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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르토로네 수도원과 라투레트 수도원 성당의 재료와

빛의 표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김수나

담당교수 조항만

종교 건축에서 빛은 상징성을 가지며 중요하게 표현 된다

근대 시대에는 새로운 재료인 콘크리트, 철골이 사용됨에 따라, 중세시대

의 벽식 구조에 비해 자유롭게 평면과 입면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따라

서 근대 이후, 종교 건축에 나타나는 빛은 건축가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

게 표현된다.

이 연구에서는 돌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성당의 공간감의 유사성과 차이

점에 주목한다.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로 돌로 만들어진

종교건축물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종교건축물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빛을

찾는 것에 있다. 둘째로, 유사한 빛을 가지고 있음에도 돌로 만든 로마네스

크 건물과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의 공간감이 다른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것

에 있다.

돌로 만든 로마네스크 성당의 연구 대상은 시토회 소속의 세낭크 수도원

의 성당, 르토로네 수도원의 성당, 실바칸 수도원의 성당으로 한다. 콘크

리트로 만든 성당의 연구 대상은 르꼬르뷔제의 성당 3개 롱샹성당, 라투레

트 수도원 성당, 피르미니 성당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은 2장에서, 돌이 만들어 내는 스테레오토믹 공간과 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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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벽이 만들어 내는 시트로앙의 공간감의 유사성의 가능성에 기초하여

기본적인 고찰들을한다. 돌과 콘크리트의 성질을 알아보고, 두 재료로 만

들어진 건물들에 나타나는 빛의 표현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돌과 콘크리

트 건물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설정한다.

3장에서는 6개의 사례에서 발견되는 빛에 대해 분석하고, 유사한 빛들을

확인한다. 이때, 콘크리트가 돌의 어떤 성질을 이용하여 비슷한 빛을 만들

었는지 알아본다.

4장에서는 유사한 빛들이 존재 함에도, 돌로 만든 로마네스크 성당과 콘크

리트로 만든 성당 사이에 공간감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위해 4장의 사례 중 평면의 형식이 거의 비슷한, 르토로네 성당hk

라투레트 성당을 비교 분석한다.

제 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도출한다.

이 연구를 통해 발견된 점은 다음과 같다.

돌과 콘크리트의 가장 유사한 성질은, 일체감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유사성을 통해, 두 재료는 모두 일체감 있는 입체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입체-공간에 가득찬 빛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돌과 콘크리트 벽으로 만들어진 건물은 특징적으로 두꺼운 단면을 빛을

표현하는 요소로 사용한다.

구체적인 예인 르토로네 수도원의 성당과 라투레트 수도원의 성당은

성당 내부 공간의 각각의 기능에 따라 다른 빛이 표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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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돌과 콘크리크 벽으로 만들어진 성당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차이는 재료가 구조체로 이용되는지에 대한 유무이다. 돌로 만들어진

로마네스크 성당은 돌이 구조체로 이용되면서, 대칭적 형태, 아치구조,

두꺼운 기둥과 벽, 제한적인 개구부를 갖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공간을 통합하는 요소로서 작용하게 된다. 빛들은 각 공간의

역할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의 빛들은

위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기둥식 구조에 벽은 표현적 요소로 사용된

콘크리트 벽으로 만들어진 라투레트 수도원은, 자유로운 개구부를 가지고

있다. 빛들은 각 공간의 역할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라투레트

수도원 성당의 빛들은 위계를 가지기 보다는, 대등하게 공존하고 있다.

주요어 : 재료, 빛, 스테레오토미, 시트로앙, 르토로네 수도원, 라투레트 수

도원

학번 : 2013-2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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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종교 건축에서 빛은 상징성을 가지며 중요하게 표현 된다.

근대 시대에는 새로운 재료인 콘크리트, 철골이 사용됨에 따라, 중세시대

의 벽식 구조에 비해 자유롭게 평면과 입면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철근

콘크리트 기둥과 철골 기둥으로 구조가 지지되기 때문에, 입면은 건축가

의 선택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근대 이후, 종교 건축

에 나타나는 빛은 건축가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다.

이 연구에서는 돌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성당의 공간감의 유사성과 차이

점에 주목한다. 종교건축에서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어두운 공간에 빛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왔고, 이는 돌로 만든 로마네스크 성

당과 유사성을 갖는다. 재료적인 측면에서 돌과 콘크리트는 일체감 있는 형

태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 표면의 성형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갖는

다. 따라서 유사한 형태의 빛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르꼬르뷔제는 성당 건축을 설계하면서 ‘동굴과 같은 건축’ 이

라는 말을 한다. ‘동굴과 같은 건축-성당’은 ‘돌을 쌓아 만든 적석법적 공

간을 가진 건축 - 대표적인 예로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과 유사성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과 르꼬르뷔제의 성당을 비교해 보면, 유

사한 빛의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돌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성

당은 실제적으로 공간감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로 돌로 만들어진 종교건축물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종교건축물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빛을 찾는 것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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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로, 유사한 빛을 가지고 있음에도 돌로 만든 로마네스크 건물과 콘

크리트로 만든 건물의 공간감이 다른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것에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돌로 만든 로마네스크 성당의 연구 대상은 시토회 소속의 세낭크 수도원

의 성당, 르토로네 수도원의 성당, 실바칸 수도원의 성당으로 한다. 이는,

시도회 소속의 성당들은 건물 자체에 장식이 배제되어, 재료가 만드는 공

간과 빛에 대해 효과적으로 연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로 만든 성당의 연구 대상은 르꼬르뷔제의 성당 3개 롱샹성당, 라

투레트 수도원 성당, 피르미니 성당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르꼬르뷔제가

성당 건축을 만들 때, ‘동굴과 같은 공간과 빛’에 대해 연구 하였고, 이는

돌이 만드는 동굴과 같은 공간-스테레오토믹 공간과 유사성을 갖기 때문

이다.

연구의 방법은 2장 기본적인 고찰에서 빛의 종류, 돌의 성질과 돌의 축

조 방식, 콘크리트의 성질과 콘크리트의 축조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종교

건축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빛에 대해 분류해 본다. 분류되는 빛 중에서

이 연구에서는 돌과 콘크리트 벽으로 만들어진 성당공간의 유사성-빛의

표현에 집중한다. 돌과 콘크리트의 성질을 알아보고, 돌과 콘크리트 건물

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설정한다.

3장에서는 6개의 사례에서 발견되는 빛에 대해 분석하고, 유사한 빛들을

확인한다. 이때, 콘크리트가 돌의 어떤 성질을 이용하여 비슷한 빛을 만들

었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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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유사한 빛들이 존재 함에도, 돌로 만든 로마네스크 성당과 콘크

리트로 만든 성당 사이에 공간감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위해 4장의 사례 중 평면의 형식이 거의 비슷한, 르토로네 수도원

의 성당과 라투레트 수도원의 성당을 중심적으로 분석한다. 돌과 콘크리

트첫째로, 각 건물의 천장, 벽 및 기둥, 바닥 및 제단의 각 부분의 형태, 재

료의 구축방식을 알아본다. 둘째로, 각 부분의 재료의 구축과 표현된 빛 및

그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셋째로, 두 건물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차이

에 대해 논의한다.

제 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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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적 고찰

르꼬르뷔제는 성당을 지으면서 ‘동굴 같은 건축’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

다. 르꼬르뷔제의 성당들은 두꺼운 벽에 개구부를 두어 빛을 내부로 유입

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두꺼운 벽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성당들은 르

꼬르뷔제의 시트로앙 유형의 변형이라고도 볼 수 있다.

통시적으로 볼 때, 빛을 유입하는 방식과 표현되는 빛의 유사성에서, ‘동

굴 같은 건축’은 ‘적설법적 공간 즉, 돌 등을 축조해서 만드는 공간’ - ‘로

마네스크 양식’의 건축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2-1 건축에서 나타나는 빛의 분류

: 고야마 히사오의 분류를 중심으로

기독교 건축에서 빛은 상징적으로 사용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

한 빛에 대한 분류 빛 표현방식은 다양하다.

그 중, 고야마 히사오의 빛 분류는 빛의 표현에 대해 통시적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사용하는 재료와 구조의 발달,

그리고 표현되는 빛들에 대해 살펴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야마 히사오는 빛을 4개의 종류로 분류한다. 즉, ① 비추는 빛

-그리스시대 로마네스크 양식, 르꼬르뷔제 ② 가득찬 빛 - 고딕 양식,

라이트 ③ 어슴푸레한 빛 - 일본 ④ 점멸하는 빛 - 현대 로 분류하고

있다.

고야마 히사오는 「건축 의장 강의」 책 제 4장 창에 대하여 - 공간과

빛에서 르꼬르뷔제와 라이트의 빛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면서, 비추는

빛과 가득찬 빛을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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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은 빛 아래 모인 볼륨의 지적이고 정확하고 장대한 조합이다.

우리들의 눈은 빛 아래로 형태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명암이 형태를

떠오르게 한다. 입방체, 원추, 구, 원통 또는 각추 등의 위대한 원초적인

형태를 빛은 선명하게 떠올린다.”1)

책에서 고야마 히사오는 르 코르뷔제에는 물체에 빛이 부딪혀, 밝은

면과 그림자가 지는 면이 만들어지는 것에 조형의 출발점을 놓으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고야마 히사오는 이러한 빛을 ‘물체를 비추는

빛’이라고 명하는데, 이 빛은 빛과 그림자의 대비 효과를 낳는 빛으로서,

방의 내부에서 보면 ‘어둠 속에 들어와 밝게 비추는 빛’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빛은 통시적으로 볼 때, 그리스, 로마의 고전,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물에서 나타는 빛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에서 두꺼운 벽을 뚫고 내부로 비추는 빛을

‘물체를 비추는 빛’의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 그러면서 어두운 내부와

벽의 두께를 관통하여 내부를 비추는 빛, 그리고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물체를 비추는 빛’의 특징으로 말하고 있다.

“그림자는 진부한 건축가의 붓장난이다. 현대 건축가는 지금 이야말로

빛으로 조형하라. 확산하는 빛, 반사하는 빛, 굴절하는 빛, ... 그것은 빛

자신을 위한 빛이다. 그림자는 여분이다. ”2)

반면, 고야마 히사오는 라이트의 빛을 ‘공간을 채우는 빛’이라고 명하고

있다. 고야마 히사오는 이 빛을 공간을 빛의 덩어리로 만들면서,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소거하는 빛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빛에 대한

관심은 바깥으로 빛을 발하는 관점과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다.

1) 고야마 히사오, 건축 의장 강의, 국제, 1998, 김광현 역 73page 
   - 르꼬르뷔제의 빛과 건축에 대한 말
2) 위의 책, 74page
   - 라이트의 빛과 건축에 대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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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4

찢김에 강한 저항력을

가짐. 강함. 유연함

부드러움. 가단성이

있음. 굳힐 수 있음.

쉽게 모양을 만들 수

있음. 굳히면 모양을

유지함.

막대기모양. 탄력적임.

주로상대적 강도

(relative strength). 길

이를 따라 흐르는 수

직력에 저항력을 가

짐.

밀집되어 종합됨

(aggregated). 충격과

압축에 저항함. 상당

한 반응성 강도

(reactive strength).

덩어리의 부분을 제거

하거나 강력한 시스템

안에 규칙적인 조각을

넣음으로서 원하는 어

떠한 모양도 만들어

낼 수 있다.

textiles ceramics (도예)
tectonics(carpentry)

(목수일)

stereotomy

(돌 등의 고형 물질을

특정 모양으로 절단하

는 기술)

표 1 Semper가 기술적 목적으로 분류한 4가지 원재료

통시적으로 볼 때 이러한 빛은 고딕 공간의 빛과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19세기의 철과 유리 건축들이 가느다란 골조, 반투명한

피막, 빛으로 가득찬 공간에서 고딕 건축물과 유사점을 가진다고 말한다.

고야마 히사오의 ‘비추는 빛’과 ‘가득찬 빛’의 구분에서 ‘벽의 모습’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비추는 빛’은 솔리드한 벽에 구멍을 뚫어 빛을

내부로 유입시키는 빛이며, ‘가득찬 빛’은 반투명 피막의 벽을 통해

공간을 빛의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다.

2-2 돌의 성질 및 축조방식 : Gottfried Semper

Gottfried Semper는 「Style in the Technical and Tectonic Arts

chapter nine, Stereotomy (Stone Construction)」에서 돌의 성질과 돌의

축조방식인 Stone Masonry 에 대해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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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돌 - 유닛의 성질

Semper는 건축에 쓰이는 재료를 기술인 목적에 따라 4가지의 원재

료로 나누었다. 4가지 분류의 대표적 재료는 각각 섬유, 도자, 목재

(tectonics), 돌(streotomy)이다.

Semper는 ‘돌’ 이라는 재료를 큰 덩어리에서 부분을 제거하거나, 부분을

시스템 안에 넣음으로서 어떠한 모양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재료로 보았다.

이는, 돌이 큰 돌을 절개하여 부분을 만들기 때문에, 자유로운 형태

의 부분을 만들 수 있고, 따라서 이 부분이 합쳐진 형태는 마치 원래 하

나의 덩어리였던 것 같이 일체성 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Semper는 책에서 조화롭게 돌쌓기를 하기 위한 3가지 방식을 제시한다.

Semper가 제시한 조화로운 돌 쌓기를 위한 3가지의 조건들을 봄으로서,

돌을 가공하고 배치하는-돌 쌓기를 할 때 고려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돌의 축조로 이루어진 건물을 분석 할 때 고려해

야 하는 사항들을 알아볼 수 있다.

① Constructional Elements Considered in Themselves

Semper는 돌 원재료를 가공한, 유닛 하나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유닛의 모양 및 비율,

유닛의 크기, 유닛의 매끈함 정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가공 후 갖는, 유닛의 개별적 성질

로서, Semper는 가공의 방식에 따른 모서리

의 날카로움과 표면의 매끈함 정도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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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돌 - 유닛의

연결

그림 3 돌 - 배치의 모양

② Relations of Parts One Another and to the

Whole : The principle of Their Bonding

Semper는 유닛과 유닛 그리고 전체의 관계에서 유닛

사이의 Bonding-「Join」 에 집중하고 있다.

Joint를 강조 하게 되면, 개별적 유닛들이 눈에 띄게 되며,

유닛자체를 강조하게 된다. 반면에 Joint 가 강조 되지 않

으면, 유닛들의 집합은 하나의 면 또는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되게 된다.

③ The Shape of the Substructure as a whole

마지막으로 Semper는 돌 쌓기가 만드는

형태에 주목한다. 원형의 형태는 중심 성을

만들며 선형의 형태는 이동성을 만든다고 이

야기 한다.

또한 유닛의 「긴변의 배치」에 따라 방

향성을 만들며, 선형의 이동성을 강조 할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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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스테레오토믹

(stereotomic)

텍토닉

(tectonic)

노자의 정의
공간을 둘러싸는

공간, 형태

조립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공간, 형태

젬퍼(Gottfried

Semper)의 정의

조(組)적(積)식(式)

구조

가(架)구(欍)식(式)

구조

C.Van de Ven

벽과 천장이 하나의 동질한

매스를 형성하는 구조 형태

(적설법적 형태)

기둥과 안방 구조와 같이

모든 골조구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형태

(구축법적 형태)

Framton
땅에 고착된 것, 무겁고 땅으

로 향한 것

밝고 가벼우며, 또한 빛과

투명성을 향한 것

표 3 스테레오토믹에 대한 정의

․ 돌은 큰 덩어리에서 절개를 통해 작은 덩어리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자유로운 유닛의 형태가 가능하며, 이들의 조합을 통해 일체감 있는 공간

을 만들 수 있다.

․ 돌은 가공방식에 따라 매끈함과 모서리의 날카로움을 달리할 수 있

다.

․ 유닛 사이 (bonding 부분)를 강조하지 않음으로서, 하나의 면으로 인식하

게 할 수 있다.

․ 유닛의 긴변 방향의 배치를 통해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

표 2 돌의 성질 - Semper의 서술

Semper가 말한 돌의 성질과 축조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의 성질을

종합해 보면,

2-3 돌이 만드는 공간 : 스테레오토믹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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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레오믹 또는 스테레오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하지만 스테레오미

에 대한 언급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질들을 살펴봄으로서 ‘돌’이 만드

는 공간에 대해 이해해 볼 수 있다.

