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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격한 근 화와 산업화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발

생한 유휴공간은 사회의 어두운 이면으로 도시에서 단

된 부분으로 존재해왔다. 하지만 시 변화에 따라 기

존의 장소 , 지역 재생에 한 심이 증폭되었고 유

휴공간의 공간 , 도시 환경 , 사회문화 , 경제 측면

의 가치에 한 재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런

의 변화는 유휴공간의 재생1)으로 나타났으며, 공간의 기

능 변화뿐만 아니라 술 활용을 통해 지역의 장소,

인간의 삶의 형식에 다양한 변화를 주며 주변 환경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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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1)

해외사례들을 통해 유휴공간의 술 재생은 술과

사회의 새로운 계를 형성하고 구나 문화 술을 공유

할 수 있다는 에서 그 가치는 충분히 입증되고 있으

나, 유휴공간의 술 재생만으로 순식간에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문화를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섣부른

단의 험성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유휴공간의

술 재생의 목 에 한 정확하고 심도 있는 이해가 필

요하며 공간의 로그램을 형성하는 술의 변화와

공간과의 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술은 격한 도시의 변화가 가져온 인간상호

계의 단 , 소통의 부재 등의 사회 인 상에 의해 미

1) 재생: Regeneration은 ‘다시’, ‘다시 살아나다’, ‘다시 태어나다’, ‘반

생’의 의미로 기능을 잃은 공간이 다시 태어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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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하면서 역동 으로 변화해왔다. 시기 으로 90년 에

개되어 재 진행되어오는 술은 “과거의 사 이

고 독자 이며 상징 인 공간이 아니라 사회 컨텍스트

와 인간의 상호주체 교류 역”2)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술의 실천 형태에 주목한 술의 한 양상인

계미학3)의 이론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술의

계미학측면의 변화는 사회의 한 역동 인 부분으로

술의 ‘장’에 한 인식을 고찰하게 하며, 동시 인 움

직임으로 나타나는 유휴공간의 술 재생의 양태와

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작품’(오 제)의 한계 인 역에서

벗어나 사회 교류 계로 확장되고 있는 술의

상과 계미학의 개념을 고찰하여 공간에서 작가- 술

람자간의 계형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악하

고, 계미학의 확장 인 해석을 통해 작가- 술- 람자

의 계형성에 따른 술 재생공간의 유형을 분석하고

자 한다. 이러한 계미학에 한 분석을 바탕으로 술

로 재생된 공간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 으로 한다.

1.2. 연구 방법 범

본 연구에 앞서 선행되어지는 연구는 술의 형식

과 향유의 변화가 공간과 한 계를 맺으며 유휴공

간의 술 재생의 두와 연 이 있음을 이해한다.

한 더욱 심화된 이해를 해 술의 상을 면 히

고찰하여 술의 사회 계로서의 의미 변화과정에

해 연구하고, 계미학의 확장 인 해석을 통해 작가-

술(작품)- 람자의 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연구한다.

특히, 작가- 술(작품)- 람자의 계형성이 공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여 술의 실천 형태의

특성을 도출해내고, 이를 통해 술 재생공간이 어떻

게 발 되는지 연구한다. 더불어 술 재생공간의 각

유형의 사례들의 계형성에 따른 술의 실천 형태와

공간 특징을 종합 분석하여, 유휴공간의 술 재생

공간의 의미를 악하고자 한다.

2. 유휴공간의 술 재생에 한 이론

고찰

2.1. 유휴공간의 발생배경 의의

유휴공간은 근 화와 산업화 그리고 도시의 성장과 쇠

퇴로 인한 변화 과정에 배경을 두고 있다. 산업 명과

2) 김성원은 ‘90년 해외 미술 동향’을 논의하며 iuum.com/90년

-해외- 미술-동향/에 언 했다.

3) “ 술작품이 형상화하고, 생산하거나 야기하는 상호 인간 인 계

들에 따라서 술 작품들을 단하는 미학 이론”으로 본 연구는

니콜라 부리요의 계미학(Esthetique relationnelle)을 바탕으로 한

다. 니콜라 부리요, 계의 미학, 지연 역, 미진사, 2011, p.199

세계 을 거치면서 격히 팽창하던 근 도시는 탈산

업화 과정과 정보화 사회로의 이향과정을 거치면서 격

한 도시구조의 개편을 겪었고4), 신도시의 개발로 인해

도시 공동화 상5)으로 도심지 내 유휴공간이 발생한다.

더불어 농어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인해 농 인구가

감소하며 다수의 폐교가 발생하기 시작한다.6) 일부학자

들은 유휴공간을 ‘용도변경 는 변용 등에 의하여 기능

을 잃은 공간’ ‘사용되지 않거나 자투리 공간’ ‘시 흐

름의 변화나 산업의 변화로부터 용도변경을 필요로 하는

쓸모없는 시설’ ‘잠정 유휴 공간’등으로 구분하며,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폐 공간, 죽은 공간, 버려진 공간, 쓸모

없는 공간 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7) 그러나 유휴공간은

그 장소에 한 시 의 산물로서 역사 , 상징 의미를

지니며, 의 변화와 활용방법에 따라 그 공간 자체가

다양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는다. 유휴공간에 한 기

존 연구들의 이론 고찰을 바탕으로 유휴공간의 유형과

발생원인에 따른 내용을 <표 1>8)와 같이 재정리하 다.

발생원인 공간구분 공간 발생양태 발생내용

기능의

상실

/ 용도

변용·

변경

이 /

폐쇄

건축물
폐교/

행정기 /공공시설물

·건축물의 기능 노후화

·도시행정체계의 개편, 축소에

의한 통폐합

산업시설
폐 공장/

공장단지/창고

·공업 심에서 정보화, 디지털

심으로의 구조변화로 인한 쇠퇴

기반시설
철도역사/폐정수장/철

로/항만/폐발 소

·교통, 운송수단의 발

노후화로 인한 용도 폐기

이 지

/폐부지

군사시설 이 지/폐철

도부지/공장 이 지
·시설의 도심외곽으로의 이 /철거

도심공

동화

비활성 지하상가/슬럼

화 지역, 낙후지역

·낙후된 지역이나 특정기간에만

이용되는 잠정 인 유휴공간

<표 1> 유휴공간의 유형과 발생원인

2.2. 술의 변모와 유휴공간의 계

술작품과 공간의 계에 주목해 작품의 성격에 맞는

공간 자체를 구축하고자 했던 시기를 거쳐 21세기

술의 변모는 오늘날 우리에게 술을 공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도록 요청한다.

라이언 오도허티(Brian O`Doherty)의 말을 빌려, 모

더니즘 미술은 미술 의 역설 인 공간, ‘화이트 큐 안

4) 김연진, 유휴공간 문화 활용의 의의와 방향, 문화정책논총 제21

집, 2009, p.187

5) “도시지역 내에서 지가 등 각종 공해로 인해 주택들이 도시외

곽으로 진출하게 되면 결국 공공기 이나 상업기 만이 남게 되는

데, 이러한 상을 공동화 상이라 한다.” 이덕진, 유휴공간을 재

활용한 문화공간 구축에 한 연구, 경성 박사논문, 2014, p.17

6) “실제로 1970년에는 국의 등학교( 등학교)가 5,961개, 분교가

949개 던 데 비해, 2005년에는 등학교 5,647개, 분교 533개로 분

교가 거의 반 가까이 감소해 등학교 체 수의 감소를 주도했

다.” 곽수정, 유휴(遊休)공간의 문화공간화를 한 콘텐츠 연구, 국

민 박사논문, 2006, p.19

7) 김상우, 울산의 유휴공간, 문화 술인 ‘창작공간’으로, 이슈리포트,

93호, 2015, p.3

8) 김연진, op. cit., p.188 / 김 주, 이상호, 유휴공간 재활용 계획에 나

타나는 도시재생개념의 향 분석: 기존 연구에 등장하는 계획 사례

를 심으로, 한건축학회지 제27권 제6호, 2011, p.105,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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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Inside the White Cube)’ 존재해왔으며, 작품과

