 만들었
다고 본다.
15. 항주샹산캠퍼스 2기64)에서도 역시 지역의 전통건축부호를 대량으
로 차용하였으며, 또한 오산방의 와판벽집과 'ㄹ'형건축을 원형으로 발전
한 작품이 있다. 여기에서 자연환경, 공간, 배치, 형태, 재료 등 요소에서
차용, 이미지화, 디테일링 수법으로 지역성을 표현하였다.
16. 항주 중산로개조65)에서 볼 수 있다시피 왕쑤는 기존의 사람과 생
활방식을 보류(保留)하는 방식과, 고전건축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을 반대
하는 방법으로 도시개조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이는 또한 중국에서 나타
나는 “强拆”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반항이다.
17. 상하이엑스포 닝보텅투관66)에서도 역시 와판벽의 사용과 정원요
소의 차용을 볼 수 있다.
18. 베네치아 건축전의 The decay of Dome( 衰朽的穹隆)67)에서 나무
재료와 중국의 전통공법 두공(斗拱)의 개념을 발전시켜 사용하였다.
왕쑤의 지역성 표현방식의 변화를 보면, 초기에는 재료에 대하여 아
무런 관심이 없었으며 그 어떤 형태에 대한 추상화와 차용이 특성이다.
점점 나아가서는 지역의 재료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다. 이 변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왕쑤의 작품은 항상 그 어떤 전통형태, 전통 공간, 정원
62) 설계: 2003-2005. 시공: 2005년6월-2008년11월
63) 2004-2005년 설계.
64) 설계: 2004.6-2006.6. 시공:2006.6-2007.9 .
65) 2007-2009년 설계.
66) 설계: 2009.2-2009.5 . 시공: 2009.6-2009.11. 준공: 2010.4.
67) 2010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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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과 관계를 맺고, 차용하거나 이미지화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3.2. 왕쑤와의 인터뷰에서 바라본 지역성 표현수법

왕쑤와의 여러 인터뷰, 혹은 왕쑤의 강연에서 나타나는 지역성의 표
현수법과 왕쑤가 도시와 사회에 대한 대응을 바라본다.
1. 『 “김옥길 기념강좌”건축의 지역성을 다시 생각한다』에서 왕
쑤의 강연68). 강연 제목:“ 그림같이 수려한 강산 같은 세계로 되돌아
간다(重返江山如画的世界).”
1) 산수화에서 볼 수 있다시피 산수화 안의 건축은 부차(副次)적 위치에 있
고 산수가 위주이다. 산수화적인 건축적 배치를 추상화하여 샹산캠퍼스의 배치
에 사용하였다.
천리강산도와 溪岸图에서 볼 수 있다시피 사람이 만든 건축은 약하다. 건축
은 자연과 융합되어야 한다.
항주라는 도시가 중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인 원인 중의 하나는 산수를
비롯한 자연환경을 건축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2) 샹산캠퍼스의 배치는 전통의 항주 도시배치를 활용하여 설계한 것이다.
나는 모던 건축 앞의 전통건축이 난잡하고 무질서하다(杂乱无章)고 생각하지 않
는다. 왜냐면 전통의 건축은 사람의 척도(尺度)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샹
산캠퍼스의 총평면도는 평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는 경험으로부
터 보아야 한다.

왕쑤의 강연에서부터 볼 수 있다시피 샹산캠퍼스의 배치는 전통의 산
수화와 항주 전통건축의 배치에서 온 것이다. 왕쑤는 이런 전통문화와
전통건축문화의 내용을 추상화하여 건축물의 배치에 차용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샹산캠퍼스의 배치는 산수화와 전통건축의 배치에서 왔다는
것보다 기존의 샹산이라는 산과 앞뒤의 강, 논과 밭, 그리고 기존의 지형
에 대응하여 배치한 것이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산수화는 산수
화로서 건축물의 밀도에 대한 요구가 없는 것이고 산수화에서 제일 많이
68) 2012년9일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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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울 수 있는 것은 산수화의 경지(意境)다. 전통건축의 배치도 그 장소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맞춰서 온 것이다. 그리고 샹산캠퍼스의 입면을
천리강산도처럼 잘라서 천리강산도와 같다는 것은 다른 건축에서도 가능
한 어색한 '맞추기를 위한 비유'라고 본다.

그림 16 (左)천리강산도. (右)샹산캠퍼스 입면의 조합. 출처: 2012년
9일20일,『 “김옥길 기념강좌”건축의 지역성을 다시 생각한다.』강
연에서 왕쑤의 PPT.

3) 나는 닝보박물관을 산처럼 생각해서 설계하였다.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을 근거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찾을 수 있다. 닝보에
는 풍부한 산수화전통이 있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찾다보면 이런 산수화의 예술
에 부딪치게 된다. 하여 나는 산수화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또한 건축물을 산처
럼 만들었다.

닝보박물관을 산으로 만드는 구체적 이미지 수법은 세 가지라고 본
다. 첫째는 산수화안의 산처럼 균열이 가서 여러 개의 산처럼 되려는 듯
하다. 이는 닝보박물관의 옥상에서 군조(群造)형 수법으로 사용되었고
군조 형으로 여러 개의 산을 이미지 한 것이다. 두 번째 산으로의 이미
지화는 옥상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외부의 대형 계단에 대나무 분경(盆
景)69)을 꽉 세워 대나무 숲을 이미지 하려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외벽
표피의 와판벽을 산수화로 이미지화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이미지화수법은 왕쑤의 건축 작품에서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69) 盆景은 후기의 기타변화로 취소하였음. 왕쑤의 최초의 아이디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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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같이 문화적 배경이 없는 나라에서는 고층의 모던건축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 등 전통문화가 유구한 나라에서도 역시 모던건축이 대량
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가치관이 바꿨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대화와 국제화라는
구호(口號)에서 자기의 전통문화를 분쇄시켰다.

우선 문화적 배경이 없다는 것보다 이민(移民)으로 인하여 서구의 문
화가 미국으로 전이(轉移)를 한 것이지 문화적 배경이 없거나 결핍한 것
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또한 모던 건축을 지역문화로부터 무턱대고 배
척 하는 것보다 모던 건축의 경제성과 기능성 등 장점과 지역문화를 결
합하여야 말로 사회의 발전요구에 맞는 진정한 지역성을 표현한 건축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림 17 (左)五代 董源 溪岸图. (中)닝보역사박물관과 산으로의 이미지화 비
교. (右)항주의 어느 한 모던건축과 그 앞의 전통건축.

2. CCTV13의 “일 대 일”에서 진행자와 왕쑤와의 인터뷰. 제목:
“왕쑤: 한 건축가의 이상과 현실” (“面对面”王澍：一個建築師的理想
与現實). 70)
1) 전통의 관습에는 사람들은 마당에 모여서 예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항주 수직원집에서 공공공간을 만들어 이런 모임의 장소를 다시 찾고 싶다. 커
뮤니티한 장소를 다시 건립하고 싶다.

비록 항주 수직원집의 공공공간은 사람들의 이용률이 낮아 사실은
커뮤니티한 장소를 건립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
은 건축가가 건축을 통해 사회에 대한 대응인 것이다. 점점 멀어져가고
냉정해지는 이웃들 사이의 관계는 전반 사회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70) 2012년03월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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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원집에 공공공간을 만들고 교류의 장소를 만들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대응 일뿐만 아니라 전반사회에 대한 대응이라고 본다. 항
주수집원집의 공공공간의 실패는 왕쑤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의 실패이고
사조(写照)다.
2) 항주 중산로 개조에서 나는 여기에서 사는 사람을 강제로 철거하는 것을
반대하였다(强制拆迁). 기존의 사람이 없어지면 여객만 남는다.

비록 중산로를 개조함에 있어서 왕쑤가 최초에 주장했던 기존사람의
보존은 기본상 실패하였고, 또한 많은 건축물도 구조상의 원인으로 대량
으로 허물었지만 건축가 도시개조를 통하여 도시와 사회에 대한 적극적
인 대응을 볼 수 있다.
3) 항주 샹산캠퍼스의 와판벽을 시공할 때 꽃 천(花布)처럼 된 벽은 할 수
없이 허물고 다시 시공하였다.

와판벽을 시공할 때 비록 효과도모의도를 가지고 시공하지만 시공의
특성으로 보면 시공결과는 항상 최초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었다. 왕쑤
는 와판벽을 꽃 천 같은 균일한 무늬를 바란 것이 아니라, 산수화의 이
미지를 추구한 것이다.
4) 어떤 사람은 도시를 어떻게 설계하면 좋은 가고 묻는다. 이럴 때마다 나
는 샹산캠퍼스를 보라고 한다. 샹산캠퍼스는 고밀도 건축물이다. 건축물의 높이
는 5층이하다. 이런 높이는 자연환경에 대한 대응이다.

도시는 인구밀도와 도시로의 기능에 근거하여 고층건물이 생긴다. 왕
쑤는 도시에 고층건물을 꽉 세워지는 것을 반대한다. 단순하게 고층건물
을 반대하는 것보다 도시의 특점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도시를 모두 저층으로 만들어 땅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은 자연환경에 대한 더 큰 파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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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하이 동방TV(上海東方衛視). 양란과의 인터뷰. 제목: “건축의
반성” (楊瀾訪談錄之王澍:建築的反思)
1) 건축은 사람들에 대한 영향이 특별히 크다. 나는 자연이 첫 번째로 중요
하고 건축이 그 다음인 캠퍼스를 만들고 싶다. 전통의 서원처럼 하고 싶었다.
2) 나는 영은사(灵隐寺)앞의 비래봉(飞来峰)71)으로부터 대학이 무엇인가를
해석하였다. 불상(佛相)은 벽의 구멍에 있고 불상은 선생인 것이다. 불상을 보는
사람은 학생인 것이다. 불상 사이에는 오르고 내리는 오솔길이 있다. 이런 오솔
길은 배움의 길처럼 순리로운 것은 아니다.

전통의 서원요소를 활용하여 왕쑤는 합원식의 공간,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다. 비록 샹산캠퍼스의 반 옥외 수업 공간, 옥상
공간, 복도 공간, 판문으로 둘러싸인 중정 공간 등에서는 기본상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건축으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하여 정확한 인도(引導)
는 진보적이라고 본다.
4. 청화대학(清華大學)에서 왕쑤의 강연. 제목: “주목(凝視)”
1) 샹산캠퍼스의 태호석집72)의 원형은 태호석이다. 닝보역사박물관의 형태는
산이다.
왕쑤는 전통정원에서 나타나는 태호석과 산수화에서 나타난 산의 형태에서
영감을 얻어 건축물을 지었고, 또한 건축물을 태호석처럼 만들고 혹은 산으로
이미지화하여, 지역문화를 보여주는 장소를 만들려는 것이다. 하지만 태호석, 산
과 같이 형태로의 이미지화는 근대근축의 기계미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고 본다.

2) 중국의 많은 도시설계는 서구의 교외의 기획방법이다. 예를 들면 북경이
라는 도시는 지금 아무 지역특성이 없고, 서구의 교외의 기획방법과 같은 것이
다.
71) 飞来峰은 산봉우리 이름이다.
72) 샹산캠퍼스의 13동 건축에서 태호석 같은 작은 집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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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방 도시 신문이 주최한 "제3차 중국건축사상 논담"(南方都市
報. “第三屆中國建築思想論壇”)에서의 왕쑤 강연. 제목:“차이성 세계
의 창조(一種差異性世界的創造)”
1) 건축물 안에다 풀과 꽃을 심었다고 '천인합일'된 것은 결코 아니다.
2) 산수화에서 보면 그림안의 승려(和尚)와 오리(鸭子)는 비슷한 자세로 자
고 있다. 이것은 사람과 자연생물은 완전히 같은 형태일 때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화가가 이런 비슷한 형태를 그릴 수 있다면 건축가도 역시 비슷하게 지을
수 있다73).
3) 샹산캠퍼스의 총평면도를 나는 3개월 동안 생각하고, 4시간 만에 좌측에
서부터 우측으로 그렸다. 현대의 중국건축가는 이런 방식으로 총평면도를 그리
지 않는다. 이는 중국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붓 글자를 쓰는 방식이다.
4) 나는 전통에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다.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오늘의 건
축수법과 전통사이의 차이성에 관심이 있다. 전통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가버린
것이다. 우리와 거리가 너무 멀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에 와서 전통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통을 토론할 수 있다. 전통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반대한
다.

그림 그리고 붓글씨 쓰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배치하였다는 것은 전통
의 관습과 건축물을 인위적으로 연계를 맺었다고 본다. 또한 여기에서
왕쑤는 전통에 대한 모방보다 전통을 재해석하려는 자세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왕쑤의 건축수법에서 완전히 모방하는 수법은 적지 않다.
6. 신화사(新華社)와 왕쑤의 인터뷰. 제목:“미래로 돌아간다. 왕쑤
의 건축이념(回到未來,王澍的建築理念).”
1)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나간 30년 동안 전통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의 전통건축물은 이제는 모두 보존
해야 할 때가 됐다.
73) 베네치아 기와집의 경사진 지붕형태와 승려, 오리의 자는 자세를 비교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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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고층건물로 현대화(现代化)를 실현하는 것은 환상적인 것이다. 사람
에게 고층건물은 필요 없다. 항주를 예를 들면 8층이면 된다. 내가 보기에 도시
화를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농촌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도시화는 중
국이 발전하는 유일한 방향이 아니다. 중국의 미래는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 있다. 농촌을 잘 건설해야 미래가 더 잘 보인다.
2) 샹산캠퍼스에 원락(院落)을 만들고 또한 지붕74)을 크게 하여 처마 밑의
공간을 만들었다. 비가 오늘 날에는 이런 처마 밑에서 예기를 할 수 있다. 중국
의 전통에는 자연을 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건축 안으로 담는 것
도 있다 .
3) 중국 지역문화에서도 보면 자연은 사람보다 중요하다. 나는 항상 자연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사람은 두 번째다.

7. 왕쑤가 하버드대학에서 한 강연. 제목:자연형태의 기학과 서사
(自然形態的幾何和敘事)
다.

1) 산수화에서 볼 수 있다시피 산수가 중요하고 건축물은 부차적이다.
2) 건축은 산의 몸체(躯体)이다. 외벽과 내벽의 재료는 피부와 모발(毛发)이

3) 100년 전의 중국전통에서는 도시와 건축은 自然之道라는 인문지리사상과
'산'과 '수'라는 풍경지리(景观地理)의 단속을 받고 있었다. 전 중국을 포함한 조
경건축체계가 있었다. 이 체계의 핵심은 원락(院落)이다. 원락이라는 요소를 통
해 원락외의 공공공간과 원락내의 가족공공공간으로 가르고 또한 자연도 역시
원락 외와 원락내로 가를 수 있다75).

8. 왕쑤와 렘 쿨하스의 대화76)
왕쑤: 베이징CCTV빌딩에 대한 토론은 많다. 토론의 중심 내용은 아래와 같
다. 중국의 도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이 빌딩을 설계할 때 렘 쿨하스
74) 14동 건축물을 비롯한 여러 건축물을 가리킨다.
75) 『 “김옥길 기념강좌”건축의 지역성을 다시 생각한다.』에서도 왕쑤는 다시 한
번 이 주장을 강조함. 제목:“ 그림같이 수려한 강산 같은 세계로 되돌아간다(重返
江山如画的世界)”. 2012년9일20일
76) 『小康』잡지. 2012년 8기. 왕쑤와 렘 쿨하스의 대화에서 중점만 골라서 풀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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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떤 것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는가? 베이징을 뉴욕처럼 만들고 싶었던 것인
가?
렘 쿨하스: 나는 CCTV빌딩을 설계할 때 베이징에 CBD가 있는지 몰랐다.
때문에 미국의 양식으로 설계하였다. 우리는 고층건물을 만드는 새로운 방식을
찾으려는 것이다. 지금의 많은 고층건물은 공간의 이용에 있어서 효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CCTV빌딩은 새로운 공간감을 만들려는 것이다. 또한 주위의 환
경과 조화롭게 만들려고 한 것이다.
왕쑤: CCTV빌딩에서 공간감은 있다. 하지만 효율성이 높고 주위환경과 조
화롭다는 주장에 대하여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중국정부에서 렘 쿨하스를 초청
하여 건축물을 설계한 원인중의 하나는 렘 쿨하스가 베이징이라는 도시를 어떻
게 생각하는가와 관계된다고 본다.
렘 쿨하스: 우리는 설계를 하기 전 사전 조사를 한다77). 주위의 환경과 배경
을 고려하였고 중국의 도시화문제도 고려하였다. 하지만 건축이라는 것은 문화
와 같은 종류가 아니다. 우리는 부단히 새로운 생각이 생긴다. 예술가는 독창성
이 있어야 한다.

왕쑤의 샹산캠퍼스, 닝보박물관과 렘 쿨하스의 베이징CCTV빌딩은
전통과 현대라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방향을 대표한다. 대화에서 볼 수
있다시피 두 사람이 도시, 건축, 문화에 대한 생각은 다르다. 왕쑤는 지
역성이 있는 도시와 건축을 주장하고 건축과 문화를 연결하고자 한다.
9. CCTV-4. “文明之旅”系列節目에서 왕쑤와의 인터뷰. 제목: “王
澍:建築的哲學”
1) 왕쑤: 닝보박물관을 보면 건축의 밑 부분은 장방형이고 통일된 것이다.
위로 올라가면서 건축물은 여러 개로 갈라지면서 자유로 워 진다. 건축물이 균
열이 생기고 갈라지는 방법은 중국 전통의 산수화에서의 산과 비슷하다. 재료측
면에서는 지역의 재료를 회수하여 사용하였고, 또한 콘크리트에서는 대나무 거
푸집을 이용하여 현대적인 재료가 자연적인 감각을 주게 하려고 하였다. 옥상에
서는 산곡사이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옛날 도시사이에 끼여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박물관의 형태는 송(宋)나라 때의 산수화 “万壑松风图” 와 “溪山行旅图”
에서 왔다.
77) 앞에서 언급한 베이징에 CBD가 있는지 몰랐다와 모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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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자: 샹산캠퍼스의 어떤 여학생 기숙사를 보면 어떤 곳은 방의 위 측
에서 1/4크기의 창문과 만나서 너무 어둡고 감옥 같고, 어떤 곳은 아래 측에서
1/4크기의 창문과 만나서 옷도 잘 마르지 않는다.
왕쑤: 나는 창문을 크게 또한 규칙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별루 제미 없다. 사람의 생활에는 합리 외에 제미도 필요하다. 연애를 예를 들
면 연애과정에는 불합리(不合理)한 사실이 많이 생긴다. 하지만 결국에는 연애
를 한 것이다. 나는 나의 설계를 애정과 자주 비교한다. 애정이란 무엇인가? 애
정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머리가 이성적이지 않지만 너는 역시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안다. 나는 또한 설계를 통해 무엇이 생활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다.
생활이란 우리가 평생 부딪치지 않을 거 같은 일이 어느 한 시각 아무 원인 없
이 부딪칠 수도 있는 것이 생활이다.
3) 샹산캠퍼스의 콘크리트벽체에 태호석모양의 구멍은 전통의 원림에서 온
것이다. 태호석모양 구멍마다 그에 대응하는 원형이 그 어느 원림에 있다. 이
모양들이 어느 원림에 있느냐고 학생들에게 시험을 쳐, 학생들의 수준을 알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쑤저우环秀山庄의 假山위의 어느 한 구멍을 샹산캠퍼스에
옮겨온 것이다. 또한 이는 바람의 방향과 속도 등을 고려한 산물이다.
4) 중국과 서방 건축의 차이점에서 보면 중국전통에서는 자연과 공존하고
원락(院落)식으로 건축을 만드는 것이 차이점의 하나다.

왕쑤와의 여러 인터뷰에서 지역성 표현방식을 보면 산수화, 자연 등
과 관계를 맺고 차용하거나 이미지화하는 것이다. 도시와 사회적 측면에
서 보면 건축을 통하여 도시와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볼 수 있
다.
3.3. 왕쑤의 지역성 표현수법에 관한 평가
3.3.1.

긍정적 평가

프리츠커 건축상 심사위원의 평가
●자하 하디드: 왕쑤의 작품에서는 조각적인 형태와 지역의 문화를 결합시킨
것을 볼 수 있다. 왕쑤는 원시적인 재료와 전통적인 건축부호를 새롭게 사용하
였으며, 독창성이 있고 호소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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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 하디드가 가리키는 조각적인 형태는, 왕쑤의 작품에서 나타난
조각적인 건축물 형태와 문 등(예를 들어 태호석 형태)을 가리키는 것이
라고 생각하며, 또한 조각적인 형태로 태호석으로 이미지화함으로써 정
원요소를 도입하였다는 것이 왕쑤의 주장이다.
●Alejandro Aravena(亚历山大·阿拉维那): 왕쑤의 작품은 지금의 도시화의

문제점을 뛰어 넘었다고 보며 또한 그의 작품에서는 그 지역의 문화를 계승하
였으며 국제적인 설계이다.

왕쑤의 건축에서 나타난 지역성의 표현방식은 어느 지역이든 시사점
을 줄 수 있으며, 도시화에 어느 정도 문제를 제기한다고 본다.
●Karen Stein(凯伦·斯坦因): 왕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형태, 규모, 재료,

공간, 빛의 이용은 모두 대가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 평가는 심사위원이 왕쑤의 작품을 잘 모르고 전반적인 이해가 부
족한 상태에서 평가를 했다고 본다. 따라서 전반적인 평가가 아니다. 왕
쑤 작품에서 나타난 공간과 빛의 이용은 건축과 용도의 관계에서 상세히
연구한다.
●장융허(张永和):왕쑤의 작품은 그 지역에 발을 딛고 깊은 문화적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왕쑤는 중국의 건축이 대규모의 기계적 생산과 형태만의 이상
(张扬)을 추구하는 설계의 복사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Glenn Murcutt(格伦·马库特): 왕쑤의 작품은 张扬과 신사조(新潮)를 피면
하였다. 여러 작품은 현대적이고, 이성적인, 또한 시적이다. 이런 작품은 이미
중국의 현대문화자산(现代文化资产)으로 되었다.
●Juhani Pallasmaa(尤哈尼·帕拉斯马): 당대 건축이 그 지역의 문화를 기반
으로 한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전통요소와 결합함으로써 신비하고 신화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Lord Palumbo (帕伦博勋爵): 우리가 중국에 와서 왕쑤의 작품을 봤다. 이
는 분명히 건축대가(建筑大师)의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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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비판과 문제 제기

●절강대학교인문대학 황하청(黃河清)교수의 『'재난성적'인 프리츠커
상』 이란 제목으로 쓴 왕쑤에 대한 평가78).
소 제목: '왕쑤는 기본상 건축을 모른다'.
1) 나는 2003년에 『건축을 목매여 죽여야 한다』는 글에서 나의 주장을 발
표하였다. 베네치아雙年展기와집에서 청기와로 벽을 만들고 이것으로 중국의 건
축공간문화의 맥락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다. 또 한번은 낡은
기와를 운반하여 기와로 지역성을 표현한 것이다. 왕쑤는 국제주의양식의 신도
(信徒)이지만 중국문화라는 껍데기를 입은 것이다. 중국의 건축부호를 가지고
재주 부리는 것으로 국제에서 자리를 얻은 것이다.
2) 왕쑤는 건축의 표면에 중국의 건축부호를 붙이고 '비판적 지역주의'라고
한다. 그렇지만 그의 근본적인 건축이념은 역시 모서리 형(楞形)-단단함(硬边)비 장식(非装饰)적인 국제주의 모던건축이다. 중국의 건축부호는 왕쑤의 위장일
따름이다. 그의 건축표피에 붙은 낡은 벽돌, 기와등은 기존의 건축모체(建筑母
体)를 떠난 시체 같은 조각(建筑尸体碎片)일 뿐이다. 생명력이 없다. 건축에서
제일 천박한 표피일 따름이다. 중국문화의 맥락을 보여 줄 수 없다.
3) 중국미술대학교 샹산캠퍼스 1기는 중간에 포루(炮楼)79)가 있고 옆에서 강
철단두다리(鋼鐵断头桥)가 있다. 또한 너무 긴 밀봉한 상자같이 창문이 없고 세
로 길이가 짧은(进深短) 완전히 전시건축의 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80)이 있다.
또한 캠퍼스안의 많은 건축의 표피에 몇 층의 기와를 씌움으로써 빛만 막았지
실용적이 못된다.
2기 건축은 통일된 기획이 없고 그 사이에 중국의 벽돌과 기와를 껍대기로
한 건축을 만들었다. 샹산캠퍼스는 실용성이 너무 떨어졌다. 학생과 선생들은
학교와 기숙사에 대한 불만이 많다. 예를 들어 창이 없거나 창이 부족하다, 미
78) 황하청교수가 왕쑤에 대한 평가 중에서 토론할 가치가 있는 것만 풀어서 인용하
였다. 기타 글의 내용은 20세기 60~70내의 냉전 사고방식(冷战思维)에 가까워 토
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부분 인용하지 않음.
79) 샹산캠퍼스의 유일한 고층 건물 7동( 창의성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
축)을 가리킨다.
80) 샹산캠퍼스 10동 미술전시실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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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 같다, 단두길断头路이다 등이다.
4) 닝보미술관도 역시 모서리 형(楞形)건축이다. 사용자의 불만이 많다. 전시
공간이 너무 높아 에어컨이 문제다. 사무실의 공간이 너무 작다. 미술관외벽의
판문은 몇 년 사이에 이미 풍화되고 바람이 센다.
5) 남경 동남대학교 정광복(郑光复)는 나에게, 왕쑤는 사람의 각도에서 건축
을 보는 것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건축물 안에서의 편안함을 잘 모른다. 이 방
면에서 '왕쑤는 건축을 기본상 잘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다.
6) 왕쑤는 중국전통문화의 '풍수'개념을 모른다. 왕쑤의 일부러 비뜰어지거나
기울어진 건축들은 중국전통의 '풍수'개념과 모순되는 것이다.
7) 왕쑤의 제일 큰 특성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물건을 억지로 맞춰서 그럴
듯하게 말하는 것이다. 렘 쿨하스가 베이징CCTV빌딩을 '부단히 자아 운전하는
생명력이 있는 거대한 환(巨环)이다'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8) 쑤저우대학교 문정대학도서관의 아이디어가 중국원림에서 왔다고 왕쑤가
말하지만, 이 도서관의 건축공간에서는 미궁 같고 방향을 잃기 쉽다. 중국 정원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9) 닝보역사박물관에서 왕쑤는 '공공공간은 언제나 여러 개의 길이 있다. 이
는 지면에서부터 시작하여 위로 갈라져서 나무줄기 같은 미궁구조를 형성 한
다.' 라고 했다. 그렇지만 중국의 원림공간에는 비록 여러 개의 길이 있지만, 박
물관 같은 기능성적인 건축물에서 사용자가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하는 것은
기본인 것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다시피 왕쑤는 중국정원의 공간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왕쑤는 닝보역사박물관의 전반적인 형태에서 상부가 갈라진 산의 개념을 이
미지화 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중국의 전통에 머리가 크고 다리가 작은 거꾸
로 된 산이 어디 있는가? 이는 너무 억지스러운 이미지화다.
또한 2.5억 원(RMB)를 사용한 박물관에서 왕쑤가 '낡은 재료를 사용하여
돈을 절약했을 뿐만 아니라 재료의 순환이용은 중국의 전통문화다'라고 말하는
데 너무 억지스러운 것이다.
10) 왕쑤는 중국의 문화를 가지고 재주 부렸을 뿐이다. 중국문화의 껍데기를
입은 모던건축이다. 지역의 문화적 맥락과 관계없고 건축의 실용성이 떨이지고
사람의 각도에서 설계하지 않은 '반 건축(反建筑)'이다. 건축의 근본적 의미를
잃었다.
프리츠커상도 이런 '반 건축'을 지지하고 서방의 건축양식을 본받은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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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지하는 奖 일뿐이다. 프리츠커상을 왕쑤에게 준 원인도 왕쑤의 중국 문화
껍대기를 입은 원인이 아니라, 근본원인은 서방의 건축양식을 본받은 건축이기
때문이다. 프리츠커상은 노벨상중의 문학상(文学奖)과 화평상(和平奖)81)과 같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문화 기차관념을 중국에 강박적으로 주입시키려는 것뿐
이다. 왕쑤의 작품도 서방의 국제주의양식에 맞추었을 뿐이다.

