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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structural meaning of mobility design on ‘Furnitecture’ with the works of Andrea

Zittel. The study consists of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analysis of Zittel’s works. The framework for the analysis

is divided into four steps: identification of visual forms/structure/function, analysis of the principles of delivering the

concept of mobility, interpretation & synthesis of the relational meanings derived from the concepts of mobility,

and evaluation of Zittel’s tendency toward design/social background/design history, etc. Total fifteen cases are

selected from Zittel’s works, and each case is analyzed following the above steps.

The finding shows that Zittel likes to play with geometrical forms, grid & modular system to create a minimum

space for living equipped with critical furnishing. Secondly, Zittel’s works deliver the concept of mobility by

applying movability, adaptation, combination and transformation. Thirdly, through the concepts of mobility, Zittel

reflects the ideas of high efficiency and functionalism, harmony with natural environment, search for liberty, simple

& humble life and success of the designers of American modernism. Finally, it is found that modernism from the

era of Bauhaus, utopian values derived from constructionism, utilitarianism inspired by Shakers and homestead act

& mobile home/capsule unit suggested since 19
th
century in America mainly affect Zittel’s works to reflect the

dynamic concepts of mobility through the design of furn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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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사회학자인 존 어리(John Urry)는 사회학이 인간, 제

품, 이미지, 정보 등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결

과를 다루는 연구이며, 현대사회를 구성하고 이끌어나가

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모빌리티(mobility)라고 소개하였

다. 그는 모빌리티의 개념을 ‘이동 또는 움직임과 관련된

기능성’, ‘경계가 모호하고 고정되어 있지 않은 유동적

상태’, ‘수직적인 위계질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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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의 이동’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통칭하였다.1) 요시

하라 나오키(Yoshihara Naoki) 역시 모빌리티는 근대 이

후의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그 개념이 물리적

인 이동성을 뜻하는 영역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유동성이

라는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2)

이러한 확장된 범위의 모빌리티는 글로벌화에 따른 역

동적인 사회의 변화를 가속화시킨 개념으로 볼 수 있으

며, 최근 들어 주거문화, 사회 구조, 직장과 가정의 역할,

레저 및 여가 활동 등과 관련하여 공간적으로 더욱 적극

적인 모빌리티와 그에 따른 기능적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다.3)

1) John Urry, Mobilities, Polity Press, 1st edition, UR, UK, 2007,

pp.7-8

2) 요시하라 나오키, 모빌리티와 장소, 이상봉․신나경 역, 초판, 심산

출판사, 서울, 2010, p.5

3) Mathias Schwartz-Clauss, Dwelling on Living in Motion, Living

in Motion, Vitra Design Museum, 2002,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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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에서 움직임과 이동성, 유동적 변화, 위계성

등의 개념을 아우르는 모빌리티는 주거문화의 역사를 살

펴볼 때, 고대와 중세 시대의 거주방식에 있어서 핵심적

인 개념이었으며, 시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 생

활에 적용되면서 오늘날 현대 디자인과 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들어 디자이너들은 유연한 평

면 계획 또는 다기능 가구의 제안을 통해 주거 공간이

보다 역동적인 특성을 지닐 수 있게 만드는데 초점을 두

고 있다. 특히, 직장과 가정의 모호한 경계, 비정규직 증

가에 따른 빈번한 이동, 라이프스타일의 유연한 변화 등

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정적인 공간과 생활 패턴에서 벗

어나 보다 적극적인 생활 방식을 모색하게 하였다. 변화

된 환경과 상황에 처한 디자이너들은 유연함과 모빌리티

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제적인 관

심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구와 건축의 경

계를 넘나드는 ‘건축적 가구(furnitecture)‘라고 하는 신조

어가 탄생하기도 하였다.4)

모빌리티의 개념이 적용된 가구의 사례는 고대의 접이

식 의자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는 실

용적인 효율성, 부가적인 편리성, 형태와 기능의 전환 등

이동성과 가변성, 유연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소개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러한 다양한 개념적 특성을 종합하여 ‘모빌리

티(mobility)’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안드레아 지텔(Andrea Zittel)은 미국에서 활동 중인

대표적인 건축적 가구 디자이너이다. 스티브 로웰(Steve

Rowell)은 그녀의 작품이 디자인, 환경, 역사, 신념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며, 그 이면에는 냉전시대,

모바일과 모듈 리빙, 쉘터, 자연으로의 회귀, 자급자족적

삶, DIY 등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였다.5) 지텔의 작품

은 1990년대 미국 동부 뉴욕 브루클린에서 거주하면서

작업하였던 ‘A-Z East’ 프로젝트와, 2000년대 이후 서부

캘리포니아 사막지대로 이주하면서 발전시킨 ‘A-Z

West’ 프로젝트로 구분된다. 그녀는 다양한 실험적 작품

을 통해 사용자에 따라 맞춤제작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

입하고 새로운 주거방식의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

지텔의 작품에서 모빌리티의 개념은 단순히 생활의 편

의를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지역적 환경과 가장 잘 교류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디자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건축적 가구의 사례로서 지텔의

작품을 분석하는 것은 모빌리티의 중요성이 갈수록 더해

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미래의 공간과 가구 디자인의

방향을 예측하고, 가능성 있는 선행 디자인의 기초적 사

4) Stephan Rammler, On the Sociology of Flexible Dwelling, Living

in Motion, Vitra Design Museum, 2002, p.198

5) Steve Rowell, A-Z west in context: A spatial analysis, A journal

of art, context, and enquiry, 27, 2011, p.97

례 연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빌리티의 개념에 충실한 실험적

디자인을 선보이는 것으로 잘 알려진 안드레아 지텔의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건축

적 가구에 나타난 모빌리티 디자인의 특성과 의미를 살

펴보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한편, 에이드리언 포티(Adrian Forty)는 디자인이 “사

회적 관념을 전달하는 매개”이며, 디자인이 발전적 진화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디자이너, 제작 산업체, 디자인

결과물이 상호적으로 사회와 깊은 연관을 맺는다고 주장

하였다. 따라서 디자인을 단순한 예술 작품으로 바라보

는 대신, 사회와 어떤 연관 속에서 변천되거나 발달하였

는가에 대한 관계적인 의미 해석이 중요함을 지적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의 변화 및 역할, 의미 등에 대

한 해석은 구조주의 이론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6) 이러한 포티의 견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주거문화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은 모빌리티

의 특성과 의미를 구체적인 디자인 사례를 통해 분석하

되, 디자인에 나타난 모빌리티의 관점을 사회적 맥락에

서 구조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건축적 가구에 나타난 모빌리티의 특성

과 의미 분석을 위해 문헌고찰을 통한 이론적 배경을 살

펴보고, 관련 작품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모빌리티의 의미 변화를 주거문화 관

점에서 살펴보았고, 주요 학자들의 이론을 참고하여 모빌

리티의 유형을 통합적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대상은 안드

레아 지텔의 가구로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의 작품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키워드인 모빌리티의 개념을 충실히 잘

