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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onian houses of Frank Lloyd Wright from an ecological

viewpoint. After considering the definition and application of ecological architecture through literature review, 28

Usonian hous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for the study. Also, nine Usonian houses, which clearly have ecological

and historical importance, were visited and more thoroughly analyzed. The result shows that Usonian houses are

ecological in terms of 1) the relationship among nature, landscape and house, 2) the orientation, natural light and

natural ventilation, 3) the use of natural local materials including wood, stones and bricks, 4) the use of floor heating

(the On-dol system inKorea), 5) the human scale, 6) the use of the board and batten unit (an early system of

prefabrication), and 7) the openness and flexibility of floor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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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009년 12월 전세계가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UN기후변

화협약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는 전세계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선진국들은 80%까지 줄이자고

하는 기후 협약을 의결하기 위한 회의이다. 정부의 계획대

로라면 한국도 내년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가

동한다. 이에 따르면, 에너지 다소비 사업과 대형 건물 등

은 정부와 협의해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해

야 한다.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건물과 교통 분야 위주로 감축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1).

건축 분야에서는 이미 친환경 건축물인증제도가 확립되

어 환경친화적 건물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21세기 우리의 주택 건설 현황을

살펴보면, 지구 환경을 고려한 건물 실내 환경의 쾌적성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이루어지는 주택이 건설되고 있

는지 의문스럽다. 주상복합이라는 이름으로 초고층으로 지

어지면서 외부의 자연이나 정원과는 차단된 채, 환기창이

나 차양, 베란다 등을 통한 자연 통풍이나 열 순환 등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전기 사용에 의존하는 반생태적 주거

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주택이라고

하면 자연과 함께 하는 유기적 건축과 함께 카우프만 주

택이나 로비 하우스로 대표되는 거대한 규모의 고급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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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사IN 주간(www.sisain.co.kr 2009. 12.03)

을 떠올린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에서 50년대에 이르기

까지 라이트는 유소니언 주택이라고 부른 미국 중산층을

위한 주택을 140여개 설계하였으며, 이는 오늘날 미국 중

산층을 위한 주택 디자인의 원형이 되었다.

본 논문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1936년 제이콥스

(Katherine and Herbert Jacobs) 주택을 기점으로 시작한

중산층을 위한 유소니언 주택의 디자인 특성을 생태적 관

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생

태적으로 건강하면서 동시에 조형적 아름다움을 지닌 주

택 디자인에 대해 재고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라이트의 유소니언 주택의 특성을 생태적 관점에서 파

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생태 건축의 개념과 적용 특성

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생태 건축의 특성 중

주위 자연환경과의 맥락적 관계, 형태 및 재료와 관련한

디자인 특성에 관해 파악하였으며, 설비 시스템이나 측량

과 같은 공학적 부분은 제외하였다.

다음 단계로 라이트의 건축 디자인의 특성을 파악하였

다. 라이트의 전 생애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난 자연을 향한

디자인 철학과 유기적 건축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서 라이

트 건축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라이트의 유소니언 주택을 문헌고찰을 통해

파악한 생태 건축의 특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라이트가

디자인한 140여개의 유소니언 주택 가운데 현존하고 있으

며, 다음 저서들에서 중복 소개하고 있는 유소니언 주택

28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Frank Lloyd Wright the

Houses, 2005; Wright-Sized Houses, 2003; Frank Llo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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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ght, 1998; The Wright Experience, 2008; Frank

Lloyd Wright, his 100 greatest works, 2002;

Understanding FLW's Architecture, 1995). 또한 28개의

유소니언 주택 가운데, 문헌을 통해 역사적, 생태적 의미

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주택 9개에 대해서는 생태적

특성을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 종합하였다.

2. 생태 건축의 특성

2.1 생태 건축의 개념과 목적

생태학이란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유기체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과의 연관관계에 관한 총체적 학

문이다. 그리스어 어원에서 의미하는 생태학은 자연자원과

에너지의 관리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유기체를 둘러싸

고 있는 유기적 환경과 무기적 환경-토양, 기후 등의 상

호작용에 관한 학문을 의미한다.

생태건축은 생태학을 건축에 접목시킨 것으로 건축물을

자연생태계의 일부로 보며, 건축을 생태계의 순환원리를

좇아 구축함으로서 그 인공적 생태계가 자연생태계와 유

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2). 따라서 생태 건

축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출발점으로 하여 에너지와 자

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건강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

을 그 목적으로 한다. 생태 건축의 실천 방안으로는 자연

과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입지선정, 자연 에너지의 이

용, 자연조건을 이용한 실내 기후 조절, 식물을 이용한 외

벽 보호, 건물과 주위 경관 및 수목과의 연계, 대지 주변

의 생태 유지 등을 들 수 있다.

생태건축이란 결국 인간이라는 군집이 처한 환경 다시

말해 역사적, 사회문화적 환경과 그에 따른 다양한 생활

욕구가 생존 공간의 생태학적 특성과 균형 조화를 이루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주거문화를 이룩하고 이것

이 건축으로 가시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생태건축의 한국

현실 적용을 위해서는 우리의 자연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통찰이 요구된다3).

생태 건축에서 핵심이 되는 용어인 환경친화 건축의 정

의는 ‘지구 환경의 보전과 삶의 질의 향상에 필요한 환경

과 조화된 건축, 인간의 쾌적성 확보, 에너지 절약,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 확대 등을 극대화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예술성 있는 건축설계 행위‘라 할 수 있다4). 또한 생태건

축을 건축과 자연과의 관계 형성에서 자연 에너지의 생태

적 이용,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용어로 선택, 적

용하기도 한다5).

2.2 생태건축 요소와 특성

생태건축의 실행의 세부 내용으로는 자연환경과 에너지

2) 권영걸, 공간 16강, p.111, 112, 도서출판 국제, 2001

3) 전인호, 생태학과 생태건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5월 special issue

p.27-32, 2008

4) 태원진, 환경친화를 반영한 주거공간의 가치,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월

special issue p.61-64, 2008

5) 조현미, 시게루 반의 건축에 나타나는 생태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4권 6호, p.75-86, 2005

효율을 고려한 입지선정의 중요성과 건물의 배치, 재료의

선택, 공간구성 계획, 건물내부의 기능 연계, 건물설비 시

스템, 그리고 주변 녹지와 수목과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하

다고 보고 있다6).

보다 구체적인 생태 건축 요소들로는 우수저장시설, 생태

적인 비오톱의 적용, 태양에너지의 이용, 벽면녹화, 발코니

의 이용, 온실, 채광 및 통풍을 위한 보이드 공간, 기존 지

형지물의 보존, 녹화지붕의 도입, 건축 자재의 고려, 투수성

포장, 테라스 및 파고라의 식재 등을 들 수 있다7). 실내공

간에 있어서는 자연채광이나 환기와 공조등과 같은 물리적

관점에서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려는 경향, 자연경관

과 실 내 외공간의 유기적 연계를 꾀하려는 경향, 자연요소

의 직 간접적인 도입, 생태학적 소재나 재료의 사용 또는

그러한 이미지를 형상화하려는 경향 등을 들 수 있다8).

