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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xpressionism in the space of deconstructive

architecture by comparing the spaces of "The Cabinet of Dr. Caligari" video with the expressionist characteristics

of film narrative structure and expressionist architecture and making an expansion based on the result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The Cabinet of Dr. Caligari" is divided into two set spaces: one has the

perspective representation distorted in the viewpoint of a mad person applied to it, and the other reflects the

viewpoint of a normal person from medieval paintings with no perspective. Second, the expressionist buildings did

not reflect the expressionist characteristics in the interior spaces as fully as in the exterior ones. Third, the

incomplete combination of Signifiant and Signifié, which were the theoretical basis of deconstructive architecture,

showed a tendency of binary opposition like the double narrative structure of "The Cabinet of Dr. Caligari."

Fourth, deconstructive architecture seems to embody the exterior form and interior space of "The Cabinet of Dr.

Caligari" and its set spaces in the phenomenal aspect but exhibits its limitations with the realization of dynamic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expressionism. Finally, the Seattle Public Library presents the best embodiment of

expressionist characteristics found in the set spaces of "The Cabinet of Dr. Caligari" while seeking after the

combination of horizontal and vertical paths of action through the spiral ramps and inclined slab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No.NRF-2014R1A1A1002507)”

Keywords 칼리가리 박사의 실, 표 주의, 해체주의, 내러티 , 경사 슬래

The Cabinet of Dr.Caligari, Expressionism, Deconstruction, Narrative, Inclined slab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리로베르토 비네(Robert Wiene, 1873-1938)감독의

1920년 작인 ‘칼리가리 박사의 실(The Cabinet of Dr.

Caligari)’은 화사에 있어서 기념비 인 작품으로, 무성

화시 뿐만 아니라 유성 화시 에 들어선 재까지도

큰 향을 미치고 있는 작품이다. 술사 인 측면에 있

어서도 표 주의(Expressionism)를 표방한 표작으로서,

회화를 비롯한 통 인 술형식들이 미쳐 담지 못한

표 주의 형식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작품 에 하나라

고 볼 수 있다.

건축 역사에 있어서도 20세기 표 주의를 표방한 건

��������������������������������������������������������������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연구사업임. (No.NRF-2014R1A1A1002507)

축작품들이 등장했었다. 그러나 모더니즘(Modernism) 건

축의 흐름에 융합되면서, 그 새로운 시도들은 잊 져갔다.

그런데, 20세기 말, 포스트 모더니즘(Post Modernism)의

한 분 던 해체주의(Deconstruction) 건축에서 상 으

로 ‘칼리가리 박사의 실’ 속 세트 공간과 유사한 형태와

공간들을 선보 다.1) 이와 같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국

내에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칼리가리 박사의 실’과 해

체주의 건축을 비교분석한 연구가 아직까지도 미진한 수

에 머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칼리가리 박사의 실’의 상 속

공간과 화의 내러티 (Narrative) 구조와 표 주의 건축

의 표 주의 특성을 비교하고, 이를 기반으로 확 하여

해체주의 건축 공간에서 나타나는 표 주의의 특성을 도

1) Anthony Vidler, Film Architecture: From Metropolis to Blade

Runner-“The Explosion of Space: Architecture and the Filmic

Imaginary”, Prestel, 1999.9,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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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데에 연구의 목 을 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화 속 공간과 실의 건축 공간을 연계하여 새로

운 시각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을 제시한다.

1.2. 연구 방법 차

‘칼리가리 박사의 실’은 회화를 비롯한 통 인 형식

의 술들에서 표 주의 인 특성이 차 소멸해갈 무렵

에 등장을 한다. 이에 해서는 지크 리트 크라카우어

(Sieghfried Kracauer, 1889-1966)가 1차 세계 패배로

인한 불안한 독일인의 심리가 향을 것으로 해석한

견해가 지배 이다.2)

반면, 이 시기에 표 주의 특성을 보여 건축들은 부

정 인 경향보다는 건축작가들의 이상 인 환상을 실 시

키기 한 새로운 도 경향이 두드러졌다.3)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표 인 작품으로 에리히 멘델존(Erich

Mendelsohn, 1887-1953)의 아이슈타인 탑(Einstein Tower,

1919-21)을 들 수 있다. 표 주의 건축의 역을 넓히

면, 루돌 슈타이 (Rudolf Steiner, 1861-1925)의 제 2

괴테아눔(Second Goetheanum, 1924-28)과 같은 작품도 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같은 표 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화와 건축

에서 이를 도입한 연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칼

리가리 박사의 실’ 속 상 공간을 보면, 수평 수직에서

벗어난 세트들은 배우들의 심리 불안을 극 화하는 반

면, 아인슈타인 탑과 제 2 괴테아눔은 당시 두되고 있었

던 수직·수평 그리드 체계의 박스형 매스 건축과 차별된

자유로운 조형성을 최 한 발휘하여 서양 통건축의 구

법에서의 벗어나려는 건축가들의 이상이 엿보인다. 그러나

국제주의 양식(International Style)이 모더니즘 건축의

심이 되면서 표 주의 경향의 건축들은 도태되어 버린다.

건축의 표 주의 특성이 다시 두된 것은 모더니즘

이후 도래한 포스트 모더니즘(Post Modernism) 건축의 분

던 해체주의(Deconstruction) 다. 이는 해체주의가 표

주의 형성에 향을 주었던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정신을 이어받은 신구성주의(Neo-constructivism)를 계승

하 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이 표방했던 건축의 형태와

공간들은 기 표 주의 건축시 에 보여주었던 이상

건축의 모습이 아니라, ‘칼리가리 박사의 실’ 속 불안해

보이는 공간들이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칼리가리 박사의 실’

은 비록 화이고 당시 같은 미술사 양식에 속해있었던

표 주의 건축과 그 표 과 내용에서는 다른 방향을 걸었

지만, 해체주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표 주의 특성을

2) 서 주, 독일 표 주의 회화와 화 연구-칼리가리 박사의 실을

심으로, 한국교원 석사논문, 2004.2, pp.35-38

3) 김경연, 유럽시기 근 건축에 나타난 Walter Gropius의 건축 특

성에 한 연구, 홍익 석사논문, 2003.12, p.9

견한 작품으로서 건축사 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칼리가리 박사의 실’ 속 상 공

간과 내러티 구조와 표 주의 건축의 형태와 공간을 비

교하여 공통 과 차별성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칼리

가리 박사의 실’과 해체주의 건축 공간 속에 내재된 표

주의 특성들의 유사성을 밝 보고자 한다.

