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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없이 투명해 그 너머를 고스란히 드러내지만 영역을 분명하게 경계 짓고 단단한 

물질. 석영, 탄산소다, 석회암 등을 섞어 고온에서 녹인 후 냉각한 유리는 이처럼 

이질적인 속성을 한데 지닌 흥미로운 소재다. 특히 빛 투과성과 경도가 높아 창으

로 활용되는 한편 색과 형성이 자유로워 장식품, 가구 등 다양한 요소로 제작돼 공

간을 안팎에서 아름답게 아우른다. 유리는 기원을 확실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

로 오래전부터 인간과 함께해왔는데, 일반적으로 약 3천 5백여 년 전부터 본격적

으로 사용되었으며 메소포타미아 혹은 이집트를 시작으로 세계 각지로 퍼져 나갔

다고 알려져 있다. 초기에는 제작이 어려워 구슬, 유리잔, 공예품 등 작은 사치품

을 만드는 데 쓰였고 보석이나 화폐 대용으로 취급할 만큼 귀한 소재였다. 7세기

경 중동에서 창이나 천장 등에 적용돼 건축 부자재로 쓰이기 시작했으나 판유리를 

크게 만들 기술이 부족해 창을 작게 설계하거나 작은 유리에 색을 입혀 스테인드

글라스로 활용했으며, 1959년 플로트 공법이 발명돼 비로소 큰 판유리 제작이 가

능해졌다. 이후 개발된 커튼월 공법은 외관을 모두 유리로 시공한 건축물을 등장

시켰다. 고층 빌딩이 유리 외피를 두르면서 도시는 밝고 청명하게 빛나게 되었다. 

다만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 에너지 소모가 큰 편인데 최근에는 로이유리, 진공유

리 등 단열 기능을 강화한 유리, 태양광을 저장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유리 등이 개

발돼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실내에서 유리의 장점이 돋보이는 부분은 

구획이다. 벽 일부에 유리를 적용하거나 유리 가벽을 설치하면 공간을 질서 있게 

구성하면서도 소통감을 부여할 수 있어 구성원의 화합과 독립성이 양립하는 주거

나 업무 공간에서 힘을 발휘하며, 프라이버시를 추구할 때는 불투명 유리나 유리 

벽돌을 선택하면 빛은 받아들이고 시야는 차단해줘 유용하다. 표면에 무늬를 넣어 

공간에 다채로운 표정을 입힐 수도 있는데, 뉴트로가 유행하면서 복고 느낌을 물

씬 풍기는 고방 유리와 모루 유리가 각광받는다. 또한 색유리를 조합하거나 다이

크로익 필름을 붙이고 빛의 굴절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황

홀한 시각 경험을 창조하는 쓰임 역시 주목할 만하다. 투명함 속에 무한한 가능성

을 품은 유리가 그리는 공간으로 들어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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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tastic Lignt & Color

SUSHI CLUB

미식은 혀끝으로 느끼는 맛에 시각, 촉각, 후각 등 여러 감각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 완성된다. 이탈리아 코르베타(Corbetta) 지역에 위치한 레

스토랑 sUsHi CLUB은 시각적 자극을 통해 식사를 복합적 경험으로 승화하고자 유리로 공간을 조각화하고 확장하는 동시에 찬란하게 물들여 

역동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창조했다. 세라믹, 금속 등 차갑고 강직한 소재의 물성을 빛을 머금은 유리로 중화하고 다채로운 색과 직선을 절묘

하게 조화시켜 독특한 미장센을 구현했으며, 오브제 역할을 하는 조명을 더해 심미성을 극대화했다. 

커다란 창으로 내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외관은 금속 패널을 둘러 신비로운 풍경을 강조하며, 안으로 들어서면 높이가 각기 다른 입방체 모듈을 

기하학적으로 조합해 미로를 형상화한 천장이 시선을 압도한다. 리셉션 데스크 양쪽에 배치한 트윈 룸은 차분한 색을 입힌 유리 파티션으로 구획

해 공간 흐름을 부드럽게 이었으며, 좌석도 조명을 더한 유리로 분리해 프라이빗하면서 따뜻한 식사 환경을 조성했다. 유리로 대형 캔버스를 제

작한 메인 홀은 이 레스토랑의 클라이맥스라 할 수 있다. 메인 홀은 측면에 메자닌이 있어 천장이 높은데, 거대한 유리 캔버스가 천장을 흐르듯 덮

고 내부를 가르듯 뚝 떨어지며 공간감을 심화하는 한편 유리에 담긴 빛이 공간을 화려하게 휘감아 환상적인 아우라를 내뿜는다. 아울러 캔버스 안 

붉은색과 푸른색을 날실과 씨실처럼 교차시키고 격자 구조 금속 프레임을 더해 현란한 빛과 색을 안정감 있게 풀어냈다. 메자닌 홀은 캔버스의 상

단을 볼 수 있도록 통창을 시공해 더욱 극적인 장면이 펼쳐지며, 일부 테이블을 어두운색 유리와 영롱한 크리스털로 마감해 콘셉트를 완성도 높게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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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천장에 높이가 각기 다른 육면체 모듈을 

설치해 초현실적 공간의 시작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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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 LAI STUDIO·Maurizio Lai

Location / Corbetta, Milan Metropolitan Area, Italy 

Area / 753㎡

Photograph / Andrea Martiradonna

색을 담고 배면광을 매립한 유리를 캔버스 

형태로 만들어 빛과 색의 향연을 펼쳤다.

Focus on

트윈 룸 내부 좌석에도 유리 파티션을 

배치해 콘셉트를 촘촘하게 짰다.

트윈 룸은 은은한 색을 입힌 유리 파티션으로 구획하고 조명으로 공간을 둘러싸 신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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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리 캔버스를 설치해 휘황찬란한 빛과 색이 감도는 메인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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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중한 캔버스의 상단이 보이는 메자닌 홀도 

초현실적 분위기를 누릴 수 있다.

오브제 조명으로 빛의 미학성을 극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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