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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가 인공화 되어 갈수록 인간, 건축, 자연의 관계 회복은 절

실히 필요하다. 건축은 급히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급히 

변하지도 않는다. 건축은 소비의 객체가 아닌 자연의 일부이며, 
인간의 삶을 영유하기 위한 공간을 형성하고, 그것에 형태를 만들

어 준다. 근대에 이르러, 급속히 발전된 산업화에 따라 새로운 시

대정신이 지배하게 되었으며, 건축 및 많은 예술 활동에서도 그에 

따른 변화가 요구되었다. 
르 코르뷔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기술적 미학적 가능성을 

연구하여 독자적인 근대건축 이론을 제시하였으며, 빛을 건축 공

간 창조를 위한 매우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코르뷔제의 건축 이론은 ‘네오 코르뷔지안’이라는 건축적 흐름으

로 현대건축에서 계승 발전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르 코르뷔제의 근대건축 이론을 계승 발전

시켜 현대 건축의 독자적 흐름을 형성한 ‘네오 코르뷔지안’건축가 

중에서 ‘앙리 시리아니(Henri Ciriani)’, ‘알바로 시자(Alvaro Siza)’, 

pISSN 2288-968X, eISSN 2288-9698
http://dx.doi.org/10.12813/kieae.2015.15.3.075

‘로랑 보두앵(Laurent Beaudouin)’1)의 작품 분석을 통해, 그들의 건

축에서 나타나는 독창적 건축 개념과 빛에 의한 공간 디자인 원리를 

이해하고, 그 현대적 표현방식을 파악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에서는 ‘네오 코르뷔지안’ 3인의 건축 개념과 빛의 이용 

원리를 르 코르뷔제의 건축 원리와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문헌

조사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르 코르뷔제가 주장한 근대건축 공간 개념에 대한 3인의 

입장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르 코르뷔제의 이론에서 ‘자유로운 평면(Plan Libre)’과 

‘건축적 산책(Promenade Architecture)’이 갖는 건축적 의미와 이

의 개념을 흡수 발전시킨 3인 건축가 각각의 독자적인 건축 개념

을 분석하였다. 
셋째, ‘자유로운 평면(Plan Libre)’과 ‘건축적 산책(Promenade 

Architecture)’의 개념이 ‘빛(natural light)’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그들 각각의 건축 개념을 분석하였다. 

1) 김연준(2006. 12)은 네오 코르뷔지안 건축가로서 앙리 시리아니(Henri Ciriani), 로랑 보
두앵(Laurent Beaudouin), 미쉘 카강(Michel .Kagan) 건축을 분석하였다. 이 외, 지역적 
비판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알바로 시자(Alvaro Siza), 미니멀리즘과 맥락주의적 경향
의 스테판 빌(Stephane Beel)과 네오 모더니즘의 램 쿨하스(Rem Koolhaas)를 네오 코르
뷔지안적 작가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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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오 코르뷔지안 건축의 특징

2.1. 근대건축 공간구성 개념의 해석

르 코르뷔제 작품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기술적 미학적 가

능성 아래 그가 주장한 근대 건축의 5원칙2)이 다양하게 적용되었

다.<Fig. 1><Fig. 2> 이러한 코르뷔제의 개념은 후대 건축가들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면서 ‘네오 코르뷔지안’이라는 하나의 건축적 

흐름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모더니즘 건축의 전반적 경향인 내부와 외부의 상호관

입, 비대칭적 균형감을 갖는 매스와 볼륨으로서의 공간 개념3)을 

따르면서 그들만의 복합적인 건축개념으로 발전 되었다. 또한, 주
택 건설에 있어 코르뷔제의 건축적 특성을 반영 하고, 형태의 구

성도 구조적 필연성과 분리하지 않으며, 내부 공간은 코르뷔제의 

모듈러 영역에서 처리된 모던한 스타일로 표현하였다.