미국의 경우, 리차드 데일리(Richard M. Daley) 시카고시

장에 의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시카고 그린 홈 프로그

램은 시카고 환경건설국의 주도하에 지속가능한 그린 주거

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카고의

과학산업박물관(Museum of Science & Industry)에 Smart

Home Model House를 설립하여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생태 원칙을 적용하였다.

첫째, 스마트 디자인으로 휴먼스케일의 집, 따뜻한 재료,

정리된 선, 풍부한 햇빛과 통풍으로 집을 더 공간감 있게

만들고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열, 빛, 차양, 보완 시스템을

조절한다. 둘째, 재료의 효율성으로 조립식 건축으로 시간

과 재료의 사용을 줄인다. 조립식 모듈 방식을 사용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 중 사용되는 에너지와 폐기물

질을 줄인다. 또한 대나무 바닥재, 재활용 유리타일 등 재

생가능하거나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환경 부하

를 줄인다. 셋째, 에너지 효율성(채광, 환기, 열)으로, 지붕

녹화(green roof)를 하여 집안의 온도를 조절하고 빗물의

흡수를 돕는다. 대형 창, 접이식 문, 차양은 집 내부의 빛

환경과 열 환경조절에 도움이 된다. 또한 태양열 지붕 패

널을 사용하면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의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넷째, 수자원의 효율성으로 물절약 기술

을 이용한 제품(low-flush shower heads, dual flush

toilets), 빗물과 중수의 사용 등은 필수적이다. 다섯째, 건

강한 환경으로 유독물질 발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다.

VOC가 없는 페인트, 수목을 활용한 기후 조절, 투수성 포

장재의 사용 등 건강한 주거 환경을 위한 재료를 사용하

고 정원을 조성한다.

또한 Prefab Green9)에서는 카우프만은 스마트 디자인을

생태적 원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건축과 유지관리에서 재료와 자연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

한다. 조립된 모듈 자재 시스템을 사용하여 건설 폐기물을

줄이고, 공사 기간과 노동력을 단축한다. 둘째, 크게 짓지

않고 잘 디자인한다. 크게 짓는 것보다 멋지게 디자인하는

6) 전인호, 생태학과 생태건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5월 special issue

p.27-32, 2008

7) 이규인, 일본의 환경친화 주택, 도서출판 발언, 1993.

8) 권영걸, 공간 16강, p.111- 112, 도서출판 국제, 2001

9) Michell Kaufmann, Prefab Green, p.37-45, Gibbs Smith Publishing,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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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스마트 디자인이다. 셋째, 두 개의 기능을 하는 디자

인으로, 하나의 디자인이 두 개의 기능을 한다면 그만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엌의 천창은 자연 채

광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환기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넷

째, 외부 공간 디자인으로, 외부 공간을 지혜롭게 사용하

는 것은 공간감을 느끼게 만들고 생활공간을 확장시킨다.

다섯째, 지붕 디자인으로, 지붕 데크, 정원, 옥상 녹화 등

을 통해 작은 주택에서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집안 내부

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여섯째, 자연 채광의 디자인으로, 적절한 위치의 유리창

과 유리문은 낮 동안 충분한 채광을 제공한다. 이는 사방

에 대형 유리창을 설치하는 것과는 다르다. 적절히 설치된

유리창을 통해 빛이 분산되면 지나치게 밝은 빛과 열기로

인한 불편함을 막아주고, 인공조명을 사용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일곱째, 자연 환기 디자인으로, 맞통하는 창문을

설치하여 더운 여름에 실내 공간을 시원하게하고 봄가을

에는 건강한 공기의 흐름이 이루어지게 한다. 또한 실내

온도는 차양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조절가능

하다. 여덟째, 대지에 적합한 조경 디자인으로, 집을 기후,

지형, 문화적 풍토에 맞게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외에도 정원 등을 디자인하여 아름다운 외부 공간을

내부와 연계하도록 하는 것, 수명이 길고 유지관리비가 적

게 드는 재료의 사용, 가족들의 생애 주기에 따라 쉽게 바

꿀 수 있는 가변성 있는 디자인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국내의 많은 생태 관련 연구에서도 환경친화 주거공간

의 설계 방향으로, 거주 공간 설계시 자연통풍, 자연 채광

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친환경 재료나 재활용 재료를

사용할 것을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또한 천창이나 차

양을 통한 자연 에너지의 조절, 건물의 형태와 배치에 따

른 에너지 소모의 최소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10).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근대 건축에 나타나는 생태적 특성을 주변과

의 유기적 연관성, 전이공간의 유기성, 형태적 유기성, 단

열을 위한 다층적 구조, 자연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종합 분석하였다11).

이러한 생태 건축의 적용 방안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가 그의 저서 Natural House에서 이야기하는 인간과 자연

환경과의 조화, 에너지 효율성, 자연 채광의 적극적 활용,

자원 및 재료 사용의 최소화, 지역의 자연 재료 사용, 그

리고 조립 시스템에 의한 건축비용 절감과 폐자재의 최소

화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3.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건축디자인 특성

3.1 지역성과 대지에 대한 고려

라이트는 자신의 초기 주택 디자인의 특성을 아래와 같

이 설명하였다. “기후는 강열한 열기와 추위, 습기와 건조

함, 어둠과 빛과 관련된 문제로, 나는 이를 위해 거대한

10) 태원진, 환경친화를 반영한 주거공간, 2005; 윤지영, 아파트 실내디

자인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03; 시게루 반의 건축에 나타나

는 생태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2005)

11) 이윤희, 근대건축공간의 생태적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

디자인학회논문집, 14권 5호, 2005

형태의 지붕(roof-shelter)를 제안했다. 이 시기의 집은 멋

진 쉘터 밑의 내부 공간이다 12).”

실제로 라이트의 지붕 선은 건물의 아이덴티티와 조형

적 특성을 강하게 나타낸다. 낮고 수평으로 긴 지붕은 주

택의 외관에 강렬한 이미지를 주었는데, 이는 5개월 정도

지속되는 매우 춥고 긴 겨울을 지닌 메디슨을 비롯한 미

국 북부 지역의 기후적 특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라이트 자신이 ‘below zero' 라고 부른 위스콘신 북부

수페리어 지역의 주택 디자인을 보면 경사진 박공지붕이

엄청난 양의 눈과 추위, 그리고 여름의 뜨거운 태양로부터

집을 보호하기 위해 거의 땅까지 내려올 정도의 경사진

것을 볼 수 있다13). 즉, 라이트 주택의 수평적이면서 감

싸 안는 듯한 거대한 지붕의 형태는 라이트가 성장한 위

스콘신 지역의 자연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이트의 박스의 해체는 종종 벽난로 코어로 나타나는

수직축을 중심으로 대지를 향해 수평적으로 뻗어가는 형

태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대지의 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환경이 건물과 함께 유기적 관계를 맺게 된다.

모노나 테라스 컨벤션 센터의 경우14), 아름다운 모노나

호수를 바라보면서 호수의 경계선을 따라 유기적인 곡선

형태로, 건물이 호수위에 부유(floating)하도록 계획되었다.

