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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건축표면의 가림과 드러냄의 표현성에 관한 연구*
- 젬퍼의 피복론을 통한 텍토닉개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pressivity of Covering and Exposing of Architecture Surface after Modern Architecture
- Focused on the Tectonic Concept through Semper’s Theory “Dress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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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to analysis covering and exposing elements through surface in the spirit of the time

through the meaning of relationship between structure and symbol(ornament) in the theory of dressing

of Gottfrid Semper. In other words, The purpose is to illuminate how complementary tectonic between

structure and symbolic of an architecture surface is expressed in accordance with the biased required

conditions relating with the paradigm of the era. The advancement of the new method of tectonic

and the new aesthetic taste have a deep relation with the reconsidering the dichotomy classification

discussing a dominant position between structure and symbol(ornament). Expression of surface

representing the era comes across the combined interpretation of technology, structure, and the

non-physical culture’s art of the community and the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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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건축표면은 기술과 재료의 발달, 그리고 변화되는 인

식 안에서 다양하게 건축을 표상하여 왔다. 이는 건축의

표면이 도시와 접점하며 지역과 사회, 문화의 영향과 함

께 발현하므로 시대 패러다임에 가장 민감하게 다뤄지는

요소임을 말해준다. 표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던 시대

의 건축표면과 합리성과 기능성을 건축의 본질로 연계하

여 표면 대신 공간을 투영하려 했던 근대주의 패러다임

속 건축표면의 양상은 명확히 구분될 것이다. 건축 작품

에서는 발현의지를 위한 의도적 배제 요소들을 볼 수 있

는데, 이는 시대의지가 강했던 근대건축에서 더욱 뚜렷

한 대립요소들의 내재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이다.

19세기 중엽, 기술과 구축의 시대 헤게모니 아래, 고트

프리트 젬퍼는 건축의 본질이 구조가 아닌 문화와 예술

을 나타내는 상징성에 그 역활이 있음을 피력하였다. 젬

퍼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 공간의 에워쌈의 기원이 직물


 * 이 논문은 2013년도 명지대학교 신임교원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로부터 시작되었고 직물에 새겨진 예술과 문화의 상징적

표현이 공간에 드러내졌으며, 구조는 직물의 지지를 위

해 직물 안에 감춰져 존재하였음을 설명하였다. “극장의

미메시스1)와 같이 건축적 미메시스는 재료를 가림으로

상징적 의미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2) 하지만 젬퍼가

언급한 구조와 물성의 ‘가림’은 배제가 아닌 상징성의

‘드러냄’에 그의 논지가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이는 젬

퍼가 가림의 대상인 구조와 재료로 대변되는 기술성이

드러냄의 상징적 예술표현과 긴밀히 관계됨을 여러 문헌

안에서 논지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젬퍼가 언급한 ‘가림과 드러냄’3)의 표현을

1) 미메시스란 문학, 공연예술, 철학에서 언급될 경우 주로 모방을 통

한 재현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시적인 재현에 관한 것으로, 표현하

고자 하는 대상을 드러내기 위해 본래의 물질위에 새로운 피복을

하는 것을 통해 상징적 표현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빗

레더베로우, 모센 모스타파비, 표면으로 읽는 건축, 송하엽외1인,

동녘, 2009, p.119

2) 젬퍼는 색을 가장 섬세한 무형의 피복재료로 설명한다. 채색으로

물성을 가림으로 형태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Ibid., p.119

3) 여기서의 ‘가림과 드러냄’은 작가의 의도를 표현해 내기위한 예술

표현의 방법 또는 행위를 의미한다. 드러냄의 표현을 위해선 가림

의 행위가 있다. 다만, 가림은 드러냄의 대상을 강조하기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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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그 대상간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봄으로서 구조-상

징(장식)의 상보적 결합을 추구하는 그의 텍토닉 개념을

살피고자 한다. 동시에 근.현대에 건축표면을 통해 발현

되는 가림과 드러냄의 요소와 구조-장식간의 상보적 구

축이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편향된 표현조건과 어떻게

관계되는 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구조와 상징(장식)에 대한 대립적 시각은 오래도록 이

분되어 우위성을 논하던 주제이나, 이 논문에서 주지하

는 바는 각 시대별 구축의지에 따른 드러냄의 대상을 규

명하며, 동시에 그 드러냄의 성숙된 표현을 위해선 가림

의 대상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구조와 상징(장식)의 상

보적 적용이 보다 성숙한 표현으로 귀결되어 짐을 작품

의 사례를 통하여 증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근대부터 현대로 이어지는 표면을 통한 표

현성과 구축법을 통시적으로 분석하였다. 표면의 표현요

소들을 가림과 드러냄의 대상으로 분리하여 이해해보는

것은 작품별 발현의지에 따른 요소 간의 관계성과 표현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지, 대상을 대립적인 시각으

로 나누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오래된 건축사의 이원론

적인 이해의 틀 속에서도 분리된 대상들이 궁극적으로

통합되고 상보적으로 관계되어지는 흐름까지도 보다 명

확히 볼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이유이기도 하겠다. 2장

에서는 19세기 젬퍼의 피복이론을 통해 가림과 드러냄에

대한 의미, 그리고 구조와 상징(장식)에 대한 젬퍼의 텍

토닉 개념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표상제거와 장식무용

론으로 치닫는, 동일성에 근거를 둔, 근대주의 건축의 드

러냄의 대상과 그에 따른 결핍성을 살펴보는 반면, 통합

적 관점에서 또 다른 층위의 표현성을 실험하는 근대건

축작품의 사례를 조명함으로서 근대의 미감과 표현성을

재해석한다. 4장에서는 근대의 결핍으로부터 반향된 연

장선상에서 현대건축표면의 드러냄의 대상을 분석한다.

표면을 매개로 다층의 감각과 체험을 유발시키는 작품을

사례로, 건축의 시각위주만의 형태인식으로부터 지각의

강화를 위한 복합적 지각의 장이 형성되는 표현방식을

물성과 구축을 통해 탐구한다.

2. 젬퍼의 피복론

2.1. 건축기원론 : 가림과 드러냄의 의미

19세기는 새로운 재료와 산업기술의 변화아래 건축의

본질과 표상을 찾아가던 시기였다. 18세기 중엽, 아베 로

이지 가림의 대상자체가 표현으로부터 단절되거나 분리되어야 함

은 아니다.

지에는 저서인「건축에 대한 소고」의 속표지로 실린 삽

화인「원시오두막」을 통해서 건축의 기원에 관한 주의

를 나타낸다. “고전건축의 잔재위에 앉은 여인은 손짓의

행동으로 자연 안에 놓인 한 구조물을 가리키고 있다.

