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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media technology has made rapid progress, cultures in the world have spread fast. In addition, Korea wave

spreading toward the world is taking shape as a brand that represents essential Koreanness.

Such tendency has led attempts to seek Koreanness in the field of space design.

The desire to escape from the absence of humanity that is based on mechanistic nature view has led a variety

of ideas and concepts on space. In particular, concept of phenomenological space centering on human body has

been emphasized.

Merleau-Ponty found concept of phenomenological space that emphasizes awareness through experience of

human body. In this thesis, orientation as situation, temporality as body, depth as consciousness, and correlational

orientation which are key concepts of Merleau-Ponty's phenomenology were covered. Such concepts were used

in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Buseoksa Temple to present essential Korea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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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사회는 집약적인 기술발달로 인해 근대건축의 보

편성 이라는 코드를 벗어나 지역적 개별성과 그리고 민

족적 성향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공간디자인 분야에서도 본질적인 한국성

을 접근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 전통

건축에서 한국성에 대한 연구는 양식으로서의 형태론적

측면과 사상적 측면으로 많은 연구가 치중되어 있었다.

한국 전통건축 공간에 대한 재해석 이라는 측면에서

김수근은 우리가 한국 전통건축을 재해석하는데 있어서

형태론적 모방과 답습을 경계해야 하며 이 시대의 시간

성에 맞게 재해석되어 구축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 전

통건축의 재해석에 있어서 현대 시대의 방향성에 맞춰 다

양한 접근과 과정의 시도는 본질적인 한국성을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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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건축의 인간성 부재라는 기계론적 사고에서 탈피

하고자 하는 욕구는 다양한 사조와 공간개념으로 전개되

었다. 그 중에서도 신체를 통한 현상학적 공간개념이 부

각되고 있다. 메를로-퐁티(Merleau-Ponty)가 제시한 인

간 신체의 체험을 통한 지각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특성

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메를로-퐁티의 현상학 공

간개념으로 한국 전통건축인 부석사를 분석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 전제 및 방법

이러한 배경과 목적을 전제로 메를로-퐁티의 현상학

적 신체에 의한 공간개념을 한국 전통건축 중에서도 이

동지각에 의한 다양한 공간적 감이 유발되는 부석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부석사는 자연적 지형에 맞춰 비대칭

적 배치를 가지고 있으며 일주문 - 천왕문 - 회전문 -

범종각 - 안양루 - 무량수전에 이르기까지 이동지각에

의해 장소적 공간 특성과 공간적 감이 다양하게 유발되

므로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공간특성의 분석 대상으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았다. 무량수전 뒤편에 위치한

조사당과 웅진전이 있으나 현상학적 관점에서의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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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간 특성이 강하게 도출되지 않아 본 연구의 분석

범위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반면, 회전문은 2011년

겨울에 복원 되었고 본 연구와 관계가 있어 범위에 포함

시켰다. 부석사의 공간은 장소성과 더불어 체험으로서의

과정성이 현상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리라 보며 공간적

구성 요소의 특성 또한 도출 되리라 본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메를로-퐁티의 현상학과 부석

사의 공간 특성을 문헌과 이론을 통해 이해하고 또한 부

석사의 현장 답사를 통해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

하였다. 2장에서는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공간 특성을

이해하고 분류된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3장에서 부석사

공간의 현상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에 추출된 공간

적 특성과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4장에서는 부석사

의 단계별 종합 분석을 현상학적 분석틀에 구간별 분석

하고 또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5장에서 결론을 정리하

였다.

2. 이론적 고찰

2.1. 현상학의 의미와 신체개념

(1) 현상학의 의미

원래 ‘현상’(Phenomenon)이란 개념은 그리스어에 ‘어

떤 것이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된다’ 는 의미를 가진 단

어에서 유래된다. 따라서 건축공간에서 다루어질 ‘현상’

또는 물체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공간과 시간 속 에서

변화되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며 체험의 대상이 된다.

현상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직접적인 의식은

지각을 통하여 주어진다.1) 현상학에서 현상이란 합리주

의에서 말하는 대상에 대한 대립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상과 상호적 관계성을 가지며 주

체적 체험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다. 지각이나 의식의 본

질적 접근에 있어서 현상학은 주관적 경험으로서 주변

환경적 요소와 상호작용 하면서 발생되는 의미로 말할

수 있다.

즉 현상학은 본질 탐구적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

다.

(2) 현상학의 신체개념

현상학에서 본 신체 지각을 통한 공간은 체험을 전제

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물을 통한 공간에서의 현상학

적 신체 지각 체험은 공간을 구성하는 사물과 그것을 뒷

받침하는 장(場)이 서로 얽혀서 새로운 의미를 유도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학적 지각 체험을

통해 공간에서 다양한 의미와 가능성을 창조하게 된다.

