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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공방과 요제 호 만이 주창한 총체 술(Gesamtkunstwerk)

디자인론의 생성배경과 특성에 한 연구*

A Study on the generativ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Gesamtkunstwerk Design Theory advocated

by Wiener Werkstätte and Josef Hoff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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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Vienna emerged as a great cultural centre that stood at the forefront of

developments in music, psychology, and the natural sciences. Equally influential, and still tremendously popular

today, are the designs of the Wiener Werkstätte a group that was at the heart of the city’s cultural scene and

whose collaborators included such luminaries as the architect Josef Hoffman and the designer Koloman Moser

under the slogan of Gesamtkunstwerk. The term "Gesamtkunstwerk" was introduced in the romantic period. It

describes the desire for and practice of combining various art forms into a whole, such as performances that

combine text, visual arts, various design and architecture. Richard Wagner was one of the early theorists of the

concept, inspiring many modernist artists. As a co-founder of the Wiener Werkstätte, Josef Hoffmann had a

decisive influence on modern Viennese architecture and Interior design on the basis of the concept of

Gesamtkunstwerk. In this view point, this study is to analyze about the generative background and design

characteristics of gesamtkunstwerk advocated Wiener Werkstätte. Josef Hoffmann was by all accounts a very

successful architect and Interior designer in Vienna. His influence would undoubtedly have been felt simply

because of his talent and energy. His special ability to range across multiple domains, coupled with a willingness

to collaborate with other artists has created a synthesis and synergy that is compelling to thi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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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2006년 뉴욕 뮤지엄마일에 치한 노이에 갤러리(Neue

Galerie)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 역사에 있어서 요한

시가 열린다. ‘Josef Hoffman: Interiors 1902-1913’이라

는 타이틀 아래 요제 호 만이 디자인한 네 개의 주거

공간 로젝트가 시공간에 재 되어 빈 공방의 디자인

특성과 술사 의미를 재평가받게 된다.

20세기 반에 완공된 인테리어 디자인 작품을 미술

에서 다루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사건으로, 시를

기획한 크리스티안 비트 도링(Christian Witt-Dorring)은

��������������������������������������������������������������
* 
이 논문은 2013년도 동양미래 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작품집 서문에서 요제 호 만을 심으로 추진되었던

빈 공방의 ‘총체 술(Gesamtkunstwerk)’ 개념이야말로

근 디자인 역사에 있어서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제한 후, 20세기 반 빈 공방이 추구한 총체 술

디자인 사고는 국의 공 미술운동과 바우하우스를 연

결되는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평하 다. 이러한 견해는

‘근 디자인의 원천’을 집필한 니콜라스 펩스 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세기말부터 20세기 에 걸쳐 빈을

심으로 개된 디자인 운동과 맞물려 있다.1) 이에 본 연

구는 총체 술의 기치 아래 요제 호 만이 이끌었던 빈

공방(Wiener Werkstätte)의 활동에 주목한다. 빈 공방이

핵심 개념으로 내세웠던 ‘총체 술’의 개념이 무엇이고,

어떻게 공간디자인 분야에 목되었는지, 그 특성이 무

1) Christian Witt-Dörring, Josef Hoffmann: Interiors 1902-1913:

The Making of an Exhibition, 2009,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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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지를 요제 호 만의 작품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

다. 세기의 환기에 있어서 빈은 새로운 사상과 개념의

실험실이자 유럽 의 집결지 다. 건축과 실내, 가

구에서 집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자인 요소를 통합하고

조율함으로서 총체 술의 이상을 실 하고자 한 배경

한 빈의 상황과 깊이 련되어 있다. 빈 공방이 구 하

고자 했던 총체 술 개념이 바우하우스의 태동을 낳게

하는 견인차가 되었다는 에서 본 연구는 근 디자인

운동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데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1.2. 연구 방법 범

본 연구는 크게 총체 술의 생성단계와 빈공방의 상

계에 한 역사 고찰과 요제 호 만의 작품분석

두 단계로 나뉜다. 2장에서는 총체 술의 개념 정의와

생성과정을 살펴보고, 총체 술이 디자인 술 분야에서

핵심 담론으로 등장하는 사회문화 배경을 고찰하 다.

3장에서는 빈 분리 와 빈공방의 활동 속에 내재된 총체

술의 디자인 특성과 배경을 분석하 고, 빈 공방의

설립자 요제 호 만의 작품을 상으로 총체 술의 실

체를 4장에서 분석하 다. 객 인 분석을 해 빈 공

방과 총체 술에 한 문헌연구를 1차 으로 실시하 으

며 빈 공방의 표 인 작품 사례를 지답사를 통해 분

석하 다. 요셉 호 만의 작품 분석은 총체 술의 개념

이 명확히 드러나는 1900년부터 1910년 사이의 작품으로

한정하 으며, 빈 공방의 성기에 완공된 푸르커스도로

요양원과 스토클 택을 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목 이 총체 술이 어떻게 공간디자인 분야와

목되었는지에 을 두고 있기에 미학 혹은 공간론

인 분석보다는 사 고찰에 을 두었다.

