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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emporary architecture has a tendency to concretely approach based on the concept of Deuleuze's 'fold'

diversity problems creating continuously potential diversities within Post-structural paradigm. Contemporary

architecture relates to human life through its relation with human being.

The research investigates through case study the possible relation of the concept of Deulezue's 'fold', one of his

concepts of 'unfolding' based on Monadology, with logic of creation that constructs a space in contemporary

architectural space. Eight contemporary architectural spaces since 1990 with architectural embodiment of

Deulezue's 'fold' concept have been selected as cases. Based on the fact that the potential possibility of a

space can be embodied by the thinking of 'fold', the research draws four physical activities such as 'properties

connection', 'beyond border', 'diversity of circulation' and 'potential opportunity', through which it studies on the

principle of actualization of space creation.

Consideration of metaphysical theory as a pre-modern and outdated one may lose a huge potentiality. Leibniz's

metaphysics can be rediscovered as a model that provides diverse potentiality. The concept of 'fold' in

Monadology needs be reconsidered because it possibly suggests a methodology that embodies through the

actualization of space the meanings underlain in contemporary architectural space.

Keywords 모나드, 사건, 주름, 펼침

Monad, Simulacre/Event, Fold, Unfolding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60년대 이후 현대 건축에서는 근대건축의 한계를 넘

어서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

도는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달과 사유체계의 변화가 영향

을 주었다.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철학이 1980년대

를 지배하였듯이 1990년대에는 질 들뢰즈/가타리(Gilles

Deuleuze/Félix Gattari)의 철학이 지배하였으며, 평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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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12년도 국민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

논문이며, 또한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

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411-J05001)

하학, 형태학, 생물학, 지리학, 복잡성 이론 등 여러 개념

이 건축사유의 지적 중심에 있었다. 특히 데리다의 해체

철학을 기반으로 한 해체주의 이후, 후기구조주의 철학

가 들뢰즈 철학의 영향을 받아 등장한 폴딩건축1), 비선

형건축 등은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현대

건축은 들뢰즈의 ‘주름’개념을 바탕으로 후기구조주의의

시대적 패러다임 안에서 잠재된 다양성을 끝없이 생성시

키며 다양성 문제에 구체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을 보인

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시대 건축들의 생성사유인 ‘주름’

개념을 이론적 바탕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현대건축공

1) 제프리 킵니스, 그렉린 등 젊은 건축가들의 저술과 프로제그트로

구성된 ‘Folding Architecture’(1993)가 출간된 이후 이러한 아방가

르드한 움직임 folding이란 용어로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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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잠재된 다양성을 더 잘 이해하고, 변화의 흐름 속

에서 지금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간에 대한 보다 명확

한 이해에 도움을 주며 앞으로 이루어져 나갈 공간디자

인의 방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현대건축 철학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했던 들뢰즈의

‘주름(fold)’개념은 라이프니츠(Leibniz)의 모나드2)론

(Monadology)이라는 형이상학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

다. 들뢰즈는 “우리는 여전히 라이프니츠적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접기, 펼치기, 다시 접기이므로.” 라는 말로

1988년에 발표한 본인의 저서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

크(LE PLI, LEIBNIZ ET LE BAROQUE)’의 끝을 맺는

다. 이 말에서도 나타나듯 그가 펼쳤던 사유의 영토들,

하나의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무한한 다양성, 일의적 존

재의 끊임없는 생성, 자연학과 형이상학의 상호 합치, 무

한히 긍정하는 철학의 정신, 오직 창조만을 최고의 활동

으로 갖는 존재의 본성 등은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에

예감되어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오늘날 ‘라이프니츠의 르네상스’3)라고 부를 정도로 그

는 고대와 중세의 초월철학과 근대의 주체철학을 동시에

극복하는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철학가로 재

조명 받고 있다. 건축 또한 그의 사유체계의 크고 작은

영향 아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 그 중에서도 ‘모나드론’은 오늘날에 있어 많은

가능성을 던져주는 모델로서 재발견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모나드론 관점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살

고 있는 세계가 어떠한 공간인지, 그 안에서 세계와는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 구축되는 공간은 무엇을 표상

하는지 등의 모색을 통하여 형이상학이 현대건축공간에

잠재된 가능성의 실현에 어떤 의의를 주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현대건축공간은 인간과의 관계 맺기를 통하여 삶과 맞

닿아 있다. 급변하는 현대건축공간의 상황을 더 잘 이해

하고, 앞으로 필요로 하는 공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

해와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건, 즉 삶을 바탕으로

하는 모나드의 철학적 사유를 빌어와 삶의 의미 구현의

방법으로서 공간의 잠재성이 펼침으로 구현될 수 있음에

근거를 두고, 공간을 구축하는 생성의 논리로 관계 맺을

수 있음을 사례로서 알아본다.

