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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초 록 ]

Le Corbusier의 ‘4구성’ 분류를 통해 본 Rem Koolhaas 
설계구성방식의 특성에 관한 연구 

- 1981년부터 2015년까지 Rem Koolhaas 설계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최 성 열
지도교수 김 현 철

 현대 건축가 렘 콜하스(Rem Koolhaas)는 새로운 유형의 건축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그러한 시도의 흔적을 르 꼬르뷔제(Le Corbusier)
의 ‘4구성(Les 4 Compositions)'을 사용해 분류해 봄으로써 그가 지향하는 설
계방향과 각 건축물 간 차이를 생성해내는 방법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의 
틀로서 4구성은 르 꼬르뷔제가 제4구성유형인 빌라 사보아(1929)의 설계를 
끝낸 뒤, 자신이 설계했던 건축유형에 대한 장단점과 위상학적 차이를 다이어
그램으로 정리한 것이다. 4구성으로 표현되는 스케치는 재료, 디테일 등 건축
적 표현이 구체화되기 이전의 본질적인 발화점을 그려내고 있기에 렘 콜하스 
건축물들을 4구성차원의 다이어그램적 도식으로 환원하여 분류하였다. 렘 콜하
스의 구성법에 대한 명명은 르 꼬르뷔제의 4구성과 구별하기위해 ’Koolhaas‘의 
약자 K를 사용하여 K-1구성, K-2구성으로 정한다. 
렘 콜하스 건축물에 대한 ‘4구성-분류’의 정량적 분석으로 연대기적, 규모별, 

용도별 분포 경향을 먼저 살펴보았다. 1981대에서 2006년까지 콜하스는 4구
성 유형의 설계전략을 모두 사용하면서 그 속에 표현되는 공간과 기하형태를 
통해 현대적인 패러다임들을 수용하는 건축적 실험들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2006년 이후부터는 4구성 분류에서 내부 공간의 고려보다는 외부 형태를 중심
으로 하는 유형의 작업들이 주를 이루어 그의 관심사가 외부 형태로 옮겨갔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가 현대의 도시의 큰 규모 속에 행해지는 건축을 이
론적으로 정리했던 거대함(Bigness)의 원리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장에서는 각 구성에 건축적 요소의 유무와 차이에 따라 세부적인 유형의 특

징들을 파악하였다. K-1구성에서는 K-1구성 정형 유형, 건축적산책선 볼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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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입방체와 말린 면 접합 유형, 단순 볼륨간 접합 유형, K-1구성 기타 유
형을 알아보았다. 또한 K-2구성에서는 K-2구성 정형 유형, 입방체 변형 유
형, 입방체 분절 유형, K-2구성 기타 유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K-3구
성에서는 K-3구성 정형 유형, 기둥 없는 돔이노 유형, 주름진 면 구성 유형, 
단층구성 유형으로 나누었고, 앞선 구성들이 기하학적, 위상학적으로 세부유형
을 규정한 반면에 각 구성들 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4구성의 특성상 K-4
구성 정형 유형, K-1구성,K-2구성 결합 유형, K-1구성,K-3구성 결합 유형, 
K-2구성,K-3구성 결합 유형으로 세부 유형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
의 건축물 구성법 중에 렘 콜하스가 차이를 만들어 내기 위한 ‘변이
(mutation)'의 사용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4장에서는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렘 콜하스가 만들어낸 르 꼬르뷔제의 4구

성 또는 자신의 이전 건축물들과 차이에 대한 변이 유형들을 분류하였다. 렘 
콜하스의 변이유형들은 용도(프로그램)의 입방체 볼륨화, 용도의 다양한 볼륨
화, 건축적 산책선의 볼륨화, 볼륨 모서리 잇기, 주름진 면의 구성, 작은 스케
일의 볼륨 조합, 기둥 없는 돔이노, 입단면 관통 그리고 변이 기타유형으로 분
류하였다.
이를 통해 본질적으로 다른 유형의 건축을 생산하는 발화점을 찾아가는 것으

로서 렘 콜하스 건축물에 대한 4구성-분류에 의의를 둔다. 또한 더 나아가 그
가 건축적 변이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다른 건축물들과 차이를 생성
하는 방법을 밝혔다.

키워드 : 렘 콜하스, 르 꼬르뷔지에, 4구성, 거대함, 위상기하학, 변이, 주름

학  번 : 2014-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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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범위
   1.3 연구 방법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대성을 건축에 가장 잘 녹여내었다고 평가받는 건축가 렘 콜하스(Rem 

Koolhaas)는 그의 건축관을 정립하고 건축물로 구체화하기 시작한 1980년대
에 근대건축의 형태적인 인용을 통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대표적으로 1985
년에 계획이 시작된  빌라 달아바(Villa dall’Ava)는 르 꼬르뷔제(Le 
Corbusier)의 빌라 사보아(Villla Savoye)를, 같은 해 까사 팔레스트라(Casa 
Palestra)는 미스 반 데 로에(Mies van der Rohe)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인용하였다. ‘근대건축의 인용’이라는 관점에서 렘 콜하스의 작업들을 도열해 
본 결과 구성적 유형이 르 꼬르뷔제의  '4구성(Les quatre compositions)’ 원
리로 풀이 될 수 있는 작품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이는 ‘4구성’ 자체를 현대건
축의 보편적인 구성원리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현대 건축가들이 
하나 혹은 두 가지의 구성만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렘 콜하스의 건축물을 분
류해 볼 때 4구성 중 모든 구성 원리들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르 꼬르뷔제의 4구성이 갖는 건축설계전략으로서의 중요성에 대해 김현철은 

르 꼬르뷔제의 '근대건축 5원칙’과는 다른 다층적인 진술 구조로서 창조적 화
두 구조를 갖는다고 평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제1,2,3,4구성의 작품구성과정을 
읽어나가면서 각각의 작품에 내재되어있는 새로운 내용과 가능성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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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순은 4구성에 대하여 르 꼬르뷔제가 정교한 세부 공간을 구성하기 이전
에 동선, 층, 공간의 영역을 위상적으로 사고하는 더 유연하고, 크고 굵직굵직
하고, 거친 다이어그램적 사고라고 표현하였다. 이런 위상학적 사고와 연산을 
통해 한 가지 스타일에 묶여있지 않고 자유로운 실험을 할 수 있으며 건축에
서 형식적 ‘새로움’은 위상학적 구조의 특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것이 
위상학적 연산에 의한 다이어그램의 개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언술하였다.2)

이처럼 ‘4구성’은 1대1 대응의 ‘닫힌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열린 구조’의 주관적 형식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렘 콜하스가 르 꼬
르뷔제의 건축관을 계승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르 꼬르뷔제가 구현했
던 건축적인 ‘다름’의 밑그림으로써 제시한 ‘4구성’이라는 틀을 통해 렘 콜하스
의 건축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그의 건축적 아이디어의 발전 경향과 그가 항상 
추구하던 형태와 구조상의 ‘건축적 변이’3)의 실현 방법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각 프로젝트를 설계하면서 렘 콜하스가 건축적으로 표현

하려 했던 현대적인 공간이 근대건축의 기원이 되었던 르 꼬르뷔제의 건축공
간과 일부 대비되어 드러나게 될 것이다.

1.2 연구 범위  
르 꼬르뷔제는 건축에서부터 도시까지 다양한 규모의 작업들을 행하였다. 렘 

콜하스도 마찬가지로 그의 저서 『S,M,L,XL(1995)』의 제목처럼 광범위한 분
야의 작업들을 전개하였다. 그 중 건축설계전략으로서의 르 꼬르뷔제의 ‘주택
의 4구성’은 1929년까지 여러 주거 건축물들을 설계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유형화 한 것으로 단일건축물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1) 김현철, 르 꼬르뷔지에의 ‘4구성’에 담긴 창조적 진술구조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5

2) 장용순, 현대건축의 철학적 모험 - 01 위상학, 미메시스, 2010, 205-206p,
  (위상적;절대적인 크기와 형태의 기하에서 벗어난 구조상의 관계와 비율에 대한 차원.)
3) 렘 콜하스는 그의 저서 『S,M,L,XL(1995)』의 서문에서 이것을 "architecture 
mutates"이라 표현하고 『S,M,L,XL』역시 새로운(another) 건축을 찾는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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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성’으로 분석 가능한 렘 콜하스의 일반 단일건축물만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하여 도시계획, 조경, 인테리어 작업들은 제외한다. 
작품의 이름과 연도, 그리고 용도는 렘 콜하스의 건축사사무실 OMA(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의 홈페이지(www.oma.eu) ‘WORK’ 카테고리
를 기준4)으로 하였으며, 몇 가지 누락된 프로젝트들은 추가하였다. 그리고 10
개의 작업들은 작업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대중에 공개된 자료들로만은 그 내
용을 파악하기 힘든 것들이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그의 
저서 『S,M,L,XL(1995)』, 『Mutations(2001)』 『Content(2004)』와, 그의 
건축을 다룬 스페인 건축잡지 『El Croquis 131/132 (2007)』를 참고 하였다.
 OMA 홈페이지에 표기된 프로젝트들의 연도는 대부분이 건물이 완공된 연도

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각 프로젝트가 해당하는 연도의 기준을 정할 
때, 실제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에는 초기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와 끝날 때의 
간극이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들이 다수 존재하기에. 렘 콜하스의 설계경
향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시
작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시작연도를 기준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용도에 의한 분류’를 위한 개별 건축물에 대한 용도는 단일 용도로 사

용될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 분류법대로 부여하였지만, 다수의 건물들이 
Mixed-Use (다용도)의 카테고리에 있기에, 명확한 해석을 위해 세부 용도별 
면적이 가장 많은 용도를 프로젝트 당 하나씩 부여하였으며, 건물의 특수한 용
도가 있을 때에는 그 용도를 부여하였다. 
‘크기에 의한 분류’를 위해서는 크기 기준을 건물의 전체 연면적으로 하기로 

하고, 렘 콜하스가 규모의 묶음으로 생각했던 S,M,L,XL로 분류를 하되, 그 임
계치를 『S,M,L,XL(1995)』속 건축물들로 설정하고 해당 저서에 수록되지 않
은 건물들을 각 카테고리로 나누었다. 일부 면적이 상세하지 않은 건물들에 대
해서는 유추하였다.

4) 본 논문은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OMA의 공식 홈페이지는 지속
적으로 리뉴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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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연도 프로젝트명 주용도 면적(㎡) 지역

1 1981 NETHERLANDS DANCE THEATER THEATER 7,260 NETHERLANDS, THE HAGUE

2 1984 PATIO VILLA RESIDENTIAL 266 NETHERLANDS, 
ROTTERDAM

3 1985 BYZANTIUM RESIDENTIAL 15,100 NETHERLANDS, 
AMSTERDAM

4 1985
CASA PALESTRA, 'THE DOMESTIC  

PROJECT'
MUSEUM 136 ITALY, MILAN

5 1985 VILLA DALL'AVA RESIDENTIAL 1,350 FRANCE, PARIS

6 1986 CITY HALL THE HAGUE OFFICE 150,000 NETHERLANDS, THE HAGUE

7 1987 EUSEBIUS TOWER RESIDENTIAL N NETHERLANDS, ARNHEM

8 1987 KUNSTHAL MUSEUM 7,000 NETHERLANDS, 
ROTTERDAM

9 1988 EURODISNEY HOTEL N FRANCE, MARNE-LA-VALLEE

10 1988
NETHERLANDSARCHITECTUREINSTIT

UTE 
MUSEUM 1,380 NETHERLANDS, 

ROTTERDAM

11 1988 NEXUS WORLD HOUSING RESIDENTIAL 3,315 JAPAN, FUKUOKA

12 1988 ZEEBRUGGE SEA TERMINAL INFRA N BELGIUM, ZEEBRUGGE

13 1989 TRÈS GRANDE BIBLIOTHÈQUE LIBRARY 250,000 FRANCE, PARIS

14 1989
ZENTRUM FUR KUNST UND  

MEDIENTECHNOLOGIE (ZKM)
MUSEUM 31,000 GERMANY, KARLSRUHE

15 1990 AGADIR CONVENTION CENTRE HOTEL 43,795 MOROCCO, AGADIR

16 1990 HILTON HOTEL HOTEL 11,670 NETHERLANDS, THE HAGUE

17 1991 ZAC DANTON OFFICE 42,000 FRANCE, PARIS

18 1992 EDUCATORIUM EDUCATION 11,000 NETHERLANDS, UTRECHT

19 1992 JUSSIEU - TWO LIBRARIES LIBRARY 22,000 FRANCE, PARIS

20 1992 STEDELIJK MUSEUM MUSEUM N NETHERLANDS, 
AMSTERDAM

21 1994 C3 MAASTOWERS INFRA 65,100 NETHERLANDS, 
ROTTERDAM

22 1994 CARDIFF BAY OPERA HOUSE THEATER N CARDIFF BAY, UK

23 1994 MAISON À BORDEAUX RESIDENTIAL 500 FRANCE, BORDEAUX

24 1994 MIAMI PERFORMING ARTS CENTER THEATER N USA, MIAMI

25 1994 SAITAMA ARENA SPORT N JAPAN, TOKYO

26 1995 DUTCH HOUSE RESIDENTIAL 517 NETHERLANDS

27 1996 BREUNINGER RETAIL 2,600 GERMANY, STUTTGART

28 1996 HYPERBUILDING RESIDENTIAL 11,420,000 THAILAND, BANGKOK

29 1996 LUXOR THEATRE THEATER 12,136 NETHERLANDS, 
ROTTERDAM

30 1996 UNIVERSAL HEADQUARTERS OFFICE 60,350 USA, LOS ANGELES

이를 통해 분석의 대상이 된 건축물은 102개이며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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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996
UNO / MAISON DES DROITS DE  

L’HOMME
OFFICE 7,975 SWITZERLAND, GENEVE

32 1997 DE ROTTERDAM OFFICE 162,000 NETHERLANDS, 
ROTTERDAM

33 1997 NETHERLANDS EMBASSY OFFICE 8,500 GERMANY, BERLIN

34 1998 HAUS UM DIE SCHENKUNG OFFICE 9,000 GERMANY, BERLIN

35 1998 Y2K HOUSE RESIDENTIAL N NETHERLANDS, 
ROTTERDAM

36 1999 ALMARE BLOCK 6 THEATER 19,135 NETHERLAND, ALMARE

37 1999 ASTOR PLACE HOTEL HOTEL 14,000 USA, NEW YORK

38 1999 CASA DA MUSICA THEATER 54,127 PORTUGAL, PORTO

39 1999 MoCA ROMA MUSEUM N ITALY, ROME

40 1999 SEATTLE CENTRAL LIBRARY LIBRARY 38,300 USA, SEATTLE

41 2000 PRADA SAN FRANCISCO RETAIL 4,000 USA, SAN FRANCISCO

42 2001 CALTRANS DISTRICT 7 HQ OFFICE 71,535 USA, LOS ANGELES

43 2001 DEE AND CHARLES WYLY THEATER THEATER 9,000 USA, DALLAS

44 2001 FLICK HOUSE MUSEUM 3,879 SWITZERLAND, ZURICH

45 2001 FONDATION PINAULT MUSEUM 32,000 FRANCE, PARIS

46 2001 WHITNEY MUSEUM EXTENSION MUSEUM 5,668 USA, NEW YORK

47 2002 CCTV – HEADQUARTERS OFFICE 473,000 CHINA, BEIJING

48 2002 CORDOBA CONGRESS CENTRE THEATER 57,800 SPAIN, CORDOBA

49 2002 GUANGZHOU OPERA HOUSE THEATER 24,380 CHINA, GUANGZHOU

50 2002 KONINGIN JULIANAPLEIN RESIDENTIAL 39,700 NETHERLANDS, THE HAGUE

51 2002 MULTI-MEDIA BUILDING EDUCATION 32,000 HONG KONG KOWLOON

52 2002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MUSEUM 4,478 SOUTH KOREA, SEOUL

53 2003 ASCOT RESIDENCE RESIDENTIAL N UK, ASCOT

54 2003 BEIJING BOOKS BUILDING RETAIL 100,000 CHINA, BEIJING

55 2003 EUROPEAN CENTRAL BANK OFFICE 296,142 GERMANY, FRANKFURT AM 
MAIN

56 2004 GENT FORUM THEATER 10,000 BELGIUM, GENT

57 2004 LEEUM MUSEUM MUSEUM 13,500 SOUTH KOREA, SEOUL

58 2006 111 FIRST STREET RESIDENTIAL 111,483 USA, JERSEY CITY

59 2006 BRYGHUSPROJEKTET OFFICE 27,195 DENMARK, COPENHAGEN

60 2006 GAZPROM HEADQUARTERS RESIDENTIAL 190,000 RUSSIA, ST. PETERSBURG

61 2006 LA DEFENSE PROJET PHARE RESIDENTIAL 167,532 FRANCE, PARIS

62 2006 NEW COURT ROTHSCHILD BANK RESIDENTIAL 14,492 UK, LONDON

63 2006 PORSCHE TOWERS RESIDENTIAL 121,000 UAE, DUBAI

64 2006 SCOTTS TOWER OFFICE 20,000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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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06 SHENZHEN STOCK EXCHANGE RESIDENTIAL 265,000 CHINA, SHENZHEN

66 2006
ZARAGOZA MUSEUM OF FINE 

ARTS
MUSEUM N SPAIN, ZARAGOZA

67 2007 BOOMPJES 60-68 OFFICE N NETHERLANDS, 
ROTTERDAM

68 2007 HAMBURG SCIENCE CENTER MUSEUM 21,150 GERMANY, HAMBURG

69 2007 TORRE BICENTENARIO OFFICE 393,850 MEXICO, MEXICO CITY

70 2008 COOLSINGEL OFFICE 120,000 NETHERLANDS, 
ROTTERDAM

71 2008 G-STAR RAW HQ OFFICE 27,500 NETHERLANDS, 
AMSTERDAM

72 2008 INDIA TOWER HOTEL 93,200 INDIA, MUMBAI

73 2008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FFICE 46,600 NETHERLANDS, THE HAGUE

74 2008 MAGGIE'S CENTRE, GARTNAVEL RESIDENTIAL 534 UK, GLASGOW

75 2008 MONACO HOTEL HOTEL N MONACO, MONTE CARLO

76 2008 SIGNAL TOWER OFFICE 238,380 FRANCE, PARIS

77 2009 BASEL BURGHOF MUSEUM 22,000 SWITZERLAND, BASEL

78 2009
CASARTS – THEATRE DE 

CASABLANCA
THEATER 27,107 MOROCCO, CASABLANCA

79 2009 CHU HAI COLLEGE EDUCATION 31,814 HONG KONG

80 2009 MAHANAKHON OFFICE N THAILAND, BANGKOK

81 2009 TAIPEI PERFORMING ARTS CENTRE THEATER 46,500 TAIWAN, TAIPEI

82 2009 THE TWINS RESIDENTIAL 265,379 TUNIS,TUNISIA

83 2009 TIMMERHUIS OFFICE 45,000 NETHERLANDS, 
ROTTERDAM

84 2010
BIBLIOTHÈQUE MULTIMÉDIA À  

VOCATION RÉGIONALE
LIBRARY 12,700 FRANCE, CAEN

85 2010
MUSEE NATIONAL DES 

BEAUX-ARTS DU  QUEBEC
MUSEUM 14,850 CANADA, QUEBEC CITY

86 2010
Natl MUSEUM OF ARCHEOLOGY 

AND  EARTH SCIENCES
MUSEUM N MOROCCO, RABAT

87 2010 STATION CITY INFRA 35,000 SWEDEN, STOCKHOLM

88 2011 BINHAI MANSION OFFICE 266,200 CHINA, SHENZHEN

89 2011 EUROPEAN SCHOOL STRASBOURG EDUCATION 15,917 STRASBOURG

90 2011 NATIONAL MUSEUM OF CHINA MUSEUM 179,395 CHINA, BEIJING

91 2011 TGI DE PARIS OFFICE 90,000 FRANCE, PARIS

92 2012 425 PARK AVENUE OFFICE 568,829 USA, NEW YORK CITY

93 2012 GUANGDONG BAOSTEEL BUILDING OFFICE 114,333 CHINA, GUANGZHOU

94 2012
LAW, BUSINESS AND ECONOMICS  

COMPLEX
EDUCATION 28,000 AUSTRALIA, MELBOURNE

95 2013 ESSENCE FINANCIAL BUILDING OFFICE 70,000 CHINA, SHENZHEN

96 2013 LI-ZE TOWER OFFICE 170,684 BEIJING,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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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 NORRA TORNEN RESIDENTIAL 31,826 STOCKHOLM, SWEDEN

98 2013 SSI TOWERS OFFICE 182,915 INDONESIA, JAKARTA

99 2013 THE PLAZA AT SANTA MONICA OFFICE 45,755 USA, SANTA MONICA

100 2014 AXEL SPRINGER CAMPUS OFFICE 82,000 BERLIN, GERMANY

101 2014 FAENA ARTS CENTER OFFICE 3,954 USA,MIAMI BEACH

102 2015
MUMBAI CITY MUSEUM 

EXTENSION
MUSEUM 10,614 INDIA, MUMBAI

L 1980 BOOMPJES RESIDENTIAL NETHERLANDS, 
ROTTERDAM

L 1982 POLICE STATION OFFICE NETHERLANDS, ALMERE

L 1983 DE BRINK APARTMENTS RESIDENTIAL NETHERLANDS, 
GRONINGEN

L 1984 CHURCHILLPLEIN OFFICE NETHERLANDS, 
ROTTERDAM

L 1985 MORGAN BANK OFFICE NETHERLANDS, 
AMSTERDAM

L 1985 TORENSTRAAT RESIDENTIAL NETHERLANDS, THE HAGUE

L 1986 VEERPLEIN RESIDENTIAL NETHERLANDS, 
VLAARDINGEN

L 1988 KONINGINNEGRACHT RESIDENTIAL NETHERLANDS, THE HAGUE

L 1988 SPORTMUSEUM MUSEUM NETHERLANDS, FLEVOHOF

L 1995 HYPOBANK OFFICE GERMANY, MUNICH

L 1996 KANSAI KAN LIBRARY JAPAN, KANSAI SCIENCE 
CITY

L 1996 TOGOK TOWERS OFFICE KOREA, SEOUL

L 1997 MoMA CHARETTE MUSEUM USA, NEW YORK

L 1999 HAVAS SIEGE SOCIALE OFFICE FRANCE, PARIS

L 2000 TASCHEN HOUSE RESIDENTIAL USA, LOS ANGELES

L 2001 HERMITAGE GUGGENHEIM MUSEUM USA, LAS VEGAS, NEVADA

L 2001 LACMA EXTENSION MUSEUM USA, LOS ANGELES

L 2005 SIGHVATSSON HOUSE RESIDENTIAL USA, CALIFORNIA

L 2006 ANISH KAPOOR HOUSE RESIDENTIAL BAHAMAS,HARBOUR 

L 2013
SOUTHWEST INTERNATIONAL 

ETHNIC  CULTURAL CENTRE
EDUCATION CHINA, KUNMING

L 2014 RIJNSTRAAT 8 OFFICE THE HAGUE, NETHERLANDS

[표1-1] 렘 콜하스 건축물 분류표 (출처 및 기준 OMA 공식 홈페이지 www.oma.eu. 참조.

