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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초 록 ]

루이스 칸의 건축에서 ‘방’의 경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서 정 주
지도교수  김 광 현

건축은 그것의 실천에 있어서 소요되는 개인적, 사회적 재화의 크기가 클뿐더
러, 한 번 실현되면 오래 지속되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특
성으로 인하여 단순히 필요에 의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왔다. 때문에 사회 문
화적 특성에 따라서 건축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변
화되어 왔다. 공간 그 자체, 재현하는 대상, 담아내는 이미지 등과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건축은 추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양상은 결국 ‘공간’과 ‘표
현’이라는 두가지 요소로 함축된다. 과거 고전건축이 지녀왔던 절대적 믿음에 의
해 유지되던 건축은, 유럽에서 17,18C를 지나오면서 혁명의 시기를 맞이하고 지
적 혁명이 일어나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과학을 선두로 이루어진 지적 
혁명은 철학과 정치사상 및 여러 학문분야에서 성과를 가져오게 되고 합리주의
적 성향이 강하게 대두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합리주의라는 철학적 
사고의 발전은 건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건축도 과학적 원리로 바라보아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고전건축에 대한 절대적 믿음의 균열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후 나타나는 방향은 고전적 경향과 낭만적 경향으로 정리된다. 고전적 경향

은 절대적이고 안정적인 이상향을 추구했던 고전(그리스 로마) 양식의 재인식과 
적용을 통하여 현실의 안정을 꾀하는 경향이며, 낭만적 경향은 현실사회의 무질
서와 모순, 혼란을 인정하면서 과장된 스케일이나 고전문법 파괴 등의 충격, 충
돌 요법을 통하여 새로운 건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경향이다. 이후 고전적 경
향은 영속적 가치와 물질을 추구함으로서 조각적 형태, 매스에 대한 강조 등으
로 발전하며, 낭만적 경향은 중세, 고딕건축에 뿌리를 둔 채 유목적이며, 공간을 
강조함으로서 건축을 조각적 형체보다는 공간 볼륨을 위한 피막과 같은 요소로 
다루게 된다.
이렇게 물질에 주목하고 조각적 형태가 무엇을 표현하는가에 주목하는 경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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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주목하고 공간을 이루는 물질은 공간을 둘러싸는 피막으로 여기는 경향
은 근대에 들어와서 산업사회를 맞이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근대사회
의 변화는 확장된 세계관을 바탕으로 ‘공간’에 주목하고 볼륨으로서 건축을 사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역시 조각적 형체, 물질이 만들어내는 표현에 
주목하는 표현주의 또한 그 맥락을 유지한채 발전해 왔다. 한사람의 건축가의 
작품 속에서 ‘공간’을 강조하는 경향과 ‘표현주의’적 경향이 변화되어가는 양상을 
분석해내는 여러 건축역사가들의 연구는 이처럼 건축에 있어서 ‘공간’과 ‘표현’이
라는 요소를 양립적인, 대립적인 관계로 놓고 보는 경향을 대변한다.
그러나 이런 양립적인 논의의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건축의 경계이다. 결

국 ‘공간’을 추구하는 경향 또한 그러한 ‘공간’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경계를 만들
고자 노력해 왔으며, 물질에 주목하고 조각적 형태를 ‘표현’하려는 건축 또한 이
러한 물질들로 인해서 그 내부에 특색있는 ‘공간’을 갖게 된다. 즉, 건축에 있어
서 ‘공간’과 ‘표현’이란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표
현’이 어우러져 하나의 건축을 만들어 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두가
지 요소는 결국 건축의 ‘경계’를 통해서 그 성격이 규정되고 드러나는 것이다. 
때문에 ‘공간’이냐 ‘표현’이냐는 논의 보다는 어떠한 경계를 세움으로서 무엇을 
표현하는 공간을 만들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더 이전에는 무엇을 위해서 경계
를 세우고 건축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루이스 칸의 건축, 그리고 ‘방’ 개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루이스 칸은 ‘방’을 정의 함에 있어서 어떠한 성격의 ‘경계’를 갖는가를 통해서 
정의하였으며, 더 나아가 건축을 하는 이유라 할 수 있는 공간안의 사람을 생각
하였다. 즉, 칸이 제시하는 물리적 조건을 가진 ‘경계’가 만들어 내는 공간안에서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바로 루이스 칸의 ‘방’ 
개념에 담겨 있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방’ 개념이 루이스 
칸의 건축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방’개념이 구체적인 물리적
인 경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사람의 인식적 경계를 의미하는 언술로 정의된 것
은 칸의 건축시기의 후반부로서, ‘방’개념의 제시 이후에 이전에 했던 언술들을 
다시 ‘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재 진술하고 있는 점은 ‘방’을 이해하기 위하여 
칸의 건축, 칸의 경계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 발전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
이 필요함을 반증한다.
‘방’에 대한 칸의 언술에서 의미하는 물리적 경계의 의미를 칸의 건축작품을 통

해 분석한 결과 드러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경계는 공간을 내포하고, 공간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내부 공간에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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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명증하게 드러나야 한다. 이것을 통해 경계는 사용의 가능성, 사용의 여
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즉 단순히 경계가 둘러쌈을 통한 필요 면적, 필요 용
적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경계를 통해 공간의 성격이 좌우되고 사용자의 
주체적인 공간사용을 제시하는 경계를 만들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러
한 물리적인 경계는 공간내 사용자에게 자신의 신체를 바탕으로 한 행위를 유도
하고 이를 통한 인식적인 경계를 형성하며 공간의 점유를 유도한다. 
칸은 이러한 ‘방’으로부터 건축은 시작하는 것이며, 평면이란 ‘방’들의 사회라고 

일컬었다. ‘방’ 자체가 이미 하나의 건축이면서, ‘방’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의 
건축을 이루고 있는지를 건축작품 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서 ‘방’이 갖는 의미는 
더욱 분명해 진다. 공간안의 사용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이것
의 결과가 분명히 공간내에 드러나도록 만드는 ‘방’의 경계로 이루어진 공간은 
다양한 표현과 가능성들이 풍부하게 드러나는 공간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들은 
만나는 방식을 통해 더욱 분명해 지는데, 서로 교차되고 관계를 맺도록 구성됨
으로서 각자의 ‘방’들이 서로 만나는, 지향성의 만남을 이루도록 만든다. 이러한 
지향성의 만남은 칸이 강조한 단독성을 바탕으로 한 공통성에 대한 상호 인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체적이고 개인적인 공간점유인 ‘방’은 사회적 의미를 만들
어내는 ‘생성적인’ 가치를 갖고 있음이 드러난다.
루이스 칸은 ‘‘방’이란 건축의 시작’이며 ‘건축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한

다. 물리적인 대상이면서 그것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란 의미는 ‘방’이란 ‘방’의 
경계에 반응한 사람의 신체가 머무르며 행위를 통해 형성하는 공간으로 이해했
을 때 분명해 진다. 우리가 어떤 경계를 세우거나 어떠한 건축을 하더라도 그 
모든 행위의 출발점에는 사람이 환경속에서 자신의 신체를 통해 공간을 인식하
고 의미를 부여하며 삶을 향유해 가고자하는 의지가 있다. ‘방’이란 이러한 신체
적 공간점유 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공간이며 이것은 건축물이 없더라도 항상 우
리가 행해오던 것이다. 때문에 건축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건축을 
한다면 이러한 기본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함을 루이스 칸은 강조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그의 건축 경계를 통해 제시함으로서 현대에도 유의미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키워드 : 루이스 칸, ‘방’, 경계, 신체, 행위
학  번 : 2013-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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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3 연구흐름도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축에 있어서 본질적 가치는 무엇인가. 건축의 필수적 요소는 무엇인가. 유사

이래로 그것은 공간이 되기도, 재현적 특성이기도, 이미지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사회속에서 건축이 갖는 의미와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건축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 건축에 담고자하는 가치는 다양하게 변화해왔다. 그중에서도 현상적 
특성 이면에는 크게 ‘공간’과 ‘표현’, 이 두가지의 요소를 꼽을 수 있다. 과거 고
전건축1)이 지녀왔던 절대적 믿음에 의해 유지되던 건축은, 유럽에서 17c, 18c를 

1) ‘고전건축의 고전적(classical)이란 말은 고대 로마의 사회계층 구조에서 가장 높은 계급
인 귀족(classici)의 사회질서와 관계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고전건축은 다른 문화적 
산물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회현상이다. Alexander Tzonis, 조희철 역, 고전건축의 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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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오면서 혁명의 시기를 맞이하고 지적 혁명이 일어나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과학을 선두로 이루어진 지적혁명은 철학과 정치사상 및 여러 학문분야
에서 성과를 가져오게 되고 합리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대두되는 기틀을 마련하
게 된다. 이러한 합리주의라는 철학적 사고의 발전은 건축에도 영향을 끼치게되
어 건축도 과학적 원리로 바라보아야 할 문제로 인식 하게 되고 이는 고전건축
에 대한 절대적 믿음의 균열을 가져오게 되었다. 즉, 과학과 실용성 등을 바탕으
로 한 고전에 대한 새로운 미적 원리가 추구되었던 것이다. 

이후 나타나는 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절대적이고 안정적인 이
상향을 추구했던 고전(그리스 로마) 양식의 재인식과 적용을 통하여 현실의 안정
화를 꾀하는 고전적 경향, 둘째, 현실사회의 무질서와 모순, 혼란을 인정하면서 
과장된 스케일이나 고전문법의  파괴 등의 충격, 충돌 요법을 통하여 새로운 건
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낭만적 경향이 그것이다.2) 이러한 경향의 확산과 영향
을 끼친 과정을 살펴보면, 고전적 경향은 그리스, 로마 건축에 뿌리를 둔채 영속
적 가치와 물질에 대한 추구를 나타내고 이 것은 조각적 형태, 매스에 대한 강
조 등으로 이어진다. 낭만적 경향은 중세, 고딕건축에 뿌리를 둔채 유목적이며, 
공간에 대하여 강조하고 이런 경향은 건축을 조각적 형체보다는 공간 볼륨을 위
한 피막과 같은 요소로 다루게 된다. 

이런 경향은 근대에 들어와서 산업사회를 맞이하면서 기술의 발달을 통해, 구
체적으로는 기차여행, 박람회 등의 경험을 통해서 개인이 인식하는 세계의 범위
가 그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확장되었다. 이런 상황속
에서 공간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였다. 건축공간에 대한 개념도 무한히 확장된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공간’을 강조하고 ‘볼륨’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
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런 경향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1920년대에 표현주의 운동이 대두되어 그 영향을 펼치게 된다. 이러한 양립적인 
상황에 대하여 기디온(S. Gideon)은 표현주의 시기에 대해 별로 높은 가치를 두
지 않는 경해를 표명하였다.3) 그는 표현주의의 영향이 건축에 별로 쓸모가 없었
다고 신랄하게 평하였다. 그러나 기디온의 평처럼 표현주의가 그 영향력이 없었

조희철 역, 동녘, 2007, p.15
2) vincent Scully, Modern Architecture and Other Essays, Prineton University 
Press, 2003, p.78

3) Siegfried Gideon, 김경준 역, Space Time and Architecture, 시공문화사, 1998, 
p.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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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건축가들은 설계과정중에서 ‘표현주의적 경향’과 ‘기능주
의적 경향’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이것은 바우하우스 건축가들의 대부분이 
활동 초기에 있어서는 표현주의 성향의 건축가들이었다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반 데 벤(Van de Ven)은 르 꼬르뷔제의 롱샹성당을 예로 들면서 기능주의적 기
하학을 추구하던 르 꼬르뷔제도 20년 후에는 초 유기적이며 조각적 형체를 자랑
하는 건축물을 계획하였다는 것은 표현주의적 건축의 영향력을 입증한다고 말한
다.4)

건축이 이처럼 기능적 공간 제공과 더불어 표현적인 부분이 혼재하는 양상에 
대하여 레더배로우는 건축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색으로 꼽고 있다. 즉, 건축
은 보여지는 것(showing)과 기여하는 것(serving)이라는 2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건축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색으로 꼽고 있다.5) 

그러나 이런 양립적인 논의의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은 건축에 있어서 경
계가 갖는 의미, 그에 앞서서는 경계를 세움으로서 건축을 만드는 이유일 것이
다. 하이데거가 강조했듯이 공간이란 것은 경계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며, 경계란 
어떤것이 거기에서 종식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로부터 어떤 것이 
자신의 본질을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다.6) 그리고 우리가 건축을 만드
는 일차적인 목적이 인간의 삶을 담고자 함이라면, 건축의 경계는 가장 먼저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부 공간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기능’을 고려하는 
경향속에서 경계는 면적과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볼륨을 만드는 용기에 지나지 
않는다. ‘기능’은 공간의 용도와 목적에 따른 인간의 행위를 일반화, 지시화하여 
제어하는 수단으로서, 행위의 일반화는 공간의 도식화로 연결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스펜서(Spence R. Kass)는 볼륨을 가
진 벽(Voluminous wall)의 가치를 강조한다. 근대를 거치면서 벽의 볼륨은 필
연적으로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감소시킨다는 잘못된 믿음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과거 볼륨을 가진 벽, 일종의 표쉐(poché)가 가진 가치로 ‘주공간을 위한 부공간
의 수용가능성’, ’복잡한 공간을 수용하면서도 표현을 의도할 수 있는 가능성’, 
‘공간의 다양함, 풍요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 ‘구조적 기능과 통합될 수 

4) Van de Ven, 정진원 역, Space in Architecture, 기문당, 1988, p.197
5) David Leatherbarrow, Architecture Oriented Otherwise,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9, p.8

6) Martin Heidegger, 이기상 외 역, 강연과 논문, 이학사, 2008,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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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능성’, ‘평면, 단면, 입면의 통합적 가능성’을 꼽는다.7)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두꺼움이나 과거와 같은 석재의 사용을 통한 볼
륨을 가진 벽의 재현이 아닐 것이다. 경계 자체가 가진 수용력이 중요한 것이며 
그 수용력이 바로 내부 공간의 삶과 공간의 풍요로움을 향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루이스 칸의 건축, 그리고 ‘방’8)개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루
이스 칸의 ‘방’은 그의 건축평면을 통해서 사각형의 닫혀 있는 기하학적 공간으
로 이해하기 쉬우나 ‘방’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이다. 
즉 ‘방’은 인간을 매개로 정의되는 것으로서 ‘기능’이 아닌 ‘사용’을 고려하는 의
미를 갖는다. 더불어 이러한 개념의 건축적 구체화에 있어서 루이스 칸의 관심
은 경계에 있다. 루이스 칸은 근대건축의 경향을 ‘얇은 벽’이라 칭하면서 근대건
축의 경계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자신도 변화의 노력을 통해 자신만의 건축을 
펼쳐나갔다.9) 

본 연구에서는 루이스 칸의 대표적 건축개념인 ‘방’을 인간을 매개로 규정되는 
것으로 보고, 루이스 칸의 건축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건축 경계가 ‘방’을 
구현하는 방식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서 ‘방’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현대건축에서 
갖는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

7) Spence R. Kass, ‘The Voluminous Wall’, In The Cornell Journal of 
Architecture, 1987, p.54

8) 일반적으로 주택의 개실(個室)을 의미하는 방과 구분하기 위하여 루이스 칸의 개념어인 
Room은 ‘방’으로 표기한다. 

9) 루이스 칸은 마이클 그레이브스(Michael Graves)와의 대화에서, 근대건축을 창조하기 위
하여 너무도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마이클, 나는 지난 시간동안 벽을 얇게, 좀 더 얇게, 더 얇게 만들고자 노력에 노력을 거듭
해 왔는데 그건 로마에 가보기 전까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네.”, 고오야마 히사오 외, 
이강훈 역, Louis I. Kahn 착상.의미, A+U Publishing, 1983,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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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루이스 칸의 ‘방’개념이 건축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일차적 

목적이 있으므로 ‘방’과 관련된 칸의 언술과 더불어 건축과 관련된 기타 언술을 
함께 살펴봄으로서 ‘방’의 의미를 파악하고, 칸의 건축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분석한다. 특히 루이스 칸의 건축작업의 중심이자 ‘방’개념의 건축구현에 있어 
핵심요소인 경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연구의 대상으로는 로마 여행 이후로 ‘얇은 벽’에 대한 반성을 통해 근대경향에 
대한 추구에서 ‘방’개념 완성의 토대가 되는 건축 작업을 시작한 1950년 이후의 
작품 중 완공작을 대상으로 한다. 

2장에서는 루이스 칸의 언술, 글을 분석함으로써 ‘방’ 개념을 밝힌다. 이 과정
에서 루이스 칸의 건축작품과 언술과의 관계를 살펴 봄으로서 ‘방’개념을 분명히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통해 ‘방’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두가지 경계를 분석한
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정의한 두가지 경계가 실재 건축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어
떤 방식을 통해 구현되는지를 살펴본다. 분석을 위한 대상의 선정은 ‘방’의 형성
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공간의 사용자를 기준으로 한다. 세부 기준으로 
공간의 크기와 사용자의 성격을 적용하여 5개의 작품을 선정하고, 이 작품들에 
대해 물리적 경계와 인식적 경계와의 관계에서 공간, 또는 건축을 완성하는 과
정에서 ‘방’의 의미룰 담아내는 과정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사례분석을 통해 ‘방’을 구현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을 비교 분석한 후 ‘방’의 경계가 갖는 특징과 의미를 밝힌다. 

5장에서는 현대 건축에서 루이스 칸의 ‘방’의 경계가 갖는 의의를 밝힌다. 



- 6 -

2장
루이스 칸의 ‘방
’과 ‘방’의 경계

루이스 칸의 ‘방’

완전함의 감각
인간을 통해 규정되는 공간

인식의 확장

물리적 경계와 인식적 경계를 통해 형성되는 ‘방’

물리적 경계 인식적 경계

3장
방의 종류에 
따른 ‘방’의 

경계의 

피셔주택 가구/부착물 – 가족

웨이스 주택 주택의 방 - 가족

리처드 의학 연구소 연구소 – 제한된 사용자

엑시터 도서관 도서관 – 익명의 사용자

영국에술센터 미술관 – 익명의 사용자

4장
‘방’의 경계가 

갖는 의미

경계로 유도되는 행위
동등한 유보공간

간극을 통한 인식의 확장

5장 결론

1.3.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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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루이스 칸 건축에서 경계와 ‘방’

2.1. 건축공간에서 경계의 의미
2.2. 루이스 칸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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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축공간에서 경계의 의미

2.1.1. 공간의 한정과 조율
비가 내릴 때나 햇빛이 따가운 들판에 서 있을 때 잎이 무성한 나무아래로 뛰

어 들어가는 행동을 하곤 한다. 이것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요소(비, 뜨거운 햇
살 등)를 피해서 그것이 차단된 공간을 선택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이 때 다른 
공간에 비하여 나무 아래 공간에 환경적 차이를 발생하는 요소는 다름아닌 나무
라는 물리적인 경계이다. 자연 속에는 비단 나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리적
인 속성을 가진 경계가 만들어내는 공간들로 가득차 있다. 물과 대지, 들판과 
산, 단단한 흙과 늪과 같은 각기 다른 경계의 속성들은 다른 성격의 공간을 만
들어낸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 세계에는 자연을 이루는 물리적 요소에 의해서 
각기 다른 환경적 차이, 공간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상황과 
필요에 적합한 공간을 찾아 움직여 왔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물리적인 요소를 통
해서 경계를 형성함으로서 공간을 만들어 왔다.

경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경계에 의해 나뉘게 되는 대립항을 만들기 마련이다.  
경계는 특정한 영역을 정의, 한정함으로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이쪽과 저쪽
이라는 공간(또는 내부와 외부)이 형성한다.    경계가 기본적으로 두 공간을 구
획하고 분리시키지만, 동시에 경계를 중심으로 두 공간은 연결된다.   건축에서 
경계는 이 두 개의 대립적인 공간이 어떤식으로 만나는가(폐쇄적, 개방적)를 정
의하면서 공간의 성격을 부여한다.10) 즉 경계가 기본적으로 두 공간을 구획하고 
분리시키지만, 동시에 경계를 중심으로 두 공간은 연결된다. 즉 두가지의 경계의 
성격에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가에 따라 공간의 성격은 규정되어 왔다. 폐쇄
와 개방이라는 대립항 사이에서 변화하는 양상은 비단 건축의 경계에서만 국한
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분리와 연결 또는 폐쇄와 개방이라는 이 대립
적인 성격은 건축의 경계의 형식에 있어서 각각 solid wall과 skeletal wall로 
대표된다.

10) Enrique Farage는 경계가 형상을 이루어 공간을 만들어 낼 때, 공간의 성격율 규정짓
는 요소로 ‘내부와 외부의 관계 형성’, ‘형태’, ‘조직방식’을 꼽은 바 있다. Enrique 
Vivoni-Farage, A Measure of Silence,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University of Pennsylvania,1985,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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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현상 –물질적 사물, 유기적 형태, 감정, 사고, 집단적 삶은 모두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경향 에 따라 그것의 형태와 특성이 결정된다. 물질적 특
성은 내부구성요소와 외부 환경간의 관계에 의한 산물이기 때문이다. 11)

기본적으로 건축에서 경계를 만든다는 것은 물리적 속성, 물질적 특성을 만들
어 내는 것으로서 단순히 한가지의 대립항만을 갖지는 않는다. 경계는 밝음과 
어두움, 크고 작음 등의 다양한 대립적인 속성 사이에서 하나의 특징을 갖게 되
고 그 특징들이 모여서 경계는 정의된다.  그러나 경계를 세운다는 행위의 출발
은 주어져 있는 자연 그대로의 공간(환경)에 대하여 구별되는 새로운 공간을 형
성하는 것이다. 

2.1.2. 내부의 수요와 외부에 대한 표현
건축에서 공간을 형성하는 경계에 대한 논의는 두가지 요소를 대상으로 진행되

어 왔다. 그 두가지 요소는 공간을 둘러싸는 요소(enclosure)와 외부에 대한 표
현요소(express)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계는 그것 자체로 공간을 형성하
며, 경계의 조직을 통해 내부공간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렇게 공간을 형성하는 
경계는 공간을 이루는 구조물로서 외부에 대한 표현의 기능을 갖게 된다. 이 두
가지 요소는 경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건축의 역사를 이루고 있
다. 

(1) 근대 이전의 경계

먼저, 거석 구조물이자 하나의 건축물로 인정받는 ‘스톤헨지’를 살펴보자. 일련
의 세워진 돌과 그 위에 얹혀진 돌로 이루어진 스톤헨지는 매우 단순한 건축물
이다. 드문드문 세워진 돌은 에워싸는 형태로 놓임으로서 하나의 공간을 형성한
다. 그리고 그 공간은 에워싸진 내부에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스톤헨
지’를 향해서 곧장 걷다가도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곧바로 내부공간에 진입하기 
전에 ‘거석’ 주변을 맴돌면서 돌들의 사이 공간을 들여다보고 곧추 서 있는 돌을 
올려다본다. 거석의 바깥쪽으로도 어느 정도의 공간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 것
이다. 그러다가 돌 사이 공간을 훌쩍 넘어서서 돌들이 에워싼 공간을 체험한다. 
바닥을 디뎌보며 하늘을 올려다 본다.  즉, 돌과 그 사이에 열린 공간만이 아니
라 안쪽과 바깥쪽에 약간의 공간의 켜를 우리는 스톤헨지의 ‘경계’로 인식하고 

11) Gyorgy Kepes, The New Landscape, P.Theobald, 1956, 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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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림 2-1] 스톤헨지 [그림 2-2] 간격을 두고 늘어선 석주에 의해 

형성된 스톤헨지의 경계

[그림 2-3] 피라미드 [그림 2-4] 물질로 연속체로 형성된 피라미드의 경계

이번엔 ‘피라미드’가 있다. 피라미드의 ‘경계’는 스톤헨지의 그것과는 달리 매우 
두껍고, 물리적으로 폐쇄적이다. 일종의 무덤 역할을 하는 피라미드의 경계는, 
왕의 무덤이라는 용도에 필요한 내부공간 구획만을 충족시키지는 않는다. 충분
히, 지나칠 정도로 거대하게 존재해야 하는 목적도 고려하는 ‘경계’는 필요한 외
형적 크기와 소요되는 내부공간 사이의 크기 차이 만큼 두꺼운 ‘경계’를 갖고 있
다. 그리고 극히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내부공간이 완전히 차폐되어 있는 폐쇄
적인 성격을 가진 ‘경계’이다. 

