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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day, The representation of the modern space is experimented with shape and surface of the de-structural point

of view to make architecture and space, in terms of not being able to make defined by single regulation. However,

it can cor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modern, but it is easy to fade of architecture fundamental meaning.

Along with the need for the rise of the construction of fundamental space, should be built a ‘tectonic’ spatial,

which is said to be building of logos. Tectonic, as norms for expressing the fundamental meaning of architecture,

as to expression of construction, be unfolded with dualism such as science and art, technology and express,

structure and formation, and it was introduced into the architecture through the construction expression of space

that was a tectonic discussion of 19c german architects. On the other hand Constructivism which is avant-garde

formative movement with Russia revolution, constructed ‘sculpture’ with the formative principles as tectonic.

Tectonic’s Formative characteristics can draw a conclusion with of tectonic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vism

sculpture, space of logos will be realized through its study. Other hand, The pavilion, as symbol space, can be

analyzed by tectonic properties, Pavilion, meaning the space is expressed in a variety of tectonic expression. As

tectonic construction, fundamental ideology and symbolization of space is revealed metaphorically and vis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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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러시아 혁명과 함께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의 일환으

로 파생된 구성주의는 관습적인 예술에서 탈피하여 사회

전반을 위한 예술의 합리성과 사회화를 통해 대중이 공

유할 수 있는 예술의 평등적 유토피아니즘을 이루고자했

다. 이러한 움직임은 예술의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이끌

었는데, 재료의 성질-팍투라(Factura)와 구축의 로고스적

추상표현-텍토닉(Tectonic)이 사용되었다. 텍토닉은 이데

올로기적 탐색과 함께 순수기하학의 의미와 그것의 피상

적인 기계미학적 표현, 과학적 사고를 통해 조형적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예술의 합리성과 사

회화를 추구하였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lc@kookmin.ac.kr
** 이 논문은 2015년도 국민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

었음.

이러한 조형언어 형성에 있어 블라디미르 타틀린

(Vladmir Tatlin)과 나움 가보(Naum Gabo)는 비공리적

조각으로 시작하면서 구성주의의 순수 조형적 특성을 제

시하였다. 또한 그들은 조각의 구성을 공간의 구성과 동

일한 것으로 보았으며, 순수 조형적 표현이 사회 발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과 도약에 이바

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1920년대 서유럽의 건

축과 산업디자인의 국제기능주의 양식을 설립하는데 있

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후에도 현대건축과 연맹

의 결성, 독일의 바우하우스의 설립 및 교육, 네덜란드의

데스틸(De stijl)에 전파되면서 건축 및 디자인 기초를

확립하게 되었다. 현대 예술의 추상과 모던아트, 나아가

건축에 있어 해체주의에 이르기까지 구성주의는 여느 예

술운동보다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의 조형적

이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간에 있어 그 의미가 큼에

따라 순수 조형적 표현에 있어 재조명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구축의 본질을 의미하는 텍토닉은 그리스어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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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네(Techne, 제작의 예술)에서 파생된 단어로, 건축 및

공간에 있어 19C의 건축가들의 건축적 담론을 통해 표

상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은 건축 내 사용자의 삶

과 공간의 존재를 표함에 따라 공간적 의미가 형성되며

이는 물리적 구축성을 통해 발현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다변화하고 있는 현대는 철학, 미디어, 이념적 오브제 등

을 방법으로 공간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간

이 피상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로 텍토닉으로써 본

질적 고찰과 이를 통한 공간 구축방식 필요성의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포괄적인 현상학적

연구 단계를 넘어 현대 예술과 디자인에 있어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친 러시아 구성주의 조각의 텍토닉적 특성으로

조형적 구축성 도출과 함께 텍토닉적 구축 표현으로 공간

의미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현대 디자인의 조형언어 형성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 러시아 구성주의의 텍토닉적 특성을 분

석한다. 먼저 러시아 구성주의에 대한 고찰로서 시대적

배경과 조형적 배경 및 의미를 살펴본다. 한편 구성주의

작품의 실질적인 구성방법으로 팍투라(Factura)와 함께

주목받는 텍토닉(Tectonic)의 일반적 고찰을 통한 정의

와 통시적 논의를 통한 텍토닉의 공간 구축적 특성을 도

출한다. 이로써 텍토닉의 실질적이며 합리적인 공간 구

축 가능성을 확인한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구성주의 조각의 텍토닉적 표현으

로 작용됨을 확인하고 구성주의의 조각기법을 나열하여

이를 텍토닉의 구축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후 그에 따른

공간적 특성으로 확장시킨다. 단, 텍토닉의 실질적인 조

형적 특성을 도출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 분석되는 구

성주의는 실용파와 순수 조형파의 두 양상으로 나뉘기

전에 나타나는 조각 작품 양식으로 분석한다.

한편, 텍토닉의 물리적 구조의 구축표현은 런던 만국

박람회의 수정궁(Crystal Palace)을 시작으로 파빌리온

공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람회 공간으로의 파

빌리온은 물리적 구축을 넘어서 공간의 존재 및 정신이

드러나고 있어 구성주의의 텍토닉적 특성으로 해석되는

대표적 사례로 분석될 수 있다. 더불어 텍토닉적 공간은

스테레오토믹으로의 기초, 바닥 구축과 대조되어 상대적

으로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층부, 외부에 구축되어

공간의 의미와 상징이 시각적으로 표현됨에 따라 텍토닉

적 구축에 있어 파빌리온의 의의는 크다. 특히 올해 개

최된 밀라노 엑스포에서 보여지는 각 국가의 파빌리온은

최신의 과학, 문화, 첨단 기술을 공간 표현으로 상징적으

로 보여주는 구축물로써 텍토닉적 건축 공간표현이 나타

나고 있어, 본 연구의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2. 러시아 구성주의와 텍토닉의 이해

2.1. 러시아 구성주의 고찰

(1) 시대적 배경 및 개요

러시아는 제 1차 세계대전 참전(1914)으로 인한 노동

력 저하와 국가예산의 하락으로 생존권을 위한 민중운동

으로 10월 러시아 혁명(1917)이 일어나게 되었다. 내·외

전과 혁명 등으로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겪으

면서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예술

가들은 사회적 효용성 및 실용성을 위한 생산적인 미술

을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했는데, 구성주의(Constructiv-

ism)라는 전위적 활동으로 이룩하려 하였다. 혁명을 통

한 개혁이 목표로 작용되면서 예술가들은 자유롭고 선동

적인 표현과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물질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질적 예술 구축을 위해 마르크스 유

물론을 기반으로 하여 전개했다.1)

즉 이들은 변증법적 방식으로 자신의 작품에 물질적

생산방식으로 전개함으로써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예술표

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사회의 요구조건 충족과 동시에

그들의 전위적인 조형적 포부까지 표현하면서 체계적으

로 조직화시킨 예술은 사회와의 통합을 목표로 한 생산

적인 예술로 사회적 재건을 위해 적극 개입했다.