황하청교수의 평가에서 보면 왕쑤의 작품은 중국전통부호의 껍데기를
입은 차용일 따름이지, 사람의 각도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은 실용성이 떨
어진 건축이다.
3.4. 왕쑤 작품에서 나타난 지역성 표현수법

왕쑤의 연대적 활동, 왕쑤와의 인터뷰, 왕쑤 작품에 대한 평가를 종합
적으로 분석하여 왕쑤의 지역성 표현수법을 바라보니 차용, 이미지화, 디
테일링 수법이 있다. 그리고 지역성표현에 대한 왕쑤의 방법과 건축물용
도와의 관계를 동시에 분석한다.
1. 차용형 수법
지역의 전통건축의 형태, 문양, 부호등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복제
하거나 나열, 재조합하면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와 공간을 구성하고 그
내부를 현재의 기능으로 구획하는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왕쑤 작품에서 나타나는 차용수법을 지붕, 벽체, 바닥,
색채, 공간, 배치, 재료, 구축방식 등과 관련해서 살펴본다.
2. 절충형 수법
절충주의를 인정한 대표적인 사람은 필립 존슨(Philip johnson)으로,
미이스 식(Mies)골조체계에 아치 등 역사적 장식을 도입하였다. 그의 주
장은 아치 등 역사적 장식은 근대적 건축개념과 모순되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그 자신이 좋아하기 때문에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준 역사
주의 혹은 형식주의 등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연구의 절충형 수법은 전통양식의 디테일을 단순화하여 건물의
각 부분에 장식적으로 도입하는 양식을 가리킨다. 이런 방법은 전통양식
81) 达赖喇嘛와 刘晓波를 가리킨다고 추측한다.
- 48 -

을 완전히 모방하는 것과 다른, 중간적 표현 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타
협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절충형 수법은 왕쑤 작품에서 적게 사용되었지만 지역성표현수법의
중요한 방법이라 우선 정의를 내리고 4장에서 사용여부를 검증하고 바라
본다.
3. 이미지화 수법
전통요소를 추구함에 있어서 전통양식을 장식적으로 도입하기 보다
는 느끼는 연상(聯想)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수법을 이미지화 수법이라
고 정의한다. 즉 전통문화의 요소를 추상화하거나 이미지화하여 반영하
는 수법을 가리킨다.
4. 디테일링 수법
지역문화 혹은 자연환경요소를 표현함에 있어서 왕쑤가 티테일로 지
역의 요소를 보여주는 수법을 디테일링 수법이라고 정의 한다.
5. 용도와의 관계
Marcus Vitruvius Pollio(马可·维特鲁威)는 『The Ten Books on
Architecture』(建築十書)에서 건축은 实用、坚固、美观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또한 프리츠커상의 메달에는 坚固、实用、愉悦라는 글자가 세겨져 있
다. 프리츠커상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실용적인 것이다.
지역문화의 '문'은 학문이고 '화'는 융합통달(融会贯通)이고 '소화'(消
化)다. 문화는 단순히 말하면 학문을 융합통달 하는 것이다. 진정한 지역
성의 표현은 그 지역의 문화를 적당히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이다.
지역성을 표현함에서 있어서 공간, 배치, 형태의 표현방식 외에 실용
성을 포함한 재해석 수법이야말로 진정한 지역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
다. 지역의 전통에서도 어떠한 건축을 짓든지 실용성이 떨어진 건축은
결코 성공된 진정한 지역성적인 건축이 아니다. 또한 역사와 근대는 과
학기술의 차이로 전통에서는 그 시대의 기술에 맞는 건축밖에 지을 수
없다. 전통에서 기술의 낙후로 생긴 실용성의 부득이한 부족을, 현대에
와서 그 실용성의 부족을 지역성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 49 -

이용하는 것은 진정한 지역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
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성을 표현하는 수법을 재료, 구축, 형태, 공간,
관습측면에서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과 용도와의 관계에 대하
여서도 연구한다. 건축물의 용도에 맞고 또한 지역의 문화 메시지를 담
은 건축이야말로 진정한 지역성을 표현한 건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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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왕쑤 건축의 지역성 표현 요소

본장에서는 왕쑤의 건축 작품사례 분석을 통해, 왕쑤의 작품에서
자주 나타나는 여러 요소 (건축재료, 지역문화, 자연요소 등)가 어떠한
결합과 구축방식을 거쳐 벽, 바닥, 지붕 등 면(面)을 만들고, 이런 면이
더 나아가서 공간과 전반 건축물자체를 만드는 것인가를 우선 살펴본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건축물과 땅, 자연환경, 주변도시의 관계를 살펴봄으
로써, 결국에는 왕쑤가 건축물을 통해서 사람과 도시, 사회에 어떻게 대
응하였는가를 살펴본다. 즉 본장에서는 왕쑤의 지역성 표현 요소와 수법
을 연구함과 동시에, 건축과 자연환경, 사람, 도시, 사회, 문화 6자간의
관계를 분석해보자 한다.
또한 왕쑤의 작품에서 지역성 표현 요소에 대한 표현수법(차용, 이미
지화, 디테일링 등)을 찾고 검증한다. 그리고 이런 지역성의 표현과 용도
의 관계를 통하여 왕쑤의 지역성 표현방법에 질문을 던지고 진정한 지역
성인지를 고찰한다.
동시에 왕쑤 건축 작품에서 나타나는 지역성의 표현 방법과 케네스
프램턴이 주장하는 비판적 지역주의의 주장과 비교를 하면서 연구해봄으
로써, 각각의 지역성 표현방법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가를 찾아보고, 현
시대 건축에 줄 수 있는 영향을 찾는다. 또한 왕쑤의 건축 작품분석을
통해서 지역문화, 전통공법, 전통재료와 구축방법 등이 현시대 건축사용
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탐구해본다.
사례분석 대상 선정은 왕쑤의 여러 작품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을 골
라서 분석한다.
4.1. 자연환경요소

건축물과 대지의 관계 등을 비롯한 자연안의 건축, 건축물이 디테일
과 표피재료 등으로 자연(기후등도 포함)에 대응하는 건축안의 자연, 건
축에서 외부의 자연을 바라보는 방법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건축을 통해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응하는 방법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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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닮아야 할 거대한 본질로 여기는 건축이 있다면, 반대로 있는 그대로
의 자연 안에 포함하려는 건축이 있다. '건축 안의 자연'은 세계를 바꾸고 인간
의 이성과 의지에 입각하여 건축 안에 자연을 담으려는 것이라면, '자연안의 건
축'은 자연을 수용하여 자연의 일부가 된 건축을 자연 안에 담아 두려는 것이
다.82)
4.1.1.

자연안의 건축

1. 건축물과 대지의 관계
1) 중국 전통에서의 산수화83)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산수화안의 건축물은
부차(副次)적인 위치에 처해있다. 산, 강 등 자연이 주체(主體)이고 건축물은 차
체(次體)이다. 자연은 경치(景观)로서의 존재가 아닌 건축물보다 더 중요한 위
치에 있다84).
중국미술대학교 항주 샹산캠퍼스의 부지(敷地)는 대다수 다른 프로젝트와 달
리 대지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여러 부지 중에서 원래의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항주 남부군산(群山)의 동부 변두리인 샹산(象山)85)
이 선택되었다. 샹산 캠퍼스는 부지 선택부터 자연환경요소를 제일 중히 하였
다86).
중국 전통문인(文人)의 건축에는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
로 자연이다. 이는 서구의 모던건축과 다른 점 중의 하나다87).
샹산캠퍼스의 건축은 샹산을 중심으로 에워싸고 있고, 샹산의 북쪽은
1기이고 샹산의 남쪽은 2기88)이다. 또한 샹산 캠퍼스의 건축물은 샹산에
82) 김광현 저, 『건축과 자연』이상건축 9907. p143.
83) 샹산캠퍼스의 배치에 대한 산수화적인 이미지 수법은 4.2.3장에서 연구한다.
84) 왕쑤, 루원위. “중국미술대학교 샹산캠퍼스”. ARCHITECTURAL JOURNAL.
2008.9. p50-59.
85) 샹산(象山): 평지에서 상대적 높이가 약 50m다. 샹산 서쪽의 심산 속에서 흘러
나온 남북 두 하천은 각각 샹산의 남 북쪽을 에워싸서 흐르다가, 다시 샹산의 동
쪽 끝에서 모여서 전당강(錢塘江)으로 흘러 들어간다.
86) 왕쑤, 루원위. “중국미술대학교 샹산캠퍼스”. ARCHITECTURAL JOURNAL.
2008.9. p50-59.
87) CCTV13뉴스. “面对面”王澍：一個建築師的理想与現實(2012년03월25)
88) 1) 1기(一期)：2001년 설계, 2004년 준공(竣工). 11개의 건축으로 이루어 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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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떨어진 건축용지89)의 외부변두리에 배치되었다. 기존의 산을 조금도
파괴하지 않고 에워싸면서 남 북쪽에 건축물을 빼곡히 배치함으로 하여
대지면적의 50%를 원래의 자연 상태 그대로 남겨두었다. 또한 샹산만
원래 생태(原生态)로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샹산과 건축물 사이에 최대
한의 공간을 남겨두어 이 공간에 있었던 대량의 논과 밭도 보존하여 원
래의 생태 그대로 거기에 곡식(밀, 옥수수 등)을 심을 수 있었다. 학생들
은 곡식과 채소심기 체험을 통하여 지역의 일상 생활방식을 느끼고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존의 식물, 논, 밭, 강, 언덕, 양어장, 호수 등이 원래
의 생태 그대로 보존되었거나 혹은 간단한 수정90)을 거쳐 보존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샹산의 원래 생태의 보호로 인해 기존의 백로(白鹭)같
은 동물도 그대로 남은 것을 볼 수 있다. 자연의 원래 생태를 최대한 보
존 혹은 회복함으로써 급속화한 도시화로 파괴된 도시와 다른 장소를 만
들었다.

그림 18 (左)샹산캠퍼스 1동 건축물과 샹산. (中)14동 건축과 자연. (右)샹
산캠퍼스 건축과 곡식, 기존의 생활방식

축면적 7만m2. 2). 2기(二2期)：2004년 설계, 2007년 준공(竣工). 12개의 건축으로
이루어 짐. 건축면적 8만m .
89) 대지면적800묘(亩)
90) 예를 들어 진흙을 정리한 후(清淤)에 나온 진흙을 건축 옆의 인공흙덮기(覆土)
로 사용하였다. 원래 있었어나 시공으로 인해 없앴든 못 옆의 갈대(芦苇)를 다시
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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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左샹산캠퍼스 google 지도. (中)샹산캠퍼스의 총평면도. (右)
항주 샹산캠퍼스 1기에 관한 왕쑤의 스케치.

이 작품을 통해 건축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로 더 나아가서, 즉 중국도
시는 건축물로 빼곡히 가득 차있게 하는 한편 어느 정도의 땅을 자연에게 남겨
주는 방법을 탐구해볼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과 같이 항주를 분석해본 결과 항주라는 도시는 지금의 인구와 도시
발전에 대응해보면, 건축물의 높이가 모두 8층 이하여도 도시의 기능에 부합된
다. 당연히 그 대신 밀도는 지금 현황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건축물이 모두 8
층이면 초고층 건축물은 필요 없다91).

건축물이 대지면적의 변두리에 모여 있고 게다가 층수가 낮아서 총
사용면적을 위하여서는 건축물은 빼곡할 수밖에 없다. 건축물을 빼곡히
배치함을 통하여 왕쑤가 건축을 통해 도시로 대응하는 태도를 볼 수 있
다.
2) 샹산캠퍼스의 대부분92) 건축물의 높이는 3층~5층이다. 자연에 상
대하여 건축물을 약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표피에서 재료선택
및 색깔, 디테일 등으로 건축물로 하여금 자연환경에 어느 정도 대응하
게 하였다. 예를 들어 차양판(遮阳板)93)을 유리벽 앞에 붙여 방대한 유
리벽의 존재를 약화시키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차양판의 과도
한 사용은 시선을 막고 내부를 어둡게 하는 용도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91) 2012년9일20일,『 “김옥길 기념강좌”건축의 지역성을 다시 생각한다.』강연에서
모 질문자가 밀도 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했을 때 왕쑤가 대답한 내용이다.
92) 7동 건축은 샹산캠퍼스 안의 유일한 고층건축물이다.
93) 遮阳板의 사용과 탑에 대한 연구는 4.3.1장에서 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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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라고 본다. 즉 차양판은 건축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동시에 과
도한 사용으로 인해 내부를 어둡게 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재료와 형태로 지역성을 표현함에 있어서 디자인의 과잉으로 인한 부작
용이라고 본다.
3) 건축물과 자연과의 연결측면에서 보면 육교
(陸橋) 등을 통해 건축물과 샹산을 연결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6동 건축물과 샹산은 육교를 통
하여 서로 오갈 수 있게 연결되어 있다. 이는 케
그림 20 4동 건축물과 네스 프램턴이 주장한 건축과 대지가 관계를 맺
샹산사이의 육교는 사실
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은 가짜 연결 임.
하지만 4동 건축물과 샹산사이의 육교는 연결고리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런 연결이 없다. 왕쑤가 주장한 사람의 자각성을 불러 일으
키려는 断头桥가 되고 만 것이다. 육교가 반드시 통로로 되어야 하는 것
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육교의 중요성과 존재를 깨닫게
하고 또 어느 정도 산책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왕쑤의 아이디어라고 추측
한다. 하여 연결 작용을 하는 육교가 된 것이 아니라 용도측면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육교가 되고 말았다. 이는 사람의 자각성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이해에서 온 것이라고 본다. 자각성을 불러일으킴에 있어서 실용성
을 반드시 손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사람의 자각성(自覺性)이란, 현실을 판단하여 자기의 입장이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닫는 품성이다. 또한 건축물을 통해 자연의 요소를 더
깊이 느끼거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자각
성은 고정된 관념에서 탈피하여 '인식 자체의 전환'을 통하여 원래의 용
도를 완전히 상실하여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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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左)4동 건축물과 샹산사이의 육교지만 사실은 샹산과 無 연결.
(中)4동 건축물과 샹산사이에 있는 육교의 말단부(末端部). (右)6동건축물과
샹산사이의 육교는 실용 육교다.

2. 정원개념의 차용
쑤저우원림의 조원(造园)사상을 쑤저우대학교 문정대학(蘇州大學文正學院)의
도서관에 이용하였다. 사람으로 하여금 산과 물 사이에 있는 건축에서 살게 하
려고 하였다. 북측은 산이고 남측은 폐기된 벽돌공장의 구멍으로 된 호수다. 남
북은 경사진 바닥이며 높이차가 4m다. 造园의 전통에 의하면 건축물은 산수 속
에서 눈에 튀면 안 된다(不突出). 때문에 건축물의 절반쯤94) 되는 면적을 반 지
하로 만들었다. 북측에서 봤을 때 3층 건축은 2층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반 건
축은 물 위에 떠있는 것이며 남북방향은 관통되어 산과 물을 연결하였다. 이는
지역에서 여름바람의 주요 방향과 동일한 것이다. 특히 이 관통주선에 있는 내
개의 떨어져있는 작은 건축은 건축주체(建筑主体)보다 면적이 많이 작다. 서로
전화(相互转化)할 수 있는 건축물의 크기(尺度)는 중국의 전통정원에서 造园术
의 精髓다. 문인(文人)의 각도에서 보면 이런 작은 정자는 더 중요한 것이다. 물
위의 정자(亭子)와 “诗歌与哲学”적인 열람실은 중국의 문인이 세계를 보는 관점
이다. 사람은 자연생태와 서로 평형(平衡)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95).
왕쑤는 전통정원요소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반 지하'로 만들었으며,
도면에서 보다시피 직선관통통로 옆에 4개의 작은 건축물을 배치하였다.
그 중 1층을 '반 지하'로 만든 원인은 건축의 뒷면인 산에서 호수로 볼
때 3층의 건축이 2층으로밖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
면 건축물이 뒤 산과 상대해 낮아지고 약하게 표현하려는 생각인 것이
다.
하지만 이런 수법의 이용은 건축물의 1층 하부를 호수 물에 너무 가
94) 면적이 절반이 아니고 1/3이며 1층만 반 지하로 만들었다.
95) 왕쑤 저.『设计的开始』.p196 . 이 도서관에 대한 왕쑤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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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게 만들어 버렸다96). 도서관은 모두 3층인데, 창고용인 1층이 바로 왕
쑤가 말하는 '반 지하'이고, 이런 '반 지하'는 산에서 볼 때만 '반 지하'
이지 호수에서 볼 때는 1층인 것이다. 하지만 책의 창고용인 이 소위 '
반 지하'는 수면과 너무 가까워 기계적으로 습기제거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여야만 '반 지하'층이 창고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쑤저우는 비가
사시사철 많은 도시라서 사호(死湖)인 호수물의 수위는 불어 날 수밖에
없다. 이로 하여 부득이 비가 오기 전의 며칠 전97)에 펌프를 이용하여
호수물의 물을 외부로 빼야 한다. 즉 펌프를 이용하지 않으면 비가 연속
적으로 왔을 때 도서관의 1층 창고는 일부분이 물에 잠기게 된다. 도서
관은 펌프가 없으면 안 되는, '펌프 위의 도서관'으로 되고 말았다. 때문
에 이런 '반 지하'로의 건축적 조치는 사호라는 호수의 특징과도 맞지
않고, 쑤저우의 기후와도, 도서관의 1층이 창고인 용도에도 맞지 않는,
전통 정원요소의 잘못된 차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원의 尺度变化를 이용하여 4개의 소정자(小亭子)를 만들었는
데 그중 건축물의 정면에 하나의 정자를 세웠다. 이 2층의 소정자는 사
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역시 얇은 세로 길이(进深)에다가 앞뒤 벽면
이 모두 유리 창문이여서 커튼과 에어컨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에너
지 사용량이 많은 실용성이 떨어진 건축물이다.
또한 주요 건축물의 정면도 모두 유리 재료이기에 정면 전부에 커튼
을 이용하지 않으면 햇빛이 강해서 책의 보관과 열람에 불리하다. 이는
도서관이라는 용도와 기후(햇빛)의 관계에서 출발하지 않아서 생긴 원인
이다.
전통 정원에서 건축물은 실용적인 것이다. 건축물의 평면 배치와 자
연과의 관계에다, 정원의 관념을 차용함에 있어서, 정원에서 건축물이 약
한 형태를 현상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사상측면에서 깊이 보지 않고, 단순
히 차용하여 '반 지하'로 만든 것은 정원에 대한 이해 부족이기 때문에
생긴 원인이라고 본다. 정면의 소정자도 마찬가지로 정원관념을 차용함
96) 연속 7일 비가 오진 않은 상태에서도 수면과 도서관의 1층 밑바닥은 약 50cm의
간격밖에 안된다.
97) 쑤저우대학교 문정학원의 모 3학년 학생한테서 확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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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실용적인 관념과 동시에 봐야 한다고 본다. 형태와 실용성을
결합한 건축이야 말로 진정한 지역성을 표현한 건축이라고 본다.

그림 22 (左)도서관의 반 지하와 수면과의 관계. (中)도서관의 평면도. (右)비
오기 전과 비올 때 호수 물을 외부로 뽑는 펌프.

그림 23 (左)쑤저우대학교 문정대학 도서관 정면의 유리 벽. (中)도서관 정면
의 외부 복도와 '소정자'건축물. (右)도서관의 외부 복도와 산, 호수, 유리벽,
남색 커튼.
4.1.2.

건축안의 자연

1. 건축물의 표피재료와 자연환경
와판벽을 사용한 닝보역사박물관을 예로 들면, 지역의 민간에서 자주
사용했던 와판벽을 재활용하여 건축의 표피에 씌운 것이다. 이런 와판벽
의 재료는 이미 기나긴 시간의 사용을 거친 재료이다. 또한 와판벽의 표
피는 콘크리트처럼 매끈한 것이 아니라 재료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이
런 재료와 재료 사이의 간격, 그리고 벽면의 경사로 인한 수분의 보존
등은 와판벽의 벽면에 이끼를 비롯한 여러 식물의 생존에 가능성을 주었
다. 완공된 지 3년이 된 닝보역사박물관의 와판벽 벽면에는 이미 식물이
생긴 것을 볼 수 있다. 여러 식물은 수직벽면, 약간 경사진 벽면, 경사
지붕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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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左)수직벽면의 식물. (中)경사진 벽면의 식물. (右)경사진 지붕의
식물.

닝보역사박물관의 와판벽은 시간성과 생기(生機)성 측면에서 정원과
비교하여 볼 수 있다. 즉 원림은 금방 만들었을 때 상태는 제일 좋은 것
이 아니다. 그렇지만 몇 년이란 시간의 자양(滋養)을 거치면 생기를 되찾
는다. 와판벽에 이끼가 가득차고 잡풀이 생겼을 때에야 이 와판벽은 진
정으로 자연과 결합된 것이다.
그리고 잡풀과 흙 등의 존재로 인해 실내의 온도 조절에도 유익하며
친환경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 전통건축의 '자연의 도'(自然之
道)를 추구하는 사상과 부합되는 것이다. 이는 정원의 시간성에 대한 왕
쑤의 적당한 수법으로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왕쑤의 건축을 통해 현시대의 지속가능한 건축 혹은 생태건축에 대하
여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의 많은 건축은 지붕과 베란
다에 인위로 풀을 심거나 첨단기술을 이용해 '그린' 건축이 된 것이다.
가령 유리라는 재료에 첨단기술을 추가하여 '그린' 건축이 된 것이다. 하
지만 이런 그린 건축은 첨단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비용도 많이 드는
'그린'건축이다. 왕쑤가 와판벽을 사용한 수법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는
보급되기 쉽고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기술이다. 비록 와판벽 재료의 내
구성문제도 있지만 이는 또한 다른 측면의 문제다.
2. 재료와 디테일로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대응
1) 재료, 디테일과 지역의 기후
진화도자기집(金華瓷屋)98)에서는 지역의 도자기를 이용하여 지역의
기후에 대응하는 디테일링의 방식으로 자연물인 빗물과 바람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도자기는 재료의 특성상 건축의 표피재료일 뿐이
98) 2004년 설계. 2005~2006년 건설. 연면적13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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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지역의 기후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본다. 그리고 폐허가
된 지역의 항아리를 재활용하여 바닥 경사면에 깔고 이런 경사면을 통하
여 빗물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도 역시 재료의 특성을 발휘하여
지역성을 담은 장소를 만들었다고 본다.
(1) 송나라시대 벼루로의 이미지화
나는 100m2q밖에 안 되는 진화도자기집에서 바람과 물을 담으려고 한다. 진
화도자기집의 형태는 송나라의 벼루(宋代手砚器型)에서 왔다. 1층이고 벼루의
머리는 남측이고 벼루의 꼬리는 북측이다. 진화라는 도시는 비가 많은 도시다.
빗물은 벼루의 꼭대기에서부터 아래로 흘러 내린다99).

비록 건축물의 경사바닥면의 형태는 벼루의 경사면과 흡사하지만, 벼
루로의 비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사면의 존재로 자연물인 빗물을 강조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림 25 (左) 진화도자기집의 모형. (右)진화도자기집과 대지와의 관계

(2) 건축 재료와 디테일로 빗물에 대한 대응

그림 26(左)기본 단위1과 파괴된 기본단위1. (中)기본 단위1. (右)기본단위
2와 바닥.
99) 왕쑤 저. 중국『id+c 실내설계와 장식 잡지』. p82~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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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진화도자기집의 기본단위1과 2

진화 도자기집은 지역의 재료인 도자기의 특성100)을 충분히 발휘하
여 지역의 기후특징을 더 잘 보여 줄 수 있는 건축이다.
건축의 외벽을 구성한 도자기의 기본단위 측면에서부터 보면, 이런
미소한 기본단위가 무수히 반복되어, 기본단위1이 완전한 외부 벽면을
이루었고, 기본단위2가 땅 바닥을 이루고 있다.

그림 28 (左)도자기집 외 벽면. (中)실내부분을 시공하기 전의 사진. (右)수평
면과 수직면 (위치: 계단 옆벽)

도자기집은 비와 바람을 담는 건축이다. 기본단위1을 분석해보면 빗
물은 ABD면에 떨어지고, AB면의 존재로 말미암아 빗물은 다시 산지사
방으로 튄다. 중력으로 인한 위에서 아래로의 빗물이, AB면의 반사를 통
해 방향이 분산되고 바뀌면서 도자기벽의 외벽에서 빗물은 만발(滿發)한
다. 폭우는 물론 작은 비101)라도 AB면의 존재로 말미암아 빗물이라는
100) 도자기는 전통적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를 포함한 자연에 오
래토록 수리(修理) 없이 버틸 수 있는 특성이 있다.
101) 작은 비가 올 때는 빗물은 기본단위1사이의 간격으로 모여서 흘러내려기 때문
에 빗물은 강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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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물은 재료와 디테일의 형태를 통해 더 강조된다. 즉 건축적 수법으
로 자연의 요소인 빗물을 강조한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의 존재와 힘을 더 강력하게 느끼게 하려는 것이다102). 이는 비와
태풍이 많은 지역의 기후에 맞는 것이다.
도자기 기본단위2는 수평면에만 깐다. 이는 기본단위1로 구성된 수
직벽면의 연속이다. 기본단위1과 기본단위2는 각각 수직면과 수평면에
이용되어 외부 표피의 일치성을 이루면서 재료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그림 29 (左)도자기집과 집 앞의 빗물을 모은 못. (中)도자기집과 빗물이 없
는 못. (右)도자집의 바람 통풍구.

기본단위1의 BD부분의 문양은 총 높이 80mm에서 아래의 20mm는
원래 색갈인 흰색으로 그대로 있고 그 위의 60mm는 여러 가지 색깔로
하나하나 색칠해서 구워놓은 것이다. 이 20mm의 문양의 통일은 AB면의
흰색과 호응되면서 기본단위1을 어떻게 붙이더라도 표피의 색깔에서 일
정한 일치성을 이루고 전통건축에서 많이 사용하는 줄선 작용103)도 한
다.
기본단위1과 2의 이용은 지역의 재료로 지역의 기후특성을 강해지게
하여 보여주는 디테일링 건축적수법이다. 이는 케네스 프램턴이 주장한
지역의 기후를 고려하여 지역의 기후 특성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주장과,
지역의 특성을 담은 새롭고 창조적인 대안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
상통한다.
102) 유감스럽게도 필자가 현장 답사할 때의 7월 중순에 절강성 진화시(浙江省金華
市)에 연속적으로 열 며칠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도자기와 빗물의 관계는 현실
적으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현장 재확인 필요 함.
103) 이 줄 선이 절대적인 직선이 아니고 톱날 형으로의 배치는 줄 선의 동감(動感)
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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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사바닥면에서의 항아리조각을 통한 빗물과의 대응
경사바닥면은 약 30도를 이루고 있고 하부는 물을 모아서 뽑기 위한
인공 못(水池)이 있다. 이 경사바닥면은 인공적으로 흙을 넣어 모은 산더
미의 경사면이다. 맞은 경사면에는 나무를 심었다. 이 산더미는 건축물이
지형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필요한 경사면 형태에 맞춰 산더미를 쌓은
것이다.
그리고 항아리 조각104)은 경사바닥면에 세워서 꽂혀 있고 면보다 약
20~30mm가량 더 높다. 이는 경사면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빗물이 항아
리조각에 부딪쳐 강조되게 하기 위한 구축방식이다. 비록 왕쑤는 벼루의
형태를 이미지 하여 경사면을 만들었다 하지만, 오히려 산에서 흘러내려
오는 강물이 돌에 부딪쳐 흰빛을 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105)하
다고 본다.

그림 30 (左)압력탱크(壓力罐), 플라시틱과 관선을 통해 연결됨. (中)경사바닥
면의 꼭대기에 있는 플라스틱. (右)경사바닥면 꼭대기에 있는 플라스틱의 구
멍.

