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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examine the geometric system of Alvar Aalto's Villa Mairea (1937-39), which has been
analysed by Klaus Herdeg (1983), Juhani Pallasmaa (1998) and Kari Jormakka et al (1999) respectively. And ultimately this paper
intended to go on to question the researchers' belief in an ordering rule hidden in the house's plan.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basic unit of the Villa Mairea plan is the living room's square module, but this paper regards too much
detailed regularisation of all parts in the plan as a posteriori interpretation depending on the individual researchers' subjectivity.
They are, for example, Herdeg's view regarding the entrance vestibule unit as the basic module; Jormakka et al's proportion
system based on the length of the sauna wall; and Pallasmaa's attempt to rationalise every single oblique line in it. These
arguments could be supported by the house's design process, which had come through various early versions with countless
sketches. In conclusion, this paper deserves to be considered meaningful since it uncovered the master architect's mythified
romantic face, on the one hand. Also, on the other, the meaning lies in this paper's suggestion, through reviewing the former
researchers' findings of regularities in the plan, that the mind is to ceaselessly impose a rule on (seemingly) unknowable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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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핀란드의 건축가 알바 알토(Alvar Aalto, 1898-1976)의
디자인은 보통 자연적이고, 지역적이고, 유기적이고, 낭만
적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이해되어왔다. 이러한 시각의 확
산에 결정적이었던 것은 역시 지그프리드 기디온의
『Space, Time and Architecture』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 이 책의 제2판(1949)부터 알토에 관한 장을 추가하게
된 배경에는 보편성, 합리성, 표준화를 대표하는 다른 건
축가들에 대한 변증적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기디온이 알토의 건축에 대해 “이성적-기능적인
것으로부터 비이성적-유기적인 것으로의 도약”이라 표현
한 바는1) 그 이분법적 논리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알토를 신비화함으로써 객관적 인식의 대상으로
부터 탈치시키는 오류의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체적 견해에 대한 반작용으로 알토의 ‘낭
만적’ 건축어휘를 하나의 이성적 전략으로 보고자 하는
입장 역시 대두했다. 데미트리 포피리오스(1983)의 논지
가 대표적인데, 그는 알토의 헤테로토피아적 평면구성이

의식적인 이성작용에 근간함을 간파해냈다.2) 이에 더해
카리 요르마카 등(1999)은 그간 대부분의 알토에 대한 연
구가 충분한 객관적 고찰 없이 낭만적 시각에서 진행되
어왔음을 지적하며,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알
토의 디자인을 봄으로써 그의 작품에서 “낭만적 이미지”
를 벗겨내려 시도했다3). 특히 알토의 대표작으로 손꼽히
는 마이레아 주택(1937-39)의 분석으로부터 도출해낸 평
면의 기하학적 구성원리가 그러한 관점을 가장 잘 드러
낸다. 그들에 따르면 이 주택의 전체 평면은 커다란 정사
각형과 그것을 분할한 그리드 체계에 지배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척도는 사우나 한쪽 벽면의 길이에 기준한
비례를 따르고 있다.
마이레아 주택의 기하학적 원리에 대한 요르마카 등의
주장은 기존의 알토에 대한 이해에 반전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규칙의 직관적 디자인으로 표명되
던 건축가에게 비례체계와 같은 정통의 건축이론이 발견
된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는 그들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은 마이레아 주택의 기하학적 질서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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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gfried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5th ed.,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1969, p.620.