Fig. 1 Villa Savoy
   

Fig. 2 Unite d’Habitation 

앙리 시리아니는 코르뷔제의 건축을 배경으로 하여 독자적인 

해석과 모더니즘을 추구하고, Group UNO4)를 결성하여 건축설

계 교육을 주도하였다.5) 시리아니의 유동적인 공간 구성은 코르

뷔제의 자유로운 평면의 원칙에 기초하며, 건물의 하중을 벽체가 

담당하던 것을 기둥을 사용하여,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했으

며, 벽체는 구조체의 기능에서 벗어나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

용된다. 또한, 공간은 단순히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닌, 시각적, 심리

적으로 개방적이면서 유동적인 공간을 의미하게 된다.
시리아니는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의 입면을 두꺼운 파사드라

고 특징지어 부르며, 자유로운 입면을 추구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집합주거에 적용시켜 2차원적 벽체 구성이 아닌 공간을 함유하여 

깊이 감을 주는 3차원적 구성을 하였다.6)<Fig. 3> 이는 코르뷔제

가 사용한 브리즈 솔레이유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며, 보이드 공

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빛을 유입시킴으로서 내부공간을 창조한

다. 이러한 빛은 공간 내에서 일정하게 혹은 균등하게 존재하면서 

변화하는 빛에 의해 사람들의 동선을 끌어당긴다.<Fig. 4> 

2) 르 코르뷔제의 근대건축 5원칙은 필로티, 옥상정원, 자유로운 평면, 자유로운 입면, 수
평창의 사용을 말한다. 여기에서 필로티는 자연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며, 옥상정원은 
실용적 이유를 충족시키고, 자유로운 평면은 구조벽에서의 해방을, 자유로운 입면은 
평면으로 부터의 해방을 충족시키며, 수평창은 창의 팽창성을 충족시킨다.

3) 황철호, 로랑 보두앵의 디테일 & 디자인, 건축세계, 2001. 01. p 168
4) 프랑스 파리 벨빌 대학의 설계 스튜디오는 같은 건축 언어를 쓰는 선생들이 모여 Group 

UNO라는 통합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스튜디오의 교육목적은 근대 건축공간을 배우는
데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근대 건축공간은 르 코르뷔제의 공간언어에 그 뿌리를 두고 
계승, 발전시킨 언어를 일컫는다.

5) 김태우, Henri E. Ciriani 건축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3.10
6) 서정연, 앙리 E. 시리아니의 작품에 나타난 건축적 표현특성 에 관한 연구, 조형연구, 

2002.12

Fig. 3 Evry Social Housing 
  

Fig. 4 Great War Historical Museum

알바로 시자는 비판적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전통성과 지역성을 

지키면서 합리성을 통합한 포루투갈 건축가로 지역의 기후적 조건

에 적합한 건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에 관계없이 보편적

이고 획일적인 근대건축과 상반되는 접근방식을 제시했다.7) 시자

의 건축에는 외부 중정이나 내부 파티오 등의 보이드 공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Fig. 5> 시자는 기후의 특성에 맞추어 빛을 이용하

였으며, 과도하지 않은 조절된 빛을 공간에 유입하여 공간을 밝고 

경쾌한 심리적 감동을 경험하게 만들어준다.<Fig. 6> 

Fig. 5 Portugal Pavilion
  

Fig. 6. Mimesis Art Museum

로랑 보두앵은 추상으로 단순화된 기하학의 백색 볼륨들 속에 

도시의 복합성을 내포하는 작품을 추구한다. 이 단순한 볼륨들은 

매우 논리적이고 상징적이지만 감성적인 곡선과 다각을 내포한

다. 사물의 균형을 중시하는 보두앵의 작품들은 도시의 정확한 분

석 속에서 이성과 감성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8)

보두앵은 시리아니와 함께 Group UNO에서 설계 강의를 하면

서 코르뷔제의 건축요소들을 매우 독창적으로 응용하여 근대 건

축공간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는 건축의 근원은 내부에 있다고 

말하며, 건축의 목적은 입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동시에 

감성적인 공간의 성격을 가진 내부를 구성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공간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이것은 비록 대상이 작

더라도 항상 큰 규모의 느낌을 준다고 말한다.<Fig. 7>
이러한 보두앵의 건축은 빛과 평면 그리고 자연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어진다. 그의 빛에 대한 인식은 시간의 개념과 결부되어 있

으며, 벽에 비친 태양의 그림자가 이동하는 자연적 시간이 지나치

게 빨리 흘러가는 사회적 시간을 치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9) 따
라서 공간의 자유는 경직된 구조 안에서 빛의 포착과 표현으로 다

