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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is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a dialectic way of thinking in terms of design methods, and has contents

about the formation of new visual and the ways of process that are triggered by cognitive introspection.

A ccordingly, the study has its purposes in interpretation and recommendation of new methodological systems

around dialectic principles and ways of thinking on the works of the Dutch Architecture Exhibition carried out in

Korea in 2013, with the theme of “Reuse” among the aspects expanding since the reflexive modernization.

Firstly, the basic features of Dutch designs were connected to dialectic ways of thinking. After studying the basic

concepts of dialectics from Greek philosophies to Kant, Hegel, Marx and Benjamin, the aspects of applying them

onto creative works such as art, architecture and design were methodologically systematized. Through this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the existing concepts are newly rearranged rationally, logically and scientifically

based on dialectic ways of thinking rather than subjectively or emotionally. From the study of the 12 art works, it

was confirmed that the value of use and potential obstacles have been used as a design solution. Also, the

process which is juxtaposed with the result by itself has been expressed and causes the alienation effect.

Therefore, such dialectic ways of thinking was organized into a procedural flow of contradictory recognition on

situations, drive due to negativity, mutual penetration, mutual transformation, abstraction, verbalizing and creation of

new concepts, and it was confirmed that such finding was valid in securing creative possibilities as ‘New Uses’

rather than ‘Re-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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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디자인은 사용자의 필요와 욕구, 기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여기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점은 주어진 조건(대

상자체)이다. 이 조건에 대한 해석이 디자인 전개에 중요

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것은 문제해결로서 창발성,

개념창출과 직결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RE;USE(재사용)

디자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조건의 특수성은 기존의

것들에 대한 보존(복원)과 개발을 동시에 담지해내야만

하는 모순된 이율배반(antinomy, 二律背反)의 구도이다.

연구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모순구도인

데, 이것은 곧 ‘변증적 사유’를 필요로 하는 인식적 상황

과 연결된다.

한편 개별성과 다양성의 자유미를 추구하는 순수예술

과 달리, 조건과 대상의 목적미를 만족시켜야 하는 디자

인의 경우 ‘보편성’은 도덕적 위상과 연결되는 거부할 수

없는 규정이다. 철학자 칸트가 말하는 범례적 필연성의

입장에서 역사적인 디자인 혁신성들이 모두 보편성에 대

한 창발성임은 주지의 사실인데, 본 연구의 핵심은 재사

용디자인에 내재된 모순관계를 생산력화하여 이것을 창

발적 보편성으로 구체화하는 디자인 방법에 대한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증적 사유구도에 내재된 방법적

특성을 단서로 네덜란드의 특수성과 그들이 제시하는 재

사용 디자인 작업의 개념창출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고 실

제적인 적용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변증적 사유의 특성들을 디자인 방법의 창의적 접근과

연결하도록 한다. 우선 문헌조사에 의한 관련 이론들로

부터 디자인 적용가능성을 새롭게 체계화 한 후, 관련

작품들의 해석을 통해서 논지를 설득하도록 한다. 2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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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변증법의 기본개념 및 특성과 관련된 디자인 방법

적 차원에서의 구도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

다. 대상과 조건 인식의 최대치를 끌어올리기위해 수행

되는 변증법적 사유방식을 인식재료들의 모순관계화→객

관화→언어화(추상화, 개념화)→몽타주화를 중심으로 방법

적 프레임을 정리하도록 한다. 3장에서는 네덜란드와 건

축디자인의 특성을 지리적 특수성과 관계된 문화적 속성

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재사용 디자인의 방법론에 적용될

수 있는 변증법의 유형과 체계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

다. 4장에서는 이러한 방법적 프레임을 적용하여 2013년

에 개최된 기획전 RE;USE에 출품된 네덜란드 건축작품

들의 해석으로부터 연구의 논지를 규명하도록 한다.

2. 변증적 사유와 디자인

2.1. 창발성과 변증적 사유방식

변증법은 동일률(同一律)을 근본원리로 하는 형식논리

와 달리 모순(矛盾)을 근본원리로 하여 사물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논리이다. 과거 그리스 시대 철학자 제

논으로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에 의해 진리를 인식

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었으며 칸트는 인간 이성이

빠지기 쉬운 잘못된 추론(推論), 즉 ‘선험적 가상(假象)’

의 잘못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가상의 논리학’의 입장에

서 진리를 인식하기 위해 직, 간접적으로 유효한 기술

및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헤겔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인

식적 차원과 함께 존재에 관한 논리로 정(正)·반(反)·합

(合)(정립·반정립·종합, 또는 卽自·對自·즉자 겸 대자라고

도 한다.)의 3단계적 전개로 인식론과 존재론으로서 변증

법을 체계화 하였다. 변증적 사유의 디자인적 의의는 논

리실증주의, 분석철학, 구조주의, 현상학, 해석학적 방법

들과 달리 세계와 대상들의 관계를 운동과 변화에 의한

생성의 입장에서 바라보기에 특히 도전과 실험, 극복이

내재된 창발적 사유 고양에 적합하다는 점이다. 변증법

은 연관되어 있으면서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모순으로

사물의 존재방식을 파악(개별·특수·보편의 관계)하고, 각

각의 부분은 항상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독

립하여 있음을 파악할 것을 주장한다.1)

변증법의 입장에서 디자인 행위에는 주어진 조건과 대

상자체,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디자인 작업들의 형식

과 내용에도 이미 모순들이 내재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순관계로부터 생성되는 새로운 개념과

실천의 특징은 전제된 조건의 모순을 전복시키기 위해

긴밀하고 역동적인 사유를 전개한다는 점이다. 필연에

의지하는 연역(演繹, deduction)이나, 경험과 개연에 의지

1) 황세연, 변증법이란 무엇인가, 중원문화사, 2011, p.106

하는 귀납(歸納, induction), 퍼스(Charles S. Peirce)에

의해 제시된 과학적 탐구나 탐정의 추론방식인 가추(假

推, abduction)등을 형식 없이 전방위적으로 전개한다는

점이다. 이는 모순(부정성)의 극복이라는 긴박한 인식적

국면에 대한 본능적 반응이며 생사를 맞닥뜨린 생명체가

드러내는-레비스트로스가 언급한-야생의 사고(이성화 된

브리콜라쥬)라고 할 수 있다.

사태극복의 창발성을 위해 선행되는 것은 주어진 조건

에 대한 강한 부정과 모순으로부터 촉발되는 인식적 성

찰이다. 디자인에 있어서 이러한 성찰은 세계(디자인)와

사물, 그리고 디자이너 자신(방법, 형식, 기법)이 모두 포

함된다.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 예술에 나타난 새로운

형식(내용포함)들은 기존 예술작업의 형식에 내재된 모

순발견에 대한 인식적 성찰로 시작되었다.