2) Demetri Porphyrios, Sources of Modern Eclecticism,
Academy Editions, London, 1982, p.3.
3) Kari Jormakka et al., The Use and Abuse of Paper:
Essays on Alvar Aalto, Datutop 20, Tampere University of
Technology, 1999,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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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사실 그들 이전으로 약 2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들
이 분석한 기하학적 체계가 얼마만큼 타당하며 어떠한
의의를 갖는가에 있다. 혹시나, 객관적 질서의 발견에 대
한 상기 연구자들의 의지가 너무 과해 지나치게 세부적
인 부분까지를 규칙의 범주에 포함하려한 것은 아닐까?
이 역시 제기될 법한 우려이다. 이러한 배경과 질문 하에
본고는 알바 알토의 마이레아 주택 평면에 나타난 기하
학적 체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선행 연구자들
의 해당 평면 분석에 대한 비판적 탐구를 주요 방법론으
로 삼겠다. 이를 통해 마이레아의 기하학에 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림과 동시에 그 연구자들이 엿보인 건축의 내
재적 질서에 대한 관념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데에
까지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마이레아 주택의 기하학적 체계가 처음 발견된 것은
늦어도 1980년대 초로 추정되는데, 본고의 주요 고찰 대
상은 클라우스 헤르덱(1983),4) 유하니 팔라즈마(1998),5)
그리고 전술한 요르마카 등(1999)의 분석이다. 이로써 알
토의 기하학적 법칙에 대한 각 연구자들의 인식을 살피
고, 어디까지 그들의 견해를 수용할 수 있을지 논할 것이
다. 본고는 일반적 인식과 상반되는 알토 건축의 기하학
적 체계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그의 건축을 탈신비화한다
는 측면에서 일차적 의의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점은 전술한 연구자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가설적 질서에 과하게 천착하는
양상을 조명함으로써 불변의 원리를 상정하고 거기로 끊
임없이 회귀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되는 데에
도 메타적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경향성의 바탕에는 인류의 건축사 가운데 줄곧
지속되어온 ‘숨겨진 기하학(hidden geometry)’에 대한 신
념, 혹은 신화가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기하학이라는 이
슈는 숫자의 법칙에 의거한 비례와도 함께 하는 개념쌍
이며 수학의 비례는 음악의 조화와도 관계하는데, 이들은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적 세계관 가운데 우
주적 질서에 부합하는 원리로 받아들여졌다. 이 같은 토
양 위에 로마시대 건축가 비트루비우스의 기하학과 비례
개념이 표명되었고, 르네상스를 정점으로 하여 이후의 건
축이론에도 면면히 흘러내리게 된다. 마이레아 주택의 기
하학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으므로 건축의 기하학과 비례에 관한 문제를 간
략하나마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다.6)

2. 건축의 기하학과 비례체계
건축에서 기하학과 비례가 갖는 중요성이 현존 최고
(最古)의 건축이론서인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십서(建築
十書)』(BC 25년경)에 이미 제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
다. 그가 말하는 건축의 ‘아름다움(venustas)’은 ‘대칭’과
‘비례’의 ‘질서’에 의거하며, ‘모듈’의 선택과도 관련한다.
특히 그가 이를 인체에 숨겨진 기하학의 원리에 견주어
설명한 것은 무척 중요성한데,7) 앞으로의 건축가들이 건
물의 평면이나 입면에서 발견
하거나 혹은 거기에 투사할
기하학과 비례체계에 대한 근
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 원리
에 따라 원과 정사각형 안에
놓인 “비트루비우스적 인간
(Vitruvian man)”은 다빈치를
비롯한 많은 르네상스 예술가
들에 의해 작도되었고, 프란
체스코 디 조르조는 인체와
교회당 평면을 겹쳐 보임으로
써 신성을 부여받은 인간 몸
의 대칭과 비례가 건축으로
번안됨을 주장했다. 한편, 그림 1. 프란체스코 디 조르조,
『건물의 예술에 관하여(De 교회당 평면 스케치, 15세기
re aedificatoria)』(1443-52)를
통해 비트루비우스를 비판적으로 차용하여 보다 체계적
인 고전이론을 확립한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는 원이나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을 이상적 형태로 여겼고, 건물의
2차원 평면과 3차원 볼륨을 위한 비례를 제시하기도 했
다.8) 그의 산타 마리아 노벨라 입면 디자인이 정사각형의
모듈에 근거했음은 잘 알려진 바이다.

4) Klaus Herdeg, The Decorated Diagram: Harvard
Architecture and the Failure of the Bauhaus Legacy, MIT
Press, Cambridge MA, 1983.
5) Juhani Pallasmaa ed., Alvar Aalto: Villa Mairea, Alvar
Aalto Foundation, Helsinki, 1998.
6) 오토 폰 심슨(Otto von Simpson, The Gothic Cathedral,
1956) 등 여러 연구자들이 밝혔듯, 중세에도 수학의 법칙이 여전
히 작동했으나 본고는 지면 관계상 고전주의 계열의 건축을 중
심으로만 약술할 것이다.

알베르티와 팔라디오를 중심으로 르네상스의 건축이론
을 탁월하게 분석한 루돌프 비트코버의 『Architec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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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 산타 마리아 노벨라 입면,
1456-70 (도해: R. Wittkower, 1962)

