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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근대건축에서 신체(몸)에 대한 관심은 인체의 비례와

추상에 의한 형식에 기준하였다. 이는 건축공간 내 지각

의 주체인 신체(몸)를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간의

감정을 배제시킴으로서 몸을 타자화 시킨 것이다. 이에

탈근대의 시대정신은 추상적 거리감을 만드는 시각위주

의 접근을 비판하고 신체(몸)담론을 다시 대두시켰으며,1)

이 신체지각담론은 체험 공간2)논의의 중심에 있다.

프랑스 철학자 메를로-퐁티(Merleau-Ponty)는 신체는

세계(환경)와의 관계에서 그 자신이 역동적으로 새롭게

구조화 되면서 변하는 것으로 설명한다.3) 신체는 세계와

자아사이에서 공간을 해석하고 의미를 규정하는 중심에

있는 것이며, 감각들의 총합만이 아닌, 존재모두를 이용

하여 환경과 관계한다. 존재모두의 의미는 공간과 관계

되는 신체지각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주체는 세계와의

관계 내에서 지각하고 인지하며, 나아가 행위함을 통해

공간을 규정한다.

이와 같이 신체담론은 신체지각이 규정하는 범위를 감

각만이 아닌, 감각과 지각, 그리고 인지적 과정에 의한

행위로까지1)확장시킴에 따라, 현대건축공간은 인간이 배

제된 추상적2)공간으로부터3)인간에 의해 생성되는 장소

로의 관점으로 대두되었다.4) 그러나 현대건축에서 이러

한 신체지각에 대한 연구는 지역과 대지에서 감각되어진

현상적 구축에 국한되어 연구되어져 왔고,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감각을 포함한 지각, 인지를 통한 사고의 과정,

그리고 인간행위까지도 신체지각의 범주로서 고찰하고,

확장된 신체지각 범주에 의한 건축적 공간으로의 구축적

층위를 밝히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신체지각은 현상학5)의 주요논제이다. 2,3장에서 신체

지각의 범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신체지각의 건축적

1) 건축과 신체 서문, 이상건축, 9906, p.117
2)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는 체험공간을 수학적 공간과 분리시켜 설명
한다. 이에 대하여는 볼노의 『인간과 공간』참조. pp.17-25

3) 조광제, 왜 다시 몸이 문제인가, 이상건축, 9906, p.120
4) “행위는 특별한 장소와 관계를 가짐으로써 비로서 의미작용을 가
지며, 또 장소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C.N.Shultz,
『실존, 공간, 건축』,김광현 역, 태림문화사, 1994, p.36

5) 현상학은 철학사상으로 발전해왔으나, 이는 본질을 탐구하는 방법
론으로서 다른 모든 학문에 적용될 수 있다. 현상학은 일차적으로
방법개념을 의미한다.[...] 현상학은 논증의 학이 아니라, 사상자체
를 있는 그대로 증시하는 방법이다. 소광희, 『하이데거 존재와 시
간 강의』, 문예출판사, 2003,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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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층위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HdM, Sejima, 그리고

R. Koolhaas작품에서 전개된 신체지각의 주요한 구축층

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HdM, Sejima, 그리고 R.

Koolhaas의 기존 연구는 이들 건축가들의 건축적 배경

과 개념 또는 구축의 방법으로 각기 서술되어왔으나, 이

들의 작품에서 공통구조로 분석되는 개념적 토대는 사용

자의 신체체험을 공간형성의 근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다. 더불어 사용자의 감각에만 집중되어있지 않고 지각

과정 내 사고와 인지과정까지도 고려한 건축적 장치로

구축해감으로써, 건축에서의 현상학적 적용방법의 가능

성을 확장하는 등의 연구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을 지닌다.

2장은 신체지각의 범주에 관한 이론적 고찰이다. 지각

은 곧 사고라는 신체지각에 대한 확장된 해석의 범위를

설명하는 이론적 고찰을 제시한다. 3장은 2장에서 신체

지각의 범주로 해석된 특징들을 건축적 구축층위의 해석

안 에서 재고찰 한다. 4장은 2장과 3장에서 고찰된 신체

지각에 대한 분석의 틀을 토대로 HdM, Sejima, 그리고

R. Koolhaas가 그들의 작품에서 적용하는 신체지각의 주

요범주와 이에 대한 구축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신체지각 범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현상학(Phenomenology)을 그리스어로 정식화하면

legein ta phainomena [현상들을 말한다]가 된다. 즉 ‘스

스로 드러내는 것을, 그 자신으로부터 드러나는 그대로

보이게 함’을 가리킨다.”6) 메를로 퐁티는 신체지각의 범

주를 현상학적 방법으로 고찰한다. “신체가치의 회복에

대한 철학”7)으로서 현상학을 설명한다. 메를로-퐁티가

의미한데로 현상을 체험하는 신체지각은 의미화작용을

띠는 것으로 이는 일상에서의 체험을 통한 감각, 지각,

그리고 인지가 모두 하나의 과정임을 요구한다. “신체는

인간이 자기의 신체를 중심으로 세계를 측정하고 질서를

세워나가면서 많은 의미를 만들어내는 개인적 세계의 원

천인 것이다.”8) 아래는 감각, 지각, 그리고 인지를 포함

하는 신체지각범주의 주요특징에 대한 고찰이다.

2.1. 인지로서의 지각
지각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시각의 우선적 위치를

고려하며 말한다면 ‘본다’이다. ‘본다’는 것은 보는 주체

와 보여 지는 대상, 그리고 그 상호간의 관계로 생각될

수 있다. 찰스 홀라한(Charles J. Holahan)은 환경적 지

6)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소광희역, 경문사, pp.51-52, 재인용, 소
광희,『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강의』, 문예출판사, p.38

7)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역, 문학과 지성사, p.13
8) K.C. Bloomer & C.W. Moore, Body, Memory, and Architecture,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7a, p.43

각, 환경적 인지, 그리고 환경적 태도를 각각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이들의 각각은 단독적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닌 서로가 관련되며 작용된다.9) 환경지각에 있어

물리적 환경은 보여 지는 대상을 말하며 감각적 입력을

통해 파악하는 과정은 지각과 사고가 통합된 심적 과정

인 인지과정10)이라 할 수 있다. 지각의 과정에는 주체가

대상과 관계 맺는 심리적 과정이 포함되므로, 이 안에는

주체의 보는 방식 또한 포함되어있다. 우리가 사물을 보

는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11) 따라서 지각과정에는 주체의 정

신적인 작용이 함께 하는 것이다.