2. 총체 술의 개념과 담론의 생성배경

2.1. 총체 술의 개념과 디자인 의미

200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스토클 택에 해

유네스코는 등재 이유( 거)를 두 가지 에서 설명한

다. 첫째는 요제 호 만이 설계한 스토클 택은 빈

공방의 창조 인 천재성을 보여 주는 뛰어난 라는 것,

둘째는 건물의 외부 내부 장식, 가구와 일용품, 정원

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는 서로 불가분의 계를 이루

며 총체 술 작업을 보여 주는 표 건축물이라는 것

이다.2) 본문에 등장하는 ‘Gesamtkunstwerk’라는 단어는

독일 작가 트란도르 (K. Trahndorff)가 1827년 쓴 에세

2) 세계문화유산 등재 거에 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Criterion: Creat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architect and interior designer Josef

Hoffmann, the Stoclet House is a masterpiece of the creative genius

of the Vienna Secession through its aesthetic and conceptual

programme of Gesamtkunstwerk(http://whc.unesco.org/en/list/129)

이 속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에세이

를 독일의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 가 읽었는지는 불확실

하나 바그 가 1849년 발표한 에세이 ‘미래의 술작품

(Das Kunstwerk der Zukunft)’에 다시 등장하면서 주목

을 받게 된다.3)

‘Gesamtkunstwerk’라는 단어를 ‘종합 술’이라고 번역

하기도 하나, 김문환은 그의 서 ‘총체 술의 원류’에서

바그 가 부분의 총합 그 이상의 한 술형태를 지

향했다는 에서 총체 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4) 국의 역사학자 티모시 반스(Timothy

Barns) 역시 ‘총체 술의 근원’이라는 논문에서 ‘종합

술(Total Art)’이 단순히 부분의 합을 의미한다면, 총체

술은 그 이상의 술 성취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정

의하고는 특히 빈 술가들에게 향을 미쳤다고 밝히고

있다.5) 키피아 사 은 총체 술의 개념이 음악분야에

서 처음 언 되었지만 20세기 건축과 공간디자인 분야에

서 활성화되었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6) 장식 술 문가

인 스티 에스크릿(Stephen Escritt) 역시 같은 에

서 바그 가 주장한 개념이 세기말의 많은 인테리어 설

계에 향을 주었다고 언 하고 있다.7) 술 장르 하나

하나를 따로 떼어놓으면 표 력이 쇠퇴하며, 총체 술로

합쳐져야만 참된 완성에 이른다고 주장한 바그 의 개념

은 이처럼 세기말에 이르러 시·음악·미술·연극·건축 등

다양한 장르가 교 하는 시 담론을 제공한다.

2.2. 총체 술 담론의 형성 배경

19세기의 통 오페라에 한 리하르트 바그 의 시

선은 부정 이었다. 통 오페라는 무도 편 이었

다. 문학과 극은 음악의 시녀일 뿐이었고 백여 명에 달하

는 오 스트라도 단지 한 가수와 그의 목소리를 좀

더 돋보이게 하고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

순한 첨가물에 불과해 보 다. 작곡가마 한 가수의

목소리에 맞도록 곡을 고쳐 써줘야 했으며, 객들은 오르

지 가수의 화려한 기교에 탄성을 보내고 감격할 따름이었

다. 개별 술의 총합을 강조한 바그 는 어느 한 장르

가 우 를 하지 않는 문학과 음악과 극이 상호 혼연 일

체된 음악을 원했고, ‘니벨룽겐의 반지’와 ‘로엔그린’을 통

해 그가 추구해온 이상을 실 하고자 했다. 그것은 총체

술, ‘악극(Musik Drama)’이라고 명명되어졌고, 이를 실

할 수 있는 극장을 직 설계하기에 이른다.8)

3) 베를린에서 1827년 간행된 트란도르 의 에세이 ‘Ästhetik oder

Lehre von Weltanschauung und Kunst’ 2권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다. (https://en.wikipedia.org/wiki/Gesamtkunstwerk)

4) 김문환, 총체 술의 원류: 바그 의 세계, 느티나무, 1989. p.4

5) Timothy Barns, Josef Hoffmann and the Emergency of Gesamtkunstwerk

in 20th Century Architecture, Anne-Catrin Schultz, 2009. p.6

6) https://en.wikipedia.org/wiki/Gesamtkunstwerk

7) 스티 에스크릿, 정무정 역, 아르 보, 한길아트,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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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듯 장르의 융합을 통해 술 통일체를 이루는 바

그 의 총체 술의 개념은 19세기 후반부터 미술계나 문

학계, 디자인계에 극 으로 수용되었다. 화가 모리스 드

니(Maurice Denis)와 툴루즈 로트 (Toulouse Lautrec)이

문필가 알 드 자리(Alfred Jarry)의 작품 ‘ 뷔왕(Ubu

Roi)’을 한 퍼포먼스의 시각 작업에 공동 참여했던 것

처럼 상징주의와 아르 보 미술가들은 그 계통의 문필가

들과 함께 합동작품을 만들어 냄으로서 총체 술

의 발 과 확산에 일조했다.9) 특히 세기말 오스트리아 빈

에 이런 향이 깊숙이 고들었다. 1897년 결성된 빈 분

리 술가들은 ‘베토벤’이라는 주제 아래 음악가와 조각

가, 화가, 건축가들이 모여 총체 술의 기치 아래 시회

를 개최했다. 구스타 말러는 베토벤 교향곡을 연주했고

조각가 막스 클링거(Max Klinger)는 베토벤의 흉상을, 화

가 클림트는 베토벤을 주제로 벽화를 그렸고 건축가 요셉

호 만은 이를 담을 건축공간을 디자인했다. 이처럼 빈의

술가들 사이에서 총체 술에 한 심이 고조된 배경

에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첫째는 19세기 후반의 시 상황으로, 1890년 유럽

은 보수주의자들이 진보의 시 를 맞아 자신들의 울타리

를 지키려 했던 갈등의 시기 고 진보주의자들의 입장에

서는 개 을 서둘러야 할 역사 환기 다. 공장제 생산

시스템과 통 인 수공 방식이 충돌함에 따라 가치체

계의 혼란을 조장했던 시기로, 리엄 모리스와 존 러스킨

과 같은 국 술가들이 그런 갈등을 첫 경험했다. 오스

트리아의 진보 술가들 한 외는 아니었다. 당시에

는 거의 사라진 건축과 회화, 조각 등의 유 계를 복원

하려는 흐름 속에 충주의와 상업성에 빠진 시 상을 극

복하기 한 수단으로 리하르트 바그 가 제시한 총체

술의 개념을 수용,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10)

둘째는 빈 응용미술학교의 역할이다. 바우하우스가 그로

피우스에 의해 설립되어 요하네스 이텐과 오스카 슐렘머,

울 클 같은 유능한 교사들이 합류하여 통합 인 디자

인 교육 로그램을 구축하 듯이 오스트리아 산업박물

산하에 응용미술학교가 신설되면서 순수 술 심에서 벗

어나 응용미술 교육의 요성이 강조된다. 순수미술과 응

용미술의 통합이라는 시 정신 속에 다양한 술가들 사

이에 결합을 통한 총체 술 인 분 기가 형성된다.