도시의 핵인 시청 건물을 마주보고 진입할 수 있도록 4층

에 주출입구를 두고 다리를 통해 인근 건물들과 연결하였

다. 특히 시청의 클래식한 로툰다 디자인과 연계될 수 있

도록 원과 아치를 주요 패턴으로 적용하였다. 작은 구겐하

임처럼 보이는 주차장 공간은 모노나 호수를 바라보며 나

선형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어, 라이트의 자연과 인근 지역

에 대한 맥락적 고려를 알 수 있다.

사진 1. 모노나 테라스 4층 진입 공간과 내부의 호수 전망

그 외에도 스프링그린의 탤리아신, 라신 지역의 하디 주

택, 윙스프레드, 매디슨의 퓌우 주택, 유니테리언 교회, 낙

수장(Kaufmann house) 등 많은 작품에서 대지의 고저차

를 이용하고 강, 호수나 언덕과 같은 주변의 자연과의 유

기적 관계를 표현하였다.

3.2 조망성과 실내외 공간의 통합

라이트의 조망성-피난처성(prospect-refuge)은 동굴의

안과 밖의 관계처럼 연속적이며 동시적인 공간 개념이다.

12) Donald Hoffmann, Understanding Frank Lloyd Wright's Architecture,

p.12, Dover Publication, INC. 1995

13) Mark Hertzberg, Wright in Racine, p.24, Pomegranate INC. 2004

14) Monona Terrace Community & Convention Center(Madison)는 라

이트가 1938년 처음 디자인하였고 죽기 몇 주 전인 1959년 계획을

완성하였으나, 재정 문제로 1997년 완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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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성의 공간적 특징은 동굴의 외부와 같이 밝고 확장된

대지 경관의 속성을 내포한 반면 피난처성의 공간은 동굴

내부와 같이 어둡고 좁은 곳이다. 즉, 조망성은 공간적 스

케일과 빛의 도입에 있어서 팽창된 공간이며, 피난처성은

압축된 공간으로 이러한 압축-팽창 공간이 연속적으로 나

타나 역동적인 운동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15).

즉, 라이트에게 내부의 공간은 안전과 안락함을 제공하

는 동시에 외부의 자연을 조망하는 쉘터(shelter)이다. 따

라서 라이트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조망성은 안전을 보호

받는 동굴과 같은 쉘터에서 이루어지는 일원론적 조망성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이 잘 나타난 사례로 유니

테리언 교회(Unitarian Church Meeting House)를 들 수

있다. 앉아있는 새의 날개와 같이 전체 건물을 감싸 안는

듯한 거대한 박공지붕, 거의 땅에 닿을 듯이 내려온 후면

의 지붕 캐노피는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외부의 전망을 제

공하는 안전한 쉘터와 같은 공간을 제공한다.

사진 2. Unitarian Church Meeting House 외관과 입구의 지붕

일반적인 피난처로서의 건축은 물리적으로 명확한 경계

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라이트의 건축은 벽을 스크린화함

으로서 경계는 명확하나 영역 사이의 관계성을 증대시키

는 동시에 조망성을 획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라이트는

외부 벽의 재료를 그대로 내부로 들여오고 내부 벽의 재

료를 그대로 연장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건물만 아니라 그

대지와의 사이에서도 얻을 수 있고 이 오픈 플랜에 의해

건물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획득할 수 있다16).

라이트에게 있어 과거의 건축은 과장된 뚜껑으로 장식

된 박스였다면, 유기적 건축은 캔틸레버 형태를 통해 국제

주의 양식의 박스를 해체하고 공간을 해방시키고, 내부와

외부의 상호 연속성을 확보하게 하였다. 내부와 외부의 상

호 관입이라는 개념에서 외부의 전망과 정원은 매우 중요

하다. 라이트는 대지의 지형을 이용해 최대한 외부의 전망

을 살리고 정원을 조성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생각했다.

라이트는 박스를 해체하기 위해 캔틸레버, 코너창 그리

고 연속성의 개념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안전한 쉘터와

같은 내부 공간에서 외부의 자연을 품을 수 있는 유기적

건축이 디자인되었다.

3.3 개방성과 공간의 연속성

라이트의 건물은 가족실(family room), 거실, 식당을 중

15) 김광호/고인석,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르 코르비제의 조망성 개념

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권, 1호, p,91-99, 2002

16) 신유림/임석재,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건축의 프래그머티즘적 의의

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권 1호, p.171-180, 2007

심으로 한 공간 확장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라이트가

중시한 것이 청교도적인 공동체임을 알 수 있으며, 생활의

중심을 개인보다 가족전체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라이트의 건물은 층고 및 지면 보다 낮은 바닥

등을 통해 각 실에 위계를 두고 있으며, 그 위계는 벽난로

와 식당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거실, 부엌, 마지막이 개

인실과 갤러리임을 알 수 있다.17)

라이트의 평면은 1870년경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당시 전형적인 미국 전통주택의 평면 형태였던 벽난로 중

심의 십자형이었다. 라이트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연속성

을 갖는 공간의 일체화를 통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간

의 조합과 자유로운 평면에 이르는 계획, 공간적인 면과

가족 생활의 안정, 공동 생활 등 당시의 주거 건축이 고려

해야 할 기능적인 요소 모두를 수용하여 그의 독자적인

건축미학으로 승화시켰다.18)

3.4 에너지 효율성과 자연 재료

1) 자연 채광

라이트는 자연 채광을 위해 주택의 위치와 향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점까지

고려하여 빛과 그림자가 하모니를 이루도록 하였고, 인공

채광도 이런 자연 채광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다운라이트(recessed lighting)나 테이블 램

프 등을 계획하였다.

또한 1939년 위스콘신 라신 지역에 설립된 존슨 왁스

건물은 동굴의 종유석과 같은 유기적 형태의 기둥 디자인

으로 유명하다. 무엇보다도 외벽 위아래에 유리 튜브로 건

물을 둘러 빛을 끌어들이고, 밤에는 밖으로 멋있는 빛의

효과를 연출한다19). 이러한 자연 채광방식과 조형성이 함

께 조화를 이루어 완전한 상태를 이루는 라이트만의 독창

적인 유기적 통합성(organic integrity)이 창조되었다.

2) 온돌 난방20)

라이트는 1914년 일본 제국호텔 설계와 관련하여 동경

을 방문하였고, 이 때 오쿠라 남작의 도쿄 저택에서 처음

으로 온돌이 깔린 한국방을 경험하였다.

“그것은 그냥 방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지도

날리지 않고 조용하며 건강에도 이로운 하나의 기호를 창

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방 아래에서 올라와

전체에까지 열기가 퍼지는 경우에는 온도가 높지 않아도

된다. -중략 - 이는 인공적으로 강제로 만드는 조건 대신

에 자연적인 기후가 형성되는 것이며 자연적인 기후환경

17) 신유림/임석재,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건축의 프래그머티즘적 의의

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권 1호, p.171-180, 2007

18) 견진현/양재혁, 전환기 미국 주택개선운동의 수용에 따른 Frank

Lloyd Wright의 초기주택 내부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

자인학회논문집, 38호, p.108-115, 2003

19) 김남응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온돌체험과 그의 건축작품에의

적용과정 및 의미에 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권 9호,

p.155-166, 2005

20) 온돌은 한국문화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생태 건축을 이야

기하면서 거론되지 않는다. 그러나 온돌 난방은 서구의 중앙 히팅

방식에 비해 자연자원을 덜 사용하고, 라이트가 지적하였듯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하고 건강에 이롭다는 점에서 매우 생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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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강에 더 좋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21)

라이트는 제국 호텔에서 시작하여 존슨 왁스 건물에 이

르기까지 대형의 상업 건물에도 온돌을 적용하였다. 기회

가 있을 때마다 온돌 난방을 시도했으며, 유지 비용을 줄

여야 하는 많은 유소니언 주택에서 이를 적용하였다.