2) 모나드란 원래 수학상의 용어로 ‘하나’를 뜻하는 그리스어 모나스

(monas)에서 유래했다. 라이프니츠는 철학적인 용어로 사용하여,

모든 존재의 기본으로서 단순하고 불가분한 실체를 모나드라 이름

붙였다. 모나드는 원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넓이나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무엇으로도 나눌 수 없는 궁극적인 것이다.

3) 20세기 후반에는 구조주의 발흥과 나란히 ‘라이프니츠’ 르네상스가

일어났다. 특히 철학적으로는 세르와 들뢰즈의 힘이 컸으며, 건축,

회화, 음악 등에서의 바로크 예술의 부활이 있었다.

본 연구는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에 나타난 특성을 먼

저 살펴봄으로써 모나드론의 ‘주름’개념이 사건의 존재론

적 배경 및 존재론적 방식임을 밝힌다. 다음으로 공간에

잠재된 다양성과 사건 개념이 새롭게 부각되는 현대건축

공간을 ‘펼침’의 사유를 중심으로 모나드론의 성질에서

분석한 네 가지 물질적 운동이 공간의 잠재적 가능성으

로 현실화됨을 분석한다. 1990년대 이후 들뢰즈의 ‘주름

(fold)'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주름 잡힌 형태의 ‘폴딩

(folding)건축'이 나타나기 시작4)하였음을 배경으로, 주름

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1990년대 이후의 현대

건축공간을 연구의 범위로 정하였다.

2. 모나드론의 이론적 고찰

2.1. 모나드론의 형성 배경

개체로서 모나드의 개념은 라이프니츠(1646～1716)로

부터 출발했다. 17세기는 르네상스를 거쳐 새 과학의 태

동과 더불어 근대가 시작된 역사적 전환기였다. 베이컨,

데카르트, 스피노자와 같은 철학자들의 등장으로 근대철

학의 단초가 완성되었고, 근대자연과학의 탄생과 기계주

의적 자연철학의 대두로 유럽사회는 전반적으로 근대적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다. 과거의 사유와 근대를

여는 새로운 사유 체계가 서로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

는, 마치 형이상학의 전장(戰場)과도 같은 지적 혼란기였

다.5)

근대 철학과 과학의 출발점이자 스콜라 철학의 종점이

라고도 할 수 있는 사상의 격변기에 라이프니츠는 아리

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형이상학과 스콜라 철학, 그리고

근대 철학과 과학을 함께 수용하고 결합하면서 새로운

형이상학적 세계를 구축했다. 데카르트 철학과 유물론에

반대하고 이 양자를 조화시켜 이원론을 극복하려 했던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의 ‘기계론적’6)사유를 설명하기 위

하여 힘의 개념을 가져온다. 힘은 기계론적 세계관이 가

져온 운동의 개념을 위치이동으로 환원시킨 것이다. 라

이프니츠 철학을 복수성, 힘, 주름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세계는 복수적이고, 살아있으며 힘을 내포한 무한한 누

층구조로 되어있다.7) 물질의 본질인 실체는 세계의 중심

에 있으며, 바로 모나드인 것이다.

4) 임동연 임창복, 들뢰즈의 ‘사건’을 중심으로 한 ‘폴딩건축’의 해석에

관한 연구, 대학건축학회논문집 252호, 2009

5) 칸트는 17세기를 형이상학의 전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적 혼란기

라고 표현했다. 김국태, 철학과 현실.17, 철학문화연구소, 1993,

pp.105-122,

6) 공간만으로 우주의 모든 것을 보려는 사유로서 세계는 기계이고

그 기계를 움직이는 것이 신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물리학의 크기,

모양, 위치, 이동만을 필요로 하게 된다. 즉 데카르트의 사유는 모

든 것이 투명하고 추상적인 기하학이 완성되는 세계로 본다. 이정

우, 접힘과 펼쳐짐, 기획출판 거름, 2000, p.30

7) 이정우, 접힘과 펼쳐짐, 기획출판 거름, 2000,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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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모나드의 주름

2.2. 모나드론의 사유구조와 특성

물질의 형상에 관한 한 원자론8)에 의하면 더 이상 분

할 할 수 없는 최소단위로 원자를 지칭하고 있다.

<그림 1> 원자론

원자들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주관적 구성물

이 아니라 현실적 실재로 여겨진다. 또 모든 변화는 원

자배열의 변화로 환원된다. 이 점에서 원자론은 보통 실

재론적· 기계론적 세계관과 결부된다. 이렇듯 실체를 연

장된 물질이나 불활성(不活性)의 물질로 간주함이 당시

사상의 주류였다면, 라이프니츠는 실체를 비물질적, 비공

간적 힘으로 이루어진 생명력 있는 역동적 활동으로 보

았다.

