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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근대건축이 도래한 이후 클래딩의 원리는 건축의 외

피를 자유롭게 하였지만 건축표면에 대한 논의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모더니즘의 이상, 포스트모더니즘의 상

징체계, 해체론을 위시한 시각적 재현의 흔적들은 건축

이론으로서의 쟁점이 아닌 실재하는 직능(profession)의

영역에서도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형태와 상징성을 제거한 건축외피 자체의 표현

성을 실험하는 건축가들의 최근 작품에서는 과밀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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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화된 장식성의 경향이 포착되고 있다. 건축표면에

대한 자율적 표현이 심화되면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각적 충격을 이끌

어 내고 있다. 근대의 비표상성과 현대의 친환경적 성

능1), 장식성과 같이 서로 다른 장(field)에 속한 요구들이

동시에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건축표면에서 시각성에 대

한 경도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요구들은 서로

에게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 현대건축의 표면을 이전의

양식(style)과 같이 명쾌하게 유형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근대를 거쳐 지속되어온 건축 표면의 논의에

서 장식성의 의미가 전복을 거듭하는 왕복성을 가지고

1) 패시브 디자인을 통한 외피 성능 요구는 각 국에서 수치적으로 법
제화되어 규제됨으로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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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관점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고전적 건축에서의

절대적 위상을 갖지 못하는 현재의 건축표면은 고급문화

로서 위치하기 위하여 20세기 이후 미술의 전략을 채택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흐름으로 주목할 점

은 의미의 전달이 아닌 시각적 표현을 위한 장식적 특성

이 나타나게 되었다. 절대적 권위를 가진 모순과 갈등

등의 화합은 허위라는 근대의 비극적 조건2)을 부정적

사유와 허무를 통해 정교한 지성으로 승화시킨 마르셀

뒤샹의 앵프라맹스(inframince)는 인식의 전복에 중요한

해법으로 참조될 수 있다. 따라서 앵프라맹스가 일상적

인 것들의 도발을 통하여 현대 건축표면을 대중과 관계

하게 하는 예술적/건축적 전략임을 이해하고, 건축 표면

의 의미가 건축 자체의 논리로부터 욕망과 과시적 소비

에 밀접해짐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뒤샹의 예술전략을 파악하고 현재에도 유효

함을 고찰하고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개한다. 2장에서

는 20세기 초 회화에서 나타난 레디메이드가 고전적인

가치판단의 기준을 전복시켜 망막적 예술에 대한 해체를

이루어 냄을 검토하고, 그의 앵프라맹스가 건축표면을

식별하는 태도와 관련됨을 살펴본다. 3장은 근대 이전부

터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에서 장식성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 근대성과 장식성이라는 상이한 위계의 주제를 분

석하기 위하여, 장식성의 위상을 연대기적으로 고찰하여

그 한계와 가능성을 유추한다. 4장에서는 건축표면에서

표현이 두드러지는 장 누벨과 헤르조그/드뫼론의 작품에

서 나타나는 장식의 특성들이 앵프라맹스를 드러냄을 살

펴봄으로써 뒤샹의 예술전략이 건축표면에서 갖는 의미

를 이해하여현대의 건축표면에 내재된 방향성을 드러내

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건축표면의 장식성에 대한 연대기적 의미

는 당대 모든 건축물의 입면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주로 논의될 장식성은, 근대까지는 양식(Style)을 대표하

였으며, 현재와 미래에서는 건축표면이 양식보다는 트렌

드(Trend)로 읽히는 것이 타당하리라는 후속 연구의 전

제가 된다.

2. 뒤샹의 반예술과 앵프라맹스

2.1. 뒤샹의 반예술 : 우연

2) 카치아리는 서구의 전통적 사고가 근대의 문제점을 해명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초점을 두는 부정적 사유(negative thought)를 통해
근대의 비극적 조건을 설정한다. (Massimo Cacciari, Architecture
and Nihilism : On the Philosophy of Modern Architecture.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93, p.37)

20세기 초 유럽의 다다이스트들은 숱한 형태의 삶을

사랑하고, 삶이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저

기, 저기(da,da,da)에도 있다는 점에서 ‘예술은 무용하고

정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라는 반예술적 선언을 하였고,

뒤샹은 레디메이드로 예술계에 대한 반예술적 실천을 하

였다. 레디메이드는 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해 재료와 기

법, 형식을 규정하던 기존의 예술과 달리 예술의 제도를

거부함으로써 예술작품이 되지만, 역설적으로 미술전시

라는 매개를 통해서 작품이 관람될 때 예술작품이 된다.

따라서 뒤샹의 레디메이드는 미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게

되며, 예술작품의 가치는 관람자의 관찰을 통한 정서적

체험에 의해서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으로부터 무의미한

것에 의미를 부여할 때 의미가 생기는 수사학적 영역으

로 이동하게 된다.

레디메이드는 삶의 애매한 의미와 예술활동을 거부하

는 데서 도출해낸 논리적인 결론이었다. 그는 이들 레디

메이드들은 자신이 그것들을 예술작품이라고 말하는 즉

시 예술작품으로 화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오브제, 예를

들어 석탄 푸는 삽을 그가 선택할 때, 이 삽은 주목받지

못한 사물의 세계에서 이탈되어 특별히 주목받을 만한

예술작품의 세계로 이전된다. 즉, 그런 물체들에 시선을

던지는 일로 말미암아 그런 물체들은 예술작품으로 화하

게 된다. 뒤샹은 레디메이드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이야

기한다. “‘레디메이드라는 단어가 절실히 요구 되었다.

이 말은 예술작품도 아니고 습작도 아니며， 예술계에

사용된 어떤 용어에도 적용되지 않는 이러한 물건들에

딱 들어맞는 것이었다.”, “‘작가가 아무것도 한 행위가 없

어 보이는 작품을 완벽하게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때 사

람들은 관심을 갖거나 놀라워한다. (...) 오브제의 선택은

매우 어렵다'. (...) 미학적 감동이 없는 일종의 무관심성

에 도달해야만 한다. 레디메이드의 선택은 시각적 무관

심성과 함께 좋아하고 싫어하는 취미의 부재에 기초를

두어야한다.3) 뒤샹이 말하는 무관심성은 의미의 부재가

아니라 의미부여가 가능한 비어있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그와 같은 예술작품은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에게서

자신의 내면화에 이르러서 비로소 완성 된다. 예술작품

의 의미는 데리다의 파레르곤처럼 무의미와 의미의 중첩

이며 어떤 확고한 경계를 지니는 것이 아니다. 뒤샹의

레디메이드는 의미와 무의미의 대립을 무력화시키면서

동시에 작품이 만들어지는 기제로 작용하고4) 망막적 예

술이라는 예술의 전통적 가치관을 해체한다. 예술작품은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작가와 관람자의 주관적 판단

3) Pierre Cabanne, Dialogues With Marcel Duchamp, 마르셀 뒤샹;
피에르 카반느와의 대담, 정병관 역, 초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서울, 2002, p.95

4) 조광석, 뒤샹의 작품 샘(Fountain)에서 제기하는 해체의 의미와 영
향, 한국기초조형학회 기초조형학연구, 제15권, 5호, 2014.10, p.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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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념화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언어적 유희로 전환되

는 것이다. 따라서 뒤샹의 레디메이드는 감각적인 경험

보다는 지성적인 경험의 소산임으로 레디메이드의 의미

는 경험의 개념 속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예술

에 대한 허무주의자로 알려진 뒤

샹이 정교한 지성과 과학적인 유

희를 형식과 표현으로 구현시켰

다는 점이다. 그는 거대한 유리,

<The Bride Stripped Bare by

Her Bachelors>가 회화작품이

되기 위하여 작품의 일부분에 뉴

욕의 먼지가 묻도록 두고 픽사티

브로 고정시킬 부분만 남기고 먼

지를 닦았다. 그림의 일부분은

연하게 노르스름한 색조를 띠게

되었고, 그 부분은 다른 부분들

과 다르게 보이도록 하는 의도된

뉘앙스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뒤샹은 반예술가나 무예

술가가 아닌 여전히 화가인 것이다. 그가 예외적으로 예

술적 방식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뒤샹은 우연을 동원하

였다.5)