비평가이자 예술 심리학자인 루돌프 아른 하임은 감각

기관의 활동을 인지나 사고에서 제외시키고 분리하려는

사용법에 대하여 대립한다. 그는 인지적 사고가 감각기

관의 일이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

고, 사고라는 작용은 지각우위의 심적 과정에서의 전유

물이 아니며, 지각 그 자체의 핵심요소임을 주장한다.

“내가 인지적이라고 말할 때 나는 정보의 수용, 저장 및

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심적 조작들을 뜻한다. 즉 감각,

지각, 기억, 사고, 학습 등이 포함된다.[....] ‘사고’라는 용

어를 지각에서 떼어놓을 방도가 없다. 사고과정들 중 최

소한 원칙적으로나마 지각에서 작용하지 않는 것은 없

다.”12) 변화무쌍한 신체의 감각적 작용을 정신적 사고의

지적능력에 대비해 열등한 것으로 처우하고 정신적 사고

와 신체를 분리했던 플라톤의 이원론적 관점이 아닌, 감

각기관이 사고로서의 의미작용과 하나로 인식되면서, 환

경과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의지적으로 선택하며 분석적

으로 종합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바로 현대가 점유

한 신체에 대한 지각의 사유핵심이다. 메를로-퐁티도 이

와 동일선상에서 게슈탈트 심리학13)의 성과를 이어 받는

다. 감각함을 매체가 수용하는 자료의 의미화로 보고 감

각과 사고과정에 개입되는 모든 요소들은 인지적 지각을

활성화시키는 요건이 된다. 감각과 사고과정을 분리시키

지 않는 이러한 해석은 감각의 능동적이고 선택적인 지

각으로의 환원으로 성립되며, 이러한 감각과 사고의 동

9) “Three process do not operate in isolation from one another. In
fact, the psychological process by which people cope with the
physical environment are interrelated.” Charles J. Holahan,
Environmental Psychology, Random House, 1982, p.24

10) 인지과정은 지각, 학습, 언어사고중에 일어난다고 가정되는 심적
과정이다. 루돌프 아른하임, 시각적 사고, 김정오 역, 이화여자대학
교 출판부, 2004, p.20

11) Ibid., p.10
12) Ibid., pp.36-37
13) 지각에 참여하는 심리적 작업을 소개하는 시지각에 관한 규칙들을
세우는 지각심리학이다. 이 원리들은 그들의 사유를 통해 나온 것
이 아닌 시지각적 체험을 통해 추출한 것으로 이 원리들을 수용한
학자들은 대표적으로 루돌프 아른하임, 에른스트 곰브리치등이 있
다. 루돌프 아른하임, 시각적 사고, 김정오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
판부, 2004,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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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간섭은 신체지각이 감각적 작용과 정신의 작용을

포함하고 아우르는 개념이라는 것을 정위하는 것이 된다.

2.2. 공감각적 지각
모든 감각의 사고 활동이 동일한 능력으로 지능적 행

동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루돌프 아른하임에 따르면

감각영역에서의 지능적 행동은 그 매체의 자료가 얼마나

분명한 형체(Shape)의 체계, 즉 시각적 매체로 조직되는

가에 좌우된다. “시각의 큰 장점은 그것이 고도로 명료

한 매체일 뿐 아니라 그 세계가 외계의 물체와 사건들에

관해 무제한으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있다. 따

라서 시각은 사고의 일차적 매체이다.”14) 이에 반해 촉

각은 거리 감각이 아니기에 형체를 만들기가 힘들며 눈

이 한번 훑어서 이해하는 삼차원의 공간을 힘들게, 그것

도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구축한다.15) 인간은 시각과

촉각을 분리해서 사고하는 것이 아니다. 시각에서 연장

된 다른 감각과의 얽힘에 의한 공감각을 통해 환경과 대

상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해석과 다양한 사고과정이 생

성될 수 있다. 시각은 시각을 통해 다른 감각과의 연계

된 지각을 확장시키며, 각 감각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지각의 행위가 교차되어 주체에게 있어 대상은 더욱 구

체적으로 지각되고 사고되며 의미화된다. “소리를 보고

색을 듣는다는 기인한 현상을 메를로-퐁티는 중요한 현

상으로 본다. 상호감각, 즉, 다른 종류의 감각들이 서로

융해되어 뒤섞이는 것이 본래의 감각방식이라는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이렇게 공감각내지는 상호감각의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서로 다른 감각들이 상호소통하면서 하나

의 통일된 공간을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다.”16)

벤야민은 시각과 촉각을 통해 인간의 건축물에 대한

수용이 이루어져왔음을 설명한다. “건축물은 인류의 역

사가 생기고 난후부터 줄곧 사람과 함께 있어 왔다. 그

사이 수많은 예술형식들이 명멸하였다. [...] 건축물의 수

용은 두 가지 측면, 즉 사용과 지각, 더 정확히 말하면

촉각과 시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촉각적 수용은 주의

력의 집중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익숙함을 통해 수용까지

도 결정하게 된다.”17) 이 익숙함은 인간의 행위에 의한

참여를 의미하며, 익숙함은 참여하지 않으면 시각만을

통해 이룰 수가 없다. 그의 촉각적 수용에서 나오는 ‘익

숙함’은 바로 ‘몸이 가지고 있는 기억’으로서 인간의 행

위와 움직임에 의한 촉각적으로 수용되는 생활의 체험을

담은 용기로서의 건축을 설명하는 것이다. 시각과 함께

수용되어지는 촉각의 익숙함이 오랜 인류역사에서 대중

14) Ibid., p.43
15) Ibid., p.43
16) 조광제, op., cit, pp.308-309
17) Benjamin Walter, 발터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역, 민음사, 1983,
p.228

이 예술형식과 건축을 해석하는 중요한 차이라고 설명하

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여타 감각이 배제된 시각만의 지각은 대

상과의 관계에 관조로서 거리감을 생산한다. 19세기 건

축시설의 유형으로 나타난 파노라마는 무대의 배경막은

2차원이지만 화면을 동적으로 움직여 속도를 체험하고

움직이는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보게 되는 비현실적 지각

의 경험, 즉 관람자의 새로운 지각을 생산되었다.18) 보여

지는 대상이 속도와 함께할 때 시각 외에 다른 감각은

활성화 되지못하고 철저히 시각외의 여타 감각이 배제되

어 주체에게 대상은 이미지화되는 소원한 관계가 형성된

다. 이러한 파노라마적 시선은 대상과의 긴밀한 접촉으

로 관계하는 촉각적 감각이 사라지고 주체가 대상을 관

조하는 극장적 시각, 스펙타클19)의 시각을 형성하는 것

이다. “스펙타클의 대척점에 있는 직접 경험하는 것–몸

소 체험한 것–은 소외 또는 분리 이전의 삶과의 직접적

인 만남이다. 경험의 세계는 소외와 스펙타클이 강제하

는 관조적인 삶 이전의 일차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세계,

타자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물들과 직접적으로

교섭하면서 살아가는 세계이다.”20) 몸의 행위와 체험을

통해 시각과 함께 다른 감각의 복합적 감각으로 대상을

의미화하는 신체지각으로 활성화 될 때, 신체와 대상은

상호 해석되고 서로를 얽어가며 교감된다.