<그림 2> 실체적 힘으로서 모나드의 다섯 가지 특성

그에게는 공간과 시간마저도 현상적 사물들에 불과할

뿐 참된 실체는 아니었다. 그는 궁극적인 실체를 모나드

(單子, monad)라고 불렀으며,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활동이나 힘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모든 물체들

의 본질적인 성격은 힘이라고 주장하였다.9)

<그림 3> 현실에서 표상된 근본과 본질로서의 모나드 
그는 데카르트가 물질이라는 실체개념을 독립된 자족

적 어떤 것으로 가정하고 그 속성을 다만 연장, 혹은 면

적으로 규정하여 거기서 활동하는 힘의 개념을 배제해버

리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10) 원자도 물질이라면

8) “원자론”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timeline.britannica.co.kr/bol/topic.asp?mtt_id=71120>

9) William S. Sahakian, 서양철학사, 권순홍, 문예출판사, 1991, p.196

10)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의 운동량 보존법칙에 반론을 제기하며, 속

무한히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은 옳지 않다고 주

장하고 더 이상 쪼개 질 수 없으면서 실재성을 갖는 점

이란 결국 모나드라 주장한다.11)

2.3. 주름과 미세지각

라이프니츠의 세계는 무한히 접

힌, 주름의 세계이다. 탄성의 문제

는 주름의 탄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는 원자론에서의 탄성

운동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연

속성의 원리’12)로서, 모든 물체는

그 안에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 안에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무한한 중첩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한다. 세계는

연속과 불연속의 계기를 포함한 무한히 많은 다른 부분

들을 담고 있는 하나의 개체인 것이다.13) 연속성의 원리

에 따라 무의식과 의식의 상태 사이에는 연속 불가능한

단절이란 존재하지 않고, 지각은 이미 무의식 상태로서

도 발생한다.14) 지각이란 명료하지 않은 상태까지 연속

적으로 이어지며 그것이 극히 미세하여 우리에게 의식되

지 못한 상태를 ‘미세지각’15)이라고 한다. 미세지각은 이

미 무의식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모나드의 근원적 지각으로 무의식적 세계 산출과정을 의

미한다. 즉 명료한 인식을 못한다 해도 세계를 지각하며

세계와 관계함을 말한다.

<그림 5> 미세지각

2.4. 사건의 접힙과 펼침

들뢰즈 철학의 중심에는 사건16)의 철학이 있으며 주

도와 속력을 구분하지 못했다고 비난한다. 보존되는 것은 운동량

이 아닌 힘이라고 지적한다. 이정우, 접힘과 펼쳐짐, 기획출판 거

름, 2000, p.65

11) 강대석, 서양근세철학, 서광사, 1985, p.249

12) 라이프니츠는 “자연에는 비약이 없다.” 라는 말로 ‘모든 운동은 연

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연속성의 원리를 설명했다.

13) 이정우, 접힘과 펼쳐짐, 기획출판 거름, 2000, pp.95～105

14) Leibniz, Monadologie,hsrg. v. H. Herring, Hamburg(Felix Meiner),

1982, p.35

15) 수면 상태에서 작은 소리는 듣지 못하고 깨지 않지만, 어느 정도

소리가 커지면 잠에서 깨어버린다. 이에 대해 라이프니츠는 수면

의 상태에서도 작은 소리는 듣고 있는 것이고 너무 미세하기 때문

에 의식되지 않았을 뿐이라 말한다.

Leibniz, Neue Abandlungenüber den menschichen Verstand,

Hamburg (felix Meiner), 1971, hrsg. v. E. Cassirer, pp.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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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은 바로 사건의 존재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주름의 접

힘과 펼침은 단지 물리적 현상이 아닌, 사건의 접힘과

펼침 그리고 다시 접힘의 연속적인 과정이다. 그의 철학

은 사건을 사유하는 철학으로 끝없는 분기, 생성과 창조

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A become B’에서 A, B를 사유

하는 것이 아니고 become을 사유하는 것으로 변화, 운

동, 생성의 의미와 관련되는 지점을 사유하는 것이다.

<그림 6> become의 사유

하나의 사건은 그 자체로는 무의미하지만, 하나의 계

열에 편입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수많은 계열들은 구

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구조는 서로 겹쳐 있는 여러

계열17)들의 열린 구조이다. 이러한 사건이 생성되는 것

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표면이 존재하며 이러한 표면의

다양한 효과가 다양한 사건의 생성을 드러낸다.

들뢰즈는 이런 사건 하나하나를 특이성18)이라 불렀다.

모나드 안에는 이런 특이성이 모두 접혀 있으며, 이것이

펼치지는 과정은 계열화의 과정이자 세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접힘과 펼침에 의해 세계가 생성 되는 것이다.

