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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70여 년이라는 긴 건축인생 동안 많은 고난을 이겨낸

랭크 로이드 라이트(1869∼1959, 이하 라이트)는 자신

만의 개척정신과 강한 탐구정신으로 새로운 건축세계를

이끌어간 근 건축의 거장이다.1) 그러나 로비하우스 이

후(1909) 개인 인 불행한 사건과 세계 1차 (1914∼

1918)과 미국의 경제 공황(1929)까지 겹치면서 1930년

반까지 시련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나이 67

세(1934)에 에드가 카우 만(Edgar Kaufmann)을 만나

낙수장을 설계(1935)하면서 20년 이상의 공백기2)를 넘어

새로운 건축세계가 그에게 개된다. 이에 해 건축가

자서 작가인 로버트 톰블리(Robert C. Twombly)의 F.

L. Wright Essential Texts(2009)에서 이를 표 하기를

“라이트의 화려한 부흥”이라는 단어로 표 하 다.

특히 유기 이고 자연주의 건축가로서, 그의 기본

철학은 자연스러운 자재들의 특징을 가능한 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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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17년도 동양 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하고,1)새로운2)자재들을 창의 으로 사용해야 한다는3)

자신의 디자인 개념을 실천하고자 자신이 디자인하는 건

축물이 치하게 될 지역의 자연 ·지역 환경에 응

할 수 있는 창의 인 디자인방식을 실 시킴으로써 자신

만의 건축 개념들을 정립하게 된다. 이러한 자신만의

건축 개념‧사상이 가장 명료하게 표 된 작품이며

1959년 임종할 때까지 22년 동안 마지막 정열을 불태웠

던 탈리에신 웨스트(Taliesin West, 1938∼1959)의 설립

이 표 이라 할 수 있다.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라이트

의 건축 새로운 기와 개념을 실 하게 되는 애리조

나 주(州)의 탈리에신 웨스트와 이곳에 산재되어 있는

주택건축에 그의 자연주의 건축개념 철학과 디자인 특성

이 어떤 방식으로 표 되고 있는지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1) 황용운, F. L. 라이트 주택작품의 외벽 디자인 변화와 특성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16.6. p.32

2) 비록 이 기간에도 일본 제국호텔(1919), 미드웨이 가든(1913)과 같

은 큰 로젝트를 하고 있었지만 개인 으로 많은 불행한 사건들

이 많아 활발한 건축 활동을 하지 못한 암흑기로 표 되고 있다.

3) 루스 룩스 이퍼(이종인 역), 라이트, 미메시스, 2010, p.10

4) 박종성, 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텔리에센 웨스트’의 건축화 과정

에 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7.6.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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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 방법

라이트는 어느 건축가보다도 많은 작품(약1,141 )을

디자인하 고, 실 된 작품만도 532 에 이르고, 존하

는 작품도 약 409 에 달한다. 그의 작품은 술 인 측

면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았고 작품의 1/3이상이 사 (史

蹟)으로 등록될 정도로 건축역사상 큰 문화유산을 남겼

다.5) 이런 건축 업 은 그가 죽기 20여 년 동안 이

루어진 것이며 이는 탈리에신 웨스트의 시작에서부터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6). 이에 연구범 를 라이트의 화

려한 부활을 알리는 탈리어신 웨스트가 치한 애리조나

의 라이트 건축으로 한정하 다. 그리고 연구범 에 속

한 사례 작품들이 부분 50년 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

하여 라이트의 후기작품에 한 건축 개념에 한 변

화도 연구범 에 포함하 다. 특정지역을 연구범 로 설

정한 이유는 1)그의 작품을 모두 다루기에는 연구범 가

무 범 하다는 , 2)애리조나에 그의 작품은 그의

작품 활동의 말년인 1950년 후 작품이면서 그의 디자

인 완성과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는 , 3)

이 지역은 이제까지 다루어진 그의 작품과는 달리 사막

이라는 기후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즉,

애리조나 지역에서 그의 말년 작품에 표 된 디자인 방

식과 특성을 분석하 다. 연구방법은 기존에 이루어진

이론 연구문헌에서 라이트의 디자인 방식과 재료의 사

용을 살펴보고 애리조나에 치한 주택작품들의 디자인

특성과 평면도의 공간계획을 비교·조사한다. 다음으로 연

구범 의 건축물을 직 방문하여 촬 한 내용을 문헌

내용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작품에 사용한 재료와 디자

인 개념을 지역 특과 연계하여 분석하 다.

2. 애리조나 주와 라이트의 디자인개념

2.1. 애리조나 주(州)의 라이트 건축

애리조나에 라이트 작품은 12곳 치하고 있다.7) 이

에 피닉스에 치했던 Pauson House는 1942년 화재로

소실되었고, Ocatillo Desert Camp는 챈들러 부근에 흔

만이 남아 있어 탐방이 불가능하여 방문이 가능한 곳

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10개 작품이다. 10개 작품

Arthur Pieper House(1952)의 경우 F. L. Wright in

Arizona에서 ‘이 주택은 라이트가 설계한 기 주택에서

많은 부분이 변경되어 오늘날 라이트의 주택으로 보기에

는 어려운 주택이다.’8)라고 기술하고 있다.

5) 서수경, 랭크 로이드 라이트 작품에 나타난 토탈디자인 개념에

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0.12. p.229

6) 탈리에신 웨스트가 1938부터이고 그의 두 번째 성기인 유소니언

시 도 1930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탈리에신 웨스트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유소니언 시 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7) William Allin Storrer, The Frank LLoyd Wright Compan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IVISED EDITION, 2006. p.481

<그림 1> 애리조나에 치하고 있는 라이트 주택의 치도 - 애리조나

주가 부분 사막 지역인 만큼 구 지도에서 부분 흙색으로

표 되고 있다.

