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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racteristics and expression methods of contemporary art museums

from the perspective of ‘Rhizome’, which is considered under similar context as ‘indeterminacy’ that re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public spaces. Method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necessity of this study

is verified by investigating literature data and preceding studies, and by examining the fact that indeterminate

characteristic is a new approach to contemporary public spaces. Second, in order to analyze Rhizomic expression

in public spaces, analysis criteria are suggested by extracting components of public spaces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R150hizome from the literature. Third, Rhizomic characteristics and expression methods used in

contemporary art museums are understood based on such analysis criteria. Fourth, when each spatial

characteristic is expressed in art museums, the study found out that two factors among ‘program’, ‘circulation’,

and ‘form’ are planned out as a mixture.

Therefore, ‘cohesion’ is expressed as ‘program’ and ‘form’ in contemporary public spaces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Rhizome’. Also, ‘diversity’ is actively expressed through ‘program’ and ‘circulation’, and

‘non-hierarchy’ through ‘form’ and ‘circulation’. Such methods are positive methods of expressing indeterminate

contemporary public spaces. Since this study conducted analysis on characteristics and expression methods of

public spaces from Rhizomic perspective of contemporary society, such results are deemed valuable in planning

out public spac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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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이들은 상호

관계를 형성함으로 그물망과 같은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와 사회적

흐름은 도시환경의 어메니티(amenity)를 구현하는 공공

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시작과 끝

의 구분이 없는 망상조직과 같은 현대사회에서는 도시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sjieun@ynu.ac.kr
** 이 연구는 2012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구조적 특성이 적용된 새로운 접근의 공공공간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이용자의 참여에 의

해서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간의 성격

이 고정적이지 않은 불확정적인 접근을 말한다. 한 가지

예로 네덜란드 건축 그룹 CHORA의 라울 분쇼텐(Raoul

Bunschoten)은 도시를 계획하여 형태를 구성할 때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 필요성1)을 느끼고, 도상적인 공간 개념

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행위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되는

불확정적인 공간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공

1) Chora / Raoul Bunschoten, Public Spaces, London, Black Dog

Publisher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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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도 현대사회의 유동적인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계

획이 시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간의 성격이 제한된 공공공간은 불특정 다수

의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은 미흡

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사용자 측면에서 유연하게 사용

할 수 있는 공공공간이 요구되며 이것은 현대의 불확정

적인 특성과 함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조직과 같은 현대사회

의 특성과 유사한 맥락으로 평가되는 질 들뢰즈와 가타

리(Gilles Deleuze et Félix Guattari)의 ‘리좀’(Rhizome)

개념으로 공공공간을 바라보고자 한다. 리좀적 사유는

불확정적인 성격을 총괄한 개념으로, 유동적인 현대사회

의 패러다임과도 맥락을 함께하며 공공공간에 대한 새로

운 질서의 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대 공공공간의 대표적인 특성인

‘불확정적’인 성격과 가장 유사한 맥락인 리좀의 관점에

서 공공공간 중 현대 미술관을 중심으로 그 특성과 표현

방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은 향후 현대

사회의 흐름에 상응하는 공공공간의 디자인 방법을 제시

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유연한 현대사회의 흐름을 인지하고 이를

적용 반영할 수 있는 유동적이고 불확정적인 리좀의 구성

원리를 통해 공공공간의 대표공간인 미술관을 중심으로 공

공공간의 리좀적 특성과 표현방법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자료와 선행연구

를 조사하여 불확정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현대 공공공간

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이루고 지고 있음을 파악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을 밝힌다. 둘째, 공공공간의 리좀적 표현

분석을 위해서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공공공간의 구성요

소와 리좀의 공간적 특성을 분류하고 추출하여 분석 기

준을 제시한다. 셋째, 보고서 및 출판물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인 미술관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구성 요소

와 리좀의 공간적 특징을 조사한다. 넷째,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한 조사 대상의 리좀적 특성에 따른 공간

특징과 표현방법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공공공간 중 불확정적인 특성이 두드러지

는 2000년 이후에 개관한 미술관으로 한정2)하였다. 미술

관은 다원화되는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수용3)하여

다른 공공공간에 비해 복합적이고 불확정적인 공간 개념

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 미술관은 과거

수집, 보전, 교육, 연구, 전시를 위한 확정적인 공간 개념

2) 본 연구에서는 공 사립 미술관을 모두 포함한 현대 미술관으로 한

정함

3) 이정아 문정욱, 불확정적 미술관 전시공간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

문화공간건축학회 통권 제21호, 2008.03, p.15

을 탈피하여 다양한 행태가 나타나는 공간으로 불확정적

인 공간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4)

2. 현대 공공공간과 리좀 개념의 관계

2.1. 현대 공공공간의 특성

일반적으로 공공공간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그

공간 안에서 활동이 허용되며 공공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관리되는 공간5)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

공공간을 운영 관리의 주체적 측면에서 한계를 두지 않

고, 공적 사적 영역으로서 사람들에게 개방된 영역을 공

공공간으로 정의6)하고자 한다.