2.3. 타자와의 상호 작용되는 지각
“나의 시선이, 작용하고 있는 살아있는 신체에 떨어

지자마자 그 주위의 대상들은 새로운 의미 층을 받아들

인다.[...] 지각된 신체의 주위에는 나의 세계가 유인되고

빨려드는 와동(渦動)이 패인다.[...] 이미 다른 신체는 세

계의 단순한 단편이 아니라 어떤 정교화의 장소이고, 말

하자면 세계의 어떤 ‘봄’이다.”21) 메를로-퐁티는 현상의

장에 대해 탐구한다. 현상의 장에서는 주체가 세계를 해

석하는 ‘봄’안에서 대상이 현전하며 대상은 나에게 의미

화되는 타인으로 존재한다.

메를로-퐁티는 대상-지평의 구조에 의한 지각을 통해

대상을 파악한다. 지평은 대상을 반영하는 주변의 대상

들이다. 대상은 주변의 다른 대상들에 의해 반사되어 나

18) 김형준, 19세기 근대건축시설의 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pp.148-149

19) 스펙타클은 기드보르의 핵심적 용어로서 ‘스펙타클’의 용어적 개념
은 ‘거대한 장관’의 의미이다. 드보르는 스펙타믈을 지각- 소비하
는 주체인 구경꾼(spectoator)에게 특정한 보기(seeing)의 방식이
요구됨을 밝힌다. 구경꾼은 눈앞에 펼쳐지는 이미지에 시선을 고정
시키며, 스펙타클과 자신을 ‘분리’하게 된다. 이는 관조적 보기, 즉
참여와 개입이 불가능하게된 사회적 관계에 대한 비판으며 자본주
의에 대한 비판으로 설명된다. 기 드보르, 스펙타클의 사회, 유재홍
역, 울력, 2014 참조

20) 기 드보르, 스펙타클의 사회, 유재홍 역, 울력, 2014, p.13 역주3
21) 메를로-퐁티, op. cit., 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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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며 대상의 숨겨진 부분들을 주체인 자신이 봄으로써

대상은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상의 숨겨진 면

들을 주위의 다른 대상들의 드러난 면들이 ‘본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주위의 다른 대상들이 나의 잠재적

인(지평적인) 시선에 드러나고, 그럼으로써 나는 주위의

다른 대상들의 드러난 면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주된 대

상의 숨겨진 면들을 한꺼번에 봄으로써 종합을 한다고

말한다.”22) 타자 주변의 대상은 타자를 반영하며 드러내

고 주체의 ‘봄’에 의해 지각된다는 의미이다. “본다는 것

은 이해하는 것이다. 본다(I see)라는 말은 나는 이해한

다(I understand)라는 의미이다. 보는 것은 선택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다.”23)

타자는 타자의 주변세계 속에 있으며, 타자를 포함한

타자의 주변세계는 또한 주체의 세계에 있다. 타자와 나

의 주변세계에서의 경계선은 끊임없이 부동(浮動)하며

재정의 된다. 아드로노24)는 “타자와의 상호 관계성으로

부터 생산된 긴장과 모순을 중성화 하지 않고 모순을 중

재하는 수준에 의해 현대성이 성취된다고 말하고 있다

.”25) 아도르노의 말과 같이, 현대에는 모순을 해결하는

수준이 지각과정에서의 요구에 조건이 된다. 타자와 주

체의 양립된 모순성이 존재하게 될 때 재 정의해가는 상

호작용은 건축공간지각에서도 자신의 경계를 재규정하고

재 영역화하며 지각을 활성화시키는 실존적 공간을 생성

시킨다.

3. 신체지각의 건축적 구축층위

3.1. 체화된 기억의 의미화 구축
(1) 감각과 기억의 경험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밀접히 관련된 앎의 방식이

다. 사유로서의 기억과 기대는 변화하는 경험의 흐름에

감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26) 메를로-퐁티의 해석 또

한 감각과 기억의 작용을 분리하여 설명하지 않는다. 감

각은 이미 내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억이 되

기 위해서는 감각이 먼저 요구된다. 즉 상기하는 것은

지각의 지평성을 토대로 덧붙여지며 지각하는 것과 상기

하는 것 모두 각자의 의미를 가지며 경험에 관계한다는

것이다. 기억과 경험이 내재된 일상생활과의 구체적인

22) 조광제, op. cit., p.84
23)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회, 심승희역, 대윤, 1995, p.26
24)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프랑크푸르트학파로서 현대성의 자본주의와

기계생산에의해 문화의 본질이 파괴되며 이를 수용하는 대중문화
를 비판한다. 비판이론 1세대로서 독일 철학자이며 사회학자이다.
Hilde Heynen, 건축과 현대성, 이경창 김동현 역, 시공문화사, 2008

25) 현대성이란 현대화의 사회경제적 과정에 의해 개인에게 강요된 삶
의 조건을 지칭한다. 현대성의 경험은 삶의 방식과 일상습관에 깊
은 영향을 미친다. Ibid., p.10, 296

26) 이-푸 투안, op. cit., p.26

통합에 의해 구체화된 건축적 공간은 시간의 흐름 안에

서 사용자에게 여러 감각을 통해 또다시 근접하여 다가

온다. “체화된 기억은 공간이나 장소를 기억해 내는 근

거로서 기능하는 본질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인

식하고 있는 모든 장소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기억 속

으로 옮겨진다. 우리의 거주지는 우리의 자아 정체성과

함께 통합된다.”27)