반영하고 있으며, 건축적 가구라는 실험적 작품 활동을 통

해 모빌리티와 관련된 근원적인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

결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안드레아 지텔의 작품 중 대표성을

지닌 열 다섯 개의 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작품사

례의 선정에 있어서 대표성의 판단 여부는 다음과 같이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지텔의 공식 웹사이트

와 단행본을 중심으로 소개된 모든 건축적 가구 사례를

1차적으로 수집하였고, 지텔의 작품에 대한 관련 논문

및 건축 전문지 등의 기사 20편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작품소개 빈도, 대표성의 언급, 주요 의미에 대한 가치

부여 등이 이루어진 사례를 중심으로 2차 선별하여 최종

열 다섯 개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사례분석 틀은 가구의 물리적 특성과 의미 해석의 구

6) Adrian Forty, Objects of Desire, 욕망의 사물, 디자인의 사회사,

허보윤 역, 초판, 일빛, 2004, p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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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이해를 돕기 위해, 오코너(O’Connor)가 제시한 디

자인 분석 모델7)을 참고하여 묘사(Identification), 분석

(Analysis), 해석(Interpretation & Synthesis), 평가

(Evaluation)의 총 네 단계로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20세기 주거문화와 모빌리티의 발전 양상

선행연구들 중 김미경(2008)은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주거공간의 발전과정을 크게 가변형, 모바일, 캡슐주거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가변형 주거는 1차 세계대전 이

후 파괴된 주택을 복구하고 늘어난 주택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는데, 단기간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좁은 공간에서의 효율성을 고려한 이동식 가구와

가변식 구조가 제안되었다. 192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모바일 주거는 주택과 자동차의 기능이 결합되어 캠핑과

같은 도시인들의 유목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였다.

또한 2차 세계대전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임시 주거공간

으로 트레일러 주택이 공급되면서, 이동이 용이한 모바

일 홈이 미국 내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운송수단과 주

택의 기능이 합쳐진 대표적인 실험 사례는 풀러(Fuller)

의 다이맥시온(Dymaxion) 주택(1927)으로, 자동생산방식

을 접목하여 소형 주택 및 이동식 주거의 개념을 제안함

으로써 현대 주택산업의 공업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모

바일 홈 이후에 등장한 1960년대의 캡슐주거는 과학기술

의 발전과 소비 지향적 사회의 등장으로 인해 이동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삭막한 도시환경에서 벗어나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 구조 및 재료

가 소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준

의 단위 유닛으로 구성된 도시가 등장하였다.8)

또한 클라우스(Clauss)는 제1차 세계대전에 의한 기술

의 발전을 통해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자동차가 보급

되면서 모빌리티의 개념이 미국 내에서 사회적으로 더욱

강조되었다고 설명하였다. 1920-30년대는 실내공간을 기

능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주거를 생활

을 위한 기계적 도구로 바라보는 인식과 함께, 산업 재

료로 간주되었던 스틸 파이프를 실내용 가구에 적용하기

도 하였다. 스틸관을 활용한 유럽에서의 실험과 더불어

7) 제나 오코너(2014)가 제시한 <A model for visual imagery analysis>

는 디자인을 포함한 시각이미지 분석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디자인

역시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분석 및 평가,

교육 등 다양한 범위에서 적절한 분석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

조하였다.(Zena O’Connor, Elements & Principles of Design, eBook

Production, Sydney, 2014, Loc 1001-1063 of 1278)

8) 김미경, 20세기 주거건축사에 나타난 이동식 주거개념의 발전과정

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7(2), 2008.4, pp.20-21

북유럽의 라미네이트 우드 가구, 미국의 유선형 디자인

이 등장하면서 주거공간은 가변적이고 이동성이 강조된

모빌리티의 특성이 더욱 강화되었다.9)

현대사회에 이르러 정치와 경제의 국제화, 급격한 기

술 혁신, 문화적 교류 등은 잦은 이동, 새로운 유연한 주

거 방식의 제안, 최신 교통수단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에 따른 신유목민의 생활을 초래하였다.

결국, 모빌리티의 관점에서 볼 때 주거공간은 개인의

아이덴티티, 자유, 자아실현 등을 성취하는 역할을 꾸준

히 담당하여 왔으며.10) 미국에서는 특히 서부개척시대에

서 비롯된 유목민적 삶의 태도가 가변형 주거, 모바일

홈, 캡슐 주거 등의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즉, 이동식 주거는 가구나 실내구조의 일부 요소에

유연성을 부여하였던 초기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자동차와 주택이라는 서로 다른 기능을 결합하고 주거

장소의 효율적 이동성을 강조하며, 더 나아가 단순한 물

리적 이동을 넘어서 자연과 상호작용 및 자급자족이 가

능한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왔음을 파악할 수 있다.

2.2. 모빌리티의 개념과 유형 분류

‘가변적 건축(flexible architecture)’에 관해 활발한 연

구를 진행해 온 영국의 건축가 로버트 크로넨버그

(Robert Kronenburg)는 그의 저서 <Flexible:

Architecture that Responds to Change>에서 건축에 적

용된 가변성의 개념을 크게 순응성(adaptation, 기능/용

도/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전환성(transformation, 구조

변형에 따른 형태/공간/외형의 변화), 이동성(movability,

기능 만족을 위한 장소 이동), 상호작용성(interaction, 센

서/키네틱 시스템/신재료의 적용을 통해 자동 또는 직관

적으로 사용자 요구에 부응)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11)

한편, 독일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Vitra Design

Museum)에서 발행한 <Living in Motion>(2002)을 살펴

보면, 모빌리티에 대한 분류를 용도와 기능에 따라 이동

(transporting), 순응(adapting), 결합(combining), 조립과

해체(assembling and disassembling), 접힘과 펼침

(folding and unfolding), 휴대(wearing and carrying)의

여섯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이동’은 물리적인

장소나 거리의 이동을 의미하며, ‘순응’은 물리적 또는

공간적 니즈에 따른 건축과 실내요소의 유연성을 뜻한

다. ‘결합’은 서로 다른 기능의 결합, 건축과 가구의 결

합, 그리고 주택과 실내 설비가 하나의 유닛으로 결합된

세 가지의 유형을 모두 포함한다. ‘조립과 해체’는 공간

9) Mathias Schwartz-Clauss, op. cit., p.111

10) Stephan Rammler, op. cit., p.198

11) Robert Kronenburg, Flexible: Architecture that responds to change,

1st ed., Laurence King Publishing Ltd, London, 2007,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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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과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의 일부를 분리하거나

다시 조합하는 방식을 뜻한다. ‘접힘과 펼침’은 구조나

형태를 해체하지 않고 그 자체를 압축된 형태로 줄이거

나 확장하는 방식으로 공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 마지막으로 ‘휴대’는 정보, 방향성, 커뮤니케이션, 엔

