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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llective housing design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emes in modern architecture. Although rationalism in architecture
contributed much to the development of collective housing, instrumentalised rationality tended to reduce human dwelling to mere
results of architects' own aesthetics or scientific calculation. As an antithesis, this study suggests the design of Alvar Aalto
(1898-1976), who has been regarded as a representative figure of a different stream in modern architecture. The transitional
process of his collective housing projects is divided into four phases here, of which course is considered that of getting
'individuality within collectivity'. That is to say, his collective housing of the latter phases has the value of a single-family
house through the heightened identity of each unit, the spatial quality and the sincere response to the given context. By
analysing his projects, this study aims at showing the different tradition of modern collective housing design, which indicates
another possibility of contemporary housing design, and also at illustrating Aalto's design development in his life's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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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물이다. 그의 독특한 건축 어휘들은 그를 당대의 주도

1.1 연구배경 및 목적
집합주택은 근대사회의 필연적 산물로서 근대건축운동

적 건축가들과 구별 짓게 만들었고, 비평가들은 그의 건
축에서 다양한 속성들, 예를 들면 ‘낭만적 모더니즘’
(Pearson, 1978), ‘헤테로토피아’ (Porphyrios, 1982), ‘종합

의 중요한 주제이다.1) 근대건축에 있어서 집합주택의 이
미지는 꼬르뷔지에의 유토피아적 드로잉에서 보이는 초
고층 아파트 블록의 연속이거나 그로피우스의 아파트 인

적 기능주의’ (Pallasmaa, 1998), ‘신 휴머니즘’ (Reed,
1998) 등을 추출해내었다. 블룬델 존스는 그의 샤로운이
나 해링에 관한 연구(1995; 1999)에서 알토를 그들과 함

동간격 對 높이 비율을 보이는 다이어그램, 혹은 미스의
사무실 같은 아파트건물이다. 그러나 이들은 근대 집합주
택의 일부 단면들일 뿐이다. 빈번히 지적되어왔듯이 근대

께 ‘유기적 전통’에 포함시켜왔으며, 콜린 세인트 존 윌슨
은 『근대건축의 또 다른 전통』(1995)에서 알토를 ‘또
다른 전통’의 대표주자로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은 집합

건축의 폭넓은 흐름 가운데에는 다양한 경향의 건축이
있어왔다. 그렇다면 근대건축의 ‘다른’ 스펙트럼 속에서
집합주택은 어떻게 디자인되고 지어졌을까?

주택이라는 근대건축의 중요한 주제를 다른 전통의 흐름
속에서 고찰할 필요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이 연구는 알바 알토의 집합주택을 통해 근대 집합주

엄격한 이성주의와는 다른 경향을 가진 건축가 중 핀
란드의 알바 알토(Alvar Aalto, 1898-1976)는 대표적인

택 디자인의 잊혔던 다른 전통을 보이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한다.2) 이는 결과적으로 현대 집합주택 디자인
에도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알토 집합주택 디자인의 변천과정을 규명하는 것

* 영국 셰필드대학 건축학과 연구원, 건축학박사
1) 주지하다시피 도미노 시스템(1914-15)은 1차 대전 후의 신속
한 주택 재건을 위해 꼬르뷔지에가 고안한 방법이었고, 근대건축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던 1927년 독일공작연맹 주관의 바이센호
프 주택전시회는 ‘사회주의적’ 주택 전시가 원래 목표였으며, 프
랑크푸르트에서 있었던 1929년의 2차 CIAM은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주거’를 주제로 하여 이후 근대 건축가들의 집합주택 디자
인의 중요 지침이 되었다. 더불어,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세인트
루이스 프루트이고 아파트 블록의 폭파해체 사건(1972)을 근대
건축에의 사형선고로 여기는 점은 집합주택이 점하는 근대건축
에서의 위치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인데, 이는 알토 건축 전체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척
도로도 여겨질 수 있다.3)
2) 특히 국내의 집합주택 연구물 중 가장 견실한 저술인 손세관
교수의 『都市住居 形成의 歷史』(1993)에서도 일반적 근대건축
사 서술의 경향을 반영하듯, 알토나 샤로운과 같은 ‘유기적 전통’
에 속하는 집합주택 유형을 선보이지 못했다.
3) 집합주택 디자인은 대체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대량생산이
전제되지만, 오히려 여타 건물유형에 비해 건축가의 디자인 성향
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장르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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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방법 및 개요
집합주택 디자인은 그 특성상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주거정책이나 교통, 밀도, 주택의 수요공급 상황 등 사회

일단 충족되는 것이었다.7) 그리고
각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컨텍스
트와는 관계없이 어디에나 적용할

물리적 인자들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건축가의 디자인 개념과 그에 따른 건물유형으로 연구범
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특히 알토 집합주택의 경우 주거

수 있는 보편성(universality)을 추
구한 나머지 지역성을 간과하는
우를 낳게 되었다. 또한 주변 환경

동과 그 안의 개별 주호들에 중점을 둘 것이다. 본고는
우선 근대 집합주택 건축의 도구화된 이성주의 경향을
고찰하고 비평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과의 대화에 침묵했던 전형적인
예로 미스의 레이크 쇼어 드라이
브 아파트 건물(1948-51)을 들 수

알바 알토의 집합주택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는 알
토 건축을 근대건축의 주요한 흐름과 전혀 다른 별개의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알토 역시 근대 건축의 주요
이데올로그들과 교분을 가지며 자신의 건축 어휘를 발전
시켜 나갔고, 한동안 자신의 집합주택 설계에서도 그 영
향력이 지대했다. 하지만 쉴트가 이야기하듯 알토는 그의

