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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71년에 설립된 이토 토요 건축사무소는 올 해로 47

년 째 해를 맞이한다.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실무

가 이어진 것이다. 프리츠커(Pritzker) 건축상을 수상한

여러 명의 국제적인 건축가들이 있지만 이토 토요(2013

년 수상)는 그 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이

는 건축가 중 한명이다. 70대 후반의 나이로 접어드는

그가 보여주는 건축은 첨단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무장한

그 어느 젊은 건축가들보다도 실험적이다.

50여년의 세월 동안 이토의 건축 세계는 몇 단계의 주


 * 이 논문은 2016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요한 변화를 보였다. 특히 센다이 미디어테크(Sendai

Mediatheque)를 기점으로 한 전과 후의 변화는 가장 주

목할 만하다. 그의 건축 개념과 설계방법 자체가 근본적

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센다이 미디어테크 이후의, 정확하게는

2005년 이후 최근 10년간의 작품 중에서 핵심적인 디자

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3차원 조직체’를 활용한 새로운

건축의 실험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첨단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첨예하게

발전해가는 유기적인 공간 디자인 분야에서 이토의 최신

작품에 나타난 설계방법의 특성과 한계를 분석하여 전통

적인 수직-수평의 공간 구조 시스템을 극복한 입체적인

형태-공간-구조체에 대한 하나의 선행연구 자료를 만드

는 것이다. 이토의 프로젝트는 다소 큰 규모의 건축계획

을 내포하고 있지만 건축가 스스로 내부 공간(프로그램,

이토 토요의 건축에 나타난 자기완결적 3차원 조직체의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Self-Contained Three-Dimensional Organic Body found in Architecture
of Ito Toyo

Author 김종진 Kim, Jong-Jin / 이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교수

Abstract Recent projects of Japanese architect, Ito Toyo have been evolved into innovative and experimental stages that
are unique and different from other contemporary architects. Since Ito established his own office in 1971, there
were several critical changes and developments in terms of architectural philosophy as well as design methods.
Particularly, after Sendai Mediatheque, Ito has tended to focus on creating three-dimensional organic body in
which architectural form, space, structure, facilities, images are merged all together. With this new type of
three-dimensional structure, Ito aims to generate a new notion of architecture as ‘living organism’. This paper
tried to analyze Ito’s new concept of architecture, design process of three-dimensional organic body and its
ultimat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For the analysis, three projects were selected: Taichung Metropolitan Opera
House(2005), Berkeley Art Museum and Pacific Film Archive(2007), The New Deichman Library in Oslo(2008).
These projects clearly represent several types of three-dimensional organic body. After the comparative studies, it
is found that, in Ito’s design process and method, there are unique characters: ambivalent relationship between
plan and three-dimensional form, aiming new/hyper reality through complicated collaboration of analogue and
digital design tools, and contradictory relationship with surrounding urban context. Although there are some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ever-evolving Ito’s design concept and methods are very much valid and meaningful in
contemporary spatial design in various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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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과 외부 형태(이미지, 구조)의 일체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공간 및 실내디자인 분야에서도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한다. 먼저 2장

에서 이토 토요의 건축 경력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이를

통해 50여 년간의 역사에서 변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비교 고찰한다. 논문의 주제에 대한 개념적, 시대

적 배경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3장에서는 3차원 조직체 설계방법과 이를 통해 구현하

는 공간의 특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이토가

사용하는 3차원 형태-공간-구조 입체 조직체는 프로젝

트별로 적용방법이 다르다. 그 이유와 특징 그리고 최종

공간의 결과를 고찰한다.

4장에서는 3차원 조직체 설계방식 유형을 대표하는 3

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이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함께 도출한다. 진화하듯이 변화

하는 수법을 보이는 사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토의 최

신 작품에 나타난 핵심 주제를 깊이 있게 분석한다.

5장에서는 사례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종합 비교

하여 최종적 특성을 정리한다. 이토의 3차원 조직체 설

계 특성에 나타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고찰한다.

6장에서는 전체 연구를 마무리하며 결론을 도출한다.

2. 이토 토요의 초기 철학과 새로운 건축의

실험

2.1. 초기의 건축관: 내적 상상력
이토는 1941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다.1) 1965년

동경대학교(The University of Tokyo) 건축과를 졸업하

고 기요노리 기쿠타게(Kiyonori Kikutake) 건축사무소에

서 5년 간 실무를 쌓았다.

메타볼리스트로서 키쿠타게가 이토에게 끼친 영향은

빠르게 성장, 변화하는 근현대 도시의 상황과 그것에 즉

각적으로 반응하는 새로운 건축으로 귀결될 수 있다. 하

지만 기쿠타게와 이토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 즉 그들의

건축관에는 분명한 차이점도 존재하는데 이를 살피는 것

이 이토 건축 철학의 고유성을 고찰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쿠타게는 메타볼리즘 창설자답게 사회와 건축 사이의

관계, 즉 복잡다단한 사회의 상호 모순성(contradictions

of society)을 건축을 통해 극복하는 것을 중심 철학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토는 건축이 외부의 사회성에 너무 많

1) 1941년 일제강점기 한국에서 태어난 그는 2년 후 1943년 어머니,
여동생들과 함께 일본으로 이주했다.

은 영향을 받는 것을 경계하고 건축가의 내적 상상력

(internal imagination)에 집중하고자 했다.2) 이는 자신의

스승 기쿠타케의 철학과 정면충돌하는 관점이다. 이토가

사회성 보다 ‘내적 상상력’에 몰두했다는 사실은 현재의

그의 건축 개념과 작품을 볼 때 다소 놀라운 점이다. 하

지만 큰 틀로 볼 때 이점은 최근의 프로젝트에서도 그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있다.

