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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초 록 ]

벽돌 구축과 경험에 의한 장소 형성에 관한 연구
- 지구르트 레베렌츠, 알바 알토, 스베르 펜의 벽돌 건물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안 종 훈
지도교수 김 광 현

CIAM이 해체되면서 시각에 기반을 둔 공간론이 주도했던 근대 건축이론을 재
고한다. 구축 논의와 장소 논의는 기존 건축 이론에 반하는 담론을 주도하면서 
주목받는다. 하지만 공간론이 점유했던 이론 영역에서 건축 전반을 아우르는 균
형 잡힌 논의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았다. 구축 논의는 재료와 그것의 접합이 가
지는 의의를 찾아내는데 몰두 하고 그것이 이루는 형태적인 측면은 언급을 기피
했다. 장소 논의는 경험에 의한 공간 개념 형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구체적인 생
활 세계를 구성하는 물리적 환경인 재료, 구축을 통한 장소 구성에 관한 논의는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축과 장소 논의가 기존 공간론 중심의 건축 이론과 달리 
사람을 중심에 두는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근대 건축 이론에서 
사용했던 점유자, 거주자, 고객Client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 함의를 가진 개념이 
아닌 거주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는 사용자 개념으로 구축과 장소 논의를 다시 
검토한다. 경험으로 정리되는 사용자 관련 개념은 구축과 장소 논의 시작점 또
는 그 바탕에서 두루 언급되지만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경
험을 중심으로 구축과 장소 논의를 하나의 맥락으로 분석하면 물리적 환경을 만
드는 구축과 이를 경험하는 과정이 장소를 형성한다는 구조를 이해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상인 북유럽의 근대 건축 초기 건축가는 공간론에 주도되는 근대건
축 이전에 장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동시에 근대건축의 주 활동 영역인 유
럽 본토에 시기적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비교 대상으로 적합하다. 
벽돌은 구축적인 측면에서 가장 오래된 재료이면서 동시에 현대 건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와 같은 스테레오토믹Stereotomic재료라는 점에서 
확장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구축과 경험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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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험을 크게 사용경험, 감각경험, 의미경험 세 범주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지구르트 레베렌츠, 알바 알토, 스베르 펜의 벽돌 구축은 경험의 범주에서 보면 
레베렌츠는 사용경험을 지원하는 구축 방식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특징이고, 알
바 알토는 주변 환경에서 경험 할 수 있는 감각경험을 재현하기 위한 구축 방식
이 두드러진다. 스베르 펜은 주거 건축에서 물과 불의 공간이 가지는 의미를 물
리적 환경으로 구축하는데 집중했다. 반면에 세 건축가 모두 벽돌구축에서 구축 
요소로서 벽돌뿐만 아니라 조인트의 두께와 깊이, 색깔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빛을 신중하게 사용해서 그 위치와 양, 직사광과 빛의 회절 같은 성격을 고려한 
것은 북유럽의 섬세한 빛을 반영한 지역적인 성격이다.

경험을 고려한 구축방식은 먼저, 영역에 성격을 부여하고 구성하는 특성으로 
사용경험을 환기하고 사회적 소속감을 만든다. 둘째, 비-형태적 모방은 시각에 
의존하는 조형적인 재현이 아니라 표면의 비-균질성을 통해서 감각경험을 재현
한다. 셋째, 외부와 구분하는 내향적 공간은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만들어진 방
(room)에 둘러싸인 내부의 감각을 만든다. 넷째, 의미 부여와 공유를 통해서 지
난 의미경험을 떠올리고 공간적 시간적인 위치를 확인하게 한다. 나아가 사회적
인 맥락을 갖게 한다.

이런 특성들이 구체적인 경험을 환기시키고, 누구와 함께 하는지, 어떤 시간에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한다.

키워드 : 벽돌, 구축, 경험, 장소, 지구르트 레베렌츠, 알바 알토, 스베르 펜

학  번 : 2012-2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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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3 연구 흐름도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축에서 장소는 공간에 특성을 부여하는 실제이고 인간의 실존을 위한 생활세
계로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개념이다.1) 이는 CIAM의 해체 과정에서 대다수 
건축가가 공감하고 건축이론가를 비롯해서 철학, 지리학 영역에서도 중요하게 다
루어졌다. 하지만 근대 건축 시기에 만들어진 공간론이나 형태미학적인 건축 이
론에 반하는 장소 개념이 기존 논의의 틀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은 균형 잡힌 연
구를 제한했던 것이 사실이다. 절대적인 시공간 개념이 아닌 인지와 움직임을 
바탕으로 하는 경험 중심의 공간 개념 형성에 집중했다. 또는 장소 경험의 풍부
함을 현상학적인 측면에서 부각시키는데 열중한 것이 그것이다. 반면에 구체적인 
생활 세계를 구성하는 물리적 환경인 재료, 구축을 통한 장소 구성에 관한 논의
는 빈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구축과 장소에 관한 논의는 모두 사람을 논의에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

1) 장소는 행위와 의도의 중심이며 “우리가 실존의 의미있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초점
이다” Edward Relph,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PLACE AND PLACELESSNESS』, 논
형, p.102, 재인용 



- 2 -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케네스 프램튼Kenneth Frampton

은 건축에서 우리 생각의 통합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위계에 올라선 근대적 관점
의 공간개념이 아닌 타이포스the typos, 토포스the topos, 텍토닉the tectonic 세 요
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건축을 이해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 세 
요소는 일상에서 경험적인 측면을 다루기 때문에 중요하다.2) 이런 관점은 건축
공간을 경험과 사고를 통합시켜주는 공간적인 위계로 이해한 슐츠나 장소 정체
성의 환원 불가능한 기본 요소를 물리적 환경, 활동, 의미로 이해한 에드워드 렐
프의 생각과 관점이 같다. 이렇게 건축의 구축적인 부분과 장소의 이론적인 부
분에서 장소는 사용자의 경험과 그 배경이 되는 물리적 환경, 두 요소의 상호작
용으로 만들어 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프램튼은 더 건축적이고 구축
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슐츠와 렐프는 이론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이 아닌 장소를 염두에 두고 건축한 사례를 경험의 관점에
서 재료와 구축 방식을 분석하고, 장소를 형성하는 구축 환경의 경험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2.1 연구의 대상 
연구의 대상은 재료적인 측면에서 벽돌 건축물에 한정하고 지역적으로는 북유

럽, 시기적으로는 공간 개념이 분화되어가는 근대 건축 초기 건축가의 활동 시
기를 그 범위로 한다.

벽돌은 나무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구축재료 중 하나이다.3) 벽돌은 돌과 함께 

2) “필연적으로 대지와 연결된 건물의 본성은 시각적이고 배경화법적인 만큼 축조적이면서 
촉각적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 특성들은 건물의 공간적 특성
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어지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구축
(constructions)이고 르 꼬르뷔제의 1923년 건축을 향하여 에서 건축의 3요소(Three 
Reminders to Architects)라고 한 표면, 용적, 평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다. 순수 예술
과 다르게 건물은 재현적인 만큼 매일의 경험이라는 것, 움베르토 에코가 말했듯이 물건을 
사용하는 순간 그 사용을 의미하는 기호가 생겨나지만, 그리고 지어지는 것은 기호이기 이
전에 사물이라는 것을 더 말할 수 있다.”

Kenneth Frampton, 『Studies in Tectonic Culture』, MIT Press, 1995, pp.1-2
3) Kenneth Frampton, Rappel A L'ordre: The case for the Tectonic in 『Theor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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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래된 건축 재료이기 때문에 장소에 관련해서는 시간적, 역사적인 측면에
서 경험과 기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재료와 구축적인 측면에 보면 인공적으
로 만들어 사용하는 재료라는 특성과 구축과정에 접합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는 
측면에서 공장 생산하는 현대적인 재료와 다양한 재료간의 접합에 관해 확장된 
이해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현대 건축에서 가장 일반적인 재료인 철근 
콘크리트와 벽돌 모두 스테레오토믹 재료라는 측면에서 비교하고 특성을 파악하
기에 용이하다. 전통적으로 벽돌이 구조와 마감재로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것은 
건축의 표현에 있어서 제한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축의 특성 그리고 지어진 환경의 활용을 통한 장소 형성을 파악
하기에 적합하다.

북유럽은 로마 이래 유럽 벽돌 건축물이 연속성을 갖고 발전 되어온 지역으로
서 장소의 문화적인 측면의 논의가 가능하다.4) 근대 건축을 주도한 유럽 본토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것은 전통적인 건축 방법을 기반으로 근대 기술과 재료, 공
간과 형태 이론을 주체적으로 수용 할 수 있는 여건에 있었기 때문에 근대건축
과 비교 분석하고 이해하기에 적합하다.

공간 개념이 구체화 되는 근대 시기 건축가에 주목하는 이유는 공간 개념 이전 
생활의 실제적 배경인 장소 개념을 기반으로 근대 건축 시기의 기술, 문화적 상
황을 수용하는 방법적 특성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2.2 연구의 방법 
2장에서는 CIAM이후 구축 이론과 장소 이론이 주목받는 배경을 이해하고 구축

과 장소논의를 사용자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시대적 배경은 공유하
지만 두 논의의 초점이 다른 점을 염두에 두고 각 논의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용자 관련 개념을 정리한다. 구축에서 사용자 개념은 경험으로 정리할 수 있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1965-1995』,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521
4) 벽돌은 모든 문명 발생지에서 사용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목조 건
축과 결합으로 그 표현적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인도와 메소포타미아 벽돌 건
축 전통은 북부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 되어온 벽돌 문화에 흡수되거나 영향을 받았다. 아
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접하는 벽돌 건축물은 전적으로 유럽 벽돌 건축 문화에 
기반하고 있다. 현재 접하는 대부분 벽돌 구축법을 유럽의 지역에 기반 해서 나누는 것은 
이미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건축 재료와 구축법이 되었음을 반증한다.

Andrew Pumridge/Wim Meuenkamp, 『BRICKWORK』, ABRAMS, 1993, pp.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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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물리적 실체를 만드는 구축 과정의 바탕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위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한다. 장소에서 사용자 개념은 물리적 환경, 의미와 함께 장소를 형성
하는 환원할 수 없는 요소다. 구축, 장소, 사용자 관련 개념의 관계를 정리하면 
경험과 구축이 장소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구체적인 벽돌 구축 
사례에서 구축 환경이 경험적인 측면에 미치는 특성을 확인한다.

3장에서는 사용경험, 감각경험, 의미경험 세 범주로 나눈 경험의 틀로 구축 방
식을 분석한다. 대상은 공간이나 형태 중심의 논의 보다는 장소와 경험을 염두
에 두고 건축을 고민했던 북유럽 건축가 지구르트 레베렌츠, 알바 알토, 스베르 
펜의 벽돌 건물로 한다. 분석한 벽돌 구축 방식을 경험의 세 범주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벽돌 구축 방식의 특성을 정리한다. 각 구축 방식이 
미치는 경험적 특성을 정리하고, 특성들이 장소 형성에 미치는 의의를 확인한다.

1.2.3 연구의 용어
구축과 장소 논의에서 공통으로 찾을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은 근대 건축 시기에 

주로 사용된 점유자, 거주자, 고객이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함의가 아닌 거주
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활동과 필요에 
주목한 아드리안 포티Adrian Forty의 관점5)을 중심으로 본다.

경험은 이 사용자 관점으로 구축과 장소 논의에서 찾을 수 있는 개념6)을 통칭
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경험은 체험, 감각, 지각이라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시
간적으로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겪은 일을 통한 지식을 아우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경험의 다양한 범주를 사용경험, 감각경험, 의미경험으로 구분해서 
사용한다.

구축은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행위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구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구축의 결과물은 구축물 또는 구축환경으로 명시한다. 구축환경에 의
한 경험적 특성은 구체적인 서술로 대체한다. 이는 구축방식에 주목한 3장과 구
축방식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하는 4장 논의를 더 명확하게 한다.

5) Adrian Forty, 사용자User in 『Words and Buildings』, 미메시스, 2009, pp.520-522
6) 구축과 장소 논의에서는 촉각, 청각, 움직임, 걸음걸이, 만지는 행위, 따뜻함, 의미생산, 
의도와 같은 구체적인 어휘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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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어휘 의미와 범위 관련 어휘

사용자 거주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사람들의 활동
과 필요에 대한 관점을 기준으로 한다.

경험
구축과 장소 논의에서 찾을 수 있는 사용
자 관련 개념을 통칭한다.
체험, 감각, 지각의 범위가 있고 현재와 과
거의 시점을 가진다.

사용경험 활동과 체험에 의한 경험 움직임, 행위, 
걸음걸이

감각경험 감각을 통한 경험 촉각, 청각, 
따뜻함

의미경험 의미를 이해하고 생산하는 경험 의미 생산

구축
접합을 내포하는 모든 만드는 행위에 중점
을 둔 의미 또는 구축 논의를 지칭 할 때 
한정적으로 사용

구축 과정,
구축 방식,
구축 논의

구축물
구축환경

구축의 결과물로서 물질적 환경을 의미 한
다

환경, 
물질적 환경

[표 1-1] 용어의 의미, 범위, 관련 어휘

이외에 번역 과정에서 정확한 의미를 확정 할 수 없는 어휘에 대해서는 원본의 
외국어 표기를 병기한다.

가장 처음 등장하는 외국 건축가와 이론가의 이름은 최초에는 병기하고 이후에
는 한글로만 표기하도록 한다.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름으로 그 발음
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어표기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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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경험과 구축에 의한 장소 형성

구축에서 사용자 개념 장소에서 사용자 개념
장소

경험 구축
사용경험 감각경험 의미경험

벽돌 재료의 경험 색상과 질감 / 형태와 크기
벽돌 구축의 경험 바닥 / 벽 / 천장

행위 성격을 
반영하는 배열과 

경계

체감 특성을 
보여주는 재료와 

구축
의미를 생산하는 

전형과 변형

3장 북유럽 벽돌 건축에서 경험을 고려한 구축 방식

Sigurd Lewerentz
St. Mark's 교회
St. Petri 교회

Alvar Aalto
Säynätsalo 마을 사무소

Muuratsalo Experimental House

Sverre Fehn
Schreiner House

Villa Norrköping

사용경험을 지원하는 
벽돌 구축 방식

감각경험을 자극하는 
벽돌 구축 방식

의미경험을 환기시키
는 벽돌 구축 방식

4장 벽돌 구축의 경험적 특성과 장소 형성

⦁중심을 해체하는 구축 형태
⦁구축 방향의 변화
⦁반-이음매
⦁통줄눈 사용
⦁비-구조적 구축
⦁가로지르는 조인트와 재료변화
⦁같은 재료와 다른 조인트의 
  복합적 사용

⦁넘치는 모르타르 사용
⦁넓은 조인트 사용
⦁진출입이 있는 표면
⦁대비되는 색상의 줄눈

⦁깊은 간극 구축
⦁틈새 개구부 사용
⦁내향적인  구축
⦁전면적인 구축
⦁개구부에 인접
 하는 벽돌 표면

⦁반-이음매
⦁통줄눈 사용
⦁비-구조적 구축
⦁같은 재료와
  다른 조인트의 
  복합적 사용

영역 
구분과 
성격

영역의 
재구성 비-형태적 모방

외부와 
구분하는 

내향적 공간
의미 부여와 

공유
영역에 성격 부여와 구성 

[표 1-2] 연구 흐름도 

1.3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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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험과 구축에 의한 장소 형성

          2.1 구축에서 사용자 개념
          2.2 장소에서 사용자 개념
          2.3 경험과 구축 관계에 의한 장소 형성
          2.4 벽돌 구축과 경험
          2.5 장소를 형성하는 벽돌 구축의 특성

본 장에서는 구축 논의와 장소 논의에서 사용자 관련 개념을 살펴보고 그 의의
와 한계를 정리한다. 

장소와 구축 논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어서 같은 용어를 다른 의
미로 사용하거나 연구자의 관점을 드러내기 위해 같은 개념을 다른 용어로 사용
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 맥락을 고려하여 이를 정리 할 
필요가 있다. 장소, 구축, 경험의 관계와 개념 정리를 통해 장소를 이해하는 틀
을 만들 수 있다.

벽돌 재료와 구축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전통적인 사용 방식, 지역, 역사
에 의한 장소적 가능성을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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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구축에서 사용자 개념

2.1.1 구축에서 경험
현대 건축 담론에서 구축 논의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케네스 프램튼이 에세이 

Rappel A L'ordre(1990) 의 서두에서 밝혔듯이 원근도법으로 축소되어가는 당
시 건축론의 경향이 있다.7) 그리고 이런 경향이 가진 궁극적인 문제는 한스 제
들마이어Hans Sedlmayr의 글을 통해 밝혔듯이 건축에서 있어서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의 결핍이다. 따라서 구축 논의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1980년대에 잠시 쇠퇴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 다시 통용되기 시작한 사용자 
개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개념은 이전에 사용된 점유자, 거주자, 고
객client이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함의가 아닌 거주에 대한 논의를 고려하는 
개념이다. 아드리안 포티Adrian Forty는 이 용어가 처음 사용 된 1945년 이후 서
유럽에서 복지 프로그램이 시행된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아드리안 포티가 주목한 부분은 사용자 개념이 갖고 있는 가능성이다. 먼저, 사
람들의 활동과 필요에 주목하면 근대 건축 중심 개념인 공간과 좁은 의미의 기
능주의 건축이 아닌 비전통적 건축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포티가 말하
는 비전통적 건축은 사용자가 다시 공간을 차지하는 건축을 말한다.8)

시각중심의 (한스 제들 마이어가 언급한 인간의 한쪽 측면) 공간개념으로 인해 
원근도법으로 축소된 건축을 회복하는 출발점으로서 사용자 개념이 가진 가능성
에 주목하는 아드리안 포티의 해석은 구축 논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점을 제
시한다.

구축 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접합에 대한 마르코 프라스카리Marco Frascari

의 고찰은 사용자 관점을 구축에 대등한 위계로 직접 다루고 있다. 프라스카리
는 “(본래의 디테일인) 접합은 구축의 생산자이고 그러므로 의미의 생산자이다”
는 주장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설명했다. 구축 논의라는 큰 틀에서 ‘의미의 생산
자’라는 부분은 “구조와 사용의 미학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말처럼 구축 하

7) Kenneth Frampton, Rappel A L'ordre: The case for the Tectonic in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1965-1995』,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518

8) Adrian Forty, 사용자User in 『Words and Buildings』, 미메시스, 2009, pp.5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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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점에서 이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구축물 안에 위치하는 접합이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하는 실마리가 되고 따라서 끊임없이 건축적 관념을 만들어 낸다
는 점에서 사용자가 해석하는 측면까지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이런 관점은 디
테일의 역할을 이해하는 기본이 되는 단어인 technology를 어원적으로 분석하
는 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Technology는 techne와 logos에 어원을 두고 
있고 이 두 어원을 조합한 "techne of logos" 또는 “logos of techne”는 tech-
nology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처음에 프라스카리
가 말한 구축과 의미라는 두 가지 측면인데 여기서는 건설constructing과 이해
construing를 써서 의미를 이해하는 사용자 관점을 더 강조하고 있다.

케네스 프램튼은 구축에 관한 저서 ‘축조문화 연구’에서 사용자 개념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건물은 장소the topos와 유형the typos과 축조
the tectonic가 끊임없이 상호작용 하여 얻어지는 것이라 하였다. 각 개념을 정리
하는 문장을 살펴보면 장소는 건물이 필연적으로 속박된 본성이고 따라서 건축
은 축조적이고 촉각적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촉각적 감각에 대한 고려
를 볼 수 있다. 나아가 예술과 건축을 구분하는 것이 매일의 경험이라고 정리한
다.9) 따라서 촉각적인 매일의 경험은 축조된 건축이 가지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미학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서는 토공사the earthwork의 사례로 Pikionis가 
설계한 Philopapou Hill 공원 인도 계획안을 든다.

[그림 2-1] Pikionis가 설계한 Philopapou Hill 평면과 사진

  

사용자는 공원 인도를 따라서 아크로 폴리스에 도달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발

9) Kenneth Frampton, 『Studies in Tectonic Culture』, The MIT Press, 1995,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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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된 돌, 길의 모양에 대응 한 표면은 몸의 움직임, 걸음걸이를 통해서 활동적으
로 경험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Pikionis는 촉각뿐만 아니라 몸이 표면을 지나
갈 때 대지의 음향적인 ‘공명’이 생긴다고 했다.

신체의 은유Corporeal Metaphor에 관한 내용에서는 실제 상황을 적절한 촉각적 
경험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재구성 한다는 비코Vico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만지
는 행위를 통해서 조각을 경험하는 것을 예로 든다, 안도 타다오Ando Tadao 신체 
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Alvar Aalto의 säynätsalo town hall의 의회 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시각, 촉각, 후각과 같은 신체 감각을 예로 든다. 

즉, 몸을 통해서 환경을 경험하는 능력, 물질적 환경과 사람의 감각에 대해서 
논의한다.10) 하지만 프램튼의 구축 논의는 물질을 사람이 감각적으로 경험한다
는 점을 확인하고 이후 논의에서는 이런 경험적인 측면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
로 구축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데 그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측면은 젬퍼의 구
축 논의를 구체적으로 분석 하는 방식에도 볼 수 있는데, 구축을 재료의 성질과 
접합의 방식에 따라 텍토닉tectonic과 스테레오토믹stereotomic 두 분류로 나누고 
각각 하늘과 땅이라는 환경적이고 의미론적인 측면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프램튼이 분석한 내용이 젬퍼 구축 논의의 전부는 아니다. 젬퍼의 저서 
‘건축의 네 요소’에 나오는 내용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비판한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인간 사회의 가장 원시적인 상

태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최초의 인간이 사냥과 전투 그리고 유목생활 이후에 

한곳에 정착하고 휴식을 취한다. 이 때 정착의 최초 표시는 바로 화로(火爐)를 

만드는데서 나타난다. 그리고 화로에서 활기를 되찾는 빛, 따뜻함, 음식을 데

우는 불길을 얻을 수 있었다. 화로를 둘러싸고 최초의 모임과 연대가 형성되고 

초기 단계의 종교 개념이 숭배하는 관습에 깃들게 된다. 화로는 사회의 모든 

단계에서 질서와 형태를 배태시키는 신성한 초점이다. 이것이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정신적인 요소the moral element이다. 그것 주위로 지붕the roof, 칸

막이벽the enclosure, 흙바닥the mound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만들어진다. 이들은 

자연의 세 가지 위협으로부터 화로의 불꽃을 보호한다. 동시에 인간의 기술은 

이들 요소들에 의해 조직되었다. 세라믹과 금속기술은 화로를 중심으로, 물과 

조적기술은 땅바닥을 중심으로, 목공 기술은 지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11)

10) Ibid, pp.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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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와 구축의 관점에 집중을 하면 화로를 하나의 건축요소로 간주 할 수 있
다. 그리고 네 요소를 재료 특성을 기준으로 텍토닉 재료와 스테레오토믹 재료
로 구분 하게 된다. 하지만 젬퍼는 화로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요소
로서 선행하고, 이것을 세 가지 자연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붕, 칸막이
벽, 흙바닥이라는 건축의 다른 요소가 만들어 지는 것이라 했다. 여기서 화로는 
다름이 아니라 활기를 되찾기 위한 빛, 따뜻함, 음식을 위한 불, 모임과 연대, 
숭배하는 관습 등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과 나아가 사회와 종교 생활의 기
본을 의미한다. 사용하는 사람의 생활과 경험을 구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중
요한 요소로 이해한다.

이상으로 경험과 사용자 개념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구축 논의 중심으로 보았
다. 하지만 여기서 다루지 않은 구축 논의에 사용자와 경험에 대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칼 뵈티허Karl Bötticher의 논의를 보면 구축을 핵심형태와 예술형태
로 구분하여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젬
퍼와 뵈티허에게 모두 영향을 준 칼 오트프리트 뮐러Karl Otfried Müller는 구축은 
필수적인 것과 깊은 감정을 재현하는 것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구축은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것과 사람에 관계된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사용과 경험, 감
각과 재료의 구축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보았다.

2.1.2 사용자 관련 개념의 영역과 범주
구축 논의 내에서 사용자에 관계된 개념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사용된다. 뮐

러와 같이 구축의 개념과 대등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구축을 이 두 항의 조합으
로 정리한 경우가 있고, 케네스 프램튼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경험과 감각적인 측면을 내포하는 개념들의 조합으로 정리한 경우도 있다. 젬퍼
의 구축은 이 두 가지 방식의 조합으로 이해 할 수 있는데 건축의 네 요소가 온
전히 물질적인 측면을 담당하는 것과 생활을 반영하는 물질인 화로 사이에 명확
히 구분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구축 논의에서 사용자 관련 개념은 어떤 형태로든 논의에 포함되어 

11) 번역은 원본 Gottried Semper, Harry F. Mallgrave / Wolfgang Herrmann 역, 
『Studies in Tectonic Cul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p.102-103을 기
본으로 하되 정인하, 『고트프리트 젬퍼와 칼 뵈티허의 텍토닉 개념 비교』, 건축역사연구, 
Vol.7 No.4, 1998, p.82를 참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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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대부분 물질적인 요소로 환원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
축 논의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는 뵈티허와 같이 사용자에 관계
된 구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술 형태와 같이 여러 단계의 추상화에 의해 만들
어진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논의에 한계가 있었다.

이론가 주요 구축 개념 사용자 관련 
용어

Kenneth Frampton

촉각, 청각, 
경험, 움직임, 

걸음걸이, 
만지는 행위, 몸

Marco Frascari 의미의 생산자

Gottried Semper

활기를 주는 빛, 
따듯함, 모임, 
음식을 데움, 

숭배하는 관습,
연대

[표 2-1] 텐토닉 이론에서 사용자 관련 용어

구축 논의에서는 사용자와 관련된 다양한 위계의 용어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데 크게 세 단계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움직임, 걸음걸이, 만지는, 음식을 데움’과 같이 가장 기본적이고 구체적
인 행위 그 자체를 이르는 용어가 있다.