언뜻 보기에도 다른 이미지를 가지며 그 내부 공간의 분위기(밝기, 차폐정도 등
등)도 완전히 다른 두 고대 건축물은 모두 ‘경계’에 따라 그것의 이미지와 그것
이 내포하는 ‘공간’의 성격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읽음으로서 각 
건축물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 메시지를 이해하게 된다. 즉 두 건축물의 확
연히 다른 성격에도 불구하고 두 건축물의 ‘경계’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경
계’는 내부 공간을 감싸고 있으며, 구조체로서 구축 질서에 따라 직조되어 있으
며, 하나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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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 이처럼 기능적 공간 제공과 더불어 표현적인 부분이 혼재하는 양상에 
대하여 레더배로우는 건축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색으로 꼽고 있다.12) 이것이 
의식된 표현물이었는가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13) 근대 이후 건축에서 공간에 
대한 인식의 발전과 형이상학적 사고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기술발달로 
인한 구축과 구조로부터 해방된 건축 경계의 표현에 대한 관심은 분명 의식된 
결과물로서 강하게 드러난다.

(2) 근대 이후의 경계_구축과 구조로부터 해방된 경계

근대시기에 접어들면서 건축의 경계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공
간의 경계가 곧 구축의 경계이자, 구축 방식의 선택이 경계의 성격을 어느정도 
제한하였던 근대 이전의 경계와는 차이를 갖게 된 배경에는 건축기술의 발전이 
있다. 토마스 슈마커(Thomas L. Schumacher)는 건축기술의 발달로 건축의 경
계는 ‘구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표면’이 되고, 구조로부터 자유로워진 공간과 볼
륨’을 만들어 내게 됨에 주목한다.14) 즉, 경계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재료와 구
조적 문제가 더 이상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게됨으로 공간과 표현의 관계
는 분리되고 선택적인 문제가 되었다. 슈마커는 그로피우스가 설계한 두 개의 
건축물인 아들러 파빌리온과 데싸우의 바우하우스의 비교를 통해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였음에도 건축 경계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낸다. 즉 재료
의 선택이 경계의 성격을 제한하던 근대 이전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경계의 성격을 슈마커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지었다. Skull과 
Mask가 그것인데,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내부의 수요’와 ‘외부이 필요’의 관계
이다. 스컬의 경우 양자간의 관계가 영향을 주고 받고 있는 상태라면, 마스크의 

12)  레더베로우는 건축이 기여하는 것(serving)과 보여지는 것(showing)이라는 2가지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독특한 특색으로 꼽는다. 이것은 다름아닌 ‘공간’과 ‘표현’을 의미
한다. David Leatherbarrow, Architecture Oriented Otherwise,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9, p.8

13) 근대 이전의 건축이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의식된 표현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만
한 타당한 이유로 반 데 벤은 두가지를 꼽는다. 19세기 이전의 건축가들은 대부분 장인들
이었으므로 형이상학적인 주제를 사용하는데 관심도 없었으며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을 것
이라는 점과 공간개념은 근대 이후에 와서 건축가 사이에 상당히 알려진 개념인데 반해 그 
이전에는 직관적 통찰의 세계에 속해 있었음을 꼽는다. Van de Ven, 정진원 외 역, 건축
공간론, 기문당, 1988, p.10

14) Thomas L. Schumacher, The Skull and the Mask, The Cornell Journal of 
Architecture, Issue 3, 1987, pp.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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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서로 무관한 상태를 의미한다. 

루이스 칸 역시 근대시기를 겪어오면서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였다. 새롭게 주
어진 재료와 구축방법이 경계의 성격과 그 내부공간의 성질에 가져오는 변화의 
가능성에 주목하였음은 다음과 같은 칸의 언술에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칸이 
더욱 주목한 것은 내부에 대해서도 경계는 하나의 표현요소로서 작용하며, 그러
한 표현은 공간 내부의 생활과 밀접함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근대 
이후의 경계를 중심으로 한 논의들 역시 내부 공간의 수요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 때의 공간의 수요(need)라는 것은 근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능’에 국한된 
것이다. 내부공간의 활용에 대하여 ‘기능’을 고려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능’은 점점 복잡해 지고 다양해 지는 건축 용도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시된 개념으로서 해당 용도와 관
련된 사람의 행위를 ‘기호화’, ‘단순화’하여 이해하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반해 
칸은 인간이 왜 건축을 하는가에 주목하고 기능으로 해석됨으로서 배제되는 공
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하여 주목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은 경계가 내부공간의 사
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고민으로 건축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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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루이스 칸의 ‘방’

2.2.1. 완전함의 감각
(1) 구체적인 조건을 가진 공간

루이스 칸의 ‘방’은 주택의 개실과 같은 협의적인 의미의 개념이 아니며 독자적
인 구성논리와 공간감을 가진 개념이다. 1970년에 들어와서 건축을 생각하고 말
함에 있어서 ‘방’개념은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그 이전에도 ‘room’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글도 있으나 건축내부의 개별공간을 지칭하는 일반적 의미로 사
용되었다.15) 그러나 ‘room’이라는 단어의 사용 여부와 별개로, ‘방’개념은 본격
적으로 개념적 폭을 넓히며 제시된 시기 이전부터 형성되고 발전되어 사고로 보
아야 한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루이스 칸의 언술에서 자주 나타난다. 
그가 건축을 정의하는 대표적인 언술이 ‘방’개념이 제시된 시기(1970년)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양상을  비교해 보면 ‘space’라는 단어 대신에 ‘room’을 사용하
여 건축을 정의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표 1]

15) 1970년 이전에 ‘room’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1964년 ’학생과의 대화’에서 솔크 연구소(Salk Institute)에 대해 말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면서 ‘roo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곳에는 과학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
을 위한 장소가 있다. 그곳에는 관리자를 위한 장소가 있다. 그곳에는 엔트런스 홀처럼 이
름을 갖지 않은 실(room)이 있다. 그것은 가장큰 실(room)이다.’ 즉, 건축물 내에 있는 여
러 공간과 장소에 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개실(個室)을 지칭하는 일반적 의미로 사용하
였다. 

- 1967년 ‘Space and Inspirations’에서 빛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였
다. ‘자연광을 갖지 못한다면 그 것은 건축적으로 공간이 아니다... 건축의 개실(room), 즉 
건축의 공간은 빛-우리가 만든것으로부터 주어지는 빛을 필요로 한다.‘ 이 경우에도 건축
내부의 하나의 공간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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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이전

Architecture is the thoughtful making of space (1957)  

Architecture deals with space, the thoughtful and meaningful making 

of space (1962) 

1970년 이후
Architecture come from the making of a Room (1971)

Architecture is the making of a Room; an assembly of rooms (1971)

[표 2-1] 1970년 전 후에 나타난 건축에 대한 정의의 변화

또한 1964년에 제시한 ‘이름이 없는 실’16)이라는 개념은 ‘방’개념의 제시 이후
에 ‘방은 이름없이 그 사용을 제시해야 한다.’17)라고 확장됨을 칸의 언술을 통해
서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두 사례만 보아도 ‘방’개념은 이전부터 발전되어 온 건
축과 공간에 대한 사고가 발전되어 제시된 것이다. 

더불어서 칸은 ‘방’의 물리적인 조건에 대하여 여러 언술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
다. ‘공간질서와 구축질서의 통합’, ‘명증하게 드러나는 공간의 구조’ 등이 바로 
그것인데,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공간을 인식하고, 어떤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공
간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결부된다.

(2) 인식된 공간

공간은 인간을 매개로 ‘방’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런 조건을 갖추고 인
간의 사용을 통해 ‘방’이 되는 공간을 칸은 역시 ‘방’이라 부른다.18) ‘방’의 조건
에는 ‘구조19)’나 ‘구조와 공간의 질서간의 관계20)’와 같은 구체적인 조건들이 의
도하는 것은 ‘완전함의 감각’이다. 

‘방은 공간의 감각, 완전함의 감각이다. 만약에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오직 
하나의 방만을 주어야 하다면,, 그는 그의 가족과 함께 하나의 방에서 경제

16) Alessandra Latour ed., Louis I. Kahn: Writings, Lectures, Interviews, Rizzoli, 
1991, p.164

17) Ibid, p.265
18) 본 연구에서도 앞으로의 논의에 있어서 이런 이유로 ‘방’이 될 조건을 갖춘 공간을 이루
는 대상에 대해서도 ‘방’이라고 부른다. 

19) ‘방의 구조는 방안에서 명증하게 드러나야 한다.‘
20) ‘공간의 질서는 구축의 질서와 통합된다.’ 각주 21과 22는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공간
의 질서와 통합된 구축의 질서는 공간 내부에서 인지가능해야 한다는 의미로 함께 연결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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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이러한 가능성을 가져야만 
한다...방은 방의 요소들의 감각에 있어서 훌륭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며, 그 
가족이 떠난 이후에 가족이 없는 노인이 들어와 살더라도 자신이 질이 자신
이 보잘 것 없는 장소에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없다.’21) 

위의 언술에서 이전에 살던 사람이 방 하나에서 가족 전체와 살면서 자신의 삶
의 흔적을 공간속에 드러냈을 때(자신을 표현) 이 공간안에는 다양하고(가족 전
체가 한 공간에 함께 살았으므로) 풍부한 삶의 흔적이되는 사물들이 존재하게되
고, 이런 공간에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 오더라도, 그리고 그 사물을 그전 사
람과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더라도(혼자 살고 있으므로) 사물들이 내뿜는 분위기
와 감각을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감각이 완전함의 감각이다. 
이것은 일종의 삶의 흔적들로 둘러싸이는 감각, 혹은 방안의 사물적 요소들에 
대해서 느껴지는 감정으로 둘러싸이는 감각을 의미한다. 즉 내가 물리적인 것에 
의해 내가 인식하는 경계로 둘러싸임을 의미한다. 칸은 이와 비슷한 다음과 같
은 글을 남겼다.

방의 크기, 구조, 빛과 함께 당신은 그 룸의 성격, 정신적 아우라에 반응하
며 인간이 제안하고 만든 모든 것이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22) 

그렇다면 어떠한 공간을 제시해야 ‘삶’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루이스 칸은 이
에 대해서 가장 작은 최소 공간23), 그 경계가 분명한 공간을 제시한다. 한 사람
이 공간안에 머무르면서 무언가를 느낀다는 점에 주목하였을 때, 여러 가지 복
잡한 용도가 들어간 건축물이라도 하나의 시점만을 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공간안에서 머무른 채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인식
은 나의 신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공간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내가 어느 한시
점에 머무르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24) 결국 삶을 살아가고 인식한다는 

21) Richard Saul Wurman, What will be has always been The Words of Louis I. 
Khan, ACCESSPRESS, 1986, p.95

22) Alessandra Latour ed., op. cit., p..263
23) 절대적 크기의 작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더 이상 나누어지거나 변형되지 않을 공간
을 의미하는 것이다. 

24) 인식의 범위는 일정범위 수준에서는 공간의 크기와 함께 넓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제한은 존재하며 한군데 머무르며 손과 발을 사용하여 공간을 점유하는 범위는 분명 신체
의 범위로 제한 될 것이다. 즉, 넓은 공간의 분위기는 인식하면서 동시에 나의 신체를 기반
으로 한 영역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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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Comlogan Castle, Scotland

것은 내 신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공간에 주목한 것이며, 이
러한 ‘방’들로 전체 건축물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칸은 ‘방들의 사회인 평
면은 일하고 배우기에 좋은 장소이다.’25)고 얘기한다.

이런 사고의 배경이 될 만한 루이스 칸의 글을 하나 살펴보고자 한다.

‘스코틀랜드 성. 두껍고 두거운 벽
들. 적들을 향해 아주 적게 열린 틈
새들. 거주자를 위해 안쪽으로 넓게 
벌어지는 구조. 독서를 위한 공간, 
바느질 하는 공간... 침대를 위한 공
간, 계단을 위한 공간...햇빛. 동화
(童話)’26)

이 성(castle)에서 칸은 벽안으로 침
투한 공간에 주목하고 있다. 성은 기
본적으로 외부의 공격에 대한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사항중 하나이
다. 칸은 이 ‘안전’을 느끼는 것은 벽의 절대적인 두께가 아니라 둘러싸인 감각 
에서 온다고 본다. 벽안으로 침투한 공간이 실질적으로는 더 외벽 두께가 얇은 
상태이지만 둘러싸이고 내밀함을 통해서 더욱 안전하다는 감각을 느끼게 되고, 
이 공간의 사용이 더욱 활발해 지는 이유이다. 

2.2.2. 사람을 매개로 규정되는 공간 
(1) ‘방은 건축의 시작’의 의미

‘방은 건축의 시작이다. 그것은 마음이 머무르는 장소이다.’27)

루이스 칸은 ‘방’을 설명함에 있어서 여러번에 걸쳐서 ‘방은 건축의 시작’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언술과 연계된 내용으로 ‘건축은 방을 만드는 것에서 시

25) ‘The Room’ 스케치에 적힌 글
26) Kahn이 Richard Demarco에 보낸 1973년 8월 28일자 편지. David B. Brownlee, In 
the Realm of Architecture, Thames & Hudson, 1997, p.96, 재인용

27) Alessandra Latour ed., op. cit.,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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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에 대한 설명은 ‘평면은 방들의 사회’와 같은 언
술과 일차적으로 연관지어서 ‘방’을 단순히 건축 평면에서 볼 수 있는 개별공간
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칸이 생각한 ‘건축의 시작’을 되짚어 보면
서 ‘방은 건축의 시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칸의 건축의 시작
에 대한 사고는 ‘학교’의 ‘시작’에 대하여 설명한 칸의 언술을 통해 알 수 있다.

‘학교는 한 그루의 나무 아래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선생인지를 모르는 어떤 사람이, 한 그루의 나무 밑에서 자신들이 학생인지
를 모르는 몇 명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
다. 그들은 자기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에 대해 생각하고, 이 사람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
에게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바라던 공간이 건
립되어 최초의 학교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건립은 필연적인 것이
었습니다. 최초의 학교는 우리들의 내부에 있는 즉, 우리들의 바람에 내재하
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동의인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서로에게 동의하고 
최초의 교실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교의 시작입니다.’28)

사람들이 교실을 짓는 행위, 즉 학교라는 건축의 시작은 각 개인이 자신에게 
내재된 ‘배움에 대한 바람’을 깨닫게 되고, 이 ‘바람’은 공유된 감정임을 깨닫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한 그루의 나무 아래’, 즉 구체적인 
공간과 결부되어 모여서 일어나는 행위를 바탕으로 한다. 즉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배움과 지식의 전달이라는 사람의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라
는 건축 이전에 배움에 대한 바람이 선행하는 것으로 칸은 생각한 것이다. 그리
고 그것이 구체적인 공간과 결부됨으로서 건축으로 확장된다. 즉 인공적인 건축
물을 짓기 이전의 상황인, 나무 아래에 모여서 배움이라는 바람을 확인하는 순
간이 건축의 시작이며 이 순간에 이미 ‘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칸은 보았
다. 이와 같은 해석은 다음과 같은 칸의 언술로 뒷받침 된다. 

‘방은 건축의 시작이다... 방은 단순히 건축이 아니라 자신의 확장이다... 방
에는 표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인간의 표현으로서
의 건축의 드러남과 관련된 ’무엇’이 담겨 있다. ’29)

28) Richard Saul Wurman, What will be has always been; The Words of Louis I. 
Kahn, Rizzoli, New York, 1986, p.176

29) Alessandra Latour, Louis I. Kahn: writings, lectures, interviews, Rizzoli,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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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이 <The Room, The Street, and Human Agreement>에서 ‘당신은 방안
에서 그것의 크기, 구조, 빛을 통해 방의 특징과 정신적 아우라에 반응하여, 인
간이 제안하고 만든 모든 것들이 삶이 됨을 깨닫는다.’고 말한 부분은 바로 ‘방’
의 공간(물리적인 요소)을 통해서 개인의 지각, 개인에 대한 인식이 발생하고 이
것은 인간의 삶까지 확장됨을 가리킨다. 

(2) 방의 신체성

앞서의 분석을 통해, 칸이 공간이라는 일반적인 용어 대신에 ‘방’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용어를 사용한 이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가능하다. ‘방’
이 의미하는 공간은 보편적인 무성격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포함된 공간을 의
미한다. 사람이 포함된 공간이란, 단순히 내부공간의 용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
다.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위하여 루이스 칸이 ‘방’을 ‘건축의 시작’이라고 언
급한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방은 건축의 시작이다. 그것은 마음이 머무르는 장소이다.’30)

‘방은 단순히 건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방은 자신의 확장이다.’31) << 
다른 위치에서 풀어서 설명하자...자신의 확장이라는 것의 의미......

위의 언술에서 칸은 ‘방’은 단순히 건축, 또는 건축공간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
니며 인간이 포함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한다. 즉, 칸이 말하는 ‘방’은 인간과
의 교감을 통해서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방’은 보편적인 공간과는 달리 
반드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것이다.32) 또한 신체가 머무를 수 있는, 
신체에서 확장된 ‘공간적’성격을 가진다. 이는 다음의 언술에서 더욱 분명해 진
다. 

‘당신은 방안에서 방의 크기, 구조, 빛을 통해 그 방의 성격, 정신적 아우라
(aura)에 반응하며 인간이 제안하고 만든 모든 것이 삶이 된다는 것을 깨

York, 1991, p.321
30) Alessandra Latour ed., op. cit., p.263
31) Ibid., p.321
32) 안웅희, 루이스 칸 건축존재론, 박사학위논문, 2002,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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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 경계
인식적인 경계

[그림 2-6] 물리적인 경계에 반응한 인식적 

경계의 형성

‘방’은 물리적인 경계와 인식적인 경계가 

더해진 것이다.

닫는다.’33)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방은 구획이 없는 커다란 방이다. 벽은 저 멀리에 
서 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드러낸다면, 그 방의 벽은 함
께 다가오게 되고, 방은 친밀해 진다.’34)

위에서 칸은 보다 분명하게 인간이 속한 
공간의 물리적 조건(크기, 구조, 빛)에 대
한 반응과 인식의 확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방’의 물리적 조건에 반응하여 
형성된 방은 여전히 내가 속한 공간이라
는 사실이다. 또한 내가 나의 방식으로 
그 공간을 점유할 때(방안에서, 나 자신
을 드러낸다면) 벽에 반응한 나의 인식은 
변하게 된다.(벽은 함께 다가오게 되고, 
방은 친밀해 진다.) 앞서의 언술에서 ‘방
은 자신의 확장이다.’라는 부분과 함께 
고려해 볼 때, 방은 물리적인 경게에 반
응하여 나로부터 확장된 인식적인 경계를 포함한 것이 된다. 따라서 ‘방’은 ‘공
간’과는 달리 어디에나 적용가능한 보편적 개념이 아니며, 규정하는 관계맺는 인
간에 따라 달라지는 ‘방’마다의 특수성을 가진 개념이다. 또한 인간과의 교감을 
통해 형성된 ‘방’은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1970년에 제시된 ‘The Room’이라는 스케치와 메모[그림 12]는 이러한 ‘방’에 
대한 사고가 잘 나타나 있다. 스케치에는 매우 구체적인 공간과 사람이 표현되
어 있다. 두 사람이 돔형 천장, 벽난로, 외부로 열린 창이 있는 공간에 마주 앉
아 있다. 방의 중앙에 위치한 사람은 벽난로 가까이 앉아 있으며 그 맞은 편에
는 창을 등지고 앉아 창틀에 팔을 걸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온기를 
느끼며 외부를 바라보고 있고, 다른 사람은 외부의 햇살을 팔로 느끼며 내부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창은 제법 크고 세로로 길게 설치되어 있어 낮이라면, 공
간은 안쪽까지 환하게 밝아 중앙에 앉은 사람도 밝음속에 앉아 있을 것이다. 각

33) Alessandra Latour ed., op. cit., p.263
34) Ibid., 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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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The Room 

자의 자리를 잡고 있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채로 대화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
다.35) 이처럼 구체적인 공간에 반응하면서 
자신만의 인식적 경계를 느끼며 자신만의 
‘방’을 형성하는 두 사람이 잘 묘사되어 
있다. 

위의 스케치 주변에 적힌 글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구  분 내    용

건축의 의미 ㆍ건축은 방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방의 의미
ㆍ방들의 사회인 평면은 일하고 배우기에 좋은 장소이다.

ㆍ방은 마음이 머무르는 장소이다. 

방안에서 

사람의 행위 

및 변화

ㆍ작은 방안에서는 큰 방에서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ㆍ방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사람은 생성적이게 된다.

ㆍ각자의 지향성은 서로 만난다.

방의 공간적 

조건
ㆍ자연광이 없다면 그것은 방이 아니다. 

[표 2-2] ‘The Room’의 스케치에 대한 해석과 메모글 분류 

이 글에서 드러나는 것은 ‘방’안에서 사람의 반응과 변화를 언급하는 내용과 더
불어 건축공간의 일부부문, 평면의 일부를 이루는 개실을 지칭하는 듯한 언급도 
있다. ‘방들의 사회인 평면은...’과 같은 부분은 건축 평면의 일부분을 지칭하는 
것 같다. 더불어 ‘자연광’이라는 공간에 대한 조건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언급이 다시 일반적인 어느 건축물에나 있는 개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
떤 공간에서나 사람은 자신만의 인식적인 경계를 의식하기 때문에, 앞서 정의한 
‘물리적인 경계와 인식적인 경계’는 어떤 공간에서나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루
이스 칸은 인간이 규정지을 수 있는 ‘방’이 될 수 있는 공간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방(공간)은 인간이 그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방식으로 

35) 스케치에 그려진 두 사람에 대한 묘사는 어디까지나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
므로 부정확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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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느끼고 사용할 때36) 비로소 ‘방’이 된다. 그러한 가능성을 갖도록 조건을 
갖춘 물리적인 대상 또한 ‘방’이라 부른다. 따라서 다음장에서 위와 같은 ‘방’을 
건축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루이스 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리적 경계를 계
획하였으며, 이것을 통해 어떠한 인식을 의도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36) 루이스 칸은 언술에서 이것을 ‘말을 한다’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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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을 형성하는 경계

3.1 방의 물리적 경계
3.2 방의 인식적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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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방’의 물리적 경계

3.1.1. 루이스 칸의 건축에서 ‘방’의 경계 양상
(1) 얇은 벽의 한계에 대한 인식 – 로마 여행 이후

루이스 칸은 마이클 그레이브스(Michael Graves)와의 대화에서, 근대건축을 창
조하기 위하여 너무도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아래와 같이 
말한 적이 있다.37) 

‘마이클, 나는 지난 시간동안 벽을 얇게, 좀 더 얇게, 더 얇게 만들고자 노
력에 노력을 거듭해 왔는데 그건 로마에 가보기 전까지 충분하다고 생각하
지 않았네.’38)

위의 언술에서 루이스 칸은 근대건축의 일반적 경향을 ‘얇은 벽’으로 표현하면
서 로마에 다녀온 이후39)로 이러한 경향에 대한 추구를 떨쳐버리게 됐음을 표명
하고 있다. 대담자였던 마이클 그레이브스는 루이스 칸 의미한 ‘얇은 벽’, 즉 근
대건축의 경향에 대하여 근대시기의 구조적, 기술적 성취에 집중하여 이를 따라
가려는 경향으로 보고 이후에 칸이 추구하는 건축의 방향은 원형으로서의 형태
를 만들고자 했으며 재료를 통해서 그와 같은 감성을 끌어내려는 노력의 결과로 
인간의 활동이 회상할 수 있는 구조체를 만들고자 쪽으로 바뀌었다고 판단한
다.40) 1950년 이전의 수행되었던 루이스 칸의 작업에서는 마이클 그레이브스 언
급한 경향이 엿보인다. 

루이스칸이 1940년대에 작업했던 파라솔 주택(Parasol House)은 당시 칸이 모
더니즘의 열린공간 개념에 주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평면도[그림 13]와 조감

37) 고오야마 히사오 외, 이강훈 역, Louis I. Kahn 착상.의미, A+U Publishing, 1983, 
p.187

38) Michael, I've tried and tried and tried all my life to make the wall thinner 
and thinner and thinner and it wasn't until I went to Rome. 고오야마 히사오 외, 
이강훈 역, Louis I. Kahn 착상.의미, A+U Publishing, 1983, p.218

39) 루이스 칸은 1950년 12월부터 1951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로마 주재 아메리카 아카데
미 상주 건축가의 자격으로 유럽을 방문하였다.

40) 고오야마 히사오 외, 이강훈 역, Louis I. Kahn 착상.의미, A+U Publishing, 1983, 
p.187



- 24 -

도[그림 12]에서 드러나는 파라솔 주택의 공간구성은 무한한 장(場)속에서 물리
적인 실체의 배치를 통해 건축 공간을 생성한다는 모더니즘의 열린 공간 개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41) 파라솔 주택의 내부공간은 지상에서 띄워져 있는 하나의 
면이 공간을 한정하고, 그 균질공간안에서 벽면과 같은 건축 요소들을 배치해 
나간다. 지붕이 형성하는 경계면의 내부에는 지붕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다. 지붕면과 기둥의 배열이 하나의 체계와 기준이 되고 
그 안에서 세부공간을 형성하는 요소들은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다. 

