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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역동 구조 공간 구성 방식과
형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1984년부터 2009년까지 실현된 건축 작품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현 철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우 권 제

본 연구는 구조 역동적 공간설계의 건축적 형태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는

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실현시킨 건축 작품을 대상

으로 구조 역동적 건축 작품이 어떠한 구조 구성 방식으로 구축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우선 칼라트라바의 건축적 특성의 기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칼라트라바의

기존 연구를 통해 대표적인 건축적 특성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칼라트라바의 건

축적 특성은 도시개념 안에서 문화와 양식을 초월하여 형태의 자율성을 추구하

는 것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형태의 자율성이 깃든 건축설계에서 구체적인 설계

전략을 찾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구조부재의 자율적 접합으로 나타난 다는 것을

인식해야 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구조부재의 자율적 접합이 공간-꼴을 만들고

구조 역동적 건축 작품을 설계했음을 이해했다. 이에 구조 역동적 건축설계에 대

한 특성을 알기 위해서 구조부재로의 접근이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칼라트라바가 실현시킨 건축 작품을 구조부재로 접근하였다.

구조부재를 통한 건축 작품의 분석으로 칼라트라바가 설계한 구조부재 하나하나

는 공간에 다양한 감성을 부여하고 구조부재 자체로 공간 전체를 담을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구조부재의 분류와 분석만으로는 구조 역동적 건축 작

품의 구조 구성 방식을 밝히기 어려웠다. 이에 구조부재가 접합해 구성하는 구조

형식으로의 분석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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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는 서로 접합해 구조 형식을 만들었고 구조 형식은 구조 조직으로 묶

였다. 모든 구조 조직은 구조 시스템에 속했다. 체계화된 구조 시스템으로 건축

작품을 분석한 결과 칼라트라바의 구조 역동적 건축 설계는 형태로 형태를 만들

어 역동적임을 확인하였다. 즉 구조 형식과 구조 형식이 접합해 새로이 인식되는

건축 형태를 만들어 역동적이었다. 역동 구조 공간은 그에 따르는 결과물로 건축

형태에서 오는 역동성이 공간에 부여되어 다양함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은 다양한 구조 형식으로 구성되어 역동적

이었다. 칼라트라바는 전통적인 구조 형식과 근현대적인 구조 형식이 접합한 하

이브리드 구조 구성 방식으로 시각적으로 새로운 역동적 건축 형태를 설계하였

다. 도출된 분석을 통해 알게된 이 사실로 기존의 전통 구조 형식으로도 충분히

새롭고 역동적인 건축 형태를 설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다양한 구

조 형식이 접합해 역동적인 건축 형태를 이룸을 규명한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

다.

주요어 : 산티아고 칼라트라바, 역동, 구조, 형태
학  번 : 2009-2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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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모든 것은 지속적인 움직임을 가진다. 모든 것은 움직이지만 균형감 있

게 움직인다. 움직임은 ‘자연적’으로 균형감 있게 움직인다. 그렇다면 건축

가이자 미술가, 조각가, 구조 기술자인 산티아고 칼라트라바(Santiago

Calatrava)1)는 어떻게 그의 건축 작품에서 나타나는 역동적 구조 형태를

‘자연적으로’ 안정감 있게 균형 잡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밖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물의 뼈대는 올곧은 기둥, 빔, 벽으

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을 구성하는 기둥, 빔,

벽은 그 형태가 틀어지고 비틀려 있다. 구조부재가 당장 무너지려는 형태

를 띤다. 무너질듯하여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구조부재는 다른 한편으로

는 안정감이 있다. 그 이유는 무너질 듯 기울어진 구조부재의 균형을 잡

아 주는 다른 구조부재가 어딘가에 접합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칼라

트라바가 구조 역동적인 건축 형태를 어떻게 안정감 있게 구축하였는지

알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질문이 필요하다: 건축 작품을 구성하는 구조

부재는 접합되어 어떠한 구조 형식을 만드는가?

칼라트라바가 설계하여 실현된 모든 건축 작품은 다양한 구조부재로 구

성되어 있다. 구조부재는 다른 구조부재와 접합해 구조 형식을 만든다. 즉

다양한 구조 형식이 복합적으로 접합되어 건축 작품을 구축하는 것이다.

칼라트라바의 특별한 건축 구조 특성이 여기에서 나온다. 하나의 구조 형

식이 아닌 다양한 구조 형식이 접합되어 역동적이며 균형 잡힌 건축 구조

형태를 이룬다. 그렇다면 보다 발전된 새로운 질문이 대두 된다: 어떠한

구조 형식이 어떠한 종류의 구조 구성 방식으로 구축되었는가?

그러므로 본 연구는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설계하여 실현된 건축 작품

이 어떠한 구조 구성 방식과 종류로 구축되는지 분석하여 칼라트라바의

1) 스페인 발렌시아 출신의 산티아고 칼라트라바는 ‘형태로 형태를 만든다’는 관념으로 건축설계를

시도하는 건축가이자 구조 기술자, 조각가, 미술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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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적 특성인 역동성이 구조 구성 방식에 있음을 규명하고 구조 역동적

건축설계를 위한 구조 구성 방식과 그 종류를 제시하고자 한다.

1.1.1 구조 역동성의 개념

건축에서 역동성2)은 구조의 형태로 명확히 확인된다. 구조가 안정감 있

게 서있으나 무너질 듯한 성향을 보인다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며 역동적

이다. 구조가 가늘고 반복적인 형태가 중첩된다면 역동적이다. 구조가 반

복되어 수평으로 큰 공간을 감싼다면 역동적이다.

무너질 듯한 구조는 근현대의 건축에서 잘 드러난다. 근현대 구조미학

건축가 피에르 네르비(Pier L. Nervi)의 격납고(1970)는 구획된 기둥이 비

스듬한 각도로 놓여 있고 기둥의 스팬이 길어 지붕이 무너질 듯한 긴장감

과 동시에 라멘 벽식 구조에 의해 전체 구조가 안정감을 갖는다.

[그림1-1, 2] 네르비의 격납고(왼쪽)와 마야르의 Zuoz교(오른쪽)

무너질 듯한 구조물은 교량에서도 나타난다. 스위스의 교량 설계자인

로베르 마야르(Robert Maillart)의 Zuoz 교(1901)는 3힌지 아치로 기존 전

통의 하부 구조 없이 하중을 아치 구조를 따라 전달한다. 기존 전통의 하

부구조 없이 아치 구조만으로 교량의 하중을 부담해 역동적이다. 안정적

이지만 무너질 듯한 구조물이 시각적 인지를 통해 역동성을 외부로 표출

2) 보초니는 기계문명의 최대 선물을 ‘역동성’으로 정의하며 조각과 회화를 통해 구현하는 데에 집중

했다. 그는 조형적 역동성이란 단순한 형태 분해에 있지 않고 절대 동작과 상대 동작, 환경과 사

물 등 쌍개념 사이의 상호 관계를 끊임없이 변화하여 조형상태로 표현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때

분해된 형태는 이런 최종상태를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차원 상태를 3차원 상태로 변환시

키는 활성운동은 조형적 운동성의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다.

임석재, 건축과 미술이 만나다 1890-1940, 휴머니스트,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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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가느다란 구조가 반복되는 형상은 고딕 구조를 대표하는 구조 형태이

다. 고딕 구조의 가늠은 종종 기둥과 기둥 사이를 잇는 빔과 볼트(Vault)

에서 나타난다. 볼트 구조는 수직적, 수평적으로 긴 공간을 담고 있다. 이

에 볼트를 구성하는 모든 구조물은 내부 장소에서 시각적으로 인지되어

역동적이다.

역동성은 구조가 담는 거대한 공간에서 표현된다. 가로막거나 양분하는

오브제 없이 공간이 수평으로 크다면 보이드(Void)를 이룬다. 텅 빈 공간

은 반복되는 구조나 균일한 구조가 감싼다. 반복되는 구조는 기존 고딕

건축의 볼트 구조이지만 균일한 구조는 근현대적 기술로 만들어진 셸

(Shell)3) 구조이다. 셸 구조로 구성된 전체 공간에서 구조물이 시각적으로

인지된다면 역동적이다.

이처럼 다양한 구조 형태와 그 구조 형태가 이루는 공간에 의해 건축물

은 역동적으로 표현된다. 본 연구는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이

나타내는 역동성이 이상의 역동성과 규합되는지 확인하고 역동성의 발현

이 어떠한 구조 구성 형태로 발현되는지 규명하는데 있다. 이에 연구의

실질적 목적과 연구 방법을 이하의 장에서 제시하였다.

3) 셸(Shell 구조는 원통형, 돔형, 안장형 등 다양한 구조 형태를 띠고 내부 공간을 담는다.
Heino Engel, Structure Systems, Heino Engel and Gerd Hatje Publishers New York,

p.23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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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방법

한 건축가의 건축 언어를 이해하기에는 그의 건축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건축언어를 구조 미학4)으로

국한하기 이전에 구조부재의 접합이 만들어 내는 구조 구성 방식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정확히 어떠한 구조적 체계와 형식으로 건축 작품을 구

축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 역동적 건축 작품을 구성하는 구조부재를 추출하여 위계적

질서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구조부재의 형태적 특징을 파악한다.

둘째, 구조부재의 분석을 통해 제각기 다르게 인식되었던 구조 역동적

형태의 건축 작품을 구조 형식의 관점으로 인식하여 구조적 시스템으로

체계화한다. 이를 통해 구조 형식의 특징을 파악한다.

셋째, 구조 시스템에 속한 다양한 구조 형식의 구조 구성 방식과 그 종

류를 파악하여 어떠한 구조 형식으로 역동 구조 공간을 구성하는지 규명

한다.

넷째, 위의 과정을 통해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역동 구조 공간 구성

방식과 형태적 효과를 규명한다.

결국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 작품을 구성하는 구조 형식의 구성 방식을

분석하여 칼라트라바가 구조 역동성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알아내는데 있

다.

구조 역동적 건축 작품이 가진 구조 구성 방식과 형태적 효과를 찾기

위한 본 연구의 방법으로 우선 2장의 예비고찰에서 기존의 연구를 평가한

다. 평가를 통해 칼라트라바의 구조 역동적 건축의 기원과 특징을 밝힌다.

그 다음 각 연구가 가진 단점을 보완할 필요성을 찾아 칼라트라바가 설계

4)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구조 역동적 건축 언어의 형성 배경은 다양한 바탕에서 기원했

다: 고딕의 구조미, 모더니즘 이후 네르비, 칸델라 등의 건축가를 통해 시도된 구조미

학, 취리히 기능대학교에서 컬먼, 로베르, 크리스티앙을 통해 배운 현대 미술의 구조공

학, 그가 자란 스페인 발렌시아를 대표하는 가우디의 카탈란 모더니즘.

Cheryl Kent, Santiago Calatrava Milwaukee Art Museum Quadracci Pavilion,

Rizzoli New York, 2005,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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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현된 전 건축 작품을 구조적 관점의 분석틀을 통해 분석한다.

우선 3장에서 각 건축 작품을 구성하는 모든 구조부재를 형태별로 분류

한다. 구조 부재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형태별로 분류 후 각 구조부

재의 특징과 효과를 확인한다.

3장에서 단순히 구조부재를 나열해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면 이어

지는 4장에서는 구조부재가 구성하는 구조 형식을 분류하여 구조 시스템

으로 체계화 한다. 칼라트라바가 설계하여 실현된 전 건축 작품을 체계화

된 구조 시스템 아래 두고 각 구조 형식의 특징을 분석한다. 그 다음 다

양한 구조 형식이 접합하여 만들어지는 구조 구성 방식과 그 종류를 종합

하여 전체적인 구조 구성 방식을 확인한다.

이어지는 5장에서는 4장에서 확인된 구조 구성 방식을 대표하는 건축

작품을 선정한다. 선정된 건축 작품으로 칼라트라바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 형태를 구성하는지 밝힌다. 또한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을 이루는

구조 구성 방식의 기원적 본질을 파악한다.

마지막 6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의의인 칼라트라바의 구조 역동성이 구

조 구성방식의 다양한 종류에 따른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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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역동적 건축구조에 대한 기존 연구

출판년도 제목 저자

1995 Movement, Structure, and the Work of Santiago Calatrava

Tzonis

Alexander

, Liane

Lefaivre

1998
Calatrava: Public Buildings: Structure, Empathy, and Civic

Art

Stanislaus

von Moos

2003
Santiago Calatrava The Artworks: A Laboratory of Ideas,

Forms and Structures

Michael

Levis

2.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역동적 건축구조에 대한 예비고

찰

2.1 칼라트라바에 대한 기존연구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에 대한 기존연구는 크게 이하의 세 가지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운동성에서 찾는 건축구조에 대한 연구

둘째, 도시개념과 생체 표현에서 찾는 건축구조에 대한 연구

셋째, 유사성으로 찾는 건축구조에 대한 연구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건축설계에 대한 연구는 국내와 국외 모두 활발

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주로 칼라트라바의 구조 역동적 건축설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전체 작품의 정보를 소개

하고 칼라트라바의 구조 역동적 건축설계에 대한 기원적 이야기를 시작으

로 연구를 진행한다. 각 연구가 밝힌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인 운동성에서 찾는 건축구조에 대한 연구는 구조에 흐르

는 힘이 어떻게 건축구조의 운동성을 나타내고 그 기원이 무엇인지에 대

해 연구한다.

두 번째 연구인 도시개념과 생체 표현에서 찾는 건축구조에 대한 연구

는 도시개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구조의 생체적 표현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나타나고 어떠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생체적 표현을 인식시키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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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연구인 유사성으로 찾는 건축구조에 대한 연구는 어떠한 과정

을 통해 건축구조에서 미술적 유사성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본 연구는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구조 역동적 건축설계에서 나타나는

건축적 특성이 운동성, 생체적 표현, 유사성으로만 국한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 세 개의 연구가 밝힌 특성을 파악하여 평가한다. 이를 칼라트라

바의 구조 역동적 건축의 구조 구성 방식과 형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여 본 연구를 진행한다.

2.1.2 운동성에서 찾는 건축구조에 대한 연구와 평가

1995년에 출판된 “Movement, Structure, and the Work of Santiago

Calatrava”에서 저자 Tzonis Alexander와 Liane Lefaivre는 구조에서 나

타나는 운동성의 기원과 형태에 대한 물음으로 연구를 시작한다.

구조에서 운동성은 사실 찾기 어려운 특성이다. 구조는 견고하

게 고정되어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하고 힘에 저항한다. 하지만

구조는 사실 정지된 것이 아니다. 구조를 면밀히 보면 지속적인

움직임을 찾을 수 있다. 모든 것은 사실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가

진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구조의 안정감을 크게 해치지는 않는

다. 구조는 해체와 조립을 통해 스스로 움직인다. 5)

Tzonis Alexander와 Liane Lefaivre는 칼라트라바의 박사 학위 논문인

“On the Foldability of Frames”을 주목한다. 칼라트라바는 논문의 주제인

‘움직일 수 있는 구조 요소’에서 구조형태가 어떻게 “풀어지고” “감싸지

는” 지에 대한 물음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칼라트라바의 논문은 어떻게

안정적으로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시키면서 구조부재를 움직여 접혀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점을 중심으로 키네틱 구조에 대해 연구했다. 그

는 구조부재의 조인트 연결에서 관절을 도입시키는 것으로 그 해답을 얻

었다. 칼라트라바는 해답을 통해 구조 자체를 키네틱 조직으로 봐라보게

되었다. 이후 그가 설계한 대부분의 작품들은 키네틱 구조로 접근되어 설

계되어졌다. 그러므로 칼라트라바가 설계한 모든 건축 작품과 미술 작품

5) Tzonis Alexander, Liane Lefaivre, Movement, Structure, and the Work of Santiago

Calatrava, Birkhauser, 1995,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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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유니테 다비타시옹 콘크리트 벽
체

들의 특성은 움직임에 있다는 개념을 갖게 된다. Tzonis Alexander와
Liane Lefaivre는 각 설계 작품에서 움직임으로 구조 형태를 이루는 데는

특별한 해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고정된 구조가 무너지는 형상을 갖

는 방법이 그 특별한 해답이다.6)

Tzonis Alexander와 Liane Lefaivre의 연구는 구조의 운동성을 자연에

서 찾는다. 산의 형태는 날씨라는 힘의 운동에 의해 깍아지고 다듬어졌다.

러스킨과 비올레르뒤크가 알아낸 형태, 구조, 운동성에 대한 패러다임은

어떠한 인공품에서도 작용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운동성으로 구조를 만드는 것은 몇몇의 건축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산티아고 칼라트라바는 그 중의 하나이다. 칼라트라바의

건축설계에서 건축 구조는 특정 운동의 경로를 만들어낸다. 7)

논 피니토(Non-finito)는 완벽에 대

한 거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미완

성’이라는 뜻이다. 건물에서는 시공되

는 과정이 선의 흔적이나 벽체의 거

친 표면 등으로 나타난다. 8)

르 꼬르뷔제의 <유니테 다비

타시옹>에서 콘크리트 구조체

에 의도적으로 거푸집이 남긴

그레인 패턴을 남겨놓았는데

르 꼬르뷔제는 이를 “주름과

모반”이라 칭하며 미적 요소로

남겨놓았다. 9)

Tzonis Alexander와 Liane Lefaivre의 연구는 이 패턴을 운동성의 흔

적으로 보고 신체에서 나타나는 늙음과 변화로 전환시켜 칼라트라바와의

설계 성향과 연관을 짓는다. 칼라트라바는 운동성을 통한 건축설계를 위

해 다음의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생물 형태의 발달 변화에서 운동성을 찾는다.

둘째, 움직임을 위해서는 구조의 끝 부분이 둥글고 가늘어야 한다.

6) Tzonis Alexander, Liane Lefaivre, Movement, Structure, and the Work of Santiago

Calatrava, Birkhauser, 1995, p. 12-13

7) Ibid, p.114-117

8) Ibid, p.118
9) Ibid,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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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구조에 흐르는 힘을 최단 경로로 지반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직각 구조체를 피해야 한다.

논 피니토가 깊이 없는 운동성을 나타낸다면 칼라트라바의 건축설계는

성장의 발달 과정, 형태의 발생, 형태의 구별을 통한 구조물의 실제적 배

열로 운동성을 보존한다.10)

Tzonis Alexander와 Liane Lefaivre의 연구가 찾아낸 운동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칼라트라바는 그의 학위논문에서 구조의 조인트에 관절을 도입하

여 구조를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둘째. 운동성은 기원전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위적, 자연적

실험을 거쳐 나타났다. 운동성은 논 피니토로 나타나 잠재적 운동성을 가

진다.

셋째, 칼라트라바는 구조체에 흐르는 힘의 흐름 그대로 운동성을 표현

한다.

넷째, 힘의 변화는 구조체를 움직인다.

Tzonis Alexanderr와 Liane Lefaivre의 운동성에 대한 연구는 구조 내

에 잠재된 운동성과 실제의 움직임에 대한 기원을 찾아 칼라트라바의 건

축 설계 특성과 연관 지어 그의 건축적 본질을 살피고 있다.

연구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운동성에 대한 기원이 자세히 연구된 반면

에 운동성이 각 건축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처음부터 칼라트라바의 건축 설계에 대한 저자의 운동성

에 대한 편견, 즉 건축 구조가 구체적으로 운동성을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한 연구 없이 칼라트라바의 건축 구조에 운동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관

점을 갖고 연구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각 건축 작품에서 나타날 수 있

는 운동성이 모두 같은 특성인지 규명하는 연구도 미미하다.

Tzonis Alexanderr와 Liane Lefaivre의 연구는 구체적인 구조의 움직임
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이에 본 연구는 Tzonis
Alexander의 연구를 전체 건축 작품을 구성하는 구조부재의 특징 분석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 운동성이 내포된 구조 형태를 구성하는 구조 방식과

그 종류를 밝히고자 한다.

10) Tzonis Alexander, Liane Lefaivre, Movement, Structure, and the Work of Santiago

Calatrava, Birkhauser, 1995,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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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도시 개념과 생체 표현에서 찾는 건축구조에 대한 연구와 평가

1998년에 출판된 “Calatrava: Public Buildings: Structure, Empathy,

and Civic Art”에서 저자 Stanislaus von Moos는 칼라트라바의 구조 역

동적 건축 설계를 도시의 개념에서 찾는다. 도시에서 구조 역동적 건축

작품은 기존환경과 큰 마찰을 일으켰다. 이에 기존의 문화,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했다. 산티아고 칼라트라바는 그러한 설계를 도시적

개념을 더해 시도하고 있다.

칼라트라바의 건축 설계는 공학 기술, 건축, 시각 예술의 만남에서 좀

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공학 기술, 건축, 시각 예술에 조

각 예술과 도시설계를 더한 건축 설계를 시도한다. 도시적 개념을 찾아

구조 역동적 설계를 시도하는 건축가는 칼라트라바만이 아닌 위대한 기존

건축가들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11)

르 꼬르뷔제의 <소비에트 궁전 계획안(1931년)>은 내용물을

감싸고 있는 표피의 개념을 버리고 있다. 르 꼬르뷔제는 이 건

물을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 등을 갖춘 인체로 형상화시킴으

로써 전체의 매스를 통합시키고자 했다. 피에르 네르비의 새로

운 볼트 양식, 르 꼬르뷔제의 <롱샹 성당>, 요른 웃손의 <시드

니 오페라 하우스>, 이에로 사리넨의 <게이트 투 더 웨스트>

등의 건축 작품 모두 도시 개념의 기념비적 건축물이다. 하지만

이런 유형학적 흐름으로는 칼라트라바의 특별한 구조 역동적

건축설계를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그의 기원은 취리히 기능대

학교에서 배운 현대 미술의 공학기술에 있다. 칼 컬먼에서 로베

르 미야르, 크리스티앙 메느로 흐르는 현대 미술의 구조공학과

가우디의 카탈란 모더니즘이 칼라트라바의 구조 역동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로베르 미야르의 <시멘트 홀(1939년)>(지금은

철거된)은 포물선형 아치의 철근콘크리트로 설계되어 공공의 공

간에 대한 개념을 불러왔다. 이러한 특성은 <수정궁>과 <에펠

타워>에서 이미 선보였던 것이다.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은

다시 이러한 성향을 도시로 불러온다.12)

11),12) Stanislaus von Moos, Calatrava: Public Buildings: Structure, Empathy, and

Civic Art, Birkhauser, 1998, p.33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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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4,5] (왼쪽부터) 소비에트 궁전 계획안, 시멘트 홀, 게이트 투 더 웨스트, 시드

니 오페라 하우스

Stanislaus von Moos의 연구에서 밝힌 칼라트라바에 대한 특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칼라트라바는 고딕 숭배자이다.

둘째, 칼라트라바는 형태에 대한 복원을 갈망한다.

셋째,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은 하이브리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칼라트라바의 건축 설계는 생체 표현에 기원하고 있다.

생체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건축가의 묘사적 설계만으로는 부족하

다. 생체를 표현하는 건축물은 대중적인 공감을 얻어야만 그 표현을 성공

적으로 퍼트릴 수 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았을 때 칼라트라바는 성공적

으로 ‘공감’을 얻는 설계를 했다. 칼라트라바는 또한 '콘트라포스토'13)를

건축으로 도입시켰다. 그의 건축 작품에서 나타나는 많은 구조형태가 지

반 위에 서있기 위해 고정된 지점 반대로 대치되는 구조부재를 두어 균형

을 이루고 있다. 14)

Stanislaus von Moos의 연구는 너무 많은 관점의 기원적 이야기를 통

해 칼라트라바의 구조적 공간설계를 이해하려 했기에 첫 번째 연구인

Tzonis Alexander와 Liane Lefaivre의 “Movement, Structure, and the

Work of Santiago Calatrava”의 연구 성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성과

를 이루었다.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하

이브리드적인 특성을 갖고 생체 표현을 하며 고딕 특성을 나타내는지 정

확히 분석되지 못 하였다. 그리하여 기원적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연구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Stanislaus von Moos의 연구가 밝힌 특

징을 관념적인 기반으로 두고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이 기존 전통의 구

조 형식에서 어떠한 부분을 응용하였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13) 콘트라스포는 인체에서 고정된 지점과 반대로 향하는 인체의 일부를 뜻하는 조각적

용어이다.

Stanislaus von Moos, Calatrava: Public Buildings: Structure, Empathy, and

Civic Art, Birkhauser, 1998, p.341

14) Ibid, p.34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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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유사성으로 찾는 건축구조에 대한 연구와 평가

2003년에 출판된 “Santiago Calatrava The Artworks: A Laboratory of

Ideas, Forms and Structures”에서 저자 Michael Levis은 칼라트라바의

건축작품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건축이나 공학기술이 아닌 그의 미

술작품이라고 정의한다.

칼라트라바는 65,000점 이상의 스케치를 기반으로 조각을 하고 이를 통

해 건축 설계를 위한 영감을 얻는다. “그는 미술사를 형태와 발상의 저장

고로 바라본다.” 칼라트라바는 어떠한 양식이 기원하는 문화나 의미를 생

각지 않고 건축 설계를 시도 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기존의 전통 양식

과 연관 짓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칼라트라바는 또한 접혀지는 기하학

적 형태만이 아닌 생체의 골격에서도 영감을 얻는다. 이러한 성향은 모두

그의 스케치에서 나타난다. 15)

“형태가 형태를 따른다”는 칼라트라바를 대표하는 문장이다.

그는 기능에서 형태가 나오는 것이 아닌 영감을 얻은 형태에서

다른 형태를 만들어낸다. 그가 건축에서 추구하는 형태는 사실

역동적인 신체나 복잡한 움직임 보다는 결정화된 형태인 원통,

원뿔, 입방체 같은 함축된 형태로 명확성을 추구한다.16)

스케치를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몸의 기관이 나타난다. 눈, 손, 손가

락, 다리, 등, 허리 같은 몸의 기관과 함께 스케치로 그려진 인물들이 역

동적인 동작을 취하며 나타난다. 모든 건축 작품은 이러한 스케치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조각은 스케치 후에 행하는 또 다른 건축 설계 과정이다.

조각품들은 인체에서 나타나는 선이나 동물의 형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그의 건축 작품에서 선적 형태 그대로 나타난다.

그의 구조 역동적 건축설계는 오랜 시간을 걸쳐 진화해온 자연환경, 형

태, 미술, 조각, 건축 등을 공학 기술로 통합시켜 실현된다. 결국 그의 구

조 역동적 건축설계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완성된다:

첫째, 미술적 사고를 통해 형태가 나타난다.

둘째, 다양한 신체 기관과 동물의 형태에서 영감을 얻는다.

셋째, 공학적 기술로 그 형태를 완성시킨다.

