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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1] 



그림 연구의 방법[ 1-2] 



표 연구의 흐름도[ 1-1] 





보살핌 과 두 가지 짓기(1) (sparing)

1. Building is really dwelling

2. Dwelling  is the manner in which mortals are on the earth.

3. Building as unfolds into the building that cultivates growing things and the 
building that erects buildings.1)





장소에의 참여 경계 지음과 사용(2) : 

그림 두 가지 짓기와 장소에의 참여[ 2-1] 





적어도 서구 문화에서는 아이들이 자라남에 따라 어른들은 아마도 그들의 가장 친밀한 
공간을 공유하는 것에 점점 더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아이들은 아마도 어딘가에 스스로 . 
자신이 위치할 곳을 찾게 될 것이다 이것이 거주의 문제이다 만약 집이 다시 조정할 수 . . 
있어서 아이들을 어느 곳인가에 머물게 한다면 해결방법은 쉽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 . 
분명한 해결방법은 집을 늘이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짓기의 문제가 된다 하이데거적 . . 
언어에서 거주하기는 짓기를 필요로 한다 이 철학자에게 그것은 더 큰 규모에서 , . [...] , 
다이닝 테이블을 조정하고 재조직 하는 것 등은 동일한 행위로 받아들여질 것이다.14)





그림 장소의 경험[ 2-2] 



그림 장소에 의한 거주자의 [ 2-3] 
정체성 확립



장소의 감각 분위기 경험(1) : 

그림 조약돌은 물에 의해 마모된 [ 2-4] 
시간을 드러낸다.



그림 신체적 지각을 통한 주체의 분위기 경험[ 2-5] 



장소의 감각 일상의 경험(2) : 

그림 [ 2-6] Peter Zumthor, 
Bruder Klaus Chapel (2007)



그림 분위기 경험[ 2-7] 



그림 년 런던 [ 2-8] 1851
만국박람회에서 전시된 

오두막





신체적 지각의 양상 표면의 결 공간의 구성 빛의 형상(3) : , , 

그림 자라는 풀은 세계를 [ 2-9] 
모은다.



그림 거주자와 감상자 층위에서의 신체적 지각의 관계[ 2-10] 



신체적 건축 촉각 근육 감각 빛

Kenneth 
Frampton

신체의 은유 
(Corporeal 
Metaphor, 
tactile)

온기 습기, , 
소리, 

향(aroma), 
질감

걸음을 인도하는 
가속도 신체의 , 

관성
빛의 밝기

Juhani 
Pallasmaa 촉각적인 건축

물질성과 
촉감성의 감각, 

질감
무게 공간의 밀도, 물성을 가진 빛

Peter 
Zumthor

건축의 분위기36) 
(Atmosphere)

공간의 소리, 
공간의 온도, 
에워싼 객체, 
친밀함의 정도 

침착함과 유혹의 
간극 외부와 내부 , 
사이의 긴장

사물의 빛

표 건축의 신체적 지각 양상[ 2-1]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며 이 몸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 형태는 윤곽을 , , 
가지며 이 윤곽 안에는 밀도가 또 무게가 있다는 것 한마디로 몸이 장소를 점유하고 , , , 



있음을 우리에게 적어도 그리스인들에게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시체( , ) 
와 거울이다.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스스로를 되찾은 자신의 몸을 느끼는 것이다 당신을 가[...] . [...] 
로지르는 타자의 손길 아래서 보이지 않던 당신 몸의 온갖 부분들이 존재하기 시작한다, . 
타자의 입술에 대응해서 당신의 입술은 감각적인 것이 되고 사랑 주변에 도사리고 , [...] 
있는 이 위태로운 두 형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나 사랑 나누기를 좋아한다면 사, 
랑 안에서 몸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38)









주택의 표준화(1) 

그림 를 기초로 제작된 어린이들의 [ 2-11] Housing Block
대형 집 짓기 우측 상단 모형과 바우하우스 실험 (1923, )  

주택 (1923)



그림 데사우 퇴르텐 주택 단지[ 2-12] 

그림 데사우 퇴르텐 주택 단지 시공 [ 2-13] . 
과정 사진 (1927)





주택 재료의 규격화(2) 

그림 [ 2-14] Richard Neutra, 
The Lovell Health House (1929). 
기둥 간격 사이로 등분하는 별도의 3

틀을 볼 수 있다.