다음의 선행 연구를 통해 현대 공공공간의 특성을 고

찰한 것으로 내용은 <표 1>과 같다.

분류
정다이7)

(2012)

이미림8)

(2011)

장근중9)

(2010)

신일심10)

(2007)

현대

공공공간의 특성

개방성 개방성 개방성 -

복합성 복합성 복합성 복합성

불확정성 불확정성 불확정성 불확정성

상호작용성 상호작용성 상호작용성 행태지원성

▼

1차 추출 개방성, 불확정성, 복합성, 상호작용성

▼

2차 추출 불확정성 (개방성, 복합성, 상호작용성)

<표 1> 현대 공공공간의 특성 도출

<표 1>에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추출11)한 현대 공

공공간의 특성은 ‘개방성’, ‘불확정성’, ‘복합성’, ‘상호작용

성’이다. 특히, 이 중 ‘불확정성’은 공간의 개방, 복합 그

리고 상호작용적인 특성을 모두 총괄하는 개념12)이라고

판단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 공공공간에서 가장 대

표적인 특성을 불확정성으로 추출하였다. 이러한 불확정

성이 나타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최유미, 현대예술과의 불확정적 특성을 통해 박물관 건축의 개념

설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09.02, p.12 참고

5) 이지선,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적용한 공공공간의 확장성에 관한 연

구, 홍익대 석사논문, 2010, p.12, 재인용

6) 과거의 공공공간은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조성된 공간에 사람들

이 모이는 형태였으나, 현대의 공공공간은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용이한 공간이므로 고정된 공간이라기보다 개인

이 선택하는 영역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도시의

공공공간은 개인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다양한 공간들이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7) 정다이, 현대 공공공간에 나타나는 랜드스케이프 디자인 특성 및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12, pp.23∼29

8) 이미림, 펀 경험의 특성을 적용한 공공 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11, pp.21∼23

9) 장근중, 현대 도서관 공간 디자인에 나타나는 공공공간 특성과 표

현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10, pp.23∼38

10) 신일심, 공공성을 강화한 빌딩의 진입공간에 관한 디자인 모형 사

례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7, pp.20∼30

11) 1차로 추출한 이 특성들은 공간적 측면으로 유사한 범위로 볼 수

있지만, ‘행태지원성’은 인간의 지각적 측면의 개념이라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함.

12) 장근중, op. cit., 2010, p.3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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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 1>은 서울 시청 앞에 위치한 ‘서울 광

장’13)이다. 이 광장은 13,207㎡의 타원형의 잔디광장으로

서울의 역사적 상징성 회복과 함께 시민들에게 문화공간

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조성되었다. 형태상으로는

비어있는 공간이지만 채움과 비움이 반복되며 끊임없이

유기적인 형태로 불확정적인 특성을 가진다. 또한 이러한

비워진 공간은 시민들에게 개방성을 주어 문화 이벤트,

전시 공간, 스케이트장, 대형행사 등 상황에 목적에 따른

다양한 광장으로 변모하고 있어 복합적인 역할을 한다.

<그림 1> 서울광장, 서울시 중구,

2004

또한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 광장’

을 통해 도심 안에서 사회구성원 누구나 참여 할 수 있고

소통을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으로서, 이러한 현대

공공공간은 불확정적인 특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2.2. 리좀 개념과 구성 원리

‘리좀(Rhizome)’은 들뢰즈와 가타리(Gilles Deleuze et

Félix Guattari)의 저서 ⌜천개의 고원(Mille Plateaux)14)⌟ 
(1980)에 나오는 철학적 개념이다. 리좀이라는 용어는 식

물학에서 땅 속 뿌리줄기로 개체를 번식시키는 무성생식

(無性生殖)을 의미하며, 중심이 없는 뿌리를 가지고 사방

으로 펼쳐지는 형태를 말한다.15)

또한 리좀 사유(思惟)는 서구사회의 위계구조로 대표

되는 수목 사고방식과 대비되는 수평적 구조인 근경(根

莖)적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복합적이고

가변적인 사유체계를 가지며, 시작과 함께 끝이 없는 순

환 그리고 완성이면서 동시에 미완성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불확정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들

뢰즈는 다양성과 이질성의 흐름에 은유적 표현으로 리좀

구조를 언급하고 있다.16)

리좀의 사유를 바탕으로 리좀의 구성원리를 고찰해보

면 접속의 원리, 이질성의 원리, 다양체의 원리, 비의미

적 단절의 원리, 지도그리기와 전사술의 6가지 원리로

13) 서울광장 이미지:http://plaza.seoul.go.kr/plaza_index.html

14)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천개의 고원, 김재인 옮김, 새물결, 2001,

pp.11∼55

15) 신윤제, 리좀적 개념에 기초한 디지털 건축디자인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들뢰즈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2권 2