이는 자연적 주거로 복귀하라는 일종의 명령으로서 로지

에는 건축의 구축적 조건을 건축의 기원으로 이해한다.

그에게 이상적 건축은 구축제로 환원되는 것이다.”4)

젬퍼는 건축의 기원을 공간형성의 관점에서 찾고자 하

였다. 젬퍼는 카리비안의 오두막집을 통해 알게된 건축

의 발생원을 네가지 요소의 복합적인 관계로 파악하고

그의 저서인「The Four Elements of Architecture」를

통하여 설명한다. 인간 정착의 가장 근원요소는 화로이

며, 이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세가지 요소 즉, 지붕

(roof), 에워싸는 표면(enclosure), 그리고 토루(mound)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요소들은 기후나 주변환경,

사회 또는 다른 종족 분화에 따라 점점 더 강화되거나

약화되며 발전하게 된다. 또한 화로로부터 도기술과 금

속 제련술이 나오며 토루로부터 수로조정 및 석공술이

연계되고 지붕은 목공술과 결부된다. 또한 젬퍼는 에원

싸는 표면, 즉 벽(비내력벽)으로부터 나온 기술을 인간의

근원적인 기술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매트나 카페트짜

는 기술과 동일한 기원을 가진 직조술(wall fitter)을 가

리킨다.5)

<그림 1> Laugier,

건축 소론, 1755

<그림 2> The Caraibbien hut,

만국박람회,1851

젬퍼는 나뭇가지로 엮어서 만드는 직조(wickerwork)

이 공간을 분리하고 둘러싸는 벽의 본질적 기원이라고

본다. 이것은 이후 타일, 벽돌, 석조 벽으로 변화하게 된

다. 독일어에서 벽(Wand)과 옷(Gewand)은 어원이 동일

하며 이것들은 벽을 형성하는 직조된 물질을 가리킨다.6)

젬퍼는 매달려있는 카페트가 공간의 영역을 가시화한다

고 보며 카페트 뒤에 있는 견고한 벽은 공간의 형성과는

관련이 없는 단지 안전, 하중지지 그리고 지속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7) ‘뒤에’ 있다는 것은 구

조와 피복의 분리를 뜻하는 것이며 분리된 개념에서 카

4) 정만영, 물성의 재-현으로서의 건축, 건축역사연구, 제14권 1호,

2005, 3월, pp.109-110

5) Gottfried Semper, The Four Elements for Architec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103

6) Ibid., p.104, 255

7) Ibid.,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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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로서의 벽은 가장 중요하게 ‘공간을 눈에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며 그 뒤의 구조체는 공간의 형성과는 무관

한 것으로 차별화된다.8) 이렇듯 벽은 벽면과 이를 지지

하는 구조물로 이루어졌다는 분리와 함께 단순한 구조체

가 아닌 지역의 자연, 생활문화, 그리고 공동체의식9)을

드러낸다.

젬퍼는 네가지 예술의 기술, 즉, 도공, 목공, 석공 그리

고 직조예술에 영향을 준 디자인모티브가 건축산물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말하며 마오리족의 장식모티브,

아프리카의 직조, 아시안 카펫, 인디언의 카누를 통해 그

들의 예술과 문화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만국 박림회에서 미신적인 장식의 사용이 나뭇가지로 만

든 마오리족의 울타리로부터 그들의 기구, 무기, 배, 집

그리고 문신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즉 건물의 외관에

서 그들의 민속 문화가 표현되었음을 소개한다.10)

젬퍼의 ‘피복으로 구조를 덮는다.’는 표현은 건물의 피

복이 지역과 공동체의 문화와 예술의 내용을 담아 드러

내야한다는 것에 그의 논점이 있다. “구축차원에서는 이

를 ‘가리는 것’이지만 문화, 역사, 그리고 건물 자신이 내

포하고 있는 의미에 관해서는 오히려 이들을 ‘드러내는

것’이다.”11) 이는 구조보다 상징(장식)의 우위를 의미하

거나 그들간의 분리나 단절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젬퍼는 피복과 문신을 인간의 문명만큼이나 오래된 것

으로 본다. 문신이나 마스크 또한 안의 얼굴을 가리기

위함이 아닌 문화와 지역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

한 소통과 표현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마스크이다.12) 즉

내부를 감추지만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

므로 표면, 즉 피복은 일종의 패션이자 가면 같은 것으

로 감추고 보여줌을 통하여 자기 정체(identity)를 표상

하는 문화적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13)

2.2. 젬퍼의 테토닉개념

“하이데거는 테크네(technē)를 ‘시작과 드러냄’의 양자

로 고찰했다. 테크네는 도구와 공작을 지칭할 뿐 아니라,

가치세계에서의 입지, 즉 ‘앎’을 뜻한다. 하이데거가 이해

하는 텍토닉은 구축을 넘어선다. 구축은 중력에 대한 대

8) 김광현, 건축과 구축, 이상건축, 9905, p.94

9) 벽의 구축은 곧 공동체의 구축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데이빗레더배

로우, op. cit., p.119

10) Gottfried Semper, Style in the Technical and Tectonic Arts ; or,

Practical Aesthetics, Getty Publication, 2004, pp.15-16

11) 임진우, 물성과 행위로 형성된 현상적 건축표층론, 서울대 석사논

문, 2006, p.9

12) 로스는 미개한 파푸아인의 문신은 범죄가 아니나, 현대의 인간의

문신은 범죄자이거나 성격파탄자라고 언급한다. 즉, 문화의 진화는

장식의 제거의 흐름임을 규정한다. 아돌프 로스, 장식과 범죄, 소

오건축, 2006, p.125

13) A. Moravanszky, "Truth to Material vs The principle of Cladding",

AA File 31, 1991, pp. 41, 재인용, 강혁, 근대주의 건축에서 모더니

티 표상의 문제, 건축역사연구, 제15권 4호, 2006, p.49

응이지만, 텍토닉에서는 기둥, 벽, 보 그리고 지붕이 그

구조적 합리성을 넘어 의미를 드러낸다.”14) 게복 하투니

안은 구조적 유용성과 그 표상 간에 하나의 ‘틈’이 있는

데 텍토닉은 거기에 거한다고 논한다. “텍토닉의 궁극적

목표는 단순히 형태표상의 ‘짓기’만이 아닌 ‘짓는 의지’이

며 구축을 통한 예술의 통합인 것이다.”15)

젬퍼에게 텍토닉 개념은 구조와 예술의 결합에 대한

구축의지가 담겨있다. “재료의 변형, 그리고 의상과 구조

물에서 나타나고 있던 솜씨들로부터 진화되어 나온다.