객의 직 인 만남을 성사시키는 직 인 공간을 구성

한다는 의도 하에 그 자리에 고착된 작품을 조, 망

이라는 형태로 감상의 행 를 규정한다.9) 따라서 술은

이 근하기 어려운 고 문화의 양상을 보이며, 결

국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없는 역이 되었고, 오랜 시

간 술의 내용과 형식, 공간간의 계가 분리되어 지속

되었다.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으로 ‘New wine

into new wineskins.’10) 의 말처럼 새로운 술을 새로운

공간에 담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하 고, 술의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필연 으로 미술 이라는 역을 벗어나

다차원 인 공간에 한 수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표 인 로 런던의 템스강변의 남쪽화력발 소를

개조한 테이트 모던 갤러리의 형 시 공간, 터빈 홀은

시가 진행되지 않아도 시민들이 독서를 하거나 휴식하

며 공간을 유한다. 공간이 술의 배경만으로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람객과 풍부한 계를 맺으며 다양한

의미를 생산하도록 구성되어지는 것이다.

술 장르의 변모와 그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통해 술의

개념과 공간은 불가분의 계로

공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술은 다양한 역의 해체와

융합으로 더 이상 장르를 구분

짓기 어려워졌으며, 그에 따라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술을

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공

간화 되고 있다. 그리고 제도화

된 공간 11)에서 술을 통한 교육, 체험 로그램의 확

로 술은 ‘체험’과 ‘공동체 ’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한, 술의 유희 인 측면과 같은 맥락으로 술 공간은

소비사회의 쇼핑몰이나 테마 크와 같은 소비 인

공간과 유사한 체험을 하게하며 정 이던 술 공간을

다양하고 복합 인 공간구성으로 새로운 형태의 이벤트

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술 공간의 변화는 그 지

역과 장소와의 계를 빼놓고 말할 수 없으며, 유휴공간

의 술 재생의 두와 계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2.3. 술로 재생되는 유휴공간

9) Brian O`Doherty, Inside the white cube: The ideology of gallery

space, Santa Monica, CA: The Lapis Press, 1998, p.14

10)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 에 넣은 사람은 없다. 그 게 하면 부

가 터져서 쏟아지고 부 는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 에

넣어야 둘 다 보 된다”는 신약성서 마태복음 제 9장 17 에 나

오는 내용으로 새로운 것에 한 새로운 공간을 비유함.

11) “이제까지의 술 공간은 일정한 틀과 형태를 가지고 만들어진 ‘분

리 공간’이자 ‘폐쇄 공간’이다.” 기존의 미술 , 갤러리를 빗 어 표

. 박신의, 유럽의 폐 산업시설 활용 문화 술공간 연구: 문화 술

경 의 개념 확장과 연 하여, 인하 박사논문, 2011, p.34

사회 구조의 변화와 장소성의 변화로 공간 재생

의 의미는 지역재생과 도시재생, 장소성 부여 등의 의미

를 함께 갖는다. 따라서 유휴공간은 재의 필요와 맥락

에 의해 극 으로 활용되기까지 재생의 폭이 넓으며

다양하다. 이미 구축되어진 공간을 지속시키는 개념으로

복원, 보 , 보 +증축, 개조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구조 , 형태 , 재료 인 변형을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를 토 로 유휴공간의

재생방법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2>12)와 같다.

재생방법 내용

복원
문화재 의 건축물을 보존하는 유형, 원형 가치가 높은 구

조물로 형태 기능을 그 로 보존

보

내부 공간

활용

내부의 공간이 활용가능하거나 구조 으로 안 함, 건축물의

특성을 보 하면서 새로운 기능으로 사용

외부 공간

활용

내부공간의 활용이 불가능한 구조물, 상징 인 구조물로 외부

공간 극 활용, 주변지역과 연계된 재생계획 필요

보 +

증축

수평

확장

여러 개의 건물들이 집합되어 연결되어 증축, 여러 건축과 구

조물을 통합 단지로 구성 가능

수직

확장

공간이 충분치 않은 소규모의 유휴공간의 증축이나 수직

확장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 필요

내부

확장

외부공간이 여유 있는 경우, 유휴공간의 훼손을 최소화 한 채

내부와 외부공간의 유기 인 연결로 내부공간의 기능 확장.

개조
내부 변형 내부의 공간 분할, 개조, 용도 분류의 변형

외부 변형 외부의 보존가치가 낮은 건축물, 구조물의 외부형태를 변형

<표 2> 유휴 공간 재생의 방법 구분

다시 재생되기를 기다리는 유휴공간은 다양한 재생방

법과 함께 술가나 시민들에 의해 자생 으로 형성되거

나, 공공이 계획하여 정책 으로 형성되어지고 있다. 유

휴공간은 ‘미완의 공간’으로서 그 장소의 성격과 공간의

구조가 술가들을 유인하며 감의 원천이 되기도 하

고, 객이자 수용자이자 소비자인 이 근 하며 함

께 하는 물리 환경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13)

3. 술의 계미학과 술 재생 공간의

계

3.1. 술의 상과 계미학의 고찰

(1) ‘근 성·공동체 ’개념의 술

오늘날 술은 우리의 일상, 즉 외부세계와의 계성

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술이 일종의 장치로서 술가

들에 의해 완성된 작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객

의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메시지를 생산해내고 있는 것

이다. 즉, 오늘날의 술실천은 자율성(autonomy), 작가

의 권한(authority), 확고한 메시지를 달하고자 했던 과

거의 술과의 커다란 변별성이라 할 수 있다.14) 그러므

12) 박미라, 유휴 산업시설을 재생한 상하이 창의공간의 디자인 표 특

성, 건국 석사논문, 2015, p.32, 민연옥, 장소성 구축에 의한 유휴

산업시설 재생 디자인 방법에 한 연구, 건국 석사논문, 2011,

p.17, 이덕진, op. cit., p.14, 재정리

13) 이덕진, op. cit., pp.79-80

14) 김성원, 상호교류와 공존의 미학: 90년 미술을 심으로, 한

<그림 1> 터빈 홀의 개조

(상)/후(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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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술은 “ 체 구를, 무엇을 해서”라는 물음을

가지며, 이는 오래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일상’

과 술의 간극에 집 한다고 할 수 있다.

재의 일상생활에 한 정 인 측면과 구체 발

형태에 한 이론 탐색을 한 랑스의 사회학자 미셸

마페졸리(Michel Maffesoli)는 인의 삶의 방식은 ‘공

동체 ’ 존재방식으로 타자의 다양성과 차이를 받아들이

며 재에서 ‘함께 하기’ ‘함께 살기’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는 곧 오늘날 술가들의 존재 방식과도 직결되며, 일

상 인 시도로부터 출발한 사소하고 매우 개인 인 오늘

날 술가들의 작업방식은 술과 실 역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실세계와 업하고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15) 즉, 술은 일상을 반 하

고 있고, 람자의 인식 , 신체 , 물리 인 측면으로

작품과의 소통을 극 화시키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일례로 술의 근 성·

공동체 의 소통의 계를 제시하고

있는 올라푸 엘리아슨(Olafur

Eliasson)16)의 작업을 볼 수 있으며,

이런 술의 근 성·공동체 인

체험을 가능 하는 작업들은 술은

가까이 있는 이웃과 계를 맺는 것이

더 요하다고 언 한 니콜라 부리요

(Nicolas Bourriaud)의 계미학의 이

론과 그 맥락이 같음을 알 수 있다.

