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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how the Finnish modern architect Alvar Aalto's (1898-1976) works were adopted and
transformed in the contemporary context, through a study of the Aveiro Library (1988-95) skylight by the Portuguese architect
Alvaro Siza (1933-). The Aveiro skylight is the 'Viipuri-type skylight' based on that of Aalto's Viipuri Library (1927-35), which
arrayed a series of circular skylights to introduce diffused indirect light to the interior. In the Aveiro, however, the artificial
lamps above the skylights were modelled on Aalto's later design elements after the Viipuri, and the dome-like curved ceiling as
well as the conical light-tube protruding above the roof illustrate Siza's will to a creative transformation. Likewise, Siza's
Viipuri-type skylights are continually evolving in his later projects. Nevertheless, despite the two architects' similar use of the
skylight, we can notice there not only that Aalto still emphasised the modernist rationality while the contemporary Siza argues
for the symbolic value of light; but also that the systems in Viipuri and Aveiro have different details conditioned by the
respective regional contexts. In conclusion, this research supports the continuity of the 20th century architectural development and
implies cross-fertilisation of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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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60년대 이후 현대건축의 흐름은 크든 작든 대개가
근대 기능주의 건축에 대한 반동으로부터 출발한다. (근
대건축과 현대건축을 시기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한 사안이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20세기 전반, 혹은
1960년대 이전을 근대로, 그 이후를 현대로 규정하도록
한다.) 1966년 로버트 벤츄리의 『건축의 복합성과 대립
성』과 알도 로시의 『도시의 건축』이 출판된 일이나,
『포스트모던 건축의 언어』(1977)에서 1972년 세인트루
이스의 프루트이고 아파트블록의 철거를 근대건축의 사
망선고로 본 찰스 젱크스 견해는 그 반동의 가장 뚜렷한
선례다. 프레드릭 제임슨이 사회문화 전반에 대해 지적하
듯,1) 그리고 마이클 헤이즈(1998)가 현대의 건축이론에
대해 이야기하듯,2) 1960년대를 전후로 건축문화의 지형도
* 고려대 건축학과 조교수, 건축학박사
(교신저자, 이메일 : archistory@korea.ac.kr)
** 고려대 대학원 석사과정
1) "The 1960s are in many ways the key transitional period."
Fredric Jameson, 'Postmodernism and Consumer Society', in
Hal Foster (ed.), 1998, pp. 127-144(129)(초판 1983).

는 큰 차이를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이 중대함
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을 강조하는 일은 근대건축과 현대
건축 사이의 단절에 대한 인식만을 지나치게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근대건축이 전통과의 단절을 표방했으나 실
상 그것의 자양분으로부터 자라났듯, 현대건축도 근대건
축과의 단절만이 아닌 연속적 흐름 가운데 발전되어 왔
음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건축가들이 ‘본질적
으로 항상 같은 것’을 도외시하고 ‘다른 것’만을 추구하고
있음을 지적한 알도 반 아이크의 언설(1959)은3) 건축의
연속성에도 울림을 준다.
이런 견지에서 핀란드 근대건축의 거장 알바 알토
(Alvar Aalto, 1898-1976)의 건축어휘가 포르투갈의 현대
건축가 알바로 시자(Alvaro Siza Vieira, 1933-)에게로 계
승되는 측면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데, 특히 다
음의 두 가지 이유로 그렇다. 첫째는, 알토 건축의 현재
적 유효성 때문이다. 이 유효성은 ‘복합성과 대립성’, ‘헤
테로토피아’ 등으로 규정될 수 있는 알토 작품의 포스트
2) K. Michael Hays (ed.), 'Introduction',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MIT Press, Cambridge MA, p. ix.
3) Aldo van Eyck, Otterlo CIAM statement, 1959. Cited in
Kenneth Frampton,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Thames & Hudson, London, 1992(3rd ed.), p. 276.

