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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마이어 건축의 경사로에 관한 연구

- 플로라 사무엘의 ‘서사적 행로’를 바탕으로 -

A Study on the Ramp in Richard Meier’s Architecture
- on the basis of Flora Samuel’s ‘narrative p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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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iming at an investigation into ramps in Richard Meier's architecture, this paper analyzed five design examples - including the Frankfurt 
Museum for the Decorative Arts (1979-85) - on the basis of the 'narrative path' that Flora Samuel (2010) extracted from Le Corbusier's 
'promenade architecturale'. As a result, this research clarified that the ramp as a key element to Meier's circulation system dramatizes our 
spatial experience within his buildings, and that it has two unique aspects of 'an elevation ramp' and 'a ramp hall'. These characteristics are 
meaningful since they show that Meier creatively developed the Corbusian precedent of ramp to match the contemporary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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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표

리차드 마이어(Richard Meier, 1934-)는 미국을 대표하는 

건축가로서 1984년 프리츠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심사

위원들은 그의 건축이 모던 건축의 정수를 “단일한 마

음으로 추구”하면서도 현대적 요구에 적절히 응함으로

써 모더니즘의 형태를 확장했다고 평가했다(Brown, 1984). 
그는 백색건축, 빛, 기하학, 콜라주, 그리드, 경사로 등의 

건축 어휘를 작품 전반에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초기 르 코르뷔지에(1887-1965)의 영향

을 받았던 ‘뉴욕5’의 일원으로도 유명하다. 뉴욕5의 

‘백색파’와 반대편에 섰던 ‘회색파’의 로버트 스턴

(Stern, 1987)은 마이어와 뉴욕5 멤버들을 ‘제3세대 모더

니스트’로 분류하기도 했고,1) 찰스 젱크스(Jencks, 1990)
는 그들을 (특히 아이젠만, 헤이덕, 마이어를) 레이트 모

더니스트로 간주한 바 있다. 그리고 타푸리(Tafuri, 1976)
에게 초기 뉴욕5의 건축은 그간 미국에 없었던 아방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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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버트 스턴의 분류에 따르면, 모더니스트 제1세대는 르 코르

뷔지에와 미스이며, 2세대는 필립 존슨, 케빈 로치, 폴 루돌프 

이고, 3세대는 리차드 마이어, 찰스 과스메이, 피터 아이젠만 등 

뉴욕5 건축가들로 대표된다.

드의 흔적을 회복하기 위한 ‘노스탤지어’로도 비쳐졌

다. 그러나 뉴욕5의 건축가들이 이후 서로 다른 독자적 

방향을 찾아갔기 때문에 현재적 관점에서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불가하다. 잘 알려졌듯 아이젠만은 탈기능주의

와 탈인본주의를 선언하며 자율적 건축을 추구하게 됐고, 

헤이덕은 이전의 모더니스트 건축과 단절하며 신화적 건

축을 생산했으며, 그레이브스는 회색파 류의 포스트모던

적 건물을 다수 디자인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마이어는 

여전히 백색건축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의 건축관을 명확히 성문화하지 않는다.2) 그가 초기

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일관적으로 작업해왔기 때문에, 그

의 건축이 르 코르뷔지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돼 온 것

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20세기 건축 전반에 코르뷔지에가 

끼친 막대한 영향을 생각할 때, 게다가 처음부터 그와의 

명백한 연계성을 선보였던 마이어를 생각할 때 그러한 

이해에는 반론을 제기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자들은 마이어 건축의 독특

성을 찾고자 노력했고 실제로 매우 유효한 의미를 발견

했다. 예컨대 조셉 리쿼트(Rykwert, 1984)는 마이어가 프

로그램과 콘텍스트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메타포의 힘’을 보였다고 강조했고,3) 장 루이 코헨

2) “작품에 대해 성문화하고 설명하는 것은 건축가의 역할이 

아니라 비평가와 역사가의 역할이다. [...] 건축과 예술에서 가장 

강력한 작품들은 다양한 독해를 견뎌내는 것들이다.” Meier, 
2012, 345.

3) 마이어가 처음부터 코르뷔지에의 스타일을 선택해 그것만 고

수한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라고 리쿼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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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n, 1999)이 말하는 ‘창조적 반복’은 코르뷔지에의 

비판적 적용임과 동시에 자신의 초기작에 대한 ‘차이와 

반복’의 변형이며,4) 케네스 프람턴(Frampton, 2012)에게 

마이어의 건축은 코르뷔지에 이외에도 여타 건축적 영향

이 반영된 산물이다.5) 비록 이들의 독해 역시 르 코르뷔

지에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지만, 선

례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마이어의 건축이 갖는 

현재적 의미는 작지 않다고 하겠다.

마이어의 작품 속에서 꼽을 수 있는 코르뷔지에의 어

휘 가운데는 ‘경사로(ramp)’를 핵심 요소로 하는 ‘건

축적 산책로(promenade architecturale)’가 있다. 건축적 산

책로는 코르뷔지에의 대표작인 사보아 저택을 비롯해 

1920년대의 여러 파리지앵 주택 디자인에서 형상화됐고 

이후의 작품에도 계속 적용된 요소다. 이에 대해서는 지

금까지 여러 비평가들이 연구해왔는데, 특히 최근 단행본

을 통해 이것을 집중 분석한 플로라 사무엘의 연구

(Samuel, 2010)는 주목할 만하다. 그녀는 이것을 ‘산책의 

경험’의 측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아이디어들의 

복잡한 그물망’의 측면에서 파악했고, 거기서 일종의 

‘서사적 행로(narrative path)’를 읽어냈다. 이와 유사한 

독해가 마이어의 건축에서도 가능하다. 그의 작품에서 복

도, 경사로, 브리지, 계단과 같은 동선체계가 체험자의 움

직임에 따르는 다양한 공간적 시퀀스를 제공하기 때문이

다. 그가 차용한 코르뷔지에의 산책로에 대해서는 전술한 

평자들도 중요한 해석을 제시했다. 특히 코헨(1999)은 마

이어의 동선체계가 주는 ‘동적 쾌락(kinetic pleasure)’을 

언급하며, 그 공간이 (루이스 칸의 말을 빌려) ‘봉사하는

(servant)’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봉사 받는(served)’ 요

소가 됐다고 적었다. 이 생각은 프람턴(2012)에게도 차용

된다. 그는 코헨의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 루이스 칸의 공

간 위계가 마이어에게 와서 도치됐음을 한 번 더 강조했

는데, 여기서 프람턴이 특기한 바는 프랑크푸르트 장식미

술관(1979-85)의 ‘축적 경사로(axial ramp)’였다. 프람턴

에게 있어서 이러한 마이어의 경사로는 아테네움

서술했다. 그는 마이어가 그 스타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스타일이 마이어를 선택했다고까지 이야기한다.