[그림 3-1] 파라솔 주택의 조감도 

[그림 3-2] 파라솔 주택의 평면도 (교체할 것!!)

41) 봉일범, 움직이는 기하학, 시공문화사, 2005,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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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파라솔 주택을 위한 가구와 

일체형 설비 스케치 

[그림 3-3] 균질한 기둥사이로 배치된 사선형 

배치

  
[그림 3-4] 파라솔 주택의 공간구성 

개념도 

사선(斜線)방향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는 
벽면과 가구들은 기둥을 살짝 비켜가거나 
가구의 형태가 마무리되는 최소 기준 정
도로만 의식하고 있음이 나타난다.[그림 
14] 단층의 주택이므로 벽식구조와 같은 
다른 구조 방법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
서 균질한 기둥을 먼저 배열한 뒤 의도적
으로 기둥의 배열을 비켜나가기 위한 것
으로 보이는 공간 구성에서 균질 공간내
에서 자유로운 공간 배치라는 모더니즘적 
사고가 엿보인다. 또한  파라솔 주택의 공
간구성개념을 표현한 그림[그림 15]에는 
근대적 기술을 이용한 공간에 대한 고민이 엿보인다. 이 개념도에는 철골을 이
용하여 최소화된 기둥과 천장구조물을 마감처리하여 균질한 평탄면만을 드러내
는 지붕구조물에 대한 개념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균질공간에서 생활
을 담는 요소를 가구와 배경을 이루는 벽면으로 보고 있음은 개념도의 하부에 
그려진 그림에서 잘 나타난다. 특히 파라솔 주택에서는 가구와 더불어 일체형 
설비에 대한 스터디가 두드러진다.[그림 16] 내부의 생활을 고려하는 것은 가구
와 일체형 설비이며 공간의 경계는 영역을 한정하는 기능과 공간의 배경으로서
만 존재한다.

파라솔 주택 작업 이후에 로마에 방문하기 직전에 작업한 로슈 주택과 톰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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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살펴보면 앞서 파라솔 주택처럼 일정한 기둥의 배열이 나타나지는 않으
나 자유롭게 배치되어 볼륨을 형성하는 벽면의 배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외곽의 측벽이 확장되어 열린 모퉁이를 형성하는 모습은 미스 반 데 로에
의 ‘벽돌 전원 주택’의 구성과 일정 부분 닮아 있다. 

이처럼 루이스 칸이 로마 여행 이전까지 추구했던 건축은 근대건축의 공간개념
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무한한 장 속에서 물리적 요소의 배치를 통해서 공간을 
형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때 경계는 볼륨으로서의 공간을 구획하는 요소로서 
영역을 한정하는 기능과 공간의 배경으로서만 존재한다.

그러나 이처럼 일반적인 모더니스트들의 작업과 유사성을 나타내는 건축계획에
서도 칸만의 차이점은 드러난다. 균일한 그리드와 얇고 자유롭게 서있는 듯한 
벽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부공간의 생활을 풍부하게 만드는 요소로서 공간의 
경계를 고민하고 있다. 구조 그리드를 의식하지 않는 듯 (또는 구조로부터 자유
로움을 강조하는 듯) 기둥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
이는 다른 모더니스트들의 작업과 달리 칸의 벽은 사실은 구조 그리드를 매우 
의식하고 있다. 사선으로 구조 앞을 지나가는 벽의 모퉁이는 기둥과 함께 작은 
영역을 형성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기둥과 분리된채 서 있는 경계벽은 기둥과 
함께 공간의 켜를 형성하거나 나머지 공간과 차이를 발생하는 작은 영역을 형성
하고 있다. 후에 루이스 칸이 공간의 경계가 꼭 벽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했
던 언술을 되짚어 볼 때 이러한 해석은 타당해 보인다.

(2) 두꺼운 벽 –내부환경의 조율과 공간의 내포

루이스 칸이 받은 보자르(Beaux-Arts)교육, 특히 포쉐(건축평면에서 벽과 기둥
과 같은 고체를 표현하는 검게 칠해진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구조는 포쉐
임을 인식하게 되었다.42)

‘우리는 구조에 대해서 거의 몰랐다. 그러나 우리는 포쉐(poché)가 구조의 
발생적 부분임을 알았다. 바로 포쉐의 자리에 벽이나 기둥 또는 유기적으로 
잘 통합된 벽인 기둥이나 덩어리의 집합체가 선다는 것을 알았다.’43)

42) Louis Kahn, ‘Interview with William Jordy, 1973’, The Louis I. Kahn Archive 
v.1, Garland Publishing, Inc., 1987, p.xxvi

4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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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쉐가 갖는 의미에 대하여 스펜서(Spence R. Kass)는 주공간을 위한 배경막
을 제공하는 부공간의 수용, 사적인 서비스 영역을 수용, 건물의 복잡한 기능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외부에 대한 표현을 수용함을 꼽는다. 즉, 공간의 체적, 크기, 
형태만으로 공간의 성격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둘러싼 재료, 빛환경, 
주변공간등을 통해서 공간의 성격은 규정되는데, 이러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이 바로 포쉐인 것이다. 

[그림 3-6] St. Perer 성당의 평면.

포쉐가 만들어내는 부공간을 통해 주공간이 정의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력, 공간의 내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리적 의미의 ‘두
께’이다. 두께는 포쉐가 구조로서 기능하면서 ‘주공간을 위한 부공간의 수용가능
성’, ’복잡한 공간을 수용하면서도 표현을 의도할 수 있는 가능성’, ‘공간의 다양
함, 풍요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 ‘구조적 기능과 통합될 수 있는 가능
성’, ‘평면, 단면, 입면의 통합적 가능성’ 을 열어준 기반이 된다. 

[그림 3-7] 단면 내부공간의 분위기를 조율하는 주변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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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Comlogan Castle, Scotland

주변의 더 작은공간에 의해 규정되는 공간의 원형에 대한 생각은 스코틀랜드의 
컴롱온 성(Comlongon Castle)에 경도된 칸의 언급에서도 읽을 수 있다.

‘스코틀랜드 성. 두껍고 두
거운 벽들. 적들을 향해 아
주 적게 열린 틈새들. 거주
자를 위해 안쪽으로 넓게 
벌어지는 구조. 독서를 위
한 공간, 바느질 하는 공
간... 침대를 위한 공간, 계
단을 위한 공간...햇빛. 동
화(童話)’44)

중앙의 큰 홀 공간의 주변
으로 창을 통해 외부와 연결
된 작은 공간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작은 미세공
간들은 검게 칠해진 ‘두꺼운 벽’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외부의 공격에 대한 
방어라는 외부적 조건과 밝은 빛을 필요로 하는 행위라는 내부의 수요에 따라, 
넓은 공간은 벽과 미세공간으로 둘러싸여 있다. 성의 내부와 외부를 나누는 경
계, 두꺼운 벽은 구조체, 물질, 표현(외부에 대한 대응), 외부(경관), 행위가 통합
된 공간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 공간안의 사용 주체는 두꺼운 벽이 제시하는 
구체성에 반응하여 자신의 신체의 감각과 정서적 판단에 따라 공간들을 찾아서 
움직이며 공간을 점유해 나간다. 하나의 열린 공간이지만 경계를 통한 사용자의 
공간점유에 따라 그 분위기와 공간 성격은 다양하게 변화한다. 이러한 두꺼운 
벽에 대한 관심을 이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칸의 언술은 쉽게 이해 된다.

‘공간의 본질은 그 공간을 지원하는 더 작은 공간에 의해 더욱 특징지워진
다.’45)

44) Kahn이 Richard Demarco에 보낸 1973년 8월 28일자 편지. David B. Brownlee, In 
the Realm of Architecture, Thames & Hudson, 1997, p.96, 재인용

45) Heinz Ronner, Sharad Jhaveri, Louis I. Kahn; Complete Work, Birkhauser, 
1987,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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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9] 에서릭 주택 평면도 (Nov.1960)

두께–깊이감: 경계의 수용력

근대를 거치면서 두꺼움은 필연적으
로 구조비용은 증가하는 반면에, 내부
와 외부의 관계를 감소시킨다는 잘못
된 믿음이 두꺼운 벽에 대한 배제를 
불러왔다. 그리나 이에 대해 스펜서는 
두께thickness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서도 단순히 물리적인 두께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정장치로
서 작동하는 벽의 수용력을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46) 루이스 칸 역시 보
자르 교육의 영향으로 갖게된 두꺼운 
벽이 갖는 경계의 수용력과 공간을 
조직하는 힘에 대한 관심을 물질로 
가득찬 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
구하게 된다. 

루이스 칸이 ‘이것은 마치 하나의 성
과 같다’고 언급한 에서릭 주택(Esherick House)의 외벽은 벽의 두께를 통해 
내부환경을 조정하고 공간의 사용을 담고 있다. 그가 주택의 생활에서 중심으로 
강조하는 벽난로는 에서릭 주택에서 외벽의 두께 안에 포함되어 있다.[그림 11] 
벽난로를 형성하는 벽은 그 두께 안에서 개구부를 동시에 형성하고 있다. 더불
어 벽의 두께 안쪽으로 설치된 것 같은 설비류와 책꽂이와 같은 내부 생활을 지
원하는 요소들은 마치 변형된 포쉐와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칸은 단순히 포쉐의 두꺼움이나 물질로 가득찬 벽의 형상을 추구한 것
은 아니며, 경계가 주공간을 위한 부공간의 수용가능성’, ‘공간의 다양함, 풍요로
움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 ‘구조적 기능과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한 
것으로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러한 경계가 가져야 할 의미를 담고자 하였다.’

에서릭 주택에서 구조물질로 가득차 있지는 않지만 경계([그림 10]의 (a))가 평

46) Spence R. Kass, ‘The Voluminous Wall’, The Cornell Journal of Archtecture, 
1987,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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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트렌튼 목욕장 평면도

[그림 3-11] 외벽 내부에 속해있는 

벽난로와 개구부

면상에서 깊이를 가지고 내부환경에 대한 조율, 경계부 주변에 환경적 차이를 
만들어 낸다. 또한 거실의 측면에는 2개층 높이의 볼륨을 가진 거실공간에 덧붙
여져 있는 계단옆(2층 데크 아래) 공간이 있다.([그림 10]의 (b)) 이 공간은 계단
을 거실에서 약간은 떨어뜨리고 2개층 높이의 거실과는 다른 높이, 다른 재료를 
통해서 구별되는 공간감을 갖는, 하지만 거실과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거실에 
붙은 부공간이다. 거실과 다른 공간과의 사이에서 경계역활을 하면서도 공간을 
내포하고 있는 방식은 포쉐의 의미만을 가져온 변형된 형태라 할 수 있다. 거실 
공간을 둘러싸는 이러한 작은 부공간들을 통해  거실은 더욱 풍부해진다. 더불
어 생활이 담겼을 때 이는 각각이 방안의 다른 방처럼 기능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컴롱온 성에서 빛을 쫓아 벽 주변으
로 생활이 옮겨가는 모습과 유사하다. 

(3) 공간질서와 구축질서의 통합- 구조가 
만들어내는 영역, 베이

루이스 칸은 ‘방’을 만들기 위한 물리적 
조건으로 

루이스 칸은 트렌튼 목욕장(Trenton 
Bath House)을 ‘자신의 건축을 발견하게 
된 건축’ 47)으로 꼽으면서 자신의 계획
안에서 매우 중요하게 꼽으며 자신의 작
업에 있어서 중요한 변환이 발생한 시기
로 꼽았다. . 

트렌튼 목욕장은 지붕을 가진 네 개의 
파빌리온이 중앙에 빈 공간을 사이에 두
고 만나면서 그리스 십자가 형태로 대칭

47) 루이스 칸은 이에 관련하여 ‘세상이 나를 발견한 것은 내가 리처드 의학 연구소를 설계
한 이후였지만,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한 것은 트렌턴의 이 자그마한 콘크리트 블록 배스 하
우스를 설계한 뒤였다.’라고 회고한 바 있다. Kahn, Susan Brudy, ‘The Architectural 
Metaphysic of Louis Kahn’, New York Times Magazine, 1970,11. 15, p.86, David 
B. Brownlee and David G. De Long, 김희진 역, Louis I. Kahn: In the Realm of 
Architecture, 미메시스, 2010, p.7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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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그림 3-12] 구조체가 만들어내는 3개의 

사각형

적인 평면을 이루고 있다. 매우 단순함속
에서도 몇가지의 질서만으로 건물에 필요
한 기능을 해결하고 있다. 각 파빌리온은 
평면의 모퉁이에 사각형 기둥이 서 있고 
그 위에 피라미드 형태의 지붕이 올려져 
있다. 이 기둥은 ‘ㄷ’자 형태를 띤 속이 
비어 있으면서 한면이 열려 있는 일종의 
‘속이 빈 기둥(Hollow Column)형태를 
띠고 있다. 여기에서 생겨나는 공간은 파
빌리온의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로 사용
되거나 화장실이나 창고와 같은 시설에 
필요한 부수적인 공간들로 사용되고 있
다. 즉 주공간을 지원하는 공간이 구조체 내부에 형성된 것이다.48) 

루이스 칸은 트렌튼 목욕장을 설명하는 글에서 ‘공간의 질서는 구축의 질서와 
통합된다.’고 밝히고 있다.49) 즉 트렌튼 목욕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구조
체가 만들어내는 공간의 질서이다. 하나의 파빌리온은 구조체에 의해 평면상에서 
세 개의 사각형을 이루고 있다.[그림 19] 구조체의 한면을 삼분할하여 각 양끝단
과 중간을 잇는 3개의 중첩된 사각형은 구축의 기준이자 공간성격을 구분짓는 
기준이된다. 각 파빌리온의 지붕은 모두 기둥의 중간점을 연결하는 사각형과 일
치되도록 놓여있으며, 벽의 경우 각각 세가지 위치(기둥의 양 끝단과 중간)에 따
라 각각 놓여있다. 이에 의해 각 파빌리온은 공간의 변형이 나타난다.[그림 23] 

48) 트렌튼 목욕장에서 이후에 칸이 ‘서브드 스페이스’, 서번트 스페이스’라는 이름을 붙이
는 공간간의 위계질서가 명확하게 설명되었다. Brownlee and David G. De Long, 김희진 
역, Louis I. Kahn: In the Realm of Architecture, 미메시스, 2010, p.72

49) ‘Order of spaces integrated with order of construction.’ Perspecta, Vol4(1957),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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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트렌튼 목욕장 지붕 평면

[그림 3-13] 구조체가 만들어낸 질서에 따라 나타나는 공간의 변형

이러한 공간의 변형에서 변함이 없는 것은 [그림 19]의 3번 사각형과 일치하는 
중앙에 위치한 공간이다. 이 중앙 공간을 중심으로 네방향으로 각기 다른 공간
들이 붙어있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중앙공간과 주변공간을 구분지어 생
각하는 것은 루이스 칸이 공간을 사용한 방식이 뒷받침한다. 중앙공간은 비어 
있으며 주변공간은 샤워부스, 계단 이동 동선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루이스 칸은 경계의 조작(구조를 기준으로 한 3개의 위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벽을 놓는 방식)을 통해서 경계 주변에 다른 공간감을 주고자했음을 밝힌 바 있
다.50) 지붕의 위치는 [그림 19]의 2번 사각형의 위치에 고정된 상태에서 남녀 탈
의실공간에 상부광을 들여오기 위하여 벽을 구조의 맨 외곽에 붙여서 놓았다. 
또한 창고로 가는 외부 동선은 지붕이 있는 경계에 면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벽면을 기둥 안쪽기준면에 설치하였다. 

즉 루이스 칸은 사각형 평면의 파빌리온을 단일한 사각형 평면으로 보지 않고 
맨 안쪽의 사각형을 중심으로 기능에 따라서 경계주변공간을 조율한 것으로 보
인다. 아래의 칸의 언술은 이를 뒷받침한다. 

‘내가 발견해 낸 것은 아마 다른 이들도 다
들 깨달았을 만한 것인데, 베이시스템이 
‘방’의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방은 정의가 
내려진 공간이다... 그것이 만들어지는 방식
에 의해 정의가 내려지는 것이다.‘51)

즉 루이스 칸은 구조체가 만들어 내는 베

50) ‘Order of spaces integrated with order of construction.’ Perspecta, Vol4(1957), 
p.59

51) Khan의 메모, 1955~1962경, David B. Brownlee and David G. De Long, 김희진 
역, Louis I. Kahn: In the Realm of Architecture, 미메시스, 2010, p.7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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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시 말하면 구조체에 의해 경계주변에 발생하는 공간의 켜를 활용하여 경
계공간의 내부에 위치한 주 공간에 기능적 공간적 지원을 의도하였다. 그리고 
경계주변공간의 활용을 위하여 경계조작을 통해 경계주변공간의 환경적 특성을 
조정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컴롱온 캐슬에서 칸이 강한 인상을 받았던 부
분인 벽의 두께가 갖는 공간의 내포와 환경조절의 기능을 구조체가 만들어내는 
경계주변공간으로 수용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앞서 칸이 강조하였던 ‘공간의 질서와 구축의 질서의 
통합’은 구축요소가 만들어내는 경계 주변공간, 베이를 통해서 주공간을 지원하
는 기능을 담고 다른 공간과의 연결에서 필요한 경부의 성격(차단, 이동 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방’의 경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언술도 앞의 
결론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방의 구조는 방 안에서 그것 스스로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52)

‘공간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증거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53)

(4) 빛과 물질의 통합

루이스 칸의 ‘방’에 있어서 빛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그는 ‘방’을 설명하는 
언술에서 여러차례 빛을 언급하고 있다.[표 4] 이처럼 빛을 중요시한 이유는  자
연광의 다양한 변화가 만들어내는 성격에 주목하고 이것이 건축과 만나고 공간
안에 들어왔을 때 건축 역시 변화하고 시간을 담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
다.54) 

52) Alessandra Latour ed., op. cit., p.263
53) John W. Cook & Heinrich Klotz, Conversations with Architects, Praeger 
Publishers, 1973, p.212

54) 루이스 칸은 ‘The Room, the Street, and Human Agreement’에서 미국의 시인 
Wallas Stevens의 시를 인용하면서 자연광의 변화하는 성격이 건축에 시간과 더불어 변화
하는 분위기를 부여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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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서 빛이 갖는 의미 관련 언술

방의 성격과 분위기를 규정

당신은 방의 크기, 구조, 빛을 통해서 그 방의 성격, 정신적 아

우라에 반응하여 인간이 제안하고 만든 모든 것이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55) 

방에 시간과 변화를 부여
방의 요소 중에서 창이야 말로 가장 경이로운 것이다56). 

(자연광이 방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를 통해 부여되는 빛
방안에서 방의 구조는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구조는 빛의 부

여자라고 믿는다.57)

[표 3-1] 방에서 빛이 갖는 의미와 관련 언술

빛은 방의 성격과 분위기를 규정하고 이것을 사람이 인지가능토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58) 이처럼 빛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방’은 독자적인 빛과 구조
를 가져야 한다. 

더불어 빛은 존재를 드러나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문지방(Threshold)에 관한 언급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영감은 침묵과 빛이 만나는 문지방에서 감지되는 시초에 대한 느낌이다. 
존재하려는 열망을 가진 침묵, 모든 현존을 부여하는 빛. 이것은 나무, 장
미, 그리고 미생물 등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 내재된 것이라 나는 믿는
다. 산다는 것은 표현하고자 함이다. 모든 영감은 이것을 이것을 위해 존재
한다. [Space and the Inspirations(1967)]’59)

루이스 칸이 얘기하는 문지방은 침묵과 빛이 만나는 곳이다. 서로 다른 것이 
만나는 경계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으나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같은 물리적인 
경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때론 물리적 경계도 문지방이 될 수 있다.60) 

55) Ibid, p.263
56) Ibid, p.264
57) Ibid, p.263
58) Alessandra Latour ed., op. cit., p.263
59) Inspiration is the feeling of beginning at the threshold where Silence and 
Light meet: Silene, with its desire to be, and Light, the giver of all presenes. 
This, I believe, is in all living things; in the tree, in the rose, in the microbe. 
To live is to express. All inspirations serve it.

Robert Twombly ed., Essential texts, W.W.Norton & Company, 2003, p. 220
60) 칸은 빛이 들어오는 문턱에서 영감을 느낀바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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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문지방에서 만나는 침묵과 빛은 무엇인가. 위의 언술 [Space and 
the Inspirations]에서 칸은 침묵은 존재하려는 열망, 빛은 현존을 부여하는 것
으로 정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지방을 다시 생각해 보자면, 존재하려는 열망과 
현존을 부여받은 드러남이 만나는 곳이다. 드러남, 즉 ‘표현express’은 산다는 
것의 이유가 된다. 그리고 문지방은 바로 표현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표현이 없
이 가능성만 있다면 그것은 문지방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영감은 빛을 통해 이
루어진 드러남, 표현에 의해서 감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빛과 그림자는 구분되어 있었다. 물론 그림자의 잠재
성은 언제든지 빛의 영역으로 변화할 수 있는 구분이다. 이는 건축작업에서도 
빛을 받는 영역, 그리고 그 뒤의 그림자의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왔었다. 그러
나 영국예술센터(Yale Center for British Art) 와 킴벨 미술관(Kimbell 
Museum)에서는 경계가 변화하였다. 각 개별공간의 영역은 지붕의 구조물로 강
조되고 있으며 빛은 이 지붕 구조물과 만나 새로운 물질성을 띤다. 이는 예일 
예술 미술관(Yale Art Gallery)에서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지붕구조물을 통
해서 별도의 영역성을 만들지 않았을 때 내부 공간이 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변
경됨을 겪은 루이스 칸은 기둥의 요소를 최소화하여 열린 공간을 구성하면서도 
천장구조물을 빛과 더불어서 강조함으로서 단위공간의 영역성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경계는 평면상에 수직으로 서있는 벽과 같은 요소에서 천장
구조물까지 확대되는 면을 보인다. 



- 36 -

3.1.2. 사용을 제시하는 경계

‘방은 이름(실명)을 통하지 않고, 그 방의 ’사용use’을 제시해야 한다.‘61)

방의 이름이라는 것은 ‘식당’, ‘교실’과 같은 공간의 주목적이라고 이해될 수 있
다. 즉, 방의 이름은 사전에 의도되는 기능을 의미한다.‘사용’은 ‘기능’과 구별되
는 의미이다. 기능은 공간의 용도와 목적에 따른 인간의 행위를 일반화, 지시화 
하여 제어하는 수단이다. 기능에 따른 행위의 일반화는 공간의 도식화로 연결된
다. 루이스 칸은 이처럼 기능에 따라 도식화된 공간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공
간을 만듦에 있어 기능이 아닌 시설(institution)의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는 칸의 
언술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림 3-15] First Unitarian Church 평면도 – 개별공간의 내외부 경계에 설치된 window seat 

1961년 Perspecta의 편집자와의 인터뷰에서 ‘방’이 사용을 제시하는 요소로서 
경계에 주목하고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유니테리언 교회(Firts Unitarion 
Church)의 담화실 주변을 둘러싼 교실과 같은 공간의 경계부는 요철형태를 띄
면서 안으로 들이밀어 진 창의 구성이 두드러진다.[그림 20] 이 경계를 루이스 

61) “Room must suggest their use without name.”
Alessandra Latour, Louis I. Kahn: writings, lectures, interviews, Rizzoli, New 
York, 1991,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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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window seat의 모습 

칸은 window Seat[그림 21]이라고 지칭하면
서 어떤하나의 기능에 고정되지 않는 요소이
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한다.62) 

다양한 사용을 가능케하는 것은 구조와 통합
되어 물리적인 깊이를 가지며 구체적인 형상
을 갖는 경계의 물리적인 특성에 기인한다. 
경계부는 3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중앙의 은 
벽이 설치되고 좌우의 두 개영역에는 창이 안
쪽으로 들이밀어진채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창과 벽의 설치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측벽에
는 좁은 측창이 설치되어 있다.[그림 22의 1] 
경계의 요철이 형성하는 그림자는 눈부심을 
염려하지 않은채 창가에 가까이 서서 밖을 바라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더불
어 요철이 만들어내는 3면이 둘러싸인 공간은 그 깊이가 크지는 않지만 측창으
로 인해 빛 환경의 차이가 발생하는 공간이다. 이처럼 방 내부의 다른 공간과 
성격을 달리하는 영역이 경계부에 형성됨으로서 사용자마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경계를 활용하게 된다. 이 window seat이 설치된 공간은 교실로서 여러명의 학
생들이 함께 모여서 지내는 공간이다. 그 안에서 이 경계가 만들어내는 공간성
격의 차이는 혼자만의 공간으로 사용되거나, 두 학생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장소로 사용될 수 도 있다. 또는 좌우 창을 가려주면 측창을 통해 은은한 확산
광이 들어오는 공간으로 실내를 바꾸어서 활용할 수 도 있다. 

