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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말 없는 건축이 생활세계(Lebenswelt, 生活世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우리에게 말을 건넬 수

있을까? 건축 본연의 목적인 기능 수행 이외에 건축이

건축을 통해서 건축 자신과 우리 삶에 대해서 감정을 드

러낼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궁금증으로부터 정

치, 경제, 사회와 문화 현상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앙

가주망(engagement, 참여, 혹은 개입)1)’의 입장에서 국내

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유의미한 작업을 선보이고 있는

김광수 건축의 디자인 방법을 다루고자 한다. 대부분의

건축디자인 작업은 실제적인 기능·사용을 주요 목적이자

전제로 하기에 순수예술처럼 자유로운 표현적 층위에 많

은 제약을 가진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본격화한 포스

트모던 건축의 경우 건축을 하나의 기호로서 익숙한, 절

 * 이 논문은 2017년도 동양미래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한 결과
일부임.

충된 상징적 표현으로 패러디하여 대중들과 소통하려 하

였으며, 이후 등장한 해체주의 건축은 비판과 부정의 입

장에서 건축을 하나의 의미체로 만들어 낯설고 난해한

인식의 충격을 전달한 바 있다.1)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 건축이 가지는 의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양성을 배경으로 건축 본연의 기능적 차원

이상으로―비록 그것이 가상일지라도 보다―건축적 표현

가능성과 그 의미를 새롭게 한 점에 있다. 이 두 가지

경향에서 두드러진 방법적 특성은 포스트모던 예술작업

이 자주 구사하는 전술들로, 우선 기존의 문화자본을 물

질적 재현의 차원에서 전유(專有, Appropriation)하는 입

장과 두 번째로는 이러한 재현의 차원을 초월하여 다른

예술영역의 형식논리를 상호텍스트하여 관념적 차원의

건축적 서사를 생성해내는 입장이다.

김광수는 건축의 수행성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표

현하려고 하는데 특히 주목하게 되는 점은 ‘비판적 지역

1) 본 연구에서는 주제어인 ‘앙가주망’을 예술, 혹은 건축의 ‘현실 참
여와 개입’이라는 표층적 수준으로 그 의미를 한정하고, 이를 위한
건축가의 작업방식과 표현특성에 집중하기로 한다.

김광수 건축디자인의 전복적 전유 표현특성*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Subversive Appropriation in Kim kwang soo’s Architectural Design

Author 박영태 Park, Young-Tae / 이사, 동양미래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과 부교수, 건축학 박사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the way Kim Kwang Soo works, which reveals a strong expressive tone that is rare in
Korean architecture. His work is not decorative and symbolic representation of the intention of positive
amusement. Therefore, the following noteworthy points will arise. The various phenomena associated with
architecture and society are researched and analyzed in a critical manner. So, it creates and expresses its own
formal logic. In this study, the theory of the subversive appropriation theory was identified by using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engagement. The study was based on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overturning of the
mimesis, which Benjamin and Adorno have described. From this, this study summarizes Kim Kwang Soo's
nihilistic attitude, finding boundaries and crack points, and subversive expression as a new form of architectural
formal logic as main characteristics of interpretation of works. The characteristics of subversive expression of Kim
Kwang Soo architecture derived from this are as follows. It does not take an ideological approach to the
dismantling of the internalization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Popular culture and social phenomena are used
as materials for expression. These are structured sensibly with appropriated formal logic. Finally, the architectural
position adhered to the limit of performativity was recognized as the dimension of new meaning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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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 바탕을 둔 한국적 모더니즘’이 주류였던 국내 건

축 분위기나 당시 유행하기 시작한 네오 모더니즘 경향

에 타협하지 않고 드물게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려 했다

는 점이다. 주류가 되기 힘든 건축적 스타일임에도 불구하

고 건축이 건축 내부의 문제와 함께 건축 외부로서 사회,

문화와의 관계성, 즉 앙가주망의 입장에서 접근한 한국에

서는 보기 드문 건축적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시대 유행하는 사용과 효율, 익숙한

세련미의 감동 차원과는 다른, 낯설지만 새로운 건축적 감

정과 의미를 드러내는 김광수 건축디자인 방법을 ‘전복적

전유’를 주제로 접근하고자 한다. 당대성 안에서 건축을

통해 사회, 문화현상 전반에 시도한 그만의 전복적 구도

및 표현특성의 규명과 이러한 시도가 현실 건축디자인

내부에서 어떠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의 핵심으로 김광수가 구사한 포스트 모던한 표현

방법 중 전유와 전용, 상호텍스트 전술로서 유의미하게

드러난 특성들을 미메시스의 전복성 개념 안에서 정리한

다. 2장에서는 전유와 전용, 상호텍스트 전술에 대한 내

용을 예술과 미학의 개념적 고찰을 통해 연구의 단초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벤야민(Walter Benjamin)과 아도르

노(Adorno, Theodor Wiesengrund) 미학의 핵심내용인

미메시스 개념을 작품해석의 기본 개념으로 제시한다. 3

장에서는 김광수의 다양한 전복적 접근 양상에 바탕이

된 건축과 사회에 대해 앙가주망한 태도와 의미를 김광

수 자신의 의견과 조사·연구, 설치, 기획, 전시작업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중심으로 작품해석의 토대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정리된 김광수의 작업 논리를 체계화

하여 실제 작품해석을 통해 전복적 전유에 대한 앙가주

망의 표현특성을 정리한다.

2. 표현방식으로서의 미메시스와 전유

2.1. 반영과 굴절, 혹은 부정으로서의 미메시스
표현의 입장에서 객관적 현실의 반영으로서의 미메시

는 과거 리얼리즘 예술 장르 안에서 이미 시도되었다.

‘인물, 정물, 자연현상을 보이는 그대로 재현하기’라는 다

소 느슨하고 고전적 의미의 회화적 리얼리즘의 초기 속

성은 이후 예술가들이 ‘객관적 사회현실’과 그 안에 위치

하는 민중, 인민의 모습을 재현하면서 ‘반영’이라는 직접

화법의 재현 스타일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반영은 사회

주의 리얼리즘 등을 거쳐 이후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

니즘 예술을 관통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된다.

미메시스는 흔히 모방을 의미한다. 대상과 닮게, 유사

하게 재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재현’은 원본과의

유사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방식 중 하나이

다. 객관적, 보편적 유사성을 즉각적으로 확인 가능하게

하는 ‘반영’이라는 표현에 의한 리얼리즘 이후, 예술은

산업화와 도시화, 시장자본주의의 고도화 안에서 빠르게

소외되어가는 ‘개인’에 대한 인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별적 주체의 ‘주관성’에 의한 새로움의 추구로 미메시

스 행위는 다층화된다. 특히 모더니즘 예술 이후 절대

진리의 부재, 인간의 합리적·과학적 이성으로 전체 세계

를 그려낼 수 없다는 한계 인식 이후 예술가들은 불확실

한 가치판단의 틀 속에 다양한 도덕적, 이성적 논리를

자신만의 감각(적 스타일)을 통해 주조하게 되는데, 이로

부터 과거의 유사성 인식수준에서의 단순한 ‘반영’은 예

술과 사회구조의 다층적 현상을 역동적인 운동체로 반응

하며 ‘굴절’과 ‘부정’의 입장을 심화, 확장한다. 따라서 유

사하지만 많은 의도를 내포한 복잡한 간접화법이 되어

그 의미를 한 번에 포착하기 힘든 열린 작업방식을 지향

하게 된다. 구조주의를 거쳐 후기구조주의 시대에 이르

러서는 생산자에 의해 완성된 ‘작품’의 의미에서 ‘작업,

혹은 프로젝트’, 혹은 열린 ‘텍스트’로서 생산자가 아닌

독자에 의해 생성되는 의미와 해석에 의의를 두게 된다.

