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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과 공간을 통합한 투명성에 의한
건축 공간 조직에 관한 연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建築學科  鄭 效 朱 
指導敎授  金 光 鉉

근대 이후에 발명된 ‘투명성’ 개념은 사용자가 공간을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있
어 중요한 건축 표현 방법으로, 공간의 관계를 ‘현재’라는 시점에서 다루는데 매
우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하지만 여기서의 이해와 인식은 
주로 투명한 물성에서 비롯된 효과에 근거한 공간의 분위기 극대화 또는 건축적 
표정의 다양화와 같은 미적인 차원의 의미로 다뤄지며 투명성 개념의 의미를 
‘표면’의 경험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물 각각의 고유성이 표면에
서 드러나는 이미지로 소비되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영향은 건축에 있어 외적 형
태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효과에 대한 관심을 가속화한다. 이로 인해 투과·반사 
효과에 따라 이미지를 투사하는 투명한 물질의 ‘표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적 측면
이 더욱 부각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명성에 관한 이론들을 고찰하며 ‘통해 보인다’라는 시
지각적 의미에서 시작하여 ‘표면을 바라보는 것’과 ‘표면을 관통해서 바라보는 
것’의 관계에 주목한다. 이로써 기존 논의가 표면뿐만이 아닌 표면과 인접한 ‘공
간’ 측면으로 확대 가능성을 함의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이는 투명



성이 건축에 있어 공간 구성 또는 배치가 아닌 공간과 독립된 자율적인 이미지 
연출의 다양성으로만 다뤄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투명성에 
대한 표면의 효과 지각과 공간 연계 측면에서 바라본 잠재적인 측면에 대해 사
례 분석을 하며 그 특성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건축의 본질은 그 형태 내부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데에서부터 시작해 
시각적인 영향력으로 확대된다. 즉, 건축은 내부 공간 또는 프로그램 사이의 관
계를 다룸과 동시에 물리적인 실체로 드러나는 시각적 대상으로, 투명한 물질은 
경계면에서 나타나는 표면의 효과를 매개로 하여 공간 사이의 연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후 연구는 표면에 치우쳐 이해되는 기존의 투명성을 표면과 공간의 측
면에서 ‘통합’적으로 바라보고자 공간 깊이와 공간 배치를 나타내는 투명성으로 
‘재정의’하였고, 이로써 투명성은 물질의 범주를 벗어나 ‘형태’로 나타나는 건축
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건축에 있어 투명성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특정 상황이나 사건들을 
보여줌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공간과 공간,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등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연출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겠
다.

主要語 : 투명성, 표면, 공간, 공간 조직
學  番 : 2010-2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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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1.3 연구 흐름도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근대 이후에 발명된 ‘투명성’ 개념은 현재까지도 사용자가 공간을 이해하고 인
식하는데 있어 중요한 건축 표현 개념으로 다뤄지고 있다. 여기서 이해와 인식
이란 대다수 투명한 물성에서 비롯된 효과로 인한 공간적 분위기나 인상과 같은 
미적인 차원의 의미로 다뤄진다. 이는 사물의 개별적인 고유성이 표면에서 드러
나는 이미지로 빠르게 변화하며 소비되는 사회적 패러다임에 따라 건축 역시 시
각적 효과에 따른 외적 형태에 집착하게 된 결과이다. 이로 인해 건축은 이전의 
공간 구성적 접근보다는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현상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게 되었고, 이런 맥락에서 투명한 물질의 표면에
서 일어나는 투과, 반사 효과에 따라 투사되는 이미지의 현상적 측면이 부각되
게 된 것이다.

하지만 물체나 물질이 지니는 특성으로 ‘통해 보인다.(See through)’라는 시
지각적 의미에 기초한 투명성은 ‘표면을 바라 보는 것’과 동시에 ‘표면을 관통해
서 바라보는 것’에 관계한다. 즉, 표면과 인접한 공간 측면에서의 논의 가능성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존에 투명성에 관한 논의들에서도 투명한 유리
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연속성, 동시성이나 불투명한 면의 중첩에서 관념적으로 
전달되는 공간의 위치 관계, 물질이 나타내는 투명한 정도의 변화에 따른 공간 
관계 해석의 다양성과 같은 내용이 다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대 
건축에서 다뤄지는 투명성 개념이 공간적 측면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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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문제의식을 그 출발점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다름의 내용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기존의 투명성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여 이러한 개념이 어떻게 변해왔는
지를 살펴보고 현대 건축에서 나타나는 표면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투명성의 개
념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둘째, 표면의 효과 측면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특징 분석과 더불어 공간 연계 
측면에서의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의 측면들을 살펴봄으로써 투명성의 
논의 폭을 확대한다.

셋째, 표면과 공간이라는 이원론적인 접근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이 두 가지 측
면을 통합하는 접근의 필요성을 밝히고, 투명성에 대한 물질을 넘어선 건축 차
원에서의 의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기존의 투명성에 대한 이론 고찰과 함께 다양한 건축 작품들을 다
루며 구현되어 나타나는 공간적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에 따라 전자
는 문헌조사로 근대 이후에 투명성에 대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그 개념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현대 건축에서 나타나는 투명성 논의의 흐름을 비판적인 
시선에서 재평가한다. 그리고 폭넓은 건축 작품들의 분석을 통해 표면의 효과와 
공간 연계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투명성 논의를 넓힌다. 

하지만 이러한 이원론적인 접근은 현대건축에서 다뤄지는 투명성 개념을 재정
립하기에는 한계점을 지니기 때문에 표면과 공간을 통합하는 투명성을 재정의 
한다. 이로써 투명성 개념을 물질 차원에서 벗어난 건축 차원에서 다각도로 평
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정의한 관점을 통해 표면과 공간을 통합하는 투명성이 실
제로 어떻게 구현되어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분석한다. 이는 투
명성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작업으로 앞서 개별적 관
점에서 설명되었던 내용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공간 조직을 이뤄내는
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 때 분석 대상은 SANAA의 건축 작품을 대
상으로 한다. 이들은 ‘투명성’이라는 개념으로 자신들의 건축을 일관성 있게 설
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재료뿐만 아니라 공간 구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보았다.

SANAA는 세지마 카즈요와 니시자와 류에의 공동 작업 스튜디오로 본 논문의 
4장에서는 1983년 이후로 지금까지 세지마와 니시자와의 개인 작업들과 이들이 
함께 작업한 프로젝트 가운데 다음의 10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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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작가 년도 위치 용도

O-Museum SANAA 1995/1999 Japan 박물관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SANAA 1999/2004 Japan 미술관

Glass Pavilion SANAA 2001/2006 USA 미술관

Moriyama House
R y u e
Nishizawa

2002/2005 Japan 주거시설

House in a Plum
Grove

K a z u y o
Sejima

2003 Japan 주거시설

Multipurpose Facility
K a z u y o
Sejima

2003/2005 Japan 공공시설

Novatis Office
Building

SANAA 2003/2006 Switzerland 오피스

House A
R y u e
Nishizawa

2004/2006 Japan 주거시설

Toyota Aizuma Hall
K a z u y o
Sejima

2006/2010 Japan 공공시설

M u l t i f u n c t i o n a l
Building

SANAA 2007- Portugal 복합시설

표 2 분석 대상 작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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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논문의 연구 흐름도

1.3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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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근대 이후 투명성 개념 변화 
    ; 물성에 관한 논의로의 확대
2.2 물성을 통한 표면의 효과에 대한 관심

2.2.1 디지털 시대의 형태 생성 방식; 표면
2.2.2 현대 건축에서 나타나는 표면의 효과에 대한  

       관심
2.2.3 투명성의 공간적 측면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물성의 표면 효과

제 2 장 투명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본 장에서는 근대 이후에 논의된 투명성에 관한 이론들을 분석하는 것을 시작
으로 한다. 이는 오늘날 건축에서 다뤄지는 투명성 개념이 이전보다 어떤 부분
에서 확대되고 축소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로는 구체적으로 변화된 사회적 패러다임에 맞춰 투명성의 어떤 특성이 현대 건
축에서 부각되며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인 작품을 통한 검증은 3
장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서는 오늘날 사회에서 나타나는 형태 생성 방식과 
이에 따른 건축가들의 건축 형태 접근 방식의 변화와 관련된 언술들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2.2.3에서는 2.2.1과 2.2.2에서 다룬 현재 건축에서 다뤄지는 표
면 효과 중심의 투명성 개념을 2.1에서 나타난 의미의 범주를 토대로 검토함으
로써 앞으로 논문을 이끌어갈 문제의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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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icasso의 아를르의 여인(L’Arlesienne)(상), Walter 

Gropious의 Bauhaus(하)

2.1 근대 이후 투명성 개념 변화; 물성에 관한 논의로의 확대

사전에서 나타나는 투명성(Transparency)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물체나 물질이 지니는 특성으로 ‘통해 보이다(see through)’라는  시지
각적 의미이고, 두 번째는 상황이나 과정 또는 진술이 쉽게 이해되거나 인지된
다는 비유적 의미로 사용된다.1) 이 중 건축에서 사용되는 투명성의 주된 논의들
은 ‘통해 보이다’라는 지각적 투명성에 기초한다. 본 절에서는 이 같은 투명성의 
개념을 토대로 기존에 논의된 내용들을 분석하며 그 의미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 이후 가속화된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재료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였
다. 특히 철과 유리가 건축에 활용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만들어 낸 다양한 논
의거리 중 하나인 ‘투명성’ 개념은 근대 건축의 보편적 원리로 정의된 ‘시간-공
간2) 개념’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설명된다. 이 개념은 큐비즘 회화에서 잘 나타
나는데, 대상을 상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다양한 시점
에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며 
위·아래, 내·외부에서 동시
에 인식하려는 시도를 보여
준다. 예를 들어 피카소의 
“아를르의 여인” 작품을 보
면 다양한 각도의 얼굴을 
동시에 그리되 겹쳐진 면들
은 투명하게 서로를 나타내
며 부유하는 것 같은 느낌

1)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2) 시간-공간의 개념은 과거 르네상스 시대의 투시도에서 보이는 절대적이고 정적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기준점에 따른 부분 묘사가 아닌, 움직이는 관찰자의 시점에 따라 사물과 공

간을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 할 때 객체와 주체의 경계가 흐려지는 근대적 세계인식으로의 변

화를 의미한다. (엄정현, 심우갑, 근대이후 건축에서의 ‘지각적 투명성’ 논의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8권 제2호, 1998, 397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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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G.Kepes의 

Representation of depth by 

overlapping figures 삽화

을 전달한다. 여기서 면들의 상호관계성을 통한 동시성과 시점의 다양성이 바로 
근대 건축에서 나타나는 ‘시간-공간 개념’인데, 기디온(S.Giedion)은 이것을 발
터 그로피우스의 바우하우스에서 발견한다. 가는 철제 프레임에 끼워진 유리로 
구성된 입면의 모서리에서 우리는 수직으로 배열된 면들이 떠 있는 관계성뿐만 
아니라, 유리를 통한 시선투과로 예전에는 분리되어 있던 내·외부 영역이 동시에 
보이는 투명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비대칭의 풍차 모양 건물은 일반적인 관
찰자 시선으로는 그 건축 구성을 알아 볼 수 없고, 건물의 다면성과 복합적인 
관계성은 투명한 면에서 상호 관입되는 부분들로 구성된다. 즉, 유리는 건축에 
적용된 새로운 재료로서 그 고유의 물성을 통해 관찰자가 서 있는 공간과 경계 
너머 공간 사이의 동시성과 연속성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유리는 어떤 것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간을 둘러싼 경계가 아
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타내는 이상적인 재료이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유
리의 어떤 것과 아무 것도 아닌 것 사이의 모순에 끌린다.3)

기디온의 투명성은 눈에 보이는 대상을 유리를 통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즉
물적 투명성으로 물질이라는 객체에 의해 설명된다. 
하지만, 투명성은 이후 객체가 아닌 주체 입장에서의 
공간조직에 대한 해석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게 된다. 

옆에 그림을 살펴보면 A가 B를, B가 C를 시야에서 
방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중첩되어 보이지 않는
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A, B, C면 사이 관계에 내포된 공간적 깊이(공간적 
차이)4)를 연상하게 된다. 자연스레 개입된 주체적인 
시선은 면 사이의 물리적인 실제 거리가 아닌 가상
의 거리 감각(깊이)을 상상하며 모호성을 나타낸다. 
콜린 로우(C.Rowe)는 이 같은 케페스(G.Kepes)의 면

3) Jacques Herzog, ‘Materials and Shapes’, JA35. 1999, 4p

4) ‘면의 중합이란 공간의 깊이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 (G.Kepes, 「Language of Vision」, Dover

Publication, 1995, 7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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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빌라 가르슈 입면 분석도와 사진

의 중합에 대한 설명에 근거해 ‘현상적 투명성’을 주장한다. 이것은 불투명한 면 
A가 A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B라는 배후의 존재 의미까지 전달하는, 재료적 물
성이 아닌 ‘공간 구성을 통한 지각적 투명성’을 의미한다.5) 그는 투명성 개념을 
물질 그 자체가 가지는 특성(Literal transparency)과 형태 구조의 고유성
(Phenomenal transparency)으로 구분하며, 앞서 살펴 본 유리에 의한 가시적 
투명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현상적 투명성, 즉 물질이 아닌 형태구조 및 공간
의 성층 작용으로서의 투명성을 설명한다. 

면의 중합에서 암시적으로 전달되는 공간의 존재는 건축 공간 질서에 근거해
서 투명성을 나타내게 되는
데, 이는 르 꼬르뷔지에의 
빌라 가르슈(Villa Garche) 
주택에서 설명된다. 하나의 
축 방향을 중심으로 겹쳐진 
면들은 정면에서는 상호 연
계되어 얕은 공간을 형성하
고 시각상의 방해를 일으키
는 전면과 배후면의 관계에서 숨겨진 부분은 그 사이의 거리, 즉 공간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명성에 대한 콜린 로우의 생각은 불투명한 면이라는 
물질이 지닌 고유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지닌 고유성’으로 공간적 질서
에 의해 관념적으로 보이는 ‘내용의 투명성’이다. 또한, 르 꼬르뷔지에의 빌라 
가르슈 작품의 설명에서처럼 그 입면 요소들의 구성이나 배치에 대해 이성에 의
해 지각되는 기하학으로, 이는 기디온의 투명성이 나타내던 객관성이 주체의 시
각에 의한 ‘주관성’으로 변화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물질적 투명성을 배제한 콜린로우의 현상적 투명성에 대해 김광현은 

Literal Transparency Phenomenal Transparency

물질적인 투명성 공간조직적인 투명성

실질적인 투명성 내포된 투명성

보는 것의 투명성 독해의 투명성

관찰의 투명성 해석의 투명성

5) 콜린 로우는 유리의 물성에 근거한 ‘문자 그대로의 투명성’(Literal Transparency)과 ‘현상적

투명성’(Phenomenal Transparency)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이는 다음과 같이 확장되어 해석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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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건축의 언어학적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으나, 투명성의 새로운 
또 하나의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 면의 중합(Overlapping)의 일반적인 공
간 현상을 의미하는 데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여기서의 면의 중합 역
시 일반적인 의미의 전·후 관계로서의 중합이 아닌 배후면의 일부분이 전면에 
숨겨진 경우로 제한된다. 따라서 현상적 투명성은 콜린 로우의 정의와 달리 중
합된 면들이 만들어 내는 층상적 공간 구조의 구성법 및 그 독해법을 제시하는 
불투명한 면의 중합 현상으로 해석되는 것이다.6) 또 다른 연구에서는 현상적 투
명성을 건축 공간에 적용하기 위해 건축 공간의 연출에 대한 서술로 이해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공간 언어의 제약으로 재정립하기도 한다.7) 

이처럼 현상적 투명성 개념은 물질에 근거한 기디온의 투명성과 달리 건축에 
적용되는 데에는 그 관념적 의미로 인한 한계점을 지닌다. 물질을 부정하는 현
상적 투명성은 ‘물질’이라는 객체가 아닌 ‘건축 구성 체계를 매개로 한’ 관찰자
의 주체적인 ‘인식’적 측면으로 그 의미를 확대한다. 즉, 관찰자가 불투명한 경
계 너머의 공간을 유추하고 그로 인해 전체적인 건축 구성 체계를 인지하는 관
념적 투명성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의 해석은 1) 공간으로 구
현되는데 있어 3차원 공간이 결합된 건축의 모든 공간이 대상이 되며 특별히 투
명성이라 명명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2) 투명한 물질을 배제하며 생기는 제약은 
그가 건축에 적용하며 설명하였던 르 꼬르뷔지에의 면의 층상작용과 같은 한정
된 건축 구성에서만 논의되는 한계점을 지닌다. 공간의 깊이를 나타내는 시각적 
요소는 수평적 요소이기 보다는 인간의 시각에 직접적으로 지각되는 수직적인 
요소로 한정할 수 있다. 건축의 수직적 요소인 벽은 건축의 공간적 한계를 결정
하는 어떤 물질로 구성된다. 따라서 유리와 같은 투명한 재료가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 이와 같은 관점은 불합리한 전제 조건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발터 벤야민은 그의 저서 Pasagen-werk에서 투명성은 과거 외부 환경으로부

6) 콜린로우의 현상적 투명성을 재정의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김광현, Colin Rowe의 ‘현상적 투명

성’에 관한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권 1호, 통권 3호, 1986년 2월을 참고.

7) 김홍일은 콜린 로우의 현상적 투명성에서 설명된 면의 중첩에 의한 공간 깊이 표현을 나타내

기 위해 전·후면의 벽과 연결되는 모서리가 감추어진 입면 구성과 같은 구체적인 공간 연출

어휘로 건축 공간에 적용한다.(김홍일, 콜린 로우 “투명성 이론”의 건축 공간분석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권 9호, 통권 167호, 2002년 9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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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렘 쿨하스의 프랑스 

국립도서관 계획안

그림 5  미스의 유리마천루 

계획안

터 보호받기 위한 주거 감각의 변화에서 비롯된 시
대의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기디온, 멘델
스존, 르 꼬르뷔지에는 모든 상상할 수 있는 힘과 
공기와 빛이 만들어 내는 일시적인 공간 위에 사람
의 집의 장소를 만들었고 이것들은 투명성을 통해 
발견되었다.8) 하지만, 완벽하게 투명한 유리는 이제 
그것의 불투명성을 드러낸다. 미스 반 데어 로에는 
그의 유리 마천루 계획안에서 유리의 이 같은 속성
을 활용하였는데, 건물 내부에 밖으로부터 비춰지는 
환경(인간, 도시, 자연)을 강하게 흡수하되9) 가로에
서 본 건물의 반사효과에 따른 주변 환경과의 조화
를 언급한다. 이처럼 ‘투명성’은 물질의 투명성과 
이를 배제한 공간 조직에서 전달되는 은유적인 투명성 개념이라는 이원적인 대
립 항에서 벗어나 물질의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비들러는 투명성이 반사로 인한 불투명성, 애매성을 띄며 반투명성으로 바뀌는 
형상을 주목한다. 문자 그대로의 투명성은 얻기 어려워졌고, 이것은 명백하게 반
대 개념인 모호함으로 변화하고 반사를 통해 반전된다. 물성에 따른 면의 투과
성은 기존의 투명성에서 반투명성으로 변형되는 것이다. 렘 쿨하스의 프랑스 국
립도서관 계획안은 반투명한 표피로 관찰자의 
시선을 공간으로 침투시키지 않으면서 표피에
서 드러나는 모호한 형상들을 통해 건물 체계
에 대한 인식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즉, 관찰
자의 지각이 삼차원적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
라, 피막에 국한됨으로써 내부에 대한 불완전
한 지각을 유도하는 것이다. 비들러는 이러한 
내부와 외부 사이에 새롭게 형성된 조건이 우
리의 시선을 표면에 멈추게도, 그것을 투과하

8) Anthony Vidler, The architectural uncanny : essays in the modern unhomely, MIT Press,

1992

9) 성나연, 중첩하는 유리에 의한 경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3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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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Micheal Van Valkenburgh의 

Radcliffe Ice Walls, 1988

게도 허락하지 않으며 우리를 불안의 상태에 놓이게 한다고 설명한다.
마이클 반 발켄버그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설명된다. 벽은 하나의 막이 되어 내
부 관찰자와 풍경 사이에 보호 또는 장애물의 
이미지를 덧붙이고, 모호한 실루엣으로 내부 
공간을 드러내지만 불분명하게 나타나 시선은 
벽면에 머무른다. 반투명한 유리 벽면은 ‘모
호한’ 내부 공간을 바라보는 관찰자에게 대상
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내부와 분리된 채 관찰자에 의해 새로운 의미
를 부여받는 것이다.

비들러가 말하는 반투명성은 기디온의 투명성에서 나타나던 내-외부의 동시적 
지각 또는 공간 체계 인식의 명료성과 같은 유리의 투명한 물성을 콜린로우의 
불투명한 면과 같은 속성으로 이해하며 투명성에서 비롯되는 양상의 다양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즉, 물성을 통해 이해되는 내부 공간 구성 체계라는 측면에서
는 기디온과 맞닿아 있지만, 이 투명성을 나타내는 입면의 재료는 관찰자에게 
지각되는데 있어 내부로 시선을 투과하지 못하고 피막에 붙잡아 둠으로써 현상
적 투명성에서 논의되는 불투명한 면으로 나타나며 내부를 상상하게 만든다. 나
아가 기디온과 콜린로우의 투명성과 달리 피막이 내부성을 보존함과 동시에 내
부 공간과 분리되어 그 자체로 존재의미를 지니게 되는 근대와는 다른 현대적인 
의미를 나타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비들러의 투명성은 물질의 투명, 불투명이 아닌, 이들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는 투명하면서 불투명한 것과 이에 따라 풍부해지는 관찰자의 해석 또
는 읽기에 관한 것으로 현대 건축에서 실험되는 물질의 가능성으로 그 논의의 
폭을 확대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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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물성을 통한 표면의 효과에 대한 관심

2.1에서 살펴보았던 근대의 투명성은 회화의 특성에 근거해 해석되며 건축을 
외부에서 감상하는 하나의 오브제로 바라보고 있었다. 기디온의 투명성에서 유
리는 벽의 개념을 대체하며 내·외부 공간을 경계 짓되 밖에 있는 관찰자에게 있
는 그대로 내부를 훤히 드러냈다. 반면 콜린로우의 현상적 투명성은 속은 보이
지 않지만 여전히 외부에서 건물을 바라보며 겹쳐진 면 사이의 내부 공간을 상
상하고 유추한다. 하지만 비들러에 의해 설명된 현대의 투명성 개념은 물성에서 
나타나는 반사에 의한 반투명성과 모호성에 근거하며 사람의 시선은 건물의 안·
밖을 넘나들게 된다. 사용자는 건물과의 관계에 있어 더 이상 오브제와 관찰자
가 아닌, 나를 중심으로 이뤄진 환경의 켜를 인식하는 관점으로 변화한다. 실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을 지각하며 투명한 물질의 면에 투명된 상에서 그 관계
를 상상하고 유추하며 다의적인 의미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중요한 변화는 바로 
추상적인 관념에 기대지 않고 ‘현실’ 속에서 건축 공간의 다양성을 이끌어 내고
자 하는 점이다.

