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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일본 건축가 단게 겐조(丹下健三)의 건축에서 1960년 를 기 으로 나타났던 요한 변화에 해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목표로한다. 일본의 기 건축을성공 으로이끌었던단게는 1960년 무렵부터 일본의

새로운시 , 새로운건축을 해자신이추구했던기존의기능주의 경향에서벗어나구조주의 방법을제시했다. 따라서

본논문에서는단게가 1960년 이후지향했던구조주의 경향이이 시기의기능주의 경향으로부터어떤발 과변화

를이루어결과 으로어떤차이를보이는지, 한 구조주의 경향으로의변화에 향을미친원인들은무엇인지등에

해연구한다. 결론 으로단게의이론은기존기능주의의개념을부정하는 안의제시라기보다는기능주의와구조주의모

두를포 하는것으로서기능요소와그구조화를통해오히려기존의기능주의가가졌던단 을보완하면서효율 인기능

의 재정비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단게 겐조, 일본건축, 기능주의, 구조주의, 디자인방법론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es and results of the significant changes in the architecture of Japanese 

architect Kenzo Tange in the 1960s. For a new era and new architecture of Japan, Tange who has been successful 

in leading the early modern architecture of Japan. since the 1960s, proposed a structuralist approach, deviating from 

the existing functionalist tendencies that he has pursued. Therefore, in this paper, we examine what structural 

changes tend to be made in the post-1960s from the functionalist tendencies of the previous period, and what causes 

the changes to structuralist tendencies. In conclusion, rather than suggesting alternatives to deny the existing concept 

of functionalism, Tange's theory encompassed both functionalism and structuralism and achieved the effective 

reorganization of functions while complementing the disadvantages of existing functionalism through functional 

elements and their 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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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차 세계 이후, 1960년 에들어와서세계 인경

제성장을 바탕으로 도시와 사회가 팽창되고 이에 한

새로운 해석과 응이 건축가들에게서 요구되기 시작했

다. 미래의새로운도시환경에 한추구는패 이후

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일본에까지 향을 미쳤다. 특

히, 미군정에 의해 시작된 민주주의의 향으로 쟁 이

의 강압 인 사회분 기에서 해방되어 자본주의의 성

숙과 함께본격 인건축 활동의시기를맞이하게된 일

본의 은 건축가들은 일본건축의 새로운 시 , 새로운

건축사조에 한 기 감에 부풀었다.

당시일본건축의주요논쟁의주제로는기능주의건축

의 수용문제, 사회주의 리얼리즘, 통표 의 문제, 건축

의기술문제등이복합 으로논의되었는데, 일본건축이

안고 있던이와 같은복합 인문제에 해 새로운해결

책을 제시한 건축가 하나는 당시 일본건축계의 주도

건축가 으며, 동경 학의 건축과 교수 던 단게 겐

조(丹下健三) 다.

근 기능주의 건축사상과 일본성의 재평가라는 두

개의 방향을가장잘통합한새로운 공간을 창조해일본

의 기 건축을 성공 으로 이끌어 빠르게 일본의

국가건축가로서상징이되었던단게는일본건축의근

화와 건축 속에서 재까지도 많은 부분에 걸쳐

은건축가들에게 향을주고있다. 특히. 1960년 무렵부

터는일본의새로운시 , 새로운건축을 해자신이추

구했던 기존의 기능주의 경향에서 벗어나 거 구조를

통한도시 건축이라는개념을바탕으로하는구조주의

방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까지단게에 한연구는단게개인에

한 연구보다는 2차 세계 이후의 일본건축계에서 주

도 역할을했던건축가 한 사람으로서 는단게로

부터 요한 향을받았던이후의건축가들과의 련성

이라는 측면에서의연구가 부분이었으며, 단게라는 건

축가 개인의특징 변화에 한논의는거의 없는것으

로 악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게가 1960년 이후 지향했

던구조주의 경향이이 시기의기능주의 경향으로

부터 어떤 발 과 변화를 이루어 결과 으로 어떤 차이

를 보이는지, 한 구조주의 경향으로의 변화에 향

을 미친 원인들은 무엇인지 등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단게의작품 속에서의 변화에 한이와 같은분석은 세

계 건축계에서 추 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건

축을 이해하는 기 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먼 단게가 자신의 건축에서 기능

주의 경향에서 구조주의 경향으로 변화하는데 향

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당시 세계건축계의 흐름, 특

히 그 에서도 CIAM에서 TEAM X으로의 세 교체와

이들과의 교류에 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단게가 기능

주의 경향에서 구조주의 경향으로 환되었다고 추

정되는 1960년 를 기 으로 그 후의 작품과 이론

술 등을 심으로 그 특징을 분석해 비교할 것이다.

2. 서  기능주  건축  향과 쇠퇴

2.1 서  기능주  건축  향

근 건축의 1세 인 르 꼬르뷔제(Le Corbusier)와 월

터그로피우스(Walter Gropius)가 주도해 1928년부터개

최했던 유럽의 근 건축국제회의(CIAM)는 최소한의 생

존을 한주거, 지의합리 활용등의 기안건에서

부터시작하여 2차세계 후로는기능 인도시, 합리

화와 표 화에 이 맞추어진 도시건축운동이었다.