62) Louis I. Kahn, Perspecta, vol.7, 1961, pp.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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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 seat 경계면

[그림 3-17] window seat 

검토 스케치 평면

  
[그림 3-18 window seat 

검토 스케치 단면

  
[그림 3-19] window seat에 

따른 외관 검토

칸은 계획단계에서 이러한 차이를 검토해 보았다.63) 위의 스케치[그림 21, 22, 
23]는 앞서 검토한 교실이 수직적으로 적층되면서 빛을 받아들이는 환경의 차이
가 발생함을 검토한 내용이다. 1층은 window seat 경계면이 수직적인 구조의 
외곽 끝에 설치되어 있고 2층은 1층보다 안쪽에 경계면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1층과 2층의 window seat 모두에 상부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을 위한 것이다. 2
층의 경계면이 1층의 경계면과 동일한 곳에 설치될 경우 1층에는 상부 채광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window seat의 측면광은 1층에서만 가능한 차이를 또다
시 보이게 된다. 이처럼 경계의 구성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에 주목하고 칸은 측
면광이 만들어내는 windwo seat의 환경이 내부의 다른 영역과 차이를 만들어 
내는데 더 좋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측면광이 존재한다면(이것은 정면광보다 
더 약화된 빛이므로) 구조 사이에 설치된 창을 닫아주는 경계면의 조작을 통해 
내부공간에 은은한 확산광만이 들어오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잇점이 있음
을 검토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경계는 매우 구체적인 형상을 통해서 오히려 다
양한 사용을 이끌어 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사용은 열린 공
간내에서도 각기 다른 성격의 영역을 형성함으로서 공간이 더욱 풍부해지는 효
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경계에 면한 공간에 다른 실내 공간과의 환경적 차이를 만듦으로서 하
나의 목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사용을 제시하는 경계는 

63) Robert Twombly ed., Louis Kahn essential texts W.W.Norton&Company, 2003,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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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타워 (servant space)

연구 및 실험공간 (served space) 피난계단
(servant space)

[그림 3-20] 각 연구실험공간마다 개별적으로 설치된 

설비타워와 피난계단

3.1.3. 관계에 의해 정의되는 경계
루이스 칸은 ‘방은 다른 방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본질이 강화된다.’고 하였

다. 즉 독자적인 공간으로서 ‘방’을 생각하지만 이것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 과
정에서 방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는 계획을 생각하였다. 이처럼 방과 방들이 
만나는 경우에 경계는 하나의 ‘방’을 정의하기도 하지만 ‘방’과 ‘방’이 어떻게 만
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담게 된다. 

관계에 주목하게 된 과정.....? 봉일범 기하학 책에서 트렌턴 목욕장 얘기와 유
니테리언 교회 이야기 적을 것!! 유니테리언 교회에서 복도는 단순히 이동 동선
만이 아닌 교회에 속한 교육시설의 의미를 담는 공간이기를 바랬다. 때문에 학
교 영역과 교회영역이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였다.(그림 
3-           교회에 속한 학교의 공간의 의미는 단순히 그 공간만을 생각함으
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공간과 교회공간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
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공간을 형성하는 경계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두 개의 대립항을 떠올리게끔 한다. 단일한 공간만을 생각
할 경우에는 공간의 내부와 외부 만이 대립요소로 존재하겠지만, 공간들이 모여
서 건축을 이루게 되면(평면은 방들의 사회이다.) 공간의 외부는 다른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리처드 의학 연구소 빌딩은 연구실험공간인 ‘방’들이 어떻게 만나는가에 의해서 
‘방’의 경계의 의미가 강화된 예이다. 루이스 칸은 연구소 건물을 설계하면서 두
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것은 바로 안전성과 창의성이다. 

첫번째로 안전성에 대한 고려는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연구소에서 
유독 약품의 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에
서 시작되었다. 칸은 기존이 
다른 연구소 건물의 보편적인 
구성에서 유해물질을 처리하고 
신선한 공기를 주입하는 설비
라인이 복도 상부를 거쳐서 설
비 샤프트를 통해 처리되는 것
을 매우 위험한 요소로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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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상시에 연구자들이 대피하는 동선 또한 이 복도를 거쳐야 하므로 이는 매
우 안전성이 떨어지는 구조로 보았다. 때문에 칸은 각 연구실험공간이 각각의 
설비 샤프트와 피난계단을 갖고 있는 구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였고, 그에 따라 
Served space와 Servant space 개념을 적용하였다.[그림 23]

두 번째로 창의성의 측면에서 연구자들을 예술가와 같다고 판단하였다. 개인적
인 연구와 더불어 함께 모여서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연구공동체에 소속되어 있
다는 소속감을 바탕으로 활발한 교류를 가져야 창의적 연구성과에 도움이 된다
고 판단한 루이스 칸은 앞서 안전에 대한 고려로 각각 독립적인 설비와 동선을 
겸비한 ‘방’들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서로 모서리가 겹치도록 배치하였다. 이를 
통해 평면에서 모퉁이 기둥제거를 통해 투명한 개방감을 확보한 모서리 창을 통
해서 서로 바라보고, 보이는 소통의 경계를 의도하였다. 개방된 모서리의 의미는 
방들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의미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림 3-21] 연구실간의 관계를 통해서 모서리를 개방한 경계의 의미가 분명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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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방’의 인식적 경계

3.2.1. 신체의 참여로 형성되는 경계
건축에 있어 공간의 논의는 힐데브란트가 <형태의 문제>라는 논문에서 순수시

각과 동적시각을 제시한 이후로64) 공간의 형태에 대하여 물리적 실재의 ‘현존형
태’와 조명, 환경, 관찰자 등 변화하는 인자에 따르는 ‘지각적 형태’로 구분하여 
접근하게 되었다. 이것은 공간내 신체에 대한 담론으로 이어져 공간과 형태를 
경험하는 방식에서 신체가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가 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즉 
건축공간을 신체에 의한 경험된 공간으로 보는 입장으로서, 근대건축에서 신체를 
건축가의 의도에 따라 보고 움직이는, 예측가능한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관점
을 비판하고, 신체의 감각과 정신, 감성의 통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 신
체 담론을 이끌어 왔다. 

슈마르조가 볼 때 우리가 신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공간은 존재한다. 
‘공간적 구성물은 말하자면 현존하고 있는 인간에게서 흘러나온 것, 혹은 관람하
는 주체 내에서 투사된 것이다. 그가 어떤 공간 속에 들어가 있거나, 심리적으로 
그 공간 속에 자기 자신을 투사했거나 여부는 무관한 문제이다.’65)

(1) 신체 경계

Kent C. Bloomer 와 Charles W. Moore는 신체를 중심으로 이해되고 펼쳐지
는 공간성에 주목하였다. 특히 블루머는 신체-상(Body-Image) 이론을 통해서 
기존의 지각모델에서 제시한 수동적 수용체로서의 신체가 갖는 불완전한 감각을 
지적하였다.66) 그는 신체의 완전한 감각은 행동을 통해서 공간을 경험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에 따르면 공간에서 행동을 통해서 느끼고 

64) Van de Ven, 정진원 외 역, 건축공간론,  기문당, 1988, p.112
65) Adrian Forty, 이종인 역, Words and Buildings, The Open Books Co., 2009, 
p.422

66) 신체-상 이론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에서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인 ‘신체-상 이론
에서 제시하는 공간은 이미지적이며 경험의 실제적인 측면이 아니다’라는 지적에 대하여 
Kent C. Bloomer는, 개인이 자신의 지식, 가치, 의도를 투사한 완전함 감각을 느끼는 체
험된 신체로 공간안에 존재해야 함에 대한 강조로서 ‘신체-상 이론’을 제시하고 있음을 밝
히고 있다. Kent C. Bloomer & Charles W. Moore, Body, Memory, and 
Architecture, Yale University Press, 1977,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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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는 신체 감각은 의복을 선택하여 입는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의
복을 선택하고 그것을 몸에 걸치는 과정에는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경험, 그날
의 감정 등이 영향을 미친다. 감정이 가라앉고 침울한 상태에서는 이에 대한 보
완의 심리로 짧은 가벼워 보이는 의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67) 감정 뿐만 아
니라, 자신이 하게 될 행동의 성격에 따라 의복이 선택되기도 한다. 많은 움직임
을 고려해서 좀 더 편한 신발을 선택하거나 편한 바지를 골라 입는다. 그 활동
이 외부에서 벌어진다면 기온과 같은 외부 환경의 자극을 고려하여 의복은 선택
된다. 이처럼 의복을 선택하여 취하는 과정은 의복이 주는 자극(이미지와 기능적
인 의미를 포함한다)에 대한 온전한 감각(피부감각을 포함한 모든 감각기관과, 
경험 기억, 가치관과 같은 의식적인 부분을 포함한다)을 지닌 신체 감각 반응의 
결과이다. 즉, 의복은 환경에 대하여 신체가 놓일 곳을 의미하며, 신체와의 밀접
함에서 보았을 때 신체의 확장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건축공간에서의 신체를 생
각해 볼 때, 의복을 선택하고 취하는 것과 같은 과정은 건축물을 유심히 관찰하
고 그것이 제시하는 정보를 잘 받아들이는 것(그림  )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공간안에서 행동을 통한 머무름(거주)(그림  )을 통해서 가능하다. 앞서 의복을 
선택하고 신체에 적용하는 행동과 마찬가지로, 공간안에서의 행동은 공간이 제시
하는 이미지와 의미를 지각하고 이에 대하여 신체의 공간적 수요와 판단이 반응
한 결과이다. 이때 공간적 수요에는 감정과 신체감각이 관여하며, 판단에는 기억
과 경험이 작용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블루머는 공간에 반응하는 행동이야말로 
온전한 신체감각이 반응한 거주를 가능케 한다고 보았다.

(2) 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경계

행동을 통해 경험된 공간을 형성하는 경계는 신체가 놓여있는 물리적이고 객관
적인 경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경험된 공간의 경계는 위해서는 먼
저 3차원의 공간을 형성하는 경계 안에 몸을 위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체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하여 경계에 대하여 반응하고, 시각적 정보의 수
용만이 아닌, 신체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계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서의 
행위를 통해서 경계안에 머무를 때 형성되는 것이 경험된 공간의 경계, 즉 행위
를 통해 형성되는 경계이다.68) 이것을 찰스 무어는 건축공간내에 형성되는 ‘장소

67) 의학연구에 따르면 오랜 힘든 경험을 겪고 난 직후에는 위축된 감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도 작아진 듯한 인상을 받게된다. 

68) Kent C. Bloomer & Charles W. Moore, Body, Memory, and Architecture, Yale 
University Press, 1977,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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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역성’으로 인식하고 건축의 일차적인 목표로 꼽는다. 신체의 감각이 경계에 
투사될 때 객관적인 경계에서 비롯된 경험된 공간의 경계가 형성된다. 

블루머는 행위를 통해 형성되고 포착된 공간은 관념속에서 존재하는 인식된 공
간을 넘어선다고 보았으며 그러한 이유로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공간의 소유
감의 형성을 꼽는다.69) 소유감은 신체의 모든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이다. 모
든 감각이라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체의 감각기관 뿐만아니라 기억과 경
험이 개입되는 의식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이러한 온전한 신체의 감각작용을 통
해 인식된 공간은 하나의 영역으로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통제하에 있는 공간을 영역이라고 하며70) 영역은 다른 것과 구별시켜 주는 역할
을 함으로서 인식된 경계의 의미를 강화한다. 따라서 행위를 통해 공간에 대한 
소유감각을 통한 경계 인식을 통해 단순히 건축물이 제시하는 정보를 받아들이
는 것이 아닌, 본질적인 건축적 경험이 가능하다.71)

루이스 칸은 경계가 사용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계자
체가 행위에 의해 조작될 수 있도록 만듦으로서 행위를 경계로 이끌어 온다. 이
러한 양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예는 주택작품이다. 피셔주택(Fisher House) 
거실의 베이윈도우(bay window)는 칸이 ‘베이 윈도우는 방속의 사적인 방이 될 
수 있다.’72)고 언급한 예로서 경계에 머무르면서 행위를 통해 인식적 경계의 형
성이 잘 드러난다. 거실은 2개층 높이의 층고를 갖는 공간으로서 동북향을 면한
쪽에 window seat을 포함한 베이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다. 이 베이 윈도우에는 
벤치와 같은 기능을 하는 돌출된 목조 구조물이 window seat 형태로 경계와 일
체화되어 있어 경계에 머무르는 행위를 제안한다. 여기서 주목하는 요소는 win-
dow seat 좌우에 설치된 두 개의 개폐창이다.[그림 31] 크기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설치 방향도 달라서 커다란 개폐창(a)은 건물의 경계와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 작은 개폐창(b)은 이와 90도 틀어진 뱡향으로 설치되어 있다.[그
림 32] 

69) Ibid.
70) N.J. Habraken, 김억중 외 역, The Structure of Ordinary, 기문당, 2000, p.120
71) Kent C. Bloomer & Charles W. Moore, op. cit., p.36
72) Yutaka Saito, Louis I. Kahn Houses, TOTO Shuppan, 2003,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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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폐창을 닫았을 때 (b) 개폐창을 열었을 때
[그림 3-24] 베이 윈도우 개페창을 여닫는 행위에 따른 외부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인식적 경계 변화

(a)
(b)

[그림 3-22] 피셔주택 거실의 베이윈도우.

실내환기를 위한 커다란 개폐창(a)과 

거실 모퉁이의 작은 개폐창(b).

    

(a)
(b)

[그림 3-23] 피셔주택 거실 평면도.

각기 다른 방향으로 설치된 두 개의 개폐창.

두 개의 개폐창은 설치위치와 크기에 의해 용도가 달라진다. 커다란 개폐창의 
전면에는 접근을 막는 요소가 없고 그 크기도 매우 커서 실내의 환기 용도에 적
합하다. 반면 작은 개폐창은 돌출된 window seat과 90도 틀어진 방향으로 인해 
window seat에 앉아야만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다. 또한 설치방향과 크기로 인
해 직접적인 바람이 아닌 은은한 바람이 들어오도록 만든 창이다. window seat
에 신체가 머무를 때 작은 개폐창을 열고 닫음은 그 곳의 감각요소의 차이를 불
러온다. 실내의 다른 공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피부감각을 통해 
은은한 바람을 느끼고 청각을 통해 외부를 지각하게 된다. 신체가 window seat
으로 다가가고 머무르는 행위 만으로도 실내지만 외부에 속한 영역을 인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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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통해 

조정가능한 경계 방식
해당 건축물

보는 창과 개폐창의 구분 피셔 주택

보는 창과 개폐문의 구분 에서릭 주택

창에 개폐덧문 설치 엑시터 도서관, 리처드 의학연구소, 웨이스 주택

[표 2] 행위를 통해 조정가능한 경계방식과 해당 건축물

있으나 신체의 창을 여는 행위를 통해서 외부를 지각하는 요소는 더욱 커지는 
변화가 경계주변 환경에 발생한다. 따라서 행위를 통해서 베이윈도우에서 인식되
는 경계는 변화하며, 여닫는 행위를 통해 소유감과 더불어 내가 통제한다는 영
역감을 느낌으로서 인식적 경계는 보다 분명해 진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계에서 행위를 통한 인식경계를 유도하는 방식은 
루이스 칸의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피셔주택과 같은 개폐창의 구분외에
도 창에 개폐되는 덧문을 달아서 보는 영역만을 조정하거나, 보는창과 개폐문의 
구분의 방식이 루이스 칸의 건축에서 나타난다.[표 5] 

[그림 3-25] 에서릭 주택.

보는 창과 개폐문의 구분

 

[그림 3-26] 피셔주택. 보는 창과 계패창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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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엑시터 도서관.

창에 개폐덧문 설치

 
[그림 3-28] 리처드 의학연구소.

창에 개폐덧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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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방’의 경계에 대한  인식과 사용을 통해 

형성되는 ‘방’

3.3. 소결 : 경계 인식과 사용을 통해 형성되는 ‘방’
루이스 칸의 글과 언술에서 도출된 ‘방’의 의미는 물리적인 경계에 대하여 인간

이 규정짓는 둘러싸임의 감각이다. 이러한 정의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루이스 
칸이 방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계에 대한 분석을 건축작품을 토대로 진행하였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얇은 벽 두꺼운 벽

공간질서와

구축질서의 통

합

빛과 물질의 통

합

사용을 제시하

는 경계

의미
-내부환경조절

기능의 상실

-내부환경 조율

-주공간을 둘러

싼 부공간

-구조가 만들어 

내는 영역 – 베

이

-주공간을 둘러

싼 부공간

-벽에서 천장으

로 경계 의미의 

확장

경계주변의 환

경적 차이를 발

생하여 사용의 

가능성 제시

[표 2-3] 루이스 칸의 경계의 양상과 의미

루이스 칸의 ‘방’의 경계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 주공간 주변으로 부공간을 형성한다.
   - 경계의 요소는 건물에 부차적 요소가 아닌 건물의 일부로서 내부공간에 

드러난다. 
   - 내부로 드러난 구체적인 경계의 형태는 사용을 제시한다.
   - 
위의 결과로 도출된 ‘방’의 도

식은 다음과 같다.[그림 2-32] 
경계가 만들어 내는 물리적, 감
각적 환경적 차이는 사용을 제
시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통해 
사용과 경계를 조작하는 행위를 
통해서 인간을 매개로 한 인식
적 경계가 형성된다. 



- 48 -

4. 방의 크기에 따른 경계와 의미 비교

4.1 분석 대상의 선정
4.2 가구/부착물 (피셔주택)
4.3 작은 방 (웨이스 주택, 피셔주택)
4.4 중간 크기의 방 (리처드 의학 연구소)
4.5 커다란 방 1 (엑시터 도서관)
4.6 커다란 방 2 (영국예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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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분석 대상의 선정
분석 대상의 선정에 앞서 분석의 목적을 다시 정리하자면, 다양한 종류의 방에

서 물리적 경계에 반응하는 인식적 경계가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
과 함께 있을 때 인식의 구조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살피는데에 있다. 따
라서 분석과정은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분석 대상의 경계가 갖는 물리적 특징
을 분석한 뒤 경계와 사용자, 경계와 신체 지각 및 행위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방의 구성상의 특징과 인식 구조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서 방의 경
계가 갖는 의미를 도출한다.

위의 분석과정에 따라 분석대상의 선정은 두가지 기준을 따른다. 첫 번째 기준
은 신체와 공간경계와의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방의 크기’이다. 분석의 과정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와 신체의 관계이다. 신체의 감각기관은 모두 일차적
으로 지각대상과의 물리적인 거리에 영향을 받는다. 루이스 칸 또한 방안에서의 
사용자의 인식과 행위를 언급할 때, 큰 방과 작은 방을 구분짓고 있는 것은 그
도 또한 방의 크기에 따른 신체에 대한 고려를 고민했음을 짐작케 한다. 

‘작은 방안에서는 큰 방안에서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73)

‘작은 방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이 말하는 것은 그전에 말
했던 것이 아닐 것이다.’74)

‘커다란 방에 있을 때, 사건은 공유성을 갖게된다...우리가 있는 이 방은 크
고 구획이 없다. 벽은 멀리 떨어져 서 있다. 그러나 내가 선택된 사람에게 
내 자신을 드러낸다면 방의 벽은 나에게 다가와 방은 친밀한 공간이 된다
.’75)

두 번째 기준은 공간내 사용자의 성격이다. 분석과정에서 살펴보게 될 사용자
의 행위와 사용자간의 인식관계는 공간의 성격도 영향을 미치지만 사용자들간의 
관계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중 하나이다.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 서로 이미 알고 

73) ‘The Room’ 스케치의 메모
74) Alessandra Latour ed., op. cit., p.264
7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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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낯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행동의 양상이 달
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석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성격
에 따라서 가족이 모이는 공간, 제한된 사용자만을 위한 공간, 익명의 대중을 위
한 공간 3가지로 구분한다. 이에 따른 분석대상은 아래 표와 같다.

공간의 크기 가구/부착물 작은 방 중간크기의 방 커다란방 1 커다란 방 2

사용자 가족 가족 제한된 사용자 익명의 사용자 익명의 사용자

공간구성 작은방의 확장

작은방과 

커다란 방의 

중첩

분석대상 피셔주택 웨이스 주택
리처드 

의학연구소
엑시터 도서관 영국예술센터

[표 4-1] 선정기준에 따른 분석대상 선정

위의 분석대상 선정에서 커다란 방1과 커다란 방 2는 사용자의 성격도 익명의 
사용자로 동일하나 2개로 구분한 기준은 커다란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커다란 방 1은 작은방과 동일한 구성을 확장시켜 만든 공간이며, 
커다란 방 2는  작은 방을 모아서 만든 공간으로 그 구성방식에서 차이를 보이
므로 구분하여 대상을 각각 선정하였다. 



- 51 -

[그림 4-2] 피셔주택 배치

[그림 4-1] 경계 

4.2. 가구 / 부착물 (피셔 주택)
피셔주택(Fisher House)은 각각 공용공간(거실, 주방, 식당)

과 개인적공간(침실)이 담겨있는 2개의 육면체가 45도의 각도
로 접하면서 전체 건물을 이루고 있다.76) 처음부터 45도로 
틀어진 2개의 육면체가 계획된 것은 아니었으나 2개의 영역
을 구분하는 접근은 최초의 계획안에서부터 나타난다. 작은 
규모의 주택임에도 꽤 길었던 설계 기간동안77) 두 개의 영역
이 H형을 이루거나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 2개 영역이 
구분되는(공공-석재, 개실-나무) 등의 많은 변화를 거
쳐서 현재의 최종안에 이르게 되었다. 4년에 걸치는 
설계 기간동안 동시에 진행되던 프로젝트들78)의 영향
을 받으면서 계획안이 변형되는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성은 주거 내부 공간에 받아들이는 빛과 
외부와의 연결에 주목하고 있음이다. 피셔주택이 위치
한 필라델피아에서 약 30킬로미터 떨어진 외곽의 자연
속에 자리잡은 조용한 주거단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2개의 육면체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생활과 외
부 환경요소와의 관계가 중요한 요소였으리라 쉽게 짐
작된다. 

피셔 주택의 초기안에서는 돌로만들어진 두꺼운 벽을 
가진 거실이 눈에 띈다.[그림 4-3, 4-4] 칸이 자주 언
급하였던 캐슬과 같은 거실의 벽은 두꺼운 깊이감을 

76) 루이스 칸이 주택을 계획함에 있어서 공용공간(거실, 주방, 식당) 영역과 개실공간(침실)
의 영역을 구분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주택계획에서 나타나는 경향이다. 구분의 방식은 평
면상에서 영역의 구분(코르만 주택, 웨이스 주택, 게널 주택), 수직적 영역 구분(사피로 주
택, 에서릭 주택 오서 주택)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특히 피셔주택과 플레셔 주택(Fleisher 
House)에서는 매스 구성에서도 그 구분이 드러나는 특징을 갖는다.

77) 피셔주택은 1960년에 계획이 시작되어 설계에만 4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그렇게 된 배
경에는 동시에 진행되던 대형 프로젝트들로 인하여 이례적으로 매우 바빴던 칸의 상황이 
작용하였다.   Yutaka Saito, Louis I. Kahn Houses, TOTO Shuppan, 2003 p.91

78) 피셔주택을 설계하던 당시에 동시에 진행되던 대규모 프로젝트들로는 솔크 연구소, 브
린모어 대학 기숙사, 포트 웨인 예술 세터, 인도 경영 연구소, 다카 국회의사당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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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채 여러개의 개구부를 형성하고 있고, 이 개구부는 벽에 대하여 직각으로만 
뚫리지 않고 사선으로 틀어지게도 뚫려 있다. 특히 [그림 4-4]의 거실에서 우측 
상단의 공간은 사다리꼴로 뚫린 개구부의 끝단에서 벽이 연속됨으로서 마치 경
계가 제법 커다란 공간을 내포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것은 피셔주택을 
계획함에 있어서 경계가 어떤 방식으로 내부환경을 조율하고 환경적 차이를 만
들어냄과 동시에 경계에 내포된 공간을 통해 만들어지는 주공간에 대하여 고민
하였음을 드러낸다.79)  

[그림 4-3] 피셔 주택 초기안 입면 [그림 4-4] 피셔주택 초기안 평면

그러나 캐슬의 경계가 갖는 독특한 특징은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내부의 생활을 담으려는 의도에서 나온것으로서 매우 독특하면서도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다가온다. 이에 반해 피셔주택이 위치한 자연환경은 두꺼운 벽의 
틈새와 같은 개구부를 통해 외부와 연결되어야 할 이유를 소거해버리고, 이에 
따라 안은 변경되어 현재처럼 모두 나무로 마감되고 매우 개방적인 커다란 
개구부를 갖는 경계로 공공영역의 매스를 구성하게 된다. 평면상에도 드러나듯, 
목구조로 이루어진 피셔주택의 평면은 초기안과 달리 매우 얇은 벽으로 
이루어졌다. 얇은 벽은 두꺼운 벽과 달리 두께자체를 통해서 물리적인 공간을 
내포하기는 어렵다. 또한 커다란 개방적인 개구부들은 내부공간에서 환경적 
차이를 발생하기에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루이스 칸은 피셔주택에서 얇게 
만들면서도 캐슬의 경계가 갖고 있는 공간을 내포할 수 있으며 내부공간에서 
다른 공간과 환경적 차이를 갖는 공간을 형성하는 경계를 만들고자 하였다. 
주택 내부의 생활을 고려하여 공간을 둘러싸는 모든 경계를 특별한 경계로 
만드는 대신에 [그림 4-1]처럼 공간의 어느 한면(특히 외부와 만나는 면)에 

79) 칸이 캐슬의 벽에서 주목한 경계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3장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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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8] 피셔주택의 주방

            ③ - 부착물이 설치된 경계

가구나 부착물이 붙은 특별한 경계로 만들어 주고 있다.