세계를 전일적으로 바라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접혀

있던 잠재적 층위가 계속해서 현실화되는(펼치는, 사건이

발생되는)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고정된 존재가 아닌 변

화의 순간을 의미하는 사건은 모나드에 주름 잡혀 있는

내재적 계기들이 잠재적으로 접혀있고 이것들이 다양하

게 현실화되면서 실재적 모습을 이룬다.19)

3. 현대건축공간의 잠재적 주체들의 펼침

3.1. 관점주의를 토대로 본 펼침의 공간 잠재성

16) 사건은 시뮬라크르와 거의 동일한 말로서 순간적인 것, 지속성을

가지지 않는 것, 자기 동일성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정우, 시뮬

라크르의 시대, 기획출판 거름, 1999, p.44

17) 장(場)과도 비슷한 개념이며 이를 언어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진경, 철학과 굴뚝청소부, 그린비, 2002, p.253

18) 특이성 하나하나는 들뢰즈에게 있어 사건들이고, 그 의미는 ‘단일

한’이라는 의미가 아닌 ‘보통의’ 또는 ‘규칙적인’의 반대말로 이해해

야 한다. 이것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19) 임동연 임창복, 들뢰즈의 ‘사건’을 중심으로 한 ‘폴딩건축’의 해석에

관한 연구, 대학건축학회논문집 252호, 2009, 수정인용

들뢰즈는 수학에서 변화하는 곡률을 대표하는 점, 즉

변곡의 초점을 ‘시선의 점’20)이라고 부른다. 변동 위에

놓인 시선의 점은 어떤 형태의 중심을 대신한다. 이는

미리 정의된 주체에 의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시선의

점은 관점주의의 토대가 되는데, 라이프니츠는 이런 상

이한 관점 이전에 무한한 지각의 장(場)이 있고, 그 장위

에 여러 관점들이 형성되어, 이 관점이 인칭과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라 말한다. 객관적 선험이 먼저 존재하는

것이고, 그 특이성들 중 일정 부분이 하나의 개체를 형

성하고, 그 특이성들이 특정한 관점을 형성함으로써 그

것이 주체가 된다. 주체가 관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관점이 주체를 형성한다.21) 주체에 따라 진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하는 진리가 주체에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주름은 관점이 주체를 형성한다고 볼 때 접히는

부분과 펼쳐지는 부분이 다질적으로 이루어져있다. 관점

에 따라 펼침은 접힘의 반대가 아니라, 펼침은 또 다른

접힘에 이를 때까지 접힘을 따라가는 것이다. 펼침 역시

모든 사물들의 차이는 잠재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주

름을 가지고 있느냐하는 것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그

잠재적인 특이점들을 현실화하느냐가 펼침의 관건이다.22)

<그림 7> 다질적 모나드의 펼침

다질적인 모나드에 잠재되어 있는 사건, 행위등의 다

양성은 펼침을 통해 특정한 의미의 주체로 생성된다. 공

간에 잠재되어 있던 사건과 행위들은 변화를 일이키는

힘에 의해, 주름 접힌채 대립되어 있는 다양한 것들의

차이의 응집을 통해, 새로운 의미의 공간과 주체로 실재

화된다.23)

3.2. 현대건축공간에서 주름의 의의

들뢰즈의 철학은 사건을 사유하는 철학으로 끝없는 분

20) 시선의 점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예는 원뿔 곡선이다. 원뿔을 어

떻게 자르는가에 따라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 등의 다양한 도형

이 나올 수 있다. 원뿔이라는 형태는 이러한 다양한 도형들이 접

혀 있는 것이며, 잘랐을 때 다양한 도형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주름

이 펼쳐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원뿔의 꼭짓점이 바로 이 도형들의

시선의 점이다. 질 들뢰즈,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 이찬응 역,

문학과 지성사, 2004, p.40

21) 이정우, 시뮬라르크의 시대, 기획출판 거름, 1999, p.177

22) 신삼호, 현대건축에 나타나는 ‘폴드’ 개념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론, pp.34～37, 수정인용

23) 이영미 천득염, 후기구조주의 생성의 관점을 통해 본 라이프니츠

모나드론의 건축 철학으로서의 가능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6호,

2008, 수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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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생성과 창조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는 사건을

의미와 관련시킨다. 의미란 자연과 문화가 접하는 접면

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 형이상학적 표면에서 발생하

는 것이 사건으로서, 사건이 발생할 때 의미 역시 발생

하는 것이다.24) 사건 자체는 비물체적이고 사건의 현실

화는 물질적 터전에서 이루어진다. 건축의 관점에서 보

면 건축이 사건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건이 건축

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확정적 틀이나, 전제를 가지고 공

간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그 공간이나 면에서 벌어질

사건을 중심으로 공간과 형태를 재구성한다.

주름 개념은 사건의 철학을 설명하기 위한 형이상학적

이며 존재론적인 개념으로, 들뢰즈 철학의 중심에 있다.