작품형성에 있어서 성찰이 전제되는 이러한 변증적 사

유방식은 루카치(György Lu´kács)의 리얼리즘, 벤야민

(Walter Benjamin)의 파상력(破像力)2), 아도르노(Theodor

W. Adorno)의 부정성(否定性)사유에 이르러 물화(物化,

Reification)된 교환가치 안에서 상징과 기호에 현혹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냉정한 감식안(鑑識眼)을 가능케

하는 방법으로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감식안들은 창작

작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세계와 사물들을 꿰뚫어보기

위한, 기존의 시각으로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을 볼 수 있

도록 하게 한다.3) 따라서 고도의 인식능력이 가능해지며,

결국 지각방식의 변화로부터 기존 작품형식과 비교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형식창안이 가능해진다.4) 지금부터

2) 파상력(破像力)은 부재하는 대상을 현존시키는 힘인 상상력과는 반

대로, 현존하는 대상의 비실체성 혹은 환각성을 깨닫는 힘이다. 파

상력은 또한 인식주체의 내적 표상능력을 의미하는 상상력과 달리,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영상들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파

괴하는 우상 파괴적 권능을 내포한다. 김홍중, 발터 벤야민의 파상

력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2006, p.162

3) 벤야민은 책 읽기의 핵심은 이미 씌여진 부분을 그저 읽어내는 것

이 아니라 ‘씌여지지 않은 부분들을 읽어내기’라고 하면서 이러한

대상인식능력으로부터 사물에 내재된 본질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

며, 이를 위해서 파상력(파괴된 이미지들의 몽타쥬로 사유하기. 이

는 변증법적 이미지 생성을 가능케 하며 대상에 대한 비감각적 유

사성 인식능력, 즉 미메시스 능력을 바탕으로 한다.)을 언급한다.

벤야민의 파상력은 르네상스의 전체조화와 완결에 의한 상징 읽기

가 아닌, 바로크시대의 파괴된 부분과 폐허들의 몽타주(이미지) 사

유에 의한 알레고리 읽기로부터 새로운 창조와 탄생을 유도해낸

다. 아도르노의 부정성 사유 역시, 심미적 합리성 개념으로 체계화

되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모순관계들로

부터(부정변증법) 기존의 동일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생성적 방향을

미메시스와 합리성의 구도로 제시하였다. - 이 부분은 다음의 연

구를 참조할 것. 박영태, 성찰적 근대화 이후 건축의 전복적 미메

시스 표현특성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2013

4) 이러한 양상은 순수예술분야 안에서 과거 모더니즘 예술과 아방가

르드 운동으로부터 확인가능하다. 또 결국 국제주의 양식으로 동

일화되기는 하였지만, 실용예술인 모더니즘 건축과 디자인 역시 이

러한 예술분야의 인식과 표현을 바탕으로 초기에는 기능주의, 신즉

물주의 경향의 작업들에서 새로운 형식창안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 모더니즘 예술이 추구한 주관성과 새로움, 아방가르드 예

술의 기존 것들에 대한 저항과 부정으로서의 형식상의 최전선 구

축 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방가르드 초기 다다이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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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디자인에 내재된 보편성의 모순 성찰을 이러한

비재현적, 개념적 차원의 창발성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2. 변증적 사유방식의 디자인 구도화

변증법이 가지는 기본 구도는 형식논리학이 적용되는

정지상태가 아니라, 유동적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대상

들의 매개관계5)(대립과 모순)에 관한 것으로, 이는 헤겔

의 정-반-합에서도 확인되는 바로서 모순관계와 대립되

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양상에서 확인될 수 있다. 우선

대립으로부터 주체와 객체의 적극적인 상호침투가 진행된

다. 그리고 이러한 침투의 지속으로부터 상호전화(轉化)가

이루어지는데, 운동중인 두 대립물들간의 상호침투와 전

화를 통해서 발생되는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고정불변의

도덕적 관습, 주체의 권력적 위계구조가 파괴된다는 점이

다. 이로부터 객체중심의 객관적 인식구도가 형성되며, 이

것은 발전과 변화의 형식을 드러내는 주요계기로서 새로

운 개념과 방법적 체계가 생성되도록 하며, 이러한 구도

는 부정의 부정의 법칙으로 지속하게 된다.6)

임의의 디자인 행위는 객관적 현실의 충실한 반영일

수 있기에 루카치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우선

각각의 대상(객체)에 내재한 개별성으로부터 주체는 보

편성을 추출해내야 한다. 개별성과 보편성은 모순관계이

므로 따라서 디자인 행위는-대상들의 강도차이가 있겠지

만-대개 모순관계로 시작된다. 특히 보편성의 획득은 심

미성, 기능성, 경제성, 독창성을 조건으로 하는 디자인의

속성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할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러한 보편성의 만족으로부터 진행된 성공적인 디

자인행위와 결과물은 특수성을 형성할 수 있으며, 결국

이것은 역사 안에서 하나의 전형(典型)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다. 모더니즘과 기능주의,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그

리고 디어터 람스(Dieter Rams)나 애플사의 디자인들이

누구에게나 하나의 전형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유도 이

러한 보편성에 대한 혁신을 이루어 냈기 때문이다.

디자인 행위의 방법적 차원에서 연구자가 정리한-모

순관계로부터 새로운 보편성의 획득-변증법적 특성에 의

해 작업이 창발적으로 진행되어가는 과정은 크게 다음의

과 초현실주의자들의 작업방식은 이러한 성찰(자기참조)에 의한

인식적 변환과 변증적 사유방식으로부터 유효한 급진성을 획득하

게 되었다.

5) 세계의 연관 형태에 대한 헤겔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매개하면서

동시에 직접성(무매개성)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하늘이나, 자연, 정

신세계,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황세연, 변증법이란 무

엇인가, 중원문화사, 2011, p.109

6) 1.대립물의 상호침투의 법칙, 2.양(量)과 질(質)의 상호전화의 법칙,

3.부정의 부정의 법칙으로, 이것은 주로 관념론의 입장에서 주장한

헤겔의 내용이 현실 속에서도 발현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으며 맑

스 역시 이러한 세 가지 법칙으로부터 유물변증법을 구체화시킨

다. 황세연, 변증법이란 무엇인가, 중원문화사, 2011, p.96

네 가지이다.

첫 번째, 디자인 조건으로부터 형성되는 귀납적 상황

들에 의한 ‘모순구도의 설정’이다. 이를테면, 미스(Mies

van der Rohe)의 ‘Less is More’와 같은 것으로, 이는 상

황전체에 대한 자기성찰을 유도하는 것으로 상호 대립되

는 의미의 충돌에 의한 강한 인식적 저항으로부터 기존

의 재료7)들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여 잠재된 암시적

속성들을 요동치게 한다. 조건과 대상에 내재된 기존의

개념(내포와 외연)들을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부정한다.