이에 반해 해체주의 건축은 건축적 체험에 있어 대지

가 가진 기억을 ‘흔적’으로 텍스트 화하여 탈위시키고 현

재된 지각의 중첩시킴을 통해 건축공간에 새로운 의미의

경험을 발생시키고자한다.28) 대지

의 흔적을 찾아 현재의 시간 속

으로 담아내기 위한 중첩된 흔적

들은 사이성의 개념29)으로 발전

되어진다. 그러나 건축 사용자의

지각에서 대지에 대한 기억은 배

재되어있으므로 건축공간은 실재

세계와의 관계가 끊어진 채 텍스

트와 자의적인 형식체계로서 개

념 위주적 구축이 됨으로서, 체험

에 따른 지각이 성립되지 못하는

건축적 한계를 보이게 된다. 건축의 주체인 인간이 배제

된 개념만이 남은 흔적의 교차적 유희로서 대지와 건축

은 사용자에게 의미화되지 못한 것이다. 시리 코널리의

책에 담긴 ‘예술은 기억의 미장센’30)이란 어구를 뒤집어

생각해 볼 때, 기억과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 투사된 건축

적 공간이 현재의 우리에게 공감되어 만들어지며, 기억과

경험의 요소는 건축작품의 미장센으로서 건축과 인간이

교감하고자 하는 건축공간의 구축에 절실한 요소가 된다.

“기억은 지각표상과 함께 관계하며 실제 감각되는 매체

의 틈들을 채워주고 보완하고 간섭함으로써 지각을 활성

화시킨다. 기억과 경험은 과거의 수확과 함께 저장되고

화합되어 미래 지각표상의 조건을 정한다. 따라서 포괄적

의미에서 지각은 심상(mental imagery)과 감각관찰의 직

접적인 관계를 포함해야 한다. 기억이미지의 활동이 지각

을 확인하고 해석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31)

27) Ibid, p.103
28) 정인하, 현대건축의 비표상, 아카넷, p.98
29) 시간의 기억을 탈위시키고 중첩시켜 순서없이 뒤섞어 놓고, 각각의
텍스트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관계성을 표현하고자 한다. 인용된
텍스트들은 서로를 지시하고 자기의도를 탈위시키고있는데 여기서
사이성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것은 현존과 부재, 주체와 타자사이
에 놓인 것이다. Ibid., p.100

30) 시릴 코널리의 책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무덤」에서 위의 어구
와 함께 ‘예술은 외로운 이에 의해서 외로운 이를 위해 만들어 진
다.’라고 기술하였다. 우수의 감각은 모든 감동적인 예술경험 밑에
깔려있음을 팔라스마가 이 책과 어구를 설명하며 첨부한다. 미장
센(mise-en-scèn)은 프랑스어로 무대 위에서의 등장인물의 배치나
역할, 무대 장치, 조명 따위에 관한 총체적인 계획을 일컫는다.

31) Hilde Heynen, op. cit., p.132

<그림 1> Parc de la
Villette : Derrida and

Eisen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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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억된 인습적 구축의 전복

타 지역을 방문했을 때 받게 되는 이국적 느낌은 관행

되지 않던 그 지역의 이질적인 생활의 문화가 공간구성

과 재료로 구축되어진 것을 통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

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속적인 경험에 따

른 인습은 때때로 ‘보지 못하는 눈’32)이 되어 변화하며

자극하려는 지각을 잠식시키고 일상적이며 자동적인 관

념이 되어 버리기도 한다. “여러 번 지각된 대상은 더

이상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인 것으로 인식될 뿐

이다. 예술은 다시 지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 예술

의 기법이란 지각의 어려움과 지속을 증가시키는 기법이

다. 예술에 있어서 지각의 행위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33)

이러한 설명은 예술의 기법으로서 대상에 대한 애매한

지각에 의해 상상력을 자극하게 하는 눈속임 기법의 예

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르네 마그리트의 인간의 조건

은 그림에 실체와 가상을 교묘하게 섞어 관찰자가 그 본

질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왜곡한다. 마그리드

는 작품전사술에서 한 가지 대상의 다른 질적인 상태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관찰자의 인습적 시지각 질서에 충

격을 가한다.”34) 건축에서 또한 인습되어 사용된 물질과

구축의 전복은 수용자에게 생소하고 모호한 지각을 활성

화시키며 결과적으로 건축이 나타내려는 경험과 의미를

역설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3.2. 공감각적 지각의 건축적 공간
건축은 환경 속에서 신체를 통해 읽혀지고 경험되며

거주되어 왔다. C.N.-슐츠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실존

적 공간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건축공간구축의 중요

성을 강조한다. 실존적 공간의 중심적 위치로 존재하는

인간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을 장소의

혼(Genius Loci)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35)

알바로 시자의 초기작품인 포르투갈에 위치한 레카 수

영장은 포르투칼 해안가 바위들의 거칠고 자유로움의 연

상된 대지이미지를 실외수영장의 구축전개에 융합시킨

다. 자연그대로의 해안가 바위들과 수영장 경계, 그리고

수영장으로 가는 길이 연계되어 구축된다. 해안가 수영

장으로 가는 초입부를 사람 눈높이 보다 높은 콘크리트

벽을 통과하도록 하여 소리로만 들리는 해안가를 상상하

게 하였다. 시각의 절제를 통해 청각이 극대화되고 연상

32) 르 꼬르뷔제는 「건축을 향하여」에 실린 ‘보지 못하는 눈’에서 새
로운 정신이 존재함에도 ‘건축은 관습에 숨이 막힌다.’고 언급하며
관습적으로 일상화되어진 인식을 비판한다.

33) 빅토르 슈클로프스키, 기법으로서의 예술, 김치수번역, 이대 출판
부, 1981, p.87, 재인용, 정만영, 물성의 재-현으로서의 건축, 건축
역사연구, 제 14권, 1호, 통권 41호, 2005, p.109

34) 유진상, 가즈요세지마의 착시효과를 이용한 표현적 외피구축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권, 8호, 2005, p.119

35) 길성호, op. cit., p.30

된 이미지가 청각을 자극시키는 가운데 공감각으로 얽어

가며 긴장됨을 통해 지각이 활성화된 공간이 연출된다.

벽을 통과하여 펼쳐져 있는 해안가와 수영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지를 상상하고 유추된 이미지와 합하여지며 주

체에게 현상된다. 이는 주체가 연상한 이미지와의 공감

각적 결합, 그리고 감각들 사이의 절제와 이를 이용한

복합된 지각의 형성은 건축공간에서의 신체지각의 공감

각적 지각작용을 사고의 과정과 하나로 전제하며 구체화

시킨 것이라 하겠다.

