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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랜 머컷(Glenn Murcutt)의 베란다하우스(Verandah House) 진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olution of Glenn Murcutt’s Verandah House
 

 이 승 민*         조 항 만**

                                  Lee, Seungmin      Zo, Hang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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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lenn Murcutt’s residential architectures in 1960-90s have evolved to suit regional climates over the period time. To solve the disconnection 
of British Cottage from the Australian landscape, Murcutt developed a long ‘Verandah House’ by adopting the idea of a ‘Californian 
bungalow’ into the existing terrace houses. As such this paper investigates Murcutt’s reinvention of the verandah space which became an 
ideal living platform or externalized inside-out space to reflect the local climate and terrain. Additionally, Murcutt installed adjustable layers 
to the wall such as shutters and louvers so that the occupant can coordinate with the ‘Verandah House’. This strategy promotes harmonious 
coexistence between nature and human beings as well as maintains the ecosystem by minimizing energy use. Since 2005, the BUILDING 
ACT for balcony expansion in Korea was legalized by the construct however balconies are mainly used for the expansion of residential 
spaces or warehouse. In contrast to ‘Verandah House’, this internalized inside-out space lost the main value of the balcony and ignored the 
option of the prospective occupant. Thus,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resolve the dilemma of site-less residential architecture by analyzing 
Murcutt’s evolutionary process of farmhouse based on his sustainable design strategies in non-technological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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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과 배경1)

1851년 호주의 골드러쉬(Gold Rush) 이후 영국 정착민 

외에도 세계 각지에서 자유 정착민들이 이주해오기 시작

하였다. 그러나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수많은 이주민을 

수용하기 위해 호주에 건설되었던 영국의 테라스형 주택

들은 지역 환경조건에 맞지 않는 시행착오를 반복했다. 

한국에서도 1970년대 이후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발생한 

도심 주택의 심각한 부족 현상을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

설을 통해 해결해 왔다. 그 결과 두 나라 모두 주택설계

에 있어 지역적 환경과 정서, 그리고 기후 조건에 부합하

는 환경친화적 특성은 거의 무시되었고 오직 주거공간의 

수요에 부응하는 대량 공급의 효율성만 중시되었다. 

지역성의 부재는 외부 환경과의 단절을 의미하는바, 특

히 아파트는 현대 한국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주거의 유

형으로서 2005년 발코니의 확장 합법화로 내부공간은 넓

어졌으나 외부와는 단절되는 베란다로 양성화되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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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호주에서는 1960년대부터 지역 기후 및 환경에 적

합한 건축을 추구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호주의 지역 

기후와 비슷한 캘리포니아의 방갈로를 이식하기 시작하

는데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는 호주의 건축가가 글랜 머

컷(1936~)이다. 그는 ‘사람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

인에 불과하다’라는 윤리적 사고를 바탕에 두고 호주 

주택건축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했다. 머컷은 건물이 들어

설 지역의 땅, 자연광 및 바람을 건축의 주요 요소로 활

용하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노력

은 세계적 인정을 받아 호주 출신 건축가로는 최초로 

2002년 프리츠커상(Pritzker Architecture Prize)을, 이어서 

2009년에는 미국 건축가협회(AIA) 금상을 수상했다.

머컷의 주택들은 좁고 긴 평면에 결합 된 베란다를 통

해 공간은 지역성에 내재하는 인간 삶의 방식을 반영하

고 있으며 주변 환경에 맞게 변화하는 가변성을 그 특징

으로 한다. 그의 주택들은 정량적 성능 평가를 위한 시뮬

레이션 없이도 척박한 주변 환경 속에서 인간과 자연을 

공생할 수 있게 하는 비-기술적이고 정성적인 해결방안

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 주택 외피에 설치된 

환경조절장치들이 열 쾌적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밝

혀지면서(Lecaro, Lau, Rodrigues & Jarman, 2017) 정량적 

성능 또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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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호주의 지역별 기후에 맞추어 진화해 

온 머컷의 주택들을 시대순으로 살펴보고, 그의 패시브 

디자인 계획 요소들을 분석하여 그가 주거의 내부와 외부 

간 단절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였는지 알아본다. 

경계에 모호하게 걸쳐 있는 머컷의 ‘외부화된 내부공

간’인 베란다공간의 디자인 특성을 통해 아파트로 대표

되는 현대 한국 주거문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함의가 무엇

인지 또한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자급자족이 가능한 재

료를 사용하여 지역과 상호작용하고, 생태계1)를 유지하고 

있는 머컷의 농장주택들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

을 추구하는 정성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축임을 밝힌다.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960년대 이후 호주건축에서 나타난 반-밀폐된 외부공

간의 진화과정을 개관한다. 베란다가 유일한 해결 방법은 

아니었지만, 외부의 자연환경을 내부로 받아들이는 ‘외

부화된 내부공간’은 호주건축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

이다. 머컷은 이를 통해 별다른 액티브 기법의 도움 없이 

호주 내의 다양한 지역별 기후환경에 적응하는 일련의 

주택들을 창조했다. 머컷이 1969년 건축사 사무소를 개소

한 이래 왕성하게 활동했던 90년대까지 발표한 주택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Year House Location
1 1968-72 Daphne Murcutt Unbuilt
2 1969-72 Douglas-Murcutt Ÿ Belrose, Sydney,  NSW
3 1972-73 Laurie Short Terry Hills, NSW

4
1974-75

/1980
Marie Short Ÿ Kempsey, NSW

5 1977-78 Ocken Cormer, NSW
6 1980-83 Ball-Eastaway Ÿ Glenorie, NSW

7
1981-82
/2001-04

Fredericks/White Jamberoo, NSW

8 1982-84 MagneyŸ Bingie Point, NSW
9 1983-86 Littlemore Woollahra, NSW

10 1986-90 Magney Paddington, Sydney, NSW

11 1988-91 Done Mosman, Sydney, NSW
12 1988-92 House Southern Highlands, NSW
13 1988-93 Simpson-Lee Ÿ Mount Wilson, NSW