이를 한 연구 차로는 첫 번째, 화로서 ‘칼리가리

박사의 실’과 표 주의 건축의 일반 인 내용들에 해

고찰한다. 두 번째로는 ‘칼리가리 박사의 실’ 속 세트 공

간과 화의 내러티 구조를 비교해보는 동시에, 해체주의

를 비롯한 건축의 기반이 된 모더니즘 건축에 미친

표 주의 건축의 특성을 유추한다. 마지막으로는 의 내용

들을 기반으로 해체주의 건축 작품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칼리가리 박사의 실’과 해체주의 건축 공간, 그리고 그

공간 구성원리 속에 내재된 표 주의 특성들을 도출한다.

2. 일반 고찰

2.1. ‘칼리가리 박사의 실’의 화사 가치

‘칼리가리 박사의 실’4)의 시작에는 시나리오의 공동

집필자인 한스 야노비치(Hans Janowitz)와 칼 마이어

(Carl Mayer)의 역할이 컸다.5) 야노비치와 마이어는 1차

세계 기간에 겪었던 자신들의 기괴한 경험담을 바탕

으로 이 시나리오를 작성하 는데, 당시 독일 최고의

화제작사인 데클라 비오스코 (Decla Bioscop)가 이 시

나리오에 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 에 화 ‘메트로폴

리스(Metropolis, 1926)’로 세계 명성을 얻게 되는 리

츠 랑(Friedrich Christian Anton Lang, 1890-1976)에게

이 화의 출연을 맡기려고 했으나 무산되고, 신 비네

가 연출을 맡게 되었다.6)

당시 독일 화계는 탐정 혹은 스 이들이 등장하는

일련의 모험물들과 동성애나 매춘 등을 교육 으로 다룬

4) ‘칼리가리 박사의 실’의 거리는 다음과 같다. 화는 주인공인

란시스( 리드리히 페로 Friedrich Feher)가 약혼녀인 제인(릴

다고버 Lil Dagober)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란시스는 칼리가리 박사(베르 크라우스 Werner

Krauss)가 몽유병환자 세자르(콘러드 베이트 Conrad Veidt)에게

최면술을 걸어 살해를 지르게 하고 자신이 그것을 미리 쳐

언자로 다닌다고 제인에게 털어놓는다. 그런데 이후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험해지고, 제인까지 살해 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란시스는 칼리가리가 실제로는 정신병원원장임을 알게 되고, 이

를 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화 말미에 사실은 란시스가 칼리

가리의 환자 고 그가 털어놓은 칼리가리의 이야기는 그의 환상에

서 비롯됨이 밝 진다.

5) Sieghfried Kracauer, From Caligari to Hitler: A Psychological

History of the German Film, Princeton Univ Press, 2004, p.61

6) 박 자, 칼리가리 신화와 로베르트 비네-칼리가리 박사의 실의

액자 스토리에 한 논란, 헤세연구 Vol.17 한국헤세학회, 2007.6,

pp.27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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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는 통속 인 이탈리아 역사 서사물을 다룬 것들

이 유행이었다. 데클라 비오스코 의 에리히 폼머(Erich

Pommer)는 ‘칼리가리 박사의 실’이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을 했고, 이에 헤르만 바름(Hermann

Warm)과 발터 라이만(Walter Reimann), 발터 뢰리그

(Walter Röhring)들에게 표 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세트 디자인을 일임한다. 폼머의 단은 정확했고, ‘칼리

가리 박사의 실’은 국제 인 성공을 거두게 된다.7)

이처럼 ‘칼리가리 박사의 실’의 세트 공간에 표 주

의 경향을 가지게 된 것은 당시 표 주의가 세계

으로 이미 리 알려져 있기에, 상업 인 성공에도 어느

정도 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제작자의 단도 있었

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칼리가리 박사의

실’의 내러티 (Narrative)가 가지고 있는 서사구조가

화 속 세트공간에 표 주의 경향을 목시키게 된 결정

인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림 1> ‘칼리가리 박사의

실’ 속 마을 경

<그림 2> 몽셀 미쉘(Mont St-Michel,

랑스)

그것은 주인공인 란시스가 바로 정상인이 아닌 인

이고, 이 화의 체가 그 인의 시선과 서술로 이루

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이 화는 정상 인 사람의 시

각과 이야기가 아닌, 불안과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의 허

구 속의 세계를 재 한 것이다.

이는 ‘칼리가리 박사의 실’의 주 배경이 되는 마을의

경인 <그림 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화 속

마을은 세도시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그

림 2>의 몽셀 미쉘(Mont St-Michel) 같은 세 고딕 도

시에서 모티 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과 <그림 2>를 비교해보면 시각은 물론이고, 건물의

형태 한 매우 왜곡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을 보는 찰자의 주 성을 확 하여 사실 인 묘

사에서 벗어나, 정신 체험의 표 을 극 화하는 표

주의 미술의 원칙이다. 8) 즉, 같은 상이라도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이에 한 인지와 해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인 데, ‘칼리가리 박사의 실’의 주인공은 인이기에

정상인의 이해를 벗어나 실의 왜곡을 극 화 시킬 수

있는 내러티 의 논리를 정당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세 고딕과 표 주의의 결합을 통해 탄생된

7) David Bordwell․Kristin Thompson著/주진숙․이용 譯, 화 술

(Film art : An introduction), 이론과 실천, 1993, pp.549-550

8) 서 주, 앞의 석사논문, p.6

‘칼리가리 박사의 실’은 이후 독일뿐만 아니라, 세

계에 표 주의 화의 돌풍을 일으켰고, 이후 F.W.무르

나우(F.W. Murnau)의 ‘노스페라투(Nosferatu, 1921)’와

랑의 ‘운명(Destiny, 1921)’, 폴 니(Paul Leni)의 ‘왁스워

크(Waxworks, 1926)’, 헨리크 갈 (Henrik Galeen)의 ‘

라하의 학생(The Student of Prague, 1926)’등의 표

주의 화들이 그 계보를 이었다.9)

상기의 ‘칼리가리 박사의 실’을 포함한 기 표 주

의 화에 해 안소니 비들러(Anthony Vidler, 1941-)

는 건축과 도시에 한 새로운 내면 실험들이 이 화

들의 세트 공간에서 실행되었다고 보았다. 즉, 표 주의

의 세트 공간 속에서 건축과 도시의 미래를 측하고,

그 성공과 실패를 확인할 수 있다고 비들러는 단을 했

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은 표 주의 화의 특

징들이 화 기법을 도입했던 기 해체주의 작가 던

쿱 히멜블로우(Coop Himmelblau, 1968년 설립)의 기

작과 베르나르드 미(Bernard Tschumi, 1944-)의 라

빌 트 공원(La Villette, 1984-7) 등에서 나타난다고 보

았다. 이와 같은 상에 해서 비들러는 이들의 해체주

의가 표 주의의 형성에 향을 주었던 구성주의의 정신

을 이어받은 신구성주의를 계승한 결과로 악하 다. 10)

2.2. 표 주의 건축

<그림 3> 아인슈타인

탑(1919-21) 외부 경

<그림 4> 아인슈타인 탑

내부 경

<그림 5> 제2 괴테아눔(1924-28) <그림 6> 제1 괴테아눔(1908-25)

표 주의 건축의 선구자로서는 멘델존을 들 수 있다.