그러나 이러한 기

교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뒤샹이 작품의

형체가 수학적인 정확

성을 획득하고자 하고

작품의 최종적인 의미

가 합치하도록 만들고

자 한 점이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증거는

그의 데생 모음집에서

발견되는데, 뒤샹은 비행기나 우주선을 설계하듯이 각각

의 세부를 계산하였다. 여기서 영감을 주는 역할은 우연

이 하지 않고 반우연이 하였다. 즉, 측정하고 반성하는

의지가 주도하였으며 윤리적인 가치라고는 없는 세계에

서는 측정 가능한 것이 유일한 실재로 제시된다.6) 모든

물체들은 우연으로 존재하고 있고, 객관적인 세계에서

5) 다다는 모든 것은 해방되어야 하는데, 이전에 존재하였던 모든 것
이 전면적으로 부정되기 전에는 결코 인지될 수 없었던 새로운 기
능을 모두가 시현하여야 하며 그렇게 될 때까지는 스캔들, 파괴,
도발, 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 경우, 우연(le
hasard)은 예술영역의 확충에 의한 소산이라기보다는 해체와 저항,
무제약적 소망에 수반되는 요소이고, 결과적으로 예술 영역 내에서
반예술(l'anti-art)이 탄생한다는 입장이었다. (Hans Richter, Dada:
Art and Anti-Art, 다다; 예술과 반예술, 김채현 역, 2판, 미진사,
서울, 1994 p.148)

6) Ibid., p.49

그 물체들이 외형적 배열의 이상이기 위해서는 확신할

수 있는 가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뒤샹이 예술에

반대하여 시위를 표명한 활동의 가치는 예술이라는 인습

적인 물신(物神)에 대항하여 반물신(反物神)을 확립한 것

이다.7) 뒤샹은 관찰자를 오브제와 대립하도록 함으로써

현존재를 확증시킨다.

2.2. 앵프라맹스 : 불안정한 경계
뒤샹의 작품에서는 성적인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일관

되게 나타난다. 모나리자 복제품에 수염을 그려 넣은

<L.H.O.O.Q>는 프랑스어로 발음하면 ‘elle a chaud au

cul’이 되어 ‘그 여자의 엉덩이는 뜨겁다’는 말과 유사하

다. “콧수염과 턱수염에 대해 이상한 것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남자가 된다는 것이다.

<모나리자>는 남자로 위장한 여

자가 아니다. <모나리자>가 실제

로 남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깨

닫지 못했던 나의 발견이었다.”8)라

는 뒤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여

자(elle)로 불리도록 유도한 것은

복수적인 성정체성을 부여하여 확

고함을 전복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시간이 지난 이후 <L.H.O.O.Q.

Shaved)>에서 언어적 유희를 통한

평가의 모호함을 다시 제시하였다.

뒤샹의 작품들은 각 성별들이 대치되고 혼합되어 성

별 간의 경계에 대한 혼란을 이끌어 낸다. 따라서 성별

의 차이는 고정된 경계에 의해 양분되는 대립 영역이 아

니라 상호 침투하며 교환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대체된

다. 이처럼 뒤샹은 복수적 정체성9)

을 추구하며 스스로 여장을 함으로

써 작품의 다른 서명자로서 로즈

셀라비라는 자아를 분리시킨다. 아

멜리아 존스(Amelia Jones, 1961-)

에 따르면, 로즈 셀라비는 남성을

대체하는 여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의 고정되지 않은 비결

정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뒤샹의 작

품에서 젠더 그 자체는 변경이 가

능한 체계이다.10)

7) Ibid., pp.324-336
8) Arturo Schwarz, The Complete Works of Marcel Duchamp, 1st

ed., Harry N. Abrams, New York, 1969, p.477
9) 배수현, 망명과 노마디즘적 특성에 따른 마르셀 뒤샹의 전위
(dislocation)의 공간, 홍익대 석사논문, 2014, p.24
“뒤샹은 어떠한 불변하는 고정된 것도 전복시키기 위해 전략적으
로 자신의 정체성을 복수적으로 만들었다.”

10) 전혜숙, 아멜리아 존스의 포스트모더니즘과 마르셀 뒤샹의 성(性)

<그림 4> Marcel
Duchamp, Rrose
Sélavy(A pun on the
French adage “Eros,
c’est la vie”), 1920

<그림 1> Marcel
Duchamp, The Bride
Stripped Bare by Her
Bachelors, Even (La

mariée mise à nu par ses
célibataires, même),

1915-1923

<그림 2> Marcel Duchamp, Sketches of
<The Bride Stripped Bare by Her

Bachelors, Even (La mariée mise à nu
par ses célibataires, même)>, 1915-1923

<그림 3> Marcel
Duchamp, L.H.O.O.Q.

Shaved,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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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립 영역들이 서로 침투하는 것은 뒤샹이 만

들어 낸 ‘앵프라맹스(infra-mince)’라는 개념에서 드러난

다.11) 어떤 것의 ‘아래에’라는 의미의 ‘infra-’와 ‘얇은’ ‘얇

은’이라는 뜻의 ‘mince’가 결합된 ‘앵프라맹스’는 뒤샹이

작성한 메모들에서 형용사이자 명사로 사용된 포괄적인

개념이다. 뒤샹은 앵프라맹스에 대해 예시만을 들 수 있

다고 하였고 뒤샹의 주요 기록을 모아 발행한『노트

(Notes)』에는 앵프라맹스에 관한 예시와 단서가 노트

1-46으로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담배 연기가 담배 냄새와 입 냄새를 동시에 낼 때 두

냄새는 앵프라맹스에 의해 결합된다.”, “앵프라맹스(형용

사)는 명사가 아님. 결코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자리의 온기(방금 떠난)는 앵프라맹스이다.”, “유리에 그

린 회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반대의 면에서 보일 때

앵프라맹스이다.”, “냄새는 색보다 앵프라맹스에 가깝다.”12)

뒤샹의 노트들이 설명하는 앵프라맹스는 경계를 이루

는 상호 영역들이 뒤섞이는 찰나의 모호함을 포착하고자

하는 것이다. Rrose Sélavy, L.H.O.O.Q. 등 그의 작품 대

부분에서 쓰이는 동음이의어의 활용은 언어에 대한 앵프

라맹스이며 생에 대한 그의 희극적 태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운 희극성 때문에 신랄한

지성을 발휘할 수 있었고 앵프라맹스의 개념을 통해 서

구 미학의 기초 개념을 재정립할 수 있게 된다. 아멜리

아 존스에 따르면 앵프라맹스는 데리다의 차연(différance)

에 의해 작동하며, 후기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자아와 타

자, 제작자와 관람자 혹은 관람되는 이미지, 현존과 비현

존 사이에 안정적인 차이의 집합과 경계가 존재한다는

사고를 혼란시킨다.13) 즉, 주체가 타자와 대립하는 경계

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 불안정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

