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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지역주의의 건축사상을 기반으로 건축의 지역성 구축과 표  특성을 종합, 정리하고, 이

를 기 으로 국의 6개  건축 사례를 분석하여, 실천 인 차원에서 국  건축 지역성 구축과 

표  특성에 해 악하 다. 국 의 6개 사례를 환경의 지역성, 문화의 지역성, 기술의 지역성 측면

에서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의 지역성은 건축이 지역 환경(지형 지모, 기후, 구역 경 )에 한 호응을 강조한다. 둘째, 문

화의 지역성은 건축이 지역의 커뮤니티 구조, 경제 형태, 민속 습  등 사회 요소와의 연 에서 체 되고 

다양화의 설계 수단을 빌어 지역 문화 특징이 건축 속에서의 실 되고 있음을 보여 다. 셋째, 기술의 지역

성은 건축의 건조 공법, 구조용 형상, 재료의 내용과 지역 환경, 문화의 조화에 있고 기술의 합성을 강조

하고 있다. 결론 으로  건축의 지역성 구축은 통과 의 환경 , 문화 , 기술  융합이 다차원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건축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진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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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Chinese architecture from the 

aspects of the regionalism of environment, culture and technology. Six cases of contemporary 

Chinese architecture which won the world-wide famous were se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are the followings; First, the regionalism of environment emphasizes the building's 

response to the regional environment (topography, climate and regional landscape). Second, the 

regionalism of culture reflects as the relevance between architecture and community structure, 

economic patterns, folk customs and other social factors of the region. Third, the regionalism 

of technology requires the coordination of construction process, structure form, materials and 

other contents of architecture with the regional environment and culture, and emphasizes the 

suitability of technology. Environment, culture and technology determine that the regionalism of 

contemporary Chinese architecture is not purely the meaning at the formal level, but explores 

the underlying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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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축물은 사람들이 건축할 당시, 자연, 경제, 기술 등 

지 조건을 바탕으로 지어진 것으로써, 사람들의 물질

 요구와 정신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활용된다. 앞서 

언 한 조건들에는 시간과 공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

에, 건축물도 건축 당시의 시  특징과 지역 특징을 

반 한다. 스 스 건축학자인 S. Giedion이 ‘건축은 시

 인덱스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수한 건축물은 구

체 인 지역 조건과 사회 역사의 배경과 한 계를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뛰어난 건축 작품은 항상 한 지

역의 정신  지주와 문화  상징이 된다[1].

국의 역사에서 당시 지에 기반 한 지역성은 건축

물의 개성과 지역 문화 특성을 나타내는데 요한 역할

을 하 다. 하지만, ‘ 로벌화의 일체화’라는 이념의 

향력이 확 되고, 건축 기술이 지속 으로 발 하면서, 

도시 재생  건축 디자인에서의 지역성 표 이 차 

무시되고 있다. 구체 으로 말하자면, 동일한 건축 형식

과 건축 기술이 다른 도시와 지역에서 일반화되면서, 

지역성과 도시 공간 형태 그리고 건축 스타일끼리 연결

된 연 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새롭게 건설되고 있

는 도시 공간으로 하여  문화  정체성과 환경  특징

을 상실하게 하 다.  다른 측면으로는 빠른 속도로 

발 하는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성의 어떤 제한 인 측

면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정보화 시 의 빠르고 편

리한 교류 방식이 지역의 차이를 약화시켜,  사회 

‘생존 공간’에 있어서, 더 이상 지리  구역의 차이를 고

려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로벌화는 국  건축 디자인을 보편성이 있는 

시 로 나아가게 하 지만, 반 로 건축의 지역성과 건

축이 계승하는 문화  특징으로 하여  쇠퇴하게 하고, 

소실의 기에 직면하게 하 다. 따라서 오늘날 로벌

화된 건축 언어 환경 속에서는 지역성이 건축 디자인에

서 가지는 가치를 다시 새롭게 인식하고, 상호 결합의 

가능성을 찾아, 국  건축학과의 선순환 발 을 

이루어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주의의 건축사상을 기반으로 건

축의 지역성 구축과 표  특성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기 으로 국의 6개  건축 사례를 분석하여, 실천

인 차원에서 국  건축 지역성 구축과 표  특

성에 해 악하고자 한다. 한 이론 ·실천  방면

에서 지역성을 지닌 국  건축 디자인을 한 참

고 자료가 되는 데 목 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문의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L. Mumford, K. Frampton 등

의 지역주의 건축사상을 고찰하고, 국학자 우량용(吴

良镛)의 ‘ 의건축-지역론’을 종합하여  지역주의 

건축이론을 정리하고, 이를 토 로 환경의 지역성, 문화

의 지역성, 기술의 지역성을 지역성 분석의 3  차원으

로 추출하고 그 특성을 악하 다. 

둘째, 사례분석으로 ‘지역주의’, ‘지역성’을 키워드로 

삼아 <Domus 국제 문 >에 게재된 6개의 국 

건축 사례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1. 이 6개 사례는 2006년-2014년 사이에 건축된 것으

로 세계 인 건축상인 리츠커상 수상작이거나 아가 

칸 건축상 후보 는 수상작이다. 한 이 사례들은 모

두 지역성을 반  했다고 언 된 건축물들로, 환경, 문

화, 기술의 지역성 차원에서 분석되었다.  

Ⅱ. 지역주의 관련 이론에 대한 연구

기 건축학의 지역성은 지역 건축이 공유하는 형태

 특성, 즉, 특정 지역 건축물들이 가지고 있는 체

인 유사성을 뜻하 다. 발 을 통해서, 건축물의 물리  

성능, 기후에 한 응, 역사  문화에 한 반응 등과 

같은 비형태  성질 부가 건축 지역성의 내용이 되었

다[2]. 지역주의는 로벌화 과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요한 역할을 하 고, 건축물들의 다양성 등 측면을 

1 ‘Domus’는 이탈리아에서 출 된 세계 으로 유명한 건축  디자인 

잡지이다. ‘Domus국제 문 ’은 ‘Domus’ 이탈리아 원본의 내용을 

주로 삼아, 이를 바탕으로 국 본토의 내용을 추가하여, 오늘날 국

어를 사용하는 독자와  세계를 상으로 국의 건축, 디자인, 술 

역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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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는데 요한 작용을 하 다. 지역주의의 개념과 

규칙을 다시 보면, 지역성과 성, 로벌화간의 계

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오늘날 도시와 건축문화

가 쇠퇴하는 상을 설명할 수 있다.

