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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마켄고의 건축론에서 나타나는 반(反) 오브젝트의 개념적 특성과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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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contemplate an ultimate goal and new methodology the architecture and space design community

should pursue forward by analyzing concepts in Kengo Kuma’s idea of “Anti-object” and examining his design

methods and characteristics.

To this end, I reviewed space design methods and features in his book of 「Anti-Object」 and his architectures

built around in 2000. The result is as in the followings.

(1) Contact is an essential concept of “Anti-object” to connect and integrate divided materials and consciousness

with time and space. (2) Elimination is a meaningful way to reverse “cohesiveness” of agglomerated cluster which

is a form of object and reconstruct it into the form of passive and acceptive “Anti-object”. This idea is realized

through overlap of material property and removal of massing. (3) Minimization is a concept of “Anti-object” to set

the temporality free from constraints of materials. Three-dimensional transparent faces and lines or patterns of

porous materials can be used to remove static and coercive volume. (4) A particle is a “reflector of its

environment.” It rebuilds one-way or disconnected communication between human and architecture into an

interactive one. Kengo Kuma materializes this “particle” by exploring positional relation with physical paths, precise

details and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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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2011년 3월 11일 이후 일본의

건축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의 중심에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며 지금까지 추구

하여왔던 ‘건축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이해

와 검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근

대 이후 자연과 괴리되어 형성되어온 현대의 건축에 대

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편향적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1) 그러나 이러한 논

의가 전혀 새로운 것이라 볼 수 는 없다. 일본의 건축가

쿠마켄고는 오래전부터 현대 건축의 본질에 내재하고 있


 * 이 논문은 2014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는 ‘소비적 욕망’과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정

책’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건축의 지향점

에 대해 비판하여 왔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

운 지향점을 자신이 설정한 건축적 개념과 방법들을 통

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1)이러한 그의 건축적 활동들은

‘지는 건축(負ける建築, 2004)’2), ‘자연스러운 건축(自然な

1)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인 야마모토 리켄, 나이토 히로시, 쿠마켄

고, 이토토요, 세지마 카즈오의 5인에 의해 결성되어진 ‘帰心の会’는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부흥을 위한 다양한 접근과 건축가로서 무엇

이 가능한가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으로 다양한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심포지엄에서 세지마 카즈오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성을 새로이 재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쿠마켄

고는 ‘인간의 욕망과 건축이 연결되는 곳에 경제가 움직인다는 전

제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지금까지의 건축이 지향

하였던 본질에 대한 재고(再考)가 의미 있는 주제로 등장하였다.

2) 한국어 번역 제목은 ‘약한 건축’으로 되어 있으나 원어 본래의 의

미인 ‘지는 건축(負ける建築)’이 본 논문의 내용에 보다 적합하다

고 판단되어 여기서는 ‘지는 건축’으로 표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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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築, 2008)’ 등으로 대표되어지는 저서3)들을 통하여 구

체적으로 소개되어지며 종래의 건축론에 반(反)하는 그

만의 새로운 건축적 논리와 개념, 방법을 전개하여 왔다.

이렇게 그의 다양한 저서들에 등장하고 있는 건축개념들

은 내용적으로 일면 상호 연결되는 부분도 있으며 새로

운 관점에 의해 재해석되어 드러나는 부분도 있다. 그러

나 공통적으로 그의 다양한 건축개념들의 근저에 존재하

는 논리는 2000년에 출간한 저서 ‘반(反) 오브젝트-건축

을 녹여서 부순다’4)에서 등장하는 ‘반 오브젝트론’을 그

출발점으로 한다. 이러한 논리는 케네스 프램튼(Kenneth

Frampton)이 쿠마켄고의 최근 작품집5)에 게재한 에세이

에서 그의 건축을 ‘반 오브젝트적’이라 규정하고 있는 것

과 그 맥을 같이한다.

대전환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작금의 일본 건축

계는 향후 건축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대전환의 관점은 비단 일본에 한

정된 상황만은 아닐 것이다. 자연환경과 인간의 관계적

인 관점에서는 우리의 건축도 공간디자인도 지금까지 추

구하여왔던 경제적 논리나 방법론이 갖는 한계에 직면하

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쿠마켄고의 ‘반 오브젝트론’

은 대전환의 시기에 건축과 공간디자인이 추구하여야 할

새로운 지향점의 모색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쿠마켄고의 ‘반 오브

젝트론’에 담겨있는 개념들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의 디자인 방법에 대한 고찰

을 통하여 향후의 건축 및 공간디자인이 추구하여야 할

새로운 지향점과 방법론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크게 쿠마켄고의 ‘반 오브젝트론’에 대한 사

상과 개념에 관한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의 파악, 그에

따른 디자인 방법의 규명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쿠마켄

고가 주장하는 ‘반 오브젝트’의 개념적 파악을 명확히 하

는 것이 전체 연구의 틀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개념의 파악을 위해서는 단순

히 용어에 대한 의미적 분석이 아닌 그 내면에 존재하는

쿠마켄고의 건축적 사상과 그 형성의 배경을 충분히 파

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반

오브젝트론’에 내재되어있는 쿠마켄고의 건축적 사상의

형성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저서 ‘반 오브젝트-건축을 녹

여서 부순다’가 발간된 2000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의 시기를 중심으로 그의 다양한 저작과 강연, 인터뷰

등의 내용을 정리, 분석한다. 3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3) 2010년에 발간된 ‘삼저주의’, 2012년에 발간된 ‘연결하는 건축’ 등은

대담집으로 쿠마켄고 본인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피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의 논의에서는 제외하기로 함.

4) 隈研吾, 反オブジェクト―建築を溶かし、砕く, 筑摩書房, 2000

5) 隈研吾, KENGO KUMA COMPLETE WORKS, エクスナレッジ, 2013

거쳐서 얻어진 ‘반 오브젝트’ 개념의 형성배경에 기초하

고, 저서 ‘반(反) 오브젝트-건축을 녹여서 부순다’를 중심

으로 하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그가 주장하는 ‘반 오브젝

트’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해석, 고찰한다. 4장에서는 3장

에서 얻어진 분석의 내용과 틀에 기반을 두고 2000년 전

후에 건축된 그의 대표적인 작품에서 나타나는 ‘반 오브

젝트’의 개념과 공간디자인 방법을 분석, 고찰한다. 5장

결론에서는 이상의 분석, 고찰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

리하여 반 오브젝트 개념의 디자인 특성을 제시한다. 이

를 통해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한 건축 및 공간디자인의

새로운 지향점으로서 쿠마켄고의 ‘반 오브젝트론’이 갖는

시사성을 검토한다.

2. ‘반 오브젝트론’의 형성배경

본 장에서는 쿠마켄고의 ‘반 오브젝트론’의 형성배경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그가 ‘건축비평’을 시작

한 대학원생 시절부터 저서 ‘반 오브젝트론’이 출간되기

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찰하고자 한다.

