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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 콜하스의 뉴욕 라다 에피센터 분석을 통한 건축, 패션,

그리고 확장된 자율성의 계성 탐구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ure, Fashion, and an Extended Autonomy through Rem

Koolhaas’ Prada Epicenter in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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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an extended sense of autonomy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activated through the practice

of fashion, by taking architect Rem Koolhaas’ work Prada Epicenter in New York as a case. In doing so, it

argues that throughout the work Koolhaas sets up a world in which the corporate and the individual are

entangled together in complex ways. Instead of considering Prada Epicenter to be the exemplar illustrating that

the global company—Prada—institutionalizes the designed commercial space in a top-down manner, this article

claims that such a space imbricates a multiplicity of meaning that is generated at the intersections of the local

and the global, the ordinary and the spectacular, and the individual and the institutional. In this respect French

philosopher Gilles Lipovetsky’s fashion theory works as a critical point: his claim that the ambivalence of fashion

—both as corporate power and individual freedom—is a threshold encouraging us to better understand the

operativity of late capitalism in daily life is extended to Koolhaas’ case. In other words, Koolhaas’ Prada Epicenter

brings forth possibilities that the ostensibly technocratic and institutionalized space in fact works as a resillient field

where senses of individual autonomy arise in the aid of corporative practice of br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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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본 논문에서는 렘 콜하스 (1944~)의 뉴욕 라다 에

피센터 (Prada Epicenter, 2001)를 구체 인 사례연구로

하여, 문화산업이 지배 인 생활양식으로 작동하는 21세

기 사회에서의 건축, 패션, 그리고 확장된 자율성의

계를 탐구한다. 거 패션기업 ‘ 라다’를 건축주로 하

여 작업을 진행하는 콜하스는, 본사의 랜드의 가치를

효율 으로 그리고 압축 으로 반 하기 한 신 인

디자인 수법을 제안한다. 한편 뉴욕 라다 에피센터와

여타 련 자료들에 한 해석을 통해, 본 논문은 콜하

스가 단순히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일방향 으로 받아들

이고 건축 으로 반 하 기보다는, 그러한 소통과 력

의 과정을 통해 소비문화의 리듬과 흐름에 조우하는 건

축 공간을 제시함에 주목한다. 이는 콜하스가 문화산

업으로서의 패션을 건축디자인에 립하는 요소로 간주

하기보다는, 그의 건축디자인 개념을 유연하고 창의 으

로 실천할 수 있는 일종의 동반자로서 여김을 함의한다.

이러한 패션과 건축의 계에 한 콜하스의 생각은

그의 들 편집본들에서 직·간 으로 나타난다. 그

의 에세이 “정크스페이스” (“Junkspace”)에서, 콜하스는

건축공간을 빠르게 생산되고 소비되는 패스트 푸드에 비

유하며, 량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생산되고 소비되

는 패스트 푸드의 순환 시스템이 오늘날의 건축의 모습

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지 한다. 1) 비슷한 맥락에서, 콜

하스는 다른 그의 책 S, M, L, XL에서 건축을

기성화된 옷에 비유한다. 의류매장에서 고객들이 다양한

사이즈의 기성품을 구매하는 상황에 빗 어, 콜하스는

의 건축 디자인은 량으로 생산되고 유통되는 패션

1) Rem Koolhaas, Junkspace, Harvard Design School Guide to

Shopping, ed. Chuiua Judy Chung, Jeffrey Inaba, Rem Koolhaas,

and Sze Tsung Leong, Taschen, Koln. 2001, p.408. “The built ...

product of modernization is not modern architecture but

junk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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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과 유사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통찰력 있게 이해

하고 민첩하게 응하는 건축가만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즉 콜하스에게 패션이란, 단순

히 의류 디자인이나 표피장식, 혹은 공간 장치이기보

다는, 소비문화 시 를 살고 있는 건축가 자신의 정체성

탐구를 한 략 태도에 가깝다. 본고는 이러한 확장

된 패션의 개념을 통해 콜하스의 작업을 분석하며, 그럼

으로써 패션과 조우하는 콜하스의 건축 작품이 생성하는

자율성의 구체 인 모습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범

패션, 건축, 그리고 자율성의 계성을 콜하스의 작업

을 통해 탐구하는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본 논문은 랑스 철학자 질 리포베스키 (Gilles

Lipovetsky, 1944~)의 패션이론을 면 히 살펴보며, 그

의 이론이 가져다주는 문화 함의를 고찰한다. 리포베

스키는 패션을 개인과 제도의 복합 이고 다층 인 계

와 얽힘에 의해 생성하는 일상생활의 조직이자 체계라고

간주하며, 그럼으로써 탈근 사회에서의 패션은 더 이

상 비 이론이 제기하 던 문화산업의 소외감과 상품물

신의 논리로 근되어지기 어려움을 지 한다.