1. L. Mumford의 지역주의 사상

‘지역주의’의 출 은 고  로마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

다. Vitruvius는 ‘지역’이라는 개념을 건축에 도입하

고, 지역의 정치  의미를 서술하 다. 하지만 이를 자

세히 보면, 내부 으로는 로마 패권의 합리성을 암시한 

것이었다. 12세기 당시, Crescenzi는 건축의 사드에 

콜라주 방식을 활용하여 고  로마 건축 형태를 나타내

었다. 이러한 방식의 활용 목 은 바로 교황과의 투쟁 

속에서 건축의 의미를 통해, 로마 해방이라는 정치  

입장을 표 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17세기 국은 ‘풍경

화 스타일’로 지역주의 사상을 표 하 고, 비공식 인 

구도와 돌발 사건에 한 심을 통해서, 건축의 특징

과 다양성을 유지하 으며, 랑스 학 의 보편성과 통

일된 기 으로부터 향을 받지 않았다. 18세기 후기에 

형성된 낭만 지역주의는 억압된 집단의 해방 추구를 정

치  목표로 하 고, 민족 해방 운동의 색깔을 나타내

었다. 이러한 상황은 19세기 반까지 이어졌고, 지역 

신분, 변방 그리고 집단 권리를 강조하는 스타일로 발

하 으며, 역사와 고고학 연구를 통해서, 지역성의 기

 법칙을 구성하 다. 19세기 후반에는 량의 상업 

지역주의 작품이 제작되었고, 20세기 반에 이르러서

는 지역주의 발 과 민족 해방운동 사이에 연 성  

계가 사라지면서, 상업주의, 체주의 그리고 배타  

애국주의의 도구로 변화하 다[3].

이러한 역사  상황 아래, 1920년  활동한 미국 학

자 L. Mumford는 사상 처음으로 지역주의를 체계 으

로 이해하 고, 지역주의의 개념을 재구성하 다. 이

과는 달리, L. Mumford의 지역주의 사상은 로벌화와 

상반된 개념을 형성하지 않았고, 립하지 않았으며, 반

로 지화와 로벌화간의 립을 해소하는 것을 

극 으로 주장하 다. L. Mumford는 ‘지역 인 모습은 

반드시 외부의 활한 세계와 지속 으로 연결하고 교

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모든 지역의 문화에

는 보편성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지

역이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향을 받아드리고, 외부의 

힘을 빌리면 보다 더 효율 으로 지 자원을 활용하

여, 개방 인 문화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

다. 지역주의에 한 L. Mumford의 은 다음과 같

다[4][표 1].

01 인 역사주의에 반 .

내용

L. Mumford는 건축 기능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현지 생산자재
들의 사용을 거절하 고, ‘지역주의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현지 생산자재들을 사용하거나 선조들이 사용한 어떤 간단한 
구조와 형식을 베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 다. 뿐만 
아니라, 만약 역사적 선례에 변화를 주거나,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현지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반드시 철저히 포기
해야 한다는 주장을 찬성하 다. 

02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통 인 지역주의에 반 .

내용

L. Mumford는 풍경화 같은 서정적인 측면을 반대하 고, 경
관을 순수한 감상 그리고 심미적 태도로 삼는 것을 반대하
다. L. Mumford에게 있어서 지역주의는 ‘특정 장소의 정
신’, 하나의 지역 형식일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조건을 만족
시키는 형식으로써,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이를 지각하도록 
한다. 또한, L. Mumford는 지역주의가 해당 지역의 문화를 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03 기계화 문명의 이용에 찬성.

내용
L. Mumford는 기계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최적화
되고 지속 가능하다면, 선진 기계 및 기술을 사용하는데 찬성
한다고 주장했다.

04 ‘공동체’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

내용

L. Mumford가 장려하는 지역주의 사회에는 다양한 문화적 의
미가 있지만, 전통적인 지역주의라는 현지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단일화된 문화는 일종의 혈연과 부족 형태의 
연결 관계라고 할 수 있다.

05 ‘향토’와 ‘세계’, 즉 ‘지역’과 ‘ 로벌’간의 계 구축.

내용
L. Mumford는 지역주의를 글로벌화에 저항하고, 저지하는 사
상과 방법으로 삼지 않았고, ‘지역주의’와 ‘글로벌 주의’간의 
균형점을 찾도록 독려했다.

표 1. L. Mumford의 지역주의 관점

2. K. Frampton의 ‘비판적 지역주의’ 사상

국제주의 양식의 모더니즘 건축물 발 의 성기 때, 

L. Mumford의 사상은 국제주의 양식을 유지하고자 하

는 건축가들로부터 수많은 공격과 비 을 받았다. 이에 

따라, L. Mumford의 지역주의는 1940년 에서 1950년

 사이 흔 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 후, 미국 건

축 이론가인 K. Frampton을 표로 한 ‘비  지역주

의’가 L. Mumford사상을 뒤이어 형성되었다.

K. Frampton은 지역주의 건축이 특정한 기후, 문화, 

술 등 조건을 이용해야 하며, 지방사회와 건축의 

계, 발 지역의 개성을 반 하고, ‘ 역감’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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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강조하 다. 즉, 특정한 지역조건을 기반으로 

이고 장소에 걸맞는 건축문화를 만들어 로벌화가 

가져오는 건축 환경의 단조로움을 억제하고, 비  지

역주의의 6개의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5][표 2].

특징
1

비판적 지역주의는 일종의 비주류적인 건축 방안이다. 비록 
비판적 지역주의가 모더니즘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모더니즘 속 진보와 해방에 관한 내용을 포기하지 않
는다.

특징
2

비판적 지역주의는 건축이 형성한 역적 느낌과 건축에 대한 
공간과 장소의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특징
3

비판적 지역주의는 ‘현실적인 건축‘, 기술과 구조의 합리성
을 강조하고, 무규칙적 또는 도구식의 건축환경을 반대한다.

특징
4

비판적 지역주의는 이와 관련된 자연 환경 특징간의 관계와 
반응을 강조하며, 지형의 표면에서 빛의 광선까지 모든 것들
이 구조 요소에서 일으키는 작용과 향을 강조한다.

특징
5

비판적 지역주의는 환경의 완벽한 체험과 인지에 중시하며, 
사실적인 경험이 정보화 시대에 의해 대체되는 현실을 반대한
다.

특징
6

비판적 지역주의는 기계가 향토적인 것을 모방하는 것을 반대
하며, 향토적 문화를 해석하는 것을 장려한다. 

표 2. 비판적 지역주의의 6개 특징

건축학 로서 L. Mumford의 재건 지역주의부터 ‘비

 지역주의’까지 살펴보면 지역주의를 제창하던 자

들은 지의 기후, 문화, 기술 등의 상호 향을 바탕으

로 특정 지역의 건축 상에 이바지하는 것에 심을 두

었다. 이와 동시에 해당 건축학  학자들은 ‘지역’에 의

존하여 건축의 개성을 실 하고, 보편  문명이 가지고 

오는 최  충격을 방지하며, 최종 으로 국제주의 양식

의 모더니즘과 같은 일종의 통치 인 발  방식에 의존

하는 것은 불충분한 방식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

기 해, 보편  문명과 지역문화를 조화롭게 만들고자 

노력하 다.