2.2. 미메시스의 전복성
초기 회화에서 표현된 미메시스가 대상에 대한 ‘긍정

적’ 재현 욕망을 주체의 입장에서 전개한 하나의 ‘묘사’

라고 한정 지을 수 있다면, 쿠르베(Gustave Courbet) 등

에 의해서 본격화된 리얼리즘 회화 이후에는 도덕적·논

리적 이성의 각성으로부터 주체가 익숙하게 보아왔고,

보고 싶어하는 객체가 아니라 그동안 보지 않았던, 보아

야만 했던 객체로 시선이 바뀌게 된다. 벤야민과 아도르

노가 강조하는 미메시스의 미학적 태도는 이처럼 주체에

의한 모방이 아닌 객체의 입장으로 주체가 다가가는 재

현, 혹은 닮기이다. 이러한 접근은 합리화된 이성에 의한

주체적 판단과 함께 대상과의 동화를 전제로 하기에 신

체성(비합리성)에 잠재된 감각과 직관에 의존하게 한다.

한편 예술에서의 주체와 객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

문이 가능하다. 예술가가 주체라면 객체는 무엇(누구)이

될 수 있는가? 예술(가)은 객체를 무시할 수 있는가? 객

체를 표현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는가? 예

술은 현실사회라는 객체를 반드시 표현해야 하는가?

벤야민의 미메시스 개념은 주체의 객체화로부터 마주

한 사태와 현실을 전복하기이다. 미메시스 개념에서 염

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합리적 이성과 신체적 감각의 이

항대립으로 분리된 구도이기보다는 긴밀히 상호작용하는

운동체라는 점이다. 과거 제사를 지내는 주술사가 몸에

걸친 새의 깃털, 동물의 뿔과 가죽, 얼굴에 쓴 동물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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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스크는 공포와 원망의 대상인 자연을 미세시스(주

술적 미메시스) 한 것으로 인간 주체가 자신을 위협하는

자연을 객체화하여 자연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사유 가

능한 인간에게 다가오는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은 합리적

이성의 강박적 외삽과 함께, 잠재된 신체성과 무의식의

영역 안에서 마주한 공포의 대상 자체를 미메시스하게

한다. 이는 단순한 모방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아도르

노는 이러한 미메시스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였

는데 아래 표는 이를 정리한 내용2)으로, 분류된 각 미메

시스 행위는 객체화를 통한 사태와 상황의 전복을 의도

한다.

소외의 미메시스는 교환 가치화, 상품화, 시장 자본화

로 점철되는 오늘날의 문화산업, 대중예술에서 두드러진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능과 효율 중심의 목적론적

생활세계를 다루는 건축과 디자인 역시 이와 밀접하다.

하지만 예술적 미메시스는 근대 이후 순수예술 이외의

건축·디자인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쳐, 기능과 효율이라는

동일화된 객체에 집중한 ‘자기지시’를 벗어나 건축 이외

의 것들을 객체화, 표현재료화하여 새로운 의미생성으로

서의 예술적 미메시스를 시도하게 된다.

구분 주요특성

신체적
미메시스

· 공포의 미메시스
· 의태(mimikry)로서 자연으로부터 최초로 저항하여, 자기유지를 주장
하는 방식

주술적
미메시스

· 화해와 순응의 미메시스
· 신체적 미메시스의 원초적 단계와 억압, 소외적 미메시스의 도구
적 단계사이에 존재

소외의
미메시스

· 주체의 폭력적 미메시스
· 대상을 동일성의 반복으로 한정하기에 대상의 특수성과 소통이 불
가한 완전히 도구화 된 미메시스

예술적
미메시스

· 살아 있는 미메시스
· 화해와 순응의 미메시스
· 주술사가 타자의 특수성을 닮고자 할 때, 타자와 나 사이에는 규
정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항상 변하는 과정으로서만 존재하는
곳이 발생, 항상 변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의미로 변주
· 따라서 이것은 예술이 미메시스와 합리성으로 활성화 하려는 공간
이 되며, 대립과 모순의 변증적 충돌의 무한 진행 속에 존재하는
시간의 공간, 열린 공간, 변화의 공간, 변주의 공간, 차이의 공간,
생성의 공간이 발생

<표 1> 미메시스의 유형과 주요특성

2.3. 예술적 미메시스와 앙가주망으로서의 전유
다다이스트, 혹은 개념미술가로 알려진 뒤샹(Marcel

Duchamp)의 작품 <샘>은 당대의 대량 생산시스템과 다

양한 상품의 배출 안에서 ‘변기’라는 오브제로 작품 의도

를 미메시스함으로써 예술의 정의, 제도권 예술이 처한

상황, 예술작품 감상에 대한 인식에 본질적인 변화를 시

도한 작업이다. 예술에서 생산방식과 기술의 변화는 사

회 전체, 개인의 변화와도 연결된다. 기술 복제된 재료들

만을 가지고 포토몽타주를 선보인 다다이스트들의 스타

일을 대중문화의 미메시스로 구체화한 앤디 워홀(Andy

2) 박영태, 성찰적 근대화 이후 건축의 전복적 미메시스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2013, p.27

Warhol)의 팝아트 역시 기존의 예술과 기술, 사회에 용

해된 다양한 문화 자본의 전유를 통해 기존의 인식을 전

복시키려 한다. 미메시스의 전복적 속성은 생존과 번식

을 욕망하는 모든 생물체의 본능이다. 즉 마주한 대상·사

태의 전복을 위한 미메시스는 현대사회에서 선택이 아니

라 필수다. 한편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욕망 기제는 이

를 용의주도하게 도구화 하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림 1> 예술적 미메시스의 전복적 표현특성

아도르노가 말한 예술적 미메시스는 신체성, 비합리성,

감각에만 의지하는 미메시스가 아닌, 합리성이 신체성을

미메시스 했을 때 가능하다. 합리성의 성찰에 의한 미메

시스로서, 이것은 합리성의 모순을 신체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 안에서 이 두 개의 운동 관계를 미

메시스하여 극복하기이다. 이제 합리적 이성(도덕, 윤리,

논리)은 기존에 적대시하고 부정했던 대상·현상들을 환

대와 화해, 순응의 태도로 객체화하여 양극단이 충돌하

는 표현적 면모를 드러내게 된다.(그림 1)3)

전복적 표현특성을 인식의 과정으로 나타낸 <그림 1>

에서 핵심은 객체의 현상, 사태, 상황으로부터의 부정성

에 대한 문제 인식으로서 이것은 비판적 지점의 생성을

의미한다. 그로부터 주체의 인식에 균열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체가 이 부분을 부정하고 거부하

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다가가는 ‘환대와 순응’의

태도를 보이는 부분이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환대와 순응은 감정상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기에 무의식

적으로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는 ‘놀이와 게임’과 같은

일종의 형식논리를 만들어야만 한다. 그로부터 주체와

객체는 상호 긍정과 부정이 붕괴되어 새로운 화합의 계

기를 맞이하며 이로부터 부드럽지만, 전복적인 앙가주망

이 가능해진다. 전복적 표현의 과정상의 핵심은 이 부분

이다. 건축가의 전복적 표현 역시 이러한 인식적 과정의

다양한 실천상의 변주라고 할 수 있는데 2장과 3장에서

이 부분의 양상에 주목할 것이다.