고 있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진술들은 고정된 경계에 대한 부정을 명

확히 한다. “앵프라맹스는 어떤 의미로는 간격을 또 다

른 의미로는 스크린을 가리키기 때문에 스크린보다 좋

다. 앵프라맹스는 내부에도 외부에도 있지 않은 무한히

얇은 층으로서 차이를 정의하는 동시에 차이를 배제하는

것이다. 변화과정을 함축하는 가능성, 즉 하나로부터 다

른 것으로의 변화는 앵프라맹스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문제, 현대미술사연구, 제9집, 1999.2, p.142
11) 헥터 오발크는 뒤샹의 노트를 토대로 앵프라맹스를 세 단계로 구
별한다. (1) 물리적 의미에서 극한으로 얇은 막. “1/10mm = 100μ 

= 종이 두께의 얇음” (2) 쉽게 상상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존재
하지 않는 차이. “그림자의 두께” (3) 지각할 수 없고 오직 상상만
할 수 있는 차이. “총의 폭발 소리와 과녁에 탄환 구멍이 뚫리는
환영이 보이는 순간 사이의 앵프라맹스 분리”
(http://www.toutfait.com/issues/issue_2/Articles/obalk.html, 201년
10월 11일 웹접속)

12) 배수현, op. cit., pp.26-27
13) 최원희, 뒤샹 작품에서의 젠더 역할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6, p.58

절대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단지 움직이는 것만을

다룬다.” 이는 역설적으로 주체와 객체 사이에는 아무리

다가서도 얇은 빈틈이 생김을 의미한다. 특히 수작업과

서명으로써 원본과 복제본의 관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다

음과 같이 언급한다. “2개의 대량 생산된 [같은 몰드로부

터] 오브제 간의 차이에서 최대의 정확함을 얻을 때 이

를 앵프라맹스라고 한다.”14) 앵프라맹스는 얇은 차이들

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외관상 같은 것들 사이의 얇

은 차이의 경계를 드러내기 위해 고안된 예술적 전략이

다. 삶에 대한 희극적 태도를 바탕으로 경계에 대한 지

적 탐구였고, 불안정한 경계를 통하여 관람자에게 모호

한 지각과 인식의 교란을 일으켜 충격을 전달하였다.

레디메이드 전략

배경
다다의 반예술적인 선언을 기반으로 함
삶의 애매한 의미와 반예술의 실천을 기반으로 한 사유

개념
의미와 무의미의 대립을 무력화시켜 작품 제작의 기제로 작용
시각적 취미의 대상이었던 예술을 관람자의 판단 대상으로 전복

기법
산업생산된 일상의 사물을 사용
우연의 동원 / 계산된 반우연
언어적 유희

목적
관찰자와 오브제와 대립
앵프라맹스를 드러냄
관람자의 충격을 전달하기 위한 도발

<표 1> 뒤샹의 레디메이드 전략 요약

당대의 고전적 사유를 형성한 칸트 미학은 시대에 대

한 자기비판이라는 모던적 요소와 숭고에서의 몰형식이

라는 포스트모던적인 요소를 두루 지니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뒤샹은 예술에 대한 개념의 전복과 유희로 예술

의 성질을 바꿨다. 개념적 접근을 통해 예술은 정당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칸트에게서 ‘이것은 예술이다’라

는 말은 ‘예술’이라는 말로 대체된다.15) 건축에서도 “아

름다움에 대한 환상”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재현의 가치에

대한 의심과 동조를 이룬다. 베르나르 앙뷔르제는 다음

과 같이 명시한다. “건축에서 재현의 상실은 무엇을 의

미하는가? 그 기원으로 올라가 보면, 이것은 우선 우주

적, 초월적 질서의 반영이라고 하는 아름다움, 미학적 기

도로서의 아름다움에 대한 환상을 버린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그 대신, 다른 미학적 기도인 다양성이 대치되

어 버린다. 알렝 싸르파티는 열린 작품의 가장 적극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 역시 아름답기 위한 하

나의 이념에서가 아니라 배열, 집적, 병치, 행동, 의도,

사전들의 겹침에 의해 만들어지는 하나의 구성을 어렴풋

이 예상한다. 우연도 거기서는 한 몫을 할 것이다.”16) 뒤

샹은 앵프라맹스를 드러냄으로써 아름다움과 예술의 의

14) Marcel Duchamp, Pictorial Nominalism : On Marcel Duchamp's
Passage from Painting to the Readymade, 1st ed., Minnesota
University Press, Minnesota, 2005, pp.159-163

15) 김광명, 뒤샹과 칸트 미학, 한국조형예술학회, 제14호, 2008, pp.57-77
16) Jacques Lucan, France Architecture 1965-1988, 현대 프랑스 건축,

박민철․박선화 역, 초판, 미건사, 서울, 1993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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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전복시켰고, 앵프라맹스는 근대 이후의 건축표면에

서 비표상성과 장식성 발현의 의미를 밝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3. 근대 건축과 레디메이드

3.1. 비표상성 : 근대 이전 장식성 논의
20세기 이전까지 서구 건축의 근본적인 원리는 오더

(Order)와 그 장식의 적용에 있었다. 건축의 장식은 외부

의 인본주의적 관념과 사회적 가치, 혹은 종교 등의 일

상을 초월한 세계를 양식(Style)으로써 표상하고 구별 지

을 수 있는 명료한 기준이었다. 고전 양식에서 사용된

장식들의 질서와 형태는 심미적 기능보다는 당대의 보편

적 원리를 추구하는 것에 큰 목적을 두었다. 과거를 바

라보던 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현실을 직시하는 자연주

의로 대체되고 과학발전에 따른 산업화가 이뤄지며 과거

의 양식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생겨나게 된다. 이성적

사고의 확산에 따라 보편적 진리로 여겨지던 고전 건축

언어의 위상은 점진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양식을 나타

내는 장식의 역할은 유지되나 초월적 의미를 전달하는

표상에서 아름다운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으로 전환되어

간다.

19세기 절충주의는 고전의

초월적인 건축에서 고급 예술

의 영역으로 이동하며, 이제 건

축가는 전통적인 양식을 취사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건축에

서 장식은 미학적 취미의 대상

이 된다. 양식 그 자체였던 장

식의 위상이 건축가가 통제할

수 있는 위치로 옮겨지면서 건

축의 본질과 재현성을 잃은 장식의 의미에 대한 탐구가

계속된다. 이에 대한 시도로 구축의 개념이 제시되는데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과 신재료, 신공법이 중요한 배경

이 되었다. 수공예적 장식예술이 구현할 수 없던 새로운

제작기법들의 등장은 건축표면의 마감에 대한 개념을 재

정립해야할 이유를 만들었으며, 구조와의 관계 역시 재

설정되어야 했다.

비올레 르 뒥, 로지에 등의 원시 오두막(primitive hut)

이론은 당대의 기술적 수준을 사용하여 구축한 결과물이

건축의 본질이라는 입장을 표명한다. 장식화되는 건축을

비판하고 구축의 원리로 원시적이고 순수한 형태로 환원

을 가리키는 것이다. 고프리트 젬퍼(G. Semper)는 '카리

브 오두막(Caribbean hut)을 예로 들며 건축의 본질이

구조가 아니라 공간을 둘러싸는 칸막이임을 주장한다.

필수불가결한 요소만으로 단순 구축된 '원시 오두막'은

하나의 이상적 이미지로서 건축의 기원과 본질을 규명하

는데 이용된다. 17) 젬퍼의 피복론은 견고한 벽은 안전을

위하여, 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영구성 때문에 필요한

것이어서 이차적인 것이며, 공간을 구분하는 원래의 수

단인 카펫에 종속되고 비가시적인 구조물이었을 뿐이

다18)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공예에 나타나는 장식과 건

축의 피복을 동일시하면서 건축의 본질은 구조가 아니라

피복이며 장식의 가능성을 주창한다. 동시대의 장식성에

대한 비판으로 촉발된 원시 오두막의 단순구축의 논의가

다시 건축표면의 장식성의 가능성을 여는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윤리적, 미학적 가치의 상호 관입

에 의한 단순 구축은 일부 현대 건

축가들의 진지한 작업 속에서 발견

된다.19) 대량생산 체계에 의한 피복

의 단순화에 대한 이들의 미학적

접근은 도널드 저드, 칼 안드레 등

미니멀리스트 예술가들의 방식과

유사하다. 가치를 표상하는 대신에

대량생산된 사물들의 배열로써 특

정한 상황에 따라 의미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반복의

예술은 연속성과 간극을 강조하면서 비위계적 구조를 만

들고 우리에게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도록 해 주는 것이

다.20) 초월적인 외부와 내러티브를 표상하던 건축의 장

식은 시각적인 표현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미학적 취미

의 대상이 됨으로써, 사람들의 일상에 맞닿아 비로소 건

축가와 관람자 각각의 영역에 위치하게 된다.