판단근거가 부족한 자료는 ‘L’으로 표시, 면적에대한 자료가 없는 프로젝트의 면적표는 

‘N’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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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렘 콜하스 건축물들을 르 꼬르뷔제의 4구성 유형 해석을 통해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같이 진행한다. 그 후 르 꼬르뷔제의 구성방식과 
대비되는 렘 콜하스만의 설계구성방식을 4구성 유형에 대한 변이의 형태로 도
출한다. 그 방법으로 렘 콜하스의 건축물들을 르 꼬르뷔제의 ‘4구성적’ 도식으
로 표현하여 분류, 분석하였다. 르 꼬르뷔제가 그러하였듯이, 렘 콜하스의 건축
물들을 세부적인 건축요소가 발현되기 이전의 위상학적 아이디어를 찾아내어 
단순화 시킨 도식화를 통해 근원적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다이어그램으로 환
원하여 분류하고 비교하였다. 도식화에서는 주로 초기의 컨셉 드로잉, 모형 등
도 참고 하였으며, 최종적인 결과물보다는 과정에서 렘 콜하스가 실현하고자 
했던 아이디어를 중점적으로 표현하려 하였다. 
 먼저 정량적 분석으로 2장에서는 렘 콜하스의 건축물 도식화의 과정을 거친 

뒤에 연대기적, 규모별, 용도별 분류를 통해 렘 콜하스의 설계 구성방식에 대
한 양상을 파악하였다. 3장에서는 렘 콜하스의 개별 건축물들이 세부적으로 어
떤 특성을 가지며 앞선 2장에서 살폈던 양상이 왜 나타났는지를 도출하고, 르 
꼬르뷔제의 4구성과 대비되어 나타나는 렘 콜하스 건축물의 차이에 대한 단서
를 제공하였다. 그것을 바탕으로 4장에서 4구성에 대한 ‘변이(Mutation)'로 규
정하고 렘 콜하스의 4구성 변이형태유형을 분류하였다.
또한 렘 콜하스의 건축물 각각은 서로 다른 다양한 아이디어들의 집합체이므

로 개별적인 안들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너
무 광범위한 연구 영역의 설정이 될 수도 있기에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는 르 
꼬르뷔제가 ‘4구성’ 스케치에 담은 층위의 위상학적 형태를 분석의 기준으로 
삼되, 렘 콜하스가 르 꼬르뷔제와는 다른 공간 또는 조형에 대해 전환적인 실
험을 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일부 기술하였다. 기술의 순서는 도식화 
하여 유형을 분류한 뒤, 제1구성부터 제4구성까지 각 구성의 특징을 갖는 같
은 카테고리의 건물들을 묶어서 담았다. 이유는 각 구성별 세부적인 변형의 흐
름을 읽어 볼 수 있게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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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분석의 틀로서 르 꼬르뷔제의 ‘4구성’
'4구성'은 르꼬르뷔제의 저서 프레시지옹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1929년 10월

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강의를 위한 스케치에서 시작한다. 그 
강의는 ‘현대주택 계획’ 이라는 주제로 현대건축의 구축적 발전으로 인해 발생
한 자유를 ‘건축의 혁명’이라 칭하고 과거와는 다른 요인들을 분류, 치수, 동선, 
구성, 비례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설명하였다. 4구성은 마지막 카테고리인 ‘V.
비례’에 수록되어 있는데, 앞서 이야기 하였던 분류, 치수, 동선, 구성, 비례 각
각의 특징들을 통해 구별되는 평면유형을 스케치로 남겼다.5) 이 스케치는 평
면의 형태로만 존재하다가 입체 스케치와 텍스트를 보충하여 그의 전작집
(Euvre Complêtè1권, 1929)에 수록함으로써 현재의 형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림1-1] (좌)프레시지옹에 실린 주택의 4구성 초기 스케치와 (우)전작집 1권에 실린 입

체 스케치, 텍스트가 보강된 4구성 원문

하지만 4구성은 익히 잘 알려진 ‘근대 건축 5원칙(5 Points d’une archi-
tecture nouvelle)’이나 ‘인간 주거 3요소 (Les trois etablissements hu-
mains)’,  돔-이노 이론(Maisons Dom-ino)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
발하게 행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4구성의 내용 자체가 5원칙, 3요소 등에 
비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세부적인 요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가의 창

5) 르 꼬르뷔제, 프레시지옹-건축과 도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밀진단, 1930. 



- 10 -

[그림1-2] 르 꼬르뷔제의 근대건축 5원칙 

스케치 (필로티, 자유로운 평면, 자유로운 

입면, 수평의 띠창, 옥상정원)

작의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장점이나 단점을 서술한 것으로 열린 구
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격적이고, 주관적6)이기에 연구주제로서 쉽지 않다.
또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의 

4구성’이라 의역되어 알려진 이 원리
는 ‘주택’이라는 용도를 특정한 그 
제목뿐만 아니라 그 세부적인 내용
들도 실제의 주택들을 지칭하고 있
기에 그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4구성의 원제는  프랑
스어로는 ‘Les quatre compositions’ 
이고 영어권에서는 ‘The Four 
Composition’, 즉 주택을 한정하지 
않는다. 
르 꼬르뷔제가 ‘4구성’을 통해 주택 작업의 원리를 정립한 것은 그에게 주택

은 당시의 사회적 요구와 상황을 해결하기위한 고뇌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그
는 그의 저서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 (Toward a new Architecture, 1959)』
에서 산업사회라는 새로운 시대 속에서 도시와 주거의 문제를 언급했다. 그 대
안으로 주택의 표준화를 통한 대량생산을 위해 돔-이노 이론이나 근대건축의 
5원칙, 모듈러 등을 제안했다.7) 이처럼 르 꼬르뷔제에게 주택은 가장 시급한 
시대적 과제였고, 연구의 최우선이었으므로 그가 당시 주택을 통해 만들었던 
원리, 원칙들은 새로운 시대의 건축술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통합적인 매뉴얼이었다. 
 4구성은 그 매뉴얼 중에서도 르 꼬르뷔제의 총체적인 사고가 들어있다. 그것

은 돔-이노 이론, 5원칙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포괄하고 있으며, 건축적으로 
외부의 미학적 형태와 내부의 공간구성, 건축 환경 영향까지를 고려한 구성법
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단편적인 스케치가 아니라 각각의 구성을 설명하

6) 김현철, 르 꼬르뷔지에의 ‘4구성’에 담긴 창조적 진술구조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5

7) 안중윤, 역사적 시각으로서 르 꼬르뷔제 건축과 비교해본 렘 쿨하스 건축의 의미해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대학원 건축학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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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면형태과 입체형태, 그리고 텍스트로서 설명하고 있다. 텍스트 중에서 세
로 텍스트는 제1구성만을 지칭하는 것과, 2~4구성을 통합적으로 지칭하고 있
것이 있으며, 각 구성 별로 건축적 효과와 장단점 설명을 위한 가로 텍스트들
이 있다. 각각의 내용은 해당 구성의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르 꼬르뷔제의 4구성 중 제1구성

[그림1-3] 제1구성의 텍스트들

 먼저 제1구성의 스케치에서 평면형태는 빌라 라로쉬 (Villa La 
Roche-Jeanneret, 1923)의 평면 형식이고, 입체 형태 역시 빌라 라로쉬의 볼
륨형태이다. 그리고 세로 텍스트는 ‘autorise composition pyramidale ; 부가적
인 구성을 허용한다.’ 이다. 이는 제2,3,4구성을 한데 묶은 세로 텍스트 
‘composition cubique; 입방체 구성 (prisme pur; 순수기하입방체)’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제1구성은 어떠한 형태를 규정하는 ‘틀’이 없으며, 볼륨들을 붙여
서 만든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가로 텍스트는 ‘genre plutôt facile; 차라리 쉬운 장르’, ‘pitoresque; 

회화적’, ‘mouvementé; 역동적’ 그리고 마지막 줄에 ‘On peut toutefois le 
discipliner par classement er hiérarchie;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분류하고 위
계질서를 주어서 길들일 수 있다.’ 이다.8) ‘차라리 쉬운 장르’라는 것은 다른 
구성들에 비해 설계하기가 쉽다는 것이지만 ‘차라리’라는 단어는 문제점이 있
다는 것이다. 또 ‘회화적’, 역동적’ 이라는 단어는 이 구성을 통해 얻게 되는 조
형적이 효과를 이야기 한 것이고, 앞서 이야기 했던 문제점이 마지막의 문장에 
포괄되어 있는데 자칫 무질서지기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제어를 위한 조치를 

8) 프랑스어에 대한 해석의 큰 틀은 「김현철, 르 꼬르뷔지에의 ‘4구성’에 담긴 창조적 진
술구조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5」 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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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규준선(Les Traces Regulateus), 

A,B,C,D,E,F등 각각의 기울기를 갖는 대각선을 

통해 입면의 비례를 조정한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르 꼬르뷔제는 형태의 제어를 위해서 ‘규준선(Les 
Traces Regulateus)’을 제시했는데 이는 입면의 특정면 혹은 개구부에 대각선
의 선을 그어 가로세로 비례를 규정하는 것인데, 같은 기울기를 갖는 대각선들
의 그룹을 이용해서 입면의 비례를 찾아가는 것이다.
실제로 빌라 라로쉬가 완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진입로부터 시작
한 건축적 산책선을 따라 벽, 바
닥 등 구축재를 배열하면서 기-
승-전-결의 시퀀스를 가지는 공
간을 만들어간다. 이 때 배열되는 
면들은 그대로 볼륨이 되면서 내
부와 외부의 형태가 대부분 일치
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역동
적이지만 어지러운 외형을 규준선
을 통해 비례를 조정한다. 

[그림1-5] (위) 빌라 라로쉬(1929)의 조형과정과 (아래) 기승전결의 시퀀스를 입체적, 단면

적으로 표현한 드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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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빌라 스텡(1927) 공간 틀 속에서 건축적 산책선이 말려 올라가는 형태와 공간 

오브제의 배치

(2) 르 꼬르뷔제의 4구성 중 제2구성

[그림1-6] 제2구성의 텍스트들

제2구성은 스케치는 직사각형과 직육면체의 순수한 기하적 형태의 그림 설명
이 있고, 세로 텍스트에는 제3,4구성과 묶어서 ‘composition cubique; 입방체 
구성 (prisme pur; 순수기하입방체)’, 가로 텍스트는 ‘tres difficult; 매우 어려
움 (satisfaction de l’esprit; 정신을 만족시킴)이다. ‘입방체 구성’은 제2구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어이다. 언뜻 스케치만 보면 가장 쉬운 구성이라고 생각
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르 꼬르뷔제는 ‘매우 어렵다’고 하고 있다. 이는 이 순
수한 기하틀 속에 실제적이 건축공간과 환경적 측면을 모두 충족하기는 어렵
다는 것이다. 괄호 속 ‘정신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르 꼬르뷔제의 순수기하적 
형태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를 뜻하며 제2구성 유형을 즐겼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빌라 스텡(Villa Stein, 1927은 프랑스 Garches 지방에 있기에 

‘Villa Garches’ 라고 불리기도 한다)에서 제2구성이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직육면체의 외관틀을 확보한 뒤 그 내부에 건축적 산책선이 독립적으로 
말리면서 공간 오브제들을 배치한다. 결과적으로 제2구성은 내부에 VOID공간
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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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빌라 카르타쥬(1929)의 평면들과 내부 투시도, 바닥판과 외벽면들의 조합.

(3) 르 꼬르뷔제의 4구성 중 제3구성

[그림1-8] 제3구성의 텍스트들

 ‘입방체 구성’으로 제2구성과 같이 묶여있는 제3구성의 입체 스케치는 표면
적으로는 입방체를 찾기가 힘들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고 있는 돔-이노 구조
의 바닥판이 보이지 않는 입방체 틀을 만들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둥 사이로 검게 빗금표시가 된 내부의 벽들과 평면 스케치의 기둥열 속에 
그려진 형태가 평면의 자유로움을 나타낸다. 가로 텍스트에는 ‘trés facile; 매
우 쉽다.’ 그리고 ‘pratique;실제적’, ‘combinable;조합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
다. 이는 스스로 제시했던 돔-이노 구조을 통해 평면구성이 구조로부터 독립
되어 설계자의 의도대로 자유롭기에 ‘쉽다’는 텍스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설계는 실제적으로 현실화하는데 유리하고 각 층의 자유
로운 형태의 평면층들을 입방체구성의 틀 속에서 수직적으로 ‘조합하는’ 즉, 
‘적층’ 할 수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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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카르타쥬(Villa Carthage, 1929)에서 제3구성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데, 돔-이노 이론의 구조 속에서 각 층은 자유로운 평면을 가진다. 이를 적층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수평방향으로 밀어주는 면을 따라 건축적 산책선이 미끄
러지듯이 움직인다. 외관은 전체적인 입방체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물리적으로
나 시각적으로 약하다. 이는 당시의 콘크리트면이 주가된 입면에서는 모서리가 
닫혀있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고 현대에서는 투명 혹은 반투명의 커튼월 유리 
파사드 등을 사용해 내부의 단면이 외관에 반영하기도 한다. 

(4) 르 꼬르뷔제의 4구성 중 제4구성

[그림1-10] 제 4구성 텍스트

역시 ‘입방체 구성’으로 묶여져 있기는 하지만 제 4구성은 앞선 제1,2,3 구성
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제1,2,3구성이 각각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제4
구성은 그들의 특성(혹은 장점)을 한데 모은 것이다. 제4구성의 그림형태는 빌
라 사보아 (Villa Savoye, 1929)를 단순화 시킨 것이다. 역시 ‘입방체 구성(순
수기하입방체)’의 세로 텍스트로 제2,3구성과 같은 카테고리이다.
가로 텍스트들을 해석해보자면 첫 번째 문장이 ‘très généreux; 매우 관대하

다.’이다. 이는 포용적이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의 구성이 들어가 있어 각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다음으로는 ‘on affieme 
à l’éxterieur une volonté architecturale; 우리는 외부에서 건축적 의지를 확
보한다.’라고 했다. 이것은 외부 형태를 외관이 가장 강력한 제2구성 유형이 
포함되어서 전체적인 틀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또 ‘On satisfait à l’intérieur à 
tous les besoins fonctionnels (insolation, contiguités, circulation); 내부에서
는 모든 기능적 욕구 (채광, 인접성, 통행성)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는데 이것
은 제 1구성이 가지는 채광의 장점, 제3구성이 가지는 인접성과 통행성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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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2] (좌)빌라 사보아의 전경, 제1,2,3구성의 형태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빌라 사보아의 초기 계획안 남쪽입면, 사족으로 오른쪽에 계단이 붙어 있

             었지만 르 꼬르뷔제는 이것을 제거함으로써 완결된 4구성 형태를 완성했다. 

두 확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4구성은 단일 속성을 가지는 것이 아
니라 제1,2,3구성의 약점에 대한 보완적인 측면에서 조합을 의미한다. 
 제4구성의 실제 모델인 빌라 사보아의 구성조합을 보면, 대지, 도로와 만나

는 1층에서는 제3구성유형의 형태가 있어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고, 2층에는 
제2구성유형의 형태가 중앙에 배치되어 보이지 않는 틀을 1층과 3층에까지 확
장하여 외관의 순수기하입방체를 형성한다. 또한 옥상층의 옥상정원에 설치된 
제1구성 형태의 곡선형 가벽은 내부에서 일광욕을 위한 프라이버시를 제공해
준다.

[그림1-11] 빌라 사보아(1929)의 각층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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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분석의 틀로서 르 꼬르뷔제의 4구성 특성

(5) 르 꼬르뷔제의 ‘4구성’ 구성별 특성 소결

4구성의 각 구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격은 첫 번째로 건축적 산책선을 위
주로 한 공간 전개이다. 특히 르 꼬르뷔제의 건축적 산책선은 만들어진 공간속을 
수동적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형태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또
한 하나의 입구에서 시작해서 옥상정원에서 끝나는 기-승-전-결의 일방향적 
시퀀스를 갖는 공간 구조를 만들어낸다. 두 번째로는 순수기하학적 형태의 사용 
이다. 이것은 르 꼬르뷔제가 건축이 자연의 모방에서부터 독립을 위한 순수 조형 
예술로 생각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대량생산을 위한 모듈을 만들어 내는데 유
리하기 때문이다.

위의 표와 같이 르 꼬르뷔제의 4구성은 건축물을 완성한 이후에 설계과정에
서 느꼈던 각 유형에 대한 장단점들을 그림과 텍스트를 통해 간단명료하게 정
리한 것으로 통합적이며, 회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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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분석의 대상으로서 렘 콜하스 건축의 형성과정과 특성
본 소절에서는 건축가로서 렘 콜하스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자신만의 건축적 

아이디어를 완성해나가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그를 한가지의 사조로만 정의하
기에는 쉽지 않다. 복합적인 분석을 위해 먼저 렘 콜하스가 속해있는 시대의 
변화과정과 그 속에서 렘콜하스가 주안점을 두었던 이론들을 어떻게 건축적으
로 받아들이고 이용하였는지를 조형적 관점과 공간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1) 렘 콜하스의 시대인식
1957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렘 콜하스는 1962년 고등학교

를 졸업하고 ‘헤이그 포스트(De Haagse Post)’라는 주간 신문사에서 저널리스
트로 활동하였다. 이 당시 많은 문화계의 현상들을 대상으로 글을 썼으며 이를 
통해 건축과 영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이후 1967년 영국의 AA School(Architecture Association School)에 입학하

면서 본격저인 건축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의 AA은 소위 아방가르드라
고 할 수 있는 아키그램(archigram)에 의해 건축교육이 주도 되고 있어서 렘
콜하스는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아키그램은 피터 쿡(Peter Cook), 론 헤론
(Ron Herron) 등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미래적이며 반역사적인 건축학풍 속에
서 건축을 수련하였다.
1972년 뉴욕으로 넘어온 렘 콜하스는 1973년부터 IAUS(Institute for 

Architecture and Urban Studies)의 연구원으로 지내면서 뉴욕이 형성될 
1920-30년대의 상황과 당시 뉴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78년『Delirious New York; A Retroactive Manifesto for Manhattan』을 
발행하였다. 렘 콜하스가 가졌던 당시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 저서에서 찾
아 볼 수 있으며 향후 건축 작업의 이론적 기반으로 삼았다. 
① 크기의 문제
『Delirious New York(1978)』에서 렘 콜하스는 뉴욕의 마천루를 보며 임계

적인 크기를 넘어서면 ‘Automonument ; 자동적 기념비’가 되며 그 빌딩의 내
부와 외부가 분리되는 상황을 정신착란증의 치료를 위한 뇌의 분리 수술에 빗
대어  ‘Lobotomy ; 뇌엽절리술’이라 표현하였다. 전통적으로 내부가 외부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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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드러나는 ‘정직한’ 파사드가 도덕적으로 옳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뉴욕
의 마천루들은 건축적 ‘뇌엽절리술’을 통해 내부와 외부를 분리하였다고 보았
다.9) 이 이론은 후에 그의 또 다른 저서 『S,M,L,XL(1995)』속 사설 
‘Bigness; or the problem of large’에 정리되어서 다시 등장한다. 
②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렘 콜하스는 1991년 1월21의 세미나에서 근대건축이 자신의 건축에 미친 영

향에 대해 이렇게 대답한다.