있다. 철과 유리라는 근대의 상징
적 재료로 옷 입은 이 쌍둥이 고
그림 1. Plan Voisin, Le 층 집합주거 건물은 엄격한 직각
Corbusier, 1925
의 그리드 체계에 모든 공간이 맞
추어져 있다. 이 평면의 보편적이고 균질한 공간에서 모
든 기능이 가능한 융통성을 암시받지만, 실제 그 공간은

예술혼으로 인해, 그리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민감한 반
응으로 인해 이성주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4) 이
연구에서는 통시적 관점에서 그의 집합주택이 변천하는

주거로서의 어떤 기능에도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 한마
디로 이 건물은 매우 이성적이지만 그만큼 반기능적인
집합주택의 예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꼬르뷔지에나 미스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눌 것이며, 그 디자인 변천과정을 ‘집
합성 속의 개인성’을 얻어가는 여정으로 볼 것이다.

의 이성주의는 사실 각 건축가의 미학을 담는 용기일 뿐
이다. 꼬르뷔지에의 기계미학과 근대사회에 대한 유토피
안 미학, 미스의 철과 유리를 이용한 테크놀로지의 미학

2. 도구화된 이성:5) 근대 집합주택의 단면

은 대량생산이라는 근대사회의 체제에 철저히 봉사함과
동시에 인간의 주거를 목적
이 아닌 도구화한다.

근대 집합주택의 디자인 이념은 말할 나위 없이 ‘근대
건축’ 자체의 그것과 그 궤를 같이 한다. 그 근간에 내재
한 이념으로는 이성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과학 결정주
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각각은 서로 깊이 연관되며 집

하지만 본격적인 의미에서
의 대규모 집합주택 건설은
독일에서 나타난다. 특히 에

합주택 디자인에 나타나는데, 근대의 합리성, 평등성, 효
율성을 추구하는 면에서 집합주택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
다. 하지만 이러한 이념이 목적이 되어버릴 때 ‘주거’라는

른스트 마이가 주도했던 ‘새
로운
프랑크푸르트’(Das
Neue Frankfurt)를 위한 집

인간 본연의 실존공간을 크게 그르치게 된다. 꼬르뷔지에
가 꼬불꼬불한 ‘당나귀의 길’을 모두 밀어버리고 유토피아
적 신도시를 건설하자고 제안했을 때 (Urbanisme, 1925),

합주택 프로젝트(1926-33)의 ‘최소주거’(Die Wohnung für
das Existenzminimum)는 미학적인 관점에서보다 실제로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반영한다. 여유 있는 집을 소수가

그는
‘합리적’(reasonable)이라기보다
지극히
‘이성
적’(rational)이었다. 파리 중심부의 보아잔 계획(Plan
Voisin, 1925)에 대한 커티스의 평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누리는 것 보다 극히 작은 집이라도 다수가 소유하는 것
이 낫다고 마이는 강변하는데 (1929),8) 여기에서 하이넨
은 ‘최소주거’라는 개념이 더 이상 필수요소만을 가진 집

“그 계획은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가 구하고자 했던 도시
의 구조와 정신을 모두 말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6)
그에게 있어서 높은 밀도에 충분한 오픈스페이스와 녹지

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9) 즉, 그 개념에서 그녀
는 필수요소의 일부가 결여되는 극소의 주거가 되는 한
이 있을지라도 모두에게 그것을 보장하려는 의도를 간파

만 주어지면, 인간 주거 환경의 첫째 조건은 거대한 구조
물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일체성은 베스트하우젠 주
택단지(Siedlung Westhausen, 1929-31)에서 상징화된다.
반듯한 사각의 대지 위에 전후좌우 오와 열을 맞추어 배

4) Schildt, G. (1986) Alvar Aalto: The Decisive Years, Rizzoli,
New York, p. 18.
5) 건축 비평가 하이넨은 아도르노와 호크하이머가 『계몽의 변
증법』에서 암시적으로 ‘도구적 이성’(instrumental rationality)과
‘비판적 이성'(critical rationality)을 구별했다고 주장하며 그 둘
을 구별하여 서술한다. 즉, ‘비판적 이성’은 해방으로서의 계몽
프로젝트의 원류인데 반해, ‘도구적 이성’은 이성이 도구나 단순
한 계산으로 환원된 것이다. Heynen, H. (1999) Modernity and
Architecture, MIT Press, Cambridge MA, p. 180. 필자는 알토
에게서 ‘비판적 이성’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6) Curtis, W. J. R. (1986) Le Corbusier: Ideas and Forms,
Phaidon, London, p. 65.

치되어있는 미니멈 주호의 일자형 집합주택(Zeilenbau or
row house)은 동질화된 근대 도시주거 속의 대중을 암시
한다. 여기에서 개인이나 개별 주호의 독특성은 전체 질

148

大韓建築學會論文集 計劃系 22권 7호(통권213호) 2006년 7월

그림 2. Lake Shore Drive
Apartments, Mies van der
Rohe, 1948-51

7) Le Corbusier (1987) The City of To-Morrow and Its
Planning (Urbanisme, 1925), Dover, New York, p. 223 & 229.
8) May, E. (1929) ‘Die Wohnung für das Existenzminimum'.
In Steinmann, M. (ed.) (1979) CIAM: Dokumente 1928-39,
Birkhäuser, Basel, p. 6.
9) Heynen, H. (1999) op. cit. pp.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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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무너뜨리는 일탈일 뿐이다. 15000여 주호의 성공적
건설이라는 프랑크푸르트 시의 공식적 입장과는 별도로
이 프로젝트는 실질적 주거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야기했다.10)

3. 알바 알토와 집합주택
이렇게 도구화된 이성주의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반론