직물매듭의 변용인 이음매는 분리할 수 없는 텍토닉 형

태의 한 부분이다.”16) 젬퍼의 텍토닉 개념에 예술표현과

구조가 분리됨이 없이 함께 결합되어 자연스럽게 표출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젬퍼가 ‘구조적-기술적’(structural-technical)개념과 ‘구

조적-상징적’(structural-symbolic)개념을 사용한 것은 칼

뵈티허의 건축연구에서 유래한다. 뵈티허는 그리스 건축

의 분석도구로서 뼈대를 이루는 ‘핵심형태’(Kernform,

core-form)와 그것을 장식적으로 피복하는 ‘예술형

태’(Kunstform, art-from)를 따로 분리시켜 보았다.

<그림 3>

매듭
<그림 4> 이집트,

아시리아기둥

젬퍼는 이 분석틀을 빌려 이집트기둥과 아시리아기둥

을 비교하며 설명한다.17) 젬퍼의 텍토닉 개념은 그리스

기둥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스 기둥은 이집트 방식과

아시리아 방식을 결합하였는데, 기둥의 위아래가 이집트

방식으로 구분되어있으나 주두의 관모양이나 세로홈장식

(fluting)은 아시리아인들이 속빈 기둥의 견고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관형 디자인에서 사용한 장식형태이다.

장식인 플러팅을 완전히 둘러쌌는데, 이는 물질적 기반

을 부정하며 예술적 상징을 강조함으로서 건축의 기본요

구로부터 해방시킨 것으로 설명된다. 속빈 핵심시스템을

가리기 위하여 그리스 인들이 완성한 채색피복은 다채

14) 게복 하투니안, 건축텍토닉과 기술니할리즘, 이종건 역, 시공사, 2008,

p.86

15) 김광현, op, cit., p.95

16) 게복 하투니안, op, cit., p.58

17) 이집트인들은 핵심형태와 예술형태의 기능을 분리방식으로 구조안

정을 유지하는 ‘핵심형태’와 로터리꽃의 주두리로서의 ‘예술형태’로

명확히 분리하는 반면, 아시리아인의 기둥은 나무심지를 금속덮개

로 감쌌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덮개가 기둥의 핵심형태와 동화

하고 이후 내부의 나무축은 사라져 버리고 표면이 ‘핵심형태’와 ‘예

술형태’를 결합하게 되었다. Gottfried Semper, The Four Elements

of Architecture, op, cit.,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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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으로 연계 설명된다.18)

젬퍼는 매듭과 그리스 기둥처럼 구조와 장식이 분리

불가능할 정도로 피복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을 텍토

닉의 이상적인 것으로 이해한다.19) 젬퍼는 가면으로서의

피복에 비해 재료와 구축의 기술은 부차적인 것임에 분

명하나, 구축과 재료가 예술적 창조에서 완전히 극복되

기 위해서는 재료를 완벽하게 다루는 것을 필수적인 조

건으로 보았다.20) 이는 기술과의 관련성을 강조해 온 젬

퍼의 눈에는 구축과 재료로 대변되는 기술에 정통하여야

그것을 넘어선 예술적 표현이 비로서 가능해진다는 의미

의 해석이며 각종 건축기술과 재료의 발달에 힘입어 건

축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사회, 정치, 종교의 예술적

총화인 건축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21)

구축안에서의 물성에 대한 이해와 그를 통한 재료의

부정은 비로소 드러냄의 내용을 의미있는 상징으로 드러

나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가림과 드러냄간의 분리됨과

결합됨의 양의적 해석인 것이다. 이와 같이 젬퍼의 텍토

닉개념에서 구조와 상징(장식)이라는 가림과 드러냄의

양자적 관계는 구조적-기술적 차원을 넘어 구조적-예술

적 차원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3. 근대건축표면의 가림과 드러냄

3.1. 근대이전 건축표면 : 표상

‘말하는 건축 (architecture parlante)’22) 이라 불린 건

축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성을 띤 것으로 인식

되었고 따라서 외부의 표면이 건물의 기능을 더욱 직접

적으로 드러냈기에, 표면과 윤곽의 총체는 종합적인 표

상의 장이 되었다.23)

근대이전의 건축표면은 공간에 대응하는 솔리드한 벽

체인 내력벽으로서 그 자체가 표현의 대상이 되어왔다.

18) Ibid., p.39

19) 예술형태와 장식 양자는 표면 피복 원리의 영향에 의해 너무나 밀

접하게 묶여 있어서 둘 중 하나를 바라보는 고립된 시선은 불가능

하다. Semper, The Four Elements of architecture and other

writings tr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p.252. 재인용,

게복 하투니안, op. cit., p.58

20) Gottfried Semper, The Four Elements of Architecture, op. cit.,

pp.257-258, 주(annotation) 참조

21) 젬퍼는 동일한 취지에서 “물성이 예술적 창조과정에서 완전히 사

라져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성에 대한 완벽한 숙달이 필수적

인 선행조건이다. 완벽한 기술적 숙달과 물질의 본성에 맞는 재료

의 사용, 그리고 형태의 창조과정에서 이런 본성을 고려함으로써

그 본래의 물질은 잊혀질 수 있고 예술적 창조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하였다. Gottfried Semper, The Four

Elements of Architecture and Other Writings, op. cit., p.257

22) 18세기 건축인상학의 표현적 가치가 이론화되었다. 건축인상학은

교회는 경건함이 깃들게, 법전은 엄정하게 등 건물의 용도에 맞춘

특질을 강조한 의장설계로 발전하였다. 데이빗 레더베로우, op,

cit., p.20, <그림 5 참조>

23) 데이빗 레더베로우, op, cit., p.20

“표면은 단순히 추상적으로 공간을 둘러싸는 냉정한 물

체가 아니라 문화의 의미와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의 대

상과 상징, 즉 표상이 되었다.”24) 벽자체가 구조이며 예

술표현의 수단이었던 19세기 이전의 건축표면은 구축과

동시에 예술과 유형을 함께 표현하였다. 건축의 본질을

논하는 데 있어 구조와 상징의 분리 규정이 필요치 않았

다. 산업혁명이후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기계생산방식의

변화, 새로운 재료, 특히 조적조를 대신하는 철근콘크리

트의 탄생과 20세기 돔이노(Dom-ino, 1914)시스템은 자

율적 외피개념을 생성하게 되었고 건축의 본질을 함께

이루고 있던 두 요소(구조와 상징)의 분리는 점차 위계

를 논하게 되었다. 물성과 구축이 함께하지 않은 형태위

주의 재현인 전통적 표현의 표상은 과거양식의 형태적,

회화적 재현이며, 단순한 생산과정의 표상 또한 구조와

기술이미지만의 부차적인 재현이 된다.