3)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예술에 있어서 전복적 미메시스는 지배적
합리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긍정과 비판의 구분 자체를 붕
괴’시킨다는 점에서의 전복성을 의미한다. Ibid.,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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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건축가(예술가), 작품, 사회적 현실에서의
자기지시성의 운동관계

<그림 2>4)는 건축가, 사회적 현실, 그리고 작품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이 세 가지 삼각 구도의 특성

은 끊임없이 모순운동이 발생하여 비판적 사유를 생성한

다는 점이다. 예술과 건축에서의 급진적 발전은 작가와

작품만의 내적 자율성과 함께, 사회적 현실과의 외재적

관계성에서의 영향 관계가 보다 강하다. 하지만 건축가

들의 경우에는 예술가들과 달리, 사회적 현실과의 충돌

을 최소화하고 문제해결에 집중한다. 이것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나 건물주의 요구를 만족

시키면서 사회적 현실을 드러내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미메시스의 입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전복적 ‘전

유’라는 전술을 통해 그 표현이 가능해진다.

<그림 3> Pablo Picasso, Guernica, 1937

한편, 이러한 접근은 동종요법(homeopathy, 同種療法),

혹은 파르마콘(Pharmakon)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도 있

는데, 예컨대 아도르노는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언급

하며 합리성의 구도에 갇힌 신체성의 현상을 사회적 음

화(앙가주망)로서 전유, 변증법적 운동 관계로 표현한

‘예술적 미메시스’로 평가한다. 그렇다면 속성상 예술보

다 합리성의 영역에 더 가까운 건축이 행하는 전복적 전

유는 어떤 것일까? 3장에서는 건축가 김광수의 작업이

어떻게 ‘예술적 미메시스’에 접근하고 있는지 그가 밝힌

입장과 의도, 작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4) Ibid., p.54

3. 김광수 작업의 예술적 미메시스

다른 건축가들과 구별되는 김광수 작업의 특성은 건축

작업 이외 인테리어와 전시와 기획, 설치작업, 저가의 리

모델링까지 작업의 스펙트럼이 넓기도 하지만, 모든 작

업으로부터 기능적 수행성 이외 자신만의 시선(표현)을

강하게 드러낸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부분은 주관적 시

선으로 매번 새로움을 드러내는 측면은 모더니스트 기질

같은데,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은 포스트 모던의 가볍고,

대중적이며, 키치적인 양상을 띤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객체에의 동화라는 측면에서의 김광수의 태도를 실제 건

축 이외 다른 작업을 통해 전복적 전유의 맥을 잡아보려

한다.

3.1. 주변과 경계, 균열에 집중하기; 건축에는 왜
비극이 없는가?

“우리에게는 조직적 중심체계가 부재한 곳, 어디에 있

건 주변화 된 곳으로의 개발 속에서 얻어지는 뜻밖의 소

득이 있었다.”5)

<그림 4> ①서울리서치 ②느림의 도시 ③순천빈집프로젝트

김광수가 형성한 건축디자인 태도는 건축에 내재된 기

능적, 기술적 구성 문제보다는 건축이 처한 외부적 사회,

문화의 상황과 조건에 의해 기인한다. 자신이 항상 ‘주변

상황’에 관심이 있었음을 피력하며, 중심에서 벗어나 주

변을 찾아 나선다. 여기서 ‘주변’은 긍정으로 권력화된,

동일화된 주체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세계이자 소외된 객

체들이다. 유학 이후 김광수의 시선은 기존의 중심 위치

에서 고착화 된 한국과 서울의 부정적 인상에서 벗어나

‘경계 자체를 받아들이고 즐기는 태도로서’ 주변부에 집

중한다. 김광수는 한정된 대상으로서의 주변보다는, 열려

있는 현상으로서 주변을 해부해 들어간다. 김광수를 주

목하게 되는 부분은 건축의 입장에서 객관화된 사회과학

적 분석보다는 비합리적인, 즉 예술적 감각의 형식논리

로 미메시스 구도에 접근하는 점인데, 이러한 구도에 내

재된 의식과 무의식의 배경에는 동시대 사회 현상에 대

한 긍정과 해결, 극복으로서 어떤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건축을 통해 건축만이 제시할 수 있는 ‘감정

과 서사’를 조직해내려는 작가로서의 시선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긍정도 부정도 냉소도 아닌, 앞서 언급한 합리

5) 박영태, 건축평단, 김광수 집담,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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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미메시스의 화해와 순응을 통해 자신만의 형식논리

를 만들어내려 한다.6)

김광수는 실무 건축과 함께 도시와 사회, 문화와 관련

된 조사·분석, 연구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서울리서치(1999)>, <도시/중앙/주변-뜻밖의 소득(2002,

광주 비엔날레)>, <방들의 가출(2004,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The other public space_‘Germany –Korea

Public Space Forum(2005)>, <느림의 도시_순천:대도시

와 지방 도시의 양극화에 대한 고찰(2005)>, <순천 빈집

프로젝트(2006)>, <서울 속도_Bigger & Faster(2007)>

등의 작업을 통해서 건축과 도시의 중심 시선이 방관한

경계와 주변을 배회하며 그로부터 누수된 다양한 균열의

양상에 주목한다.

3.2. 김광수가 바라본 한국의 ‘방’
이처럼 주변, 경계에 집중한 김광수는 2004년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에서 <방들의 가출>이라는 주제로 개인

의 영역과 공공의 영역에서 묘하게 착종되어 퍼져나가는

한국사회의 ‘방’이라는 공간에 질문을 던진다. 모더니스

트로서 사회학적 해부를 시도하는데 리서치·아카이브 수

준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사회 안에 자기조직화 되고

있는 ‘방’ 문화를 냉정과 여유, 긍정과 부정, 객관과 주관

의 입장에서 병치시켜 자신만의 스타일로 맵핑한다. 의

미해석의 수용 주체로서 일종의 다이어그램 체계로 몽타

주를 형성하여 우리의 ‘방’ 문화를 그려낸다.(그림 ④) 사

적 공간인 방이 한국 사회만의 아파트문화와 시장자본주

의 상품문화가 도시 공공 영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욕

망이 변형되고 표출되는지 주목한다. 독서실, 소주방, 비

디오방, PC방, 만화방, ∼방...., 빠른 속도로 휘몰아치는

주술의 기운이 만연한 노래방, 이러한 방들을 종합적으

로 구축한 아주 느린 속도의 찜질방 …, 김광수는 방들

의 가출 현상을 다이나믹한 한국사회 욕망의 실체로 포

착해야 할 주변이자 균열의 시작점으로서―미메시스의

주재료로― 객체화한다.(그림 4)

방에 대한 사회문화적 시선은 <100개의 알 수 없는

방>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보다 유쾌한 예술적 형식논

6) 연극에는 희극과 비극이 있는데 건축에는 왜 희극만 있어야하는
가?라는 질문을 던진 김광수는 자신은 비관주의자로서 실패를 염
두에 둔다면 더 잘 실패하기를 바란다는 표현을 했다. Ibid., p.241

리로 접근하는데, 대상과 현상들의 전유를 몽타주 수준

에 머물지 않고 개념(지성)이 강조되는 현대미술처럼 정

교한 작업 논리를 고안해 낸다.(그림 5)

무겁고 진지한 현상을 가볍고 부담 없이 객체화하는

데에 능숙한 김광수는 대중성을 항상 염두에 둔다. 워홀

이 마릴린 먼로와 캠벨스프 캔을 전유했듯이 대중에게

익숙한 전달방식을 통해, 그 익숙함과 동일화에 대해서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알 듯 모를 듯 자신만의 메시지를

용해시켜 게임적 전술로 형식화한다.