14 1991-94 Marika-Alderton Eastern Arnhem Land, NT

15 1994-1996 Schnaxl Bilgola Sydney, NSW
16 1994-1997 Deakins-Beckwith Woollahra Sydney, NSW

17 1996-98 Fletcher-Page Ÿ Kangaroo Valley, NSW

18 1996 House Unbuilt

Table 1. List of Glenn Murcutt’s Houses

 Ÿ Selected House

목록의 18개 작품을 살펴보면 그중 11개의 주택들은 

단층으로 된 농촌주택으로, 이는 머컷 작품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나는 유형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

1) 건축물이 위치한 환경에 적응하고 지역 자원 및 에너지사용

을 최소화하여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로 체계적인 비교분석 및 그 진화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대상으로 주택작품의 시발점인 Douglas Murcutt House를 
비롯하여 Marie Short House, Ball-Eastaway House, Magney 
House, Simpson-Lee House 그리고 Fletcher-Page House 등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내 단층 농장주택 작품 

6개를 5년 단위의 시대별로 선정하여 그 진화과정과 차

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2장에서는 호주의 주택이 진화해 온 

사회적 배경 및 진화의 핵심 개념으로 부각된‘외부화된 

내부공간’의 흐름을 개관한다. 또한, 머컷의 베란다공간

과 비교하여 한국 건축법이 규정하는 공동주택 베란다공

간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베란다공

간의 특징을 명확히 한다. 3장에서는 머컷의 농장주택 작

품들이 지역적 맥락을 담아내며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선정한 6개 작품의 평면, 단면 및 입면(외

피) 등을 분석하고, 또한 주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비-

기술적 해결방법인 환경조절장치들의 계획요소를 살펴본

다. 4장은 3장의 사례분석 결과와 머컷의 주택 작품들에 

대한 여러 평가를 종합하며, 그의 ‘베란다하우스’가 환

경친화적 주거 양식으로서 주택의 균형 잡힌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안임을 확인한 후, 5장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2. 외부화된 내부공간(Inside-out space)에 대한 고찰

2.1 ‘외부화된 내부공간’으로 진화하는 호주의 주택

19세기 초 호주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호주 원주민2)들

의 주거형태를 원시적이라 여기며, 호주의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모국의 건축을 관습적으로 이식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초부터 호주의 혹독한 태양광과 더위에 적응하기 

위해 호주내 전통적으로 널리 알려진 외부공간의 설계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한다. 

호주의 주택들은 지리적 특성상 다수가 해안가 주변에 

자리 잡고 있다. 초기에는 남부 지중해의 기후와 사회적 

조건을 가진 미국 캘리포니아 건축가들3)의 사례가 호주

에 큰 영향을 주었고, 캘리포니안 방갈로(Bungalow)4) 양
식이 널리 받아들여졌다(Woo, 2015). 인도 기원의 방갈로

는 영국인들이 모국의 해변에 베란다가 부착된 개방형의 

평면으로 변형시키면서 널리 퍼졌는데, 비슷한 시기에 코

티지(Cottage)의 형태로 남부 캘리포니아 해안가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이들은 태양의 직사광선을 막고 통풍이 잘되

는 포치(Porch)와 함께 지역의 기후 조건에 적응하며 진화

했다. 

호주의 주택 역시 가로의 길이가 연장되면서 다공성의 

중간 영역(Indeterminate Zone)을 갖는 평면구조를 채택했

고, 이러한 외부화된 내부공간을 통해 태양광 및 신선한 

2) 약 4만~7만 년 전에 처음 호주 대륙에 들어온 호주 원주민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주변 섬에 살았던 최초의 종족이다. 

3) 윌리엄 월스터(William Wurster),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루돌프 쉰들러(Rudolph Schindler) 등이 있다.

4) 방갈로는 단층의 인도식 초가집으로 방들의 통풍을 위해 모

든 방의 베란다가 중앙의 홀로 연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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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가 내부로 유입되고, 건물의 앞뒤 정원이 서로 교차

하는 공간이 구비되었다.5) 지역적 특성을 지닌 자연과 융

화된 인간 삶의 질적인 발전이 베란다, 포치, 테라스, 발

코니 등 다양한 외부공간을 통해 주거 양식으로 표출되

었다.

2.2‘외부화된 내부공간’으로서 베란다공간의 개념 

<건축가를 위한 건축학 (1884)>에 따르면, 베란다는 최소

한의 경량 구조로 건축된 개방된 홀이다. ‘베란다공간’

은 지붕과 벽면을 하나의 단일 구조로 통합시킨 경량의 

목조 혹은 철제구조로 구축되는데,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

에는 유리 혹은‘빛을 투과시키는 투명판’등 재료가 사

용된다. 기존 건물의 솔리드한 조적 벽과 달리 서로 다른 

재료 및 구성기법을 통한 경량의 벽으로 구축되므로 반 

개방적인 공간성을 내포한다(Jee, 2007).
반면 한국의『건축법』에서는 발코니 외 베란다를 포

함한 나머지 옥외공간들은 노대의 범주 안에 속한다. 또

는 ‘옥외생활공간’으로 정의된다. 이는 실내와 그 외부

의 사이공간에서 출현 되는데, 발코니 또는 테라스와 같

이 완전한 옥외공간으로도 구성되기도 하지만 바람 및 

강우를 피하고자 베란다가 지붕이나 벽의 일부로 구성된

다(Jee, 2009). 이를 토대로 Figure 1은 분석에 앞서 주택

의 외부와 내부를 연계하는 공간들의 명확한 구분을 짓

기 위해 도해한 것으로 ‘외부화된 내부공간’으로서 

Verandah, Balcony, Terrace, Porch 그리고 Deck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Verandah