셋째는 르겐 하버마스가 1962년에 쓴 ‘공 담론장의

구조 변화(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8) Timothy Barns, op.cit., p.4

9) Patrick Carnegy, Wagner and the Art of the Theatre, Yale

University Press, 2006, p.160

10) 칼 쇼르스 , 김병화 역, 세기말 비엔나, 구운몽, 2006. pp.114-116

(19세기말 오스트리아 청년 지식인 사이에 바그 추종자들이

속히 확산된다. 일례로 도시계획가 카 로 지테는 바그 를 종합

술의 건설자로 인식하 고, 바이로이트 축제의 열렬한 추종자이

기도 했다. 요제 호 만 역시 바그 의 축제극장 무 디자인을

담당하기도 하 다.)

sphere)’에서 커피하우스가 근 담론 형성에 지 한

향을 미쳤다고 밝혔듯이 총체 술의 분 기 조성에 카페

문화가 큰 역할을 한다.11) 크리스티안 랜트슈테터가 자

신의 서 ‘Vienna 1900’에서 카페에서 문학사조가 탄생하

고 미술과 음악, 건축 분야에서 새로운 양식이 탄생되었다

고 밝혔고,12) 사학자인 리엄 존스턴(William Johnston)이

합스부르크 제국에서 카페는 문화 제도로 정착했으며 일

종의 공개 인 살롱이었다고 정의하 듯이13) 1900년을

후한 시기에 카페는 다양한 장르의 술가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는 요한 역할을 한다. 빈 공방의 담

론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빈 분리 의 기 지 베르 사

크룸(Ver Sacrum)이 폐간되던 해인 1903년, 건축가 요셉

호 만과 화가이자 디자이 인 콜로만 모 , 기업가 리츠

바른도르퍼(Fritz Warndorfer) 세 사람이 카페에 모여

국의 수공 조합에 해 얘기를 나 끝에 탄생된다.

3. 빈의 디자인 운동과 총체 술의 계

3.1. 빈 분리 의 총체 술 사고

19세기 말 술가들은 과거 술과의 결별을 외치며 개

운동을 펼쳐나갔다. 빈 분리 역시 역사주의 아카데

미즘으로 부터의 탈피와 술의 무차별성을 주장하며 낙

후된 오스트리아의 술을 구출하겠다는 목표 아래 ‘각 세

기마다 고유한 술을, 술에는 자유를’이라는 기치를 내

세운다. 한 총체 술의 기치 아래 삶의 모든 상에 새

로운 가치를 부여하고자 했다. 빈 분리 회원 들 에서

도 빈 응용미술학교 동 생이었던 요제 마리아 올 리

히와 요제 호 만이 이러한 논의를 주도했다.14)

빈 분리 내에서는 크게 두 개의 세력이 양립하는데,

진세력은 요제 호 만과 요셉 마리아 올 리히 주

로 모여들었고 그들은 다양한 장르의 술이 상호 교환하

는 련성을 연구하면서 시회를 통해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을 실 하고자 했다. 반면에 보수 쪽은 상징 이고

감성 인 리얼리즘의 이젤 페인 을 고수했다. 빈 분리

의 총체 술 사고는 빈 분리 의 정신 지도자 헤르만

바르(Hermann Bahr)가 올 리히에게 보낸 편지 속에 구

체 으로 시되어 있다. “우리는 집을 짓는데 그치

지 않겠다. 집이 아름답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한집이

어찌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거리의 짜임새가 부실할 상황

에서 아름다운 집 한 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실내의

11) Charlotte Ashby, The Viennese Cafe and Fin-de-Siecle Culture,

Austrian and Habsburg Studies, Berghahn Books, 2013. p.14

12) 크리스티안 랜트슈테터, 박수철 역, 비엔나 1900년 삶과 그리고

술 문화, 경, p.394

13) 리엄 존스턴, 오용록 역, 제국의 종말 지성의 탄생- 합스부르크

제국의 정신사와 문화사의 재발견. 항아리, 2008. p.196

14) Gabriele Fahr-Becker, Wiener Werkstatte: 1903-1932, Taschen,

2008. p.10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5권 1호 통권114호 _ 2016.02118

의자와 시가 아름답지 않은데 아름다운 집과 아름다운

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체 인 조화와 치 함을

바탕으로 거리와 정원과 택과 소형주택과 탁자와 의자

와 조명과 수 등 모든 요소를 모두 동일한 정신에 입각

해서 같은 느낌으로 표 해야 할 것이다.”15)

삶을 둘러싼 모든 분야가 총체 으로 함께 발 해 나가

자는 헤르만 바르의 선언에 향을 받은 빈 분리 구성

원들은 미 념에만 치우친 비실용 인 술의 문제

을 어떻게 극복해야할 것인가에 한 방법론을 강구해야

만 했고, 노선을 달리하는 술가들이 함께 모여 작업할

수 있는 랫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빈 분리

회원 요셉 마리아 올 리히가 술인 형성에 가

장 극 인 자세를 취했다. 리하르트 바그 의 기념 을

짓고 싶어 할 정도로 바그 의 음악에 심취해 있었던 올

리히는 바그 가 제시한 총체 술을 구 하기 해서는

‘ 술가 공동체(Kunstlerschaft)’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16) 오래된 수도원을 빌려 거주하자는 방안과 빈 근교