7) Vitruvius, The Ten Books on Architecture, trans., M. H.
Morgan, Dover, New York, 1960. 특히 제1서 2, 3장과 제3서 1
장을 보시오.
8) Leon Battista Alberti, On the Art of Building in Ten
Books, trans., J. Rykwert et al., MIT Press, Cambridge MA,
1988. 특히 제7서 4장과 제9서 6장을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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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in the Age of Humanism』(1949)은 건물의
기하학적 체계나 음악이론과 견준 비례론 등을 핵심 의
제로 삼았다.9) 하지만 비트코버에게 있어 그러한 건축원
리는 르네상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책의 말
미에서 비례법칙이 17세기 이래의 상대주의와 경험주의
의 등장으로 서서히 퇴조함을 서술하며, 당대에도 새로운
질서의 확립이 필요함을 넌지시 암시한다.10)
실제로 건축의 기하학과 비례 문제는 전통과 단절된
듯 보였던 20세기 근대주의 건축 가운데에서도 결코 사
라지지 않았다. 그 명백
한 증거는 근대건축 최
고의 선도자인 르 코르
뷔제(1887-1965)에게서
발견된다. 비트코버의
제자 콜린 로우가
「The Mathematics of
the Ideal Villa」(1947)
에서 선보였듯11) 코르뷔
제는 가르쉐 주택(1927)
입면에 규준선을 그리고
황금분할(A:B=B:(A+B))
의 공식을 적어 넣는 등
질서의 표명에
그림 3. 르 코르뷔제, 황금분할 수학적
적극적이었다.
이는 자
규준선이 적용된 가르쉐 주택(1927)의
기 디자인이 불변의 우
입면, 작도 1928.9
주적 법칙에 의거한 아
름다움을 내포한다고 공적으로 역설한 일에 다름 아니
다.12) 이러한 입장은 1948년 ‘모듈러’의 창안으로 이어지
며,13)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았으나) 실제의 디자인에
도 일부 적용되었다.14)
비트코버, 로우, 코르뷔제 등의 활약으로 1950년대에
9) Rudolf Wittkower, 'Part Four: The Problem of Harmonic
Proportion in Architecture', Architectural Principles in the
Age of Humanism, 3rd ed., Alec Tiranti, London, 1962.
10) 앞의 책, p.p.142-154.
11) 『Architectural Review』 1947년 3월호에 처음 출판된 이
논고는 동명의 제목을 담는 다음의 단행본에 재출간된다. Collin
Rowe, The Mathematics of the Ideal Villa and Other Essays,
MIT Press, Cambridge MA, 1976.
12) 그러나 사실 코르뷔제의 규준선도 디자인의 초기에 사용되
었다기보다 마지막 단계의 보정을 위해 적용된 것이다. 황금분할
의 공식이 삽입된 것도 이후의 출판용 도면을 위해서였다.
Roger Herz-Fischler, 'Le Corbusier's "Regulating Lines" for
the Villa at Garches (1927) and Other Early Works", JSAH ,
vol. 43, no. 1 (March 1984), p.p.53-59.
13) 코르뷔제는 모듈러를 “건축과 기계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체에 근거한 조화로운 척도”로 정의했다. 『Le Modulo
r』과 『Le Modulor 2』는 각각 1948년과 1955년에 처음 출판
된다.
14) 그는 이것을 유니테 다비타시옹(1947-53) 등의 여러 작품에
적용했지만 모듈러의 규칙보다 자신의 주관을 우선시함으로써
그 ‘보편성’을 사실상 부정했다. William Curtis, Le Corbusier:
Ideas and Forms, Phaidon, London, 1986, p.164.

건축의 기하학과 비례체계가 큰 주목을 끌었으나, 곧 그
관심은 다시 시들해진다. 특히 포스트모던과 탈구조의 현
재적 관점으로라면 기하학적 체계가 아름다움을 보장하
지도 않고, 보편적 비례법칙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내재적 규칙성에 대한
갈구는 끝없이 되살아나는 화두이다. 예컨대, 새로운 세
기의 목전에서 로우의 가르쉐 분석을 더 확장시킨 연구
가 출판되기도 했고,15) 리차드 파도반은 『Proportion』
(1999)을 통해 건축에서 수학적 비례체계의 역할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16) 알바 알토에게서도 기하
학적 원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공식화하려는 충동도 같은
선상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3. 알토 건축의 재발견: 마이레아 주택의 기하학 체계
자신의 모듈이 “1mm 혹은 그것의 분절”이라 밝힌 만
년의 알토의 언설은17) 과장된 레토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그의 건축에 빈번히 나타나는 많은 곡선이
일반적인 기하학의
체계를 벗어난 것
임은 분명한 사실
이며, 서론에서 언
급했듯 그는 체계
적인 법칙과는 거
리가 먼 낭만적 건
축가의 전형으로
보통 간주되어왔다.
그러한 알토의 대
표작에서 숨겨진
기하학의 원리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의외의 결과로서
주목할 만하다.
말콤 콴트릴은
『Alvar Aalto: A
Critical Study』 그림 4. 마이레아 주택 1층 평면도 (AAA
(1983)에서 케네스
84/938): a.현관, b.거실, c.서재,
프람턴의 학생들이 d.겨울정원, e.계단실, f.식당, g.서비스
블록, h.정원, i.수영장, j.사우나
마이레아 주택에
(기호 필자 삽입)
숨겨진 “정사각형
15) 제프리 힐드너는 가르쉐 평면의 너비와 깊이 방향의 비례를
모두 중시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1:2:3:4의 비율을 추출했다.
이는 피타고라스 음악이론의 정수비례와 궤를 같이한다. Jeffrey
Hildner, 'Remembering the Mathematics of the Ideal Villa',
JAE , vol. 52, no. 3 (February 1999), p.p.143-162.
16) Richard Padovan, Proportion: Science, Philosophy,
Architecture, Spon Press, Abingdon, 1999.
17) Nils Wickberg, 'Finnish Architecture in the Early 1900's
and Alvar Aalto', Alvar Aalto vs. the Modern Movement, ed.,
Kirmo Mikkola, International Alvar Aalto Symposium,
Jyväskylä, 1981,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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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서 원리”를 발견했다고 서술한다.18) 그러나 콴트릴
은 이에 관련된 그 이상의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마이레아 분석과도 연관시키지 않았다. 단, 이 책
의 저술을 마친 것이 「머리말」을 쓴 1981년이기 때문
에 그러한 발견의 시점이 그 이전일 것임은 확실히 알려
준 셈이다. 마이레아 주택의 기하학적 체계를 분석한 연
구로 본고가 채택한 문헌은 전술했던 헤르덱(1983), 팔라
즈마(1998), 요르마카 등(1999)에 의한 것이다. 콜롬비아
의 헤르덱은 (로우의 학생이었으나) 동 대학 프람턴 그룹
의 해석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15~6년 후 핀란드
에서 출판된 나머지 두 연구는 유사한 콘텍스트를 공유
했을 가능성이 크다.