15) Michael Levin, “Santiago Calatrava The Artworks: A Laboratory of Ideas, Forms,

and Structures”, Birkhauser, 2003, p.7-8

16) Ibid,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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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산티아고 칼라트라바, 스케치북의

인물, 1994

[그림2-7] 리옹 공하 기차역 플랫

폼을 이루는 엑스자형 기둥

Michael Levis 의 연구는 기원적 이야기에서 벗어나 산티아고 칼라트

라바의 건축 작품이 가진 실체적 근원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하지만 결국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역동적 건축형태에 대한 경이와 그 본질에 대

한 궁금증을 안고 시작된 연구이기 때문에 기원적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

나지 못 하였고 구조 역동적 구성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못 하였다. 다만 Michael Levis 의 연구에서 밝힌 칼라트라바에 대한 특

징을 토대로 칼라트라바의 구조 역동적 건축 작품을 구성하는 구조부재가

다양한 미술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지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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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기존 연구에서 밝힌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에 대한 특징 종합

번호 특징 설명

1.
칼라트라바는 그의 학위논문에서 조인트에 관절을 도입하여 구조를 움

직일 수 있었다.

2. 칼라트라바는 구조체에 흐르는 힘의 흐름 그대로 운동성을 표현한다.

3. 구조부재에 잠재된 힘의 변화는 구조부재를 움직인다.

4. 칼라트라바는 고딕 숭배자이다.

5. 칼라트라바는 전통 건축물의 복원을 갈망한다.

6. 칼라트라바는 건축 작품은 혼합적 특성을 갖고 있다.

7. 칼라트라바는 건축 작품은 생체 표현에 기원하고 있다.

8. 칼라트라바의 건축 설계는 미술적 사고에 기원한다.

9. 칼라트라바는 다양한 신체 기관과 동물의 형태에서 영감을 얻는다.

10. 칼라트라바는 공학적 기술로 역동적 형태를 완성시킨다.

2.1.4 구조 역동적 공간 구성 방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칼라트라바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본바 그와 그의 구조 역동적 건축

설계에 대한 특징은 다음의 [표 2-2]로 종합된다.

[표 2-2]에 나열된 칼라트라바의 건축적 특징들은 그가 설계한 건축형

태의 기원이 무엇이고 어떠한 조형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서 구

조의 운동성, 유사성, 해체와 영속성에 대한 특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상의 특징들로는 칼라트라바가 어떠한 구체적 전략으로 역동적인 건축 작

품들을 설계하였는지 알 수 없다. 즉 건축 작품들이 어떠한 구조적 특징

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기존의 연구들이 만들어낸 결과는 구

체적 구조체로의 접근이 아닌 기원적 접근이 만들어낸 관념적 결과이다.

이에 이하의 장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분석틀을 통해 산티아고 칼라트라바

가 실현시킨 역동적 건축 작품이 어떠한 종류의 구조 방식으로 구성되었

는지 분석해 칼라트라바의 역동 구조 공간의 구성 방식과 형태적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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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조 역동적 설계전략의 분석틀

2.2.1 역동적 구조부재 분석틀

칼라트라바가 설계하여 실현된 모든 건축 작품은 구조 구성 형태가 매

우 역동적이다. 이는 모든 구조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구조부재에 흐르는

힘과 그에 맞대응하는 힘이 형태 그대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운동성의 표현이다.17) 운동성의 표현됨으로 구조는 역동적이다. 역동적 건

축 작품의 역동 구조 공간의 구성 방식과 형태적 효과를 찾기 위해서는

만자 역동성을 표현하는 각 구조부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구조부재

가 어떠한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형태적 특징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

다. 가장 단순하고 편견 없는 방법으로 우선 각 건축 작품을 이루는 구조

부재를 추출하여 나열한다.

[그림 2-8] 구조부재 분석 과정

나열한 모든 구조부재는 형태적 특징을 통해 분류 한다. 각 구조부재가

가진 형태적 특징으로 구조부재를 분류해 종류를 파악한다. 분류한 각 구

조부재가 구성하는 형태와 소재의 관점으로 형태적 특징을 찾는다. 분석

을 통해 구조부재가 접합해 구성하는 구조 형식을 찾는 자료로 삼는다.

2.2.2 역동적 구조 조직 유형 분석틀

구조부재의 분석만으로는 새로운 건축적 특성을 찾고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구조부재가 구성하는 건축 작품의 전체적 구조 구성 형태를

통한 유형 분석이 필요하다.

17) Tzonis Alexander, Liane Lefaivre, “Movement, Structure, and the Work of Santiago

Calatrava”, Birkhauser, 1995,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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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9] 구조 조직 추출 과정

[그림2-10] 구조 조직의 체계

건축물을 구성하는 구조부재는 구조 시스템과 비구조 시스템에 속한다.

구조 시스템에 속한 구조부재는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고 지탱하기 위한

구조이다. 비구조 시스템에 속한 구조부재는 내력을 부담하지 않는다. 구

조 시스템과 비구조 시스템에 속한 구조부재는 공간의 꼴을 구성하기 위

해 결합되어 다양한 구조 구성 형태를 띤다. 이 다양한 구조 구성 형태를

다시 구조 조직으로 그룹화 하여 역동적 구조의 위계적 질서를 정립한다.

결국 구조 시스템이나 비구조 시스템에 속한 구조 조직은 그 아래로 구

조 구성 형태를 둔다. 구조 구성 형태는 다양한 구조 형식으로 세분화 된

다. 각 구조 형식은 여러 구조 부재 종류로 세분화 된다. 세분화된 구조

부재 종류는 마지막으로 다양한 구조 형상으로 나뉘어 구조 조직의 체계

가 정립된다.

정립된 구조 조직에서 각 건축 작품을 분석한다면 구조부재의 특징과는

다른 전체적 구조 구성 형태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몇몇의 구조 형식

이 접합하여 구조 구성 형태를 이루었는지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틀로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구조 역동적 건축 설계의 구조 구성 방식을 찾아

종류별로 확인하고자 한다.

[그림2-11] 구조 형식의 건축 형태 구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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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2] 건축 작품 선정과 분석틀

2.2.3 역동적 구조 구성 방식 분석틀

4장에서 칼라트라바가 설계하여 실현된 모든 건축 작품을 구조 시스템

에 속한 구조 조직으로 체계를 정립하였다. 이어지는 5장에서는 각 건축

작품 중 기존 전통의 구조 형식과 근현대의 구조 형식이 접합해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진 역동적 건축 작품을 선정한다.

선정된 건축 작품으로 칼라트라바가 기존의 구조 형식 중 어떠한 구조

형식을 응용하였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구조

역동성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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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선 구조부재의 종류와 형태 설명

선 구조부재 종류 선 구조부재 그림 선 구조부재 형태 설명
1. 직선 빔 직선은 올곧은 선이다.

2. 곡선 빔    곡선은 휘어진 선이다.

3.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역동적 구조부재 분석

3.1 역동적 구조부재의 종류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역동적 구조부재는 크게 선 구조부재, 면 구조

부재, 볼륨 구조부재로 나뉜다. 각 구조부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선 구조부재는 건축 구조 형태가 선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부재이

다.

둘째, 면 구조부재는 건축 구조 형태가 면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부재이

다.

셋째, 볼륨 구조부재는 면과 면이 결합해 전체 공간을 감싸는 구조부재

이다.

다양한 형태의 구조부재는 서로 접합하여 다양한 건축 형태를 만든다.

이에 먼저 칼라트라바가 설계하고 실현시킨 각각의 건축 작품을 구성하는

구조부재를 분석해야 한다. 칼라트라바의 구조 역동적 구성 방식의 특성

을 찾는 첫 단계로 각 건축 작품을 구성하는 구조부재를 나열한다. 이 후

나열한 구조부재가 나타내는 형태와 특징을 분석한다.

3.1.1 선 구조부재

칼라트라바의 건축작품에서 나타나는 선 구조부재는 직선형 빔과 곡선

형 빔으로 나뉜다. 선 구조부재의 종류와 형태 설명은 아래의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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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 ]직선 구조부재의 종류와 형태 설명

직선 구조부재 종류 직선 구조부재 그림 직선 구조부재 형태 설명
1. 직선 빔과 기둥     직선 빔과 연결된 기둥이다.

2. 일방향 직선 골조     
일방향으로 병렬로 연결되는 직선 빔

과 기둥이다.

[표-3-3]곡선 구조부재의 종류와 형태 설명

곡선 구조부재 종류 곡선 구조부재 그림 직선 구조부재 형태 설명
1. 곡선 빔과 기둥     곡선 빔과 기둥이다.

2. 곡선 빔 그리드     
일방향으로 병렬되는 곡선 빔과

기둥이다.

3. 일방향 곡선 골조     

일방향으로 병렬되는 곡선 빔과

기둥이 직선 빔과 교차하여

연결된다.

4. 단일/복수 척추선

빔
    

공간을 가로지르는 척추형 곡선 빔

이다.

직선 빔은 올곧게 한 방향으로 직선을 그리며 나아가는 구조부재이다.

곡선 빔은 한 방향으로 곡선을 그리며 나아가는 구조부재이다. 두 선의

형태적 차이는 칼라트라바의 구조 역동적 건축 작품에서 구조부재의 노출

로 인하여 선적 형태 그대로 나타난다. 구조부재 내에 흐르는 힘과 운동

성을 밖으로 표출하여 형태 그대로 구조의 내력을 인지시킨다.

직선부재는 직선형의 구조부재인 직선 빔과 기둥 그리고 일방향 직선 골

조로 나타난다. 직선부재의 종류와 형태 설명은 아래의 [표 3-2]와 같다.

직선 빔과 기둥은 볼트나 용접 접합으로 일정 스팬을 두고 공간을 구획

할 수 있는 구조부재이다. 일방향 직선 골조는 구획된 직선 빔과 기둥이

공간의 스팬을 따라 일방향으로 병렬로 연결되어 구조를 구성하는 구조부

재이다.

곡선부재는 곡선형의 구조부재인 곡선 빔과 기둥, 곡선 빔 그리드, 일방

향 곡선 골조, 단일 및 복수로 구성된 척추선 빔으로 나뉜다. 곡선부재의

종류와 형태 설명은 아래의 [표 3-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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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선 구조부재의 종류 종합

구조부재 구조부재 
형태

구조부재 
형태 그림 구조부재 구성체 구조부재 구성체 그림

  
선 
구조부재

직선부재

직선형 빔과 기둥

일방향 직선형 골조

곡선부재

곡선형 빔과 기둥

일방향 곡선형 골조

곡선형 빔 그리드

단일/복수 척추선형 빔

곡선 빔과 기둥은 직선 빔과 기둥의 구조 구성과 마찬가지로 곡선 빔과

기둥이 볼트나 용접으로 접합되어 일정 스팬을 두고 공간을 구획하는 구

조부재이다. 일방향 곡선 골조는 구획된 곡선 빔과 기둥이 일정 거리를

따라 일방향으로 병렬로 연결되는 구조부재이다. 곡선 빔 그리드는 일방

향 곡선 골조와 직선 빔이 직각으로 교차하여 연결되는 구조부재이다. 단

일 및 복수로 구성된 척추선 빔은 직선 빔이나 곡선 빔을 척추선 빔에 병

렬로 연결하여 전체 구조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축선형의 구조부재이다.

선 구조부재의 종류와 형태 설명은 아래의 [표 3-4]으로 종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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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면 구조부재의 종류와 형태 설명

면 구조부재 종류 면 구조부재 그림 면 구조부재 형태 설명

1.평면 구조부재      
평면 구조부재는 벽체를 이루는 구조

체이다.

2.곡면 구조부재     곡면 구조부재는 지붕을 이루는 구조

체이다.

[표 3-6] 평면 구조부재의 종류와 형태 설명

평면 구조부재 종류 평면 구조부재 그림 평면 구조부재 형태 설명

1. 단일평면 구조부재       
단일평면은 공간을 담는 기본적인 구

조체이다.

2. 파동면 구조부재       
파동면은 평평한 면이 물결치듯 S 선

을 그리는 구조체이다.

3.1.2 면 구조부재

칼라트라바의 구조 역동적 건축 설계에서 면 구조부재는 건축물의 다양

한 부재 중 벽체와 같이 한 면을 구성하는 부재로 나타난다. 면 구조부재

는 내부 공간을 감싸는 구조 부재이다. 칼라트라바의 구조 역동적 건축

설계에서 면 구조부재는 평면형 구조부재와 곡면형 구조부재로 나뉜다.

면 구조부재의 종류와 형태 설명은 아래의 [표 3-5]와 같다.

평면형 부재는 평평한 단일평면 부재와 물결을 치는 파동면 부재로 나

뉜다. 평면 구조부재의 종류와 형태 설명은 아래의 [표 3-6]과 같다.

단일평면 구조부재는 알류미늄 붙임벽과 철근콘크리트 벽, 유리 패널붙

임벽 등으로 나타나 지붕과 벽체를 이룬다. 파동면 구조부재는 면이 물결

치듯 S형의 파동을 그리며 알류미늄 붙임벽과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나

타나 지붕과 벽체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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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면 구조부재의 종류 종합

구조부재 구 조 부 재 
형태 구조부재 형태 그림

  
면 구조부재

평면 부재
  

단일평면
   

파동면
   

곡면 부재  
단 일 / 복 수 
곡면 부재   

[표 3-7] 곡면 구조부재의 종류와 형태 설명

곡면 구조부재 종류 곡면 구조부재 그림 곡면 구조부재 형태 설명

1. 단일 곡면      단일 곡면은 반원통형 구조체로 공

간을 담는다.

2. 복수 곡면      
복수 곡면은 곡면이 교차하여 병렬

되거나 병치하여 공간을 담는다.

곡면 구조부재는 단일 곡면과 복수 곡면으로 나뉜다. 곡면 구조부재의

종류와 형태는 아래의 [표 3-7]과 같다.

곡면 구조부재는 평평한 면이 휘어져 한 면이나 한 면 이상의 복수면으

로 공간을 덮는 구조부재이다. 면 구조부재의 종류는 아래의 [표 3-8]로

종합된다.

3.1.3 볼륨 구조부재

볼륨 구조부재는 면과 면이 각을 이루어 만나 구성되는 입체적 구조부

재이다. 칼라트라바의 구조 역동적 건축설계에서 볼륨구조 부재는 직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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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볼륨 구조부재의 종류 종합

구조 부재 구조 부재 형태 구조 부재 형태 그림

  
볼륨 구조부
재

직면체 부재
              

복합 절판부재
              

곡면체 부재              

셀 부재
             

[표 3-9] 볼륨 구조부재의 종류와 형태 설명

볼륨 구조부재 종류 볼륨 구조부재 그림 볼륨 구조부재 형태 설명

1. 직면체      
직면체는 축선을 고정하는 구조체이

다.

2. 복합형 절판      

복합형 절판은 판이 접히거나 선이

접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절판 구조

체이다.

3. 곡면체     
곡면체는 축선을 고정하고 공간을 나

누는 구조체이다.

4. 셸        
셸은 공간 전체를 감싸는 구조체이

다.

형, 복합형 절판, 곡면체형, 셸형 부재로 나뉜다. 볼륨 구조부재의 종류와

형태는 아래의 [표 3-9]와 같다.

볼륨 구조부재는 얇은 막으로 이루어져 큰 공간을 내부에 품는다. 전체

볼륨 구조부재의 종류와 형태는 아래의 [표 3-10]으로 종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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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 야겜 창고와 에

른스팅 창고의 공통된 직선

형 빔과 기둥

[그림3-3] 일방향 직선형

골조

[그림3-1] 직선 빔과

기둥

3.2 선 구조부재의 종류와 특징

3.2.1 직선부재

직선부재는 칼라트라바의 구조 역동적 건축 설

계에서 곧은 직선 빔과 기둥으로 나타난다. 빔과

빔 사이를 잇는 직선 빔은 일방향으로 병렬로 연

결되어 일방향 직선 골조가 된다.

3.2.1.1 직선형 빔과 기둥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에서 초기에 설계된

<야겜 창고>는 직선 빔과 기둥의 구조부재로

구성되어 있다. 구획형 빔이 일정 스팬을 두

고 직선 빔을 따라 어느 한 방향으로 병렬로

연결되어 직사각형 공간을 이룬다. <에른스팅

창고> 또한 구획형 빔과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어 초기의 단순한 구조 구성 형식을 엿 볼

수 있다.

3.2.1.2 일방향 직선형 골조

일방향 직선형 골조18)는 외피 아래 내부를

덮는 일차적인 골조이다. 전통적인 구획형의

직선 빔과 기둥의 구조 구성 형식에서 일정 스

18) Farshid Moussavi, The Function of Form,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sign, 2009,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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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 생피덴 버스 정

류장의 일방향 직선 골조

(트러스)

[그림3-5] 볼렌 고등학교 캐노피의 일방

향 진선 골조 평면도

[그림3-6] 볼렌 고등학교 강당의 방

향 직선 골조 평면도

팬을 두고 이어진 빔과 빔의 구획 사이를 직선 빔으로 병렬로 연결하는

구조 형식이다. 일방향 직선 골조는 긴 직사각형의 홈을 만든다. 골조는

휘어지지 않고 곧게 직선으로 나아간다.

<생피덴 버스 정류장>에서 안장형 트러스가

지지하는 지붕 빔이 한 방향으로 연속되며 일

방향 직선 골조를 만들어낸다. 매우 단순한 일

방향 직선 골조는 기존 전통의 트러스와 큰 차

이점이 없어 삼각형의 지붕을 만든다.

<볼렌 고등학교>에서 칼라트라바가 설계한 건축물은 기존 학교 건물의

정문을 리모델링하여 설치한 캐노피와 강당을 받치는 구조부재이다. 캐노

피는 축선형 빔을 따라 직선 빔이 두 방향으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구

조 형식이다. 축선형 빔을 기준으로 직선 빔은 양측으로 뻗어나간다. 평

면으로 보았을 때 기존 강당 내에 설치된 구획형의 아치 빔과 기둥을 직

선 빔이 가로로 교차하여 접합된다. 이는 아치 빔을 축으로 구성된 복합

적 일방향 직선 골조이다.

<루턴 역사>에서는 좀 더 변화된 직선 빔이 나타난다. 빔은 평면상으

로 보았을 때 기존의 직선 빔에서 좀 더 변형된 X형태의 강판 빔으로 나

타난다. 빔은 외부 골조와 내부 벽체를 한 방향으로 병렬로 이으며 기존

의 일방향 직선 골조보다 좀 더 변화된 트러스형의 직선골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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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7, 8] 루턴 역사(왼쪽)와 브룩필드 플레이스(오른쪽)의 일방향 직선 골

조; 평면도

[그림3-9, 10] 볼렌 버스 정류장 캐노피(왼쪽)와 쿠웨이트 파빌리언 지하층 지

붕(오른쪽)의 일방향 직선 골조; 평면도

<슈타델호펜 기차역>에서도 기차 트랙을 따라 강판 빔이 강관, Y형 기

둥이 한 방향으로 병렬로 접합되어 이어진다. <브룩필드 플레이스>에서

는 평면으로 보았을 때 <볼렌 고등학교>의 강당과 유사한 직선 빔이 기

존 오피스 건물 사이의 골목길을 따라 아치빔에 병렬로 접합되어 이어진

다. 아치빔을 받치는 십자형 기둥은 입면으로 본다면 Y형의 기둥이다. 기

둥과 아치빔, 직선빔이 기존의 일방향 직선골조보다 좀 더 변화된 볼트형

의 직선골조를 이룬다.

<볼렌 버스 정류장>의 일방향 직선 골조는 <슈타델호펜 기차역>에 설

계된 직선형 골조와 유사한 형태를 띤다. 입면으로 보았을 때 지붕을 이

루는 각각의 직선 빔은 축선인 아치 빔을 따라 병렬로 연결된다. 하지만

아치빔의 휘어짐으로 인하여 각각의 직선 빔이 포물선을 그려 높낮이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후의 작품인 <쿠웨이트 파빌리언>의 지하층도 아치

빔을 따라 직선 빔이 병렬로 연결되어 지붕을 이룬다. <볼렌 고등학교>

의 강당, <브룩필드 플레이스>, <쿠웨이트 파빌리언>의 지하층 모두 같

은 방식으로 구성된 일방향 직선 골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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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1] 리옹 공항

기차역의 일방향의 발

산형-직선 골조

[그림3-12] 왼쪽부터 볼렌 고등학교 정문, 볼렌 버스

정류장, 리옹 공항 기차역의 일방향 직선 골조

일방향 직선 골조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리옹 공항 기차역>은 곡선형

의 축선빔을 따라 외부로 뻗은 직선 빔이 균일하게 병렬로 연결된다. 곡

선형 축선빔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외부로 뻗어나간다. 이에 직선 빔이 축

선빔의 높낮이를 따라 포물선을 그린다. 이는 <볼렌 고등학교>의 정문,

<볼렌 버스 정류장>, <리옹 공항 기차역>까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구조

형태이다. 구조부재의 스케일은 <리옹 공항 기차역>에서 가장 거대하게

나타난다. 이는 축선 빔을 중심으로 병렬로 연결된 발산형의 직선 골조이

다.

3.2.2 곡선 부재

칼라트라바의 구조 역동적 건축 설계에서 곡선은 다양한 구조 구성 형

태의 기본이 되는 구조적 선이다. 대부분의 건축 작품이 곡선의 구조부재

로 이루어져 있어 구조 형태 대부분이 곡선 빔을 축으로 구성된 형태를

띤다.

[그림3-13] 직선이 휘어지며 곡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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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4] 곡선형 빔과 기

둥

[그림3-15] 야겜창고의 아치

빔, 직선 빔과 기둥

[그림3-16] 볼렌 고등학교 강당

의 아치 빔과 직선 빔과 기둥

[그림3-17] 베른멋트 문화센터

의 아치 빔, 직선 빔, 케이블과

기둥

3.2.2.1 곡선형 빔과 기둥

곡선을 그리는 아치 빔과 이를 지지하는 기

둥이 접합되어 구획형의 곡선 빔과 기둥을 이

룬다. 이 구획형의 곡선 빔과 기둥을 덮는 외

피는 곡면이 된다. 곡선 빔과 기둥은 칼라트라

바의 구조 역동적 건축설계에서 초기에 사용

된 구조부재이다.

처음 아치 빔과 기둥이 사용된 건축 작품은 <야겜 창고>이다. 두 기둥

을 직선 빔으로 이어 구획하는 동시에 아치형 곡선 빔 또한 같은 기둥에

함께 접합된다. 즉 한 기둥 마다 3개의 빔

인 아치빔, 직선빔, 아치빔이 일정 스팬을

두고 이어져 있다.

단순하면서도 역동적인 지붕을 이루어

낸 곡선형 빔과 기둥은 <볼렌 고등학교>

강당의 내부에서 좀 더 변화된 형태로 나

타난다. 강당의 지붕을 지지하는 구조로 사

용된 아치 빔과 직선 빔은 철근 콘크리트

기둥에 핀으로 연결된다. 총 4개의 구획형

아치 빔과 기둥 사이사이에 지붕과 맞닿은

또 다른 아치 빔을 두어 아치 빔을 따라 직선 빔이 병렬로 연결된다.

<베른멋트 문화센터>에서는 아치 빔과

아치빔 하부의 구멍 사이로 케이블이 곡면

형 지붕 슬래브를 당겨 지지하는 구조 형

식을 선보인다. 조형적인 아치 빔이 역동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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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9] 교차하는 곡선형 빔이 만들어낸 다

이어 그리드

[그림3-18] 브룩필드 플레이스

의 아치 빔, 직선 빔과 기둥

<브룩필드 플레이스>는 <볼렌 고등

학교>에서 선보였던 아치 빔, 기둥, 직

선 빔의 구조부재 조합이 긴 거리를 따

라 반복 중첩 되어 골목길을 구획한다.

칼라트라바의 아치 빔과 기둥 구조부

재는 전통적인 아치 빔과 기둥의 구획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 했지만 철

골 소재의 활용으로 다양한 조형이 가능

해졌다. 또한 석재의 무거움과 대조되는

가벼움을 전체 건축물에 적용시켰다.

3.2.2.2. 곡선형 빔 그리드

곡선형 빔 그리드의 특

징은 빔의 휘어짐에서 나

타난다. 직선이었던 빔은

굴곡을 그리며 휘어져 아

치 형태를 만든다. 아치

형태의 빔은 구획된 기둥

사이를 대각선으로 교차한다. 구획된 기둥 사이에 일정 스팬을 두고 병렬

된 아치 빔이 다이어 그리드(diagrid)19)를 이룬다.

19) 다이어그리드는 격자 구조물이 비스듬히 교차하는 구조물이다.

Farshid Moussavi, The Function of Form,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sign, 2009,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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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3, 24] 알라메다 전철역의 그리드 빔을 받치는 곡선형의 휨 구조부재

(왼쪽)와 알레메다 전철역의 내부 모습(오른쪽)

  
[그림3-20, 21] 교차하는 곡선형 빔을 받치는 엑

스자형 기둥(왼쪽)과 단면도(오른쪽)
 
[그림3-22] 리옹 공항 기차

역의 플랫폼 모습

일방향의 곡선 골조에서 변형된 그리드빔과 기둥은 처음 <리옹 공항

기차역>의 플랫폼 위를 덮는 구조부재로 나타난다. 그리드 빔은 기차 트

랙을 따라 이어지는 플랫폼 위를 감싼다. 기둥 또한 교차되는 빔처럼 X형

으로 교차되어 지붕의 하중을 부담한다. 교차되는 그리드 빔은 이후 <알

라메다 지하철역>을 덮은 지붕으로 나타난다. <알라메다 지하철역>은 지

붕을 받치는 휨 구조부재가 곡선형의 골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골조는

양측 벽체에서 튀어나와 직선 빔이 교차되는 지점에 병렬로 접합된다.

곡선 그리드 빔은 마지막으로 <리에주 역사>의 지붕을 구성한다. 역사

전체를 덮는 포물선형 빔에 직각으로 교차되는 직선 빔으로 인해 그리드

가 된다. 곡선 빔 그리드를 받치는 기둥은 잘 인지되지 않아 떠 있는 조

형성을 나타낸다. 곡선 빔 그리드의 또 다른 특징은 그리드의 홈을 통한

투명성이다. 내부 공간이 그리드의 홈을 통해 투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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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5] 리에주 역사의 입면도

곡선형 빔 그리드는 다이어 그리드와 직각 그리드로 나뉘어 지붕을 이

룬다. 두 형태의 그리드 구조 모두 하중을 받치는 기둥이 시각적으로 크

게 인지되지 못해 떠 있는 듯한 가벼움을 나타낸다. 또한 그리드의 홈을

통해 내부가 투과되는 특징을 보인다.

3.2.2.3 단일/복수 척추선형 빔

척추선형 빔은 단일 척추선 빔과 복수 척추선 빔으로 나뉜다. 단일 척

추선 빔은 건축물의 형태를 이루는 중심축의 구조부재이다. 중심축을 이

루는 구조부재를 중심으로 접합된 직선이나 곡선 빔이 지반에 고정되어

전체 건축 형태를 구성한다.

