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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ise-en-scéne characteristics to direct an emotional atmosphere.

It also analyzed whether these characteristics are reflected in how the work of Peter Zumthor. First, a theoretical

consideration base on the distinction between montage and mise-en-scéne, the research on space directing

techniques in film. In particular, research on the mise-en-scéne around the technique of deep focus, long-take,

charade. It also examines the mise-en-scéne tendencies that appear in the painting art, philosophy and

psychology to deepen understanding. It should understand the mechanism by going to complete the meaning.

Based on this, in terms of mise-en-scéne to analyze the space directing of Peter Zumthor. And the features of

mise-en-scéne has its significance in having a look at whether there is any correlation in the 'Atmospheres'

directing of Zumthor. As a result, the mise-en-scéne is active, multi-layered, ambiguous, uncertain, becoming

and enables an open interpretation in terms of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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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체주의 체제에서 여론조작을 한 매체의 독

은 개인의 감정조차 조작하여 죽은 감정 혹은 유사 감정

을 느끼도록 하 다. 특정단체는 사건들을 의도에 맞게

편집하고 미디어를 통해 방 함으로써 모두가 같은 감정

을 느끼도록 조작하 다. 즉 감정조차 기계화 되고 량

생산화 되도록 하 다. 사회학자 ‘스테 G.메스트로비

치’는 자신의 서 ‘탈감정사회(Postemotional society)’에

서 이 같은 상을 감정 조합의 폐해라고 주장하 다.
1)

몽타주(Montage) 인 편집기법을 통해 미디어를 강제

세뇌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2)

반면에 미장센(Mise-en-scène)
3)
은 객에게 연출된

장면을 제공할 뿐 그에 한 해석은 객 스스로가 재해

석하면서 화의 의미를 창조하는데 동참하도록 유도한

다.
4)
몽타주가 명백한 의도를 바탕으로 이미지 조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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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15년도 홍익 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

행한 연구임.

인 배열에 의해 확정 인 감정만을 달한다면, 사

물들이 배치되고 조직된 미장센은 의미가 불확정 이어

서 무의식과 우연성에 의해 스스로 이야기를 생성해 나

가도록 돕는다.1)2)3)4)

가령 SNS는 다수의 개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

로 구성하면서 각자의 개성을 펼칠 수 있는 장이다.

SNS상에서 다원화된 정보들의 배치가 우연 이면서도

1) ‘탈감정사회’는 산업사회에서 감정이 어떻게 무시되며 폭력

결과를 발생시키는지를 입증하고 감정이 차 행 에서 분리되었고

합성된 감정들의 세계에서 사회 인 문제가 생겼다는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는 합성된 감정을 몽타주 인 감정 조합의 폐해로 보았다.

Stjepan G. Mestrovic, 박형신 역, 탈감정사회, 한울아카데미, 2014,

p.15

2) “몽타주를 통해서 객에게 일방 이고 자기 심 인 이데올로기를

가용한다.” 최상식, 상으로 말하기(셔 이드, 몽타주, 미장센의 해

부), 시각과 언어, 2001, p.252

3) 미장센은 본래 연극용어로 어로 표기하면 ‘Putting on Stage’, 직

역하면 ‘무 에 배치하다’란 뜻이다. 연극을 공연할 때는 등장인물의

동작이나 무 장치, 조명 등에 한 지시를 세부 으로 명시하지

않으므로 연출자가 연극의 서사를 효과 으로 달하기 해 무

에 있는 모든 시각 상을 배열하고 조직하는 연출기법을 말한다.

미장센 기법의 화들은 짧게 편집하는 몽타주 기법과는 달리, 긴

호흡으로 보여주는 ‘롱 테이크’나 한 화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배치된 물건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딥포커스’와 같은 기법들이 많

이 사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4) 최상식, op. cit., pp.2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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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의미를 생성시킨다는 에서 미장센과 닮아있다.

미디어의 흐름도 차 의도 이고 기계 인 정보

달의 몽타주에서 우연 이고 불확정 인 생성과정

(-becoming, -되기)의 미장센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건축에서의 미장센 인 특징

을 연구하고자하는데, 미장센 인 성향이 강한 작가로는

‘분 기(Atmospheres), 건축 환경(architectural environ

-ments)과 주변의 사물들(surrounding objects)’의 자

피터 터(Peter Zumthor)가 표 이다. 터는 그의

서의 부제를 ‘주변의 사물들’이라고 할 만큼 건축공간

에서 상 인 사물들의 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의하면 건축공간은 연극무 를 연출하

거나 악기를 조율할 때와 같이 여러 재료들의 혼합에 의

해 유기체처럼 서로 반응한다. 5) 한 음악을 감상할 때

와 같이 건축 장소를 할 때에도 즉각 인 감정반응

이 발생한다고 한다.6) 즉 그에게 있어서 건축공간연출은

심리 으로 반응하기에 한 지 을 찾는 과정인 것이

다. 이는 마치 공간내의 사물간의 배치와 계에 의해

‘의미와 분 기’를 달하는 미장센기법과 유사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장센 연출기법에 나타나는 감성

분 기에 해서 연구하여, 미장센의 감성 건축공간으

로서의 가능성에 해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미장

센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터 터가 요시하는 감

성 공간연출 방법을 밝히는 것을 목 으로 한다.

1.2. 연구 방법 범

미장센에 앞서 선행되어지는 연구는 정보 달로서의

몽타주의 한계와, 의미와 감정을 달하는 미장센의 차

이를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화에서 나타나는 감정

달로서의 미장센 연출기법에 해 연구한다. 한 더

욱 심화된 이해를 해 회화 술, 철학, 심리학 등에서

나타나는 미장센 인 경향을 고찰하여 불확정 인 의미

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해서 연구하고, 이를 통해 건

축에서 미장센이 어떻게 용되는지 연구한다.

특히, 미장센의 에서 피터 터의 공간연출을 고

찰하고, 그의 건축 작품에서 미장센 인 공간특성이 어

떻게 구 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터 건축

의 핵심 인 미장센 특성들을 도출해낸다. 더불어 이

러한 미장센 인 특성이 터가 말하는 ‘분 기’ 연출에

있어서 어떠한 상 계가 있는지를 악하고자 한다.

2. 미장센에 의한 연출기법

5) Peter Zumthor, 장택수 역, 페터 춤토르 분 기(건축 환경 주변

의 사물), 나무생각, 2013, p.41

6) Ibid., p.13

2.1. 몽타주와 미장센의 상반 계

이론 고찰에 앞서 정보 달의 몽타주와 감정 달의

미장센,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몽

타주는 감독이 달하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있

으며 확정 인 의미 달을 목표로 한다. 때문에 인

이며 계산되어진 이미지 배열에 의해 정보를 기계 으로

수용하게하며, 결과 으로는 객들을 강제 으로 세뇌

시킨다. 몽타주에 의해 이미지는 유사감정이라는 정보를

달하는 수단이 되고, 객은 수동 존재로 락해 버

리는 것이다.7)

그러나 미장센은 의도가 불분명하며 열린 해석을 요구

한다. 때문에 미장센에 의해 배치된 사물들을 해석하기

해 객은 능동 자세를 취하게 되며 극 으로

찰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연 으로 의미가 생

성되며 자발 인 감정을 느끼도록 유도된다. 한 객

스스로에 의해 화면 속의 다양한 요소들을 부분 으로

선택하여 보기도하고, 연 하기도 하면서 자신만의 자유

로운 의견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8) 이를 통해 객은

화를 무미건조하게 바라보는 입장을 넘어, 능동 으로

작품 속에 참여하며 호응하고 교감하게 된다. 즉 몽타주

가 인 정보만을 달받는 한계가 있다면, 미장센은

상과 주체의 계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생성될 수 있

는 잠재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몽타주는 의도가 담긴 구어와 같고, 미장센은 의미