Terrace

Balcony

Deck

Porch

Internalized Inside-out 
Space (Korea)

Externalized Inside-out 
Space (Australia)

Figure 1. Inside-out Space

다만 국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외부공간과의 교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채 단순히 내부화6)된 외부공간이 되

고 있다. 실내조경을 통한 단지 내 외부공간과의 교감을 

살리는 방법 외의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이 필요하

다. 이 같은 개념에 대비되도록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맥

락을 이해하고 테라스를 길게 확장하여 주택 전체를 주

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도록 설계된 글랜 머컷의 베란다

를 지붕이 있는 ‘외부화된 내부공간’으로 정의한다.

5) Haig Beck, Jackie Cooper, Insideout, p.8
6) Jee, The Internalization of Outdoor Living-Garden-Mixed Use 
Characteristics of the Balcony in Korean Multi-family Housing, p.35

2.3 ‘외부화된 내부공간’으로서 베란다공간의 유형 

30년 이상의 작품 활동을 통해 머컷이 주변 환경을 고

려하여 정형화시킨 그의 다양한 해결과 그 진화과정을 

살펴보면, 주택들이 호주 내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에 적

응한 각각의 ‘베란다공간’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다음의 표에서는 18개의 머컷주택에서 발견된‘외

부화된 내부공간’인 베란다공간의 네 가지의 유형인 

Terrace, Edge, Court, Vestibule으로 분류하였다.

Type Form Analysis

Terrace Terrace like individual verandah space is 
given to each room via courtyards.

Edge
Verandah space can be found at the 

edge of the building reached out to the 
nature.

Court
Verandah space is formed at the center 
of the building to provide the common 

court.

Vestibule
Verandah space like an elongated spine 

for a whole building envelope and it 
acts as the central corridor.

Table 2. Typology of Verandah Space

 

3. ‘베란다하우스’를 향한 진화

이 장은 머컷의 주택들이 호주 내의 다양한 지역적 자

연환경에 적응하며 ‘베란다하우스’로 진화하는 과정을 

살피면서 그의 베란다공간을 분석한다. 건축사학자이자 

비평가인 필립 듀르(Philip Drew)에 의하면, 머컷의 주택

은 집의 본체 밖에 있는 좁고 긴 베란다에 거주하는 사

람들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실존적 상황이 구체적으로 

표출된 것이며, 그의 ‘베란다하우스’는 영국에서 수입

된 기존의 좁은 ‘테라스하우스’에 비하여 모든 면에서 

호주의 사회적, 자연적 조건에 적응하여 진화한 형태라고 

주장한다.7)

머컷은 그림으로 생각하는 건축가로서 초기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주택의 세부 계획과 시공 및 도면에 이르기

까지 주택설계를 구체화한다.8) 그러므로‘베란다하우스’

의 진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Table 3)의 하우스 스

케치와 주택의 주변환경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머컷은 그

림으로 생각하는(Thinking Drawing) 건축가로서 초기 아이

디어 스케치를 토대로 주택의 세부 계획과 시공 및 도면

에 이르기까지 주택설계를 구체화한다. 그러므로 ‘베란

다하우스’의 진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Table. 3의 

하우스 스케치와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기후조건과 주변

환경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분석에 앞서 남반

구인 호주는 북반구인 한국과 반대방향에 위치하고 있으

므로 채광이 잘드는 주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향이 

아닌 북향을 기준으로 한다.

7) Philip Drew, Touch This Earth Lightly, p.119-148
8) Glenn Murcutt, Glenn Murcut : Thinking Drawing / Working 
Drawing, p.1-248.

A Verandah is covered with a roof, 
supported by light-weight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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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Idea Sketch / Type Plan Diagram / Location

H
1

1969-72 Douglas Murcutt / (T)  Belrose, Sydney, NSW

Site Context
Ÿ Sea Level : 34-202m 
Ÿ YTD Average Rainfall : 6720.2mm
Ÿ Average Temperature : 7.5-17.5°C

H
2

 1974-75 Marie Short / (E) Kempsey, NSW

Site Context
Ÿ Sea Level : 7m 
Ÿ YTD Average Rainfall : 731.9mm 
Ÿ Average Temperature : 3.7-21.5°C

H
3

1980-83 Ball Eastaway / (E+C) Bingie Point, NSW

Site Context
Ÿ Sea Level : 50m 
Ÿ YTD Average Rainfall : 551.0mm 
Ÿ Average Temperature : 4.9-18.7°C

H
4

1982-84 Magney / (C) Jamberoo, NSW

Site Context
Ÿ Sea Level : 16m
Ÿ YTD Average Rainfall : 611.7mm
Ÿ Average temperate : 10.7-18.2°C.

H
5

1988-93 Simpson-Lee / (V) Mount Wilson, NSW

Site Context
Ÿ Sea Level : 1,008m 
Ÿ YTD Average Rainfall : 588.4mm 
Ÿ Average Temperature : 2.1-14.3°C 

H
6

1996-98 Fletcher-page / (E+C+V) Kangaroo Valley, NSW

Site Context
Ÿ Sea Level : 73m 
Ÿ YTD Average Rainfall : 561.4mm
Ÿ Average Temperature : 6.4-18.3°C

Table 3. List of Selected Glenn Murcutt’s Houses

(T) = Terrace, (E) = Edge, (C) = Court, (V) = Vestibule

3.1 평면 유형의 진화 : 베란다공간과 하나가 되어가는 

주택

선정된 여섯 주택 모든 폭이 5.5m 이하로 거실과 연계

된 북향의 베란다가 있다. 그가 최초로 건축한 Douglas 
Murcutt(H1)은 세 줄의 평면으로, 각 방에 주어진 Terrace 
형 베란다의 면적은 그 비율이 1:1이다. 그러나 농촌 지

역의 고립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농장주택은 다기능 

주거9)가 되어야 하였고, 이에 따라 분산된 베란다들은 

9) Lim, A Probe on Research Direction of Sustainable Architectural 
Planning in Non-technological Ways, p.123

Marie Short(H2)에 와서는 건물의 양 끝으로 통합되어 두 

줄의 평면이 되었다. 