3) 자연 재료

라이트 스스로 나무, 벽돌, 시멘트, 종이, 유리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장 애용하였다. 재료의 자연색 - 나무의

그늘진 갈색, 벽돌의 붉은 색, 석재의 빛바랜 회색, 그리고

콘크리트의 중성 톤은 라이트의 생태적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 색채가 되었다. 라이트는 자연의 재료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보물들을 발견했다. 떡갈나무(오크), 낙엽송(사이프

러스), 마호가니에서, 합판이나 판자로, 왁스칠을 하건 기

름을 먹이던 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재료의 자연 성질을

표현하였다.22) 자연의 재료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서 자연의

색으로 연출되었다. 이를 통해 가장 생태적이며, 19세기

건축가 뷔올레 듀크(Viollet-le-duc)가 강조했던 것과 같

이, 재료와 구조의 본성을 정직하게 표현하고자 한 본질적

인 건축이 완성되었다. 또한 공간의 연속성을 성취하기 위

한 방법으로 외부의 재료를 내부에 그대로 적용하고, 유리

를 통해 시각적으로 인지하도록 함으로서 내부와 외부를

하나의 유니티 공간으로 완성하였다.

3.5 조형성과 유기적 형태

라이트는 진실한 형태는 항상 유기적이라고 믿었다. 자

연의 패턴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유기적 단순함(organic

simplicity)이 숨겨져 있으므로, 자연에 대해 인내심을 갖

고 끝없이 배워가는 것이 바로 건축가가 확립해야 할 원

리라고 보았다.

라이트의 공간 구성의 기본 원리는 유기적 건축을 만들

면서 동시에 내부와 외부의 공간이 스크린 벽을 통해 상

호 소통하도록 한다고 하며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바닥과 지붕이 있고, 각 코너에서 일정 부분 떨어진 곳

에 아주 경제적인 지지대(support)를 만든다. 이 지지대는

실질적인 스팬을 줄여주는 짧은 캔틸레버를 형성하고 코

너를 자유롭게 오픈시킨다. 코너의 안으로 또는 그 밖으로

공간을 만들면 코너는 사라진다. 캔틸레버와 연속성에 의

해 건물은 새로운 느낌을 주고, 우리가 보는 급진적인 자

유의 공간은 바로 코너창이다. 바로 이 간단한 생각의 변

화가 박스를 자유 평면으로 변화시킨 본질이다. 서로 붙어

있지 않은 독립적인 벽들은 더 이상 공간을 감싸지 않는

다. 벽들은 각각 분리된 지지 스크린으로 간격이 짧을 수

도, 길 수도, 구멍이 뚫어질 수도, 심지어는 없어질 수도

있다. 이 자유로운 스크린이 지붕을 지탱한다.

그렇다면 지붕은 무엇인가? 지붕은 장려한 쉘터의 느낌

으로 강조된다. 안에서 건물의 밖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숨

겨진 것이 없는 쉘터이다. 외부의 느낌이 안으로 들어오

21) 김남응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온돌체험과 그의 건축작품에의

적용과정 및 의미에 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권 9호,

p.155-166, 2005

22) Frank Lloyd Wright, Frank Lloyd Wright (edited by Edgar

Kaufmann), p.32, Pomegranate Communication, Inc., 1998

고, 내부의 느낌이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외부를 향해

내부 공간이 해방된 것 같은 쉘터이다.“

이제 네 개의 스크린 벽을 지닌 자유의 형태를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수평적 평면에서의 자유를 수직적으로

도 적용될 수 있다. 박스에는 항상 윗부분에 코니스가 있

다. 코니스는 전형적인 건물을 클래식하게 만드는 요소였

다. 그러나 존슨 빌딩은 위로도, 옆으로도 둘러싸는 벽과

같은 느낌이 없다. 하늘을 보며 공간의 자유를 맛볼 수 있

다. 기둥이 천장을 받치고 천장의 일부가 되어 연속성을

지니도록 디자인되었다. 캔틸레버와 연속성에 대한 생각

이전에는, 기둥과 들보에 대한 생각, 슬라브와 슬라브를

쌓는 방식이 전부였다. 이제는 유리를 통해 공간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 유기적인 건축에서는 공간이 안으로 들어

가고 밖으로 나갈 수 있다.23)

유기적 건축은 환경과 혼합되어야 하고, 건축이 놓이는

대지를 자연과 영감이 있도록 하고, 마치 꽃과 나무처럼

각 부분은 전체와 연관짓듯 각 공간의 연속성과 내외부

공간의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건축뿐 아니라 그와 관계되는 가구, 조명, 유리예

술, 식탁제품, 그리고 정원의 조경까지 토탈디자인, 즉 총

체적 디자인이 되었다24).

유기적 형태는 생태 건축의 중요한 특징이다. 라이트는

나무의 가지와 대지와의 관계에서 캔틸레버 형태를 창안

해 내었다. 또한 라이트의 캔틸레버의 수평선은 미국 중서

부의 프레리 지역의 끝없는 지평선과 조형적, 유기적 통합

성(organic integrity)을 이룬다.

4. 유소니언 주택의 배경과 특성

4.1 유소니언 주택의 배경

라이트는 1930년대 중반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공항

이 시작된 미국에서 건전한 중산층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을 수 있는 미국 시민을 위한 집(Architectural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of North America)을 유소니언이라

는 이름으로 불렀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공언

할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위스콘신 메디

슨에 처음 지어진 제이콥스 주택을 시작으로, 1950년대 중

반까지 140여개의 변형된 유소니언 주택이 디자인되었다.

라이트가 유소니언 주택을 개발한 이면에는 1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사회와 가정의 변화가 있었다. 미국의 중

산층이 부각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시작되었으며, Bank

of Italy(현재의 Bank of America)가 서민을 대상으로 대

출을 시작하는 등, 진정한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였다.