(2) 구성주의의 조형적 전개

구성주의는 20세기 초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 전반에

걸친 사조로, 전통적인 회화양식을 부정하고 개인감정

표출로의 예술이 아닌 사회와 물질문명을 위한 환경을

구축해야한다는 책임 하에 당시대의 생산주의의 관점으

로 변증법적 방식을 이끌었다. 이러한 방법은 재료의 본

질적 가치 및 성질을 의미하는 팍투라(Factura)와 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기술의 추상적 표현인 텍

토닉(Tectonic)의 조합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는 구성주의의 등장에 있어 지도자적 역할을 한 블라

디미르 타틀린(Vladmir Tatlin)이 자신의 조형원리를 팍투

라와 텍토닉으로 요약2)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텍토

닉의 개념은 1922년 알렉세이 간(Alexei Gan)이 발표한

「구성주의(Constructivists)」에서 구체화되었는데, 텍토

닉을 구성주의자들의 첫 번째 규범으로 제시하면서 이(텍

토닉)는 사회주의 자체의 특성으로 형성되었고, 다른 한

편으로는 산업재료의 합리적인 이용으로 형성된다고 일컬

었다. 또한 형태 구성의 원리로써 내용을 종합시키는 과

정에서 이념과 상징성을 내포할 것을 강조하였다.3)

1) 전고우리, 러시아 구성주의 경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2004, p.27

2) 진중권,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휴머니스트, 서울, 2011, p.275

3) 이창우, 러시아 구축주의에 나타난 구축개념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97,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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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ectonic 어원 분석

2.2. 텍토닉(Tectonic) 이론의 일반 고찰

(1) 텍토닉의 어원적 의미 및 특성

아래에 분석된 텍토닉의 본질적 의미 및 이념은 2장 1

절에서 구성주의의 분석된 텍토닉의 개념 및 목적인 로

고스, 상징성과 수미상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텍토닉(Tectonic)은 그리스어 Archi-teckton(건축)에서

의 Teckton에서 유래되었다. Teckton(Tectonice)은 목수

및 건설자의 의미와 목조의 기계적 건축형태에 대한 의

미를 갖고 있고 테크네(Techne)가 이것의 어원이 된다.

테크네는 ‘제작의 예술’의 뜻으로 과학과 예술의 연관성

으로 고대 그리스로부터 파생되었다. ‘현시대적 의미의

새로운 기술뿐만 아니라 미술전반을 포용하는 의미’4)로

서 과학에 있어 예술로의 시적 표현의 개념을 갖게 되었

다. 또한 하이데거는 테크네를 ‘시적임과 드러냄’이라는

두가지로 정의함에 따라 테크네는 도구와 기술로만 한정

짓는 것이 아닌 그것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시켰다. 즉, 텍토닉은 건축의 근본적 의미를 표현하

기 위한 규범으로 볼 수 있으며 구축표현에 있어 과학과

예술, 기술과 표현, 구조와 조형의 결합으로 구조적인 의

미로 전개될 수 있다.

단순 물리적 공간 구축을 넘어서 공간의 시적 및 존재

론적 표현을 위한 구축은 텍토닉의 본질적 특성인 결합

의 미학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합은

고대 그리스 과학과 예술의 연관성에 관한 논의로 부터

시작되었다. 과학, 기술과 예술이 Techne라는 단일 명칭

으로 사용되면서 수학적 법칙과 예술 및 공예 기술의 조

합으로 보았다. 이후 레오나르드 다빈치를 비롯한 많은

미술가들은 과학과 예술을 접목시켜 자신의 미적 이념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개인의 상황과

시대에 따라 다양하고 다변화하는 사적 영역인 예술을

실험과 검증을 기반으로 한 불편의 ‘참(true)’의 영역인

과학으로도 증명하려 했던 것이다.

이는 19세기의 독일과 20세기 초 러시아의 시대적 상

황과 함께 사회 전반적으로 근대문명의 과학기술과 예술

의 결합을 바탕으로 공간 미학적 조형 표현과 공간 구축

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텍토닉의 구조와 구축성

4) 한지현, 나움가보의 구축주의 조각,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7, p.10

르네상스에서 바로크 시대에 이르기까지 건축 공간에

는 비구축적인 장식표현에 대해 주목했기 때문에 건축의

본질적 특성인 구축성이 간과되었다. 그러나 건축공간은

건축가 및 디자이너의 공리적인 산물일 뿐만 아니라 공

간 자체의 질서를 통한 인간의 삶과 공간의 존재적 의미

에 따라 공간의 상징성 즉 텍토닉이 형성되며 이는 구축

성을 통해 발현이 된다.

비트루비우스(Marcus Vitruvius Pollio)는 「건축10서

(The Ten Book on Archtecture)」에서 건축의 기원의

설명으로 구조적 뼈대(Frame- work)를 언급함에 따라

관념적인 건축 공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지각

적 표현으로의 ‘구조’가 기본적 요소로 작용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5) 18세기 이후 이러한 공간 구축의 본

질을 인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비구축적인 표면

인 ‘장식’과 구별한 구축적인 ‘구조’의 고찰에서 시작되었

다. ‘건축에 관한 에세이’에서 로지에(M.A. Logier)가 원

시 오두막을 건축의 기원으로 제시함에 따라, 기본적인

구조적 뼈대로 건축적 이념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구조의 구축적 고찰과 함께 텍토닉의 구체적인 표현은

19세기 말 독일 건축에서 보여지기 시작하였다. “어떤

양식으로 지어야하는가?(In welchem style sollen wir

batten?)”라는 의문을 시작으로, 당시까지의 독일건축은

전 시대의 다양한 양식의 난립으로 인해 구축성이 배제

된 무질서한 건축이 이루어짐에 따라 새로운 미학의 정

립과 그것의 정체성 및 존재성 부여에 대한 필요성이 대

두되었다. 여기에 산업혁명 이후 철, 유리 등 다양한 재

료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미적인 개념과 결합된

건축 표현이 부상했으며 이는 건축의 시적표현으로, 장

식이 아닌 구조 미학의 특성이 강조된 건축물이 만들어

졌다. 이것을 배경으로 건축의 시적, 미학적 표현 개념으

로서 텍토닉이 칼 뮐러(Karl Otfried Müller)의 <예술의

고고학의 핸드북(Handbuch der Archäologie der

Kunst)>(1830)에서 건축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6)

또한 케네스 프램턴(Kenneth Frampton)은 그의 이론

인 ‘비판적 지역주의’의 구체적 표현을 위한 ‘텍토닉 형

태(Tectonic form)’를 언급했으며 그의 저서 <Studies in

Tectonics Culture>에서 텍토닉의 건축으로의 도입을 구

체화시켰다. 그는 텍토닉을 구축의 시학(Poetics of

construction)으로 설명하고 ‘더 이상 축소시킬 수 없는

구성단위로의 구조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며 이것의 존

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물질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일컫

고 있다.7) 그의 이러한 이견으로 최소단위 물질적 구조

5) 유용배, 현대건축에 나타나는 구축성에 관한 연구-현상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인하대 석사논문, 2007, p.8

6) 유용배, op. cit., p.10

7) Frampton K, “Rappel Ordre: The case for the tect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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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방법 표현 의미

Joint 접합, 결합, 이음 질서, 융합, 조화

Dis-Joint 노출, 병치, 충돌 분해, 연결, 잠재성

Frame 윤곽, 틀, 결합 의미의 연장, 연속

Weave 직조, 교차 보호, 영역화, 분할

<표 1> 텍토닉의 구축적 방법 및 의미

로의 텍토닉적 구축으로 공간의 본질적 이념이 생성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3) 텍토닉의 구축적 공간표현 특성

공간의 이념 및 상징은 동 시대의 물리적 구조 및 재

료를 병합한 합리적인 구축의 결과로서 구조의 결합적

구축 특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으로 공간의 개념

과 물질적인 것의 관계방식을 정의내린 19세기 이후의

건축가 고트프리트 젬퍼(Gottfried Semper), 비올레 르

뒥(Viollet-le-Duc), 마르코 프라스카리(Marco Frascari),

게복 하투니안(Gevork Hartoonian)은 공간의 존재를 함

축하는 구축성에 대한 담론과 함께 ‘물리적 구조의 구축

적 표현’을 제시하였다.