Ball-Eastaway(H3)부터는 한 줄의 평면으로 단순화되었

는데, 경사 지형과 Edge형 북향 베란다를 연계하기 위해 

지상으로 들어 올린 데크를 만들어 길게 확장하고, 주택 

내부의 복도형 중정홀과 마주하고 있는 서향 베란다를 

연결하여 ‘외부화된 내부공간’을 창출했다. 머컷에게 

베란다공간이란 거주 환경에서 안전 및 쾌적감을 주는 

자연 도피처로 이를 통해 외부환경의 모든 경관이 거주

자의 시야에 들어오도록 했다. 그리하여 양쪽 끝에 있는 

두 베란다공간은 주택의 모든 통로를 밖으로 노출시켜 

집 전체가 터널과 같은 형태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주

택 바닥의 구조를 마치 벽을 넘어서는 지면의 연장선처

럼 드러내어, 벽과 지면의 물리적인 경계를 허물고 주변

환경에 퍼즐처럼 맞물리도록 진화하였다.

이렇듯 베란다공간의 위상은 점점 높아졌다. 

Magney(H4)의 중심에 위치한 베란다는 공용 Porch 기능

의 Court형 베란다인데, 가족과 게스트를 위해 공간을 분

리해 주는 동시에 출입 통로 역할을 겸했다. 

Simpson-Lee(H5)의 경우 외부 데크가 마치 선로처럼 주택

의 내부로 유입된다. Fletcher-Page(H6) 역시 (H5)처럼 남

쪽 테라스부터 거실의 중정 베란다공간까지 다양한 ‘외

부화된 내부공간’을 형성하였는데, 이는 Edge, Court와 

Vestibule 등 여러 유형들이 복합되어 결국에는 건물 전체

가 베란다화 된 결과를 낳았다. ‘베란다하우스’안에 베

란다 방10)을 배치하는 머컷의 설계방식은 실제 거주자들

에 의해 거실을 비롯한 모든 방이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

된 베란다공간이 되도록 변모시킨다. 베란다공간은 

Terrace, Edge, Court, Vestibule의 순으로 점차 주택과 깊

게 관계를 맺으며 확장되다가 주택과 하나가 될 때까지 

진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Figure 2).

Room
Verandah Space

H1 H2
H3

H4

H5

H6

Figure 2. The Evolution of Plan Types  

3.2 지붕 구조의 진화 : 빛과 공기의 유입과 순환

머컷에게 지붕은 건축물의 대지 위에 가볍게 놓여진 

철제 잎사귀(Touch the Earth Lightly with Leaves of Iron)
와 같다. 머컷은 나무를 덮고 있는 무성한 잎사귀처럼 지

붕을 다루었는데, 겨울에는 가벼운 단열재를 덧댄 듯 따

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이 되도록 설계하였다.11) 

Marie Short(H2)부터는 일 년에 세 번 홍수를 겪는 습

한 지역을 이기기 위해 지붕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었

는데, 유선형의 철제지붕이 평평한 콘크리트 지붕을 대신

했다. 주름진 두 개의 철제지붕을 겹쳐 사용함으로써 자

10) Ibid., p.159
11) Ibid.,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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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Window Wall 

Details 

H1
H2

H4 H5 H6     
        
        

  
H3

Cross Ventilation Natural Light Verandah Space  V-Strut

Figure 4. The Evolution of Roof Structure

연스럽게 환기 슬롯(Ventilation-Slots)의 기능이 생겨났으

며, 유선형의 지붕이 유속을 증가시켜 주택 내부의 공기

순환 및 맞통풍으로 더 원활한 환기를 이루어 내었다. 우

주선 형태의 Ball-Eastaway(H3)의 지붕은 산불에 취약한 

건조한 지역에서 낙엽이 지붕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건물의 양옆 모서리 홈통의 크기를 확장하여 낙엽들이 

통로를 막지 않게 하였다. Magney(H4)의 경우 홈통은 주

택의 중심으로 이동하여 마치 갈매기의 날개 같은 버터

플라이 지붕으로 진화했다. 지붕 양쪽 처마는 땅 경사면

과 평행을 이루어 바람이 센 지역적 특징을 이용하여 건

물 내 통풍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Simpson-Lee(H5)는 (H4)가 발전된 형태인데, 얇은 나뭇
가지 같은 V-스트럿(Strut)이 바깥쪽 지붕의 처마를 떠받

들고 있다(Figure 3b). 거대한 지붕이 집 전체를 덮게 되

면서 거대한 캐노피가 형성되고, 외부와 내부공간 사이에 

드리우는 음영이 건물의 주변 경계를 흐리게 한다. 이러

한 통합 구조의 지붕 시스템으로 인해 건물은 더 경량화

되고, 재료는 절약되었다. Fletcher-Page(H6) 또한 집 전체

를 단일 경사 지붕의 캐노피로 덮어, 여름에는 직사광선

을 막고 겨울에는 북측의 햇빛을 모든 방으로 유입했다.