멘델존은 1910년 뮌헨에서 표 주의 술가들의 집단인

청기사(Der Blaue Reiter) 의 화가들과 교류하면서 회화

와 그래픽 디자이 로서 활동을 시작하다, 1913년 건축

으로 심을 선회하면서 표 주의를 실 인 공간에서

실 하고자 하 다.11)

9) David Robinson, Das Cabinet des Dr. Caligari, Palgrave Macmillan,

2013, p.7

10) Anthony Vidler, ibid,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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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멘델존의 건축 경향을 표하는 건물로

<그림 3>의 아인슈타인 탑을 들 수 있다. 분명히 이 건

물의 외 은 당시 새롭게 두된 박스형의 국제주의 양

식의 건축과는 다른 유선형의 건축으로서, 이 작품의 제

목 로 아인슈타인의 상 성 이론에서 시했던 속도감

이 건축의 외형에 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림 4>의 아인슈타인 탑 내부 경에서 알 수 있듯이,

외 에 비해서는 내부는 기존의 건축 공간들과 큰 차별

성이 없는 공간이었다. 다른 면이 있다면, 천장과 벽이

직각으로 만나지 않았고, 외 을 따라서 비정형의 평면

을 구성하고 있다는 정도뿐이다.

이에 비해서 사실 표 주의와는 아무런 연 이 없고,

본인만의 인지학 건축(Anthroposophical Architecture)

을 구축했던 슈타이 는 건축작품들에서는 외부는 물론

이고 내부에서도 멘델존이 추구했던 역동성 있는 표 주

의 건축의 특성들이 잘 드러난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림 5>의 제2 괴테아눔이다. 원래 제 1 괴테아

눔(First Goetheanum, 1908-25)는 <그림 6>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돔구조의 목재건축이었다. 그런데 방화로 인

해 소실이 되고, 다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세워진 것

이 바로 제 2 괴테아눔이었다. 사실, 아인슈타인 탑은 철

근 콘크리트로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의 기술로

는 이를 구 할 수 없었기에 콘크리트처럼 보이도록 벽

돌 구조 에 회반죽을 발라 만든 것이었다. 12)

<그림 7>제2 괴테아눔 내부 경 <그림 8> 제2 괴테아눔 내부 계단

이와 같은 에서 보았을 때, 모더니즘 건축을 구성

했던 주요기술인 철근 콘크리트를 바탕으로 표 주의 경

향의 건축을 실질 으로 구 한 것은 실제로 슈타이 의

제 2 괴테아눔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그림 7, 8>의 제

2 괴테아눔의 내부 공간들을 <그림 4>의 아인슈타인 탑

내부공간을 비교해 보아도 명확해 진다. 비록 <그림 7>

의 제2 괴테아눔의 심 공연장은 고딕 인 경향이 엿보

이지만, 비정형의 기둥과 천장 등을 통해서 실과 유리

된 공간감을 구 하 고, 특히 <그림 8>의 내부 계단을

보면 당시에는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던 노출 콘크리트의

계단들은 수직·수평을 벗어난 사선들로 구성되어 ‘칼리가

리 박사의 실’ 속에서 구 된 세트 공간을 연상시킨다.

11) 신종철·정진국, 에리히 멘델존 건축에 나타나는 『빛 표 방식』

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 논문집 Vol.17 No.12, 2001.12, p.56

12) 박수진·정진수, 독일 표 주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세주의 특성에

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학회지, No.19, 1999.6, pp.15-16

3. ‘칼리가리 박사의 실’과 모더니즘

3.1. ‘칼리가리 박사의 실’ 속 상 속 세트공간

‘칼리가리 박사의 실’속 상 공간은 모두 세트에서

촬 이 진행되었다. 모두 33개의 다른 배경들이 만들어졌

다.13) <그림 9>의 칼리가리 박사의 간이숙소를 그린 빌

터 라이만의 화 세트제작용 삽화와 독일 표 주의 미술

을 이끌었던 청기사 의 창립멤버인 란츠 마르크(Franz

Marc, 1880-1916)의 작품인 <그림 10>의 ‘티롤의 불운한

토지(The Unfortunte Land of Tyrol, 1913)’를 비교해보

면, 르네상스 이후 서양회화 기법의 요한 근간이 되었

던 투시도 인 구상을 왜곡함으로서, 기본 인 수평과 수

직의 선들이 모두 사선으로 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칼리가리 박사의

간이숙소(발터 라이만)

<그림 10> 티롤의 불운한 토지( 란츠

마르크, 1913)

이처럼 실에 한 강한 왜곡을 반 한 화 세트 공

간을 ‘칼리가리 박사의 실’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화 내러티 의 화자가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인이라는 설정이 주요했다. 그러나, 비네의 다른 화인

<그림 11>의 ‘순수-이상한 집의 비극(Genuine-The

Tragedy of a Strange House, 1920)’과 니의 ‘왁스워

크’등의 화는 인이 주인공이 아님에도 왜곡된 세트

공간을 사용했던 것은 바로 기 무성 화가 가지고 있

었던 특징 때문이었다.

<그림 11> 순수-이상한 집의

비극(비네 감독, 1920)

<그림 12> 왁스워크( 니 감독,

1926)

기 무성 화는 사실 연극무 를 그 로 상으로 옮

기는 작업부터 시작하 다. 이는 연극연출에서 세트, 조

명, 의상, 그리고 극 인물의 행 를 연출자가 통제함으

로서 체 서사구조의 의미를 객에게 달했던 미장센

(mise-en-Scène, 장면화)이 화 술의 요한 용어로

13) Dietrich Neumann, Film Architecture: From Metropolis to Blade

Runner-“Das Cabinet des Dr.Caligari”, Prestel, 1999.9,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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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시에나 시청의 세

스코화(암 로지오 로 제타,1338)

<그림 13> ‘칼리가리 박사의

실’에서 정신병원 정원의 모습

<그림 14> ‘칼리가리 박사의

실’에서 여자를 납치해가는

세자르

발 된 것에도 확인할 수 있다.14) 이후 유성 화로 발

되면서 배우의 사와 음향은 물론이고, 실제 실 공간

의 촬 과 다양한 카메라 기법이 용된 화와 비

교하여, 기 무성 화에서 세트공간이 가지는 화 서

사구조의 표 에 한 비 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

다. 이에, ‘칼리가리 박사의 실’은 이 기 무성 화

의 세트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 배우들의 심리

인 상황을 더 강조하기에 유리한 표 주의 경향의 세

트를 도입하 고, 그에 발맞추어 음 을 더욱 강조한 조

명을 통해서 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의 내러티

를 객에 더 확실하게 달할 수 있었다. 이에, 비록 주

인공이 정상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감정을 효과 으

로 표 하기 해 표 주의 경향의 세트공간을 채용하

는 무성 화들이 늘어갔다.

