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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n historical consideration about the modern discourse of Japanese spacial tradition driven from

cultural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cartographic map of historical progress, and to

shed light on the forming of identity in Japanese traditional space design on the schizo-analytical aspect. It

adopts F. Guattari's psychoanalytic theory to the structural analysis of Japanese traditional space design.

The process of this study is illustrated as follows: At first, it mentions Guattari's theory of Mechanical

Unconscious, Schizo-analysis, Cartography, and Abstract machine as theoretical background. And, it considers the

identity of Japanese traditional space constructed by various cultural sign over a long period of time as the

statement of apriority. Secondly, it clarifies semiologic generation of Japanese traditional space design based on

the analysis of spacial morphemes about each design stemmed from modernization process of Japan. Thirdly, it

ascertains semiologic topography the representamens draw, i.e. schizo-analytic cartography from synchronic and

diachronic point of view. Fourthly, it analyses traditional discourse structure in terms of generative schizo-analysis

and transformational schizo-analysis with four categories- object, style, concept, strategy. Through this process, it

studies the reproduction of Japanese tradition in terms of the 'social organization', and explores the way vitalized

on the space-time coordinate system by the schizo-analysis of the mechanical unconscious.

In conclusion, it clarifies Generative-schizo is accomplished in the level of formulating representamen, and

Transformational-Schizo involves experimental mind that induce implantation of the heteromorphic elements and

avant-garde experiments of abstract mechanical operation in the schizo-analysis of Japanese traditional space

desig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arrange an opportunity of introspection on Korean-ness seriously from

inspecting logic of Japan-ness closely in traditional spac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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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일본 전통공간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근현

대 전통공간디자인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전통

공간디자인이 시공간적으로 어떤 변별성을 가지고 전개

되는가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은 현재 우수한 건축디자이너들에 의해 전통과 공

간에 관한 풍부한 담론들이 생산되어, 전통담론 간의 관

계에 의해 큰 흐름을 효율적으로 포착함으로써 수준 높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7-G00032)

은 공간문화를 생성하고 있다.1)
이 연구는 일본의 사회적·문화적 지표에 의해 전통공

간디자인에 대한 시각이 시대적 사고에 따라 각기 어떠

한 방식으로 대응을 이루어 나갔는가에 관하여 그 역사

와 철학을 조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데 의의가 있다.1)

일본 전통공간디자인의 단순한 공간위상학적 비교를 

1) 일본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다수의 프리츠커상을 수상

했다. 최초 동양인 수상자인 겐조 단게, 독학한 유일한 수상자인

다다오 안도, 최연소 수상자인 류에 니시자와, 단 둘의 여성수상자

중 하나인 카즈요 세지마, 그리고 후미히코 마키가 있다. 또한 일본

의 경우 일찍부터 건축가 자신의 작업에 대한 저술을 통하여 전통

의 현대화에 관한 이론화과정이 축적되어 왔다.(겐조 단게:『일본건

축의 전통과 창조, 1960』, 아라타 이소자키:『闇의 공간,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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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담론들의 문화기호학적 포지셔닝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질적 문화의 혼재 속에서 문화의 원

류와 교류를 통해 구축해온 일본에서의 전통의 현대화

담론을 분류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다양한 담론을 형

성하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문화적 텍스트로서 공간에 나타나는 동양의 문화적 우

수성과 독자성을 오늘날의 세계적 보편성과 조화시키는

공간디자인에서의 ‘일본성’을 살펴봄으로써 타자의 충격

으로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일본 전통공간디자인에 대한 근현대 담론과 관련하여

그런 가치판단의 토대와 배경을 전통의 무의식적 선험성

의 진술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다.

그에 대한 방법을 개인의 주체적 인식을 통해 ‘초시간

성’을 획득하는 ‘무의식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무의

식의 이론적 근거를 가타리(F. Guattari)의 정신분석학적

관점-『기계적 무의식』-에서 취하여, 작품들의 개념을

고찰함으로써 그들이 지닌 구조화 원리를 추출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서 기계적 무의식, 분열분석 지

도그리기, 추상기계를 살펴보고,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

한 문화기호들에 의해 구성된 일본전통공간의 관념을

‘기계적 무의식’이라는 선험성의 관점에서 그 유형2)을 고

찰한다.

둘째, 공간은 물성 자체로서가 아닌 경험되고 지각되

는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근현대화흐름에 의해

탄생한 각각의 공간들에 대해 형태소 분석, 원형적 어휘

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일본 전통공간디자인들의 의미

생성 메커니즘을 고찰한다.

셋째, 일본 전통공간디자인 표상(representamen)이 그

려내는 의미지형- 분열분석적 지도그리기-을 통시적·공

시적 관점에서 확인한다. 개별공간3)들의 문화기호학적

포지셔닝으로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시공간적 교차로에

위치시켜, 정신적 물리적 문화유산이 ‘기계적 무의식’의

흔적과 표상으로 활성화되고 재배치되어 가는 상태를 살

2) 유형이란 디자인 공식이 아닌 디자인의 출처로서 문화에서 파생된

건축형태를 통해 문화적 전통을 대변하며(그로피우스), 문화적 가

치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다(로시). 또한 건축유형은

과거로부터 축적된 지식을 대변함으로써(콜쿠호운), 형태를 통해

과거로부터 역사적 의미를 계승한다(버틀러). 이러한 건축유형학은

문화계승의 창조적 접근을 위한 분석적 도구로서 실용적 디자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권준범, 건축유형학 이론의 상대성과 복합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24권 제1호, 2008. 01, p.149 참조

3) 일본 전통의 근현대화에 관한한 작가 및 공간사례는 무수히 많다.

본 연구는 일본 전통의 기계적 무의식과 그 반영으로서 전통공간

디자인 양상을 살펴보는 것으로, 사례는 1920년대로부터 시대적 흐

름에 연합하는 대표적 양식과 작가, 그리고 그들의 상징적 작품으

로 한정한다.

펴본다.

넷째, 전통담론구조에 대해 대상, 양식, 개념, 전략의 4

가지 범주를 도입하여 추상기계의 생성분열과 변형분열

의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본의 전통의 창출 및 재생산

이 ‘사회적 조직화’라는 관점에서 ‘기계적 무의식’의 ‘분

열분석’에 의해 시공간적 좌표 위에서 활성화되는 방식

을 탐색하고, 과거와 현재를 향유한 일본 전통공간디자

인을 문화적 맥락에서 살펴본다.

2. 기계적 무의식과 분열분석의 배경이론

2.1. 기계적 무의식

가타리는 무의식을 넓은 의미로 이해되는 ‘집단적 시

설’이라고 이해한다. 각 개인, 각 사회집단은 주체성을

모델화하는 자신의 고유한 체계를 지닌다. 즉 인식적 지

표뿐만 아니라 신화적·의례적 지표들로 구성되는 어떤

지도를 지니고 있으며, 이 지도에 기초하여 자신들의 정

서와 관련하여 스스로의 위치를 정한다. 나아가 다수의

지도들을 지니고 이루어지는 주체화 지층들, 이질적 지

층들이 겹쳐져 있는 것을 무의식이라고 생각한다.4)

가타리는 이미지나 단어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도록 유도

하는 모든 종류의 기계들과 메커니즘들이 무의식에 서식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계적 무의식’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어떤 심층구조나 기원으로부터 무의식은 현실

의 다양한 수준을 횡단하여 지층들을 조립하거나 해체하

는 탈영토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배치 속에

서 생겨나서, 그러한 지층을 횡단하면서 작동한다는 것이

다. 즉 무의식은 억압된 것의 저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현

실생활 속에서, 우리의 사회관계에 붙어서 새로운 것을 만

들어 가는 재료라는 것이다.5)

2.2. 분열분석적 지도그리기6)

가타리가 제기하는 분열분석은 다양한 구성요소들 간의

다양한 관계를 접속시킴으로써 영역적 접속의 모든 가능성의

4) 펠릭스 가타리, 기계적 무의식, 윤수종 역, 푸른숲, p.12참조

5) 가타리는 무의식의 작용방식을 자기생산에 근거한 이질 발생성에

서 찾고 있다. 그는 프로이트(S. Freud)의 콤플렉스론이나 라캉(J.