“... 근대성(modernity)이라든가 근대화(modenization)의 현상에 대해서도 또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구축주의자인 이반 레오니도프(Ivan Leonidov), 미스 반 데 

로에(Mies van der Rohe), 그리고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미국 건축에도 관심이 많았

습니다. 그 관심은 우리 자신의 작품을 이론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작품

에 비평적인 차원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0여년 동안에 나는 모더니즘이 

그렇게도 쉽게 유럽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중략) 최

근에 누군가가 유럽에서는 모더니즘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통용되고 있는 듯하다고 

말한적이 있습니다.(후략)”

봉일범은 여기에 ‘모더니즘이 그 생산적 에너지를 상실한 채 포스트모더니즘
에서의 역사차용과 같이 하나의 양식화된 ‘대상’으로 전락했음을 ‘지적’ 한다고 
하였다.10) 이처럼 렘 콜하스는 1970-80년대 열풍처럼 불었던 포스트모더니즘
에 대한 반감을 가지면서 모더니즘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거나 단순히 형태만
을 차용하는 것을 지양하면서도 어떻게 참조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에 자신의 작업 모토로 신즉물주의(Neue Sachlichkeit)에서 비롯된 
‘New Sobriety(새로운 냉철함)’을 제시하고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무차별적 형
태적 차용을 비판하고 모더니즘 건축의 본질을 찾으려했다. 렘 콜하스는 당시 
모더니즘을 옹호하였지만 그가 옹호했던 건축적 모더니즘은 단순한 형태와 기
능이 주가 되는 국제주의 양식이 아니라 러시아 구성주의와 데 스틸(De stijl)
의 조형적 아름다움이었다. 이를 김원갑은 ‘모더니즘의 수정적 수용’이라 표현
하였다.11) 

9) Rem Koolhaas, Delirious New York, MonaCelli press, 1978, 100p-101p

10) 봉일범, 렘 콜하스 : 학생과의 대화, 2000, 앰지애치앤드 맥그로우힐 한국,23p-30p

11) 김원갑, 렘 콜하스의 건축, spacetime, 2008, 54p-58p



- 20 -

[그림1-13]끌로드 빠항의 거주가능한 동선스케치

(2) 현대적 패러다임의 수용
현대를 정의하는 것은 1956년 CIAM(Congres International de l'Archi-

tecture moderne;국제근대건축회의)의 10번째 회의가 열린 해로 잡거나, 68운
동 혹은 로버츠 벤투리의 『건축의 대립과 복합성(1966)』이 출간된 해로 보
기도 하지만 역사는 연속적인 것이므로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의 건
축, 예술, 철학 등의 사건 등으로 그 시점을 정할 수 있다.12)

① 조형구성 측면
‘해체주의(Deconstructivism)’라는 타이틀 아래 필립 존슨(Pillip Johnson)이 

기획하고 뉴욕 근대미술관(MoMA)에서 전시회에서 렘 콜하스는 피터 아이젠
만(Peter Eisenman), 베르나르 츄미(Bernard Tschumi) 등의 건축가들과 함께 
작품을 전시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렘 콜하스는 해제주의 건
축가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렘 콜하스의 작업의 본질은 해체주의 
보다는 근대성으로 부터 탈피한 현대성에 대한 추구라고 할 수 있다.13) 1920
년대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절대주의(Suprematism)와 구성주의
(Constructivism) 등 추상예술의 형태를 바탕으로 모더니즘을 실험하였으며, 
들뢰즈의 주름이론 등의 현대철학과 위상기하학과 같은 과학이론 등에 영감을 
받아 현대적인 조형을 실험하였다.
ㄱ. 거주가능한 동선(circulation habitable) 
거주가능한 동선은 끌로드 빠항(Claude Parent)의 경사판 개념에서 출발하였

다. 끌로드 빠항은 1950년대 르 꼬르뷔제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며, 후기 르 
꼬르뷔제의 영향을 받아 피르미
니 성당(1960)을 같이 설계하였
다. 1966년  ‘사선기능(fonction 
oblique)’라는 개념을 제안하면
서 사선의 판을 동선으로 사용
할 수 있지만 동시에 프로그램
을 배치 할 수도 있음을 제시하
였다.14) 

12) 장용순, 현대건축의 철학적 모험 - 01 위상학, 미메시스, 2010,28p

13) 김원갑, 렘 콜하스의 건축, spacetime, 2008, 23p-25p

14) 장용순, 끌로드 빠항과 렘 콜하스의 경사판 개념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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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 콜하스는 이에 영향을 받아 주씨우 도서관계획안(1992), 에듀카토리움
(1992)등의 계획안에 기울어진 면 위에 프로그램을 넣게 된다. 
ㄴ. 위상기하학(topology)
위상기하학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일종으로, 위상수학, 위상학 등과 같은 학

문이다. 19세기말 프랑스 수학자 푸앙카레(J. Poincare,1854-1912)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으며, 도형을 연속적으로 변형시켰을 때 변하지 않는 성질을 연
구하는 학문이다. 이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의 도형의 고유의 성질은 무의미해
지며 기하학뿐만 아니라 건축공간의 패러다임도 바꿔놓았다. 위상학적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가지 형태 내에서 변화하는 변이
(mutation)과 두 개 이상의 요소가 결합하는 이종교배(Hybridization)가 있다. 
렘 콜하스의 건축물 중 Y2K 하우스(Y2K House, 1998)에서 포르투 음악당

(Casa Da Musica, 1999)로의 변형은 크기는 변하지만 구조는 변하지 않는 위
상학적 변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예이다.
 
② 공간구성 측면
ㄱ. 거대함(Bigness)
앞서 언급한『Delirious New York,(1978)』속 규모의 문제에 대한 정리로 

『S,M,L,XL(1995)』에서 렘 콜하스는 ‘Bigness; or the problem of large’의 
글을 수록한다. 이 글은 그가 책의 제목에 표기한 사이즈 중 M에서 L로 넘어
가는, L 카테고리의 제일 첫 장에 들어가 있다. 건물의 크기가 일정한 규모를 
넘어선다면 그것을 ‘Big Building’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개념으로 봐야한다는 
것으로 5가지 항목으로 그 성격을 나열하였다. 

 1.임계적(critical) 크기의 매스를 넘어서면 건물을 Big Building이 된다 - 부분과 전

체의 관계 재정립되며 하나의 건축적 표현으로 제어할 수 없다. 각 부분은 독립적이된

다.

2.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발명품들은 건축의 전통적 레퍼토리를 무력화한다.(NULL과 

VOID를 제공한다.) - 구성, 스케일, 비례 등 건축적 요소는 의미가 없어진다.

계획계 제26권 6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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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코어와 외피 사이의 간극이 멀어지면서 내부와 외부의 건축은 분리된 별도의 프로

젝트가 된다. - 내부와 외부는 별도의 독립성을 갖는다. 

4.크기만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선악의 관념이 없는 것으로 된다.  

5.Bigness는 어떤 도시 조직의 일부가 아니다. 컨텍스트로부터 단절된다.15)

제1항에서 등장하는 임계적 크기의 경계는 제3장의 2절 규모별 분류의 기준
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ㄴ. 현대적 플랑 리브르(Plan Libre)
근대건축의 공간구성 방법은 크게 르 꼬르뷔제의 플랑 리브르(Plan Libre)와 

아돌프 로스(Adolf Loss)의 라움 플란(Raum Plan)으로 나눌 수 있다. 조적조
의 전통에서 유래한 두꺼운 벽체의 정적인 공간을 생성하는 라움플란과는 달
리 플랑 리브르는 구조로부터 독립된 벽체의 자유로부터 시작된다. 렘 쿨하스
는 플랑 리브르의 바탕위에 자신만의 변이방법을 적용해 건축작업들을 설계하
였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1981)에서는 기둥 숲의 각 기둥에 대
해 색을 달리하여 개별 기둥을 독립적으로 표현하였고, 빌라 달아바(1985)는 
그리드의 간격, 기울기 등을 자유롭게 하여 기둥을 구축재가 아닌 표현재로 바
꾸었다. 또한 파리 국립도서관 현상안(1989)의 부유하는 볼륨을 지탱하는 기
둥, 아가디르 컨벤션센터 현상안(1990)의 떠 있는 면 등, 플랑 리브르는 렘 콜
하스에게 건축적 공간 상상력의 바탕으로서 구조로부터 독립된 면의 실험을 
가능하게 하였다.
ㄷ. 리좀(Rhizome)
리좀은 현대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ueze)의 이론으로 리좀은 원래 땅속

의 잔디 뿌리를 뜻한다. 이것은 ‘줄기-가지-잎’의 위계적이며 일방향적인 ‘수
목형’과 상대되는 형태로 하나의 구조 안에 비위계적이고, 수평적임을 의미한
다. 렘 콜하스는 이러한 리좀의 특성을 이용해 모든 행위와 흐름, 순환, 속도 
등이 자유롭게 연결되고 변화되는 건축공간으로 표현하였다.16) 예를 들어 파
리 국립도서관 현상안(1989)은 부유하는 매스를 관통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 Rem Koolhaas, S,M,L,XL. MonaCelli press, 1994, 499p-502p

16) 김원갑, 렘 콜하스의 건축, spacetime, 2008, 122p-12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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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이동이 가능하며 다른 볼륨과의 연결을 통해 방문객들은 건축가가 
설계한 하나의 건축적 산책선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무수히 
많은 시퀀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1.3.3 르 꼬르뷔제 4구성과 렘 콜하스 ‘4구성-분류’
이렇듯 르 꼬르뷔제와 렘 콜하스는 각기 다른 시대에 살면서 건축가로서 해

당 시대와 사회의 요구를 읽어내어 많은 건축 작업들을 진행하였으며, 그 작업
들 간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생성하였다. 르 꼬르뷔제가 4구성을 건축작업 간의 
근원적인 차이를 만드는 기반으로서 사용했다면, 렘 콜하스 역시 단순한 빌라 
달아바(1985)를 계획 할 때 빌라 사보아(1929)의 건축적 요소에 대한 차용에
서 그치는 것 뿐만 아니라 르 꼬르뷔제의 위상학적 사고를 답습했다는 것에서 
렘 콜하스 건축물에 대한 4구성 분류의 시작점을 찾을 수 있다.
렘 콜하스의 건축물에 대한 르 꼬르뷔제의 ‘4구성’ 틀을 사용한 분류를 ‘4구

성-분류’라 정한다. 용어의 혼돈을 막기 위해 각 유형을 지칭함에 있어 르 꼬
르뷔제의 4구성은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네 가지 개별 구성의 
명칭 앞에 ‘제’를 붙여 4구성 전체를 통칭하는 ‘4구성’과 개별유형으로서의 네 
번째 구성인 ‘제4구성’을 구분한다. 또한 렘 콜하스의 건축물 ‘4구성-분류’를 
통한 세부 유형의 앞에 ‘Koolhaas’의 약자 K를 붙여서 K-1구성, K-2구성, 
K-3구성, K-4구성으로 르 꼬르뷔제의 4구성 유형들과 구분한다.  각 숫자에 
해당하는 유형(예:제1구성과 K-1구성)은 비슷한 속성을 가지지만 렘 콜하스
가 일부 설계구성 변이를 통해 건축요소, 공간구조에 대한 부분적인 차이를 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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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렘 콜하스 건축물 ‘4구성-분류’ 정량적 분석

 
         2.1 렘 콜하스 건축물 ‘4구성-분류’
         2.2 렘 콜하스 건축물 정량적 분석
         2.3 소결  

본 장에서는 렘 콜하스의 건축물들을 연구의 틀인 르 꼬르뷔제의 4구성 차원
으로 도식화한 뒤  ‘4구성-분류’를 통하여 시대의 흐름과 규모, 용도 따른 정
량적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렘 콜하스가 추구하였던 설계전략의 방향이 어
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한다.

2.1  렘 콜하스 건축물 ‘4구성-분류’
분류 근거를 만들기 위해 렘 콜하스의 건축물들에 대한 분석자료를 통합적으

로 파악하여 르 꼬르뷔제의 4구성 차원의 평면과 입체 다이어그램을 작성하였
다. 일부 입면에서 그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건축물들은 평면의 자리에 입
면을 배치하고 elevation 의 'E'표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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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렘 콜하스 건축물 4구성-분류체계 도식화

2.2 렘 콜하스 건축물의 정량적 분석
2.2.1 연대기적 4구성-분류
1981년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를 시작으로 2015년 뭄바이시 박물관 확장 계

획안까지 렘 콜하스의 건축 작업 102개의 분류를 통해 K-1구성 유형은 41개
(40.20%)이고, K-2구성 유형은 23개(22.55%), K-3구성 유형은 15개
(14.71%), K-4구성 유형은 23개(22.55%)이다. 이를 연대기적으로 나열한다
면 다음 장의 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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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대기적 4구성-분류 
K-1구성 유형에 해당하는 렘 콜하스의 건축물은 총 40개로  K-1구성 정형 

유형 6개 (14.63%), 건축적 산책선의 볼륨화 유형 4개(9.76%), 연속된 말린 
면의 접합 유형 3개(7.50%), 단순 볼륨 간 결합 유형 20개 (48.78%), K-1
구성 기타 유형 8개(19.51%)이다.
K-1구성 중, K-1구성 정형 유형은 건축적 산책선을 따라 배치된 ‘면’이 볼

륨이 되고 외관과 내부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렘 콜
하스는 주로 기본단위를 ‘면’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박스 혹은 일정
한 형태의 매스를 건축적 산책선 위에 배열한 유형이다. K-1구성 건축적 산
책선 볼륨화 유형은 K-1구성 조형의 기본이 되는 건축적 산책선이 볼륨으로 
표현되어 시각화 된 것이다. K-1구성 입방체와 말린 면 접합 유형은 하나의 
면이 말리면서 볼륨을 구성하고 그것이 다른 볼륨과 접합되는 유형이다. 말리 
면은 하나의 바닥판이 층의 개념을 넘어선다. K-1구성 단순 볼륨 간 결합 유
형은 볼륨을 배치, 결합하는데 있어 건축적 산책선에 대한 고려가 약한 조합이
다. K-1구성 기타 유형은 개별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다.
K-2구성 유형은 총 23개의 건축물로 K-2구성 정형 유형 3개 (13.04%), 

K-2구성 입방체 변형 유형 13개(56.52%), K-2구성 입방체 절단 유형 4개
(17.39%), K-2구성 기타 유형 3개(13.04%)이다. 
K-2구성 유형 중 K-2구성 정형 유형은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의 틀을 유지

하면서 내부적으로 건축적 산책선과 Void 공간에 대한 고려가 나타나는 유형
이다. K-2구성 입방체 변형 유형은 내부에 Void 공간이 건축적 산책선과는 
무관하고 육면체의 형태가 변형되어 다면화된다. K-2구성 입방체 절단 유형
은 입방체가 절단되어 일부 변형이 일어나는 형태로 입방체 변형 유형과는 볼
륨 간 관계의 연속성에서 차이를 가진다. K-2구성 기타 유형은 개별 건축물
의 특성에 따른다.
K-3구성 유형은 총 14개의 건축물로 K-3구성 정형 유형 4개 (26.67%), 

K-3구성기둥 없는 돔이노 유형 6개(46.67%), K-3구성 주름진 면 구성 유형 
2개(13.33%), K-3구성 단층구성 유형 2개(13.33%)으로 나눌 수 있다.
K-3구성 중, K-3구성 정형 유형은 돔이노 이론을 통해 평면을 구조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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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외관을 구성하는 면은 가볍게 
처리한다. K-3구성 기둥 없는 돔이노 유형은 돔이노 이론의 기본이 되었던 
기둥이 그를 대신하는 볼륨(Core)으로 대체되어 평면구성의 자유도를 확보한
다. K-3구성 주름진 면의 구성은 돔이노에서 바닥면이 주름지면서 층간을 연
결하는 형태이다. K-3구성 단층구성 유형은 돔이노 이론에서 바닥판의 적층
이 아닌 단층으로, 구조에서 분리된 자유로운 평면을 가지는 유형이다.
K-4구성 유형에 대한 분류는 복수의 구성들의 조합이라는 르 꼬르뷔제의 제

4구성의 특성 상 K-1,2,3 구성과는 분류법에서 차이를 두어 기하학적이 형태
와 공간구조 대한 것 보다 조합에 대한 분류를 실행하였다. K-4구성 유형은 
총 23개의 건축물로 K-4구성 정형 유형 9개 (39.13%), K-1구성,K-2구성 
결합 0개 (0.00%), K-1구성,K-3구성 결합 1개(4.35%), K-2구성,K-3구성 
결합 13개(56.52%)이다.
K-4구성 중, K-4구성 정형 유형은 K-1,2,3구성이 모두 포함된 구성으로 

르 꼬르뷔제가 밝혔듯이 채광(1구성을 통해), 인접성과 통행성(3구성을 통해)
을 확보하면서도 전체적인 외관의 틀(2구성을 통해)을 가지는 유형이다. K-1
구성,K-2구성 결합 유형은 없다. 이는 K-2구성 형태가 통행성, 인접성에 유
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K-1구성,K-3구성 결합은 제3구성 형태를 대지와의 
연결부분에 두고 제1구성 상층부를 갖는다. K-2구성,K-3구성  결합은 K-4
구성 정형에서 상층부 K-1구성이 만들어지지 않은 유형이다. 이 결합은 K-3
구성이 가지고 있는 통행성을 확보하면서 K-2구성의 형태적 완성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렘 콜하스가 K-4구성의 조합 중에서 가장 많이 쓴 유형이다. 

[표2-3] 연대기적 4구성-분류 구성별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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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대기적 4구성-분류에 대한 분석
렘 콜하스는 1980년대~2000년대 초반 까지는 내부 공간과 외부공간을 실험

을 통해 건축물의 분류에서 K-1,2,3,4 구성 전체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만, 
2006년대 이후에는  K-1구성과  K-2구성 유형의 건축전략이 주로 발견되고 
있으며, 내부에서 건축적 산책선에 대한 고려가 약해지는  K-1구성 단순볼륨
간 결합 유형 과  K-2구성 육면체변형 유형을 많이 사용한다. 이는  건축물 
규모가 임계치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4구성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통적인 건
축적 산책선을 포기하고, 렘 콜하스의 관심이 내부 공간보다는 외부 형태로 옯
겨 갔음을 의미한다.
렘 콜하스의 건축물의 4구성 분류에서는  K-1구성 유형(40.28%)이 가장 많

이 나타난다. 이는 르 꼬르뷔제의 4구성 텍스트에서처럼 ‘부가적인 구성이 허
용’됨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질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건축물에 
담기위해서 그 프로그램들이 요구하는 형태의 볼륨을 산정하고 그것들을 조합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그 중 건축적 산책선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
터로 대체되거나 사라진 K-1구성 단순 볼륨 간 결합(52.17%)이 많이 사용되
는데,  ‘건축적 산책선’ 위에서 만들어지는 시퀀스를 구현하기에는 단일 건축물
의 크기가 인간의 인지범위를 벗어나고 있음을 렘 콜하스의 텍스트「Bigness, 
or the program of Large」17)에서 찾아볼 수 있다.  
K-2구성에서는 아키크램의 건축에 영향을 받은 렘 콜하스의 형태적 유희로

서 ‘창조적 환치’18)가 나타난다. 기존의 절대 기하학적 입방체를 비유클리드 
기하를 사용하여 변형하거나 모서리 부분을 잘라낸 결정형태의 다면체와 입방
체에 VOID를 관통 시키는 등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내는 K-2구성 입방체 변
형 유형(52.17%)을 주로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K-3구성은 다른 구성들에 
비해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이는 K-3구성의 바탕이 되는 르 꼬르뷔제의 
돔이노 구조 속 규칙적인 기둥 열에 대한 렘 콜하스의 부정적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절대적 질서에 대한 대안으로 K-3구성 기둥 없는 돔이노 유형의 형태
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엘리베이터, 계단실 등의 코어를 통해 평면을 구조에서 

17) Rem Koolhaas, S,M,L,XL. MonaCelli press, 1994

18) 김원갑, 렘 콜하스의 건축, spacetime, 2008

(창조적 환치란 Reyner Banham의 개념으로 과학을 공을 차면서 놀듯이 여가와 보상, 

자극, 이완 등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건축가들이 새로운 건축을 보다 자유롭고 흥미롭게 

만드는 것, 대표적으로 1960년대 아키그램의 SF적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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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시켜 평면의 자율성을 확보하거나, 자유롭게 배치된 벽으로 만들어진 실들
이 구조의 역할을 대신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돔이노 이론의 변형에 대한 렘 
콜하스의 생각은 기둥뿐만 아니라 바닥판의 변형을 통해 공간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도 주름진 면의 사용 유형에서 나타난다.  
K-4구성 유형에서 렘 콜하스는 초기에 1,2,3구성이 사용되는 K-4구성 전형 

유형을 주로 실험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는 K-2구성,K-3구성 간 결합 유
형이 많이 사용된다. 이는 옥상층의 제1구성 부분에 대한 활용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렘 콜하스는 도시와의 연결, 통행성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르 꼬르
뷔제가 제4구성 유형에서 그러하였듯이 저층부에 제3구성을 위치시켰으며, 그
렇지 않은 K-1구성,K-2구성 간 결합 유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2.2.2 규모별 4구성-분류
 본 장에서는 렘 콜하스의 건축물의 규모별 4구성 분류를 통해 그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의 크기 개념과 4구성 사용 유형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그가 
가졌던 건축물 ‘규모’에 대한 개념은 저서『S,M,L,XL(1995)』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S,M,L,XL』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의 크기 카테고리와 OMA 공
식 웹사이트에 기재되어있는 면적을 비교해 본 결과 아래의 표를 작성하였다.