그런데, ‘칼리가리 박사의 실’의 33개의 세트 에서

한 가지 다른 스타일의 공간을 구 한 것이 있다. 바로

화 마지막에 무 가 되는 <그림 13>의 정신병원 정원

세트이다. ‘칼리가리 박사의 실’의 다른 세트들은 여자

를 납치해가는 세자르가 나오는 장면인 <그림 14>에 처

럼 공간의 깊이를 표 하기 해 투시도법을 극 화했는

데, <그림 13>의 장면은 세회화인 <그림 15>와 마찬

가지로 투시도법이 용이 안 된 세트를 사용하 다.

이처럼 투시도법

을 용하고, 용하

지 않은 세트로 나눠

지는 것은 이 화가

인의 세계와 실

세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

록 비틀려져 있는 공간이지만 투시도법을 통해서 원근감

이 용된 시각의 상들이 인의 것이고, 원근감이 제

외되어 마치 인물이 박제화 된 듯한 시각의 상이 정

상인의 것이라는 것은 이 화의 결말을 이 인

의 해석으로 이끌게 된다.

즉, 이 화에서 인의 시각으로 풀어간 내러티 가

사실 실이고, 정상인의 시각으로 보이는 내러티 가

14) David Bordwell․Kristin Thompson, 앞의 책, p.188

허구라는 재해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칼리가

리 박사의 실’의 원작자인 야노비츠는 표 주의 술

에 해 무지했던 비네에 의해 이 화의 주화자를 인

으로 만들어서 이 구조로 만들었다면서 그를 비난하

다.15) 그러나, 비네는 야노비츠의 주장과 상 없이 ‘칼리

가리 박사의 실’의 상 속 세트를 통해 분명히 두 가

지의 열린 결말을 지향하면서, 실과 이상의 교차를 통

해 새로운 술 인 경지를 열었던 표 주의 특성을 구

했다고 볼 수 있다.

3.2. 모더니즘 건축의 표 주의 특성

모더니즘 건축은 일반 으로 서양 통건축의 권 에

서 탈피하여, 새로운 건축을 추구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모더니즘 건축의 형성과정을 보면 그 기원

에서 가장 먼 이름을 올리는 이는 세 고딕건축의 부

흥을 꿈꿨던 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이다. 러

스킨은 자신의 서에서 이상 인 건축을 한 세 석

공들의 직업 윤리에 요성을 강조하면서, 순수한 건

축은 구조 자체도 진실해야한 다고 주장을 한다. 즉, 고

딕건축이 장식 으로 보이나, 그것은 건물을 구성하는

구조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고, 하느님에 한 숭배에

한 성당의 상징성을 극 화는 장식으로 그 가치를 인

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의 이와 같은 주장은 고딕 이

후에 개되었던 서양 통건축들, 르네상스와 바로크,

그리고 로코코 등과 같은 건축사조들의 장식들에 한

극도의 오감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러스킨의 정신을 이어 받은 리암 모리스

(William Morris, 1834-96)의 아트 앤 크래 트(Arts and

Crafts)와 아돌 로스(Adolf Loos, 1870-1933)의 비엔나 쎄

제션(Vienna Secession) 등에 의해, 양식 인 장식의 사용

에 한 부정 인 생각들이 모더니즘 건축으로 유입된다.

그런데 표 주의의 에서 보자면, 장식의 배제 이외

에도 고딕건축의 완결성에 한 추구가 표 주의 건축에

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세 고딕 건축의

모든 부재가 구조 요구의 결과이기에, 건축물의 조형성

이나 유기성을 손상하지 않고는 건축물의 장식 인 요소

를 제거하나 부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6) 한

세 건축은 자체 내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감상을 해 람자의 동선을 유도함으로써, 유기성

15) 이에 해서 유 인이었던 야노비츠가 독일 나치의 탄압에 의해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면서, 자신을 유명하게 만든 ‘칼리가리 박

사의 실’을 활용하여, 미국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해 2차 세계

시 국인 독일 사회의 폐해를 더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하

기 한 의도로 시나리오가 자신과 상 없이 수정되었다고 주장했

다는 견해도 있다. (참조: Uli Jung·Walter Schatzberg, Beyond

Caligari-The Film of Robert Wiene, Berghahn Books, 1999,

pp.56-57) 재인용: 박 자, 앞의 학술지 논문, p.279

16) Peter Collins, Changing Ideals in Modern Architecture, Megill

Unive, 1967, pp.2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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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역동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는 표 주의가

추구했던 유기성과 역동성과 연 이 있고, 표 주의는 이

를 찰자의 감정이입으로 그 가치를 부여하 다.17)

슈타이 의 건축작품들을 표 주의 건축의 연장선상으

로 보는 견해도 그의 건축을 유기 건축의 계열로 보

고, 건축을 인간의 혼에 작용하여 격한 감정을 불러일으

키는 것이라는 그의 주장에 근간하고 있다.18) 즉, 세

인 가치와 슈타이 의 건축도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

고, 이는 ‘칼리가리 박사의 실’의 세트들에서 세 인

경향이 나타나는 것과도 연 성을 가진다.

여기서 문제는 표 주의 건축의 표작들이 과연 이와

같은 유기성과 역동성을 표 했냐는 것이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아인슈타인 탑과 제2 괴테아눔은 외형 인

형태에 있어서는 건물 자체가 이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

으나, 내부공간에 있어서는 분명히 부족함이 엿보인다.

제2 괴테아눔은 <그림 8>의 내부 계단부분에서는 찰

자의 움직임에 따라 건물내부 공간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주 공간이 되는 <그림 7>을 보면 고딕

성당의 내부공간과 차별성을 느끼기 어려운 공간이다.

이에 비하여, ‘칼리가리 박사의 실’은 실내 세트장의

촬 임에도 불구하고, 투시도법의 왜곡을 통해서 배우의

역동성을 극 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를 확인할 수

장면이 세자르가 여자를 납치하여 지붕 로 도망가는 장

면인 <그림 16>과 칼리가리 박사가 산길로 도망가는 장

면인 <그림 17>이다.

