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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양문화 전반에 흐르는 이분법적 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시각을 바탕으로 한 주체와

대상에 관한 논리 방식일 것이다. 인체의 감각

중에 거리를 필요로 하는 시각과 청각을 인식

에 관련한 상위의 감각으로 보았고 그 외의

감각들은 하위로 분류하였다. 인식에 관련되는

중요한 감각은 눈과 귀라고 믿었기 때문이다.1)

특히 눈의 우월적인 지위와 함께 주체와 거리

를 둔 대상간의 인식은 항상 주체의 입장에서

대상을 판단해 왔으며2) 중세부터의 원근법 사

용과 사진술은 대상과의 관계를 광학적 발전으

로 편중되게 하였고 시선이 대상의 표면을 만

지는 시각의 촉지적 기능은 근대에 이르기 까

* 교신저자, 이메일: osyook@seoularts.ac.kr

1) G.W.F.Hegel, 『헤겔미학 III』, 두행숙 역, 나남, 서

울, 1996, 34쪽

2)‘보는 주체는 보이는 객체를 전제로 한다. 모든 사물

은 보아지는 사물이고 그것은 보는 주체에 대하여 상대

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이다. 그렇게 보는 자아와 보이는

대상으로 자신과 세계를 인식하려는 경향이 세계이해의

확고한 신념체계로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김성우,「시각과 감흥: 동서양건축에서의 경험의 문제」,

건축역사학회 제13권 4호, 통권40호, 2004, 41쪽

지 간과되었다.3)

그러나 현대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인해 시각이나 청각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들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단일지각이 아

닌 복합지각을 고려한 지각의 확장을 보게 된

다.4) 눈은 거리를 유지하되 대상에 촉각이 다

가감을 퐁띠와 들뢰즈는 몸과 표피의 분리라

하여 시각의 만지기 기능을 회복하려고 하였

다.5) 대상과 주체 사이의 공간에 만짐이 접속

됨으로써 시각보다는 몸의 존재적 사건이 생긴

다는 것이다.6) 존재적 사건이란 주체에 의한

운동의 집적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감각 주체

인 인간이 대상을 파악하는 인식적인 단계에서

이제는 대상에서 인간과의 관계로 파악하고자

3) Guille Deleuze, 하태환역, 『감각의 논리』, 민음사,

서울, 1995, 161쪽

4) '현대의 기계적 세계는 오관이 가동될 때마다 시각은

촉각에게 그의 우위를 양보한다.... 세계와의 원근법적

관계에서 생기는 거리는 객관적 근접성에게 자리를 내

주고 만다....감촉성과 근접성은 좋은 시력과 비판의식을

대체해 버렸다.‘ Norbert Bolz, Willem van Reijen, 김득

룡역,『발터 벤야민』, 서광사, 서울, 2009, 145-147쪽

5) Martin Jay, 정성철역, 『모더니티와 시각의 헤게모

니』, 시각과 언어, 서울, 2004, 88-89쪽

6) 김준, 유재우,「근대이후 시각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

른 투명성 개념 해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2권

4호, 서울, 2006,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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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조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

촉각은 시각과는 달리 주체와 대상간의 거

리를 배제하려고 한다. 거리를 요구하는 시각

이 대상을 파악하는 이분적 지각방법과는 달리

거리를 소거하는 촉각, 특히 대상에 반응하는

시각에 내재한 시촉각의 작용은 거리 소거에

따른 주체의 운동을 유발하며 이는 시간에 의

한 공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다

시 말하면 공간 내에서 일어나는 시촉각에 의

한 주체의 운동은 시간의 전이에 따라 시점을

주체에서 대상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제

시하며 이는 주체를 중심으로 한 주체와 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과의 구조적 관계

를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를 바

탕으로 주체와 대상간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주

체가 공간 내에서 운동과 시간을 통해 대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라이프니츠는 뉴턴의 절대공간과 절대시간

을 집요하게 논박한다. 절대공간과 시간이 먼

저 있고 그 안에 여러 물체가 움직인다는 뉴

턴의 시공간 개념과는 달리 라이프니츠의 시공

간은 그것을 실체에 부대하는 2차적 속성으로

보고, 공간이란 여러 사물들이 있을 때 그들의

공존이 빚어내는 어떤 질서이며 시간이란 연속

되는 사건들의 계기(succession)의 질서라고

주장한다.7) 여기에서 사건은 움직임에 의한 운

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공간 안에서 운동이

일어났다면 거기에는 운동의 주체가 있을 것이

고 운동의 간격인 시간이 정해지며 그에 따른

공간적 위치가 뒤따른다.8) 즉, 비주기적 과정

인 운동과 사건에 대응하여 공간적인 거리가

측정되는9) 시간과 공간의 관계적인 차이가 생

7) 이정우,『접힘과 펼쳐짐』, 거름, 서울, 2000, 72-73쪽

8) 이정우,『삶.죽음.운명』, 거름, 서울, 1999, 142쪽

기게 되며 시간은 주체와 대상간의 상대적인

운동이 야기한 시점상의 결과로 나타난다.10)

그러므로 공간과 시간이 절대적인 좌표로

설정된 다음 주체의 운동이 작동되는 것이 아

니라 그 반대의 설정으로 분석하되 운동의 원

인 중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시각과 시촉각

측면에서 공간과 시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운

동의 지각이 주체의 대상에 대한 시각작용에서

시작된다고 본다면 시각에 내재된 시촉각 기능

은 대상에서 후차적으로 반응된 또 다른 운동

을 일으킬 수 있다. 주체와 대상 사이에 생기

는 운동이 시각의 흐름에 따라 공간의 종속적

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시촉각에 의

해 생기는 후차적 운동은 단속적인 시간의 간

격을 동반하며 그 시간의 간격은 주체의 공간

에 대한 적극적인 체험으로 발전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시각에 의한 운동과 시

각에 내재한 시촉각에 의한 운동을 밝히고 그

차이에 의한 운동의 변화를 재설정한 다음 재

설정된 운동에 동반되는 시간이 공간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논문의

2장에서는 대상에 따라 반응하는 시각주체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설정한 다음 대상의 조건

변화에 따라 생성되는 시촉각에 의한 움직임을

시간의 유형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

경을 가지고 3장에서는 사례적용을 통해 이를

증명하고자 한다.