(2) 니콜라 부리요의 계미학

니콜라 부리요(Nicolas Bourriaud)는 60년 의 과정미

술, 개념미술가들의 시도와는 다른 내용을 내포하고 있

는 90년 술가들의 술 실천에 주목하여 술

의 새로운 맥락으로 계미학을 인식한다. 이는 술가

가 보다 더 나은 삶의 방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주

장으로 미셀 드 세르토(Michel de Centreau)의 ‘문화의

거주자(a tenant of culture)’로서의 술가 개념을 바탕

으로 하고 있다.17) 이런 맥락으로 니콜라 부리요의 계

술은 “인간의 상호작용의 역과 그 역의 사회 맥

락을 이론 지평으로 삼는 술”18)로서 기존의 감상의

상으로 작품을 조, 망하던 형태를 규정하던 직

국 상학회 논문집 제13권 제2호, 2015, pp.113-114

15) Ibid., p.114

16) 람자와 작품의 일 일 계에서 벗어나 다른 람자를 포함한 집

단의 공동체 소통은 작품에 한 자유로운 람태도를 유발한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화를 나 며 함께하는 감상으로의 이행은 엘

리아슨의 작품에서 요한 요소인 사회 차원을 이끌어내고 작품

감상의 차원을 넘어선 일시 이나마 공동체의 느낌을 주어 자신의

정체성의 인식까지 향을 미친다. 이지은, 올라푸 엘리아슨(Olafur

Eliasson)의 작품을 통해 보는 미술의 집단 체험과 공동체 소

통의 가능성,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제 31집, 2009, p.132

17) Ibid., p.134

18) 니콜라 부리요, op. cit., p.22

이며 상징 인 공간에서 변화한 것이다. 즉, 오 제나

감상의 상으로서의 차원을 벗어난 작품은 람자간의

계맺음을 한 매개가 된다. 즉, 람자와 람자 사이

의 계가 작품과 람자의 일 일 계보다 우선시 되

며, 이는 람자의 경험을 통한 사회 차원으로의 소통

을 이끌어내고, 술의 새로운 지향 이 되는 것이다.19)

이 듯 계미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계 술 작업

은 객의 참여를 통한 술의 활성화, 술과 일상의

탈 경계, 그로인한 장소와의 계에 해 고찰하게 하며,

표 인 계 술가의 작업을 통해 계미학의 술

실천을 3가지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로, 소피 칼은 공 화부스를

사 인 공간으로 유하여 그 공간에

서 일어나는 일을 사진과 텍스트로 기

록하며,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사소

한 공간이 개인과 계를 맺음에 따라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음을 사

실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한 시방법

으로 말하고 있다.20) 이를 통해 ‘사회

틈’으로서 술은 인간 계를

회복, 개선하는데 있고 공감과 연 에

의거한 참여와 이행성(transitivity)을 통해 작가- 술(작

품)- 객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21)

둘째로, 펠릭스 곤잘 스-토 스는 죽은 애인의 체

만큼 쌓아놓은 사탕을 람객들이 자유롭게 집어가거나

먹을 수 있도록 시를 구성한다. 이 시는 객의 참

여로 술이 활성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작가의 삶에

객을 하여 생산 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소 특

징을 갖는다. 즉, 계미학의 술 실천은 ‘근 성

(proximity)’을 바탕으로 능동 인 계를 통한 만남의

상태에서 작가와의 교류를 통해 지속 인 계를 형성하

고 있는 것이다.22)

19) 이지은, op. cit., p.135

20) 사람들의 통화내역이나 자신을 향한 반응,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화를 하는 잡담을 기록한다. 이에 박성연은 공 공간인 공 화

가 사 인 공간으로 거당하며 장소감을 상실한 무장소가 개인

으로 의미 있는 장소로 탄생 한다고 말한다. 계맺음의 스토리텔

링: 시간과 공간 속 개인의 흑 , 이화여 박사논문, 2014, p.30

21) 김성원은 계 술의 참여와 이행성은 오늘날의 커뮤니 이션 환

경과 그 실에 배경을 두고 있으며 작가들은 증하는 매스 커뮤

니 이션, 인터넷,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거 한 집단 욕망과 반

되는 리듬으로 인간상호 계를 생산하는 소규모의 화목한 공간,

상호교류, 유연한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있다고 말한다. 2012 하반

기 경기도미술 기획강좌 한권의 책, 여덟 가지 시선: 니꼴라 부

리요 ‘ 계의 미학’ 강의 자료집, 경기도 미술 , 2012, p.8

22) 작가들의 술 실천은 근 성(proximity)에 기 하고 있으며, 근

성은 시공간 안에서 작가와 작품의 의미를 생산하는 주체인

람자 간의 자리를 뜻한다. 니콜라 부리요는 작품이 펼쳐지는 공

간은 체가 상호작용의 공간이며, 모든 화가 시작되는 열려있는

공간으로 ‘ 계의 시-공간’을 생산한다고 말하고 있다. 니콜라 부

리요, op. cit., p.79

<그림 2> 올라푸

엘리아슨, <Take

your time>, 2008

<그림 3> 소피 칼,

<Double Gam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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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리트리트 티라바니자는 한

미술 에 자신의 뉴욕 아 트를 그

로 옮겨와 일상 환경을 조성하고,

람자들이 방문하여 생산되는 사회

계들로 작품의 의미를 완성시킨다.

실제로 친구의 집을 방문한 것처럼

람자는 작가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화를 나 며, ‘연회’를 통한 속과

만남의 장소를 형성한다. 즉, 계미학

으로 본 술의 ‘연회성(conviviality)’

은 유목 인 구조 안에서 복 이며

비평 인 기능을 실 하고 있다. 그리

고 술은 사회성의 이질 인 양상들

을 발 시키는 융합의 장소, 재검토된

상생의 공간을 형성하며, 만남으로 만

들어지는 유동 인 형태가 되는 것이

다.23)

이런 계 술가들의 작업은 작가-

술(작품)- 람자의 상호소통 인

계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계미학

의 확장 인 해석을 바탕으로 공간에서

이행성(transitivity), 근 성(proximity), 연회성(conviviality)

의 술 실천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술의 실천 형태와 공간의 계

(1) 상호소통 인 계를 통한 술의 실천 형태

계미학의 확장 인 해석을 통해 오늘날 술 공간은

기존 제도화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며 변화해가고 있으

며, 이는 술가 간, 람자 간, 혹은 술가와 람자

서로의 교류와 창작행 에 의한 상호소통 인 계의 바

탕으로 실 되고 있다.

<그림 6> 상호소통 인

계형성

<그림 7> 술의 실천

형태

즉, 작가- 술(작품)- 람자는 상호소통 인 계를

형성하는 요인이며 술이 발단되는 실제 인 ‘장’과

한 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23) 술작품은 람자간의 일상 인 모습, 존하는 상태를 시하는

새로운 형태를 보이며, 이에 따라 시가 진행되는 장소의 의미가

요해 지는 것이다. Ibid., pp.53-66

이러한 상호소통 인 계를 통한 술의 실천(이행성,

근 성, 연회성)에서 참여, 이, 교류, 공존, 속, 만남의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으며, 참여와 이, 교류와 공존,

속과 만남의 실천 형태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참여와 이는 람자가 술에 유연하게 개입하는 과

정을 말한다. 람자가 작가의 의도로 술에 개입하기도

하고, 술을 통한 교육, 체험을 통해 술의 의미를 재

창조하는 실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교류와 공존은

술 공간에서 다양한 술 장르간의 상호교류와, 그 과정

에서 자유롭게 람자가 작가의 창작과 발표, 시에

여하는 능동 인 계를 통한 술의 실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 정형화된 술 공간의 해체는 술과

공간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며, 그에 따라 술이 일상

역에서 인간간계의 소통을 통한 지속 인 속과

만남을 생성시키는 실천 형태를 보이고 있다.