양한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큰 능력에 있다고 하였다.<Fig. 8>

7) 이원희, 알바로시자의 체험을 유발하는 건축 공간 구현방식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2. 08

8) 백승만, 프랑스 건축가, 로랑 보두엥 & 엠마뉴엘 보두엥, 공간, 1997. 02 
9) 김연준, 천창 유형 및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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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University Library, Besancon
  

Fig. 8 School of Management, Nancy 

2.2. 자유로운 평면의 의미

르 코르뷔제는 새로운 구조 시스템인 도미노 시스템10)

(Domino System)을 개발하여 기둥으로 슬라브를 떠받침으로써 

구조체로부터 벽을 해방시켰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건물 벽체

로부터 자유로운 평면(Plan Libre)유형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러

한 평면은 비어있는 보이드 공간(Void Space)과 결합하면서 2차

원의 평면에서 3차원의 볼륨으로 발전 되었으며, 나아가서 외부

와의 연속성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었다.<Fig. 9>

Fig. 9 Domino System
  

Fig. 10 First Floor Plan of Villa Savoy

이러한 개념은 보이드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평

면의 활용 방법이 달라지며, 기단의 활용과 지상 층 외부공간을 

건축구획 내부로 끌어들이기 위해 필로티 디자인이 발전하게 되

었다. 필로티는 다른 층의 평면에 대해 자유롭게 구성하며, 상부 

층의 평면으로 인해 한정되는 보이드 공간을 갖게 된다.<Fig. 10, 
11> 또한, 두 개 층의 보이드 공간을 연결하기 위해 계단이나 램프

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는 건축적 산책로의 개념을 도입하여 상부

와 하부의 공간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었다.11)<그림 12>

Fig. 11 Villa Savoy
  

Fig. 12 Villa La Roche

앙리 시리아니는 평면 구성 시에 다층화 된 자유로운 평면을 염

두에 두어, 하나의 공간이 또 다른 공간을 향하여 시각적으로나 기

10) 르 꼬르뷔제는 철근콘크리트의 장점을 간파하여, 기존의 내력벽 위주의 구조 체계에
서 기둥과 슬래브로 이루어진 구조 시스템인 도미노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러한 구조 
시스템은 조적조의 내력벽 시스템에서 제한적이었던 개구부의 크기와 형태 디자인
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건축물의 평면과 입면 디자인에서 자유로운 구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르 코르뷔제의 근대건축 5원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1) 김연준, 르 코르뷔지에의 보이드에 의한 자유로운 평면 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
회논문집, 2012. 06

능적으로 열려져 있어 내부와 외부를 가로지르는 움직임을 갖도록 

했다.12) 이러한 개념에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시리아니는 자신

의 스케치에 천정바닥을 검게 칠하거나 어둡게 칠함으로 면적인 

구성을 강조하여 연속적인 공간의 느낌을 주고자 했다.<그림 13>
또한, 공간에 음영의 효과를 주기위해 천창의 도입과 자연광에 

의한 미묘한 빛의 변화에 따라 생동감이 넘치는 공간을 창조하였

으며,13) 내부에서 빛을 자연스럽게 포착하도록 빛의 유입구를 드

러내지 않게 하였다.<그림 14> 
시리아니는 자유로운 평면을 구성하기위해 보이드 공간과 다

른 건축 요소들이 함께 구성됨으로서 자유로운 평면의 위상을 갖

게 된다고 생각하였고, 보이드 공간의 수축과 팽창의 연속성을 통

해 심리적인 공간감을 극대화하였다. 

Fig. 13 Arles Museum of Archaeology
   

Fig. 14 Great War Historical Museum

알바로 시자는 건축 설계에 있어서 평면14)은 프로세스의 최종 

결과가 아니라 디자인한 것과 짓는 것 사이에서 소통의 의미를 찾

는다. 따라서 시자는 창을 통해 내부와 외부의 과장되지 않은 연

속적 소통에 주의하며, 외부를 향한 과잉된 노출은 시간이 지나면

서 지루함을 느끼게 하며 너무 많은 빛은 불필요한 부분이 된다고 

말한다.15) 
따라서 중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창을 만들어 풍경을 담고, 과도