4.2 대표적인 유소니언 주택

1) 윙스프레드 주택(Wingspread House, 1935-37)

라이트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존슨왁스건물(Johnson and

23) 상동, p.76-78의 내용을 연구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재정리하였음

24) 서수경, 프랭트 로이드 라이트의 주택 특성과 실내디자인 요소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5호, p.46-47,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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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 Adminstration Building)의 소유주인 허버트 존슨의

의뢰로 위스콘신 라신 지역에 지어진 윙스프레드는 주택

에 대한 라이트의 이상을 잘 보여준다. 이 윙스프레드 주

택은 이후 계속적으로 지어진 유소니언 주택 디자인의 모

형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윙스프레드는 거대한 굴뚝과 천창이 있는 중앙의 거실

을 중심으로 십자형 평면으로 되어있다. 라이트 자신이 위

그왐(Wigwam-어메리칸 원주민들의 천막)이라고 부른 거

실을 중심으로 십자형 평면으로 되어있다. 각 실은 모두

자연 채광을 충분히 받으며 대평원과 사방으로 형성된 아

름다운 정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배치되었다.25)

또한 중앙 테라스 아래로 만든 대형 연못은 멀리 보이

는 미시간 호수를 향해 뻗어나가도록 설계되었고 내부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연못을 중심으로 나선형으로 돌면서

진입하도록 디자인되어 건물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시각

적 환상을 제공한다. 연못 위로 펼쳐진 2층 윙부분은 거대

한 캐나다 기러기가 날개를 펴고 나는 모습과 같다.26)

십자형 평면은 유소니언 주택에 와서는 L자형 평면으로

축소되었고 거대한 지붕의 형태도 단순화되었으나, 주위의

자연 환경과 하모니를 추구한 배치, 테라스를 통해 외부의

자연으로 확장된 실내 공간, 천창이나 고창 또는 구석창을

통한 자연 채광과 자연 환기의 적극적인 도입, 당시로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온돌 난방의 사용, 미국의 대평

원(Prairie)을 닮은 수평적 형태의 유기적 디자인, 자작나

무(birch log)와 캐소타 사암(kasota sandstone)과 같은 지

역 재료의 사용 등 그 기본 원리가 모두 적용되었다.

사진 3. 윙스프레드 주택의 실내 천창과 외부 전경

2) 제이콥스 주택 Ⅰ(Jacobs House Ⅰ, 1936)

최초의 유소니언 주택인 제이콥스 주택Ⅰ(1936)은 위스

콘신주 매디슨 서쪽에 위치한다. 33세의 Herbert Jacob이

5000불짜리 집을 지어줄 것을 요청했고, 마침 세계대전 직

후 텔리아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라이트는 이는

흔쾌히 수락했다. 라이트는 이 집을 저렴한 비용으로 짓기

위하여 몇 개의 아이디어를 적용하였는데, 당시로서는 혁

신적이었다. 평면을 단순화하고 몇가지 재료만을 사용하였

다. 바닥은 모두 콘크리트로, 벽체는 벽돌 또는 목재로 형

성하되 회바르기, 타일붙이기, 페인트 칠, 도배 등을 하지

않고 벽체를 이루는 재료 자체가 노출된 상태로 최종벽면

25) Frank Lloyd Wright, Frank Lloyd Wright (edited by Edgar

Kaufmann), p.167-169, Pomegranate Communication, Inc.,

1998

26) Mark Hertzberg, Wright In Racine, p.25-30, Pomegranate,

Communication Inc., 2004

이 되게 하여 작업과 공사비를 줄였다. 또한 설계를 시스

템화하고 건축을 단순화하기 위해 평면과 벽면구성 모두

에 ‘유니트 시스템’ 이라 부른 그리드(0.6 x 1.2m)를 적용

하였고 이 그리드를 흙손으로 바닥슬래브 표면에 지워지

지 않게 새겨 넣게 해서 공사를 쉽게 하였다.27)

또한 평면 역시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다. 기존의 십자

형 평면을 L자 형태로 과감히 바꾸고, 거실과 식당을 오

픈하여 작은 식당과 부엌을 같은 공간에 배치하였다. 따라

서 주부는 식사 준비를 하거나 손님들과 얘기하면서 정원

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였다. 재료

는 그 후 유소니언 주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벽돌과

적목(redwood)을 사용하였으며, 평지붕의 캔틸레버 형태

와 수직의 창문 디테일이 사용되었다.

사진 4. 제이콥스 주택 외부와 실내 공간

3) 한나 주택(Paul R. Hanna House, 1936)

두 번째 유소니언 주택인 한나 주택은 육각형 형태의

모듈플랜으로 허니콤하우스로 불리게 되었다. 내벽과 외벽

모두 짜맞춤식(board-and-batten) 그리드로 하였고, 내부

벽은 이동식으로 되어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공간 구획

을 바꿀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유소니언 주택과 마찬가

지로 부엌이 거실과 함께 1층의 중심 공간에 되었다. 또한

120도의 앵글에 대형 유리를 사용하고 외부의 벽돌 테라

스와 정원을 연결시켰다. 이 육각형 평면은 이후 배젯 주

택(Bazett, 1939)에서 다시 적용되었는데, 배의 선실과 같

이 내부의 침실은 낮고 수평적이고, 이와 대조적으로 거실

과 식당은 박공 천장으로 높고 공간감있게 디자인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유소니언 주택처럼 빌트인 가구와 자연 채

광을 위한 일렬의 수직적 패턴의 유리창으로 계획되었다.

4) 퓌우 주택(John. C. Pew, 1937)

퓌우 주택의 경우, 라이트가 건축한 유소니언 주택 가운

데서도 매우 협소한 대지에 최소의 비용으로 설계되었다.

불필요한 모든 장식을 과감하게 없애고 가격이 저렴한 지

역 목재와 석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퓌우 주택은 라이트

주택 디자인의 모든 특성을 간결하게 보여준다. 비용이 드

는 거대한 박공지붕은 사라졌지만, 수평의 긴 지붕이 비와

눈, 강한 햇빛으로부터 실내 공간을 보호한다. 유리창을

통해 맨도타 호수의 전망을 1, 2층 내부로 끌어들이고 1층

의 거실에서 호수가의 테라스로 진입하도록 설계되었다.

거실의 경우 향과 전망을 고려한 수직의 긴 유리창을

27) 김남응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온돌체험과 그의 건축작품에의

적용과정 및 의미에 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권 9호, 2005

재인용 'Donald G. Kalec, The Jacobs HouseⅠ, p.9, Elvehjem

Museum of Art,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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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고, 식당은 격자형 고창을 통해 자연 채광이 유입되

도록 하였으며, 2층 침실에는 코너창을 제공하였다. 또한

집이 속한 쇼우드 숲속의 오두막처럼 호수 언덕가에 나지

막하게 자연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

사진 5. 퓌우 주택 외관과 호수가로 연결된 발코니 진입 공간

5) 로우즌범 주택(Rosenbaum House, 1939)

라이트는 2차 세전대전으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을 고려

하여 건축 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법들을 고안하여 유소니

안 주택에 적용하였다. 대표적으로 로우즌범 주택은 지하

실과 다락을 없애고, 콘크리트 슬라브 바닥으로 온돌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였으며, 합판으로 내벽과 외벽을 샌드위치

식으로 짜맞춘(board-and-batten) 일종의 조립식 방법을

사용하였다. 2ft x 4ft의 그리드위에 L자형 평면으로 계획

하고, 다른 유소니언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재료는 주택이

위치한 해당 지역인 앨라바마의 훍과 사이프러스 목재를

사용하였다. 이전 프레리 시절의 고급 주택에서 보이는 불

필요한 지붕을 평지붕 형태로 단순화하고, 꼭 필요한 가구

는 붙박이 형태로 계획하였다28).

6) 포프 주택(Lauren Pope House, 1939)

유소니언 주택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히는 포

프 주택은 1200평방피트의 대지에 7000불의 비용으로 건

축되었다. 평지붕, 캔틸레버형 옥외 주차장, 온돌 난방, 벽

돌과 적목의 사용, 가변성있는 실내 공간, 자연채광을 위

한 일렬의 고창, 라이트와 건축주가 함께 디자인한 가구

등으로 저렴하면서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유소

니언 주택의 원형이 되었다29).