주택은 건조한 재료만을 사용함으로써 지어지며 따라서 습도a) , 
에 의한 문제를 완전히 제거한다.

계절의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공되어야 한다b) .

규격화를 위한 최대한의 시도에 의한 유지비용의 최소화 높은 c) , 
질

소비자가 놀라지 않도록 카탈로그의 가격 고정과 빠른 배송 d) ( ) 
시간

작업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벽의 , 
시공을 길이와 층 높이로 허용한다6m 1 .55)

그림 [ 2-15]  DOMUS 
잡지에 실린 O. 
의 조립식 주택 Bartning

시공 현장 사진







그림 [ 2-16] Richard Buckminster Fuller, 
Dymaxion Dwelling Machine, Dimaxion House 

의 마지막 모델 우측은 이를 (1927-1946) , 
시공한 주택Wichita (1946)



그림 아프리카로 운송하기 [ 2-17] 
위해 자재를 항공 화물로 싩고 있다.



그림 [ 2-18] Marcel Lods, La Grand Mare in Rouen 
시공 과정(1968-1970) 



형태의 통일(1) 



형식의 통일(2) 



그림 해체가 가능한 조립식 [ 2-19] Jean Prouv , 
주택 의 입면 및 최종 상세(1939)







분위기 경험 결핍(1) 











일상의 경험 결핍(2) 



그림 맥락에 따라 발현하는 물질의 [ 2-20] 
새로운 물질성





그림 의 입면[ 2-21] Aoki Jun, Louis Vuitton Roppongi Hills (2003)





그림 [ 2-22] Sean Godsell, Tanderra House (2012)

그림 [ 2-23] Steven Holl, Neil collector s
주택의 입면은 황동 House (2004), 

패널을 부착하였다.



그림 [ 2-24] Toni Girones Saderra, housing (2007)



그림 [ 2-25] Herzog & de Meuron, Dominus 
왼쪽은 층에서의 사진Winery (1998). 2







그림 [ 3-1] Michael Thonet, Thonet 
on.14 (1859)



그림 알바 알토의 [ 3-2]  Stool 60 (1931).
우 비푸리 도서관 강당에 배열된 모습: 



그림 [ 3-3] Marcel Breuer, Stool(B9) 
(1926). Bauhaus Weimar

그림 [ 3-4] Marcel Breuer, Table at 
Gropius House (1938)



그림 [ 3-5] Marcel Breuer, Wassily Chair(B3) (1926) 그림 [ 3-6] Breuer-  
Metallmobel (1926).
의자와 흡사하지만 전부 Wassily 

다른 부재로 제작되었다.



목표는 단순하다 최소한으로써 최대한의 사람들을 위한 최선의 것에 도달하는 것이다. . 2)

          
그림 임스의 디자인 논리[ 3-7] 



그림 스틸컷[ 3-8] Power of Ten (1977). 



그림 [ 3-9] Still Life, Le Corbusier (1920)



그림 상영 장면[ 3-10] Glimpses of the USA (1959). 