이토는 1971년 ‘어르

봇(Urbot, Urban Robot

의 줄임말)’으로 명명한

자신의 건축사무소를 개

설하였고, 1979년 다시

이름을 ‘토요 이토 앤드

어소시에이츠(Toyo Ito

and Associates)’로 변경

하였다. 1976년, 초기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화이트 유(White U)’가 완공되

었다. 여동생을 위한 주택으로 콘크리트로 지어진 폐쇄

적인 외관에 중앙 마당을 두고 주거의 프로그램이 내향

적으로 둘러싸 있다. 주변의 도시적 풍경 대신 백색 내

부와 자연/인공광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이토가 강조했

던 ‘내적 상상력’의 순수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

1984년 이토는 ‘화이트 유’와 인접한 대지에 자신의 주

택 ‘실버 헛(Silver Hut)’을 완공했다. ‘화이트 유’와 대조

적인 공간 특성과 재료 물성을 선보였다. 알루미늄, 철을

사용하여 경량구조로 지어진 개방적이고 가변적인 공간

이 탄생했다. 이토 스스로 폐쇄적인 초기 작품에 대한

반대의 대응이라고 할 만큼 건축의 주제가 외연, 즉 도

시의 문제로 확장되었다.3) 인클루시브(inclusive) 주택의

개념을 가진 이 작품에서 비로소 시스템으로서의 건축이

선보이기 시작한다.

2.2. 센다이 미디어테크와 그 이후: 새로운 건축의
실험

2000년 미야기현(Miyagi Prefecture)에 지어진 센다이

미디어테크는 이토의 건축역사에서 전환점을 마련한 프

로젝트이다. 이전의 여러 프로젝트에서 보여주었던 방식

이 동시대 혹은 그 전의 근현대 건축가들 작품에서 유사

성을 찾을 수 있다면 센다이 미디어테크는 프로그램의

해석과 시스템으로서의 건축 디자인 측면에서 혁신적인

실험을 보여준다. ‘플레이트(plate)’, ‘튜브(tube)’, ‘스킨

2) Buntrock, Dana and Ito, Toyo, Toyo Ito, Phaidon Press, 2014,
pp.30-31. 이는 리켄 야먀모토(Riken Yamamoto)가 이토와 기쿠타
케의 관계를 언급한 글에서 인용한 것이다. 후기의 기쿠타케는 실
제로 사회에 개입하는 건축으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다. 그는 건
축적 순수성의 추구는 외부 사회로부터 단절될 위험이 있다고 경
고했다.

3) Buntrock, Dana and Ito, Toyo, 앞의 책, p.45

<그림 1> ‘화이트 유’와 ‘실버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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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의 세 요소로 구성된 미디어테크는 프로그램 간의

분리를 초래했던 고정벽을 최대한 생략하고 도심 복합문

화공간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이 서로 섞이고 사이의 동

선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배려했다.

센다이 미디어테크 이

후의 주요 프로젝트들은

이러한 방식의 건축 시스

템을 추구하는 것을 핵심

으로 삼는다. 스탠 알렌

(Stan Allen)은 센다이

미디어테크가 보여준 것

은 ‘단순한 건축의 구조

가 아니라 건축의 모든

다른 임페라티브(not just

a structure but all of architecture’s other imperatives)’

를 담는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즉 동선, 수직 이

동, 환경 설비 등 모든 제반 기능이 건축의 구조, 형태와

일체화 되어 있는 혁신적 제안이라고 평했다.4)

2009년에 발간된 ⌜토요 이토(Toyo Ito)⌟ 작품집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토 자신

이 직접 자신의 건축 작품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개념

과 디자인 의도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건축

을 바탕으로 이토는 가능한 열리고 유동적인 공간-프로

그램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초기의 소규모

주택 프로젝트와 달리 큰 스케일의 도심 복합문화공간이

기에 가능한 배경도 있다. 최근 이토의 작품은 주로 공

공성을 띠는 도심 문화공간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이토의 개념과 디자인에는 도시성과 정보

화 사회에 대한 생각이 늘어났고 이를 담아내고 형상화

하는 입체 시스템으로서의 건축 실험을 지속적으로 선보

이고 있다.

2.3. 3차원 조직체로서의 건축 실험
표 15)은 2005년 이후 이토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정리

한 것이다. 후기로 갈수록 그의 프로젝트들은 형태-공간

-구조적으로 매우 입체적인 유기적 시스템 조직으로 발

전해감을 알 수 있다. 이는 센다이미디어테크 이후에 나

타나는 뚜렷한 현상으로 특히 국제건축공모전이나 대규

모 공공프로젝트에서 자주 나타난다. 본 연구가 대상으

4) Turnbull, Jessie, Toyo Ito: Forces of Nature,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12, p.11. 이러한 측면에서 센다이 미디어테크는 르 코르뷔지
에(Le Corbusier)의 돔-이노(Dom-ino-type)가 가지는 수평면과 기둥
의 2요소 구조를 새롭게 재해석했다고 평가받는다.

5) 표 1에 정리된 프로젝트들은 참고문헌 11번을 기준으로 하고 논문
의 내용과 관련 있는 일부 프로젝트들(서펜타인 파빌리온, 토즈 오
모테산도, 대만국립대학도서관)을 추가하였다. 참고문헌의 작품년
도가 비록 2005-2009일지라도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포함
되어 있다.

로 하는 ‘3차원 조직체’는 전통적 방식의 수직기둥-수평

평면 혹은 수직벽체-수평평면의 구조 조직이 아닌 바닥,

<그림 2> ‘센다이 미디어테크’의
‘플레이트’, ‘튜브’, ‘스킨’ 3 요소

 

작품명 및 년도 이미지 디자인 특성 유형

1
Serpentine Gallery
Pavilion
2002

복잡하게 조직된
트러스 시스템이
건축 경계면에서 구조
역할.