3. 우량용(吴良镛)의 ‘광의 건축—지역론’

우량용은 국에서 비교  일  지역주의 련 이론

에 심을 두고 연구한 학자이다2. 1989년, 우량용은 L. 

Mumford의 사상을 기반으로 인문지리학을 결합하여 

‘ 의의 건축—지역론’을 제시하 다. 우량용에 따르면, 

의 인 건축의 지역성은 건축과 그 해당 지역의 자연

생태, 문화 통, 경제형태, 그리고 사회구조 간의 특정

한 연 성이다. 이러한 연 성은  건축의 지역성이 

순수한 형식으로 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포함된 다양한 조건을 종합 으로 나타내도록 

한다. < 의건축학>이란 책에서 우량용은 건축에 향

을 주어 탄생하는 지역 조건을 지리환경  조건, 사회

문화  조건, 경제기술  조건이라 분류하고, 의 인 

지역성 구축의 건축모델을 확립하 다[6][그림 1].

그림 1. 광의의 지역성 건축의 모델 확립

이 모델에서 우량용은 지리환경  조건, 사회문화  

조건, 경제기술  조건을 건축에 향을 미쳐 생성되는 

투입조건이라 보고, 구축과정과 최종 인 건축 실체를 

산출결과라 보았다. 공간의 기능과 인간의 요구는 유리

될 수 없는 계이기 때문에, 투입조건과 산출결과는 

기능과 요구의 향을 받아, 건축이 상이한 정도의 지

역  속성을 나타내도록 한다. 한, 우량용은 비록 모

델의 수입과 산출을 설정하 지만, 이 양자의 계는 

일방향이 아니다. 지역의 사회문화, 환경 특성, 그리고 

건축 기술의 발 상황이 건축에 작용함과 동시에, 건축

의 반작용도 받게 된다. 즉, 새로운 건축 환경은 최종

으로 지역 특성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이다[7].

4. 소결

L. Mumford는 선진 인 기술성과로 통 인 건축

기술을 개선하여, 건축이 진실로 실생활에 걸맞도록 

하고, 이로써 사람들이 건축 환경 속에서 양 인 감각

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 다. K. Frampton은 지역환

경과 문화  조건이 건축에 미치는 향에 심을 갖

2 우량용(吴良镛)은 칭화 학(清华大学)의 건축학과 교수이자, 국 과

학원의 회원이자, 국의 건축학자이자 교육가로, 국인의 거주 환경 

과학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AIA)에

서는 그를  국 건축과 도시 계획의 선구자이자 최고의 건축 교

육가라고 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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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지역성

출
처

<A General Theory of Architecture(1992)>
<Handbook of Environmental Design(2003)>
<The Meaning of the Built Environment(2003)>

개
념

환경의 지역성은 특정 자연 환경 (지리, 기후, 자원 등 포함)에 
대한 건축물의 중요도 및 반응을 강조한다. 환경의 지역성은 
현대기술과 신소재의 간단한 활용, 향토 건축물의 외형적인 측
면 모방을 장려하지 않고, 반대로 지역 자연 생태계의 특징과 
발전 메커니즘에 관심을 두고, 자연환경의 제약성을 분석하며, 
기술과 지역의 기후, 자연 자원, 생태계 환경의 상호 결합 가능
성을 모색하고, 기존 지역 생태계의 지속 발전 가능한 건축 디
자인 전략을 탐구한다.

표 3. 환경의 지역성 분석

특
성

- 첫째, 현지 기후 특징과 관련하여, 지역 계획과 건축 디자인
에서 유리한 요소를 활용해서,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재생 가능한 자원 (예를 들어, 태양열, 풍력, 조력, 생물 에너
지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한다. 재생 불가능한 에
너지원의 소비를 제한한다.

- 둘째, 해당 장소의 지형적인 특징을 존중하고, 지역 계획과 
건축 디자인에서 지형 구조 및 지표면의 파괴를 최대한 방지
하면서, 지역 전통 속 자연의 지리적 특징으로 형성된 공간
방식을 계승하고 보존한다.

- 셋째, 건축 자체의 내구성과 활용하는 유연성을 향상하고 보
완하고, 불필요한 중복 건설을 감소시킨다.

고, 건축형식의 역감과 기술의 합리성을 강조하 고, 

 지역문화와 다원화 문명의 융합을 선도하 다. 우량

용은 지리환경, 사회문화, 경제기술을 건축에 향을 미

쳐 나타나는 기본 인 조건으로 삼았는데, 그는 건축의 

지역성과 지역조건은 순환 이고 다방향의 작용 계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여, 건축 문화에서 지역성의 반

의 요성을 강조하 다.

Ⅲ. 지역성의 구축 및 표현 특성 

지역성의 특성을 L. Mumford, K. Frampton, 우량용

의 이론에 근거하여 환경의 지역성, 문화의 지역성, 기

술의 지역성으로 분류하여,  련된 개념들을 정리하

고 이러한 이론을 토 로, 건축이 다양한 차원의 지

역조건 속에서 지니고 있는 구축형태와 표  특성을 

종합하 다.

1. 환경의 지역성

건축 디자인은 우선 소재 지역의 자연 생태 시스템과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해야만 지속 발  가능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건축의 ‘진실성’, 즉, 건축은 사람들에게 

바람과 비를 피하게 해주는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

라, 사람과 환경의 조정장치라는 것을 표 할 수 있다. 

지리  기후 요소는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향을  

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 형식, 건축 공  등 측면에 

한 건축물의 선택에 제약을 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

경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8].

2. 문화의 지역성

문화의 지역성의 의미는 다원화된 문화  성과를 받

아드리고, 활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동시에 건축 발 과 

지역 문화 통의 특수성간의 상호 결합을 추구하며, 

발 된 식견을 활용하여, 지역 통의 계승 가능성을 

연구하고, 지역 통에서 가장 활력 인 부분을 보존하

여,  디자인에 나타내는 것을 강조하는데 있다[9].

문화의 지역성

출
처

<A General Theory of Architecture(1992)>
<Handbook of Environmental Design(2003)>
<Architectural Culture Market(2013)>

개
념

문화의 지역성은 건축과 지역사회의 조직 구조, 경제 형태, 종교 
신앙, 전통 민속 등 요소간의 관계를 강조한다. 이러한 문화요소
의 상호작용은 사람들의 인식 및 관념, 가치 취향 그리고 행위 방
식에 향을 주어, 건축에 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재현하고, 지역 문화 특징을 표현하며, 사
람들에게 문화적 동질감과 소속감을 주는 공간 장소 조성을 장려
한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다원화된 문화 성과를 받아드리고, 
‘글로벌화와 지역성’간의 통일된 논증을 찾아, 지역 전통이 현
대에서도 계승되고 발전하도록 한다.