또한 내재한 통일된 문화에 대한 사
문제를
회주의적
이상과는
달리, 이 야심찬 계

을 제기한 건축가가 바로 알바 알토이다. 그는 1940년 한
저널에 출판한 글에서 ‘근대건축의 첫 시기’에 잘못되었던
것은 이성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지적하며, ‘잘못은 이성

획은 노동자 계급을
다시 전통적 부르주
와 사회로 더 견고히

화가 충분히 깊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라 비판했
다. 그러면서 그는 당 시기의 과제는 건축이 ‘인도주의적’
이고 ‘심리학적’ 분야까지 포괄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집합주택 계획

건축을 인간화하는 방법이라 주장한다.14)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 알토가 근대건축의 주류와
전혀 무관했던 것은 아니다. 그가 처음 참여한 CIAM이

에서 저층을 고수한 마
이와는 달리, 그로피우스
는 고층의 일자형 집합

바로 1929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던 제 2차 모임이
었고, 거기에서 그는 CIAM의 핵심위원회격인 CIRPAC에
선출되었다.15) 특히 이 프랑크푸르트의 ‘최소주거’ 개념의

주택
열을
제안했다
(1930). 그의 명쾌한 다
이어그램에서 알 수 있

영향은 이듬해에 알토가 주관했던 헬싱키의 ‘최소 아파트
전시회’에서 여실히 나타나는데, 알토에게 있어서 이는 근
대사회의 주택에 대한 진지한 실험이었다. 당 전시회와

듯이 저층의 아파트 블
록이 촘촘히 배열되어있
는 것보다 고층의 블록

관련해 출판한 「주택문제」(1930)라는 글에서 그는 다음
과 같이 주장한다. “인간의 주거를 연구함에 있어서 우리
가 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최소 기준이고, 그것은

이 넓은 공간을 두고 배
치되어있는 편이 ‘공기, 태양, 조망 그리고 인동간격’에 훨
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꼬르뷔지에가 ‘현대도시’ 등에서

최소한의 생계수준을 위해 지어진 집과 같은 극단적 경
우를 전제로 해야 한다. 호화 빌라나 큰 아파트는 아무
문제도 제시하지 못한다. ...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

제안했던 고층고밀의 집합주택 개념이 그로피우스의 도
식에 와서 좀 더 구체화되고 수학적 근거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과학 결정적 사고는 특히 제 2차 세계대

리는 계급 없는 사회의 표준 주택을 위한 과학적 필요를
발견할 수 있다.”16) 이런 그의 사회주의적 신념은 1932년
「횃불」(Sohitu)라는 ‘극좌’ 저널에 실었던 글에서 더욱

전 후의 대규모 전후복구사업에서 큰 힘을 발휘하여 세
계 각국의 사업에 적용된다. 그러나 그로피우스가 경제성
뿐 아니라 심리학적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주장한 이

굳게 표출된다.17)
하지만 이러한 알토의 사상과 건축관은 1930년대 중반
을 전후로 서서히 변화하게 되며, 그 징후는 그의 집합주

‘고층 일자형 집합주택 열’ 유형은12) 바로 그 심리적 피
폐성의 문제로 근대건축 사형선고의 주 대상이 되고 만
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1960년을 전후해 영국에

택 디자인을 통해서도 잘 보여 진다. 즉, 1935년 이후의
집합주택에서 그는 이성주의의 꽉 짜여졌던 틀을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며 2차 대전 이후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편입시키는
낳았다.11)

결과를

그림 3. Siedlung Westhausen, 1929-31

그림 4. 블록 높이 대 인동간격
다이어그램, Gropius, 1930s

서는 저층고밀도 집합주택으로의 전환이 시작되었고,13)
1970년대 초 건축비평가 케네스 프람턴은 뉴욕의 저층고
밀도 집합주택 개발을 위해 주도적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밀도에의 보장이 모든 저층집합주거에의 무조
건적 합리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여전히 세계
각 곳에서는 근대 이성주의 건축의 교의를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며 경제성을 내세운 대규모 고층집합주택 프로
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근대 집합주택 흐름의 미답지를 고찰할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10) Borngräber, C. (1979) ‘The Social Impact of the New
Architecture in Germany and the Building of the New
Frankfurt’, AAQ, vol. 11, no. 1, pp. 39-43.
11) Heynen, H. (1999) op. cit. p. 68.
12) Mumford, E. P. (2000) The CIAM Discourse on Urbanism,
1928-1960, MIT Press, Cambridge MA, p. 50.
13) Frampton, K. (1975) ‘The Evolution of Housing Concepts
1870-1970’, Lotus International, no. 10, p. 31

14) “It is not the rationalization itself which was wrong in
the first and now past period of Modern architecture. The
fault lies in the fact that the rationalization has not gone deep
enough. The present phase of Modern architecture is
doubtless a new one, with the special aim of solving
problems in the humanitarian and psychological fields. ...
Technical functionalism is correct only if enlarged to cover
even the psychophysical field. That is the only way to
humanize architecture.” Aalto, A. (1940) ‘The Humanizing of
Architecture’, The Technology Review, November. Republished
in Schildt, G. (ed.) (1997) Alvar Aalto: In His Own Words,
Otava, Helsinki, pp. 102-107. 이러한 알토의 ‘표현’에서 우리는
하버마스가 말하는 ‘미완의 프로젝트’인 ‘근대’에 대한 건축에서
의 한 해결 실마리를 암시받는다.
15) 그 모임 중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는 근대건축의 거물들 꼬르뷔지에, 그로피우스, 칼 모저, 기디온 등 - 이 자신을 동급
으로 받아들여준데 대한 기쁨과 흥분의 감정이 드러난다.
Schildt, G. (1986) op. cit. p. 61.
16) Aalto, A. (1930) ‘The Housing Problem’, Domus, no. 8-10.
Republished in Schildt, G. (1997) op. cit. pp. 76-84.
17) Aalto, A. (1932) ‘Hyvä asunto’(A good home), Soihtu.
Cited in Schildt, G. (ed.) (1997) op. cit.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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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는 훨씬 자유로운 디자인을 보여주게 된다. 특히 빌라 마
이레아에 관한 글(1939)에서 그는 대량생산 주택에서의
개인주의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新개인주의’라 명명

