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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early 20st century, created distrust on the mechanistic and dualistic view based on the world of Descartes

and Newton. As the features of this new science cannot be explained by the existing Western philosophy but can

be explained by the thinking system immanent in the Oriental traditional thought, many scientists and philosophers

are concentrating their interests on the Oriental philosophy. In addition, some have been making efforts to find

solutions needed for a new paradigm from the thinking system of the Orient.

A variety of discussions have also been raised in connection with architecture due to this philosophical change. It

has now become possible to conduct free creative acts, staying away from physical limitations, including gravity

by diversified simulations through a computer. This physical liberation in turn has caused new changes to the

spatial concept of architecture, thereby granting the freedom of the expression that could not be even imagined

before and opening a possibility of new architecture and space. At the same time, the digital space architecture

actively accommodating this technology is generating a phenomenon that the existing physical and realistic things

are rapidly being changed gradually to immaterial and unrealistic ones.

This study has analyzed the properties of digital architectural space as the immateriality of our traditional

architectural spa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It can be seen that the immaterial features exhibited in the digital architectural space and the traditional

architectural one are not just interconnected with specific features, but they are correlated to all immaterial

features. Thus, immateriality that are common in the traditional and digital architectural spaces is complementary

organic, which is contained in the ambiguity of boundary between other spaces. It is regarded to the architecture

as a living things in space diversity based on ideological simila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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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 전통 건축은 유(儒)․불(佛)․도(道)․민간신앙

(民間信仰) 등의 다양한 사유체계(思惟體系)를 기반으로

일원론적이며 관념적인 형이상학적 철학을 건축에 반영

하였기 때문에 철학적 관념의 표현으로서 ‘비물리적 특

징’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일원론적인 사유체계는 20

세기의 과학적 세계관이 절대적(絶對的) 개념에서 상대

적(相對的) 개념으로 전이되면서 현대의 건축공간에도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절대적인 시·공간의 개념은 사라지

고, 정신적이고 직관적인 패러다임으로서 기존의 이원론

(二元論)적인 사유체계에서 벗어나 일원론(一元論)적 방

식으로 세계를 해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대 건축공간 또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기술적 발

달로 인해 다양한 공간의 구상이 가능해졌고, 또한 인간

의 다양화되는 요구충족의 일환으로 기존의 방식에서 탈

피한 동양의 탈 규정적이며 일원론적인 특성이 공간에

반영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통 건축 공간에서 나타나는 비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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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errit Rietveld, Schroder House,

1925

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건축 공간을 분석하여 디

지털 건축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다양한 패러다임

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현대 문화를 대변하는 ‘비물질’의 개념

과 근대 건축과 현대의 건축 공간에 어떻게 비물질적 개

념이 변해왔는지 고찰한다. 국내 전통 건축 공간사례를

중심으로 전통건축에서 말하고 있는 비물질적 특성을 분

석하고 이러한 전통건축공간에서의 비물질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디지털 건축 작가로 알려진 Markos Novak,

NOX, ONL, 등의 작품을 대상으로 디지털 건축 공간에

나타나는 전통 건축 공간의 비물질적 특성을 각각의 사

례에 대입하여 분석하였다.

2. 비물질의 이해

2.1. 비물질의 개념

‘비물질’은 전자, 양자, 중성자를 구성요소로 하여 만들

어진 물질에 대응되는 말이다. 이는 곧, 물질성을 상실케

한다는 의미로 물질에 의한 실재성을 없앤다는 것을 뜻

한다. ‘물질의 초월’은 육체로부터 정신을 자유롭게 하려

는 시도로부터 출발했으며, 육체의 한계로 인해 다가가

지 못하는 곳, 즉 이상세계를 물질적이지 않은 세계로

인식하면서 이미 고대로부터 다각적으로 시도되어온 인

간의 본능이다.1) 이러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인 비물질은

과거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난 현대의 다원론적 사고

의 사상적 접근으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1986년 파리의 ‘퐁피두 센터’에서 열렸던 비물질성을 주

제로 한 전시회에서 료타르는 현대 문화를 비물질의 문

화로 규정하였다.