3.2. 추상성 : 건축 장식의 예술화
모더니즘 이전의 건축이 외부의 내용 혹은 내러티브

(신, 우주, 자연, 인간, 역사, 계급)를 건축적 매체를 통해

표상/재현(representation)하고 있다면, 모더니즘건축은

표상을 거부하고 건축 그 자체를 대상화하면서 내적인

구성 원리를 비판적으로 재구축하고자 하였다. 비록 그

것이 기능 혹은 프로그램이라는 제약 내에서였지만, 모

더니즘건축의 자기 참조적인(self-referential) 언어는 건

축 매체를 표현의 수단으로 삼아 근대 특유의 구문법을

낳았다. 필립 죤슨은 국제양식에서 응용장식의 회피를

제언하는데 응용장식(applied decoration)의 applied가 ‘덧

17) 남성택, 이상진, 단순 구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
27권, 9호, 2011.9, p.185

18) Gottfried Semper, The Four Elements of Architecture and Other
Writings, H. F. Mallgave ․ W. Herrmann 영역, 1s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89, p.104

19) 남성택, 이상진, op. cit., p.192
20) David Leatherbarrow․Mohsen Mostafavi, Surface Architecture,

표면으로 읽는 건축, 송하엽․최원준 역, 초판, 동녘, 경기, 2009
pp.36-37

<그림 6> Carl Andre,
Equivalent VIII, 1966-69

<그림 5> Gottfried Semper,
Semperoper opera house,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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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진’ 혹은 ‘부가적인’이라는 뜻을 가지는 데서도 알

수 있듯, 장식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21)

근대 이전의 미술 역시 재현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

달하였고 회화와 조각은 장식이라는 기능의 측면에서 건

축과 장소에 대해 종속적이었다. 장소를 부각시키기 위

해 고안된 미술작품은 환영을 만들어내는 측면에서는 주

인공이 되어 주변의 공간을 배경

으로 만든다. 작품의 환영적인 성

격이 작품 내부에서 출발한다는

특징은 20세기 전반부의 근대미술

로 이어지며 작품을 더욱 독립적

인 개체로 인식하게끔 한다. 근대

이전과 이후는 미술의 역사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나 작품의 의

미를 원상에 두는 습성이 여전히

이어지며, 20세기 후반의 즉물적/

현상적 작품에 이르러서야 반전된

다.22)

건축과 미술에서 근대성이 본격적으로 실험되면서 형

식언어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현에서 벗어

나 자기참조적(self-referential)인 상태를 추구하게 된다.

재현 혹은 표상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대상으로 하기 위

해 보다 직관적이고 단순한 표현이 이루어졌고 점진적으

로 구상계열에서 추상계열로 이행하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전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건

축과 예술이라는 인습적인 물신(物神)에 대항하여 부정

과 반발의 형태로 행하여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참조적

인 조건을 획득한 근대 이후

의 건축의 표면은 스스로의

자율성을 백색 마감과 투명하

고 얇은 표면의 추상적인 표

현으로 한정지으며 건물의 구

축성과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장식품이 되는 모순을 갖게

된다. 외피는 여전히 자유롭

지 못하고 내부(구조, 재료,

기능)의 구축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텍토닉과 같은 구축성의 논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술과 달리 건축은 근본적으로 유용성을

내포하고 있고 건축표면의 장식은 유용한 내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건축표면은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다. 예술은 액자와 받침대(plinth)에서 탈출하며 서사

21) 강혁, 근대주의 건축에서 모더니티 표상의 문제, 건축역사연구, 제
15권, 4호, 2006.4, p53

22) 박미예, 미술전시장의 시공간의 경험에 관한 연대기적 고찰, 대한
건축학회논문집, 제31권, 12호, 2015, pp.123-124

(narrative)를 버리고, 대신에 일상을 끌어들이며 힘을 얻

은 반면, 건축은 관념을 재현하고자 하는 인습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한 채 현대 예술을 본보기로 따르고 있다.

“문화의 진보는 실용적인 물건에서 장식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23)라는 로스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사

물의 형태와 장식들은 유용성 너머의 것이 있음을 우리

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이 때 앵프라맹스는 특별한 가치

가 없었던 대량생산된 공산품과 구별하여 일상을 레디

메이드의 예술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보여준다. 공산

품과 레디메이드를 구별해 지각하기는 어렵지만 엄연히

둘 사이 미세한 차이는 존재한다. 현대건축은 모더니즘

의 추상성과 상징성을 벗어나거나, 유용성 이상의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표면에 대한 시각성으로 경도되어 건축

의 사물성이 휘발된 채 건축의 표면에서 부유하는 기표

로서 장식성만이 남는 경향을 띤다.24) 결과적으로 사용

가능한 한정되고 선택된 재료의 변용으로 인한 경계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실험이 진행되는 것이다.

3.3. 장식성 : 건축과 레디메이드
(1) 기성제작 : 아돌프 로스의 곡목 의자

19세기 후반의 유럽은 절충주의적 장식의 전성기에

이른다. 예술 분야와 함께 건축에서 절충된 장식이 사용

되는 미술공예운동, 아르누보, 빈 제체시온과 같은 여러

움직임들이 계속 되었다. 절충주의 양식은 표면에 경도

되어 당대의 기술을 받아들이기보다 치장을 중시하는 양

상을 보였다.25)

로스는 윤리적 이유로 예술의 이름을 빌린 장식의 허

구성을 경멸하며, 용도에 충실한 일상적 사물을 지지하였

다. 이는 수공예가 아닌 산업 오브제들을 닮아가고자 하

게 되는 것이었다.26) 그는 근대사회의 합리화 과정에서

이전까지 혼합되었던 예술, 공예, 산업이 분리되며 예술

이 순수하고 정신적인 영역으로 발전했다고 하였다. 그리

고 과거에 현실의 불만을 보상했던 장식의 기능은 근대

사회에서 순수예술이 대체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피복의

원리에서 구축은 부차적이며 피복이 우선임을 주장하였

다. 로스의 추상적 피복은 침묵하는 볼륨으로 역사적인

장식에 내포된 의미와 시각적 특질을 배제한 것이다.27)

23) Adolf Loos, Ornament und verbrechen, 장식과 범죄, 현미정 역,
초판, 소오건축, 서울, 2006, pp.288-298

24) 강혁, op. cit., p.53
25) 이러한 개념은 재료와 구조를 외부로 표현해야 한다는 비올레 르-
뒥의 이론을 그 배경으로 하고 비올레 르-뒥도 건축에서의 심미적
가치의 존재를 끝까지 인정했으며, 이것을 위한 1차 요소로서의 장
식의 역할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2
차적 요소 혹은 표면에 부착물로서의 장식이다. 그는 장식의 심미
적 효과를 마지막 마침표 같은 존재로 인정하고 있었다.
(임석재, 추상과 감흥 1, 문예마당, 1995, p.47, pp.217-218)

