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tects
근대 건축의 위대한 성과

19세기 말과 20세기 전반에 걸친 격동의 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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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미하며, 가까이서 혹은 멀찌감치에서 서로 의

흔히 미스 반데어로에를 르코르뷔지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더불어 근대 건축의 3대 거장이라 말한다. 각자의 탁월한 디자인
어법으로 근대 건축을 개척했기 때문이다. 이들과 더불어 근대 건축을 대표하는 다양한 건축가들을 소개한다.

으나 결별한 후고 헤링(1882~1958)의 건축을 보자.

Alongside Le Corbusier and Frank Lloyd Wright, Mies van der Rohe is often considered part of the triumvirate
of modern architecture for his unique pioneering designs. Take a look at some of the works of other prominent
architects of their time.

론을 전개한 건축가로 평가된다. 게다가 베를린의 대

식하며 영향을 주고받았던 동시대 건축가들이
있다. 그들 중 유럽에서는 독일의 후고 헤링과 한

T

was when many contemporary architects
inspired one another near and far. The most

스 샤로운, 그리고 핀란드의 알바르 알토를 주목할 만

notable among them include Germany’s

하다.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라면 당연히 프랭크 로이

Hugo Häring and Hans Scharoun, Finland’s

드 라이트와 루이스 칸의 존재를 간과할 수 없다.

Alvar Aalto and America’s Frank Lloyd Wright

우선 미스

반데어로에(이하 미스)와 한때 친구였

Hugo Häring (1882-1958),

vered as the most distinct functionalist archi-

1

tect of 1920s Germany and a leading figure

표적 모더니스트들이 결성한 데어 링의 대변자 역할을
할 만큼 주도적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한동안 역사

을 구성했다. 그 결과 일반적인 직각 체계를 따르지 않

who was a quasi-spokesperson for Der Ring,

의 조명을 받지 못한다. 건물의 기하학적 형태라든가

은 독특한 평면이 도출됐다. 건물 단면 역시 내부 기능

a collective of modernist architects in Berlin.

표준화와 대량 생산의 효율성을 중시했던 근대 이념과

을 외적으로 보여 준다. 그야말로 ‘형태는 기능을 따른

However, he was out of the limelight for some

불화했던 까닭이다. 단순한 형태 속에 보편적 공간을

다’는 근대 기능주의 원칙에 딱 들어맞는다. 그의 다른

time because he opposed modern principles

담으려 했던 미스와 결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헤링

작품들 역시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계획된 것이다. 헤

such as the geometric form of buildings and

에 따르면, 우리는 처음부터 기하학적 형태를 외적으

링의 건축 방법론은 특수한 개별성을 중시했던 까닭에

efficiency via standardization and mass pro-

로 강요해서는 안 되며 사물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것

폭넓은 적용에 다소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그를 따랐

duction. His position was partly attributable

이 스스로의 형태를 펼쳐 나가도록 해야 한다. 즉 내적

던 후배 건축가 샤로운의 디자인을 통해 이 방법론은

to him parting ways with Mies, who sought

기능에 따라 공간을 구성하는 게 우선이며, 형태는 그

현실성을 입증한다. 헤링은 근대 건축의 유기적 흐름

to establish a universal space within simple

저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의 건물 평면이 불규칙

을 견지한 중추적 건축가로 재발견되고 있다.

forms. According to Häring, an architect must

하고 비기하학적인 이유다. 헤링은 ‘유기적’이라는 말

한스 샤로운(1893~1972)은 알바르 알토와 더불어

not insist upon geometric facades from the

로 자기 건축을 설명했는데, 훗날 그의 건축적 경향에

1890년대 출생한 가장 뛰어난 건축가로 불린다. 그는

beginning but rather seek to discover the

는 ‘유기적 기능주의’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다.