Lacan)의 구조주의적 환원론에서 벗어나 집단과 제도에 대한 분석

으로 넘어간다. 그의 무의식 연구는 프로이트처럼 과거의 억압된

것을 거울 수면위로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라캉처럼 상

징적인 구조화를 통해 생산되는 주체에 대한 관심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변형해 나가는 이행구성요소를 찾아내려는 관심을

향해 있다. 가타리는 정신과정 속에서 진행되며 밖으로는 징후로

서만 드러난다는 프로이트의 개인적 무의식 개념에 대해서, 집단의

행동의 방향을 수정해갈 수 있는 시각적ㆍ음악적 구성요소들을 지

닌 무의식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무의식은 매래를 향해 나아간

다’, ‘무의식은 건설되고 창안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펠릭스 가

타리, op. cit., pp.6-11, pp.17-18

6) 펠릭스 가타리, op. cit., pp.14-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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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메나와

장소인 ‘무의식’ 속에 다른 그림(배치)을 그려나가는 것이다.

가타리는 분열분석의 방법을 ‘지도그리기(cartographié)’라

고 묘사한다. 무의식에 대한 분열분석적 지도그리기는 다

양한 개념들을 가지고 그 배치 안에서 구성요소들 사이를

횡단하는 새로운 핵들을 찾아내서 그러한 것들이 이행구

성요소로서 작용하는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다. 분열분석

적 지도그리기의 목적은 어떤 상황의 특이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언표행위배치를 생산하는 것이다. 언표행위배치

에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있고 그 요소들 안에 다양한

흐름이 있으며, 그 배치 안에서 요소들 사이에 공명과 상

호작용이 일어난다. 가타리는 분열분석을 기계적 특이성

의 다양한 추출능력에 따라, 즉 기존의 배치를 대상으로

하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고 하는가에 따라 ‘생성분열

분석’과 ‘변형분열분석’으로 나눈다.

생성분열분석은 사회역사적 인과성체계, 현재의 현실에

밀착됨으로써 과거 속에 동결된 의미작용과 결정론을 끊

임없이 재조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변형분열분석은 배치의 핵에 내생적인 메커니즘의 근본

적 수정과 새로운 배치를 창조하려는 변형으로 이행구성

요소의 개입 양식과 고유한 변형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해

나가는 방식이다.

결국 분열분석은 지배적인 배열장치들 속에서 이질 발

생적으로 주체성을 생산해내며 그와 더불어 새로운 배치

를 구성해나가려는 것이다. 이러한 분열분석 방식에 입각

해서 전개하는 무의식연구에서 가타리가 추구하는 것은

자율적인 주체의 생산이란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다.

2.3. 추상기계7)

추상기계는 그 자체로는 어떠한 현실적인 실존적 일관

성도 지니지 않으며, 어떠한 질도 고유한 에너지도 지니지

않는다. 추상기계는 사물형태와 기호상태 사이에 있는 어

떤 가능성의 결정화에 대한 무한소적인 지시작용이다. 추

상기계는 자신이 어떤 기계적 계통에 각인되는가에 따라

공명의 잉여성(의미작용)이나 상호작용의 잉여성(현실적

실존)을 담당한다. 추상기계의 실존양태는 근본적이고 기

계적인 좌표로서 실존은 다음의 세 가지 일반적 일관성의

형태에 속한다.

① 몰적8) 일관성: 약한 공명효과, 상호작용 효과로서

순수한 형태적 번역, 지층화된 코드화 잉여가치, 미시정

치적 차원의 지층화되고 동일시되고 위계화된 객체와 주

체의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생성분열분석으로 정의될 것의 실행은 이 몰적 일관성

의 수준에 한정된다.

7) 펠릭스 가타리, op. cit., pp.66-69

8) 몰(mole): 정확한 미세함, 차이, 특이성의 효과를 버리는 경직된 침

전화, 몰적 질서는 대상, 주체, 표상, 준거체계를 한정짓는 지층화

에 해당한다. 펠릭스 가타리, op. cit., p.404 참조

② 분자적 일관성

강한 공명효과(의미론적 장, 상상적 장, 시적 효과, 신

비적 효과 등), 강한 상호작용 효과, 분자적 상호작용의

수준에서는 어떤 구성요소에, 어떤 배치에, 어떤 장에 귀

속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모든 기계적 상호작용

에서 모든 잉여성이 겹치며, 모든 기호-입자의 궤도가

교차한다. 절대적인 범위한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

도’와 ‘추상도’의 차원에 있다.

③ 내생적 일관성: 이 핵 형태는 ‘잠재적 가능성’을 비

축해둔다. 드러나지 않은 가능성은 표현소재의 특이성에

의해 은폐되고, 추상기계의 전반적인 일관성의 구도 위

에 ‘축적’된다.

변형분열분석으로 정의될 것은 본질적으로 분자적 일

관성과 내생적 일관성이라는 두 가지 수준에 놓인다.

분열의 다양한 형식은 그것이 심미적인 기계에 의해서

실시되는지 혹은 혁명적인 사회기계 등에 의해서 실시되

는지에 따라서 구별된다. 한 시기에서 다음 시기로 넘어

갈 때 불변하는 사항이나 논리적 대응의 현실적인 이행

부분은 항상 성질을 달리한다. 다양한 요인에서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 등이 고려된다. 몇몇 스타일이나 이

론이 독단적으로 부과되고 자신들의 각인으로 시대를 긋

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에조차, 사실 진정한 변화는 수

많은 구성요소들의 얽힘에서 생긴다.

3. 일본전통공간의 기계적 무의식

3.1. 신화적 지표로서 장소성

⑴ 자연경관 속 시메(しめ, 標)

다른 많은 문화와 마찬가지로, 고대 일본에서 물리적

대상에 대한 인식은 공간의 관념에 앞선다. 고대 일본인

들은 그들의 세계를 근본적으로 물체-장소의 집합으로

이해했다. 상징의 관점에서 볼 때, 신성함은 특수한 문

화적 프로그램과 그에 연관된 기호시스템 위에 특별한

믿음으로 존재한다. 고대인들의 사고에 있어, 의미가 풍

부한 ‘열려진 세계’ 속에서 ‘정신’과

‘물질’의 두 차원은 상호보완적이

며, 모든 것은 상호 대응과 동화의

엄밀한 체계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신성한 물체나

장소를 발견하거나 지시하는 것에

의해, 처음에 이러한 것들은 유난

히 큰 나무, 기이한 형태의 돌, 또

는 산이나 섬 전체와 같은 자연경

관에 있는 뚜렷한 특징이었다. 이 모든 것들은 카미(か

み, 神)로 알려진 영(靈)적 존재가 물리적 세상에 나타나

는 곳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경관의 자연물들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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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히모로기의 개념도

<그림 3> 일출에 놓인 토리(鳥居]<그림 2> 자연경관 속 신사,

부부바위

위력의 발현으로서 경배의 대상이었다. 대상이 시메나와

(しめ繩)로 묶인 곳이면 어디든지 카미를 위한 경배의

시각적 표시로서,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신들의 영역으로

명확히 분리되었다.

자연경관 속 이러한 뚜렷한 특징은 기본적으로 울타리

를 치는 구조적 행위로 인식됨으로써 일본인들에게 으뜸

의 장소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많은 곳들이 이후 신사

(神社)가 되었으며, 묶여진 물체들은 사실상 최초의 신사

였다. 이에 대해 건축역사가인 테이지 이토(ていじ伊藤)

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원래 일본에는 신사가 없었

다. 대신 나무, 숲, 거대한 바위나 산이 숭배의 신성한

금줄로 장식되어 있었다.” 이러한 묶여진 밧줄을 건물의

형식으로 본다면 이러한 자연대상은 장소에 대한 최초의

건축적 대응이다.9) 자연경관에 존재하는 이러한 영성들

은 자신들의 주위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일본사

람들의 의식 속에 여전히 존재한다.

⑵ 차경(借景)과 엔(えん, 縁)

일본문화에서 ‘엔’은 서로 다른 맥락 간의 연관성이다.

불교에서 그것은 업(業)의 법칙-인과응보-를 지시한다.

사회적 관계에서 개인 간의 인연을 말하며, 건축에서는

내부와 외부, 건물과 자연, 사적공간과 공적공간 간의 관

련성을 말한다. 이러한 세 가지의 맥락에서 ‘엔’은 각각

이 아닌 관계의 연결과 분리의 동시성을 함축한다.10)

일본의 차경은 밧줄로 산을 끌어온다는 시적 상상력을

실제의 삶으로 옮겨놓은 것으로11), 자연을 잡아당겨 뜰

안의 나무, 돌과 유기적 연관성을 이루게 하는 특유의

조원문화이다. 차경은 자연을 응축하여 좁은 뜰 안에 끌

어들이는 축경(縮景)과 함께 일본조원술의 기본형식으로

인식된다. 자연에 대한 의식이 외연적으로 표현된 일본

의 차경은 단순히 ‘건너편에 실재하는 풍경을 빌린다’는

의미가 아닌, 빌리는 경치가 정원의 주빈이 되는 적극적

인 조원개념으로서 의식 속에 확대된 정원을 고안한 것

이다. 이처럼 일본의 공간은 자연을 끌어들이고 자연에

연결하는 관념에 의해 성립되었다.

