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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신화적 상상계와 전통공간디자인의 상징적 구조*

Japanese Mythic Imaginaries and the Symbolic Structure of Traditional Space Designs

Author 박경애 Park, Kyung-Ae / 정회원, 디자인학박사

Abstract Myths and architectural spaces are cultural products symbolizing ideologies and objects respectively. Myth has the

structure and the contents of a unique view of the world that reflects thoughts and representations of the

nationalities. This study is about 'the spaces of the memory' adapted by the mythic tradition among many

aspects of the Japanese tradition. The process of this study is illustrated as follows: At first, it mentions the

concept of Gilbert Durand's mythic imaginaries and prototype with the method on how the myth is applied to the

architectural spaces in the cultural context. Secondly, It clarifies basic meaning arrangement of the Japanese

traditional spaces related to the myth. It shows sourceful 'prototipical system' that lies in the relation between

thoughts and representations, regarding the shinto's spaces in terms of mythical imaginaries and Japanness.

Thirdly, it ascertains mythical structure represented in the traditional space designs on terms with 'prototype' from

symbolic system of the myth. It selects the cases among Japanese contemporary architects's works designed

after 1960's, and analyses the meanings. In conclusion, it clarifies that this way can be a suggestion as the

space design method combining the human's imaginary property with the time-stratigraphic region, and offering

creative ideas for the strategy of the space design brand image that embraces a wide range of culture, ecology,

and sensibility.

Keywords 일본 전통공간디자인, 신화, 상상계, 상징, 원형

Japanese Traditional Space Design, Myth, Imaginaries, Symbol, Prototype

1. 서론1)

1.1. 연구의 목적

신화와 건축은 상상적 공간과 실재적 공간으로서 각

민족의 독특한 세계관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신화적 상

상계를 중심으로 일본의 전통공간디자인을 고찰함으로

써, 신화에 의해 재현된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신비로운 동양으로 신화화된 일본, 그들의 의식 속 깊

이 내재된 원초적 정신세계인 신토 전통이 오늘날 공간

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그것의 현대적 가치는 무엇

인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신화를 중심으로 공간이 내포한 상징과 은유의 심층구

조를 밝혀가는 과정은 건축공간에 함축된 감성적 측면에

대한 섬세한 독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 본다. 이것은

또한 신화의 영속하는 가치와 새로운 이미지로서의 재창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5A07048983)

조라는 측면에서 삶과 관계된 공간디자인 방법론의 또

하나의 토대로 작용할 것이라 본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신화적 상상계로서의 신토(神道)1)와 전통건축공간, 그

리고 이와 관련된 전통공간디자인의 상징적 재현체계를

논하는데 있어,

첫째, 신화적 상상계2)와 원형, 이미지, 그리고 구조의

개념을 질베르 뒤랑의 『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들』로부

터 알아본다.

1) 신토는 매우 풍부한 신화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코

지키(古事記)』와 『니혼쇼키(日本書紀)』라는 두 고전문헌에 수록

되어 있다. 신토의 핵심적인 특징은 ‘카미(神)’신앙에 있다. 카미는

애니미즘 신앙과 마찬가지로 자연에 깃들어 있다고 믿어지는 다신

교적인 존재이다. 폴 발리, 일본문화사, 박규태 역, 경당, 2011,

p.30, 34 신토는 일본전체에 널리 퍼져있는 크고 작은 신사에 기초

한 고대행위로서의 대지와 자연, 영성의 숭배이다.

2) 상상계는 상상 혹은 상상력의 활동 대상으로서, 이미지 허구 전설

신화 상징 등 상상적인 모두를 가리키는 영역 개념이다. 질베르 뒤

랑, 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들, 진형준 역, 문학동네, 2007, p.18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4권 3호 통권110호 _ 2015.0680

a) 코덴치 b) 코덴치 세부 c) 쇼덴(昇殿)

<그림 1> 이세신궁13)

둘째, 신화와 관련된 일본 전통공간의 근원적 의미배치에

대해 살펴본다. 신토의 공간-신사, 노, 정원, 다실, 목욕탕-

으로부터 상상계의 측면에서 원형과의 관련성을 고찰한다.

셋째, 원형과의 관계에서 전통공간디자인3)에 나타나는

신화적 구조4)를 살펴본다. 사례는 1960년5) 이후의 일본

현대건축가의 작품 중에서 신화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선

정, 그 의미를 고찰한다.

2. 신화적 상상계와 공간적 원형

2.1. 신화적 상상계의 원형과 이미지

신화란 일정한 구도의 충동에 따라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가는 상징 원형 구도들의 역동적 체계를 의미한

다.6) 원형은 “직관이 포착하는 이미지의 본체”로서, 이미

지들을 매개한다. 융은 원형을 “관념의 전초적 단계 혹

은 모태적 지대”로 파악하고, ‘본원이미지’ ‘기억흔적’ ‘근

원이미지’ ‘본형(prototype)’ 등과 동의어로 쓴다. 그리고

“본원이미지는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자연의 변화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신생

활 및 일반적 삶의 내적 조건들과도 관계가 있다는 사실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그 특성을 밝히고 있다.7)

이러한 원형들은 각 문화권의 역사적 스타일에 따라 분

화된 이미지들과 결속되어 제의적인 과정을 거쳐 세속적

예술에 이르는 도정을 갖는다.

신화는 담론의 시간성 속에서 상징들의 비시간성을 유

기적으로 맺어주는 종합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8) 원형이

부동적이고 영속적인 것에 반해 구조는 정태적 고착성이

아닌 변환의 역동성을 내포한다.9) 구조는 신화체계의 원

형에 의해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나, 선택과 결합을 통해

재구성되고 재현되는 이미지들을 집결하고 차이를 계열

화하는 계통적 표본의 역할을 수행한다.