1990년대 이후 들뢰즈의 ‘주름(fold)’개념을 배경으로 하

는 주름 잡힌 형태의 ‘폴딩(folding)건축’이 나타나기 시

작하였다. 주름들은 접히고 겹치고 부딪치면서 새로운

겹주름을 만들기도 한다. 대지의 중심과 주변, 건물의 내

부와 외부, 층의 구분, 형상과 배경과 같은 구분이 없어

지면서 연속적인 면 위에 통합된 공간을 형성하고, 연속

된 면과 면 사이에서 공간을 형성한다. 이것은 각기 다

른 힘들이 합쳐서 새로운 지형을 만드는 것이다.

3.3. 현대건축공간에서 펼침의 의미

현대건축공간은 잠재된 다양성을 끝없이 생성하고 불

확정성에 의한 다양성을 구현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모나드의 사유구조로 제시한 주름의 접힘과 펼침에서 ‘모

나드의 힘’은 모든 물체들의 본질적인 성격으로 생성을

일으키는 원리이다. 모나드의 힘은 생성의 연속을 추구하

며, 연속적인 공간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펼침의 원리

라고 해석할 수 있다. 펼침은 인간행위와 삶의 관계를 통

해 다양한 의미의 공간으로 생성된다. 이러한 특성은 불

확정성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 생성을 추구하는 현대건축

공간에 다양성을 실재화함으로써 공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사유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해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주름 개념의 관점에서 본 현대건축공간은

각각의 주체들, 즉 그 공간들이 잠재적인 차원에서 얼마

나 많은 주름을 내포하고 있느냐, 즉 접고 있느냐는 것

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바로 그 잠재적인 특이점들,

주름들을 얼마나 현실화하고 있느냐, 즉 펼치느냐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펼침은 무조건적으로 성립하

는 것이 아닌 공간에 이미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는 가

능성으로서의 잠재성이 물질적인 운동 속에 실제 구현될

때, 그 잠재성이 공간에 ‘현실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질적인 운동은 주름의 휘어짐이 효과로서 이해되고 대

조적인 공간의 병치와 동일한 공간의 반복은 사라지는

것으로 질적인 차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연속적 표면만

24) 이정우, 시뮬라크르의 시대, 기획출판 거름, 1999, pp.115～120

이 존재한다.

4. 현대건축공간에서 펼침의 해석과 특성

지금까지 살펴본 모나드론의 사유를 바탕으로 공간의

잠재성이 펼침으로 구현됨에 근거를 두고, <표 1>을 참

고로 모나드론의 성질이 물질적인 운동을 통하여 실제

구현되어 공간의 잠재적 가능성으로 펼쳐짐을 분석한다.

연구자가 분석한 네 가지의 물질적 운동을 통하여 공간

의 잠재적 가능성이 현실화 되어 공간을 구축하는 생성

의 논리로 관계 맺음을 주름의 영향을 받은 1990년대 이

후의 현대건축공간을 사례로 들어 분석한다.

모나드론의 성질 현실화 과정 물질적 운동

모

나

드

론

모나드가 세계를 표현하는 것은

곧 다양한 특이성들이 한 개체

내에 구현됨을 말하며, 특정한

한 개체를 통해 표면 효과로서

현실화 한다.

공간을 물성적 재료로

연결하는 특이성의 개체

는 표면 효과로서 공간

에 현실화 된다.

물성적 연결

모나드는 내·외부의 자율성, 외

부 없는 내부이며 내부 없는 외

부를 갖는다.

모나드의 자율성은 공간

에서 내·외부의 경계를

탈피하는 모습으로 현실

화 된다.

탈(脫)경계

모나드는 시작도 끝도 없으며,

창조되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변화되는 것도 아니다. 입구도

창문도 없고, 내적인 관점에서

전 우주를 포함한다.

모나드의 소우주적이며

다수성과 내적움직임의

표상적 성질은 공간에서

다양한 동선, 즉 사건을

만들어낸다.

동선의 다양성

모나드는 세계를 향해 있기 때

문에, 세계는 각 모나드 안에서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주

체와 세계는 만날 수 있으며, 세

계는 주체를 통해 새롭게 표현

되고 창조된다.

모나드는 수많은 지각들

이 접혀있고 본질적으로

변화를 추구한다. 잠재된

주체(계기)는 공간에 접

혀 있던 하나의 세계를

펼쳐 낸다.