공간에서 체험의 대상이 되는 현상은 물체와는 구별되는

1)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역, 문학과 지성사, 2002,

p.694

것으로 공간과 시간 속에서 변화되어 ‘드러나는 것’ 을

의미한다.2)

전통적으로 신체라는 개념은 감각의 지각, 사고 판단

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소적 측면으로 바

라보지만 현상학에서는 신체 그 자체가 주체적인 신체로

지각의 자체로서 능동적인 활동의 신체인 것이다. 의식

은 지각이고 세계는 지각으로서의 세계이며 지각의 근거

가 되는 것은 신체인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신체를 지각의 본질로 보고 심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이 분리가 아닌 본질 자체로써 신체를

정의 하였다.

<그림 1> 전통적 신체개념과 현상학적 신체개념

2.2. 메를로-퐁티의 현상학 이론

(1)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공간 개념

공간의 지각은 모두 신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신체가

공간을 체험하는 것을 체화(Embody)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체화의 과정에서 자극과 인식은 서로 상호

교류 하면서 유동적으로 발전해 나간다.

상호관계적 과정은 고정된 불변으로서의 과정이 아닌

항상 새롭게 변화되는 가변적인 유동적 과정을 지닌다

할 수 있다. 세계에 대한 기계론적 이원론의 개념이 아

닌 하나의 개념으로서 전일론적 개념을 가진다.

공간 지각의 본질적 요소인 감각은 신체의 일정 부분

으로서 존재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 자체로서 감각인 것

이다.

신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감각과 체험적 습관이나 기

억은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새로운 공간성을 생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간성은 신

체에 의해 물리적으로 확정된 공간성을 갖기보다는 심리

적 불확정적 공간성을 갖기도 한다. 신체가 유동적인 시

공간을 가지며 상호 관계적 과정을 통해 발전을 하는 것

이다.

(2)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공간 특성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적 공간특성은 크게 4가지 개념

으로 정리 할 수 있다.

1) 상황적 방향성

2) 최영재, 메를로-퐁티의 신체지각을 통한 감성 연구, 한국실내디자

인학회논문집 제17권 2호, 2008.04,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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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경의 방향 설정이 도입되는 것은 사실적인 내 몸이

아니라, 가능적인 활동들의 체계로서의 내 몸이다. 말하

자면 현상적인 “장소”를 가지는 잠재적인 가상(Virtual)

의 몸이다. 그 현상적인 “장소”는 그 몸이 겨냥하는 목표

와 그 몸이 놓인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내 몸은 뭔가를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3)

교란된 시각 장의 상황에 실제의 몸이 놓여 있을시 실

제의 몸은 지각에 의한 행동이나 운동성을 가질 수 없을

때 실제적인 몸에서 벗어나 잠재적인 몸을 만들어 교란

된 시각 장에 몸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행동하게 된다.

잠재적인 몸은 실제의 몸으로써 행동을 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잠재적인 몸이 곧 현실화

하는 것이다.

<그림 2> 실제적 신체와 잠재적 신체의 방향성 

신체가 체험으로 습득되어 있는 방향성에서 새로운 상

황에 놓일 경우 신체가 가지고 있던 방향성에 맞춰 잠

재된 신체로서 새로운 상황의 방향성에 적응해 나가면서

결국 상, 하, 좌, 우 라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동성 또

한 설정해 나간다고 이해 할 수 있다. 신체에 지각되어

있는 방향성은 물리적 사물의 변화에 신체가 가지고 있

는 지각에 의해 실제적인 몸과 또 다른 잠재적 신체가

존재하게 하여 행위 또한 체험으로 지각된 방향으로 행

위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2) 신체로서의 시간성

메를로-퐁티는 우리의 신체가 공간과 시간에 분리된

개념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신체는 공간과 시간을 가진

존재로서 인식하였다. 즉 우리의 신체에 이미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간성은 세계에 대한 관계로

자체로서 신체로서의 시간성을 지닌다고 보고 있는 것이

다.

이는 시간과 공간에 의한 신체의 의미로 주어진 질적

인 시간과 공간에 자신을 적응시키고 그 주어진 질적인

시간과 공간을 “몸에 들여 체화하고” 그럼으로써 특수한

질적인 시공간을 이룬다는 것이다.4)

따라서 신체 자체로서의 시간성을 애기할 때 흔히 우

리가 주위에서 “하루가 십년 같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수학적 정량적 시간성은 결정된 시간성을 갖지만 수많은

공간 상황에서 신체가 가진 시간성은 결정적 시간성이

3)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이학사, 2004, p.355

4) 앞의 책, p.197

아닌 가변적 시간성을 갖게 된다. 메를로-퐁티의 현상학

적인 시간성은 항상 유동적으로 변화되는 시간성 이라고

해석 될 수 있다.

<그림 3> 현상학적 신체로서의 시간성

3) 의식으로서의 깊이

메를로-퐁티는 “외형적 크기와 눈의 수렴은 이미 주어

진 공간적 세계로부터 기술하는 것은 오도된 기술이다”

라고 말한다.