가 생성되고 오역되는 텍스트와 같다.9) 구어는 단 한 번

실행되지만 화자의 억양에 따라서 명확한 의도와 진리성

이 담겨있다.10) 이는 마치 화감독이 선택된 이미지들

의 합리 구조로서 내러티 를 달하는 몽타주 기법과

같다.11) 반면 텍스트는 자의 의도와는 상 없이 의미

가 동일하지 않으며 자기 동일성을 부정하여 오역과 재

해석이 이루어진다. 이는 마치 미장센 기법을 통해 텍스

트들이 한 화면에 배치되어있어 자유로운 장면 읽기가

가능해지는 것과 같다.12)

7) “몽타주에 의해 객은 별 생각 없이 화면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

는 수동 존재로 락한다는 것이다.” 최 주, 상문법( 상연출,

편집을 한 기본 원리), 한울아카데미, 2011, p.132

8) “몽타주 이론에서는 화를 일일이 컷으로 나눠서 보여주는 반면,

미장센 이론에서는 한 화면 내에 많은 상 정보를 포함시킴으로

써 한 화면에서 제시되는 것들(인물, 물건, 배경 등)을 찰하도록

유도한다.” Ibid., p.133

9) 본 논문에서 언 하는 몽타주는 베르나미 미가 라 빌 트 공원에

서 언 했던 몽타주 개념과 구분하여 이해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라 빌 트 공원의 폴리는 객의 해석에 의한 우연 이벤트 생성

이라는 에서 몽타주보다는 미장센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본다.

10) 정인하, 건축과 비표상, 아카넷, 2006, p.66

11) “에이젠슈테인의 몽타주는 ‘검증 가능한 합리성’이라는 의미에 부

합하는 이미지의 단 방식이자 연결 방식을 지향한다.” 이정하,

에이젠슈테인의 몽타주 개념에 한 인식론 고찰(몽타주의 정서

진화), 화연구 n.53, 2012, p.225

12) 소 , 미장센(능동 이고 자유로운 장면 읽기의 미학), 미술세계

2013년 5월호(통권 342호), 2013,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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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장면 해설

수남의 낡은 스쿠터와 신발을 통해 발

로 뛰며 바쁘게 살지만 가난할 것이라

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낡은 신발을

알록달록하게 꿰맨 자국으로 보아 가난

함에도 희망과 꿈은 잃지 않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오 닝에서 ‘수남’이 스쿠터를 타고 갈

때의 신발 클로즈업(Close-up)

<표 2> 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의 은유 셔 이드

화 장면 해설

경에는 약병, 경에는 수잔, 후경에

는 인이 있는 3단 배치를 통해 수잔

이 극약을 마셨고 이것이 인과 연

됨을 암시한다.21)

수잔이 자살을 기도하는 장면

경과 후경에 서로 치되는 인물을

배치하고 서로간의 갈등과 심리 거리

감을 표 한다.

인과 수잔이 서로 갈등하는 장면

경에는 인의 어머니와 처가 심각

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경에는 무기

력한 아버지, 후경의 임에는 신나

게 놀고 있는 인이 보인다. 감독은

화면 속에 다양한 요소를 펼쳐 놓기만

하고 그것들 가운데 볼 것의 선택과 해

석은 객에게 맡기는 것이다.인의 어머니와 처의 논의 장면

<표 3> 화 ‘시민 인’의 참여의 장으로서의 딥포커스

몽타주 미장센

인 편집 배치된 사물

명백한 의도 모호한, 불분명한 의도

닫힌 해석 열린 해석

수동 람 능동 해석

세뇌, 조작, 의도, 강제 무의식, 스스로, 우연성, 자유

체주의 다원화 사회

Mass media SNS

확정 , 고 역학 불확정 , 양자역학

탈감정 , 기계 인 분 기 있는, 감성 인

의도가 담긴 구어 의미가 생성되고 오역되는 텍스트

<표 1> 몽타주와 미장센의 상반 계

2.2. 화에서 나타나는 미장센13)

(1) 셔 이드(Charade); 정보 달의 내 이션이 아닌 은유

표 의 사물

셔 이드의 사 의미는 한 사람의 몸짓을 통해 그

것이 나타내는 의미를 알아맞히는 ‘제스처 게임’이다.14)

화에서는 말없이도 배우의 안면표정( , 입, ), 제스

쳐(손, 발), 소도구, 상징 요소 등을 통해 인물 내면의

심리, 인물 계, 상황 등을 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

로 비유 테크닉으로서의 셔 이드이다.15) 즉 시각

표 기법이면서 미장센의 기본 인 요소인 셔 이드는

구어를 통해 직 으로 서술하는 내 이션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시나리오상의 배경이나 사물에 숨겨져 있는

정보를 통해 복선 이며 암시 으로 심층 묘사를 하는

표 기술이다.16)

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17)의 오 닝에서 감독은

어떠한 내 이션이나 언어 표 없이도 주인공의 재

상황을 간 으로 달하고 있다. 화 공간 속 사물의

배치를 활용한 간 이고 우회 인 표 술이 직 인

표 보다 객에게 훨씬 강한 인상을 심어주어 의미나

감정을 달하는데 더욱 효과 이다. 한 셔 이드는

‘상호텍스트(intertextuality)’18) 이어서 고정된 의미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객들 스스로가 각자의 에서

능동 으로 재해석하여 다양한 의미를 생성해낸다.

13) 미장센의 표 인 연출기법으로는 딥포커스와 롱테이크가 있고,

연구자는 추가 으로 셔 이드 기법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미장센

의 기본 단 텍스트가 될 수 있다고 본다.

14) 최 주, op. cit., p.161

15) 최상식, op. cit., pp.41-140

16) 최 주, op. cit., p.162

17) 안국진,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Alice In Earnestland), 2014

18) “독자는 어느 텍스트를 읽을 때 그동안 읽어온 모든 텍스트들에

한 기억을 총동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2) 딥포커스(Deep-focus); 자발 참여의 장(場)안에서 속

하는 사물들

미장센의 기본단 가 되는 의미가 내포된 사물들은 독

립 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서로 연 되기도 하고 충

돌하기도 하면서 객 스스로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

다. 그러기 해서 감독은 자발 참여의 장소를 제공해

다. 즉 일방 으로 감독의 의견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

니라 객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19)

이를 작동시키기 한 기법이 딥포커스20)이다.

아웃포커스(out of focus)는 특정부분에 을 두고

나머지를 흐리게 하는 심 시선을 형성한다. 이러한

단일 은 이목을 집 시키며 하고자하는 의도가 한

정 이다. 반면 딥포커스는 공간 내에 배치된 모든 사물

들에 동일한 을 주어 ‘탈 심 시선’을 갖게 한다.

이러한 다 은 객 스스로가 사물을 찰하게하며 의

도가 모호하다.

화 ‘시민 인(Citizen Kane)’22)에서 딥포커스가 용

된 화면구성을 보면 경, 경, 후경에 이 동시에

잡 서 깊이감 있는 공간 속에 각각의 사물들이 선명하

게 보인다. 때문에 사물들, 배우들의 치뿐만 아니라 빛

의 명암에도 주의를 기울여 연출하 다. 빛을 이용한 명

암 비를 주어서 각각의 사물들이 더욱 명확하게 구분되

어 보이게 하 다. 그러나 공간 속에서 각각의 요소들은

독립 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호연계하며 속하는 의

미를 형성하게 된다.