4) 코헨도 마이어 건축의 ‘일관성’을 말하지만, 허버트 다미쉬

를 인용하며 프랑크푸르트 박물관이 추진되던 1979년경부터 

‘비판적 성찰’의 시기로 간주한다. 그리고 마이어의 초기 건

축이 코르뷔지에를 비판적으로 읽어 디자인한 것이지만 1997년 

완성한 게티 센터는 자기 자신의 어휘와 구문을 바탕으로 이뤄

졌다고 여긴다. 아도르노가 미학이론에서 예술작품의 중요 요소

로 언급한 ‘분절’이 마이어 작품에 잘 나타났고, 들뢰즈가 차

이와 반복에서 말한 ‘차이의 질서’와 ‘반복의 질서’ 사이의 

지속적 ‘전치’로 그의 작품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5) 프람턴이 글의 서두부터 쿡 주택(1926)과 스미스 주택

(1965-67)의 차이를 언급하는 것은 코르뷔지에와의 동일성 속에

서도 차이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후자는 

미국 주택의 전통에도 크게 빚지고 있다. 물론 그가 여기 만연

한 순수파적 요소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프람턴은 글 마지막

에도 코르뷔지에 이외의 영향을 몇몇 서술하는데, 바로크 시대 

노이만의 빛, 바그너의 클래딩, 라이트의 장식 등이 그 예다.

(1975-79)에서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1987-95)에 이르는 

마이어 건축의, 특히 공공건축(Public architecture)에서의 

‘원동기(prime mover)’였던 것이다. 즉, 이들의 해석은 

마이어의 동선체계와 경사로가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적 

산책로에 비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개념만으로 온

전히 포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음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마이어의 건축에서 경사로는 어떻게 도입됐

고, 주요 모티브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까? 만약 그러한 

경사로가 현대건축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마이어의 작

품을 추동하는 힘이었고 그에 더해 그가 코르뷔지에 건

축을 어떻게 수용하고 변용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인자라

면, 이것은 의미가 큰 연구 대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과 의의 하에 리차드 마이어의 건

축에 나타나는 경사로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마이어의 경사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르 

코르뷔지에의 경사로를 건축적 산책로의 관점에서 파악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2장에서 코르뷔지

에의 선례를 먼저 고찰하되, 앞서 언급한 사무엘의 ‘서

사적 행로’를 기본 프레임으로 설정할 것이다. 여기서는 

물론 사보아 저택이 핵심 사례다. 그러한 연후에 3장에서 

마이어의 경사로를 분석할 텐데, 초기의 주택에서 시작된 

경사로가 프랑크푸르트 박물관 전후의 공공건축에서 어

떻게 절정을 이뤘고, 이후 어떻게 발전하는지 고찰할 것

이다. 이러한 고찰을 위해 코르뷔지에의 사례를 분석한 

것과 동일한 분석방법과 다이어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

다. 한편 4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고, 그것

을 바탕으로 코르뷔지에와 마이어의 경사로를 비교함으

로써 후자의 의의를 따져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 결

론에서는 연구를 요약함과 동시에 마이어 건축의 현대적 

의의를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자.

2. 르 코르뷔지에 건축의 경사로 독법

2.1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적 산책로와 경사로 

건축을 ‘움직임(movement)’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르 

코르뷔지에의 생각은 여러 문장에서 표출된 바 있다.6) 그

것이 형상화된 유효한 방법이 건축적 산책로였다. 그가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사보아 저택에 대한 서술에

서였고,7) 개념의 흔적은 보자르의 ‘마르쉐(la marche)’
에서도 암시됐었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듯 여기

에 직접적인 영감을 준 것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로 

6) 예컨대 아랍 건축에 대한 코르뷔지에의 서술은 그 단면을 보

여준다. ″It [Arab architecture] is appreciated on the move, on foot; 
by walking and moving around, one can see how the architecture's 
ordering devices unfurl. [...] I prefer the teachings of Arab 
architecture.″ Le Corbusier & Jeanneret, 1995.
7) ″In this house occurs a veritable promenade architecturale, 
offering aspects constantly varied, unexpected and sometimes 
astonishing.″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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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8) 르 코르뷔지에는 『건축을 향하여』(1923)에서 

오귀스트 수아지(Auguste Choisy)의 아크로폴리스 배치도

(1899)를 삽입하며 해제를 붙이는데, 거기서 강조한 바는 

대지 레벨의 상승과 하강, 공간과 건물의 비대칭적 구성, 

시각의 미묘한 변화 등이다.9) 즉, 경사로를 따라 올라 프

로필레아를 통과하고, 그로부터 아테나 상을 거쳐 에렉테

이온과 파르테논에 이르는 길은 역동적인 시공간의 체험

을 선사해주며 건축적 산책로를 위한 좋은 선례가 된다.

그러한 건축적 산책에는 수평적 움직임과 수직적 움직

임이 동반되며, 후자는 계단과 경사로 모두를 통해 가능

하다. 하지만 호세 발타나스(Baltanás, 2005)가 강조하듯 

둘 가운데 ‘시공간적 연속성’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경사로다. 계단이 반복적 정지(stop)를 전제하는 것과 달

리 경사로는 ‘방해받지 않는 오름’을 통해 지각적 경

험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코르뷔지에의 경

사로가 현대적 공간지각의 원초적 요소이자 건축적 산책

로에 고유한 네 번째 차원이 됐다고 서술한다. 코르뷔지

에가 경사로를  처음 도입한 건물은, 결국 건축적 산책로

를 처음 적용했다고 할 수 있는 건물은 라로쉬 주택

(1923-24)이다. 그리고 주지하듯 경사로가 건물의 중추적 

요소로 자리 잡은 작품은 사보아 저택(1928-31)이며, 후기

로 오면 라투레트 수도원(1956-59)이나 하버드대학 카펜터

센터(1959-63)와 같은 확장된 규모의 건물에도 적용된다. 