비잠베르크(Bisamberg) 산에 동굴을 만들어 술인 을

만들자는 낭만 인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소형주택과

공동작업장을 갖춘 술인 을 빈 외곽에 세우는 구상을

내놓지만, 올 리히가 에른스트 루트비히 헤센 공의

청을 받아 다름슈타트로 옮겨가면서 요제 호 만이 과

업을 수행할 임자로 떠오른다.17)

3.2. 총체 술 시회와 빈 공방의 탄생 배경

1892년 뮌헨 분리 가 탄생되었고 1898년에는 베를린

분리 가 결성되지만 빈 분리 만큼 노선이 분명하고 조

직 이고 종합 이지는 못했다. 시회를 통해 총체 술

작품을 실 하고자 했던 빈 분리 는 1902년 베토벤을

주제로 ‘총체 술의 체험’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4회 분

리 시회를 개최하여 가장 큰 성과를 거둔다. 요제

마리아 올 리히의 설계로 완공된 분리 시 1층

시장 앙에는 독일 조각가 막스 클링거가 제작한 베토

벤 조각상이 놓 고, 벽면에는 클림트의 벽화 베토벤

리즈(Beethoven Frieze)가 장식되었으며, 시각과 청각이

어우러진 공감각 인 체험을 제공하기 해18) 목 악기

와 악기의 앙상블로 편성한 베토벤 9번 교향곡 4악

장이 구스타 말러의 지휘로 연주되었다. 빈 분리

시장을 신 처럼 꾸미는 작업은 요제 호 만이 직

15) 크리스티안 랜트슈테터, op. cit., p.309

16) 김흥섭, 1900년경의 빈 사회와 술–총체 술작품을 심으로, 독

일언어문학 제24집, p.143

17) 크리스티안 랜트슈테터, op. cit., p.313

18) 스티 컨, 박성 역,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1880-1918, 휴머니스

트, 2004. pp. 492-493 (1890년 빈에서 발간된 정신의학 문헌에

공감각을 뜻하는 ‘Synesthesia’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만, 바그 가

이보다 앞서 총체 술의 창작과정에서 공감각 상응을 달성하고

자 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맡았다. 14회 분리 시회가 서로 다른 장르의 술이

하나의 주제아래 결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했다

면, 8회 분리 시회는 공간디자인 분야에서의 통합

사고를 고취시킨 시회 다고 할 수 있다.

1900년 요제 호 만은 제 8회 분리 시회 기획

책임을 맡게 되는데, 시회 때마다 선진 외국의 술가

를 청해 함께 시하는 것이 분리 의 례 기에 기

획 책임자의 역할은 매우 요했다. 찰스 니 매킨토시

를 청 술가로 선정한 후, 사 의를 해 래스

고를 방문했을 때 요제 호 만은 매킨토시가 설계한

부캐 가의 찻집과 라스고 미술학교를 둘러보고는 그

의 디자인에 크게 매료된다. 제8회 분리 시회에서

출품된 매킨토시의 작품은 래스고에 세워진 찻집의 실

내공간을 재 한 것으로, 링슈트라세 주변에 들어선

충주의 건물의 요란스런 장식과는 달리 상업 인 요소가

배제되어 있었다. 각 시 에는 그 시 에 맞는 새로운

술이 필요하다는 빈 분리 의 선언에 부응하는 시각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요제 호 만을 비롯한 빈의

술가들은 매킨토시의 작품으로부터 새로운 디자인에

한 확증을 얻었다. 19)

건축가와 화가, 공 가, 직물디자이 , 삽화가 등이

시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던 빈 분리 의

환경은 클림트가 분리 회장직을 사임하고 요제 잉겔

하르트가 신임회장으로 선임되면서 갈등이 일기 시작했

다. 균열의 징후는 요제 호 만과 콜로만 모 가 빈

공방을 설립하는 1903년 극 화된다. 요제 호 만이

추구하는 목 이 술품의 실용성 구 에 있었기 때문에

순수회화를 지향하는 회원들과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분리 를 탈퇴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 호 만과 콜로만

모 , 기업가 리츠 바른도르퍼 세 사람이 카페에 모여

국 공 산업의 우수성에 한 얘기를 나 끝에 빈

공방이 탄생되는데, 리츠 바른도르퍼가 찰스 애쉬비

(Charles Ashbee)가 설립한 수공 길드(Guild of

Handicraft)를 돌아보고 온 소감을 들려주며 국 공

술에 한 찬을 늘어놓자 공방을 개설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콜로만 모 가 즉시 공방으로 사용할 방

세 개 달린 아 트를 물색했고, 1903년 5월 건축가와 공

가들의 조합인 빈공방의 상표등록이 이루어진다. 그

해 10월 비엔나 제7구역 노이슈피트가세(Neustiftgasse)

33-34번지로 이 해 3개 층에 건축스튜디오와 제도실,

목공, 속가공, 은세공, 가죽세공, 제본 작업을 행할

수 있는 작업장을 구축했다. 20) 빈 공방이 마련한 운 방

침 속에는 “빈 공방은 모든 종류의 술작품을 만들고,

19) Michael Collins, Towards Post-Modernism: Design Since 1851,

British Museum Press, 1994. p.59

20) Christian Brandstatter, Wonderful Wiener Werkstatte: Design in

Vienna 1903-1932, Thames & Hudson Ltd., 2003.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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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요제 호 만의 의상디자인과 쇼룸 디자인

<그림 2> 한스 잘처 아 트 식당

요제 호 만, 1902
<그림 1> 헨네베르크 택 입구

요제 호 만, 1901

완벽하게 건물을 건축하며 가구를 설치한다.”라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었다. 건축과 가구와 실내장식, 집기 디자

인에 이르기까지 통합 운 리하는 공방을 만들겠다는

략인 것이다.