CIAM의활동은 1928년에발표된 ‘라사라(La Sarraz) 선

언’과 1943년에 발표된 ‘아테네 헌장’으로 표 될 수 있

는데, 라사라선언의내용은건축에있어서표 화와합

리화를경제와건설산업 인측면에서성취하고미학과

형식주의로서의 근이 아닌 도시에서의 기능 질서를

확립하여정착시키자는것이었다. 아테네헌장에서도그

와 같은 주장은 계속되어 변화하는 도시의 통제와 개선

이합리 이고기술 인방법에의해계획되어야한다고

주장되었다.

쟁 이후, 일본건축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

던일본건축계가주목한것은바로이모더니즘의 ‘기능

주의’ 건축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많은 일본 건축가들은

근 건축의기능주의를주도했던르꼬르뷔제, 그로피우

스, 미스반데로에(Mies van der Rohe) 등의건축을연

구하고 이에 향을 받았다.

단게겐조역시첫번째공식 연구는 1939년에잡지

‘근 건축’에 게제한 ‘미 란젤로에 한 송가 : 르 꼬르

뷔제의연구에 한도입으로서’라는 10장짜리 논문이었

다. 이것은 단게의 이후의 건축과 도시계획 작업에서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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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르뷔제의 지속 인 향에 한 최 의 표명이었다.

단게가 르 꼬르뷔제에 매료되기 시작한 것은 소비에

트궁(Palace of the Soviet) 국제 상에출품된르꼬르뷔

제의 도면과 모델사진을 보았을 때 는데, 단게 자신에

따르면 장식이 배제된 소비에트 궁 계획안의 독창성은

단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1].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단게는 건축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1935년에 동경 제국

학의 건축학부에 입학했다.

Fig. 1. Le Corbusier, Palace of the Soviet, 1931

자신의 논문에서 단게의 의도는 본래 미 란젤로의

연구를 통해 르 꼬르뷔제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단게에게르꼬르뷔제는서양근 건축가들 에서유일

하게 시 감으로 가득한 새로운 건축에 한 근을

보여 건축가 다. 단게를 매료시켰던 것은 조각 형

태를 만들어 내는 거장의 능력뿐만 아니라 근 도시를

한비 이었다. 단게가소비에트궁 계획안에서보았던

것은 작품 체에 스며들어 있던 도시 공동체의 유토피

아 이미지와 균일한 건축 발 이었다. 이것은 기

쇼와(昭和)기 일본의완 하게비연속 이었던도시환경

과는 엄청난 조를 보 고, 단게에게 깊은 감을 주었

다.

단게가 1951년에 국의 호데스돈(Hoddesdon)에서

열린 8번째근 건축국제회의(CIAM)에 참석했을때, 유

니떼 다비따시옹(Unite d'Habitation)을 방문하기 해

랑스 마르세이유로 여행을 할 수 있었는데, 일생을 르

꼬르뷔제의추종자 던단게에게이건물은깊은인상을

심어 주었다. 단게는 이에 해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

“이어진두달 동안의여행은고 건축과 르꼬르뷔제의

작품으로나에게 깊은 감명을 남겼다 ... 게다가, 그 당시

90퍼센트 정도 완공되었고, 고 건축에 비해 손색

이 없었던 마르세이유의 유니떼를 방문했을 때, 르 꼬르

뷔제의 함에이 보다훨씬강한 감동을받았다[2].”

단게에게 향을 다른근 의거장은독일바우

하우스(Bauhaus)의 창시자 그로피우스 다. 그로피우스

는 록펠러 재단의 동서양 문화교류 로그램의 사 로

1954년에일본을방문했는데, 그로피우스가일본에머무

는 동안 그의 카츠라궁에 한 감탄은 1955년에 잡지

Perspecta지에 기고한 ‘Architecture in Japan’이라는

에 잘 나타나며, 이 은 이후 1960년 단게가 출 한 책

‘Katsura : Tradition and Creation in Japanese

Architecture’에 독립된하나의장으로그 로옮겨져실

렸다. 한 그로피우스가 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 따로 운 했던 도시설계 인 TAC는 이후 1967

년에 단게에 의해 URTEC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재

되었다[3].

2.2 CIAM   Team X

20세기 건축계에 신 인 반향을 일으키며 유럽

에서 시작 던 모더니즘 건축운동은 통 건축양식들

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며 1920, 30년 에는 기능주의 건

축이 세계의 건축계를 주도하게 되었다. 하지만 40년

에 어들며 쟁 등으로 유럽 륙이 불안정해지고, 모

더니즘건축의 심 건축가들이미국등으로이동하면

서 건축계의 동향에도 변화가 시작되었고, 50년 에는

후복구를토 로이 에는경험해본 이없는다양한

건축 사상들이 나타났다. 모더니즘 건축의 정신으로

불리던 기능주의 건축사상의 문제 이 지 되기 시작한

것도 이를 후한 시기 다.