시각과 그에 따른 시촉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는 서양의 건축에서보다 한국의

고건축, 특히 전통 주거건축에서 여실이 나타

난다. 서양건축이 시각 위주의 형태를 강조하

고 발전하였다고 한다면 고건축 특히 한국의

조선조 건축 형태는 수세기를 두고 기본적인

9) 한스 라이헨바하, 이정우역,『시간과 공간의 철학』,

서광사, 서울, 1986, 145쪽

10) Stephen Kern, 박성관역,『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서울, 2004,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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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움직임 구성요소와 관계

형태와 양식을 유지해왔다. 이것은 시각은 물

론 시각과 동반된 다른 감각을 중히 여겼다는

뜻이다. 또한 하나의 형태로 전체를 다루는 서

양건축과는 달리 부분과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

져 전체가 아닌 부분에 대한 경험을 중시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전통 주거

건축에서의 외부공간은 개인의 시점에 따른 다

양한 시각과 시촉각 특성에 따라 시간과 공간

의 단계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주체와 대

등한 형태라는 이분적인 대면관계와는 달리 부

분과 부분이 조합됨으로써 생기는 정해지지 않

은 사이의 공간과 이로 인한 우연의 행위들

즉, 운동에 의한 시간의 간격들이 개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조 주거건축의 대표적인

연경당의 외부공간은, 시각은 물론 내재된 시

촉각 측면에서 주체가 공간과 시간 속에서 반

응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좋은

분석대상이 될 것이다. 먼저 시각에 의한 움직

임의 기본동작을 설정하고 그와 동시에 일어나

는 시촉각의 개입에 따라 변화되는 움직임을

연경당 외부공간에 단계별로 적용하되 그 결과

를 대상에 재조명하고자 한다.

2. 시각과 시촉각에 의한 운동

운동이 생긴다면 그 주체가 존재함은 물론

운동의 요인과 조건을 예상할 수 있다. 중심,

방향, 거리로 대변하는 힘의 원리가 현상의 내

적 요인이라 한다면 운동은 현상의 외적 작용

으로 공간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대상에 의해

설정된 공간 내에서 시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체의 운동은 설정된 대상과 공간에 영향을

받는다. 반면에 시각에 동반되는 시촉각에 의

한 운동은 대상과 공간을 바탕으로 시간을 변

화시킨다. 이에 따라 운동과 시간이 시각과 시

촉각 측면에서 대상과 공간에 어떤 관계가 있

는지 알아본다.

2-1. 시각과 운동

Rudolf Arnheim은 ‘본다는 것은 그 운동을

지각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다.11) 우리가 건

축물을 보고 무엇인가를 느꼈다고 한다면 그것

은 건축 속에 내재된 운동의 힘 때문이며 시

각과 지각 사이에는 운동의 과정이 이어진다

고 하였다. 주체의 운동은 객관적인 눈과 보이

는 대상의 변화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 대상

이 시선에 정면으로 대응하거나 혹은 측면으로

위치하거나, 독립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을 경

우에 반응하는 주체의 운동은 다음의 세 가지

기본적인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서다, 가

다, 돌다’가 그것이다.12) 대상과 주체 사이에

필요로 하는 공간역시 대상의 조건에 따라 달

라진다. 발전적으로 공간과 형태의 조합으로

된 건축에서의 움직임은 방향과 거리의 장단에

따라 영역을 가진 중심이 주체가 되어 대상들

의 복합적인 움직임 요소들의 조합을 통해 공

간과 시간을 경험하게 한다. 대상이 복잡해질

11) 루돌프 아른하임, 김충일 역,『미술과 시지각』, 기

린원, 서울, 1997, 24쪽

12) 'LMA(Laban Movement Analysis)에서는 몸의 기

본 동작을 열두 가지로 제시한다. 뛰기, 정지하기, 움츠

리기, 늘리기, 접기, 펴기 모으기, 흩뿌리기, 무게이동하

기, 지지하기, 회전하기, 이동하기이다.' 신상미, 김재리,

『몸과 움직임읽기』,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0, 53

쪽

위의 열두 가지 동작은 세 가지의 기본적인 움직임(서

고, 가고, 돌고)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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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에 따른 주체의 기본움직임

수록 주체의 다양한 움직임으로 나타나지만 그

역시 이 세 가지 기본 움직임의 조합이다.

1) 정면적 대상과 시각

서거나 멈춤은 움직임이 없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정지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중심영역에

아무런 방해가 없으면서 주체가 되는 시각이

대상에 정면으로 부딪쳤을 때에 시각은 정반사

되어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다. 공간과 시간

의 거리차가 없어 머물고 있다고도 볼 수 있

다.(표 1-①) 정면으로 향한 시선은 대상을 형

태로 인식하게 되며 시간보다는 대상과 시선

간의 거리를 고려한 공간 인식이 강하다.

2) 측면적 대상과 시각

또한 간다는 것은 움직임의 모든 유형으로

대상이 시각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위치한다면

그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유도되며 시각적인 막

힘이 없다.(표 1-②A) 측면적 대상에 미설정

된 공간이나 시간의 부재는 주체의 이동을 발

생하며 대상의 발전에 따라 이동에 대한 간섭

을 하게 된다. 이동의 변화에 따라 공간과 시

간의 차가 생긴다.(표 1-②B)

3) 독립적 대상과 시각

돌기는 방향 전환으로 멈춤과 움직임의 두

요소가 대상의 역할에 따라 상호 조합된 것이

다. 독립적 대상 영역에 움직이는 요소가 개입

됨으로써 주체의 운동방향에 변화가 생긴다.