2.2에서는 현대 건축에서 물성에 대한 논의가 표면의 효과로 확대되게 된 사
회적 배경과 함께 그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는 투명성 논의의 현상적인 
측면에서의 이해가 건축에 있어 어떤 가능성과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
하고자 함이다.

2.2.1 디지털 시대의 형태 생성 방식 ; 표면

정보화 사회라 명명되는 현대 사회에 있어 대중 매체와 정보 통신 기술의 발
달은 사회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정보의 양과 종류를 절대적으로 증가시키며, 
정보가 부가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었다. 특히 이동 수단과 기술
의 발달로 나타난 도시 내 사람과 물류뿐만 아니라, 인터넷 망과 같은 정보의 
네트워크 구조는 전 세계를 직접 연결하며 주요한 부가가치 대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동일화한다. 근대 건축의 특징으로 설명되던 ‘시간-공간 개념’은 지금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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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현대사회에 일상적인 도시풍경 뉴욕, 시부야, 명동 

지털 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지식의 형성, 저장, 교류 방식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등질화된 도시 풍경과 시·공간이 압축된 사회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도
시 풍경에서 건축물들은 끊임없이 내부의 정보들을 밖으로 발산하는 정보화된 
스크린을 지니고, 이는 어느새 건물 구성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이해되고 있
다. 

일상적인 도시 내 거리 풍경은 커다한 유리 입면을 통해 건물 내부 기능에 대
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건물의 입면 그 자체가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는 수많은 
간판들로 뒤덮여 어디에서나 3차원적이 아닌 평면적인 정보들이 집합된 대지와 
건축물과의 새로운 관계 조합을 나타낸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건물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다. 우리는 거리의 수많은 건축물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지(look at)
않으며, 흘러가는 이미지들의 강물로 받아들이며 그저 볼(see)뿐이다.10) 건축물
들은 도시 풍경을 이루는 일부로 존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건물 표면의 간판 
또는 화려한 영상들에 주목한다. 이로써, 건물은 이미지로 읽히게 되고, 도시는 
부유하는 이미지들로 둘러싸이게 되었다. 이것은 비단 건축만의 현상이 아닌 우
리 일상의 모습이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는 고작 30mm 정도 두
께의 tv로 볼 수 있다. 그 내부의 복잡한 기계 장치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
는다. 상품의 사용과 소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물건의 내용이나 쓰임새와는 
별개로 광고모델이나 브랜드의 이미지가 그 상품을 대변한다. 이로써 이미지는 
그 자체가 자율적인 기호로 작용하게 되고, 사물과 인간의 삶 자체가 실체가 없
는 이미지, 즉 시뮬라르크와 비슷해지고 있는 것이다. 

10) 강혁, 건축을 ‘다시’ 생각한다-또 하나의 건축론, ‘영상, 매체, 정보, 그리고 실재와 가상’, 이상

건축, 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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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서 생성되는 현 시대의 가상 이미지들은 매체를 통해 조작된 현실이다. 
물리적인 공간에 높여 있는 사물과 달리 일정한 위치를 점유하지 않고, 그 속에
서 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곳도 없다. 들뢰즈의 말을 빌리면 인간은 결코 순수
한 운동의 세계를 볼 수 없고, 고정된 항들과의 관계에서 이해한다.11) 즉, 하나
의 단일한 시점(관점주의)으로부터 이 세계의 모든 다양성을 통합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단일 시점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지각을 규정짓는 어떤 고
정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시점은 표면을 통해 현실화된다. 이는 경기장
의 스크린으로 잘 설명되는데, 과거에는 땀을 흘리며 뛰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
을 통해 경기를 이해했지만 지금은 전광판 속의 경기장면이 진짜를 재구성한다. 
스크린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은 회화작품처럼 하나의 시간과 공간에 고정된 것이 
아닌 실재와 마찬가지의 생생함으로 나타난다. 관람자들은 하나의 시점을 통해 
대상을 바라보던 개인의 시선을 벗어나 경기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
게 되고, 운동 경기가 가지는 힘은 더욱 강렬하게 전달된다.

이처럼 현대사회의 디지털 기술은 모든 것들을 기계적으로 담기 위해 ‘표면’이
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모든 형태를 형상화한다. 비트체계에서 모든 이미지들은  
모든 곳에서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 변환되고, 실재가 가지는 고유의 모
습이나 성질이 사라진 하나의 비물질적인 표면이 되는 것이다.

2.2.2 현대 건축에서 나타나는 표면의 효과에 대한 관심

이미지 시대에 건축 역시 시각적 효과에 집착할 수 밖에 없다. 건축의 본질이 
공간을 다루는 것이지만 앞서 살펴본 2차원적 이미지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공
간적인 특성은 예전만큼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재료와 질감으로부
터 전달되는 특성 또는 표면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다. 형
태는 내부와 무관한 자의적인 이미지 조작 대상이 되고 점차 포장술과 유사한 
것이 되가는 건축 디자인에 의해 우리 시선은 표층에 머무르게 된다. 발터 벤야
민은 근대 산업 발달로 나타난 기계 복제로 인해 예술작품의 바뀐 운명과 새로
운 예술적 가능성을 언급하며, 원본의 고유한 아우라와 이것을 통한 의미 있는 

11) 정인하, 현대 건축과 비표상, 아카넷, 2006, 153~156p



- 16 -

체험의 가능성 소멸을 주장했다.12) 복제 시대에는 사물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사귐이 깊고 지속적인 것이 되기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손쉽게 대체될 수 있기
에 개별의 고유성은 간과된다. 표피적이고 피상적인 관계 맺기에 있어 이미지는 
내면성과 거리가 먼 순간적인 아름다움으로 나타난다.13) 사물의 표면에 머물 
때, 이미지는 연출과 가장의 게임14)이 되곤 하는 것이다.15)

비들러는 투명성에서 나타나는 반사효과를 거울의 반사와 비교하며 그 차이를 
설명한다.16) 거울에서 나타나는 반사는 3차원적인 시선에서 깊이를 빼앗으며 하
나의 시각적인 면에 상들을 융합하는 반면, 투명성에서 비롯된 반사는 내부를 
나타냄과 동시에 외부를 반사하는 흡수성을 지닌다. 이로써 거울과 달리 표면은 
깊이를 지니게 되고, 중첩된 상은 서로 관련 없는 요소들을 자연스레 결합시킨
다. 

재료의 물성은 재료에 내재한 자체의 물리적인 성질보다는 그것이 표상하
는 바에 더욱 좌우된다. 그리고 역사적인 건물이 지녀왔던 의미 전달의 부
담에서 벗어나, 자연적이고 인공적인 재료 표면의 가능성에 보다 직접적으
로 접근해야 한다.17)

재료의 투명한 물성을 통해 나타나는 투명성은 물질이 아닌 지각현상을 ‘비-
물질적’인 것으로 전환하고, 건축 표현에 있어 점차 물질의 본질적인 측면보다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적 측면이 중시된다. 특히 ‘감각 체험에 의한 지식이 
경험에서 추상된 지식보다 열등한 것’이라는 플라톤의 주장에 반대하며 제기된 
현상론자들의 ‘감각에서 직접 얻어진 지식이야말로 진정한 것’18)이라는 주장은 
건축에 있어 인간의 ‘신체 지각’의 중요성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관점은 사람의 

12) ibid

13) 김우창, 지상의 척도, 민음사, 1985, 24p

14) 패션의 관점에서 건축을 보고자하는 시도나, 파사드주의(Facadism)라는 말은 이러한 현실을

잘 대변한다.

15) 권현아, 현대 건축에서 나타나는 표면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8p

16) Anthony Vidler, The architectural uncanny : essays in the modern unhomely, MIT Press,

1992

17) Moravansky, Akos. ‘Truth to Material’ vs ‘The principle of Cladding’, AA File 31, 1996,

51p

18) 스티븐 컨 저, 이성동 역, ‘육체의 문화사’, 의암출판문화사, 1996, 3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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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 대상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변화하는 표면의 특성에 머무를 수밖에 없
다는 인식으로 나타나며, 건축이 ‘표면의 효과’에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새로운 기술, 더 나은 단열 성능, 그리고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잠재력은 
유리에 대한 지각을 변화시켜왔다. (...) 결국 유리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단지 효과에 대해서만 언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투명도, 그림자, 그
리고 반사의 정도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아마도 결정적인 순간, 즉 물질에
서 벗어나 물질의 효과로 넘어가는 충격이다. 효과란 중재되지 않은 의미
론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지 않는 효과를 의미한다.19)

현대 사회에 만연한 TV, 영화, 광고 등 2차원적 세계의 감각의 연장선에서 투
명한 물질은 이미지를 투사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반사도에 의한 투명성과 불투
명성을 나타 낼 수 있는 흥미로운 재료로 인식된다.20) 과거 지각이 형태와 치수 
중심의 시지각21)으로 이해됬었다면, 투명성에 의한 지각은 물질을 투과해 물리
적으로 구분된 다른 공간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되 그 경계면에는 반사된 이미지
가 나타나는 현상적인 측면의 ‘표면의 효과’에 대한 접근이다. 이로써 경계는 가
상의 이미지로 대체되고, 건축 공간의 3차원성은 2차원적 이미지를 통해 전달된
다. 

19) Christian Sumi, ‘Positive indifference’, Daidalos, 1995/08 (Jacques Lucan, A Matter of Art

: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Switzerland, Birkhauser, 2001, 139p)

20) Alejandro zaera, Jean Nouvel 1987-1998, El Croquis No 65/66

21) 건축을 지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각적인 인상, 즉 빛과 색채의 특성에 따라 생기는

상(image)이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러한 상을 물체라는 개념으로 재해석한다. 동시에

이 개념은 우리가 외부에서 건물을 읽든지 내부에 서 있든지 간에 내부에 있는 공간의 형태를

규정해 주는 것이다. (Paul Frankl, Principles of Architecture History, 김광현 역, 기문당,

1989,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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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투명성의 공간적 측면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물성의 표면 효과

건축은 형태로 나타나고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이 회화나 조각과 같은 
예술 분야와 차별화되는 점은 바로 추상적인 도형의 배열이 아닌, 인간의 삶을 
반영하고 구체화하는 ‘공간’을 다룬다는 점이다. 그리고 실체가 없는 공간은 벽
체들에 의해 둘러싸인 공간 형태로 규정된다. 형태(form)는 모양, 구조, 패턴, 
조직, 관계의 체계 등 많은 의미를 내포하며, 크게 다음 두 가지 뜻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외적 형태’로 눈에 보이는 사물의 모양이다. 이는 사람의 지각
과 관계된 것으로 모양, 색깔 등 보는 이의 개인적인 감각에 근거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으로 이해된다. 다른 하나는 ‘내적 형태’로 물질의 집합체가 공간 
안에서 배치되는 추상적인 틀 또는 구조를 의미한다.22) 이것은 내부 기능이나 
프로그램의 배치 구성과 관련된 것으로 공간 사이의 관계를 형성한다. 본 절에
서는 이러한 형태의 의미를 바탕으로 표면의 효과로 확장되는 투명성의 개념이 
외적 형태로만 건축을 다루고자 하는 것을 비판하며 이와 같은 접근이 투명성의 
공간적 측면, 즉 내적 형태와 관련된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
다.

건축을 ‘물질적 매스의 예술’23)로 정의한 뵐플린은 ‘건축적 형태가 어떻게 심
적이며, 느낌의 표현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해 그는 ‘이
것은 물체의 표현을 통해 얻을 수 있다.’24)라고 답함으로써 건축 형태를 통해 
전달되는 인상의 질을 건축적 실체로 전환한다. 즉, 건축의 인상과 해석은 실질
적 몸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짐을 강조한 것으로, 건축이 추상적 의미의 전달체 
이전에 시각적인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고트프리드 젬퍼의 경우
에는 건물의 이상적인 표현은 재료의 ‘외관’을 통해 미와 의미를 획득한다25)고 

22) 김광현, 공간과 형태, 이상건축, 9807, 65p 참조

23) Fritz Schumacher, Das bauliche Gestalten, Birkhaeuser Verlag, 1991, 36p

24) Wolfgand Meisenheiemr, Das Denken des Leibes und der architektonischen Raum, Verlag

der Buchhandlung Walter Koening, 2006, 9p (이병욱, Herzog & de Meuron 건축의 가시적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논문집, Vol.11 No.3, 200909, 2p 재인용)

25) Gottfried Semper, Vergleichende Baulehre, in Gottfried Semper: in search of

Architecture(Wolfgang Hermann), MIT Press, 1984, 110-1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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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며 물질에 의해 나타나는 건축의 존재감, 즉 형태를 통해 드러나는 내적 
의미 또한 외적으로 드러난 실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건축이 투명한 물성의 표면 효과를 통한 외적 형태에 집
중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 물성의 표면 효과는 현실을 진화하도록 만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도전을 도면이나 구성을 통한 접근보다도 우리 환경에서 일어나
는 즉각적인 효과에 대한 관심, 즉 실제적인 현상에 대한 고려를 통해 나타낸다. 
물리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의 조직에 대한 이와 같은 미학적인 탐색은 건축 
작업을 ‘물질적인 본체의 구축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서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수행하게 한다. ‘물질의 표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모아 놓은 집합체로 건
축에 내재된 구성적인 성격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공간의 현상적인 효과들을 통해 건축은 비구성적인, 탈목적적인, 탈계통적인 실
체로 변화한다.26)

나는 종종 내가 전에 만들었던 공간을 반사, 그림자, 투명도, 희미한 빛을 
이용해서 망가뜨리곤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작업을 공간이나 비례의 구성적
인 작업에 국한시키는 ‘요소적인 건축(Elementary Architecture)’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27)

장누벨의 이와 같은 언술은 기존에 공간의 한계를 구성하기 위한 볼륨이나 형
태의 비례미가 아닌 반사, 그림자, 투명도, 빛 등을 이용한 분위기 연출과 그에 
따른 효과의 생산을 강조한다. 건축은 점차 물리적인 실재에 의한 영속적인 대
상이 아니라 순간적인 것을 구체화하고, 관습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이 아닌 특정
한 상황이나 우연적인 사건들과의 연계로 정의된다. 이로써 건축에 있어 본질은 
바로 우연과 동일시되게 되는 것이다.

물성에 대한 관심 역시 건축에 있어 새로운 형태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오히
려 익숙한 형태가 재료에 의해 어떻게 새롭게 되살아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
다. 이는 앤디 워홀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말하기 위해 평범한 팝 이미지를 활
용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Ricola Warehouse28)에 유리 파사드

26) Alejandro Zaera, Jean Nouvel Intensifying the real, Jean Nouvel 1987-1998, El Croquis

65/66, 1998

27) Jean Nouvel, El Croquis 1994/2002, No.112/113, 2002, p24

28) Herzog&de Meuron은 Ricola Warehouse에 대한 작품설명에서 건물 설계 작업에 있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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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Ricola Warehouse의 유리파사드

는 식물의 잎사귀를 모티브로 한 이미지
를 적용함으로써 외부 정원과 연계한다. 
이러한 빛을 투과하는 유리의 물성에 대
한 새로운 실험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입
면이라는 구성 요소를 낯선 존재로 인식
하게 만든다. 이처럼 현대 건축에서 나타
나는 투명한 물성을 통한 표면의 효과는 
건축을 하나의 시각적 언어29)로 해석하
되, 건축의 형태를 ‘외적 형태’로서 다루
며 기존 공간이 제시하던 프로그램과 형태의 한계를 보다 유연하고 유기적인 
‘지각의 대상’으로서 새롭게 만들고자 한다.

하지만 2.1절에서 살펴보았던 투명성은 물질의 비가시적 속성에 근거한 공간 
사이의 관계라는 내적 형태로서의 논의까지 내포하고 있었다. 기디온이 언급한 
유리의 투명성은 공간의 연속성, 동시성을 의미했고, 콜린로우의 현상적 투명성
에서는 관념적 공간의 위치 관계를, 비들러는 반사된 이미지상과 이면에 실재하
는 공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반투명성을 언급했다. 비들러에 의해 확장된 물
성에 대한 논의는 투명성이 미적인 대상으로서의 연출의 의미가 아닌 하나의 물
질이 나타내는 투명한 정도 변화에 따른 공간 관계 해석의 다양성이라는 포괄적
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건축의 물성에 대한 다양한 실험
은 건축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표면 효과의 변화를 극대화한다. 이로써 투명성 
개념은 건축 공간에서 인간의 지각만을 강조하는,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이미지
의 연출로 다뤄지는 것이다.

의 스케치로 건물의 평면 구성을 규정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유리 파사드의 인쇄에 적절한 이

미지를 선택하는데 할애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건축 설계에 있어 프로그램의 배치, 형태 구

성 등은 물질에 의한 공간적 효과 연출에 대한 고민으로 대체된다. (Herzog&de Meuron, El

Crouquis 1981-2000)

29) 노이마이어는 건축의 표현 문제 이전에 건축의 지각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건축이 하나의 시

각적 언어임을 말한다. 이것은 건축이 의미의 전달체로 작동하기 이전에 의미를 드러내는 형

태 자체를 인식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건축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감각적으로 지각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이병욱, 최임주, Herzog&de Meuron

건축의 가시적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연합회논문집, Vol.11 No.3, 2009, 1p)



- 21 -

따라서, 물성을 통한 표면의 효과는 그 자체로 투명성 논의를 확대한 것은 맞
지만 동시에 공간 연계 측면에서의 의미를 축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건축에 있어
서도 내적 형태, 즉 공간의 구성이나 배치로서가 아닌 내부 공간과 독립된 자율
적인 시각적 연출을 통한 감각적 다양성에만 치우쳐 나타나는 한계점을 지닌다. 

건축에 있어 형태란 공간, 나아가 기능과 프로그램에 형태를 부여30)하는 일이
다. 이 때 형태를 드러내는 물질이 투명성을 지니게 되면서 공간과 공간, 기능 
과 기능,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는 새로운 경계 감각이 형성된다. 투과되어 
보이는 명확한 실체와 경계면에 나타나는 반사된 이미지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해 사람의 시각을 대상에 고정되어지는 시각(looking at)에서 매개를 통해 다
상을 보는 시각(seeing through)으로 변화시킨 것이 그것이다. 이로써 관찰자는 
‘표면을 바라보는 것’과 ‘표면을 관통해서 바라보는 것’31) 모두에 관계하게 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투명성을 불투명한 벽과 달리 투명도에 따라 내용과 
내용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새로운 경계로서 바라보며 물성을 통한 공간의 분
위기이라는 감성적 의미에서 확대해 건축에 있어 공간과 사용자 중심의 상호관
계성을 형성하기 위한 구성적인 의미로 그 역할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30) 형태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그 어떤 건축가의 말도 모두 거짓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축가

들이 해야하는 일 아닙니까? 프로그램에 형태를 부여하는 일 말입니다. 프로그램은 질료이고

그것은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FOA (봉일범, 프로그램 다이어그램, 건축-지어지지 않은 20세

기 08, Spacetime, 2005, 43p 재인용)

31) 김준석, 물질의 잠재성을 통한 건축의 ‘차이적 물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7, 4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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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투명성을 통한 표면의 효과 지각
3.1.1 표면의 활성화
3.1.2 거리/깊이 감각의 교란
3.1.3 새로운 텍스처의 형성

3.2 투명성을 통한 공간 연계 지각; 흐름과 관계 중시
3.2.1 경계 영역의 인식적 통합
3.2.2 탈위계적 공간 형성
3.2.3. 새로운 사건과 공간 생성

3.3 소결; 투명성에 대한 이원론적 접근의 한계

제 3 장  표면의 효과에서 공간 연계로의 확대

앞선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투명성은 단지 그 표면의 효과만으로 규정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축가들은 새로운 건축 공간의 가능성을 
투명성을 통한 형태 표면의 이미지 조작에서 찾고자 하였고, 공간 구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물성이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분위기와 효과를 실험하는데 집중한
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선 표면의 효과 지각 측면으로 확대된 투명성의 특징
들을 구체적인 작품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3.2에서는 투
명성을 공간 연계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논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측면을 역
시 건축 작품들을 통해 설명한다. 그리고 3.3에서 이상의 분석들을 토대로 이와 
같은 이원론적인 접근이 투명성을 이해하는데 어떤 한계점을 지니는지 논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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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투명성을 통한 표면의 효과 지각

3.1.1 표면의 활성화

투명성이 적용된 표면은 반사정도에 따라 관찰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인식되게 
하고, 내부와 외부 경관의 관계를 평면에 집약함으로써 근대건축이 추구했던 큐
비즘에서 나타나던 다차원적인 시점을 나타낸다. ‘Vision of Motion’에서 ‘중첩’
은 공간과 시간의 고정화를 극복하는 것이라 주장한 모흘러 나기의 말처럼 투명
성에서 나타나는 반사되고 투과된 상들의 중첩은 보는 이에 따라 고정된 이미지
가 시·공간에 따라 다르게 드러나며 개체와 개체가 가지는 성격과 성질은 시각
적으로 상호관계하게 된다.32) 이로써 시간과 공간이 가지는 물리적 성질을 넘어
서는 동시적인 소통과 연결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투명성에서 나타
나는 표현성은 내·외부를 위주로 한 인접한 공간 사이의 연속적, 동시적 감각을 
나타내면서 표면이 물성을 표현하며 자율성을 획득하고, 그 자체로 완결성을 추
구하여 건물 본체와 분리된다. 이는 특정 공간을 위한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건
축의 외피에 적용되어 외부에서 보이는 건물의 인상을 전달하기도 한다. 표면은 
하나의 시각적 대상물로 지각되며 그 자체가 독립된 대상으로서 시선을 묶어둔
다. 뿐만 아니라 지각되는 공간의 입체적 깊이감은 사라지고 평면성을 강조한다. 
이로써 표면은 활성화되고 그 자체가 새로운 공간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과거 국제주의 양식이 똑같은 오브제들을 모든 곳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고 주장했었다면, 지금은 도시 자체가 과거와 같은 주변 맥락에 따른 고유의 장
소성을 지니지 못하고 서로 비슷한 풍경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대 도시에 
있어 주변 맥락은 주변에 놓인 오브제로써의 환경 구조가 아닌, 나를 둘러싸고 
순간순간 변화하는 상황들로써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재인식하는 데에서 나타난
다. 이로써 각 도시마다 지니고 있는 독특한 장소성이 발견되고, 이것이 바로 도
시에 대응하는 건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투명성이 나타내는 

32) 이용환, 현대건축공간에 나타난 중첩의 시간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

집 계획계 제 30권 제1호(통권 제 54집),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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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artier Foundation의 입면 사진

반사효과와 건물이미지의 ‘중첩’은 건축물을 하나의 오브제로 나타내기 보다는 
주변 환경을 투영하며 그 존재를 자연스레 드러낸다. 또한 투명한 면은 문화적
인 정형화나 관습적인 건축 이미지가 아닌 그 안의 사람들에게 각 장소들마다 
존재하는 개성을 발견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도시들 간의 ‘차이’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33)

입면에 적용된 투명한 물질은 수많은 주변 이미지를 중첩하며 인공물로서의 
건축의 의미를 축소하고 자연스레 주변 맥락을 흡수하며 환경 인식을 강화하는 
매개체로 작용하는데 이는 Cartier Foundation에서 잘 나타난다. 19세기 프랑
스 시인 샤또브리앙이 심은 히말라야 삼나무를 보존해야 하는 조건을 전제로 지
어진 건물은 유리를 활용하여 건물 주변을 
둘러싼 나무들을 최대한 드러내고자 하였
다. 건물의 구성은 ‘가로수열-유리가벽-삼
나무열-건물 본체-공원’으로 이루어지고 건
물 본체의 앞·뒷면을 포함해 총 세 개의 유
리면을 지닌다. 특히 건물의 실제 볼륨 보
다 좌우, 위쪽으로 크게 만들어진 전면의 
입면은 높은 반사도를 지닌 유리를 활용함
으로써 건물 볼륨이 한 눈에 읽히지 않고, 
건물의 모서리는 흐릿하게 환경에 녹아들게 
된다. 즉, 반사된 하늘, 나무들과 같은 건물 
주변 풍경에 묻힌 유리면으로 인해 건물은 
위장되고, 사람들의 지각적인 측면에서 건
물의 존재감은 약해진다.

