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I T Y
SCALES
architecture

research

unit

플로리안 베이겔 + 필립 크리스투

파라볼라 가든 너머 보이는 정원사의 집 앙상블

새만금 섬도시 조감도

농업관광, 새만금 섬도시

새만금 방조제, 대한민국, 사진:알렉스 뱅크

섬 체험, 이탈리아, 베니스, 사진: 필립 크리스투

새만금, 위성 사진

열화당 도서관 + 책방, 사진: 조나단 러브킨

열화당 도서관 + 책방, 사진: 조나단 러브킨

열화당, 사진: 조나단 러브킨

좋은 생각 사람들 출판사옥, 사진: 조나단 러브킨

파주출판도시, 디자인 스케치, 플로리안 베이겔

정원사의 집 앙상블, 디자인 모형, 사진:필립 크리스투

정원사의 집 앙상블, 플로리안 베이겔

진찬도, 대한제국 왕실 기록화,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Detail of a miniature from Le Livre des
prouffitz champestres, Bibliotèque de
l’Arsenal, Paris.

지오반니 만수에티, 산 리오의 기적
(1494), 출처: 베니스-도시와 건축,
리차드 고이, Phaidon

성 귀스타 교회, 이탈리아 보사노,
13세기

플라스 파트론 라벨로
르 라반두, 프랑스

조르지오 모란디, 정물 (1959),
출처: figure 80, 119쪽, Electa, 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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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에 걸쳐 건축의 기이한 흐름이 다소 소진되기 시작했을 때, Architecture Research Unit (이하 ARU)은
어반니즘으로서의 건축[architecture as urbanism]에 대한 열정을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건축의 포용 가능성을
수반합니다. 우리는 이를 디자인의 출발점으로 보고 유연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조르지오 모란디[Giorgio Morandi] 정물화에 그려진 지평선을
의미하는 탁자 위에 놓여진 병들과 다관들처럼, 가장 작은 규모의
어반니즘에 관심있고, 가구를 도시로서, 도시적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ARU의 프로젝트는 혼자 서 있는 하나의 오브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적어도 두 건축물들이 자리하는 앙상블[ensemble]
입니다. 우리는 이 ‘앙상블’ 이란 표현을 좋아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건물들의 앙상블이 도시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앙상블은 도시에 선사하는 선물일 수 있을까? 앙상블이
도시 또는 랜드스케이프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는
도시의 공공 영역의 질을 높이는데 공헌하는 건축을 디자인합니다.
이러한 건축은 문명성[civility]의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일상적임
과 특정 컨텍스트의 특별한 경우
모두를 포용하도록 적용될 수
있는, 기품있는 문명성입니다.
우리는 추상적 건축 보다는 기품있게 형상적인[figurative] 건축에 더욱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색함[the awkward]
에 끌립니다. 이것은 잘 알고 지내는 좋은 친구에게서 간혹 느껴지는 어색함, 다시 말해서 친근한 어색함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디자인 작업이 어떻게 사람의 모습에 가까운 지 다시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든 1494년
지오반니 만수에티의 그림 ‘산 리오의 기적’(베니스 아카데미아 미술관 소장)을 살펴보면, 모든 창문마다 건물 앞 광장 위
행렬을 바라보는 사람의 형상들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건물들 자신이
형상적으로 의인화되어, 앞에 놓인 열린 공간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ARU
는 연구로서의 디자인을 실행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대부분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과정으로서 스케치 작업입니다. 단지
그림을 그리는것이
아니라 건축공간에
담겨있는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스케치하는
것입니다.우리는
또한 예술과 역사의 세계로 여행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우리는
동시대의 컨텍스트에 민감한 건축적이고 문화적 사고의 연속성에
대한 생각을 탐구합니다. 역사적 선례의 연구는 우리로 하여금
건축 언어의 정확한 사용을 하게 돕습니다. 이것은 역사로 부터
이미지를 차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명쾌함, 신선함 그리고 즐거움을 찾아냄을 말합니다.
스위스 쮜리히의 건축가이자 우리의 친구인 피터 마아클리는 역사는 동시대의 컨텍스트를
통해서 해석되고 초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문화를 초월하는 건축적
사고를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 축하연을 위해 궁내 공원에 설치된 일시적 구조물을 묘사한