베를린 필하모니(1963년 완공) 콘서트홀로 국제적 명

essence of objects and allow them to reveal

미스의 대표작이 도시적 세련미를 자랑하는 건물이었

성을 얻었다. “음악과 공간의 일치를 3차원적 형태로

their own forms. In other words, it is preferable to form a space based on internal functions, with the resulting form being merely the

시골 마을 구트 가르카우(1926년 완공) 농장에 세워진
투박한 외양간이었다. 헤링은 외양간 진출입의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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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as once a friend of Mies van der Rohe, is re-

그는 1920년대 독일에서 가장 뚜렷하게 기능주의 이

던 반면, 헤링의 생각이 제일 잘 표현된 작품은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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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century and the mid-20th century

and Louis Kahn.

by 김현섭 Kim Hyon-sob

베를린 필하모니 외관
Exterior view of the Berliner Philharmonie

he turbulent period between the late

그리고 소들이 먹이를 먹을 때의 습성을 파악해 공간

1 구트 가르카우의 외양간 2, 3 베를린 필하모니
1 The cowshed at the farm Gut Garkau
2, 3 Berliner Philharmonie

2

outcome. As such, the facades of his buildings are irregular and non-geometric. Häring

3

Berliner
Philharm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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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puri Library

ist motto of “form follows function.” Häring’s
other works were also designed with a
similar perspective. His architectural methodology was somewhat limited in its capacity
to be applied to broader applications, as he
focused on intrinsic individuality. Nonetheless, the practicality of this methodology was
eventually espoused by his successor, Hans
Scharoun. Today, Häring is being rediscovered as a leading architect who foresaw the
development of modern architecture toward

Baensch House

the organic.
Hans Scharoun (1893-1972) is celebrated
as one of the most prominent architects born
in the late 19th century. Scharoun earned

1

1

2

international renown with the Berliner Phil-

Villa
Mairea

harmonie (completed in 1963). Praised as
응축해 냈다”고 평가받는 이 콘서트홀은 공간 구성이
무척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a three-dimensional expression of the unity

1 벤슈 하우스 2 한스 샤로운 3 알바르 알토
1 Baensch House 2 Hans Scharoun 3 Alvar Aalto

between music and space, the concert hall

1, 2 비푸리 도서관 3, 4 빌라 마이레아
1, 2 Viipuri Library 3, 4 Villa Mairea

샤로운은 1927년 미스가 주도했던 슈투트가르트 바이

is extremely varied and multifaceted in its

센호프 주택단지에 참가하며 근대 건축계에 두각을 나

spatial composition.

Alvar Aalto (1898-1976) is often compared

타냈다. 비록 1933년 나치의 대두 이후 모더니스트로

described his own architectural design as

In 1927, Scharoun showcased his talent by

to Häring and Scharoun, but he garnered

서의 외적 활동은 극도로 제한됐지만, 그는 여러 개인

“organic,” and his style was later described

participating in the Weissenhof Estate proj-

even greater success as the representa-

주택을 설계하며 건축 공간의 실험을 지속할 수 있었

as “organic functionalism.”

ect in Stuttgart under the leadership of Mies.

tive architect of Finland. Aalto is known for

다. 나치가 독일의 정체성으로 강제한 경사 지붕 아래

Whereas Mies’ foremost work has been

Although Scharoun’s activities as a modern-

imbuing a sense of humanity into a rational

에서였다. 1935년에 완공된 벤슈 하우스가 좋은 사례

described as a building of urbane elegance,

ist were largely curtailed following the emer-

and functional form of architecture that

다. 이 집은 식당을 축으로 내부 공간이 정원 쪽을 향해

the most representative of Häring’s vision

gence of the Nazi regime in 1933, he was still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보여 주는 등 무척 다

is a rustic structure at the farm Gut Garkau

able to experiment through his designing of

변화된 공간을 연출한다.

(completed in 1926) located in the German

private residences, albeit under the iron fist

3

developed in central Europe. His upbringing

4

and career in Finland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his work. He had a deep connection

“헤링이 말하게 하라.” 샤로운이 자신의 건축적 입장

countryside. Häring created the cowshed

of a government dictating a national archi-

건축에 결정적이었다. 그 땅의 침엽수림과 호수, 겨울

expressing the extent to which he saw

with Finland’s natural environment—from

을 대신하기 위해 한 말이다. 그만큼 그는 헤링을 지적

with clear passages for cows to enter and

tectural identity. The Baensch House, which

밤의 북극광을 통해 그는 자연과 깊이 교감했고, 결국

Häring as his mentor. Häring’s tendency to

coniferous forests and lakes to wintertime

멘토로 여겼다. 벤슈 하우스, 베를린 필하모니 모두 건

exit and took into account the cows’ feeding

was completed in 1935, is an apt example.