104) 항아리 등을 깨여서 한 면을 수평 되게 가공하여, 수평적인 면이 제일 위에 있
게끔 항아리를 이 경사바닥면에 꼽아서 세워 놓았다.
105) 비가 내릴 때 빗물이 항아리한테 부딪쳐 빗물이 반대방향으로 튀면서 내려오는
빗물과 부딪친다. 내려오는 빗물은 순조롭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에 부
딪치고 빗물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흩어지면서 빗물이라는 자연적 존재가 과대
화되고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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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左)항아리조각으로 구성된 경사바닥면. (中)옥상에 있는 물웅덩이
의 플라스틱 출구와 경사바닥면의 식물. (右)옥상의 물웅덩이.

그림 32 (左)옥상통로와 통로용 돌. (中)옥상바닥에서 경사바닥면으로 설치
한 플라스틱 관 세부(옥상에서 봤을 때). (右)옥상바닥에서 경사바닥면으
로 설치한 플라스틱 관 세부(경사바닥면에서 봤을 때).

그림 33 (左)경사바닥면 아래에 있는 작은 못. (中)경사바닥면 아래에 있는
작은 못의 배수구. (右)경사바닥면의 경사면과 수직면.

또한 경사바닥면의 빗물강조를 위한 네 가지의 특수한 설치를 볼 수
있다. 첫 번째 설치는 경사바닥면의 제일 꼭대기바닥에 직경이 약
350mm인 플라스틱관이 있다. 이 플라스틱관은 9mm간격으로 3mm크기
의 구멍이 연속적으로 파여져 있다. 체계를 보면 이 플라스틱관이 벽 건
너편 뒤쪽의 압력탱크(壓力罐)와 연결되어 있고, 펌프로 정면 못에 고인
빗물을 인위적으로 뽑아 올려, 꼭대기에 있는 이 플라스틱의 작은 구멍
들을 통해, 경사면의 꼭데기에서부터 빗물을 퍼붓는 것이다. 이로 하여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빗 물량(雨水量)과 인공적으로 끌어올린 빗물량이
함께 합치면서, 자연적 존재물인 빗물은 과장되고 강조된다. 정면 못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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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을 뽑아 순환시킴으로써 자연수(水)에 대한 파괴가 최대한 줄어든
반면에 빗물 강조를 위해 전기 에너지가 낭비되고 만다.
두 번째 설치는 지붕의 동북쪽에 있는 물을 모으는 작은 물웅덩
이106)다. 이 물웅덩이의 작용은 비오는 날에 약간 경사진 지붕107)의 빗
물을 모으고 받아서, 물웅덩이의 서쪽 하부에 있는 플라스틱 관108)을 통
해 경사바닥면으로 물을 쏟는 것이다. 역시 이로써 경사면으로 쏟아져
내리는 빗물량은 더 많아진다.
세 번째 설치는 지붕에 고인 빗물을 이용한 설치다. 지붕의 빗물을
옥상통로(過道) 측에서 배수관을 경사바닥면 방향으로 설치하여, 지붕의
물을 모아서 배출하는 셈이다. 이는 역시 경사바닥면의 물량을 대폭 늘
이는 조치다.
네 번째 설치는 경사바닥면을 따라 내려온 빗물을 경사면 아래에 있
는 작은 못에 모은다. 이 고인 물은 플라스틱 관과 펌프를 이용해 다시
경사바닥면의 위로 끌어올려진다.
이런 네 가지 조치는 비와 태풍이 많은 지역의 기후에 맞는 건축적방
법이다.

그림 34 (左)진화도자기집과 산더미와의 관계. (中)실내와 외 벽사
이의 350mm간격. (右)진화도자기집의 남쪽 입면.

(4) 건축형태를 통한 바람에 대한 대응
진화 도자기집은 바람을 담는 기물(器物)이다. 동쪽 벽과 서쪽 벽에

106) 길이*넓이*깊이=1500mm*1500mm*1500mm
107) 전반 지붕이 아니고 물웅덩이가 있는 약 20m2의 부분적 지붕임.
108) 직경이 1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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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mm*400mm크기의 벽 구멍이 모두 208개109) 있다. 그 중 138개의
벽 구멍은 모두 바람이 통과할 수 있는 실용(實用)형 구멍이다. 바람은
이런 작은 구멍들을 통해 강도가 강해져 들어옴으로써, 실내 혹은 복도
에 있는 사람들은 바람이라는 자연의 존재를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다.
건축물의 배치를 보면 외벽과 실내사이의 간격은 350mm다. 그리고
실내부분은 건물의 남쪽 말단부분에서 2800mm 물러서 있다110). 건축물
의 정면(남쪽)은 바람을 담는 '바람 주머니(风袋)'모양을 가지고 있다.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정면의 유리창에 부딪쳐 통과하지 못하고 다
만 양측의 350mm의 사이 공간만을 통과한다. 넓은 면적의 바람을 모아
서 작은 공간만을 거치게 하면 바람의 강도는 몹시 강하게 된다111). 반
대로 북쪽의 계단 혹은 경사면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도 역시 양쪽의 이
좁은 350mm의 공간을 거쳐 정면공간에서는 더 강력한 바람을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은 이 강해진 바람을 맞고, 바람이라는 자연의 존재를 더 깊
이 인식할 수 있다.
(5) 시각적 감각과 자연환경
비가 왔을 때 건축물 내부에서 항아리 조각으로 구성된 경사바닥면을
통해 강해진 빗물을 바라보고, 경사바닥면 위 측에 있는 외부의 나무를
감상하는 것은 건축물에 깊이감을 줄 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자연의 조
화라고 할 수 있다. 경사면의 자글자글한 항아리조각과 외벽의 자글자글
한 도자기문양은 외부에 있는 자글자글한 나뭇잎과 호응 된다112).
2) 지붕과 나무
남경삼합집의 위치는 깊은 산 속이다. 또한 삼합집은 경사113)진 땅위

109) 그중 68개는 기둥과 보에 의해 막힌 입면을 통일하기 위한 가짜 구멍인데 형태
를 위한 것이며 바람이 통할 수 없는 구멍이다. 그리고 두개의 벽 구멍은 배수관
용으로 사용되었다.
110) 실내부분이 남쪽 벽 끝에서 2800mm 물러 섬 으로써, 공간을 만들 뿐만 아니
라, 더 많은 바람을 받아 들 있 수 있다.
111) 2011년8월5일. “金華日報”에 의하면, 최근 10년 사이에 태풍이 17번 있었다. 태
풍이 올 때의 이 350mm사이공간을 지나가는 바람은 크다고 본다.
112) 마치 미스반데로에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의 자글자글한 대리석문양과 외부의
나뭇잎과 유사하다. 다른 점 중의 하나는 미스반데로에의 내부 못은 물이 담긴
침묵된 곳이고, 왕쑤의 내부는 물을 쏟아 내리고 과장시키는, 자연물을 강조하는
움직이는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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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 건축물이 세워짐으로 하여 원래 존재하였던 나무와 충돌이 생
기게 되었다. 하지만 가능한 최대한 방법으로 자연물을 보존하려는 조치
를 볼 수 있다. 건축의 서측에 있는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콘크리
트 지붕에 구멍을 뚫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시공할 때 거푸집으로 나
무를 보호하고 콘크리트를 친 다음 거푸집을 뗀 방법이다. 비록 이런 방
법은 왕쑤의 작품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지만 건축을 통한 자연물에
대한 대응을 볼 수 있다. 이도 역시 케네스 프램턴이 주장한 창조적인
대응방식을 통하여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공통점
을 가진다.

그림 35 남경삼합집의 나
무와 지붕, 지붕의 구멍.

● 왕쑤의 작품에서는 산수화에서 건축물에 대한 부차적인 묘사를 바
라보는 이미지화 수법보다, 왕쑤가 지역의 재료114)로 구체적인 디테일과
다양한 구축방식으로 바람, 빗물, 빛 등 자연적 요소를 새롭게 느끼게 하
고, 이런 느낌이 다시 건축물과 자연의 관계로 들어와, 건축물을 통해 자
연을 다시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3. 전통건축문양의 차용을 통한 빛의 사용
샹산캠퍼스의 15동115)의 서북 벽을 보면, 이 벽의 십자형 구멍 사이로
들어오는 빛과 그림자, 그리고 벽의 십자형 문양과 재료는 서로 호응하
면서 전통적 메시지를 보여주는 건축공간을 이룬다.
벽체의 재료선택, 구축방식, 두께와 구멍의 크기는 빛에 대한 호응이
다. 외벽의 십자형구멍의 최대넓이와 최대높이는 각각180mm와 240mm
113) 경사진 대지를 이용하여 지역의 돌 재료로 외부공간을 만든 연구는 4.4.1장에서
진행한다.
114) 와판벽, 도자기, 대나무, 나무, 황토, 항아리조각 등
115) 15동, 23동을 비롯한 여러 동에 십자형 구멍 벽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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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벽의 두께는 500mm이기 때문에 빛이 벽면을 투과할 수 있는 시간
은 많이 제한된다. 태양이 낮게 뜨는 아침이나 황혼, 혹은 태양이 상대
적으로 낮게 뜨는 겨울에만 햇빛이 이 구멍을 통과 할 수 있다고 추측한
다. 그러고 여름 점심에는 태양이 상대적으로 높게 떠 있어 강한 햇빛은
이 십자형구멍을 통과할 수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15동 건축의 서북 벽에서는 외부의 직사 빛을 막아서 실내가
어두운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십자형 구멍벽면의 안쪽 뒤에 있는 공
간에서 지붕에 폭이 1m가량의 띠(帶) 형 구멍을 내어 태양빛을 보충하
였다. 또한 이로 인해 공기가 벽면과 지붕에서 대류(對流)를 이룰 수 있
다. 기타 23동 건축의 남, 북벽을 비롯한 건축물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역시 빛의 불 투과(不透过)로 인한, 실내가 어두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모두 기타 창문이 수반(随伴)된다. 이는 왕쑤가 전통문양을 차용하면
서 빛의 부족을 적절히 보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십자형 구멍 벽에 쓰는 재료는 민간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짙은
회색 벽돌이다. 콘크리트도 역시 십자형구멍의 문양이 있는 벽을 얇게
구축할 수 있지만, 건축가가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촉각적이
고 전통적인 질감이 있는 전통적 재료로써 전통문화의 맥락을 담은 장소
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서 빛과 바람에 대한 건축가의
생각을 볼 수 있다. 이는 케네스 프램턴이 주장한 건축에서 지역의 빛을
충분히 이용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공통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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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의 태양빛(혹은 겨 여름 대낮에 십자형 구
십자형 구멍 벽의 아침과
울의 태양빛), 복도의 천정구멍 멍벽, 복도의 천정구멍
단면도
과 십자형 구멍벽의 관계도 과 태양빛의 관계도
표 2 : 항주 샹산캠퍼스 15동 서북 측의 십자형 구멍벽면과 빛의 관계 약도.

4. 건축안의 전통생활방식
“五泄山图”116)에는 내가 바라는 전부의 언어요소(言語要素)가 있다. 이 그림
에서부터 상하이엑스포 닝보텅두관(上海世博會寧波滕頭館)이 바로 보인다.
“山庄图”117)에서 나는 두 장을 선택하였다. 하나는 远望이고 하나는 近视다.
远望은 1km 밖에서부터 보는 것이고, 近视는 안에서 보는 것이다. 1km밖에서
봤을 때 “山庄图”안의 사람과 닝보텅두관 안팎의 사람은 완전히 같은 치수다.
1:1이다. 나는 11개의 단면으로 전체 건축을 바라보고, 텅두118)라는 농촌 마을을
통해 새로운 농촌의 전경을 보련다.119)

그림 39 (左)山庄图의 사람과 닝보텅두관의 사람. (中)(右)닝보텅두관
의 입면과 五泄山图와의 비교.
116) 명나라시대의 화가 陈洪绶의 산수화다.
117) 송나라시대의 화가 李公麟의 산수화다.
118) 텅두는 절강성의 어느 농촌마을이다.
119) 왕쑤 저. 제목:『剖面的视野』. 时代建筑Time+Architecture 2010년2월. p81~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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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左)닝보텅두관 내부 곡식. (中)닝보텅두관 내부의 채소. (右)닝보텅
두관안의 4개절을 보여주는 액정 영사막.

“山庄图”의 사람의 형태를 닝보텅두관의 단면에 직접 도입하여 사용
하여 닝보텅두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비교한 것이다. 이는
“山庄图”의 사람을 축소하여 그대로 닝보텅두관의 조감도에 넣어 사람의
생활방식을 표현하는 방법과, “山庄图”의 사람을 확대하여 샹산캠퍼스의
총평면도에 넣어 건축물의 배치와 산수화의 산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하
지만 산수화 안의 사람의 크기를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평면도에 떼여 붙
여서, 지역 마을의 생활방식을 표현하고, 산의 배치와 건축물배치를 비교
하는 것은 왕쑤만의 특수한 이해방식과 비교 방법이다.
그리고 “五泄山图”에서 그림 단면을 잘라 그림의 형태를 추상화하여
그대로 닝보박물관의 개구부를 만들고 와판벽을 붙이는 것도, 결코 지역
성의 표현이 아닌, 지역의 일반사람이 공감할 수 없는 왕쑤만의 이해방
식이다.
지역성이란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닝보텅두관에서
지역성을 드러내는 것은 산수화 형태의 차용이 아니라, 와판벽과 대나무
의 이용과 자연환경요소의 활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닝보텅두관에서
옥상의 50%이상 면적에 식물과 나무를 심고, 내부에도 곳곳에 식물을
심으며, 액정 영사막으로 텅두라는 농촌의 사계절을 보여주는 것이 지역
성을 보여주는 표현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와판벽과 대나무를 건축
물의 표피에 붙여서 지역의 재료로써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도 역시
지역성 표현방법 중의 하나이다.
5. 건축안의 정원
샹산캠퍼스의 기숙사 안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원이 있는데, 이
정원은 1층부터 지붕까지 뚫려 있다. 지붕은 막히지 않고 오픈되었는데
이는 햇빛과 빗물을 받고 통풍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개구부가 너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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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별로 실용적이지 못하다. 태양이 수직위치에 계속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내부정원의 외측은 벽으로 막고 구멍을 내었는데 구
멍이 너무 작아 이 내부의 정원으로 들어오는 빛과 바람은 역시 미미하
다(寥寥无几). 즉 이 내부 정원은 어둡고 통풍이 좋지 않은 정원이다. 또
한 정원의 양측은 복도이자 베란다이기에 학생들이 옷을 걸어 말리는 주
요 공간이다. 이처럼 바람도 적고 빛도 거의 없는 공간은 옷을 말리는
용도와 맞지 않으며 정원안의 식물 생장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 이 내부
정원을 외부의 벽으로 막아서 작은 구멍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
측의 벽120)을 없앴으면 오히려 복도, 베란다의 용도와 정원의 생기에도
더 맞다고 본다. 이는 정원의 개념을 도입함에 있어서 정원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본다. 지역의 정원은 어둡고 막힌 공
간이 아니라 시원하고 밝고 생기가 있는 공간이다.

그림 41 (左)샹산캠퍼스 기숙사 외벽. (中)기숙사 양측의 복도와
지붕개구부, 외벽의 구멍. (右)기숙사내부 정원의 식물과 벽의 구멍.
4.1.3.

바라보는 자연

● 외부의 뱀 형 계단과 자연환경
형태측면에서 보면 샹산캠퍼스의 11동의 서북 외벽과 18동 건축의 남
측 외벽에는 뱀 형 계단이 걸려 있다.

120) 이 외측 벽을 세운 원인은 밖에서 봤을 때 형태의 연속을 위함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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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左)江西省三清山의 棧道. (中)샹산캠퍼스 18동 건축 남측 벽면. (右)샹산
캠퍼스 11동 건축 서북 벽면.

샹산캠퍼스 11동과 18동의 외부계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산책(散步)을 위한
것이다. 상층과 하층을 연결하는 용도 외에 계단은 산책을 위할 수도 있다는 것
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121).

왕쑤는 외부 뱀형 계단이 산책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11동의 외부계
단에서는 맞은 편의 샹산을 보면서 산책이 그럴 듯하지만, 18동 건축에
서는 맞은 편의 19동 건축을 바라보면서 산책을 할 가치가 적어진다고
본다. 또한 층과 층을 연결하는 용도로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 이로
보면 18동 건축의 외부 뱀 형 계단은 11동 건축의 모양을 그대로 가져왔
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산책과도 별로 관계가 없다고 본다.

그림 43 샹산캠퍼스의 11동 입면 도면

어떤 곳에는 계단의 앞은 난간에 의해 완전히 막혔으며 벼락처럼 되
었다. 뱀 형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최상부에는 문이 자리 잡고 있다. 이
121) 2012년9일20일,『 “김옥길 기념강좌”건축의 지역성을 다시 생각한다.』강연에서
필자와 왕쑤와의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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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뱀 형 계단의 종점이 되고 말았다. 이 문은 내부와 외부의 연결고
리를 끊어 놓은 것이다.

그림 44 (左)샹산캠퍼스 11동 서북 벽에서 뱀 형 계단이
건축물 꼭대기의 말단부에서 종점이 되었고, 앞에 닫혀
있는 문이다. (右)샹산캠퍼스 11동의 어느 한 막힌 뱀
형 계단, 벼락처럼 됨.

그림 45 (左)샹산 캠퍼스 19동 건축의 외부 뱀 형 계단과 실내교실사이에 막혀있
는 유리 문. (中)샹산 캠퍼스 19동 건축의 외부 뱀 형 계단. (右)샹산캠퍼스 19동
건축의 2층 평면과 외부 뱀 형 계단의 평면위치.

샹산캠퍼스 19동 건축에서도 외부 계단은 지붕의 상하에 따라 역시
몇 차례의 오르고 내림이 있다. 즉 1층, 2층, 3층, 2층, 3층, 4층, 3층의
순서로 각 층이 연결된다. 계단을 따라 올라 갔을 때 역시 유리문122)에
의해 외부계단과 실내교실은 연결이 끊어진다123). 이 뱀 형 외부 계단은
실내의 복도 등 통로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교실과 연결되었으며, 건축
의 전반적인 동선과 관계없는 독립적인 계단이다. 또한 자연을 바라보는
122) 방학이여서 문이 닫힐 가능성도 있다.
123) 그림에서부터 볼 수 있다시피 이 계단말단부의 앞의 하부에 계단이 분명이 있
고 두 부분의 계단은 배치 상 완전히 연결할 수 있었지만 작품에서는 연결시키지
않았다. 유리문이 닫힐 때는 사용자는 3층에서 다시 올라왔든 길을 되돌아가서, 1
층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다른 길을 찾아서 3층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19동
에서는 외부 계단이 내부와 연결된 위치는 복도 등 공공공간이 아니라, 내부와
연결된 위치는 모두 교실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반드시 1층까지 내려가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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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은 아니다.
11동, 18동124)의 외부 뱀 형 계단은 왕쑤가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산책을 위한 것이다. 비록 중간에 실용적인 교실 혹은 복도와
연결된 곳이 있어나 절반 정도는 내, 외부 연결의 실용성을 갖추지 않고
있다.
외부 뱀 형 계단이 시간과 관계없이 평소에도 사용자가 많아야 형태
와 용도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 외부 뱀 형 계단이 실용성이 뛰어났
다면 층층을 연결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뿐만 아니라 사
용자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통로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뱀 형 계
단에서의 학생들 혹은 사생들 간의 만남은 특수한 외부 공간장소에서의
만남이며 인간관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실
용성이 떨어진 뱀 형 계단의 이용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본다.
4.2. 전통건축공간과 배치

신체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건축공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간이 머무는 것을 전제로 한 공간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이 움직이는 것을 전
제로 한 공간이다. 즉 하나는 “모든 신체가 거주할 수 있고 모든 감각이 포함되
어 있는 사용하는 공간”이며, 다른 하나는 “방황하는 눈을 위한 여지만이 있는
보기 위한 공간”이다(Raumplan versus Plan Libre,pp7-8)“. 이 두 가지 공간은
각각 '신체의 공간'과 '눈의 공간'으로 요약할 수 있다125).
4.2.1.

'신체의 공간'

1. 합원식 공간의 활용
중국의 전통적인 주거 사합원(四合院) 혹은 합원(合院) 공간의 형태를
그대로 차용하여 샹산캠퍼스의 건축물의 배치에 사용하였다. 형태를 보
면 'ㄷ'자형, 'ㄹ'자형'혹은 'ㅁ'자형이 위주다. 또한 중간에 정원요소를
도입하였다. 전통적인 합원의 공간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가령 사람들의 모임과 야외 수업이 가능한 장소다.
124) 19동의 외부 뱀 형 계단에 대한 해석은 없다.
125) 김광현 저, 『건축과 공간』이상건축 9805.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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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샹산캠퍼스 5동을 예로 들면 중정공간의 변두리 재료는 나무
다126). 또한 자연의 요소127)를 끌어 들였다. 전통적 공간형태, 재료, 자연
환경, 동식물 등 요소들이 공존하면서 전통의 맥락을 가진 장소를 만들
었다고 본다.

그림 46 샹산캠퍼스의 14동의 2층 평면과 단면

그림 47 (左)샹산캠퍼스 21동 식당의 지붕. (中)샹산캠퍼스 4동과 5동 건축.
(右)샹산캠퍼스 11동 건축의 1층 평면.

여러 합원식의 공간의 지붕은 대부분이 재활용한 기와이다. 시간의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재활용한 기와 재료, 전통의 기후와 역학에 맞
는 구축방식 및 사합원 공간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이로 하여 비가 올
때 빗물이 기와재료를 따라 모이고 흘러내리는 사합원 같은 전통건축에
서 나타나는 현상도, 샹산캠퍼스의 건축물 안에 끌어들였다.
이런 전통건축에서의 현상적 요소, 재료와 구축방식, 공간형태의 차용
을 통해 전통건축문화의 맥락을 계승한 장소를 만든 것이다. 이는 또한
케네스 프램턴이 주장하는 '장소-만들기(place-form)'와 일맥상통하다.
2. 공공공간과 전통적 관습
126) 합원 공간의 변두리 재료는 5동과 15동의 나무재료, 1동의 유리재료 등으로 다
양함.
127) 변두리 재료가 모두 나무 이지만, 5동에서는 정원의 요소를 끌어 들이였고, 15
동에서는 정원요소가 없는 나무판으로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또한 수업도 가능
한 공간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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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적인 생활방식에는 이웃들끼리 모여서 예기하는, 커뮤니티를
위한 마당 혹은 공간들이 있다. 이런 공간개념을 차용하여 점점 멀어져
가는 이웃들 간의 관계를 건축적으로 어떻게 인도(引導)해줄 것인가를
항주수직원집(杭州垂直院宅)에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 층에 4~6개의 가족단위가 있는데 층층마다 완전
히 오픈된 공공공간을 만들었다. 이웃들이 기후, 시간과 관계없이 자유로
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다. 공간을 만듦으로써 이웃들은 여기에서 교
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점점 멀어져가는 이웃들의 관계를 건축공간을
통해 교류를 인도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절반이상은 완
전히 방치(放弃)된 공간이 되고 말았다. 방치 되지 않은 공간 또한 대부
분 주민들의 화원 혹은 창고가 되고 말았다.
공공공간을 통해 도시화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서 전반 사회로의 대
응은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 비록 이런 전통공간개념을 이용한 공공공간
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지만 이는 왕쑤의 실패라 아니라, 사회의 실
패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48 (左)수직원집과 정면의 공공 공간. (中)공공공간의 활용된 사례. (右)
완전 폐허된 공공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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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左)화단으로 된 공공 공간. (中)창고로 된 공공 공간. (右)에어컨
의 외부설비가 설치되었고, 시공현장의 임시창고가 된 공공 공간.

2) 어떤 선생님은 내가 설계한 교실이 너무 어둡고 수도원(修道院) 같아서
싫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수업이 가능한 공간은 교실만이 아니다. 복도
를 보더라도 매우 넓어서 복도에서도 수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반 옥외 같은 공
간도 있다. 옥상에서도 올라갈 수 있어 의자만 놓으면 옥상에서 수업이 완전히
가능한 공간이다. 어떤 나무 옆에는 작은 공간이 있어 佛陀처럼 나무 옆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다. 샹산캠퍼스의 수업공간은 현대인의 습관에 맞춰서 설계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제공해준 것이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런
가능성을 점점 체험했으면 좋겠다. 훌륭한 건축물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사
용할 것인가를 알려줘야 한다. 이는 지금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일 뿐만 아
니라 어느 정도 요즘 사람들의 경험을 변화시키는 것이다128).

전통에서 보면 수업은 교실 안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샹산캠퍼스의 복도, 옥상, 나무 옆의 공간에서 수업은 별로 진행되지 않
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예를 들면 15동의 나무판문으로 둘러싼 공간에서도 수업은 가능하겠
지만 판문의 뒷면이 모두 복도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역시 사용률은
낮을 것이라고 본다. 12동의 반옥외공간은 수업이 완전히 가능하겠지만
이 반옥외공간은 높이가 1m이상인 높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와 연
계 할 수 있는 계단이 없어, 옆 교실의 연속으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
에 역시 사용률이 낮다고 본다. 옥상공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통의
128) 『浙江在线』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왕쑤의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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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석과 결합하여 전통의 메시지를 더 강조하는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다만 기와지붕 위에 난간으로 둘러막고 몇 개의 걸상과 책상을 놔두어서
수업이 가능한 공간이다.
비록 이런 여러 공간에서 사용률은 낮지만 이는 역시 수업공간에 대
한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본다. 현대사회에서 건축공간으로 사람들의 새
로운 행위를 유발함에 있어서, 바꿔야 하는 것은 수업이 가능한 공간의
형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고정된 인식이라고 본다. 왕쑤가 여러 수업
가능한 공간을 통해 사람들의 고정된 인식에 대한 반응은, 사람들의 인
식 전환에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고 본다.
3. 건축공간과 도시개조
항주 중산로 개조(杭州南宋禦街129), 中山路改造)에서 나는 여기에서 살던 사
람들이 그대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손님만 남으면 의미는 다른 것이다.
여기에서는 생활의 흔적이 보여야 한다. 기존의 사람이 다 이사를 가고 상업만
남으면 생활의 매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 거리에는 많은 사람의 생활의 기억
이 있다. 그리고 나는 고전건축을 그대로 모방하여 이 거리에 세우는 것을 반대
한다130).
중산로 개조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주민의 보존과 가짜 골동
품(假古董)같은 건축을 세우지 않는 것이다. 기존의 주민이 보존되어야
중산로의 생활 흔적이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고 또한 중국에서 흔히 생
기는 '강제 이주'(强拆)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기존 주민들의 존재
를 전제로 그 사이에 상점을 끼워 넣으면, 이 거리에는 기존의 생활방식
도 보존되면서 상업이 생김으로써, 거리가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또한
관람객들에게는 기존 사람들의 생활방식에서, 전통의 생활방식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지 않을 가 싶다. 도시를 개조함에 있어서 낮에는 관람
객들로 꽉 차고, 저녁에는 사는 사람이 없는 유령도시(鬼城)131)는 완전히
성공한 도시개조가 아니라고 본다.
129) 중국의 남송시기 때부터 존재한 거리다.
130) CCTV13뉴스.”面对面“王澍：一個建築師的理想与現實(2012년03월25)
131) 낮에는 사람이 살고 저녁에 유령이 산다는 속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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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적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는 것은 허물고 보존할 가능
성이 있는 건축은 보존함으로써 개조 후에 다양한 건축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비록 기념비 같은 현상이 있지만 이는 전통건축의 흔
적을 보여주는 방식 중의 중요한 보충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기존에 존
재하였던 벽돌집의 벽돌재료로 기념비 같은 작은 담장을 만들어 전통건
축의 재료와 문양을 보여주는 곳도 있고, 혹은 옛날 황토집의 벽면을 한
토막만 남겨두어 재료로서 전통의 흔적을 남겨두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거리가 역사적으로 오래 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주
기 위해, 거리의 한 곳을 파서 나온 바닥의 재료132)로 역사를 증명함과
동시에, 소형 박물관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역사를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또한 중산로 양측의 작은 도랑(水沟)을 보수하여 식물을 심어 거리에
생기를 넣고 있으며, 활자 인쇄(活字印刷)133)를 돌로 만들어 도랑의 양측
에 세움으로써, 전통 정원과 전통적 문화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중산로를 개조함에 있어서 왕쑤가 최초에 주장했던 기존주민의
보존은 기본적으로 실패하였고, 많은 건축물도 구조상의 원인으로 대량
으로 허물었지만, 건축가가 도시개조방법을 통하여 도시와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의의가 깊다고 본다.

