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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히로시의 반사성 주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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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roshi Hara is one of the most famous architect in the history of contemporary Japanese architecture. During the
1970’s beginning with the Awazu Residence (1972), he designed a series of symmetrical houses, the so called
‘Reflection House’. All the houses in this period were based on the method of ‘reflection' and ‘inversion’, which means
a radical reversal of the accepted notion that houses are parts of cities. A concept of “A house within a house” is
expanded to “A city within a house”. The important spatial characteristics of ‘Reflection House’ are main internal core
and valley-like spaces forming internal urban streets by bringing natural elements and the components of streetscape such
as plaza, open space, context of street facades and so on. This procedure is called as embedding ‘city’ into ‘house’,
Hara mentioned. This paper investigates the outline of the ‘Reflection House’ and analyses the completed works of
housing that were based on the theory. Then in the final part of the paper, the implications of ‘Reflection House’ and
its influence on his later works of following period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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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하라 히로시(原
司)는 일본의 근현대 건축에 있어 빼
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건축가로서뿐만 아니라 건축교육
자로서, 독창적인 이론발표를 통한 건축이론 및 사상가로
서의 그의 역할은 건축계뿐만 아니라 타 관련분야까지도
큰 영향을 미쳐왔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반사성 주거(Reflection House)
란 하라 히로시가 1970년대 발표한 독특한 특성을 가지
는 일련의 주거작품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외부와 내부를
반전시켜 도시적인 복잡함을 주거의 내부에 반입시킨다는
의미로부터 하라 자신이 “반사성 주거”라는 용어로 지칭
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아와즈 주택(粟津邸, 1972), 하라
자신의 주거 하라 자택(原邸, 1974), 쿠라가키 주택(倉垣
邸, 1977), 니라무 주택(ニラム邸, 1978)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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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성 주거는 비록 30여년이 지난 시점의 일련의 주
거작품들에서 나타나는 건축이론이지만 하라 히로시의 독
창적이고 날카로운 사고에서 비롯된 건축적 산물이며, 또
한 그의 건축이론적 전개에 있어서도 초기의 독창적 건
축이론들이 우메다 스카이 빌딩(梅田スカイビル, 1993)이
나 JR 교토역사(京都馬尺ビル, 1997) 등으로 알려져 있는
후기의 완성된 건축이론들로 진행되는 과정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 그에 관해 알려진 내용은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그의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건축이
론에 관해 이루어진 연구 또한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하라 히로시의 건축이론들 중 그의 이
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는
반사성 주거의 형성배경과 개괄적 내용을 살펴보고, 반사
성 주거 이론이 반영된 일련의 주거건축 작품들을 분석
하여 수십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도 강한 독창성을 지
니는 하라 히로시 건축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연구의 방법으로는 먼저 하라 히로시의 초기 건축이론
들이 발표된 원서적을 중심으로 그의 이론과 작품들이 소
개된 문헌들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반사성 주거 이론이 공식적인 형태로 세상에 발표된 것
은 잡지 『建築文化』 1979년 12월호에 특집으로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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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최초이다. 이후 1990년도에 출판된『주거에 도시를
매장한다(住居に都市を埋 する)』라는 하라 자신의 저서
를 통해 그가 활동을 시작한 이래 발표해 왔던 “유공체
이론”을 시작으로 “반사성 주거”, “다층구조”로 전개되어
온 그 시점까지의 건축이론이 추가로 저술한 내용들과 함
께 포괄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반사성 주거를 전후로 하는 건축이론들
과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위해 1990년도의 저서
를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추가로 하라 히로시의
작품들이 게재되어 있는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실
시하였다.
Figure 1. Ando Tadao, Row House in Sumiyoshi (Left)