<그림 4> 시각의 애매성에 의한 깊이 지각

<그림 4>에서 a는 정사각형이 겹쳐져 평면적으로 보

이기도 하고 입방체로 보이기도 한다. 이때 시각의 애매

성은 깊이를 볼 수 없게 한다. b)는 정사각형 두 개 면

이 앞뒤로 있고 이를 연결하거나 마름모 두 개 면의 좌

우로 있는 면을 연결시키면 결합되는 선들의 추가로 깊

이는 의식되기 힘들다. c)는 육면체의 y 축을 깊이로 보

게 되면 깊이로 본 면이 마름모로 보이는 애매함이 나타

난다. 이렇듯 우리의 시지각은 사물을 바라보는데 있어

애매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애매성은 깊이를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깊이의 애매성은 한 대상을

전혀 다른 대상으로 파악하고 지각하기도 한다. 또한 애

매성이 없는 깊이는 시지각이 명확한 의도로서 대상을

지각할 때 깊이가 지각된다.

시각의 애매성으로 인해 신체는 대상에 대한 의식이

없이는 깊이를 보지 못하는 단편적인 지각에 빠질 수 있

다. 또한 깊이는 목적에 의한 의식과 대상이 존재할 때

이를 신체가 애매성 없이 깊이를 지각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시지각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공간적

배치에 따라 다각도 투시가 구축 될 수 있고 또한 방향

성을 달리 할 때마다 다양한 깊이를 만들어 내고 공감각

적인 깊이가 존재 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솔리드(Solid)

와 보이드(Void) 를 두고 볼 때 솔리드(Solid)를 먼저 의

식 할 때와 보이드(Void)를 먼저 의식하는가에 따라 깊

이가 만들어내는 양면적 공간성을 가능하게 한다.

4) 상호 관계적 유동성

메를로-퐁티는 몸과 세계가 몸을 구조화 하는 쌍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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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공간

구성

요소

내용
공간적

특성
이미지

B

D

I

계단

대석축에 의한 계단은 공간 내부에 요소

로가 아닌 공간 진입을 유도하는 매개적

역할로 독립된 오브제로서 지각된다. 또

한 계단의 상부 폭이 하부 폭 보다 좁게

하여 투시도 기법의 일점투시가 형성된

다. 이러한 계단 형식은 독립된 오브제로

신체에 강한 방향성을 지니게 하고 일점

투시에 의한 수직적 방향성을 부여한다.

가람 구성면에서 레벨에 의한 기단형성

과 공간 배치 그리고 각 단위공간을 매

개적 요소로서 계단은 위계로서 신체에

지각되고 체험하게 된다. 안양루의 계단

같은 경우 축이 기존 축에서 분절되어

엇갈려 구축되어 있어도 신체는 엇갈린

축에 이미 잠재적 신체의 방향성이 설정

되어 자연스럽게 공간에 진입의 방향성

을 지닌다.

방향성

위계성

수직성

유도성

C

E

G

J

그림

틀

그림틀은 다음 공간을 암시해 준다. 신체는

다음 공간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목적지에

대한 강한 방향성을 지닌다. 신체는 그림틀

에 보이는 다음 공간에 포커스를 두게 되고

그림틀에 근접할수록 다음 공간에 대한 시

야가 확보됨에 따라 방향성은 점진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공간적 효과는 다

음 공간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갖게 한다.

암시성

방향성

연결성

유도성

J 석등

무량수전의 아미타불은 서좌동향을 하고

있다. 무량수전의 석등은 안양루의 ‘ㄷ’자

사각틀과 정중앙이 아닌 서쪽으로 치우

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진

입하는 신체는 동쪽의 넓은 폭의 진입

폭으로 진입하게 되고 무량수전의 서향

으로 시선이 이동하면서 아미타불 향과

시선이 마주치게 한다. 신체가 체험으로

지닌 넓은 폭에 대한 지각은 잠재적 신

체로 방향성이 나타나 실제적인 신체가

어색함 없이 현실화하여 방향성을 설정

하고 위계적인 기단에 자리 잡고 있는

무량수전으로 방향성이 나타난다.

유도성

방향성

<표 1> 상황적 방향성에 의한 공간 구성요소와 특성

<그림 6> 부석사 배치도

계로서 서로 고정된 채 놓아두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서

로의 작용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역동적 과정이며 하나

의 그 자체라는 것이다.5) 자연적 요소인 빛, 안개, 비, 눈

등의 비물성 요소들에 따라 공간은 항상 공간적 상황을

달리하게 하고 인간의 신체를 그에 따라 감각에 반응하

여 신체는 항상 유동적인 신체를 지니게 된다. 변화되는

공간적 성격은 신체와 상호작용 하면서 반응하며 체험으

로서의 지각의 성장을 갖게 한다.

<그림 5> 상호관계적 유동성

신체가 체험으로 지닌 장소적 맥락성 또한 신체가 지

닌 감각에 의해 지각되고 그 지각은 변화되는 환경적 요

소에 상호 관계적 반응에 신체적 유동성이 극대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관계적 유동성은 새로운 공간을 생성해

나간다.