19) “미장센 이론에서는 객이 스스로 볼 것을 선택하여 자신의 의견

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최 주, op. cit., p.133

20) 딥포커스(deep-focus)란 각 즈를 이용하여 을 화면구도의

앙에 맞추어 경과 경, 후경 모두를 선명하게 찍는 촬 기법

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21) 최 주, op. cit., p.140

22) Orson Wells, 시민 인(Citizen Kane),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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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장면 해설

화가 시작되면 주인공 리건이 공 부

양하고 있고 그의 상반신이 클로즈업된

다. 잠시의 명상을 마친 리건은 공 에

서 내려오고, 연락을 받은 후 연습실로

내려간다. 공 부양이라는 사소한 특수

효과를 롱테이크로 보여주면서 실제상황

과 같은 착각을 다.리건의 공 부양 특수효과

의 은 끊이지 않고 리건의 동선을

따라서 배우들이 연습하는 공간으로 이

동한다. 카메라는 배우들의 주변을 맴돌

면서 맘에 들지 않는 리건의 표정, 랄

의 연기하는 모습, 천장을 바라보는 리

건, 랄 의 머리 로 떨어지는 조명, 응

상황 등을 편집 없이 롱테이크로 연속

되게 보여주며 긴장감 있게 표 하 다.랄 의 머리 로 떨어지는 조명

롱테이크는 여 히 이어지는데, 카메라

는 리건이 다시 연습실로 돌아와서 거울

앞에 앉는 과정을 계속 따라다니며 촬

한다. 그러나 거울에는 카메라가 없다.

리건이 공 부양하고 있던 장면부터 7분

10 가량의 장면을 연속해서 보여주며

객으로 하여 실과 화 장면 사이

에 경계를 흐린다.리건의 주변을 맴도는 카메라

<표 4> 화 ‘버드맨’의 롱테이크에 의한 감각의 활성화

이러한 ‘복수시 (multiple perspectives)’을 이용한 연

출기법을 통해 객으로부터 고정된 이 아닌 ‘참여

하는 시선(participatory eye)’을 이끌어 낸다.23) 심이

없는 은 객들로 하여 능동 으로 찰하게하며,

공격 인 탐지를 가능하게 한다. 객은 분산된 정보들

을 통해 각자가 생각하는 의미를 극 으로 완성해나간

다. 그런 의미를 스스로가 인지해가는 과정을 통해 감각

기 들은 활성화되고, 장면에 내재된 감정들을 감지하게

되는 것이다. 감독은 단지 객들이 자발 이고 능동

으로 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장을 제공할

뿐인 것이다.

(3) 롱테이크(Long-take); 공감각 참여에 의한 임장감

롱테이크란 단일 을 길게 촬 하는 것이다. 즉 이

끊이지 않음을 의미하며, 실의 시공간 연속성을 최

한 살려 ‘임장감(presence, 臨場感)’24)을 주는 것을 목

표로 한다.25) 롱테이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데 카메라를 고정하고 긴 호흡으로 시공간 사실감을

달하는 서정 인 방법과, 카메라가 끊임없이 사물을

따라 움직이며 역동성과 리듬을 표 하는 경우이다.26)

두 유형 모두 장에 있는 듯한 착각과 사실감, 몰입감,

임장감이 증 되는 효과를 가져다 다. 화면 속과 실

의 시간흐름이 일치하면서 고유한 시간성을 느낄 수 있

으며, 특정 행 의 반 인 과정을 찰할 수 있다. 이

기법을 통해 객은 시선의 참여를 넘어서 몸의 감각을

극 으로 활용하게 되며 화면 속 사건에 참여하게 된

다. 상을 고정된 시 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움

직이는 몸과 시선으로 사건에 여하게 되는 것이다.

화 ‘버드맨(Birdman)’27)은 롱테이크가 극 으로

활용되었는데, 특수효과들이 연속촬 되면서 시공간

인 동시성과 임장감이 극 화되는 효과를 가져다 다.

이런 임장감의 극 화는 몸 자신이 상황 속에 처해 있도

록 하여 실제 이고 구체 인 공간성을 느끼게 해

다.28) 한 롱테이크가 길수록 객은 장면 속의 다양한

23) Juhani Pallasmaa에 의하면 피테르 뢰헬(Pieter Bruegel)의 작품

에서 복수시 을 통해 이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장면들을

훑고 지나가도록하는 몸의 참여를 이끌어낸다고 한다. 본 논문에

서는 딥포커스가 복수시 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Juhani

Pallasmaa, 김훈 역, 건축과 감각, 시공문화사, 2013, pp.52-54

24) 재생음을 들었을 때 청취자가 그 음이 실제로 발생되거나 연주되

고 있는 장소에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갖는 감각을 말한다. 혹은

실제의 장소에 임했을 때 받는 느낌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25) 최 주, op. cit., pp.141-142

26) 스테디캠(steady cam)의 개발로 화에서 많이 활용되는 이 롱테

이크는 화에 사실성을 더해주면서도 객에게 화 속 공간에서

카메라와 함께 있는 듯한 ‘임장감’을 다. 최 주, op. cit.,

pp.142-144

27) Alejandro Gonzalez Inarritu, 버드맨(Birdman), 2014

28) 메를로 티는 본인의 서 ‘지각의 상학’에서 “존재는 상황에

처해진 존재와 동의어이다.”라고 한다. ‘몸의 세계 세계의 몸’의

자는 이를 “몸 자신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진정한 공간이 성립되

사물들을 찰할 기회가 생기며 스스로가 극 으로

화의 의미를 찾아나가게 되는 것이다. 즉 화를 시각

인 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롱테이크에 의해

각을 포함한 다층 이며 공감각(synesthesia)29) 인 감각

들을 활성화하여 상황 속에 극 으로 참여하게 된다.

2.3. 회화에서 나타나는 미장센

심리학자 제임스 J 깁슨(James J Gibson)은 “감각은

독립 인 체계가 아니라 서로 력하는 지각시스템이며,

수동 인 측면만 있는 수용기(Receiver)가 아니라 공격

인 탐지 메커니즘이라고 한다.”30) 감각체들은 수동

으로 지각하는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용된 정보

들을 재조합하고 의미를 형성 할 수 있는 인지시스템

(Cognition system)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완성

착각’이라고 하는데 뇌가 스스로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

서 완성된 형태를 떠올리는 상을 말한다. 부족한 시각

정보만으로 빠른 단을 내려야하는 상황에서 뇌는 성

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31) 이러한 탐지 메커니즘에 의

해서 공간 내에 배열된 텍스트들의 편들을 스스로가

하나 혹은 여러 가지의 의미로 완성해나가게 되는 것이

다. 미장센이 용된 회화와 화가 일방 으로 주제를

달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람자 스스로가 의

미를 생성해 낼 수 있는 것도 인간의 감각체계가 능동

이고 공격 이기 때문인 것이다.

는 것이다.”라고 해석하 다. 조 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메를로

티의 지각의 상학에 한 강해), 이학사, 2004, p.336

29) 감 역(感官領域)의 자극으로 하나의 감각이 다른 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상.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30) Juhani Pallasmaa, op. cit., p.62를 재인용

31) EBS 다큐 라임, 감각의 제국 1부(살아 있는 모든 것은 감각한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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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폴 세잔, 수욕도, 1905

개요 장면

제작

연도
1568

작가
피테르 뢰헬

(Pieter Bruegel)

제목
농민의 결혼식

(Peasant wedding)

의의
시골 축제의 정겨운 풍경을 다

룬 작품

셔 이드

치 인물 사물

경
술을 따르는 남자, 음식을 먹고

있는 소년, 음식을 나르는 남자들
음식, 술, 빈 맥주잔, 식탁 개

경
신부, 신부의 부모, 성직자, 증

인, 악사, 하객들

녹색 천, 종이로 만든 , 교차된 두

다발

후경
실내로 들어오는 하객들, 데모

크리토스, 헤라클 이토스
열린 헛간 문

딥포커스

사물들의 속 의미생성

음식을 나르는 남자들과 실내로 들어오

는 하객들
시골 결혼식의 풍요로움을 표

신 하게 술을 따르는 남자와 게걸스

먹고 있는 소년, 농부들
비를 통해 하객들의 식탐을 강조

신부 우측의 부모, 성직자와 좌측의 하객들
신부를 기 으로 좌우의 인물이 비되

며 우측의 인물을 제함으로 묘사

녹색 천 앞의 신부와 녹색 옷의 술을

따르는 남자
술을 따르는 남자가 신랑임을 암시

<표 5> 농민의 결혼식에 나타나는 셔 이드와 딥포커스

를 들어 16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피테르 뢰헬

(Pieter Bruegel)의 회화도 미장센 인 방식, 특히 셔 이

드와 딥포커스를 통해 해석될 수 있다. 이 그림은 수확

한 곡물과 음식들로 가득한 풍요로운 헛간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면연출을 통해 농부들의 결혼식 연회를 생동