① 마르코 프라스카리(Marco Frascari)

마르코 프라스카리는 재료 간, 공간 간의 관계를 형성

하는 조인트(Joint)로의 구축으로 건축적 로고스가 형성

된다고 보았다.8) 조인트를 건축재료, 요소, 개념 등의 디

테일로 보고 이러한 디테일의 조화를 통해 물리적인 건

축으로 질서를 세우며, 단순 결합 의미 이상의 존재론적

가치를 세울 수 있다고 하였다. 관계형성은 물리적인 것

뿐만 아니라 개념적인 것까지 모든 관계방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는 조인트로 의미, 즉 건축적 기호

(Signification)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타난다고 설명했

다. 즉 인간이 인위적으로 구축한 대상에 의미가 부여된

조인트들이 건축적 표상, 기호가 되어 질서에 따라 구축

됨에 따라 물리적으로는 물질이 일치되어 구조적인 안정

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기호적 존재의 공간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② 게복 하투니안(Gevork Hartoonnian)

게복 하투니안은 텍토닉을 통한 고유한 본질적 건축으

로 현대 자본주의 세계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건축의 본질적 측면의 구축은 공간구성과 이것

의 지각적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물질을 통한 제

작의 과정인 구축을 해석하는 단어로 그것과 유사한 의

미인 영화에서의 몽타쥬(Montage)를 설명하였다. 몽타쥬

에서 재료와 구조의 반접합(Dis-Joint)적 개념이 구축된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9) 반접합은 접합의

고전적 의미로 구축의 연결부를 가리는 기술에 반(反)하

는 것으로, 고대건축의 석조 기둥의 연결부에서 선으로

나타나는 미적 접합적 구성은 비구축적이라 주장하고 재

료를 통합시키는 과정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 이상적

인 구축이라고 일컬었다. 이러한 주장은 파편화되어 반

접합적 연결방식을 통해 건축의 생산, 흔적의 과정이 드

Architectural Design, Vol.60 No.3/4, 1990, pp.20-21

8) 최웅조, 헤르조그와 드뫼롱 건축외피의 텍토닉 표현에 관한 연구,

경기대 석사논문, 2009, p.27

9) Gevork Hartoonian, 건축 텍토닉과 기술 니힐리즘, 이종건역, 시공

문화사, 서울, 2008, p.62

러남에 따라 구조의 상징화가 나타나게 된다.

③ 비올레 르뒥(Viollet-le-Duc)

합리적 구조주의, 텍토닉적 표현이 부상함과 동시에

실재적인 ‘구조’에 대한 비올레 르뒥의 연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10) 텍토닉이 19세기 건축론에 있어 필

수적 요소가 됨에 따라 비올레 르뒥은 단일 구조로만의

기술이 아닌 건축 전체를 아우르는 구축성을 추구했으며

당대 건축가들 또한 철 프레임구조를 석조 기반위에 통

합 구축시키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고딕건축의 리

니어먼트11)와 재료의 이원론적 접근으로, 구축성 형성에

있어 경험적 해석으로의 재료로 구성된 형태가 아닌 구

조물과 석재 기반, 즉 최초의 프로그램 개념인 맥락과

의미적 존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써 존재의 기호인 석축의 연장선상으로 표출된 프레임

구조-그물과 같은 골격, 창의 늑재(肋材)격자 등-는 건

축이념의 형태적 실체로 존재하게 된다.

④ 고트프리트 젬퍼(Gottfried Semper)

고트프리트 젬퍼의 건축 4요소(4-Elemente Der

Baukunst)에서 비롯한 텍토닉의 이론적 특성 중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건축의 본질(화덕)을 보호하는 ‘피복론

(Enclosing Membrane)’에서 공간 구축적 표현을 수립할

수 있다.12) 젬퍼는 둘러싸는 막을 원시주거에서 필수적

요소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이는 선형부재로 직조되어

결합된 구조(지붕 및 벽체)를 덮고 공간을 둘러싸게 되

면서 구조의 의미적 연장선에 놓이게 된다. 즉 젬퍼의

피복론은 건축의 기원인 벽체와 구조재를 피복하여 가시

적인 공간의 경계를 형성시킴으로써 비트루비우스와 로

지에의 축조개념을 넘어 정신적이며 본질적인 공간 개념

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로써 젬퍼의 피복은 단순 외피

로서의 기능이 아닌 구조의 결합과 같은 맥락인 짜고 얽

는 과정을 통해 ‘구축’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건축가들의 담론을 통해 텍토닉의 구축적

표현과 그것의 의미를 아래의 표로써 정리될 수 있다.

10) 유용배, 현대건축에 나타나는 구축성에 관한 연구-현상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인하대 석사논문, 2007, p.13

11) 철학자이며 건축가인 알베르티(L, B. Alberti)는 리니어먼트(lineament,

윤곽)를 ‘건물의 모든 문제는 리니어먼트와 구조로 구성 된다. … 리니

어먼트의 목적은 건물의 표피를 한정하고 둘러싸는 선들과 각도들을

결합하고 짜 맞추는 정확하고 확실한 방식을 발견하는 데에 있다.’ 라

고 설명하였다.

12) Gottfried Semper, 「The Four Elements of Architecture」, 1851,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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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특성 키워드

B.타틀린 조형의 본질인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 기하학

A.쉐브첸코 지속적인 위치 변화와 사물의 역동성 역동성, 운동

N.가보 과학 분석적 사고 대입 과학, 기술

<표 2> 구성주의의 텍토닉 표현

3. 러시아구성주의 조각의 텍토닉적 표현

3.1. 구성주의 작품의 조형적 특성

(1) 구성주의 조각과 텍토닉적 특성

구성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성립을 위한 예술의 사회화

를 지향하며 개인이 감정표현의 도구가 아닌 사회전반에

걸친 환경을 구축시키고자 하였다. 이로써 공간과 건축

의 일종의 프로토타입(Prototype)으로서 제작된 조각 작

품이 공간과 관념적으로 동일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구

조적 실재인 조각으로부터 공간 구성으로 발현하여 본질

을 상기시키고자했다.13) 구축된 조각을 건축 및 공간으

로 동일시함에 따라 구성주의의 전반적인 조형적 이념에

있어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건축이 여러 구성

요소로 구축되듯, 조각 또한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산물

로 보고 조각을 예술 작품으로 한계를 두지 않고 건축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구성주의자들은 공간과 의미적으로 일치된

합리적 예술의 조각으로 구조적 실재를 구축하기 위해

조각에 구축성을 비롯한 존재성,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구성에 있어 텍토닉적 표현을 도입하게

된다.