[그림3-26] 단일 척추선 빔

척추선 빔은 칼라트라바의 주요 건축 작품의 지붕을 구성하는 구조부재

이다. 척추선 빔은 처음에 <볼렌 고등학교>의 정문을 가리는 캐노피를

이룬다. 지반에 고정된 아치형 강관이 중심축이 된다. 일방향 직선 빔이

강관에 병렬로 연결된다. 이러한 구조부재는 단일 척추선 빔이 응용되는

건축 작품 대부분에서 동일한 구조로 나타난다.

[그림3-27] 볼렌 고등학교의 척추선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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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볼렌 고등학교>의 캐노피에 쓰인 척추선 빔이 그 형태 그대로

<볼렌 버스 정류장>의 척추선 빔으로 나타난다. 일방향의 직선 빔이 각

도를 위로 향해 척추선 빔을 따라 병렬로 연결되어 캐노피를 이룬다.

[그림3-28] 볼렌 버스 정류장의 척추선 빔

<리옹 공항 기차역>에서 척추선 빔은 형태를 조금 달리한다. 한 점에

서 시작되는 척추선 빔이 여러 갈래로 뻗어나간다. 그 사이사이를 트러스

및 일방향 직선빔이 교차로 연결되며 전체 구조 형태를 만든다. 이러한

구조 유형은 이후에 복수로 구성된 척추선 빔으로 나타난다.

[그림3-29] 리옹 공학 기차역의 척추선 빔

<떼네리페 전시장>의 중심축이 되는 구조부재인 척추선 빔은 철근 콘

크리트 지지물에서 뻗어 나와 긴 스팬을 따라 공간 전체를 가로질러 반대

지점에 위치한 지지물에 고정된다. 거대한 외부 콘크리트 지지물이 조형

적으로 나타난다. <야겜 창고>의 삼각단면형 지붕이 척추선 빔을 따라

양측으로 병렬로 연결되어 지붕을 이룬다. <리옹 공항 기차역>에 이어

척추선 빔의 규모가 거대화되어 큰 공간을 감싼다.

[그림3-30] 떼네리페 전시장 척추선

<긴급교통센터>, <에미스페릭>, <오리엔트 기차역>, <밀워키 박물

관>, <취리히 대학.교 도서관> 등의 건축 작품에서도 전체 구조의 중심

축이 되는 척추선 빔은 모두 <볼렌 고등학교>의 중심축이 되는 구조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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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1, 32] 긴급교통센터(왼쪽)와 에미스페릭(오른쪽)의 척추선형 빔

[그림3-33, 34] 오리엔트 역사역(왼쪽)과 취리히 대학교 법대도서관(오른쪽)

의 척추선형 빔

척추선 빔의 굴곡형상은 건축 작품 전체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한다. 단일 척추선 빔에서 좀 더 변화된 복수의 척추선 빔은 <아테네 올

림픽 벨로드롬>에서 그 형태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두 개의 척추선 빔이

병치되어 한 쌍을 이룬다. 공간을 양분하는 덮개 역시 복수의 척추선 빔

에 의해 균형을 잡고 지반에 고정된다. 그 위로 또 다른 강관이 가로지르

며 케이블로 지붕의 하중을 분담한다.

[그림3-35] 아테네 스포츠 벨로드롬의 복수 척추선형 빔

복수 척추선 빔은 <리에주 역사>에서 정문과 뒷문의 캐노피와 지붕 하

중을 부담한다. 빔은 지반에 병치로 고정되어 지붕의 하중을 부담한다. 복

수 척추선 빔에 의해 지붕은 공중에 떠있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림3-36] 리에주 역사의 복수 척추선형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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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7] 일방형 곡선 골조

쌍으로 갈라진 복수의 척추선형 빔은 단일 척추선형 빔과 형태와 특징

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소규모의 건축물 보다 좀 더 거대한 건축물

의 공간을 이루고 지붕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두 개로 병치된 척추선

빔이 응용되었다. 건축 작품의 공간이 거대해짐에 따라 구조부재는 기존

<볼렌 고등학교>의 척추선 빔에서 <리에주 역사>의 척추선 빔까지 규모

와 굵기가 변화하였다.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에서 척추선 빔은 단일의 척추선 빔과 복수의

척추선 빔으로 나뉘어 나타나다. 단일과 복수의 척추선 빔 모두 전체 공

간-꼴의 중심축이 되는 주요 구조부재이다.

3.2.2.3 일방향 곡선 골조

일방향 곡선 골조는 일정 스팬을 두고

곡선으로 휘어져 지반에 고정된 아치 빔이

한 방향으로 병치되어 반원통형의 형태를

이룬다. 일방향 곡선 골조는 또한 곡선형의 척추선 빔을 따라 병렬로 연

결된 곡선 빔으로 돔형의 구조 형태를 이룬다.

[그림3-38] 척추선 빔과 일방향 곡선 빔으로 구성된 일방향 곡선 골조

처음 일방향 곡선 골조가 나타난 건축 작품은 <알꼬이 마을회관> 이

다. 입구 천장에서 시작된 곡선형의 척추선 빔을 따라 아치형의 골조가

일정 스팬을 두고 병렬로 연결되어 뼈대를 이룬다. 척추선 빔을 두고 병

렬로 연결되는 곡선형 골조는 이후 <긴급교통센터>에서 좀 더 명료하게

나타난다. 곡선형의 척추선 빔의 거리가 짧고 빔을 따라 아치형 판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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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로 연결되어 지붕을 받치는 전체 골조를 이룬다. <알꼬이 마을회관>에

서 벽식 슬래브를 떠받치던 곡선형 골조가 <긴급교통센터>에서는 돔형의

지붕 형태가 된다. 이는 마치 내부를 감싸는 늑골과도 같은 형태이다. 이

후 <아테네 올림픽 스포츠 벨로드롬>의 내부 공감을 감싸는 지붕 또한

같은 형태를 이룬다.

이러한 형태는 다시 스페인 발렌시아에 위치한 <과학의 도시>에 있는

<에미스페릭>에서 유사한 구조 형태로 나타난다. 곡선형의 축선 빔을 따

라 곡선 빔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손디카 공항>에서는 지반에 고정

된 아치형 골조를 중심축으로 곡선형 빔이 방사형으로 교차하며 한 지점

으로 모여 접합된다. 이러한 구조부재의 구성은 전체 뼈대를 둥근 형태로

만든다. <손디카 공항>의 양 옆으로는 직선빔을 따라 스팬을 두고 한방

향으로 축차되는 곡선 골조가 반원통형의 지붕을 이룬다.

반원통형의 형태의 일방향 곡선 골조는 <밀워키 박물관>의 중앙홀과

기존의 전쟁 기념관을 잇는 공간-꼴을 이룬다. 이후의 일방향 곡선 골조

는 <긴급교통센터>에서 나타난 구조 형태 그대로 <취리히 법대 도서관>

의 천장을 이룬다.

[그림3-39] 왼쪽부터 알꼬이 마을회관, 긴급교통센터, 아테네 올림픽 스포츠 벨로

드롬, 취리히 대학교 법대도서관, 에미스페릭, 손디카 공항

결국 일방향 곡선 골조는 돔형을 이루는 구조 형태와 반원통형을 이루

는 구조 형태로 나타난다. 반원통형을 이루는 곡선 골조는 아치 빔과 기

둥이 병치되어 구성된다. 돔형을 이루는 곡선 골조는 곡선형의 척추선 빔

을 중심 축으로 곡선 빔이 병렬로 연결되어 구성된다. 두 가지 구조 형

태 모두 볼트 구조 형태이다.

[그림3-40] 반원통형과 원형 구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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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1] 면부재와 곡면부재

3.3 면 구조부재의 종류와 특징

면 구조부재는 내부를 감싸는 마감재이

다. 면 구조부재는 지붕을 덮는 슬래브, 측

면을 감싸는 내벽, 지하층을 이루는 박스형

슬래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면 구조부재

는 평평한 평면형 부재와 휘어진 곡면형

부재로 나뉘어 나타난다.

3.3.1 평면형 부재

3.3.1.1 단일 평면

칼라트라바는 처음 <야겜창고>에서 연속되는 알루미늄 판을 통해 선이

면이 되는 표현 효과를 구현해냈다. 이듬해 설계된 <에른스팅 창고> 역

시 기존의 뼈대에 알루미늄 판을 마감재로 붙여놓았다.

이후의 건축 작품인 <루턴 역사>와 <슈타델호펜 기차역>의 캐노피에

서 나타나는 평면은 대부분 유리 패널로 구성되어졌다. 척추선 빔을 따라

병렬로 연결된 직선 빔 위에 씌워진 평면의 유리패널 외에는 바닥면과 내

벽을 이루는 철근 콘크리트 소재의 슬래브가 쓰여 졌다.

[그림3-42] 야겜창고와 에른스팅 창고의 면을 이루는 알루미늄 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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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3, 44] 루턴 역사(왼쪽)와 슈타델호펜 기차역(오른쪽)의 단일 평면을 이루는 유리

패널

3.3.1.2 단일 절판면

평평한 면이 접혀져 구부러지거나 연속적으로 접혀있다면 이는 절판 면

이다. 절판 면은 <부헨 주택개발 단지>의 입면을 이룬다.

부동산 개발 모델로 지어진 <부헨 주택개발 단지>는 절판으로 입면의

형태가 결정되어진 첫 번째이자 마지막 건축 작품이다. 절판 면은 칼라트

라바가 추구하는 물결형태20)와 유사하다.

[그림3-45] 부헨 주택개발단지의 지그재그면

20) 칼라트라바는 6000점의 다양한 스케치나 조각 작품에서 물결형의 선과 면을 구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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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8] 이시오스 포도주 저장창고의 파동면

[그림3-47] 에른스팅 창고의 측면 벽에 붙어있는

파동면

[그림3-46] 파동면

3.3.1.3 파동면

평면이 휘어져 곡면이 된다. 다시 평면이 접혀져 절

판이 된다. 곡면과 절판이 합쳐져 파동면을 이룬다.

파동은 칼라트라바의 건축 세계에서 중요하게 나타나

는 역동적인 조형 언어이다. 파동을 치는 선과 면이

그 형태 그대로 건축 작품에 적용되어 구조부재로 나

타난다.

파동면이 처음 적용된 건축

작품은 <에른스팅 창고>이다.

초기의 작품인 <에른스팅 창

고>에서 파동 치는 형상의 면

이 그대로 건물의 알루미늄

외피를 통해 표현된다. 파동면

은 건물 측면만을 덮어 조형성이 크게 표현되지 못한다.

파동 치는 형상을 건물 전

체에 적용시키려는 시도는

<이시오스 포도주 창고>에서

나타난다. 전체 지붕과 벽체를

파동 치는 형상으로 구성했다.

건물 자체가 물결을 치는 조형을 나타낸다. 지붕 전체를 각각의 빔이 교

차해 파동 치는 면이 되고 이를 떠받치는 벽 또한 지붕의 높낮이에 따라

굴곡을 그려 물결21) 치는 조형을 만든다.

직선에서 곡선, 곡선에서 파동선, 다시 평면에서 곡면, 곡면에서 파동면

으로 변화하는 구조부재의 경향을 통해 보았을 때 칼라트라바에게 있어

파동 치는 조형은 구현해내고 싶은 형태이다.

21) 물결을 치는 듯한 조형은 칼라트라바의 여러 조각품에서 발견된다. <이시오스 포도주

창고>에서 이를 건축적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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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곡면 부재

3.3.2.1 단일/복수 곡면형 부재

곡면은 칼라트라바를 대표하는 구조언어이다. 그의 많은 건축 작품에서

곡면형 부재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면을 이루는 선이 직

선보다도 곡선이 더 많기 때문이다. 실현된 모든 건축 작품 중에서 12개

의 작품에서 완전한 곡면 외피가 사용되었다. 곡면 부재는 단일형과 복수

형의 곡면부재로 나뉜다.

[그림3-49] 단일 곡면과 복수 곡면

복수 곡면형 부재는 곡면이 병치되는 형태를 띤다. 단일 곡면형 부재는

곡선형 골조를 따라 반원통형의 형태를 띤다. 곡면을 이루는 소재는 유리

패널에서 알류미늄 판 및 강철판 등으로 단순하다. 모두 투명하고 무게감

이 없는 소재로 구성된다.

<볼렌 고등학교>는 여러모로 칼라트라바의 구조 형태적 기원으로 볼

수 있는 건축 작품이다. 마치 곤충의 날개 같은 복수형의 곡면 유리패널

은 정반대로 교차되어 두 면을 이룬다. 복수형 곡면부재는 <리옹 공항 기

차역>에서 척추선 빔에 병렬로 연결된 직선 빔을 덮는 알루미늄 외피로

구성된다. <볼렌 고등학교>와 <리옹 공항 기차역>의 지붕을 덮는 곡면

부재 모두 날개 같은 형상을 띠고 서로 병치된다.

[그림3-50, 51] 볼렌 고등학교(왼쪽)와 리옹 공항 기차역(오른쪽)의 곡면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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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네리페 전시장>은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척추선 빔을 중심으로 알류

미늄 판이 병치되어 곡면 외피를 형성한다. <볼렌 고등학교>, <리옹 공

항 기차역>, <떼네리페 전시장>이 <야겜 창고>와 <에른스팅 창고>에서

선보였던 알류미늄 판의 붙임소재와 다른 점은 판의 붙임 형상이 평면에

서 곡면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결국 소재는 같지만 휘어진 빔에 의해

그 면의 형태는 달라진다.

[그림3-52] 떼네리페 전시장의 곡면부재

<에미스페릭>과 <손디카 공항> 또한 <떼네리페 전시장>과 같이 알루

미늄 판의 붙임소재로 곡면을 이루는 구조이다. 이상의 건축 작품 모두

매우 역동적이지만 구조부재의 관점으로는 단순한 구조부재의 조합으로

구성된 건축 작품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얇은 판이 지붕 뼈대에 붙어 곡

면을 이룬다.

[그림3-53, 54] 에미스페릭(왼쪽)과 손디카 공항(오른쪽)의 곡면부재

조밀하게 채워졌던 면은 <떼네리페 음악당>과 <발렌시아 오페라 하우

스>에서 균등하게 나타난다. 둘 모두 소리라는 민감한 효과를 외부로 세

어나가지 않게 균일한 면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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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볼륨 부재의 특징 설명

볼륨부재 특징 설명
직면체 직면체는 직선이 모여 만들어진 입체적 구조체이다.

복합절판 복합절판은 판이 접혀 입체감을 나타내는 구조체이다.

곡면체 곡면체는 곡선이 모여 만들어진 입체적 구조체이다.

셸
셸 구조부재는 얇은 판이 공간 전체를 감싸안으며 입체감을

나타내는 구조체이다.

[그림3-55, 56] 떼네리페 음악당(왼쪽)과 발렌시아 오페라 하우스(오른쪽)의 곡면부재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에서 곡면부재는 곡선 빔으로 이루어진 건축물

의 뼈대를 담는 마감재이다. 마감재는 알루미늄 소재와 유리소재로 나타

난다.

3.4 볼륨 구조부재의 종류와 특징

면이 서로 만나 결합하면 볼륨 부재가 된다. 볼륨 부재는 직면체, 복합

절판, 곡면체, 셸 구조부재로 나뉘어 나타난다. 각 볼륨 부재의 특징은 아

래의 [표 3-1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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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직면체형 부재

직면체형 부재란 면과 면이 만나 직각을 이룬 기하형태의 구조부재이

다. 볼륨부재 중 직면체는 형태가 단순하고 무거운 느낌을 불러오는 볼륨

부재이다.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에서는 처음 <에른스팅 창고>의 개구

부를 구성하는 직면체의 골조로 나타난다.

[그림3-57] 에른스팅 창고의 개구부(왼쪽)와 개구부를 이루는 직면체의 골조

<리옹 공항 기차역>에서 직면체는 척추선 빔의 하중을 부담하는 버트

레스로 나타난다. 삼각형의 직면체가 형태 그대로 척추선 빔의 하중을

지탱한다. 이런 직면체의 형태는 <펠리페 프린시페 과학 박물관>에서 육

각단면형의 기둥으로 나타난다. 육각단면형 기둥의 꼭짓점에서 또 다른

육각단면형의 빔이가 갈라져 나온다. 가지처럼 뻗어 나온 빔에서 또 다시

쌍으로 빔이 뻗어 나와 지붕의 하중을 부담한다.22)

[그림3-58, 59] 리옹 공항 기차역의 버트레스인 직면체(왼쪽)와 펠리페 프린시페 과학 박

물관의 기둥인 직면체(오른쪽)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에서 직면체는 개구부를 이루는 골조, 지붕의

하중을 부담하는 버트레스, 거대한 기둥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볼륨부재

는 곡면체, 복합절판, 셸로 나타난다.

22) 프랙탈(Fractal)적인 요소로 기둥 형태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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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1] 야겜 창고의 복합 트러스

[그림3-60] 복합 트러

스

[그림3-62] 볼렌 고등학교 강당의 복합

절판

3.4.2 복합형 트러스 부재

복합형 트러스 부재는 칼라트라바의 다양한 건축

작품에서 지붕을 이루는 구조부재이다. 곡선 빔이

스팬을 두고 병치되고 그 사이를 직선 빔이 잇는다

면 이는 복합형 트러스 부재이다.

복합 트러스 부재는 지붕을 구성하는

구조 부재로서 다양한 건축 작품에 적

용되어 졌다. 복합 트러스 부재는 처

음 <야겜창고>의 지붕을 이룬다. <야

겜 창고>의 복합 트러스 지붕은 단면으로 본다면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이는 구획된 양 끝의 기둥에 연결된 직선 빔과 두 개의 곡선 빔이 포물선

을 그리며 같은 기둥의 꼭짓점에 접합되어 빔 사이사이를 트러스 빔과 알

류미늄 판이 붙어 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볼렌 고등학교>의 강당을 이루는

지붕 슬래브는 복합 절판으로 이루어

져 있다. 평면으로 본다면 일방향의

직선 골조이지만 볼륨부재로 본다면

트러스 부재이다. 구획된 기둥 사이를

잇는 세 개의 아치 빔 사이로 직선 빔

이 병렬로 연결되어 트러스를 이룬다.

다양한 구조부재로 구성된 트러스 부재는 단면상 삼각형의 접혀진 빔으로

나타난다.

복합 트러스 부재는 <브룩필드 플레이스>에서 <볼렌 고등학교>의 강

당 지붕 슬래브를 받치는 구조부재의 형태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트러스

를 이루는 빔 구조부재는 긴 거리를 덮는 지붕 유리패널을 받치게 위해

연속되어 병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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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필드 플레이스>에서 기존 오피스 건물 사이의 긴 통로를 거쳐 나

아가면 칼라트라바가 처음으로 구현해낸 우산꼴 형식의 트러스 부재가 모

습을 보인다. 우산꼴의 복합 트러스 부재는 중심에 위치해 지붕을 받치는

단일 기둥에서 아치형의 빔이 뻗어나가 지붕과 접합되 지붕의 하중을 기

둥으로 전달한다.

[그림3-63] 브룩필드 플레이스의 두가지 형태의 복합절판

이후에 설계된 <쿠웨이트 파빌리온>에서 지하층과 지상층의 지붕을 복

합 트러스 부재로 구성한다. 이후 그 형태 그대로 각도만 더 아래로 틀어

진 복합 트러스 부재로 구성된 지붕이 <펠리페 프린시페 과학 박물관>의

내부 공간을 덮는다. <떼네리페 전시장>을 이루는 지붕 역시 복합 트러

스 부재로 구성되어 거대한 내부 공간을 감싼다.

[그림3-64] 쿠웨이트 파빌리언과 펠리페 프린시페 과학 박물관의 복합 절판

[그림3-65] 떼네리페 전시장의 복합 절판

<브룩필드 플레이스>에서 실현된 우산꼴의 복합 트러스 부재는 <오리

엔트 기차역>의 플랫폼 위를 덮으며 확장된다. 바닥을 이루는 전체 슬래

브 위를 덮은 트러스 지붕은 확장은 하나하나가 유닛이 되어 아치형의 구

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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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7] 루턴 역사와 슈타델 호펜 기

차역 곡면체

[그림3-68] 몬쥬익 통

신타워

[그림3-66] 오리엔트 기차역의 지붕을 이루는 복합절판

결국 반원통형 구조와 돔형 구조를 이룬 일방향 곡선 골조와 마찬가지

로 복합형 트러스 부재는 기존의 볼트 구조와 같은 형태를 띤다.

3.4.3. 곡면체형 부재

곡면체의 볼륨부재는 칼라트라바의

많은 건축 작품에 적용된 구조부재

이다. 곡면체는 처음 <루턴 역사>에

서 철근 콘크리트 소재의 입면 골조

로 나타난다. 입면의 처마라 할 수 있

는 공기역학적인 지붕은 곡면을 이룬

다. 지붕을 받치는 테이퍼(taper)23) 골

조는 내부 쪽으로 휘어지며 점점 가

늘어진다. 이를 떠받치는 타원형 기둥 또한 곡면체에 속한 구조부재이다.

<루턴 역사>에서 선보인 볼륨부재는 <슈타델호펜 기차역>의 플랫폼을

감싸는 캐노피에 소재를 철골로 바꿔 적용된다.

곡면체형 부재는 <몬쥬익 통신타워>에서 타워의

평면상 V형인 곡면체가 단면상 수직으로 S형의 형태

를 이룬다. 타워의 꼭짓점에는 타워를 둘러싸는 토러

스가 접합되어 있다.

23) 테이퍼(taper)는 구조부재의 지름이 점점 가늘어지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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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면체는 <리옹 공항 기차역>에서 척추선 빔을 고정하는 철근 콘크리

트 소재의 버트레스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능의 볼륨부재는 척추선 빔이

사용된 다른 건축물에서도 유사한 기능으로 사용된다. <떼네리페 전시

장>, <에미스페릭>의 척추선 빔을 잇는 곡면체의 볼륨부재가 이와 유사

하다.

[그림3-69] 왼쪽부터 리옹 공항 기차역, 떼네리페 전시장, 에미스페릭 천문관의 곡면체

볼륨부재의 사용은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그 형태가 전체 건축물의 형

태에서 따로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애매모호 해진다. 발렌시아에 위치한

<떼네리페 음악당>의 측면을 구성하는 곡면체 또한 구조부재의 형태를

정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밀워키 미술 박물관>과 <발렌시아 오페

라 하우스>의 곡면체 볼륨부재는 평평한 슬래브를 고정시키는 링(ring)형

의 빔으로서 나타난다. 이 또한 그 형태를 슬래브와 떼어내어 구분하기

쉽지 않다.

[그림3-70] 떼네리페 콘서트홀의 측면을 이루는 볼륨부재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에서 곡면체의 볼륨부재는 입구의 캐노피를 형

성하는 골조와 건물 전체의 하중을 받치는 버트레스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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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전체 건축 작품별 구조부재 사용유무 종합

준공순

건축작품

직선부재 곡선부대 면부재 볼륨부재

직

선

빔

과

기

둥

일

방

향

직

선

골

조

곡

선

빔

과

기

둥

곡

선

빔

그

리

드

단

일

복

수

척

수

선

빔

단

일

평

면

단

일

복

수

곡

면

파

동

면

직

면

체

복

합

트

러

스

곡

면

체

셸

3.4.4. 셸형 부재

셸 부재는 균일한 소재의 막이 내부를 감싸는 형태로 모든 하중이 지반

을 향해 골고루 퍼지는 구조체이다.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중 후반기에

준공된 <떼네리페 음악당>과 <발렌시아 오페라하우스>의 내부공간을 셸

부재가 감싸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림3-71] 떼네리페 음악당(왼쪽)과 발렌시아 오페라 하우스(오른쪽)의 셸 구조부재

3.5 소결: 구조 시스템과 비구조 시스템에 속하는 구조부재

칼라트라바가 설계하여 실현된 각 건축 작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

건축 작품은 다양한 구조부재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든 건축

작품을 구조부재로 나열하여 그 특징을 살펴본바 구조부재의 사용유무는

다음의 [표 3-12]로 종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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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겜 창고 O O O

2. 에른스팅 창고 O O O O

3. 생피덴 버스

정류장 O O O

4. 볼렌 고등학교 O O O O

5. 베른멋트 문화

센터 O O

6. 루턴 역사 O

7. 슈타델호펜 기

차역 O O

8. 브룩필드 플레

이스 O O O O O

9. 볼렌 버스 정

류장 O O

10. 몬쥬익 통신

타워 O

11. 쿠웨이트 파

빌리언 O O

12. 리옹 공항 기

차역 O O O O O

13. 알꼬이 마을

회관 O O

14. 알라메다 전

철역 O

15. 펠리뻬 프린

시페 과학박물관 O O

16. 떼네리페 전

시장 O O O

17. 부헨 주택 개

발단지 O

18. 긴급교통서비

스 센터 O

19. 에미스페릭 O O

20. 오리엔트 역

사 O O O

21. 손디카 공항 O O O

22. 이시오스 포

도주 창고 O

23. 밀워키 미술

박물관 O O

24. 떼네리페 콘

서트홀 O O

25. 취리히 대학

교 법대도서관 O

26. 아테네 올림

픽 벨로드롬 O

27. 터닝 톨소 O

28. 발렌시아 오

페라 하우스 O O

29. 리에주 역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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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트라바가 설계하여 실현된 전체 건축 작품을 구조부재의 관점으로

살펴본바 각 건축 작품은 선, 면, 볼륨 구조부재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

했다. 각 구조부재는 지붕, 마감재, 뼈대 등을 이루었다. 이는 형태로 분류

된 구조부재가 건물의 하중을 부담하는 구조 시스템과 건물의 하중을 부

담하지 않는 비구조 시스템에 속함을 의미한다. 즉 지붕은 그 형식에 따

라 구조 시스템이나 비구조 시스템 모두에 속할 수 있다. 마감재는 내력

을 부담하지 않기에 비구조 시스템에 속한다. 건물의 뼈대는 내력을 전달

하고 하중을 부담하기에 구조 시스템에 속한다.

구조부재를 형태별로 분류하였을 때 각각의 구조부재가 나타내는 특징

과 단편적인 구조 효과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하나의 구조부재로 이루

어진 건축 작품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구조부재 만으로는 각 건축 작품의

구조 구성 방식을 파악할 수 없었다. 모든 건축 작품은 다양한 구조부재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각 구조부재가 접합하여 구성되는 구조

형식으로의 관점으로 각 건축 작품을 분석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전체 건축 작품을 다시 구조부재의 유형만으로 놓고 보았을 때 각 작품

들은 크게 평면 구조, 곡면 구조, 캔틸레버 구조로 나뉘어 그 형태를 이루

고 있다. 즉 각 구조부재를 평면 구조, 곡면 구조, 캔틸레버 구조로 조직

할 수 있는 것이다. 각 구조는 또한 구조 시스템과 비구조 시스템에 속한

다. 각 구조부재가 소속된 구조 시스템을 통해 구조 형식을 추출한다면

전체 건축 작품을 구성하는 구조 구성 방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50 -

4.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역동적 구조 조직 유형 분석

4.1 역동적 구조 조직의 유형

산티아고 칼라트르바의 건축 작품을 형태적 구조로 나누기 전에 각 건

축 작품을 구성하는 구조 자체를 구조 시스템과 비구조 시스템으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 3장에서 나열했던 각 구조부재는 결국 구조의 내력을

전달하고 지탱하는 구조 부재와 구조의 내력을 받지 않는 비구조 부재에

속한다. 형태 이전에 내력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각 구조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력을 받거나 부담하지 않는 구조부재는 비구조 시스템에 속한

다. 비구조 시스템에 속한 구조부재는 하중을 받기보다는 공간에 다양한

감성적 표현을 대두시키기 위해 설계되어 졌다. 주로 천장, 마감재, 외벽,

개구부 골조 등을 구성하는 구조 부재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4-1] 비구조 시스템에 속한 구조부재의 종류

둘째, 구조 형태가 그대로 내력을 받거나 부담 하는 구조부재는 구조

시스템에 속한다. 구조 시스템에 속하는 구조부재는 빔과 기둥, 내력벽,

버트레스, 트러스 등의 구조 부재이다.