한 보이드에 의한 변화 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제한적으로 보이드 

공간을 구사하여 극적인 평면 구성을 시도하였고.16)<그림 15> 
반복된 램프의 구성에 의해 평면에 변화를 주고 보이드 공간을 만

들어 내며 열린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그림 16>

Fig. 15 Aveiro Library
  

Fig. 16 Museum for Ibere Camargo Foundation

로랑 보두앵의 평면 구성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점은 층 

바닥이나 보이드 등 여러 요소와 결합하여 일체화된 모습을 보임

12) 서정연, op. cit, 조형연구, 2002.12
13) 김연준, 자유로운 평면 유형 및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 건축학회논문집, 2011.11
14) 알바로 시자는 잘 조직된 평면에 의해 의도된 기하학적인 건축 보다는 자유롭고 시적

인 건축을 지향한다. 따라서 그의 건축에서는 직선으로 잘 정리된 곳을 찾기 힘들며, 
사다리꼴이나 축의 비틀림, 일그러진 곡선 등의 표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5) 이원희, op. cit, 2012. 08
16) 김연준, op. cit,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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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공간의 입체적 연속성에 의한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도록 

표현하였다.17)<그림 17> 이러한 그의 자유로운 평면 구성18)은 공

간을 이동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을 체험하도

록 개구부로부터 유입되는 빛의 각도를 조절하여 눈부심을 억제

하고, 이용자에게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도록 하였다.19)<그림 18>

Fig. 17 Mitterrand Mediatheque
  

Fig. 18 Fine Art Museum, Nancy 

보두앵은 건축은 빨리 변하는 것도 서둘러서 이룩할 수 있는 것

도 아니며,20) 건축은 우연과 뜻밖의 것, 과거와 현재의 것, 지역적

인 것과 멀리 있는 것이 뒤섞여 만들어지고 우리가 보았던 것과 

경험했던 것에 대한 추억으로 채워진 기억 사이를 여행한다고 생

각하면서21) 대지와 대지 주변 도시의 전통을 접목시켜 과거와 현

재가 조화된 현대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2.3. 건축적 산책의 의미

‘건축적 산책(Promenade Architecture)’은 이동이라는 점에서 

타 분야의 예술과 건축이 구별될 수 있는 기준이며 건축을 구성하

는 중요한 개념22)이라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르 코르뷔제가 자신

의 작품집에서 “정원에서 2층에 도달하고, 경사로로 옥상의 일광

욕장에 이르기 까지 건축적 산책을 한다.”라고 빌라 사보아를 설

명하였다.<Fig. 19> 이와 같이 ‘건축적 산책’의 개념은 사람의 움

직임과 시선의 변화에 따르는 장면의 변화이며, 사람의 동선은 건

축적 산책의 중요한 원리로 사용된다. 따라서 동선이 처리되는 계

단실이나 램프는 코르뷔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으

며,23) 이들은 수직 동선의 처리와 시각적 장면의 변화를 만들어내

기 위해 이용되었다.
또한, 코르뷔제는 내부 공간의 연속성이 외부에 전해지도록 필

로티를 적극 사용했다. 필로티는 건물을 땅 위로 띄움으로서 비워

진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시각적인 움직임

과 흐름의 표현을 위해 강조된다. 코르뷔제는 외부와 내부 공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필로티에 의해 공간의 전환이 일어나며, 중
심에서 건물 외곽 으로 사람의 동선의 전개가 이루어지면서 램프

나 계단에 의한 수직적인 단면 변화에 의해 그 효과가 극대화 된

17) 김연준, ibid. 2011. 11
18) 로랑 보두앵의 건축은 코르뷔제의 기하학적 형태의 표현에 많이 영향을 받은 시리아

니의 빛과 색체의 이용 방식 등에서 닮은 점을 볼 수 있지만, 오브제적 요소를 강조하
는 정적인 공간 특성의 표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자와의 관계 역시 찾아볼 수 있다.