둘째, 본고는 이러한 패션이론을 건축디자인의 에서

근하기 한 과정으로서, 라다 에피센터의 공간계획과

공간경험의 측면들에 해 분석한다. 첨단기술의 용과

뉴욕의 표 패션거리 소호라는 지역 맥락이 조화롭

게 반 된—종종 라다 소호라고 불리는— 라다 에피센

터는, 외 의 평이함과는 조 인 스펙터클한 내부공간이

특징 이다. 본고는 본 작품에서 콜하스가 어떻게 내부/외

부나 지역/세계, 매/구매와 같은 이분법의 논리를 포

하는 특이한 공간감을 불러일으키는지에 집 한다.

셋째, 본고는 이러한 공간계획 분석과 함께 라다 소

호를 기록한 편집본인 Projects for Prada Part 1을 분석

한다. 본 편집본은 뉴욕 세계 여러 도시들에 치한

라다 센터들의 작업들을 창의 으로 소개하는데, 놀랍

도록 사실 인 미니어처 모델과 다수의 모형 인물들이

특징 이다. 본 편집본을 통한 라다 소호의 분석은 3

차원 공간이 2차원 으로 제한된 자료에 의존한다는

한계 을 지닌다. 그러한 한계를 인지하면서, 본고는 미

니어처 모델을 콜하스의 확장된 패션 시스템으로 이해하

며, 3차원 공간 디자인에서 드러나지 않은 공간경험과

분 기의 순간들에 주목한다.

2. 리포베스키의 패션이론과 자율성

2.1. 사회 구분로서의 패션

패션을 사회 신분의 상징임과 동시에 개인 정체성

의 표 이라는 양가 속성에 주목하는 리포베스키의 이

론은, 패션산업을 포 하는 문화산업에 한 비

통과는 그 맥을 달리한다.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 1858-1918)

의 패션 이론은 패션의 소외 측면에 주목한다. 그의

1904년 논문 Fashion에서 짐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패션은 주어진 사례를 모방하고 한 사회 응의 요

구를 만족시킨다. ... 한 패션은 차별화의 요구, 차이를

지향하는 경향, 변화와 조의 욕구를 만족시킨다.”2) 20

세기 반 유럽 도시의 등장과 도시경험의 충격, 그리

고 다양한 신분계층들의 충돌이라는 도시 상에 주목

하는 짐멜은, 패션을 나약한 개인이 마주하고 맞서야 하

는 견고한 제도로 인식한다. 짐멜에 의하면, 개인은 “주

어진 사회를 모방”하거나 “사회 응의 요구”에 한

만족을 통해, 주어진 사회 상황 속에서의 치짓기를

시도하며 패션은 그러한 치짓기의 구체 인 수단으로

기능한다. 상 으로 낮은 사회 신분에 속하는 개인

이 자율성을 유지 획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짐

멜이 도시경험의 충격을 내부화하는 심리 상을

blasé 개념을 통해 기술하 듯이, 그는 개인과 개인, 그

리고 개인과 제도 사이의 계층화되고 계화되는 계의

양상에 보다 주목한다. 3)

짐멜의 패션이론을 근 유럽에서의 자본주의의 발

과 물질문화 탐구라는 에서 살펴볼 때, 사회학자 톨

스타인 베블린 (Thorstein Veblen, 1857-1929)의 계

이론은 요한 으로 작용한다. 그의 책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에서 베블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의 존경 [esteem]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해서 부

와 권력을 소유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았다. 부나 권력은

에 띠게 드러나야 한다. 왜냐하면 존경은 그러한 드러

남에 의해서만이 획득되기 때문이다.”4) 베블린이 말하는

드러남은 각 개인의 사회계 을 공고히 하는 행 이며,

패션은 이러한 맥락에서 그러한 드러남의 가시 인 수단

인 셈이다. 같은 책에서 그는 패션을 “낭비 지출”

(“wasteful expenditure”)의 수단임을 지 한다.5) 다시

말하자면, 화려하고 에 두드러지게 꾸미고 치장하는

것은 (베블린에 의하면) 반-자연 이고 한 도덕 으

로 선호되기 어려운 종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

이 자신의 사회 신분과 역량을 드러내기 해

2) Georg Simmel, Fashion,,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62 No.6, May 1957 (originally 1904), p.543

3) Georg Simmel, The Metropolis and Mental Life, Rethinking

Architecture: A Reader in Cultural Theory, ed. Neil Leach.

Routledge, London. 1997, p.73

4) Thorstein Veblen,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Dover, 1994,

New York, p. 42. 다음 논문으로부터 재인용: Nicky Ryan, Prada

and the Art of Patronage, Fashion Theory, Vol.11, Issue 1, p.10

5) Veblen,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Prometheus Books,

1998, New York,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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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불가피한 행 이다. 따라서 짐멜과 베블린에게 패

션이란 촘촘한 사회 네트워크에 의해 조직되어 있는

근 사회 속에서 개인의 치짓기와 구별짓기의 도구이

며, 이는 20세기 반의 계층화된 자본주의 사회구조에

한 비 시각으로 기능한다.