[표 2]의 A와같이 독립적 대상은 중심과 그

높이에 따른 균일한 영역을 가지며 움직임이

없다. 그러나 일정한 방향을 가진 대상 B가

개입되었을 경우 A의 균질한 영역은 B로 인

해 파괴되고 일정한 방향(회전)을 가지게 된

다. 즉, 구심적인 영역의 힘이 방향성을 가진

운동으로 바뀌게 되며 공간이 시간을 동반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시각과 대상의 관계에 따른

인간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설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시각에 내재된 시촉각이 대상의 변화에

따라 시각으로 인한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주

는지 알아본다.

[표 2] 돌기방식

2-2. 시촉각과 운동

플라톤 사상에 근원을 둔 시각중심의 기하

학적 단순성을 강조한 것은 신체의 감각기관

중에서 무엇보다도 시각을 중시하여 완전한 형

태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순수한 수단을

추구했기 때문이다.13) 그러나 리글(Alois Riegl)

은 이집트의 부조에 대하여 ‘부조는 시선으로

더듬거리고 가까이에서 보이도록 만들어진 유

형을 광학적인 것(l'optique)과 구별하여 눈으

로 만지는 것(l'haptique)으로 표현하며 그것은

눈과 손의 엄밀한 결합을 만들어낸다’고 하여

시각은 물론 촉각에 대한 경험을 강조한다.14)

13) K.C.Bloomer & C.W.Moore, 이호진 김선수역, 『신

체, 지각 그리고 건축』, 기문당, 서울, 1991, 50쪽

‘플라톤의 이데아(idea)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eidos)

이란 단어 역시 본다라는 동사의 변형이다. idea는 사물

의 모습(the look of a thing)으로, eidos는 보여진 것

(that which is seen)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들이다.’

김성우,「동서양 건축에서의 형태의 의미」, 건축역사학

회, 제12권 4호, 통권36호, 2004, 32-33쪽

14) Guille Deleuze, 하태환역, 『감각의 논리』, 민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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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rancis Bacon, Study for

Bullfight No.1, 2nd Version, 1969

평평한 표면은 눈으로 하여금 촉각처럼 움직이

도록 허용해주고 더 나아가서 눈에게 촉각적인

혹은 눈으로 만지는 기능을 부여하고 명령한

다. 따라서 평평한 표면은 이집트적 예술의지

안에서 땅과 지평선처럼 촉각과 시각이라는 두

감각의 결합을 보장한다. 또한 공간적으로 근

접한 것들의 영역 안에서는 촉각처럼 작용하는

시선은 동일한 형태와 배경이 있다고 느낀

다.15) 눈으로 본다는 행위는 단지 눈을 통해

인식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들과의 관

계 속에서 파악 되는 지각 현상으로 시각을

통해 인지된 대상은 감각간의 전이에 따라 촉

각의 형태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16) 그러

므로 면과 형태를 따라 이동하는 촉각과 함께

평면적인 거리와 입체적인 깊이를 가정해 볼

수 있다.17) 이에 따라 시촉각의 부딪힘으로 일

어나는 멈춤과 진행의 운동을 시촉각상의 면적

인 거리와 공간적인 깊이와 시간차에 의한 회

전으로 세분한다.

1) 시촉각 거리

① 비대칭

<그림 2> 시촉각 거리

1995, 161쪽

15) Henri Maldiney, Regard Parole Espace, L'age

d'homme, Paris, 2001, 195쪽

16) 전유창, 김성욱,「현대건축의 표면에 나타난 시각적

촉각의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

문, 제17권 3호, 2008, 139쪽

17) ‘촉각 이외의 다른 감각기관은 직접 3차원의 세계를

취급하지 못하며 지각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바꿀 가능

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즉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을 동시에 할 수 없다.’

K.C.Bloomer & C.W.Moore, 이호진 김선수역, 『신체,

지각 그리고 건축』, 기문당, 서울, 1991, 53쪽

주체가 대상의 중앙에 서서 바라보았을 경

우 시선의 움직임은 멈추거나 주변을 맴돌다가

주체로 되돌아온다. 정반사로 인해 시각과 대

상은 1:1의 대응이 되며 거리만큼의 공간이 있

고 시간 역시 종속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림 2>와 같이 대상의 중앙을 기점으로 어

느 한쪽이 개구부 혹은 형태로 인해 다른 한

쪽과 차이가 생길 때 즉, 대상이 비대칭을 이

룰 때 시선은 그쪽으로 이동하며 이동하는 시

선의 거리만큼 시촉각의 만짐이 일어난다. 시

각적 공간에 의한 방향성은 시촉각에서 생기는

만짐의 거리에 의해 완화되고 그거리가 길수록

시간이 연장되며 시각과 시촉각의 거리 차가

클수록 평면적인 시간거리에서 발전한 부피만

큼의 공간이 체험된다.

2) 시촉각 깊이

① 흐릿함

배경과 형태의 관계형성의 필수적인 조건은

두 요소 서로가 근접해 있다는 것과 서로 간

에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해주어야 한다는 것

이다.18)

이 경우, 두 요소의 근접으로 인한 눈으로

만지는 근접시각이 생기며 배경과 형태를 가르

18) Guille Deleuze, 하태환역, 『감각의 논리』, 민음사,

서울, 1995,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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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통의 경계에 윤곽이 생기게 된다. 베이컨

은 이 윤곽을 ‘동그라미’라는 특정한 이미지로

형태를 고립시키고 ‘아플라(aplat)’라 일컫는

공간화 된 배경 기법으로 형태와 동그라미, 아

플라 간에 공존하는 경계에 흐릿함을 사용하였

다.19) 베이컨이 사용한 이 흐릿함은 불명확함

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명확함

에 의해 명확함을 깨뜨리는 작업이었다.20) 이

로써 두 요소 사이에 존재하는 모호함은 요소

간의 경계 변이를 생성하고 불확정한 공간에

연속을 가능케 한다.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서

는 멈추지 않고 이동하기 때문이다.