(2) 술 공간의 패러다임 환

테이트 미술 의 부 장 마크 샌즈(Marc Sands)는

세계의 미술 , 갤러리들은 객과 계를 맺고 그들을

이해하는데 있어 느리게 행동해왔다고 말한다. 기 의

의지와 미술 의 물리 한계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24)

“동시 술을 통틀어 술 실험과 계맺음(enga

gement)”를 미션으로 삼고 있는 아르놀피니(Arnolfini)25)

는 이러한 계미학의 개념을 어떻게 공간에 용할지에

해 고민하며, 술가의 독백에만 집 하는 것으로부터

술이 더 넓은 문화 맥락 안에 존재26)한다는 것에 주

목한다. 이러한 상은 니콜라 부리요가 언 한 업의

요성과 련하여 ‘ 계에서 통합으로’의 과정이 공간을

유기 , 통합 으로 변화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

술 은 동시 의 이념 , 기술 , 술 , 교육 실과

상호 교류하는 복합시설로 임무가 확 되어 문화 술의

심 인 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며, 재 우리는 미술이

아닌 ‘공간’을 먼 체험하는 시 에 와 있는 것이다.27)

이런 술 공간의 변화는 술가들을 한 창작활동

지원과 람자 지역주민의 여가생활, 휴식공간을 제

공하기도 하고, 술을 통한 교육 로그램으로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작가- 술(작품)- 람자의 상호소

통 인 계에 집 한다. 이 듯 술 공간은 술

의 변화를 수용하여 다양한 로그램(교육, 교류, 창작,

24) Marc Sands, ART TALK: BETWEEN ART and AUDIENCES

강연, 주한 국문화원/국립 미술 , 2012, p.6

25) Bristol에 치한 아르놀피니는 1961년에 설립된 술센터이자, 미

술 으로 시각 술과 퍼포먼스, 무용,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술

과 함께 교육활동의 로그램을 제공하며, 다변화된 교육 로그램

을 통해 지역커뮤니티와 더불어 객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http://www.arnolfini.org.uk/

26) 계미학을 통해 술은 감상하는 상의 차원을 벗어나 람객인

사람과 사람의 계를 한 매개가 되며, 공동체 인 경험을 통해

사회 차원의 소통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7) 김허경, 정 희, 랑스 미술 의 확장된 공간연구, 랑스문화연

구, 제 18집, 2009, p.6

<그림 4> 펠릭스

곤잘 스-토 스

<Untitled (USA

Today)>, 1991

<그림 5> 리크리트

티라바니자(<Untitled(

Free)>,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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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컨벤션, 지던스, 지역연계 등)을 활성화하며,

상호소통 인 계를 실 하는 유기 인 공간인 것이다.

한, 술 공간은 다양한 공간의 구성요소의 기능 분

류에 따라 지속성을 기 으로 일시 , 일상 인 역할을

수행하고, 술을 통한 교류 계를 주도하는 공간으로

일상의 개념을 넘어선 사회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술의 내용과 형식을 가변 으로 이행하는 술

공간은 이벤트 인 성격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시

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술가가 장기간 창작에 몰

두하거나 거주하면서 시를 진행하는 유동 인 공간의

구성을 통해 술 공간은 일상 인 역할을 수행하며, 작

가들이나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문화교류를 통한

사회 계를 맺는 생산 인 장소로 사회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역할 일시 일상 사회

특징

· 술의 내용을 가변

으로 수행하는 공간

·이벤트 이며 공동체

를 형성

· 술의 창작과 과정이

분리되지 않은 공간

· 술가들이 장기간 작

업 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술을 통한 다양한 교

육과 커뮤니티 형성

· 람객 지역주민에게

술, 생활공간 제공

구성

술 시장, 공연장,

극장, 박물 , 공공 술

공간 등

창작공간, 지던시,

술 활동 센터, 휴게공간

(공원, 정원, 놀이터) 등

문화공간(발표, 세미나,

컨퍼런스, 문화 술교육)

편의공간( 스토랑, 카페)

<표 3> 술 공간의 구성에 따른 공간 역할과 특징

3.3. 계형성을 통한 술 재생 공간의 발 유형

상호소통 인 계형성은 술 공간과 지역사회의 장

소 인 계를 심으로 이 지고 있으며, 이에 오늘날

유휴공간은 기능 인 환에 을 두기 보다는 계를

통한 술 공간의 역할에 한 개념 환을 제로 재

생되고 있다. 이는 상호소통 인 계형성이 유휴공간의

술 재생을 통해 더 활발히 실천되어 왔음을 증명하

고, 각 집 되는 계형성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

술 재생 공간의 유형을 분석 할 수 있다.

(1) 술- 람자의 계형성을 통한 경험 공간

람자는 술(작품)에 직 으로 여하는 주체가

되고, 술(작품)을 창작하기도 한다. 이런 술개념의

계 인 변화는 술 공간의 의미를 환시켰으며, 사

회 인 흐름으로 문화 술 화 상과 계가 있다.

를 들어 안리 살라(Ann Sala)의 비디오 아트 작업

의 Dammii Colori(색칠해 주세요)28)는 람자의 자발

인 참여를 통한 일종의 력을 발생시키며 술이 사회

으로 교환과 가치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 다.

28) 안리 살라는 폐허와도 같은 알바니아의 수도인 티라나(Tirana)의

침체된 도시를 변화시키는 방안으로 콘크리트 건물에 색을 칠하는

로젝트를 시작했고, 결과 으로 주민들이 자발 인 참여가 도시

의 변화를 가져왔다.

a) 로젝트 진행 b) 로젝트 진행 후

<그림 8> 안리 살라, <Dammii Colori(색칠해주세요)>, video, 2003

이 듯 술은 람자와 일방 인 계가 아니라,

람자가 술의 과정에 개입하고, 창조하면서 경험을 통

한 공간을 창출한다. 이러한 술개념의 계 인 변화

는 술(작품)을 더 이상 통 인 미술 의 공간에 한

정하지 않으며, 술(작품)과 람자의 계맺음의 과정

에 더 집 한다.

1986년에 과거 기차역에

서 미술 으로 탈바꿈한

오르세 미술 은 시품의

보 보다 람자의 람을

더 요시하며, 새로운 시

도들로 시 공간 자체의

의미변화를 가져왔다. 나아

가 각각의 시공간을 원

활하게 재구성하여 차 공공장소로서 람객의 수를 늘

리고 미술 의 반 인 로그램들 다양화 했다.29) 이

를 통해 주변의 유휴공간이었던 장소가 술을 통해 새

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의 문화 술 향유를 극 화

하는 경험 인 공간을 창출한다고 볼 수 있다.