3. 부석사 공간의 현상학적 특성

부석사는 경상북도 영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676년(신라 문

무왕 16년) 왕명에 의해 의상

대사에 의해 창건되었다. 산지

가람의 배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수미산(須彌山)을 의미 중

심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부석

사 역시 수미산을 의미 중심으

로 구축되어 있다. 수미산은 불

교의 우주관에서 나온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상상의 산

이다.

3.1. 상황적 방향성

메를로-퐁티는 방향성은 신체가 놓여있는 상황과 지각

에 의해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한다고 한다. 부석사는 아

미타불이 모셔져 있는 가람의 장소성과, 산지가람의 지

형적 특성과 삼배구품의 사상적 의미로 아래에서 위로

레벨차가 상승하는 대석단의 계단으로 위계로서 방향성

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대석단의 계단은 부석사의 전체

의 흐름을 유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5) 이미경, 현대 공간디자인에서의 현상학적 특징과 가능성, 한국실내

디자인학회논문집 제20권 2호 2011.04, p.12

천왕문의 계단은 하부 폭이 상부 폭으로 갈수록 좁아

지게 구축되었다. 공간의 내부적 요소가 아닌 공간의 매

개 요소로서 독립된 오브제로 보이는 계단은 하단부가

넓고 상단부를 좁게 하여 그림틀을 초점으로 투시도 효

과를 극대화 시켜 강한 방향성을 부여한다.

범종각의 축과 안양루의 축의 분절로 안양루의 계단은

기존 방향에서 엇갈려 구축되어 있다. 범종각을 통과한

신체는 기존 방향성에서 엇갈려 있는 축으로 자연스럽게

방향성이 유도된다. 이는 계단에 대한 신체가 지니고 있

는 의식에 의해 현상학에서 말하듯 잠재적 신체로서 방

향성이 설정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림틀 효과는 공간의 보이드(Void)를 통해 너머

의 환경을 암시해 준다. 다음 공간의 암시를 통해 호기

심의 자극과 함께 목적지에 대한 방향성을 부여한다. 신

체 이동 동선으로써 구축된 그림틀은 일정한 방향성을

부여한다. 이는 액자에 들어있는 그림처럼 시각을 고정

시킴으로써 중요한 건물을 강조하는 폐쇄지각(Vista)기

법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6)

6) 김보현 배병선, 부석사, 대원사, 1995,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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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공간

구성

요소

내용
공간적

특성
이미지

C
사천

왕상

천왕문에 위치한 사천왕상은 신체에 긴

장감을 준다. 사천왕상이 지닌 상징성과

의미가 신체에 지각되면서 천왕문에 진

입하기 전 밝은 자연적 환경과 달리 어

둠속에서 상징적 요소와 마주치게 되면

서 다른 시간성을 부여한다. 동일한 거

리를 통과하는 정량적인 시간성은 같을

지라도 신체가 지각하고 의식하는 심리

적 시간성은 또 다른 신체의 시간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신체는

각각의 주관적 의식과 지각에 의한 체

험에 따른 수학적 시간성이 아닌 주관

적이고 유동적인 시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상징성

시간성

G

J

누하

(빛과어

둠)

범종각과 안양루의 누하진입은 폐쇄성

이 강한 어두운 공간으로 신체를 들어

서게 한다. 이러한 어둠에 위치한 신체

는 그림틀의 빛을 향해 어둠속을 벗어

나려는 시간성을 지니게 한다. 신체는

개방적인 환경보다 어둡고 폐쇄적인 환

경에서 긴장감과 불안감에 의해 다른

시간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누하의

다음 공간의 암시는 신체의 기대와 호

기심에 의해 폐쇄에서 개방으로 향하는

시간성을 지닌다.

폐쇄성

암시성

시간성

A-J

K

사이

공간

과정적 공간들을 거치면서 공간을 연결

하는 사이공간이 존재한다. 사이공간은

공간과 공간을 연결함과 동시에 완충적

역할도 한다. 일주문에서 안양루까지 사

이공간을 통해 이동하는 신체는 목적지

에 도달하려는 의식으로 시간성을 지닌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무량수전 앞마당

의 사이공간은 목적지로서 체류의 시간

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신체는 과정

을 거치는 시간과 목적에 도달함으로서

시간을 달리 가진다.

시간성

연결성

<표 2> 신체로서의 시간성에 의한 공간 구성요소 와 특성

무량수전 마당에는 석등이 자리 잡고 있다. 안양루를

거쳐 무량수전으로 진입할 때 일직선적인 방향성에 어긋

나게 좌측으로 치우쳐 자리 잡고 있다. 신체는 자연스럽

게 넓은 진입 폭이 확보되는 우측으로 방향성을 지내게

되고 동쪽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서쪽 방향으로 무량수전

으로 시선이 향한다.