호 통권4호, 2007, p.128

16) 이은진, 중의적 공간의 디자인특성에 관한 연구: 모호성과 내적복

수성을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논문, 2002, p.52

구분17)되며,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이 구성 원리를 이용

하여 공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 현대 공공공간과 리좀 개념의 관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공공간은 각 시대가 갖는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다른 형태를 지니며18) 불확정적인

특성이 대두되는 현대 사회에는 도상적인 접근이 필요하

다. 불확정적인 개념은 불확실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

(非) 결정의 뜻이기 때문에 자유와 선택이 있고 사용자

참여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공공공간은 장소와 인

간을 연결하는 다채로운 활동과 사회적 상호교류를 촉진

하는 역할19)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리좀의 공간 구조는 기능을 미리 고정시키지 않

고 사용자의 우연적 선택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20)하도

록 하여 불확정적인 형태가 공간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현대 공공공간과 리좀은 ‘불확정성’이라는 개념

적인 맥락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공공공간의 불확정성은 공간이 서로 연결되고

공간과 시간이 동시다발적으로 생성되고 연결되는 비연

속적인 차원의 공간을 생성시키는 특징이 나타나므로 현

대 공공공간과 리좀의 개념은 그 의미와 역할에 있어서

불확정적인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리좀의 사유

를 통해 공공공간을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리좀적 공간 특성에 관한 분석 틀 설정

3장에서는 리좀 사유를 통해 리좀의 공간적 특성과 공

공공간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추출하

여 공공공간에서의 리좀적 공간표현을 설정하고자 한다.

3.1. 리좀의 공간적 특성

2장에서 제시된 리좀의 구성원리를 바탕으로 선행연구

를 조사한 후 리좀의 공간적 특성을 추출하고자 한다.

리좀 개념을 공간에 적용 할 때 고려해야 할 특성을 추

출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첫째, 리좀은 모든 점이 열려있어 개체와 개체가 서로

접속되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적 특성은 ‘결합성’

17)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지음, ibid., 2001, pp.15∼29

본 연구에서는 이 구성 원리를 토대로 공간적 개념을 도입하고자 함.

18) 이훈길, 서울 도심 공공영역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학술발표, 2003, p.527

19) 황미영, 현대 공공공간의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

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제20권 4호 통권87호, 2011, p.193

20) 노양미, 들뢰즈의 탈주 이론과 공간 특성: Rem Koolhaas의 작품을

중심으로, 국민대 석사논문, 2005, p.26

21) 안현정, 리좀 특성이 반영된 하이퍼텍스트스페이스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0권 4호 통권 87호, 2011, pp.64〜65

22) 신윤재, op.cit., 2007, pp.127〜129

23) 변계성, 리좀적 사유체계를 통해 본 현대건축의 불확정적 접근: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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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원리 연구자 내 용 리좀의 특성

접속의 원리

안현정21)

(2011)

줄기들의 모든 점이 열려 있어서 다른 줄기가 접속 될 수 있는 것이나 다른 줄기의 어디든 달라붙어 접속할 수

있는 것을 말함

결합성
신윤재22)

(2007)
리좀 시스템의 어느 부분이든지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야 함

변계성23)

(2005)

리좀 체계내의 어떤 점이든 다른 점과 연결될 수 있고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순차적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

고, 단지 모든 점들은 연결되어 있을 뿐이며 동시에 연결되어야 함

이질성의 원리

안현정24)

(2011)

리좀은 체계 내에서 구조상 위계적이지 않고, 이질적인 모든 것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허용 함.

접속은 다양한 종류의 이질성이 결합하여 새로운 이질성을 창출하게 됨

비위계성

김선영25)

(2009)

리좀은 제멋대로 뻗치고 이동해 나가는 망상조직을 이루며 이질적인 선들은 상호교차하고 다양한 흐름과 방향들

로 복수의 선들을 만들면서 수평적인 구조를 말함

신윤재26)

(2007)

리좀은 모든 구성 요소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횡적인 구조이며, 상부구조에서 하위구조에 이르는 위계적인 질서

가 존재하지 않음. 리좀의 이러한 연결은 이질적인 것들 간의 연결이라고 함

변계성27)

(2005)
리좀 구조의 이질적인 연결의 다양체는 주체도 객체도 갖지 않으며 단지 차이만을 가짐

다양체의 원리

안현정28)

(2011)

다양체는 주체도 객체도 갖지 않음. 다양체는 결정들, 줄기들, 그리고 차원들만 가질 뿐이다. 여기서 차원은 그 단

계가 높아지기 위해 다양체의 본성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요구함. 하나의 모임(assemblage)은 정확히 그 연결이 증

가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본성상 변화를 겪는 다양체 차원들의 성장임

다양성김선영29)

(2009)

리좀적 체계 즉 비중심화된 체계에서 찾을 수 있으며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전체의 의미를 크게 다르게 만드는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음

신윤재30)

(2007)

다수와는 구별이 되는 다양체이며, 리좀은 시작점도 없이, 끝도 없이, 중앙에서 싹 터서,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타남

비의미적

단절의 원리

안현정31)

(2011)