그림 50 (左)중산로 개조 거리 조감도. (中)중산로의 양측 도랑과 식물. (右)
도랑과 돌로 표시한 활자인쇄술.

132) 송, 원, 명, 청시대의 벽돌 등이 나왔고 이를 전시하고 있다
133) 중국의 고대 4대발명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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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左)중산로 개조에서 나타난 연대(朝代)별 바닥의 벽돌 재료. (中)중
산로에 보존하여 놓은 담장. (右)중산로에서 생기는 도시적인 이벤트.
4.2.2.

'눈의 공간'

1. 낭도(廊道)식 연결의 활용
샹산캠퍼스의 4~7동, 10동 건축에서는 정원의 낭도 식 형태를 차용하
여 여러 건축을 연결하여 비오는 날에도 학생들은 우산 없이도 이런 낭
도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또한 전통주거의 외부의 통로(走道)형태를 차용하여 남경삼합집에서
먼 산을 바라 볼 수 있는 외부 복도 공간을 만들었다. 이런 복도 공간은
대나무 난간, 내부의 합원 공간, 동식물, 콘크리트의 죽석문양 등과 결합
하여 전통의 맥락을 나타내는 장소를 만들었다.

그림 52 (左)샹산캠퍼스의 4, 5, 6, 7, 10동 건축을 연결한 낭도와 지시간판.
(中)샹산캠퍼스 棟棟사이의 連廊. (右)샹산캠퍼스 6동 건축과 샹산의 연결.

2. 동선과 지역성

1) 필자: 사용자와 건축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샹산 캠퍼스 기
숙사의 창문, 비교적 어두운 교실, 빛, 샹산캠퍼스 11#18#건축의 실외의 뱀 형
계단, 닝보역사박물관134)의 올라가기만 하는 일방통행 식 에스컬레이터, 자각성
을 참고로.)
134) 이하 닝보박물관이라고 간칭 함. 건축의 主體는 3층 임.
- 80 -

왕쑤: 또 하나는 닝보박물관의 에스컬레이터는 1층에서 옥상까지 올라가는
방향만 있고 내려오는 방향은 없다. 급하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
려면 걸어서 내려오는 수밖에 없다135). 걸어서 내려와야만 이 건축물의 공간과
구조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설계할 때 일부러 이렇게 설계한 것이다. 건축은
사람들로 하여금 건축물을 사용할 때 사용상의 경험의 변화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건축가는 이런 방면에서 역할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136).

사용자의 동선으로부터 분석해보면 닝보역사박물관의 1층에서 2층으
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는 오로지 하나뿐이다137). 또한 이 하나의 에
스컬레이터는 올라가는 방향만 있다. 또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에
스컬레이터도 역시 하나 뿐이고 역시 올라가는 방향만 있다. 3층에서 2
층에서 내려오는 방법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방법은, 내부 혹은
외부의 계단을 이용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3층 옥
상에서 지면으로 내려오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다. 엘리베이터를 이용
하지 않는 대부분 사용자들은 부득이 도보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닝보박물관의 벽면은 지역성을 보여줄 수 있는 와판벽과 대나무문양
콘크리트로 구축되었다. 이런 벽면은 전반 외벽에 사용되었다. 또한 내부
공간에 정원의 요소를 끌어들여 대나무를 심었다. 왕쑤가 가리키는 '공
간과 구조'는 이런 지역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공간과 구조를 가리킨다. '
공간과 구조'와 사용의 편리성에 있어서 왕쑤는 전자(前者)를 선택한 것
이다. 하지만 관람객에 있어서 재료와 정원요소로서 지역성을 표현한 건
축물의 공간과 구조도 중요하겠지만, 박물관의 전시품을 보는 편리성도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 관광객에게 걸어야 하는 강박성을 주는 것보다
선택권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135) 닝보역사박물관에는 여러 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음.
136) 2012년9일20일,『 “김옥길 기념강좌”건축의 지역성을 다시 생각한다.』강연에서
필자와 왕쑤와의 문답.
137) 1층에서 1~2층사이의 夾層으로 올라간 다음 夾層에서 다시 2층으로 올라가는
동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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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左)닝보박물관의 1층에서 夾層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와 夾
層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中)닝보박물관의 2층에서 3층으
로 가로질러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右)3층 옥상에서 지면으로 내려가는
외부 계단, 양측의 와판벽, 앞 측의 모던건축.

2) 쑤저우의 전통정원 줘쩡왠(拙政園)에서 주요통로도 있겠지만 꼭 다
른 오솔길이 있는 것처럼, 샹산캠퍼스의 뱀형 계단은 정원의 오솔길인
셈이다. 법규에 완전히 부합되는 실용적인 계단은 실내에 있는데, 그 경
우에도 계단이 경사로가 된 곳이 많다. 이런 경사로로써의 계단은, 경사
로와 계단의 각도 차이로 면적이 층계(阶梯)식의 계단보다 많이 크다. 즉
건축면적을 많이 차지하므로,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걸음
을 걸어야 하는, 실용성이 있지만 떨어진 계단이다.
왕쑤의 말을 인용하면 "샹산캠퍼스의 계단은 경사로 식으로 된 곳이
많다. 면적이 넓어 여기로 물건 운반하기도 편하고 또한 여러 가지 용도
로도 가능한 곳이다." 여기의 여러 가지 용도는 학교시설임을 감안할 때
예를 들면 전시용도, 수업용도 일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본다.
전 샹산캠퍼스의 23개의 건축138)은 7동 건축을 제외하고는 엘리베이
터가 모두 없다. 예컨대 실험실의 육중한 설비를 운반해야 할 경우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반드시 경사로식의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우선 처음부터 비용문제로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불가능 하였는가 부터
연구해야 할 종합적 문제다. 내부 경사로식의 계단은 큰 면적을 차지하
였지만 설비운반에 없어서는 안 될 모순된 존재다.
3. 자각성과 용도
두 가지 줄거리(两条线索)의 생각은 중국원림의 역사에서 특별히 선명한 것
138) 7동 건축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은 대부분이 4~5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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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예를 들어 李渔139)는『闲情偶记』에서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였
다. 李渔는 원림에는 적어도 두개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기능적인 길로서 규칙
적이고 편리하다. 또 다른 하나의 길은 갑자기 오르내리거나 높낮이가 갑자기
변화(忽高忽低、忽上忽下)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길은 철학적인 오솔길
이라고 생각하여도 된다. 즉 실용적인 길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샹산캠퍼스
에서 볼 수 있다시피 모든 건축물은 다 두개이상의 높이변화가 있는 건축물로
구성된 것이다.
또 하나는 창문140)은 작을 뿐만 아니라 위치도 불규칙적이다. 이에 대하여
나는 '자각성'(自觉性)에 대한 토론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창문의 존재를 알아야
한다. 창문이란 무엇일가? 모던건축의 창문은 병원처럼 밝다. 창문은 빛이 들어
오는 구멍으로 퇴화한 것이다. 실내는 너무 밝다. 사람들은 창문의 존재를 잊어
버린다. 하지만 창문이 있음으로 하여 실내에서 실외로 바라본다.
이런 창문 같은 媒介에 대하여 나는 학교에서 자각(自觉)적으로 이런 문제를
토론했으면 좋겠다. 창문의 존재를 알아야 한다. 계단도 마찬가지다. 법규에 맞
지 않게 위 계단의 높이가 120mm이고, 곧 아래 계단의 높이가 180mm여서 덤
벙 밟았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발의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각적으로 사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갑작스
러운 계단높이의 변화는 주요 통로에 있지 않는다. 나의 설계에는 꼭 법규에 완
전히 맞는 줄거리(线索)가 있을 뿐만 아니라 꼭 다른 线索도 있다. 희롱(调侃
性)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한 자각성(自觉性)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도 말
할 수 있다141).
극적으로 해석하면 특히 높은 계단을 덤벙 밟았을 때, 아직도 땅은 존재하구
나라는 도리를 깨달음으로써 땅 실체를 밟은(腳踏實地) 감각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느끼게 만들려는 것이고 생활의 변화를 추구하려는 것이다.142)

18동의 내부 계단을 보면 위로 올라가는 계단의 경사도는 하부 계단
의 약 20도에서 약 45도로 급격히 변화한다. 여기에서도 비록 사람들의
감각을 새롭게 자극할 수 있지만 용도 측면으로 보면 사용에 불리한 점
을 줄 것이라고 본다. 쑤저우대학교 문정학원 도서관의 외부 계단143)은
139)李渔: 1611년 출생. 明末清初文学家、戏曲家. 浙江金华人.
140)창문에 대한 논의는 4.3장 “건축 재료와 형태”에서 논의함.
141)왕쑤, 陆文宇와 方振宁의 인터뷰. 제목:『象山问道-中国美术学院象山校
园』.“ABITARE” 2009년9월495번.p65~p72.
142) CCTV13뉴스.“面对面”王澍：一個建築師的理想与現實(2012년03월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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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단위 높이가 450mm나 되고 각도가 약 60도144)다.
계단에서의 이런 높이차를 포함한 디테일의 변화는 당연히 사람들에
게 강한 자극(刺激)을 준다. 왕쑤가 원하는 것은 전통정원에서의 철학의
오솔길처럼, 사람의 감각에 대한 자극을 통해 창문, 계단, 발(脚) 등의 존
재를 느끼고 사람의 자각성(自觉性)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계단에서의 사람의 감각에 대한 자극(刺激)은 계단의 사용률에 영향이
많다고 본다. 사람의 감각에 대한 자극을 통하여 자각성을 주기 위하여
용도와 많이 모순된다. 변증법적인 해결이 자각성과 용도를 함께 다룰
수 있다고 본다.

그림 54 (左)샹산캠퍼스 18동의 내부 계단의 경사도
차이. (右) 쑤저우대학교 문정학원 도서관의 외부 계
단.

4. 전통입구공간의 활용
샹산캠퍼스 모 건축의 입구를 살펴보면 입구는 3개의 문으로 구성되
었다. 중국 전통적 궁전 혹은 절에서 자주 나타나는 위계가 있는 입구형
식이다.
전통의 건축은 단계(层次)를 중히 여긴다. 전통건축에서 입구의 위계(位階)
를 차용한 것이다. 제일 밖의 문은 참대나무를 얽어서 표피에 붙였고, 중간의
문은 콘크리트벽체 면에 구멍을 뚫어 소주원림의 구멍을 이미지화한 것이다. 마
치 산에 들어온 것 같다. 제일 안쪽문은 전통재료인 나무로 만든 문이다145).
143) 높이가 약 450mm. 넓이가 약 250mm. 계단의 꼭대기의 문은 封해져 있었다.
144) 2012년7월13일, 답사 중에는 꼭대기의 문이 닫혀 있었고 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145) CCTV13뉴스.“面对面”王澍：一個建築師的理想与現實(2012년03월25)에서 기자와
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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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3개 입구 사이의 공간이 너무 작다. 재료의 순간적인 변화로 시
각의 변화를 추구한 조치다. 대나무재료, 태호석을 이미지화 한 구멍, 나
무문의 사용은 어느 정도 전통건축의 요소를 맥락을 보여주지만 실용성
이 떨어져 장소는 결코 아니다.
그림 55 샹산캠퍼스의 모 입구: (左)바같 문. (中1)중간 문. (中2)안쪽 문.
(右)모 종교건축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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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사합원 式
별

정원의 廊道式

외부 走道式

작품
그림
위치
전통
건축
의
요소
이름
주제
별

샹산캠퍼스 21동 지 샹산캠퍼스 棟棟사 남경 삼합집의 외부
붕과 사합원 공간 이의 連廊
走道

波镇海의 某 四合 쑤저우 원림속의 某 苏州某中式庭院住宅
院民宅
长廊
의 외부 走道
반
옥외
서원
공간
합원式
옥상 공간
式
宁

작품
그림
5동 합 샹산캠퍼스 12동 반 샹산캠퍼스 14동 옥
위치 샹산캠퍼스
원식 공간
옥외 공간
상 공간
전통
건축
의
요소
이름 台湾藍田書院
전통서원
九华山摩崖书法石刻
표 3 전통건축의 공간 개념과 형태의 차용
4.2.3.

건축물배치와 산수화

산수화 안에서 보면 건축은 부차(副次)적인 위치에 있고 산, 강 등 자
연환경이 중심이다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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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산수화와 샹산캠퍼스의 배치.

산수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지(意境)이다. 경지는 산수를 포함한
여러 구성 요소의 배치에서 나타난다. 왕쑤는 산수화에서 아이디어를 얻
어서 샹산캠퍼스의 건축물의 전반 배치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 산수화
와 왕쑤의 샹산캠퍼스의 스케치를 배교해보면, 샹산캠퍼스의 건축물을
산수화 안의 산으로 본 것이다. 산수화 안의 사람과 샹산캠퍼스 안의 사
람은 동일한 형태의 똑같은 사람이다. 하지만 이는 산수화에서 사람을
떼여 확대한 후 샹산캠퍼스의 도면에 붙인 것이다.
왼쪽 그림에서 보면 산수화 안의 오솔길에 있는 사람은 샹산캠퍼스의
14동 건축물의 북쪽 앞의 오솔길에 위치하고 있다. 14동 건축물을 산에
다 비교한 것이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이는 샹산캠퍼스의 18동, 19동, 20동을 스케
치147)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 건축물의 X방향의 넓이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Y방향의 깊이감도 공존하는 산수화와 스케치다. 넓이감이란 19
146) 왕쑤, 루원위. “중국미술대학교 샹산캠퍼스”. ARCHITECTURAL JOURNAL.
2008.9. p50-59.
147) 현장 답사시 왕쑤의 스케치와 실물 위치와 배치는 전혀 다르다. 스케치는 초기
의 컨셉으로 추측되고 또한 먼저 생긴 것이고, 후에 여러 번의 수정으로 건축물
배치가 변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수화적인 배치
에 대한 이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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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서쪽 벽에 자리 잡은 오솔길이고, 깊이감이란 19동의 두 건축 사이
의 길로 끼여 들어가는 것이라고 본다. 19동 두 건축사이로의 진입을 산
수화에서 산속의 구멍으로의 진입으로 이미지화 한 것이고, 19동 건축물
앞의 오솔길을 산 구멍 앞의 꺾어진 오솔길로 이미지화한 것이다.
또한 오른쪽 그림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 세 명과 왼쪽의 사
람 사이에는 작은 건축물이 있는데, 이는 산수화 안에서 역시 이 사람들
사이에 끼여 있는 언덕과 흡사한 것이다. 비록 현실적으로 이 작은 건축
물을 시공하지는 않았지만 그림으로 볼 때는 그럴 듯하다.
현장 답사 확인 결과 오른 쪽 그림의 왕쑤의 스케치는 실물 위치, 배
치와 전혀 다르다148). 하지만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수화적인 배치
로 샹산캠퍼스를 해석하는 수법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건축물을 산에다 이미지화 하고, 건축물 앞의 오솔길을 산 앞의 오솔
길로 이미화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의 복사와 이동, 확대로 보아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건축물을 산으로 이미지화하는 사용자가
감각하기 힘든 왕쑤만의 해석이다. 아이디어가 산수화에서 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반면에 건축물이 산수화안의 산을 이미지하고 있고
건축과 산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지역성을 표현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
다고 본다149).
산수화적인 이미지화의 실현은 이런 어떤 그림의 차용에서 올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기존의 샹산과 강을 포함한 자연환경에 부합되게 배치
함과 동시에 재료의 선택, 길의 형태, 정원의 배치, 동식물의 공존 등 구
체적인 조치를 통해서 산수화 속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건축물 내부에서 먼 샹산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보는 '
먼곳의 시선'과, 건축물 사이에 있는 오솔길에서 나타나는 '가까운 곳의
시선'이 충분이 경합되면 전반 배치는 자연적으로 깊이감과 넓이감이 생
148) 스케치는 초기의 컨셉이여서 또한 먼저 생긴 것이고, 후에 여러 번의 수정으로
건축물 배치가 변한 것으로 추측된다.
149) 외서이냐 하면 건축물이 여러 개 생기면 건축물 사이의 상호 관계는 당연이 생
기는 것이고, 산수화안의 사람을 떼여 와서 놓으면, 왕쑤 작품만이 아닌 수많은
건축물이 모두 산수화안의 산으로 이미지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넓이감과 깊
이감도 역시 산수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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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다고 본다.
4.3. 전통건축형태

왕쑤의 여러 건축 작품에서는 전통건축에서 자주 나타나는 부호, 형
태 등을 다양한 수법으로 건축물 혹은 배치 등에 사용한 것을 볼 수 있
다. 또한 이런 민간의 공법만이 아닌, 현대기술에 의지하여야만 실현할
수 있는 구축방식을 사용하여, 결국에는 민간에서 자주 나타나는 여러
전통요소를 여러 위치에 대량으로 사용하여 전통문화의 맥락을 가진 장
소를 만들려는 것이다.
아이젠만은 언어학자 노움 촘스키의 이론에 따라 건축형태의 관계를 '지각적
(知觉的) 관계'와 '개념적(概念的) 관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지각적 관계'란
모양, 색깔 등 보는 이의 개인적인 감각에 근거하므로 이때 얻어지는 관계는 현
실적이며 구체적이다. 반면에 '개념적 관계'란 요소들이 보는 이가 아니라 대상
그 자체에 근거하므로 이때 얻어지는 관계는 추상적이다.150)
4.3.1.

지각적 형태의 차용

1. 전통적 건축문양의 차용 수법
왕쑤의 작품에서는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재료를 이용하여, 전통에서
자주 나타나는 작은 전통적인 건축적 부호를 무한히 확대하여 사용한 것
을 볼 수 있다. 스케일의 확대와 사용위치상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구축
방식으로 전통건축부호를 차용하여 벽면, 지붕, 바닥에서 사용함으로써
전통적 맥락을 강조하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 비록 전통건축문양의
직접적 차용에서 비판적 지역주의의 표현도 있고, 낭만적 지역주의의 표
현도 있지만, 일반인에게는 지역의 문화맥락을 시각과 촉각 등으로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데, 어느 정도 적극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본다.
지역의 전통건축에서 자주 나타나는 건축적 부호를 차용한 중국미술
대학교 항주 샹산캠퍼스151)의 5가지 예와 기타 작품을 본다.
150) 김광현 저, 『건축과 형태』이상건축 9807.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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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십자형구멍 벽면

그림 69 (左)중국 신강 이슬람교 건축(中國新疆吐鲁番苏公塔).1778년에 건축.
(中)우전(烏鎮)의 강 옆 담장, (右)우전(烏鎮)의 길 옆 담장.

그림 70 (左)샹산캠퍼스 23동의 남쪽 외벽, (中)샹산캠퍼스 23동의 북쪽 벽면
안 측. (右)샹산캠퍼스의 동쪽 입구 옆의 모 담장.

그림 71 (左)샹산캠퍼스 15동 서북 측의 외벽, (中)샹산캠퍼스 15동 서북 측의
외벽과 안쪽 공간. (右)샹산캠퍼스 15동 서북 측의 외벽 안쪽 면과 물병.

샹산캠퍼스의 15동의 서북 측의 외벽152)을 보면 중국 전통에서 자주 나
타나는 건축문양을 차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작은 십자형 문양을
무한히 반복하여 스케일을 변화시키고 외벽에 사용함으로써, 전통적 맥
락을 보여 줄뿐만 아니라, 자연물인 빛153)에 대한 대응이다.
151) 중국미술대학교 항주 샹산캠퍼스(中國美術學院杭州象山校區)를 본 연구에서는
샹산캠퍼스로 간칭(簡稱) 함.
152) 15동, 23동을 비롯한 여러 동에도 십자형 구멍 벽을 사용함.
153) 십자형 구멍 멱 과 빛에 대한 연구는 4.1.2장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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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건축에서 십자형 구멍 형태는 자체로 구조적으로 버틸 수 있는
높이가 높지 않은 담장에 많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샹산캠퍼스의 외벽에
차용한 구축방식을 보면 벽의 두께는 500mm이지만 이 십자형 벽은 구
조적 버팀154)이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 기둥과 연결이 되고 철근 콘크
리트 보위에 쌓여 있는 칸막이 벽이다. 그러나 기둥과 보가 둘러싼 범위
안에서는 벽돌을 전통공법으로 구축하였다. 국부(局部)에서 전통의 벽돌
구축방법과, 현재의 기술인 콘크리트기둥과 보를 결합하여 전체 벽면을
이루었다. 이렇게 구조적 버팀 체계를 변화시켜 전통적인 건축부호가 스
케일이 큰 벽체에도 사용가능하게 되었다. 이 벽면의 공법은 전통의 공
법만이 아니지만, 전통의 공법만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지역의 맥
락성을 담은 비판적 지역주의 해법의 범주에 속한다.
전통의 구축방식만을 지키고 현대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제
한된 지역주의'에 속한다. 십자형 구멍 벽은 케네스 프램턴이 주장하는
현대건축이 이룬 성과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후위적인 자세를
가지고 실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과 일치하다. 즉 프램턴의 '자유의
지역주의'이고 또한 전통과 현대를 포용하는 넓은 법위의 지역주의와 일
맥상통한다.
그리고 지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통재료
를 이용하여 전통의 맥락을 보여준다. 콘크리
트로도 십자형문양은 가능하지만 사용하지 않
은 것이다.
또한 이 벽면에서는 건축이 사용자의 참
그림 72 벽면과 벽면의 물 여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병, 글자
학생들의 작품이라고 추측되는데 벽 구멍에는
물병155)으로 십자형 구멍 벽의 칸을 막아 TOMORROW라는 글자를 만
154) 콘크리트 보는 3.5m마다 구조적으로 있다. 때문에 십자형 구멍 벽의 벽돌은
3.5m마다 자체의 중량을 버티고 있어야한다. 벽 자체의 수직방향은
120mm*500mm의 벽돌에 인해 상하로 관통되어 버티고 있으며, 수평방향은
60mm두께의 벽돌을 보처럼 연결시켜 놓아 안전성을 높이였다. 수평방향으로 콘
크리트 기둥과 연결되고 수직방향으로 콘크리트 보위에 놓여서 기둥과 보 사이
에서 하나의 벽 단위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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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 이렇게 건축벽면은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참여시켜 창
조적 공간으로 변신했다.
2) 명청(明淸) 시대에서 자주 나타난 나무 창(明淸木窗)문양의 벽
면

그림 73 (左)우전(烏鎮)의 나무창문. (中)명청(明淸)시대의 나무 창문의 무늬
(右)남경 孙中山 대총통부 안의 나무 난간

그림 74 (左)샹산캠퍼스 21동의 식당의 서벽과 북벽. (中1)샹산캠퍼스 1동 건
축 동쪽 외벽. (中2) 남경 삼합집(三合宅)의 북벽. (右)심산속의 남경 삼합집과
幽幽之光

샹산캠퍼스 1동 동쪽 외벽156)과 남경 삼합원의 북쪽 벽 문양은 전통
의 나무 창문과 나무 난간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양을 차용하고 스케일을
크게 만들고 반복함으로써, 구축된 것이다. 그리고 샹산캠퍼스 1동 동벽
과 북벽의 이 전통적 문양이 있는 벽에서의 창문의 재료는 나무와 유리
다. 나무창문은 구조적 보가 있는 층간에 위치해 있고, 유리 창문은 기
능적으로 빛이 투과되어야 하는 매개 층의 중간 높이에 있다. 창문의 재
료선택과 위치, 開啟157)여부는 빛과 방의 사용에 대한 실용성을 고려한
결과다.
155) 물병 안에는 붉고 파란 염색물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파
란 이끼도 공존하면서 차갑고 생기 없던 벽면이 생기를 가진다.
156) 샹산캠퍼스 1동 건축의 동쪽 과 북쪽 벽, 21동의 식당의 동, 서, 남 벽면 등 여
러 동 건축의 외벽이 모두 이 문양의 벽면이다.
157) 창문의 開啟는 입면효과와 관계없이 완전히 기능성적으로 필요시 開啟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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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리창과 나무창이 외벽표피에서 들어간 깊이는, 깊고 얕고
부동한데, 이는 부동한 깊이가 재료, 햇빛 그림자의 깊이와 결합하여, 벽
면이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감각을 주게 하기 위해서이다158). 또한 벽면
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벽면이 하나의 통일체가 되고, 마치 전체 벽면이
하나의 전통나무창문을 구성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남경 삼합집의 북쪽 벽은 유리 창문159)과 콘크리트 버팀대로만 구성
된 창문이다. 여기에서는 외벽표피부터의 깊이 변화와 재료의 변화가 없
이 상대적으로 순수한 벽면이다. 풍부함보다 순수함의 구축미를 추구한
벽면이다. 그리고 저녁에 삼합집의 전통적 문양으로 된 유리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빛(幽幽之光)은, 모던건축의 대면적의 유리창문의 빛
과 달리, 삼합집이 위치하고 있는 깊은 산골과 서로 호응되면서, 사람들
에게 전설에 나오는 요재지이(聊齋志異)160)의 느낌을 주고 전통의 분위
기를 준다.
명청 시대 나무 창 문양의 차용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현대 기술과
결합하여 지역의 문화를 보여주는 적극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케네스 프
램턴이 주장하는 '자유의 지역주의'와 전통과 현대를 포용하는 넓은 법
위의 지역주의와 일맥상통한다.
3) 전통의 종횡(縱橫)형 문양 벽면
종횡형의 건축문양은 우전을 포함한 민간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양이
다. 우전의 모 집의 외벽에서 벽돌을 4개씩 가로와 세로가 겹쳐지게 조
(組)를 이루어 정방형형태의 기본단위를 만들고, 이런 기본단위가 전체의
벽면을 구성한 구축방식을 볼 수 있다. 이런 지역의 전통재료161)와 문양
을 차용하고, 스케일을 크게 만들어 반복하는 수법은 왕쑤의 건축에서
흔히 나타나지만, 현대기술과 결합하여 잘 차용된 것도 있고 아무런 창

158) 또한 투명한 유리와 불투명성인 나무가 콘크리트버팀대와 공존하면서 벽면의
허실(虛實)변화를 추구하여 벽면의 풍부함을 주면서 구축미를 보여기 위해서이
다.
159) 창문의 開啟는 입면효과와 관계없이 완전히 기능성적으로 필요시 開啟 함.
160) 청(淸)나라의 포 송령이 1679년에 지은 문어체(文語體) 단편(短篇) 설화집(說話
集)이며 신괴(神怪)ㆍ귀호(鬼狐)를 취급(取扱)한 고기 소설(小說)로 묘사(描寫)가
자세하고 착상(着想)이 묘하다.
161) 이 벽면에서 재회수한 재료와 재회수하지 않은 재료를 공동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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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없이 그대로 모방한 것도 있다. 이 종횡형 문양은 아무런 창의 없
이 그대로 모방한 전통 건축문양의 대표다. 왕쑤 작품에서 이런 종횡형
문양과 벽돌재료162)는 완전히 건축물 표피에 붙인 껍데기가 되고 말았
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이런 높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표피에 붙일 수밖에 없다. 이는 케네스 프램턴이 주장한 창의성
적인 대안과 다른 점이다. 전통의 건축요소를 차용할 때 완전히 베끼는
것은 낭만적지역주의의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지역의 맥락을 보여주는
데는 이런 낭만적지역주의도 어느 정도 적극적인 작용을 일으킨다.
이런 종횡형 문양은 건축의 벽면에만 차용된 것이 아니라 바닥, 담장
(圍牆)에도 차용되면서, 벽면의 문양과 서로 호응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루며 어느 정도 전통문화의 맥락을 담은 장소를 만들 수 있다. 담장에
서는 전통의 절석적 공법을 사용하였고 바닥에서는 역시 전통의 까는 공
법을 사용하였다.
항주 중산로 개조(杭州中山路改造)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그 자리에
있었던 재료와 전통적 건축 문양을 보존하여, 콘크리트 구조 버팀 체계
에 끼워 넣었다. 이렇게 원래부터 존재하였던 촉각적인 재료와 전통건축
부호를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전통문화의 맥락을 더 강하게 전달한다.