무량수전의 아미타불이 서좌동향(西座東向)하여 동선

을 동쪽으로 유도해야 예배공간의 방향성이 맞아 떨어진

다.7) 아미타불의 방향성에 맞춰 신체의 방향성 또한 유

도하는 것이다. 신체가 체험으로 지니고 있는 본능적인

감각을 기반으로 하여 이러한 공간 구성요소가 구축 되

었다고 볼 수 있다.

 
3.2. 신체로서의 시간성

현상학적 시간성은 신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시간성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고 주관적 의식에 의해 달리 나타나

기도 한다. 천왕문에 진입하게 되면 사천왕이 양쪽에 배

치되어 있다. 밝은 곳에서 진입한 신체는 이곳의 어둠속

에 자리 잡고 있는 사천왕을 보면서 긴장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신체는 이미 체험으로 지각되어 있는 또는

현재 지각하고 있는 사천왕상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진

입전의 환경에서 신체가 가졌던 시간성과 현재 천왕문

에 진입하여 가지는 사천왕에 대한 상징적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심리적 시간성은 다르게 작용한다. 신체는 상

징적 요소의 이미지와 의미에 따라 지각하고 내재하는

시간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신체가 밝은 장소

에 있을 때와 어둠에 있을 때의 시간성은 다르게 나타나

며 밝은 장소를 100m 걸어가는 것과 어두운 장소를

100m 걸어가는 것은 수학적 시간은 동일한 시간성을 같

더라도 신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시간성은 이미 밝음

과 어둠에 대한 이미지가 신체에 내재되어 있기에 같은

시간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사천왕상이 아닌 성모 마리아

상이 존재한다면 신체는 이곳을 통과하면서 또 다른 시

간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체가 지니고 있는 상징

적 요소에 대한 의미와 이미지가 그 대상과 관계할 때

신체는 의식에 의해 시간성을 다르게 지니게 되는 것이

다. 즉 신체가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주관적이면서 변화하는 시간성을 지닌

다고 볼 수 있다. 신체가 상징적 요소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반복적인 체험이 있을 경우 이미지에 대한 의식이

달라짐에 따라 시간성 또한 경험의 반복으로 동일한 이

미지에 대해서도 점차 변화되는 시간성 또한 갖게 된다.

신체의 시간성은 정량적인 시간성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시간성 또한 지닌다고 할 수

7) 류근석, 부석사 외부공간의 시지각적 연출기법에 관한 연구, 호서

대학교 석사논문, 2006, p.50

있다. 한국 전통건축 공간의 시간성은 완성된 정지된 개

념이 아니라 진행 과정상 (Process)에 있는 것이고 움직

이고 있는 시간성의 개념이 작용되고 있다8)

범종각과 안양루의 누하 진입을 할 때는 밝은 곳에서

폐쇄적인 어두운 공간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림틀을 초

점으로 나아가는 신체는 폐쇄적 공간에서 벗어나 그림틀

의 빛을 향해 도달하려는 빠른 심리적 시간성이 작용한

다. 그림틀에 다가갈수록 보여 지는 다음 공간의 확장은

심리적 안도감과 동시에 극적인 시간성을 갖게 한다. 신

체는 밝음과 어둠에 대한 의식이 지각되어 있으며 이러

한 지각과 의식은 폐쇄적이고 어두운 공간에 위치 할 때

심리적 시간성은 변화가 발생된다. 수학적인 시간성은

동일하지만 신체가 느끼는 심리적 시간성은 개방적 밝음

과 폐쇄적 어둠에 달리 작용하며 이러한 공간기법은 신

체에 긴장과 이완으로서 다양한 전이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무량수전까지 도달하기 위한 이동으로서의 심리

적 시간성과 아미타불 모셔져 있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

해서의 심리적 시간성도 다르다.

8) 유영희, 실내건축공간에 ‘한국성’ 적용을 위한 디자인개념 추출, 한

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4권 5호, 2005.10,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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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문에서 안양루까지는 과정적 이동으로서 심리적

시간성을 지닌 것이고 무량수전에서는 최종 목적지로서

체류로서의 심리적 시간성을 갖는다. 부석사의 각 공간

마다 비어진 사이공간이 매개공간으로서 존재 하며 안양

루와 무량수전의 사이공간에서 그동안 지나온 사이공간

과는 다른 시간성을 지닌다.

신체의 의식에 어떤 목적성을 두는가에 따라 공간에서

시간성은 변화를 가져오며 부석사에서는 극락정토의 도

달이라는 목적성 아래 이동의 시간성과 체류의 시간성을

갖는다.

3.3. 의식으로서의 깊이

메를로-퐁티는 의식이 없이 신체에 보여지는 대상은

애매성이 존재한다고 한다. 공간의 깊이는 신체가 대상

에 대한 의식으로서 지각된다고 하였다.