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32) 장면을 더욱 유심히 보면 각

각의 인물들의 표정, 행동, 시선, 옷차림, 성별, 색상 등

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셔 이드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이 장면은 딥포커

스에 의해 경, 경, 후경으로 나뉘며 각각의 층 에

셔 이드화 된 사물들이 배열되어 있다. 딥포커스에 의

해 형성된 ‘참여의 장’ 안에서 서로 간에 립과 상응하

는 계를 형성한다. 이런 장 내에서 셔 이드들의 계

는 작가가 하고자하는 주제를 달하기도 하지만,

람자가 극 으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끊임없

이 생성해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유하니 팔라스마

(Juhani Pallasmaa)에 의하면 뢰헬의 회화는 다

(multiple perspectives)에 의해서 각 인 요소를 도입

하고 있으며, 시선의 참여(participatory eye)를 유도한다

고 묘사하고 있다. 33) 이러한 에서 뢰헬의 회화는

다양한 셔 이드들이 다 즉, 딥포커스에 의해 다층

의미생성을 이끌어 낸다고 할 수 있다.

뢰헬의 회화는 각각의 사물들의 배치 다면, 근

회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폴 세잔(Paul Céezanne)의 화면

32) 안소 , 16세기 북구의 이상 결혼 : 피터 뢰헐의 농부들의 결

혼 연회, 홍익 석사논문, 2014, p.7

33) Juhani Pallasmaa, op. cit., pp.52-54

구성은 더욱 미분화되어

‘색의 첩, 분산, 비, 리

듬감의 배치’34)이다. 때문

에 의 미세한 움직임에

도 찰자의 시 이 변화

하며, 상과 찰자 간의

상호 계가 형성된다. 철학

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는 그의 서 ‘감각의 논리’

에서 세잔의 회화를 감각과 연 된다고 하 다. 들뢰즈

에 의하면 세잔의 회화와 객의 시선은 상호 소통하는

계이다. 그에게 있어서 주체와 객체는 분리되고 구분

짓는 것이 아닌, 서로 얽 서 소통하는 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35) 객은 세잔의 풍경을 시각 으로 고

정시켜 보는 것이 아니라 공감각 으로 미묘한 빛의 흔

들림을 느끼게 된다.36) 이는 고정된 시 의 이 아닌,

이 여러 개 있어서 몸(안구)이 움직여서 바라보는

‘체험된 원근법’이다.37) 즉 다 을 통해 람자는 수동

이고 무미건조하게 이미 ‘-된 것’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 이고 능동 인 ‘-되기(-becoming)’의 자세

를 취하게 한다. 이러한 에서 폴 세잔의 회화는 완

성된 의미를 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게 되어가는 과

정상에 놓여있는 것이다.

2.4. 건축에서의 미장센

화와 회화에서의 미장센은 시각 체험으로 한정되

어 있는 반면에 건축공간을 체험하는 것은 임장감과 공

감각을 느끼기에 더욱 유리하다. 특히 피터 터의 건축

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는 건축을 체험할 때 ‘빠른

지각력과 심리 감성’38)으로 분 기를 감지하며 그것이

‘모든 사물들(사람들, 공기, 소음, 소리, 색깔, 물질, 질감,

형태)’39)과 깊은 계가 있다고 믿고 있다. 즉 사물을

찰할 때 각자의 기억이 자극되며 특정한 감정을 상기하

게 되는 것이다. 한 터에 의하면 “강요하는 분 기

가 아닌 편안하고 유혹하는 감성 분 기를 연출하기

해서는 연극과 무 장치를 연출하는 것과 같은 능력이

요구된다.”40) 이는 터가 강요하는 의미를 달하는

체주의 몽타주가 아닌, 객 스스로가 느끼도록 하는

연극 인 미장센기법을 선호함을 유추할 수 있다. 이처

34) 육옥수, 건축 입면의 깊이에 한 연구(Paul Céezanne의 회화를

심으로), 건축역사연구 v.15 n.4(통권 48호), 2006, pp.62-64를 재

인용

35) Gilles Deleuze, Francis Bacon: The Logic of Sensation, Daniel

W. Smith, Minneapolis: Minnesota University Press, 2003, p.178

36) 백, 세잔의 사과, 한길아트, 2008, p.204

37) 이향미, 폴 세잔(Paul Céezanne) 회화의 특성 연구, 강원

석사논문, 2014, p.44

38) Peter Zumthor, 분 기, op. cit., p.13

39) Peter Zumthor, 분 기, op. cit., p.15

40) Peter Zumthor, 분 기, op. cit., p.41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5권 3호 통권116호 _ 2016.06          45

<그림 2> Bruder

Klaus Field Chapel의

셔 이드

연출기법 목 유형

셔 이드
사물에 내포된

의미

은유 : 비표상 인 개념이 상상되는 것

암시 : 편 단서를 통한 다음 장면의 상상

우회 : 특정 상을 통해 단서를 추론

다의성 : 모호한, 의 표 , 다양한 해석

<표 6> 셔 이드 인 연출기법의 목 과 유형

럼 터에게 있어서 사물과 그것들 간의 계는 감정을

내포하는 잠재력이 있으며, 마치 미장센에 의해서 분

기가 연출되는 것과 유사하다. 다음 장을 통해서는 화

와 회화, 철학에서의 미장센이론이 피터 터의 건축공

간과 어떤 상 계가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3. 미장센 의 피터 터 건축 분석

3.1. 피터 터의 미장센 인 공간연출

(1) 감정이 내포된 사물; 셔 이드와 같은 실체의 마법

건축가 피터 터는 ‘음악을 들으면 몇 만에 우리

를 자극하고 감동시키는 능력’41)이 있듯이 건축에도 실

체의 마법(Magic of the real)이 있다고 한다. 실체의 마

법이란 ‘물질을 인간의 감각으로 변형시키는 연 술’이라

고 한다.42) 이는 건축공간의 본질과 형태에 내포된 감정

들이 인간에게 흡수되어 감동을 주는 특별한 순간이 존

재한다는 말이다. 마치 화에서 셔 이드에 의해 감정

을 느끼고 미장센이 이야기와 분 기를 발 하듯이 터

한 실체의 마법에 의해 독특한 감정을 일으키는 구체

인 형태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미장센기법인 셔 이

드처럼 건축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의미와 감정을 내

포할 수 있고, 그 자체로 공간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독특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를 들어 독일 맥헤르니흐에 설계

된 ‘Bruder Klaus Field Chapel’을 보

면 후경에는 작게 뚫려있는 천창이

있고, 경에는 빛을 발하는 발 물

질과 거푸집이 태워지고 남은 나뭇결

이 있고, 경에는 성인의 조각상과

촛불 등이 보인다. 공간 내에는 경

에서부터 후경에 이르기까지 의미와

과정을 내포하고 있는 사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런 공간내의 셔 이

드에 의해 이용자들은 성인의 희생정

신을 은유 으로 느끼거나, 혹은 시 인 분 기를 느끼

기도 하는 등, 43) 다양한 감정을 감지하게 된다.