BC

2
TOD’s Omotesando
2004

가로수 나무 형상의
구조가 경계면에
위치하고 최대한의
내부 공간을 확보.

BC

3

‘Meiso No Mori’
Municipal Funeral
Hall
2004-2006

유동치는 곡면 지붕을
지지하는 기둥구조가
열린 지상 공간을
형성.

BC

4

Extension for the
Fair of Barcelona
Gran Via Venue
2002, 2007, 2009-

지면에서 떠 있는
상부 매스와 지붕이
유동적인 지상 내외부
공간 형성.

CS

5
Tama Art University
Library
2004-2007

기둥, 보가 아치
구조를 만들고 이들이
조직을 이루며 공간
형성.

BC

6
Za-Koenji Public
Theatre
2005-2008

도시 가로가 극장
공용 공간으로
이어지며 반내외부
성격의 공간 설계.

CS

7

The Main Stadium
for the World
Games 2009
2005-2009

진입동선과 경기장
전체를 감싸는 열린
형상으로 지역 상징물
구현.

CS

8
White O Project
2005-2009

중정을 가지는
주거공간으로 지형의
경사에 따라 단면
공간이 변화.

BC

9

Taichung
Metropolitan Opera
House
2005, 2009-2016

여러 개의 현수면
구조체가 비정형,
입체적으로 3차원
조직체를 구현.

TO

10
Forum Les Halles
2007

곡면벽들이
프로그램들의 관계를
만들고 수직, 수평의
입체 공간 구성.

BC
/TO

11

Berkeley Art
Museum and Pacific
Film Archive
2007-

사선과 곡면벽이 각
층 내부의 유동적
공간을 만들고 이들이
외부에 표현.

BC
/TO

12
The New Deichman
Library in Oslo
2008

몇 개의 다면체
구조가 복잡하게
구성되며 3차원 입체
조직체를 구성.

TO

13
Toyo Ito Architecture
Museum in Imabari
2009-

12번의 디자인이 작은
스케일에서 구현.
전시실, 강의실 등으로
구성.

TO

14
National Taipei
University Library
2013

각 기둥이 독립된
원형 지붕면을
지지하고 이들이
수평적으로 연계.

BC

<표 1> 이토 토요의 주요 프로젝트 (2000 이후 작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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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기둥), 천정 등 공간 구성의 제 요소들이 유기적 형상

으로 조직되어 일체화된 형태-공간-구조 조직체를 만드

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 형식의 구조 체계도 물론 일

체화된 시스템으로 볼 수 있으나 본 논문은 이토의 최신

건축이 가지는 비정형적 3차원 입체 조직체에 집중한다.

표 1의 유형 분류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누어졌다.

CS(conventional structure): 일반적인 건축 구조 형식에

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스템, BC(integrated beam-column

system): 기둥과 보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창의적 구

조를 구현한 시스템, TO(three-dimentional organic

system): 비정형적 3차원 입체 형상을 도출하는 시스템

으로 본 논문이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3차

원 조직체’의 정의는 90도 직립하는 수직 요소(벽, 기둥)

대신, 사면 혹은 곡면으로 구현되는 비정형 구조와 유동

적 공간 조직체를 말한다.

3. 생성적 질서로서의 3차원 조직체의 분
화된 형식과 역할

3.1. 이토 토요 건축에 나타난 구조 시스템의 전
반적 유형

센다이 미디어테크 이후

이토의 작품에서 실험적인

건축 구조 조직체가 구현된

유형은 크게 3가지로 추출

할 수 있다. 이들은 전통적

인 기둥, 보, 판 구성을 따

르지 않고 새로운 통합적

조직을 만들기 때문에 프로

젝트에 따라서 요소들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된다.

첫 번째 유형은 건축 공

간의 볼륨을 감싸는 사방

입면을 판을 이루는 구조로

설계하고 내부에는 최대한

의 빈 공간을 제공하는 형

식이다. ‘서펜타인 파빌리온

(Serpentine Pavilion)’, ‘토즈

(TOD’s)’ 등을 포함한다. 구

조체가 외부의 건축 형태로

표출하는 대신 내부 공간은

비교적 단순한 상태이다.

두 번째 유형은 곡면으로 연결한 기둥과 보 구조판을

씨실과 날실처럼 직조하는 형식이다. ‘타마 예술 대학 도

서관(Tama Art University Library)’, ‘국립 대만 대학

도서관(National Taiwan University Library)’을 포함한

다. 이 유형은 첫 번째와 다르게 외부의 스킨 대신 기둥

-보 일체 구조가 내외부 전체에 퍼져 있다. 수직으로 직

립하는 기둥과 수평의 보가 만드는 평면판 일체구조이기

때문에 비정형 3차원 조직체라고 보기 힘들다.

세 번째 유형은 기둥과 보를 제거하고 비정형적 3차원

공간을 건축의 구조, 형태와 일체화시켜 입체 조직체로

만드는 형식이다. ‘타이중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Taichung Metropolitan Opera House)’, ‘뉴 다이크만 도

서관(The New Deichman Library in Oslo)’을 포함한다.

이 유형은 이토의 건축에서 현재 진행형의 가장 진보적

인 형식으로 본 연구의 주 대상이다.

에이드리언 포티(Adrian Forty)는 건축의 구조에는

“세 가지 의미: 1. 건물 전체. 2. 장식, 외장, 서비스 등과

구분되는 건물의 지지(support) 시스템. 3. 어떤 프로젝

트, 건물, 건물의 집단, 도시 전체 혹은 지역의 면모를

알게 해주는 스키마(schema)”가 있다고 밝혔다.6)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토의 마지막 형식, 즉 3차원 구조체는

포티가 언급한 세 가지 의미를 총체적으로 아우른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3차원 조직체 자체가 개념이자, 지

지이고, 건축 전체이기 때문이다.