지역 작품명 공년도

Phoenix

•Raymond Carlson House 1950

Arizona Biltmore Hotel and Cottages 1927

Benjamin Adelman Residence,
Sitting Room and Carport

1951

•Boomer House 1953

Pauson House (demolished) 1939

•Lykes House 1959/1966

•David Wright 1950

Ocatillo Desert Camp 1928

Paradise
Valley

•Harold Price, Sr. House 1954

Arther Pieper House 1952

Scottsdale •Taliesin West 1937∼1959

Tempe Gammage Memorial Auditorium 1959

<표 1> 애리조나 주의 라이트 건축리스트(•:연구 상 건축물)

이에 연구범 에서 제외하 다. 이 에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분의 작품은 애리조나의 주도인 Phoenix

부근에 치하고 그 외에 Paradise Valley, Scottsdale,

Tempe에 분산되어 있다. 이에 방문 가능한 9개 작품

에 일반·상업건축을 제외한 5개의 주택과 탈리에신 웨스

트를 포함하여 총 6개의 작품을 연구범 로 한정하 다.

2.2. 라이트 작품의 디자인 분석

기존 문헌의 라이트 연구동향은 크기 3 역, 1)작품의

평면구성에 기 이 되는 그리드 유니트와 공간형태, 내·

외부 공간해석에 한 연구, 2)일본문화, 뢰벨 교육, 탈

리에신, 라이트의 자연 등과 라이트의 건축 디자인에

향을 미친 다양한 요소에 한 연구, 3)라이트가 디자

인한 창문, 가구 등과 같이 구체 인 객체에 한 디자

인 분석에 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었다.9) 1)에서 그의

디자인 시스템은 그리드 격자에 의해 이루어진 사각형,

삼각형, 마름모 등과 같은 기본 유니트를 사용하 고, 2)

는 라이트의 디자인은 건축재료와 시공방법에 따라 건축

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 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1), 2)와 같은 포 인 내용과 달리 특정지역의

8) LAWRENCE W. CHEEK, FRANK LLOYD WRIGHT IN

ARIZONA, Rio Nuevo Publishers, 2006. p.40(The Pieper house

has been altered so much that it hardly counts as Wright’s

work today.)

9) 황용운, op. cit., 2016.6.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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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념과 특성을 구체 으로 다룬다는 과 3)과 같이

구체 인 디자인 구성체를 다루지 않는다는 에서 이제

까지의 연구와는 차별화되었다. 그리고 라이트의 디자인

작업은 자연의 질서와 깊이 연 되며, 물리 인 형태와

자연과의 상 성이 인간의 정신 상태를 상승시킨다고 믿

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과 조화되는 건축, 건축의 본질

인 원리를 추구하면서 자연이라는 명제 속에서 건축을

보았고, 자연과 건축의 통일 원리로 유기성을 주장하

다. 즉, 생애를 통하여 자연 형태에 내재된 법칙과 질서

를 추구하면서 자연 사이의 유기 통합을 이루고자 했

다.10) 이러한 자연과 유기 통합이라는 건축디자인 개

념의 실 은 1927년 시카고 오크 크 작업실 운 시

때 라이트의 제자 던 알버터 체스 맥아더(Albert Chase

McAthur)가 애리조나 피닉스에 빌트모어 호텔(Biltmore

Hotel, 1928) 로젝트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애리조

나 사막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구도 이곳에서 라이트의 새로운 건축인생이 시작될 것이

라고 상상하지 못했다.11) 이 호텔 로젝트를 계기로 라

이트는 애리조나의 사막이라는 새로운 기후와 환경에 빨

리 빠져들었다. 그에게 사막이라는 환경은 도시와 달리

주변의 환경에 의해 구속받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

는 모든 것을 표 할 수 있는 비어 있는 거 한 캔버스

와 같았기 때문이었다. 한 마디로 자연 그 로의 상태,

그 곳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색감, 그리고 어디에

도 느낄 수 없는 거친 질감, 모든 것이 라이트에게 감

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 까

지도 라이트는 자연에 한 경외와 헌신에 한 것만큼

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는 라이트가 자연의 경 에 경외

를 표하고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표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이트는 ‘유기 ’이라는 용어를 처음 건축에 사용했고

그가 말하는 유기 건축이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인

간’에게 어울리는 건축을 의미한다. 유기 모더니즘 디

자인은 가느다란 선과 추상 인 덩어리 형태와의 균형,

간결하고 순수하면서 자유로운 형태로 틸 버를 이용

한 깊고 넓은 지붕을 특징으로 한다. 한 지의 개성

을 최 로 살려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지향하며, 자연조

건을 최 한 활용하는 배치계획을 의미한다.

라이트는 자연과 건축의 계에서 재료를 인간의 감수

성을 좌우하는 가장 요한 디자인 요소로 보고, 자연

인 재료들의 가공을 최소화 한 상태로 사용하 다. 12) 좋

은 사례로 라이트는 애리조나 자연의 빛이 탈리에신 웨

스트 기에 지붕 캔버스 천으로 들어오는 마술 같은 공

10) 서수경, 랭크 로이드 라이트 자연을 품은 공간디자인, 살림출

사, 2009.1, pp16-17

11) Rio Nuevo Publishers, op. cit., p.11

12) 김서정 외2인, 미국 통건축 교통체제로서 랭크 로이드 라

이트 스쿨사례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 회논문집, 제

14권, 2012.5. p.48

간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공간을 자신의 건축공

간 디자인의 주요 구성요소로 다루었을 뿐 아니라 자연

의 빛은 생활환경을 향상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건축개념에 있어 빛은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건축공간을

구성하는 요한 요소로 극 활용되었다.