Stereotomics은 그리스의 Solid하다는 뜻의 stereos와 tomia 즉 잘라냄을

의미하는 단어가 만나서 만들어졌다.

스테레오적 재료로 대표적인 것이 돌이다. 큰 돌덩리(물체)를 절개하여 다

시 접합하는 과정으로 건축을 하는 것, 특히 조적의 방법으로 건축하는

것이 스테레오토미이다.

스테레오토믹에 대한 언급들을 종합해 보면, 땅에 고착된 것, 무겁고 땅

으로 향하는 것을 조적하여, 공간을 둘러싸며, 둘러싸는 벽과 천장은 하

나의 동질한 매스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재료의 예

로 ‘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땅의 것’으로 만들어 ‘조적’하는 것을 중력방향으로의 방향성-중력

의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다. 벽과 천장까지 일체성을 가지며 돌로 구축

되면, 천장에서 벽으로 그리고 땅으로의 힘의 흐름이 느껴지게 되고 이것

은 중력방향으로의 방향성-중력의 인식을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돌의 조적 건축물은 구조적인 이유로 두꺼운 두께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두꺼운 두께에 개구부가 생길 때, 사람들은 그 두께를 인식 할 수 있

게 되고, 돌이라는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다.

돌의 조적 건축물은 구조적인 이유로 작고 적은 수의 개구부를 가지

게 된다. 이는 공간에 어둠과 빛을 명확하게 표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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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콘크리트의 성질 및 축조방식

Auguste Perret은 콘크리트를 "antique 재료가 현대적으로 바뀐것",

Frank Lloyd Wright은 "Conglomerate(역암)", Kouis I.Kahan은 "molten

stone"(녹는 돌), Paul Rudolph 은 "mud"(진흙) 등으로 표현하였다.3)

‘녹는’돌, ‘진흙’등의 표현에서 이 근대 건축가들은 콘크리트의 ‘가소성’에

주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녹는‘돌’과 역암이라는 표현에서 ‘돌’

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며 형태를 만드는 재료로서 콘크리트를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콘크리트가 가진 힘은 구조재로서 막강했지만 그 스스로 건축을 완결시

킬 수는 없었다. 거푸집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표면은 쉽게 망가졌고 거푸

집의 조각이 달라붙어 지저분했다. 사람들은 그런 표면을 보기가 싫어 두

가지 방법을 연구했다. 하나는 마감재를 사용해 표면을 가리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표면을 아름답게 가다듬는 방법이었다.

후자의 방법은 건축에 새롭고 획기적인 언어를 선사하기에 이르렀다. 르

꼬르뷔제의 과감한 콘크리트의 노출이 그 언어의 싹을 틔웠다면 ‘안도 다다

오’는 노출콘크리트 건축의 걸작을 창조해냄으로서 그 꽃을 피웠다.

2-5 콘크리트가 만드는 공간 : 벽식 구조

근대 시대의 존재했던 대표적인 공간 구성 기법 도미노시스템, 시트로

앙 시스템, 시카고 골조 시스템일것다. 이 중 콘크리트를 재료로 공간을

3) Cohen, Jean-louis, Liquid stone : new architecture in concrete, Concrete 
Stone,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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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도미노시스템

그림 5 메가론

구성하는 도미노 시스템과 시트로앙 시스템에 대해 알아본다.

1) 도미노 시스템

르 꼬르뷔제(1887-1965)는 20세기 초 새

로운 소재로 등장한 철근콘크리트를 이용

하여 도미노 시스템이라고 하는 주택의 원

형을 만들어 낸다.

도미노 시스템은 다음의 세가지 구성요소, 바닥, 기둥, 계단실로 이루어

져 있다. 2층을 만들 수 있는 3개의 바닥, 철근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만든

구조체인 기둥 6개, 적층 공간을 연결해주는 계단실이 도미노 시스템의

구성요소이다. 기둥은 벽으로부터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입면을

가질 수 있으며, 벽식 구조가 아니고 기둥이 하중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

에 자유로운 평면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르꼬르뷔제는 도미노 시스템에서부터 시적하여 자신의 건축이론 즉 ‘근

대건축 5원칙’을 발전시켜 나갔다.

2) 시트로앙 시스템(Citrohan System)

시트로앙 시스템의의 기은원 Megaron 형식이다.

건축사에 나타나는 Megaron형은 기원전 2000

년경 토로야나 레스보스의 테르미에서 발견된다.

장방형의 모양으로 전실과 주실로 구분되어 있

으며, 좌우에는 구껍고 긴 벽체가 서 있다. 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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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트로앙 시스템

로 구획되어 전체적으로 폐쇠된 공간의 형태를 갖는다. 메가론 형의 평면

은 트로야에서 미케네, 티린스에 걸쳐 궁전의 기본형이 되었으며 그리스

신전 평면에 영향을 미쳤다.

르꼬르뷔제의 시트로앙 주택은 메가론 형

의 발전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고대의 메

가론 형태에 비해 전후의 공간에 개방감을

확보한다. 시트로앙은 따라서, 전후로는 개

방되고, 좌우로는 수직벽으로 둘러 쌓인 터

널과 같은 모습을 하게 된다. 이것은 도미

도 시스템 - 샌드위치 개념이 기둥 구조에

의해 자유로운 입면과 평면을 갖는 것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게 한다. 시트로앙에서

‘벽’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시

트로앙은 기능적으로는 유닛의 적층이라는 개념을 실행시켰으며(철근콘크

리트의 골조에 시트로앙형 주거단위를 끼워 넣은 Unite'd Habitation), 표

현적으로는 벽으로 구획된 공간들의 공간감의 회복시켰다 (도미노 및 시

트로앙 시스템을 혼합한 La Toutrtte).

르꼬르뷔제 후기 성당건축은 ‘벽’의 존재가 중요한 건축의 표현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는 사방으로 막힌 벽, 두꺼운 두께와 깊이를 가진 벽, 콘크

리트의 가소성을 이용한 자유로운 형태의 벽 등을 성당 건축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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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세낭크 수도원

3장 돌과 콘크리트의 축조방식 및 빛의 표현

3장에서는 돌과 콘크리트로 만든 성당에서 나타나는 빛을 본다. 사례로,

돌로 만들어진 로마네스크 성당 3개와 르 꼬르뷔제가 만든 성당 3개를

본다.

돌과 콘크리트는 일체감 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또한 콘크리트가 벽식 구조를 쓸 경우, 두꺼워진 벽을 이용하여

빛을 표현하는 방식이 가능해 진다. 따라서 돌과 콘크리트로 만든 종교건

물에서는 유사한 빛이 나타 날 수 있다.

3-1 돌의 축조방식 및 빛의 표현

3-1-1 Senanque 수도원

○ 기본 개요

Senanque 수도원은 프랑스 프로방스 vaucluse주 Gordes 마을에 위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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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세낭크 수도원 - 공간을 채우는 빛

고 있으며 1178에 건설되었다. 일반적인 시토회 수도회와 마찬가지로 물길

을 끼고 수도원이 들어섰다. 성당부분은 라틴 크로스 형태로, 앱스 부분이

밖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돔+원통 형태를 하고 있다. 트란셉트에 위치한

chapel도 돔+원통 형태를 하고 있다. 교차부 부분에 돔이 있는 특징이 있

다.

1) 공간을 채우는 빛

제단부는 돔+원통 형태로 하나의 입체 면으로 인식되며, 흙의 재질을 가지

고 있다. 개구부로 들어온 빛은 입체적인 면을 따라 확산하면서 돔+원통

공간을 빛으로 가득 채운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낭크 수도원의 제단부는, 흙의 질감에 의해 따뜻한

느낌이 드는, 빛으로 가득 찬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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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세낭크 수도원 - 강한

그림자를 만드는 빛

그림 9 세낭크 수도원 - 단면을 이용한 빛

2) 단면을 이용한 빛

개구부가 있는 면은 흙의 질감을 갖는다. 이와는 대비적으로 개구부 즉 각

이 쳐진 단면부는 날카로운 모서리와 매끈한 표면을 갖는다. 따라서 개구

부는 돌을 예리하게 도려낸 거 같은 느낌을 받는다. 매끈하게 처리된 단

면에도 흙의 질감은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각이 진 개구부를 통해, 흙 질감을 표현하면서 부드러

운 느낌을 주는 빛이 단면부의 면을 따라 점진적으로 공간으로 확산된다.

돌을 예리하게 도려낸 거 같은 개구부에서 나오는 빛은, 마치 돌이 빛을

뿜어 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3) 강한 그림자를 만드는 빛

모서리와 형태가 명확한 기둥에는 명확한

그림자가 드리운다. 이는 제단부의 돔+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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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세낭크 수도원 - 비추는 빛

에 따뜻한 느낌의 가득찬 빛과 대비를 이루게 된다.

4) 비추는 빛 (돔의 천창)

제단과 트란셉트가 교차하는 부분은 높은 층고를 가지며, 돔의 형태를

하고 있다. 돔의 측면으로 개구부들이 존재한다. 개구부로 들어온 빛은 천

장부의 돔을 감싼다. 따라서 교차부의 돔은 성당 공간의 중심 역할을 하

게된다. 또한 이러한 비추는 빛은, 공간의 깊이를 만들어 낸다. 즉, 네이브

- 트란셉트와 제단의 교차부 - 제단 순으로 밝기가 밝아짐으로서, 공간의

깊이를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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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실바칸 수도원 -

공간을 채우는 빛

그림 12 실바칸 수도원

3-1-2 silvacane 수도원

○ 기본 개요

실바칸 수도원은 프랑스 프로방스 지역, 부슈 뒤론 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시토 수도회의 수도원처럼 강가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일부 요소는 고딕 양식을 가지고 있다. 성당부분의

가장 높은 부분에 뾰족한 배럴 볼트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세낭크,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의 앱스 부분이 원형인데 반해, 실바칸

수도원 성당의 앱스 부분은 직사각형이다. 성당의 트란셉트 부에서

진입이 가능하며, 진입가능 한 트란셉트

부분에서 다량의 빛이 유입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공간을 채우는 빛

실바칸 수도원 성당의 앱스 부분은 외부로

돌출되어 있으며 직사각형 평면을 가지고 다소

뾰족한 아치를 가지고 있다. 평평한 면에 뚫린

3개의 아치 형태의 개구부와, 상층부의 꽃잎

모양의 개구부로 빛이 들어오면서 공간을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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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실바칸 수도원

- 강한 그림자를 만드는

빛

그림 14 실바칸 수도원 -

단면을 이용한 빛

채우는 빛을 형성한다. 형태가 돔이나 원통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을

감싸는 빛을 만들어 내지는 않으며, 제단을 초점으로 빛이 모이지는

않는다.

2) 단면을 이용한 빛

실바칸 수도원의 성당부분은 아니지만, chapter

house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두꺼운 벽을 이용한 공간이 나타난다. 이른바 ‘창

문방’ 즉 ‘윈도우 룸’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마치 돌을 파내어 만든 것 같은 창문방에서 개구

부와 면한 각진 면은 밝으며, 개구부가 있는 면은

어두워서 서로간에 대비를 이룬다. 이를 통해 벽

의 두께가 과장, 강조되게 된다.

3) 강한 그림자를 만드는 빛

앱스부분과 트란셉트 부분으로 다량의 빛이 들어온

다. 많은 양의 빛은 모서리와 형태가 명확한 기둥에

명확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특히, 실바칸 수도원의

기둥은 2개의 다른 시토회 수도원의 기둥에 비해 요

철이 많다. 즉, 장식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다

양한 형태의 그림자들이 생겨난다.

4) 비추는 빛 (트란셉트)

실바칸 수도원의 성당은 특징적으로 트란셉트 부분에서 다량의 빛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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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실바칸 수도원 - 비추는 빛

입된다. 동쪽의 제단과 남쪽의 트란셉트에서 들어오는 빛은, 시간에 따라

그 양을 달리하며, 공간을 채우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단과 트란셉트

의 교차점은 뾰족한 배럴 볼트가 사용되었으며, 뾰족한 꼭지점방 향으로

돌의 유닛의 긴부분이 배치되어, 수직방향으로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제단과 트란셉트의 밝음과 대비되어 네이브 쪽은 어두우며, 따라서 깊이

감이 형성된다.

3-1-3 Le Thoronet 수도원

○ 기본 개요

르토로네 수도원은 프랑스 남부, Provence에 위치한다. 보편적인 시토

회 수도원처럼 도시와 멀리 떨어진 골짜기, 물줄기 부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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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르토로네 수도원

예배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이다. 라틴크로스 형태로 동서축을 주축으로 하

며 제단은 동쪽에 위치한다. 트란셉트 부분에 개인기도실이 있는 전형적인

시토회의 3랑식 구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시토회의 애프 스 부분이 4각형 플랜을 취하는 반면 르토르네 수

도원은 반원 플랜이다. 네이브가 아일과 트란셉트 보다 높다. 애프스는 돔

형태로 아일의 높이와 비슷하며, 트란셉트에 연결된 개인채플은 돔형태

로 높이는 2.5m-3m 정도로 매우 작다. 네이브 천장 및 트란셉트의 천장

은 반구형태의 아치를 가지고 있고, 아일은 부채꼴 모양을 하고 있다.

1) 공간을 채우는 빛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의 제단부는 세낭크 수도원 성당의 제단부와 거의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제단부는 돔+원통 형태로 하나의 입체 면으로 인식되며, 흙의 재질을 가

지고 있다. 개구부로 들어온 빛은 입체적인 면을 따라 확산하면서 돔+원

통 공간을 빛으로 가득 채운다.

이렇게 만들어진 르토르네 수도원의 제단부는, 흙의 질감에 의해 따뜻한

느낌이 드는, 빛으로 가득 찬 공간이다

르토르네 수도원 성당은 제단부는 세낭크에 비해 좀 더 둥근 모습이며,

역광을 받는 띠 부분이 좀 더 내부로 들어가 있어서 공간의 감싸지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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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르토로네 수도원 - 공간을 채우는 빛

도와 깊이감이 더 크다. 르토르네 수도원 성당의 제단부는 세낭크에 비해

밝아 보이고, 성당 전체에서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이는 르토르네 수도원

성당의 내부가 어둡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2) 단면을 이용한 빛

개구부 즉 각이 쳐진 단면부는 날카로운 모서리와 매끈한 표면을 갖는

다. 하지만 개구부가 있는 면과 같은 재질을 갖기 때문에, 개구부는 돌을

파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각이 진 개구부를 통해, 흙 질감을 표현하면서 부드러

운 느낌을 주는 빛이 단면부의 면을 따라 점진적으로 공간으로 확산된

다. 돌을 파낸 것 같은 개구부에서 나오는 빛은, 마치 돌이 빛을 뿜어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르토로네 수도원-성당의 개구부의 단면은 세낭크의 것에 비해 더 넓다.

이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첫째로는 실제 단면의 두께보다 벽의 깊이를

깊게 인식시킨다. 둘째로는 많은 양의 빛이 단면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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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르토로네 수도원 - 단면을 이용하는 빛

그림 20 르토로네 수도원 - 강한 그림자를

만드는 빛

3) 강한 그림자를 만드는 빛

모서리와 형태가 명확한 기둥에는 명확

한 그림자가 드리운다. 이는 제단부의

돔+원통에 따뜻한 느낌의 가득 찬 빛과

대비를 이루게 된다.

르토로네 수도원-성당의 기둥에 생

기는 그림자는 세낭크의 것 보다 더

강하다. 즉 빛과 그림자의 대조가 더

심하다. 그 이유는, 르토로네 수도원은

세낭크에 비해 내부가 어둡다. 그리고

천장에 가까운 원형 개구부에서 천장

으로 확산되는 빛이 전체 공간을 관통하며 공간 전체를 채우는 빛이 된다.

여러 곳에서 비치는 빛이 아닌,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비추는 많은 양의 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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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르토로네 수도원 - 확산하는 빛

더강한그림자를 드리우게된다.

4) 확산하는 빛

Le thoronet 수도원은 아치 천장을 통해 공간 전체로 확산하는 빛이 존

재한다.