그림 75 (左)우전(烏鎮)의 모 전통건축의 벽면. (中)샹산캠퍼스 21동 건축 옆에
세워둔 재회수한 건축재료. (右)항주 중산로를 개조 한 후에 남겨 둔 전통문양
벽면.

162) 치수가 240mm*115mm*53mm이다.
- 94 -

그림 76 (左)샹산캠퍼스 23동 서쪽 외벽의 상부. (中)샹산캠퍼스 23동 서북쪽
외벽의 하부. (右)샹산캠퍼스 1동과 외부사이의 담장과 담장사이의 틈을 통한
외부로의 바라봄.

그림 77 (左)샹산캠퍼스 15동 동북쪽 벽면. (右)샹산
캠퍼스 10동 건축 남측 길의 바닥 문양.

4) 죽석(竹席) 문양 벽면
민간에서 자주 사용하는 죽석은 참대나무 거푸집(竹膠板)163)의 원형
이다. 이 참대나무 거푸집의 무늬는 왕쑤의 많은 건축에서 나타나고 있
다. 샹산캠퍼스 12동 건축에 있는 이 문은 竹膠板을 그대로 사용한 문이
다. 비록 왕쑤 작품뿐만이 아닌 많은 시공현장에서도 참대나무 거푸집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거푸집이 콘크리트 표피에 남긴 무늬는 지역의 전
통 죽석 문양과 이미지를 어느 정도 나타내기에 이번 연구에서 역시 다
루고자 한다.
남경 삼합집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넓은 면적의 콘크리트 벽 혹은
콘크리트 지붕에 竹膠板 참대나무 거푸집을 떼고 그 문양을 그대로 남겨
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죽석 문양은 민간에서 자주 쓰는 죽석(竹席)의
문양이다. 즉 민간의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양을 남겨두어, 방
대한 콘크리트 면적을 분해시키고 콘크리트의 차가운 감각을 어느 정도
약화시키는 동시에, 건축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촉각적, 맥
163) 참대나무와 膠水를 주요 재료로 특수한 공법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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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적인 면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거푸집 종류는 여러 가지164)인데 대나
무 거푸집(竹膠板)을 사용한 이유는 인위적으로 죽석의 문양을 내기 위
해서라고 본다.
또한 샹산캠퍼스에서 유리 창문 앞(예를 들어 12동)의 차양판(擋光
板挑簷)의 밑 부분에도 대나무 거푸집을 그대로 썼다. 이 竹膠板은 역시
두 가지 이유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는 대나무 거푸집이 견고했기 때문에
위의 기와를 받들고 있는 구조적 버팀 판으로 사용될 수 있었고, 또 하
나도 역시 竹膠板을 그대로 남겨두어 건축물 하부에서 위로 볼 때 전통
적인 죽석문양과 대나무 재료를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지역의 건축문화의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런 죽석(竹席) 문양은 비록 많은 사람의 작품에서 나타나지만, 방대
하고 차가운 콘크리트벽면을 해체하고 일정한 촉각성을 주는데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왕쑤가 이런 竹膠板을 거푸집으로 사용함으로
써 지역성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본다.

그림 78 (左)민간에서 흔히 사용하는 避暑용 죽석(竹席). (中)샹산캠퍼스 12
동에 있는 문의 세부. (右)샹산캠퍼스 12동에 있는 모 문.

그림 79 (左)남경 삼합집의 콘크리트 벽면과 지붕의 문양. (中)샹산캠퍼스 11동
건축의 모 실내 벽면 문양. (右)샹산캠퍼스 1동 차양판(擋光板挑簷)의 밑 부분.
164) 기타 나무(實木) 거푸집과 철판 거푸집 등 여러 가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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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빙매 (冰梅石牆) 문양의 돌 벽면
쑤저우 영암산 빙매 돌벽의 재료와 절석공법은 민간의 담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돌 재료와 절석방법은 샹산캠퍼스와 남경 삼합집
에 그대로 차용되었다.
절석공법을 상세히 보면 돌을 규칙적으로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여러 불규칙적인 돌을 틈을 맞추어 쌓아 올리는 방
법과 끼워 넣는 방법을 결합한 공법이다. 또한 큰 벽돌사이에 작은 돌
재료를 끼워 넣어 전체 벽체를 이루는 공법이다. 이런 민간의 재료와 절
석방법을 차용하여 전통의 맥락을 가진 장소를 만들었다고 본다.
샹산캠퍼스 안에서는 이런 빙매돌벽(冰梅石牆)의 문양을 담장, 단독
벽체, 건축물의 외벽165)하부 3가지 위치에 차용하였다. 그중 담장으로 사
용한 곳은 돌 자체가 구조체이며 민간의 절석공법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그리고 단독벽체에서는 돌로만 높은 벽체를 세우기가 불가능해서 콘크리
트구조를 중간위치에 끼워 넣어 벽체의 높이를 이분화 시켰다. 상하가
각각 절석 방법이지만 이 정도의 높이를 만들려면 반드시 현대기술을 바
탕으로 하여야만 가능한 구축방식이다. 건축의 외벽재료로 사용한 곳의
돌 재료는 모두 구조체가 아닌 외벽에 붙이거나 외벽 옆에 세운 표피재
료일 따름이다.
이런 민간의 공법만이 아닌, 현대기술에 의지하여야만 실현할 수 있
는 구축방법을 사용하여, 결국에는 민간에서 자주 나타나는 冰梅石牆문
양을 여러 위치에 대량으로 차용하여 전통문화의 맥락을 가진 장소를 만
들고 사람들에게 전통건축문화를 새롭게 인식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165) 높이가 약 8m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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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左)쑤저우 영암산 빙매 돌 벽(蘇州靈岩山冰梅石牆). (中)샹산캠퍼스 12
동과 13동 사이에 있는 육교 밑의 담장. (右)샹산캠퍼스 10동과 6동 사이의 골
목길 옆의 담장

그림 81 (左)샹산캠퍼스 23동의 단독 벽체. (中)샹산캠퍼스 23동의 북쪽 벽체의
하부. (右)남경 삼합집의 벽체와 돌담장으로 만든 외부 공간.

그림 82 남경삼합집의 외벽의 하
부에 사용된 돌 재료.

6) 오산방의 빙열문양(冰裂門樣) 집
오산방 중의 빙열문양 집은 전통의 나무 창문 혹은 문의 빙열문양을
그대로 차용하여 만든 철근 콘크리트166)구조 건축이다. 이 빙열문양을
건축의 벽체, 지붕, 실내의 인테리어에 모두 사용하였다. 빙열문양의 불
규칙성으로 인하여 불규칙적인 창문이 생기는데, 이런 창문의 열림은 평
면이었든 빙열문양 벽면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구조
적인 철근 콘크리트를 그대로 노출시켜 구조미를 보여줌과 동시에, 전통
166) 왕쑤의 원래 작품은 콘크리트의 원래 색깔을 그대로 보여주려는 것 이였고, 지
금은 건축물 사용자에 인해 힌 페인트를 치러서 완전히 흰 색깔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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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호의 차용을 통하여 전통건축의 맥락을 보여주는 장소를 만들었
다. 그리고 지붕의 빙열문양과 빙열문양을 통과한 빛, 빙열문양의 그림자
는 서로 호응하면서 지역적인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내부계단의 황색나무판난간은 실내의 동선을 시각적으로 강조하
면서, 콘크리트 벽과 지붕의 차가움을 완화하는 촉각적인 전통재료이다.
건축물의 평면배치를 보면 전통적인 합원식이다. 합원의 중정은 나
무와 정원이다. 이 정원과 나무는 자연을 건축으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합원의 내부 벽을 서로 가리고 건축물의 용도167)와도 맞는 깊이 감을 주
는 존재다.
또한 호수 위에 있는 이 빙열문양은, 물 위의 얼음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고, 빙열문양집의 두 개의 입구는 태호석의 형태를 차용한
것이다.
이렇게 빙열문양집은 전통적인 빙열문양의 차용, 전통적이고 촉각적
인 나무 재료, 전통적인 합원 형식, 정원요소의 도입, 물 위의 얼음으로
의 이미지화 수법, 태호석 형태의 차용 등을 통하여 전통건축의 맥락을
담은 장소를 만들었다.

그림 83 (左)우전의 전통적 빙열문양 창문과 문. (右)빙열문양집이 사용자
에 인해 개조되기 전의 내부 (출처: 築龍網)

167) 현재는 커피숍으로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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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左)빙열문양집 정면과 두 개의 입구(사용자에 인해 개조 전).
(中)삼각형 창문과 병열문양 벽면. (右)빙열문양집 2층에서 외벽과 인테
리어.

그림 85 (左)빙열집문양 모형. (右)합원식 배치와 정원, 나무, 호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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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십자형 구멍 벽

명청 시대 창 문양 종횡문양 벽
벽

벽면, 담장

벽면

벽면, 담장, 바닥

창문, 난간
샹산캠퍼스
빙매 문양 돌 벽

벽면, 담장, 바닥
샹산캠퍼스, 항주
중산로 개조
빙열 문양 집

그림
위치
전통에
서 의
사용
위치 벽면, 담장
사용된 샹산캠퍼스
작품
명칭 죽석 문양 벽
그림
사 용 벽면, 천정
위치
전통에
서 의
사용
위치 죽석(竹席)
사용된 샹산캠퍼스, 남경삼
작품 함집
표 4 : 전통부호 차용 수법

벽면, 담장, 단독 벽면, 지붕
벽체

벽면, 담장
창문, 문
샹산캠퍼스, 남경삼 오산방의 빙열 문
함집
양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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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문과 지역성
1) 창문이 작은 원인은 중국 전통건축에서 빛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 것
이다. 나는 전통건축의 빛은 어두우면서 밝다고 본다. 이는 기술문제가 아니
다168). 나는 이런 어두우면서 밝은(半亮不亮) 빛에 '유명'(幽明)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붙였다. '유'는 어둡다는 의미고 '유명'은 어두우면서 밝다는 의미다(幽
是黑的意思，“幽明”就是“黑亮”). 밝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두우면서 밝은 빛을
가리킨다(它不是不亮，而是黑亮的光). 이러한 빛을 만들려는 것 이였다. 당연히
이런 빛은 또 하나의 효과를 가져다준다. 즉 학교로서 실내에서 숙고(沉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목적이다169).
나는 농촌의 어느 이름 있는 중의(中医)사를 방문하였다. 그의 집에 들어가
보니 실내는 상대적으로 어두웠다. 실내에서 외부의 원락(院落)을 보니 원락은
정말 밝았다. 이런 실내와 실외의 빛의 차이는 중국 강남의 주거와 원림에서 자
주 나타난다. 나는 이런 실내의 어둡고 밝은 빛(暗光)에 幽라는 이름을 달았다.
창문의 창살(窗格)은 일부러 내부의 빛을 약하게 하려는 것 같았다. 이것이 바
로 중국 전통건축에서 창문이 지니는 의미다. 이는 모던건축에서 위생표준을 위
한 빛과 달리, 내부에서 외부를 보도록 만든 창문이다. 숙고하는 분위기를 만든
다170).
중국 전통건축에서 나무구조 혹은 벽돌구조 등 여러 가지 구조물이
많은데, 그 중 나무구조를 보면 창문을 크게 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있기에, 창문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그 중 창문을 작게 만드는
원인은 항상 여러 가지 용도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절간, 궁전, 민간의
집에서는 종교적 원인, 정치적 원인, 사생활 보호, 신체안전 등 여러 가
지 원인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대응하여 창문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롱샹성당도 마찬가지로 창문이 작고 깊이가 있고 위치변화가 풍
부한 원인도, 역시 유리와 빛과 결합하여, 실내에서 숙고할 수 있는 종교
168) 어떤 구조양식(예를 들어 황토로 만든 집)은 재료의 특성에 따라 창문을 크게
만들 수가 없다.
169) 왕쑤, 陆文宇와 方振宁의 인터뷰. 제목:『象山问道-中国美术学院象山校
园』.“ABITARE” 2009년9월495번.p65~p72.
170) 왕쑤의 글. “那一天”. Architecture Culture. 2008.4. p37~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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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샹산캠퍼스의 11동, 18동, 21동 건축의 창문을, 롱
샹성당 창문의 외부형태처럼 만드는 것은, 건축물의 용도와 부합되지 않
는 결과가 생긴다. 샹산캠퍼스의 건축은 학교 건축물로서 대부분이 교실,
사무실, 회의실, 기숙사다. 이런 용도들은 햇빛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가
있다. 창문이 작은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해본 결과 햇빛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항상 형광등171)을 켜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2)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은 교실만이 아니다. 복도 공간, 외부 중정 공간
혹은 나무 옆의 큰 공간등도 역시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우리는 교실 안
에서만 수업할 것이 아니라 고대의 서원(書院)처럼 외부 혹은 마당에서도 수업
을 할 수 있다172).

수업의 공간을 선택함에 있어서 사실 여러 곳은 수업이 가능하다. 비
록 효율은 낮지만 수업공간에 대한 대응은 적극적인 의미가 가진다고 본
다.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은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수업방식을 포함
한 생활방식이다173).
3) 기숙사의 창문도 보면 작고 임의로 배열이 되었으며 실내는 감옥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또한 현황(现况)적으로 창문의 위치와 침대의 위
치는 대응관계가 아니라, 사실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오히려 어떤 곳의 창문은 바닥에 있어 생활의 불편을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다. 기숙사의 창문에 대한 왕쑤의 해석을 세 개의 인터뷰에서 볼 수
있다.
①174)예를 들어 샹산캠퍼스 기숙사의 창문이 한 층에서 왜 위와 아래로 나
171) 이는 또한 에너지를 절약하여야 한다는 사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172) CCTV13뉴스.“面对面”王澍：一個建築師的理想与現實(2012년03월25)에서 왕쑤의
대답.
173) 이 부분의 연구는 4.2.1장에서 진행한다.
174) 2012년9일20일,『 “김옥길 기념강좌”건축의 지역성을 다시 생각한다.』강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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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져 높이차가 있게 설계되었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면, 중국의 학생
기숙사는 이층 침대로 되어 있다175). 방이 적고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 당시
나의 아이디어는 상층과 하층의 사람이 모두 창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창문은 위층 창문과 하층 창문으로 구성되었다. 창문의 변화는 이런 특
수한 사용과 관련된 것이다.
②176)창문이 작게 디자인 된 원인을 항주의 지역성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항
주의 전통주거에서 볼 수 있다시피 기후로 인해 창문은 북방에 비해 상대적으
로 작고, 창문이 작음으로 인해 열 손실이 적다. 여름에 보면 내부는 외부에
비교해 온도가 낮은 축이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 그림자가 강조되는 경향
도 있다.(外亮內暗,外熱內涼，陰影效果). 이런 창문크기와 건축크기의 비교로 나
타난 지역적인 특성을 샹산캠퍼스에 직접 이용하였다.
③177)진행자: 샹산캠퍼스의 어떤 여학생 기숙사를 보면 어떤 곳은 방의 위
측에서 1/4크기의 창문과 만나서 방이 너무 어둡고 감옥 같고, 어떤 곳은 아래
측에서 1/4크기의 창문과 만나서 옷도 잘 마르지 않는다.
왕쑤: 나는 창문을 크게 또한 규칙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별로 재미가 없다. 사람의 생활에는 합리 외에 재미도 필요하다. 연애를 예로
들면 연애과정에는 불합리(不合理)한 사실이 많이 생긴다. 하지만 결국에는 연
애를 한 것이다. 나는 나의 설계를 애정과 자주 비교한다. 애정이란 무엇인가?
애정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머리가 이성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너는 역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안다. 나는 또한 설계를 통해 무엇이 생활인가를 알려주려
고 한다. 생활이란 우리가 평생 부딪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어느 한 시각 아무
원인 없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샹산캠퍼스의 교실과 기숙사 등의 작은 창문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다, 그 중 이층 침대에 대응하고 있다는 해석은 창문에 실용성
을 억지로 붙이는 해석방법이고, 오히려 지역의 전통 수업방식, 빛과 기
후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실용성을 무
시하고 형태의 '재미'와 특이를 추구한 것도 역시 왕쑤의 중요한 생각이
필자와 왕쑤와의 질문과 답.
175) 상층과 하층에 각각 한명의 학생이 살고 있다.
176) CCTV13뉴스.“面对面”王澍：一個建築師的理想与現實(2012년03월25)
177) CCTV-4. 제목: “王澍：建筑的哲学”, “文明之旅”系列节目之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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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본다.
그러나 왕쑤의 이런 출발점들은 결국에는 교실과 기숙사의 용도와 모
순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지역의 전통건축에서 창문에 대한 이해는 항상
건축물의 용도와 결합되어 있다. 하지만 전통건축의 이런 내용측면을 종
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용도를 무시하고 단순히 일부의 측면만을 바라
보고 떼여 와서 이용하는 것은, 진정한 지역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그림 98 (左)샹산캠퍼스 21동 기숙사의 창문. (中)샹산캠퍼스 23동 건축안의
모 교실. (右)샹산캠퍼스 11동 건축의 동측 벽과 창문.

그림 99 (左)샹산캠퍼스 14동 건축의 창문. (中)샹산캠퍼스 11동 실내 교실과 창
문. (右)샹산캠퍼스 11동 건축의 동측 벽과 창문(야경).

3. 탑의 형태로의 이미지화 수법

차양판(擋光板)의 재료를 회수된 기와로 사용하였으며, 약간 경사지게 디자
인 하였다. 차양판의 형태는 항주 육합탑(六和塔)의 형태를 추상화하여 새롭게
변형시켜 이용한 것이다.178)
육합탑(六合塔)은 체적이 크다. 높이는 약 60m다. 육합탑이 있는 산은 샹산
과 크기가 비슷하다. 탑 안에 들어갔을 때 탑의 체적은 작아진 듯하다. 탑은 6
178) 왕쑤, 루원위. “중국미술대학교 샹산캠퍼스”. ARCHITECTURAL JOURNAL.
2008.9. 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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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변과 18개의 완전히 같은 창문이 있다. 나는 창문마다 사진을 찍었다. 이
18장의 사진을 펼쳐보니 샹산캠퍼스의 건축 안에서 샹산을 바라보아야 하는 자
세가 보인다. 이는 바로 중국의 산과 건축의 관계다. 산은 경치가 아니라 공존
의 관계다. 외부에서 산을 봤을 때 탑의 密橄瓦는 탑의 색깔을 검게 만든다. 密
橄瓦의 변두리는 얇다. 탑의 密橄瓦의 재료는 산체(山体)와 호응된다. 탑은 산
에 붙은 것 같다. 샹산같이 안개가 많은 곳에 이 탑은 있었더라도 완전히 없어
질 것 같기도 하고 약해 보인다. 그 시각 나는 샹산캠퍼스의 커다란 건축을 약
하게 하는 방법을 찾았다. 육합탑의 가벼움과 은닉(隐匿)방법은 나로 하여금 샹
산캠퍼스의 返乡之路를 찾게 한 것이다179).

샹산캠퍼스 1동건축을 예로 들면 넓은 면적의 유리창을 그대로 노출
시키면 50m밖에 안 되는 샹산을 포함한 자연환경과 사실은 어울리지 않
는다. 검정색 기와를 씌운 차양판을 앞에다 붙이고 사용함으로써 넓은
면적의 유리창은 시각적 효과가 약해졌고 사라진 듯 하고, 건축물은 전
반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약해졌다. 차양판의 사용은 건축의 수평 감을
강조하고 수직 감을 약화시킨다.

그림 100 (左)항주의 육합탑(六和塔). (中)샹산캠퍼스 1동 건축에 관한 왕쑤의 스
케치. (右)샹산캠퍼스 1동 건축의 남측 棟.

179) 왕쑤의 글. “那一天”. Architecture Culture. 2008.4. p37~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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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샹산캠퍼스의 1동의 입면

차양판은 층고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한 층에 2~3겹씩 배치되었다.
차양판은 탑의 형태를 추상화하여 약간 경사되어, 빗물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기능적 효과에도 부합되며 계절변화와 낮 변화에 따른 태양빛의
각도180)에도 부합 된다. 계절로 보면 여름의 강한 빛은 어느 정도 막히
고 겨울의 약한 빛은 어느 정도 투과가 가능하다. 낮 변화도 마찬가지로
점심의 직사광선은 어느 정도 막히고 아침과 저녁의 경사 광선은 투과가
가능하다.

그림 102 (左)유리벽면과 擋光板. (中)擋光板과 빛의 관계. (右)擋光板과 빛의
관계 원리.

외부에서 건축을 바라볼 때 이런 적극적인 의의가 있지만, 건축 내
부에서 유리창을 통해 외부를 바라볼 때는, 층의 중간위치에 있는 차양
판에 의해, 내부 사용자들의 시선에는 많은 영향이 끼친다. 그리고 차양
판의 과도의 사용으로 인해 교실은 어둡게 되어 버렸다. 때문에 차양판
의 수량과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이 차양판은 외부
효과로 봐서는 건축을 약하게 하는 데는 효과가 좋지만, 내부의 사용에
는 실용적인 조치가 아니다. 탑의 형태를 추상화하여 사용한 것은 의의
가 있다고 보며 다만 차양판의 수량, 위치를 실용성과 결합하였으면 지
180) 태양빛은 여름과 겨울에 지면과의 각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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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성을 보여주는 좋은 건축적 방법이라고 본다.
4. 전통지붕형태의 차용

그림 103 (左)샹산캠퍼스 21동 식당의 지붕과 기와. (右)샹산캠퍼스 19동의 지붕
과 기와. (右)北宋 米友仁의 산수화(潇湘奇观图). 출처: 왕쑤, 陆文宇와 方振宁의
인터뷰. 제목:『象山问道-中国美术学院象山校园』

그림 104 (左)샹산캠퍼스 11동 지붕. (中)샹산캠퍼스 4동과 5동의 경사진 지붕과
기와. (右)샹산캠퍼스 8동 체육관의 지붕과 기와

샹산캠퍼스의 지붕은 형태 측면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인데 그 중 대표
적인 네 가지를 본다. 이 네 가지는 사합원식의 안쪽으로 경사진 사면
지붕, 합원식의 삼면(三面) 지붕, 8동 체육관 같이 외부방향으로 약간 경
사진 지붕181), 19동 혹은 14동 같은 곡선형태 지붕이다.
이런 곡선 혹은 경사진 지붕은 강남의 비가 많은 특성에 맞는 지붕형
태이다. 사합원식의 지붕은 전통 사합원의 지붕형태를 그대로 차용한 것
이다.
삼각곡선형의 지붕은 새의 날개 같기도 하고 산 같기도 하다182).

이런 지붕은 기후와 역학에 맞는 지붕형태이다. 지붕의 구조적 버팀
은 역시 철근콘크리트 구조이고, 재활용한 기와로 깔거나 혹은 꼽는 공
법으로 지붕위에 깔고 전통건축의 메시지를 담은 장소를 만들었다고 본
181) 이 지붕의 경사도는 완화한 지붕이다.
182) CCTV13뉴스. “面对面”王澍：一個建築師的理想与現實(2012년03월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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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록 재활용한 재료를 사용함으로 하여 준공 후 5년 만183)에 부득이
기와를 바꾸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단순히 형태 측으로 볼 때 전통건축
의 지붕형태를 차용하거나 혹은 창의적인 대안(삼각곡선형)을 통하여 지
역의 기후에 맞는 형태를 만들었다고 본다.
5. 산의 형태로의 이미지화
닝보역사박물관의 설계수법은 '大山法'다. 나는 수직되는 큰 산을 만들기로
했다. 부지 남측의 명주(明州)공원에는 시멘트로 만든 큰 가산(假山)이 하나 있
다. 듣기로는 어떤 진짜 산의 형태를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고 한다. 나는 그보
다 더 가짜 같은 산을 만들기로 했다. 혹시 산의 본뜻과 더 닮을 수도 있겠다.
박물관의 외관은 산의 토막으로 만들었다. 산은 연속적이다. 건축의 상반부는
갈라진 산과 유사한 형태다. 이는 어떤 박스형태의 건축이 어떻게 '자연형태'인
산으로 해체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외부계단에 소나무로 된 분경(盆景)을 꽉
세워서 남송(南宋)시기의 이당(李唐)의 산수화“万壑松风图”의 이미지를 추구하
려고 하였다184).

그림 105 (左)닝보역사박물관의 3층과 옥상의 평면. (右)닝보역사박물관의 纵
向단면도.

183) 기와재료의 공법과 재활용한 기와재료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는 4.4.2장에서
연구함.
184) 왕쑤 저. 제목: 『자연형태의 서술과 기하: 닝보박물관의 创造手记』 .时代建筑
Time+Architecture 2009년3월. p66~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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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左)닝보역사박물관에 관한 왕쑤의 스케치. (中)(右)닝보역사박물관을
산으로 이미지화 함. 출처:『자연형태의 서술과 기하: 닝보박물관의 创造手
记』

닝보역사박물관의 형태는 하부는 합치고 상부는 갈라진 산에서 왔고,
반면에 건축물의 벽면을 산처럼 경사지게 만들고 벽면표피의 와판벽과
결합하여 산수화의 산을 의미지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부계단에 소나
무로 된 분경(盆景)185)을 꽉 세워서 산수화“万壑松风图”안의 소나무와
같은 양상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이는 왕쑤가 자주 사용하는 지역의
문화에 연계를 맺는 이미지화수법이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화 수법으로 지역성을 나타내는 것보다, 옥상의
군조(群造)형 수법을 통해 옥상에서 현대 도시를 바라보는 것은 더 의미
가 있다고 본다. 옥상의 와판벽면과 대나무문양으로 된 콘크리트벽체 사
이의 공간을 거쳐 먼 곳 의 모던건축을 바라보면 사람들에게 새로운 감
각을 줄 수 있다. 재료로부터 대비가 된다. 먼 곳의 모던건축이 있는 곳
은 박물관 표피에 붙인 와판벽이 원래부터 자리 잡고 있던 곳이다. 하지
만 도시화로 인하여 지역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국제주의 양식이 그
자리에 생기고, 원래의 와판벽 집 혹은 와판벽 담장은 허물어지는 운명
이 되었고, 그 재료들은 다시 재활용되어 다시 닝보역사박물관의 표피에
붙은 것이다. 하여 재료로서 지역의 건축문화를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
다.
185) 이 분경(盆景)은 후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주처에 의해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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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 (左)(中)산수화 “关山行旅图”안의 산의 형태와 샹산캠퍼스안의 모
건축물의 형태. (右)닝보역사박물관의 옥상에서 현대 도시를 바라보다. 사
진 제공: 김광현.

6. 정원의 태호석(太湖石)형태의 차용

나는 오산방의 황토집의 부분에서 '태호석 집'이라 이름을 붙인 작은 건축을
만들었다. '태호'라는 두 글자는 태호석의 자연형태를 은유하고 있는 것이다. '
태호석 집'은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사람이 허리를 비뚤이는 것처럼 두 번 형태
를 변화시켜 태호석의 고립된 봉우리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이다186).

오산방의 황토집안에서의 '태호석 집'만이 아니라, 빙열문양집의 북
벽의 동문과 서문의 입구, 샹산캠퍼스의 문과 벽의 구멍, 건축물의 전반
형태에서 태호석의 모양을 차용한 수법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빙열문양집을 에워싼 참대나무, 샹산캠퍼스의 벽면을 따라 자
라 올라가는 등나무 덩굴(藤条)처럼, 건축물을 에워싼 식물과 물은 자주
태호석의 형태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전통정원에서 태호석이 여러 식물
을 비롯한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현상을 차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정
원요소와 태호석의 형태를 결합하여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전통정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본다.