<그림 2> Entrance – Pavement – Swimming Pool

건축, 도시에 대한 경험은 신체의 운동36)에 의해 각 공

간에서의 지각이 결합되어 전체된 하나의 심상을 확증시

킨다. “건축공간과 신체의 움직임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공간이미지가 건축공간해석에 중요한 도구다. 건축을 보

고 이해하는 일은 내부 공간 속을 걸어 다니거나 건물의

외부를 이동하며 관찰할 때 발생하는 일련의 이미지들이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간주한다.”37) 스티

븐 홀의 키아스마 현대미술

관은 방문객의 움직임을 통

해 벽으로 교차되는 공간간

의 관계성이 공감가적으로

지각되도록 형성하였다. 램

프 바닥의 재료는 모두 동일

하여 시각적 걸림이 없이 램

프를 향한 움직임만이 강조

되도록 연결해내고 있다. 하

얀 난간의 휘어진 형태와 유리천정은 시각적, 촉각적 부

드러움으로 렘프의 영역을 부여하고 있으며, 경계로서의

벽은 벽면의 부드러운 촉감을 느끼도록 하여 차가운 느

낌을 중화시키며 사용자 동선의 움직임을 극적으로 전개

해간다. 움직임을 유발시키는 건축적 장치인 램프의 구

축을 공감각적인 신체지각을 활용하며 건축적으로 구체

화시킨 것이다.38)

3.3. 타자와 교섭되는 상호주체의 지각구축

36) “사람은 (일상생활)의 경험을 연속적으로 자신의 움직임과 함께 건
축 안에 표현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공간속의 ‘운동’이라고 한다.”
김광현, op. cit., 156

37) 길성호, op. cit., p.30
38) “신체의 움직임은 우리들의 오감은 아니지만 여러 사물이나 공간
을 측정케 해준다.” Pierre von MEISS, op. cit., p.27

<그림 3> Kiasma Museum,
Steven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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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선과 응시의 공간

‘보다(see)’라는 말에는 인지, 판단, 관찰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있듯이 보는 것에는 언제나 일종의 인식행위가

공존한다.39) 이처럼 무엇을 본다는 것은 주체자의 대상

에 대한 해석이 관계한다. 시각에서의 ‘시선’은 바라보는

자의 생각이 담기게 된다. 시선의 인식대상은 보이는 대

상과 보여지지 않는 대상을 포함한다. ‘보이는 대상’이라

함은 주변환경, 사물, 그리고 사람등의 가시적 대상을 말

한다. 현상의 장으로서 직접적인 지각경험의 장은 나의

지각을 자극하고 역으로 또한 나를 보여주게 되는 매체

로서 존재한다.40)

우리의 시선은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둥그런 시야안에 들어온 물건들을 흝어보

며, 세계속에 우리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가늠해 보

려한다.41) ‘보여지지 않는 대상’에 대하여는 1791년 제레

미벤덤이 발명한 패넵티콘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패넵티콘이라는 일망감시시설에서 시선은 통제와 권력에

의한 감시적 메카니즘이다. 이곳에 수용된 죄수는 보이

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간수의 시선

때문에 규율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 없으며, 점차

이 규율이 몸에 습

득되고, 스스로가 감

시의 주체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42) “보

는 자는 그가 보고

있는 것에서 포착되

기 때문에 그가 보

는 것은 바로 그 자

신이다.” 메를로-퐁

티에게 현상의 장과

지각의 세계가 주요

논점이나, 그의 유작인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에

서의 주요개념은 ‘살’의 개념이다. “살 개념은 보는 자가

보이는 것들을 대신하여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들을 보

게 된다는 것이요, 봄과 보임의 상호 환휘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지각하는 자는 원리상 지각되는 것이 될 수 없

다는 전통적인 주객이분법을 파괴한다.” 라캉은 눈에 보

이지 않는 것, 즉, 무의식, 욕망의 구조를 ‘시선’의 개념

을 통해 말하고 있다.43) 주체 자신이 느끼는 내면의 의

39) ibid, p.120
40) 메를로-퐁티가 설명한 실제화 된 세계에서 대상과의 상호주체적

해석의 바탕인 ‘현상의 장’은 데카르트적 ‘객관적’공간과 구별되며
이는 경험주의나 지성주의가 말하는 ‘순수 객관 세계’를 부정한다.
‘순수한 객관세계’를 부정하는 것과 같이 ‘순수 심리적 내면세계’의
극단적 이분화도 부정한다. 메를로 퐁티, op. cit., p.529

41) 존버거, 다른방식으로 보기, 최민역, 열화당, 2012, p.11
42) 김광현, 건축과 시선, 이상건축, 2000, p.129
43) 자크 라캉, 욕망이론, 민승기외 역, 문예출판사, 1994, p.197

식이 시선의 대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며, 이로써 주

체자 자신이 대상화된다.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시선’

이 자신을 둘러싼 무의식과 인식의 기반이되어 자기자신

을 ‘응시’하게 됨을 말해준다.44) ‘시선’은 주체와 타자, 그

리고 그 관계의 해석으로 생각할 수 있다. 타자는 나의

존재, 즉 나의 시선을 확인시킨다. 이는 내가 대상을 바

라보듯, 나를 바라봄을 아는 것이며, 타자의 존재가 나의

존재와 관계됨을 아는 인식의 차원이다.

(2) 재구성되는 경계지각

“가장자리와 둘레, 즉 외부와 접촉하는 면이 강조될

경우 형상과 배경이라는 두 대립되는 힘들 사이에서 동

등한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 이들 사이에 애매모호함이

생겨나게 된다. 이 애매성은 지각의 이상야릇함을 불러

일으키고 경우에는 환상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45)

시지각적 요소들의 관계46)는 지속되는 상호지각에 의해

경계감각의 애매함을 만든다. 건축공간에서의 경계감각

또한 유사함을 갖는다. 신체는 시공간적 변위요소들이

내재한 장(場) 안에서 지속적

인 움직임을 수반하며 내외

부, 공성과 사성의 정위에 대

응한다. 주체의 타자와의 상

호지각에 의한 지속적인 재영

역화, 재규정되는 관계맺음의

경계공간47)이 미확정된 공간

을 구축시키는 가운데 사용자

의 지각은 활성화된다. 주체

와 타자사이의 양립구조내에 존재하는 차이에 대한 절충

과 이에 의해 생성되는 변화하는 경계공간은 상호주체지

각으로 인해 모호함, 애매함, 그리고 불확정성을 지속적

으로 생산하게 된다. 또한 개입되는 타자의 수가 많아질

수록 기존의 관계는 낯설게 되고 새로운 경계감각으로

대치되는 다층의 관계가 형성된다. 현대건축공간은 이러

44) Ibid, pp.15-16 그의 저서 욕망이론은 상상계(the Imaginary)와 상
징계(the Symbolic)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거울단계라고도 하는 상
상계의 아이는 거울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환호하고 자신
의 이미지를 완전한 것으로 가정한다. 즉, 타자에 의해 보여짐을
모르는 객관화되기 전의 ‘나’에 해당이 되며, ‘보여짐’이 없는 ‘바라
봄’만이 있는 단계이다. 아이는 ‘상징계’로 진입하면서 거울단계는
사라지고, 보여짐의 타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자신의 욕망을 타
자의 욕망에 종속시킨다. 바라보기만 하는 ‘나’가 아니라 보여짐을
당하는 ‘나’를 발견하고, 타자의 욕망을 충족하는 사회적 자아로 굴
절된다. 라캉에게 ‘실제계’는 상상계와 상징계가 뫼비우스의 띠처럼
변증법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다.