둥근 아치 천장은 유닛의 배치를 통해

제단부로의 방향성을 가지면서도 공간을

감싸는 느낌을 준다.

흙의 질감을 가지며, 유닛사이에

joint가 없기 때문에하나의면으로인식된다.

따라서 흙의 질감을 표현하는 따뜻

한 빛이 둥근 아치 천장 면을 따라 공간

전체로확산되어나간다.

제단부로 방향성을 가지면서도 공간

을 감싸는 느낌을 주기 위해, 가로 세

로 비율이 많이 차이 나지 않는 유닛

을 사용하였으며, 긴 변 부분을 제단부

로 놓았다.

유닛의 가로가 세로에 비해 길며, 그것이 통로의 긴 변 방향으로 놓이게

되면, 방향성-이동성이 강조된다.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비슷해 지며, 조금

더 긴부분이 통로의 긴변 방향으로 놓이면, 방향성-이동성도 표현되며 또

한 공간을 감싸는 느낌 또한 동시에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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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롱샹성당

3-2 콘크리트의 축조방식 및 빛의 표현

3-2-1 롱샹 성당

○ 기본 개요

롱샹 성당은 르 코르뷔지에가 1950~1954년에 프랑스 보주 산속의 베르포

르 근방에 세운 순례교회당이다.

롱샹성당의 평면은 사다리꼴 사각형을 기본으로 이를 곡선화 하였다. 공간

의 기능에 따라 공간을 부가하거나 분절하였으며,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비

대칭적인 구성을 하게 되었다. 지붕은 경사진 곡면을 이루면서 굉장히 두꺼

우며, 깊은 처마를 가지고 있다. 벽은 경사지고 두껍다. 하지만 벽이 구조체

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벽에는 자유로운 개구부가 나있다. 개

별 예배공간들은 원통형의 탑을 이루며 서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형태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콘크리트의 사용했기 때

문이었다. 콘크리트라는 새로운 재료의 가소적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다양한 개구부가 뚤려 있는 두꺼운 벽은, 구조체의 역할을 하지는 않는

다. 벽의 깊이, 그곳으로 들어오는 빛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적인 요소로



26

그림 23 롱샹성당 - 공간을 채우는 빛

어떤부분은 3m가 넘는 벽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육중한 벽, 곡면의 입체적인 형태, 거친 표면, 어두운 내부 공간과 빛의

표현은 마치 동굴의 공간을 연상시킨다.

1) 공간을 채우는 빛

롱샹성당에는 원통 형태의 속이 빈 기둥들이 있으며, 이 공간들은 작은

chapels로 이용된다. 빛은 기둥의 측면의 조형적인 개구부로 들어와 바로

앞 벽에 장식적인 빛-그림자를 만든다. 빛은 원통을 타고 내려오며 공간을

채운다.

채플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상부의 개구부는 보이지 않으며, 빛은 확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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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롱샹성당 - 단면을 이용한 빛

는 빛의 덩어리의 일부로만 표현된다.

원통 형태의 채플의 표면은 흰색으로 오돌도돌 하다. 빛 덩어리의 주변

부 빛은 이러한 질감에 의해 부드럽게 확산된다.

‘원통’ 형태-입체적 형태이기 때문에 공간을 채우는 빛-확산하는 빛을 만

들 수 있다. 입체적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콘크리트가 가소성을 갖

기 때문이다.

돌은 큰 돌-절개-접합이라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유닛 및 일체성을 가지

는 형태의 건축을 만들 수 있으며, 콘크리트는 액체라는 특성에서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 자유로운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돌과 콘크리트는 이러한 자유로운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곳으

로 들어 온 빛을 확산시킬 수 있으며 그 정도는 다르지만, 공간을 채우는

빛을 만 들 수 있다.

2) 단면을 이용한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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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롱샹성당-확산하는 빛

이러한 개구부가 많은, 두꺼운 벽은 디자인 요소로 고안된 것이다. 구조

적으로 두꺼운 벽은, 벽이 구조체일 때 만들어 진다. 따라서 개구부는 한

정적으로 뚤 릴 수밖에 없고, 어두운 공간에 한정된 개구부만을 가지게 된

다. 하지만 이 벽은 구조적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개구부를 만들 수

있고, 르 꼬르뷔제는 모듈러 체계를 이용하여 네모 비율을 잡고 벽의 단면에

각을 주어 벽의 깊이를 표현하고 있다.

개구부를 통한 단면의 깊이감의 표현, 단면의 각으로 확산하는 빛의 표

현이라는 측면에서 로마네스크 성당의 두꺼운 벽과 각진 개구부를 통해

빛이 확산되어 들어오는 모습과 유사성을 갖는다.

돌은 자유롭게 조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개구부를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개구부가 뚫린 면과 일체적인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이

러한 개구부는 마치 돌의 일부분을 파내거나 도려내어 만들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곳으로 들어온 빛은 마치 돌이 외부의 빛을 내부로 뿜어 내는 것처

럼 보이게 한다.

콘크리트는 가소성을 갖기 때문에 자유로운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두꺼운 벽에 각이 진 단면표현을 일체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3) 확산하는 빛

롱샹성당에서 확산하는 빛은 두

부분에서 나타난다. 첫째로, 천창을

벽에서 살짝 띄워 만든 슬릿한 창

을 통해서 들어온 빛이 천장의 일

부분에 확산되어서 들어온다. 둘째

로, 수직으로 긴 창으로 빛이 확산

되어 들어온다.



29

그림 26 라투레트 수도원

르꼬르뷔제는 콘크리트의 가소성을 이용하여 천장을 입체적으로 만들고,

슬릿한 창으로 빛을 조금씩 유입시켜 입체적인 천장을 따라 빛이 조금씩

확산되도록 디자인 하였다. 이는 두꺼운 벽이 구조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

한 건축적 장치이다.

이 슬릿한 창은 육중한 천장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

다.

천장을 형태 변화를 통해 빛을 공간 안으로 확산시키는 방식은 돌로 만

들어진 성당에서도 보이는 방식이다.

세로로 긴 창 또한 벽이 구조체가 아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창이다.

세로로의 긴창을 통해, 빛은 내부 공간으로 확산되어 들어온다. 특히, 제

단부를 밝게 비추어 주는 역할을 한다.

3-2-2 라투레트 수도원 성당

○ 기본 개요

라투레트 수도원은 프랑스 Lyon 근처,Eveux-sur-Arbresls에 위치한다.

건물이 위치한 곳의 경사면은 한방향 경사이며, 동남쪽이 높고 서북쪽이

낮다. 건물의 정면을 서북쪽으로 설정하여 풍광을 조망할 수 있게 하였



30

그림 27 라투레트 수도원 - 단면을

이용한 빛

다.

라투레트 수도원은 도미니크회 땅 중에서 경사가 급한 곳에 지어졌다. 필

로티에 띄어져 있어져 있다. 중정의 측면은 풍경에 열려 있으며 중정에는

십자통로가 관통하고 있다.

라투레트 수도원은 매우 변형된 라틴크로스 형태다. 제단과 예배당을 포

함한 부분은 사각 박스형태이다. 천장은 기울어져 있으며 북서 방향으로

높아진다. 북서방향으로 오르간실이 돌출되어 있다. 트란셉트 부분에 해당

되는 부분의 북동쪽은 자유로운 곡선형태의 오브제로, 개인채플로 이용되며

남서쪽에 직사각형의 트랍셉트 부위는 이동 통로 및 개인채플로 이용된다.

각각 원뿔의 잘린 형태인 빛대포, 삼각뿔의 잘린 형태인 빛 권총이 천장부

에 꽂혀있다.

남동쪽에 제단이, 북서쪽에 교회당이 위치한다. 두 영역 간에 약간이 레벨

차이가 있다. 제단과 교회당이 있는 부분은 구조체가 없는 대 공간이다.

따라서 기둥에 의해 네이브와 아일이 생기는 삼랑식 구조가 아니다. 교

회당 쪽 면에는 사각프레임의 검은색 메스가 깊이를 만들고 있다.

양 날개인 트란셉트 중, 북동쪽의 트란셉트는 지하에 위치하며 상부가

오픈되어 제단 및 교회당 부분과 시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트란셉트의

천창인 빛대포가 제단 및 교회당 내부에서도 보인다. 남서쪽 트란셉트는

기울어 져있는 메스가 껴있는 형태이며 역시 트란셉트 상부의 천창인 빛

권총을 내부에서 볼 수 있다.

1) 단면을 이용한 빛

라투레트 수도원의 성당의 의자부분은 두꺼

운 벽의 단면에 각을 쳐서, 의자부분으로 빛

을 확산시킨다.

두꺼운 단면에 개구부를 냄으로서 빛을 확

산시켜 내부로 들일 때에, 벽의 두꺼운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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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라투레트 수도원 - 확산하는 빛

을 디자인 요소로 쓴다는 점에서, 돌로 만들어진 성당과 유사점을 갖는다.

2)　확산하는 빛

라투레트 수도원의 성당에서 확산하는 빛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로는 천장을 통해 천장의 상당 부분까지 확산하는 것이며, 둘째로, 수직창

을 통해 천장과 바닥 및 공간으로 빛이 확산하는 것이다.

천장과 맞닿은 부분에 수평창을 내는 것이나 바닥부터 천장까지 긴 수

직창을 내는 것은 라투레트 수도원이 완전한 벽식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

기 때문에 가능하다.

　롱샹수도원과 마찬가지로 라투레트 수도원에서도 ‘벽’은 디자인을 표

현하기 위한 요소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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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라투레트 수도원 -

조형적인 빛

그림 30 피르미니 성당

천장을 형태 변화를 통해 빛을 공간 안으로 확산시키는 방식은 돌로 만

들어진 성당에서도 보이는 방식이다.

３）조형적인 빛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서는 개구부를 자유

롭게 디자인 할 수 있다. 라투레트 수도원 성당

에서도 개구부의 변형을 통해, 다양한 빛을 만들

어 낸다.

특히, 천장부와 맞닿아 있는 수평창의 디자

인을 통해서 시간에 따라 다른 빛들을 만들어

내는데, 저녁의 일정시간이 되면 선의 궤적을

갖는 빛이 나타나기도 한다.

3-2-3 피르미니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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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피르미니 성당-공간을 채우는 빛

○ 기본 개요

생피에르 성당은 와이에르와 마르큉의 교차로 북동촉 코너에 위치하고

있다.

르꼬르뷔제는 1965년 그가 사망할 때 까지 피르미니 성당의 설계를 하였

다. 르꼬르뷔제 사후 3년에 성당 건립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르꼬르뷔제

협회가 구성되었다. 1970년에 착공식을 가졌으며, 실제로 공사는 1973년에 시

작되었다. 조세 우브르리에 의해 감독되면서. 2006년 11월 완성되었다. 이

작업에는 앨린 듀버거와 이브 페레 등 다수의 수석 건축가들이 그를 도왔

고, 현대적인 기술과 재료들이 건물을 짓는데 사용되었다.

피르미니 시 생피에르 성당의 하부 부분은 외부로 개방되면서 건축물에 가

벼운 느낌을 주지만, 이외는 대조적으로 상부 부분은 콘크리트로 덩어리로

구성되어있다.

성당 본당 내부는 빛의 운동을 고려하여 개구부들이 나있다. 지붕과 서

측 경사면의 3개의 빛대포가 있다. 또한 원색으로 마감된 수평창이 존재

한다. 입체적인 건물 내부로 반짝이는 빛이 비추어 지며 조형적인 빛을

표현하고 있다.

1) 공간을 채우는 빛

피르미니 성당 내부는 하나의

면으로 감싸져 있다. 두 개의,

색깔 있는 개구부로 들어온 빛

은 공간을 채운다.

하나의 감싸진 면으로 빛이 들

어와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이유

는, 콘크리트가 가소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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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피르미니 성당-단면을 이용한 빛

돌은 큰 덩어리-절개-쌓기의 과정을 통해 일체성을 얻었으며, 그 형태가

돔이나 원통 같은 감싸는 형태 일 경우, 빛의 유입으로 공간을 채우는 빛

을 얻을 수 있었다.

구축의 과정을 다르지만, 가소성이 있는 콘크리트는 일체성이 있는 자유로

운 형태를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입체의 공간을 채우는 빛을 만들 수 있

다.

2) 단면을 이용한 빛

피르미니 성당의 벽 두께는 두껍

다. 이 단면에 각을 형성함으로서

빛을 유입한다. 이때의 각은 단면

의 아래 부분으로 쳐 있다. 아랫

부분에서부터 빛이 유입되어 색

이 있는 면으로 확산된다.

로마네스크의 두꺼운 면의 개구

부는, 두꺼운 면의 깊이를 강조하였으며, 빛은 그 단면을 타고 들어왔다.

두꺼운 단면에 개구부를 냄으로서 빛을 확산시켜 내부로 들일 때에, 벽의

두꺼운 단면을 디자인 요소로 쓴다는 점에서, 돌로 만들어진 성당과 피르

미니 성당이 유사점을 갖는다.

3) 조형적인 빛

철근 콘크리트가 쓰인 이후, 자유로운 입면을 가질 수 있게 되자, 개구부

와 빛의 표현에 대한 실험들이 많이 일어났다.

피르미니 성당에서도 개구부, 개구부를 갖는 장치의 디자인을 통해 조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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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피르미니 성당-조형적인 빛

인 빛을 만든다. 하나의 면으로 감

싸진 듯한 육중한 느낌의 콘크리트

벽면에, 별자리처럼 보이는 빛의 점

들이 비친다.

3-3 소결

돌과 콘크리트의 가장 유사한 성질은, 일체감 있는 자유로운 형태를 만

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돌은 큰 덩어리에서 절개를 통해 잘라낸 자유로운 형태의 유닛을 적층하

여 일체감 있는 자유로운 형태를 만들어 낸다.

콘크리트는 액체의 양생을 통하여 자유로운 형태를 만들어 낸다.

이런 유사성을 통해, 두 재료는 모두 입체를 타고 확산해 나가면서, 공간

을 채우는 빛을 만들 수 있다

근 현대의 건축가들이 과거 건물의 공간감을 표현하려는 시도는 항상 있

어 왔다.

르꼬르뷔제는 ‘두꺼운 벽과 각이 진 개구부를 통한 빛의 유입’이라는 로

마네스 성당의 성질을 자신의 디자인에 사용한다. 롱샹은 구조적으로 벽

식 구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샹 성당에서 두꺼운 벽에 다량의 개

구부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르꼬르뷔제는 ‘벽’을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

였으며, 두꺼운 벽과 개구부를 표현하였다.

이 밖에 천장으로 빛을 확산시키는 모습 또한 유사한 모습으로 발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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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분석틀 설정

제 4 장 르토로네 수도원과 라투레트 수도원의 공간의 재료

의 축조와 빛의 차이 분석

로마네스크 성당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성당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빛에

도 불구하고, 공간감은 매우 다르다. 이에 평면 배치가 거의 비슷한 르토

로네 수도원 성당과 라투레트 수도원 성당을 분석하여, 어떤 차이점을 갖

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본다.

4-0 분석틀 설정

재료가 각 부분에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Semper에 의해

설명된 돌의 성질들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유닛의 가로-세로

비율은 방향성과 관련 있으며, 유닛의 크기 또한 방향성과 관련 있다. 유

닛의 크기가 위에서 아래로 커지거나, 돔에서 위로 갈수록 작아질 때, 중

력방향의 힘(조적의 구축에 따른)을 인식할 수 있다. 유닛사이의 joint는

유닛 개개의 강조-물질을 강조, 또는 면과 덩어리를 만드는 것과 관련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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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르토로네 수도원-주변지형

빛과 재료가 만나는 모습을 분석하기 위해, 색과 반사도를 추가한

다.

라투레트 수도원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이지만, 분석하는 부

분이 천장과 바닥은 돌 유닛으로 되어 있으며, 벽에는 나무 거푸집

자국이 유닛형태로 나있기 때문에, 앞에 표를 이용한다.

4-1 르토로네 수도원

4-1-1 대지와 건물

1) 대지와 건물의 관계

르토로네 수도원은 프랑스 남부,

Provence에 위치한다. 보편적인 시토회 수

도원4)처럼 도시와 멀리 떨어진 골짜기, 물줄

기 부분에 있다. 하지만 북쪽에 생활공간이

배치되고, 남쪽에 예배당이 배치되었다.5) 이

는, 화장실과 분수가 물줄기를 향해야 했기

때문이다.