3.2. 3차원 조직체를 구축하는 세부 디자인의 분화

본 연구는 앞의 절에서 밝힌 세 가지 구조 시스템의

유형에서 세 번째 형식인 비정형적 3차원 조직체를 집중

적으로 분석한다. 동일한 3차원 조직체라 할지라도 이토

는 프로젝트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을 적용한다.7) 즉 하

나의 방식을 고안하고 이를 반복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체 디자인 자체가 프로젝트에 따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화하는 양상을 가지는 것이다.

3차원 조직체를 세분화한 형식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A 형식: 벽과 바닥을 입체 곡면으로 연결하여 전

체 건축공간을 복잡한 체계의 3차원 동굴 구조로 만드는

방식이다. 현수면(懸垂面, catenoid)으로 만들어진 세부

6) Forty, Adrian, Words and Buildings: A Vocabulary of Modern
Architecture, 건축을 말하다, 이종인 역, 2009, pp.450-451. 포티도
지적하듯이 일반적인 경우 ‘구조(structure)’라는 용어는 2번의 의
미로 주로 사용되고 건축적 개념과 독자적 이론이 부각하는 모더
니스트 건축에서는 2, 3이 혼용된다.

7) 거의 동일한 방법을 다른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경우는 소수의 작품에
서 한정되어 나타난다.

<그림 3> 이토 건축에 나타난
구조 시스템의 유형

<그림 4> 3차원 조직체 형식의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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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닛들이 크기를 달리하며 반복하는 구조이다. ‘음악, 무

용, 시각 문화를 위한 포럼(Forum for Music, Dance

and Visual Culture)’과 ‘타이중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

우스’를 포함한다. B 형식: 평면의 수평 판은 유지하고

벽체(일부)를 경사면이나 곡면으로 만들면서 유동적 공

간, 입체 구조 시스템, 형태의 이미지를 동시에 구현하는

경우이다. 이 형식은 형태적으로 3장 1절의 두 번째 유

형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Integrated Beam-Column

System은 평면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수직, 수평의 아치

판 요소로만 구조체를 만드는 차이가 있다.8) ‘포럼 레 잘

(Forum Les Halles)’과 ‘버클리 미술관 및 퍼시픽 필름

아카이브(Berkeley Art Museum and Pacific Film

Archive)’가 여기에 해당한다. C 형식: 다각형의 공간-구

조체를 수직, 수평으로 조직하여 복잡 체계의 입체성을

구현하는 방식이다. 면의 개수가 다른 다면체 알고리듬

을 3차원적으로 구성한다. 이는 평면이 거의 사라진 A

형식과 평면을 부각하는 B 형식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

고 있다. ‘뉴 다이크만 도서관’과 ‘토요 이토 건축박물관

(Toyo Ito Architecture Museum)’이 해당된다.세 가지의

세분화된 형식들은 정확하게 2년간의 간격을 두고 진행

되었다. A: 2004-2005, B: 2006-2007, C: 2008-2009.

3.3. 유동적(fluid) 공간을 위한 생성적 질서(Generative
Order)로서의 3차원 조직체 역할

그렇다면 이토가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3차원 조직체

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이토는 스스로 밝힌 바 있다. 2009년 프린스

톤(Princeton) 대학교 강연에서 그는 “자연 세계는 대단

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것의 시스템은 유동적(fluid)이

다-그것은 유동적인 세계 속에 지어져 있다. 이에 반해

건축은 안정된(경직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9)

3차원 조직체가 단순히 유동적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

이라면 그것은 이토의 건축을 매우 좁은 틀로 규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동선이 자유로운 유동적 공간은 넓고

빈 공간, 즉 거대한 스팬(span) 구조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토가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유동적 공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현하는 건축 자체가 자연계의 유

기적 유동적 질서를 닮는 것이다. 형태, 공간, 구조 등이

하나로 통합되어 마치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은 생성 질

서를 가진다. 유동적 공간을 생성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스스로 유동체로 생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

8) 타마예술대학도서관의 경우에는 곡면 아치가 사선의 공간을 만드는
특성도 보이지만 곡면으로 잘려진 ‘수직판’의 성격이 강하고 버클리
미술관과 포름 레 잘의 경우에는 굽이치는 사선면, 곡면이 명확하
고 이들이 층들 사이의 수직적 관계도 형성하는 차이가 있다.

9) Turnbull, Jessie, 앞의 책, p.33

중의 의미가 존재한다. 유동적 공간을 만드는 것은 구체

적인 공간의 특성이지만 스스로의 유동체 개념에는 은유

적 이미지가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4. 사례 분석

4.1. 사례의 선정 및 분석 항목
본 장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3차원 조직체의 세 형식을

대표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A 형식에서는

‘타이중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B 형식에서는 ‘버

클리 미술관 및 퍼시픽 필름 아카이브’, C 형식에서는

‘뉴 다이크만 도서관’을 선정하였다.

선정 근거는 모두 비슷한 규모, 성격(도심복합문화공

간)의 공공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또한 ‘타이중 메트로

폴리탄 오페라 하우스’는 이미 완공되었고, ‘버클리 미술

관 및 퍼시픽 필름 아카이브’는 실제 진행되었던 프로젝

트이다. ‘뉴 다이크만 도서관’의 경우는 공모전 계획안10)

이지만 동일 형식의 다른 사례인 ‘토요 이토 건축박물관’

이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전자를 선정하였다.