26) Le Corbusier, Vers Une Architecture,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초판, 동녘, 경기, 2002, pp.102-157

<그림 8> Erich Mendelsohn,
Schocken Department Store,

1930

<그림 7> Hubert Robert,
Grande Galerie du
Louvre, 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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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그가 디자인한 카페 무제움

(Café Museum)은 일반 가치나 도덕규

범을 부정하는 허무주의를 연상시키는

공간이어서 ‘카페 니힐리즘(Café

Nihilismus)’으로 불릴 만큼 도발적이

었다. 제체시온건축가들의 여느 장식적

카페와 달리, 로스의 카페 무제움은 흰

색의 무장식 벽으로 외부를 마감하고,

개성적인 장식들을 철저히 배제한 내

부를 선보였다. 모든 요소들을 독창적

으로 디자인했던 제체시온 건축가들과

는 달리, 로스는 공업화된 오브제들을 선택하여 배치한

다. 카페 무제움의 내부에 선택된 토네트(Thonet)의 곡

목(bent wood)의자들은 증기주입조형을 이용해 수공예적

기술 없이 대량생산이 가능한 신기술로 만들어졌다. 수

공예로 장식된 전통의 의자에서 탈피된 최신 기술과의

협력에서, 장식의 제거, 정직성, 윤리성 등으로 주로 알

려진 로스의 다른 면모를 찾을 수 있다. 당대에 대한 극

단적인 비판으로 장식을 죄악으로 규정하는 이면에는,

그 시대의 유행(trend)으로 시작된 기성제작(premade)의

시의성을 포착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다. 기성제작이 건

축으로 들어오면서 반복적으로 생산된 요소들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가 현대건축의 피복에 있어 중요한 규준이

된다. 그리고 이 규준으로부터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표현들이 시도되게 된다.

(2) 패턴의 반복 : 미스 반 데 로에의 철재 장식

미스 반 데 로에는 재료의 성질, 경관의 평면화를 통

해 격자 체계를 유지하며 표현적인 외피를 만들어냈다.

구조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드러내면서 구조체의 질서

가 외피의 질서를 지배하는 것처럼 적용하고 있다.

그는 중기 이후의 작품들에서 격자체계 속의 외피 표

현성을 위하여 접합부를 가리기 위한 I형강을 덧붙인다.

이것은 구조체의 질서를 의도적으

로 속이기 위하여 사용되며, 내부의

구조체로 여겨지는 것을 건축표면에

서 인지되게 하여 내외부의 경관을

콜라쥬시켜서 평면적인 관계로 바꾸

는 것이다. 구조체의 질서를 숨기기

위해 구조와는 상관없는 멀리온들의

사용은 근대적 장식의 시작이며 현

대 건축물에서는 당연하게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가 되었다.

그는 모더니즘 건축이 양식이나

형태의 어휘로 사용되는데 반대하고 건축에 대한 태도여

27) 김영애, 의도와 건축외피를 설명하는 주제 용어에 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8권, 11호, 2012.11, p.40

야 한다는 입장이었다.28). 모더니즘 건축의 정신을 극한

으로 구현한 건축 표면은 코르뷔지에의 백색 장식을 투

명하고 평활한 유리면과 자기참조적 질서를 가진 철재

그리드로 대체시켰다. 철골부재로 위장한 특별했던 철재

장식은 모더니즘 건축이 추구한 추상성에서 현대의 전형

적인 양식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미스가 즐겨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God is in the detail”은 역설적으로 공장

에서 주문제작된 평활한 유리의 배치에 머물지 않고 건

축이기 위해서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철골 장식의 덧댐

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가 가치를 부여했던 것은 상징성

이라기보다는 원시성의 표현이다. 원시성은 마감 이전의

표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미스에게 건물과 신체의 벌거

벗음은 상징적 특징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골조를 “간명

한 화려함(laconic splendor)라고 했던 윌리엄 조디의 언

급은 미스의 건축에 공존하는 억제와 과잉을 잘 전달한

다. 골조는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지만 무언의 감

동을 전달하는 숭고미를 지니고 있었다.29)

덧대어진 철골은 기능에 순수하기만 한 유리 커튼월의

건축표면과 차이를 만들어내고자 한 장식이고, 물론 구

조의 배열을 빌린 방식이었다. 그것은 우연으로 모든 물

체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물체들이 외형적 배열의 이상

이기 위해서는 확신할 수 있는 가치를 필요로 했던 뒤샹

의 작업 방식이기도 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대성의

상징인 산업화된 철골 구조가 아닌 반복 배열된 패턴이

건축의 표면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3) 시각적 도발 : 벤츄리의 팝아트

1960년대 팝아트와 동시대에 대두된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은 모더니즘의 엘리트주의를 반대하였다. 이들은 모

더니즘의 기계미학추구에 반발하여 건축의 목적은 인간

이 되어야 한다는 인본주의를 표명하고 건축을 의미 전

달의 매개체로 간주한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의 건축

표면은 모더니즘 건축의 합리적이고 추상적인 표면과 대

립되며 내부 요소와 관계없는 자유로운 상징적인 기호적

표면이다. 로버트 벤추리는 예술에서 의미가 생기는 과

정은 실재 이미지와 상상한 이미지를 병렬하는 데서 생

기는 복합성과 대립성에 있다고 하였다. 팝아트의 오브

제는 대상을 복제하고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완전히 새로

운 맥락에 구성함으로써 발현된다. 익숙한 자극은 이미

지의 친숙성을 통해 변화된 상태를 인식하게 되고, 상황

소재는 맥락과 결부되어 의미가 존재하기 때문에 맥락의

삭제가 이질성을 야기하면서 시각 부조화가 발생한다.

이 시각적 부조화는 불일치를 감소시키기 위해 관람자들

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게 한다.30)

28) Ulrich Conrads, Programs and Manifestoes on 20th-Century
Architecture, 건축선언문집, 이현호역, 초판, 기문당, 서울, 1986,
p.127

29) David Leatherbarrow, op. cit., p.137

<그림 9>
steam-bent,

wooden chair by
Michael Thonet

<그림 10> Mies van
der Rohe, Detail
Drawings of Crown

Hall,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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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길드

하우스에서 미스의

세련된 장식 기둥과

대비되는 불편한 장

식 기둥을 볼 수 있

다. 노인을 위한 주

택의 정면 출입구를

후퇴시킨 후 과장된 크기의 원형 기둥을 배치시킨다. 구

조적으로 불필요함을 뚜렷하게 나타내며 출입동선에도

비합리적인 요소를 통해 시각적 부조화를 추구한다. 벤

추리의 의도는 건물 앞 도로를 지나는 차량과 보행자들

이 이러한 각인이나 인상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 이었다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건물의 표면에 적용된

상징이 문화적으로 공유되었으며, 그 변형으로 일시적인

시각적 부조화를 발생시켜 주목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

다. 일차적으로 시각적 부조화를 겪은 익숙한 자극들은

그 뒷면에 자리하는 건축과 상호 작용을 하게 된다. 이

것은 팝아트의 기법이면서 레디메이드의 전략인 것이다.

그는 장식적 표면을 옹호하면서 원초적 예술에서 나타

나는 표면의 패턴이 양식의 근본을 구성한다고 하였다.

크놀 가구회사에 의해서

제작된 벤츄리의 “치펜

데일(Chippendale)”풍의

의자는 18세기에 전세계

에서 영국으로 공수한

원목으로 제작되던 사치

스러운 의자를 성형된

합판(molded plywood)

과 무늬 시트 마감

(laminated finish)으로

공장제작한 것이다. 수공예적 전통과 호화로움의 상징을

팝아트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명백한 통일감보

다는 약간 너저분해도 생동감이 있는 쪽을 취한다. 나는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이중성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중

략) 나는 ‘양자택일’보다 ‘양자공존’이 흑 아니면 백보다

는 흑과 백, 때로는 회색이 좋다”31)라는 벤츄리의 문구

에서 젠더의 비결정성에 관한 앵프라맹스를 연상할 수

있다.