사진 6. 포프 주택 거실과 제이콥스 주택Ⅱ 선큰 공간

7) 제이콥스 주택 Ⅱ(Jacobs HouseⅡ, 1944)

1944년 두 번째 제이콥스 주택을 디자인하는데, 첫 번째

제이콥스 주택이 최초의 유소니언 주택이요 최초의 온돌

난방 주택이었듯이, 두 번째 제이콥스 주택 역시 환경친화

적인 아이디어가 새롭게 적용되었다. 건물의 뒤쪽이 언덕

28) Marie Clayton, Frank Lloyd Wright, his 100 greatest works,

Running Press, p.252-253, 2002

29) 상동, p.256-258

의 흙벽과 맞닿아있는 점을 이용하여, 2충의 반원형 평면

에 입구는 흙벽의 터널을 통과하고, 거실과 식당은 유리로

마감된 온실과 같은 선큰 테라스를 향하도록 되어 자연

채광을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었다. 위스콘신은 겨울

에 매우 추운 지역이므로 언덕을 이용한 지하 공간과 선

큰 테라스와 같은 자연 채광의 활용은 지역적 특성을 활

용한 생태 주택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라이트는 이 주택을

반원형 태양 주택(solar hemi-cycle)이라 불렀고, 이후 같

은 선큰 솔라 시스템을 Ken Laurent 주택(1949), Curtis

Meyer 주택(1948)에 다시 적용하였다.

8) 월터 주택(Lowell Walter House, 1945)

라이트는 일자형 평면에 벽돌과 스틸을 사용한 유소니

언 주택인 월터 주택을 아이오와 주 전원에 건축하였다.

글래스 하우스라고도 불리는 이 주택은 거실과 정원이 인

근 강을 향하고, 열린 천장과 실내 정원을 만들어 거실에

서 충분한 채광과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9) 지머맨 주택(Isadore.J. Zimmerman house, 1951)

지머맨 주택의 경우, 벽돌 벽, 진흙타일 지붕, 스틸 프레

임의 박공지붕, 콘크리트 캐스트 창과 벽, 천장 및 벽의

패턴과 유기적으로 통합된 세련된 가구 등 초기의 유소니

언 주택에 비해 고급화되었다. 부부침실을 제외한 모든 공

간이 남향을 향하고 부부침실은 동북향을 향하였고, 콘크

리트 캐스트 고창을 통해 자연 채광이 부드럽게 실내로

유입되도록 하였으며 부엌이 식당과 함께 주택의 중심이

되게 하였다. 거실이 아닌 정원실(garden room)로 명칭한

가족 공간은 외부의 테라스와 연결되어 항상 자연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사진 7. 지머만 주택 실내공간과 외관 전경

4.3 유소니언 주택의 생태적 특성

위의 사례들을 토대로, 유소니언 주택의 생태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종합해 볼 수 있다.

1)건물, 대지, 자연과의 연계성

라이트가 가장 중요시 여긴 정원은 라이트의 유기적 건

축의 핵심으로 유소니언 주택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요소였다. 유소니언 주택의 경우, 작은 예산으로 거실과

부엌, 방 두 개와 화장실로만 구성되었어도 최대한 정원을

줄이는 일을 피하고자 하였다. 외부의 자연이 곧 내부의

공간과 연결되는 유기성을 가지는 것이기에, 공간 구성의

출발은 내부에서 시작하였으나 내부는 곧 외부가 되고, 외

부가 곧 내부가 되는 연결성을 갖기 때문이다.

30) 소파와 책장을 벽면 빌트인 형태로 고정하고, 나머지 가구들은 이동

식으로 하여 공간이 개방적이면서 융통성 있게 사용되도록 하였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유소니언 주택의 생태적 특성 / 윤지영

Journal of the KIEAE Vol. 10, No. 3  2010. 0624

표 1.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유소니언 주택의 특성

유소니언 주택 지역 평면 생태적 특성 연도

K. & H. Jacobs

House 1

Madison,

Wisconsin
L자형

최초의 유소니언 주택, 정원을 향한 조망성(자연과의 연계성)

평면의 가변성(빌트인 소파/이동식 가구). 온돌난방, 자연재료(지역목재)
1936

Rosenbaum

House

Florence,

Alabama
L자형

자연채광(고창:clerestory) 사용. 조립 시스템(board & batten 유닛), 휴먼

스케일, 자연 재료(벽돌, 사이플러스 목재),
1939

Loren Pope

House

Falls Church,

Virginia
L자형

정원을 향한 조망성과 개방성(자연과와 연계성), 자연채광(우드패턴 고창),

평면의 가변성(이동식 가구), 자연 재료(벽돌과 석재)
1939

Sara & Melvyn

Smith House

Bloomfield Hills,

Michigan
L자형

자연과의 연계성(지형과 호수 전망을 이용한 배치), 자연채광(식당과

부엌의 천창, 독특한 벽돌패턴의 고창), 자연 재료(적목)
1946

C. Weltzheimer

House

Oberlin,

Ohio
L자형

정원을 향한 조망성(거실, 발코니, 정원, 주위 자연 환경과의 연결성),

휴먼스케일, 자연재료(실내: 특징적 패턴으로 표현된 벽돌과 천장의 목재,

외부 마감재료 벽돌)

1947

E. V. Tamelen

House

Dane county,

Wisconsin
L자형

정원을 향한 조망성, 최초의 조립식 주택(Marshall Erdman 회사 제품),

이후 미국 조립식 주택의 프로토타입. 온돌난방, 자연재료(지역석재)
1956

Theodore

Baird House

Amherst,

Massachusetts
일자형

건축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차고와 가게가 정원과 자연에 연계),

조립시스템(수평 목재시스템) 적용, 자연채광(수직창과 수평의 고창),

자연재료(사이플러스목재)

1940

Lowell Walter

House

Quasqueton,

Iowa
일자형

정원을 향한 조망성(웹시피니콘강 전망으로 열린 거실과 발코니), 실내

정원, 자연채광(천창, 수직창 등), 친환경 재료(벽돌/스틸 혼합 적용)
1945

Gerte Shavin

House

Chattanooga,

Tennessee
일자형

자연을 향한 조망성(캔틸레버 형태의 전망실 제공), 자연채광(목재의

양각패턴 고창), 평면의 가변성/개방성(일자형 오픈 평면과 이동식 가구),

자연재료(목재), 재료와 형태의 효율성(이층 지붕이 일층의 입구캐노피)