19) 김연준, op. cit, 2007. 12
20) 황철호, op. cit, 건축세계, 2001. 01
21) 로랑 보두앵 지음, 문희, 이관석 옮김, 느림의 건축을 위하여, 문운당, 2010. 01 
22) 백종현 외, 빌라 라로쉬 잔네르에서 나타나는 ‘건축적 산책’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

회논문집, 1998. 10
23) 김형준, Le Corbusier의 건축형태 생성원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 1995. 08

다 하였다.24)

                    

  

Fig. 19 Architectural Promenade in Villa Savoy 

르 꼬르뷔제는 ‘건축적 산책’의 개념을 문다니엄 미술관 계획

안에 적용하여 계획된 경로에 따라 관람자를 움직이도록 디자인

하였다.25) 이를 위해 중앙의 중심공간을 통한 공간의 통합과 공간

의 연속성을 제공하였으며, 천창에서 유입된 빛에 의하여 자연스

런 동선을 유발하고 작품과 긴밀한 교감을 이루도록 ‘무한성장 박

물관’ 개념을 제안하였다.<Fig. 20> 

  

Fig. 20 Mundaneaum Museum

앙리 시리아니는 박물관 건축은 입구 홀에서 박물관의 복잡한 

기능을 관람객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한다고 생각

했다. 따라서 입구 홀은 기능과 이미지를 충분히 알려줄 수 있도

록 넓어야 하며 건축적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따라서 시리아니는 아를르 고고학 박물관에서 ‘계획된 자유’

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동선의 강제와 자유를 계획함으로서 ‘산책

의 길’을 제공하였다. 그는 전시공간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시의 

마지막 부분을 보여줌으로서 방문객의 동선을 암시하였고, 계획

된 동선에 따라 방문객이 전시공간에 들어서면 자유롭게 자기의 

경로를 선택하게끔 한다. 이때 빛에 의해 동선이 유도되며, 빛이 

동선을 유도하고, 그 동선에 의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관람

자의 이해를 돕고 감동을 더하게 된다.<Fig. 21>

24) 조주현 외, 르 꼬르뷔제 건축에 나타나는 흐름의 공간으로서의 필로티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12. 12

25) 김창성, 르 코르뷔제 건축에 나타난 빛의 건축적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
학회논문집, 2012. 08



김창성

ⓒCopyright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79

 

   

Fig. 21 Architectural Promenade in Arles Museum of Archaeology 

알바로 시자의 건축을 보면 외부 중정이나 내부 파티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Void 공간은 내부동선, 외부동선, 공간과 공

간의 소통, 대지와 주변 지역의 관계성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26) 대지와 주변지역에 순응한 평면계획을 통해 자유로운 기하

학적 외관을 갖추고, 중정을 통해 동선의 질서를 이루면서 Void 
공간을 통한 공간의 연속성을 제공한다. 외부에서 보이는 매스의 

형태는 기하학적이고 견고한 모습을 갖추며, 내부공간은 섬세한 

기하학적 느낌과 정제된 빛의 유입으로 내 · 외부 공간의 반전된 

느낌을 경험하게 한다.27) 
이베레 카마르고 박물관은 공간을 가로지르는 램프를 통해 

Void 공간을 따라 오르는 과감하고 자유로운 평면을 보여주었다. 
Void 공간을 가로지르는 램프는 내부에서 시작해서 외부로 나갔

다가 다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반복하여 직선과 곡선의 대비를 

강조하며, 외부로 나간 램프는 외부에 또 다른 Void 공간을 만들

어 내고 있다.28) Void 공간은 건물에서 동선의 중심이 됨과 동시

에 빛과의 조화를 통해 풍부한 공간감을 제공하는 ‘건축적 산책’
을 경험하게 한다.<Fig. 22>

 

Fig. 22 Architectural Promenade in Museum for Ibere Camargo Foundation 

26) C.S. Kim, K. W. Seo, The Architectural Expression of Space and Form Created by the 
Light in the Works of Alvaro Siza, JBCPR, 2014, 12