186) 왕쑤 저. 제목: 『자연형태의 서술과 기하: 닝보박물관의 创造手记』 .时代建筑
Time+Architecture 2009년3월. p66~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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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8 (左)샹산캠퍼스 15동의 벽면(내부에서 외부로 바라 봄). (中)샹산캠퍼
스 14동의 내부의 某 문. (右)샹산캠퍼스 15동의 벽면.

그림 109 (左)샹산캠퍼스 13동 건축의 일부분. (中1)샹산캠퍼스 12동의 동측 벽
면. (中2)빙열문양집의 북벽의 서문 (右)빙열문양집의 북벽의 동문

그림 110 (左)태호석. (右)황토집 내부의 '태호석
집'

7. 주변도시 건축형태의 차용

1) 필자: 닝보미술관의 개조방식은 구조 체를 남겨두는 방식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인가?
왕쑤: 닝보미술관은 역사보존건축물이다. 처음에는 보존하는 방식으로 개조
를 하려고 하였다(保护性改造). 그렇지만 시공 중에서 기존의 구조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다. 지진 방치(抗震)의 법적 요구에 만족할 수 가 없었다. 때문에 후에
는 局部保留외에 다 허물고 원래의 구조 양식으로 새로 지었다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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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보미술관이 배의 대합실로 사용할 때의 내부 평면은 간단하다. 하나의 로
비, 두 개의 큰 대합실, 여러 사무실, 두 개의 内院, 두 개의 배로 오르내리는
경사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은 닝보사람의 기억이 된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건축물의 존재 상태로서 이는 응당히 보존하여야 한다. 나의 건축기획
은 항상 사람의 기억으로부터 시작한다. 나는 기억 중에서 방향을 찾는 것이
다. 건축이론에서부터 출발하면 인차 용도와 형태에 대한 문제에 부딪친다.
하지만 나는 이런 용도와 형태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없다. 내가 관심이 있
는 것은 특정한 사건(特定事件)이다. 나는 이 위치에서 배타는 승객들의 발
걸음 소리가 들을 수 있다. 어떤 상직적의미를 표현했던 장소가 그의 원래 모
양을 드러낸다. 진정한 미술관이라면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것을 허락하여야 하
기에 미술관에서의 준비면적은 응당히 전시면적보다 커야 한다188).

그림 111 (左)닝보미술관 개조전의 서측 입면과 2층으로 올라가는 경사로. (中)
닝보미술관 개조전의 동측 입면과 망루(望樓). (右)닝보미술관 개조 과정. 망루
(望樓)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허물고 새로 지음.

닝보미술관의 개조 전후를 배교해보면, 미술관의 망루(望樓)외에 기타
구조물은 모두 허물고 새로 지었다. 재료와 창문의 형태 등은 완전히 새
로운 재료와 형태로 바꿔 버렸다.

187) 2012년9일20일,『 “김옥길 기념강좌”건축의 지역성을 다시 생각한다.』강연에서
필자와 왕쑤와의 질문과 답.
188) 왕쑤 저. 제목:『我们从中认出_宁波美术馆设计』. 时代建筑Time+Architecture
2006년5월. p19~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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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左)닝보미술관(右远处)과 닝보老外灘의 건축. (中)(右)닝보老外灘의 某
건축.

2) 닝보老外灘189)보다 후에 개조 완성한 닝보미술관은 닝보老外灘의
건축문화맥락을 이은 건축이라 할 수 있다. 닝보미술관의 재료의 선택과
구축 방식 등은 닝보老外灘에서 흔히 나타나는 수법이다. 재료 측면에서
보면 닝보미술관의 땅 바닥과 기단(基壇) 의 深灰色벽돌, 외부 복도의 안
측에 세운 황색나무(實木)판문, 검은 강철 기둥은 닝보老外灘에서 자주
나타나는 건축 재료이다. 닝보 老外灘의 모 건축에서 보면 深灰色벽돌은
건축의 하부벽체에 사용되었고 찐한 황색나무판과 강철부재(辅材)190)는
서로 얽히면서, 深灰色벽돌위인 벽체의 상부에 있는데, 이 모습은 닝보미
술관과 너무 흡사하다. 또한 老外灘에서 바라보면 닝보미술관의 재료선
택, 위치, 색깔, 판문의 开启方式 등은 老外灘의 모 건축과 같은 방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닝보老外灘의 강북천주교성당(江北天主教堂)191)과 닝보老外灘
개조 전에 보전해놓은 잔벽(残壁)에 볼 수 있다시피, 강북천주교성당과
잔벽에서 사용된 深灰色 벽돌재료는, 닝보老外灘의 개조전후와도 대응될
뿐만 아니라, 닝보미술관에서 사용된 深灰色벽돌재료의 원형192)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닝보미술관은 지역의 재료로부터 출발한, 주변도시건
189) 닝보老外灘은 1844년부터 항구로 开埠되었으며, 2005년1월1일에 상업지역으로
개조 완성되어 상업지역으로 사용되고 있다 .(출처: www.baidu.com)
190) 다른 점은 닝보미술관의 강철기둥은 구조적 버팀이고 닝보老外灘의 이 건축의
강철은 다면 장식용으로 사용 됨.
191) 江北天主教堂: 1872년(140년 전)에 지음, 1899년에 鐘樓를 증축 함. 닝보老外灘
에 있음.
192) 다른 것은 강북천주당과 残壁에서의 벽돌은 축조적인 것이고, 닝보미술관에서
의 벽돌은 축조적인 아닌, 단순한 재료로 쌓아 올린 순수한 벽면, 담장, 바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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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문화의 맥락을 담고 계승한 산물(産物)이다.

그림 113 (左)닝보老外灘의 개조 전 건축물의 残壁. (中)닝보老外灘의 江北天主
教堂. (右)개조후의 닝부미술관 벽돌 벽과 벽돌 담장

3) 닝보미술관의 총평면도에서 볼 수 있다시피 건축물의 동측, 서측은
모두 복도이다. 그 중 동쪽은 닝보를 관통하는 강을 면하고 있다.
실내 복도와 외부 강사이의 가림 벽체는 열 수 있는 나무판문으로 된
벽이다. 이 나무판문의 사용은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는 데, 첫 째는
재료로서 지역성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老外灘건축에서 자주
나타나는 판문을 차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세 번째는 왕쑤가 바라고
자하는 판문을 활짝 열어서 외부와 강을 바라보려는 컨셉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강의 습기로 인해, 이 복도193)에서 전시 할 때
뿐 만아니라, 2층 대청 실내, 대청의 양측에 있는 제2와 제3전시실에서
전시할 때도 미술작품에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이로 인해 나무판문 벽
은 미술품 전시의 용도원인으로, 자주 열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즉 이는
나무재료를 사용하고, 나무판문을 완전히 열려는 건축가에 아이디어에
대한 사용자의 불인가(不认可)인 것이다.
왕쑤의 글에서 보면 전시품의 준비면적이 전시면적보다 커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이 주요 입구인 경사로로 2층에 올라와서 첫 공간
인 대청은 준비면적이 될 수가 없다. 이 대청은 선박대합실 때의 형태와
면적을 그대로 사용한 대청이다. 복도도 역시 준비면적이 될 수가 없다.
실제로 복도에도 전시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을 봐서 용도의 문제를 제

193) 닝보미술관 관리자에게 확인 후, 이 나무문 벽은 별로 열지 않는다고 한다. 이
복도에서도 전시를 할 때가 있지만 차수는 많지 않다. 이 복도의 기능은 기본상
미술관 사무실로 가는 복도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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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많이 내고 있는 대청과 복도의 용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수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특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면적이 양측의 제2,
제3전시실과 같은 대청은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하는 대청이 아니라 미술
품의 전시에도 사용하는 공간이다.
내외의 나무 판문은 모두 열 수 있다. 강 측에는 길이가 108m, 넓이가 6m,
높이가 8m인 복도가 있다. 사실은 나는 이 108m의 8m높이의 판문이 동시에 강
을 향하여 열리여 수많은 빛(万丈金光)이 쪼여 들여오는 순간을 기대한 것이
다194).

그림 114 (左)닝보미술관 조감도. (中)닝보미술관 2층의 제3전시실. (右)닝보미술
관 2층 동쪽에 있는 실내의 복도.

비록 전시물의 종류에 따라 이 나무문은 완전히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즉 복도 양측의 나무판문 벽이 완전히 열리면 이 복도에서는 자
연의 작품인 강과, 사람의 작품인 미술품을 동시에 감상할 수는 장소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전시 할 수 있는 미술품의 종류를 너무 제한시킨 것이
다. 2층에서 전시하고 있는 전시품의 종류는 우연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전시품은 모두 습기에 장기적으로 견딜 수 있는 조각 작품인 것이다195).
습기 방지를 할 수 없음으로 하여 미술품 자체에 손상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시품 종류는 많이 제한된 것으로 본다. 비록 미술관에서
는 어느 정도의 습기 제거가 있겠지만, 이무 풍화되고 있는 나무재료로
만든 판문벽체로 스며드는 습기와 바람은 미술품에 영향을 주고 있다.
194) 왕쑤 저. 제목:『我们从中认出_宁波美术馆设计』. 时代建筑Time+Architecture
2006년5월. p19~p30.
195) 2012년 7월25일 오전 10시30분. 현장 답사 할 때 필자가 확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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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내높이196)가 너무 높아서 습기 제거와 온도조절에 더 불리하다.
따라서 사용된 건축 재료, 실내 높이, 햇빛은 미술전시작품의 종류를 결
정했다고 할 수 있다.
2층과 비교해서 닝보미술관의 1층은 그림과 서화작품을 전시하고 있
었는데 그 원인을 건축적으로 분석해보면, 1층의 동쪽 벽은 열 수 있는
나무판벽이 아니고, 습기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砌體벽이기 때문이
다. 또한 1층의 층고가 5m가량밖에 되지 않아 온도와 습도 조절이 쉬운
원인도 있다고 본다. 즉 미술품의 전시 종류는 건축물의 벽체 재료와 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왕쑤는 복도 양측의 나무판문을 모두 활짝 열어 햇빛이 미술관의 복
도까지 비추어 들어오는 것을 원한 것이다. 이런 빛은 지역의 재료인 황
색 나무판문과 결합해서, 또한 원래의 선박대합실로 사용할 때의 기억과
결합해서, 도시기억이 있는 지역성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老外灘
의 건축 재료와 형태에 대한 차용으로 도시건축의 맥락을 연속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변도시건축의 나무재료와 형태에 대한 차용, 선박대합
실 용도 때의 형태의 차용으로 도시기억을 담으려는 주장은 미술관이라
는 용도와 모순되는 문제를 만들었다.
만약 이 복도의 외측 벽을 습기 차단효과가 좋지 않은 나무판벽을 쓰
지 않고, 습기 방지가 좋으면서도 또한 동쪽의 강을 어느 정도 바라 볼
수 있고 또한 미술품에 불리한 직접적인 빛을 막을 수 있는 재료와 특
수 구조를 사용하였으면, 2층에서도 전시용도에 잘 부합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본다.
재료로 지역성을 표현하기 위함과 주변도시의 건축의 맥락을 단순히
차용함으로 인하여 생긴 닝보미술관의 용도의 불편리함은, 왕쑤가 미술
관의 용도에 초점을 두지 않고, 또한 옆에 습기가 강한 강이 있다는 자
연환경을 무시한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본다. 비록 닝보미술관은 보호적
인 개조(保护性改造)한 것이지만 개조전후를 비교해보면 나무 판문의 사
196) 실내 높이와 햇빛에 대한 연구는 4.3.2장에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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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선박대합실 때 의 건축, 역사보호 개념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재료
의 사용이다. 닝보老外滩 주변도시건축의 형태의 차용과 단순히 재료로
서 지역성을 표현하려는 방법보다, 건축의 용도에 맞고 또한 자연환경요
소에 대응하고, 그 지역의 문화요구에 맞는 건축물 이야말로 진정한 지
역성을 가진 건축이라고 본다.
4.3.2.

개념적형태의 차용

● 선박으로의 이미지화
닝보미술관의 선전지(宣傳紙)에 보면 닝보미술관의 전체적 형태를 선
박(船舶)에다 비유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비유 방법을 보면 2층으로 올
라가는 경사로(坡道)를 배에 올라가는 경사로에 비유하였고, 1층의 전시
실을 배의 창고에 비유하였다. 건축물 지붕에서 솟아난 건축물 突出物를
배의 운전실에다 비유 했으며, 그리고 건축물 외부의 복도를 배의 선현
(船舷)에다 비유한 것을 선전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미술관의 위
치로부터 보면 강 옆에 위치에 있고 개조전의 건축이 선박대합실로 사용
하였기 때문에 미술관 전체를 선박에다 비유한 것이라고 본다.
닝보미술관의 설계가 배로의 비유에 관한 왕쑤의 해석197)을 본다.
필자: 닝보미술관을 배에다 비유하는 것에 동의 하는가?
왕쑤: 당연이 비유는 간단한 비유가 아니다. 나는 사실 비유하기가 두렵다.
내가 만들은 건축물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비유하기 좋아할 가능성이 있다. 그
렇지만 비유결과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비교적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다. 시를 짓는 방식과 같이 노골(直白)하지는 않는다. 누가 배에다 비유해도
그럴 것이다.
왕쑤의 대답과 글, 개조전후의 사진비교에서 볼 수 있다시피 보류하
였다는 원래의 구조양식은 구조적 기둥 위치 등의 요소와 평면의 형태,
면적, 위치, 건축물의 높이, 지붕의 창문 등을 가리킨다고 본다. 하지만
197) 2012년9일20일,『 “김옥길 기념강좌”건축의 지역성을 다시 생각한다.』강연에서
필자와 왕쑤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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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 사용한 닝보미술관의 재료와 구축공법 등은 원래의 대합실 건축
과 아무 상관없는 로와이탄의 형태와 재료를 차용한 것이다.
역사보존건축의 평면 형태, 높이, 지붕의 창문 등을 보류하였지만 이
로 인하여 미술관의 용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2층의 대청에는 천정
에서 떨어지는 아무런 過濾없는 햇빛을 볼 수가 있다. 이런 곳에서는 서
예, 서화 같은 작품의 전시는 가능하지 않다. 이 대청 공간에서는 이런
강한 직사광선을 직접 받고, 그리고 직사광선이 시간에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이곳에 전시 할 수 있는 종류는 너무 제한 될 것으로 본다. 그리
고 이 대청 전시실은 햇빛이 직사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동측의 강의 습
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다가 층고가 너무 높아 온도와 습기의 조절이
쉽지 않은 공간이다. 미술관이라는 용도와 부합하지 않는 공간이다. 배
대합실일 때 대청은 사람이 배를 대기하는 장소지만 미술관에서는 대청
과 복도를 비롯한 장소에서 역시 미술품을 전시할 때가 있다.

그림 115 (左)개조후의 닝보미술관의 동측 입면과 옆의 강. (中)개조후의 닝보
미술관의 서측 입면과 2층위로 올라가는 경사로. (右)개조후의 서측 외부 복도.

그림 116 (左)개조후의 닝보미술관의 조감도. (中)개조후의 닝보미술관의 내부 중
정과 정원, 대나무, U글라스. (右)개조후의 닝부미술관 大廳 실내와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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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닝보미술관의 3층 평면도

그림 118 닝보미술관의 총 평면도

그림 119 닝보미술관의 단면

또한 닝보 미술관의 2층의 사용가능한 내부공간의 순 높이는 10m198)
이상이다. 또 그 위의 구조까지의 높이까지 합하면 약 12m다199). 전시종
류에 따라 미술관의 층고가 높을 수도 있지만 에너지 낭비가 너무 많고
에너지 효율이 너무 낮은 측면도 있다. 많은 미술품 혹은 전시품은 일정
한 온도의 온정이 필요하여 냉난방, 습기 제거 등 설비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 된다. 그렇지만 이런 높은 층고는 이런 설비의 도움을 받기에
불리하다고 판단된다. 전시품의 종류는 현장답사 할 때 확인해본결과 2
층에는 조각품이 위주다.
198) 왕쑤 저. 제목:『我们从中认出_宁波美术馆设计』. 时代建筑Time+Architecture
2006년5월. p19~p30.에서 확인 함.
199) 2007년까지 福建廈門미술관은 층고가 9.5m로, 중국에서 단층의 층고가 제일 높
은 미술품 전시실이다. 하지만 닝보미술관 개관(開館)후 닝보미술관은 층고가 제
일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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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심산, 잔도

산봉우리

샹산캠퍼스 11동의 서측 면

샹산캠퍼스 19동

천리강산도(千里江山 심산의 棧道
图)
탑
태호석

北宋 米友仁의 산
수화(潇湘奇观图)

작 품
그림
작품
이미지
명칭
명칭
작 품
그림
작품

15동 외
샹산캠퍼스 1동 南棟 샹산캠퍼스
벽

이미지
명칭 항주 육합탑(六合塔) 태호석
표 5 : 중국미술대학교 항주 샹산캠퍼스에서 나타나는 이미지화 수법의 일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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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산수화

깨여진 산

대나무 문양

외벽

외벽의 상부

외벽

전통의 산수화
대나무 숲

宋 李唐의 산수 대나무
화(万壑松风图)
대나무와 그림자

1층 내부 홀

3층 내벽

작 품
그림
위치
이미지
명칭
명칭
작 품
그림
위치
이미지
로와이탄의
명칭 우전의 대나무 숲 닝보
대나무와 그림자
표 6 : 닝보역사박물관에서 나타나는 이미지화 수법의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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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건축재료

왕쑤 작품에서 나타나는 재료는 재료의 물질적 성질에 맞게 사용된
구조적 재료도 있고, 또한 재료의 본성을 잃고 표피에 치장제로 사용된
것도 있다. 왕쑤 작품에서 나타나는 재료를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누고
지역성을 표현하기 위한 재료의 사용과 이런 재료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건축적 수법을 고찰한다.
4.4.1.

구조재로의 사용

1. 창문과 문에서 나무재료의 사용
1) 지역의 전통에서 자주 사용되는 나무(实木)를 이용하여 창과 문에
많이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샹산캠퍼스 5동 건축의 중정의 창문과 문에
서 볼 수 있다시피, 지역의 전통재료인 나무에 나무의 원색을 더 강조할
수 있는 노란 페인트로 기름칠하여 직접 창문과 문으로 사용하였다. 닝
보미술관에서도 역시 볼 수 있다시피 나무판문에 노란 페인트를 기름칠
하여 직접 건축의 외벽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나무재료의 공법 측면으로 보면 역시 지역의 전통에서 자주 나
타나는 辅材와 여는 방법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즉 지역의 전통에서 사
용하는 창문의 잠금장치(窗钩)와 문의 빗장(插销)장치를 그대로 차용하
여 창문과 문의 开启와 关闭에 사용하였으며, 또한 창문을 여는 방식도
지역에서 자주 나타나는 '수평으로 완전히 여는 방식'(水平完全开启)을
사용하였다.
이런 지역 전통에서의 재료와 색깔, 辅材, 开启, 关闭방식의 직접적인
차용을 통해 지역의 전통건축의 맥락을 담은, 그리고 지역 사람들의 전
통의 생활습관을 계승하고 기억한 장소를 만들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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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9 (左)샹산캠퍼스14동 건축과 나무문, 나무창문 (中) 샹산캠퍼스 5동
중정의 나무창문과 나무문, 開啟방식.(右)샹산캠퍼스 5동 중정의 나무문과
关闭방식.

그림 140 (左)우전(乌镇)의 나무 창문과 窗钩. (中) 杭州胡雪岩故居의 문 关
闭방식. (右)샹산캠퍼스 5동 건축의 나무창문의 窗钩.

2) 이런 지역적인 나무재료와 공법은 지역건축문화의 메시지를 보여
주고 있지만 동시에 문제점도 일으키고 있다.
竣工한지 5년이 된 샹산캠퍼스의 나무문과 나무창문은 풍화로 인하여
손상된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고 또한 窗钩도 대부분이 녹이 쓸어져 있
어, 사람들의 후속적이고 지속적인 수선이 필요하다.
竣工한지 4년이 된 강변에 있는 닝보미술관의 나무 판문도 역시 풍화
로 인하여 바람, 습기, 빗물이 침임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주요 계단의 방화 문에서도 천연나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나무에 방화 페인트(防火涂料)를 바르더라도 법규의 방
화시간에 부합하기 힘들다고 보며, 밀봉(密封)상태의 불량으로 인해 연기
차단은 더 힘들다. 나무재료를 이용하여 지역성을 보여주기 위한 디자인
의 과잉이며, 이로써 나타난 기능상의 불량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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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 샹산캠퍼스 5
동 건축안의 모 계단의
방화문

2. 벽체에서 황토재료의 사용
오산방중의 한 작품인 황토집의 벽체 재료는 지역의 농촌에서 자주
쓰는 황토다. 황토집의 황토벽은 황토와 자갈 돌, 대오리(竹条)의 결합체
이다200). 비록 이 황토벽체는 강철구조인 전반구조와 관계없이 벽체로
填充되어 있지만, 4m높이의 벽체 범위에서는 자체 중량을 받들고 있고
전반 벽체를 구성한 구조체이다. 지역민간의 나무기둥201)과 달리 항토집
에서는 강철기둥인 것이다. 이는 황토라는 취약한 재료의 특성에 맞는
사용이다.

200) 지역의 농촌에서 흔히 첨가할 수 있는 벼 집 같은 재료는 없다. 지역의 민간의
황토재료는 벼 집 같은 재료와 섞여서 벽체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정한 시간간격
으로 수선이 필요하다.
오산방의 황토집에서 비록 특수 방수첨가제(防水添加劑)가 첨가했을 것이라고 추
측하지만 황토재료라는 특성에서 방수첨가제는 별로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201) 민간에도 나무기둥이 없이 벽돌 혹은 직접 황토재료로 지붕을 받들고 있는 공
법이 있지만 구조적원인으로 취약하며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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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 (左)황토집의 황토벽체. (中)황토집의 외부 유리복도에 사용한 황색 욋
가지 커튼. (右)황토벽체와 벽돌로 된 塔楼 돌출부분. 복도의 유리지붕.

그림 143 (左)황토집과 호수. (中)황토집의 실내. 황색 나무 지붕과 황색 나무 가
구. (右)황토벽체와 복도, 복도위의 유리 지붕. 강철기둥.

그리고 건축물의 복도 외측의 유리 부분202)의 커튼을 황토의 색깔과
비슷한 욋가지(苇箔条儿)로 만들어 황토벽과 대응하고 있다203). 황토집의
실내는 역시 황색 나무로 천정을 마감했고 실내 가구도 가능한 황색 나
무로 만들어 황토벽과 대응하고 있다. 건축물의 돌출부분은 태호석모양
을 차용한 '태호석 집'인데 역시 지역의 회색벽돌로 벽체를 이루고 있다.
이런 지역의 재료인 황토, 벽돌, 욋가지, 나무 등 재료들을 사용하고 또
한 지역의 민간공법을 어느 정도 사용해, 지역의 생활방식과 맥락을 담
은 장소를 만들었다고 본다. 또한 온도의 조절이 좋은 황토 재료는 냉난
방 없으면 안 되는 지역의 모던건축과 비교되는, 기능성 적이고 친환경
적인 전통재료로서 급속한 도시화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왕쑤는
황토라는 지역재료의 탐색과 차용을 통하여 전통재료로서 지역의 문화와
맥락을 담은 장소를 만들고 있다고 본다.
202) 현장 답사 결과 복도의 외측은 유리벽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음.
203) 사용자에 의해 개조 된 것으로 추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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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4 (左)샹산캠퍼스 12동 동쪽 벽 밖의 황토 실험장. (中)(右) 왕쑤의 황토벽
실험. 2000년. 실험위치: 항주太子灣공원玉皇山아래. (출처: 왕쑤 저『設計的開
始』). 注: 참대나무를 황토벽의 연결용 筋으로 사용.

하지만 빗물접촉을 피면하기 위해, 모든 황토벽의 외부에는 모두 2m
가량의 복도가 있고, 복도의 천정은 유리로 비를 막았다204). 또한 호수의
물위에 있는 황토집은 钢柱로 전반 건축물이 물에 대이지 않도록 받들고
있고, 또한 止水带로 습기가 황토재료로 침입하는 것을 차단했다고 본다.
钢柱, 止水带, 복도의 유리지붕 등 기술적 조치로서, 대립되는 물체인 물
과 황토는 공존이 가능해졌다.
이런 대립되는 재료가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시대 기술적 조치
에 의뢰하여야 할 뿐 만아니라, 자연환경측면의 제한을 받고 있다. 즉 호
수물이 황토벽체 위로 넘어나지 않게 하는 호수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인
공적 혹은 자연적 조치가 꼭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205). 즉 이 황토집에
서 황토재료의 가능성은 현시대의 기술적 조치와 자연환경측면에서 호수
물의 높이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실현가능하게 된 특수한 지역성을 가지
고 있다. 이런 지역성은 황토재료의 물리적 성질에 제한되어 어디서나
가능한 보편적지역성이 아니라 특수위치에서 특수조치로서 실현이 가능
한 지역성이다.
3. 계단 난간에서 대나무재료의 사용
●계단의 재료와 전통적 축조공법의 활용
204) 그렇지만 빗물이 세여 황토벽에 대해 수리 했다는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205) 이는 쑤저우대학교 문정학원의 도서관이 호수물위에 존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자연환경 측면의 전제적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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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퍼는 축조의 기원은 직물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벽의 구축방식은
직물을 짜는 것 이며, 직물의 매듭이 장식을 만들어내 듯이 벽을 짜는
재료의 이음매가 장식의 시작이라는 것이다206).

그림 145 (左)전통에서 흔히 사용하는 대나무로 엮은 통로의 난간. (中)(右) 샹산
캠퍼스 외부 뱀 형 계단의 대나무 난간.

샹산 캠퍼스의 11동과 18동 건축을 비롯한 왕쑤의 여러 건축 작품에
서 볼 수 있다시피, 지역의 전통건축에서 자주 나타나는 대나무를 이용
하여 민간의 공법으로 직물을 짜듯이 서로 이음매를 이루면서, 계단 혹
은 통로의 난간에다 사용하였다. 이때 대나무는 난간의 구조체이며 재료
의 물리적 성질에 충실한 것이다. 하지만 난간에서는 대나무 재료만 사
용한 것이 아니고, 구조안전의 고려로 상하 부위가 모두 강철構件과 연
결되었고, 또한 이 강철構件은 계단의 콘크리트 바닥과 연결되었다. 즉
전통의 재료와 공법은 현시대기술을 통하여 건축물에 사용가능하게 되었
다. 이는 역시 케네스 프램턴의 현대건축이 이룬 성과와 기술을 적극적
으로 수용하는 후위적인 자세를 가지고 실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
과 일치하다.
대나무 난간 사이를 지나는 빛과 생긴 그림자는 대나무숲속에서의 그
림자와 빛을 연상하게 한다. 이런 빛, 그림자, 대나무재료는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전통의 맥락을 가진 계단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재료의 물리적 성질로부터 보면 건축 재료인 대나무207)의 사
용 수명(壽命)은 특수한 처리를 거쳤을 때 최대한 30년208)밖에 사용할
206) 김광현 저, 『건축과 구축』이상건축 9905. p93.
207) 샹산캠퍼스 (위치: 외부 뱀 형 계단)를 비롯한 여러 작품의 난간과 진화대나무
집의 대나무벽체에서 대나무를 주요재료로 사용함.
208) 대나무 재료의 사용 수명은 중국의 건축 법규 측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空
心壁厚가 두껍고, 防蟲防黴와 校直 등 처리를 잘 하고 정기적으로 수신하면 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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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그렇지만 철근 ,콘크리트의 설계 사용 수명은 대부분 50년209)이
다. 이로 하여 건축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최대한 약 30년에 대나무를 대
량으로 바꿔야 하는 일은 피면 할 수 없는 재료적 문제가 생긴다. 전통
의 건축 재료가 현시대 건축에 사용함에 있어서 부딪치는 문제 중의 하
나이다. 해결방식중의 하나는 대나무 교체를 쉽게 하는 것 이라고 생각
하는데, 대나무를 직물처럼 서로 역어서, 강철構件에 끼여 넣고 고정시키
는 공법은 해결방식중의 하나라고 본다.
4. 벽체에서 대나무재료의 사용

그림 146 (左)진화 대나무집의 全景. (中)진화 대나무집의 대나무 벽체와
벽체사이의 구멍. (右) 진화 대나무집의 내측 대나무 벽체와 지하로 내려
가는 계단과 문.