뒤랑은 이미지의 본질을 상징으로 본다. 신화는 상상계

의 차원에서 선험적 주관적 충동들과 사회적 정치적 환경

으로부터 비롯되는 객관적 요청들 사이의 끊임없는 수렴

과정을 거쳐,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는 초월적 원형으로부

터 상징화된 이미지의 합일로 나타난다. 그리고 건축공간

은 한 문화권의 세계관이 구체화되어 표현되는 통로로서,

이러한 신화들의 발현과 영속에 있어서 핵심이 된다.

3) 본 연구에서 ‘전통공간디자인’은 전통개념을 반영한 현대의 공간

디자인으로 규정한다.

4) 여기에서 구조란 원형 상징들의 동형성에 입각하여 포섭되는 통합

적 체계로 정의한다.

5) 1960년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정치적 안정과 함께 세계화

의 요구가 표면화된 시기이다.

6) 질베르 뒤랑, 전게서, p.80

7) 질베르 뒤랑, 전게서, p.77

8) 질베르 뒤랑, 전게서, p.574

9) 질베르 뒤랑, 전게서, p.78, 81

2.2. 일본전통공간의 신화적 상상계의 원형

(1) 원형적 이미지로서의 신성한 기둥

나무의 이미지는 하늘과 땅의 종합인 수직화된 우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국토창생의 음양의 신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성한 기둥인 아메노

미하시라(天御柱) 주위를 돌아 서로 만난다.

신토, ‘신의 길’은 인간화된 신 뿐 아니라 경외심을 일으

키는 자연 요소들의 정령, 특히 산과 나무에 대한 숭배이다.

초기의 신사에는 나중과 같은 거대한 건축물이 적용되지

않았다.10) 숲에 대한 일본어, 모리(森)는 숲과 신이 내려오

는 신성한 구역 둘 다를 의미한다. 즉, 건물 없는 신사이다.

나무가 신의 중재자로서 제공되는 한 건축은 필요치 않다

는 것이다.11) 신성한 나무기둥은 사실상 최초의 신사였다.

오늘날 이세신궁을 방문할 때, 실제의 성소 옆에 숲의

빽빽한 나무들에 에워싸인 커다란 기하학적 공간을 만난

다. 이것이 코덴치(古殿地)-식년천궁(式年遷宮)으로 해체된

쌍둥이 구축물의 옛 대지-이다.<그림 1-a> 이 대지는 자

갈들로 덮인 넓은 직사각형으로 높여져 있다. 중심에 지붕

덮인 작은 울타리 친 공간은 원래 주 구조 바닥 아래에

놓여 주 구조와 떨어져 있는 신성한 기둥, 신노미하시라

(心の御柱, 중심기둥)의 존재를 가리킨다.12)

건물자체에 의해 숨겨졌을지라도, 신성한 중심기둥-신

노미하시라-은 주 성전 바닥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그리

고 주 성전으로부터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것이

기둥의 기원이 그것 위의 구조와 함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세의 주 구조물은 한 때 독립적으

로 서 있었던 신성한 중심기둥 위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덮기 위해 지어졌다.14) 이 구조의 내부는 완전히 가려져

있다. 재건축과 재배치(식년천궁)의 의례의 절정은 이 내

10) Kazuo Nishi and Kazuo Hozumi, What is Japanese Architecture?

Kodansha International, 1985, p.40

11) Teiji Itoh, The Gardens of Japan, Kodansha International, 1984, p.33

12) 이러한 건축 없는 장면은 이세의 기본적인 형태에 관해 실제 사용

하는 대지보다 훨씬 더 잘 가르쳐준다. 지상에 형태를 취하는 건축

은 단지 부속물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신성한 초대된

존재-무형의 존재로서의 신의 몸-를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신중

히 가리고 개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구조가 요구된

다. Arata Isozaki, Japan-ness in Architecture, translated by Sabu

Kohso, The MIT Press, 2011, pp.147-151

13) 출처: a) c) http://www.arcworld.org b) http://witcombe.sbc.edu

14) Arata Isozaki, op. cit.,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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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츠키오카 코교

노, 목판화, 189715)

<그림 4> 토코노마23)

<그림 5> 4조반 다실

유인(又隠)24)

토코노마

로

니지리구치

<그림 3> 토카이안

(東海庵) 석정20)

부공간에서 거행된다. 그것은 어두움 속에서 비밀스럽게

수행된다. 의례는 천황으로부터 다음 천황에게로 직접 물

려졌다. 그러나 내부공간에 대해 알려진 몇몇이 있다: 네

면의 벽체들과 천정이 비단으로 마감되고, 신이 앉는 의

자인 미나시로(御名代)가 놓인다. 그리고 신을 위한 많은

일상의 도구들(자연스레 성물로 취급되는)이 그 주위에

배치된다. 그것은 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신을 위해조차,

실제의 일상의 도구들, 의복, 그리고 음식이 모두 제공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항목들을 제공하는 의례는

순전한 일인극(판토마임), 흉내(모도키, 抵牾)이다. 형식

그 자체는, 신에게 제공하는

의례가 관객 앞에서 수행되는

일본 전통공연예술의 핵심과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

를 들면, 카부키와 노(能)에서

배우들은 관객 앞에서 연기하

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또한 카가미이타(鏡板)-노무대

의 배경으로써 노송(老松)이 실제크기로 그려져 있는 널

빤지 벽체-에 의해 재현되는 요리시로(依代, 신령이 깃드

는 매체로, 나무가 가장 대표적임)에 대한 무언극을 그려

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연극은 항상 어떤 종류

의 신성화 의식이다.16) 마치 신이 현존하는 것처럼, 보이

지 않는 신을 초대하고 신과 이야기 하는 것, 그리고 일

상의 도구와 음식을 제공하는 것, 이러한 숭고한 흉내는

지속된다. 그리고 이세에서 보이지 않는 신은 옛 건물에

서 새 건물의 요리시로로 옮겨진다.17)