II. 반사성 주거 이론의 형성

Source. Wikipidea Japan - 住吉の長屋

Figure 2. Toyo Ito, White U House (Right)
Source. www.toyo-ito.co.jp

1. 반사성 주거를 둘러싼 시대적 배경

하라 히로시가 반사성 주거라는 독특한 건축형식을 주
장하게 된 첫번째 이유는 197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기인한다.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던 당시 일본사회에
서 전통적인 모습을 상실해가는 도시상황에 대한 극도의
반감은 지극히 내부지향적인 건축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도시환경의 악화에 대한 위기감은 하
라 히로시 혼자만이 느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일본의 건
축가들에게는 공통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많은 건축가들
이 점차적으로 상업화되고 저급한 징후들과 함께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거대도시 프로젝트와 도시들에 대해 단호
한 반대를 표명하였다.
당시 일본 건축계의 거장인 시노하라 카즈오(篠原一男)
는 그의 논문 ‘주택론’(1974)에서 ‘주택을 이 도시의 악
으로부터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가’라고 하며 이것이야말
로 주거와 도시의 관계에 관한 기본적 대전제라고 단언
하면서 강한 차단에 의해 오히려 도시로의 연속성 및 인
간성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표출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을 발견할 수 있다.1) 이같은 점들로부터 도시로부터의 후
퇴라는 사고는 70년대 일본의 건축계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작품을 통해 반영함으로써 70년
대에는 주거설계에 있어 젊은 세대의 건축가들이 다수 대
두하게 된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안도 다다오의 대
표적 초기작품 스미요시의 나가야(1967)나 도요 이토의
White U주택(1976)과 같은 작품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
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Figure 1, 2>.
또 하나의 배경요인은 모더니즘의 기술지향적 경향에
대한 반감으로 산업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하는 모더니
즘 건축이야말로 도시환경을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큰 주
범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하라 히로
시를 포함한 일본의 건축가들 사이에는 반도시와 반기술

이같은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라 히로시의 반사성
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사(reflection)와 반전
(inversion)의 개념을 언급해야할 필요가 있다. 반사와 반
전은 기하학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전위법이지만 언어적으
로는 매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반사와 반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하라는 빛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벽면의 빛의 반사에 의해 건물 내외의 밝음이 반전된다.”2)
밝음의 반전은 빛의 반사를 통한 결과이지만 이것을 조
형적인 의미로 확장시키려면 내외부의 반전은 보다 고도
의 형태적 조작이 필요하다. 하라는 고무로 만들어진 공
의 내외부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공을 찢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반전에는 폭력적인 조작이 동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조형상의 반전이 건축에 적용되면 전통적인 파
사드는 사라지게 된다. 모든 외계는 내부가 되어버리는

1) 篠原一男 (1972. 2). 「住宅論, 個と集合のための空間論」新建築.
pp. 135-146.

2) 原 司 (1993). GAア一キテクト (13) 原
東京: A.D.A. EDITA Tokyo.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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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향이 형성되게 된다. 하라 히로시의 반사성 주거
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선상에서 성립된 건축적 사고인 것
이다<Figure 3, 4>.

Figure 3. Hiroshi Hara, Kuragaki House, Exterior (Left)
Source. Bognar, B. (2001). Hiroshi Hara. p. 18

Figure 4. Hiroshi Hara, Niramu House, Exterior (Right)
Source. 原

司 (1993). GAア一キテクト(13) 原

司―世界の建築家. p. 53

2. 반사와 반전의 개념

司―世界の建築家.

하라 히로시의 반사성 주거에 관한 연구

반면 실내의 벽면이 파사드가 되어 본래의 파사드의 개
념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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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부지향적으로 하향적인 공간구성방식을 취하고 있음
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3. 반전작용이 형성해 내는 새로운 사회상

Figure 5. Concept Diagram of Inversion between Inside and
Outside
Source. 原

司 (1990). 住居に都市を埋馬尺する. pp. 148-149

즉, 반사성 주거의 반전은 시대적 상황이었던 혐오스러
운 도시상황과 소통하고자 하는 하나의 건축적 방법이었
으며 반전을 지향하는 건축이란 도시로부터 후퇴함과 동
시에 역으로 도심부의 모든 시설을 주거내의 도구로 형
상화시켜내는 것이다.
<Figure 6>은 반전의 개념의 이해를 위해 실제 구현된
반사성 주거의 작품들을 다시 반전시켜 형성된 가상의 드
로잉들과 대비시켜 생성된 결과물이다. 역반전되어 생겨
난 가상의 드로잉 결과물들을 살펴보면 내부가 외부로 반
전되어 생겨난 입면들은 통상적인 건축물의 외벽면으로
충분히 이해될 정도의 요소들과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
는 도시 구성요소들이 내부로 반전되어 형성된 반사성 주
거의 작품들이 외부로는 닫혀진 구성을 취하면서 외부에