2.1. 건축과 건축가에 대한 메타 비평적 접근

쿠마켄고는 건축계획론의 개념으로서의 ‘비평성’을 일

종의 미학으로 간주한다. 한편으로 그에게 있어 비평은

기존의 건축과 건축가와는 구별되는 자신만의 혁신성을

드러내고 주목받을 수 있게 하는 건축 활동의 수단이기

도 하였다.6) 동경대 건축과 대학원생 시절 쿠마켄고는

뜻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그룹 스펙키오’를 결성하여 건

축비평 활동을 시작하였고 그들의 비평문은 일본의 대표

적인 건축잡지 ‘SD’에 연재되기도 하였다. 당시 자신들의

건축비평 활동에 대한 쿠마켄고의 회고를 보면 “당시 우

리의 문장은 많은 빈축을 샀다. ‘너희들은 장난기어린 문

장만 써대고 건축을 우습게 보는 건가!’라는 비판을 몇

번이고 받았다. (중략) ‘어떻게 하면 건축 비평이 갖는

독특하고 대단치도 않은 심각함을 견지하면서, 그러면서

도 지루하고 지적 레벨이 낮은 담론들을 해체할 수 있을

까’라는 것이 나의 테마였다. 당시의 건축 비평은 (지금

도 기본적으로는 변함이 없으나) 지극히 폐쇄적이라고

느껴졌다. 그것에 있어서 유일한 판단 기준은 논리성이

었다.”7) 이러한 그의 회고를 통해서 그의 비평 활동은

기존의 건축계 또는 선배 건축가들의 반발을 어느 정도

6) 쿠마켄고는 저서 ‘지는 건축’에서 “작가들은 한층 더 언설과 미디

어 같은 모든 환경에서 비평성을 중심으로 작품 전체를 만들고 긴

장하면서 싸워왔다.”고하며 건축가에게 있어서 ‘비평성’이 중요한

작품활동의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쿠마켄고,

약한건축, 안그래픽스, 2009, p.40

7) 隈研吾, 建築的欲望の終焉, 新曜社, 1994, p.279, 松村淳, 建築家を社

会学的な研究対象として位置付けるために, 関西学院大学先端社会研

究所紀要, 7, 20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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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2의 전경, 1991

예상한 상황에서 의도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쿠마켄고는 현재까지 수많은 저서를 저술하여 왔다.

이러한 그의 저서의 근간에는 건축학도 시절부터 이어져

온 기존의 건축과 건축가에 대한 ‘메타 비평적인 시각’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메타 비평적인

그의 시각은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근

무하면서 저술한 그의 처녀작이라 할 수 있는 ‘10택론’8)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도시에 사는 일본인의 주택

기호(嗜好)를 10가지 타입으로 분류하며 풍자화하고 있

는 이 책에서 그는 ‘아키텍트파’라는 타입을 통해서 일본

의 건축가의 주택에 대한 설계방식과 일본인의 주택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며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일본인의 주거문화 및 주택건축을 둘

러싼 비평적 시각은 1994년에 출간한 ‘건축적 욕망의 종

언’으로 이어진다. 한편 1989년에 저술한 ‘굿바이 포스트

모던’9)에서는 미국에서의 연구원 생활 중에 만난 11명의

세계적인 건축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미국의 버

블경제에 기반을 둔 대규모 건축설계회사와 건축가들의

건축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향후 도래할 경제

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포스트모던시대의 종언이 임박했

음을 언급하고 있다.

쿠마켄고에게 있어서 비평은 건축 작품 자체를 대상으

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종래의 건축론, 때로는 건

축가의 방법론과 같은 이미 비평성을 갖는 비평에 대해

비평하는 메타 비평적인 성격이 강하다. 쿠마켄고는 “비

평한다는 행위의 구체적인 벡터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비평

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비평의 배후에는 반드시 어떠한

권력 투쟁이 존재하고 있는지 등을 염두에 둬야 한다

.”10)고 주장한다. 즉 그에게 있어서의 메타비평적인 비평

활동은 견고한 기성세대의 틀 안에서 자신만의 건축관의

발현과 그를 통한 작품 활동을 전개해나가기 위한 하나

의 투쟁 수단이며 일종의 전략적 견지에서 이루어진 것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2. 이항대립적 미학에 대한 안티테제적 접근

1992년 일본의 동서아스팔트사업협동조합(東西アス

ファルト事業協同組合)에서의 강연에서 쿠마켄고는 20세

기의 산업자본주의의 구조로부터 기인한 20세기의 건축

이 갖는 2가지의 대립하는 미학에 의한 지배를 비판한

다. 그 하나는 도시의 미학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외(郊

外)의 미학이다. 쿠마켄고가 주장하는 도시의 미학과 교

외의 미학, 때로는 투명의 미학(미스의 시그램빌딩으로

8) 隈研吾, 10宅論―10種類の日本人が住む10種類の住宅, 筑摩書房, 1986

9) 隈研吾, グッドバイ・ポストモダン―11人のアメリカ建築家, 鹿島出
版会, 1989

10) 隈研吾, 전게서, p.39

대표되는)과 불투명의 미학(당시 미국 교외의 콜로니얼

양식의 주택으로 대표되는) 등으로 표현되는 건축적 경

향은 도시를 상징하는 오피스와 교외를 상징하는 주택이

라는 2가지 유형의 건축으로 설명되어진다. 이는 생산과

소비, 노동과 거주를 의미하는 상징이기도 했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러한 이항대립적 미학의 붕괴에 대해 쿠마

켄고는 산업자본주의에서 정보자본주의로의 구조적 변

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한 주거의식의 변화에 주

목한다. 70년대를 경계로 확산된 이항대립적 미학의 붕

괴와 함께 등장한 포스트모던 건축은 매우 손쉬운 수법

으로 이항대립을 해소하고 있었다고 쿠마켄고는 비판한

다. 즉 ‘도시’의 상자에 단순히 ‘교외’의 디자인을 덮어씌

우는 용이한 방법의 채택은 애초부터 실패를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다. 쿠마켄고는 그 후 등장한 해체

주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면서 이항 대립적

미학에서 벗어나기 위한 안티테제(Antithese)로서의 자신

만의 건축적 접근방법의 의미를 피력한다. “해체주의라

는 것은 단순히 기하학만의 해체를 목표로 한다. 나는

좀 더 깊은 곳에 존재하는 문화적인 영역을 포함한 해체

는 불가능한 것인가를 생각했다.”11) 이처럼 쿠마켄고는

20세기의 건축, 특히 근대의 건축이 갖는 이항대립적 미

학이 초래한 다양한 폐해들을 비판하는 한편 그를 해소

하기 위한 포스트모던과 해체주의 등 현대의 건축적 사

유들에 이르기까지도 안티테제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이

러한 20세기 건축에 대한 안티테제적 접근이야말로 쿠마

켄고 건축의 출발점이기도 하다.12)

2.3. 비평적 관점의 구현으로서의 작품활동

대학원시절부터 시작한 일본 건축의 기성세대에 대한

쿠마켄고의 다양한 비평 활동은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의 객원연구원을 거치며 20세기의 건축이라는 보다 확대

된 대상에의 비평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그의 비평적 활

동은 미국에서 돌아온 후 본격적으로 자신의 작품으로

구현되기 시작한다.

1991년에 발표된

일본의 자동차회사

마츠다의 자회사 본

사 빌딩인 ‘M2’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

을 불러일으킨 작품

이며 동시에 쿠마켄

고 자신의 건축적

사고의 틀을 크게

11) 1992년 東西アスファルト事業協同組合의 강연록에서 발췌.

12) 쿠마켄고는 그의 1992년 東西アスファルト事業協同組合의 강연에

서 “이항대립이 붕괴되기 시작한 세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자신의 건축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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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시킨 계기가 되었던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작품을 통

해서 쿠마켄고의 초기 비평적 시점들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었으며 그의 건축사고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반 오브젝트론’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

를 구체적으로 고찰해보기로 한다.