분석의 항목은 먼저 3차원 조직체를 어떠한 초기 개념

과 디자인 프로세스로 도출하였는가와 이것이 유발하는

프로그램 조직, 공간, 형태의 특성은 어떠한 것인지를 순

서대로 고찰한다. 사례 프로젝트별로 개별적인 항목 분

석을 진행한 다음 5장에서 전체적인 종합 비교고찰을 정

리하여 3차원 조직체의 특성과 한계를 이끌어낸다.

4.2. 타이중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타이완,
2005, 2009-2016

본 프로젝트는 2005년에 열린 국제건축설계경기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된 작품이다. 대지는 타이중 도심의 재

개발 지구에 위치한다. 주어진 프로그램은 2011석 규모

의 대형 오페라 극장을 비롯한 3개의 극장 및 갤러리,

상점 등의 복합 문화 기능이었다.

이토는 초기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세포분열과 같은 개

념을 구상하였다. 등간격 그리드에 배치된 동일 원형 다

이어그램들이 프로그램의 각 기능별 공간크기와 성격,

관계에 따라 마치 세포 분열하듯이 유기적으로 변화하

고, 다시 이들이 적층을 이루면서 수직적으로도 연결, 분

화하며 거대한 3차원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토는

동굴과 같은 모습의 입체 곡면 형상들을 논리적인 ‘현수

면(懸垂面, catenoid)'들의 집합체로 디자인 발전시킨

10) 국제초대공모전의 당선작은 Lund Hagem Arkitekter and Atelier
Oslo에서 제출한 ‘Diagonale’이었다. 경사면이 강조되는 오슬로 오페
라 하우스 및 주변 도시 맥락과 잘 조화를 이룬다는 평을 받았다.
http://www.archdaily.com/18091/munch-museum-and-deichman-libra
ry-in-oslo-competition-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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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 현수면은 축을 돌아가는(rotating) 선 또는 형상에

의해 얻어지는 입체 곡면을 칭하는 용어이다.

총 58개의 현수면들로 이루어진 전체 건축공간은 각각

의 보이드와 솔리드에 프로그램들을 담아내고 서로 간의

연결을 규정한다. 기본적으로 가능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유동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닫혀야 하는 극장

과 같은 경우 수직의 추가 벽으로 분리 수용한다. 3차원

현수면 공간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 문화 기능

공간이 되기도 하고, 계단, 화장실과 같은 설비 시설이

되기도 한다. 즉 유기적 조직체는 융통적 수용 시스템으

로 작동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외부의 형상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현수면

들의 입체 구성이 확장되어가다 직육면체 경계면에 의해

잘려진 표현을 가진다. 이는 내, 외부 사이 독립 스킨

11) El Croquis, No.147, 앞의 책, p.167

(skin)의 역할을 최소화하고12) 내부의 3차원 조직체가

외부로 뻗어나가는 무한 확장성을 강조하는 특성을 가진

다. 이러한 점 때문에 대지 주변과의 맥락적(contextual)

관계는 약하다. 비록 지상층에서 외부 조경과의 연계 패

턴 디자인을 보이지만 이는 평면적이고 부분적이다. 오

페라 하우스는 스스로의 자기완결적(self-contained)13)

특징이 매우 강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4.3. 버클리 미술관 및 퍼시픽 필름 아카이브, 캘
리포니아 대학교, 미국, 2007-

12) 이는 초기의 이토 프로젝트에서 스킨의 역할이 강조되던 것과 대
조를 이룬다. 윌리엄 커티스(William J. R. Curtis)는 이토 초기 작
품의 스킨은 전통 일본 건축과 현대 도시 라이프의 이미지를 복합
적으로 구현한다고까지 말했다. Curtis, William J. R.,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Phaidon, 1996, p.668

13) ‘자기완결적(self-contained)’이라는 용어는 이토가 직접 사용한 개

개요

기능 : 오페라 하우스

연도 : 2005, 2009-2016

위치 : Taichung, Taiwan

디자인
개념

격자형으로 배열된 균일의 원형
그리드가 세부 프로그램의 성격과
그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세포 분
열과 같은 형태로 유기적으로 변
화하고 이들이 다시 수직적으로
연결됨.

3차원
조직체
도출

입체 ‘세포 분열’의 결과로 얻어지
는 것은 총 58개의 현수면들로 이
루어진 유기적인 형태-공간-구조
일체화 조직체. 이는 자연 동굴의
침식, 분화 과정과 유사한 형태를
가짐.

세부
유닛
구축화

3차원 다이어그램 형상이 실제로
구축되기 위해 각 현수면들은 실
시 설계와 구조 계산에 의해 2차
원적으로만 휘어진 세부 판들의
집합으로 재구성. 규격은 위치에
따라 다름.

대지 및
프로그램
과의 관계

지상층의 경우 건물의 내부 공간
과 외부 랜드스케이프 사이에 패
턴 구성의 관계를 가짐. 솔리드,
보이드의 현수면 공간들은 세부
프로그램과 설비시설을 융통적으
로 수용.

단면과
외부

형태이미
지와의
관계

3차원 조직체의 구성은 전체 직육
면체 매스에 퍼져 있고 이들은 건
물의 경계면에서 잘려진 형상을 가
짐. 건축의 단면이 외부 형태에 직
접적으로 반영되는 이미지를 구현.

<표 2> Taichung Metropolitan Opera House

개요

기능 : 미술관, 필름 아카이브

연도 : 2007 -

위치 : California, USA

디자인
개념

그리드로 분절된 평면 공간을 필
요에 따라 연계하고 유동적 동선
흐름을 만들기 위해 호(arch)와 사
선벽을 사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융통적 그리드 공간 시스템을 구
현.