단절은 어떤 주어진 선과 연을 끊는 것이고, 그 선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그 선 안에서 만들어지는 의미화 계열에

서 벗어나는 것이다. 어떤 근원적인 의미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은 채, 떨어져 다른 것으로 만들어짐

비연속성

변계성32)

(2005)
리좀은 어느 한 지점에서 단절되더라도 예전의 선들 중의 하나나 또는 새로운 선들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

송진화33)

(2003)

리좀은 어떤 곳에서든 끊어지거나 깨질 수 있으며, 자신의 특정한 선들을 따라 혹은 다른 새로운 선들을 따라

복구 됨

이진경34)

(2002)

단절은 어떤 주어진 선과 연을 끊는 것이고, 그 선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그 선 안에서 만들어지는 의미화의 계열

에서 벗어나는 것

<표 2> 리좀의 공간적 특성 조사

으로 추출하였다. 둘째, 이러한 수평적인 결합을 통한 공

간적 특성은 ‘비위계성’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셋

째, 리좀은 일관된 체계를 가지지 않고 탈 중심화된 특

정을 가지기 때문에 공간에서는 ‘다양한’ 특성이 나타난

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리좀은 분절이 아닌 의미없는 단

절로써 끊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특성으로 보아 공간에

서 ‘비연속적’인 특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도그리기’와 ‘전사술의 원리’35)는 공간적 접근의 한계

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리좀의 공간적 특성은 ‘결합성’, ‘비위계성’. ‘다

양성’, ‘비연속성’으로 추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공공공간의 표현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쿨하스와 FOA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지연합회논문집 7권 2호

통권22호, 2002, p.46

24) 안현정, ibid.

25) 김선영, 들뢰즈와 가타리의 리좀 이론에 의한 소수자 관점에서의

장애인 사진 분석, 홍익대 석사논문, 2009.12, pp.12〜17

26) 신윤재, op. cit., 2007, pp.127〜129

27) 변계성, op. cit., 2002, p.46

28) 안현정, op. cit., 2011, pp.64〜65

29) 김선영, op. cit., 2009, pp.12〜17

30) 신윤재, op. cit., 2007, pp.127〜129

31) 안현정, op. cit., 2011, pp.64〜65

32) 변계성, op. cit., 2002, p.46

33) 송진화, 디지털 아트에 있어 하이퍼텍스트 문제: 리좀적 특성을 중

심으로, 홍익대 석사논문, 2003, p.31

34) 이진경, 노마디즘1, 휴머니스트, 2002, p.95

35) 리좀의 원리에서 모상과 모방, 재현과 재생산이라는 관념과 상치하

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탈주선을 만드는 개념이 지도 그리기와 전

사술임. 이영민, The Emergent Flows, 경기대 석사논문, 2006, p.27

리좀의 공간적 특성과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리좀 특성 내 용

결합성 둘 이상의 단위 공간이 연결되는 방식

다양성 공간이 이질적인 속성과 관계를 맺어 복합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방식

비위계성 공간이 일관된 체계를 가지지 않고 탈 중심적인 방식

비연속성 공간이 개별적, 부분적, 파편화된 방식

<표 3> 리좀의 공간적 특성 추출

3.2. 공공공간의 구성 요소 추출

본 연구는 공공공간에 나타나는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리좀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간적 측면에서 제시되

고 있는 구성요소를 조사 및 추출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구분 내용 그룹핑

이상민36)

(2007)

기능적 측면 프로그램, 동선

기

능

적

측

면

동선물리적 측면 형태

환경적 측면

적용대상

프로그램
공간감

소유 및 관리 주체

권경민37)

(2007)

동선

구조

물

리

적

측

면

형태

구조

조형

가구

건축적 사고방식

김윤정38)

(2005)

공간적 특성

프로그램적 특성

표현적 특성

조형적 특성

구조적 특성

장치적 특성

<표 4> 선행 연구의 공공공간의 구성 요소 조사

36) 이상민 외 2인,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 정립 및

현황 조사 연구, 도시공간연구소보고서, 2007,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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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를 통해 조사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여 공공공

간의 분석 구성 요소는 먼저 ‘기능적 측면’과 ‘물리적 측

면’으로 그룹핑39)할 수 있다. 기능적 측면은 공간에서 인

간의 행태와 공간의 의도 및 목적을 포함한 기능적 요소

와 가변적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적 요소를 말한다. 그리

고 물리적 측면은 공간을 구성하는 재료와 형태 등의 고

려 사항과 공간의 외연(外延)을 규정하는 물리적 요소를

일컫는다. 이를 바탕으로 기능적 측면의 하위 요소로서

‘동선’과 ‘프로그램’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물리적 측면에

서는 ‘형태’, ‘구조’, ‘조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나, 공간

을 구성하고 구조를 이루는 물리적 요소로서 총체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인 ‘형태’로 통합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과정으로 추출된 공공공간의 요소와 내용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구성 원리 내 용

공공

공간

구성

요소

기능적

측면

동선
공간을 인식하고 이동하여 공간구조를 결정하는 기능적

요소

프로

그램

공간의 체계를 세우는 방식으로 다양한 행위를 담는 기

능적 요소

물리적

측면
형태

구조나 전체(全體)를 이루고 있는 구성체의 모양으로 공

간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

<표 5> 공공공간의 구성 요소 추출

3.3. 분석틀

<표 3>에서 제시한 리좀의 공간적 특성으로 추출된

‘결합성’, ‘다양성’, ‘비위계성’, ‘비연속성’과 <표 5>에서

제시한 공공공간의 구성 요소 ‘동선’, ‘프로그램’, ‘형태’를

함께 고려하여 도출한 리좀적 공간의 표현방법과 내용은

<표 6>과 같다.