<그림 5>조지단스, 뉴게이트

형무소, 영국, 1782

<그림 6> 우편저금국

은행, 빈, 1906

데이빗 레더베로우는 “바그너가 구축을 부정하지는 않

지만 ‘구조적 합리주의’에 따라 구조체와 재료를 단순히

드러내지 않으며, 대신 드러나있는 것은 옛 재료들을 새

로운 방식으로 다룬 새로운 시공방법과 구조형태이다.”

라고 언급하며 “건축가는 항상 구축에서 예술형태를 추

출해야 한다.”는 바그너의 말을 인용한다. 또한 바그너의

빈 중앙우편저금국의 석재 기단부를 보면, 형태는 고전

적이지만 각 모서리에서 얇은 석재패널이 구조체에 부착

된 모습의 근대적 시공방식을 보여줌으로서 가림과 드러

냄을 동시에 보이는 이러한 시공방식은 전통적, 현대적

시공방식과 차별화된다고 소개한다.25) 구축미의 중요성

을 강조함으로써 물성과 구축법을 강화하여 생산과 표상

의 관계성을 찾고자 한 바그너는 과거양식의 형태 안에

서도 새로운 시대의 표현으로 구축과 기술을 예술적으로

드러내어 시대 시공법과 기술을 표상한다.

아돌프 로스의 '장식은 범죄'라는 언명과 함께하는 기

능성과 합리성의 전반적인 인식아래, 성숙된 기술과 표

현으로의 얽힘의 표상은 가려지게 된다. 대신 보편성과

합리성, 즉 근대성26)은 근대건축의 시대기반을 만들어

24) 김광현, 표면의 의식과 표층의 문제, Plus, 8802, p.100

25) 데이빗레더베로우, op. cit., p.118

26) ’근대성‘은 ’근대화‘를 통해 이해해 볼 수 있다.’근대화‘란 기술과 사

회경제 분야에 있어서 사회적인 변혁의 과정을 말하며 ’근대성‘은

이러한 변혁의 과정에 대한 경험, 즉, 기술적, 사회경제적인 변화의

과정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환경을 의미한다. 톰 아베르메타외 2

명, 건축,근대성과 공공영역에 대한 36인의 건축적 입장들, 권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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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으며 이에 따른 건축표면은 표상이 제거되고 표면자체

의 표현요소들은 철저히 배제되는 관념의 건축으로 편향

된다.

3.2. 근대건축표면의 가림과 드러냄

(1) 표상과 장식 vs 추상과 공간

근대건축의 표면은 표상과 장식을 가리며, 추상적 형

태와 공간기능을 드러냄으로서 건축의 본질이 표면의 장

식에 있지 않고 공간의 기능성과 합리성에 있음을 명확

히 제시한다. 근대의 표면은 ‘침묵하는 표면'으로서, 의미

를 지닌 표상이 제거되고 관념적 건축을 추구하는 것이

다. 그러기 위해 기호와 기의는 배제되고 건축자체의 사

물, 즉 형태가 지향된다.

르네상스시대부터 이어진 시각위주의 형태논리에서 근

대의 추상성을 연계하여 바라보는 하투니안은 르네상스

시대 알베르티의 담론중 리니어먼트를 설명한다. 알베르

티는 리니어먼트의 목적을 “건물의 표피를 한정하고 둘

러싸는 선들과 각도들을 결합하고 함께 짜 맞추는, 정확

하고 확실한 방식을 발견하는데 있다고 보고 이는 구축

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재료와 아무 상관이 없으며 디

자인의 내용일 뿐”으로 설명한다.27) 젬퍼의 텍토닉개념

과는 상이한 시각적으로 편향된 한 방향의 추구는, 추상

의 형태만을 추앙하게 되며, 이를 위해 오히려 공간기능

은 왜곡되고 사용자의 감성은 배제된다. 건축에 있어 표

상성이 부인되며 장식 또한 부정되었다. “르 꼬르뷔제의

초기주택에서 보이는 백색의 표면이나 미스의 유리건축

의 투명하고 매끈한 표층에서 보듯, 무장식의 평활한 표

면은 근대성을 대변하는 형상으로 수용되었다.”28)

<그림 7> 로스하우스,

아돌프로스, 1910

<그림 8> 사보아주택,

르 꼬르뷔제, 1928

아돌프 로스는 문화의 진화를 장식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장식과 양식의 제거를 피력한다.29)

문화의 소멸을 진화로 받아들인 로스의 외피는 장식의

‘제거’로서 근대의 조건을 드러낸다. 반면 꼬르뷔제는 추

상의 형태를 드러내기 위해 물성을 가리는 채색을 한다.

즉, 그의 백색채색 장식의 ‘제거’가 아닌 볼륨의 드러냄

역, 시공사, 2011, p.17

27) Gevork Hartoonian, op. cit., p.31

28) 강혁, 근대주의 건축에서 모더니티 표상의 문제, 건축역사연구 제

15권 4호, 2006.10, p.39

29) 아돌프 로스, 장식과 범죄, 현미정 역, 소오건축, 2006, p.28

을 위한 장식 즉, 장식의 ‘전이’로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다. 꼬르뷔제의 백색피복과 외형을 내부가 반영된 전체

의 틀로서 인식하는 외피인식은 시각위주의 추상적 형태

가 근대의 주된 표현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로스는 가림

의 대상인 장식과 표상을 ‘제거’함으로서, 꼬르뷔제는 추

상적 형태와 공간기능을 드러내기 위한 채색을 통한 표

현의 ‘전이’로 근대의 가림과 드러냄의 대상을 다루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2) 가림과 드러냄의 재해석

근대건축의 드러냄의 대상을 위해 가림의 대상들은 가

려지고 제외된다. 하지만 드러냄의 성숙된 표현을 위해

선 가려지고 배제되는 요소에 대한 더욱 세밀한 고려가

요구된다. 멜리니코브의 루사코 클럽의 표현성은 드러내

고자 하는 공간기능을 일차원적으로 대응함으로 인한 표

현상의 심각한 결핍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공간구조와

장식간의 상보적이고 통합적 표현의 고민 없이 기능단위

를 직설적으로 분절시켜 노출해버린 대표적인 예30)이다.

<그림 9> 루사코프클럽

멜리니코브, 1927-1929

<그림 10> 라투레트수도원,

르꼬르뷔제,1957

반면 꼬르뷔제의 후기작품인 라뚜렛 수도원은 종교-

세속, 개인-공동의 분리된 공간기능의 표현을 위해 표면

자체의 효과는 여전히 절제되고 가려지나 수도원의 다양

한 기능을 피로티, 벽면, 여러 가지 개구부와 창살의 리

듬과 비례로서 조직적으로 통합시켜 표현하였다. 요소간

의 열림과 닫힘, 수직과 수평의 비례를 유기적으로 결합

하며 연결하고 있다.31) 공간기능을 드러내면서도 건축적

요소들의 조직적 관계됨의 미감을 표현하는 꼬르뷔제의

수도원건물은 틀안에서의 절제된 표현과 대지위의 순응

적 부드러움, 그리고 건축요소간의 역동적인 아름다움의

고려는 위에서 언급한 루사코프 클럽과 비교하여 확연히

느낄 수 있다.