자연주의적 디자인을 낳았다. 예컨대 곡선은 알토의 디

let his internal spaces unfold beyond their

auroras—and so he ended up adopting a

물 내부의 공간이 안에서 밖으로 펼쳐지고 있다. 헤링

behavior. His considerations resulted in an

The home is a highly diversified space, exud-

자인에서 가장 돋보이는 요소인데, 핀란드 호수의 형상

walls can also be discerned in Scharoun’s

naturalist style of design. For example, his

에게는 이 원리가 너무 개별적이어서 보편성에 제약이

unusual facade that did not follow the con-

ing a progressive character throughout with

이나 ‘빛의 커튼’ 오로라와 빈번히 연관돼 왔다. 러시아

Baensch House and Berliner Philharmonie.

most salient design feature is curved lines,

따랐으나, 샤로운은 이러한 특수성을 매력적인 디자인

ventional style of farms at the time with their

an internal space fanning outward from the

비보르크에 있는 비푸리 도서관(1935년 완공)의 천장

Whereas intrinsic individuality limited uni-

which have commonly been likened to lake

감각을 통해 보편적으로 확장했다. 로미오와 줄리엣

many right angles. The building’s outward

dining area toward an outdoor garden.

과 뉴욕박람회 핀란드 파빌리온(1939년 완공)의 벽면,

versality for Häring, Scharoun expanded on

shores or the “curtains of light” cast by au-

(1959년 완공) 같은 익명의 다수를 위한 아파트 블록은

appearance is a reflection of its internal

Scharoun described his architectural stance

그리고 ‘파이미오 체어’와 유리 화병을 생각해 보라. 건

this uniqueness, creating his own universal-

roras. This is clearly illustrated by the ceiling

그 같은 특수한 보편성이 유효함을 잘 보여 준다. 건축

functions, upholding the modern functional-

as Hugo soll reden (“let Hugo speak”),

ity that incorporated his charismatic design

of the Viipuri Library (completed in 1935)

어딜 가든 핀란드와 함께한다.”

sensibilities. Scharoun’s unique universality

in Vyborg, Russia, the walls of the Finnish

의 방식은 최근 건축가들의 작품에서 빈번히 발견되는

알토는 자신이 제일 아끼는 작품으로 핀란드 노르마르

is evident in the public housing complex

Pavilion (completed in 1939) for the World’s

쿠의 빌라 마이레아(1939년 완공)를 꼽은 바 있다. 건

Romeo and Juliet (completed in 1959). In re-

Fair in New York and Aalto’s Paimio Chair

축주로부터 디자인의 자유를 부여받고 마음껏 새로운

cent years, his method of completing spaces

and glass vases. The architectural historian

실험을 감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중에는 예술과

and details with intricate and unconventional

Sigfried Giedion once said, “Finland is with

삶이 융합된 공간을 창조하는 실험이 있다. 또한 서로

angles has become popular among archi-

Aalto wherever he goes.”

이질적이고 때로 상충하는 요소들을 적극 조합하는 실

tects. Indeed, Scharoun can be credited with

Aalto once stated that Villa Mairea (com-

험도 있었다. 이 경우 아주 현대적인 건물 본체에 토속

bridging the organic architectural trends

pleted in 1939), which is located in

적 사우나를 부속시켜 대강의 구도를 예시한다. 그리

of the modern era with the elegant design

Noormarkku, Finland, was his most

고 백색 벽면, 철제 핸드레일, 나선형 계단의 국제적 모

trends of today.

treasured work because he had

바다. 샤로운은 근대의 유기적 건축 경향을 현대의 세
련된 디자인 흐름으로 이어 준 건축가라 하겠다.
헤링과 샤로운에 비견되면서도 더욱 성공적이었
던 건축가가 바로 핀란드를 대표하는 알바르 알토
(1898~1976)다. 그는 유럽의 중심부에서 발전한 이
성적이고 기능주의적인 근대 건축에 따뜻한 인간
미를 불어넣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알토가
핀란드에서 나고 자라 활동한 점은 그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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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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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가 지크프리트 기디온의 말을 빌리자면, “알토는

공간과 디테일을 정교하고 기묘한 각도로 처리했던 그

37

Fallingwater

2
3

1

더니즘의 요소가 목조 건물, 돌담, 잔디 지붕의 토착 전
통과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점은 입체파 화가들의 콜

1 낙수장 2 로비 하우스 3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1 Fallingwater 2 Robie House 3 Frank Lloyd Wright

Robie
House

2

The organic nature

Richards
Medical Research
Laboratories

of architecture

was conveyed by Häring, Scharoun and
Aalto in their own ways, but this perspective

라주 작품을 연상시킨다.