둘째, ‘촉각, 청각, 빛, 따뜻함, 모임, 연대’와 같이 감각적이고 조금 더 추상적
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셋째, ‘경험, 의미 생산, 관습’과 같이 위 두 측면을 아우르고 더 사회적 의미를 
갖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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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소에서 사용자 개념

2.2.1 장소에서 환경과 행위
노베르그 슐츠Christian Norberg-Schulz는 ‘장소의 현상’(1976) 도입부에서 “우리 

일상의 생활 세계는 ‘현상’들로 구성 된다”12)고 했다. 여기서 현상은 나무, 꽃, 
동물 같은 자연과 태양, 달, 구름 같은 우주를 포함하고 무엇보다 사람 그리고 
만질 수 없는 현상, 감각을 포함한다. 원자나, 분자, 숫자 같은 추상화된 개념에 
반대되는 구체적인 ‘현상’이다. “장소”는 이런 현상들이 종합적으로 구성된 “환
경”을 이르는 구체적인 단어이다. 슐츠는 장소와 행위 관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위의 발생을 이를 때 사용하는 일어나다take place는 말을 들어 설명하고 장소
는 (행위 하는)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정리한다.13)

장소와 행위의 관계를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
라 “인생 그것은 패턴의 창조자이다.”라는 피아제Piaget의 말이 뜻하는 바를 통해 
분명히 주장한다. 우리 인생은 환경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공간으로 
이해하고 이런 실존 패턴과 실존 공간을 구분 없이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
떤 행동이 일어난 장소는 바로 그 사건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점에서 의미를 갖
는다.14) 하지만 주어진 환경이 ‘인생의 패턴’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
기기도 하는데 이 때 사람은 환경을 만들고 수정해 나간다. 건축은 이 지점에 
관한 것이다.15)16)

12) Christian Norberg-Schulz, The Phenomenon of  Place in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1965-1995』,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414

13)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현상들이 모여서 만든 것을 ‘환경’이라고 한다. 장소는 환경
을 이르는 구체적인 단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위나 일이 일어난다(take place)라는 말
을 쓴다. 사실 일이 일어난 곳의 언급 없이 행위를 상상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장소는 
분명히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Ibid, p.414

14) Christian Norberg-Schulz, 이정국/진경돈 역, 『건축의 의미와 장소성』, Spacetime, 
2000, p.31

15) “사람들은 내부에 가져온 세계를 주변 대지로 삽입한다. 즉 내부 전경을 외부 전경에 
삽입하는데, 이 둘은 하나가 된다.” R. Schwarz 『Von der Bebauung der Erde』 
Heidelberg, 1949, p.59 재인용, Ibid, p31

16) “만약 구조가 만족스러운 실존 공간의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인간 자신은 환경을 
수정해야 한다. 이것은 항상 일어난다. 우리는 창문과 문을 열고 닫으며, 가구를 움직이고 
불을 켠다.” Ibid,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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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베르그 슐츠가 종합적 환경인 장소와 행위 관계를 논의의 표면으로 드러냈다
면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는 행위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했다. 렐프는 장
소를 현상학 적으로 보겠다는 관점을 서두에 밝히고 하이데거의 철학을 자주 인
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슐츠의 연구에 의지하는 바가 크다. “사건과 행위는 장소
의 맥락에서만 의미 있으며, 사건과 행위가 장소의 성격에 영향을 주지만, 장소
의 성격에 의해 행위가 윤색되고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슐츠의 이론에 기반하고 있으나 그의 논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더 무게
를 두고 있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장소와 행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렐프 장소 논의를 이해하는 핵심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잘 반영된 것은 “마을혹은 도시은 한 뭉치의 장소일 뿐 아니라 동시에 그것은 여러 
뭉치이다. 장소는 거주자에 따라 각각 다른 뭉치이기 때문이다...”17)라는 말에 
잘 드러난다. 거주자에 따라 각각 다른 뭉치라는 말은 같은 마을에 사는 거주자
이지만 각각 생각하는 마을이 다르다는 말이다. 이는 장소를 물리적 환경, 활동, 
의미라는 세 요소로 구성되는 결과로 보기 때문이다.

렐프는 장소를 구성하는 세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알베르 카뮈Albert Camus가 
묘사한 알제리의 생활과 경관에 관한 글을 분석한다. 장소는 모래와 바다, 기후
와 건물 등 많은 물리적 환경 그리고 이 환경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인간 활동을 
두 요소로 한다. 그리고 순수와 아름다움, 권태 같은 한 묶음의 의미가 이 둘을 
포용하고 고양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분석 글에서 보듯이 의미는 인간 활동과 
물리적 환경과 같은 위계에서 서로 섞이고 조합되어 장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
라 그 둘을 묶어주어 장소에 있어서 하나의 의미를 드러내는 중간 위계에 해당
한다. 따라서 장소를 구성하는 환원 불가능한 요소를 물리적 환경, 활동, 의미 
세 가지로 보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음 글을 보면 렐프의 스스로
도 의미는 인간의 의도와 경험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모든 것은 스테판 스트라세가 인용한 예에 잘 묘사되어 있다. 1084년 

성 부르노는 은둔하면서 수도하기 위하여 프랑스 알프스로 갔다. 거기에 도착

하기 전까지 그에게 환경은 전적으로 중립적이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를 가

지지 않는 무엇이었다. 그러나 성 부르노와 그의 추종자들이 산중에서 묵상할 

장소를 찾으면서, 그 산은 그들의 의도와 결합해 의미를 얻게 되었다. 산들은 

17) Aldo van eyck, 1969, p.209,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
상실』, 논형, 2005, p.7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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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지 않으면 ‘안전’하고, ‘유용’하거나 아니면 ‘무용’한 곳이 되었다. 나중

에 그들의 의도가 바뀌어서, 적당한 곳을 찾아 농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혹은 

그의 추종자들이 성가신 여행객들을 쫓아내려고 할 때, 알프스의 상황은 수정

되었다. 다시 말해서 상황, 즉 장소의 의미가 성 부르노와 그의 추종자들의 의

도에 따라 규정되었다.18)

이와 같이 의미는 알프스라는 물리적 환경 안에서 묵상하거나 농사를 하려는 
의도와 그런 장소를 찾고 개간하는 활동에 의해 생기는 것이다. 이상을 염두에 
두면 렐프가 정리한 장소를 구성하는 세 요소 중에서 가장 환원 불가능한 두 요
소를 물리적 환경과 인간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노베르그 슐츠가 
이해한 장소와 행위의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이에 더해서 렐프의 논의가 의미 
있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 생기는 의미가 변할 수 있다는 것과 장소와 행위
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이해 한 것이다.

2.2.2 환경과 행위 구조와 장소

Christian Norberg-Schulz Edward Relph

[표 2-2] 물질 환경과 경험에 의한 장소 형성 구조

앞서 살펴본 내용을 보면 슐츠는 다양한 위계의 공간 개념을 정리하고 렐프는 
체감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장소의 정체성을 정리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장소
와 행위 관계에 대해서 슐츠는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드러나는 현상의 종합을 환
경, 장소라 하고 존재하기에 있어 필수적인 행위를 장소와 불가분의 관계임을 
밝힌다. 하지만 사람과 느낌도 장소를 이루는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 한 것을 보
면 실제로는 물질적인 현상과 사람의 행위나 감각에 의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구
분하지는 않았다. 이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되는 현실을 구체적인 생활세계로 
되돌리는 것이 첫 번째 관심사였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렐프는 자본주의와 상업에 의해 전통적 의미의 장소들이 사라져가고 상황에서 

18)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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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장소 형성의 가능성과 방법을 찾는 것이 선결 과제였다. 따라서 
장소 형성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성 때문에 슐츠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장소를 
구성하는 현상들 중에서 환원 할 수 없는 기본 요소를 정리하는 것에 집중했다.

앞서 살펴본 논의를 장소에 대한 완전한 결론으로서 신뢰 할 수는 없지만 행위
를 다른 현상과 같은 위계에서 다루고 있고, 장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슐츠의 이론을 바탕으로 더 분석적으로 연
구한 렐프는 물리적 환경과 행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장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장소 형성에 있어 두 이론 모두 사용자를 중요하게 인지하지
만 슐츠의 이론은 환경을 ‘현상’이라는 말로 이해하듯이 아직 물질자체와 사용자
(현상 수용자)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반면 슐츠를 기반으로 장소를 연
구한 렐프의 논의에서는 물질 환경과 사람의 활동적 요소를 구분하고 또한 장소
를 이 사용자의 경험 양상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렐프의 이론에
서 정리한 장소 형성의 구조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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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구축과 경험에 의한 장소 

형성

2.3 경험과 구축 관계에 의한 장소 형성

2.3.1 경험과 구축 관계와 장소
구축과 장소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자 관련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았다. 다만 구축 논의는 사용자 관련 개념은 복합적으로 사용하지만 재료와 
구축관련 개념에 더 중점을 두고 논의 했고, 장소 논의에서는 자연환경과 구축
환경을 구분하지 않고 물리적 환경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사용자 
개념을 경험의 양상에 따라 구분해서 장소 논의를 했다. 사용자를 중심으로 장
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큰 구조는 장소 개념에서, 구체적인 범위는 구축 논의
에 준해서 보겠다. 아래와 같이 사람은 일차적으로 사용과 감각을 통해서 구축 

환경을 체험하고 이 체험의 공유를 통해 사
회적 의미 갖는다. 구축 환경에 대한 이런 
경험은 구축 환경을 접하고 이해하는 기준
이 되고 그 경험 양상에 따라 사용경험과 
구축에 의한 장소 형성, 감각경험과 구축에 
의한 장소형성, 의미경험과 구축에 의한 장
소형성으로 분석적으로 이해 할 수 있다.

2.3.2 경험 범주에 따른 장소의 특성
(1) 사용경험과 구축에 의한 장소

물리적 환경을 사용함으로써 그 장소가 특정 방식으로 정렬되고, 성격을 가지
는 사물, 관점, 활동이 집합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

(2) 감각경험과 구축에 의한 장소

구축 환경의 성격을 분위기와 감각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장소의 기억을 불러일
으키고 물리적 환경을 이해하는 것.

(3) 의미경험과 구축에 의한 장소

사용경험과 구축, 감각경험과 구축이 만드는 장소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물리적 환경을 이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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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벽돌 구축과 경험
벽돌 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료와 구축이 사용과 관련하여 가지는 장소적 특성을 

알아보고 그 구축 방식을 정리한다. 프렘튼은 구축 재료를 텍토닉 재료와 스테
레오토믹 재료로 나누고 나무와 벽돌을 대표적인 재료라고 했다. 벽돌 구축은 
구조와 마감 재료로 모두 사용해 왔기 때문에 다양한 구축적인 특성 갖고 있고 
텍토닉 재료가 가진 공간을 감싸는 특성도 있다. 위 분류에 따르면 현대 건축에
서 가장 보편으로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도 스테레오토믹 재료이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통해서 구축적인 특성을 살펴보기에도 좋다. 19)

2.4.1 벽돌 재료의 경험
벽돌은 점토를 채취하고 형틀에 주조한 뒤 가마에 굽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각 단계에서 선택하는 재료와 방법에 따라 만들어진 벽돌이 가진 특성이 결정된
다. 이는 건축과정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면 벽돌을 사용할 때 건축가의 의도
에 따라 선택 가능한 특성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특성이 비교적 단조로운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축에서 일반적으로 그 표면의 질감이나 색조보다는 형태에 
집중해서 건축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차이를 짐작 할 수 있다. 철근 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성을 이용하기 힘든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결과물을 통제
하기 힘들다는 것과 표면을 통해서 표현 할 수 있는 특성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
이다. 그래서 회칠, 벽돌, 돌, 타일 등으로 마감재를 추가로 사용한다. 노출 콘크
리트를 사용하는 것은 노출 콘크리트가 가진 그 이미지를 선택한 것이다.

렘 쿨하스가 지은 삼성미술관 리움의 아동 교육 센터에 있는 검은색 콘크리트 
박스를 아주 파격적인 재료사용으로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재료 자체
의 특성이 매우 단조로움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밖에도 콘크리트를 

19) “젬퍼는 건축 형태built form를 두 개의 구분된 재료과정으로 나누었다: 공간적 영역을 
감싸기 위해 조립되는 다양한 길이의 재료들로 된 프레임의 텍토닉tectonic구축 그리고 동
일한 유닛들로 쌓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압축력 있는 덩어리의 스테레오토믹stereotomic이
다. 첫 번째 경우, 역사를 통틀어 가장 흔한 재료는 나무와 그와 비슷한 대나무, 욋가지 그
리고 바구니 공예 같은 것이다. 두 번째 것은, 가장 흔한 재료 중에 하나가 벽돌이고 또는 
벽돌과 압축적인 측면이 동등한 돌이나 바위 굳힌 흙, 그리고 나중에는 철근콘크리트이다.” 
Kenneth Frampton, Rappel A L'ordre: The case for the Tectonic in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1965-1995』,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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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할 때에도 작가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한다. 거푸집 줄
눈을 튀어나오게 하거나 두드러지게 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 역시 벽돌이 가진 표면 질감의 다양성에 이르지는 못한다.

[그림 2-3] Baker House 벽돌 표면

   

[그림 2-4] Salk Institute 콘크리트 면

 

알바 알토Alvar Aalto의 베이커하우스Baker House 벽돌 표면과 루이스 칸Louis 

Kahn의 솔크 연구소Salk Institute 콘크리트 표면을 보자. 칸의 콘크리트 표면을 보
면 거푸집 줄눈을 의도적으로 두껍게 만든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접
한 줄눈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것과 줄눈이 만나는 지점의 방향을 생각하면 
단지 콘크리트 타설에 의해 생기는 거푸집 줄눈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가로
로 연속된 긴 줄눈은 콘크리트 타설 순서에 맞추어 거푸집 크기에 따라서 생기
는 경계로 볼 수 있고, 인접한 두 개의 세로줄눈은 가로 줄눈을 넘어서 이어진 
것을 보면 큰 벽면을 이루는 두 면의 경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왼쪽 위에 
그어진 두 개의 줄눈은 처음 닿는 줄눈에서 진행이 멈춘 것을 볼 수 있다. 이 
둘은 사분할 된 왼쪽 위 면의 테두리를 만들어 면적인 속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줄눈에서 의도한 것은 면의 분할이나 그 평면적인 감각을 부각하는 형
태적인 요소이다. 분할 된 면 내부에 있는 빈 구멍이나 줄눈 가까이에 침착된 
콘크리트 색은 의도한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담을 수도 없고 해
석할 수도 없다. 면을 채우는 지배적인 성격은 회색 톤의 콘크리트 색상이고 빈 
구멍과 색소 침착은 완벽하게 구현되지 못한 콘크리트 면의 부산물로 여겨진다.

알토의 벽돌 면을 보면 먼저 다양한 색상의 벽돌이 사용 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단일 벽돌 내에서도 다양한 색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벽돌 용어
에서는 이런 색상을 "multis"라고 부르고 주가 되는 색상을 덧붙여 “multi-reds"



- 20 -

와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이는 앞서 말했던 건축가의 의도에 따라 선택 가능하
다는 말과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multi-reds”라는 단어의 존재
는 다양한 색상의 벽돌을 지칭함과 동시에 단일한 붉은색으로 인식되는 벽돌이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어미에 주색(主色)을 붙일 수 있음은 예상치 못한 색상
을 포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 가능한 기준이 되는 색상 범위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베이커 하우스의 벽면에는 붉은색, 자주색, 주황색, 검
은색까지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붉은 
벽돌 벽으로 인식 할 수 있는 주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콘크리트 면의 빈 구멍이나 침착된 색상도 주색인 회색에 포함되는 우연한 요
소인 것을 지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벽돌의 
색상들은 색상의 차이가 있을 뿐 여전히 벽돌을 구성하는 재료 그 자체임에 비
해 콘크리트 벽의 빈공간과 침착된 색상은 재료가 미처 채우지 못한 공간, 양성 
과정에서 혼합물의 균형이 깨진 것을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보았을 때 엄연히 차
이가 있다. 그리고 이런 비-균질성도 벽돌의 경우에는 만들어진 벽돌을 선택하
는 과정에서 이용 할 수도 있고 배제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건축가가 선택 할 수 있는 즉, 의도가 반영 될 수 있는 벽돌
의 특성 따라 벽돌 재료가 가진 장소적 특성을 보겠다.

(1) 벽돌 색상과 질감 (감각적, 사회 문화적 성격)

벽돌은 점토를 주재료로 사용하는데 점토를 기준으로 벽돌을 구분 할 때에는 
점토가 채취된 지역 또는 채취된 지층의 이름을 따라서 부른다.20) 각 지층이나 
지역이 가진 점토의 구성 성분이 다르고 이 구성 성분의 차이가 가마에서 구워
진 이후의 색상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점토를 구성하는 성분의 입자 굵기도 벽
돌의 표면 질감과 균질성, 그리고 색상이 다양하다면 그 부드러움에 영향을 미
친다. 따라서 벽돌의 색상과 표면 질감은 무엇보다도 먼저 각 지역이 가지고 있
는 땅의 속성을 반영하고, 지층이 위치한 연대에 의해서 지나온 시간의 연속성
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 관점에서 이런 벽돌의 특징을 보면 색상, 질감, 
균질성 등은 감각적인 측면에 반응하고 땅의 속성과 시간의 연속성은 사회 문화
적인 부분을 상기시킨다.

20) “점토 벽돌은 세분하여 그 재료의 원산지나 지층의 이름에 따라 지칭한다. 예를 들면, 
벵갈 점토(인도), 롬바르디 점토(이탈리아), 오스포드 점토(영국) 이다.” Andrew 
Plumridge, Wim Meulenkamp, 『BRICKWORK』, ABRAMS, 1993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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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재료의 감각적인 측면을 베이커 하우스의 계단과 빌라 사보아의 램프 공
간을 통해서 보자. 건축에서 벽돌은 언제나 구축된 형태로 경험되지만 여기서는 
감각적인 특성에 집중해서 보겠다. 베이커 하우스 계단의 한쪽 벽은 붉은 벽돌
을 이용했는데 명도가 낮아서 점토로 만든 재료의 무게감을 잘 드러내고 있다. 
땅에서 온 재료의 무게감은 벽돌 자체의 색상 그리고 벽돌 간에 색상 차이로 인
한 비-균질성에 의해서 더해진다. 땅은 항상 질량이 다른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
있어 비-균질하기 때문이다. 이런 무게감은 아래쪽 벽돌은 중력을 감당하고 위
쪽 벽돌은 중력을 극복하는 성격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런 성격은 벽돌 벽이 
땅에서 시작해서 솟아 오른 느낌을 주는데 이런 감각이 사람에게 땅의 위치를 
암시한다. 땅의 위치에 대한 감각은 표면에 닿는 빛을 이해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땅에 뿌리내린 벽 위에 맺힌 빛은 빛이 도달한 가장 낮은 위치를 보여
주고 빛이 오는 방향을 상대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베이커 하우
스 계단을 오르는 행위는 산을 둘러 올라가듯이 낮은 땅에서 고도가 높은 곳으
로, 빛이 오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험이 된다.

[그림 2-5] Salk Institute 계단실

  

[그림 2-6] Villa Savoye 램프

빌라 사보아의 램프 공간을 보면 벽과 바닥이 아주 균질한 색상으로 되어있다. 
검은색이 바닥면 흰 면이 벽을 구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색상에서 오는 무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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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둘 사이의 상대적인 감각의 차이
인 것이지 땅과 같은 참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바닥면과 벽면 둘 사이
의 무게감 차이나 위치의 차이는 사람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 하지 못한다.

램프 공간이 참조 점이 없는 우주 공간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아래층에서 위층
으로 오른다고 했을 때 그 행위의 전 후에는 위치 차이라는 정량적인 변화만 있
는 것이지 높은 곳으로의 이동이라는 질적인 변화는 없는 것이다. 극단적인 상
황을 가정했지만 건축 재료가 실제로 무게감을 주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면 
사용자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방
향성이 없는 재료의 이런 특성은 표면에 비친 빛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 표면에 비친 빛은 닿은 곳에 고정되어 지나온 길에 방향을 부여하
는 것이 아니라 표면을 타고 확산되어 흘러가버린다. 따라서 빛이 들어오는 창
도 위치와 관련한 성격을 갖지 못한다.

위 분석에서 재료의 색상, 질감, 균질한 정도가 주는 무게감을 먼저 분석하고 
그 감각이 오르는 행위와 표면에 비친 빛을 이해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
다. 하지만 표면에 빛이 닿는 현상은 표면 재료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이후
에는 재료에 비친 빛의 특성이 다시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는 요인이 될 수 있
다. 재료와 현상은 동시에 경험 할 수 있고, 재료와 행위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또한 분석 사례는 올라가는 행위와 관련했기 때문에 재료의 
색상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을 중심으로 보았지만 가족이 모이는 장소, 식당과 같
이 다른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이라면 재료의 색상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부드러
움, 단단함 등 다른 감각적인 특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벽돌 재료의 사회 문화적인 측면을 왕쑤Wang Shu의 닝보 박물관과 파간Pagan에 
있는 스투파 군(群)을 통해서 보겠다. 왼쪽 닝보 박물관 벽면은 다양한 고 벽돌
을 사용해서 마감했다. 중국의 오래된 건축물의 벽돌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왕
쑤 방식의 지역성을 만들어 냈다. 색상을 보면 크게 검은색, 붉은색, 밝은 회색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자연스레 각기 다른 지역의 점토를 사용하거나 최소한 
다른 지층, 특성이 다른 점토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벽돌이 있던 건물
의 건축 연대가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진 시기 또한 각기 다른 벽돌들이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 벽에 사용된 벽돌은 색과 질감뿐만 아니라 형
태도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기본 모양의 벽돌을 두께를 기준으로 보면 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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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종류를 사용 한 것을 볼 수 있다. 크고 두꺼운 벽돌은 성벽이나 기단에 사용
된 것이라 예상 할 수 있고 얇은 벽돌은 로마 벽돌 형태21)를 고려해보면 땔감이 
부족한 지역에서 만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검은색 벽돌은 아치형으로 생겨
서 갓돌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벽돌의 색상과 모양을 통해서 예상한 위 
내용은 경험을 통해서 관습적인 재료의 사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이고 따라서 사회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벽돌 벽 전체는 넓은 중국 대륙
의 다양한 지역, 다양한 점토로 만든 벽돌을 현대에 가능한 원거리 수송을 이용
해서 닝보에 모아서 구축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7] 닝보 박물관 벽돌 벽

 
[그림 2-8] Pagan에 있는 스투파 군

왕쑤의 건물이 독특한 개별 사례라면 버마의 고도 파간지역에 있는 2000여채의 
스투파 군은 땅의 속성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벽돌 건축물이다. 파간은 
1044-1287년간 지속된 고대 파간 왕조가 위치했던 이라와디Irrawaddy강 중간지
대 곡류의 안쪽에 위치한 고대 도시다. 스투파 군은 파간조 기간에 지어진 5000
여개의 스투파중 남아있는 2000개 스투파로 모두 이라와디 강 퇴적층에 있는 점
토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같은 땅에서 채취한 점토로 만든 벽돌을 오랜 기간 사
용하면 이 벽돌의 색상, 질감, 형태는 단순한 감각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의
미를 갖게 된다. 닝보 박물관의 벽돌을 보고 벽돌 각각의 지역과 시대를 연상 
한 것과 같이 파간 지역의 사람은 이 스투파 벽돌과 비슷한 벽돌을 보면 자연스
레 파간의 땅과 고대 파간 왕조의 시간과 스투파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를 연상하게 된다.

닝보 박물관에서 벽돌 벽과 콘크리트 벽이 만나는 부분에서 두 재료가 드러내

21) “로마 벽돌이 얇은 것은 부분적으로 벽돌 소성에 가용한 연료가 부족한 것에 이유가 있
다.” Andrew Plumridge, Wim Meulenkamp, 『BRICKWORK』, ABRAMS, 1993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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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닝보 박물관

는 사회적 특성의 차이를 보
자.

벽돌 벽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 벽돌이 있었던 
지역과 시간 그리고 닝보 박
물관 벽돌의 경우에는 그 전 
건물의 용도까지 생각 할 수 
있었다. 사진의 콘크리트 면
은 대나무 거푸집을 이용해
서 표면에 특성을 부여하도

록 했다. 표면이 굴곡져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벽에 묻은 먼지와 빗물 자국이 
시간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이 건물이 단독으로 갖고 있는 시간으
로서 지역이나 사회적인 시간의 맥락에 닿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콘크리트 
벽면도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람의 경험이 중첩되면 박물관의 부분으로서 장소
가 되겠지만 땅과 맺는 관계가 약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콘크리트의 한계로 
제한된 의미가 아닌 벽돌과 콘크리트 재료가 가진 서로 다른 사회적 장소의 특
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2) 벽돌 형태와 크기 (사용, 사회적 성격)

벽돌은 소수 예외가 아니라면 대부분 비슷한 형태와 크기를 가지는데 이것은 
다양한 시도를 한 결과와 문화적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 먼저 벽돌은 블록과 달
리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다양한 크기의 벽돌이 만들어지
고 있지만 한계치를 벗어나서 크기를 키우지는 못한다. 실제로 벽돌의 크기를 
키워서 구축 작업의 능률을 올리는 시도를 했으나 일정 크기를 넘어서 두 손을 
사용해야 하는 시점이 되면 모르타르를 바르는 흙손을 놓고 두 손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능률이 떨어졌다. 그래서 일반적인 벽돌의 크기는 현재 통
용되는 크기를 갖게 된다. 전체 볼륨이 한 손으로 드는 무게에 의해 정해지면 
각 변의 구체적인 길이는 어림수에서 모르타르를 사용할 두께를 빼고 정해진다. 
그래서 길이면과 마구리면은 각각 100mm, 200mm에서 10mm를 제한 길이를 
갖고 있다. 이 둘 사이에 있는 일반적인 2대 1의 비율도 구조적인 이유나 면을 
마무리 하는 모서리에서 엇갈려 쌓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
게 현재 정착된 일반적인 벽돌의 크기와 형태는 손으로 드는 행위, 쌓는 행위에 



- 25 -

의해 정해진 것이다.

벽돌 크기와 행위의 관계는 사람이 느끼는 무게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벽돌 또
는 비슷한 크기의 돌을 들었을 때 경험했던 무게감이 기준이 된다. 그리고 벽을 
구성하는 벽돌의 개수를 고려해서 벽이 갖고 있는 무게를 체감하는 것이다. 거
대한 콘크리트 벽을 보고 무겁다는 생각은 하지만 아주 큰 돌의 무게는 체험적
으로 경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아주 무거운 무게라고 알지만 감각
적으로는 짐작 할 수 없는 것이다. 정량적인 수치로 정리된 도량형이 많이 쓰이
지 않던 시대에 무거운 물건을 설명하기 위해 쌀가마니 개수를 예를 들면서 설
명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사람이 감각적으로 무게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각
적으로 공유하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쌀 한가마니의 
무게가 70~80kg 정도라는 것은 예상 하지만 비슷한 크기의 돌덩어리의 무게는 
짐작하기 힘들다. 다만 아주 무겁다는 사실만 아는 것이다. 벽돌 벽과 콘크리트 
벽은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무게감과 단지 무겁다는 사실로서 이해되는 
무게감의 차이를 갖고 있다.

 이밖에도 벽돌 크기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영국의 벽돌은 보통 유
럽 본토나 미국보다는 크기가 크고 알프스 산맥 지역이나 지중해 연안의 벽돌에 
비해서는 크기가 작다. 대부분의 아프리카와 인도에서 사용하는 벽돌 크기는 북
유럽에서 사용하는 크기와 비슷한데 이것은 식민지 정책이 미친 영향이다.22) 벽
돌의 크기가 사회 문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알프스 산맥 지역과 지중해 연안의 벽돌이 가장 큰 크기를 갖고 있는 것도 벽
돌의 형태가 지역의 기후를 반영 한 결과이다. 벽돌을 손으로 들기 쉽게 무게를 
줄이는 과정에서 벽돌 내부에 만드는 중공의 부피가 전체의 25%, 표면의 10%를 
넘어가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멍을 만들어 무게를 줄였는데, 위에서 알아낸 한계를 넘어서는 부피
의 중공을 가진 벽돌이 알프스와 지중해 연안의 벽돌이다. 이는 구조적인 부분
을 조금 양보를 하고 중공을 이용해서 내부의 환기나 단열 효과를 얻기 위함이
다. 그래서 알프스 지역에서는 중공이 벽의 내부에 세로로 형성되도록 쌓아서 
단열층을 가질 수 있도록 쌓고 지중해 연안에서는 벽돌을 눕혀 쌓아서 안과 밖
의 공기 순환으로 내부 온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사용했다.  