특
성

- 첫째, 건축물 소재 지역의 사회 문화 구성, 맥락 그리고 특징을 
연구하고, 지역 전통의 발전 메커니즘을 찾아, 이를 분석하여, 
현실적인 합리성을 확인한다.

- 둘째, 변화하고 발전한 태도와 관점으로 지역 문화 전통을 대
하고, 소극적이면서 정태적인 유보 상태를 반대하며, 지역 전
통에서 가장 활력적인 부분과 현실생활 그리고 미래 발전을 상
호 결합하여, 지속적인 가치와 생명력을 얻는다.

- 셋째, 봉건적인 지역 개념을 타파하고, 지역 전통과 다원화된 
문명의 성과를 상호 결합하며, 새로운 기술 또는 수단으로 오
래된 문화의 핵심적인 정신을 해석하고 재현하는 것을 장려한다.

- 넷째, 억지스러운 모방과 완전 상업적인 공리성 라벨링을 반대
하며, 편협적이고 고집스러운 민족주의와 문화성 건축에 대한 
정치적 이용을 반대한다.

표 4. 문화의 지역성 분석

3. 기술의 지역성

기술성은 보완 인 충 태도가 아니다. 기술성은 

 선진 기술을 선택 으로 지역 조건의 특수성과 상호 

결합하는 동시에 통 기술의 개진과 보완을 장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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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1

쑤저우 박물관 (苏州博物馆)

년도 2006년

위치 쑤저우 (苏州)

면적/유형 8000㎡ / 박물관

설계자 베이뤼밍 (贝律铭)

선정이유
쑤저우 박물관은 Pritzker Prize for Architecture에
서 건축가 베이뤼밍(贝律铭)이 대표로 수상하 으
며3, 2008년 WA중국 건축상도 수상하 다4.

표 6. 6개 사례 개요

사
례 
2

Tulou Community (土楼公社)

년도 2008년

위치 남해 (南海)

면적/유형 13700㎡ / 집합주택

설계자 URBANUS

선정이유
본 건축은 2010년 Aga Khan Award for 
Architecture에 입선히 다5.

사
례 
3

Bridge School (桥上书屋)

년도 2009년

위치 장저우 (漳州)

면적/유형 240㎡ / 학교

설계자 이효동 (李晓东)

선정이유
본 건축은 2010년 Aga Khan Award for 
Architecture을 수상한 건축 프로젝트이다.

사
례 
4

Museum of Handcraft Paper (手工纸博物馆)

년도 2009년

위치 리장 (丽江)

면적/유형 360㎡ / 박물관

설계자 TAO Architecture

선정이유
본 건축은 2013년 Aga Khan Award for 
Architecture에 입선한 건축 프로젝트이다.

사
례 
5

수안산거 (水岸山居)

년도 2013년

위치 항저우 (杭州)

면적/유형 7500㎡ / 집합주택

설계자 왕슈 (王澍)

선정이유

수안산거(水岸山居)는 Pritzker Prize for 
Architecture에서 왕슈(王澍)가 대표로 수상하 는
데, 이 건축품은 2014년 WA중국 건축사을 수상한 
바 있다.

사
례 
6

Micro Yuan'er (微杂院)

년도 2014년

위치 베이징 (北京)

면적/유형 150㎡ / 문화회관

설계자 장가 (张轲)

선정이유
본 건축은 2016년 Aga Khan Award for 
Architecture을 수상한 건축 프로젝트이다.

통기술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시 의 요구에 부

응한다[10].

기술의 지역성

출
처

<A General Theory of Architecture(1992)>
<Handbook of Environmental Design(2003)>
<Land, Site, Architecture(2004)>

개
념

기술의 지역성은 구조, 조립, 공예, 자재 및 건축 그리고 환경 속 
자연 요소, 문화 요소 그리고 경제 발전 상태간의 조화로움을 강
조한다. 뿐만 아니라, 현대 발전 과정에서 건축 기술의 지역성 회
귀를 장려하고,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받아
드리는 것을 장려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의 요구에 입각하여 비
교하고, 선택하는 것을 강조하며, 기술의 적합성도 강조한다.

특
성

- 첫째, 실제 지역 조건에 따라, 비교와 선택을 한다. 보다 구체
적으로 말하자면, 지역의 실질적인 요구와 특정 상황에 부합하
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사용에 적합한 기술을 선택하여, 가치 
및 효익을 실현한다.

- 둘째, 기술 발전과 지역 자연 생태간의 조화로움을 중요시하
며, 지역의 자연 자원을 발전 기술의 대가로 지역 생태계의 균
형을 희생하는 것을 반대한다.

- 셋째, 기술 발전과 지역 문화 전통간의 조화로움을 중요시하
고, 기술의 현대화 과정에서 지역문화 구조의 연속성과 완벽성
을 보존하는데 노력한다.

- 넷째, 기술 발전과 지역 사회 경제 상황간의 조화로움을 중요
시한다. 실제 경제 발전 수준에서 벗어나, 기술의 발전을 맹목
적으로 추구할 경우, 목표와 효익의 불균형을 초래할 뿐이다.

- 다섯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개선과 보완을 중요시하
며, 전통 지역 기술의 잠재력을 새롭게 발굴하여, 대표성이 있
는 전통 지역 기술을 효율적으로 보존한다. 이 외에, 지역성이 
있는 건축 자재 사용을 장려하고, 이와 관련된 건축 기술과 공
예를 중점적으로 계승하고 보호한다.

표 5. 기술의 지역성 분석

Ⅳ. 중국 현대 건축의 지역성 사례 분석

‘지역주의’, ‘지역성’을 키워드로 삼아 <Domus 국제 

문 >에서 6개의 국  건축 사례를 연구 상으

로 분석을 진행한다. 이 6개 사례는 2006년-2014년 동

안 건축된 것으로[표 6], 환경의 지역성, 문화의 지역성, 

기술의 지역성 3가지 차원에서 6개의 건축 사례를 분석

한다.

3 Pritzker Prize for Architecture은 1979년에 만들어져, 매년 한 건축가

에게 시상하여, 그의 건축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재능, 상상력, 책임감 

등 우수한 품성을 표창한다. 한 건축 술을 통해 건축환경과 인성

을 지속 으로 표 하는 훌륭한 공헌을 치하한다.

4 WA 국 건축상은 국에서 가장 향력있는 비공식  건축상  하

나이다. 세계 건축 잡지사가 칭화 학(清华大学)과 국 건축학회와 

연합해서 2002년 만든 상으로, 이 상의 목 은 국의  국정에 

심을 갖고 참신한 가치를 지닌 작품을 독려하여, 국 건축의 질  

상승을 꾀하고 국 건축업계에 한 사회의 이해를 진하는 데 있다. 