9) Kevin Nute, Place, time, and being in Japanese architectur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4, p.12 (Teiji Ito, The Roots

of Japanese Architecture, Tokyo: Bijutsu Shuppan Sha, 1963,

p.21 재인용)

10) Gunter Nitschke, From Shinto to Ando :studies in architectural

anthropology in Japan, London :Academy Editions, 1993, p.85

11) 이어령, 축소지향의 일본인, 문학사상, 2008, p.154참조

3.2. 의례적 지표로서 시공간성

⑴ 카(か, 仮)와 카타(かた, 形)12)

일본 도시행사의 일시적

특징은 특수한 공간형성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것은 카

미를 초대하기 위한 장소가

만들어지는 방식에서 비롯된

다. 신은 보통 건축적 부속

물 밖에 존재한다. 그들을

내부로 초대하는 제의적인

장치인 히모로기(ひもろぎ, 神籬)는 가설적으로 구축된

다. 관례적으로 뜰이나 신사(神社)에 상록수나 타마가키

(たま-がき, 玉垣)라 불리는 울타리로 둘러쳐진다. 이러

한 곳을 니와(にわ, 庭)라 부르는데, 오늘날 정원의 의미

이다. 그러나 원래 그 곳은 빈 공간이었다. 이러한 의식

동안에는 신도(神道)에 의해 그 안에 신이 초대되어 신

성한 사카키(さかき, 榊)가 세워진다. 그러나 의식 이후

에 나무와 가지들은 제거되고 신은 떠난다. 신들의 방문

은 단지 일시적이다. 이러한 종류의 공간은 원칙적으로

어느 곳에나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빈 공간-니와-는

정화되어 잠재적 의례공간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그 곳

은 유니와(ゆにわ, 斎庭-신에게 제사 지내는 청정한 곳)

가 되며, 히모로기(ひもろぎ)가 설치된다. 그것은 ‘히(ひ,

spirit/ gods)’를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치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히는 결코 눈에 보이지도, 우상화되

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히는

단지 사카키나무 안에 머무르

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의례가 끝나면 나무의 제거와

함께 신은 사라진다.

공간-구축한 대지-은 다시 <그림 5> 이세신궁의 식년조체13)

빈 곳으로 남는다. 그러한 가장

명백한 사례가 이세신궁(伊勢神宮)이다. 교대구축-식년조

체(式年造替)-은 매 20년마다 반복된다. 동일한 두 개의

대지 중 하나는 항상 비어있다. 히의 전위는 명백히 구

획된다. 중요한 것은 제단의 어떠한 영원한 형태는 없다

는 것이다. 카이와이(かいわい, 界隈)라는 말이 지칭하듯,

의례공간(도시의 번잡한 지역과 종종 중첩된다)의 구획

은 모호하다. 히의 왕림과 군중 사이에는 하나의 대응이

존재한다. 많은 행사가 축적되면, 니와는 더럽혀지고 다

시 빈공간이 되어 정화된다. 그리고 다시 때묻고 또 다

시 정화된다. 이러한 반복은 윤곽을 희미하게 한다. 그래

12) Arata Isozaki, Japan-ness in Architecture, translated by Sabu

Kohso ; edited by David B. Stewart, Cambridge, Mass. :MIT

Press, 2006, pp.65-68참조

13) Kazuo Nishi and Kazuo Hozumi, What is Japanese Architecture?,

Tokyo ;New York :Kodansha International, 1985,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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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코키 세미나빌딩

타카마사 요시자카, 1965

<그림 7> 계리궁 평면도

<그림 6> 계리궁의 후스마

서 히모로기는 상징적으로 요구된다. 일본의 도시공간은

고정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히로 충만하여, 히

의 움직임과 같은 깜박거리고 펄럭이는 혼란한 사인에

가려져 있다. 은유적으로, 이것은 히의 왕래에 의해 신비

스런 일본의 옛 도시와 닮아있다.

⑵ 시공간적 대응과 마(ま, 間)

공간에 대한 일본인들의 이해는 실체 사이의 비어있

는 공백에 대한 모호한 관념과 함께 시작되었다. 전통적

으로 일본의 방들에는 접미사 ‘마’가 붙는다. 이는 공간

을 둘러싼 요소 사이에 비어있는 ‘간극’으로서 지각하기

때문으로, ‘마’는 또한 시간의 간극에 관련하여 사용되기

도 한다. 일본의 방은 공간사용의 다양한 ‘간극’을 입히

는 공간의 고정된 ‘간극’으로서 일시적인 신도(神道) 구

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내부 파티션인 후스마(ふすま, 襖)는 공간을 필요에 따

라 연결하고 분리하게 함으로써

내적·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쉽게 적응하게 한다. 또한 반투

명한 쇼지(しょうじ, 障子)는 개

폐에 의해 정원을 거주공간의 일

부로 만들기도 하고 차단하기도

한다. 이러한 스크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환경의 변화에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연환경의 변화에 접촉하도록 하

기 위함이기도 하다.

표의문자로서 ‘間’은 입구로 빛줄기가 스며들어오는 섬

세한 찰나를 그리고 있다. 이것은 장소의 감각-객관성·

기정사실-과 시간의 측면-주관성·느낌, 두 측면의 동시

성을 내포한다. 물체가 빛과 반투명한 쇼지 사이에 놓일

때 물체의 윤곽은 종이표면 위에 뚜렷이 나타난다. 건물

주위의 나뭇잎은 쇼지 위에 실루엣으로 나타나 자연의

벽지문양을 만들어낸다. 여기에 아주 작은 미풍은 전체

공간에 움직임을 불어넣어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지나가

는 순간에 주목하게 한다. 그러한 자연의 변화조차 ‘카

미’의 움직임으로 인식함으로써, 이는 순간의 인식을 더

욱 생생하게 만드는 것이 건축공간에서의 시간의 역할임

을 말해주는 것이다.

⑶ 비연속적 통합과 무한성

일본전통의 ‘비연속적 통합’

의 개념은 개별화와 상호의존적

조화에 의한 건축적 성장에 근

거한다. 이것은 전체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면서도 각 부분의

개성이 보호되는 이상적 민주질

서의 원칙을 이끌어낸다.

간고우(がんこう, 雁行-기러

기의 행렬)로 알려진 가츠라리

큐(桂離宮)의 레이아웃-코쇼인(古

書院), 추쇼인(中書院), 신고텐(新

御殿)의 3단계가 중첩된 평면-은

중심을 응시함으로써 무한성을 향

한 공간의 깊이를 결집하고 있다.

이러한 비연속적 통합은 또한 메

타볼리즘(Metabolism) 이론의 핵

심주제이기도 하다. 메타볼리스트

프로젝트에서 성취된 무한성은 전개과정에 있어서 어느

임의적 시점에서 멈춰진 순환적 형태로 보인다.<그림

8> 이는 완결성이 아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 정신적으로 완결될 수 없음을 추구하는

불교적 윤회사상의 표현이다.

3.3. 인식적 지표로서 물질성 

⑴ 야요이(弥生)와 조몬(繩文)

고고학적 시대구분인 조몬과 야요이는 1950년대 중반

에 표면화되었다. 오늘날의 일본문화의 뿌리에 대한 강

박적 추구와는 달리, 이러한 이분법은 미적 판단 기준의

탐구와 물질적 제작양식이라는 면에서 주로 탐구되었다.

야요이 양식은 귀족적, 세련된 투명성의 전형으로 전통

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고, 조몬양식은 토착적, 불투명성의

민중적인 것으로 대비되었다.14)

조몬 토기가 장식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야요이

토기는 형식이 강조된다. 야요이 토기는 그 고유한 예술

적 가치에서 뿐 아니라, 일본의 미학전통에서 가장 본질

적이고 지속적인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거친 형태의 토기로부터 세련된 자기로 이행되면서 초창

기의 도기들은 과거의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일반적이

나 일본인들은 원시적인 도기에 대한 사랑을 오랜 시간

이 흐른 뒤에도 간직해왔다.15)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

운 물질성뿐 아니라 자신의 원시적 불완전성을 사랑하는

것, 일본문화에서 자연스러움이란 단지 예술의 원칙이

아니라 선사시대부터 나타나는 세상을 보는 미적 감수성

자체이다.