2.2. 개인의 자율성으로서의 패션

짐멜과 베블린의 패션에 한 논 은 21세기의 문화산

업을 이해하는데 있어 여 히 요한 이론 틀로 작용하

는 한편, 다원화되고 다층화된 21세기의 패션산업과 일상

생활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리

포베스키는 패션 시스템이 20세기를 거치면서 소비문화의

발 에 반응하며 진화해 오고 있으며, 패션이 “사회

응”이나 “낭비 지출”일 뿐만 아니라, 개인성의 표 이자

자율성의 기제로서 한 역할함을 주장한다. 그럼으로써

리포베스키는 테오도르 아도르노 (Theodor W. Adorno), 막

스 호르크하이머 (Max Horkheimer), 르겐 하버마스

(Jürgen Habermas), 기 드보르 (Guy Debord), 마틴 하이데

거 (Martin Heidegger)를 포함한 일련의 이론가들이 비

으로 바라본 문화산업의 민주 가능성을 탐구한다. 6)

그의 책 The Empire of Fashion에서 리포베스키는 다

음과 같이 말한다: “패션의 타락된 측면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민주 기 으로, 그리고 의식의 자율성으

로서 가져다주는 정 인 힘에 주목한다.”7) 리포베스키

에 따르면 패션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주체의 수행에

의해 작동하지만, 그러한 패션 시스템이 순환되고, 분배

되고, 경험되는 일련의 과정은 일상생활의 곳곳에 이미

깊숙이 침투하여, 더 이상 패션과 일상생활 사이의 명확

한 구분은 쉽지 않다. 리포베스키는 패션이 비록 “하찮

고, 일회 이고, [ 한] 모순 이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론 담론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자극제이다”8)

라고 말한다. 티슈, 기 귀, 라이터, 담배, 냉장고와 같은

다양한 주방용품과 가 제품, 그리고 무수히 많은 량

생산 제품들의 다양화 략은 무나도 거 해진 소비시

장을 단 으로 반 한다. 하지만 리포베스키는 그러한

다양화는 단선 으로 진행하 기보다는 긴 20세기의 과

정을 거치면서 소비자의 취향과 시 유행을 반 하며

상호 소통 으로 진화해 왔음을 지 한다. 다시 말해 20

세기 패션의 진화는 온 히 에서부터 아래로의 상업자

본 권력의 행사 다기보다는, 상업자본과 개인의 무수한

상호작용의 순간들을 통해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리포

베스키가 “소비는 비-사회화되어져오고 있다”9)라고 말할

6) Gilles Lipovetsky, The Empire of Fashion: Dressing Modern

Democracy, trans. Catherine Port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8

7) Ibid., p.6

8) Ibid., p.4

때, 그는 패션 시스템과 소비문화의 양상을 사회계 갈

등의 에서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

려, 그는 기하 수 으로 늘어나고 다양화되는 상업주체들과

제품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선택들로 특징지어지는 의

패션 시스템의 실천은 더 이상 구매-소비나 제도-개인과 같

은 이분법 도식으로 설명되어지기 어려움을 암시한다. 사

회 계 의 표상과 개인의 자율성 표 을 동시에 반 하는

패션의 양가 속성은, 따라서 리포베스키에게 소비문화와

일상생활 탐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이다.10)

3. 라다 소호의 디자인과 공간경험

3.1. 라다 소호의 도시 맥락

본 에서는 리포베스키의 패션이론을 으로 하여,

콜하스의 라다 소호의 공간계획과 공간경험의 측면들

이 어떻게 확장된 패션 시스템으로 작용하는지에 주목한

다. 라다 소호는 2000년에 커미션을 받은 후 1년 후

인 2001년에 완공되었다. 본 건물은 맨하탄 패션의 심

지로 알려진 소호 지역에서 로드웨이 거리와 린스

거리가 만나는 사거리의 코 에 치하여 있다. (그림

1) 구겐하임 미술 으로 사용되었던 본 공간은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며 (1층과 지하층), 콜하스는 이 두 개의

층들을 부분 으로 통합하고 분리하여 다층 이고 역동

인 공간을 연출한다. LA에 치한 라다 센터가

통 인 사드의 형태를 거부하며 거리로의 열림을 강조

한다면, 라다 소호는 빨간 벽돌과 일련의 아치형 창문

들로 구성되어, 맨하탄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지역건축

물들이 구성하는 거리경 의 문맥과 조화를 이룬다. (그

림 2) 여타 상 들과 구분이 힘든 평이한 라다 소호의

외 이 차별화되는 지 은, 로드웨이 거리와 린스

거리가 만나는 교차로 부분의 건물 모서리에 매달린 두

개의 간 들이다.<그림 1>

<그림 1> 라다 소호의 경 (2011) (©필자)