45) Pierre von MEISS, op. cit., p.34
46) 시지각적 요소들의 관계는 게슈탈트 형태심리학을 의미한다. 형태
조직요소, 즉 유사, 근접, 경계 방향이 경계내의 요소로 지각을 그
룹시키며, 이 그룹간의 차이성이 불명확한 원의 윗부분의 경계감각
은 모호함을 만들며 지각을 더욱 활성화시킨다. <그림2, 3>에서
형상이 배경으로 침입하고 배경이 형상으로 변화되고있는 형상과
배경의 경계에대한 모호함의 관계가 예이다.

47) 조은오, 김광현, Louis I. Kahn주택작품의 경계공간에 의한 영역구성
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19권, 2호, 1999. p.453

<그림 5> Walls 4 Joy

<그림 4> Panopticon,
Jeremy Bentham, 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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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계감각을 유희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이분법적 공간

에서 다분화 되는 현상학적 신체지각의 건축적 공간을

구축한다. 이러한 경계공간은 건축가에 의해 미리 부여

된 물리적 실체이나 사용자인 주체의 능동적, 순간적 결

정과 선택이 전제된 인식적 경계를 이루는 건축적 공간

이다. 이러한 경계공간에서의 주체는 지속적인 타자인식

의 변화에 의해 재구성되는 경계지각을 통해 자신의 영

역을 재정의해 가며, 주체에게 나타나는 수용과 긴장의

상대성은 지각경험의 층위를 확장시킨다.

4. 신체지각의 건축적 공간으로의 구체화

4.1. HdM의 신체 지각적 구축
스위스 건축가 그룹인 Herzog & de Meuron은 물질

의 구축방법을 통해 관찰자의 시지각 질서, 즉 기억되고

인습화된 지각을 전복시킨다. 도미너스 와인저장소

(Dominus Winery)는 외피를 석조로 구축하는데 있어서

큰 돌을 작은 돌 위로 쌓음으로서 구축재료로 사용되는

석재의 인습을 제거시킨다. 내부에서는 석조사이 틈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산란을 통해 시각을 제어시키며, 시

각보다는 촉각적 지각을 활성화시킨다. HdM은 돌의 표

면재료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해 돌에 대한

인습된 지각을 소유한 관찰자에게 비일상적 경험으로서

의 체험을 제시한다. 이러한 의도는 저장소의 출입문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출입문의 장소성은 신체의 인지와

움직임이 연계되는 내외부 사이 존재하는 전이공간이다.

<그림 6> Dominus Winery, Napa Valley, California

HdM은 공간요소인 문이 갖는 관습화된 인식을 전복시

킨다. 들어감과 나옴의 행위를 통해 이미 일상화된 지각

을 교란시킨다는 의미이다.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감에

있어서는 문에 거울을 배치하여 실내로의 진입시 거울에

비춰진 평원인 외부로 나아가는 경험을 갖도록 하고, 내

부에서 외부로 나올 때는 더 깊숙한 내부로 진입하는 것

과 같은 착시를 부여한다. 인습화된 신체의 출입행위에

서 시각의 경관을 역전시킴으로써 시각이 억제되고, 인

지적 과정이 활성화되며, 기억된 이미지와의 교란은 지

각이 활성화되는 미장센(Mise-en-Scène)의 장소를 연출

하게 된다.48) 도미너스 와인창고같이 물질과 구축적 방

48) 유진상, 김현철, 현대건축외피의 비물질적 표현성에 관한 연구, 대

식이 갖는 본래적 성질을 제거시키고 비물질성을 부여하

는 표현은 HdM의 대표적인 신체지각적 구축방법이다.

그가 제시하는 비물질성은 유리의 사용과 처리방식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실크 스크린 처리로

반투명된 유리, 기울어 배치된 유리에 의한 반사성의 증

가, 그리고 유리면 자체의 곡률을 통한 왜곡된 대상전달

은 HdM이 맑은 표면을 통해 대상을 투영해 내는 유리

물질의 인식을 제거시키고 비물질화된 처리를 통해 사용

자의 지각을 활성화 한 사례이다.49) HdM의 비물성적 접

근은 물질의 고유한 속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의 표현과 구축에의 가능성을 국한하지 않고자 함이며,

비물질성이 건축공간의 의미와 연합함으로서 인간에게

장소로 생성되도록 함이다.

<그림 7> Eberswalde Library, Two wings of Glass,
Prada Aoyama

HdM의 비물질성은 형태와 상징적 표현이 아닌 물성

으로서 사용자에게 재-현50)하고자 하는 의도이며.51) 재

현과 재-현사이의, 즉 그저 있음과 각성된 다시 있음 사

이에서 긴장된 지각으로서 새로운 독해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52)이 된다. 이는 인간의 신체지각의 층위를 감각

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닌, 지각과 인지의 전복을 건축적

장치로 활용하였음을 의미한다.