결합성 다양성 비위계성 비연속성

기능적

측면

동선

둘 이상의 동선

이 결합된 공간

구조가 나타나

는 경우

여러 개의 동선이

결합될 수 있어

다양한 구조가 나

타나는 경우

이동 방향에 따

라 탈 중심적인

공간 구조가 나

타나는 경우

파편적이고 단

절된 동선으로

나타나는 공간

구조

프로

그램

둘이상의공간체

계가 단일하게연

결되는되는경우

여러 공간 체계

가 다양하게 나

타나는 경우

공간의 체계가

비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공간의 체계가

파편적이고 단

절되는 경우

물리적

측면
형태

둘 이상의 형태

가 단일하게 연

결되는 경우

여러 구성체의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

공간의 형태가

비 일관적으로

나타는 경우

구성체의 모양

이 각각 단절되

어 있는 경우

<표 6> 리좀적 공간의 표현방법 분석 기준

3.4. 조사 및 분석 방법

조사방법은 2000년 이후에 완공한 현대 미술관 중 현

37) 권경민 김종진, 렘 쿨하스와 카즈요 세지마 건축에서 나타나는 프

로그램 조직과 공간구성 방법의 비교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제

16권 6호 통권 65호, 2007, p.32

38) 김윤정․박찬일, 후기구조주의적 사유체계로서의 관계성에 기초한

현대건축공간의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

디자인학회논문집 제14권 6호 통권 53호, 2005, p.42

39) 본 연구에서는 리좀적 특성이 나타나는 내부 공간을 중심으로 살

펴보기 위해 주변 환경적 측면은 제외함. 또한 적용대상, 공간감,

소유 및 관리 주체는 본 연구의 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

여 제외함.

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였으며, 보고서 및 출판물을 바탕으로

내용을 조사하고 건축 도면, 사진 및 문헌 자료를 토대

로 공간 구조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인 현지답사

(조사대상 C, E, F)를 통해 현대 미술관(총 조사대상 10

곳)의 공간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방법은 먼저 선정한 사례 대상의 위치, 규모, 층

수 등의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공공공간 요소 별

리좀적 공간의 표현방법 분석 기준<표 6>을 바탕으로

공간에 나타나는 리좀적 특성을 파악한다. 또한 분류된

리좀의 특성인 결합성, 다양성, 비위계성, 비연속성 중

어떤 것이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내용

을 토대로 현대 공공공간의 리좀적 표현 방법의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4. 현대 공공공간의 리좀적 표현 특성 분석

4장에서는 선정된 현대 미술관이 어떠한 리좀적 특성

과 구체적인 표현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4.1.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현황

공공공간의 리좀적 표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정

된 사례는 모두 10곳이다.

다음의 <표 7>에 제시된 내용을 통해 조사대상의 일

반적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지는 국내 서울 2곳(C, E),

국외 미국 2곳(A, G)을 비롯하여 일본, 오스트리아, 스페

인, 이스라엘, 프랑스, 이탈리아 각 1곳으로 다양하게 나

타났다. 건축가 역시 장 누벨(조사대상 C, F)을 제외한

나머지 조사 대상 모두 설계자가 다른 건축가의 미술관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규모는 연면적 3,000∼20,000m² 미

만의 중규모40)가 7곳(A, C, E, F, G, H, I), 20,000m² 이

상의 대규모 미술관이 3곳(B, D, J)으로 나타났다.

4.2. 공공공간의 리좀적 표현특성 분석

공공공간의 리좀적 표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을 중심으로 리좀의 공간적 특성의 적용현황과 내용

을 파악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 8>과 같다.