일상적인 사물을 복제하거나 변형시켜 적용하는 팝아

트나 벤추리의 건축은 대중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요

소였으며 대중들은 점차 본질적인 면보다는 가벼운 기표

적인 이미지를 더 선호하게 되었다.32) 결국 포스트모더

30) 황연숙, Robert Venturi와 Charles Moore의 작품을 통한 Post-Modernism
의 공통적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여대논문집, 제39집, 1995, pp.471-495

31) Robert Venturi,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건
축의 복합성과 대립성, 임창복 역, 초판, 동녘, 경기, 2004, p.33

32) 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미디어의 이해, 박정규
역, 초판,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울, 2001, pp.3-6

니즘 건축은 대중적이고, 저속한 소모품, 또는 혼성품,

하층 중산층의 건축으로 취급되며, 그 이후에 대체될 건

축은「0도의 건축」혹은 후위적 비판론의 형태가 될 것

이라는 비판을 받는다.33) 같은 맥락에서 케네스 프램튼

은 건축을 자본주의의 전략과 같은 기호적인 상품이 아

닌, 오히려 구성적이고 구조적인 형태의 구축적인 시각

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34) 그러나 이러한 비판

들의 이면을 뒤샹의 시각으로 분석하면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간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벤츄리는 팝아트의

전략을 가져오며 정교함을 채택하지 않았다. 대중문화에

과한 초점을 맞추고 세련된 인식의 교란을 포기하면서

결국 키치와 혼성모방이라는 한계를 맞게 된다. 그리고

건축표면의 장식으로써 의미를 불러오고자 한 벤츄리의

인본주의적 태도는 사물이 지속적으로 쇄신되어야 한다

는 사실을 망각하여 대중에게 충격을 주지 못하고 건축

표면을 소멸시키게 된다.

팝아트 전략의 본원인 레디메이드는 명상이나 예술적

정서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람자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침체한 예술적 안목에 내재한 인습적인 무의

미성을 삭탈시키며, 관람자로 하여금 인습적 예술 감상

의 태도를 벗어나도록 재촉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고,

그 충격은 반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물이 주목을 끌

기 위해 물체는 지속적으로 쇄신되어야 하고 놀라움을

주어야 한다. 사물이 흔한 일상적인 것일 경우, 사물은

다른 사물과의 예사롭지 않은 관계를 통하거나 선정적인

상황을 통하여 제시되어야 한다.35)

4. 현대 건축 표면의 앵프라맹스

근대건축의 비표상과 추상성은 자기참조적인 조건을

극단으로 추구하며 건축의 자율성으로 논의되게 되었다.

모더니즘이 백색 장식의 어휘로 사용되는 것에 반하는

태도는 반복된 패턴의 간명한 화려함으로 드러나게 되고

기호적 표면은 관람자에게 시각적 도발을 시도하며 섬세

하게 픽셀화된 이미지가 되어간다. 건축의 절충적인 치

장(decoration)은 기성제작품을 어떻게 다루고 배치하느

33) Ibid., pp.204-205
34) Kate Nesbitt,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1965-1995,1st
ed.,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Y, 1996, pp.516-528

35) Hans Richter, op. cit., p.324

<그림 11> Rovert Venturi, Guild House,
1964

<그림 12> Thomas Chippendale, Side
Chair and Rovert Venturi,
"Chippendale" Chair

기법 의의
아돌프 로스
카페 무제움

공업화된 오브제의 선택적
배치

반복 생산된 요소의 배열 규준을
마련

미스 반 데 로에
크라운 홀

구조의 배열을 활용한 장식
덧댐으로 차이를 구현

기능적으로 순수한 건축표면과
차이의 의미를 확인

로버트 벤츄리
길드 하우스

시각적 부조화를 통한 선정적
도발

혼성모방의 한계 인식과 교훈
제공

<표 2> 근대건축의 레디메이드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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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의 문제로 전이되며 반복적으로 생산된 요소들로부터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시대와의 즉각적인 관계가

중요하게 된다.

4.1. 건축표면의 자율성(Autonomy)
(1) 비표상의 대상으로서의 건축표면

피터 아이젠만은 모더니즘 건축의 추상은 여전히 참조

의 대상이라 여겼으며, 회화의 순수한 추상과는 다르다

는 입장이었다. 모더니즘 건축의 기능주의가 서구에서

지속된 인본주의적 건축의 대안이기보다 그것의 후기 국

면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건축 자체의 논리와 형

식에서 산출되는 건축을 제시한다. 데리다의 해체론을

건축에 적용하면서 재현과 표상을 부정하며 건축의 본성

을 전복시키고자 하였고 들뢰즈의 추상기계 개념을 빌어

내재적인 원리에 의해 다이어그램을 통해 시각화한다.36)

외부의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비고전적 건축은 재현이 아닌

자율성을 갖는 건축을 의미한

다. 이미 자기참조적인 자율성

은 자기재생산(autopoiesis)의

과정37)을 갖는다.

그러나 비표상의 건축이 가

능하더라도 일상의 영역 외부에 존재할 수는 없다. 실재

하는 유용성을 위해 존재하는 건축을 형식 체계의 차원

에서 바라보는 것은 결국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고착되게 된다. 본래의 의도와 달리 건축가라

는 주체가 임의적으로 변형된 형태의 발생에 관여하는

한계를 갖게 된다. 렘쿨하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카데

믹적 특권에 사로잡혀 내재적인 관점에 몰두한 그의 작

업은 일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다.38) 현재의 시각

으로는 현대의 질서를 고도화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으

로 이해하고 중성적인 시스템을 시각화하는 렘쿨하스의

입장이 일상에 더 밀착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자기참조성을 확고하게 획득한 예술이라는 활동은 불명

료하고 잘 잡히지 않는 관념의 세계, 독특한 것과 쓸모

없는 것의 아우라에 관한 것이지만, 건축은 물질적이고

상업적이며 유용한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태

생적 한계를 갖는다.

(2) 발견된 사물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표면

현실의 재료의 미학적 변형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스미드슨 부부의 The ‘As found’ and the ‘Found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상의 경제적, 문화적 여건 속에서 복

36) 김선란, 피터아이젠만의 ‘자율적 건축’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논
문, 2010, pp.126-129

37) 유명희, 자기 조직화 이론과 현대건축공간 구성의 상관성 연구, 홍
익대 박사논문, 2004, p.23

38) 정인하, 현대 건축과 비표상, 초판, 아카넷, 경기, 2006, pp.181-162

합적 시공 문제를 뒤뷔페, 폴

록, 뒤샹의 작업 방법과 관련

시켰다.39) 그들은 이미 존재하

는 오브제들의 종류가 시대마

다 변하는 필요성, 지성, 감수

성에 따라 끊임없이 다시 정의

되는 한, 이 오브제들에 기반

을 둔 이해력과 지각력을 사용

하는 예술행위는 계속될 것이라 하였다.40) 이러한 접근

은 재료와 표면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발견된 사물을 변

용하게 된다. 사물들의 병치와 인식의 분절은 전통적인

파사드와는 달리 건축표면의 자율성을 가능하게 한다. 사

물들의 총체적인 병치는 평면성을 벗어나 비정형성을 갖

게 되고 각각의 볼륨은 기

하학적인 자율성을 갖는다.

이러한 비정형성은 건축표면

요소의 개수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오히

려 일관된 통일성을 갖는 단

일형태를 가능하게 한다.