잠재적 계기

<표 1> 물질적 운동으로 현실화되는 모나드론의 성질

4.1. 물성적 연결을 통한 공간의 펼침

(1) Numen/For use-테이프 멜버른(Tape Melbourne), 2011

<그림 8> Tape Melbourne, 2011

테이프 멜버른은 오스트리아/크로아티아 디자인 그룹

Numen/For use의 호주 멜버른 Fed Square 광장에 설치

한 작품으로 대규모의 공공예술과 사회 공동체적 관련성

에 초점을 둔 창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업되었다. 광

장 서측 테라스의 건물과 건물 사이 16m의 공간을 가로

지르며, 테이프 줄기는 사이 공간을 연결한다. 사이 공간

에서는 다질적이며, 잠재되어있던 모나드의 주름들이 사

건화 된다. 떨어진 두 건물은 테이프의 연결이라는 주체

적 관점으로 인해 공간의 물리적, 시간적 한계를 넘어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4호 통권93호 _ 2012.08          73

<그림 13> Rolex Learning Center의 내부 공간

같은 사건으로 동기화 되며 펼쳐진다. 테이프라는 불확

정적이고 비구축적 재료는 물성적 재료와는 다르게 내·

외부로 공간을 단절하거나 차단시키지 않는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은 잠재적 차원의 주름이 펼쳐짐으로서

특정한 의미의 주체로 재생성 된다.

(2) Numen/For use - 넷 Z33(Net Z33), 2011

Numen/For use는 또 다른 불확정적이고 비구축적 재

료인 유연한 그물로 공간을 수직적, 수평적 분할이 아닌

하나의 현실화된 주체로서 연결한다.

<그림 9> Net Z33, 2011

이 유연한 그물은 레이어(Layer)로 구성되며 각기 다

른 지점을 서로 다른 위상에 연결하여 공중에 부유하는

랜드스케이프(LandScape)를 만든다.

디자이너는 이 유연한 그물을 소셜25) 조각품(Social

sculpture) 이라 정의 한다. 벽과 벽, 바닥을 연결 짓는

그물을 통해, 중첩된 레이어는 관람자의 움직임에 따라

활동적인 선을 만들어 낸다. 관람자의 관점 또한 다양한

공간적 위치와 물리적 움직임의 영향으로 지각 하지 못

하던 미세한 부분을 지각하며, 잠재되어 있던 사건을 하

나의 주체로서 공간에 펼쳐짐으로서 사건은 실재화된다.

4.2. 탈(脫)경계를 통한 공간의 펼침

(1) Ryue Nishizawa & Rei Naito - 테시마 아트 뮤지엄

(Teshima Art Museum), 2010

테시마 섬 언덕에 위치한 테시마 아트 뮤지엄은 지면

위에 고인 한 방울의 물을 연상시킨다. 40m x 60m의 내

부 공간은 기둥이나 지지대가 전혀 없이 25cm 두께의

흰색 콘크리트 외벽으로 하나의 면으로만 이루어져있다.

역동적 형태의 매스(mass)는 관람자의 관점에 따라 숲

속에서 나타짐과 사라짐을 반복하며 주체의 의미를 재구

성 한다.

<그림 10> 테시마 아트 뮤지엄 외부

커다란 두 개의 타원형 구멍은 형상과 배경의 구분을

허물고 열린 공간으로서 자연을 내부로 끌어들여 인공물

25) 온라인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 서비스로 1인 미

디어로서의 기능도 지닌다.

과 자연의 경계를 허문다.

벽의 유동적 흐름의 움직임으로만 이루어진 내부는 공

간을 분할하거나 경계를 짓지 않는다. 외부를 그대로 끌

어들인 내부는 다질적 주름들이 중첩된 겹주름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림 11> 테시마 아트 뮤지엄 내부 공간  

구멍을 통해 그대로 바닥에 고인 빗물은 바람에 따라

유유히 흐르고, 태양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빛의 색을

머금고 분위기를 달리하는 내부 공간과 주변의 바다와

숲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의 변화, 이들의 잠재적 주름은

연속적인 사건으로 재구성된다.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사건들은 펼쳐지며 주체로서 구현된다.

(2) Sanaa - 롤렉스 러닝 센터(Rolex Learning Center),

2010

롤렉스 러닝 센터는 스위스 로젠 공대 캠퍼스에 위치

하고 있다. 88,000㎡대지 위에 20,000㎡의 규모로 지어진

이 건물은 단순한 사각형의 매스이다. 하지만 사각형의

매스와는 대비되는 원형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크기의 보

이드(Void) 공간들과 매스의 수직적 변형으로 인해 매스

는 유기적이며 유동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림 12> Rolex Learning Center의 유기적 매스

지상 1개 층으로만 구성된 매스는 연속된 수직적 높낮

이의 차이로 인해 대지와 매스를 이분법적 단절이 아닌

형태와 열린 공간이라는 하나의 주체로 연결한다. 열린

공간은 모든 방향에서 사람들이 중앙 출입구로 연결될

수 있게 하며 공간적 잠재성은 연속성이라는 하나의 주

체로 현실화된다.