구성주의의 텍토닉적 표현에 있어, 타틀린은 아방가르

드 예술적 특성14)으로 가장 본질적 형태인 기하학적 형

태로 해석하여 구성 및 배열하는 구축 방법으로, 텍토닉

의 개념을 구체화시켰다. 또한 구성주의 작가 알렉산더

쉐브첸코(Alexander Shevchenko)는 텍토닉으로의 구성

은 ‘지속적인 위치 변화와 사물의 역동성’으로 언급15)한

바, 텍토닉은 당대 산업 기술적 방법과 함께 구성주의자

들의 표현을 상징적 역동성 표현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역동성 표현은 타틀린과 함께 초기 구성주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나움 가보(Naum Gabo)가 과거, 수학과 과

학을 전공으로 삼은 경험으로 조형적 연구가 과학의 분

석적, 기술적으로 발전되면서 역동성이 구체적으로 표현

되었다.

13) 한귀진, 타틀린의 공간구축 실험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논문

집 2004, 제13권, p.3

14) 자기표출을 위한 개성의 예술이 아닌 이념적 법칙성에 따른 신원

시주의로부터 규명된 아방가르드 예술은 공통적으로 입체-미래주

의 표현특성에 기반을 둔 비재현적이며 추상적인 기하학적 표현으

로 활성화되었다.

15) 장혜진,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에서 구축과 생산의 미학연구, 노

어노문학, Vol.24 No.4, 2012, p.244

(2) 입체-미래주의적 특성

위와 같은 특성은 절대주의 이념으로 전통적인 재현의

예술에서 탈피함과 동시에 순수 조형의 재료적 표현을

탐구한 아방가르드 예술의 입체-미래주의적 특성과 연결

맺어진다. 실용파와 순수 조형파로 분리되기 전 1919년

경까지의 초기구성주의 작품은 2차원의 환영적인 회화에

서 벗어나 다양한 산업재료의 조합, 순수 기하학적 구성

으로 3차원적 입체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과학적 사고개

념이 조각에 반영되어 공간으로 확장·해석됐는데, 이는

작가들 사이에서 당시 유럽으로부터 전개된 입체-미래주

의 조형 기법이 확산된 배경에서 비롯된다.

① 입체주의

구성주의의 조형언어 형성에 있어 선구자의 역할을 한

타틀린이 피카소에 작업실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언어로 부조작업을 시작한 것에 있어, 구성주

의의 입체파적 경향은 입체주의에 대한 실제적인 고찰을

통해 도출될 수 있다. 입체주의는 회화에 있어 재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전개되었으며, 화면과 대상

의 공간과 깊이를 무시하고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하였는

데, 화면 안의 물체가 평면으로 환원되어 고전적 재현이

아닌 화면의 구성 표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대상의 자연적 형태가 본질적 형태로 요약 및 단순화되

면서 기하학구성이 시도되었다.

② 미래주의

미래주의는 1909년 이탈리아의 시인 마리네티(Filippo

T. E. Marinetti)의 <미래파 시(時)선언>으로 시작된 예

술운동으로 미래주의자들은 화폭에 고정된 한 순간이 아

닌, 역동성 그 자체를 표현하고자 했으며 과거와 전통을

부정하고 근대 문명의 속도와 기계를 예술미학으로 삼았

다. 속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동시대의 과학적

지식 및 기술을 작품에 표상하였다. 타틀린은 1915년, 미

래주의 전시회인 <궤도V>에서 3차원 공간으로 확장되

어 실재공간에 재료가 배치된 <코너 역부조(Corner

Counter Relief)>로, 역동성을 그려냈으며, 가보 역시 미

래주의로부터 파생된 ‘키네틱(Kinetic)’ 조각으로 공간과

형태 사이를 조형적 역동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더

불어 미래주의가 과학기술을 현대적 미의 상징으로 여김

에 따라 가보는 공간의 존재를 구축물 안에 개념화 시키

는 도구로 과학과 수학의 분석적 사고를 도입시켰다.16)

가보와 타틀린은 구성주의의 실질적 구성방법인 텍토

닉으로 조각을 구축하고자 입체-미래주의 표현 특성으로

기하학적 표현, 과학적 해석과 역동성에 대한 탐구를 하

였다.

구성주의의 텍토닉 특성과 입체-미래주의의 표현이

16) 윤난지, 미술, 과학, 과학기술: 나움 가보와 라즐로 모홀리 나기의

작업, 한국미술연구소, Vol.29 2009, p.298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4권 6호 통권113호 _ 2015.12112

구축 방법 텍토닉적 구축표현 특성

면의 배치, 끼워 맞추기,

율동적인 배열

Joint 조직화

Frame 내·외부 통합

<표 4> 구적법(Stereometry)의 텍토닉 조형적 특성

<그림 6>

Naum Gabo,

Kinetic

Construction

(1920)

<그림 2>구성주의 조각의 조형 기법

<그림 3>

Naum Gabo,

Constructed Head

No.2(1916)

<그림 5>

Antoine Pevsner,

Head(1924)

<그림 4>

Naum Gabo,

Constructed

torso(1917)

텍토닉 특성 입체-미래주의적 표현

기하학 순수 기하학적 구성

역동성 조형적 역동성시각화

과학적 분석 현대적 미의 상징인 과학기술

<표 3> 구성주의의 텍토닉 특성과 입체-미래주의적 표현의 상관성

동일하게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는 아래의 표는 텍토닉

의 구체적 조형성이 형성됨과 동시에 입체-미래주의적

특성으로 구축되는 구성주의 조각의 텍토닉적 분석가능

성을 근거로서 제시할 수 있다.

3.2. 구성주의 조각의 텍토닉의 구축적 작품분석

구조적 실재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양감으로 제작된 입체구조물을 구성했던 작가

로 블라디미르 타틀린과 나움 가보, 그리고 그의 형인

앙투안 페브스너(Antoine Pevsner)로 그들의 조형적 표

현기법은 입체-미래주의적 표현인 기하학적 표현, 과학

적해석, 역동성에 대한 탐구로부터 구적법(Stereometry),

위빙(Weaving), 아상블라쥬(Assemblage)로 정리된다.

과학의 분석적 기법으로의 구적법은 구조적 입방체의

구조적 표현으로 기하학적 표현, 과학적 해석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선의 리듬으로 조각을 구축한 위빙은

공간상에 시간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기하학적 표현과 역

동성 탐구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아상블라쥬는 입체

적인 실재의 재료를 3차원의 공간에 배치시켜 물질 사이

의 관계를 표현함으로써 기하학적 표현과 역동성 탐구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구성주의의 텍토닉 개념은 텍토닉의 본질적 의의와 일

치함으로, 구성주의의 조각의 구적법과, 위빙, 아상블라

쥬로의 구축적 표현은 구축적 공간 표현 특성인 Joint,

Dis-joint, Frame, Weaving으로 텍토닉적 해석이 가능해

진다.