터의 건축공간에서 셔 이드 인 연출기법의 유형에

는 은유, 암시 우회 , 다의성 등이 있다. 먼 ‘은유’는

주체가 특정 상에 의해 과거의 역사, 추억, 추상 개

념, 감정상태 등 비표상 인 기억이 환기되는 시 인 장

치이다. 마치 특정 사물을 통해 성인의 희생정신과 같은

41) Peter Zumthor, 분 기, op. cit., p.21

42) Peter Zumthor, 장택수 역, 페터 춤토르 건축을 생각하다, 나무생

각, 2013, p.85

43) 구만재, 장소성과 물성에 의한 공감각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

문집 v.22 n.5(통권100호), 2013, p.19

종교 개념이 상상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암시’는 실재

하는 어떤 장면, 행 등의 편 인 단서가 지시 알

려지는 것이다. 를 들어 입구의 형태, 간 채 , 소음

등에 의해 다음 장면의 분 기나 상황이 상되는 것이

다. 즉 각각의 단서들의 종합에 의해 다음 장면에 한

측이 이 지는 귀납 추론 방식이다. 반면 ‘우회 ’

표 은 특정 상 혹은 주제가 주어지면 주체의 해석에

의해 다른 의미로 치환되는 연역 추론 방식이다. 를

들어 과거 유 지에 실재했던 공간이 아닌 추상 인 공

간감의 체 을 표 함으로써 과거로의 증강 실이 이

지는 것과 같다. 즉 비표상 개념이 표상되어지는 과정

이다. ‘다의성’은 이러한 은유, 암시, 우회가 종합 으로

이루어지며 상호텍스트 인 계에 의해 의미가 모호해

지며 다양한 해석이 생성되는 것이다.

(2) 사물들 간의 계; 개별 사물들이 속하는 장소로

서의 딥포커스

피터 터는 “몸을 가진 매스인 건축은 멤 인, 패

릭, 외피, 천, 벨벳, 실크, 내 주변의 모든 것으로 구성

되어있다.”44)고 하 다. 여러 물질과 재료들을 혼합하여

반응을 일으키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야하며 물질에

한 세심한 심과 사랑 끈끈한 유 계를 강조하

다.45) 건축은 피부로 덮인 수많은 사물들로 채워지고 그

것들 간에는 깊은 상 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각각

의 고유한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들(organs)이 서로 연계

되어 살아 숨 쉬는 유기체(organic body)와 같은 것이

다.46) 마치 딥포커스에 의해 나열되고 배치된 사물들이

서로 충돌하고 계를 맺으면서 이야기를 생성하는 것처

럼, 터가 연출하는 공간에도 이러한 특성이 연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의할 은 상 계를 갖기 이

에 각각의 사물들은 고유한 개별성이 제되어야 한다.

를 들어 스 스 쿠어에 설계된 ‘Shelters for Ruins’

의 경우에 하부에는 회색 돌을 쌓아 올린 고 의 유 지

가 있고, 상부에는 나무틀로 조립된 루버가 보이고, 그

사이에는 검은 벽이 보인다. 이 검은 벽에 의해 유 지

와 나무 루버가 한 거리를 유지한 채 분리되어 보이

고 서로 간에 극명한 비를 이루게 된다. 각각의 사물

의 개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더욱 요한 것은 사물자체

44) Peter Zumthor, 건축을 생각하다, op. cit., p.86

45) Peter Zumthor, 분 기, op. cit., p.35

46) “건축은 에 보이지 않는 여러 장기와 물질로 구성되어 피부로

덮인 인간의 몸과 비슷하다.” Peter Zumthor, 분 기, op. cit.,

pp.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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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helters for

Ruins의 사물들의 계

연출기법 목 유형 세부 유형

딥포커스

사물간의 계에

의한 이야기

생성의 장소

고유한

사물들

명암 비

임계근 성

사물들의

장소

깊이감, 거리감

탈 심 시선

이야기

생성

사색 찰

서로 속하는 사물들

<표 7> 딥포커스 인 연출기법의 목 과 유형

연출기법 목 유형

롱테이크
능동 으로

참여하는 몸

상과의 상호소통

공감각 체험

임장감

<표 8> 롱테이크 인 연출기법의 목 과 유형

연

기법

딥포커스 : 사물간의 계에 의한 이야기 생성

명암 비 임계근 성 깊이감
탈 심

시선

사색

찰
상호 계

● ● ● ● ● ●

공간

특성

-검은 벽으로 띠를 두른 어두운 내부와 검은 임으로 표 한 외

부가 보이는 창은 명암의 비가 뚜렷하여 개별 인 사물들로 구분

작품개요

개요

년도 1986

치 Chur, Swiss

용도 고 로마유 지 보존 교육시설

공간

체험

과정

외부는 폐쇄되어있지만 길거리의 두 개의 창을 통해 내부공간을 들

여다보게 된다.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텅 빈 공간에 다양한 사물들이

펼쳐져 있다. 한 나무루버를 통해 외부의 온기, 소음 등이 해 들

어오며 내부의 시선과 이질 으로 교차하게 된다.

장면

셔

이드
다질 인 외피 내부 볼륨감의 우회 표

딥포

커스
- 명암 비에 의한 깊이감

채 창의

탈 심 배치

롱테

이크
-

내외부 시선의

교차

유 지 장에

집 하는 몸

외부의 빛,

소음, 기온

미장센 인 특성 분석

연

기법

셔 이드 : 사물에 내포된 의미

은유 암시 우회 다의성

● ● ● ●

공간

특성

-본래의 유 이 갖고 있었던 볼륨감을 원본 그 로의 재료에 의한

표 이 아닌, 지역재료를 통해 간 인 제스처로 표 하고 있다.

- 폐된 볼륨은 나무 루버로 되어있어서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외부

의 소음과 온기가 해진다. 밤이 되고 실내조명이 비춰지면 내부가

투 되어 보이기도 한다. 건물의 다질 인 외피는 내 외부가 반 되

는 효과를 주며, 찰자와의 상호작용을 유도한다.51)

<표 9> ‘Shelters for Ruins’의 미장센분석

의 고유함이 아니라 그것들 간의

계가 체 분 기에 있어서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것이다.

터의 건축공간에서 딥포커스

인 연출기법은 장소 안에서 각각의

사물들의 속하는 계에 의해 이

야기생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먼

모든 사물들이 융합되고 통합된 하

나의 이미지가 되어 버리게 하는 것

이 아니라 ‘임계근 성’47) 혹은 ‘빛에

의한 명암 비’에 의해 각각의 것들이 고유한 성질의 사

물로 인지되도록 한다. 한 각각의 사물들이 배치되는

장소는 ‘깊이감’과 ‘탈 심 ’이 기반이 되어야 한

다. 마치 딥포커스 안에서의 배치가 요시 되는 것과

같이 터의 공간에서도 각각의 사물들은 선명한 을

유지하면서 배치되어있다. 이러한 고유한 개별성과 다

이 기반이 되었을 때 객은 선택 이며 ‘사색 인

찰’을 하게 된다. 즉 사물들 간의 정한 계를 조율하

는 과정이 기반이 되어야 비로소 ‘ 속하는 계’가 형성

되고 우연 이야기가 발생하게 된다.

(3) 물리 이 아닌 공감각 ; 소리, 온도, 감에 의한

신체 공간감

화는 근본 으로 건축에 비해 감 체험에 제약이

따른다. 이를 극복하기 해서 화에서는 롱테이크를

통해서 시공간 동시성과 임장감을 극 화하여 장에

있는 듯한 착각을 유도하여 공감각을 자극한다. 반면에

건축은 화와 다르게 ‘재질에 따른 각 인 감각과 두

드림에 의한 공간의 소리, 사용자의 몸을 감싸는 온기의

차이’48)와 같은 상 이며 상호반응 인 계까지 세

하게 신경을 써야한다는 것이다. 온도는 물리 이지만

심리 이기도 한데 물질과 직간 을 하게 되면

내 몸의 온도가 변화하여 분 기와 감정에 크게 향을

미친다.49)

‘Therme Bath Vals’ 같은 경우 편마암과 닿는 발바닥

의 감, 몸을 감싸는 물과 수증기와의 은 단순히

47) “여러 재료를 혼합할 때 무 멀어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거나

무 가까워서 서로에게 해가 되는 지 이 있다.” Peter Zumthor, 분

기, op. cit., p.27

48) Peter Zumthor, 건축을 생각하다, op. cit., p.86

49) Peter Zumthor, 분 기, op. cit., p.33

체온의 변화와 거친 정도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공감

각 으로 심리 인 감성이 자극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터는 모든 사물들에 의한 시각 , 각

은 단순히 물리 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인 감정반

응과 깊은 연계가 있음에 주목한 것이다.