Phillips Exeter
Academy
Library

이러한 알토의 디자인은 핀란드의 자연 특성뿐 아니

free rein to create and experiment with its

had already been adopted by Frank Lloyd

라, 유머러스하고 유희적인 자신의 성격과도 관계가

design. He aimed for both a space where art

Wright (1867-1959) in the United States in

깊다. 그는 건축에 있어서 ‘유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and life would coexist in harmony and the

the early 1900s. Wright’s use of space dif-

평자들은 그의 디자인에서 ‘유기적 건축’ ‘낭만적 모더

convergence of disparate, and at times con-

fered from the methods used by others in

니즘’ ‘뉴 휴머니즘’ 등을 읽어 낸다. 점점 비인간화되

flicting, elements. In Villa Mairea, this theme

that he usually adhered to geometric grids

고 기계화되어 가는 건축적 현실에 대한 반작용 때문

of juxtaposition is embodied by the inclusion

and right angles. Moreover, his version of the

일 것이다. 결국 건축은 인간의 심리적 측면까지 고려

of a traditional sauna within a cutting-edge

해야 할 텐데, 알토는 이것만이 “건축의 휴머니즘을 향

modern building. Furthermore, elements

한 유일한 길”이라 역설한다.

of International Style, such as white walls,

“organic society.” This concept is exemplified

metal handrails and spiral stairways, form a
striking contrast with the building’s wooden

으로 건축의 유기적 특성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건

1

Depression but then began to flourish again

also embodied the potential of a democratic

in the late 1930s when the economy started

space. Another interesting aspect of Jacobs I

organic was later expanded to refer to a kind

to pick up. The beginning of this resurgence

is its floor heating system inspired by the Ko-

of “democratic architecture” based on an

coincided with Wright’s design for Fallingwa-

rean ondol . Impressed by this feature while

축되는데, 여기서 벗어나던 1930년대 후반부터 그의

ter (completed in 1939), but his interest at the

staying in a Korean-style home during a visit

by his later work: Usonian homes.

경력은 다시 꽃을 피운다. 이 시기의 출발점은 대부호

time was directed toward small, economical

to Japan, Wright recreated his experience

Wright first gained popularity through his

의 별장인 낙수장(1939년 완공)을 짓던 시점과 중첩되

housing projects for ordinary people instead

for Jacob I using steam pipes. Floor heating

structure, stone walls and grass-covered

Prairie style, a housing model created for

지만, 이때의 관심은 상류층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겨

of the well-to-do. To this end, he adopted the

was installed in many subsequent Usonian

축적 입장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1867~1959)가

roof. The building is often thought of as a

middle- and upper-class families in the

냥한 경제적인 소규모 주택에 있었다. 이를 위해 그는

expression “Usonia,” which is a portmanteau

homes, incorporating the Korean tradition

1900년대 초부터 이미 미국에서 발전시켜 오던 것이

cubist collage.

suburbs of Chicago. It exerted considerable

‘유소니아(Usonia)’라는 말을 차용한다. 유소니아는 미

of “United States” and “America.” It conveys a

into Wright’s dream of an organic and demo-

다. 그리고 그는 유기적 건축을 ‘존재의 조건과 조화

Aalto’s designs owe much to Finland’s natu-

influence on Mies and other European archi-

국에 대한 모호한 표현인 ‘United States’와 ‘America’

passion to establish a new American society

cratic style of architecture.

를 이루며 안에서부터 밖으로 성장하는 건축’이라고

ral environment, but they are also deeply

tects. The Robie House (completed in 1910)

를 합성한 말로, 민주적으로 개혁된 새로운 미국 사회

under democratic reform.

In addition to Wright, Louis Kahn (1901-74)

정의를 내린다. 그런데 라이트의 공간은 헤링 등의 방

linked to the architect’s humor and wit. Aalto

is a noteworthy Prairie work. Wright’s activi-

를 향한 열망을 드러낸 것이다.