르토르네 수도원이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다는 말은, 주변에 비해 대지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르토르네 수도원 이 주변 경관을 관망하는

장소라기보다는, 주변에서 숨어 있는 장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사지에 옹벽을 쌓아서, 건물이 들어서는 대지의 경사도는 매우 작다.

5) 시토회 수도원은 보편적으로 생활공간에 빛이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 생활공간을 남쪽에 위치시

고 예배당을 북쪽에 위치시킨다. 2.1 수도원 건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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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르토로네 수도원-자연과의 관계

회랑과 건물들로 4면이 막혀있는 중정은몇단의계단차이만있다.

형태는 크게 보아 닫힌, 중정형을 하고 있다. 예배당과 생활공간은 하나

의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다. 하늘로 열린 빈 공간의 중정을 회랑이 둘러

싸고 있고, 회랑의 4면을 예배당, 수도사들의 생활공간, 평신도들의 생

활공간이 둘러싸고 있다.

2) 건물 배치

르토르네 수도원은 평신도의 복도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것, 남쪽방향에

예배당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토회의 전형적인 평면을 따른다.

평신도 복도를 없애고 작은 문과 함께 평신도 건물에 홀을 만들어, 건물

로 직접 진입시킨 것으로 보인다.

· 신분에 따른 위치

여타의 시토회 수도원과 마찬가지로 평신도 영역과 수도사영역으로 나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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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Le THORONET Une abbaye cistercienne'를 바탕으로 그린 복원도

◀ North 1]예배당 2]Sacristy 성구실 3]Armarium 성기실 4]Chapter house 사제단 회의당 5]응접실 6]2층 숙소와

회랑 연결 계단 7]수도자방 8]화장실 4]-7]2층 수도사 숙소 9]회랑 10]분수 11]식당 12]평신도 복도 13]창고 14]안뜽

15]부엌 16] 숙소계단 17]평신도 식당 18]화장실

현재 르토르네 수도원은 부분적으로 남아있다.(오른쪽 아래 현재 상황표시) 위의 그림은 르토르네 수도원의 복원

연구에 관한 책, ‘Le THORONET Une abbays cistercienne'을 바탕으로, 그린 복원도이다. 논의는 복원도를 바탕으

로 진행한다.

다. 예배당 출입구는 2개로 분리되어 있다. 동쪽과 북쪽에 건물은 수도사

들이 이용한다. 각각 동쪽 1층에 수도사 공동 영역들, 2층에 수도사 숙소,

북쪽에는 수도사 식당 및 부엌이 있다. 서쪽에는 1층에 평신도 공동 영역

들 및 창고, 2층에 평신도 숙소가 있었다. 네 건물 동은 한 덩어리로 연결

되어 닫힌 중정형을 만들고 있었다. 회랑 및 수도사 건물들은 평신도의

출입이 금지되어있는 수도사들만의 영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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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르토로네 수도원-내부공간

- 세 영역위치 및 연결방식

정신적 영역(예배당)은 중정의 남쪽에 위치한다. 서쪽의 평신도, 수도사

별도로 출입하게 되어 있다. 개인영역은 동쪽 건물 2층에 위치한다. 공동

영역은 1층에 있으며 회랑과 모두 면하고 있다.

르토르네 수도원이 연결되는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공동

영역이 회랑으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공동영역들은 모두 회랑에 접해 있

었다. 또한 정신적 영역과(예배당)과 개인영역(수도사숙소) 도 모두 회랑

과 연결되어 있다.

둘째로, 방에서 방으로의 연결이 있다. 예배당에서 숙소로 바로 연결되

며, 공동영역의 방들도 서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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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르토르네 수도원-성당

4-1-2 성당

예배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이다. 라틴크로스 형태로 동서축을 주축으로 하

며 제단은 동쪽에 위치한다. 트란셉트 부분에 개인기도실이 있는 전형적인

시토회의 3랑식 구조를 하고 있다.6) 하지만 시토회의 애프 스 부분이 4각

형 플랜을 취하는 반면 르토르네 수도원은 반원 플랜이다. 네이브가 아일

과 트란셉트 보다 높다. 애프스는 돔형태로 아일의 높이와 비슷하며, 트란

셉트에 연결된 개인채플은 돔형태로 높이는 2.5m-3m 정도로 매우 작다.

네이브 천장 및 트란셉트의 천장은 반구형태의 아치를 가지고 있고, 아일

은 부채꼴 모양을 하고 있다. 제단은 돌 형태로 되어 있다.

6) 2.1.1 수도원 건축 고찰 부분의 시토회의 전형적인 평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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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 내부

4-1-3 제단부, 네이브 :　형태와 재료의 구축

1) 천장

① 천장은 둥근 아치형태이다. 둥근 아치 형태는 공간을 감싸는 느낌을

주며, 천장 - 벽으로의 형태적 일체성도 만들어 낸다. 이는 천장-벽-기둥

으로의 힘의 흐름도 표현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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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천장

② 돌 유닛은 가로가 조금 더 긴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다. 천장의 유

닛은 정사각형에 가깝다. 유닛이 직사각형일 경우에는 방향성을 갖는 반

면, 유닛이 정사각형일 때는 방향성을 갖지 않는다. 천장에서는 가로로 약

간 긴 유닛을 제단부로 배치함으로서, 제단부로의 방향성도 가지면서, 아치

방향으로의 방향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만약, 천장에 쓰인 형태가 가

로로 긴 직사각형에 제단부로 향하게 놓여 있었다면, 제단부로의 방향성

이 크게 나타났을 것이다. 한편, 가로로 긴 직사각형에 아치 방향으로

놓여 있었다면, 아치방향으로 방향성이 크게 나타났을 것이다.

③ 유닛의 배치에 의한 방향성, 즉 제단부로의 방향성과 아치방향으로의

방향성은 둥근 천장이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는 느낌을 강화한다. 아치방

향으로의 방향성은 ‘둥근 천장이 공간을 감싸는 느낌’을 강화하며, 제단부로

의 방향성은 시각적으로 공간을 확장시키면서, ‘공간 전체’를 감싸는 느

낌을 강화한다.

④ 유닛의 크기와 형태들이 유사하다. 또한 유닛의 배치가 규칙적이며,

joint 없이 배열 되어있기 때문에, 천장은 하나의 면으로 인식된다.

⑤ 유닛은 노랑 계열의 흙 질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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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 - 천장 재료

그림 41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 - 벽&기둥

⑥ 천장에 있는 규칙적인 띠 볼륨의 장식은 깊이감을 형성한다.

2) 벽 & 기둥

① 벽은 아치 천장과 일체되어, 천장과 바닥을 연결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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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 - 벽 재료

벽에는 아치 형태의 개구부가 뚫려 있다.

② 유닛은 가로 방향이 길며 긴변이 제단방향으로 향하여 제단방향으로

의 방향성을 갖는다.

③ 유닛 사이의 joint는 강조되지 않으나, 유닛이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

어, 개개의 유닛들이 인식된다.

④ 유닛은 아래로 갈수록 유닛의 크기가 커진다. 이로 인해, 중력방향으

로의 방향성을 갖는다. 이는 기둥부에서 생성되는 중력방향으로의 방향성

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⑤ 유닛들의 표면은 거친 흙질감을 갖는다. 이는 천장의 고운 흙질감과 연

결되는 효과를 가지며, 천장 - 벽 - 기둥에까지 이르는 일체감을 강화하

는 효과가 있다.

⑥ 유닛의 색은 노랑+빨강 계열이며 이는 천장과 기둥의 중간색으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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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기둥에 까지 이르는 일체감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① 벽의 아치형태의 개구부 때문에 기둥이 형성된다. 천장-벽-기둥은 일

체화 되어 보인다.

② 유닛은 약간 긴 가로가 제단방향으로 향하며 제단방향으로의 방향성

을 만든다.

③ 상층부의 벽부분에 비해 유닛의 크기가 눈에 띄게 크다.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커지는 유닛의 크기 차이는, 중력방향으로의 방향성을 강조한

다.

④ 유닛의 구성입자는 작고 규칙적이며, 유닛의 크기 및 배치도 규칙적이다.

또한 유닛 사이의 joint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기둥은 하

나의 덩어리로 인식된다.

⑤ 유닛의 표면은 매끈하게 처리되어 있어, 덩어리로 인식되는 기둥의

edge 와 형태가 명확하게 표현된다. 기둥의 부피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한 켜 안으로 쌓은 장식은, 이러한 edge와 형태의 명확함을 강조하는 효과

가 있다.

⑥ 유닛은 노랑+빨강 계열이지만 백색에 가까워 차가운 느낌을 준다.

⑦ edge와 형태가 명확하게 인식되는 하나의 덩어리로서의 기둥은, 중력

방향으로의 방향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차가운 계열의 색 또한

중력방향으로의 방향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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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 - 기둥 재료

그림 42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 - 바닥

3) 바닥

① 바닥은 의자가 놓이는 부분, 즉 앉는 부분과 통로부분이 다른 유닛이

사용된다. 앉는 부분의 유닛은 크기가 크며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

이다. 크고 정사각형에 가까운-방향성을 크게 갖지 않는 유닛이 사람들

이 앉는 부분에 사용된다. 유닛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며, 사각형이 아닌

돌도 있다. 자유로운 형태의 돌은, 르토르네 수도원의 성당에서 사람이 앉

는 바닥 부분에 유일하게 쓰인다. 통로부분은 앉는 부분에 비해 크기가

작으며, 직사각형의 형태로 규칙적인 크기와 형태로 배치된다. 이는 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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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 - 바닥 재료

에서부터 네이브로 진입하는 방향으로의 방향성을 만들어 준다.

② 두 유닛 모두 긴변이 트란셉트 방향으로 배치되어 트란셉트 방향의

방향성을 갖는다. 건물의 천장(하늘) 부분과 벽과 기둥부분(하늘과 땅을

잇는 부분)은 제단부로 방향성을 갖는데 반해, 바닥(땅)부분만 대조적으로,

트란셉트 방향으로의 방향성을 갖는다.

③ 다양한 유닛의 크기, 강조된 joint로 인해 개개의 유닛이 강조된다.

④ 강조된 유닛의 입자크기와 형태는 다양하며, 울퉁불퉁한 표면을 갖는

다. 검은 계열로, 반사도를 갖는다. 바닥은 성당 전체에서 가장 돌의 물질

성이 강조된 부분이다.

① 제단부의 벽은 아치형태로 평평하다.

② 유닛의 배치에 의해 트란셉트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진다.

③ 노랑계열의 흙 질감을 갖는 면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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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의 원형 개구부

④ 상단부의 원형 개구부는 로마네스크 성당의 특징인 두꺼운 벽의 단

면을 이용하여, 각을 형성하였다. 원형 개구부의 유닛은 합쳐져서 각을

지닌 원형을 만들 수 있는 형태이다. 개구부의 edge는 날카로우며 명확한 윤

곽이 들어난다.

⑤ 재료가 돌이기 때문에, 각이 있는 명확한 형태의 원형 개구부를 만들

수 있다. ‘돌’이라는 재료는 ‘큰 돌’에서 ‘절개’를 통해 작은 유닛들을 만들

어 내기 때문에 유닛의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곡선이나

각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만들어 내기 적합하다.

또한 돌은 조각과 표면의 표현, 즉 가공방식에 따라 날카로운 edge를 가질

수도 있으며, 거친 표면을 가질 수도 있다. 원형개구부는 날카로운 edge를

가지며 명확한 윤곽이 표현 되고 있다.

⑥ 원형개구부는 돔+원통 형 부분의 아치형태의 개구부 보다 각진 단면이

적다. 각진 단면이 넓을 경우, 빛이 개구부의 면 자체로 확산되는 효과를

가진다. 반면에 각진 단면이 좁을 경우에는 개구부의 면으로의 확산효과가

적으며, 개구부 형태의 빛 명확하게 표현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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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 - 제단 부 벽

5) 돔1, 돔2

① 돔은 돔 내부에 있는 띠를 경계로 네이브쪽의 돔(돔1)과 내부 돔(돔2)

으로 나뉜다. 돔의 형태적 특성상, 감싸지는 공간을 형성한다.

② 돔1의 유닛은 가로가 길며, 긴 변이 제단방향으로 배열되어 내부 돔

으로 깊이감을 형성한다. 돔2는 가로가 조금 더 길며, 돔을 따라, 트란셉트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는 돔 공간이 감싸지는 느낌을 강화한다.

③ 돔1와 돔2 유닛은 구조상의 이유로 상부로 갈수록 작아진다. 이는 돔

을 구축하는 구조적 형식이 표현된 것으로 중력방향을 인식하게 한다.

④ 작고 균질한 입자의 유닛이 규칙적으로 배치되며, joint가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면으로 인식된다.

⑤ 유닛들은 흙 질감의 노란계열의 색을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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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 -

제단 돔

표 10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 - 제단 돔 재료

6) 원통 벽

① 원통 형태로 제단을 초점으로 하는 3개의

아치형태의 개구부가 있다. 원통의 형태적 특

성 상, 감싸지는 공간을 형성한다.

② 긴 변은 원통을 따라 트란셉트 방향으로

배치되며, 이는 원통의 공간이 감싸지는 느낌

을 강화한다.

③ 돔의 유닛에 비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중

력방향을 인식하게 한다.

④ 유사한 크기의 유닛들이 규칙적으로 배치

되며 joint가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면

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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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 - 제단 원통 재료

⑤ 유닛은 다소 큰 입자로 이루이며 흙 질감을 갖는다. 노랑+빨강 계

열이다.

⑥ 재료가 돌이기 때문에, 각이 있는 명확한 형태의 아치형태의 개구부

를 만들 수 있다. ‘돌’이라는 재료는 ‘큰 돌’에서 ‘절개’를 통해 작은 유닛들

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유닛의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곡

선이나 각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만들어 내기 적합하다.

또한 돌은 조각과 표면의 표현, 즉 가공방식에 따라 날카로운 edge를 가질

수도 있으며, 거친 표면을 가질 수도 있다. 아치형태의 개구부는 날카로운

edge를 가지며 명확한 윤곽이 표현 되고 있으며,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다.

⑦ 아치형 개구부는 벽면에 위치한 원형 개구부에 보다 각진 단면이

넓다. 각진 단면이 넓을 경우, 빛이 개구부의 면 자체로 확산되는 효과를

가진다. 반면에 각진 단면이 좁을 경우에는 개구부의 면으로의 확산효과

가 적으며, 개구부 형태의 빛 명확하게 표현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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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 - 원형창

4-1-4 제단부와 네이브 :　형태와 재료의 축조방식 - 빛표현

1) 원형 창

① 개구부의 위치와 형태

제단부의 상단 중앙에 원형의 개구부가 있다. 광량이 많은 남향을 받아

들인다.

원형 개구부는 로마네스크 성당의 특징인 두꺼운 벽의 단면을 이용하

여, 각을 형성하였다. 개구부의 edge는 날카로우며 명확한 윤곽이 들어난

다. 각진 단면이 좁기 때문에, 개구부의 면으로의 확산효과가 적다.

‘돌’이라는 재료는 ‘큰 돌’에서 ‘절개’를 통해 작은 유닛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유닛의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곡선이나 각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만들어 내기 적합하다. 또한

가공방식에 따라 날카로운 모서리와 명확한 형태를 만들어 냄과 동시에,

거친 표면도 만들어 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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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 - 천장 빛

② 표현되는 빛

남향의 광량이 많은 빛이, 성당 중앙의 상단부에 있는 원형 개구부를 통

해 들어와 예배당 전체로 확산된다.

○ A 천장의 둥근 아치 면을 따라 빛이 공간, 벽으로 확산되어 간다.

A천장은 둥근 아치 형태로, 공간을 감싸고 있다. 또한 천장-벽으로 이어

지는 형태적 일체성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는 천장-벽으로의 힘의 흐

름을 표현하는 효과가 있다.

　천장에 사용된 유닛은 단면이 입체적인 형태로, 명확하게 둥근 아치 형

태를 만든다. 이는 ‘돌’이 자유로운 형태를 만들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

문에 가능하다.