5 Aga Khan Award for Architecture은 1977년 만들어져, 오늘날 가장 

국제  향력이 있는 건축상  하나로, 우수한  건축작품을 표

창하고 있다. 이 상의 핵심가치는  세계의 건축가, 학자, 정부에게 

해당 지역과 그 사회가 지닌 극 인 향을 미치는 건축품을 만들

기를 바라는 데 있으며, 환경의 다양성, 장소 공간, 지역성, 문화종교, 

통  자재가 건축환경에 가지는 의의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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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쑤저우 박물관(苏州博物馆)

쑤 우 박물 은 역사 술성이 있는 박물 이다. 본 

박물  치한 곳은 원래 왕부 유 지가 치하고 있었

다. 국 문물법 련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 로젝트

는 인근에 치한 졸정원(拙政园), 충왕부(忠王府)와 반

드시 한 거리를 유지해야 했다. 이에 해당 건축 

로젝트를 디자인할 때, 베이뤼 (贝律铭)은 건축물의 

일정 공간 확보, 건축물의 벽면 분할 그리고 옥상의 윤

곽과 같은 요소들을 결합하여, 쑤 우 통 거리 경

의 특성을 반 하여, 건축물을 통한 지역주의를 표 하

다[11]. 

지
역
성 

구
축 

 

표
 

특
성

환경의 지역성

본 건축 프로젝트는 쑤저우의 중요한 역사문
화 거리 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옆에는 졸정
원(拙政园), 충왕부(忠王府)가 있다. 본 건축 
프로젝트는 쑤저우 전통 정원의 구조와 스타
일을 계승하 으며,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정
원의 분산식 구조를 채택하 다.

해당 건축 프로젝트는 도시 경관의 연속성을 
중시하여, 건축물의 고도를 엄격하게 통제하
고, 일부 지붕만 튀어나오게 하 으며, 본 

건축물의 크기를 주변 도시 건축물의 크기와 
비슷하게 하 고, 검정색, 흰색, 회색, 이 세 
가지 색만을 건축물의 색을 활용하여 건축물
이 지역 환경에 잘 융합되도록 하 다.

문화의 지역성

본 건축 프로젝트는 중국의 고전적인 원예 문
화 특징을 계승하 고, 각각의 경관을 조화롭
게 배치하는 방식, 경관의 대칭 방식, 경관을 
하나의 프레임에 배치하는 방식 등의 디자인 
방법을 대량으로 활용하 다.대표적으로 중앙 
정원 북측 물가에 있는 대리석은 전통 쑤저우 
정원에 활용된 ‘벽산’(壁山) 방법을 활용하
여, 창의성을 갖추게 하 다.

기술의 지역성

해당 박물관의 주된 건축물에 강철 구조 체계
를 활용하 기 대문에, 옥상도 이에 맞춰 자유
롭게 조합하 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하학적 형태와 가장자리의 높이가 다 다른 
지붕 형태를 통해서, 옥상의 이미지를 풍부하
게 하여, 울퉁불퉁하지만, 정교하면서 아늑한 
전통 정원 건축 옥상을 만들어내었다. 전통적
인 정원의 예술적 경지와 현대 건축 기술을 결
합한 방법은 해당 박물관으로 하여금 현대적
인 분위기를 가지게 하는 동시에, 어둡지만, 
은은하면서, 우아한 예술적 경지를 가진 전통 
쑤저우 정원의 모습을 잃게 하지 않았다.

표 7. 쑤저우 박물관의 지역성 분석

2. Tulou Community(土楼公社)

‘토루’(土楼)는 국 남방 지역에 있는 독특한 통 

건축 형식이다. 토루의 특징은 바로 하나로 집합시키는 

방식을 활용하여, 거주, 장, 시장, 제사, 여가 등의 기

능을 하나의 건축물에 집 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

역사회 형태의 통 건축 방식은 강력한 응집력을 가지

고 있다. Tulou Community는 이러한 통 방식을 오늘

날 국 도시 내, 소득층 주민들 거주 문제 해결 방법

으로 보고 있다. Tulou Community는  방법과 련하

여 단순히 형식 으로 참고하는 것을 넘어서, ‘ 통 인 

토루’ 속 지역사회 공간에 한 재창조를 통해서,  

사회 생활의 의식과 리듬에 용하고자 한다[12].

지
역
성 

구
축 

 

표
 

특
성

환경의 지역성

본 건축물은 도시화 발전 과정에서 주변 환경
이, 복잡하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고속도로
가 밀집되어 있어, 사용이 어려워, 남겨진 휴지
에 지어졌다. 하지만 본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외부와 단절, 분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주
변 열악한 도시 환경으로부터 차단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구심점을 형성하여, 따뜻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낸다.

문화의 지역성

전통 토루 속 집들은 선형 형태로 균등하게 분
포되어 있어, 모더니즘 속 다가구 주택과 유사
하다. 하지만, 모더니즘 속 다가구 주택 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친화력을 가지고 있어, 지역사
회 이웃 주민간의 감정적 교류를 보다 더 강화
시킬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이
즈, 공간 방식, 기능 등 측면에서 전통 토루를 
연역하고, 여기에 ‘저소득층’, ‘높은 용적
률’ 등 다양한 현대 도시 요소들을 추가하여, 
다양한 종류의 요소들이 충돌하는 속에서 균형
을 찾는다는데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기술의 지역성

전통 토루는 방어기능을 가지고 있어, 건축물 
외벽 창문을 최대한 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
에, 내부 공간의 채광과 통풍이 잘 되지 않는 편
이다. 이러한 방어 기능은 이미 현대 도시 주택
에서 그 자체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이에, 본 건
축 프로젝트에서는 외벽 전체에 베란다를 설치
하 고, 외벽에는 섬유 강화 콘크리트로 만든 
판넬과 여닫이 행태의 나무 방범창을 설치하여, 
시각적으로 완벽하면서 통일된 효과를 만들어
내었고, 기능적으로는 전통 토루가 가지고 있는 
통풍, 채광 문제점을 해결하 다.

표 8. Tulou Community의 지역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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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성 

구
축 

 

표
 
특
성

환경의 지역성

본 건축물 양측에 위치한 교실에는 각각 회전
문과 미닫이 형식의 문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
공간으로 연결할 수 있다. 교실은 수업 외 시
간에 두 개의 개별적인 공공장소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은 아이들의 공
부 장소로 제공되어, 교통문제를 해결하 을 
뿐만 아니라, 전체 마을에 소통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하 다.  