大韓建築學會論文集 計劃系 제27권 제11호(통권277호) 2011년 11월 231

김현섭․곽 승

모던적 감수성의 측면, 그리고 그것이 내포한 건축과 몸
의 현상학적 교감에 대한 현대적 관심 증대의 측면에 기
인한다.4) 둘째 이유는, 시자의 건축이 알토의 건축을 명
백히 계승했다는 사실에 있다. 알토 건축에 익숙한 이들
이라면 누구나 시자의 건축이 발산하는 알토의 체취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케네스 프람턴(2000)은 시자의 건
축을 다양한 영향관계와 더불어 통시적으로 조망한 뒤,
그의 ‘궁극적 모델’이 바로 알토라 단정 지었다.5) 근대건
축과 현대건축의 두 거장이, 시대적 차이뿐만 아니라 북
구와 남구라는 지역적 차이도 뛰어넘어 공유하는 폭넓은
건축어휘는 간과되기 쉬운 20세기 건축의 연속성을 다시
금 일깨워주며, “건축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시자의 주장(1995)도6) 반 아이크를 반향 함과 동시에 이
를 확증해준다.
요컨대, 이 연구는 알바 알토의 건축어휘가 현대적 상
황에 어떻게 차용되고 계승되는지에 대한 단면을 알바로
시자의 작품을 통해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선
례의 창조적 변형이라는 건축가의 전형적 작업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근대건축과 현대건축 사이의 차이점 및 연
속성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한편, 시자에
대한 알토의 영향은 다중적이기 때문에 뚜렷한 분석의
대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시자의 아베이로
도서관(1988-95) 천창이야말로 알토의 영향을, 즉 그의
비퓨리 도서관(1927-35) 천창의 영향을 가장 명쾌하게 드
러내는 증거라 간주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아베이로에
차용된 비퓨리 타입의 천창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전
개해나갈 것이며, 천창의 디테일을 빛의 유입현황과 조형
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그 핵심적 방법이 된다. 마지
막으로는 두 건축가의 빛에 대한 태도가 비판적으로 비
교 고찰될 터인데, 우선 시자에 대한 알토의 영향을 개괄
하도록 하자.
2. 알바로 시자에게 전승된 알바 알토의 유산
알바 알토가 동시대 건축가들이나 현대의 건축가들에
게 미친 영향을 간단히 요약하기란 불가능하다. 프람턴
(1998)이 상술했듯 그의 유산은 핀란드 내에서는 ‘유기적
계열’과 ‘구성주의적 계열’의 건축가군 모두에게 전승되었
고, 해외에서는 외른 웃존, 콜린 세인트 존 윌슨, 로버트
벤츄리, 라파엘 모네오, 알바로 시자 등을 포함한 수많은
유력 건축가들이 그에게 빚지고 있다.7) 이 가운데 시자는
4) Hyon-Sob Kim, 'Alvar Aalto and Humanizing of
Architecture', 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 Vol. 8, No. 1, May 2009, pp. 9-16.
5) Kenneth Frampton, 'Architecture as Critical
Transformation: The Work of Álvaro Siza', Álvaro Siza:
Complete Works, Phaidon, London, 2000, pp. 11-65(55).
6) Alvaro Siza, 'Fragments', Speech at UIMPS, 21 June 1995.
Published in Antonio Angelillo (ed.), 1997, pp. 31-34(32).
7) Kenneth Frampton, 'Legacy of Alvar Aalto: Evolution and
Influence', in Peter Reed (ed.), 1998, pp. 11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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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알토의 상속자라 할 수 있겠다.
알바로 시자는 1949~55년 포르토의 ESBAP (Escola
Suoperior de Belas-Artes do Porto; 현 포르토 건축대
학)에서 건축을 공부했고, 그곳 스승이었던 페르난도 타
보라(Fernando Távora, 1923-2005)의 사무실에서
1955~58년 실무를 익혔는데, 알토의 영향은 이미 당시의
학창시절로부터 시작됐다. 대학 입학 후 구입한 프랑스의
대표 건축지 『L'Architecture d'aujourd'hui』 몇 권 가
운데 하나가 알토를 특집으로 다뤘는데, 그 가운데 MIT
기숙사의 곡선이 그에게는 깜짝 놀랄 정도로 인상적이었
다고 한다.8) 당시까지만 해도 르 꼬르뷔지에에 비해 알토
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1950년대 포르
투갈(을 비롯한 남유럽)과 그의 건축학교에서 알토의 영
향은 지대해졌다. 이곳의 전후 재건 사업이 공업화되었던
중부유럽(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과 달리 오히려 지리
적으로는 멀지만 공업화가 더뎠던 핀란드의 상황과 유사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시멘트를 구하기보다 장인의
목재사용이 훨씬 유리했던 산업구조는 건축의 양상을 결
정짓는 중요한 인자였다.9) 이러한 분위기는 스승 타보라
에게서 이미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CIAM의
포르투갈 그룹을 대표했던 그가 50년대 중반 토착건축에
대한 연구 이후, 자신의 근대건축에 북포르투갈의 지역색
과 더불어 알토적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10)
당시 타보라에게 수련을 받던 시자에게 알토의 건축어휘
는 더욱 가깝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미 출판물을 통해 알
토를 접했던 시자와 포르토의 동료들은 1968년 해외여행
이 자유화되자 유럽의 북부를 향한 답사를 떠났으며, 페
에라 골드만에 따르면 핀란드의 알토 건물을 보는 것은
여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11)
이러한 상황과 발맞추며 시자는 초기작에서부터 알토
적 건축어휘를 짙게 반영했다. 타보라에게 독립한 뒤 시
작한 첫 번 프로젝트인 보아노바 레스토랑(1958-63)은 이
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시자는 이 작품을 위해 알토의
메종 카레(1956-59)를 직접적으로 참조했다고 술회한
다.12) 둘을 비교컨대 가장 핵심적인 공통 요소는, 현관홀
로의 진입 이후 주 공간(각각 거실과 식당)으로 가기 위
해 계단을 따라 내려가야 하는 동선이다. 이러한 층고 변
8) Siza's interview with Y. Futagawa. Yukio Futagawa,
Álvaro Siza, GA Document Extra 11, GA International,
Tokyo, 1998, pp. 12-13. 『L'Architecture d'aujourd'hui』의
1950년도 4월호가 「Exposition des oeuvres d'Aino et Alvar
Aalto: Architectes finlandaises」라는 제목으로 알토의 작품을
소개한 바 있는데, 시자가 본 것이 이것일 가능성이 있다.
9) Siza's interview with P. Jodidio, Porto, May 1998. Philip
Jodidio, Álvaro Siza, Taschen, Köln, 2003, pp. 26-28.
10) Frampton, 2000, p. 12 & 62.
11) Ibid.
12) Siza's interview with William Curtis, December 1998, 'A
Conversation [with Alvaro Siza]', in Alvaro Siza 1958-1994,
El Croquis, El Croquis Editorial, Madrid, 2000, pp.
230-245(244). 불행히도 프람턴(2000)은 이 중요한 점을 간파하
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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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단경사의 지붕에 따른 천장의 하강곡선과 일치한다.
더불어 알토의 대표적 건축어휘인 ‘등고선형(contour)’ 외
부 계단이 보아노바에서 자유로운 대지조각(earth
sculpture) 및 가지런한 테라스 계단으로 분화했다. 그리
고 메종 카레에 나타나는 요소는 아니나 보아노바의 평
면구성이 지형에 맞게 직교좌표를 벗어난 이완된 공간을
갖는 방식은 전형적인 알토의 건축성향이다.