22) Andrew Plumridge, Wim Meulenkamp, 『BRICKWORK』, ABRAMS, 1993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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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진은 지중해 연안의 사례는 아니지만 열대 기후를 갖고 있는 캄보디아 
바탐방Battambang에 있는 아르키움이 설계한 KHMERESQUE와 아열대 기후인 인
도 샹디가르Chandigarh에 있는 르 꼬르뷔제의 고등 법원 건물이다.

[그림 2-10] 아르키움의 KHMERESQUE

 
[그림 2-11] Chandigarh 고등 법원

왼쪽 KHMERESQUE를 보면 벽돌을 구조적으로 사용 한 것이 아니라 벽돌에 
뚫린 구멍에 의한 통풍의 기능적인 측면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했다.23) 시선 
높이의 중공을 통해서는 바깥의 빛을 볼 수 있지만 보다 높은 곳에 있는 벽돌에
서는 새어 들어오는 빛을 볼 수 없다. 벽돌의 중공이 좁고 깊기 때문에 입사 각
도가 있는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벽돌을 눕혀 사용하면 처마를 
길게 내지 않더라도 빛을 차단하고 통풍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열대 기후를 잘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다.

기후에 대응한 재료의 사용은 같은 기후에 있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주는 지역 
정체성을 내포한다. 재료의 형태가 가진 사회 문화적인 측면이다. 나아가 재료가 
기후 문제를 이미 해결하기 때문에 구축 형태와 방법은 그 밖에 다른 의도를 담
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샹디가르 고등 법원의 외벽은 마치 벽돌의 중공을 
확대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형태이다. 역시 아열대 기후의 무더운 여름 날씨
를 고려해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건물의 외벽을 단지 햇빛과 통풍을 고려해서 만든 형태로 축소해석 할 수는 

23) “열대 기후에서 더위를 가릴 수 있는 그늘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 공간을 벽으로 막아 가두기보다 열어서 바람을 통하게 하면 기계적인 냉방을 하지 않
아도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현지의 재료와 기술만으로 완성하고자 한 것은 낯선 마감
과 어려운 상세로 단순히 볼거리보다는 친숙한 분위기를 만들어 일상의 감각으로 다가가는 
것이 오히려 원불교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http://www.archium.co.kr/2012-khmeresqu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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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사진 왼편에 잘린 내벽에서 아주 넓은 통로 공간을 두고 외벽을 만든 것
이 기후를 고려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진에서만 보아도 외벽 중공을 만드
는 면에 떨어지는 햇빛의 그림자의 각도에서 태양의 고도를 알 수 있고 그림자
의 선명도를 보면 아주 맑은 날씨는 아닌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외벽의 큰 
중공은 외부로 향하는 시야를 가리지 않아서 통로 공간을 외부에 가깝게 하고 
이것은 내벽에 둘러싸인 공간이 고립되는 느낌을 경감시켜준다.

기후에 대응하는 두 방법 모두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다. 고등 법원 외벽을 통
해서 눕혀 사용하는 중공 벽돌을 연상하고 그것을 익숙하게 사용했던 지역의 관
습과 연관시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은 재료 자체가 관습적으로 사용했
던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2.4.2 벽돌 구축의 경험
오랜 기간 사용되어온 재료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가 이미 정형화되어 관습적

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구축이 시작되는 바닥에서부터 벽, 천장을 이
루는 건축 요소로 구분해서 특징을 살펴보겠다. 바닥, 벽, 천장은 구축물이 각각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조건이 서로 다르고 동시에 각각 사용자의 경험에도 미치
는 영향이 다른 세 부분이다.

(1) 바닥

벽돌 포장은 로마시기에 자주 사용되고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16세기에는 바닥 
재료로 흔히 사용했다. 현재 존재하는 벽돌 바닥을 쓴 사례는 개인 주거가 대부
분이지만 건물의 크기나 용도에 대해서는 작은집에서부터 저택의 다용도실, 박물
관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고 건물 내부와 외부를 가리지 않고 사용했다.  벽돌 
포장은 근대 시기의 기능주의와 검은색 또는 회색 아스팔트tarmac의 균질한 모습
에 맞서 개인의 필요에 맞는 보행환경을 요구하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24) 
사례를 통해 벽돌 바닥이 갖고 있는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특성을 보자.

스테인만 공원Steinman Park은 벽돌로 된 두 건물 사이 길을 벽돌로 포장하여 
공원으로 만든 곳이다. 골목을 공원으로 만드는 데에는 통과 동선을 한쪽 벽으
로 붙여서 배치한 것이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했
다. 하지만 바닥을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포장했다면 이 공원은 지금처럼 식사를 

24) Andrew Plumridge, Wim Meulenkamp, 『BRICKWORK』, ABRAMS, 1993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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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소규모 음악회를 하는 장소보다는 지나가는 통로로 더 많이 사용 되었을 
것이다.

[그림 2-12] Lancaster's Steinman Park, Pennsylvenia

바닥을 채우고 있는 벽돌 접합 방식은 길이쌓기Stretcher bond방식인데 바닥을 
채우는 대표적인 네 가지 쌓기 방식25) 중에서 방향 지시성이 가장 강한 쌓기 방
식이다. 공간적으로 통과 동선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바닥을 채우는 벽돌의 방향
성으로 전면 도로와 이면 도로를 이어주는 통과 동선 흐름을 살려주는 것이다. 
바닥을 채우는 벽돌의 방향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시간을 
보내는 영역에서는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는 운동을 잡아줄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어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림 2-13]을 보면 방향성이 머무르게 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볼 수 있는데 머
무는 영역의 테두리를 동선의 방향성과는 관계없이 영역의 중심을 향하는 벽돌 
테두리로 한정 지은 것을 볼 수 있다. 사진 왼쪽에 곡선으로 연결된 동선의 바
닥 벽돌은 동선을 따라 곡선으로 배치했는데 사람이 걸어오다가 머무는 영역의 
진입에 앞서 경계 지어진 패턴에 의해 이동 속도를 한순간 늦추는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높이 차이를 만들 수 있을 때에는 단차를 주어서 계단을 밟을 때에 아
래를 확인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통해서 속도를 낮추는 효과를 거둔다. 반면 머
무르는 사람에게는 바닥의 패턴이나 단으로 만든 형태가 주변 바닥과는 구분된 

25) 벽돌 포장 방식은 Stretcher bond, Stack bond, Herringbone bond, Basket-weave 
bond 네 가지 방식을 대표적으로 쓴다. 방향성이 가장 강한 것은 Stretcher bond이고 외
부 충격과 하중에 가장 강한 방식은 Herringbone bond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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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있는 감각을 준다.

  

[그림 2-13] Steinman Park의 벽돌 사용 기법

 

[그림 2-14] 소규모 음악회 준비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영역의 테두리를 벽돌 구축으로 만든 벤치로 두르는 것
이다. 벽돌 구축물은 무게감을 가지고 통과하는 방향성을 거스르면서 바닥에 정
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동시에 그 형태가 공간을 감싸고 있다. 마치 흐르는 시
내의 가운데 물살을 가르면서 서있는 큰 바위에 걸터앉아 발을 담그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보는 것과 같다. 좌우에 있는 건물 벽은 바닥 재료와 같은 벽돌
을 사용해서 바닥과 사방을 아우르는 중정 같은 위요감을 형성한다. 오른쪽 사
진은 소규모 음악회를 준비하는 모습인데 의자가 배치 된 것을 보면 벽돌 바닥
으로 만들어진 영역에 모여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캄포 광장Campo del Piazza은 시장으로 사용하던 공지에 1349년 벽돌 포장을 하
면서 현재 모습을 갖추었다. 푸블리코 궁전Palazzo Pubblico앞에 있는 배수로를 중
심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9등분 된 모습이다. 이 나누어진 부채꼴 형태는 호부분
이 완전한 곡선이 아니라서 하나의 초점을 만들지 못하는 광장의 형태적인 조건
에서 궁전을 향하는 방향성을 만드는 방식이다. 부채꼴을 이루는 조각은 각각 
대리석으로 구분 되어 있어서 재료의 차이가 영역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고 있
다. 이때 바닥을 채우는 벽돌은 전체 형태가 가진 방향성을 강조해야 하는데 중
심을 향하는 방향성이 생기도록 벽돌을 사용하면 중심은 확고해진다. 하지만 실
제로는 헤링본 패턴으로 포장했는데 두 가지 이유를 생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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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하늘에서 본 Campo del Piazza

 

[그림 2-16] 광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

먼저 벽돌의 길이방향이 중심을 향하도록 배치하면 부채꼴 조각의 테두리 부분
에서 대리석과 벽돌이 아주 작은 예각으로 만나게 된다. 시공 상의 문제뿐만 아
니라 대리석 테두리에 의한 방향성에 벽돌 배치의 방향성이 더해지고 중심을 향
해서 내리막을 이루는 광장의 경사를 포함하면 세 요소가 총체적으로 방향성만 
만들기 때문에 머무르는 행위에 안정감을 줄 수 없다. 사람들은 골목길에서 나
와서 강한 방향성을 따라 부채꼴의 중심으로 향했다가 반대편 골목으로 나가버
리는 흐름이 만들어 진다. 따라서 방향성이 적은 헤링본 패턴을 사용했다.

그리고 헤링본 형태는 벽돌이 (약하지만)주방향성에 대해 45도 각도로 배치되기 
때문에 부채꼴 테두리와 만나는 부분의 각도가 벽돌을 다듬기에 용이하다. 또한 
주방향성이 부채꼴 호를 따라서 배치되어 중심에서 나이테처럼 퍼져나가는 선형
을 만든다. 이것은 내리막을 따라서 중심으로 내려가는 사람의 속도를 더 늦추
어주는 효과를 만들고 바닥에 머무르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방향성을 걸러주는 
역할 해서 안정감을 준다. 하늘에서 본 캄포 광장에서 앉아서 쉬는 사람들이 한
결같이 대리석 테두리가 아닌 벽돌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영역 안에 있다
는 감각과 방향성이 사람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할 수 있다.

부채꼴 영역과 주변 건물 사이에는 차도가 만들어 져 있는데 벽돌보다 더 크고 
짙은 돌로 포장되어있다. 짙은 색상의 돌로 마감한 캄포 광장 주변 차도는 정확
하게 이 공간을 사용하는 차의 속도를 반영한 것인데 고속도로의 아스팔트와 보
차공존도로woonerf의 벽돌이 가진 속성의 중간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벽돌은 상대
적으로 작은 크기와 무른 질감을 가지고 있다. 작은 크기는 조각조각 만들어진 
작은 영역들을 만들고 벽돌 사이 조인트는 이동에 제동을 건다. 비포장도로에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자동차를 생각해보면 빠른 속도에는 단단한 표면이 필요



- 31 -

한 것이다. 아스팔트는 벽돌과 정확히 반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스케일이 없는 
특성은 영역을 만드는 가능성이 없고 재료를 펴 바르듯 포장하는 아스팔트의 성
질처럼 표면에서의 운동은 사방으로 흘러나간다.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거는 조인
트는 생기지 않고 단단한 표면은 빠른 속도에 잘 부합한다.

캄포 광장 주변 도로에 사용한 돌은 벽돌보다 훨씬 큰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돌 조각 하나하나가 만드는 영역은 벽돌의 그것보다는 운동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스케일이 훨씬 크지만 여전히 부분의 조합으로 포장해야하는 재료 
특성상 생기는 조인트는 이동속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단단한 돌 
표면과 어두운 색상을 사용함으로써 조인트를 흐리게 하는 효과로 최대한 운동
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아스팔트나 시멘트, 돌에 비해 벽돌은 사람의 속도나 행위에 더 가까운 
구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감각을 인식하는 것은 분석적인 관찰에 의
해서 가능하지만 일반인들도 무의식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1960년대 말 본엘프 
지역에서 처음 시도한 보차공존도로(사람을 우위에 둔 저속 차량 도로)의 명칭이 
이제는 벽돌 포장도로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은 벽돌 포장의 구축적인 특
성을 일반 사람들도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2) 벽

벽돌을 이용한 수직 건축 요소는 크게 기둥과 벽으로 나눌 수 있으나 스테레오
토믹 재료의 특성상 벽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구조역할을 하는 벽돌 구축 방식
이 대부분 내력벽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벽돌이 압축력에 강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먼저 루이스 칸의 엑서터 도서관Exerter library과 예일 영국미술센터Yale Center 

for British Art의 외벽을 본다. 표면의 자세한 차이는 뒤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원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재료의 사용이 만들어내는 차이에 집중하겠다.

아래 사진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빛에 의한 효과다. 엑서터 도서관의 
벽돌 벽은 빛을 반사하는 성질이 낮아서 한편으로는 빛을 흡수하는 것처럼 보인
다. 고르지 못한 표면에 생기는 그림자는 벽돌 표면에 닿은 빛의 콘트라스트를 
낮추어 부드러운 감각을 만든다. 빛을 반사하는 성질이 작기 때문에 빛의 입사
각이 서로 다른 면들 사이에 색상이나 명암 차이가 적다. 빛에 따라 차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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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일한 표면은 유리 창문 면이다. 각 면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건물은 
얇은 면으로 된 입방체가 아니라 속이 찬 하나의 덩어리처럼 느껴진다. 비록 벽
돌 하나하나는 모두 다른 색상과 명도를 가졌지만 통합적인 감각을 내는 것이
다. 그리고 이 덩어리에서 나오는 무게감은 땅에서 깊숙이 박힌 바위 같은 감각
을 불러일으켜서 오래전부터 이 땅에 있었던 구조물 같다.

[그림 2-17] Exeter Library

 

[그림 2-18] Yale Center for British Art

반면 철판과 통유리가 주재료인 예일 영국미술센터는 비교적 빛을 잘 반사하는 
재료이다. 따라서 입사각이 큰 경우에는 빛을 많이 반사해서 표면이 아주 밝게 
보이고 입사각이 작은 경우에는 아주 어둡게 보인다. 반사율이 높은 재료의 특
징은 관찰자의 움직임에 따라 표면의 밝은 부분이 이동하는 점이다. 빛은 표면
에 흡수되지 않고 반사되어 나간다. 비교적 표면이 고른 철판과 유리면은 단일 
조각 안에서는 균일한 색상을 내고 인접한 조각 사이에는 미묘한 각도차이에도 
빛을 다르게 반사해서 다른 색상을 낸다.

철판과 유리판 사이의 색상 차이는 벽돌의 색상차이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데 이것은 각각의 면 내부에서는 균질한 색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면의 성질이 강하게 드러나는 조각들은 기하
학적인 면으로 보이고 각각의 조각은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
일 된 느낌 보다는 파편적인 느낌을 준다. 따라서 건물도 하나의 덩어리라기보
다는 얇은 피막으로 둘러싸인 속이 빈 상자 같은 느낌을 준다. 사람의 움직임에 
반응하고 얇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표면은 도시에 위치한 예술센터가 많은 사람
이 모이고 이동하는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면의 재료에 의해서 
이렇게 아주 상반되는 현상을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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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엑서터 도서관과 솔크 연구소Salk Institute의 외부 회랑 부분이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표면에 비친 빛이다. 벽돌 사이 줄눈이 두껍고 표면이 균
질하지 못한 벽돌 바닥에 비친 빛은 줄눈의 홈에 그림자를 만들고 벽돌 각각의 
색상을 드러내면서 재료와 결합한다. 빛이 없을 때에는 모든 벽돌이 검은색이지
만 빛이 비추면 비로소 벽돌이 각자 갖고 있는 색을 발현한다. 결국 다양한 색
상이라는 것은 재료와 빛이 만나서 생기는 현상이다. 건물이 빛이라는 자연요소
와 결합하는 것이다.

[그림 2-19] Exeter Library 회랑

 

[그림 2-20] Salk Institute 회랑

솔크 연구소 바닥의 빛은 마치 바닥에서 떼서 옮길 수 있을 것 같다. 벽돌 바
닥과 같이 솔크 연구소 바닥도 빛이 비추었을 때 비로소 색상이 드러나는 것이
지만 그런 사실은 주변에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쉽게 인식된다. 빛에 의한 이런 
효과는 육중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가벼운 감각을 더하고 있는데 벽기둥과 천장 
사이의 줄눈 처리와 벽기둥 면을 장식하는 조인트 무늬로 각각의 면에 성격을 
달리하려는 노력을 보면 일맥상통하는 의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엑서터 도서관도 천장과 벽돌 내력벽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지만 벽돌 내
력벽 스스로 벽돌 구축을 통해서 통합되어 있고 무게를 담당하고 있어 벽돌 벽 
위에 콘크리트 천장도 무겁게 느껴진다. 이런 무거움과 가벼움의 차이가 회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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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는 사람이 감각에 영향을 미친다. 도서관 회랑을 거니는 사람은 기분을 좀 
더 가라앉히고 차분한 마음을 갖게 되고 연구소 회랑을 지나는 사람은 회랑을 
통과하는 움직임과 지나는 바람을 느끼면서 기분전환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감
각적인 차이는 도서관과 연구소의 외부공간이 각각의 용도를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엑서터 도서관 3층 열람실에 벽돌 구축물은 크게 외기에 면한 벽돌 기둥과 중
층을 받치는 벽돌난로 구축물이 있다.

[그림 2-21] Exeter Library 소설 열람실

 

[그림 2-22] 소설 열람실 사용 모습

외부 벽기둥이 벽돌 바닥에 직접적으로 닿아있던 것과는 다르게 열람실의 벽돌 
구축물들은 모두 검은색 돌바닥이나 기단위에 놓여있다. 벽돌 구축물의 무게가 
아래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검은 돌 부분에서 끊어진다. 마치 솔크 연구소 회
랑의 벽기둥처럼 내부 벽돌 구축물은 전체에 통합되지 않고 오브제처럼 놓여있
다. 따뜻한 감각을 상징하는 벽난로의 개구부 상인방은 평아치를 사용해서 벽난
로에 초점을 부여하는 작용을 한다. 하지만 그 초점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 따뜻
함이 닿는 영역은 바닥의 검은 기단이 끝나는 선에서 더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통합되지 않고 각자의 성격을 드러낸다. 벽난로가 
있는 이 구역은 소설을 모아놓은 곳으로 [그림 2-22]를 보면 편안하게 눕거나 
앉아서 책을 보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벽난로가 있다는 것은 책과 독서자 
일대일 관계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열람실과는 조금 더 활동적인 분위기를 유도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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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Salk Institute 사무실

솔크 연구소의 사무실 내부는 오
히려 앞에서 본 도서관 열람식 공
간보다 더 정숙하다. 콘크리트로 
전체를 만든 외관과는 다르게 내부
는 바닥과 창문 쪽 두 면에 나무 
재질을 사용했다. 콘크리트 보다는 
빛을 덜 반사하는 재료이다. 구조 
역할을 하는 벽기둥은 인접한 창문
에 비스듬히 배치해서 빛을 정면으
로 받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받

고 있다. 가장 왼쪽의 콘크리트 벽 끝에는 세로로 긴 얇은 틈으로 빛을 받아들
이는데 빛의 회절 효과에 의해서 표면에 번지는 빛을 볼 수 있다. 빛이 표면에 
반사되는 것이 아니라 은은하게 묻어날 수 있도록 빛을 받아들이는 각도를 섬세
하게 설계 한 것을 볼 수 있다.

(3) 천장

벽돌로 천장을 만드는 형태는 크게 아치, 볼트, 돔이 있다. 이 세 가지 형태는 
아치의 구조 역학적인 방법을 응용한 것이다. 바빌론 시기에 이미 사용된 아치
는 로마시기에 와서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주거용 건물, 콜로세움 같은 상징
적인 건물, 수로 같은 기반시설에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벽을 중심으로 발달
한 벽돌 구축물에는 개구부의 위에 가해지는 하중을 양쪽 벽면으로 분산시키는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직육면체인 벽돌로 아치를 만드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먼저 호를 따
라서 배치되는 벽돌 사이 접합부가 벌어진다는 것과 벽면을 따라 구축하던 벽돌
이 아치의 경사면을 만났을 때 사선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벽돌을 다듬
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초기에는 아치에 사용되는 벽돌의 벌어진 접합부를 모
르타르로 채우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 방법은 벽돌이 이루는 아치 곡선을 고르
게 하기 힘들고 고르지 않은 아치는 구조적인 역할에도 문제점을 만든다.

구축 과정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는 벽돌을 다듬는 기술이 발전해서 곡률에 맞
는 쐐기 모양으로 다듬은 벽돌을 사용함으로써 곡률문제를 해결했다. 벽돌 구축 
작업에서는 평아치를 더 선호했는데, 평아치는 아치 윗면이 벽돌의 수평적인 구
축 면과 평행하기 때문에 벽돌을 다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재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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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했을 때 큰 공간, 가벼운 천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많이 사
용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건물이나 교회 같은 건물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다음 사례는 크라우벨J.Crouwel이 설계한 위트레흐트우체국Utrecht Post Office과 
존 파우슨John Pawson이 설계한 모리츠교회Moritzkirche다. 크라우벨의 우체국을 
보면 아치가 규칙적으로 나열된 것을 볼 수 있는데 3가지 종류의 두께가 다른 
아치를 사용하고 있다. 가장 두꺼운 아치로 구분되는 각 구간에는 중간두께 아
치 하나, 얇은두께 아치 4개를 이용하고 있다. 가장 두꺼운 것과 중간두께 아치
는 바닥까지 내려와서 바닥 공간에도 위계를 나누어주고 있다. 바다의 패턴도 
아치의 연장선상에서 패턴을 달리하고 있다.

[그림 2-24] Utrecht Post Office

 

[그림 2-25] Moritzkirche, Augsburg

중간두께 아치의 1층 천장높이에는 조각상을 두었는데 양쪽 조각상을 잇는 띠
가 아치를 따라 만들어지면서 중간 두께 아치를 얇은 두 개의 아치처럼 보이도
록 한다. 구조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아치들이 연결되어 볼트를 만들어야 하지만 
늑골 모양으로 사이를 띄워서 천창을 만든다. 이 천창은 아치의 중간높이에서 
시작해서 아치를 따라 천장을 지나 반대편까지 내려온다. 천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아치의 중간높이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치의 아랫부분은 어둡
고 위쪽 아치의 면은 빛을 받아 훨씬 밝고 가볍게 보인다. 1층에서 사방으로 나
있는 실내 공간은 상대적으로 빛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둡게 보이는데 이것이 빛
의 대조를 극대화한다.

우체국은 도서관이나 성당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이고 업무를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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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다. 이렇게 큰 공간을 벽돌 구축으로 쌓아올리면 벽 구축과 같이 엄청난 무
게감을 표현하게 되고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차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건축
가는 아치구조를 최대한 얇게 하고 천창을 두어서 가볍게 했다. 이런 설계를 통
해서 위트레흐트 우체국 아치는 역설적으로 지층의 무거운 무게감을 아치 구축
으로 극복한 가벼운 분위기를 만든다.

모리츠 교회에서 아치는 형태만 차용하고 구조적인 힘의 전달은 전혀 표현되지 
않도록 회칠을 했다. 평면성이나 운동의 방향성을 만들 수 있는 어떠한 무늬도 
생략하고 흰색으로 칠한 표면은 종잇장처럼 가벼운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아치는 그것이 가진 성스러운 종교적 의미를 이용하기위해 형태만 차용하는 방
식으로 성당에서 많이 사용한다. 여기에 파우슨은 창문의 개수와 위치를 통해서 
회중석 주변은 상대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땅에 가까운 느낌을 갖게 
하고, 예수 조각상이 위치한 성소 부분에는 높은 천장과 많은 창으로 밝은 분위
기를 만들어서 하늘에 가까운 느낌을 만든다. 이 때 나이브 공간을 받치는 아치
는 제단으로부터 공간을 구분하는데 아치 면에 비친 빛의 밝기가 제단으로 갈수
록 더 밝아져서 공간에 위계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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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장소를 형성하는 벽돌 구축의 특성
이상으로 경험을 염두에 두고 벽돌 재료와 구축이 가진 장소를 만들 수 있는 

특성을 다른 재료와 비교분석 했다. 벽돌 구축은 재료에서 구축물에 이르는 순
차적인 단계에서 각각 장소를 만드는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 장소를 만드는 
특성을 경험의 위계에 따라 정리함으로써 장소를 형성에서 벽돌 구축의 특성이 
하는 역할을 정리해본다.

2.5.1 체감 특성을 보여주는 재료와 구축
벽돌은 원료가 되는 흙에서부터 벽돌 구축물에 이르기 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사람의 체험을 수반한다. 촉각을 기본으로 하는 체험은 경험으로 남아서 이후에 
접하게 되는 구축물에서는 촉각뿐만 아니라 원거리 감각인 시각적인 인지에서부
터 기억된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벽돌의 두드러진 촉각적인 특성은 온기를 갖고 
있다는 것과 짐작할 수 있는 무게감이다.

(1) 벽돌의 온기와 비-균질성

흙을 구워 만든 벽돌은 가공 이후에도 흙이 가진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온기는 그 대표적인 특성이다. 온기라 함은 다른 건축 재료에 비해서 따뜻한 느
낌이 든다는 것인데 이는 비단 느낌뿐만이 아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이라는 감각
은 피부의 경계에서 열이 몸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느낌이다. 열전도율에 따라 
그 감각은 좌우되는데 벽돌은 흙과 같은 열전도율을 갖고 있다. 이것은 냉 복사
열을 방출하는 콘크리트와 일반적인 석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한 흙과 열전도율이 같다는 것은 사람이 흙과 벽돌을 접할 때 체감하는 
촉각적 경험이 비슷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체험의 공통성은 두 대상을 구
성하는 재료의 색상과 질감의 비-균질성과 결합한다. 사람은 체험으로 기억하는 
흙과 바닥의 촉각적인 경험을 벽돌의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비-균질성으로 다시 
떠올리는 것이다.

(2) 체험적 무게감의 연속과 단절

흙과 벽돌의 체험에 의한 감각의 유사성은 벽돌을 접하는 사람의 무게감에도 
영향을 준다. 벽돌과 블록을 나누는 기준은 재료를 들어 올릴 때 한 손을 사용
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제작하는 사람은 물론 벽돌 더미를 보았을 때 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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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무게를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비슷한 크기의 모래
주머니나 돌을 사용한 경험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무게를 짐작한다는 것은 
벽돌 더미 위쪽은 무게를 덜 받고 아래쪽은 더 많은 무게를 받는 것을 감각적으
로 인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량적인 크기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향하는 방향, 
중력의 방향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사람은 벽돌이 
구축의 연속성과 단절에 따라서 무게감을 달리 느끼고 공간 전체를 감싸는 물질
의 무게감 크기에 따라 보호받는 느낌이나 기분을 다르게 가진다.

2.5.2 행위 성격을 반영하는 배열과 경계
건축에서 체험은 목표와 진로를 따르는 움직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때 움

직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멈추는 움직임과 이동하는 움직임이다. 멈추
는 움직임은 일정한 영역 머무르는 행위를 말하고 이동하는 움직임은 영역과 영
역 사이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말한다.26) 이런 형식적인 구분만
이 아니라 이 행위에는 움직임의 속도라는 질적인 차이를 고려 할 수 있다. 벽
돌은 구축을 통해서 영역과 방향성을 만들고 낮은 경도를 가진 표면의 부드러움
으로 느린 속도감을 만든다.