문화의 지역성

토루(土楼)는 전통적이면서 독특한 다가구 주
택 형식으로써, 강렬한 내적 방어 심리가 있는 
종교 중심의 문화적 표현이기도 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전통 특징의 향 아래, 전체 
마을은 각각의 세대가 분리 독립되는 구조로 
형성되어, 교류할 수 있는 공공 장소가 없다. 
하지만, 강을 넘어 두 개의 토루를 잇는 ‘하
나의 다리’라는 현대 언어적인 건축물이 전
통적인 마을에 지어지면서, 현대성을 통해, 전
통적인 공간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기술의 지역성

전체 건축물은 철강 구조로 지어졌고, 내부 자
체가 철강 구조인 전체 공간은 교실과 도서관
으로 활용되었다. 

건축물 외부에는 현지 유칼립투스 나무로 제
작된 방범창을 설치하 고, 강철 구조물을 활
용하여 이를 고정시켰다. 얇은 천처럼 처리한 
겉 표면은 실내에 있는 사람들과 행인간의 시
선 방해를 사전에 방지하 고, 이와 동시에, 
실내에서 자유롭게 멀리에 위치한 산수 풍경
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형성하 다. 

표 9. Bridge School의 지역성 분석

건축물 하부에 위치한 굴곡 선형 다리의 교량
은 와이어에 매달려 있으며, 양쪽 광장으로 통
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 다. 시적 공간에 대
하여, 현대 기술적 언어 활용을 통해서, 본 건
축 프로젝트가 한 표현은 전체 건축물로 하여
금 소재 지역에서 적절한 대조를 이루게 하
고,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게 하 다.

지
역
성 

구
축 

 

표
 

특
성

환경의 지역성

본 건축물의 관람은 내부 전시와 외부의 아름
다운 들판을 번갈아 가면서 관람하는 일종의 
체험이다. 이를 통해서, 방문객들은 건축물, 제
지 그리고 환경간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문화의 지역성

본 박물관은 한 마을의 축소판처럼 몇 개의 작
은 공간으로 구성된 종합 건축물이다. 이렇게 
구성된 이유는 바로 주변 마을의 전통적인 공
동 거주 형태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이는 문
화, 심미, 형태 등 측면에서 본 건축물로 하여
금 전통 마을과의 대립관계를 축소하고, 조화
를 이주로족 하 다. 또한, 주변 마을과 본 건
축물은 공동으로 더 큰 박물관을 지어,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제지 공예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다.

기술의 지역성

본 건축물은 현지에서 생산되는 삼나무 목재, 
대나무, 수공예로 만든 종이 등 에너지 소모가 
낮고, 분해할 수 있는 건축 자재들을 사용하
다. 건축물은 건축 형식적으로 건축 자재, 구
조 등 요소들에 내재된 법칙과 논리 그리고 건
축 과정의 흔적과 특징을 사실적으로 반 하
다. 

건축물 옥상의 경우, 강우량이 비교적 많은 현
지 기후에 적합하게 설계되었고, 전체 건축물
은 전통 나무 구조 체계와 현대 철강 구조 기
술을 결합한 건축 공예를 활용하 다. 뿐만 아

표 10. Museum of Handcraft Paper의 지역성 분석

3. Bridge School(桥上书屋)

장 우시 하석 에는 두 개의 원형 토루(土楼)가 있

다. 이곳에는 두 개의 집안이 각각의 토루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서로를 매우 싫어하여, 강을 두고, 서로 왕래

하지 않았다는 오래된 설이 있다. Bridge School은 

바로 이 두 개의 토루 사이에 있는 강 에 촘촘한 나무

들로 둘러싼 사각형 통 모양의 건축물이다. 건축물 아

래에는 와이어에 걸려 있는 가벼운 굴곡 선형의 철강 

다리가 놓여져 있다. 건축물은 공공 등학교로 사용되

고 있으며, 매우 간단한 기능, 두 개의 계단 교실과 한 

개의 작은 도서 이 있다. 체 건축물은 부 다리 

에 설치되어 있으며, 교실 한 편에 있는 복도는 앙에 

있는 도서 으로 통하며, 두 교실은 건물의 양 측면에 

있어, 두 개의 토루로 각각 통하게 디자인되어 있다[13]. 

이는 이 지역만의 설과 강이라고 하는 지역  특징을 

독창 으로 반 한 설계라고 할 수 있다.

4. Museum of Handcraft Paper(手工纸博物馆)

이 박물 은 도시와 시골을 잇는 도로 에 세워져 

있는데, 주변은 논밭이 둘러싸고 있다. 박물 이 나타내

고자 하는 내용은 리장(丽江)의 통 인 제지공 이

다. 지의 제지기술은 20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 박물 은 장 시연과 헨드메이드 작업장을 이용해, 

지의 제지기술과 련 상품을 시하고 보존하며 개

발하고 있다. 한 해당 역의 학술연구와 문화  교

류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 하기 해, 박

물 은 방문자를 해 숙박과 작업실을 제공하고 있으

며,  찻집을 공공활동장소로 설계하 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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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전체 건축물은 현지 목수가 건축한 것으
로써, 본 건축물로 하여금 현지 전통 자원의 
보호와 발전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게 하
다.

지
역
성 

구
축 

 

표
 
특
성

환경의 지역성

나무와 꽃의 어울림은 전체 건축물의 모습을 
돋보이게 하 다: 굴곡형태의 공간, 구불구불
한 복도, 흙을 다져서 만든 황토색깔의 벽, 평
온한 연못 그리고 대나무 모양 장식의 건축 파
사다는 이와 같은 큰 건축물로 하여금 소박하
면서 모던한 느낌을 가지게 하 다. 

전통 나무 구조를 활용하여, 회색깔의 옥상을 
지탱하게 하 고, 기능적으로는 비가 자주 오
는 현지 기후에 적합하게 설계하 으며, 이미
지 상으로는 인근에 위치한 산과 어울리게 디
자인하 다.

문화의 지역성

본 건축 프로젝트에서는 중국의 전통적인 건
축 구조 기술과 장강 이남 지역 고유의 다양한 
정원 요소를 성공적으로 활용하 다. 흙, 나
무, 대나무 등의 평범한 건축 자재들은 본 건
축 프로젝트에서 중국 전통 건축 문화의 상징
이 되었고, 이는 모더니즘 디자인 이념을 가진 
건축물로 하여금 콘텍스트 이론과 은유주의의 
느낌을 가지게 하 다.

기술의 지역성

흙을 다지는 기술의 활용은 본 건축 프로젝트
에서 보다 창조적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공
예는 본 건축 프로젝트 속에서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내었다.
- 첫째, 흙을 다져 만든 벽의 소소한 색조와 
표면을 시각적 특징으로 활용하 다.
- 둘째, 흙을 다져 만든 벽은 우수한 보온 성
능을 가지고 있어, 실내온도를 상대적으로 따

표 11. 수안산거(水岸山居)의 지역성 분석

뜻한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으며, 에너지 소
모량을 낮추는 생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셋째, 흙을 다지는 공예를 활용할 때, 본 건
축 프로젝트는 대부분 건축 시공 장소에 있는 
진흙을 건축자재로 활용하 다. 