터의 그리드를 기준선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이보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현관을 전체 그리드의
한 모듈에 대응하는 유일한 단위로 보았다는 사실이다.
이를 토대로 한다면, 현관을 기준으로 하여 평면 전체의
비례와 기하학적 체계가 구성되었다고 역산출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사각형이 아닌 현관 평면이 그 유닛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음은 이 분석이 갖는 문제이다. 더불
어 사우나 쪽에 추가적으로 그려 넣은 사각형은 별다른
의미를 담지 못하는 사족(蛇足)으로 보인다. 헤르덱의 16
분할 정사각형의 도해는 마이레아 주택의 기하학적 체계
를 분석한 연구의 효시로서 의미가 있지만, 그 엄밀성에
문제점을 남겼다고 하겠다.

3.1 헤르덱(1983): 16분할 정사각형 체계의 효시
클라우스 헤르덱은 『The Decorated Diagram:
Harvard Architecture and the Failure of the Bauhaus
Legacy』(1983)를 통해 하버드에 이식된 발터 그로피우
스의 바우하우스 교육이념을 비판하며,19) 그 안티테제로
코르뷔제나 알토 등의 디자인을 상정한다. 이들의 작품에
서 단순한 기능을 뛰어넘는 건축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
다는 까닭에서였다. 알토의 마이레아 주택이 분석된 것은
이러한 논지 가운데서이다(pp.29-35).

3.2 팔라즈마(1998): 모든 사선의 합리화
유하니 팔라즈마가 편집한 『Alvar Aalto: Villa
Mairea』(1998)는 마이레아 주택에 대한 알바 알토 재단
의 공식 모노그래프이다. 여기에는 팔라즈마가 직접 작성
한 「Image and Meaning」이라는 글이 포함되어있고,
그 한 섹션에서 “모듈의 우연한 일치(Modular
Coincidences)”라는 소제목 하에 마이레아 주택의 기하학

그림 5. 클라우스 헤르덱, 마이레아 주택 평면 도해, 1983

헤르덱이 이 건물에서 강조한 점은 거실과 서비스 블
록 사이에서 식당의 배치가 갖는 상징성이었다. 그의 형
태분석에 따르면 식당은 L-자형 건물의 양쪽 블록 사이
에 삽입된 오브제로서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밀어낼 수
있는 독립적 블록이다. 본고와 관련해서는 그가 4*4의 정
사각형 그리드에 마이레아 평면을 겹쳐두고 분석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의 다이어그램이 보여주듯 2*2의 거
실 블록은 큰 정사각형의 한쪽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
비스 블록은 반대쪽 모서리에 길게 자리 잡는데, 식당은
앞의 출입구와 뒤편의 테라스가 이루는 축 위에 놓인다.
그는 이 축 위에서 식당 블록을 밀거나 뺄 때 거실로부
18) Malcolm Quantrill, Alvar Aalto: A Critical Study, New
Amsterdam, New York, 1983, p. 90.
19) 그는 하버드 졸업생들의 건물들이 평면에 기능적 관계를 그
대로 표현한(diagram) 반면, 외부는 시각적 만족만을 주도록 고
안되었기에(decorated) ‘장식된 다이어그램’에 다름 아니라고 여
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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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유하니 팔라즈마, 마이레아 주택 평면 도해, 1998