일본의 건축전문잡지 신건축 1992년 3월호에 게재된

쿠마켄고 본인에 의한 ‘M2’의 작품설명 제목은 ‘전자시

대의 피라네지(電子時代のピラネージ)’였다. 제목에서 나

타나듯이 쿠마켄고는 18세기말에 그 이전의 수세기를 지

배하였던 ‘고전적 세계’라는 이름의 허구성과 그 붕괴를

폐허화와 단편화를 통하여 표현한 피라네지를 빗대어 산

업자본주의와 공간의 이항대립이 갖는 허구성에 대한 자

신의 비판적 견해가 M2라는 작품을 통하여 표현되고 있

음을 주장한다. 특히 그의 작품설명에서 ‘단편화’와 ‘폐허

화’라는 어휘가 다용되어지는 것도 피라네지의 표현에

의한 영향임을 유추할 수 있다. 1992년의 동서아스팔트

사업협동조합 강연에서 쿠마켄고는 ‘최초로 생각한 것은

클래식한 모티브와 글라스 박스를 조합시켜 해체하고자

하는 발상’이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클래식한 모티브에

대한 실재성을 해체시키기 위한 픽션(fiction)적 표현에

몰두하였음을 언급한다. 예를 들면 건물의 중앙에 배치

한 이오니아식 기둥의 극단적 변형, 북측 벽면의 그리스

양식의 모티브 중에 코니스 부분의 확대 및 단편화, 좌

측 글래스 박스의 투명성과 우측의 클래식한 엘리먼트들

이 보여주는 불투명성의 미학을 래디컬적인 형태로 충돌

시키는 등의 표현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그림 1>

M2에서 나타난 쿠마켄고의 건축적 표현들은 M2가 완

성되기까지 그가 견지해온 비평적이고 안티테제적인 모

든 건축적 어휘들의 집대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건축전문지 ‘닛케이 아키텍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

건물의 설계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버블경제가 붕괴된 지금, 시대는 포스트모던적인 디자

인을 재검토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중략) 그러나

모두가 ‘그건 좀 이상했어’라고 말할 뿐, 아주 이성적이

고 성실한 것처럼 버블의 시대를 부정하고는 있으나 새

로운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중략) 나는 이러한 시기이

기에 금후의 비전은 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한다고 느

꼈고 끊임없이 생각해 왔다. ‘M2’는 그러한 생각을 배경

으로 그 답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 세상을 향해 의도적

으로 던져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13) 그러나 이 건물은

쿠마켄고 본인이 ‘폭발적 반발’이라고 언급하듯이 적지

않은 비판에 조우한다.14) 즉 건축이라는 물리적인 ‘형태’

13) 日経アーキテクチュア, NA建築家シリーズ02: 隈研吾, 日経BP社, 2010,

pp.48-49

14) 1993년 일본의 시사전문지 아에라(AERA) 10월 18일호에는 ‘M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적 기사가 실렸다. “1980년대의 포스트모

던 시대에는 장식성에 무게를 둔 역사적인 양식이 건축디자인의

‘특권적인 형태’였다. 거기에 쿠마씨는 글래스의 커튼월이라는 근대

의 표현을 통하여 긴 시간에 걸쳐 전개하여온 자신의 건

축에 대한 비평성의 구현, 그 자체가 강하게 부정되어지

는 결과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쿠마켄고는 ‘결과적으로

형태적인 어프로치에만 ‘폭발적인 반발’이라는 형태로 관

심이 집중되었다. M2의 각 부분에 산재시킨 비형태적이

고 물질적인 어프로치에는 누구도 관심을 나타내주지 않

았다’15)고 회고한다. 건축의 ‘물리적 형태’에만 관심이 집

중되고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자신의 주장들에 대해서

는 극심한 이해 부족에 마주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건축의 물리적 형태를 통한 자신의 비평적 관점의 구현

이 갖는 한계를 경험한 쿠마켄고는 자신의 비평적 관점

을 ‘형태’를 벗어난 새로운 방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

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의 결과로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반 오브젝트론’이라 할 수 있겠다.

3. ‘반 오브젝트’의 개념과 특성

본 장에서는 쿠마켄고가 주장하는 ‘반 오브젝트’의 본

질을 보다 적극적으로 탐구하기 위하여 2000년에 저술한

그의 저서 ‘반(反) 오브젝트-건축을 녹여서 부순다’의 내

용을 중심으로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16) 이 저서가 발표

된 2000년은 그의 초기 비평 활동의 집대성으로 등장하

였던 작품 ‘M2’에 대한 강한 사회적 반발과 충돌한 이후

그가 견지해 온 기존 건축에 대한 비평적 관점의 새로운

해석과 접근의 결과물로서 대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돌(石) 박물관’이 완성된 시기이기도 하다. 즉, 그의 비

평적 관점이 ‘형태’를 벗어나 새로운 형식으로서 건축화

되어져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된 원년으로 그의 비평적

관점이 하나의 건축적인 표현으로 구체화되어진 시기로

볼 수 있다. 쿠마켄고는 건축계획론의 개념으로서의 ‘비

평성’을 일종의 미학으로 간주하며, 기존의 건축과 건축

가와는 구별되는 자신만의 ‘혁신성’을 드러내고 주목받을

수 있게 하는 건축 활동의 수단이라 주장한다. 상기 저

서의 주요 테마인 오브젝트 비판의 대상도 독일 건축가

인 브루노 다우트(Bruno Taut)의 사례를 제외하곤 모두

자신의 건축을 대상으로 한다. 즉 ‘비판함과 동시에 자신

을 그대로 노출시켜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

도’17)인 것이다. 그에게 있어 ‘반 오브젝트’는 자신의 건

건축의 형태와 이오니아식의 주두라는 역사적인 양식을 조합한

‘M2’를 만들어냄으로 특권적인 형태를 부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있다고 생각하였던 특권적인 형태는 버블이 끝난 지금 이미 존재

하지 않으며 이오니아식의 원주는 허무하게 허공을 지지할 뿐이다.

쿠마씨의 의도는 보기 좋게 빗나가 버리고 말았다.”

15) 隈研吾建築都市設計事務所, Studies in Organic Kengo Kuma &

Associates, TOTO出版, 2009, p.17

16) 본 논문에서는 보다 명확한 ‘반 오브젝트’ 개념의 내용적 분석과

고찰을 위하여 최근 출판된 관련 문헌(隈研吾, 建築家、走る, 新潮

社, 2013 등)을 추가적으로 참고하여 고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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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휴가벳테이 실내, 브루노

다우트, 1936

축의 한계를 드러내고 또 초월하기 위한 그만의 건축미

학이고 건축의 목표라 할 수 있다.

3.1. ‘반 오브젝트’의 의미

쿠마켄고는 상기의 저서 서문에서 반 오브젝트는 ‘자

기중심적이고 위압적인 건축’, 즉 ‘오브젝트’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은 ‘특정 건축양식에 대한 비판이 아

닌 건축이 발산하는 어떤 종류의 독특한 존재감, 분위기

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라 주장한다.18) 한편 그는 이

오브젝트를 건축의 근저에 있는 체질, 또는 기질(氣質)로

설명한다. 다시 말해 오브젝트는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절단되어진 물질의 존재양식’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중요

한 것은 여기서의 ‘절단(切斷)’은 건축의 숙명일수도 있

으나 절단을 스스로 바라는가, 또는 절단을 가능한 한

피하고자 하는가에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 ‘차

이’가 건축을 체험하는 자의 입장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출현시킨다고 주장한다.19) 즉 반 오브젝트는 주변의 환

경과 적극적으로 절단되어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위압적인 건축의 기질, 또는 분위기 그 자체

에 대한 쿠마켄고의 비판적 관점에 의한 하나의 ‘건축적

형식’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또한 쿠마켄고는 자신의 비

판 대상인 오브젝트로서의 건축을 비판할 수 있다면, 그

것을 대신할 또 다른 형식인 ‘반 오브젝트’로서의 건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안을 행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즉 본 저서에서 등장하는 ‘반 오브젝트’라는 새로운 건

축적 개념과 표현형식은 오브젝트로서의 건축에 대한 비

판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그 자신의 건축 작품20)

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반 오브젝트’의 개념분석

쿠마켄고는 상기의 저서에서 ‘반 오브젝트’의 내용을

크게 8개의 장에 걸쳐 자신의 작품과 대비하며 설명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상기 저서에서 등장하는 8개장의 내