<그림 16> ‘칼리가리 박사의

실’의 지붕 장면

<그림 17> ‘칼리가리 박사의

실’에서 산길 장면

<그림 18> 빌라 사보아의 심

램 (꼬르뷔제, 1928-31)

<그림 19> 드 라 와르 빌리온

계단(멘델존·셰르마 , 1935)

‘칼리가리 박사의 실’에서 나타나는 투시도 왜곡은

모더니즘 건축에 속하는 국제주의 양식(International

Style)과 비교해보았을 때 수평 수직의 그리드 체계, 즉

17) 박수진·정진수, 앞의 학술지 논문, p.13

18) 박윤 , 루돌 슈타이 건축의 인지학 특성에 한 연구, 경기

석사논문, 2004.12, p.6

도미노 시스템 이후 구축된 철근 콘크리트 라멘 구조의

기능 공간에 한 도 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시 재고되어야 할 것은 모더니즘 건축을 더 넓

은 의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칼리가리 박사의 실’이

추구했던 표 주의 인 역동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이다. 그 표작으로 <그림 18>의 르 꼬르뷔제(Le

Corbusier, 1887-1965)의 빌라 사보아(Villa Savoye,

1928-31)의 심 램 를 들 수 있다. 이 심 램 는 사용

자의 움직임에 따라, 수평 수직의 그리드로 계획된 빌라

사보아의 공간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찰하면서 공간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멘델존 역시 아인슈타인 탑 이

후, 외형 인 역동성 보다는 서지 셰마르마 (Serge

Chermayeff, 1900-96)와 같이 작업한 드 라 와르 빌리

온(De La Warr Pavilion, 1935)의 나선형 계단을 통해 수

직 이동에 의한 공간의 역동성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림 20> 존 러스킨에서부터 모더니즘까지의 고딕건축

정신의 흐름

<그림 20>은 상기의 내용들을 정리한 것으로, 러스킨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5권 1호 통권114호 _ 2016.02          41

이 고딕건축에서 바라보았던 이상 건축에 한 개념이

모더니즘 건축 속에서 어떠한 식으로 변화되고 용되었

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모더니즘 건축의 한 흐름이었던

국제주의 양식에서 주요하게 여겼던 수평․수직 그리드

체계는 결국 도미노 시스템을 창안하면서 수평․수직 그

리드 체계 구축에 기여했던 꼬르뷔제와 표 주의 건축을

이끌었던 멘델존이 제안한 공간의 역동성이라는 새로운

공간디자인의 원리들에 의해 깨어지게 된다.

이처럼 수평․수직 그리드의 체계를 벗어나는 램 나

나선형과 같은 비선형의 계단들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역

동성은 ‘칼리가리 박사의 실’에서 배우의 움직임을 강

조하기 해, <그림 16, 17>의 장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투시도 왜곡을 통해 수평․수직의 그리드 체계를 괴한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칼리가리 박사의 실’은 당시의

표 주의 건축보다는 꼬르뷔제와 멘델존뿐만 아니라, 여

러 건축가들이 요시 여기기 시작했던 공간의 역동성을

강조했던 모더니즘 건축과 그 이후의 건축사조와 더 많

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화라 할 수 있다.

4. 화 속 표 주의와 해체주의 비교

4.1. 역동성과 왜곡투사

<그림 21> ‘칼리가리 박사의

실’에서 알란의 방

<그림 22> ‘칼리가리 박사의

실’에서의 살해된 여성의 방

<그림 23> 쇼 백화 (멘델존,

1925-26, 슈트트가르트)

<그림 24> 쇼 백화 의 야경

술한 바와 같이 표 주의 건축에서 모두, ‘칼리가리

박사의 실’에서 나오는 <그림 21, 22>과 같은 내부 공

간을 구체화한 시도는 없었다. 도리어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표 주의 건축의 선두주자 던 멘델존은 드 라 와

르 빌리온은 물론이고, 아인슈타인 탑 직후의 작품인

모세하우스(Mossehaus, 1921-23)와 <그림 23>의 쇼

백화 (Schocken Department Store, 1925-26) 등에서 모

더니즘 건축의 커튼월과 국제주의 양식의 주요 요소

에 하나인 연속 띠창을 외 에 용하고, 내부 역시 수

평의 바닥과 천장, 그리고 수직의 벽을 사용함으로써, 표

주의 건축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에 해서, 멘델존이 표 주의 건축의 형태 인 측면

에서 벗어나, ‘빛과 그림자’라는 의미의 립 인 에 의미

를 두고, 리듬과 이 성, 기능주의 역동성의 개념을 활용

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즉, 쇼 백화 의 낮과 밤을 담

은 <그림 23, 24>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공조명

에 의한 건축의 밤과 낮의 빛 환경의 변화를 넓은 유리창

을 통해서 건축의 내부·외부 공간이 립하게 하고, 동시에

건축물의 입면이 가지는 수직·수평의 계가 바 는 것을

통해 건축의 물성을 유동화시켰다고 보는 것이다.19)

그런데 이와 같은 한 의 립 인 구조는 ‘칼리가리

박사의 실’의 내러티 상 구조와도 일맥상통하는 면

이 있다. 술한 바와 같이 ‘칼리가리 박사의 실’은 정

상인과 인의 두 가지 내러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화의 시각과 세트를 살펴보면, 정상인의

은 원근법이 상실된 세 인 회화의 세트를 활용하면서

비 실 이고, 반 로 인의 은 비록 투시도법의

왜곡이 사용되었지만 실 인 시각을 담고 있다.

이처럼 두 가지 립되면서도 동시에 치를 통한 이

구조의 개념을 발 시킨 건축사조로서 해체주의(Deconstruction)

를 들 수 있다. 해체주의의 근본 인 개념은 포스트 로이

트(Post Freudian) 학 의 자끄 라깡(Jacques Lacan, 1901-81)

의 향과 자끄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라깡과 데리다는 소쉬르의 언어구조학

개념인 무의식의 상징하는 개념인 기표(Signifiant)와 의

식에 속해져 있는 기의(Signifié)가 우연하게 결합한 것이 바

로 인간 정신이라는 주장을 하 다. 20) 이를 기반으로 발 한

해체주의 건축은 건축 역시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 구성인 바

닥, 벽, 천장을 해체하고 이를 우연 으로 재구축함으로써 모

더니즘 건축의 한계를 돌 하고자 하 다.

