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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grasp the vital rhythm of the Chapel at Ronchamp by analyzing its rhythm through Henri

Lefebvre’s ‘rhythmanalysis’ in an effort to show the possibility of approaching the presence of this chapel.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Lefebvre’s thought of rhythmanalysis was first contemplated, and a case study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concept and presence of the chapel in the design process. On this basis, examples of the

chapel’s rhythms were analyzed through Lefebvre’s dialectical analysis of the triad of time(melody), space(harmony)

and energy(rhythm).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intended by Le Corbusier in the

process of designing the Chapel at Ronchamp is expressed as the acoustic form, the modulor corresponding to

the scale of the music, the light and shadow of counterpoint, and the opposite composition of musical changes.

Consequently, the concept-mediated presence of this chapel is the presence of music. Second, at the Chapel at

Ronchamp, a Lefebvre’s rhythmanalyst experiences, or rather senses, two vital rhythms of an antithetical unity (i.e.,

acoustic curved rhythm and modulor-generated linear rhythm), with reference to his/her own rhythms. These

rhythms are a dialectical union of spatiality of melodies temporalized through continuity, (i.e., acoustic curved form

and modulor-generated linear form), and temporality of harmonies spatialized through simultaneity (i.e., light and

shadow, materials and color, form of interpenetration, and stairs or windows/doors). These rhythms carry the

measures generated by music-specific repetitions and differences in movements(energy). Consequently, the

rhythm-mediated presence of this chapel is also the presence of music. In conclusion, the Chapel of Ronchamp

indicates that an approach toward its presence can be realized through vital rhythms derived from Lefebvre’s

‘rhythmanalysis’.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as an analysis of spatial rhythm and presence, employing a

philosophical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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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리듬분석 은 프랑스 맑스주의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

(Henri Lefebvre, 1901-1991)의 유작이다. 그는 체험과 인

식의 일치를 위해 노력했던 철학자이다. ‘리듬분석’은 이

미 그의 저서에 등장했으며, 이 저서는 리듬에 대한 그의

연구를 집대성한 것이다. 왜 리듬(rythm)인가? 기존의 신

학, 철학, 자연과학이 조각낸 지식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

해, 시간과 공간,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넘어서기 위해,

데카르트 철학 전통 이래로 경시돼 온 ‘감각적인 것’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리듬이라는 개념이 필요했기 때문이

다. 르페브르는 맑스주의가 시간론에 경도되었다고 비판

하면서 공간의 생산 등의 저서를 통해 공간적 사유와

비판을 전개했다. 인생의 막바지에 그가 관심을 기울인

리듬의 개념은 이 여정의 자연스런 귀착점이라 할 수 있

다. 그가 평생 몰두한 시간과 공간을 ‘다르게’ 그리고 ‘함

께’ 사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는, “리

듬분석을 통하면, 리듬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리듬의 활용(전유)도 발전시킬 수 있다”1)고 한다.

또한 리듬분석은 생명체와 생명체의 외부적, 내부적 관계

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와 법칙 즉 보편적 리듬학의 탄

생을 가능하게 해줄 수도 있다고 한다. 리듬이야말로 지

금까지 철학적 체계가 결여하고 정치조직들이 망각해 왔

음에도 감성과 육체에 의해 체험되고, 느껴지고, 만져진

1)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p.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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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 구체적 보편이 아니겠는가?2) 그는 리듬을 다리

듬, 조화리듬, 부정리듬 등으로 나누고, 자신의 몸의 리듬

들을 기준으로 리듬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근대 서구

사회와 식민지에서는 군사적 모델이 일반화되고, 시민들

은 반복적 리듬에 길들여졌다. 그럼에도 우주와 생명의

근본을 이루는 순환적 리듬 즉 생명적 리듬은 결코 사라

지지 않는다. 현재(présent)와 현전(présence)는 리듬분석

의 중요한 개념쌍이다. 현재는 현전의 외양을 취하며 사

회적 실천 속에 시뮬라크르(simulacre)를 주입한다. 현재

는 살아있는 것을 모방하고, 감추면서 시간을 점령한다.

우리는 미디어화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일상은

현전성을 상실한다. 미사일과 로켓이 우리 눈 앞에서 날

아가지만, 그 곳에 있지 않다. 그는 자본주의적 리듬에

대해 비판하기를, “자본은 자연, 도시, 예술적 창조……

뿌리마저 위협한다. 사람들은 기술을 내세우나 기술은 살

아있는 것에서 산출된 것이 아니다.” 미디어와 화폐가 매

개하는 시뮬라크르의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현전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건축과 실내디자인의 근원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리듬분석의 사유는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우리

의 몸에서 출발해 자연과 사물, 생명과 사회의 구체성과

현전에 접근하는 리듬분석의 사유, 즉 형성 중인 과학을

창조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건축가 르

꼬르뷔제(Le Corbusier, 1887-1965)는 인간, 우주, 건축은

수학을 통해 질서를 이룬다고 보고, 우주와 호흡, 조화,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 적용의 수(數)를 통한 질

서 즉 ‘모듈러(Le Modulor)’를 만들었는데, 이는 르페브

르가 운동의 질서인 리듬을 구체적 보편으로 보고, ‘생명

적 리듬’을 통해 우주와 호흡할 수 있다고 본 것과 유사

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꼬르뷔제의 작품 중에서도 롱

샹 성당(Chapel of Nortre Dame du Haut at Ronchamp,

1950-1955)은 모든 곳에 모듈러가 적용되기에, 그는 이

성당을 수의 열매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르

페브르의 리듬분석을 통해 롱샹 성당의 리듬을 분석함으

로써 생명적 리듬을 파악하고, 이 성당의 현전으로의 접

근의 가능성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롱샹 성당에서의 르페브르의 리듬분석에 관

하여 논하며, 그 범위는 롱샹 성당의 순례자를 위한 외

부 미사공간을 포함한 성당의 내외부 공간으로 한정한

다. 순례자 숙소, 관리자 숙소, 추도의 피라미드, 종탑은

제외한다. 이 성당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리듬들도 제외

한다. 롱샹 성당은 르페브르의 생명적 리듬에 비교되는

2) Henri Lefebvre, 리듬분석, 공간, 시간, 그리고 도시의 일상생활, 정

기헌 역, 갈무리, 2013, p.144

모듈러가 잘 나타난 작품이며, 르페브르의 리듬분석은

감각적, 구체적 체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르페브르의 리듬의 개념과 유형, 리듬분석의 목표,

리듬분석의 도구와 방법을 문헌조사를 통해 고찰하여, 르페

브르의 리듬분석의 사유를 밝히고, 이론적 배경을 정립한다.

둘째, 롱샹 성당을, 꼬르뷔제가 디자인 과정에서 의도하였

던 건축적 특성으로 나누어 관련문헌을 통해 사례분석하여,

이 성당에서 표현된 개념과 개념을 통한 현전을 파악한다.