[표 3] 시촉각 깊이

② 배경과 형태의 역전

원근법을 사용한 그림을 볼 때 관객이 딱딱

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은 형태가 앞에 서

고 배경을 뒤로 하는 대상 위주의 일반적인

배치방법과 수평적인 소실점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화면은 정지된 시간에 정면을 바라보는

19) ‘아플라는 빈곳을 채우는 물질적인 구조, 단색의 배

경이다. 이 세 요소를 바라보는 들뢰즈의 관점은 그의

미학이론인 살, 집, 우주라는 개념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것들은 건축적인 -그 자체에서 어떤 개념으로의 환원

으로 넘어가지 않는-구성으로, 각기 독립적이면서 긴밀

히 연결되고 중복하며 포함하고 초월하는 유기적인 구

성으로 나타난다.’

홍선미,김문덕,「들뢰즈 회화론의 공간인식에 의한 렘

쿨하스 건축의 실내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

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 제8권 2호 통권11호, 2006, 117

쪽

20) Guille Deleuze, 하태환역, 『감각의 논리』, 민음사,

서울, 1995, 17쪽

일화적 깊이를 낳게 된다.

19세기 말에 이와 같은 원근법 구도를 역전

시킨 최초의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폴 쎄잔느의 ‘성 빅토리산’이다.

<그림 4> Paul Cezanne, 소나무와

성 빅토리산, 1886-87

이 작품에서 쎄잔느는 원근법에서 사용하는

형태와 배경의 배치를 역전시켜 배경을 형태

앞에 세운다.(그림 4) 작품의 최전면에 소나무

를 배경 틀로 세우고, 형태가 되는 빅토리 산

을 배경 면으로, 그 사이에 마을을 산발적으로

배치하였다. 화면 양쪽의 수직의 두 소나무 기

둥과 하부의 수평 둔덕은 기하학적인 단순함으

로 배경의 기본 틀로 작용하되 상부의 소나무

잎들은 줄기의 수평성을 근거로 잎들의 투명한

가림을 강조하여 그림 안의 형태들을 위한 배

경의 틀을 만들고 있다.21) 원근법 구도에서 대

상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평면 시각구도와는

달리 관찰자와 대상 사이에 설치된 배경의 역

전된 관계 틀에 의해 간섭되는 시각과 시촉각

에 의한 공간의 깊이가 생긴다. 특히 전면 틀

로 사용된 소나무 잎들의 투명한 가림은 안으

로의 깊이가 강조하며 약간을 가림으로써 비어

있음은 깊이를 강조하는 공간의 흐릿함이다.

배경과 형태(빅토리산) 사이에 있는 집들과

수로, 길 등의 모든 면들은 일련의 작은 조각

21) Reunion des Musees Nationaux, Cezanne, Paris,

1995, p.259



시각과 시촉각에 의한 운동 측면에서 본 공간과 시간의 관계성 연구  83

건축역사연구 제20권 1호 통권74호 2011년 2월

<그림 5> 시촉각 회전

들로 재정립되어 교차하며 덮여 있고 이것들은

passage(베이컨은 passage를 아플라로 표현하

였다)라는 빈 공간 효과에 의해 면들이 동시에

앞뒤로 있는것 같이 보인다.

쎄잔느는 이 passage를 통해 소제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깊이 방향으로의 시촉각적 만

짐을 시작한다.22) 결과적으로 쎄잔느는 이 그

림에서 형태와 배경의 역전, passage의 비움,

형태와 색의 분절과 중첩에 의한 깊이로의 공

간과 운동을 강조하며 대상 쪽에서 보는 주체

간의 새로운 관계를 제시한다.

③ 중첩

입면의 변화된 부분이 시선방향과 일치해

있을 때 시선의 집중이 일어난다. 그 집중부분

이 공간으로 이어질 경우 주체는 깊이 방향으

로 전진한다.(표 4-깊이1) 시촉각 거리에 의한

후발적 공간 생성과는 달리 시촉각 깊이는 공

간을 동반한 대상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표 4] 시촉각 깊이

이때 전면에 선 역전된 배경 틀은 시선을

간섭하여 깊이로의 움직임을 계속하되 시촉각

의 부딪침에 의해 공간보다는 시간의 연장이

생긴다. 반면에 [표 4-깊이2]는 같은 유형의

대상이 중첩되어 시선의 깊이를 유도한다. 이

경우 깊이로의 움직임과 함께 시촉각 면에 의

한 공간을 동반하기 때문에 역전된 배경틀 형

식보다 시간이 더 연장되며 공간의 반복적인

22) Edward F. Fry, 김인환역, 『큐비즘』, 미진사, 서

울, 1995, 12쪽

체험을 더 하게 된다.

3) 시촉각 회전

중심 영역에 또 다른 힘이 개입하여 회전이

생기는 기본움직임과 유사한 시각 회전은 회전

내경 A와 외경 B의 거리 차에 의해 시촉각

거리가 생기며 그 거리 차는 시간의 연장과

움직임에 따른 공간이 재설정된다.