4. 요제 호 만의 총체 술 디자인 성향

4.1. 요제 호 만 디자인 사유의 변화

요제 호 만의 디자인은 크게 3단계 발 과정을 거

친다. 빈 응용미술학교를 졸업하고 시공간과 상업공간

실내디자인 작업을 주로 하던 1900년 이 을 1기로 보는

반면, 빈 분리 시회를 통해 새로운 디자인에 한

향방을 탐침하던 1900년부터 빈 공방이 창립되기 이 까

지를 2기로, 빈 공방이 창립되는 1903년 이후를 3기로

볼 수 있다.21) 분리 시회를 기획하면서 총체 술의

가치를 확신한 호 만의 디자인은 1900년 로 어들면

서 단순하고 간결한 양식으로 바 는데, 변화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1895년 이탈리아를 여행하

면서 소박한 입방체 형태의 농 주택에 강한 인상을 받

아 기하학 형태에 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과 다

른 하나는 1900년 스코틀랜드를 방문해 매킨토시의 작품

을 한 후 정사각형과 직선 인 요소를 총체 술 구

의 도구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이다.22)

요제 호 만은 아돌 로스처럼 이론가는 아니었지만

동시 의 사회문화 흐름을 직시하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빈의 학 연구사 크리스티안 랜트슈테터는 태

피스트리와 가구,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되는 생활용품들

이 더 이상 상인이 아닌 술가들의 손에 맡겨지는 시

가 도래하리라는 확고한 믿음을 호 만이 갖고 있었다고

주장한다.23) 그러한 이유에서 호 만은 동시 의 다른

어느 건축가보다도 많은 실내장식 로젝트에 여하는

데, 호 만의 디자인 감각은 1차 으로 일련의 주거공간

로젝트를 통해 드러난다.

헨네베르크 택(Henneberg House, 1901)을 시작으로

화가 칼 몰과 콜로만 모 를 한 2호 연립주택(Carl

Moll-Koloman Moser Detached House, 1902), 한스 잘처

아 트(Hans Salzer Apartment, 1902) 등이 잇달아 완공

되는데, 당시 발행된 인테리어 지 ‘Das Interieur’ 4호

에 실린 헨네베르크 택의 출입구 사진 <그림 1>을 보

면 바닥과 출입문 모두 정사각형을 모티 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벽 상부에도 정사각형 패턴이 반복 리듬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24)

21) Peter Noever, Yearning for Beauty: The Wiener Werkstatte and

the Stoclet House,Hatje Cantz Publishers, 2006. p.26

22) Michael Collins, op. cit., p.59

23) 크리스티안 랜트슈테터, op. cit., p.313

1902년 완공된 한스 잘처 아 트에서도 기하학은 공간

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격자무늬의 패턴과

수평 수직의 무늬가 상호 조응하는 디자인 방식은 빈

공방 태동 직 부터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빈 공방이

창립되는 1903년부터 스토클 주택이 완공되는 1911년

까지를 요제 호 만 디자인의 성숙기로 볼 수 있다.

빈 공방 내부에 다양한 장르의 작업실이 구축되면서 디

자인 역이 제품과 편집 역까지 확장되던 시기로, 의

자와 조명은 물론 식탁 의 놓인 빵집게와 스푼, 로고

와 서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자인이 통합의 상이 된

다. 1905년에는 비엔나 공방 내에 패션 부서가 신설되는

데, 실내공간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옷까지도 조화로

워야 한다는 사고에 입각한 것이었다.25)

빈 공방 설립 후 다양한 로젝트가 진행되지만 총체 술

의 이상을 가장 완벽하게 구 된 로젝트는 푸르커스도

로 요양원으로, 요제 호 만과 빈 공방은 이 건물을

통해 장식과 기하학에 한 독자 치를 구축하게 된다.

4.2. 푸르커스도르 요양원

빈 외곽에 치한 푸르커스도로 요양원(Purkersdorf

Sanatorium )은 원기회복, 정신병 치료, 목욕치료, 물리요

법 등의 의학 치료를 한 시설로 빈 공방 설립 후 총

체 술의 가치를 실 한 첫 번째 로젝트 다.26) 고 자

24) Christian Brandstatter, Vienna 1900: Art, Life & Culture,

Vendome Press, p.278 (비엔나에서 1900년 에 발행된 인테리어

잡지의 공식명칭은 ‘Das Interieur: Wiener monatshefte fur

angewandte kunst’로 요제 호 만이 편집에 여하 다.)

25) 크리스티안 랜트슈테터, op. cit.,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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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Purkersdorf Sanatorium, Wien Austria (1905년 완공)
빈 공방 첫 번째 로젝트, 총체 술의 표 인 사례로 평가.

건축

설계
Josef Hoffmann

업

작가
Koloman Moser(가구디자인)

건축

최 의 평지붕 건
물로 장식이 배제
된 평활한 표층이
근 성을 표출하고
있다. 외부의 모든
요소는 사각형으로
조율되어 총체
술 질서를 낳고
있다. 정 면

입면
입구

디자인 통합 략
에 의해 입면의 모
든 창문은 정사각
형 그리드로조율되
어 있다.

측면도 주출입구

가구

실내

암체어의 체크무
늬는 요양원 로비
공간의 바닥 패턴
을 고려한 것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부
분과 체의 계
속에 존재한다.

로비 암체어
(콜로만 모 )

요양원 로비
(요제 호 만)

식당

내부

철근콘크리트 보가
노출된 무장식의천
장에서근 성을 엿
볼 수 있다. 디자인
통합을 고려하여 건
물표층과 동일하게
무채색으로 조율되
어 있다.