두 번째, 이러한 모순구도로부터 인식의 장(場) 내부로

재료들을 수집하는 객관화 과정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

분은 각 재료들 간의 위계가 해체되어 ‘동등한 위치’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개념들과 함께, 드러

나지 않았던 비개념적인 재료들까지 동등하게 인식 내부

로 호출된다. 이것은 곧 인식적 편향성(관습화된 무의식)

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추상화 과정의 ‘동등한

위치’는 거리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배치된 재료들로부터

자율적인 사유가 가능하도록 각 재료들의 구체적 개별성

이 최대한 유지되면서 소통되도록 하는 추상적 보편화를

의미한다. 기존의 도덕적 관습, 동일화된 기술, 주관적이

고 감성적인 개입 등의 총제적 제거를 의미하며, 따라서

인식주체는 시간, 공간, 인간에 대한 인식적 백지상태로

부터 사유의 자유로움이 가능해진다.8)

세 번째, 소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개별적 재료들에

대한 읽기와 번역, 쓰기가 가능한 언어화과정이다. 벤야

민에 의하면 인류가 진화하면서 이성의 자기개발로 얻어

낸 언어 역시 이러한 사물들의 구체적 개별성들의 추상

적 보편화의 산물이며, 결국 이것은 모순관계의 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변증적 사유가 근본기제였다고 할 수 있

다. 대상의 ‘추상화’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과거 칸딘스키

(Wassily Kandinsky)와 몬드리안(Piet Mondrian), 말레

비치(Kazimir Severinovich Malevich)가 회화에서 이루

어낸 사물들의 추상적 표현을 생각해볼 수 있다. 건축과

디자인에서는 이러한 추상적 자율성이 매우 결정적인 역

할을 하였는데 바로 보편적인 삶의 혁신으로서 실제적으

로 도구화 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가속화되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한 사회경제적 현실로부터 대립되는 낙후된

건축과 디자인의 현실은 자명한 모순구도였는데 대상의

추상화는 기존의 권력과 종교, 관습적 전통과 양식이라

는 고착화 된 건축디자인 인식의 재료들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제공하였다.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의 경구는

결국 대상의 추상화로부터 인식적으로, 동시에 물리적으

7) 여기서 재료의 의미는 인식 가능한 구체적인 작품, 작가의 기법,

이론과 개념, 물리적 재료 등 문화차원의 모든 자원들을 포함한다.

8) 벤야민(변증법적 이미지)과 아도르노(부정변증법)는 모더니즘과 아

방가르드 예술의 인식행위를 설명하면서, 이것을 객체지향적 시각

의 확립을 가능케 하는 별자리(konstellation) 사유방식으로 개념화

하여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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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해방을 가능하게 했으며 결국 이로부터 ‘Universal

Space’라는 개념화(언어화)된 공간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

기서 강력하게 부상한 재료는 바로 시대적 변화에 비해

가장 심하게 억압되었던 건축과 디자인에서의 ‘기능’과 ‘프

로그램’이었으며 여기서부터 건축과 디자인의 문제해결이

촉발되었다. 결국 기존개념들을 초월한 새로운 개념화로

부터 언어화로 이어졌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9)

네 번째 단계는 몽타주화(작품의 구성) 과정이다. 이것

은 재료들에 대한 ‘배치’의 유희로부터 새로운 디자인 개

념과 형식을 병치(倂置, juxtaposition)해내는 과정이다.

브리콜라주되어 추상화 된 재료들을 전치와 역설, 도치

등의 자율적 유희로 작업을 완성해 간다. 하지만 첫 번

째 단계의 귀납적 모순관계화에 내재된 문제해결이 핵심

이므로, 언어화 된 재료들은 이를 위한 배치로 전개된다.

몽타주 된 결과물의 특징은 응축된 병치이다. 배치된 재

료들의 조합 상태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구축하며 별도

의 조화로운 심미적 조작(조형언어의 구사)은 과정 안에

이미 흡수되어있기에 진행되지 않는다.

3. 네덜란드 디자인의 변증적 경향

3.1. 네덜란드의 특수성과 변증적 구도

네덜란드 디자인에는 우선 칼뱅주의(Calvinism)와 경

건주의(Pietism)라는 종교와 철학적 배경을 바탕10)으로

형성된 실용정신(근면, 검소, 성실, 합리주의)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과거 몬드리안, 리트벨트(Gerrit

Thomas Rietveld), 데스틸(De Stijl), 요소주의자 반 되스

부르그(Theo van Doesburg)에 의해 주도된 사회주의 유

토피아 구축을 위한 작업의 특성-절제와 단순, 실용에

의한 생활의 질 향상-에도 잘 나타나 있다. 하지만 네덜

란드다움에 대한 특성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

은 지리적인 불이익으로부터 발생한 특수성이다.

국토의 지면 1/4이 해수면보다 낮은 상황에서 이미 오

래전부터 물이라는 자연적 대상을 극복해야하는 대립구

도가 큰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이러한 친구이자 적인

모순적 대상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적응력은 이들이 항상

바다를 향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17세기부터는 강력

한 해상무역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어 가장 유동적

인 세계흐름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생존을

위한 무역가(기업가)로서의 기질 향상과 함께 다양한 문

9) 인식 재료들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화 과정은 수학적 공리,

다이어그램과 같은 도식화 작업도구(과정)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후 오늘날에 접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화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있

는 데이터(베이스)라는 보편적 형식의 전산화로부터 고도의 과학

기술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10) 네덜란드 디자인 사유방식에 대한 내용은 다음 연구 참조 – 문무

경, 드록디자인 활동에서의 네덜란드 방식에 대한 연구(199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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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문물, 사상들의 흡수가 가능하였다. 개방과 평등,

유연함은 오늘날 네덜란드가 이룩한 International outlook

형성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11), 이러한 지리적 특수

성-모순에 의한 변화와 흐름, 생성-과 네덜란드다움은

앞에서 살펴 본 변증적 구도와 닮아있다. 특히 1954년의

참혹한 홍수로부터 진행된 델타 프로젝트는 인간이 만든

최대의 방파제였는데 이로부터 체계화된 폴더(polder, 네

덜란드의 해안 간척지)모델은 해수면의 위협이라는 자연

재해로부터 이를 극복해야 하기 위한 네덜란드 특유의

협상과 타협, 토론을 통한 문제해결의 독자적 능력들이

발전하게 되었다.12) 겨울에도 북극곰 수영대회를 열고,

스케이트를 즐기며, 또 범람한 유기물들로부터 튜울립의

본고장을 형성해 내었다.