1950

Karl Staley

House

North Madison,

Ohio
일자형

정원을 향한 조망성(정원과 연결된 거실, 캔틸레버 형태), 휴먼스케일

(높은 천장/낮은 창가의 쉘터 이미지), 자연재료(돌/목재의 결합 패턴)
1950

I.J. Zimmerman

house

Manchester,

New Hampshire
일자형

정원을 향한 조망성(정원과 자연을 향해 개방된 거실), 자연채광

(콘크리트캐스트 고창, 수직창), 친환경 재료(진흙타일과 스틸 프레임)
1951

Bay Brandes

House

Issaquah,

Washington
일자형

정원과의 연계성(사면의 정원), 평면의 개방성(오픈형 거실 구조/붙박이

소파), 친환경 재료의 효율적 사용(내외부 콘크리트 블록의 일체형 재료)
1952

Paul & Ida Trier

House

Johnston,

Iowa
일자형

1953년 뉴욕 견본주택의 기본형, 자연채광(고창과 수직창),

평면의 개방성(일체형 붙박이 수납장/책장/소파), 자연재료(목재)
1956

John C. Pew

House

Madison,

Wisconsin

이층형

floating

자연과의 연계성(거실은 외부테라스로 호수로 연결, 경사면을 그대로

활용), 자연채광(호수 전망의 채광창/침실 코너창), 자연재료(지역 목재)
1938

Lloyd Lewis

House

Libertyville,

Illinois

이층형

floating

자연과의 연계성(주변 언덕 지형을 이용, 전망을 고려), 자연채광(고창,

수직창), 온돌 난방, 휴먼 스케일, 자연재료(목재와 지역 석재)
1939

George Sturges

House

Brentwood Hts,

California

이층형

floating

자연과의 연계성(언덕 지형을 이용한 캔틸레버 돌출), 평면의 가변성과

개방성(기하학적 형태의 이동식 가구), 자연재료(적목/벽돌)
1939

Gregor Affleck

House

Bloonfield Hills,

Michigan

이층형

floating

자연과의 연계성(경사진 지형을 감싸안는 형태, 돌출된 캔틸레버 테라스,

연못 전망의 입구 로지아), 자연 채광(전면 수직창), 지역 석재
1940

K. & H. Jacobs

House 2

Middleton,

Wisconsin

이층형

floating

지형과의 유기성(최초의 반원형 솔라주택, 북쪽은 단열을 위해 흙벽으로

마감, 남쪽은 태양광 창 설치), 온돌 난방, 자연재료(지역석재)
1943

Frank Sander

House

Stemford,

Connecticut

이층형

floating

자연과의 연계성과 조망성(조망을 고려한 캔틸레버형 주침실),

자연채광(특수 패턴의 고창), 자연재료(벽돌과 목재)
1952

Paul R. Hanna

House

Stanford,

California

변형

평면

자연과의 연계성(허니콤 형태 평면을 통한 조망성), 조립 시스템 (내외벽

모두 짜맞춤식(board-and-batten) 그리드), 자연재료(벽돌,목재)
1936

Kenneth Laurent

House

Rockford,

Illinois

변형

평면

지형과의 유기성(반원형 솔라 주택), 자연 채광(전면수직창, 온실 공간

제공), 장애자 건축주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자연재료(벽돌과 목재)
1949

Henry Neils

House

Minneapolis

Minnesota

변형

평면

지형과의 유기성(경사를 고려, 계단으로 연결된 입구), 자연채광(수직

전면창과 고창과의 조화로 채광 극대화), 자연재료(석재)
1949

Edward Serlin

House

Pleasantville,

New York

변형

평면

자연과의 연계성(정원을 향해 열린 거실과 테라스), 평면의 개방성과

합리성(개방적, 가변적 거실, 이동식 가구), 주재료(지역 석재와 적목)
1949

John Carr

House

Glenview,

Illinois

변형

평면

지형과의 유기성(경관을 고려, 거대한 비대칭 박공지붕), 평면의 개방성

(거실/식당/부엌 연결 오픈 배치), 자연채광(천창 및 콘크리트 패턴창)
1950

G.& C. Austin

House

Greenville,

South Carolina

변형

평면

지형과의 유기성(지면까지 연결된 거대한 경사 지붕), 자연채광(수직창),

휴먼스케일의 내부 공간, 자연재료(석재/회벽/목재)
1951

Quintin & Ruth

Blair House

Cody,

Wyoming

변형

평면

자연과의 연계성(외부 숲과 연못 전망), 지형과의 연계성(경사 지붕),

휴먼스케일, 자연채광(격자형 유리전면창), 자연재료(지역 석재)
1952

J. & C. Chistian

House

West Lafayatte,

Indiana

변형

평면

정원을 향한 조망성(정원을 향해 열린 거실과 테라스), 자연채광 (수직

전면창), 평면의 개방성과 가변성(빌트인 소파/이동식 가구30)), 재료(벽돌)
1954

Don. & Virginia.

Lovness House

Stillwater,

Minnesota

변형

평면

자연과의 연계성(주위 숲 전망), 지형과의 유기성(주변 지형을 닮은 수평적

형태), 휴먼스케일, 온돌난방, 자연재료(지역 라임스톤)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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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즈 주택, 저머맨 주택이나 퓌우 주택 등에서 잘

나타나듯이, 언덕이나 강 등의 주변 자연과 건물과의 조

화, 내부 공간에서 외부 자연을 향한 조망성과 확장성의

개념은 유소니언 주택에서도 자연과의 유기적 통합성으로

표현되었다.

2) 자연 채광과 환기

라이트는 자연 채광을 최대한 이용하되, 천창과 고창,

일반적인 벽 유리창,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패

턴 창 등을 통해 자연 채광이 실내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또한 자연 채광이 실내에서 눈부심없이 편안하게 확산되

도록 계획하였는데, 각 실의 우드데크 테라스나 수평적으

로 뻗어나온 자붕의 차양은 햇빛이 직접 실내에 유입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실내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이는 한옥에

서 처마나 창호문을 거쳐 실내로 부드러운 빛이 유입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자서전에서 라이트는 조명과 관련한 이러한 자신의 방

식이 에너지를 절약하게 하면서 한 편으로는 실내 공간에

빛의 선율이 흐르게 만든다고 밝혔다. 이러한 채광 방식은

물리적, 심리적 측면에서 매우 생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소니언 주택에서의 자연 환기는 여닫이 유리창을 통

한 환기 외에도, 부엌을 중심으로 새롭게 적용되었다. 이

전의 대형 주택과는 달리 부엌과 식당이 거실과 개방된

상태로 인접하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부엌의 냄새와 열기

를 위한 환기는 더욱 중요해졌다. 라이트는 부엌의 천장을

거실보다 더 높이 올리고 환기창을 두어 굴뚝 효과(stack

effect)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동일한 방법을 침실과 화

장실의 관계에서도 적용하였다.

3) 자연 지역 재료

라이트는 자연의 재료를 자연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했

고 내부와 외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베토벤의 하모니

와 같이 연출하였다. 이러한 재료의 사용은 라이트의 유기

적 건축 개념을 실현하는 방식이면서 동시에 재료의 양과

종류를 줄이고 건축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결국 가장 생태

적이고 경제적인 주택을 디자인하게 되었다.

표<1>에서 나타나듯이 1930년대에서 50년대에 이르기

까지 유소니언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재

료는 벽돌과 사이플러스 목재였다. 그 외에도 2차 제이콥

스(Jacobs) 주택, 워커(Walker) 주택, 닐스(Neils) 주택, 설

린(Serlin) 주택, 퓌우(Pew) 주택 등에서는 라임스톤, 샌드

스톤과 같은 다양한 지역 석재가 사용되었다. 또 40년대

중반이 지나서는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였는데 캐릴(Kalil) 주택에서와 같이 직접

디자인한 아름다운 패턴으로 표현되었다.