3. 연경당

연경당은 1828년(순조 28년) 왕세자였던 효

명세자가 사대부가를 모방하여 궁궐 안에 지은

반가형식의 고택이다. 실거주의 모방된 고택이

란 점에서 이는 국내 최초의 견본주택이 될

것이며 당시의 주거건축의 사회적인 조건과 문

화전반의 상황을 담은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 연경당의 외부공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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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경당은 전체를 정하고 내부를 분할하는

서양의 건축과는 달리 정형한 기본 Unit가 정

형과 비정형을 반복하면서 비정형하게 전체를

구성하고 있어 외부공간은 그 조합 결과에 따

라 서로 다른 연속 공간(바깥마당, 행랑마당,

사랑마당, 선향제 앞마당, 뒷마당, 안채 뒷마당,

안마당)으로 나타난다. 시각에 따른 단계별 외

부 공간 분할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경당의

대지 조건과 배치의 형식에 의해 구성된 형태

와 공간을 시각에 따른 운동 측면에서 입구에

서부터 최종 목적지인 안채 마당까지 단계적으

로 나누어 분석한다. 또한 대상의 변화에 따른

시촉각의 반응결과가 시간과 공간에 어떠한 변

화를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시각에 의한 연

경당의 순차적인 외부공간은 다음의 일곱 공간

으로 나눌 수 있다.

[표 5] 시각에 의한 연경당 외부공간 영역

① 진입: 불로문을 지나 연경당이 보이는

시점부터 연경당 다리를 건너기 전까지의 공간

이며 대상을 향한 깊이로의 진행공간이다

② 정면: 연경당 바깥마당과 장양문까지의

전이공간으로 대상에 대면적인 형식을 취함으

로 형태인식이 강하다.

③ 사랑마당: 안 행랑채를 뒤로하고 사랑채

를 마주하며 좌우의 낮은 담과 선향제가 위치

한 연경당의 중요한 외부공간이다.

④ 선향제: 사랑채와 선향제 사이 공간으로

회전과 통과와 간섭이 생긴다.

⑤ 사랑채 뒷마당 공간: 막힘에 의한 진행

과 방향의 선택이 필요한 공간이며 공간의 확

장을 유도한다.

⑥ 안채 뒷마당과 옆마당: 일각문을 지나

안마당 전(지면의 경계석)까지의 공간 단계로

회전과 시각적 간섭이 일어난다.

⑦ 안채 안마당 공간: 회전에 의한 시선의

멈춤이 제일 강하다.

3-1. 접근과 정면

<그림 7> 연경당 근접시각(흐릿함)

불로문을 통과하고 잠시 후 연경당 바깥마

당으로 근접하면서 여타 건물의 접근과는 달리

특별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접근자와

대상 사이에 놓인 나무들로 인해 보이는 대상

의 흐릿함 때문이다. 나무들의 산발적 배치와

연경당과의 흐릿한 경계 변이로 인해 접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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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경당 정면

<그림 11> 축의 비대칭과 시촉각거리

<그림 10> 축의 비대칭

<그림 9> 배경과 형태의 역전

하여금 대상이 되는 연경당의 명확함을 깸으로

인해 명확해지며 시촉각이 살아나 접근공간의

경험을 연장하게 한다. 시각적 진행 방향은 고

정되지만 소나무들로 인한 시촉각 작용으로 인

해 시선이 분산되면서 건물의 전체윤곽을 살피

게 되어 진행 시간을 연장한다.

흐릿함에서 보이는 소나무들의 산발적인 배

치를 지나면 연경당 바깥마당 앞에 서 있는

두 나무는 접근하는 주체와 대상의 원근법적인

해석을 해체하고 두 요소에 대한 관계적인 구

도로 바꾼다. 행랑채를 앞에 두고 전좌우후로

선 두 나무의 공간적인 배치(그림 8)는 대상을

파악하기위한 배경 틀 역할을 하고 있다. 전면

에 선 두 나무의 배경적인 틀을 통해서 본 연

경당은 주체와 대상간의 직접 부딪치는 시선이

아니라 대상측면에서 배경을 내어준 응시적인

대응이다. 결과적으로 주체는 대상을 시각의

깊이방향으로 접근함은 물론 배경 틀에 부딪힌

시간을 간섭한다. 이 간섭에 의해 시각은 깊이

방향으로 고정되지만 좌우로의 시촉각이 작용

하며 배경 틀에 의한 반복적인 시간경험을 하

게 된다.

정면에서 보아 평행한 행랑채 지붕을 기준

으로 주출입구인 장락문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전장 34.9m, 장락문 중앙에서 왼쪽길이

21.1m, 오른쪽길이 13.8m) 치우쳐 있다. 더구

나 오른쪽 입면 재료는 5칸 중 4칸을 점하고

있는 가마고의 목재 마감인 판장벽으로 인해

사고석 벽 길이가 더 짧아 보여 오른쪽으로의

치우침이 더하다. 당연히 시선의 방향은 오른

쪽으로 향하게 되고 비대칭으로 인한 긴장감과

함께 오른쪽으로의 운동감을 유발한다.23) 동시

에 좌우 비대칭의 시각의 거리 차만큼 시간을

연장하는 시선의 만짐이 생긴다. 이는 재료의

거칠음에 의해 그 정도와 시간이 더해지며 행

랑채 외벽 주종 마감인 사고석의 거칠음과 특

히, 양각으로 튀어나온 회이음매는 매끈한 서

23) Herman F. Brant는 눈의 움직임을 기록하도록 한

Eye Camera로 조사한 결과 ‘동양권의 오른손잡이 사람

들은 왼쪽 사물이 눈에 잘 뜨이고 시선의 흐름은 왼쪽

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라고 하였다.

임헌혁, 「효과적인 신문광고의 Layout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론, 1984,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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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공간 깊이와 확장

양의 마감과는 전혀 다르다. 이로 인해 주출입

구인 장락문을 중심으로 좌측의 긴 방화장 벽

보다 우측의 목재와 석재의 분절된 벽은 눈의

끌어당김을 강하게 하고 시간을 늦추어 진입으

로의 인식과 방향을 전제한 공간의 체험이 시

작된다. 시간에 의한 움직임과 이에 따른 공간

이 재설정된다. 또한 행랑채의 지붕 높이보다

높은 솟을대문은 형태와 지붕선의 음영으로 진

입구로서의 촉지적 인식을 강조한다.