외벽에서는 북유럽의 낭만주의적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한다. “작은 규모의 대량생산된 주택과 개인적 요구를 위
해서 설계된 주거 사이에 명확한 대립이 있다고 널리 믿
어지는 것 같다. ... 그러나 모두 마찬가지로, 개인의 생활

1927년의 여름, 핀란드의 옛 수도인 뚜루꾸(Turku)로
사무실을 이전한 알토는 스웨덴의 건축가들이나 그들을
통한 국제 건축계에로의 접촉이 원활하게 되었다. 이 시

양식, 직관, 그리고 문화에 대한 관념에 근거한 건축 과제
는 결국은 널리 사회적 중요성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신
개인주의로의 길을 가리킨다.”18) 이러한 알토의 관점의

기의 가장 대표적인 집합주택은 그 도시에 지어진 표준
화 아파트 블록인 ‘타파니 빌딩’(Tapani Building,
1927-29)이다. 이 건물의 1층에는 상점이 있고 그 위의

변화는 사회주의적 성향의 주변 동료들에게 비판의 구실
을 제공하기도 했고, 비평가들은 이것을 부르주아 주택을
수주한 것에 대한 변명으로 여기기도 한다.19) 그러나 우

다섯 개 층에
는 다양한 평
면형의 주호

리가 주지할 사실은 알토가 마이레아 프로젝트를 시작하
기 수 년 전부터 이미 그의 사회주의적 신념과 이성주의
적 경향에는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성주의의

가 설계되었
다. 이는 클라
이언트인 타

영향을 짙게 받았던 1930년 전후 시기의 건축에서도 역
시 그는 유기적 경향이나 인간적인 감성을 유지했었다.20)
이처럼 알토 집합주택의 변천과정은 이성주의 건축과

파니 건설회
사의 표준 조립식부재를 이용해 건설된 것
으로, 내력벽과 간막이벽의 분리로 유동적

의 조우를 전후로, 그리고 2차 대전을 기점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30년대 중반까지의 첫 두 단계는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알토만의 건축어휘가 잘 드러나는 이후의 두

방 배치가 가능하게 되었고 자유로운 파사
드가 이론적으로나마 가능했다.21) 알토는
1930년의 브뤼셀 CIAM에서 이 아파트 도

단계는 - 특히 전환기인 셋째 단계의 수닐라 집합주택은
- 좀 더 깊이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면을 전시했는데, 이는 그가 근대건축운동
의 소극적 수혜자에서 적극적 영향자로 되
어 감을 의미한다.

3.2 이성주의 건축의 영향: 1927~35

그림 6. Tapani Building 평면, 1927-29

그림 7. 외관

3.1 북유럽 고전주의적 경향: 1923~27
이 시기는 알토가 대학에서의 건축수업을 마치고 위바
스뀔라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던 기간이며, 대륙의 근대건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대
규모 주택단지 개발을 위한 설
계안들은 이 시기 알토의 도시

축운동과 조우하기 이전의 때이다. 당시의 북유럽 고전주
의 (Nordic Classicism) 경향이 이 시기 알토 작품의 대
부분에 드러난다. 이때의 집합주택 디자인으로는 철도공

적 차원의 개념을 보여준다. 스
톡홀롬의 네드르 노르맘 지구
재개발 현상설계(1933-34)에서

무원들을 위한 아파트인 ‘아이라 빌딩’(Aira Building,
1924-26)과
실현되지
못한 ‘만델린’이라 불리

알토는 가로체계를 제외한 모든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14~18층
고층아파트 블록들을 배치했는

그림 9. Nedre Norrmalm
재개발 계획, 1933-34

는 주상복합건물(1925)
이 있다. 한 층 당 여
섯 주호를 가진 3층의

데 이는 꼬르뷔지에의 도시계획
이론과 그로피우스의 고층집합주택 이론을 반영한다. 또
한 헬싱키 근교 문끼니에미 주택개발 안(1934-35)에서 14

단일 건물인 ‘아이라’는
단순한 평면이나 외관
이 근대 집합주택을 연

층 높이의 타워 블록에서
200m 길이의 판상형 블
록에 이르는 다양한 유형

상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 건물은 육중한 내력벽 구조
와 각 주호의 벽난로, 경사지붕, 원형/반원형 창, 개구부
의 아치, 여러 장식적 디테일 등에서 고전적인 전통을 드

의 고층집합주거를 제시
했다. 역시 꼬르뷔지에의
영향을 드러내는 이 안은

러낸다. 그리고 벽돌 레이어가 그대로 드러나게 마감한

1939년 뉴욕 현대미술관
그림 8. Munkkiniemi 주택지구
계획안, 1934-35
에 전시되어 ‘우리 시대
의 예술’(Art in Our Time)로 찬사를 받기도 했다. 쉴트