The first Usonian home was Jacobs House I

was another master of American modern ar-

식과 달리 주로 직교 체계의 기하학적 그리드를 따랐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lay” with

ties were somewhat hampered by the Great

첫 번째 유소니아 주택은 위스콘신의 젊은 저널리스트

(completed in 1937), which Wright designed

chitecture. Kahn stands out among the afore-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그의 유기적 건축은

regard to architecture. Some critics inter-

가족을 위해 설계한 제이컵스 주택(1937년 완공)이다.

for a young journalist’s family. He enhanced

mentioned architects because he was born

‘유기적 사회’에 바탕을 둔 ‘민주적 건축’을 의미하는

pret his design concepts, such as “organic

여기서 라이트는 독립된 식당을 없애는 등 공간의 경

the building’s spatial economy by omitting

in the 20th century and only began to garner

데까지 확장됐다는 차이도 있다. 이는 그의 후기 건축

architecture,” “romantic modernism” and

제성을 높였고, 가급적 마름질한 자재를 사용해 현장

a separate dining room, used prefabricated

recognition as an independent architect in

유형인 ‘유소니아 주택’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new humanism,” as the architect’s reaction

의 노임을 줄였으며, 각종 설비를 단순화했다. 식당의

materials to reduce on-site labor costs and

the 1950s. While his predecessors fought to

라이트의 첫 명성은 1900년대 초 선보인 ‘프레리 스타

against architecture’s movement toward an

부재는 식모 및 가부장적 식탁의 부재를 동반함으로

simplified various facilities. The lack of a din-

pioneer modern architecture with the emer-

일’을 통해서다. 이는 시카고 근교의 넓은 대지에 중상

increasingly dehumanizing and mechanical

써 주거 공간의 민주성을 암시했는데, 2×4피트 모듈

ing area implicitly demonstrated the demo-

gence of modern society, Kahn explored

류층을 위해 지은 주택 유형으로, 미스를 위시한 유

form. Aalto believed that architecture should

이 비위계적으로 반복된 것도 민주적 공간의 가능성을

cratic nature of the residential space, as it

the essence of architecture, which modern

내포한다. 그런데 이 집에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안

entailed the absence of both a housekeeper

architecture lost touch with through its

이 또 있다. 그것은 한국의 온돌에서 착안한 바닥 난방

and the patriarchal dining table. A non-

systemization in the latter half of the

이 도입됐다는 점이다. 일본 방문 시 한국의 온돌방을

hierarchical repetition of 2x4-foot modules

20th century. With his critical

샤로운, 알토는 각자의 방식

럽의 건축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로비 하
우스(1910년 완공)가 대표 사례다. 이후 경제
대공황으로 그의 활동은 다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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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imately consider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human beings; he viewed this as his
field’s only path toward humanism.

3

Getty Images(6), Frank Lloyd Wright / ARS, New York - SACK, Seoul, 2019
©demonstratesdemonstratesdemonstrates
©

앞서 언급한 헤링,

1 리처즈 의학 연구소 2, 3 필립스 엑서터 아카데미 도서관
1 Richards Medical Research Laboratories
2, 3 Phillips Exeter Academy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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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rait
1 방글라데시 다카의 국회의사당 외관 2 루이스 칸
1 Exterior view of the Jatiya Sangsad Bhaban in
Bangladesh 2 Louis Kahn

Jatiya Sangsad
Bhaban

경험하고 감명받은 라이트는 이 집에서 스팀 파이프를
이용해 바닥 난방을 실현했던 것이다. 이후 지어진 다
수의 유소니아 주택에도 바닥 난방이 적용됐는데, 유
기적이고 민주적인 건축을 향한 라이트의 꿈에 한국의
전통이 한몫 거든 셈이다.
라이트 이후 미국 근대 건축의 거장으로는 단연 루이
스 칸(1901~1974)을 꼽을 수 있다. 그는 20세기 출생
자라는 점에서, 그리고 1950년대에야 비로소 독립된
건축가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전술했
던 건축가들과 다르다. 앞의 선배들이 근대 사회를 맞
이하며 그 한복판에서 근대 건축을 개척하는 데 고투
했다면, 칸은 20세기 후반 이미 제도화돼 버린 근대 건
축이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건축의 본질을 탐색하며