셋째, 이상의 이론적 배경과 사례분석의 결과를 토대

로, 시간(선율), 공간(화성), 에너지(리듬)의 개념에 의한

르페브르의 변증법적 삼항분석의 방법으로 롱샹 성당의

리듬을 사례분석하여, 이 성당에서의 르페브르의 생명적

리듬과 리듬을 통한 현전을 파악한다.

2. 르페브르의 리듬분석의 사유

2.1. 리듬의 개념

르페브르가 정의하는 리듬은 ‘운동의 율(律, measure)’

이다. 리듬은 실체적인 것이 아니며, 관계적인 것도 아니

다. 양 측면을 모두 갖지만, 그것들로 환원되지는 않는

다. 리듬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내포한다. 상위의 일반성

을 가리키는 ‘에너지’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에너지는 시

간과 공간 속에서 펼쳐지며, 모든 종류의 에너지 사용은

특정한 리듬에 따라 이루어진다.3) 장소와 시간, 에너지

소비의 상호작용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리듬이 존재한

다.4) 사회는 그것이 생명체의 것이든, 사회적 신체나 지

역적 집단의 것이든 리듬들을 그 안에 포함한다. 르페브

르의 리듬을 정의하는 개념으로 ‘반복, 차이, 율’이 필요

하다. 리듬이 존재하려면 운동 속에서의 반복이 있어야

한다. 운동 속에 시간의 장단, 강박과 약박의 반복이 나

타나야 한다. 그러나 무한하게 동일성을 유지하는 절대

적인 반복은 존재하지 않기에, 반복과 차이의 관계가 도

출한다.5) 새로운 것이 반복적인 것 속에 끼어들게 되고,

이것이 바로 차이이다. 또한 동일한 반복 대신 차이에

종속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기억’이 필요하다. 모든 다양

성 속에서 현재를 살기 위해서이다. 리듬은 질적으로 구

별되는 차별적인 시간들, 반복과 단절, 재시작을 내포한

다.6) 시간과 공간 속의 반복, 재시작과 회귀, 즉 율이 없

으면, 리듬은 없다. 리듬은 항상 개별적이면서(음악, 시,

춤 등) 동시에 하나의 율을 지닌다. 율 즉, 규칙, 질서,

계산되고 예측된 의무, 계획 등이다.7) 이로 인해 리듬의

3) Ibid., p.188

4) Ibid., p.53

5) Ibid., p.60

6) Ibid., 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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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성 즉 생명의 단일성8)이 유지된다. 이상과 같이 르

페브르의 리듬은 반복(연속성), 차이(다양성), 율(고유성)

을 지닌다. 리듬은 반복에 의한 차이로 불확정적이나, 그

고유성으로 인해 우연적9)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2.2. 리듬의 유형

르페브르는 리듬을 ‘순환적(cyclique)리듬’과 ‘선형적

(linéaire)리듬’으로 나눈다. 순환적인 것은 우주적인 것, 자

연적인 것에서 온다. 낮, 밤, 계절, 바다의 파도와 조수, 달

모양의 변화 등이 해당된다. 이 ‘생명적 리듬’은 고유한 주

기와 진동수를 지닌다. 각각의 새벽은 언제나 새롭다. 반

면, 선형적인 것은 사회적 실천, 즉 인간의 활동에서 비롯

된다. 주어진 틀에 따라 행위와 동작이 단조롭게 반복된

다. 이 리듬은 짧은 주기로 동일한 혹은 거의 동일한 현상

이 재생산되는 것이다. 망치질, 메트로놈의 예를 들 수 있

으며, 기계적인 것의 출발점이 된다. 두 리듬은 분석과정

에서 구별, 분리되지만 사실상 분리 불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다.10) 대립적 통일을 이룬다.11) 예를 들어, 시계바늘은

선형적 움직임 속에서 순환적 궤적을 그리며, 이 두 운동

관계가 리듬을 구성하는 것이다. 리듬이 어떻게 순환적인

것과 선형적인 것을 발전시키는지는 음악이 잘 보여준다.

음표의 길이와 박자는 선적인 특성을 지니는 반면, 각기

다른 음들의 집단 즉 선율과 화음은 순환적인(한 옥타브는

12개의 반음으로 나뉘며, 옥타브 안에서는 같은 음과 간격

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특성을 지닌다.12) 리듬은 그 안에

자신의 법칙 즉 규칙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이 밖에도 리

듬을 동일리듬과 다리듬, 조화리듬과 부정리듬, 자기리듬

과 타자리듬 등으로 분류한다. 대립쌍 개념을 통해 리듬의

개념을 전개시킨다. 다리듬은 바다의 표면에서 잘 나타난

다. 각각의 바다는 고유의 리듬을 지닌다. 끊임없이 변화

하는 파도를 관찰하면, 물리학자들이 미세한 운동들의 중

첩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동시성 속에서 펼쳐지는 각각의 풀잎과 나무들은 자신의

리듬을 지니는데, 심지어 이들은 잎, 꽃, 과일, 씨앗마다

리듬이 있다. 교향악적으로, 다리듬적으로 파악하게 될 것

이다. 조화리듬은 2.3.에서, 자기리듬은 2.4.에서 다룬다.

7) Ibid., p.65참조

8) 르페브르는 살아있는 물질적 존재의 단일성, 고유성을 말한다.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op. cit., p.271

9) 생명의 차이나 변양을 순수하게 우연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

나 이러한 해석에 대해 세 가지 반대가 제기된다.…… 생명의 차이

는 아마도 내적 차이로서만 체험되고 사유될 뿐이다; 단지 이런

의미에서만 ‘변화하려는 경향’은 우연적이 아니고 변양들 그 자체

는 이 경향 안에서 내부적 원인을 발견하게 된다. Gilles Deleuze,

베르그송주의, 김재인 역, 문학과 지성사, 2008, pp.138-139 르페브

르는 당시의 베르그송 철학에 도전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었다고

회고했으며, 그의 철학은 베르그송 철학과 유사성을 보인다.

10) Henri Lefebvre, 리듬분석, op. cit., p.231

11) Ibid., p.65

12)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op. cit., p.309

2.3. 리듬분석의 목표

르페브르의 리듬분석의 목표는 현재 안의 ‘현전’13)을

밝혀내는 것이다. 생명적 리듬을 통해 현전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현전을 모방한다. 현재는 시뮬라크

르들로 구성된다. 눈 앞의 이미지는 실재를 가장한다. 그

러나 하나의 현전성은 불쑥 출현하여 리듬을 부여하며

존재감을 드러낸다. 리듬분석의 제스처는 본래대로 포착

되고 인지된 ‘현재’를 포함한 모든 것을 ‘현전’으로 변형

시킨다.14) 르페브르는 리듬을 분석의 목적이기보다는 분

석방식으로, 도구로서 사용한다.15) 그는 선험적 속성으로

서 시간성을 갖는 현전은, 결코 현재의 시뮬라크르에 의

해 재현될 수 없으며, 리듬분석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리듬의 개념 속에 내포된 차이와 반복

의 관계를 실재의 리듬 속에서 발견해야 한다. 위대한

예술가는 간단한 사물로부터 단순한 평면 위에 강력한

현전성을 창조해낸다. <그림 1>은 빈세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의 ‘한 켤레의 구두’이다.