하라 히로시가 고안한 반전의 개념은 자기권력상을 강
하게 부정하는 것을 뜻한다. 하라는 모더니즘적 사고방식
으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독
재적인 건축가가 온 세계를 디자인하거나 미스 반 데 로
에가 주장했던 균질공간으로 온 세계를 덮는 것 이외에
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조화로운 건축적 기법
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당시의 상황하에서는 반자기권력
적 기법이야말로 사회적인 의미가 되는 역설적 상황이 해
법이라고 주장한다.3)
이러한 사회상을 반영하는 방법으로서 반전을 위한 반
사의 건축을 특히 개개인의 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
치는 주거건축에서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도시에 빼앗긴 인
간의 상상력과 정주환경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이다.
하라 히로시에게 있어 주거공간을 창조한다는 것은 주
거내에 도시를 매장한다는 개념과 일치되는 것이다. 도시
매장계획이란 비유적으로 마치 도시가 주거내부에 구현되
어 있는 것처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방식은 반
전의 의미에 충실하게 외계가 주거내부에 있는 것처럼 형
성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도시속에서 형성되는 공
지, 광장, 도로, 기호성, 컨텍스트 등의 모든 요소들을 주
거내부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4. 1960년대 유공체 이론으로부터의 발전

하라 히로시의 반사성 주거 이론을 이해함에 있어 언
급해야할 또 하나의 요소는 하라 히로시가 반사성 주거
에 앞서 1960년대에 발표한 유공체 이론(Yukotai Theory)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공체란 다공성의 몸체(porous body)를 의미한다. 원초
의 닫혀진 공간은 그 자체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죽
은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죽은 공간이 주변과 관련성을
맺고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은 이 공간에 개구부(孔)가
뚫림으로써 비로소 제 기능을 하게 되고 살아 있는 공간
으로 전환된다고 하라 히로시는 주장한다.4)

Figure 7. Activation Diagram of Spatial Unit
Source. 原

Figure 6. Comparison Axonometrics of Reflection Houses (Left)
and Virtual Inverted Drawings (Right, From above:
Niramu House, Kuragaki House)
Source. 原

司 (1993). op.cit.. p. 63

司 (1990). op.cit.. p. 205

3) 原 司 (1987). 「均質空間論」, 空間＜機能から 相へ＞. 東京:
岩波書店. pp. 21-83.
4) 原 司 (1990).「有孔 」, 住居を都市に埋 する. 東京: 住ま
いの 書館出版局. pp. 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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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공체란 내부의 요청에 따라 형태가 결정되는 공
간단위를 의미하며 소리, 빛, 사람 등과 같이 이 공간단
위들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작용인자의 소통방식인
개구(孔)의 제어를 통해 공간이 정의된다는 것이 유공체
이론의 핵심내용이다.

Figure 8. Floating Domain in Yukotai Unit (Left)
Figure 9. Formation of Domains by Operational Factors (Right)
Source. lbid.. p. 209

유공체 이론에서의 개구(孔)에 관한 정의는 공간단위의
경계와 이를 관통하는 개구부를 통한 관계성의 형성이라
는 2차원의 논리를 규정하는 것으로<Figure 8, 9> 개구
(孔)가 공간단위간의 배열까지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의
건축론적 전개과정에서 살펴보면 유공체 이론에서 반사성
주거의 전환은 단위공간과 개구(孔)를 통한 공간간의 의
미있는 연결관계로서의 건축적 본질의 추구가 2차원에서
3차원적 조합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
전”을 주요 요소로 하는 반사성 주거에서 공간의 형태나
배열을 결정하는 방법이 유공체 이론에서부터 크게 변화
되어 건물 전체를 하나의 3차원
적인 개구(孔)로 설정하여 공간
을 계획한다. 즉 경계면을 외부
와 내부의 반전장치로 바꿔놓고
내부의 중심축을 경계로 해서 선
대칭으로 공간을 배열하는 방법
이 채택되고 있다.
반사성 주거의 원형이 된 아와
즈 주택에서는 주거 전체에 복합
화된 유공체의 개구(孔)가 표출
Figure 10. Awazu House,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Internal Core
. 유공체로서의 각 방이 다음 절
Space with
Multiple 3D
에서 설명될 ‘내핵’으로 불리는
Yukotai Units
중심영역과 개구(孔)를 통해서 결 Source. Bognar, B. (2001).
op.cit.. p. 39
합되고 있다.