건물 본체로부터 15m떨어져 대지 경계에 위치한 유리 가벽은 가로수열과 삼
나무열 사이에 위치한다. 여기서 유리 가벽은 가로수열의 나무를 반사함과 동시
에 투과되어 보이는 삼나무열의 나무와 이것이 유리의 후면에 반사된 상이 동시
에 드리워지며 나무로 둘러싸인 건물의 환경인식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유리
가벽을 구성하는 모듈의 일부는 유리를 설치하지 않아 이러한 유리면에서 나타
나는 투명성의 효과에 실제로 보이는 나무까지 개입되고, 여기에 삼나무열 뒤에 

33) Jean nouvel, El croquis 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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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Cartier Foundation의 단면도와 유리가벽 사진

위치한 본체의 유리입면에서 나타나는 투명성 효과까지 더해져 시각적 양상은 
더욱 복잡하게 나타난다. 도로면에 수평적으로 나열된 나무와 유리 켜의 명확한 
위치관계는 유리 가벽에서 시각적으로 교란되고, 관찰자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나무의 이미지와 실제상 사이에서 유리라는 물질의 존재를 잊게 된다. 이
로써 건물의 입면은 나무로 둘러싸인 환경뿐만 아니라 날씨, 시간, 바라보는 관
찰자의 위치에 따라 반사되는 도시 풍경의 변화 등을 유리면에 다양하게 반사, 
투영하며 건물 전체가 주변 환경을 드러내는 하나의 스크린이 된다. 하지만 저
녁에는 상대적인 빛의 양 차이에 의해 내부 공간이 도시로 투과되며 건물은 선
명하게 자신을 드러낸다.

투명성은 기본적으로 유리와 같이 빛을 전부 혹은 일부 통과시키는 물체가 갖
는 지각적 성질로 자연스레 어둠과 밝음, 내부와 외부, 또는 기업의 투명성과 같
은 은유적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진실과 거짓과 같은 의미의 이중성을 내포한다. 
즉, 투명성은 어떤 실체나 존재의 형상에 대해 이중적인 시각을 동시에 드러내
줌으로써 그 실체나 존재에 대한 진실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 그 
너머에 있는 존재에 대한 사고를 우리에게 던져줌으로써 투명성의 실체에 대한 
지각을 중성화한다.34) 투명한 물질을 중심으로 인접한 공간의 빛의 양의 차이 
변화는 둘 사이에서 고정된 일방향적인 시선 관계가 아닌 양방향으로 상호관계

34) 이정열, ‘유리의 집-투명성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 디자인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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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Two wing of glass on the 

Girtannersberg

성을 나타내며 표면을 활성화시킨다. 
Two wings of glass는 기존 십자가 
건물의 확장 프로젝트로 낮에는 표면
의 반사효과로 내부에서 외부로만 시
선을 투과하지만 저녁에는 외부에서 
내부로 시선을 투과시키며 내·외부 
공간을 매개한다. 추가 매스는 건물 
단부에 위치하되 각각의 지형과 도시
적 맥락에 따라 크기와 형태가 달라
졌다. 건물 외벽에 사용된 반사도가 
높은 같은 크기의 유리면은 수직, 수
평 축에 대해 서로 다른 각도로 비틀어져 빛을 난반사시킴으로써 투명한 속성을 
의도적으로 제거한다. 표면에서 돌출된 각각의 유리면은 정원의 풍경, 하늘, 인
근 건물들을 반사하고, 주변 경관을 파편화하여 관찰자에게 재인식시킬 뿐만 아
니라, 변화하는 풍경을 반영함으로써 시간성도 내포하게 된다. 특히, 입면은 진
동하고 살아 숨 쉬는 이미지의 집합으로 표현되며, 외피의 요소화, 경관의 평면
화 등을 통해 마치 비디오 아트를 보는 것 같은 표현성을 획득한다. 이는 어두
워진 저녁에도 마찬가지이다. 외부 환경에 비해 밝은 내부 공간은 바깥에서 훤
히 보이되 유리면에는 은은하게 하늘과 나무들이 어른어른 서리며 낮과는 다른 
시선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대지와의 관계에 있어 환경의 재인식뿐만 아니라 표면은 내부 공간의 시각적 
활성화에 있어서도 유효하게 작용한다. Galeries Lafayette 백화점의 건물 내부
에는 유리로 된 여러 개의 원추형과 원통형 아뜨리움이 존재한다. 특히 하단
부가 수렴하는 원추형 아뜨리움은 하늘을 향해 열림으로써 건물 깊숙이까지 
파란 하늘의 이미지를 투영한다. 또한, 곡면 유리에 반사된 프레임 상의 왜곡
은 관찰자의 위치와 빛의 정도에 따라 변화할 뿐만 아니라 각 층마다 달라지
는 아뜨리움의 폭에 의해 하단부로 갈수록 유리 표면에서 나타나는 상의 왜
곡 정도는 심해진다. 건물 중심부에 원추형 내부 아뜨리움은 양 끝단이 수렴되
는 형태로 계획되었다. 이로 인해 외부 환경을 투영하던 원추형 아뜨리움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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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Galeries Lafayette 단면의 아뜨리움과 사진

리 표면은 내부 공간의 이미지만 반복적으로 반사하고, 투과되는 유리면의 상은 
다른 층의 모습들이 중첩됨과 동시에 곡면 유리에 의해 왜곡된다. 각 층에서 유
리면을 투과하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표면에서 나타나는 투명성의 효과는 아뜨리
움만의 공간 이미지를 강화하며 백화점 용도에 맞춰 많은 사람과 상품이 있는 
듯한 시각적 풍부함을 연출하고, 이는 내부의 미디어 스크린처럼 나타난다. 이와 
같은 투명한 물질의 표면은 반사와 투과 효과가 집약되며 깊이를 지니게 되고, 
아뜨리움은 내부에 보이드 공간이 아닌 그 자체로 하나의 공간감을 드러내며 백
화점 내 중심 공간으로 작용하게 된다.

3.1.2 거리/깊이 감각의 교란

투명성은 가상의 이미지를 표면에 투사하며 실재하는 물리적인 거리 감각이 
소멸된 이미지들을 나타낸다. 이로써 서로 무관한 사물들은 뒤엉켜 하나의 이미
지로 나타나고 관찰자들은 개별적인 상상력에 따라 가상의 거리와 깊이 관계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러한 실재하지 않는 존재에 의한 감각의 교란은 현대 사회 
모습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우리는 물리
적으로 움직이는 신체와 결합된 새로운 보이지 않는 정보 레이어를 우리 주변에 
감싼 채로 도시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던 
도시 내 수많은 정보에 끊임없이 노출되며 물리적인 공간에 있어 새로운 거리 
감각을 지니게 되었는데, 세지마 카즈요는 현대에 나타나는 이러한 감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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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Cartier Foundation에서 나타나는 거리/깊이 감각의 교란

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의 거리에 대한 감각은 바뀌고 있다. 내부와 외부 간에 물리적 장벽
을 치더라도 정보가 다가와 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35)

즉, 물리적인 구획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두꺼운 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보를 통해 그 너머 공간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건축물
들을 마주하게 된다.

건물의 깊이감은 건물에 적용된 표면의 투명성 효과에 의해 사라지고 물리적
으로 서로 다른 위치의 사물은 하나로 일체화되어 나타난다. 이 같은 효과는 건
물을 둘러싼 환경의 연속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Cartier Foundation은 전면과 
후면의 우거진 나무들의 실재상과 반사된 허상을 하나의 이미지로 합쳐 가상의 
온전한 상을 만들어낸다. 건물 전면의 유리 가벽을 지나 들어오면 1층은 8m높
이의 전시홀로 구성되고, 완전히 투명한 유리면에 의해 도로면에서 공원으로 이
어지는 공간의 연속성이 표현된다. 반면 2층의 오피스 부분부터는 반사도가 높
은 유리로 구성되어 삼나무열의 상층부가 반사되고 아래로는 건물 뒤편의 나무
들이 연속되어 사용자들은 건물의 깊이감을 잊은 채 건물 본체 전면부에서 건물
의 앞뒤 공간을 동시적으로 지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같은 투명성의 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 1층 입면은 슬라이딩 도어로 계획되어 건물은 공원의 연장
으로 인식되고, 건물은 내부와 외부 사이의 풍부한 표현의 이중성을 나타내게 

35) Sejima Kazuyo, ‘Lost and Finding’, Hunch, 1999, Bia, 110-1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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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Galeries Lafayette 배치도와 입면 사진

된다.
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에서는 실재하는 경계 벽면 사이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깊이감이 사라지고 건물 깊숙이 침투한 외부 환경이 팽창한다. 내부 공간은 
3.1.1에서 살펴 본 것처럼 외부에서 건물 볼륨의 모서리가 유리 입면에 의해 흐
려지듯이 내부 벽면의 경계를 지운다. 투명한 유리 입면으로부터 사진에서 보이
는 것처럼 내부로 투과된 외부 풍경은 반사도가 높은 유리 벽면에 투영되어 수
평적으로 확장된 가상의 공간감을 형성한다. 또는 벽면을 따라 타고 들어오는 
반사된 풍경은 사용자에게 내부에 있음에도 외부 공간에 놓여 있는 느낌을 전달
하며 끊임없이 내·외부 공간 사이의 실제 경계 위치를 흔들어 놓는다. 관찰자는 
누구도 동일한 것을 보지 않는다. 과거 투시도법이 나타내던 사물의 명확한 위
치 관계는 투명한 표면에 투영된 일시적인 변화하는 이미지로 인해 그 객관성을 
잃고 내부와 외부 사이에 물리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거리와 깊이 감각 
속에서 재구성된다.

또는 인식적인 측면에서 바라
보는 대상과 관찰자 사이의 거리
가 압축되기도 한다. Galeries 
Lafayette 백화점은 역사적 건축 
양식이 잘 보존되어 있는 주변 
건물들로 인해 주변 맥락의 연
속성에 대응하고자 하였고, 이
는 유리로 둘러싸인 입면에서 
실재보다 압축적으로 전달되는 
거리 감각의 시각적 교란을 통
해 표현된다. 우선, 베를린 중심
부의 Mitte 지역의 주요한 두 
통로인 Friedrichstrasse와 
Französische Strasse가 교차
하는 코너에 놓인 건물의 모서
리를 곡면으로 처리하며 표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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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통해 분리된 두 거리를 연속적으로 지각시킨다. 입면은 구성하는 유리
면의 디테일을 내부로 처리하였고, 슬라브와 외피가 만나는 부분은 유리로 마
감된 스팬드럴에 리빌링 처리를 하였다. 이로써 건물 전체에서 나타나는 평탄
한 면의 수평적 이미지는 주변 환경을 반사하며 매끄럽게 관찰자의 시선을 
미끄러뜨리며 맞닿은 두 거리를 시각적으로 강하게 연계시킨다. 또한 내부 공
간의 조명은 모서리에서 수렴하는 방사형으로 배치되어 유리면을 투과하는 
외부 관찰자의 시선을 건물 깊숙이 끌어들이고 이로 인해 훤히 보이는 내부 
기능은 백화점을 더욱 가깝게 느껴지게 만든다. 다른 코너 부분들은 직교하는 
도로면에 순응하며 계획되었지만 인접한 거리 면을 따라 놓인 건물의 투영은 
표면에서 가상의 투시도적 깊이감을 만들며 건물 하단부의 각진 모서리의 예
리함과 육중한 매스감을 감쇠시킨다.

3.1.3 새로운 텍스처의 형성

내부 공간에 가둬진 신체에게 빛을 투과하는 물질이었던 중세 시대의 유리는 
너머 있는 풍경만을 전달하며 그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 비물질성을 지닌 근대적 
감각의 물질로 지각되기 시작하였다.36) ‘빛나는’ 유리의 ‘투명한’ 유리로의 변화
는 세계에 대한 신체 지각의 혁명을 나타냈다. 그리고 현대 건축에서 나타나는 
기술의 발전은 유리가 투과되는 내용을 정직하게 나타내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건축의 자유로운 표현 가능성 속에서 고유의 물성과는 다른 새로운 인위
적인 텍스처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투명한 물질은 단순히 비물질로
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적 효과를 나타낸다. 

유리에 의해 투과되는 빛과 공간의 상을 왜곡하며 지각적으로 표면에 새로운 
공간의 존재를 나타내고자 하는 시도는 2002년 덴마크에 Louisiana Museum 
of Modern Art에서 진행된 Arne Jacobsen의 100주년 기념 전시 작품에서 나
타난다. ‘Weightless and Transparency’라는 주제로 설치된 세지마 카즈요의 
작품은 측광과 자연경관을 지닌 전시공간에 설치되었다. 우거진 녹음은 이 방만

36) 성나연, 중첩하는 유리에 의한 경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1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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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Arne Jacobsen의 100주년 기념 전시 

설치 미술작품

그림 17 PRADA 매장 입면 사진

의 구체적인 특징으로, 유리창과 가까
이 놓인 울퉁불퉁한 투명한 아크릴은 
내부와 외부 사이에서 투과되는 실재상
을 일그러뜨린다. 프레임 없이 둥글게 
말린 비정형 아크릴은 크지만 가벼워 
보이며 투명한 재료는 공간에 방문자와 
외부 환경 사이에서 왜곡된 새로운 풍
경을 만들어내는 표면의 효과로 나타난
다. 이처럼 투명성은 고유의 투과적 속
성과 비물질성은 훼손되지 않으면서 바
라보는 대상에서는 지각되지 않는 시각적 진동을 일으킨다.

일본 도쿄의 아오야마에 위치한 Prada매장에서는 이와 비슷한 물질의 변형이 
오히려 관찰자의 시선을 표면에 잡아두며 물질의 투명성을 방해한다. 건물 표면 
전체는 오목, 볼록, 평평한 3가지 종류로 구성된 같은 모듈의 유리 유닛으로 조
합된다. 이들은 서로 다른 투명도와 반사도를 나타내며 외부 관찰자에게 내부 
공간을 분절하여 보여준다. 이와 같은 입면 구성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측면에서 쳐다보면 각 유닛에는 마주하는 도시 풍경이 하나
씩 반복적으로 나타나되 유닛 종류에 따라 왜곡된 이미지가 다르게 담긴다. 정
면에서 바라보면 내부가 투과되어 보이되 볼록 정도 변화에 따라 내부가 확대경
처럼 가깝게 보이기도 한다. 앞서 본 설치미술이 환경 속에 자연스레 융화되며 
지각되는 공간의 변형을 일으킨 것과 달리 PRADA 매장은 입면을 픽셀처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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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진공폼 아크릴 단면, 층마다 서로 다른 밀도로 나타나는 입면 효과 사진

해해서 반사 또는 투과된 개별적인 상의 집합으로 나타낸다. 나아가 외부 관찰
자에게 어느 위치에서 바라보든 건물의 입면을 두면 이상 보여주도록 구성된 오
각형의 평면 구성과 사선으로 잘린 형태는 건물을 하나의 오브제와 같은 이미지
로 강조한다.

반면에 인위적인 텍스처 부여는 투명성의 비물질적 속성을 없애고 투과되는 
빛에 의해 변화하며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적 속성을 나타내는 가시적 대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도쿄 오모테산도 명품브랜드 지역에 위치한 Christian Dior건
물의 입면은 투명한 물질의 변형된 물성 효과를 통해 우아한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는 자율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평탄한 유리면으로 균질한 형태를 취한 입

면은 뒤에 진공폼(Vacuum Formed)으로 만들어진 반투명 아크릴 스크린으로 
만들어져있다. 다른 높이를 가진 층마다 아크릴은 다른 곡률과 밀도로 디자인되
어 커튼이 드리워진 듯한 효과를 내며 각층의 필요에 맞게 빛의 투과도와 반사
도를 조절한다. 유리는 시간과 내-외부 밝기 차이에 따라 불투명한 하얀 면으로 
보이며 가로수 길의 나무와 도시 풍경을 반사하기도 하고, 밝게 빛나며 모호한 
형태로 내부 공간을 드러내기도 한다. 내부에서는 외부의 풍경이 일그러져 맺혀 
도시풍경을 낯설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입면은 건물이 실제 4개 층이 아닌 7개 
층으로 이뤄진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평탄한 면은 진공폼에 의해 
외부 관찰자에게 내부에 커텐이 드리워진 것과 같은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며 비
물질적인 투명성의 특성에서 새로운 텍스처를 나타낸다.

pfaffenholz 스포츠 센터의 경우에는 유리면에 적용된 시각적 질감이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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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pfaffenholz 스포츠 센터 콘크리트와 스크린 인쇄 유리면

사용된 콘크리트와 하나의 재료처럼 보인다. 유리면에 적용된 섬유질 문양의 스
크린 인쇄는 특수한 인쇄방법으로 거칠게 표면 처리되어 공장 생산된 콘크리트 
판넬과 유사한 시각적 질감을 나타낸다. 이로써 전혀 다른 두 물질은 하나의 재
료처럼 경험되고 실내에서는 마주하는 잔디면과 유리면의 질감이 연속된다. 이
처럼 물질의 투명성은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단순히 투명의 의미를 넘어 새로운 
텍스처의 물리적 성질을 부여받아 건축에 가상의 시각적 질감까지 전달할 수 있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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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투명성을 통한 공간 연계 지각; 흐름과 관계 중시

3.2.1 경계 영역의 인식적 통합

물질을 투과하는 시선은 내·외부 관계에 있어 연속적이고 동시적인 느낌을 전
달하는 투명성을 의미한다. 19세기 박람회 건물을 통해 유리에 의한 공간 변화
를 설명한 제들 마이어는 외부와의 경계가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지며 건축과 외
부 세계 사이의 확실한 경계가 소실되고, 이에 따라 건축은 자연에 속한 것이 
되고 내부공간은 무한한 외부 공간에서 구획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
다.37) 이는 인간을 둘러싼 경계로서의 벽의 문제가 투명한 재료에 의해 변화하
게 됨을 의미한다. 유리에 의해 나타난 이러한 경계 의식의 변화로 건축은 인간
을 에워싸며 외부와 격리된 공간이 아니라 외부로 확장하는 공간으로 변화하였
다. 그 예로 근대 건축에서 입체파, 데스틸, 표현주의, 러시아 구성주의를 비롯
한 국제 건축 아방가르드들은 변화하는 환경과 문화에서 나타나는 도시 생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활하고 있는 공간의 폐쇄성을 제거해야만 가능하다
고 보았다. 이와 같은 내·외부 공간 구분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건축을 표현하기 위해 무한히 외부로 시선을 투사한다. 

이러한 공간의 연속적인 감각을 나타내는 투명한 재료의 비물질적인 특징은 
공간과 공간의 관계를 물리적으로 경계 지음과 동시에 인식적인 측면에서 경계
를 지워버린다. 투명한 물질이 나타내는 경계 감각의 변화는 건축을 외부 환경
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덮개, 또는 감싸는 물체로서의 개념이 
아닌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하게 만든다. 불투명한 공
간과 달리 이미 투명하게 드러난 공간은 그것의 ‘개방성’에 의해 이미 시각적인 
교류가 이뤄지며 경계의 의미는 감쇠되고 접근은 훨씬 용이해진다. 