2.2 사무엘의 ‘서사적 행로’와 사보아 저택의 경사로

서론에서 언급했듯 사무엘은 코르뷔지에의 산책로에서 

‘서사적 행로’를 추출했는데, 이것은 다섯 가지의 단계

로 구성된다. 그녀의 프레임은 영화적 몽타주나 현상학적 

경험에 의존해 주관성이 농후함과 동시에, 스스로 인정하

듯(Samuel, 2010, 207) 다섯 단계의 설정이 환원주의적 성

격도 내포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

자는 전유(專有)해 수용할만하다고 하겠는데, 이를 요약해

보자. 첫째는 ‘문지방(Threshold)’으로서 건물 바깥에서 

출입구에 이르는 행로다. 여기서는 문(door)이 내외부 공

간의 전이를 매개하는 요소로 중요하다. 둘째는 ‘감각의 

준비를 위한 현관(Sensitising vestibule)’이다. 문을 통과

해 내부의 주요 공간의 경험에 이르기 전 숨을 고르는 

단계이다. 셋째는 다소 규정이 모호한 ‘주거에 대한 탐

색(Questing - savoir habiter)’의 단계로서, 핵심 주거 공

간이 해당한다. 여기서는 다양한 수평적 공간 경험이 가

능하다. 넷째의 ‘방향 재설정(Reorientation)’은 수직적 

움직임을 지칭하는 행로다. 여기서는 물론 계단과 경사로

가 매개가 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지붕에서 경험되는 

‘절정(Culmination)’의 단계다. 건물의 꼭대기는 ‘영혼

의 축’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서사적 행로가 모든 작품에 동일하게 적용

8) 이 사항은 사무엘도 서술했지만(Samuel, 2010: 41-43), 리차드 

에틀린(Etlin, 1987)에 의해 깊이 탐구됐던 바다. 한편 마이어에 

대한 코헨(Cohen, 1999)의 글 역시 이 점을 간략히 언급한다. 

9) Le Corbusier (1982). Towards a New Architecture, Architectural 
Press, London, 43 & 50.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네 번째 ‘방향 재설정’ 단계의 

수직적 움직임은 순서와 무관하게 여타의 행로를 관통하

기도 한다. 사무엘은 이 프레임을 코르뷔지에의 여러 작

품에 적용했는데, 본고의 관점에서 사보아 저택의 경우를 

서술해보자. 이 집의 방문자는 대개 자동차로 대지에 진

입해 관리동을 먼저 지나게 된다. 그리고 차로를 따라 저

택 필로티 층을 돌아들어가 출입구에 이른다. 이때 자동

차에 내려 출입문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첫째의 

‘문지방’ 행로다. (그러나 자동차를 강조한 코르뷔지에

와 사무엘의 시나리오는 ‘산책’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고 하겠다.) 두 번째의 ‘감각의 준비를 위한 현관’ 행

로는, 1층에 들어선 방문객이 곡선형 벽면과 여러 기둥 

및 복도 등으로 형성된 ‘불확정적 공간’을 만나며 이

뤄진다. 이곳은 자체로도 다양한 경험과 산책이 가능한 

공간임과 동시에 주요 거주 공간인 2층의 경험을 준비시

키는 장소다. 특히 나선계단과 중앙의 긴 경사로는 2층으

로의 상승을 촉구한다고 하겠다. 사무엘의 ‘방향 재설

정’의 행로가 여기 이미 개입되는 셈이다. 방문객은 대

개 나선계단보다는 경사로를 통해 2층에 오르게 되는데, 

2층에서는 살롱 등의 내부 공간이나 외부의 테라스에서 

거주에 대한 질문을 곱씹을 수 있다. 여기서는 상승을 위

한 경사로가 외부 공간에 속하게 되며 옥탑으로의 ‘방

향 재설정’을 한 번 더 촉구한다. 즉, 경사로를 통해 옥

탑에 오름으로써 건축적 산책의 마지막 단계인 ‘절정’

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Figure 1. Diagram of the ramp and the architectural 

promenade, Villa Savoye (Samuel, 2010) 

이렇게 볼 때 사보아 저택의 경사로는 사무엘이 제시

한 코르뷔지에의 건축적 산책로의 ‘서사적 행로’ 가운

데 첫째 행로를 제외한 나머지 네 단계 모두에서 핵심적

이라 할 수 있다. 이 주택에서 경사로가 갖는 의미는 수

없이 강조돼 왔지만, 여기서 그 중요성이 다시 확증된 것

이다. 코르뷔지에의 여타 작품에서도 (사보아 저택만큼은 

아닐지라도) 경사로는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며 풍부한 의

미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리차드 마이어는 이 같은 

경사로를 어떻게 수용해 자기 디자인으로 승화시켰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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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차드 마이어 건축의 경사로 분석

반세기에 가까운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경력 전체를 두

고 볼 때, 그의 건물에서 나타나는 동선체계는 대개 ‘건

축적 산책로’라 부를 수 있으며, 그 가운데 경사로가 뚜

렷한 건축어휘로 등장한다. 마이어의 경사로는 그의 최초

의 주택 디자인이라 할 수 있는 스미스 주택(1965-67)의 

진입로에서 그 씨앗을 발견 할 수 있고, 올드 웨스트베리 

주택(1969-71)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다. 이후 

공공건축으로 경사로가 이식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사례는 아테네움(1975-79)이라 할 수 있으며, 프랑크푸르

트 장식미술관(1978-85)과 하이미술관(1980-83)에서 그 용

법이 절정에 이르렀고,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1987-95)에

서 가장 강렬하게 그 존재를 드러낸다. 이번 장에서는 이

러한 마이어 경사로의 대표 사례를 사무엘의 ‘서사적 

행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그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3.1 올드 웨스트베리 주택 (1969-71)

미국 뉴욕 주의 올드 웨스트베리에 위치한 이 주택은 

여섯 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의 집이기 때문에 다른 주택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많은 수의 방이 있다. 

건물은 본채와 게스트하우스로 분리돼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4층 건물이라 할 수 있지만 반 층 높이의 단차가 

있는 대지에 건물이 걸쳐있어 복층으로 형성되어 있다. 

복층의 아래 부분은 필로티로 처리돼 건물의 진입부로 

사용되는데, 경사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 주택을 자연스

럽게 연결한다. 경사로는 3층까지만 연결돼 있는데, 이는 

아마도 4층은 자녀들을 위한 일곱 개의 침실이 있는 완

전한 사적공간이라 주 동선으로부터 철저히 분리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Figure 2. Ramp photo and the section drawing, Old 

Westbury House, 1967-71

(1) 문지방: 서측의 공공도로와 연결된 진입로를 따라 

대지 안으로 들어오면, 75도 각도로 틀어져있는 주택의 

모습이 비스듬히 나타나며, 입면의 중앙으로 경사로가 보

인다. 약간의 경사가 있는 길을 따라 필로티 아래에 도착

하면 빨간색 힌지도어를 밀어 건물 내로 들어가게 되는

데, 여기까지가 ‘문지방’의 행로다. 