이와 같은 해체주의 기 건축을 이끌었던 작가로서는

앞서 언 한 바가 있었던 미와 쿱 히멜블로우, 그리고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 1932-)과 다니엘 리베스

킨트(Daniel Libeskind, 1942-), 랭크 게리(Frank Gehry,

1929-) 그리고 자하 하디드(Zaha Hadid, 1950-)와 렘 쿨

하스(Rem Koolhaas, 1944-)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술한 기표와 기의를 근간으로 한 해체주의 철학을 자신

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건축을 추구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건축들은 형태 으로 왜곡투

사법 이외에도 나르는 보, 칵테일 젓개 등과 같은 탈

심과 의 건축 기법들이 이들 건축에서 공통 으로

19) 신종철·정진국, 앞의 학술지 논문, p.62

20) 차명열·최효식, 정신분석학을 이용한 루이스 칸과 렘 쿨하스의 건

축 내부공간 구성 비교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21

No.5, 2012.10,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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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21) 이들이 상기의 기법들에 집 했던 것은 시

각과 공간의 역동성에 한 새로운 근을 시했던 것

으로 단된다. 이는 20세기 표 주의가 추구했던 이

상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이 둘은 역동성을 통해서 기존

의 건축과 미술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어 노 스키(Erwin Panofsky, 1882-1968)는

‘상징 형태로서의 투시도(Perspective as Symbolic

Form, 1923-25)’에서 서양 통건축의 역사 속에서 세

가지 차원의 공간 속에서 건축물의 배치와 도상, 음 , 칼

라 등의 변화를 통해서 각각의 양식이 가지는 한계를 벗어

나 새로운 건축을 추구했다고 주창하 다. 이를 근간으로

표 주의와 해체주의에 향을 주었던 구성주의 작가인 엘 리

시츠키(El Lissitzky, 1890-1941)와 루노 타우트(Bruno Taut,

1880-1938)는 ‘팬-기하학(Pan-Geometries)’이라는 개념을 창출

하 는데, 어네스트 블로흐(Ernst Bloch, 1885-1997)는 패쇄

인 공간, 즉 기존의 건축공간을 찰자 혹은 사용자의

역동 인 시각을 지칭하는 것을 팬 –기하학이라고 해석하

다. 그리고 이를 통해 완성되는 상징 인 암시는 건축뿐

만 아니라, 새로운 화세계를 추구했던 독일 표 주의

화의 세트공간에서도 나타난다고 보았다.22)

<그림 25> 게리 하우스

(게리, 1979)

<그림 26> 게리 하우스

내부

<그림 27> 폴크스트라세

(쿱 히멜블로우, 1988)

<그림 28> 폴크스트라세 내부

<그림 29> 비트라 소방서(하디드, 1993) <그림 30> 비트라

소방서 내부

21) 류은주, 해체주의건축의 해석에 한 연구, 성균 석사논문,

1992.11, p.71

22) Anthony Vidler, ibid., p.17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구성주의를 승계한 신구성주의

에 향을 받은 해체주의 건축에 있어서도 시각과 공간

의 역동성이 기존 모더니즘 건축의 한계를 벗어나는

요한 건축 구성원리로 제시되었다. <그림 25, 26>의 게

리 하우스(Gehry Residence, 게리, 1979), <그림 27, 28>

의 폴크스트라세(Falkestrasse, 쿱 히멜블로우 1988), <그

림 29, 30>의 비트라 소방서(Vitra Fire Station, 하디드,

1993)와 같은 기 해체주의 건축의 외내부 경들을 살

펴보면, ‘칼리가리 박사의 실’ 속 세트 공간인 <그림

1, 16, 21, 22>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해체주의 건축의 외부형태와 내부공간이 ‘칼리

가리 박사의 실’과 유사하고, 건축의 기본구성요소인

바닥과 벽, 천장의 해체와 재구축의 기본 인 이론의 근

간에 이 립 인 기표와 기의의 불안 한 결합을 둔

것도 ‘칼리가리 박사의 실’의 정상인과 인의 두 가지

내러티 구조의 결합과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리가리 박사의 실’에서 세트 공간에서 추구했던 표

주의 의 공간 역동성을 표 하는 데에 기 해체주

의 건축 작품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이들 건축은 표 주의의 왜곡투사법과 용된 것과

같은 외부 형태를 가짐으로써 기 표 주의 건축과 마

찬가지로 시각 인 역동성은 충분히 보여주었지만, ‘칼리

가리 박사의 실’에서 배우의 연기에 한 객의 감정이

입을 극 화하기 해, 배우들의 동선을 실제로 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창출된 역동 인 공간을 재 하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수평·수직이 아닌 벽과 천

장으로 공간을 구성하 지만 공간 인 기능을 해서 바

닥까지도 ‘칼리가리 박사의 실’ 속 공간인 <그림 16,

17>처럼 경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림 26, 28. 30>에서

처럼 평면의 슬래 를 사용했다는 에서 확인할 수 있다.

4.2. 수평․수직 그리드 체계 결합과 경사 슬래

<그림 31> 러 하우스

(아이젠만, 1970)

<그림 32> 라 빌 트 공원( 미,

1985)

<그림 33> 베를린

유 인 박물

<그림 34> 베를린 유 인 박물 (리베스킨드,

2001) 내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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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투사도법 이외에 해체주의 건축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두 개의 그리드 체계를 첩하는 방식이다. 모더니

즘 건축, 특히 국제주의 양식이 요시했던 그리드 체계를

괴하는 동시에, 이를 통한 재구축의 방식으로 활용되었던

그리드 체계의 첩은 <그림 31> 아이젠만의 러 하우스

(Miller House, House III, 1970)와 <그림 32> 미의 라 빌

트 공원와 같은 기 해체주의 건축에서 평면 는 배치

의 그리드를 첩하는 방식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체주의 건축은 수평의 그리드 체계 이외에도 수직의

그리드 체계에서도 첩을 시도한다. 그 표작으로 리

베스킨드의 베를린 유 인 박물 (Berlin Jewish

Museum, 2001)을 들 수 있다. 이 건물은 수평의 그리드

체계의 첩을 통해서 이형의 평면을 창출해낸 동시에,

<그림 33>에서 알 수 있듯이, 수직의 그리드 체계의

첩을 통해서 새로운 건축의 형태와 입면을 제시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유 인 박물 의 내부사진인

<그림 34>를 보면 왜곡투사법이 돋보이는 <그림 26,

28, 30>의 해체주의 건축과 마찬가지로 바닥은 기능을

해 평면 슬래 를 사용하고 있다. 즉, 시각 인 역동성

은 충족하나, 실제 이용자가 ‘칼리가리 박사의 실“ 속

세트 공간에서처럼 공간의 높낮이가 변화하는 공간 인

역동성을 구 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 35> 리 쥬시외 학

도서 상안(쿨하스, 1993)