(1) 구적법(Stereometry)

가보는 양괴로 이루어진 부피의 전통조각에서 벗어나

서 공간의 존재를 구축물 안에 개념화 시키는 도구로 과

학의 분석적 사고를 도입시켰다.17) 이는 체적측정법(구

적법)으로 용량의 측정과 관련된 수학 원리로서, 가보가

구적법의 도식화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작품표현에 도

입하였다. 구적법은 막힌 면으로 둘러싸여 생성된 입방

체로 부피를 측정하는 용량기하학을 변형 시킨 방법으로

17) 한지현, 나움 가보의 구축주의 조각,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7, p.32

가로와 세로의 면을 교차시켜 구성한다. 이에 따라 구조

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며 면의 결합으로 공간의 관계를

설정한 것에서 Joint로의 구축 표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 3>과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 내부의 구조를

드러내며 삼차원으로 얽혀진 면의 조합으로 두상 및 인

체에서 입체적 공간감이 느껴지게 하였다. 즉 입방체의

깊이감으로 열린 공간의 형성 원리와 함께 구조의 조직

적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Frame의 구축으로 육면체처럼 덮여진 외피의 면 없이

교차되어 맞닿은 두 면이 입방체 윤곽의 이미지가 암시

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로써 공간적 이원론이 제거

되어 내·외부가 구별없이 동시에 보이고 있으며, 내부에

서 외부로 외부에서 내부로 자유로운 이동과 통합으로

공간의 개방성이 확보되었다. 페브스너 또한 그의 조각

에 영향을 받아 구성작업을 하였으며, 투명한 플라스틱

의 사용으로 공간의 투명성과 개방적 특성을 보다 적극

적으로 표현하였다.

(2) 위빙(Weaving)

가보의 미술적 사상은 타틀린과 마찬가

지로 조형표현에 있어 미래주의 배경 하

에 ‘공간적 구축 사상(Idea of spatial

construction)’으로 전개되었으며, 그는 공

간과 시간 안에서의 형태의 구조를 탐구

하고자 했다. 타틀린은 재료의 종류와 배

치로서 공간의 역동성을 탐구한 반면, 가

보는 시각적 요소로서 운동(Movement)자

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창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동력학(Dynamics)

을 강조했는데 이는 리듬의 단위이며 구

성 원칙으로서 기능과 조형성이 공존할

수 있는 질서를 세운다는 것이다.18) 리듬을 강조하기 위

18) Patricia Railing, “The Idea of Construction as the Creativ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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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Vladmir Tatlin, The

Bottle(1914)

<그림 12>

Vadmir Tatlin,

Painting Relief :

Selection of

Material(1914)

<그림 10>

Pablo Picasso, Maqutte

for Guitar(1912)

구축 방법 텍토닉적 구축표현 특성

키네틱, 짜다, 엮다

Joint 응집

Frame 관입

Weave 리듬

<표 5> 위빙(Weaving)의 텍토닉 조형적 특성

<그림 9>

Antoine Pevsener,

Model for

construction

world(1946)

<그림 8>

Naum Gabo, Linear

construction in

space no.2(1949)

<그림 7>

Naum Gabo, Linear

construction in space

no.1(1942)

해 공간 안에 ‘시간’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졌으며 공간과

시간이 통합된 형태로의 조각을 구성했다. 가보는 <그림

6>와 같이 시간에 대한 인식의 조형적 요소로 키네틱

(Kinetic,운동의)리듬과 구축의 기본적 요소인 선으로 시

간의 리듬을 작품으로 조형해 시공간이 통합된 응집된 공

간을 구축하고자 했다. 즉 키네틱을 통해 공간의 실제적

시각화를 위한 방법으로 선적 구성을 조각에 대입하였다.

가보는 조각에 있어 선을 중시하였다. 그가 언급한 구

성주의 원칙에도 제시되어있 듯 선은 물체 간 경계를 설

정하는 기하학 요소로의 선이 아닌 그 안에 내포된 리듬

과 힘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이론이 작품으로 반영되었는데 <공간의

선적 구축물 1(Linear construction in space no.1)>(그림

7)이 대표적인 예로 사각형의 틀에 선이 반복적으로 감

겨지고, 선과 선 사이에서도 결합하여 관계가 설정됨에

따라 Joint의 표현 특성이 나타나며, 결합하여 생성된 선

으로 중앙 내부에 공간의 시각적 경계가 형성됨에 따라

응집의 특성이 나타난다. <공간의 선적 구성물 2(Linear

construction in space no.2)>(그림8)에서는 유기적 형태

의 Frame이 중심부로 향하는 선의 매개체가 되는데,

Frame으로 인해 다각도로 구성된 선은 공간 형성과 동

시에 선적 운동감이 형성되어 외부의 힘이 내부로 관입

되는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반복적으로 교차되는 선으로 가시적인 공간 경계를

형성함에 따라 Weave 표현이 나타나는데, 앙투안 페브

스너는 구적법에 이어 위빙 구성에서 또한 가보의 영향

을 받은 것을 <그림 9>의 작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의 작품 또한 선이 여러 시점으로 교차되어, 관점에 따

라 시지각적 리듬감이 만들어져 관람객에게 고정된 조각

에 운동감을 경험하게 하였다.

in Russian Avant-Garde Art,” Leonardo, Vol.29 1995, p.193

(3) 아상블라쥬(Assemablage)

프랑스어로 수집하는 것, 집합, 조합 등의 뜻으로 기성

제품을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는 아상블라쥬는 기존의 제

품을 분리와 재조합한다는 점에서 초현실주의의 오브제

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조형적 의미로 조각과

같은 3차원적 입체작품의 형태를 조형하는 방법에 있어

서 상이한 점을 보이고 있다. 회화적 표현의 미술을 무

의식하고, 만들어진 실제 물건들을 사용한 것으로, 표현

주의에 대한 반동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초현실주의의 피카소는 철판, 나무, 카드보드로

실험적인 부조 작업을 시도했는데, 현실과 유리된 회화

적 작품에 회의를 느낀 타틀린은 피카소의 작품 <기

타>(그림10)의 실재적 표현에 영감을 받아 그의 부조 작

품에 실현하게 되었다.

<회화 부조: 재료의 선택(Painting Relief : Selection

of Material)>작품 이전에 발표한 <병(The Bottle)>(그

림11)에서는 금속조각, 철사, 유리 등으로 재료의 암시적

표현에 중점을 두었으나 재현성으로 인해 사물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구성 또한 캔버스 프레임 내부에 비교적 평

면으로 조형되어있어 비교적 회화적 구성이 강하게 남아

있다. <회화 부조(Painting Relief)>(그림12)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재료를 임의대로 돌출시켜 입체적으로 배열해

두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재료의 내포된 의미를 암시

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재료적 측면에 의미를 두었던

<병>보다 비교적 적극적인 3차원의 입체적 표현을 시도

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타틀린은 이후 1915년, 미래주의 전시회, <궤도V>에

서 구성 작품이 3차원 공간으로 확장되어 실재공간에 재

료가 배치된 <모서리 반부조(Corner Counter Relief)>

(그림 13)를 공개했다. 기존의 작품과 달리 프레임 자체

를 없애고, 실재공간으로 코너를 가로질러 관통하는 줄

을 설치하여 실재에 의존하면서도 허공에 부유하는 듯한

조각을 구성하였다. 이는 단(段)위에 설치하는 기존 전통

적인 덩어리로의 조각의 중력적인 특성과 달리 반 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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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Vladmir Tatlin-Corner