9) Ibid., p.145

10) Ibid., p.145. “In acquiring objects, we are aiming not so much at

social legitimacy and social difference as at a personal

satisfaction that is less and less concerned with the judgments

of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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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라다 소호의 주 출입구 (2011)

(©필자)

3.2. 라다 소호의 내부공간

평이한 외 과는 조 으로, 라다 소호의 내부공간

은 일련의 최첨단 장치들과 함께 다양하고 역동 인 내

부공간 디자인이 특징 이다. 라다 소호의 내부공간은

넓고 길쭉한 곡선벽, 공 에 매달린 시공간, 유리 엘리

베이터, 한 면을 완 히 뒤덮는 사진벽화 등의 여러 공

간 장치들로 구성된다. 수평으로 길쭉한 라다 소호

의 내부공간은 크게 다음의 세 역들로 구성된다.<그림

3>: 첫째, ( 로드웨이 거리를 기 으로) 왼쪽의 디스

이 역; 둘째, 계단을 포함한 가운데의 이동 역; 셋

째, 벽으로 가려져 있는 오른쪽의 시/캣워크 역. 흔

히 “웨이 ”라고 불리는 왼쪽에 치한 디스 이 역

은 라다 소호를 진입하는 이들에게 극 인 공간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핵심 인 부분이다.<그림 4>

<그림 3> 라다 소호의 1층 평면도 (©OMA)

<그림 4> 라다 소호의 “웨이 ” (©OMA)

밝고 반짝거리는 제 라우드 (zebrawood) 패 로 마

감된 “웨이 ”는 “[이동공간으로서의] 바닥, 시, 람

석, [그리고 여타] 건축 요소들”로 사용될 수 있는 복

합공간이다.11) “웨이 ”의 곳곳에는 바닥과 천장을 연결

시키는 거 한 기둥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에는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람석이 설치되어 있다.12) 이

러한 웨이 공간은 단지 시각 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데 그치기보다는, 수평으로 뻗은 소호거리로부터 매장에

진입하는 이들이 라다의 세계에 진입함을 알리는 일종

의 신호로서 작용하여, 두 개의 층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공간경험의 즐거움을 발한다.

이러한 웨이 공간이 라다 소호의 핵심 인 부분인

한편, 기타 공간장치들 역시 통합 이고 유기 으로 작

용하여 방문자가 본 매장의 특이성을 체 인 분 기로

느끼게끔 유도한다. 가령 라다 핸드백들이 진열된 1층

과 지하층을 연결시켜주는 유리 엘리베이터는 무미건조

한 이동공간이기보다는 일종의 확장된 쇼핑 역이다.13)

그리고 지하에 치한 탈의실은, 콜하스가 건축공간을

어떻게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능숙하게 다루는지를 보여

주는 다른 사례이다. 본 탈의실에 해 스테 니 캐

시 (Stephanie Cash)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사용자

는 바닥에 장치된 페달을 통해 미닫이 유리문을 투명 상

태에서 반투명으로, 그리고 완 히 닫힌 상태로 조 할

수 있다. 탈의실에 들어가면, 사용자는 자신의 모습을 거

울을 통해 볼 수 있으며 자신의 뒷모습을 비디오카메라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14) 한 탈의실 안의 온도와

공기는 각 사용자의 최 의 편의를 해 항상 유지· 리

된다.

천장에 매달린 일련의 움직이는 디스 이 공간들 역

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그림 5> 모터가

달린 트랙을 따라 이동하는 박스 형태의 디스 이 공

간은, 데이빗 존슨 (David Johnson)이 말하듯 “선반, 움

직이는 바, 마네킹 진열공간, 스태 를 한 서비스 단말

기로 기능하거나 비디오물을 보여주는 ‘유비쿼터스 진

열’” 등의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된다.15) 이러한 움직이는

시공간은 시각 역동성을 불러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콜하스 스스로가 이러한 장치를 “매달린 도시”

(“hanging city”)라고 표 하듯, 그는 마치 뒤집어진 도

시 지도를 라다 소호의 천장에 재구성함으로서 랜딩

략에 의해 작동하는 느슨한 도시-건축 복합체의 미래

분 기를 압축 으로 달한다.16)

11) Hillary Lobo, Gregory Giammalvo, and Raymond Quinn, Prada

Epicenter, New York, The ARUP Journal, January, 2003, p.21

12) Stephanie Cash, Koolhaas Designs for Prada in SoHo, Art in

America, Vol.90, Issue.4, 2002, p.33

13) David Johnson, Advanced Italian, ENTERTAINMENTDESIGNmag.com,

April 2002, p.11

14) Cash, op. cit., p.33

15) Johnson. op. cit.,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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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라다 소호의 이동 시공간

(©OMA)