(2) 감각의 준비: 현관에 들어서면 곡선벽면과 원형기

둥들, 그리고 정면으로 경사로가 나타난다. 왼쪽의 곡선

벽면을 따라 들어가면 화장실과 계단이 나오고, 경사로를 

오르면 거실로 향하게 된다. 현관은 간결한 공간임에도 

‘불확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오른쪽 

벽면의 통유리 때문이다. 유리면 너머로 보이는 외부의 

전경과 필로티 공간은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이는 다음에 단계 나타날 거실의 시각적 구도와도 

유사하다. 즉, 현관은 외부와 내부의 사이의 완충공간으

로 탐색에 앞서 숨을 고르게 해준다. 

(3) 탐색: 경사로를 통해 2층의 거실로 오르면 비로소 

건물 내부로 들어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경

사로를 오르며 점점 열리는 시각과 많아지는 자연광의 

유입에 의해 마치 지하에서 지상으로 빠져나오는 듯한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2층에 다다르면 본격적으로 부

엌, 식당, 거실, 응접실 등의 주 생활공간이 수평적으로 

펼쳐지면서 주거에 대한 다양한 탐색과 경험을 할 수 

있다. 

(4) 방향 재설정: 거실에는 3층으로 바로 오를 수 있는 

나선계단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경사로를 통해 올라온 

방문객이 시선을 가로막고 있는 벽체 때문에 이 계단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서 펼쳐

지는 다음 층으로의 경사로는 이전의 것과 성격이 확연

하게 다른데, 본격적으로 외부를 향해 열려 있으며 햇빛

에 의해 강조되어 다음 층으로의 ‘방향 재설정’을 자

연스럽게 촉구한다.  

(5) 절정: 경사로를 반 층 오르면 중이층(주 침실)에 

도착하는데, 위로는 빛우물(Light well), 정면으로는 통유

리가 있어 경사로의 중간 ‘참’에 도착한 것처럼 느껴

진다. 다시 걸음을 재촉해 반 층을 마저 오르면 거실 상

부에 도착하게 된다. 여기서 거실 하부와 연결된 계단을 

따라 한 층을 더 오르면 침실들이 있는 4층과 이 건물

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옥상정원에 도착한다. 이로써 

외부에서 내부, 다시 외부로 흐르는 일련의 행로가 종결

된다. 

Figure 3. Diagram of the ramp and the promenade, Old 

Westbury House (Author’s drawing)

올드 웨스트베리 주택의 경사로는 수직 동선이라기 보

다는 오히려 복도에 가깝다. 이는 주택이 복층으로 구성

돼 반 층을 오를 때 마다 새로운 공간이 나타나 마치 건

물이 수평적으로 계속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사로보다 더 강한 존재의 

당위성을 가진다 할 수 있겠다. 진입로마저도 경사가 약

간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경사로가 절정을 제외한 모든 

행로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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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아테네움 (1975-79)

미국 인디애나 주 뉴 하모니의 방문자센터인 아테네움

은 방문객이 여행에 앞서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

는 곳이다. 건물은 4면을 정의하기가 힘든 조각적인 형태

로, 이는 방문자센터로서 주변의 경관과 맥락을 끌어들이

기 위해 주변부의 그리드와 축선을 겹쳐 건물을 구성해 

나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아테네움은 다른 사례들과 

달리 건물 외부를 이동하며 주변을 관망하는 것이 건물

의 주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건물의 내부의 주 기

능은 오디토리움 하나라 할 정도로 단순하며, 외부는 다

양한 종류의 동선들이 각 부분들을 연결하고 있다.  

Figure 4. Ramp photo and the entry level plan, The 

Atheneum, 1975-79

(1) 문지방: 아테네움에는 두 가지 진입로가 있다. 하나

는 도심지로 연결된 긴 계단 경사로(Stepped ramp)고, 다

른 하나는 주차장과 연결된 진입로다. 다른 사례들로 추

측해 볼 때, 건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계단 경사로

가 마이어가 상정한 주 진입로라 하겠다. 계단 경사로를 

오르면 건물의 2층에 도착한다. 이때 절개된 벽체 아래를 

통과하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문지방’의 행로다. 

(2) 감각의 준비: 문지방을 지나면 위가 막혀있는 어두

운 공간이 나타난다. 조금 더 나아가면 막혀있던 윗부분

이 열리며 자연광이 유입되어 밝아지는데, 이 지점에 계

단이 위치하고 있어 다음 층으로의 상승을 촉구한다. 

(3) 탐색: 3층에 도착하면 전시실로 들어가게 된다. 전

시실을 통과해 다시 외부로 나가면 원형계단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옥상 층으로 향하게 된다. 옥상 층에 도착해 

길을 따라가면 ‘문지방’의 단계에서 경사로를 오르며 

봤던 방형의 전망타워 꼭대기에 도착하게 된다. 여기까지 

도달하면 관람객은 자신이 건물을 자연스럽게 한 바퀴 

돌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건물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

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도시를 ‘탐색’한 것이다. 

(4) 방향 재설정: 전망 타워에서부터는 다시 아래로 내

려가는 행로가 시작된다. 전망 타워를 에워싸고 있는 계

단은  1층이 아니라 현관까지만 연결돼 있어, 내려가면 

다시 ‘감각의 준비’단계에 도착하게 된다. 계단을 오르

지 않고 직진하여 건물의 내부로 들어가면 경사로가 나

타나고, 이를 통해 건물의 1층으로 내려가게 된다. 특이

한 점은 경사로가 옆으로 한 칸씩 밀려나가도록 돼있어 

윗부분이 막혀있지 않다는 것이다. 

(5) 절정: 각종 서비스 시설이 있는 1층에 도착한 관람

객은 밖으로 나가 와바쉬(Wabash) 강의 전망대로 향한다. 

전망대로 가는 보행로의 축선은 진입부의 계단 경사로와 

동일하다. 즉 관람객은 건물을 돌고 돌아 다시 최초의 축

에 도착한 것이다. 아테네움의 행로는 전망대에 도착해 

강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이 난다.