건축 공간에서의 비물질화란, 공간의 경계에 대한 주

관적인 감각에 의해서 파악 될 수 있으며, 물질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간에서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공간을 연속적, 동시적, 상대적으로 지각하게 하는 개념

을 말한다. 공간에서 비물질화 된 경계는 구조에서 분화

된 자유로운 벽으로서의 역할 등을 하는데, 근대 이후에

는 구조에서 분화된 유리벽의 투명한 성질에 의한 공간

간의 연속성으로 표현되었으나 현대에는 재료의 물질적

인 성질 외에도 최첨단 테크놀러지와 결합하여 연속성과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2)

1) 김성남, 비물질적 표현특성을 적용한 미디어 센터 계획안, 홍익대

석사논문, 2001, p.5

2) 신홍경·옥창수, 현대 실내공간에서의 비물질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3권 3호, p.77

2.2. 건축에서 나타나는 비물질화

(1) 근대건축에서 나타나는 비물질

산업혁명의 발달로 인해 근대 건축은 구조적 방법의

개발을 통해 근대 건축에 있어 대량 생산에 의한 투명하

고 경량한 재료를 통한 비균질성으로 표현되었고, 근대

건축가들은 밀폐된 공간의 파괴, 건축에 시간과 움직임

을 도입하기 위해 경량성, 투명성, 공간의 분절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근대 건축은 “자연의

중력현상과 반대되며, 공중에 들려있고 평평한 평면의

인상을 준다.3) 이러한 이유로 반 되스버그는 건축에 모

델들의 표현들을 재질감이 나타나지 않게 평평하게 비물

질화 시켜서 표현하

였다.4) 실제 건축된

데 스틸 그룹의 예로

써 게리트 리트벨트

가 설계한 슈뢰더 주

택을 들 수 있다. 슈

뢰더 주택은 중력이

완전히 제거되어 어

느 방향에서나 완전

한 평형을 나타내는

몬드리안의 회화처럼

전면부와 남서방향의 입면은 좌우와 위아래의 전체적인

평을 나타내고 있다. 색채는 이러한 시각적인 효과를 나

타내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어 구조적으로는 연결이 되었

지만 시각적으로는 각각의 부재들이 독립적으로 각각의

선과 평면이 서로 연결 되어서 전체의 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르 꼬르뷔제(Le Cirbusier)의 새로운 건축을 위한

5원칙의 하나인 필로티는 1922년 발표한 시트로앵주택이

나 1925년 로시씨 주택의 경우처럼 기능과는 전혀 상관

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결국 필로티의 주목적은 건

물을 가볍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시각적으로 주택을 공

중에 띄운 것이다.5) 기디온(S. Giedion)에 의하면 유리라

는 재료 그 자체도 마찬가지로 비물질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6)

"형태를 거부한다.“고 공언한 미스 반 데 로에

(Mies van der Rohe)는 중심을 베제하고 위계적 관

계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균질공간의 개념을 확

립했다. 이는 투명성의 확장개념으로서 이쪽과 저쪽

공간의 상호관입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의 ‘바

3) Theo van Doesburg, 'L' e'volution de I'architecture moderne en

Hollande', L'architecture vivante, automne & hiver, 1925, paris, p.19

4) 심문기, 테크놀로지와 건축미학, 발언, 2004, p.98

5) Le Cirbusier oeuvre complete, Vol.1 1910-29, Les 'editions

d'architecture, Zurich, 1964, p.128

6) 신홍경·옥창수, 현대 실내공간에서의 비물질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04.6,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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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ies Van Der Rohe, Farnsworth

House

르셀로나 파빌리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외부의

뚜렷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 건물은 공간의 유동

성을 표현하고 있다. 크롬도금의 기둥 , 불투명한 유

리, 반사하는 대리석의 비물질적 효과 또한 현실을

잊게 하는 극장성7)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판 스 워 드

(Fansworth House)