그림 5. Aira Building, 1924-26

18) Aalto, A. (1939) ‘Mairea’, Arkkitehti, no. 9. Republished in
Schildt, G. (ed.) (1997) op. cit. pp. 229-230.
19) Pallasmaa, J. (ed.) (1998) Villa Mairea 1938-39, Alvar
Aalto Foundation, Helsinki, p. 70. 설령 위의 글이 변명이라 할
지라도 그 언명은 이후 집합주택 디자인에 있어서 개개인에 대
한 더 융통성 있는 고려를 하는 데에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20) 일례로 뚜룬 사노맛 건물(Turun Sanomat Building,
1928-29)의 버섯형 기둥 열이나 빠이미오 결핵요양원(Paimio
Sanatorium, 1928-32)의 출입구 캐노피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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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적하듯이
알토의
‘정통
이성주의’(Orthodox
Rationalism)는 이 계획에서 절정에 달했다.22)
21) 이런 점에서 쉴트는 이 건물과 바이센호프 주택전시회에서
의 미스 빌딩과의 유사성을 이야기했고 꼬르뷔지에의 주택 이론
을 언급했다. Schildt, G. (1986) op. cit. p. 23.
22) Ibid. p. 259.

근대 집합주택 디자인의 또 다른 전통

3.3 新개인주의로의 여정: 1936~40
알토의 헬싱키 이주와도 맞물린 1930년대 중반, 그의
집합주택은 이 ‘정통 이성주의’의 영향에서 조금씩 멀어지

되고 더 넓은 조망을 얻을 수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정원 쪽 실내외 공간의 관계이다. 두 공간 사이에
옥외 식당공간을 둠

기 시작했다.23) 즉, 이 시기의 집합주택에서는 이성주의
적 경향과 유기적
경향이 혼재되어 나

으로 알토는 둘을 긴
밀히
연결시키고자
했다. 실내와 실외의

타난다. 가장 대표적
인 예는 수닐라 펄
프 공장 지역의 직

공간적
상호관입은
관념적 수준이 아닌
실제적 수준에서 일

원들을 위한 일련의
집합주택 블록들이
다. 이 주택개발은

어나는데 이는 알토
그림 12. Sunila 집합주택 남측 외관
의 자연에 대한 친밀
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 전이공간의 재료성(나무 널)은

1936년부터 50년대
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첫

‘원료성’(the raw)과 ‘가공성’(the cooked) 사이의 중재를
함축하기도 한다.
이 집합주택에서 ‘재료성’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슈

단계(1936-37)에 지
어진 블록 중 기술
자들을 위한 로우하

인데, 이는 ‘차가운’ 이성주의로부터의 소격(疏隔)이 다양
한 재료성에서 표현되기 때문이다. 위의 나무 널 이외에
도 알토는 출입구 바닥에 거친 돌판을 깔았고, 테라스와

우스는 다른 일자형 블록들과는 구
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섬에
있는 공장지대와 가장 가까이에 위

파고라에 목재 난간을 설치했으며, 희게 회칠한 울퉁불퉁
한 벽돌벽의 일부는 넝쿨식물로 뒤덮이게 했다. 이러한
벽면 처리에 대해 빠아빌라이넨(2001)은 다음과 같이 평

치한 이 블록은 다섯 개의 주호가
조금씩 엇갈리게 접하며 그 평면들
이 바다를 향하여 벌어지는 형상이

한다. “여기에 사용된 벽면 마감 기술은 그 벽을 부드러
우면서도 고르지 않게 만든다. 이것은 그 지역의 일반적
외관과 분위기에 주요한 효과를 준다. 대륙의 주택단지들

다. 이는 북동 방향의 내륙 쪽에서
건물로의 진입이 이루어지게 하고
남서 방향의 벌어진 정원 쪽으로는 경사진 해변을 향하

처럼 그렇게 차갑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는 더 따
뜻하고 실질적이다. 풍부한 덩굴식물 역시 그 파사드의
중요한 특징이다.”24) 비록 이 집합주택이 소규모이며 주

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배치와 주호의 결합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주 도로로
부터 블록까지의 진입이 용이하고 각 주호로의 동선이

어진 대지의 공간이나 각 주호의 넓이가 크게 제한적이
지는 않았지만, 이 디자인에서 알토가 성취한 바를 다른
동시대 건축가들의 집합주택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짧아지며, 정원 쪽은 이러한 출입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다. 블록 전체가 남쪽을 향해있어 햇빛을 최대한으로 받
을 수 있으며 바다를 향한 나은 조망을 얻을 수 있다. 그

그 특징들은 분명 알토의 ‘개인의 요구에 대한 보다 융통
성 있는 고려’와 자연 환경에 대한 민감한 반응에 기인한
다. 실제로, 자유로이 서있는 오브제로서의 다른 근대건

리고 이러한 전체 블록의 이점들은 각각의 주호에서 사
유화된다. 이 효과는 단위주택들이 비스듬히, 그리고 부
분적으로만 연결된 ‘엇갈린 결합’을 통해 가능해졌다. 블

축가들의 주택과는 달리 알토의 주택은 숲, 비탈, 물과 같
은 자연의 배경 없이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각 주호가
여타 주호와는 다른 독

록 전체가 정원 쪽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각 주호는 이웃
을 향하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
는 각 주호 정원 사이에 낮은 담장을 설치함으로 더 보

특성과 정체성을 지녔다
는 점에서, 그리고 일반
적 집합주택이 갖기 힘

강되어졌다. 그리고 각 주호의 출입구 쪽에는 파고라 벽
이 설치되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한 주호와 또 다른
주호를 구별해준다. 더욱이 가운데의 대칭이 되는 두 주

든 공간적 변화, 자연과
의 친밀성 그리고 재질
적 따뜻함을 지녔다는

호만을 제외하면 모든 주호는 서로 조금씩 다르다. 특히
동쪽 끝의 주호는 서쪽 끝의 주호에 비해 규모도 크며
더 많은 방을 가진다. 한편, 이 ‘벌어짐’의 제스처로 중앙

점에서 이 집합주택은
알토가 언급한 신개인주
의로의 지향을 시사한다.