현대 건축에 있어 내부와 외부, 도시와 건축,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등의 양
분화 된 사고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해되
는데 이 때 투명성에 의해 지각되는 경계 영역의 인식적 통합은 서로 다른 공간

37) 이병욱, 최임주, Herzog&de Meuron 건축의 가시적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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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역성과 상호 연계성을 나타내는데 유효하게 작용한다. 이 같은 건축적 사
고는 SANAA의 ‘공원 같은 풍경’으로서의 건축관에서 잘 나타난다.

공원은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 같이 모여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
다.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모여 있
는 것입니다. 게다가 공원에서는 집단의 일원으로 있을 수 있으면서 동시
에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아 책을 읽거나 주스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느낌의 공공건물 특성을 좋아합니다.38)

첫 번째로 공원을 떠올려보면 많은 사람들은 잔디에서 하고 싶은 데로 휴식을 
취하거나 독서를 하는 등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자유롭게 걸어 다니거나 운동
을 한다. 즉 공원은 개개인의 다양한 사적 경험이 모인 하나의 복합체로서의 공
간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공원 같은 풍경으로서의 건축은 단순히 기능만을 수
용하는 곳 이상으로 ‘환경’과 ‘사용자들의 행위’가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공
간 측면에서 이들의 연결 관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풍경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건축물이 독립된 오브제로서 환경에서 두드
러지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자체가 비물질화된 것처럼 투명하게 환경39)과 융화
되어 표현되길 바란다.40) 즉, 공원 같은 풍경이라는 말은 이 자체에서 사람-사
람, 사람-환경, 환경-건축 사이의 다양한 관계 층위를 내포하는 것으로, 사람들
은 건축물 안·밖을 물리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건축관은 Flower House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건물은 
투명한 아크릴을 사용해 유동적인 형태를 만든 연속적인 외부 덮개에서 하나 이

38) Liquid Playground, El Croquis SANAA 1983-2004, 361p

39) 여기서의 환경은 건축단위 밖의 외부 환경의 의미가 아니라 사용자가 위치 한 공간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40) Ryue Nishizawa는 깊은 숲속에 지어진 사진 스튜디오인 ‘Platform Ⅱ’을 설명하며 자신들의

건축이슈로서 전체로서의 풍경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Very transparent and disjointed all

over. The way it felt like being on the verge of collapse left me much impressed. As

though there were no plan nor section, but just a certain scenery, or a space. So,

transparent and airy that I hardly felt like being inside although I was. ...’ ‘... But I

think that later on, this thing about scenery as a whole , the surroundings and the

aspects of the building included, become gradually importtant as an architectural issue

between Sejima and me.’ (Ryue Nishizawa, Creating Principles-Structure, Plan,

Relationship, Landscape, GA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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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Flower House

그림 21 Weekend house의 내부중정

상의 안뜰을 지닌다. 건물에서 요구되는 프로그램은 굽이치는 형태에서 연속적
으로 서로 다른 폭을 지닌 공간들을 형성하며 내부와 외부 공간은 자연스레 교
차한다. 그리고 내부 프로그램 사이의 관계는 삽입된 두 개의 내부 파티오에 의
해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 기둥이 전혀 없는 공간의 중앙 구조 역할을 수행하는 
아크릴은 물리적 경계를 비가시화하며 내부와 외부 공간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모양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행위들을 환경 속에 위치시
킴으로써 대지에는 관계와 흐름만이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건물의 모든 
영역은 동질성을 띄면서도 서로 다른 
외부 정원을 지니며 서로 다른 공간감
을 나타낸다. 

투명성에 의한 내부와 외부 공간 사이의 관계는 역전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한 없이 외부로 뻗어나가던 사용자의 시선은 내부 공간에 머무르며 또 다른 개
방감을 전달한다. 외부환경으로부터 보안상의 문제로 창이 거의 없는 입면 구성
을 한 Weekend House는 실내에 위치한 세 개의 중정을 통해 외부공간과의 만
남이 이뤄진다. 중정을 루버로 덮어 놓음으로써 내부에서 보이는 외부 중정은 

연속적인 천장으로 덮인 내부영역처럼 보이
게 된다. 투명한 유리로 구획된 중정의 외부
성은 천장과 바닥에 반사되며 내부로 확산된
다. 또한 중정을 투과하며 중첩되는 내·외부 
이미지의 혼합은 공간지각에 있어 동시적 혼
재 상황을 유발하여 외부공간마저도 내부공
간으로 평탄하게 나타낸다. 이처럼 Weekend 
House의 내·외부 공간은 유리로 경계 지어
지며 투명성의 동시성과 연속성을 나타내고 

이를 바탕으로 중정의 위치와 실내 마감 재료 등에 의해 상호 침투성의 효과가 
강화되며 새로운 공간 관계가 형성된다.

현대 사회에 개별 공간들이 불투명한 벽에 의해 바로 옆 공간과 완전히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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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Yatsushiro Fire 

Station

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41) 역시 물리적인 
경계가 유지되면서 통합되는 투명성의 상호 침투적
인 속성에 주목한다. 이토 도요는 콜린 로우의 ‘현
상적 투명성’ 개념을 언급하며 공간 존재 인식이라
는 관념적 해석을 ‘공간 간의 관계 개념’으로 치환
하며 불투명한 면에 뚫린 오프닝으로 재해석한다. 
그의 작품 Yatsushiro Fire Station은 이를 잘 보
여주는 예로, 건물 자체는 투명하지 않지만 건물 
내 랜덤하게 위치한 몇 개의 오프닝이 지면과 건물 
레벨 사이에 활발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것이 자신
이 말하는 ‘불투명적 투명성’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경계 영역의 인식에 있어 연속적인 공간의 감각 보
다는 서로 독립된 다른 공간 사이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위한 투명성
이다. 

통합된 경계 영역은 공간뿐만 아니라 내부 프로그램 사이의 시각적 연계를 통
해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SO-IL의 뉴욕의 오피스에서는 직원들 간의 상호교류를 
확대한다. 실내 구획은 순수한 벽(Sheer wall)42)으로 설명되는 반투명 패브릭을 
사용하여 오피스 내 서로 다른 실들의 위치 관계가 내부 프로그램과 함께 동시
에 보인다. 오피스는 시각적으로 공유 환경을 유지하면서 자연광이 오피스 내부 

41) 위성 텔레비전과 인터넷과 같은 향상된 상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해 사람들은 물리적인

장소와 상관없이 같은 정보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정보 기술의 발달로 자

신의 업무나 인간관계 등을 온라인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현대 사회

의 개별공간들은 바로 옆 공간과 완전히 독립되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막연하게 표준화되는

우리 삶의 모습은 역으로 물리적인 장소들 간의 상호 관계가 전혀 없게 파편화하였다. 실재하

는 장소에서의 물리적, 촉각적 특성은 가상의 감각으로 대체되고 건축 공간은 물리적인 외부

와의 소통이 부재하는 내부 지향적인 공간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은 오

히려 어떤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선택에 있어 환경의 물리적인 조건을 전보다 더 중요한 요소

로 만들며,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다뤄야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파편화되고 단절된 공간 사이에 ‘관계’를 발견함으로써 추상적인 환경 인식에 구체성을 더해주

고, 보편적인 삶이 아닌 진짜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Makiko Kira, ‘Japan : Seamless Landscape without Physical Boundaries’, 「Japan,

Towards Totalscape」, NAi Publishers, 2000, 14p)

42) Suzanne Stephens, Sheer wall, Architectural Record, 2012 September, 7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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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39. Logan 실내 사진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다. 물리적으로 독립적인 영역성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행위는 타인의 시
선 속에서 이뤄지고 동시에 끊임없이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각하
게 된다. 비밀은 사라지고 모든 이들
은 물리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다가오
는 건물 내 정보의 흐름과 관계 속에 
노출된다.

신체의 경험 측면에서 건축공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신체가 거주할 
수 있고 모든 감각이 포함되어 있는 공간(Space for use)”과 “방황하는 눈을 
위한 여지만이 있는 보기 위한 공간(Space for looking for)”이다.43) 즉 하나는 
인간이 머무는 것을 전제로 한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움직이는 것을 전
제로 한 공간이다.44) 이러한 관점에서 변화하는 경계 감각에 의해 이뤄지는 공
간 연계는 ‘눈의 공간’으로 이해 할 수 있겠다. 

3.2.2 탈위계적 공간 형성

변화된 시대적 패러다임은 움직이는 사람들과 차량, 정보의 흐름 그리고 이것
이 가능하게 해주는 네트워크가 주된 요소로 다뤄지며 건축에 있어 고정된 경계
나 시설로서의 의미보다는 이질성, 불확정성, 우연성, 상호 침투 등을 어떤 방식
으로든 수용하고자 한다.45) 이런 측면에서 건축 공간의 위계 표현은 사용자에게 
경직된 사용관계를 전달하며 건축가에 의해 부여된 질서에 따르게 하거나 관습
적인 행동만을 반복시킨다. 이 같은 문제 의식은 기존의 고정된 질서 대신에 다
양한 힘들과 움직임을 생성시키는 규칙들을 중요시하게 되며 위계가 사라진 공
간 사이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연결 접속에 의한 끊임없는 재구성46)을 이루고자 

43) Beatriz Colomina, Raumplan versus Plan Libre, Rizzoli, 1988, 7-8p

44) 김광현, 건축과 공간, 이상건축, 9805, 82p

45) 정인하, 현대 건축과 비표상, 아카넷, 2006, 2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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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위계가 수직적이고 일방향적인 관계인식이라면 탈위계는 동등한 위치
에서 상호 교환적인 관계로의 변화로 여기서 새로운 관계 설정은 사용자에 의해 
이뤄진다. 

롤랑바르트는 The Death of the Author에서 작가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
지며, 기존의 ‘작가-독자’의 관계가 작가로부터 독자로의 직접적이고 일방향적인 
관계라는 인식을 바꾸었다. 그는 ‘독서’는 개개인의 독자가 작가의 글을 재구성
하는 행위로써 독자의 창조성에 의해 이뤄진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실제 작가뿐
만 아니라 독자 역시 글을 창조하는 역할을 지닌 새로운 작가로 만든다.47) 이는 
건축에 있어서도 건축가의 권위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며, 사용자는 각자만의 
공간 해석을 기반으로 기존 건축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사용행위의 주체로
서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된다. 건축에 있어 ‘익숙하다’라는 의미는 이미 
우리의 ‘지식’에 근거한 의식 즉, 선험적 경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관성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며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 사이의 단절을 초래
한다. 하지만 탈위계적인 공간으로 형성된 건축은 지식이 아닌, ‘이해’를 통해 
기존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시각을 지니게 해줌으로써 사용자들이 그들의 생각
과 무의식에 근거한 건축의 의미를 생성할 수 있게 만든다.

투명성은 기존에 지각하지 못하던 사물의 부분과 부분, 나아가 사물과 사람 사
이에 관계들을 드러내는데, 인테리어 디자이너 시로 쿠라마타(Shiro Kuramata)
가 디자인한 투명한 아크릴로 만든 의자들은 실재하는 개별적인 존재의미를 넘

46) 고른판 또는 조성의 판은 조직의 판 또는 전개의 판과 대립된다. 조직과 전개는 형식 및 실체

와 연관되어 있다. 즉 그것은 형식의 전개와 동시에 실체 또는 주체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른판은 실체나 형식을 알지 못한다. 이 판 위에 새겨지는 <이것임>들은 정

확히 말해 형식이나 주체에 의해 진행되지 않는 개체화의 양태들이다. 이 판은 형식화되지 않

는 요소들 간의 빠름과 느림의 관계 속에,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강렬한 변용태들의 조성 속에

추상적이지만 실재적으로 존재한다. 둘째로, 고름은 이질적인 것들, 이산적인 것들을 구체적으

로 고르게 재결합한다. ... 고른판에 새겨지는 것에는 <이것임>, 사건, 그 자체로 파악되는 비

물체적 변형들이 있다.... 판은 가변적인 차원을 가진 다양체들을 선별해낸다. 따라서 문제는

판의 다양한 부분이 연결 접속되는 양태이다. ...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질서 차원 속에서 연결

접속의 수를 증대시켜주는 것만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따라서 창조되고 존속되는 것이다.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천개의 고원, 김재인 역, 새물결, 2003, 965p)

47) Jonathan Hill, 「Actions of Architecture-Architects and Creative Users」, New york :

Routledge, 2003,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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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Junya Ishigami의 KAIT workshop

그림 24 시로 쿠라마타의 의자

어서 공통적 특징, 의자가 지니는 본질을 드러낸다. 의자의 형태구조에 적용된 
투명성은 형태를 비물질화하여 시야에서 사라지고 ‘앉는다’는 행위만으로 의자의 
존재는 지각된다. 이는 의자가 재
료나 형태로 인식되며 지지 부분
과 등받이, 손잡이 등의 요소들 
간의 위계 관계를 지닌 물리적인 
실체로 드러날 때 바라보던 관점
을 변화시키며 ‘진짜’ 의자를 바
라보게 해준다. 이는 건축 공간에
서도 마찬 가지이다. 투명성에 의
한 위계의 제거는 건축을 형태가 
아닌 내부에 담긴 ‘내용’들을 통
해 드러낸다.

 내부 공간에 균질하게 공급되는 공간의 밝기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입구에 들
어서는 순간 외부와는 분리된 어두운 내부 공간을 구성하며 위계적인 구분을 나
타내는데 반해 모든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빛은 이러한 위계질서를 사라지게 만
든다. 또한, 현대 건축에서 흔히 사용되는 흰색 역시 빛을 발산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다. KAIT workshop은 벽으로 실을 구획하지 않고 
2000m2의 원룸에 305개의 가느다란 기둥을 랜덤하게 세워 다양한 크기의 영역
성을 나타내었다. 그는 이 건물을 통해 지어진 건물 그 자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환경이나 체계를 상상하고 인
식하며 이들을 연결하려는 노력 없
이는 사용할 수 없는 건축의 새로운 
추상성을 설명한다.48) 건물 전체는 
측면과 천장에서 들어오는 풍부한 
빛에 의해 균질해지고 쿠라마타의 
투명한 아크릴 의자처럼 환경과 건
물의 관계,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
한 행위들의 관계 등을 통해 건물은 

48) Junya Ishigami, 「Small images」, INAX出版, 2009, 3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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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피카소 바이올린 그림

읽힌다. 사용자는 감각적 경험의 다양성과 신체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활동
을 위한 인식적 경계를 만들며 끊임없이 공간을 새롭게 정의하게 된다.

투명한 물질은 빛의 투과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특성으로 관찰자에게 파사드
의 존재를 망각하게 하며 건축과 환경을 동등한 위치에 놓는다. 사방으로 무한
히 뻗어나가는 초점 없는 시선은 공간의 위계관계를 제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된다. 

관점이란 ‘바라보는 자’라는 인식 주체가 그 인식 대상과 분리되어서 존재해야 
생겨나는 것으로 보는 자에서 보는 대상으로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사용자의 개입과 관여 그리고 참여가 부족한 지각방식이다. 이러
한 관점의 제거는 대상이 지닌 모습을 모두 
한꺼번에 드러낸다. 피카소의 바이올린 그
림은 2차원 안에서 바이올린의 앞과 뒤, 위
와 아래 등을 표현함으로써 전체에 대한 순
간적인 감각 지각을 얻기 위해 원근법이라
는 환영을 던져 버렸다. 순간적인 전체 지
각을 통해 우리는 구조와 구성의 세계에 놓
이게 되며 관람자들은 그림 속에 관여하며 
그림 속 바이올린을 재구성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관점이 제거된 건축은 그 자체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경험
을 통해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이다. 이 같은 시선에 의한 탈위계적 공간 구성은 
House H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직사각형 평면은 불투명한 두꺼운 벽에 의해 
같은 크기의 4개의 실로 나뉘는데, 실과 실 사이는 복도와 같은 전이공간이 없
이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고 일반적인 문도 달려 있지 않다. 비슷한 크기의 구멍
들은 벽, 천장, 바닥에 뚫리며 각 실의 창이자 문이 되어 명확하게 정의된 개별 
실들을 삼차원적으로 엮는다. 또한 각 실마다 사방으로 뚫린 구멍을 통해 집 전
체의 볼륨과 크기의 감각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존재까지도 느끼며, 건물 
전체에 속한 하나의 공간이자 개별 공간들의 집합이라는 이중성을 만들어 준다. 
여기서 유리 또는 개구부로 이뤄진 void의 연속은 관계의 장(field)을 형성하며 
모든 실들은 동등한 시선 관계에 놓인다. 각각의 서로 다른 개별 장소들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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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Sou Fujimoto의 House H

와 연결의 이중성이 존재하는 네트워크망에서 서로 관계되며 기존의 주거에서 
나타나던 사적, 공적 공간의 구분은 무의미해진다. 열린 공간으로 나타나는 위계
의 해체는 오히려 사용자 간 행위 사이에 형성되는 상대적 경계 감각에 의해 변
화하는 사적 영역을 나타낸
다. 이와 같은 투명성에 의
한 시선 분산은 내부·외부 
공간 사이에 시각적 관계의 
다양성을 만들어 주고, 외
부 환경이라는 불확정적인 
요소를 끊임없이 노출시켜 
하나의 공간에서 변화하는 
공간감을 전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투명성을 통한 탈위계적인 공간 형성은 위계질서의 
부재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현재라는 시점이 지니고 있는, 현실의 
가능성을 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은 기존 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위
계질서를 만들어낸다. 

3.2.3 새로운 사건과 공간 생성

공간의 표면에서 나타나던 외부에서 반영된 허구의 이미지들은 내부 공간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물질의 투명성의 효과에 집중된 현상적인 측면의 접근
은 투명한 면의 불투명성에 주목하게 만들었고, 밤과 낮에 따른 건축과 도시와
의 관계에 있어서도 건축물 표면의 이미지를 통한 교류가 주를 이룬다. 건축 공
간에 있어 현실의 이미지화는 외부 환경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건축 내 요소
들 간의 관계의 다양성 측면에서 사람들이 건물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
는 보여주고자 한다. 

1950년대 이후 건축가들을 지배한 ‘장소’ 개념은 근대의 공간과는 다른 것으
로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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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장소를 ‘차지(take place)’한다는 것을 의미49)

하고, 장소는 선험적인 범주로 이해되기 보다는 실존적으로 체험되는 그 무엇이 
된다. 이런 장소의 개념은 마르틴 하이데거가 처음 제안하였는데 그는 인간이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실존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생의 관계를 이해하고, 사건이나 행위 속에서 의미와 질서를 표현
하는 것이다.50) 그래서 현존재는 실존하면서 각기 그때마다 이미 자신에게 알맞
은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각기 그때마다 자신의 고유한 장소를 규정하며, 마련
된 공간에서부터 그가 만든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이다.51) 같은 맥락에서 노버그 
슐츠는 건물의 실존적 목표가 대상지를 장소로 만드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주
어진 환경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나는 의미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52)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장소에 대한 이해는 공간을 이해함에 있어 확정적인 구분의 개념이 
아니라 이들 간의 상호관계에 따른 역동적이고 불확정적이며 유연한 성격을 나
타내고자 한다. 

이는 건축과 도시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도시의 물적 기반이 되는 
구조와 도시를 역동적인 사회적 집합체로 만드는 사건들 사이의 관계로 도시를 
파악하는 방법은 도시를 전체로서 볼 때나 국지적으로 볼 때나, 또는 추상적인 
시스템으로 바라볼 때나 구체적인 일상의 견지에서 바라볼 때나 유효한 틀이 된
다.53) 버나드 츄미는 건축을 우리들의 욕망이 반영될 수 있는 그릇54)의 역할로 
이해하며, 사람의 경험적 움직임에 따른 시퀀스로 건축의 불확정성을 설명한다. 
시퀀스는 영화의 Plot에 대응하는 건축의 개별적인 사건의 나열로 공간(S)과 움
직임(M)과 사건(E)의 병치로 상이한 건축 요소들 사이에 사람들의 개입을 통한 
있을법하지 않은 조합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사건/공간을 생성하고자 한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현상 설계안은 그의 이러한 생각을 잘 보여주는데, 도서관 
내에 전혀 상관이 없는 400m 트랙을 삽입함으로써 이들의 부조화보다는 새로운 
프로그램 유형의 결합을 통한 이벤트 생성을 기대한다. 이로써 도서관은 지식에 

49) Christian Norbeg-Schulz, 실존, 공간, 건축, 김광현 역, 태림문화사, 25p

50) 정인하, 현대 건축과 비표상, 아카넷, 2006, 250p

51) Martin Heidegger, 존재와 시간, 이기상 역, 까치, 483p

52) Christian Norbeg-Schulz, 장소의 혼, 민경호 외 역, 태림문화사, 25p

53) 봉일범, 도시:사건과 구조, Spacetime, 2002, 31p

54) 베르나르 츄미, 류호창 역, 건축과 해체, 시+공, 2003, 9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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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버나드 츄미의 프랑스 

국립도서관 현상 설계안

대한 끊임없는 추구뿐만 아니라 신체로 얻어
질 수 있는 즐거움과 대등하게 만날 수 있는 
장으로서, 최상부에 설치된 육상 트랙은 일종
의 개방된 순회로 개념의 동적인 편리성 이
상의 효과를 나타내며 새로운 도시적 전략의 
발생장치로서 도서관의 복합적 역할을 구현
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연계에 따른 새로운 공간과 사
건에 대한 기대는 이처럼 이질적인 프로그램 
사이의 충돌에서 뿐만 아니라, 투명성에 의한 
이미 건축 내 조직된 프로그램과 공간의 구
성관계 전달과 이들 사이의 시각적 충돌에서
도 나타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일
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의해 규정되는 공간은 
관찰자를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외부에서 반
사된 허상의 중첩을 넘어서 공간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기능과 프로그램, 여
기서 비롯되는 다양한 사람들의 행위들마저도 건물 내에서 지각하는 대상으로 
만든다. 이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주
목하여 또 다른, 건축 내 존재하는 미분화된 영역의 잠재성을 드러내고자하는 
시도인 것이다.