Counter Relief(1915)

<그림 15> 수정궁(Crystal Palace) 외․내부(1851)

<그림 14> 구성주의 조각의 텍토닉적 특성

구축 방법 텍토닉적 구축표현 특성

접속, 부유, 집합, 분해

Joint 병치

Dis-Joint
분할

해체

<표 6> 아상블라쥬(Assemablage)의 텍토닉 조형적 특성

적 특성으로 벽과 바닥 등

물리적 구축물 사이에서 선

과 기하학적 요소로 연결시

켜 공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반 중력적 부조로

하여금 공간구축 요소로서

가능성을 확장시켰다. 더불

어 실재공간에 구성물을 접

속시키는 과정에서 벽과 조각의 연결을 미적요소로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시켰으며, 조각의 구성에서 서로 다른

부재로 단편화가 강조되는 몽타쥬적 표현으로 Dis-Joint

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분할된 구성물을 Joint의 구축 표현으

로 접합의 과정을 거쳐 ‘병치’가 나타나는데, 관계를 이

루는 과정을 통해 비규칙적인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하

나의 부조에 서로 다른 기하학의 형태 및 이질적인 재료

로 구성되어 병치되며, 공간의 분할로 해체적인 특성이

나타남과 동시에 상황이론에 입각하여 기존의 맥락으로

삽입되어 구성 요소 간, 구성 요소와 맥락 간의 관계가

생성되고 있어 공간의 융합 및 통합이 동시에 이루어지

고 있다.

3.3. 소결

러시아 구성주의 조각은 미래주의와 입체주의 영향 더

불어 새로운 조형언어 제안, 실제적 공간 표현 및 구축

을 위해 물리적 구조로 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구성주의

조각에서 나타나는 공간 표현은 텍토닉의 구축적 공간표

현특성에 입각하여 <그림 14>와 같이 분석될 수 있다.

구적법(Stereometry)로 구성된 조각은 Joint와 Frame

의 특성으로 교차되어 관계 맺어진 두 면이 가상의 입방

체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암시적 공간이 형성되

고 있다. 또한 뚜렷한 경계의 부재로 인해 무제약적 순

환이 이루어져 내·외부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빙(Weaving)에서 사각형의 틀에서 ‘선’적 요소로 구

성된 조각은 Joint, Frame, Weave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

다. 반복적으로 교차되는 선으로 공간 내의 리듬이 생성

되고 있으며 일정한 곳으로 응집되는 선의 흐름으로 공

간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고, 상호 관입적인 특성으로 외

부의 힘이 내부로 관입되어 영향을 주고 있는 공간적 특

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상블라쥬(Assemblage)로 구성된 조각은 Joint, Dis

-Joint의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실재의 공간인

벽에 조각을 미적 요소 없이 설치하는 과정과 한 작품

안에 서로 상이한 요소로 구성되어 공간의 시각적 분할

이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분할된 요소들 간의 관계가 다

시 병치되고 있으며, 맥락의 흐름에 의존되어 구성되고

있어 공간에서의 융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사례 연구

4.1. 사례 선정 및 분석 방법

앞서 본 19세기의 합리주의적 구조로 표현된 텍토닉의

연구는 1851년 런던 만국박람회의 수정궁(Crystal

Palace)으로 가능성을 파악 후 적극적인 형상적 시도가

나타났다.19)

런던 만국박람회는 국제박람회기구(BIE)의 최초의 국

제박람회로 산업혁명 이후 런던의 공업기술과 예술, 산

업 진흥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만국박람회는

세계 각국의 첨단 기술과 예술을 함축적으로 보여주었

다. 이러한 의미로 수정궁(그림 15)은 근대의 기술적 이

미지가 도입된 최초의 건물로서 기존의 조적식 구조에서

벗어나서 철과 유리의 결합으로 구축되어 19세기의 건축

동향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친 건축물이었다. 벽과 기

둥으로부터 자유로운 파빌리온 구조로 공간 내에 활발한

시선적, 물리적인 상호교류가 이루어져, 전시 관람의 편

의를 도모하였다. 이후 시카고 세계박람회(1933)를 시작

19) 김정곤, 현대건축에 나타나는 구축적 표현에 관한 연구: 구축성 의

미의 확장을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논문, 2009,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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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구축적 표현정도 국가 구축적 표현정도

Belgium Korea(ref)

Brazil Mexico

China ● Poland

France ● Russia

Germany Thai ●

Ireland U.K. ●

Italy ● U.S

Japan ● Vietnam

<표 7> 엑스포 파빌리온의 구축적 표현정도

으로 파빌리온이 영구적 건축물이 아닌 박람회 기간 동

안 사용되었다 해체되는 임시 건축물 성격으로 변경되어

건축가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감으로 실험적 건축을

진행하였다.

이후 뉴욕 세계 박람회(1939)에서는 모든 전시관을 자

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여 광고매체로서 파빌리온을 활용

함에 따라, 건축가들의 과감한 디자인의 파빌리온이 공

개되었다. 이처럼 물리적 구축성으로 공간의 정신이 드

러난 파빌리온의 구축적 특성은 텍토닉적 공간 의의로도

풀이 될 수 있다. 또한 엑스포의 파빌리온에 있어 구성

주의는 구조적 실재인 조각으로부터 공간의 본질을 상기

시키고자 함과 더불어, 산업과 기술로 실험적 조형을 추

구한 특성과 부합됨에 따라, 구성주의 조각의 텍토닉적

특성으로의 파빌리온 분석은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한편, 텍토닉은 스테레오토믹으로의 바닥, 보강·보수재

등의 기초 구축에 부속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석재를

주로 사용하는 기초위에 결합된 목조의 지붕의 역할로

사용된다. 즉 텍토닉적 구조은 상대적으로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층부, 외부에 구축되어 시각적으로 돌출되므

로 구축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써 텍토닉

의 구조는 돔, 지붕과 같은 구조로 공간의 의미와 상징

이 표현됨에 따라 텍토닉적 구축에 있어 파빌리온의 의

의는 크다.20)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최근에 개최

한 국제박람회, 밀라노 엑스포(Milan Expo,2015)에서 보

여지는 파빌리온의 분석이 이루어진다.

<표 7>에서와 같이, 밀라노 엑스포에 참여한 150여국

가운데 국가의 상징 및 주제의 표현이 국가관에 나타난

16개의 국가 중, 본 연구에서 고찰한 텍토닉의 물리적인

조형적 특성으로 구조의 결합, 배열, 리듬 등으로의 구축

적 표현정도가 강한 6개국,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

본, 태국 U.K.의 파빌리온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3장에 걸친 분석을 통해 텍토닉은 단순 미적 ‘구축성’

으로의 건축 공간 형성이 아닌, 건축의 로고스, 공간의

존재를 함축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러시아 구성

주의 조각의 구성방법으로 텍토닉의 조형적 특성을 확인

20) 김주현, 텍토닉을 통한 스테레오토믹 공간의 구조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9, pp.34-35

함에 따라 이념적인 텍토닉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

다는 것을 판단, 앞서 도출된 키워드로서 밀라노 엑스포

파빌리온에서 나타나는 텍토닉의 조형적 특성을 확인하

고자하며 정성적 기준-물리적 구축 표현 정도-로 분석

된다.