<그림 1> 빈센트 반 고흐,

한 켤레의 구두

이 한 켤레의 신발은 농부의 생활과 그 힘겨운 수고의

전부를 이야기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16) 단순한 표면을

채우는 난해하면서도 간단한 화가의 손놀림은 하나의 시

간(구두 한 켤레의 마모)과 긴 비참의 현전, 다시 말해

현재들의 연속을 연상시키는 힘을 발휘한다. 이 그림의

현전은 그 모든 현재들을 불러온다. 그것은 반 고흐, 가

난하지만 창조적 몸짓으로 가득 찼던 그의 삶의 현전이

기도 하다. 예술은 재현공간을 통해서 ‘단일성’을 유지하

거나 회복하려고 한다.17) 생명의 단일성이다. 생명적 리

듬의 표현으로 예술이 될 수 있다. 또한 진정한 현전성

을 되찾기 위해서는 생명적 리듬을 회복해야 한다. 리듬

의 흐트러짐 즉 부정리듬을 통해서 기능적 장애를 파악

할 수 있으며, 조화리듬, 생명적 리듬을 새겨 넣음으로써

혁명적 변형이 가능하다. 부정리듬에 대항해 조화리듬을

13) 현전(現前)은 지금, 여기 있음을 의미한다. 하이데거(Heidegger)에

의하면, 현전은 모든(물질적, 추상적)존재자의 존재방식이다. 한편

데리다(Derrida)는 차연(différance)개념을 통해 ‘현전의 형이상학’

을 비판한다.

14) Henri Lefebvre, 리듬분석, op. cit., p.97

15) Ibid., p.44

16) 정문규, 반 고호, 서양의 미술3, 서문당, 2003, p.40

17)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op. cit., 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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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과 사회의 리듬을 파악하

고 변형해야 한다. 리듬분석의 사유는 실천 속에서 완성

된다. 즉 사용되어야 한다.

2.4. 리듬분석의 도구

르페브르의 리듬분석의 도구는 ‘리듬분석가의 몸’이다.

리듬분석가는 자신의 다리듬적 리듬들을 기준으로 삼는

다. 경험을 통해 구체적인 것에 도달해야 한다. 그는 자

신의 몸과 체험된 ‘시간성’ 속에서 사유한다. 그는 확인

한 것을 변형시키고, ‘운동’ 속에 투입하며, 그것의 힘을

인식한다. 그는 이성 속에서 ‘감각’적인 것을 되찾음으로

써, 더 멀리까지 더 높이까지 이성을 전개한다.18) 자신의

모든 감각 즉 호흡, 심장박동, 후각, 눈만큼 주의 깊은

귀, 두뇌, 기억, 말의 속도, 사지의 움직임 등이 필요하

다. 현재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순간이 아닌, 각각의

순간들, 다양한 리듬의 운동 속에서 재구성하기 위해서

는, 다른 순간들, 모든 순간들에 대한 기억이 필수적이

다.19) 리듬분석을 위해서는, 음악을 즐길 때와 같이 내재

적이면서 동시에 외재적이어야 한다. 자신의 리듬과 외

부, 공적인 것을 향하는 표상적 타자의 리듬의 대립적

관계 사이에는 다양한 중간단계들과 그것들의 뒤얽힘이

존재한다. 살아있는 몸은 다리듬적이고, 이 각각은 고유

의 시간, 공간, 리듬을 지닌다. 우리의 ‘층위(échelle)’가

우리의 우주적 공간, 시간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결정한

다. 이 층위 역시 우연적이거나 자의적이지 않다. 우리의

리듬들은 우리를 세계 속으로 밀어 넣고, 우리에게는 경

험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우리는 빛을 파동으로 인식하

는 대신, 사물들을 비추는 조명으로 인식한다. 이 광활한

스펙트럼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리듬들에 대응하는

것들만 포착하고 지각할 수 있다. 인간은 세계의 척도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지식과 세계가 우리의

구성(constitution)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0)

2.5. 리듬분석의 방법

르페브르의 리듬분석의 방법은 ‘시간, 공간, 에너지’의

변증법적 삼항분석이다. 변증법적 분석은 상호작용(대립

과 통일)하는 세 개의 항을 찾아낸다. 우주적 실재를 분

석하기 위해 세 가지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헤겔의 정,

반, 합과 맑스의 경제, 사회, 정치도 그 예다. ‘시간, 공간,

에너지’의 삼각형은 세 개의 항으로 구성되지만, 각 항들

은 합(세 번째 항) 속에서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구별된 상태로 남는다.21) 시간과 공간은 에너지가 없으

면 활성화되지 못한다.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활성화

18) Henri Lefebvre, 리듬분석, op. cit., p.102

19) Ibid., p.127

20) Ibid., pp.221-222

21) Ibid., p.73

하고, 연결하고, 모순관계에 빠뜨린다. 이 개념들은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 구체적 보편성을 획득한다.22) 공간, 시

간, 에너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리듬이다. 모든 리듬

은 공간과 시간의 관계 즉 장소화된 시간, 시간화된 장

소를 함축한다.23) 리듬은 공간의 시간성, 시간의 공간성

의 변증법적 결합이다.24) 리듬은 항상 자신의 장소에 연

결된다. 그렇다고 리듬이 하나의 시간 즉 운동 혹은 생

성의 한 측면이기를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 리듬의 매개

를 통해서 몸의 연장인 활기찬 공간이 형성된다.25) 구체

적 시간들은 리듬들을 지닌다. 또는 그 자신 리듬들이다.

시간과 공간은 직조 속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공간은 시

간을 전제로 하며, 그 역(逆)도 성립된다.26) 시간은 공간

과 구별되지만, 공간으로부터 분리되지는 않는다. 나무에

새겨진 나무테는 나무의 나이를 말해준다. 시간은 필연

적으로 지역적이다. 공간과 서로 다르며, 분리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27) ‘시간성(연속, 이어짐)’에서 ‘공간성

(동시성, 동시화)’으로의 끊임없는 이행이야말로 모든 생

산활동을 정의한다고 할 수 있다.28) 사회적 공간은 다른

생산물들을 포함하며, 이 생산물들이 ‘동시적인 공존상

태’에서 맺는 관계이다. 음악에서도 시간과 공간의 통일,

결합은 리듬에 의해 가능하다. 음악의 ‘멜로디, 하모니,

리듬’의 삼항 개념을 통하면 음악의 핵심을 통찰할 수

있다.29) 세 개념들 중 하나가 다른 것들을 지우려고 시

도한다. 어떤 곡은 멜로디 위주로 또는 하모니, 리듬 위

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는 우선, 음악적 담화 속의 대립

쌍으로 저음과 고음, 비바체(vivace)와 아다지오(adagio),

수직과 수평, 연결음과 스타카토, 로고제닉(logogénique)

과 파토제닉(patogénique),30) 성(聖)과 속(俗)을 들고, 이

대립들을 포함한 확장된 변증법적 삼항분석을 시도한다.