(2) 밧줄로 끌어온 소우주

쿠니비키신화(國引神話)는 신 오미츠누가 바다건너의

곶 무리를 밧줄로 끌어와서 자신의 영토를 확장했다는

이야기로서, 이 신화는 건축적 상상력에서 경관과 정원

의 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

“다코이 산마루를 밧줄로 묶어두어 끌어와도 아니 오

니, 그 얼굴이 아름다워도”라는 ‘만요슈(萬葉集)’의 ‘아즈

마우타(東歌)’에서 보듯, 밧줄로 산을 끌어온다는 그 시

적 상상력을 실제 생활로 옮겨놓은 것이 일본 특유의 정

원문화이다.18) 바라보는 자연을 만지는 자연으로, 자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방법을 보다 직접적인 조원술로

나타낸 것이 축경 정원이다. 그것은 ‘빌리는 자연’으로부

터 ‘옯기는 자연’으로서 대상이 되는 경치 자체를 축소하

는 방식이다. 아스카(飛鳥), 나라(奈良) 시대에는 정원을

‘시마(島)’라고 불렀다.19)

15) 출처: https://apps.carleton.edu

16) Arata Isozaki, op. cit., pp.152-154

17) Arata Isozaki, op. cit., p.154

18) 이어령, 축소지향의 일본인, 문학사상, 2008, p.154

19) 이어령, 전게서. p.163

소우주의 창조는 일본문화의 많

은 측면들에 공통주제이다. 정원에

서, 돌들의 배치는 이러한 소우주의

공간적 뼈대가 된다. 소우주의 정원

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

라, 우주의 안과 밖의 연결로서 울

타리를 필요로 한다.21) 물과 초목을

사용하지 않고 돌과 모래의 지형에

의해 바다와 산하의 풍경을 농밀하

게 응축함으로써 자연을 담장 안으

로 끌어들이는 소우주의 정원, 가레산스이(枯山水)의 세키

테이(石庭)는 밧줄로 끌어온 대자연의 응축술이다.

(3) 물과 종교적 정화

세키테이에서 사라진 꽃은 꽃꽂

이가 되어서 토코노마(床の間) 위

에 놓이고, 모래 때문에 없어진 자

연의 강물은 차가 되어 타다미 4조

반(四疊半) 공간에 나타나게 된

다.22) 물결의 부드러움이 차의 내

밀한 본질로 변화된다. 다실은 화

경청적(和·敬·淸·寂)의 다도의 기본

정신을 최소의 가시화된 세계로 표

현하는 응축의 미학에 기초하여 자

연을 축소 집약한 소우주이다.

로지(露地)의 주몬(中門), 도비이

시(飛石, 징검돌), 그리고 쓰쿠바이

(蹲踞, 손과 입을 씻는 곳)를 거치

면서 다실은 속세와는 다른 신성한

장소가 된다.25)

다실의 토코바시라(床柱)는 공간의 중심 역할을 강화26)

하며, 나무껍질 그대로의 표면과 가공되지 않은 독특한

마감으로 자연을 향한 경배를 강조한다.<그림 4>

겨울에 차를 위한 물은 바닥 중심에 끼워진 로(爐)에

서 끓여지고, 여름에는 후로(風炉)에서 준비된다.27)

20) 출처: Teiji Itoh, op. cit., p.36

21) Teiji Itoh, op. cit., p.35

22) 다실공간에서 ‘바라보는 자연’, ‘만지는 자연’이 이제 ‘마시는 자연’

이 된다. 자연과 인간이 차(우주의 혈액)에 의해 일체가 되는 것으

로, 차를 마신다는 것은 스스로 생명을 정화하고 새롭게 하는 작

용이며, 다도는 끝없이 정신의 세례를 행하는 의식이다. 차는 인간

에 의해 압축된 ‘문화의 물’이다. 이어령, 전게서, pp.210-211

23) 출처: M. Rocher, traditional Japanese architecture, Tuttle, 2010, p.51

24) 출처: Kazuo Nishi, op. cit., p.116

25) 주인은 뜰 앞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손님들

에게 알린다. 손님들은 허리를 굽혀 주몬을 지나 도비이시를 따라

걷고, 쓰쿠바이에 앉아서 손을 씻는다. 그리고 니지리구치(躙り口,

기어들어가는 작은 문)를 통해 다실 안으로 들어가, 타다미 4조반

위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세이자(正坐)를 취한다. 즉 이곳은 신분

에 관계없이 몸을 낮춰야 들어갈 수 있는 평등사상에 기초한다.

26) M. Rocher, op. cit.,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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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이즈모

혼덴38)

b) 평면도

<그림 7> 나카긴타워35)

a) 외관

a) 낮의 이미지

b) 밤의 이미지

<그림 8> 바람의 탑36)
<그림 6> 키쇼 쿠로카와,

나무의 개념33)

물은 우주적 시간의 시작과 끝에 위치하고, 모든 창조

와 형태에 선행하는 세계의 모태이다.28) 일본에서는 차의

끓인 물과 목욕탕의 뜨거운 물, 둘 다 ‘유(湯)’로 불린다.