4.2. 사례 개요

2015 밀라노 엑스포는 B.I.E의 공인 엑스포로서 ‘지구

의 식량 공급, 삶의 에너지(Feeding the Planet, Energy

for Life)의 주제로 인류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식(食)문

제 개선을 중점으로 다루었다. 영양에 관한 담론과 지구

자원에 대한 문제를 식량 관련 산업, 생명공학, 환경학

등 기술·과학적 해석과 전통문화의 가치와의 상호연결을

통해 식량 생산에 대한 변화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두

고 있다. 더불어 밀라노는 개최를 기회삼아 문화, 사회,

경제 등 전반적 혁신을 이루고자, 모든 것이 포괄된 전

시장 프로그래밍을 시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참여한 각

국가 또한 한정된 공간에 동 시대적 패러다임이 반영된

과학, 문화, 첨단 기술과 전시의 내용, 각 국가의 존재를

함축적으로 파빌리온으로 표현하여 구축하였다.

4.3. 사례분석

(1) China

개요

주제 Land of hope, Food for life

건축가 Tsinghua univ, Studio Link-Arc

표현

"희망의 땅"이라는 주제 하에 파빌리온의 부유하는 듯 한 지붕과,

그 아래에 있는 공공의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 및 사이트의 고유

존재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남쪽지형의 프로파일과

북쪽지형(산)의 도시건물의 풍경(CBD skyline)을 병합하여 1,000개의

엮인 대나무 패널(panel)로 물결 지붕형태를 구현한 것이 큰 특징

이다.

이미지

텍토닉

특성

조직화 통합 리듬 응집 관입 분할 병치 해체

● ● ●

분석

내용

구축물의 굴곡진 지붕형태와 내부의 천장에서 흐르는 듯한 리듬감

이 형성되고 있다. 지붕은 대나무가 엮여진 패널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것의 결합으로 산의 지형, 도시의 스카이라인이라는 맥(脈)의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배치된 패널은 대나무의 짜임과

결함으로 만들어지고, 이것의 반복으로 전체가 구축되었다. 즉, 단

일 유닛의 반복적 병치로 공간과 ‘지형’이라는 아이덴티티가 형성

되므로 텍토닉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패널이 하프스텝

(Half-step)의 패턴으로 배치되어 반복이라는 질서 속에서 분열되는

양상으로 해체적 특성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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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제 The bowl of diversity

건축가 Atsushi Kitagawara

표현

파빌리온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3차원의 격자구조의 나무 건축

자재로 일본의 다양성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요소로 작용

된다. 이러한 격자구조는 일본의 전통건축의 구축방법으로 금속

연결재 없이 나무의 결합으로만 구성되어있으며 이는 지진에 저

항하는 방법(compressive strain method)중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물의 디자인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 기법을 현대의 구축적

표현과 접목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미지

텍토닉

특성

조직화 통합 리듬 응집 관입 분할 병치 해체

● ● ● ● ●

분석

내용

각 토막(요소)의 결합이 전통건축물에 사용되는 격자구조를 형성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축으로 전체를 설정하므로, 텍토닉의 병치

적 특성이 나타나며 자국의 전통에 자긍적인 견고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구축된 벽체는 조직성이 나타나게 되며, 격자구조로 사계,

자연, 생태계, 음식이 결합된 일본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구성요소의 결합으로 맥락적 특성을 잘 외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체 구조의 반복적인 병렬 패턴으로 리듬감이 형성

되며, 격자 구조 사이로 형성되는 다양한 시각적 패턴이 외부의

빛을 통해 내부로 유입됨에 따라 내외부가 자연스러운 통합과 관

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요

주제 The nursery of Italy

건축가 Nemesi

표현

카르도(cardo, 엑스포 지역을 조직하는 축)와 이탈리아의 팔라쪼(이탈

리아 르네상스 시기의 귀족들을 위한 살림집)를 상징하며, 높이

35m, 폭 325m로 밀라노 엑스포에서 가장 높으며, 유일한 영구 건축

물이다. 외피와 볼륨은 지역 숲의 가지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방문자들은 이를 통해 인상적인 전망을 경험할 수 있다. 건물바닥의

나무뿌리와 뻗어나가는 나뭇가지를 형상하여 휴식의 이미지를 제공

하고 실내로 관입되어 전시경로를 제공하며 옥상테라스까지 이끌어

내고 있다.

이미지

텍토닉

특성

조직화 통합 리듬 응집 관입 분할 병치 해체

● ● ● ● ● ●

분석

내용

외피를 구성하고있는 나뭇가지의 얽힌 형상은 시지각적으로 조직화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나뭇가지의 자유로운 선적 패턴이

역동적인 리듬이 형성하고 있다. 이 나뭇가지는 이 지역의 나무를 구

조적으로 형상화시킨 것으로 외부뿐만 아니라 실내까지 이어지고 있

어 지역적 의식이 관입되어 나타나고 있다.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진 4

개의 분리된 동이 중앙 광장을 둘러싸며 상호 결합되어 전체의 관계

를 형성과 동시에 분할과 병치를 통한 해체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개요

주제 Nourishing and Delighting the World

건축가 The Office of Bangkok Architects(OBA)

표현

진입로는 Naga라는 반신격의 뱀을 상징하는데 이는 그들의 신념을

의미하며 농업의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지속가능하고 삶의 균형을

위해 자국의 농민 지원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전통음식과

쌀 재배의 자긍심으로 출발한다. 그들의 전통적 농부의 모자이며 전

통농업의 심볼인 Ngob을 모티브로 삼아 디자인하였다. 또한 그들의

전통 탑 건축의 기단은 신앙의 상징으로 사용되는데 세 방향의 다른

각도로 경사져 표면이 반사되고 있는데 이는 농업, 자연, 사람을 상

징하고 있다.

이미지

텍토닉

특성

조직화 통합 리듬 응집 관입 분할 병치 해체

● ● ● ● ● ●

분석

내용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진입로 지붕의 운율적인 형국과 밀짚모자를

모티브로 한 파빌리온 구축물의 짜임과 자연스러운 단(段)의 흐름으로

운율적 특성과 동시에 공간의 경계를 생성하고 있다. 전통 탑의 기단

을 모티브로 한 구조물이 메인 파빌리온에 투과, 관입되면서 전통적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한편 공통된 공간에 각각의 특수성을 지닌

구축·구조물로 상호 연결되어 공간을 시각적으로 분할, 해체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 요소들은 태국의 전통적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공통적 요소로, 상호 병치되어 통합되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2) France

개요

주제 A roof, a great market

건축가 X-TU Architects

표현

프랑스의 음식문화, 산업노하우, 삶의 기적을 건축으로 표현하기 위

한 방법으로 덩굴 식물을 모티브로 하여 지붕 프레임을 구축하였다.

프랑스 지역, 독특한 제품 및 전통의 농업요리, 지리적 다양성을 함

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프랑스 시장으로의 형태 프로그래밍을 도입

하였다.