a) Magney  

 

b) Simpson-Lee

 

c) Fletcher-page

Figure 3. Canopy : V-strut and Total Roof System 

서늘한 지역에서는 지붕을 지탱하는 구조를 지반에 접

촉시켜 축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벽돌과 콘크리트를 

사용하였다. 온화한 지역에는 대체로 목재를 사용하였는

데 특히 Marie Short(H2)는 뱀과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면으로부터 800-900mm 띄운 긴 플랫폼 형태를 

갖는다. 머컷은 빛의 움직임과 바람의 방향을 항상 고려

하였는데, 평평한 지붕에서 특별한 설비장치 없이도 주변 

공기의 압력 차를 이용하여 자연통풍을 가능하게 하고 

채광이 용이한 유선형의 지붕으로 집 전체를 덮는, 마치 

우산과 같은 높은 캐노피 지붕으로 발전시켰다. 장소에 

특화된 구조를 채택하여 주택을 설계하는 것은 보편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머컷에게‘외부화된 내부공간’으

로서 자연과 타협하며 최소한의 지붕과 기둥을 사용한 

인공물로서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연계를 도모한 것이 

‘베란다하우스’이다(Figure 4).

3.3 건물 외피의 진화 : 경계를 허무는 환경조절장치들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는 그의 작품 판

즈워즈 주택(Farnsworth House)에서 ‘Less is more'의 미니

멀리즘을 구현하여, 주택을 모든 방향에 걸쳐 외부의 경

관으로 확장시켰다. 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알

려진 머컷의 초기 작품 Douglas Murcutt(H1) 역시 은폐된 

기둥 사이의 공간을 투명한 유리로 채웠는데, 이로써 외

부의 자연으로 충만해지는 비움의 공간이 되었다. Marie 
Short(H2)부터는 외부 경관을 프레이밍하고 차경하는 단계

를 넘어, 베란다공간이 자연 환기 및 채광의 친환경적 수

단으로 진화했다. 글라스루버 창호, 블라인드 그리고 2m 
가 넘는 높이와 5m 폭의 큰 벽 한 면을 중간 창살

(Mullion) 없이 한 장으로 덮어버리는 대형 방충망(Figure 
5b) 등 다양한 종류의 외피로 판유리 벽을 대체했다.

a) Sliding Glass Wall 
 

b) Insect Mesh
 

c) Glass Louver
 

Figure 5. Replacement of Glass Wall with Retractable Walls

Magney(H4)의 경우 빛의 조절을 위해 완전히 걷혀지는 

루버를 북향의 유리 스크린에 개별적으로 설치하여 아침

에 낮게 투사되는 햇볕을 차단했으며, 남향으로 높이 경

사지게 설치한 유리 고정 창들은 하늘 전망과 자연 채광

을 제공했다. Simpson-Lee(H5)처럼 눈이 많은 지역은 루

버와 블라인드만으로는 열 손실의 우려가 있어 머컷은 

기존의 리드코(Lidco.) 창호 시스템12)을 발전시켜 적용했

다. 머컷은 미닫이문의 단면이 이중 손잡이가 되도록 하

면서 두 개의 수직적 요소를 하나의 글레이징 잼(Glazing 
Jamb)으로 중첩되게 했다(Figure 6). 이는 구조적 안정성

을 향상시켰고, 비록 단순한 외관이지만 미세하고 얇아 

시각적으로 더 가볍고, 누적된 층의 전체 단면은 줄이면

서 훌륭한 밀폐 효과를 제공했다. 유리 현관을 비롯하여 

주택의 북향 면을 일련의 유리 미닫이창들로 채운 후 완

전히 걷히는 블라인드를 설치하여(Figure 7) 주택 내 모든 

방을 베란다공간으로 만들었다.

a) Open 
 

b) Closed

12) 1934년 호주에 설립된 알루미늄 창호 및 프레임 시스템을 

제공하는 공급 업체이다. 머컷은 이를 1974년 발생한 강력한 태

풍 트레이시를 유일하게 견뎌낸 창호라 하였고 그 당시 보편화

되지 않았던 창호를 발전시켜 주택에 적용하였다.

Figure 7. Vestibule with Retractable 

Blinds (Simpson-Le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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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1 H2 H3 H4 H5 H6

House Douglas-Murcutt
(1969-72) 

 Marie Short 
(1974-75)

Ball Eastaway
(1980-83) 

Magney
(1982-84) 

 Simpson-Lee
(1988-93) 

 Fletcher-Page 
(1996-98)

Plan 
Types 

3 Rows 2 Rows 1 Row

    

Living area of 
the house with 

its roofed 
terrace its of 

identical size to 
the main garden 
which it faces.

Two Wings: 
(1) Reduction of 

scale  
(2) Living close to 
the edge, open up 

the views

Verandah at both 
ends the house 
thus became an 
extruded form 
provides the 

com-positional 
leitmotif for the 

entire house.

Sharing common 
‘court’ between 
two apartments 

(Parents and 
Guest/family)

The glass vestibules 
accommodate a series 

of sliding screens 
allowing the glazed 
wall to completely 
disappear – allows 
the room to be an 

open verandah.

The windows and 
shutters of the 

southern wall can be 
entirely slid away to 

create a 8m wide 
opening of the 

sitting/dinning room – 
make this room an 

inside-out space.