1

이를 한 단계 비판적으로 성숙시켰다고 하겠다.
칸이 건축의 본질을 탐색했다 함은 그가 건축의 일시

perspective, he can be credited as an agent

finished in brick, creating a contrast with the

적 유행이나 표면적 형태에 집착하지 않았음을 뜻한

of maturation for his field.

areas that they serve, namely the laborato-

다. 대신 그는 건축 공간이 어떤 질서로 구성되는지, 건

Kahn’s exploration of the essence of ar-

ries equipped with large windows. Viewed

물이 어떻게 구축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어떻

chitecture implies that he was not fixated

from afar, they huddle along the skyline of

게 경험하는지에 관심을 두었다. 이 같은 관심사는 그

on temporary trends or superficial forms.

Philadelphia, forming an interesting image

가 학창 시절 받았던 고전주의식 교육과 무관치 않은

Instead, he was focused on the order in

reminiscent of the tall medieval towers of Italy

것으로 보이며, 장기간 유럽의 역사적 건축물을 답사

which an architectural space forms, how a

while hinting at the permanence of time that

하여 얻은 건축의 영속성에 대한 통찰력에서도 비롯됐

building takes shape and how people came

is inherent in architecture.

을 것이다. 대표작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리

to experience the building. This interest ap-

This permanence harnessed by Kahn is

처즈 의학 연구소(1964년 완공)는 ‘봉사하는 공간’과

pears to be linked to his classical education;

also present in his later works, which can

‘봉사받는 공간’을 명확히 분절함으로써 공간의 질서

he gained deep insight on the permanence

be characterized as both simplified masses

와 위계를 보여 준 사례다. 계단실과 부속실을 담는 서

of architecture from his extensive study of

of geometric forms and monuments that

비스 타워는 벽돌로 마감돼 그것이 봉사하는, 넓은 유

historical buildings in Europe. One of his

amalgamate the classical with the abstract.

리창이 설치된 실험실과 대비를 이룬다. 그런데 여기

foremost works is the Richards Medical Re-

The Phillips Exeter Academy Library (com-

서는 그 수직 타워들이 군집된 양상 또한 흥미롭다. 이

search Laboratories (completed in 1964) at

pleted in 1972) in New Hampshire, United

탈리아 중세 도시에 높은 탑들이 솟아오른 이미지를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e building

States, and Jatiya Sangsad Bhaban (com-

연상시켜 시대를 뛰어넘어 영속하는 가치가 건축에 존

is plainly divided into “servant spaces” and

pleted in 1982) in Dhaka, Bangladesh, are

재함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served spaces,” illustrating the concepts of

good examples. In one of his essays, Kahn

칸에게 있어서 건축의 영속성은 미국 뉴햄프셔의 필

order and hierarchy. Its service towers, which

asserted that monumentality in architecture

립스 엑서터 아카데미 도서관(1972년 완공)과 방글라

contain stairwells and auxiliary rooms, are

is mental rather than material and that the

2

embodies the permanence of architecture.

더 발전해 간다. 그는 한 에세이에서 건축의 기념비성

The permanence inherent in Kahn’s archi-

이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이며, 그러한 정신

tecture, which encompasses a dichotomy of

적 측면이야말로 건축의 영속성을 매개하는 것이라 밝

light and shadow, a metaphor for silence and

힌 바 있다. 그의 건축에 내재한 영속성은 빛과 그림자

a poetic sublimation of constructional logic,

의 강렬한 대비로, 침묵의 메타포로, 구축 논리의 시

will continue to resonate with architecture in

적 승화로 심화되는데, 이로써 현대의 건축계에도
끝없는 울림을 준다.
김현섭은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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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era.
Kim Hyon-sob is a professor of architecture at Korea
University.

“자연과 건물, 인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루트비히 미스 반데어로에

“ We should attempt to bring nature, houses and human beings together into a higher unity.”
– Ludwig Mies van der Rohe
© Illustrated by Young-soo

을 추상화한 단순 기하학의 매스나 기념비적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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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d mental, spiritual quality is what truly

데시 다카의 국회의사당(1982년 완공)에서처럼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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