<그림 6> <100개의 알 수 없는 방, 2008>(左)의 작업논리와, 이후
변주된 <만다라 영웅, 2016>(右)전의 작업논리

<100개의 알 수 없는 방>은 예술가(이재준 외 10명의

아티스트)들과 협업하여 티하우스 컨테이너에서 전시된

내용(그림①)으로 대중들이 많이 몰리는 사이트(DC 인사

이드)에서 공모를 진행, 사진을 보내주면 액자를 2개 주

는 방식으로, 하나는 공모자에게 하나는 컨테이너에 전

시하는 방식이다. 김광수는 사진 속에 사진 속에 사진→

사진 밖에 사진 밖에 사진(그림②)의 입장에서 공모자들

과 주최 측 모두가 게임적 상황으로 즐기며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방들의 가출>에서 고민했던 물리적 실체로

서의 방에서 사진이라는 가상이 공존하는 비물질적 실체

로서의 방의 입장으로 전환, 동시대인들이 디지털 소비

문화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실존의

차원에서 전유해 가는지를 엮어낸다.

<그림 7> ①②<100개의 알 수 없는 방, 2008> ③<만다라 영웅, 2016>

<그림 5> <방들의 가출(2004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①공공화 된 개인 ②찜질방과 노래방 ③상수동 현장사진 ④다이어그램 ⑤방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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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뒤에는 문화역 서울 284에 위치한 강우규 열사 앞

에서 비닐 파빌리온의 구축과 함께 ‘영웅’(그림 ③)이라는

주제로 형식논리를 확장 변주한다. 여기서는 “당신의 영

웅을 찍어서 보내시오”라고 주문하여 과거의 진지하고

무게감 있는 영웅의 존재를 동시대인들이 일상에서 감지

해내는 가볍지만 소중한 가치들로 치환시킨다. 이처럼

<방들의 가출>에서 단서가 된 방의 개념은 김광수 자신

의 개별적 경험으로부터 다양한 형식논리로 변주해 가는

데, 동시대 소비 주체들의 대중문화와 취향을 재치 있는

게임의 룰로 상호텍스트하여 친화력 있는 과정 중심의

열린 작업으로 진행한다. 이는 생산자가 완성하는 작품이

아닌, 수용자(대중=객체)의 참여에 의해 완성되는, 현대예

술이 주로 구사하는 미메시스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3.3. <달로 문학관>의 가벼운 진지함

<그림 8> <달로 문학관, 2009>

소설가 한유주와 헬기를 타고 사진 촬영을 하는 이득

영과 함께한 작업이다. 이 작업에서는 디지털정보 기술

의 발전에 따른 동시대 세계관의 변화에 대해 문학적 은

유로서의 비대상성과 전지적 시점에서 포착된 이미지 재

현의 관계 구도를 자신만의 건축적 서사 안에서 전유한

다. “달로 문학관은 달로 문학관입니다.”라는 동어 반복

을 통해 이성적 사유의 전개방식을 정지시킨다. 그리고

는 구글어스를 통해 세계와 우주의 포착방식을 전지적

시점이 아니라, 나의 뒤통수를 관통해서 무한히 순환되

는 무지적 시점임을 드러낸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활자

의 형태를 그대로 공간화한다.

“흔히들 구글어스를 ‘전지적’ 시점이라고 하지만 난 아

니라고 본다. 이것은 곧 ‘무지적’ 시점이다. “나도 모르겠

네”가 된다. 교통정보 TPG로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모두에게 이것이 100% 다 보급이 되면 통제 불

능인 무지적 상황이 된다. 즉 네트워크 사회의 디스토피

아적 상황이 아니겠는가?”7) 달로 문학관이라는 매스의

구축 이후, 실제 공간적 기능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심

섞인 질문으로부터 김광수는 평면도를 작성하고 모형까

7) Ibid., p.241

지 만들어낸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의 묵계가 틀릴

수도 있음을 특유의 가벼움으로 대응한다. 이 작업은

<어디서 무엇의 문학과 건축전(2009)> 이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2010년에 전시되기도 하였다.

3.4. 소결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과 협업이 많기도 하였지만, 그

밖의 조사연구의 작업에서도 공통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주변과 경계, 균열에 대한 진지한 시선을 결코 진지하게

전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동시에 가볍

고 유쾌함에 내재된 표현방식은 선명한 ‘의미화’로 고정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미를 찾아 맴돌게 하는 순환 논

리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그림 9> 김광수의 예술적 미메시스 전개구도

열린 구조를 지향하는데 그 이유는 대상들의 ‘전유’로

부터 긍정과 부정의 결정화 단계를 무력화하여 수용자들

을 동참시키기 때문이다. 부정과 모순으로 인식된 비판

적 지점들이 긍정과 동화로서 용해된다. 이는 사용 목적

을 수행해야 하는 건축의 임무 안에서, 프로그램과 기능

을 위한 구축과 기술에 집중하는 건축미학과는 거리를

둔다고 할 수 있다. 목적론에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관

점과 이야기로 앙가주망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자율

적 형식논리들은 실제 건축디자인에서도 나름의 면모를

보여준다. 4장에서는 건축작업에 나타나는 전유와 전복

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4. 작품에 나타난 전복적 전유 표현특성

4.1. 건축의 수행성과 자율성, 앙가주망
실제 건축디자인에서의 전복적 전유는 3장에서 살펴본

전시와 설치, 조사·분석 등의 자율적인 작업과 달리 건축

물로서의 지속성과 수행성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제시된 프로그램과 기능을 충분히 만족시켜야 하기에 예

술적 미메시스의 자율성을 구사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

국내 건축가 중 문훈의 작업에서도 작가 자신만의 자율

성이 강하게 표현되지만, 앙가주망과 전유의 입장에서

김광수의 작업과는 결이 다르다. 여기서는 건축의 수행

성과 함께 표현해내는 김광수의 전유와 전복성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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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데, 건축 내부의 자기지시 차원에서의 자율성

표현과 함께 예술적 미메시스, 형식논리의 구성 차원에

서 유효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다. 작품해석의 주안점

으로서 2, 3장에서 언급한 비판적 지점, 수행성의 강도,

앙가주망, 형식논리를 자율성의 표현인 ‘예술적 미메시

스, 가벼움과 경쾌함’의 양상을 중심으로 전복적 전유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주안점 내용

비판적
지점들의
특수성

전복적 전유 표현특성은 건축가가 인식한 내적 요인(건물)과 외
적 요인(사회문화)의 충돌, 혹은 사태에 대한 모순인식, 즉 비판
성으로부터 추동되기에 각 작품마다 드러나는 비판적 지점의 특
성에 주목

수행성의
강도

예술적 표현을 전개하더라도 건축은 기능해야 하기에 건축의 내
적 자율성으로서 본연의 수행성(기능과 효율)을 배제할 수 없음
이러한 수행성이 예술적 표현 안에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
지 관찰

앙가주망
건물의 사회·문화적 요인의 표현양상에 대한 내용으로, 예술적
표현에 한계가 있는 건축이기에 이러한 앙가주망이 있거나, 없거
나, 약하게 표현될 수 있음에 주목

형식논리

전시와 예술적 설치 등의 작업에서는 정교하게 나타낼 수 있지
만, 건축 작업에서는 과정이 아닌 결과물인 건물로서 드러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위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한 ‘예술적 표현구성’
의 입장에서 주목