4.2.1. 사용을 유도하는 요소의 배열
(1) 빛과 물질의 배열_주방의 경계

피셔주택의 주방의 창이 설치된 복도공간

은 구체성을 가진 경계가 빛과 더불의 ‘나’
의 지각반응을 유발하여 일시적으로 장소로
서 머무름을 가능케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주방의 창은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
다.(그림 4-11) 세 개의 창이 수직적으로 
적층되어 있다. 위 아래에는 동일한 고정창
이 있고 그 사이에 개페가 가능한 작은 창
이 있다. 

①
[그림 4-9] 경계의 맞은편

주방 싱크대
 

②
[그림 4-10] 주방 통로를 

바라본 모습. 경계에 부착된 

선반과 내부로 돌출된 

환기창이 보인다.

 

③
[그림 4-11] 주방의 베이 윈도우

    위에서부터, 주방 내부를 

위한 창, 환기를 위한 개폐창, 

선반과 관련되는 창.

그리고 맨 아래 창 앞에는 작은 책상이 놓여 있다. 이 책상은 건축물에 예속되
어 있는 거실의 베이 윈도우와 성격이 같은 것이다. 주방에서는 요리와 그에 수
반되는 손질 및 정리활동이 ‘ㄷ’자형 싱크대에서 일어나게 된다.(그림 4-9) 이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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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는 하나 더해서 책을 보고 기록하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싱크수전의 상부에는 책을 꽂아두는 책 꽂이가 있고 그 바로 맞은 편에 앞에서 
언급한 창에 고정된 데스크가 놓여 있다. 아마 요리책을 보거나, 요리하면서 기
록해야 할 것들이 필요하면 이 책상에 앉았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 손이 가지는 
않지만 오랜시간 잠깐씩 이 가는 요리를 할 때, 이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면서 
기다리다가 요리를 마무리 하곤 했을 것이다. 그래서 주방의 고정창이 위 아래
로 2개가 설치되어 있다. 아래 고정창은 책상에 빛을 불러들이고 위 고정창은 
싱크수전으로 빛을 불러들인다. 마치 2가지 성격의 행위가 담긴다는 것을 보여
주듯이 창을 위아래로 배치하여 빛을 구축하고 있다. 두개의 고정창 사이에 놓
인 개폐창은 환기 용도이다. 조망과 빛을 받아들이는 창과 환기를 위한 창을 구
분하는 것은 피셔 주택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이 개폐창들은 모두 건축물의 
외부표면에서 안쪽으로 들이밀어져 설치되어 있다. 즉 안쪽으로 돌출된 형상을 
갖는데, 이것은 건축물의 기능적인 측면, 즉 누수에 대한 고려로 보여진다. 개폐
창은 기밀해 보이더라도 틈새를 갖기 마련이며 외부 표면을 따라 흐르는 물의 
유입이나 빗물의 직접적인 부딪힘을 막기 위하여 개폐창을 안쪽으로 들이밀어서 
설치하는 방법은 합리적인 해결책 중의 하나로 보인다. 이처럼 피셔주택 주방의 
경계는 독특한 구성을 띠고 있으며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공간의 주용도에 따른 
공간사용이 고려된 경계로 해석된다. 그러나 신체의 참여를 통해서 경계는 하나
의 인식적인 공간을 내포하는 경계로 해석된다. 

(2) 신체의 참여를 통해 발생하는 환경적 차이

 두 개의 고정창과 그 사이의 내부로 돌출된 개폐창은 주방공간의 활용성을 높
이는 기능적 측면만이 고려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공간의 환경을 미세하게 조
절하려는 노력이다. 굳이 전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자연광만 생각하더라도, 단
순히 커다란 통창을 만들어도 주방의 활용성에는 커다란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셔주택의 주방의 경계처럼 낮은 창과 높은 창을 
구분하고, 환기 창을 따로 둠으로서 빛과 그림자는 조율된다. 더불어서 이 환기
창은 개폐되기 때문에 우수에 의한 누수를 고려하여 안쪽으로 들여놓아져 있다. 
실내쪽으로는 벽에서 돌출되어 있다. 안으로 들여놓아져 있기에 더욱이 이 창이 
환기 이외에 부수적으로 얻게되는 빛의 유입 효과는 많이 반감된다. 그리고 환
기창 좌우는 나무로 막혀 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 아래 고정창에 비해 어두
운 면이며 입체적으로 돌출되어 있다. 이러한 창의 구성은 책상에 앉았을 때 공
간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작은 책상이 놓인 공간은 주방에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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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베이윈도우의 작은 개폐창.

            행위를 통한 장소감각의 조절.

출입문으로 나가는 동선이고 좌우가 뚫려 있는 공간이다. 때문에 동선으로 쓰이
는 곳이며 동선이외의 용도로는 활용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책상 앞의 창
은 책상을 환하게 만들고 고정창이 설치된 영역은 다시 막힘으로서 빛은 주방 
전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책상과 싱크수전만을 밝히게 된다. 빛의 밝음의 경
계는 책상 앞 사용자에게 인식상의 경계를 제공해 준다. 더불의 책상 앞 고정창 
상부는 돌출되어 있기에 책상앞에 앉았을 때 인식되는 공간의 높이를 낮춰주는 
기능을 한다. 빛의 경계와 책상에 앉았을 때 인식되는 범위에서의 높이의 낮춤
은 책상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 주방의 창은 기능에 맞는 빛을 전해주
고, 책상 위 만을 밝게 비추면서 인식상의 경계를 만들어 줌으로서 행위를 유발
하는, 행위를 담는 경계로서 기능한다. 컴롱온 성에서 구조와 방어기능을 위한 
벽의 ‘두께’가 미세공간으로 분화될 가능성을 내포하였다면, 피셔주택의 주방의 
벽에서는 빛의 조율과 기능에 따른 창의 구성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가
능성을 바탕으로 앉는 공간으로 미분화될 수 있는 경계와 빛이 만나 ‘나’에게 일
시적으로 독서의 장소로 다가온다. 

4.2.2. 신체의 행위를 통한 장소에 대한 소유감
(1) 행위를 통해 지각요소의 차이를 발생하는 경계_거실의 베이 윈도우

주방과 마찬가지로 신체가 경계의 영역에 
참여했을 때 장소의 감각은 다가온다. 베
이 윈도우에 앉아서 자세를 취하는 행위를 
통해서 피부감각으로 나무로 만들어진 경
계의 일부의 압박감을 느끼고 나무의 질감
을 느끼게 된다. 등으로 내리쬐는 햇살을 
느끼면서 시각으로는 실내공간을 인지하는 
상태는 분명히 새로운 장소에 대한 경험이
다. 경계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채로 바라
보았을 때와는 활성화되는 감각의 요소와 
성격이 차이를 나타냄으로서 경계가 만들
어내는 영역을 하나의 차별화된 장소로 인
지하게 된다. 베이 윈도우에도 시각을 위
한 창과 개폐를 위한 창이 구분되어 있다. 
전면창과 직각을 이루며 베이 윈도우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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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설치된 개폐창은 베이 윈도우에 앉았을 때 팔의 가동범위 안으로 들어온
다. 건출물의 외부 표면에서 창의 폭만큼 안쪽으로 들이밀어진채 전면에 대하여 
90도 틀어져 있는 걔폐창의 설치 형태로 인하여 개폐창을 활짝 열더라도 외부의 
바람은 세게 들이치지 않는다. 좁은 틈으로 들이치는 바람은 개폐창이 형성하는 
내부공간에 부딪혀서 약화된채 일부만이 개폐창을 통과하게 된다. 때문에 베이 
윈도우에 앉아 있는 신체에 적당한 바람을 느끼게한다. 실내 공간의 환기를 위
한 커다란 개폐창(전면창과 동일한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어 환기의 기능에 적합
하다)이 개폐창의 반대편에 설치되어 있음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작은 개폐창은 
베이윈도우의 장소감각을 위한 창으로 판단된다. 신체의 참여로 형성된 장소를 
벗어나지 않은채 나의 행위를 통해서 감각요인, 장소의 성격을 내가 조율할 수 
있는 개폐창은 적극적인 신체의 행위를 유발한다. 즉 신체의 행위를 통해서 나
의 신체가 속한 영역을 ‘나의 장소’로 느끼게끔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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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거실의 3개 영역

1 영역 2 영역 3 영역

-시각: 

   외부풍경

   (자연)

-시각: 

   흰벽(인공)

-온각,청각: 

   자연

   (벽난로)

- 시각: 

   실내(인공)

- 촉각: 

   자연

   (바람, 나무)

[표 4-2] 거실의 영역별 지각요소 분류 

(a) (b) (c)

[그림 4-13] 경계(a)와 공간의 형성(b)(c)

4.3. 작은 방(웨이스 주택, 피셔주택)

가구와 부착물 같은 요소, 또는 경게 자체가 깊이감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의 
둘러싸인 공간을 만든 상태의 기본형이 주택의 방이다. 겹쳐진 네 모퉁이에 구
조를 위치시켰을 때, 경계가 내포하고 있는 가능성(신체의 행위에 따라 장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은 가장 강하게 유지된다. 건축공간을 형성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변화시키기 어려운 요소는 ‘구조’일 것이다. 구조에 의해서 형성된 
트렌튼 목욕장의 구성과 유사하다. 

4.3.1. 경계요소의 배열을 통한 다양화_피셔주택
피셔주택의 거실공간은 3개의 구체적인 경계로 이루어져 있다. 외부와 연결된 

베이 윈도우, 주방과 분리되는 벽난로, 쇠흙손으로 질감을 살려서 마감된 흰 벽
으로 거실 공간은 구획되어 있다. 거실은 2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거실의 
외측인 2면에 걸쳐 형성된 베이윈도우의 영역(2영역)과 흰변과 벽난로 사이에 형
성되는 영역(1영역)이다. 

1영역에서는 베이윈도우의 입체감은 사라지고(2면창이 아닌 1면창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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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피셔주택의 거실

        작은 공간이지만 ‘경계-장소’ 들로 둘러싸임으로서 

        신체의 반응과 인식에 따른 움직임과 머무름을 

        유발한다.

외부 풍경은 멀리 있다. 그러나 베이 윈도우에 가까이 식재된 나무들로 인해서 
외부의 자연은 충분히 인식된다. 외부 풍경은 나무와 하늘이 뿌리 내리고 있는 
땅이 가려짐으로서 프레이밍된 이미지로 다가온다. 거실에서 가장 넓은 공간인 
1영역의 공간성격은 내부 공간에 집중한 행위를 위한 공간으로서 다가온다. 으
로서 거실내. 창 가까이에 심겨져 나무기둥만 보이는 나무는 이러한 대상화를 
강화한다. 

2영역에서는 안락한(벽난로가 자작거리면서 내뿜는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실내
에 있으면서 자연을 내부로 끌어들여와 즐기는 공간인 것이다. 실재 의미를 상
실하여 하나의 사물이 된 돌로 만들어진 벽난로는 차용된 자연의 또 다른 모습
이다. 높이 설치된 창 덕분에 1영역의 깊숙이 빛을 받아들이게 되고 밝은 내부
는 실내 활동의 중심을 형성하게 된다.

3영역으로 다가가면 흰벽과 차용된 벽난로를 뒤로하고 실재 자연이 가까이 다
가온다. 베이 윈도우는 2면을 모두 드러내며 풍경은 입체적으로 열린다. 더불어 
자연에 대한 지각은 더욱 다
양하게 나타난다. 베이 윈도
우에 다가가면 촉각적인 지각
이 더해진다. 베이 윈도우는 
나무로 만들어져 촉각적으로 
자연을 느끼게 된다. 또한 베
이 윈도우의 개폐창을 열게되
면 바람을 느낄 수 있다. 이 
개폐창은 90도로 방향을 돌
린채 설치되어 있어, 창을 통
해 들어오는 바람은 부드럽게 
순화되고 베이윈도우 주변을 
맴돌게 된다. 창을 열더라도 
거실 안쪽까지 직접 전해지지 
않는다. 거실의 위치에 따라 
자연에 대한 지각의 성격을 
분리하고 있는 것이다. 

3영역에 머무르는 방법은 자연을 등지고 앉게 된다. 1영역에서 일어 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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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연지각의 요소가 시각, 촉각(나무의 질감, 바람)이 있지만 이는 동시에 일어
나지 않는다. 베이 윈도우 앞에서 시각적으로 지각하다가 더 다가가 베이 윈도
우에 앉아 촉각적으로 자연을 느낄때 시선은 내부를 향한다. 베이 윈도우의 앉
는 자리는 건축물에 예속되어 있어 제거가 어렵다. 사용자가 다른 방식으로 자
연을 즐기기 위해 탁자를 놓거나 의자를 놓고 그 위치에서 자연을 마주보고 앉
기가 어렵다. 이 공간에서 자연을 대하는 방식에 대하여 제한을 주고 싶은 건축
가의 의도가 엿보인다. 

4.3.2. 감각요소의 차이화를 통한 인지영역의 확장_웨이스 주택
웨이스 주택(Weiss House)은 칸의 건축작업에 있어서 전환점을 나타내는 작품

이다. 계획의 시작은 1947년으로서, 오스카 스토노로브(Oscar Stonorov)와의 
협업을 종료하고 자신만의 작업을 시작하여 몇 개의 주택설계를 진행하던 시기
였다. 이 시기는 아직 자신의 건축개념어로서 ‘방’을 제시하기 이전이지만 ‘방’이 
갖고 있는 가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칸이 이후에 ‘방’속의 ‘방’이라고 부른 
이 공간은 거실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으로서 거실과 식당을 구획하고 있는 벽난
로에 면하고 있다. 이 공간은 거실 바닥높이 보다 2계단 정도 낮은 레벨을 형성
하고 있어 그 영역성을 확보하고 있다. 즉 경계의 한면은 벽난로로 구획되어 있
고, 나머지 3면은 바닥의 레벨차이로 그 영역을 형성하고 시각적으로는 거실 및 
다른 공간에서 열려 있다. 

[그림 4-16] 웨이스 주택 평면

거실 내 위치한 ‘방’-①

 
[그림 4-17] 웨이스 주택 거실 내에 위치한 

‘방’속의 ‘방’

거실에 포함되어 있는 벽난로에 면한 공간이 하나의 ‘방’으로서 기능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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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치에 따른 지각요소의 차이화에 기인한다. 거실에서 바라본 이 ‘방’은 낮은 
레벨, 이에 따라 바닥과 거의 같은 레벨로 낮춰진 앉는자리, 그리고 돌로 쌓아진 
벽난로를 통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러나 신체를 움직여 이 
‘방’안에 들어가서 앉았을 때는 다른 경험이 가능하다. ‘방’안의 앉는 자리는 침
실들이 모여 있는 사적인 영역을 등진채 앉도록 경계면을 형성하는 가구 구조물
과 함께 고정되어 있다. 이곳에 앉게 되면 오른편은 돌의 텍스쳐가 가깝게 인지
되는 벽난로로 제한되고 전면으로는 거실벽의 개구부를 통하여 외부 바비큐장을 
바라보게 된다. 거실의 전면과 90도를 틀어서 다른면을 바라보는 ‘방’에서 보이
는 풍경은 거실의 풍경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거실의 전면은 완만하게 내려가
는 경사지를 뒤 덮고 있는 탁 트인 잔디밭을 면한다. 반면에 방’에서 보는 시선
은 외부 바닥 경사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나무와 어우러진 바비큐장을 바라보
게된다. 이러한 풍경의 차이는 각 공간에서 바라보는 외부의 성격을 차이를 가
져온다. 거실에서 바라보는 외부는 여전히 외부이다. 문을 열고 나가야 나아게 
다가오고 조망하는 대상으로서 내부공간과 구획된 외부에 있는 존재로 남는다. 
그러나 ‘방’안에서 ‘앉는 자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바라본 외부는 지면이 더 가
깝게 다가오며 나무가 심겨져 있으며 벽난로와 같은 돌로 만들어진 바비큐장을 
함께 바라보게 된다. 이 때 ‘방’에서 보는 외부는 내부의 벽난로와 동일한 물질
과 내가 생활속에서 사용하는 바비큐장을 통해서 시선이 한번 멈추고 나아간다. 
즉, 내부와 구분된 외부가 아니라, 집안의 내부가 바비큐장 까지, 자연 깊숙이 
확장되어 있는 성격이다. 실제로는 외부지만 인식의 범위는 방안에서의 삶의 영
역이 확장되어 있는 인식을 가져온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단지 ‘자연속에 있다’
와 ‘자연 속에서 산다’의 차이를 가져온다. 즉 바비큐장은 ‘자연 속에 사는 것이 
좋다’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는 요소로서 이것을 바라보는 행위를 ‘방’을 제안
한다. 더불어 이것을 바라보는 행위는 따뜻한 기운을 느끼며 나무가 자작거리며 
타 들어가는 소리를 듣는, 온각, 청각적 지각이 동시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앉는자리 바로 옆에 마련된 벽난로용 땔감을 보관한 장소는 
벽난로의 불을 지피는 행동속에서 나에게 내재된 ‘바람’을 재인식하는 ‘행위’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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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방’에서 사적 영역을 바라본 

모습- ‘방’에서의 행위는 주택내에 

드러나 있다.

 
[그림 4-19] ‘방’에서 외부를 바라본 모습

- 내부의 물질과 외부의 물질의 유사성으로 

외부를 향한 시선은 한단계 걸러진다.

위에서 살펴본 개인적인 ‘행위’를 통한 ‘단독성’의 확인과 인식은 공간 구성과 
‘방’의 위치에 의해서 ‘공유’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칸의 많은 주택에서는 주택내 
공동의 공간(거실, 식당, 주방 등)과 사적인 공간(침실, 욕실 등)을 명확히 구분하
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웨이스 주택도 같은 구성을 보인다. 공동의 영역과 사적
인 영역은 약간의 거리를 둔채 방향성을 가진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주택의 입구가 계획되어 입구에서 좌측은 사적 영역, 우측은 공적 영
역으로 나뉘어 있는 구조가 완성된다.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이 배치된 길이 방향
과 일치하다록 사적영역내 방들을 연결하는 복도가 계획되어 있고, 앞서 언급한 
거실의 ‘방’의 배치, 그리고 ‘방’에서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 외부 바비큐장이 모
두 하나의 선상에 놓이면서 이 주택은 ‘척추’와 같은 축을 따라 공간들이 배치되
고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완성한다.80) 

이러한 공간 구조로 인하여 ‘방’은 자신의 방에서 내 외부를 오가고, 주방에 들
러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가는 매우 사적인 행동속에서 노출되는 위치에 놓인
다. 벽난로를 제외한 나머지 면은 별도의 벽은 없는 공간이지만 앉는자리 뒤편
은 가구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앉는 사람에게도 위요감을 제공하지만 ‘척추’의 

80) Yutaka Saito, Louis I. Kahn House, TOTO, 2003,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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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에서 이 ‘방’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도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노출되지는 않
도록 제어해주는 기능을 한다. 때문에 사적인 행동속에서 ‘방’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방해되거나 그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서도 ‘방’안의 ‘행
위’가 ‘표현’하는 바에 대한 ‘인식’과 ‘공감’이 가능하다. 즉, ‘방’안에서 각 자의 
인식적인 경계를 통해 각자의 영역, 각각의 ‘방’을 형성하고 존재하므로 서로의 
‘방’, 공간을 점유하는 지향성은 상홰되지 않은채로 서로 만나고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작은 방안에서, 각자의 단독성(singularity)은 매우 섬세하여(sensitive) 
각자의 지향성(vectors)은 상쇄되지 않는다. 81)

81) Alessandra Latour ed., op. cit., 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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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중간크기의 방 (리처드 의학 연구소)

4.4.1. 물리적 경계-개방된 모서리
리처드 의학 연구소 빌딩 빌딩(Richards Medical Research Building, 

1957-1965)은 서브드 스페이스(Served space)와 서번트 스페이스(Servant 
space) 개념이 구현된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있다.82) 이러한 공간 구분은 의학 
연구소로서 시설기준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항들, 특히 동물들을 수용하기 위해 
분리된 구역을 지정하고 공기의 공급과 배출을 조정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제공
해 주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부응하나 것이라 설명되었다.83)  센
터의 설계에 앞서 수행했던 트렌튼 목욕장(1955) 계획을 통하여 단순한 기하학
적 구성을 통해서 주공간을 지원하는 부공간에 주목하고 있던 칸은 리처드 메디
컬 연구센터에서도 단순하고 강력한 구성으로 이를 실천하였다. 

설비타워 (servant space)

연구 및 실험공간 (served space)

[그림 4-20] 리처드 의학 연구소 빌딩 평면도 

              정사각형 형태의 연구 및 실험공간의 각 면의 중간에 설비타워가 설치되어 있다.

82) 루이스 칸은 이에 관련하여 ‘세상은 리처드 의학 연구소 빌딩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였
다.’라고 회고한 바 있다. Kahn, Susan Brudy, ‘The Architectural Metaphysic of 
Louis Kahn’, New York Times Magazine, 1970,11. 15, p.86, David B. Brownlee 
and David G. De Long, 김희진 역, Louis I. Kahn: In the Realm of Architecture, 미
메시스, 2010, p.72 재인용

83) Ibid,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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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층 높이의 타워인데다가 단순한 평면구성과 연계되는 단순한 재료의 사용
(설비타워는 벽돌로만 이루어져 있다.)으로 주공간과 부공간의 분리는 분명하며 
분리된 요소들 간의 명백한 분절이 만들어내는 시각적 이미지는 매우 강렬하다.
[그림 47] 폐허의 이미지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설비타워의 절개된 모
퉁이는 매스가 아닌 자립해 있는 거대한 벽으로 느껴지며 절개된 틈에 형성되는 
그림자는 수직적인 힘과 무게를 느끼게끔 만든다.[그림 48] 

[그림 4-21] 리처드 의학 연구소 빌딩 외관

 

[그림 4-22] 설비타워

(1) 공간의 질서와 구축의 질서

리처드 의학 연구소 빌딩에서는 트렌튼 목욕장과 마찬가지로 공간의 질서와 구
축의 질서가 통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 형식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구조

[그림 4-23] 트렌튼 목욕장 공간구성

       

구조

[그림 4-24] 리처드 의학 연구소 공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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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튼 목욕장의 경우 사각형 공간의 각 모퉁이에 서번트 스페이스를 내포하고 
있는 속이 빈 기둥(Hollow column)이 구조를 이루고 있다.[그림 49] 이를 통해 
하나의 방이 독립적인 구조를 갖게되고 공간구성상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트렌
튼 목욕장에서는 일정한 직교체계의 열을 따라서 인접하여 배치됨으로서 몇 개
의 기둥은 인접한 방들이 공유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그 완결적인 체계가 두드러
져 보인다. 정사각형의 공간이면서 십자형태의 기하학적 형태를 이루고 있어 공
간적 유연성이 결여되어 보인다. 그러나 기둥으로 인해 사각형 공간의 주변으로
는 기둥 폭 만큼의 성격이 다른 공간이 배치되어 있고 이 공간은 내부공간의 다
양한 수요를 수용함으로서 공간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리처드 의학연구소 빌딩은 각 연구실험공간 평면 모서리의 1/3, 2/3 지점에 기
둥이 설치되어 있고 트렌튼 목욕장과는 달리 모서리에는 기둥이 설치되지 않는 
차이점을 보인다. 이러한 구성은 연구실험실의 기능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 각 
모서리에 설치된 두 기둥의 사이에 서번트 스페이스가 인접하여 있는데, 전체 
천장면에 급기와 배기 배관을 주고 받아야 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위치로 판단된다. 이렇게 판단된 설비타워의 위치에 기둥 위치를 일치시킴으로서 
속이 빈 기둥의 형태는 아니지만 연구실험공간에 대하여 구조기둥과 서번트 스
페이스를 기하학적으로 동일한 영역에 설치함으로서 개념적 완결성도 잃지 않고 
있다. 