(1) 벽돌 구축의 방향과 범위

“사람은 돌을 다른 돌 위에 놓기 이전에, 미지의 세계 가운데 대지를 인식하기 
위해 그리고 대지를 고려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돌을 땅에 위치시킨다.”27)는 말
은 벽돌 구축에도 정확히 적용 된다. 벽돌을 처음 위치시킴으로써 비로소 행위
가 일어나는 범위와 방향을 결정 할 수 있다. 여기서 범위는 처음 위치에서 얼
마나 멀리까지 영역을 만들어 줄 것인지, 방향은 처음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가 된다. 따라서 신중하게 구축된 벽돌 구조물은 움직임의 속
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잘 구축된 벽돌에서 느껴지는 방향성과 영역의 감각
은 무의식적인 경험으로 남아서 그 방법과 성격을 관습처럼 이해하고 사용하게 
한다.28)

26) 김광현, 건축과 운동 in 『이상건축』, 2000.09, pp.155-156
27) Kenneth Frampton, Rappel A L'ordre: The case for the Tectonic in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1965-1995』,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525

28) "Stretcher bond는 아주 강하게 방향성을 강조하고, Stack bond는 비슷하게 강한 방
향성을 나타내면서 2방향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 Herringbone bond는 벽돌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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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걸음에 맞는 접지감각

구축 과정의 성격이 돌을 구축하는 것과 닮았다면 벽돌 보도가 가진 접지의 감
각은 흙에 더 가깝다. 이것은 재료가 가진 단단함에 의해 달라지는 것으로 벽돌
은 돌에 비해 더 무르고 따라서 사람의 무게에 의해 부숴 질 수 있는 여지가 있
다. 이런 특성이 우리가 걸을 때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흡수를 함으로써 튕겨내
는 느낌이 아닌 바닥에 완전히 발을 디딜 수 있도록 감싸주는 느낌을 준다. 아
주 작은 차이지만 여행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된 도시를 오랜 시간 걷고 발목
이나 무릎이 아픈 경험을 생각해보면 결코 사람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걸음에 맞는 접지감은 사람의 느린 속도에 맞고 대지와 단
절하는 감각이 아니라 연결되는 감각이다.

2.5.3 의미를 생산하는 전형과 변형
벽돌 특성이 돌, 콘크리트, 철 등 다른 재료의 특성과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은 전형이 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벽돌은 넓게는 벽돌의 형태와 크기, 좁게는 
재료에 따른 구체적인 성질에서 각각의 전형을 갖고 있다.

(1) 자연 재료의 사용

벽돌은 자연에서 나오는 재료를 비교적 단순한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낸다. 따
라서 흙이 가진 자연적인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서 재료가 되는 점토가 
특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는 곧 그 땅의 특성이 된다. 이렇게 땅의 
특성을 담은 벽돌의 지속적인 사용과 경험은 재료에 장소의 의미를 부여하고 체
험하는 사람에게 그 장소를 회상하게 한다.

(2) 시간의 흐름을 담은 풍화의 대비

모든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서 표면에 흔적을 남긴다. 벽돌의 풍화가 가진 
특성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벽돌의 전형적인 형태와 현재 벽돌의 상태를 비교하
고 그 풍화의 정도를 가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벽돌이 가진 재
료의 구성 성분과 제조과정의 차이로 인해 다른 속도로 진행된 풍화의 정도를 
비교해서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시간의 흐름을 인지 할 수 있다. 

향에 45도 각도로 주된 방향성이 나타나는데 작은 공간을 넓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 작은 
방에 사용하기에 좋다.“ Andrew Plumridge, Wim Meulenkamp, 『BRICKWORK』, 
ABRAMS, 1993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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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지화 된 형태와 쌓기 법

벽돌 제작과 구축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술의 전파과정에서 활
발한 현지화가 일어난다. 벽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벽을 이해하는 관점, 미적인 
감각, 자연환경 등에 따라 선호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흔적은 벽돌의 형태와 구
축 방식의 구분에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벽돌 쌓기 법의 구분에 영국식, 프랑
스식, 네덜란드식 쌓기 법이 있고, 중공을 활용하는 방법은 알파인과 지중해 방
식으로 구분된다. 중공을 활용하는 지역의 벽돌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것도 
날씨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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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유럽 벽돌 건축에서 경험을 고려한 구축 
방식

         3.1 지구르트 레베렌츠의 벽돌 구축 방식
         3.2 알바 알토의 벽돌 구축 방식
         3.3 스베르 펜의 벽돌 구축 방식
         3.4 소결

 본 장에서는 북유럽 건축가 지구르트 레베렌츠, 알바 알토, 스베르 펜의 벽돌 
건축물을 중심으로 경험의 범주에 따라 벽돌 구축 방식을 분석한다. 재료와 구
축적인 측면에서는 벽돌 자체의 구축 그리고 벽돌과 다른 재료 사이의 접합 까
지를 그 범위로 한다. 분석 과정에서 구축 환경의 경험을 고려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와 평면 그리고 지역 환경의 특징을 관련 지어 분석한다.

건축으로 만들어진 환경에서 물질적 측면과 사람의 관계를 중심으로 장소 형성
을 분석 할 때, 장소 형성은 사람이 물질적 환경을 경험하는 양상에 따라 다르
게 볼 수 있다. 이는 직접 적인 물리적 행위를 통해 물질 환경이 장소가 되는 
방식29), 기억을 불러일으키거나 익숙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감각에 의한 장소 형
성, 그리고 개인적인 장소 형성이 집단 내에 공유되어 사회적으로 형성 되는 장
소 형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9) “행동적 내부성 그 자체는 우리가 어딘가에 있다는 것만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여기에 있다는 점을 얘기해 주는 것은 이 내부의 형태와 구조 그리고 내용
이다.” Edward Relph,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PLACE AND PLACELESSNESS』, 
논형,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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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구르트 레베렌츠의 벽돌 구축 방식
레베렌츠(1885-1975)는 1세대 근대 건축가들과 동시대에 건축 활동을 한 스웨

덴 건축가이다. 20세기 초 북유럽의 건축 동향은 북유럽 고전주의였고 레베렌츠 
초기 건축도 북유럽 고전주의 양식이다. 아스프 룬드Gunnar Asplund와 함께 우드
랜드 공동묘지를 하면서 널리 알려졌으나 1940년에서 56년까지 IDESTA라는 회
사를 설립하고 창호 프레임 공장을 운영하면서 오랫동안 건축계를 떠난다.30)

분석하게 될 첫 번째 건물인 St. Mark's 교회는 1955년 공모전을 거쳐서 건축
된 것으로 레베렌츠가 건축으로 복귀하는 기반이 되는 건물이다. St. Petri 교회
는 St. Marks에서 시도한 벽돌 구축을 이용한 마지막 작품이다. 레베렌츠의 행
보가 흥미로운 것은 복귀해서 지은 벽돌건축물이 양식적으로는 북유럽 고전주의
를 완전히 벗어나고 재료적으로는 이전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벽돌을 아
주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레베렌츠의 벽돌 구축에서 장소 형성의 특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건축
과 삶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다. 그는 많은 화장장과 공동묘지 프로젝트를 거치
면서 삶의 기억이란 지속성의 경험이라고 생각했다.31) 이런 모든 단계에 물리적 
실재를 아주 섬세하게 형성해서 각 단계의 본질을 알 수 있게 한다.32) 이것은 
건축가와 마찬가지로 건축은 결국 삶이라는 더 큰 구축을 위한 것이라는 레베렌
츠의 생각을 통해 알 수 있다.33) 레베렌츠 벽돌 구축의 분석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건물 전체 단계에서 공간 구성을 먼저 확인 하고 구체적인 구축 방식을 분
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다.

3.1.1 St. Mark's 교회 1955-64
St. Marks 교회는 공모전을 1955년 진행했으나 바로 건축되지 않고 1964년에 

스톡홀름 남쪽 뵥하겐Björkhagen에 완성되었다. 오래된 지도상에 “Lillsjon"(작은 

30) Wilfried Wang, 『St. Petri』, O'NFM_2, p. 6
31) Wilfried Wang, 'The church as the symbol of existence' in 『Architect Sigurd 
Lewerentz』, Stockholm : Byggförlaget, 1997, p. 37

32) Wilfried Wang, 『St. Petri』, O'NFM_2, p. 14
33) Janne Ahlin, 'With Light as a Building Block' in 『Architect Sigurd Lewerentz』, 
The MIT Press, 1987, p.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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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라고 표시된 교회 대지는 자작나무가 숲을 이룬 주변보다 낮은 지형이고 
공모전 요구사항에 무른 지반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요구했다. 이런 대지 조건
은 지상 층으로 계획한 레베렌츠의 계획안이 선택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했다.

  

[그림 3-1] St. Mark‘s 교회 모델 1959

  

[그림 3-2] St. Mark‘s 교회 평면,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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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에서 가장 왼쪽의 건물이 사무동이고 나란히 배치한 가운데 부분이 교구 
홀이다. 최초 계획안에서 예배당을 독립된 건물로 교구 홀과 떨어뜨려 설계 한 
것을 고려하면 레베렌츠는 사무동-중정-교구동-외부-예배당 과 같이 외부공간을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공간단위로 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말했던 지
속성으로서의 삶의 기억이라는 측면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벽돌로 구축하는 건
물을 땅과 함께 이해함으로써 대지의 맥락을 이어주는 것이다. 지속성을 만드는 
것은 성격을 달리하는 각 단위공간을 접합하는 방식으로 구성한 것으로 모델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매스들이 조합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데 평면에 있는 다양한 방의 성격을 반영해서 높이와 형태를 다르게 한 것이다.
(1) 넘치는 모르타르 사용

[그림 3-3] 외벽 입면

 

St. Mark's 교회에서 사용된 벽돌 구축의 가장 큰 특성은 벽돌 그 자체의 구축
이 아니라 줄눈의 사용에 있다. 최초의 계획은 벽돌 구축 과정에 모르타르를 필
요이상으로 사용하고 표면 마감은 모래를 분사해서 할 계획이었다. 그래서 모래
를 분사해서 깎여 나갈 때의 색깔을 고려해서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흙의 종류를 
신중하게 결정했다. 하지만 모래 분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둠으로써 시간에 따
라 마모되어 그 색이 차차 드러날 수 있도록 계획을 바꾸었다.34)

현재 벽돌 벽의 표면은 벽돌을 뒤덮은 모르타르에 의해 벽돌의 윤곽이 가려져
있어서 일반적인 벽돌 구축물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은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콘크리트에 골재를 사용한 것과 비슷하게 모르타르 덩어리에 벽돌이 들어간 것 
같아서 무게감보다는 덩어리감이 더 느껴진다.
이것은 자작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환경을 반영하여 시각적으로 주변 맥락을 수

34) Janne Ahlin, 'With Light as a Building Block' in 『Architect Sigurd Lewerentz』, 
The MIT Press, 1987,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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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교회 중정 호수와 사무동

용하기 위함이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다시피 벽돌의 구축이 하나의 형태를 만드
는 것이 아니라 분절된 벽돌 벽면들이 겹쳐지게 해서 원근감을 만든다. 이는 바
로 옆의 자작나무 숲에서 앞선 나무들은 그 무늬가 보이지만 멀리 있는 나무들
은 그 형태가 흐려져서 비-균질한 면처럼 보이는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자작나무를 모방한 벽돌 
구축은 교회 중정에 만들
어 놓은 작은 연못과 함께 
생각하면 오래전 있었던 
자작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호수를 연상하게 한
다. 구축에 의한 자연의 
시각적 모방은 이렇게 다
른 요소와 만나서 지역 사
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
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연
상하도록 한다.

(2) 가로지르는 조인트와 재료 변화

[그림 3-5] 교회 도면의 C, D 부분의 외벽과 내부

 

외벽의 벽돌 벽을 보면 벽면이 직선인 부분과 곡선인 부분(도면의 C, D 부분)
의 경계에 두꺼운 줄눈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 조인
트는 실내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벽돌 구축을 가로지르는 이런 조인트는 실제 
구축의 과정에서도 각 조인트를 경계로 독립적으로 구축 가능하고 사용자 관점



- 47 -

에서도 수평적으로 연속되는 감각이 아니라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된 면으로 느
껴진다.
[그림 3-2] 도면에 표시한 A, B, C, D, E, F는 이들을 가로지르는 조인트에 의

해 독립적으로 구축한 부분이다. 이 도면은 초기 계획안에서는 직선으로 설계한 
것을 이후에 변경한 것으로 각 부분이 사용에 밀접하게 관계된 것을 알 수 있
다. A는 예배당 입구이고, B는 종을 받치는 외벽, C와 D는 예배당의 중심에 위
치하면서 각각 신자들과 설교자를 위한 공간이 내부에 마련되어 있다. E는 어두
운 내부를 가로지르는 빛이 들어오게 하는 두 개의 창으로 십자가형 평면의 교
회건물에서 트랜셉트Transept가 있는 위치에 있다. F는 제단이 있는 부분이다.
[그림 3-5]의 내부 사진을 보면 왼쪽에 위치한 설교단이 있는 부분이 D부분이

고 네모난 창 사이에 신자들을 위한 공간이 C부분이다. 이 두 부분은 곡선 면으
로 감싸지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곡선의 경계에 있는 조인트가 인접한 벽으로 
형태적인 흐름이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곡면은 확장해서 설교자와 신자를 감싸
는 영역을 만든다. 또한 평면으로 구성되었다면 돌출되어 두드러지는 요소가 되
었겠지만 벽의 오목한 면에 포함되어서 벽을 따라 움직이는 흐름을 거스르지 않
도록 했다.

[그림 3-6] 교회 도면 A의 외부와 내부

  
[그림 3-7] 예배당 세례소

경계의 형성은 줄눈뿐만 아니라 [그림 3-6]에 보이는 벽돌 벽도 경계를 만들고 
내부 사진에서는 문틀부분 바닥에 그 재료의 변화를 통해서 경계를 만들고 있
다. [그림 3-7] 예배당 세례소(洗禮所)35)의 바닥을 보면 주변보다 더 따뜻한 색
의 붉은 재료를 자용해서 영역을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히 보면 돌로 
만든 세례 반을 기준으로 붉은 영역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이 위치하는 부분과 사제들이 위치하는 영역 두 부분을 만드는 것이다. 예
민한 사용자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영역 구분을 인지하고 각 공간의 특성을 파악 

35) 본 연구에서는 세례를 하는 곳의 주변을 세례소(洗禮所)라는 용어로 지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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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또한 그 영역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 전제적인 사용 모습을 예상 할 
수 도 있다. 이런 구체적인 사용 모습을 연상함으로써 사람은 구축 환경으로부
터 더 친밀감을 느낀다. 재료 배열로 영역을 형성하는 의도는 좌석 안내원을 위
해 마련된 지정석 앞에 노란색 벽돌을 깔아두어 어두운 실내에서 눈이 쉴 수 있
는 영역을 만들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확인 할 수 있다.36)

(3) 개구부에 인접하는 벽돌 표면

[그림 3-8] 예배당에 들어오는 빛

 

[그림 3-9] 예배당 세례소 뒤 벽면의 빛

 

[그림 3-10] 예배당 천장의 빛

[그림 3-8]은 트랜셉트 위치에 난 두 개구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보여주고

36) Janne Ahlin, 'With Light as a Building Block' in 『Architect Sigurd Lewerentz』, 
The MIT Press, 1987,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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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와 [그림 3-10]은 세례소와 예배당에 진입하자마자 볼 수 있는 클리어
스토리다. 세 창의 공통점은 개구부의 한 면을 각각 바닥, 벽, 천장에 면하고 있
다는 점이다. 따라서 바닥에 면한 트랜셉트 위치의 창문에서 온 빛은 반질반질
한 바닥 위로 반사광을 만들어 주변 공간을 어슴푸레한 빛으로 채운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예배당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창이 만들어내는 빛이 가득한 

공간은 예배당 내부에 위계를 나누어준다. 반면 세례소 뒷벽에 비친 빛은 반사
광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벽면의 울퉁불퉁한 표면과 낮은 반사도에 의해서 표면에 
묶인다. 하지만 반사도가 낮기 때문에 주변을 채우는 반사광은 통제하고 빛의 
번짐이 표면의 질감을 따라 내려와서 더 집중된 한 부분, 세례소를 강조한다. 클
리어스토리가 면한 천장은 세례소와 같이 반사도가 낮은 벽돌로 만들어졌다. 하
지만 천장과 창이 직접적으로 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의 모양과 창의 위치에 
의해 조금의 거리를 두고 있어서 들어오는 빛이 표면에만 묶이기 보다는 주변을 
밝히는 번지는 효과가 있다.
천장 볼트에는 외부 벽돌 사용에서 알아보았듯이 통줄눈을 사용해서 벽돌 구축 

자체에서 오는 무게감이 적다. 그러나 교회라는 용도의 특성상 무게가 느껴지는 
침착한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체 공간의 조도를 상당히 낮게 하
고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작거나 얇은 창을 통해서 낮은 입사각으로 들
어오는 스웨덴의 빛을 이용한다. 이 때 약한 빛으로도 반사와 회절에 의한 번지
는 효과, 강조해야 하는 부분에 빛의 대비를 만들어주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 벽
돌 구축 면을 개구부에 아주 가깝게 배치했다. 이런 대비를 통해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감각적으로 느끼고 엄숙하고 성스러운 분위기를 만든다.
(4) 같은 재료와 다른 조인트의 복합적 사용

[그림 3-11] 예배당 설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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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당 내에 벽돌로 만든 설교대의 모습이다. 바닥의 재료가 설교대의 재료와 
다르기 때문에 설교대는 바닥에서 떨어진 독립적인 구축물로 인식된다. 이런 측
면은 계단을 만드는 벽돌 밑으로 바닥 타일 일부분이 지나가는 모습에 의해 더 
강조되고 설교대를 바닥면 위에 얹어 놓은 느낌을 준다. 하지만 설교대 위의 바
닥을 보면 설교대는 벽돌 구축 과정에서 벽면에 속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벽면과도 붙어있지 않은 느낌을 주는 것은 벽면의 과도한 모르타르 
사용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아주 깔끔한 조인트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모르타르를 
아주 얇게 사용하고 표면에서는 확인하기 힘든 정도로 되어있어 모르타르를 사
용하지 않은 듯한 표현을 한다. 벽면에 붙어있으면서도 구축 방법의 대비를 극
명하게 이용한 것은 설교하는 행위를 지원하는 설교대와 신도들 전체가 모여 있
는 공간을 만드는 예배당이 가진 성격이 다른 것, 그리고 그에 맞는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벽, 천장과 같이 벽돌을 사용한 것은 
하나의 오브제로 느껴지기 보다는 하나의 배경으로 남기 위함이다.
(5) 중심을 해체하는 구축 형태

[그림 3-12] 예배당 벽돌 구축의 공간 형태

 

예배당의 평면을 보면 긴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기하학 형태는 
도입 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축한 공간형태를 보면 그렇지 않다. 전
통적인 바실리카 형태의 교회 건물을 기준으로 보면 한쪽 아일이 없는 비대칭이
고 나이브를 중심으로 양측 벽면의 구성이 다르게 된다. 왼쪽은 아일과 나이브
를 구분하는 벽기둥이 세워져 있으나 아주 큰 개구부를 갖고 있어서 공간적으로
는 통합되어있고 우측은 바로 외부로 난 작은 창문들이 있다.
천장의 모습도 나이브와 아일을 가로지르는 구조 벽을 향해 올라가는 경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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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회의실 구축물의 비-대칭

가진 비대칭 천장으로 만들었다. 이 비대칭 천장마저도 높이가 다른 두 부분으
로 나누어져서 중심이나 대칭은 찾아 볼 수 없다.
구축 환경이 기하학적 중심을 갖지 않음으로써 사용하는 사람 주변에서 사용을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 할 수 있다. 사용자의 어떤 의도나 행위, 경험에도 기하학
적인 중심이나 형태가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심은 사용자에게 
돌아온다. 공간의 중심이 기하학적인 물질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돌아왔음은 외부
에 있는 어떤 미학적인 관념이나 상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자가 느끼는 감각과 떠오르는 기억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13] St. Mark‘s 회의실의 입구 / 벽난로 / 벽과 바닥의 각도

회의실을 보면 대칭과 중심의 해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입구 바닥에서부터 
그 바닥의 형태와 어긋나게 배치된 바닥 타일을 확인 할 수 있고, 내부에 들어
가면 이 타일의 방향은 방의 반대편 끝에 있는 벽난로의 틀어진 면에 나란하다. 
이 바닥 타일은 또한 입구의 대각선 구석에 만든 측창의 빛이 번지는 방향을 받
아준다. 벽난로의 틀어진 각도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방의 중심을 향하고 온
기를 확산시킨다.

회의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보
면 바닥의 형태, 바닥 타일의 
방향, 입구 위 구조재의 방향, 
회의실을 가로지르는 치우친 
보의 위치, 벽난로의 방향 등이 
서로 엇갈려있음을 사진을 통
해 알 수 있다. 현재 사용을 위
해 배치한 회의 책상이 또 다
른 각도를 가지면서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하학적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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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과 대칭을 해체한 효과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현상이다.
미스가 추구했던 유니버셜 공간이 이 작은 회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스

는 표면의 성질을 균질하게 함으로써 자유롭게 하려 했지만 공간 형태가 가진 
방향성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중심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실
제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수직하는 방향성에 아주 잘 맞추어 사용하고 있다. 반
면 이 회의실에서는 오히려 그런 기하학적 방향성을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 줌으
로써 사용자가 사용하는 방식이 만드는 방향성이 더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환
경을 만들어주어 자유로운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6) 비-구조적 구축

[그림 3-15] 현관 캐노피 / 예배당 천장 / 예배당 외벽

  

St. Mark's 교회에서는 아치와 볼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벽돌의 압
축력을 이용해서 천장을 만들기 위해서 아치와 볼트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
림 3-15] 가장 왼쪽 사진에 현관으로 들어가는 캐노피부분을 형성하는 아치를 
보면 압축력을 지지해야 할 한쪽 지점이 공중에 떠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캐
노피의 하중을 받치기 위한 아치가 아니라 둥근 천장을 가진 입구 공간을 만들
기 위한 아치이다. 
아치의 비-구조적인 측면은 예배당 천장을 구성하는 벽돌에서도 볼 수 있다. 

두꺼운 모르타르를 기반으로 해서 구축한 것이 사실이지만 구조적으로 더 튼튼
한 볼트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길이쌓기를 해야 서로 응력을 분담하도록 해야 하
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 각각의 아치가 개별적으로 거동할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또한 압축력을 가장 확실하게 철제 리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벽돌 자
체가 철골에 도달해야 하는데 철골과 벽돌 사이에 또 다른 재료인 모르타르가 
두껍게 사용되어서 둘 사이의 성격을 구분한 듯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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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과 철골이 서로 섞이기 보다는 따로 거동하는 느낌을 주는 것은 외벽으로 
튀어나온 철골이 벽돌 벽에 묻히기보다는 얹어놓은 듯이 계획 한 것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요소들은 힘의 전달이라는 구조역학적인 논리에 따라 
긴밀하게 엮여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요소가 공간을 만드는 부분적인 역할에 
충실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구조적으로 결합된 전체가 주는 느낌이 
아니라 성질이 비슷한 재료로 만들어진 각 부분이 만드는 감각적인 효과에 집중
할 수 있다.

3.1.2 St. Petri 교회 1962-66

[그림 3-16] St. Petri 교회 평면과 모델

1966년에 완공된 St. Petri 교회는 스웨덴 남서부 작은 도시 클리판Klippan에 
지어진 교회다. 레베렌츠를 초청한 1962년에는 교회를 위한 대지만 마련되어 있
었고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는 상황이었다. 단지 예배당에 오르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만 있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부분은 모두 레베렌츠의 의
지대로 설계되었고 건축 대지마저 최초에 지정한 곳에서 옮겨지었다.37) 

37) Janne Ahlin, 'With Light as a Building Block' in 『Architect Sigurd Lewerentz』, 
The MIT Press, 1987,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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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제2회 바티칸 공의회 이후 현대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
로 거듭나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개신교회 건물도 이런 요구에 해당했다. 기
존 교회 건축의 전형에서 벗어난 설계를 하기위해 전례가 담고 있는 의미를 완
전히 이해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필요에 의해 레베렌츠는 신학자인 Lars 
Ridderstedt의 도움을 받아서 전례의 형태를 분석하고 재해석해서 기본으로 돌
아가는 교회를 계획했다. 이 때 염두에 둔 것은 초기 기독교시기에 만찬실에 원
형으로 모여 모든 구성원이 참여했던 기초적인 전례의 형태이다.38)

대표적인 변화를 보면 기존의 웅장한 서쪽 출입문으로 입장해서 앱스를 향해 
가던 동선이 아닌, 실재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소규모로 오는 것을 반영해
서 깊숙한 통로 공간 끝에 작은 입구를 배치한 것이다. 이런 작은 변화부터 시
작해서 각 전례의 성격에 맞는 단위공간들의 조합들로 전체 건물이 완성된다. 
이런 단위공간에 대한 생각은 평면의 벽두께와 모델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다양
한 지붕으로 확인 할 수 있다.

(1) 넓은 조인트 사용

  

[그림 3-17] St. Petri 교회 예배당 서쪽 외벽

38) Colin St John Wilson, 『SIGURD LEWERENTZ』, Pall Mall, 2013, p.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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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Petri 벽돌 구축의 가장 큰 특징은 St. Mark's 교회와 반대로 모르타르를 
긁어내어 모르타르를 더 거칠게 표현 한 것과 벽돌을 가로로 넓게 배치해서 세
로줄눈이 상당히 두껍게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벽돌 벽 표면에서 벽돌이 단독
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조인트의 망이 전체를 뒤덮고 있는 듯한 느
낌도 준다. 또한 모르타르 간격이 넓어지면서 벽돌 벽이 가진 고유의 무게감이 
아닌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느껴진다. 마치 바위가 가진 짐작 할 수 없는 아
주 무거운 무게가 땅속에 박혀있는 듯하다. 이러한 감각은 대지와 벽돌 벽이 만
나는 부분을 보면 더 부각된다. 레베렌츠는 기단을 따로 만들지 않고 기초를 땅 
속에 두어 경계부분을 보면 바닥에 파묻힌 듯한 입면을 만들었다. 그래서 사용
자가 느끼기에는 이 건물이 땅속 어딘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암반의 일부가 드
러난 것처럼 느껴진다.