<그림 2> 좌 : 기 탈리에신 웨스트의 작업실 천장의 캔버스 천으로

만든 곳에 빛이 가득한 모습, 우 : 재의 탈리에신 웨스트 모습

그 외 라이트 작품 부분이 주변 자연환경의 구성요

소들을 건축물 내부로 유입시켜 내·외 공간을 조화시키

고 있는 것 역시 라이트가 자연 그 로의 모습을 얼마만

큼 내부공간으로 유입하고자 했는지 알 수 있는 목이

다. 특히 라이트는 애리조나 주택에서는 사막이라는 특

이한 기후에서 그의 기 주택건축의 공간 개념으로

사용된 박스개념13)의 형태에서 벗어나 조형성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시 의 유소니언주택에서 사용한

틸 버와 같은 깊숙한 진입 공간( )에 의한 공간구

성마 애리조나 주택작품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신에 주택 내부공간을 애리조나의 기후 특성인 빛에

의해 조 될 수 있는 공간 구성과 박스개념에서 벗어나

순수 기하학인 원으로의 형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3. 라이트 작품과 건축재료

건축재료의 특성은 작가의 조형 표 의 한계를 더욱

넓게 확장시키고 그 재료가 지닌 구조역학 가치는 작

가가 가진 디자인 감각에 한 표 욕구를 충족시켜

다. 조형에서 표 된 물 소재의 특성에 따라 표 성은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 즉 소재결정에 따른 조형의 표

결과는 동일한 형태, 동일한 크기에서도 유발되는 감각

표 의미가 달리 느껴지는 것이다. 소재의 특성은 그

표 의미를 달리 할 뿐 아니라, 그 표 의 결과 특성

에 따라 시각의 감응 쾌감도 달리 표출하는 것이다.14)

당시 근 건축이 공업 형식의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고

재료의 획일 사용, 량생산된 재료 등 기계 문명이

스며든 시 로 주택과 기계가 주거환경을 획일 으로 사

용한 것에 반해 라이트는 재료를 사용하는 독특한 방법

을 고집했다. 즉, 재료는 그 자체가 드러내는 것이 허용

되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라이트는 벽돌은 벽돌로

13) Rio Nuevo Publishers, op. cit., p.35 여기에서 사각형이란 라이트

의 기 리 박스(사각형)평면을 의미한다. 황용운, 랭크 로

이드 라이트 주택작품의 공간구성 기법에 한 연구, 한국실내디

자인학회, 2016.8, pp.37-38

14) 이호진, 김득선, 건축조형사고론, 1993, pp.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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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는 목재와 같이 모든 것들이 재료 그 자체로 정직하

게 보이도록 했다.15) 한 사용재료의 재질감은 조형표

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단히 요하

다. 일반 으로 유사한 재료와 조합에 의한 조화가 많으

나, 천연재료(나무, 돌)와 공업생산재료(철,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와의 조합이나, 콘크리트 타설 면과 모르

타르 마감 면과의 조합 등 비 인 조화 등에서도 단

히 높은 조형효과를 얻을 수 있다.16) 이런 재료 특징

의 경우 거친 자연석과 애리조나의 빛이 함께 조합되어

거친 재료면에서 생긴 명암에 의해 자연석은 형태 질

감 효과를 더욱더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명암

질감은 기존의 라이트 건축에서보다 애리조나 건축에서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동시 의 유소니언주택

의 주재료인 목재의 평탄면에서 보여주는 재료 특성과

형태보다 애리조나 지역의 거친 석재재료는 애리조나의

자연 요소인 빛과 분명한 조합을 통하여 기존의 건축

에서 보여주지 않는 지역 재료의 특징을 그의 건축

개념으로 실 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단된다.

3. 애리조나 주의 라이트 작품 분석

3.1. Taliesin West(1937∼59)

탈리에신 웨스트는 라이트의 나이 70세에 제자들과 함

께 시작하여 1959년 임종할 때까지 22년간 건축가로서

마지막 정열을 불태웠던 작업장이면서 그의 건축사상이

가장 명료하게 표 된 최 걸작 하나이다. 재는

그의 1, 2세 제자들이 라이트의 유기 건축에 한

생명력을 지속시키고 있는 교육장소이고17) 1976년에는

The National Park Service에 의해 National Historic

Landmark로 지정되었다. 탈리에신 웨스트의 시작은 챈

들러(Chandler)라는 곳으로 지 처럼 그 지역에 흩어진

자연석과 같은 거친 재료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반면

에 라이트가 기존에 사용하 던 합 으로 벽을 구성하고

반투명의 캔버스 천으로 지붕을 시공하 다. 이는 자연

의 빛이 외형의 재료 질감 변화에 의해 형태 변화를

주는 건축개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빛을 내부공간으로

가득 유입시켜 내부공간을 구성하는 건축요소로서 빛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비록 기에는

외부재료와 빛의 조합에 의해 형성되는 형태 변화를

한 구성요소로서 빛을 극 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시기는 건축물이 치하게 될 애리조나 사막지역의

자연 ·지역 환경에 응할 수 있는 창의 인 디자인

15) 조승구, 라이트 주택의 자연상징과 리얼리티에 한 연구, 한국주

거학회, 17권, 2006, p.7

16) 김효일, 건축의장론, 경남 학교출 부, 1997, p.79

17) 박종성, op. cit., 2007.6, p.1

방식을 실 시키려는 라이트의 건축 개념이 실험 구

을 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애리조

나의 자연 빛과 거친 재료의 조합에 의한 형태 개념

도출은 아니지만 지역의 자연식물에서 자신의 건축물 이

름을 형태 으로 표 하려고 하 다. 사례로 사막에서

자라는 선인장의 일종으로 불꽃 모양이며 주홍색의 꽃을

피우는 오쿠티요(Ocotilo, 발음:o-kuh-TEE-yo)를 따서

오카틸러(Ocatila, 1929, 지 은 철거되었음)라 불렸고 오

쿠티오의 길고 뾰족한 형상을 건물 곳곳에 디자인 형태

개념으로 건축구성요소로 형상화하 다.