3차원
조직체
도출

각기 다른 벽의 경사들과 호들이
3개의 층으로 적층되면서 입체 조
직체가 만들어짐. 수평 평면에 의
해 공간들이 분리되어 있으나 부
분적 수직 연결에 의해 3차원성을
가지도록 함.

세부
유닛
구축화

휘어진 곡면벽들은 가상적 중심을
가지는 정방원의 부분호로 계산되
어 설계. 폭 127mm의 샌드위치
철제 패널 속에 콘크리트를 융합
한 방식의 벽체는 지지 구조를 담
당함.

대지 및
프로그램
과의 관계

산과 도심 사이를 연결하는 기존
도로의 공간이 자연스럽게 지상층
의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도록 계
획. 동선이 공용공간을 통해 전체
건축공간과 각 프로그램들로 연결
되도록 디자인.

단면과
외부

형태이미
지와의
관계

건축의 잘려진 단면이 입면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대신 각 프로그
램을 감싸는 곡면, 직선 벽들과
사이사이의 개구부가 외부 건축
형태에 표현. 별도의 독립 스킨을
두지 않음.

<표 3> Berkeley Art Museum and Pacific Film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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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

스는 동쪽으로 산, 서쪽으로 도심에 인접해 있다. 이 프

로젝트의 대지는 바로 이러한 자연과 도시 사이의 경계

에 위치한다. 미술관과 필름 아카이브는 별도의 프로그

램이지만 이토는 하나의 건축물에 두 프로그램이 융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프로젝트는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

던 중 재정적인 이유로 2009년에 중단되었다.)14)

버클리 미술관 및 퍼시픽 필름 아카이브 역시 그리드

에 대한 재해석으로부터 출발했다. 전통적인 격자형의

그리드는 각 실들을 수직 벽체로 분리하는데 이토는 벽

체들을 사선으로 기울이고 모서리를 오목(concave), 볼록

(convex)의 호로 처리함으로써 격자 공간 사이사이, 즉

각각의 프로그램 간에 연결을 만들며 이것이 주 동선으

로 이어지도록 디자인했다. 피에르 폰 마이스(Pierre von

Meiss)가 설명했듯이 정육면체 공간의 벽들 가운데를 여

는 것과 모서리들을 여는 것은 전혀 다른 공간성을 창출

한다: 전자에 의해 구심성(centripetal), 후자에 의해 원심

성(centrifugal).15) 이러한 방식으로 얻어지는 형태-공간-

구조의 복합 구성은 평면의 판들 위에 존재하는 서로 다

른 유기적 곡면, 사면 벽들의 물결과 그 사이의 유동적

공간이다. 폭 127mm의 벽들은 모두 지지(support), 동선

을 유도하는 가이드(guide),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인클로

우저(enclosure)의 다중 역할을 가진다.

이토는 서로 다른 층의 벽체 내부 공간들을 부분적으

로 수직 연결함으로써 평면 판들로 부각되는 수평성을

극복하고 3차원의 유기적 건축을 구현하려 노력했다. 각

사선 벽체 내부에는 세부 프로그램들이 들어 있는데 공

용 동선 측면으로 보면 이토는 가능한 많은 공간을 열려

있게 계획했다. 특히 지상층에서는 도심과 숲을 연결하

는 ‘센터 스트리트(Center Street)’가 자연스럽게 건물의

내부로 흘러들어오도록 설계했다. 전체적인 건축의 형태

는 타이중 오페라 하우스와 마찬가지로 직육면체 형상을

가지지만 전자의 경우와 같이 무한 확장 가능성이 경계

면에서 잘려진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 대신 아래 위층의

경사진 벽체와 모서리의 곡면들이 수직으로 이어져 입체

적인 내부 공간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다른 두

사례 프로젝트에 비해 수평 평면들이 선으로 강조된다.

4.4. 뉴 다이크만 도서관, 오슬로, 2008
본 프로젝트의 대지는 스노헤타(Snøhett)가 설계한 오

념이다. El Croquis, No.147, 앞의 책, p.12
14)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적절한 재정적 펀드를 이끌어내지 못해 이토
의 계획안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대신 딜러 스코피디오+렌
프로(Diller Scorfidio+Renfro)에게 의뢰하여 옥스퍼드 스트리트
(Oxford Street)에 위치한 기존의 인쇄시설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미
술관과 필름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실현했다.

15) von Meiss, Pierre, Elements of Architecture: From Form to Place,
Spon Press, 1991, p.113

슬로 오페라 하우스(Oslo Opera House) 바로 옆에 위치

한다. 길이 200m, 폭 50m의 크기를 갖는 대지는 가운데

도로에 의해 둘로 나누어져 있다. 공모전에서 주어진 프

로그램은 이전해 오는 오슬로 중앙 도서관의 기능들과

새로운 업무공간이었다. 이토는 상층부에 오피스를, 하층

부에 도서관을 배치하였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콘셉트는 ‘도서관 도시

(library city)’이다. ‘도시 도서관’, 즉 도심에 위치한 도서

관이 아니라 도서관 자체가 하나의 도시가 되는 개념이

다. 이토는 이를 위해 평면이 단면이 되고, 단면이 평면

이 되는 입체 공간체계를 구상하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

해 몇 가지의 다면체(polyhedron)를 적용한다. 프로그램

의 배열, 입체 공간의 연계, 효율적인 지지구조를 위해

이토는 최종적으로 네 가지의 다면체 유닛들을 도출한

다. 8면체(octahedron), 입방8면체(cuboctahedron), 4면체

(tetrahedra), 역4면체이다. 이들의 각 변은 모두 4.4미터

혹은 8.8미터이다. 즉 일면 복잡해 보이는 입체 구성이 3

개요

기능 : 도서관, 오피스

연도 : 2008

위치 : Oslo, Norway

디자인
개념

일반적인 건축의 평면과 단면이
다른 성향을 탈피하여 평면의
형상과 단면의 형상이 특정 알
고리듬에 의해 3차원적으로 일
체화 되어 전체 건축 공간에 퍼
져나가는 개념.