[표2-4] 『S,M,L,XL』에 수록된 작품의 크기 카테고리와 OMA 공식 웹사이트 상의 면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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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건축물의 절대적인 면적과 렘 콜하스의 크기 분류가 일치하는 경향
이 있지만 몇 개의 프로젝트에서 크기에 대한 정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는 절대적인 크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적, 건축물이 속해있는 컨텍스트를 통합
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1) 규모별-분류 기준
 ① ‘S’와 ‘M’의 차이
더치 하우스(1985)와 빌라 달아바(1985)는 대체적으로 소규모이고 용도가 

주택에 속하므로 S의 카테고리에 적합하다. 하지만 넥서스 월드 하우징(1988)
의 표기 면적은 3,315㎡으로 M규모의 네덜란드 건축박물관(1988)을 넘게 되
어 절대면적 상으로는 분류에 모순이 생긴다. 이는 넥서스 월드 하우징이 집합 
주거 건축물이기에 단일 주거 유닛을 규모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넥서
스 월드 하우징의 총 주거유닛은 24개로 3층으로 구성된 개별 유닛의 면적은 
138.13㎡으로 산정 할 수 있으며 S규모로 포함하는 것에 무리는 없다. 
빌라 달아바와 네덜란드 건축박물관은 각각 1,350㎡와 1,380㎡ 로 면적 부분

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주택과 다중이 이용하는 박물관으로서 프로그램적인 
차이 또한 S규모와 M규모의 경계로 설정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에 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 빌라 달아바의 면적 1,350㎡ 이하는 S규모가 되고 
초과하는 건축물은 M이상의 규모로 편입한다.
 ② ‘M’과 'L'의 차이
앞선 2장에서 밝혔듯이『S,M,L,XL』에서 M에서 L로 넘어가는 시작 페이지

에 렘 콜하스는 L규모에 대한 정의를 「Bigness, or the program of Large」
라는 사설을 통해『Delirious New York 』에서부터 가져왔던 현대 도시에서 
건축물 크기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앞선 1장에서 나열한 다섯 가지 원
리로 정리하였다.
이 중 일부는 르 꼬르뷔제의 4구성의 내용과도 연관성이 있다. 4구성의 주요 

생성원리였던 건축적 산책선이 도보를 이용한 램프와 계단이었던 반면에, 
Bigness 2번 원리에 등장하는 엘리베이터를 통한 기계적이고 즉각적인 새로운 
동선이 공간구조를 변화시켰다. 또한 내부와 외부의 관계설정에 대해서 제1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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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형은 볼륨들이 내외부를 동시에 규정하는 유형으로 L규모의 Bigness 3번 
원리와 대립한다. 반면 제2구성 정형은 내부와 외부를 분리하는 유형으로 3번
의 원리에 부합한다.  
다시 『S,M,L,XL』에 수록된 프로젝트와 면적에 관한 표에서 칼스루헤 ZKM

센터 (31,000㎡)는 M 카테고리에 속한 아가디르 컨벤션센터 (43,795㎡) 보다 
면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L규모에 들어있다. 따라서 둘을 가르는 임계점이 이 
부근에 있음을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 구간의 프로젝트 9개의 속성을 렘 쿨하
스의 Bigness 개념의 2번과 3번 항목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표2-5] M규모와 L규모의 임계지점 부근의 프로젝트 면적과 Bigness 원칙에 의한 

크기 판정 

칼스루헤 ZKM센터의 경우 ‘Bigness의 5원리’중 에서 기계적인 동선을 이용
한 새로운 공간 전개 방법을 쓰지는 않았지만 코어가 둘러싼 내부는 외부와 
분리되어 자유도를 가진다. 반면 아가디르 컨벤션 센터 계획안(1990)은 외피
와 내피의 분리가 되지 않으며, 저층부의 주름진 바닥면이 상층부의 천장과 만
나 다양한 단면을 생성하는 등의 의의는 갖지만 큰 틀에서는 빌라 사보아
(1929)에서의 표면적 변화만이 읽힌다고 볼 수 있다. 
(2) ‘L’과 ‘XL’의 차이
렘 콜하스는 ‘XL’ 카테고리에서 라빌레트 공원(Parc da la Villette, 1982), 

라데팡스 계획(Mission Grande Axe, La Defense, 1991), 유라릴(Eural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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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연도 프로젝트명 면적(m2) 주용도 구성
세부

유형
크기 

4 1985 CASA PALESTRA, 'THE DOMESTIC  PROJECT' 136 MUSEUM 3 D s

2 1984 PATIO VILLA 266 RESIDENTIAL 4 D s

23 1994 MAISON À BORDEAUX 500 RESIDENTIAL 4 D s

26 1995 DUTCH HOUSE 517 RESIDENTIAL 4 D S

74 2008 MAGGIE'S CENTRE, GARTNAVEL 534 RESIDENTIAL 1 A s

5 1985 VILLA DALL'AVA 1,350 RESIDENTIAL 4 A S

11 1988 NEXUS WORLD HOUSING 3,315 RESIDENTIAL 4 A S

53 2003 ASCOT RESIDENCE N RESIDENTIAL 4 D s

35 1998 Y2K HOUSE N RESIDENTIAL 2 B s

1994)등 조경, 도시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4구
성 분석의 영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자크 당통 프로젝트는 XL 카테고
리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S,M,L,XL』에서 순서상 자크 당통 앞에 등장하는 
라데팡스 계획의 연속선 상에서 자크 당통을 배치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마천루로서 자크 당통은 더 큰 규모인 헤이그 시청사 계획안, 제브뤼게 해양터
미널 계획안이 L카테고리에 속해있기에 L규모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하이퍼빌딩은 형태상으로 하나의 건축물로 해석 될 수 있지만 면적이

11,420,000㎡으로 도시적인 규모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조직이므로 렘 쿨하
스의 분류법으로 유추해 볼 때 본 연구의 대상 목록 중 유일하게 XL카테고리
에 포함 가능하다.
이렇게 도출한 건축물 규모의 판단 기준을 나열하자면, S는 빌라 달아바의 면

적 1,350㎡이하, 1,350 ㎡ 초과부터 칼스루헤 ZKM 센터의 면적 31,000㎡ 까
지는 M규모, 일반 건축유형으로서 아디가르 컨베션센터의 면적 43,795㎡ 이상
은 L규모로 정하고, 31,000㎡부터 43,795㎡까지는 ‘Bigness의 5원리’ 중 2,3
번에 따른 판단으로 규모를 산정하였으며, 예외적으로 하이퍼빌딩(1996)은 그 
성격상 XL규모로 지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모 기준에 따라 렘 쿨하스의 건축물을 4구성 분류표로 정리해보

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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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88 NETHERLANDSARCHITECTUREINSTITUTE 1,380 MUSEUM 3 D M

27 1996 BREUNINGER 2,600 RETAIL 4 D m

44 2001 FLICK HOUSE 3,879 MUSEUM 2 B m

101 2014 FAENA ARTS CENTER 3,954 OFFICE 1 E m

41 2000 PRADA SAN FRANCISCO 4,000 RETAIL 3 B m

52 2002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4,478 MUSEUM 2 B m

46 2001 WHITNEY MUSEUM EXTENSION 5,668 MUSEUM 1 A m

8 1987 KUNSTHAL 7,000 MUSEUM 4 A M

1 1981 NETHERLANDS DANCE THEATER 7,260 THEATER 1 A m

31 1996 UNO / MAISON DES DROITS DE  L’HOMME 7,975 OFFICE 4 D m

33 1997 NETHERLANDS EMBASSY 8,500 OFFICE 2 A m

34 1998 HAUS UM DIE SCHENKUNG 9,000 OFFICE 1 E m

43 2001 DEE AND CHARLES WYLY THEATER 9,000 THEATER 2 A m

56 2004 GENT FORUM 10,000 THEATER 3 B m

102 2015 MUMBAI CITY MUSEUM EXTENSION 10,614 MUSEUM 1 D m

18 1992 EDUCATORIUM 11,000 EDUCATION 3 C m

16 1990 HILTON HOTEL 11,670 HOTEL 4 D m

29 1996 LUXOR THEATRE 12,136 THEATER 1 C m

84 2010
BIBLIOTHÈQUE MULTIMÉDIA À  VOCATION 

RÉGIONALE
12,700 LIBRARY 1 D m

57 2004 LEEUM MUSEUM 13,500 MUSEUM 4 D m

37 1999 ASTOR PLACE HOTEL 14,000 HOTEL 2 B m

62 2006 NEW COURT ROTHSCHILD BANK 14,492 RESIDENTIAL 2 C m

85 2010
MUSEE NATIONAL DES BEAUX-ARTS DU  

QUEBEC
14,850 MUSEUM 1 D m

3 1985 BYZANTIUM 15,100 RESIDENTIAL 1 D M

89 2011 EUROPEAN SCHOOL STRASBOURG 15,917 EDUCATION 1 D m

36 1999 ALMARE BLOCK 6 19,135 THEATER 4 D m

64 2006 SCOTTS TOWER 20,000 OFFICE 1 D m

68 2007 HAMBURG SCIENCE CENTER 21,150 MUSEUM 1 A m

19 1992 JUSSIEU - TWO LIBRARIES 22,000 LIBRARY 3 C m

77 2009 BASEL BURGHOF 22,000 MUSEUM 1 D m

49 2002 GUANGZHOU OPERA HOUSE 24,380 THEATER 1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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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09 CASARTS – THEATRE DE CASABLANCA 27,107 THEATER 1 E m

59 2006 BRYGHUSPROJEKTET 27,195 OFFICE 1 E m

71 2008 G-STAR RAW HQ 27,500 OFFICE 1 A m

94 2012
LAW, BUSINESS AND ECONOMICS  

COMPLEX
28,000 EDUCATION 4 D m

7 1987 EUSEBIUS TOWER N RESIDENTIAL 1 D m

20 1992 STEDELIJK MUSEUM N MUSEUM 3 B m

22 1994 CARDIFF BAY OPERA HOUSE N THEATER 1 C m

39 1999 MoCA ROMA N MUSEUM 1 B m

66 2006 ZARAGOZA MUSEUM OF FINE ARTS N MUSEUM 4 D m

86 2010
Natl MUSEUM OF ARCHEOLOGY AND  

EARTH SCIENCES
N MUSEUM 3 B m

14 1989
ZENTRUM FUR KUNST UND  

MEDIENTECHNOLOGIE (ZKM)
31,000 MUSEUM 3 B L

79 2009 CHU HAI COLLEGE 31,814 EDUCATION 3 A l

97 2013 NORRA TORNEN 31,826 RESIDENTIAL 1 D l

45 2001 FONDATION PINAULT 32,000 MUSEUM 3 B l

51 2002 MULTI-MEDIA BUILDING 32,000 EDUCATION 1 B l

87 2010 STATION CITY 35,000 INFRA 2 C l

40 1999 SEATTLE CENTRAL LIBRARY 38,300 LIBRARY 1 A l

50 2002 KONINGIN JULIANAPLEIN 39,700 RESIDENTIAL 1 E l

17 1991 ZAC DANTON 42,000 OFFICE 2 C
L 

(XL)

15 1990 AGADIR CONVENTION CENTRE 43,795 HOTEL 4 A M

83 2009 TIMMERHUIS 45,000 OFFICE 4 A l

99 2013 THE PLAZA AT SANTA MONICA 45,755 OFFICE 3 A l

81 2009 TAIPEI PERFORMING ARTS CENTRE 46,500 THEATER 1 D l

73 2008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46,600 OFFICE 1 B l

38 1999 CASA DA MUSICA 54,127 THEATER 2 B l

48 2002 CORDOBA CONGRESS CENTRE 57,800 THEATER 3 A l

30 1996 UNIVERSAL HEADQUARTERS 60,350 OFFICE 3 B l

21 1994 C3 MAASTOWERS 65,100 INFRA 4 A l

95 2013 ESSENCE FINANCIAL BUILDING 70,000 OFFICE 2 C l

42 2001 CALTRANS DISTRICT 7 HQ 71,535 OFFICE 4 D l

100 2014 AXEL SPRINGER CAMPUS 82,000 OFFICE 3 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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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011 TGI DE PARIS 90,000 OFFICE 1 D l

72 2008 INDIA TOWER 93,200 HOTEL 2 B l

54 2003 BEIJING BOOKS BUILDING 100,000 RETAIL 2 B l

58 2006 111 FIRST STREET 111,483 RESIDENTIAL 1 D l

93 2012 GUANGDONG BAOSTEEL BUILDING 114,333 OFFICE 2 B l

70 2008 COOLSINGEL 120,000 OFFICE 2 D l

63 2006 PORSCHE TOWERS 121,000 RESIDENTIAL 2 D l

6 1986 CITY HALL THE HAGUE 150,000 OFFICE 1 D l

32 1997 DE ROTTERDAM 162,000 OFFICE 1 C l

61 2006 LA DEFENSE PROJET PHARE 167,532 RESIDENTIAL 1 D l

96 2013 LI-ZE TOWER 170,684 OFFICE 1 D l

90 2011 NATIONAL MUSEUM OF CHINA 179,395 MUSEUM 1 E l

98 2013 SSI TOWERS 182,915 OFFICE 1 D l

60 2006 GAZPROM HEADQUARTERS 190,000 RESIDENTIAL 1 D l

76 2008 SIGNAL TOWER 238,380 OFFICE 1 E l

13 1989 TRÈS GRANDE BIBLIOTHÈQUE 250,000 LIBRARY 2 A l

65 2006 SHENZHEN STOCK EXCHANGE 265,000 RESIDENTIAL 1 D l

82 2009 THE TWINS 265,379 RESIDENTIAL 2 B l

88 2011 BINHAI MANSION 266,200 OFFICE 2 D l

55 2003 EUROPEAN CENTRAL BANK 296,142 OFFICE 4 D l

69 2007 TORRE BICENTENARIO 393,850 OFFICE 2 B l

47 2002 CCTV – HEADQUARTERS 473,000 OFFICE 1 E l

92 2012 425 PARK AVENUE 568,829 OFFICE 2 B l

9 1988 EURODISNEY N HOTEL 1 D l

12 1988 ZEEBRUGGE SEA TERMINAL N INFRA 4 A l

24 1994 MIAMI PERFORMING ARTS CENTER N THEATER 4 C l

25 1994 SAITAMA ARENA N SPORT 4 A l

67 2007 BOOMPJES 60-68 N OFFICE 1 D l

75 2008 MONACO HOTEL N HOTEL 4 A l

80 2009 MAHANAKHON N OFFICE 2 B l

28 1996 HYPERBUILDING 11,420,000 RESIDENTIAL 1 B xl

[표2-6] 렘 콜하스 건축물 규모 산정표,  『S,M,L,XL』에 수록되어 명확한 카테고리가 있는 프

로젝트들은 크기에대문자 표기를 하였다.)





- 49 -

(3) 규모별 4구성-분류에 대한 분석
 분석의 대상이된 102개의 건축물 중 ‘S규모’의 건축물은 9개, ‘M규모’는 45

개, ‘L규모’는 47개, ‘XL규모’는 1개이다. ‘S규모’의 건축물 중 제4구성의 세부
유형인 K-2구성,K-3구성 결합 유형이 9개중 4개(44.44%)로 가장 많았으며, 
K-4구성 정형도 2개이다. 모두 소규모의 단독 주택들로서 그 참조의 원형이
라 할 수 있는 빌라 사보아의 잔상이 렘 콜하스에게 남아 르 꼬르뷔제가 이야
기했던 제4구성의 장점인 채광, 통행성, 인접성을 모두 만족시키려 했다.
‘M규모’의 건축물 45개 중 K-1구성 단순 볼륨간 결합 유형이 8개 

(17.78%), 제4구성 중 K-2구성,K-3구성 결합 유형이 7개(15.56%)로 많다. 
또한 ‘L규모’의 건축물은 47개 중 K-1구성 단순 볼륨간 결합 유형이 12개 
(25.23%), K-2구성 입방체 변형 유형이 9개(19.15%)로 ‘M규모’와 같이 상
대적으로 많은 빈도를 보인다. 이는 내부적인 공간의 형성 보다는 다양한 프로
그램을 볼륨으로 산정하고 외부에서 접합하는 방식으로 내부보다는 외부의 형
태에 대한 고려가 강한 경향을 나타낸다. ‘XL규모’의 건축물은 하이퍼빌딩
(1996) 하나의 프로젝트로, 통계적인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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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세부유형 S M L XL 총계

1

K-1구성 정형 
1 

(11.11%)

4 

(8.89%)

1 

(2.13%)
　 6

건축적 산책선 볼륨화 　 1 

(2.22%)

2 

(4.26%)

1 

(100.00%)
4

입방체와 말린 면의 접합 　 3 

(6.67%)
　 　 3

단순 볼륨 간 결합 　 8 

(17.78%)

12 

(25.53%)
　 20

K-1구성 기타 　 4 

(8.89%)

4 

(8.51%)
　 8

　 　 　 　 　 　 　

2

K-2구성 정형 　 3 

(6.67%)
　 　 3

입방체 변형
1 

(11.11%)

3 

(6.67%)

9 

(19.15%)
　 13

입방체 분절 　 1 

(2.22%)

3 

(6.38%)
　 4

K-2구성 기타 　 1 

(2.22%)

2 

(4.26%)
　 3

　 　 　 　 　 　 　

3

K-3구성 정형 　 1 

(2.22%)

3 

(6.38%)
　 4

기둥 없는 돔이노 　 4 

(8.89%)

3 

(6.38%)
　 7

주름진 면 구성 　 2 

(4.44%)
　 　 2

단층구성
1 

(11.11%)

1 

(2.22%)
　 　 2

　 　 　 　 　 　 　

4

K-4구성 정형
2 

(22.22%)

2 

(4.44%)

5 

(10.64%)
　 9

K-1구성,K-2구성 결합 　 　 　 　 0

K-1구성,K-3구성 결합 　 　 1 

(2.13%)
　 1

K-2구성,K-3구성 결합
4 

(44.44%)

7 

(15.56%)

2 

(4.26%)
　 13

　 합계

9 

(100,00

%)

45 

(100,00

%)

47 

(100,00

%)

1 

(100,00%)
102

[표2-8] 규모별 4구성 각 세부 유형 분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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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연도 프로젝트명 주용도 면적(m2) 구성

18 1992 EDUCATORIUM EDUCATION 11,000 3

51 2002 MULTI-MEDIA BUILDING EDUCATION 32,000 1

79 2009 CHU HAI COLLEGE EDUCATION 31,814 3

89 2011 EUROPEAN SCHOOL STRASBOURG EDUCATION 15,917 1

94 2012
LAW, BUSINESS AND ECONOMICS  

COMPLEX
EDUCATION 28,000 4

9 1988 EURODISNEY HOTEL N 1

15 1990 AGADIR CONVENTION CENTRE HOTEL 43,795 4

16 1990 HILTON HOTEL HOTEL 11,670 4

37 1999 ASTOR PLACE HOTEL HOTEL 14,000 2

72 2008 INDIA TOWER HOTEL 93,200 2

75 2008 MONACO HOTEL HOTEL N 4

12 1988 ZEEBRUGGE SEA TERMINAL INFRA N 4

21 1994 C3 MAASTOWERS INFRA 65,100 4

87 2010 STATION CITY INFRA 35,000 2

13 1989 TRÈS GRANDE BIBLIOTHÈQUE LIBRARY 250,000 2

19 1992 JUSSIEU - TWO LIBRARIES LIBRARY 22,000 3

40 1999 SEATTLE CENTRAL LIBRARY LIBRARY 38,300 1

84 2010
BIBLIOTHÈQUE MULTIMÉDIA À  

VOCATION RÉGIONALE
LIBRARY 12,700 1

4 1985
CASA PALESTRA, 'THE DOMESTIC  

PROJECT'
MUSEUM 136 3

8 1987 KUNSTHAL MUSEUM 7,000 4

10 1988 NETHERLANDSARCHITECTUREINSTITUTE MUSEUM 1,380 3

14 1989 ZENTRUM FUR KUNST UND  MUSEUM 31,000 3

2.2.3 용도별 4구성-분류
이번 장에서는 용도(프로그램)에 따른 렘 콜하스의 건축물 4구성 분류를 다

루게 될 것이다. 그에 앞서 연구방법에 대해 한 가지 한계를 미리 밝히고자하
는데, 현대의 많은 건축물들이 그렇듯 한 건물 안에 여러 용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다. 하지만 통계상의 편의를 위해 한 건축물의 용도는 가장 면적이 넓은 
용도로 특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용도별 분류 기준
렘 콜하스의 건축물을 용도별 4구성-분류와 분포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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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ENTECHNOLOGIE (ZKM)

20 1992 STEDELIJK MUSEUM MUSEUM N 3

39 1999 MoCA ROMA MUSEUM N 1

44 2001 FLICK HOUSE MUSEUM 3,879 2

45 2001 FONDATION PINAULT MUSEUM 32,000 3

46 2001 WHITNEY MUSEUM EXTENSION MUSEUM 5,668 1

52 2002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MUSEUM 4,478 2

57 2004 LEEUM MUSEUM MUSEUM 13,500 4

66 2006 ZARAGOZA MUSEUM OF FINE ARTS MUSEUM N 4

68 2007 HAMBURG SCIENCE CENTER MUSEUM 21,150 1

77 2009 BASEL BURGHOF MUSEUM 22,000 1

85 2010
MUSEE NATIONAL DES BEAUX-ARTS 

DU  QUEBEC
MUSEUM 14,850 1

86 2010
Natl MUSEUM OF ARCHEOLOGY AND  

EARTH SCIENCES
MUSEUM N 3

90 2011 NATIONAL MUSEUM OF CHINA MUSEUM 179,395 1

102 2015 MUMBAI CITY MUSEUM EXTENSION MUSEUM 10,614 1

6 1986 CITY HALL THE HAGUE OFFICE 150,000 1

17 1991 ZAC DANTON OFFICE 42,000 2

30 1996 UNIVERSAL HEADQUARTERS OFFICE 60,350 3

31 1996
UNO / MAISON DES DROITS DE  

L’HOMME
OFFICE 7,975 4

32 1997 DE ROTTERDAM OFFICE 162,000 1

33 1997 NETHERLANDS EMBASSY OFFICE 8,500 2

34 1998 HAUS UM DIE SCHENKUNG OFFICE 9,000 1

42 2001 CALTRANS DISTRICT 7 HQ OFFICE 71,535 4

47 2002 CCTV – HEADQUARTERS OFFICE 473,000 1

55 2003 EUROPEAN CENTRAL BANK OFFICE 296,142 4

59 2006 BRYGHUSPROJEKTET OFFICE 27,195 1

64 2006 SCOTTS TOWER OFFICE 20,000 1

67 2007 BOOMPJES 60-68 OFFICE N 1

69 2007 TORRE BICENTENARIO OFFICE 393,850 2

70 2008 COOLSINGEL OFFICE 120,000 2

71 2008 G-STAR RAW HQ OFFICE 27,500 1

73 2008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FFICE 46,600 1

76 2008 SIGNAL TOWER OFFICE 238,380 1

80 2009 MAHANAKHON OFFICE 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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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009 TIMMERHUIS OFFICE 45,000 4

88 2011 BINHAI MANSION OFFICE 266,200 2

91 2011 TGI DE PARIS OFFICE 90,000 1

92 2012 425 PARK AVENUE OFFICE 568,829 2

93 2012 GUANGDONG BAOSTEEL BUILDING OFFICE 114,333 2

95 2013 ESSENCE FINANCIAL BUILDING OFFICE 70,000 2

96 2013 LI-ZE TOWER OFFICE 170,684 1

98 2013 SSI TOWERS OFFICE 182,915 1

99 2013 THE PLAZA AT SANTA MONICA OFFICE 45,755 3

100 2014 AXEL SPRINGER CAMPUS OFFICE 82,000 3

101 2014 FAENA ARTS CENTER OFFICE 3,954 1

2 1984 PATIO VILLA RESIDENTIAL 266 4

3 1985 BYZANTIUM RESIDENTIAL 15,100 1

5 1985 VILLA DALL'AVA RESIDENTIAL 1,350 4

7 1987 EUSEBIUS TOWER RESIDENTIAL N 1

11 1988 NEXUS WORLD HOUSING RESIDENTIAL 3,315 4

23 1994 MAISON À BORDEAUX RESIDENTIAL 500 4

26 1995 DUTCH HOUSE RESIDENTIAL 517 4

28 1996 HYPERBUILDING RESIDENTIAL 11,420 1

35 1998 Y2K HOUSE RESIDENTIAL N 2

50 2002 KONINGIN JULIANAPLEIN RESIDENTIAL 39,700 1

53 2003 ASCOT RESIDENCE RESIDENTIAL N 4

58 2006 111 FIRST STREET RESIDENTIAL 111,483 1

60 2006 GAZPROM HEADQUARTERS RESIDENTIAL 190,000 1

61 2006 LA DEFENSE PROJET PHARE RESIDENTIAL 167,532 1

62 2006 NEW COURT ROTHSCHILD BANK RESIDENTIAL 14,492 2

63 2006 PORSCHE TOWERS RESIDENTIAL 121,000 2

65 2006 SHENZHEN STOCK EXCHANGE RESIDENTIAL 265,000 1

74 2008 MAGGIE'S CENTRE, GARTNAVEL RESIDENTIAL 534 1

82 2009 THE TWINS RESIDENTIAL 265,379 2

97 2013 NORRA TORNEN RESIDENTIAL 31,826 1

27 1996 BREUNINGER RETAIL 2,600 4

41 2000 PRADA SAN FRANCISCO RETAIL 4,000 3

54 2003 BEIJING BOOKS BUILDING RETAIL 100,000 2

25 1994 SAITAMA ARENA SPORT N 4

1 1981 NETHERLANDS DANCE THEATER THEATER 7,26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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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994 CARDIFF BAY OPERA HOUSE THEATER N 1

24 1994 MIAMI PERFORMING ARTS CENTER THEATER N 4

29 1996 LUXOR THEATRE THEATER 12,136 1

36 1999 ALMARE BLOCK 6 THEATER 19,135 

38 1999 CASA DA MUSICA THEATER 54,127 2

43 2001 DEE AND CHARLES WYLY THEATER THEATER 9,000 2

48 2002 CORDOBA CONGRESS CENTRE THEATER 57,800 3

49 2002 GUANGZHOU OPERA HOUSE THEATER 24,380 1

56 2004 GENT FORUM THEATER 10,000 3

78 2009 CASARTS – THEATRE DE CASABLANCA THEATER 27,107 1

81 2009 TAIPEI PERFORMING ARTS CENTRE THEATER 46,500 1

[표2-9] 렘 콜하스 건축물의 용도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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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세부

유형

RESIDE-

NTIAL
OFFICE

THEAT-

ER

LIBRA-

RY

MUSE-

UM
RETAIL HOTEL 

EDUCA-

TIION

SPO-

RT
INFRA 총합

K-1 1_A 1 1 1 1 2 6
1_B 1 1 1 1 4
1_C 3 3
1_D 3 10 1 1 3 1 1 20
1_E 1 5 1 1 8

K-2 2_A 1 1 1 3
2_B 2 5 1 2 1 2 13
2_C 3 1 4
2_D 2 1 3

K-3 3_A 2 1 1 4
3_B 1 1 4 1 7
3_C 1 1 2
3_D 2 2

K-4 4_A 3 1 2 2 8
4_B 0
4_C 1 1
4_D 4 3 1 2 1 1 1 1 14

합계 18 32 12 4 18 3 6 5 1 3 102

[표2-11] 용도별 4구성 각 세부 유형에 대한 분류 분포표

(2) 용도별 4구성-분류에 대한 분석
앞 장의 분포도를 통해 아래와 같은 분포표를 작성하였다. 