일본의 고대신화는 우주를 창조하는 신들의 임무수행

으로서 의례적 재계를 반복적으로 표현한다. 신토세계의

주요신들(삼귀자)은 목욕에서 태어났다.29) 파스코 마라이

니가 말했듯이, “일본에서, 목욕의 궁극적 기원은 종교적

이다. 목욕은 초기시대로부터 신토숭배의 근원적 요소였

던 고대 정화의례(미소기, 禊ぎ)의 하나였다.”30)

다도의례와 같이, 목욕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한

다.31) 사람들은 목욕을 함께함으로써, 일본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감각-화(和)-을 강화한다.32) 일본에서

목욕은 공동생활과 휴식을 향한 문화적 태도를 드러낸다.

3. 일본 전통공간디자인의 신화적 구조

3.1. 장소의 재창조로서의 기둥

메타볼리즘의 시공간적 관념은 자연에서 우주에 이르

는 포괄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메타볼리스트들은 미래

사회의 변화, 성장, 지속의 실현에 있어, 인간과 건축이

자연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라는 공생의

전통개념을 바탕으로 생물

체의 신진대사 체계를 건축

에 적용하고자 했다.

수직 서비스 코어에 고정

된 교체가능한 유닛들을 부

착시키는 것에서, 메타볼리

스트들은 일본전통의 장소

를 만드는 장치-서 있는 기

27) Teiji Itoh, op. cit., p.147

28) 질베르 뒤랑, 전게서, p.345

29) 이자나기가 물에 몸을 담그고 씻었을 때에 신들이 생겨났다. 좌우

의 눈을 씻을 때 일월 양신, 코에서는 스사노오가 태어난다. 고대의

중요한 종교적 의례였던 재계는 물의 정화력으로 죄 더러움 화 등

의 모든 재앙을 씻어내고 정화시키기 위한 주적 의례였다. 오오노

야스마로, 고사기(상), 권오엽 역, 고즈윈, 2007, pp.113-114 이자나

기는 아마테라스(태양의 여신), 쯔쿠요미(달의 신), 스사노오(폭풍의

신)에게 각각 다스릴 영역을 위임한다. 아마테라스는 일본 황조의

시조가 된 여신으로 이세신궁은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신사이다.

30) Peter Grilli, Pleasures of the Japanese Bath, Weatherhill, 1992, p.26

31) 일본에서 목욕은 집단적일 때에 최상이다. 옷과 함께 사람들의 사

회적 차이를 제거함으로써, 공통의 알몸상태에서 동등하다. 공중목

욕탕은 엄격한 계층적 사회에서 다른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어떤

친밀감을 허용했다. Peter Grilli, op. cit., p.30, 34

32) Peter Grilli, op. cit., p.34 ‘화’는 만인공통의 기반에서 하나로 화합

하는 것, ‘경’은 다른 인격체에 대하여 서로 공경하는 것, ‘청’은 몸

과 마음을 청정하게 순화하는 것, ‘적’은 적연부동(寂然不動)의 상

태를 말함으로써, 즉 ‘대 조화의 세계’를 가리킨다. 윤상인외, 일본

을 강하게 만든 문화코드16, 나무와 숲, 2011, p.26 다도와 목욕

은 동일한 정신세계의 다른 양상이다.

33) 출처: Kevin Nute, Place, Time and Being in Japanese architecture,

Routledge, 2004, p.51

둥-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돌아

간다. 이것은 보통의 기둥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이다.<그림 6>34) 키

쇼 쿠로카와의 나카긴 캡슐타워는

유기체처럼 환경에 적응하고 자라나

는, 그리고 일시적인(교체가능한) 디

자인 개념을 적용한 메타볼리즘의

최초의 사례이다. 건물이 영구히 사

용될 수 있도록 유닛들이 공장에서

조립되어 현장에서 접속되고 대체되

는 독립된 구축이 그 의도였다.

토요 이토의 바람의 탑의 경우,

알루미늄 타공판으로 덮인 탑은 낮

에는 단순한 금속형태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기둥’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밤이 되면 이것은 바람과

환경적 소리와 같은 자연현상을 반

사하는 움직이는 빛기둥으로 변화된

다. 주위의 소음레벨 및 바람의 속도

와 방향은 네온 빛의 컴퓨터 제어적

정렬에서 아나로그적 변화를 통해 드

러난다. 탑은 환경의 에너지에 의해

연료가 공급된다. 전통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카미의 오고감을 알려주

었던 사카키(榊)가지 나뭇잎의 바스

락거림처럼, 바람의 에너지는 건축적

기둥의 ‘전자 잎들’에서 드러난다.”37)

2000년 봄에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의 하나인 이즈모타이샤(出雲大社)

축제를 위한 준비 중에 뜻하지 않게

대략 800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둥

이 추출되었다. 그것은 삼나무 3개가

금속으로 묶인 것으로 지름이 3 미터

의 거대한 크기였으며, 대신사의 가장

안쪽 구역으로 들어가는 지점에 묻혀

있었다. 곧바로, 두 개의 유사하게 묶

여진 기둥들이 근처에서 발견되었다.39)

소위 타이샤츠쿠리(大社造)인 이즈

34) 겐조 단게는 1959년 CIAM의 마지막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

다: 구조적 요소는 나무-영원한 요소, 주거유닛은 잎들-순간의 필

요에 따라 떨어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일시적 요소-로서 생각된다.

Kevin Nute, op. cit., p.49

35) 출처: Zhongjie Lin, Kenzo Tange and the Metabolist movement,

Routledge, 2010, a) p.234 b) p.236

36) 출처: Toyo Ito, Toyo Ito 1971-2000, Toto, 2013, a) p.131 b) p.128, 129

37) Kevin Nute, op. cit., pp.91-92

38) 출처: http://cfjp.org

39) Dana Buntrock, Materials and Meaning in Contemporary Japanese

Architecture, Routledge, 2010,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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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센다이

미디어테크

a) 하네기숲 평면도

b) 나무공간

<그림 13> 하네기숲47)

<그림 11> 이중표피43)

a) 개념 b) 외관

<그림 12> TOD'S 매장45)

모타이샤의 양식은 초기신전 원형의 하나로 간주된다.