용 중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한 총 5가지의 ‘반 오

브젝트’의 개념적 키워드를 중심으로 쿠마켄고의 비평적

언설의 분석을 통하여 그가 주장하는 ‘반 오브젝트’의 개

념을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1) 접속(接續): 분열된 물질과 의식의 통합

17) 隈研吾, 전게서, p.9

18) 隈研吾, 전게서, p.7

19) 隈研吾, 전게서, p.7

20) 쿠마켄고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경험적 비평을 중심으로 한 본 서

에서 독일의 건축가 브루노 다우트의 건축론과 그가 설계한 일본

에 현존하는 유일한 건축 작품인 ‘휴우가벳테이’를 등장시키는 이

유는 제 3자(문화적, 사회적 관점에서의 타인)의 관점을 통하여 일

본의 전통적 공간이 갖는 ‘반 오브젝트’적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반 오브젝트’ 개념의 첫 번째 키워드로 등장하는 것은

‘접속’이다. 쿠마켄고는 오브젝트적 건축의 특성으로 주

변 환경과의 ‘절단’을 제시하고 있다. ‘접속’은 바로 이

‘절단’되어진 오브젝트를 주변 환경과 다시 연결하고자

하는 그의 명확한 의도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가 주장하는 ‘접속’은 단순히 건축과 주변 환경

과의 물리적인 연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쿠마켄고는 ‘접속’

에 대한 그의 생각을

1933년 일본 인터내

셔널 건축회(日本イン

ターナショナル建築

会)의 초대를 받아

방문한 독일의 건축

가 브루노 다우트의

건축 작품 휴우가벳

테이(日向別邸)를 하

나의 예로 제시한다.<그림 2> 그 이유는 브루노 다우트

의 ‘건축은 오브젝트가 아니라 관계성’21)이라는 그의 건

축적 사고에 동조함과 동시에 자신이 주장하는 ‘접속’이

야말로 브루노 다우트가 주장하는 ‘관계성으로서의 건축’

과 개념적으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이

다. 브루노 다우트의 ‘관계성으로서의 건축’이 지향하는

목적은 당시 근대라고 하는 시대 전체에 드리워져 있었

던 거대한 분열, 즉 칸트식으로 전언하면 주체(서브젝트)

와 객체(오브젝트) 사이의 분열이며, 이렇게 분열되어진

객체(물질)와 주체(의식)를 다시 접속시키고자 하는 ‘가

교(架橋)로서의 건축’을 의미한다.

이러한 브루노 다우트의 ‘관계성’은 일본 체류 당시 방

문한 카츠라리큐우(桂離宮)에 대한 그의 견해를 통해 보

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 기적의 진수(眞髓)는 관계

의 양식, 다시 말해 건축되어진 상호적 관계에 있다.”22)

여기서 나타나는 관계성에 대해 쿠마켄고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그가 말하는 관계성은 주체와 정원(庭園)과의

관계성이었다. 건축은 그 둘의 관계성을 규정하기 위한

파라미터(parameter)에 지나지 않는다.”23) 이 글을 통해

서 브루노 다우트가 주장하는 ‘관계성으로서의 건축’은

하나의 객체(오브젝트)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정원과

주체를 접속하는 매개, 즉 미디에이터(Mediator)로서의

건축을 의미함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다우트의 견해로

서 등장하는 ‘부재(不在)’에 대한 해석에도 잘 나타난다.

“부재는 인테리어의 색채적, 형태적 소박함에 의해 일층

강화된다. (중략) 거기에 인간이, 의복의 색채가, 방석의

21) 隈研吾, 전게서, p.14

22) ブルーノ・タウト, 篠田英雄 飜譯, 日本美の再発見, 岩波書店, 1939,

隈研吾, 전게서, p.53에서 재인용.

23) 隈研吾, 전게서,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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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Water / Glass, 1995

<그림 4> 카츠라리큐우의 엔가와, 1663

색채가 더해지며 갑자기 공간은 풍요롭게 울려 퍼진다.

(중략) 주역은 어디까지나 신체이다. 한편 오브젝트에 지

배되어진 공간에서는 어디까지나 오브젝트 그대로 이

다.” 쿠마켄고는 다우트가 전하는 ‘부재’의 논리에서 주

체로서의 신체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찾고자 한다. 이

는 건축이 그 존재를 감춰 부재하였을 때, 물질과 의식

(주체)의 접속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의식이 주체로서

드러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물질과

의식’의 접합은 공간적인 접합을 넘어 시간적으로도 접

합하고 있음을 쿠마켄고는 주장한다. 쿠마켄고는 브루노

다우트가 ‘카츠라(桂)의 공간이 아니라 카츠라 안에 흐르

는 시간을 기술하려고 시도한다.’24)고 피력하며, ‘물질과

의식의 접속은 공간과 시간과의 중합(重合)에 의해서만

이 가능하다.25)’고 주장한다.

즉 ‘접속’은 분열된 물질과 의식을 공간과 시간의 중합

을 통하여 매개하고, 일체화시켜 ‘통합’하는 반 오브젝트

개념이라 하겠다.

(2) 유출(流出): 모호한 경계에 의한 주체와 세계의 연결

쿠마켄고는 ‘유출’을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들이 플라톤

이 주장하였던 이데아(오브젝트)와 절단된 존재로서의

주체를 다시 접속하려는 시도로서 ‘시간축을 도입하여

공간적 질서를 혼돈시킴으로 공간과 시간을 강제적으로

접속시키고자 하는 개념’이라 설명한다.26)

유출은 전 항에서 설명한 ‘물질과 의식의 접속’에 대한

쿠마켄고의 실천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유출’에 대한

개념적 설명을 위해 그는 자신의 작품인 ‘Water /

Glass(1995)’를 통해 주체와 세계를 접속하는 2가지 형

식, 즉 프레임27)을 매개로 하는 접속과 바닥판을 매개로

하는 접속형식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프레임에 의한 접

속은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개재(介在)하기 위한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며 이 개재에 의해 세계와 주체는 절단되

어진다는 것이다. 즉 프레임은 의도되어진 특정의 오브

젝트만을 선별하고, 세계는 주체와 분리되어진 시각적

오브젝트의 집합체로서만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28) 즉

프레임에 의한 접속형식을 ‘오브젝트’로 본 것이다.

한편, 쿠마켄고는 바닥판을 공간과 시간의 쌍방에 속

하는 요소로 보고, 이를 매개로 하는 접속형식을 반 오

브젝트적이라 주장한다. 공간을 규정하는 것은 ‘창’이라

는 프레임이 아니라 ‘바닥’이며 ‘바닥’이 공간인식의 형식

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일본의 전통

목조건축에서 나타나는 주량구조의 공간양식29)을 들어

24) 본 서술에서의 카츠라는 카츠라리큐우(桂離宮)를 의미함. 隈研吾,

전게서, p.56

25) 隈研吾, 전게서, p.58

26) 隈研吾, 전게서, pp.92-94

27) 쿠마켄고는 이 프레임의 전형적인 예로서 ‘punched window’를 예

시하고 있다.

28) 隈研吾, 전게서, p.85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주체는 신처럼 조감(鳥瞰)적인 시

점으로 세계를 보는 존재가 아니며 유령처럼 공중을 떠

도는 존재도 아니다. (중략) 신체라는 물질을 갖는 구체

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주체와 세계와의 사이에 존재 가

능한 모든 관계성은 바닥형식의 변주에 지나지 않는다

.”30) 즉 주체가 구체적인 신체를 소유하고 있는 한 주체

는 바닥에 귀속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Water / Glass’는

세계를 의미하는 ‘해

면(海面)’과 건축적

인 것을 의미하는 공

중의 수면이라는 2

개의 ‘바닥판’을 매

개로하여 주체, 건

축, 세계를 접속하고

자 하는 쿠마켄고의

실험적 제안이라 할 수 있다.<그림 3>

여기서 그는 ‘물’이라는 미디엄(medium)을 통해 세계

와 주체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시간과 공간, 그리고

주체가 끊임없이 관계하며 접속하는 관계의 공간을 제안

하고자 한다. 한편 경계의 모호성의 구현을 위해 중요한

것은 ‘물’이라는 미디엄이 경계를 갖지 않는 것이다.