1) 내핵
2) 대칭축을 기준으로 하는 개실의 배열
3) 주변에서 눈에 띄이지 않는 외관
4) 닫혀진, 필요이상으로 개구부를 가지지 않는 외벽.
비교적 닫혀진 주거(그러나 자연에 대해서는 크게 열린
주거)
5) 내핵으로부터 자연광이 유입되는 개실군
6) 4계절에 대응하는 주거내부의 조닝
7) 지형이 사면이라면 사면에 따른 바닥 높이의 설정
8) 밝은 실내
이들 건축적 요소들은 앞선 절에서 설명한 반사성 주
거의 사고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와 내부의 반전의 개념으로부터 외부로는 닫혀진 표
면형태를 취하지만 내부로는 도시구성요소들의 내부적 재
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자연요소를 최대한 끌어들
이고자 하는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들 건축요소들은
특히 내핵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도입되어진 자연요소들이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협곡과 같은 형태로 구현되어진다.
2. 중심공간으로서의 내핵

내핵이란 반사성 주거의 중심공간으로 통상적인 건물로
보면 홀이나 중정과도 같은 형태이며 자연을 도입시키기
위한 천창과 같은 장치와 높은 층고를 가지는 공간이다.
내핵은 가장 높은 중심성을 가지는 공간으로서 주거로 가
지고 들어오게 된 제반요소들을 공
간적으로 강력하게 종속시키는 역
할을 한다. 또한 주거내부의 모든
개실들이 이 내핵을 중심으로 각
각의 고유한 파사드를 가지면서 대
칭적으로 배열됨으로써 끌어들여진
자연과 도시요소들과 소통하게 되
는 것이다.
이 내핵은 축선을 가지는 선적
형태로 구성된다. 이는 외부와 내
부의 반전을 가능케 하는 내핵의
자립성을 충실토록 하기 위한 구
성이다.
내핵은 하라 히로시의 유
Figure 11. Awazu House,
Internal Core
공체 이론에서 도출된 부유영역
Space
(floating area)이 발전된 개념이라
Source. 原 司 (1990).
op.cit.. p. 100
볼 수 있다.
3. 협곡과 같은 공간구성

III. 반사성 주거의 건축이론
1. 반사성 주거의 건축적 요소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반사성 주거의 건축적 요소에
대해 하라 히로시는 다음의 8가지 요소를 직접 열거하고 있다.5)
5) 原

司 (1990). op.cit.. pp.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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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격의 내핵은 마치 협곡과도 같은 공간구성을 취
한다. 외부에서 보여지는 평범한 외관을 지닌 솔리드한 매
스의 내부를 파냄으로써(subtract) 생겨나는 이 협곡과 같은
중앙공간은 천창 등의 요소를 통해 자연요소들이 적극적으
로 도입되고 도시적 요소들의 구현이 더해짐으로써 주거의
내부공간을 혼돈된 외부공간과는 격리된, 마치 종교적인 도
피처나 혹은 성역과도 같은 성격의 공간으로 창조되어진다.

하라 히로시의 반사성 주거에 관한 연구

주로 흰색이나 백색계열로
구성되어 빛으로 가득찬 공
간은 표정없는 외부와 대조
되는 공간으로서 천상적이고
엄숙함 속에서 사람들은 때
로는 자연과 동화되는 무대
로서 공간을 느끼고 때로는
도시적인 풍경에 대한 기억
을 환기하게 된다<Figure 12>.
협곡과 같은 공간구성은 또
Figure 12. Niramu House,
한 하향적 건축의 성격을 가
Valley-like
진다. 이는 통상적인 건축이
Internal Space
Source. Bognar, B. (2001).
추구하는 보다 높게, 보다 거
op.cit.. p. 51
대하게라고 하는 상향적 건
축에 대항하는 관념적 의미도 가지게 된다.