<표 2> 작품해석의 주안점

4.2. 재현과 상징/조형과 구축으로서의 전유
티하우스 마운틴 프로젝트(그림 ①)는 산속에 위치한

주택을 이천만 원이라는 비용에 리모델링한 것이다. 저

예산 구축이라는 어려움을 거부하지 않고 컨테이너와 비

닐하우스를 재료로써 과감하고 경쾌하게 선택,―당시에

는 매우 생소한 선택이었다.―산에 위치한 주택이기에

‘베이스캠프’로서의 역할을 요구한 건물주의 요구에 부응

한다. 임시구조물로서 비닐하우스의 경쾌함을 건축구조

물로 과감하고 진지하게 전용, 새로운 조형성을 제시하

였으며 ‘베이스캠프’라는 문제인식에서 김광수에게 한국

인들의 ‘방’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고민하게 만든 작업

이기도 하다.8) 이후 베니스 비엔날레 <방들의 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10> ①<Tea House Mountain, 2004> ②<안암동 김밥집, 1998>
③<중동초등학교 교문, 2008>

안암동 김밥집(그림 ②)은 IMF 당시 미니멀한 세련미

가 대세를 이루던 상업시설물의 파사드 디자인과 다르게

‘김밥’에 내재된 대중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미시적인 이

야기 구조를 전유하여 상징과 의미를 집약시킨 조형미로

전달하는데, 당시 한국의 진지한 건축가들에게는 발견하

8) Ibid., p.242

기 힘든 ‘재미있고 경쾌한’ 파사드 구성을 보여준다.

중동초등학교 교문(그림 ③)디자인은 SOLID → CUT

OUT → COLORS라는 구축과 표현과정을 보여주고 있

는데, 결과물만 보면 흔한 조형성이라고 볼 수도 있다.

초등학생들에게 교문 진입을 새로운 놀이와 유희로서 체

험하게 하는데, 직육면체 매스를 ‘쪼개고, 파내고, 밀고,

당기고, 정렬하는’ 나름의 형식논리로 구성하였다. 김광

수는 이와 같은 매스(Mass) 유희를 다른 작업에서도 꾸

준히 보여준다. 특히 스케치업(sketch-up)이라는 디지털

툴이 제공하는 매스변주의 용이성을 과감히 적용하게 되

는데 비판적 지점(앙가주망)이 소거된 상황에서는 이렇

듯 공간의 입체적 변주를 ‘기능성’ 자체보다는 자신만의

‘매스 유희’의 방식으로 표출한다. 이러한 매스구성 작업

방식은 비관주의자로서 부정성이 만연한 동시대 사회문

화 안에서 맥락 없는 대상에 대해서 애써 다른 재료들을

상호텍스트하여 형식논리를 만들기보다 맥락 없음 자체

에 대처하는 자신만의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김광수의 예술적 미

메시스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뒷부분

의 다른 작업의 해석을 통해 추가 언급하기로 한다.

4.2. 무거움의 병치 VS 솔직한 재현의 감각화

<그림 11> ①②<흑산도 철새전시관, 2014> ③④<DMZ 철새평화타운>

흑산도와 철원, 두 군데 철새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한

다. 2011-2014에 진행된 흑산도 철새전시관은 동양 최대

의 철새도래지라는 장소성을 수용하여 김광수 자신이

‘무겁게’ 작업에 임했다고 밝혔다. 두 프로젝트 모두 엇

갈린 사선 형상의 매스로 접근하는데 흑산도의 경우 철

새와 전시관이라는 사회문화적 입장에서의 김광수만의

관점이 드러나기보다는 바다에 면한 지리적 특성으로부

터 건물이 겪게 될 해풍과 해일이라는 자연현상을 매스

들의 중첩과 어긋남으로 미메시스한다. 개방감 있는 접

근을 위해 두 개의 출구를 마련하고 외부 마감은 흙벽돌

을 적용하여 풍화와 탈색에 의한 시간의 궤적을 성벽과

도 같은 느낌으로 표현한다. 비상하는 중첩된 매스들은

다소 소심한 외부 전망대와 내외부의 색상대비로 나침반

을 내재한 혼란스러운 방주(方舟)의 형상(그림①)과도 닮

아있다. 흙벽돌의 기울어진 매스는 자연에 대해 방어적

이기도, 한편으론 공격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김광수만

의 경쾌한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은 기존에 존재했던 부

지 내 정자(亭子)(그림②)를 그대로 보존하였다는 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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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탈구된 매스감의 현대적인 철새전시관과 전통적인

정자의 시각적 대비는 관람객들에게 묘한 장소 경험을

제공한다.

상당 기간의 설계 기간을 거쳐 진행되었던 DMZ 철새

평화타운(그림③④)은 처음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업

을 통해 철새협동조합 프로젝트로 시작된 것이었지만 건

축설계가 완성되어갈 2011년 민통선이 해제되면서 원래

위치에 설계한 신축은 무산된다. 결국, 예상부지의 중앙

에 위치했던 폐교를 리모델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동

전체를 기능적인 프로그램들로 재배치하는데, 여기서 김

광수는 각 매스들을 ‘새’에 대한 이미지를 형태 언어로

반영, 유기적으로 구성했다고 밝힌다.9)―대개의 건축가는

자신의 건물을 구체적 형상재현과 관련하는 언급은 피하

게 마련이다.―새 이미지를 추상화시켜 폐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비상시킨 김광수 특유의 솔직하고 경쾌한 표현

으로 구성된다. 내용만큼이나 형식논리에 집중하는데, 다

양하게 변주된 사선의 조형미는 진회색 징크지붕과 대비

되는 목재구조의 외피에 리드미컬하게 적용되어, 마치

새들의 지저귐을 소리 없이 형상화한 듯 침체된 폐교를

설렘과 긴장으로 조직해낸다.

두 개의 철새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 발견되는 전유의

특성은 무거움과 가벼움, 솔직함의 위치에서 각 상황의

특수성을 나름의 방식으로 전유해가면서 건축의 묵계에

머물지 않고, 익숙함 속에 전혀 새로운 경계와 주변으로

스스로를 몰아세운다는 점이다.

4.3. 역사, 문화, 자연, 지역사회에 열린 종합체

<그림 12> <광주시민회관, 2015> ①주변환경 ②슈퍼정자 ③기본개념

광주시민회관 재생 프로젝트로 당시 TV에서 유행했

던 예능 프로그램인 <나는 가수다>식의 오디션으로 진

행되어 당선된 작업이다. 조경가와의 협업을 통해 두 개

의 ‘판’(조경가는 아스팔트를 판으로, 건축가는 건물을 판

으로) 개념을 제시하여 1. 열린 공간, 2. 일상과 이벤트의

공존, 3. 공연자와 관객의 소통 & 다방향성을 주요 이슈

(그림③)로 제시하였다. 과거 민주화 투쟁에 대한 아픈

경험이 있는 이곳은 광주시민들에게 많은 기억을 환기시

키는 장소이기도 하였는데, 공원의 녹지공간 이외 서오

층석탑, 빛고을 문화회관, 노인회관, 심남일장군비, 충혼

탑, 위패봉안소, 무진회관 등(그림①)을 부분이 아닌 전

9) Ibid., p.247

체로서 판의 개념에 포함시킨다. 건축물로서 제시한 핵

심개념은 공원 내 건물 옆에 존재하는 작은 정자(亭子)

를 미메시스 하는 것인데 이른바 ‘슈퍼 정자(亭子)’(그림

②)의 기능적, 심미적, 상징적 역할이 발산되도록 하여

이곳을 완전하게 열린 공간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근대건축물인 광주시민회관의 원형을 유지하는 방법에