4.2. 건축표면의 화소성(Pixelation)
건축의 외피를 의복과 연관 짓는 경향은 얇은 표면을

강조해 왔고 미니멀리즘 접근은 마치 직물(textile)과 같

은 섬세한 패턴을 지니게 된다. 이때 건축표면은 재료를

드러내는 대상이 아니라 점묘화와 같이 각 요소가 합성

된 이미지가 된다.

(1) 통제된 자유로운 화소성

로잘린드 크라우스는 미니미멀리즘 조각의 연속적 구

축, 그리드, 반복 패턴은 ‘발견된 오브제’들의 반복적 구

조이며 일상적 삶과 유사함을 지적하였다.41) 이 대상은

보통의 사물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로버

트 모리스는 ‘실용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자신들의 작품

은 실용성이 없는 3차원의 물건이라고 규정하였다. 사물

의 본질이 아니라 예술로 취급되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입장42)은 뒤샹의 레디메이드를 떠올리게 한다. 미니멀리

즘 조각을 규정하는 데에 있어서 부조와 색채가 제거되

었는데, 부조는 중력을 무시하기 때문이고, 색채는 시각

39) David Leatherbarrow, op. cit., p.214
40) David Robbtris, The Independent Group: Postwar Britain and the
Aesthetics of Plenty, 1st ed., The MIT Press, Cambridge, 1990,
pp.201-202

41) Rosalind E. Krauss, Passages in Modern Sculpture, 1st ed., The
MIT Press, Cambridge, 1981, pp.243-288

42) 비슷한 예로 프란시스 베이컨은 가구 디자이너로서의 전력에 대해
주제를 찾기까지 화가가 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디자이너와 예술가
의 선을 긋는다. 반면 일러스트레이터였던 앤디 워홀은 현대예술은
신용사기라는 유쾌함으로 그 경계를 넘나든다.

<그림 15> Jean Nouvel,
Delbigot Residence, 1973

<그림 14> Alison and Peter
Smithson, Robin Hood

Gardens,1972

<그림 13> Peter Eisenman,
House III,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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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비물질적이기 때문에 조각의 물질성과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제시된 것은 단일형태(Unitary

form)다.43) 이것은 형태에 대한 경험을 극대화시키기 위

함이었고 작품은 관찰자의 참여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었

다. 외피에 대한 실험들이 의미를 갖는 것은 관찰자로

하여금 기존의 외피가 가지고 있는 관념에 대하여 의문

을 만드는 점이다. 새롭게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가 과거

의 그것과 구별되는 것은 외피 그 자체로 의미가 집중되

기 때문이다. 현대건축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 패턴을 건축 파사드에 적용하고 있다. 디지털 디

자인과 제작의 기술은 과거에는 시도조차 불가능했던 것

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미스의 시대에는 장식된 철골

로 구현되던 패턴 배열은 오늘날에는 건축가가 통제할

수 있는 완전히 자유로운 픽셀들이 되었다.

1980년 장 누벨은 “건축은 더 이상 아름다움의 추구만

은 아니다. 건축은 이제부터는 의미를 지녀야 한다. 그것

은 기술적 순수함 구축된 전통, 문화적 모델(그것이 고전

적인 것이던, 근대적인 것이던)을 준거로 삼는 것의 필요

성을 무시하면서, 말하고 이야기해주고 질문해야 한다.

90퍼센트의 경우 비판적, 자극적, 반박적, 회의적, 냉소적

입장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44) 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건축 의도는 우선 부피의 대단한 밀도로 구체화되는데

건축에 대한 하나의 비전을 정확하게 단언하고 있다.

최소한의 범위 안에 최대의 효과를 집약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집약은 형태에 대한 모든 피토레스크

(pittoresque)식 처리에 반대되는 것이다. 형태의 집약은

마치 스크린과 같이 경계의 안정성을 재고시킨다. “돌연

변이 단일 물질을 이용한 것은, 물질을 증발시키는 듯한

픽셀화 현상에 의한 정밀한 안개를 창조하고자 함이었

다.”45) <그림 16>과 같이 픽셀화를 통해 내부에도 외부

에도 있지 않은 무한히 얇은 층으로서 차이를 정의하는

동시에 차이를 배제하는 것이다. 즉 앵프라맹스가 작동

하는 것이다.

(2) 계산된 반우연으로서의 화소성

헤르조그와 드뫼론의 테이트모던에 사용된 336,000장

43) 이중용, 건축에서의 미니멀리즘 논의를 위한 개념적 고찰, 대한건
축학회 논문집, 제20권, 11호, 2004.11, p.152

44) Jacques Lucan, op. cit., p.153
45) 남성택, 근/현대에서 나타나는 ‘서프라이즈 박스‘ 건축 전략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7권, 8호, 2011, pp204-205("Entretien
avec J. Nouvel", in E. Lapierre, p.15에서 재인용)

의 치장 벽돌은 212가지의 다른

형태유형을 가지며 계획된 색상

다이어그램에 따른 그라데이션 효

과를 만들어낸다. 65미터의 높이의

파사드에서 2mm의 시공오차만을

허용하였고 400여 가지 방식으로

11,500개의 내쌓기가 적용되었다.

전통적인 재료인 벽돌은 최첨단의

기술로 설계되고 시공됨으로써 완

전히 새로운 관계로 변모하였다.

벽돌은 전통적인 수작업을 대표하

여 왔다. 전체적인 색조는 주황색

이지만 군데군데 검정에서 밝은 노랑에 걸친 변화가 생

김으로 윤리적 어감을 담은 벽돌의 정직성 같은 비유가

사용되어 왔다.46) 대량생산된 물건의 근본적인 성격은

다른 것들과 동일하다는 것이고 건축표면 재료의 속성도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그것은 발터 벤야민이 말한 예술

작품의 아우라를 가질 수 없고 침잠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애초에 건축표면은 세잔느의 작품처럼 관조가 반

복되더라도 새로운 감흥을 누리는 대상이 아니다. 대신

그 건축표면들은 불과 20세기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

능하게 함으로써 과시적 소비의 개념47)을 구현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4.3. 건축표면의 시의성(Timelines)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이 세계가 눈에 보이

는 이미지들과 보이지 않는 이미지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이다”라고 하는 헤르조그와 드뫼론의 건축은 주변의

맥락에 대한 관찰을 통해 환경을 지각한다. 현상을 받아

들이는 지각은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분석하며, 개념에

맞게 그들의 건축에 재배치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방

식으로 그들의 건축을 주변의 맥락과 끊임없이 상호 연

결되는 것이 된다. 이 맥락은 지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

인 것이 아니라, 지각적인 측면에서 인식되는 것이다.48)

그들은 건축표면을 내/외부의 물리적 분단이자 연결 접

점으로서의 중요한 건축 주제로, 그리고 현상학적 관점

46) 19세기 이전 벽돌들은 지역마다 점토와 굽는 방식도 달라서 붉은
색조더라도 각양각색이었다. 19세기 중반 호프만 가마가 등장하면서
벽돌은 균질해졌고 전통적인 진품과 모조품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47) 베블런의 시대의 과시적 소비 개념은 비싼 재료를 사용하여 사치
스럽고 아름다워 보이도록 구현하는 것이었지만, 기계와 디지털
기술의 현 시대에는 구현하기 어려운 것을 만들어 내는 데 있다.
재료를 필요 이상으로 쓰는 것이나, 인간의 능력만으로 만들 수
없는 디테일을 만들어 내는 일일 수도 있다. 역설적으로 꼬르뷔제
가 주목했었던 운송기기 산업에서는 최첨단 기술을 통한 정밀제작
보다도 전통적인 맞춤생산(Bespoke) 방식이 최고급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48) 송윤희, 헤르조그와 데뮤론의 건축공간에서 나타나는 텍토닉의 개
념과 표현방법의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12, p.49

<그림 16> Jean Nouvel, Paris Concert Hall, 2015

<그림 17> Herzog & de
Meuron, Brick color
diagram of The Tate
Mordern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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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건축 오브제를 인지할 때 직접 체험되는 요소로 여

긴다. 그리고 '가리기와 들추기(hiding and revealing)'로

패션을 요약하고 주요 건축적 전략으로 적용한다.49) 가

리기와 들추기의 전략은 내부와 외부의 물리적인 경계이

며 건축물을 인식하는 직접적인 대상인 건축표면을 드러

낸다.