전반적으로 모든 용도에서 각 유형이 고르게 분포함을 볼 수 있다. 밀집군이 
형성된 곳은 오피스 부분의 K-1구성 단순 볼륨간 결합 유형이 10개로 가장 
높았고, 또 오피스 부분에서 K-2구성 입방체 변형 유형이 5개이다. 이는 앞선 
시대별, 규모별 분류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렘 콜하스의 관심이 내부 
공간보다는 외부의 형태로 향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뮤지엄부분의 K-3구성 기둥 없는 돔이노 유형이 4개로 밀집하였는

데, 이는 렘 콜하스가 미술관의 특성상 필요한 벽이 구조적인 역할을 함과 동
시에 자유롭게 배치되면서 실을 만들고 그 사이를 관람객들의 동선이 흐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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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결
연대기적인 분석을 통해 렘 콜하스의 1981~2015년까지 건축물 102개중 

K-1구성 유형은 41개(40.20)%, K-2구성 유형은 23개(22.55%), K-3구성 
유형 15개(14.71%), K-4구성 유형 23개(22.55%)로 집계되었다. 특징적으로
는 1980년대~2005년까지 58개의 건축물 중, K-1구성 17개(29.81%), K-2
구성 16개(17.24%), K-3구성 11개(18.96%), K-4구성 20개(34.38%)로 
K-1,2,3,4 구성 전체가 고르게 분포하였다. 반면 2006년 이후에는 44개의 건
축물 중, K-1구성 24개(54.54%), K-2구성 13개(29.54%), K-3구성 4개
(9.09%), K-4구성 3개(6.81%%)로 주로 K-1구성과 K-2구성 유형의 건축
전략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 중 세부적으로는 K-1구성 단순 볼륨 간 결합 유
형 과 K-2구성 육면체변형 유형을 많이 사용한다. 
이는 2000년대까지 렘 콜하스는 건축적 산책선을 고려한 내외부 공간의 실험

을 진행하였으나, 2006년 이후에는 전형적인 건축적 산책선에 대한 고려보다
는 외부형태에 집중함을 의미하며 렘 콜하스의 관심이 내부 공간보다는 외부 
형태로 옯겨 갔음을 의미한다. 또한 K-1구성 단순 볼륨 간 결합이 많이 나타
나는 것은 그가 프로그램을 하나의 볼륨으로 생각하고 조합하는 방식의 설계
전략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규모별 분석을 통해서는 ‘S규모’의 건축물 9개에서 K-4구성 세부유

형 중 K-2구성,K-3구성 결합 유형이 9개 중 4개(44.44%)로 가장 많았으며, 
제4구성 정형도 2개이다. ‘M규모’의 건축물 45개 중 제1구성 단순 볼륨 간 결
합 유형이 8개 (17.78%), K-4구성 중 K-2구성,K-3구성 결합 유형이 7개
(15.56%)로 많다. ‘L규모’의 건축물은 47개 중 K-1구성 단순 볼륨 간 결합 
유형이 12개 (25.23%), K-2구성 입방체 변형유형이 9개(19.15%)로 M 규모
와 같이 상대적으로 많은 빈도를 보인다. 
‘S규모’의 건축물은 모두 소규모의 단독 주택들로서 빌라 사보아의 잔상이 렘 

콜하스에게 남아 르 꼬르뷔제가 제4구성에 대해 언급했던 주택에 필요한 채광, 
통행성, 인접성 등 환경적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M규모’
와 ‘L규모’ 건축물은 내부 공간의 형성 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륨으로 산
정하고 외부에서 접합하는 방식으로 연대기적 분석과 마찬가지로 렘 콜하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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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구성경향이 내부보다는 외부의 형태에 집중하였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용도별 분석에서는 모든 용도에서 각 유형이 대부분 고르게 분포

함을 볼 수 있다. 특별히 밀집군이 형성된 곳은 오피스 부분의 제1구성 단순 
볼륨간 결합 유형이 10개로 가장 높았고, 또 오피스 부분에서 제2구성 입방체 
변형 유형이 5개이다. 뮤지엄부분의 제3구성 기둥 없는 돔이노 유형이 4개로 
밀집하였다. 
오피스 부분의 K-1구성 단순 볼륨 간 결합 유형이 많은 빈도수로 나타난 것

은 렘 콜하스의 관심이 내부공간보다는 외부의 형태로 향해 있음을 알 수 있
다. 다음으로 뮤지엄부분의 K-3구성 기둥 없는 돔이노 유형에서는 미술관의 
특성상 필요한 벽이 구조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자유롭게 배치되면서 실을 
만들고 그 사이를 관람객들의 동선이 흐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연대기적, 규모별, 용도별 분류를 통해 렘 콜하스의 설계구성법 경향

을 르 꼬르뷔제의 4구성 형태와 비교하여 알아보았으며 3장에서는 그 세부유
형과 건축물들의 성격을 파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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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렘 콜하스 건축물 ‘4구성-분류’ 정성적 유형 
분석

               

                          3.1 K-1구성 유형
                          3.2 K-2구성 유형 
                          3.3 K-3구성 유형 
                          3.4 K-4구성 유형
                          3.5 소결

        
본 장에서는 앞선 2장에서의 렘 콜하스 건축물의 4구성-분류를 통한 정량적 

분석에서 각 유형의 사용에 있어 어떤 의미와 행태를 가지는 지에 대해 개별 
건축작업들의 정성적 유형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각 구성 별 세부 유형으로 
묶음으로써 시대적 흐름에 따른 유형내의 변화를 감지하였다. 각 절의 소결에
서는 각 구성이 르 꼬르뷔제의 4구성과는 어떤 변화를 통해 형성되었는지 정
리한다. 
K-1,2,3구성은 조형적, 공간구조적 특징의 차이를 통해 각 세부 유형을 분류

하였으며, K-4구성은 그 생성 특성에 맞추어 K-1구성,K-2구성 간 결합, 
K,-2구성,K-3구성 간 결합, K-1구성,K-3구성 간 결합으로 세부 유형을 분
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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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K-1구성 정형 유형

3.1 K-1구성 유형 
3.1.1 K-1구성 정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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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좌) 시애틀 중앙도서관의 프로그램박스와 반전된 사이공간에 부여된 프로그램

      (우) 휘트니 뮤지엄 확장 계획안(2001)의 동선을 표현한 컨셉 모형과 단면에서 

            표현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로 이루어진 사용자 동선

르 꼬르뷔제의  4구성 중 제1구성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건축적 산책선의 흐
름이 공간을 구성하는 구축면, 즉 벽, 바닥, 천장 등을 만드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 그 면들은 볼륨을 형성하게 되고 내부와 외부가 면을 사이에 두고 규정 
되므로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 부가적으로 그로 인
해 자유분방하게 형성된 외관을 규준선이라는 대각선들을 이용하여 정리한다. 
렘 콜하스의 K-1구성 정형유형은 그 구성법에서 제1구성과 차이를 보인다. 

르 꼬르뷔제가 행했던 면들의 조합 대신 이미 완성되어있는 직육면체 형태 등
의 박스를 기본구성 단위로 한다. 또한 형태를 정리하는데 있어, 르 꼬르뷔제
는 규준선에 의한 외관의 정리를 입면의 비례와 개구부에 적용하였다면, 렘 콜
하스는 박스의 모서리를 연결하여 전체적인 형태, 새로운 선을 추가하는 방법
을 주로 사용하거나 프로그램 박스 볼륨의 모서리를 그대로 노출한다.  
K-1구성의 특징이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 

(Netherlands Dance Theater, 1981)부터이다. 렘 콜하스는 극장을 구성하는 
홀, 객석, 레스토랑 등의 프로그램을 각각의 용도에 맞는 형태의 볼륨으로 만
들고 그것들을 입구에서 레스토랑까지 이르는 건축적 산책선 위에 조합하였다. 
시애틀 중앙도서관(Seattle Central Library, 1999)에서는 간격을 두고 박스

를 쌓고 규준선의 역할을 하는 대각선들이 각 박스를 연결하면서 외피를 생성
한다.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사이공간에 공공적인 성격의 다른 프로그램들을 
배치한다. 그리고 그 사이를 기계적으로 미끄러지는 연결동선-에스컬레이터들
이 통과함으로써 현대적이고 즉각적인 건축적 산책선을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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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니 뮤지엄 확장 계획안(Whitney Museum Extension, 2001)에서는 장소
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수직적으로 쌓아올린 프로그램들을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로 이루어진 사용자 동선이 1개 층 혹은 다수 의 층을 한 번에 통
과하는 형태이다. 또한 시애틀 중앙도서관과는 다르게 대각선으로 이어진 선들
이 그 자체로 볼륨화한다. 
함부르크 과학센터 (Hamburg Science Center, 2007)는 프로그램 박스들이 

하나의 도넛 형태를 이루며 수직적 적층이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대각선의 규
준선들이 사라지며 각 박스들이 엇갈리면서 개별 프로그램 박스에 대한 시각
적 분리를 유도한다. 내부에서는 역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로 이루어진 
하나의 연결된 동선이 수직의 도넛을 일순환 하고 있다. 반면 매기스 센터 
(Maggie’s Centre - Gartnavel, 2008)는 단층의 평면적 구성이다. 함부르크 
과학센터안이 세워진 도넛형이었다면 매기스 센터 안은 뉘어진 도넛형으로 가
운데 중정을 두고 박스형태의 프로그램들이 대지의 높낮이에 따라 단차를 두
어 배치하였다. 이 박스들을 중정부분에 미끄러지는 램프로서 하나의 고리로 
연결한다. 
G-Star Raw 본사(G-Star Raw HQ, 2014)는 병렬의 매스들을 리듬감 있게 

어긋나게 하고 그것들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어 입면을 정리하는 등 K-1구
성적인 행태를 띄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엇갈린 매스 사이를 관통하는 건
축적 산책선이 존재한다. 

[그림3-2] (좌)함부르크 과학센터안(2007)의 단면 속 건축적 산책선,  

         (우)매기스 센터의 평면(2008) 속 건축적 산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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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 K-1구성 건축적 산책선 볼륨화 유형

3.1.2 K-1구성 건축적 산책선 볼륨화 유형

K-1구성 중 건축선 산책선의 볼륨화 유형은 K-1구성의 기본이 되는 건축적 
산책선이 볼륨 속에 관입되어있지 않고 밖으로 드러나면서 산책선의 관계를 
외부에서도 확인하도록 강조되는 형식이다. 
건축적 산책선의 극단적인 볼륨화는 하이퍼빌딩(Hyperbuilding, 1996)에서 

나타난다.  거대한 규모의 타워로 방콕시내 일정지점에서의 접근성을 긴 막대
형 산책선으로 나타내었다. 산책선의 규모는 ‘통로’의 개념을 넘어서서 그 내부
에 이동을 위한 동선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담는다. 또한 로마 현대미술관 현
상안(Moca Roma, 1999)에서는 두 개의 매스 내부에 형성된 엇갈린 층을 잇
는 동선을 볼륨으로 나타내면서, 상설전시와 같은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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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하이퍼 빌딩의 ‘대로 (Boulevard)’. 도시로 부터 

연결된 동선으로서 막대 형태로 스포츠, 오피스, 공장, 레

져의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표3-3] K-1구성 입방체와 말린 면 접합 유형

국제 형사 재판소 계획안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2008) 역시 중앙
의 입방체를 둘러싼 건축
적 산책선을 볼륨화 하였
고, 그 내부에 프로그램을 
담았다.
반면, 멀티미디어 빌딩

(Multi Media Building, 
2002)에서는 단순히 경사
를 극복하기 위한 동선으
로서의 건축적 산책선을 
시각화 하였다.

3.1.3 K-1구성 입방체와 말린 면 접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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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 카디프만 오페라하

우스 현상안의 다이어그램

[그림3-5] (좌) 룩소르 극장 현상안(1996)의 단곡면으로 말린 면

         (우) 광저우 오페라 하우스 현상안(2002)의 복곡면으로 말린 면

K-1구성 입방체와 말린 면의 접합유형은 주로 
극장의 용도에서 나타나는데 도시로부터 이어지
는 연속된 면이 극을 생산해내는 무대를 포함한 
생산영역의 입방체와 결합하는 형식이다. 카디프
만 오페라 하우스 현상안(Cardiff Bay Opera 
House, 1994)과 룩소르 극장 현상안(Luxor 
Theater, 1996)은 상당한 유사점을 가진다. 도
시로부터 시작한 단방향으로 말려진 곡면은 타원
형의 객석단면을 생성하고 그 끝은 2층 발코니
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유형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는 광저우 오페라 하우스 현상안

(Guangzhou Opera House, 2002)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대무대와 소무대가 있
고 객석부분이 복곡면으로 한쪽에서는 직각의 ‘ㄷ’자 형태를, 반대편에서는 뒤
집어진 ‘S’자 형태를 가지며 내부에서 다양한 기울기의 천장면과 바닥면을 만
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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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K-1구성 단순 볼륨간 결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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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 K-1구성 단순 볼륨간 결합 유형

K-1구성 중, 단순 볼륨간 결합 유형은 볼륨들 간의 조합에 있어 건축적 산
책선의 고려가 배제되어있는 유형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건물로 만
들거나, 거대한 규모가 필요할 때 여러 개의 볼륨을 역동적으로 붙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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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 (좌) 유세비우스 타워(1987)의 형태를 여러각도에서 본 투시도

         (우) 데 로테르담(1997)의 프로그램이 표시된 입면

 이 유형은 1985년 비잔티움(Byzantium, 1985)에서 다소 소극적인 형태로 
처음 나타난다. 집합주거라는 건물의 용도에서의 한계로 인해 원추형의 카페를 
전체형태 상부 모서리에 결합시키는 것과 저층부의 사선볼륨 추가하는데 그쳤
다. 다음 해에 렘 콜하스는 육면체가 군집한 형태로 도시의 압축적 모형인 헤
이그 시청사 계획안(City Hall The Hague,1986)을 발표한다. 
 유세비우스 타워(Eusebius Tower, 1987) 는 다른 두 볼륨을 수직적으로 한 

모서리 만을 맞춰 쌓은 형태로 떠 있는 볼륨이 하부의 공간을 형성한다. 이러
한 장방형의 볼륨 쌓기가 발전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 데 로테르담(De 
Rotterdam, 1997)이다. 데 로테르담은 네 개의 육면체가 둘로 나눠진 뒤 가로
세로 비율이 달라지면서 서로 간의 연결을 만들었다. 마치 건물이 떠있는 듯 
한 역동적인 형태로서 나타난다. 

비슷한 스케일을 가진 입방체를 쌓는 방법에서 선전 주식거래소(Shenzhen 
Stock Exchange,2006), 111 1번가 빌딩(111 First Street, 2006)은 입방체가 
기준 축에 따라 수직적으로 쌓아지는 형태이고, 봄예스 60-68 빌딩 
(Boompjes 60-68, 2007), 퀘벡 국립 조형미술관(Musee National Des 
Beaux-Arts Du Quebec, 2010)은 축이 어긋나게 쌓은 형태이다.
또한 가즈프롬 본사(Gazprom Headquarters, 2006)는 가로세로가 같고, 길이

로 긴 12개의 장방형 볼륨을 높낮이의 변화 속에 반복적으로 배열하여 하나의 
형태를 만들었다.
라데팡스 Phare 프로젝트(La Defense Projet Phare, 2006), 스캇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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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7] (좌) 지역 적성 멀티미디어 도서관(2010) 과

         (우) 바젤 버그호프(2009)의 단순 볼륨간 결합 양상

(Scotts Tower, 2006), 뭄바이 시 박물관 확장 계획안(Mumbai City Museum 
Extension, 2015)은 중심이 되는 볼륨(코어) 주변으로 볼륨들이 부가적으로 
붙는 형태이다. 
그리고 지역 적성 멀티미디어 도서관(Bibliothèque Multimédia À Vocation 

Régionale,2010), 리제 타워(Li-Ze Tower,2013)는 단순한 두 매스를 중앙에 
축을 두고 결합하였다. 바젤 버그호프(Basel Burghof, 2009), TGI 드 파리 
(TGI De Paris, 2011), SSI 타워(SSI Towers,2013)는 저층부의 낮은 볼륨과 
상층부 볼륨간의 결합으로, TGI 드 파리의 저층부는 스케일이 상층부에 결합
되는 타워형태의 볼륨보다는 작게 구성 되어있다.

반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볼륨의 형태에 그대로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 유
로디즈니(Eurodisney, 1986), 타이페이 퍼포밍 아트센터(Taipei Performing 
Arts Centre, 2009), 스트라스버그 유러피안 스쿨(European School 
Strasbourg, 2011)을 구성하는 볼륨들은 각 프로그램에 적합한 형태를 띄고 
있으나 형태적 유사성이 없는, 다양한 볼륨들 간의 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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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K-1구성 기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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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 CCTV본사(2002) 동선모형 

[표3-5] K-1구성 기타 유형

K-1구성 기타 유형은 볼륨들의 결합 양상에서 각 프로젝트마다 다양한 특성
을 가진다.
증여물 주변의 집(Haus Um Die Schenkung,1998)은 렘 콜하스가 스스로 계

획했던  베를린 주재 네덜란드 대사관(1997)의 주변을 두르는 선형의 대지 조
건위에 건축물을 배치하였다. 볼륨의 모서리들이 드러나지 않아 확연하게 읽히
는 볼륨간의 결합 양상은 보이지 않지만, 모서리를 대각선으로 이은 형태의 흐
름을 읽을 수 있다. 율리아나 여왕광장 빌딩(Koningin Julianaplein, 2002) 역
시 눈에 보이는 볼륨간의 결합을 찾기 힘들다. 하지만 형태를 분석해보면 뒤집
어진 사다리꼴 형상들이 상부에서 결합하는 방식이다.
중국 CCTV 본사(CCTV – Headquarters, 

2002)는 제2구성 유형으로 보일 수도 있지
만 방송국이라는 특수한 프로그램을 위한 
동선시스템이 볼륨 전체에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건축적 산책선의 ‘흐름’
이 형상화된 건축물이다. 하부의 기단에서 
시작해 비스듬히 올라간 두개의 타워는 상
부에서 결합하여 위압적인 스케일의 관통하
는 보이드 공간을 가진다. 
브리휘스프로젝텟(Bryghusprojektet,2008

에서는 많은 볼륨들이 얽히면서 하나의 형
태를 만들어 내고, 그 내부에 Void 공간을 
형성하여 도시 레벨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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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0] 파에나 아트센터(2014) 의 한 

변을 공유하는 육면체와 원통의 결합

[그림3-9] (좌)시그널타워(2008)의 타워들을 연결하는 중앙부

         (우)중국 국립 미술관 현상안(2011)은 저층부 볼륨 위에 십자형태로 엇갈리게 

           배치된 입방체의 모서리를 곡면으로 감싼 상층부간의 결합 

시그널타워(Signal Tower, 2008)는 볼륨간의 결합이기는 하지만 세개의 타
워가 중앙의 고리를 통해 연결된다. 중국 국립 미술관 현상안(National Art 
Museum Of China, 2011) 역시 종속적인 바닥 매스 위에 곡면형의 표면을 갖
는 다른 유형의 볼륨을 결합하였다. 카사르츠- 카사블랑카 극장(Casarts –
Theatre De Casablanca, 2009) 두 개의 중심이 되는 극장 볼륨사이를 이어 
내부의 중정을 갖는 전체적인 형태를 만든다. 극장의 위치는 상부로 튀어 나온 
볼륨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파에나 아트 센터(Faena Arts 
Center, 2014)에서는 단순히 볼륨간의 
결합이 아니라 위상학적인 변화가 일
어나는데, 전체적으로는 원통과 육면
체가 결합하지만 육면체의 한 변이 원
통과 외접하면서 연결된 한 변을 공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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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K-1구성 중 변이 유형
기본적으로 면의 구성으로 공간을 만들었던 르 꼬르뷔제와는 달리 렘 콜하스

는 프로그램을 하나의 입방체로 규정하고 그것을 기본단위로 건축물을 구성하
였다. 따라서 르 꼬르뷔제의 건축물에서는 거실, 침실 등의 개별 프로그램의 
단위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반면에 렘 콜하스는 외부에서 그 단위를 
확인 할수 있으며, 초창기에는 그 예로서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1981)의 뒤집
어진 원추형 레스토랑과 비잔티움(1985)의 역시 뒤집어진 원추형 카페를 들수 
있다. 더 발전된 형태로서 데 로테르담(1997), 함부르크 과학센터(2007)등은 
각기 다른 프로그램들이 하나의 입방체가 되어 외부에서 그 형태를 파악할수 
있다. 반면, 유로디즈니(1986), 타이페이 퍼포밍 아트센터(2009), 스트라스버
그 유러피안 스쿨(2011) 등은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다른 볼륨 형태로 규정하
여 조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K-1구성 세부 유형 중 건축적 산책선의 볼륨화 유형은 르 꼬르뷔제의 경우

에서 건축물 속에 내제되어있어 눈에 보이지 않던 건축적 산책선이 볼륨화되
어 외부에서 그 흐름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건축적산책선이 공간을 가로지
르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좁은 복도로 인식되는 건축적 산책선과 대비되어 
기울기를 가지는 램프가 공간이 되고 그 위에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게 된 것
은 클로드 빠항의 ‘주거가능한 경사판’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입방체
와 말린 면의 접합 유형 역시, 공간을 연속된 하나의 면으로 표현하다는 것에
서 르 꼬르뷔제의 건축공간과 차별화되는 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르 꼬르뷔제의 규준선은 입면 비례나 개구부의 비례를 정하는 등의 소

극적인 역할이었다면, 렘 콜하스는 입방체의 볼륨들을 배치 한 뒤 그것들의 모
서리를 잇고 그 선들이 그대로 외부가 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애틀 
중앙도서관(1999), 휘트니 뮤지엄 확장 계획안(2001)에서 잘 나타난다. 
K-1구성 기타 유형 중에서는 증여물 주변의 집(1998), 율리아나 여왕광장 

빌딩(2002)은 외부 면들의 구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조합이 원형이 읽히
지 않는다. 또한 브리휘스프로젝텟(2008)에서는 납작한 입방체들이 내부의 
void를 구성하며 얽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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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6] K-2구성 정형 유형

3.2 K-2구성 유형 분석

 렘 콜하스의 K-2구성 유형의 건축물들은 르 꼬르뷔제가 그러하였듯이 ‘확
보된 외관’을 중점적으로 생각한다. 르 꼬르뷔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순
수 입방체를 사용한 반면 렘 콜하스는 초기의 형태 실험에서는 순수 입방체를 
사용하였으나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형태들의 위상학적 차이를 실험하였다. 