터테인먼트 등과 관련된 도구를 신체에 걸치는 액세서리

형태로 지니고 다니는 것을 의미한다.12)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모빌리티의 개념은 크

로넨버그(2007)가 제시한 이동성, 순응성, 전환성, 상호작

용성의 네 가지에 비트라 뮤지엄(2002)에서 소개된 결합

성이 더해져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최종 정리될 수 있

다. 각 유형별 특성을 정리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대분류 중분류 주요 내용

이동성

(movability)
transporting -물리적 장소나 거리의 이동성

순응성

(adaptation)
adapting

-물리적/공간적 니즈에 따른

건축과 실내요소의 유연성

결합성

(combination)
combining

-서로 다른 기능의 결합

-건축과 가구의 결합

-주택과 실내 설비가

하나의 유닛으로 결합

전환성

(transformation)

assembling

& disassembling

-구조의 일부를 분리하거나

다시 조합하는 방식

folding & unfolding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그 자체로 압축된 형태를 만들거나

확장하는 방식

상호작용성

(interaction)
wearing & carrying

-상호작용에 필요한 기능과 도구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휴대성

<표 1> 모빌리티의 개념에 따른 유형 분류

3. 안드레아 지텔의 작품 분석

3.1. 분석틀

본 연구의 분석틀은 앞서 소개한 오코너(2014)의 디자

인분석모델을 참고하여 총 4단계의 구조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는 시각이미지와 디자인의 객관적이고 구

조적인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4단계의 분석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첫 번째 ‘묘사(identification)’ 단계에서는 분

석 대상의 시각적 요소와 원리, 사이즈 등에 대한 기술

이 이루어진다. 시각적 요소 분석에는 색채, 선, 방향, 형

태, 사이즈, 질감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시각적 구성 원

리에는 단순함과 복잡함, 통일성과 다양성, 리듬과 운동

감, 대칭과 비대칭, 대비, 구성, 사실성과 추상성 등의 관

계에 기초하여 구조와 형태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분석(analysis)’ 단계에서는 앞서 파악된 시각적

요소들 간의 연관성이나 패턴을 인식하고, 세 번째 ‘해석

(interpretation)’ 단계에서는 시각적 패턴에 내재된 의미

를 해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평가(evaluation)’ 단계에

서는 디자인의 의도와 목적 이면에 숨어있는 사상과 가

12) Vitra Design Museum, Living in Motion, 2002, pp.13-16

치관, 작가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4단계의 분석과정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 분석 내용을 정리하였다. 1단계에서

는 시각적 요소의 묘사에 있어서 디자인 요소와 원리에

기초한 가구의 형태적 특성과 더불어, 가구의 구조 및

기능적 특성을 함께 기술하였다. 2단계에서는 앞서 살펴

본 가구의 형태, 구조, 기능이 각 작품에서 모빌리티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식과 원리를 파악하였다. 이 때, 모

빌리티의 패턴 분석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파악된

<표 1>의 모빌리티 유형 분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3단계에서는 모빌리티를 표현하는 방식과 원리에 내재된

의미를 이론 고찰을 통해 파악한 사회문화적 의미와 작

가의 배경, 작품의 의도와 목적 등에 기초하여 종합적으

로 해석하였다. 4단계에서는 각 작품들의 해석된 의미를

통합적으로 살펴, 최종적으로 작가가 추구하는 전반적인

작품경향 및 가치관, 작품에 영향을 미친 사조의 의미

등을 평가하였다.<표 2 참고>

단계 오코너(2014) 최종 연구 분석틀

1단계: 묘사

Identification

시각적 요소, 사이즈, 미디어

등의 파악 및 묘사

물리적 속성 분석

(형태/ 기능 및 구조)

2단계: 분석

Analysis

시각적 요소들 간의

패턴 인식

요소들 간의 관련성 분석

– mobility를 표현하는 방식

3단계: 해석

Interpretation

시각적 패턴에 내재된

의미 해석

의미 해석 (사회문화적 의미,

디자이너 배경 및 작품 의도)

4단계: 평가

evaluation

디자인 의도/목적 전달의

효율성 및 가치 평가

작가의 의도 및 가치관,

작품경향, 디자인 사조 평가

<표 2> 연구 분석틀

3.2. 사례 분석

지텔의 작품은 시기적으로 볼 때, 1990년대의 ‘A-Z East’ 작

품들과 2000년대 이후의 ‘A-Z West’ 사례들로 크게 구분된다.

구분 번호 제작년도 작품명

A-Z

East

① 1992 Management maintenance unit

② 1993 Body processing unit

③ 1993 Warm and cool chambers

④ 1993 Cleansing chamber

⑤ 1993 Dishless dining table

⑥ 1993-1994 Living unit

⑦ 1994 Ottoman furniture

⑧ 1996 Escape vehicle

⑨ 1998 Raugh furniture

⑩ 1997-1999 BOFA

A-Z

West

⑪ 2001-2005 Homestead unit

⑫ 2002 Cellular compartment unit

⑬ 2005-2011 Wagon station

⑭ 2006 New raugh furniture

⑮ 2011 Aggregated stacks

<표 3> 작품 분석 리스트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지텔의 대표적인 작품사례로

‘A-Z East’ 프로젝트 작품 10개와 ‘A-Z West’ 프로젝트

작품 5개로 총 15개의 작품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

다. 분석에 사용된 지텔의 작품 목록은 <표 3>과 같다.

(1) 1단계: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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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분석 1단계에서는 각 작품들이 지닌 형태와 구

조, 기능의 특성을 각각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 단계에

서는 앞서 소개한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를 참고하여 시

각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였다. 각 작품들의 형태,

구조, 기능적 특성을 묘사한 1단계 분석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사례
① management maintenance

unit(1992)
② Body processing unit(1993)

이미지

형태

-검정색과 목재의 자연색 대비

-수직과 수평 방향의 그리드 반복

-사각형의 모듈 반복적 사용

-가로폭 2.1m * 깊이 2.4m * 높이

1.8m 의 소규모 공간

-검정색과 목재의 자연색 대비

-폭이 좁고 수직으로 길게 뻗은 직

선적 형태

-한 명이 서서 사용할 수 있는 높

이와 폭 (펼친 높이 1.8m)

구조

-싱크대, 수납장, 간이침대, 스툴,

작업공간, 스토브, 식당 부스 등이

하나의 컴팩트한 구조로 합쳐짐

-필요시 스틸 프레임을 접어서 이

동이 가능하게 함

-하부장은 선반이나 구조를 앞으로

빼서 사용할 수 있게 함

-상부/하부장을 반으로 접으면 바

퀴달린 이동식 트렁크가 됨

-위쪽에는 음식 섭취와 관련된 주

방 조리도구를, 하부에는 씻거나

버리는 용도의 설비가 배치됨

기능

-일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필수적

인 가구와 설비를 최소한으로 갖

춘 생활 공간

-부엌의 조리 기능과 욕실의 세면

및 배설 기능 등 물을 사용하는

설비의 결합

사례 ③ Warm and cool chambers(1993) ④ Cleansing chamber(1993)