리좀의 공간적 특성별 적용현황을 살펴보면, 4가지 공간

적 특성 중 ‘다양성’이 나타난 미술관이 8곳(조사대상 A,

B, D, E, F, G, I, J)으로 가장 많았고, ‘결합성’이 나타난

40) 이성훈, 공간구성에 따른 뮤지엄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

인학회 제18권 4호 통권 75호, 2009, p.22 연면적에 따른 뮤지엄의

규모별 유형분류 참고

41) 이미지 출처 A: (http://forum.skyscraperpage.com/)/ B: FRIDAY

COMMA(2008년 3월호)/ C: 인테리어월드(2006년 5월호)/

D: (www.dezeen.com/)/ E: 건축문화(2005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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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년도 작품 위치 작가 대지면적 연면적 층수 이미지41) 도면42)

A 2002

포트워스 미술관

(Modern Art Museum of

Fort Worth)

Fort Worth,

USA
Ando Tadao 44,370㎡ 14,820㎡ 2F

B 2003
쿤스트하우스 그라츠

(Kunsthaus Graz museum)

Graz,

Austria

Peter Cook&

Colin Fournier
11,100㎡ 141,007㎡ B1F, 4F

C 2004
리움 Museum 2

(Leeum)
Seoul, Korea Jean Nouvel 1,786㎡ 4,800㎡ B3F, 2F

D 2004
21세기 현대 미술관

(21 Century Art Museum)

Kanazawa,

Japan
SANAA 26,965㎡ 27,761㎡ B2F, 2F

E 2005

서울대학교 미술관

(Museum of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Rem Koolhass 3,889㎡ 4,486㎡ B3F, 3F

F 2005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Reina Sofía Museum)

Madrid,

Spain
Jean Nouvel 3,913m² 84,000㎡ 4F

G 2006
덴버 미술관

(Denver Art Museum)

Denver,

USA
Daniel Libeskind 2,648㎡ 4,810㎡ B2F, 4F

H 2009
디자인 뮤지엄 호론

(Design Museum Holon)
Holon, Israel Ron Arad 3,200㎡ 4,100㎡ B2F, 1F

I 2010
센터 퐁피두 메츠

(Center Pompidou-Metz)

Metz,

France
Shigeru Ban 12,000㎡ 11,300㎡ 6F

J 2010

로마 현대 미술관

(The National Museum of

XXI Century Arts)

Rome, Italy Zaha Hadid 29,000㎡ 62,852㎡ B1F, 3F

<표 7> 조사 대상의 일반적 사항

미술관은 6곳(조사대상 A, C, F, G, H, J)이며, ‘위계성’은

6곳(조사대상 B, C, D, E, H, J)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

연속성’을 표현한 사례는 3곳(조사대상 C, D, G)으로 파악

되어 ‘비연속성’을 제외한 리좀의 공간적 표현이 공공공간

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공간에 표현된 리좀의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면,

리좀의 4가지 공간적 특성 중 ‘결합성’은 ‘프로그램’(조사

대상 A, C, G, H, J)과 ‘형태’(조사대상 A, F, H), ‘다양

성’은 ‘동선’(조사대상 A, D, E, G, I, J)과 ‘프로그램’(조

사대상 B, E, F, I)을 이용하여 다양한 리좀적 표현이 이

루어졌다. 그리고 ‘비위계성’은 ‘형태’(조사대상 B, D, E,

J)와 ‘동선’(조사대상 B, C, H)을 통해 표현이 두드러졌

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합성’의 측면에서 조사대상 A, H는 ‘프로그램’과 ‘형

태’로 같은 요소가 나타났으며, 특히 조사대상 A 미술관

F, G: (www.flickr.com/) / H: (www.exinteriordesign.com), /

I: (http://parisart.tistory.com) / J: 건축세계(2010년 2월호)

42) 도면 출처 A, D, F, I: (www.dezeen.com)/ B: (www.dezeen.com)/

C: 건축세계(2005년 12월호)/ E: Concept(2006년 2월호)/

G: Concept(2006년 11월호)/ H:(http://www.ronarad.co.uk/)

J: 건축세계(2010년 2월호)

의 ‘프로그램’은 목적이 다른 공간들이 선적으로 연결된

공간 체계인 반면, 조사대상 H는 동일한 목적의 공간이

2개의 매스로 구조가 나뉘어져 이를 수평요소가 연결하

는 표현방법이 나타났다. 따라서 결합성의 프로그램 표

현 방법은 이질적인 성격의 공간이나 이분법적인 공간

체계가 단일하게 결합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양성’에서 ‘동선’은 조사대상 E, G, J의 경우 다수의

여러 동선 요소(수평, 수직, 사선)로 인해 다채로운 구조

가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 A는 개실형 전시 형태로

조사대상 D는 미로적 구성으로 여러 동선이 결합되어

다양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간 구성 요

소 중에서 가장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 I의 경우 모두 요소에서 ‘다양성’이

표현되었다. 중앙의 축을 중심으로 직사각형의 갤러리

튜브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중첩되어진 ‘형태’로 내부의

여러 ‘동선’과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공간 체제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비위계성’ 측면에서 공간 요소 중 ‘형태’를 활용하여

표현된 조사대상 B는 공간을 즉흥적으로 빚어낸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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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내용
리좀적

특성
기호 내용

리좀적

특성

A

프로

그램

‘l’의 전시공간과 ‘ㅡ’의 형태의 공용 공간(로비, 카페, 등)이 ‘ㄴ’

의 형태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공간의 체계가 단일함.
결합성

F

프로

그램

1층은 개실형의 전시형태로 관람자의 능동적인 동선의 선택

가능하게 해주고 2층 이상은 연속 순환의 전시 형태로 체계가

다채로움.