3.2.1 K-2구성 정형 유형

렘 콜하스의 건축물 4구성 분류에서 K-2구성 중 K-2구성 정형 유형은 순수 
입방체 형태뿐만 아니라 르 꼬르뷔제의 원형과 같이 그 내부의 건축적 산책선
의 움직임이 존재한다는 것에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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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K-2구성 정형 유형인  1989년 파리 프랑스 국립 도서관 현상안(Très 
Grande Bibliothèque, 1989) 를 만들어 내는 과정은 일면 특이한 부분이 있다. 
1991년 1월의 강연을 통해 작업의 진행방식을 알아볼 수 있는데, 그의 초기 
아이디어에서는 일정한 높이로 배열된 슬라브 속에 여러 형태의 볼륨이 존재
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슬라브를 제거하고 볼륨들과, 엘
리베이터 코어 기둥들만 남겨 구조와 동선을 동시에 해결하였다. 이는 직전에 
수행된 칼스루헤 ZKM센터(Zentrum Fur Kunst Und Medientechnologie, 
1989)의 초기 아이디어 스케치와 같은 제3구성 유형에서 시작하였으나, 제2구
성 유형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도서관의 내부를 완성한 뒤 마지막 구상
으로 외피에 정리하는데 있어 ‘구름’과 같이 반투명하거나 일시적으로 투명해
질 수 있는 제3구성적 성격을 제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제2구성의 형태로 완
성된다.19)

[그림3-11] 칼스루헤 ZKM 센터(1989)를 위한 단면 스케치(좌), 그 아이디어의 연장선 

상에서 파리 프랑스 국립 도서관 현상안 (1989)의 바닥판이 존재하는 초기 단면 스케치

(중)와 바닥판을 제거한 제2구성 정형 유형으로 완성된 최종 계획안(우)

특히 내부의 건축적 산책선은 르 꼬르뷔제의 그 것과 공간 구조적으로 확연
한 차이를 보이는데, 렘 콜하스는 광장으로서의 저층부에 뿌리 내려진 엘리베
이터를 통해 공중에 떠 있는 매스들에 즉각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되면서 르 
꼬르뷔제의 하나의 플롯이 있는 시퀀스는 사라지고, 사용자에 의해 무수히 다
양한 시퀀스를 생산한다. 

19) 봉일범, 렘 콜하스 : 학생과의 대화, 2000, 앰지애치앤드 맥그로우힐 한국,23p-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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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2] 베를린 주재 네덜란드 대사관(1997)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건축적 산책선

으로 연결된 평면과 공간 시퀀스 그리고 펼쳐진 단면

반면 르 꼬르뷔제의 제2구성에 구현된 건축적 산책선을 적절하게 구현한 베
를린 주재 네덜란드 대사관(Netherlands Embassy, 1997) 에서는 도보를 이용
한 일방향적 시퀀스를 구현한다. 계단과 램프로 만들어진 건축적 산책선이 입
방체 안에 말려있는 형태로 하나의 평면에 펼쳐 표현될 수 있는 절대적인 시
퀀스를 가진다.

또한 윌리 시어터(Dee And Charles Wyly Theater, 2001)에서는 극장의 특
성상 필요한 높은 층고의 공간 몇 개를 하나의 입방체 안에 담겨있다. 내부적
으로  존재하는 Void 공간을 저층부에서의 에스컬레이터와 고층부까지 연결되
는 엘리베이터가 연결한다. 저층부가 유리면으로 띄워져있으나 시각적 연결에
만 주를 두고, 대지와 연결된 통행성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K-2구성 정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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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K-2구성 입방체 변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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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7] K-2구성 입방체 변형 유형

K-2구성 중 입방체 변형 유형은 내부에 Void 공간이 건축적 산책선과는 대
부분 무관하고 육면체의 형태가 변형되어 다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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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3] Y2K 하우스(1998)의 중앙 보이드 거실공간 (좌)과 포르투 음악당(1999)의 중

앙 콘서트홀과 주변 실들의 구성(우)

Y2K 하우스(Y2K House, 1998)에서 포르투 음악당(Casa Da Musica, 1999)
로의 변형은 위상학적 변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예이다. 기본적으로 육
면체에서 모서리가 잘린 형태의 외관을 가지면서 Y2K 하우스의 공간은 스케
일의 확장과 함께 포르투 음악당의 공간으로 변형된다. Y2K 하우스를 관통하
는 중간의 거실은 포르투 음악당의 대형 콘서트홀이 되고, 나머지 부속공간들
을 그 프로그램에 맞게 각각 변형된다. 

아스토어 플레이스 호텔(Astor Place Hotel, 1999), 플리커 하우스(Flick 
House,2001), 베이징 북 빌딩(Beijing Books Building, 2003)은 일차적으로 
입방체의 변형이 일어난 뒤에 내부적으로 침식이 추가되어 진입로 등의 역할
을 하는 형태이다. 마하낙혼(MahaNakhon, 2009)는 입방체 타워에 나선형을 
그리며 올라가는 육면체들의 연결된 침식을 표현하였다.
또한 빈하이 맨션(Binhai Mansion,2011)에서는 잘린 모서리들을 단면이 둥글

게 면의 연속성을 가지는 필렛(Fillet)을 실행한다. 인디아 타워(India Tower, 
2008)는 기본 타워의 원통형 형태 중간에 육면체가 삽입되고 그 형태적 연결
을 이어지는 면으로 처리한다. 더 트윈스(The Twins, 2008)는 입방체 두 개
에 내부적으로 관통을 실행하였다. 광동 바오스틸 빌딩(Guangdong Baosteel 
Building,2012)는 상부 육면체가 단변으로 이동하는 것을 그 하부선들이이 따
라가는 형태이고, 425 파크 에비뉴(425 Park Avenue, 2012)는 내부를 3등분
하여 회전하면서 그 중간부가 변형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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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8] K-2구성 입방체 분절 유형

3.2.3 K-2구성 입방체 분절 유형

K-2구성 중, 입방체 분절 유형은 입방체가 절단되어 일부 변형이 일어나는 
형태로 입방체 변형 유형과는 볼륨 간 관계의 연속성에서 차이를 가진다.
자크 당통(Zac Danton, 1991)은  둘로 잘린 뒤 약간의 이동과 중간에 얇은 

층이 삽입된다. 스테이션 시티(Station City,2010)는 둘로 잘린 뒤 상부를 띄
운다. 뉴 코트 로스차일드 뱅크(New Court Rothschild Bank, 2006)에서는 세 
개의 입방체 중 하나의 육면체가 나눠지고 상부가 변형된다. 에센스 파이낸셜 
빌딩 (Essece Financial Building, 2013)에서는 장방형 볼륨이 두 개로 분절된 
뒤 분절점에는 전망대를 배치하고, 상부는 하부와 한 변을 공유하면서 반대쪽
으로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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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9] K-2구성 기타 유형

3.2.4 K-2구성 기타 유형

포르쉐 타워(Porsche Towers, 2006)는 육면체와 원통의 대비를 이루는 배치
를 가진다. 콜싱겔은(Coolsingel, 2008)은 육면체 6개를 쌓아 하나의 육면체 
틀을 형성한다. 이는 과정이 K-1구성이라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외부의 면들
이 강력한 입방체 틀을 형성하기에 K-2구성 기타 유형으로 배치하였으며, 그
의 연장선상에서 노라 토렌(Norra Tornen, 2013)은 역시 타워형태의 일정한 
외관의 틀 속에 작은 볼륨들을 조금씩 엇갈리게 쌓아서 형태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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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K-2구성 중 변이 유형
르 꼬르뷔제의 제2구성이 순수기하 입방체로서 외관의 조형적 의미를 두었다

면, 렘 콜하스의 K-2구성은 현대적인 기하 형태를 표현하였다. 그 세부유형 
중 K-2구성 입방체 변형 유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자른 
결정 형태 혹은 볼륨 내부로의 침식형태 등 형태들을 변형시키는 변이가 주로 
나타났다. 
입단면적 관통의 유형으로 토레 베센테나리오(2007)는 중앙에 위치한 라운지

를 중심으로 한 변의 아래로는 공원방향으로, 그와 이웃하는 다른 한 변 위로
는 도시방향으로 대각선 형태를 띄며 관통되어 양방향 조망이 가능하게 하였
다. 더 트윈스(2008)는 두개의 입방체 내부 주거 프로그램에 맞게 채광과 환
기를 위해 중심부를 비워내었다. 또한 콜싱겔은(2008) 입방체의 오피스, 주거, 
호텔, 리테일 볼륨을 어긋나게 쌓음으로써 중앙을 관통하는 통로, 문화적 시설, 
가든을 위한 void를 가진다. 
볼륨이 이동하거나 회전한 뒤 모서리를 잇는 방법은 K-1구성 변이유형에 이

어 다시 나타나는 데, 광동 바오스틸 빌딩(2012)은 상부 육면체가 단변으로 
이동하는 것을 그 하부선들이 따라가는 형태이고, 425 파크 에비뉴(2012)는 
세 개의 육면체가 각각 회전하면서 그 모서리가 연결된 형태이다. 
작은 스케일의 볼륨조합 유형 변이는 노라 토렌(2013)에서 잘 드러나는데, 

전체적인 건물규모에 비해 조합되는 단위 볼륨 유닛이 작은 스케일을 가지며 
이것이 엇갈리게 쌓여져 법규로 규정되어진 전체 형태를 만든다. 이로써 각 주
거유닛의 채광과 통풍 등 환경적 요인이 충족된다. 또한 마하낙혼(2009)에서
는 입방체의 타워에 작은 볼륨들이 소용돌이치듯 말아 올라가며 차집합을 실
행하였다. 이로 인해 입방체의 형태보다는 나선형의 흐름이 더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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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0] K-3구성 정형 유형

3.3 K-3구성 유형 분석
3.3.1 K-3구성 정형 유형

렘 콜하스 건축물의 4구성-분류에서 K-3구성 중 K-3구성 정형 유형은 돔
이노 이론을 통해 구조와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평면을 구성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외관을 구성하는 면은 유리 등으로 가볍게 처리하였다.
코르도바 의회 센터 계획안(Cordoba Congress Centre, 2002)은 장방형의 돔

이노 구조 속에 평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층의 적층을 통해 해
결하였다. 극장부분은 볼륨이 붙은 1구성 유형의 방식보다 판의 확장으로 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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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4] 코르도바 의회 센터 계획안(2002)의 전체 돔이노 구조(좌)와 극장부분의 돔이

노의 판의 확장(우)

[그림3-15] (좌)산타모니카 플라자(2013)의 제3구성 형태를 잘 보여주는 투시도, 내부에 

              볼륨들이 층을 가로지르며 배치되어있다. 

           (우)악셀 스프링어 캠퍼스(2014)의 내부 Void 공간의 제3구성적 형태

추하이 컬리지 계획안 (Chu Hai College,2009)는 두 개의 돔이노 형태 사이
에 진입부부터 다양한 레벨에서의 판을 연결하여 전체적인 외부동선을 만들었
고 그 판 위에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일어나도록 계획하였다. 산타모니카 플라
자(The Plaza At Santa Monica,2013)는 네 개의 돔이노를 엇갈리게 결합하여 
일련의 흐름을 만들었으며, 악셀 스프링어 캠퍼스 (Axel Springer Campus, 
2014)는 돔이노의 중간을 V자로 절단하고, 그것을 복제하여 뒤집어 결합해서 
내부에 Void 공간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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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1] K-3구성 기둥 없는 돔이노 유형

3.3.2 K-3구성 기둥 없는 돔이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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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6] 칼스루에 ZKM센터(1989) 초기 적층된 바닥판 속에 배치된 공간 오브에의 단면, 

입체 스케치(좌)와 코어로 둘러싸인 각 층의 독립된 형태를 보여주는 단면모형과 내부가 

그대로 드러나는 입면 모형(우)

K-3구성 기둥 없는 돔이노 유형은 르 꼬르뷔제의 돔이노 구조에서 기본이 
되었던 기둥 대신에 면으로 하중을 지지하여 평면구성의 자유도를 확보한다. 
이 면은 건물 전체를 관통하는 코어(Core)로 사용하거나 자유롭게 구성된 실
들의 벽으로 사용한다. 
칼스루헤 ZKM센터 계획안(Zentrum Fur Kunst Und Medientechnologie, 

1989)는 ‘ㅁ’자 형태의 코어를 통해, 유니버셜 본사 계획안(Universal 
Headquarters,1996)은 중간에 삽입된 4개의 코어를 통해, 프라다 샌프란시스
코(Prada San Francisco, 2000)는 90도로 만나는 두개의 코어를 통해 구조에
서 분리된 내부 평면의 자유로운 구성을 갖는다. 
칼스루헤 ZKM센터 계획안(1989)의 구성은 중심부를 감싸고 있는 ‘ㅁ’자 코

어 중 한 변은 공용의 동선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사무실들, 하나는 무대의 타
워 등의 기술적인 부분이다. 나머지 한 변은 발코니로 형성하였다.20)

한편 건물전체를 관통하는 코어 대신에 미술관의 필수적인 요소인 벽을 활용
한 스테델릭 미술관(Stedelijk Museum, 1992) 피노 파운데이션(Fondation 
Pinault, 2001), 국립 고고학 & 지구과학 박물관(National Museum Of 
Archeology And Earth Sciences, 2010)은 내부의 불규칙하게 배치된 많은 볼
륨들이 전시실을 구획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돔이노 이론에서의 기둥역할을 하
며 그 사이를 미끄러지는 건축적 산책선을 만들어 낸다.
젠트 포럼(Gent Forum,2004)은 중앙의 가로38m, 세로 20m, 높이 40m의 극

장부 볼륨이 구조 역할을 하며 주변의 부가적인 프로그램을 가진 작은 볼륨을 
20) 봉일범, 렘 콜하스 : 학생과의 대화, 2000, 앰지애치앤드 맥그로우힐 한국, 3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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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2] K-3구성 주름진 면 구성 유형

결합하며, 개념상으로는 이 부가적인 볼륨들이 이동하면서 중앙 극장부와 만나 
다양한 형태의 유연하게 공간을 구성한다. 외부는 약한 외피로 영역을 만든다. 

3.3.3 K-3구성 주름진 면 구성 유형

K-3구성 주름진 면의 구성은 돔이노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바닥면이 
주름지면서 층간을 연결하는 형태이다.
현대의 많은 건축가들이 그 개념을 건축 형태로 적용을 시도한 들뢰즈의 주

름이론을 가장 명확하게 건축적 공간으로 해석한 예로 주시우 도서관 계획안
(Jussieu - Two Libraries, 1992)을 들 수 있다. 바닥면들이 분기되고 주름지
면서 전층을 아우르는 하나의 건축적 산책선으로 연결한다. 이는 또한 끌로드 
빠항의 ‘거주가능한 동선(circulation habitable)’21)의 개념에서도 영향을 받았
는데 기울어진 판이 동선을 연결해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도서관 일부 프로
그램을 배치하였다. 에듀카토리움(Educatorium,1992)은 주름진 판과 접혀진 
판이 둘이 서로 사이에 끼워지면서 그 사이를 공간으로 구성한다. 주름진 판은 
도시로부터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인다. 

21) 장용순, 끌로드 빠항과 렘 콜하스의 경사판 개념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6권 6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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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7] 네덜란드 건축박물관 계

획안(1988)의 내부 스케치

[표3-13] K-3구성 단층구성 유형

3.3.4 K-3구성 단층구성 유형

K-3구성 단층구성 유형은 돔이노 이론에서 층의 적층이 아닌 단층에서의 구
조에서 분리된 자유로운 평면을 가지는 유형이다.
미스 반 데 로에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의 패러디로서 까사 팔레스트라( 

Casa Palestra, 1986)는 렘 콜하스가 전시장의 조건에 맞춰 바르셀로나 파빌
리온을 휘어서 배치하였다. 이는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이 가지고 있던 엄격한 
직선과 직교체계를 단지 대지가 곡선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휘어놓음으로써 ‘건
축의 물리적 외형은 중요하지 않을뿐더러 
다른 요인들을 위해 충분히 손쉽게 변형 할 
수 있다.’는 렘 콜하스의 선언과 같은 표현
이다.22) 
 네덜란드 건축박물관 계획안(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 1988)은 경사진 지
붕판을 기둥열들이 받치고 내부에 공간을 
형성하며 육면체가 상부로 돌출되었다.

22) 봉일범, 렘 콜하스의 미스 반 데 로에 해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

계 제23권 제7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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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K-3구성 중 변이 유형
제3구성의 기본은 돔이노 이론을 바탕으로한 구조 시스템 속에서 내부 평면

의 자유로움이다. 여기서 돔이노 이론의 주요 구조인 기둥을 없앤 변이 형태가 
K-3구성 기둥 없는 돔이노 유형이다. 이는 엘리베이터 등의 코어가 기둥을 
대신하며 내부의 적층된 평면들은 구조적으로 자유로움 속에 다양함을 갖는다.  
칼스루헤 ZKM센터 계획안(1989), 프라다 샌프란시스코(2000)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와는 다른 형태로 피노 파운데이션(1992), 국립 고고학 & 지구과
학 박물관(2010)에서는 미술관의 프로그램적 특성상 필요한 실들을 자유롭게 
배치하며 그것들을 구성하는 벽들이 구조가 되고 평면에서 자유로운 건축적 
산책선이 그 사이를 지난다. 
한편 돔이노 이론의 주요 요소인 바닥판의 변이 역시 K-3구성 주름진 면의 

구성으로 나타난다. 특히 주씨우 도서관 계획안(1992)는 평면에서의 자유로움 
뿐만 아니라 단면상에서 바닥판이 분기되고 주름지며 하나의 건축적 산책선을  
바닥판끼리의 연결을 통해 만든다. 에듀카토리움(1992)에서는 보다 현실적으
로 하나의 판이 진입부터 연결되어 다른 층의 바닥판까지 구성한다. 

3.4  K-4구성 유형 분석



- 91 -

3.4.1 K-4구성 정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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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8] (좌)빌라 달아바(1985)의 엑소노메트리

           (우)쿤스트 할(1987)의 연된 순환로(continuous circuit) 컨셉 다이어그램 

[표3-14] K-4구성 정형 유형 

K-4구성 정형 유형은 제1,2,3구성이 모두 포함된 구성으로 르 꼬르뷔제가 
밝혔듯이 채광(제1구성을 통해), 인접성과 통행성(제3구성을 통해)을 확보하
면서도 전체적인 외관의 틀(제2구성을 통해)을 가지는 유형이다.빌라 달아바
(Villa Dall’ava, 1985)는 제2구성 입방체 부분을 분절하고 기둥을 불규칙하게 
배열하는 등 모티브가 되었던 르 꼬르뷔제의 빌라 사보아(1929)와의 차이를 
만들어 내었다. 또한 내부의 공간에서도 램프를 편심으로 배치하고 건축적 산
책선을 분기시켜 다양한 시퀀스를 생산하였다.23) 또한 쿤스트 할 (Kunsthal, 
1987) 역시 내부에서 입구부터 출발해 옥상까지 이어지는 램프로 건축적 산책
선을 완성하였다. 

23) 최원준, 김도식, 렘 콜하스 초기작의 근대건축 인용 : 달라바주택, 쿤스트할과 사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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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9] (좌)아가디르 컨벤션 센터 계획안(1990)의 연속된 단면 중 제2구성부분과

              제3구성부분이 만나는 지점. 