식당 (요제 호 만)

제품

요제 호 만이
디자인한 것으로,
정사각형 패턴에
의한 디자인통합
은 생활용품 반
으로 확장된다.

빵 집게 라워 박스

<표 1> 푸르커스도르 요양원의 총체 술 특성재가 투여된 스토클 주택과는 달리 한정된 산으로 완

공해야했던 요양원은 건축설계부터 가구디자인에 이르기

까지 총체 술의 기치 아래 1905년 완공된다. 크리스티안

란트슈테터는 푸르커스도르 요양원의 설계는 명료한

성향, 일 된 논리, 특히 정육면체 형태의 극단 인 단순

함에서 이 건물은 비슷한 시기에 완공된 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뉴욕 주 버펄로에 설계한 라킨 빌딩과 매킨토시

가 래스고에 설계한 스코틀랜드 스트리트 학교, 오토 바

그 가 설계한 우편 축은행 등과 함께 1900년 를 표

하는 획기 인 작품으로 소개하고 있다.27)

푸르커스도르 요양원이 주목받는 다른 이유는 철

근콘크리트로 구축된 유럽 최 의 평지붕 건물이라는

이다.28) 아돌 로스의 로스하우스(Looshaus, 1910)가 완

공되기 5년 에 호 만은 요양원 설계를 통해 근 건축

의 비 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완성해 낸 것이다. 요양

원 식당 내부에서 시 를 앞선 개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철근콘크리트 보가 그 로 노출된 천장의 구조 그

리드가 모던함을 선도하고 가운데 기하학 패턴의 창문

과 백색의 벽면이 근 디자인의 범례로 삼을 만큼 소박

함과 신성을 보이고 있다. 요양원 입구 로비를 해 디

자인된 암체어는 콜로만 모 의 작품으로 흑과 백의 체크

무늬는 로비공간의 바닥 패턴과 외부의 정방형 창문패턴

과의 상호 조응을 고려한 결과 다. 이처럼 건축과 인테리

어, 가구디자인을 완벽하게 통합시킨 푸르커스도르 요

양원의 실험은 1920년 모더니즘 성기의 건축가들에게

요한 선례가 된다.29)

푸르커스도르 요양원에 나타난 이러한 단순함과 검박

함은 빈 분리 운동 이 시 의 인기를 구가했

던 비더마이어(Biedermeier) 양식을 연상시킨다. 빈 분리

와 빈 공방 소속의 디자이 들은 과거 양식에 한 반발

과 부분 계승이라는 비 정신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모더니즘 시 에 걸맞은 신사고와 그에 맞

는 술을 창조해야 한다는 철학 원칙을 공유했지만, 이

시 의 양식을 으로 배격한 채 새로운 근 주의 미

학만을 과격하게 추종했던 것은 아니었다.30)

1815년부터 1848년까지 30여 년간 독일과 오스트리아

지역의 신흥 부르주아 부유층 사이에서 유행한 비더마이

어 양식은 특히 실내 장식과 가구디자인 분야에서 리

선호되었었다. 귀족들이 선호하던 바로크풍의 화려한 양

식과 조되는 간소하고 실용 인 소시민 건축 장

26) 크리스티안 랜트슈테터, op. cit., p.202

27) Ibid.., p.327

28) Christian Brandstatter, Wonderful Wiener Werkstatte: Design in

Vienna 1903-1932, Thames & Hudson Ltd., 2003. p.10

29) Gabriele Fahr-Becker, Wiener Werkstatte: 1903-1932, Taschen,

2008. p.21

30) Isabella Ackerl, Vienna Modernism: 1890-1910. Federal Press

Service, 1999. p.56

식 스타일로, 나지막한 천정, 아담한 방 크기, 간결하고

검소한 분 기를 풍기는 실내장식을 특징으로 하는 비더

마이어 양식의 유산이 내재되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

다.31) 유기 곡선 장식의 아르 보 디자인의 흐름이 잔

존하던 시기 기에 푸르커스도르 요양원이 갖는 단순

31) 스티 에스크릿, 정무정 역, op. cit. p.149 (1900년과 1901년 사이

에 비더마이어 시 에 한 호의 인 기사들이 빈에서 발행하는 인

테리어 잡지 Das Interieur에 실려 빈 술계에 향을 미친다. 모

델로 받아들여야 할 비더마이어 양식에 한 논고 ‘ Bidermeier als

Vorbild’가 실려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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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스토클 택 자녀 침실

디자인

함과 검박함은 시지각 으로 매우 개 인 것이었다.

모더니즘 건축의 선례로 꼽히기에 충분할 정도가 기능

이고 간결한 것이었다.

4.3. 스토클 택

푸르커스도로 요양원이 빈공방의 창립 멤버인 요제

호 만과 콜로만 모 에 의해 완공되는데 비해 스토클

택에서는 건축가 화가 조각가 공 가 등 10여명의 술

가들이 집결해 총체 술의 완성체를 구 한다. 1904년

로젝트가 시작되자 요제 호 만은 빈 공방의 우산아래

당 최고의 기술과 창조 아이디어를 지닌 술가들을

스토클 택 설계를 해 집결시켰다. 구스타 클림트

와 베르톨드 뢰 러(Berthold Loffler), 페르낭 크노

(Fernand Khnopff), 란츠 메츠 (Frantz Metzner), 마이

클 포워니(Michael Powolny) 등 비엔나를 표하는 술

가들뿐만 아니라 에곤 실 와 오스카 코코슈카처럼 10

후반의 은 술가들에게도 기회를 주었다. 비록 에곤 실

와 코코슈카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건축주인 스토클 에

의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요제 호 만은 이후의 로

젝트에서 그들과 지속 인 계를 맺었다. 이처럼 하나의

주택을 완성하는데 다양한 분야의 술가들을 참여시킨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아돌 스토클 (Adolphe Stoclet)는 세기의 변환기에 있