Figure 5. Diagram of the ramp and the promenade, The 

Atheneum (Author’s drawing)

아테네움은 다른 사례들과 달리, 건물 외부를 이동하며 

주변을 관망하는 것이 건물의 주 기능이다. 전체 동선은 

파편적으로 구성돼 있는 듯 해 보이나 일련의 흐름을 따

르도록 유도되고 있으며, 행로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형태의 동선체계가 사용되지 않는다. 이에 경사로 역시 

중심적 요소라기 보단 개별적 요소이며, 그것이 맡은 주 

역할은 상승이 아니라 하강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건물의 행로가 경사로로 시작해 경사로로 끝난다는 

점은 상징적인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3.3 프랑크푸르트 장식미술관 (1979-85)

이 건물은 프랑크푸르트의 장식미술작품들을 모아 전

시하던 19세기 팔라초 양식의 빌라 메츨러를 증축한 것

이다. 미술관은 많은 스터디를 거쳐 빌라 메츨러를 감싸

는 ‘L’자 형태로 배치됐고, 동서남북의 모든 가로를 대

지 안으로 끌어들여 도시로의 연속성을 가진 일종의 클

러스터로 형성됐다. 이에 입면은 대지 내부로 그 모습이 

더 화려하며, 경사로 역시 대지 내부에서 보이는 입면에 

위치하고 있다.  

Figure 6. Ramp photo and the ground floor plan, Museum 

for the Decorative Arts, Frankfurt-am Main 1979-85

(1) 문지방: 프랑크푸르트 장식미술관은 기본적으로 동

서남북 네 방향으로 어디로든 진입할 수 있지만, 마인 강

변을 바라보는 도로가 건물의 주 진입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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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iagram of the ramp and 

the promenade, Museum for the 

Decorative Arts, Frankfurt-am Main 

(Author’s redrawing) 

본 건물과 빌라 메츨러 사이에 설치된 파빌리온, 즉 ‘문

지방’을 넘어 대지 내부로 들어오면 다음 행로를 암시

하듯 오른쪽 입면으로 경사로가 보인다. 현관은 돌출된 

곡선 형태로 정면의 내부 정원을 반쯤 가리고 있으며, 이

는 방문객의 행로를 일시 차단하여 자연스럽게 건물 내

부로 끌어들인다.

(2) 감각의 준비: 회전문을 밀고 건물 내부로 들어오면 

홀이 펼쳐진다. 그러나 이 홀은 천장이 낮고 어두워 다소 

폐쇄적이다. 반면,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면 아트리움과 

경사로가 보인다.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는 경사로는 현

관과의 상대적인 명암차로 인해 쉽게 인지되며, 자연스럽

게 다음 행로로 발걸음을 재촉하게 한다.  

(3) 탐색: 경사로를 돌아 2층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전

시가 시작된다. 전시 동선은 건물의 외곽을 따르도록 형

성돼 있으며, 최종적으로 빌라 메츨러를 빠져나온 관람객

은 건물 중앙의 브리지를 통해 다시 경사로로 되돌아간

다. 이처럼 프랑크푸르트 장식미술관은 4개의 동으로 나

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동선이 간결하다. 건물의 

남북방향을 가로지르는 ‘브리지 축’과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경사로 축’이 서로 교차하며 모든 동을 

한 번에 오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브리지를 통과해 

두 축의 교차점에 다다른 관람객은 자연스럽게 경사로를 

인지하고, 다음 층으로의 자연스럽게 이동한다. 

(4) 절정: 프랑크푸르트 장식미술관은 3층 건물이라 할 

수 있지만, 최상층인 4층이 존재하는데, 바로 빌라 메츨

러의 다락이다. 이곳은 십자 모양의 지붕 형태로 인해 네 

방향으로 도시를 바라 볼 수 있게 돼있다. 이 미술관이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한 이 오래된 건물에서 바라보는 

역사적 도시, 그것이 이 미술관의 마지막 전시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방향 재설정: 전시를 다 관람한 뒤, 브리지를 통해 

다시 교차점에 도착한 관람객은 더 이상 위층으로 오를 

경사로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때 교차점 바로 오른

쪽에 있는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이 계단은 

건물의 입구 쪽으로만 창이 나있는데, 한 층을 내려갈 때 

마다 창의 면적이 

줄어들게 돼 있어 

공간의 성격이 점

점 더 폐쇄적으로 

변한다. 계단을 통

해 지상층에 도착

한 관람객은 밖으

로 나가 미처 체험

하지 못했던 중정

과 파빌리온, 그리

고 건물 북쪽의 정

원을 산책한다. 이

것은 또 하나의 

‘절정’이자 새로

운 산책을 여는 시

작점이 된다.

프랑크푸르트 장식미술관은 경사로가 하나의 단일한 

공간으로 나타난 최초의 사례라 볼 수 있다. 또 앞서 서

론에서 프람턴이 ‘축적 경사로’라 말한 특징 또한 엿

볼 수 있는데, 경사로가 공간적 독자성을 가짐에도 불구

하고 동선적으로 동떨어진 느낌이 없는 이유는 브리지 

축과의 연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시동선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경사로가 건물의 실제 중심에 위치하지 

않아도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과 동선체계 

그 자체가 하나의 독자적 공간경험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다. 

3.4 하이미술관 (1980-83)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하이미술관은 프랑크푸르트 장

식미술관보다 1년 늦게 지어졌지만 먼저 완공됐다. 두 건

물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지만 형태

적,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하이미술관은 60도로 틀

어진 두 개의 정방형 그리드가 규준선이 되어 건물을 형

성하고 있다. 대지와 평행한 그리드의 세 모퉁이에 정사

각형 매스가 배치되고, 나머지 한 모퉁이의 사각형이 두 

번째 그리드를 따라 떨어져나간 뒤 진입로 왼쪽의 오디

토리움 매스가 됐다. 이 사각형이 빠져나간 자리를 사분

원 꼴의 아트리움이 채우고 있는데, 여기에 경사로가 설

치돼 입면을 장식하고 있다. 

Figure 8. Ramp photo and the entry level plan, High 

Museum of Art, 1980-83

(1) 문지방: 건물의 정면과 주 진입로가 대지의 모서리

를 향하고 있어 도로에서의 진입이 다소 길게 느껴진다. 

대지의 끝에 다다르면 경사로가 시작되는데, 이 진입 경

사로를 절반정도 올랐을 때 등장하는 절개된 벽면 아래

를 통과하는 과정까지가 ‘문지방’의 행로다. 