<그림 3> 좌)인디언 텐트, )사막선인장 오쿠티요(Ocotilo),

우)오쿠티요를 디자인 개념화 한 탈리에신 웨스트의 건축물 장식

<그림 4> 탈리에신 내‧외부 – 좌 : 작업실 외 으로 완만한

트러스 모습과 지붕에 <그림3>의 장식과 거친 돌담이 보인다. /우 :

라이트의 거실의 모습 캠퍼스 천에 의해 여과된 빛이 내부에

가득하다.

특히 뾰족한 장식형태에 사용한 주홍색, 정확히 말하

면 체로키 드라는 색은 라이트를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소니언시 이후 그의 인테

리어 소품, 바닥 뿐 만 아니라 그가 설계한 주택 에

이 색깔로 만들어진 타일에 자신의 사인을 새겨 붙여 놓

기까지 했을 정도이다. 기 탈리에신 웨스트 작업실의

한 경사진 지붕<그림 4> 지 의 탈리에신 웨스트의

비스듬히 상승하듯 올라가는 목재 보는 탈리에신 웨스트

의 배경이 된 맥도웰 산(McDowell Mountains)의 경사를

그 로 반 하여 자신의 디자인 개념으로 표 하 다.

탈리에신 웨스트의 최 구조물은 키바(Kiva -Navajo

인디언의 공동회합 축제 공간으로 사용되는 원형으로

이루어진 공간의 명칭)인데 이는 공사 사막기후에 쉴

곳을 마련함과 아울러 식당기능으로 경우에 따라서 일과

후 화 상 을 할 수 있는 다목 공간 18)으로 당시 그

지역의 환경과 건조물을 극 으로 그의 디자인 개념으

로 활용하 다. 이후 탈리에신 웨스트가 라이트의 작업

18) 박종성, op. cit., 2007.6, p.4 당시 이 지역에는 인디언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후 인디언에 의해 키바가 다 괴되는 일도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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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막에 흩어진 자연석과 탈리에

신 웨스트의 배경인 된 맥도웰산의 경사를 디자인 개념

으로 제도실에 설치된 경사형식의 트러스 구조물은 체

건물에 사막의 거친 환경에 방어 인 자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즉 탈리에신 웨스트 기에 실 하지 못했던 애리

조나의 지역 특징인 빛, 주변환경(산)과 자연석 그리고

시멘트의 조합에 의해 만들어진 거칠고 두꺼운 벽은 재

료의 명암에서 보여주는 형태 느낌을 강하게 만들어내

고 기에 사용된 여과된 빛의 유입에 의한 내부공간 실

그리고 주변의 자연 산에 의해 생겨나는 경사는 그

의 작업실에 모두 실제 건축 형태로 담아내고 있다.

3.2. Raymond Carlson House(1950)

<그림 5> 좌 : 2층 평면도, 우 : 3층 평면도

<그림 6> 거실 내부의 모습 - 소 가 있는 좌측벽이 동남향이고

남서방향도 일부분 솔리드한 벽으로 처리되어 있고 여름 날씨의

환기와 햇빛 유입을 한 고측창이 보인다. 우:반지하 1층 평면도

이 주택은 애리조나 하이웨이 편집장 Ray Carlson과

그의 부인을 해 설계한 주택이다. 평면도는 리와

유소니언 주택계획에서 자주 사용한 그리드 래닝과 유

소니언의 변형된 ‘―’자형 평면으로 4×4피트 유니트 그리

드에 의해 평면공간이 계획되었고 각 유니트 외벽은 유

니트 단 길이에 맞추어 유리창(문)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주택의 외 은 2층 형태로 계획되었지만, 체 으로

3개 층으로 계획되어 있다. 제일 아래층은 반지하 형식

으로 부엌과 식당이 치하고 있다. 이는 유소니언주택

에서 보이는 식당공간을 거실과 같이 하나의 공간으로

계획하는 유기 인 공간구성 개념과는 조 으로 식당

과 거실을 완 히 분리시키고 있다. 즉 애리조나의 뜨거

운 햇빛으로 인하여 상할 수 있는 음식 공간인 부엌을

반지하 형식으로 빛을 피하도록 계획하 고, 2층은 거실

과 2개의 침실 그리고 3층에는 서재로 계획하 다. 거실

은 일반 거실보다 높게 계획하여 더운 공기를 순환하게

끔 고측창이 설치되어 있다. 비록 식당공간은 없지만 2

층의 거실 면 을 2층 체 면 의 2/3이상으로 넓게 계

획하여 상호 연계되는 유기 인 공간계획 개념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다른 주택과 달리 건물입면의 많은 부분

을 유리로 처리하여 외부공간을 내부로 유입하고 있다.

반면에 형 인 유소니언에서 볼 수 있는 수평성을 강

조하는 긴 캔틸 버와 같은 건축구성 요소는 보이지 않

고 있다. 평면계획에서는 애리조나의 뜨거운 햇빛이 들

어오는 동남방향으로 솔리드한 벽으로 처리하고 남서방

향 역시 일부분을 벽으로 처리하여 햇빛을 피하고, 반면

에 북서쪽으로 유리창과 동남으로는 고측창을 계획하여

공기순환과 간 인 빛을 내부로 유입하고 있다. 이는

애리조나의 뜨거운 햇살과 내부의 더운 공기 순환을

한 그의 건축개념을 실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용

재료는 반지하를 제외하고 외부벽체는 나무기둥과 세메

스토(cemesto)보드를 사용하 는데 이는 Arthur Pieper

House(1952)에 사용한 것으로 50년 후 이 의 단순 목

재에서 재료의 선택에도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메스토 보드는 사탕수수에서 추출된 일종의 섬유질 등