[그림 3-18] 가로에서 보이는 St. Petri 교회

이런 감각은 가까운 거리에서의 분석뿐만 아니라 원거리에서도 그 비-균질한 
표면을 가진 덩어리가 땅속에서 드러난 것처럼 보인다. 보도 쪽으로 내려가는 
경사를 가진 지붕은 땅에서의 연결성을 더 자연스럽게 한다. 이런 표현적 특성
은 Klippan이라는 지역 이름이 스웨덴어로 ‘바위’를 뜻하는 말인 것을 생각해보
면 이 지역 땅이 가진 특성을 예상 할 수 있고 지역 사회가 오랜 시간 공유해온 
이 대지가 가진 의미를 반영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2) 구축 방향의 변화

St. Mark's 교회에서는 조인트나 재료의 경계, 오목한 표면을 통해 영역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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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한 종류의 벽돌만 사용한 St. Petri에서는 벽돌의 구
축 방식에 더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그림 3-19] 혼배성사경당에서 예배당으로 

가는 개구부

 

[그림 3-20] 예배당에서 제의실로 가는 개구

부

혼배성사경당에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개구부의 바닥에는 가로로 벽돌을 깔아 
두었는데 가로로 긴 방향으로 Stack bond를 이용했다. 두 방향성을 가진 이 방
법에서 주 방향성을 가로방향으로 하고, 왼쪽을 기준으로 아주 작은 각도지만 
부채꼴 모양으로 배열했다. 이 각도는 혼배성사경당과 예배당 사이에 연속하는 
오른쪽 벽이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연결하는 사선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이 바닥을 지날 때 급하게 들어가기 보다는 조금 천천히 들어가

면서 아주 조금 왼쪽으로 돌아들어가는 방향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때 바닥이 
길이쌓기법이 아닌 것은 중요한데, 두 방식 모두 길이면 방향으로 주된 방향성
을 갖고 있어서 진행 방향에 가로지르게 배열 한다면 모두 사람의 속도를 늦추
는 효과가 있지만 Stack bond는 동시에 사람의 진행 방향으로도 약한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하는 감각이 아닌 더 환영하는 감각을 가진다.
예배당과 제의실 사이에 있는 개구부에서도 바닥의 구축 방향이 두 공간 사이

를 구분해주고 있는데 조금 더 깊이가 깊게 일직선으로 배열되었다. 또한 벽면
에 바닥에서 개구부 천장까지 이어지는 가로지르는 조인트를 사용해서 벽면을 
따라 연장되는 운동성을 중간에 한 번 끊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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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St. Petri 예배당 바닥 계획

이런 벽돌 구축은 제의실과 예배당이라는 공간 특성을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다. 제의실에서 전례 준비를 마친 사제는 엄숙한 마음으로 예배당으로 향한다. 
이때 예배당으로 가는 통로바닥에는 가로로 놓인 벽돌들이 일렬로 길게 배열되
어 한 발씩 침착하게 걷는다. 벽돌의 배열이 직선으로 되어 있어야 목적지로 향
하는 하나의 목표 이외에 원심력과 같은 다른 운동성이 개입되지 않는다. 또한 
벽면에 가로지른 줄눈은 제의실과 예배당의 성격을 걸러주어 사제의 출입을 더 
성스럽게 한다.

[그림 3-21] St. Petri 예배당 세례소

 

바닥에서 벽돌의 종류를 구분해서 경계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넓은 모르타르 
바닥에 같은 종류의 벽돌을 무리지어 놓는 방식으로 영역을 만든다. 물론 이 때
도 각도가 달라지는 벽돌 사이에 모르타르가 비교적 두껍게 만들어 져서 흐린 
경계를 만들고 벽돌 무리를 묶어준다. 세례소 바닥 벽돌을 보면 전체 바닥이 갖
고 있는 벽돌 구축 방향과는 다른 방향을 가지도록 배열한 벽돌 무리가 세례소 
영역을 만들고 있다. 이런 형태에 중심성을 부가하는 것은 볼록하게 솟아오른 

바닥의 모양이다. 벽돌 
배열과 조인트를 더 적
극적으로 사용해서 세례
하는 사제가 서 있을 위
치에는 십자가 모양으로 
조인트를 만들기도 했
다. 이 세례소의 볼록한 
바닥위에 서면 제단을 
향해 내려가는 주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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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과 대비되면서 움직이는 회중 속에 홀로 서 있어 세례의 중심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벽돌 구축의 방향성을 달리하고 그때 생기는 불규칙한 모르타
르 조인트를 이용한 영역 만들기는 신도석, 제단, 성가대석을 포함해서 예배당 
전체에 적용되었다.
(3) 통줄눈 사용

[그림 3-23] St. Petri 예배당 동쪽 벽 계획안 모델 변화

  

St. Petri의 평면은 거의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앱스라고 할 만한 위계가 높은 
공간이 따로 없다. 레베렌츠는 공간이 아니라 전례를 생각해서 앱스에서 일어나
는 행위를 지원하는 물질 환경을 벽돌로 구축했다. 따라서 평면 동쪽에 있는 설
교대와 제단 그리고 신부들이 앉는 의자 같은 일련의 벽돌 구축물이 앱스 역할
을 한다. 도면마다 다른 동쪽 평면과 모델을 보면 레베렌츠가 이 벽돌 구축을 
신중하게 계획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4] St. Petri 예배당 설교대와 제단

  

St. Mark's 교회에서 벽과 설교대의 구축 기법을 완전히 다르게 사용했다면 
St. Petri 교회에서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되 쌓기 법과 방향을 이용해서 성격
을 구분하려 했다.
자세히 보면 바닥과 벽은 모두 길이면이 표면으로 보이도록 사용했는데 설교대

는 표면이 더 넓은 쌓기면이 보이도록 사용 한 것을 알 수 있다. 설교대에 사용
된 줄눈의 두께도 그에 맞추어 조금 더 두껍게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설교대 
바닥은 예배당 바닥으로부터 단을 형성해서 주교의 위계에 맞게 영역을 구분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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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벽돌의 배열 방향을 보면 특히 주교가 앉아있거나 서있는 위치에는 벽돌
을 세로로 배열한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교가 가진 땅과 
하늘을 잇는 방향성을 드러낸다.
이 설교대는 멀리서 보면 뚜렷하게 벽과 구분되지 않는데 벽돌과 조인트의 밀

도가 비슷해서 감각적으로는 인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교가 설교를 하려고 설
교대에 섰을 때 사람은 비로소 설교대를 향해서 초점을 잡고 이때 바닥, 벽과 
달리 큰 면을 사용한 설교대 벽돌 면이 인지된다. 특히 벽과 설교대에 사용된 
벽돌 표면의 크기 차이와 더불어 앞-뒤의 위치에 의해서 더 원근감이 느껴지고 
신도들이 보기에는 주교가 더 가까이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오른쪽 사진에 제단의 벽돌 구축은 일반적으로 상판(천장)을 만드는 벽돌 구축

에서 사용하는 아치형태가 아닌 T자 단면을 가지도록 구축했다. 정면에서 보면 
상판의 테두리 면이 내민보처럼 튀어나온 것이다. 벽돌 하나하나는 서로 구조적
으로 전혀 도움을 주고받지 못하는 통줄눈을 사용해서 나란하게 구축했다. 그리
고 이 상판은 아래 위 두 개의 벽돌로 되어있어 옆면의 가운데 가로로 긴 조인
트가 생긴다.
따라서 정면에서 보면 돌출된 상판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가 지지하는 벽돌 

구축물인 다리 부분에 드리워져서 시야에서 사라지고 대조적으로 상판이 두드러
져 보인다. 구조적으로 얽매여 있지 않은 각각의 벽돌은 구조적으로 연결되는 
감각을 일으키지 않아서 제단 상판이 어떤 주변 사물들로부터도 독립적인 정체
성을 형성하도록 한다. 낱개로 배열된 벽돌 조각들이 파편처럼 읽힐 수 있는 시
각적인 효과는 옆면에 가로로 난 조인트가 효과적으로 묶어주고 있다.
(4) 깊은 간극 구축

[그림 3-25] St. Petri 혼배성사경당 평면과 내부 / 천장에 만든 광정

  

St. Andrew Chapel은 St. Petri 교회의 혼배성사경당이고 평소에는 예배당으
로 들어가는 로비 역할을 한다. 이 경당의 벽돌 구축을 보면 제단에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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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줄눈을 이용하는 구축으로 작은 입식제단을 만들고 있는데 이 제단은 벽에서 
캔틸레버 구조로 나와 있다. 길이쌓기로 구축한 벽과 제단 사이는 조인트로 분
명한 경계를 만든다. 통 줄눈을 사용해서 벽돌 각각이 서로 구조적으로 엮여 있
지 않아서 구조적인 감각은 적다.
구조적인 자율성을 가진 제단과 벽돌 벤치는 혼배성사 과정에 사제와 예비 신

랑신부, 그리고 증인들과 관객이 점유하는 위치에 구축된다. 평면상에 A 부분에 
사제가 위치하고, 제단 맞은편 B에 신랑신부, 그 뒤나 옆에 증인들, 관객들은 D
를 중심으로 모인다. 여기서는 레베렌츠가 벽돌 구축물이 빛과 소리를 고려한 
구축특성을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그림 3-26] St. Petri 혼배성사경당 개구부 계획과 내부

  

[그림 3-26]에 왼쪽 레베렌츠 스케치에서 보다시피 단위 공간의 빛 환경에 대
해서 많은 고려를 했는데 St. Petri 교회에서는 가운데 사진에서 보다시피 광정
을 사용한 것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또는 두꺼운 벽돌 벽에 난 틈새는 
광정과 같은 역할을 해서 하나의 단위 공간 내에서도 각 부분마다 다른 빛 환경
을 가지도록 했다.
가운데 사진을 보면 사제가 위치하는 장소 뒤쪽에 난 틈새로 빛이 들어오는 것

을 알 수 있다. 혼배성사라는 신성한 과정에 사제 뒤에서 들어오는 빛이 성스러
운 분위기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관객들이 앉는 벤치 뒤쪽으로 천장에 있는 
광정으로부터 내려온 빛이 바닥에 카펫처럼 깔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신랑 신부
가 행진하는 방향이다.
 혼배성사경당에 사용하는 영역에 따라 다르게 들어오는 빛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사람인 St. Andrew가 여행하는 사람을 보살펴주는 성인인 것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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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제의실에서 제단으

로 향하는 바닥에 비친 빛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39) 사제의 등 뒤에서 비치는 빛과 천장에서 내려오는 
행진하는 길목에 내리는 빛은 St. Andrew가 앞으로 인생을 함께하기로 다짐하
는 혼배성사에 내리는 축복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림 3-27] St. Petri 예배당 내부

 
[그림 3-28] 벽면의 소리 난반사 방지 틈

  

혼사성배경당에 들어서면 왼쪽 모서리에 커다란 개구부가 있고 빛이 새어 들어
온다. 빛을 따라 들어가면 예배당 내부에는 사진과 같은 창문이 4개가 있다. 외
부에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개구부다. 실제로 천장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조도를 갖고 있는 아주 어두운 예배당이다. 이 때 
예배당 전체를 울리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
린다. 이 소리로 어두운 예배당 공간의 크기를 짐
작한다. 이런 소리의 울림은 세례소 틈새에 난 공
명과 이것을 난반사 없이 공명하도록 벽돌 표면에 
틈새를 두어 구축한 결과이다.
인공조명은 층고의 중간정도 높이까지 내려와서 

아래를 비추고 있다. 하지만 이 빛도 아주 밝지는 
않아서 빛을 이용한 부분 광정을 만들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어두운 내부를 유지한다. 실내 광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각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
진다. 하지만 잘 통제된 어두움은 제의실에서 성

39) “Have You noticed how light is coming through the window and falling under 
the altar like a carpet of light?! How beautiful! Sanct Andrew, one of the 
disciples of Jesus, is the one how is thought to take care of the traveling 
people, those how drive cars, are at the roads - all are blessed and Sanct 
Andrew has his eyes on them!” 

St. Petri 교회 목사 Ann-Marie Nelson과 이메일 문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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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소로 향하는 바닥같이 종교적으로 위계가 높은 장소에 부분적으로 빛을 사용
하기에 좋다.
차분한 어두움은 벽에 난 틈이 소리의 난반사를 흡수해서 물방울의 공명을 만

들어 내듯이 벽돌이 빛의 반사를 최소화 하고 반사광을 최대한 흡수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비추는 빛이 큰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시각에 의존하지 않
고 소리의 반향으로 공간의 크기를 짐작하고 움직임을 통한 촉각적 감각을 통해
서 물리적 환경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 친밀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는다.
(5) 반-이음매

[그림 3-30] 예배당 천장을 지지하는 철골 지지대의 평면 위치와 사진

  

St. Petri 예배당 가운데에 철골로 만든 지붕 지지대가 T모양으로 서있다. 정확
히 십자가 모양은 아니지만 그 위치와 크기, 모양의 유사성 때문에 대부분 십자
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평면상에서 보면 이 지지대는 평면의 
정 중앙에서 조금 벗어나있다. 뿐만 아니라 철골 지지대 자체도 완전한 대칭이 
아니다. 이것은 St. Mark's 교회에서 중심과 대칭을 해체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렇게 예배당 전체의 중심을 장악하고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거대한 십자

가 하나를 중심으로 부수적인 제단이나 설교대를 가지는 대신, 사용자는 십자가
의 상징과 모임의 중심이 되는 제단, 종교 공동체에 참여하는 주교의 설교대 같
은 전례에 필요한 모든 물리적 요소들이 말 그대로 사용자를 둘러싸는 환경이 
된다. 
다양한 요소들이 균형을 잃지 않고 각자의 성격을 유지하는 이유는 각 요소들 

사이의 접합에 있다. [그림 3-30] 오른쪽 사진에서 철골 지지물이 벽과 만나는 
접합부를 보면 벽돌 벽에 난 틈에 얹어놓은 것 같다. 언제든 빼려하면 뺄 수 있
을 것 같은 접합부를 이루고 있다. 구조적인 견고함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해 할 
수 없는 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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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St. Petri 세례소의 바닥 틈

하지만 둘 사이에 공간적인 여유(반-이음매)가 있기 때문에 ‘철골 지지대’라는 
성격의 물질 환경이 벽돌 벽이라는 다른 구축물과 만나서 경계가 흐려지지 않고 
고유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이 철골 구조물 자체도 두 개의 H형강을 
접합해서 사용했음을 가운데 갈라진 반-이음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반-이음매
를 기준으로 재료의 정체성이 정리되고 우리는 각각의 재료가 가지는 성격을 통
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거나 감각적인 경험을 기억해서 건축물과 관계를 
맺는다.

반-이음매는 비어있는 여유 공간뿐만 
아니라 두껍게 쓴 모르타르도 벽돌과 
벽돌 사이의 반-이음매 역할을 한다. 
세례소에 만든 바닥 틈의 가장자리에 
벽돌이 튀어나오도록 구축한 모습이다. 
튀어나온 벽돌이 접합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모르타르를 사용 할 충분한 길이
가 없는 상태에도 마구리면만 모르타르
로 고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바닥에

서 튀어나온 이 벽돌들은 바닥에 속해 있으면서도 벽돌 그 자체의 성격을 강하
게 드러내고 있다. 벽돌로 된 바닥에서 바닥을 구성하는 벽돌 재료 자체를 보는 
것이다. 벽돌이 하나의 개별적인 성격을 가지는 재료로 인식될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벽돌에 대한 경험이 다시 떠오르고 이 건물은 그 경험으로 인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장소가 되는 것이다. 벽돌에 대한 경험은 사용자에 따라 모두 다르
기 때문에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으나 벽돌을 자르지 말고 온전히 사용 할 것을 
주문한 레베렌츠의 의도를 생각해보면 상한 갈대 하나도 꺾지 말라는 성경의 구
절처럼 세례를 받는 신자 자신을 의미한다고 이해 할 수도 있겠다.40)

벽돌의 정체성을 만드는 반-이음매는 바닥, 벽과 같은 형태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뿐만 아니라 구축된 형태에 속해 있을 때에도 느낄 수 있다. [그림 3-32]에 제
의실 위에 있는 빛 굴뚝을 보면 각 벽돌 구축이 만드는 형태는 같지만 그 구축 
방식은 다르다. 좌우에 있는 굴뚝은 아래 벽면과 벽돌 구축법이 같아서 입면이 
연속성을 가지고 굴뚝이 바닥에서부터 구축되어 올라온 것 같다. 반면 가운데 
있는 빛 굴뚝은 벽돌면과 접하는 부분에서 구축방법을 다르게 해서 반-이음매를 
만든다. 구축 방식 자체도 벽돌을 서로 엮어가는 쌓기법이 아니라 통줄눈을 사

40)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
이며” 이사야 42장 3절, 벽돌에 관한 담론 중 김광현 교수님의 의미부여, 2014.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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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St. Petri 제의실의 빛 굴뚝 외부 모습

용해서 나란히 쌓는 방식을 사용
해서 구조적으로 통합된 느낌을 
주지 않는다.
실제 이 빛 굴뚝의 벽에 면한 

면들은 같은 입면 상에 있으나 
가운데 빛 굴뚝은 입면은 아래 
벽과 연속된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굴뚝과 각
도를 달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다. 하지만 그 덕분에 굴뚝은 그 자체로는 완결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건물 
매스가 벽돌 벽과 굴뚝이라는 성격이 분명한 두 요소로 구성된 느낌을 준다. 만
약 가운데 굴뚝의 앞면이 아래 벽면에 종속된다면 가운데 굴뚝의 형태는 완전하
지 못하고 벽과 굴뚝 어느 요소도 명확한 성격을 가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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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알바 알토의 벽돌 구축 방식
알바 알토(1898-1976)도 레베렌츠 경우처럼 핀란드에 북유럽 고전주의 경향이 

강했던 1920년대에 건축 작업을 시작했다.41) 곧 국제주의 양식을 접하고 기능주
의를 기반으로 하는 건축을 하지만 다른 기능주의 자와 달리 개인의 경험과 건
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한 기능주의 건축을 했다.42)

세위녜찰로Säynätsalo 마을 사무소(1949-52)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핀란드
로 돌아와 한 최초의 주요작품이다. 전후 상황 때문에 가용한 건축 자재의 한계
로 인해 벽돌을 사용하지만 표현적 가능성을 찾아내는 기회가 됐다. 1953년에 
무라찰로Muuratsalo에 개인 여름 별장을 지으면서 벽돌 구축의 특성에 대해서 실
험한다.

“예술을 추구하는 가장 높은 목표는 항상 인간을 중심점에 놓게 하는 자유스러
운 형태의 창조인 것이다.”43) 라는 말로 알바 알토는 자신의 건축 중심에 사람
을 두었다. 같은 맥락으로 장소는 경험으로 구성되는 것, 장소의 의미는 사람들
의 관계, 행위, 움직임으로 강화된다고 생각했다.44) 

핀란드 건물은 두 얼굴을 갖고 있는데, 외부를 향한 면은 바깥 세상에 대한 미
학적인 내용을 갖고 있고, 혹독한 겨울 날씨에 대응하는 내부를 향한 면은 따뜻
함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핀란드 환경이 갖고 있는 제약으로 작용하
는데 날씨 때문에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과정을 기념할만한 공간을 따로 만
들지 못하는 점이 그것이다. Fra Angelico의 Annunciation은 알토가 항상 동
경했던 남부 유럽의 집과 외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다.45) 핀란드의 자연 
지형, 돌이 많은 땅과 북유럽 숲속에서의 체험적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한 알토
는 내외부의 중간 성격을 가진 공간을 건축하려 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하겠다. 

41) 이토 다이스케, 『알바 알토』, 르네상스, 2005, p. 61
42) Colin St. John Wilson, 'The Orthodoxy of Alvar Aalto' in 『Alvar Aalto : 
Through the Eyes of Shigeru Ban』, Black Dog Publishing, 2007, p. 14

43) 윤장섭,  『西洋現代建築』, 普成文化社, 1987, p. 42
44) Richard Weston, 'Sense of Place' in 『Alvar Aalto』, PHAIDON, 1995, p. 145
45) Juhani Pallasmaa, 'Alvar Aalto's Concept of Dwelling' in 『Alvar Aalto House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11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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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Säynätsalo 마을 사무소 1949-52
세위녜챨로는 핀란드 중부지방 호수에 자리한 섬마을이고 이 지역 대부분의 산

업은 목재를 가공해서 파는 지역 공업에 의존하고 있다. 마을 사무소는 1945년
부터 시작된 문화시설과 지역 공동체 시설 계획에 포함된 현상 공모 프로젝트였
다. 알토는 로마 상원의 회의 장소를 뜻하는 'Curia(집회소)'라는 계획안으로 공
모전에서 당선됐다. 대지는 남쪽 호수 연안에서부터 얕은 오르막길로 올라오는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ㄷ자 모양의 마을 사무소 건물과 ㅣ자 모양의 도서관이 
경사위에 만들어진 외부공간을 ㅁ자로 감싸서 외부 중정을 만든다. 마을 사무소
로 접근하는 계단은 남쪽의 잔디 층계와 동쪽의 대리석 계단을 이용한다.

[그림 3-33] Säynätsalo 마을 사무소 평면

 
[그림 3-34] 지붕과 회의장

공간 구성은 지층에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외부 중정이 있는 1층에 마을 사무
소, 도서관, 주거시설로 이루어졌다. 평면과 지붕을 보면 복도와 방이 있는 구역
을 서로 다른 지붕을 사용해서 구분한 것을 볼 수 있다. 사람의 경험과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알토의 건축 가치관에 따라 내부의 성격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이다.
(1) 진출입이 있는 표면 구축

[그림 3-35] 북동쪽 입면과 벽돌 구축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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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에 왼쪽 사진을 수직 방향으로 구분하면 가장 아래는 바위와 관목
이 불규칙적으로 널려있고, 가운데 부분은 나무의 붉은 기둥이 있고, 윗부분은 
나뭇잎으로 뒤덮여있다. 남쪽 호수 연안에서 얕은 오르막을 따라 마을 사무소를 
지나쳐가면서 본 모습인데 건물의 지상 층은 벽돌 표면이 아니라 기둥과 유리창
으로 마감되어있다. 위쪽 건물 매스가 내민보 형식으로 튀어나와있어 지상 층 
입면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1층은 또 그 위 매스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긴
다. 높은 나무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숲속 공간을 만들고 있다. 벽돌 구축은 표면
을 의도적으로 울퉁불퉁하게 쌓아서 그림자와 튀어나온 벽돌 면의 붉은색이 면 
전체에서 대비를 이룬다. 상업시설이 있는 지층에 외벽은 어두운 유리 표면이지
만 관목과 바위를 반사한다. 이것은 숲을 이루는 나뭇잎 때문에 빛이 많이 도달
하지 않는 어두운 녹색을 가진 핀란드 땅의 성격을 만든다. 벽돌의 색상 선택과 
구축은 숲을 이루는 나무 기둥의 색상과 질감을 모방한다.

(2) 대비되는 색상의 줄눈

[그림 3-36] 중정에서 본 도서관 입면과 지붕

[그림 3-36]은 1층 중정에서 도서관 방향으로 본 모습이다. 벽돌로 구축된 매
스에 사용된 벽돌 이외에 지붕이나 창틀 같은 요소들은 아주 짙은 색을 사용해
서 나무 중간에 듬성듬성 나있는 나뭇잎들을 연상시킨다. 지붕이 중정 방향으로 
물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붕면은 중정에서만 보인다. 벽돌 구축은 마구리면이 
규칙적으로 보이는 불식 쌓기법을 사용했고 조인트는 벽돌과 색상 대비가 많이 
나는 하얀색 조인트를 이용했다. 지붕은 광택이 있는 아연 철판을 사용해서 하
늘과 나뭇잎을 반사한다.46) 벽돌 구축은 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46) Richard Weston, 'Sense of Place' in 『Alvar Aalto』, PHAIDON, 1995,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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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부분은 검은색 타일로 마감해서 마치 기단을 두고 벽돌 구축은 그 위에서 
시작한 것처럼 벽면을 구분해서 마감했다.

하얀색 조인트와 불식 쌓기의 조합은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마구리면을 이용한 
세로무늬를 만든다. 가까이에서 부분에 집중해서 볼 때에는 알아보기 힘들지만 
멀리서 전체를 보면 마구리면 좌우로 가까워진 조인트가 세로무늬를 만들어낸다. 
하얀 조인트의 밀도 차이가 만들어내는 무늬이다. 빨간 벽돌 벽의 불규칙한 색
상과 세로무늬는 주변 숲의 나무 기둥 색, 형태와 비슷하고, 지붕의 금속 패널은 
숲의 나뭇잎을 반사해서 보여준다. 중정에 들어왔을 때에도 여전히 나무와 나무
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불규칙한 빛으로 둘러싸인 환경에 있는 것이다.
(3) 통일된 재료 사용

세위녜찰로 마을 사무소 외벽은 주변 환경을 반영하는 벽돌 색상과 질감을 만
드는 구축을 하고 있다. [그림 3-38]은 마을 사무소 건물에 들어와 의회 회의장
으로 가는 통로에서 입구 쪽을 바라본 사진이다. 벽돌은 외벽에 사용한 것과 같
이 표면이 고르지 않다. 흰색 조인트를 사용한 접합부는 벽돌 표면보다 깊게 들
어가 있어서 그림자가 생긴다. 바닥에 벽돌을 사용하는 것은 이 현관에서 처음 
시작하는데 반대편 사무실 공간에 사용한 하얀 바닥 재질과 상반된다. 실내 활
동을 하는 영역과 외부 활동의 감각을 지닌 부분에 재료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넓은 창을 통해 들어오는 많은 빛이 공간 전체를 채
우는 것과 천창을 통해서 새어 들어와 벽돌 표면에 번지고 자취를 남기는 것으
로 그 대비는 극대화된다.

[그림 3-37] 중정에서 올려 

본 모습

 
[그림 3-38] 회의장으로 가

는 벽돌 통로에서 본 출구

 
[그림 3-39] 회의장으로 가는 벽

돌 통로에서 회의장 방향

중정을 둘러싼 마을 사무소 건물과 도서관 외벽은 ‘큐리아’를 염두에 두고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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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알토의 생각을 고려하면 중정은 숲속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터를 만든 
것이고 여전히 나무에 의해 둘러싸인 공간이다. 알토가 생각한 마을 사무소의 
핵심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지역의 환경을 가진 빈 장소이다.
따라서 사무소의 중심인 의회 회의장도 누구나 접근 가능한 지역의 숲과 같은 

환경을 가진 곳이어야 한다. 도서관이나 다른 사무실의 실내와 달리 의회로 가
는 벽돌 바닥과 실내 복도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숲속에 난 길을 따라 걷는 
것이다. [그림 3-39] 벽돌 벽과 그 표면에 닿은 새어 들어오는 빛은 숲속에 드는 
햇빛의 감각을 상기시킨다. 의회 천장 전체에 사용된 나무 구조물은 자연적인 
나무 향이 나는데 회의장으로 여정을 보면 오솔길 같은 좁은 공간감을 따라 새
어드는 빛을 느끼면서 걷고, 나무냄새가 짙게 나는 회의장에 도착하는 것이다.