(2) 감각의 준비: 문지방을 통과하면 왼쪽으로 사각형

의 오디토리움동, 오른쪽으로 피아노 형태의 휴게공간동

이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경사로의 끝에 다다르면 거대한 

아트리움을 올려다봄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게 

되는데, 입구가 정면에 없기 때문이다. 관람자는 곧 시선

을 돌리게 되고, 진입경사로를 따라 오르면서 별개의 건

물로 인지했던 피아노 형태의 휴게공간동이 건물의 현관

임을 알게 된다. 현관 내부는 낮고 어두우며, 긴 띠창을 

통해 시야가 수평적으로 전개된다.  

(3) 탐색: 현관을 통과하면 거대한 아트리움이 등장하

면서 공간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다. 아트리움으로의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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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경사로의 입구가 나타나며, 본격적인 전시 공

간인 2층으로의 발걸음을 재촉한다. 경사로를 통해 2층에 

도착하면 전시동선을 따라 순차적으로 관람이 가능하다. 

한 층에서의 관람이 끝나면 경사로를 통해 도착한 곳의 

반대편으로 나오게 되고, 아트리움 유리와 경사로 사이에 

있는 복도를 통해 외부를 관망하면서 경사로의 입구로 

되돌아 갈 수 있다. 결과적으로 관람객은 건물을 바깥쪽

으로 한 바퀴 돌아 다시 경사로의 입구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순환 방향이 층마다 바뀐다는 

점이다. 하이미술관은 세 개의 경사로를 통해 한 층을 오

른다. 다음 층에 오르면 이전 층의 반대편에 도착하게 되

는 것이다. 자연히 전시동선의 방향도 반대로 바뀐다. 또 

경사로를 오르는 과정에서도 경사로 중앙을 분리하는 벽

체로 인해 바라보는 경관이 계속해서 바뀐다.

(4) 절정: 4층의 전시를 다 관람하고 나오면 경사로로 

되돌아가는 복도가 야외 테라스로 구성돼 있다. 관람객은 

이 테라스로 나와 도시의 경관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 미

술관의 전시와 산책이 끝나게 된다. 

Figure 9. Diagram of the ramp and the promenade, High 

Museum of Art (Author’s drawing)

하이미술관의 경사로가 특징적인 이유는 경사로 사이

에 벽체가 있어 참을 기점으로 공간의 성격이 내부와 외

부로 바뀐다는 것이다. 또 일반적인 경사로와 달리 세 번

의 경사로를 거쳐야 다음 층에 도착하는 것 역시 특이하

다. 경사로 사이의 막은 전시공간으로 자연광이 직접적으

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고, 세 번 나눠 

오르게 경사로를 만든 이유는 전시공간 특유의 높은 천

정고를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특이한 공간감이 발생된 것이다. 

3.5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1987-95)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은 마이어가 후보지 선정 과정

부터 참여한 건물이다. 그는 새로 지어지는 현대미술관이 

프랑스의 퐁피두센터처럼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도심의 심장부와 같은 건물이 되길 바랐고, 결과적으로 

이 건물은 미술관이라기보다는 시민의 광장으로 사용되

고 있다. 마치 새하얀 입체파 회화 한 폭이 꼿꼿하게 서

있는 듯한 모습에 주변의 고풍스런 건물들과는 다소 이

질적이지만, 주변을 형성하고 있는 골목길들의 맥락을 받

아들이기 위해 건물을 두 동으로 분리하고, 그 사이로 광

장과 후원을 연결하는 길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건물의 구성은 평면 기준으로 왼쪽은 일곱 개의 층이 있

는 사무동, 오른쪽이 네 개의 층이 있는 전시동이다. 

Figure 10. Ramp photo and the ground floor plan,  

Barcelo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1987-95

(1) 문지방: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은 건물을 찾아가는 

것부터가 여정이라 할 수 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들어가

다 보면 갑자기 드넓은 광장과 함께 새하얀 건물이 등장

한다. 주변 건물들과 대비되는 무표정한 백색, 심지어 광

장바닥과 기단까지도 검게 처리돼 있어 건물은 더욱 기

념비처럼 보인다. 기단부의 경사로를 오르면 오른쪽으로 

마치 다음 행로를 암시하는 듯, 내부의 경사로가  강렬하

게 입면을 장식하고 있고, 그 옆 서있는 벽체 오브제 아

래를 통과하면 현관이 나타난다.

(2) 감각의 준비: 내부로 들어가면 원형 홀이 펼쳐진다.  

이곳은 외벽이 통유리로 처리돼 건물 뒤편의 정원으로 

시야가 개방돼 있지만, 천정이 낮고 어두워 수평적으로 

확장된 느낌이 강하다. 홀의 중간쯤 도달하면, 건물의 도

입에서부터 오른쪽을 가로막고 있던 벽체가 서서히 열리

고, 그 사이로 안내 데스크와 함께 물결모양의 곡면벽체

가 나타난다. 이 곡면벽체 쪽으로 이동하면 공간이 점점 

밝아지며 서서히 경사로가 있는 아트리움 홀이 보이기 

시작한다. 

(3) 탐색: 곡면 벽을 따라 건물내부로 들어가면 긴 직

사각형 형태의 아트리움이 등장한다. 이는 마치 협곡과 

같은 형태인데, 보이드 공간을 중심으로 왼쪽은 전시장, 

오른쪽에는 경사로가 층층이 쌓여있다. 관람객들은 여기

서 휴식을 취하거나, 전시정보를 확인 한 뒤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왼쪽의 전시장에 가기 위

해 오른쪽의 경사로를 올라야한다는 것으로, 주요 기능이

라 할 수 있는 전시공간과 이동을 위한 공간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이미술관과 마찬가지

로 경사로 사이에 벽체가 있어 경사로를 오르는 동안 아

트리움과 외부의 광장을 번갈아가며 볼 수 있다.  

(4) 방향 재설정: 이 건물은 옥상이 따로 없기에 4층에

서의 전시 관람을 끝으로 다시 건물의 지상층으로 향하

게 되는데, 다시 경사로를 통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

니라 경사로 옆에 붙어있는 계단 탑을 통해 단번에 내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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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정: 중세풍의 계단 탑은 창도 없고 빛도 들어오

지 않는다. 최상층의 밝은 공간에서 이 침묵의 공간을 통

과해 다시 시끌벅적한 1층 아트리움으로 도착했을 때 느

낄 수 있는 공간적 대비가 이 건물이 주는 절정의 감각

이라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건물을 오르면서 미처 체험

하지 못한 광장과 후원으로의 새로운 산책을 시작하는 

확장의 계기가 된다.   