쿠마켄고는 물을 지극히 섬세하고 완벽한 수동적 수용

기(receptor)로 인식한다. 이는 ‘물은 환경의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히 반응하며 다양한 관계성을 생성하는 물

질’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물은 입자(粒子)다.’라고 주장

하는 물의 물질성에 대한 그의 견해31)와도 의미를 같이

한다. 그에게 있어 물은 ‘입자’로서 시간과 환경의 변화

를 섬세하고 완벽히 수용하는 수동적 수용체이고 주체와

세계를 접속하고 분리하는 유연한 매개체이자 경계인 것

이다. ‘Water / Glass’에서는 유연한 경계로서 ‘물’의 물

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물’이 하나의 덩어리로서 완결되

어 닫히지 않도록 해

면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넘쳐 ‘유출’되도록

하였다. 쿠마켄고는 이

를 ‘물로 만들어진 엔

가와’로 호칭하며, 일

본 전통목조건축의 독

특한 마루 구조인 ‘엔

가와(縁側)’와의 의미적 비유를 통해 설명한다.<그림 4>

“엔가와의 바닥은 갑자기 절단되어져, 절단되어진 채로

29) 쿠마켄고는 일본의 건축이 내부와 외부를 분리하는 벽이라는 존재

를 극도로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기둥과 보만이 있으며, 그

사이는 개폐 가능한 건구(建具)로 가리고 있다는 것이다.

30) 隈研吾, 전게서, pp.84-85

31) 隈研吾, KENGO KUMA COMPLETE WORKS, エクスナレッジ,

2013,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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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키로산 전망대, 1994

방치되어진다. 그 엔가와의 엣지(edge)가 실내와 정원을

접속하고, 주체와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다.”32)

즉 ‘유출’은 모호하고 불명확하며 입자화된 경계를 통

해 시간과 공간을 접속하고, 끊임없이 세계와 주체가 관

계하게 하여 ‘연결’하는 반 오브젝트 개념이라 하겠다.

(3) 소거(消去): 수동적인 존재형식으로의 반전

쿠마켄고는 오브젝트를 ‘소거’하는 방법으로 2가지 어

프로치를 주장한다. 그 하나는 오브젝트를 유리와 같은

투명한 소재를 사용하여 소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땅

속에 묻어서 감추는 것(매장(埋藏))을 의미한다. 그러나

쿠마켄고는 오브젝트를 투명하게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이다. 그는 소재의 선택이전에 ‘오브젝트의 세팅’이 더 중

요하다고 주장한다.33) 그는 이러한 ‘소거’의 개념을 설명

하기 위해서 ‘키로산 전망대(亀老山展望台, 1994)’의 설계

과정을 예시로 제시한다. 쿠마켄고는 프로젝트의 대상지

인 키로산 전망대의 산 정상 부지는 이미 정지작업이 이

루어져 명백한 토대(土臺)가 마련되어진 상태였으며, 이

렇게 명확하게 환경과 분리되어진 토대는 오브젝트의 출

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그의 견해를 피력한다.34) 여기

서 등장하는 것이 환경과의 절단을 전제로 한 ‘토대’라는

조건 자체를 반전시켜 오브젝트를 부정하는 방법, 즉 건

축의 존재형식의 반전으로서 ‘매장’이라는 새로운 ‘소거’

개념이다. 이를 위해 쿠마켄고는 산꼭대기의 정지된 부지

를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며, U자형의 단면형상을 갖는

가늘고 긴 콘크리트 구조체로 오목한 틈새를 만들어 기

존의 단단한 토대를 수동적인 수용체로서의 ‘구멍(孔)’으

로 전환시키는 안을 제시한다.<그림 5> 한편 이 장치는

주체와 자연을 연결시키기 위해 계층(hierarchy)화되어진

연결의 시퀀스로 구성

되어 이에 의해 주체는

자연이라는 섬세하고

깊은 곳에 점진적으로

접속되어진다는 것이

쿠마켄고의 주장이다.

계층화된 시퀀스는 거

대한 계단과 목재를 바

닥 소재로 한 브리지

등에 의해 상하좌우의 반전을 거듭하며 주체와 자연을

매개하고 주체를 키로산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자연

과 대면하게 하는 2개의 데크35)로 유도한다. 그는 이러한

32) 隈研吾, 전게서, p.91

33) 隈研吾, 전게서, p.116

34) 隈研吾, 전게서, p.116

35) 쿠마켄고는 데크의 바닥 재료로 잘 연마된 어영석(御影石)을 사용

하여 주체가 자연과 접속하는 장소로 제공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는 매끈한 어영석을 마치 ‘물’과 같이 주변 환경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수용기로서 보는 관점이며, 바닥이 공간인식의 형식을 지

배한다는 그의 반 오브젝트에 관한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시퀀스를 적용한 경로 설계를 ‘시간의 설계’라 칭하고 ‘경

로는 공간을 연결하는 축임과 동시에 시간축 그 자체’36)

라고 주장한다. 이는 오브젝트라는 응집된 덩어리를 경로

라는 선으로 풀어내어 뭉쳐진 덩어리로서의 오브젝트를

소거시키고 이를 시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반 오브젝트

적 관점의 적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소거’는 오브젝트가 갖는 본질적인 존재형식을 반

전시켜 수동적37)이고 수용적인 존재형식으로 ‘재구성’하

는 반 오브젝트 개념이라 하겠다.

(4) 극소화(極小化): 물질의 시간으로의 전환

극소화는 쿠마켄고가 주장하는 ‘물질의 미니멀라이제

이션’38)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쿠마켄고의 물질에 대

한 관점은 “물질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경도를 갖는 독립

된 입자(즉 오브젝트)가 아니다. 또한 동시에 절대적인

유동성을 갖는 유체(즉 오브젝트를 부유시키는 배경)도

아니다. 물질이란 응집이며, 거기에 부가된 압축력의 산

물이다. 때문에 물질과 시간과를 분절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39)라는 라이프니츠의 철학적 관점과 이를 ‘주름’이

라는 개념으로 논한 들뢰즈의 ‘물질론’에 기반을 둔다.

쿠마켄고는 “모든 물질은 본래 작용과 운동의 결과이

며,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물질은

그것을 드러낼 능력도 없고, 우리도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은 물질로 만들어

지며, 각각의 물질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풍부한 역사,

풍부한 시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건축

안에서 그 시간을 찾아내는 것도 읽는 것도 불가능하

다.”40)고 주장한다. 즉 쿠마켄고는 물질의 과잉에 의해

물질에 내재되어진 시간이 억압되어져 왔다는 견해를 피

력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오브젝트는 과도한 물질

을 사용함으로 그 안에 담겨있는 시간을 억제하는 하나

의 덩어리, 즉 ‘응집’이라는 것이다.

극소화, 즉 ‘물질의 미니멀라이제이션’은 응집된 볼륨

을 소멸시키고, 물질에 담겨있는 시간만을 잔존시킴으로

물질과 시간과의 분절을 해소하고, 물질을 시간으로 변

화시켜 시간의 흐름을 여기(勵起)시키고자 하는 반 오브

젝트 개념인 것이다.

(5) 입자(粒子): 상호관계적 매개체로의 전환

입자는 쿠마켄고가 주창하는 ‘반 오브젝트론’의 대표적

인 개념으로 앞에서 고찰한 여러 개념들의 표현적 방법

36) 隈研吾, 전게서, p.167

37) 수동성은 저서 ‘지는 건축(負ける建築, 2004)’의 주제인 ‘진다(負け

る)’와 의미를 같이하는 쿠마켄고 건축이론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38) 쿠마켄고는 미니멀라이제이션과 미니멀리즘을 구별한다. 미니멀리

즘은 형태의 단순화이고 추상화이며, 거기에는 물질 자체에 대한

혐오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반대로 ‘미니멀라이제이션’은 물질을

사용한 물질비판이라는 ‘역설적 물질비판’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39) 隈研吾, 전게서, p.155

40) 隈研吾, 전게서,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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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년도) 반 오브젝트 표현 이미지
반 오브젝트 개념별

디자인 방법

K i t a k a m i

River Canal

Museum

(1999)

유출: 건축과 주변 환경요소(산책로, 강,

산 등 자연요소)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2

개의 대지레벨을 설정하고, 외부 산책로,

데크(엔가와)와 실내공간을 일체화된 바

닥 레벨로 구성.