3-2. 진입

장락문을 통과하기 바로 전부터 행랑마당을

지나 장양문까지의 시각과 시촉각 경험을 다룬

다.

<그림 12> 진입(장락문과 장양문)

<그림 13> 진입의 시각적 중첩과 시촉각 깊이

장락문과 동일한 형식의 장양문을 비대칭으

로 중첩시키되 시촉각에 따른 사선 축선 상에

배치되어 장락문을 통과하기 바로 전부터 그

다음 문(장양문)은 같은 시각선상에 있게 된

다. 그러므로 처음 장락문을 향해 진입하였던

깊이와 장양문으로의 깊이에 의해 시촉각 경험

이 두 번 반복해 일어날 것이다. 대문의 반복

사용은 진행공간을 명시하는 두 틀로서 깊이로

의 간섭을 하게 됨은 물론 이로 인하여 생기

는 시촉각은 체험의 반복과 시간의 연장과 공

간의 경험이 진행방향 좌우로 일어난다. 행랑

마당을 통과할 때 사선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공간A는 장양문으로 향하는 진입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놓여있고 우측의 세로로 길게 돌출한

방과 마루의 동일 방향으로 위치하여 공간 A

는 진입공간으로 편입된 반면, 좌측의 공간 B

는 가로로 길게 놓여 진입방향과 직교한다. 진

입 방향이 설정된 후 오른쪽에 비해 왼쪽으로

펼쳐지는 행랑방 외벽의 시촉각 거리차는 10m

이상 되어 시각적인 만짐과 시간의 분절로 인

해 좌로 뻗은 행랑마당은 공간의 확장을 가능

케 한다.

       
3-3. 사랑마당

장양문을 통과하면서 이어지는 주진입 동선

상의 시선은 사랑마당으로 들어오면서 사랑채

의 오른쪽 누마루에 걸린다. 사각형의 사랑마

당을 전면 좌측으로 진입하게 되므로 맞은편

대각선 방향인 선향제 쪽으로 이어진 시각은

중앙 전면진입의 경우보다 더 넓은 공간을 인

식한다. 사랑채 왼쪽 앞으로 꺾어진, 안채와

사랑채 사이의 낮은 담은 사랑마당에서 볼 때

그 너머로의 안채를 가늠케 하는 동시에 사랑

채로의 주 시선을 간섭하여 사랑채를 통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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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선향제

<그림 16> 사랑마당의 시각과 시촉각

<그림 15> 사랑마당

깊이를 강조한다.(그림 16-나) 사랑채 오른쪽

으로의 시각흐름은 누마루와 직교하는 선향제

와 이어지는 동시에 일련의 기둥들로 인해 뒷

마당으로의 시선을 유도한다.

이로써 사랑마당 공간은 낮은 담, 안 행랑채

의 막힘, 사랑채, 선향제의 요소들에 의해 생

성되며 그 요소들은 각각의 공간 성격을 마당

하나에 담고 있다. 즉, 마당에서의 멈춤은 사

랑채의 정면성으로, 뒷마당으로의 연결은 선향

제의 방향성으로, 낮은 담은 안채로의 잠재성

과 사랑채로의 깊이를 유도한다. 담과 함께 마

당 맞은편에 위치한 안행랑채 역시 선향제와

함께 마당을 닫아주는 역할을 하여 시각의 흐

름을 억제한다. 다른 장소에 비해 시촉각의 요

소가 가장 많다. 정면에 배치된 사랑채의 가로

로 긴 입면은 일련의 기둥들과 그 상부와 만

나는 지붕의 수평선으로 인해 시각의 부딪힘과

사랑채 내부로의 시촉각적 깊이가 생긴다. 그

러나 사랑채 하부의 기단은 사랑채로의 진입을

멈추게 하는 시촉각의 부딪힘이다. 시각적인

깊이와 시촉각적인 부딪힘은 공간과 시간의 차

이에 의한 운동의 반복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

인이 된다. 사랑채 좌측 전면에 위치한 꺾인

담에 부딪힌 시선은 진행보다는 멈춤의 효과를

주며 이로 인한 시간의 간섭이 생긴다. 그러므

로 사랑마당이라는 하나의 공간에 다양한 시촉

각 요소들의 작용은 다양한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고 공간보다 더욱 분절된 시간의 간격들

이 쌓여 기억의 장소로 발전하게 한다.

3-4. 선향제

사랑마당과 뒷마당으로의 연결은 사랑채 누

마루보다 먼저 나온 선향제에서 시작된다. 여

기에 직각 배치된 사랑채로 인해 두 건물사이

에는 통로가 있음을 시사한다. 벽보다 더 돌출

한 사랑채 지붕처마의 내리누름은 사랑마당에

서 뒷마당으로의 방향전환을 빠르게 하고 누마

루를 받치고 있는 하부의 높은 주초 역시 주

변의 빈 공간으로 인해 시촉각적 회전을 강조

한다. 그러나 선향제와 삽입된 사랑채 사이의

너비는 전후의 너비보다 좁아 속도를 높인다.

선향제 전면의 열주는 통로와 같은 방향으로

줄지어 있어 시각 우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그와 동시에 각 기둥에 부딪치는 촉각적 간섭

은 체험의 시간을 늦춘다. 그러므로 너비의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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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삽입과 회전

<그림 18> 선향제의 시각과 시촉각

<그림 21> 사랑채 뒷마당의 시각과 시촉각

<그림 20> 사랑채 뒷마당

음에서 오는 시간의 빠름과 기둥들에 의한 느

림은 몸의 체험을 사랑채보다 선향제 쪽으로

기울게 한다.