V. 작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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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원형이 된 작품이다. 본 작품에서의 내핵은 경사진
지형에 따라 높은 위치에서 진입하여 낮은 방향으로 공간
이 넓어지면서 하강하는 개념이 설계상의 중요한 방향이
었다.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경사면의 자연지형에 긴 방향
의 장축을 둠으로써 긴 사각형 형태의 내부공간이 형성된다.

Figure 15. Entrance of Awazu House (Left)
Figure 16. Axonometric Drawing (Right)
Source. 原

司 (1993). op.cit.. pp. 38-39

1. 인덕션 하우스(Induction House, 1968)

1968년에 발표한 컨셉 프로젝트인 인덕션 하우스
(Induction House)는 유공체 이론의 사고로부터 출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2차원의 유공체들이 3차
원적 공간의 조합으로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비행선과 그 움직임을 유도하는 장치와 같은 조
합”이라고 하라 자신이 표현하고 있는 인덕션 하우스는
주거의 방에 해당하는 부분이 설비부분의 주위를 회전하
듯이 3차원적으로 조합되면서 마치 서랍과도 같이 유도되
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유리의 쉘터를
가진 주거의 타워가 숲과도 같이 즐비하게 서 있는 상태
를 이미지한 것이 인덕션 하우스 모델인 것이다.
이 인덕션 하우스는 하라 히로시의 건축어휘가 유공체
이론에서 반사성 주거로 전환되는 단계를 아주 잘 보여
주고 있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Figure 17. Second Floor Plan, Awazu House
Source. lbid.. p. 39

장축을 대칭축으로 설정하여 벽, 천정 등을 대칭형으로
배치하고 중앙부의 내핵에는 스카이라이트를 설치하여 자
연광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하고 있다. 이 내핵의 벽
과 천장은 백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 자연의 변화를 투
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내핵에 들어오는 소리의 잔
향시간을 길게 울릴 수 있도록 처리하는 방법까지 고민
할 정도로 최대한의 자연요소를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Figure 18-19. Awazu House, Internal Core Space Forming Urban Streets
Figure 13. Model, Induction House (Left)
Figure 14. Drawings, Induction House (Right)
Source. 原

司 (1990). op.cit.. pp. 187-189

2. 아와즈 주택(粟津邸, 1970-72)

그래픽 디자이너를 위한 주택으로 반사성 주거의 실제

Source. lbid.. p. 40

또한 본 작품에서는 주거 전체에 복합화된 유공체의 개
구(孔)이 표출되고 있다. 유공체로서의 각 방이 ‘내핵’의
중심영역과 개구를 통해서 결합되고 있다. 이 기법은 이
후의 반사성 주거 작품에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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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렇듯 반사성 주거는 각 실과 건물 전체가 각각의 레
벨에서 유공체로서 성립하고 있다. 즉, 부분과 전체가 입
체적으로 크기를 달리하며 반복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전
체가 우위를 점하지 않는 공간구성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3. 하라 자택(原邸, 1974)

아와즈 주택에 이어 지어
진 반사성 시리즈의 두 번
째 작품으로 하라 히로시
본인을 위한 주거작품이다.
전체적 형태는 아와즈 주
택과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으나 목조로 지어졌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
라 자택은 반사성 주거 시
리즈 중 가장 대표적인 작
Figure 20. Hara House, Internal
품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
Space Forming
형태는 장방형으로 구성되
Urban Streets
Source. Bognar, B. (2001).
어 있으나 그 내부에는 협
op.cit.. p. 43
곡과 같은 내핵의 공간이
형성되어 기본적인 반사성 주거의 특징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 이 공간에는 러시아 전통인형과 같이 내부로 무한
반복되는 형식으로 도시적 요소들이 주거속에 매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Figure 20>.