또 네덜란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경

우, 개인들에게 상당한 자유가 부여된다. 대마초와 동성

애, 안락사가 허용되며 심지어는 동물당(黨)이 의회에 2

석이나 차지하고 있다. 보편적 가치보다는 다양성의 인

정(Experimental), 분명한 의사전달(Clear), 타인에 대한

배려(Caring)와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생성되

는 유머(Humorous)13) 등은 태생적 자연환경 모순극복의

동인과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며, 이러한 것들로부터

디자인 대상에 대한 자유롭고, 명료한 창발적 사유의 가

능성이 내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네덜란드 디자인 창발성에 내재한 변증적 사

유방식은 역사적, 지리적 모순관계로부터 물(자연, 환경)

이라는 대립물과의 투쟁과 화합으로 형성된 사회문화 현

상들이 지속적인 상호침투, 상호전화, 부정의 부정이 연

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 시간,

인간 사이의 연관관계와 그것들의 변화와 운동이 자유롭

게 대상화 될 수 있는 개념적, 실천적 사유방식에 유리

한 배경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3.2. 네덜란드 RE;USE 디자인의 변증적 사유방식

2013년 서울에서 개최된 네덜란드 건축/디자인전(NEW

MESSAGES FROM NL)은 전부 다섯 가지 ‘성찰(RE;)’

을 주제로 각 섹션(RE;NEW, RE;MARK, RE;USE,

RE;MIND, RE;SEARCH)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주제

어로 채택된 성찰의 의의는 근대화 이후 지금까지 전개

된 모든 디자인 관련 개념들에 ‘RE∼’라는 접두어를 붙

11) Henri Christiaans, ‘Is there such a thing as Dutch design?’, 네덜

란드 건축디자인전 강연회, 한국국제교류재단, 2013.9.12

12)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에서 이토록 완전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

인가?’ 네덜란드에 대한 데카르트의 말이다. 주경철, 네덜란드; 튤립

의 땅, 모든 자유가 당당한 나라, 산처럼, p.5, 2003 데카르트는 또

‘신은 세계를 창조했지만, 네덜란드는 더치가 창조했다.’-이처럼 지

리적 환경의 모순구도를 매개로하여 흐름, 관계, 타협과 관용을 포

용하는 자유롭고, 명료한 사유방식을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3) 김차중, ‘Dutch design & Dutch pay’, 네덜란드 건축디자인전 강연

회, 한국국제교류재단,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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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이라는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식 변증법의 성찰과 비판적 의

지를 내포하고 있음이다. 네덜란드 RE;USE 건축전 작품

집의 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건축물에 다른

공간을 증축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 과거의 가치

를 존중하고 현재의 요구를 반영하여 건축의 존재를 도

시 맥락의 연속선상에 올려놓았다.”

또 작품집에 인용된 아론 베츠키(Aaron Betsky)의 문

장은 다음과 같다. “합의를 통해 결론에 도달하고자 하는

정치적 성향,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네덜란드적 사고는 보편적인 가치보다

다양한 가치를 동등하게 여기는 독특한 사회상으로 보여

준다. 다양한 가치를 중립적인 데이터로 여기는 자유로움

과 주어진 상황 안에서 데이터의 재배열과 재조합을 통해

새로움을 창조하는 네덜란드의 모습은 흥미롭다.”14)

이러한 문장들의 내용에서 파악되는 전체맥락의 핵심

은 모순구도와 그것의 해결에 대한 것들이다. 모순구도

와 대립물들의 개념적 상호침투, 상호전화를 재료들의

추상화와 객관화로부터 병치, 몽타주해내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다.

언급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보존vs개발, 기존 건축vs

새로운 가능성, 과거vs현재, 건축vs도시, 보편성vs다양성,

이러한 것들을 중립적인 데이터로서, 그리고 재배열과

재조합한다고 되어있으며, 또 어떠한 사실을 이해하고자

하고 또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재표현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아론 베츠키의 표현대로

“Seeing is Knowing is Making”의 반복적인 과정을 언급

하고 있으며, 또 전통에 대한 정의를 정지된 시점으로 이

해하기 보다는 ‘미래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흐름’으로 이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15) 결국 과거와 현재를 내부의 동등

한 가치로 인정하면서 상황에 따라 가치의 우선순위와 중

요도가 바뀔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변증법의 세 가지 법칙과 연

구자가 제시한 디자인 방식과 연결되는 네 가지 변증적

사유구도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RE;USE 건축디자인의 창발성과 변증적

사유방식의 해석

4.1. 작품의 해석

14) Aaron Betsky, False Flat: Why Dutch Design is so Good, PHAIDON,

2004, p.156 재인용-염상훈, NEW MESSAGES FROM NL, 네덜란

드 건축/디자인전, 한국국제교류재단 갤러리, 2013, p.18

15) “.…tradition is not preservation but change”, NAI Yearbook,

2011/12, p.47, 재인용-염상훈, NEW MESSAGES FROM NL, 네

덜란드 건축/디자인전,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갤러리, 2013,

p.19

RE;USE 전시에 출품된 12개 작품들은 기존 건축물에

새로운 사용성을 주입하여 구축된 작품들이다. ‘과거의 가

치 존중 VS 현재의 요구 반영’이라는 모순구도에서 전시

주최측이 작품들로부터 특히 강조한 부분은 ‘건축가와 건

축주라는 대립구도’ 안에서의 신뢰가 만들어낸 새로운 문

화유산으로서의 가능성이다.16) 이제부터 시간화된 공간에

의 재사용 디자인 전략을 앞에서 살펴본 변증적 사유구도

로부터 작품해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작품의 해석은 공간

구성과 연출내용의 구체성 분석이기보다는 당면한 모순구

도로부터 의미와 기능, 심미성, 그리고 기술과 구조, 재료

의 측면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해법의 단서로 변증적으로

개념화(추상화) 해 내었는지를 중심으로 한다.

(1) Bunker 599 : 개념화 내용 [분할→노출→지연]

<그림 1> Rietveld Landscape, Bunker 599, 2010

Bunker 599는 NDW(New Dutch Waterline)군사 경계

선 상에 남아 있는 700여개 벙커 중에 하나로서, 이 작품

에서 기념비성이라는 의미적 기능의 요구로부터 개념화

한 주요 전략은 분할(分割)에 의한 노출과 상황의 지연

(遲延)으로부터 기념비적 장소와 시간성에 대한 변증적

재인식이다. 리트벨트 랜드스케입의 접근법은 타계한 설

치작가 고든 마타 클락(Gordon Matta-Clark)의 ‘분할’작

업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전쟁과 범람’이라는 부정적인

자연과 인간의 행위들이 착종(錯綜)된 서사적 상황을 벙

커 분할과 내부공간의 노출, 그리고 길게 연장된 나무판

자를 범람하는 자연보호구의 물가로 연장(①)시킨다.