지
역
성 

구
축 

 

표
 

특
성

환경의 지역성

본 건축 프로젝트는 기존 정원 환경의 보수와 
새로운 활용을 강조하 고, 전체 건축물의 경
우, 주택 내부 기존 건축 상태를 유지하 으
며, 새롭게 건축한 건물의 고도는 주변 건축물
의 높이에 맞춰 결정하 다. 모든 건축물과 주
택 내 활동들은 600년이 넘은 오래된 회화나
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주택 내, 오래된 두 건축물을 개조할 때, 옥상
으로 가는 계단을 추가하여, 두 옥상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 바꾸어, 옥상에 올라간 
사람들로 하여금 나뭇잎 사이에서 오래된 회
화나무의 냄새와 분위기를 느끼게 하 고, 위
에서 마당과 지역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
다.

문화의 지역성

베이징 후통(胡同)은 전통적인 공동 거주 형태
로써, 풍부한 공간적 차원과 다양한 정원 유형
이 있으며, 독특한 사회 조직구조가 발전되어 
있다.본 건축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관점에서 
‘후통(胡同) 주택’이라는 전통적인 공동 주
거 유형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 수립하 다. 
개조한 주택은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학생
들에게 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되었고, 후통에 
살고 있는 주민들 (노인과 아동 위주)에게 교
류와 휴식의 장소로 제공되었다.

기술의 지역성

주택 내, 새로운 건축물을 디자인할 때, 가벼
운 강철 구조와 ‘얇은 기초 구조물’을 활용
하 다. 여기서 ‘얇은 기초 구조물’이란 약
한 기초 바닥 위에 가벼운 철강 자재를 설치한 
것으로써, 오래된 나무 뿌리의 손상을 방지하
다.

표 12. Micro Yuan'er의 지역성 분석

5. 수안산거(水岸山居)

본 건축 로젝트는 주택 건축물로써, 주요 건축물은 

재생할 수 있는 흙을 주된 건축 자재로 활용하여, 건축

하 으며, 오늘날 국에서 땅을 다지는 방식으로 만든 

가장 큰 건축물이다. 본 건축물의 기능에는 차실, 식당, 

객실이 있다. 이 의 경우, 흙을 다지는 국의 건축 기

술은 벽을 높게 만들 수 없어, 형 건축 디자인에서는 

크게 활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왕슈(王澍)는 랑스 건

축 기술을 참고하여, 방수, 내진, 강력한 힘을 견디는 내

성 등 측면에서 흙을 다지는 국 통 공 의 기술성

을 발 시켰다[15]. 한, 흙을 다져 만든 벽의 색조와 

표면처리, 흙의 우수한 보온성과 에 지 감이라는 생

태  디자인 등을 통해 통재료에 근거한 지역주의 건

축을 보여주고 있다.

6. Micro Yuan'er(微杂院)

본 건축물은 원래 오래  12가구가 같이 모여 사는 

형 인 다가구 주택, 다자 엔 (大杂院)이었다. 재 

개조된 공간은 소형 어린이 도서 과 시 공간 그리고 

어린이들만을 상으로 한 수공  공방과 회화 수업 교

실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 사회 공공 서

비스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16]. 이는 새로운 건

축물에 회색 색조를 나타내게 하여서, 기존 오래된 벽

돌과 시각 으로 통일시켜, 해당 지역의 통 인 분

기를 보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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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쑤 우 박물 (苏州博物馆)

환경
건축물의 고도를 엄격하게 통제하 고, 건축물의 크기를 주
변 도시 건축물의 크기와 비슷하게 하여 도시경관의 연장선
을 실현하 다.

문화 기존 전통원림의 분산식 구조방법을 새롭게 재해석하 다.

기술
현대 스테인리스 구조기술을 통해 전통 원림을 다양한 디자
인으로 변화시켰다.

사례 2 Tulou Community(土楼公社)

환경
전통적인 건축형태를 이용하 고, 외부의 열악한 도시환경을 
격리시켜 내부생활환경을 보호하 다.

문화
전통적인 거주문화를 이용하여 마을 내 관계를 강화하여 현
대 복잡한 도시생활 문제를 해결하 다.

기술
콘크리트 판넬을 이용해 전통건축의 구조 체계를 개선하여, 
건축물이 더욱 현재 생활적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하 다.

사례 3 Bridge School(桥上书屋)

환경
전반적으로 지역환경의 회복을 추구하여 건축물이 새로운 토
루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지역환경이 되살아났다.

문화
강을 넘어 두 개의 토루를 잇는 ‘하나의 다리’라는 현대 언
어적인 건축물이 전통적인 마을에 지어지면서 커뮤니티 중심
의 전통문화의 계승이 이루어졌다.

기술
현대 철골구조를 이용한 건축방법으로 지역의 기능적 문제를 
해결하 다. 기술적 측면에서 옛 모습과 새로운 모습이 대비
되어 공간에 장력을 불어넣었다.

사례 4 Museum of Handcraft Paper(手工纸博物馆)

환경
건축의 전시노선은 사람의 내부적 공간과 외부적 경관의 전
환이라는 체험을 하게 하 다.

문화
현지의 전통공간 구조방식을 이용하여, 건축품의 ‘현대성’
으로 ‘전통성’을 녹여, 지역문화의 일치성을 나타냈다.

기술
전통 목제구조체계와 현대 철골구조기술을 종합하고, 효과적
으로 현지의 삼나무와 대나무를 이용하여 지역자원을 보호하
고 지속가능한 기술 발전을 이루었다.

사례 5 수안산거(水岸山居)

표 13. 사례별 종합 분석

환경
본 건축 프로젝트가 조성한 환경에서 건축물은 주체가 아닌 
소박하고 겸손하면서, 자연에 숨어져 있는 건축물이다. 

문화
전통적인 원림의 디자인 방법과 건축기술과 현대의 기능적 
공간이 어우러져, 전통문화의 예술적 경지를 모색하 다.

기술
흙을 다지는 기술의 활용은 본 건축 프로젝트에서 보다 창조
적으로 표현되었다. 

사례 6 Micro Yuan'er(微杂院)

환경
기존의 지역환경을 재이용하여, 단일적인 거주환경을 다원화
된 사회지역 환경으로 변화하 다.

문화
‘회복’의 각도에서, 현지 전통문화의 사회조직 구조의 현
대 도시의 개념 상의 발전을 촉진하 다.

기술
경량 철골구조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환경의 파괴를 줄 다. 
가벼운 강철 구조와 ‘얇은 기초 구조물’을 활용하고, 시멘
트와 먹물을 혼합하여 지역 환경의 조화를 꾀하 다.