어서 빈 공방의 가장 이상 인 클라이언트 다. 철도업과

은행업으로 부를 축 한 벨기에의 기업가 아들, 아돌 스

토클 가 빈을 방문했을 때는 분리 운동이 활발하게 일

어나 새로운 가치들이 낡은 가치들을 몰아낼 때 다. 아돌

스토클 는 1903년 비엔나 교외를 산책하다가 요제

호 만이 설계한 화가 칼 몰(Karl Moll)의 주택을 발견하

고는 호 만을 찾아가 빈 인근에 택 설계를 의뢰하게

된다. 1904년 스토클 는 그의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

로 인해 뤼셀로 돌아가야만 했고, 그로 인해 계획부지는

빠르게 벨기에 수도 뤼셀로 바 었다. 32) 뤼셀에는 당

에 가장 뛰어난 아르 보 건축가 빅터 오르타(Victor

Horta)가 있었으나 스토클 부부의 에는 요제 호

만이야말로 가장 이상 인 건축가 다. 당시 호 만에게는

재정 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건축가라는 불명 스런

딱지가 붙어있었다. 시공비용이 무 과다하여 클라이언트

로부터 소송이 걸리기까지 했으나 거 한 자 력을 지닌

아돌 스토클 에게는 공사비용이 문제되지 않았다. 상류

층을 겨냥한 최고의 디자인을 추구하던 빈 공방으로서는

총체 술의 기치아래 최고 소재와 최고의 장인정신을

투여할 수 있는 최상의 로젝트를 만난 것이다.

요제 호 만은 스토클 택을 통해 그가 꿈꾸어 오

던 모든 술이 통합된 ‘심포니로서의 건축’, 즉 총체 술

32) Gabriele Fahr-Becker, op. cit., p.43

을 구 하고 했다. 건축가는 건물을, 화가는 벽화를, 공

가는 생활용품을, 가구디자이 는 가구를 각기 제작하되

오 스트라의 연주처럼 하나의 통합된 결과물로 탄생시키

는 것이었다.

푸르커스도르 요양

원에서는 그 아무리 사

소한 장식부분이라도

심지어 정원의 구성물

조차도 체와의 조화

를 고려해야만 했다. 그

러나 화가 조각가 들이

참여하는 스토클

택에서는 모든 구성 요

소를 기하학으로 조율

할 수 없었다. 실내공간

의 벽화나 건물 외부의

조각까지도 기하학으로

조율할 수는 없었다. 스

토클 택 2층 어린이 방 상부에는 숲속의 동물을 묘사

한 화가 루드비히 융니 (Ludwig Jungnickel)의 벽화가

장식되어 있는데, 일견 바닥의 정사각형 패턴의 카펫과

비를 이루어 총체 술과 호흡을 달리하는 것처럼 보인

다.33) 그러나 찰스 니 매킨토시의 크랜스톤 찻집처럼 기

하학 패턴의 실내공간과 구상 벽화가 법 효과

를 산출하면서 상호조응을 하게 된다.34) 스티 에스크릿

은 벨 에포크 시 의 데카당스와 간결한 근 성 사이의

긴장으로 보았다. 이를 해소하기 해 자연의 모티 와 기

하학을 결합시켰다는 것이다.35) 빈 공방이 추구하는 총체

술의 이상 속에 기능 인 실내디자인이라는 근 개

념이 내포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 인 실내공간을

창조하려는 ‘심미 인 운동’과도 연 되어 있는 것이다. 과

도한 장식처럼 보일 수 있는 자연 형태를 기하학으로

화시켰다는 것이다.36)

이와 같은 상은 클림트 회화와 호 만의 실내디자인

이 결합된 1층 식당에서 보다 구체 으로 나타난다. 요제

호 만이 클림트의 제안을 사려 깊게 바라본 반면 클

림트는 자신의 작품이 건축에 종속되지 않도록 심 을 기

울 다. 그러한 노력에 의해 호 만의 실내공간과 클림트

의 회화는 그 어느 것이 우세하지 않은 채 교묘한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클림트를 제외하고는 부분의 구성원들은

33) Ibid.., p.60

34) 법이란 독립성이 강한 2개의 선율을 동시에 결합시키는 작곡

상의 기법을 말한다. 라틴어의 콘트라푼크투스(Contrapunctus)에서

유래했고 넓은 의미에서 ‘선율 선율’로 해석된다. 이질 인 요소

인 곡선과 직선을 한 공간 내에서 결합시켰다는 에서 법이라

는 용어의 사용이 가능하다.

35) 스티 에스크릿, op. cit., p.168

36) Ibid.,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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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Stoclet House, Brussels, Belgium , 1904-1911
Client: Adolphe Stoclet

건축

설계
Josef Hoffmann (건축, 실내디자인)

업

작가

Koloman Moser(가구,조명) Gustav Klimt(벽화) Frantz Metzner(조각)

Richard Luksch(입구부조) Michael Powolny(조명디자인,세라믹벽화)

Carl Otto Czeschka(벽화) Elena Forstner Makowsky(벽화)

Leopold Forstner(모자이크벽화) Ludwig Heinrich Jungnickel(벽화)

건축

층부는 푸르커스도
르 요양원과 동일한
구성을 취하고 있으나
조각가 란츠 메츠
의 석상 네 개가 솟아
오른 지구라트형 탑은
아르데코 성향을 지
니고 있다.

정면

창문/
입구

내외부 공간의 디자
인 통합 략에 의해
사각형 패턴으로 조
율되어 있다.