이미지

형태

-목재의 자연색 그대로 노출

-직선의 단순한 육면체 형태

-한 사람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최소의 공간

-black & white의 대비

-사각형, 원형, 마름모 등 기하학적

형태의 패턴

-좌우 대칭 형태

구조

-문을 열면 내부에 의자와 조명,

간단한 선반으로 구성된 작은 방

2개로 이루어짐

-샤워나 세면을 위한 욕실 공간의

설비가 최소의 공간으로 이루어짐

-샤워커튼을 달아 프라이버시 고려

기능
-2개의 방은 각각 열기를 식히거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의 기능
-욕실과 싱크대의 기능을 겸비

<표 4> 1단계: 묘사

사례 ⑤ Dishless dining table(1993) ⑥ Living unit(1993-1994)

이미지

형태

-상판은 목재의 자연색 노출, 화이

트 마감

-사각형과 원형의 기하학적 패턴

-목재의 자연색 노출, 패브릭의 포

인트 컬러 강조

-수직, 수평의 사각 그리드 강조

구조

-테이블 상판의 일부를 움푹하게 파

서 접시와 테이블의 구조를 하나로

합침

-바퀴달린 육면체 함 구조 속에 침

대, 옷장, 수납장, 테이블, 조리대

등의 설비가 복합적으로 마련됨

-골격은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되지

만, 내부는 맞춤제작이 가능함

기능 -접시가 필요 없는 2인용 식탁

-이동식 트레일러와 유사

-주방, 욕실, 침실 등의 기능이 하

나로 결합

사례 ⑦ Ottoman furniture(1994) ⑧ Escape vehicle(1996)

이미지

형태

-목재의 자연색 노출

-육면체의 사각 모듈 반복

-쿠션 윗면에 다양한 기하학 패턴

-스틸 재질의 재료색 노출

-유선형의 곡면으로, 상하 대칭

-가로폭 2m * 세로폭 1m * 높이

1.5m의 공간

구조

-윗뚜껑을 열어 수납이 가능케 함

-필요에 따라 원하는 개수로 모듈

을 결합하여 원하는 크기와 형태

를 만들 수 있음

-한 명이 겨우 들어가서 누울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

-외부는 규격화된 크기와 형태를

지니나, 내부 구조는 맞춤제작이

가능함

-바퀴가 달려 이동이 가능함

기능
-침대, 수납공간, 소파 등의 기능을

하나로 결합시킴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 기능의 공

간으로, 단절과 안전의 기능을 제

공함

사례 ⑨ Raugh furniture(1998) ⑩ BOFA(1997-1999)

이미지

형태

-바위를 모방한 비정형적 형태와

짙은 회색의 색채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거대한

크기

-목재의 자연색 노출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유선형

-좌우 대칭 형태

구조

-푹신한 폼 러버(foam rubber)를 깎

아서 만든 자연을 모방한 구조물

-표면의 짙은 회색과 소재 특성상

먼지나 더러움이 쉽게 눈에 띄지

않도록 함

-두 명이 마주 앉을 수 있도록 의

자와 테이블이 결합된 구조

-상부가 개방된 박스 구조 속에 고

정식 의자와 테이블 배치

-바닥면을 좌판과 동일하게 높여

좌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게 함

-외부 구조 벽면이 등받이와 팔걸

이의 기능을 겸하게 함

기능

-앉거나 눕거나 기대는 등 다양한

자세와 행위 지원이 가능한 다용

도 소파의 기능을 제공함

-소파와 테이블이 하나의 박스 형

태로 결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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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⑪ Homestead unit(2001-2005) ⑫ Cellular compartment unit(2002)

이미지

형태

-메탈 프레임에 유리와 스틸 지붕,

목재 패널로 구성

-목재의 자연색 노출

-사각형의 그리드 패턴

-전체 면적이 11㎡ 이하

-목재의 자연색 노출

-사각, 원형의 기하학적 형태

-육면체의 모듈 반복

구조

-4시간만에 조립과 해체가 가능

-침대, 찬장, 싱크대, 작업대, 스토

브, 벤치 등 설비가 하나로 결합

-10개의 모듈로 연결된 건축 구조

-동일한 모듈 구조 내부는 각기 다

른 기능의 설비를 제공

-모듈 조합 방식에 따라 외부 형태

가 달라지고, 사용자에 따라 각

방의 구조는 맞춤 제작이 가능함

기능

-혼자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생활 유닛

-유리로 측면 개방성을 높여 자연

을 감상할 수 있게 하고, 원하는

장소 어디나 설치가 가능하게 함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방이

모여 이루어진 작은 규모의 아파

트 생활 공간

사례 ⑬ Wagon station(2005-2011) ⑭ New raugh furniture(2006)

이미지

형태

-유선형의 곡면으로, 표면에 사용

자에 따라 다양한 색채, 패턴 적용

-한 명이 눕기 적당한 크기

-목재의 자연색 노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비정형적

인 형태

-모서리 마감을 닳은 것처럼 자연

스럽게 처리

구조

-앞면을 열고 닫음으로서 개방성과

폐쇄성을 조절

-규격 사이즈로 제작 후, 내부 구

조는 사용자에 따라 맞춤제작

-슬리핑백, 책꽂이, 스탠드, 선반

등이 결합

-부피가 큰 폼(foam) 대신에 목재

패널을 이용하여 형태와 구조 변

경이 자유롭게 함

-패널간의 결합으로 다양한 형태와

구조 이루어짐

기능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 공간으로,

임시거주공간으로 활용 가능

-선반, 책장, 테이블 등 다양한 용

도와 기능 부여

사례 ⑮ Aggregated stacks(2011)

이미지

형태

-석고 붕대와 카드보드로 제작

-다양한 크기의 사각형 박스를 자유롭게 배치하여 결합한

비정형적 형태

구조

-앞면이 개방된 다양한 크기의 박스를 불규칙적으로 결합하여

벽면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구조로 제작 가능

-각각의 셀마다 독립된 수납 기능 부여

기능 -선반, 벽 장식물, 가구 등 수납과 장식의 복합적 기능

(2) 2단계: 분석(Analysis)

분석 2단계에서는 앞서 살펴 본 작품들의 형태와 구

조, 기능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특성들이 모빌리티의 개

념을 전달하는 표현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작품별

내용 분석은 2장에서 소개된 모빌리티의 다섯 가지 유형

을 기초로 이루어졌다.<표 5 참고>

2단계 분석 결과, 지텔의 작품에서는 모빌리티의 유형

중 ‘상호작용성’을 제외한 ‘이동성’, ‘순응성’, ‘결합성’, ‘전

환성’의 네 가지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이동성’, ‘순응성’, ‘결합성’은 각각 13개의 사례에서 그