음악적 시간이 언어적 시간에서 분리되기 위해서 수 세

기가 걸렸고, 결국 음악은 자신의 고유한 리듬을 갖게

되었다. 음악적 예술의 규칙들은 창조, 기보, 박자, 템포

의 결정, 감정의 고양 등을 향한 길을 제시해 주었다. 리

듬을 통해, 리듬에 의해 음악은 세계화한다. 멜로디, 하

모니는 리듬만큼 합리적 방법으로 보편적인, 세계적인

차원을 획득하지 못했다. 이는 인류가 기본적인 생리적

조직(구조)을 그 리듬들(호흡, 심장박동 등)과 함께 공유

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시간의 측정이 일반화된 기준과

규칙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일 수 있다.31) 멜로디, 하

22) Ibid., p.178

23) Ibid., p.227

24) Ibid., p.14

25)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op. cit., p.310

26) Ibid., p.196

27) Ibid., pp.270-271

28) Ibid., p.132

29) Henri Lefebvre, 리듬분석, op. cit., p.179

30) 독일음악학에서의 용어이며, 로고제닉은 의미를, 파토제닉은 감정을 생

산한다. 바흐는 로고제닉에, 베토벤은 파토제닉에 가깝다.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4권 2호 통권109호 _ 2015.0482

모니, 리듬의 삼각형은 음악적 창조에서 나타나는 실재

적 모순들을 포괄한다. 광대한 생성 가능성 속에서 변화

하는 모순관계이다. 이 삼각형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그

것을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방법론을 확인할 수 있다.

3. 롱샹 성당 디자인과정에서의 개념과 현전 표현

롱샹 성당의 디자인 과정에서 꼬르뷔제가 의도했던 건

축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음향적 형태, 모듈러, 빛과 그

림자, 대립적 구성으로 나누어 개념의 표현을, 그리고 개

념을 통해 표현된 현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음향적 형태

꼬르뷔제는 롱샹 성당에서의 형태는 ‘지평선과의 일치

(순응)’, ‘음향적 감응’, ‘형태의 음향학(acoustics of the

realm of form)’이라고 했다.32) 음향적 평면형태는 ‘귀’

또는 그의 조각인 ‘유뷰(Ubu)’, ‘오존(Ozon)’으로부터 발

생한 것이다.33) 평면형태는 지평선 안에서 대지형태의

곡선의 반향으로 나타난다.34) 따라서 <그림 2>의 평면

은 오목한 볼록한 곡선들이다.35) 서측과 북측의 3개의

소 예배실은 안으로의 만곡선이며,36) 남측과 동측은 두

개의 활력 있는 만곡선이다.37) 북측과 서측의 벽은 오목

하고 닫혀있으며, 남측과 동측은 빛이 유입되도록 굽어

져 길고 먼 조망을 준다.38)

<그림 2> 롱샹 성당,

배치도

<그림 3> 북측 외관

<그림 3>에서 귀와 같은 반구모 형태의 3개의 예배실

의 탑개구부는 잠망경의 눈과 같으며, 건물과 대지는 서

로 빛을 발하며, 신호를 주므로, 이들은 ‘음향적 포물선

형태’이다.39) 공감각의 은유를 갖는 것으로, 청각은 시각

31) Ibid., pp.188-189

32) Alexander Tzonis, Le Corbusier: The Poetics of Machine and

Metaphor, Thames & Hudson, 2001, p.178

33) Charles Jencks, Le Corbusier and the Continual Revolution in

Architecture, New York: Monacelli Press, 2000, p.265

34) Alexander Tzonis, op. cit., p.178

35) William J. R. Curits, Le Corbusier: Ideas and Forms, Phaidon,

2001, p.179

36) Ibid., p.175

37) Charles Jecks, op. cit., p.269

38) William J. R. Curits, op. cit., p.175

과 혼동되는 것이다.40) 또한 지붕은 ‘게 껍질’에서 변형된

비행기 날개의 구조로, 이 육중한 지붕은 벽과의 10cm틈

새로 부유하는 듯하다.41) 천정은 서측의 중앙부가 낮은

만곡선이 펴지면서 동측으로 상승하는데, 그는 서측 지붕

선이 솟아오르는 파도처럼 보이는 동측입면과 결합한다

고 했다. 남동측으로 펼쳐진 등고선에 따라, 바닥은 동측

으로 낮아지다가 제단으로 상승하며, 동측 외부제단에서

부터 다시 낮아진다. 내부 공간 역시 둥근 형태로 된 조

각들이다.42) 그는 이 성당이 모든 방향으로부터 3차원적

조각작품으로 보여지길 원했고, 건물로 진입시 이러한 조

형적 시리즈를 위한 건축적 산책로를 의도하였는데,43) 이

에 따라 변화되는 일련의 조형적 외관은 음향적 감응을

준다. 그는 이 성당을 ‘시각적 음향학’으로 묘사했다.44)

3.2. 모듈러

꼬르뷔제는 롱샹 성당에서 자신이 음악의 ‘음계’에 대응

하여 만든 ‘모듈러’45)가 모든 곳에 적용된다고 했다. 또한

곡선 형태의 볼륨은 구형(矩形)의 발생기에 의해 지배받는

다고 했다.46) 즉 음향적 곡선 형태에는 모듈러가 내재한다

는 것이다. 디자인과정의 도면에도 직교 모듈러 격자가 나

타난다. <그림 4>에서 서측 외부홈통과 동측 내부제단을

잇는 중심축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모듈러에 의한 바닥의

줄눈과도 일치한다. 7개의 보는 4.3m의 간격이며, 2.26m의

속이 빈 막 구조의 지붕은, 가장 낮은 높이가 2.26m의 두

배인 4.52m이다. 또한 <그림 5>에서 고백소 상부, 출입문,

설교단 하부, 성가대 하부의 높이는 동일하다. 십자가도 모

듈러에 따라 113cm, 70cm이다. <그림 6>에서도 출입문과

성가대 하부의 높이, 출입문 상부의 브리즈 솔레이유(brise

soleil)와 성모마리아상 개구부 상부의 높이가 일치한다.

39) Charles Jecks, op. cit., p.267

40) Ibid., p.265

41) William J. R. Curits, op. cit., p.177

42) Le Corbusier, 롱샹, 금평돌 역, 시공문화사, 2004, p.120

43) Ezra Stoller, The Chapel at Ronchamp,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9, p.7

44) Charles Jecks, op. cit., p.272

45) 모듈러는 건축에 적용할 수 있는 인간적 스케일의 조화로운 측정

체계이다. 모듈러에서의 수의 질서는, 피타고라스(Pythagoras)가

음악을 수가 조화된 세계로 정의하고 음악에서의 수의 존재를 확

립시키기 위해 음계체계를 완성시킨 것과 비교할 수 있다.