소거: 대지와 중첩되는 지형을 활용하여

건축을 동굴처럼 대지에 삽입하여 연속적

이고 리니어한 건축공간을 구축.

극소화: 난간, 처마, 가구 등의 모든 2차

적 건축요소들을 16mm의 스테인레스 파

이프로 구성하여 볼륨을 삭제하고 단일

한 리듬감으로 수동적 공간을 구성.

입자: 16mm파이프에 의한 입자화된 공

간요소들에 의해 주변 환경과 주체는 다

양한 감각적 연관성을 갖게 되며 환경의

변화(시간 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상

호 관계적 긴밀성을 형성.

Nakagawa-

machi Bato

Hirosige

Museum

(2000)

유출: 내부공간의 바닥은 유약한 경계로

서 입자화된 목재루버와 투명하고 투광

(投光)하는 내부 벽면의 시각적 겹침을

통해 외부와 내부는 일체화되고, 주체와

세계(환경)는 새로운 관계성으로 연결.

소거: 목재 루버로 구성되어진 천정과

지붕이 철골조의 보를 감싸서 은폐하고,

벽으로부터 지붕의 처마를 연장시켜 벽

의 존재감을 소거하여 건축이 갖는 기존

의 존재형식을 전환.

극소화: 방부, 불연 처리된 목재 루버를

벽과 지붕 등에 단일화된 소재로 사용하

고, 유리, 종이 등과 같은 비구축적인 소

재를 내부 공간의 벽면에 겹쳐내어 건축

볼륨을 소멸시켜 시간의 흐름과 주체의

감각을 환경(장소)과 직접적으로 중첩.

입자: 목재 루버에 의한 공간의 입자화

와 투명, 투과적인 소재들의 면(面)적 레

이어링을 통하여 공간의 연속성을 구현

하여 환경과 주체의 쌍방향적 관계성을

구축.

<표 1> ‘반 오브젝트’의 디자인 방법 분석과 형식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

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주체와 환경과의 관계성’이라는

‘입자’의 본질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41)

전절에서 쿠마켄고의 반 오브젝트 개념의 핵심은 주체와

객체의 관계성이라고 설명하였다. 입자는 이러한 주체와

객체(환경)를 연결하는 가장 명확한 매개체의 형식을 갖

는다. 이를 쿠마켄고는 ‘환경의 리플렉터(reflector)’42)라

고 칭한다. 여기서의 리플렉터는 단순히 환경을 반사한

다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으며, ‘환경과 주체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반사하는 것’43)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쿠마

켄고는 ‘리플렉션’이 아닌 ‘인터랙션’에 가까운 개념이라

고 설명한다. 즉 ‘입자’는 주체(인간)와 객체(환경) 사이

에 개입하여 쌍방향적인 관계를 생성하는 상호관계적 매

개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관계적 매개체로서의 ‘입

자’의 개념은 ‘절대적, 일방적, 위압적으로 환경으로부터

절단되어진 오브젝트를 애매하고 끊임없이 유동적인 상

대적 건축’ 즉 반 오브젝트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건축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즉 건축의 수용형식에 대한 비

판적 검토’가 필요하다44)는 쿠마켄고의 견해에도 잘 드

러난다. 즉 ‘입자’는 건축과 인간 사이의 단절된 또는 일

방적인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형성하여온 오브젝트를 비

판하고 양자를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로 다시 연

결하려는 쿠마켄고의 반 오브젝트적 의도에 기인하는 개

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상 앞에서 고찰한 쿠마켄고의 ‘반 오브젝트’의 개념

들을 종합하여 보면, 접속은 ‘분열된 물질과 의식의 통합’

이라는 반 오브젝트의 가장 본질적 의미를 설명하는 개

념이고, 유출, 소거, 극소화, 입자는 접속의 개념을 구체

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개념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의 반 오브젝트의 디자인 방법 분석은

이 실천적 개념들을 중심으로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4. ‘반 오브젝트’의 디자인 방법

본 장에서는 쿠마켄고의 ‘반 오브젝트’ 개념들이 실제

그가 계획한 건축과 공간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디자인 방법을 분석, 고찰해보고자 한다.45)

41) 쿠마켄고 관련의 기존 논문에서는 ‘입자’를 하나의 표현형식이라는

한정된 틀에서 다루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반 오브젝트의

개념으로서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입자’의 개념적 의미를 고찰

하고자 한다.

42) 隈研吾, 전게서, p.234

43) 隈研吾, 전게서, p.234

44) 隈研吾, 전게서, pp.249-250

45) 분석 대상의 선정은 쿠마켄고의 저서 ‘반 오브젝트’가 출판된 2000

년 직전과 그 이후를 그의 ‘반 오브젝트 론’이 본격적으로 그의

건축 작업에 반영되기 시작하였을 시기로 판단하여, 최근 출판된

작품집 ‘KENGO KUMA COMPLETE WORKS’ 게재 작품 중

1999년 이후 건축되어진 작품을 중심으로 하였다. 또한 디자인 수

법이 유사한 사례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별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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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년도)
반 오브젝트 표현

이미지

반 오브젝트 개념별

디자인 방법

Takayanagi

Community

Center

(2000)

유출: 건축의 경계(외벽)까지 외부 환경인

논을 침투, 연장시켜 건축과 부지의 경계

를 모호하게 하는 수법으로 건축이 논 위

에 부유하는 비구축적 이미지를 창출하여

건축과 외부환경을 접속.

소거: 실내를 구성하는 요소인 바닥, 천

정, 벽 등을 모두 빛을 투과하는 와시로

감싸고 구조는 5mm의 철재 철선의 패턴

짜임으로 구성하여 건축공간이 갖는 구축

성을 소거하여 거대한 고치와 같은 비구

축적 공간을 구현.

극소화: 복수의 벽면 레이어는 와시를 사

용한 단일화된 소재를 사용하여 실외와

실내를 구분하는 기존 건축의 응집된 볼

륨을 제거하고 감각적으로 외부환경을 적

절히 내부화시켜 주체가 시간의 흐름을

적절히 인식하도록 구현.

입자: 일본의 전통 종이인 와시(和紙)로

감싸인 벽은 천연소재의 종이가 갖는 독

특한 섬유질의 텍스추어에 의해 입자화되

어 빛과 소리를 투과시켜 주체와 건축,

외부환경을 하나로 통합하는 쌍방향적인

관계로 연결.

G r e a t

( B o m b o o )

Wall (2002)

유출: 건축을 2동으로 분해하고 그 중앙

에 배치한 수면위에 다실을 삽입하여 수

면에 의한 부유감과 대나무 루버로 열려

진 외부로 향한 다실 바닥판은 건축과 환

경과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주체를 자

연과 환경 속에 몰입시켜 주체와 세계를

긴밀하게 연결.

소거: 기복이 심한 부지를 일절 새로이

조성하지 않고, 건축의 하부를 기복에 맞

추어 굴곡지게 만들어 일반적인 건축이

평편한 지면위에 자립한 오브젝트로 존재

하는 것과는 다른 존재형식으로 재구성.

극소화: 외장과 내장에 직경 60mm의 대

나무를 사용하고, 철골구조체의 찰골 부

재도 대나무 내부에 은폐시켜 공간전체를

대나무 숲(대나무라는 물질로 미니멀라이

제이션)의 이미지로 재현하여 응집된 덩

어리로서의 벽의 볼륨을 소멸시켜 새로운

시공간성을 구현.