물론 1950년 에도 기능주의는 여 히 ‘지배 문화’

로 자리하고 있었지만, 기계문명의 한계가 노출되기 시

작한 1950, 60년 유럽의건축가들은 CIAM의건축이념

을새롭게바라보기시작했고, CIAM에 해합리주의의

낙 인 결정론, 도시의 상황을 주거, 노동, 여가, 교통

으로 단순화시킨 획일성, 경직되고 기능 구획으로 이

루어진도시계획그리고고 도의요구를충족하기 한

동일하고반복 인주거유형의제시를비 하 다.[4] 이

러한 CIAM의기능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한 반응으

로 텐(Team X)이 등장하 고, 이 새로운 건축세 들

은 CIAM의교조주의 건축을 획일 인 기능주의로 규

정하고변화하는도시환경에 한새로운 안을모색하

기 시작했다.

동시에장식을배제한기능주의일변도의근 건축에

식상한건축계는소 역사성의재 과상징주의를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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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시작하 으며, 1950년 에는세계 건축계에탈근

주의가일기시작했다. 다시말해, 기능주의는 50년

반부터 등장하는 반(反)기능주의 사조들에의해 그

향력이 어들고 있었다.

1950년 후반, 텐, 구조주의 그리고 메타볼리스트

등 많은 건축가들이 근 기능주의의 방법론과 그 향

그리고 실행에까지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건축계에서의

역학 계를 환하려고 노력했을 때, 이들 건축가들은

건축이 사회의 발 에 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 로

사회의 상태를 반 이고 그 게 성장하는 세계를 구

상하려고 노력했다.

1959년의마지막 10번째 CIAM회의에서등장해스스

로를 텐이라고불 던 은건축가그룹은 CIAM이그

들의아방가르디즘을 잃어버렸다고 믿었고, 오래된이데

올로기를 거부하고 구세 로부터 주도권을 가져오기로

결정했다.

텐의 건축가들 알도 반 아이크(Aldo Van Eyck)

나 칸딜리스(Candilis), 요직(Josic), 우즈(Woods)와 같은

네델란드건축가들이만든건축 흐름인구조주의는본

질 으로는 사회인류학 운동으로서 랑스의 문화인

류학자인 클로드 비-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

에 의해 시작되었다. 구조주의는 인간 사회의 통 구

조체계를재조직화하고자했으며, 인문과학을통합하려

는희망속에서인류문화의모든요소들을더크고 요

한시스템이나구조에 한 계성이라는측면에서이해

했다. 다시 말해, 사물의 요성으로부터그사물들사이

의 계로 완 한 상의 이와 구조 인 비교를 가

능하게 하는 기능으로부터 구조로의 변화가 있었다. 비

록 이것이 확실하게 통일된 이론은 아니었지만, 이런 측

면에서 텐의 작업은 구조주의 운동의 일부로서 볼 수

있다.

Fig. 2. Amsterdam Orphanage, 1960

를 들어, 칸딜리스, 요직, 우즈 그룹에 의한 랑크

푸르트구시가지의뢰머베르크(Römerberg) 계획안과알

도반아이크의고아원계획안이조직되는방식은 비-

스트로스의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따랐다.

이 계획안들은 ‘순환’이 가능한 견고한 서비스 격자체

계를 갖고 있으며, 그 안에 다양한 로그램 요소들을

엮을수있었다. 이들건축가들은르꼬르뷔제 는근

의기능주의건축과는반 로도시는지속 으로변화하

는 개체이고, 어떤 것도 완 히 계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작업에는 임시성과 응의

문제가 구성 요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성장을

한일반 인구조가주어지지만더세부 인요소들을

놓는방식은다양한 요구에따라달라지고, 변형되고, 확

된다. 모든요소들은보다큰구조의일부분이며, 요소

들 사이의 계가 요소 그 자체보다 더 요하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도 매우 유사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더 진 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다.

텐의 주죽이었던 스미드슨(Smithson) 부부는 1959년의

마지막 CIAM회의에단게를 청했는데, 단게는회의에

참석해 몇 가지 작업들을 소개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단게가 이 회의에서 했던 발표는 자신과 메타볼리즘

의미래를 한토 를만들었고, 도시가서로다른성장

률을 갖는 요소들로 구성되고, 발 을 억제하지 않고 발

을 유도하는 주구조체를 제공하며, 응성과 모듈성,

그리고마지막으로기술의사용이라는측면에서그아이

디어의뿌리는구조주의와매우 하게 련되어있었

다.

3. 기능주 적 시기

기능주의 방법론과기술주의 근, 그리고일본

통의해석등으로특징지어질수있는단게겐조작품의

기 시기는 히로시마 평화공원의 건설과 함께 시작해

카가와 경시청의 행정동(1955-1958)과 쿠라시키 시청사

(1958–1960)를 건설한 1950년 동안 지속되었다.

3.1 방법론적 측면

단게가 설계한 히로시마평화공원은 100미터 폭의 평

화 로를동서축으로놓고이와직교하는남북축에기

념공원의 주요시설인 평화기념 , 평화 장, 령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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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돔을 일렬로 배열하는 강력한 축선 구조를 보여 다.