경사로는 앞선 두 미술관과 마찬가지로 입면에 위치하

고 있는데, 단순히 동일한 수법의 반복이라기보다는 두 

‘입면 경사로’의 특징을 하나로 합쳐내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형태적으로는 프랑크푸르트 장식미술관에 가

깝고, 아트리움에 종속돼 있다는 점과 경사로 사이의 막

을 통해 시야를 교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하이미술관

과 유사하다.

Figure 11. Diagram of the ramp and the promenade, 

Barcelo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Author’s 

drawing) 

4. 마이어 경사로의 종합적 특성

4.1 ‘서사적 행로’ 가운데의 경사로

앞서 분석한 ‘서사적 행로’의 단계에 따라 마이어 

건축의 경사로의 주요 특징을 종합해보자.

첫째, 경사로의 존재는 ‘문지방’의 단계에서부터 강

조된다. 위 사례들에서는 두 종류의 경사로가 등장하는

데, 먼저 건물의 진입로 자체가 경사로인 경우로, 아테네

움, 하이미술관,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이 포함된다. 여기

서는 대지를 오르는 체험을 통해 경사로가 건축적 산책

의 시작부터 강력한 상징성과 방향성을 갖는다. 다음은  

건물의 입면에 드러난 내부의 경사로인데, 아테네움을 제

외한 모든 사례에 적용된다. 이는 입면에 사선형태의 역

동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경사로의 존재를 미리 인지시킴

으로써 내부의 행로를 암시하고 있다.  

둘째, ‘감각의 준비’ 단계인 현관에서는 공간적 대비

를 통해 내부공간의 ‘탐색’이 준비된다. 여기서의 ‘감

각의 준비’는 사무엘이 분석한 르 코르뷔지에의 것과는 

약간 다른 양상이다. 사보아 저택의 현관이 ‘탐색’에 

앞서 미리 다음에 나타날 것을 경험하고 준비하는 것이

라면, 마이어의 현관은 다음에 나타날 공간과 명확히 대

비되는 곳이다. 관람자가 ‘탐색’의 단계로 나아갔을 때 

공간의 성격이 바뀌었음을 명확하게 인지함으로써 건물

의 핵심공간에 감각이 집중되게끔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하이미술관, 프랑크푸르트 장식미술관,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에서 이런 특성을 잘 엿볼 수 있다. 예컨대, 

현관(혹은 진입홀)은 건물 내의 다른 구역에 비해 상대적

으로 천정이 낮으며, 띠창을 통해 소량의 반사광만이 유

입되는 수평적 공간이다. 반면, 다음 단계인 경사로를 포

함한 아트리움의 경우, 천창과 입면으로부터 다량의 자연

광이 들어오는 수직적으로 개방된 공간이다. 현관은 이런 

공간적 변화에 앞서 숨을 고르는 단계라 할 수 있겠으며,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시선이 유도되게 만든다. 

셋째, 경사로는 여러 층으로 나눠진 주요 프로그램을 

공간적 단절 없이 ‘탐색’하게 해준다. 앞에서 분석한 

작품들은 대부분 (올드 웨스트베리 주택을 제외하고) 그 

주요기능이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다. 이는 ‘탐색’의 대

상이 사보아 저택에서처럼 ‘거주 공간’이 아니라 ‘관

람 공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경사로의 역할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는 전시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관람 동선은 한 층에서의 관람을 끝내고 나

면 자연스럽게 다시 경사로의 입구에 도착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경사로를 오르는 과정에서 외부를 관망하는 것 

또한 전시의 일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의 중요한 

관람 행위가 된다. 즉, 경사로의 기본 특성인 ‘공간적 

연속성’에 관람자의 ‘행위의 연속’이 더해져 층으로 

인한 단절이 최소화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마이어의 ‘서사적 행로’ 가운데서는 ‘방향 재설

정’의 목적지가 최상층(옥상정원)보다는 지상층(진입층)

인 경우가 많다. 사무엘이 분석한 코르뷔지에의 ‘방향 재

설정’이 ‘탐색’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거주하는지를 

알아본 다음, ‘절정’을 향해 다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라면, 마이어의 경우에는 ‘탐색’의 과정에서 최상층에 

오른 관람객이 경사로 근처에 위치한 직통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내려가는 경로를 보인다. 프랑크푸르트 장식미

술관과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개방적인 경사로를 통해 천천히 건물을 탐색하며 

최상층에 오른 다음, 폐쇄적인 직통계단(프랑크푸르트 장

식미술관)이나 계단탑(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으로 단숨에 

지상층으로 내려간다. 이러한 경험은 동선체계 안에서의 

흥미로운 대비이며, 길었던 동선의 긴장감을 일시에 해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섯째, ‘절정’ 단계는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행로를 위한 확장의 계기가 된다. 앞서 분석한 사례들에

는 두 종류의 ‘절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사

보아 저택처럼 옥외공간으로 나가 외부 경관을 바라보는 

것으로, 올드 웨스트베리 주택과 하이미술관이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앞서 설명했듯 ‘방향 재설정’을 통해 다

시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바로 아테네움, 프랑크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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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장식미술관,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이 그렇다. 이는 

‘서사적 행로’를 따라 오르는 과정에서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후원, 중정 등을 탐색하는 새로운 여정을 여는 것

이기도 하고, 마침내 건물의 기능에서 해방되는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다.

종합해보자면, 마이어 건축의 서사적 행로에서는 문지

방 단계에서 인식된 경사로가 현관의 단계를 거치며 강

조되고, 거주층이나 전시층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건물을 

탐색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관람객은 전시를 관람하며 

자연스럽게 최상층에 오르게 된다. 여기까지는 대체로 코

르뷔지에의 서사적 행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마이어의 행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아래로 방

향을 재설정하고, 지상층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면서 건축

적 행로를 갈무리 하게 된다. 여기서 경사로는 주로 앞의 

세 단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안에서 특정한 경향을 보인다. 바로 경사로가 ‘입면 

경사로’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입면으로 드러난다는 점

과, 그것이 속한 공간을 소위 ‘경사로 실’ 혹은 ‘경사

로 홀’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의 경계가 뚜렷하

다는 점이다. 이는 코르뷔지에나 다른 건축가들의 경사로

와 구별되는 마이어 경사로 만의 특징이라 하겠다.