벙커라는 비밀스럽고 폐쇄적인 공간의 내부를 완전히

분리시킴으로써 과거의 군사적 풍경과 외부의 자연경관

을 대비시키며, 이러한 대립과 분리를 매개하는 것은 가

로지르는 연속적 흐름(③)이다. 이것은 자연과 인공, 은

폐와 탈은폐, 좁고 넓음, 존재와 사라짐에 대한 장소적이

며 시간적인 축(④)을 연상시킨다. 쉽게 철거될 수 있는

군사적 장애물을 끔찍한 전쟁의 극복으로써 분할된 궤적

을 직선 경로로 시각화하여, 하나의 명료한 기념비(⑤)로

인식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A2 고속도로에서 수많은 통

16) 이재준, NEW MESSAGES FROM NL, 네덜란드 건축/디자인전,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갤러리, 2013,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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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들에게 일상적 풍경 안에서 각인되도록 하여 강력한

공공적 읽기의 이미지(①)로 대상화하였다.

(2) Glass Farm : 개념화 내용 [평균→변형→환상]

<그림 2> MVRDV, Glass Farm, 2013

제 2차 세계대전 유실된 마을광장에 있던 마켓 가든의

손실을 배경으로, 건축가는 무려 23년에 걸쳐 자신의 고

향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공장소를 제안한다. 이 작업

은 7번째 제안으로 농가이미지로 위장된 공간에는 사무실

과 상점, 레스토랑, 헬스 센터가 기능(⑤, ⑥)하고 있다.

MVRDV가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요구를 동시에 해결한

변증적 전략은 대상에 내재된 이미지의 평균치 확보, 그

리고 그것들의 섬세한 변형에 의한 환상성의 개념화다.

MVRDV는 예술가 프랭크 반 데르 사름(Frank van

der Salm)의 촬영과 재구성 작업에 의해 지역에 남아있

는 전통농가 사진들로부터 외부의 평균이미지를 데이터

로 추출해낸다. 이미지들에 대한 이들의 재구성 작업은

의도된 공간의 용적률과 익숙한 농가 외부이미지의 스케

일의 왜곡(④), 그리고 각인된 각 개인의 추억(②, ③)들

의 재배열과 재조합으로 병치된다. 추상화 된 농가 이미

지의 평균이미지는 약 1.6배로 유리면에 확대 프린트되

는데, 이 프린트 작업은 기존 방법과는 달리 실사이미지

의 해상도와 내구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고도의 실

험과정 이후 적용되었다. 왜곡된 스케일의 유리면에는

투명과 반투명의 이미지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투명한

표피로 투영되는 내부 공간 이미지와 외부표피의 증강된

이미지의 대비는 시민들을 착시와 환상으로부터 전통에

대한 추억(유아기적 자신의 신체와 연결되는 기억)(②)을

되살려낸다. 또 이러한 유리표피는 낮에는 작동하는 시

설물로서, 그리고 밤에는 발광하는 농장 기념물로서 현

대적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킨다.

대개의 MVRDV 작업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평균화된

데이터 추출작업은 건축주와 시민들과의 토론, 통계자료,

설문조사, 지역 언론과의 논쟁으로부터 진행되는 민주적

(객관적) 과정과도 닮아있다. 전통의 평균-변형-환상을

개념화함으로써 기술과 예술, 민주적 절차의 상호침투와

전화가 변증적으로 콜라쥬되어 생경한 인식적, 물리적

전도를 경험하게 한다.

(3) Ludgerhof : 개념화 내용 [보존과 제거→비움→전도]

<그림 3> Atelier PRO, Ludgerhof, 2011

1999년에 문을 닫은 이 교회공간의 주거화 작업은 보

존과 삭제, 내부와 외부, 비움과 채움이라는 대립구도가

가장 극명하게 조율된 작업이다. 특히 기존 건축물의 구

조와 경계, 흔적들을 개념화의 단서로 포착하여 과거의

가치와 거주공간의 증축을 최적화하였다. 기존 교회건물

의 건축구조(③)와 내부공간을 보존(②)한 채, 기존 교회

의 내부흔적은 남겨두고 지붕을 삭제한 채 비워두어 주민

들이 교류하는 장소로 기능하게 되었으며, 16채의 주거공

간을 경계외부로 구축(⑤)하였다. 과거에 실제 작동했던

공간을 중심부로 대상화 한 채, 주거 생활공간은 외부로

전도되어 오히려 비어있는 과거 교회공간의 침묵의 흔적

(②)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교회의 나무

측벽은 새로운 주거공간의 전면벽체로 치환(③)되었다.

보존과 삭제에 의한 전도(轉道)로부터 공간에 잠재되

었던 과거의 의미(내부)와 현대적 기능(외부)이 상호 전

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부분적 보존을 통해 불필요

한 폐자재를 줄이는 효과를 가지게도 되었으며, 이러한

자세는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된다.

전시기간 진행된 강연회에서 아트리에 프로(Atelier

PRO) 의 공동대표 한스 반 빅(Hans van Beek)은 건물

의 재사용을 부지, 도로, 인도 등의 재사용과 연결시켜야

하며, 이것은 곧 도시의 재사용을 의미함을 강조한다. 또

‘Use the location’, ‘Try to make diversity’, ‘Try to

keep coherence’, ‘Try to be sustainble’, ‘Re-use as

much as possible’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되면 재사용

(Re-use)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재사용이 아닌, 새로운

사용(New use)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Cremer Museum : 개념화 내용 [절단→확장+매개]

SeARCH와 OMA(렘 콜하스)의 공동작업으로 진행된

크레머 박물관의 재사용디자인 전략은 매우 공격적인 외

과수술과도 같은 접근법을 보여준다. 기존 2.2m의 낮은

층고를 가진 목화창고건물을 전시공간으로 바꾸면서 과

감하게 층고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준다. 1층은

지하로 1.5m 바닥면을 내렸으며, 2층은 기계실로 기존높

이를 유지(④)하고, 3층에서는 건물을 수평으로 잘라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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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eARCH+OMA, Cremer Museum, 2011

위로 올리고(①) 최상층의 지붕도 올렸다.17) 잘라진 수평

공간은 유리로 둘러쌓인 중층공간으로 만들고 북측으로

계단실을 켄틸레버로 확장(③), 여러 공간을 매개한다.