1층 창문 주출입구 천장

실내/
가구

기능 으로 처리된주
방의 모든 구성 요소
들은 기하학 질서
를 따르고 있다.
(펜던트 조명은 콜로
만 모 가 내부 디자
인은 요제 호 만
이 담당)

1층 주방

드 스 룸의 바닥 카
펫과 의자, 벽장은 모
두 ‘블랙 앤 화이트’와
기하학 인 선율로
통합되어 있다.

2층 드 스 룸

클림트의 벽화 생명
의 나무, 충만, 기다
림, 세 작품이 벽면에
장식되어 기하학 패
턴과 법 구성을
취한다.(가구디자인은
콜로만 모 , 실내디자
인은 호 만이 담당)

1층 식당

제품/
유리
공

수평 무늬의 샴페
인잔 세트는 요제
호 만의 디자인으로
빈 공방의 주문에 의
해 제작되었다.

유리 샴페인잔 세트

<표 2> 스토클 택의 총체 술 특성

<그림 5> 미트 화랑 시장, 1905

총체 술 작업을 달성하기 해 호 만의 지시에 따라야

만 했다. 1층의 주방과 2층의 드 스 룸과 침실공간 부

분은 푸르커스도르 요양원처럼 기하학을 주로 단순하

게 디자인된다.

빈 공방이 본격 으

로 들에게 다가

선 것은 1905년 12월

미트 화랑(Gale r i e

Miethke)에서 개최된

빈 공방 시회 다.

빈의 주요 일간지들은

이 시회를 특집기사

로 다루었고, 문 비평

가로 활동하던 추커칸

들(Berta Zuckerkandl)

은 시회에 출품된

스토클 택 모형을 보고는 “이로서 건축과 회화와 공

가 하나로 통합되어 총체 술을 달성했다.”라고 의미를 부

여했다.37) 미트 화랑의 내부 한 정사각형 형태로 조율

되어 방문객들이 총체화된 화음을 듣는 것같은 느낌을 받

도록 디자인되어 빈 공방이 주창하는 노선을 명확히 제시

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클 택이 완성되는 1911

년 이후 빈 공방은 쇠퇴의 길을 걷는다. 공동 설립자인 콜로만

모 와 1907년 탈퇴하고 재정을 맡아보던 리츠 바른도르퍼

가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더 이상 스토클 택과 같은 총체

술 작품은 구 되지 못한다. 그러나 빈 공방 활동은 오스

트리아 자국에만 머물지 않았다. 1904년 독일 베를린, 1905

년 체코 르노, 1906년 독일 하겐에서 빈공방 시회가

잇달아 개최된 데 이어 1914년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 베르

크분트 공 시회에 큰 성공을 거두면서 향력이 주변

유럽으로 되었다.

5. 결론

뉴욕 쎄인 에띠엔느 갤러리 장 제인 캘리어(Jane

Kallier)는 총체 술 개념의 등장을 19세기의 사회, 경제

인 격변의 시 와 연계시켜 설명한다. 총체 술은

본래 혼란스럽고 변하는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범 한 철학 시도이자, 술가를 인 지도자로 보

는 낭만주의 믿음과도 깊이 련 있다는 것이다. 총체

술의 기치 아래 사회를 개 하고자 한 세기말의 빈 디

자인 운동 역시 이같은 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총체 술에 한 개념은 리하르트 바그 에 의해 음

악을 심으로 형성되지만, 공간디자인 분야에서 거

37) 크리스티안 랜트슈테터, op. cit.,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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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으로 형성된 것은 빈을 심으로 한 디자인 술계

다. 순수미술과 응용미술의 통합을 추구했던 빈 분리

운동의 기 속에는 총체 술 사고가 자리하고 있

으며, 이를 실험 으로 구 하기 한 심에 요제 호

만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빈 공방이 설립되는 1903년부터 1911년에 이르는 시기

에 요제 호 만은 모든 로젝트에서 총체 술 인

근을 시도하 고, 푸르커스도로 요양원과 스토클

택에서 완성단계에 도달했다. 기하학 요소를 매개로

총체 술을 실 하고자 했던 빈 분리 와 빈 공방의 시

도는 삶을 둘러싼 환경을 총체 으로 개선하고 하는 개

인 로그램이었다. 빈공방의 운 시스템과 디자인

특징은 한 세기가 경과한 오늘날에도 여 히 유효한 가

치를 지니지만, 빈공방의 고객들이 부분 귀족 심의

상류층이거나 산계 이었다는 에서 기능주의에 입각

한 디자인이었는가에 한 논란은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제 호 만을 심으로 한 빈

공방의 활동이 역사 의미를 갖는 것은 푸르커스도르

요양원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근 성을 갖고 있기 때

문이다. 총체 술을 구 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 다시 말해서 술가들과의 업 시

스템과 디자인을 조정할 수 있는 공방체계는 빈 공방만의 특

질이라 할 수 있다. 빈 공방에 참여했던 오스카 코코슈카

가 밝혔듯이 다양한 술 분야를 통합하고자 한 빈 공방

의 작업은 바우하우스의 탄생을 고한 것이라 볼 수 있

다. 빈 공방을 이끈 디자이 들이 빈의 인 디자인

교육기 이었던 응용미술학교의 교육에 참여하 다는

에서 바우하우스의 조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요제 호 만이 독일공작연맹의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과 동료 던 요제 마리아 올 리히 역시 다름슈타

트에서 술인 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면서 독일 디

자인계와 하게 교류하 다는 사실을 통해서 빈 공방

의 향력을 확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총체 술의 개과정에 을 두면서 세기말 빈을 심

으로 활발히 개되었던 장식론에 한 언 은 가

제외시켰다. 이에 한 분석은 후속 연구로 다룰 정이

다. 본 연구가 총체 술의 개념을 용한 공간디자인

로젝트에 도움이 되기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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