이즈모 혼덴(本殿)에서는 그 기둥이 지붕을 관통한다는

것이 차이이긴 하지만, 이세처럼 중심기둥을 가지고 있

다. 제단은 중심기둥 위에 위치하지 않고, 입구로부터 보

이는 중심기둥 옆 벽체 뒤에 자리한다. 그래서 이세와는

달리 중심기둥은 건축의 부분이 된다.40)

센다이 미디어테크는 도서관, 미

디어센터, 그리고 미술관으로 사용

되는 공간이다. 이 건물의 개념은

세 가지 요소들로 나뉠 수 있다. 플

레이트, 튜브, 그리고 스킨이다. ‘플

레이트’는 바닥, ‘튜브’는 기둥, ‘스킨’

은 커튼월 파사드이다. 13개의 독립

튜브기둥과 7개의 샌드위치 스틸 플레이트의 ‘하니콤’ 슬

래브는 건물의 구조시스템이다.41) 여기에서 이토는 메타볼

리즘으로부터 기둥의 의미를 재구축했다. 튜브기둥 내부에

수직동선과 설비코어(빛, 공기, 물...)를 적용함으로써 자유

로워진 평면은 미래에 대응하는 오픈 플랜을 갖는다.42) 4

개의 기둥 속에 놓인 리프트는 각 층을 관통하면서 전개

되는 7개 층을 조망하게 한다. 투명유리로 제거된 스킨,

얇은 바닥 슬래브, 그리고 건물 앞에 줄지어 서있는 느티

나무들로 인해 기둥의 수직성은 강조된다. 바닥판을 관통

하는 기둥들로 형성된 이 공간에 드러나는 이러한 독특함

은 일본의 전통공간에 이미 존재했다. 이 튜브들은 이즈모

에서 발견된 것처럼 묶인 기둥들이다. 이 건물은 7개의 금

속판으로 묶인 13개의 거대한 기둥으로 이루어진, 철과 유

리로 된 ‘정보와 예술’을 보호하는 현대의 신사이다.

이 건물 남쪽 파사드 유리의 ‘이중

표피’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통풍구

로서, 여름에는 시원한 상향기류를,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층을 만든다.

<그림 11>44) 이토의 바람의 탑과 센

다이 미디어테크는 전통의 개념에서

동일한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카미의

출현과 사라짐처럼 빛에서, 그리고

바람에서, 대기의 미세한 변화조차

카미의 움직임으로 감지함으로써 순

간을 더욱 생생하게 만드는 자연과

건축공간의 소통과 교류의 측면이다.

오모테산토 가로수의 줄기와 가

지의 기하학에서 비롯된 TOD'S 매장의 구조적 논리는

40) Arata Isozaki, op. cit., p.152

41) http://moreaedesign.wordpress.com

42) 이 건축공간은 구조로부터 벽체의 해방에 의한 자유로운 평면, 그

리고 기둥을 수직 서비스공간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르 코르뷔지

에의 도미노시스템과 메타볼리즘의 융합이라 할 수 있다.

43) 그림 10-11 출처: http://moreaedesign.wordpress.com

44) http://moreaedesign.wordpress.com

L -형상의

대지를 따

라 포개지

는 9개 느

티나무들의

재현에 기

초한다. 여

기에서 9개

의 나무들은 하나의 오브제로 통합된다. 나무의 형태적

논리에 따라 기둥들은 건물의 기초로부터 위로 올라갈수

록 수많은 구조적 가지로 갈라진다. 나무형상 자체로 조

직의 합리성을 갖는 이러한 외피와 일체화된 구조에 의해

지지됨으로써 자유를 얻은 내부공간은 디스플레이에 최대

한의 융통성이 제공된다. 이와같은 유기적 짜임으로부터

형성된 수많은 비정형의 창들은 각 공간의 기능에 따라

빛과 프라이버시를 달리하도록 투명 반투명 불투명 유리

가 교차됨으로써 형태에 시각적 깊이를 부여한다.

밤에 내부공간들이 빛을 비출 때 건물은 나무들의 실

루엣에 부드럽게 감싸이는 것으로 보인다.46) 이 건축물

은 9개의 나무들이 재배치되어 묶인 신성한 기둥이다.

이러한 방식은 카미와 함께함으로써 친숙함을 제공하는,

원래의 장소의 재창조이다.

3.2. 지니어스 로사이

지니어스 로사이는 ‘장소의 혼’ 또는 ‘장소를 주재하는

신’으로 해석된다. 신토의 특성에 의한 장소에 대한 대응

은 그 장소를 점유하는 카미의 노염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존의 나무-원래의 신사-를 수용하기 위해 현대공간에

독특하게 반영된다.