서도 과감함을 보여준다. 더하기가 아닌 빼기의 전술을

통해 상징성과 기능성을 해결하는데, 우선 지붕 부분을

철거한 후 기존의 트러스 골격만 남겨두어 폐쇄적 구조

체를 개방된 상징물로 역전(그림⑤)시키고, 둘째 공연장

의 외벽 부분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콘크리트 골조(그

림⑥)들을 남겨두어 건물의 외부 공원에서도 제한 없이

공연을 관람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그림 13> ①계단실과 정면 ②지붕트러스와 공연장 ③외부에서
골조를 통해 바라본 내부공연장

콜로세움 같은 기념비적인 유적지는 아니지만, 건물이

간직한 시간의 체취를 시선의 필터이자 열린 구조체로

전용, 슈퍼정자의 개념을 극대화한다. 그 밖에 리모델링

되면서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적 공간들을 다양한 재료를

통해 대비시키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돋보이는 김

광수만의 경쾌한 전유는 ‘주황색’의 적용이다. 김광수는

광주 포차로 유명한 이곳 상권의 포차색인 주황색 표정

을 전유하여 공간에 생경한 생기를 불어넣는다. 트러스

와 주목성을 유도하는 내부공간에 주황색을 적용하여 슈

퍼정자의 개념을 공원 외부로 확장시켜 광주시민들의 공

감대를 유혹한다. 운동하는 두 개의 판을 흐름, 흡수와

연속체로서 구현하려는, 역사, 문화, 자연을 종합하기 위

해 광주시민회관에서 벌어지는―열정과 혼돈의―공연장

면을 상상하면, 흡사 이안((李安, Lee Ang) 감독의 영화

<테이킹 우드스탁(Taking Woodstock), 2009>의 한 장면

이 연상된다. 무겁고 진지한 과거의 시민회관은 자유와

열정, 개방의 미메시스로 재생(전복)된다.

4.4. 표피성, 재전유
김광수의 전체작업 중 가장 강렬하고 선명한 전유의

표현특성을 보여준다. 포스트모던의 동시대 소비문화에

서 가장 주요한 이슈일 수 있는 표피(성)에 대한 입장을

깊고 신중한 고민을 통해 유쾌하게 펼쳐 보인다. 김광수

는 개념설정의 배경으로서 그리스 시대의 표면성을 언급

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백색의 모더니즘과 단색

의 조각상들에 대한 선입견을 지적하며 철학적 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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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으로서, 자본주의가 시작된 상업 도시로서의 그리스

와 이것들을 부활시킨 르네상스 시대의 표피성을 다시

불러내고자 했다.10) 무겁고 권위적인 유일신 중심의 시

대가 아닌, 인간(적인 신) 중심의 시대의 화려한 당시의

표피와 색상들이 동시대인들에게는 벗겨져 있으므로 존

재한다고 말한다.(그림①)

<그림 14> <합천 영상테마파크 출구, 2014> ①그리스의 표피성
②익숙한 것들로 전유된 표피성 ③기하학적 관입과 개방의 원색적

내부공간

<합천영상테마파크 출구>는 개화기 한국의 다양한 모

습들을 포함하여, 1/3 크기의 청와대까지 존재하는 곳으

로 실제 영화 세트로 기능하는 모조된 연출공간이다. 초

기에는 가짜들로 가득 찬 공간이라는 사실에 거부감을

가졌으나 표피성의 실체를 긍정으로써 동화하며 테마파

크의 주요 맥락들을 건물의 표피로써 재전유하며 긍정으

로서의 기질을 발휘한다. 방문객의 증가로 출구를 기능

적으로 분리하되 테마파크의 맥락을 반영하라는 조건에

대해서 테마파크 내 세트 중의 하나인 행인병원의 입면

을 그대로 차용하고, 당시 인기리에 방영되는 드라마의

주인공인 연예인들의 이미지를 1층 진입로의 기둥 표피

에 전사한다.(그림②)

한편 이처럼 가볍고 경쾌한 외부의 표피성은 내부공간

의 입체적 기능성으로 더욱 강렬한 인상을 경험하게 한

다. 표피로서 채택된 과감하고 즉물적인 원색들은 절제

된 기하학적 변주로 내부에 다양한 공간감을 제공하며,

반대편 풍경을 인지하기 위해 2층의 내부공간을 테라스

까지 연장, 다목적실과 유아방으로 연결한다. 주차장에서

1, 2층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외부로 확장되는 연속체

가 된다. 내부공간의 매스를 조직하는 데에 있어서 스케

치업 툴의 푸시, 풀, 컷 같은 명령어들을 놀이로써 즐겁

게 임했다고 밝힌다. 지붕의 형상도 옵셋 명령어의 반복

조율을 통해서 설계했다고 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중동초

등학교 교문 작업과 같이 매스구성 단계로 몰입되면 주

변과 경계, 균열에 대한 건축과 사회에 대해 자신만의

감정과 이야기에서 벗어나 손쉬운 작업방식을 전유(반

복)하여 매스의 형식논리를 만들어간다.

테마파크의 실체인 가짜로서, 부정적 선입견의 표피성

으로부터 그리스 시대의 표피성을 긍정과 동화의 입장에

서 재전유하는 태도, 동시에 이러한 태도를 김광수는 가

장 손쉽고 자유로운 방식의 매스 유희를 통해서 기능과

10) Ibid., p.247

프로그램을 조직해낸다. 주변과 경계에 대한 ‘진지한 태

도’에서 출발하지만, ‘진지하지 않은 방식’으로 구체화하

는 이러한 양상을 김광수만의 전복적 전유라고 할 수 있

는데, 뒷부분에 살펴볼 판교주택 작업에서는 좀 더 진화

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4.5. 제약의 감각화, 익숙한 듯 어색한 병치
아담한 규모와 평안한 분위기를 가진 도시, 부여의 건

축적 제약을 정공법의 태도로 음미한 후 아웃복서의 감

각으로 구축해간다. 부여에서의 근린생활 다가구 신축조

건은 ‘기와지붕’과 ‘박공’ 적용을 필수로 하며 사용 가능

한 재료에도 한계가 있다. 김광수 역시 박공지붕과 밝은

색 벽돌로 접근하는데 용도에 따른 재료를 각 매스 연결

의 어색한 병치로부터 일상과 비일상이 대비되는 낯선

분위기를 제시한다.

<그림 15> <부여 근생+다가구, 2016>
①어긋난 단면들에 둘러싸인 입면 ②중간층에 삽입된 기와지붕

③동굴같은 벽면과 벽돌벽 빛의 리듬

편의점과 음식점 등 상업시설이 있는 1층에서 상층부

로 감싸 올라가는 재료를 무광 스테인레스로, 사무공간

과 주거공간이 있는 상층부는 벽돌 재료의 표정 변화로

상호 대비시킨다. 광주시민회관에서도 적용된 뉴트럴하

면서도 차가운 물성인 스테인레스는 벽돌을 감싸며 전체

외피의 흐름에 묘한 인상을 만들어내는데, 1층에서 2층

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에서는 재료와 형태의 흐름이 ‘ㅂ’

자 형태로 절단된다.(그림①) 좌측 입면은 ‘ㅂ’자 계단실

과 부유하는 상부 박공지붕, 돌출된 후면 벽체에 포위된

다. 부여 특유의 건축적 제약을 이처럼 매스의 돌출과

변화, 익숙한 듯 낯선 오브제의 등장으로 표현한다.