현대에서 시공간의 새로운 인식에 의한 공간성 탐구는 쉔베르그

(Schoenberg)의 무조음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조

성이란 조성의 테두리를 벗어난 반음계라는 시간외적인 중성상태

를 말한다. 미첼(Mitchell)은 쉔베르그의 조성의 폐지가 곧 꼬뷔제

의 모듈러와 같은 등질의 공간분할 개념이라고 했다.

그리드에 의해 황금율 파이에 관련시킨 3가지 치수, 113, 70, 43cm

가 결정되고, 다시 113+70=183, 113+70+43=226이 된다. 3가지 치수

(113-183-226)는 신장 6피트의 남자의 서 있는 자세치수를 결정지

워준다. 113에 황금율을 적용하면 70이 생성되며, 적색계열이 만들

어 진다. 즉, 4-6-10-16-27-43-70-113-183-296 등이다. 262(2×113)

에 황금율을 적용하면, 청색계열이 만들어진다. 즉, 13-20-33-53-8

6-140-226-366-592 등이다.

46) Le Corbusier, 롱샹, op. cit.,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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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평면도

<그림 5> 북측 실내 단면도 <그림 6> 동측 외부 입면도

그 밖의 외부입면도에서도 출입문과 창호의 높이가 일치

하며, 남측의 27개의 창을 비롯한 모든 창도 모듈러에 의

한 것이다. 음계에 해당하는 모듈러는 모든 곳에 적용된다.

3.3. 빛과 그림자

꼬르뷔제는 롱샹 성당에서의 실마리는 빛이라며,47) 빛

과 그림자의 유희를 음악에서의 ‘대위법(counterpoint)’48)

이라고 했다.49) 빛과 그림자에서의 수직적 모방을 대위

법에서의 모방으로 본 것이다. 또한 그는 이 성당에서

중요한 것은 빛의 유희를 통해 형태에 힘을 부여해 주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엄격한 비례에서 출발해야 한다

고 했다. 이는 남측 벽에서 잘 나타난다. <그림 7>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빛은 모듈러에 의한 다양

한 창문의 크기와 형태, 특히 삼각형 수직구조체50)에 의

한 창호 측면의 경사와 두께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빛으

로 유입되고, 이를 모방한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투명유

리에 채색된 다양한 색상으로 미묘한 색그림자가 드리워

진다. 벽면의 밝은 플라스터와 지붕의 어둡고 거친 콘크

리트의 대조 위의 명백한 대부분은 빛과 그림자의 유희,

대위법으로 단순한 형태의 무리들로 변화된다.51) <그림

8>은 남서측 예배실 지붕위의 탑의 개구부로부터의 빛

과 그림자를 보여준다. 북측의 2개의 소 예배실도 같은

형태이다.

47) Ibid., p.27

48) 음악에서 어떤 선율에 상대적인 성격의 다른 선율을 부가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여기에서 상대적인 성격이란 리듬이 다른 것, 선율

의 움직이는 방향이 다른 것, 선율의 움직이는 모양이 다른 것 등

이다. 나운영, 대위법, 세광음악출판사, 1981, pp.12-13

대위기법은 모방이라는 수법을 필연적으로 가져온다.

49) Charles Jencks, op. cit., p.269

50) 삼각형 수직프레임은 16cm두께의 보강콘크리트로 기단부에서 폭 3.7m

에서 1.4m-1.5m로 변하며, 상부는 광대하게 펼쳐진 지붕을 지지한다.

51) Charles Jencks, op. cit., p.269

<그림 7> 남측 내부 벽 <그림 8> 남서측

예배실 탑 개구부

그는 언덕 위의 성당에서 낮의 특정한 시간에 이상한 소

리를 내는 전자음악(electronic music)을 의도한 것이다.52)

3.4. 대립적 구성

꼬르뷔제는 롱샹 성당에서 환희와 명상이라는 종교적

분위기의 약간의 대립성을 반영하였다.53) 그는 추상미술이

롱샹의 ‘존재 이유’와 조형적 평형상태, 음악, 수(數), 공간

지칭의 컴파스 침이라 했는데,54) 이 성당에서의 추상미술

은 대립성을 보인다. <그림 9>에서 행렬출입문(주출입문)

의 에마유55)는 설계자와 기술자의 대립적 조항과 이들의

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56) 기술 즉 이성과 감성의 대

립성이 결합하여, 건축이 순수정신 창조의 예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성당은 전체적으로 감성적 음향적 형태와

이성적 모듈러의 공존으로 대립적 구성이다. 진입로에서부

터 남측벽의 수평적 형태와, 커져가는 볼륨의 남서측 예배

실 탑의 수직적 형태는 긴장된 대립에 있다.57) <그림 10>

의 남측벽은, 광택나는 활기찬 색채의 주출입문과 지붕 밑

의 절정(남동측 끝)을 향하는 틈새의 가는 빛과 대조되어,

두껍고 무겁게 보여진다.58) 내외부는 흰색이 주를 이루고

활기찬 다채색이 부분 강조되는데, 진실로 흰색을 지각시

키기 위한 그의 의도로, 백색성은 고조된다. 흰색은 어둡

고 육중한 콘크리트의 지붕과 대비된다.

<그림 9> 남측 주출입문 <그림 10> 남측 외관

빛과 그림자의 유희도 대립적 구성이다. 롱샹 성당은

회화, 조각, 건축이 단일화된 관념의 표현으로 통합된 종

52) William J. R. Curits, op. cit., p.181

53) Charles Jencks, op. cit., p.269

54) Le Corbusier, 롱샹, op. cit., p.123

55) 에마유는 에나멜을 가공한 것을 표면에 바르는 것을 뜻하며, 가열

하는 방식의 도자기 판화라고 할 수 있다.

56) Charles Jencks, op. cit., pp.272-273

57) William J. R. Curits, op. cit., p.176

5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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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예술작품이다.59) 찰스 젠크스(Charles Jecks)는 꼬르

뷔제가 이중적 정체성을 가졌으며, 이 성당에서 그의 이

중적 감각이 순수형태의 대비로 표면에 나타난 것이며,

대립적 이중성을 ‘음악적 변화(musical alteration)’60)라

했다.

3.5. 개념을 통한 현전

이상의 롱샹 성당 디자인과정에서 의도했던 개념의 표

현에는, 음악의 고유성 즉 단일성이 내재하므로, 이 성당

의 현전은 음악의 현전이라 할 수 있다. 음향적 형태, 음

계에 해당하는 모듈러, 음악의 대위법에 해당하는 빛과

그림자, 음악적 변화라 할 수 있는 대립적 구성의 표현

으로 음악의 현전성을 드러낸 것이다. 음악의 현전이 표

현된 것이다. 즉 그가 의도했던 개념을 통해 표현된 이

성당의 현전은, ‘음악’이라는 실재의 현전이다.