그림 허먼 밀러 광고 와 년 [ 3-11] (1953) 1964
마지막으로 제작된 학교 의자(School Seating)

그림 [ 3-12] Wire Chair
현재(1951-1967, 1996- )





그림 [ 3-13] Brochure Showing Some Possible ESU Variations 



그림 [ 3-14] Charles Eames, Upholstered 
광고 wire chairs, (1952.4)



인도의 카스트제도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최하층의 사람들은 매우 가끔 식사를 합니다. 
남인도의 사람들은 바나나잎에 음식을 담아 먹습니다 조금 더 높은 계층의 사람들은 약. 
한 불에 구워진 도자기를 사용하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계층의 사람들은 라고 부. thali
르는 유리접시를 이용하여 식사를 합니다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계층의 사람이라면 놋쇠. 
그릇에 식사를 합니다 그러다 궁금한 점이 생겼죠 은도금 와 같은 그릇이 있습니. . thali
다 또 순은 도 있습니다 사치스러운 바보는 순금 를 사용도 했겠죠. thali . thali .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충분하고 지식이나 이해도. 
도 남보다 뛰어난 이들은 바나나잎을 사용한다는 거죠 제 생각엔 현황에 들어서는 우린 . 
한발자국 뒤로 물러나 다시 리그룹하고 어떻게든 바나나잎 우화는 우리들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장담하건데 첫번째 사람의 바나나 잎 그릇이나 마지. 
막 사람의 바나나 잎 그릇에 차이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과정을 통해 겪는 변화. 
가 동일한 바나나 잎을 변화시켰습니다.21)



이는 단순히 건축가가 실내 장식이 덜 끝난 상태로 건물을 사용자에게 맡긴 결과 자연
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

사용자가 실내공간을 직접 꾸미도록 하려면 더 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공간. 
의 형태 자체가 사용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기본적인 가구와 . 
부속품을 선택하고 개인적인 필요와 욕구에 맞춰 공간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 
다.22)









이름 - Farnsworth House

위치 - 14520 River Road Plano, IL., USA

계획 및 공사 기간 - 1945-1951

면적 - 322m² (3,466ft²)

건축가 - Rudwig Mies van der Rohe

건축주 - Dr. Edith Farnsworth

그림 판스워스 주택 평면도 및 배치도[ 4-1] 



연속된 재료의 표면(1) 

그림 판스워스 주택 지붕 [ 4-4] 
단면 상세

주요 재료

기둥 형강- : 8 *8  H

지붕- : precast planks + steel beam

바닥 현장치기콘크리트 단열재 - : + + precast concrete plank

창틀- : fabricated from simple 1 1/4 *5/8  and 1 *2  steel rectangles

유리창- : 1/4  plate glass

- 코어: primavera plywood

- 바닥 마감: travertine marbles

표 판스워스 주택 개요[ 4-1] 

그림 판스워스 주택의 시공 당시 사진[ 4-2] 그림 판스워스 주택의 남측 입면[ 4-3] 



중첩된 사물 위에 형성된 피막(2) 

그림 판스워스 주택의 테라스 [ 4-5] 
위에서 바라본 주택 내부



그림 판스워스 주택 벽면 상세[ 4-6] 

그림 임스 주택 내부 거실에서 [ 4-8] , 
주택의 동측을 바라보고 있다.

그림 판스워스 주택의 창[ 4-7] 



그림 판스워스 주택의 남동쪽 [ 4-9] 
모서리 남측 창이 동측 창에 반사되어 , 

시각적으로 연장된다.



중첩된 영역(1) 

그림 판스워스 주택 내부 평면[ 4-10] 



그림 벽의 [ 4-11] 
유무에 따른 영역의 

완결성



그림 판스워스 주택 북측 입면[ 4-12] 



그림 판스워스 주택 오전[ 4-13] . 











그림 도로측 입면과 내부[ 4-16] CSH#16. 

그림 입면도[ 4-14] CSH1950. 

그림 주택의 구조나 재료와 [ 4-15] CSH#18A.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주택의 정면은 

전면창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판스워스 주택 벽난로[ 4-19] .  그림 전경[ 4-18] CSH#22. 

그림 앞뜰과 뒤뜰[ 4-17] CSH#21B. 



그림 [ 4-21] CSH#16B.
개별 뜰로 둘러싸인 침실 

그림 거실[ 4-20] CSH#16B. 그림 [ 4-22] CSH#18A. 
거실과 안방은 작은 뜰을 

공유한다.