적 체계를 다루고 있다(pp.80-81). 팔라즈마의 분석은 4*4
의 정사각형 그리드를 채택하고 식당 블록을 핵심 축으
로 설정했다는 면에서 기본적으로 헤르덱의 연구를 계승
한다. 그러나 그는 직각의 그리드 위에 45° 대각선을 첨
가함으로써 더 복잡한 기하학적 분석 틀을 만들어냈다.
이 가운데 그가 새롭게 선보인 것으로서 눈에 띠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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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큰 정사각형의 한쪽 모서리가 수영장의 경계와 만
난다는 사실, 그리고 계단실이 4*4 그리드의 중심 가까이
에 놓인다는 사실 등이다.
마이레아 주택의 기본적인 정사각형 프레임은 현상학
적 입장으로 유명한 팔라즈마도20)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인 듯하다. 그렇지만 그가 명백한 시스템 이
외에 지나치게 많은 규칙을 발견하려한 점은 우려할만하
다. 그는 코르뷔제의 규준선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사선을
그어 이 주택 평면에 나타난 거의 ‘모든’ 사선에 이성적
근거를 부여하고자 했다. 예컨대 2층 스튜디오의 사선은
정사각형 모서리와 수영장이 만나는 점으로 수렴하며, 출
입구 캐노피의 사선은 서비스 블록 끝의 모서리와 만난
다. 그러나 그가 그린 사선 중 상당수는 매우 임의적으로
보이는데, 특히 식당 외벽의 난로와 사우나의 출입문을
연결한 선은 가장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헤르덱에
게서도 지적했듯, 사우나 쪽으로 확장시킨 사각형 프레임
역시 작위적이다. 비록 “우연의 일치”라는 말을 사용했으
나 그가 그린 필요 이상의 많은 선들은 그 속에 ‘숨겨진
기하학’의 절대적 진리를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 독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3.3 요르마카 등(1999): 비례체계의 기준, 사우나
서론에서 기술했던 것처럼, 본고의 출발점이 된 카리
요르마카 등의 저술인 『The Use and Abuse of Paper』
(1999)는 알토를 이성적인 관점에서 객관화하여 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마이레아 평면의 기하학적 체계를 분석
했다(pp.48-49). 그 분석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서, 그 중
하나가 헤르덱과 팔라즈마가 제시했던 4*4의 정사각형
프레임이다. 이는 사실상 후자의 분석과 거의 동일한 것
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무의미한 많은 가선(예컨대
사우나 쪽의 사각형 틀이나 대부분의 대각선과 사선)을
제거하고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선만을 남겼다.21) 스
튜디오의 사선 및 서비스 블록 부엌의 사선이 정사각형
프레임의 모서리와 수영장 경계선의 교차점에서 수렴하
도록 그린 선이 그 예로서 팔라즈마도 보였던 사항이다.
단, 팔라즈마에게 발견되지 않았던 유일한 선 가운데는
거실의 2*2 그리드에 작도된 원호가 있는데, 이것은 거실
기둥 및 서재의 가벽과 조응한다.
하지만 요르마카 등이 여타 연구자들과 구별되게 제시
한 독특한 논점은 사우나의 한쪽 벽면을 건물 전체 비례
체계의 기준으로 본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16분할 정사각
형의 단위 모듈을 한 번 더 분할했을 때의 한 변 길이를
사우나 벽면과 일치시킨 것이다. 그들은 이 길이를 a라
설정함으로써 정사각형 거실의 한 변을 4a로 보게 됐고,
그리드의 비례체계에 따라 나머지 부분의 길이도 자동으
로 산출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거실 기둥 사이의 간
20) 그의 대표적 저서로 다음을 보시오. Juhani Pallasmaa, The
Eyes of the Skin: Architecture and the Senses, Wiley,
Chichester, 2005.
21) 그러나 두 연구가 시기상 어떤 전후관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격과 식당 블록의 짧은 변을 모두 √2a(즉, 한 변이 a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로 간주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알토가 거실 기둥을 등간격으로 세우지 않은 까닭에 이
부분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
같은 분석을 통해 요르마카 등이 사우나를 이 주택 디자
인의 출발점으로 여겼다는 사실이다. 이런 주장은 건축의
기원으로 ‘원시 오두막’을 추출했던 계몽주의자들의 견해
를 마이레아의 사우나와 병치시켰기 때문에 수반된 것이
다(p.47). 하지만 마이레아 주택의 디자인 발전과정을 보
건대 거실이 사우나보다 중시되었음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다.22) 따라서, 그들의 수치가 정확하다고 받아들일
때, 사우나의 단위(a)를 증식시켜 거실의 크기(4a)를 산출
했다기보다 거실의 크기(4a)를 설정한 후 분할한 것이 사
우나의 단위(a)가 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그림 7. 카리 요르마카 등, 마이레아 주택 평면 도해, 1999