[그림4-2] 구조 시스템에 속한 구조부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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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축 작품은 비구조 시스템에 속한 구조부재와 구조 시스템에 속

한 구조부재로 구성된다. 각 구조부재는 다양한 구조 형식을 만들어 낸다.

칼라트라바의 특별한 점이 여기에서 나온다. 비구조 시스템에 속한 구조

부재와 구조 시스템에 속한 구조부재가 다양한 구조 형식을 만든다. 구조

형식은 다른 구조 형식과 접합해 내부와 외부 공간에 구조 역동성을 불러

오는 구조 구성 형태를 만든다.

[그림4-3] 구조 구성 형태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조 형식의 접합

칼라트라바의 구조 구성 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각 건축 작품을 구성하

는 구조 형식의 분석이 필요하다. 칼라트라바가 설계하여 실현된 건축 작

품을 구조 시스템에 속한 구조부재와 비구조 시스템에 속한 구조부재가

구성하는 구조 형식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살피는 것이다.

3장에서 추출한 다양한 여러 구조 부재를 놓고 보았을 때 각 구조 부재

의 조합은 건축물의 뼈대를 구성하는 구조 형식을 만든다. 구조 형식은

다른 구조 형식과 접합되어 공간을 담는 꼴이 된다. 꼴이란 구조부재로

구성된 구조 구성 형태이다. 구조부재로 구성된 구조 구성 형태는 크게

선형 구조, 절판 구조, 볼트 구조, 셸 구조, 선형 키네틱 구조, 면형 캔틸

레버 구조 등으로 분류된다.

구조 시스템이나 비구조 시스템에 속한 구조 구성 형태는 구조 조직으

로 묶인다.

첫째, 분류된 구조 구성 형태 중 선형 구조, 절판 구조, 볼트 구조, 셸

구조는 구조 시스템에 속한다. 선형 구조와 절판 구조는 평면을 이루기

때문에 평면 구조 조직으로 묶인다. 볼트 구조와 셸 구조는 곡면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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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 구조 조직 체계화 과정

[그림4-5] 구조 조직의 체계

기 때문에 곡면 구조 조직으로 묶인다.

둘째, 분류된 구조 구성 형태 중 선형 키네틱 구조와 면형 캔틸레버 구

조는 비구조 시스템에 속한다. 선형 키네틱 구조와 면형 캔틸레버 구조는

모두 캔틸레버 구조 형식이기 때문에 캔틸레버 비구조 조직으로 묶인다.

구조 조직이나 비구조 조직에 속한 각 구조 구성 형태는 구조 형식으로

나뉜다. 구조 형식은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구조 형상으로 분류된다.

구조부재를 구조 형식, 구조 구성 형태, 구조 조직, 구조 시스템 순으로

체계화 했다면 어떠한 구조 형식이 접합해 구조 구성 형태를 만드는지 파

악해야 한다.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에서 나타나는 역동성은 바로 구조

형식의 접합 방식에서 비롯된다. 이에 구조부재가 구성하는 구조 형식을

각각 분석하고 구조 형식의 접합 방식을 분석해 칼라트라바의 구조 역동

적 건축 작품의 구조 구성방식을 파악한다.

[그림4-6] 구조 형식의 접합이 낳은 구조 구성 방식



- 53 -

[그림4-7] 지붕의 하중을 부담

하는 기둥

[그림4-8] 기둥, 벽, 지붕으로

구성되는 구조 구성 형태

4.1.1 구조 시스템

모든 건축물은 구조 시스템에 속한 구조 구성 형태에 의해 균형을 잡고

지반 위에 서 있다. 구조 시스템에 속한 구조 구성 형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부재가 내력을 부담한다.

둘째, 구조 내로 흐르는 내력과 정역학적

힘이 그대로 외부에 표출되는 선적 구조 형

태를 띤다.

구조부재 자체로 구성되는 것은 기본적인

구조 형식이다. 곡면이나 평면을 이루는 지

붕 구조 위로 휘어진 면과 평평한 면을 이

루는 벽이 지붕의 하중을 부담한다. 곡선과

직선으로 이루어진 기둥 또한 지붕의 하중

을 부담한다. 각각의 구조 형식은 형태적 유

사성으로 선형, 판형, 볼트, 셸 구조 구성 형

태로 묶여 평면 조직과 곡면 조직을 조직한

다.

결국 구조 조직에 속한 구조 구성 형태는 구조부재로 결합된 다양한 구

조 형식이 다른 구조 형식과 접합되어 형태를 이룬다. 구조적 시스템에

속한 구조 형식이 구성하는 구조 구성 형태는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에

역동적인 운동성을 표현하고 내력을 부담하는 구조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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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9] 캔틸레버 판의 하중

을 부담하는 벽체

4.1.2 비구조 시스템

모든 건축물은 비구조 시스템에 속한 구조 형식으로 구조의 운동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비구조 시스템에 속한 구조 구성 형태의 특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구조부재가 내력을 부담하지 않는다.

둘째, 내력에 얽매이지 않아 구조의 형태가 역동적이고 지붕위에 캔틸

레버 형식으로 얹혀 있다.

외부 공간에 역동적인 운동성을 표현하는

비구조 형식은 캔틸레버 구조 형식이다. 캔틸

레버 구조는 면형과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선형 캔틸레버는 키네틱 구조 형식이다.

힌지로 연결된 키네틱 구조부재는 전기 모터

나 엑츄에이터(actuator)로 구조부재의 관절

을 움직인다. 움직이는 관절로 열리고 닫히는

브리즈 솔레이나 개구부를 이룬다.

[그림4-10] 키네틱 구조의 움직이는 관절

구조 시스템에 속한 구조 형식과 마찬가지로 캔틸레버 구조 형식은 구

조 구성 형태를 이룬다. 다만 구조 시스템의 구조 구성 형태와는 다르게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비구조 형식으로 구조 구성 형태를 이룬다.

구조 형식과 비구조 형식은 결합하여 역동적인 구조 구성 형태를 낳는

다. 때문에 그 둘의 형식을 각각 분석하고 그 둘의 결합 방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먼저 각 구조 시스템에 속한 구조 조직의 구조 형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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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조 시스템의 구조 조직 유형 분석

4.2.1 평면 구조 조직

구조 시스템에 속한 평면 조직은 크게 두 가지 구조 구성 형태인 선형

구조와 판형 절판 구조 형태로 나뉜다. 각 구조 형태의 특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선형 구조는 건축물의 뼈대가 그대로 노출되어 비구조 부재의 하

중을 부담하는 구조 형태를 이룬다.

둘째, 판형 절판 구조는 판이 접혀져 벽이나 지붕을 이룬다.

구조 시스템에서 선형 구조 구성 형태는 오직 라멘 구조 형식으로 나타

난다. 라멘 구조 형식은 기둥을 서로 연결하고 이를 건물의 기본 골격으

로 삼는 구조이다.24)

구조 시스템에서 판형 절판 구조는 접혀진 벽으로 구성되어 지붕의 하

중을 부담한다. 판형 절판 구조 구성 형태는 평면 절판 구조, 파동 절판

구조 형식으로 나타난다. 평면 절판은 평평한 벽이나 지붕 슬래브가 접혀

진 구조형식이다. 파동 절판은 평평한 벽이 물결치는 듯한 S형으로 접혀

진 구조형식이다.

각 구조 형식은 다시 구조 부재 형상으로 나뉜다. 구조 시스템에서 선

형 구조 형식과 절판 구조 형식은 모두 직선과 곡선으로 나타난다. 두 구

조 형식은 직선 구조부재 형상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직선과 곡선 구조

부재 형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형상을 띤다.

24) 라멘 구조 형식은 지진 등 재해에도 잘 견디는 비교적 튼튼한 구조로 알려져 있다. 그

러나 투입된 철근의 양과 배근상태에 의해 강도가 크게 좌우되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배근을 잘못한 경우에는 구조 자체의 균형이 허물어지고 벽체에 금이 가는 등 건물 전

체의 안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 라멘 구조는 상가나 업무용 건물과 같이 층별로 벽체

의 구획이 다른 건물에 많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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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평면 조직 구성 요소

구조

조직

구조

구성

형태

구조

형식

구조 형식

그림

구조 부재

종류

구조

형상
구조 형상 그림

평면

조직

선형

구조
라멘 철골 빔/ 기둥

직선

곡선

선형

절판

구조

판형

절판

철골철근

콘크리트

빔/기둥

직선

곡선

평면

절판

철골철근

콘크리트

벽/기둥

직선

파동

절판

금속 벽

한면

다면

철골철근

콘크리트

빔/벽/코어

수직

다면

이상의 구조 조직 구성 요소를 통해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각 건축 작

품을 분류한다면 아래의 [표 4-1]와 같이 구조 체계를 정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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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1] 라멘 구조 형식 [그림4-12] 빔-빔, 빔-기둥 조

인트

4.2.1.1 선형 구조 구성 형태

선형 구조 구성 형태는 기본적으로 빔과 기둥이 외부로 노출되어 구조

형식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구조 형태이다. 단순한 구조 구성 형태는 라멘

구조 형식으로 구성된다.

1) 라멘 구조 형식

라멘 구조 형식은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을 구성 하는 기본적인 구조

형식이다. 라멘 구조 형식은 기둥과 기둥을 빔으로 연결하고 이를 건물의

기본 골격으로 삼는 구조 형식이다.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 중에서는 일

정한 스팬을 두고 공간을 구획하는 건축 작품에 적용되었다. 라멘 구조

형식은 철골과 철골철근 콘크리트의 소재의 구조 부재로 구성되어 있다.

철골은 H형 강철 빔이 빔과 빔, 빔과 기둥의 조합으로 연결되어 건물의

골격을 이룬다. 빔과 기둥은 볼트로 고정된다. 빔과 빔 기둥의 조인트가

만들어내는 구조 형상은 직선 구조 형상과 곡선 구조 형상으로 나타난

다.25)

25) 철골의 노출은 건물에 견고함과 공업적인 성향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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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3,14,15] <야겜 창고>(위)와 <에른스팅 창고>(아래)의 직선 구조 형상(오른

쪽)

           
[그림4-16,17] 루턴 역사의 직선 구조

형상; 투시도(위)와 실제모습(아래)

-직선 구조형상

직선 구조 형상은 <야겜 창고>와 <에른스팅 창고>두 건물에서 나타난

다. 두 창고 모두 직선 빔과 직선 기둥의 연결로 형태를 이룬다. 구조 구

성 형태는 매우 단순한 직육면체이다. 이는 물품을 쌓아 놓을 창고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견고한 구조이다.

<루턴 역사>의 입면은 철골철근 콘

크리트 소재의 빔과 기둥 구조부재로 접

합된 구조 구성 형태이다. 루턴 역사의

입면은 라멘 형식의 골조를 기반으로 처

마의 철골 철근 콘크리트 판이 캔틸레버

형식으로 매달려 있다. 단면으로 보았을

때 기둥은 외부로 35도 기울어진 직선

형상을 띠고 있다. 입면의 뒤에 위치한

기존 역사의 벽체와 입면의 기둥 골조를

엑스자형 강철빔, 즉 트러스가 한 방향

으로 연속 연결되어 지붕을 이룬다. 이

강철 트러스와 입면 사이의 중간 스팬에

서부터 공기역학적 형태의 처마를 케이

블로 당겨 고정시킨다. 조형적 기둥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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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8,19] 처마를 뒤로 당겨 고정시키는 케이블 접합부 단면도(왼쪽)과

케이블 고정 단면도(오른쪽)

조는 그 거대함으로 거친 콘크리트 벽재와 함께 도시 거리를 시각적으로

장악한다.

<루턴 역사>의 처마를 이루는 구조부재 외에 다른 구조부재는 내력을

부담하기 위해 다양한 구조 형식, 즉 캔틸레버 형식과 라멘 형식으로 이

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처마를 이루는 구조부재는 내력의 부담에서 자유

롭다.

<루턴 역사>의 각 구조부재는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케이

블은 원통형 부재의 홈을 빠져나가 트러스 중간에 볼트로 묶여 있다. 트

러스형 빔의 끝을 이루는 삼각형 부재는 철근 콘크리트 벽에 꽂혀 볼트로

고정되어 있다. 지붕면에 그대로 노출된 구조부재의 결합 방식은 캔틸레

버 구조 형식을 감추는 효과를 불러온다. 즉 구조 형식을 결합 방식을 통

해 감추고 있다.

직선으로 이루어진 구조 형상은 <펠리페 프린시페 과학 박물관>의 지

붕을 받치는 구조부재로 나타난다. 트러스로 구성된 지붕을 받치는 구조

부재는 Y형의 기둥과 버트레스이다. 접합부는 확연히 외부에 드러나 있

다. 기둥을 이루는 소재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이다. 기둥의 끝과 트러스

지붕이 접합된 접합부는 힌지로 고정되어 있다. 힌지 접합은 다른 다양한

건축 작품에서 곡선형 부재와 슬래브의 접합 등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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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2] 생피덴 버스 정류장의 트러스 프레임과 강관과 기둥의 접합 투시도

           

[그림4-20, 21] 펠리페 프린시페 과학 박물관 내부 구조 구성 형태(왼쪽)와 실제 모습

(오른쪽)

-곡선 구조형상

곡선 구조 형상은 <생피덴 버스 정류장>에서 휘어진 강관으로 나타난

다. 중심의 곡선형 강관을 기준으로 양측으로 곡선형 강관이 중심선을 향

해 휘어져 있다. 이 세 개의 곡선형 강관은 중심의 강관을 기준으로 빔과

빔 조인트 용접으로 트러스 빔을 잇는다. 각 모서리에 위치한 4개의 기둥

은 핀으로 양측의 두 강관을 고정하고 강관 위로 지붕을 이루는 비구조부

재인 직선 빔을 라멘 형식으로 지지한다.

철골의 견고함과 동반되는 공업적 이미지는 철근 콘크리트로 인해 좀

더 무뎌지고 무게감을 더 할 수 있다. 철골철근 콘크리트는 다양한 면을

만들고 볼륨을 구성하는데 있어 가장 최적인 소재이다. 칼라트라바의 건

축 작품에서 거대한 기둥이나 슬래브를 받치는 아치형 리브가 철근 콘크

리트 소재로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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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를 지탱하는 T형의 직선 기둥은 병렬되어 <슈타

델호펜 기차역>의 기차 트랙을 따라 이어진다. 직선 기둥의 맞은편에 위

치한 플랫폼의 캐노피 단면은 <루턴 역사>의 입면 형태와 유사하다. 얇

은 강판으로 구성된 캐노피는 트랙을 따라 병렬된다. T형 기둥이 지탱하

는 메자니 형태의 슬래브 위로는 아치형 격자 구조가 강관을 중심축으로

트랙을 따라 이어진다. 캐노피와 아치형 격자 구조물은 강관을 따라 병렬

로 연결되어 있다. 강판의 원형 홈으로 강관이 끼워진다. 끼워진 강관과

강판은 플랜지로 고정되어 연결된다. T형 기둥은 볼트로 슬래브에 연결된

다.

[그림4-23, 24] 기차선로를 따라 병치되는 캐노피, T형 기둥, 아치형 격자 구조물 투시도

(왼쪽)과 실제 모습(오른쪽)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위로 덧 씌워진 곡선 구조 형상은 플랫폼 위를

감싼 캐노피와 함께 공간을 채우고 서로 평행하는 조화되는 모습을 나타

낸다. <루턴 역사>와 <슈타델호펜 기차역>을 구성하는 구조부재는 처마

를 구성하는 구조부재 외에는 모두 내력을 부담하는 구조부재이다.

<볼렌 버스 정류장>은 척추선형 강관을 기준으로 도로를 향해 직선 빔

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슈타델 호펜 기차역>의 캐노피와 마찬가지로

비구조 시스템에 속한 구조부재인 직선 빔이 캔틸레버 형식으로 구조 시

스템에 속한 구조부재인 척추선형 빔과 수직 기둥에 매달려 있다. 빔을

연결하는 것은 철골 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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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5, 26, 27] 볼렌 버스 정류장의 모습(왼쪽), 강관과 수직 기둥의 조합(가운데),

투시도(오른쪽)

           
[그림4-29, 30, 31] 지하에 위치한 수직 기둥(왼쪽), 투시도(가운데) 수직기둥과 타워의

접합부(오른쪽)

           
[그림4-28] 몬쥬

익 통신타워의

앞모습

<몬쥬익 통신타워>는 철골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곡선형 볼륨이 지그재그, 즉 S형의 선을 그리며 수직으로

뻗어나간 형태이다. 골조의 꼭지 점에는 비구조부재인 토

러스 형태의 곡면체가 수직형의 안테나를 둘러싸고 있다.

타워는 강철의 얇은 판이 용접되어 구성되어 있다. 타워

내부의 철골 구조부재로 타워의 모든 내력을 아래로 전달

한다. 타워를 지탱하는 것은 지하층에 있는 직선형의 철근

콘크리트 소재의 기둥이다. 이 기둥은 외부에는 노출되어

있지 않지만 타워와 연결된 고깔형의 지하층 지붕과 맞닿

은 접합부에서 기둥과 타워와의 접합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하중을 지탱하는 것은 지하의 기둥이다. 즉 구조부재

인 S형의 타워는 아래로 내력을 전달하지만 지하층의 기

둥 없이는 비구조 시스템에 속한 구조부재의 하중 전체를

지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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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평면조직의 선형 구조 형태 종합

준공연 작품 이름 구조 형식 구조  형상
1983-1984 야겜 창고

라멘 구조

직선1983-1985 에른 스팅 창고
1983-1989 루턴 역사
1991-1996 펠리페 프린시페 과학 박물관
1983-1985 생피덴  버스 정류장

곡선
1983-1990 슈타델호펜 기차역
1989-1990 볼렌 버스 정류장
1989-1992 몬쥬익 통신 타워
1992-1996 떼네리페 전시장

           

[그림 4-32, 33, 34] 떼네리페 전시장 투시도(왼쪽), 척추선 강관(가운데), 라멘 구조 형

식의 지붕과 기둥(오른쪽)

마지막으로 곡선 구성 형태를 취하고 있는 <떼네리페 전시장>은 중앙

의 척추선 빔을 중심으로 비구조 시스템에 속한 구조부재인 트러스 지붕

이 라멘 형식으로 양 방향으로 뻗어나간 구조 구성 형태를 이루고 있다.

긴 스팬을 두고 큰 공간을 이루기에 기존 라멘 구조 형식과 중앙을 가로

지르는 긴 척추선 강관의 조합이 이루어졌다. 척추선 강관 위로는 철골철

근 콘크리트 소재의 척추선형 빔이 가로지른다. 빔에 연결된 케이블이 아

래에 위치한 척추선 강관과 병렬로 연결된다. 결국 하중을 지지하는 것은

라멘 구조 형식의 척추선 강관과 기둥 그리고 이를 보안해주는 척추선형

빔이다. 빔은 앞면과 뒷면에 철근 콘크리트 버트레스를 두고 하중을 부담

한다. 결국 전체 지붕 하중을 받칠 수 없는 기존 라멘 구조 형식에 케이

블 구조를 더해 지붕의 하중을 부담하는 건축 작품이다.

구조 시스템에 속한 평면조직의 직선과 곡선의 선적 구조 형태를 나타

내고 있는 건축 작품은 다음의 [표 4-2]와 같이 종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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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6] 평면 절판 구조

형식의 벽체

           
[그림4-35] 접힌 평평한

판

[그림4-37] 부헨 주택 개

발단지 투시도

4.2.1.2 절판 구조 형태의 특징

판형 절판 구조는 평평한 판이 접혀 나타나는

구조 구성 형식이다. 구조 역동적 건축 설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구성 형식으로서 칼라트라

바의 건축설계에서는 판형과 선형이 복합적으로

섞여 나타난다.

구조 시스템에서 판형 절판 구조 형태는 평면 절판 구조 형식과 파동

절판 구조 형식으로 나타난다. 모두 벽체를 이루는 절판 구조 형식으로

천장을 이루는 슬래브와 빔의 하중을 부담한다.

1) 평면 절판 구조 형식

평면 절판은 단순히 벽체가 절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형식으로 나타난다. 평면 절판은 철근

콘크리트 소재의 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면/곡선

철근 콘크리트의 벽체와 곡선형 기둥으로 이루

어진 <부헨 주택개발 단지>는 평면 절판 구조 형

식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졌다. 지그재그로 나타나

는 입면은 앞의 공간에 운동성을 나타낸다. 단순한

구조 형태이지만 지그재그를 이루는 면에 의해 볼

록함과 오목함의 특징이 나타난다. 하중의 부담은

볼록함에서 표출된다. 접혀저 볼록하게 튀어나온

선을 따라 흐르는 내력을 밑에 지반과 연결된 기

울어진 기둥이 떠안는다. 이는 라멘 구조 형식과 같은 구조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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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8, 39] 평면 절판 구조 형식의 벽체와 기울어진 기둥이 받치는 발코니 형식의

투시도(왼쪽)와 단면(오른쪽)

           
[그림4-40] 파동 절판 구

조 형식

2) 파동 절판 구조 형식

파동 절판 구조 형식은 평면이 물결처럼 파동을

치며 접혀 있는 구조 형식이다. 기존의 접힌 판이

곡선을 그리며 유화된 형식이다. 구조 시스템에서

파동 절판 구조는 철골철근 콘크리트 소재의 벽체

로 나타난다.

-다면

파동 절판 구조 형식은 <이시오스 포도주 저장창고>에서 벽체와 지붕

에 적용되어 파동 구조 형상을 이룬다. 그 형상은 지붕을 이루는 구조부

재의 구조 형상에 큰 영향을 준다. 지붕 또한 입면과 뒷면을 이루는 벽체

의 굴곡진 면에 의해 율동 형상을 이룬다.

입면은 벽의 윗선이 S형 선을 그리며 굴곡져 있다. 뒷면 또한 같은 형

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입면은 벽의 윗선뿐만이 아닌 벽면 자체가

굴곡져 있다. 즉 평면으로 보았을 때 S형 선을 그리며 굴곡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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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1, 42] 이시오스 포도주 저장창고의 다면을 구성하는 파동 절판면의 투시도

(위)와 실제 모습(아래)

[표 4-3] 구조 평면조직의 판형 절판 구조 형태 종합
 

준공연도 작품 이름 구조 형식 구조  형상
1989-1997 부헨 주택 개발 단지 평면 절판 한면
1998-2001 이시오스 포도주 저장 창고 파동 절판 다면

철근콘크리트 소재의 벽체는 목재로 마감되어 있다. 기존의 무겁고 차

가운 벽체에서 목재의 붙임소재로 마감되어 포도주의 저장창고에 알맞은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이시오스 포도주 저장 창고>의 중요한 점은 <에

른스팅 창고>에서 붙임소재로 나타났던 파동형 절판이 그 형태 그대로

벽체로 변화한 점이다.26) 결국 조형적 소재의 비구조부재가 구조부재로

사용된다.

결국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에서 평면과 곡선 그리고 다면의 판형 절

판 구조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건축 작품은 다음의 [표 4-3]와 같이 종합

된다.

26) 산티아고 칼라트라바는 이시오스 포도주 저장창고처럼 파동형 절판으로 이루어진 건

축 작품에서 빗물이 새는 일이 잦아 파동형 절판 구조 형식의 설계에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 67 -

[표 4-4] 평면 조직 체계 종합

구조 구성

형태
선형 구조 절판 구조

구조 형식 라멘
평면

절판

파동

절판

구조 부재

종류
철골 빔 기둥

철골철근 콘크리트 빔

기둥

철골철근

콘크리트

벽

철근콘크

리트 벽과

목재

구조

형상

준공순

건축작품

직선 곡선 직선 곡선 한면 다면

1. 야겜 창고 O

2. 에른스팅

창고
O

3. 생피덴

버스 정류장
O

4. 볼렌

고등학교

5. 베른멋트

문화센터

6. 루턴 역사 O

7. 슈타델호

펜 기차역
O

8. 브룩필드

플레이스

9. 볼렌 버스

정류장

10. 몬쥬익

통신타워
O

11. 쿠웨이트

파빌리언

12. 리옹

공항 기차역

4.2.1.3 평면 구조 조직 종합

구조 시스템에 속한 평면 조직의 구조 구성 형태를 구성하는 구조 형식

을 살펴본바 각 건축 작품은 다음의 [표 4-4]과 같이 구조 체계가 종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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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알꼬이

마을회관

14. 알라메다

전철역

15. 펠리뻬

프린시페

과학박물관

16. 떼네리페

전시장

17. 부헨

주택

개발단지

O

18.

긴급교통서비

스 센터

19.

에미스페릭

20. 오리엔트

역사

21. 손디카

공항

22. 이시오스

포도주 창고
O

23. 밀워키

미술 박물관

24. 떼네리페

콘서트홀

25. 취리히

대학교

법대도서관

26. 아테네

올림픽

복합센터

27. 터닝

톨소

28. 발렌시아

오페라

하우스

29. 리에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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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곡면 구조 조직

구조 시스템에 속한 곡면 조직은 크게 두 가지 구조 구성 형태인 볼트

구조와 셸 구조 형태로 나뉜다. 각 구조 구성 형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볼트 구조 구성 형태는 아치들이 배열되어 이루어진 구조 구성

형태로 지붕의 하중을 부담한다.

둘째, 셸 구조 구성 형태는 곡면으로 이루어진 얇은 철근 콘크리트 구

조 구성 형태이다. 보통 외부 하중을 면내력과 휨모멘트에 의하여 지점으

로 전달한다.

구조 시스템에 속한 볼트 구조 구성 형태는 선형, 반원통형, 하이퍼 선

형 구조 형식으로 나타난다. 각 구조 형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선형 볼트 구조 형식은 빔과 기둥의 상호 연결만으로 구성되어 기본 골

격 자체가 구조 형상이 되는 구조 형식이다. 이 구조는 선과 선 사이를

채우는 막이 없다. 그러므로 빔과 빔 사이사이를 그대로 투과하는 빛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선적 구조부재로만 이루어져 있기에 볼트 구조 형

식 위로 반원통형 슬래브나 유리판이 씌워져 있다. 즉 지붕의 하중을 볼

트 구조 형식으로 부담한다.27)

구조 시스템에 속한 반원통형 구조 형식은 아치형 기둥과 직선형 기둥

으로 구성된다. 반원통형 구조 형식은 반원통형 슬래브나 마감재의 하중

을 지탱한다. 즉 반원통형 볼트 구조 위로 슬래브나 마감재가 씌워져 있

다. 기존 전통 볼트 구조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기둥이 없는 경우에

는 교량에서 쓰이는 아치형 리브나 벽체를 통해 지붕의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한다.