투명성은 건축에서 추상화된 2차원의 도면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이나 공간 
사이의 명료한 관계가 3차원으로 실현되며 나타나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
된다.55) 평면도에서 우리는 전체적인 공간 구성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건축의 부
분과 부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부분은 공간과 공간 또는 프

55) SANAA의 공간 구성과 관련된 투명성에 대한 언술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플

랜과 모형을 통해 실물을 이미지화하면서 모형과 플랜 사이의 관계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간 구성으로서의 투명, 또는 관계성으로서의 투명이라고 하는 것이라 생각 된다’(Futagawa,

Yukio, 妹島和世+西沢立衛読本-2005) ‘나는 투명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서 일종의 투명성을

발견하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의 투명성이 아니라 평면을 구성하는

방식을 통한...’(Alejandro Zaera, El Croquis 77(Ⅰ)+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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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Sendai Mediathecque

로그램과 프로그램의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구현된 건축물은 
거대한 블랙박스처럼 중요한 입구만 보여, 건물 내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위치 
관계는 불투명한 내부에 숨겨진다. 따라서 투명성은 평면도를 바라보며 전달되
는 관계의 투명성이 현실의 체험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위해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한다. 

배치물은 연결 접속들을 더 많이 열어놓고 배가시킬수록 형식화되지 않은 질
료들과 형식적이지 않은 기능들로 이루어진 추상적인 기계에 가까워진다는 들뢰
즈의 설명처럼 사용자에 의한 공간 내 종속된 하나의 프로그램 사이의 연결접속
의 다양성은 그 자체로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이것은 앞서 살펴본 표면의 
효과에 주목했던 투명성과 달리 이차원적 평면 구성이라는 공간과 프로그램의 
관계를 다루는 건축 역할로의 집중을 의미하며, 건축 공간에 적용된 투명성은 
경계면을 중심으로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상호 작용을 일으킨다. 즉, 인
접한 공간 관계에 있어 상호 규정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
하는 공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Sendai Mediatheque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실재하는 물
리적 구획영역에도 불구하고 건물은 전체적으로 평평한 하나의 바닥판으로 인식
되며 그 위에 프로그램에 따른 행위의 풍경이 펼쳐진다. 사람들이 내부 공간을 
경험하는 것이 마치 건물 속
이 아닌 거리 위에서 거닐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다56)는 
이토 도요의 말처럼 지표면
과 맞닿은 건물의 유리면은 
연결부분에서 나타나는 다른 
재질들을 최소화하며 경계 
없이 도시에서부터 연속된 
흐름의 이동이 가능한 하나
의 영역으로 만들고자 하였
다. 다른 층들 역시 한 개의 
층에 담긴 프로그램을 총체

56) Toyo Ito, The lessons of Sendai Mediatheque, JA, 2001, 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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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인식하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평면에 구획된 프로그램 영역들은 
약한 경계로 이뤄진다. 여기서 약한 경계란 사무영역이나 어린이 도서 영역, 회
의실에 사용된 반투명 커튼이나 유리 벽면을 일컫는데, 열리거나 닫히며 유동적
으로 변화하거나 시각적으로 완전히 개방되어 경계의 의미는 사라진다. 뿐만 아
니라 평면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벽면은 물리적으로 단단하고 명확한 직선형 구
획과 달리 분절되지 않는 하나의 연속된 곡선형 벽면으로 나타나난다. 분리된 
두 영역은 투명성과 함께 작용하여 형성된 모호한 영역성에 의해 서로 얽히게 
된다. 이처럼 시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연결되는 프로그램과 사람의 움직임은 
의도한 목적을 위해 이뤄지는 행위를 휴식을 취하거나, 구경을 하거나, 배회하는 
등의 자연스런 행위들과 연결시킨다. 이로써 사건은 하나의 행위로 이뤄지는 것
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위들이 다층적으로 엮이게 되면서 더 큰 힘을 가지고 나
타나는 것이다.57) 

57) 맹필수, 이토 도요의 센다이 미디어테크를 통한 도시 건축의 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6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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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결; 투명성에 대한 이원론적 접근의 한계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투명성은 시간과 공간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대상이 
지닌 물리적 성질을 넘어선 소통과 연결성을 경험시킨다. 이 때 경험의 지각 방
식은 물질의 표면 효과와 공간 연계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 분석 내용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다.

투명성을 통한 표면의 효과 지각의 경우 활성화된 표면 그 자체가 하나의 자
율적인 완결적 존재로 나타나며 공간의 분위기나 인상을 형성한다. 이것은 일시
적인 환경 변화들을 반영하는 깊이감이 사라진 평면적 이미지로서 하나의 미적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표면에서 나타나는 가상
의 이미지와 실재상의 조합은 관찰자들의 개별적인 경험에 의해 그 거리나 깊이 
관계가 재구성된다. 또는 내부에 반사된 외부의 이미지들에 의한 모호한 경계 
감각을 통해 대상이 더욱 가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표면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은 재료 기술의 발달과 함께 본래의 물성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텍스처를 
통해 투과 또는 반사되는 상을 왜곡하거나 가상의 새로운 시각적 질감을 형성하
며 둘러싼 환경을 낯선 이미지로 나타낸다. 이는 관찰자의 이동에 따라서도 다
르게 변화하며 여기서 투명성은 물질 그 자체의 효과만으로 사용자에게 공간을 
새롭게 인식시킨다. 

투명성을 통한 공간 연계 지각의 경우에는 기존 공간의 연속성과 동시성 개념
을 바탕으로 경계 영역의 인식적 통합을 일으킨다. 이에 따라 공간은 물리적으
로는 독립되어있으나 시각적으로는 개방되며 형성되는 상호 관계성에 의해 접근
성이 확대된다. 또한 투명한 물질을 통해 투과되어 들어오는 빛은 내부에서 균
질하게 퍼지며 내·외부/내·내부 공간 사이의 위계성을 깨뜨린다. 투명성에 의해 
나타나는 다양한 시점이나 방향성 역시 네트워크적인 공간 관계를 형성하며 사
용자에 의해 재구성되는 위계 질서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투명성은 물리적인 
경계 영역을 완화시키며 기존에 단절된 공간 사이의 관계는 그 내부에서 일어나
는 프로그램, 행위, 외부 환경 사이의 관계로 나타난다. 즉, 공간과 공간은 경계 
안·밖의 ‘내용들 간의 관계’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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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을 통한 표면의 효과 지각

표면의 활성화 거리/깊이 감각의 교란 새로운 텍스처의 형성

-공간과 분리된 표면의 자
율성, 완결성
-평면적 공간 이미지 형성
-관찰자 이동에 따른 상의
변화

-가상의 이미지에 의한 공
간 관계 재구성
-인식적 거리 단축
-경계의 모호성

-물성의 변형을 통한 상의
왜곡
-가상의 시각적 질감 형성
-관찰자 이동에 따른 상의
변화

투명성을 통한 공간 연계 지각

경계 영역의 인식적 통합 탈위계적 공간 형성 새로운 사건과 공간 생성

-공간의 독립성, 상호연계
성/연속성, 동시성
-시각적 개방, 접근성 확대

-빛에 의한 공간의 균질화
-다양한 방향성, 다시점 공
간 형성
-네트워크적 공간관계에 의
한 위계질서 재구성

-주변환경에서 일어나는 사
건이나 행위에 따른 불확정
적, 유연한 공간 형성
-인접한 공간 사이의 상호
규정적 성격 부여

표 6 투명성을 통한 표면 효과/공간 연계 지각 특성 분석표

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행위들에 반응하며 주어진 불확정적이고 유연한 공간으
로 인식된다.

하지만 투명성에 대한 이와 같은 이원론적인 이해는 건축에 있어 투명성이 어
떻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왜냐하면 표면 효과의 경우에는 
사용자들의 건축 경험을 그 표면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건축의 본질은 그 형태
가 담아내는 내부 기능에 존재하며, 건축이 만들어내는 공간적 질은 그 기능을 
충족하는데서 부터 시작되어 시각적인 영향력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건축 형태에 대한 공간 또는 프로그램 사이의 관계와 같은 내적의미로만 설명하
기에는 건축은 분명 물리적인 실체로 나타나는 시각적인 대상이다. 즉, 투명성을 
통한 공간 연계 지각을 설명함에 있어 그 경계면 물질의 표면적 효과를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둘의 통합적인 이해는 결과적으로 건축에 대한 내적·외적 형태로서
의 포괄적인 접근을 의미하며 이로써 우리는 투명성을 단순히 물질 차원으로 이
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건축적 담론과 연계된 개념으로 재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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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표면과 공간을 통합한 투명성 개념 접근 다이어그램



- 50 -

4.1 표면과 공간을 통합하는 투명성의 재정의
4.1.1 공간 깊이를 나타내는 투명성
4.1.1 공간 배치를 나타내는 투명성
4.1.1 투명성에 의한 공간 조직 분석 방식

4.2 공간 깊이를 나타내는 투명성
4.3 공간 배치를 나타내는 투명성

4.3.1 축에 따른 배치
4.3.2 분산 배치

4.4 소결

제 4 장 표면과 공간을 통합한 투명성에 의한  
공간 조직 분석

3장에서는 기존에 확대되어 나타나는 표면의 효과 지각의 투명성과 공간 연계 
지각이라는 측면에서 투명성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살펴본 후, 이와 
같은 이원론적인 접근의 한계점을 서술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의 투명성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재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건축에서 다
루어지는 투명성 개념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것으로, 투명성이 건축에 있어 풍부
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바탕이 되어줄 것
이다. 그리고 4.2와 4.3에서는 새롭게 정의한 관점을 통해 표면과 공간을 통합
하는 투명성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어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분석한다. 이는 투명성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작업이
다. 즉, 표면과 공간이라는 개별적 관점에서 설명되었던 내용들이 어떻게 복합적
으로 작용하며 공간 조직을 이뤄내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될 것이다.

분석은 SANAA의 건축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작품설명이나 건축관에
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투명성’의 의미는 표면의 효과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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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연계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ANAA는 ‘사람들을 위
한 풍경’58)을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며 건축 내 공간 사이의 관계에서 형성되
는 분위기에 주목한다. 이 같은 공간은 가시적으로 두드러지거나 뚜렷한 특징이 
거의 없고 오히려 모든 건축 구성 요소들이 동등한 무게와 조건을 지닌 것처럼 
여겨지며 이로써 수용되는 변화는 시각적으로 연결된 총체적인 관계 속에서 ‘분
위기’59)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형태나 모양, 외형을 통해 건축을 다
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명성’을 통해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법
으로 ‘요소’들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사용자에게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투명성의 현상적 효과로서 경계 감각의 다양성과 유연성뿐만 아니라 공
간과 공간 또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위치 관계의 투명성, 그리고 이를 
통해 분리된 두 공간 사이의 독립성과 접근성, 개방성, 인접성에 따른 상호관계
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투명한 공간에 충만한 빛이 만들어 주는 공간의 균질성
까지 포함하며 투명성을 통해 공간과 공간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각각의 공간에 비례나 프로그램과의 관계’에 대한 

58) ‘One of our interest is how to create atmosphere, a landscape for people.’(Juan A. Cortes,

A conversation ,El croquis 139, 31p) ; Sejima는 건축은 사람들의 일상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이고 공적인 이슈를 담고 있고 나아가 도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즉, 건축은 사람들, 또는 삶을 위한 분위기와 풍경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은 건축을 통해 새로운 사회, 현재성을 담아내는 건물을 만들고자 한다.

59) 분위기라는 것은 Gernot Bohme의 말처럼 전형적인 중개물의 현상으로 주체와 객체 사이의

무언가가 다양한 지각 기관을 통해 인식되어 어느 하나를 압도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설계 방법으로써 분위기를 다룬다는 것은 관찰자의 동시적인 지각 능력

과 주체와 객체 사이의 상호관계를 모두 고려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분위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건물의 주변 환경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는 안과 밖에서 건물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라는 것

으로 건물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없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건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둘 다 매우 중요합니다. (Liquid Playground, El Croquis SANAA

1983-2004, 362p)”라는 SANAA의 언술에서 분위기에 대해 ‘건축이 주변 환경과 관련되어 안

과 밖에서 만들어내는 분위기’와 ‘공간과 관련해 건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존재하는 분위기’

로 구분한 것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건축가들은 건물을 계획하는 단계에 있어 나름

대로의 방식으로 의도하는 공간의 분위기를 실험하며 진행한다(계획된 분위기). 그리고 이 건

축물은 특정한 대지 위에 실현되면서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

나는 분위기를 나타낸다(새로 생겨나는 분위기). 즉 이들은 분위기를 ‘변화를 수용하는 잠재

적인 표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서정일, 임리사, SANAA의 건축에서 ‘분위기’의 개념

과 구현방식, 대한건축학회지 논문집(계획계), 제26권. 제10호, 195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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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구성의 고민과 ‘가시화하여 접근 가능하게끔 해두고 싶은’60) 공간을 만들
기 위해 투명성을 활용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건축 내에서 가장 가깝게 있을 수 
있는 상호 관계성을 지닌 독립된 부분 또는 공간의 조합61)이기 때문이다. 이상
의 내용에서 드러나듯이 SANAA의 건축 작품은 표면과 공간을 통합한 투명성에 
의한 공간 조직의 분석 대상으로 타당성을 지니며, 이후 분석함에 있어서는 투
명한 물질의 표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적 측면의 시각적 효과나 분위기 차원에서 
더 나아가 공간과 공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주변 맥락과 프로그
램, 동선을 바탕으로 작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은 1983년대 이후부터 현
재까지의 작품들 중에서 앞서 정의한 공간의 깊이와 공간 배치를 나타내는 투명
성의 표현들이 뚜렷한 작품들로 선정하였다.

60) ‘각각의 공간은 다른 많은 것들처럼 인접한 공간에 대한 비례와 특징적인 관계를 지닌다. 우

리는 항상 각각의 공간을 단순히 친밀도 문제만이 아니라 가시화하거나 접근 가능하게끔 해두

고 싶은 주변의 다른 공간이나 그 공간 자체의 특성을 염두에 두려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각 공간의 비례와 다른 프로그램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Liquid Playground, El Croquis

SANAA 1983-2004)

61) Eve Blau, “Tensions in Transparency,” Harvard Design Magazine 29, Fall Winter

200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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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표면과 공간을 통합하는 투명성의 재정의

투명한 재료에 근거해 나타나는 투명성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된다. 하나는 물
질 그 자체의 투명성이고, 다른 하나는 투명한 물질을 통해 보이는 너머 공간이
다. 전자는 투명한 재료의 투과·반사 효과로 재료 면에 반사·투영 된 이미지가 
시각적 스크린 효과(표현적인 면)를 나타내고, 후자의 경우에는 분리된 두 개의 
공간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양상은 모두 하나의 물질에
서 비롯되는 것으로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의 물질을 통해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표면의 
효과 지각과 공간 연계 지각을 바탕으로 이들을 통합하는 투명성 관점을 제시하
고, 공통적으로 언급되며 고려되는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4.1.1 공간 깊이를 나타내는 투명성

공간의 깊이란 투명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적 측면을 이차원적인 면의 개념이 
아닌 인접한 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정의한 것이다. 이는 투명성을 나타내
는 투명한 물질을 시각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형성되는 
공간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3.1절에서 표면의 효과 지각 측면에서의 논의는 투명성을 공간의 분위기나 효
과를 연출하는 요인 수준에 머무르게 만든다. 즉, 표면으로써 이해할 때의 한계
는 투명성에 대한 이해가 평면적 차원에 머물러 공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현상
적인 표면의 지각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지닌 것처럼 이해되는 것
이다. 

하지만 투명성은 다른 물질과 다르게 물질 그 자체의 투명성을 넘어 분리된 
두 개의 공간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간을 이루는 
요인들 중에서 표면만을 분리하여 논할 수 없는 개념어이다. 

따라서 투명성을 표면을 포함하는 공간의 깊이로 이해하는 관점은 재료의 반
사에 따른 투명도의 변화, 이미지의 중첩 등과 같은 물질 그 자체의 투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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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공간의 연계 측면에서 새로운 건축적 가능성을 구현할 수 있는 역할로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그리고 공간의 깊이는 그 안에서 나타나는 
행위나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사용자에게 건물의 총체적인 파악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4.1.2 공간 배치를 나타내는 투명성

공간 배치를 나타내는 투명성은 건축을 구성하는 다양한 공간들 사이의 위치
를 조합하는 역동적인 인식 틀로서 작용하며 각각의 개별 상황들 사이에 상호작
용을 일으킨다. 공간과의 관계에 있어 투명성은 물리적인 경계 역할을 하면서 
서로 다른 공간 사이의 연속성과 동시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공간의 독립성
과 상호관계성은 3.2에서 경계 감각의 유동성과 네트워크적인 공간 관계 형성에 
의한 위계성 제거, 나아가 새로운 사건과 공간 생성의 잠재성과 관련된 논의로 
확대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투명성을 재정의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개념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건축에 있어 공간이란 형태로 나타나며 그 안에서 사람들의 활
동 내지는 실천을 어떻게 관계 지을지를 제한한다. 공간은 단순히 텅 빈 공간의 
문제가 아니며 하나를 다른 하나로 환원할 수 없는 어떤 배치를 정의하는, 절대
적으로 포개질 수도 없는 관계들의 집합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62) 즉, 공
간의 문제는 어떤 공간 안에서, 혹은 어떤 공간적 조건 위에서 이루어지는 사람
들의 실천이나 행동의 문제인 것이다. 이는 벽체나 지붕 등에 의해 둘러싸여 만
들어지는 공간적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한 요소들의 관계, 위치 관계 내지
는 위상적 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공간의 문제는 공간적 배열의 문제, 즉 공간적 
배치의 문제가 된다.63) 푸코의 말처럼 이제 공간은 위치 관계의 형태로 우리에
게 주어지며64) 투명성은 이를 시각적으로 경험시킨다. 그렇다면 공간을 배치로 

62) Foucault, ‘Des espaces autres’, Architecture, Mouvement, Continuite, n5, October, 1984,

Dits etecrits Ⅳ, Gallimard, 1994, 754-755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그린비, 2007, 80p

재인용)

63) ibid 81p

64) ibid 81p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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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구성(Composiotion), 위치(Position), 배치(Disposition)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배치(disposition)는 단순히 건축의 요소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에 대한 사고

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별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양상과 그것이 가
지는 사회적인 효과에 대한 사고로 확장을 의미한다. 이는 고전적인 질서로서 
‘구성(composition)’과 근대적인 질서로서 ‘위치(position)’와 차이점을 지니는 
현대의 질서로 이해할 수 있다.65) 

구성은 개인이 지닌 생각이나 개성은 중요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위계의 사람
들을 묶어 두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다. 따라서 구성은 한가지로 확정적이며 부
분들 사이에는 고정된 엄격한 체계를 가지게 된다. 반면 위치는 개인을 이해하
는 관점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고전적 질서와 달리 시간과 공간에서 있어 상대
적 자유를 부여하며 사람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그러나 여기서 개인의 행위는 제한된 행위만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환경 속에
서 일어나는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배치는 구성이나 위치와 같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며 개인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능성에 열려있다. 
이는 개체 간의 차이까지 받아들이며 오히려 활발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배
경이 된다. 

따라서 공간의 배치를 나타내는 투명성은 공간 사이의 시각적 연계 이상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개별 상황들을 동시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른 개인의 자유
로운 행동과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성을 내포하며 여기서 표면의 효과는 
이와 같은 관계에 변수를 다양화해줌으로써 건축은 더욱 예측 불가능한 불확정
적인 공간으로 나타나게 된다. 

65) Manuel Gausa, The metapolis dictionary of advanced architecture, ACTAR, 2003, 175p (맹

필수, 이토 토요의 센다이 미디어테크를 통한 도시 건축의 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36-37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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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투명성에 의한 공간 조직 분석 방식

본 장에서는 3.1과 3.2에서 분석한 표면 효과와 공간 연계 지각의 투명성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가능성에 관계하는 요소들을 도출한다. 이는 앞으로 표면과 공
간을 통합하는 투명성에 의해 조직된 공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준이
다. 

(1) 주변 환경

건축은 사회 이데올로기의 산물로서 그것을 둘러싼 환경, 사회나 문화와 적극
적인 관계를 맺는다. 특히 투명성은 각 건물이 위치한 특정한 환경의 상황을 투
영하며 시각적으로 주변 맥락에 자연스레 삽입되거나 비물질화되어 건물을 관통
하는 흐름을 만들며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가 아닌 주변 환경에 의해 완성되는 
불완전한 오브제로 만든다. 이는 물리적인 경계를 만듦과 동시에 끊임없이 외부
의 요인과 소통하며 도시적, 자연적 맥락에 반응하며 변화하는 유연성을 나타내
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로써 형성되는 환경과의 필연적인 관계는 각 건물마다 
놓인 구체적인 그 공간만의 장소성을 형성한다. 즉, 투명성을 통해 드러나는 풍
경과 이를 배경으로 발생되는 잠재적인 사건과 행위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이 그 장소만의 ‘특정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처럼 투명성은 주변맥락과의 
관계에 있어 미분화된 환경을 지각시키는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투
명성에 의한 공간 조직을 분석하는데 있어 주변 환경에 대한 대응방식은 그 자
체로 표면과 공간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나타낸다.

(2) 프로그램

공간과 형태를 지닌 건축이 단순한 조형이나 미학적 대상과 다른 특징은 프로
그램에서 비롯된다. 투명성은 하나의 공간이 하나의 행위, 하나의 프로그램과만 
관계한다는 관습적인 건축의 한계를 깬다. 이는 자연스레 시간의 차원을 개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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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며 특정 상황에 국한시켜 동결된 상태로서의 행위, 기능,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행형의 사건들을 다룬다. 즉, 공간
과 공간은 경계 안·밖의 ‘내용들(행위나 프로그램) 간의 관계’로 나타냄과 동시에 
다른 공간으로 전이적 인식이 가능하게 만든다. 이로써 투명한 재료에 인접한 
두 공간 사이뿐만 아니라 공간 구성 체계에 의해 서로 다른 경계면을 가진 공간 
사이에서도 ‘내용’은 시각적으로 공유된다. 프로그램은 더 이상 정의된 공간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관계 짓는 방식에 따라 프로그램 자체가 공간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이벤트나 사람들의 부수적인 행위, 투사되는 외부 
환경은 그 공간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계성을 더욱 복잡화한다. 이 같은 
투명성의 효과는 서로 관련이 없는 것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이전에는 인식 할 
수 없던 것들에 대한 연결점을 발생시킨다. 미리 주어진 고정된 프로그램은 재
정의되고, 물리적인 벽면에 의한 명확한 실의 한정성은 사라진다. 그리고 남은 
것은 사용자에 의한 프로그램 간의 유동적인 공간 조직이다.