다양성

동선
다수의 전시실이 개실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개구부의 위치나

개방정도에 따라 동선이 다양해짐.
다양성

동선 주 동선으로 결합된 공간 구조가 나타남. 결합성

형태
5개의 직사각형 평면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단일한 평면 형

태로 인지됨.
결합성 형태

‘ㅁ’ 형태의 구간과 각기 다른 방향성을 지닌 3개의 매스가 함

께 중앙에 Void 공간을 중심으로 연결됨.
결합성

B

프로

그램

가변적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2, 3층의 전시 공간이 연결되

어 복합적인 공간의 체계가 나타남.
다양성

G

프로

그램

1층은 홀, 카페 등 공용공간이며 2층 이상은 전시공간으로 공

간의 체계가 단일함.
결합성

동선
오픈플랜의 전시 공간으로 관람자가 선택적으로 탈 공간적인

경로로 이동할 수 있어 탈 중심적인 공간 구조가 나타남.

비위

계성
동선

오픈플랜 형식이나 기하학적인 평면으로 불규칙적인 내부 칸

막이로 동선이 혼성됨.
다양성

형태
직사각형의 사진 갤러리와 비정형적이고 유연한 전시 평면이

연결되어 내부의 이질적인 공간이 연출됨.

비위

계성
형태 비대칭적인 사선으로 기하학적 구조가 나타남.

비연

속성

C

프로

그램

지하 1층의 매개공간과 2지상층의 전시공간이 사용되어 공간

의 체계가 단일하게 연결됨.
결합성

H

프로

그램

내부 공간에 특별한 체계가 없고 비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유연한 전시가 가능함.
결합성

동선
오픈 플랜의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다수의 동선이 결합되어

다채로운 구조가 나타남.

비위

계성
동선

오픈 플랜 형식으로 동선의 고정된 순서가 없어 유동적으로

순로를 결정할 수 있음.

비위

계성

형태
직사각형의 매스가 다양한 각도로 배치되며 불규칙한 형태를

띠며, 내부 전시박스의 배치가 연속적이지 않음.

비연

속성
형태

방향성이 다른 두 개의 반듯한 사각형 매스를 코르텐 강의 금

속 램프가 감싼 형태로 나타남.
결합성

D

프로

그램

다수의 전시실이 개별적으로 배열되어 파편적인 공간 구성이

나타나며 다수의 접근 시스템으로 인해 더욱 공간의 체계가

일관성을 띠지 않음.

비연속성

비위계성

I

프로

그램

3개의 정사각형 ‘갤러리 튜브’는 각각 다른 전시방법을 채택하

고 있어 공간의 체계가 다양함.
다양성

동선 여러 동선의 결합으로 다양한 구조가 나타남. 다양성
동선

다수의 각 공간들 사이가 통로, 복도로 활용되어 미로적 구성

으로 동선의 체계가 다채로움.
다양성

형태
철제탑 주변으로 3개의 직사각형 튜브가 수직으로 쌓아올려져

있고, 목재 지붕 구조물이 감싸 다양한 구성체의 모양이 나타남.
다양성형태

너비, 폭, 높이, 형태가 다른 14개의 매스들을 원형의 매스가

감싸 안아 공간의 형태가 비 일관적으로 나타남.

비위

계성

E

프로

그램

출입구가 다양하고 가변형 벽체를 이용하여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함.
다양성

J

프로

그램
1 층에는 전시공간을 비롯하여 공용공간이 연결됨 결합성

동선
여러 개의 사선의 동선 요소가 불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층의 구분이 모호하여 탈 중심적인 공간 구성이 나타남.
다양성동선

건물 내 코어를 중심으로 구성된 외곽 동선과 중앙의 나선형

계단으로 이질적인 동선이 결합되어 다양한 구조가 나타남.
다양성

형태
여러 개의 튜브형 매스가 내 외부를 관통하는 유기적인 구성

으로 비일관적인 형태가 나타남.

비위

계성
형태

건물 매스를 지형에 맞추어 분절하여 기하학적인 매스의 형태

가 나타남.

비위

계성

<표 8> 리좀적 공공공간의 특성에 관한 분석내용

무정형적인 매스로 표현하였고, 조사대상 D는 불규칙적

인 높이와 비례로 배치되어 있다. 조사대상 E, J는 비-

규칙적인 디자인 방법으로 인해 공간의 형태가 비-일관

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서 일정한 규칙이나 구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형

태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매스들이 각기 다른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사료된다.

4.3. 공공공간의 구성요소별 리좀적 표현방법

<표 8>를 바탕으로 공공공간에 나타난 리좀의 공간

표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간의 구성 요소 측면에

서 분석한 내용은 <표 9>와 같다.