알바 알토 유산의 현대적 차용과 변형에 관한 연구

비록 한 인터뷰에서 시자가 자기 작품을 위한 알토의
영향은 수많은 영향관계의 일부일 뿐이라 항변하지만,16)
알토를 언급하지 않고 시자를 논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시자에 대한 진지한 연구자라면 누구든지 알토에 대해
물었던 것이17) 이를 방증한다고 하겠다.
3. 시자의 아베이로 천창: 알토 어휘의 차용과 변형
서론에서 언급했듯, 시자에게 전승된 알토의 유산 가운
데 천창이라는 요소는 그 영향관계를 가장 명쾌하게 보
여주는 증거다. 특히 아베이로대학교 도서관의 천창은 한
눈에 보아도 알토의 천창을 연상시키며, 시자 자신도 알
토 선례의 차용을 인정한다.18) 이 같은 천창을 통한 알토
의 빛의 사용이 어떻게 시자에게 차용되고 변형되는지
고찰토록 하자. 그 출발점은 비퓨리 도서관이다.
3.1 알토의 비퓨리 도서관 천창 및 비퓨리 타입 천창

그림 1. 시자, 보아노바 레스토랑 전경 및 현관홀, 1958-63

그림 2. 알토, 메종 카레 전경 및 현관홀, 1956-59

그러나 이 사례는 시자 건축에 나타난 알토의 영향을
볼 수 있는 단편일 뿐이며, 두 사람의 건축작업이 공유한
점을 포괄적으로 고찰한다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
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앞서 알토 건축의 특성
으로 언급했던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라는 개념인데,
이로써 시자의 건축어휘 역시도 상당 부분 아우를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이 용어는 알토를 설명하기 위해 데미
트리 포피리오스가 푸코를 차용하여 사용한 말로서, 호모
토피아적 통일성이라는 근대적 이상을 버리는 대신 이질
적 요소들의 ‘불안정한 일치’를 추구함을 뜻한다.13) 직각
의 그리드를 벗어난 공간체계로 범위를 좁힌다면, 그 개
념은 ‘비투시도적 공간’으로도14) 설명될 수 있다. 둘째는,
1980년대 초부터 프람턴이 주창해온 ‘비판적 지역주의’가
내포하는 지역성과 현대성의 역설적 융합이다. 장소성,
텍토닉, 촉각성 등 이 개념의 ‘비판적 카테고리’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은 두 건축가의 작품에 잘 나타나는데, 실제
로 프람턴은 이 표제어 하에 두 사람의 건축을 결속시킨
다.15) 한편, 알토와 시자는 이러한 큰 개념뿐만 아니라
외벽의 백색 마감을 선호한 점, 목재나 대리석 등 재료
사용에 민감했던 점, 때때로 구상적 형태가 매너리즘적으
로 표출된 점, 본고의 주제인 빈번한 천창의 사용 등과
같은 세세한 공유점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13) Demetri Porphyrios, Sources of Modern Eclecticism: Studies
on Alvar Aalto, Academy Edition, London, 1980, pp. 2-4.
14) Peter Blundell Jones, 'From the Neo-Classical Axis to
Aperspective Space', Architectural Review, March 1988, pp.
19-27.
15) Frampton, 'Critical Regionalism: modern architecture and
cultural identity', op. cit., 1992, pp. 314-327.

그림 3. 비퓨리 도서관 강의실 및 열람실

1927년부터 설계가 시작되어
여러 단계의 디자인을 통해 1935
년에서야 완공된 알토의 비퓨리
시립도서관은, 고전주의에서 기능
주의에 이르는 그의 전환기적 성
그림 4. 비퓨리 도서관 향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례다.
천창 외관
비퓨리 도서관에서 알토가 연마
한 자기 브랜드의 두드러진 건축어휘라면 강의실의 파동
치는 천장, 그리고 열람실-대출실이 있는 상층부 공간의
천창이다. 본고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후자인데, 단차가
있는 열람실과 대출실은 양쪽 모두 5열 6행의 정연한 원
형 천창 배열을 갖는다. 그리고 각각의 천창은 바닥면
1.8m 직경의 원추형으로 실내로의 직사광선 차단을 위한
충분한 깊이를 보유한다. 독서하는 이들에게 그림자 없는
균일한 빛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천창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 이는 알토의 두 가지 스케치(그림 8)
에 잘 나타며, 그 첫째는 낮 동안의 빛(daylight)이 어떻
게 도서관 내부로 유입되는지를 보여주는 스케치다. 비록
16) Siza's interview with Jodidio. 이런 측면 역시 한 사람만의
영향을 논하길 거부했던 알토를 닮았다. Aalto's interview with
Göran Schildt, cited in Juhani Pallasmaa, Alvar Aalto: Villa
Mairea 1938-39, Alvar Aalto Foundation, Helsinki, 1998, p. 78.
17) 본고가 참조한 모든 시자 연구자는 그와 알토를 결부시킨다.
18) "This concept of using light is a solution Alvar Aalto
used in his libraries. If there are good precedents, you learn
from them and use them." Siza's interview with Futagawa.
Futagawa, 1998,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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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타입으로 규정하는 까닭은 비퓨리 이후에도 지속적
으로 이런 유형의 천창이 재등장하며 그 디테일을 진화
시켜나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퓨리 타입 천창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5. 천창(좌)과 인공조명(우)의 간접광을 설명하는 스케치