터의 건축공간은 객을 시각 체험으로 한정짓는

단일한 감각에 의한 일 일 응이 아니라, 상과의

각 ‘상호소통’이 이루어지며 타(他)-감각기 들과 깊은

연 을 맺는 ‘공감각 체험’을 하게 되는 능동 참여의

장소이다. 즉 시각 심 인 건축은 나르시즘 이며 죽은

공간이다.50) 반면에 화의 롱테이크 기법처럼 각 으

로 체험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신체 공간은 능동

으로 참여하는 ‘임장감’ 있는 장소이다.

3.2. 미장센 인 공간연출 분석

50) 박 욱, 필로아키텍처, 향연, 2009, pp.25-27

51) 김도운, 건축의 표피에서 나타나는 다질성의 특성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v.23 n.6(통권 107호), 2014,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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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개요

개요

년도 1996

치 Graubunden, Swiss

용도 온천, 호텔 부속시설

공간

체험

과정

좁은 터 을 통과하고 탈의실을 거쳐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과정을

통해 매스들 사이사이와 온천의 반 인 상황을 훑어보게 된다. 진

입부에서 체를 훑는 과정을 통해 시각 으로 간 체험을 한 뒤에

각각의 부분으로 들어가서 공간을 직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들을 통해 일상 행 의 목욕은 제의 과정으로까지 확장 된다.52)

장면

셔

이드

시간성,

원 동굴

간 채 에 의한 공간의 암시,

지역 재료인 편마암의 사용

은유 으로

종교의식 표

딥포

커스
- 명암 비 탈 심 시선 사색 찰

롱테

이크

물이 떨어지는

소리
공간의 울림 소리의 교차

계단을 통해

물속으로 입수

미장센 인 표 방법

연

기법

셔 이드 : 사물에 내포된 의미

은유 암시 우회 다의성
● ● ● -

공간

특성

-온천의 입부에 있는 녹슨 콘크리트 벽은 원 동굴의 느낌을

주는 은유 요소이다.

-가늘고 긴 천창 사이로 들어오는 간 채 을 따라 시선이 움직이도

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머의 다음 공간이 있음을 암시하며 몸

이 이끌리도록 한다.

-온천 내부의 부분은 지역 재료인 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공

이지 않은 자연의 일부임을 우회 으로 표 하고 있다.

연

기법

딥포커스 : 사물간의 계에 의한 이야기 생성

명암 비 임계근 성 깊이감
탈 심

시선

사색

찰
상호 계

● ● ● ● ● -

공간

특성

-온천의 내부는 상당히 어둡지만 천창과 매스들 사이로 들어오는 간

채 에 의해 강한 빛의 비효과를 이루며, 이를 통해 구체 인

원근감과 깊이감을 느낄 수 있다.

-가늘게 잘라진 천창에 의해 수직 인 매스들은 수평 인 천장과 분

리되어 개별 인 사물처럼 보인다.

-명암 비효과와 각각의 개별 사물들에 의해 탈 심 이며 참여하

는 시선을 유도한다.

연

기법

롱테이크 : 참여하는 몸

상과의 상호소통 공감각 체험 임장감

● ● ●

공간

특성

-진입부에서부터 심부의 온천으로 서서히 내려오면서 물속에 몸을

담그는 동선으로 되어있다. 마치 고 로마시 의 목욕 습53)을 연

상 하는 제의 과정이다.

-건축재료와, 물, 안개, 소리 등 다양한 각, 지각 인 체험들을 통

해서 감성 인 경험과 인지를 하게 된다.

<표 10> ‘Therme Bath Vals’의 미장센분석

작품개요

개요

년도 2007

치 Wachendorf, Germany

용도 개인을 한 종교시설

공간

체험

과정

이 교회의 구축은 나무를 세워 거푸집 틀을 만든 뒤에 콘크리트로

외벽을 쌓고 내부의 나무 거푸집을 태워서 비워냈다. 외부의 육 한

삼각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삼각형의 공간이 지속되다가

차 확장되어 꼭짓 에 천창이 있는 삼각뿔 공간으로 들어오게 된

다. 내부는 거칠고 탄 냄새가 나며 축조과정의 흔 들로 가득 채워

져 있다. 내부의 검게 탄 벽에 있는 나무옹이껍질의 흔 과 냄새를

통해 건축과정에 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때문에 내부공간을

체험할 때 마다 사용자의 각과 후각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다.

장면

셔

이드

내부 공간의

은유

성인의

조각상, 촛불

천창, 나뭇결,

발 물질
축조과정

딥포

커스

외벽과 내벽의

명암 비
개별 사물들

명암 비에

의한 깊이감
-

롱테

이크

육 한 문의

감
내벽의 거친 감

탄내를 통한

후각의 자극

미장센 인 특성 분석

연

기법

셔 이드 : 사물에 내포된 의미

은유 암시 우회 다의성
● ● - -

공간

특성

-성당 안의 성인의 흉상은 빛이 떨어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며

종교 기억을 자극하는 은유 인 셔 이드 요소이다.

-네모난 매스와는 다소 이질 인 삼각형의 문은 내부공간을 상상하

게 하는 암시 요소이다.

연

기법

딥포커스 : 사물간의 계에 의한 이야기 생성

명암 비 임계근 성 깊이감
탈 심

시선

사색

찰
상호 계

● ● ● - ● ●

공간

특성

-천창과 내부의 강한 명암 비에 의해 공간에 깊이감을 주었다.

-멀리 보이는 천창에서부터 내부 벽에 붙어 있는 빛을 발하는 발

물질, 나무가 태워지고 남은 결, 높이에 있는 성인의 조각상까지

각각의 사물들을 서로 계 맺게 나열하 다.

-머무름과 찰, 시선을 훑는 과정을 통해 배치된 사물들의 서로 다

른 의미를 연결하면서 이야기를 완성해 나간다.

연

기법

롱테이크 : 참여하는 몸

상과의 상호소통 공감각 체험 임장감
● ● ●

공간

특성

-거칠고 육 한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무게감과 거친 감을 달받

는다.

-내부에 나무가 태워지면서 남은 탄내는 공감각 체험을 가능하게

하며 임장감을 극 화 한다.

<표 11> ‘Bruder Kllaus Chapel’의 미장센분석

작품개요

개요

년도 2007

치 Köln, Germany

용도 교회 유 지 보존 미술

공간

체험

과정

외부는 기존 유 지 에 흰 벽돌로 쌓여있으며 거 한 볼륨감을 이

루고 있다. 폐쇄 인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격히 어두워

지며 텅 빈 내부에 폐허가 된 유 지가 펼쳐져 있다. 람자는 지그

재그로 된 동선을 통해 유 지를 람하게 된다.

장면

셔

이드

시간 차이의

은유 표
쟁의 흔

과거교회

공간감의 재
다질 외피

딥포

커스
-

명암 비와

탈 심 시선
사색 찰 명암 비

롱테

이크
- 임장감 - -

<표 12> ‘Kolumba Museum’의 미장센분석

되어 보이며 깊이감을 강조한다.

-깊이감 있는 공간에 배열된 유 지, 사물들, 나무 루버, 외부의 움

직임 등은 서로 연결되며 의미를 형성한다.