<그림 36> 쿤스트할 (쿨하스,

1987-92) 체 강의실

이와 같은 기 해체주의 건축이 가지고 있는 공간

역동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표 인 건축가로 렘

쿨하스를 들 수 있다. 쿨하스는 1993년에 <그림 35>의

리 쥬시외 학 도서 (Bibliothèques Jussiesu) 상안

을 제안한다. 이 상안은 체 바닥 슬래 를 다양하게

경사지게 함으로써 내부공간을 경험하고자 하는 찰자

의 시선이 수평 인 그리드 체계로 갇 져 있다가, 수직

인 방향으로 옮겨가면서 시각의 연속성을 가지게 되면

서 내부 단 공간의 변화를 인지하도록 계획되어있다.23)

이는 앞서 살펴본 바가 있는 꼬르뷔제가 수평 수직의 그

리드로 계획된 공간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찰하면서 공

간의 역동성을 체험하게 한 빌라 사보아의 심 경사 램

의 공간수법을 극 화한 것과도 연 성을 가지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23) 차명열·최효식, 앞의 학술지 논문, p.178

쿨하스의 경사 슬래 에 한 집착은 <그림 36>의 그

의 기 표작인 쿤스트할(Kunsthal, 1987-92)의 체

강의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강의실의 기능을 충

족시키기 해 한쪽에는 좌석을 배치하기 해 넓은 계

단을 활용했지만, 쿨하스는 경사 슬래 가 모더니즘 건

축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건축 구성원리 창출의

요한 요소로 인지하면서 쿤스트할과 쥬시외 도서 상

안, 그리고 에듀 리움(Educatorium, 1992-5) 등을 통해

서 다양한 시도를 계속 반복한다.

물론 쿨하스의 건축에는 다른 해체주의 건축가들의 건

축기법들과 유사한 경향도 분명히 나타난다. 그런데 그가

다른 건축기법들에서 탈피하여 경사 슬래 에 집 하게

된 것은 그가 추구했던 건축철학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쿨하스는 일찍이 정

신분석학에 한 심이 컸고, 이를 건축에 용하려 하

다. 이 과정에서 해체주의를 계승한 들뢰즈(G. Deleuze,

1925-1995)와 가타리(P.F.Guattari, 1930-92)의 포스트 구

조주의(Post-Structuralism)의 향을 받아, 인간정신이

이항 립 인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개념

에 치 을 하게 된다. 24) 즉, 쿨하스는 해체주의 건축에서

인간 정신에 있어서 의식을 상징하는 기표와 무의식을

상징하는 기의의 불안 한 결합을 형이상학 건축 개념

으로 발 시키는 과정에서, 기존의 해체주의 건축가들이

활용했던 여러 가지 수평의 그리드 체계, 혹은 수직의 그

리드 체계들이 각각으로 첩되는 것을 벗어나, 마치 기

의와 기표가 결합하여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듯이 수평과

수직의 그리드 체계를 결합을 시도한 경사 슬래 를 제

안함으로써 새로운 공간 수법을 창출해 냈다.

<그림 37> 유 인 박물 ‘망명의 정원’

외부 경

<그림 38> 망명의

정원 내부

<그림 39> 베를린 유 인 추모공원

(아이젠만, 2004)

<그림 40> 유 인

추모공원 내부

24) 문정필, 렘 콜하스 건축의 이항 립에 한 연구-롤랑 바르트 기호

의 신화를 심으로, 한건축학회논문집 Vol.27 No10, 2011.10,

p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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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하스의 작품 이외에, 수평 수직 그리드 체계의 결합

을 상징하는 경사 슬래 를 공간 구성원리에 주요기법으

로 활용한 해체주의 건축으로 리베스킨드의 베를린 유

인 박물 의 ‘망명의 정원(Garden of Exile)’과 아이젠만

의 베를린 유 인 추모공원(Memorial to the murdered

jews of europe, 2004)을 들 수 있다. <그림 37, 39>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작품은 공통 으로 수평의 그리드가

수직으로 확 하는 방식으로 두 그리드 체계의 결합을

추구하 다. 다만, 망명의 정원 경우에는 <그림 37, 38>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수직의 그리드 체계를 사선으로

배치하면서 자연스럽게 바닥 역시 경사 슬래 가 용된

방식이고, <그림 39, 40>의 베를린 유 인 추모공원은

2,711개의 각기 높이가 다른 콘크리트 매스를 수직으로

세우면서 유선형의 긴 평면 바닥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쿨하스의 작품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들 작품의 문제 은 이들 공간이 실제로 여

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이 아니라, 상징 인 공간

이라는 것에 찾을 수 있다. 즉, 쿨하스의 쿤스트할과 쥬

시외 도서 상안, 에듀 리움 등의 작품에서 경사 슬

래 가 용된 공간들은 강의실, 도서 서가 등 실질

인 기능 인 공간인 데에 비해서, 문화의 정원과 베를린

유 인 추모공원 등은 기능보다는 그 공간이 가지는 상

징성에 더 치 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림 41> ‘칼리가리 박사의 실’과 해체주의 건축, 렘 쿨하스

건축 비교

이와 같은 쿨하스의 시도를 해체주의 건축과 ‘칼리가

리 박사의 실’과 비교한 것이 <그림 41>이다. 술한

바와 같이, ‘칼리가리 박사의 실’은 상 속 세트공간

과 내러티 구조에서 이 립 인 두 가지의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 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각각

‘원근법 제거-정상인의 시각’과 ‘투시도법 왜곡- 인의

시각’으로 립하고 있다. 이는 해체주의 건축철학의 개

념인 ‘기의-인간의 의식’과 ‘기표-인간의 무의식’의 불완

한 결합을 연상시키는 구조이다. 해체주의 건축에서는

이 개념을 통해서 슬래 와 벽, 천장의 재구축과 왜곡

투사법을 활용하여, 모더니즘 건축 기 지배 인 사조

던 국제주의 양식의 수평과 수직 그리드 체계를 괴

함으로써 새로운 건축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해체주의 건축 내부에

서 시각 인 역동성은 충족하 지만, 공간의 역동성을

실제 이용자의 시각과 움직임으로 경험하는 데에 있는

데에는 실 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쿨하스는 기

의와 기표를 상징하는 두 가지의 그리드 체계를 첩시

키는 방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평의 그리드 체계뿐만

아니라 수직의 그리드 체계까지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경

사 슬래 를 제안한 것이다.