계단실을 올라가면 중간 진입구에서는 후면 전경을 대

하는 위치에 보란 듯이 기와지붕이 보이는 침실 공간을

선사하는데 전형화된 부여만의 제약을 자신만의 위트로

미메시스한다.(그림②) 이러한 위트는 다시 3층의 동굴

느낌의 벽과 천장을 따라 다가구 층으로 안내하는데. 우

측 복곡면의 Massive한 콘크리트 구조는 빛을 투과하며

외부 시선을 전달하는 리드미컬한 벽돌 외피와 대비되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경험하게 한다.(그림③) 야간에는 벽

돌 틈을 통해 전달되는 빛과 그림자가 복곡면의 동굴같

은 벽면에 반사되어 이국적이고 초현실적인 복도 공간을

연출한다.

불협화로 돌출되고 어긋난 단면들, 금속면에 저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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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표피와 곡면 콘크리트의 변주, 생뚱맞은 ‘ㅂ’자 계

단실, 건물의 중간층에 등장하는 기와지붕 등 낯설고 어

색하게 병치된 건물의 조형은 제약 조건의 전유로부터

김광수 특유의 감각으로 몽타주 되어 부여를 품은 새로

운 근린생활 다가구 주택의 모습을 보여준다.

4.6. 순수 유미주의 형식(형태)실험
이 작업에 대해서 김광수는 대지나 건물의 맥락, 건물

주의 요구사항, 프로그램과 기능 등에 대해서 전혀 언급

하지 않는다. 오직 레이어로 구분되는 절단선의 느낌을

건물로 구현하고 싶었다고 한다. 공장 건물을 조직하고 있

는 계단, 바닥 면의 연결과 절단, 그로부터 형성되는 보

이드와 솔리드의 리듬에 관심을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표현에 있어서 그 어떤 배경이나 맥락이 부재하

다는 점이다.

<그림 16> <성원 P&I, 2014>
①절단되고 뒤틀린 단면들 ②단절된 수평 리듬

그저 절단선에 의해 연결되기도 하고 끊어져 보이기도

하는, 혹은 왜상(anamorphosis, 歪像)의 시선에서 원본으

로서의 건물에 왜곡에 의한 가상으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작업에 대해서 어떤 의

미화나 개념도 부재하다. 직접 사진 촬영을 하면서 어긋

난 몽타주 형상에 집중했다고 한다.11) 칸트 미학의 취미

판단에서 발견되는 무관심성, 무목적성, 혹은 목적없는

합리성의 입장에서 건물이 추구해야 할 목적성에 거리를

두고 오직 표현적 측면에만 관심을 두는 자율성의 태도

와 방법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익숙하고 조화로운,

안정된 건물형상에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반항

스런 태도와 유희로 자신만의 파편화된 형식창안에 집중

한다.

4.7. 미끄러지듯 중층화 된 아치의 심연운동
가장 최근 작업으로, 지금까지의 건축디자인 중에서

앙가주망과 예술적 미메시스의 차원에서 가장 짜임새 있

는 구도를 보여준다. 지역성, 신도시 주택문화, 커뮤니티

입장에서 주택의 공공성과 개별성, 개방 vs 폐쇄, 외부

vs 내부, 2차원 vs 3차원, 형태 vs 재료와 색채의 탈구

11) Ibid., p.250

되고 중층화된 변증법적 역학 구도를 건축의 수행성 안

에서 충실히 구축해간다. 이 집이 타인들에게 주목을 받

고 싶다고 건물주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김광수는

자신만의 책략으로 접근해간다.

<그림 17> <판교주택, 2017>
①도로쪽 건물전면 ②건물의 후면 ③후면 아치의 연속뷰-야간

도로 모서리에 위치한 전면과 후면의 표정은 야누스적

대립 구도로 형성된다. 모노쿠쉬라는 따뜻하면서도 중립

적인 재질이 반영된 무표정한 직선 형태의 건물 전면(그

림①), 차갑게 착색된 스테인레스 강판이지만 부드러운

아치 형태로 표현된 건물 후면(그림②). 형태와 재질의

이러한 변증법적 구도는 한국의 신도시에서 펼쳐지는 각

자도생의 주택 문화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 지시물

(index)로서의 앙가주망으로서의 표출이다.

익숙한 듯 낯선 상징으로 채택된 ‘아치’는 건물 전체에

희로애락의 감정을 조절하는 형태 언어의 장치로 외부에

서 내부로의 관입, 개방과 폐쇄를 왕복 운동(그림③)시키

는 진자역할을 한다. 동시에 아치는 벽면에 붙은 2차원

에서 내부의 벽면과 천장에 확장된 3차원의 입체 공간으

로 변주된다. 수줍고 여성스러운 좁은 복도의 표정(그림

④)으로서, 육중한 볼륨으로 거실의 천장 전체를 휘감는

구조체⑥가 되기도 한다. 의식해서 집중하면 이 집은 흡

사 아치의 미궁이기도 하다. 아치가 반복되는 거실로까

지 파고드는 중정 부분의 노출은 건물주의 동의에 의해

서 가능해진다. 작은 창문들, 주변의 시선을 거부하는 최

근의 신도시 주택 경향의 개인성과 대비되게 외부에서

내부 거실로의 열린 공간은 밤이 되면 조명으로부터 훨

씬 밝게 주목하게 되어, 오히려 주변에서 가려달라고 요

구해 나무를 심게 된다.

<그림 18> <판교주택, 2017>
④2층 복도 ⑤1층 거실과 주방, 중정 ⑥2층에서 바라본 거실과 계단

재료와 형태의 밀고 당기기는 2차원 면과 3차원 공간

의 경계를 화이트와 블랙의 색상대비로 깊이와 넓이, 두

께를 고려(그림⑤)하여―매스에서 떠내어진 부분이 블랙

이고 나머지는 스터코로 마감―공간을 마주한 방문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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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한층 더 고조시킨다. 아치의 미궁 속에 전개되는

유리 블록의 가족실, 지하에 있는 아내의 작업실, 이러한

공간을 연결하는 차갑고 투박한 구로 철판 계단의 공간

감(그림⑥)은 흡사 작고 아담한 피라네지의 경험을 연상

시킨다.

김광수는 아치의 적용에 대해서 루이스 칸의 킴벨미술

관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밝혔는데12), 동시에 여기서도

앞에서 언급한 스케치업의 편리한 명령어 실행을 전유하

여 가볍게 밀고 당기고 파내며, 아이 방과 안방, 안방의

중정 공간 등 아치로 주조된 내부공간의 입체적 변주를

즐겼다고 한다. 튀고 싶다는 건물주의 요구에 대응한 김

광수가 ‘아치’를 주무기로 구사한 전술들, 비록 툴이 제

공하는 편리함을 즐기면서 진행한 스케치업의 유희라고

하였지만, 여기에는 깊고 우울한 사회와 건축에 대한 비

판적 고민의 뇌관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김광수는 판교

주택에 대한 자신의 글에서 점차 스마트폰 안으로 고립

되고,13)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과 문화 속

에서 우리네 주택은 과연 어떤 모습이며, 또 어떤 모습

이어야 할까? 질문을 던진다.

4.8. 소결
3장과 4장을 통해 김광수의 예술적 미메시스 양상을 태

도와 방법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발표를 통해 건축과 사

회·문화에 대해서 비관주의자로서의 입장을 전제하였는데,

이 부분은 주어진 제약·조건의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가의 태도와 자세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당면한

보편적, 관습적 목적(보다는)과 함께 잠재된 표현 욕망과

의지가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살

펴본 10개의 건축 프로젝트의 해석을 통해 정리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젝트 선택에 있어서 용도와 비용, 여건을 가

리지 않고 최대한 열린 태도로 임한다.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리서치, 연구, 전시와 설치, 기획 작업 등을 통해 획

득된 다양한 재료들을 자신만의 형식논리로 구성하며, 이

후 이러한 재료들은 다음 프로젝트에 재전유된다.