-출입구, 창문 임, 천창 등의 자연채 이 들어오는 요소들은 내

부와 명암 비를 이루며 탈 심 시선을 이루게 한다.

연

기법

롱테이크 : 참여하는 몸

상과의 상호소통 공감각 체험 임장감
- ● ●

공간

특성

- 릿지에서 계단을 타고 하부로 내려오게 되면 유 지를 비추는 천

창과 검은벽 때문에 몸은 유 지에 집 하게 되고 과거로의 재 이

이루어지게 된다.

-천창에서는 자연채 이 떨어지고, 나무 루버의 틈을 통해서는 외부

의 기온과 소음, 바람이 들어와 다발 감각을 자극하게 된다.

52) 박소람, 페터 토르 건축에서 나타나는 각 시각 상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논문집 v.31 n.2(통권 316호), 2015, p.201

53) 이명재, 페터 춤터 건축에서 나타난 건축의 존재방식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11 n.2(통권 38호), 2009,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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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장센 계

다이어그램

미장센에 의한

분 기 연출

피터 터의

공간연출

▶

미장센의 공간특성

셔 이드

:사물에 내포된 의미

감정이 내포된 사물

:실체의 마법

개별 사물들의 계

즉발 감정반응

딥포커스

:우연 이야기

생성의 장소

사물들 간의 계

:해부학 몸과 같은

건축

자발 목 성의 장소

탈 심 속에 의한

자기생성

롱테이크

:참여하는 몸

물리 이 아닌

공감각

:소리, 온도, 감에

의한 심리 반응

감각의 다층 활성화

상호텍스트에 의한

차이생성

<표 13> 피터 터의 공간연출과 미장센의 분 기연출의 상 계

미장센 인 특성 분석

연

기법

셔 이드 : 사물에 내포된 의미

은유 암시 우회 다의성
● ● ● ●

공간

특성

-기존 교회를 본래의 형태로 구체 으로 복원하지 않으면서도, 폐허

가 된 바닥 부분을 유지하고 그 에 새로 쌓은 벽돌과 천장을 통해

내부성을 갖게 함으로써 본래 교회가 가졌던 추상 인 공간감을 우

회 이고 은유 으로 느낄 수 있다.

-외부는 철 히 폐쇄되어 있지만 바깥으로 노출된 유 의 흔 을 통

해 내부공간을 암시한다.

연

기법

딥포커스 : 사물간의 계에 의한 이야기 생성

명암 비 임계근 성 깊이감
탈 심

시선

사색

찰
상호 계

● ● ● ● ● ●

공간

특성

-내부에서 후경의 듬성쌓기 된 외벽은 밝게, 경의 유 지 외벽은

어둡게, 경의 유 지 바닥은 내부조명에 의해 밝게 하여 각각의

사물마다 명암 비가 반복되어 이 지게 하 고 공간감의 깊이감을

명확하게 구분해주었다.

-유 지, 릿지, 수직 기둥, 천장 그리고 듬성쌓기로 되어있는 외

벽들은 서로 상호 계를 형성하며 과거에 한 상상을 하게 한다.

-유 지 내의 지그재그로 된 동선을 통해 공간을 우연 으로 찰하

면서 이 교회가 겪었던 역사 인 아픔을 스스로가 생성하도록 하

다.

연

기법

롱테이크 : 참여하는 몸

상과의 상호소통 공감각 체험 임장감
- - ●

공간

특성

-폐허가 된 유 지 를 직 걷게 함으로써 임장감이 있는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4. 피터 터 건축의 미장센

4.1. 미장센에 의한 감성 분 기

앞서 분석한 것과 같이 피터 터의 건축공간연출에서

화와 회화에서 나타나는 미장센 인 연출방법이 용되

었음을 알았다. 첫째로, 미장센의 기본단 인 셔 이드화

된 은유 사물은 상호텍스트 감정반응에 향을 주는

것이며, 터가 말하는 실체의 마법과 같다. 이 단 요소

들은 에 보이는 가시 인 특성인 형태와 물성뿐만 아니

라 온도, 소리 등 비가시 특성은 물론, 개인 인 경험과

무의식 기억까지도 포함한다. 즉 터의 공간이 다층

감각을 자극하는 비가시 셔 이드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각자의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둘째는, 몸이 참여하는 장안에서 사물들은 서로 간에

의미를 끊임없이 속하며 반응하게 된다. 건축가는 사

용자가 자유롭게 이야기생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역할을 할뿐 의미를 직 으로 강요하지는 않는

다. 감정이 내포된 사물들은 독립 이며 폐쇄 으로 완

결된 의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느슨한 장안에서

서로 계 맺으며 열린 의미로 자기생성 되는 유기체와

같다.

셋째는, 이러한 사물들에 내포된 감성들은 한 가지 감

각에만 의존하여 탐지되는 것이 아니라 공감각 으로 서

로 연결되고 이되면서 수많은 차이가 있는 감성을 느

끼게 된다. 장소 속의 사물들은 몸의 극 참여에 의

해서 비로소 충돌하고, 미끄러지고, 상응하는 반응을 하

게 된다.

이런 각각의 특성들은 독립 인 것이 아니라 서로 얽

있으며, 상호보완하는 계를

형성한다. 종합해보면 미장센은

‘은유 이며 암시 인 편화된

조각(셔 이드)’들이 ‘참여의

장’ 안에서 사물간의 속(딥포

커스)을 이루어 다의 인 의미

들로 재생성 된다. 이는 우리의

뇌가 완성착각을 한 선험

인 탐지메커니즘을 갖추고 있

다는 제에 의해 충족된다. 더

불어 주체와 사물 간에는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상호텍

스트 으로 반응하며 차이 있는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한 자발 의미생성을 극 화하기 해서는 임장감 있

는 몸의 참여를 통해 감각의 개입을 활성화해야한다. 이

를 통해 사물의 의미는 끊임없이 서로 속하며 ‘자기지

시 ’ 54)인 계를 갖게 된다. 이러한 미장센 기법들을 통

해 스스로가 편들을 조합하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이야

기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즉 미장센에 의해 내

포된 감성과 의미는 강요하고 세뇌하는 기계 정보 달

이 아니라, 각자의 에 따라 우연 , 무의식 으로 형

성되는 ‘감성 분 기(Atmospehres)’이다.

4.2. 피터 터의 미장센 인 공간특성

(1) 개별 사물들의 계

사물들이 셔 이드로 작동하기 해서는 사물들 간의

한 거리유지가 요구된다. 서로간의 거리가 무 가

까워서 병합이 되면 그 사물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

을 상실하게 된다. 거리감을 상실하게 되면 그 사물만이

발산할 수 있는 분 기를 잃게 되는 것이다. 반 로

무 멀게 되면 의미가 퇴색되고 계가 흐려지게 된다.

즉 사물이 은유 표 을 통한 감정 달을 해서는

정 거리감에 의한 개별 고유함을 유지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서로 속하는 계성을 해서 임계근 성을

유지해야한다. 이러한 거리감의 한 지 을 찾는 과

54) 본 논문에서 언 하는 자기지시성은 강제 이고 지시 으로 세뇌

한다는 의미와는 구분된다. 텍스트 안의 문장들은 하나의 의미로

고정되기보다는 스스로를 지시하면서 계속해서 차이를 생성해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인하, op. cit., pp.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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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해서 사물 각각의 고유한 성질과 감성 분 기

가 발 된다.

(2) 즉발 감정반응

음악과 미술을 만났을 때처럼 건축공간을 체험할 때도

즉흥 인 감정반응, 순간 인 거부감, 우연 감 등이

발생한다.55) 이러한 순간 인 감정반응은 앞서 언 한

‘ 력 지각에 의한 완성착각’과 같다. 건축은 탐지 메

커니즘에 의해 온몸으로 체험되는 것이며, 다양한 감각

들은 력 이면서도 즉흥 으로 분 기를 인지해낸다.