특성이 나타나 전체 사례에서 87%에 해당하는 높은 비

율을 드러내었다. 반면, ‘전환성’은 8개의 사례에서만 발

견되어 5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

텔의 작품이 ‘이동성’, ‘순응성’, ‘결합성’을 중심으로 복합

적인 모빌리티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동성’은 최소 규격의 디자인과 바퀴, 모듈 구조, 구

조의 전환 등을 통해 짧은 공간의 효율적 이동에서부터

캠핑이나 이사 등과 같은 장거리의 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동성을 포함하였다. ‘순응성’은 여러 기능을 하

나의 유닛으로 결합시킴으로서 좁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공간 활용성을 강조하였고, 사용자의 다

양한 행위와 니즈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연함을 강조하

였다. ‘결합성’에서는 다양한 기능의 가구와 설비가 하나

의 공간 또는 유닛으로 합쳐진 특성을 드러내었다. 전통

적으로 단일 기능과 역할로 이루어졌던 공간들은 지텔의

작품을 통해 주방과 욕실의 결합, 침실/서재/주방/식당의

결합 등 다양한 기능의 조합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통적

인 방식의 고정식 건물이 아닌 이동이 가능한 캡슐 또는

모바일 홈의 개념을 대입하여 건축과 가구의 경계를 모

호하게 만들었다. ‘전환성’은 구조의 일부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방식, 또는 형태의 일부를 접거나 펼치는 방식

모두 나타났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 건축적 가구의 이

동성을 효율적으로 강조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지텔의 건축적 가구는

구조의 가변적인 전환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이동성을 확

보할 수 있었고, 기능과 구조의 적극적인 결합 방식에

의해 ‘Escape Vehicle’, ‘Homestead Unit’, ‘Wagon

Station’과 같이 다양한 공간 환경과 사용자의 특성에 유

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순응성을 획득하였음을 알 수 있

다. 결국, 지텔은 자신의 작품에서 모빌리티의 경향을 드

러내기 위해 전환성과 결합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구

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극 활용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이동성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순응성의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모빌리티의 표현방식과 원리를 중심으로 살펴본 2단계

분석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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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 내용

①

이동성 ↔ -펼쳐진 프레임을 접어서 이동 가능한 규모로 축소

순응성 ⎆ -좁은 공간에도 설치 가능한 최소한의 규모로 제작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부 구조 맞춤 제작

결합성 ⌼ -생활의 필수기능이 건축과 가구가 결합된 유닛으로 제공

전환성 ◐ -프레임을 펼치거나 접는 방식으로 구조 변경

②

이동성 ↔ -바퀴달린 접이식 트렁크로 이동성 확보

결합성 ⌼ -주방과 욕실의 기능을 하나의 설비 구조로 결합

전환성 ◐ -트렁크를 열고 닫는 방식으로 유닛 확장

③
이동성 ↔ -최소 공간 사이즈로 장소 이동이 비교적 용이

순응성 ⎆ -기후조건에 따라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휴식 기능

④

이동성 ↔ -최소 공간 사이즈로 장소 이동이 비교적 용이

순응성 ⎆ -욕실과 주방의 기능을 결합하여 공간 활용도 높임

결합성 ⌼ -욕실과 주방의 일부 기능을 결합

⑤ 결합성 ⌼ -테이블에 식기를 구조적으로 결합

⑥

이동성 ↔ -바퀴달린 육면체 함 구조로 이동성 확보

순응성 ⎆ -최소 공간에 다양한 기능설비 적용해 공간 활용도 높임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부 구조 맞춤 제작

결합성 ⌼ -다양한 기능 설비를 하나의 유닛으로 결합

전환성 ◐ -모듈 박스를 펼치고 접음으로써 공간 확장 및 축소

⑦

이동성 ↔ -육면체 모듈의 조합으로 단위 모듈의 용이한 이동성

순응성 ⎆ -공간과 사용자에 따라 크기와 형태를 다양하게 조합

결합성 ⌼ -수납공간, 침대, 의자 등의 기능을 하나로 결합

전환성 ◐ -모듈의 조합/분리에 따른 다양한 형태와 기능 제안

⑧

이동성 ↔ -바퀴가 달린 일인용 구조물로 이동성 강조

순응성 ⎆ -공간환경과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용도와 기능 지원

결합성 ⌼ -폐쇄적 쉘터, 주택과 실내설비가 하나의 유닛으로 결합

⑨
순응성 ⎆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다양한 자세 지원

결합성 ⌼ -소파와 테이블 등의 기능이 지형적 구조물과 결합

⑩
순응성 ⎆ -소파와 테이블의 구조적 결합, 좌식공간으로 행위 지원

결합성 ⌼ -서로 다른 기능을 하나의 구조물로 결합

⑪

이동성 ↔ -4시간 만에 조립/해체가 가능하여 물리적 이동의 용이함

순응성 ⎆
-11㎡이하 유닛으로 법적 규제 없이 자유로운 배치/이동

-측면 유리패널로 외부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

-내부 구조는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맞춤제작

결합성 ⌼ -생활에 필요한 설비와 주택이 하나의 유닛으로 결합

전환성 ◐ -필요에 따라 조립과 해체가 가능

⑫

이동성 ↔ -단위 모듈의 결합으로 필요에 따라 장소 이동이 용이

순응성 ⎆ -모듈 결합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구조 제공

-내부 구조는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맞춤제작

결합성 ⌼ -다양한 생활 기능 공간이 모여 하나의 건축 구조를 이룸

전환성 ◐ -모듈간의 조립과 해체가 가능

⑬

이동성 ↔ -최소 공간 규모로 원하는 장소에 이동 및 배치가 용이

순응성 ⎆ -유선형으로 사막의 바람과 같은 기후조건에 적응성 강조

-내부 구조는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맞춤제작

결합성 ⌼ -쉘터 내부에 간단한 가구설비와 시스템을 결합

전환성 ◐ -앞면을 열고 닫음으로써 공간 확장/외부와의 단절 유도

⑭

이동성 ↔ -패널의 분리를 통해 이동과 휴대성 강조

순응성 ⎆ -공간과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전환

-모서리를 거칠게 처리하여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움 강조

결합성 ⌼ -패널의 형태와 결합에 따라 다용도의 기능으로 활용

전환성 ◐ -패널의 결합에 따라 다용도의 가구로 전환

⑮
이동성 ↔ -석고 붕대와 카드보드의 가벼운 소재로 이동성 강조

순응성 ⎆ -벽면의 크기와 사용자의 니즈에 따른 다양한 배치

<표 5> 2단계: 분석 ( ↔ 이동성 l ⎆ 순응성 l ⌼ 결합성 l ◐ 전환성)
모빌리티의

유형
지텔의 작품에 나타난 모빌리티의 특성

이동성

(87%)

-구조의 전환을 통해 부피를 최소화시켜 이동성 높임

-바닥에 바퀴를 달아서 움직이기 편리하게 함

-최소 규모와 부피를 지닌 단위 모듈의 결합으로 이동성 높임

-최소한의 설비와 기능이 결합된 함축적인 건축 공간을 제공하여

이사나 휴가 등의 장거리 이동이 용이함

순응성

(87%)