4. 르페브르의 리듬분석을 통한 롱샹 성

당의 리듬분석

4.1. 리듬분석의 방법

롱샹 성당의 리듬 분석에 있어서, 르페브르의 리듬분석

의 방법인 ‘시간, 공간, 에너지(리듬)’의 변증법적 삼항분

석의 방법으로 한다. 시간과 공간의 관계 즉 시간화된 공

간과 공간화된 시간이 변증법적으로 결합된 리듬을 통해,

현전을 파악한다.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가 필요하다. 특히 3장에서 롱샹 성당의 개념을 통한 현

전은 음악의 현전임을 파악했으므로, 음악의 멜로디(선

율). 하모니(화성), 리듬과 비교하면서 분석한다. 따라서

‘시간(선율), 공간(화성), 에너지(리듬)’가 리듬분석의 삼항

이 된다. 리듬분석가는 자신의 리듬들을 기준으로 순환적

리듬 즉 생명적 리듬을 찾아낸다. 특히 그의 감각 중 기

억은 연속적 체험을 위해 필수적이다. 수평적 이동을 위

한 사지의 동작도 필요하다. 리듬분석가는 교향곡을 듣듯

이 롱샹 성당과의 외재적 또는 내재적 관계 속에서 ‘시

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반복과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하

나의 전체 속에 연결 된 것들 즉 리듬들의 결합을 분리

해 낸다. 분석의 기초를 이루는 대립쌍인 반복과 차이,

연속과 불연속, 순환적인 것과 선형적인 것, 감성과 이성,

곡선과 직선, 오목과 볼록, 밝음과 어두움, 거침과 부드러

움, 광택과 무광택 등을 포함하여 분석한다.

4.2. 시간화된 공간

음악에서의 ‘선율’61)이, 수직적 공간에서의 음의 높낮

59) Ibid., p.181

60) Charles Jencks, op. cit., p.332 참조.

이의 형태가 수평적 시간적 진행에 따라 시간화된 것에

해당된다. 여기서 시간과 공간은 분리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선율들 즉 공간의 형태들은 분리되지 않

는 시공간 속에서 수평적 연결인 시간적 진행의 ‘연속성’

으로 시간화된 것이다.

(1) 음향적 곡선 형태

리듬분석가는 수평적 움직임에 따라서, 귀의 형태에

의한 음향적 곡선 형태를 연속적으로 체험한다. 남동측

진입로에서부터 보여지는 변화하는 조각적 외관은, 마지

막 시점에서 만곡된 남측벽과 남서측 예배실 탑의 커져

가는 볼륨으로 행렬출입문(주출입문)으로의 진입을 유도

한다.62) 내부로 들어오면, 북측의 예배실의 만곡된 형태

가 정면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선의 방향은 동측의 제단

을 향하고, 십자가, 성모마리아상, 촛대나무 그리고 남측

벽과 지붕이 만나는 절정을 향하는 틈새의 가는 빛을 향

하게 된다. 내부는 성가대석, 고백소, 3개의 소 예배실,

성가대석 등을 비롯해 귀의 형태에서 발생한 오목 볼록

한 곡선 형태 들의 연속이다. 곡면의 경사진 벽과 천정,

경사진 바닥으로 연속적 시간적 흐름은 더해진다. 동측

의 제 3출입문으로 외부 미사공간으로 나가도, 지성소

(sanctuary), 성가대석, 성모마리아상의 개구부, 발코니

등의 만곡된 둥근 형태들의 연속이다. 주출입문이 아닌

북측 제 2출입문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 남측 주출입문

에서 좌측 곡면의 예배실을 따라 시계방향으로 이동하

면, 서측 외부벽면의 조각적 홈통과 빗물받이가 보이고,

북서측의 3개의 음향적 포물선 형태의 예배실을 보게 된

다. 북측 출입문으로 진입시의 시선은 대각선방향으로,

동측 제 3의 출입문를 통해 외부 미사공간으로 나갈 수

있으며, 역시 만곡된 곡선 형태들의 연속이다. 리듬분석

가는 진입로에서부터 내외부 공간으로 움직이면서, <그

림 11>, <그림 12>의 공간(성)의 음향적 곡선 형태에서,

수평적 진행의 연속에 의한 유동적 시간성을 체험한다.

(3) 모듈러의 직선 형태

리듬분석가는 수평적 움직임에 따라서, 모듈러에 의한

직선 형태를 연속적으로 체험한다. 진입로에서 주출입문

에 근접하면서 보여지는 남측창은 모듈러에 의해 다양한

사각형태이며, 모듈러에 의해 이 창의 일부는 출입문과

높이가 동일하다. 주출입문으로 내부로 들어오면, 북측의

고백소 상부, 설교단 하부, 성가대 하부의 높이는 동일하

61) 선율이란 리듬을 바탕으로 한 음의 높낮이의 시간적 진행을 말하

며, 의도된 화성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선율 나름대로의 리듬적 특

징이나, 진행방법(순차진행, 도약진행), 진행방향(상향, 하향) 등의

특징을 지닌다. 음악의 구성에는 수평적 연결인 시간적 배치와 수

직적 연결인 공간적 배치가 있다. 전자는 멜로디이고, 후자는 화성

이다. 음악은 이 두 가지를 결부시켜 시간적으로 통일된 진행을

한다. 이 진행에 있어서 질서있는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리듬이다.

음악은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구성된다.

62) William J. R. Curits, op. cit.,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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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선의 방향은 동측의 제단을 지나 천정 밑 틈새의

가는 빛을 향하게 되고, 천정 밑의 트러스 구조에 의해

모듈러가 체험된다. 바닥의 줄눈과 십자가 등 모듈러에

의한 직선 형태들의 연속이다. 경사진 벽과 천정, 경사진

바닥으로 연속적 시간적 흐름은 더해진다. 동측 제 3출

입문으로 외부 미사공간으로 나가도, 다양한 사각형태의

창들, 동일한 높이들, 바닥의 줄눈 등 모듈러에 의한 직

선 형태들이다. 북측 제 2출입문으로 진입시에도, 모듈러

에 의한 창들, 일부 창의 높이와 동일한 출입문의 높이

등이다. 리듬분석가는 진입로에서부터 내외부 공간으로

움직이면서, <그림 11>, <그림 12>의 공간(성)의 모듈

러에 의한 직선 형태에서, 수평적 진행의 연속에 의한

유동적 시간성을 체험한다.

<그림 11> 동측 내부 <그림 12> 서측 내부

4.3. 공간화된 시간

음악에서의 ‘화성’63)이, 시간성을 지니는 음들의 동시

적 수직적 배치로 공간화된 것에 해당된다. 여기서도 시

간과 공간은 분리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화성들 즉 시간성을 지니는 예들은 분리

되지 않는 시공간 속에서 다른 것들의 ‘동시적 공존상태’

즉 ‘동시성’으로 공간화된 것이다.