[그림 3-40] 사무실 앞 복도

 
[그림 3-41] 사무실 앞 복도와 중정

사무실 동에서 벽돌은 복도가 면하는 내부 벽과 창 쪽 바닥과 벤치에 사용되었
다. 도면과 현재 상태를 비교했을 때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이 
알바 알토의 의도를 반영한 것인지 확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복도 바닥 전체
에 벽돌을 사용하지 않고 중정 쪽을 감싸듯이 벽돌 배치를 한 것은 도면과 건물 
모두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무로 만든 문에는 세로무늬를 강조하고 바
닥에 깔린 벽돌은 진행 방향을 가로지르는 방향을 갖도록 배열되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중정을 감싸는 벽돌은 결국 외벽에서 온 것으로 중정이 복

도 내부까지 확장 되는 느낌을 준다. 큰 유리를 사용한 것은 중정과 복도 사이
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최소화한 것이다. 세로 프레임을 강조한 나무틀은 숲속의 
나무기둥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중정이 복도로 확장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하얀색을 칠한 천장은 중정의 뚫린 하늘과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감각을 최소화 한 것이다. 서두에서 사무실 부분과 복도부분의 지붕 재질을 달
리 한 것은 이런 측면이 외부에 드러난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 주거부분이 
아닌 마을 사무소 업무지역에만 할당된 복도의 벽돌 바닥과 벽이 결국 시민이 
접근하고 모이고 쉴 수 있는 집회소의 한 부분을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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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줄눈 사용과 비-구조적 구축

[그림 3-42] 사무실 벽돌 벤치

 

마을 사무소 건물 사무실 앞 복도에 벽돌 벤치는 벽돌을 이용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벤치를 만들었다. 특이한 점은 바닥도 벽돌을 사용했지만 벤치를 바닥
에서부터 구축해서 올라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앉는 부분만 벽돌로 한 것이다. 
벤치를 구성하는 벽돌은 엇갈림 없이 통줄눈을 사용해서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통합된 느낌을 전혀 주지 않는다. 이 벽돌 벤치는 벽부분에도 접합 
되어 있지 않고 틈을 가지고 있어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약한 느낌마저 준다. 주
변 건축 요소들과의 관계는 바닥에 사용한 벽돌과 같은 재료의 사용과 배열을 
바닥 벽돌과 비슷하게 함으로써 만들고 있다.
마을 사무소는 종교공간과 달리 정해진 전례가 없고 용도가 더 다양하기 때문

에 반복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고정된 물질 환경으로 구축하기가 쉽지 않
다. 세위녜찰로 마을 사무소에서 벽돌 구축으로 만들어진 사용에 대응하는 구체
적인 구축물은 이 복도에 벤치가 유일하다. 하지만 그마저도 구체적인 성격을 
가지기 보다는 벤치 바닥과 같은 패턴의 벤치 상판으로만 소극적으로 표현했다. 
벽돌 구축으로 바닥이나 낮은 벽에 닿아있지 않기 때문에 상판 위에 앉는 행위
에만 집중한 것을 알 수 있다. 벽에서 떼어놓은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기능적으로 보면 의자 아래쪽에 있는 온열기의 열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하지만 이런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벽돌이라는 성격이 
분명한 재료로 바닥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마치 숲속에 솟아있는 바위와 같
이 땅의 성격과 앉기 좋은 높이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바닥과 같은 재질의 벤
치에 앉는다는 것은 숲속 바위에 걸터앉은 감각을 만든다. 이런 익숙한 경험은 
마을 사무소에 오는 것이 언제나 편안한 기분을 갖도록 한다.
둘째, 땅에서 구축되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바닥과 낮은 벽면으로부터 모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정이 내부로 확장되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남
지 않는다. 만약 길이쌓기를 통해서 바닥에서부터 올라왔다면 중정에서 확장하는 
외부공간이 벽돌 구축물이 있는 부분에서 단절되는 효과가 생긴다.



- 71 -

(5) 틈새 개구부 사용

  

[그림 3-43] 회의장으로 가는 벽돌 계단실과 클리어스토리

      

[그림 3-43]은 의회 회의장으로 가는 통로에 떨어진 빛과 천창을 통해 들어오
는 빛이다. St. Petri에서 빛을 사용한 것과 같이 공간 전체에 들어오는 빛을 통
제하고 틈새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빛을 조절한다. 지붕의 처마와 벽돌 벽의 두
께에 의해서 빛의 입사각이 정확히 떨어 질 때에만 왼쪽과 같은 빛줄기가 생긴
다. 대부분의 시간은 오른쪽과 같이 좁은 틈을 통해 들어온 빛이 회절하면서 어
두운 공간 전체에 번지는 형태로 빛을 사용했다. 들어온 빛은 표면에서 반사되
어 공간을 부유하면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벽돌 표면에 흡수됨으로써 빛이 지나
가는 모양을 그대로 남긴다. 아주 강한 빛줄기라도 깊이 있게 처리된 벽돌의 줄
눈에는 군데군데 끊긴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벽돌 벽의 표면의 질감을 부
각시킨다.
의회장으로 가는 벽돌 통로에서 빛은 두 양상으로 들어오는데 이 둘은 시간에 

따라 숲속에서 경험하는 빛의 성질을 회상 하게한다. 숲속에서는 직사광선을 직
접적으로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 하루 중 짧은 시간에만 숲을 뚫고 들어온 빛
이 나무 기둥이나 바닥에 닿을 뿐이다. 이 때 사람은 나무 기둥의 부드럽고도 
울퉁불퉁한 표면의 질감을 햇빛이 닿은 부분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경험한다. 대
부분의 시간은 나무나 땅 같은 표면에 닿지 못한, 회절 한 빛이 숲속의 축축한 
공기에 번진 어슴푸레한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빛의 감각이다. 벽돌의 울퉁불퉁
한 표면과 거기에 닿는 빛줄기는 숲속에서의 촉감적인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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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Muuratsalo Experimental House 1953

[그림 3-44] Muuratsalo Experimental House 평면

무라찰로Murratsalo는 세위녜챨로섬 아래에 이웃하는 섬이다. 이 실험주택은 
알바 알토가 직원들과 작업도 하고 가족들과 여름 별장으로 사용할 용도로 만들
었다. 세위녜찰로 마을 사무소를 만든 직후에 설계한 이 주택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축적인 실험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다. 그 내용은 다양한 벽돌 구
축 방식과 바위가 많은 핀란드 지형에서 별도의 기초공사 없이 자연 암반을 그
대로 사용하는 기법에 대한 실험이다.
평면 구성은 주방과 작업 다락방을 가진 동서 방향의 공간과 남북 방향으로 배

치한 침실 공간이 ㄱ자로 만나고 중정을 포함해서 주거 건물을 구성한다. 정사
각형의 주거 건물 오른쪽으로 배치된 건물들은 게스트하우스와 사우나 그리고 
암반기초 실험 구축물이다. 실험적인 다양한 벽돌 구축 방식은 주거 건물의 중
정에 집중적으로 사용했다.
(1) 회화적 구축 

배를 정박시키고 부두에서 실험 별장을 향에 올라가면 [그림 3-45] 왼쪽 사진
과 같이 흰색을 칠한 벽돌 벽이 보인다. 외벽의 구축 방식은 특별한 기법을 적
용하지 않은 기본적인 길이쌓기법을 사용했다. 이 외벽은 건물의 벽이 아니라 
중정을 이루는 칸막이벽인데 알토 특유의 V자 단면 모양의 지붕에 맞추어 구축
되었다. 반쯤 열린 개구부를 통해서 내부의 벽돌 바닥과 건물의 벽돌 벽이 보인
다. 중정으로 들어가는 경계에 기단처럼 바닥을 입체적으로 구분하는 요소는 없
고 바닥에 벽돌을 깔아서 재료의 차이로 안과 밖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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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외부에서 본 중정과 내부에서 본 중정

중정 내부에서 동쪽을 바라본 모습이다. 북쪽과 동쪽 건물의 외벽은 다양한 벽
돌 구축 기법을 사용해서 마감했고 남쪽과 서쪽 칸막이벽은 기본적인 구축 기법
으로 구축했다. 벽면의 지붕 부분에는 지붕의 위치를 명시해주는 금속 테두리를 
두르고 지붕은 기와로 마감했다. 오른쪽 사진에서 좌우측에 구축한 벽의 윗선은 
수평이 아닌데 이 부분은 벽돌을 그 형태에 맞게 다듬어서 쌓았다. 구축은 바닥
부터 하지 않았고 벽의 가장 아래 부분은 모두 타일로 마감했다.
중정의 바닥은 외부와 다르게 벽돌을 깔아서 공간을 구분하고 중앙에 불을 피

울 수 있는 영역을 만들었다. 이 영역을 중심으로 바닥도 다양한 방법으로 구축
했다. 바닥의 구축은 크게 모르타르와 같은 접착재료를 사용해서 단단하게 붙이
는 방법과 모래 면을 만들고 그 위에 벽돌을 까는 방법이 있는데 실험 주택에서
는 후자를 사용했다. 그래서 배열된 벽돌 사이에 모르타르 줄눈이 아니라 풀이 
자란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얀 외벽과 내면의 벽돌 칸막이벽으로 만든 중정은 공간적으로는 외기에 면해 

있지만 하얀색 칠을 한 외벽이 주변 환경과 단절하는 느낌을 주어서 감각적으로
는 내부 같은 느낌을 준다. 중정의 가운데에 있는 불을 위한 영역도 사람들이 
그 주위로 모여서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중심으로서 집의 내부에서 일어나
는 활동을 연상하게 한다. 실제 물리적인 외부에 내부적인 감각과 행위를 부여
해서 알토가 동경했던 외부와 내부의 중간 성격을 가지는 공간을 만든 것이다.
중정에서 칸막이벽 너머로 보이는 주변의 사무들과 벽돌 벽 사이를 가로지르는 

금속 몰딩은 이 칸막이벽이 외부로부터 단절된 내부 공간을 만드는 요소의 성격
을 갖게 한다. 이렇게 위요감을 만드는 벽돌 벽면은 구조적이기 보다는 보다 회
화적이고 표면적이다. 먼저 벽돌 구축이 바닥면에서 시작해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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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실험하기 위해 페인트칠을 하는 알바 알토

점에서 구조적이지 않고 표
면 마감재로 사용했다는 것
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지붕에 닿은 벽돌 벽 윗부분
에 쌓은 벽돌은 그 형태에 
따라 잘라서 마무리 한 것은 
정해진 형태를 벽돌로 채워 
넣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
이다. 이것은 재료를 기본으
로 하는 구축적인 방법이 아
닌 보다 회화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알토는 벽돌 구
축결과 만들어진 표면이 만
들어내는 색이나 질감, 시간
이나 날씨 변화에 대한 효과
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2) 벽돌의 실재 크기와 중력 방향성

   

[그림 3-47] 실험 주택의 중정의 북쪽 벽 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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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북쪽 벽 입면 구분

벽돌 벽 표면의 표현 가능한 방법들을 
실험하기위해 알토의 실험하우스 북쪽과 
동쪽 벽면에 다양한 구축 방식들을 시도
했다. 성격이 다른 각 면들을 비교해서 
벽돌 구축에서 성격을 형성하는 요소와 
방식을 보겠다.
먼저 1, 4, 6, 8, 9, 10을 보면 평면적

인 형태에 맞추어 벽돌을 잘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건물에서 벽돌 구
축의 표현적인 특성을 실험함에도 불구

하고 알바 알토의 생각에는 기하학적 조형성이 벽돌 구축이 갖고 있는 고유한 
표현 가능성보다 우위에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실험적인 방법이 구축 방식에서 
표면 성격을 결정하는 요소를 확인하기에는 좋은 방식이다.
4와 5를 보면 두 면을 구성하는 벽돌의 크기와 구축 방법, 줄눈의 두께가 일정

함에도 불구하고 두 면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벽돌 자체의 색상 차이와 색상의 
균질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11와 14는 벽돌의 크기와 색상의 구성, 조인트의 너비가 비슷하지만 11은 줄눈 

깊이가 깊어서 줄눈 대신 그림자가 조인트를 채우고 있다. 그림자는 줄눈과 다
르게 벽돌의 네 면에 각각 명암이 다른 그림자를 만들고 이것이 벽돌의 볼륨감
을 느끼게 해준다. 반면 14는 평줄눈으로 구축되어서 벽돌이 따로 인식되는 것
이 아니라 벽돌 면으로 읽힌다.
11과 15는 두 면 모두 깊은 줄눈을 사용하고 같은 구축방식을 썼으나 벽돌의 

크기와 그에 비례한 줄눈의 절대 크기가 달라서 두 개의 면으로 인식된다. 벽돌
의 색상, 줄눈과 쌓기법의 종류가 같더라도 절대적인 크기에 따라 사람이 느낄 
때 다르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벽돌 구축이 만들어내는 성격은 사람의 
척도와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과 18은 줄눈의 두께가 조금 달라서 둘 사이의 다른 구축 방향이 직접적으로 

성격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요소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조건이 대
부분 비슷해서 의미 있는 비교를 기대할 수 있다. 두 방식 모두 Stack bond를 
사용한 나란한 배열로 구축했지만 6은 벽돌을 가로로, 18을 세로로 쌓았다. 결
과적으로 6은 벽돌의 무게감이 아래로 누르는 힘을 드러내서 아래쪽 방향성을 
느끼게 하고 18은 세로 방향성을 만들어내면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감을 느끼게 
한다. 18의 줄눈이 더 두꺼워서 방향성이 더 잘 보이긴 하지만 가로와 세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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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0] 동쪽 벽 입면 구분

든 방향의 줄눈이 강조되어 단지 줄눈의 뚜렷한 인지가 상승감을 만든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6번 면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로 줄눈은 좁게, 세로줄눈은 미세
하지만 넓게 해서 세로줄눈이 더 돋보인다. 이 둘은 결국 벽돌이 지면에 대해서 
평행하는지 수직방향성을 가지는지에 따라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 
또한 사람이 갖고 있는 중력에 대한 감각 경험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49] 실험 주택의 중정의 동쪽 벽 입면

동쪽 벽면에서 B와 F를 보면 
색의 진하기는 다르지만 색상
이 균질한 정도와 크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 주요한 차이는 B
는 평줄눈을 사용했고 F는 실
줄눈을 사용한 것이다. F도 색
상의 차이에 따라서 더 진하고 
연한 벽돌들이 튀어나온 느낌

을 주거나 들어간 느낌을 주지만 단순히 색상 차이의 결과라고 생각 할 수 있
다. 하지만 B는 그 정도가 줄눈에 고스란히 그림자로 새겨지기 때문에 고르지 
못한 표면이 촉각적으로 느껴진다. 이런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진한 줄눈을 사
용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넓은 줄눈을 사용한 B는 수평을 맞추어 쌓는 과정
에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르지 못한 평면의 느
낌이 강조될 수 있다.
A와 G를 보면 벽돌 색상의 균질한 정도가 만드는 성격 차이를 볼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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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북쪽 벽 입면 구분

더 균질한 색상을 가진 G는 벽돌 면이 만드는 사각형이 비교적 명확하게 읽히지
만 A는 표면의 형태가 가시적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알바 알토의 실험주택 구축 실험에서 사용자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의미 있는 특

징을 알 수 있다. 첫째, 사람은 신체를 기준으로 하는 척도의 감각이 있기 때문
에 구축 과정의 다른 조건들을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벽돌 그 자체의 크기에서 
오는 감각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력 감각의 경험은 벽돌이 지면에 대
해서 가지는 방향에 따라 다른 감각을 느끼게 한다는 점이다.
(3) 돌출하는 구축

[그림 3-51] 북쪽 벽 입면의 맑은 날과 흐린 날

  

  맑은 날 아침과 흐린 날 벽돌 구축 표면의 변화를 빛과 그림자, 맑고 흐림에 
따라 드러나는 차이를 분석해서 벽돌 구축 요소에서 날씨 변화에 연관하는 것을 
알아보겠다.

1, 2, 4 면을 보면 맑은 날에는 
면의 대비가 뚜렷한데 흐린 날에
는 경계가 흐려진 것을 볼 수 있
다. 특히 1과 2는 그 구축 방식과 
줄눈의 사용이 비슷하고 색상의 
차이만 있는 두 면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성격 차이를 만드는 색
상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고 볼 수 있다. 1번 면 내부에 드
문드문 사용된 진한 벽돌이 주변 
벽돌과 색상 차이가 맑은 날에 더 

극명하게 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날씨에 따른 벽돌 색상의 변화는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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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생각 할 수 있다. 첫째, 흐린 날의 습도가 벽돌의 종류를 불문하고 벽돌
의 채도를 높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벽돌 고유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빛이 벽돌에 닿고 반사되어 우리 시야에 인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5번의 좌측 아래 튀어나온 벽돌과 9, 11번을 맑은날과 흐린날을 비교해서 보면 

그림자가 더 선명한 맑은 날 입체감이 더 많이 느껴지고 그 벽돌이 사용된 면의 
성격도 강하게 드러난다. 이 입체감은 그림자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벽돌 구
축물 자체가 튀어나온 7번 같은 경우 구축물 자체의 표면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튀어나온 덩어리의 느낌을 준다. 9번과 같은 경우는 개별 
벽돌이 각각 튀어나와서 그림자를 만들기 때문에 개별 벽돌이 양감을 가지고, 
원거리에서 보았을 때 이 그림자들의 조합이 하나의 평면으로 읽히기도 한다.
날씨의 변화에 따라 벽돌은 그 고유의 색을 드러내는 정도가 달라지고 따라서 

벽돌 재료는 그 자체로 날씨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날씨변화와 
벽돌의 발색 사이에 연동되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사람은 날씨와 
기분과 환경 사이에 관계를 인지하고 연관성을 체감한다.
조인트와 벽돌 자체의 돌출을 통해서 빛과 그림자를 조절 할 수 있고 그림자의 

사용 방식에 따라 벽돌 구축물 전체의 양감을 드러낼 수도 있고 그림자의 조합
에 의한 평면적인 성격을 이용 할 수도 있다. 벽돌이 가진 구축형태는 햇빛과 
시간의 변화를 담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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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스베르 펜의 벽돌 구축 방식
스베르 펜Sverre Fehn(1924-2009)은 레베렌츠와 알바 알토의 다음 세대 건축가

다. 알바 알토가 영향을 미친 주요 건축가중 한 사람으로 근대 건축에 대한 비
판적 시각을 갖고 자연과 건축의 접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의 영향
을 받았다.47)

벽돌 구축을 많이 사용한 건물은 주로 주거 용도였는데, 벽돌 사용에 있어서는 
레베렌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스베르 펜이 건축 현장에 긴밀하게 관여하는 
성격은 레베렌츠가 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진두지휘 했던 것을 연상하게 한다. 
이는 “벽돌의 언어는 모르타르 조인트에 있다. 나는 같은 크기를 반복하지만 벽
돌 벽의 언어가 있는 곳은 바로 조인트다. 그것은 항상 레베렌츠를 떠올리게 한
다.”48)는 그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스베르 펜은 건축주의 요구사항으로부터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
려고 한다. 표면에 드러나는 생활양식의 근저에 있는 건축주 개인의 공간적인 
그림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이다.49)

주거 설계에서 중요하게 생각 하는 근본적인 두 요소는 물과 불이다. 여기서 
물은 생존의 근원이고, 불은 보호와 밤에 필요한 빛의 근원이다. 이 둘은 영구적
인 구성단위가 되고 집의 고정된 핵심이 된다. 이 두 요소에 기반 하는 공간들
은 땅과 연결되고 생활에 필요한 본질적인 재료들로 채워진다.50) 또한 건축 공
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 불이 만드는 빛과 열기, 그리고 빛에 상반되는 어두움이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다. 어둠속에서 공간을 만드는 것은 바로 불빛이기 때문
이다.51)

스베르 펜의 건축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물과 불의 공간 그리고 공간을 만드
는 두 요소인 어둠과 빛을 사용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겠다.

47) Colin St. John Wilson, 'The Orthodoxy of Alvar Aalto' in 『Alvar Aalto : 
Through the Eyes of Shigeru Ban』, Black Dog Publishing, 2007, p. 19

48) Per Olaf Fjeld, 'The Mast and The Cut' in 『Sverre Fehn The pattern of 
Thoughts』, The Monacelli Press, 2009, p. 209

49) Per Olaf Fjeld, 'Beyond the Image of Home' in Ibid, p. 99
50) Ibid, pp. 68, 70
51) Ibid,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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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Schreiner House 평면

[그림 3-54] Schreiner House 초기 스캐치

3.3.1 Schreiner House 1959-63
(1) 막힌줄눈 사용

Schreiner house는 오슬로Oslo

에 산이 많은 지역의 고원에 있다. 
이 지역은 오슬로의 대표적인 주
거지역이다. 이 집은 부모와 아이 
셋을 포함해서 총 다섯 사람이 사
용하는 집이다.52)

스베르 펜의 스케치에서 볼 수 
있듯이 앞서 말한 물과 불의 공간
이 집의 중심을 차지한다. 가운데 
검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으로부터 
주변으로 부수적인 공간들이 구분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건물은 나무를 주재료로 하고 목

구조를 사용하는데 물과 불의 공
간인 벽난로 주변, 부엌, 화장실
에는 벽돌을 사용했다. 가운데 핵
심 공간을 만드는 벽돌 구축이 건
물의 구조적인 측면도 중점적으로 

담당한다. 목구조는 이 중심에 의지하면서 공간을 만들어 나간다.
물과 불의 공간은 땅과 관계를 맺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축물인 벽난로는 벽돌

로 만들어졌다. [그림 3-55]를 보면 다른 바닥은 벽돌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벽난
로 앞부분에 뜨거운 열기가 닿는 부분까지는 타일을 이용해서 마감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주변 바닥보다 조금 아래로 낮추어 계획했다. 이것은 
벽난로가 땅과 관계 맺는 불의 요소인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벽난로
를 구축하는 벽돌은 길이쌓기를 해서 벽돌 사이에 힘이 구조적으로 전달되도록 
했다. 벽난로 앞에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벽난로와 같은 방식으로 쌓은 벤
치 모양의 구축물이 만들어졌다.

52) Christian Norberg-Schulz, Gennaro Postiglione, 『Sverre Fehn』, The Monacelli 
Press, 2009,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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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 벽돌 벽난로와 의자

스베르 펜이 벽난로를 벽돌로 만
든 것은 일견 젬퍼의 건축적 4요
소에서 화로와 토공사를 떠올리게 
한다. 스베르 펜이 젬퍼가 생각하
는 구축 개념을 염두에 두었는지
는 확인 할 수 없다. 하지만 사회
에서 사람을 모으고 질서를 만드
는 초점인 화로처럼 Schreiner 
house의 벽난로 앞부분도 가족들
이 모두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있

는 모임의 장소로 사용한다. 벽난로를 구축하는 길이쌓기법은 힘이 구조적으로 
전달되는 모습을 잘 나타내고 따라서 무게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감각을 만들
어낸다. 구축의 측면에서 본다면 단을 낮춰 만들어준 타일 부분과 벽난로는 바
닥에서부터 구축되어 올라온 것과 같은 느낌을 만들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한다.

[그림 3-56] 목구조 외벽과 벽돌 구축된 핵심 공간

[그림 3-56] 사진 우측에 벽난로와 부엌의 벽돌 구축이 보인다. 사람이 모이는 
중심인 벽난로의 앞부분뿐만 아니라 뒷부분에도 길이쌓기로 앉을 수 있는 구축
물을 만들어 주었다. 이 사진에서는 외부에서부터 벽난로 안쪽까지 변화하는 빛
의 조도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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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토닉 재료인 목구조 외벽이 빛을 통과시켜 최대한 밝은 공간을 만드는 것과 
벽돌 구축물이 빛을 막아서 어두운 공간을 만드는 것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무
조건 밝은 공간이 아니라 몸을 숨길 수 있는 어두운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스베르 펜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3.3.2 Villa Norrköping 1963-64

[그림 3-57] Villa Norrköping 평면

Villa Norrköping은 1963년 5명의 북유럽 건축가를 초청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현대 국내 주거에 대한 전형을 재현하는 것이었다. 스베르 펜은 노르웨이를 대
표해서 초청되었고 스베르 펜이 맡은 목표는 연면적 150m² 안에 4인 가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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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을 짓는 것이었다.53) 결과적으로 평면은 그리스 십자가를 연상시키는 아주 
보수적인 평면을 가졌지만 가운데 물과 불의 공간을 향해서 열고 닫는 미닫이문
이 전체 공간구성을 하나의 큰 공간에서 9개의 각기 성격이 다른 공간까지 만들
어낸다. 집은 전시 이후에 부부와 아이 2명이 있는 4인 가정이 사용한다.

(1) 내향적인 구축

[그림 3-58] Villa Norrköping 외벽과 로지아 코너 부분

 

왼쪽과 같은 외벽이 네 방향에서 외부로부터 내부를 감싸는 형태로 공간을 구
성하고, 오른쪽과 같이 벽돌 벽에 의해서 생기는 모서리에 로지아를 두어 외부
의 빛과 사람을 받아들인다. 벽돌로 둘러싸인 네 공간, 로지아를 포함한 외부 공
간 4곳과 가운데 천창을 가진 물과 불의 공간 총 9개의 단위 공간이 각각의 성
격을 가지고 접해있으면서 미닫이문을 통해서 연결하고 분리한다.

벽돌 벽은 가장 일반적인 길이쌓기법으로 구축했다. 길이쌓기법은 벽돌이 반 
토막씩 겹쳐지면서 구축해 올라가는 방식으로 위에서 누르는 구조적인 힘을 아
래로 잘 전달하는 방식이다. 지붕은 따로 물매를 갖지 않는 평지붕으로 되어있
고 벽돌 가장 위 벽돌만 살짝 덮을 정도로 모서리를 내려 덮었다.

내부와 외부의 연결 공간이 되는 로지아가 있는 단위 공간은 바닥을 벽돌로 깔
아서 바깥영역과과 건축한 영역을 구분한다. 바닥 구축 방법은 벽과 같은 길이
쌓기법으로 했다.

길이쌓기법은 구조적인 힘을 잘 전달하기 때문에 바닥과 관계성도 강한 쌓기법

53) Christian Norberg-Schulz, Gennaro Postiglione, 『Sverre Fehn』, The Monacelli 
Press, 2009,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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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하나이다. 일반적인 조인트를 쓴 Villa Norrköping은 그 벽돌 구축면이 하
나의 덩어리로 읽혀서 내부를 외부로부터 보호해주는 감각이 들게 한다. 이런 
감각은 창문을 하나도 만들지 않은 벽돌 벽 표면에서 부각된다.

(2) 전면적인 구축

[그림 3-59] 로지아 코너에서 바라본 실내 / 내부에서 본 로지아 방향의 빛

 

로지아를 외부와 안에서 본 모습이다. 로지아는 벽돌로 만든 아주 폐쇄적인 공
간을 서로 그리고 외부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왼쪽 사진에서 로지아 바
닥은 각 벽돌 공간과 같은 높이를 가짐으로써 내부와 공유하고 외부는 이 바닥
과 천장으로 만들어진 로지아를 시각적으로 연결한다. 이 시각적 연결은 빛이 
많은 외부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몸을 숨길 수 있는 어두움으로 둘러싸인 내부 
공간으로의 전이가 일어나는 곳이다.

내부에서 본 오른쪽 사진을 보면 외부로 연결성을 느끼면서 동시에 벽돌 벽으
로 둘러싸인 내부의 어두움이 사용자를 감싸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밝은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에 맞게 빛을 조절할 수 있는 통제가능성이 확보되
어야 만들 수 있는 현상이다. 이를 위해서 클리어스토리를 통해서 들어온 빛이 
부엌과 화장실 단위공간에서 주변 벽돌 단위공간으로 번지는 것을 제한하는 방
식을 선택했다. 레베렌츠, 알토가 전체적인 빛을 통제하고 클리어스토리나 작은 
개구부로 필요한 만큼의 빛을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는 것과 같이 나무로 만든 
슬라이딩 문들을 이용해서 빛을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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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 화장실, 샤워장, 부엌의 단면

(3) 막힌줄눈 사용

[그림 3-60] 핵심 공간의 벽돌 구축과 나무 가구

Villa Norrköping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하는 벽돌 구축은 아래 
단면과 같이 공간단위에서 이루어진다. 행위가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구체적인 부
분은 나무 가구로 만든다. 벽돌 구축물은 전적으로 배경으로 물러나서 가벼운 
소재인 나무 가구를 걸고 얹어놓는 틀이 된다. [그림 3-60] 오른쪽 사진에서 보
다시피 사용을 지원하는 가구가 들어갈 위치를 고려해서 틀을 만들고 있다.