원시적 도기에 대한 이와 같은 애정의 가장 근접한 사

례를 일본의 다실공간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16)

14) 야요이와 조몬은 미학적 관념에 있어서 니체의 아폴론적 형식과

디오니소스적 형식의 대립으로 대비되기도 했다. Arata Isozaki,

Japan-ness in Architecture, op. cit., p.39참조

15) 폴 발리, 일본문화사, 박규태 역, 경당, 2011, p.26참조

16) 겐조 단게는 자신의 에세이『일본건축의 전통과 창조, 1960』에서

야요이와 조몬의 대립하는 문화적 흐름에 관하여 카츠라리큐를 통

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카츠라리큐는 기본적으로 신텐츠쿠리

(寢殿造)로부터 쇼인츠쿠리(書院造) 양식을 발전시킨 귀족적 야요

이 전통에 속한다. 따라서 건물은 공간에서 미적 균형과 패턴의

연속적 흐름의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 그럼에도 공간은 단순한 형

식적 흐름에서 벗어나 생기 넘치는 순간과 조화를 함축하고 있다.

늘 새로워지는 이러한 무언가가 조몬 전통의 생동감과 잠재성이

다. 이러한 조몬 요소는 다실 정원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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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무의식의 함의성

제관양식

준 와타나베,

토쿄제실박물관,

1937

1930년대 ‘일본 취미’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관양식의 홍보를 위한 설계공모에서 채택한 철근콘크리트조에 기와지붕을

얹는 절충주의적 방식이다.

일본공작연맹

수테미 호리구치,

보라색안개의 집

1926

일본의 전통다실은 소박한 재료의 자유스런 조합에 의해 특징지어짐으로써 단순성과 경량성 등 모더니즘과 많은 공통

된 요소가 있다는 논리에 의해, 모던디자인과 소안(そうあん,草庵)스타일의 다실을 조합한 단순한 디자인으로, 호리구

치의 작품은 모사적 절충주의의 민족주의 건축에 대한 비판으로 제안되었다.17)

근대스키야

이소야 요시다,

기다무라 주택,

1963

중앙의 정원과 다실을 둘러싼 콘크리트 건물에 일본식 방과 서양식 방이 맹장지로 나누어져 공존한다. 한 층 레벨이

낮은 서양식 방 부분이 위화감 없이 자연스럽게 접촉하게 하여 전통에서 출발, 이질적인 것이 병존하면서 새로운 것

과 옛것, 일본과 서양이 조화를 이룬다.18)

신일본양식

요시무라 쥰조,

카루이자와 주택,

1962

형태적 간소함, 소재의 특성 등 전통민가에서 응용한 소주택으로, 콘크리트 유틸리티 위에 목조주거를 얹힌 구성이다.

지면으로부터 상승한 구조에 의해 프라이버시와 경관을 동시에 취할 수 있다.

세이케 키요시,

사이토주택, 1952

전통 신텐츠쿠리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동가능한 다다미인 엔다이(錄台, 평상의 일종)를 사용함으로써, 미분화, 무한정

의 공간을 둔 성격을 부여하여 현대적인 동시에 일본적 표현을 도입19)했다.

Structuralism

겐조 단게,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1955

히로시마의 원폭피해에 대한 아픔을 기념하는 기념관으로, 침전조, 계리궁, 이세신궁 등의 전통에 기초를 두고, 철근콘

크리트 기둥, 보, 난간 등, 전통을 추상화함으로써 서구와 일본을 융합하고자 했다. 전후 일본건축과 도시계획의 출발

점을 의미하는 건물로서, 기념단지의 마스터플랜은 일본전통을 서구의 형식과 접목하고 건축을 도시계획과 연계한 점

에서 메타볼리즘에 영향을 주었다.

겐조 단게, 요요기

국립 올림픽 스타

디움, 1964

육체의 장소를 넘어 정신의 장소를 추구한 형이상학적 미학의 건축이다.20) 양식이 아닌 원리로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강조한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가장 일본적인 건축으로서, 겐조 단게는 전통이란 화두에 대해 “전통이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이지만 그 결과물에서는 그 존재를 찾아볼 수 없다.” 는 철학으로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가장 일본적인

건축공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Metabolism

키쇼 쿠로가와, 카

루이자와 캡슐하우

스, 1974

하이테크와 일본의 문화적 전통을 통합하고자 하는 메타볼리즘 강령에 따라, 유닛 캡슐의 유동성을 실증하고 프리패

브 유닛에 다실 내부공간을 재창조했다. 수직적 서비스 코어에 고정된 교체가능한 유닛을 부착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본전통의 장소를 만드는 장치인 독립된 기둥(나무)으로 돌아감으로써, 이것은 일반적 기둥이 아닌 '살아있

는 나무'로의 인식이다. 구조적 요소는 영원한 요소인 나무로, 주거유닛은 일시적 요소인 나뭇잎들-떨어지고 한 때의

필요에 의해 새로 교체되는-로 유추된다.

Urbanism

가즈오 시노하라,

이토시마 주택,

1976

시노하라는 건축과 도시의 관계에 대해 해석하여 주거에 접목, 일본 전통개념을 추상화시켜 건축공간과 자연의 컨텍스트

를 연결하는 전통적 장치를 사용했다. 이 주거는 건물에 접근하는 요소로서 '차경'을 위한 프레임이 구축됨으로써, 입

구에 접근함에 따라 주거와 섬 사이의 공간의 깊이는 점점 드러나게 된다. 이것은 단지 경관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아

닌, 섬은 집과 거주자에게 정신적 지주로 작용함으로써 세상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인식하게하고 또한 장소에 대한 소

속감을 만들어 주는 장치-자연경관 속 으뜸의 장소-가 된다.

Minimal

다다오 안도,

물의 교회, 1988

전체평면은 인공호수를 마주한 겹쳐진 두 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하늘 아래 4개의 십자가가 서 있다. 강한 직사

광과 부드러운 간접광이 섞이면서 빛의 미묘한 대립은 공간에 엄숙함을 부여하며, 태양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위치

를 드러내어 시간의 경과를 의식적으로 지시하도록 계획되었다. 곡선의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면 암청색의 호수와 십

자가가 나타난다. 수평선은 땅과 하늘을 성스러운 곳과 세속적인 곳으로 나눈다. 포착된 자연경관은 순간순간 그 모습

이 변화하며, 이러한 이행에서 방문객들은 자연의 현재와 성스러움을 경험한다.21) 엄격함과 내적성찰의 영감을 표현한

‘스키야’ 정신 구현을 통한 일본 전통의 현대적 결정체로서, 노출콘크리트는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거대한 바위

- 원초의 신사(神社)-처럼 자연과 스스럼없이 어울린다.

다다오 안도,

베네세 하우스,

1992

안도가 나오시마의 산비탈에 베네세 하우스를 짓는 방식은 자연환경에 대한 경의와 건축을 대지에 접합하고자 하는 그

의 의도를 나타낸다. 기하학적 어휘의 엄격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자연의 거부'라는 모더니즘의 특성을 찾아볼 수

가 없다.22) 베네세의 타원공간(ovals)은 변화하는 자연현상을 담는 수동적 캔버스로서 시간과 삶 그 자체를 공간 속으로

안내한다. 건축은 조용히 남아서 자연을 빛과 바람에 맡겨 두어야하는 것으로, 자연-빛, 바람, 물-을 기하학적이고 정돈된

건축 내부로 끌어들여 그것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기상의 변화는 건축의 조건을 순간순간 변하게 함으로써 이것

은 일시적이거나 지나가는 시간의 감각, 장소의 느낌이 공간경험의 일부로서의 구성을 창조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다다오 안도,

분묘박물관,

1992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분묘박물관으로, 후타고주카(Futogo-zuka)-그 형태와

세팅의 아름다움으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하며 가장 큰 무덤-와 8개의 분묘군 근처에 위치한다. 전체적으로 고분군의

대지를 훼손하지 않고 유물과 내부공간을 전시하는 것을 의도하며 계획되었다. 박물관은 분묘들과 그 주위를 볼 수

있도록 상승된 플랫폼 형태로, 구조는 후타고주카의 고분내부구조의 형태 그대로 반복됨으로써, 박물관 내부에서 유물

들은 무덤에 놓여있던 방식 그대로 전시된다. 걸어서 박물관에 접근하는 동안 관람객들은 무성한 숲을 통과하게 되는

데, 이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이행과 경계를 상징한다.23) 이 때 사람들은 두 개의 전통, 조몬과 야요이가 충돌하여 전

통과 반전통의 변증법적 ‘합’이 창조되는 감성을 느끼게 된다.