Figure 21. Second Floor Plan, Hara House
Source. lbid.. p. 42

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제2의 지붕들은 각각 서로 다른 높이에 위치함으로
써 협곡의 내핵공간을 구성해 내고 있으며 동시에 조명
기구로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작품에서
는 자연요소로 충만된 협곡과 다양한 도시요소들의 매장
으로써 형성된 가로가 건물중앙을 관통하면서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Figure 23,24. Second Roof of Hara House
Source. 原

司 (1993). op.cit.. p. 45, p. 47

4. 니라무 주택(ニラム邸, 1976-78)

하라가 반사성 주
거를 고려할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한 것은 내핵, 즉
주거의 중심이 되는
영역의 형성법이었
다. 이 니라무 주택
에서는 아와즈 주택
Figure 25. Niramu House, West View
Source. Bognar, B. (2001). op.cit.. p. 50
이나 하라 자택에서
와는 전혀 다른 형
태의 내핵이 형성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채용되고 있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두 장의 파도형상의 벽면으로부터 형
성되는 대칭(symmetry)형태의 공간이다.

특히 이 공간을 통하여 현관쪽을 올려다 볼 때 형성되
는 장면에는 현관쪽으로 멀리 보이는 수목들을 향해 내
핵속에 구현된 도시요소들이 늘어서 있는 광경이 연출되
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
미의 내부와 외부의 반전이 이
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igure 22>.
또한 본 주거에는 하라 자신
이 “제 2의 지붕”이라고 명명
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
아크릴 재질로 만들어진 이 지
붕은 내핵의 스카이라이트를
Figure 22. View to Entrance
통해
들어온 빛을 통해 주거내
from Living Room
Source. lbid.. p. 42
부의 모든 개실까지 유입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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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Second Floor Plan, Niramu House
Source. 原

司 (1993). op.cit..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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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면의 벽이 만들어내는 내핵의 공간을 건축적으로 구
현하기 위하여 기둥을 적당한 간격으로 세우고 목재합판
으로 기본적인 형태를 만든 후 그 위에 다시 합판으로 마
감하는 방법으로 구현된 내핵의 벽면은 외부의 빛의 변
화를 그대로 세밀하게 투영하는 스크린의 역할까지 하고
있으므로 벽면의 세세한 요철까지 드러나게 되기에 세밀
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이중의 파도치는 벽면은 중심축에 대해 대칭으로 서로
반사의 작용을 하고 있을뿐 아니라 대칭축에 직교하는 축
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반사작용을 하고 있다. 중심축
에 대한 반사성이란 일종의 공간적인 반사성으로, 역으로
직교하는 반사성은 시간적인 경로에 따라 생성되는 반사
성이라는 의미에서 시간적 반사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
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반사성 주거가 목표로 하
고 있는 도시매장계획의 측
면에서 보면, 본 작품에서
의 내핵은 도시요소의 구
현이라는 측면보다는 도시
적인 화려한 분위기를 연
출하는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반사라는 개념에
맞추어 건물의 외관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형태
를 실내에 구현하는 반전
Figure 27. Internal Core,
의 개념도 이 시기에 확립
Niramu House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ource. lbid.. p. 54
이 내핵의 공간은 심리적
으로 외부보다 밝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어두운 색의
외벽과 흰색 조의 실내 사이에 전치되어진 감각이 반전
의 개념을 보다 더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작품의 경우 부가적으로 본채와 부속동이라는 반사
가 포함되어 있다. 본채가 기본적으로 폐쇄적이고 게다가
수직적인 성격을 가지는 백색의 내핵을 가지는 반면, 부
속동은 개방적이고 나아가 수평적인 흑색조의 내부를 가
진다. 기능적으로도 본채에는 주거적인 기능이 배분되어
있는데 비해 부속동에는 일종의 생산적인 기능이 부여되
어있어 기능적인 면에서도 두 건물은 서로 상반되는 기
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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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주거지에 사는 구성원
의 자립성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
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
건을 만족시키기에 대지의 상황
이 쉽지 않아 최대한 긴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직사각형 형태
의 평면을 취하고 2층에 분리적
으로 방을 배치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Figure 28. Exterior,
Kuragaki
내핵공간의 거실에서는 니라무
House
주택에서 고안된 목조 곡면벽 공
Source. lbid.. p. 57
법으로 구현된 십자형태의 도시
가로에 의존하여 가능한 비일상적 공간을 도모하고 있다.
동경 도심이라는 부지의 제한적 조건으로부터 주변의
풍경을 담는 것이 매우 어려워 최대한으로 빛과 하늘을
담아내려고 노력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Figure 29. Plans, Kuragaki House
Source. lbid.. p. 56

반사성 주거의 내핵의 사상이란, 주거내의 작은 중심으
로서의 내핵을 만들어 냄에 의해 거주자가 심리적으로 주
거가 “장으로서의 공간”으로 읽혀지도록 하는 것을 본래
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공간에 대하여 하라 히로시는
자연광의 공간적 효과는 “장으로서의 공간”을 현상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자평하고 있다.