이러한 첨단기술에 의한 공간확장과는 다소 다른 방식

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디스 이 역의 반 편에 치

한 사진작가 안드 아 거스키 (Andrea Gursky, 1955~)의

거 벽화이다.<그림 6 - 7> 라다 매장의 가로로 긴

한쪽 벽을 가득 메우는 본 벽화는 확 된 캣워크의 장면

들과 그것들을 구경하는 듯한 객들의 모습들로 구성된

다. 그 일부는 티에 참여하기 해 멋들어지게 차

려입은 한편, 다른 일부는 상의를 벗고 담배를 피우는

등 그들 앞에 펼쳐지는 축제나 공연을 람하고 즐기는

자유분방한 상황을 펼쳐낸다. 본 작품을 소개하는 책

Projects for Prada Part 1에서 거스키의 작품이 단면도

에 의해 표 되는 방식 한 인상 이다.<그림 6>: 본

단면도는 라다 소호가 치한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짙은 회색으로 처리하여, 본 매장 부분에 길게 늘어뜨린

거스키 벽화의 수평성을 시각 으로 강조한다. 마치

1960년 의 반제도 이고 항 인 의식으로 충만한 공

동체 문화와 거리 축제들을 연상시키는 거스키의 벽화는

랜딩 략에 의해 치 하게 디자인되는 라다 소호

안에 통합됨으로서, 기업 이미지와 느슨한 공동체 문

화가 공존하는 특이한 분 기를 연출한다. 17) 본 벽화의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마네킹들은 거스키의 벽화가 그려

내는 공동체의 이미지의 연속성을 흐트러뜨리는 효과를

불러일으키지만<그림 7>, 그럼에도 콜하스는 고 문화

와 하 문화라는 서로 상반된 듯한 문화 층 들을 엮

어서 보다 범 한 랜딩 략을 실 시킨다.

16) El Croquis, AMOMA REM KOOLHAAS: Delirious and More,

131/132, 2006, p.153: “Large metal cages for merchandise and

display are suspended from an overhead track system and

creates singular shopping addresses, like inverted buildings in a

street – a 'hanging city‟. These display volumes can contract

at the back of the store into a solid volume and free the space

for public activities.”

17) 니키 라이언은 라다 소호 매장 내의 거스티 벽화를 두고, 라다

의 “그린 스토어” 만들기 략이라고 말한다. Ryan, op. cit., p.14

<그림 6> 라다 소호 1층 벽면을

구성하는 안드 아 거스키의 벽화 (주

출입측면) (©OMA)

<그림 7 >안드 아 거스키의 벽화

상세 (©OMA)

3.3. GPS로서의 라다 소호

라다 소호의 패션 시스템과 공간경험의 의미는, 앞

에서 논의한 패션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시각들에 의해

기술될 수 있다.

먼 짐멜과 베블린의 논지에 의하면, 라다 소호는

치 한 랜딩 략에 의해 구 된 건축 작품으로서, 구

매 능력이 있는 특정 계층에게 열려 있는 차별 공간으

로서 다가온다. 주변지역의 경 문맥을 따르는 라다

소호의 평이한 외 은 일종의 략 은폐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뉴욕 타임스 기자 크리스토퍼 하썬

(Christopher Hawthorne)은 라다 소호의 사드 디자

인을 두고 “비정면 정면” (“non-facade facade”)이라

고 부르면서, 콜하스의 작업은 “공공공간과 상업공간 사

이의 혼종 조건을 만든다”고 주장한다.18) 하지만 하썬

18) Christopher Hawthorne, Capt. Koolhaas Sails the New Prada

Flagship, New York Times, 15 July 2004. 비슷한 맥락에서 하썬

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라다 소호의]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은

에 보이지 않는다: 본 건물은 통 인 의미에서의 상 의 요소

들을 지니고 있지 않다.” (페이지 번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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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 하듯 이러한 혼종 조건은 모두에게 향유되는

종류의 것이라기보다는, “본 회사의 최고의 랜드 자부

심을 함축하는 계산되고, 심지어 오만한 종류의 무

[nothingness]”19)라고 비 한다. 이러한 략 무, 혹은

고 화를 겨냥한 략 비움의 미학은 사회학자 게오르

그 짐멜의 견지에서 볼 때 특정 계 의 취향과 구별에

의한 “사회 응”의 결과인 셈이다.