유닛은 가로가 조금 더 긴 네모(단면이 입체)형태로, 제단부로 방향성과

아치방향으로 방향성을 동시에 만든다. 이러한 방향성은 ‘둥근 아치 천장

(아치방향 방향성)’이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는(제단부로 방향성)’ 느낌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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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

- 벽의 빛

유닛의 입자는 작고 고르며, 노랑색의 흙 질감을 갖는다. 유사한 크기와

형태들의 유닛들이 사이의 joint없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천

장은 하나의 면으로 인식된다.

원형의 개구부로부터 다량의 빛이, 천장의 노란색 흙 질감을 가진 면으

로 확산되어 들어온다. 이 빛은, 전체 공간을 감싸는 둥근 아치 천장으로

확산되어 나간다. 이렇게 확산된 빛은 공간을 채운다. 또한 빛이 아치를

타고 벽면으로 확산되어 나간다.

천장부의 입체적인 장식은 역광을 받으며 그림자를 형성한다. 이 입체-

그림자는 천장의 확산하는 빛과 대비를 이루며 서로를 강조해 주는 효과

가 있다.

○ B 천장과 연결된 벽 부분을 따라 빛이 아래 부분으로 확산된다.

벽은 형태적으로, 천장과 일체되어, 천장과 기

둥을 연결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벽 유닛의 노랑+빨강 계열의 거친 흙 재질감은

천장의 노랑계열의 흙 재질감과 연결되어, 천장

과 벽이 일체화 되어 보이는 것을 강화한다.

벽은 유닛의 크기가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커

지기 때문에 중력방향의 방향성이 나타난다. 아

래로 갈수록 커지는 유닛의 크기 때문에 기둥과

의 연결-일체성이 강화된다.

이러한 천장-벽-기둥의 일체성은 위로부터 아래로, 즉 중력방향의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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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 - 기둥의

그림자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빛은 벽으로 확산되면서 노랑+빨강의 흙 질감을 표현한다. 천장과 벽의

형태 일체화 & 질감 및 색 통일을 통하여 강화된 천장과 벽의 일체화가,

빛의 ‘확산’을 통하여 다시 강화된다.

또한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유닛의 크기의 변화가 빛의 ‘확산’으로 강조

된다. 천장-벽-기둥으로 확산되는 빛은, 위에서 아래로 시선을 끌면서, 유

닛의 크기 변화를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다.

○ B' 기둥은 공간에 가득 찬 빛에 의해 강한 그림자를 형성한다.

기둥의 유닛의 입자는 작고 규칙적이다.

매끈한 표면을 갖는, 유닛의 크기와 배치

는 규칙적이고, 유닛 사이의 조인트는 눈

에 띄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은, 기둥을

형태가 명확한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

게 한다.

로마네스크 성당의 구조적 특성상, 기둥

은 두껍다. 따라서 기둥은 형태가 명확한

육중한 덩어리로 인식된다.

천장과 벽의 형태적 일체성, 색과 재질의 유사성 때문에 천장부터 벽에

걸쳐, 중력방향으로 향하는 힘의 흐름이 나타난다. 벽의 유닛은 아래로 갈

수록 커지면서 이러한 중력방향의 흐름을 아래로 전달한다. 따라서 천장-

벽-기둥에 이르는 힘의 흐름-중력방향의 방향성이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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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 - 개구부의 형태

육중한 덩어리의 기둥은, 중력방향으로의 방향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

다.

공간에 가득 찬 빛은 모서리와 형태가 명확한 육중한 덩어리-기둥을

비추며, 강한 그림자를 만들어 낸다. 또한 한켜 들여쌓은 장식으로 강한

그림자가 발생되어, 모서리와 형태를 더욱 명확하게 들어낸다.

천장-벽-기둥으로 힘의 흐름에서, 중력방향으로 방향성이 나타난다. 육

중한 기둥은 이러한 중력방향의 방향성을 강화한다. 또한, 이곳에 발생한

강한 그림자는 기둥의 존재성을 강화하면서, 중력방향으로의 방향성에 대

한 인식을 강화시키게 된다.

○ 개구부가 존재하는 C벽은 역광을 받게 되며 개구부와 대비되어 어둡

게 표현된다.

원형 개구부는 로마네스크 성당의 특징인 두꺼운 벽의 단면을 이용하여,

각을 형성하였다. 개구부의 모서리는 날카로우며 명확한 윤곽이 들어난다.

각진 단면이 좁기 때문에, 개구부의 면으로의 확산효과가 적다. 확산효과

가 적은 원형의 개구부는 명확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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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르토로네 수도원 - 아치형태의 개구부

개구부가 존재하여 역광을 받아 어두운 C벽과 대비되어 원형의 빛은 명

확하게 표현되며, 성당의 중앙 상단부에 있는 명확한 원형의 밝은 빛은

사람들의 시선을 상단부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2) 아치형태의 개구부

① 개구부의 위치와 형태

제단부의 원통형 벽에 3개의 아치형태의 개구부가, 제단을 초점으로 하

여 존재한다.

아치형태의 개구부는 로마네스크 성당의 특징인 두꺼운 벽의 단면을 이

용하여, 개구부에 넓은 각을 형성하였다. 다양한 입체적인 유닛들을 이용

하여, 원통-입체에 단면에 각을 가지는 아치형태의 창을 만든다. 원통의

벽면과 개구부의 일체화는, 개구부를 입체에서 도려낸 것처럼 보이게 한

다.

빛은 흙의 입자가 보이는 매끄러운 단면의 각을 타고 확산된다. 이 빛은

아치창의 명확한 모서리에서 맺히게 된다.

또한 개구부에서 들어온 빛은 제단으로 빛을 비추어, 제단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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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 - 바닥의

빛

개구부의 빛은 확산하여 돔 전체를 가득 채운다.

② 표현되는 빛

○ D 바닥에 빛은 반사한다. 울퉁불퉁한 표면을 가진 다양한 크기의 검은

색 돌들은 빛에 의해 강조된다.

바닥의 유닛은 검은 계열로 유닛의 입자

크기가 크며 다양하다. 유닛은 다양한 크

기를 가지며, 자유로운 형태의 유닛도 있

다. 표면은 울퉁불퉁하며 반사도를 갖는다.

또한 유닛들 사이의 joint는 강조되어 있

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바닥의 유닛들

각각의 특성들이 강조된다.

사람이 앉는 부분의 유닛은 크며, 정사각

형 비율에 가까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방

향성을 거의 갖지 않는다. 통로부분은 트란셉트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진

다.

빛은 바닥의 반사된다. 빛은 바닥유닛의 각각의 특성, 즉 울퉁불퉁한 표

면을 가진 다앙한 크기의 검은색 돌들을 강조하게 된다. 특히, 제단부 방

향인 빛의 방향과 수직방향으로 배치된(트란셉트 방향으로) 유닛의 배치

는, 빛의 흐름을 막으면서 빛을 산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닥 유

닛 자체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 돔A,B 및 원통형태 벽C으로 빛이 확산되어 공간을 감싸면서, 가득 채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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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돔의 빛

다양한 입체적인 유닛들을 이용하여, 원통

및 돔의 형태가 일체화되어 보인다.

돔부분의 유닛은 직사각형 이며, 돔 내부

의 띠를 경계로, 네이브쪽은 제단부 방향으

로 방향성을 가져 깊이감을 형성한다. 돔의

내부는 돔을 따라 트란셉트 방향으로 방향

성을 가지며, 이는 제단부 돔+원통형 공간

을 감싸는 느낌을 강화한다. 돔은 구조족인

이유로 위로 갈수록 유닛이 작아지며, 이를

통해 중력방향의 방향성이 인식된다.

원통형의 벽의 유닛은 트란셉트 방향으로

방향성을 갖는다. 이를 통해 원통을 감싸는

느낌이 강화된다. 또한 돔 보다 큰 유닛의 크기는 중력방향으로의 방향성

을 인식하게 한다.

돔과 원통형 벽을 구성하는 유닛의 구성입자는 작으며, 색은 각각 노랑,

노랑+빨강 계열이다. 표면은 흙 질감을 갖는다.

3개의 아치형의 개구부로부터 빛이, 노랑+빨강 계열의 흙 질감을 갖는

면으로 확산된다. 유닛의 형태를 통해 일체화 되어 있으며, 유닛의 방향성

을 통해 감싸지는 느낌이 강화되어 있는 돔과 원통 벽으로 빛이 확산된

다. 확산 된 빛은 돔+원통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가득 채운다.



61

표 12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의 재료와 빛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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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 - 천장, 돔, 벽, 기둥, 바닥 의 재료 표현

4-1-5 특징

1) 돌의 축조를 통한 중력 인식의 강화

돌이라는 재료는 땅의 것으로 무거운 것-중력방향의 방향성을 인식시

켜주는 존재이다. 따라서 돌이 적층되었을 때, 중력방향으로의 힘이 강하

게 표현된다.

돌을 이용한 건축은 ‘큰 돌’을 ‘절개’하여 ‘작은 돌들’을 만들어 다시 ‘적

층’ 하는 것이다. 큰것에서 절개를 통해 작은 것을 만든 것을 만들 때, 유

닛의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자유로운 형태를 일체성 있게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르토르네 수도원의 천장은 원형 아치로, 천장-

벽-기둥까지 일체성을 갖는다. 돌이 천장-벽-기둥이 일체된 형태로 쌓일

때, 중력방향으로의 힘이 강하게 표현된다.

2) 명확한 역할에 따른 형태와 재료의 구축

: 물질성의 강조 유무

① 천장 및 돔+원통 : 물질성의 약화

천장의 경우, 둥근 아치 모양으로 ‘성당 전체를 감싸고’ 있다. 둥근 아치

모양을 만들기 위해 단면이 입체적인 형태의 돌 유닛이 사용된다.

정사각형의 비율에 가까운 직사각형 형태의 유닛을 제단부 방향으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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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 - 물질성의 약화 (왼) 천장 (오)돔

치함으로서, 아치에 제단부 방향과 아치 방향으로의 방향성을 동시에 만

든다. 이는 동그란 아치형태의 천장이 공간전체(제단부로의 방향성)를 감

싸는 느낌(아치로 방향성)을 강화한다. 만약, 직사각형의 유닛을 배치했다

면, 제단부 또는 아치 방향의 방향성이 강조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두 방

향으로의 방향성을 동시에 갖지 못하였을 것이다.

노란색 계열에 고운 입자를 가진 원재료를 사용하며, 흙의 질감이 드러

나도록 가공한다. 규칙적인 모양과 크기의 유닛을 유닛의 사이의 간격 없

이 배치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천장면은 노랑색의 흙질감을 갖는 ‘하나의

면’으로 인식되게 된다. 개별적인 물질의 성질들이 강조되기 보다는, 하나

의 성질을 갖는 면으로 인식된다.

돔+원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제단부 경우, 돔+원통을 반으로 자른

형태이다. 형태적 특성 상, 돔+원통의 내부 공간은 감싸지는 느낌을 갖는

다. 돔+원통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단면이 입체적인 형태의 돌 유닛이 사

용된다.

유닛은 직사각형으로 입체의 면을 따라 트란셉트 방향으로 향한다. 이는

돔+원통의 공간이 감싸지는 느낌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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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 - 물질성의 강화 (왼) 기둥 (오)바닥

돔의 경우, 노란계열에 고운 입자를 가진 원재료를 사용하여, 흙의 질감

이 드러나도록 가공한다. 규칙적인 모양의 유닛을 유닛의 사이의 간격 없

이 배치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돔은 노랑색의 흙질감을 갖는 ‘하나의 입체

면’으로 인식된다. 개별적인 물질의 성질들이 강조되기 보다는 하나의 성

질을 갖는 면으로 인식된다.

② 기둥 및 바닥 : 물질성의 강조

두꺼운 기둥은 명확한 모서리와 형태를 가지고 바닥에 서있다.

작고 고른 입자를 갖는 원재료를 이용하며, 크기가 다소 큰 규칙적인 유

닛들을 유닛들 사이의 간격 없이 배치한다. 이를 통해 기둥은 하나의 덩

어리로 인식된다.

유닛의 표면은 매끈하며, 모서리와 형태가 명확하다. 따라서 기둥은 명확

한 모서리와 형태를 가진 두꺼운(육중한) 덩어리로 인식된다. 이는 땅에서

난 것-무거운 것 과 연결되는 돌의 물질성을 강조한 것이다.

돌의 조적, 천장-벽-기둥의 일체화, 명확한 형태를 갖는 육중한 기둥은

중력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강화시켜주는 요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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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 - 강조된 빛의 표현 : 천장 및 돔+원통

바닥 또한 물질성이 강조된다.

바닥은 어두운 계열의 울퉁불퉁한 표면을 갖는, 자유로운 형태의 유닛들

이, 유닛 사이에 틈들을 가지며 배치되어 있다. 이를 통해 바닥을 이루는

유닛들 하나하나가 강조되며, 돌들의 물질성이 강조된다.

3) 명확한 역할에 따른 재료의 구축과 빛의 표현

: 빛 vs 물질성

돌은 원재료의 선택과 가공 및 배치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르토르네 수도원에서는 각각의 부분, 바닥, 기둥, 천장 등이 각각의 역할

에 따라 재료의 구축방식이 다르며, 다른 빛이 표현된다.

천장은 원형 아치형태로, 단면인 입체인 돌의 유닛에 의해 명확한 형태

로 표현된다. 돌의 배치를 통해 제단부(공간전체)와 아치방향으로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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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 - 강조된 물질성 표현 : 기둥 및 바닥

성을 동시에 갖는다. 이를 통해 공간 전체를 감싸는 느낌을 형성한다. 천

장은 원재료의 선택과 가공 및 배치를 통해 노란색의 흙의 질감을 갖는

하나의 면으로 인식된다.

이곳에 들어오는 강한 빛은 천장의 노란색의 부드러운 질감을 표현하면

서 공간을 감싸며 전체로 확산된다.

천장은 물질성 보다 빛의 표현이 더 강조된 곳이다. 작은 입자의 돌을

입체적인 단면을 갖는, 규칙적인 크기의 부드러운 표면으로 가공한 것, 유

닛의 사이가 벌어짐 없이 배치한 것을 통해 천장은 물질성이 약화된 하나

의 면으로 인식되며, 빛이 강조되어 표현된다.

이러한 성질은 제단부의 돔+원통 공간에도 적용된다. 제단부는 물질성이

약화된 면으로 빛이 확산되어 ‘빛으로’ 가득찬 공간을 만든다.

반면에 기둥은 유닛의 크기가 크며, 표면이 매끈하고 모서리가 명확하다.

유닛 사이의 조인트가 표현되지 않아, 기둥은 표면이 매끈하고 모서리가

명확한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된다. 기둥은 빛을 받아 명확한 그림자를 가

지게 된다. 이를 통해 기둥의 물질성-존재가 강조된다. 천장-벽-기둥의

일체화와 돌의 조적을 통해 형성된 중력방향으로의 방향성은, 이러한 기

둥의 존재성의 강화( 명확한 형태를 갖는 육중한 덩어리 기둥 + 명확한

그림자)로, 더욱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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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질은 바닥부분에도 적용된다. 바닥부분은 어두운 계열의 울퉁

불퉁한, 자유로운 형태의 유닛들이, 유닛사이의 틈들을 드러내면서 배치되

어 있다. 이는 돌 자체-돌의 물성을 강조한 것이다. 바닥으로 빛은 반사

되어 들어온다.

이렇듯, 각각의 부분에 따라 다른 재료의 구축방식이 이용되고 여러 가

지의 빛이 이용된다.

이렇게 표현된 각각의 빛은 공간에서 명확한 성질과 역할을 가지고 있

다. 각 개구부는 사람의 시선을 끈다. 특히 제단의 상부의 원형 개구부는

사람들의 시선을 상부로 향하게 한다.

돔+원통의 가득 찬 부드러운 빛은 사람들의 시선을 제단부로 고정시킨

다. 원형 아치 천장의 면을 타고 공간전체로 확산된다. 돔+원통 및 천장

은 물질성이 약화된 곳으로, 빛으로 가득차거나 강한 빛이 확산되는 곳이

다. 이러한 어둠속의 빛의 충만함은 은유적으로 천상의 것, 또는 신의 임

재를 표현하게 된다.