알토가 정확한 수치를 기입하지는 않았지만 천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일관된 사선으로 표시된 것은 하지의 태
양고도를 뜻하는 것으로서(북위 60.7°에 위치한 비퓨리의
최고 태양고도는 52.8°), 이 빛줄기들은 모두 반사를 통해
서만이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 좌측 두 번째 천창의 수
직 빛줄기는 직사광이 아니라 이미 대기 중에서 산란된
천공광(天空光)이라 하겠다. 독서자의 모습 아래 적어둔
‘no reflex(반사 없음)’, ‘no shadow(그림자 없음)’라는 메
모 역시 알토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한다. 두 번째 스케
치는 밤이나 일광이 부족할 때를 위한 인공조명(artificial
light) 도해다. 알토는 양쪽 벽에서 각각 천창 하나를 건
넌 지점의 천장에 인공조명을 삽입했고, 이들을 벽에 부
딪쳐 반사시킨다. 즉, 전등빛마저도 현휘를 없애고 가급
적 균일한 조도를 얻고자 간접광으로 설계한 것이다. 이
스케치에도 마찬가지로 ‘no reflex’, ‘no shadow’라는 메모
가 적혀있다. 1940년에 출판한 「The Humanizing of
Architecture」라는 글에서 알토는 비퓨리 도서관 천창의
온화하고 균일한 간접광이 얼마나 독서에 적합한지, 따라
서 얼마나 ‘기술적으로 합리적’이며 ‘인간적으로도 합리적’
인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19)
알토는 이러한 천창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었
을까? 연구자들은 알토의 멘토로 여겨졌던 아스플룬트의
스톡홀름 도서관(1921-28)에서 일부 영감의 원천을 찾기
도 하고, 혹자는 하콘 알베르크의 고텐부르크 예술수공예
전시회관(1923)에까지 그 참조의 가능성을 열어둔다.20)
여러 정황을 고려컨대 이러한 의견에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더욱 중
요한 것은 알토가 그 아이디어의 씨앗을 새로운 요구에
맞게 변용했다는 사실이며, 특히 고전주의적 원천이 근대
적 작품에 하나의 전형으로 정착했다는 사실이다. 알토가
비퓨리 도서관에서 사용한 그리드에 따른 일련의 원형
천창을 ‘비퓨리 타입 천창’이라 정의하도록 하자. 이를 하
19) "The round skylights are technically rational because of
the monopiece glass system employed. ... This system is
humanly rational because it provides a kind of light suitable
for reading, blended and softened by being reflected from the
conical surfaces of the skylights." Alvar Aalto, 'The
Humanizing of Architecture', 1940. Reprinted in Göran Schildt
(ed.), 1997. pp. 102-107.
20) Paul David Pearson, Alvar Aalto and the Inernational
Style, Whitney, New York, 1978,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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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아스플룬트, 스톡홀름 도서관 초기안 및 최종 모습