3-5. 사랑채 뒷마당

선향제 통과 후 전면에 보이는 뒷마당 담은

시선과 정면으로 부딪쳐 움직임을 멈추게 하며

수동적인 긴장과 시간의 교차가 생긴다. 이 생

긴다. 담 위로 시선이 넘어가기도 하고 담의

수평선을 따라 좌우로 움직인다. 좌우로 나뉜

시선의 방향을 따라 오른쪽은 계단으로 오르는

농수정을, 왼쪽으로는 일각대문을 만난다. 상승

보다는 수평이동의 용이함과 함께, 선행된 시

촉각의 벽 만짐은 몸을 일각대문 쪽으로 강하

게 지시하며 강한 지시만큼이나 벽의 촉지적

감각도 강하게 이어진다. 시촉각 깊이보다 벽

에 의한 시촉각 거리가 길어 시간의 연장이

생긴다. 선향제를 통과할 때까지 반복되었던

왼쪽으로의 방향체험은 계단 쪽보다는 왼쪽인

일각대문 쪽을 택함이 당연하다. 더구나 농수

정으로 오르는 계단은 선향제의 끝단이 가리고

있어 진입 초기부터 계단에 근접할 때까지 보

이지 않는다. 상승을 필요로 하는 농수정은 공

간과 시간과는 별도의 의도적 접근이 필요하

다.

<그림 22> 시촉각 거리와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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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안채 뒷마당과 옆마당

3-6. 안채 뒷마당과 옆마당

<그림 24> 안채뒷마당과 옆마당의

시각과 시촉각

오른쪽의 반빗간 통벽담과 왼쪽의 안채 외

벽 사이를 따라 들어가는 형식이다. 두 벽에

의해 시선의 방향은 전면으로 일정하다. 그러

나 자녀들 방의 내측까지 이어져 있는 오른쪽

의 반빗간 통벽문 벽이 시선의 진행을 주도하

되 먼저 끝나는 왼쪽의 사랑채로 인해 시선과

운동의 방향은 왼쪽으로 회전한다.

<그림 25> 공간A와 공간B

같은 회전 방향이라 하더라도 공간 A와 공

간 B를 통과하는 속도는 다르다. 공간 A는 좌

우로 수직의 굴뚝과 나무들을 거치면서 시각의

간섭과 시촉각의 만짐이 생겨 간섭이 없이 직

선으로 진행되는 공간 B보다 긴 시간이 예상

된다.

3-7. 안마당

일렬의 자녀들 방 배치는 시선과 동선을 직

선 방향으로 유도하되 안채의 돌출된 누다락을

시작으로 안마당을 알리는 왼쪽으로의 회전이

시작된다. 선향제 경우와 같이 안채의 돌출된

배치에 의해 직선운동이 회전운동으로 바뀐다.

더욱이 층을 달리하는 마당의 경계석은 안마당

의 시작을 알린다. 시각의 직선운동에서 회전

운동으로의 변화는 누다락을 끼고 도는 안쪽으

로의 몸의 회전 거리보다 자녀들 방을 지나가

는 바깥쪽 눈의 회전 차이로 인해 시촉각의

만짐을 동반하며 시간의 분절을 가져온다.

<그림 27> 안마당의 시촉각

<그림 26> 안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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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의 방들과 반복되는 기둥들, 수인문, 사

랑채와 안채를 가르는 낮은 벽 순으로 시각적

만짐이 연속되다가 담 옆의 나무에서 멈춘다.

이로 인해 하나의 안마당은 수인문 쪽 안마당

과 안채의 앞마당으로 이분된다. 시각적 운동

측면에서도 장양문과 수인문은 그 역할을 달리

한다. 장양문은 진입선상에 있어 그 성격이 진

입을 도와주는 주도적인 운동의 역할을 하는

반면 수인문은 장락문을 통과할 때에도 시야에

서 보이지 않으며 안마당에서 보아도 회전의

빠름과 그 뒤를 잇는 사랑채의 형태 접속으로

인해 수인문의 인식이 떨어진다. 자식들 방과

안 행랑채를 잇는 상부의 ㄱ자형 지붕과 하부

의 쪽마루는 하나의 형태 요소로 이어져 있어

시각의 흐름을 빠르게 하는 반면에 중앙부는

정형하게 반복 배열된 기둥들 사이로 보이는

문들의 불규칙한 개폐가 시촉각의 만짐을 유발

하여 시간을 연장한다.

4. 결론

서양의 고대 사유로 대변되는 플라톤의 기

하학은 이것을 모델로 한 형태라는 조건 공간

으로 넘어서면서 형상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

킨다. 데카르트에서 베르그송으로 이어지는 근

대철학은 해석학이 간과했던 연속성과 운동,

시간을 현대의 핵심 사유로 하는 위상학으로

발전하면서 현상에 근거한 구조주의의 시초가

되었다.24) 형상에서 법칙으로, 법칙에서 구조

로 서구의 사유가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서

양철학의 흐름은 주체와 대상의 선상에서 이분

법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

러나 구조주의의 인식적 한계를 비판하며 등장

한 후기구조주의는 전체적인 구조틀보다 개인

24) 이정우, 『시뮬라크르의 시대』, 거름, 서울, 1999,

121쪽

의 가치를 깨닫게 하며 절대적 법칙을 믿는

이분법적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타자를 인정

하되 고정된 영역을 확장시켜 다원화된 사고를

예고하는 현대의 이론적 가치체계로 떠오르고

있다.25) 후기 구조주의는 대상을 체험적인 의

미를 통해 이해하는 사유 방법이며 단순이 본

다는 사실을 넘어서 본질 자체의 의미를 알려

는 현상적 관계행위로 볼 수 있다.26)

시간은 운동의 간격이다. 이 말은 시간은 물

체적 운동의 부대효과이기 때문에27) 시간은

공간과 운동체와 상관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후기 구조주의는 공간을 운동에 의

해 일정하게 분절된 시간이 만드는 후차적인

위계로 보는 동시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본

다.28) 주체와 대상 사이의 거리에 의해 생기는

시각적 공간과, 거리를 억제하되 이를 평면거

리 혹은 정지, 깊이거리로 해석한 시촉각적 시

간과의 차이는 방향을 띤 주체의 시선과 객체

의 응시 사이에 합치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

에 주체의 분열이 일어난다.29) 이러한 분열은

긴장으로 이어지고 긴장에 의한 주체의 움직임

은 공간 내에서 머물며 시간의 간격에 의한

몸의 체험으로 이어진다. 시간을 없앨 수 있는

시각적 공간과 시촉각에 의해 거리가 배제된

시간의 분절은 주체와 대상의 이분법적 형태보

다는 시간에 의한 움직임으로 발전하는 주객의

적극적인 탈출의 계기가 되고 공존의 질서로

이어진다.