구조 시스템에 속한 하이퍼 선형 구조 형식은 볼트를 이루는 중심 축선

27) 볼트 구조는 궁륭이라고도 하며 아치에서 발달된 반원형 천장을 의미한다. 칼라트라

바의 건축 작품에서는 선형 볼트와 면형 볼트인 반원통형 볼트, 하이퍼 선형 볼트 구

조로 나타난다. 그 중 선형 볼트는 볼트의 골조가 그대로 노출되어 그 형상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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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곡면 조직 구성 요소

구조 
조직

구조
구성
형태

구조 
형식 그림 구조 부재

종류
구조
형상 그림

이 단면상으로 보았을 때 스팬을 두고 반원을 그린다. 즉 척추선형 강관

구조부재가 전체 구조 형태의 중심축이 되는 구조 형식이다. 척추선형 강

관을 따라 직선 빔과 곡선 빔이 바닥을 향해 뻗어나가 전체 구조 형태의

균형을 잡는다. 이를 통해 공간-꼴인 볼트 형태를 이룬다.

구조 시스템에 속한 셸 구조 구성 형태는 하이퍼 셸 구조 형식으로 나

타난다. 하이퍼 셸 구조 형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하이퍼 셸 구조 형식은 철근 콘크리트 소재의 굴곡진 얇은 면의 하중이

골고루 분산되나. 하이퍼 셀 구조 형식은 얇은 곡면판으로 공간을 덮는

구조로 가볍기 때문에 기둥이 없이도 큰 공간을 얻을 수 있는 구조 형식

이다.

이상의 각 구조 형식은 다시 구조 부재 형상으로 나뉜다. 구조 시스템

에서 볼트 구조 형태와 셸 형식은 모두 직선과 곡선으로 나타난다. 두 구

조 형식은 직선 구조부재 형상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직선과 곡선 구조

부재 형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형상을 띤다. 구조 형상은 짧은 스팬의 공

간을 감싸는 구조 형상과 긴 스팬의 공간을 감싸는 구조 형상으로도 나타

난다.

이상의 구조 조직 구성 요소를 통해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각 건축 작

품을 분류한다면 아래의 [표 4-5]와 같이 곡면 조직의 구성 체계를 정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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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3] 선형 볼트

구조 형식

4.2.2.1 볼트 구조 형태의 특징

1) 선형 볼트 구조 형식

구조 시스템에 속한 선형 볼트 구조 형식은 구획

형의 아치 빔과 기둥이 만들어내는 볼트 구조이다.

선형 볼트 구조 형식은 철골 소재의 아치 빔, 직선

빔, 기둥 구조부재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성 방식

은 이하와 같다.

아치 빔과 병치되는 다른 두 개의 아치 빔이 좀

더 높은 위치에 놓여 있다. 세 개의 아치 빔 사이를

직선 빔이 병렬로 연결하여 볼트 구조 형태를 이룬다.

철골 아치 빔과 기둥 구조부재로 구성되어 있는 선형 볼트 구조는 유닛

을 이룬다. 유닛은 중첩되어 공간을 담는다. 구조는 공간의 길이에 따라

단변과 장변의 구조 형상으로 나뉜다. 단변과 장변으로 이루어진 볼트 구

조 형식 모두 상위의 유리 패널이나 반원통형 슬래브의 하중을 받치기 위

한 구조 형식이다. 즉 내부 공간에 역동성을 표현하고 구조에 흐르는 힘

의 흐름을 그대로 노출시킨 구조 형식이다.

-단변

철골 소재의 아치 빔과 기둥 구조부재로 구성된 선형 볼트 구조 형식은

<볼렌 고등학교>의 강당 지붕을 받치고 있다. 12미터의 거리를 스팬을

두고 구획되어있다. 구획된 아치 빔과 기둥은 직선 빔으로 연결되어 선형

볼트 구조 형식을 이룬다. 선형 볼트의 단면은 세 개의 아치 빔 사이를

직선 빔이 이어 삼각형의 단면 형상을 띤다. 아치 빔 사이를 잇는 직선

빔 사이사이로 측면의 채광창을 통해 비추는 빛이 갈라져 투과되는 효과

를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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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4, 45, 46] 볼렌 고등학교의 강당을 이루는 선형 볼트 구조 형식의 입면(왼쪽),

단면(가운데), 내부 모습(오른쪽)

<볼렌 고등학교>의 강당을 이루는 볼트 구조는 철골 소재의 아치 빔과

직선 빔을 볼트로 연결하고 지붕의 하중을 기둥으로 전달한다. 철근 콘크

리트 소재의 기둥은 핀으로 아치 빔을 연결하여 고정한다. 기둥 자체가

기울어지며 무너질듯하지만 반원통형의 지붕 슬래브와 연결된 직선 빔이

균형을 잡아준다.

같은 볼트 구성 이지만 기둥 없이 내력벽과 볼트 구조를 통해 지상 층

을 이루는 슬래브 구조의 하중을 부담하는 구조 구성 형태는 <쿠웨이트

파빌리언>에서 나타난다. <쿠웨이트 파빌리언>의 지하 천장을 이루는 볼

트 구조는 <볼렌 고등학교>의 강당을 이루는 볼트와 마찬가지로 단면으

로 보았을 때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지붕을 이루는 슬래브와 유리패널을

통해 빛이 직선형 빔과 아치형 빔 사이사이로 흘러 들어와 지하층을 비춘

다. 볼트 구조의 기능은 단순히 천장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다. 지상 층의

슬래브를 받치는 기능도 하고 있다. 벽체와 볼트 구조의 접합부를 단면으

로 보면 삼각형 단면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부재로 볼트 구조를 양면에서

조여 볼트(bolt)로 고정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4-47, 48, 49] 쿠웨이트 파빌리언의 지하층을 이루는 볼트 구조의 내부 모습(왼쪽),

단면도(가우네), 투시도(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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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0, 51] 브룩필드 플레이스의 산책로를 이루는 선

형 볼트 구조 형식의 투시도(왼쪽), 단면도(오른쪽)

[그림4-52] 브룩필드 플레이스의 내부 모습(아래)

-장변

<브룩필드 플레이스>는 선형 볼트 구조 형식이 장변 형상으로 지붕을

이루고 있다. 브룩필드의 기존 오피스 건물 사이의 거리를 선형 볼트 구

조가 중첩되어 거리 전체를 덮는다. 선형 볼트 구조 형식 위로는 유리패

널로 구성된 반원통형 막이 덮여 있다. 거리 전체를 덮는 선형 볼트 구조

의 효과로 마치 수정궁 같은 빛의 물결이 거리를 채운다. Y형의 기둥과

볼트 구조가 선형 볼트 구조 형식을 이루며 긴 공간을 담는다.

<브룩필드 플레이스>의 접합부는 이하와 같다. 지반에 고정된 기둥의

기초와 중간에 뻗어나간 가지 형상의 기둥을 고정시키기 위해 기존 오피

스 건물의 벽체에 캔틸레버 형식으로 고정된다. 아치 빔은 기둥과 볼트

(bolt)로 연결된다. 지붕의 유리패널은 아치 빔에서 뻗어 나온 직선 빔으

로 연결되어 하중을 선형 볼트 구조로 전달한다.

<볼렌 고등학교> 에서는 단순히 스팬을 두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아치

빔이 이었다면 <브룩필드 플레이스>에서는 기둥이 '가지'를 치며 4개의

접합부로 구성된다. 즉 프랙탈(fractal)28) 적인 면모를 기둥으로 나타내고

28) 프랙탈(fractal):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 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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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4, 55, 56] 야겜 창고의 지붕을 이루는 트러스 절판의 투시도(왼쪽, 가운데)와

실제 모습(오른쪽)

           
[그림4-53] 트러스 절판 볼트 구조 형

식

있다. 기둥은 5층 높이의 길이로 인해 가지를 치는 접합부분이 기존 오피

스 건물의 벽체와 연결되어 하중을 분산한다.

2) 트러스 절판 볼트 구조 형식

구조 시스템에 속하 트러스 절판 볼

트 구조 형식은 철골 트러스로 접힌

판을 구성한다. 트러스 위로 접힌 판이

씌워져 있는 구조 형태를 띤다.

-단변

처음 <야겜창고>에서 선보인 트러스 절판은 중첩되어 건물 전체의 지

붕을 이룬다. 절판은 라멘 구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붕은 약 20m

정도의 단변을 이루는 구조형상을 띤다.

-장변

트러스 절판은 좀 더 커진 스케일을 띤다. 중첩되는 절판의 갯수 또한

증가한다. 장변으로 나타나는 트러스 절판은 <펠리페 프린시페 과학 박물

관>과 <떼네리페 전시장>의 천장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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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9] 우산꼴 트러스

절판 구조

[ 그 림

4-57, 58] 떼네리페 전시장(왼쪽 위, 아래)과 펠 리페 프

린시페 과학 박물관(오른쪽 위, 아래)의 트러스 절판 투

시도

<펠리페 프린시페 과학 박물관>의 트러스 절판 볼트는 꼭짓점이 구조

부재인 나무형태의 기둥과 핀으로 연결되어 하중을 전달한다. 트러스 절

판 볼트의 최하점은 버트레스와 연결되어 하중을 전달한다. 결국은 라멘

구조 형식으로 설계된 트러스 절판 볼트 구조 형식은 <떼네리페 전시장>

에서 그 형태를 조금 달리한다. <야겜 창고>의 지붕을 이룬 트러스 절판

이 <떼네리페 전시장>의 중심축선 빔을 기준으로 양측으로 병렬로 연결

된 형태를 띤다. 트러스 절판으로 구성되는 볼트 지붕은 <떼네리페 전시

장>을 마지막으로 시도 되지 않는다.

3) 우산꼴 트러스 절판 볼트 구조 형식

우산꼴의 트러스 절판 볼트 구조 형식은 트러

스 절판 구조 형식이 우산을 펼쳐놓은 것과 유

사한 구조 형식이다. 접혀진 지붕 판의 하중이

우산의 빗살 같은 빔을 통해 중앙의 기둥으로

분산되어 전달되는 구조 이다. 우산꼴 트러스

절판 볼트 구조 형식은 철골 아치빔, 직선빔, 기

둥 구조부재로 구성된 구조 형식이다.

칼라트라바의 작품에서 트러스 절판 구조는 절판의 하중 분산을 철골의



- 77 -

견고한 연결로 외부에 노출시킨다. 우산꼴 트러스 절판은 중첩되어 볼트

구조를 이룬다.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에서는 절판이 담는 공간의 길이

에 따라 단변과 장변으로 나뉜다.

-단변

우산꼴 트러스 절판 구조 형태가 단변 형상으로 나타나는 건축 작품은

<브룩필드 플레이스>이다. 브룩필드 플레이스는 처음 <볼렌 고등학교>

에서 선보였던 볼트 구조가 집대성해 있는 오피스 골목 거리이다. 선형

볼트 구조 아래의 산책로를 지나 벽돌식 아치형의 벽체를 넘어가면 총 9

개의 우산꼴 트러스 절판 구조가 모여 볼트 구조 형태를 이룬다.

[그림4-60, 61] 브룩필드 플레이스의 휴식공간을 이루는 우산꼴 트러스 절판 구조 투시도

(왼쪽, 가운데)와 실제 모습(오른쪽)

우산꼴 트러스 절판 구조 형식은 V 형태로 접혀진 사각형 판이 중앙의

기둥으로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 형식을 띤다. 사각형 판의 각 모서리와

기둥 하단을 아치 빔이 연결한다. 아치 빔을 따라 뻗어 나온 직선형 빔이

트러스 절판을 이루는 지붕의 빔과 연결된다. 직선과 곡선 빔의 조합으로

구조 형식은 매우 역동적이다.

<오리엔트 역사>의 플랫폼 전체를 덮는 우산꼴 트러스 절판 구조 형식

은 <브룩필드 플레이스>와 유사하다. <브룩필드 플레이스> 보다는 절판

의 수를 대폭 늘려 역사 플랫폼 전체를 덮고 있다. 우산꼴 트러스 절판

구조는 공간 내부를 안정적으로 감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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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3]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부재의 반원통형 볼트 구조 형식

           
[그림4-64] 볼렌 고등학교 강당의 반

원통형 볼트 슬래브

[그림4-62] 오리엔트 역사의 플랫폼 공간 위를 덮는 우산꼴 셸 구조 형식

4) 반원통형 볼트 구조 형식

볼트 구조 구성 형태는 반원통형 볼트 구조 형식으로 나타난다. 반원

통형 볼트 구조 형식은 철골철근 콘크리트 소재의 아치 빔, 기둥, 슬래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선 빔에 병렬

로 연결되어 있는 철골이나 철근 콘크리

트 아치 빔이 형태 그대로 외부에 노출

되어 볼트 구조 형태를 이루고 있다.

-곡선

곡선을 그리는 곡면형 슬래브는 볼트

구조 형식인 선형 볼트 구조 형식으로

하중을 전달한다. <볼렌 고등학교>의

강당을 이루는 곡면형 슬래브는 단순히

내부의 선형 볼트 구조 형식을 감싸는

구조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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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7] 그리드로 형성된 리에주 역사의 반원통형 볼트 구조

           
[그림4-65] 베른멋트 문화센터의 반

원통형볼트 슬래브

           

[그림4-66] 브룩필드 플레이스의 반원통형

볼트를 이루는 유리패널

<베른멋트 문화센터>의 천장을 이루는

슬래브 또한 <볼렌 고등학교>의 강당과

마찬가지로 내부의 구조 형태인 아치형

의 원뿔형 셸 구조로 하중을 지지받는다.

측면으로 채광창을 둔 곡면 슬래브는

<브룩필드 플레이스>에서는 투명한 유리

패널로 전체 공간을 감싼다.

-직각 교차선

<리에주 역사>는 그리드 구조로 형성된 반원통형 볼트 구조 형식이다.

그리드는 직각으로 교차된 빔으로 만들어진다. 곡선 빔은 플랫폼에서 부

터 중앙의 홀까지 포물선을 그린다. 직선 빔은 모든 곡선 빔과 교차된다.

교차되는 빔으로 이루어진 그리드가 전체 공간을 담는 반원통형의 볼트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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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8, 69] 리옹 공항 기차역의 반원통형 볼트 투시도(왼쪽)와 평면도(오른쪽)

[그림4-70] 알라메다 지하철역의 투시도

-엑스 교차선

반원통형 볼트 구조를 이루는 구조 형식은 <리옹 공항 기차역>의 플랫

폼 지붕을 이룬다. 아치 빔이 엑스자 형태로 교차하는 형상을 띠며 기차

역의 플랫폼을 덮고 있다. 엑스 교차선형 빔은 기둥과 연결된 아치 빔이

앞에 마주한 기둥이 아닌 바로 옆의 기둥으로 각도를 대각선으로 틀어 연

결된다. 이러한 아치 빔의 연결은 결국 마름모꼴의 홈을 지붕에 형성시켜

채광창을 이룬다. 즉 평면으로 보았을 때 빔이 교차하며 맞꼭지각을 이룬

다.

반원통형 구조 형식 아래에 위치한 슬래브는 중이층을 이루며 플랫폼

위를 가로지른다. 슬래브는 중앙에 위치한 기차역의 홀로 연결된다. 지붕

과 마찬가지로 기둥은 엑스 형태를 띠고 있다. 엑스 형태의 철근 콘크리

트 기둥과 연결되어 있는 철근 콘크리트 아치 빔의 구조 구성 조합은 철

골 소재로는 나타낼 수 없는 역동적인 존재감을 입체적으로 나타낸다.

<알라메다 지하철역>은 아치형 교량아래 위치한다. 지하철 플랫폼의

지붕을 이루는 엑스 교차 빔은 리옹 공항 기차역처럼 병렬로 연결되어 반

원통형 볼트 구조 형식을 이루고 있다. 반원통형 볼트 구조는 평평한 벽

체에서 튀어나온 곡선형 휨 구조부재에 하중을 전달한다. <리옹 공항 기

차역>과 마찬가지로 마름모꼴의 채광창을 지붕 중앙을 따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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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72, 73]손디카 공힝 게이트의 반원통형 볼트 구조 투시도(왼쪽)와 실제 모습(오

른쪽)

[그림4-71] 베른멋트 문화센

터 투시도

-평행선

<베른멋트 문화센터>을 이루는 반원통형 구

조는 철근 콘크리트 소재의 아치형 판이 지붕

슬래브의 수평하중을 받아 철골 기둥으로 전달

하는 구조 형식이다. 지붕 슬래브의 수평하중을

인장 이외에는 다른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화하여 저항하는 케이블이 아치형 판의 부족

한 하중 전달력을 보완한다.

<손디카 공항>의 공항 게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반원통형 볼트 구조

형식은 중앙 홀을 향해 뻗어있는 직선 빔을 따라 아치 빔이 병렬로 연결

되어 있다. 아치 빔을 지탱하는 철골 기둥은 중이층을 이루는 철근 콘크

리트 슬래브와 공간 외부에서 내부로 기울어진 철근 콘크리트 버트레스에

하중을 전달한다. 반 원통형 볼트 구조는 버트레스의 기울어짐을 따라 철

골 기둥 또한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칼라트라바는 이러한 구조의 기울

어짐으로 비상하는 듯한 조형성을 표현한다.

<밀워키 미술 박물관>의 홀을 이루는 <쿼드라시 파빌리언>과 기존의

전쟁 기념관 사이를 잇는 미술 전시관은 반원통형 볼트 구조 형식으로 이

루어져 있다. <손디카 공항>의 게이트처럼 홀과 기념관을 잇는 직선 빔

을 따라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아치 빔이 반 원통형 구조 형태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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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74, 75] 밀워키 미술 박물관의 반원통형 볼트 구조 투시도(왼쪽)와 실제 모습

(오른쪽)

[그림4-76] 하이퍼 선형 볼트 구

조 형식

낸다. <손디카 공항>의 게이트 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형상으로 긴 공간

을 슬래브로 나누었다.

5) 하이퍼 선형 볼트 구조 형식

하이퍼 선형 볼트 구조 형식은 선형 볼트

의 굽음이 극대화된 구조 형식이다. 하이퍼

선형 볼트는 척추선형 구조부재를 중심으로

직선 혹은 곡선 빔이 좌우로 뻗어나가 볼트

를 이루는 구조 형식이다. 하이퍼 선형 볼

트 구조 형식은 철골과 철골철근 콘크리트

아치빔과 기둥이 접합해 곡선과 직선의 구

조 형상을 만든다.

하이퍼 선형 볼트 구조는 철골 구조부재와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부재

로 이루어져 있다. 하이퍼 선형 볼트 구조는 아치 빔, 직선 빔, 기둥 등의

구조부재가 조합된 구조 형식이다.

-곡선/직선

<리옹 공항 기차역>의 중앙 홀을 이루는 척추선 빔은 직선형 버트레스

에서 일곱 갈래로 뻗어나가는 방산형의 빔이 반대 측에 위치한 곡선형 버

트레스에 연결되어 기본적인 뼈대를 이루고 있다. 척추선형 빔과 교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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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77] 제각기 다른 스케일의 직선

빔과 기둥(위)

[그림4-78] 직면체의 버트레스에서 뻗어

나온 척추선형 빔 (왼쪽 위)

[그림4-79] 리옹 공항 기차역의 홀

공간을 이루는 곡선과 직선 빔의 하이퍼

선형 볼트(왼쪽 아래)

[그림4-80, 81] 리에주 역사의 하이퍼 선형 볼트 구조 형식 실제 모습(왼쪽)과 투시도

(오른쪽)

여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직선 빔과 기둥으로 전체 건물 구조 형태가 완

성된다.

직선 빔과 기둥의 접합은 M자 형상의 골조를 만들어 낸다. 이 M자 형

상의 골조는 척추선형 빔의 높낮이 변화에 따라 높이가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척추선형 빔을 중심축으로 병렬로 연결되는 각각의 빔은 그 형태

하나하나가 다른 비동일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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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2] 플랫폼과 지붕 아치 캐노피의 하중 관계

[그림4-83, 84] 알꼬이 마을회관의 하이퍼

볼트 구조 형식 투시도(위)와 전체 구조 투

시도(아래)

[그림4-85] 알꼬이 마을회관의 내부 모습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 중 가중 후기에 하이퍼 선형 볼트 구조 형식으

로 구성된 건축 작품은 <리에주 역사>이다. <리에주 역사>의 그리드 볼

트를 받치고 있는 것은 아치형 기둥인데 이 아치형 기둥은 볼트와 외부로

뻗은 캐노피29)의 하중을 부담한다.

-곡선/평면

29) 리에주 역사의 캐노피는 지붕에서 확장되어 지붕의 일부분이 되었다. 198m 길이에 너

비는 156.25m에 이른다. 높이는 플랫폼 위로 35m이고 독일로 향해있는 플랫폼의 5개

캐노피와 이어져 있다. 플랫폼 위의 가장 긴 캐노피는 200m에 달한다. 강철 구조의 무

게는 10350tone이고 지붕의 넓이는 30000㎡이며 유리의 무게는 1350t이다.

Jean-Marie Cremer, "The new Guillemins station-a railway station for high-speed

trains", Ernst & Sohn Verlag für Architektur und technische Wissenschaften

GmbH & Co. KG, Berlin · Stahlbau 80 (2011), Heft 1, p.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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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6, 87] 긴급교통센터의 하이퍼 선형 볼트 투시도(왼쪽)과 내부 모습(오른쪽)

<알꼬이 마을회관>의 하이퍼 볼트 구조 형식을 이루는 구조부재는 곡

선형의 척추선형 빔과 척추선 빔을 따라 병렬로 연결된 평면형의 아치 골

조이다. 스페인 광장 아래 지하 터널로 이루어진 마을회관은 입구와 출구

가 터널 양 끝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회관의 출구의 천장에서 뻗어 나온

곡선형의 척추선 빔은 입구가 위치한 터널의 바닥에 포물선을 그리며 접

합되어 있다. 이렇게 연결된 척추선형 빔을 따라 면으로 이루어진 아치형

골조(평면으로 보았을 때 V형으로 접혀진)가 병렬로 연결된다. 이러한 구

조 형식은 내부 공간에 역동성과 속도감을 불러일으킨다. 반복되어 나타

나는 평면형 아치 골조로 인해 기둥을 지나가는듯한 미끄러짐의 효과가

나타난다. 반복되는 골조는 지붕의 채광창에서 나오는 빛을 가르고 분산

시키는 빛의 효과 또한 만들어낸다.

<긴급교통센터>의 천장과 둥근 형태의 볼트 구조 형식은 척추선을

이루는 빔과 면으로 이루어진, 즉 교량의 아치리브형의 기둥에 위해 받

쳐져 공간을 감싸고 있다. 모두 구조부재로 비구조부재인 지붕의 유리

패널과 슬래브를 받치고 있다.

-곡선/곡선

<에미스페릭 천문관>을 이루는 하이퍼 볼트 구조 형식은 곡선형의 척

추선 빔을 양끝에서 고정시키는 곡면체와 척추선 빔을 따라 병렬로 연결

된 곡선 빔으로 이루어져 있다. 곡선형의 척추선 빔과 곡선 빔의 구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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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90, 91] 취리히 대학교 법대 도서관의 하이퍼 볼트 구조 투시도(왼쪽)과 실제

모습(오른쪽)

합으로 만들어진 볼트 구조는 공간에 안점감과 함께 열린 내부를 통해 공

공성을 불러온다.

[그림4-88, 89] 에미스페릭 천문관의 하이퍼 볼트 구조 투시도(왼쪽)과 실제 모습(오른쪽)

<취리히 대학교 법대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설계한 돔형의 하이퍼

볼트 구조는 도서관의 중정을 덮는 덮개로 이루어져 있다. 중정의 양끝

지점에 연결된 곡선형 척추선 빔을 따라 곡선형 빔이 병렬로 연결되어 돔

형의 볼트 구조 채광창을 이루고 있다. 볼트 구조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키네틱형의 브리즈 솔레이는 볼트 구조의 역동성에 일조하고 있다.

아테네 올림픽 스포츠 복합단지 센터에 위치한 <아테네 벨로드롬>의

천장을 이루는 하이퍼 볼트 구조 형식은 돔형이다. 곡선형의 복수 척추선

빔이 천장의 중심을 가르며 양 끝의 버트레스에 연결되어 고정된다. 이를

따라 곡선형 빔이 양측으로 병렬로 연결되어 돔 혹은 거대한 볼트 구조

형태를 이룬다. 큰 공간은 내부의 척추선 빔만으로는 하중을 부담하기 어

려워 천장 위로 또다른 곡선형의 척추선 빔이 가로질러 내부의 척추선 빔

과 케이블로 연결된다. <아테네 벨로드롬>은 4개의 척추선 빔이 케이블

타이로 묶여 지붕의 하중을 역으로 떠받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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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92, 93] 아테네 벨로드롬을 이루는 돔형의 하이퍼 볼트 구조 투시도(왼쪽)과 실

제 모습(오른쪽)

[그림4-94, 95] 손디카 공항의 선형 하이퍼 셸 구조 투시도(왼쪽)와 준공 당시의 모습

(오른쪽)

결국 하이퍼 볼트 구조는 큰 공간을 담기에 적합한 구조 형식이다. 하

이퍼 볼트 구조 형식은 곡선형의 척추선 빔을 따라 직선형 빔과 곡선형

빔이 병렬로 연결되어 전체 공간을 담는 지붕을 이루는 구조 형식이다.

<손디카 공항>의 거대한 홀은 천장을 가로로 가로지르는 곡선형 척추

선 빔과 척추선 빔에 병렬로 연결된 곡선 빔으로 이루어져 있다. 활주로

쪽을 바라보고 있는 뒷면의 꼭짓점에서 반대방향으로 발산되어 뻗어나가

는 방산형의 곡선 빔이 척추선 빔과 연결되어 볼트 구조의 전체 하중을

받치고 있다. .