[그림 4-25] 평면의 각 모서리의 1/3, 2/3 

지점에 설치된 기둥과 프리캐스트 포스트 텐션 

보.

 [그림 4-26] 프리캐스트 보를 포스트 텐션 

조립함으로서 모서리 기둥이 없이 서있는 

리처드 의학 연구소 빌딩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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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모서리 기둥의 제거와 

유리면이 서로 만남으로서 형성된 

개방된 모서리

[그림 4-27] 내부에 개방된 설비 라인

외관에서만 인지되는 서버드 스페이스와 서번트 스페이스의 구분은 내부에서도 
나타난다. 설비타워를 통해 각층으로 연결되는 설비배관은 연구실험공간 천장을 
가로지르게 되는데 이러한 설비들은 실내공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연구실험
공간에서 천장마감을 하지 않고 설비와 복잡하게 조립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를 드러내 보임으로서 평면적인 서브드 스페이스와 서번트 스페이스의 구분은 
실내에서 수직적으로도 구분이 명백해 진
다. 그리고 이러한 실내에서의 수직적 구분
은 각각 벽돌/유리와 콘크리트의 대비를 통
해 외부에서도 인지되도록 계획되었다. 의
학연구라는 시설의 목적을 위하여 가장 필
수적인 두가지 요소(연구실험공간과 연구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위한 공간)를 여러차원
에서 단순하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건
축물을 통해서 그 시설의 본질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칸의 지론과 맞닿아 있다.

서브드 스페이스와 서번트 스페이스의 구
분은 앞서 살펴본 설비타워는 기둥의 역할 
또한 담당하고 있다. 사각형의 모퉁이가 아
닌 모서리에 서 있는 기둥으로 인해 모둥이
에는 기둥이 없는 자유로움을 얻고 있다. 
이 자유로움을 살려 각 면에서 설치된 유리
창은 모퉁이에서 만난다. 

4.4.2. 시지각과 신체의 영역 분리
내부 공간에도 다시 한번 시지각을 고려한 공간의 의도되었는데, 바로 시지각

의 분리를 통한 인식적 경계의 구성이다. 개방된 모퉁이에서 바라보이는 것은 
인접한 다른 연구실험실이다. 루이스 칸은 평면을 계획함에 있어 이들이 서로를 
바라보께끔 조정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개별연구자를 위한 공간의 필요성을 
들었다. 함께 모여서 진행하는 동안에도 연구는 진행되지만 각 개인 연구자의 
역량과 창의성이 중요한 분야에서 다른사람과 잠시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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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다른 연구실험공간이 바라보이는 

개방된 모퉁이 공간

[그림 4-30] 지각과 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인식적 경계

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칸은 실험연구
공간의 모퉁이를 인식적인 개인적 공
간으로 의도하였다. 두 개의 벽이 만
나는 모퉁이를 바라보고 어느정도 다
가갔을 때 형성되는 개인적 공간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즉 전방 시각에 
인지되는 요소는 두 개의 유리창이고 
공용공간에 등을 돌린 나의 신체와 
함께 하나의 닫힌 공간이 형성된다. 
이 공간에서 닫혀있음은 신체의 방향
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공간내 다른 
요소들에 대한 인식상의 거리감이 만
들어 낸다. 기둥이 서리되지 않은 모
퉁이 공간은 유리가 만나는 창틀마저도 
최소화한 디테일을 적용함으로써 외부에 
대한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그 
개방감을 통해 인지되는 요소는 다른 연
구실에서 불을 밝히고 있는 연구자들의 
공간이다. 루이스 칸은 방들의 배치를 
통해서 각 방에서 다른 연구실험실이 바
라보이는 모퉁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이 모퉁이에 서면 연구자가 
혼자가 아니라 과학자들의 공동체에 소
속되어 일하고 있다는 감각을 제대로 느
낄 수 있게 했다.84) 신체가 위치한 영역
은 공용연구공간이지만 신체의 감각을 
압도하는 시지각이 감각하는 영역은 연구시설의 본질적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풍
경이다. 개방된 모퉁이를 형성하는 물리적 경계에 대하여 다가가서 머무르는 신
체의 행위와 시지각에 집중된 감각경험을 통해서 연구자 개인만의 공간을 느낄 
수 있는 인식적 경계를 형성한다.  실내에서도 다시 시설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을 의도함과 동시에 인식적인 경계를 의도하였다. 

84) David B. Brownlee and David G. De Long, 김희진 역 Louis I. Kahn; In the 
Realm of Architecture, 미메시스, 2010,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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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행위와 연결되지 못한 경계의 한계-
(1) 인식구조 확장을 위한 경계 배열

루이스 칸은 리처드 의학연구소 빌딩을 설계하면서 과학자들은 예술가와 같다
고 말한 바 있다. 한사람의 연구자가 각자의 창의적인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함
께 있음을 인식하고 또 보여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85) 이런 이유로 
모퉁이는 매우 개방적으로 계획되었다. 평면내에 개인을 위한 공간을 따로 구획
하였다면, 공간구성도 달라지겠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개인의 영역에 들어가는 순
간 단절이 발생하게 된다.(그림 4-32)] 따라서 리처드 의학연구소에서는 인식적
인 개인영역을 제안함으로서 물리적인 경계로 완전히 닫혔을 때의 한계를 넘고
자 하였다. 물리적으로 완전히 단절되는 사적인 경계가 아닌 물리적 경계와 인
식적 경계가 함께 만들어내는 사적인 경계로서 다른 사람과의 교류의 여지를 남
겨두고자 하였다. (그림 4-33)

[그림 4-31] 개인공간을 별도 공간으로 

계획하였을 때 서로간의 인식은 부재하게 

된다.

    [그림 4-32] 연구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스스로 노출됨이 동시에 의도된 모퉁이의 

공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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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창을 가린채 생활하는 

모습

(a) 공간의 윤곽
(b) 인식적 경계의 

가능성

(c) 모퉁이 공간의 

인식적 경계
d) 사람들 간의 

인식구조의 형성

[그림 4-33] 리처드 의학 연구소 빌딩의 방의 변화 

(2) 행위의 연결되지 못한 경계의 한계

 그러나 모퉁이는 바라보고 보여지는 시각적
인 인식 이외의 머무르며 일어나는 행위에 대
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머무르며 다른 행위가 
담기기에는 너무 눈부시고, 너무 개방되어 있
어 불편함을 초래하였다. 결국 대부분의 개방
된 모서리의 창들은 커튼이나 신문지 등으로 
가려지게 되었다.(그림 4-34) 즉 경계가 만들
어낸 공간이 행위와 연계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의미는 약화된다. 시각적인 교류에만 집중
함으로서 머무름을 위한 환경적 조건에 대한 경계의 대응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는 일시적인 시각교류를 위해 장기적인 머무름과 다른 사용의 측면을 간과하
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 루이스 칸 역시 건물이 사용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인식하게 되고, 이중벽, 열쇠창과 같은 경계에서의 머
무름을 고려한 경계를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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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작은 방들로 

둘러싸인 넓은 공간 

4.5. 커다란 방 1 (엑시터 도서관)

4.5.1. 작은 ‘방’들로 둘러싸인 넓은 공간
엑시터 도서관은 평면의 구성에 있어 ‘중앙부-내주부-

외주부’로 이루어진 3중구성을 띤다. 3중구성의 이유에 
대하여 칸은 엑시터에서 행한 강연에서 설명한바 있다. 

‘엑시터 도서관은 빛이 있는 주위로부터 시작되었다. 독서를 하는 방은 사람
이 혼자서 창가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개인 열람석(carrel)이 
되며, 그러한 공간을 담고 있는 구조에서 발견되는 장소라고 느꼈다. 나는 
벽돌로 만들어진 도넛과 같은 건물의 외주부를 책들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
다. 그리고 그 안쪽에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도넛 같은 내주부를, 책들이 빛
으로부터 떨어져서 보존되는 장소로서 만들었다. 중앙은 결국 두 개의 연속
적인 도넛들의 결과이다. 그곳은 하나의 입구로서 커다란 원형 개구부를 통
해 당신의 모든 주위로 책들이 보이는 장소이다. 따라서 당신은 그 건물에
서 책들로 초대받고 있는 느낌을 가제 될 것이다.’86)

[그림 4-36] 엑시터 도서관 2층 평면

 

[그림 4-37] 엑시터 도서관 중앙 홀

86) Peter Kohane, Louis I. Kahn and the Library: Genesis and Expression of 
Form, VIA, No.10, 1990,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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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개페창호가 설치된, 

경계와 일체화된 개인열람석

위의 언술을 통해 중앙홀은 두 개의 연속적인 도넛, 즉 방들로 둘러싸인 경계
공간으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앙홀은 공간을 구획하는 벽(원형 개구부가 
계획된)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설치된 대각선 방향의 직사각형 단면의 기둥, 
그리고 천장의 교차되는 보에 의해서 독립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구조체는 공간의 성격을 분명히 하며, 특히 천장에 설치된 보는 그 춤
이 16피트에 달하여 강한 인상을 남긴다. 또한 이 보는 춤에 비해 얇은 플레이
트 형상을 띠고 있어 고측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반사시켜 산란광을 홀 내부
로 끌어들이는 기능을 함께하고 있어 공간의 분위기 형성에 있어 형태적, 기능
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중앙홀은 경계공간으로서 서고로 이루어진 주변의 공간을 연결하고 있다. 
직접적인 이동의 연결은 일층에서만 이루어지나, 홀의 벽에 커다른 원형 개구부
가 설치되어 있어서 모든 층에서, 또는 중앙홀 공간 내에서도 주변공간을 향해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중앙홀과 서고내에서 움직임(특히 중앙홀의 대각
선 기둥들로 인해 서고와 중앙홀 사이에는 공간의 켜가 발생하여 움직임을 담아
낼 수 있다) 속에서 여러층에 걸친 서고공간 내 수많은 장서는 한 눈에 인식된
다. 이러한 공간은 책을 찾기 위해 똑같은 모양의 서고 사이를 이동하는 움직임
을 ‘지식의 보관소’로서의 도서관 ‘시설’의 성격을 인식하는 ‘행위’로 변화시킨다. 

4.5.2. 방향에 따른 인식영역의 중첩과 분리
엑시터 도서관의 외주부에 있는 개인 열람석

(carrel)은 외벽을 지탱하는 벽돌기둥이 형성하
는 경계공간에 위치한다. 벽돌 기둥의 반복과 
개인열람석의 반복은 외주부의 이동공간에 하나
의 흐름을 형성한다. 또한 높은 천장고에서 개
인열람석의 상부에만 고정창이 설치되어 있어 
공간내에서 수직적인 대비를 이루며 개인열람석
의 존재를 드러낸다. 개인열람석은 구조체가 형
성하는 공간과 조화를 이루고 외벽에 구속된 영
역으로서 그 움직일 수 없음과 무게감은 ‘책을 
읽는 자리’의 장소성을 더욱 강화시킨다. 자리
에 앉았을 때, 눈높이까지는 동일한 재료로 둘
러싸인 공간은 내밀함을 더해준다. 특히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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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석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움직임으로 제어되는 개폐 창호이다. 공간이 형성
하는 장소감에 더해져서, 나의 의도와 필요에 따라 빛을 조절하고, 외부의 풍경
을 조절할 수 있음은 행동을 통해 장소를 경험하는 체험된 장소로 탈바꿈 시킨
다.87) 개인열람석에서의 행동은 칸이 의도한 도서관의 본질에 공감하고 자신에
게 내재된 ‘바람’을 깨닫는 ‘행위’가 된다.

 [그림 4-39] 개인열람석이 설치된 외주부

           이동속에서 인지되는 장소화된 경계와 행위

 

[그림 4-40] 서가영역과 

‘신체-경계’의

         중첩

 

87) 진정한 건축적 경험은 건물에 직접 다가가서 건물과 마주치는 것이며,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는 행위나 문의 시각적 디자인을 보는 행위가 아니라 문을 직접 열고 들어가는 행위
인 것이다. 박영욱 저, 필로아키텍처, 향연, 2009,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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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41] 작은방의 조합을 통한 큰방의 형성

4.6. 커다란 방 2 (미술관의 전시공간)
예일 영국예술센터 (Yale 

Center for British Art, 
1969-1974))는 루이스 칸의 완
공작 중 가장 나중에 설계된 건
물로서 Chapel street를 사이에 
두고 예일 미술관(Yale Art 
Gallery)의 맞은편에 위치해 있
다. 루이스 칸의 작품중에서 흔치 않은 도시적 맥락에 놓인 건물로서 다른 칸의 
건물들과 몇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그림 4-42] 영국예술센터의 위치

          2. 예일 미술관, 3. 영국예술센터

 [그림 4-43] 단일한 매스를 이루고 있는 

영국예술센터

먼저 외관에서 눈에 들어오는 재료의 사용이다. 철근콘크리트 프레임을 구조체
로 하여 프레임 사이를 스테인리스 스틸로 마감하였다. 프레임과 방벽(infill) 시
스템은 루이스 칸의 다른 작품에서도 나타나는 방식이나88) 외부의 넓은 면에 금
속재료를 사용한 것은 유일한 특징이다. 또하나 외관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분절
과 요철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이다. 그간 살펴본 사례들에서도 경계의 변
형, 서브드 스페이스와 서번트 스페이스의 구분, 방들의 조합 방식 등에 의해서 
분절된 요소들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 경항이나 영국예술센터는 하나의 

88) 구조프레임과 방벽 방식이 사용된 건물은 ‘킴벨 미술관’, ‘엑시터 도서관’, ‘리처드 의학
연구소 빌딩’, ‘트리뷴 사옥’ 등이 있으며 ‘솔크 연구소’에도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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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매스를 별다른 분절없이 형성하고 있다. 자립한 벽, 강한 분절, 재료의 
질감 등이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대비는 이 건물에서 나타나지 않는
다. 그러나 스테인리스 재료를 통해서 다른 형식의 강한 대비가 존재한다. 이 건
물에 사용된 스테인리스 스틸에 대하여 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흐린날에 그것은 나방처럼 보일것이며, 맑은 날에는 나비처럼 보일 것이다
.’89)

[그림 4-44] 흐린 날의 영국예술센터 

 

[그림 4-45] 맑은 날의 영국예술센터

스테인리스 스틸은 어두운 거친 결과 금속의 광택을 통해서 불투명성과 밝은 
반사성을 가진 재료이다. 흐린 날에는 윤이 나는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은 주변 
벽돌건물의 어둡고 부드러운 색을 흡수하게 된다.. 맑거나 밝은 날에는 입면의 
유리와 함께 스틸 패널도 반사와 함께 반짝거리게 되며 하늘을 비추는 거울처럼 
작동한다. 이처럼 유리와 유사하게 작동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은 칸이 최초
에 의도한 바이며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을 불투명한 창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대하고 있었다.90) 이처럼 새로운 재료의 적용은 도시 가로변에 위치한 건물이 
들어서는 장소에 대한 고려이다. 소비된 빛에 의해 존재를 드러내고 변화와 시
간을 담으려는 작업들이 그동안 벽돌, 석재, 나무 등의 재료로 이루어졌으나 주
변 맥락과 반응하면서도 변화를 통해 활력에 기여하려는 유연한 대응의 결과로
서 계획된 외관과 재료이다. 

89) Mike Cadwell, Strange Detials, MIT Press, 2007, p.149
9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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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6] 예일 미술관의 전시공간 

[그림 4-47] 영국예술센터의 전시공간

4.6.1. 얇은 벽과 두꺼운 보
또 다른 영국예술센터의 특이점은 

내부공간에 있다. 분류기준에서 밝
힌바와 같이 영국예술센터의 전시
공간은 ‘방’들을 합하여 넓은 열린
공간을 만들었다. ‘방’에서 경계에 
대한 논의는 주로 건축물의 ‘벽’에 
집중되었는데, 방들을 합하여 열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벽의 약화가 불가피 하다. 때문에 
칸이 설계한 최초의 미술관인 예일 
미술관(Yale Art Gallery)은 내부
에는 기둥이 없는 단일한 넓은 공
간으로 전시공간을 만들었다.[그림 
70] 대신에 일종의 와플(waffle) 슬
래브의 변형인 사면체의 오픈이 연
속되는 슬래브를 통해서 공간에 성
격을 부여하였다. 거친 질감과 더불
어 밝음과 어두움이 반복되는 기하
학 형태는 예술작품과 훌륭한 조화
를 이루었다. 그러나 열린 무주공간
에는 이후에 관리자들에 의하여 임
의로 고정벽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지켜본 루이스 칸은 자신의 디자인이 
훼손되고 있다고 항의하였으며 이후에 이렇게 말했다. ‘만일 내가 지금 갤러리를 
짓는다면, 갤러리 관장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이용할 수 없도록 공간들을 
만드는 데에 더 신경을 쓸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 원래 있었으며 어떤 고유한 
특성을 지닌 공간들을 주고 싶다.’91) 그리고 영국예술센터의 ‘방’들의 집합을 통
한 전시공간은 예일미술관에서 느낀바에 대한 루이스 칸의 제안이다. 

91) David B. Brownlee and David G. De Long, 김희진 역 Louis I. Kahn; In the 
Realm of Architecture, 미메시스, 2010,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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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8] 영국예술센터의 전시실 평면

   

[그림 4-49] 영국예술센터의 전시공간 

영국예술센터의 평면(그림 4-47)은 유니버설 스페이스를 떠올릴 만큼 열린 공
간구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미스의 공간과 유사하다는 의견)에 대하
여 단호하게 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였다.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공간이 아
닌 것이다... 미스는 내가 면적(area)이라고 부르는 것([그림 79]의 (b)의 
네 개의 공간)을 공간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는 공간의 나뉘어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92)

(a) (b) (c)

[그림 4-50] 미스와 자신의 공간을 나누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방’의 경계의 성격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 

즉 나뉘어진 공간도 여전히 공간의 질서와 구축의 질서가 일치해야 함을 들어 
미스의 공간과는 다름을 이야기 하였다. 그렇다면 영국예술센터의 평면에서는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 공간의 질서와 일치되는 구축의 질서를 만드는 요소를 

92) 칸은 자신이 (a)를 나누어 공간을 만들면 (c)와 같이 나눌 것이며, 미스는 (b)와 같이 나
눌 것이다고 하였다. John W. Cook, Heinrich Klotz, Conversations with Architects, 
Praeger Publishers, 1973,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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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도록 한다.

(1) 두꺼운 보 –빛+물질 통합체

최상층의 지붕구조물을 이루고 있는 보는 단면상에서 아래폭이 약 1m정도이며 
윗 폭이 약 2.5m인, 위로 올라갈수록 공간의 중심을 향해 안쪽으로 기울어진 윗
변이 넓은 사다리꼴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보춤은 약 1.9m이다. 전시공간의 기
둥간격이 6m임을 고려했을 때 구조가 지나치게 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51] 4층 갤러리에서 보이는 

        콘크리트 보의 접합 줄눈

 

[그림 4-52] 전시공간의 단면

설비공간을 포함한 프리캐스트 보

단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설비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속이 빈 프리캐스
트 보를 조립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에 비해서 보가 지나치게 커 보였던 
것이다. 지붕구조물이 속이 빈 돌 이라는 것은 단면도를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공조기의 바람이 나오는 디퓨저가 콘크리트 보 하단에 슬릿을 형성하면서 
자리잡고 있음은 쉽게 보 속으로 에어 덕트가 지나감을 연상하게 되고 쉽게 속
이 빈 돌임을 감지하게 된다. 더불어서 프리캐스트로 조립되면서 부재와 부재가 
만나는 줄눈이 제법 폭이 넓게 설치됨으로서 속이 빈 돌의 조립이라는 느낌은 
강해진다. 프리캐스트로 만들어서 조립하지 않고 현장에서 타설했다면 이러한 줄
눈은 감출 수 있었겠지만 이는 칸이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안(그림 4-60)을 
보면 지붕의 천창구조물은 킴벨미술관의 볼트를 응용한 것이다. 천장(또는 지붕) 
구조물이 단위 공간의 영역을 규정하고, 지붕구조물은 구조의 역할과 더불어 빛
을 받는다. 킴벨미술관과 비슷하게 천창(투명유리가 아님)에 의해 걸리진 자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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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산되어 사선으로 설치된 콘크리트 보면을 타고 흐른다. 이처럼 빛이 물질
에 닿아서 그 자체로 남기보다는 하나의 새로운 물질성을 형성하며 건물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자연광에 대한 연구의 연속선상에 있는 계획이 예일 영국 예술센터
의 지붕구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밝고 매균하고 균질한 면을 위해서 현
장타설 보다는 공장생산을 통한 품질관리를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2) 얇은 벽

내벽과 외벽 모두 매우 얇은 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
리트 구조로서 외벽은 콘크리트 프레임 사이에 방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외장재를 버틸수 있을 정도의 철물만이 사용된 매우 얇은 벽으로 이루어져 있
다. 내벽은 전시 공간으로서 설치 및 철거가 가능한 얇은 구획벽이 설치되어 있
다. 내벽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전부 메꾸는 형태가 아니며 부분적으로 설치되
어 있으므로 그 얇음은 상시적으로 인식된다. 

내부의 벽은 오크패널과 린넨, 두가지 재료가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벽 자체가 이동가능하며, 사용자가 통과하여 지나갈 수 있는 벽에는 린넨을 사
용하였으며, 벽 자체가 고정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통과가 불가능한 벽에는 오크
패널이 사용되었다. 전시공간 내부의 벽은 모두 린넨으로 마감되었으나 중정에 
인접한 전시공간의 내벽은 오크패널로 마감하였다. 그리고 두 개의 중정의 벽도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오크패널로 마감되었다. 재료가 이음매를 가지면서 짜마줘
져 있는 상태는 --> 이동불가능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린넨 벽은 재료를 구
축한 벽이 아닌 가볍게 감싼 벽으로 인식되므로 전체 공간내에서 구획의 성격은 
약화된다.

[그림 4-53] 라이브러리 코트의 

오크패널 벽

  
[그림 4-54] 전시공간에 설치된 오크패널 벽과 

린넨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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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대비를 통한 움직임과 머무름의 조화
(1) 보와 벽의 대비를 통한 통합의 이미지

신체의 지각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것에 대해서 메를로 퐁티
는 ‘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것’이라는 언술을 통해 지각의 상대성 
그리고 지각된 현상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93) 

영국예술센터의 기둥은 천장 구조물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작게 인식된다. 천장
의 보는 일종의 Servant space로서 설비공간을 포함함으로서 구조적인 필요 이
상으로 크게 계획되어 있다. 

콘크리트이면서 매우 거대하지만, 빛과 물질이 통합된 물성을 띄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의 연결 이음매와 공조 디퓨져가 보의 중간에 뚫려 있음으로서 콘크
리트 자체가 갖고 있는 무거움의 성질은 변형된 채 다가온다. 그러나 공간내에
서 콘크리트 보는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음(마치 예일 미술관의 천장 슬래브와 
같다) 으로서 방들이 모여서 만든 전체공간을 하나의 동질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끔 만든다. 