과 같은 것으로 합성된 물질로 보드 양쪽에는 석면과 시

멘트를 첨가한 것인데 무게가 가볍고 불에도 강하게 견

디며 열 도율도 낮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열 도율

이 낮아 애리조나처럼 무더운 여름 날씨에 합한 재료

로써 강한 햇살을 막아주고 한 실하지 않고 공기통

로가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하니 내부로 시

원한 바람을 제공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어 애리조

나 지역 기후를 최 한 고려된 재료의 선택과 내부공

간 배치계획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3.3. David Wright House(1950)

이 주택은 라이트와 캐서린 토빈과의 4째 자녀인 데이

비드 라이트(David Wright)와 그의 부인 Gradys Wright

를 하여 설계한 것이다. 이 주택은 이몬드 칼슨 주

택과 같은 시기에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과

달리 원형 기하학을 주택 공간개념으로 사용하 다. 사

실 라이트는 리와 유소니언 시 까지 부분 직선과

일정한 각을 가진 유니트 모듈에 의한 공간개념을 일반

인 주택 계획에 사용하 다면 50년 후로 어들어

원을 건축공간과 형태개념으로 주택 뿐 아니라 일반 건

축물에도 많이 실 하 다. 이 주택 역시 체 인 형태

개념은 원을 사용하 을 뿐 아니라 주택을 감싸는 듯 한

원형 램 는 구겐하임(1959)과 같이 내부 공간을 곡선의

유연함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공간개념으로 디자인되었

다. 특히 이 주택의 거실에 깔려있는 카펫의 문양<그림

7>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주택계획과 함께 라이트는 원

형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는 공간형태에 하여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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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배치는 침실외벽이 남향으로 배치된 반면에 거실은

북‧동향으로 배치되었고 복도면은 북향으로 많은 창문을

계획하여 시원한 공기를 내부로 유입하고 있다. 내‧외벽

은 부분 표 화된 콘크리트 블록으로 동일하게 건축되

었고 리 시 의 펼쳐진 평면이 아니라 1층 필로티는

무더운 기후를 피하기 해 지면에서 띄우고 1층의 외벽

은 사막의 거친 바람을 막아주듯 지역의 자연석을 사용

하여 주택을 성(城)처럼 감싸는 듯 계획하 다.

<그림 7> 좌 :거실의 카펫 모습과/ 우 : 기 평면도 스 치 속에

다양한 원형디자인의 카펫이 그려져 있다.

<그림 8> 좌 : 1층 평면도, 우 : 2층 평면도

<그림 9> 외 모습 –1층을 필로티이고 2층에 침실을 남향에

면하게 배치하 고 거실 면은 동북쪽으로 향하게 배치하 다.

외부에 노출된 창문틀만 목재이고 나머지는 콘크리트

블록만을 사용하여 체 으로 육 한 느낌을 주고 있

다. 한 블록 조 구조의 거친 재질감과 원형의 형태

개념이 사막의 거친 모래바람을 막아주고 있다. 비록 이

주택도 유소니언시 의 건축물이지만 그 시 의 건축물

과 다른 형태와 외부재료19)를 사용함으로써 애리조나의

지역 ‧기후 향을 건축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주택 역시 2층 외벽 부분이 유리를 사용

하고 있지만 직 으로 햇빛을 받아들이기보다 간 반

사 을 통하여 빛을 내부로 유입하는 건축개념을 실 하

고 있다. 사실 이런 나선형의 건축 디자인 수법을 데이

19) 유소니언시 의 주택의 형태는 부분 박스이며 평면공간은 직사

각형 형태이며 사용재료는 주로 목재로 이루어져 있다.

비드 주택과 같이 주택건축에 용하기 인 1940년 에

는 공공‧상업 건축물에 사용된 사례가 있다. 가장

표 인 건축물이 V.C Morris Gift Shop(San Francisco,

California, 1948)과 Guggenheim Museum(New York,

1943-59) 뿐만 아니라 데이비드 주택 이후에는 Anderton

Court Shops(San Francisco, California, 1952)에도 나선

형 램 를 용하여 설계하 다. 이런 나선형과 같은 곡

면의 벽은 직선의 벽이 목 지를 향한 축으로서의 역할

을 하는 것과 달리 구심력이 작용되어 원의 심으로 향

한 몸 쏠림 상 뿐 아니라 긴장감과 곡면 방향으로 강

한 운동감이 발생하게 되면서 외부로부터 자신의 역성

을 확실히 인지시킨다.20) 이것은 사막의 거친 환경에서

의 자신의 역을 보호하기 한 형태 반 일 뿐 아니

라 40년 후반에 상업건축 공간개념이 라이트의 주택건축

의 공간 변형에 응용되어 주택공간이 이 과 달리 변

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4. Jorgin Boomer House(1953)

이 주택은 가족주택이라기보다 조진 부머(Jorgine

Boomer) 한 사람을 해 계획한 주택으로 2016년 3월

미국 사 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로 지

정되었다. 체 인 외 은 하늘을 찌르는 듯 한 각의

뾰족한 삼각형 형태를 가진 지붕이 먼 에 들어온다.

그리고 이런 뾰족한 기하학의 지붕들을 서로 비틀어지지

않게 꼭 잡아 주는 듯 지붕 가운데를 뚫고 나온 굴뚝이

체의 심을 이루고 있다. 주택 배치는 부분의 애리

조나 주택의 거실배치와 동일하게 북향으로 배치되었고

앞에서 언 된 칼슨 주택과 같이 남쪽 1층 부분은 사막

의 거친돌과 시멘트를 혼합한 거친 재질감과 햇빛의 명

암으로 인하여 재료의 특성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시멘

트와 거친 자연석으로 구성된 두꺼운 외벽은 1층의 내부

공간을 강하게 둘러싸고 있다. 반면에 거실의 창은 다른

애리조나 주택들과 같이 남향이 아니고 따뜻한 아침햇살

을 해 동향으로 계획되어 있다. 2층에 배치된 침실은

북향으로 면 투명유리로 이루어져 외부의 자연경 을

그 로 내부로 유입하고 반사 으로 내부를 밝히도록 계

획하 다. 1층에는 거실과 부엌공간은 부분 사막의 거

친돌과 시멘트로 두껍고 솔리드하게 처리되어 있다.