(1) 비퓨리 천창 그대로의 적용: 이 유형은 비퓨리 천
창이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서 이와 동시에 진행된 국립
전시관 응모안(1934)이나 이후의 탈린미술관 응모안
(1937), 헬싱키대학 도서관 확장안(1937) 등이 그 예이다.
(2) 천창 외부에 루버 설치: 원형 천창 외부에 루버를
달아 남측에서 오는 직사광선을 막도록 계획한 유형으로
서, 지붕에 천창의 충분한 깊이를
얻기 어려울 경우를 위해, 더불어
루버를 조형적 요소로 사용하기
위해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1937
년 파리박람회의 핀란드관에서 이
유형이 실현됐으며, 마이레아 저
택(1937-39) 초기안의 갤러리에도
루버가 달린 원형 천창이 계획된 그림 7. 파리박람회
핀란드관 천창, 1937
바 있다.
(3) 천창 외부에 전등 설치: 비퓨리 천창의 외부 바로
위에 전등을 설치하여 자연
광을 보조하는 유형이다. 이
는 MIT 기숙사인 베이커하
우스(1946-49) 식당에 처음
시도되어 라우타탈로 빌딩
그림 8. MIT 기숙사 식당 (1952-55), 독일 볼프스부르
천창 및 인공조명, 1946-49 크 문화센터(1958-62) 등 이
후 건물에 빈번히 적용된다.
(4) 돌출된 유리 다각체 천창:
이 유형은 굳이 비퓨리 타입이라
명명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천창
이 원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형
태와 배열을 이루는 형국이다. 그
중에서 특히 천창이 하나의 유리 그림 9. 헬싱키 아카데미
다각체를 이루는 예가 독특하며, 서점 천창, 1966-69
국립연금국(1948, 1952-57), 헬싱키공대 본관(1955-64), 아
카데미서점(1966-69)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3.2 아베이로 도서관 천창의 비퓨리 반향 및 변형
아베이로대학의 도서관 프로젝트가 시작되던 1988년,
시자는 전술한 알토의 작품들을 잘 알고 있었음에 틀림
없다. 2장에서 서술했던 근거에 더해, 1983년 리스본과
포르토의 알바 알토 추모전에서21) 그의 전 경력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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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시회를 기해
시자가 출판한 「Alvar Aalto: Three Aspects at
Random」이라는 에세이가 알토 건축의 전반을 다루며
포르투갈에서의 그의 영향력을 서술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한 모국 건축학교들의 개혁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은 매
우 의미심장하다 하겠다.22)
시자 경력의 전체 가운데 아베이로 도서관은 그의 명
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가 하나 둘 위
탁되기 시작하는 시기의 대표작이다.23) 포르토의 남부 도
시 아베이로의 새로운 대학 캠퍼스를 위한 핵심 시설로
설계된 이 도서관은 가장 눈에 띠는 건축적 특성으로 남
서측 파사드의 물결치는 벽면과 지붕에 마련된 일련의
원추형 천창을 갖는다. 이 건축요소들은 알토의 비퓨리
도서관의 특성들과 정확히 대칭을 이룬다. 천창은 물론이
고 굴곡진 벽면이 파동치는 비퓨리 강의실 천장을 수직
적으로 번안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벽면은 마주보는 서쪽의
늪을 반향 하는데, 학창시
절의 그에게 강렬한 인상
을 줬던 찰스강을 향한
MIT 기숙사의 굴곡진 평 그림 10. 아베이로 도서관 입면
면도 연상시킨다.
아베이로의 천창은 열람실과 서가를 일련의 원형 천창
이 밝혀주고 있다는 면에서 전형적인 비퓨리 타입이라
말할 수 있다. 전술했듯 아베이로의 열람실에서 알토를
떠올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며, 시자도 좋은
선례의 사용을 당연시했다. 단, 이곳에서는 조금 더 큰
직경의 천창(2.35m)이 사용되었고, 대열람실만 볼 때 6행
으로 구성된 4열의 천창이 서로 엇갈려 배치됐으며, 양쪽
벽면의 천창은 각각이 서가와 책상으로 구성된 한 유닛
을 담당한다. 그리고 비퓨리의 천창이 (구분이 명확하진
않지만) 열람실과 대출실의 두 개 층을 비춘다고 한다면,
아베이로의 천창은 최상층인 4층으로부터 보이드 공간이
줄어드는 가운데 2층에까지 모두 세 개 층을 비추는 셈
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 요소들은 핵심적임에도 불구하
고 상대적으로 덜 눈에 띤다 하겠는데, 선례에 대한 보다
결정적인 시자의 변형 의지는 천창 빛통(빛이 유입되는
통) 혹은 입광구(入光口) 형태의 변화와 외부 전등의 추
가, 그리고 내부 천장의 곡면화에서 볼 수 있다.
21) 알토 사망 2년 후인 1978년부터 8년간, 헬싱키를 시작으로
알토의 건축, 가구, 회화, 조각 등 전 경력의 작품에 대한 세계
주요도시 순회전이 개최됐다. Göran Schildt, Alvar Aalto: A
Life's Work, Otava, Helsinki, 1994, p. 303.
22) Alvaro Siza, 'Alvar Aalto: Three Aspects at Random',
Jornal de Letras, Artes e Ideias, no. 51, February 1983, pp.
1-14. Republished in Angelillo (ed.), 1997, pp. 98-104. 1977년
6월의 『L'Architecture d'aujourd'hui』 알토 특집호에도 시자
의 글이 게재됐다.
23) 프람턴은 세투발 교육대학(1986-94), 포르토 건축대학
(1986-96), 갈리시안 현대미술센터(1988-93) 등과 함께 이 건물
을 ‘The New Monumentality’ 시기의 작품으로 분류했다.
Frampton, 2000, pp.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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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단면 및 최상층 평면: 곡면 천장과 천창 배열에 주목