대한제국기의 진찬도(서울 국립 중앙 박물관 소장), 피라네시의 로마 헤이드리안 빌라의 에칭
판화, 또는 쟈끄 르 고프의 책, ‘도시의 사랑을 위하여’ 속의
공원과 작은 타워의 중세도시 그림을 보면서, 공원에서
도시로의 진화를 생각하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ARU는 랜드스케이프와 도시
사이에 각각 유형적으로 위치한 세가지 건축 프로젝트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작은 스케일, 중간
스케일 그리고 큰 스케일에 걸쳐있습니다. 이 세가지
프로젝트들을 향한 ARU의 도전은 도시로서의 건축적
사고를, 아주 작은 규모에서 아주 큰 규모에 걸쳐,
세가지 서로 다른 스케일에서의 디자인하는 과정입니다.
1.영국 서머셋 핫스펜의 마을 앙상블
하드스펜[Hadspen]은 영국 남동부의 17세기
고전적 랜드스케이프에 위치한, 하나의 도시
형태의 기원을 보여주는, 전원 단지입니다.
여기에는 우아한 조지안 하우스, 전형적인 라임
나무 가로수 길 (원래는 느릅나무), 산마루,
조각천 같이 벽으로 둘러싸인 풍요로운 정원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울어져 있습니다.
이 하드스펜의 소유주는 본래 농업 기반의 지역
경제를, 보다 많은 인구가 생활하고 일 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하고 공존하는 프로그램을 가진,
보다 동시대적인 경제 기반으로 바꾸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ARU가 디자인한
새로운 정원사 하우스 앙상블은 이러한
전략 속에서 나온 첫 번째 프로젝트 입니다.
2. 파주 출판도시의 출판사옥들의 씨티 클러스터
요즘 우리는 파주출판도시의 삶에서 강열한 문화적, 건축적
디자인 욕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주출판도시의 창립
출판인들의 목표였습니다. 독특하고, 시대정신의 관대함을
나누는 이 출판인들은 열린 정책을 실행합니다. 거의 모든
출판인들은 출판단지 내 문화센터나 개별 출판사옥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 개최합니다. 예를 들면 도서 전시회 ,
아동도서 전시회, 출판기념회, 미술 그리고 건축 전시회 등등.
파주에는 독특한 문명 감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단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습지와 물길, 많은 문화적 빌딩
클러스터, 한강 랜드스케이프와 심학산의 도시 전경
그리고 강과 나란하게 남북으로 이어지는 거리 공간들로
구성된, 특별한 공공 영역에서 체험될 수 있습니다.
ARU는 파주출판도시에 건축가 김종규(MARU)와 함께
출판사 열화당의 첫번째 사옥을, 그리고 좋은 생각 사람들
사옥과 열화당 도서관 + 책방을 건축가 최종훈(NiA)과의
공동작업으로 완성했습니다. 출판인거리에 서로 나란히
위치한 이 세 건물들은 그 관대함의 시대정신과 문명성의
감각으로 파주에 하나의 문화 클러스터를 형성합니다.
열화당 사옥 1999년 파주출판도시를 위한 ARU의 어반 랜드스케이프 컨셉
디자인이 출판도시문화재단에 발표된 이후,이기웅 이사장은 ARU의 플로리안
베이겔과 필립 크리스투 그리고 MARU의 건축가 김종규에게 열화당 사옥을 어반
랜드스케이프 컨셉의 전시 프로젝트로서 디자인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본 건축 아이디어는 한강 랜드스케이프에 기원합니다.
파주출판도시-도시 습지, 야생과 도시성의 공존;
한강 랜드스케이프와 심학산의 전망을 확보;
두 개의 도시 층 – 홍수제방(고속도로)기준선 밑의 거리공간과 건물
안뜰이 자리한 고밀도의 도시 층과 홍수 제방선 위 한강 랜드 스케이프의
좋은 전망을 가진 건물 3층과 4층이 높이의 저밀도의 도시 층;
검은색 목재의 특이한
모습을 한 열화당은 이러한
생각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열화당 이기웅
사장은 출판사 좋은생각
사람들 건축주에게 열화당
사옥의 남쪽 옆에 좋은
이웃으로서 건물 앙상블을
지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좋은 생각 사람들 사옥
런던 ARU의 플로리안
베이겔과 서울 Network
In Architecture의 건축가
최종훈의 작품인 좋은
생각 사람들 사옥은 이
건물 앙상블의 한 부분인
작은 공공 안마당을 파주
출판도시
시민들에게
선사합니다. 이 건물은
또한 출판도시 내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출판인 거리의 남단에 자리한
이 한쌍의 건물들은 전체적인 도시와 거리의 결 방향이 143도 굽어지는
지점에 있습니다. 북쪽 건물은 출판인 거리의 도시 결방향을 따르고, 남쪽 건물은 서로 다른 두개의 결 방향을 한 도시 구조 짜임새
사이에서 망설이는 듯, 마치 춤꾼이 몸을 돌리는 듯한 자세를 만들어 냅니다. 이 춤사위는 좋은 생각사람들 사옥의 안뜰에서 벌어집니다.
열화당 신관 기존 열화당 사옥의 북측에 위치한 열화당 신관 은 건축가
최종훈과의 공동작업으로, 문화 클러스터 중 세번째 건물입니다.
좋은 생각 사람들 사옥과 마찬가지로, 이 건물 역시 아트 야드[Art
Yard]의 형태로, 출판인 거리 바로 옆에 작은 공공 공간을 출판도시에
선사합니다. 신관은 주랑 현관 밑의 아트 야드로 열려있습니다.
이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추억의 공간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아트야드에 둥지를 친 이 작은 주랑 현관 건물은
그 어버이인 주 건물을 따릅니다.좋은생각 사람들 사옥과 비슷한
언어지만 다소 고풍스러운 자태로, 바로 옆의 기존 검은색 열화당
사옥과 함께 아트야드를 내려다 보는 열화당 신관 건물의 얼굴은,