모더니즘 건축을 양식이나 형태원리의 편향된 시각에

서 보는 것을 부인하고 정신적 태도나 운동으로 인식하

는 미스의 건축32)을 보면 이분법의 형식과 양식의 환원

적 정립의 차원과는 다른 층위를 볼 수 있다. 미스는 구

조와 물성의 직접 노출이라는 근대의 이념인 투명성에

근거한 표면대신 크라운 홀, IIT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30) 김광현, 표면의 제상, 분절, Plus 8802, p.112

31) Ibid, p.112

32) Ludwig Mies, On Form in Architecture, 재인용, 강혁, op. cit.,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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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과정을 직접 노출시키지 않고 시공접합 이음부 위에

부가적 장식으로서의 I 형강을 덧붙이는 모호함을 보인

다.33) 미스가 복잡한 구조체를 I 형강으로 가리는 것을

보았을 때 구축질서 자체를 드러내려한 것은 아닌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기술시대의 재료와 구축성을 예술의

표현요소로서 해석하여 표상하고 있으며 구조-상징(장

식)간의 근대의 미감을 표현하기 위한 예술적 질서의 해

석을 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1>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미스반데로에, 1929

<그림 12> 마르세이유

집합주거, 르꼬르뷔제, 1946-52

미스는 재료와 디테일을 통해 구축과 장식의 분리가

모호한 통합적 표현을 지속적으로 고민한다. 미스는 바

르셀로나 파빌리온에서 비물질화34)의 방법을 통해 수직

에 대한 지각을 제거시켜 수평면의 평활함을 드러낸다.

즉 투시적 깊이를 제거하고 면들의 부유함을 나타냄으로

서 중력에 대응되는 건축을 가볍고 회화적인 요소처럼

표현한다. 유진상은 미스의 비물질적 표현효과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미스는 재료의 장식적 무늬를 드러나게

하거나 크롬 도금된 기둥을 사용한다. 대리석 판넬에서

드러나는 부정형의 패턴, 표면광택이나 크롬도금표면의

현휘는 그 자체로서 벽면이나 기둥을 존재하지 않는 것

처럼 해체시키는 효과를 갖게된다.[...] 멀리온과 기둥역

시 반짝거림 때문에 존재감을 상실되어 깊이감을 느낄수

없다."35) 부재를 통한 장식적 표현, 비물질적 표현효과의

추구 등은 미스가 다양한 표현의 실험들로서 근대건축표

면이 장식을 제거한 배타적 생산으로서가 아닌, 시대 안

에서 구축과 장식의 미적 질서의 결합을 찾아가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르 꼬르뷔제 또한 근대의 기능주의자로 한정하여 논할

수는 없다. 라뚜렛트 수도원에서 보았듯이 근대후기로

갈수록 외피표면의 재료적 표면효과와 구축(공간구조와

기능)과 조형의 관계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보건교

육부 청사(1935년)에 처음 사용된 브리즈솔레이유, 즉

빛 제어장치의 기능적 켜는 이후로 갈수록 켜와 볼륨간

33) 1950년대 이후는 법규상의 방화목적으로 골조부재를 피복해야 한

다. 미스는 피복제보다 비경제적인 I형강의 사용이 방화기능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유진상, op. cit., p.224

34) 비 물질화란 장식이나 건축외피(dressing)로 구조체의 물적존재를

위장하거나 재료의 물성을 교란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정인하, 고

트프리트 젬퍼와 칼뵈티허의 텍토닉개념비교, 건축역사연구, 제7권

4호, 1998

35) 유진상, 건축외피 표현성의 재해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집

19권 11호, 2003, p.224

의 간격조절, 규격과 리듬조절, 입사각 방향, 벽면의 색

채적용의 방식으로 평활한 평면의 기능적 켜에서 입체적

이고 적극적 리듬을 부여하는 조형적 켜로 변화되는 것

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마르세이유 집합주거의 켜를 볼

때 이러한 벽면에 적용된 색면의 요소는 기능적 요소인

브리즈 솔레이유로 생긴 깊이감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

는 것을 보게 되며 점차 분절, 요철, 색면을 이용해 적극

적이고 해체적인 표현성을 외피에 부여하게 된다.”36) 꼬

르뷔제는 공간과 형태를 드러내기위해 표면 자체의 표현

이나 입체성을 제한하려는 채색을 적용하지만, 공간과

표면과의 연계작업을 통해서 표면의 조형미감과 색채,

물성과 재료간의 배합에 대한 실험과 탐구를 지속한다.

근대 후기로 갈수록 이와 같이 근대 주요 건축가들의

작품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대상의 강화를 위해 물성을

도입하거나 교란을 위한 실험을 함으로서, 표면의 표현

과 장식이 제거되지 않고 드러냄을 위한 대상과 결합되

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그들에게 장식은 제거 되

었다기보다 구조와 결합하여 공간과 기능, 그리고 기술

과 물적 토대의 표현을 위해 좀 더 단순화시키거나 새로

운 재료와 구축법에 맞는 형태로 변형되고 있는 것이

다.”37) 데이빗 레더베로우는 “두 시스템, 즉 건축을 표

상성 과 추상성 사이에서 선택하고 배제하는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은 벽의 역활을 망각하는 것이며 중요한 것

은 벽체의 다양한 특성을 통해 건축이 ‘매개’라는 문화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며 이를 주요한 역할로 수행하는

건축문화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38) 이는

표면의 변치않는 속성과 역할을 말해준다.