<그림 42> 시애틀 공립

도서 (쿨하스, 2003)

<그림 43> 시애틀 공립 도서

3층 로비 공간

<그림 44> 시애틀 공립 도서

10층 리딩룸

<그림 45> 시애틀 공립 도서

나선형 경사 슬래 서가

이와 같은 쿨하스의 건축철학을 가장 잘 반 한 작품

으로 시애틀 공립 도서 (Seattle Public Library, 2003)

을 들 수 있다. 시애틀 공립 도서 의 외 인 <그림

42>와 3층 로비공간인 <그림 43>을 보면, 기 해체주

의 건축의 내외부 공간은 물론이고, ‘칼리가리 박사의

실’과 마찬가지로 투시도 왜곡의 기법들이 엿보인다. 여

기에 덧붙여, 나선형(Spiral) 램 로 10층 리딩룸인 <그

림 44>에서부터 6층까지 이어져 있는 <그림 45>의 경

사 슬래 서가는 기 해체주의 건축에서 도입하지 못

했던 이용자 동선에 따라 공간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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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계획되어져 있다. 이와 같은 공간 구성은 ‘칼리가리

박사의 실’에서 배우의 움직임을 더욱 역동 으로 보

이게 만들었던 <그림 16, 17>의 씬과 연계하 을 때 매

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쿨하스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시애틀 공립 도

서 에서 쿤스트할부터 리 쥬시외 학 도서 상안

에 이르기까지 계속 시도한 그리드의 첩과 해체의 계

획 속에서도 꾸 히 시도해왔던 경사 슬래 혹은 경사

램 를 통한 수평동선과 수직동선의 결합을 시도한다.

이는 동선이 가지는 기능성과 상징성의 융합을 추구한

것으로서, <그림 44>의 10층 리딩룸 공간을 보면, 좌석

이 있는 넓은 계단식 슬래 와 그 으로 10층에서부터

6층까지 이어지는 나선형 경사 슬래 가 같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쿨하스는 이를 통해서 통 으로

층이 구분된 모더니즘 건축을 포함한 모든 기존 건축의

수평동선과 수직 동선에 한 상징 이면서도 기능 인

결합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25) 이와 같은 측면에서 시

애틀 공립 도서 의 결합된 수평동선과 수직동선은 오랫

동안 쿨하스 건축철학에서 심이 되었던 인간 의식 속

기표를 표하는 그리드와 무의식의 기의를 상징하는 그

리드를 신했을 뿐만 아니라, ‘칼리가리 박사의 실’의

내러티 와 연 되어 인의 시각에서 표 된 세트와 정

상인의 세트 공간의 특징들에 한 건축 인 응답 에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에 ‘칼리가리 박사의 실’속 화

속 세트 공간뿐만 아니라, 내러티 구조 속에서 나타나

는 이 립 인 표 주의 특성과 가장 많은 연 성

을 가진 작품으로 시애틀 공립 도서 을 들 수 있다.

4.3. ‘칼리가리 박사의 실’과 해체주의 건축

미술에서부터 시작한 표 주의의 표 인 5가지 특성

들인 유기성, 역동성, 이 성, 세고딕, 감정이입의 요소

들이 ‘칼리가리 박사의 실’을 비롯한 아인슈타인탑, 제

2 괴테아눔에 어떠한 향을 주고, 그 향들이 여러 건

축작품들을 통해서 시애틀 공립도서 에 이르기까지 어

떻게 변화되고 향을 주며 연 성이 엿보이는 지를 정

리하고 비교한 것이 바로 <그림 46>이다. 이 그림을 보

면, ‘칼리가리 박사의 실’은 유기성을 제외하고 4가지

의 특성들이 나타나는 표 주의 술의 총아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표 주의 건축의 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탑은 역동성과 유기성에만 한정이 되고, 표

주의와 직 인 연 이 없는 제 2 괴테아눔은 슈타이

의 철학 인 에서는 이 성을 제외한 4가지의 특성

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 탑 이후, 쇼 백화 과 드 라 와

25) 최효식, 건축구성원리의 정신분석학 용연구, 홍익 박사논문,

2008.6, p.211

르 빌리온 등의 작품을 통해서 멘델존은 상 인 측

면보다는 형이상학 인 측면에서 표 주의 특성들을 계

속 발 시켜왔고, 이것이 모더니즘 건축 공간구성 수법

찰자의 움직임을 이끄는 경사 램 등의 수법과 연

성을 가지면서, 해체주의 건축을 통해 확 되고 재해

석 되었다. 그리고 최종 으로 시애틀 공립 도서 에서

는 역동성을 표하는 것으로 경사 슬래 를, 이 성은

수평·수직 동선의 결합으로, 그리고 이를 통한 이용자의

시각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공간 체험을 이끌면서 감정

이입 인 측면을 실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시애틀 공

립 도서 은 ‘칼리가리 박사의 실’의 세고딕 인 특

성만을 제외하고는 세 가지의 표 주의 특성을 공유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6> ‘칼리가리 박사의 실’과 해체주의 건축의 표 주의

특성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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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칼리가리 박사의 실’의 상 속 공간과 화의 내러

티 구조와 해체주의 건축의 표 주의 특성을 비교분석

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칼리가리 박사의 실’은 인과 정상인의

두 가지 시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내러티 를 구조

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왜곡된 투시도법이 용된

세트와 원근감이 제외된 세회화의 시각을 담고 있는

두 가지 세트공간으로 나눠져 있다.

두 번째, 표 주의 건축들은 외 에 있어서는 표 주

의의 특성들이 반 되었지만, 그 내부공간에 있어서는

‘칼리가리 박사의 실’의 세트 공간과 같은 표 주의 특

성들이 충분히 반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세 번째, 해체주의 건축의 이론 기반이 된 기표와

기의의 불완 한 결합은 ‘칼리가리 박사의 실’의 두

가지 내러티 구조와 마찬가지로 이 립 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해체주의 건축의 외부 형태와 내부공간은 ‘칼

리가리 박사의 실’ 속 인의 시각으로 구 된 세트와

유사하지만, 화 속 배우들의 동선을 극 화기 해 표

주의의 역동성을 도입한 세트공간들을 실 인 공간

으로 실 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섯 번째, 시애틀 공립 도서 은 나선형 램 와 경사

슬래 를 통해 수평과 수직동선의 결합을 추구하면서,

‘칼리가리 박사의 실’ 속 세트 공간의 내외부 공간은

물론이고, 이 립 이면서 교차하는 화의 내러티

구조까지도 공간으로 실화함으로써 ‘칼리가리 박사의

실’의 표 주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건축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칼리가리 박사의 실’은

그 상 속 공간과 내러티 구조 속에 표 주의 건축들

이 다 담지 못한 표 주의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선구

자 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21세기에 들어서 디지털 건축

(Digital Architecture)으로 환한 해체주의 건축가와 여

러 표 주의 화들을 비교함으로써, 건축 속에 내

재된 표 주의 특성들을 밝 내는 동시에, 건축과 화

이론의 융합에 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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