(2) 술-작가의 계형성을 통한 창작의 공간

술(작품)과 작가의 계형성은 술가의 창작과정과

발표, 시의 선순환 인 구조에 주목한다. 기존의 제도

화된 술 공간은 술가의 창작과정이 생략된 결론 인

작품을 선보이는 방식에 의해 술가와 람자에 한

제한 인 참여 구조가 나타난다. 술은 창작의 결과로

서만 보여 지는 것이 아니라 술을 창작하는 그 과정의

맥락에서 창작의 의미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술가의 주도 이고 창작 인 행 는 유럽에

서 술가들이 유휴공간을 거하기 시작하면서 술 공

간에 한 인식의 환을 불러왔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

일례로 랑스 마르세유의 벨드메의 버려진 담배공사의

규모 공장 리쉬 30)라벨드메와 극장을 개조한 게떼리

29) 김허경, 정 희, op. cit., p.18

30) Friche, laboratoire, fabriques, squats, projets pluridisciplinaires... Une

nouvelle époque de l'action culturelle(폐공간, 실험실, 공장, 스쾃, 복

합 로젝트. 문화 활동의 새로운 세기)(2001)의 보고서 발간사에서 미

셀뒤푸르(Michel Duffour)는 리쉬 라벨드메의 성과에서 비롯해

랑스에서 폐 산업시설 활용 문화 술 공간을 지칭하는 정책용어로

리쉬(Friche)라는 라벨을 만들었다. 리쉬는 ‘버려지고 폐허가 된

황무지’를 의미하며, 본래의 뜻과 함께 기존의 제도 혹은 합법 문

<그림 9> 오르세 미술 (Musée

d’Orsay)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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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끄31)를 통해 술은 한 공간에서 창작, 발표, 시되고

있으며 이런 순환 인 구조가 유휴공간의 재생을 통해

더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술가들이 그 공

간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과 창작 작업이 분리

되지 않으며, 다양한 술장르와의 융합으로 새로운

술을 탄생시키는 측 불가능한 공간을 형성한다.

<그림 10> 리쉬라벨드메,

담배공장 건물의 그래피티

<그림 11> 게떼 리리끄 (La Gaîté

Lyrique) 시+공연 공간

술과 작가의 계형성으로 인한 창작의 공간은 술

과 작가의 창작 과정에 자유롭게 람자가 참여할 수 있

어 문화 술의 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지속 인

계를 맺으며 주민들과 공간을 공유하는 등 결과 으로

재생된 장소와 지역의 술 , 사회 경제 가치를 생

산해낸다고 할 수 있다.

(3) 작가- 람자의 계형성을 통한 문화 공간

작가와 람자의 계형성은 인간 계에 더 집 하여

유동 이고 융합 인 공간을 형성한다. 를 들어 설치

미술, 공공미술, 팝아트, 키네틱아트, 랜드아트 등의 다양

한 술 역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건축 , 지역

개념을 표방하며 상호소통 인 공간으로 확장한다.

이러한 술 공간의 확장은 다양한 기능의 공간과 로

그램의 구성으로 일상 역에서 인간 계의 소통 즉

지속 인 계를 형성하게 한다. 특히, 유휴공간의 술

을 매개로한 재생은 그 공간의 장소 , 구조 특징에

의해 연회 인 성격이 극 화되며, 지역사회의 계에서

심 인 역할을 하는 문화 공간을 창출한다.

그 일례로 30년 가까이 폐허처럼 버려져있던 독일 베

를린 남쪽의 마을을 술가들의 취지아래 ‘공장문화 페

스티벌’을 개최하여 술 마을로 변화시킨 ‘우 릭’

을 볼 수 있다. 32) 우 릭은 술가와 지역 주민의

화 술 공간과는 다른 차원을 제한다는 에서 각별하다. 그것은

곧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고, 문화 술의 다양한 네트워크 실행과 공

공정책에 한 새로운 근이자 국내외 교류와 새로운 기술의 요

성 등을 성찰하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다. 박신의, 폐 산업시설 활용

문화의 구도와 방향, 문화정책 논총, 제26집, 2012, p.64

31) 1862년에 지어진 오페라 극장을 개조한 게떼 리리끄 (La Gaîté

Lyrique)는 디지털 술 특화 복합문화공간으로 미디어 아트의 상

호 술성 기반의 새로운 시방식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문화 술 기획자 작가들의 교류를 해 업 공

간, 지던시를 제공하고 있으며, 술작업에 한 람자의 심

과 이해를 한 다양한 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곳이다.

32) 우 릭은 독일 화를 제작하던 촬 소 으나 2차 세계

이후 동과 서로 베를린이 나뉘면서 방치되었다. 지 은 공연장, 체

육 , 서커스 학교, 다양한 기능의 공간들이 집합되어 있으며, 상

주하는 술가가 30명 이상, 200명 이상의 공동작업자, 지역주민이

자발 인 공동체 형성으로

유휴공간의 술 재생에

한 가치와 의의를 보여주

고 있으며, 술 공간이 일

상의 역으로서 외부와의

경계를 지우고, 지역 환경과

지속 인 계를 이루는 공

간으로 발 하고 있음을 보

여 다.

시 인 흐름으로 90년

이후부터는 정부주도하에

술의 변화를 극 수

용하며, 유휴공간을 다양한

기능과 로그램을 포 하는

술 공간으로 간주하여 재생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표 인 로 졸퍼라인 탄 지 는 미술 이나 공연장 등

의 단일 기능의 공간이 아니라, 기존의 건축물을 활용해 다

양한 술 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와의 긴 한 계

를 맺으며 문화 공간으로 발 해 오고 있다.

3.4. 소결

3장의 분석을 통해 작가- 술(작품)- 람자의 상호소

통 인 계형성으로 참여와 이, 교류와 공존, 속과

만남의 술의 실천 형태가 술 공간에서 이 지고

있으며, 계형성의 요인에 따라 경험 공간, 창작의 공

간, 문화 공간으로 술 재생공간의 발 유형을 제

시할 수 있다.

<그림 14> 계미학 분석 흐름도

한, 계형성을 통해 발 되는 술 재생공간은

단일 목 이 아닌 복합 인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서 다

양한 로그램을 수행하며 술의 실천 형태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술 재생공간은 공간의 복합

인 구성으로 공간의 역할이 혼합 으로 나타나며 공간에

서 술의 실천 형태를 활발히 하는 다양한 로그램

의 구성요소와 함께 [그림 15]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함께 일하며 리하는 공동커뮤니티 마을로 자리 잡았다.

<그림 12> 우 릭 Map

<그림 13> 졸퍼라인 (Zollverein)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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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술 재생공간의 공간, 로그램 구성요소와 공간 역할

<그림 16> 술 재생공간의 계 망

공통 으로 술 재생 공간은 유휴공간이 지니는 구

조와 형태, 공간 인 가치를 요시하며, 장소의 이미지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기존의 장소 맥락에서 새로운

장소 의미를 창조한다. 즉, 계미학의 확장 인 해석

을 통한 유휴공간의 술 재생은 술가, 지역주민과

의 연계를 통한 과정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는 지역사회

와 한 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며, 일종의 계

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계미학을 심으로 본 유휴공간의

술 재생 공간 분석

4.1. 사례분석 개요

학술지, 매체, 선행연구 등의 자료를 통해 건축계획과

운 의 두 측면에서 술 재생이 성공 으로 보이는

객 인 사례들을 취합하 다. 한, 분석 상의 사례

들은 계미학의 발단의 시기와 유휴공간의 술 재생

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시 흐름을 고려하여 90년

이후로 시간 범 를 한정하 고, 지역사회와 지속 인

계를 유지하며, 장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고

단되는 사례들을 기 으로 선정하 다.

3장에서 개념을 정립한 계 망을 토 로 경험 공

간, 창작의 공간, 문화 공간으로 술 재생공간의 각

사례를 분류하고, 유휴공간의 발생원인과 재생방법을 분

석한다. 공간의 분석으로 공간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술 공간의 역할을 알아보고, 공간에서 이 지고 있는

로그램의 구성요소를 함께 분석하여, 이를 통해 공간

에서 술의 실천 형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아본

다. 상호소통 인 계형성에 의해 나타나는 술의 실

천 형태는 공간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나는 정도에 따라

실천성이 높음(●), 보통(◐), 미약(○)으로 기 하여 분석

하 고, 이를 바탕으로 각 사례의 공간 특징을 종합

분석하여 술 재생공간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례를 추출하 다.