4. 마이레아 기하학의 비판적 수용 및 함의
4.1 선행 분석의 비판적 수용
지금까지 본고는 마이레아 주택 평면의 기하학적 체계
를 분석한 세 건의 연구문헌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구자들이 4*4 정사각형 그리드라는 기본적인
프레임에 공통된 인식을 보이면서도 각자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세부 규칙을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1980
22) 마이레아 주택의 디자인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시
오. Hyon-Sob Kim and Peter Blundell Jones, 'Villa Mairea,
the Lost Memories', ptah, 2004:1 (July 2004), p.p.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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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초의 헤르덱은 가장 단순한 16분할 정사각형 체계
를 제시했고, 1990년대 말의 팔라즈마는 평면 위의 모든
사선을 합리화했으며, 요르마카 등은 사우나를 모든 비례
의 시작으로 본 점이 특징이다. 이들의 주장은 어디까지
수용하고 어디까지 거부할 수 있을까? 일부 내용의 반복
이 불가피하나 논점에 따라 이를 다시 정리해보자.
첫째, 마이레아 평면의 기하학 체계 가운데 가장 중요
한 사항은 그 기준 단위를 무엇으로 볼까에 있다. 현관을
그리드의 최소 모듈로 본 헤르덱의 견해와 사우나를 비
례의 기준으로 설정한 요르마카 등의 분석은 규칙을 지
나치게 세분화한 주장으로 앞장에서 이미 거부되었다. 이
연구는 그 기준 단위를 (너무도 당연하여 선행 연구자들
이 뛰어넘기를 원한 듯 보이는데) 훨씬 큰 덩어리인 정사
각형의 거실로 여긴다. 이것이 네 배의 면적으로 확장된
것이 우리가 살펴본 전체의 4*4 정사각형 프레임이다. 결
국 본고는 거실을 한 단위로 봄으로써 전체 틀을 2*2 그
리드로 간소화시키는 편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선행연구가 보인 4*4 그리드의 단위
모듈에 맞는 공간이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이다. 거실이
전체 평면의 기준이었음은 이 주택 평면의 최종안을 위
한 스케치[그림 9]에도 나타난다. 여기에서 우리는 거실이
정사각형으로 설정되어있지만 서비스 블록은 아직 거실
과 정사각형의 구도 속으로 포섭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
는데, 이는 나중의 치수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질 일이었
다.
둘째는 팔라즈마와 요르마카 등이 선보인 사선과 원호
가 타당한지에 관한 문제다. 특히, 전술했듯, 평면 위의
모든 비직각 벽면을 합리화하기 위해 팔라즈마가 그려
넣은 복잡한 규준선들은 대부분 사후해석의 결과에 다름
아니며, 건축가가 실제로 이런 선을 염두에 두었다는 근
거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피상적 규준선들은 마이레
아의 기하학 법칙과 관련한 논의에서 가장 크게 비판받
을 사안이라 할만하다. 그 유효한 논거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팔라즈마와 요르마카 등이 규준선을 서로 다르게
적용한 점에서 발견된다. 팔라즈마는 출입구 캐노피의 규
준선을 서비스 블록의 모서리로 향하게 했지만, 요르마카
등의 규준선은 서비스 블록의 모서리보다 약간 아래의
벽면을 만나고 있다.
셋째로 본고는 헤르덱과 팔라즈마가 사우나 쪽에 추가
하여 그린 (각각 다른 단위의) 정사각형 모듈과 팔라즈마
의 45° 대각선 그리드가 사실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
다고 간주한다. 이들은 모두 정사각형의 단순한 기하학
체계를 좀 더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덧붙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사우나 앞 수영장의 바닥판이 45° 그리드
에 부응한다 할지라도, 이는 매우 주변적인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굳이 복잡한 그리드 없이도 상용의 삼각자로 쉽
게 그릴 수 있는 각도의 선이었다.
요컨대, 이러한 논점을 종합해 볼 때, 마이레아 주택의
평면에는 거실을 기준으로 한 정사각형의 기하학적 체계
가 존재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기본적 프레임을 넘어서
과도하게 세부 법칙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는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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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고자 원하는 후대 연구자들의 열망에 가깝다. 따라
서 본고는 앞에서
언급했듯 2*2 그리
드의 최소 규범만을
마이레아 평면의 질
서원리로 고정시켜
두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알토의 발언은
아쉽게도 남아있지
않은 듯하지만, 거실
만은 거부될 수 없
는 분명한 단위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마이레아 평면의 기
하학적 체계는 [그림
8]과 같이 간략히 도
해되는 것만으로도 그림 8. 마이레아 주택 평면, 간소화된
필자의 도해
충분하다고 하겠다.
4.2 마이레아 디자인 발전 과정에서의 기하학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알토는 자신의 평소 입장과 달리 왜 이러
한 기하학적 체계를 마이레아 주택에 도입했을까? 그는
르 코르뷔제처럼 수학적 법칙을 황금률로 여기며 건축에
적용해야한다고23) 생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도에 편리한 기하학 시스템이 건축 디자인에 용이한
도구임은 분명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 질문에 대한
가능한 답은 알토가 수많은 스케치를 통해 도출해낸 마
이레아 디자인의 여러 초기안과 마지막 단계의 최종안을
비교하여 고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알토는 1937년 말부터 디자인을 시작하여 1938년 4월
까지 최소한 네 가지 버전의 초기안을 제시했으며, 요란
쉴트가 ‘프로토-마이레아(Proto-Mairea)’라 명명한 마지막
안에 따라 기초공사가 이미 시작되었다.24) 그럼에도 알토
는 갑작스레 설계안을 한 번 더 변경했는데, 이때 정사각
형의 거실과 이에 준한 평면 체계가 도입된 것이다.25) 이
러한 변경의 주안점은 ‘프로토-마이레아’에 독립된 건물
로 존재하던 갤러리를 거실로 병합하는 것과 주출입구를
지하에서 1층으로 바꾸는 것이었지 평면의 정사각형 모
23) "Nature is ruled by mathematics, and the masterpieces of
art [...] express the laws of nature." Le Corbusier, The
Modulor, Birkhäuser, Basel, 2000, p.29.
24) Göran Schildt, Alvar Aalto: The Decisive Years, Rizzoli,
New York, 1986, p.p.152-154.
25) 다소 모호한 것이 사실이나, ‘프로토-마이레아’ 평면의 전체
구성도 커다란 정사각형의 프레임에 맞춰졌다는 해석이 불가하
지 않다. 허나 여기에서 거실은 정사각형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전체의 비례체계와 무관하고, 이 계획안을 위한 프리핸드 스케치
에도 정사각형의 기하학 체계를 위한 고찰을 찾아볼 수 없다.