범종각과 안양루는 반복적이고 수직적인 기둥들의 배

열로 그림틀을 초점으로 하여 원근법 강조로 공간의 깊이

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범종각의 누하는 안쪽 기둥의 폭

3칸을 좁게 간살이 하여 진행 방향을 강하게 수렴하게 하

여 원근기법 효과를 가중시키다.9) 이러한 원근기법 효과

는 깊이를 지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이렇듯이

누바닥의 ‘ㄷ’자 형의 사각틀을 초점으로 기둥 폭이 좁은

수직적 기둥들을 반복적으로 나열해서 원근법을 강조하고

진입하는 신체에 더욱 깊은 공간의 깊이를 느끼게 한다.

범종각 통과 후 이동적 방향성이 안양루의 계단으로 시선

방향이 이동하며 이와 더불어 무량수전 우측에 동떨어져

있는 삼층석탑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안양루 대석단과

범종각 그리고 음향각 배치에 의해 원근법에 의한 다각도

투시가 형성되어 공간의 깊이를 강하게 지각하게 된다.

<그림 7> 부석사 투시도 기법

안양루의 처마를 받치는 공포와 공포로 만들어지는

Void는 부처로 인식되어 기능성과 다른 상징성으로 새로

운 공간성을 생성하며 부처의 모습으로서 깊이를 만든

다.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시각의 애매함에 의해 Void로

만들어지는 부처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신체의 시지각

이 어떻게 대상을 바라보고 지각하느냐에 따라 대상이

인식 될 수도 있고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는 모호성이 나

9) 홍재동 임충신, 건축 공간에서의 원근기법 이용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논문집 제17권 2호, 1997.10, p.483

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부처를 공포살 이라고 하며 공포살

을 지각하고 봄으로서 전면의 공포살과 후면의 공포살이

중첩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공포살과 공포살의 중첩은 원

근법의 투시도로 나타나고 깊이를 지각 할 수 있게 한다.

시점

공간

구성

요소

내용
공간적

특성
이미지

G

J

누하

(기둥)

범종각과 안양루 누하에는 수직적 기둥

들이 반복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누하의

구조적 특성으로 ‘ㄷ’ 자 사각틀에 기둥

들이 나열되어 원근법에 의한 일점 투시

가 강하게 형성되고 초점에 의한 깊이감

이 강조된다. 특히 범종각은 누하 내부

기둥들 중 3칸을 좁게 간살이 하여 깊이

의 효과를 만들어 낸다.

수직성

초점

깊이

H
수평적

대석단

일주문에서 범종각 까지 일정한 축을 가

지다가 안양루와 무량수전을 중심으로

축이 분절되어 있다. 이러한 축의 분절은

무량수전 우측에 자리 잡고 있는 삼층석

탑을 초점으로 하여 안양루의 대석단과

범종각 그리고 음향각 배치에 의해 깊은

원근법 투시가 형성된다. 이러한 투시는

삼층석탑의 지형적 형세와 더불어 더욱

강한 깊이를 나타낸다.

깊이

초점

수평성

J
공포의

Void

안양루의 처마는 반복적으로 배열된 공

포가 있다. 공포의 연결로 생기는 Void

는 부처로 인식되기도 한다. 단순 기능

적 미적인 공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공포의 배열로 생기는 상징적인 부처로

나타나기도 한다. 어떤 대상을 인식하냐

에 따라 대상이 달리 보이는 모호한 특

성을 지닌다. 이러한 Void 로 만들어지

는 공포살은 안양루의 전면 공포살과 후

면 공포살이 중첩을 이루게 되는데 중첩

에 의한 원근법으로 깊이가 나타난다.

상징성

모호성

깊이

<표 3> 의식으로서 깊이에 의한 공간 구성요소 와 특성

3.4. 상호관계적 유동성

‘자연과의 조화’ 사상은 음양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으

며 전일론적 세계관을 갖는다. 전일론적 사상은 한국 전

통건축 구성에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특성은 상호 침투적인 공간 특성을 지닌다. 즉

유기적인 상호관계인 것이다.

부석사의 공간들 중에서 천왕문, 범종각과, 안양루는 외

내부의 모호한 경계를 지닌다. 즉 외부, 내부에 상호 침

투적인 불확정적 경계성을 지닌다.

수직적으로는 자연에 대해 닫힌 공간이지만 수평적으로

는 자연에 그대로 열린 공간이기 때문이다. 자연적 요소인

빛, 바람, 눈, 안개 등 자연적 비물성의 요소들이 변화하는

공간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물성 요소들에 변

화되는 환경을 지각하게 되고 변화되는 환경에 신체는 상

호 작용하면서 새로운 공간성을 생성하게 된다. 신체가 자

리 잡고 있는 곳이 사찰이라는 장소성 아래 범종각 에서

비가 올 때, 안개가 덮고 있을 때의 신체가 지각하는 세계

는 다른 것이다. 공간성이 다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루의 수직적 기둥들은 풍경을 분리하고 다시 연

결하는 프레임 효과를 만들어내어 자연환경의 침투에 변

화되는 공간성을 극대화 한다. 이는 고정적인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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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부석사 구간 단면도

<그림 10> 의식으로서의 특성 도출

<그림 9> 신체로서 시간성 특성 도출

<그림 8> 상황적 방향성의 특성 도출

<그림 11> 상호관게적 유동성의 특성

도출

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공간으로서 전일론적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다.