(3) 동선

사람들은 주어진 건축 공간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움직인다. 하지만 실제로 물
리적으로 구축된 건축 공간에서 사람의 움직임은 제한되고 통제 받는 경우가 일
반적이다. 하지만 투명성은 시각적 장애물이 없는 움직임의 자유를 수용하는 열
린 무대로 공간을 인식시킨다. 표면의 투명성이 나타내는 효과가 관찰자를 바라
만 보는 정적인 주체로 만든다면 공간과 통합된 투명성은 서로 다른 공간의 위
치 관계를 동시에 전달하며 머무름보다는 움직임을 유발하는 공간으로 작용하며 
동적인 주체로 변화시킨다. 즉, 건물에서 투명성에 의해 촉발된 신체의 지각은 
움직임을 통해 나타나는 행위의 전제 조건이나 원인이 되며 행위 그 자체의 성
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움직임을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
선 계획의 분석은 투명성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의 필요성을 더 잘 드러내주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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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Novartis Office 안마당에서 보이는 건물의 투명성/불투명성, 실내 바닥패턴 사진

4.2 공간 깊이를 나타내는 투명성

공간 깊이를 나타내는 투명성은 투명한 물질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깊이 
있는 표면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공간의 깊이 감각을 조절하는 투명
성이다. 투명한 물질은 내부와 외부의 관계에 있어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변화하는 주변의 요인, 정보 등을 표면에 반영하며 물리적으로 인접한 상
황이나 다양한 대지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인 힘들을 시각적으로 융화시
킨다. 이와 동시에 나타나는 물질 이면의 공간의 깊이는 공간 너머 존재하는 또 
다른 공간과의 시각적 연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건물에 의해 단절되는 주변 환
경의 관계에 있어 유용하게 작용한다. 

이차원적인 표면이 공간의 두께를 지니게 되면서 투명한 물질의 연속적인 배
열은 곧 서로 다른 공간의 중첩으로 나타난다. Novartis Office Building에서는 
이와 같은 특징이 대지의 연속성을 나타내기 위해 외부 환경과 오피스 공간을 
겹을 이루며 구성하였다. Basel 제약회사의 캠퍼스에 계획된 건물의 대지는 전
체 캠퍼스 내에서 큰 가든 프라자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한다. 
건물은 지하층과 지상 6개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볼륨은 캠퍼스 마스터 플랜에
서 정의된 사각형의 평행 6면체를 따랐다. 프로그램은 사무공간과 더불어 방문
객 센터, 카페, 은행 업무 공간 등의 캠퍼스의 중앙 게이트와 관련된 요소들을 
담고 있다. 

 캠퍼스와 가든 프라자를 마주하는 바깥쪽 유리면은 각각의 유리 패널마다 설
치된 내부 차양스크린으로 인해 하얀 불투명한 면과 나무와 하늘, 주변 건물이 
반사되며 투과된 이미지가 뒤섞여 시선을 표면에 잡아둔다. 안마당에서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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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Novartis Office의 배치도, 1F평면(아래)/4F평면(위), 건물 측면 사진

의 투명성에 의한 시각적 교란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건물 중간을 연결
하는 브릿지의 슬라브가 양 측면의 커튼월에 반사되며 수평적으로 공간이 확장
되어 보인다. 안마당의 관찰자는 내부 입면에 바닥 패턴이 반사되고, 마주보는 
반대편 매스와 사람들과 기물들이 반사되면서 실상과 허상이 중첩되며 투명하고 
빛나는 환영적인 감각을 느끼지만 실제로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없다. 특히 높
은 층에서 건너편 매스쪽을 바라볼 때 투과되는 바닥 패턴은 흑과 백의 그라데
이션으로 불규칙한 패턴을 만들어 내는데 이 역시 면에 중첩되는 이미지들에 복
잡성을 더한다. 이처럼 유리로 둘러싸인 건물 안 밖의 입면의 반사효과로 나타
나는 표면의 활성화는 앞서 살펴본 Cartier Foundation의 유리 가벽 등의 사례
들과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표면에 의한 환경의 인식의 강화 작용을 넘어서 얇
은 매스 두께로 인해 내부에 공급되는 충만한 빛에 의한 공간의 깊이 전달이다.

직사각형의 볼륨은 내부에 가능한 가장 큰 크기의 안마당을 지닌다. 평면구성
만으로 보면 외부에 폐쇄적인 내부 안마당 지향적인 공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얇은 두께로 구성된 오피스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 구성은 재료의 
투명성과 결합하여 건물 전체를 투명성하게 드러내 캠퍼스 단지와 가든 프라자 
사이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에 연속성을 강조하고 실제로 1F에서 
매스를 관통하는 동선을 만들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은 건물의 안 
밖에서 풍부한 자연광을 제공받으며 외부 공간에 있는 듯한 투명성을 전달한다. 
건물의 내부는 투명하게 보이면서도 그 너머의 녹음과 어우러져 건물 어느 곳에
서나 자연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안마당과 가든 프라자, 양방향로 뻗어나가는 
시선은 좁은 매스의 내부에 개방감을 전달한다. 유리면에 인접한 공간 사이에 
빛의 양의 균질화는 Cartier Foundation의 유리 가벽과 달리 표면의 반사효과
를 약화시키며 내부 공간의 깊이까지 동시에 드러내고, 나아가 매스를 관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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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Novartis Office의 투명성을 통한 다양한 공간관계

주변 맥락의 연속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Novartis Office Building은 캠퍼스 단지와 가든 플라자 사이에서 건물의 투

명성을 통해 공간과 공간을 연계하고자 얇은 매스의 평면구성을 취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재료의 투명성을 더욱 강조하며 사람이 움직이는 저층부에서는 
내부 공공시설 프로그램들과 엮어 대지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지상의 관찰자에
게 오피스가 위치하는 상층부는 유리면의 투과, 반사 현상으로 불투명성하게 나
타나되 내부 사용자에게는 풍부한 빛과 내외부의 연속적인 느낌으로 기다란 매
스에 수평적인 확장감을 더한다. 또한, 안마당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내부 공간 
사이의 시선교류는 길게 나열된 평면 구성에서 오피스 공간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며 내부 프로그램을 시각적으로 연결한다. 이는 SO-IL의 뉴욕 오피스에서 독
립된 구획된 실들을 구획한 반투명한 벽과 마찬가지로 안마당을 통해 직원들은 
각 영역의 독립성과 함께 상호관계성을 지니게 된다. 결과적으로 전체 건물에서
는 주변맥락과 프로그램 사이에서 캠퍼스-가든프라자, 캠퍼스-안마당, 가든프라
자-안마당, 캠퍼스-오피스, 가든프라자-오피스, 오피스-안마당, 오피스-오피스의 
다양한 연결 관계가 나타난다.

투명성에 의한 공간 연계는 공간의 깊이를 나타내며 물질과 공간 구성 사이에 
긴밀한 상호 작용을 통해 건축과 환경 그리고 프로그램 사이에 풍부한 잠재적 
관계성을 드러낸다. 공간 조직은 공간과 공간 사이에 새로운 환경 요소를 수용
하며 더욱 미분화된 켜를 만들면서 투명한 물성에 의해 연속적 또는 불연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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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명료한 공간 구성체계의 복잡화 과정

그림 35 Glass pavilion 배치도

감각을 교차시킨다. Glass Pavilion at the 
Toledo Museum of Art은 이를 내부의 불투명한 
벽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건물은 Toledo Museum 
Art의 증축을 위해 만들어진 전시공간으로 박물관
의 유리 소장품과 유리 제작 설비를 위한 공간이 
요구 조건이었다. 박물관 본관 정면의 녹지에 위치
한 Glass Pavilion은 유리 생산지인 지역적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프레임 없는 유리면으로 이루어져 
환경과 융화된다. 

처음 평면 접근은 명확한 질서 체계를 지닌 6×6의 등간격 격자에서 시작하였
다. 연속적으로 병치된 일정 크기의 공간 구성은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격자 
간격을 조절하며 서로 다른 크기의 방을 이루게 된다. 또한 실들은 대각선 방향
으로 연결되기도 하며 점차 불투명한 구조체계로 변화한다. 최종 평면은 둥근 
모서리로 마무리된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나타나며 방의 독립성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벽은 양면에 인접한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중 유
리벽66)을 만들어 각 공간을 분리하면 하나의 벽을 공유하며 만들어졌던 두 공간
의 관계에 독립성이 부여되면서 다른 공간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다. 글래스 파
빌리온은 다겹의 곡면 유리를 통해 공간의 투명성과 불투명을 만들어냈다. 이 
다겹의 유리는 얇은 벽을 가지면서도 독립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전략에 기인한 

66) 물리학자 리차드 파인만의 주장에 따르면 유리는 약 4%의 빛을 반사시키는데, 흥미로운 것

은 유리가 이중일 경우에는 합계 8%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16%까지 반사시킨다.

(Todd Gannon, The Light Construction Reader, The Monacelli Press, New York, 2002,

2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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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Glass Pavilion에서 나타나는 표면적 투명성; 불투명한 상을 갖는 표현적인 면

그림 38 Glass Pavilion 내부 사진

것으로, 모든 유리는 투명하지만 겹겹의 굴곡층은 시야를 거의 불투명하게 만든
다. 반사되는 것이 어떤 층의 유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박물관의 건너편을 
건너보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건물은 들여다보이기는 하지만 무엇이 무
엇인지 불투명한 새로운 종류의 투명함을 느끼게 한다. 여기에서 관찰자는 어디
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투과의 중첩을 달리 경험할 수 있
다. 표면은 관찰자의 이동에 따라 경계감각을 변화시킨다.

밝은 내부에서 어두운 외부를 보면 반사되어 보이는 관찰자 자신과 외부의 이
미지가 겹쳐서 보이게 되며 밖이 어두울수록 내부에 위치한 자신의 이미지가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된다. 즉 자신이 점유한 영역을 창 너머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보게 되며 시선은 그 공간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또는 반사로 인해 다른 영역
간의 혼합된 이미지로 관찰자에게 혼란을 주어, 내부 점유자에게는 일종의 이미
지 스크린을 형성시켜 내밀함을 부
여하고 외부 관찰자에게는 새롭게 
형성된 사적 공간의 벽을 관통하지 
못하고 미끄러지게 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공간의 독립성
을 위해 분리된 하나의 벽은 변형
된 격자 구성과 결합되어 복잡하게 
맞물린 실들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벽과 공간의 관계에 대한 재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리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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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내-내부를 투과하는 비물질적인 경계가 아닌 내-외부의 상이 재현되는 
시각적 대상으로 활용된다. 관찰자의 주변을 둘러싸며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 허상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것 같지만 만져질 수 없는 시각적 효과만을 전
달하며 실질적인 접근방법은 혼란스럽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각 실을 구획한 유
리면은 실재상과 반사된 허상(외부 풍경, 사람들, 기물들)들 간의 중첩으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 사이에서 벽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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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간 배치를 나타내는 투명성

공간 배치를 나타내는 투명성은 외부 환경과 내부의 프로그램, 행위 등을 타 
공간으로 시각적 전이시킴과 동시에 사용자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공간의 문제는 곧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실천의 문제를 의
미하며 여기서 배치는 드나듦과 만남을 비롯한 다양한 공간적 실천을 정의하고 
통제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표현하기도 한다.67)

건축에 있어 공간의 배치는 그 나열방식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크게 축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구성 방식과 공간 단위의 무질서한 조합인 분산 구성으로 나
눌 수 있겠다. 축은 시각적 투과성과 이동의 통과성이 동시에 보장되는 직선으
로 정의되는 공간의 일차원적 개념이다. 공간 배치에 있어 축의 수평, 수직으로
의 확대 조합은 건축 내 집합된 단위 공간을 연속된 질서 체계 내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반면 분산형의 경우 공간 단위의 개별성을 강조하며 이들의 조
합관계에 있어 다양한 변용이 가능하며, 이동에 있어 자유로운 움직임을 수용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이와 같은 공간의 배치를 나타내는 투명성은 각 건축마
다 주어진 대지의 특성, 요구 프로그램에 따라 이들을 조절하는 대응 방식으로 
나타나며 투명성에 의해 나타나는 공간의 위치 관계는 곧 공간의 연결 관계에 
따라 계획되는 동선까지 변화시킨다.

4.3.1 축에 따른 배치

축에 따른 배치는 길이나 복도와 같은 선적 요소에 따라 공간이 집합하는 방
식으로 평면상으로는 선형 구성으로 나타나지만 경험적으로는 길로 인식된다. 
투명성에 의한 현상적인 효과가 그 자체를 감상의 대상으로 나타나며 주체를 정
적으로 만들었다면, 공간의 배치를 나타내는 투명성, 특히 축에 따른 배치에 있
어 사용자는 축이라는 변화하지 않는 공간의 강한 공통 요소를 두고 방향과 운

67) 나애나, ‘시선’에 의한 렘 콜하스 주택공간의 ‘차이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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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O-Museum 배치도, 입면 사진, 아크릴로 감싸진 필로티

동, 그리고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응68)하는 동적인 주체가 된다. 축에 따라 맞
닿은 실들은 그 자체로 내부 프로그램의 연속성에 의해 건물의 기능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개별 실의 프로그램에 따른 환경과의 관계를 조절하기에도 용이한
데 O-museum은 이와 같은 특성을 잘 활용한 예이다. 대지는 지역 영주의 성
이었던 Shiroyama 산악 지대의 언덕을 따라 위치한 광장의 한쪽 코너를 차지
한다. 남쪽 경사를 따라서는 국가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보존되며 대중에게 공
개된 성곽의 유일한 유적인 Shoin이 있다. 건물은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무기, 
문헌과 생활품들을 전시하는 뮤지엄이자 문헌들을 보관하는 기록보관소이다. 역
사적 유산인 Shoin와의 관계에 있어 건물의 볼륨은 제한된다고 생각하였고, 최
종적으로 대지 위에 뜬 가늘고 긴 건물로 계획되었다.

건물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필로티로 바닥으로부터 들어 올려 뒤쪽 
Shiriyama 산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유적 Shoin 과의 연결이 시각적으로뿐만 아
니라 동선에 있어서도 교란되지 않고 연속성을 띌 수 있게 만들었다. 필로티의 
위치 역시 건물이 공중에 떠있는 것 같은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 매스의 양 끝단
으로부터 안쪽 깊숙이 위치한다. 또한, 투명한 아크릴로 감싸져 빛과 주변 풍경
을 반사하며 구조체인 자신의 존재를 숨기며 주변 맥락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건물 영역의 대지는 물리적인 경계 없이 드러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광장이자 야외 휴게 공간으로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건물의 투명한 유리입면은 마주하는 유적과의 관계에 있어 재료
에서 전달되는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 투명한 유리면 위에 다양한 두께의 세로 

68) 김광현, 건축과 구성, 이상건축, 9809, 10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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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O-Museum 내부공간의 연속성, 평면도

그림 40 외부 풍경의 회화화

문양 프린트를 적용하였다. 이로써 유리라는 현대적인 재료는 얇은 부재들로 이
뤄진 입면의 느낌으로 치환되고 건물은 역사적인 대지 위에서 자연스레 융화된
다. 조밀한 문양은 외부 관찰자 위치에 따라 하얀 면으로 보이기도 하고 유리의 
특성으로 내·외부는 상호 투과되며 주변의 산세와 하늘, 나무들이 반사되어 건물
의 표면은 주변 환경에 일부가 된다. 또한, 하얀 벽으로 마감된 전시실과 달리 
휴게공간은 바닥과 천장을 반사효과가 있는 검정색으로 마감하고 양쪽 면은 하
얀 수직 패턴의 유리로 구성하였다. 매스 축을 따라 연결된 공간들은 연속적으
로 투과되어 보이면서, 흑과 백의 대비에 있어 백색이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로 
인해 시선은 하얀 배경의 외부로 
향해 내·외부를 동시에 지각하는 
공간의 시각적 확장이 이뤄진다. 
특히, 휴게공간의 유리면은 내부
에서 대지의 특수한 장소성을 느
낄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패턴을 
제거하여 유적을 한 폭의 그림처
럼 담아낸다.

내부 평면은 별도의 복도 공간 
없이 ‘임시전시실-입구-영구전시
실-휴게 공간-저장고’가 평행하게 
배치되어있다. 건물 내부에서 사
람들은 동선 축과 일치하는 공간 
배열 축을 따라 실을 이동한다.  
맞닿은 실은 투명한 유리로 분리
되어 사람들은 명확히 구획된 공
간에서 전시를 관람하면서 축을 
따라 연속적으로 겹쳐져 나타나는 
개별적인 공간들을 동시에 지각한
다. 즉, 이러한 실 배치는 유리를 
통해 관찰자에게 투명한 위치관계
로 이해되며 건물 전체 구성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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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House A 평면 구성 개념, 평면도, 개별 볼륨의 연속성, 동시성(2F 침실)

별성과 연속적인 하나의 공간감을 함께 전달한다. 
이처럼, 투명성에 의한 경계형성과 연속적인 공간 감각의 활용은 별도의 복도 

영역 없이 내부와 내부 공간 사이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며, 타 전시 내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관람하는 사람들의 움직임, 휴게하는 사람들 등 프로그
램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행위들을 보여준다. 지역의 작은 뮤지엄 내부 공간은 
시각적으로 활성화되고, 사용자들은 그 안에서 오래된 유적과 자연과 프로그램 
그리고 또 다른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풍부한 관계의 다양성을 경험을 하게 된
다.

또 다른 예로는 House A가 있다. House A는 주거라는 특성 상 O-museum
과 달리 각 실의 내밀성을 표현하기 위해 축 선상에서 분할된 프레임을 통해 더 
많은 풍경을 동시에 보여주며 시선을 분산시킨다. 도쿄 중심부 목조주택이 고밀
도로 밀집한 곳에 위치한 대지는 남북으로 뻗은 좁은 골목 형태이다. 건축가 
Nishizawa는 지역 커뮤니티가 없는 폐쇄적인 주변 환경과 달리 해당 건축물은 
마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디자인함으로써, 건축주가 자신이 어느 마을에 속
해있고 살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길 바랬다.69) 혼자 사는 집주인은 손님을 접대
하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디자인을 원하였고 이에 따라 안·밖이 
모호한 사교적인 환경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69) 2012.09.20에 이화여대에서 진행된 ‘제 12회 김옥길 기념강좌-건축의 지역성을 다시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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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House A의 거실

각 방은 건축주의 요구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크기와 모양으로 결정되었고, 
앞서 살펴본 O-Museum처럼 대지의 축을 따라 각 실들은 옆으로 비껴 나란히 
배치된다. 내부 공간은 맞닿은 실 사이에 별도의 벽을 두지 않아 개별 볼륨은 
하나의 집으로 묶이면서 연속된 움직임 속에서 동시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간 
중간 이층으로 구성된 볼륨의 슬라브가 보이고, 서로 다른 폭의 연결 부분들은 
각 실의 독립된 영역성을 나타낸다.70) 엇 배치된 개별 볼륨 구성은 각 실에 들
어 올 수 있는 빛의 양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이사이에 서로 다른 크기
의 다양한 외부 정원을 형성한다. 

큰 창에 의해 나타나는 투명성은 공간과 결
합하여 건물 전체의 영역성을 흔든다. 건물은 
건물 배치의 특성으로 빛이 정원과 실내로 골
고루 분산되고 사용자는 거실에서 연결된 내
부 공간(현관)과 슬라브로 나뉜 2층 공간, 정
원과 정원을 공유하는 유리면 너머 게스트 룸
과 하늘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리면에 
반사된 내부의 화분과 가구들 등은 사람의 시
선을 계속 공간 밖으로 확장시키며 관찰자는 
내부 공간이지만 밖에 있는 것 같은 투명성71)

을 느낄 수 있다. 빛이 충만한 내부 공간은 정
원의 나무와 내부의 화분을 동시에 보여주어 내-외부의 관계를 모호하게 인식시
킨다. 2층의 침실은 도시 풍경뿐만 아니라, 정원, 실내 공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위 등을 한 번에 보여주며 주변의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실황방송을 제공한
다. 이같은 투명한 공간 구성은 거실, 침실, 주방, 작업실 등으로 명명되는 관습
적인 공간과 달리 공간과 기능을 일대일로 정의 할 수 없는 건물 전체의 관계성

다.’에서 니시자와 류의 강연 중 House A 설명 내용.

70) 열린 내부 공간에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 대한 구분은 바닥재와 가변적인 영역성을 나타

낼 수 있는 커텐으로 나타낸다. 내부에서 사적인 영역(공부방, 침실, 목욕실)은 나무 목재로 바

닥을 마감하여 공적 영역과 차별화 하였고, 게스트룸과 현관, 거실영역(손님들과 함께 사용하

는 공용공간)과 주방과 침실 부분 사이에는 내부가 비춰지는 얇은 커텐이 설치되어있다.

71) 실제로 니시자와는 이 건물을 설명하면서 볼륨 사이에 만들어진 정원과 빛, 하늘 등은 안 밖

의 모호성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나타나는 연속적인 공간의 느낌 같은 것들이 자신이 반복적

으로 말하는 ‘투명성’이라고 말한다. (2012.09.20에 이화여대 강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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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House A 분산되는 시선

을 만들어 준다. 이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변
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나타낸다. 즉, 투명성에 
의해 건물은 내부의 행위나 프로그램, 날씨들에 
반응하며 주인이 그려나갈 수 있는 빈 캔버스처
럼 이해되는 것이다.