수직적 차별성의 친근한 고전적 언어를 말합니다. 서로 다른 개성과 건축 비율을 가진 건물군들이 나란히
접하고 아래 위로 포개져 구성된 열화당 신관은 단아한 벽과 창으로 이루어진 건축입니다. 건물의 정면을
자세히 보면 3개 또는 4개의 다른 건축적 캐릭터가 드러납니다. 이 서로 다른 특성들은 건물 입면 뒤의
숨어있는 중요한 공간의 차별화를 어느정도 반영합니다. 책방1(새책공간), 책방2(옛책 공간 ) 메자닌
라운지, 사무실, 다실 그리고 북카페가 1층과 2층에 그리고 그 위에 복층의 주거가 올려져 있습니다.
3.새만금 섬도시 새만금 개발구상 국제 공모 프로젝트의 세개의 공동 당선 작 중 하나인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ARU
디자인 ARU는 MIT, 콜럼비아, 베를라헤, 연세대, 도쿄공대 그리고 마드리드 유럽피안 대학 이렇게 7개 국제 디자인 연구
건축가 팀 중 하나로 선정되어 새만금 설계공모/워크샾에 참여했습니다. 새만금 섬도시는 ARU 디자인 팀과 도시 경제,
환경/조경건축, 수문학, 건설예산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국제 연구 네트워크에 이르는 다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팀들과의 공동작업의 결과입니다. 파주의 경우 홍수 방지 제방이 새로운 도시 랜드스케이프의 형태를 결정하는
주된 발전기였듯이, 세계 최장의 길이 33킬로미터의 방조제는 전라북도 새만금의 새로운 도시 랜드스케이프를 형성하는
주요한 동력입니다. 이 방조제는 강한 문명화의 증거이며, 인상깊은 성과물이지만 필연적으로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파주에서 처럼 도시 습지, 야생과 도시성의 공존의 개념을 새만금에 제안하고 상생의 길을 열고자
합니다. 도시 프로그램 새만금 방조제의 원래 목적은 전라북도에 자리한 곡창지대를 넓히는데 있었습니다. 이 개발 동기는
80년대 이 사업이 구상되었을때 처럼 지금도 유효합니다. 새만금은 농산물을 산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농업 프로그램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젊은 농민들의 도시
이주로 인해 계속되는 탈농현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정책은 너무 취약합니다. 새만금은 미래의 경제 변동으로
부터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공존의, 다양한,
융통적 경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존 프로그램은
농장에서의 자연을 체험하며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농업관광을
포함합니다. 농업경제가 하락하더라도 관광 숙박사업으로
농업이 보완되고, 그 반대의 경우 농장이 관광사업을 역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김제 시장을 만났을때 이러한
공존의 경제가 정확히 김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잘 보여집니다. 섬 도시안의
관광사업은 보다 넓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새로운 섬들은
방문객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고군산군도의 아름다운 작은
섬들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고 그리스 섬 관광과 유사하게 하루 나들이 코스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현재 방조제는
그 자체가 훌륭한 관광자원입니다. 전국전력계통망에 일부가 될 수 있는 태양에너지, 방조제 외부의 조력 발전
에너지 그리고 온실 재배의 조류 바이오매스 등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또 다른 형태의 농업 확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네델란드의 푸드 클러스터 산업은 새만금에 맞는 사업입니다. 대학의 식품연구는 식품가공,
식품 포장산업과 공존합니다. 와게닌겐 푸드 밸리의 경우 30개 이상의 관련 산업이 공존합니다. 이 생각은 특정한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구획으로 나뉘어진 도시를 디자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전의 모든 단계에서 전체로서의
도시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섬들의 도시 새만금의 거대한 규모의 담수호는 깊게는 수심 27미터까지 내려갑니다.
새만금 호수 전체를 매립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도시 안에는 많은 수역이 불가피하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섬들의 도시를 제안합니다. 이 수자원은 새로운 도시의 즐거운 체험장이 될
것입니다. 산과 과거의 해안가였던 강하구, 고군산군도의 섬들 사이 곳곳에 있는 물의 공간들은 그 형태와
특성에서 서로 다른 8개의 새로운 섬들의 배경입니다. 이 다양한
물의 공간에서 보여질 서로 다른 특징은 새 도시의 근본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섬도시는 자연과 인공의 시적인 긴장감이 내재한
물의 공원 배치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섬 형태의 실현 가능성은
전체 방수제의 길이와 그 비용을 고려하고 토지가치의 상승과
직결된 전체 수변 길이의 최적화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초기 섬
디자인은 20분에서 40분사이에 걸어서 가로지를 수 있는 좁고