의 세 주호 모두 하나씩의 비스듬한 벽을 갖게 되고 이
는 실내 공간의 미묘한 변화를 가져온다. 남서쪽으로 벌
어진 내부 공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태양의 경로를 좇게

이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이 시기 집합주택의 다른 예
로 카우투아 공업지역의 테라스하우스(1937-39)를 들 수
있다. 언덕 정상 주위의 급한 경사지에 설계된 네 동의

23) 비퓨리 도서관(1927-35)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유형의 건축
물은 이미 그 전부터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

24) Paavilainen, S. (2001) ‘Alvar Aalto - Modernist in Brick'.
In Sippo, H. (ed.) (2001) Alvar Aalto: The Brick, Alvar Aalto
Foundation, Helsinki, pp. 42-47.

그림 10. Sunila Engineer's Row-house
평면도, 1936-37 (아래 1층, 위 2층)

그림 11. 배치도

그림 13. Kauttua Terrace House,
19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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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하우스에서 주어진 자연지형의 악조건은 오히려
디자인의 이점으로 전환되었다. 각 주호별 독특성이 수닐
라에서 평면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카우투아에서는 층별

리고 모든 주호의 발코니 한 모서리를 외벽부에서 단이
지도록 함으로 조금이라도 외기에 접하는 면적을 넓혔는
데, 이는 인접 주호 간의 차별성에도 도움이 된다. 플라

로 나타난다는 것이 둘의 결정적 차이라 할 수 있다.

이히에 따르면 이 계획에서의 핵심 개념은 집합주택과
개인주택의 장점을 결합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결국 ‘보
호된 실내 정원’을 각 주호에 두는 것이다.26) 한 독일신

3.4 집합성 속의 개인성: 戰後 프로젝트
제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알토는 여러 집합주택 프로
젝트를 수행했으나 대개는 작은 규모였다. 1946년 스웨덴
의 하임달 주거 디자인은 전쟁 직후 그가 수주한 가장

문의 이 주택전시회에 관한 다음과 같은 머리기사는 알
토의 이 건물이 대중으로부터 가장 인기가 있었음을 보
여준다: “알토 건물, 모두에게 찬사 받다” (VON ALLEN

큰 프로젝트이다. 알토는 이 주택지구를 위해 6, 7층의
포인트 블록과 3층의 기다란 선형블록을 계획했다. 그는
이 안에 관한 글에서 6층 건물을 ‘매우 높은’

BEWUNDERT: AALTO BAU).27) 알토 자신 역시 이 디
자인에 꽤 만족한 듯하다. 왜냐하면 그의 캄페멘츠바켄
주택단지 공모 1등안(1958)은 이 블록 평면을 연속으로

(exceptionally high) 것으로 여기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자연으로의 직접적 접근이 가능한 저층 주거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고층 주거가 피할 수 없다

배치한 것이었으며, 이듬해의 까르후사아리 단지계획을
위해서도 이를 조금 변화시킨 평면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면 ‘그것은 반드시 ... 훨씬 엄격
한 건축적 요구에 부응해야하며,
미적으로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더 강한 의식을 표해야한다’고
강조했다.25) 이는 경제적 이유
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디

그림 16. Hansaviertel Interbau Exhibition, Aalto Block, 1957

자인에서의 ‘매우 높은’ 주거동
들이 그가 이야기한 ‘미적, 사회
적 책임’을 지녔다는 우회적 표

독일 브레멘 ‘노이에 파아’(Neue Vahr)의 22층 아파트
블록(1958-62)은 알토의 저층주거 선호에 크게 모순된다.
비록 그가 이성주의의 영향 하에 14~18층 규모의 주거

현이다. 여기에서도 그는 자연지
형을 최대한 이용했는데, 오목한
지대에 포인트 블록을 두고 그

블록을 계획한 바가 있긴 하지만, 8층의 한자피어텔 아파
트가 당시까지 실행된 최고층 아파트였다. 그는 이전의
주거 높이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약간 수정하여, ‘고층주

건물의 3층과 불룩한 지대 사이
에 접근로로서의 다리를 연결했다. 따라서 불룩한 지대를
기준으로 볼 때 6, 7층 건물도 3, 4층의 건물과 같은 높

거는 가족이나 장기간의 거주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지만
시내 중심에 거주하는 독신자나 젊은 커플을 위해서는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28) 이 아파트의 각 주호는 서로

이가 되는 것이다. 한편, 이 포인트 블록은 길쭉한 중앙
홀을 중심으로 한 부채꼴의 평면형으로 한 층에 스튜디
오 플랏에서 2-침실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제각기 다른

다른 쐐기모양이며 전체 블록은 넓게 펼쳐진 부채꼴이다.
전면창과 발코니로 된 서쪽 면을 통해 각 주호는 채광이
나 외기에 접하게 되고, 거주자들은 각 층 코어의 공용실

다섯 유형의 주호를 갖는다. 이 디자인에서 우리는 그가
1930년을 전후로 지녔던 집합주택에 있어서의 이성주의
적 관념에서 이미 한참 멀어졌음을 보게 되는데, 이 프로

및 1층과 지붕층의 근린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아파
트 설계의 가장 뛰어난 점은 엄격한 ‘직각’으로부터의 성
공적 탈출이다. 플라이히는 이 부채꼴 평면을 ‘작은 아파

젝트는 알토의 계획으로부터 상당히 수정되어 지역 건축
가에 의해 실행되었다.