(1) 빛과 그림자

빛은 실재로서 시간의 연속적 진행의 선율로 볼 수 있

고, 고유의 리듬을 지니기도 한다. 그러나 빛이라는 선율

에 그림자라는 또 하나의 모방된 선율이 수직적 연결을

이루므로, 꼬르뷔제는 이를 대위법으로 본 것이다. 이 성

당에서의 빛은 다양한 형태와 색채의 창으로 인해 변화

되어 유입되고, 이를 모방한 그림자가 동시적으로 수직

적 공간 배치된다. 시간성을 지니는 다른 공간들의 동시

화이다. 리듬분석가는 동시성에 의해 공간화(성)된 <그

림13>의 빛과 그림자에서, 빛과 그림자 본래의 유동적

시간성을 체험한다.

(2) 재료와 색채

이 성당에서 유동적 시간성을 지니는 대조적 질감과

색채는 동시적으로 공간 배치된다. 벽체에 사용된 폐허

63) 화성이란 각 화음의 구성, 연결, 화음의 상호관계 등 화음이 연결

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말한다. 화음은 옥타브 이외의 음높

이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것을 말한다.

의 돌과 장궤의자 등에 사용된 목재는, 그 자체가 과거

의 시간성을 내포하므로, 다른 시간들의 중첩 즉 동시화

이다. 동시적으로 공간 배치된 것이다. 벽체와 지붕의 표

면은 안과 밖이 일치하는데,64) 동일재료에 의한 다른 공

간들의 동시화로 안과 밖의 흐름이 유동적이다. 리듬분

석가는 동시성으로 공간화(성)된 <그림13>의 재료와 색

채에서, 본래의 유동적 시간성을 체험한다.

(3) 상호관입의 형태

북측의 두 개의 예배실의 상호관입, 북측의 성가대석

과 성모마리아상 개구부의 내외부 상호관입은 유동적 흐

름의 시간성을 지니는 다른 공간들의 동시적 공간배치이

다. 특히 성가대석과 진동기로 회전하는 성모마리아상은

다른 시간에 내외부에서 사용하므로, 다른 시간들을 연

결한다. 따라서, 다른 공간들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들의

동시적 공간 배치이다. 리듬분석가는 동시성으로 공간화

(성)된 <그림 14>의 상호관입의 형태에서, 본래의 유동

적 시간성을 체험한다.

(4) 계단과 창호

르페브르는 계단이야말로 공간화된 시간의 멋진 예라

한다.65) 계단이 공간들 사이를 연결할 뿐 아니라, 시간들

을 연결하며, 문이나 대로 이상으로 한 리듬에서 다른

리듬으로 전환하는 통로라고 한다. 성가대석과 설교단의

계단, 북측 외부의 활기찬 계단은 다른 시간들과 공간들

의 동시적인 수직적 공간배치이다. 창호들도 다른 시간

들과 공간들을 연결하는 동시적 공간 배치이다. 리듬분

석가는 동시성으로 공간화(성)된 창호와 <그림 15>의

계단에서, 본래의 유동적 시간성을 체험한다.

<그림 13> 동측 외부 <그림 14> 성모상 <그림 15> 북측 계단

4.4. 리듬

리듬은 시간화된 공간과 공간화된 시간의 변증법적 결

합이다. 4.2.의 연속적 진행에 의해 시간화된 선율들 즉

음향적 곡선 형태와 모듈러의 직선 형태의 공간성과,

4.3.의 동시성으로 공간화된 화성들 즉 빛과 그림자, 재

료와 색채, 상호관입의 형태, 계단과 창호의 시간성의 변

증법적 결합이다. 4.2.와 4.3.은 결합하지만 하나로 융합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구별된 상태를 유지한다. 음악에

서 선율, 화성과 결부된 시간적(수평적, 연속적)진행의

운동의 질서인 리듬66)에 해당된다. 리듬은 시간, 공간,

64) William J. R. Curits, op. cit., p.176

65) Henri Lefebvre, 리듬분석, op. cit., p.245

66) 리듬의 어원은 강물이 흐르는 것의 ’흐르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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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연결하며, 이들의 관계를 통해 파악된다. 즉 리

듬은 시간화된 선율 형태들의 공간과, 공간화된 화성의

예들의 시간이 결부된, 시간적 진행의 운동(에너지)의 질

서, 율이다. 다음과 같은 리듬들은 질적인 차별적 시간들

의 반복과 차이에 의한 ‘율’에 따라 운동하는 것이다.

(1) 음향적 곡선의 리듬

리듬분석가는 수평적 움직임에 따라서, 음향적 곡선의

운동에서 질적인 차별적 시간들의 연속적 반복과 차이의

율을 체험한다. 4.3.의 공간화된 빛과 그림자, 재료와 색

채 등의 시간성으로, 음향적 곡선의 변화 즉 차이는 더

해진다. 이 곡선은 시간적 진행의 운동에 있어서, 매 순

간 변화하지만, 귀의 형태에서 발생한 오목한 볼록한 만

곡선으로 고유한 질서, 율을 지닌다. 즉 고유의 단일성을

유지한다. 변화하는 음향적 만곡선의 시간적 장단의 운

동 속에는 반복과 차이에 의한 고유의 ‘율’이 있는 것이

다. 이 ‘음향적 곡선’의 진행을 음악에서 ‘동기’67)가 변형

되어 반복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 곡선 하나로 귀

의 형태의 표현성을 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리듬분

석가는 <그림 16>의 음향적 곡선의 운동(에너지)에서,

음악의 ‘동기’의 리듬과 동일한 순환적 리듬을 체험한다.

(2) 모듈러의 직선의 리듬

리듬분석가는 수평적 움직임에 따라서, 모듈러에 의한

직선의 운동에서 질적인 차별적 시간들의 연속적 반복과

차이의 율을 체험한다. 4.3.의 공간화된 빛과 그림자, 재

료와 색채 등의 시간성으로, 모듈러에 의한 직선의 변화

즉 차이는 더해진다. 이 직선은 시간적 진행의 운동에

있어서, 매 순간 변화하지만, 모듈러에 의한 직선으로 고

유의 질서, 율을 지닌다. 즉 고유의 단일성을 유지한다.

변화하는 모듈러의 직선의 시간적 장단의 운동 속에는,

반복과 차이에 의한 고유의 ‘율’이 있는 것이다. 이 ‘모듈

러의 직선’의 진행을, 음악에서 ‘음표의 장단’의 배열에

비유할 수 있다. 직선 하나로 모듈러의 표현성을 지각시

키지 못하므로, 동기로 볼 수는 없다. 모듈러에 의한 다

양한 사각형태의 창들은, 음악에서 동기가 변형되어 반

복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으나, 서측에는 이러한 형태의

다. 강을 실험하거나 묘사하기 위해서 강물을 멈추게 할 수는 없

다. 그렇게 할 경우 그것은 물일 뿐이지 흐름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악에서 리듬의 경험은 시간 안에 있어서의 소리의 움

직임(sound moving)으로 인식해야 한다. 리듬, 구조와 기능, 장정

익, 현대음악출판사, 1999, p.10 리듬은 음악적 시간의 질서있는 진

행의 지속을 조직하고 총괄하는 것이다. 리듬은 세 가지 형태의

의미를 지닌다. 한 개의 액센트에 통일된 선율의 단위(동기), 진행

에 있어서의 일정한 셈여림의 기복의 형태(박자), 일정한 박자 안

에서의 음표의 장단의 배열이다. 화성이 없는 단선율음악이 있고,

멜로디가 없이도 음악은 가능하다. 그러나 리듬이 없이 선율이 이

루어 질 수 없고, 음악이 될 수 없다. 리듬만으로도 음악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리듬은 음악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것이다.