명확한 모서리와 형태의 기둥에 드리우는 강한 그림자는 돌의 존재성,

물질성을 강조한다. 또한 바닥은 땅에 있는 돌 자체를 표현하면서, 돌의

물질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성의 강조는, 은유적으로 땅의 것,

땅의 것으로서의 명확한 존재성을 표현하게 된다.

4) 재료, 형태, 빛을 통한 공간의 통합

이렇게 각각의 부분이 다른 구축방식을 가지고 빛을 표현하지만, 공간은

통합되어 보인다. 이는 르토르네 수도원이 ①형태적, ②재료적으로 통일감

을 가지고 있으며, ③아치를 타고 공간을 관통하며 퍼져 나가는 빛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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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 -

통합된 모습

해 통일감을 갖기 때문이다.

르토르네 수도원의 천장은 원형의 아치형

태다. 이는 벽과 일체화 되어 있으며 기둥

까지 연결된다. 이는 돌이 다양한 형태의

유닛을 만들 수 있으며, 이것들이 조합되었

을 때, 다양한 형태를 일체성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천장-벽-기

둥의 일체화와 공간의 대칭적 형태는, 공간

을 통일감 있게 느끼게 한다.

돌은 하나의 재료로 가공방식, 배치 방식

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와 성질을 나타낼

수 있다. 흙의 질감을 갖는 천장 면, 매끈

한 표면과 명확한 형태를 갖는 기둥을 동

시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성당에 쓰인 재료는 모두 하나의

재료 ‘돌’로 통일됨으로서, 다양하지만 유사성을 갖는-통일감을 가질 수

있다.

천장을 통해 확산하는 빛은 공간 전체로 확산해 나간다. 이러한 강한 빛

의 성당을 관통하는 제단부로의 확산은, 공간에 통일감을 준다.

이러한 통일감은 공간들을 통합한다. 통합된 공간에는, 각 개별 성격이

뚜렷한 부분들이 공존하며, 위에서 언급한 위계를 가진 빛이 공존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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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라투레트 수도원 - 자연과의 관계

4-2 라투레트 수도원

4-2-1 대지와 건물

① 대지와 건물의 관계

라투레트 수도원은 프랑스 Lyon 근처,Eveux-sur-Arbresls에 위치한다. 건물

이 위치한 곳의 경사면은 한 방향 경사이며 , 동남쪽이 높고 서북쪽이 낮

다. 건물의 정면을 서북쪽으로 설정하여 풍광을 조망할 수 있게 하였다.

라투레트 수도원은 도미니크회 땅 중에서 경사가 급한 곳에 지어졌다.

건물은 필로티에 띄어져 있어져 있다. 중정의 측면은 풍경에 열려 있으며

중정에는 십자통로가 관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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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입면 표시한 라투레트 수도원 도면

(위)왼쪽 +2LEVEL 오른쪽 0LEVEL (아래) 왼쪽 -1LEVEL 오른쪽 -2LEVEL

형태는 크게 보아, 중정형을 하고 있다. 예배당과 생활공간은 두 메스로

분절되어 있으며 십자통로와 옥상 브리찌로 두 공간은 연결된다. 이 분

절된 틈으로 내부 건물 및 중정 바라 볼 수 있게 되어있어, 완전히 닫힌

중정은 아니다.

②공간구성

· 신분에 따른 위치

라투레트 수도원은 도미니크 수도회에서 만든 수도원 학교와 같은 곳이

다. 이곳은 무품급 수도사, 학생 수도사, 학생 사제, 신부, 교수신부7)가 사

용한다. 건물에는 학생과 교수들을 위한 100개의 숙소방, 공부방, 일하는

방, 쉬는방, 도서관과 식당이 있다.8) 숙소층은 이용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

라 위치가 결정되었다. 풍경 조건이 좋은 쪽, 북서쪽에 교수들 방을 배치

7) 카톨릭의 교계제도에는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뉜다. 성직자란 부제, 신부, 주교, 추기경들이며 평신

도란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카톨릭 신자를 말한다. 신부(사제)는 일정 품급의 자격을 구비한자로

성사와 미사를 집행할 수 있다. 수도자들이 천주교에서 통용되는 명칭이며 수도사들은 비신자들

이 부르는 명칭이다.

여기서는, 르.꼴부지에 전작품집 제 6권 도면명칭을 사용한다.  
8) 르.꼴부지에 전작품집 제 6권, 4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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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라투레트 수도원 - 영역

(왼) A개인영역 B정신영역 C공동영역

(오) 각 면에 위치한 3개의 코어

a신부교수이용b학생사제,학생수도사이용

c학생수도사, 평신도 이용

시키고 있다. 남동쪽에 산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부분에는 무품급 수도

사의 방과 학생수도사의 승방들이 놓이게 된다. 이렇게 배치된 이용자들

은 각각 다른 수직 계단을 이용한다. 특히 교수들은 원형의 개별적인 계

단을 이용하여 식당, 참사회실, 예배당으로 향한다.　

· 세 영역의 위치 및 연결방식

라투레트 수도원은 수평적으로 크게 두 개의

영역, 즉 정신적 영역인 예배당과 개인 영역과

공동 영역을 포함하는 생활하는 공간으로 분리

되어 있다. 르꼬르뷔제는 이 두 영역을 틈을

벌려 완전히 분리시켰으며 십자통로와 공중정원

브리찌로만 연결하였다.

ㄷ자 형태의 생활영역에서, 개인 영역과 공동

영역은 수직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진입층을 0

level이라고 했을 때, 위의 두 개층 1,2 level은 개인영역이며, 0, -1, -2

level은 공공영역이다. 수도사들은 개별 유닛을 사용한다.

라투레트 수도원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풍경의 조망’을 중요시 여겼다.

개별 유닛들은 풍경을 잘 볼 수 있도록 ㄷ자형태의 외부 쪽을 향하여 배

치되며 개인 발코니인 로지아를 두고 있다. 동선은 중정 쪽을 향하게 되

어있다.

수도원의 진입이 이루어지는 0 level은 외부인들과 수도사들을 위한 공

동 공간들이 위치한다. 0level은 무품급 수도사 즉 평신도들을 위한 공간

과, 학생수도자들을 위한 공용실 및 예배당, 도서관, 공부방, 강의실 등 연

구와 관련된 방들이 놓여 있다. 실들은 각각의 성질로 분류되어, ㄷ자 형

태의 내부 즉, 중정에 면하는 곳과 ㄷ자 형태의 외부, 즉 풍경쪽을 면하는

곳에 각각 놓여진다. 학생수도사공용실과 오브젝트로 돌출되어 있는 학생

수도사들을 위한 개인기도실, 그리고 도서관은 중정을 향해 배치되어 있

다. 이들을 연결해 주는 동선은 풍경을 향하게 되어 있다. 신부공용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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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라투레트 수도원 - 성당

생사제공용실 및 교실들은 외부 풍경을 바라 볼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으

며, 동선은 중정을 향하도록 되어 있다. 동선은 실들의 배치에 따라 풍경

을 향하는 곳, 중정을 향하는 곳에 있다.

아래층의 -1 level에는 북서쪽의 풍경을 바라보는 곳에 대회의실과 식당

이 위치해 있다.

4-2-2 성당

라투레트 수도원은 매우 변형된 라틴크로스 형태다. 제단과 예배당을 포

함한 부분은 사각 박스형태이다. 천장은 기울어져 있으며 북서 방향으로

높아진다. 북서방향으로 오르간실이 돌출되어 있다. 트란셉트 부분에 해당

되는 부분의 북동쪽은 자유로운 곡선형태의 오브제로, 개인채플로 이용되

며 남서쪽에 직사각형의 트랍셉트 부위는 이동 통로 및 개인채플로 이용

된다. 각각 원뿔의 잘린 형태인 빛대포, 삼각뿔의 잘린 형태인 빛권총이

천장부에 꽂혀있다.

남동쪽에 제단이, 북서쪽에 교회당이 위치한다. 두 영역 간에 약간이 레

벨 차이가 있다. 제단과 교회당이 있는 부분은 구조체가 없는 대 공간이

다. 따라서 기둥에 의해 네이브와 아일이 생기는 삼랑식 구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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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왼)남서쪽 트란셉트 (중)북동쪽 트란셉트 (오)북동쪽 트란셉트 지하부

그림 63 라투레트 수도원 예배당평면

교회당 쪽 면에는 사각프레임의 검은색 메스가 깊이를 만들고 있다.

양 날개인 트란셉트 중, 북동쪽의 트란셉트는 지하에 위치하며 상부가

오픈되어 제단 및 교회당 부분과 시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트란셉트의

천창인 빛대포가 제단 및 교회당 내부에서도 보인다. 남서쪽 트란셉트는

기울어 져있는 메스가 껴있는 형태이며 역시 트란셉트 상부의 천창인 빛

권총을 내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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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라투레트 수도원 천장

그림 65 라투레트 수도원의 형태

4-2-3 제단부와 예배당 : 형태와 재료의 축조방식

1) 천장

천장은 기울어져 있어, 북서방향으로 높아진다. 천장은 돌 패널들을 붙였

다. 패널들은 가로로 길며, 다양한 크기로 이루어져있다. 긴변 방향이 트

란셉트 방향으로 되어 있어 트란셉트 방향으로 방향성을 갖는다. 유닛들

사이들은 눈에 띌 정도로 벌어져있으며, 판넬들은 천장에 고정된 금속 이

음매들로 고정되어 있다. 다양한 유닛들, 벌어진 joint들, 금속이음매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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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라투레트 수도원 성당 - 벽

표 13 라투레트 수도원 성당 - 천장의 재료

개의 유닛자체를 강조하게 되며 이는 구축의 과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유닛은 얼룩진 짙은 회색을 띄며, 표면은 다소 울퉁불퉁

하다. 돌 패널은 반사도가 없으나, 직사각형의 이음매는 금속재질로 반사

도가 있다.

2)벽

4개의 벽면은 각각 형태가 다르다. A 벽면은 모서리에 수직창을 가지

며, B와 B'벽면은 제단쪽은 트란셉트쪽으로 큰 개구부와 2개의 기둥을 갖

고, 예배당쪽으로는 의자있는 부분에 수평창을 갖는다. C는 천장과 맞닿

는 부분에 수평창이 있으며, 오르간실과 연결된 정사각형 박스가 돌출되

어 있다. 하지만 4면 모두 비슷한 크기의 나무 거푸집으로 콘크리트를

양생했기 때문에 4면의 표면은 비슷하다. 콘크리트 양생 시 직사각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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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라투레트 수도원 성당 - 벽의 재료

그림 68 라투레트 수도원 성당 - 바닥

나무 거푸집을 사용하여 콘크리트가 양생되는 과정을 표현하였다. 각각의

거푸집 패널의 경계부가 표현되어, 나무 거푸집의 크기를 알 수 있으며,

다소 어두운 콘크리트의 표면에는 거푸집의 나무결이 표현되어 있다. 또

한 거푸집을 묶은 흔적 등이 표면에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은, 콘크

리트의 구축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C는 긴변이 트란셉트 방향으로 놓이며 방향성을 만들며, B&B'는 긴

변이 제단 방향으로 놓인다.

3）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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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라투레트 수도원 성당 - 수직창

표 15 투레트 수도원 성당 - 바닥의 재료

바닥은 제단부와 예배당 부의 단차가 존재하며 제단부가 더 높다. 제단

부 방향으로 일직선의 joint가 강하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단부로의

방향성을 갖는다. 또한 검은색의 십자가 형태가 바닥에 표시되어 있어, 제

단부로의 방향성을 강조한다. 다양한 유닛들이 여러 방식으로 배치되며,

유닛 사이의 joint들이 강조되기 때문에 개개의 유닛이 강조된다. 유닛들

은 밝은 회색으로 매끈한 표면에 반사도가 있다.

4-2-4 제단부와 예배당 : 형태와 재료의 축조방식 - 빛의 표현

1) 수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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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구부의 위치와 형태

제단부 모서리 부분에 수직창이 있다. 개구부는 삼각기둥 형태이며, 이를

통해 광량이 많은 남쪽 빛을 받아들인다.

모서리부분에 위치하는 수직 창은 천장(A), 바닥(A'), 세 벽면(B, C, D)

과 관계를 갖는다.

② 표현되는 빛

빛이 삼각기둥의 면(각진 면)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A천장 과 A'바닥

은 모서리로부터 빛이 확산되어 들어온다. 각진면으로 들어오는 빛은 벽

의 단면을 인식시켜 줌으로서, 벽의 깊이감을 인식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A천장은 어두우며 다소 울퉁불퉁한 돌 패널들이 트란셉트 방향으로 방

향성을 가지며 붙여져 있다. 패널들은 크기가 다양하고 유닛들 사이가 벌

어져 있다. 또한 금속이음매가 패널들을 천장에 고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개의 유닛들, 물질이 강조되어 있다.

빛은 모서리에서부터 확산되어 들어온다. 빛은 유닛 사이의 벌어진 틈에

그림자를 만들며, 직사각형 금속 이음매에 빛이 반사된다. 따라서 과장되

어 표현된, 돌 패널의 구축모습을 강조하게 된다.

A' 바닥은 밝은 회색의, 반사도를 갖는 매끈한 표면의 돌 패널들이 붙여

져 있다. 패널들은 크기가 다양하고 유닛들 사이에는 어두운 계열의 매지

가 표현되어 있다. 특히 제단부 방향으로 일직선의 두꺼운 매지가 표현되

어 있으며, 십자가 모양이 바닥에 그려져 있어 제단부로의 방향성을 강조

하고 있다.

빛은 모서리에서부터 확산되어 들어온다. 이때 바닥의 일부분에 빛이 반

사되어 나타나면서, 돌 패널의 구축모습을 강조하게 된다.

B와 B' 벽은 콘크리트가 양생되는 과정, 즉 콘크리트가 구축되는 과정이

표시되어 있다. 벽 표면에는 거푸집의 경계, 나무의 결, 거푸집을 묶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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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라투레트 수도원 성당 - 수평창

국이 표현된다. 유닛의 긴변 방향이 제단부로 향하고 있다.

빛이 개구부의 각진 면을 타고 들어와 B벽면을 비추며, 개구부의 각진

면에 반사되어 B‘ 벽면에 확산되어 들어온다. 빛에 의해 거푸집의 경계,

나무의 결, 거푸집을 묶은 자국에 그림자가 생기며, 이는 구축의 과정을

강조하게 된다.

C벽은 B와 B‘와 마찬가지로 콘크리트가 구축되는 과정이 표현되어 있

다. C벽은 개구부가 존재한다. 따라서 역광을 받게 되며 개구부와 대비되

어 어둡게 표현된다.

2) 천장과 맞닿는 부분의 수평창

① 개구부의 위치와 형태

예배당부 천장과과 맞닿는 부분에 수평창이 있다. 창은 서향(서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있다. 수평창은 개구부의 형태조작을 통해서 여러 가

지 빛을 표현한다.

천장과 맞닿는 부분의 수평창은 천장(A), 두 벽면(B,B), 제단부 벽면(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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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계한다.

② 표현되는 빛

위의 그림은 시간별(7am, 5pm, 7pm) 빛의 모습이다. 시간에 따라 다른

빛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개구부를 디자인함으로서, 빛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 빛의 운동성을 강조하였다.

A천장 북서방향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사를 가지고 있다. 어두우며 다

소 울퉁불퉁한 돌 패널들이 트란셉트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지며 붙여져

있다. 패널들은 크기가 다양하고 유닛들 사이가 벌어져 있다. 또한 금속이

음매가 패널들을 천장에 고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개의 유닛들, 물질이

강조되어 있다.

빛은 천장에 확산되어 들어온다. 빛은 유닛 사이의 벌어진 틈에 그림자

를 만들며, 직사각형 금속 이음매에 빛이 반사된다. 따라서 과장되어 표현

된, 돌 패널의 구축모습을 강조하게 된다.

천장이 경사져 있기 때문에 빛은 패널의 일부분만을 비추게 된다. 빛은

다양한 유닛, 유닛 사이의 틈, 유닛의 이음매, 유닛의 울퉁불퉁한 표면들

의 일부분을 비추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산란된다.