트에서 늘상 경험하는 억압적이고 닫혀진 느낌을 피하려
는 노력’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라 기술하며, 이는 거주자에
게 ‘해방의 느낌’을 준다고 평한다.29) 이러한 부채꼴 평면

그림 15. Heimdal project,
point block, 1946

그림 14. Heimdal project, 주어진 지형을 살린 배치

1957년 서베를린의 재활을 위해 열렸던 한자피어텔 주
택전시회(Hansaviertel Interbau Exhibition)에 초청된 알
토는 새로운 유형의 집합주택 블록을 제시했다. 이는 전
체 블록이 짧은 U 자형을 이루며 양 날개의 각층에 다섯
주호씩을 배치한 평면형으로서, 두 날개의 접합부분이 살
짝 휘어 건물 전체가 일직선 축으로부터 벗어나있다. 그
25) Aalto, A. (1946) ‘Building Height as a Social Issue’,
Arkkitehti, no. 7-8. Republished in Schildt, G. (ed.) (1997) op.
cit. pp. 206-209.

152

大韓建築學會論文集 計劃系 22권 7호(통권213호) 2006년 7월

형은 알토의 집합주택 디자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채택이
되는데 스위스 루체른의 ‘쇤뷜’ 아파트(1965-68)와 뽀르보
에 계획된 ‘감멜바카’ 집합주택(1966)이 대표적인 예이다.

26) “The conventional small corridor-like balconies were here
transformed into patios around which the rooms of the
apartments were grouped. This grouping around the open-air
room created an intimate, private atmosphere.” Fleig, K. (ed.)
(1963) Alvar Aalto: Band I 1922-62, Verlag für Architektur
Artemis, Zürich, p. 168.
27) Schildt, G. (1991) Alvar Aalto: The Mature Years, Rizzoli,
New York, p. 189.
28) Ibid. pp. 195-197.
29) Fleig, K. (ed.) (1963) op. cit. p. 262.

근대 집합주택 디자인의 또 다른 전통

알토에게 있어서 집합주택 디자인이 가질 수 있는 가
장 큰 위험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단조로운 주택을 양산
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이에 대한 대응책은 가능한

는 발코니 쪽 - 대개의 경우 남쪽 - 으로 펼쳐진 부채꼴
평면을 채택하였다. 더불어 단위 주호가 코어에서부터 바
깥을 향한 방사상으로 뻗어나가는 이 형태는 사적 공간

한 다양한 유형의 주호를 창조하는 것이었다.30) 지금까지
서술한 이 시기의 프로젝트는 이러한 그의 신념을 잘 반
영한다. 이것이 건축을 통해 근대 대중사회의 집합성 속

의 해방을 상징화함과 동시에, 엄격한 직각에서의 탈피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한다. 이 평면형은 세 번째 이
점인 코어에서 주호로의 쉬운 접근과 짧은 동선을 위한

에서도 개개인의 독특성을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다.

방법이기도 하다 (예: 노이에 파아). 부채꼴의 안쪽에 코
어가 놓이기 때문에 거주자는 길고 어두운 복도를 걸을
필요가 없게 된다. 넷째, 그는 한 집합주택의 블록이나
단지에 가능한 한 많은 유형의 주호를 설계하려 시도했
다. 그 크기와 형태의 변이는 각 주호의 특수성을 강조하
며 그것에 단일주택의 특징들을 부여한다. 단이 진 모서
리는 파사드에서 각 주호를 쉬이 식별케 하고, 정원과 같
은 발코니는 지상층 개인주택에서의 분위기를 창출한다
(예: 한자피어텔). 다섯째, 다양한 재료의 적절한 사용은

그림 17. Neue Vahr Apartment 평면, 1958-62

그림 18. 외관

4. 알토의 집합주택 디자인 전략

텍스춰의 따뜻함을 더함으로 공간의 가치를 고양시킨다
(예: 수닐라, 카우투아). 특히 근대적 대량생산 재료와 함
께 벽돌, 목재, 돌, 심지어 넝쿨식물까지 활용함으로 그는
거주자로 하여금 자연에의 초점을 잃지 않게 했다.

“아버지는 벽돌공, 어머니는 대학교수, 딸은 영화배우,
아들은 훨씬 못한 직업을 갖는 것이 근대사회에서는 최
소한 이론적으로나마 가능하다. 분명 이들은 각자가 방해
받지 않으며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특별한 요구를 갖는
다. 근대의 주택은 반드시 이러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31) ‘최소주거’를 지지하며 썼던 이 1930년의 글에서도 우
리는 주거문제에 있어서 개개인의 특성을 중요시하는 알
토의 자세를 분명히 읽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본 논고
에서 고찰한 1930년대 중반 이후 알바 알토의 집합주택
은 각 주호의 개별성을 존중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더불
어 각 공간의 질적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로 인해 전형적
이성주의 건축의 집합주택과 구별된다. 그의 집합주택이
갖는 특성들은 다음과 같은 디자인 접근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첫째, 그의 디자인은 ‘흙’으로부터 시작된다. 대
지와의 긴밀한 ‘대화’는 건물이 어떠해야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지형을 따르며 그것을 최대한
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은 ‘흙’, 즉 자연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케 한다 (예: 수닐라, 카우투아, 하임달). 둘째, 너무
당연하지만, 방위설정(orientation)은 알토에게 매우 실제
적이며 중요한 조건인데, 이는 그것이 실내외의 관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더 나은 일조나 조망에의 의지
는 그에게 있어서 방위설정의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 그
30) “The principal danger in social housing construction is to
produce monotonous housing by unreasonably cutting costs.
One way to counteract this is to use as many different house
types as possible.” Fleig, K. (ed.) (1978) Alvar Aalto: Band
III, Verlag für Architektur Artemis, Zürich, p. 50. 비록 실현되
지는 못했으나 이러한 신념을 반영하는 단지 규모의 예로 이태
리 파비아 근교의 주택단지 계획(1966)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그는 MIT 기숙사, 수닐라 집합주택, 쇤뷜이나 감멜바카 아파트
등에서 변형된 다양한 유형의 주거 블록을 배치했다. 그러나 한
단지 내에서 블록들이 지나치게 다변화된 사실은 그의 건축이
후기로 가며 다소 매너리즘화되었음을 드러낸다.
31) Aalto, A. (1930) op. cit.