4.2. Sejima의 신체 지각적 구축
치노 주택(Villa in the Forest, Chino)에서는 주객체의

시선이 대상화되고 이를 통해 건축 내외부의 관계가 역

전된다. 주거의 외부성과 내부성이 타자의 존재로 인하

여 변화된다. 치노주택은 두 개의 원이 공간을 둘러싸고

있으며, 원에 만들어진 개구부는 이 공간에서의 시선을

형성하는 건축적 장치가 된다. 두 개의 원중 내부의 원

은 아틀리에로서 작업공간이지만 주택의 가장 내부의 중

한 건축학회논문집, 제18권, 7호, 2002, p.120
49) 이병욱, Herzog & de Meuron 건축의 가시적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1권, 3호, 2009, p.7

50) 재-현은 물질의 고유한 속성으로 다시 드러낸다는 의미로서 재현
과 중복되면서도 다른 용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Karsten
Harris,“Representation and Re-presentation”, Ethical Function of
Architecture, The MIT Press, 1977, 8장

51) “건축자체는 단지 물리적이고 그 자체의 다양성으로 존재할 수 있
는 것으로서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다. 이를 전달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건축의 물성이다.” Pritzker Architecture Prize
Speech, 2001, El Croquis, 109+110, 2002, p.8

52) 정만영, op. cit.,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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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 있어 사적공간의 내밀함을 보여준다. “아틀리에 벽

면에는 극장 내부의 영사실 모양의 창이 뚫려있고, 계단

으로 연결되는 문 위로는 발코니가 돌출되어 있어서 아

틀리에 밖에 있던 누군가가 이쪽으로 들어와 볼 것만 같

은 시선을 의식하게 함으로써 아틀리에 공간은 긴장감을

갖게 된다.”53) 세지마는 개구부에서 형성되는 시선을 통

해 공간에 기(旣)정해진 프로그램과 공간간의 정위관계

의 당연함을 부정한다. 타자의 시선이 개입되며, 기(旣)

정해진 내외부인식은 개구부를 통한 시선의 노출을 기준

하여 역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8> Gaze of Atelier,
Chino House

<그림 9> Floor Plan,
Chino House

즉, 아틀리에는 가장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벽면의

작은 개구부와 위층에 존재할지모르는 타자성으로 인해

외부화되고, 아틀리에 바깥에 있는 거실은 주변의 문을

닫음으로써 장소성은 내밀해 진다. 시선에 의한 주객체

의 전환은 주체가 응시의 객체로의 대상으로 전환되어지

며 이는 타자, 타자의 타자성으로 인한 지각으로서 주거

내외부 경계인식의 재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세

지마가 시선을 통한 지평의 구현을 타자와의 관계적 해

석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신체지각적 건축공간의 특성을

근간으로 건축을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이다.

<그림 10> Disturbing of Perception, Ohishi Townhall

Onishi Town hall은 강의실과 체육관 프로그램을 갖추

고 있으며 세 개의 동으로 분리된다. 체육관을 제외한

두동은 유리로 둘러싸여 있는 비정형의 형태인데, 아래

의 배치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외부 지역과의 매개 장소

인 광장을 에워싸고 있다. 두동의 내부에서는 비정형의

형태가 외부의 광장을 에워싸고 있음으로 인해 내부가

외부로서 그리고 광장인 외부가 내부로 인식되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광자을 둘러싸는 비정형의 두동에

위치한 주. 부출입구를 통해 사방에서의 다양한 지역주

53) 김광현, op. cit., p.130

민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 다양하게 접근되는 사용자

들은 각각의 건물과 광장의 사

용자로서, 그리고 외부의 지역

주민으로서 각기 서로에게 타

자로 존재되며 시각적으로 인

지된다. “시각은 연계되어지나

물리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음으

로 인해 물리적 거리와 시각적 거리사이의 혼란된 지각

은 단순한 건물을 복잡함으로 지각하게 한다.”54) 세지마

의 시각적 연계와 물리적 차단을 통한 타인의 존재인지,

그리고 이를 이용한 공간구성은 양식적인 프로그램에 따

른 위치 선정이나 관습적인 공간적 성격을 제거하고, 지

속적으로 사용자와 타인간의 자체적인 경계감각을 재구

성하게 함으로써 인간이 참여되며 생성되는 장소로서의

건축적 공간을 구축해간다.

4.3. R. Koolhaas의 신체 지각적 구축
1986년 이태리 밀라노 트리엔날레에 초대된 콜하스와

OMA는 ‘몸의 재발견’, ‘신체적인 행위의 즐거움’에 관한

여러 주제들 중에서도 보디빌더의 집 (La Casa

Palestra)에 관한 해석을 의뢰받았고 그가 선택한 작품은

미스의 파빌리온의 설치였다.55)

<그림 12> Curved Site at
Triennale Building

<그림 13> Installated Devices at
Palestra

OMA가 제작한 미스의 파빌리온 설치에는 기존 미스

의 파빌리온에는 없던 사용자(보디빌더)의 생활모습 즉,

몸의 신체에 필요한 도구들과 여러 감각에 대한 자극원

들이 삽입된다. “운동기구, 가구, 그리고 사운드박스, 거

울, 반사패널, 영사된 이미지들, 각종 광원과 레이저광선,

수증기와 바람, 심지어 냄새에 이르기까지 감각자극원,

그리고 호기심에 의해 유발되는 다양한 종류의 동선등이

포함되어있다.”56) 생활에 따른 행위를 위한 비 건축적

요소와 몸의 감각적 체험들을 위한 장치들을 미스의 파

빌리온 설치에 담은 것, 그리고 트리엔날레 전시장의 건

축적 조건에 맞추어 미스의 파빌리온 형태를 구부린 것은

54) 정효주, 표면과 공간을 통합한 투명성에의한 건축공간조직에 관한
연구, 2013, 서울대 석사논문, p.78

55) 봉일범, 렘 콜하스의 미스 반 데 로에 해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
학회논문집, 제23권, 제7호(통권 225호), 2007, p.216

56) Ibid., p.216

<그림 11> Site Plan,
Onishi Town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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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하스가 건축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용자가 몸으로 느끼

고 체험하는 생활에 건축의 본질이 있음을 드러내는 작업

이라 하겠다. 콜하스가 La Casa Palestra 설치작업에서 전

시조건, 즉 지평의 조건에 맞추어 파빌리온을 휘었던 것,

즉 대지조건과 건축을 이분하여 분리하지 않고 융합하려

한 것은 인간의 지각과 행위가 함께 연동되는 관계임을

고려하는 것이라 하겠다. 지각과 움직임이 하나로 연계되

어 생성된다는 콜하스의 생각과 이에 대한 건축적 적용은

그의 주택작품인 Two Patio Villas에서도 볼 수 있다. 아

래층의 보드워크는 집을 관통하고 정원이 있는 바깥의 대

지로 연결된다. 콜하스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통하여 대지

와 건축을 하나로 체험하도록 구현한다. 사용자는 신체의

움직임과 각 층에따라 부여된 프로그램의 행위적 차이성

에의해 대지가 가진 조건을 ‘몸’으로 지각하게 된다.57)

<그림 15> Accommodated
Architecture to Site

<그림 16> Movement with Board
Walk through Space

행위와 함께 시선은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주게 된다.