크레머는 추상회화의 예술가로서 유명해졌는데, 따라

서 외부의 콘트리트 패널은 기존 벽돌색과 동일한 컬러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얀 크레머의『I, Jan Cremer』라는

책 표지의 이미지를 릴리프로써 표현(⑤)하여, 장소적 인

식의 기능을 어필하였다. 말 그대로 기존 건물을 잘라

들어 올려 새로운 공간을 확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 Enery-neutral Heritage Building : 개념화 내용 [완충→

지속 + 회복]

<그림 5> Zecc Architecten, Enery-neutral Heritage Building, 2010

이 작업은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가진 공간의

물리적인 형태 보존의 문제를 에너지 기술의 차원에서

접근한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작업이다. 이 재사용 디

자인 작업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유산가치가 있는 건물을

삭제나 추가가 아닌, 완충에 의한 건물의 지속, 그리고

원상태로의 회복 가능성을 개념화한 부분이다. 에너지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열에너지의 활용을 위한 후

면의 파이프와 보일러의 설치(⑤), 그리고 상부의 태양

전지패널의 설치, 그리고 집은 공공 전기 네트워크에 지

속적으로 연결(④) 되어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치들은

노출과 은폐를 적절히 조절하고 있는데, 에너지와 관련된

대책들(노출된 설치물들)을 거리에서는 볼 수 없다.(①)

17) NEW MESSAGES FROM NL, 네덜란드 건축/디자인전 작품집,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갤러리, 2013, p.41

후면에 노출된 태양전지 패널의 경우, 기념물 위원회의

반대를 외부에서는 잘 안보이고, 내부에서만 보이게 되기

에 과감히 설치하는 전략(②)을 보여준다. 또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목조지붕과 같은 재료들을 적용하여, 환기

와 결로를 방지하는 통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출구의

공기는 욕실을 통해 중안에서 배출되도록 하였다.

완충된 새로운 표피들은 원래 벽돌의 일부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기존 벽체에서 시각적으로도 분

리(③)하여, 원래 상태로 복원 가능한 가역성(可逆性)을

강조하였다. Zecc Architecten은 이러한 방법을 포스트

격리(post-isolation)라고 하며, 남부 네덜란드와 독일의

문화유산 복원작업에 적용하고 있다. 과거의 가치가 기

술적 접근으로 해결되고 있다.

(6) Stedelijk Museum Amsterdam : 개념화 내용 [대비→

매개+확장]

<그림 6> Benthem Crouwel Architects, Stedelijk Museum, 2013

스테델릭 미술관 주변에는 암스텔담 국립박물관, 반

고흐 미술관과 대규모 광장을 포함한 유동량이 많은 문

화예술 장소의 한복판에 위치(①)하고 있다. 이 작업은

거대한 욕조(bathtub) 이미지로부터 프랭크 게리의 빌바

오 효과를 재현했다는 등 상당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심미적 평가는 도시민들에게 강한 소격(疎隔)효

과로 다가와 이것을 네덜란드식 유머가 담긴 직관적 은

유로 해석하기에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기존건물과 명

료하게 대비되는 거대한 백색 볼륨은 2개층의 갤러리,

레스토랑, 강당, 사무실의 공간을 수용(②)하고 있다. 돌

출된 캐노피는 하부공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광장을 제공하고 있다. 생경한 백색볼륨의 내부공

간에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무주공간으로서의 대형갤

러리와 거대한 블랙박스 갤러리도 포함되어 있으며 최적

화된 계단(④)과 엘리베이터가 방문자들을 2층의 다른

갤러리로 연결(③)해준다.

백색볼륨(①)에 적용된 271개의 패널의 재료는 트와론

(Twaron)섬유로 주로 요트와 보트, 항공산업의 선체에

사용되는 것이다. 건축물로서는 선구적으로 시도된 것으

로 일반 커튼월의 절반 이하의 무게, 경량 스틸의 5배의

강도와 외부환경변화에 강한 유지관리 능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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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LA, National Glass Museum, 2010

그리고 공간의 내부에도 적용된 백색 페인트(④)는 19세

기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장식의 내부구조를 제거하고 과

거와 현재의 중립적인 배경으로부터 공간을 연결하고 있

다. 낯선 백색볼륨의 내외부에는 이러한 혁신적 기술성

에 의한 매개와 확장의 변증적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7) Didden Village : 개념화 내용 [절합→환상]

<그림 7> MVRDV, Didden Village, 2009

디든 빌리지는 고밀도 도심내부의 최상부 3층과 옥상

공간에 대한 재사용 디자인이다. 건물의 최상층은 기존

공간을 유지하면서, 하늘 공간에 연결된 작은 마을로 구

축된다. 그리고 이러한 절합(節合, Articulation)(①)으로

부터 분리되었으면서도 연결된 2개 층은 공공공간과 개

인공간을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보여주고 있다. 분리이

면서 연결로서의 확장, 건축이면서 마을로서의 확장, 대

지이면서 하늘로서의 확장을, 공공의 시민들에게는 낯선

환상성의 스카이라인(②)을 제공한다.

미용 산업에 종사하는 건물주이기에 용이했다고 볼 수

있는 독특한 심미적 상황의 제안과 수용은 그들이 거주

하던 3층 건물에 3개의 침실(아이들과 인접한 객실포함)

공간과 거실공간을 포함해서 벤치와 테이블, 수영장과

함께 골목길과 마당공간을 제공하였다. 이 주택은 다락

방처럼 거실로부터 폐쇄적으로 연결된(분리된) 나선형

계단(④)을 통해 외부로 연결이 가능하다. 옥상공간은 흔

한 건물의 옥상이기보다는 하나의 마을(③)과 같은 기능

을 보여주고 있는데, 파란색 폴리우레탄 코팅으로 적용

된 박공지붕(⑤)은 도시와 건물보다는 하늘이라는 존재

에 더 가까워 보이는 왕관의 이미지로 연출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의 토지비용에 대한 건물사용가치의

목표와 구조, 인프라에 대한 비용과 접근에 대한 대안으

로서의 가능성과 함께, 가족구성원들과 이웃들의 관대한

동의로부터 지붕구조의 랜드마크로 구축될 수 있었다.

(8) National Glass Museum : 개념화 내용 [증식+연결→

통합과 대비]

원래 건축주의 요구는 백여 년 전에 지어진 두 개의

빌라를 사무동과 박물관으로 분리하여 사용하고자 하였

는데, 오히려 이들은 사무공간과 기존공간을 다리로 연

결해 하나의 건물로 통합(①)하도록 하였다. 외부에서는

통로로 인지되지만 실제로는 전시공간의 역할까지 수행

하는 4개의 증식된 연결공간은 다른 전시공간과는 새롭

게 대비되도록 흐름을 수용한 작은 규모의 내용으로 간

결하게 채워진다(③). 이것은 전시공간이면서 동시에 저

장 공간(⑤)의 역할도 해낸다. 또 이러한 브릿지 형태의

연결은 박물관 직원들의 일상적 행위와 방문자들의 수용

과 흐름, 그리고 행정직원들이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넉넉한 시간적, 공간적 효율을 제공한다.