-직선/직선

오직 직선형 빔으로 구성된 볼트는 <밀워키 미술 박물관>의 중앙 홀인

<쿼드라시 파빌리언>을 이룬다. 척추선을 이루는 직선 빔은 앞에 위치한

밀워키 호수를 향해 48도 기울어져 있다. 이를 받치는 것은 직선형 빔이

다. 슬래브를 이루는 원형 바닥판의 원을 따라 직선 빔이 병렬로 연결되

어 둥근 돔형의 볼트를 만든다. 중요한 점은 구조부재인 직선형 빔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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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곡면조직의 판형 절판 구조 형태 종합 

준공연도 작품 이름 구조 형식 구조  형상
1983-1988 볼렌 고등학교 강당

선형 볼트 단변1991-1992 쿠웨이트 파빌리언
1987-1992 브룩필드 플레이스 장변
1983-1984 야겜 창고

트러스 절판 
볼트

단변1991-1992 쿠웨이트 파빌리언
1991-1996 펠리페 프린시페 과학 박물관 장변1992-1996 떼네리페 전시장
1987-1992 브룩필드 플레이스 우산꼴 트러스 

절판 볼트
단변

1993-1998 오리엔트 역사 장변
1989-1994 리옹 기차역

반원통형 볼트
엑스 교차선1991-1995 알라메다 지하철역

1990-2000 손디카 공항 게이트 평행선

           

[그림4-96, 97] 밀워키 미술 박물관의 중앙홀을 이루는 쿼드라시 파빌리언의 볼트 구

조 투시도(왼쪽)과 실제 모습(오른쪽)

둥근 형태의 볼트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즉 직선 빔이 원을 따라 포물선

을 그려 볼트 구조를 만들었다.

결국 구조 시스템의 볼트 구조 구성 형태는 선형 볼트, 반원통형 볼트,

하이퍼 선형 볼트의 구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형 볼

트는 단변과 장변의 구조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원통형 볼트는 엑스

교차선과 평행선의 구조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이퍼 선형 볼트 구조

형태는 곡선-직선, 곡선-평면, 곡선-곡선, 직선-직선의 빔 조합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 시스템의 볼트 구조 구성 형태는 다음의 [표 4-6]으

로 종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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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2001 밀워키 미술 박물관
1984-1988 베른 멋트 문화센터
1989-1994 리옹 공항 기차역

하이퍼 선형 
볼트

곡선-직선2001-2004 아테네 올림픽 벨로드롬
1996-2009 리에주 역사
1992-1995 알꼬이 마을회관 곡선-평면1988-1998 긴급교통센터
1991-1998 에미스페릭

곡선-곡선1989-2004 취리히 대학교 법대 도서관
2006-2015 세계무역센터 허브
1994-2001 밀워키 미술 박물관 직선-직선

[그림4-98] 하이퍼 셸 구조

4.2.2.2 셸 구조 형태의 구성과 특징

셸 구조 형태는 균일한 면이 접히고 굽혀져 하중이 하단으로 골고루 분

산되어 흐르는 구조 형태이다. 셸 구조 형태는 면의 구조가 무너질 듯 한

성향과 안정적으로 서있는 듯한 성향 사이에 임계점을 두고 있다. 즉 셸

구조는 긴장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1) 하이퍼 셸 구조 형식

하이퍼 셸 구조 형식은 포물선을 그리

는 균일한 막이 큰 공감을 담는 구조 형

식이다. 가볍고 얇은 곡면판으로 기둥 구

조부재 없이 곡면의 모든 면에서 하중을

균등하게 받고 있다. 칼라트라바의 건축설

계에서는 철골철근 콘크리트 벽 구조부재

로 큰 홀같은 공간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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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00] 발렌시아 오페라 하우스의 내부(왼쪽)를 감싸

는 하이퍼 셸 구조 형식(오른쪽) 투시도

-면

[그림4-99] 떼네리페 음악당의 캔틸레버 구조 아래 접합된 셸 구조 형식

하이퍼 셸 구조가 면으로 나타나 내력을 부담하는 건축 작품은 <떼네

리페 음악당>와 <발렌시아 오페라 하우스>가 유일하다. <떼네리페 음악

당>은 캔틸레버 형식으로 뻗어나간 구조체 아래 돔형의 하이퍼 셸이 위

치한다. 돔형의 셸은 얇은 막을 통해 하중을 균등하게 지반으로 전달한

다.

<발렌시아 오페라

하우스>는 라멘 형식

의 벽식 슬래브로 이루

어진 내부 구조를 얇은

셸이 감싸는 형태를 띤

다. 셸은 내부에서 셸

의 하중을 떠받치는 아

치형 리브로 하중을 전달한다. <발렌시아 오페라 하우스>의 하이퍼 셸

구조는 <떼네리페 음악당>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다. 하이퍼 셸

을 이루는 곡면은 중앙에 마름모꼴의 홈이 있어 내부의 슬래브 구조를 엿

볼 수 있게 한다. 이 곡면의 셸은 복수로 나타나 양측을 덮는 형태로 내

부 공간을 감싸고 있다.

하이퍼 셸 구조는 큰 내부 공간을 감싸며 하중을 균등하게 지반으로 전

달시켜 기둥이 전혀 필요 없는 구조로 나타난다. 공간 전체가 셸 구조 형

식만으로 담길 수 있는 특징을 보인다. 하이퍼 셸 구조의 공간은 머무를

수 있는 정적인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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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구조 곡면조직의 셸 구조 형태 종합 

준공연도 작품 이름 구조 형식 구조  형상
1991-2003 떼네리페 콘서트 홀

하이퍼 셸 면
1996-2006 발렌시아 오페라 하우스

[표 4-8] 곡면 조직 체계 종합

구조 구성

형태
볼트 구조

셸

구조

구조 형식
선형

볼트
반원통형 볼트 하이퍼 선형 볼트

트러스

절판

볼트

우산꼴

트러스

절판

볼트

하이

퍼 셸

구조 부재 종

류

철골

아치빔

기둥

철골철근

아치빔-기둥-슬래브

철골철근 콘크리트

아치빔 기둥

철골

아치빔

기둥

철골

아치빔

기둥

철골철

근

콘크리

트

빔-벽

구조

형상

준공순

건축작품

단변 장변 곡선
평행

선

엑스

교차

선

직각

교차

선

곡선

직선

곡선

평면

곡선

곡선

직선

직선

단

변

장

변

단

변

장

변
면

결국 구조 시스템의 셸 구조 구성 형태는 하이퍼 셸 구조 형식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이퍼 셸 구조 형식은 선적 구조 형상과 면적 구조 형상

으로 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 시스템의 셸 구조 구성 형태로 이루어진

건축 작품은 다음의 [표 4-7]로 종합된다.

4.2.2.3 구조 시스템의 곡면 조직 분석 종합

구조 시스템이 속한 곡면 조직의 구조 형식을 살펴본바 산티아고 칼라

트라바가 설계하여 실현된 각 건축 작품은 다음의 [표 4-8]로 구조 체계

가 종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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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겜 창고 O

2. 에른스팅

창고

3. 생피덴 버스

정류장

4. 볼렌

고등학교 O O

5. 베른멋트

문화센터 O O

6. 루턴 역사

7. 슈타델호펜

기차역

8. 브룩필드

플레이스 O O

9. 볼렌 버스

정류장

10. 몬쥬익

통신타워

11. 쿠웨이트

파빌리언 O O

12. 리옹 공항

기차역 O O

13. 알꼬이

마을회관 O

14. 알라메다

전철역 O

15. 펠리뻬

프린시페

과학박물관
O

16. 떼네리페

전시장 O

17. 부헨 주택

개발단지

18.

긴급교통서비스

센터
O

19. 에미스페릭 O

20. 오리엔트

역사 O

21. 손디카 공항 O

22. 이시오스

포도주 창고

23. 밀워키 미술

박물관 O O O

24. 떼네리페

콘서트홀 O

25. 취리히

대학교

법대도서관
O

26. 아테네

올림픽

복합센터
O

27. 터닝 톨소

28. 발렌시아

오페라 하우스 O

29. 리에주 역사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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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평면과 곡면 조직 분석 종합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구조 역동적 건축설계를 구성하는 구조 시스템

에 속한 평면 조직과 곡면조직을 분석한 결과 각 구조부재의 구조 구성은

단순히 내력을 부담하고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하는 역할 외에도 다양한

조형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평면 조직을 분석한 결과 평면 조직의 형태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면 조직은 직선이 곡선으로 휘어진다.

둘째, 평면 조직은 평면이 휘어진다.

셋째, 평면 조직은 곡면이 연속되며 파동을 친다.

평면 조직은 선이 휘어지며 면 또한 휘어지는 연속성을 나타낸다. 휘어

진 면은 연속되며 물결 같은 파동 현상을 만든다. 파동 현상은 수평, 수직

적으로 나타난다. 파동 형상은 시각적으로 인식된다.

곡면 조직을 분석한 결과 곡면 조직은 볼트 구조와 셸 구조로 나뉘어

전체적으로 큰 공간을 담기 위해 설계되어졌다. 곡면 조직에서 공간은 머

무르거나 지나가는 단계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선과 면이 복합적으로 사

용된 곡면 조직은 볼트 구조의 선적인 외부 노출로 역동적 힘의 흐름과

운동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전체 공간을 감싸며 닿을 수 없는 거대함으로

텅빈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 텅빈 공간은 처음에는 지나가고 최종적으로

는 머무름으로서 빛의 향연과 구조의 운동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졌다. 곡면 조직은 무너질 듯한 구조 성향과 안정감 있는 구조 성향 사이

의 임계점을 숨긴다. 이를 통해 외부 공간에 역동적인 표현을 더욱 배가

시키고 내부 공간에는 크고 텅 빈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상의 조형적 특성 외에도 구조 시스템의 평면 조직과 곡면 조직은 주

로 철골 구조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철골 구

조로 구성된 구조 형태는 가구식 구조이다.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에서

외부로 노출된 선적 구조는 가구식 구조의 특성과 맞물린다. 외부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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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선적 구조 모두가 철골 구조이기 때문이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구성된 벽식 구조 등은 일체식 구조로 볼 수 있

다. 일체식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의 소재로 구성된 슬래브, 벽, 기둥으로

기본적인 층 형 구조 형식을 이룬다.

칼라트라바가 설계하여 실현된 각 건축 작품은 가구식 구조와 일체식

구조가 함께 구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단순히 가구식 구조나 일체식 구조

만으로 구성되는 건축 작품은 초기의 작품에서만 시도된다. 하나의 사례

로 <볼렌 고등학교>의 강당은 가구식 구조 방식인 철골 구조 구성과 일

체식 구조 방식인 철근콘크리트 구조 구성과 결합되어 있다. <볼렌 고등

학교> 이후 가구식 구조와 일체식 구조가 함께 결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건축 작품을 구성한다.

4.3 비구조 시스템의 구조 조직 유형 분석

4.3.1 캔틸레버 비구조 조직

비구조 시스템에 속한 캔틸레버 비구조 조직은 구조 구성 형태인 선형

키네틱 비구조 형태와 판형 비구조 형태로 나뉜다. 각 구조 형태는 캔틸

레버 형식으로 기둥이나 벽체에 얹어 있거나 매달려 있다. 각 구조 형태

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형 키네틱 비구조 형태는 빔이 고정된 골조에 힌지로 연결되어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을 이룬다. 관절을 가진 빔은 키네틱 형

식으로 고정된 골조에 얹히거나 매달려있다. 키네틱 비구조는 액츄에이터

(actuator)30)나 모터 엔진으로 열리고 닫힌다.

둘째, 면형 비구조 형태는 판형 부재가 기둥이나 벽체에 붙어 형태를

30) 액츄에이터(actuator)는 전기, 유압, 공기 등을 사용하는 원동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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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캔틸레버 비구조 조직 구성 요소

비구조

조직

비구

조

구성

형태

비구조

형식

비구조 형식

그림

비구조 부재

종류

비구

조

형상

비구조 형상

그림

캔틸레

버

비구조

조직

키네

틱

비구

조

키네틱

캔틸레

버

철골

직선

면형

이룬다.

셌재. 비구조 시스템에서 선형 키네틱 비구조 구성 형태는 입구의 캐노

피나 브리즈 솔레이 같은 캔틸레버 형식31)으로 나타난다.

넷째, 비구조 시스템에서 면형 비구조 구성 형태는 처마나 지붕을 이루

는 판이 캔틸레버 형식으로 기둥이나 빔에 매달려 있다.

다섯째, 각 비구조 형식은 다시 비구조 형상으로 나뉜다. 비구조 시스템

에서 캔틸레버 형식은 모두 직선과 곡선형의 구조부재 형상으로만 이루

어져 있다.

이상의 구조 조직 구성 요소를 통해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각 건축 작

품을 분류한다면 비구조 시스템에서 캔틸레버 조직의 구조적 체계를 아래

의 [표 4-9]과 같이 정립할 수 있다.

31) 캔틸레버 구조 형식은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는 보의 상태를 말

한다. 휨 모멘트를 기존의 보 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변형되기도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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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형

비구

조

면형

캔틸레

버
철근콘크리트

직선

곡선

평면

곡면

[그림4-101] 키네틱 비구조 구성

형태

4.3.1.1 키네틱 비구조 구성 형태

선형 키네틱 비구조 구성 형태는 캔틸레

버 형식으로 개구부의 골조나 척추선 빔에

힌지로 연결된 구조부재의 구성 형태이다.

비구조 시스템에서 선형 키네틱 비구조 구

성 형태는 입구의 캐노피나 브리즈 솔레이

같은 형태의 캔틸레버 구조 형식32)으로 나타난다. 각 비구조 형식은 다시

비구조 형상으로 나뉜다. 비구조 시스템에서 키네틱 캔틸레버 형식은 모

두 선형과 면형의 구조부재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1) 키네틱 캔틸레버 형식

-선형

직선 빔은 개구부의 틀에 힌지로 연결된다. 빔은 다시 중간 부분에서

끊어져 힌지로 연결된다. 처음 개구부에서 캔틸레버 형식으로 처마를 이

32) 캔틸레버 구조 형식은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는 보의 상태를 말

한다. 휨 모멘트를 기존의 보 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변형되기도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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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02, 103] 에른스팅 창고의 키네틱 개구부 입면도(왼쪽, 가운데)와 투시도(오

른쪽)

[그림4-104, 105] 알라메다 지하철역의 키네틱 입구 평면도(왼쪽), 단면도(오른쪽)

[그림4-106, 107] 알꼬이 마을회관의 키네틱 입구 평면도(왼쪽), 투시도(가운데, 오른쪽)

루는 것은 <에른스팅 창고>이다. 직선형의 개구부에 힌지로 연결된 각각

의 빔은 중간에서 다시 힌지로 연결되어 접혀진다.

<알라메다 지하철역>의 입구는 바닥판에 설치된 개구부의 직선형 골조

에 트러스 판이 삼각형으로 갈라져 있다. 삼각형 판은 직선 빔이 개구부

의 골조에 힌지로 연결되어 액츄레이터로 열리고 닫힌다.

<알꼬이 마을회관> 역시 오각형의 개구부 골조에 힌지로 연결된 직선

빔이 두 개의 액츄에이터로 열리고 닫힌다.

<몬쥬익 통신타워>와 <펠리페 프린시페 과학 박물관>의 개구부는 곡

선형 골조에 직선 빔이 힌지로 연결되어 열리고 닫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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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10, 111] 쿼드라시 파빌리언의 브리즈 솔레이 입면도(왼쪽)와 변화 과정(가운

데, 오른쪽)

[그림4-108, 109] 몬쥬익 통신타워와 펠리페 프린시페 과학 박물관의 키네틱 입구 입면도

(왼쪽), 투시도(가운데, 오른쪽)

캔틸레버 형식의 키네틱 직선 빔이 가장 거대한 규모로 브리즈 솔레이

로 기능하는 건축 작품은 <밀워키 미술 박물관>의 <쿼드라시 파빌리언>

이다. <밀워키 박물관>의 <쿼드라시 파빌리언>은 척추선형 빔에 직선

빔이 힌지로 연결되어 움직인다. 직선형의 척추선 빔에 힌지로 연결된 직

선 빔은 전기 모터의 동력을 통해 상하로 움직인다. 이러한 유동성은 이

전에도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였으나 <쿼드라시 파빌리언>에서 처음

으로 거대한 규모로 나타난다. 비록 브리즈 솔레이의 기능 밖에는 없지만

그 규모와 역동적인 형태 자체로 단순할 수도 있었던 박물관을 기념비적

인 건축물로 만들었다.

-면형

<쿠웨이트 파빌리언>은 기존의 트러스 절판이 힌지와 액츄에이터를 통해 움

직이는 키네티적 요소를 나타낸다. 직선 빔이 아닌 곡선형 면으로 이루어진 움직

이는 트러스 절판은 유닛 하나하나가 상하로 움직인다. 각각의 절판은 열리고 닫

히는 지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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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캔틸레버 비구조 조직의 키네틱 비구조 구조 구성 형태 

준공연도 작품 이름 비구조 형식 비구조  형상
1983-1984 에른스팅 창고

키네틱 캔틸레
버

선형

1991-1995 알라메다 지하철역
1992-1995 알꼬이 마을회관
1989-1992 몬쥬익 통신타워
1991-1996 펠리페 프린시페 과학 박물관
1994-2001 쿼드라시 파빌리언
1991-1992 쿠웨이트 파빌리언 면형

[그림4-112, 113] 쿠웨이트 파빌리언의 지붕 단면도(왼쪽)와 변화 과정(가운데, 오른쪽)

결국 비구조 시스템의 키네틱 비구조 구성 형태는 키네틱 캔틸레버 비

구조 형식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키네틱 캔틸레버 비구조 형식은 선적 비

구조 형상과 면적 비구조 형상으로 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구조 시스템의

키네틱 비구조 구성 형태로 이루어진 건축 작품은 다음의 [표 4-10]으로

종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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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15, 116] 슈타델 호펜 기차역의 면형 비구조 구성 형태(왼쪽)와 실제 모습(오

른쪽)

[그림4-114] 면형 비구조 구성 형

태

4.3.1.2 면형 비구조 구성 형태

면형 비구조 구성 형태는 캔틸레버 형식

으로 지붕을 이루는 구성 형태이다. 면형

비구조 구성 형태는 캔틸레버 형식으로 이

루어져 있다. 비구조 시스템에서 캔틸레버

형식은 직선, 곡선, 평면, 곡면의 구조부재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1)면형 캔틸레버 형식

-직선

직선 빔 혹은 비행기 날개를 구성하는 공기역학적33) 형태의 강철 빔은

<슈타델 호펜 기차역> 의 기차선로를 따라 병렬되는 캐노피의 지붕을 구

성한다. <슈타델 호펜 기차역>처럼 전체 선로를 따라 긴 지붕을 고성하

는 건축 작품은 <슈타델 호펜 기차역>뿐이다.

33) 비행기의 날개를 구성하는 강판이 공기역학적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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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17, 118] 볼렌 버스 정류장의 직선형 
빔 투시도(왼쪽)와 단면도(오른쪽)

[그림4-119, 120] 몬쥬익 통신타워의 토러스와

송전탑의 투시도(왼쪽)와 단면도(오른쪽)

하중을 부담하는 것은 구조부재인 Y형 기둥과 각 강철 빔을 잇는 강관

이다. 이를 조여 주는 접합부재는 원형 플랜지(flange) 이다. 칼라트라바는

이러한 캔틸레버 구조 형식을 117통해 기형적인 구조 형태를 구성한다.

캔틸레버 형식의 지붕이 전달하는 하중을 받기 위해 기둥이 휘어진다.

직선형 빔이 캔틸레버 구조 형식으로 천장을 이루는 작품은 <볼렌 버

스 정류장> 이다. <슈타델 호펜 기차역>의 캐노피 지붕을 축소시킨 듯한

구조 구성 형태이다.

<슈타델 호펜 기차역>과 <볼렌

버스 정류장>처럼 직선형의 캔틸

레버 구조 형식으로 이루어진 지

붕은 이후의 작품에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지만 <리옹 공항 기

차역>에서 날개를 이루는 직선

빔으로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곡선

<몬쥬익 통신타워>는 철골철

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곡선형

기둥이 S형의 선을 그리며 수

직으로 뻗어나간 형태이다. 기

둥 꼭지점에는 토러스 형태의

기계실이 기둥을 360도 둘러 싸

고 있다. 이 토러스와 접합되기

위해 기둥의 끝은 두갈래로 갈

라져 토러스의 양 끝과 결합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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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21, 122] 루턴 역사의 처마 투시도(왼쪽)와 단면도(오른쪽)

토러스의 내부는 ‘ㄷ’형 강철판이 골조를 이루고 있다. 토러스와 연결된

타원형 송전탑은 트러스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를 다시 받치고 있는

것 또한 타원형 기둥으로 타워가 두갈래로 갈라지는 지점에 캔틸레버 형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몬쥬익 통신 타워>는 구조의 접합이 외부로 노출되었지만 내력의 흐

름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아 토러스와 송전탑이 마치 떠 있는 듯한 구조

형상을 나타낸다. 떠 있는 듯한 구조의 표현은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

중 구조 시스템에 속한 구조부재와 비구조 시스템에 속한 구조부재의 결

합이 낳은 역동적 표현이다.

-평면

평평한 면으로 구성된 캔틸레버 형식의 슬래브는 <루턴 역사>의 처마

를 이룬다. 처마는 캔틸레버 형식으로 케이블로 고정된다. 캔틸레버 형식

으로 건물 입면에 매달린 처마는 또다시 떠 있는 듯한 성향을 띤다.

-곡면

완전한 곡면으로 나타나는 곡면형 비구조 구성 형태는 <떼네리페 음악

당>과 <발렌시아 오페라 하우스>의 전체 공간을 담는다. <떼네리페 음

악당>의 중앙 홀을 감싸는 돔 형태의 셸 구조 형식 위를 가로지르고 있

는 것은 캔틸레버 구조 형식의 V형 단면의 곡면 구조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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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캔틸레버 비구조 조직의 면형 비구조 구조 구성 형태 

준공연도 작품 이름 비구조 형식 비구조  형상
1983-1990 슈타델호펜 기차역

면형 캔틸레버
직선1989-1990 볼렌 버스 정류장

1983-1992 몬쥬익 통신타워 곡선
1983-1989 루턴 역사 평면
1991-2003 떼네리페 음악당 곡면1996-2006 발렌시아 오페라 하우스

[그림4-125, 126] 발렌시아 오페라 하우스의 전체 모습 투시도(왼쪽)와 내부 구조 위

를 가로지르는 캔틸레버 구조 투시도(오른쪽)

.

[그림4-123, 124] 떼네리페 음악당의 셸 구조 형식(왼쪽) 위를 가로지르는 캔틸레버 구조

(오른쪽)

떼네리페 음악당과 마찬가지로 V형 단면의 곡면 구조체가 <발렌시아 오

페라하우스>의 지붕을 이룬다.

결국 비구조 시스템의 면형 비구조 구성 형태는 면형 캔틸레버 비구조 형

식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형 캔틸레버 비구조 형식은 선적 비구조 형상

과 면적 비구조 형상으로 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구조 시스템의 키네틱

비구조 구성 형태로 이루어진 건축 작품은 다음의 [표 4-11]으로 종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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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캔틸레버 조직 체계 종합

비구조 구성

형태
키네틱 비구조 면형 비구조

비구조 형식 키네틱 캔틸레버 면형 캔틸레버

비구조 부재

종류
철골 빔

철골철근

콘크리트

빔

철골 빔 기둥
철골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비 구조

형상

준공순

건축작품

선형 면형 직선 곡선 평면 곡면

1. 야겜 창고

2. 에른스팅

창고
O

3. 생피덴

버스 정류장

4. 볼렌

고등학교

5. 베른멋트

문화센터

6.루턴 역사 O

7.슈타델호펜

기차역
O

8. 브룩필드

플레이스

9. 볼렌 버스

정류장
O

10. 몬쥬익

통신타워
O O

11. 쿠웨이트

파빌리언
O

4.3.2 캔틸레버 비구조 조직 종합

비구조 시스템에 속한 캔틸레버 조직의 구조 형식을 살펴본바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설계하여 실현된 각 건축 작품은 다음의 [표 4-12]로 비구

조 조직의 체계가 종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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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리옹

공항 기차역

13. 알꼬이

마을회관
O

14. 알라메다

전철역
O

15. 펠리뻬

프린시페

과학박물관

O

16. 떼네리페

전시장

17. 부헨

주택

개발단지

18.

긴급교통서비

스 센터

19.

에미스페릭

20. 오리엔트

역사

21. 손디카

공항

22. 이시오스

포도주 창고

23. 밀워키

미술 박물관
O

24. 떼네리페

콘서트홀

25. 취리히

대학교

법대도서관

26. 아테네

올림픽

복합센터

27. 터닝

톨소

28. 발렌시아

오페라

하우스

O

29. 리에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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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 시스템에 속한 캔틸레버 조직을 분석한 결과 각 구조부재의 구

조 구성은 단순히 처마나 지붕을 이루는 기능 외에도 다양한 조형적 특성

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캔틸레버 비구조 조직을 분석한 결과 캔틸레버 조직은 키네틱 비구조와

면형 비구조 구성 형태로 구분된다. 키네틱 비구조에 속한 선형 키네틱

구조는 개구부를 열고 닫는 직선형 빔이 면을 이루고 있다. 면을 이루는

각각의 빔은 개구부 골조와 연결된 힌지로 상하로 움직인다. 움직임을 통

해 2차원 평면에서 3차원의 면으로 변화한다. 마치 다리 관절이 굽히고

펴지는 듯한 조형성을 표현한다. 면형 키네틱 비구조는 상하로 움직이는

면이 지붕을 이루어 열리고 닫힌다. 키네틱 비구조는 직접적인 구조의 움

직임으로 인해 칼라트라바의 건축 언어를 대표하는 비구조이다.34) 면형

비구조는 거리로 뻗은 캔틸레버 판이 떠있는 형태를 띠며 도시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비구조 시스템의 캔틸레버 조직은 주로 철골 구조와 철근콘크리트 구조

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철골 구조로 구성된 구조 형태는 가구식 구

조이다.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에서 외부로 노출된 선적 구조는 주로 가

구식 구조이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구성된 지붕 등은 일체식 구조로 볼 수 있다. 일

체식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의 소재로 구성된 슬래브, 벽, 기둥으로 기본

적인 층 형 구조 형식을 구성한다.

액츄에이터(actuator)나 전기모터로 움직이는 키네틱 구조는 특수식 구

조로 보아야 한다. 기존에는 없었던 구조 구성 방식인 특수식 구조는 동

력을 사용해 움직이는 구조이다.

34) 칼라트라바는 그의 학위 논문인 "Foldability of Space Frame“을 통해 관절의 움직임

을 구조부재에 적용시켰다. 구조의 움직임은 다양한 조각품으로도 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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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하이퍼 선형 볼트 기반의 구조 형식 구성 종합

구조  형식 
구성

건축 작품 
이름 구조 형식 구성 종합

하이퍼 선형 
볼트와 라멘 
구조

긴급교통센
터

4.4 구조형식 구성 형태 종합

칼라트라바가 설계하여 실현된 건축 작품을 구조 조직의 체계아래 두어

구조 형식과 형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알아낸 사실은 각 건축 작품

은 한 가지 구조 형식만으로는 이루어져 있지 않고 최소 두 가지 구조 형

식이 접합되어 건축 형태를 이루었다. 한 사례로 <볼렌 고등학교>의 강

당은 선형 볼트 구조 형식과 반원통형 볼트 구조 형식이 결합된 구조 형

태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전체 건축 작품은 다양한 구조 형

식이 구조부재의 접합으로 새로운 구조 구성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를 재확인하기 위해 각 건축 작품을 대표하는 구조 형식이 어떠한 다

른 형식과 접합되어 구조 구성 형태를 이루는지 종합할 필요가 있다. 이

를 통해 칼라트라바가 다양한 구조 형식으로 구조 역동적 건축 작품을 설

계하였음을 규명한다.35)

4.4.1 하이퍼 선형 볼트 기반의 구조 형식 구성

하이퍼 선형 볼트로 이루어진 건축 작품은 다양한 구조 형식과 결합하

여 전체 형태를 이룬다. 하이퍼 선형 볼트와 결합되는 구조 형식은 캔틸

레버, 라멘 구조 형식이다.