분류 결합성 다양성 비위계성 비연속성

프로그램 A, C, G, H, J B, E, F, I D D

동선 F A, D, E, G, I, J B, C, H -

형태 A, F, H I B, D, E, J C, G

<표 9> 사례대상의 공간 표현특성

<표 9>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으로 리좀의 공간적 특

성이 가장 높게 적용된 것은 ‘결합성(조사대상 A, C, G,

H, J)’과 ‘다양성(조사대상 B, E, F, I)’으로 나타났고, ‘동

선’은 ‘다양성(조사대상 A, D, E, G, I, J)’과 ‘비위계성(조

사대상 B, C, H)’ 그리고 ‘형태’는 ‘결합성(조사대상 A, F,

H)’과 ‘비위계성(조사대상 B, D, E, J)’으로 리좀의 특성이

높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

면 ‘동선’에서 ‘비연속성’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공간에서 이용자의 행태 흐름을 나타내는 동선이 단절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공간의 3가지 공간 구성 요소 중에서 ‘프로그램’

적 측면에서 ‘결합성’이 나타난 사례는 주로 구조(매스,

수직 층)에 의해 구분(조사대상 A, C, G, H, J)되거나

목적이 다른 공간이 선적으로 단일하게 연결되는 방식

(조사대상)이 나타났다. ‘다양성’의 경우는 한 미술관 안

에서 다양한 전시방법으로 여러 프로그램 체계를 표현하

거나(조사대상 F, I), 가변형 벽체를 이용해 분할 조립이

용이한 다기능적인 공간을 만들어 사용(조사대상 B, E)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잠재적인 이벤트가 일어

날 수 있는 공간 계획으로 상황에 따라 영역이 축소 확

장되는 체계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동 방향에 따

라 공간의 중심이 설정(조사대상 D)되기 때문에 ‘비위계

성’이 나타난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각기 다른 크기로 배

열된 전시실을 원형의 형태로 감싸 전체 공간을 구성하

고 있어 주출입구가 형성되지 않음으로 사용자의 자유로

운 경로 선택이 가능(조사대상 D)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비연속성’을 나타낼 수 있다.

‘동선’적 측면에서 ‘다양성’이 나타난 공간을 살펴보면

미로적 구조나 수평, 수직, 사선, 수직적인 동선요소로

인해 복합적인 공간 체계(조사대상 A, D, E, G, I, J)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위계성’이 나타난 사례는 모두 오픈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6호 통권95호 _ 2012.12          211

플랜 형식의 전시공간으로 확정적인 동선의 체계를 가지

지 않는다(조사대상 B, C, H)는 공통점을 가진다.

‘형태’적 측면에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비위계성’은 다른

방향성을 가지는 공통점이 있으며, ‘결합성’은 이질적인 공

간의 성격이나 분리된 매스들이 연결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이 분석된 내용을 중심으로 리좀의 관점에서 공

공공간에 나타난 표현방법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구성요소 리좀적 특성 표현 내용

결합성

프로그램
분리된 매스의 연결

성격이 다른 공간의 선적 연결

형태
단위 공간의 점진적인 연결

매개 공간을 둘러싸고 연결

다양성

프로그램 가변형 벽체를 통한 영역의 축소 확장

동선
다수의 여러 동선 요소

공간의 미로적 구성

비위계성
형태 매스들이 각기 다른 방향성을 가짐

동선 오픈플랜

<표 10> 공공공간의 구성 요소 별 리좀의 공간적 표현방법 특성

5. 결론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흐름을 고려한 새로운 디자인

방법의 기초 자료가 되고자 공공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리좀적 표현방법을 조사 분석하여 특성을 파악한 것이

다.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공공공간은 다수의 대중이 대응하므로 주

변의 관계에 따라 공간을 유동적으로 재조직할 수 있도

록 계획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확정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불확정적인 맥락과 함께하는

철학적 개념인 들뢰즈의 ‘리좀’을 바탕으로 공간에서 리

좀의 특성을 ‘결합성’, ‘다양성’, ‘비위계성’, ‘비연속성’으로

추출할 수 있었으며, 공공공간의 구성 요소는 ‘프로그램’,

‘동선’, ‘형태’로 재분류하여 분석틀을 설정할 수 있었다.

셋째, 2000년 이후에 개관한 미술관을 조사대상으로 분

석한 결과 ‘비연속성’을 제외한 ‘결합성’, ‘다양성’, ‘비위계

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질적인 매스나 공간이 연결되었

으며 ‘결합성’이 나타났으며, 가변적인 공간의 구조를 활

용(‘프로그램’)과 다중 이동경로에 따른 동선이 동시에

표현되어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리고 위계적인 공간형식을 탈피한 ‘형태’의 표현과 동시

에 개방형 공간(‘동선’)으로 ‘비위계성’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이를 통해 ‘프로그램’, ‘형태’, ‘동선’

은 공간에 복합적으로 동시에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

으며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공간에 통합적인 디자인 계

획 방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는 현대 공공공간의 불확정적인 흐름과 유사한 리좀적

측면에서 공공공간에 접근한 것으로 의의를 가진다. 그

러나 현대 미술관을 중심으로 공공공간에 나타난 리좀의

표현특성을 분석하였기에 모든 공공공간에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새로운 시각

에서 현대 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공간의 디자인 표

현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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