계

망

공간

발

유형

경험 공간 창작의 공간 문화 공간

사례

명칭
Gasometer

Caixa

Forum

Madrid

Perfomers`

House

Le

Centquatre:

104

요코하마

아카 가

소코

Suvilahti

치
Oberhausen

, Germany

Madrid,

Spain

Silkeborg,

Denmark

Paris,

France

Yokohama,

Japan

Helsinki,

Finland

년도 1993 2008년 2007 2008 2002 2008

<표 4> 사례분석 상 선정

4.2. 사례분석

경험 공간

명칭 Gasometer 치 Oberhausen, Germany 재생년도 1993년

건축

개요

규모

⦁독일 루르공업지역의 도시재생 로젝

트 엠셔 크(Emscher-Park)의 계획으로

세계 의 기념비 건물인 가스 장

탱크를 시컨벤션홀로 재생

⦁총 높이 117.5m, 직경 67,6m, 장 공

간 34만 7000㎡(2,100평), 면 7000㎡의

기존 원통형 건축물을 활용, 내부시설의

구조가 고정된 4.5m는 열린 시장으로

사용, 그 의 20m직경의 디스크는 계

단을 설치하여 500석 정도의 람석을 계획, 총 7,000㎡의 100m가 넘는

규모 시장, 행사장의 공간을 형성함.

공간 이미지

유휴 공간 구분 기존용도 도입용도 발생원인 재생 방법

기반시설
가스 장

탱크

미술 시

센터
정책 재생

보

개조

내 외부 공간 활용

내부 변형

공간 분석

공간 기능/구성 요소 로그램 구성요소 공간 역할

시장, 공연장 이벤트: 문화행사 로그램 일시

<표 5> 경험 공간의 Gasometer(가소메터)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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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공간

명칭 Caixa Forum Madrid 치 Madrid, Spain 재생년도 2008년

건축

개요

규모

⦁Herzog&de Meuron에 의해 계획

에서 시공까지 약 7년에 걸쳐 2008

년에 미술, 음악, 건축, 화 등 모

든 술 장르를 수용하는 개방

인 취지를 지닌 미술 으로

리모델링되었음.

⦁기존 건물의 연면 이 2,000㎡로

규모가 소하여 지붕 로 두 개

의 층을 증축하 으며, 공연장을

수용하기 해 건물 지하 두개 층을 냄. 총 10,000㎡로 기존의 5배에 해

당하는 공간을 구축하여, 1층에 로비, 2,3층의 시갤러리, 4,5층의 카페,

스토랑, 사무실, 지하에 아트리움을 구성

공간 이미지

유휴 공간 구분 기존용도 도입용도 발생원인 재생 방법

기반시설:　

폐 발 소

력

발 소
미술 자생 재생

보 +증축

개조

수직 확장

내부 변형

공간 분석

공간 기능/구성 요소 로그램 구성요소 공간 역할

로비, 시장, 편의공

간, 사무실, 아트리움

(공연장, 회의장, 강당)

교육: 다양한 계층을 상으로

문화 술 로그램 진행, 이벤

트: 페스티발, 상설, 임시 시

등, 컨벤션: 회의

일시 , 사회

<표 6> 경험 공간의 Caixa Forum Madrid(카이샤포럼마드리드) 분석표

창작의 공간
명칭 Perfomers`House 치 Silkeborg, Denmark 재생년도 2007

건축

개요

규모

⦁실 보르의 도심에

치한 공장지 의 옛 제지

공장이던 건물을 문화교

류활성화를 해 Schmidt

hammer lassen architects

의 디자인으로 2005년에

로젝트가 계획, 2007년

에 리모델링됨.

⦁기존의 규모 1,500㎡에

2,200㎡를 더 확장하여 총

37,00㎡의 규모, 은 술가를 양성하기 한 곳으로 퍼포먼스 아트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한 공간들과 지역주민을 한 문화 활동 지원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공간 이미지

유휴 공간 구분 기존용도 도입용도 발생원인 재생 방법

산업시설: 공장 제지공장
술가 양성

지역문화 센터

자생

재생

보존+증축,

개조

수직 확장

내 외부 변형
공간 분석

공간 기능/구성 요소 로그램 구성요소 공간 역할

휴게공간, 기숙사, 공

연장, 문화공간

교육: 학생, 주민 술 교육

로그램, 이벤트: 다양한 문화 행

사 기획, 지던스: 기숙사 제공

일시 , 일상 , 사회

<표 7> 창작의 공간의 Perfomers`House(퍼포먼스 하우스) 분석표

창작의 공간

명칭 Le Centquatre: 104 치 Paris, France 재생년도 2008

건축

개요

규모

⦁Robert Cantarella와 Freder가

2008년 옛 장례식장 건축의 역사성

을 살려, 개방된 술가의 창작공간

으로 리모델링함

⦁총 부지가 39,000㎡이며, 건축면

13,800㎡, 연면 29,500㎡, 총면

42,000㎡이며, 주요 시설로 2층

공간에 4,000㎡의 20개의 스튜디오

가 있으며, 200여명의 술가가 상주 가능함.

⦁기존의 규모 1,500㎡에 2,200㎡를 더 확장하여 총 37,00㎡의 규모, 은

술가를 양성하기 한 곳으로 퍼포먼스 아트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한

공간들과 지역주민을 한 문화 활동 지원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공간 이미지

유휴 공간 구분 기존용도 도입용도 발생원인 재생 방법

건축물 장례식장 종합 술창작소
정책

재생

보

개조

내 외부 공간 활용

내부 변형

공간 분석

공간 기능/구성 요소 로그램 구성요소 공간 역할

스튜디오, 시청각실,

비즈니스 인큐베이

터, 아마추어 술활

동 공간, 사무공간,

샵, 공연장, 시장,

스토랑, 카페

교류: 아트 로젝트, 술가와

람자 토론 주도, 지던스: 오

지던스 로그램, 창작:

술가 작업공간 제공, 다양한 계

층 창작 로그램, 교육: 건강체

조 등 실험 형태의 교육 로

그램, 지역연계: 지역 주민 심

의 다양한 로그램

일시 , 일상 , 사회

<표 8> 창작의 공간의 Le Centquatre: 104(르 상카르트: 104) 분석표

문화 공간

명칭 요코하마 아카 가 소코 치 요코하마, Japan 재생년도 2002

건축

개요

규모

⦁흉물로 변해가던 요코하마의 보세창고

와 창고를 1992년 요코하마 시 당국이 일

본 정부로부터 매입하여 ‘미나토미라이

21 로젝트’를 추진하여 시민들을 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생함.

⦁요코 가 창고의 1호 은 메인홀과

시장, 문화 술 공간으로 활용, 2호 은

스토랑, 디자인, 의류 등 100개 이상

의 상 들이 입주, 상업 인 공간으로 구

성, 건물 사이의 이벤트 장을 마련해

다양한 문화 술 로그램 운 하고 있음.

공간 이미지

유휴 공간 구분 기존용도 도입용도 발생원인 재생 방법

산업시설 창고 복합 문화공간
정책

재생

보

개조

내 외부 공간 활용

내부 변형

<표 9> 문화 공간의 요코하마 아카 가 소코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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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례 종합 분석

사례의 종합 분석을 통해 각 유형의 발생 원인에 따른

특징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정책 재생인 경우

역사 인 건축물의 보존 의미와 함께 인 문화 술

공간의 조성이 목 으로 드러난다. 반면, 자생 으로 재

생된 경우는 민간단체, 시민들, 술가들의 활발한 활동

이 건축물의 존폐에 한 정책 인 결정에 향을 미치

면서, 시 유산으로서 건축물을 보 하게 되는 결과

를 낳았다. 두 발생원인은 공통 으로 발생과정에서 지

역주민과의 교류와 업을 통한 계를 간과할 수 없으

며, 방치되었던 공간이 술을 매개로 지역을 활성화 한

다는 에서 재생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 한, 각 유형

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는 술의 실천 형태와 그에 따

른 공간 특징을 종합 분석하여 술 재생공간의 의

미를 도출할 수 있으며, <그림 17>와 같이 볼 수 있다.