<그림 10> 좌 : 1층 평면도, 우 : 2층 평면도

20) 김홍기, 건축조형 디자인론, 기문당, 2001, pp.27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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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부머 하우스의 외 모습–1번(남쪽)에서 촬 한

모습이며 평면도에서도 남쪽에는 거의 솔리드한 벽으로 시공되어

있고 침실 면 유리는 북쪽으로 향하여 자연을 유입하고 있다.

굴뚝 역시 사막의 거친 자연석으로 시공되어 지역의

재료 특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굴뚝 마무리가 수평으로

처리되지 않고 경사지게 처리되어 지붕의 경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 외벽 재료의 거친 느낌과 하늘로

치솟는 지붕으로 인하여 사막의 뜨거운 햇살을 피하고

외형과 내부공간의 시원한 분 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동시 의 유소이언 주택에서 볼 수 있는 수직과

수평선으로 구성된 주택형식에서 완 히 벗어난 형태이

고 2층 침실공간은 면을 유리를 사용하여 외부공간을

내부로 극 으로 유입하는 유기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주택 역시 다른 애리조나 주택들 뿐 아니라 탈

리에신 웨스트와 같이 1층 부분은 든든한 자연석과 시멘

트로 거친 이미지를 보이고 있지만 2층 침실부분의 천정

을 높게 계획하여 애리조나의 더운 날씨 자연 순환으

로 이겨내고 있다. 주택의 1층 외벽에 사용한 외장 마감

은 부분 탈리에신 웨스트에서 볼 수 있는 "desert

stone"과 시멘트를 거칠게 사용하고 있다. 즉 해당 지역

에서 구할 수 있는 자연재료인 거친 자연석에 시멘트를

혼합하여 사막의 거친 기후에 극 으로 응하는 강력

한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다. 체 배치에서 사례에서 살

펴본 주택들과 같이 1층은 남쪽 방향으로 가능한 한 외

부공간으로 노출을 최소화하여 외부의 열기를 막아내고

2층은 침실을 남쪽을 막고 북쪽을 오 시켜 애리조나의

뜨거운 햇빛을 피하고 면 시야를 오 하여 반사 과

자연풍 을 내부로 유입하고 있다. 그리고 유소니언 주

택의 낮은 천장계획과 달리 사막기후에 응하기 하여

삼각형의 높은 천정으로 높이감을 부여하여 내부공간의

공기 순환과 시원함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3.5. Harold Price Sr. House(1954)

미국에서 가장 큰 이 라인 회사 설립자인 하롤드

시니어는 이 주택을 설계하기 에 이미 라이트에게 자

신의 회사빌딩21)을 의뢰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다. 이 주

택의 규모는 약 5,000ft2(465㎡), 지는 약 9acre (36,422

㎡)이고 내부 공간에서 알 수 있겠지만 애리조나의 사막

기후를 완벽히 고려된 주택 계획임을 알 수 있다.

21) Price Tower(1952)로 재 Phillips 66 Petroleum Company 소유이

고 지 은 호텔과 지역의 문화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12> 1층 평면도

주택 배치는 남동쪽이 높은 고지 로 이루어져 남동쪽

벽(복도가 면함)이 고지 에 묻 있기 때문에 남동쪽의

뜨거운 햇살은 자연스럽게 막을 수 있도록 배치되어 그

가 이야기한 유기 주택배치가 실 된 주택이라 단된

다. 고측창으로 시원한 바람과 복도의 밝기를 유지하고

북서방향의 자연과 시원한 공기를 내부공간으로 들이기

해 앙에 정(아트리움)을 침실동과 거실동보다 높

은 천장과 분수 그리고 천장을 가운데 큰 구멍을 계획하

여 더운 바람을 내보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

<그림 13> 주택 외 –필로티가 없는 신 1층을 지면( 벨)에서

올리고 다른 사례와 같이 올려진 지면 부분을 콘크리트벽으로

성처럼 두꺼운 벽으로 주택을 둘러싸고 있다.

<그림 14> 좌 : 정의 모습 /우: 남동쪽의 고지 에 묻힌 주택

모습

그리고 정의 정면을 나무문으로 만들어 오 과 동시

에 북서의 시원한 공기와 외부 자연풍 을 내부로 유입

하고 있다.<그림 14, 좌> 이 아트리움( 정)은 라이트가

가장 많은 심을 가지고 계획한 부분으로 공 공간인

거실과 사 공간인 침실 사이를 유기 으로 이어주는

완충공간이면서 애리조나의 지역 기후조건을 최 한

반 한 공간으로 자연 공기순환을 한 공간이다. 천

정 가운데는 천창(Clerestory)이 설치되어 있어 정의

밝기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애리조나의 산들바람까

지 유입하고 있다. 정 천정은 사례주택 이몬드 칼슨

주택에서 사용한 세메스토 보드와 같이 열 도율이 낮은

tectum22)으로 만든 것이라 애리조나의 뜨거운 햇빛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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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시원한 공기를 유입하여 침실· 거실동으로 제공하