주택에서는 바닥

슬래브를 지면에서

몇 피트 정도 들어

올린 것 같은 부유

한 형태로 되어 있

고 개방적인 유리

벽의 사용과 자연

의 풍부함과 대비

된 세련된 기술의 상징으로서 철재 평면에 칠해진 백색

과 평면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I 형보는 구조적인

의도보다는 시각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 작품에서

미스는 투명성을 부과하면서 공간의 연속성과 공간의 내

적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20세기 초 러시아에서 형성된 구성주의는 정신과 관련

된 ‘가치’의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정신적 가치문

제에 의해 구성주의는 과거의 뿌리 깊은 전통을 거부하

여 정적인 건축을 부정하였다. 구성주의의 디자인 규범에

서는, 이용 가능한 재료들에 대한 연구를 의미하고, 어셈

블리 라인과 같은 산업과정과 표준화 요소의 사용을 요

구하는 건설시스템의 응용을 포함하는 기술적 요소를 뜻

하는 팍투라(Faktura)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다. 그 개념은

건축이 기계생산과 조립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

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곧, 건축이 기념비적인 것이 아

니라 기계생산에 의한 것, 교체와 반복이 가능한 것이라

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경량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8)

(2)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비물질

1950년대 말, 근대 건축운동의 핵심적 주체였던

C.I.A.M이 붕괴한 후 현대건축의 사조는 다양하게 전개

되었다.

찰스 젠킨스의 관점에 따르면, 그것은 근대 건축의 합

리적 해결방식을 받아들여 현대의 기술과 함께 극도로

발전시킴으로서 새로운 하이테크 미학을 창조하려는 후

기 근대주의와 근대 건축이 간과 하여온 형태의 이론적

측면과 지역문화와의 연속성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7) 18세기 이탈리아의 극장 건축의 특성으로부터 유래한 용어인 ‘극장

성’은 감정 이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비일상성, 비현실성, 일시성

등의 예술적 특성을 지칭한다. - 전신영, 미스 반 데어 로에의 건

축 작품에 나타난 외피의 표현성, 서울대 석사논문, 2000, pp.67-68

8) 임미나, 가벼운 느낌을 주는 건축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

논문, 1992, p.18

위하여 역사와 전통을 참조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탈근대주의로 구분된다.

이러한 탈 근대주의는 이전의 산업사회가 추구하였던

표준화, 대량화, 대중화가 점점 퇴조하고 현대는 비규격

화, 비표준화 그리고 개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른 공간의 다원화 현상과 더불어 이데올로기의

붕괴는 기술의 무한한 자율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분

명한 것은 근대건축이 기념비적인 특성을 보이며 기계적

이미지만을 표현했던 것에 반하여 현대 산업사회는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기술이 제공하는 기술적 성과를

채용함과 동시에 근대의 인과적 기술만이 아닌 현대의

다양한 기술인식이 건축 형태에 표현되어지고 있다.9)

포스트 모던 작가들 중 그레이브스는 ‘건축은 대중들

에게도 의사전달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건축가 코드와

대중 코드의 이중 코드화를 통해 대중 지향적 태도를 지

닌다. 근대 건축의 이념은 사회구제의 도구로서의 건축

과는 다르게 , 의사전달의 건축을 지향 하였다 클로츠는

포스트 모더니즘의설화성을 강조하며, 포스트모더니즘의

제일중요한 척도는 건물의 형태와 기능뿐만 아니라 의사

소통의 설화적 의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1960년대

에는 미니멀 아트가 발생한 이후 미니멀 건축은 재료의

경량화와 비물성화를 표현하며 건축을 단순화하고 추상

화한 극단화로 표현하였다.

1988년 뉴욕 근대 미술관에서 전시된 ‘해체주의건축’과

런던 데이트 갤러리에서 있었던 해체파 미술가의 세미나

를 통해 처음 표명된 해체주의는 실외의 요소가 실내공

간으로 침투하고 실내공간은 대개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밀폐된 공간으로부터 탈피한다. 포스트 모던

건축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자신의 단편적인 변칙상황들

에 부분적으로 도입한 것에 반해, 해체주의 건축은 처음

부터 과학 패러다임을 디자인 방법론으로 삼았으며, 근대

건축이 시도한 4차원 공간에 대한 추상적 언급이나 움직

이는 건축 등의 시간성을 도입하는 대신, 건축의 구조를

결정하는 기본전제였던 중력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의

심10)하게 되었는데, 따라서 해체 주의 건축에서의 철과

유리의 사용의 보편화를 토대로 구조재료의 발달을 통해

투명하고 가벼운 느낌의 건축형태의 확산을 가져 왔다.