Ephemeral

토요 이토,

바람의 탑, 1986

스크린 표피의 자기감응적 디자인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의해 변화하는 이미지로서, 시간

과 환경요인을 건축물에 끌어들임으로서 유기체적 매체로서 도시와 함께 변화하고 살아있는 역동적인 ‘Ephemeral

Architecture’ 실현이다. 고정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출현하고 사라지는 '히'로 충만하여, '히'의 움직임처럼 깜박이고 유동

하는 일시적 도시공간의 은유이다.

토요 이토,

노마드 레스토랑,

1986

잠시 비어있는 대지를 이용하는 방편의 값싸고 쉽게 해체할 수 있는 일시적 공간으로, 어두운 천장 위로 떠도는 메탈

캐노피는 도시를 스쳐가는 사람들로 번잡한 환락가로서의 도쿄 롯폰기 이미지의 외적 은유이다. 부유하는 듯한 천장

의 펀칭메탈 판들은 하늘의 별들처럼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도시라는 사막에 설치되는 일시적인 텐트라는 의미로, 이

는 노마드(Nomad)라는 레스토랑 이름에서 유추된다.

Ecological

시게루 반,

하네기숲 아파트,

1997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 대지의 수목군을 보존하기 위해 수목을 건축적 플랜에 통합시킨 아이디어로서, 건조환경과 통합되는

자연의 질서를 추구하는 일본의 전통적 개념이다. 이곳의 주민들은 이러한 플랜이 지역의 ‘카미’를 달래서 살기에 상서로운

곳으로 만든다고 믿음으로써, 이는 대지의 특성을 정확히 읽어내는 초지역적 문화성과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Paper

Architecture

시게루 반,

종이의 집, 1995

110개의 종이튜브로 구성된 S-자형 구성은 내외부를 종이의 집으로 한정한다. 종이튜브를 구조체로 사용한 최초의 건축

물로서, 10개의 튜브가 수직적 구조체로서 사용되었고, 커다란 원형의 공간을 둘러싸는 80개의 종이튜브는 구조체가 아

닌 스크린으로 작용한다. 1,2m지름의 프리스탠딩 종이튜브는 욕실을 감싸고 있으며, 공간이 열리면 종이튜브 콜로네이

드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지붕은 시각적으로 강조되어서 내부공간과 외부테라스 사이에 공간적 연속성이 창조된다.24)

시게루 반,

난민대피소, 2011

대지진에 의한 피해난민들에게 전체를 수용하면서도 각각의 프라이버시가 가능하도록 종이기둥을 소재로 칸막이를 만

드는 계획이다. 격자형구획, 끝없이 연결될 수 있는 미완결성, 연결과 분리의 적응성, 개폐의 일시성 등, 일본 전통공간

구성 원리의 내재적 적용이다. 계리궁의 후스마<그림 6>를 연상시킨다.

<표 1> 일본의 전통공간디자인의 기계적 무의식의 함의성(含意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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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se

Architecture

켄고 쿠마,

키타카미 운하미술

관, 1999

키타카미 운하와 키타카미 강이 만나는 지점에 휴양공간을 겸한 운하미술관으로 건물전체는 지하에 파묻힌 형태를 취

하고 있다. 운하가 자연과 인공물을 이어주듯 이 미술관도 자연과 인공물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건축과 풍경,

건축과 인프라의 경계선이 모호해진다. 건축의 존재를 지우고 빼어난 자연경관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풍경의 소리에 귀

를 기울이는 ‘Erase Architecture’의 실현이다.

켄고 쿠마,

석조미술관, 2000

“돌은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매스로 인식되나, 기후나 열의 효과로 인해 그것은 토양으로 변한다. 이 프로젝트는 이와 같은 일

시적 질(質)-본질적 약합-을 구현하는 동일한 일시적 특성을 갖도록 했다.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변한다. 이 공간은 모든 재료

의 이러한 공통적 원리를 기념하기 위한 방식으로 창조했다.”25)라는 켄고 쿠마의 작품설명에서 보듯, 켄고 쿠마의 재료사용은

일본 특유의 장인정신에 근거하여 지역적 재료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디테일로 처리함으로써 자연과 인공의 다의적 물질성을

살려내어 지역과 일체화 시킨다.

Paramodern
슈에이 엔도,

효고주택, 1998

즉물적 구조체로서, 재료는 구조가 되고 지붕이 되고 마감이 됨으로써 끝없이 이어지는 순환적 형태인 뫼비우스 고리

와도 같다. 연속적인 선의 궤적과 다차원의 곡면의 틈 사이로 만들어지는 공간에 의한 부유하는 이미지와 함께 사람의

움직임, 시간에 따른 빛의 움직임이 에너지로 응축되어 시적인 공간이 연출되며, 철의 혼으로 마감재를 거부함으로써

물성의 내적구조-본성적 패턴-를 표현한다.

Idiosyncratic

테루노부 후지모리,

테츠 다실, 2005

대지를 둘러싼 벚나무 속에 놓인 한 그루의 노송나무를 지지체로 하여 건축물의 척추역할을 함으로써 4m높이에 올려 놓

인 구조로서, 한 개의 나무줄기와 다실은 지진과 태풍에 순응하여 지지체가 둘일 경우 서로 달리 흔들림에 의해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전통다실의 내적 지향성 보다는 만개한 벚꽃의 조망을 위한 공간으로서, 철학자이자 다도명인

인 타니카와 테츠조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서 지어진 다실이다.26) 독특한 형태의 나무줄기는 스키야 양식의 자연주의적

토코바시라(床柱)를 연상케 하며, 내부공간 밖으로 튀어나온 토코바시라와 건물의 비일상적 조합은 ‘스키(数寄)’에 담긴

‘기이한' 감각을 더욱 독특하게 발한다. 다실은 마치 거대한 나무에 묶여진 시메나와처럼, 이곳이 신성한 장소임을 표명

하는 일본 전통관념의 직설적 표현이기도 하다.

테루노부 후지모리,

삼나무 집, 2007

부패와 해충피해로부터 80년간 나무를 보호하는 원시적 방식의 일본전통기법인 태운 삼나무 판재로 덮인 이집은 건축

적 감성과 함께 장난스러운 실험과 정교한 공예로서 기이한 현대적 느낌을 준다.

Interface

에드워드 스즈키,

시모가모 하우스,

2011

‘그린’존으로 둘러싸인 주변환경에 대하여 외부에 사용된 반투명한 유리소재는 전통 ‘쇼지’의 감각을 부여하여 자연을

담는 스크린의 기능을 한다. 일본전통주거의 특성인 작은 정원을 적용하고 실내의 식물들과 외벽을 대나무로 공간을

분리하였으며, 내부공간은 ‘후스마’의 현대적 적용으로 프라이버시와 동시에 공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더 넓은 범주의

전통-인간-자연 개념을 성취하고 있다.

⑵ 자연성과 본성적 패턴

‘스키(数寄)’의 개념은 비일상적이고 특이한 ‘예술적

기이함’에 기반을 두었다. 이것은 스키야(数寄屋) 양식에

있는 토코바시라(とこばしら,

床柱)의 독특한 자연형태의 나

무줄기가 전형적인 사례이다.

시중은(市中隱)이라 불리는 사

회적 규범에서 동떨어진 세계로

서 의도된 몽상적 공간으로서

스키야는 이러한 개인 취향적 <그림 9> 스키야 토코바시라27)

요소에 의해 고안되었다.