4. 현대건축표면의 드러냄 : 지각의 강화

“모더니즘의 이상은 시각을 다른 감각으로부터 철저하

게 분리하는 데 성공할 경우에 달성할 수 있다.”39)

현대의 건축표면은 근대의 지향점인 시각과 단절하거

나 배제하지 않는다. 대신, 시각이 포함된 모든 감각들을

촉각의 확장으로 보며 지각의 강화를 요구한다. 유하니

팔라스마는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하는데 촉각이

중요함을 말한다. 모더니즘의 이상과 철학을 대변하는,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시각과 억눌린 촉감영역사이

의 개념적인 의미의 합선(short circuit)을 의미하는 것이

다.40) “삶을 고양하는 건축이란 모든 감각에 일제히 말

36) Ibid., pp.219-226

37) 유진상, op. cit., p.190

38) 데이빗 레더베로우, op, cit., p.9

39) 데이비드 마이클 레빈엮음, 모더니티와 시각의 헤게모니, 정성철

백문임 역, 시각과 언어, 2004, 재인용, 박영욱, 필로 아키텍쳐, 향

연, 2009, p.19

40) 유하니 팔라스마, 건축과 감각, 김훈 역, 2013,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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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걸어야 하고, 우리자신의 이미지와 세계에 대한 경험

을 융합시키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며 건축의 필

수적인 과제는 다양한 감각의 순응과 통합을 이끌어내는

것임”을 피력한다.41)

시각위주의 공간은 거리를 만들고 관계를 분리시키며,

촉각적 시각의 장은 우리를 공간으로 통합시키고 건축과

상호교감을 통한 지각을 강화 시킨다. “메를로 퐁티는

건축과의 상호교감, 즉 세계와 자아가 서로를 해석하고

규정하며 감각들 사이의 동시성과 상호작용을 지각으로

설명한다. 지각은 시각, 촉각, 청각의 합이 아닌 나의 존

재 모두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방식으로 지각하는 것이며

사물에 대한 감각은 자아를 통과하여 지각하게 된다.”42)

따라서 지각은 자신이 대상을 바라보는 해석43)과 관계된

다. ‘세계-에로-존재’44)로서 자신의 해석과 세계의 대상

과의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새로운 상상력의 발현은 사물

과 내 자신에 대한 지각을 형성하며 다층의 감각과 총체

적인 지각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표면은 주변의 사물과

내 존재 저변을 드러내고 현대의 시대성과 관계한다.

4.1. 물성과 구축의 재-현(re-presentation)

Ethnical Function of Architecture에서 캐스턴 해리스

는 재현(representation)과 재-현(re-presentation)의 개념

을 대비시킨다. 현대건축표면은 사물을 대상으로 해석한

다. 사물이 재현되어지는 과정 안에서 물성과 구축방식

을 통해 재-현을 추구함으로서 작가의 사물에 대한 해석

과 구축의지는 사용자에게 전달되고 물성과 구축을 통한

교감의 유발은 지각의 강화를 이끌어낸다. 캐스턴 해리

스는 재현과 재-현의 개념을 변환의 과정 속에서 설명한

다. “그리스 신전에서 나무기둥을 대리석으로 변환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른 매체로 번역하는 것’으로 재현을

의미하는 반면, 대리석기둥으로의 변환이 그저 있는 것

이 아닌, 다시 지각되게 만드는 것으로서의 재-현은 재

현을 포함하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성질을 다시 드러내

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현과 비교된다.”45)

정만영은 “재-현으로서의 물성은 재료의 고유한 속성

이라는 고정된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

41) Ibid., p.15

42) Ibid., p.33

43) ‘해석’에는 몸으로서의 감각, 경험과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이 함께

포함된다. 데카르트 이원론의 분류개념이 아닌 두가지가 동시에

관계되며 확립되는 차원으로서 몸과 정신의 상호얽힘을 뜻한다.

44) 이는 하이데거의 ‘세계-내-존재(being-in-the world)’의 개념에서

나왔으나 메를로-퐁티의 ‘세계-에로-존재’ 개념은 세계를 향해 초

월하고 참여하는 운동성이 강조된다. 신혜영, M.메를로-퐁티의 지

각이론과 회화론고찰,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4,8, p.20

하이데거의 ‘세계-내-존재’는 유하니팔라스마, op. cit., p.15 주 참

조 할 것.

45) Karsten Harries, The Ethical Function of Architecture, MIT Press,

p.120

기와 접속되면서 질적으로 변환되는 확장된 의미에서의

물성개념”임을 말한다. 또한 그는 물성은 익숙지 않은

상황과 사용으로 오히려 지각되고 드러내지므로, 관습적

사용과 물성의 차이를 없애려하는 형태재현으로서의 재

현 (representation)을 배제하고 재-현(re-presentation)으

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각성시켜야함을 언급한

다.46) 이어서 그는 러시아 형식주의의 이론가인 빅토르

슈클로프스키의 말로 연계하는데 슈클로프스키에 따르면

“여러번 지각된 대상은 더 이상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인식될 뿐이며 예술은 이를 다시 지각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일상을 통해 자동화된 인식을 일깨워 다

시 지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야 말로 바로 예술의 목적”임

을 말한다. 즉 재-현은 인습적이거나 상투적 사용을 배

제하고 대상을 분석하고 재해석하여 형식을 달리 표현하

여 나타내고 관심을 촉발시켜 다시 보게 지각시키는 긴

장의 과정을 동반하는 것이다.

헤르조그 드 뫼롱은 ‘깊은 표면’으로 지각의 강화를 실

험한다. 이는 한눈에 확연하게 파악되는 얇은 무엇이 아

니라 새로운 상상력을 작동시켜 물질의 지각을 강화시키

는 것을 말한다.47) 제프리 키프니스는 헤르조그와의 대

화에서 그의 작품에 대한 앤디 워홀의 영향에 관한 부분

을 묻는다. 헤르조그는 앤디워홀이 평범한 팝 이미지를

새로운 것으로 말하고 있는것, 즉 잘 알고 있는 형태나

재료를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여 다시 살아서 지각되게

하는 것에 높이 평가하며, 그러한 건축적 개념을 설명한

다. 젬퍼와 쉰켈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젬퍼는 동료들과

동시대의 주제를 함께 다루고 있으나 훨씬 더 상투적이

지 않은, 전복적인 개념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헤

르조그는 이와 같이 건축의 상투적 관습성을 없애길 원

하며, 이를 위해 건축의 관습성만이 아닌 자기개념의

상투성과도 싸워야한다고 언급한다.48)

재-현의 표현은 물성과 구축이 함께 표현되어 나타난

다. 중력에 대응하는 구축적 접합에 있어 비관습적 구축

과 물성의 적용은 관심과 긴장을 고조시키게 만든다. 헤

르조그 드 뫼롱은 구조의 감춤을 통해 평활면을 만들어

물성의 재-현을 나타내거나 오히려 구조를 노출시키며

관습적 구축의 역사용을 드러낸다.

46) 정만영, 물성의 재-현으로서의 건축, 건축역사연구 제14권 1호, 2005,

p.108

47) ‘인간에게서 가장 깊은 곳은 피부’라는 폴 발레리의 경구에서 유래

된 ‘깊은표면’이란 표면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상태이며

최대한의 접속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라는 것, 또 내부/외부같은 두

가지 항이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합성되면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

다는 것을 복합적으로 함축하는 표면이다. Alica Imperiale, New

Flatness: Surface Tension in Digital Architecture, 50-56, 재인용,

정만영, op. cit., p.108

48) Jacques Herzog, ‘Conversation with Jeffrey Kipnis’, 1997, El

Croquis, no. 60/84, 2000,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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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에베르스발드

도서관, 독일,1995

<그림 14> 에베르스발드

기술학교 도서관 외피디테일

에베르스발드 기술학교 도서관은 구조와 장식의 결합

된 단일 볼륨 표면의 처리로 현대의 미감을 나타낸다.