20세기 후반의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가상성’

이란 의미로 급속히 확산된 사이버스페이스는 물질의 개

념은 일반적인 물질의 개념과는 다르게 인식되는데, 각

각의 형질이 하나의 구조에 결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트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비트란 물질로부터 벗어난,

탈물질화된 기호로 인식되어지는 것이다.11) 사이버 건축

9) 김옥현, 현대건축에 나타난 기술적 이미지의 표현양식에 관한 연

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9, p.48

10) 김원갑, 건축과 해체, 세계사, 2000, p.68

11) 라도삼, 비트의 운명, 네트의 사회, 커뮤니케이션북, 1999.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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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arcos Novak,

Trans Architectures

<그림 4> 툇마루, 연경당

가인 마르코스 노박의 작품인 전송

건축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건축

의 비물질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

다. 그가 작업한 사이버 스페이스

(Cyber Space)는 거주 가능하고

상호 작용하는 영화적인 이미지를

통해 존재와 범위의 확장의 경계는

엇갈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그가 제안하는 리퀴드 아키텍처

(Liquid Architecture)란 물활론12)적이며, 추상적인 요소들 가

운데 변동하는 건축이며, 음악으로 향하는 건축을 의미하

는데 이것은 비물질화로 향하는 건축을 말하며, 전자적 형

태 또한 비물질화 되어 있는 건축을 의미하는 것이다.13)

3. 전통 건축 공간에서 나타나는 비물질적 특성

3.1. 전통 건축 공간에서의 비물질적 특성

(1) 불확정적 경계의 모호성

불확정성은 우리의 전통 건축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비물질적 특징 중 하나이다. 예로 들면, 대청마루나 툇마

루는 지붕만 있고 외부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이와 동시에 대청마루

와 툇마루는 신발을 벗고 올라

가야 하며 세간이 놓이기도 하

는 등 사용 양상으로 보아서는

내부 공간의 성격도 갖는다. 대

청마루와 툇마루는 이처럼 외부

공간이나 외부 공간이 아니기도

하며, 내부 공간인 동시에 내부

공간이 아닌 말 그대로 내․외

부사이의 전이적 성격을 그 특

징으로 갖는다.14)

또한, 채와 채 사이에 끼인

마당은 대청마루나 툇마루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외·내

부 공간의 양면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공간이 된다. 대

청마루와 툇마루, 채와 채 사이의 마당은 내부면 내부,

외부면 외부 하는 식의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그 성격이 한없이 모호하기 만한 공간이다. 그러나 이런

모호한 공간이야말로 한옥을 한옥답게 만들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15)

전통 건축의 내부 마당과 방은 극도로 단순화되어 구

12) 범심론의 한 형태로 세상의모든 물질은 그 본질상 생명을 가지며

생활력과 영혼을 가진다고 하는 학설.

13) 박혜원, 한국 현대건축에 나타난 미디어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경북대 석사논문, 2002, p.93

14) 임석재, 우리 옛 건축과 서양 건축의 만남, 대원사, 1999, p.309

15) Ibid., p.313

분된 성질만을 강렬하게 드러낸다. 방의 골격은 거주하

기 위한 내부공간이라는 점만을 표상하는 단순 Box로

드러나며, 마당 또한 외부공간이라는 근본적 기능 외에

다른 특별한 치장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각각을 떼어놓

고 보면 각 공간의 성격을 특별히 규정 할 수가 없게 된

다. 때문에 방의 공간적 특성은 마당으로부터 영향을 받

고, 마당의 공간적 특성은 방이나 담으로부터 영향 받음

으로써 각 공간은 비로소 완전한 공간적 성격을 부여받

게 된다. 즉, 상대적 관계성에 의해 성격을 부여 받는 것

이다. 이렇듯 우리의 전통건축은 보이는 물질적인 요소

에서 탈피해 마당이 하늘이 되고 툇마루가 내부 공간이

됨과 동시에 외부 공간이 되어 어디에도 불확정적인 경

계가 모호한 공간으로 승화시켰다.