입자: 남측의 일사(日射)를 조절하기 위한

슬라이드식의 대나무 스크린, 글라스 월

과 중앙 라운지의 뚫린 천정은 벽과 지붕

을 입자화하고, 2개의 블록 사이에 위치

하는 중앙의 수반은 바닥을 입자화하여

공간 전체가 환경과 주체와 상호 소통하

는 구조를 구현.

Forest/ Floor

(2003)

유출: 바닥판이 숲속으로 연장되어 건축

과 환경과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주체

를 자연과 환경 속에 몰입시켜 주체와 세

계를 긴밀하게 연결.

소거: 2개의 기둥으로 지지되는 우산형

구조체를 채용하여 외주부의 기둥을 소거

시켜 수동적이고 수용체로서의 건축형식

을 제시.

극소화: 일본 전통건축의 균배지붕(均配屋

根)을 채용하여 외주부의 기둥을 제거시

켜 건축과 외부의 자연을 하나로 연결하

는 투명성을 획득.

입자: 입자화된 벽면으로서의 백색의 스

틸루버는 다실(茶室)이라는 공간프로그램

과 외부 환경 사이에 개입하여 적극적으

로 공간 내부에 자연을 매개시켜 공간과

주체, 그리고 환경 상호간을 연결.

Lotus House

(2005)

유출: 연못을 하나의 미디엄으로 하여

내부 공간, 테라스, 연못, 숲으로 이어지

는 연속적인 공간성을 바닥판의 확장과

감각적 경험을 통하여 건축이 갖는 경

계 자체를 모호하게 하여 시간과 공간

이 주체와 끊임없이 관계하도록 구현.

소거: 구멍에 의해 소거되어진 벽의 구축성

은 바닥과 천정의 2면에 의식을 집중시키

고, 2동으로 분해되어진 사이공간의 보이드

는 자연을 내부로 끌어들여 주체의 신체이

동과 함께 응집된 덩어리를 하나의 선으로

풀어내어 건축을 수용적 존재로 재구성.

극소화: 돌이라는 중량감 있는 소재가 갖

는 응집된 볼륨을 무수히 많은 구멍으로

소멸시켜 주체가 주변 환경의 변화에 적

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관계성을 부여.

입자: 구멍에 의한 입자화로 벽은 돌이

라는 소재(물질)이 갖는 폐쇄성과 중량

감이 소거되고 하나의 투과된 면으로

형성된다. 이를 주체의 이동 경로를 통

해 다양한 환경적 변화와 신체를 접촉

시켜 쌍방향적 매개체로 구현.

Z58

(2006)

유출: 최상층 펜트하우스의 수반은 바닥

판과 수면을 일체화시켜 숲과 도시, 하늘

로 확장시켜 건축과 환경과의 경계를 모

호하게 하고, 주체를 자연과 환경 속에

몰입시켜 주체와 세계를 긴밀하게 연결.

소거: 건축과 도로 사이에 스테인레스제

의 플랜트 박스를 적층시킨 스크린을

배치하여 거리의 소음을 차단시키고, 반

사되는 스테인레스 박스는 도로로부터

건축을 소거하여 수용적 존재형식으로

재구성.

극소화: 플랜트의 적층에 의한 루버, 수

평젹 투명 유리 루버와 유동적인 물의

흐름 등, 물과 유리, 스텐인레스 반사체

등 물질의 미니멀라이제이션을 구현하

여 응집된 볼륨으로서의 벽면을 소거.

입자: 플랜트박스의 반사 스크린과 물이

흐르는 투명유리(폭포)의 입자화된 레이

어를 중첩시켜 레이어 간 주체의 이동

에 따른 감각적 변화를 극대화시켜 주

체와 환경이 호응하는 매개적 시공간성

을 구현.

Chokkura

Plaza

(2006)

유출: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드러운 질감

의 오야이시(大谷石)와 철판을 조합하여

구조벽을 만들고 그 위에 철골구조에

의한 지붕을 올려 처마를 길고 깊게 내

밀어 광장과 건축을 부드럽게 접속.

소거: 니트에 많이 사용하는 다이애그널

(diagonal) 문양의 패턴을 돌 쌓음의 방식

에 적용하여 석조가 갖는 덩어리의 응집

력을 해체하고 내부공간에 다양한 환경

의 변화(빛, 소리 등)을 끌어드려 벽을 수

동적이고 수용적인 존재형식으로 전환.

극소화: 천정과 벽, 처마 등 공간을 구성

하는 모든 부재를 다이애그널 패턴화한

다공질의 소재로 치환하여 물질이 갖는

응집된 덩어리를 선과 구멍으로 풀어내어

단절된 오브젝트에 시간의 흐름을 활성화.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4권 2호 통권109호 _ 2015.0476

작품(년도)
반 오브젝트 표현

이미지

반 오브젝트 개념별

디자인 방법

입자: 다이애그널 패턴과 다공질의 텍스

추어를 갖는 입자화된 벽은 돌이라는 소

재가 갖는 폐쇄성과 중량감이 소거되고

주변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투과, 반영하

는 하나의 유연한 경계로 전환되어 환경

과 주체(의식)를 쌍방향적으로 연계하는

매개체로 구현.

Nezu

Museum

(2009)

유출: 미술관과 일본정원 사이에 크게 개

방된 유리와 길고 깊게 드리워진 처마선

과 일체화된 천정면, 외부 바닥과 동일한

레벨의 전시실 바닥판은 정원을 시선적으

로 일체화시켜 실내공간과 정원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주체와 세계(정원)를 연결.

소거: 지붕의 선단(先端)을 3.2mm의 아연

도금처리 철판으로 처리하여 지붕이 갖는

중량감을 소거하여 높고 무거운 덩어리로

서의 응집을 해체하여 수용적인 존재형식

으로 전환.

극소화: 얇은 지붕과 가늘고 솔리드한 철

골구조의 기둥으로 외부로의 개방감을 극

대화시키고 바닥과 천정 등의 소재를 단

일적인 텍스추어로 통일하여 외부 정원의

자연을 시선적으로 최대한 깊숙이 끌어들

여 공간에 시간성을 부여.

입자: 일본 정원에 위치한 카페 천장에

별도의 인공조명을 설치하지 않고 흰색의

반투명한 막으로 이루어진 탑 라이트를

도입하여 자연의 빛과 나무의 그림자를

입자화하여 실내로 유입시켜 지붕을 자연

의 변화와 주체를 연결하는 쌍방향적 매

개체로 구현.

GC Prostho

Museum

Research

Center

(2010)

유출: 일본 전통 목재완구인 치도리(千鳥)

의 조인트 시스템을 사용한 입체격자 로

건축매스를 구성하여 건축의 경계면에 대

한 인식을 모호하게 하고 건축을 부지와

연속적으로 연계하여 주체와 건축, 환경

을 연결.

소거: 얇은 지붕과 목재 입체 그리드로

구성된 벽체로 둘러싸인 내부공간을 외부

와 분절하고 있는 글래스는 두꺼운 입체

격자의 벽 중앙에 고정되어 그 존재감을

소거하고 덩어리로서의 응집력을 상실시

켜 수용적인 존재형식으로 전환.

극소화: 외벽과 내벽, 천정 등 모든 부재

를 입체격자로 구성하여 물질이 갖는 볼

륨을 소멸시키고 외부의 환경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내부화함으로 공간과 시간,

주체의 의식과의 관계를 긴밀히 통합.