“다도(茶道)에 대한 센리큐(千利休)의 관점은 취향에

야요이 전통의 미학적 규범은 역동적 흐름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방지한다. 카츠라에서 전통과 창조의 변증법은 실현된다. 카츠라

궁이 지어졌을 때 두 개의 전통 조몬과 야요이는 최초로 충돌했

다. 그것들이 충돌할 때 문화적 형식주의는 생동하는 에너지와 만

나, 그들의 창조성을 드러내는 조합은 전통과 반전통의 변증법적

‘합’이 된다.” Arata Isozaki, Japan-ness in Architecture, op. cit.,

pp.40-41

17) Arata Isozaki, Japan-ness in Architecture, op. cit., p.11 참조

18) 스즈끼 히로유끼, 日本의 現代建築, 윤광진 역, 대건사, 2005, p.34

19) 하즈다 토오루, 모방과 창조의 공간사, 김동영·조극래 공역, 보문

당, 2003, p.204참조

20) 김석철, 단게 건조, 건설저널, 2001.11, p.86

21) EL croqui, Tadao Ando, 1983-2000(CRX 44＋58＋R), extended

edition, p.110, 115, 116

22) Jodidio Philip, Tadao ando at Naoshima: art architecture nature,

New York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2005, p.18, p.97

23) EL croqui, op. cit., pp.324-325

24) http://www.shigerubanarchitects.com 참조

25)Arata Isozaki, The Contemporary Tea House, Tokyo; New York

:Kodansha International, 2007, pp.102-104

26) Arata Isozaki, The Contemporary Tea House, op. cit., p.118, 120

27) Kevin Nute, op. cit., p.99

있어 모두를 귀족으로 만듦으로써 동방의 진정한 민주

정신을 표현했다.”고 일본의 예술사가 오카쿠라 카쿠조

(岡倉覺三)가 말했듯이, 미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도의

와비형태는 센리큐가 궁극적 가치를 두었던 ‘개인주의적

표현’에 공헌되었다.28) 스키야는 귀족주의와 연관되어

고도의 세련된 방식의 간소함에 기초한다. 연극적 연출

방식으로 구축된 속세와는 구별되는 성스러운 장소로서,

다도의 기본정신인 화(和)·경(敬)·청(淸)·적(寂)을 최소단

위의 공간에 구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실의 가장 존

중되는 형식은 절제와 불규칙성 그자체로서의 불완전성

이다. 가공되지 않은 나무줄기, 흙벽의 마감, 부분들의

비대칭성은 불완전함을 정신적으로 완성하는 것으로 이

해된다. 이것은 형태의 불완전성과 함께 관찰자의 능동

적 참여를 요구함으로써 예술 감상의 내적 공감은 상호

교감에 비롯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4. 일본전통공간디자인의 분열분석지도

그리기

4.1. 일본전통공간디자인의 기계적 무의식

일본의 철학자 미끼 기요시(三木淸)에 의하면 “....전통

은 객관적인 형태로서 존재함과 함께 주체적으로 사회적

신체로서 존재한다. 전통은 초월적인 동시에 내재적인 것

이다. 신체 안에 잠긴 전통은 다만 우리들의 창조를 통해

서만 새로운 형태의 형성으로 부활할 수 있다. 창조는 전

통을 살릴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이다.”29) 라고 했다.
28) Kevin Nute, op. cit., p.100 참조

29) 권영걸, 한중일의 공간조영, 국제, 2006,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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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양식 개념 전략

제관양식

화혼양재(和魂洋才), 일본의 정신과 서양의 기술을

통하여 새로운 일본건축양식을 창조하고자 함으로

써, 서구의 기법으로 일본고대전통양식 재현. 1920

년대 국회의사당 설계와 관련, 사원건축에서 비롯

된 대륙적 건축형태를 인용한 절충주의적 방식으

로, 1920-30년대 민족국가로서 일본을 표상하는

‘일본취미’ 혹은 ‘동양취미’의 대표적 양식.

동양적 취향으로의 전환을 기술적으로 시험하고 국

가 개념으로 파악하려는 의도로서, 국가주도의 민족

을 상징하는 닫혀진 전통을 강화하여, 서구문명의

수입과 폐쇄된 형태로 이루어진 전통해석. 이런 상

황은 1930년대 말 군국화 경향으로 인해 동경제실박

물관 현상설계에서 더욱 왜곡됨.

건축을 문명사적 흐름에서 파생된 것으로서가 아

닌 기술적인 측면으로 파악하여 전통의 모티브를

'상징'으로 차용, 새로운 절충주의에 적응하는 민족

주의적 전략으로 일본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새로

운 양식으로 재창조.

신일본양식

구조재를 마감재로 사용, 개방적 실내, 쇼지의 사

용 등 가변적 간소함을 중시하여 현대적인 동시에

일본적 표현을 도입한 주택 중심의 양식.

195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전통건축의 재

평가에 의해 전통민가를 소재로 소주택에 시도.

모더니즘을 표방하면서 스키야, 민가 등, 일본전통

건축의 요소로 전통의 폭을 넓힘.

근대스키야

단순성의 심오함과 같이 표면의 피상적 의미를 초

월해서 불교의 ‘공(空)’, 노자사상의 '허(虛)'와 같은

개념을 내포, 석정과 일본고유의 다실풍 전통건축

공간의 축소지향의 간결의 미의식에 근거하여 다

실이나 주택에 사용된 양식.

이소야 요시다가 ‘오랜 역사를 지닌 지역성을 가지는

전통건축은 훌륭함을 지님으로써 일본 전통건축공간

역시 세계로 뻗어나갈 가치가 있으므로 근대적인 것과

민족적인 것이 통합의 길을 걸어야 함’을 주장함으로

써, 50년대의 일본 주체성 확립문제와 일본전통에 대한

서구의 관심에 의해 전통표현문제에 직접적 원인 제공.

1기 근대스키야(1930-40: 전통건축의 근대화), 2기

근대스키야(1950-1960: 근대건축의 전통화)로 구분

되며, 일본적인 것을 넘어 민족적인 것으로 규정

하고자 한 ‘양식의 문제가 아닌 구축(construction)’

이라는 창작방법론의 관점으로 해석함으로써, 합

리주의사고와 일본적 표현을 절충함.

Erase

Architecture

시각적 소거-‘마(間)’로서의 비움, ‘엔(縁)’으로서의

상호침투, 목재 특유의 경량성과 선형성, 전통적

재료의 입자화, 투명디자인과 소재의 결합-등을 통

해 표면적 차원을 넘어 ‘형식의 구축(construction of

the forms)’ 과정으로 확대.

자연에 대한 순응과 경외심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정서과 미의식으로 자연과 융합하는 천인합일의 사

상의 개념적 표현으로, 일본고유의 전통성을 재해석

한 ‘Erase Architecture’ 실현.

일본전통공간의 토속적·자연적 형태에 기능주의를

부여, 사회학적 의미로써 일본과 서구의 대립구도

로서 귀결. 일본 전통의 지역적 재료의 다양성, 장

소의 의미를 고려한 공간의 개방성을 통해 전통

과 현대를 접목하는 공간과 재료의 구축.

Idiosyncratic

일본고대전통의 건축적 감성과 공예기술전통을 현

대적 기이함과 조합한 정교한 공예로서의 실험적

작품구성으로, 일본 전통가변식 다다미 오픈플랜,

부재의 공예적 조작을 통해 산업화의 이미지를 소

거한 표현주의적 양식.

20세기의 생태적 공간디자인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자연에서 나와 자연과 어우러지는 영감에 의해 토

착적이고 원시적인 감성을 자연과의 조화라는 주제

로 실현, 가장 자연스럽고 지역에 대응하는 버네큘

라에 근거한 지역적 생태주의.

스키(数寄)의 ‘비일상적’, ‘기이한’ 감각에 기반을

둔 재료의 내적구조와 본성적 패턴 및 화산석, 목

재, 골풀, 대나무, 진흙 등 전통자연재료의 지역적

기법사용을 통한 자연친화적 전략.

Interface

스즈키의 ‘인터페이스’는 밖와 안의 중간 영역을

의미하는 말로서, 엔(縁)’의 개념에 따른 내부와 외

부 공간을 연결/ 분리하는 스크린을 이용한 일종의

모듈화된 양식.

에디즈하우스로 대표되는 스즈키의 ‘인터페이스’는

일본전통 목조주택의 개념에 의해 심플＆베이식의

노선을 따라 기술과 디자인으로 유토피아를 실현하

는 대량생산이 가능한 공업화 주택을 개념화함.

빛과 바람, 초록을 즐길 수 있는 개방감 있는 내

부공간, 도시 안에서도 자연이나 계절의 변화를

항상 가깝게 두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모든

플랜이 개방감이 있는 공간을 적용.

<표 2> 생성분열분석

<그림 10> 일본 전통공간디자인 추상기계의 좌표(언표배치의 개념적 지도)

이 그림은 192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의 건축적 경향과 흐름에 관한 기호학적 지도인 찰스 젠크스(Charles Jencks)의 '진화의 나무'에서 시대적 관련사항을 발췌(흑색, 영문)

하여 바탕에 놓고, 그 위에 일본의 전통지도(적색)를 그림으로써 세계적 흐름과의 관련성과 함께 제시된 개념도이다.