(2) 상호보완적 유기성

기원전 6세기에 기록된 도가사상 체계를 확립한 노자

의 ‘도덕경(道德經)’은 동양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이다. 노자는 도(道)가 천지만물의 처음과 시작

을 존재하게 한 근원으로 보고, 각각의 개념을 분리가

아닌 만물의 생성 변화와 상호 연관적인 체계로 파악하

여 개체와 전체에 대한 관계에 의미를 두었다. 그 예로

음(陰)과 양(陽)은 본시 성질을 달리하여 존립하면서도

서로 뿌리를 맞댄 대립관계 속에서 상호 의존하여 생성

발전한다고 보았다. 즉, 개별성과 융합성을 동시에 내포

하며 상호 화합성을 구현함을 알 수 있다.

건축공간의 구성 또한 전체와 부분의 상호 연관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체와 부분들은 산술적 통합이 아닌

전체에 대한 부분들의 속성들로부터 전체를 이루는 관계

이다. 이는 개체간의 속성에 의해 분화되어 상호 연관의

연속적 집합 속에서 전체의 또 다른 부분이 되는 것이

다. 한국 전통 건축에서 채, 마당, 혹은 방이나 마루는

각각의 기본적 속성을 명확히 갖되 부가적 속성은 각 상

황에 따라 규정된다. 예를 들어 마당은 큰 의미에서 마

당이되, 사랑마당, 안마당, 행랑마당, 뒷마당 등으로 세분

화 되어지는 것과 같다. 이러한 공간의 성격은 자체 성

격이 완전히 결정되어 있지 않고 주변의 공간과의 관계

성 그 속성이 분화되어 결정된다.

따라서 전통건축에 있어서 공간은 항상 절대적인

개념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 항시 개체간의 상대적

가치에 의해 변화되고 , 그 자체만의 존재보다 비어

있음의 존재와 더불어 보다 많은 가치를 가지고 발

전의 가능성을 가진다 . 이러한 특성들의 서로 상보

적 결합에 의해 서로의 필요로 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짐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사이공간’의 역할은 각 채들

에서 이루지 못한 생활공간을 보완해주는 공간으로 작용

하면서도 고정적 공간의 설정요소를 배제하고 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통분모적인 요소만이 남게 되어16)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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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마당과 대청마루,

뒷마당의 연결
<그림 6> 진남관, 내부

떤 변화도 받아들여

동적인 행위공간으로

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여백의 공

간이 되어짐을 파악할

수 있다.17)

(3) 허(虛)를 통한 무위

(無爲)성

무위(無爲)는 도(道)

의 궁극적 운동 방식으로서 도의 생성(生成)과 복귀(復

歸) 운동은 그 자신의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유기적 원리

를 내포하고 있다. 무위(無爲)는 아름다움을 위한 본연

(本然)의 상(象)과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는 무상(無象)

의 도리로 구연한 만상이 독자성을 잃지 않는 자연의 상

대적 세계이며, ‘없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

다.18) 그러므로 실천윤리에 있어서는 자연․무위는 둘이

면서 하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19)

노자가 무위를 통해서 이르고자 하는 상태는 정이며,

정의 상태란 만물과 인간이 바르게 되도록 하여 인위적

인 문화가 없이 자연그대로 텅 빈 상태(虛), 즉 근원인

무(無)에 이르는 삶이다. 이런 무위(無爲)의 계념이 건축

에 나타난 것은 바로 ‘비어있음’으로 구현되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런 ‘비어있음’은 물체와 비어있음의 대대적

(對待的) 개념이 아닌, 비어있는 물질의 체계로 생명의

기운인 기(氣)가 차 있는 태극의 허(虛)를 추구하였다.