하이퍼 선형 볼트와 라멘 형식의 벽식 슬래브, 아치형 리브, 버트레스 구

조부재가 결합되는 건축 작품은 다음의 [표 4-13]으로 종합된다.

35) 구조 형식의 구성 종합에서 한 가지 구조 형식으로 이루어진 건축 작품은 제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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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꼬이 
마을회관

취리히 
대학교 
도서관

하이퍼 선형 
볼트와 
반원통형 
볼트

손디카 
공항

리옹 공항 
기차역

리에주 
역사

하이퍼 선형 볼트를 대표하는 건축 작품은 <리옹 공항 기차역>과 <알

꼬이 마을회관> 이다.

<리옹 공항 기차역>은 가장 먼저 거대 규모의 하이퍼 선형 볼트로 이

루어진 건축 작품이다. 많은 구조적인 부분에서 다른 건축 작품의 원형이

되는 건축 작품이다. 하이퍼 선형 볼트와 반원통형 볼트가 처음으로 접합

되어 있는 형태를 띤다. 또한 가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긴 수평

공간이 트랙을 따라 이어져 역동적이다.

<알꼬이 마을회관>은 내부에 하이퍼 선형 볼트를 캔틸레버 형식으로

구성한 건축 작품이다. 즉 하이퍼 선을 이루는 척추선형 빔이 천장의 하

중을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다. 천장의 하중을 부담하는 것은 아치형의 판

들이다. 척추선 빔은 이 아치형 판들을 묶어주는 역할만 한다. 가는 척추

선 빔과 굵은 아치형 판이 라멘 벽식 슬래브와 접합해 긴 수평 공간을 만

들어 역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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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트러스 볼트 기반의 구조 형식 구성 종합

구조 형식 
구성 

건축 작품 
이름 구조 형식 구성 종합

트러스 볼트
와 라멘

야겜 창고

펠리페 프
린시페 과
학 박물관

떼 네 리 페 
전시장

오 리 엔 트 
역사

트러스 볼트
와 키네틱 캔
틸레버

쿠 웨 이 트 
파빌리언

4.4.2 트러스 볼트 기반의 구조 형식 구성

트러스 볼트로 이루어진 건축 작품은 다양한 구조 형식과 결합하여 전

체 형태를 이룬다. 트러스 볼트와 결합되는 구조 형식은 키네틱 캔틸레버,

라멘 구조 형식이다.

트러스 볼트를 기반으로 결합되는 건축 작품은 다음의 [표 4-14]로 종

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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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반원통형 볼트 기반의 구조 형식 구성 종합

구조 형식 
구성

건축 작품 
이름 구조 형식 구성  종합

반원통형 볼
트와 선형 
볼트

볼렌 고등학
교 강당

브룩필드 플
레이스

트러스 볼트 구조를 대표하는 건축 작품은 <펠리페 프린시페 과학 박

물관>과 <오리엔트 역사> 이다.

<펠리페 프린시페 과학 박물관>은 내부와 외부에 다양한 형태의 구조

부재가 라멘 구조 형식을 구성하고 있고 트러스 볼트가 가장 굴곡져 그

형태가 두드러진다. 트러스 볼트와 라멘 구조가 접합해 거대 공간을 구성

해 역동적이다.

<오리엔트 역사>는 수평으로 거대한 공간을 담고 있으며 라멘 구조와

트러스 볼트가 직접적으로 구별되어 접합된 형태를 띤다. 반복적인 우산

꼴 트러스 볼트와 라멘 구조가 접합해 수평 공간을 만들어 역동적이다.

4.4.3 반 원통형 볼트 기반의 구조 형식 구성

반원통형 볼트로 이루어진 건축 작품은 다양한 구조 형식과 결합하여

전체 형태를 이룬다. 반원통형 볼트와 결합되는 구조 형식은 선형 볼트,

원뿔형 셸, 라멘 구조 형식이다.

반원통형 볼트와 결합되는 건축 작품은 다음의 [표 4-15]로 종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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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멋트 문
화센터

반원통형 볼
트와 라멘 
구조

알라메다 지
하철역

반원통형 볼트 구조를 대표하는 건축 작품은 <브룩필드 플레이스>이

다.

반원통형 볼트 구조가 다른 반원통형 볼트 구조의 건축 작품에 비해 가

장 긴 거리의 공간을 담고 있다. 긴 공간 어디에서든 볼트 구조 형식의

가는 구조부재가 시각적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역동적이다.

4.4.4 캔틸레버 구조 기반의 구조 형식 구성

캔틸레버 판과 빔으로 이루어진 건축 작품은 다양한 구조 형식과 결합

하여 전체 형태를 이룬다. 캔틸레버 구조와 결합되는 구조 형식은 볼트,

셸, 라멘 구조 형식이다.

캔틸레버 구조 형식을 기반으로 한 건축 작품은 다음의 [표 4-16]으로

종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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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캔틸레버 구조 기반의 구조 형식 구성 종합

구조 형식 
구성

건축 작품 
이름 구조 형식 구성 종합

캔틸레버와 
선형 볼트, 
반원통형 볼
트

밀워키 미술 
박물관

캔틸레버와 
하이퍼 셸, 
라멘

떼네리페 음
악당

발렌시아 오
페라 하우스

캔틸레버 구조를 대표하는 건축 작품은 <밀워키 미술 박물관>과 <떼

네리페 음악당>이다.

<밀워키 미술 박물관>은 독특하게도 현수식 구조를 포함한 건축 작품

이다. 또한 캔틸레버 형식의 키네틱 구조가 지붕위에 얹힌 건축 작품이다.

얹힌 키네틱 구조는 날아갈듯한 가벼운 성향을 표출해 역동적이다.

<떼네리페 음악당>은 기형적으로 꺾인 캔틸레버 형식의 판과 셸로 이

루어진 건축 작품이다. 균일하게 공간을 감싸는 셸로 이루어진 첫 건축

작품이다. 셸 구조 위를 가로지르는 캔틸레버 구조는 날아갈듯한 가벼운

성향을 표출해 역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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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하이퍼 선형 볼트 기반의 구조 형식 구성 종합

구조 형식 
구성

건축 작품 
이름 구조 형식 구성 종합

라멘과 캔틸
레버

슈 타 델 호 펜 
기차역

볼렌 버스 
정류장

몬쥬익 통신
타워

라멘과 절판 부헨 주택개
발단지

4.4.5 라멘 구조 기반의 구조 형식 구성

라멘 구조로 이루어진 건축 작품은 다양한 구조 형식과 결합하여 전체

형태를 이룬다. 라멘 구조와 결합되는 구조 형식은 캔틸레버, 절판 구조

형식이다.

라멘 구조 형식을 기반으로 한 건축 작품은 다음의 [표 4-17]로 종합된

다.

라멘 구조를 대표하는 건축 작품은 <슈타델호펜 기차역>이다.

<슈타델호펜 기차역>은 라멘 구조로 이루어진 구조로 가장 긴 거리의

공간을 담고 있다. 반복되어 중첩되는 가는 구조로 지붕을 이루어 공간을

담는다. 이는 공간이 내부와 외부의 구분없이 열려있어 시각적으로 역동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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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결: 가구식, 일체식, 특수식 구조의 구조 접합변화 속에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을 구성하는 구조부재를 구조 시스템

과 비구조 시스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구조 시스템과 비구

조 시스템에 속한 구조부재로 구성된 각 건축 작품을 분석한 결과 모든

건축 작품은 다양한 구조 형식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구조

형식은 가구식 구조, 일체식 구조, 특수식 구조 방식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었다.

구조 시스템의 구조부재가 구성하는 것은 가구식 구조이다. 가구식 구

조는 선형의 구조 구성 형태로 철골과 목재로 구성된 구조 방식이다. 칼

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에서는 철골 구조로만 가구식 구조를 구성하고 있

다.

칼라트라바의 건축작품에서 비구조 시스템의 구조부재가 구성하는 것은

주로 일체식 구조 방식이다. 일체식 구조 방식은 철근 콘크리트의 소재로

구성된 구조 방식이다. 주로 비구조부재인 슬래브와 구조부재인 아치형

리브 기둥으로 이를 떠받치고 있다.

가구식 구조와 일체식 구조가 가장 잘 결합되고 다양한 시도가 행해진

설계 작품은 <오리엔트 역사>이다. 가구식 구조와 일체식 구조가 명백하

게 외부로 노출되어 시각적으로 인식된다. <알꼬이 마을회관>과 <리옹

공항 기차역> 또한 가구식 구조와 일체식 구조가 함께 어우러져 결합된

구조 방식을 시각적으로 인식시킨다. <펠리페 프린시페 과학 박물관> 또

한 가구식 구조와 일체식 구조의 결합 방식이 외부에 노출되어 잘 나타난

다.

특수식 구조는 현수식 구조, 입체 골조 구조, 셸 구조, 막 구조, 키네틱

구조 등의 구조 방식이다.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에서는 현수식 구조와

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현수식 구조는 교량의 균형을 잡아주는 케이블

이 건축 작품에 응용된 구조이다.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에서는 <밀워키

미술 박물관>과 연결된 육교의 데크(deck)에 응용되었다. 셸 구조는 얇은



- 115 -

막이 하중을 지반으로 균등하게 전달하는 구조이다.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에서는 <떼네리페 음악당>에 응용되었다.

구조 시스템의 체계에 따라 분류된 다양한 구조 방식과 구조 구성 형태

를 분석해 각 건축 작품이 다양한 구조 형식으로 접합되어 전체 건축 형

태를 이룸을 규명하였다. 이에 이어지는 5장에서는 각 구조 구성 방식을

대표하는 건축 작품을 분석해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구조 구성 방식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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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구조 구성 방식의 특성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을 구조적으로 접근해 알아낸 사실은

다음과 같다. 구조 구성 방식은 기존의 일원화된 구조 구성 방식인 가구

식 구조, 조적식 구조, 일체식 구조, 특수 구조에서 더욱 복합적인 구조

구성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복합적 구조 구성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식 구조와 일체식 구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구조 구성 방식

둘째, 가구식 구조와 특수식 구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구조 구성 방식

가구식 구조는 철골 구조로 이루어져 선형의 구조 재료를 조립하여 골

조를 구성한다. 일체식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철근콘크리트로 전체

형태를 구성하는 구조부재들을 일체로 구성하는 구조 방식이다. 이 둘의

결합은 기존의 형태보다도 새로운 구조 구성 형태를 만들어낸다. 바닥위

에 구성된 가구식 구조로 외부에 노출된 전체적인 구조 형태를 형성한다

면 바닥 아래는 일체식 구조로 구성된 구조 형태가 형성되어 두 가지 구

조 구성 방식으로 전체적인 건축 구조 형태를 이룬다.

[그림5-1] 가구식 구조와 일체식 구조의 접합

특수식 구조는 현수식 구조, 입체 골조 구조, 셸 구조, 막 구조 등 근대

의 공학기술의 발전이 이루어낸 구조 방식이다. 특수식 구조와 가구식 구

조의 결합은 구조의 형태를 기형적으로 만들어낸다. 특수식 구조만으로는

형성할 수 없었던 형상을 가능케 한다. 가구식의 철골 구조와 특수식의

다양한 구조와 결합되어 역동적인 구조 형태를 이룬다.

[그림5-2] 가구식 구조와 특수식 구조의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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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가구식 구조와 일체식 구조의 구성 방식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구조 역동적 건축 설계에서 가구식 구조는 외부

에 노출되어 나타나나. 일체식 구조는 공간을 담는 틀이나 바닥 아래의

지하층을 이루는 구조로 나타난다.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에서 가구식 구조인 볼트 구조 형식은 라멘, 캔

틸레버, 트러스, 커튼월 등과 접합되어 구조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일체식

구조는 벽식 구조로 이루어져 전형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

칼라트라바의 구조 구성 방식에서 가구식 구조와 일체식 구조의 접합은

다음의 구조 형식의 접합으로 나타난다.

첫째, 볼트식 골조 구조와 벽식 구조는 라멘 구조 형식의 벽식 구조 위

에 볼트식 구조 형식이 접합된 구조 방식이다.

[그림5-3] 오리엔트 역사의 볼트 구조와 벽식 구조의 접합

둘째, 볼트식 평면 아치 구조와 벽식 구조는 라멘 구조 형식의 벽식 구

조 내에 볼트식 아치 기둥이 병렬로 늘어선 구조 방식이다.

[그림5-4] 알꼬이 마을회관의 볼트 구조와 벽식 구조의 접합

셋째, 볼트식 트러스, 라멘, 그리드 골조 구조, 버트레스 구조의 접합은

트러스와 라멘, 그리드 구조로 이루어진 볼트를 버트레스로 지탱하는 구

조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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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5] 펠리페 프린시페 과학 박물관의 볼트 트러스 구조와 버트레스 구조의 접합

칼라트라바의 구조 구성 방식에서 가구식 구조와 특수 구조의 접합은

다음의 구조 형식의 접합으로 나타난다:

첫째, 셸식 캔틸레버 구조와 벽식 구조는 라멘 구조 형식 위에 셸과 캔

틸레버 구조 형식이 얹힌 구조 방식이다.

[그림5-6] 떼네리페 음악당의 셸 구조와 캔틸레버의 접합

둘째, 볼트의 중심축이 되는 기울어진 기둥을 직선 빔으로 지탱하는 현

수식 구조 아래 라멘 구조가 전체 구조를 지탱한고 캔틸레버 구조 형식이

볼트의 기둥 위에 얹힌 구조 방식이다.

[그림5-7] 밀워키 미술 박물관의 현수식 볼트 구조와 캔틸레버의 접합

각각의 구조 형식의 접합은 새로운 형식의 구조 구성 형태이기 보다는

기존 전통의 구조 형식, 특히 고딕 구조과 근현대의 공학 기술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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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구조에서 나타나는 구조 형식을 응용한 방식이다. 볼트를 이루는 아치

형 빔만을 사용해 캐노피의 기둥으로 활용하고 교량에서 쓰이던 구조부재

를 건물의 지붕을 받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사례가 칼라트라바

의 건축 작품에서 나타난다. 그 중 가장 성공적으로 기존의 구조 방식을

활용하여 가장 역동적으로 구조 형태를 나타낸 건축 작품을 기준으로 각

구조 방식을 파악하여 칼라트라바 만의 구조 구성 방식을 밝히고자 한다.

5.1.1 볼트식 골조 구조와 벽식 구조의 접합

볼트로 이루어진 골조는 벽식 구조와 결합하여 벽식 구조 위로 볼트 골

조가 세워져 있는 구조 구성 방식이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볼트 골조 구

조를 내세우는 건축 작품을 층별로 나눌 수 있다.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

품에서 볼트와 벽식 구조의 접합은 대각선을 그리는 큰 공간을 세분화 하

려는 시도이다.

[그림5-8] 오리엔트 역사의 볼트 아치와 벽식 구조와 결합 방식

볼트 구조와 벽식 구조가 함께 성공적으로 접합되어 있는 건축 작품은

<오리엔트 역사>이다. <오리엔트 역사>는 칼라트라바의 초기부터 중기

까지의 건축 작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건축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작

품이다.

5.1.1.1 오리엔트 역사 (1993-1998)

<오리엔트 역사>는 주 출입구를 이루는 구조부터 초기의 건축 작품보

다 완성된 구조 구성 방식으로 구조 구성 형태를 만들어낸다. 가구식 볼

트 구조로 일체화된 형태가 아닌 철근 콘크리트의 벽식 아치 구조와 도로

쪽으로 뻗어 나온 철골의 기형적 볼트가 접합해 입구를 형성한다. 벽식

아치 구조에서 뻗어 나온 직선형 빔은 캔틸레버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아치형 강관이 반원형의 틀을 만들어 직선형 빔을 묶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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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9, 10, 11] 오리엔트 역사의 입구 구조 구성 형태 평면도(왼쪽), 입면도(가운데), 투

시도(오른쪽)

입구 구조물과 연결된 반 원통형의 캐노피는 아치형 골조가 받치고 있

다. 이는 역사의 플랫폼까지 이어져 플랫폼과 접합된다. 캐노피 아래로는

중층의 슬래브가 위치하고 있다. 이를 가로로 가로지르는 평평한 지붕이

평행으로 병치된다. 긴 캐노피 전체의 하중을 부담하고 있는 구조부재는

아치형 골조이다. 아치형 골조는 볼트를 이루는 아치나 교량의 아치형 리

브가 결합된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림5-12, 13, 14] 오리엔트 역사의 버스 터미널 구조 구성 형태; 평면도(왼쪽), 실제 모습

과 단면도(가운데), 투시도(오른쪽)

이원화된 구조 방식의 접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방식이 칼라트라

바의 건축적 특징 중 하나이다. <오리엔트 역사>의 본체를 이루는 플랫

폼과 그 아래 쇼핑몰과 대합실은 초기부터 시도했던 구조 구성 방식이 집

대성해 있는 건축 형태이다. 볼트와 라멘, 벽식 구조가 조합되어 있는 역

동적 구조 구성 형태이다.

역사는 언덕위의 선로를 기준으로 지어 졌는데 대합실과 쇼핑몰을 이루

는 지하층은 모두 앞의 부지에 설계되어 있는 버스 터미널과 입구 조형물

을 이루는 지반 층과 같은 높이에 있다. 즉 선로는 역사의 최고층을 가로

질러 지나가고 있는 특이한 구조의 역사이다.

[그림5-15, 16, 17] 오리엔트 역사의 플랫폼 구조 구성 형태; 평면도(왼쪽), 단면도(가운데),

투시도(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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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0] 대합실 천장을 이루

는 아치형 기둥

가구식 구조와 일체식 구조의 결합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은 플랫

폼을 가리는 지붕 구조와 플랫폼 아래 벽식 구조로 되어 있는 대합실이

다.

[그림5-18] 오리엔트 역사의 플랫폼 단면도

<오리엔트 역사>를 구성하는 구조 방식은 기존의 구조 형식이 모여 만

들어진 복합적 구조 구성 방식이다. 플랫폼을 전체를 덮는 지붕은 근현대

구조인 우산꼴의 셸 형태를 철골과 유리 패널로 응용한 구조이다. 지붕을

받치는 골조는 고딕 볼트의 아치 기둥을 반으로 잘라 중앙의 기둥에 붙여

응용한 구조이다. 평면상으로 지붕을 보았을 때 중심 기둥에서 뻗어 나

온 아치 빔이 지붕 모서리의 꼭짓점이 아닌 지붕 각 변의 중간점에 이어

져 하중을 바닥으로 전달한다. 또한 지붕의 꼭짓점과 이어진 대각선의 직

선 빔(트러스)을 향해 각각의 아치 빔에서 뻗어 나온 직선 빔이 병렬로

연결되어 지붕의 하중을 부담한다.

[그림5-19] 오리엔트 역사의 우산꼴 볼트 형성 과정(우산꼴 셸과 볼트 아치의 응용)

이러한 기존의 구조 형식을 응용한 방식

은 플랫폼 아래를 이루는 대합실에서도 나

타난다. 이 대합실은 이후의 카라트라바 건

축 작품에서 나타나는 층형 구조의 원형이

되는 구조 형식이다. <리에주 역사>에서도

같은 구조 형식으로 나타난다. 대합실의 중

층 슬래브 구조를 구성하는 벽식 구조에 아

치형 골조가 교차하며 천장의 하중을 떠받

든다. 기둥은 서로 교차하며 반원을 그린다.

기존 볼트에서 병치되는 아치 빔이 그 규모가 커져 휨 구조부재가 되어

천장의 슬래브를 받친다. 또한 교량의 하중을 부담하는 아치형 리브가 벽

식 구조에 응용된 구조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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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1]오리엔트 역사의 아치 기둥과 슬래브의 형성 과정(볼트 아치, 아치형 리브, 벽

식 구조가 응용된 층형 구조)

대합실은 버스 터미널을 이루는 캐노피의 철골 아치형 골조가 철근콘크

리트 소재로 그 규모가 커져 대합실을 이루고 있는 형태를 띤다. 5개의

아치형 기둥이 4열로 평행을 이루어 병치되어 있다. 지하층에서 플랫폼까

지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3층을 이루는 슬래브를 아치형 기둥이 1층

바닥 슬래브 까지 이어져 있다. 아치형 기둥은 같은 구조 방식으로 전체

플랫폼과 캐노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 구성 방식으

로 어떻게 같은 공간에 다른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해답은 구조부

재의 소재 차이에 있다.

소재의 차이는 건축물이 가져다주는 감성의 변화를 불러온다. 철골로

구성되어 있는 아치형 기둥과 캐노피는 가벼움을 인식시킨다. 철근 콘크

리트로 구성된 아치형 기둥은 무거움과 부드러움을 인식시킨다. 소재만으

로 같은 형태의 구조에서 이러한 차이점을 역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점

이 칼라트라바의 건축적 특징이다.

[그림5-22] 오리엔트 역사를 구성하는 라멘 구조와 볼트 구조로 구성된 전체 구조 구성

형태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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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칼라트라바의 <오리엔트 역사>는 고딕 볼트의 아치를 응용한 철

골 및 철근 콘크리트 기둥, 근현대의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와 우산꼴

의 아치형 볼트가 접합된 구조 구성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통 고딕

구조와 현대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접합된 구성 방식으로 설계된 건축

작품이다.

5.1.2 볼트식 캔틸레버와 벽식 구조의 접합

볼트식 캔틸레버는 볼트를 구성하는 척추선형 빔이 캔틸레버 형식으로

천장을 이루는 슬래브에서 뻗어 나와 있는 구조이다. 슬래브에서 캔틸레

버 형식으로 뻗어 나온 척추선형 빔을 중심으로 아치형 판이 병렬로 연결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 형식은 <알꼬이 마을회관>에서 성공적으로 구성

된다.

5.1.2.1 알꼬이 마을회관 (1992-1995)

<알꼬이 마을회관>은 광장 아래 지하층을 이루어 만들어진 마을회관이

다. 지하층의 지붕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부재는 지하 바닥에서부터 뻗

어 나온 곡선형 빔을 따라 병렬로 연결된 아치형의 판들이다. 아치형 판

은 척추선 빔의 높낮이에 따라 그 형태가 제각기 달라져 비동일한 형태를

나타낸다.

[그림5-23] 알꼬이 마을회관의 볼트 형성 과정 (리브 볼트가 응용된 아치형 판과 척추선

형 빔)

아치형 판은 고딕 볼트의 뼈대를 이루는 아치형 리브 구조와 유사하다.

이러한 리브 볼트의 응용 방식은 칼라트라바의 다른 건축 작품에서도 응

용된 구조 구성 방식이다. 그 중 <알꼬이 마을회관>은 벽식 슬래브로 내

부의 뼈대를 감싸는 구조 형태를 띤다. 이러한 구조 구성 방식은 사용하

여 설계된 건축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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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4] 알꼬이 마을회관의 지붕 슬래브와 그 하중을 부담하는 아치형 판; 평면도(왼

쪽), 내부 모습(오른쪽)

<알꼬이 마을회관>의 지붕 슬래브를 받치는 아치형 판이 기존 리브 볼

트와 다르게 다가오는 이유는 각 구조부재의 형태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

이다. 바닥에서 부터 뻗어 나온 척추선형 빔이 캔틸레버 형식으로 지상

의 슬래브까지 이어져 있어 아치형 판은 빔에 연결되기 위해 각각의 형태

를 달리한다. 또한 기존 볼트 구조를 이루는 석재가 아닌 강철소재의 구

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어 공간에 부여되는 감성이 기존의 고딕 리브 볼트

보다 좀 더 가볍고 역동적이다.

5.1.3 볼트식 트러스와 라멘, 라멘, 버트레스 구조의 접합

칼라트라바는 기존 고딕 형식의 볼트를 다양한 구조 형식인 트러스와

그리드 구조를 응용하여 새로운 볼트 구조를 만들어낸다. 반원형의 아치

버트레스로 내력을 전달하는 척추선형 빔을 중심축으로 볼트가 구성된다.

트러스로 구성된 입체 골조가 접힌 절판 형태를 띠며 척추선형 빔에 얹히

고 라멘 구조 형식의 기둥과 직선 빔이 척추선형 빔을 따라 병렬로 접합

된 구조 구성 방식이다.

5.1.3.1 리옹 공항 기차역 (1989-1994)

<리옹 공항 기차역>의 중앙 홀과 플랫폼을 이루는 구조는 단순한 볼트

구조로 보기 어렵다. 다양한 구조 형식이 모여 전체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중앙 홀 위를 가로지르는 구조부재는 철골 버트레스와 이

어진 아치형 강관이다. 아치형 강관은 전체 건축 형태의 척추를 이룬다.

중앙 홀은 이 버트레스 구조의 척추선 빔에 의해 건축 형태가 형성된다.

척추선 빔으로 각종 구조부재가 접합되어 전체 공간-꼴을 이루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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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선 빔은 고딕의 버트레스와도 유사하다. 단면으로 보았을 때 반원

을 그리는 강관은 고딕에서 아치를 지지하는 플라잉 버트레스와 유사하게

지붕의 하중을 버트레스로 흘려보낸다.

[그림5-25] 고딕의 플라잉 버트레스와 리옹 공항 기차역의 중심축을 이루는 버트레스 형

식의 척추선 빔

기존 플라잉 버트레스와 척추선 빔의 버트레스는 유사한 힘의 흐름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특별한 점은 힘의 흐름보다는 그 형태를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칼라트라바의 구조 설계에 있다. 고딕 건축에서 이미 널리 사용

되었던 버트레스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형태적으로 풀어낸 것이다. 칼라

트라바가 구현한 이미지는 기존 전통 구조 형식의 틀에서 벋어나지는 못

했지만 구현된 이미지는 매우 역동적이다.

이러한 버트레스와 척추선 빔을 기준으로 전체 공간을 감싸기 위해서는

빔을 따라 곡선 빔이나 직선 빔이 양 방향으로 병렬로 연결되어야 공간을

담는 꼴을 형성 할 수 있다. 이에 칼라트라바는 다양한 구조 구성 방식을

시도한다. 리옹 공항 기차역에서 시도된 것은 [그림5-26]과 같은 라멘 구

조와 트러스 구조이다.