둘째, 전유된 문화자본의 재료에 대한 가치판단을 유보

한다. 긍정과 부정의 무력화에 더 큰 의미를 두기에 비평

적 관점을 드러내는 계몽이나 인식적 환기에 무관심하다.

따라서 구체적 형상, 상징으로서의 즉물적 재현도 서슴지

않는다.

셋째, 선택된 각 프로젝트의 상황에 충실하기에 앙가주

망의 의무감에서는 자유롭지만, 대신 자신만의 형식논리와

관점 창안에 집중한다. 따라서 수행성의 구현과 자율성의

표현에서 모두 자유롭다. 앙가주망의 의무감 역시 어떤 기

12) Ibid., p.264
13) Ibid., p.285

준선과 규정 없이 자유롭게 반영된다.

넷째, 표현과 영감의 원천, 방법적 근거를 관념적 수사

로 포장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설명하는데, 건축

가들이 언급을 회피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럼 없

이 자신의 입장을 드러낸다.

다섯째, 태도로서의 ‘비판과 부정의 진지함’을 방법으

로서의 ‘긍정과 환대의 경쾌함’을 통해 상황을 전복시킨

다. 가장 독특하고 대표적인 김광수만의 표현특성이다.

여섯째, 이러한 전유는 형태와 재료, 논리와 감각, 개

념과 실천, 실제와 가상, 개인과 공공, 기능과 현상 등

건축과 사회문화에 내재된 다양하고 이질적인 인식의 층

위에 균열을 가한다.

일곱째, 대중 문화성을 바탕으로 동시대 유행하는 다

양한 기술들을 선입견 없이 전유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구체적 형상화를 위한 방법적 실천에서도 성행하는 디지

털 툴의 표현력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드러낸다.

여덟째, 내용보다 형식이 중요한데, 새로운 형식논리의

창안을 위해 다른 장르들을 상호텍스트 하기보다, 주어진

상황과 맥락 안에서 브리콜라주하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예술적 형식논리를 만들어간다.

아홉째, 이로부터 낯설지만 익숙한, 필연적 우연으로서

비일상적 상황을 표현한다. 건축과 사회의 음화(negative

image, 陰畵)를 파편들의 불협화와 어긋난 병치로 표현한

건축물은 새로운 감정과 경험을 미세하게 각인시켜 익숙

한 상징이자 낯선 알레고리로서, 열린 텍스트로서 일종의

인덱스(index) 역할을 한다.

5. 결론 및 제언

대개의 동시대 건축가들이 당면한 상황의 조건과 제약

에 대해서 프로그램과 기능을 통한 문제해결(에 의한 조

형성)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반해, 김광수는 동시

대성 안에서 그것들이 반영된 사회와 문화 안에서 숨죽

이고 있을 건축의 내밀한 감정을 말하고 싶어한다. 시대

의 변화에 따라 유동성을 가질지언정 자신만의 입장을

가지려 한다. 앙가주망의 태도가 강렬하게, 하지만 은밀

한 방법으로 탑재되었기에 김광수는 그것을 애써 드러내

려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신만의 전유 방식으로 경쾌

하고 담담히 소화해낸다. 동시대인들의 삶에서 경험되는

소외와 우울, 멜랑콜리를 부정하거나 외면하지도 않는다.

비관주의자로서, 허무주의자로서 니체식 자유의지를 소

신껏 실천해간다.

김광수는 삶이 예술이 되거나 시가 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하면서 다만 자신은 그 ‘불가능성’에 관심이 있다

고 말한다.14) 여기서 김광수가 언급하는 불가능성은 무

엇을 지시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예술이 만들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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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상’(Schein. 假想, 혹은 표현)에 담겨 있지 않을까?

연구의 핵심주제인 예술적 미메시스의 입장에서 오늘날

의 건축(들)을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건축

은 어떤 예술이며, 또 그러한 예술의 목적은 무엇인가?

중세시대 신이나 권력자를 위한 예술이 아닌, 근대 이후

인간을 위한 예술의 목적은 무엇인가? 중세에는 표현의

원칙들은 존재했지만, 표현의 자유는 없었다. 르네상스에

와서야 표현의 자유로부터 인간적인 아름다움이 발견된

다. 예술은 심미적 가상을 창조해 낸다. 인간의 현실을

아름다운 가상으로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반드시 형식(언어)이 만들어져야 전달이 가능하다.

김광수의 파편과 불협화의 병치는 과학적 합리성에 의

한 형식논리를 요구하는데 파편화된, 어긋난 병치들은

전체성의 포착, 즉 총체성의 경험으로부터 가능해진다.

하지만 김광수는 이 총체성의 불가능성을 가능성(긍정과

동화)의 입장에서 다가간다. 이것이 미메시스의 전복성이

다. 그로부터 현실적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성이 아닌, 그

것의 불가능성 자체를 이상성으로 경험시키려 한다.

예술적 미메시스, 전유의 전복성은 심미적 가상으로부

터 가능해진다. 이것은 합리성에 의한 지식이 아닌 합리

성과 신체성의 운동으로부터 생성되는 표현이다. 예술은

언제나 유용성, 효율, 목적에서 자유로울 때 비로소 가능

해진다. 심미적 가상, 이것은 표현의 자유로서 형식실험

만이 가질 수 있다. 동시에 예술의 목적은 지성과 논리

의 전달이 아니다. 바로 아름다움을 경험하게끔 하는 것

인데, 가상과 표현을 통해서 가능하다.

김광수의 작업은 보편적 규범으로서 자리 잡은 건축적

기능의 원칙들을 초월하려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건축으로서 표현 가능한 아름다움을 경험의

차원으로 유도하는 부분이다. 김광수의 다양한 형식실험

은 이런 차원에서 심미적 가상을 창출해내는 예술적 미

메시스라고 할 수 있다. 가상, 즉 자유로운 표현은 건축

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그것은 이념으로서 실

재하지 않는 어떤 건축적 공백을 갈구하게 한다. 결국,

부분들의 불협화, 파편화를 통한 김광수의 의도는 자신

과 자신의 형식창안으로서의 가상이 ‘환자’임을 인식하도

록 일종의 사인을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성

과 비판의 모순적 상황 인식을 통한 새로운 의미생성은

잉여이자 첨가로서 비개념적인 지각반응을 유도하는 일

종의 몸짓이다.

한편, 이와 같은 예술적 미메시스 구도는 다양한 층위

에서 언급할 수 있다. 앙가주망의 입장을 전제로 정신분

석학의 입장에서, 현상학적 방법론과 비판적 지역주의

14) 신형철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자신을 문제해결과 계몽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리얼리스트로서의 ‘의사’이기보다는 차라리 스스로를 ‘환
자’의 입장에 비유한다. 모더니스트로서 ‘불가능성’에 대해서, ‘가능
성’을 보면서 계속 근접해간다고 한다.- Ibid., p.261

구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 자기지시성을 포함

한다면 더욱 더 풍부한 작업방식의 여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시대 주류로서 주목받지 못하는 다른 형

식의 건축적 행위들을 ‘주변과 경계, 균열’의 시선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름은 결국 형식과 언어의 문제이

다. 보지 않았던 것, 표현하지 않았던 것들을 포착하는

감식안을 요구한다. 자유의지와 욕망의 입장에서 현실에

서 탈구된 건축적 표현방식에 대해서 후속 연구를 희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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