Roof 
Struct
ures 

         

 

Timber framed 
structure with 
flat roof with 
1.5m overhang

Timber framed 
structure with 
curved metal 

overlapped roof

Tubular steel 
framed structure 

with curved metal 
roof

Tubular steel 
framed structure 

with altered 
butterfly roof 

Steel framed structure with corrugated metal 
shed roof 

 
Envir
onme
ntal

Contr
ol 

Syste
m 

Glazed 
Sliding Screen

Retractable Insect Mesh / Blinds Metal Louver / Angled Window with Blinds
Developed Lid.co Aluminum Sliding System

Horizontal Vent with Insect Mesh 
Glass / Timber 

Louver
Glass / Metal Louver

Sky Fixed Window with Horizontal Vent

Table 4. The Evolution of Glenn Murcutt’s Verandah Houses 

Simpson-Lee(H5)부터 벽의 창들도 지붕의 형태와 함께 

입체적으로 진화했다(Figure 8a). Magney(H4)에서 수평벤

트(Horizontal Vent)가 문 위 경사진 고정 창 아래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방충망이 덧붙여져 창문 문턱에 설치된 

수평벤트를 통해 우천 시 자연환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a) Simpson-Lee 
 

b) Fletcher-Page 
 
c) Angled Window

Figure 8. Horizontal Vent and Angled Window Sill

Fletcher-Page(H6) 역시 북향의 돌출된 창에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여름의 햇빛을 조절하는 한편, 남향의 유리 미

닫이문에는 목재셔터가 덧붙여져 사생활을 보호했다. 거

실과 다이닝룸을 겸한 큰 방의 남향 벽은 완전히 개방 

가능한 미닫이 창문과 셔터로 이루어졌는데, 필요시 8m 
폭으로 열려 외부와 연계되는 베란다 방이 만들어졌다. 

건물의 외피에 설치되어 수동으로 손쉽게 작동하는 다양

한 환경조절장치들은 물리적으로 벽도 아니요, 외부 환경

도 아닌 그 중간 지점에 비스듬히 걸쳐진 형태로 존재하

면서, ‘외부화된 내부공간’인 머컷의 ‘베란다하우스’

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Figure 8c). 

3.4 ‘베란다하우스’종합분석

머컷의 ‘베란다하우스’설계는 자연과의 유기적인 연

계라는 사고가 반영되어 만들어진 주택으로, 평면, 단면, 

입면에서 건축형태의 진화과정을 보여준다. 머컷은‘베란

다하우스’를 통해 단순히 자연환경만을 보호하고자 하

는 일차원적인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는 무더위를 

벗어나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된 테라스와 캘리포니안 방

갈로의 허물없는 베란다를 재해석하였으며, 베란다를 주

택의 내부공간으로 끌어들이면서 주택 전체를 ‘외부화

된 내부공간’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건물 전체를 완전히 

덮는 거대한 지붕 구조, 건물의 입면에 조절이 가능한 장

치들, 그리고 지붕과 함께 입체적으로 변화한 유리창 등

은 지역 기술과 자연의 순환 체계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베란다하우스’는 주택 내 거주자들의 자유로운 이동

환경을 구축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극대화

시킴으로서 총체적인 베란다공간 조성의 설계 의도를 구

현한 결과물로, 거주자의 질적인 거주환경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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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란다하우스’의 정성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4.1 비-기술적인 사고방식

머컷의 비-기술적인 사고(Non-technological Ways)13)는 

미국의 초월주의 철학자이자 자연문학 수필가인 헨리 데

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

았다. 소로가 인도 토착민들의 지혜를 존중하는 생태 철

학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던것과 마찬가지로, 머컷 역시 어

린 시절을 보냈던 파푸아 뉴기니 원주민들의 지혜로부터 

세습된 기술과 노하우를 자신의 건축에 적용하였다. 머컷

의 초기 작품들은 판즈워즈 주택의 영향을 받아 대지와 

가볍게 접촉한다(Touch the Earth Lightly).14) 머컷의 주택

들의 배치 및 형태는 기존 토지와 지형의 변형과 손상을 

최소화한다. 창, 처마, 베란다, 개구부의 방향 등을 포함

한 모든 건축요소는 자연환경과의 접촉을 최대한 증대시

켰는데, 건축설계에 있어 일사량, 바람, 배수 등 대지와의 

관계 및 장소의 기후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그의 

‘외부화된 내부공간’은 미래세대를 위한‘지속가능한 

건축’15)의 정신과 일치한다.

1980년대 이후 호주 건축은 사회 및 주변 환경의 가치

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16) 앞서 말했듯 초기의 

호주 주택들은 지역의 기후조건에 적응하기 위해 캘리포

니안 방갈로를 이식하여는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머컷의 

‘베란다하우스’는 지역성을 고려하고 주변의 자연환경

과 총체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호주 최초의 주택이었다. 

머컷의 비-기술적 사고는 기존의 패시브 디자인기법에 

덧붙여 지역의 정체성, 스케일, 재료, 자연광, 음영, 구조, 

풍경 구조의 변화까지 모두 수용한 것이다. 머컷의 비-기

술적 사고방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외부와의 지속적인 교

류를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머컷은 호주의 건축을 찾기보다는 건축의 장소를 찾는 

것에 흥미가 있으며, 자신은 그것을 추구한다고 말한

다.17) 그는 외부의 설계 양식을 장소에 적합하게 재해석

하고, 주택이 실존하는 환경,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

리고 지역적 정체성 등을 모두 포괄하는 장소성(Topos), 
그리고 그 지속가능성까지 하나로 통합시킨 건축가이다. 

이에 머컷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아, 21세기 호주의 건

축가들18)은 외부와의 연계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베

13) Lim, A Probe on Research Direction of Sustainable 
Architectural Planning in Non-technological Ways, p.118, 124
14) Francoise Fromonot, Glenn Murcutt’s Ecological Eloquence, p. 
68, 70 
15) ‘지속가능성’이란 다음 세대와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며, ‘지속가능한 건축’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과 자연을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는 윤리적인 사고방식과 

지역 재료의 사용과 공동체적 삶이 동반된 변화를 요구한다. 