[그림5-26] 리옹 공하 기차역을 이루는 트러스 구조와 라멘 구조의 접합

척추선 빔은 트러스와 라멘으로 이루어진 선형 구조와 접합되어 전체

볼트 형태를 이룬다. 이는 기존 전통 고딕에서 좀 더 변화된 구조 구성

방식이다. 버트레스는 고딕 구조에서 찾을 수 있지만 트러스 구조 자체는

근대에 이르러 나타나는 구조 형식이다. 라멘 구조의 경우는 기존 고딕의

해머빔(Hammer beam)과 같은 구조부재를 접합해 그 힘의 흐름이 유사

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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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7] 고딕의 해머빔(외팔들보)과 같은 구조 형식을 이루는 리옹 공항 기차역의 라

멘 구조

그리드 구조는 중앙 홀의 양 옆으로 뻗어나가 기차 트랙 위를 감싸고

있다. 맞꼭지각을 이루어 마름모꼴의 홈을 형성하는 교차형 빔 그리드와

X자 형태의 기둥이 만들어내는 볼트는 기존 볼트 구조 형식과 크게 다르

지 않다. 기존 볼트 지붕과 다른 점으로는 교차되는 선으로 형성되는 홈

자체가 채광창이 되는 점이다.

[그림5-28] 빔의 교차로 형성되는 고딕 볼트와 리옹 공항 기차역의 트랙을 감싼 볼트

리옹 공항 기차역은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 구조로 이루어져 볼트 구조

형식에서 도입된 구조 방식으로 조형적인 구조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러

한 구조 방식은 칼라트라바의 설계 방식이 고딕이 가지는 구조 결합 방식

을 효과적으로 응용하는 설계임을 나타낸다.

[그림5-29] 리옹 공항 기차역의 라멘과 볼트 구조 형식으로 구성된 전체 구조 구성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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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볼트식 트러스, 라멘, 버트레스, 커튼월 구조의 접합

칼라트라바는 기존 고딕 형식의 볼트를 다양한 근현대 구조 형식인 트

러스와 커튼월 구조를 응용하여 새로운 볼트를 만들어낸다. 트러스 절판

으로 이루어진 볼트는 거대한 기둥과 버트레스에 라멘 형식으로 하중을

전달한다. 커튼월은 거대한 기둥과 힌지로 접합해 기대고 있다.

5.1.4.1 펠리페 프린시페 과학 박물관 (1991-1996)

칼라트라바는 고딕의 플라잉 버트레스, 근현대적 구조인 트러스, 라멘,

커튼월 구조가 접합하여 구성되는 볼트를 만들어낸다. 볼트는 트러스로

구성된 접혀 있는 판이 버트레스 쪽으로 하향되는 곡선을 그리며 중첩해

지붕을 이룬다.

[그림5-30] 펠리페 프린시페 과학 박물관의 트러스 지붕

지붕을 받치는 구조부재는 기본적으로 라멘 구조 형식의 기둥이다. 이

기둥은 안토니오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Sagrada Familia)의 지붕을

받치는 나무 형태의 기둥과 유사하다. 칼라트라바의 건축적 근원을 보았

을 때 가우디의 많은 건축 작품에서 부분적으로 유사한 구조가 나타난다.

피에르 루이지 네르비 (Pier Luigi Nervi)의 팔라조 델 라바로(Palazzo del

Lavaro)의 지붕을 받치는 기둥 또한 그 형태가 유사하나 기둥 끝에서 가

지를 쳐 같은 형태가 반복되는 프랙탈(fractal)한 구조 부분은 가우디의

기둥과 좀 더 닮아 있다.

[그림5-31, 32, 33, 34] (왼쪽부터) 사그라다 파밀리아, 팔라조 델 라바로, 펠리페

프린시페 과학 박물관의 주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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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작품의 입면을 이루는 직선형 기둥은 가우디의 라 사그라다 파밀

리아(La Sagrada Familia)의 입면을 이루는 기둥과 그 형태와 기능이 유

사하다.

[그림5-35, 36] 펠리페 프린시페 과학 박물관 앞모습(가운데)과 라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앞모습(오른쪽)

기둥의 맞은편에서 지붕의 하중을 분산시켜 지면으로 전달시키는 X자형

의 철골철근 콘크리트의 틀과 지면에 맞닿은 버트레스는 지붕의 하중을

부담한다. 이 구조 틀은 안토니오 가우디의 카사 바트로(Casa Batllo)의

창문 틀과 유사한 구조 형식을 띤다.

[그림5-37, 38] 카사 바트로 부분 입면(왼쪽)과 펠리페 프린시페 과학 박물관의 부분 입면

(오른쪽)

창문 틀, 버트레스, 기둥이 받치는 구조는 트러스 절판 볼트로 이루어진

천장인데 이는 결국 라멘 구조 형식으로 접합된 구조 구성 방식이다. 창

문틀로 이루어진 커튼월 구조는 기둥과 지붕에 매달린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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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9] 라멘 구조와 버트레스가 결합되어 구성된 라멘 구조 형식의 볼트

[그림5-39]와 같이 층형 슬래브는 아치형 기둥에 하중을 전달하고 있다.

이는 <오리엔트 역사>의 아치형 기둥과 같은 구조 형식이다.

<펠리페 프린시페 과학 박물관>에서 칼라트라바가 구축한 구조 형식은

고딕과 그의 태생적 기반인 가우디의 건축이 혼합되어 구성된 구조 구성

방식이다. 혼합된 구조 구성 방식으로 만들어진 건축 형태는 [그림5-39]

의 단면이 한방향으로 중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펠리페 프린시페

과학 박물과>의 구조 구성 방식은 결국 전통 고딕 구조 형식과 가우디의

건축 구조 형식, 근현대적 구조 형식을 접합하여 역동적인 건축 형태를

구축하였다.

[그림5-40] 펠리페 프린시페 과학 박물관의 라멘과 볼트 구조 혀식으로 구성된 전체 구조

구성 형태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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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41]라멘 구조 형식의 하부 구조와 그

위에 얹힌 셸과 캔틸레버 구조; 단면도

5.2 특수 구조와 가구식 구조의 구성 방식

특수 구조는 근현대에 들어 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생성된 구조부재로 인

해 성립될 수 있는 구조 방식이다. 특수 구조는 크게 셸 구조, 막 구조,

입체 골조, 현수식 구조, 키네틱 구조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 구성 방식이

다.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에서 특수 구조는 셸 구조와 현수식 구조, 키

네틱 구조이다. 특수 구조는 가구식 구조와 혼합하여 접합되는 구조 구성

방식으로 나타난다.

가구식과 특수식 구조의 접합은 기존의 가구식과 일체식 구조의 구조

구성 방식보다 좀 더 “휘어진”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는 특수식 구조가

휘어진 형태의 곡면을 만들기 위해 설계된 구조이기 때문이다. 휘어진 형

태의 특수식 구조는 가구식 구조 또한 휘어지게 만들어 그 구성 형태를

특수식 구조로 덮는 구성 방식을 보인다. 결국 특수식 구조 내에 가구식

구조가 특수식 구조의 하중을 받치고 있는 구조 구성 방식이다.

5.2.1 셸과 캔틸레버의 접합

셸식 캔틸레버는 특수식 구조와 가구식 구조가 접합된 구조 구성 방식

이다. 얇은 막으로 구성된 셸 구조는 내부의 가구식 구조, 즉 철골 구조로

구성된 입체형 골조로 내부 골조를 이룬다. 이를 다시 얇은 철근 콘크리

트 막으로 감싸 셸 구조를 이룬다. 완전한 철근 콘크리트 셸로 이루어진

구조는 셸식 캔틸레버 아래에 돔을 구성하고 있다. 내부는 벽식 구조로

이루어져 슬래브와 슬래브 아래 지하층을 이루어 있어 결국 셸, 벽식 구

조가 혼합된 구조 방식이다. 이러한 구조 방식은 떼네리페 음악당에서 구

조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5.2.1.1 떼네리페 음악당 (1991-2003)

발렌시아에 위치한 <떼네리페

음악당>은 입체골조에 얇은 막

을 씌운 캔틸레버 구조와 돔을

이루는 셸 구조, 라멘 구조 형식

인 벽식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떼네리페 음악당>은 칼라트라

바가 시도한 다양한 구조 형식이

접합해 새로운 구조 방식으로 나

타난다. 음악당을 감싸는 캔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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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43] 로버트 마야르의

시멘트 홀(1939)

[그림5-44] 떼네리페 음악당의 셸

구조 내부를 장식하는 가구식 구

조

버 형식의 구조는 비행기의 날개를 구성하는 날개 골조처럼 내부를 V형

태의 골조가 내부를 채워 캔틸레버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림5-42] 캔틸레버를 이루는 내부 철골 골조와 외부 철근 콘크리트 외피; 단면도

캔틸레버 구조 아래에 내부를 일차적으

로 감싸고 있는 것은 양측 면을 이루는 덮

개 구조이다. 이 덮개 구조는 단순한 셸 구

조로 다른 구조 구성 방식 없이 셸 구조

만으로 이루어진 구조 형식이다. 마지막으

로 내부를 덮는 이차적 구조 역시 셸 구조

로 이루어져 있다. 셸은 결국 내부를 덮기

위한 구조 형식에서 벋어나지 않은 전형적

인 구조이다. 로버트 마야르(Robert

Maillart)가 설계한 시멘트홀(1939)의 셸 구

조처럼 셸 구조 자체가 층형 슬래브 위에

아무런 기둥 없이 접합되어 있다.

<떼네리페 음악당>이 기존 셸과 다른

점은 내부에 가구식 구조인 철골 구조가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이다. 결국 순수

한 셸이 아닌 가구식 구조로 내부를 ‘장식’

하고 있다. 장식은 절판과 직선 빔이 셸의

꼭짓점을 향해 모이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

다. 셸의 형태 자체로 내부의 철골 구조 형

태를 구성하였다.

[그림 5-45, 46] 떼네리페 음악당의

라멘과 셸, 캔틸레버 구조 형식으로

구성된 구조 구성 형태; 뒷면(왼쪽),

입면(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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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떼네리페 음악당>은 라멘 구조 형식인 벽식 슬래브 위로 돔을 이

루는 셸 구조와 캔틸레버 구조가 접합되어 역동적인 형태를 이룬다.

5.2.3 현수식 구조와 볼트 구조의 접합

현수식 볼트 구조는 교량에서 나타나는 현수식 구조 형태로 볼트를 이

룬다. 현수식 구조 형식이 사용된 구조 구성 방식이다. 현수식 구조는 분

명 조형적인 사유가 안정감을 위한 구조보다 큰 구조이다. 불가결한 구조

형식은 아니지만 조형 자체가 긴장감을 불러일으켜 그 존재감을 역동적으

로 드러낸다.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 중에서는 <밀워키 미술 박물관>의

중앙 홀을 이루는 <쿼드라시 파빌리언>이 이에 해당된다.

5.2.3.1 밀워키 미술 박물관의 쿼드라시 파빌리언 (1994-2001)

교량을 위해 쓰이는 현수식 구조는 칼라트라바의 많은 교랑 작품에서

사용되었던 구조 방식이다. 현수식 구조가 사용된 단 하나의 작품은 미

국 위스콘신 주에 위치한 밀워키 미술 박물관이다. 미술관의 중앙 홀과

오피스를 구성하는 <쿼드라시 파빌리언>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상업지

역에서 교량, 즉 레이만(Reiman) 육교를 건너야 하는데 이 교량 끝에는

파빌리언을 향해 48도 틀어진 수직 탑인 필론(Pylon)36)이 배치되 있다.

이 탑은 칼라트라바 설계한 다리에서 빈번히 나타났던 기울어진 조형물이

다. 필론은 교량의 데크를 현수식으로 균형 잡아주는 구조물이기도 하다.

교량에서 선보였던 현수식 구조는 크리시티앙 메느과 로베르 마야르 의

작품에서 받은 영감을 통해 시도했던 여러 교량의 필론과 닮아 있는데 특

히 칼라트라바가 설계하여 2004년에 준공된 하프교(Harp Bridge)와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다. 필론의 기울어짐이나 케이블이 필론을 잡고 교량의

균형을 잡아 주는 것 까지 유사하다.

[그림5-47, 48] 하프 교(왼쪽)와 레이만 육교(오른쪽)

36) 필론은 탑문이나 주탑을 뜻한다. 보통 교량의 양끝에서 관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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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론은 9개의 케이블이 기울어진 필론 뒤로 균일한 간격을 두고 육교의

중앙 데크를 따라 앵커(anchor)로 고정되어 기울어진 필론을 뒤로 잡아당

겨 균형을 맞춘다. 필론의 앞, 즉 파빌리언을 향해 있는 면은 파빌리언의

전체 하중을 부담하고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링’형의 빔에 18개가 연결

되어 70미터 길이의 교량의 데크를 균형 잡아 준다. 175톤의 교량은 필론

밑에 두 개의 ‘부메랑’형태의 기둥이 지반으로 하중을 전달시킨다.37)

필론과 교량의 사용은 결국 칼라트라바가 교량 설계를 건축 설계로 전

환 시켰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의 확장은 교량 설계에서 쓰였던 구조

부재를 건축 구조에서 찾는 의미로 다가온다. 먼저 교량의 필론과 형태가

같은 척추선 빔이 <쿼드라시 파빌리언>의 직선형 볼트를 이루고 있다.

[그림5-49] 현수식 교량 구조 형태(왼쬭)를 응용한 직선형 볼트 구조 형태(오른쪽)

또한 교량의 하중을 전달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던 로베르 마야르의 아치

형 리브 구조의 적용이 그 중 하나이다. 지금껏 칼라트라바가 사용해온

구조부재 중 슬래브를 받치던 아치형 기둥은 모두 교량에서 쓰이는 아치

형 리브가 매우 닮아 있다.

[그림5-50] 로베르 마야르의 Salginatobel 교의 아치형 리브(왼쪽)와 슬래브를 받치는 아

치형 기둥(오른쪽)

37) Cheryl Kent, Santiago Calatrava Milwaukee Art Museum Quadracci Pavilion,

Rizzoli New York, 2005, p. 66



- 134 -

[그림5-51] 밀워키 미술 박물관의 단면도

<밀워키 미술 박물관>의 중앙 홀인 <쿼드라시 파빌리언>의 하중을 지

반으로 전달하는 ‘링’ 빔38)은 철골철근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슬래브를 받

치는 틀로서 작용한다. 링 빔은 사실 근현대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로 많

이 시도되었던 구조이다. 원형 슬래브를 받치기 위해 사용된 링 빔은 원

형 경기장, 타워 등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 칼라트라바는 이러한 링 빔

을 응용해 미술관의 중앙홀을 감싸는 볼트 구조를 받치고 각 방향으로 뻗

은 슬래브의 하중을 부담한다.

[그림5-52, 53, 54] 링 빔(왼쪽)과 쿼드라시 파빌리언의 링(가운데) 투시도, 실제 모습(오른

쪽)

링 빔으로 받쳐진 슬래브 위로 거대한 조형물인 <쿼드라시 파빌리언>

이 배치되어 있다. <쿼드라시 파빌리언>은 주 홀로서 박물관의 존재를

조형적으로 인식시키고 기존 전쟁기념관과 도시 사이를 잇는 기념비적 건

38) Cheryl Kent, Santiago Calatrava Milwaukee Art Museum Quadracci Pavilion,

Rizzoli New York, 2005,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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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물이다. 공간을 구성하는 중심부재인 척추선 빔은 현수식 육교를 균형

잡아주는 필론의 형태와 유사하다. 척추선 빔 역시 48도 기울어져 필론

앞에 병치되어 있다. 이는 교량에서 주로 써 왔던 필론의 형태가 건축 설

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지금껏 그가 여러 건축 작

품에서 사용해왔던 척추선 빔이 사실 교량의 필론과 매우 닮아 있음을 일

깨워준다.

[그림5-55] 척추선형 빔과 교량의 필론이 병치되는 모습; 측면도

[그림5-56] 라멘 구조 형식 위로 접합된 직선형 볼트의 구조 구성 형태; 단면도

척추선 빔을 따라 직선 빔이 링 빔을 향해 병렬로 연결되어 고깔형의

볼트를 이룬다. 다시 척추선 빔 위로는 힌지로 연결된 직선 빔이 얹어져

상하로 움직이는 브리즈 솔레이를 이룬다. 이는 가구식 구조인 볼트 구조

위로 또 다른 가구식 구조인 키네틱 캔틸레버 구조가 접합하면 역동적인

건축 형태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쿼드라시 파빌리언>은 현

수식 구조인 볼트 구조와 가구식 구조인 라멘 구조와 캔틸레버 구조가 직

접적으로 접합해 구조 역동적인 형태를 이루는 건축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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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소결: 구조 역동성을 위한 새로운 구조 구성 방식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에서 구조가 갖는 구성 방식은 결국 하이브리드

구조 방식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칼라트라바는 하나의 구조 구성 방식

을 택하기 보다는 기존의 여러 구조 구성 방식으로 그 형태를 만들어 낸

다. 결과는 형태의 다양성으로 이어진다. 형태의 다양성은 곧 칼라트라바

가 구현하려는 이미지가 기존의 전통 구성 방식을 혼합하는 방식만으로도

충분했음을 일깨워준다.

결국 칼라트라바의 구조 구성 방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전통 구조 구성 방식과 근현대의 구조 구성 방식을 접목해

힘의 흐름대로 구조부재를 놓고 붙인다면 조각적 특성이 묻어나는 건축물

을 설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둘째, 전통 구조 구성 형태를 뒤집어 놓는 것으로도 새로운 역동적 구

조 구성 형태가 된다.

셋째, 칼라트라바의 구조 구성 방식은 기존 전통 구조 구성 방식과 근

현대의 구조 방식이 어우러져 새롭게 보이는 구조 형태를 만들어낸다.

넷째, 칼라트라바의 구조 구성 방식은 하이퍼 선형 볼트와 라멘 구조

형식으로 구조 형태를 만든다.

다섯째, 칼라트라바의 구조 구성 방식은 하이퍼 선형 볼트와 반원통형

구조 형식으로 구조 형태를 만든다.

여섯째, 칼라트라바의 구조 구성 방식은 트러스 볼트와 라멘 구조 형식

으로 구조 형태를 만든다.

일곱째, 칼라트라바의 구조 구성 방식은 트러스 볼트와 키네틱 캔틸레

버 구조 형식으로 구조 형태를 만든다.

여덟째, 칼라트라바의 구조 구성 방식은 반원통형 볼트와 선형 볼트 구

조 형식으로 구조 형태를 만든다.

아홉째, 칼라트라바의 구조 구성 방식은 반원통형 볼트와 라멘 구조 형

식으로 구조 형태를 만든다.

열째, 칼라트라바의 구조 구성 방식은 캔틸레버와 선형 볼트, 반원통형

볼트 구조 형식으로 구조 형태를 만든다.

열한째, 칼라트라바의 구조 구성 방식은 캔틸레버와 셸, 라멘 구조 형식

으로 구조 형태를 만든다.

열두째, 칼라트라바의 구조 구성 방식은 캔틸레버와 라멘 구조 형식으

로 구조 형태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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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조부재는 다른 구조부재와 쓰러지지 않기 위해 접합된다. 접합의

반복은 결국 전체적인 건축 구조 형태를 만드는 설계가 된다. 칼라트라바

는 스케치와 조각품에 영감을 얻어 각 건축 작품을 설계 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기존의 전통 구조 구성 방식을 뒤집거나 눕혀 다른 구조 형식과

접합해 새로운 구조 구성 방식처럼 인식시키게 하는 특징이 숨어 있었다.

그의 구조 구성 방식이 낳은 건축적 형태는 분명 새롭고 역동적이다. 하

지만 그 형태를 이루는 구조부재의 접합 방식, 즉 구조 구성 방식은 고딕

과 근현대의 전통적 구조 형식이 접합되어 낳은 구축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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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칼라트라바의 건축 작품은 하나의 구조 형식이 아닌 다양한 구조 형식

이 접합되어 역동적이며 균형 잡힌 건축 구조 형태를 이룬다. 본 연구는

1984년부터 2009년까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설계하여 실현된 건축 작

품이 어떠한 구조 구성 방식으로 구축되는지 분석하여 칼라트라바만의 건

축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구조 역동적 건축설계의 기원과 구조적 분석의 필요성을 대두시키기 위

한 예비고찰로서 건축구조의 운동성, 생체 표현, 유사성에 대한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석틀의 도출을 대두시켰다. 분석틀은 구조부재의

분류를 통한 분석과 구조조직의 체계를 통한 분석이었다. 분석은 우선 구

조부재의 분류로 건축 작품을 구성하는 구조부재를 형태적 유형별로 파악

하고 구조조직을 통해 구조 형식을 파악하였다. 이 후의 분석은 파악된

구조 형식을 통해 각 건축 작품을 구성하는 구조 구성 방식과 그 종류를

파악하였다.

건축 작품을 구성하는 구조부재를 형태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형태적 특

징을 살펴본 결과 구조부재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구조부재는 선,

면, 볼륨 부재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각의 구조부재만으로는 건축적 특성

을 파악할 수 없었다. 각 건축 작품은 다양한 구조부재가 접합되어 형태

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유형별로 분류된 구조부재를 형태적 구조 조직으

로 묶어 구조부재의 접합으로 구성되는 구조 형식을 도출하였다.

구조 형식을 구성하는 구조 구성 형태는 구조 조직인 평면 조직, 곡면

조직, 캔틸레버 조직으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각 구조 조직에 속한 구조

형식을 분석한 결과 칼라트라바는 한 가지 구조 형식만이 아닌 최소 두

가지의 구조 형식을 접합시켜 건축 구조 형태를 구축하였음을 확인하였

다. 구조 형식의 접합은 구조의 구성 방식인 가구식 구조, 일체식 구조,

특수 구조로 묶여 분류되었다.

구조 구성 방식인 가구식 구조, 일체식 구조, 특수 구조로 접합된 대표

적 건축 작품의 분석 결과 칼라트라바는 기존 전통 구조 형식인 고딕 구

조 외에도 교량에서 쓰이는 구조 형식과 기존 구조 역동적 건축가의 건축

작품과 유사한 구조 형식을 그만의 구조 구성 방식으로 응용해 역동적인

구조 형태를 구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역동 구조 공간의 구성방식과 형태적 효과는 다섯 가지 역동적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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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딕 구조에서 응용된 구조 구성으로 담는 공간-꼴이 수평으로

그 규모가 크게 나타나 역동적이다.

둘째, 고딕 구조에서 응용된 구조부재가 가늘고 긴 형태로 날아갈듯한

성향을 표출해 역동적이다.

셋째, 고딕 구조에서 응용된 모든 구조부재는 반복적으로 중첩되어 전

체 역동적 공간-꼴을 만든다.

넷째, 현대적 구조에서 응용된 구조형식 중 가장 상위에 배치되어 얹어

지는 캔틸레버는 피에르 네르비(Pier Nervi) 등의 현대 건축을 계습한 구

조 형식으로 비스듬히 서 있는 형태가 역동적이다.

다섯째, 칼라트라바만의 구조 접합은 새로운 구조 구성 방식을 만들어

낸다. 새로운 구조 구성 방식은 역동적 구조 형태를 만든다. 구조 구성 방

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하이퍼 선형 볼트와 라멘 구조

2. 하이퍼 선형 볼트와 반원통형 볼트 구조

3. 트러스 볼트와 라멘 구조

4. 트러스 볼트와 키네틱 캔틸레버 구조

5. 반원통형 볼트와 선형 볼트 구조

6. 반원통형 볼트와 라멘 구조

7. 캔틸레버와 선형 볼트, 반원통형 볼트 구조

8. 캔틸레버와 셸, 라멘 구조

9. 캔틸레버와 라멘 구조

역동 구조 공간의 구성방식과 형태적 효과를 통해 확인된 칼라트라바만

의 새로운 특성은 결국 그만의 구조 구성 방식이다. 그만의 구조 구성 방

식이 구조 역동성을 불러온다.

결국 본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설계하여 실현된 건축 작품이 다양한 구

조 형식으로 구성되었음을 규명하였다.

둘째, 산티아고 칼라트라바는 전통적인 구조 형식과 근현대적 구조 형

식을 접합한 하이브리드 구조방식을 통해 시각적으로 새롭게 인지되는 역

동적인 건축 형태를 설계하였음을 규명하였다.

셋째,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구조 구성 방식처럼 기존의 전통 구조 형

식으로도 충분히 새롭고 역동적인 건축물을 설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넷째, 구조부재, 구조형식, 구조 구성 형태, 구조 조직으로 체계화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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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스템으로 각 건축 작품을 구조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다섯째, 산티아고 칼라트라바만의 구조 구성 방식이 역동성을 표현하는

구축방식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각 건축 작품을 구성하는 구조부재의 치수와 틀어진 각도 등

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각 구조부재가 어떠한 각도와 수치를 통

해 접합되는지 분석된다면 각 건축 작품을 이루는 구조 형태가 어떠한 이

유로 비틀리고 기울어진 구조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후의 연구에서는 구조에 흐르는 내력이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흐르는지 파악하여 각 건축 작품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

다. 구조부재의 기울이짐과 이를 받쳐주는 또 다른 구조부재의 접합이 얼

마만큼의 힘에서 한계를 드러내는지 파악된다면 향후의 구조 역동적 건축

설계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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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antiago Calatrava's Methods of
Spatial Composition focused on Dynamic Structures

and its Morphologic Effects

-In Architectural Works from 1984 to 2009-

Woo, Kyeon Jae

Department of Architecture

Master Course i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Kim, Hyun-Cheol

This study started from the following question, 'what structural

methods compose dynamic architectural design?' and defines the

question by examining Santiago Calatrava's works.

First, to recognize the origin of Calatrava's architectural characters,

the typical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have been organized from

existing researches. As a result, it is identified that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Calatrava was about pursuing an autonomy of form

beyond the culture and style within a urban concept. In order to find

his specific design strategy, the autonomy of form should recognized

as autonomous joining of structural members. Through this

recogni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autonomous joining of structural

members form dynamic architectural works. In order to find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architectural works done by Calatrava,

the study analyzed each architectural works by structural member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tructural members of building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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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d by Calatrava, it could be seen that each structural member

can give a variety of emotion to the space and it also can create

dynamic space by itself.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structural

members was not enough to reveal the methods of spatial composition

of dynamic building works. Thus, another analysis of the structural

types that are consist of multiple structural members was needed.

The structural members are joined to form structural types, and the

structural types are tied to organizations of structure. All of the

organizations of structure are belonged to the structural system.

Systemic analysis of the structural system confirmed that Calatrava's

dynamic building works were formed by forms. In other words, joining

of structural types with another create whole new dynamic

architectural form. Dynamic space is a result of such form, and it

brings a variety of emotion to the space.

In conclusion, the building works of Santiago Calatrava are dynamic

because they are composed of a variety of structural types. Calatrava

designed new visual architectural forms by hybrid method of spatial

composition, joined by traditional structural types and modern

structural types. The analysis derived the fact that existing traditional

structural types are good enough to create new dynamic architectural

forms. Eventuall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joining of

various structural types create dynamic architectural forms.

Keywords: Santiago Calatrava, Dynamic, Structure, Morphologic

Student Number: 2009-2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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