단게는 본 , 진열 , 국제회의장의 세 건물로 이루어진

평화공원의 표 건축물인 평화기념 을 디자인하면서

일본건축의 통 인 모티 를 면 배제하고 철 하게

국제주의 모더니즘 양식을 도입했다. 거친 콘크리트를

별다른 마감 없이 그 로 노출하는 수법은 당시 유럽에

서 유행했던 루탈리즘(Brutalism) 양식을반 한것이

고, 장식 없는 평평한 지붕 필로티(Pilotis)와 루버

(Louver)의 도입은르꼬르뷔제건축의직 인 향을

보여 다.

Fig. 3. Hiroshima Peace Center and Memorial Park, 

1955

히로시마평화기념 에 해로빈보이드(R. Boyd)는

“길면서도 강인한 빌리온은 으로 근 주의 이지

만동시에묘한일본 정취를자아내는”[5] 것으로평가

하기도 했지만, 보이드가 나열한 평면계획과 형태의 단

순성, 형화, 힘, 장식의 지, 재료의 정직성, 우아함의

회피 등의 특징들 역시 이미 이론화된 기능주의의 특징

들과 유사했다.

단게는 이 기념 에서 세계 평화를 해 기능 역할

을수행하는 ‘실천 기능’을 생산하는공간, 평화를기념

하는 ‘정신 상징’과의조화를시도하고있으며, ‘히로시

마의평화를 념 으로기념하는시설이아니라평화를

창조하는 건설 인 의미’의 설계방법을 제안했다. 한

‘히로시마의시민이유용하게사용하는 커뮤니티센터시

설, 그리고 세계 으로 기능 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단순한기념비로는 로불가능’하다는 을강조했다.

즉, 기능주의의 디자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던 단게에

게 단순한 기념비 건축은 피해야 할 디자인 요소 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화를 창조하는 기능공간’의 건설이

란 개념은 이미 1947년 국제연합 본부 상설계를 통하

여 서양의 기능주의 건축가들이 시도한 설계방법이었다.

국제주의모더니즘양식으로지어진히로시마평화공

원은일본의 통 인모티 를장식 인요소로 극

으로 사용한 제 양식과 극명한 조를 이루며 과거의

굴 에서 벗어나 다시 국제 사회의 정상 인 일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일본 건축계의 열망을 반 했다. 한,

1942년에 학원생의 신분으로 표 인 제국주의 로

간다로 꼽히는 동아공 권기념 설계공모에 이세

신궁을 연상시키는 웅장한 박공지붕을 올린 일본취미의

제 양식의 기념 으로 당선된 단게 개인에게 있어서도

후 건축가로서 새출발하기 해서는 제국주의 과거로

얼룩진 통과 거리를 두는 것은 시 한 과제 다. 따라

서 후건축의출발을알리는기념비 작업인히로시마

평화공원을설계하면서일체의 역사 , 지역 모티 를

배제한국제주의양식을도입한것은과거의유산으로부

터 벗어나려는 극 인노력의 일환으로 볼수 있다[6].

기능주의건축으로 표되는 1950년 일본건축의건

축 과제를 해결하기 해 단게는 ‘건축의 기능주의

면과 표 인 면의 융합’을 시도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추구했다. 이를 해 그가제시한건축 방법이 ‘기능의

형화’와 ‘모듈의 사용’이었다. 기능의 형화와 모듈의

사용은 세계건축계가 주장하는 보편 건축을 구성하기

한 방법론으로 근 건축의 ‘기능’과 일본 통건축의

‘융통성’의 결합, 르 꼬르뷔제의 모듈시스템에 일본 목조

건축의 모듈을 용시키는 방법이었다.

1920년 부터 60년 까지기능과공간사이의 계는

결정론 , 기능주의 인 근법에의해특징지어졌다. 각

각의 기능은 일정한 공간에 응하며, 기능과 공간 사이

의 특징 인 응의확립은기능 그자체의구별뿐만 아

니라 응된 공간의 구별을 필요로 한다.

기능의 구별 혹은 형화는 요구된 모든 임의의 기능

들 에서 로젝트에필요한기능을선정하는과정이다

: “건축가는 한 건물의 다양한 기능들 에서 필수 인

인간의필요성에가장잘부합하는 기능, 특히, 미래지향

인기능을우선시함으로써사용자와시민의 을제

고해야만 한다[7].” 를 들면, 시청의경우, 기능 요구

들은시장, 시의회, 시민들과미래건물의사용자들과같

은 련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 지는데, 이 때, 시청의

기본 인성격과 로젝트자체의의미를표 하기 해

서는 여러 가지 건물의 필요성 에서 기본 이고 항구

인기능들을 특정장소와 응 혹은 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능 필요에 부합하고 분명하게 기능들을

반 하는형태나공간을만들기 해서는식별이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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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을 각각의 기능에 제공한다. 내용은 한 형태에

의해 달되는 것이다.

단게의 주장처럼, 공간구성에 있어서 하나의 건축 요

소는하나의기능, 하나의형태그리고하나의장소를갖

는다고 할 수 있다. 극 인 기능 근방법을 사용한

단게에게 기능주의 근법은 건축가의 추상 인 개념

이아니라사용자의필수 인요구를고려하는것이었다.