16) Seo, Ahn & Park, A Study on Content Analysis Application 
Method to Analyse Australian Domestic Architecture,  p.181
17) Ibid., p.69
18) Andresen O'Gorman, Ashton Raggatt McDougall, Donovan Hill, 
Engelen Moore, Sean Godsell, Jones Coulter Young, Lyons 
Architects, Nation Fender Katsalidis, Stutchbury and Pape, Kerstin 

란다를 주택설계의 필수적인 요소로 채택하고 있다. 머컷

의 비-기술적 사고방식(Non-technological Ways of 
Thinking)을 집약한 ‘베란다하우스’는 현세대와 다음 

세대의 요구를 함께 충족시켜주는 매개체며, 동시에 단절

되었던 토착 건축의 역사성을 이어주는 진화의 과정을 

거친 지속가능한 건축이라 할 수 있다.

4.2 장인정신과 텍토닉

경량의 철재와 목재 재질의 기둥과 보 사이로 주변 경

관이 그대로 투영된 ‘베란다하우스’는 호주에 이식된 

기존 영국 농가 주택이 갖고 있던 외부 환경과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였다.19) 또한, 전면이 완전히 열리도록 설

계된 주택의 창들을 통해 외부의 풍경은 내부로 끌어들

이며, 자연과의 개방감과 연결성을 극대화시킨 감성적 디

자인의 공간이 되었다. 주어진 장소와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머컷의 실용주의적 관점은 목재와 철재 프레임 

및 철재지붕 접합부등의 연결을 단순하고 용이하게 해주

는 방법을 고안하여 시공 기간까지 단축했다. 

필립 고드(Philip Goad)는 호주건축의 기능적 전통은 텍

토닉에 의해 지속되었고, 자급자족 가능한 지역 재료들을 

구조에 받아들이면서 진화해 왔다고 주장한다. 머컷은 실

제 목재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는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 매끄러운 것과 거친 것 등 대비의 아름다움을 

말하며, 재료의 진실성만 유지된다면 건축과 자연은 상호

작용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거주자는 

지역성을 반영한 질감, 무늬, 촉각 등을 통해 건축물과 

지역의 조화를 경험한다. 특히 ‘베란다하우스’의 최종 

종착점인 Fletcher-Page(H6)의 단일지붕이 만들어내는 캐노

피 아래 자연환경과 기후 조건을 충족하는 머컷의 지역

적 관행은 텍토닉 구조의 표현들을 더욱 더 풍부하게 만

들었는데, 이를 통해 현실 건축에서 하나의 축소된 이미

지로 남아있던 과거의 토착 건축은 지역적 맥락 속에서 

되살아났다. 

케네스 프램턴(Kenneth Frampton)은 Marie Short(H2)와 

Simpson-Lee(H5)를 텍토닉의 걸작으로 호평한다.20) 프램

턴은 머컷주택건축의 텍토닉을 자연적인 요소들과 건축 

구조 방식에 있어 장인정신을 반영한 수공예로 규정한다. 

프램턴은 머컷은 대형 프로젝트보다는 도시 경계 밖에 

있는 소규모 주택설계를 통해 더 많은 영감을 얻었고, 특

히 머컷에게 농장주택 설계는 고립된 환경에 대한 해결

책을 탐구하는 개인 플랫폼으로 엄청난 노동의 대가가 

필요했다고 한다.21) 이는 지역의 날씨, 문화, 지형, 경관, 

물, 소리 등 모든 것을 감안하여 손수 그린 수십장의 스

케치 끝에 가장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

을 일컫는다. 그러므로 머컷의 수공예가 진화하면서 탄생

Thompson, Tonkin Zulaikha Greer, Troppo, John Wardle, Wood 
Marsh 등이 있다.

19) Philip Drew, Inspiration from Below: Australian Vernacular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p.32-34
20) Kenneth Frampton, The Architecture of Glenn Murcutt, p.2
21) Ibid., p.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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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물인 ‘베란다하우스’는 고립된 지역에서도 장

소의 문화를 구축하고 정성적인 방식으로 환경친화를 실

천하는 그의 장인정신과 일치한다. 

4.3 가변성을 극대화하는 겹침(Layering)의 미학

머컷은 기둥보다 벽을 더 중시했는데, 내부와 외부 사

이의 상호관계를 방해하지 않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겹겹이 쌓은 벽을 만들었다. 그는 호주의 무

더운 여름에 완전히 개방되는 벽은 적절하지 않으며, 벽

은 숨을 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2) 그의‘베란다하우

스’를 특징짓는 숨 쉬는 벽이란 건물의 외피에 여러 겹

으로 설치된 환경조절장치들이다. Lecaro, Lau, Rodrigues 
& Jarman 에 의하면, Marie Short(H2) 베란다와 거실의 여

름철 내부온도는 건물 자체로도 45% 이상의 적절한 열 

쾌적성을 유지하지만, 세 명 이상의 사람이 집을 점유하

고 있을 때 외피의 차양 장치만으로는 온도가 쾌적 범위 

바깥으로 벗어났다. 그러나 문과 창문을 약간 열어 50%의 

자연 환기를 할 경우 온도가 쾌적 범위 내로 다시 들어오

며 개선이 되었다. 그러므로 머컷의 ‘베란다하우스’거

주자들은 특별한 기술적 도움 없이도 더운 여름철 일정 

수준의 쾌적한 온도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머컷의 베란다공간은 집의 공간적 질을 결정짓는 요소

인 바, 빛이 충만한 공간, 에너지의 순환이 가장 활발한 

공간, 그리고 주택의 기능과 공간을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다. 거주자들은 집을 얼마만큼 개

방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데, 건물의 내부는 사

용자에 의해 손쉽게 외부로 전환된다. 베란다의 외부 프

레임에 설치된 유리벽에 목재 널판(Batten) 스크린, 커튼, 

글라스 루버, 블라인드, 반투명의 섬유 유리 같은 얇은 

피복재(Cladding), 완전히 열 수 있는 방충망, 목제 셔터 

등 조절이 쉬운 장치들을 덧붙여 주택의 사적인 내부공

간을 보호한다. 