大韓建築學會論文集 計劃系 제29권 제10호(통권300호) 2013년 10월

알바 알토의 마이레아 주택에 나타난 기하학적 체계에 관한 고찰

듈 시스템에 있지 않았다. 다시 말해, 본고가 고찰한 마
이레아 평면의 기하학적 체계는 디자인 초기부터 중요한
테마로 간주되어 나온 것이라기보다 마지막 단계의 신속
한 디자인 변경과 최종의 치수조정에 따른 유용한 도구
로서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알토는 일단 기하학적 규칙을 설정한 후에
는 이로부터의 교묘한 탈피를 도모했다. 자를 대고 그린
최종안의 초기 도면[그림 10]에서 거실의 가로, 세로 비율
에 12(4+4+4)*11.5(4+4+3.5)의 변칙을 썼다면, 실행안에서
는 정사각형 거실 내의 기둥 간격에 더 변화를 줬고 난
로도 거실의 중심축에서 탈치시켰다. 이와 더불어 알토는
기둥의 양태나 바닥 패턴의 다양화를 통해 실내의 경험
적 공간에서 평면의 기하학적 체계를 전혀 느낄 수 없게
처리했으며, 입면은 더더욱 그러한 시스템과 무관하게 디
자인되었다. 당시 조수였던 파울 베르누이는 알토가 대칭
을 파괴하는 데에 능숙했다고 진술한다.26)

그림 9. 마이레아 주택 최종안을 위한 초기 스케치 (AAA 84/150)

그림 11. 알바 알토, 마이레아 주택, 노르마르쿠, 1937-38

그림 10. 마이레아 주택 최종안을 위해 자를 대고 그린 초기
도면 (AAA 84/408)

4.3 기하학 질서의 사후적 투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제기할 수 있는 더 근본적
인 층위의 문제는 알토의 기하학적 체계의 도입 및 이에
대한 섬세한 조정 여부 못지않게 연구자들의 기하학적
26) Pallasmaa, p.80.