-가구와 설비를 최소 공간과 기능으로 결합시켜

공간 활용도를 최대한으로 높임

-외부는 규격 사이즈로 제작하되, 내부 기능과 설비는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다양하게 맞춤제작이 가능하도록 함

-자연환경과 기후조건에 적응이 뛰어난 구조와 형태를 제안함

-사용자의 다양한 행위와 자세를 유연하게 지원함

-사용하면 할수록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게

모서리와 표면 처리를 고려함

-모듈의 결합을 통해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구조, 기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

-최소한의 규모로 구조를 제작하여 어느 장소나 이동과 설치가

가능하고 적응이 뛰어나게 함

결합성

(87%)

-생활의 필수적 기능이 하나의 건축적 유닛 또는

구조적 유닛으로 결합되어 나타남

전환성

(53%)

-구조의 일부를 조립하거나 해체시켜 이동성과 가변성을 높임

-구조를 접거나 펼침으로써 공간 확장과 폐쇄적 단절을 유도함

<표 6> 2단계: 분석 종합

(3) 3단계: 해석(Interpretation)

분석 3단계에서는 1단계와 2단계에서 나타난 특성을

바탕으로 건축적 가구에 나타난 모빌리티의 표현 방식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해석적으로 들여다보았다.

각각의 사례에 나타난 내재적 의미를 살펴본 결과, ‘기

능성과 효율성의 추구’, ‘단순하고 소박한 자세’, ‘자연과

의 조화’, ‘자유로운 삶의 실현’, ‘불규칙성과 비정형성의

아름다움’, ‘사용자의 참여적 디자인’이라는 여섯 가지의

의미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다.

지텔은 동일한 기능 설비의 결합 또는 필수적 기능으

로만 이루어진 최소한의 구조, 기하학적 형태와 모듈, 그

리드 시스템을 통해 ‘기능성과 효율성의 추구’를 강조하

였다. ‘단순하고 소박한 자세’는 장식성을 배제하고 꼭

필요한 필수적인 기능과 최소한의 공간으로만 생활을 영

위하려는 간소한 디자인 방식에서 엿볼 수 있다. 자유로

운 장소의 이동을 통해 외부 자연환경 속에서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자연의 요소를 규모

에 상관없이 주거 공간에 끌어들이려는 순응적 시도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살펴볼 수 있다. 지

텔은 이동성과 결합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쉘터를

디자인함으로써 고정적이고 구속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

어나 거주자가 보다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삶의 실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그녀는 기하학적인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를 비정형적이고 불규칙적인 방법

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간의 특성과 사용자의 니즈에 적절

하게 순응할 수 있는 ‘유연한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지텔의 작품에서는 ‘사용자의 참여적 디자인’

을 통해 디자이너의 역량을 최소화하고, 사용자가 직접

본인의 필요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제작

하고 구성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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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형태와

구조적 특성

모빌리티의

특성
모빌리티에 반영된 작품 의미 해석

①

수직, 수평의

그리드, 자연

재료색 노출,

스틸 프레임

구조, 최소

공간에 필수

적 기능 결합

-펼치고 접는

구조의 전환

으로 이동성

높임, 기능의

결합, 사용자

에 따른 유연

한 내부 구조

-대도시의 좁은 거주 공간에 대해

기능 및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대안 제시

-생활의 필수 기능을 공간에 함축시켜

간결하고 단순한 삶의 태도 강조

-좁은 공간과 필요 이상의 물건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여유 있는 자세 강조

-장식이나 인체공학적 편안함 보다 단순하고

효율적인 기능성과 합리성을 추구

-규격 사이즈를 제공하되,

사용자가 직접 공간을 구성하도록 유도

-최소 규모의 유닛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제안

②

수직, 수평의

공간 구획,

주방과 욕실

의 설비 결

합, 자연재료

색 노출

구조의 전환

을 통해 이동

성 강조, 기

능의 결합

-동일한 기능의 설비를 결합시켜

기능적 효율성을 높이고 공간 활용도를 높임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동

-최소 규모로 단순하고 실용적인 생활 제안

③

자연재료색

노출, 단순한

육면체 구조

최소한의 규

모로 장소 이

동이 용이,

기후조건에

대한 순응적

기능

-최소 규모로 공간환경과 기후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대피적 공간 제안

-단순한 형태와 구조로 기능의 효율성 강조

④

기하학적 형

태의 구조,

욕실과 주방

의 설비 결

합, 흑백의

대비

최소한의 규

모로 장소 이

동이 용이,

기능의 결합

-기능의 결합에 따른 공간 활용 및 효율성

극대화

-최소한의 공간과 기능으로

단순한 생활방식 강조

-단순하고 모던한 형태의 디자인 지향

⑤
기하학적 형

태의 구조

테이블과 식

기의 구조적

결합

-기능과 구조의 결합에 따른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인 생활방식 제안

-기하학적 형태의 구조 적용으로

실용성과 합리성 추구

⑥

자연재료색

노출, 수평 수

직의 사각 그

리드, 규격화

된 외부 골격

모듈구조로

이동성 강조,

사용자에 따

른 유연성, 기

능의 결합, 펼

치고 접는 방

식의 전환성

-최소한의 규모와 필수 기능의 결합으로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인 생활 방식 제안

-동일하게 제공된 공간에서 사용자가 직접

내부를 구성하도록 유도

-최소 규모의 유닛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적인 시스템 제안

-기능의 결합에 따른 공간 활용 및 효율성

극대화

⑦

육면체의 사

각 모듈, 자

연재료색 노

출, 기하학적

패턴

이동의 용이

함, 사용자에

따른 유연성,

기능의 결합,

모듈의 조합

및 분리에 따

른 형태의 다

변화

-최소 단위의 모듈구조에 다기능을 결합시켜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인 생활 방식 제안

-사용자가 직접 공간을 꾸미고 구성하도록

적극적 유도

-기능의 결합에 따른 공간 활용 및 효율성

강조

-기하학적 형태와 구조로

공간 배치에 합리성을 부여

⑧

대칭구조의

유선형, 규격

화된 외부 골

격, 폐쇄적

구조

바퀴달린 이

동식 유닛,

사용자에 따

른 유연성 부

여, 기능의

결합

-좁고 폐쇄적인 공간 제공으로

외부와의 단절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

-최소한의 규모와 필수 기능의 결합으로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인 생활 방식 제안

-이동식 트레일러의 경험에서 영감을 얻어

자연 속에서의 생활 및 여행에 따른

장소 이동을 가능케 함

<표 7> 3단계: 해석
사례

형태와

구조적 특성

모빌리티의

특성
모빌리티에 반영된 작품 의미 해석

⑨

바위를 모방

한 비정형적

형태, 먼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 짙은 색

채와 재료

사용자의 행

위와 자세에

유연한 대응,

기능의 결합

-자연 요소의 실내 유입,

비정형적 디자인으로 자연과 조화로운

생활 방식 제안

-오래 사용할수록 자연스러움이 드러나는

디자인 강조

-자연을 거스르기보다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구조를 모방하여 공간 적응성을 높임