<그림 17> 술 재생공간의 의미 도출

(1) 술 재생공간의 확장 인 의미

경험 공간은 술에 람자가 참여하고 이하며 이

를 통한 술 혹은 람자간의 상호작용하는 술의 실천

형태가 활발하게 나타난다. 이는 공간 구성에 있어 내

부의 공간을 벽으로 구분하여 수평 , 기능 으로 동선을

유도하기 보다는 유휴공간의 구조물 특성에 따라 외 내부

를 유기 으로 연결하여 람자의 움직임에 따른 풍부한

동선 체계를 발생시킨다. 즉, 작품을 심으로 이동하는

람자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통한 술의 극 인 개입

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행 들이 람자간의 상호

작용을 진하며, 개인의 서사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된다. 이를 통해 술 재생공간은 물리 인 확장의

의미를 넘어 경험을 통한 확장 인 의미를 갖는다.

(2) 술 재생공간의 통합 인 의미

창작의 공간은 다양한 술장르의 작가들의 공존과 교

류, 람자와의 지속 인 교류를 통한 상생의 계가 공

간의 개방 이고 공유 인 구성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공간에서 작가의 창작과정과 시가 순환 인 구조로 이

지고 있기 때문에, 작업실, 술과 련된 기업, 사무

소 등의 기능 인 공간은 수직 으로 집되어 있으며,

기존 건축물의 외부공간이나 지상의 넓은 공간은 다양한

행 가 이루어지는 공유공간으로 형성하여 내 외부를 수

평 , 수직 으로 자유롭게 연결하고 있다. 이런 공간

특징은 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작 과정과 결과물의 발표

에 람자가 극 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작가들의

술 활동과 람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술참여가 동시

에 일어나 공간이 첩 이며 통합 인 의미를 갖는다.

공간 분석

공간 기능/구성 요소 로그램 구성요소 공간 역할

시장, 공연장, 편

의공간,

휴게 공간(공원, 정

원 등)

교류: 국제 아티스트, 술학교

와 교류 로그램, 이벤트: 시즌

별 술 축제, 시, 공연 등,

지역연계: 지역의 술학교, 지

역주민들과의 소통 로그램

일시 , 사회

문화 공간

명칭 Suvilahti 치 Helsinki, Finland 재생년도 2008

건축

개요

규모

⦁1976년에 수빌라티의 발

소들이 운 을 단, 1994년에

는 가스 생산을 단, 2000년

에 사진 스튜디오가 입주하

고, 2008년에 Kaapelitalo 행

정부의 일부로 문화 술센터

로 탈바꿈 함.

⦁총 11개의 건물이 모여 있

으며, 25,000㎡의 야외 이벤

트 공간과 함께 약 2,000㎡의

실내시설은 공연, 시, 이벤

트 등이 진행되는 다 목 인 공간으로 활용됨.

공간 이미지

유휴 공간 구분 기존용도 도입용도 발생원인 재생 방법

산업시설 공장단지 문화 술센터
정책

재생

보

개조

내 외부 활용

내부 변형

공간 분석

공간 기능/구성 요소 로그램 구성요소 공간 역할

시장, 공연장, 작

업 공간, 세미나실

교육: 참여형 술 로그램, 교

류: 다 장르의 술가 작업실,

시장 여, 이벤트: 매해 축제

개최, 국제 서커스 공연 등, 컨

벤션: 술 련 세미나, 컨퍼런

스 개최, 지역연계: 지역주민, 장

애인의 술 체험 교육 제공

일시 , 일상 , 사회

<표 10> 문화 공간의 Suvilahti(수빌라티)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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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술 재생공간의 탈 역 인 의미

문화 공간은 공연, 시, 축제 등 이벤트 인 로그

램에 의해 커뮤니티 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는

술을 통한 인간 계 회복으로 속과 만남을 통한 연

속성이 특징으로 나타나며, 공간 구성에서 유휴공간의

장소 특징을 극 활용하여 모든 활동이 일상의 차원

에서 열려있는, 열린 공간을 형성하는 특징으로 나타난

다. 즉, 외부의 열린 공간은 이벤트 이며, 지역연계 인

로그램을 수용함과 동시에 다른 술 공간들을 유기

으로 연결하여, 공간 체에서 동시다발 인 술 체험을

가능 한다.

이러한 다원 이고 탈 심 인 공간 구성은 술 공

간의 유성과 련하여 술(작품)과 공간의 역을 모

호하게 하며, 공간에서 술(작품)의 장소와 역의 확장

으로 작가와 람자간의 자유로운 속과 만남을 주선하

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불확정성에 의해 술 재생공

간은 탈 역 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유휴공간의 술 재생에 해, ‘공간은 단순히 술

을 담는 것이 아닌, 술을 실천하는 장소로’, 술

의 변모와 공간의 계에 한 의문이 연구의 시작이 되

었다. 계미학의 확장 인 해석을 통해 술의 의미 생

산은 사회 인 화와 교류의 과정에 한 이해로의

환으로 이루어졌고, 람자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유기

인 공간을 통해 술의 총체 경험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술의 정형 인 공간, 즉, 제도화된 공간을

해체시킨다는 에 주목하게 한다. 즉, 술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 인 ‘장’에 한 물음에 술은 공간에서 ‘보

는 것’이 아닌 ‘경험’을 요청하며, 작가- 술(작품)- 람

자의 상호소통 인 계를 통한 술의 실천 인 형태를

담아내기 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술 재생공간은 계형성에 따라

경험 공간, 창작의 공간, 문화 공간으로 발 유형을

공간

발

유형

사례
발생

원인
재생방법

공간의

역할

술의 실천 형태

공간 특징
참여와 이 교류와 공존 속과 만남

경

험

공

간

가소메터
정책

재생

보 개조

일시

● ◐ ○ ⦁기존 가스탱크의 구조물을 활용, 내부의 1층과 2층의 앙 집 형의 구심

공간을 구축해 시를 진행. 1층은 비정형 인 공간에 원형의 구조물을 심으

로 조각, 사진, 상 등의 시를 구조화하여 자유로운 람을 유도, 2층은 공

간 체 활용하거나 앙 공간을 사용해 체험 인 술 시를 진행, 즉 1층과

2층의 구심 공간을 심으로 시의 내용이 연속되어 있어 술과 람자의

지속 인 계를 이루고 다채로운 경험을 창출해 내는 공간 계획이 특징임.

내 외부

공간 활용

/내부변형

⦁1층과 2층의 시와 공연 등이 연계되도록

로그램을 구성하여 람자의 술에 한

이해도를 높이며, 공간 자체가 술(작품)과 일

체화되어 유연한 술 참여를 통한 경험 인

공간을 창출함.

카이샤

포럼

마드리드

자생

재생

보 +

증축
개조

일시

사회

● ○ ◐
⦁발 소 건물의 하부 공간을 제거, 주변의 로와 연결된 공공공간의 계획으

로 개방 인 미술 의 정체성을 공간 으로 구 함. 개방된 공공공간은 미술

의 내 외부를 유기 으로 연결하며 람자의 자유로운 근을 유도하고 있음.

내부공간은 람자의 움직임을 강조하는 개방 이고 자유로운 시의 구성과

시와 연계되는 술 교육 로그램으로 문화 술의 경험 향유를 증 시킴.