한 연출된 건축공간과의 감정반응은 각자의 감정과 기

억에 따라 향을 받으므로 우연 이다.

(3) 자발 목 성의 장소

건축은 공간과 시간의 술이며, 질서와 자유사이에서

스스로가 길을 찾고 방황하며 자연스럽게 이끌리는 것

사이에 존재한다.56) 병원의 복도처럼 강요하며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풀며 편안하게 유혹하는 분 기이

다.57) 미장센이 몽타주와 차별화되는 특징 에 하나는

강요하지 않으며 각자의 무의식과 목 성에 의해 스스로

가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발 목 성은 일방

인 동선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가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느슨한 질서가 제된다. 그러면서도 유혹되듯이 다음공

간으로 흘러들어가며 유유자 하는 장소이다.

(4) 탈 심 속에 의한 자기생성

텍스트가 산재되어있는 미장센 인 장소에 개입하는

다층 감각에 의해 자기생성 인 의미가 활성화된다.

객 스스로는 다발 으로 수용된 텍스트들을 스스로가

끊임없이 연결하고 계 맺으며 의미를 생성해낸다. 때

문에 단일텍스트 자체보다는 텍스트들 간의 속과 계

가 더욱 요하다. 즉 의미생성에 있어서 독립성보다는

속과 계가 더욱 큰 비 을 차지한다. 한 하나의

의미가 심을 갖고 체의미를 규정하고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탈 계 인 의미를 이룬다. 즉 의미는 고정된

계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속하

는 불확정 계에 놓여있는 것이다.

(5) 감각의 다층 활성화

감성 분 기를 연출하기 해서는 가시 인 차원을

넘어서 감각이 극 화로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한다. 감성 인 미장센은 최소한의 역치로도 몸

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모든 감각을 다층 으로 활용하

여 의미를 인지하고자하는 장소이다. 이는 의미가 미완

이며 미숙한 상태에서부터 발 된다.

만약 채에 의해 과도하게 선명하여 시각 으로 더

이상 밝 질 것이 없게 되면, 객은 더 이상 능동 으

로 탐구하려 하지 않게 되며 주변의 자극에도 무감각해

55) Peter Zumthor, 분 기, op. cit., p.13

56) Peter Zumthor, 건축을 생각하다, op. cit., p.86

57) Peter Zumthor, 분 기, op. cit., p.41

진다. 과도한 노출과 자극은 세심한 찰을 요구하지 않

으며 마치 세뇌 인 이미지의 포르노와 같다.58) 반면에

어둠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상황 혹은 감정상태가 있

다. 마치 밤하늘의 별을 측하기 해서는 가장 어두운

상태가 필요한 것과 같이, 암흑이 연출되었을 때 비로소

느껴지는 것이 있다. 빛의 세기가 어들수록 암순응59)

과 명암의 비에 의해 미세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의미를 완성하기 해 끊임없는

상상력을 요구하는 암시 인 에로틱함의 매력과 같다.

미장센을 능동 으로 탐지하게 되는 원천은 완성되고 모

든 것이 폭로된 상태가 아니라, 감추어지고 미숙한 상태

로부터 나온다.

(6) 상호텍스트에 의한 차이생성

건축공간에는 우리 몸을 감성 으로 자극하는 여러 요

소가 있는데 가시각 인 자극제뿐만 아니라, 암순응, 재

료의 울림, 외부의 소음, 물성의 거친 각과 나무 탄 내

음 등과 같은 비가시 자극제도 있다. 이러한 공간을

체험하는 사용자의 몸은 다발 인 자극제와 상호반응을

일으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 각자가 느끼는

에 따르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때문에 공간에서 느껴지

는 감정은 모두에게 공통되며 통폐합(merge)된 것이 아

니며, 각각의 미분화된 감각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차이

가 있는 감성 분 기를 생성해낸다. 즉 각자의 에

향을 받는 상호텍스트성에 의해 동일성의 반복이 아닌

차이가 있는 의미가 생성된다.

5. 결론

사회는 공간이 량생산 상품화되어 장소에

한 태도가 진정하지 못하게 되었고 건축과 장소의 가치

가 문화, 매스미디어, 앙권력과 안내책자 등에

의해서 일반화되고 규정되어졌다.60) 각자의 감성이 타자

의 감성에 의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명백한 의도로 귀결시키기 해 정보의 과다한 나열이

이루어지는 몽타주 인 감정조합의 폐해이다. 인들

은 차 민한 감각을 활용할 기회를 잃게 되고, 무기

력하며 소극 이고 분석 능력이 하되는 심리질환을

겪게 되는 것이다.61) 이제는 정보 달의 효율성만을 추

구하는 몽타주 인 공간연출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의미

58) “상상을 허용하지 않는 포르노는 과도하게 선명하여 환상을 마비

시키고 질식시킨다. 상상력은 선명하지 않은 것, 불명확한 것을 필

요로 한다.” 한병철, 김태환 역, 투명사회, 문학과지성사, 2014, p.40

59) 시세포의 역치(자극에 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

한의 자극의 세기)가 내려가서 감도가 좋아지는 것이다. 네이버 지

식백과, http://terms.naver.com

60) Edward Relph, 김덕 ․김 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

형, 2005, pp.177-245

61) 한병철, op. cit.,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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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며 감각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미장

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서 피터

터의 건축공간연출을 통해서 건축이 나아가야 될

감성 건축으로서의 미장센에 해서 연구하 고, 감성

미장센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장센은 마치 포르노와는 구분되는 에로틱함을

가지고 있다. 포르노가 과도한 노출과 시에 의해 비

이 없다면 에로틱은 의미가 불명확하며 유혹하는 것이

다.62) 포르노는 마치 몽타주기법처럼 벌거벗은 모습을

시하며 직 으로 성 계를 묘사하지만, 에로틱은 간

이며 암시 으로 그 다음 장면을 상상하게 한다. 포

르노는 객의 참여를 시각 으로 제한하는 폭력 이며

세뇌 인 이미지인 반면에 에로틱 인 성향의 미장센은

자발 인 상상력과 각 , 공감각 감각을 유도해낸다.

둘째, 미장센 인 공간은 들뢰즈가 말하는 차이와 생

성의 원리가 내포되어있다. 배치되고 배열된 사물은 끊

임없이 미끄러지며 의미가 생성되어지는 과정에 있다.

의미가 굳어진 채 퇴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으로 진

화하며 차이를 만들어내는 과정상의 장면이다. 즉 미장

센에 의한 감성 공간은 주체와 객체가 고정되어져있는

공간이 아니라 사건과 체험의 공간으로 작용되어진다.

감성 공간은 의미, 기억, 감정이 생성되고, 변화하며,

소멸되는 과정자체이다.

셋째, 감성 미장센 공간은 물리 공간을 넘어서 감

성 인 분 기를 느낄 수 있는 비물질 인 환경이다. 미

장센 인 분 기는 우리 몸과 공감각 으로 연결되어 있

으며 개인의 기억과 감정에 서로 반응한다. 이러한 미장

센은 도시규모에서는 집단기억과 정체성 형성에까지

향을 주기도 한다. 즉 감성 장소는 물리 경계, 실체,

있음이 아니라 비물질, 기억, 기호, 없음이며 가상 이기

까지 하다.

종합 으로 미장센은 객의 에서 능동 , 다층 ,

다의 , 불확정 , 생성 , 비물질 으로 작동하며 열린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가 추구

해야하는 감성 인 성향에 미장센의 가능성이 목될 수

있으며 특히 건축에서는 피터 터의 작품사례에서 그러

한 성향이 다분함을 밝혔다. 터의 건축과정은 감각과

기억을 자극하는 사물들의 배치와 계(surrounding

objects)를 조 함으로써 우리 몸이 극 으로 감정반응

을 할 수 있는 건축 환경(architectural environments)

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가 건축공간

연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감성 분 기

(Atmospheres)의 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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