타인의 시선이 도입되는 건축적 장치와 달리, 콜하스는

자기자신에 대한 시선, 즉 응시로서 인간의 욕구를 드러

낸다. 주거공간은 내밀성(Intimacy)이 요구되어지는 공간

이다. 내밀성(intimacy)이란 드러나지 않는 것, 자신만의

고유한 것, 따라서 자신의 내면에 속하는 것이다.58) “근

대 주거공간에서 깊게 요구되어지는 사생활을 보장받고

자 하는 욕망은 ‘드러내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근

대성에 기반을 둔 내밀성

의 시선은 내면에 대한

통찰로서 자신의 신체와

자신의 생활을 향한 ‘내면

적인’ 시선을 포함한다

.”59) 근대 주거공간의 프

라이버시에 대한 요구는

‘드러내지 않을 권리’로

이어지고, 이 ‘드러내지 않을 권리’를 갖는 주체는 자신

이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고 통제하게 되는 내면의 시선

을 만들어내게 된다. 콜하스는 이러한 내면의 시선을 건

축적 장치를 통해 수면위로 이끌어내고 폭로시킨다. 콜

하스가 연출한 <그림 16>의 사진이미지의 외곽에서 보

57) O.M.A Rem Koolhaas and Bruce Mau, The Monacelli Press,
1998, p.67

58)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그린비, 2000, p.332
59) 이진경, Ibid, p.345

이는 카메라의 포커싱은 영화 장면을 연상하게 만들며,

‘바라보는 주체’가 있음을 암시한다. Two Patio Villas는

주거의 가장 내밀한 공간인 욕실에서부터 은밀한 타자의

시선을 느끼게 한다.60) 여기서의 타자는 바로 주체 자신

이다. 건너편 거울에 반사되고 있는 대상은 이 샤워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주체이다. 바로 주체가 객체인 자기자

신을 바라보는 것을 사진의 구도로서 표현하고있는 것이

다. 샤워하는 공간은 주거공간에서도 가장 많은 내밀함

을 요구하는 장소이다. 샤워하는 동안 반사된 이미지는

거울에 맺힌 김서림으로 인해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어내

지 못한다. 투명한 유리는 뜨거운 온도의 물에서 생기는

김서림 현상과 겹쳐져 반투명과 불투명의 이미지들을 만

들며 주체인 자신에게도 명확한 시선을 거부해낸다. 주

체의 바라봄과 객체로서의 보여짐의 반복, 즉 시선과 응

시가 교차되는 장면인식의 다차성61)을 통해 콜하스는 시

대를 표상한다. 즉 항시 존재하는 타인과 자기 자신에게

마저도 획득되지 못하는 내밀함의 체험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5. 결론

HdM, Sejima, 그리고 R. Koolhaas는 신체가 참여하여

생성되는 체험을 건축적 구축의 기저로 삼았다. 감각만

으로 국한하지 않고, 감각을 포함한 신체의 지각과 인지

의 사고과정, 그리고 이에 따른 움직임과 행위의 수반을

신체지각의 구축적 범위로 확장하여 보여 내었다. 위의

건축가들의 작품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신체 지각적 구축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60) S,M,L,XL에 수록된 House for Two Friends의 첫 번째 작품의 이
미지는 건축의 정면이나 사이트이미지가 아닌 샌드블라스트처리된
반투명 유리 너머 샤워를 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으로
시작한다.

61) 다차성의 예로서는 Edgar Rubin의 ‘루비의 꽃병’을 들 수 있다. 하
나의 대상으로부터 시각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볼수있을 때 다차적
측면(가역성)의 착시현상을 보게 된다. 지금의 다차적인식은 시각
적의미가 아닌, 대상을 바라보는 자신과 제2의 자신의 지각에 대한
다차성이다.

신체지각의
건축공간으로의
구체화

체화된 기억 공감각적 지각
타자와 교섭되는 상호
주체의 지각

HdM
물질과 구축적
방식의인습전복

배제와 동시에 활성화되는 감각과 지각의 교차
재질에 의한 시각적 절제 및 인지적 활성화

Sejima

인습화된 프로
그램 배치를
건축적 장치를
통해 전복

건물형태와 배치 및 재
질을 통한 신체움직임
의 유도 및 내외부 착시

타자와의 시각적 근접
과 물리적접근간의 비
일치를 통한 지각교란
및 경계 재 영역화

R. koolhaas

사용자 생활에 따른 비 건축적 요소와
감각적 체험을 위한 장치도입
신체의 움직임과 대지, 프로그램조건의
인지적 융합

시선과 응시에의한 주
객체의 교차적

<표 1> HdM, Sejima, R. Koolhaas 신체지각의 건축적 구체화

<그림 14> Two Patio Villas, EL
Croquis, no.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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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M는 신체지각의 범주에서 체화되어 인습되어진 기

억을 전복함으로서 그의 건축적 공간에 인간의 감각과

기억의 참여를 조건화시킨다. 재질과 구축적 방식의 재-

현을 통해 인간의 감각과 지각적 사유, 그리고 행위를

유도한다. 또한 시각을 통해 억제시키거나 대상을 왜곡

함으로써 다른 감각과 지각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한

다. 세지마는 인습화된 프로그램의 배치를 타자적 시선

의 노출을 통해 내외부 감각을 역전시킨다. 또한 타자의

존재를 주체와 함께 공존시켜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주

체는 타자와의 관계지평아래 경계는 지속적으로 미확정

되고 재영역화 된다. R. Koolhaas는 건축의 형태보다는

인간의 생활을 담는 것이 건축의 본질임을 그의 미스 파

빌리온 재-현 작품을 통해 나타내었다. 건축공간에서 인

간은 생활하며 움직이는 존재임을 고려하며, 대지가 지

닌 조건과 건축공간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배치하였고,

또한 타자적 시선이 아닌, 자기 자신의 시선인 응시로서

자신을 노출시킴에 따라, 인간의 감각과 사유의 관계를

더욱 심화하였다. 이들 작품에서 건축적 공간의 구체화

가 신체지각의 확장된 범위로서, 또한 매우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인간의 참여를 전제하는 신

체지각에 의한 건축공간의 구축층위는 더욱 다양한 가능

성과 방법을 가진다하겠다. 건축공간의 신체지각적 구축

은 주체적으로 지각하고 체험하는 공간의 참여자로서의

인간과 공간이 서로의 존재가 얽혀있는 장소에 대한 지

향임을 표출하고 있음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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