알토가 디자인한 집합주택의 이러한 특징은 결국 ‘사람
이 중심에 설 때에만이 진정한 건축이 존재 한다’는32) 그
의 신념의 결과이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보편성이 근대
문화에 가장 부합되고 건설적 편의성이 공간적 가치에
앞선다고 믿었던 도구화된 이성주의자들의 생각과 차이
점을 보이고, 통일성이 평등성을 의미한다는 사회주의적
신념과도 멀어져 있다. 또한 알토적 디자인법은 계산기의
고밀도 결과에만 의존하는 과학 결정주의적 사고에 경고
를 보낸다. 대신 그는 자신의 집합주택에서 물리적 차원
뿐만 아니라 심리적 차원에서까지 공간의 질을 높이려
노력했다. 이를 통해 그는 모든 사람은 아주 작은 아파트
에서조차도 ‘최대한의 삶’(maximum living)을 즐길 권리
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며, 대량으로 생산되는 주택에서도
개인의 요구는 융통성 있게 고려되어야한다고 강변한 것
이다.
5. 결론
이 연구는 근대 집합주택 디자인의 주된 흐름 속에서
근대 합리성의 긍정적 측면 이면에 이성이 도구화된 점
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알토의 건축을 차별된 전통으로
제시함으로, 그의 이성주의에 대한 반작용을 통해 현대건
축에서의 새로운 신테제(Synthese)를 암시하였다. 이러한
알토 집합주택의 가치는 근대 주거사에 있어서도 충분한
조명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알토 자신의 건축 가운데
에서도 일관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집합주택의 흐름은
오히려 그의 건축의 변천과정을 다른 건물유형보다 더
명확히 드러내준다. 요컨대, 이성주의 건축과의 만남으로
북유럽 고전주의적 성향을 벗어났던 알토는 다시 이성주
32) Aalto, A. (1958) ‘Instead of an Article’, Arkkitehti. Cited
in Reed, P. (ed.) (1998) Alvar Aalto: Between Humanism and
Materialism,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p. 11.

大韓建築學會論文集 計劃系 22권 7호(통권213호) 2006년 7월

153

김현섭

의를 탈피해 유기적 특성을 띠게 되고, 후기로 갈수록 더
욱 자유로운 건축어휘를 사용하게 된다. 집합주택에서는
이것이 각 주호에 개별적 독특성, 즉 개인주택과 같은 장
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알토의 집합주택은 전술한 장점이나 독특성에
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그가 활
동했던 핀란드라는 나라가 갖는 주택문제는 공업화와 도
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던 독일과 같은 다른 중앙 유
럽의 나라들에 비하면 그 심각한 수준이 덜 했다. 이로
인해 알토에게 주어진 집합주택의 대지는 비교적 여유가
있었고, 낮은 인구밀도는 핀란드에 고층주거의 필요를 절
실히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많은 계획안에도 불구하고,
마이가 프랑크푸르트에서 행했던 것과 같은 ‘대규모’ 주택
단지를 실제 실현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도시적 규모에서
그의 집합주택 디자인에 대한 검증이 여전히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그와 유사한 디자인 성
향을 가진 독일 건축가 한스 샤로운(1893-1972)에게서 극
복의 실마리를 볼 수 있다. 휴고 해링의 유기적 건축이론
을 공유했던 샤로운은 베를린의 지멘슈타트 주택단지
(1929-32)나 샤를로텐부르크-노르트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주택단지(1956-61)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슈
투트가르트에 세워진 ‘로미
오와 줄리엣’(1954-59)이라
는 두 동의 고층아파트에
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개별 주호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집합주택 블록들을
선보여 찬사를 받기도 했
다.33)

그림 19. 'Julia' (Juliet) 평면도,
Hans Scharoun, 1954-59

그러나 알토의 집합주택 유형이 부딪치는 근본적 한계
는 일반화, 보편화에의 요구이다.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어디에나 재빨리 지어질 수 있는 표준화와 합리화
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이성주의의 유혹이
다. 둔각과 예각이 수시로 교차하고, ‘1mm보다도 작은 모
듈’이 나타나는 알토의 도면은34) 분명 신속한 대량건설에
위배되는 비효율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건축 프로젝트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건물이 다 지어진 시점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경제성과 효율성을 바
탕으로 지어진 수많은 집합주택 프로젝트가 비인간성의
문제, 환경파괴의 문제, 그리고 범죄다발의 문제 등 심각
한 사회문제를 야기함을 알고 있다. 알토가 이야기하듯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다. 바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중시했던 것이 그가 자신의
집합주택 프로젝트를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며, 또
다른 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의 건축가에게도 요구되어지
33) 샤로운의 집합주택을 비롯한 전반적 건축에 대해서는 다음
을 참고하시오. Blundell Jones, P. (1995) Hans Scharoun,
Phaidon, London.
34) Wickberg, N. E. (1979) ‘Finnish Architecture in the Early
1900’s and Alvar Aalto'. In Mikkola, K. (ed.)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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