노자에서 보이는 무위의 용례(用例)20)는 대부분 성인

의 행위나 다스림과 관련될 만큼 실천원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21) 이렇듯 무위(無爲)라는 것을 성인으로

나아가길 원했던 사대부들의 가장 중요한 실천원리 중

하나였다. 우리의 전통 건축은 예술과 철학, 그리고 삶의

실질적 참여 방식에 능했던 인문학적 심미안을 가진 사

대부 등이 설계에 실제로 참여했으며 그들의 의견에 의

해 조영되었다.22) 디자인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대부들

은 우리의 전통 건축에 무위라는 계념을 건축에 투영하

려 하였다.

비어있음으로 충만하고, 항상 여여(如如)한, 인간과 자

연의 원리와 같은 이(理)와 기(氣)의 충일한 상태를 조영

16) 이성관, 한국전통적 건축 공간 구성의 특질, 서울대 석론, 1975, p.8

17) 윤영선, 노자사상의 유기적 원리를 통한 건축공간 구성 분석, 대한

건축학회논문집 제17권 2호, 1997.10

18) 김지은, 노자의 공간 사상을 통한 전통 공간 연구, Journal of

Oriental Culure & Design, 2010, p.47

19) 진고응, 노장신론, 최진석 옮김, 소나무, 1997, p.54

20) 무위의 용례는 : 2,3,10,37,43,48,57,63,64장 등에 12번 사용(43장과

48장에서 2회씩)되고 있다. 그러나 10장은 본(本)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21) 최승달, 노자의 무위에 대한 철학적 성찰,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7, p.25

22) 김개천, 명묵의 건축, 안그라픽스, 2004, p.259

하려 하였다. 건축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자 하기 보다는, 자연

의 경지를 이룬 인문

세계를 보태어 자연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그것은 건축이 자연이

고 자연이 건축으로

치환되는 경지로 근대

의 어떤 예술도 이룩하지 못한 예술적 성취였다.23)

불확정적 경계의

모호성

․내․외부가 규정되지 않는 불확정적 공간

․소통과 유추를 통한 공간의 확장

․문, 벽체의 움직임에 의한 공간의 확장

연속성

개방성

중층성

상호보완적 유기성

․공간의 사건에 의한 유기성

․객체로 독립되지 않고 불완전한 완전성

매개성

유기성

상호보완성

허를 통한 무위성

․비어있지만 기가 가득한 농밀한 공간

․사건과 가능성을 담고 있는 공간

여백

절재미

비움

<표 1> 전통 건축 공간에서의 비물질적 특징

4. 전통 건축의 표현특성으로 바라본 디지털

건축 공간의 비물질적 표현특성

4.1. 사례대상

선정된 작품사례의 범위는 디지털 건축 작가로 알려진

마르코스-노박, NOX, ONL, 등의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

하였으며 구체적인 표의 분석 대상은 다음<표 2>과 같

으며 분석의 기본 내용은 디지털 건축 공간에 나타나는

전통 건축 공간의 비물질적 특성을 각각의 사례에 대입

하여 이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공간

유형
분석을 위한 사례

공간

유형
NO. 분석작품의 건물명 작가명 위 치 용 도

디

지

털

건

축

공

간

01 2001_Future.com NOX Biel, Switzerland 체험공간

02 Transarchitecture Marcos Novak Cyber Space 체험공간

03 Opera House Coop Himmelblau Guangzhou China 문화공간

04
Web of

north-holland
ONL Haarlemmermeer

전시

박람회

05 MotormeCCA ONL Assen Netherlands 체험공간

06 Transport ONL
Rotterdam

Netherlands
체험공간

07
Blow out

toilet block
NOX

Neetlje Jans

Netherlands
체험공간

08 Fresh H2O EXPO NOX
VNeetlje Jans

Netherlands
체험공간

09

Yokohama

International

Port Terminal

FOA
Yokohama

Japan

여객

터미널

<표 2> 작품분석 대상 건축물

23) Ibid.,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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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 /
작가명 이 미 지 공간적 특성