진화(金華)대나무 집은 지역의 대나무 재료를 가공하여 대나무판으로
만든 다음, 벽체로 사용하여 전반면적에 직접 사용한 건축물이다. 여기에
서는 대나무의 구조적,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였다. 이 대나무판벽체는 实
木로 만든 구조 버팀에 못으로 양측에 박은 것이다. 벽체에서 대나무만
의 사용으로 인해, 벽체는 완전히 밀폐 된 벽체가 아니고 외부의 바람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어떤 대나무판 벽체 사이의 틈에서는 외부의 환경까
지 보인다.
이 대나무 벽체는 외부와 내부의 공간적경계지만, 재료의 특성상 생
기는 틈의 존재로 하여, 자연물인 바람과 빗물의 경계는 아니다. 이런 대
나무틈사이로부터 빗물과 바람에 대한 인식과, 중정에서 떨어지는 빗물,
밑바닥에서 재활용한 항아리에 의해 강조된 빗물은 건축 안에서 자연요
소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건축안의 자연'을 만들었다. 또한 이런 지역
무는 건축 재료로서 30년의 사용수명이 가능하다.
209) 중국 건축의 『抗震規範 GB5001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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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료인 대나무, 재활용한 항아리 조각의 이용과 지역의 공법을 통해
지역의 맥락을 담은 장소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건축물의 전반형태도
전설의 서유기(西遊記)에서 나타나는 '바람을 담거나 뿜는 바람 주머니'
(风袋)의 형태와 흡사하여, 형태로부터 사람들에게 바람의 느낌을 먼저
준다.
또한 대나무사이로 불어들어 오는 바람에 대응하여 실내지상의 남측
부위에는 완전히 유리로 막은 작은 실용적인 공간이 있는데 이는 전반
평면면적의 약 1/5을 차지한다. 즉 지상에서는 자연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실용적인 공간도 있는 것이다.

그림 147 (左)진화 대나무집의 지상 실내. (中)진화 대나무집의 지하 주방과 창
문. (右) 진화 대나무집의 지하실과 창문.

하지만 이런 지상의 공간과 대비해서 지하공간을 보면 창문도 너무
작고 햇빛이 별로 없는 감옥같이 붕괴된 공간이 있다. 이 대나무 집은
주방이 있는 음식점210)으로의 용도라고 추측된다. 이런 붕괴된 공간이
생긴 원인은 지상에서 기능에 필요한 유용공간의 부족과 관계가 다소 있
다고 본다. 지상의 4/5의 공간은 반 옥외 공간이여서 자연요소를 감각하
는 공간이지만 실용성은 떨어진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역시211) 대나무 재료의 물리적 성질로부터 보면 최대한 약 30
년에 대나무를 모두 바꿔야 하는 일은 피면 할 수 없을 것이다. 진화대
나무집에서 전반 대나무 벽체와 나무 골조의 교체는 면적이 너무 커서
쉽지 않다.
진화 대나무 집은 실용면적의 축소와 대나무재료 교체의 문제점을 일
210) 커피숍, 차집을 포함 한 음식점이라고 본다.
211) 대나무 재료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위의 4.4.1장의 “계단 난간에
서 대나무재료의 사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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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키고 있지만, 재료와 전통의 공법으로 지역의 문화를 담고 지역의 자
연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건축이다.
5. 담장에서 돌 재료의 사용
남경삼함집에서 돌로 둘러싸서 만든 공간과 샹산캠퍼스에서 돌로 만
든 담장에서 볼 수 있다시피 절석법적 수법으로 돌 재료를 사용하였다.
『건축의 네가지 요소』(1852)에서 젬퍼는 만들어진 형태가 두 가지의 물질
적인 과정에서 얻어진다고 보았는데, 하나는 길이가 여러 가지인 부재를 결합하
여 공간을 둘러싸는 틀에 의한 축조이다. 다른 하나는 일정한 크기의 덩어리를
쌓아 공간을 둘러싸는 압축 매스에 의한 절석법(截石法)이다212).

그림 148 (左)남경삼합집의 돌로 만든 외부 공간. 그 중 정면의 돌은 절석법이
아니고, 껍데기로 사용되어 건축물의 외벽에 붙인 벽체 임. (中)남경삼합집에서
돌로 둘러싼 외부 공간. 모두 절석공법임. (右) 샹산캠퍼스 10동 건축 앞의 돌로
만든 담장과 길.

남경 삽합집에서는 지형에 따라 지역의 돌 재료로 약 1.2m높이의 낮
은 담장을 층 층 히 세우고, 이런 담장이 지형에 따라 설치되어, 높이차
가 있는 여러 외부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상하 계단을 이용하여 높이
차가 있는 이런 외부공간을 연결하였다. 이로 하여 'ㄹ' 혹은 'ㄷ'자형의
단독적이면서 서로 연결되는 외부 공간을 만들었다. 이런 외부 공간에서
는 연결된 행위거나 서로 고립된 행위가 다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다. 지역에서 흔히 쓰는 촉각적인 전통재료인 돌과 돌의 절석법적 공법
을 그대로 차용하여 지역의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모임의 장소를 만들
었다고 본다.
샹산캠퍼스 10동 건축 남측에서는 절석공법으로 돌재료를 이용해 담
장을 만들고 양측에 세워서 생긴 좁은 골목길이 있다. 그리고 그기의 바
212) 김광현 저, 『건축과 구축』이상건축 9905.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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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은 종횡문양의 벽돌로 되어 있다. 세월이 자나서 돌 담장과 벽돌바닥
에는 이끼가 생긴 것을 볼 수 있고, 게다가 골목길을 따라 올라 가면 대
나무가 보인다. 이런 지역의 돌 재료, 돌의 절석방법, 벽돌재료와 벽돌의
문양, 대나무와 이끼는 서로 호응하면서 여기는 학교건축이 아닌 민간
지역의 어느 골목과 흡사한 감각을 준다. 이런 재료와 공법에 대한 차용,
자연요소의 활용을 거쳐 지역성을 담은 장소를 만들었다.
4.4.2.

표피로의 사용

1. 벽면에서 와판벽(瓦爿墙)의 사용
지역의 재활용한 재료로 만든 와판벽은 왕쑤 건축에서 나타나는 제일
선명한 특성이다. 왕쑤 작품에서의 와판벽은 닝보역사박물관, 중국미술대
학교 항주 샹산캠퍼스, 오산방213). 상하아엑스포 닝보텅두관(上海世博會
寧波滕頭館)에서 사용하였다.

그림 149 (左)오산방중의 화랑 와판벽 집. (中)샹산캠퍼스 14동 건축. (右)상하이엑
스포 닝보텅두관(寧波滕頭館).

지역의 전통에서 사용되는 와판벽을 사전 고찰한다. 와판벽은 절강성
동부지역의 민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재활용한 낡은
벽돌, 돌, 기와, 항아리, 여러 재료의 조각 등을 주요 건축 재료로 사용하
고, 황토와 벼 집 혹은 황토와 흰 석회석(草筋黄泥혹은黄泥加白石灰)을
접착제로 이용하여, 층층이 겹쳐서 쌓는 공법을 이용한 벽체이다. 이런
재활용한 혹은 낡은 건축 재료로 쌓은 와판벽은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구
축의 미를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축 재
료이다. 민간의 와판벽은 구조적 원인으로 대부분이 4m이내의 벽, 담장
213) 오산방중의 한 작품 이고, 화랑 용도 인 건축물에서 와판벽이 사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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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와판벽에 사용된 재료 종류는 80여 가지 이
상이다.
왕쑤 작품에서 나타나는 와판벽을 재료 수집, 재료 구성, 구축구역,
구축공법, 이미지화수법 등 방면에서 연구한다.
1) 와판벽과 재료 수집
중국에는 유구한 문화가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의 현시대 상황은 도처에서
옛날 건축을 허물고 있는 상황이다. 존엄이 있었던 건축 재료들은 지금은 쓰레
기로 되고 있다. 나는 지혜적은 방법으로 그 건축 재료들을 되살리고 싶다. 나
는 옛날의 도시가 어쩐 지를 보여주고 싶다. 예를 들어 닝보라는 도시는 옛날에
는 30여개의 전통적인 농촌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바다 옆의 도시다. 오늘 거의
모든 것이 모두 철거당했다. 여기는 기억이 없는 도시가 되고 말았다. 나는 이
구역의 회수(回收)할 수 있는 모든 건축 재료들을 회수하고 또 재활용함으로써
생명력이 있는 작은 세계를 만들고 싶다. 이로 하여 도시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싶다214).

와판벽은 중국 저쟝성 민간의 철거현장에서 다년간 수집해온 것이다.
이런 지역의 재료는 다른 건축물의 희생을 통하여야만 실현 가능한 재료
이다. 하여 재료로서 지역성을 표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와판벽의 재료는 이 지역에서 '이미 지어진' 주택에서 '가져 온 것'이다. 와
판벽의 재료는 이 지역의 지역성을 증명하던 이름 없는 다른 건축물의 희생과
소멸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지역성이다. 지역의 건축이 소멸되어야 만들어 질
수 있는 건축의 '지역성'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방법은
아닌, 아주 특수한 의미의 지역성을 구현한 예외적인 실천이다215).

와판벽을 사용한 닝보역사박물관을 보면 이는 닝보에서 유일한, 닝보
214) 왕쑤와“金融经济”와의 인터뷰.2012년 4기.
215) 김광현, 『왕쑤(王澍) 건축을 보고 '지역성'을 다시 생각한다』. 공간지540호.
2012년11월. p22~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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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적 문화를 전시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종합적인 박물관이다.
대면적의 와판벽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표피에 치장제로 사용함으로써 건
축물 자체가 건축적, 문화적, 지역적 특성을 담은 역사의 載體가 된 것이
다.
2) 왕쑤 건축 작품에서의 와판벽의 재료 구성
와판벽의 구성을 크게 나누면 벽체 재료, 접착제216), 버팀벽217)이다.
그중 벽체 재료는 주로 아래의 3가지로 나눈다.
(1) 벽돌 류: 벽돌 류는 주로 도시개조에서 회수한 여러 가지 푸른 벽
돌(青磚)218)과 붉은 벽돌(紅磚) 등을 포함한 40여종의 벽돌이다.
(2) 기와 류: 도시개조에서 회수한 여러 가지 청색, 붉은 색, 갈색 등
두께가 부동한 기와다.
(3) 항아리 조각(碎片) 류: 지역의 민간에서 자주 썼든 낡은 항아리를
회수해서 일정한 규격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크기를 비슷하게 가공하였
다. 색깔은 갈 홍색(褐紅色)이 위주이다.
3) 와판벽을 산수화로 이지화하기 위한 구축 구역
닝보역사박물관의 와판벽은 시공하기 전에, 우선 재료와 효과도 모
의도(效果圖模擬圖)에 근거하여 벽돌 쌓기 구역, 벽돌과 기와의 혼합 쌓
기 구역, 기와 쌓기 구역, 항아리 조각 쌓기 구역, 이렇게 4개 구역219)으
로 나눈다. 이 4개 구역의 특성을 본다.
(1) 벽돌 쌓기 구역: 벽돌 쌓기 구역에서는 여러 가지 벽돌이 80%~85%를
차지한다. 기와는 15%~20%를 차지한다. 기와의 작용은 크기가 다른 벽돌사이에
끼여 넣는 역할을 한다.
(2) 벽돌과 기와의 혼합 쌓기 구역: 이 구역에서 벽돌은 45~50%를 차지하고
기와는 약 50%~55%를 차지한다. 벽돌과 기와의 혼합 쌓기 구역은 주로 와판벽
의 중부에 쌓는다.
216) 접착제는 시멘트 모르타르이다
217) 버팀벽은 와판벽의 구축방식에서 연구한다.
218) 푸른 벽돌(青磚)은 치수가 불규칙적이다.
219) 출처: 韩玉德, 吴庆兵, 陈海燕, “닝보박물관 와판벽 시공기술”.「施工技术
CONSTRUCTION TECHNOLOGY」.2010년7월. 제39卷제7기.P93~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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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와 쌓기 구역: 이 구역에서 벽돌은 10%~15% 차지하고 기와는 약
85%~90%를 차지한다. 기와와 벽돌이 각자로 집중적으로 쌓아 있다. 이 구역은
와판벽의 상부에 나타난다.
(4) 항아리 조각 쌓기 구역: 이 구역은 항아리 조각만을 썩어서 쌓는다. 이
구역은 와판벽의 상부에 나타난다.

전통의 와판벽에서 벽돌은 항압 능력(抗壓能力)이 강해서 와판벽의
하부에 쌓고, 기와는 항압 능력이 약해서 상부에 쌓는 것처럼, 닝보역사
박물관의 와판벽도 역시 그 배치구성이 나타난 전통공법 같게끔, 와판벽
을 구역별로 갈라서 쌓았다. 비록 매개의 벽면이 이런 4개 구역의 원칙
하에 쌓았지만, 이는 전통의 공법과 관계없고 재료의 재질220)과도 관계
없는, 다만 전통의 와판벽 구성을 보여주기 위한, 사람의 눈을 속이는221)
구역구별이다.
4) 와판벽에서 나타난 산수화적 이미지화 수법
와판벽은 2가지 구축공법을 가지고 있지만 표피로 들어내는 형태는
같은 것이다.
건축물의 와판벽 표피를 산수화의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의
도하였다. 하지만 벽이 꽃 천(花布)처럼 되지 않고 산수화의 이미지가 나타나게
끔 하기에는 건축가 디자인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시공하는 장인들의 참여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다. 때론 이미지화가 실패한 벽을 허물고 새로 지으며 반
복 할 경우도 있다.222)

재료의 선택과 위치에서 보면, 와판벽 재료의 상하좌우관계는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건축가의 의도에 근거하여 효과도 모의도
(效果图模擬圖)를 만들고, 그 효과도 모의도를 근거로 와판벽을 4개 구역
으로 나누고 와판벽을 구축한 것이다223). 그렇지만 이 효과도 모의도는
220) 시공 중에는 다소 재료의 역학 재질과 관계된다.
221) 와판벽의 두 가지 공법에 대한 연구는 아래에서 진행 함.
222) CCTV13뉴스. “面对面”王澍：一個建築師的理想与現實(2012년03월25)
223) 대면적의 와판벽 시공 전에 장인에 대한 培訓을 하였고, 와판벽을 실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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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벽면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도 모의도이지, 상세한 와판벽 재료의
위치와 선택 등은 결정 할 수가 없다. 때문에 재료의 위치와 선택이 완
전히 효과도 모의도와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224).
구체적인 재료의 선택과 구축은 장인의 손을 그치고, 와판벽의 산수화로의
이미지화 효과는 절반이 장인에게 창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떠
한 위대한 건축이든 개인의 힘으로는 완성할 수가 없다. 오로지 여러 사람의 힘
으로만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225).

재료의 큰 구역적인 위치는 건축가의 효과도 모의도를 근거로 하지
만, 재료의 세부적인 구체적인 재료 선택과 배치는 장인에게 달렸다. 장
인이 전통공법을 기초로 하여 재료의 사용에 따라, 와판벽의 효과는 완
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 즉 이런 구축방식은 건축가만이 아닌 장인의 공
동의 노력으로 야만, 추구하는 산수화의 미학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는 또한 장인의 주관 능동성을 충분이 발휘할 수 있다.
와판벽에서 산수화의 형태를 드러내는 수법은 전통공법을 기초로 하
고 현대기술을 사용하여야만, 방대한 건축물의 벽면에 사용 가능한 수법
인 것이다.
5) 산수화적 이미지화 형태와 시공공법의 관계
닝보역사박물관의 와판벽은 시공 중에는 한 층 한 층 겹쌓는 공법이
섞여 있지만 결국에는 콘크리트에 붙인 구축방식이다. 시멘트 모르타
르226)를 접착제로 사용 하는 대, 와판벽 표피 끝에서부터 20~30mm에서
의 범위에서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치지 않았다227). 와판벽을 외부에서
쌓는 연습은 하였다.
224) 또한 시공의 특징 상 장인이 전통공법을 기초로 효과도 모의도에 근거하여 와
판벽을 쌓더라도, 안전 거푸집 제거 후 실물은 여전이 효과도 모의도와 다소 다
를 가능성이 있다.
225) CCTV13뉴스.“面对面”王澍：一個建築師的理想与現實(2012년03월25)
226)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 기와를 쌓을 때는 두께와 평정도(平整度)에 근거하여
1~4장 기와에 시멘트 모르타를 사용 했다. 때문에 많은 곳의 기와는 시멘트 모르
타르로 서로 완전히 붙인 것이 아니라, 기와 들 사이의 형태와 중력에 따라 겹쳐
져 있다. 이것이 바로 와판벽의 기와가 버팀벽사이의 시멘트 모르타르와도 접착
되지 못했을 때 어떤 기와를 와판벽에서 뺄 수 있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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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을 때 접착제인 시멘트 모르타르의 흔적을 약화시키고 건축 재료를 강
조함으로써 구축의 산수화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벽돌들은 길이 방향이 표피에 나타나게끔, 기와 류는 기와의 완정 면
이 표피에 나타나게끔 디테일링 조치를 하여 와판벽을 구성하였다.
형태적으로 보면 검푸른 작은 벽돌228)로 600mm에 한줄 씩 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체 와판벽에 관통(貫通)되어 있는 벽돌 선229)이다.
이도 역시 전통의 와판벽의 벽돌 선을 그대로 차용한 수법이다.
6) 왕쑤 작품에서의 나타나는 와판벽의 구축공법.
왕쑤 건축에서 와판벽의 구축방식은 두 가지다. 이 두 가지의 구축방식
에 관해 살펴 본다.
(1) 첫 번째 구축공법
전통적인 벽 쌓기(砌築方式)공법을 재활용하였으며 현대기술과 결합한 공법
이다.230)

샹산캠퍼스 12동의 북쪽 외벽에서 볼 수 있다시피, 와판벽은 구조적
인 기둥과 보로 구축한 프레임(框架)에 끼여 넣고, 구조체와 연결시킨 충
전물(填充墙)이다. 보와 보 사이는 높이가 약4m다. 이 간격 범위 안에서
는 민간의 구축공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런 구축방식은 기둥과 보로
둘러 싼 범위 안에서 부단히 사용되어, 결국에는 방대한 벽면을 만들고
있다. 이는 현대기술이 있어야만 실현이 가능한 큰 벽면이다. 즉 이런 구
축방식은 부분에서 전통공법을 포함하여 실현한 공법이다.
227) 그 원인은 시멘트 모르타르가 흘러 나와서 와판벽의 표피에 묻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서 이다.
228) 작은 벽돌: 뚜깨가 약 25~30mm인 검푸른(深绿色) 벽돌이다.
229) 벽돌선의 구조적 작용은 와판벽을 시공할 때의 시공분단선(分段線)이자 수평도
(水平度) 조절선이고 확인 선이다. 와판벽을 하루에 시공할 수 있는 최대 높이는
이 600mm높이다. 24시간을 건조 후 다시 그 위의 와판벽 600mm높이를 시공할
수 있다.
230) 왕쑤, 루원위. “중국미술대학교 샹산캠퍼스”. ARCHITECTURAL JOURNAL.
2008.9. 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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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0 왕쑤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와판벽의 두 가지 구축방식. (左)샹산캠퍼스
12동의 북쪽 외벽, (中)샹산캠퍼스 某동의 벽면. (右)닝보역사박물관의 벽면 도면.

(2) 두 번째 구축공법
샹산캠퍼스 12동 건축의 벽면에서 볼 수 있다시피, 여기에서는 와판
벽을 콘크리트벽면에 표피로 사용해 붙인 것이다. 여러 음 들보(暗托梁)
를 이용해 일정한 간격으로 와판벽을 받들고 있고, 시멘트 모르타르를
접착제로 이용하여 콘크리트구조 벽면에 붙였다. 여기에서 와판벽은 원
래의 재료의 힘의 물성을 완전히 잃고 표피제로만 사용된 것이다. 이는
지역의 전통공법과 전혀 다른 구축방식이다. 그리고 재료를 구역별로 시
공하여 전통공법 같은 형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었고, 그기에다 산수화의
이미지를 붙인 것이다.
닝보역사박물관의 벽면은 이런 구축방식을 더 발전시킨, 박물관의 용
도에 맞는 습기방지와 특수용도 벽면이다. 기능성적인 조치를 더 추가한
구축방식이다.
와판벽의 구축방법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는 케네스 프램턴이 주장하
는 텍토닉한 형태와 다른 것이다. 하지만 현대건축이 이룬 성과와 기술
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넓은 법위의 지역주의의 자세와는 일치하다. 또
한 지역의 재료를 통하여 촉각적인 감각을 주는 것도 양자의 공통점이
다.
7) 지역의 전통공법과 구별되는 왕쑤 건축에서의 구축공법의 특성
두 번째 구축방식을 이용한 닝보역사박물관의 구제적인 구축방식231)
231)韩玉德, 吴庆兵, 陈海燕, “닝보박물관 와판벽 시공기술”.「施工技术
CONSTRUCTION TECHNOLOGY」.2010년7월. 제39卷제7기.P93~P95 를
참조하고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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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 본다.
전통적인 와판벽232)은 두께가 최소로 240mm이상이여야 구조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렇지만 닝보역사박물관에서의 와판벽은 구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문화기억과 산수화의 이미지화를 표현하
기 위한 수단으로써, 치장제로 붙이는 와판벽233)은 두꺼울 필요가 없다.
따라서 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와판벽의 버팀벽(襯墻)이 필요
된다. 이 버팀벽은 150mm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벽이다. 도면에서부
터 알 수 있다시피 닝보역사박물관에서 와판벽의 주요한 구조적 요소는
와판벽, 버팀벽, 배수관도(排水空腔), 내벽이다. 와판벽은 시멘트 모르타
르, 들보(托梁), 철근을 통해서 버팀벽과 연계를 맺고 있는 조치를 하고
있다.
하여 와판벽의 두께는 120mm이다. 와판변과 와판벽 뒤의 버팀벽사이
에는 60mm의 간격이 있는데 이는 이 틈에 시멘트 모르타르234)를 쳐서
와판벽을 버팀벽에다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다. 여기에 시멘트 모르타르
를 칠 때 와판벽을 구축한 높이는 200mm235)를 초과하지 못한다. 즉
200mm의 범위만 민간의 전통공법을 사용했지 나머지는 모두 현대의 기
술에 의뢰한 구축방식이다.
시공236) 순서를 간단히 보면 제일 먼저 철근 콘크리트 버팀벽237)을
시공한다. 버팀벽을 시공 할 때 와판벽사이의 구조적연결 설치238)를 동
시에 시공한다. 그 기초 하 에서 와판벽을 쌓고239) 다시 와판벽과 버팀
232) 와판벽 자체의 항압강도(抗壓强度)가 낮아 전통 건축에서 나타나는 와판벽은
대부분이 4m이하이다.
233) 닝보역사박물관에서의 와판벽은 대부분이 4m이상이고 제일 높은 와판벽은
24m이다.
234) 1:2시멘트 모르타르에 일정한 비례의 방수제와 增塑劑를 썩었다. (일정한 방수
효과와 더 충분한 접착을 위함이다)
235) 원인은 와판벽이 너무 높으면 시멘트 모르타르의 타설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
니라 와판벽이 변형될 수 있어, 수직성과 미적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236) 와판벽은 민간에서 흔히 사용되는 벽체이지만, 국가적인 법규 규칙이 없다. 닝
보박물관 시공 할 때 “砌體工程施工質量驗收規範”GB50203-2002에 근거하여 “寧
波博物館瓦爿墻施工質量驗收標準”을 새로 만들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와판벽에
시공에 대해 점검하였다.
237) 와판벽의 버팀벽이자 건축물의 구조적 벽체이다.
238) 버팀벽에서 나온 명들보(明托梁) 와 음들보(暗托梁), 연결용 철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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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사이의 60mm사이를 시멘트 모르타르로 현장 타설한다.
이런 현대기술에 대한 의뢰는 와판벽의 높이를 24m까지 붙일 수 있
게 하였다. 이는 이미 지역의 전통공법이 아닌 현대기술에 의뢰하여야만
가능한 구축방식이다. 와판벽에 사용된 재료는 물리적 성질이 상실되었
지만 현대기술을 이용해 높은 높이에 사용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성을
표현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림 151 와판벽 세부 도면. 출처: 韩玉德, 吴庆兵, 陈海燕, “닝보박물관
와판벽 시공기술”.「施工技术 CONSTRUCTION TECHNOLOGY」.2010년7월.
제39卷제7기.P93~P95.

239) 와판벽을 한번에 200mm높이만 쌓고 시멘트 모르타르 현장타설 한다. 600mm
높이의 와판벽을 3번 나누어서 타설한다. 600mm높이의 와판벽을 현장 타설 후,
24시간동안 養護한 다음 다시 그 위에 와판벽을 계속 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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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2 와판벽, 버팀벽, 들보. 출처: 韩玉德, 吴庆兵, 陈海燕,
“닝보박물관 와판벽 시공기술”.「施工技术 CONSTRUCTION
TECHNOLOGY」.2010년7월. 제39卷제7기.P93~P95.

그림 153 (左)닝보역사박물관의 와판벽, (中)닝보역사박물관의 모 와판벽 단
면도. (右)닝보역사박물관의 와판벽에서 떨어져 나온 건축재료.

그림 154 (左)닝보역사박물관. (中)샹산캠퍼스 14동 건축의 와판벽. (右)닝보역
사박물관의 와판벽.