4. 쿠라가키 주택(倉垣邸, 1976-77)

도쿄시내에 위치한 본 작품은 반사성 주거형식이 태어
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도심의 전형적인 작
은 부지를 대상으로 세워진 주택이다.
본 작품은 가족 구성원들의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시하
려는 설계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라 히로시
는 서로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자립하는 “주거속의 주거”
의 개념을 채용하였다. 주거가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자
립하는 개념은 중남미의 전통취락의 조사결과에서 도출된

Figure 30,31. Internal Core, Kuragaki House
Source. lbid..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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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하라 히로시는 그의 저서 『주거에 도시를 매장한다(住
居に都市を埋 する)』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6).
“주거의 역사는 주거가 가지고 있던 기능적 요소가 도
시에 박탈되는 역사이다.....생각해 보면 근대 직장과 주거
분리의 이념만큼 어리석은 발상은 없었다...주거로부터 기
능적인 요소의 박탈을 일으켜버린 상징적인 사건에 불과
하다....이 박탈과정은 인간의 상상력의 박탈, 자연의 박탈
과정이며 건축가의 창의성은 오직 쇠퇴한 주거를 원래대
로 돌려놓는 것, 즉 도시로부터 주거로의 역박탈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통상 주거란 도시 속에서 성립하며 도시구성요소로서의
주거로 간주되어지나 이 가정을 “반전”시킴으로써 주거속
에 도시를 매장한다는 사고가 형성된다. 주거의 역사는
기능적 요소가 도시에 박탈당하는 역사라는 인식 위에 이
를 반전시켜 스케일의 차이를 의식적으로 해체시킨 후,
도시의 자연, 공간적인 영역, 장소의 의미, 기호성, 컨텍
스트 등의 모든 이미지를 주거 속으로 되찾아오자고 호
소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적인 장치인 파사드, 경계, 교통 네트워크, 복잡성,
랜드마크, 광장 등의 공간적 장치들뿐만 아니라 활기참,
활동성 등의 숨겨진 인간행태구조 까지도 매장할 수 있
다는 것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1970년대 고도로 성
장하고 있던 일본의 과밀화된 도시환경에 대한 거부를 표
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의 반사성 주거란 이러
한 도시환경의 반전으로부터 성립되는 개념인 것이다. 반
사성 주거는 비록 30여년이 지난 시점의 일련의 주거작
품들에서 나타나는 건축이론이지만 하라 히로시의 독창적
이고 날카로운 사고에서 비롯된 건축적 산물이다. 이러한
그의 사고의 배경으로는 나날이 황폐화되어가는 도시환경
에 대한 혐오감, 특히 일본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의
전통적 공간이 상실되어가는 상황에 대한 반성이 존재하
고 있던 것이다.
반사성 주거는 이후 이론적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의
복합프로젝트까지 진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하라 히
로시가 최초에 가졌던 ‘개구(孔)’에 대한 관심이 2차원의

6) 原

司 (1990). op.cit.. pp.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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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에서 3차원으로 전개됨에 따라 ‘반사’와 ‘반전’의 개
념을 바탕으로 하는 반사성 주거로 전개되는 과정을 살
펴보았다. 이후 그의 건축론은 1980년대에 들어 ‘중첩’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다층구조(multi layered structure)’
로 전개되고 다시 그의 건축론의 종착점이라 할 수 있는
‘양상론(modality)’으로 전개되어 진다. 본 연구의 향후단
계로는 바로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반사성 주거가 이후
의 건축이론에 미친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후대의 건축론
과 작품들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는 하라 히로시의 건축
론을 통시대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그의 건축론의 변천사
를 하나의 흐름에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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