67) 동기란 그 자체로 어떤 표현성을 지각시키는 최소의 음악적 단위

로, 음악의 구성에서 게속해서 연결, 발전될 수 있는 의미를 갖는

다. 대개 선율적인 뜻으로 사용되나 리듬적 동기도 가능하다.

창이 없기에 연속되지 않는다. 리듬분석가는 <그림 17>

의 모듈러에 의한 직선의 운동(에너지)에서, ‘음표의 장

단’의 배열의 리듬과 동일한 순환적 리듬을 체험한다.

(3) 대립적 통일의 리듬

이상의 두 개의 순환적 리듬은 분석과정에서 분리되었

으나, 대립적 통일을 이룬다. 즉 동시성 안에서 공존하

며, 서로 구별된 상태를 유지한다. 이 두 개의 생명적 리

듬은 감성과 이성이라는 대립성으로 유동적 시간성의 음

악적 변화의 감응을 준다. 특히 음향적 곡선의 발생은

모듈러에 근거하므로, 두 리듬은 대립성 안에서도 조화

를 이룬다. 즉 ‘대립적 조화’를 이룬다. 리듬분석가는 이

성당에서 기계적인 선형적 리듬은 체험할 수 없고, <그

림 18>의 대립적 조화, 통일을 이루는 두 리듬에서, 자

신의 리듬, 음악의 리듬과 동일한 순환적 리듬 즉 생명

적 리듬만을 감각적으로 체험한다.

<그림 16> 음향적

곡선의 리듬

<그림 17> 모듈러

직선의 리듬

<그림 18> 대립적

통일의 리듬

4.5. 리듬을 통한 현전

이상의 롱샹 성당의 리듬분석을 통해서 체험되는 생명

적 리듬에는, 음악의 고유성 즉 단일성이 내재하므로, 이

성당의 현전은 음악의 현전이라 할 수 있다. 음악의 동

기의 리듬에 비유되는 음향적 곡선의 리듬과, 음표의 장

단의 배열의 리듬에 비유되는 모듈러의 직선의 리듬이

체험되기 때문이다. 대립적 두 리듬이 동시성 안에서 통

일의 운동으로 음악의 현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음악

의 현전이 체험되는 것이다. 즉 르페브르의 리듬분석가

가 리듬분석을 통해 체험하는 이 성당의 현전도, ‘음악’

이라는 실재의 현전이다. 이는 3장에서 파악된 디자인과

정에서 의도했던 개념을 통해 표현된 현전과 동일하다.

또한 르페브르에 따르면, 롱샹 성당은 생명적 리듬의 표

현으로 음악의 단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예술작품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

르페브르의 리듬분석은 리듬을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과학, 새로운 지식의 영역을 정초하는 것이다. 그 속에

실천적 방안을 포함한다. 자연과 사회의 리듬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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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형해야 한다. 진정한 현전성을 되찾기 위해서 생명

적 리듬(순환적 리듬)을 회복해야 한다.

롱샹 성당 디자인과정에서 꼬르뷔제가 의도했던 개념과

현전의 분석결과, 개념은 음향적 형태, 음계에 해당하는

모듈러, 대위법의 빛과 그림자, 음악적 변화의 대립적 구

성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이 개념 안의 음악의 고유성으로

개념을 통해 표현된 이 성당의 현전은 음악의 현전이다.

르페브르의 리듬분석을 통한 롱샹 성당의 리듬분석의

결과, 리듬분석가는 자신의 리듬을 기준으로, 동시성 안

에서 대립적 조화, 통일을 이루는 두 개의 생명적 리듬

즉 음향적 곡선의 리듬, 모듈러 직선의 리듬을 감각적으

로 체험한다. 시간(선율), 공간(화성), 에너지(리듬)의 변

증법적 삼항분석의 방법에 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리듬들은 연속성으로 시간화된 선율들 즉 음향적 곡선

형태, 모듈러의 직선 형태의 공간성과, 동시성으로 공간

화된 화성들 즉 빛과 그림자, 재료와 색채, 상호관입의

형태, 계단과 창호의 시간성의 변증법적 결합이다. 리듬

분석가는 선형적 리듬은 체험할 수 없고, 자신의 리듬,

음악의 리듬과 동일한 생명적 리듬만을 체험한다. 즉 음

향적 곡선의 운동에서 음악의 동기의 리듬을, 모듈러의

직선 운동에서 음표의 장단의 배열의 리듬을 체험한다.

시간, 공간, 에너지의 관계를 통해 리듬이 파악된 것이다.

이 리듬들은 운동(에너지) 속에 음악의 고유한 반복과 차

이에 의한 율을 지닌다. 따라서, 리듬을 통해 체험되는

이 성당의 현전도 음악이라는 실재의 현전이다. 이는 디

자인과정에서의 개념을 통해 표현된 현전과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롱샹 성당은 르페브르의 리듬분석을 통한

생명적 리듬으로 현전으로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철학적 사유을 통한 공간의 리듬, 현전의 분

석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향후 다양한 공간을 대상으로

르페브르의 리듬분석의 사유가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나운영, 대위법, 세광음악출판사, 1981

2. 장정익, 리듬, 구조와 기능, 현대음악출판사, 1999

3. 정문규, 반 고호, 서양의 미술3, 서문당, 2003

4. Curits, William J. R., Le Corbusier: Ideas and Forms, Phaidon,

2001

5. Jencks, Chales, Le Corbusier and the Continual Revolution in

Architecture, New York: Monacelli Press, 2000

6. Stoller, Ezra, The Chapel at Ronchamp, Princeton Archi- tectural

Press, 1999

7. Tzonis, Alexander, Le Corbusier: The Poetics of Machine

and Metaphor, Thames & Hudson, 2001

8. Corbusier, Le, 롱샹, 금평돌 역, 시공문화사, 2004

9. Deleuze, Gilles, 베르그송주의, 김재인 역, 문학과 지성사, 2008

10. Lefebvre, Henri,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11. Lefebvre, Henri, 리듬분석, 공간, 시간, 그리고 도시의 일상생활,

정기헌 역, 갈무리, 2013

[논문접수 : 2015. 02. 23]

[1차 심사 : 2015. 03. 23]

[게재확정 : 2015. 04. 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