콘크리트와 유리표면에 덮인 이미지(신문사진)들로 각각

의 물성 고유한 속성을 잃게 하고 있으며 물성간의 경계

를 느낄 수 없게 한다. “재료의 고유한 실재성을 애매하

게 함으로서 표면에 대한 지각을 지연시키며 표면의 물

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시킨다. [...] 이로인해 관찰자

는 표면에 다시 주목하게 되고, 지각은 강화된다. 물질적

계기로부터 유발된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물성을

다시 드러내는 기법의 전형인 셈이다.”49) 헤르조그 드

뫼롱은 재-현의 물성을 드러내기 위해 도서관 외피의 구

축을 철저하게 가린다. 이를 통해 단일한 표면을 생성하

여 표면이 표현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시킴을 알 수 있

다. 구조와 외피의 통합적 스킨을 통한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지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착시를 위해 사용

하는 구축디테일은 숨겨지며 평활한 단일 판넬처럼 나타

난다.

<그림 15> 리콜라 창고,

라우펜, 스위스,1986

<그림 16> 리콜라 창고의

구축과 물성 디테일

이와 반대로 구축의 비인습적 방식에 따른 재-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리콜라 창고는 콘크리트 패널들이

수평적으로 적층되어있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실재로는

수직, 수평판들의 실체가 나무판들이다. 하중을 받고있는

각목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그 구조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결합방식은 호기심을 유발시킨다. 패널의 역설적 구축

성50)과 표면의 물성의 교란으로 관찰자의 관심이 유입되

49) 정만영, op. cit., p.117

50) 유진상, 헤르조그 & 드 뫼롱 건축의 외피구성연구,서울대 박사논문,

2003, pp.176 유진상은 리콜라 창고에서 역설적 구축법을 하중과 피

하중 관계를 역전시키는 것으로서 설명하여 게리 리히트 벨트(Gerri

Rietveld)가 1917년 디자인한 적.척.황 의자에서 처음 드러난다고 설

명한다. 하중을 담당해야할 수직부재가 오히려 수평부재에 덧붙여

있음으로 긴장을 유발하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후 리히트 벨

트는 1924년 슈뢰더 하우스를 통해 이러한 구축을 적용한 판들이

자유롭게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을 만든다고 설명한다.

는 것이다. 이와같은 물성과 구축의 비 상투적 처리는

헤르조그의 말처럼 구축질서를 ‘낯설게’하거나 외피면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어 보여주고 관찰자가 그 이면을 확인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지각의 극한까지의 경험을 통

해 이미 익숙해버리고 지나친 사물과 주변의 물질을 다

시 바라보게 만든다.

재현(representation) 재-현(re-presentation)

표현성질
무엇인가를 다른 매체로

옮기는 것

자신의 고유한 속성(물성)을

다시 드러내는것

표현방법 관습적사용 비관습적 사용

표현결과

중력대응하는 안정조성

시각위주의 형태인식

물성의 일반적

중력에 대한 긴장유발

다층의 감각유발로 인한 재인식

물성에 대한 지각강화

<표 1> 현대건축표면의 가림과 드러냄 : 재현과 재-현

4.2. 불투명성의 지각

비들러는 ‘익숙한 낯섦’이라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적 용어를 빌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건축이 어둠이

나 애매함을 강조하며, 대칭보다는 불균형을 강조하는

이유를 불투명성의 패러다임으로 찾는다.51) 불투명성은

물성의 투명성52)의 정도여부의 의미는 아니다.

<그림 17> 다비드상,

미켈란젤로, 1504

<그림 18> 생각하는

사람, 로뎅, 1884

미술비평가인 로잘린드 크라우스는 “로뎅은 신체의 외

양을 그 내적 구조와 연관시키는, 즉 그렇게 하는데 더

의도적으로 실패함으로서의 불투명성을 집요하게 추구하

며 이는 그 너머의 공간을 보게 하는 환영적 공간을 허

용하는 실체로서 지각되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53)는 것

으로 전체로서 투명하게 장악된 지각과 불투명하고 파편

화된 부분을 설명한다. “로댕의 작품부터 시작된 현대조

각은 눈이 조각의 표면을 통과하지 못하는 불투명성으로

특징지어진다.”54) 이는 우리의 눈이 표면을 통과하지 못

하고 머무르는 경우를 의미한다. 전체를 장악하는 시선

이 아닌, 부분에 머무르는 응시55)의 지각이다. 이를 위해

51) Anthony Vidler, The architectural uncanny ; essays in the modern

unhomely, MIT Press, 1992, p.221, 재인용, 박영욱, op. cit., p.39

52) 투명성, 무중력의 느낌, 부유감, 반사투명성의 그라데이션등을 근대

예술과 건축의 주요주제이다. 유하니 팔라스마, op. cit., p.48

53) 로잘린드 클라우스, 현대조각의 흐름, 윤난지역, 예경, p.37

54) 박영욱, 필로아키텍처, 향연, p.35

55) 로라 마크는 대상을 끊임없이 움직이며 응시를 거듭하는 운동하는

시각을 촉각적 시각(Haptic Visuality)으로 설명한다.

Laura U. Markds, The Skin of the Film, Duke University Press,

2000,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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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을 의도적으로 파편화시키고 투명적 총체성의 배제

를 통한 불완전하며 불확정함의 부분을 발현한다. 흐르

듯이 전체를 장악하는 광학적 시각으로서의 투명함은 사

물인식에 있어 거리와 공간깊이를 만드는 반면, 촉각적

시각은 대상의 표면 위를 움직이며 통과하지 못하는 응

시를 반복시킨다.

힐데브란트는 “관찰자가 대상에 가까이 접근하면 대상

을 보기 위하여 다양한 위치와 두 눈의 조절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때 바라본다는 것은 실제로 만져보는 것으

로, 즉 운동행위로 변형되는 것”으로 설명한다.56) 건축에

서 신체가 가지는 행위에 대한 접근은 스티븐 홀의 ‘시

차 parallax’57)개념에서 나타난다. 스티븐 홀은 주변의 환

경을 ‘신체 중심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이는 신

체의 행위에 따른 사물에 대한 상대적 지각개념을 의미

한다. 뉴욕의 스토어 프론트 작품의 12개의 움직이는 벽

면은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조절된다. 이 움직이는 벽면

은 정해진 목적성이 없으며 사용자의 위치나 행위의도에

따라 의자, 전시벽면, 또는 출입의 통로로 사용된다. 벽

면사용의 불확정성은 사용파악을 위한 응시와 그에 따른

체험 유발에 의해 지각을 강화시킨다.