8) 와판벽의 사용과 박물관 프로그램의 관계
닝부역사박물관에서 와판벽을 씌운 외벽의 총 두께는 1070mm240)이
240) 1070mm의 외벽 두께는 중국의 건축설계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두꺼운 두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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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벽체의 방대한 두께는 건축면적의 이용율(利用率)을 많이 낮추고 있
지만, 박물관의 기능적 요구에 부합되는 건축적 조치이다.
방수 측면으로부터 보면 지역의 와판벽 자체는 방수효과는 좋지 못하
다. 와판벽의 콘크리트버팀벽은 특수한 방수제를 넣어 타설하여 방수효
과241)가 좋지만, 박물관이라는 특수한 용도의 요구로 콘크리트 버팀벽으
로부터 스며들어오는 습기를 막기 위해 500mm242)의 空腔배수 관도(排
水管道)243)를 설치하였다. 내벽의 두께는 240mm인데 벽돌로 쌓았다. 이
런 조치는 와판벽이란 지역재료와, 박물관이라는 건축물용도의 결합에서
본, 왕쑤 작품에서만 나타나는 기능성적인 구축방식이다.
9) 민간 지역의 와판벽과 왕쑤 작품에서의 와판벽의 공통점과 차
이점
재료의 회수경로는 같고 재료의 구체적인 구성도 같다.
그러나 왕쑤 작품에서의 와판벽의 구축구역, 구축 공법은 전통의 구
축구역, 공법과 공통점도 있고 구별점도 있다.
구역의 공통점을 보면, 왕쑤 작품에서는 전통공법 구역에서만 재료의
재질과 관련된 역학의 관계에 따라, 재료의 상하관계를 결정하였다. 그리
고 이런 작은 구역이 현대구축기술에 의지하여야만 전반 벽면을 이룰 수
있다.
구역의 차이점을 보면, 왕쑤 작품에서는 현대기술에 의뢰한 구축방식
을 이용하여, 재료의 물리적 성질보다, 산수화적인 이미지를 우선으로 하
였다. 또한 구축적 인 것 같은 양상을 나타나게끔 위장(僞裝)한 것이다.
공법도 마찬가지로 왕쑤 작품에서는 일부 구역에서만 전통의 공법을
차용한 것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현대기술에 의뢰한 공법이다.
왕쑤 작품에서의 와판벽은 지역 전통의 와판벽과 다른, 응당히 '와판
벽체이다.
241) 방수효과는 좋지만 보온 층의 부족으로 冷桥현상이 있어 습기의 침입을 완전
히 막을 수 없다.
242) 500mm의 공간을 충분이 이용해 실내의 대부분 설비시설의 관도들을 이 공간
에다 설치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500mm사이공간은 습기 방지 공간이자 온도 조
절 공간이며 또한 설비관도(設備管道)실이다.
243) 空腔배수 관도는 건축물 바닥과 방수 조치가 따로 있으며 또한 明溝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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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이라고 불러야 한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역시 ''부호를 붙이지
않고 연구한다.
10) 왕쑤 작품에서 와판벽의 의의
왕쑤 작품에서 와판벽은 재료의 특성에서 볼 때 또한 껍데기로 될 수
밖에 없다. 민간의 와판벽 재료는 구조상 4m를 넘지 못한다. 하지만 닝
보역사박물관 같은 경우 벽체의 높이는 24m이다. 이런 높은 높이에 역
시 와판벽 재료의 구조본성을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이다. 비록
껍데기로 붙였지만, 이 와판벽 껍데기는 지역의 재료에 대하여 비판적으
로 진지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재료의 본질에 충성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와판벽 재료를 통하여 지역성을 표현하는 것
이다. 또한 국제양식으로 급속히 도시화되는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중요하다고 본다.
케네스 프렘턴은 텍토닉을 통해 형태를 만드는 것을 주장한다. 하지
만 재료의 물리적 성질을 통해 구축을 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 재료라
는 것은 재료의 본성에 충성하여야 하는 점도 있겠지만, 또한 닝보역사
박물관의 와판벽처럼 재료에 대한 새로운 구축방법을 통해 지역성을 표
현하고, 도시화발전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왕쑤 작품에서 비록 와판벽을 통해 산수화
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산수화의 이미지로 지역성을 나타내려
는 것 보다, 재료로 지역성을 나타내는 것이 더 의의가 있다. 즉 와판벽
재료가 생긴 원인 등에 질문은 던져, 도시와 사회에 대응하는 것이 더
의의가 있다고 본다.
와판벽은 저쟝성의 수많은 철거현장에서 연속적으로 수집하여 건축물
표피에다 재활용한 것이다. 철거 당시 집 한 채에서도 여러 시대 때의
벽돌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옛날에도 역시 건축 재료를 여러 번 재활
용 했다는 지역문화를 보여준다. 현시대에서 건축 재료의 재활용은 전통
에서 재료를 재활용하는 문화의 연속이며, 또한 건축 재료로서의 지속사
용가능을 보여주며, 재료로서 지역문화의 역사적 맥락을 담은 장소를 만
들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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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벽면과 천장에서 대나무와 대나무 문양244)의 사용
닝보역사박물관에서는 지역의 참대나무를 재료로 하여, 콘크리트의
특수한 대나무거푸집(竹條模板模板)을 만들었고, 이를 이용하여 대나무
문양이 있는 노출 콘크리트 벽을 만들었다.

그림 155 (左)닝보역사박물관의 대나무 문양 콘크리트 벽. (中)닝보역사박물관의 1
층 홀의 X'형,'Y'형,'//'형의 천장 모티브와 카운터 뒷면의 대나무 모양의 인테리어.
(右)닝보역사박물관의 2층의 X'형,'Y'형,'//'형의 천장 모티브와 빛, 그림자.

그림 156 (左)닝보역사박물관의 내부 정원과 대나무. (中)닝보역사박물관의 녹색 U
글라스와 유유한 빛, 내부 공간. (右)닝보역사박물관의 녹색 U글라스와 외부 공간.

대나무 문양은 기계적 설비에 의뢰한 것이 아니라 장인들의 공법에 따라 다
양하다245). '대나무 문양 콘크리트'는 하나의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 있다. 참대
나무는 강남에서 특색이 있는 식물이다. '대나무 거푸집'으로 만든 문양은 콘크
리트문양은 원래 차갑고 딱딱한 콘크리트로 하여금 예술적인 질변이 생기게 하
였다246).
244) 닝보박물관의 표피는 와판벽과 대나무문양 콘크리트다. 90도 수직면과 경사도
가 90이내에서는 와판벽을 사용하였고, 경사도가 90도보다 커거나 또한 일부 수
직면에서도 대나무문양 콘크리트를 사용하였다.
245) CCTV13뉴스.“面对面”王澍：一個建築師的理想与現實(2012년03월25)
246) 2008년3월30일, 왕쑤, 항주 시도서관에서의 강연. 『復活自然之道-對崩潰中的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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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 발을 대고 친 콘크리트 벽면과 'X'형,'Y'형,'//'형의 천장 모티브와
흰 벽면에 드리우는 그림자를 함께 보면 왕쑤가 대나무 숲을 인공적으로 가공
하여 보이고 싶어 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247).

참대나무 문양의 콘크리트벽체의 재료는 현대적이지만 문양양식은 전
통의 대나무를 이미지하고 있다.
천장의 대나무 숲을 이미지하는 모티브와 이것이 빛과 만나서 생긴
그림자, 대나무 문양의 콘크리트, 1층 홀의 나무로 만든 대나무모양의 인
테리어, 박물관내부 정원안의 대나무, 녹색 U글라스 통해 들어오는 녹색
빛은, 건축물 안으로 대나무와 대나무 숲의 이미지를 부단히 끌어 들어
오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시각적, 촉각적, 후각적, 청각적인 감각을 준다.
상하이엑스포 닝보텅두관의 내벽과 외벽에서도 콘크리트 벽체에 대나
무를 붙였다. 이런 대나무는 재료로의 물리적 성질을 상실하고 표피의
치장제로 이용되지만 와판벽과 서로 호응하면서 전통의 메시지를 더욱
강하게 주기 위해서이다.

그림 157 (左)상하이엑스포 닝보텅두관 全景. (中)닝보텅두관 외벽의 대나무
재료. (右)닝보텅두관의 내벽의 대나무 재료.

3. 경사바닥면에서 항아리재료의 사용
진화(金華)대나무 집의 완전히 오픈된 4각형 중정 밑에서 지역에서
회수한 항아리 조각을 재활용하여 양쪽 방향으로 경사진 바닥면을 만들
었다. 이런 항아리 조각은 빗물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하나 세워서 꼽
은 것이다248).
統城市生活場所的重建』
247) 김광현, 『왕쑤(王澍) 건축을 보고 '지역성'을 다시 생각한다』. 공간지540호.
2012년11월. p22~p29.
248) 항아리 조각과 빗물과의 관계는 4.1.2장에서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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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대나무집의 경사바닥면은 지역에서 회수한 항아리 조각을 재활용
하여, 재료와 구축방식으로 자연물인 빗물을 강조한다. 이런 항아리 재
료, 건축 안에 담은 자연, 그리고 강조된 빗물을 통한 지역의 기후와 대
응하는 장소를 만들었다.

그림 158 (左)진화 대나무집의 오픈된 중정 지붕. (中)진화 대나무집의 중정에 있
는 양쪽 방향인 경사바닥. (右)진화 도자기집의 單방향 경사바닥면.

4. 벽면에서 벽돌, 돌 재료의 사용
지역의 전통 건축문양을 나타내기 위하여 지역의 벽돌재료 혹은 돌
재료를 건축의 표피에 붙었다. 벽돌재료와 돌 재료는 재료로의 구조적성
질을 잃고 건축물의 치장제로 되어버렸다. 루이스 칸은 벽돌은 아치가
되고 싶다고 하였다. 하지만 전통문양을 나타내기 위한 벽돌과 돌은 형
태만 이용되었지 재료의 본질은 이미 상실되어버렸다249).
5. 지붕에서 기와 재료의 사용
기와재료를 지붕에 사용하였을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하나는 기와를 지붕에 까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기와를 지붕에 꼽는
방식이다. 그중 기와를 지붕에 까는 방식은 전통건축 사합원 등에서 자
주 쓰는 기후에 맞는 공법이다. 기와를 지붕에 꼽는 방식은 전통건축의
수법이 아닌 단열을 위한 두께와 시각적인 효과를 위한 것이다.
1) 기와를 지붕에 까는 수법
나는 베네치아기와집을 만들 때 五代시기 董源의 “溪岸图”에서 나타난 물
흐름‘水意’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250).
249) 이 부분의 상세한 연구는 4.3.1장에서 연구함.
250) ARCHITECTURAL JOURNAL.2008.7. 왕쑤. “营造琐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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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와 재료는 베네치아기와집(威尼斯雙年展瓦園)251)과 샹산캠퍼
스의 여러 건축의 지붕에 사용되었다. 전통에서 기와를 까는 수법을 그
대로 차용함으로써 기와 재료로 지붕의 형태를 만들고 전통건축문화의
맥락을 담은 장소를 만들려는 것이다. 전통에서 기와는 비와 열을 막고
빗물을 유도하고 지붕을 보호하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왕쑤 작품에서
기와는 역시 전통의 공법을 차용하여 깔았지만, 기와재료는 주로 지역성
을 나타내는 수단이다. 당연히 이런 지붕에 깔은 기와 재료는 빗물유도
와 어느 정도의 열량손실 방지작용을 한다. 때문에 이런 까는 수법은 재
료의 절반의 본성을 이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재료와 전통공법, 형태의 차용으로 전통건축에서 빗물이 기와
를 따라 흘러내리는 현상도 사람들의 생활에 끌어 들이고 사용자에게 지
역성을 전달하고 전통건축문화의 맥락을 가진 장소를 만들었다고 본다.

그림 159 (左)베네치아 기와집, (中)샹산캠퍼스 21동 식당 기와 지붕. (右)샹산
캠퍼스 4동과 5동 건축의 기와지붕

그림 160 (左)(中).산수화의 언덕과 베네치아 기와집. (右)샹산캠퍼스의 某 동의
옥상의 기와재료와 옥상의 길.

251) 이 건축 작품에서 사용된 기와는 중국에서
배로 기와를 운송하여 갔음. 6만
여개의 기와 재료를 사용 함. 면적8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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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 (上)베네치아 기와집. (左)“松
堂访友图”.(右)“溪岸图”출처:왕쑤의 글.
“营造琐记”.

2) 기와를 지붕에 세워서 꼽는 수법
재활용한 기와를 지붕에 붙여서 단열효과가 좋아서 건축물 안에 에어컨이
없거나 혹은 에어컨을 적게 사용하여도 여름에 교실 내부는 시원하다. 샹산캠퍼
스는 처음 설계 시작부터 건축비용 절약을 중시하였다. 재활용 재료의 사용은
이에 대응하는 것이다252).
재활용한 벽돌과 돌 등을 대량으로 사용하였다. 저쟝성 여러 지역에서 회수
한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지역의 시공 공법과 현대적인 시공공법을 결합
하여 단열효율이 좋은 두꺼운 벽체를 만들었다253).

이런 두꺼운 벽체와 두꺼운 지붕은 항주 같은 남방 지역의 기후에 맞
는 공법이다. 에너지를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으며 선생님과 학생들에
게 전통에서의 생태관념을 주입(灌输)할 수 있다. 재활용한 재료를 벽면,
지붕, 바닥 등에서의 사용은 전통건축문화의 맥락을 가진 장소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료로서의 지속가능한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재활용한 기와를 세워서 콘크리트254)에 꼽아서 기와지붕은 굉장히
252) CCTV13뉴스.“面对面”王澍：一個建築師的理想与現實(2012년03월25)
253) 왕쑤, 루원위. “중국미술대학교 샹산캠퍼스”. ARCHITECTURAL JOURNAL.
2008.9. p50-59.
254) 지붕의 구조적 버팀은 두꺼운 중공 콘크리트(中空混凝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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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껍고 육중하다. 건축물 제일 위층의 열 보존 효과는 좋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제일 위층만 있지 다른 층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그리고 육중한 기와는 전반 구조255)에 하중256)을 증가한 문제를
일으킨다.
기와를 지붕에 꼽는 수법은 기와재료의 빗물방지, 빗물유도의 특성을
완전히 상실한 방법이다. 이런 방법은 재료로써 시각적으로 지역성을 표
현한 수법이며 일정한 열량손실방지의 작용만을 할뿐이다.
3) 기와재료의 교체(替换)
이런 재활용한 기와 재료는 여러 번의 재활용을 거쳐 많이 취약해졌
다고 보며, 태풍이 많은 중국 저쟝성의 기후 특성으로 인해 지붕의 기와
재료는 시공한지 5년 만에 할 수 없이 자주 바꿔야 하는 현상을 현장 답
사에서 확인하였다. 재활용한 재료와 형태로 지역성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재료의 수명 등은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문제라고 본다.
6. 벽면에서 도자기 재료의 사용257)
진화도자기집에서는 지역의 도자기를 이용하여 지역의 기후에 맞는
디테일링의 방법으로 자연물인 빗물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런 도자기
는 건축의 표피재료 사용되었을 뿐이다. 도자기재료의 기후에 오래 견디
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고 도자기로의 그 무엇을 담을 수 있다는 성질을
이용한 것은 아니다. 도자기재료에 여러 가지 색깔의 油漆를 바르고 건
축의 표피에 붙여서 지역의 기후에 대응한 것이다.

255) 전 샹산캠퍼스의 건축물은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钢筋混凝土结构)이고
일부분만 강구조이다.
256) 겨울에 춥고 여름에 무더운 지역의 기후 특성상 벽과 지붕의 두께가 어느 정도
는 두꺼워야 한다. 하지만 기와를 세움으로써 지붕의 두께가 25cm이상 증가 됨.
257) 표피로서의 도자기의 사용은 4.1.2장에서 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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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와판벽
칭

대나무 벽면

기와 지붕

그
림
작
품
명
칭

상하이엑스포 닝보 텅두 진화 대나무 집, 상하이엑 베네치아 기와집, 샹산캠
관. 샹산캠퍼스, 오산방의 스포 닝보 텅두관.
퍼스
와판벽집. 닝보역사박물관
벽돌 벽면, 강철기둥, 판 U 글라스 외벽
도자기외벽과 바닥
문 외벽

그
림
작 닝보미술관,샹산캠퍼스
품
명 황토 벽면
칭

닝보미술관, 닝보역사박물 진화 도자기집
관, 샹산캠퍼스
돌 담장, 돌을 붙인 건축 항아리 조각 경사 박닥면
의 외벽

그
림
작 오산방의 황토 집
품
명 대나무문양 콘크리트
칭

도자기집, 진화 대나
남경 삼합집, 샹산캠퍼스. 진화
무집.
강철벽,나무기둥,돌바닥,외
벽돌외벽
부돌자갈바닥.

그
림
작 닝보역사박물관
품

표 7 : 건축 재료와 건축

샹산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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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방의 와판벽 집

4.5. 소결

1. 건축의 지역성을 표현함에 있어서, 지역의 문화를 바탕으로 건축
재료가 구축방식, 지역문화, 자연요소 등의 결합을 거쳐 벽, 바닥, 지붕
등 면을 만들고, 이런 면이 더 나아가서 공간과 전반 건축물을 만들고
전반 배치를 이루었다. 더 나아가서 건축물이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땅, 자연환경, 주변도시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건축물을 통해
서 사람과 도시, 사회에 대응하는 방식을 표로 만들어 살펴본다. 화살표
가 있으면 그 작품은 그 정도까지 봤다는 것이고 화살표가 없으면 그 정
도까지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2. 왕쑤의 작품에서 나타난 지역성표현의 요소와 지역성 표현의 건
축적 수법의 대응관계를 표로 만들어본다.
디테일링
차용 수법 이미지화
요소
수법
수법
자연환경요 √
√
√
소의 활용
전통건축공
간과 배치의
√
√
x
활용
전통건축형 √
√
√
태의 활용
건축재료
√
√
√
표 8 지역성표현의 요소와 수법의 대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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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재료
번호
돌,벽돌,
기와,나
샹 산 무,항아
캠 퍼 리,대나
스
무, 철
근 콘크
리트
돌,벽돌,
닝 보 기와,나
역 사 무,항아
박 물 리,대나
무, 철
관
근 콘크
리트

진
화

도 도자기,
자 항아리
기 조각
집
대 대나무,
나 항아리
무 조각
집

공 건축 자 연 환
바
닥
,
지
회,
구축 붕,벽 간 , 물 경
사람 도시 사
문화
배치
도시
다양성,
기억, 건 축
다
양
샹산,
정
전
통
현 대 차 이 성 , 사 합 성 , 원, 대 문화, 문 화 문 화 ,
+ 전 와 판 벽 , 원 , 차 이 지, 동식 생 활 기억, 인 문
통 건 축 적 합원 성 물, 농업 방식. 도 시 문화
수법.
의정
의
도시
와판벽,
기억, 건 축
도
심
전
통
현 대 대 나 무 옥 속 의 정원, 동 문화, 문 화 문 화 ,
+ 전 문양, 건 상 . 건 축 식 물 ( 대 생 활 기억, 인 문
통 축적 수 노선 물 나무) 방식 도 시 문화
법
의정
의
도자 도
도자기
재 자 기
통 기
기 본 벽면, 항 자 연 도 자 바 람 , 전
료
, 재료,
문화,
과
단위 아 리 조
기표
아 항 아
활 항
1,2 각 경사 공존 피 비, 땅 생
리
조 리 조
방식
바닥면
각재 각 재
료 료
대나 대
대
나
무
재 나 무
나 열 벽면, 항 자 연 대 나
전통 무
, 재료,
식 , 아 리 조 과 무 바람, 비 문화, 료
항
아
아
嵌 入 각 경사 공존 벽면
생활 리조 항
조
式 바닥면
방식 각 재 리
각 재
료 료

표 9 건축을 통한 도시와 사회로의 대응1
1.중국미술대학교 항주 샹산캠퍼스의 23개 건축을 통 털어서 포함 함.
2.구조의 기본인 철근 콘크리트는 이번 연구에 미포함.
3.이 표는 표10의 12개 대표작에서 해석용으로 골라서 일부분만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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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재료 구축 바닥,
공간, 건 축 자연 사람 도시 사회,
지붕,
번호
문화
벽 배치 물 환경
1
➜
➜
➜
➜
➜
➜
➜
➜
➜
2
➜
➜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3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 ➜ ➜ ➜ ➜ ➜ ➜
4 12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7
➜
➜
➜
➜
➜
➜
➜
➜
➜
8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11 ➜ ➜ ➜
➜
➜
➜
12 ➜ ➜ ➜ ➜ ➜
표 10 건축을 통한 도시와 사회로의 대응2. 1). 중국미술대학교 항주 샹산캠
퍼스의 23개 건축을 함께 하나로 포함 함. 2). 3번의 오산방 중에서. 3-1: 와
판벽집. 3-2: 'ㄹ'형사무실. 3-3: 빙열문양집. 3-4:황토집. 3-5:곡선형 커피숍.
3). 1.중국미술대학교 항주 샹산캠퍼스. 2.닝보역사박물관 3.오산방의 다섯 개
집. 4-1:진화도자기집 4-2:진화대나무집. 5. 남경삼합집(南京三合宅). 6. 항주수
직원집(杭州垂直院宅). 7.닝보미술관. 8.쑤저우대학교 문정대학 도서관(蘇州大
學文正學院圖書館). 9.항주 중산로 개조(杭州南宋禦街,中山路改造). 10.상해엑스
포 닝보텅두관(上海世博會寧波滕頭館). 11.베네치아 기와집(威尼斯雙年展瓦園).
12.저쟝성 하이닝청소년센터(海宁青少年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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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1. 왕쑤의 지역성의 표현방법은 케네스 프램턴이 주장한 비판적 지역
주의, 그리고 중국의 기타 지역성을 표현한 작품과 공통점, 차이점을 가
지고 있다.
자연환경에 대한 대응, 색깔과 재료와 형태 등으로 지역성에 대한
대응, 지역성에 대한 창의성적인 표현, 재료로써 촉각을 표현하려는 주장
은 공통점이다.
차이점: 케네스 프램턴의 텍토닉한 형태와 다르다. 왕쑤의 전통공법이
아닌 '축조의 회화화'적 형태로의 수법은 兩者의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본다.
또한 이런 비교와 왕쑤의 지역성 표현 요소와 표현수법의 연구를 통
하여, 지역성의 표현방법에는 재료, 축조, 구축, 형태, 자연요소, 공간, 배
치, 지역의 문화요소의 활용 등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각각 지역의 지역
성표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2. 건축의 지역성을 표현함에 있어서, 지역의 문화를 바탕으로 건축
재료가 구축방식, 지역문화, 자연요소 등의 결합을 거쳐 우선 벽, 바닥,
지붕 등 면을 만들고, 이런 면이 더 나아가서 공간과 전반 건축물을 만
들고 전반 배치를 이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건축물
이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땅, 자연환경, 주변도시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결국에는 건축가가 건축물을 통해서 사람과 도시, 사회에
대응하는 방식을 찾는대 의의가 있다고 본다.
3. 왕쑤의 작품에서 형태와 공간, 배치, 자연요소에 대한 차용, 이미
지화, 디테일링의 지역성 표현수법을 보았다. 그리고 절충적 수법은 별로
없다. 하지만 이런 건축적 수법만으로 지역문화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형
태와 공간을 만드는 것은 결코 진정한 지역성의 표현이 아니다. 진정한
지역성이란 사람의 감각으로 지역의 문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
니라, 형태, 공간, 사상, 실용성 등이 결합되어 건축물의 용도에도 부합되
어야 말로 진정한 지역성표현방법이라고 본다.
지역의 전통에서도 어떠한 건축을 짓든지 실용성이 떨어진 건축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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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성공된 진정한 지역성적인 건축이 아니다. 또한 역사와 현시대는 기
술과 사상의 차이로 전통에서는 그 시대의 기술에 맞는 건축밖에 지을
수 없다. 전통에서 기술의 낙후로 생긴 실용성의 부득이한 부족을, 현시
대에 와서 그 실용성의 부족을 맞는 지역성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또 그
것을 邯鄲學步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진정한 지역성에 대하여 이해가 부
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고정된 지역전통의 사고방식으로 변화하
고 있는 사회현실을 풀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역의 문화를 비
판적으로 바라보고 지역문화 중에서 맞는 것만 계승하는 것이 진정한 지
역성의 표현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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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2년9일20일,『 “김옥길 기념강좌”건축의 지역성을 다시 생각한
다.』강연에서 왕쑤와의 인터뷰

왕쑤: 이 학생은 나의 작품을 봤다. 학생의 질문은 책 한권을 쓰도
될 것 같다. 질문이 특별이 많고 전반적인 질문이다. 질문 중에서 나는
선택해서 대답하려고 한다.
첫 번째 질문
필자: 진화 도자기집 옆의 대나무집은 왕쑤 선생님의 작품이 맞는가?

왕쑤: 진화대나무집의 도면은 내가 그렸다. 도면을 그린 후 언제부터
시작해서 시공 했는지는 나도 모른다. 지금 어느 정도 건축물이 시공 된
지도 나도 모른다. 나도 언제 현장에 가봐야겠다. 이 발주처는 나에게 알
려주지도 않고 시공한 것이 분명하다. 이런 일은 중국에서 흔히 일어나
는 일이다.
두 번째 질문
필자: 닝보미술관의 개조방식은 구조 체를 남겨두는 방식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인가? 닝보미술관을 배에다 은유하는 것에 동의 하는가?

왕쑤: 이 건축물은 역사적 보호용 건축이다. 처음에는 보호하는 방식
으로 개조를 하려고 하였다(保护性改造). 그렇지만 시공 중에서 기존의
구조현황이 너무 좋지 않았다. 항진(抗震)의 요구에 만족할 수가 없었다.
때문에 후에는 局部保留외에 다 허물고, 원래의 구조 양식으로 새로 지
었다.
당연이 비유는 간단한 비유가 아니다. 나는 사실 비유하기가 두렵다.
내가 만들은 건축물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비유하기 좋아할 가능성이 있
다. 그렇지만 한가지의 비유결과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비교적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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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모호한 것이다. 시를 짓는 방식과 같이 노골(直白)하지는 않는다.
누가 배에다 비유해도 그럴 듯하다.
세 번째 질문
필자: 사용자와 건축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가?(샹산 캠퍼
스 기숙사의 창문, 비교적 어두운 교실, 빛, 샹산캠퍼스 11#18#건축의 실
외의 뱀 형 계단, 닝보박물관의 올라가기만 하는 단행 에스컬레이터, 자
각성을 참고로.)

왕쑤: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항상 사용자와 건축물사이에 비교적 적
극적인 관계를 맺으려 한다. 지금 우리가 설계한 건축은 모두 새로운 것
이다. 건축이 어떤 고정적인 사용양식을 가질 때 이런 건축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의 상황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다. 전통은 고전건
축물, 전통건축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적인 것들이 정성(定性)하
면 역시 전통으로 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 때문에 나
는 기능을 생각할 때 굉장히 전통적인 것들로부터 시작하여 고려한 것이
다. 이런 문제에서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간 한다.
예를 들어 샹산캠퍼스 기숙사의 창문이 한 층에서 외서 위와 아래로
갈라서 높이차가 있게 설계했는가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면, 중국
의 학생 기숙사는 쌍 층 침대로 있다258). 방이 적고 사람이 많기 때문이
다. 그 당시 나의 아이디어는 상층과 하층의 사람이 모두 창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창문은 위층창문과 하층창문으로 된 것이다. 이런
창문의 변화는 이런 특수한 사용과 관련된 것259)이다.
또 하나는 외부계단260)은 산책(散步)을 위한 것이다. 계단은 올라가
거나 내려오는 기능성적인 기능 외에 계단은 산책을 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다.
또 하나는 닝보박물관의 에스컬레이터는 1층에서 옥상까지 올라가는
방향만 있고 내려오는 방향은 없다. 급하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258) 상층과 하층에 각각 한명의 학생이 살고 있다.
259) 샹산캠퍼스의 창문에 대한 왕쑤의 3가지 해석은 4.3.1장을 참조.
260) 샹산캠퍼스의 11동과 18동의 외부 뱀 형 계단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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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려면 걸어서 내려오는 수밖에 없다261). 걸어서 내려와야만 이 건
축물의 공간과 구조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설계할 때 일부러 이렇게
설계한 것이다. 건축은 사람들로 하여금 건축물을 사용할 때 사용상의
경험의 변화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건축가는 이런 방면에서 역
할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질문
필자: (항주 수직원집의 공공 공간, 재활용한 재료, 합원 식 공간, 전
통건축부호, 항주 중산로의 개조방식, 닝보역사박물관의 옥상 공간 등을
참고해서)건축과 사람, 도시, 사회, 문화와의 관계는 어떤 것이야 하는
가? 도시는 어떤 것이야 하는가? 문화재건립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왕쑤: 이 문제는 대답하기 힘들다. 정말로 방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
는 정말로 너무 크다. 나는 대답을 못 하겠다.

261) 닝보역사박물관에는 여러 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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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 tudy on the Expression of
Locality in the Architectural
Works of Wangs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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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temporary China, we are always bothered by a dilemma that
the representation of our work. That is, we manifest the Locality
according to the local features, or aband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rather looking ahead. Moreover, each architect holds variety of
methods on expression of Locality.
In this context, we revisited Wangshu, who is always trying to
express the unique regional words based on the local culture. His
Locality presentation elements can be sorted into four aspects as the
following: material and construction, application of traditional
architecture shape, traditional space and the use of exhibition, and
natural environment. Additional, we can generalize his architectural
skill about the borrowing words, image and detail.
However, in the meantime of considering the Locality, we can’t
ignore the importance of the function of building. It is the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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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 approach that we build with combination of function and
Locality.
According to my research, I endeavor to figure out the community
and difference on presentation of Locality between Wangshu and the
critical Locality claimed by Kenneth Frampton, then propose the
suggestion concerning this contradistinction. Meanwhile, the problem
of the application on contemporary building between traditional
materials and technology is also included in my study.
By means of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architecture,
environment, people, city, society and culture, we can propose,
architects is not supposedly to consider the only piece of building,
rather the grouping of its native environment, climate and social
situation. Even we ought to be prepared for the positive reflection
through our works.
keywords : Locality, Regional culture, Architectural technique,
Materials, image, Nature, Human, City, Society
Student Number : 2011-2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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