⑩

자연재료색

노출, 모서리

가 둥근 기하

학적 형태

기능의 결합,

다양한 행위

와 자세 지원

-기능의 결합에 따른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디자인 제안

-최소한의 공간에서 편안하고 자유로운

생활방식 제안

⑪

스틸 프레임

에 목재와 유

리 사용, 자

연재료색 노

출, 사각형의

그리드

조립과 해체

를 통한 이동

성 확보, 사

용자의 니즈

와 장소 적응

에 대한 유연

함, 기능의

결합

-기능의 결합에 따른 공간 활용 및 효율성

극대화

-최소한의 공간과 기능으로

단순하고 합리적인 생활방식 강조

-동일하게 제공된 공간에

사용자가 직접 내부를 구성하도록 유도

-최소 규모의 유닛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적인 시스템 제안

-측면에 개방감을 부여하여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상호작용 강조

⑫

자연재료색 노

출, 기하학적

형태의 그리

드, 모듈구조

기능의 결합,

모듈의 조립

과 해체를 통

한 다양한 형

태와 구조 지

원, 이동성

확보

-기능의 결합에 따른 공간 활용 및 효율성

극대화

-최소한의 공간과 기능으로 단순하고

합리적인 생활방식 강조

-규격화된 공간에서 사용자가 직접 내부를

구성하도록 유도

-최소 규모의 유닛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적인 시스템 제안

-기하학적 형태와 구조로

단순하고 모던한 형태의 디자인 지향

⑬
유선형, 규격화

된 외부 골격

기능의 결합,

구조 전환을

통해 공간 확

장과 단절 확

보, 기후조건

에의 적응성,

이동성 확보

-최소한의 공간과 기능으로 단순하고

합리적인 생활방식 강조

-규격화된 공간에서 사용자가 직접 내부와

표면적 공간을 구성하도록 유도

-최소 규모의 유닛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적인 시스템 제안

-자연으로의 공간 확장 또는

외부와 단절된 쉘터의 기능 부여

-유선형의 단순한 형태로 모던함 강조

⑭

자연재료색 노

출, 사각형의

비정형적 패

턴, 거칠게 처

리된 모서리

패널의 결합

과 분리에 따

른 형태 다변

화 및 다기능,

휴대 및 보관

의 용이함

-최소한의 구조를 통해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 제안

-비정형적 형태와 거칠게 처리된 모서리를

통해 자연스럽고 유기적 아름다움 강조

-공간 벽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디자인 제안

⑮

가벼운 소재,

기하학적 형

태의 비정형

적 패턴

공간과 사용

자에 따른 유

연한 구조와

배치

-비대칭적이면서 유기적인 형태의 디자인

선보임

-공간 벽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디자인 제안

-비정형적 형태의 디자인을 통해

자연스러움 강조

-가볍고 경제적인 소재의 사용으로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 제안

이상으로 지텔의 건축적 가구가 드러내고 있는 모빌리티

의 여섯 가지 해석적 의미를 종합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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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적 의미 설명

기능성과

효율성의

추구

-기능의 결합과 최소한의 공간 구조로 기능성과 효율성 극대화

-최소 공간의 유닛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한 이상적 시스템 제안

-기하학적 형태, 유선형의 디자인, 그리드 및 모듈 시스템을 통해

단순하면서도 합리적인 디자인 강조

단순하고

소박한 자세

-생활의 필수 기능을 함축적으로 디자인하여

단순하고 간결한 생활방식 제안

-장식성을 배제하고 실용성에 기초한 디자인 강조

-불필요한 장식성을 배제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소박한 자세 강조

-모서리를 거칠게 처리하여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움 강조

자연과의

조화

-외부 자연환경과 기후조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형태와 구조 제안

-자연을 거스르기보다 자연의 구조를 모방하거나

실내로 일부 요소를 유입시켜 조화로운 자세 강조

-구조의 일부에 개방성을 부여하여 자연으로의 공간 확장을 통한

상호작용을 제안

자유로운

삶의 실현

-최소한의 규모, 구조적 전환, 이동성을 통해

시간과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가능케 함

-좁고 폐쇄적인 공간으로의 도피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복잡하고 불안한 외부환경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삶 실현

불규칙성과

비정형성의

유연한

아름다움

-비대칭, 비정형, 유기적 형태의 디자인 강조

-공간과 사용자의 니즈에 따른 유연성 부여

사용자의

참여적

디자인

-디자이너가 최소의 규격화된 구조만 제공하고,

내부 구조 디자인은 사용자가 직접 하게 유도

<표 8> 3단계: 해석 종합

(4) 4단계: 평가(Evaluation)

마지막 분석단계에서는 앞서 순차적으로 분석된 내용

을 바탕으로 지텔의 건축적 가구 사례에 나타난 전반적

인 작가의 경향과 가치관, 직간접적으로 작가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 디자인 사조와 사회문화적 배경 등의 복합

적인 요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은 선행연구, 지텔의

작품에 관한 기사 및 단행본에서 소개된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졌다.(표 9 참고)

지텔은 기하학적 형태와 모듈 및 그리드 시스템, 필수

적 기능으로 구성된 최소한의 공간, 장식성의 배제 및

산업재료의 적용 등을 통해 이동의 편리성, 자연환경과

사용자 니즈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순응성, 기능과 구조

의 적극적인 결합성, 이동성과 효율성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의 전환성이라는 모빌리티의 특성을 전달하였다.

지텔의 작품은 인공적이고 웅장한 건축물에 구속되기

보다는 자연환경과 교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에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할 것을 제안하였고, 구조의 개방적

확장 또는 폐쇄적 단절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연과

상호작용하게 하였다. 불규칙적이고 비정형적인 패턴을

이용하여 공간과 사용자에 따른 유연성을 부여하고 유기

적 아름다움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능과 의미가

디자이너를 통해 주입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

용자가 직접 추구하고 만들어가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단계적 발전 특성과 의미

1단계:

형태와

기능적 특성

-기하학적 형태 중심의 모듈과 그리드 시스템

-한 명이 생활할 수 있는 필수적 기능으로 구성된 최소한의 공간

-자연재료의 노출 및 산업 재료인 스틸 파이프 구조

2단계:

모빌리티의

표현 방식

-이동성: 바퀴 또는 구조의 전환을 통해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장소 이동이 용이하게 함

-순응성: 장소와 환경,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구조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함

-결합성: 서로 다른 기능의 결합 또는 건축과 가구 설비를 하나의

유닛으로 결합한 디자인을 선보임

-전환성: 구조의 조립/해체 또는 접고 펼치는 방식을 통해 구조의

전환 및 공간의 가변성을 확보함

3단계:

모빌리티의

특성에

반영된

내재적 의미

-기능성과 효율성: 기능의 결합 및 최소한의 규모로 함축된 실용

적 디자인을 강조함으로써 공간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함

-단순하고 소박한 자세: 장식성을 배제하고 생활에 꼭 필요한 기

능만 남겨둠으로써 단순하고 간결한 생활방식을 강조함

-자연과의 조화: 자연환경과 기후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쉘터의

개념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자연과 교류하려는 자세 드러냄

-자유로운 삶의 실현: 이동식 주거 시스템의 제안으로 시간과 공

간, 심리적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생활을 제안함

-불규칙성과 비정형성: 구조의 비정형적 조합과 배치를 통해 공간

과 사용자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디자인을 소개함

-사용자의 참여적 디자인: 디자이너의 기능을 최소화하고, 사용자

가 직접 필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디자인할 수 있게 유도함

4단계:

모빌리티의

근원적

가치관

/사상

-바우하우스의 기능주의: 기능과 효율성을 강조한 간결하고 모던

한 디자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산업기술과 재료를 적용하되 디자

이너가 직접 제작하는 방식으로 공예적 특성을 가미함

-러시아 구성주의: 기하학적 요소의 사용 및 기능이 결합된 건축

적 가구의 제안으로 합리적 디자인 강조, 자급자족의 생활이 가능

한 이상적인 주거 시스템을 제안하여 유토피아적 삶을 모색함

-19세기 서부개척시대와 세계대전 이후의 모바일 홈과 캡슐 주거: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유목민으로서의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이동식 주거 및 쉘터의 개념을 제안, 캠핑 트레일러의 개념으로

자연과의 교류 및 단순한 생활이 가능한 대안적 주거를 모색함

-쉐이커 교도의 공리주의: 장식을 배제한 실용적이고 간결한 주거

방식을 통해 좁은 공간 내에서 자급자족에 가까운 생활이 가능하

게 함, 사회와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규격화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유토피아적인 생활방식을 제안

-모더니즘 시대의 디자이너 철학 계승: 자연과의 조화, 유기적 모

더니즘, 이상적 삶을 꿈꾸는 이동식 주거의 제안 등 미국 내 작가

들의 디자인 경향을 계승

<표 9> 4단계: 평가

지텔의 작품 경향은 기능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기계의

도움을 빌리되 직접 제작할 것을 강조하였던 바우하우스

의 모더니즘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사각형과 원형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형태의 단순함은 러시아의 구성주의

에서 강조하였던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식에

서 찾아볼 수 있다. 기능과 구조의 결합에 따른 건축적

가구의 제안은 실용성을 바탕으로 자급자족적 삶을 추구

하였던 이상적인 유토피아의 삶을 추구하는 자세로 해석

할 수 있다. 쉐이커의 공리주의를 통해서도 자급자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데, 장식과 사치를 멀리하고 소박

하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였던 쉐이커 교도들은 실용성과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3권 4호 통권105호 _ 2014.08          51

기능성이 강조된 다양한 가구와 생활도구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였다. 지텔 역시 장식성을 배제하고 최소한의 기

능과 공간으로 기능의 효율성을 추구하였으며, 쉘터 개

념의 단위 유닛을 중심으로 개인의 삶에 집중하되 유닛

의 자율적 집합으로 공동체적 삶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

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19세기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에서 비롯된 유목민

적 생활 방식은 지텔로 하여금 전쟁과 산업기술의 발전,

여가문화의 증대를 통해 등장한 모바일 홈, 캡슐주거의

이동성과 가변성을 바탕으로 자연과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이동식 주거의 다양한 탐색을 가능케 하였다.

그 과정에서 등장하였던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들 역시 지텔의 작품에 영향을 미쳤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작품에서 엿볼 수 있는 자연 요소의 공간적 유

입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생적 태도, 찰스 앤 레이 임

즈 부부의 유기적인 모더니즘의 아름다움, 리처드 벅민

스터 풀러의 이상적 삶을 꿈꾸는 이동식 주거의 모색 등

다양한 가치관과 디자인 사고가 지텔의 작품 경향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이상으로 안드레아 지텔의 작품을 통해 건축적 가구에

나타난 모빌리티의 구조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건축적

가구의 사례로서 지텔의 작품에 나타난 모빌리티의 구조

적 의미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텔은 모빌리티의 개념을 디자인에 도입하기

위해 기하학적 형태에 기초한 그리드와 모듈 시스템,

최소한의 기능적 공간을 선호하였다.

둘째, 지텔은 자신만의 건축적 가구를 디자인하기 위

해 물리적 이동성의 확보, 다양한 공간과 사용자에 유연

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순응성, 기능과 기능의 결합·공간과

기능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주거방식을 모색할 수 있게

하는 결합성, 구조의 가변적 변화를 가능케 하는 전환성

과 같은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모빌리티의 개념을

극대화하였다.

셋째, 지텔의 건축적 가구가 전달하고 있는 모빌리티

의 개념은 모더니즘에서 추구하는 기능성과 효율성의 극

대화, 캠핑문화와 자동차 보급, 서부 이주 정책 등과 같

은 미국의 특수한 사회적 배경에서 비롯된 자유로운 삶

과 자연과의 조화 추구, 러시아 구성주의와 데 스틸에서

나타난 기하학적 추상의 기능적 아름다움과 쉐이커 교도

의 간결하고 소박한 삶의 탐구, 자연요소의 실내 유입과

유기적 모더니즘, 새로운 이동식 주거의 모색 등과 같은

다양한 미국내 모더니즘 작가들의 경향 계승이라는 배경

적 의미를 담고 있다.

지텔은 사용자에 따라 맞춤제작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

입하고 새로운 주거방식의 모색을 위한 실험적 디자인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모색하고, 현

대 사회의 복잡하고 물질만능주의에 젖은 자세를 비판적

으로 바라보았다. 또한, 삶의 근원적 의미를 탐구하고,

그에 따른 단순하고 간결한 생활, 자연에 순응하되 개인

주의에서 벗어나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자세를 강조함

으로써 더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

안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모빌리티 관점에서 살펴본 지텔의 건축적 가구

는 현대 사회의 긍정적 발전 가능성을 탐구하고 주거공

간과 가구 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적 자료가 될 수 있다. 삶의 질을 높이고 근

원적인 삶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지텔의 작품은

획일화되고 복잡한 사회구조에서 벗어나 개인의 역량에

초점이 맞추어진 지형/지역 친화적 디자인이 미래 주거

공간 디자인의 대안적 해결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가능

성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변성, 유연성, 이동성 등의 다

양한 용어로 활용되고 있는 의미를 모빌리티라는 통합적

개념으로 정리하고 그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였다. 현대

사회의 핵심적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모빌리티의 중요

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빌리티의 통합적

분류와 개념 정의가 향후 건축적 가구의 디자인 방향을

예측하고 디자인 평가 및 적용을 위한 선행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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