또한 머컷은 주택의 출입구를 은폐함으로써 거주자를 

제외한 외부인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시골의 고

립된 환경에 적합하다고 하였다.23) 건물의 출입구를 노출

시켜 건물의 앞과 뒤를 규정짓지 말고, 건물이 주변 환경

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전체를 공공에게 보여주자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거주자만이 아는 은밀한 공간으로 

인해 주택과 거주자 간의 더욱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데, 이러한 사례는 Marie Short(H2)와 Magney(H4)에서 두

드러진다. 더불어 Simpson Lee(H5)부터는 창들이 내부와 

외부의 경계 문턱에 돌출된 형태로 걸쳐지게 되면서 머

컷의 베란다공간은 신선한 공기와 태양, 경관 등 외부환

경을 주택의 내부로 끌어들이는 기능을 하였으나 외피에 

덧붙여진 다양한 장치들로 주택의 내부를 완전히 노출시

키지는 않았다. 이러한 특징들은 베란다공간을 결정적이

지는 않지만 적당하고 안정적인‘외부화된 내부공간’으

로 진화시킴으로써 주택의 가변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평

22) Ibid., p.141-143
23) E.M. Farrelly, Three Houses, p.5-8 

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베란다하우스’는 지역특성과 

생활문화에 대한 총체적 고찰을 바탕으로 지어진 주택으

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주거문화

를 제공하는 동시에 거주자의 생활패턴을 수렴하였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론

초기 근대 건축가들이 유리창 면적을 확대하여 빛과 

풍경을 내부공간으로 가져와 하나의 건축적 이미지를 구

축하는 단편적인 설계방식을 사용하였다면, 글랜 머컷은 

더 나아가 주변 환경, 기후조건 그리고 실제 거주자들의 

요구 조건과 부합하는 통합적인 설계방식을 사용했다. 그

는 주변 환경과의 연결을 위한 부속품으로 여겨졌던 테

라스를 주택의 내부로 끌어들여 입체적인 베란다공간을 

창출했다. 이러한 ‘외부화된 내부공간’은 건물의 양 끝

에서 시작하여 점차 건물 내부의 중심으로까지 스며들고, 

복도를 따라 길게 확장되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건물 전

체가 베란다가 될 때까지 발전했다. 최종적으로 호주의 

해안 지대에 있는 머컷의 ‘베란다하우스’내 모든 공간

은 햇빛과 바람의 패턴에 순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

며, 채광, 환기, 조망 등을 고려한 패시브 디자인과 함께 

지역의 정서에 최적화된 결과를 낳았다. 

한국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 이외에 차양을 위해 벽

이나 천장 구조물을 확장해서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발코니의 경우 서비스 면적에 포함되어 주로 내

부 주거공간을 밖으로 확장하거나 창고 등 용도로 사용

된다. 따라서 머컷의 베란다공간과 정반대로, 한국 발코

니 공간은 ‘내부화된 외부공간’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국내 친환경 주택들은 단열을 위해 건물 벽의 두

께를 늘리면서, 건물 상부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여 전

기를 생산하는 등 주변 환경과의 맥락이 생략된 효율과 

기술만을 강조한다 하고 있다. 반면 머컷의 ‘베란다하우

스’는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지속가능한 주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면서, 건축에 있어서 지역성은 어떻

게 구현되는지, 그리고 주체인 인간을 품으면서 공간이란 

갇힘으로부터 해방의 건축, 그 정체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수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머컷의 비-기술적 사고방식은 ‘사람이 옷을 입어 신

체를 보호하듯 (Building is layers like clothing)’주택의 

외피에 여러 겹의 경량 환경조절장치들을 덧붙여 숨 쉬

는 벽을 만들어 내었다.24) ‘베란다하우스’의 모든 벽은 

기류의 흐름을 이용하여 거주자가 손쉽게 환기할 수 있

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대지와 인간은 불가분의 

존재이며, 서로가 서로의 일부라는 호주 원주민들의 지혜

가 반영된 것이다. 겹침을 통해 거주자에 의한 벽체의 가

변성은 극대화되게 진화했다. 다만 머컷의 주택들은 호주 

시골 지역의 기후와 지역성을 반영한 것으로, ‘베란다하

우스’분석의 결과를 국내에 그대로 도입하여 일반화할 

24) Cynthia Davidson, Raised to Observe,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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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주택계획부터 설계의 진

화과정 그리고 완공에 이르기까지, 기술로 환경을 창조한

다기보다 지역적 환경에 적응하는 윤리의식에 충실한 머

컷의 장인정신은 한국의 건축가들도 반드시 본받아야 할 

정신적 토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머컷은‘베란다하우스’에 거주하거나 체험하는 

사람들의 사회 심리적 요구를 건축 전반에 걸쳐 수용하

면서, 단순한 지역적 특성을 넘어 지속가능성, 장소의 문

화, 지역의 전통 및 역사까지 충족시킨 이상적 주택의 해

법을 찾아낸 것으로 보여진다. 냉방 기술에 의존하기보다 

최소한의 설비시스템으로, 지역의 기후와 지형을 반영한 

지역의 재료를 사용하여 차양과 자연 환기를 건축에 적

용한다. 이러한 머컷의 비-기술적인 사고방식과 기본적인 

삶의 방식 속에서 지역성을 추구하는 태도를 통해 그의 

‘베란다하우스’는 지역성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 충실

히 가미된 소통의 공간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므로 ‘베란

다하우스’설계의 진화과정을 더 세밀하게 연구하고 분

석하는 것은 지역주의의 현대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앞으

로 더욱 환경친화적이고 안정적인 주택을 추구하는 전환

점이자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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