고 정의 분수는 애리조나의 뜨거운 햇빛 속에서 맛 볼

수 없는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정은 내·

외부 어디에 속하는 공간인지 확실하지 않는 완충 인

공간이면서 거실(공 공간)과 침실(사 공간) 건물을 자

연스럽게 분리하면서 라이트의 박스에 의한 건축공간개

념을 탈피하고 있다. 각 침실 내벽은 단단한 콘크리트

벽과 달리 sandwitch wall이라고 하는 나무벽으로 3겹의

베니어 (plywood)을 겹쳐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더운 애

리조나 기후에 응하고 있다. 반면에 천장은 평지붕으

로 뜨거운 햇살을 받기에는 부 하지만 천장 내부로

스틸 이 가 임을 구성하고 섬유질 나무재료인

tectum을 사용하여 정이나 거실의 천장 구조와 동일하

게 시공되었다. 반면에 뜨거운 지열에 응하기 해 지

면 벨을 올리고 이를 두꺼운 콘크리트 블록으로 지면과

하는 외벽을 둘러싸고, 벨이 올려진 1층 부분의 거

실과 식당은 사면을 유리로 처리하여 내부공간을 외부로

오 시키고 시원함을 더하고 있다. 외장의 두꺼운 재료

와 달리 침실과 같은 내부공간의 칸막이 보드 벽은 뜨거

운 애리조나 기후에 응하여 열 도율도 낮고 시원한

공기를 제공하는 가벼운 목재를 선택하고 있어 지역의

기후에 맞춘 재료를 히 사용하고 있다. 비록 넓은

지의 규모 주택이지만 Frank Lloyd Wright in

Arizona에서는 콘크리트 블록과 목재만으로 시공되어 비

싸지 않은 표 자재로 멋진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단된다.

3.6. Norman Lyker House(1959)

<그림 15> 노만 리 주택의 평면도

<그림 15> 좌: 거실 앞 테라스 수 장의 모습, 우: 외 모습–원형의

콘크리트 벽체가 겹겹이 둘러싸인 모습

22) 일종의 나무종류이기 때문에 선의 과열로 화재의 험에 비하

여 천장에 직 등을 달지 않고 벽과 기둥으로 연결하 다.

라이트에게 구겐하임 미술 은 공을 보지 못한 유작

이라면, Norman Lyker 주택은 라이트가 인생에서 마지

막으로 남긴 주택작품이다. 주택 규모는 약 2,800ft2(약

260㎡)이며 내부 가구 비품 역시 동일한 곡선으로 만

들어져 동심원을 이루고 있다. 이 주택은 라이트가 남긴

스 치만으로 이루어진 유작으로 탈리에신 펠로쉽의

John Rattenbury에 의해 완성되었다. 앞에서도 언 하

듯이 리 는 동시 의 유소니언주택이 직선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구성이 주요 건축개념이었다면, 이 주택은

1950년 ·후하여 단일 원형을 건축공간개념으로 사용한

표 인 작품인 구겐하임미술 (1959), 앞에서 살펴 본

데이비드주택(1950), 애리조나 주의 Gammage Memorial

Auditorium(1959) 등과는 달리 크고 작은 원형의 반복

첩하여 얻어진 공간으로 라이트의 주택 평면계획에서

보기 드문 주택이다. 즉 라이트 말년으로 오면서 이 의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진 주택공간개념에서 다양한 크

기의 원형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 연출로 변화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데이비드 주택<그림 7> 역시 하

나의 원형이 아니라 작고 큰 원들이 첩되어 형성된 주

택임에도 불구하고 히 구분되지 않고 있었지만 본

주택에서 원의 첩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주택은 뜨

거운 태양이 내리 는 라다이스 벨리 지역의 산 턱

에 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방의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

어 있고 이를 막기 해 외 형태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여러 겹 둘러싼 모습으로 "사막 장미"처럼 크고 작은 5,

6 개의 교차하는 원과 기둥을 기 으로 서로의 기하학

으로 교차하는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이는 노출면이 많

고 한 여러 겹으로 둘러싸여져 있어 주택의 외벽 유리

창문이 여러 겹의 콘크리트 벽에 의해 가려져 햇빛을 막

고 반사 만 유입하고 있다. 주택공간을 감싸고 있는 둥

근 담장에는 주택의 형태와 같은 둥근 구멍으로 장식되

어 있고 주택 배치는 동향에서 북쪽으로 약 12도 기울어

져 있다. 거실의 향은 남향을 등지고 소 가 배치되어

있고 동북으로 테라스(수 장)가 계획되어 있다. 침실공

간은 침실이 치한 벨리의 지형 치를 따라 원형으

로 계획하 다. 이는 곡면의 방향에서 느끼는 긴장감과

곡선의 방향에 따라 강한 운동감이 발생하면서 내부로

구심력이 작용하여 내부공간의 둘러 을 더욱더 강하게

감싸는 분 기를 만들어낸다. 여기에 침실동의 높이가

거실보다 5단의 계단(약 80㎝)으로 올라간 높이로 계획

되어 침실이 지면에서 상승한 느낌을 만들어 낸다.

이 게 언덕 에 여러 개의 동심원으로 계획한 이유

는 언덕주변의 360도 풍경을 내부로 들이기 한 유기

디자인에 능통함을 보여 주기 함이라 할 수 있다. 23)

23) https://www.curbed.com/2016/1/14/10846674/frank-lloyd-wright-home

-for-sale-norman-lykes-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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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형태는 1층으로 다른 주택과 달리 필로티 등으로

지면의 열기를 감소시킬 수 없어 다른 주택의 1층 부분

과 동일하게 뜨거운 햇살을 피하기 하여 개구부가 작

은 외벽으로 처리하고 반면에 내부에서는 동북방향으로

거실 개구부를 오 시켜 외부의 답답함과 뜨거운 햇살을

피하고 겹겹이 겹쳐진 내부공간을 오 시켜 외부 공간을

내부공간으로 흡수하는 공간계획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3.7. 소결

사례 주택을 건축디자인 개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외형의 경우 2층이면 1층을 필로티로 계획하여 지면보다

높게 계획하 고, 1층이면 지면을 높이 올리고 두꺼운

외벽으로 처리하 다. 평면은 부분 정남향을 피하면서

간 반사 을 내부로 유입하 고 천장을 높게 그리고

이 에 사용한 박스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크기의 원형

을 첩시키는 평면 공간계획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외

벽은 동시 에 주재료로 사용하는 목재보다 사막의 기후

특성에 따라 자연석과 시멘트, 콘크리트 블록으로 애

리조나의 자연 재료와 기후에 응시키고 있었다.