          (우)티머휘즈(2008)의 제3구성 저층부분과 상층부의 제1,2구성 형태

또한 C3 마스타워즈 (C3 Maastowers,1994), 제브뤼헤 해양 터미널 계획안 
(Zeebrugge Sea Terminal,1988)에서는 실제로 도시 조직인 도로망이 제3구성 
부분인 저층부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르 꼬르뷔지에가 이야기했던 통행성을 만
족시킴과 동시에, 제2구성적인 형태의 완결성과 옥상층의 제1구성까지 제4구
성의 전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브뤼헤 해양터미널은 옥상층의 제1구성 
부분이 유리 반구로 덮혀 있다. 
제4구성의 빌라 사보아가 압축, 밀집되어서 집합주거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넥서스 월드 하우징 (Nexus World Housing, 1988)이다. 24개의 주거 유닛이 
중간에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 매스로 나뉘는 등 ‘매트빌딩(Mat building)의 
형태이지만 개별 유닛은 제4구성 유형을 따르고 있다. 
아가디르 컨벤션 센터 계획안(Agadir Convention Centre, 1990)은 제3구성 

부분에서 다양한 기둥이 존재하고, 바닥판이 주름지어 있어 역시 주름진 제2구
성부 하부와 만나는 부분이 일부 있다. 사이타마 경기장(Saitama Arena, 
1994)은 기둥대신 외부에 존재하는 프레임으로 프로그램의 특성상 내부에 기
둥에 제거하고, 볼륨만으로 제1,2,3구성을 형성하고 있다. 

모나코 호텔 계획안 (Monaco Hotel, 2008)은 제2구성 부분이 제1구성적 볼
륨들로 형태를 만들어내면서 큰 규모에 대응하는 채광 등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무수히 많은 발코니와 외부공간들을 조직하였다. 반면 티머휘즈
(Timmerhuis, 2008)는 같은 크기와 형태의 직육면체 유닛을 쌓아 저층부에는 
통로가 포함된 제3구성 유형을 배치하고 평면상으로 제2구성 유형의 형태를 

주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7권 4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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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5] K-1구성,K-3구성 결합 유형 분석 

만들고, 상층부는 피라미드 형식으로 쌓아 내부의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채광
과 발코니를 확보하였다.

3.4.2 K-1구성,K-2구성 결합 유형
K-1구성,K-2구성 결합 유형은 렘 쿨하스의 건축물 중에서는 찾을 수 없었

다. 이는 제2구성 형태가 통행성, 인접성에 유리하지 않고, 조합적인 측면에서 
제2구성의 순수기하학적 형태의 완결성이 강하기에 결합방법에서 보통 제3구
성의 상층부에 위치한다. 또한 제1구성의 형태와 결합할시 제2구성의 기하학
적인 완결성의 장점이 사라지게 되므로 두 구성간의 결합은 불리하다. 

3.4.3 K-1구성,K-3구성 결합 유형 분석

K-4구성 중, K-1구성.K-3구성 결합은 제3구성 형태를 대지와 연결부분에 
두고 제1구성적 상층부를 배치한다.
마이애미 퍼포밍 아트센터(Miami Performing Arts Center, 1994)는 제3구성

의 저층부를 통해 통행성을 확보하고, 두 개의 극장을 이루는 객석부, 무대부, 
홀 등의 볼륨간의 결합이 제1구성적 특징을 나타낸다. 제3구성의 지붕은 공연
장의 발코니로 사용한다.

3.4.4 K-2구성,K-3구성 결합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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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6] K-2구성,K-3구성 결합 유형 분석

K-4구성 중, K-2구성,K-3구성 결합 유형은 제3구성이 가지고 있는 통행성
을 확보하면서 제2구성의 형태적 완성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렘 콜하스가 K-4
구성의 조합 중에서 가장 많이 쓴 유형이다. 이는 K-4구성 정형에서 옥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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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0] (좌)더치 하우스(1995)와 (우)보르도 주택(1994)

1구성이 만들어지지 않은 유형으로, 건축물의 스케일이 커지면서 옥상부에 대
한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 유형은 렘 콜하스의 건축 작업 
초반에는 그 결합 양상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는 않는다. 파티오 빌라 (Villa 
Patio, 1984)에서는 제2구성부분이 반쯤 대지에 묻혀있어, K-3구성 단층유형
과도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정방형의 제2구성 형태 위에 제3구성부분이 위치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빌라 파티오의 제3구성 부분은 기둥이 없는 유형으로 
내부의 중정부 기둥이 구조의 역할을 하며 내부는 오픈 플랜으로 자유로운 배
치가 가능하다. 렘 콜하스는 이후 힐튼 호텔 계획안(Hilton Hotel, 1990), 사
라고사 미술관 (Zaragoza Museum Of Fine Arts, 2006)에서는 입방체 제2구
성부분이 상부에 배치하고 그 아래부분을 기둥으로 필로티를 형성하고 있다. 
힐튼 호텔 계획안에서는 3구성부에 볼륨이 붙게 되며 이 형태는 후에 아디가
르 컨벤션 센터 계획안 (1990)의 모래언덕을 인용한 형태로 변형된다. 사라고
사 미술관(2006)은 기존의 미술관 중정에 확장의 개념으로 계획되어 중세건축
물과는 대비되는 모던한 입방체 형태를 구성한다. 

  소규모 주거 형태로는 보르도 주택 (Maison À Bordeaux, 1994)과 더치 
하우스(Dutch House, 1995)가 있다.  보르도 주택(1994)에은 복합적인 구성
을 하고 있다. 총 3개의 층으로 되어있는데 제3구성 부분이 2개로 하나는 제2
구성 아래에 있지 않고 평면적으로 엇갈려있으면서 마당부분에서 차량의 회전
을 가능케 하여 통행성을 확보해 준다. 2층과 3층은 각각 제3구성형식, 제2구
성 형식으로 구성했다. 더치 하우스(1995)는 경사지 위에 장방형의 건축물을 
올린 형태로 건물 내부의 판 하나가 램프 옆에 위치하여 저층부와 상층부를 
연결한다. 또한 제3구성 저층부 기둥사이로 차량이 통행한다.
상업건축물로서 브로이닝어(Breuninger, 1996), 알마레 6블럭(Almare Block 

6, 1999)은 제2구성 형식의 입방체가 주를 이루면서 일부 필로티를 저층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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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1] (좌)브로이닝어(1996), (우)알마레 6블럭(1999)의 입면과 단면

두었다. 브로이닝어(1996)에서는 상향 에스컬레이터를, 알마레 6블럭(1999)에
서는 전면광장과 연결된 램프를 동선의 방향으로 개구부를 형성하여 외부에 
내부 프로그램을 노출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통지국 7지구 본사 계획안(Caltrans District 7 Hq, 
2001), 유럽 중앙은행 현상안(European Central Bank, 2003), 모나쉬 대학 법
정경 컴플렉스 계획안(Law, Business And Economics Complex, Monash 
Univ., 2012)는 통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3구성, 외관을 규정하기 위한 제2
구성이 포함되어있지만 옥상층을 활용하는 제1구성적 특징은 없다.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 사무실(Uno / Maison Des Droits De L’homme, 1996)은 간결한 
제2구성을 부분 들어 올리는 제3구성 부분이 벽체의 형태로 되어 있어 하부 
영역을 구분 짓는다. 
아스캇 주택(Ascot Residence, 2003)은 수면 위에 떠 있는 형태로 작은 박

스가 위의 두개의 층을 이루고 있으며 가운데가 뚫려있다. 렘 콜하스는 이 제2
구성부분을 수직방향으로 90도 세워 계획을 전환하는 유형학적 놀이를 시도였
다. 90도로 세워지면서 이 초기의 평면이 단면이 되는 방법은 제2구성 유형의 
형태적 완결성이 있기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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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2] (좌)아스캇 주택(2003)의 제2구성 부분의 수직회전, 초기의 평면 형태, (중)수

직방향 90도 회전, (우)회전 후의 단면

3.4.5 K-4구성 중 변이 유형
제1,2,3구성간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K-4구성에서는 다른 유형들에 비해 

변이가 잘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제4구성이 조합적인 측면에서 이미 다른 구
성보다 다양한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이를 통한 차별화를 시도하지 않
아도 다양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측면에서만 개별적인 변이들이 
등장한다. 
변이가 나타난 건축물은  빌라 달아바(1985)로 빌라 사보아와의 차별화를 위

해 기둥의 불규칙한 배열, 두개의 축을 엇갈리게 배치한 것, 2구성 부분을 분
리 시키는 등의 요소마다 다양한 변화를 시도 하였다. 아디가르 컨벤션 센터 
계획안 (1990)에서는 주름진 면의 구성을 통해 제4구성 유형 중 제2구성유형
과 제3구성유형이 만나는 접점을 형성하며 더치 하우스(1995)에서는 내부의 
주름진 판 하나가 두 개의 층을 연결한다.  모나코 호텔 계획안 (2008)과 티
머휘즈(2008)는 작은 스케일의 유닛들을 이용하여 제4구성적 형태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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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소결
렘 콜하스 4구성-분류의 각 세부 유형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3-17] 렘 콜하스의 4구성 각 세부유형 속성

특징적으로 각 세부유형의 정형은 르 꼬르뷔제가 4구성에서 이야기했던 장단
점에 대해 많은 부분 일치한다. 하지만 4구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있어 일부 
차이가 나는 K-1구성 입방체와 말린 면 접합, K-3구성 주름진 면 구성 등은 
그 유형 자체가 르 꼬르뷔제의 건축과 차별화되는 렘 콜하스만의 변이 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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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각 개별 건축물이 변이 설계 구성법 분류의 대상
이 되는 경우도 있다. 
먼저 K-1구성에서는 기본적으로 면의 구성으로 공간을 만들었던 르 꼬르뷔

제와는 달리 렘 콜하스는 프로그램을 하나의 입방체로 규정하고 그것을 기본
단위로 건축물을 구성하는 방법을 통해 르 꼬르뷔제의 구성법과 차이를 두었
다. 이 입방체의 조합을 통한 설계구성법을 빈번하게 사용하였으며, 그에 변형
적으로 입방체의 모서리를 이어 입면을 구성하는 방법도 사용하였다. 또한 타
이페이 퍼포밍 아트센터(2009), 스트라스버그 유러피안 스쿨(2011) 등 다양
한 용도가 필요한 건축물에는 각 용도에 부합하는 형태의 볼륨을 조합하는 방
식을 사용하였다. 제1구성 중 건축적 산책선의 볼륨화 유형은 건축적 산책선에 
대한 강조와 공간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산책선이 단지 동선 뿐
만 아니라 위에 프로그램도 담을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K-1구성 입방체와 
말린 면 접합유형은 3개의 오페라 하우스 프로젝트에서 나타나는데 도시로부
터 이어지는 객석공간을 하나의 면으로 발코니까지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K-2구성에서는 K-2구성 정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순수 입방체와 

대비되는 변형된 입방체로 외관의 틀을 구성하였으며, 입방체 Void를 관통하거
나, 작은 스케일의 볼륨을 쌓아서 타워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 장방형의 타워
에서 볼륨 군집을 차집합하여 흐름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K-3구성에서는 세
부유형 중 기둥 없는 돔이노 유형 자체가 현대건축의 구조적 발전에 따른 변
이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기둥 대신 코어로 대체되어 적층된 평면의 자유도를 
확보한다. 또한 일부 미술관에서 전시실의 벽들이 기둥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반면 K-1,K-2,K-3구성간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K-4구성에서는 다
른 구성들에 비해 변이가 잘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4구성이 각 구성의의 조합
으로 변이를 통한 차이를 생성하지 않아도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다만 
개별 건축물의 일부요소에서 변이가 나타난다.
반면 일부 건축물에서는 특정한 변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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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렘 콜하스의 4구성 변이(mutation)유형

    4.1 렘 콜하스의 4구성 변이(mutation)
    4.2 렘 콜하스의 4구성 변이유형 분류
    4.3 소결
        

렘 콜하스는 자신의 저서『S,M,L,XL(1995)의 서문에서 건축적 변이를  
"architecture mutates"이라 표현하고 책을 펴내는 것의 목적조차도 새로운
(another) 건축을 찾는 것이라 하였다. 이처럼 렘 콜하스는 건축 설계구성을 
기존의 것과 차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것들에 대한 변이를 실행하였는데, 변이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기본형과의 차
이에서 시작한다. 현대 건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르 꼬르뷔제의 4구성은 그 
대표적인 기본형이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앞서 르 꼬르뷔제의 4구성 관점
에서 렘 콜하스의 건축물들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변이 유형
들을 통해 르 꼬르뷔제와 차별되는 렘 콜하스만의 설계구성 변이에 대한 특징
을 정리하려한다.

4.1 렘 콜하스 4구성 변이(mutation)
르 꼬르뷔제의 4구성을 렘 콜하스 건축의 변이의 기본형으로 둔다면, 특정한 

요소에 의한 구성법의 차이를 설명하기 이전에 큰 틀에서 둘간의 차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르 꼬르뷔제의 4구성의 근간을 기하적 형태와 그것을 조직하
는 건축적 산책선이라고 한다면 렘 콜하스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자신만의 해
석이 있으며, 이 자체로 르 꼬르뷔제의 4구성과 비교되는 ‘변이’이다.
첫 번째로, 건축구성의 기본단위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르 꼬르뷔제의 공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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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기본단위는 면이다. 이는 르 꼬르뷔제 제2구성의 순수 입방체도 면을 막
아서 형성한 것이며, 제1구성은 면을 통해 내외부 공간을 동시에 규정한다. 제
3구성의 돔이노 이론에서는 바닥면과 기둥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기둥은 내부
의 평면 속 벽체인 면의 자유로움을 위한 기본 요소이다. 반면, 렘 콜하스는 
대부분의 건축물을 용도(프로그램)를 담고 있는 입방체의 단위로 설계를 진행
한다. 보통은 여러 가지 용도들을 그 요구조건에 맞는 크기의 입방체 형태로 
개별 형성한 뒤 조합을 통해 전체를 구성한다. 여기서 특정 용도와 형태적으로 
관련이 없는 입방체 볼륨의 형태 규정은 그의 저서 ‘정신착란증의 뉴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931년 맨하튼의 다운타운 어슬레틱스 클럽
(Downtown Athletic Club)이 외관상으로는 각 층들이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
지만 층별로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갖는 것을 발견하고 프로그램과 건축물 외
관의 형태가 따로 분리되는 현상을 파악하였다. 이를 렘 콜하스는 이질적인 다
른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입방체 형태로 표현하고 이접시키는 방식으로 발전 
시켰다. 이러한 방식은 헤이그 시청사 계획안 (1986), 데 로테르담 (1997) 등
에 나타나는데 이는 도시의 마천루를 압축하여 하나의 건축물에 표현한 형상
이다. 
반면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1981)의 뒤집어진 원추형 레스토랑과 비잔티움

(1985)의 비슷한 형태의 카페부터 시작해 이질적인 프로그램들을 다른 형태로 
표현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조합하는 방식도 사용하였으며, 타이페이 퍼포밍 아
트센터(2009), 스트라스버그 유러피안 스쿨(2011) 등에서 나타난다. 
또한 끌로드 빠항의 ‘거주가능한 경사판’ 개념의 영향을 받아 렘 콜하스는 경

사판에 프로그램을 넣었다. 이를 통해 램프가 확장되어 이동이 가능함과 동시
에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사판이 되었으며 이러한 변이는 하이퍼빌딩
(1996), 로마현대미술관 현상안(1999) 등에서 건축적 산책선의 볼륨화로 나
타나거나, 제3구성 주름진 면의 구성에 적용된다.  주씨우 도서관 계획안
(1992)에서는 바닥판들이 주름지고 분기되어 진입부터 최상층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건축적 산책선을 형성한다. 에듀카토리움(1992)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판을 접어서 연속된 면을 조합하였다.
렘 콜하스가 르 꼬르뷔제와의 건축적 차이를 생성하는 기본적인 근거 중 두 

번째는 건축적 산책선에 대한 차이이다. 4구성에서 나타난 르 꼬르뷔제의 건축
적 산책선은 공간을 구성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제1구성에서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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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산책선의 상하좌우로 면을 배치하여 공간의 시퀀스를 만들었으며, 제2구성
에서는 입방체 외관틀 안에서 말아 올라가면서 보이드와 공간을 만드는 중요
한 역할을 한다. 또한 주택이라는 성격과 규모에 적합하게 램프와 계단을 이용
한 도보를 통한 미끄러지는 건축적 산책선이었다. 반면 렘 콜하스는 초기의 소
규모 건축물들에서는 램프로 구성된 주 동선을 계획하였나, 르 꼬르뷔제의 기
승전결의 수목형 공간구조에서 벗어나 위계가 해체되어 산책자들이 다양한 시
나리오로 시퀀스를 경험할 수 있는 리좀적 구조로 건축믈을 구성하였다. 또한 
그의 거대함(Bigness)이론에 등장하듯이 건축물의 규모가 커지면서 엘리베이
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공간을 즉각적이고 빠르게 연결하는 기계적인 동선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건축물의 규모가 임계치를 넘어 그보다 더 커지게 되면 건
축적 산책선에 대한 고려는 설계에서 배제되고 볼륨간의 조합을 이용한 외부 
형태에 주안점을 두어 건축물을 구성한다. 이에 대한 분석은 4구성적 도식화에 
의한 판단이 어렵기에, 일부 특징적인 건축물들만 본 논문에서 추가적인 자료
들과 함께 3장에서 서술했다. 

4.1.1 K-1구성의 변이
K-1구성 세부 유형에서 건축적 산책선의 볼륨화 유형은 르 꼬르뷔제의 설계

전략에서는 건축공간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인지되지 않
던 건축적 산책선이 볼륨화 되어 외부에서 그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건
축적 산책선이 공간 속에 포함되어 공간을 가로지르거나, 계단, 램프 등 이동 
만을 위한 용도만을 가졌던 4구성에서의 건축적 산책선에서 변이되어, 기울기
를 가지는 램프가 공간이 되고 그 위에 프로그램을 담는 유형도 나타난다. 입
방체와 말린 면의 접합 유형도 건축공간을 연속된 하나의 면으로 구성하는 것
에서 르 꼬르뷔제의 4구성에서의 면, 공간 개념에 대한 변이라 할 수 있다.

4.1.2 K-2구성의 변이
  K-2구성 중 입방체 변형 유형에서는 기본 입방체인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자른 형태 혹은 볼륨 내부로의 차집합을 통한 침식형태 등 외관틀 형태를 변
형시키는 변이가 주로 나타났다. 또한 입단면적 관통의 유형은 르 꼬르뷔제의 
4구성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형태로 건축물을 하나의 매스를 보고 그 크기가 
증가 했을 때 내부의 접근성과 환경적 불리함의 극복을을 위해 입단면에서의 
관통을 시행하였다. 전반적으로 르 꼬르뷔제의 제2구성이 순수기하 입방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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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의 조형적 완성미에 의미를 두었다면, 렘 콜하스의 K-2구성은 현대적인 
기하 형태를 표현하였다.

4.1.3 K-3구성의 변이
4구성 중 제3구성의 주요 원리인 돔이노 이론의 기둥을 없앤 렘 콜하스의 4

구성 변이 형태가 K-3구성 기둥 없는 돔이노 유형이다. 코어가 기둥을 대신
하여 구조적인 역할을 하며 내부의 적층된 각 층들은 평면에서의 구조적 자유
로움 속에 다양함을 갖는다. 일부 미술관 프로젝트에서는 전시실의 벽들이 구
조체 역할을 하고 평면에서 자유로운 건축적 산책선이 그 사이를 지난다. 
또한 돔이노 이론을 구성하는 요소 중 바닥판의 변이는 K-3구성 주름진 면

의 구성이다. 특히 주씨우 도서관 계획안(1992)는 평면에서의 자유로움뿐만 
아니라 단면상에서 바닥판이 분기되고 주름지며 하나의 건축적 산책선이 바닥
판 간의 연결을 통해 건물 전체를 통과한다. 에듀카토리움(1992)에서는 보다 
현실적으로 하나의 판만을 주름지게 만들어 진입부터 연결되면서 다른 층의 
바닥판까지 구성한다. 

4.1.4 K-4구성의 변이
 각 구성간의 조합으로 이루진 K-4구성에서는 다른 구성들과는 달리 특정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제4구성이 조합적인 측면에서 이미 차이 생성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이를 통한 차별화를 시도하지 않아도 다양성
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건축요소에서만 개별적인 변이들이 등장한
다. 

4.2 렘 콜하스 4구성 변이유형
앞서 살펴본 렘 콜하스의 건축물 변이 유형을 특징별로 분류하면 용도(프로

그램)의 입방체 볼륨화, 용도의 다양한 볼륨화, 건축적 산책선의 볼륨화, 볼륨 
모서리 잇기, 주름진 면의 구성, 작은 스케일의 볼륨 조합, 기둥 없는 돔이노, 
입단면 관통 그리고 변이 기타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을 연대기적으로 도
표로 만들면 다음 장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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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용도(프로그램)의 입방체 볼륨화 변이유형
렘 콜하스는 건축물의 형태의 기본단위를 프로그램의 크기를 담은 입방체로 

하여 그것들의 조합으로 건축물을 구성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데 로테
르담(1997), 함부르크 과학센터(2007), 111 1번가 빌딩(111 First Street, 
2006)등은 각기 다른 프로그램들이 하나의 입방체로서 외부에서 그 분절된 형
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1] (좌) 데 로테르담(1997)은 오피스, 호텔 등 용도를 조합하여 각 용도

             에 대한 독립성과 연결성을 적절히 고려하였다.   

          (우) 함부르크 과학센터(2007)는 여러 용도의 전시실을 쌓아 형태를

              구성하였다.

또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입방체로 분절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봄
예스 60-68 빌딩(2007)은 오피스라는 용도를, 퀘벡 국립 조형미술관 (2010)
은 미술관이라는 용도를 어긋나게 쌓은 형태이다. 또한 서로 다른 비례의 입방
체가 결합한 헤이그 시청사 계획안(1986)와 가로세로가 같은 입방체가 결합한 
가즈프롬 본사(2006)는 다수의 입방체가 한 층의 평면을 형성한다. 

[그림 4-2] 헤이그 시청사 계획안(1986)은 외부적으로는 다양한 입방체의 조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용도로 연결된 평면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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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좌) 스트라스버그 유러피안 스쿨(2009)의 프로그램에 맞춰 변화하는 볼륨

          (우) 타이페이 퍼포밍 아트센터(2009)의 3개의 극장 볼륨이 중앙의 입방체를

              중심으로 결합하는 다이어그램

4.2.2 용도의 다양한 볼륨화 변이유형
용도의 다양한 볼륨화 유형은 형태에 대해 프로그램의 성격을 부여하지 않았

던 용도의 입방체 볼륨화 유형과 차이가 있다. 이 유형은 용도에 따른 형태로 
볼륨을 구성하는 유형으로 그 초기 사례는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1981)의 뒤
집어진 원추형 레스토랑과 비잔티움(1985)의 역시 뒤집어진 원추형 카페를 들 
수 있다. 