하지만 라다 소호의 다양화된 공간 장치의 경험

은, 캐롤린 토마스 (Carolyn Thomas de la Pena)가 말

하는 “고조된 개성의식”을 불러일으킨다. 토마스에 의하

면, 라다 소호는 “시각 이거나 감각 인 기술”으로 인

해 고객들이 진열된 제품들과 심리 인 유 감을 형성하

게끔 발한다.20) 움직이는 진열 , 자 거울이 장착된

탈의실, 유리 엘리베이터, “웨이 ,” 그리고 공동체 문화

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거스키의 벽화와 같은 첨단/반

-첨단 (semi-high-tech) 기술 표 들에 의해 작동하

는 라다 소호는, 행 로서의 쇼핑이 공간 특이성에

우선할 뿐만 아니라, 방문자들로 하여 그들의 지역

이고 세계 인 계망을 인지하도록 도와 다. 토마스는

이러한 시스템을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라

고 명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GPS는 라다 소

호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소비자가 세계시장 속에서 자신

을 문자 그 로 치지울 수 있게끔 해 다. 매장 내

기술의 사용을 통해, 라다는 세계 인 제품과 소비자

의 신체 사이를 재한다.” 21) 이러한 확장된 패션 시스

템은, 리포베스키에 따르면 “개인 자율성이라는 오래

된 화두에 한 염원을 구 시킨다.”22) 비록 잠재 구

매자에게 보다 열려 있는 이러한 확장된 패션 시스템은

구매-소비라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한정 이고 일회

으로 작동한다는 한계 이 있지만, 동시에 타인과의

구별로서가 아닌 개인성의 표 이자 즐거움의 도구로서

의 패션을 인지하고 경험하게끔 해 다.

4. 확장된 패션 시스템으로서의 미니어처

라다 소호

뉴욕의 패션 거리 한 가운데에 치한 라다 소호가

도시 맥락과 공간 연출에 의해 확장된 패션 시스템

의 물리 구 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 본 건물의 미니

어처 모델과 편집본 Projects for Prada Part 1을 통한

그것의 2차원 표 은 다른 패션 시스템으로서 기능

19) Ibid. (페이지 번호 없음)

20) Carolyn Thomas de la Pena. Ready-to-Wear Globalism:

Mediating Materials and Prada’s GPS, Winterhur Portfolio,

Vol.38, No.2/3, Summer–Autumn, 2003, p.112

21) Ibid., p.112

22) Lipovetsky, op. cit., p.148

하며 새로운 분 기와 정서 차원을 펼쳐낸다. 콜하스

의 편 Content에 포함된 짧은 에서 니콜라스 퍼켓

(Nicholas Firket)과 마르쿠스 쉐퍼 (Marcus Schaefer)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라다] 에피센터’는 개념으

로서의 불안정성을 함의한다. 본 매장은 랜드의 성지

이기보다는 끊임없는 실험 [그 자체]이다.”23) 퍼켓과 쉐

퍼는 라다 소호에서의 행사와 워크샾 등의 이벤트를

통해, 본 매장을 단순한 상업공간이 아닌 공공 역의 메

카로 상승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함축한다. 이러한 이벤

트들이 퍼켓과 쉐퍼가 말하는 “불안정성”과 “실험”의 한

측면이라면, 본고는 미니어처 모델의 구 과 그것의 2차

원 표 은 다른 소통과 상호작용의 장으로서 기능

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라다 소호의 완공과 같은 해인 2001년에 출 된 본

편집본은 맨해튼, 샌 란시스코, 로스 엔젤로스 등에

치한 라다 매장들에 한 일련의 진행과정 결과 이

미지들로 구성된다.24) 본 책의 앞부분에서 콜하스는 이

러한 라다 시리즈를 “사치” (“luxury”)의 개념을 통해

근하며, 다음의 다섯 문장들로 표 한다25):

1) “사치는 주목이다.” (“Luxury is ‘Attention.’”)

2) “사치는 거칠다.” (“Luxury is ‘Rough.’”)

3) “사치는 지능이다.” (“Luxury is ‘Intelligence.’”)

4) “사치는 낭비다.” (“Luxury is ‘Waste.’”)

5) “사치는 안정이다. (Luxury is ‘Stability.’”)

선언문의 형태를 띈 사치에 한 콜하스의 발언은 표면

으로는 명확한 의미를 달하는 듯하다. 하지만, 동시

에 사치는 “안정”인 동시에 “낭비”라는 주장은 다소 모순

으로 다가온다. 다시 말해서, 콜하스는 행 와 념으

로서의 사치가 불러일으키는 도덕 가치를 미묘한 방식

으로 뒤틀어버리며, 그럼으로써 그는 사치의 정 가

능성들에 주목한다. 앞 에서 살펴보았듯, 사치 개념은

베블린이 주목한 계 이론의 구체 인 이다. 베블린

에게 사치란 부와 권력의 상징이자 “낭비 지출”의 실

천이며, 그것을 드러냄은 사회 계 과 타인과 구별되

는 미 취향 경제 지 를 공고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의복 치장으로서의 패션은 그러한 공고화의

구체 형태이다). 하지만 콜하스는 사치를 “낭비”임과

23) Rem Koolhaas (ed), Content: Triumph of Realization, Taschen,

Kohn, 2004, p.326

24) 콜하스의 여타 출 물에서 드러나듯, 콜하스는 책을 하나의 축소된

세계로 간주하고, 여러 정보와 지식의 편들을, 마치 주제별 백과

사 을 구성하듯 배열하고, 그럼으로써 학술서 이 개 보여주는

논리 개를 거부한다. 콜하스의 책에서 이미지와 은 때로는

연결되지만, 많은 경우 서로 분리되어 독자로 하여 내용을 이해

하는데 있어서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25) Rem Koolhaas, Projects for Prada Part 1, Fondazione Prada