스베르 펜이 건축주를 대할 때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기저에 깔린 개인의 
공간적인 그림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데, 사용에 대응하는 벽돌 틀로 구축적
인 배경을 만드는 것이 그 공간적인 그
림을 물질적으로 번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족의 활동이 일어나는 
정확한 물리적 공간을 제시하지만 사용
자 개인의 재해석을 위한 여지는 남겨
둔다54) 는 언급을 고려하면 벽돌로 구
축된 물질적 환경은 공간적인 측면의 

물질적 반영이고 나무로 만든 가구는 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개인적인 성향과 
생활양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물의 공간인 화장실, 샤워실, 부엌을 보면 각 활동에 필요한 공간적인 크기를 
벽돌로 구축한 것을 볼 수 있고 그 위에 구체적인 행위에 대응하는 가구들이 부

54) Per Olaf Fjeld, 'The Mast and The Cut' in 『Sverre Fehn The pattern of 
Thoughts』, The Monacelli Press, 2009,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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엌에 있는 가구들처럼 고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발과 손으로 이해 할 수
도 있다. 사람의 움직임, 활동은 발을 이용한 수평 이동에 의지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그런 큰 공간적인 움직임 속에서 책을 읽거나 설거지를 하는 구체적인 
행위의 차이가 드러난다. 이것을 고려해본다면 흙의 속성, 발에 익숙한 감각을 
가진 벽돌이 공간적인 움직임에 틀을 만들어 주고 땅에서 자라나서 사람의 손에 
더 가까이 있는 나무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행위에 대응하도록 가구를 만들어 고
정하는 것을 이해 할 수 있다.

[그림 3-62] 벽돌 벽난로와 벤치

벽난로는 구체적인 행위들 중에서 땅과 관련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림과 같이 벽난로는 벽돌로 만들고 그 주변에도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같
은 구축물을 벽돌로 만들었다. 길이쌓기로 구축한 벽난로와 의자는 사용자의 활
동에 꼭 맞는 물리적 크기로 땅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벽돌 구축으로 빛
을 차단한 이 공간은 마치 동굴의 어두움처럼 외부의 환경을 차단해서 편안한 
안식처의 내부 감각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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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북유럽 세 건축가 지구르트 레베렌츠, 알바 알토, 스베르 펜의 벽돌 구축물을 

사용자 경험을 고려해서 분석했다. 벽돌 구축에서 사용하는 기법에서 특이한 점
은 벽돌 구축의 요소를 벽돌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인트의 두께와 깊이, 
색깔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세 건축가 모두 빛을 신중하게 사용해서 그 위치와 양, 직사광과 빛의 회절 같
은 성격까지 고려한 점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빛에 대한 신중함은 북유럽이 가
진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빛에 대한 감각이 섬세하기 때문이다. 빛을 섬세하게 
통제하는 데에는 벽돌의 반사율이 낮은 특성을 이용한 어두운 조도 형성이 바탕
이 된다.

공유하고 있는 빛에 대한 감각과 고민 외에 각 건축가의 가치관에 따라서 구축 
과정에서 고려한 경험의 측면에서 다른 점을 볼 수 있었다. 크게 보면 사용경험
을 지원하는 방식, 감각경험을 자극하는 방식, 의미경험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나
눌 수 있다.

레베렌츠는 사용경험을 지원하는 구축 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을 볼 수 있다.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는데, 먼저 전체적인 중심을 해체하고 부분에 
성격을 부여 할 수 있도록 재료와 구축 방법을 달리해서 경계와 영역을 만드는 
방식을 사용했다.

알바 알토는 주변 자연 환경을 체험하면서 가질 수 있는 감각경험을 자극 할 
수 있는 방식에 집중했다. 시각에만 의존하는 형태적인 모방이 아니라 표면의 
질감이나 주변 환경에서 경험한 빛의 성격을 고려한 구축 방식을 사용했다.

스베르 펜은 주거 건축에서 물과 불의 공간이 가지는 의미를 물리적 환경으로 
만드는 구축 방식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주거에서 핵심이 되는 물과 불의 공
간은 땅과 관련하고, 이 공간은 항상 벽돌을 이용해서 구축한다. 벽돌로 만든 벽
난로는 불과 관련한 의미를 담고 있는 독립적인 구축물이다. 목구조를 벽돌 구
축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벽돌 구축 자체의 섬세한 구축 방식은 부
족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불과 관련해서 벽돌 벽난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목구
조와 벽돌 구축의 대조를 통해 충분히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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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경험을 지원하는
벽돌 구축 방식

감각경험을 자극하는
벽돌 구축 방식

의미경험을 환기시키는
벽돌 구축 방식 기 타

Sigurd 
Lewerentz

St. Mark's 교회 ⦁중심을 해체하는 구축 형태
⦁가로지르는 조인트와 재료 변화

⦁넘치는 모르타르 사용
⦁개구부에 인접하는 벽돌 표면

⦁같은 재료와 다른 조인트의 
  복합적 사용
⦁비-구조적 구축

-

St. Petri 교회 ⦁반-이음매
⦁구축 방향의 변화

⦁넓은 조인트 사용
⦁깊은 간극 구축

⦁통줄눈 사용
⦁반-이음매 -

Alvar 
Aalto

Säynätsalo 
마을 사무소 -

⦁진출입이 있는 표면 구축
⦁대비되는 색상의 줄눈
⦁틈새 개구부 사용

⦁통줄눈 사용과 비-구조적 구축 ⦁통일된 재료
  사용

Muuratsalo 
Experimental 

House
⦁회화적 구축 ⦁돌출하는 구축 -

⦁벽돌의 실재
  크기와 중력
  방향성

Sverre 
Fehn

Schreiner 
House

- - - ⦁막힌줄눈사용
Villa 

Norrköping
-

⦁내향적인  구축
⦁전면적인 구축 - ⦁막힌줄눈사용

[표 3-1] 지구르트 레베렌츠, 알바 알토, 스베르 펜이 사용한 경험-구축에 의한 장소형성의 방식과 특성

세 건축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험의 측면과 벽돌 구축으로 드러나는 방식은 다르다. 하지만 경험의 세 가지 측면을 담기 
위해 벽돌이 가지고 있는 색, 질감과 같은 재료의 속성과 구축 과정에서 생기는 조인트의 방향, 형태, 표면을 이용했다. 이런 
특성들은 크게 보면 둘 사이의 성격을 구분하거나 또는 구분된 영역 안에서는 경계를 흐려 성격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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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벽돌 구축의 경험적 특성과 장소 형성

          4.1 경험과 장소 형성
          4.2 영역에 성격 부여와 구성
          4.3 비-형태적 모방
          4.4 빛 경험 환기
          4.5 의미 부여와 공유
          4.6 소결

본 장에서는 경험에 기반을 둔 벽돌 구축의 특성과 장소를 형성하는 양상을 확
인한다. 먼저 장소 논의와 장소를 고려하는 건축가가 경험의 다양한 측면들, 체
험, 환경의 분위기와 성격, 감각 경험의 기억과 의미부여를 장소 형성의 중요한 
과정으로 이해 한 것을 확인한다.

장소 형성은 벽돌 구축이 만들어내는 특성의 조합으로 보되 세 가지 측면, 영
역의 재구성, 비-형태적 모방, 의미 부여와 공유로 구분해서 본다. 사례에 따라
서 이런 세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장소 형성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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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경험을 통한 장소 형성
”장소의 감각은 대부분 일상적이지도 않고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수년에 걸쳐 

하루하루 반복되는 경험으로 만들어진다. 경험은 시각과 소리와 냄새의 독특한 
조합이고, 뜨고 지는 태양과 그에 따른 일과 놀이 같은 자연과 인공적 리듬의 
조화다. 장소의 감각은 사람의 근육과 뼈에 기억된다.“1)

이 푸 투안은 구체적인 현상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장소 형성에 있어서 경험, 
구체적으로는 시각, 소리, 냄새 그리고 일과 놀이의 반복이 몸에 기억되는 체험
한 경험의 중요성을 말한다. 장소 형성에서 경험의 중요성이 모두 이 푸 투안의 
생각에서만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환경을 만드는 
건축가의 말이나 현장의 일화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1] 알바 알토의 Finnish Pavilion(1937)과 스베르 펜의 Nordic Pavilion(2005)

박람회 파빌리온 건축은 때때로 각 나라의 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의도로 
계획하는데 알바 알토의 핀란드 파빌리온과 스베르 펜의 북유럽 파빌리온이 대
표적이다. 알바 알토의 핀란드 파빌리온은 “북유럽 숲의 대지의 나무 기둥, 바위
와 관목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공간적 경험과 관계된, 말 그대로 숲 공간이다.“2)

라는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건축 환경에서의 활동과 감각경험을 통해 핀란드의 
장소 감각을 만든다. 스베르 펜의 파빌리온도 노르웨이 국토 대부분을 덮고 있
는 숲과 그 숲에서 체험할 수 있는 빛 경험을 환기시키는 작품이다.

레베렌츠는 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감독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독특한 벽돌 구축 

1) Yi-Fu Tuan,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in 『Space and Pla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7, pp. 183-4

2) Goran Schildt, 『Alvar Aalto The Decisive Years』, Rizzoli, 1986, p. 131



- 91 -

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시공 과정에서 건물을 직접 체험하고 설계
를 수정하기 위함이다. 레베렌츠는 “대체적으로 시각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건물 안을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흥미로운 시야가 있으면 구체적인 위치를 
잡고, 시야를 가리기도 하면서 충만한 공간을 만들었다.”3)

[그림 4-2] St. Petri 현장 감독과 도면을 검토하고 직접 감독하는 레베렌츠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건축가들은 기존의 경험과 현장에서 체험한 것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경험을 내포하려는 것을 확인했다. 장소 형성에서 경험의 중요
성은 장소 논의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2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에드워드 렐프는 장소를 만드는 요소를 물리적 환경, 인간의 활동, 의미 세 가지
로 보는데서 인간의 활동을 통한 경험이 장소형성에 기여하는 바를 확인 할 수 
있다. 주목 할 것은 ‘장소와 장소상실’에서 장소를 경험의 양상에 따라 그 유형
을 구분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즉, 장소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경험이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장소를 염두에 둔 건축과 이론에서 물리적 환경이 장소가 되는 과정
에서 이를 매개하는 경험의 역할을 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3장에서 정리한 벽돌 
구축 방식들이 경험과 관련해서 가지는 특성과 장소 형성에서의 역할을 보겠다. 
경험은 그 양상에 따라서 크게 사용경험, 감각경험, 의미경험 세 범주를 염두에 
두고 그 특성을 확인하겠다.

3) Janne Ahlin, 'With Light as a Building Block' in 『Architect Sigurd Lewerentz』, 
The MIT Press, 1987, p.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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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영역에 성격 부여와 구성
알도 반 아이크는 1962년에 쓴 ‘장소와 경우’에서 “그러므로 무엇과 무엇 사이

를 뚜렷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하라. 그렇게 만들라. / 반갑게 맞아들이는 하나하
나의 문을 / 표정이 있는 하나하나의 창문을.”4) 이라는 글에서 각 부분들이 온
전한 성격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장소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했다.

알도 반 아이크의 글은 장소 형성 관한 다양한 함의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대상 하나하나에 성격을 만드는 것에 주목한다. 성격을 부여 할 대상은 문과 창 
같은 건축 요소에서부터 바닥, 벽, 공간, 건물까지 다양한 위계에서 생각 할 수 
있다. 알도 반 아이크는 이것이 무엇과 무엇 사이를 뚜렷하게 하는 것으로 가능
하다고 보았다.

본 절에서는 이 과정을 구분해서 먼서 무엇과 무엇 사이를 뚜렷하게 하고 구분
된 영역에 성격을 부여하는 방식과 이 영역들을 조합해서 일련의 구성을 만드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본다. 다양한 벽돌 구축 방식을 적용해서 성격을 구여하고 
영역들 간의 구성을 제안하는 레베렌츠의 두 교회를 대상으로 경험적 특성을 보
겠다.

4.2.1 영역 구분과 성격 (재료와 구축 방향의 변화)
St. Mark's 교회는 1955년에 공모전을 하고 착공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1964년에 완공됐다. 당시 스웨덴은 다른 유럽 국가와 같이 전후 복구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으로 주거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동시에 1962년
에 열린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당시 사회상에 맞는 새로운 형식의 교회를 요
구했다. 오랜 기간 동안 남겨진 스케치와 도면의 변화를 순서대로 따라가면 레
베렌츠가 지향했던 바를 알 수 있다.

공모전에 제출했던 최초 계획안에서 완공된 것과 같이 하나의 나이브에 왼쪽에

4) “so start with this: articulate the in-between. Make a welcome of each door a 
countenance of each window. Make of each a place; a bunch of places of each 
house and each city(a house is a tiny city, a city a huge house)."

알도 반 아이크, 장소와 경우, 김광현, Place, 건축을 뒤바꾼 아이디어 100, 2012, p18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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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일을 둔 비대칭 공간으로 계획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이브 
자체의 형태는 긴 육면체 모양이고 제단은 동쪽 끝 벽의 가운데에 위치한다. 

[그림 4-3] 1955년 공모전 당시 예배당 스케치와 1957년 예배당 단면

57년 도면을 보면 나이브의 천장을 기울여 그 대칭성을 깬 것을 볼 수 있다. 
아래 57년 평면을 보면 아직 제단은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으나 
최종 도면에서는 제단의 위치가 남쪽으로 치우쳐 진 것을 볼 수 있다. 정형적인 
공간에 변화를 주어 균질한 하나의 성격이 아니라 성격의 분화를 이끌어 낸다.

[그림 4-4] 1957년 평면과 현재 건축된 평면

 

57년과 현재 평면에는 다른 변화들도 많은데 우선 좌측 아래 종탑 건물의 계단
실이 생긴 것이다. 우선 종탑을 예배당에서 내려서 다른 건물 동에 배치 한 것
도 이전의 전형적인 교회 건물의 완결된 전형을 해체한 것이다. 도면 수정 과정
에서는 이 종탑의 외벽에 붙어있던 계단실을 독립된 원형 계단으로 만들어 주었
다.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사용경험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이전에는 종을 치는 
행위라는 하나의 행위에 종탑을 오르는 행위가 속해있었다. 종탑을 오르는 행위
는 종을 치기위한 부수적인 행위일 뿐이다. 그러나 계단실을 따로 마련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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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단과 달리 원형으로 건축했다. 따라서 이 공간에 움직임의 방향과 패턴, 
어두운 공간을 통과하는 시간 등 부가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경험을 가능하게 한
다. 이런 영역의 개별적인 성격은 종탑을 오르는 행위 자체에 의미부여를 하고 
다른 공간과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 준다.

다음으로 예배당 건물 내에서는 57년에는 전체가 형태적으로도 일관성 있고 사
용적인 측면에서도 얽혀있던 것이 현재 평면상에서는 공간적으로도 분화가 일어
나고 사용 측면에서도 각 공간에 분배된 것을 볼 수 있다.

57년 도면에 검게 칠한 남측 벽은 외부에서만 다른 벽과 달리 볼록한 상태이고 
내부는 주변에 연속적인 직선 형태였다. 때문에 설교단은 [그림 4-3] 스케치와 
같이 예배당 전체 공간의 한쪽에 서있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 도면에서는 이 부
분을 내부에서도 오목하게 처리를 해서 각각 전체 공간과는 또 다른 영역을 가
질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설교대도 건축계획 상에서 볼 수 있다.

또 다른 변화는 성구보관실의 위치를 동쪽 끝 제단 바로 옆으로 옮긴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전에는 사제가 신도석 앞을 가로질러 와야 했으나 제단 바로 옆으
로 오면서 신자석과 성소 사이의 공간이 사용 측면에서 구분됐다. 따라서 성소
를 가로질러 들어오는 빛은 둘 사이를 구분해주는 의미가 강화되고 이전에는 이
동 공간이었던 곳이 세례소의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물리적으로 연결된 
공간 내에서 영역의 분화는 그 영역에 맞게 바닥 재료를 달리 사용해서 강조하
고 있다.

영역을 구분하고 성격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로 볼 수 있는 것은 전
형적인 교회 건물이 갖고 있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아가는 강한 축의 성질을 
해체하지 못한 것이다. 입구에서 제단에 이르는 길에 다양한 비대칭과 부분들을 
만들어서 그 속도를 줄이고 성격을 흐리게 하지만 여전히 장축 방향의 강한 방
향성이 예배당 공간 전체의 성격을 주도한다. 이것은 큰 틀에서 예배의 성격이
나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한계는 부분적으로 St. Mark's 교회 건축 위원회의 영향을 예상 할 수 있
다. 확인되는 것으로는 최초 계획에서는 공간적으로 분리해서 계획했던 교구건물
과 예배당건물을 공간 확보를 이유로 연결시킨 것이다. 따라서 건축 위원회에서
는 전체 건물이 기존 교회 건물처럼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는 것에 거부감이 
전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95 -

확증 할 수는 없지만 예상 할 수 있는 또 다른 계획 변경은 세례소 위치에 관
한 것이다. [그림 4-3] 스케치에서 입구에 계획했던 세례소를 제단에 가까운 동
쪽으로 옮겼다. 레베렌츠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단계로서 세례소는 
예배당 초입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5) 바로 직후에 건축한 St. Petri 교회
에서 세례소를 예배당 입구에 계획한 것과 대조적이다. 따라서 St. Mark's에서 
확인되는 전형적인 교회의 성격은 건축 위원회가 관습적인 교회형태를 요구한 
결과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St. Petri 교회에서 전형적인 방향성을 약하게 하고 작은 영역을 만들기 위해 
1933년 Gothenburg에 계획하는 Johanneberg 교회 현상공모전에서 제안한 방
식을 보완해서 사용 했다.

[그림 4-5] 1933년 Johannenberg 교회 공모전 계획안 스케치, 도면, 모델

공모전 제출안에서 주목할 점은 지향하는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다. 교
회에서 필요한 공간 단위로 계획을 하고 필요 한 공간은 덧붙이는 방식이다. 예
배당 건물을 내부적으로 완결된 성격을 가지게 만들고, 이에 필요한 성구 보관
실, 성가대석, 현관 같은 공간을 따로 만들어 덧붙이는 방식이다. 평면상에서 각 
공간의 구조 방식이 다른 것, 모델에서 각 공간의 높이와 개구부의 성격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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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각 공간은 개별적으로 완결성을 가지고 건물 전체 형태는 하나의 
형태로 통합되지 않고 여러 개의 중심을 갖고 있다. 형태적 위계를 해체하는 측
면에서 당시 계획안의 한계는 단위 공간 내에서는 여전히 강한 축과 중심, 대칭
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St. Mark's 교회 예배당에서 시도한 공
간 내부에서 형태를 해체하고 영역이 구분된 것은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St. Petri 교회에서는 이 두 방식을 함께 사용 했다. 즉, 건물 전체적인 공간 
조합 방식은 Johanneberg 교회 계획안에서 사용한 덧붙이는 방식을 사용하고 
각 단위 공간 내에서는 영역을 만들고 성격을 부여하는 St. Mark's 교회의 방식
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그림 4-6] St. Petri 교회 평면(1963)과 모델

 

St. Petri 교회 평면을 보면 방에 따라서 벽 두께가 다르다. [그림 4-6]은 같은 
벽 두께를 묶은 것인데 이용하는 성격에 따라 구분 된 것을 볼 수 있다. ㄱ자 
모양으로 된 교구 동의 윗변 왼쪽 묶음을 보면 내부에 다양한 칸막이벽이 있지
만 그것을 통째로 묶어주는 외벽은 더 두꺼운 벽으로 묶여있다. 그리고 같은 변
에 있더라도 오른쪽에 두 벽은 두께를 달리해서 성격의 차이를 주었다. 바로 위
원회 회의실과 학습실이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단위 공간을 만
들고 덧붙이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단위 공간으로 구분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런 구분은 더 성스러운 예배당 건물과 조금은 속세에 가까운 교구 
동 사이에 중정을 두어 공간적으로 떼어놓는 적극적인 방식으로도 나타난다. 예
배당 건물과 성구 보관실은 물리적으로는 붙어 있지만 내벽을 보면 구축과정은 
완전히 별개로 진행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구축 과정은 외부에서는 각기 다
른 높이와 모양의 지붕으로 표현되어 시각적으로 확인 된다. 내부에서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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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사이를 지나는 개구부의 벽두께와 구축 방향을 달리한 벽돌 축조를 통해서 
성격을 구분한다. 미약할 수 있는 이런 경계 형성은 각 공간의 성격을 뚜렷하게 
하고 지나온 공간이 아닌 지금 이 공간의 분위기에 집중하게 한다.

[그림 4-7] St. Petri 교회 실측 단면, 예배당의 동쪽을 본 모습(위)와 북쪽을 본 모습(아래)

공간 내부에서는 St. Mark's 교회와 같이 구축 요소가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 단면에서 제단이 가운데를 벗어나 오른쪽에 치우쳐있고 설교대
가 그에 대등하게 가운데의 왼쪽에 위치한다. 두 요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벽면의 중앙에 위치해도 공간 전체의 성격을 압도하지 않는다. 천장에는 성구 
보관실과 제단 사이에 빛을 비추어 주고 사제의 활동 범위가 왼쪽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따로 아일을 두지 않았지만 정사각형 평면이 가진 대칭적인 성격을 약하
게 한다. 아래 단면을 보면 중앙에서 벗어난 지붕 지지대와 경사진 바닥과 천장
이 만들어내는 층고의 변화로 인해 어떠한 전형적인 형태도 연상하기 힘들다. 
공간의 형태적 위계가 해체되면서 오히려 제단이나 설교대 같은 작은 구성 요소
의 성격이 뚜렷해지고 공간은 그 배경으로 물러난다.

4.2.2 영역의 재구성 (동일한 재료 사용)
벽돌 구축 방향에 의한 영역의 구분과 성격 형성은 우선 부분들이 두드러지고 

사용경험에 집중하게 하는 환경을 만든다. 바닥 전체를 이루는 벽돌이라는 재료
는 작은 영역을 서로 관계 맺고 구성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런 영역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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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상황이나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재구성 할 수 있다.

St. Petri 교회의 영역 구성을 보면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교회 건물이 갖고 있
는 구성과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설계 계획 당시 신학자인 Lars 
Ridderstedt의 도움을 받아 전형적인 교회가 가진 서쪽 문에서 동쪽을 향해 나
아가는 방향성이 아닌 전례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를 되살리는 구성을 의도했기 
때문이다. 기대했던 예배당 사용은 circumstantes라는 고대 교회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찬실에서 둥글게 모여서 예배하는 방식이다.6)

[그림 4-8] 예배당 내부 영역 구성과 세례성사 전 준비 상황

평면에서 보면 제단을 중심으로 아래쪽의 신도들, 왼쪽에 성가대와 오르간, 위
쪽에 주교와 사제들이 둥글게 감싸고 있다. 초기 계획에서 제단과 나란히 붙어
있던 설교대와 주교 석을 구분하고 뒤로 물리면서 제단을 중심으로 둘러싸는 영
역을 만들 수 있었다. 기본적인 이런 영역 구성은 전례에 따라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예배당을 사용 할 때 만들어진다.

개인적으로 예배당을 사용한다면 성가대와 오르간, 주교와 사제가 있는 영역은 
그 사용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단과 개인이 앉은 자리 사이에 구성되는 작은 영
역이 이 예배당의 성격이 된다.

오른쪽 사진 뒤쪽을 보면 의자가 제단 방향이 아닌 세례소 방향으로 배열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상적인 전례가 아니라 세례성사와 같이 일시적인 
사용에는 기본적인 영역 구성이 재구성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역의 재구성은 이렇게 벽돌 구축 방향의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영

6) Colin St John Wilson, 『SIGURD LEWERENTZ』, Pall Mall, 2013, p.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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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구분하고 성격을 부여하는 바탕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영역의 재구성은 
사용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공간에 성격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분위기는 사용
경험에 질적인 차이를 만든다.

4.3 비-형태적 모방 (표면과 구축의 비-균질성)
벽돌 구축에서 비-형태적 모방은 벽돌 축조의 비-균질성에 의한 것이다. 비-균

질성은 색상과 질감 같은 재료 위계에서 볼 수도 있고, 비-균질한 조인트 사용
과 같이 구축물 위계에서도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비-균질성이 예상 가능한 균질한 전형에 대한 상대적인 성격인 
것이다. 벽돌은 다양한 요소가 섞인 흙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계획
한 색상과 형태를 완전히 구현하지 못한다. 구축에서도 사람 손으로 쌓기 때문
에 큰 규칙은 있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계획한 색
상과 크기, 구축 방식이 무엇인지 의도는 전달 할 수 있지만 구축물이 그것과 
꼭 같지는 않다. 불완전한 벽돌 구축의 특성 때문에 벽돌 축조에서 표현은 표면
의 패턴, 질감, 색상 같은 비-형태적인 이미지에 의존한다.

[그림 4-9] St. Mark's 교회 벽과 주변의 자작나무 / St. Petri 교회의 벽과 대지의 바닥

St. Mark's 교회는 모르타르를 의도적으로 덧칠해서 개별 벽돌의 형태는 사라
지고 벽돌은 모르타르 덩어리에 박혀있는 것 같다. 이런 표면의 처리는 하얀 껍
질 속의 검은 껍질 층이 드러난 자작나무 기둥 표면과 구성방식에서도 일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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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의 질감과 색감도 일치한다. 하지만 기둥 형태의 자작나무와 면을 이루는 
벽돌 벽 형태는 조형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유사성을 띄지 않고 유사성은 오직 
표면의 색상과 질감에만 있다. 이는 보다 촉각적인 것으로 시각의 정확성 보다
는 촉각의 감각경험적인 측면이 크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열
려있다.

St. Petri 교회 벽돌 구축에서는 모르타르를 두께 자체를 두껍게 하고 긁어내는 
방식으로 표면의 거친 질감을 만들어낸다. 모르타르 폭을 두껍게 한 것은 벽돌 
쌓기에서 벽돌이 좌우로 이동 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축조 표
면의 비-균질성을 더 강조할 수 있다. 이것은 벽돌 사이즈를 신중하게 고르고, 
주문한 사이즈와 다른 벽돌이 왔을 때 교환을 불사하면서 20mm 오차를 허용하
지 않은 레베렌츠의 일화를 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없는 측면이다.7)

[그림 4-10] St. Petri 교회 예배당 서쪽 외벽 입면

사진에 나온 예배당 서쪽 외벽 입면을 보면 위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볼 수 있
다. 창과 문, 벽의 외곽선 근처에는 정확하게 벽돌의 위치를 명시 해 두었고 그 
외의 표면은 수평선만 명시하고 폭에 대해서는 오차를 예상하고 오히려 의도 한 
것을 볼 수 있다. 비어있는 부분에 쌓는 벽돌 위치를 정하는 기준은 가장 아래
에 위치를 명시한 벽돌의 자리다. 따라서 정확한 크기의 벽돌을 이용해서 얻고

7) “레베렌츠는 벽돌 모듈에 기본해서 건물 윤곽을 잡았다. 이 모듈은 일반 벽돌의 사이즈 
80mm를 기준으로 했는데, 착공에 맞추어 배달된 벽돌이 계획보다 20mm 큰 100mm 크
기의 벽돌이 배달되자 벽돌을 교환했다. 결코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려 하지 않았다.“

 Janne Ahlin, 'With Light as a Building Block' in 『Architect Sigurd Lewerentz』, 
The MIT Press, 1987,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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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 것이 표면 패턴의 정확성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위 조건에서 추론 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는 벽돌과 모르타르를 합친 길이를 
모듈로 하는 것이다. 모르타르는 시공 과정에서 점성을 가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두께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벽돌과 모르타르 모듈에서 모르타르의 
비율을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벽돌은 최소한의 크기를 가져야한다. 즉 벽돌 
사이즈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한 모듈에서 벽돌과 모르타르의 비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구축 과정에서도 아래에 쌓인 벽돌을 기준으로 한열에 놓이는 벽돌
의 개수가 통제되면 전체적인 벽돌과 모르타르의 비율은 상당히 정확하게 확보 
할 수 있다.