3차원
조직체
도출

입체 다면체의 구성 스터디는
몇 개의 특정 다면체의 조직으
로 전체 공간을 만들 수 있음을
발견. 8면체, 입방8면체, 4면체,
역4면체로 이어진 공간은 입체
벌집과 같은 형상.

세부
유닛
구축화

3차원 조직체 다이어그램을 수
학적으로 단순화 한 구조체계로
전환. 모든 다면체의 변들은
4.4m, 8.8m로 구성되고 다면체
사이의 평면 공간들도 동일 수
학적 질서 속에 구성됨.

대지 및
프로그램
과의 관계

지상층에 도서관을 두고 열린
공용공간이 만들어지도록 배려.
외부 대지에 패턴 조경은 존재
하지 않음. 각 다면체들은 세부
프로그램, 열린 공간, 코어설비
등을 융통적으로 수용.

단면과
외부
형태이미
지와의
관계

다면체 복합과 적층이 무한 확
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표현. 직
육면체의 매스 경계면에서 멈추
어 선 이미지를 표현. 단면과 형
태의 성격은 사례1,2의 중간 단
계의 특성을 가짐.

<표 4> The New Deichman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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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논리적인 질서로 단순화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단순화 시스템은 구조설계와 시공의 측면에서 타

이중 오페라 하우스와 비교할 때 큰 효율성을 지닌다.

‘평면=단면’의 초기 개념은 실제 프로그램과 동선의

배열 및 연결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다면체들은 각각의

‘방(‘room)’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접변의 열림, 닫힘에 따

라 더 큰 공간으로 확장하기도 하고 분절되기도 하는 것

이다. 다면체들은 공간임과 동시에 구조이기 때문에 후

안 안토니오 코르테스(Juan Antonio Cortes)의 말대로

“(전통적 공간에서의) 균일성-비균일성의 대립

(uniform-non-uniform opposition)”을 극복한다.16) 주동

선의 측면으로 보면 외부의 진입로는 자연스럽게 지상층

의 공용부로 이어지고 다시 상부층의 로비 혹은 코어로

분산되도록 디자인했는데 벌집 내부와 같은 복잡 공간을

끊임없이 산책하고 다음 공간을 발견해나가는 효과를 만

든다. 이는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이 말한 ‘그

루핑(grouping)의 법칙’ 중 심층 구조는 최소 상태로 머

물고 혼돈된 부분 패턴이 강조되는 측면과 유사하다.17)

평면도 상에서는 다각형 규칙적 질서가 뚜렷하지만 실제

내부의 체험에서는 파편화된 인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외부의 형상은 전체적으로 직육면체 매스를 이루고 있

지만 ‘타이중 오페라 하우스’와 같이 잘려진 경계면을 드

러내는 대신 많은 다각형 조직체들이 집적되어 있는 이

미지를 만든다. 이 프로젝트에 적용된 구축적 질서는 앞

의 두 사례와 다르게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명확하게

가진다. 이는 과거 메타볼리즘 건축이 가졌던 주요 특성

들을 상기시키기도 한다.18)

5. 종합 고찰: 자기완결적 3차원 조직체의
특성과 한계

5.1. 평면과 입체 사이의 변증법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이토가 추구하는 3차

원 입체 조직체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전통적 건축이 가

지는 평면성의 극복이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다. 균일한

평면(공간)의 적층에 의한 수직적 분리와 격자 그리드

16) El Croquis, Toyo Ito 2001-2005: Beyond Modernism, No.123,
2004, p.43. 코르테스는 이토가 르 코르부지에의 돔-이노 구조가
가지는 층으로 분절된 균일성과 미스 반 데어 로헤의 동질적
(homogeneous) 공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평했다.

17) Arnheim, Rudolf, Art and Visual Perception, 예술과 시지각, 김춘
일 역, 미진사, 2006, pp.79-80

18) 주(main) 구조체에 접속하는, 이동 가능한 유닛들을 가지는 ‘마린
시티(Marine City, Kiyonori Kikutake, 1958)’, ‘나가킨 캡슐 타워
(Nagakin Capsule Tower, Kisho Kurokawa, 1971)’처럼 주/부 구
조의 위계를 가지지는 않지만 성장, 이동, 반복, 확장의 개념적 측
면에서 메타볼리즘 건축과 유사하다. Frampton, Kenneth,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Thames & Hudson, 1992,
pp.282-283

(벽체)에 의한 수평적 분리에 이토는 강한 의문을 가지

고 그것을 초월하기 위해 혼신을 기울이는 것이다. 소우

후지모토(Sou Fujimoto)와의 대담에서도 평면의 극복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모이센 무스타파비(Mohsen

Mostafavi)는 ‘그리드의 완결성을 해제하는’ 것은 이토

건축의 핵심 주제라고 평했다.19)

하지만 이토의 3차원 조직체는 평면을 극복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동시에 평면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보편적 생활은 수

평적 공간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실

험적 건축공간을 제안하더라도 수평적 평면 자체가 사라

질 수는 없다.20) 이러한 점에서 타이중 오페라 하우스에

서의 과감한 실험은 이후의 프로젝트들에서 비교적 다시

수평 평면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평면으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변증법의

한 해법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즉 전체적으로 고찰

하면 이토의 3차원 입체 조직체는 평면성에 대한 대립과

조화(조절)이라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진화적으로, 변증

법적으로 전개되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5.2. 자기완결적 조직체와 도시 콘텍스트 사이의
상호모순적 관계