두 개의 건물을 하나로 통합하여 수직 동선을 줄이면서

공간적인 동선(④)을 극대화하였다.

증식된 연결로는 과거의 건물과는 대비되도록, 폴리카

보네이트 패널을 여러 레이어로 중첩 구축하였으며, 회

색 분말코팅, 알루미늄 메쉬의 반투명 표피로 연출되어

기존 건물과는 대비되도록 하였다. 특히 밤에는 전시된

9,000개의 유리오브제들의 빛의 반사(②)가 반투명한 불

확정성의 표피로 드러나게 된다. 과거와 현대의 공간이

증식된 연결로에 전시된 유리라는 물성을 매개로 각자의

정체성을 동등하게 드러내며 공존하고 있다.

(9) Villa 4.0 : 개념화 내용 [보존→변형+소거→진화]

<그림 9> Dic van Gameren, Villa 4.0, 2011

최초 형태에서 시작된 육각형 형태는 2차(1972)와 3차

(2001)의 리노베이션까지 계속 고수된 채 진행되었다. 구

조와 기능에 대한 수정과 추가로부터 집의 실제 면적은

외부로 확대되었지만,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은

그러한 확대되는 내부 공간 안에 외부공간을 포용해야만

하는 모순구도이다.

육각형이기 때문에 초기 2번의 증축 과정에서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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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지면서 외부의 경관은 막히게 되었는데, 우선 지

붕을 통해서 세 가지 개구부를 확보(②)해내고, 이것을

매개로 하여 중간의 복도 공간 구축으로부터 채움과 비

움, 내부와 외부의 대립구도를 조절해 내었다. 이것은 기

존의 육각형 형태에 내재된 과거의 가치를 이용한 것으

로 내재된 제약으로부터 잃어버렸던 외부공간과의 관계

를 다시 되찾게 하였다.

역시 육각형의 기존 벽면들을 재배치하여 다른 공간과

외부와의 연결성을 확보(⑤)하였고, 기존 유리를 교체하

고 벽면을 보강하여 단열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내부이면서 외부일 수 있는 내부 공간 안에는 다양한 인

테리어 연출과 새로운 정원과 조경공간이 시도(①)되었

으며, 에너지 역시 재사용의 차원에서 빗물과 개울물 등

의 순환이 옥상펌프가 작동되며, 거실 남쪽에 설치된 유

리통창(③)은 자연적인 냉난방 효율과 연결된다. 그 밖에

태양광 보일러의 설치와 폐수정화 시스템 등을 처음에

제시된 육각형태의 입체적 재조율과 외부공간의 연결로

건물의 성능을 극대화 하였다.

(10) Wolzak : 개념화 내용 [연결+제거→잉여]

<그림 10> SeARCH, Wolzak, 2012

이 작업은 “Pulled and Dragged”로 명명될 수 있는

개념으로 전통적인 T-형태의 농가 형태를 빌려와 농가

와 별채를 연결해 T-형태를 유지하면서 원래의 헛간을

제거한 후 새로운 기능의 확장과 프로그램을 분할 삽입

하였다. 새로운 주거공간은 신규 및 기존 공간사이에 위

치한 대형오픈키친과 확장된 인접부분에 위치(④)하며,

객실과 작업실을 위한 공간을 덧붙여(⑤) 구축하였다. 작

업실, 게스트 하우스(②)와 정원창고는 대형 온실에 의해

서 주요 생활공간에서 분리된 새 볼륨에 위치하고 있으

며, 외관의 일부는 오래된 농가에 필요한 넓은 유리면

(③)을 삽입하였고, 새로운 목재볼륨은 확장의 하중고려

와 함께 내부 공간의 질적 영향(⑤)을 위해 제공되었다.

여러 별채와 농가가 있었던 옛 농장 마당의 역사적 가

치와 공간의 특징을 반영, 건물은 자연스럽게 T-형태로

비스듬히 증축되었는데, 다른 축사는 한 벽면만 남기고

철거해 이후에 수영장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

다. 전통농가의 형식을 유지하고, 새로운 연결과 기존 용

도의 제거로부터 새로운 기능의 삽입과 함께 또 다른 기

능 삽입의 여지를 제공하였다.

(11) Extension Drents Museum : 개념화 내용 [보존→굴

착→반영+통합]

<그림 11> Erick van Egeraat, Drents Museum, 2012

드렌츠 박물과의 증축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장소적

특성을 새로운 기능과 감성으로 반영하였으며, 건물의 실

제적 기능은 보이지 않도록 지하공간을 파냄(⑤)으로써 보

존과 개발의 모순구도를 극복해 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극

복의 자취는 파도와 같은 리듬(①)으로 대지면을 들어 올

림으로써 개방감과 채광, 그리고 장소 특정적 감성과 기능

을 배가시켰다. 따라서 역사적 도심의 모습을 최대한 보존

하기위해 지상건물의 모습은 거의 변형되지 않았으며, 수

용인원을 감당하기 위한 추가공간은 정원으로 구성된 상부

공간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로비는 높은 레벨의 창을 만

듦으로써 지표면 위의 상승하는 곡선무늬의 천장이 형성되

는 거대한 전시실(⑥)과 연결되며, 이러한 유기적인 대지이

면서 지붕면은 기존의 정원과 공원을 연결(②)하였다.

박물관 옆 기존 주차장을 정원으로 바꾸어 유서 깊은 건

물과 함께 여러 의미 있는 정원(②)들이 존재하는 이 지역

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기존 건물을 1m 정도 위로 띄워(③)

지하공간을 볼 수 있게 하여 새로운 디자인이 개입되었음

을 살짝 드러내고 있다. 지하의 순백색 공간(⑥)은 비정형

적인 기둥과 함께 기존 벽돌과 강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18)

(12) Noorderpark bar : 개념화 내용 [부유→병치→변화]

<그림 12> SLA+Overtreders W, Noorderpark bar, 2012

18) Ibid.,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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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더파크바 프로젝트는 정보와 자본, 소비의 흐름에

대한 동시대성을 적극 반영한 작업이다. 재사용디자인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로부터 전개된 작업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앞에 11개 작품들에 비해서 가장 실험적

인 측면이 두드러진다. 전체작업방식은 일반적인 디자인

이 Top-down방식으로 일관되는 데에 반해, 이 작업은

Bottom-Up방식을 주도적으로 적용, 가급적 Top-down

방식에 끌려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디자인 전개형식을 역

전시킨 상태에서 시작하였다.