이미지

텍토닉

특성

조직화 통합 리듬 응집 관입 분할 병치 해체

● ● ● ●

분석

내용

나무 패널의 구조적 교차로 물리적으로 안정된 구축을 이루고 있으

며, 진입부로부터 시작된 결합적 표현이 내부까지 이어져 내·외부의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형을 표상하는 유연한 구축

표현은 벽과 천정의 구분된 역할을 통합시키고 리듬과 힘의 흐름을

생성하고 있다. 또한 반복적으로 교차되는 면으로 구성 요소 간의

관계가 설정되어 내부 공간의 존재 및 경계를 형성하고 있어 텍토닉

의 응집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3) Italy

(4) Japan

(5)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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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제 The Hive

건축가 Wolfgang buttress(artist), BDP

표현

169.000개의 유닛, 32개의 수평 층, 14m 높이의 보이드 형태의 큐브로

된 벌집구조로 철골과 연결재로 이루어진 복잡한 보강재(외장)와 시청

각적 구성을 넣은 각각의 조각과 함께 볼륨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실

제 벌집에 설치한 가속도계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라이브스트림은 소

리와 빛 디스플레이를 실시간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위 알고리즘으로,

꿀벌(사용자들)의 움직임으로 활기를 띠는 벌집을 891개 LED의 빛으

로 각 벌들의 진동(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지

텍토닉

특성

조직화 통합 리듬 응집 관입 분할 병치 해체

● ● ● ●

분석

내용

전체적으로 육각 프레임 구조로 형성된 직육면체의 구조체가 기둥 위

에 배치되었으며, 내부는 축을 중심으로 구조체가 응집되어 비어있는

구체로 구축되어 공간이 형성되고 있다. 동시에 회전체가 구성되어 순

환과 율동감이 나타나고 있다. 구축물 하단은 필로티로, 구축물 내부

는 보이드 공간이 구성되어 내외부의 물리적 통합이 이루어져 사용자

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프레임 구조로 다양하게 만들

어진 패턴이 유입되는 빛에 내부에 그림자가 생성됨에 따라 구조의

힘과 인식을 내부에서도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6) U.K

밀라노 엑스포에 참가한 각국의 파빌리온중 구축적 표

현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파빌리온을 사례로 두어 각 구

축물과 공간에서 나타나는 구성주의 조각의 텍토닉적 표

현 특성을 종합 및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박람회의 특성 상 다양한 시대적 패러다임을 추구하므

로 과학, 기술, 문화적 의미와 재료적 표현으로 전반적으

로 그 의의는 크나 분석방향에 있어 텍토닉의 조형적 특

성을 범위로 둠에 따라 표상적으로 드러나는 주제와 조

형적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

박람회 파빌리온이라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조건 하

에 활발한 구축적 실험으로 구성주의 조각의 텍토닉적

표현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밀라노 엑스

포의 전체 주제인 “Feeding the Planet, Energy for

Life“과 각국의 정체성이 연결되고, 그것의 내용이 텍토

닉 표현 특성으로 병출됨에 따라 물리적 구조로의 구축

뿐만 아니라 각국의 특수성을 담은 공간의 존재와 본질

적 특성, 즉 구축의 로고스가 표현되었다. 이러한 이념과

상징성은 구성주의 조각의 텍토닉적 특성-조직화, 통합,

리듬, 응집, 관입, 분할, 병치, 해체-으로 분석되어 조형

적으로 시각화되어 발현된다.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는 구조물의 반복적인

리듬으로 전체가 구성되었는데, 이는 각 국의 지형을 상

징화하는 경향이 컸으며, 단위 구성의 결합으로 구조적

관계가 설정되어 공간의 경계를 형성하는 조직화 및 응

집적 특성은 공간의 물리적 존재성을 표현하고 있다. 또

한 관입의 특성으로 빛, 주변 자연적 요소 등 외부의 힘

의 요인이 내부에 유입 및 확장되어 공간 내부에도 영향

을 주고 있으며 이 과정으로 내·외부의 순환으로 이어져

통합적 특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공간 프로그래밍에 따

라 공간 및 구성요소가 분할되어 그 특성을 강조하고 있

으나 이러한 분할 요소는 각 국의 주제 및 이념을 근거

로 하여 다시 병치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분할과

병치의 과정을 통해 외형적으로 해체적인 전개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이러한 특성들로 하여금 전반적으로 구성

요소와 맥락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인자가 되어

파빌리온의 텍토닉적 의미를 강화시키고 있다.

밀라노 엑스포에 출전한 다양한 국가는 각 국의 본질,

특수성, 이념을 시각적으로 파빌리온의 구축으로 상징화

하였다. 이를 통해 파빌리온은 구축의 시학인 텍토닉으

로 구축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구성주의 조각에서 나타

나는 텍토닉적 특성으로 구체적으로 분석되어 공간의미

가 조형적으로 해석되는 과정이 나타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러시아 구성주의 조각의 텍토닉적 표현

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러시아 구성주의는 개인주의적인 예술이 아닌

당대 사회적 실용성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

으로 조형 방식에 있어 유물론적 변증법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텍토닉적 구축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 구성주의의

텍토닉은 대상의 본질, 이념을 상징하였으며, 이는 텍토

닉의 본질적 의의와 동일하게 연결됨을 알 수 있어, 텍

토닉적 구축표현으로 구성주의 조각의 텍토닉적 표현의

미 고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구성주의자들은 조각 표현을 공간의 구축과 동

일시함에 따라 공간과 의미적으로 일치된 합리적 예술의

조각으로 구조적 실재를 구축하기 위해 조각에 있어 구

축성을 비롯한 존재 및 이념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이

는 구성에 있어 텍토닉적 구축표현을 도입하게 된다.

셋째, 초기 구성주의의 조각은 예술·조형적 배경인 입

체-미래주의적 조형성으로 탐구되었는데, 구성주의의 텍

토닉적 표현 특성인 기하학 표현, 과학적 해석, 역동성의

탐구는 입체주의와 미래주의적 특성과 연결되어 조각의

실질적 구축표현으로 구적법, 위빙, 아상블라쥬가 나타났

으며, 이는 공간으로의 텍토닉적 구축 표현특성-Joint,

Dis-joint, Frame, Weaving-으로 다양하게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구성주의 조각의 텍토닉적 구축표현으로

해석된 공간은 구조의 미적·조형적 특성이 나타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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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형태 창출과 더불어 그것을 통해 본질적인 의미가 표

현되고 있다는 것을 밀라노 엑스포의 파빌리온 공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밀라노 엑스포에 참가한 각국의

파빌리온은 단순 당대 최신 과학기술과 재료적 표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선정된 주제의 의미와 표현이 구조의

다양한 텍토닉적 구축 표현-조직, 통합, 리듬, 응집, 관

입, 분할, 병치, 해체-으로 해석되어, 본질적 이념 및 상

징성이 은유적, 시각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문화적으로 다변화하며 과학기술적으로 발전하는

현시대에서 공간은 단편적으로 ‘구조’만으로 구축될 수

없다. 반대로 ‘의미’만으로 해석된 공간은 구축의 본질이

퇴색될 수 있다. 이것의 중용적 해결방법으로 ‘텍토닉적

공간 구축’으로 제시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텍토닉

은 현대 조형적 이념에 큰 영향을 미친 구성주의로부터

분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형적, 이념적 연구는 지속적

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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