새로운 건축물의 벽면 건축 자재에는 콘크리
트와 먹물을 혼합하는 방식을 활용하 다. 이
는 새로운 건축물에 회색 색조를 나타내게 하
여서, 기존 오래된 벽돌과 시각적으로 통일시
켜, 해당 지역의 전통적인 분위기와 지역 환경
과의 조화를 나타내고 있다.

7. 종합분석

이상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실질 인 건축 역에서 

건축의 지역성의 표 특성은 건축의 다차원 인 범주

(특정한 지역공간과 역사  시기)에서 비롯되고, 해당 

지역의 자연과 사회인문  환경의 모종의 형태와 개방

성과 긴 한 계가 있다[표 13].

6개 사례들의 지역성 특성과 표 방식에도 공통성과 

차이 이 나타났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환경의 지역성

-건축환경과 지역환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신 건축품과 지
역환경의 융합을 모색하 다.

-위치한 지역의 환경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사례는 특수한 전통 
건축 형태를 이용하여, 외부세계와의 단절 상태를 취하여, 건축 내부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 다.(사례 2)

문화의 지역성

-전통적인 지역문화의 특성을 기반으로 삼아 건축물을 위한 디자인 근
거를 제공하 는데, 그 목적은 전통적인 지역문화요소를 현대적 언어 
환경에 포함시키는 데 있다.

-새로운 건축기능을 빌려 지역문화체계를 ‘최적화’ 또는 ‘회복’
하여, 기존의 사회조직구조에 “현대성”을 부여하 다.

(사례 3, 사례 6)

기술의 지역성

-기술의 적합성을 강조하 다. 적합한 건축기술로 특정 자연환경과 사
회문화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여, 편향적으로 전통적인 지역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다원화된 기술의 융합을 강조하 다.

-현대기술(현대 시멘트 기술, 스테인리스 구조기술)로 현대성을 지닌 
지역 건축물을 만들었다. 현대기술을 통해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회문
화를 회복하 다.(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6)

-전통적인 지역기술(목제 구조기술)과 현대기술(스테인리스 구조기술)
을 결합하여, 효과적으로 지역소재를 이용하 기 때문에 그 경제성이 
두드러진다.(사례 4)

-전통 건조공예(재생가능한 흙)의 기술성을 개선하 다.(사례 5)

표 14. 환경·문화·기술 차원의 종합 분석

지역성에 기반 한 건축 디자인은 단순한 환경 결정론 

는 문화결정론이 아니라, 본질 으로 건축의 ‘진실성’

을 모색하는 것으로, 각양각색의 조건 속에서 건축이 

어떤 방법으로 그 목 과 본질에 부합하게 실 조건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 Vol. 18 No. 3646

나타낼 수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사례들은 건축 

활동이 지역조건의 특수성을 시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건축물의 개성과 논리  기반을 형성하게 한다

는 것을 설명하 다. 한, 6개 사례는 모두 폐쇄 이거

나 정 인 방식으로 지역 속성을 표 하는 신 개방된 

자세로 지역 통 문화의 다원화, 화된 기술 요소

를 상호 융합하여 지역성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Ⅵ. 결 론

본문은 국 건축의 표 인 6개 사례를 상으

로 지역성 구축과 그 표 특징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우선, 서양의 지역주의 건축사상과 련된 내용을 

정돈하고, L. Mumford, K. Frampton 등 학자의 지역성 

이론을 추출하 다. 한 이를 국학자 우량용의 

과 비교, 결합하여, 환경, 문화, 기술 3가지 차원에서 건

축의 지역성 구축과 표 특성을 정리하 는데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의 지역성 차원에서 보면, 건축이 지역 환

경(지형 지모, 기후, 구역 경 )에 한 호응을 강조하

고 있다. 본문에서 연구한 6개 사례는 모두 통 인 지

형 건축의 외형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환

경 특징에 맞춰 실용 이고 효율 인 해결 방안을 제안

하 다. 를 들면 쑤 우 박물  Museum of 

Handcraft Paper, 수안산거, Micro Yuan'er 사례는 지

역 환경 특징을 연속하는 방식을 채용하여 건축 설계가 

진행되었다. Bridge School은 비의 방식을 사용하여 

토루라고 하는 기존 환경의 내용을 풍부히 하여 커뮤니

티 개념의  형태의 학교를 신축하여 지역 공동체

에 활기를 주입하 다. 이 외에, Tulou Community의 

설계는 주거의 기능을 만족해야 했기 때문에 커뮤니티 

심의 통 인 주거 건축의 장 을 계승하는 한편, 

열악한 외부 환경이 건축에 한 향을 차단해 환경  

측면에서 건축의 지역성이 무엇인지를 잘 반 한 사례

이다. 

둘째, 문화의 지역성은 지역의 커뮤니티 구조, 경제 

형태, 민속 습  등 사회 요소와의 계에서 건축이 다

양화의 설계 수단을 빌어 지역 문화 특징을 실 하고 

있음을 보여 다. 를 들면 쑤 우 박물 , Tulou 

Community, Museum of Handcraft Paper, 수안산거의 

사례는 통 인 지역 문화 특징을 설계의 근거로 삶아 

통성을  건축의 언어 환경 안에서 재해석하 다. 

Bridge School과 Micro Yuan'er는 새로운 건축 기능을 

이용하여 지역 문화 시스템을 최 화 혹은 복구를 진행

해 장소감을 형성할 수 있는 건축 공간을 조성하 다.

셋째, 기술의 지역성은 건축의 건조 공법, 구조 형태, 

재료의 사용 등에 있어 통의 재료와  기술을 

혼합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면서도 다원화된 기술의 

융합을 보여주었다. 를 들면 쑤 우 박물 , Tulou 

Community, Bridge School, Micro Yuan'er 사례는 

 콘크리트 기술과 강철 구조 기술을 주요한 구조 수

단으로 하 으나, 동시에 지역 자연 환경과 문화  특

성을 고려하여, 통성과 결합한  건축을 창조하

다. Museum of Handcraft Paper는 통 인 목제 구조 

기술을  강철 기술 구조와 결합시킨 것이고 이러한 

방법은 지역 재료를 사용하여 통 건축의 지속가능성

을 보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연구 사례들은 지역성 구축  표  특성이 기

계 이며 단일 이지 않고 환경, 문화, 기술이 유기 으

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건축의 지역

성 구축은 통과 의 환경 , 문화 , 기술  융합

이 복합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건축의 다양성과 지

속가능한 개발을 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국 건축은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

여 더욱 개방 이고 융합 인 태도를 취해야하며, 이를 

해 지역 환경, 문화조건에 더욱 정확하게 심을 갖

고 그에 합한 건축기술을 발 시켜 나가야한다. 그래

야 비로소 의 지역성 건축은 통 인 지역 건축보

다 진보  합성을 지니게 되며, 동시에 로벌화의 

환경 속에서 창의 이고 지속가능한 건축 양식을 구축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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