단게자신이 ‘기능의 형화’로 정의한 기시기는서

양 사상, 특히 기능주의의 거장 르 꼬르뷔제에게 강하게

향을 받았다. 건축사상이나표 의 방법론 측면에서

르 꼬르뷔제에게 특별한 친근감을 느 다는 학생시 부

터 르 꼬르뷔제에게 열 했고, 르 꼬르뷔제 작품의 강한

향은 동경도심의히비야 공원안의작은 땅에계획된

‘ 술의성’이라는단게의학 작품에서부터잘나타난다

[8].

이후의 여러 커뮤니티 센터 계획 등에서 노출 콘크리

트의 처리 등 르 꼬르뷔제의 건축방법론은 단게에게

요한 향을 주었다. 소게추 아트센터에서는 스스로 르

꼬르뷔제의아메다바드(Ahmedabad) 미술 과의유사성

을고백했으며, 수미기념 에서도유사한 표 이나타난

다[9].

Fig. 4. Sogetsou Art 

Center, 1958

Fig. 5. Ahmedabad 

Museum, 1951

르 꼬르뷔제는 노출 콘크리트 사용의 성공으로 단게

를포함한일본의많은근 건축가들을강하게매료시

켰다. 재료의 구성법은 도기로 된 과거의 투박한 물건들

이 그랬던 것처럼 일본인들을 매료시켰고, 그들은 콘크

리트의 색과 빛깔을 안목 있고, 순수하며 평화로운 것으

로생각했다. 한, 거 하고육 한기둥과벽은조몬양

식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고, 일본의 귀족주택과는 거

의 완 하게 조를 보인다고 생각했다.

3.2 기 적 측면

단게에게기술은자신의건축과도시비 을증명하기

한 가장 요한 수단 의 하나 다. 히로시마 평화공

원을 한 기 이미지에서 단게는 르 꼬르뷔제가 소비

에트궁 계획안의 오디토리엄에서 사용했던 아치구조와

유사한 거 한 아치를 제안했다. 이것은 한 에로 사아

리넨(Eero Saarinen)이 1947년에설계한세인트루이스의

게이트웨이 아치(Gateway Arch)와도 유사했다. 이 두

개의 아치는 모두 재의 기술 능력이나 필요성을 넘

어서는 발 된 기술에 한 열망의 표 으로서 역할을

했다. 결국 히로시마에서는 그 당시 일본의 경제 제약

과즉각 인재건의필요성이라는이유로아치가사용되

지는 않았지만, 단게는 자신의 많은 후 계획안들에서

기술의새로운가능성과디자인의새로운범 를지속

으로 추구했다.

Fig. 6. Hiroshima Peace 

Center and Memorial Park

Fig. 7. Gateway Arch 

of St. Louis, 1947

이와 같은 기술주의 근법은 건축가의 태도라기

보다는건설자 는엔지니어로서의역할이었다. 기술주

의 근은 미스 반 데 로에의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익

명의 건축. 단순한 철골구조와 커튼월로 이루어진 산업

인 건축, 차갑고 비인간 인 건축이다. 이런 기술주의

근은일본 통주택의기둥-보로구성된 통 방

법과 그 성격상 유사성을 보 고. 이러한 조건이 단게를

포함한 많은 일본 건축가들을 매료시켰다.

단게에게 기술은 인간의 생명력, 특히 서민층의 표

이었으며, 이러한 창조 에 지의 표출은 인간과 기술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의 추구에 의해서만 실행될 수 있

는것이었다[10]. 선의 단순함과건설구조의명확함은기

술의 조화로운 표 을 해 강조되었고, 단순성과 명확

함은 단게 자신의 집과 히로시마 평화공원, 하라마치에

있는 토쇼 인쇄소의 매끄럽고 반짝이는 외벽, 동경시청

사 등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3.3 전통적 측면

근 건축의 향력이강력했던 1950, 60년 까지도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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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일본건축가들은과거의 통건축에의지하려는노력

들을 했다. 이세신궁과 카츠라 별궁 같은 일본의 고 건

축에열 했던단게역시 기계획안들에서 건축을

어떻게 하면 통 인 건축과 도시체계 속에 도입할 것

인가에 한질문을통해 건축을일본에정착시키려

고노력했다. 단게의 기 표작이라고할수있는히로

시마 평화공원의 시 을 로 들면, 단게는 노출 콘크

리트와 필로티 등을 통해 르 꼬르뷔제의 근 건축 어휘

들을사용하 으나동시에입면의구성에서는일본의

통 인 모티 들을표 하 다. 단게는일본에서는 처음

으로 단순한 형태의 모방이나 인용이 아닌 정신 이고

추상 인측면에서 통의계승에 해주장하면서근

건축의근본 인원리에충실함과지역 통의고유성

을동시에추구하 다[11]. 이러한단게의면모에서근본

인 근 기능주의자로서의 모습과 기능주의를 지역

상황에 맞게 극복하려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다[12].

새로운건축과마주한일본 통에 한논쟁으로부터

단게는 콘크리트를 가지고 목조로 된 통 인 구조를

재해석했다. 콘크리트의 표 , 콘크리트의 구조가 어떤

측면에서는 목구조를 연상시켰기 때문이다[7].