27) 이원희, op. cit, 서울대 석사, 2012.8
28) 김연준, op. cit, 2011. 11

르 코르뷔제와 앙리 시리아니가 동선 이동의 시점과 장면의 변

화를‘건축적 산책’의 개념으로 삼았다면, 로랑 보두앵의 의미는 

그것과 조금 다르다. 보두앵은‘건축을 통해서 시간이 흐르는 이

동’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의 ‘건축적 산책’의 개념을 보여주었

다.29) 건축은 시간의 속도를 늦추는 기계이며, 시간의 흐름을 연

장하는 시간의 지각을 미룬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은 공

간에 밀착하고, 공간의 연속성을 드러내는 것은 ‘건축적 행로’를 

통해 움직이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또한, 시간과 공간을 연속적이

면서 서로 결부된 요소로서‘4차원’의 연속적인 공간의 연결에 생

명을 불어 넣는 것이 바로 빛의 도입이라 하고 있다. 
낭시 미술관의 평면 구성은 극적인 감흥을 주게 하는 공간의 입

체적 연속성을 제공한다.30) 보이드는 층 바닥이나 벽 등의 다른 

건축요소들과 결합하여 하나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공간

을 이동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을 체험하게 유

도한다.<Fig. 23>

  

  

Fig. 23 Architectural Promenade in Fine Art Museum, Nancy

3. 네오코르뷔지안 건축에서 빛의 건축적 의미

3.1. 르 코르뷔제 건축에서 빛의 의미

빛은 건축 공간과 형태를 나타내고 재료와 구조의 존재가치에 

영향을 끼치며 중요한 건축원리로서의 역할을 한다. 르 코르뷔제

는 빛에 대한 탐구를 통해 빛을 끌어들이고 조절하는 방식31)을 채

택하여, 빛이 머무르고 이동하며 감동을 주는 공간으로 형상화하

여 빛의 조소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건축적 감흥을 일으키도록 하

였다.32)<Fig. 24><Fig. 25>

29) 로랑 보두앵 지음, 문희·이관석 옮김, op. cit, 2010. 01
30) 김연준, op. cit, 2011.11
31) 구조로부터 독립된 입면은 창을 자유롭게 내게 되면서 빛의 유입에 대한 개념을 바꾸

어 놓았다. 르 꼬르뷔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과도한 일사를 조절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루버 시스템인 ‘브리즈 솔레이유(Brise-Soleil)’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건축물 입면에 빛을 이용한 볼륨의 다양한 연출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빛의 유입에 따
른 음영의 연구를 통하여 격자판의 각도와 크기, 간격 등을 결정하였다.(김창성, 르 코
르뷔제 건축에 나타난 빛의 건축적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2012. 08)

32) 김경재, 근대건축 이후 건축적 빛의 의미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
집, 2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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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Sainte Marie de La Tourette
   

Fig. 25 Ronchamp Chapel

 샹디갈 고등법원<Fig. 26>과 아메다바드 방직협회 건물<Fig. 
27>은 빛의 표현과 조절을 위해 ‘브리즈 솔레이유(Brise-Soleil)’
의 개념이 적용된 대표적 건물이다. 건물의 기능에 따라 구성적인 

비례로 디자인된 ‘브리즈 솔레이유’는 일사를 조절하여 내부공간

을 보호하고, 강한 입체적 볼륨감과 함께 독특한 조소적 입면을 

보여준다. 

Fig. 26 Chandigarh High Court
  

Fig. 27 Textile Center, Ahmadabad

3.2. 앙리 시리아니 건축에서 빛의 의미

코르뷔제는 벽과 처마에 건물과 일체가 되는 ‘브리즈 솔레이유’
를 설치하여 건물의 내부 공간이 강한 일사로 부터 보호를 받으며, 
건물 외부로 바닥이 연장되어 공간의 확장을 일으킨다. 이러한 공

간 확장의 개념을 느와지 집합주거<Fig. 28>에 사용한 시리아니는 

“파사드는 간단히 말해서 면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대부분 건축 

파사드는 벽을 의미하고 있다. 벽은 외부인의 공격으로부터 차단

하려는 기능으로 주로 쓰인다. 그러나 내가 나타내려한 파사드는 

내부의 공간을 한계 짓는 면이며, 공간적 기능으로서 외부인을 초

청하려 하는 얇은 면인 것이다.”33) 라고 말하면서 파사드를 통해 

기능과 형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주거 내부에서 시각적 확장을 

가능케 하는 공간의 연속성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한다.

  

Fig. 28 Noisy Collective Housing 

시리아니는 자연의 빛을 실내로 유입함으로서 자유로운 평면

에 생명력을 부여한다. 시리아니에 있어 빛은 어둠과 빛의 대비가 

아닌 빛과 빛의 대비에 의해서 건축공간을 확장하는데 이용된다. 