시게루 반은 나무가 있는 작

은 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것을

의뢰받았다. 하네기숲에서 요구

되는 것은 제한된 예산 내에서

도쿄의 조용한 주거지역에 기존

의 나무들을 자르지 않고 아파

트를 짓는 것이었다. 규칙적인

삼각형(한 변이 4m의 길이) 모

듈은 구조적 안정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기둥과 보의 임의적 잘

려나감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규

모의 거주영역을 제공한다. 건축

가는 또한 넓은 바람길을 건물

의 주요구역 아래에 남겨두었

45) 출처 a) El Croquis No.123 Toyo Ito 2001-2005, p.258, 260

b) http://www.toyo-ito.co.jp

46) Yuki Sumner, New Architecture in Japan, Merrell, 2009, p.262

47) 출처: http://www.shigerubanarchitec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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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외관 b) 내부공간 c) 입구

<그림 16> 테츠다실54)

a) 노무대

b) 관람석 건물

<그림 14> 숲의 노무대49)

<그림 15> 이토시마주택52)

다.48) 이러한 개념은 경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건물이

대지의 원래의 부분과 불가분하게 통합된 방식이다. 이

러한 구축방식에 의해 건축공간은 자연의 콘텍스트로부

터 장소의 독특함을 반영하고 땅과의 융합을 통해 그 장

소에 뿌리박힌 부분이 되는 소속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플랜에 의해 장소의 카미를 공경했다는 거주자

들의 믿음과는 별개로, 나무를 위한 타원형의 공간은 중

정이 되어 햇빛을 받아들이고 여러 수준으로 자연과 교

감하게 한다. 카미를 위한 바람길-필로티-은 대기의 순

환을 도와 통풍의 환경조절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는 상서로운 생태적 환경이

조성된다. 즉, 심리적 물리적 별도의 주제는 하나로 작용

하게 된다. 여기에 사람들과 나무들이 서로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철학과 체화된 과학이 있다.

켄고 쿠마의 디자인접근방식은

전통과 일본건축문화의 회복을

유도하는 방법론적 순수성이다.

그는 토야마시 근교의 숲에 노무

대를 디자인했다.50) 프로젝트의

건축적 책략은 노무대와 숲을 통

합하여 숲의 환경과 효율적인 대

화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전통과

현대의 조화는 노무대의 독특한

양식 미와 함께 서정성의 수준에

이른다. 신토 의례의 부분으로

발전된 노 공연은 원래 카미를

위한 것이었다. 카가미이타에 그

려진 요리시로로서의 양식화된

소나무는 이곳이 숲(모리)을 신체(神體)로 모신 신사임을

강조한다. 극의 휴식시간에 관객들은 나무 밑을 거닐거

나 무대를 둘러싼 시라수(白州)에서 쉴 수 있다. 분리된

관람석 건물은 상승된 바닥, 기둥, 그리고 넓은 처마 지

붕의 일본전통공간의 본질을 현대 건축공간에 가장 추상

화된 형식으로 융합하고 있다.

가즈오 시노하라는 주거의 경관을 구축하는데 있어 전

통기법을 사용했다. 건축공간과 자연의 콘텍스트를 연결

하는 특수한 방식인 이케도리(生け捕り)는 사실적 풍광

48) http://www.shigerubanarchitects.com

49) 출처: a) http://www.runnersinfo.org b) http://kkaa.co.jp

50) 미야기 지방의 토야마(遠山)시는 에도시대로부터 현재로 계승되는

토야마 노로 불리는 독특한 공연 스타일로 유명하다. 이 프로젝트

는 숲 속의 토야마 노 공연을 위해 수행되었다. 노무대의 장치는

메이지 시대에 도입되어 오늘날에 이른다. 그러나 공연으로서의

노의 기원은 바람과 함께 걷는 자연 속에서 수행되었다. 무대장치

에서 관객석이 현세를 나타내는 반면, 무대는 사후세계를 상징한

다. 관객석과 무대 두 공간사이에 놓인 시라수(白州, 무대 주위에

흰 모래나 자갈이 깔린 곳)는 두 세계의 명확한 분리를 강화한다.

이 프로젝트는 원래의 노를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건물이

노 공연을 위한 건축의 부분이 되는 대신, 노 공연을 위한 정원을

만드는 것이다. http://kkaa.co.jp

그 자체를 차용하는 차경과는 달리, 먼 경치의 능동적

획득을 강조한다. 차경은 정원과 지형을 맥락화한 네 개

의 겹-전경 중경 프레임 배경-을 병치시켜 경관의 깊이

를 증가시킨다. 반면 이케도리는 멀리 있는 특정의 부분

조망을 더욱 명확하게 만든다. 이것은 산이나 섬과 같은

경관특성을 포획하는 기법이다.

이케도리에서, 프레임은 있는 그대로의 전망을 미학적으

로 트리밍하기 위해 배치되어, 동시에 관찰자와 멀리 떨어

진 경관 사이의 거리를 지시하는 공간적 깊이의 단서들을

모호하게 한다. 둘 사이에 있는 다른 사물들을 은폐시키는

이러한 방식은 먼 자연의 경치를 전경의 부분으로 가져오

게 한다. 이 때 경관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연결하는 것에

서, 관찰자들은 건축공간과 자연이 통합되는 감각을 통해

자신들 또한 그 장소에 속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51)

이토시마 주택에서 연안의 작은 섬은 주거의 부분이

되도록 프레임이 설정53)되어, 입구에 접근함에 따라 건

축공간과 섬 사이의 시각적 압축은 섬을 밧줄로 끌어오

듯이 점점 확대된다. 결국 이 섬

은 포획(이케도리)되어 주거의

정원에 놓인 돌로 축소된 축경

의 섬이 된다. 즉 이 섬은 담장

안으로 끌려 들어와 프레임화된

소우주의 정원, 세키테이에 놓인

돌의 원래의 장소이다.

3.3. 신토의 세계로서 다실과 목욕탕

테루노부 후지모리는 일본의 풍부한 신화적 전통을 끌

어내는 요소의 하나로서 ‘기둥’을 설명한다. 그는 토코바

시라 또는 다이코쿠바시라(大黒柱)와 같이 신사 뿐 아니

라 다실, 농가 등에서 발견되는 기둥들이 단지 건축적

구성요소가 아닌, 기둥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현

대공간에 표현하고자 한다.