개구부는 기울기가 있는 천장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 빛의

고도가 달라지면서, 천장에 들어오는 빛의 양과 빛의 깊이가 달라진다. 서

향을 받기 때문에 저녁시간(위의 그림 7pm)에 빛이 깊숙이 들어온다. 이

러한 빛의 변화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며, 그러한 빛이 비추는 대상,

즉 재료의 구축된 모습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재

료의 구축을 강조 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예배당의 천장부분은 돌 재료의 과장된 구축의 표현을 빛이 강조하는 효

과가 있다. 이 곳에서는 재료의 구축 표현과 빛의 표현이 대등하게 나타

나며, 서로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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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와 B'벽면에는 콘크리트가 구축되는 과정(거푸집의 경계, 나무의 결,

거푸집을 묶는 자국)이 표현되어 있다.

천장에 맞닿은 수평창의 형태 조작을 통해, B와 B'벽면에는 명확한 경계

와 형태를 갖는 조형적인 빛이 들어온다. 또한 시간의 변화에 따라 B'벽

면과 C제단부 벽면에는 선의 궤적을 갖는 빛이 표현된다.(위의 그림

5PM) 명확한 경계와 형태를 갖는 조형적인 빛, 궤적을 갖는 빛들은 사람

들의 시선을 끌게 되며, 그러한 빛이 비추는 대상, 즉 재료의 구축된 모습

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재료의 구축을 강조 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벽면 부분은 크리트가 구축되어 있는 표현이 빛에 의해 강조되는 것은

맞으나, 이곳에서는 재료의 구축의 표현보다는 빛의 표현 즉 빛의 형태와

빛의 운동성의 표현이 더 강조 되어 있다. 그것은 벽면에 표현된 콘크리

트의 구축의 모습이 다소 단순하여 빛의 표현에 대한 배경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장에 맞닿은 수평창을 통해 시간에 따라 여러 가지 빛이 표현된다.

「①시간에 따라 변화하면서, 물질과 여러 모습으로 만나는 빛 ②경계와

형태가 명확한 빛 ③선의 궤적을 그리는 빛」들은 빛이 비추는 대상, 즉

재료의 구축된 모습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재료

의 구축을 강조 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하지만, 재료의 구축이 표현된 정도, 강조된 정도에 따라 재료의 구축의

표현과 빛의 표현의 상대적 정도가 달라진다. 즉 천장에서는 돌 패널의

구축의 표현과 빛의 표현이 대등하게 나타나며 충돌하는 듯한 인상을 주

는데 반해, 벽에서는 콘크리트의 구축의 표현이 약하게 나타나면의 빛의

표현에 대해 배경적 역할을 하고 있어, 빛의 형태 및 궤적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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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라투르테 수도원 성당 - 천장의 네모창

3) 천장의 네모창

① 개구부의 위치와 형태

예배당부 천장에 네모 박스 모양으로 돌출된 창이 있다. 박스 형태의 단

면은 오르간 실에 연결된 검은 박스 쪽 및 강단을 비추도록 각이 쳐져 있

다.

② 표현되는 빛

천장에 네모의 빛 덩어리가 표현된다.

빛은 예배당부 벽을 스포트라이트 형식으로 비추게 된다. 스포트라이트

를 받은 벽과, 벽에서 돌출된 내부가 검은 박스(오르간 실과 연결되어 있

는)가 대비를 이루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된다.

4) 의자부분의 수평창

① 개구부의 위치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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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라투레트 수도원 성당 - 의자부분의 수평창

예배당부 벽에 가로로 긴 창이 있다. 개구부의 단면은 각이 져 있으며,

색이 사용된다. 단면부는 외기와 닿는 부분은 넓고 내부는 좁다. 들어오는

빛을 압축시켜 내부로 들여 보낸다. 의자부분을 비추도록 되어 있다.

② 표현되는 빛

빛이 각진 벽을 타고 들어오며 색을 표현한다. 외기와 닿는 넓은 부분은

내부에서 보면 밝게 빛나며 , 반사된 빛이 내부로 압축되면서 들어온다.

예배당의 벽에 명확한 경계와 형태를 갖는 조형적인 빛을 만든다.

벽의 단면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벽의 단면을 인식시키게 된다. 따라서

‘두꺼운’ 벽 즉, 벽에 대한 깊이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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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특징 　

1) 다양한 재료의 사용과 구축방식의 강조

라투레트 수도원의 성당은 다양한 재료와 구축방식이 사용되었다. 천장

및 바닥에는 돌 패널, 벽에는 노출 콘크리트, 의자 등 가구에는 콘크리트

및 나무 등이 이용되었다.

천장과 바닥에는 돌 패널들이 사용되었다.

천장에는 어두운 계열의 다소 울퉁불퉁한, 다양한 크기의 돌 패널들이

사용된다. 패널들의 사이는 눈에 띌 정도로 벌어져 있다. 금속 이음매를

이용하여 패널들이 천장에 고정되어 있으며,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다. 천

장의 패널들은 트란셉트 방향으로 긴변 방향이 놓여 있다.

천장에 사용된 돌 패널들의 다양한 크기, 울퉁불퉁한 재질, 유닛간의 틈,

금속 이음매의 연결 등을 통해, 개개의 돌 패널들이 강조되어 있다.

바닥에서는 밝은 계열의 매끈한 표면을 갖는, 다양한 크기의 돌 패널들

이 사용된다. 패널들의 사이는 검은 매지로 표현되어 있다. 특히 제단부

방향으로 일직선의 두꺼운 검은 매지가 표현되어 있다.

바닥에 사용된 돌 패널들의 다양한 크기, 유닛사이의 검은 매지 등을 통

해, 개개의 돌 패널들이 강조되어 있다.

벽에는 콘크리트가 양생되는 과정, 즉 콘크리트가 구축되는 과정이 표시

되어 있다. 거푸집으로 나무 판넬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벽의 표면에는

거푸집의 경계, 나무의 결, 거푸집을 묶은 자국이 표현되어있다.

이렇게 표현된 돌 패널의 바닥, 노출콘크리트의 벽, 또 다른 돌 패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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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은 각각의 특징을 가진 상태로 서로 간에 구분되어 있다. 즉, 바닥-

벽-천장은 서로 다른 재료와 구축방식의 사용으로 분리 되어 인식된다.

2) 기능에 따른 다양한 개구부와 다양한 빛의 표현

라투레트 수도원 성당은 다양한 개구부, 재료와 구축방식을 이용하여 다

양한 빛들이 한 공간에 표현되었다.

라투레트 수도원의 성당은 ‘기둥’이 구조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벽은 표

현적 요소로 사용되었다. 즉, 벽은 구조체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되더라

도 보조적 역할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입면 표현이 가능하다.

다양한 위치와 형태의 개구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빛을 유입한다. 이러

한 빛들은 천장, 벽, 바닥의 다양한 재료들과 만나면서 다양한 형태의 빛

을 표현하게 된다.

제단부 모서리 부분에 위치한 삼각기둥 형태의 수직창을 통해 유입되는

빛은 제단부 뒤편으로 ‘빛 기둥’을 만들어 내면서 개구부가 나 있는 벽면

을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게 한다.

또한 수직창을 통해 유입되는 빛은 제단부를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하

며, 개구부와 인접되어 있는 천장 바닥 및 벽으로 ‘확산’되어 나간다.

천장으로 확산되는 빛은 유닛의 울퉁불퉁한 면을 만나면서, 유닛의 돌

재질을 표현하게 된다. 또한 빛은 유닛 사이의 벌어진 틈(선)에 그림자를

만들며, 직사각형 금속 이음매(점)에서 반사된다. 이를 통해, 돌 재료의 구

축모습이 강조되어 나타나게 된다.

벽에 비추거나 확산되어 들어온 빛은 벽에 표현된 거푸집의 경계, 나무

의 결, 거푸집을 묶은 자국에 그림자를 만들며 콘크리트의 구축모습을 강

조하게 된다.

천장과 맞닿는 부분의 수평창은 개구부의 형태조작을 통해 여러 가지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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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현하는데, 특히 시간에 따라 그 빛의 형태가 달라진다. 천장으로 확

산되는 빛은 하늘-신의 존재를 암시하는 기독교적인 빛, 상징적인 빛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벽에 나타나는 경계가 명확한 빛, 궤적을 나타내는 빛은

빛의 운동성을 통해 전체 공간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수평창

을 통째 빛은 천장에 ‘확산’된다. 수평창이 서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

녁시간 때에 공간으로 더 많이 확산되어 들어온다. 빛은 돌 유닛의 표면

에 확산되어 가며, 돌 재질을 표현한다. 또한 천장 유닛 사이의 벌어진 틈

에 그림자를 만들며, 직사각형 금속 이음매에 빛을 반사시킨다. 이때, 천

장이 경사져 있기 때문에 빛은 패널의 일부분만을 비추게 된다. 빛이 다

양한 유닛, 유닛 사이의 틈, 유닛의 이음매, 유닛의 울퉁불퉁한 표면들의

일부분을 비추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산란 된다. 개구부가 서향에 위치하

기 때문에 저녁에 빛이 공간으로 더 깊숙이 들어와, 천장의 더 많은 부분

들에서 빛이 산란된다. 이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산란된 빛,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빛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며, 그러한 빛이 비추는 대상, 즉

재료가 구축된 모습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재료

의 구축을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천장에서는 재료의 구축의 표현과

빛의 표현이 대등하게 표현되면서, 서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다.

벽에는 천장부터 아래 방향으로 각을 형성하는 빛- ‘명확한 경계와 형태

를 가진 빛’ 이 표현된다. 이 빛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데, 저녁의 일정

한 시간이 되면, 벽면에 ‘선의 궤적’을 그린다. 빛은 벽을 비추면서, 벽면

에 표현된 콘크리트가 구축되는 과정(거푸집의 경계, 나무의 결, 거푸집을

묶는 자국)을 강조하는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벽면에서는 재료의 구축

표현의 강조보다는 빛의 표현, 즉 빛의 형태와 운동성에 대한 표현이 강

조된다. 벽은 콘크리트라는 단일재료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구축과정이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이 다소 단순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벽면은 거대한 하나의 면으로 인식되며, 이는 빛에 대한 배경으로서

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천장에서는 돌 패널의 구축의 표현이 과장되어 있으며, 빛은 재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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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며 구축의 모습을 강조하게 된다. 천장에서는 빛의 표현과 재료 구축

의 표현이 대등하게 나타나며, 서로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한편,

벽에서는 콘크리트의 구축 표현이 나타나 있으며, 빛은 그 표현을 강조하

기는 하지만, 과장되어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 구축의 모습이 다소 단조롭

기 때문에, 벽에서는 빛의 표현이 재료 구축 표현 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벽은 빛의 표현에 대한 배경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천장에 돌출된 네모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네모 창 자체를 빛의 덩어

리로 표현한다. 또한 예배당 부의 벽을 ‘스포트라이트 형식’으로 비추게

된다.

의자부분의 수평창은 단면에 각이 쳐져 있으며, 색이 사용되어 있다. 각

을 타고 들어오는 빛은 ‘색을 표현’하며, 벽으로 아래 방향으로 각을 형성

하는 빛-‘명확한 경계와 형태를 가진 빛’이 표현된다.

3) 거대한 벽을 통한 통합

라투레트 수도원의 성당의 내부는 돌, 콘크리트, 나무 등의 다양한 재료

들이 사용되었으며, 다양한 색들이 사용되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개구

부를 통해 다양한 빛이 표현되어 있으며 이 빛들은 기능에 따라 다른 형

태로 존재하고 있다.

텅 빈 공간에 서있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거대한 벽은, 다양성이 존재

하는 공간을 통합하는 효과가 있다.

사람들은 직사각형 박스의 긴 변, 중앙의 작은 문을 통해 성당으로 진

입하게 된다. 사람들이 처음 인지하게 되는 대상은, 거대한 텅 빈 공간과

그 공간을 구획하고 있는 회색 콘크리트 벽의 존재이다. ‘텅빈 공간’이라

는 단순한 구성에서 ‘거대한 회색 콘크리트 벽’은 보다 명확하게 인지된

다. ‘거대함’은 절대적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함을 의미한다. 절대적으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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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면적을 차지하는 유사한 패턴을 가진 단일한 재료(콘크리트)의 ‘벽’은

공간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4) 운동성을 가진 빛을 통한 통합

예배당 부분 천장의 상단부에, 서쪽을 향해 나있는 슬릿한 창에서 들어

오는 빛은 ‘빛의 운동’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장으

로 들어오는 빛의 유입 정도가 달라진다. 또한 벽에 각을 가지고 비추어

지는 빛은 시간에 따라 공간 전체를 움직이며, 선의 궤적을 나타낸다. 이

러한 공간 전체에 표현되는 빛의 운동은 공간을 통합적으로 보이게 하는

또다른 방식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한 공간만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는 그 공간만을 집중하게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장-벽-바닥으로 이동하면서 여러 공

간을 비추는 빛은, 여러 공간을 한번에 인식시키 는 효과를 가져오고, 이

러한 효과는 공간을 통합적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르 꼬르뷔제는 ‘움직임’을 통해 공간을 ‘통합’하려는 전략을 이용했다.

‘건축적 산책’에서는 사람들이 ‘움직임’으로서 고정된 대상들을 다양한 시

선으로 보게 됨으로서 풍경을 통합하려고 하였다. 라투레트 수도원의 성

당에서는 빛의 ‘움직임’을 통해 고정된 대상들을 여러 방식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서 공간을 통합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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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결

두 건물은 모두 두꺼운 벽을 가지고 있다. 두 건물 모두, 개구부로

들어온 빛은 어두운 내부공간과 대비되어 표현되며, 성당의 각 공간의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다. 구체적으로 두 건물 모두 제단과

네이브에 나타나는 빛의 형태가 다른 것이다.

한편, 로마네스크 양식인 르토로네 수도원은 돌이 구조체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적인 이유에서 두꺼운 기둥과 벽이 존재하며, 천장은

아치의 형태, 평면은 대칭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개구부는 한정적인

위치에 작은 크기로 나있다. 빛들은 각 공간의 역할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의 빛들은 위계를 가지고 있다.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기둥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라투레트 수도원은,

두꺼운 벽은 표현적 요소로 이용된다. 즉, 두꺼운 벽은 구조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개구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개구부는

다양한 위치와 형태를 가진다. 빛들은 각 공간의 역할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라투레트 수도원 성당의 빛들은 위계를 가지기 보다는,

대등하게 공존하고 있다.

돌은 하나의 재료로도 가공방식 및 배치를 다르게 하여 여러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재료이다.

르토로네 수도원에서는, 각각의 부분들은 역할에 따라, 다른 형태와

재료(돌)의 구축방식이 이용된다. 따라서 건물에서 부분이 하는 역할별로

다른 형태, 재료의 구축, 빛이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아치 형태의 천장과 원통+돔 형태의 제단부에서는 물질성이

약화되며 감싸는 빛, 공간을 채우는 빛, 공간으로 확산하는 빛 등 빛의

표현이 강하게 나타난다. 반면 기둥과 바닥은 물질성이 강하게 표현되며,

빛은 강한 그림자를 만들며, 물질의 존재를 강화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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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명확히 구분되는 성격을 가진 각각의 부분들은, 형태적, 재료적,

빛의 통합으로 통합적 공간을 구성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단일 재료인 돌

축조하여 만든 르토로네 수도원은, 돌의 가공을 통해 일체감 있는 공간을

구성한다. 또한 돌이 구조체가 됨으로서 대칭적 형태를 가지게 된다.

각각의 공간의 기능에 따라 형태와 재료의 구축이 달라지며 빛이

달라진다. 이렇게 달라진 빛들은 각각의 역할에 따라 위계를 가지게 되며,

공간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돌이라는 재료는 인식적으로, 땅의 것-무거운 것으로 인간에게 중력을

인식시켜주는 존재이다. ‘중력’에 대한 인식은 물질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연결된다. 돌은 조적된다는 측면에서 중력방향으로의 방향성을 표현한다.

‘위로 갈수록 유닛의 크기가 작아지며’ ‘쌓이는’ 돌은, 중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큰 돌에서 작은 유닛을 만들어 내어 다시 조적하는 돌

의 특성상, 일체적인 공간의 표현이 가능하다. 르토로네 수도원의 천장은

원형 아치로, 천장-벽-기둥까지 일체성을 갖는다. 돌이 천장-벽-기둥이

일체된 형태로 쌓일 때, 중력방향으로의 힘이 강조된다.