33) 서정연, op. cit, 2002.12

빛에 의한 동선의 흐름을 중시하는 시리아니는 아를르 고대사 박

물관<Fig. 29>과 페론 전쟁 박물관<Fig. 30>에서 빛에 의해 관람

객의 시선과 동선을 유도함으로서, 그가 원하는 건축적 시나리오

에 의해 관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휴식과 감동을 얻을 

수 있게 설계하였다.34) 이를 위하여 관람자의 시선을 빛이 반사되

는 벽으로 이끌고, 그곳으로 유도하며, 다양한 형태의 개구부를 

디자인하여, 거기에서 유입되는 빛에 의해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

고, 활력을 주며, 생명력을 제공해줌으로서 공간 표현의 궁극적인 

디자인 수단으로서 활용하였다.

Fig. 29 Exhibition room of Arles 
Archaeology Museum 

  Fig. 30 Exhibition room of Great 
War Historical Museum

3.3. 알바로 시자 건축에서 빛의 의미

알바로 시자의 건축은 빛과 질감, 움직임, 공간에 대한 감각적

인 탐사를 통해 방문자에게 감동을 주며, 하나의 장소에 대한 경

험을 고양시킨다.35) 이처럼 시자는 장소의 기후 특성에 맞추어 빛

을 이용하였으며, 과도하지 않은 조절된 빛을 공간에 유입하여 인

공조명과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공간을 밝고 경쾌한 심리적 감동

을 경험하게 만들어준다.<Fig. 31><Fig. 32> 사자의 빛의 사용은 

르 코르뷔제의 빛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36), 이러한 빛의 유입으

로 형성된 공간은 빛의 시간성에 의해 유동적이고 풍부한 공간감

을 느끼게 만들어주며, 공간과 공간사이의 벽을 통해 각 공간의 

특성을 부여하고 서로 다른 공간감을 제시한다. 

Fig. 31. Exhibition room of 
Mimesis Art Museum 

  Fig. 32. Exhibition room of Galician 
Center for Contemporary Art

이러한 공간의 연속성은 외부와 내부의 공간체험에서 쉽게 느

낄 수 있다. 포르토 하우스<Fig. 33>의 기하학적이고 견고한 매스

34) 김창성, 앙리 시리아니의 박물관 건축에 나타난 빛의 건축적 표현, 한국실내디자인학
회논문집, 2014. 04

35) William J. R. Curtis, Notes on Invention: Alvaro Siza’, Alvaro Siza 1995-1999, El 
Croquis, 1999 

36) 알바로 시자는 빛의 사용에 대한 도미니크 마샤베르와의 대화에서 “저는 르 코르뷔제
를 무조건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기 주택들에 제가 그린 자유로운 창문들을 
자세히 보면 롱샹 성당으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라는 시자의 말처럼 빛의 사용에 있어서는 코르뷔제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도미니크 마샤베르, 로랑 보두앙, 알바루 시자와의 
대화, 동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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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포르투갈 기후 특성을 고려한 지역의 환경과 소통하고 대지와 

장소에 순응하는 독특한 시자의 건축을 보여준다. 이베레 카마르

고 박물관<Fig. 34>은 정제된 빛의 유입으로 인한 섬세하고 기하

학적 공간을 형성하고,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반전된 느낌의 연

속성을 부여한다. 

Fig. 33 Proto House   Fig. 34 Museum for Ibere Camargo 
Foundation

3.4. 로랑 보두앵 건축에서 빛의 의미

로랑 보두앵은“사회가 인공화 되어 갈수록 건축과 자연의 관계 

회복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치유하는 자연적 시간 개

념으로 건축을 설명하였다.37) 그의 건축은 숨어있는 자연의 요소

들을 활용한 결합을 창조하여 공간, 빛, 시간, 중력 등에 대한 관계

를 지양하였다. 이러한 자연적 요소 중에서 빛은 사물을 만나야만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빛 자체를 보는 것

이 아니라 그것의 반사광이나 그림자를 보는 것이라 말한다. 
건축은 마치 화가가 붓 터치로 자신의 그림을 드러내듯이 빛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며, 빛을 손으로 만지게 할 수 있고, 그것을 볼