그림 12. 도서관 실내 및 옥상에서 본 천창 배열

그림 13. 천창 상세: (a) 하지 태양고도 71°, (b) 인공조명 스탠드

(1) 천창 빛통의 형태: 비퓨리에서의 빛통은 원추형 부분
이 천장에 꼭 맞게 삽입되어 있고, 옥상으로는 납작한 원
형의 캡만이 살짝 돌출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비퓨리
의 천창은 외적인 조형성이 미미하며, 지상에서는 그 존
재를 알아차릴 수 없다. 반면 시자는 아베이로 도서관에
서 최상층 천장의 두께를 확보하지 않은 채 천창의 빛통
을 옥상으로 돌출시켰다. 그리고 그 원추형 빛통을 수직
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북측을 향해 살짝 기울였고, 마찬
가지로 그 유리면 역시 북쪽 하늘을 향해 약 60°의 기울
기로 서있다. 따라서 아베이로의 천창은 상당한 조형성을
가지며 지상에서도 일정 거리를 확보하면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퓨리와 아베이로에서의 천
창은 모두 직사광선을 피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베이로 천창의 단면 상세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그곳 최고의 태양고도인 71°까지의 빛줄기는 빛통의 깊이
로 인해 직접적인 유입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한편, 아베
이로에서 천창을 옥상 위로 돌출시킨 것은, 비록 형태는
다르나 3.1절에서 서술한 알토의 비퓨리 타입 천창 (4)번
유형과 연관되며, 직사광선을 피해 빛통을 북으로 기울인
제스처는 천창에 루버를 설치한 (2)번 유형과 같은 맥락
이다. 시자는 아베이로를 위해 비퓨리를 차용하되 알토의
다른 선례들에서도 적용점을 찾은 것이다.
(2) 외부의 인공조명: 아베이로 도서관에는 비퓨리의
경우와 달리 천창 바깥에 전등이 설치되어 자연광을 보
조한다. MIT 기숙사에서 보듯 알토의 (천창이 하늘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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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으로 바라본 것처럼) 외부 전등이 천창을 수직으로 비
추는데, 아베이로 천창의 인공조명도 기울어진 유리면을
수직으로 향하고 있다. 이 경우 전등 빛이 내부에 직접
유입된다는 사실은 직사광선을 피한다는 두 건축가의 의
도에 배치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빛의 성질이 다르므
로 전등을 점광원이 아닌 천공광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
다. 시자가 아베이로에 외부 인공조명을 사용한 것 역시
알토의 비퓨리 이외의 다른 선례를 차용한 좋은 예로서,
3.1절의 비퓨리 타입 천창 (3)번 유형에 해당된다.
(3) 내부 천장의 곡면화: 아베이로 도서관 열람실 천장
이 완만한 곡면으로 처리된 것은 (비퓨리 강의실 천장의
곡선을 상기시키긴 하나) 알토의 비퓨리 타입 천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어휘다. 시자는 이 프로젝트에 관
한 글에서 근대의 도서관이 ‘돔에 의해 칭송되는 상징적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는데,24) 이 곡면 천장을 통
해 그 가치를 회복코자 시도한 셈이다. 이렇게 볼 때 아
베이로의 천장은 아주 납작한 돔으로 여길 수 있으며, 돔
에 일련의 천창이 나있는 모습은 알토의 비퓨리에 영감
을 줬던 아스플룬트의 스톡홀름 도서관 초기안(그림 9)을
연상시킨다. 한편, 아베이로 곡면 천장의 평면이 직사각
형임을 생각하면, 시자의 이 디자인은 바로크식 펜던티브
돔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것이라 할만하다.
3.3 시자의 이후 작품과 비퓨리 타입 천창의 진화
아베이로에서 비퓨리 타입의 천창을 성공적으로 실현
한 시자는 이후의 여러 작품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변
형시키며 적용했다. 아베이로의 것과 거의 유사한 천창을
적용시킨 예는 이탈리아 산 도나 디 피아베의 디멘지오
네 푸오코 빌딩(Dimensione Fuoco Building)으로 아베이
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던 1993년에 시작되어 일부만
지어진 상태다. 여기에는 V자형 평면을 따라 아베이로와
동일한 형태의 천창이 2열로 배치됐고, 예각 모서리의 천
장과 지붕이 완만한 곡면을 이루어 아베이로의 납작한
돔을 일부 반향 한다. 그리고 헬싱키 현대미술관인 키아
즈마(Kiasma) 응모안(1992-93)에서는 비퓨리와 유사한
빛통의 천창을 선보이며 알토의 활동 무대에 대한 경의
를 표함과 동시에, 피라미드형 천창을 두 개소 설치함으
로써 원추형 빛통의 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후의 작
품에서는 지붕에 폭넓게 배열된 천창의 유형과 단일한
원뿔형 천창의 독립된 사용 등으로 그 적용이 확장된다.
포르투갈 아귀에다의 레비그레스 빌딩(Revigrés Building,
1993-97)이나 스페인 예다대학(University of Lleida)의
교육연구소(2002-08)는 단일한 원뿔형 천창을 사용한 예
고, 바르셀로나 리베라 세르바이요 체육관(Rivera
Servallo Sports Complex, 2003-06)에서는 원형 수영장과
사각형 경기장 돔 지붕에 각각 원형과 사각형의 천창이
배열된 예다. 이 경우에는 시자가 강조한 돔에 대한 상징
적 가치가 체육관 무주공간의 실용적 요구와 결합됐다
24) Alvaro Siza, 'Libraries', 1995, in Angelillo (ed.), 1997, pp.
1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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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사각형경기장의 돔 내부에는 스페이스프레
임이 설치돼 천창과의 직면을 지연시킨다.25)

그림 14. 디멘지오네 푸오코 빌딩(1993-일부 실현), 레비그레스
빌딩(1993-97), 세르바이요 체육관 수영장(2003-06)