이러한 전략은 폐쇄적인

단일형태(unitary form)와

제한된 노출 부위에 대한

적극적인 미장센 적용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은 이미

로스 등이 지적한 신체와

의복의 관계와 동일하다.

신체를 감싸는 의복은 신

체를 감추고 보여줌으로써 의복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자아를 드러내는 가면(mask)과 장식의 기능을 갖는다.

자아를 숨기고 위장하는 것이 아닌 본질적인 취향과 정

체성을 표현하는 일차적인 방식이다. <그림 18>에서는

기존 전통적인 조적마감의 벽체의 창과 대비하여 패션으

로서의 유리 커튼월을 확인할 수 있다. 채광과 조망을

위한 유리창에 곡률과 투과율의 조정, 절개와 재단을 가

하여 건물 내부 사용자와 외부 관람자 모두하게 작동하

게 하였다. 기능적 창의 미세한 변용을 통하여 일상과의

차이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건축과 패션50)은 모두 개인의 사고, 사회적-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시대의 요구 및 목적화된 대중의 취

향을 반영한다. 그러한 동시에 예술처럼 세상을 바라보

는 방식을 나타낸다. 패션은 고급문화와 대중예술이 만

나는 지점을 상징하며 이것은 패션에게 문화적 변화를

추진하는 원동력을 부여하게 된다. 일상과 예술을 아우

르는 행위로까지 바라본다면 서로 다른 장에 속해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 유용성의 틀 안에서는 밀접한 연

관관계라는 전제가 가능하다. 패션은 디자인과 예술을

잠식하며 거대해지고 있고, 건축은 종교 혹은 예술의 아

우라를 잃고 패션의 기본적인 속성인 왕복성을 나타내며

도시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하여 그 변화를 보여준

다.51) 패션은 신체를 입히고, 건축은 장소를 입히는 방법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코르뷔지에는 건축에게

스타일이란 여자들 모자에 달린 깃털 정도를 의미한다고

49) 남성택, op. cit., p.203
50) 로스는 윤리적, 경제적 이유로 장식을 반대했지만, "요점은 가능한
시선을 끌지 않는 방식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빨간 연미
복은 무도회장에서 이목을 끌 터이므로 현대적인 스타일의 무도회
복은 아니다.”라는 문구에서와 같이 과잉에 대한 비판은 당시의 시
대상을 역설하였다.

51) Deyan Sudjic, The Language of Things: Understanding the World
of Desirable Objects, 사물의 언어, 정지인 역, 초판, 홍시, 서울,
2012, pp.192-314

하였다. 당시 장식으로써의 깃털은 숭고한 건축에게 있

어서 가치가 없었으나 현재의 일상에서는 얼마든지 대상

의 의미가 변용될 수 있다. 대량생산의 의미를 탐색했던

마르셀 뒤샹의 사고와 앵프라맹스는 기성품으로 나온 소

변기와 실크스크린으로 인쇄된 별 가치 없는 재료를 귀

한 대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당성을 보여줬다. 도시

와 장소를 시대의 패션으로 입히는 건축표면 역시 세상

과의 시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중을 유혹하고 새로운

자극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근대 이전
근대

(20세초~중후반)
현대

(20세기 후반 이후)

미술

건축물의 장식으로서 귀속
재현성의 회피

미니멀리즘

예술의
세속화추상성의 추구

반예술
레디메이드

대량생산의
반복

재현의 기능으로
건축양식 식별

선정적 도발
일상과 사물의 관계자기참조적 상태 추구

대중이 주체

건축
건축외부의내러티브재현

추상성
자율성

쓸모없음의
과시적 소비

비표상성
시각적 도발

화소성
패턴의 반복구축론

장식적 예술화
기성제작 시의성피복론

<표 3> 건축 표면 장식성의 발현

5. 결론

서구 건축의 역사에서 장식의 사용은 건축의 근본이었

고, 건축물에 대한 평가와 양식의 구분 역시 장식을 통

해서 이루어졌다. 건축 표면의 표상성이 사라지며 나타

난 국제주의 양식의 오류는 건축이 삶의 일상과 관련된

것이 아닌 예술이나 고급문화로 격상시킨 것이었다. 이

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포스트모더니즘은 대중과의 소통

을 접목하여 팝아트의 기법을 빌렸으나 정제되지 못한

결과물로 인해 키치라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형태와 과

정의 간극을 좁히기를 주장한 로버트 모리스가 “예술의

세속화”라고 한 바와 같이 일상의 사물과 관계를 갖는

것이 건축에서도 중요하게 되어 갔다. 현대 건축의 표면

은 현대 예술과 밀접한 관련을 지으며 점차 대중과 관계

를 가까이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뒤샹의 앵프라맹스를 바탕으로 건축 표면의 장식성을

인식하면 현대의 건축표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추

출할 수 있다. 1)표상체계의 대체로 ‘발견된 사물’들이 변

용되는 자율성이 나타난다. 2)반복되고 세밀화된 패턴의

시각적 효과는 건축표면의 화소성으로 나타난다. 3)마치

패션과 같이 일상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사회적-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시의성이 강화된다. 반복생산과 의복

에 대한 로스의 통찰은 시대의 요구에 앞서 반응하였고,

미스의 장식 철골은 역설적으로 과잉된 반복 패턴의 시

각적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현대의 건축은 자율성, 화소

성, 시의성의 반영을 위하여 경험적인 엄밀성을 동원하

<그림 18> Herzog & de Meuron,
Hamburg concert h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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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며 불과 20세기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

능하게 함으로써 건축가의 의도와 관념이 아닌 과시적

소비의 개념을 구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축의 표면은 하나의 예술이 되었고 유용성의 세계로

들어오면서 반예술의 속성을 갖게 되었다. 자본주의 관

념이 현대의 질서가 된 시점에서 쓸모없음은 예술의 가

치가 되었으며 동시에 보다 높은 지위를 의미하게 된

다.52) 유용성을 가진 것이 문화의 위계에서 본질적으로

쓸모없는 예술보다 낮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높은 지위로의 회귀를 위해서는 공작 깃털만큼

의 가치를 가진 장식이 필요하게 되며 그것은 일상에

유용한 것이 아닌 쓸모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예술

이 되기 위해서 대중들에게 충격을 주고 지속적으로 쇄

신함으로써 건축의 표면은 앵프라맹스를 드러낸다.

20세기를 둘러싼 근현대의 건축표면은 현대예술과 다

양한 논의를 거치며, 초월적인 대상을 다루는 영역에서

일상의 범주로 자리잡게 되었다. 절대적인 규범이 사라

졌기 때문에, 현대의 건축표면에 대한 대안의 제시가 반

복되고 있기에 전통적인 입면(façade)이라는 물신(物神)

에 대항하여, 건축 표면의 참조 대상이 예술에서 과시적

소비와 고급문화로 향하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일찍

이 로스가 주목했던 바와 같이 양식(style)이 아닌 유행

(trend)이라는 노후화 기제를 내재하고 있는 패션산업은

다른 형식의 문화들을 흡수하고 예술을 이용하는 방식으

로 고급문화를 이끄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

서 후속 연구에서는 패션산업과 건축이 서로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건축표

면을 해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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