내부 공간은 벽이라는 물질적 요소의 시각적 장벽이

존재하지 않지만 매스의 유기적 형태의 움직임으로 인하

여 마치 공간 안에 언덕과 골짜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자

연스럽게 내부 공간의 역할을 나눈다. 공간의 역할은 나

뉘지만 공간은 하나의 관점이자 다질적인 주름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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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연속적 순환

체를 나누진 않는다. 하나의 주름 안에서 공간은 나뉨이

아닌 다양한 주체로서 잠재성을 펼친다.

디자이너 카즈요 세지마는 현상설계 당선 후 “통일성

과 다양성을 모두 가진 본 건물은 친밀한 공공공간을 제

공할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이 설명에서 보듯 실내·외

를 시각적으로 차단하지 않고 통일한 내부는 연결성을

나타내고 14곳의 보이드에 의해 생긴 다양한 크기의 빈

공간들은 큰 가변성을 보여준다.

(3) Ito Toyo - 화이트 오(White O), 2009

White O는 칠레 수도 산티아고로부터 북서쪽으로

160km 떨어진 마르벨라 리조트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14> 띠를 두른 듯 펼쳐진 매스는 자연을 공간 안으로

끌어들인다. 
경사면의 부지에 수평 바닥을 깔아 한쪽 면을 들어 올

려 경사를 마주보게 하였고, 평지붕과 전면 필로티 시스

템을 차용한 매스는 대지위에 하얀 띠를 두른 듯 대지

위에 희미하게 부유하며 매스와 대지를 명확히 구분 짓

지 않는다. 이러한 외부는 넓게 펼쳐진 잠재적 자연을

공간 안으로 끌어들여 하나의 의미로 주체화된다. 대지

의 경사를 활용하여 개방된 실내공간은 하늘에 떠 있는

느낌을 받게 하고, 하나의 띠와 같이 안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실내 공간은 어디서든 내·외부의 자연과 연결된다.

<그림 15> 공간의 연속적 연결

공간의 유동성으로 인하여 잠재되어있던 사건들은 연

속적으로 연결되고 계열화된 다질적 모나드의 부분으로

서 다양한 의미로 펼쳐진다. 이러한 펼침은 외부의 잠재

된 자연과 내부의 공간들을 특정한 하나의 주체로 현실

화한다.

4.3. 동선의 다양성을 통한 공간의 펼침

(1) Rem Koolhaas-쿤스트할 뮤지엄(Kunsthal Museum), 1992

쿤스트할 뮤지엄은 단순한 매스와는 대조적으로 연속

적인 하나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복잡한 동선체계

를 보여주고 있다. 렘 쿨하스는 두 개의 공공도로와 인

접해 있는 대지의 특성상 매스는 사등분될 것을 염두에

두었다.

<그림 16> Kunsthal Museum의 외관과 매스를 관통하는 도로

매스는 네 개로 나뉨에 따라 상대적

으로 차이가 있는 공간 경험의 시간과

정(sequence)이라는 약점을 갖지만, ‘연

속적인 순환과정(continuous circuit)’을

개념으로 연속적인 나선을 형성하여

연속된 모순적인 경험의 장(場)으로

설계하는 것을 의도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사등분 되어진 매스를 동선

이 연속됨으로서 하나의 공간, 즉 하나의 주체로 통합하

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준다. 연속적으로 연결된 공간은

사건에 따라 즉시 다른 규모의 공간을 형성한다.26)

연속적 흐름의 동선은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연결해주

는 잠재적 요소가 된다. 동선의 연속됨은 경험의 연속으

로 의미화되고 다양한 사건의 잠재성을 가진 다질적 모

나드의 주름은 관람자의 잠재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계열화된 사건의 펼쳐짐으로서 현실화된다.

<그림 18> 연속적인 시선의 교차와 동선의 연결

(2) Sanaa-21세기 현대 미술관(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2004

<그림 19> 21세기 현대 미술관 외부와 평면  
21세기 현대 미술관은 작은 소도시인 가나자와의 도시

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해 계획되어졌다. 매스는 1

개 층으로 이루어진 지름 113m의 거대하며 단순한 원형

의 형태로 이루어져있다. 미술관은 평면 형태가 원형이

며 주출입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5개의 위계가 없는 출

입구를 두어 자유로운 출입과 다양한 관람형태를 가능하

26) 임동연 임창복, 들뢰즈의 ‘사건’을 중심으로 한 ‘폴딩건축’의 해석에

관한 연구, 대학건축학회논문집 252호, 2009, 수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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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Louvre Abu Dhabi Exhibition의 외부

<그림 22> 빛은 공간에서 그림자의 면들로 펼쳐지며 실재화한다.

게 하고 있다.

입면을 구성하는 외부 경계면은 모두 유리로 되어있고

투명의 유리 벽면은 각 공간의 잠재적 요소들의 관계형성

에 다양한 가능성을 준다. 또한 유리로 투영되는 관람자들

의 모습은 계속 변화하는 주변 환경을 지각하게 돕는다.