전통공간디자인은 오랜 세월을 거쳐 이루어진 전통양

식과 하나의 예술가적 정신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양식

-기존양식과 새로운 정신이 충돌해서 새로이 탄생하는

변증법적 ‘합’-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 전통공간디자인의 신체적 물질성은 사용된 수단들

의 전체가 아니라 극복된 장애물의 전체이다. 하나의 양

식은 일정한 특성들을 소유하는 것 아니라 그것들을 강

화하는 경향에 의해서 정의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양식

은 유기체로서 해부학적 요소들의 집합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의 전통공간에서 근현대로 지속되는

개념적 속성을 ‘기계적 무의식’-현실의 다양한 수준을 횡

단, 지층들을 해체하거나 조립하여 탈영토하고 재영토화

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자기생산의 심층구조와 기

원-으로 파악하여, 일본의 전통공간디자인을 기계적 무

의식과 자율적인 주체(개인 또는 집단)의 생산이라는 정

신적 관점에서 그 의미구조를 고찰한다. <표 1>

4.2. 추상기계의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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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양식 개념 전략

일본공작

연맹

형태의 문제로서 신사, 주거, 다실 등 순수한 일본

적 형태적 모티브와 함께 조형정신 추구하여 평면

구조의 간소함, 소박함, 명쾌함, 무장식성, 주위경

관과의 조화 등을 추구함으로써, 합리적 사고, 서

구적 시각에 의해 새롭게 정리된 근대화된 일본건

축양식으로-재료의 노출, 장식적 디테일의 제거,

이동가능한 파티션 벽체, 직교배열구성 등-디테일

의 단순성을 추구함.

비엔나 분리파와 아르누보의 영향과 바우하우스와

톡일공작연맹과의 접촉을 통해 일본공작연맹 '코

사쿠 분카렌마이'로 탄생30)하여, 30년대 정치적 긴

장과 경제적 불황 등 사회적 경향에 의해 서구 합

리주의 건축과 일본적 표현을 탐구, 근대의 개념을

이데올로기와의 관계로 봄으로써, 30년대 사회의

국수화 경향과 더불어 파시즘적 분위기로 천황을

중심으로 한 일본 국력표현의 상징적 역할을 함.

국수주의적 경향으로 제관양식을 옹호하는 절충주

의에 대해 저항하고, 모던디자인 방식으로 일본성

을 표현. 일본 전통건축양식은 소박하며 이것은 곧

근대건축의 단순미와 통한다는 주장으로 서구의 합

리주의(기능주의) 건축정신에 입각한 일본적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건축요소로 표현31)-합리적 디자인과

표준화가 사회적 이익을 낳는다는 독일공작연맹의

새로운 산업규범으로서의 표준화전략과 연계함.

구조주의

일본 전통공간의 모듈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룬 공간의 전형화로서, 근대건축의 기능과 일본

전통건축의 융통성과의 결합, 서구의 모듈시스템에

일본목조건축의 모듈을 적용함으로써 일본식 국제

양식을 창조. 주체성과 민족의식에 의한 창작 프로

세스로서의 전통표현으로 근대적 기능과 신소재를

일본전통시스템에 적용하는 공공건축의 이론적 모

델이 됨.

2차대전 이후의 정치적 안정에 기초한 경제성장의

에너지와 전쟁패망에 대한 민족정체성 문제가 사

회적 이슈로 등장, 일본의 주권회복 문제로 전개

되면서, 일본전통과 현대문명을 어우른 세계의 건

축을 만들고자 하는 이념아래 역사 속에서 전통을

찾는 것이 아닌 현재라는 시점에 일본을 위치시켜

서구와 아시아라는 대립적 구도가 아닌, 상대화된

시스템으로 보편적인 것을 지향.

기능주의를 포괄하는 디자인방법론으로, 건축이

도시의 부분이 아닌 도시의 축도인 것을 의도함으

로써 도쿄계획 1960 을 통하여 건축과 도시 모두

를 포괄하는 구조주의적 접근을 통해 끊임없는 변

화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형식을 제안, 이것은 개

인의 자유와 공공의 질서라는 민주주의 원리로부

터 이끌어진 발상으로32), 일본전통의 내적 원리와

연계함.

Metabolism

공간에 명확히 기능이 규정되는 서양의 정적 표현

과는 달리 동적이고 변화하는 경험을 유도하는 전

통공간개념을 수용, 방법론에서 유기적 생명체인

식물의 구성체계 등-코어와 실의 관계를 나무줄기

와 나뭇잎의 관계-에서 유추, 도시·교통·건축의 유

기적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코어시스템이나 필로

티, 인공지반 같은 건축어휘로 구성.

일본의 전통사상에 기초한 불교적 신비주의와 서

양의 현대건축을 혼합한 독립적인 사상과 이론-

신진대사(메타볼리즘)-을 기반으로, 도시와 건축공

간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인간의 생명력이란 점에

입각하여 건축이나 도시를 건축적 요소의 성장,

변화, 융통성 등 상호관계와 집단적 형태라는 개

념에 의거, ‘성장과 진행하는 과정’으로 봄.

1950년대 격렬한 전통논쟁의 산물로서 ‘일본대 서

양’이라는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보다 국제적인 담

론을 확립하고자 하는 Global Architecture로서의

일본전통을 추구, 일본 전통건축의 토속적인 자연

적 형태에 기능주의를 적용, 일본의 독자적 건축

이론으로 발전시켜 전통과 하이테크의 문제를 갈

등이 아닌 화해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

Minimal

일본 전통의 현대적 해석으로서 일본의 자연관과

공간관을 기반으로 모더니즘의 정신을 수정계승한

극단의 추상, '마(間)'에 의해 연결되고 자립하는 일

본 다다미의 수평적 확장을 모듈화된 콘크리트 입

면으로 입체화시키는 재료의 진정성, 빛과 공간을

감싸는 순수한 기하학적 완결성을 양식화함.

일본 고유의 ‘스키야’ 정신, 즉 극한까지 간소화하

려는 간결의 관념론에 근거하여 복잡한 형태는 단

순성을 담지 못하지만 단순한 볼륨들은 모든 복합

성을 수용할 수 있음을 만법귀일(萬法歸一)의 추

상어휘로 진정한 리얼리티를 찾고자 하는 비판적

지역주의의 대표성을 정의.

근대의 미학과 미니멀리즘의 공간적 해석에 의해 추상

적 형식으로 표현, 어휘들은 최소한의 잔재만 갖는 기

하단위로 환원되어 건축의 본질을 형태의 조작이 아닌

공간의 구축이자 장소의 설정으로, 이 장소가 영감의

원천임을 말함으로써 지역성과 장소성에 근거한 현대적

감각으로 빛과 어우러진 기하학적 구성을 구축함.

Ephemeral

Architecture

기술지향적 방식으로 하이테크적 형태와 소재사용,

상세, 의장 등에서 지역적 특성으로서 전통의 표피

적 활용, 외벽의 투명성에 의해서 주변자연환경과

의 교감을 최대한 늘리는 방식으로 지역주의 구현.

지어서 부순다는 일시적 사용을 전제하는 일본건

축공간의 고유방식, 이는 일본의 불교승려들이 말

하는 전통적인 ‘물질적 무상’의 개념과도 통하며,

일본의 현대 도시를 특성화하는 것으로, 도시가

‘유동적 계(floating world)’임을 환기함.

대립하는 두 개의 요소, 즉 '버네큘러와 '테크놀로

지'를 중첩시키려는 시도로서 테크놀로지를 숭배하

고 자연으로 환원한다는 모순된 세계를 실현,33) 미

디어건축의 물리적 빛과 순간적인 전자적 형상화

의 조합을 통해 의도적으로 ‘일시적’ 건축을 형성.

Paper

Architecture

자연재해 지역에 교회, 임시주택을 설계하기 시작

하면서(1995년 일본 고베교회 및 1999년 르완다난

민 캠프) 구체적이며 감각적으로 포착되는 물성(소

재)에 주목, 방염·방수 처리한 종이를 중첩시켜 불

과 물에 견디고 해체와 조립을 통해 분해되는 새

로운 소재와 건축구조 개발에 중점을 둔 친환경성

과 경제성에 중점을 둔 양식.

오늘날 건축공간은 영속성이 퇴색하고 있으며,

100년 전 유럽에 세운 공장들이 아시아 등으로 옮

겨갔고 다시 저개발국가로 이동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미래의 건축은 좀 더 유연하고 일시적일 필

요가 있으며, 이러한 일시성을 일본 전통건축공간

의 일시성에서 인식하여 종이와 재활용에 관한 철

학으로 그것에 적합한 공법을 개발하고 적용함.