⦁다양한 술장르의 시와 공연이 진행되며

시와 연계되는 술 교육 로그램의 제공으

로 술에 한 이해도를 높여, 이 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 하고 있음.

수직

확장/

내부변형

창

작

의

공

간

퍼포먼스

하우스

자생

재생

보 +

증축
개조

일시

일상

사회

○ ● ◐
⦁1층의 공간은 공유공간으로 사드의 면을 유리로 계획하여 외부의 장으

로 열린 형태를 보임. 특히 1층의 스공간을 면 개방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실내 공간의 사용에 가변성을 더하고, 테라스로 공간을 확장해 무 를 조성함.

이는 길을 지나가거나 장을 지나면서 학생들의 공연연습이나 실제 공연을 자

유롭게 람하도록 하고, 그로인해 술 공간의 역이 불확정해 지며, 지역 주

민들의 일상의 역에서 술에 한 경험을 증 시키고 있음.

⦁퍼포먼스 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연습과

발표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업을 통한

창조 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음. 공간의

일부분을 공유해 지역 주민들과 지속 인 교

류를 하고 있음.

수직

확장

/내 외부

변형

르 상카

르트 104

정책

재생

보 개조

일시

일상

사회

● ● ● ⦁이어진 두 개의 건물 모두 지상의 공간을 비워 개방 인 공공공간을 형성,

건물의 개방된 공간의 수평축을 심으로 앙의 홀을 제외한 1층과 2층의 공

간은 술가들의 창작공간과 사무공간들이 통합 으로 계획되어 있어 수평

동선과 수직 동선이 내 외부로 연결됨. 지상의 개방 인 공공공간에서 다양

한 술장르 작가들의 창작행 , 시 등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일상

인 역에서 술의 근성과 교류를 높이는 가변 인 공간 구성이 특징임.

내 외부

공간 활용

/내부변형

⦁다 장르의 작가들이 개방 인 공간에서 자

유롭게 창작활동하며, 서로 공유, 업하는 등

공존을 통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짐. 특히

술가와 시민들의 교류, 술교육 로그램 등으

로 문화 술을 통한 사회 계를 지향함.

문

화

공

간

요코하마

아카

가

소코

정책

재생

보 개조

일시

사회

● ◐ ● ⦁최소한의 구조물, 출입구를 활용하여 1층과 2층의 시공간을 구역별로 계획

해 각 공간의 근성을 높이고, 공연, 규모 술 시 해 3층의 공간을 확장

함. 건물 주변의 철로를 그 로 살려 공원을 조성하고, 두 건물 사이의 빈 공간

에 체험 인 로그램을 수용하는 이벤트 장을 형성하는 등 지역 환경에

술 공간이 융화되어 지역주민의 일상 역에서 술 체험의 기회를 높임.

내 외부

공간 활용

/내부변형

⦁지역과 연계하여 술 체험, 교육 로그램과

규모 이벤트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시, 공

연, 축제 등의 로그램 진행, 사람들의 자유

로운 참여로 속과 만남의 공간을 형성함.

수빌라티
정책

재생

보 개조

일시

일상

사회

◐ ◐ ● ⦁수빌라티의 여러 건물의 내부공간들은 최소한의 구획으로 람자의 이동에

의한 개방 이고 가변 인 구성의 형태를 띠고 있음, 내부공간의 술 시, 공

연등과 연계되는 이벤트, 페스티발 인 로그램이 외부공간에서 활발하게 진

행되어 술 공간의 외 내부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자유로운 속과 만남을 유

도함. 한 외부의 비어 있는 공간을 술가와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공유하

며 술 공간이 일상 인 역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내 외부

공간 활용

/내부변형

⦁ 술가와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유하여 술 활동을 펼치거나 로젝트를 진

행하는 등 술가, 지역 주민들간의 교류의 장

을 형성, 매년 국제 인 서커스공연, 축제 개

최로 문화 술을 통한 커뮤니티를 형성함.

<표 11> 공간발 유형에 따른 사례분석 종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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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며, 공간에서 술의 실천 형태가 참여와 이

를 통한 상호작용, 교류와 공존을 통한 상생, 속과 만

남의 연속성으로 나타나며, 그에 따른 공간 특징을 볼

수 있다. 이는 술로 재생된 공간은 열린 공간으로서

분리 폐쇄 인 공간구조를 벗어나 지역사회와 한

계를 맺으며, 일상 역의 맥락 속에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술 재생공간은 다양한 형태의 술과

로그램을 통해 창작과 향유의 경계를 자유롭게 하고,

공간자체가 술을 경험하는 장소로서 확장 , 통합 ,

탈 역 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유휴공간의 술 재생에 해 보이지 않

는 작가- 술(작품)- 람자의 계형성에 따른 공간과의

계에 한 근본 인 질문을 던지며, 이러한 계를 통

해 구축되어지는 공간의 역할과 의미에 한 논의를 담

고 있기에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기반으로

술을 매개로한 유휴공간의 재생이 상호소통 인 계

형성과 지역, 장소와의 계를 고려하여, 삶에서 술의

향유를 증 시키는 ‘장’이 되기를 기 해 본다.

참고문헌

1. 니콜라 부리요, 계의 미학, 지연 역, 미진사, 2011

2. 하반기 경기도미술 기획강좌 한권의 책, 여덟 가지 시선: 니

꼴라 부리요 ‘ 계의 미학’ 강의 자료집, 경기도 미술 , 2012

3. ART TALK: BETWEEN ART and AUDIENCES, 주한 국

문화원/국립 미술 , 2012

4. 김상우, 울산의 유휴공간, 문화 술인 ‘창작공간’으로, 이슈리포

트, 93호, 2015

5. Brian O`Doherty, Inside the white cube: The ideology of

gallery space, Santa Monica, CA: The Lapis Press, 1998

6. 민연옥, 장소성 구축에 의한 유휴산업시설 재생 디자인 방법에

한 연구, 건국 석사논문, 2011

7. 곽수정, 유휴(遊休)공간의 문화공간화를 한 콘텐츠 연구, 국

민 박사논문, 2006

8. 박미라, 유휴 산업시설을 재생한 상하이 창의공간의 디자인 표

특성, 건국 석사논문, 2015

9. 박성연, 계맺음의 스토리텔링: 시간과 공간 속 개인의 흑 ,

이화여 박사논문, 2014

10. 박신의, 유럽의 폐 산업시설 활용 문화 술공간 연구: 문화 술

경 의 개념 확장과 연 하여, 인하 박사논문, 2011

11. 이덕진, 유휴공간을 재활용한 문화공간 구축에 한 연구, 경성

박사논문, 2014

12. 김연진, 유휴공간 문화 활용의 의의와 방향, 문화정책논총 제

21집, 2009

13. 김성원, 상호교류와 공존의 미학: 90년 미술을 심으로,

한국 상학회 논문집 제13권 제2호, 2015

14. 김허경, 정 희, 랑스 미술 의 확장된 공간연구, 랑스문화

연구, 제18집, 2009

15. 김 주, 이상호, 유휴공간 재활용 계획에 나타나는 도시재생개

념의 향 분석: 기존 연구에 등장하는 계획 사례를 심으로,

한건축학회지 제27권 제6호, 2011

16. 박신의, 폐 산업시설 활용 문화의 구도와 방향, 문화정책 논총,

제26집, 2012

17. 이지은, 올라푸 엘리아슨(Olafur Eliasson)의 작품을 통해 보는

미술의 집단 체험과 공동체 소통의 가능성, 서양미술사학

회논문집 제 31집, 2009

18. http://www.arnolfini.org.uk/

19. http://iuum.com/

[논문 수 : 2016. 10. 31]

[1차 심사 : 2016. 11. 18]

[게재확정 : 2016. 12. 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