Edizioni, Milan, 2001 (페이지 번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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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지능”이자 “안정”이라고 발언함으로서,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양가성에 주목한다. 라다 소호가 단 면

당 공간의 기능 측면을 극 화하지 못하 다는 한

인터뷰 질문에 해 콜하스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우리는 다른 사치품으로서의 낭비 공간에 주목하고

싶었다.”26) 콜하스의 답변은 공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건축가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모순 으로 들리는

데,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그의 근 건축의 기능주의

에 한 비 이 자리잡고 있다. 그럼으로써 콜하스는 건

축의 랜드화, 공간 유희, 도시와 건축의 혼종화, 첨

단기술과 하 문화의 공존과 같은 디자인 술들을 통해

새로운 공간경험의 차원을 탐구한다.

나아가, 본 책에 수록된 미니어처 라다 소호의 이미

지들은 리포베스키가 말하는 “확장된 패션 시스템”으로

서 기능한다.<그림 8 - 11> 라다 소호에 한 36개의

이미지들 , 처음 8개는 소호 지역의 지도와 건축도면

등의 본 로젝트에 한 사실 인 정보를 달한다. 한

편 나머지 이미지들은 치 하게 제작된 라다 소호의

미니어처 모델과, 그 속에 배치되어 있는 다양한 모형

인물들을 포함하는 일상 풍경들로 구성된다. 모형 인

물들의 일부는 거칠게 제작되어 표정 등이 명확히 드러

나지 않는 한편, 다른 일부는 놀랍도록 섬세한 표정이

새겨져서 마치 일상생활의 장면이 재 된 듯한 느낌마

자아낸다. 미니어처 모델 속의 인물들은 배회하고, 한쪽

다리를 비스듬히 한 채 VIP룸 앞에 서 있고, 람석에

앉아있거나, 탈의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다른 이들

과 화하고, 엘리베이터 속의 제품을 구경하는 등, 다양

한 일상생활 속의 행동과 몸짓들을 연출한다. 이러한 모

형 인물들은 형식 인 미니어처 모델링의 요소이기도 하

지만, 동시에 실제 라다 소호에서 반드시 일어나지 않

을 종류의 행동, 표정, 몸짓, 계맺기 등의 순간들을 연

출하며, 그럼으로써 라다 소호와 개인 사이의 다층

계성을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표 한다.

<그림 8> 라다 소호의 미니어처

모델 (©OMA)

26) Carl Swanson, The Prada Armada, New York Magazine

(nymag.com), April 16, 2006 (페이지 번호 없음)

<그림 9> 라다 소호의 미니어처 모델 (©OMA)

<그림 10> 라다 소호의 미니어처 모델 (©OMA)

<그림 11> 라다 소호의 미니어처

모델 (©OMA)

이러한 라다 소호의 미니어처 모델은 본 로젝트의

진행과정을 기록하는 자료 이상의 것이 아니기도 하지

만, 동시에 그 자체로서 반복될 수 없는 자율 인 세계

를 그려낸다. 본 미니어처 모델은 실제 공간의 생동감과

디테일 등이 축소된 형식 구축물이기보다는, 오히려

일상 공간경험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잠재된 경험의

층 를 펼쳐내는 무한의 역이기도 하다. 인류학자 클

라우드 비-스트로스 (Claude Lévi-Strauss)가 “모든

미니어처는 고유한 미학 특성을 지니는 듯하다”27)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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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듯, 콜하스의 미니어처 모델은 실제 공간에서 반복

되는 구매와 소비의 행 에 자칫 가려져서 주목되지 못

하는 무목 공간경험의 특이성을 반 한다.

왜 콜하스는 이토록 언뜻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과정

으로서의 미니어처 모델을 그토록 사실 으로 표 할까?

이러한 질문에 한 여러 해석들이 가능하겠지만, 본고는

이러한 사실 미니어처 모델을 그에게 주어지는 건축가

로서의 책임과 그러한 책임의 이행 사이에서 발생하는

‘틈’과 ‘불안정성’의 구체 인 사례로 해석한다. 사라 이

(Sarah Whiting)과의 화에서 콜하스는 “기업 인

것과 불안정한 것 사이의 교차 ”에 한 심을 표 하

며, 그럼으로써 “세계화 아래에서 균일하게 작동하는” 듯

한 자본주의 체제의 균열과 굴 , 그리고 불안정성과 빈

틈의 순간들에 주목한다. 28) 라다라는 거 기업과의 조

우를 통해 구 된 본 매장은 분명 “기업 인 것”이다. 하

지만, 콜하스는 그러한 기업 공간이 일상 생활공간에서

유되고, 재 되고, 주목되고, 스쳐 지나가는 일련의 과

정들이 불가피하게 불안정성을 발생시키는 부분에 주목

한다. 나아가서, 콜하스는 랜드 디자인을 요구사항을

기계 으로 반 하는 차가운 과정으로 여기기보다는, 의

뢰자, 건축가, 고객, 여타 참여주체들 사이의 느슨한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확장시킨다. 마이클 소킨 (Michael