그림 남측 테라스[ 4-23] CSH#22. 



그림 [ 4-25] CSH#17A. 
거실의 책장과 소파

그림 침실 과 침실 의 붙박이장[ 4-26] CSH#17A. 1 2

그림 [ 4-24] CSH1950.
거실과 식당에 양면으로 놓인 벽난로





그림 거실과 남측 전망[ 4-28] CSH#22. 

그림 거실[ 4-27] CSH#18B. 



그림 거실[ 4-29] CSH#16B. 그림 [ 4-31] CSH#21B.  
거실에서 바라본 주택 

입구

그림 [ 4-30] CSH#21B.
뒤뜰에서 바라본 주택 내부, 
차고까지 한 눈에 보인다.

그림 거실[ 4-32] CSH#18B. 







그림 거실에서 바라본 뜰[ 4-33] CSH#21B. 







이름 유리의 집La Maison de Verre (The Glass House, )

위치 31 Rue Saint-Guillaume, 75007 Paris, France

계획 및 공사 기
간 1928-1932

면적 576m² (6,200ft²)

건축가 Pierre Chareau, Bernard Bijvoet 

건축주 Dr. Jean Dalsace s family

그림 유리의 집 층 평면 및 배치 주택의 파사드는 북측에 위치한다[ 4-35] 1 . .

그림 유리의 집 평면도[ 4-34] 



주요 재료

형강 기둥- H

반투면 유리블록- 20*20*4cm 

바닥 마감 백색 고무 타일 검정 세라믹 타일 목재 스트립 타일 백- : , , , 
색 세라믹 타일 테라조, 

타공철판 합판 유리 철물 등 산업 재료 사용- , , , 

가구 제작 및 반복 설치- 

표 유리의 집 개요[ 4-4] 

그림 유리의 집 시공 장면[ 4-37] . . 
층을 남기고 아래층을 허물었다4 .

그림 유리의 집 규격화된 매트릭스[ 4-36] . 



그림 [ 4-38] Adolf Loos, Michaelerplatz Store (Losshaus, 1910) 그림 [ 4-39] Otto Wagner, 



바닥에 의한 시각적인 경계(1) 

그림 유리의 집[ 4-41] . 
층으로 연결된 계단2

그림 유리의 집[ 4-40] .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 2

스크린



경계의 작동(2) 

그림 일광욕실에서 안방으로 [ 4-42] 
연결된 사다리



그림 유리의 집 층 거실 진입부[ 4-43] . 2

그림 유리의 집 층 평면의 환자 동선과 [ 4-44] . 1
진료실 입구



그림 유리의 집 거실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장면과 [ 4-45] . 
거실 남측 층 책꽂이 뒤편의 복도3

그림 뮐러 [ 4-46] Adolf Loos, 
주택의 소파



그림 유리의 집 서재 문이 [ 4-47] . 
열려있는 거실



그림 유리의 집 접수실과 남측 복도 [ 4-48] , 
사이의 회전 유리문



그림 유리의 집 거실 북측창[ 2-49] . 그림 유리의 집 [ 4-50] 
진료실 유리블록 블록의 . 
양각이 드러난다.



그림 유리의 집 남측 안뜰에서의 주택 입면[ 4-52] . 

그림 유리의 집 안방의 남측창[ 4-53] 

그림 유리의 집 층에서 [ 4-51] . 1
바라본 계단실













그림 임스 주택 평면도 및 단면 배치도 및 지적도 우측 하단[ 5-1] , ( )

주택 정문  거실  식당  부엌  다용도실  침실  드레스룸 침실  1: 2: 3: 4: 5: 6: 7: (dressing alcove) / 
복도  화장실8: 9: 
중앙 뜰10: 

작업실 암실  창고 현재 침실11: (studio)  12: 13: ( )
주택 진입로  산타모니카 해변15: 16: 

이름 - Eames House (Case Study House #8)

위치 - 203 N Chautauqua Boulevard, LA, CA., USA

계획 및 공사 기간 - 1945-1949, 1949

토지면적 - 61,200ft²

면적 주거동 작업동- 1,500ft² ( ), 1,000ft² ( )

건축가 - Charles Eames

건축주 - Charles Eames, Ray Eames

표 임스 주택 개요[ 5-1] 



그림 임스 주택 초기안 동서 방향으로 긴 캔틸레버 구조로 [ 5-2] (1945-1947). 
계획되었다.