4. 알토의 빛과 시자의 빛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처럼 알토의 비퓨리 천창과 비퓨리 타입 천창은 시
자에게 차용되고 변형되어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지속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서론에서 전제했던 근대건축과
현대건축 사이의 연속성을 함의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알토의 빛과 시자의 빛에
대한 보다 비판적 고찰의 여지가 남는다. 우선 우리는 알
토가 비퓨리 도서관에서 보여준 빛에 대한 태도와 시자
가 아베이로 도서관에서 보여준 그것에 어느 정도 차이
가 있음을 인지해야만 한다. 비록 도서관 공간이 실용적
목적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한 균일한 간접광의 연출을
필연적 공통분모로 했더라도 두 건축가의 강조점은 다른
데에 있었는데, 이를 ‘근대주의자의 합리성 對 현대건축가
의 감수성’의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비퓨리 도서관
을 통해 고전주의에서 기능주의로의 전환을 보인 알토에
게 (비록 그가 기능주의 시기에도 낭만적 감성을 충만히
보유했지만) 합리성에 대한 역설은 그를 국제적 근대주의
선구자들의 그룹에 편입토록 도와주는 근거가 된다. 물론
1940년의 아티클이 비퓨리에서 고려된 ‘기술적으로 합리
적인’ 것에 승하는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것을 강조하지
만 - 1940년엔 이미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전반에
이르는 기능주의에 대한 반성이 시작됨 - 여전히 그의
논리는 (명목상으로라도) 근대적 합리성에 상당부분 근간
한다.26)
반면, 비퓨리로부터 60년이 지난 후에 진행된 아베이로
프로젝트의 전제가 선례와 다른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시자는 아베이로 도서관에 대한 서술에서 근대 합리주의
에 대한 (특히 독일 에른스트 노이페르트로 대표되는 표
준화와 합리화의 건축에 대한27)) 반동을 선명히 보이며,
보다 경험적이고, 현상학적이고, 감성적인 빛을 이야기한
다: “근대의 도서관은 ‘다락방 같은’ 분위기를 상실했고,
돔에 의해 칭송되는 상징적 가치를 상실했다. ... 그것은
예기치 못할 정도로 높은 창문에서 내려오는 - 공기 중
25) 포르투갈 곤도마르의 다목적 체육관(2001-07)도 사각형 천창
배열과 스페이스프레임이 결합된 예다.
26) Aalto, 1940.
27) 노이페르트의 『Architects' Data』는 건축계획과 설계를 위
한 각종 데이터와 다이어그램과 수치를 집대성한 것으로 유명하
다(독어 초판, Bauentwurfslehre, Bauwelt-Verlag,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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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먼지로 물질화되는 - 황금빛의 분위기를 상실했는데,
이런 분위기는 작은 초록 전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효
율적 조명과는 항상 어울리지 않는다. ... 모든 것이 노이
페르트에 의해 체계화된 대로 실용적이고, 인체공학적이
고, 위생적이며, 균일하게 밝고, 정렬된다. ... 그러나 ‘무엇
인가’ 사라졌다. 아베이로 도서관의 설계는 - 비록 되찾
을 수 없었지만 - 그 무엇에 대한 갈구를 반영한다.”28)
이 같은 시자의 언설은 균일한 빛을 얻기 위해 천창을
애써 디자인한 그의 노력과 모순되는 듯하다. 그가 본질
적으로 얻고자 희망했던 바는 근대적 효율성 보다는 우
리의 기억 속에서 울림을 줬던 상징적 빛이었다. 다락의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한 줄기 빛과 그 명암을 배경으
로 부유하는 무심한 먼지의 현탁은 교회당 고측창으로부
터 쏟아지는 천상의 빛만큼이나 영화롭고 우리 영혼을
살찌울 게다. 즉, 시자가 갈구했던 바는 가스통 바슐라르
가 기록하는 ‘기억과 상상력’이 융합된 ‘공간의 시학’을29)
일깨우는 그런 빛이었을 것이다. 비록 합리적 현실과의
부득이한 타협으로 ‘황금빛의 분위기’를 얻는 데에 한계가
있었지만, 천창 빛통의 은유적 형태나 돔 공간의 현대적
구현만큼은 근대의 합리성을 뛰어 넘는 상징적 가치를
획득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시간적 격차로 인한 빛에 대한 태도 못
지않게 중요한 고찰의 대상은 두 건축가의 지역적 차이
에 기인한 것으로서, 북유럽의 알토와 남유럽의 시자가
다룬 빛의 질감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
다. 이는 다시 말해, ‘지역 빛의 질감 對 보편 문명의 빛’
이라는 측면에서의 논의라 할 수 있다. ‘지역 빛의 미묘
한 차이’를 중시했던 프람턴의 비판적 지역주의는 핀란드
와 포르투갈이 세계문명의 중심지로부터 벗어나있다는
동일한 ‘주변성’을 강조하나30) 두 건축가의 지역이 서로
다름에 대한 문제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듯 보인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비퓨리와 아베이로의
사례에서는 보편 문명의 빛을 원하는 도서관의 요구가
지역 빛의 가변성보다 우세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알토
와 시자가 지각하는 빛은 경험적 측면에서 다를 것이다.
핀란드와 포르투갈 같이 위도 차가 큰 조건이라면 빛이
서로 다른 질감, 즉 다른 밝기와 콘트라스트와 스펙트럼
을 가진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며, 더욱이 연중 낮과 밤
의 길이가 크게 바뀌는 북유럽과 그 차가 미미한 남유럽
에서 느끼는 빛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실존감은 상당히
28) Siza, 1995. 이 글만을 보면 아베이로 천창은 비퓨리의 것보
다는 오히려 반 아이크의 암스테르담 고아원의 돔과 거기에 설
치된 천창을 연상시킨다.
29) Gaston Bachelard, The Poetics of Space, Beacon Press,
Boston, 1994(불어 초판, 1958). 사실 이 같은 현상학적 건축해석
은 알토 작품에 대한 근래의 연구에 빈번히 등장한다.
30) 이 같은 프람턴의 지리적 관점에 따른 근접성과 주변성은
제임슨에 의해 비판받는다. Fredric Jameson, 'The Constraints
of Postmodernism', The Seeds of Time,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4. Republished in Neil Leach (ed.), 1997,
pp. 24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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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관건은 지역 빛의 미묘한 차
이가 실제 건축으로 얼마나 달리 표현됐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있다. 본고의 범위 내
에서라면 결국, 비퓨리와 아베이로 천창 빛통의 깊이와
형태가 각 지역 최고 태양고도를 기준으로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을 들어 그 표현의 다름을 설명
할 수 있겠다. 그 밖의 빛의 질감 차와 건축적 표현에 관
한 자세한 논의는 이후의 연구를 기약하도록 하자.31)
마지막으로, 알토의 천창에 영감을 받은 시자에 대한
고찰은 지역의 범위를 넘어선 문화의 흐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알토가 시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훨씬 이전부터 포르투갈이 속한 남유럽의
문화를 자기 건축요소로 흡수했다는 사실이다. 태양빛에
반짝이는 남유럽 지중해 연안의 백색 건축물들이 젊은
시절의 알토에게 동경됐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윌리엄 커티스는 알토 건축의 ‘지중해적’ 요소가 시자로
하여금 자신에 맞는 새로운 해석을 가능케 했다고 적는
다.32) 시자 역시 알토가 남쪽의 건축요소를 핀란드로 전
해줬다 말하며,33) 자신의 알토 건축 차용이 반드시 이질
적이지만은 않음을 넌지시 암시했다. 이 같은 배경은 알
토 건축과 시자 건축의 접점과 분기점을 보여주며, 더 나
아가 다른 문화의 만남과 융합이라는 것이 상호간의 작
용(cross-fertilisation)으로서 훨씬 복합적이고 다중적임을
입증한다.34)
5. 결론
이 연구는 20세기 후반 건축의 주요 흐름이 근대 기능
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출발했음과 그로 인해 근대와 현
대건축 사이의 단절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심화되어
왔음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건축의 본질은 변함없다는
반 아이크나 시자의 주장이 시사하듯, 현대건축이 실상
근대건축과의 연속적 흐름 가운데 발전되어왔음은 자명
한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본고는 핀란드 근대건