25) 나혜숙, 안희영,「후기구조주의 사유를 통한 주거공

간의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제8권 2호, 2006, 100

쪽

26) 우리정신, 『우리 디자인』, 이은숙, 안그라픽스,

서울, 2009, 40쪽

27) Ibid, p.142

28) 이정우, 『삶.죽음.운명』, 거름, 서울, 1999, 150쪽

29) 전영백, 『세잔의 사과』, 한길아트, 서울, 2008, 30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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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시촉각 운동에 의한 시간성

<그림 28> 연경당 외부공간

연경당의 외부공간은 시각위주의 공간특성 뿐

만 아니라 시촉각 특성에 의한 운동의 시간구

조를 밝힐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 진입에

서 안채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외부공간은 대상

에 의한 시선의 변화에 따라 각 공간이 연속

적인 방향을 가지며 동시에 시촉각에 의한 만

짐, 간섭, 반복, 깊이, 회전, 멈춤, 억제, 연장의

역할에 따라 움직임의 간격들이 시간에 의해

이어지고 있어 공간속에 객관화된다. 이제 주

체의 운동은 공간과 시간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향해있다.30) 특히 다양한 시

촉각 경험이 일어나는 사랑마당의 경우, 이로

인한 다양한 시간의 분절이 중복되어 한 번에

하나를 선택하는 단일시간구조가 아니라 한 번

에 여럿을 병행하는 다원적인 시간구조가 되어

하나의 공간 안에서 다양한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는 동적공간이 된다.31)

결국 시간의 분절에 의한 움직임들은 주체

밖으로 나와 공간속에서 대상을 재설정하는 다

원적인 관계로 이어진다. 시간에 의한 움직임

들의 누적은 공간을 장소화 한다. 이에 따라

30)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이학사, 서울,

2004, 195-197쪽

31) ‘공간은 시간적으로 배타적인 여러 사물들의 반복을

허용하고, 시간은 공간적으로 배타적인 여러 운동들의

반복을 허용한다.’ 이정우, 『삶.죽음.운명』, 거름, 서울,

1999, 152쪽

외부공간은 두요소를 이어주는 매개라는 소극

적 개념에서 두 개의 요소가 충돌하여 시간을

쌓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재설정된다. 대상 역

시 시각에 의한 후차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

이 아닌 형태 내에 잠재된 시촉각의 요소에

의해 시공간과 소통하되 각 요소들 간의 경계

를 유지한 적극적인 주체 역할로 발전하게 된

다. 또한 외부 공간 내에서의 순환적인 연속운

동은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러운 구

심적인 힘이 생기며 형태로서가 아닌, 주체를

유지한 반복 순환적인 무형의 중심성을 느끼게

한다. 이것은 부분의 합에 의해 전체를 예견하

는 동시성의 결과이다. 또한 그 중심성은 왼쪽

으로의 자연스러운 순환과 역순으로의 순환을

가능케 하며 여러 곳에 배치된 문에 의해 강

제순환이 아닌 선택적 자유 순환도 가능하게

한다.32)

시각에서 오는 공간의 연속성보다 시촉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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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는 체험적 시간을 발전시킨다면 그로 인

한 공간은 2분적인 형태에서 오는 후발적인

공간과는 다른, 시간에 의한 체험적 공간이 발

전될 것이다. 연경당 외부공간은 보는데서 그

치지 않고 눈으로 만지는 시촉적인 특징이 두

드러지기 때문에 대상을 멀리 보기보다 가깝게

보고, 그에 따라 눈보다는 손의 특성을 가진33)

촉각 중심의 세계가 시각중심의 세계보다 직접

적이고 전일적이라는 특성을 밝히는 한국 고건

축의 대표적인 외부공간이라 할 것이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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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ross the culture of Western Europe, dichotomy based on the visual sense has

evolved. They believed eyes and ears requiring a distance related in recognition, are

more developed than any other human senses in human body. Dominant position, as a

condition to using a perspective, the eye has been just concentrated in the development

of optical sight.

But developed a variety of modern media,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the other

perception, it makes dichotomy to the expansion of perception over the single function of

visuality. Recently, Guille Deleuze and Merleau-Ponty try to recover the sense of tactility

segregated in skin from body keeping eyes for distance. By the result, the activity can

be happened by being connected to the body rather than to eye in the space between

the subject and object. From the phase of recognition where the human body tries to

identify the object in the space considering a time, it will be changed for the subject to

the phase of structure vice versa. Visual tactility is to eliminate the distance between

subject and object. If the visual tactility is to erase the distance different from the visual

in dichotomy, it will be occurred to having a tension and makes new relationship to

work trying to move the subjective point of view in object. Like this evidence in

analysis of architecture, it can be easy to find the Korean architecture rather than

western architecture in terms of emphasizing the time and space. The fact, architecture

of Lee Dynasty had been preserved and consisted basic form and style over the

centuries makes us assume that visual tactility was considered as well as the visual

sense.

This study will be intensive in terms of visual and tactile inherent in the subject and

how it is being connected to the movement in the space and time.

Keywords : Dichotomy, Visual Tactility, Movement, Continu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