그림 지에 실린 임스 주택 외관 [ 5-3] LIFE (1950). 
현재 나무는  더 두꺼워지고 무성하게 주택을 

감싸고 있다.



시공의 자동적 체계(1) 

그림 창틀을 기준으로 기둥의 간격과 높이가 결정되었다[ 5-4] .

그림 임스 주택 시공 장면[ 5-5] 



기성 부재의 사용(2) 

그림 임스 주택 거실 천장과 트러스보 완공 [ 5-6] 
직후 사진 잡지 기재, A&A 



자재에 따른 모듈 계획(3) 

그림 임스 주택 측면 년 [ 5-7] (2015
월 촬영6 )



시스템의 노출 및 오픈 플랜(4) (open plan)

그림 임스 주택 초기안 [ 5-8] 
단면.

보로 사용된 경량 형강과 H
트러스보는 내장되어 있다.



그림 임스 주택 구조 [ 5-10] 
상세도

그림 임스 주택 기둥 및 [ 5-9] 
창틀 입면 사진

그림 임스 주택 작업실 [ 5-11] 
층에서 찍은 사진 조명이 매달려 2 . 

있다.



그림 완공 직후 잡지에 공개된 임스 주택 평면도[ 5-12] A&A 

그림 임스 주택 입주 직후의 [ 5-13] 
벽감 소파



그림 바우하우스 실험주택 [ 5-14] 
(1923)



그림 [ 5-15] Chales and Ray Eames,
 House After 5 Years of Living (1955)

그림 임스 주택의 거실[ 5-16] .
좌 상단 광고 촬영: Herman Miller 

좌 하단: Japanese Tea Ceremony, 1951
우 잡지 화보 촬영: Vogue , 1954.4



그림 임스 주택 현재 거실 전경[ 5-17] . 



바닥을 덮은 기물(1) 

그림 임스 주택 거실[ 5-18] . 
벽감 소파(seating alcove)





그림 바우하우스 실험주택 [ 5-19] 
거실과 벽감(1923). 



채워진 바닥의 결(2) 

그림 임스 주택 중앙 뜰 전경[ 5-20] . 



그림 임스 주택 뜰 반복적인 격자는 풍부하게 사용될 수 있다[ 5-22] . .
좌 중앙 뜰 잡지 기재 사진 : LIFE (1950.11),
우 앞뜰 광고용 촬영 사진: Herman Miller 

그림 임스 주택 앞뜰 좌 과 동측 통로 우[ 5-21] . ( ) ( ) 
(1949)



그림 임스 주택 유칼립투스 나무 사이로 조성된 길[ 5-23] . . 
주택의 바닥은 대지 높이와 일치한다.



외부의 규칙적인 벽  (1) 

그림 임스 주택 주거 건물의 동측 입면[ 5-24] . 



그림 임스 주택 입면 일부[ 5-25] . 

그림 임스 주택 기둥 단면 상세도[ 5-26] . 



그림 임스 주택 평면도와 입면도를 함께 읽으면 구성된 입면의 기능을 이해할 [ 5-28] . 
수 있다.

그림 완공 직후 잡지 [ 5-27] A&A 
기재된 임스 주택 작업실 동측면 사진 

(1949).
재료의 색만 달라져도 같은 그림자는 

다르게 보인다.



그림 임스 주택 부엌과 식당의 동측 [ 5-29] . 
창 간유리를 사용하였다, .