륨으로 변형시키며, 빛에 형태를 부여하는 것은 물질이라 하며 빛

에 대한 근본적인 성질을 파악한다. 그는 푸아티에 미디어 도서관

의 빛에 대해서38) “정원 쪽의 입면은 내부공간과 차양 전체에 빛

을 확산시키고, 북쪽 면은 남쪽의 빛을 벽면에 반사시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분위기를 창조하며, 서쪽 면은 투명한 빛을 실내에 

유입하고 외부 조망을 제공한다. 또한, 하늘의 빛으로 인한 기하

학적 형태와 색상의 변이를 통해 빛을 추상적 형태로 다룬다.”라

고 말하면서 작품의 논리에 따라 빛을 다루는 그만의 디자인 개념

을 설명하였다.< 35><Fig. 36>

Fig. 35 East View of Poitiers Media 
Library

  Fig. 36 North View of Poitiers 
Media Library 

보두앵은 빛으로 인해 시간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며, 
건축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것이라 말한다. 따라서 보두

37) C3 architect, New World Architect: E. ＆ L. Beaudouin, C3 건축디자인, 2003. 03
38) 백승만, op. cit, 공간, 1997.02 02

앵의 브리즈 솔레이유는39) 코르뷔제와 시리아니의 공간 확장개

념이 아닌 건물 구조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파사드를 형성함으로

써 빛을 조절하는 장치로 쓰인다. 구조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

문에 반투명 유리를 이용하여 빛을 차단하는 용도로서 뿐 아니라 

태양과 그림자의 움직임을 볼 수 있도록 하여 빛에 의해 시간의 

흐름을 조성하였다. 

Fig. 37 University Library, Besancon
  

Fig. 38 Fine Art Museum, Nancy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르 코르뷔제의 근대건축 이론을 계승 발전시켜 

현대 건축의 독자적 흐름을 형성한 네오 코르뷔지안 건축가로서 

앙리 시리아니, 알바로 시자, 로랑 보두앵의 독창적 건축 개념과 

빛에 의한 공간 디자인 원리를 파악하고 그 현대적 표현방식을 이

해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네오 코르뷔지안 건축가들은 코르뷔제의 전반적 건축경향

인 ‘공간의 상호관입’, ‘매스와 볼륨으로서의 공간 개념’ 및 ‘자유

로운 평면’과 ‘건축적 산책’의 개념에 의한 공간의 유동적 흐름 추

구하였으며, 이러한 공간에 ‘빛’을 도입하여 조소적 아름다움과 

감흥이 있는 건축공간을 창조하였다.
(2) 앙리 시리아니는 건물의 입면을 두꺼운 파사드라 부르고, 자

유로운 평면과 입면을 위한 유동적인 공간을 구성하였다. 그의 다

층화 된 평면은 하나의 공간이 또 다른 공간을 향하여 시각적 기능

적으로 열려져 있어 내부와 외부를 가로지르는 움직임을 갖도록 

‘계획된 자유’라는 개념을 주장하였다. 시리아니는 자연의 빛으로 

평면 구성에 생명력을 부여하였고, 이러한 빛은 어둠과 빛의 대비

가 아닌 빛과 빛의 대비를 통해 공간을 확장하는데 이용하였다. 
(3) 알바로 시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근대

건축과 상반되는 지역의 전통성과 지역성을 합리적으로 수용하

며, 공간과 공간의 소통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중정이나 파티오

와 같은 보이드 공간을 즐겨 사용하였으며, 지역의 기후 특성에 

맞추어 빛을 이용하였으며, 과도하지 않은 조절된 빛을 공간에 유

입하여 공간을 밝고 경쾌한 심리적 감동을 경험하게 만들어준다.
(4) 로랑 보두앵은 사물의 균형을 중시하며, 추상으로 단순화

된 기하학적 볼륨들 속에 도시의 복합성을 표현하였다. 그는 건축

의 근원은 입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동시에 감성적인 공

간의 성격을 가진 내부를 구성하는 것이하하면서, 내부와 외부공

간의 연속성을 강조하였다. 보두앵은 빛과 평면, 자연을 중시하

고, 빛에 의한 자연적 시간의 개념으로 건축을 설명하려하였다.

39) 김연준, 브리즈 솔레이 유형 및 진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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