<그림 20> 투명 유리를 통한 주변 환경의 지각  
이러한 다양한 동선과 자유로운 관람 형식은 관람자에

게 주변맥락과 연계성의 지각에 대한 확장 가능성을 준

다. 각각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진 공간은 하나의 맥락

으로 주름지는데 이러한 맥락은 다양한 관점으로 펼쳐지

며 새로운 관람의 체험으로 이어진다.

4.4. 잠재적 계기를 통한 공간의 펼침

(1) Jean Nouvel-루브르 아부다비 박물관(Louvre Abu

Dhabi Exhibition), 2013 완공 예정

아랍에미리트(UAE) 사디야트 섬(Saadiyat Island:행복

의 섬)에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의 이름을 빌린 루브르

아부다비 박물관 프로젝트가 2007년 착공을 시작했다.

거대한 돔 모양의 차양으로 이루어진 매스는 아부다비

자연의 빛을 그대로 담아 비가 내리듯 건물 내부로 다양

한 빛을 쏟아낸다. 빛은 내부에 잠재된 여러 관점의 계

열화된 사건들을 펼치는 표현적 공간을 구현하여 공간의

다양성을 생성시킨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빛은 단순하면서도 일반적

현상으로 빛의 변화와 형태에 대해 미세하게 지각하지

못한다. 빛의 거름막인 차양의 관점을 통한 내부 공간은

빛이 주체화된 생생한 변화, 즉 빛이라는 주름이 펼치는

실재화된 그림자의 면들로 산란과 변형을 통하여 공간에

잠재된 새로운 의미를 펼친다.

빛의 산란은 내재적 계기로서 잠재되어 있던 모든 재

료들을 하나의 다질적 주름으로 수렴하는 표현 형식으로

실재화된다. 일상적 경험에서 일반적 빛이 아닌 새로운

관점의 특성적 빛으로 현실에 펼쳐진다.

4.5. 소결

잠재성의 요소 공간 사례 실재화 요소 펼침

현

대

건

축

공

간

의

펼

침

물성적 연결

Numen/Foruse

/Tape Melbourne
테이프 공간의 사이

Numen/Foruse

/Net Z33
그물 미지각 공간

탈(脫)경계

Ryue Nishizawa & Rei

Naito

/Teshima Art Museum

2개의 구멍과

한 면으로만

이루어진 매스

내부와 외부

Sanaa

/Rolex Learning Center

매스의 수직적

움직임
수직의 위계

Ito Toyo

/White O
공간의 연속성 내부와 외부

동선의 다양성

Rem Koolhaas

/Kunsthal Museum

동선의 연속적

순환과정

단절된 공간의

통합

Sanaa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위계가 없는

출입구
나누어진 맥락

잠재적 계기

Jean Nouvel

/Louvre Abu Dhabi

Exhibition

차양막을 통한

빛의 산란

재료와 공간의

내재적 계기

<표 2> 현대건축공간에서 펼침의 특성

5. 결론

본 연구는 들뢰즈 철학의 바탕이 되었던 모나드론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현대건축공간에서 ‘펼침’의

개념이 의미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고 현

대건축공간에서 사유구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시도되

었다.

형이상학적 이론을 전근대적이며 이미 지양된 논의 정

도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커다란 가능성을 상실하는 것일

지도 모른다.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은 오늘날에 있어

많은 가능성을 던져주는 하나의 미토스(Mythos)나 세상

에 대한 틀, 혹은 모델로서 재발견 될 수 있다.

펼침은 다양한 행위나 사건의 잠재성으로 인하여 공간

의 의미발생의 생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인간행위와

관계를 통하여, 즉 삶을 통하여 다양한 의미의 공간으로

생성된다. 공간의 잠재성이 모나드론을 통한 물질적 운

동을 통하여 어떻게 현실화되어 펼쳐지는지를 앞선 연구

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첫째, 물성적 연결을 통한 공

간의 펼침에서는 각각의 사건들은 물질적 주체를 통하여

하나의 계열에 편입됨으로써 공간은 새로운 의미를 가진

다. 둘째, 탈경계를 통한 공간의 펼침에서는 매스라는 물

질과 자연이라는 현상을 이분법적 단절이 아닌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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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로서 연결한다. 셋째, 동선의 다양성을 통한 공간의

펼침에서는 정해진 프로그램이 아닌 자유로운 관점의 체

험으로서 공간을 하나의 맥락으로서 연결한다. 넷째, 잠

재적 계기를 통한 공간의 펼침에서는 우리가 지각하지

못했던 미세지각들이 사건의 주체화를 통하여 새로운 의

미로 펼쳐진다.

이런 이면에서 모나드론의 ‘펼침’개념은 다양성의 실재

화를 통하여 불확실과 불확정적 현대건축공간에 잠재된

의미 구현의 방법으로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음

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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