Fig. 8. Tokyo City 

Hall, 1957

Fig. 9. Kurashiki City Hall, 

1960

이것은 단게의 통에 한 의 변화와 련이 있

다. 단게는 귀족사회를 반 하는 질서· 도·평온· 제로

특징지어지는 아폴론 이고 우아한 야오이 통으로부

터 서민들의 사회와 문화에 더 한 거칠고 열정 이

며, 디오니소스 인 조몬 통으로 심을 옮겼고, 이러

한 변화는 히로시마 계획과 동경시청사, 그리고 소 추

아트센터와 쿠라시키 시청사를 비교해 보면 드러난다.

4. 조주 적 시기

1920년 부터 60년 까지근 건축의 기시기 동안

건축을지배했던기능주의 근법은특별한기능에

해 특별한 건축 공간을 응시켰다. 특별한 기능과 그

에 응하는 공간은 각각 독립 으로 구성되었고, 통로

나 길과같은 ‘ 계 요소’에 의해 체 으로연결되는

상 구성시스템에 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미히로시마평화공원계획안에서부터도시

가 아테네 헌장에 의해 규정된 4개의 기능요소(거주, 노

동, 순환, 여가)의 합이상이라고생각했던단게는여기에

다섯 번째 요소를 더할 필요성을 느 다. 단게가 생각한

이 요소는 도시에 유기 인 특성을 부여하는 항구 구

조 개념으로서의 ‘도시의 핵’이었다 : “아테네 헌장에 의

해 시작된 기능을 넘어서는 세계화의 개념은 도시의 심

장이라고 불린다[13].” 도시의 심장으로서 작용하는 이

핵의개념은기능주의를넘어서는유기 인통합의구조

인 개념이었다.

기능주의에 의해 주장된 도시의 단순한 기능 분할

은 도시에 한새로운 정의하에서그 한계를드러냈는

데 성장하는 도시에 응할수 있도록기존도시의 기능

을 강화하고 구조화하기 해 ‘기능요소’와 ‘기능의 구조

화’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여기서 구조화란 도시 내의 소통과 교통의 원활한 흐

름을 해 공간을 보다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을

말하며, 기능요소란 확장된 도시 기능을 구조화하는 요

소를 말한다[14]. 를 들면, 단게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코어시스템을비롯한교통과설비를포함하는거 하부

구조와 콜로네이드, 필로티처럼 공 인 공간과 사 인

공간을 연결하는 이공간 등이 해당된다.

4.1 방법론적 측면

1950년 말, 건축가들은기능주의에서처럼건축이하

나의 단일한 기능에만 제한되어질 수 없고, 반 로 복잡

한 기능들의 집합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단일한 체 속에 기능 단 (functional unit)

–특별한기능과 응하는형태–를모으는것이필요

했다.

이와같은구조주의 근법에서구조는개별요소들

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구조주의 방법론은 니시

난 문화센터(1960-1962)의 개념화에서 용했던 것처럼

정이나 장과같은구조 요소들에의해상 계를

가질 수 있는 개별 인 작은 기능 단 들을 창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으로 무리를 이룬 조직화

된 작은그룹들은통로나길과 같은상 단계의 구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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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에 의해 하나의 유기 인 체로 결합하는 것이다

[15]. 이와 같은단게의구조주의 근법은구조주의에

서 감을 얻었으며, 인식의 상은 요소들이 아니라 그

사이의 계 다 : “요소들 사이의 계는 요소들 그 자

체보다 더 요하다[16].”

Fig. 10. Boston Bay 

Project, 1960

Fig. 11. Tokyo Plan 

1960, 1961

1959년부터 1960년까지단게는MIT에교환교수로가

게 되었고, 여기서 MIT의 학생들과 함께 보스톤 만(灣)

계획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 그의 표작이 되

는 ‘동경계획 1960’를 한 거름이되었다. 1960년에일

본으로 돌아온 단게는 동경이라는 도시를 한 변화

가능하고, 구조화되며, 응할수있으며, 성장을 한모

든이데올로기를포함한 ‘동경계획 1960 : 구조 재조직

화를향하여’를 발표했다. ‘동경계획 1960’을 통해단게는

기능요소와 구조화에 의한 동경의 변화를 제시하 고,

건축과 도시 모두를 포 하는 구조주의 근을 통해

끊임없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 형식을 제안했다.

‘동경계획 1960’에 포함된 구조 재조직화의 제안은 단

게가 강조했던 것처럼, 그가 기능주의 근법을 버리

고구조주의 근법을사용하는결정 인순간이되었

다 : "1920년 부터 60년 까지의시기는기능주의의지

배아래 살았다면, 60년 부터는기능주의가구조주의로

진화한다[17]."

구조주의로규정된새로운도시개념을반 한 ‘동경계

획 1960’에서 단게는 작은 단 유닛들로 유기 으로 구

성되어도시의축에맞춰서성장할수있고변화할수있

는 선형구조를 제안했는데, 성장과 확장은 구조주의의

요한 원칙이었다[16].