모든 건축자재를 네덜란드 버전의 e-bay에 해당되는

온라인 마켓(marktplatts.nl)에서 구입하여 만든 것이 가

장 큰 형식적 특징이다. 이들이 최초로 구입한 것은 운

송용 트럭이었다. 중국에서 수송된 큰 배송상자용 나무,

셔터의 나무 등으로 벽면과 천장이 구축(①, ②, ③)되었

으며, 다양한 기존의 창문들로 콜라쥬 해 낸 공간의 내

부 벽면(④), 그리고 의자와 피크닉 테이블, 아이들의 장

난감까지 포함해서 남겨진 건축 재료들로부터 모든 요소

들이 구축(⑥)되었으며 새로운 것은 에스프레소 커피머

신뿐이었다. 결국 최종 디자인은 재료들의 공급처인 온

라인 마켓(marktplatts.nl)과 이에 대한 제한적 선택에 의

해서 결정되었다. 또 적은 예산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

는 건축가에게 디자이너의 역할은 물론 시행사, 기금, 조

달자, 상인 및 시공사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게 했다.

온라인을 통해 중고자재를 구입하기도 했기 때문에 건

축가는 디자인이 정해진 이후 자재를 구입하는 일반적인 과

정 대신, 재료를 구입한 이후에 그 자재의 사용여부와 방법을

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웹사이트(www.hetkomtaltijdgoed.nl)

에서는 물질의 기원, 흥미로운 재료수집에 대한 이야기

를 수집하는 만남의 장소이기 하다. 따라서 온라인 마켓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 건축의 디자인도 반응

할 수밖에 없다.19)

건축적 구축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실용성을, 그리고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기획, 운영의 프로그램적 측면에서

는 이상주의적 실험이 내재된 다양한 모험이 혼합된 작

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가상공간속에 부유하는 재료들의

재조합과 재배열로부터 유동적으로 구축되는 비결정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화된 재사용 디자인의 메

타적 시각을 보여주는 작업이다.

4.2. 소결

이상과 같은 12개 작품들에 나타난 과거와 현재, 보존

과 개발에 대한 동시적 만족이라는 모순구도의 조율양상

에서 방향을 리드하는 것은 고정된 과거의 가치보다는

새롭게 요구되는 현대적 가치이다. 즉 과거의 가치와 맥

락보다는 현대적 요구로서의 새로운 사용가치에 충실하

19) Ibid., p.55

다고 할 수 있는데, 작품들의 해석을 통해서 이것들이

주관적이고 개별적, 감성적 특수성보다는, 과학적이고 이

성적 과정으로 보편적 가치를 만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했

다. 12개 작품은 당면한 모순구도와 현재화된 시간성을

변증적 개념화-[분할→노출→지연], [평균→변형→환상],

[보존과 제거→비움→전도], [절단→확장+매개], [완충→

지속+회복], [대비→매개+확장], [절합→환상], [증식+연결

→통합과 대비], [보존→변형+소거→진화], [연결+제거→

잉여], [보존→굴착→반영+통합], [부유→병치→변화]-로

부터 공간화 되었다. 여기서 2장과 3장에서 살펴 본 변

증적 사유방식과 디자인 구도와 연결해보았을 때, 재사

용 디자인의 모순구도 안에 위치하고 있는 상호 대립되

는 개별성vs보편성, 보존vs개발의 조건들은 작품들이 당

면한 상황의 특수성에 의해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따라서 규정된 형식이나 방법은 부재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점이 바로 변증적 사유방식이 어떠한 대

상과 조건도 인식적으로 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석된 12개 작품들의 재사용 디자인의 진행과정과 결

과물로부터 확인된 변증적 사유방식에 내재된 창발적 특

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이 처한 조건과 사태에 충실한 상황주도(狀

況主導)적 경향을 띄며, 당면한 사용가치가 방향을 전개

한다.

둘째, 모순구도 안에 내재된 재료들과 잠재된 제약요

소, 조건과 대상자체를 디자인 해법으로써 역이용한다.

셋째, 과정자체가 결과물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별도의 심

미적 언어표현이 부재하며, 모두 개념화 과정 안에 흡수된다.

넷째, 상황극복을 위한 변증적 사유방식은 연역과 귀납,

가추, 그리고 그 밖에 가용한 모든 방식이 전방위적으로 진

행되어 최대한 명확하게 상황을 개념화(추상화, 언어화)한다.

다섯째, 과정과 개념화가 직관적이고 명료하게 드러난다.

여섯째, 결과물들의 조형성은 비대상적인 병치에 의한

몽타주 구성물로 드러나기에 소격효과를 발생시킨다.

일곱째, 디자인 방법적 측면에서 규정될 수 있는 일정

한 형식이 부재(자유로움)하다. 조건과 대상의 변화로부

터 매상황이 변화하기에 역동적이고 비규정적, 불확정적

이다. 따라서 비동일적 생성이 가능한 창발적 디자인 방

법체계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네덜란드 RE;USE 디자인 작품 전개

에 있어서 변증적 사유방식의 특징들은 과거의 존재가치

와 의미(시간)가 동시대의 사용가치로 현재화(공간)되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핵심은 바로 ‘가치와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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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과 기능’이라는 디자인 보편성에 의해서 상호침

투, 전화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용성과

기능’이 과거의 물리적이고 획일적인 측면으로서가 아니

라, 역사적 맥락과 가치와 의미,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공

감각적 감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기술(재료와 구조)적

측면까지 다양하게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다양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재사용 디자인 개념

들과 함께 새롭게 요구되는 개념들이 디자인의 과정 내

부로 재료로서 자유롭게 운동, 재배열되고 재조합되어

개념화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조건과 대상자체들은

바로 모순 복합체로서 문제와 해법들이 이미 내재된 동

근원(同根源)적 존재일수 있음을 의미하며, 결국 디자인

의 변증적 사유의 핵심은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새

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된 기존의 상황들로부

터 귀납적 네트워크와 연역과 가추의 역동적인 사유로부

터 문제의 해법을 과학적(이성과 논리)으로, 그리고 순간

적으로 포착하여 개념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방식으로부터 얻게 되는 최대효과는 잠재

된 무의식적 편향성의 제거에 의한 객관성 확보이다. 결

국 이것은 마치 모순을 내재한 대상이 몽타주(조합)와

콜라주(병치)가 상호침투와 상호전화를 부정성을 기제로

끊임없이 진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작업자는 그 안에

서 항상 새롭게 무언가를 개념화, 언어화 하여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에 내재된

모순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명료하며 적확한 접근이 가능

한 사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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