4) 조립 시스템(fabricated unit)

라이트는 유소니언 주택을 제안하면서 자연과 정원, 주

택을 결합하는 유기적 디자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비

용을 낮추기 위해, 비싼 벽돌대신 큰크리트 블록을 사용하

고 1956년에 와서는 이전의 모듈 방식의 시공을 공장조립

식(Prefabricated)으로 바꾸어 가격을 낮추었다.31)

31) Diane Meddex, Wright-Sized Houses, P.17, Archetype Press, Inc.

2003

유소니언 주택의 시공시 조립을 단순화하기위해 수평과

수직의 유니트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즉, 벽은 단열재와

함께 바닥위에 조립되어지고, 난방, 조명, 위생의 세가지

부속 시스템은 벽과는 독립적으로 설치되어야 하지만, 시

공 후 별도의 작업이 없도록 공사의 일부로 공사 초기부

터 함께 진행되었다. 지붕틀도 2 x 4 인치의 얇은 세 개

의 판으로 조립되어, 추후 별도의 추가비용이 없이도 충분

히 지붕 간격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5) 온돌 난방

라이트는 온돌 난방을 당시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

던 방열기(radiator)를 쓰지 않고, 인체에 이로운 방식으로

공간을 덥힐 수 있는 좋은 난방 방식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제이콥스 주택을 비롯한 많은 유소니언 주택에 적용하였다.

라이트가 탤리아신을 세운 위스콘신 지역은 영하 20도까

지 내려가는 추운 지역으로, 겨울철 땅이 얼었다가 녹으면

서 벽이 갈라지거나 지반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3.5-4 피트(1.4-1.6m)의 땅을 파고 이를 지하실 공간으로

만들었다.32) 그러나 온돌을 경험한 라이트는 땅을 깊게 파

는 대신, 16인치 정도로 낮은 트렌치를 파서 하나의 배수

구로 연결하고, 이 트렌치를 깨진 돌로 채워 넣었다. 이 주

먹크기의 돌들은 막히지 않고 벽밑의 배수 장치 역할을 하

여 겨울에 동결에 의해 외벽이 들어 올려지는 것을 방지하

였다.33) 라이트는 온돌 난방이 인간의 생활과 건강에 더

유익하고, 공사비나 유지비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방식이라

고 판단했다. 또한 방열기(radiator)를 없앰으로 내부 공간

을 더 넓고 가변성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6) 휴먼 스케일

유소니언 주택은 경제적 이유에서 더욱 휴먼 스케일이

되었다. 때로는 거실이나 부엌에 높은 천장이 있기도 하였

으나, 낮은 데크, 경사진 천장, 코니스, 눈속임을 하는 형

태들로 휴먼 스케일의 안락함을 추구했다.

라이트는 건물은 인간이 거주하는 곳이므로 인간이 기

준이 되어야 하며 인간의 비례에 맞게 지었을 때 그 건물

은 안락하고 즐거운 장소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식당이나 독서실에 앉았을 때 낮은 천장은 아늑한 보호

공간(enclosure)이 되고, 거실의 중앙을 지나갈 때 높아진

천장은 사람의 키높이에 적절한 비례를 이룬다. 라이트는

낮은 천장과 높은 천장의 조화와 비례를 통해 안락함과

공간감을 동시에 추구했다. 한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택

에서의 휴먼 스케일은 건축 자재의 과도한 사용을 막고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물리적, 심리적 측면 모두에

서 매우 생태적이라 할 수 있다.

7) 평면의 개방성과 가변성

20세기 초 프레리 주택에서 보이던 거실과 식당, 주방이

32) 라이트가 처음으로 온돌 난방을 적용한 건물은 존슨 왁스 빌딩이었

으나 건립이 늦어지는 바람에, Herbert Jacobs house가 먼저 완공되

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위스콘신 메디슨 지역은 Unitarian

Meeting House(유니테리안 교회 부속 건물)등 라이트에 의해 온돌

방식을 사용하여 지어진 건물들이 존재한다. 이 영향으로 온돌 난방

이 적용된 건물들이 2009년 현재까지 지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Gallia Companies가 운영하는 아파트들이 있다.

33) Frank Lloyd Wright, Frank Lloyd Wright (edited by Edgar

Kaufmann), p.170-173, Pomegranate Communication, Inc.,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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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분리된 공식적으로 보이던 공간 구성은 자유로운

오픈 공간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유소니언 주택

인 Jacobs 주택에서 나타난 단순하고 개방적인 L자형 평

면은 1939년 고우츠크(Goetsch) 주택에 와서 완전히 개방

된 일자형 평면으로 발전되었다.

유소니언 주택의 거실은 내부의 문들을 제거하여 외부

에서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개방된 전망을 갖도록 디자

인하였으며,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식당

을 거실과 같은 공간에 배치하였고, 발코니와 연계하여 외

부의 자연이 내부로 시각적으로 관입되도록 하였다. 또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붙박이 책장/소파 등을

벽면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가구는 최소한으로 배치하여

공간의 개방성과 가변성을 확보하였다.

그 외에도 라이트는 주택 건축에서 별도의 입구 캐노피

를 만들지 않았다. 수평으로 확장된 지붕이나 캔틸레버 형

태의 발코니가 그대로 입구를 되어 재료를 절약하고 주택

에 통일감을 부여하였다. 또한 입구 내부는 동굴에 들어

온 것과 같이 좁은 폭으로 시작되어 넓고 개방적인 거실

과 만나게 된다. 이것은 주택을 원시 시대 동굴과 같은 쉘

터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자연과의 만남과 전망,

그리고 미국적 안락함과 경제성을 추구한 라이트 디자인

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 론

유소니언 주택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전후 미국의

중산층을 위해 비용 절감과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

안한 주택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라이트는 고급 주택에서 보여주었던 장식들을 과감하게

없애고 최소의 비용으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서민 주택을 제안하였다. 유소니언 주택의 생태

적 특성은, 건물과 대지와 자연과의 유기적 연계성, 효율

적인 자연 채광과 환기, 지역 재료의 사용, 조립 시스템의

적용, 온돌 난방, 휴먼 스케일, 평면의 개방성과 가변성 등

으로 간략히 종합해 볼 수 있다.

특히, 눈에 띠는 지붕, 거더 장식, 다락과 지하실, 실내

의 장식 트림, 회벽과 페인팅, 과도한 가구 등을 모두 없

애고, 내부와 외부의 재료를 동일하게 하여 건축에 사용된

재료의 양과 종류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1950년대에는 공

장조립(prefabricated) 방식을 채택하여 건축 자재의 사용

을 최소화하고 가격을 낮추는 등 21세기에 각광받고 있는

생태적 건축 방법을 적용하였다.

라이트는 자신의 건축을 자연, 대지, 조경, 건물, 실내

공간, 가구, 빛과 조명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표현한

유기적 건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건축 특성은 위에

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오늘날의 생태 건축의 특성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유소니언 주택은 생태디자인의 거

장인 빅터 파파넥이 말한 ‘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생태적’

이라는 컨셉과 일치한다. 환경 문제가 우리의 생존을 위협

하는 가장 큰 이슈가 된 오늘날, 우리의 주택 건축이 나아

가야 할 방향을 라이트의 유소니언 주택을 통해 상고(詳

考)해보고, 생태적 개념이 적용된 주택 건축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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