[그림 4-3] (좌)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1981)의 뒤집어진 원추형 레스토랑

          (우) 비잔티움(1985)의 뒤집어진 원추형 카페

유로디즈니(1986), 타이페이 퍼포밍 아트센터(2009), 스트라스버그 유러피안 
스쿨(2011) 등은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다른 볼륨 형태로 규정하여 조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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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좌)로마 현대미술관 현상안(1999)의 모형. 흰색으로 볼륨화된 건축적산책선

          (우)멀티미디어 빌딩(2002)모형, 경사를 극복하는 흰색의 건축적 산책선 볼륨

4.2.3 건축적 산책선의 볼륨화 변이유형
K-1구성 세부 유형 중 건축적 산책선의 볼륨화 유형은 르 꼬르뷔제의 경우

에서 건축물 속에 내제되어있어 눈에 보이지 않던 건축적 산책선이 볼륨화되
어 외부에서 그 흐름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건축적산책선이 공간을 가로지
르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좁은 복도로 인식되는 건축적 산책선과 대비되어 
기울기를 가지는 램프가 공간이 되고 그 위에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게 된 것
이다. 그리고 입방체와 말린 면의 접합 유형 역시, 공간을 연속된 하나의 면으
로 표현하다는 것에서 르 꼬르뷔제의 건축과 차별화되는 변이라고 할 수 있다.

4.2.4 입방체 모서리 잇기 변이유형
4구성 중 제1구성에서 르 꼬르뷔제의 규준선은 입면 비례나 개구부의 비례를 

정하는 등의 소극적인 역할이었다면, 렘 콜하스는 입방체의 볼륨들을 배치 한 
뒤 그것들의 모서리를 잇고 그 선들이 그대로 외부가 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유형은 시애틀 중앙도서관(1999), 휘트니 뮤지엄 확장 계획안(2001)
에서 잘 나타난다. 
볼륨을 이동하나 회전한 뒤 모서리를 잇는 방법은 K-1구성 변이유형에 이어 

다시 나타나는 데, 광동 바오스틸 빌딩(2012)는 상부 육면체가 단변으로 이동
하는 것을 그 하부선들이 따라가는 형태이고, 425 파크 에비뉴 (2012) 는 세 
개의 육면체를 각각 회전 시키면서 배치하고 그 모서리를 연결시킨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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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좌)시애틀 중앙도서관(1999)의 볼륨들과 외피로 볼륨 모서리 잇기

          (우)425 파크 에비뉴(2012)의 볼륨 엇갈림과 모서리 잇기

4.2.5 주름진 면의 구성 변이유형
한편 돔이노 이론의 주요요소인 바닥판의 변이 역시 주름진 면의 구성으로 

나타난다. 특히 주시우 도서관 계획안(1992)는 평면에서의 자유로움뿐만 아니
라 단면상에서 바닥판이 분기되고 주름지며 하나의 건축적 산책선을 램프나 
계단이 아니라 바닥판을 통해 연결한다. 에듀카토리움(1992)에서는 보다 현실
적으로 하나의 판이 진입부터 연결되어 다른 층의 바닥판이 된다. 

[그림 4-7] (좌) 주시우 도서관 계획안(1992)이 바닥판의 연속성

          (우) 에듀카토리움(1992)의 주름진 바닥판 조합

K-1구성 중 입방체와 말린 면의 접합유형으로서 카디프만 오페라 하우스 현
상안 (1994)과 룩소르 극장 현상안(1996)에서는 에듀카토리움과 같이 단방향
의 면이, 광저우 오페라 하우스 현상안(2002)에서는 복곡면의 면이 나타난다. 
아디가르 컨벤션 센터계획안(1990)에서는 제2구성 하부와 저층부 바닥면의 곡
면이 만나 다양한 단면 시퀀스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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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작은 스케일의 볼륨 조합 변이유형 
작은 스케일의 볼륨조합 유형의 변이는 노라 토렌(2013)에서 잘 드러나는데, 

전체적인 건물규모에 비해 조합되는 볼륨이 작은 스케일을 가지며 이것이 엇
갈리게 쌓여져 전체형태를 만든다. 모나코 호텔 계획안 (2008)은 제2구성 부
분이 제1구성적 볼륨들로 형태를 만들어지지만 전체적인 틀로 외관을 확보한
다. 이로서 각 대규모 건물의 약점이었던 채광과 통풍 등 환경적 요인이 충족
된다.

[그림 4-8] (좌) 모나코 호텔 계획안 (2008)의 볼륨 조합 하부 투시

          (우) 노라 토렌(2013)의 정해진 틀 안에서의 적층 형태

반면 티머휘즈(2008)는 같은 크기와 형태의 직육면체 유닛을 쌓아 저층부에
는 통로가 포함된 제3구성 유형을 배치하고 평면상으로 제2구성 유형의 형태
를 만들고, 상층부는 피라미드 형식으로 쌓아 내부의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채
광과 발코니를 확보하였다. 또한 마하낙혼(2009)에서는 입방체의 타워에 작은 
볼륨들이 소용돌이치듯 말아 올라가며 차집합을 실행하였다.

[그림 4-9] (좌)티머휘즈(2008)의 같은 볼륨들 조합, (우)마하낙혼(2009)의 차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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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좌)칼스루헤 ZKM센터 계획안

(1989), (우)프라다 샌프란시스코(2000)의 적

층된 평면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단면 모형

4.2.7 기둥 없는 돔이노 변이유형
돔이노 이론의 주요 건축요소인 기

둥을 없앤 변이형태가 기둥 없는 돔
이노 유형이다. 이는 엘리베이터 등
의 코어가 기둥을 대신하며 내부의 
적층된 평면들은 구조적으로 자유로
움 속에 다양함을 갖는다.  칼스루헤 
ZKM센터 계획안(1989), 프라다 샌
프란시스코(2000)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조금은 다른 형태로 피노 파운데이션(2001), 국립 고고학 & 지구과학 
박물관(2010)에서는 미술관 프로그램적 특성상 필요한 실들을 자유롭게 배치
하며 그것들을 구성하는 벽들이 구조가 되고 평면에서 자유로운 건축적 산책
선을 형성한다. 

[그림 4-11] (좌)피노 파운데이션(2001), (우)국립 고고학&지구과학 박물관(2010) 

           의 전시벽과 그 사이의 자유로운 건축적 산책선

4.2.8 입단면 관통 변이유형
입단면적 관통의 유형으로  토레 베센테나리오(2007)는 중앙에 위치한 라운

지를 중심으로 한 변의 아래로는 공원방향으로 이웃하는 변 위로는 도시방향
으로 대각선으로 관통이 되어 조망이 가능하게 하였다. 더 트윈스(2008)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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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입방체 내부 주거 프로그램을 위한 채광과 환기를 위해 관통을 통해 비
워내었다. 또한 콜싱겔은(2008) 내부의 오피스, 주거, 호텔, 리테일을 어긋나
게 쌓음으로써 중앙을 관통하는 통로, 문화적 시설, 가든을 위한 void를 가진
다. 

[그림 4-12] (좌) 토레 베센테나리오(2007)의 관통 다이어그램

           (우) 콜싱겔은(2008)의 Soild-Void 다이어그램, 관통되는 Void 부분에도

               프로그램이 배치되어있다.

4.2.9 기타 변이유형
기타 변이유형은 각 건축물 마다 개별적인 특징을 가진다. 빌라 달아바

(1985)는 렘 콜하스가 근대건축물인 르 꼬르뷔제의 빌라 사보아를 인용함과 
동시에 현대적인 성격을 부여하려 했던 건물이다. 이에 빌라 달아바는 렘 콜하
스의 선언적인 건물로서 많은 부분에서 원본과 차이를 생성하기 위해 노력하
였는데, 제2구성 입방체 부분을 분절하고 비틀어서 배치하였으며, 기둥을 불규
칙하게 배열하여 기둥을 구축재에서 표현재로 바꾸었고, 내부의 공간에서도 램
프를 편심으로 배치하고 건축적 산책선을 분기시켜 다양한 시퀀스를 생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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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구성 기타유형 중에서 증여물 주변의 집(1998), 율리아나 여왕 광장 빌
딩(2002)은 외부 면들의 구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조합이 원형이 읽히지 
않는 조각적인 형태이다.  

[그림 4-13] (좌)증여물 주변의 집(1998), (우)율리아나 여왕 광장 빌딩(2002)의 볼륨 간

           조합이 읽히지 않는 조각적 형태

산타모니카 플라자(2013)는 네 개의 돔이노를 엇갈리게 결합하여 흐름을 만
들었으며 파에나 아트센터(2014)에서는 볼륨 간 일부 면의 병합 등의 건축물
마다 개별적인 특징을 가진다. 

[그림 4-14] (좌) 산타모니카 플라자 (2013) 돔이노 시스템 4개의 조합

        (우)파에나 아트센터(2014) 볼륨 간 면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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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결
렘 콜하스는 건축물의 설계과정에서 본 논문의 분류 기준인 르 꼬르뷔제의 4

구성 건축물 혹은 자신의 이전 건축물들과 다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변이 유형들을 사용하였다. 그가 사용한 변이 유형을 분류하면 용도(프로그램)
의 입방체 볼륨화, 용도의 다양한 볼륨화, 건축적 산책선의 볼륨화, 볼륨 모서
리 잇기, 주름진 면의 구성, 작은 스케일의 볼륨 조합, 기둥 없는 돔이노, 입단
면 관통 그리고 변이 기타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구성의 기본 단위로 면을 사용한 르 꼬르뷔제와는 달리, 렘 콜하스는 입방체 

혹은 다양한 형태의 볼륨을 기본 단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설계방식을 반영
한 변이유형은 용도의 입방체 볼륨화, 용도의 다양한 볼륨화, 건축적 산책선의 
볼륨화, 볼륨 모서리 잇기이다. 그 중 건축적 산책선의 볼륨화 유형에서는 건
축적 산책선 볼륨이 단지 통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특정 프로그램들을 배
치하였다. 볼륨 모서리 잇기 변이 유형은 르 꼬르뷔제의 제1구성에서 입면을 
정리하기 위한 규준선의 렘 콜하스식 재해석으로 자유롭게 배치된 입방체들의 
모서리를 이어 그것이 그대로 입면형태가 되는 변이 유형이다. 
E.주름진 면의 구성은 K-3구성의 세부유형으로 면이 주름지면서 층을 넘나

드는 연결성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K-4구성 유형 건축물 중에서 아가디르 
컨벤션센터계획안, 더치 하우스 등의 일부 면이 주름지게 구성되어있어 이 변
이 유형에 속한다. 기둥 없는 돔이노 역시 K-3구성의 세부유형으로 현대 구
조기술의 발달로 돔이노 이론의 기둥대신 코어나 전시실의 벽 등이 구조적 역
할을 하며 평면의 자유도를 확보한다.
또한 전체 건축규모에 대해 작은 스케일의 볼륨들이 조합되어 일련의 형태를 

만드는 변이 유형은 작은 스케일의 볼륨 조합이다. 그리고 입단면 관통 유형은 
외부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보이드를 관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적 유리함을 부가
하였다. 변이 기타유형은 빌라 달아바(1984)에서 두 개의 그리드 사용, 리움 
미술관(2002)의 K-2구성,K-3구성 조합의 특수성, 산타모니카 플라자(2013)
에서는 돔이노 구조 4개의 조합, 파에나 아트센터(2014)에서는 볼륨 간 일부 
면의 병합 등의 건축물마다 개별적인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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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렘 콜하스(Rem Koolhaas)는 현 시대를 대표하는 네덜란드 건축가로서 1975
년부터 그의 사무실 OMA(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를 이끌고 있
다. 그의 건축은 신구성주의, 탈구축주의 등의 여러 이론들로 해석되고 있지만 
한 가지 이론만으로 그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건축관 전체를 설명하기는 힘들
다. 본 연구는 그의 초기 작품인 빌라 달아바(1985)가 근대 건축가 르 꼬르뷔
제(Le Corbusier)의 빌라 사보아(1929)를 참조점으로 삼았다는 것에서 출발
했다. 렘 콜하스는 그 스스로 건축관의 형성과정에서 근대건축의 미스 반 데 
로에(Mies van der Rohe)나 이반 레오니도프(Ivan Leonidov)와 같은 러시아 
구성주의 등 근대의 산물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빌라 사보아 이후의 렘 
콜하스의 건축적 실험들에서 발견된 특징들은 자연스레 르 꼬르뷔제가 1929년
까지의 주택 설계과정에서 도출한 아이디어를 유형별로 정리한 ‘4구성(Les 4 
compositions)’으로 연결되었다. 
르 꼬르뷔제의 4구성은 익히 잘 알려진 그의 ‘근대건축의 5원칙’의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는 건축물 전반에 대한 설계 전략으로, 건축의 재료나 세부적인 공
간, 디테일 등이 발현되기 이전의 굵직한 다이어그램이다. 이는 5원칙처럼 닫
힌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는 큰 카테고리이다. 4구성은 공
간 속의 건축적 산책선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하는데, 제1구성은 자유롭게 움직
이는 건축적 산책선을 따라 면을 배치함으로써 역동적인 내외부공간을 형성한
다. 제2구성은 순수기하의 틀 속에 건축적 산책선이 VOID 공간을 향유하며 움
직인다. 제3구성은 르 꼬르뷔제의 돔-이노 구조의 적층된 시스템울 기본으로 
자유로운 평면을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유형으로 외관의 틀은 약하다. 제4구성
은 앞의 제1,2,3구성의 조합으로 빌라 사보아에서 볼 수 있듯이 제3구성의 저
층부가 통행성을, 제2구성의 중층부가 정리된 외관을, 제1구성의 옥상부가 채
광 등 환경적인 만족을 주어 르 꼬르뷔제 스스로도 가장 완성된 형태라 여겼
다. 이렇듯, 4구성을 이루는 각각의 구성들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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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기초가 된다. 따라서 렘 콜하스의 건축물을 4구성의 다
이어그램과 같은 차원으로 환원시켜서 그 경향을 분석한다면 그가 어디에 주
안점을 두고 어떤 생각으로 건축 작업을 진행하였는지 알 수 있다. 르 꼬르뷔
제의 4구성과 렘 콜하스가 사용한 4구성을 구분하기 위해 렘 콜하스의 건축물 
분류 유형은 'Koolhaas'의 약자 K를 붙여 표시한다. 
2장에서는 렘 콜하스의 건축물을 도식화 한 뒤,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렘 콜

하스의 설계전략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1981년
-2015년까지의 건축 작업 102개의 분류를 통해 K-1구성 유형은 40개
(40.82%) 이고, K-2구성 유형은 23개 (23.47%), K-3구성 유형은 14개
(14.29%), K-4구성 유형은 21개(21.43%)임을 밝혔다. 또한 4구성의 건축요
소의 유무에 대하여 세부유형을 나누었는데, K-1구성에서는 K-1구성 정형 
유형, 건축적산책선 볼륨화 유형, 입방체와 말린 면 접합 유형, 단순 볼륨간 접
합 유형, K-1구성 기타 유형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또한 K-2구성에서는 
K-2구성 정형 유형, 입방체 변형 유형, 입방체 분절 유형, K-2구성 기타 유
형 등으로 분류 하였다. 그리고 K-3구성에서는 K-3구성 정형 유형, 기둥 없
는 돔이노 유형, 주름진 면 구성 유형, K-3구성 단층구성 유형으로 나누었고, 
앞선 구성들이 기하학적, 위상학적으로 세부유형을 규정한 반면에 각 구성들간
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K-4구성의 특성상 K-4구성 정형 유형, K-1구성,K-2
구성 결합 유형,  K-1구성,K-3구성 결합 유형, K-2구성,K-3구성 결합 유형
으로 세부 유형들을 정리하였다. 
렘 콜하스 건축물의 시대별 4구성 분류에서는 1981대~2006년까지는 렘 콜

하스가 내부 공간과 외부공간에 대한 동시적 실험을 통해 K-1,2,3,4구성 전체
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2006대 이후에는 K-1구성과 K-2구성 유
형의 건축전략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내부에서 건축적 산책선에 대한 고려가 
약해지는 K-1구성 단순볼륨간 결합 유형과 K-2구성 육면체변형 유형을 많이 
사용했다. 
규모별 4구성에 의한 분류에서는 규모의 기준을 렘 콜하스의 저서『S,M,L,X

L』에 등장하는 크기로 영역을 산정하여, ‘S규모’의 건축물 중에서는 K-4구성 
중 K-2구성,K-3구성 결합 유형이 9개 중 4개(44.44%)로 가장 많았다. 이는 
‘S규모’ 카테고리의 건축물들은 주로 소규모 주택으로, 빌라 사보아의 잔상이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하다. ‘M규모’와 ‘L규모’ 모두 K-1구성 단순 볼륨간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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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륨으로 단순화하고 외부에서 
접합하는 방식으로 내부 공간보다는 외부 형태에 주안점을 두는 경향을 나타
낸다.
다음으로 용도별 4구성-분류에서는 세부유형에 대한 분포가 각 용도별로 고

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르 꼬르뷔제의 4구성 자체가 용도에 관계없이 범용적이
라는 것과, 렘 콜하스가 용도에 관계없이 4구성 유형을 고루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만 렘 콜하스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다양한 용도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분석의 편의를 위해 한 가지 용도로 산정한 것에 용도별 분류
에 한계를 가진다. 
정성적 분석으로서 3장에서 렘 콜하스의 건축물의 4구성-분류에서 렘 콜하

스가 만들어낸 차이들을 규정할 수 있는 하위 카테고리로 각 구성별 세부 유
형을 개별 건축물 단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렘 콜하스가 기존의 건축들
과 차별화를 위해 만들어낸 변이의 방법들을 다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렘 콜하스의 변이는 공간구성의 기본단위로 면을 사용한 르 꼬르뷔제와 달리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볼륨을 사용하였고, 건축적 산책선도 현대의 거대한 건
축물 규모에 따라 기계적, 즉각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공간구조가 리좀적으
로 변하는 형태를 취하다가 일부 건축물에서는 건축적 산책선에 대한 고려없
이 외부 형태에만 집중한 양상을 띈다. 이를 바탕으로 렘 콜하스의 건축적 변
이 유형을 분류하자면 용도(프로그램)의 입방체 볼륨화, 용도의 다양한 볼륨
화, 건축적 산책선의 볼륨화, 볼륨 모서리 잇기, 주름진 면의 구성, 작은 스케
일의 볼륨 조합, 기둥 없는 돔이노, 입단면 관통 그리고 변이 기타유형으로 나
눌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본 논문의 분석 기준이었던 르 꼬르뷔제의 
건축과 차이를 만들었고 더 나아가 렘 콜하스 자신의 이전 건축물들과도 차이
를 두었다.
하지만 연구의 대상이 된 렘 콜하스의 건축물에 대해 4구성 차원의 도식화 

환원을 통한 분석은 내부 공간구조에 대한 건축적 아이디어를 담기가 힘들고, 
도식화의 과정에서 본 연구자의 임의적인 생략과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
가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유형의 건축을 생산하는 시작점을 찾아가는 
것으로서 렘 콜하스 건축물에 대한 4구성 분류에 의의를 두며, 그가 건축적 변
이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다른 건축물들과 차이를 생성하는 방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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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A B ST RA C T

A Study on the Architecture Design Strategy of Rem 
Koolhaas's Design Method through the Le Corbusier's 'Les 4 
Compositions'. 

Choi, Sungyeol
Master Dissertation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 Kim, Hyun-cheo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fine how Rem Koolhass makes some differences 

from achievements of the past. He is most influential architect of the present age, 

and continue to work for many projects. In is thesis by using Le Corbuiser's 'Les 4 

Compositions' theory as the criterion to figure out the topological differences. At 

1929, just after published 'Villa Savoye', Le Corbusier had released '4 Compositions' 

on his collections 'Euvre complêtè'. In this text he presented 4 strategies of his 

architectural design with pros and cons. These are fundamental criterion to understand 

his works. 'Les 4 Compositions' consists fundamental ideas before the architectural 

details. So I converted Rem Koolhaas's works into the diagram of 'Les 4 

Compositions' dimension, and classified those. To distinguish Rem Koolhaas's 

Composition from original 'Les 4 Compositions' I named the categories with 'K-' 

from 'Koolhaas'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Rem Koolhaas's works classification via 'Les 4 

Compositions' proceeded with the chronological pattern, the scale and the progra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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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There are some specific types which consider inside and outside of building 

simultaneously, from 1981 to 2006. and it means that he did architectural experiments 

of the shape and inner space with contemporary paradigm. But after 2006, there are 

only types for exterior, shows his interest was moved to external appearance. It also 

bound up with his 'Bigness' theory which prescribed the character of a big building 

in current mega-city.

In the Third Chapter, as the qualitative analysis, I tried to grasp the feature of the 

specifics of each compositions with Rem Koolhaas's works. The specific types of 

'K-1 Composition' are 'K-1 Standard type', 'Being Volume of the Architectural 

Promenade type', 'Composition of a Cube and Folded Surface type', 'Composition of 

Simple Volumes type' and 'K-1 Composition other type'. Also 'K-2 Composition' are  

'K-2 Composition Standard type', 'Modified Cube type', 'Segmented Cube type' and 

'K-2 Composition other type'. 'K-3 Composition' can be classified into 'K-3 Standard 

type',  'Dom-ino system without Column type', 'Composition of Folded Surfaces type' 

and 'Single Story type'. But 'K-4 Composition' is different from other compositions. 

That is a combination of  other compositions. So It can be divied into 'K-2 

Composition Standard type', 'Combination of K-1,K-2 type', 'Combination of K-1,K-3 

type' and 'Combination of K-2,K-3 type'. At the end of each paragraph I describe the 

Rem Koolhaas's 'Mutation' to make differences with Le Corbusier's architecture.

Based on the Third Chapter, I categorized Rem Koolhaas's 'Mutaion' at the Fourth 

Chapter. It can be categorized into 'Being Cubic Volumes of Program', 'Being 

Various Volumes of Program', 'Being Volume of the Architectural Promenade', 

‘Making Volumes by Connecting the conners of Volumes', 'Composition of Folded 

Surfaces', ’Combination of Small Scale Volumns', 'Dom-ino system without Column', 

'Perforation at Elevation and Section' and 'Other Mutations'.

With this analysis, we can primarily figure out how Rem Koolhaas makes differences 

from subsistent architectures of Le Corbusier, other architects and even his previous 

works.  

Key words : Rem Koolhaas, Le Corbusier, Les 4 Compositions, Bigness,  
topology, mutation, 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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