31) 빛을 ‘건물의 볼륨과 텍토닉의 가치를 드러내주는 주요 매개
자’로 볼 때(Frampton, 1992, p. 327) 빛의 질감은 그 빛이 부딪
치는 대상에 따라 결정적 차이를 보일 것이다. 루이스 칸이 말하
듯 “태양은 건물 옆을 비추기 전까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지 못하기”(Hale, 2000, p. 116에서 인용) 때문이다.
32) "'Mediterranean' ingredients in his [Aalto's] work
stimulated ... Alvaro Siza to make a fresh interpretation of
their own situation." William Curtis,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Phaidon, London, 1996, p. 462.
33) "Aalto came many times to Spain and North Africa and
Greece, and also a bit to Portugal. He brought many of these
elements of the architecture of these areas to Finland." Siza's
interview with Jodidio.
34) 이 같은 타문화 간의 교류는 시자가 희망하는 바였다.
"After the 'heroic period' of modern architecture, ... you
discover this cross fertilisation. ... I have a big hope in the
interchanges between different cultures." Siza's interview with
Cur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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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 거장 알바 알토(1898-1976)의 작품이 현대적 상황에
서 어떻게 계승되었는지를 포르투갈 건축가 알바로 시자
(1933-)의 아베이로 도서관(1988-95) 천창을 통해 보이고
자 했다. 알토의 근대건축이 포스트모던적 감수성과 근래
의 현상학적 교감에 대한 반향으로 인해 현재적 유효성
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시자가 알토의 건축을 명백히 계
승했다는 점이 두 건축가를 선택한 근거다.
아베이로의 천창은 시자도 인정하듯 알토의 선례로부
터 차용한 것으로, 알토의 비퓨리 도서관(1927-35)을 그
기원으로 한다. 본고는 비퓨리의 천창처럼 간접광의 균일
한 분산을 목적으로 그리드에 따라 배열한 일련의 원형
천창을 ‘비퓨리 타입 천창’이라 정의했으며, 알토가 이후
의 작품에서 천창 외부에 루버를 부착하거나 인공조명을
설치한 유형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시자의 아베이로 천창
도 전형적인 ‘비퓨리 타입’인데, 천창 외부에 전등을 설치
한 점은 알토의 비퓨리 이후 작품에서 따온 것이고 원뿔
형 빛통을 옥상 위로 돌출시킨 점이나 내부 천장을 납작
한 돔처럼 곡면으로 처리한 점 등은 선례에 대한 시자의
창조적 변형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의
이후 작품에는 이 같은 천창 유형이 계속해서 새롭게 진
화된 모습으로 출현한다. 그러나 시자가 알토의 건축어휘
를 이처럼 직접적으로 차용해 변형시켰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두 사람이 위치한 시간적, 지리적 차이는 빛
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 관해 비판적 고찰을 요청한다. 자
신의 낭만적 감성에도 불구하고 비퓨리의 천창에서 근대
주의의 합리성을 강조했던 알토에 비한다면, 근대적 표준
화와 합리화의 허구 위에 선 현대건축가 시자는 빛이 우
리 경험의 기억 속에 울림을 주는 상징이어야 함을 더욱
역설했다. 한편, 비퓨리와 아베이로 도서관이 지역적 빛
의 차이보다 보편 문명의 빛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지만,
각 사례의 천창 형태와 깊이는 그 지역적 조건에 맞는
디테일을 갖는다. 더불어 북구의 알토와 남구의 시자 건
축이 조우한 사실은 지역적 범위를 넘어선 문화의 교류
를 함의한다 할 수 있다.
요컨대, 시자의 아베이로 천창은 그가 얼마나 창조적으
로 알토의 유산을 차용하고 변형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로서, 20세기 건축의 연속성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고 하겠다. 이러한 논점은 옛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형태로 다시 출현한다는 알토의 주장이
나35) 건축에서 중요한 것은 발명이 아닌 변형이라는 시
자의 핵심 의제와36) 궤를 같이 한다. 건축의 본질은 언제
나 같다. 다만 창조적 변형이 있을 뿐이다. 건축의 본질
을 잃지 않으며 옛것을 창조적으로 변형하는 것,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건축인들에게도 주어진 과제다.
35) "Nothing that is old can be reborn. But nor will it
disappear entirely. And that which once was, always returns
in some new form." Alvar Aalto, 'Painters and Masons', 1921.
Republished in Schildt (ed.), 1997, pp. 30-32.
36) 시자는 자신의 여러 글에서 ‘변형’을 강조하며, 알토에게서도
‘변형의 씨앗(the seed of transformation)’을 간파한다. Siza,
'Alvar Aalto: Three Aspects at Random',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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