사건은 익숙함을 낯설음으로 바꾸게 한다. “사용자의

행위를 통해 벌어질 사건을 기준으로 공간과 형태가 재

구성되는 것은 공간의 성격을 인간과 공간이 영향을 주

고받게 되는 장으로서 가정한 것이다.”58)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59)들은 시선과 응시가 교차하면서 인간의 지각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렘 쿨하스가 설계한 쿤스트할 미

술관에서는 사용자의 행위를 이끌어내는 반투명의 물질

과 내외부의 연속된 램프구조를 통해 계속되는 시선과

응시의 중첩된 불투명성을 드러낸다. 공간을 감싸는 램

프구조의 바닥은 외부 표면에 노출되어 드러나며, 더 이

상 구조와 표면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 표면은 사용

자의 흐름을 외피에 노출시키고 내부의 구조체계를 드러

냄으로 관찰자로 하여금 외부의 표면을 통해 내부를 탐

색하며 응시토록 만든다.

56) 힐데브란트, 조형미술의 형식, 조창섭 역, 민음사,1989, pp.22, 재인

용, 박영욱, op. cit., p.36

57) ‘Parallax’는 관찰자의 관측 위치에 따른 물체의 위치나 방향의 차

이를 뜻한다. 이경연, ‘Parallax’에 나타난 스티븐홀의 현상학적 공

간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9, p.18

58) 정인하는 특이성과 사건을 중심으로한 공간구성방식이 근대건축과

는 달라졌음을 설명한다. 위상기하학의 개념을 가진 건축공간은 각

사건들에 맞춰 결정되고 그 결과 연속적이면서도 특이성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현대건축과 비표상, 정인하, 아카넷, 2006, p.134

59) 라캉에 따르면 인간은 무대위에 올려진 배우들로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하며 그때 응시란 이 세계가 자신을 주시하는 것으

로 우연의 형태로 갑작스럽게 접하게 되는 경험으로 설명한다.

Ibid., p.139

<그림 19> 쿤스트 할,

렘쿨하스, 1992

<그림 20> 프랑스 국립도서관

공모전, 렘쿨하스, 1989

렘쿨하스의 프랑스국립도서관 공모작품은 물성의 투명

과 불투명, 그리고 공간구조의 투명과 불투명의 혼재된

사용으로 두 개념을 대비시켜 적용한다. 건물의 형태는

근대건축의 추상적 형태를 상징하는 육면체를 표현하지

만, 내부의 아홉 개의 엘리베이터 통로인 기둥과 그 사이

의 복잡한 내부는 기능과 구조가 결코 투명하게 파악되

지 않는다. 또한 물성의 사용에서도 반투명의 유리는 내

부의 공간을 바라보는 내 자신을 나타낸다. “흐릿하게 반

사되는 물성과 내부의 복잡한 구조를 통한 불투명성으로

인해 시선은 표면을 통과하면서도 다시 표면에 멈추게

한다.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으로부터 자신이 대상화되는

응시, 즉 타자로서의 자신을 경험하게 만든다.”60) 물성과

공간구조의 투명과 불투명의 결합에서 생성되는 시선과

응시의 교차는 건물 전체에 노출되어 사용자의 타자됨을

통해 사물에 대한 지각을 강화시킨다. 이처럼 현대건축표

면은 지각을 강화시키어 사용자와의 교감과 해석을 표면

에 담아내기 위하여 물성과 구축의 새롭고 낯선 사용을

통해, 그리고 불확정된 공간구조와 자신의 타자됨을 노출

시키는 물성의 사용을 통해 표현되며 조형되어가고 있다.

투명성 불투명성

추상적시각 촉각적 시각

정태성 운동감

확정성 불확정성

시선 응시

<표 2> 현대건축표면의 가림과 드러냄 : 투명성과 불투명성

5. 결론

건축표면을 통해 드러내려는 내용은 시대마다 변형되

고 각색되며 그에 따라 표면의 역할에 대한 정의는 변이

된다. 그러나 각 시대의 드러냄의 조건과는 별개로 구조

와 장식의 상보적 구축은 작품 속에서 지속적으로 존재

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조-상징(장식)의 이분법적

이해를 젬퍼의 텍토닉개념을 통한 통합적인 관점으로 재

해석 해보았을 때, 물성과 구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

술에서 나온 상징(장식)의 표현이 예술로서 표출됨을 알

60) 박영우, Ibid.,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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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다.

시대 패러다임이 극명했던 근대의 합리주의 계열의 건

축가들 경우에도 새로운 재료와 구축을 토대로 미적으로

조형언어를 탐구하였다. 이것은 드러냄의 요소인 공간,

기능 그리고 합리성의 표현을 위해 표면의 장식을 가림

의 대상이 아닌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것으로, 조형요소

도입, 표면의 물성변화, 구축부재의 장식적 도입 등으로

변형되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가림의 대상 자체를 부정

하는 건축작품들에 비해 보다 더 조직적이고 성숙된 표

현으로 귀결되었다.

시각에 근거한 근대의 표현적 결핍에 대한 반향과 함

께 내 주변의 사물과 존재저변을 드러내고자 하는 현대

건축표면은 물질의 다양한 변용과 중첩을 통해 새로운

구축 방식을 실험하며 지각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재-현

은 물성과 구축의 역설적 사용으로서 사물의 익숙하고

관습적인 사용을 다시 보도록 지각시키는 것이며, 불투

명성은 현대건축의 개별적 차이를 드러내는 미확정의 패

러다임으로, 이 또한 사물을 장악하는 시선에서 응시로

의 전환에 따른 지각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현대건축표면은 지각의 강화를 위해 구조와

장식의 통합적사용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최근

의 현대건축의 외피는 내부공간형식과 별개의 존재로서

완전히 분리되어 과도한 표현성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19세기와는 또 다른 구조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양상이며 건축표면의 역할과 매개내용에 대한 진지

한 물음과 함께 젬퍼의 피복론이 현대에 와서 오히려 더

재조명되는 이유일 것이다. 젬퍼의 텍토닉 개념을 통해

건축표면은 기술, 구조의 지식과 이해아래 지역과 집단

의 사회문화, 예술, 공동체의식이 표현되어져야 함을 보

았다. 구조와 상징의 상보적인 관점에서 성숙한 방법으

로 지역과 시대성을 표현하는 지속적인 추구와 노력은

시대담론과 자본아래 갇힌 수동적인 건축표현의 양식화

됨을 지양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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