2001_Futur
e.com
/
NOX

경계의
모호성

Interactive 전시장으로
서 벽과 바닥과 천장의
구별이 모호한 내부공
간을 구성

상호보
완적
유기성



허를 통한
무위성



Trans
architecture

/
Marcos
Novak

경계의
모호성

다양하게 생성된 형태
들은 골격과 외피의
정체성을 제거한다. 골
격과 외피의 관계는
반전되고 분기됨

상호보
완적
유기성

내·외부는 유동적이고 가
변적이며, 골격은 일시적
이고 보조적 성격을 가짐

허를 통한
무위성



Opera
House
/

Coop
Himmelblau

경계의
모호성

,유리 재료의 사용으로
인하여 내부와 외부와
의 경계가 모호한 탈
중력적인 양상을 뛰며,
천장과 벽의 비경계적
모호성을 띔

상호보
완적
유기성

안과 밖의 사건등으로
인하여 서로 공간의
성격이 간섭받음.

허를 통한
무위성

균질화 된 피막 대신
유리를 사용하여 비
중력적 특성을 가짐

Web of
north-holla
nd
/
ONL

경계의
모호성

무중력을 전재로 하여
둥근 구조를 가지며 기
둥이 없이 특수 합금 외
피를 통해 빛을 반사시
켜 경계의 모호성 구현

상호보
완적
유기성

외피의 간격에 의한 빛
의 유입으로 공간의 가
변적 이미지를 형성하
여, 빛의 변화를 통한
내외부의 유기성 구현

허를 통한
무위성



Motorme
CCA
/
ONL

경계의
모호성

벽과 천정의 모호한
경계를 활용한 실내구
성과 그에 따른 빛의
흐름으로 경계의 모
호성 구현

상호보
완적
유기성

내부의 인터랙티브한
미디어의 활용으로 자
동차의 스피드를 체감
할 수 있고 자연스러
운 정보의 습득이 가
능함

허를 통한
무위성



Transport
/
ONL

경계의
모호성

바닥과 벽, 천장과 개
구부 사이에 어떠한
파티션도 없이 실시간
으로 변화하는 텍스트
들이 공간구성요소로
작용하여 사이버 공간
과 현실공간을 연결시
켜 줌

상호보
완적
유기성

인터렉티브 미디어와
관람자 간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주체의
행위를 유발시킴

허를 통한
무위성



<표 3> 작품분석 대상 건축물의 이미지와 공간적 특성

Blow out
toilet block

/
NOX

경계의
모호성

바람을 형상화한 레이
어된 형태로 인하여
내외부가 모호한 형태
를 가짐

상호보
완적
유기성

관람자의 동선에 따라
오감을 자극 시키는
디지털 장치로 주체의
행위를 유발시킴

허를 통한
무위성



Fresh H2O
EXPO
/
NOX

경계의
모호성

액체의 유동성을 건축
에 적용이 공간에서는
실제의 물과 가상의
물이 흐르는 가운데
다양한 센서에 의해
조명과 음향이 조절되
며 불확정적인 형태로
모호함을 표현함. 건물
의 외․내부에 수평층
이 존재 하지 않음.

상호
보완적
유기성

센서에 의해 방문자들
에게 대화식으로 반응
하는 환경으로 공간이
확장의 확장성 추구

허를 통한
무위성



Yokohama
Internationa
l Port
Terminal
/
FOA

불확정
적
경계의
모호성

지역을 건축 내부로
흡수시키고 내․외부
공간이 자연스럽게 이
어져 다양한 동선과
구조물이 서로 관입되
고 순환되는 경계의
모호성을 가짐
여러개의 판들의 겹침
으로 한정된 공간이
없는 무한정의 연속되
는 형태를 지님

상호보
완적
유기성

단순한 형태와 비경계
성으로 인해다목적 공
간에서 관람자들의 행
위와 사건들로 인해
공간의 다양성 추구

허를 통한
무위성



4.2. 대상공간의 공간적 특성

4.3. 디지털 건축 공간에 나타나는 전통 건축 공간의

비물질적 특성

불확정적 경계의 모호성으로 바라본 디지털 건축공간

은 공간요소와 빛과 이미지를 이용하여 비경계성을 추구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우리의 전통 건축 또한 친자연적