이토의 3차원 조직체 설계 방식은 도시 맥락적 측면에

서 고유한 특성을 보인다. 그것은 바로 자기완결적 조직

체의 내재적 질서로 인한 도시 맥락과의 연결과 단절이

라는 양면성이다. 센다이 미디어테크 이후의 주요 공공

프로젝트에서 이토는 도시 속에 새로운 ‘도시로서의 건

축’을 생성하기 원한다. 뉴 다이크만 도서관에서 보았듯

이 ‘도시 속 건축’이 아닌 ‘도시 자체가 되는 건축’을 원

한다. 3차원 조직체들은 입체 공간의 구성 속에 다양한

프로그램, 길, 광장 등을 복합적으로 조직하여 하나의 작

은 도시를 만들어낸다. 이에 대한 근본적 배경에는 이토

가 인식하는 현대 정보화 사회와 도시의 유동적이고 열

리고 복합적인 세계의 이미지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상호모순적 특성이 존재한다. 이토의

건축 조직체들은 스스로의 알고리듬 논리와 구축 질서의

완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맥락적 측면에서 대지 주

변과 연결되기 힘들다. 사례들은 모두 내재적 원리로 확

장하다가 직육면체 매스의 경계면에서 잘려진 모습을 가

진다. 예를 들어, 유럽의 맥락적 건축 설계방법에서 볼

19) El Croquis, No.147, 앞의 책, pp.6-31
20) 렘 쿨하스(Rem Koolhaas)의 쥐시에(Jussieu) 도서관 계획안의 경
우 수평성의 극복 문제를 다른 방법, 경사로(쿨하스에 의하면, ‘유
연한 사회적 마술 카펫(pliable social magic carpet))에 의해 해결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완전한 평면과 경사로는 섞여 있고, 실
제 지어질 경우 계획안만큼 실험적이지 못할 확률이 있다.
Koolhaas, Rem, Mau, Bruce, S, M, L, XL, The Monacelli Press,
1995, pp.131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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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대지 주변의 건축적, 도시적 질서에서 건축 설

계의 내재적 논리와 형식을 이끌어내는 방식과는 확연한

차별을 가진다. 이토 스스로도 이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

고 있다. 그는 “건축이 더욱 개념적이 될수록 주변

(surrounding)으로부터 분리되는 자기완결적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 말했다.21) 이는 특히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3차원 조직체를 적용한 프로젝트들에서 특히 뚜렷

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자-코엔지(Za-Koenji) 공공

극장의 경우 도시 콘텍스트적 측면에서 외부의 길이 내

부로 유입되고 전체적인 형상이 주변의 맥락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특징들을 보여준다. 즉 이는

이토 건축의 전반적인 사항이라기보다 일부 프로젝트에

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5.3. 새로운 자연(new nature)을 위한 생성적 질
서의 디자인 프로세스에 나타난 특성

이토는 고유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전통적 방식의

건축 개념을 뛰어 넘는 새로운 생성적 질서로서의 건축

을 추구한다. 공간, 형태, 구조, 환경, 프로그램 등 제 요

소들이 혼연일체 된,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건축이다. ‘생

명을 담는 건축’이 아닌 ‘생명을 담는 또 다른 생명체

(organism)로서의 건축’인 것이다. 이러한 건축이 기존의

자연(현실)에 삽입되면 새로운 자연(현실, new nature,

new real)이 탄생한다는 것이 이토의 논리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특수한 과정이 존재한다.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이토의 초기 디자인 프로세스

에서 핵심은 균질 그리드가 세부 프로그램의 성격과 관

계에 따라 유기적으로 ‘세포분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점까지 디자인은 아직 파라메트릭(parametric) 디자

인의 이미지만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의 다이어그

램과 조형적 결과물들은 본격적인 실시설계와 구조계산

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논리적인 구조조직체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이토의 초기 형태-공간 형상들은 그 자체로

완결성을 지니고 남아 있지 않고 다시 논리적으로 수학

적으로 변화하며 점점 완성된 질서 체계로 발전된다. 즉

하나의 완결된 공간 계획에 단순한 구조계산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초기 다이어그램부터 실시-시공의 완성 단

계까지 지속적으로 설계가 생성, 변화하는 것이다.

6. 결론

지금까지 이토 토요의 건축에 나타난 3차원 조직체의

개념, 사례, 특성 그리고 한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토가 적용하는 디자인 철학과 방법은 50여 년간 이어

21) El Croquis, No.147, 앞의 책, p.12

진 고유한 존재적, 건축적, 사회적 성향과 맞물려 독특한

결과를 만들어냄을 알 수 있었다. 내연과 외연, 감성과

논리, 완결성과 확장성,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일견 상호

모순된 대립항들이 새로운 생성적 질서로서의 건축 실험

속에서 복합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

항의 관계와 모순적 상호의존성은 프로젝트에 따라,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변증법적으로 진화하고 발전해간다.

종합 고찰에서 살펴보았듯이 이토의 건축은 일부 측면에

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특히 여전히 평면성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실생활의 문제, 도시 맥락적 측면에서

자기완결적 건축 오브제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토 건축이

가지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미는 상호모순하고 대립

하는 특성들을 끊임없이 융화하려 노력하고 그 충돌의 과

정 속에서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방법으로 디자인을 혁신

적으로 변화, 발전, 진화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 과정 속에

서 본 연구가 살펴보았던 3차원 조직체는 고유한 역할을

하고 있다. 3차원 조직체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내공

간, 건축형태, 지지구조를 비정형적 입체 조직체로 구성한

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확장할 수 있는

도시 속 공간연속체를 제안한다는 측면에서 건축 및 실내

디자인 분야의 관련된 연구와 프로젝트에서 참고할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본 논문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결론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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