그림 [ 5-30] Eames Storage Unit (1949)





내부의 어긋난 벽(2) 

그림 임스 주택 부엌과 식당 동측 창[ 5-31] . 



그림 임스 주택 침실에 설치한 스크린 문[ 5-32] . 

그림 [ 5-33] Louis I. Kahn, 
Norman Fisher House, 1967



그림 임스 주택 작업실의 창 스크린이 설치된 [ 5-34] . 
부분은 외부에서 불투명하게 비치고 있다.



그림 임스 주택 거실 노출된 천장과 [ 5-35] . 
트러스에 사물들이 매달려 있다.



그림 임스 주택 작업실[ 5-38] .
매달린 선반과 칸막이 벽

그림 패널에 의해 형성된 낮은 천장[ 5-37] 그림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패널은 왼쪽 [ 5-36] 
사진에서 보이는 들어오는 빛을 가리기 

위함이었다.



그림 임스 주택 거실[ 5-39] .
천장에 걸린 크리스마스 장식





그림 임스 주택의 가구 배치 평면도 주거 건물의 배치는 현재와 가장 유사하다[ 5-40] . .



독립된 빈 방(1) 

그림 임스 주택 거실 북측면의 연결부 중앙 사진에선 층 창으로 레이 임스가 보인다 중앙과 우측 사진은 [ 5-41 . 2 . 
모두 완공 후 약 년 뒤인 년 월 지에 기재되었다1 1950 11 LIFE .





직교하는 창(2) 

그림 임스 주택의 거실에서 보이는 외부의 풍경[ 5-42] .
모두 다른 거리의 다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그림 임스 주택 기둥 배열[ 5-43] 
거실 평면( )





그림 임스 주택의 작업실[ 5-44] 





노출된 부재의 골(3) 

그림 임스 주택 거실의 가구 배치 [ 5-46] 
현황 기둥 간격이 형성한 영역을 확인할 수 . 

있다.

그림 임스 주택 거실 레이 임스[ 5-45] . 

그림 작은 의자가 만든 [ 5-47] 
장소는 앞뜰까지 확장된다.



그림 임스 주택 거실 소파와 책꽂이에 [ 5-48] . 
의해 형성된 영역





그림 임스 주택 거실 전경[ 5-49] . 





그림 임스 주택 거실[ 5-50] 



밖으로 맺히는 상(1) 

그림 임스 주택의 남측 입면[ 5-51] . 
창으로 언덕과 바다가 비친다.



그림 재료의 표면에 비추는 상은 재료의 결에 따라 변형된다[ 5-53] .

그림 남측 입면 임스 주택에서 [ 5-52] CSH#9 . 
사용된 창과 유사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입면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





그림 임스 주택의 거실 동측 입면[ 5-54] 

그림 나뭇잎의 형상으로 벽 작업실 과 바닥 거실 에 [ 5-56] ( ) ( )
떨어진 빛. 

<House After Five Years of Living (1955)>



내부의 결을 이루는 상(2) 

그림 임스 주택 거실 바닥에 [ 5-57] . 
드리운 창틀의 그림자. 

그림 임스 주택[ 5-58] . 
거실 동측 창을 통해 비치는 
햇빛과 창틀의 그림자

그림 그림자가 드리워진 임스 [ 5-59] 
주택의 거실

그림 임스 주택의 창 안으로 보이는 [ 5-55] 
거실 내부



그림 임스 주택 거실[ 5-60] .
기물들 위를 비추는 파편화된 빛

그림 임스 주택[ 5-61] . 
동측과 북측 창밖으로 보이는 바깥 풍경



그림 [ 5-62] Tadao Ando, Koshino 
복도House (1984). 



그림 임스 주택의 동측 창 모습 스틸컷[ 5-63] .
House After Five Years of Living (1955)





그림 해가 뜨는 시각의 임스 주택 거실 [ 5-64] 
창의 입면

그림 비오는 날의 임스 주택 창으로 [ 5-65] 
보이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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