기능주의 시기에는 특별한 기능의 장소로 생각되고,

분리된 채 고립된 물리 요소들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해석되었던 공간이 1960년 무렵에는 ‘ 계 요소’에 의

해다른개체들과서로 연결되어보다상 의 구조를 이

루는것으로인식되었다. 통로나길과같은 ‘ 계 요소’

가 개별 기능들을 연결하는 공간체계의 인식에 의해

특별한기능의장소로서해석되었던건축에서단 유닛

들이 상 계를 갖는 공간구조의 인식에 따른 계의

장소로해석된건축으로 환된것이다[18]. 단순히비어

있는것으로생각된공간에서는분리되었던 상들이비

어있지않고반 로 집되고 계망으로인식된공간에

서는 고도로 연결된 채로 나타난다. 이러한 보다 진보

인재해석은단게의생각하는방식에서 요한 환 이

되었다.

단게가 사용한 ‘구조 근법’이라는 표 은 ‘사회

구조’라는표 과도유사한의미를갖으며, 연결요소들에

의해 공간을 연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19]. 를 들면,

통로나 길과 같은 연결의 간공간에 의해 개별공간을

연결시키면서, 구조 근법에 의해 인간환경을 더 유

기 으로 만드는 근법을 의미한다. 성장과 변화하는

유기체의역동 인특성으로건축과도시를이해하게만

드는연결시스템에서 요한것은 계이지요소가아니

다.

단게가 강조한 구조 근법의 주요 단 인 통로는

공간들 사이의 물리 장소이며, 동시에 다양한 방향으

로 정보를 달하는 역할을 한다. 승강기와 계단실 등은

이와유사한연결을 3차원 으로만드는역할을하는 수

직 통로이다. 이 3차원 연결구조는 ‘동경계획 1960’에

서 도시 축의 외곽에 치하는 여러 구역들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것은다시야마나시의방송센터에서

보다 실험 인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야마나시의 이 복

합시설은 배 과 다양한 설비 등 수직 연결요소를 포

함하는 속이 빈 거 한 원통형의 기둥으로 된 구조체에

의해 형성된다.

Fig. 12. Yamanashi 

Broadcasting Center, 1966  

Fig. 13. Project for 

Tsukiji District, 1966 

구조 근법의 다른상징 의하나는공간의축

을따라형성된구성인데, 르 꼬르뷔제에의해 감을받

은 이러한 축의 의미가 특히 근 건축에서 일본 공간

구성에 향을미쳤다[20]. 르 꼬르뷔제의추종자 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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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가 이러한 구조 개념을 자신의 많은 로젝트에서

발 시켰던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단게의 작업에서는 특히 세 가지 형태의 축이 나타난

다. 동경계획 1960, 이탈리아의리 리노(Librino) 신도시

계획, 호쿠세추신거주도시계획, 나이지리아신수도의마

스터 랜(1975-1985)에서 나타나는 선형형태와 나폴리

신도심 계획에서처럼 평행한 세 개의 축의 형태, 그리고

요르단의 야르무크(Yarmouk) 학, 바 인 사키르

(Sakhir)의 아라비아만(灣) 학의계획에서는십자로교

차된 두 개의 축 등이 있다.

‘동경계획 1960’에서 시작된기능주의에서구조주의로

의 변화는 이후의 단게의 건축과 도시 계획안에 주목할

만한 향을 미쳤다.

1963년에 발표된 ‘츠키지 재개발계획’은 ‘동경계획

1960’에서의 업무지역의 건물군(群)을 보다 구체 으로

발 시킨것이었는데, 차도와보도를분리하는필로티의

하부구조물, 코어의역할을하는수직구조물과그서이

에걸쳐지는업무공간으로서의다리형태의수평구조물

들은단게가동경계획에서제시한기능요소들이보다구

체화 된 것이다.

리 리노 신도시 계획에서는 녹색의 겨 한 축이 구

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이 축이 체 으로 보다 인

간 인 주거를 만든다. 이 녹색의 축은 주민들의 일상생

활에 자연환경을 제공해 주고, 사람과 자연을 조화시키

는 하나의 공동체로 구성하기 해 사용되었다[21].

Fig. 14. Librino New Town Project

호쿠세추 아 트단지 계획에서 녹색의 통로 역시 구

조개념으로 사용되었는데, 리 리노에서처럼, 자연환경

과인공환경사이의조화라는생각이여기서도발 한다[15].

나폴리신도심의단지구성은동서의세개의축주

에 형성되는데, 남쪽의축은상업축이고, 북쪽의축은스

포츠시설 등의 여가축이고, 거주자들은 제각기 양쪽 끝

을 유한다. 행정과 공공의 앙축은 지역법원, 지방행

정사무소, 통신회사 그리고 주요 지하철역을 포함한다.

요르단의 야르무크(Yarmouk) 학과 바 인 사키르

(Sakhir)의 아라비아만(灣) 학의계획에서는남북과동

서의 두 개의 교차축이 기본 구조를 구성하는데, 야르무

크 학의 축은 나뭇가지처럼 여러 갈래로 나뉘어 서로

다른 구역들로 사이트를 가로지른다. 학생뿐만 아니라

에게도 개방된 사회 축을 따라서는 사원, 미술 ,

극장, 컨퍼런스 홀, 학생클럽과 호텔 등이 치한다.