주택명 외형 평면공간 외벽 주재료

1) 탈리에신
(1937∼59)

인디언 주택이미지
오쿠티요 선인장
두꺼운 외벽(폐쇄 )

간 빛 유입
트러스 공간
(맥도웰 산 이미지)

자연석과 시멘트

2) 이몬드
(1950)

유소니언주택 변형
변형된 “―”형식
반지하 형식의 3층

유니트 평면그리드
면유리와 측 창
(반사 )/거실과 식당
분리

석면+시멘트(무게
가볍고 열 도율
낮음)

3) 데이비드
(1950)

1층 필로티와 원형
램 형식+두꺼운외벽
(폐쇄 공간)

원형의 소극 첩에
의한 공간형성
간 반사 유입

콘크리트 블럭

4) 조진부머
(1953)

하늘로 치솟는 느낌
1층 두꺼운 외벽
높은 지붕형태

거실1층, 침실2층 분리
침실 천장높게
간 반사 유입

자연석+시멘트

5) 하롤드
(1954)

지면고 를 이용한 배치
1층 두꺼운 외벽
정 완충공간

1층 지면에서 상승
2동분리+ 정천정 높게
간 반사 유입

콘크리트 블럭

6)노만 이크
(1959)

벨리에 배치/ 1층 두
꺼운 외벽(폐쇄 공간)
원형의 복 겹침

원형의 극 첩에
의한 공간형성
간 반사 유입

콘크리트 벽체

<표 2> 사례주택의 분석요소 결과 비교

4. 결론

본 연구범 주택사례에서 살펴본 라이트의 디자인 특

성은 애리조나의 뜨거운 빛, 즉 지역의 기후 요소를

건축공간의 배치와 공간구성개념에 극 으로 용하려

했음 알 수 있었다. 특히 애리조나의 뜨거운 햇살을 피

하기 하여 부분 주택의 거실은 정남향을 피하고 외

형태에서는 1) 1층을 필로티를 사용하여 거주공간을 2

층으로 계획한 경우 2) 필로티로 계획하지 않는 경우에

는 1층 부분을 지면에서 높게 올리거나 1층 벽을 두껍게

계획하고 개구부를 작게 계획하여 내부공간의 노출을 최

소화하는 반면 외부 빛은 간 으로 내부로 유입하고

있었다. 3) 동시 의 유소니언 주택건축에서는 볼 수 없

는 높은 천장을 가진 거실을 계획하여 더워진 공기를 자

연 공기순환으로 처리할 수 있게 지역 기후를 극

용하려 했다. 두 번째로 동시 의 유소니언 주택의 특

징인 캐노피와 사각형의 박스형태의 평면공간 개념과는

달리 애리조나 건축에서는 원형과 같은 곡선의 공간개념

으로 라이트의 공간형태가 변화하 고 한 원의 첩으

로 얻어지는 다양한 공간을 주택공간으로 용하려는 평

면형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탈리에신 웨스

트를 통하여 지역의 상징 인 형태와 자연 생물로부터

건축 형태 개념과 디자인 개념을 추출하 는데 이는

그의 유기 건축형태의 실 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단된다. 네 번째 사례주택 부분에서 거실과 일부 벽

을 투명한 유리로 시공하여 애리조나의 직사 을 피하고

반사 으로 내부공간을 밝히고 한 이 유리를 통하여

외부공간을 내부공간으로 유입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례에서 살펴본 주택건축의 부분은 애리조나의 넓은

지와 주변 경 과는 반 로 주택 외부의 형태 개념

은 폐쇄된 공간으로 표 하 고, 반면에 내부공간을 오

시켜 유기 공간으로 계획하 다. 주택 외부 사용재

료에서는 탈리에신 뿐 아니라 라이트의 재료에 한 신

념 로 실천하여 장식없이 지역의 자연재료를 정직하게

표 하고 있었다. 특히 동시 의 유소니언 주택의 외벽

주재료인 목재를 피하고 사막의 거친 재료의 특성을 햇

빛이라는 지역 기후를 이용하여 재료의 명암 효과에

의해 질감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재료들의 가공을 최소

화하 다. 이는 그의 건축 신념처럼 그의 작품에 자연

·지역 환경에 응할 수 있는 창의 인 디자인방식

을 실 시키려고 노력하 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비록 1950년 이후의 특정지역

의 주택을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 지만 유소니언건축

이라는 동시 의 건축과는 주택형태, 공간 그리고 사용

재료서 분명 차이가 있었고 한 지역 ·환경 특성으

로 극 으로 건축계획에 사용하려는 라이트의 건축

특성개념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그의

말년 작품에서는 단순한 박스형태에 의한 유소니언 주택

의 공간개념에서 기하학 원형에 의한 공간계획과 다양

한 크기의 원형을 첩함으로써 생겨나는 다양한 공간을

응용한 공간계획을 추구하려 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

나 다수의 라이트 후기작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리조

나의 특정지역의 주택건축물을 분석하여 라이트의 후기

작품의 변화와 특성으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

있는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하여

차후 연구에서는 美(미) 역에 흩어진 그의 반 인 후

기 작품을 지역별로 분석하여 비교 분석하여 연구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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