Sorkin)과의 인터뷰에서 콜하스가 “ 랜드는 민주 인

것”이며 “짧게 말해서 ... [ 랜딩은] 우리 [그 자체이]다”

라고 말하듯, 그는 랜드 디자인이 소비문화에 의해

발되는 민주화의 과정임을 암시한다.29)

5. 결론

본 논문은 맨해튼의 패션거리 소호에 치한 렘 콜하

스의 ‘ 라다 소호’ 분석을 통해, 패션 시스템과 조우하

는 건축 디자인이 발생시키는 확장된 자율성의 측면들에

주목하 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통해 본고는 다음의 세

가지 결론들을 도출한다.

첫째, 사회 신분의 상징임과 동시에 개인 표 의

수단이라는 리포베스키의 패션 이론은, 패션을 단순히

유행의 따름이나 문화산업의 하 장르로서 이해하기보

27) Claude Levi-Strauss, The Savage Min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66, p.23

28) Rem Koolhaas and Sarah Whiting, A Conversation between Rem

Koolhaas and Sarah Whiting, Assemblage, No.40, Dec 1999, p.40

29) Michael Sorkin, Brand Aid: Or, The Lexus and the Guggenheim,

Harvard Design Magazine, Fall 2002/Winter 2003, No.17, p.2: “It

[brand] was not some top-down affair, some message to be

banged into consumers‟ heads. The brand was a conversation,

an ongoing dialogue between companies and the people. The

brand was a democratic thing, an edifice that the people had

helped buld themselves simply by participating in the market.

The brand, in short, was us.”

다는, 오히려 그것이 펼쳐내는 새로운 감각 차원과 확

장된 일상생활의 순간들에 주목한다. 비 이론의 통에

서 바라보는 패션은 사회 신분의 드러냄과 사회

응 차별에 주목하는 한편, 리포베스키는 (특히 유럽)

후 사회에서의 패션 시스템은 더 이상 그러한 소

외와 스펙터클의 논리에 의해 이해되기 힘듦을 주장한

다. 차 으로 다양화되는 구매품이나 고 략, 그리고

그것들의 일상 생활 역으로의 확장은 일종의 “민주화”

과정이며, 이는 리포베스키와 콜하스의 패션에 한 이

해가 일맥상통하는 요한 부분이다.

둘째, 이러한 확장된 패션 시스템의 개념을 바탕으로

콜하스의 작업을 분석함으로서, 본고는 라다 소호가

단순히 거 패션기업의 이미지 만들기를 수동 으로 돕

기보다는, 그러한 조우와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활양식과 경험의 층 를 탐구할 수 있는 으로 여

김을 주장한다. 내부공간의 다양화와 첨단/반-첨단 기술

의 혼용은 다수의 잠재 구매자와 거리 행인을 본 상업

공간으로 끌어들이고 특이한 공간경험을 가능하게끔 한

다. 한 라다 소호의 미니어처 모델과 모형 인물들은

실제 매장을 재 하는 부수 인 자료로서 기능하기보다

는, 그 자체로 자율 인 세계를 구축하며 확장된 패션

시스템이 생성할 수 있는 정되지 않은 활동, 이벤트,

정서성, 분 기, 감각, 인지의 순간들을 드러낸다. 이러

한 미니어처 모델은 나아가 콜하스가 주목하는 건축가의

책임과 그러한 책임의 이행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틈’과 ‘불안정성’의 순간들이다.

셋째, 리포베스키의 확장된 패션 시스템으로 본 라

다 소호의 사례연구를 통해, 본고는 라다 소호가 단순

히 소외감과 상품물신을 반 하는 스펙터클의 공간이기

보다는, 규정되지 않은 의미가 끊임없이 지고 펼쳐

지는 탄력 인 역임을 주장한다. “ 랜드는 민주 인

것”이라고 한 것처럼, 콜하스는 그의 랜드 디자인을

일상생활의 층 와 상반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

려, 콜하스는 그의 디자인 과정을 통해 그 자신을 포함

한 동료, 건축주, 잠재 구매자, 행인, 여타 참여주

체들이 조우하는 느슨한 공동체성을 펼쳐낸다. 다시 말

해 콜하스는 패션 시스템을 그의 건축 디자인의 요한

부분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패션-건축의 통합과

일상생활 사이의 계성을 그의 작업을 통해 표 하고자

하며, 이는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면서 확장된 자율성을

동시에 펼쳐내는 소비문화의 양가성의 요한 함의를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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