바 인사키르의아라비아만 학의계획에서, 동서의

첫 번째 축은 갤러리의 형태를 취하고, 컨퍼런스 홀이나

강의실, 오디토리움등이그양쪽끝에각각 치한다. 남

북의두번째축은학생클럽, 식당, 스포츠시설을 수용하

는 사회 축의 형태를 나타낸다.

Fig. 15. University of 

Yarmouk, Iordan

Fig. 16. University of 

Bahrain

4.2 기 적 측면

단게는구조주의 시기에도건축에 한기술주의

근을 지속했다.

건설의 발 을 해 앞장섰던 단게는 50년 에 센세

이션을일으켰던자신의경험을바탕으로 60년 에도큰

하 과 인장력을 지닌 에히메 컨벤션 홀(Ehime

Convention Hall)에서의조개껍질형태의지붕이나동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의 수지붕 등을 통해 기술주의

건축에 한 개념 발 에 공헌했다.

Fig. 17. Ehime 

Convention Hall, 1953

Fig. 18. Fiera District of 

Bologna,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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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이후의 건축은 미래지향 이었으며, 부분

의건축가들은 의기술을건축의구조에도입하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동경 올림픽의 스타디움은 이러한 표

과 기술 실험의 경향을 잘 보여주었으며, 알제리의

오란(Oran) 학과 이탈리아 볼로뉴의 피에라(Fiera) 지

역 계획에서 용된 산업화의 과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단게에게 기술은 인간 생명력, 특히 서민층의 생명력의

표 이었으며, 한 기술 발 을 수단으로 얻어진 경

제 성장을공정하게재분배하는사회 민주화에의해

이러한 계층에 사해야 한다[15].

인도주의 민주주의자 던 단게에게 인간 생명력의

표 인 기술 성취는 인간의 건축 행복을 보장하는

수단이었으며, 이를 통해 보편 기술과 인간성 사이에

서 계를 만들었다. 단게는 건설지향 인 기능주의의

주류로 분류되지만, 그는 자신의 건축물들이 그 게 분

류되는 것을 거부했다.

단게 자신은 결코 민주 사회의 필요성이나 건설

필요성이라는 의미에서도 미학 효과를 무시할 정도로

기능의 노 는 아니었으며, 야오이 통의 미학에 강하

게 반 하면서도 건설가로서의 자신의 근법과 균형을

이루기 해서 그 통에 일부 의지하기까지 했다.

4.3 전통적 측면

1960년 이후, 기술 발 에의해추진된건축은미

래지향 이되었고, 결국 통과는 멀어져갔다. 그

나마 단게에게서 찾을 수 있는 미묘한 변화는 야오이

통과조몬 통사이의균형있는시각을유지함으로써단

게스스로가탐미주의자와건설가사이의정확한균형의

비율을 찾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후조건과 사이트

조건이 요시 되는 지역 건축보다는 기술에 의해 지

지되는 국제 인 건축과 련이 있다.

이상에서살펴본것과같이, 단게는기능요소와그구

조화에의한건축과도시의탈바꿈을제시하는구조주의

근법을통해끊임없이변화하는 도시와건축에

한 새로운 형식을 제안했다.

5. 결론

일본을포함한동양의 건축을 서양건축의모방정

도로생각했던서구인들에게단게겐조의건축은동양건

축의새로운발견이었다. 단게는 일본의 통건축으로부

터 서구, 특히 르 꼬르뷔제의 기능주의 모더니즘으로 이

동해 일본 건축의 흐름을 이끌었고, 1960년 후반

부터는 많은 도시, 건축 로젝트를 통해 메가스트럭쳐

(megastructure)라 불리는도시형인 라를내장한도시

스 일의 건축을 시도했다.

기능주의를기본으로하는국제주의양식이 1950년

에 이르러 그지배 문화형태를 잃기시작하자단게 역

시 1960년 부터는 자신의 도시건축 계획안에서 거 구

조의 개념 등을 이용한 도시건축의 방법론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것은 근 도시건축의 기능주의에 한 비

인식에서출발하여 변하는 후일본의도시환경에

한 안을 제시하려는 시도 다.

다시 말해, 단게의 도시건축론은 세계 으로 속히

확산되었던도시의팽창에 한기능주의이후의 응과

후 일본에서의 도시와 환경의 재건에 한 안을 찾

는 1960년 의시 요청에서비롯되었다고 할수있다.

‘동경계획 1960’으로 표되는 60년 단게의 도시건

축론은도시를처음으로정보와물자가소통되고교환되

는 장으로 인식했으며, 기능요소와 구조화라는 개념을

통해 보다 체계 이고 실 으로 거 구조를 실 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하지만, 기능주의도시건축론의극복이란측면에서볼

때, 단게의 이론은 기존 기능주의의 개념을 부정하는

안의 제시보다는 오히려 기능요소와 그 구조화를 통해

기존의 기능주의가 가졌던 단 을 보완하면서 효율 인

기능의 재정비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디자인 방법론은 기능주의와 구조주의 모두를

포 하는 것으로서, 통 기능주의를 넘어 기능의 구

조화와상징화를 동시에실 했으며, 기능요소와 기능의

구조화라는 개념을 도시건축에 도입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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