이러한 중력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공간감을 준다.

라투레트 수도원의 구조체는 기둥이다. 라투레트 수도원 성당의 거대한

벽은 표현적 요소로 사용된 것이다. 이에, 자유로운 입면이 가능하며, 각

공간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개구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라투레트 수도

원의 성당에서도 건물에서 부분이 하는 역할별로 개구부의 형태, 재료의

구축, 빛이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제단부의 수직창은 제단부 전체를 비추는 역할이 크며, 예배

당 부의 천창은 천장의 돌 패널의 과장된 재질 및 구축의 표현을 강조하

면서, 하늘-천장-상층부의 빛 즉 기독교적인 빛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천창에서 비추는 빛은 천장 말고도 벽으로 경계가 지는 빛,

궤적을 만드는 빛을 만들어 내는데, 이때는 콘크리트의 구축이 표현된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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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그 표현의 단순함으로 인해 배경면으로 작용하여 빛의 표현을 효과

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빛의 표현은 첫째로, 위계를 갖지 않는 다는 점에서 르토

로네 수도원의 성당과 큰 차이를 갖는다. 라투레트 수도원 성당의 빛은

각각의 역할에 따라 다른 모습을 가지며 대등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빛은

위계를 갖는 다기 보다는, 다양한 빛이 공존하는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자유로운 평면과 입면을 통해 나타는 다양한 빛의 표현은, 첫째로는 거

대한 콘크리트 벽의 존재로 통합되며 둘째로는 빛의 움직임을 통해 공간

을 전체로 인식시키는 것으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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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로 돌로 만들어진 종교건축물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종교건축물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빛을 찾는 것에 있

다. 둘째로, 유사한 빛을 가지고 있음에도 돌로 만든 로마네스크 건물과 콘

크리트로 만든 건물의 공간감이 다른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것에 있다.

돌과 콘크리트의 가장 유사한 성질은, 일체감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돌은 큰 덩어리에서 절개를 통해 잘라낸 자유로운 형태의 유닛을 적층하

여 일체감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낸다.

콘크리트는 액체의 양생을 통하여 자유로운 형태-일체감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낸다.

이런 유사성을 통해, 두 재료는 모두 입체를 타고 확산해 나가면서, 공간

을 채우는 빛을 만들 수 있다

두 건물은 모두 두꺼운 벽을 가지고 있다. 두 건물 모두, 개구부로 들어온

빛은 어두운 내부공간과 대비되어 표현되며, 성당의 각 공간의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다. 구체적으로 두 건물 모두 제단과 네이브에

나타나는 빛의 형태가 다른 것이다.

한편, 로마네스크 양식인 르토로네 수도원은 돌이 구조체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적인 이유에서 두꺼운 기둥과 벽이 존재하며, 천장은

아치의 형태, 평면은 대칭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개구부는 한정적인

위치에 작은 크기로 나있다. 빛들은 각 공간의 역할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르토로네 수도원 성당의 빛들은 위계를 가지고 있다.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기둥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라투레트 수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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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벽은 표현적 요소로 이용된다. 즉, 두꺼운 벽은 구조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개구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개구부는

다양한 위치와 형태를 가진다. 빛들은 각 공간의 역할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라투레트 수도원 성당의 빛들은 위계를 가지기 보다는,

대등하게 공존하고 있다.

돌은 하나의 재료로도 가공방식 및 배치를 다르게 하여 여러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재료이다.

르토로네 수도원에서는, 각각의 부분들은 역할에 따라, 다른 형태와

재료(돌)의 구축방식이 이용된다. 따라서 건물에서 부분이 하는 역할별로

다른 형태, 재료의 구축, 빛이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아치 형태의 천장과 원통+돔 형태의 제단부에서는 물질성이

약화되며 감싸는 빛, 공간을 채우는 빛, 공간으로 확산하는 빛 등 빛의

표현이 강하게 나타난다. 반면 기둥과 바닥은 물질성이 강하게 표현되며,

빛은 강한 그림자를 만들며, 물질의 존재를 강화시키게 된다.

이런 명확히 구분되는 성격을 가진 각각의 부분들은, 형태적, 재료적,

빛의 통합으로 통합적 공간을 구성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단일 재료인 돌

축조하여 만든 르토로네 수도원은, 돌의 가공을 통해 일체감 있는 공간을

구성한다. 또한 돌이 구조체가 됨으로서 대칭적 형태를 가지게 된다.

각각의 공간의 기능에 따라 형태와 재료의 구축이 달라지며 빛이

달라진다. 이렇게 달라진 빛들은 각각의 역할에 따라 위계를 가지게 되며,

공간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돌이라는 재료는 인식적으로, 땅의 것-무거운 것으로 인간에게 중력을

인식시켜주는 존재이다. ‘중력’에 대한 인식은 물질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연결된다. 돌은 조적된다는 측면에서 중력방향으로의 방향성을 표현한다.

‘위로 갈수록 유닛의 크기가 작아지며’ ‘쌓이는’ 돌은, 중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큰 돌에서 작은 유닛을 만들어 내어 다시 조적하는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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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상, 일체적인 공간의 표현이 가능하다. 르토로네 수도원의 천장은

원형 아치로, 천장-벽-기둥까지 일체성을 갖는다. 돌이 천장-벽-기둥이

일체된 형태로 쌓일 때, 중력방향으로의 힘이 강조된다.

이러한 중력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공간감을 준다.

라투레트 수도원의 구조체는 기둥이다. 라투레트 수도원 성당의 거대한

벽은 표현적 요소로 사용된 것이다. 이에, 자유로운 입면이 가능하며, 각

공간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개구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라투레트 수도

원의 성당에서도 건물에서 부분이 하는 역할별로 개구부의 형태, 재료의

구축, 빛이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제단부의 수직창은 제단부 전체를 비추는 역할이 크며, 예배

당 부의 천창은 천장의 돌 패널의 과장된 재질 및 구축의 표현을 강조하

면서, 하늘-천장-상층부의 빛 즉 기독교적인 빛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천창에서 비추는 빛은 천장 말고도 벽으로 경계가 지는 빛,

궤적을 만드는 빛을 만들어 내는데, 이때는 콘크리트의 구축이 표현된 벽

면이 그 표현의 단순함으로 인해 배경면으로 작용하여 빛의 표현을 효과

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빛의 표현은 첫째로, 위계를 갖지 않는 다는 점에서 르토

로네 수도원의 성당과 큰 차이를 갖는다. 라투레트 수도원 성당의 빛은

각각의 역할에 따라 다른 모습을 가지며 대등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빛은

위계를 갖는 다기 보다는, 다양한 빛이 공존하는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자유로운 평면과 입면을 통해 나타는 다양한 빛의 표현은, 첫째로는 거

대한 콘크리트 벽의 존재로 통합되며 둘째로는 빛의 움직임을 통해 공간

을 전체로 인식시키는 것으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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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수도원9) 건축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에 필요한 기초적인 수도원 건축의 사항들

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로, 르토르네 수도원이 속해있는 시토회와 라투레트 수도원이 속해

있는 도니미코 수도회의 건축적 특징을 알아본다. 둘째로, 시토 수도회의

전형적인 수도원 평면을 살펴봄으로서, 중세시대 수도원 건축에서 중요하

게 여겼던 공간 및 배치를 알아본다. 또한 당시 사람들이 수도원 공간에

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아본다.

수도회의 세속화가 심해 질 때, 새로운 수도회들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전 시대의 세속화에 대응하는 방식은 수도회 마다 달랐다. 베네딕트회의

세속화를 비판하며 창설된 클뤼니회는 대안으로 종교심 고취를 내세웠다.

특히, 미사의식을 강조하면서 성가대석 및 교회본당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다. 시토회는 클뤼니회의 문제점을 물질적 화려함과 과도한 기독교

의식을 비난한다. 그들은 가난, 침묵, 노동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계곡의 물줄기 부분에 수도원을 지었다. 수도원에는 최소한

의 기능만을 배치하였으며, 석재를 이용하여 검소한 시공술로 건물을 지

었다. 이때 장식은 최대한 배제하였다. 도미니코회는 당시 시대에 만연하

였던 이단자들을 개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들 또한 시토회

와 같이 청빈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거룩한 진리에 대한 면

9) 수도원은 수도회 중심으로 설립 운영되었다. 수도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 인가된 공동 생

활을 하는 수도 단체를 의미하며 그 생활의 터전이 된 복합 단지가 수도원이었다. 수도회의 기원

은 예수가 생존해있을 때 결성된 목회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목회는 일정한 정부 조직 형태

를 갖추었는데 예수 사후 오순절을 거치면서 더 커져 교회 정부로 자리잡아갔다. 정부는 기구 조

직, 직책 위계, 계율 등으로 구성되었다.각 수도회에는 각자의 계율이 있었다. 교회법상으로 수도

회는 오르도ordo와 콩그레가시오congregacio로 나뉜다. 오르도는 법적 구속력이 강한 성직서원,

수도자가 될 때 신과 맺는 약속을 준수하는 수도회인 반면 콩그레가시오는 구속력이 비교적 약한

단순서원에 따르는 수도회였다. 오르도에는 베네딕트회, 시토회, 프란치스코회, 도미니크회 등 주

로 중세 때 형성된 수도회들이 속했다. 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로마 교황청에 귀속되어 있

었다. 콩그레가시오는 예수회를 제외하면 근세 이후에 설립되었다. 이들은 중세 수도회의 경직성

을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민주화된 수도회를 설립했다. 각 지역 수도원 및 교회는 중앙의 카톨릭

정부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유지했다.

임석재, 기독교와 인간, 북하우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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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한 연구 즉, 학습 및 설교를 가장 중요시하였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

록 침묵을 크게 강조하였으며, 수도원 시간표에 상관없이 개인의 생활리

듬을 따르는 것을 허용하였다.

시토회 수도원의 배치는 베네딕트 수도회의 수도원에서 많은 영향을 받

았다. 대부분의 베네딕트 수도회의 수도원은 회랑 한쪽에 교회를 배치하

고 그 맞은편에 수도원의 식당을 만들어 주방에서 나는 잡음과 냄새가 예

배 자들에게 미치지 않게 했다. 예배당은 다른 부속실들과 함께 동쪽에

있었으며 그 2층은 전부 침실로 사용하는 공동숙소로 되어 있었다. 서쪽

에는 일반적으로 수도원 식료품 담당자의 숙소가 있었으며, 그 가까이에

수도원 전체의 식량 창고가 있었다.10)

10) 마서영, 중세수도원과 건축문화의 연구, 협성대학교 대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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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부록 - 수도원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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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the ideal cistercian monastery as presented by Aubert & Dimier. One of the prime
requirements was a stream which could be diverted to provide water for the fountain(21)and the
two latrines(19.29)

1]San

ctuary 제단 2]Lych-gate 장례절차 후 무덤으로 가기위한 문 3]Monk's choir 수도자 성가대석 4]아픈

사람을 위한 자리 5]Rood-screen 수도자석과 평신도석을 가르는 막 6]Choir of the conversi, or

lay-brothers 평신도 성가대석 7]Narthex 넓은 홀, 참회자. 세례지원자를 위한 공간 8]Night-stair 2층

숙소로 연결되는 계단 9]Sacristy 성구보관실 10]Armarium 성기실 책을 보관 11]책을 읽는 벤치, 세족

식 의례가 이루어짐 12]수도자입구 13]평신도 입구 14]Chapter house 사제단 회의장 15]회랑과 2층 숙

소(14-19까지 연결되)가 연결되는 계단 16]응접실 17]수도자방 18]수련수사방 19]변소(위층에서이용)

20]Calefactorium 난방되는 방 21]Fountain 분수 22]식당 23]Pulpit 밥먹는동안 책 읽는 곳 24]부엌 25]

식료품보관인의 응접실 26]평신도의 길 27]창고 28]평신도 식당, 2층에는 평신도 숙소(27-28까지 연결)

29]평신도 숙소의 화장실

부록2

시토회 수도원은 계곡의 물가에 지어진 것이 특징이다. 높은 산 ,바다근

처, 섬이나 호수 또는 큰 강 옆에 지어지지 않았다. 중세수도원에서는

위생과 관련하여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다. 따라서 두 개의 화장실

(19,29)과 분수(21)로 가는 물은 서로 나눠지는 것은 중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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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시토회 수도원의 전형적인 평면이다. 베네딕트 수도회와 마

찬가지로 회랑을 중심으로 예배당과 반대쪽에 식당을 배치하였다. 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 북쪽으로 예배당을 남쪽으로는 부대시설들을 배치

하였다. 회랑은 예배당, 동쪽에 수도사들이 이용하는 건물, 수도사들의 식

당, 서쪽에 평신도들이 이용하는 건물로 4면이 막혀있으며 열주를 통해

중정으로만 열려있다. 중정은 하늘로 열려있으며, 분수 이외의 공간은 비

어있어 빛이 충만한 공간이다.

시토회에서 수도자들과 평신도들은 나뉘어져서 생활했다. 예배당은

(3)(4)로 나뉘어져 있으며 수도원입구는 (12)(13)으로 나뉘어져 있다. 수도

자들은 회랑(11)을 이용하여 생활하고 이동했으며, 평신도들은 회랑을 출

입할 수 없었고 별도의 복도를 이용하였다(26). 수도사들의 식당은(22)과

평신도들의 식당(28)과 나뉘어져 있었다. 수도사들은 평신도들을 보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수도사들은 회랑을 중심으로 생활했다. 수도사들은 예배쪽의 회랑의 벤

치(11)에서 중정을 바라보며 세족식을 했다. 또한 이곳은 수도사들이 성가

실(10)에 보관된 책을 들고 앉아 보는 장소이기도 했다. 회랑은 수도원의

일상생활의 장이며, 거실과 같은 곳이고, 사본 작업을 하는 장이며, 담화

하는 곳이기도 하다. 수도자들은 중정의 샘에서 손과 얼굴과 발을 씻으며,

그곳에서 걸으면서 묵상도 하고 성서를 읽는다. 즉, 회랑은 통로이면서 독

서의 장인 것이다. 수도사의 숙소는 동쪽의 2층에 위치하고 있다. 시토회

수도원은 전원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숙소도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다. 숙소는 예배당과 회랑으로 바로 연결되게 되어있다. 시토회의 가난,

노동, 침묵의 강조에 따라 노동을 하였다. 동쪽 밖으로 문이 나있는 수도

(부)원장의 응접실(16)에서 하루에 한번 자신의 일을 할당받고 수도사들

의 방(17)(18)에 가서 일을 했다. 수도사들은 식당(22)에서 밥을 먹기 전

에 분수에서 손을 씻었다. 회랑의 분수는 실제 위생을 위해 몸을 씻는 장

소인 동시에, 자신의 더러움을 씻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난방이 되는 방

(20)에서는 자신의 몸을 말리거나, 양피지와 잉크를 준비하고 그들의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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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름칠을 했다.

평수사들은 수도원의 밭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들의 숙소는 서쪽의 2층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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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ligious architecture, the light is important to have a

symbolic representation.

The modern era, the new material of concrete, steel gave

architects free plan and elevation. Architects could express their

intension by using new materials and structure systems comparing

with the Wall Structure of the Middle Ages. Since the modern era,

various lights have appeared. Specially, In the religious buidling area, a

lot of experiments have became.

This study focuses o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spaciousness of the cathedral, built of stone and concrete. The

first purpose is that finding out similar characters between religious

building made of stone and religious buildings made of concrete. The

second purpose is that finding out different characters between



103

religious building made of stone and religious buildings made of

concrete. Also, this study will find out reasons of those differences.

This thesis will compare 6 examples. Specifically, this thesis

will study Senanque, Silvacan, Le thoronet, La tourrete convents in

terms of materials and light.

This thesis found that "wall" has a important role in order to

make some space which has a dark inside space and expression of

light. "wall-thickness" is keyword of similarity between stone and

concrete wall cathedral. and "structure system" is keyword of between

stone and concrete wall cathedral.

key words : material , light, stereotomic, citrohan , Le thoronet, La

Tour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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