테츠다실은 대지를 둘러싼 벚나무 속에 놓인 한 그루의

노송나무를 지지체로 하여 건축물의 척추역할을 함으로써

4m 높이에 올려 놓인 구조로서, 한 개의 나무줄기와 다실

51) Kevin Nute, op. cit., p.21

52) 출처: Kevin Nute, op. cit., p.38

53) Kevin Nute, op. cit., p.37

54) 출처: a) c) https://ewwebbengineering.wordpress.com

b) Arata Isozaki, Tadao Ando, Terunobu Fujimori, The Contemporary

Tea House, Kodansha International, 2007,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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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라무네 입면61)

<그림 17> 라무네 온센56)

b) 목욕탕

<그림 18> 남자목욕탕57)

a) 목욕탕 벽체

은 지진과 태풍에 순응하여 지지체가 둘일 경우 서로 달

리 흔들림에 의해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55)

대지의 나무 위에 지어진 이 다실은 이곳이 신성한 공간

임을, 또한 독특한 형태의 나무줄기는 밖으로 튀어나온

토코바시라를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내향성의 전통다실과

는 달리 만개한 벚꽃을 조망하기 위해 도시에 지어진 이

다실은 초목의 정원을 통해 사람들이 내부공간에 앉아서

산속 자연의 느낌을 사실적으로 갖도록 창을 통해 프레임

화된다. 손님은 도비이시 위를 걷듯, 수공의 흔들리는 사

다리를 딛고 조심스럽게 올라간다. 그리고 바닥의 좁은

통로로 들어오면서 공간의 내부을 인식한다. 이 다실 안

에 토코노마는 없다. 이 공간에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

아간 토코바시라-신성한 기둥-처럼, 토코노마에 놓인 계

절을 알리는 꽃꽂이는 창의 프레임 밖에서 원래의 장소에

놓인 실제의 이미지로 다시 확대된다.

후 지 모 리 의

라무네 온센칸은

오이타현 타케다

시 나가유(長湯)

온천 지구에 위

치한다. 작은 마

을처럼 보이는

온천장 복합단지로, 가장 큰 피라

미드 지붕의 건물은 공동의 로비

와 미술관을 포함한다.

“...이곳은 ‘후지모리 세계’의 최

선에 있다... 그 내부는 다도의례

를 위해 알맞은 공간”58)이다. 각

각의 목욕탕은 벽체 속으로 끼워

진 높은 로(爐)를 가지고 있다.

<그림 18> 라무네는 “물과 불,

뜨거운 물(湯)과 불, 차를 위해

끓인 물과 불”에 관한 것이 되었

다. 다실에 있는 불과 관련해서

후지모리는 썼다. “...하나의 로

는... 서서히 타는 불을 통해 인류

의 거리에 대한 관계, 태고의 기원을 유지시킨다.”59)

이 온천에서 후지모리는 의례를 다루었다. 탈의실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닫혀있는 옥외에 있다. 바닥, 벽, 천

장이 흰색인 목욕탕과는 대조적으로 어두운 색의 나무로

줄지어져 있다. 행렬의 길은 탈의실과 목욕탕 사이에 배

55) Arata Isozaki, Tadao Ando, Terunobu Fujimori, op. cit., pp.102-104

56) 출처: http://commons.wikimedia.org

57) 출처: a) http://www.lamune-onsen.co.jp

b) Yuki Sumner, op. cit., P.109

58) 작가 코자부로 아라시야마의 ‘라무네 온센칸’에 관한 논평을 기술

한 Dana Buntrock, op. cit., p.49 재인용

59) Dana Buntrock, op. cit., p.61

치한 작은 구멍-문지방이 없는 네즈미키도(鼠木戸, 작은

쪽문)-에 의해서 사람들이 머리를 부딪치지 않으려는 평

범한 의도와 함께 감정 효과가 고조되고 극적으로 된다.

모든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 있다: 수도꼭지로 간다.

머리를 감는다. 몸을 씻고 탕 안에서 함께하도록 조장된

다.60) 신사에서 각각의 공간들이 기능과 서열을 달리하

듯, 이 복합건물 내의 각 공간의 중심에 세워진 독립기

둥들의 서열에 의해 공간들의 상징적 서열이 암시된다.

목욕탕 안으로 깊게 빛을 떨어뜨리는 지붕창은 자연과

공간, 그리고 인간을 교감하게 한다.

수작업 주름의 구리판으로 씌워진 지붕 꼭대기에는 요리

시로의 의미를 간직한 듯, 살아있는 작은 소나무들이 심어

졌다. 줄무늬로 디자인된 외피에는 야키수기(焼杉, 불에 그

슬린 삼나무)가 끼워진 흰색 플라스터가 사용되었다.

비, 부패, 해충피해로부터 80년간 보호되는 일본원시

기법의 야키수기 판재는 파충류 표피 같은62) 불규칙하고

거친 질감을 갖는다. “태운 삼나무로 덮인 건물표면으로

부터 돋아나는 솜털 같은 식물들로 인해 이 공간은 옛

신토 신화를 떠올리게 한다.”63) 이러한 후지모리의 유희

적 솜씨에서, 목욕탕 건물의 입면은 삼나무로 변한 턱수

염에서 유추된, 목욕에서 태어

난 스사노오 카미의 얼굴을 상

상하게 만든다.64)<그림 19> 토

속적인 재료와 살아있는 디테

일에 의해 성취되는 자연을 담

은 건물, 지역의 전통에 뿌리를

둔 공간조직, 이 곳은 편한 마

음으로 즐기도록 기꺼이 이야

기를 제공한다.