(2) 얇은 경계의 반복을 통한 확장하는 공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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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5] 전시공간에서 바라본 

외부

 

[그림 4-56] 전시공간에서 바라본 내부

[그림 4-57] 경계의 반복으로 약화되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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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위 배열과 물질 배열의 일치를 통한 내밀함

[그림 4-58] 움직임에서 머무르는과정에서 

지각되는 물질의 범위

 
[그림 4-59] 작품을 향새 다가가는 행위의 방향과 

물질의 배열은 일치한다

구체적 형상을 띤 방은 보려는 행위와 사물의 객관적 배열의 일치를 이뤄낸다. 
테야르 드 샤르댕(Teihard de Chardin)은 주관적인 시점이 사물들의 객관적 배
열과 일치할 때 최고로 잘 지각하게되며, 이때 경관은 포착되고, 정말로 보게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영국예술센터의 ‘방’을 이루는 물질의 배열은 예술작품을 향해 다가가는 움직임
과 일치한다. 새로운 ‘방’에 들어서서 점점 미술작품을 향해 다가가는 과정은 인
지되는 물질의 변화로 인해 스스로에게 더욱 분명하게 인식된다. 밝은 천창과 
그 아래에 빛을 받은 커다란 보, 그리고 예술작품이 걸린 벽면이 모두 함께 인
지되는 순간에서부터 미술작품에만 집중하게 되는 변화의 과정(그림 4-58)은 물
질로 인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이 요소들의 질서는 물리적 형상뿐만 아니라 
밝음의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예술작품에 집중하도록 만든다. 작은 공간이지만 
미술작품을 감상하려는 목적행위는 공간의 변화의 도움을 받아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칸이 물리적인 배열을 섬세하게 조정하였음은 그의 스케치를 통해 잘 드러난
다. 1970년 6월 당시의 칸의 스터디과정을 담은 스케치에서 영국예술센터의 공
간구조는 최종안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가로 세로비가 큰 긴 사각형을 하나의 
단위 구조로 보고 낮고 긴 볼트로 형성된 공간을 계획하였다. 외관과 단면 그리
고 내부공간 투시도를 그리면서 스터디하는 과정에는 항상 예술작품도 함께 표
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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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0] 영국예술센터 초기 검토안 입면
 

[그림 4-61] 영국예술센터 

초기 검토안 투시도

칸은 평소 건축공간을 스케치할 때 항상 사람을 많이 그려넣는 건축가이다. 미
술관을 계획함에 있어서 시설의 본래 목적인 미술작품의 감상에 적절한가가 중
요하므로 미술관 스케치에는 작품 또한 그려져 있다. 결국 초기안과 같은 장스
팬의 아치형 지붕구조물은 예술작품을 압도한다고 판단하고 단위 공간의 조정을 
결정한다.94) 그리고 현재와 같은 크기의 방으로 조정하였다. 사각 뿔의 중간쯤을 
잘라 놓은 듯한 지붕 구조물은 공간의 중심과 주변의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한
다. 트렌튼 목욕장에서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기둥들로 인하여 기둥 사이의 공간
으로 둘러싸인 중심공간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은 그 주변 공간을 통
해 그 특징이 분명해 진다고 말했던 부분이 영국예술센터의 ‘방’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다만 차이점은 구조가 기둥에서 보로 바뀐부분이다. 트렌튼 목욕장에서 
기둥이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속이 비어 있음으로써 기둥의 크기는 
구조적 필요 이상으로  커지고, 이에 따라 주변공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마찬
가지로 영국예술센터의 보 역시 속이 빈 보로서 구조적 필요 이상으로 커다란 
크기를 가짐으로서 공간의 성격을 영향을 끼치기에 충분해진다. 이것은 칸이 
‘방’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던, ‘공간질서와 구조질서의 통합’이며, ‘그 공간이 어떻
게 만들어 졌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남’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방’의 
조건을 충실히 지켰음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술작품의 감상이라는 미
술관 시설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계획되었음에 더 큰 의미가 있다. 

94) Patricia Cummings Loud, The Art Museums of Louis I. Kahn, Duke University 
Press, 1989,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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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상호간 행위의 중첩과 인식을 유도하는 열린공간
앞에서 영국예술센터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미술관은 단위 공간의 집

합을 통해서 하나의 열린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킴벨 미술관 역시 볼트구조로 
덮여 있는 장방형의 단위 공간의 반복을 통해 전시공간을 구성하고 있으나 영국
예술센터와는 몇가지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킴벨미술관의 지붕구조물인 볼트는 
그것 자체로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그 구조물에 따라 공간 경계의 성격 
또한 두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영국예술센터의 지붕구조물은 정방형의 
방향성이 없는 형태를 갖고 있다. 그리고 공간의 경계 또한 한가지 유형으로 나
타난다. 

무수히 많은 공간의 배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전체로 인하여 예술품의 수집 
및 보관이라는 미술관의 본연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가능.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가서 그 방안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는 상황을 미술관
에서 맞이하게 된다. 모두가 오픈된 상태라면 다른 사람의 존재는 나의 예술품 
감상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인식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며, 미술
품을 감상하는데 있어서  되기 쉽다. 그러나 그 방만의 빛을 가지고 있는 내밀
한 공간에서 맞이하는 작품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고 미리 회피하는 
것이 아닌 확실한 인식을 거치게 된다. 

+ =

[그림 4-62] 움직임과 머무름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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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의 경계가 갖는 의미

5.1 간극을 통한 인식의 확장
5.2 동등한 유보공간 형성
5.3 생성적인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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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간극을 통한 인식의 확장
루이스 칸은 간극을 형성하여 사용자에게 열려있는 ‘방’의 경계를 구성한다. 그

는 ‘’방’의 시스템은 베이의 시스템이다.‘‘95)라는 말을 통해 이 간극에 주목하였
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조나단 힐(Jonathan Hill)은 건축에 이 간극이 적용
되었을 때 건축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읽기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한다.96) 간
극은 대립되는 요소나 동일한 요소에 적용하여 지각에 있어 차이를 발생시키고 
그 차이는 모호성97)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해석과 행위를 유도한다. 벤츄리가 추
구하는 복합성은 실제적으로 많은 장식적 디테일의 사용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
니라, 지각과 연상이라는 새로운 지각적 차원의 모호성(ambiguity)에 의해서 얻
어지는 긴장감을 의미한다.98) 루이스 칸의 건축에서 간극은 공간적 간극과 감각
적 간극, 두가지로 나타난다.99)

(1) 공간적 간극

공간적 간극은 공간에 대한 다양한 읽기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목적에 속박되
지 않는 경계를 만들려는 루이스 칸의 건축에서 사용된다. 루이스 칸의 건축에
서 공간적 간극은 두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동일한 요소를 분절시켜 거리를 
둠으로서 만들어지는 간극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유도하는 방식과 대립되는 요
소를 병치시키되 이 사이에 공간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웨이스 주택의 벽난로를 통해 동일한 요소에 거리를 둠으로서 간극을 만들어 
내고 있다. 거실안에 벽난로에 면하고 있는 ‘방’속의 ‘방’에 고정되어 있는 소파
에 앉으면 벽난로가 바로 가까이에 있게 된다. 그리고 벽난로를 지피는 행동을 
통해서 벽난로가 만들어내는 시각, 촉각적 감각은 충만하게 된다. 이 때 정면으

95) Khan의 메모, 1955~1962경, David B. Brownlee and David G. De Long, 김희진 
역, Louis I. Kahn: In the Realm of Architecture, 미메시스, 2010, p.75 재인용

96) 이 때 힐이 언급한 간극은 몽타주(montage)의 기법중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나 수용자
의 입장에서 해석의 여지를 만들어 준다는 의미에서 방이 만들어내는 의미와 동일하다. 
Johathan HIll, Action of Architecture, Routledge, 2003, p.110

97) 복잡하고 많은 요소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새로운 지각적 차원에서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벤츄리가 의미한 긴장감을 발생시키는 모호성과 의미가 닮아 있다.

98) 길성호, 현대건축 사고론, 시공문화사, 2001, p.298
99) 조나단 힐은 건축에 의미가 있는 간극으로 공간적 간극, 감각적 간극, 의미론적인 간극
을 꼽고 있다. Johathan HIll, op. cit., Routledge, 2003,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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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4] 킴벨 미술관의 포치 공간

[그림 5-63] 웨이스 주택의 벽난로 

옆에서 밖을 바라본 모습

로 바라보이는 것은 주택 외부에 놓인 벽난로의 
석재와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진 바비큐장의 모
습이 보인다. 벽난로가 만들어 내는 감각을 신
체 전체를 통해서 느끼는 상황에서 동일한 시각
적 대상물의 인지는 바깥에 놓인 요소를 내부에 
있는 듯 가까이 느끼게 함으로서 신체가 인식하
는 경계를 확장시킨다. 

대립되는 요소가 공간을 사이에 두고 병치되는 
예로서 킴벨 미술관의 포치 공간이 있다.미술관
의 내부와 외부 사이에 이 포치가 없다면 내부
에서 외부를 향한 경험은 한꺼번에 열리게 된다. 그러나 이 사이에 포치 공간을 
둠으로서 나의 움직임을 통해서 감각요소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포치 
공간을 중심으로 놓고 
보았을 때 각기 성격이 
다른 부공간이 포치 공
간의 감각경험을 다양하
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
이다. 인공물인 콘크리
트는 그것이 취할 수 있
는 유려하고 우아한 형
태를 취하고 있다. 반면
에 이 공간에서 보여지
는 전면공간에는 자연적
인 요소인 나무가 일정
한 간격으로 열을 맞춰서 기하학적인 질서 속에 담겨 있다. 인공과 자연에 속하
는 각 요소들은 요소 자체가 갖는 성질과 대립되는 성질로 공간을 조성한다. 요
소 자체의 대립성은 각각이 반대되는 질서속에 담기면서 한번 더 복합적인 양상
을 갖게된다. 그러나 대립요소의 병치는 계획상의 개념적인 의미만은 갖는 것은 
아니다. 포치공간에 신체의 행위가 담겼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발생한다. 실내
에서 막 나와서 포치의 가장 안쪽에서 정원을 바라볼 때, 정원의 나무들은 포치
의 천장을 형성하는 사이클로이드 아치 지붕에 의해서 나무의 위측은 가려진채 
중간 이하의 줄기만이 인식된다. 그리고 잎이 가려진 마치 기둥처럼 보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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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5] 한지를 통하면 다른 감각에 비해 시지각이 약화되어 

시지각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나무줄기들은 간격과 열이 일정한 기하학적 질서 속에서 배열되어 있다.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포치의 가장 바깥쪽으로 가까워질수록 나무의 가지와 잎새들이 
함께 인식되면서 정원은 줄기의 기하학적 배열이 만드는 인공적인 느낌은 사라
지고 자연요소의 자연적인 배열의 느낌을 강화시킨다. 포치 공간에서 정원을 바
라볼 때 포치 안쪽에 있을 때와 포치 바깥쪽에 있을 때 발생하는 인지요소의 차
이는 하나의 간극을 이루면서 지각의 개입을 유도한다. 

(2) 감각적 간극

감각적 간극은 감각들간의 대조를 통하거나 어떤 감각의 상실을 통해서 만들어 
진다. 이처럼 감각요소들간의 대조, 즉 차이를 보이는 감각요소들의 병치는 어떤 
하나의 감각을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다 더 극대화 시킨다. 이처럼 병치된 모든 특
성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재하는 감각요소를 재구축 하려는 시도와 현존한는 
감각으로부터 형성되는 새로운 혼성의 어떤 것을 상상속에서 형성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100) 예를 들어 한지를 바른 한옥의 안에서 바깥을 인지할 때 

시지각은 감소된다. 동
시에 다른 감각은 증가
한다. 잘 안보이지만 
후각, 청각 등의 감각
은 여전히 인지되는 상
태에서 후각과 청각에 
의존하여 더 잘 보려고 
시지각에 전달되는 감
각요소에 더욱 집중하
게 된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기념비는 지각요소의 차이화를 의도하고 있다. 이 기념비는 맨
하탄과 퀸즈 사이에 있는 루즈벨트 섬의 끝단에 위치하고 있다. 1960년 포토맥 공
원에서 계획이 된바 있으나 실행되지 않고 시간이 흐르다가 위치를 옮겨 1973년에 
계획되었고 2000년이 지나서야 완공되었다. 칸은 이곳에 거리두기를 통한 지각요
소의 차이화를 통해서 공간의 감각을 불러일으키고, ‘방’의 경계가 확장되는 효과
를 가져오고 있다. 

100) Johathan HIll, Action of Architecture, Routledge, 2003,, 2003,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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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6] 허드슨 강 내 루즈벨트 섬에 위치한 루즈벨트 기념비

공원으로 이루어진 
섬의 끝단에 위치한 
루즈벨트 기념비는 
모두 실외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
서 공간을 형성하는 
경계는 바닥의 변화, 
식재, 낮은 벽들로 이
루어져 있다. 바닥레
벨의 변화를 통해 영
역성을 부여하는 것
은 칸의 주택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방법
으로서, 이 기념비도 

진입부의  웅장한 계단이 그 영역성을 분명히 한다. 탁 트인 장소에 놓여 있음에
도 계단만으로도 기념비적 장소에 ‘들어섬’을, 장소의 전환을 분명히 일깨워 준다. 
강한 기하학적 형태의 계단을 넘어서면 자연요소로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공간이 
전개된다. 좌우로 늘어선 식재, 바닥의 변화(녹지)를 통해 장소의 감각이 전달된다. 
식재로 형성된 외부와의 경계는 완전히 차단되지도 완전히 열리지도 않는다. 녹지
는 기념비를 향해서 완만한 내리막을 이루고, 식재 또한 점점 그 폭이 좁아지고 
있어 공간의 감각은 점점 더 내밀해져 간다. 주관적인 시점이 사물들의 객관적인 
배열과 일치하게 됨으로서 감각의 변화는 기념비를 향한 움직임을 유발한다. 도시
는 저 멀리에 있기에 정지된 배경으로 존재하고 이 공간의 또다른 경계인 하늘과, 
바람만이 변화한다. 움직임에 따라, 바람이 만들어낸 잔물결소리는 점점 크게 들리
면서 ‘향해서’ 나아가는 감각을 더욱 고조시킨다. ‘방’의 경계는 행동을 유발하며 
행동은 기념비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는 ‘행위’로 변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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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1] 루즈벨트 기념비의 평면과 단면

[그림 5-67] 루즈벨트 기념비 진입부  [그림 5-68] 기념비 중앙에서 도시를 바라본 

모습

[그림 5-69] 기념비에서 도시를 바라본 모습

 [그림 5-70] 기념비의 끝단에 위치한 또하나의 

‘방’

루즈벨트 기념 동상이 있는 공원의 마
지막 영역은 커다란 대리석으로 구획된 
영역이다. 허드슨 강 중앙에 위치한 공
원의 마지막 부분은 도시와 충분히 멀
리 떨어져 있기에 그리 높지 않은 대리
석 벽 만으로도 도시와 경계짓기에 충
분하다. 이곳은 마치 루이스 바라간 자
택의 옥상과 같은, 벽으로 구획되고 하
늘로 천장을 덮은 공간이다. 그러나 이 
벽은 바라간 자택의 옥상처럼 완전한 
폐합을 이루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두
고 열려있다. 천창에서 들어온 빛 만이 
아닌, 벽의 ‘창’을 통해서 들어온 빛은, 
두꺼운 벽을 거쳐 기하학적 그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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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우며 바닥을 변화시킨다. 벽과 동일한 바닥재의 사용으로 벽의 그림자와 바
닥의 그림자는 그 구분이 없이 이질감없이 이어져 그 공간의 변화를 극대화 시
킨다. 

기념비의 마지막에 위치한 이 ‘방’에서는 지각요소의 차이화를 통해서 도시, 우
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인식’을 도모한다. 대리석 벽의 창은 도시의 풍경을 
끌어온다. 도시의 풍경이지만 멀리 떨어짐은 그 소리까지 전달하지 못하고 오히
려 강물의 출렁임이 가까이 와 닿아 있다. 풍경과 소리의 대비로 인해 그 풍경
은 도시의 빠름과 복잡합 대신에 다른 감각으로 다가온다. 도시를 추상화한 듯
한 이 공간에서 우리는 도시를 이전과는 다른 감각으로 마주하게 된다. 

이 공원의 마지막 공간은 대리석 벽과 하늘을 천장으로 삼은 ‘방’으로서 낯선 
감각을 전해주는 독자성을 가진 이 ‘방’은 천장이 하늘로 이루어 졌기에 그 경계
가 확장된다. 대리석 벽 사이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작은 ‘방’안에서 교감하는 
외부이기도 하지만, 천장의 확장성은 이 ‘방’의 경계를 배경으로 선 도시 풍경까
지 확장시킨다. 이러한 확장성은 이 ‘방’의 경계의 확실성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가져옴으로서 공간의 분위기를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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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동등한 유보공간 형성

5.2.1. ‘방’의 경계의 표현성
(1) 구체적 경계의 표현성

방이 갖는 의미는 ‘방’의 경계가 단순히 다양한 행위를 수용한다에만 그치는 것
은 아니다. 그 경계가 다양한 사용을 수용하고 제시하기 위하여 매우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칸은 ‘방’의 경계가 갖는 내부 환경의 조율 
기능에 주목했다는 점은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이는 루이스 칸만의 특징은 아니
다. 리차드 노이트라의 주택건축(Richard Neutra)101)이나[그림 92] 꼬르뷔제의 
브리즈-솔레유(brise-soleil)102)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림 5-1] 리차드 노이트라의 주택.

내부환경을 조율하기 위한 캐노픽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5-2] 르 꼬르뷔제의 

인도 챤디가르 의회 건물

그러나 이들 건축과의 차이점은 칸은 그러한 요소들(내부환경을 조율하기 위해 
덧붙는 요소들)을 건축에서 부차적인 요소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101) 송하엽은 리차드 노이트라의 주택에서 나타나는 외벽에 붙은 장치들이 두드러지게 나
타남에 주목하고 이러한 내부환경을 조율하기 위해 붙은 장치를 외벽과 함께 통칭하여 ‘두
껍게 만든 벽(Thickened wall)이라고 부른다. 얇은 재료로 두꺼운 벽의 기능을 담으려는 
벽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Hayub Song, ’Facade-Poche’,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2005 

102) 태양에 대한 고려로 브리즈-솔레유를 적용했음을 Radiant City에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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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피셔주택의 거실.

구체화된 형태를 내부로 드러내는 경계요소

만약 내가 기능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았다면 나는 브리즈 –솔레유를 만들었
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건축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그것은 포
치(porch)가 되어야 했다...나는 건물속의 건물을 만들었다.103)

따라서 루이스 칸의 ‘방’의 경계는 내부공간으로 항상 고정적이며 구체적인 형
태를 드러내게 된다. 피셔주택의 거실을 다시 살펴보면 이는 분명해 진다. 

피셔주택 거실의 구체화된 형태
의 경계는 내부에서 인지된다. 이
런 구체화된 요소들은 사용이 담
기기 전에도 내부공간의 분위기를 
만들며 공간을 풍부하게 만든다. 
앞서 칸의 언술에서 예배당을 지
나가는 젊은 학생의 경우를 여기
에 대입해보면 동등한 유보공간의 
의미는 명확해 진다. 프랑클(Paul 
Frankl)이 ‘생활의 흔적은 공간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건물에 남아있게 된다’104)고 하였듯이, 베이 윈도우에 앉지 않더라도 나는 
그것의 의미를 느끼고 그것이 만들어낸 분위기를 느낀다. 앉는 것을 유보했지만 
나의 인식속에서 베이 윈도우는 실체화되어 현존한다. 피셔주택내 거실의 안쪽이
나 경계가 만들어내는, 그리고 내 신체를 그곳에 참여시켰을 때 발생하는 공간 
모두 이 ‘방’안을 현존하게 만드는 ‘동등한 유보공간’들이다. 그리고 이 동등한 
유보공간은 ‘방’의 경계가 건물에 부차적인 형식이 아닌 건물과 일체화 되어 내
부로 그것을 드러냄으로서 가능한 것이다. 

(2) 주체적 행위의 표현성

칸은 ‘방’에 대한 언술에서 사람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공간을 느끼고 세계와 관
계맺는 방식을 지향성(vector)으로 표현하고, ‘방’안에서는 이러한 지향성들은 서
로 만나게 됨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각자의 방식으로 공간을 느끼고 인
식하는 방식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공간을 구성하는 

103) Ibid., p.197
104) Paul Frankl, 김광현 역, Principles of Architectural History, 기문당, 1989,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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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 경계요소만이 아니라, 그 곳에서 장소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행위 
또한 하나의 표현성을 지닌다는 의미이다. 이 때의 행위는 어떤 의도를 가진 목
적행동과 물리적인 공간요소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비목적 행동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난다. 물리적인 요소에 반응그러나 신체를 통한 지각이 선행하고 이
에 대한 결과로 행동이 유발되는 것만은 아니다. 한스 요아스는 이에 대해 물질
에 대한 신체지각이 행위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 아닌 행위의 일부로 보아야 한
다는 견해를 제시한다.105) 신체의 행동을 통해 지각과 인식이 후행하기도 하며 
행동 자체에서 그 원인이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모든 움직임이다. ‘행위106)’는 
상황을 형성하는 요소로서, 건축을 포함한 환경에서 유발되는 자극에 대하여 반
응하고 이것의 결과로 일어나는 행동을 의미한다.

자극 → 감각 → 인지 ↔ 행동

↑
기억.경험

행위

[그림 5-4] 행위의 기본과정

이러한 행위가 하나의 표현으로 이해된다는 것은, 행위가 하나의 의사표현수단
으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행위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에
는 주체의 의식이 개입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행위가 의미하는 바는 인식 가능
해야 한다. 행위에 주체의 의식과정이 개입된다는 것은 앞에서 확인한 바 있다. 
행위에 주체의 의식이 개입된다는 것은 의식적인 목적행위와 감정과 본능적인 
반응에 따르는 행위 모두에 해당된다. 햇살이 내리쬐는 창가를 등지고 어떤 사
람이 앉았을 때 창턱에 팔을 올리고 햇살을 피부로 느끼며 앉아 있는 사람과 블
라인드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내면의 어떤 이유에서 이와 같은 서로 다른 행동
을 취하고 있을 것이다. 즉, 내면의 ‘바람’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것은 공
간을 매개로 내면의 ‘바람’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목적 연관행위와 비목적 연관행위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105) Hans Joas, 신진욱 역, 행위의 창조성, 한울, 2002
106) 행위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짓으로서 심리학에서는 환경에서 유발되는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유기체의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앞의 정의와 동일한 관
점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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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서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인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남
는다. 의미를 담고 있는 요소에 대한 지각과정에서 의미가 인식되는 과정을 아
른하임(Arnheim)은 ‘보편성에 대한 인식’으로 설명한다. 아른하임에 의하면 지
각이란 외부 대상을 기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의미있는 구조를 
지닌 것으로 파악하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제이다. 또한 지각은 이 정신적 
조작이외에 지각 대상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 기능을 한다.107) 
즉 대상을 지각한다는 것은 지각대상으로부터 발견하는 것이거나 대상이 이루고 
있는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형을 이루고 있는 대상을 인식
할 때 수학적 정의의 원형을 이루는지 구체적인 특성들이 분명히 인지되어서 그
렇게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원형이라는 보편적인 특성을 지각함으로서 원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즉, 지각되는 대상의 의미란 지각하는 쪽에서 보편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의미를 표현함에 있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언어’ 역시 보편
성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받아들이는 쪽에서의 의미 발생에 기대고 있다. 언어
로 사용하는 기표가 갖는 기의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 문화적
인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보편적인 인식이 자리 잡았을 때 비로소 ‘기호’로서 작
동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기표와 기의의 연결도 외국인에게는 생소
하며 의미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도 그 나라의 사
회 문화적인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기표가 갖는 보편성에 대하여 인식하게 된다
면 그때는 외국인의 의식안에서 하나의 의미, 즉 기의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는 
기표는 기호로서 존재하는, 기표의 표현성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 발
언자와 받아들이는 외국인간의 기억과 경험의 차이로 인해, 기표와 기의의 연결
상태는 발언자와 외국인 사이에서 다소 차이를 나타낼 수 도 있다. 차이 없이 
양자간의 일치성을 보이느냐 아니냐가 언어의 표현성의 성립에 있어 본질적인 
기준은 아니다. 받아들이는 쪽에서의 의미 인식 작용 여부가 바로 표현성의 성
립에 있어서 본질적인 기준이 된다. 

메를로 퐁티가 ‘지각은 대상보다는 인간의 의도에 결부되어 있고 진실을 인식
하기 보다는 현실을 느낀다.108)’ 라고 언급한 것 역시 의미는 받아들이는 쪽의 
의식 행위 내부에서 비로소 발생함을 뒷받침한다. 행위 역시 받아들이는 쪽에서
의 의미 인식이 발생한다면 표현성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행위

107) R. Arnheim, 김재은 역, 예술심리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084, pp.45-60
108) Maurice Merleau-Ponty, 김웅권 역, 행동의 구조, 동문선, 2008,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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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상 표현성을 획득하지는 않을 것이다. 앞서 언어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자극이 제시하는 의미와 관련된 기억과 경험이 전무한 경우에는 전혀 의미 생성
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행위의 표현성에 획득에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
한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도 그것이 제시하는 정보가 제한적일 경우
에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듯 제한된 정보 앞
에서는 의미 인식이 일어나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어지기 쉽다. 행위에 
있어서 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은 행위가 일어나는 상황이 될 것이다. 펄쩍 뛰는 
사람을 순간적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못한채로 순간적인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왜 뛰는지를 제대로 알기
는 어렵고 무언가를 추측하더라도 유의미하지 않기 쉽다. 그러나 그 사람의 발 
아래에 뜨거운 것이 놓여 있는 상황을 함께 우리가 파악하게 된다면, 펄쩍 뛰는 
행위의 의미가 뜨거움을 피하고자하는 의도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행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뜨거운 것을 치워주러 간다던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뛰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반응이 발생할 것이다. 즉 행위가 발생하는 
상황, 환경, 즉 건축에 있어서는 공간의 구체적인 정보가 주어질 때, 다시 말하
자면 구체적인 성격을 갖는 공간에서의 행위는 좀 더 표현성을 획득하기 용이해 
진다. 예를 들어 햇살이 들어오는 계단에 앉아 있는 사람과 이것을 피해서 햇살
이 들어오지 않는 계단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행위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행위는 공간에 반응하고 자신의 감정과 인식에 대한 결
과로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자신에게 내재된 ‘바람’을 겉으로 드러내는 작용을 한
다.