4.2 마이어의 ‘입면 경사로’와 ‘경사로 실’

그렇다면 이번 절에서는 ‘입면 경사로’와 ‘경사로 

실’이라는 두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로 ‘입면 경사로’라는 말이 시사하듯 마이어의 

경사로 대부분이 건물의 입면(정면), 즉 외피 바로 안쪽에 

접해있다. 이 입면 경사로는 ‘문지방’ 단계에서부터 이

미 관람자에게 내부의 행로를 미리 알려줄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사선의 형태로 건물의 입면을 장식한다. 또 경

사로를 오르는 동안 외부를 조망할 수 있게 함은 물론, 

그것이 접한 외피의 창과 천창을 통해 건물 내부로 다량

의 자연광을 유입시킨다. 이는 경사로가 건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사보아 저택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다. 물

론 코르뷔지에의 작품 중 외부로 드러나는 경사로가 없

는 것은 아니다. 그의 후기 작품인 카펜터센터(1959-63)를 

보면, 경사로가 건물의 외부에서 역동적인 형태로 건물을 

관통해 휘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조형적 기교 없이 입면 안쪽에 적층된 형태로 자리한 마

이어의 경사로와는 다르다. 한편, 경사로가 입면에 위치

하고 있다는 점은 평면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앞서 프람턴

이 말했던 ‘축적 경사로’라는 특성과 배치되지는 않는

다. 왜냐하면, 경사로가 외피에 내접하면서도 건물의 주

요 축선 위에 형성되거나(올드 웨스트베리 주택, 아테네

움, 프랑크푸르트 장식미술관), 축선과 평행하기(바르셀로

나 현대미술관) 때문이다. 따라서 마이어의 경사로는 건

물의 중심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위계가 약화되

지 않는다.

둘째로 ‘경사로 실’은 경사로가 아트리움과 합쳐짐

으로써, 혹은 독자적인 공간으로서 확보된 영역이다. 이

것은 독립된 기둥과 벽(창), 지붕(천창)등으로 ‘둘러싸인 

경사로(enclosed ramp)’라 할 수 있으며, 경계가 명확한 

하나의 개별적 공간으로 설정돼 독자적 공간체험이 가능

한 여러 특성을 내포한다. 예컨대 ‘현관’단계에서 느낄 

수 있는 진입 홀과 ‘경사로 실’ 사이의 밝기 차와 높

낮이 변화에 따른 공간적 대비는 그 특성 가운데 하나다. 

또 하이미술관과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의 경우, 양방향

의 경사로 사이에  막을 설치해 공간을 나누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사로의 참에서 방향을 전환할 때 마다 시각

적, 공간적 교차가 일어난다. 이렇듯 경사로의 공간화가 

주는 독특성은 이동하면서 펼쳐지는 시퀀스의 성격과 관

련한다. 사보아 저택의 경사로가 수평적인 바닥 슬래브를 

꿰뚫는 역동적인 통로를 제시하고 있다면(Curtis, 1982), 
마이어의 것은 입면 뒤의 수직적 공간 안에서 겹쳐져 하

나의 체적을 가진다. 전자에서 우리가 여러 공간을 통과

하며‘일시적’인 장면들을 본다면, 후자에서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반복적’인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런 차이

는 결정적으로 그것이 자신만의 영역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기인한다. 즉, 마이어의 ‘경사로 실’

은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진 ‘방’이라 할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특징은 마이어의 ‘서사적 행로’가 건

물 내에서 실체화된 단적 사례다. 마이어의 경사로는 

‘입면 경사로’로서 기능적, 시각적 측면을 강조하는 한

편, ‘경사로 실’로서는 공간적 독립성을 부각시킨다. 

이로써 그의 경사로는 건물의 주요 공간과 동등한 위계

를 가졌거나, 오히려 그 이상의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건물 내에서 자연광이 가장 많이 유입되

는 장소가 경사로라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10) 이런 측

면에서 보면, 서론에서 언급했듯, 마이어의 건축에서 경

사로는 ‘봉사하는’ 요소에서 ‘봉사 받는’ 요소로 격

상됐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마이어 건축에서 경사

로는 더 이상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독자적 기능과 의미

를 가진 대표적 공간이 된 셈이다. 

5. 결    론

이 연구는 서두에서 마이어 건축 전반에 나타나는 코

르뷔지에의 영향에 대한 평가들을 살펴봤고, 선례의 창조

적 계승이라는 견지에서 그의 건축을 새롭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바탕으로 마이어 건축의 ‘경사로’를, 사무엘이 코르뷔

지에의 ‘건축적 산책로’에서 추출한 ‘서사적 행로’

에 근거해 분석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이어의 경사로는 ‘문지방’단계에 해당하는 

진입로에서부터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리고‘현관’의 단

계를 거치며 강렬하게 인식된 뒤, 거주층 또는 전시층에

서 본격적으로 건물을 ‘탐색’하게 한다. 이 단계에서 

경사로의 가장 주요한 역할은 여러 층으로 나눠진 전시 

공간들을 관람 행위의 연속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10) 마이어는 “공간은 자연광 없이는 건물 내부에 존재 할 수 

없다”는 루이스 칸의 언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Mei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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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이로써 공간적 경험이 극대화된다. 그리고 코르

뷔지에의 경우와 달리 건축적 산책의 ‘절정’이 옥상정

원(최상층)에 있지 않은 사례(프랑크푸르트 장식미술관,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도 존재한다. 여기서는 건물을 내

려가는 동선이 ‘방향 재설정’의 단계가 되는데, 이때 

주로 사용되는 계단(혹은 계단탑)은 경사로로 인해 길었

던 동선의 긴장감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지상층에서 

새로운 행로를 여는 계기가 된다. 

둘째, 마이어의 경사로는 사무엘의 ‘서사적 행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가운데, ‘입면 경사로’와 ‘경사로 

실’의 특성을 보인다. 경사로가 건물 외피에 내접했음을 

뜻하는 ‘입면 경사로’는 경사로의 기능적, 시각적 측면

을 강조하는 특성이며, 독립된 공간으로서의 ‘경사로 

실’은 경사로를 ‘봉사 받는 공간’으로까지 격상시키는 

특징이다. 이로써 마이어 건축의 경사로는 다시 한번 상

징적 중요성을 확증한다.

이처럼 마이어의 경사로는 코르뷔지에의 선례를 받아

들이되 자신만의 방식으로 창조적 해석을 가미한 결과다. 

이것은 비단 경사로라는 요소 한 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

니라 그의 건축 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하겠다. 마이

어의 건축이 현 시점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면, 이는 그의 

뉴욕5 동료들이 보여줬던 모더니즘의 극복만이 현대건축

의 대안이 아님을, 즉 모더니즘의 창조적 계승도 우리이

게 필요한 혁신의 한 방법임을 의미하는 것일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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