인 사상을 기반으로 자연을 건축 내부에 끌어들여 자연

의 변화와 움직임을 관망하며 동경하였다. 이에 특정하

게 규정지어지는 영역보다는 서로 공간이 상호 작용하여

공간의 탈경계성을 내포 하고 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상호 보완적 유기성은 유동적인 외피

및 중력, 인력 등의 제약이 없는 새로운 시공간의 개념을

추구하는 것으로 연속적으로 부드럽게 통합된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가변적인 공간으로 변형시킨다. 한국 전통 공간에

나타나고 있는 시공의 개념 또한 고정되지 않고 불확정적

이며 항상 변화하는 생명과도 같은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허를 통한 무위성은 디지털 건축에서 전자적 매체를

사용하여 두터운 매스로 부터의 빛의 발산, 재료의 물성

이 가지고 있는 반사성과 투명성 및 탈중력적 형태로 인

하여 경량적 특성들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통 건축공간

에서는 허를 통한 무위성으로 표현적으로 경량성을 나타

내는 것처럼 보이나 이것은 탈중력적이고 없음의 표현이

아니라 내부에 기로 가득 찬 허(許)를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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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간

비물질적 특성

불확정적

경게의 모호성
상호 보완적 유기성 허를 통한 무위성

전통

건축

공간

탈규정성을 통한 다목적

공간의 기능을 수행하는

멀티 스페이스

주체의 행위와

관계맺음으로 인한

공간형성

비움과 여백으로

기가 농밀한 공간추구

디지털

건축

공간

내,외부 및 공간

구성요소의 관입,

통합을 통한 비경계성

추구

미디어를 활용한

인터렉티브한 공간

경량성 및 투명성을

통한 사라지는 공간

<표 4> 디지털 건축공간과 전통건축공간의 비물질적 특성 비교

5.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이원론(二元論)적인 사유체계에서

벗어나 일원론(一元論)적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하기 시

작한 패러다임에 기인하여 전통 건축 공간에서 추구하는

비물직적인 특성으로 디지털 건축 공간에 나타난 비물질

적 표현특성을 파악하여 디지털 건축 공간에 대한 새로

운 관점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시작하였다. 이러

한 전통 건축공간특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디지털 건축

공간의 비물질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 건축공간 특성인 불확정적 경계의 모호성

은 어느 한가지의 용도, 사용의 공간이 아닌 다양한 주

위의 상황들에 따라 가변적이고 특정하게 영역을 단정

지을 수 없는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디지털 공간에서 빛과 테크놀러지를 이용한 가변적인 공

간으로 나타난다. 정보와 텍스트와 이미지의 전환으로

건축의 외부가 내부로 상호관입하고 공간을 구성하는 바

닥, 벽, 천정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표현특성을 가진다.

둘째, 전통 건축 공간의 상호 보완적 유기성은 자연과

사람, 건축을 따로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고 주체의 행위

와 상호간의 관계 맺음으로 인해 상황에 따라 공간의 의

미나 성격이 변화한다. 디지털 건축공간에서는 인터렉티

브 미디어를 활용하여 이미지의 중첩 혹은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표피를 구현해 냄으로서 항상 변화하는 공간의

생명력을 추구하고 있다.

셋째, 허를 통한 무위성은 디지털 건축에서 전자적 매

체를 사용하여 기존의 구축적인 매스가 아닌 물성의 탈

경량, 탈중력적 형태를 통한 사라지는 공간을 구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통공간에서는 단지 없음이나 사라지

는 무(無)의 표현이 아니라 비움과 여백으로 농밀한 기

(氣)로 가득 찬 공간으로 그 특성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디지털 건축공간에 나타난 비물

질적인 특성과 전통 건축공간에서 나타나는 비물질적인

특성은 많은 공통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지

테크놀러지의 발달과 재료의 발달로 인한 시대에 따른

기술적인 표현방법이 달랐을 뿐 전통 건축공간과 디지털

건축 공간에서 나타내고자 했던 근본적인 비물질적인 특

성은 상호 유기적이고 서로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건축

을 다양성을 내포할 수 있는 생명체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은 디지털 건축 공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

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추후 다양한 관점의 디지털

건축 패러다임 창출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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