긴 형태였습니다. 이 안은 방수제의 길이가 무려 200킬로미터
정도가 요구됨으로 그 실행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섬의 수를 줄이고, 개별 섬의 면적을 넓히고 , 동시에
섬 내부에 수역을 배치한, 모양에 있어서는 더욱 경제적 안을
제안했습니다. 섬들은 일반적으로 매립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낮은 수심지역에 자리합니다. 선별된 밀도화와 어바니즘 도시의
인구는 특별히 랜드스케이프의 중요성이 있는 지역에 집중되고,
그 밀집된 지역 사이에 열린 물의 공간, 농지 또는 삼림지역을
남겨둡니다. 이것은 도시주변이 무질서하게 확대되는 스프롤
현상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스프롤 현상의 도시는 매력적일
수 없습니다. 삶에 근접한 도시 우리는 전세계의 잘 검증되고
융통성을 가진 도시 구조들의 의미있는 도시 언어로 도시를
디자인합니다. 이 도시구조들은 공공 공간의 명쾌한 언어를
가지고 있고,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광장 그리고 공원들로
짜여집니다. 도시의 새로운 섬들은 낮은 수심위에 건설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현실 조건을 바탕으로 하는 상상력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목표는 살아 움직이고, 생명력이 넘치고 그리고 적용에
있어서 융통적인 완전한 도시입니다. 우리는 도시의 단일 기능
용도 지역의 필요성을 줄이는 시도를 했습니다. 구획된 도시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문명성의 도시 새만금의 경우 이는 도시안의 명품 수변 공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수변 공간, 항만과 항구 공간, 운하 공간, 수역, 물의 공원 등등의, 새로운 도시의 건물 사이에 자리할 공간에 대한 집중적인 디자인 스케치/연구 작업을 수반합니다. 도시의
훌륭한 공공 영역은 도시 문명성의 잣대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새만금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방문하고 싶게 만드는 것은 이 명품 공공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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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U는 공간에 관한 생각 (미스 반 데 로에가 말한 공간 개념[space conceptions])을 탐구하는데 주된 관심을 가진 건축 디자인 연구실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실제 건축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험됩니다. 우리는 이 살아있는 프로젝트를 연구로서의 디자인으로 봅니다. ARU의 프로젝트들은 국제적 출판과 디자인 수상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79년에 ARU를 설립한 플로리안 베이겔은 영국 건축사협회에 회원이며 ARU의 소장입니다. 필립 크리스투는 ARU의 건축 디자인 연구위원으로서 1985년 이후 플로리안
베이겔 건축사무소와 ARU에서 일해왔습니다. ARU의 건축디자인 팀은 현재 세 명의 건축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새만금과 같은 대규모의 도시 설계 프로젝트나
건축 프로젝트의 경우 에는 8-10의 연구원으로 증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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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engineer: Greig Ling
Service engineers: Fulcrum Consulting
Specialist consultants: Ian Constanttinides, Historic Building Consultant; AZ Urban studio Planning Consultants

좋은생각사람들
Positive Thinking People Publishing House:

Client: Positive Thinking Publishing
Architects: Architecture Research Unit, London: Florian Beigel,
Philip Christou, Ahn Jong Hwan, Nicholas Lobo Brennan, , Thomas
Gantner, Kalle Soderman.
Network In Architecture, Seoul: Jong-Hoon Choi, Yang Ki Wook,
Ryu Sam Yeol, Kim Eun Ah
Structural engineer: TNI Strucutral engineering
Service engineers: BOWMIE Consultants (facilities), Chung Song
ENC
Specialist consultants: Kwon Nia (landscape), Sunjin Engineering
Contractor: DongNyok Construction

Co-ordination of Exhibition Installation:
ARU: Florian Beigel, Philip Christou, Alexander Bank, Thomas Bates, Bumsuk Chung;

MARU: JungKyu Kim, Junkee Min;

Jae Yoon Kim, Ok In L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