입자: 60mm각재로 구성된 입체 그리드는

벽이라는 물질을 입자화시키고 있으며 이

렇게 작은 입자의 조합은 공간의 자유로

운 확장에 활용되며 내부 공간의 전시케

이스로도 기능한다. 이를 통해 가구와 실

내공간, 벽(건축), 그리고 주체의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Museum

of Wisdom

(2011)

유출: 레벨이 다른 부지형상을 활용하여

진입로로부터 좁은 관상(管狀)형의 전시스

페이스를 연결하는 동선을 스파이럴 형태

로 유도하여 각각의 대지 레벨에서 지면

과 수면의 엣지(edge)가 시선적으로 맞닿

도록 하여 주체와 환경을 연결.

소거: 투명한 유리벽과 지역 특산물인 기와

를 스테인리스 와이어로 연결한 비물질적

벽체를 중첩하고 이를 레벨이 다른 부지형

상을 활용한 스파이럴 동선과 겹쳐내어 다

양한 시간성을 신체적 경험으로 유발.

극소화: 상하 2개의 볼륨으로 분절된 매

스 사이에 삽입된 보이드는 자연의 빛

을 내부로 유입시켜 볼륨이 갖는 중량

감을 감쇄시키고 시간의 흐름을 내부로

개입시킨다. 이는 얇은 지붕판, 지역 특

산물이며 건축자재로 오랜 기간 당해

지역에서 사용되어온 기와라는 역사성

을 갖는 소재의 다공질 스크린, 투명 유

리벽에 의한 상호 중첩, 반사를 통해 건

축은 보다 활성화된 시간의 매개체로

전환.

입자: 스테인레스 와이어로 매단 기와는

벽을 도트에 의한 스크린으로 입자화하

여 건축과 환경의 절대적이고 일방적

관계를 애매하고 유동적인 상대적 관계

로 전환시켜 주체와 건축, 그리고 외부

환경의 쌍방향적인 관계를 형성.

5. 결론: ‘반 오브젝트’의 디자인 특성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쿠마켄고가 주장하는 ‘반 오브

젝트’의 개념적 특성과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방법들을 사례별로 분석, 고찰하였다. 이러한 결과

에 기반을 두고 쿠마켄고의 ‘반 오브젝트’ 개념의 디자인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유출의 디자인 특성: ‘유출’ 개념에 대한 전 장의 고찰

에서 드러나듯이 쿠마켄고는 ‘프레임에 의한 접속’이 아

닌 ‘바닥판에 의한 접속’을 반 오브젝트적이라 주장한다.

이는 프레임에 의한 접속(개재)가 대상으로서의 물질과

의식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고 이 거리는 결국 선별되어

진 특정의 대상으로 주체의 의식이 국한되는 제한적 결

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이를 시간

과 공간과를 분절하게 하는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

바닥판에 의한 접속형식은 바닥에 귀속되는 신체로서

의 주체의 특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공간의 경계를

넘어 외부로 연장된 바닥판은 외부와 내부를 연계하고

공간과 시간을 주체와 하나로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바닥, 또는 천정, 때로

는 처마와 같이 건축의 경계를 구성하는 수평면적인 요

소들을 외부로 뻗어내고, 벽과 같은 공간의 수직면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소거하는 방법들, 즉 모호하고, 불

명확하며, 입자화된 경계들의 디자인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계의 디자인은 다른 반 오브젝트

개념인 소거, 극소화, 입자의 개념 및 그 구현 방법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바닥은 때로는 ‘물’과 같은 수용적 물질성46)을 갖는 면

으로 구성되어지기도 하며 반드시 물리적 구축에 의존하

지 않는다. 반 오브젝트로서의 ‘유출’ 개념의 디자인은

외부를 향해 수평적으로 확장된 바닥판과 천정 등의 요

소들과 다양하고 모호한 경계 장치들의 조합에 의해 구

46) 쿠마켄고는 이를 ‘미디엄(medium)’이라 칭한다.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4권 2호 통권109호 _ 2015.04          77

현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소거의 디자인 특성: 반 오브젝트로서의 ‘소거’ 개념은

오브젝트의 존재형식인 뭉쳐진 덩어리로서의 ‘응집성’을

반전시켜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반 오브젝트적 존재형식

으로 재구성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소거 개념의 가장

단순한 접근방법은 투명한 소재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투

명한 소재를 사용한 많은 건축들이 때때로 위압적 오브

젝트로서 환경 안에서 돌출되는 예가 적지 않다는 쿠마

켄고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쿠마켄고의 건축에서

투명한 소재만을 사용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 전 장의

사례분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직면의 구성에서 대부분

의 경우 투명한 소재는 물성이 다른 소재들과 레이어드

(layered) 된 형식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 물성의 차이는 소재 자체가 갖는 단순한 ‘물

질적 성질’이라는 측면에서의 관점이기도 하지만 보다

개념적이고 감각적 체험을 결합한 ‘물성’이라는 보다 근

본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경로’라

는 주체의 움직임과 시간을 결합하는 신체적이고 체험적

인 관점이라든지, 소재의 물질성을 입자라는 개념을 통

해 전혀 새로운 물성으로 전환하여 구성하는 방법 등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또한 소거는 건축이 갖는 일반적인

형식을 탈피하는 방법으로도 적용된다. 이는 지붕의 볼

륨감을 삭제하기 위해 지붕 처마선을 금속의 얇고 날카

로운 엣지로 처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나타난다.

(3)극소화의 디자인 특성: 시간에 대한 쿠마켄고의 관점

들은 ‘접속’이라는 반 오브젝트 본질적 개념에서도 나타

나듯이 모든 반 오브젝트 개념들과 관계하고 있다. 이는

유동적인 주체와 물질(자연환경 때로는 건축)을 접속시

키기 위해서는 물질 자체가 고정된 대상이 아닌 유동하

는 것이어야 한다는 확고한 그의 관점이 그 출발점이라

하겠다.

물질에 억제된 시간성을 풀어내는 것이야말로 물질을

극소화시키고자하는 그의 가장 핵심적인 의도일 것이다.

이는 다시 물질에 상대적 운동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

어진다. 이를 위해 지붕소재인 기와를 가는 금속 와이어

로 매달고 입체적인 면과 선으로 패턴화 시키는 방법이

나 다공질의 석재를 패턴화시켜 덩어리, 즉 볼륨을 소멸

시키고자 하는 방법 등이 사용된다. 이는 환경의 변화,

즉 시간성을 물질로 공간화하고 표현하여 주체의 유동성

과 싱크로 시켜 물질과 의식을 새로운 차원에서 지속적

으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쿠마켄고의 ‘반 오브젝트’적 관

점의 구현 그 자체라 할 것이다.

(4)입자의 디자인 특성: 쿠마켄고에게 있어 ‘입자’의 개념

은 그가 주창하는 ‘반 오브젝트론’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도, 또 그것을 건축적, 공간적으로 구현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입자는 단순히 볼륨

이나 수직 또는 수평의 면에 구멍을 뚫어 비투면(非透

面)을 물리적으로 투면화시키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입자가 주체와 세계 사이에 매개하여 기능하기 위해서는

주체와의 위치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

장이다.47) 또한 쿠마켄고는 입자에 있어 중요한 것은 ‘색

이나, 형태가 아닌 정확한 치수’48)라고 언급한다.

즉 입자성은 치밀한 계획과 계산에 의해 구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자는 주체의 움직임, 즉 바닥을 중심으

로 흐르고, 멈추는 신체의 동적 경로와 이를 구체화하는

슬로프, 데크, 테라스, 복도, 계단 등의 경로적 건축요소

와의 면밀한 관계적 구성을 통해 구현되어지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신체의 경로를 통해 ‘입자’에 시간성이

부여되고 쿠마켄고가 궁극적으로 입자의 개념을 통해 구

현하고자 하는 세계(환경)와 주체와의 쌍방향적 커뮤니

케이션이 구축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쿠마켄고의 ‘반 오브젝트론’과 이

를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방법들은 자연환경과 인간의 관

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슈화되는 현대에 있어서 건

축과 공간디자인이 추구하여야 할 새로운 지향점의 모색

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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