시점
공간구성

요소
내용

공간적

특성
이미지

C

관통적

개구부

천왕문은 정면 세 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 한 칸은 이동을 위해

개방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중

앙 한 칸은 열린 구조로 볼 수 있으

며 보이드는(Void)는 외부환경을 전

후방으로 받아들여 자연적 요소를

수평적으로 침투하게 하여 외내부의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은 자연환경의 변화와 상호작용

하며 외내부의 연결성을 지닌다.

유동성

모호성

연결성

G

J

열린구조

로서 루

범종각과 안양루의 열린 구조로서

루는 다변적인 자연 환경이 수평적

으로 침투하게 한다. 루바닥에 위치

해 있을시 기둥들에 의해 풍경이 하

나의 개념에서 분리된 개념으로 풍

경으로도 연출되는 프레임 효과를

지니기도 한다. 벽 이라는 물리적 경

계를 지니지 않고 자연을 공감각적

으로 체험하게 하고 자연의 변화에

따라 반응되는 유동적 공간성을 지

니기도 한다.

모호성

유동성

연결성

<표 4> 상호 관계적 유동성에 의한 공간구성 요소와 특성

3.5. 구간별 현상학적 분석을 위한 특성 추출

(1) 상황적 방향성

<표 1>에서 보듯이 현상학적 공간개념인 상황적 방향

성으로서 부석사를

분석해 도출한 공간

적 특성은 다음과 같

다. 부석사의 계단,

그림틀, 석등에서 상

황적 방향성을 유발

하며 이에 추출되는

공간적 특성은 위계

성, 공간성, 연결성,

유도성, 방향성, 수직

성으로 추출된다.

(2) 신체로서의 시간성

<표 2>에서 보듯이 현상학적 공간개념인 신체로서의

시간성으로 부석사를

분석해 도출한 공간

적 특성은 다음과 같

다. 사천왕상, 누하,

사이공간이 신체로서

시간성을 유발하는

공간요소로 나타나며

특성으로는 상징성,

연결성, 폐쇄성, 암시

성, 시간성으로 추출

된다.

(3) 의식으로서의 깊이

<표 3>에서 보듯이

현상 학적 공간개념

인 의식으로서의 깊

이로 부석사를 분석

해 도출한 공간적 특

성은 다음과 같다.

누하의 기둥, 수평적

대석단, 공포의 보이

드(Void)가 의식으로

서 깊이를 유발하는

공간요소로 파악되며

특성으로는 수직성,

깊이, 수평성, 상징성, 모호성, 초점으로 추출된다.

(4) 상호관계적 유동성

<표 4>에서 보듯이 현상학적 공간개념인 상호관계적

유동성으로 부석사를 분석해 도출한 공간적 특성은 다음

과 같다.

부석사에서 상호관계

적 유동성을 유발하

는 공간적 구성요소

로는 관통적 개구부

와 열린 구조로서 루

로 나타난다. 자연 환

경이 공간 내부에 침

투되어 항상 변화되

는 공간성을 생성해

낸다. 공간적 특성으

로 유동성, 수평성,

연결성으로 추출된다.

4. 부석사 공간의 단계별 분석

4.1. 기승전결 단계로 분석

부석사 공간에서 추출된 열 가지의 특성으로 종합하고

현상학적 공간 개념에 대입시킨다. 기(起), 승(承), 전

(轉), 결(結) 로서 4구간으로 나누고 일주문에서 천왕문

까지 A구간, 천왕문에서 범종각까지 B구간, 범종각에서

안양루까지 C구간, 무량수전을 D구간으로 구분시켜 분

석틀에 적용시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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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적 방향성

현상학 개념으로 상황적 방향성이 나타나는 공간구성

요소로는 계단, 그림틀, 석등으로 나타난다.

구

간

공간적 특성
분

포

도

위

계

성

암

시

성

연

결

성

유

도

성

상

징

성

폐

쇄

성

수

직

성

수

평

성

모

호

성

초

점

A ■ ■ ■ ■ 40%

B ■ ■ ■ ■ ■ 50%

C ■ ■ ■ ■ ■ 50%

D ■ ■ 20%

<표 5> 상황적 방향성 분석

(2) 신체로서의 시간성

현상학 개념으로 신체로서 시간성이 나타나는 공간 구

성 요소로는 사천왕상, 누하, 사이공간으로 나타난다.

구

간

공간적 특성
분

포

도

위

계

성

암

시

성

연

결

성

유

도

성

상

징

성

폐

쇄

성

수

직

성

수

평

성

모

호

성

초

점

A ■ ■ 20%

B ■ ■ ■ ■ 40%

C ■ ■ ■ ■ 40%

D ■ 20%

<표 6> 신체로서의 시간성 분석

(3) 의식으로서의 깊이

의식으로 깊이를 나타나는 공간 구성요소로는 누하의

기둥, 대석단과 축, 공포살의 중첩에 의해 나타난다.