또한,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공간적 특징 역
시 두드러진다. 제거된 수직 벽면은 서로 다른 
높이의 볼륨 지붕들과 2층 슬라브들의 중첩, 큰 
유리창에 의해 동시에 보이는 내부와 안뜰, 도시
풍경, 서로 다른 위치와 크기로 뚫린 창들, 창의 
프레임 분절 등 재료의 투명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공간 구성 체계는 사용자에게 끊임없이 내·

외부 환경을 동시에 지각하게 만든다. 각 방 사이의 벽체를 보면, 공간 단위의 
구획 및 독립성을 보여주지만, 벽체에 있는 개구부의 투명성은 각 공간을 시각
적으로 연결시킨다. 결과적으로 다이어그램에서 나타난 개념은 평면에서는 각 
방의 완결성으로, 그리고 내부의 지각적 경험의 차원에서는 상호 연결 관계를 
만들어 주며 이중적인 관계로 나타난다.

공간 조직에 있어 투명성은 실들의 인접성을 극대화시키며 내부 프로그램 사
이의 유연성 또는 기능의 활성화를 일으킨다. 또한 축에 따른 동선의 방향성과 
함께 시각적으로 뿐만 아니라 움직임에 의한 직접적인 연계를 이끌어 내고, 나
열된 내부 공간의 연속성과 함께 개별 공간의 프로그램에 따른 환경과의 다양한 
관계 설정으로 서로 다른 장소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공간의 배치는 격자로 구
성되며 내부 공간 사이의 관계에 의한 서로 다른 장소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격자 구성은 엄밀하게는 선형 구성을 직교시킨 것으로, 좌표로 공간적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라 아무리 먼 지점이라도 질서 내에 포함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다.72) House in a Plum Grove는 투명성을 통해 이러한 입체 격자 공간 배치
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각 실의 독립성과 함께 가족구성원 간의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다. 이 프로젝트는 젊은 부부와 할머니, 손자를 위한 집으로, 주거 밀집지

72) 김광현, 건축과 구성, 이상건축, 9809, 110p



- 70 -

그림 45 House in a Plum Grove 입면 사진, 내부 서재 사진, 내부 자녀방 사진

역에 위치한 30평이 채 안 되는 작은 부지에서 기존에 있던 Plum tree를 남겨
두고자 하였다. 처음 건축주의 요구는 커다란 원룸이었지만 좁은 부지에 원룸은 
불가능하였다. 일반적인 주거 구성방식은 가족구성원을 위한 개별 침실과 공용 
공간(거실, 주방, 식당)사이에 침실이 커지면 공용공간이 작아지고, 공용공간을 
넓히면 침실이 줄어드는 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큰 공간 하나를 만드는 대신 작
은 ‘가구 개념의 방’으로 배열하여 이들 간에 연결과 분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외부에서 건물은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내부가 들여다보이지만, 얕은 공간의 
깊이로 인해 바로 벽면이 드러나거나 개구부를 통해 연속되는 벽면의 켜가 겹쳐
지며 어둡게 드러나 주거 공간의 내부성은 보존된다.

유리에서 나타난 깊이를 잃은 표면의 효과는 ‘벽의 두께’에 적용되어 건축 구
성 요소의 투명성으로 나타난다. 만약 가구 단위로 만들어진 작은 방이 창문틀
로 보이는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면 공간은 매우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
이다. 하지만 얇은 강철판으로 만들어진 벽에 개구부를 통한 공간의 시각적·물리
적 연결로 불투명한 벽은 벽의 깊이감이 사라지고 실들이 연속적으로 맞닿아 있
는 효과를 나타낸다. 벽은 공간을 분할하고 있지만, 공간 사이의 분리는 견고하
지 않아 작은 공간은 하나의 큰 공간으로 이해된다. 

주거 내 사적인 공간은 폐쇄성이 아니라 1) 서로 다른 크기의 개별 실과 2) 개
구부를 통해 보이는 주변 실 구성(프로그램, 행위, 기물 등)의 독립된 특성으로 
나타난다. 개구부는 이웃 방을 보는 것 같지만, 시선은 이를 투과해 다음 공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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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2F평면도, 개구부에 의한 자녀방과 서재의 주변 실 관계도

벽체를 마주하거나 개구부 일부를 통해 그 다음공간이나 외부 풍경에 도달한다. 
이 같은 공간 사이의 관계는 아래 다이어그램에서 보이는 것처럼 각 각의 실을 
둘러싼 주변 환경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장소성을 구현한다.  분명 이 같은 차
이는 두께와 개구부로 나타나는 재료의 투명성과 이로 인해 지각되는 공간 배치 
관계의 복합적 작용에서 기인한다. 뿐만 아니라, 하얀 벽의 개별 실들과 달리 어
두운 색으로 벽을 마감한 서재와 같은 공용공간에서는 흑과 백의 대비 효과로 
인해 개구부 너머 공간이 도드라져 보이며 시선 분산을 통한 동시적 지각을 유
도한다. (프로그램 연계; 개별실의 서로 다른 장소성 구현)

앞서 살펴 본 사례들이 개방성을 통해 환경과 내부 공간을 통합하려던 것과 
달리 House in a Plum Grove의 경우 투명성은 도시와의 관계에 있어 주거 공
간의 개방성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한 대응 방법으로 내밀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내부 공간 사이에서는 개실의 독립성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전달하
며 내부 공간 간의 인접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창을 통해 투과
되는 시선이 공간 내 벽체와 마주하며 불투명한 효과를 나타낸다. 

4.3.2 분산 배치

축에 따른 배치의 투명성이 내부 공간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인접성에 의한 프
로그램 사이의 연계를 강조했다면, 분산 배치의 투명성은 주변 맥락에서 연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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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21c Museum 배치도

는 자유로운 움직임에 의한 프로그램 사이의 연계를 나타낸다. 시각적으로 외부
에 개방되며 분산된 공간들은 관찰자에게 내부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행위들의 위치관계로 이해된다. 동시에 공간 사이 영역은 중성적인 성격을 
띄며 흩어진 공간으로 선택적 접근을 하기 위한 유보의 공간이자 프로그램의 확
장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다. 분산 배치는 동선 영역이 움직임의 자유
로움을 수용하고 투명성에서 나타나는 물리적인 경계의 완화는 더욱 다양한 사
건들과 점유 방식을 촉발하게 된다. 

(1) 실내 공간을 통한 연계

실내 공간을 통한 연계는 외부와 내부 사이에 중성적 공간, 즉 개별 공간에는 
외부이지만 실제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부 공간이 되는 동선 영역을 
통해 이뤄진다. 이로써 내·외부 공간 사이에는 또 다른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적 켜가 삽입되고 프로그램 사이에는 독립성이 강화됨과 동시에 투명성은 
이들의 상호관계성을 다양화 하는 매개체가 된다.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는 투명성을 통해 분산된 공
간 사이의 영역 분리와 내부의 미로적 특성에 
방위 역할을 제공하며 공간을 연계한다. 

역사, 문화, 지방 행정 구역 등이 밀집된 지역 
한가운데에 위치한 대지의 특성상 다양한 주변 
맥락을 수렴하기 위해 미술관의 외부 공간을 일
상적 공공영역으로 조성하였다. 이는 다양한 사
람들이 미술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만남과 대화
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를 의도한 것으
로 건물 외부 공간에는 놀이터 등의 공간과 사
람들의 참여가 유발될 수 있는 의자와 파이프 
등의 설치 작업들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접근은 모든 방향에서 이뤄지게 되고, 이 점에 착안해 건물은 
모든 면이 정면처럼 작용할 수 있는 완벽한 원형의 기하학적인 형태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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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21c Museum에서 내·외부를 관통하는 내부 시선축

그림 48 21c Museum 평면

(회색; 미술관 영역, 흰색; 공공 영역, 

초록색; 중정, 빨간 화살표; 시선축)

다. 출입구는 직원 출입구 하나와 일반 출
입구 세 개가 분산되어 위치해 원하는 방
향에서 입장할 수 있다. 유리 외벽에 의해 
건물의 모든 면은 주변 풍경이나, 도시 조
직에 동일한 조건으로 개방된다. 건물은 
360° 파노라마로 나타나는 외부 풍경에 둘
러싸여 주변과 단절되어 내부지향적 미술
관이 아닌 도시 안에서 작동하는 장소가 
된다. 또한 일정한 곡률을 지닌 유리면에
서 풍경은 사람들의 움직임과 위치에 따라 
순간적으로 왜곡되어 보이기도 한다. 이처
럼 맞닿은 공원과 건물 내부 사이에는 자
연스런 시각적 연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매스들 사이로 건물의 중심을 관통하며 꿰뚫는 시선 축에 의해 외부 풍경은 앞
뒤로 연속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유리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이 같은 효과
를 건물 내 깊숙이 침투시키기 위해 평면 구성 단계에서 시각적 장애물이 없도
록 공간을 배치했기 때문이다. 

미술관 내부는 크게 미술관 관련 프로그램과 외부 공공 영역의 연장선 상의 
공공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공원과 인접한 공간들은 도서관이나 카페처럼 미
술관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는 일상적 프로그램들로 외부 고리를 형
성하고 안쪽 영역이 미술관으로 운영된다. 내부의 전체적인 공간 배치 역시 관
람자들에게 동등한 접근성을 지닐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전시실, 안뜰, 레스토
랑, 강의홀 등의 프로그램들은 외벽에서 분리된 각자 구별되는 크기와 높이, 주



- 74 -

그림 50 21c Museum 내부에서 보이는 공원 사진(좌,중), 내부 중정 사진(우)

변 환경을 지닌 독립된 개별 ‘실’들로 분산 배치된다. 이들 사이 공간은 방향성 
없이 실들을 연계해주는 미로 같은 통행로가 되고, 프로그램의 요구에 따라 전
시실의 연장 또는 이벤트 등의 공간적 기능까지도 수행한다. 또한, 전시실을 제
외하고는 유리벽으로 이루어져 시각적 개방감과 함께 외부의 도시적 풍경을 배
경으로 개별적인 행위들이 이뤄지는 공원의 연장으로 느껴진다. 

‘안뜰’은 이러한 내부 공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심에 위치한 네 
개의 안뜰은 자연광 유입을 통해 내부 공간에 빛을 조달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 
구역과 미술관 구역 사이에서 어느 공간에도 편입 가능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
며 시각적 연속성을 부여한다. 이로써 미술관은 도시-공원-공공 프로그램에 연
속된 시설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안뜰’은 복도의 시각 축과 함께 미로
적인 내부 실의 배열에 있어 방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외부 풍경으로 나타나
는 건물의 끝단에 대한 인식과 투명한 유리로 구획되어 서로 다른 전시품과 형
태를 띠고 있는 안뜰은 경험을 통해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
가 되어 사람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은 투명성을 물질의 
표면 이상으로 공간과 연계시켜 활용함으로써 단순히 서로 다른 공간과 프로그
램 사이의 시각적 연계 이상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에 개입할 수 있었다. 특히 내·
외부를 상호 관통하는 시선 축은 건물의 공공적인 성격을 더욱 강화한다. 결과
적으로 공원과 도시 환경, 공공시설로서의 외부 고리의 기능, 그리고 미술관의 
전시 기능에 대한 투명한 공간 구조의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그 자체로 개방성과  
높은 접근성을 나타낸다. 건물은 물리적인 위치관계와 상관없이 공원과 미술관, 
공공시설과 도시 등의 동시적인 지각을 통해 다양한 공간적 경험을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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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Toyota Aizuma Hall 배치도

그림 52 Toyota Aizuma Hall 입면 사진, 내부 사진

또 다른 예로는 Toyota Aizuma Hall이 있겠다. 앞서 살펴 본 사례가 투명성
에 의해 수평적으로 연속된 판처럼 이해될 수 있었다면,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
는 서로 분리되어 적층된 층 사이의 연계를 통해 건물 전체에서 일어나는 행위
들의 복합체로 나타난다. 건물은 토요타시(市)의 공공교육센터로 부지는 경치가 
좋은 논과 산들로 둘러싸인 곳에 위치한다. 지
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수용하고자 하였으며 아이들은 방과 후 공부
하기 위해 이곳에 머무를 수도 있고, 엄마들은 
모여 수다를 떨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세미나
나 IT수업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뤄지기도 
하고, 3층은 테라스와 연계되어 화창한 날 단
체 점심식사, 티타임 등이 일어나는, 지역 주
민들이 모이고 시간을 보내는 ‘공원 같은 장
소’로 이용된다.

분산된 공간을 나열하는 축도 없이 건물은 각 층마다 서로 다른 외관형태를 
지니고, 내부의 실 역시 외벽으로부터 자유로운 위치 관계를 나타내며 서로 다
른 곡률과 크기로 나타난다. 이로써 입면에서는 각 층마다 유리면에 반사되는 
풍경이 서로 다르게 왜곡되며 
반사되어 수평적으로 분절된 매
스가 적층된 느낌을 강조한다. 
또한 내부의 외부와 접하는 부
분에서 건물의 굽이치는 형태에 
의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투명한 외부와 반사된 입면이 
동시에 보이면서 움직임에 따라 
외부와의 연속적인 감각이 변화
한다.

건물의 입면과 실 사이에 삽입된 중성적 공간에서 관찰자는 평면 다이어그램
에서 보이듯이 어디서든 독립된 실의 존재를 동시적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건물의 깊이까지 파악하며 전체 공간 구성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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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Toyota Aizuma Hall 2F평면/단면에서 나타나는 공간 관계

그림 54 Toyota Aizuma Hall의 내부 사진

실 역시 유리로 구획되며, 수직적으로 분리된 층들은 2층 높이 공간에 의해 시
각적으로 연결된다. 단면 다이어그램을 보면 대형공간이 1-2F/2-3F을 엮으며 
두 개 층을 도시 풍경과 함께 담아내고, 2F의 동선 영역에서는 전 층을 한 번에 

조망할 수 있게 구성되어있다.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에서 시선 축이 물리적 공간 배열과 유리의 조합에 의해 나타났던 것처럼 여기
서도 유리는 공간과 함께 고려되며 층별로 분화된 건물 전체를 엮어준다. 중성
적 공간은 동선 영역으로서 분산된 공간 사이의 통행로 역할을 하지만 관습적으
로 좁고 기다란 폭에서 오고 가는 행위만 강요받던 복도와 달리 비정형 곡선의 
평면 구성에 의해 연속적인 움직임에서 다양한 크기로 나타난다. 또한, 각 실을 

이루는 자유로운 곡선은 유리의 난
반사를 일으킨다. 유리면에 의한 연
속적인 시각적 중첩은 투과하는 시
선을 통해 각 실들을 투명하게 보
여주면서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도
록 이미지로서 경계를 형성한다. 이
는 프로그램 단위 실들의 독립성을 
만들어주고, 건물 전체에 있어서는 
다른 실과의 나아가 다른 프로그램

과의 연결성도 함께 나타낸다. 실 사이 공간에서는 거닐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외부를 조망하거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이나 행위를 구경하는 것과 같
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통해 의도한 프로그램이 연결된다. 또는 필요에 
따라 인접한 실들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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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Multipurpose Facility 배치도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공간 배치를 나타내는 투명성은 지역커뮤니
티 시설에 맞게 도시에서 일어나는 사건, 행위들을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든다. 즉, 뚜렷하게 특정한 대상들을 관찰하거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들이 서로 다층적으로 얽히면서 강렬하게 전
달되는 풍경으로서의 이미지이다. 이로써 사용자들은 지역 주민으로서의 유대감
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관계성 속에서 우발적인 또는 잠재적인 행위
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

(2) 실외 공간을 통한 연계

실외 공간을 통한 연계는 분산된 공간들을 묶어주는 별도의 내부 공간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이다. 하나의 건축물은 분절되고, 동선 영역은 건축 내에만 한정
되지 않고 외부의 자유로운 사람들의 움직임과 뒤섞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나의 건축 영역으로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은 투명성에 의한 내부 프로
그램 사이의 시각적 연계 때문이다. 건축은 이제 요구 프로그램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일상적인 풍경을 함께 전달하기 위해 분절되고 결합됨으로
써 자연스레 도시적인 맥락 속에 삽입된다. 투명성은 건물을 비물질화하여 주변 
맥락의 흐름을 차단하지 않는, 오히려 새로운 매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데 Multipurpose Facility in Onishi에서는 이를 위해 내부 프로그램의 레벨을 
조정하였다. 우선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면 
Onishimachi는 오래된 집들의 전통적인 지
역 풍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지역으로 
대지는 7000명의 인구가 사는 타운의 중심
에 위치한다. 건물은 체육관과 200명이 앉는 
다목적 홀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주변 환경
에 맞춰 낮은 지붕 라인으로 이뤄져 그 규모
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오기 전까지는 그 존
재를 알아차리기 힘들다.

배치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요구되는 프로그램은 곡면 유리로 둘러싸여 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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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으로 분리되어있다. 비정형의 곡선 형태는 자연스럽게 인접한 주변 블록 
사이에 완충지대로 작용할 세 개의 외부 광장 영역을 형성한다. 이는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공공적인 기능
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주민들 사이의 만남과 활동의 장소로 작용하며 복합
시설로의 접근을 활성화한다. 특히, 모두 같은 높이 하에서 체육관과 다목적 홀
을 수용하기 위해 반 지하로 계획하여 지상 레벨에서는 시선을 사로잡는 대상을 
최소화하여 건물을 투과하는 시선이 주를 이룬다. 이로써 인접한 초등학교로 부
터 주변 환경의 시야를 차단하는 것이 하니라 둘 사이의 매개적인 장소로서 학
교의 확장된 체육시설 또는 지역 내 복합시설로 이해될 수 있는 시각적 연속성
을 나타낸다. 

물리적인 사람의 동선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데, 프로그램 단위로 분절된 건물
은 정면성이 부재하고 사방에서의 자유로운 접근을 수용하기 위해 주출입구 뿐
만 아니라 곳곳에 부 출입구를 형성하였다. 건물에서는 다양한 열린 이벤트, 전
통 포크송, 노인들을 위한 콘서트, 강좌, 전시 등이 열리고, 이를 내·외부로 투명
하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은 건물을 여기 저기 돌아다니게 된다. 이와 동시에 
건물의 사용자와 외부의 행인 또는 서로 다른 동에 위치한 사람들은 서로 마주
보고 있으나 분리되어 있는, 같은 대상을 바라보고 있으나 분리되어 있는 관계
에 놓인다. 이는 물리적인 거리와 인식적인 거리 사이에 혼란을 일으키며 단순
한 건물에서 복잡함을 나타낸다. 이처럼 건물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은 우거진 
자연 환경과 지역 풍경을 배경으로 일어나고, 사용자는 원하는 프로그램의 영역
을 손쉽게 파악하고 접근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건물은 
단순 통로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지상에 위치한 사무동에 있는 사람들이 건
물 전체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게 작용한다. 공간과 함께 고
려되는 투명성의 시각적 효과는 물질의 논의를 벗어나 공간 조직에 영향을 미치
는 현상으로 건물 안·밖으로의 자유로운 움직임까지 통합적으로 사고하게 한다.

굽이치는 유리면은 투과를 위한 투명성과 함께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적인 
효과를 통해 분리된 매스 사이의 내·외부 공간감을 교란하며 사이트에 놓인 별
개의 건물들을 하나로 인식시키기도 한다. 평면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동 사이는 
약 3m의 일정한 폭으로 떨어져 있다. 건물에 비해 좁은 폭으로 둘러싸인 사이 
공간에서 사용자는 왜곡된 유리면에서 나타나는 반사와 투과 효과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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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Multipurpose Facility 체육관 내부, 동 사이 공간, 지상층 내부 사진

새로운 공감적 경계 감각으로 인해 외부이지만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또 다른 
내부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반대로 내부 공간에 있어서는 변화하
는 건물 폭으로 인해 내·외부 감각이 얽히는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좁은 폭
의 연결부분에서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연결된 유리면에서 깊숙이 침투되는 빛에 
의해 걷고 있는 공간은 자연스레 외부로 인식되는 모호성을 나타낸다.

분산된 매스들은 외부로 확장된 개별 영역을 지니며 조합되기도 한다. 앞서 본 
사례가 분산된 매스 전체가 하나의 건물군으로 환경에 대응했다면, Moriyama 
House에서는 투명성이 집합 주거 단지 특성에 맞게 개별 유닛, 단지, 주변 도
시 맥락과 같은 다양한 층위에 맞춰 분절된 매스 사이의 영역성을 강조한다. 대
지는 2-3층 규모의 오래된 아파트와 집들이 보존된 주거 밀집 지역으로 도쿄 중
심가에 위치한다. 프로젝트는 임대를 위한 작은 스튜디오 단지로 주변 건물 볼
륨에 맞추고자 집들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나열하였다. 개념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이어그램에서 보이듯이 하나의 건물로 구성된 집합 주택의 유닛을 각각 개별 
매스로 분리하여 총 7가구의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수용할 수 있는 서로 다른 
크기의 볼륨으로 만든 것이다. 이 때 배치된 매스들 사이에 형성된 대지를 관통
하는 시각축은 단지가 내부의 주민들 사이의 교류만이 아닌 주변 주민들과의 소
통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단지 내부에서 거주자들은 하나의 복도에 연속적으로 나열된 일반 공동 주택
과 달리 분산된 서로 다른 세대들을 동시에 지각할 수 있다. 주민들은 다양하게 
조성된 다른 세대의 주거 영역의 조합을 통해 도시 내 새로운 도시 환경으로서 
단지를 경험하게 된다. 서로 다른 방향의 출입구의 위치와 창의 관계는 유닛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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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Moriyama House 단지 내 시선축과 각 유닛의 주출입구, 유닛 내부/단지 사진

그림 57 Moriyama House 구성 개념 스케치, 배치도

다 독립적인 외부환경을 지닐 수 있도록 하며 얇은 벽의 두께는 인접한 마당(자
연)을 개별 세대를 위한 확장된 공간으로 강하게 인식시킨다. 이로써 각 세대는 
개별 정원으로 자신의 다양한 공간과 생활방식을 드러내며 각자의 삶의 방식에 
따라 외부 환경을 변화시키게 되고 투명한 유리에 의한 공간 사이의 연속적인 
감각은 단지 내 사이 공간을 개별 공간으로 분절한다. 뿐만 아니라 분산 배치된 
공간 사이의 연결 관계를 만드는 창의 배열에 있어 창의 크기, 창과 창 사이의 
관계 축, 창이 향하는 방향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만드는 시선의 종류 역시 다양해진다. 이와 같은 볼륨 내부의 큰 창은 내부에 
골고루 빛을 투과시킬 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주변 환경, 즉 하늘, 도시, 안뜰 등
을 분절하며 단순한 사각형의 내부 공간에 시각적 풍부함을 전달하며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환경 인식을 강화한다.