5.2.2. 동등한 유보공간의 의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의 경계는 물리적인 경계와 그 경계에 반응한 행위

를 통해 ‘표현’을 담고 있는 경계이다. 경계가 공간의 성격을 규정함을 고려했을 
때, ‘방’이란 ‘표현’으로 둘러싸인 공간으로 해석된다. 표현들로 정의되는 공간안
에 있을 때, 어떤 하나의 표현에 반응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행위가 일어나더라
도 나머지 표현들의 영향하에 있게 된다. 즉 ‘방’의 경계가 만들어내는 표현은 
사용자에게 동시적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이 ‘표현’들은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 
인해 나머지는 배제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방’의 경계가 동등한 유보공간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동등한 유보
공간이란 모든 공간이 등가의 가치를 갖는 공간으로서 어느 한공간을 취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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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연스럽게 유보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유보했다는 의미는 내가 취한 
공간적 영역외에 다른 가치를 가진 영역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해를 위해 다음의 루이스 칸의 언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처음으로 피사에 갔을 때 나는 광장 쪽으로 곧장 갔다. 광장이 가까워 오고 
멀리서 탑이 어렴풋이 보이자 나는 그 광경에 감격한 나머지 가던 길을 멈
추고 가게에 잠깐 들러 맞지도 않는 영국제 자켓을 샀다. 그대로 광장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고, 광장으로 가는 또 다른 몇 갈래 길에 들어섰지만, 결
코 그곳에 가지 못했다. 다음날 곧장 탑으로 가 그것의 대리석을 만져 보았
다. 그리고 대성당과 세례당의 대리석도 만져 보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야 
대담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09)

위의 언술에서 피사성당을 중심으로 한 3가지 행위와 그에 따른 각각의 공간이 
등장한다. 첫날 들른 광장, 다음날 피사 성당 가까이에 다가가서 만져본 건물의 
외벽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건물의 안으로 들어갔다는 행위와 공간들이다. 이 
언술에 바로 이어서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언술은 다음과 같다.

대학의 예배당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보행로(ambulatory)로 둘러싸여 있고, 
충분한 크기를 가진 정원에 면한 오픈 아케이드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공간
이라면 아마도 이 공간이 그러할 것이다. 예배당에는 결코 들어가지 않는 
이들을 위한 공간,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이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이들을 위한 공간.110)

이 언술에서도 3가지 행위(결코 들어가지 않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들어가지 않
는, 들어가는)와 각각 그에 대응하는 정원, 보행로 또는 아케이드, 예배당 내부 
이다. 건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3가지 행위와 각각 대응하는 공간을 정리해 보
자면 다음과 같다.

109) Alessandra Latour ed., ‘Space Order and Architecture, Louis I. Kahn: 
writings, lectures, interviews, Rizzoli, New York, 1991, p.77

11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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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들어가지 않는 가까이 있으면서
들어가지 않는 들어가는

대응하는 공간 정원 보행로/아케이드 아케이드/내부
성당과의 거리 멀다 가깝다 속해있다

[표 5-1] 대학 예배당에서 일어난 행위와 대응되는 공간 비교

그리고 다음의 언술을 통해서 이러한 3가지 구분된 행위의 의미를 알 수 있다.

훌륭한 선생에게 영감을 받은 행운의 절은이는 지나가면서 예배당을 향해 
눈짓을 한다. 그는 봉헌을 느끼고 자신의 고유한 의식을 거행한다. 그는 문
을 열지는 않았어도 이미 거기에 있는 것이다. 집회는 그곳(예배당)에 집중
되고, 집회 고유의 의식을 고취시킨다. 한사람이 그곳에서 영광을 받는다. 
봉헌이 예배당의 본질이다.111) 

위의 언술에서 칸이 의미하는 바는 행운의 젊은 학생은 기쁜 마음에 눈짓이라
는 행위를 통해서 예배당 바깥에 있지만 자신만의 고유한 의식을 치렀다. 그리
고 예배당의 본질이라는 것은 봉헌에 있으므로 그 젊은 학생은 비록 외부에 있
었지만(문을 열지 않았지만) 이미 예배당에 있는 것과 같다. 예배당이라는 건물
로 나타난 실체는 봉헌이라는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고 봉헌을 위한 행위, 즉 의
식(ritual)이 바로 예배당을 현존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112) 따라서 예배당 
바깥에서 지나가는 학생의 자신만의 의식은 예배당 안에서 일어난 의식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피사성당과 대학예배당을 중심으로 각
각 일어난 3가지 행위는 모두 각각의 의미를 가진 동등한 가치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등한 유보공간에 대하여 생각하고, ‘방’이 이러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로 풍부한 공간을 사람에게 제시한다. 그리고 
‘방’의 경계가 만들어낸 동등한 유보공간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도 동
등한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지향성을 펼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방’이 혼자
만의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의미가 더 큰 공
간으로 될 수 있는 배경에는 동등한 유보공간을 만들어내는 ‘방’의 경계가 있다.

111) Alessandra Latour, Louis I. Kahn: writings, lectures, interviews, Rizzoli, New 
York, 1991, p.77

112) 안웅희, “루이스 칸의 건축존재론”, 박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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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생성적인 건축
루이스 칸은 ‘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인 확장

‘다른 사람과 함께 방안에 있을 때 생성적(generative)이게 된다. 각자의 
지향성(vectors)은 서로 만나게 된다.’113)

5.3.1. 단독성(singularity) 와 공통성(commonality)
‘단독성(singularity)’이란 어떤 개체들을 구별 짓는 고유한 속성으로서 단독성’

은 유사한 개체와 구별되는 ‘특수한’ 특징, ‘차이’를 통해서 형성되는 성질이 아
니다. 즉, 일반성에 대비되는 특수성은 일반적인 범주에서 벗어나는 특수한 ‘차
이’로서 정의되며, 이 성질을 잃게 되는 경우 그 특수성도 사라진다. 그러나 단
독성은 ‘그것’이기 때문에 성립되는 성질이다. 

칸은 ‘방안에서 우리는 모두 단독자(singularity)이다.’라는 언술을 통해서 단독
성과 ‘방’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방’을 통해서 일어나는 인식과 행
위를 통해서 개인은 자신의 ‘단독성’을 깨닫는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이러한 성질
을 만족시키는 것이 ‘방’이 가져야 할 조건임을 의미한다. 

‘방’안에서 자신의 ‘단독성’을 인식하는 과정에 대하여 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
였다.

‘당신은 방안에서 방의 크기, 구조, 빛을 통해 그 방의 성격, 정신적 분위기
(aura)에 반응하여 인간이 제안하고 만든 모든 것이 삶이 된다는 것을 깨
닫는다.114)

방의 구체적인 특징(빛, 크기, 구조)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특징과 분위기를 통해
서 자신이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느낌으로서 자신에 대한 인식을 
쌓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방’안에서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 즉 행동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경험과 행동을 통해 분명해진 자기 인식은 삶에 대한 성찰로 

113) 루이스 칸의’The Room’ 스케치(1971)에 적힌 글
114) Alessandra Latour, Louis I. Kahn: writings, lectures, interviews, Rizzoli, New 
York, 1991, p.263



- 99 -

이어진다.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단독성’은 내 안으로부터 분명해지고 표
현된다.

칸의 단독성에 대한 다음의 언술은 단독성에 대한 인식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
기 한다.

‘깨달음(knowing)이란 당신의 (singularity)을 관통하는 것이다. 당신은 
깨달음을 인간의 동의 (human agreement)를 내재하고 있는 어떤 성질과 
관련시키고, 당신을 고유의 존재로 만드는, 당신만이 부여할 수 있는 인간의 
반응이 내재하고 있는 어떤 성질과 관련시킨다. 깨달음이 당신의 단독성을 
고취시킨다(prime)는 것은 대단히 가치있는 것이다..’115)

‘깨달음’이란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에 대한 바람(desire)을 인식’하는 것
이고, 이것은 ‘방’안에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깨달은 가치는 나의 단독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나의 단독성을 확인하게끔 
만드는 깨달음이 여러사람에게 공유된, 동의된 가치와 일치함을 깨닫게 된다. 즉
여기서 ‘인간의 동의’는 ‘단독성’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
면, 각 개인들의 동의를 가능하게 만드는 ‘공유되는 성질(또는, 공통적인 성질)’
은 각 개인의 ‘단독성’으로부터 파악되어야 한다. 

칸은 동의에 의해 공유되는 것, 공유될 수 있는 공통적인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하나의 감동적인 예술작품이 가져야만 하는 특질은 특별하거나 반드시 독
창적인 것이 아니라 ’공유되는 성질(commonality)’이다.‘116)

훌륭한 예술작품이 각각의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모두가 감동할 수 있는 
‘공유되는 성질’을 바탕으로 비로소 하나의 ‘감동적인 예술작품’으로서 존재할 수 
있음은 인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칸은 보편성을 바탕으로 단독성이 존재하
듯이, 인간이란 개인으로서의 구분되는 단독성(singularity)과 인간 사회를 이루

115) Richard Saul Wurman, The Words of Louis I. Kahn, Rizzoli, New York, 1986, 
p.133

116) Richard Saul Wurman, The Words of Louis I. Kahn, Rizzoli, New York, 1986, 
p.175



- 100 -

는 개인으로서 다른사람들과 동의되는, 공유되는 공유성(commonality)을 모두 
내재하고 있는 존재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단독성과 공유성에 대하여 인식하
게 되는 공간이 바로 칸이 의미하는 ‘방’이다. 

5.3.2. 체험된 공간 – 단독성의 확인
공간을 형성하는 ‘행위’를 물질에 대한 신체 지각과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

는 행동을 포함한다고 보았을 때, ‘행위’는 지각과 감정에 따른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주체적인 활동이 된다. 그리고 ‘방’

 주체가 가져야 할 정체성(identity)은 경험의 반복을 통해 이루어진다. 라캉은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은 의미작용과 기호작
용의 반복을 통해, 주체 내부에 반복된 의미가 행동과 사고의 준거가 되는 과정
을 거친다고 설명한다.117) 어떤 공간에서 인간의 생활과 경험이 반복된다면 인
간은 그 공간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며 이때 이 공간은 장소로 
다가올 것이다. 때문에 인간의 정체성은 장소와 관련되어 있다.118) 그러나 이것
이 개인의 주관성 위에 장소가 확립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
관성이 장소 위에서 확립되는 것이다.119) 장소가 주관성과 무관하게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장소는 독립적인 주체의 존재에 의지하지도 않
는다. 장소는 물리적 공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며 주관성에 선행되어 있다. 
장소는 주체의 주관성 이전에 물리적인 공간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며, 다른 
주체들과의 관계를 통해 내포되거나 드러나 있다. 장소는 주체의 정체성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위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다른 사람성을 내포하
기 위한 공간은 장소화될 가능성을 지녀야 한다. 공간이 장소화되기 위해서는 
경험과 기억이 축적될 상황, 즉 공간과 결부된 행위의 가능성을 내포해야 한다.

5.3.3. 표현 – 현존을 통한 공통성의 인식
행위는 공간에 반응하고 자신의 감정과 인식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서 자신에게 내재된 ‘바람’을 겉으로 드러내는 작용을 한다. 햇살이 내리쬐는 창

117) 자크 라캉의 욕망이론, 권택영 편, 문예출판사, pp102-103
118) 제프 말파스, 김지혜 역, 장소와 경험, 에코리브르, 2014, p.15
119) 제프 말파스, op. cit.,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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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등지고 어떤 사람이 앉았을 때 창턱에 팔을 올리고 햇살을 피부로 느끼며 
앉아 있는 사람과 블라인드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내면의 어떤 이유에서 이와 
같은 서로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을 것이다. 즉, 내면의 ‘바람’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것은 공간을 매개로 내면의 ‘바람’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칸은 ‘표현’이라는 단어를 언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To live is to 
express’는 가장 강하게 표현에 대하 칸의 인식을 나타낸다. 칸에게 ‘표현’이라
는 것은 사람의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잴수 없는 것이 잴 수 있는 것
으로 드러나는, 즉 Silence에 내재된 가능성이 Light를 만나 현존을 부여받는 
것 또한 칸에게 매우 중요한 ‘표현’이다. 앞서 언급한 사람의 행위 또한 중요한 
‘표현’의 하나로서 이러한 사람간의 표현은 ‘인간의 동의’를 거쳐 ‘공통성’을 확
인하는데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처럼 칸이 인간의 동의, 공통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칸의 ‘사회
적’인 관심과 사고가 얼마나 컸는가를 나타낸다. 개인은 자신의 공간의 중심에 
있는 자신의 장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개인도 그들의 지각 공간과 
장소를 가진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다. 더 나아가 인간은 이런 자신과 타인
들의 공간과 장소들이 전체 사회 및 문화집단이 지속적이고 어느정도 합의된 생
활공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120) 따라서 칸은 폐쇄집단을 형성
하는 공동체가 아닌 공동체를 초월한 인간에 내재된 가치와 바람을 공유하는 
‘공동성’의 실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표현’은 그러한 과정
을 가능케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사람의 ‘행위’는 표현의 하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5.3.4. 생성적 건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안에서 경계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행위’를 통

해 개인에게 내재된 ‘바람’을 확인하는 ‘단독성(singularity)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것이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하는 ’공통성(commonality)에 대한 인식으
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방’의 의미는 확장된다. 그리고 이것이 ‘생성적인’ 건축을 
의미한다. 그리고 앞의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생성적인 건축은 ‘방’으로 만들어
진 건축을 통해서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경계의 특성은 인간이 자신의 신체를 

120) Edward Relph,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p.47;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odon,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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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주체적으로 경계의 제안에 반응하고 판단하여 능동적인 공간점유, 장소화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바람’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는 자신의 정체성, 
즉 단독성을 인식하게 된다. 단독성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위
는 칸이 얘기한 바처럼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 된다. 
이 표현은 공간을 공유하는 다른사람들에게 경계공간과 더불어 하나의 반응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 이 요소를 바탕으로 개인적 ‘바람’은 공유된 것이라는 인
간의 동의(human agreement)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는 공통성에 대한 인식으
로 확장된다. 공통성에 대한 인식은 공동의 가치를 위한 사회적인 움직임의 원
동력이 된다. 즉 ‘방’을 통해 각자의, 자신만의 공간을 점유하는 데서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공통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 냄으로서 사회적 의미의 발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방’의 의미이며, 이러한 ‘방’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축은 가치를 
생산해 내는 생성적인 건축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칸은 ‘평면은 방들의 사회’이
며 ‘건축은 ’방’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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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에서는 루이스 칸의 ‘방’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것이 루이스 칸의 건축에
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서 ‘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 의
의를 고찰해 보았다. 

‘방’개념은 인간을 매개로 정의되는 것이다. 공간이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위치
나 성격과 상관없이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다면, ‘방’은 인간과의 교감이라는 구
체적인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유일하고 특수하며, 개인의 신체와 행위를 통해 
규정되므로 더 이상 나누어 질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물적 요소와 그것
에 대한 인간의 반응의 결과로 형성되는 인식적 경계가 합쳐진 상태가 ‘방’이다. 
인간은 어떤 공간에서든 인식적 경계를 형성하기 마련이지만, 루이스 칸이 의미
하는 인식적 경계는 삶을 느끼는 인식과 더불어 나타나는 경계이며, 이것을 위
한 구체적인 공간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약간은 모호할 수 있는 삶을 인식한다는 조건 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루이스 칸
의 언술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인 건축 사례와 비교를 통해서 언술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였다. 특히 루이스 칸은 자신이 근대건축의 경향을 추구하던 것을 
반성하는 발언에서 근대건축의 경향을 ‘얇은 벽’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컴롱온 캐슬, 폐허의 자립해 있는 벽 등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건축의 관
심이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경계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방’의 조건 
또한 경계의 조건을 기술하고 있는 바, 루이스 칸 건축의 경계와 ‘방’을 형성하
는 물리적 경계와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경계의 특성들이 하나의 건축물을 이루는 과정을 
살펴 봄으로서 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는 
‘방’의 개념이 인간을 매개로 규정되는 만큼 사용자와 공간의 경계와의 관계에서 
공간의 크기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았고, 두 번째로는 공간의 주 사용자의 특성
에 따라 분류하였다. 추가적으로는 ‘방’을 통해 넓은 공간을 이루는 방식이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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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나뉨에 따라 미술관 건축을 추가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루이스 칸의 의미는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먼저 행위를 경계로 이끄는 특성이다. 루이스 칸이 근대건축을 ‘얇은 벽’이라고 
칭했듯이 근대 뿐만 아니라 현대건축에서 공간의 경계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루이스 칸은 경계가 갖는 내부환경에 대한 조율 기능을 담으면서도 경계
부 공간의 환경적 차이를 만들어내고 사용을 구체화된 형태로 제안함으로서 경
계로 행위를 이끈다. 이것의 의미는 크게 두가지로 꼽을 수 있다. ‘기능’을 통하
여 공간의 용도와 목적에 따른 인간의 행위를 일반화, 지시화하여 도식화된 공
간과는 달리, 주용도와 관련된 행위 외 다양한 행위를 받아주는 수용체로서의 
의미가 있다. 두 번째로는 경계와 연계된 행위는 자신이 머무는 공간에 대한 영
역감과 더불어 소유감을 불러온다. 이를 통해 건축경험의 차원은 더 깊어진다.

두 번째로는 동등한 유보공간을 형성하는 의미를 갖는다. 공간안에서 동등한 
유보공간이 가능한 배경에는 다른 건축가들과의 루이스 칸이 경계를 대하는 방
식의 차이에 있다. 다른 건축가들의 경우 경계와 조절기능을 분리하여 생각하고 
조절을 위한 장치를 건축물에 부차적인 요소로서 대하지만 루이스 칸은 그러한 
요소를 부차적인 요소가 아닌 건축의 일부로, 경계의 일부로 편입하여 이를 통
해 공간을 형성하고, 이것이 내부에 드러나 보이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내부공
간은 더욱 풍부한 가시적인 사용의 제안들로 둘러싸이게 되며 내가 어느 하나에 
머무르더라도 다른 영역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느끼면서 유보하는 상태, 동등한 
유보공간이 형성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경계를 만드는 방법론으로서 간극을 두는 방식이다. ‘방’안에서 또
는 경계가 만들어내는 영역에서 인지되는 감각요소의 차이 또는 해석의 여지를 
열어둠으로서 환경적 차이와 인식의 확장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루이스 칸의 ‘방’ 개념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과 신체
의 머무름에 주목하고 이것을 공간내에 구체화하여 드러냄으로서 사용의 여지를 
담는 열린 의미를 갖는다.

연구의 결과,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다루지 못했던 ‘방’에 관한 칸의 언술의 
의미가 떠오른다. 

‘거리는 합의에 의한 ’방’이다.‘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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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는 각각의 건물들이 각기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건
축선을 형성하면서 거리공간의 경계를 형성한다. 건물로 이루어진 경계의 1층은 
제각기 다르지만 보행자를 반겨주는 구체적인 형태들이 있다. 상점일 경우 약간
의 테라스나 안을 훤히 들여다 보여주는 쇼윈도우가 있을 것이며 다세대 주택일 
경우 내부로 들어가기 이전 현광과 같은 전이 공간이 거리를 향해 내밀고 있다. 
그리고 상업이나 주거의 삶은 일정부분 거리로 내비쳐지게 된다. 앞서 언급한 
구체화된 고정물을 통해서건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통해서 말이다. 거리 
건너편에 있는 나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있어 여러층의 건물과 나란히 이어지는 
건물들을 전체적으로 인지하면서 각 건물에 담긴 삶의 분위기를 통해 거리를 느
낀다. 건물에 면하여 걷고 있는 나는 저층에 형성된 각기 다른 사용(물건을 사러 
들어오라거나, 잠깐 쉬었다 가라거나, 누구를 기다리라거나 등등)을 제시하는 경
계를 인식하면서 굳이 어떤 건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부를 느낀다. 그리고 
어떤 건물안에 들어가는 나 또한 있다. 루이스 칸이 대학 예배당을 통해 동등한 
유보공간을 묘사했던 것처럼 거리를 이해해 보았다. 거리에서 동등한 유보공간을 
만들어내는 요소는 본론에서 살펴보았던 루이스 칸의 건축물의 ‘방’과 유사하다. 
각각의 건물이 하나의 거리 입면이라는 경계를 형성하면서도 각각 다 다른 다양
성을 띠며 이 다양성은 감추어져 있지 않고 사용을 제시하는 형태로 드러나 있
다.(루이스 칸이 경계의 요소를 건물의 부차적인 요소로 보지 않고 공간 안에 드
러나 보이도록 했듯이 말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서 또는 멀리서 느낄 수 있
을 만큼의 거리와 공간이 있음으로써 거리에는 여러개의 동등한 유보공간이 담
기게 되고 여러사람이 각자의 행위를 하면서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
고 거리에서 우리는 거리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곧 우리의 삶임을 느낀다.122)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복잡해 보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단순하다고 칸은 
이해한 듯 하다. 하지만 루이스 칸의 건축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단순함에서 시작한 건축은 시간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지속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현대건축을 분석하고, 또 다른 의미의 ‘방’의 
변주가 있는지, 또는 ‘그러한 변주를 고안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21) Aleesandra Latour, op. cit., p.264
122) 방의 크기, 구조, 빛과 함께 당신은 그 룸의 성격, 정신적 아우라에 반응하며 인간이 
제안하고 만든 모든 것이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Louis I. Kahn, ’The Room, the 
Street and Huma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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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Boundary of ‘Room’
in the Architecture of Louis I. Kahn

Seo, Je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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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ed by Prof. Kim, Kwang-Hyun

Among many meanings of architecture, ‘space’ and ‘expression’ are-
placed above others. After the beliefs in standards of classical archi-
tecture wavered, ‘space’as volume and ‘expression’ of sculptural mass 
stood together and establishedhuge axis of architecture. However, these 
two aspects are not mutually exclusive but mutually related. Space de-
livers its message by expressing its image, and sculpturalmass for ex-
pression constitutes unique inner space. Moreover, these two aspects 
reveal themselves through ‘boundary’ of architecture. Architecture 
comes from making boundary. What does space expressthrough mak-
ing what kind of boundary important, and before that for what the 
boundary and architecture are made i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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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erspective, Louis I. Kahn’s architecture and the concept 
of‘room’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Louis I. Kahn defined ‘room’ in 
terms of what characteristics of‘boundary’ the ‘room’ has, and consid-
ered human in that space which is the purposeof architecture. In or-
der words, Louis I. Kahn’s ‘room’ contains his concerns on what hu-
man feels and how human behaves in the space made with ‘boundary’ 
that are suggested by Kahn.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analyzes 
how the concept of‘room’ is realized in the architecture of Louis I. 
Kahn.

The meaning of physical boundary suggested by Kahn’s description on 
‘room’ is analyzed through Kahn’s architectural work and is demon-
strated as followed. Boundary of ‘room’ should contain space itself and 
possibilities to become space. Hence, boundary should stand out clear-
ly so that they affect inner space. Therefore, boundary suggest possi-
bilities and availability of use to the user.  In other words, boundary 
mean more than just suggestion of required area and capacity by 
surrounding. Boundary define space and suggest use not just func-
tional usage. Independent use shapes cognitive borders in space.  
Kahn said architecture comes from ‘room’ and plan is society of 

‘rooms’. ‘Room’ itself is already architecture, and meaning of ‘room’ 
becomes more clear by analyzing how these ‘rooms’ constitute archi-
tecture through architectural works. Space that is composed of boun-
dary of ‘room’ that enable users to involve in the space and its result 
to stand out clearly is space that shows various expressions and 
possibilities. Furthermore, these ‘room’ become clearer through the 
way they meet. By being crossed and organized to make relationships, 
each ‘room’ meets each other and each vector also meets. This meet-
ing of vectors leads to mutual recognition of commonness based on 
exclusiveness that Kahn emphasized. Accordingly, ‘room’ that is in-
dependentand private occupation of space has ‘generative’ value that 
creates soci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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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s Kahn said ‘‘room’ is the beginning of architecture’ and ‘’room’ 
exists before architecture’. The meaning of physical object that exists 
beforehand becomes clear when ‘room’ is defined as space where hu-
man reacts to the boundary of ‘room’, human’s body stays and hu-
man’s behavior creates. Regardless how we build boundary, the star-
tingpoint of every act contains human’s will to recognize and impart 
meanings to space through his or her body. ‘Room’ is space created 
through physical space occupation and this is what we have done even 
without buildings. Thus, Louis Kahn emphasized that this basics should 
be remembered when we do architecture. Suggesting through the 
boundary of architecture, his specific methodology is meaningful still 
in the modern days 
 

key words : Louis I. Kahn, Room, Boundary
Student Number : 2013-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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