표면에서 벽돌과 모르타르의 비는 표면 색상의 비를 만들어내고 구축의 불완전
한 명확성은 비-균질한 표면 패턴을 만든다. 이것은 비-균질한 바닥의 질감과 
색상을 암시하고 마을의 이름에서 드러나는 지역 특성인 ‘암석’이라는 환경 맥락
에 관계를 가진다.

[그림 4-11] Säynätsalo 마을 사무소 벽과 나무의 표면

알바 알토의 세위녜찰로 마을 사무소의 벽돌 표면도 주변 나무 기둥의 표면이 
가진 색상과 질감을 모방한다. 나무 가공업을 기반으로 형성된 마을의 정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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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림 4-12] Säynätsalo 마을 사무소 벽 표면

알바 알토는 일반적인 두께의 줄눈을 사용한 것이 레베렌츠와 다른 점이고 따
라서 넓은 줄눈 폭이 만드는 비-균질성은 이용 할 수 없다. 나무 기둥 표면의 
비-균질한 질감을 만들기 위해 알토가 사용한 방식은 구축과정에 의도적으로 벽
돌이 돌출되고 들어가도록 쌓는 것이다.8) 따라서 표면은 나오고 들어간 모양과 
드리워진 그림자의 두께 차이로 인해서 비-균질한 질감을 만들어 낸다.

[그림 4-13] Säynätsalo 마을 사무소 외벽 부분 입면

외벽 입면을 보면 불식 쌓기를 사용했는데 마구리면이 세로로 만들어내는 패턴
을 이용해서 벽돌 색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레베렌츠의 벽돌 구

8) Richard Weston, 'Sense of Place' in 『Alvar Aalto』, PHAIDON, 1995,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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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과는 반대로 색상과 표면 질감에서는 비-균질성을 만들고 축조 형태의 규칙적
인 패턴을 이용해서 질서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 축조 형태의 질서는 마구리
면이 서로 만들어내는 위치의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비-형태적인 모방으
로 볼 수 있다. 비-형태적 모방은 시각에 기초한 조형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
에 감각경험에 있어서 더 주관적인 이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 갖고 있다.

4.4 외부와 구분하는 내향적 공간 (빛을 흡수하는 벽돌을 이
용한 빛의 통제와 활용)

벽돌 구축이 빛과 관련해서 가지는 특성은 아래 1978년 스베르 펜의 인터뷰에 
잘 나타난다.

“밤은 공간을 지우는 것이 그것의 놀라운 가치다. 불은 빛과 따뜻함을 만들고 
이 빛을 통해서 어두움은 새로운 중요성을 갖는다.: 어두움은 이야기를 만들고, 
즐거움을 만든다. 불은 빛이 있는 곳에 ‘방(room)’을 만든다. 불은 공간의 제작
자이다. 그리고 신비로움은 그림자에서 태어난다.”9)

인터뷰에서 빛과 어두움에 대한 스베르 펜의 관심이 드러나는데 스베르 펜이 
말하는 어두움은 다름 아닌 벽돌 구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스베르 펜
의 건물에서 밝은 공간을 목구조로 만들고 어두운 공간은 항상 벽돌로 만든 것
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두운 공간을 벽돌 벽으로 만드는 것은 빛을 받는 면과 
빛을 가려 그림자가 생기는 면을 벽돌이라는 땅의 성질을 가진 물질이 구분하기 
때문이다. 하늘을 채우는 빛에 대응되는 환경은 땅이고 땅속은 어두움을 내포하
고 있다.10) 빛에 대응하는 어둠을 만드는 벽돌 구축은 이런 존재론적인 측면뿐

9) “The night gains an incredible value in that it erases space. The fire invents 
light and heat, and through this light the darkness gains new importance: it 
creates the story, it entertains. The fire invents a room where there is light. 
The fire is a producer of space, and in the shadow mystery is born."

Per Olaf Fjeld, 'The Mast and The Cut' in 『Sverre Fehn The pattern of Thought
s』, The Monacelli Press, 2009, p. 73

10) 케네스 프램튼에 따르면 구축 재료는 그 성격에 따라서 tectonic한 것과 stereotomic
한 것으로 나늬고 각각의 대표적인 재료는 나무와 벽돌이다. 이런 구분이 중요한 것은 존
재론적인 측면에서 tectonic한 것은 하늘과 빛을 향하고 비-물질화 되는 경향이 있고 
stereotomic한 것은 땅 속과 어두움을 향하고 물질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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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벽돌이 빛을 흡수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측
면도 가지고 있다. 빛 반사율이 높은 재료는 공간에 번지는 반사광에 의해 조도
를 통제하기 어렵다. 벽돌로 둘러싼 공간은 빛을 통제하고 어둡고 내밀한 공간
을 만들고, 역설적으로 이런 환경에서 빛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그림 4-14] Villa norrköping 평면과 창문 없이 전면을 벽돌로 쌓은 외벽

 

Villa norrköping에서 유리를 사용해서 투명하게 처리한 부분은 외벽이 만나는 
코너에 만든 네 로지아와 중앙에 위치한 주방과 화장실 천장을 높여 만든 클리
어스토리뿐이다. 이 부분은 나무로 프레임을 짜고 유리를 끼워 넣었다. 평면에서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두껍게 그려진 벽돌 벽 안에 있는 미닫이문으로 닫는 
부분이다. 미닫이문을 닫으면 ㄷ자 모양으로 생긴 벽돌 벽은 각각 완전히 어두
운 단위 공간을 만든다. 주방과 화장실로 가는 문들은 모두 나무로 만들어져서 
클리어스토리로 들어온 빛이 어두운 벽돌 공간으로 새어 들어오지 않는다.

미닫이문을 닫은 아이의 방을 보면 빛을 통제한 내밀한 공간을 볼 수 있다. 미
닫이문 재료인 나무도 빛을 많이 반사하는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빛을 통제하는
데 문제가 없다. 빛이 차단되고 어두움이 공간을 채우면서 바닥, 벽, 천장이 만
드는 기하학적 형태는 흐려진다. 방(room)을 만드는 것은 이제 스탠드에서 나오
는 빛이다. 스탠드 빛은 아이와 책상을 중심으로 어두움을 밀어내고 새로운 공
간을 만들고 이 공간을 둘러싸는 어두움이 보호받는 느낌을 준다. 주변을 이루

Kenneth Frampton, Rappel A L'ordre: The case for the Tectonic in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1965-1995』,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52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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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Villa norrköping 아이의 방

는 재료들이 스탠드의 빛을 다시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빛으로 만든 공간이 주변으로 
번지면서 흐려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혹독한 겨울날씨를 가진 노르웨이의 기후를 
생각하면 이런 둘러싸는 보호의 감각은 온전
히 마음을 놓고 휴식을 취하는 주거에서 상
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외부와 구분되는 내향적인 공간이 만드는 
보호하는 편안한 감각은 비슷한 기후를 가진 
북유럽 건축이 추구하는 공통된 의미경험이
다. 이런 내부의 성격은 개구부를 최소화 한 

박스 형태를 가진 알바 알토의 세위녜찰로 마을 사무소에서도 볼 수 있다.11) 다
음 그림에 보이는 의회 회의장 외벽 사진을 보면 전체 건물에 비해서 아주 작은 
비율을 차지하는 클리어스토리를 볼 수 있다.

[그림 4-16] Säynätsalo 마을 사무소 의회 회의장 외벽과 내부

  

클리어스토리를 내부에서 본 가운데 사진을 보면 회의장 내부는 한 공간이 아
니라 두겹으로 이루어 진 것을 볼 수 있다. 외벽 사진에서 가운데 우뚝 솟은 볼
륨이 가장 안쪽 공간을 만드는 부분이다. 클리어스토리는 이 안쪽 볼륨을 돌아 

11) “In the far north, a "box" with small openings is both a safe and comfortable 
space."

Akira Muto, 『Town Hall in Säynätsalo, Säynätsalo, Finland. 1950-52』, A.D.A. 
EDITA Tokyo, 1973,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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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는 계단과 복도를 만드는 바깥쪽 벽에 형성된다.

세위녜찰로 마을 사무소에서 주목 할 부분은 빛을 통제해서 내밀하게 만든 공
간에 들어오는 빛의 사용이다. 알바 알토는 장소 감각 형성에서 자연환경 체험
으로 만들어진 감각경험을 환기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의회 회의장 내
부의 빛은 구름과 나뭇잎을 통과해 스며든 ‘분위기’로 경험되는 북유럽의 빛을 
구현한 것이다.12)

회의장 안쪽 벽이 복도와 계단의 천장보다 더 아래로 내려와서 회의장 내부에
서는 클리어스토리에서 들어오는 직사광을 볼 수 없다. 가운데 사진의 오른쪽을 
보면 클리어스토리에서 들어온 빛의 광원은 볼 수 없고 공기 중에 번지는 빛을 
볼 수 있다. 큰 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른쪽 사진처럼 나무를 얇게 켜서 창 전
체에 덧대어 나무 틈을 회절해서 들어오도록 계획했다. 오른쪽 벽에 비친 빛을 
보면 그 테두리가 선명하지 않고 흐릿한 것을 볼 수 있다. 나무 바닥에 비친 빛
도 위치상으로는 직사광선이 닿는 곳이지만 마치 안개 낀 호수에 비친 빛처럼 
반사되면서 동시에 그 표면에 머무르는 핀란드 빛의 분위기를 재현하고 있다.

[그림 4-17] St. Petri Klippan 교회 서쪽 입면 설계 변경 과정과 예배당 내부 조명 계획 평면

 

St. Petri 교회 설계 변화 과정에서도 빛 사용에 대한 고려를 볼 수 있다. 예배
당 서쪽 입면의 변화를 보면 한쪽에 집중적으로 만들었던 9개의 창을 중간 단계
에서는 14 개로 확대했다. 중간 단계에서는 창을 예배당 전체 면으로 확장해서 
배치를 했고, 두 개 한 쌍으로 배열을 했다. 아래 창은 바닥을 따라 수평으로 배
치하고, 위 창은 천장 높이에 따라서 높낮이를 달리한다. 현재 계획된 창보다 훨

12) Richard Weston, 'Sense of Place' in 『Alvar Aalto』, PHAIDON, 1995,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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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천장에 가깝게 배치했는데 이는 3장에서 본 ‘개구부에 인접하는 구축 표면’ 
방식과 같이 천장 면에 비치는 빛을 고려한 계획이다. 하지만 최종 계획에서는 
예배당 한 쪽으로 편중해서 창을 두고 개수는 조금 더 큰 창 2개로 줄였다. 차
의 개수를 줄인 것은 그 자체로 내부에 들어오는 광량을 줄인 것이고 한쪽에 편
중해서 배치한 것은 소량의 빛이라도 공간 전체에 비추어 균질한 빛 환경을 만
드는 것이 아니라 공간 내부 성격에 차이를 만들도록 하는 계획이다.

[그림 4-18] 예배당 내부 사진과 제단에 계획한 조명 입면도

 

위 사진에서 보다시피 서쪽 입면에 있는 두 개 창을 오른쪽으로 배치함으로써 
왼쪽 구석부분에는 상당히 어두운 공간을 만들어준다. 기본적으로 공간 전체를 
어두움으로 채워주는 것이다. [그림 4-17]의 조명 계획을 보면 제단, 설교대, 성
가대석, 신도석에 그 성격에 맞추어 조명 계획한 것을 볼 수 있다. 제단에 계획
한 조명을 보면 다른 공간보다 많이 배치되었고, 제단으로 향하는 중앙 통로와 
나란한 방향으로 열을 맞추어 계획했다. [그림 4-18]의 입면을 보면 제단에 가까
울수록 조명 높이를 낮게 해서 빛 조도가 더 밝게 느껴지게 만들었다. 주변과 
달리 더 많은 조명을 사용해서 성격을 구분하고 그 안에서도 높낮이를 이용해서 
조도의 변화를 만들었다.

경사진 바닥과 맞배지붕 형태의 천장에 의해 천장고가 변하지만 그 높이는 6m
에 가까운데 상대적으로 조명은 3,5m 정도의 높이까지 아래로 내려서 설치되었
다. 실내 사진에서 정면에 보이는 창문 아래쪽 벽에 비치는 조명 빛을 보면 빛
이 만드는 공간의 높이가 일반적인 천장 높이를 가진 건물이 주는 감각과 비슷
한 것을 알 수 있다. 스베르 펜이 말한 ‘어둠이 공간을 지운 곳에 빛으로 방
(room)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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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랜 구쏘는 “물리적 입지환경이라고 해도 좋다을 장소로 전환시키는 촉매는 심층적
인 경험의 과정이다. 하나의 장소는 느낌에 의해 주목을 받게 되는 전체 환경의 
한 부분이다.”13)고 했다. 렐프는 이 전체 환경의 한 부분, 외부로부터 분리된 내
부를 창조하는 것이 장소의 가장 기본이라고 한다.14) 외부와 구분하는 내향적 
공간은 느낌에 의해 주목 받는 분리된 내부를 만든다.

4.5 의미 부여와 공유 (독립적 정체성)
지도 교수님과 대화에서 St. Petri Klippan 세례소 바닥에 물이 고이는 틈을 

만드는 벽돌 구축을 두고 “상징이 먼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가, 그렇게 하니 
상징이 생긴 것인가?”15) 하는 질문을 받았다. 이는 물질을 어떤 상징에 종속된 
하부요소가 아니라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으로서 그 중요성을 강조
하는 것이다. 의미는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 자체로 이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라 그것을 담아내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객관화해서 사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건물이 가지는 기호로서의 역할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프램튼이 보통 예술과 다르게 건물은 재현적인 것 못지않게 일상의 경험이고 기
호이기에 앞서 사물임을 강조하는 것과 같다.16) 일상에서 사용하면서 의미를 부
여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는 것이다.17) 이런 의미 부여의 가능성은 사회 속에서 
나의 삶에 좌표를 표시해주며, 내 삶을 의미 있는 대상들로 채워준다. 즉, 일상
생활이 어떤 시간 속에 있고 어디에 있는지 시간적, 공간적 맥락을 부여해준
다.18)

13) Edward Relph,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PLACE AND PLACELESSNESS』, 논형, 
p.288, 재인용

14) Edward Relph,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PLACE AND PLACELESSNESS』, 논형, 
p.116

15) 김광현 교수님과 대화 중, 2014, 05, 07
16) Kenneth Frampton, 『Studies in Tectonic Culture』, MIT Press, 1995, pp.1-2
17)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의미 부여’를 Peter L. Berger와 Thomas Luckmann는 ‘객관
화’라는 말로 설명한다. “확실히 모든 객관화들이 애초에 기호로 사용할 의도로 만들어지지
는 않았지만, 기호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Peter L. Berger⦁Thomas Luckmann, 하
홍규 역, 『실재의 사회적 구성』, 문학과지성사, 2014, p.64

18) Ibid, pp.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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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St. Mark's 교회 제단 (1964, 좌) 과 St. Petri Klippan 교회 제단 (1966, 우)

위 사진은 레베렌츠가 2년 차이를 두고 완공한 두 교회의 제단이다. 먼저 지어
진 왼쪽 제단은 큰 타일위에 벽돌을 쌓아 다리를 만들고 나무로 만든 상판으로 
제단을 만든다. 뒤에 지은 오른쪽 교회 제단은 건물을 만든 재료와 같은 벽돌로 
다리와 상판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구축 방식이 건물과 구분되기 때문에 건물
의 일부분이 아닌 ‘제단’이라는 대상으로 분명히 인식된다.

제단은 전례에서 그 역할이 뚜렷하기 때문에 제단에 부여하는 의미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성스러운 종교적인 의미는 제단을 전례 이외에 다른 용도
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진다. 제단을 보면 전례에 제단을 사용한 경
험을 떠올리면서 성스러운 의미경험을 환기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하
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제단을 보면 떠오르는 의미가 
그 종교 공동체에서 공유되는 의미라는 믿음을 갖는다. 대상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험이 사람에게 내가 소속한 사회의 성격과 공유하는 의미 같은 사회적 맥락을 
부여해준다.

위 제단은 연이어 만들었지만 그 구축적인 특성은 상당히 다르다. 한 건축가가 
거의 동시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계획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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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 따라서 앞에서 확인했던 건축주의 요구와 관계를 상기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은 St. Mark's 교회에서는 건물 전체의 배치와 규모에서 설계 변경을 요
구하는 건축 위원회가 있었다. 대조적으로 St. Petri 교회에서 유일한 요구사항
은 오르간을 놓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St. Petri 교회 제단을 만
들 때에도 벽돌 구축으로만 계획 한 것에는 단순히 의미를 부여하고 사용을 지
원하는 물질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는 St. Mark‘s 교회 제단은 재료 자체를 다르게 사용했기 때문에 
제단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만드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건물과 맺는 관
계가 아주 약한 것이다. 다리 부분에 벽돌이라는 무거운 구축재료를 사용 했지
만 그것과 또 다른 재료인 나무를 사용해서 상판을 만들면서 제단의 다리, 상판
이 언제든 건물에서 떼어내고 교체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St. Petri Klippan 
교회 제단은 구축 방법을 달리해서 건물 그 자체와는 다른 ’제단‘의 독립적인 정
체성을 형성하지만 여전히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이 벽돌을 이용해서 바닥에서 구
축해서 만들었다.

바닥에서부터 구축해서 만든 제단은 위에서 확인했던 의미 부여가 사용자에게 
만들어주는 사회적 맥락을 한 번 더 그 공간적 맥락에 관계지어준다. 전례를 행
하는 종교 공동체 일반의 의미가 아니라 ‘이’ 교회를 이용하는 지역의 종교적인 
공동체만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더 구체적인 사회
적, 공간적, 시간적 맥락은 사용자의 경험을 더 강하게 환기시켜준다.

바닥에 구축된 독립적인 대상이 항상 그 지역과 사회에 귀속 되는 것은 아니
다. 공간적인 맥락은 얼마든지 개인적인 경험 차원에서도 이해 할 수 있고 사회
적인 맥락을 만드는 기준은 대상을 경험하는 과정이 개인인지 공동체적인지에 
따른다. 또는 사회적인 맥락은 개인적 경험에 의한 의미 부여가 사후에 교류되
면서 형성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공간적, 시간적 맥락을 만드는 의
미 부여가 전적으로 사용경험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사진은 St. Petri 교회 예배당과 의회 회의실에 있는 벽돌 의자 사진이다. 
물론 그 상황에 따라 더 긴 벤치 모양을 하거나 마주보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
다. 사실 이 또한 사용을 반영한 것이지만 아래 입면도를 보면 두 벽돌 의자가 
많은 부분 같은 방식으로 구축한 것을 알 수 있다. 벽돌 구축으로 만든 독립적 
정체성을 가지는 물질적인 대상으로서 두 벽돌 의자는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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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St. Petri Klippan 교회 예배당 벽돌 의자 (좌) 와 의회 회의실에 벽돌 의자 (우)

하지만 그 사용과 의미부여를 생각해보면 둘은 상당히 다르다. 사제가 앉는 제
단 바로 뒤에 있는 예배당 의자는 더 비슷한 의회 회의실 의자보다, 오히려 전
혀 다른 구축방식과 형태를 가진 제단에 더 가까운 의미를 가진다. 물론 전례 
과정에서 제단의 역할과 사제가 앉는 의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가지진 않지만 종교적인 용도에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회의실 의자가 갖는 의미
에 비하면 아주 비슷한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이런 비슷한 의미는 그에 따르는 
맥락의 성격도 비슷하다. 즉, 제단과 예배당 벽돌 의자는 전례경험을 환기시키고 
자신이 속한 사회와 지역, 시대적인 위치를 확인하게 한다.

의회 회의실 벽돌 의자는 예배당에 있는 의자에 비해서 훨씬 개인적인 의미부
여가 가능하다. 그 사용이 집단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각자가 사용하는 방식과 경험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갖는다. 사진에는 뜨
개질 하는 물건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이 벽돌 의자에서 뜨개질을 
하면서 눈높이에 난 창으로 교회 옆의 공원을 볼 수 있다. 이 벽돌 의자는 뜨개
질 하면서 느꼈던 편안함과 그때 바라보던 바깥 풍경, 그리고 그 풍경으로 알 
수 있는 자기가 있는 곳을 한데 묶어주는 물리적인 실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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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소결
먼저 장소 형성에서 경험과 체험할 수 있는 감각, 분위기가 중요한 것을 이-푸 

투안과 에드워드 렐프 그리고 본 논문에서 다루는 알바 알토, 스베르 펜, 레베렌
츠의 글과 말을 통해서 확인했다. 다음으로 벽돌의 구축적인 특성, 재료와 구축 
방향의 변화, 동일한 재료 사용, 표면과 구축의 비-균질성, 빛을 흡수하는 벽돌, 
독립적 정체성을 만드는 구축에 의한 경험적 특성을 확인했다. 장소 형성에 기
여하는 네 가지 경험적 특성은 다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영역에 성격 부여와 구성에서 벽돌 구축은 작은 영역들을 만들고 이 영
역을 사용 상황에 따라 재구성 하면서 공간에 성격을 만드는 것을 보았다. 사용
자와 상황에 따라 각각의 성격을 만들어내는 특성은 알도 반 아이크의 글에서 
장소 형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무엇과 무엇 사이를 뚜렷하게 하고 각각의 장소를 
만드는 일에 해당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위계가 있는 영역 재구성은 사회적 소속감을 만들어낸다.

둘째, 비-형태적 모방은 주변 환경이 가진 색상과 질감을 벽돌 자체와 구축 과
정에서 만들어지는 비-균질성을 통해서 만든다. 주변 환경을 모방하는 것은 이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환기시켜주는데 형태적이고 조형적인 모방과 다른 점이 
있다. 가장 먼 거리에서 감각 할 수 있는 시각에 의지하는 형태적 모방은 이성
적이고 객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오히려 환경의 직접적인 반영이 아닌 기호와 
상징의 가능성을 가진다. 대조적으로 비-형태적 모방은 감각경험을 직접적으로 
환기시키고 체험에 집중 할 수 있다.

셋째, 외부와 구분하는 내향적 공간은 스베르 펜이 말하는 어두움으로 공간을 
지우고 빛으로 만드는 방(room) 그 자체를 보여주는 특성이다. 통제된 어두움을 
만들고 빛으로 만드는 공간인 방(room)은 그 자체로 둘러싸인 내부의 감각을 만
들어주고 또한 물리적인 한 공간 안에서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 어두움을 만드
는 벽돌은 이런 실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케네스 프램튼이 말하는 땅을 향하는 
존재론적인 측면도 상기시켜준다. 

넷째, 의미 부여와 공유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지난 의미경험을 떠올리고 
자신의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위치를 확인하게 해준다. 이에 더해서 의미 부여의 
대상이 공동으로 사용되고 의미가 공유되면 사회적인 소속감과 맥락을 만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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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반적인 기호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진 벽돌 
구축물의 차이는 먼저 정해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이전에 사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 각각의 경험을 투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험적 특성을 만드는 벽돌 구축 방식은 건축가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사
용하기도 하고 부분적인 것을 집중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크게 부분을 
만들고 각 부분에 성격, 분위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성격이 분
명한 부분은 구체적인 경험을 환기시키고 누구와 함께 하는지, 어떤 시간에 어
떤 환경 속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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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북유럽 벽돌 건축물을 대상으로 경험을 고려한 구축, 그리고 그 구축물을 경험
함으로써 장소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했다. 사용자를 건축 논의에 다시 포함하고
자 하는 구축과 장소 두 논의를 사용자의 경험을 통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 한 
것에서 먼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보면, 구축에서는 경험에 관
련된 사용자 측면이, 건축의 장소 논의에서는 더 구체적인 물질적 환경 측면으
로 확장된 논의의 시작점이 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장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북유럽 건축가 지구르트 레베렌츠, 알바 알토, 스
베르 펜 세 건축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먼저 현대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형 건축물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과 
현대 건축이 벗어날 수 없는 규격화된 공장 생산 시스템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서 그 한계가 있다. 또한 벽돌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오래된 재료이지만 북유럽
은 그 중에서도 단연 지속적인 벽돌 사용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재료 자체가 
가진 장소의 감각을 생각하면 돌이나 나무를 더 많이 사용한 지역의 건축에 본 
연구의 발견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건축은 필연적으로 구축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과 벽돌과 가장 성격이 
비슷한 콘크리트가 여전히 현대 건축의 대표적인 건축 재료라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벽돌이라는 재료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중요한 것은 경험
을 고려한 구축과 그 구축물을 경험하는 과정이 장소를 만든다는 것이다. 현대 
건축을 대상으로 다른 재료를 사용한 구축에서 경험을 고려한 구축과 장소 형성
에 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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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ern architectural theory, focusing on visual space, was 

reconsidered as CIAM diminished. Discussions of tectonic and place have 

received attention while leading discussions against the modern 

architectural theory. It is, however, not easy to develop a balanced 

discussion in the existing theoretical territory which is occupied by space 

theory in general. Tectonic discussion are more focused on making a 

meaning in material itself and its joint but have evaded debating formal 

aspects. Place discussion have concentrated on forming a new space 

concept based on experience, but have not developed the consideration 

of material as a physical environment of concrete life world and place 

formation by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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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a man centered viewpoint of tectonic and place 

discussion which is different from the universal vision of architectural 

space theory. Differing from the concept of acknowledging the various 

social implications, this study attempts to review tectonic and place via 

the concept of a user in dwelling. Experience involving various user 

related concepts is discussed in the starting point and mentioned in the 

basis of tectonic and place discussion, however, is not the main topic of 

the studies. However, an analysis of tectonic and place together on the 

experience in one context is able to understand a place formation by 

construction making physical environment and experience of the 

environment.

Northern European architects in the early modern architectural period 

understood the concept of place and were near from the mainland 

Europe which was the field of modern architecture. Brick is one of the 

oldest material in architecture and is able to widen the lesson from the 

study as a stereotomic material like concrete which is the main material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For an in-depth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construction and experience, experience i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of an experience of using, an experience of sensing and an 

experience of meaning.

Architectural of Sigurd Lewerentz, Alvar Aalto and Sverre Fehn have its 

characters in terms of experience. Sigurd Lewerentz meticulously planed in 

details for supporting a experience of using. Alvar Aalto tried to construct 

an environment representing a experience of sensing. Sverre Fehn 

concentrated on constructing the meaning of water and fire in residential 

architecture into a physical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all the 

architects take advantage of thickness, depth and color of mortar joint. 

The architects, moreover, reflect regional character by using a delicate 

light such as its direction, intensity of illumination and diffraction.

A way of construction considering experience, first of all, evoke an 

experience of using and make a sense of belonging by giving a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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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n area and composition of areas. Secondly, non-morphological 

emulation which is different from a formative representation based on a 

vision, represent an experience of sensing by heterogeneity on a surface. 

Thirdly, introverted space separating from exterior make a sense of inside 

surrounded by room made by a light in the darkness. Fourthly, giving and 

sharing of meaning recall a past experience of meaning and make remind 

a spatial and temporal location. Further more, it make a social context.

These characters evoke a concrete experience and make remind us 
who we are together, which time and environment we are in and 
where we are.

Key words : Brick, Construction, Tectonic, Experience, Place, Sigurd 
Lewerentz, Alvar Aalto, Sverre Fe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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