규칙에 대한 해석의 입장과 관련한다. 2장에서 간략하나
마 살펴보았듯 비트루비우스로부터 르 코르뷔제에 이르
기까지 고전적 이론에 근간했던 건축가들이 숨겨진 기하
학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지만, 현대적 콘텍스트는
대체로 그와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트코버는 르네상스 원리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질서의
확립이 필요함을 암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에 회
의적일 수밖에 없었다.
설령 현대의 건축가들이나 연구자들에게 건축미학의
내재적 규칙에 대한 천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
주를 기저에서 주관하는 절대법칙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파도반이 제기하듯, 오히려 인간 본성의 법칙을 대상에
투사하려는 경험적인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 비트코버에
반응하여 여전한 수학적 질서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은
파도반이 강조했던 ‘비례’는 ‘신비롭고 불가지한’ 자연에
대해 인간이 부여하는 인위적 질서였다. 다시 말해 그에
게 비례는 더 이상 자연의 질서로부터 발견되는 것이 아
니라 우리의 정신이 자연에 부여하는 것이었다.27)
이 같은 파도반의 아이디어는 마이레아 주택의 평면
분석에 관해서도 함의하는 바가 크다. 직관적이고 낭만적
이라 일컬어지던, 그래서 ‘알 수 없는’ 알토의 디자인에
‘숨겨진 기하학’의 원리를 찾으려는, 정확히 말해 그러한
원리를 ‘부여하려는’ 이들의 입장을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헤르덱, 팔라즈마, 요르마카 등
의 연구자들은 마이레아 주택 평면에서 거기에 내재된
기하학적 법칙을 발견했다기보다(물론 단위 모듈로서의
거실 정도야 발견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자신들에게 내
재한 기하학적 법칙을 마이레아 평면에 투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7) 파도반은 건축의 수학적 질서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빌헬
름 보링거의 ‘감정이입(empathy)’과 ‘추상(abstract)’ 개념을 차용
해 설명한다. 하나는 자연의 내재적 법칙을 예술에 적용하는 ‘감
정이입’의 입장으로서 인간(예술)과 자연이 조화롭게 일치한다는
견해를 지니며, 다른 하나는 인간이 자연에 법칙을 부여한다는
‘추상’의 입장으로서 인간(예술)과 자연 사이에는 불일치하는 이
중성이 있다는 관점을 갖는다. 그에게 전자는 르 코르뷔제로, 후
자는 네덜란드 건축가인 돔 한스 반 데어 란(Dom Hans van
der Laan, 1904-91)으로 대표된다. Padovan, p.p.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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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5. 결 론
이 연구는 알바 알토의 마이레아 주택 평면에서 정사
각형의 그리드 시스템을 찾아낸 헤르덱(1983), 팔라즈마
(1998), 그리고 요르마카 등(1999)의 분석에 주목하는 가
운데, 그러한 기하학적 체계를 다시 고찰하는 것을 목표
로 했다. 그들의 분석이 낭만성과 직관성이라는 시각에서
주로 이해되던 알토의 건축을 객관적으로 조명한다는 점
을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세부적인 부분까지를 규칙으로
포섭하려는 데에는 입장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
경과 목표 하에 본고는 각 연구자들의 분석을 재고했으
며, 궁극적으로는 비트루비우스 이래로 건축가들과 연구
자들이 천착했던 건축의 내재적 질서에 대한 관념에 질
문을 던지는 것으로까지 나아가고자 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의 범주로
서, 본고는 마이레아 평면의 분석자들이 선보인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의 규범화를 거부한다. 현관을 최소의 단위
모듈로 본 헤르덱의 견해와 사우나를 전체 비례체계의
기준으로 간주한 요르마카 등의 주장이 그 예이며, 특히
팔라즈마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모든 사선을 합리화하
려는 시도는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세 가지 선행연구가 공유한, 거실
을 기준으로 한 기본적 정사각형 프레임은 받아들이는데,
이는 두 번째 범주인 마이레아 평면의 기하학적 체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의 영역과 직결된다. 즉, 본고는 4*4의
그리드가 아닌, 거실을 기본 단위로 삼는 2*2 그리드의
최소 규범만을 질서원리로 고정시켜 두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간주한다. 비록 매우 단순하긴 하지만 알토 건축의
대표 사례에 나타난 이 같은 기하학적 구성 원리를 객관
적으로 다시 확인한 점은 그의 디자인을 일부나마 탈신
비화하는 데에 일조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범주는 선행 연구자들의 입장이
내포한 의미의 영역이다. 본고는 그들이 주장한 세부 디
테일의 기하학적 합리화를 건축가의 의도와 무관한, 연구
자 각자의 주관에 따른 사후적 해석으로 여긴다. 이 범주
의 결과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중대한 의의를 제공해 준
다. 선행 연구자들의 입장을 통해 불가해한 (것처럼 보이
는) 대상에 끊임없이 질서를 부여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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