구

간

공간적 특성

분포도
위

계

성

암

시

성

연

결

성

유

도

성

상

징

성

폐

쇄

성

수

직

성

수

평

성

모

호

성

초

점

A ■ 10%

B ■ ■ ■ ■ ■ 50%

C ■ ■ ■ ■ ■ 50%

D 0%

<표 7> 의식으로서의 깊이 분석

(4) 상호관계적 유동성

현상학 개념으로 상호관계적 나타나는 공간구성 요소

로는 관통적 개구부, 열린 구조로 루로서 나타난다.

구

간

공간적 특성

분포도
위

계

성

암

시

성

연

결

성

유

도

성

상

징

성

폐

쇄

성

수

직

성

수

평

성

모

호

성

초

점

A ■ 10%

B ■ ■ ■ 30%

C ■ ■ ■ 30%

D 0%

<표 8> 상호관계적 유동성 분석

4.2. 종합분석

부석사를 기, 승, 전, 결 4단계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

과, 상황적 방향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구역으로는 B

구간과 C구간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단순한 방향성 유도

가 아닌 신체가 지니고 있는 장소적 맥락과 지각을 통해

다양한 공간의 전이로서 방향성을 지니게 한다. 신체로

서 시간성 또한 B구간과 C구간에서 신체의 상징적 요소

에 대한 지각, 밝음과 어둠에 대한 인식, 목적에 따른 신

체의 시간성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의식으로서의 깊이는 B구간과 C 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

타나는 걸로 분석되며 깊이를 통해 목적에 대한 집중도

를 높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간의 단위적 깊이와 지형

을 이용한 깊이를 통해 신체의 깊이감을 확장시키는 걸

로 볼 수 있다.

상호관계적 유동성 또한 B구간과 C구간에서 가장 많

이 나타나며 자연과의 관계로서 신체에 항상 변화되는

공간의 감을 지각하게 하고 다양한 전이를 지니게 한다.

B구간과 C 구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현상학적 특성이

나타나는 것은 전개와 절정으로서 공간 시나리오가 존재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부석사가 인간과 공

간과의 본질적이고 깊은 관계성으로 구축 되었다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부석사 공간을 메를로-퐁티의 공간 개념인

상황적 방향성, 신체로서의 시간성, 의식으로서의 깊이,

상호 관계적 유동성, 신체로서의 시간성 개념으로 분석

해 보았다. 분석 후 도출된 특성들은 부석사의 기(起),

승(承), 전(轉), 결(結) 로서 4구간으로 나누어 과정적 이

동지각에 의한 현상학적 특성과 분포를 도출하였다.

메를로-퐁티의 공간적 개념의 주체가 되는 신체에 의

한 현상학에 따른 개념은 부석사의 산지가람의 특징인

과정적 공간 특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부석사 공간의 현상학적 공간성은 장소성과 의미로서

의 맥락을 같이 하여 구간별 나타나는 현상학적 특성을

엿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석사의 위계로서 연속성을 지닌 계단, 다음 공

간을 암시하는 그림틀 개념, 의도적 동선을 유도하는 석

등은 상황적 방향성을 전개 시킨다. 또한 장소적 상징성

과 의미로서 천왕문 사천왕상이나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

는 극락정토로서의 무량수전은 과정으로서 시간성과 도

달해서의 체류로서 신체의 시간성을 가지게 한다. 의식

으로서의 깊이는 부석사의 루에서 폐쇄성 속에서 수직적

기둥의 반복적 요소, 삼층석탑을 초점으로 하여 배치의

다각도 투시와 공포살의 중첩이 깊이로서 중요하게 작용

되고 있다. 부석사의 범종각과 안양루는 자연에 대한 열

린 구조로서 환경의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여 신체와 상

호작용 하면서 다양한 공간성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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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은 고정적이지 않은 유동적 공간을 구축하고 있다.

둘째는 부석사의 과정적 이동지각에 따라 기(起), 승

(承), 전(轉), 결(結) 구간별 현상학적 공간개념이 다르게

분포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기(起), 승(承), 전(轉), 결(結)

구간 중에서 승(承), 전(轉), 부분에서 가장 많은 현상학

적 공간개념이 도출되는 걸로 분석되며 결(結)구간에서

현상학적 공간개념이 적게 분포되어 나타나는 걸로 분석

된다. 승(承) 부분에서 전개의 맥락에서 많은 현상학적

공간개념이 도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은 부

석사의 공간이 신체의 지각과 의식에 의한 체험의 공간

으로서 구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부석사가 기능성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고 인간

과 공간의 본질적 관계에 대한 깊은 고려로 구축된 걸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관점에서 다루다 보니 부석사

의 과정적 이동지각의 체험에 중점을 두었으나 다양한

사상으로 부석사의 무량수전을 중심으로 단계적 분석도

가능하리라 본다.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전통건축이 현대

적 관점으로 연구되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패

러다임(Paradigm)으로 제시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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