3.4. 소결

이상 일본 전통공간의 신화적 원형과 현대적 적용요소,

그리고 전통공간디자인의 상징적 구조와 의미를 핵심적으

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60) Dana Buntrock, op. cit., pp.62-63

61) 출처: http://www.lamune-onsen.co.jp

62) Dwell, Vol. 9, No. 6, May 2009, p.101

63) 스사노오가 자신의 턱수염의 털을 뽑아서 그것들을 대지 위에 흩

뜨리자, 그 곳에서 각각의 털은 즉시 삼나무(杉木)로 변했다. 같은

방식으로, 가슴의 털은 노송나무(檜木)로, 눈썹의 털은 녹나무(樟

木)로 변했다. 그는 알렸다. “삼나무와 녹나무는 선박을 건조할 때

사용하고, 노송나무는 화려한 대저택이나 궁전을 지을 때 사용하

라...” Dana Buntrock, op. cit., p.52

64) 이자나기로부터 바다의 통치를 위임받은 스사노오는 그것을 거부

하고 성인이 되어 긴 수염이 명치근처에 다다를 때까지 울어댔다.

그 울어대는 모양을 “청산이 메마른 산이 될 정도로...”라고 비유하

고 있는 것은... 모든 수분이 눈물로 흡수되기 때문에... 스사노오는

물의 질서와 관계가 있다. 오오노야스마로, 전게서, pp.119-122 라

무네에서 온천수는 스사노오가 흘리는, 세로줄무늬에 의해 강조되

는 눈물로 다시 은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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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적 이미지 나무기둥 밧줄 물

상상계의 전통개념 요리시로 이케도리 다도 미소기

전통공간 신사 노 정원(석정) 다실 목욕탕

현대적 적용요소 건축적 기둥 건축공간과 대지의 통합 노의 정원 대상의 트리밍 공간의 의례화

전통공간디자인

상징적 의미 현대의 신사 소우주의 정원 대조화의 세계

공간적 특성

신토의 특성에 의한 장소의 존중은 대지의 뿌리와 특성을 반영하게 함으

로써, 원래의 장소를 재창조하고 친숙함을 제공하는 지역성을 함의한다.

또한 건축과 자연을 통합하는 생태적 지표로서 대지와 환경에 대한 건

축공간의 적응규범으로서의 윤리성을 함축한다.

특정의 부분조망을 통해 건축

과 자연을 연결, 소우주를 창조

함으로써 관찰자를 특정위치에

통합시키는 장소성을 표출한다.

다실과 목욕탕의 공통주제인 화경청적의 전통

개념을 공간에 적용하여 대조화의 세계를 창조

하고, 신화의 이야기를 공간의 디자인소재로 활

용함으로써 스토리텔링의 문학성을 내포한다.

<표 1> 신화적 상상계의 원형과 전통공간디자인의 구조

4. 결론

신화는 본원이미지로서의 속성과 그것의 변주인 이미

지 자체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다. 신화로부터, 원형의 영

속성과 구조의 역동성에 의해 은유 상징의 원리들이 다

양한 맥락에 풍요롭게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성, 윤리성, 문학성을 통합함으로써 현

대사회의 특성에 대응하는 건축공간에 있어서의 일본의

해법을 ‘신화적 상상계’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신화

를 바탕으로 신사, 노, 정원, 다실, 목욕탕의 원형과 현대

적 적용을 살펴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신화는 삼라만상의 근원으로서의 우주공간과

그 안에 존재하는 인간들의 관계를 정립한 것이다. ‘장소의

재창조로서의 기둥’으로부터 유추된 바, 지역의 카미를 공

경하는 태도와 함께 공간을 구축하는 방식은 대지의 뿌리

와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원래의 장소를 재창조

하고 친숙함을 제공하는 장소성 지역성을 수용하는 것이다.

둘째, 섬나라인 일본은 늘 지진, 물과의 전쟁을 치러야했

기 때문에 자연과의 상생관계는 삶의 중심에 놓여있다. 일

본의 신들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연현상에

깃든 영적 존재들이다. 따라서 신화의 적용은 생태적 지표

로서 대지와 자연을 포함하는 객관세계에 대한 건축공간의

적응규범이 된다. ‘지니어스 로사이’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연

신을 공경하는 과정은 자연에 대하여 지배가 아닌 수용의

원리를 적용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겸허함, 즉 윤리성을 공

간에 부여하게 한다. 따라서 신화를 건축공간에 도입하는

것은 그 공간의 형태나 경관에 독특한 풍토를 반영함으로

써 결국 사람들에게 상서로운 생명의 기운을 주는 상생의

공간, 즉 자연과 인간의 화(和)의 공간으로 탄생하게 한다.

셋째, 신화는 인간본성에서 비롯되는 독특한 감성을

사회문화적 가치로 치환한 것이다. 이러한 가치의 세밀

한 관찰과 상황적 통찰에 의한 주옥같은 비유가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다실과 목욕탕’으로부터, 공간의

형식은 다르지만 신토의 세계로서 그 내용이 같음을 확

인하였다. 신화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공간의 상징적 내

러티브는 기억의 심층을 자극하여, 시대를 초월한 상상

의 서정으로 사람들에게 문학적 감동을 선사한다.

일본은 동서양의 교감을 통해 세계 건축사의 맥락에서

동일성과 차이의 공존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바탕에는 뿌

리 깊은 일본신화, 즉 신토가 있다. 공간의 신화적 해석

은 공간에 담긴 스토리텔링을 통해 건축공간을 삶 속에

스며든 기억의 공간으로 되살아나게 한다.

이러한 방식은 인류의 상상적 유산을 지역의 지층에

쌓인 시간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창조로 이끌어내는,

문화 생태 감성을 아우르는 공간 브랜드이미지 구축전략

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확대하는 공간디자인방법론의 하

나로 제안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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