개별 볼륨의 투명성은 집합된 세대 사이의 유대감을 형성하며 타인과 소통이 
단절된 내부 지향적 주거가 아닌 다른 세대, 주변 환경, 지역 주민과 소통 할 수 
있는 개방적인 삶의 환경을 제공한다. 나아가 이들 매스 사이 공간은 단지 내 
복도이자, 마당이자 나아가 도시 내 골목길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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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Multifunctional Building 배치도, 모형사진, 평면도

프로그램 단위로 분산 배치된 복합 시설은 도시 내 하나의 건물 단위로서의 
정체성을 전달하기보다 개별 프로그램 그 자체로 도시 내에서 기능하기도 한다. 
이 때 투명성은 대지 내에 흩어진 프로그램과 위치를 드러내며 선택적인 접근을 
유도하고 시설의 사용자와 도시 내에서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에게 동등하게 
작용하게 된다. Multifunctional Building for the Serralves Foundation에서 
이와 같은 투명성에 의한 공간 조직이 잘 나타나는데, 이 프로젝트의 개념은 미
술관 중심의 복합기능 건물을 전통적인 건물 유형 분류 방식에서 벗어난 민주적
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직물 공장을 주변과 분리된 미술관 영
역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프로그램들과의 관계 속에서 활기 넘치는 중심 공간으
로 통합하기 위한 시도이다.

일반적으로 미술관 중심의 복합기능 건물은 주 기능 공간과 부 기능 공간 사
이의 위계적 구분이 명확하다. 하지만, 본 현상설계안에서는 모든 건물의 기능들
이 동등하게 도시에 개방되어 공유될 수 있게 계획되었다. 평면 구성을 살펴보
면 건물 군은 매표소 건물을 중심으로 갤러리, 카페, 이벤트 공간, 교육시설, 실
내 정원 등이 둘러싼다. 이 중에서도 미술관과 관련된 전시실과 매표소, 쇼룸은 
출입구가 서로 마주보며 위치하여 기능 간의 연계를 강하게 나타내지만 사용자
들은 방향성 없는 사이 공간
을 지나치며 자유롭게 다른 
프로그램을 연결시킬 수 있
다. 유리 및 그물망으로 덮인 
독립된 기능 건물들은 인근 
지역의 건물들과 달리 투명
한 재질로 공통된 인상을 전
달하지만 각각의 프로그램은 
복합시설 내의 무엇이 아니
라 ‘도시 내의 무엇’으로 인
식된다. 정원으로 형성된 대
지 내 실외 공간은 도시 내 
공공 쉼터이자 건물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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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휴게 공간이 되고, 그 자체로 기능들 사이에서 적극적인 사회적 접착제로 
작용한다. 전시와 이벤트 공간을 제외한 공용 시설들은 투명한 유리로 마감되어 
시설과 무관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우발적인 접근을 유도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개별 프로그램으로서의 도시 내 작용은 역으로 복합 시설의 영역을 
대지에만 한정짓지 않고 주변 지역으로 확대해 연계시킴으로써 지역의 활성화에
도 도움이 된다.

건물의 프로그램 단위의 분산 배치는 주변 도시 맥락에 대응 하는 밀도로 건
축을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리와 그물망에 의한 투명성을 통해 전체 대
지 내 프로그램의 상호 연계성을 도시 활동과 연결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대지의 투명성’으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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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표면과 공간을 통합하는 투명성의 관점에서 공간 조직을 분석함으로써 투명성
이 건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투명
성은 건축을 미리 주어진 관습적인 인식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현재를 반영한 
특정 상황 또는 우연적인 사건들에 의해 사용자에게 매순간 새롭게 정의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즉, 사용자들은 ‘경험’을 통해 미리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인식에서 비롯되는 건축물의 잠재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공
간은 관계성에 의한 역동적이고 불확정적인 유연한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살펴본 사례의 공간 조직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간 깊이를 나타내는 투명성은 주변 환경과 프로그램 사이의 다양한 통합 방
식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Novartis Office Building의 경우에는 얕은 공간의 
깊이를 통해 내부 프로그램을 관통하는 외부 환경의 연속성을 나타내며 환경은 
공간의 켜로서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끼어든다. Glass Pavilion에서는 이중 유리
벽을 통해 내·외부 상의 반사·투과를 통한 중첩 현상을 극대화여 프로그램 사이
의 불투명한 ‘벽’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움직임에 따라 내부 공간에서 변화하
는 투명도는 개별 공간이 지니는 깊이의 시각적 다양성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공간 깊이를 나타내는 투명성은 내부 공간의 개별 프로그램들을 물리적 실체가 
아닌 주변 환경이 투영된 가상의 이미지로 경계 지으며 둘러싼 환경인식을 강화
한다.

공간 배치를 나타내는 투명성은 배치에 따라 축과 분산형으로 나뉘어 설명된
다. 축에 따른 배치의 경우에는 투명성이 공간 사이의 인접성을 극대화하며 내
부 프로그램의 연계를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O-museum에서는 연속적으로 보
이는 전시실과 휴게 공간 등을 통해 작은 규모의 내부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
의 움직임을 담아내며 시각적으로 용도를 활성화시킨다. House A에서는 볼륨의 
엇배치로 외부 환경과의 접촉이 확대되며 투명성은 내·외부로 균질한 공간을 형
성한다. House in a Plum Grove에서도 투명성은 각 실들의 위계관계를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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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내며 독립되어 있으나 하나의 원룸처럼 이해된다. 결과적으로 축에 따
른 배치를 나타내는 투명성은 공간과 프로그램 사이에 유연한 대응 관계를 형성
한다.

축에 따른 배치의 투명성이 연속된 공간을 중첩하며 보이는 행위나 풍경이 정
확히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 없는 총제적인 이미지로 보여줬었다면, 분산 배
치의 투명성은 공간의 개별성을 강조하며 공간과 행위는 일대일로 정확한 위치
와 함께 보여주며 사람들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개
별 공간의 동시적 지각은 사용자에게 선택적인 접근을 가능하게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을 통해 연계되는 21st Century Museum에서 투명성은 
중정과 시선축을 통해 큰 규모 내 방위 역할을 하기도 한다. Toyota Aizuma 
Hall에서 나타난 배치의 투명성은 사용자에게 건물을 하나의 프로그램 복합체로 
인식시키며 의도한 프로그램으로의 접근은 자유로운 개별 행동 속에서 이루어진
다. 

실외 공간을 통해 연계되는 경우에는 건축 단위로서의 의미는 사라지고, 투명
성은 건물 사용자와 도시 내 불특정 다수에게 프로그램을 개방하며 동등한 접근 
가능성을 제공한다. Multipurpose Facility에서는 지상 레벨에 시각적 장애물을 
최소화하여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같은 시각적 대상을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Moriyama House는 개별 세대 영역을 단지 내 복도, 
마당, 도시 내 골목길이라는 다양한 층위에 노출시키며 개방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Multifunctional Building은 동선이라는 개념은 무의미해
지고 대지 밖의 다른 프로그램들과 동등하게 작용하는 도시 내 개별 프로그램으
로 나타낸다.

이처럼 표면과 공간을 통합하는 관점을 통해 투명성 개념은 물질 그 자체의 
범주에서 벗어나 ‘형태’로서 나타나는 건축의 본질적 의미에서 다뤄질 수 있게 
된다. 투명성은 그 현상적 효과를 통해 건물의 외적 형태에 개입하고, 프로그램
의 배치에서 비롯되는 관계의 틀이라는 내적 형태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경계의 
존재를 감쇠시키며 사용자에게 유연한 공간으로 인식시킨다. 

관습적으로 행위나 프로그램은 규정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공간과 
행위 사이에는 종속관계가 보편적이었다. 하지만 건축에서 나타나는 투명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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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들로 행위나 프로그램은 다른 공간으로 전이적 인식이 가능해 지고, 투명한 
재료에 인접한 두 공간 사이에서부터 나아가 공간 구성 체계에 의해 서로 다른 
경계면을 가진 공간 사이에서도 시각적으로 공유된다. 프로그램은 공간에 한정
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과 연관되며 사용자는 
새로운 관계의 장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물리적, 인지적 경계의 완화는 사용자
가 건축 내부를 이루고 있는 ‘공간의 존재’와 함께, 현재 서 있는 공간에서 일어
나는 행위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스며들어오는 연속된 다른 행위나 
프로그램의 영향 관계 속에 놓이게 만든다. 특히 분산배치의 경우 중심 공간의 
부재와 함께 다양한 방향성과 다시점의 공간 경험은 투명성을 통해 더욱 극대화
되며 프로그램의 조합과 연계에 있어 사용자들은 더욱 자유롭고 능동적이게 된
다. 

즉, 투명성은 형태적인 복잡함과 달리 전체적인 공간 파악을 통한 선택의 다양
성과 경계감각의 변화로 단순한 형태에서도 복잡함을 전달하며 평면 구성에서 
나타나는 종속적이고 단편적인 구성 체계에서 벗어나 사용자 중심의 관계 재정
립이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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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특징 주변환경 프로그램 동선

공간
깊이

-환경과 프로그
램 사이의 통합
방식 다양화

Novartis Office Building

-입면의 풍경 반
사; 주변맥락에 삽
입
-얇은 두께의 매
스+안마당; 연속된
유리면 배열을 통
한 ‘공간의 켜’의
중첩; 환경 사이의
인접성을 통한 연
계 강화

-오피스 사이의
유리면이 안마당
이라는 두께를 지
닌 공간으로 삽입;
거리감에 의한 독
립성과 시선 교류
를 통한 상호관계
성

-지상레벨에서 건
물을 관통하는 동
선 형성

Glass Pavilion

-입면의 풍경 반
사; 주변맥락에 삽
입
-내부 깊숙이 침
투하는 유리면에
연쇄적으로 반사
되는 풍경; 환경
인식 강화

-이중 유리벽; 공
간 사이에 투명하
지만 ‘불투명한
벽’ 형성;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프
로그램 사이의 경
계 감각

-비물질화된 벽면
에서 나타나는 복
잡한 허상의 이미
지 중첩; 실제 접
근방법 혼란 야기

공
간
배
치

축에
따른
배치

-실들의 인접성
극대화

-프로그램 사이
의 연계 강조

O-museum

-입면의 풍경 반
사; 주변맥락에 삽
입
-풍경의 회화화
-주변맥락의 연속
성을 위한 필로티
의 비가시화

-작은 규모 내 기
능의 시각적 활성
화
-외부 유적과의
시각적 연계를 통
한 역사전시관이
라는 건물 성격
강화

-시각적 연속성은
동선에 있어 공간
의 단계적 접근으
로 나타남

House A

-볼륨의 엇배치;
각 볼륨의 외부
환경과의 접촉 면
적 확대; 풍부한
채광; 내·외부의
연속성

-연속된 각 실의
내밀성을 위해 시
선 분산
-공간의 균질화;
공간과 프로그램
사이의 유연한 대
응 관계형성

-축에 따른 동선
은 교차되는 내·
외부 공간에 의해
직선적 느낌 감쇠

House in a Plum Grove

-풍경의 회화화
-주거 공간의 개
방성과 프라이버
시 확보를 위한
얕은 공간 깊이;
내밀성 강화

-원룸의 새로운
공간적 접근; 벽의
깊이감 제거; 연속
적인 감각 강조
-각 실마다 서로
다른 인접한 실
구성; 서로 다른
장소성 구현
개실의 독립성과
공동체의식 전달

-분리된 동선 영
역에서 입체격자
구조 내 동시적
지각에 의한 선택
적 접근 가능

표 8 투명성에 의한 공간 조직 작품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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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산
배
치

실
내
공
간
을
통
한
연
계

-움직임에 의한
자유로운 프로
그램 연계

-서로 다른 개
별 공간의 동시
적 지각

21st Century Museum

-원형; 모든 방향
으로 동등하게 개
방; 끊기지 않는
파노라마 풍경+시
선축; 내부에서 환
경 인식 강화
-건물의 공공적
성격 강화

-프로그램의 동선
영역으로의 확대
가능
-뚜렷한 구역의
분리가 아닌 어느
공간에도 편입 가
능한 매개적 공간
형성

-중정+시선축; 분
산된 실 배치에
의한 미로같은 통
행로의 방위역할
-수평적 판과 같
은 시각적 효과를
통한 외부와 연속
되는 자유로운 움
직임 수용

Toyota Aizuma Hall

-분절된 곡면 유
리의 풍경 반사;
건물 입면의 표현
성 강조
-내부 공간 전체
가 외부로 개방;
도시에서 일어나
는 사건 행위와
총체적 인식

-적층된 측 사이
의 시각적 연계를
통한 주민활동 프
로그램의 복합체
로 인식; 지역 커
뮤니티 공간으로
서의 용도 강화

-자유로운 개별
행동의 흐름 속에
서 의도한 프로그
램 연결

실
외
공
간
을
통
한
연
계

-건물 사용자와
도시 내 불특정
다수에게 동등
한 개방성, 접
근 가능성

-건축 단위 의
미 부재

Multipurpose Facility in Onishi

-특정 프로그램의
반지하화; 건물을
통한 시각적 장애
물 최소화; 지상레
벨에서 주변 환경
의 연속성 강조

-건물 내에서 일
어나는 프로그램
의 개방성; 건물의
사용자와 외부 행
인 사이의 시각적
대상 공유
-좁은 폭의 사이
공간+표면의 효과;
경계 감각의 모호
성; 프로그램 단위
동의 인식적 통합

-건물의 정면성
부재; 사방에서의
접근 수용; 다양한
출입구의 위치 조
합에 따른 동선의
다양화
-원하는 프로그램
으로의 직접적인
접근 가능

Moriyama House

-각 매스별 개별
영역 형성
-창의 다양한 조
합; 단순한 사각형
내부 공간에 시각
적 풍부함; 지역에
대한 환경 인식
강화

-개별 유닛의 프
로그램은 다른 세
대와도 시각적으
로 공유; 집합 세
대 사이의 유대감
형성; 개방적인 주
거 환경 제공

-단지 내 복도, 마
당, 도시 내 골목
길로 다양한 역할
수행; 동선에 의한
연계 대상 다양화

Multifunctional Building for the Serralves Foundation

-투명한 전면유
리·철망; 개별 건
물의 도시 내 존
재 인식 강화

-개별 프로그램
그 자체로 도시
내 개방, 공유; 대
지 밖으로 연계
프로그램의 범주
확대

-동선의 의미 부
재; 도시 내 거리
의 연장; 분산된
프로그램 사이의
사회적 접착제 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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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근대 이후에 논의된 투명성 개념은 유리의 투명한 물성에서 비롯된 내부와 외
부 공간의 동시적 지각 또는 공간 체계 인식의 명료성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물
질이라는 객체를 부정한 불투명한 면에서 비롯되는 관념적 투명성 개념이 제시
되지만 실제 건축에 적용해서 이해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따랐다. 이
러한 개념의 변화는 현대에 와서 투명한 물질이 나타내는 투명하면서 불투명한 
성질에 의해 종합적으로 설명된다. 즉, 관찰자의 해석 또는 읽기를 풍부하게 만
들어 줄 수 있는 물성이 지닌 가능성으로 투명성에 대한 논의의 폭이 확대된 것
이다. 

투명한 물성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패러다임과 맞물리며 표면의 효과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다. 디지털 시대의 형태는 내부와 무관한 자의적인 조작 대상으
로서 ‘표면’을 다루며 2차원적인 이미지 그 자체가 자율적인 기호로 작용한다. 
이 때 건축에 있어 투명한 물질은 그 자체로 이미지를 투사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반사도에 의해 투명성과 불투명성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재료로서 표면
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효과를 통한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공간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로써 투명성은 물질의 비가시적 
속성에서 비롯된 공간 연계 측면에서의 의미가 축소될 뿐만 아니라 건축에 있어
서도 공간을 구성이나 배치가 아닌 내부 공간과 독립된 자율적인 이미지 연출을 
통한 감각적 다양성에만 치우쳐 나타내는 한계를 지닌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표면의 효과 지각 측면으로 확대된 투명성의 특
성과 공간 연계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논의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측면을 구체
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전자에 있어서는 표면의 활성화, 거리/깊이 
감각의 교란, 새로운 텍스처 형성을, 후자에서는 경계 영역의 인식적 통합, 탈위
계적 공간 형성, 새로운 사건과 공간 생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원론적인 접근은 또 다시 건축 공간의 투명성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야기할 
뿐이었다. 표면의 효과는 사용자들의 건축 경험을 표면으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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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본질은 그 형태 내부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데에서부터 시작해 시각적인 
영향력으로 확대된다. 반면 내부의 공간 또는 프로그램 사이의 관계로만 설명하
기에는 건축은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시각적 대상인 것이 사실이고, 투명한 물
질을 통한 공간 연계 역시 경계면에서 나타나는 물질의 표면 효과를 매개로 이
루어진다. 따라서 현대 건축에서 사용되는 투명성 개념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서는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위해 표면과 공간을 
통합하여 ‘공간 깊이’와 ‘공간 배치’를 타나내는 투명성으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공간 깊이를 나타내는 투명성은 투명한 물질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깊이 
있는 표면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공간의 깊이 감각을 조절하는 투명
성이다. 또한 공간 배치를 나타내는 투명성은 건축을 구성하는 다양한 공간들 
사이의 위치를 분석하는 인식 틀로서 작용하며 각각의 개별 상활들 사이에 상호
작용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적인 관점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표면
과 공간이라는 개별적인 관점에서 설명되었던 내용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
하며 공간 조직을 이뤄내는지를 SANAA의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공간의 깊이를 나타내는 투명성은 개별 프로그램들을 주변 환경이 투영된 
가상의 이미지로 경계 지으며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끼어들어 환경인식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2) 공간 배치를 나타내는 투명성은 축에 따른 배치와 분산 배치로 나뉜다.
축에 따른 배치를 나타내는 투명성은 공간 사이의 인접성을 극대화하며 내부 

프로그램의 연계를 강조하고 이를 통해 공간과 프로그램 사이에 유연한 대응 관
계를 형성한다. 

분산 배치를 나타내는 투명성의 경우에는 연속된 공간의 중첩으로 보이는 대
상의 위치관계를 알 수 없는 총체적인 이미지로 주변을 드러냈던 축에 따른 배
치와 달리 공간의 개별성을 강조하며 공간과 행위 사이에 일대일의 명확한 위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것들이 동시적으로 지각됨으로써 선택적인 접근의 
가능성을 제공하며 투명성은 사용자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표면과 공간을 통합한 관점을 통해 투명성은 건축의 분위기, 인상과 같
은 물질 그 자체의 범주를 벗어나 ‘형태’로서 나타나는 건축의 본질적인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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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뤄질 수 있었다. 투명성은 현상적 효과를 통해 건축의 외적 형태에 개입함
과 동시에 프로그램의 배치라는 내적 형태 측면에서는 물리적인 경계 존재를 감
쇠시키며 유연한 영역성을 인식시킨다. 결론적으로 투명성은 공간의 분위기나 
인상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건축을 미리 주어진 관습적인 인식이 아닌 현재 일
어나고 있는 특정 상황이나 사건들에 의해 매순간 새롭게 정의되는 환경을 사용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형태적인 복잡함이 아닌 전체적인 공간 파악을 
통한 선택의 다양성과 경계 감각의 변화로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함을 전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투명성을 감각적 표현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표면과 공
간을 통합하는 관점에 근거해 투명성이 평면 구성에서 나타나는 종속적이고 단
편적인 구성 체계에서 벗어난 사용자 중심의 공간과 공간,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등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연출하고 있음을 밝혔다는데 그 의의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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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patial Organization in Architecture
based on Surface and Space-integrated Transparency

Chung, Hyo joo
Master 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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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ed by Prof. Kim, Kwang-Hyun

Invented after modernism, the concept of 'transparency' acts as an 
important means of architectural expression that has the potential to 
work effectively when dealing with the spatial relationship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esent'. The notion of understanding and 
perception however is limited to producing a mood-enhancing effect 
through the application of transparent materials, and aesthetic means 
of diversifying an architectural expression; effectively abridging the 
notion of transparency into merely an experience of the 'surface'. In 
addition, social paradigmatic influenc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bjects displayed in images only serves to accelerate the interest 
in the visual effect evident in the exterior formal gesture. This 
therefore led to a further magnification of phenomen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urface' of transparent materials that project 
images according to the transmission reflection effect. 

Through the examination of related research, this study begin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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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sual-perceptual meaning of 'visible through' and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eing the surface' and 'seeing by penetrating 
the surface', thereby affirming the possibility of extending the 
discussion from mere surface to surface more contiguous with space. 
The study is also an attemp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notion 
of transparency as being perceived as a variety of autonomous image 
productions irrelevant to spatial configuration or arrangement. Case 
studies that reveal certain characteristics on surface effect perception 
of transparency and latent potentials of connecting with these spaces 
were analyzed and examined.

The essence of architecture however begins by fulfilling the internal 
function of a form and expands out into the influence of the visual. 
Architecture therefore deals with interior space or the relationship 
between programs and the visual subject of physical essence 
simultaneously. As transparent materials express connection between 
spaces by the surface effect shown in its boundary surface, the 
argument is re-positioned towards transparency that represents spatial 
depth and arrangement in a bid to integrate the surface and spatial 
aspects into the existing idea of transparency that is heavily reliant on 
surface alone. This enabled the concept of transparency to break away 
from the category of being a 'material' and deal with the fundamental 
aspects of 'form' in architecture. By providing an environment that 
constantly redefines itself according to specific conditions, this study 
seeks to realize an environment that reestablishes the relationships 
within user-centered realms of space to space, and program to 
program.

Keyword: Transparency, Surface, Space, Spatial Organization
Student Number: 2010-2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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