건축 또한 이동 가능한 오브제가 될 수 있다는 전

략 하에, 일시적 사용의 일본 고유의 건축적 방법에

의거하여 해체, 조립, 운반에 용이한 가볍고 재생가

능한 종이를 사용, 촘촘히 연결된 종이튜브는 일본

의 대나무주택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으로, 속이

빈 대나무를 원형종이튜브로 유추, 전시 파빌리온

등의 일시적 건축에 사용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실현.

Paramodern

재료와 매체의 내적특성에 대한 경외로부터 추출

된 메탈의 표현적 특성에서 형태적 가능성 탐구,

물리적 구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시학적 구도의 연

속성, 연속된 선의 변화에 의한 3차원적 가능성에

의해 최대한 반구조적인 형식으로 대체하는 실험

적 성격의 양식.

일본건축의 본질적 특성인 재료의 성질에 대한 감

수성을 기초로, 근대 모던이 안고 있던 구성적 한

계-기둥, 보, 벽, 슬래브 등에 의한 정형화된 구축

과 표면적 마감-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일

상을 흡수하면서 단독적인 일상으로서의 이채로운

공간을 제공하면서 주변 환경을 설득시키고자 함.

‘실체를 비물질화하는 것’은 ‘꿈을 물질화’하는 것

이라는 현대 일본건축의 지배적 경향을 소재의 특

성을 통해 실현, 조형을 하나의 패턴이나 고정적

인 스킨으로 읽는 것이 아닌 미확정적이고 미완결

적인 유동적 스킨의 연속으로 표현.

<표 3> 변형분열분석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 및 70년

대 이후 다원주의적 구도 속에서 세계건축의 흐름에 동조한

전통의 새로운 담론들을 생산해 내면서 공간디자인의 변형과

생성을 다차원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다. 여기에서는 추상

기계의 실존양태-몰적, 분자적, 내생적 일관성-로부터 집합

적 언표배치-추상기계의 실존좌표-를 살펴본다.<그림 10>

4.3. 기계적 무의식의 분열분석

일본의 전통공간디자인은 근대화에 대한 열망과 함께

30) 에디나 베르나르, 근대미술, 김소라 역, 생각의 나무, 2004, p.46참조

31) 30년대 초 민족주의와 일본성에 대한 담론이 한창일 때, 일본공작연맹의

중심인물인 수테미 호리구치는 1932년 일본성의 측정에 대한 역사주의적

건축가들을 비난하면서 대륙으로부터 수많은 전파를 통해 들어온 불교양

식을 거부하고, 순수한 일본양식과 와요(和様)양식-외부로부터 전래되어

오랜 세월동안 일본취향과 관습에 알맞게 변형된 방식-을 선택했다.

Arata Isozaki, Japan-ness in architecture, pp.10-12 참조

32) 김석철, op. cit., pp.86-87

33) 김기수, 일본의 현대건축, 이석미디어, 2000, p.131 참조

동질화된 국가의식에 의해 '집단화된 무의식적 자아'로 권

력에 봉사하는 민족정체성에 대한 집착으로 시작된다. 이

로부터 일본이 어떻게 근대담론을 인식하고 근대와 현대사

회에서 전통을 타협의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조절했는가,

즉 변화하는 시대의 틈새에서 이항대립이 아닌 이항동체로

써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각각 어떻게 대응하며 해결해 나

갔는가를 다음의 4가지 서술범주에서 분석한다.<표 2, 표 3>

① 대상: 담론 구성체의 목록으로서, 하나의 개체 또는

공통성을 지닌 발화행위들의 그룹화

② 양식: 규범체계, 기술, 분류화의 유형, 특징화의 사

이에서 확립된 양상들

③ 개념: 하나의 담론이 정치경제적·사회적·기술적 연

쇄과정 속에서 택하여 부여한 통일성

④ 전략: 제도적 장 속에서 담론을 지배하는 법칙들이

하나의 자원을 둘러싼 경쟁에 대처하는 방법, 각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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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분열

제관양식
제국주의의 국가적 기념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양적 취향

으로의 전환을 국가 개념으로 파악하려는 절충성.

신일본양식
195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현대적인 동시에 일본적 표현

을 도입한 주택 중심의 양식.

근대스키야 불교나 노자사상의 ‘空’이나 ‘虛’와 같은 개념을 내포, 석정과 일본 고유의

다실풍 전통건축의 축소지향의 간결함에 근거하여 다실이나 주택에 사용.

Erase

Architecture

자연에 대한 순응과 경외심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정서와 미의식으

로 자연과 융합하는 천인합일의 사상의 개념적 표현.

Idiosyncratic
일본고대전통의 건축적 감성과 공예기술전통을 현대적 기이함과 조

합한 정교한 공예로서의 작품구성.

Interface
엔(縁)’의 개념에 따른 내부와 외부를 연결/ 분리할 수 있는 공간모

듈 사용에 의한 공업화 개념.

변형분열

일본공작

연맹

30년대 정치적 긴장과 경제적 불황 등 사회적 경향에 의해 서구 합리주의

건축과 일본적 표현을 탐구, 근대의 개념을 이데올로기와의 관계로 봄.

구조주의

전쟁패망에 대한 민족정체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 기술발전

과 전통인용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일본의 주권

회복 문제로 전개.

Metabolism

1960년 개최된 세계디자인 회의에서 일본의 독자적 주체가 요구됨

으로써 결성된 그룹과 이론으로, 국제적인 담론을 확립하고자 하는

Global Architecture로서의 담론.

Minimal

도시집중화 등 사회경제적인 상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의

보편성과 낮은 공사비로 큰 공간을 만드는 시대적 과업을 기하학과

모듈화라는 개념으로 일체화.

Ephemeral

Architecture

디지털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정보사회의 가속화 경향

을 사회적 속성으로 파악한 작품경향.

Paper

Architecture

기존 건축개념을 해체하고, 임시적 가설시설에 적합하도록 조립·운

반에 용이하며 친환경적이고 재생가능한 종이의 가능성에 관한 건

축적 소재의 검토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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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 게리(F. O. Gehry)의 빌바오 등 컴퓨터기술의 진보에 의한

세계적 설계방식의 변화에 의해, 특정한 장소성이나 지역색을 띠지

않는 동시에 일본특유의 적응성을 표명.

<표 4> 일본 전통공간디자인의 생성분열과 변형분열의 이행적 특이성

또는 집단의 결단 및 행동형질

5. 결론

아놀드 하우저(A. Hauser)는 그의 저서『예술사의 철학』

에서 “역사의 모든 것은 여러 개인이 이룩한 것이지만 그 개

인은 언제나 시간과 공간상으로 어느 특정한 상황에 갇혀 있

게 마련이며, 따라서 그 행동은 생래적인 능력과 상황, 양자

의 산물”이라고 했다. 또한 이 말은 역사적 산물의 변증법적

성격을 강조하는 학설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떠한 형식적 구조도 다양한 기호적 지층 위로 불쑥

나오지는 않는다. 한 시기에서 다른 시기로 넘어갈 때는

불변하는 부분과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발전의 공리계를

잠재적으로 포함한다. <표 4>로부터 일본 전통공간디자

인의 생성분열과 변형분열의 추상기계 작동은, 생성분열

은 심미적인 기계의 범주에서, 변형분열은 혁신적인 사

회기계의 범주에서 실시됨을 알 수 있다. 생성분열은 표

상의 세계를 조형하는 수준으로서 존재한다. 반면 변형

분열은 기존배치의 틀에서 이형구성요소의 발굴과 전위

성을 유도하는 실험정신을 내포한다.

하나의 가치는 또 다른 가치체계와 교류하여 새로운

요소를 발생케 함으로써 가치의 결합과 재생산이 이루어

진다. 국제적 사회체계로서의 일본은 고대 아스카로부터

일찍이 근대적 자각과 함께 역사적으로 화(和)와 불교적

융(融)의 정신으로 문화적 이질성과 갈등으로부터 동양

문화의 정수를 자신의 것으로 가꾸어 왔다.

오늘날 다도나 젠을 중국이나 한국의 것이라고 생각하

지 않는다. 이것이 문화의 기계적 무의식이다. 일본은 공

간문화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체적 프로그램을

통해 발신자로서 꾸준히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21세기 포스트 한류는 대중문화 중심을 넘어 한민족의 문

화의식이 반영된 고급예술문화로 더욱 발전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대표적인 동북아 문화군

을 이루는 일본을 세부적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일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

는 문화적 텍스트로서 전통공간디자인에서의 ‘일본성’의 논리

적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성’을 다시금 돌아 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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