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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확장된 현재성을 통한 미니멀 사물의 장소형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 미 예
지도교수 김 광 현

본 연구는 미니멀 오브제의 지각 방식을 고찰하면서, 기존의 편재한 프리드

(Michael Fried)의 현전(presence)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지각 방식을 

크라우스(Rosalind Krauss)의 논의에 기반을 두어 확장된 현재성(expanded 

presentness)으로 논했다. 일반적으로 1960년대 중반의 미니멀 아트는 비어

있는 형태, 균질한 공간에 진열된 재료, 규칙에 근거한 반복 배열이라는 특징

을 갖으며, 프리드는 미니멀 아트를 사물성(objecthood)으로 묘사했다. 반면 

크라우스는 미니멀 아트에서 배격되었던 주관적 환영(illusion)을 논하며 오브

제가 놓인 맥락과의 관계를 통해 구체적인 형태 · 재료 · 배열을 취하는 사물

(object)로서 기술한다. 미니멀 오브제는 이렇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지각될 

수 있는데, 이는 포스터(Hal Foster)가 미니멀 아트를 근대의 형식주의적 자

율성이 성취됨과 동시에 파괴되는 역사적 교차점이라고 평가했던 양면적 속성

과 관련된다. 

현전의 지각을 생산하는 미니멀 오브제는 자기충족적인 성향으로 말미암아 

오브제를 통해 맥락을 규정하려는 독단적인 성향을 지닌다. 현전의 지각을 대

표하는 작가인 저드(Donald Judd)는 주체 내면의 주관과 객관이 통합되고, 정

신과 몸이 통합된 보편적 자아를 상정했다. 대상과 심리적으로 거리를 둔 현

전에서는 자아의 실존에 기반을 둔 장소 논의는 무의미해진다. 사물성에서 유

발된 지금-여기의 경험을 장소적인 것으로 미화하며 실제를 논하나, 이는 즉

각적 시공간에 의존한 가공된 실제라고 볼 수 있으며 연극적 상황에 그치고 

만다. 

반면 놓이는 맥락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사물로서의 미니멀 오브제는 이

를 경험하는 신체의 지각을 오브제에서 오브제가 관계하는 맥락으로 확장시킨

다. 이 과정에서 지금-여기의 즉각적이며 한정적이었던 시공간은 관계하는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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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의 시공간으로 확대되며 실제성을 획득한다. 맥락이란 오브제가 놓인 물리

적 대지맥락 뿐 아니라, 주야와 계절과 같이 변화하는 시간적 맥락을 포함하

며 비가시적인 인간 삶의 맥락들도 포함한다. 이러한 지각은 기존의 현전으로

는 설명되지 않으며, 재현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표상을 기반으로 하는 환영적 

지각과도 구별된다. 확장된 현재성은 현전의 지금-여기를 기반으로 실제 시공

간의 맥락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주체의 주관적 선험체계에 근거

한 환영적 지각에 기반을 둔다. 

한편 1980년대에 성행한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은 1960년대의 미니멀 

아트와 견주어져왔다. 주로 외관상 유사성의 관점에서 논의되었는데, 지각 방

식과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형성되는 장소의 관점에서의 비교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관해 본 연구는 미니멀 아트에 관심한 작가들의 언급과 작품

을 고찰할 때,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의 지각 방식이 대부분 현전이 아닌 

확장된 현재성의 노선과 근접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미니멀 아트의 

지각 방식에 관심하면서도, 저드를 위시한 관념적이며 이상적인 경향을 비판

했다. 반면 저드와는 다른 노선에 서 있던 안드레(Carl Andre)와는 유사성을 

보인다. 저드는 완결된 오브제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실제를 제시하려 했다면, 

안드레는 주변 맥락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실제를 논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결

과적으로, 안드레에 의해 실험되었던 사물로서의 미니멀 오브제의 가능성이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에 이르러 보다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

은 공통적으로 확장된 현재성의 지각을 통해 장소형성에 관심했다.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이 제시한 장소형성론의 의의는 비단 미니멀 아

트와의 연계에서만 한정되지 않는다. 당대의 건축과 조경의 상황에서 기존과

는 구별되는 장소형성의 방식을 제안한 것에서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변화하는 맥락과의 관계에 따라 유동적인 지각을 취하므로 장소를 과정적인 

것으로 제안했으며 이 과정에서 능동적인 신체를 상정한다는 특징을 갖는데, 

이는 완결되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형태 · 재료 · 배열을 고정시키며 수동적 신

체를 상정하는 기존의 재현적인 방식과는 차별화 된다. 의미적으로 비어있는 

단순한 오브제가 맥락과 신체와의 관계적 구도를 그리며, 이 과정에서 끊임없

이 의미를 재생산하므로 장소에 관한 일회적이며 고정적인 관념을 바꾼 것이

다. 

이러한 경향을 실험한 대표적인 작가로 페로(Dominique Perrault) · 헤르조



- iii -

그와 드 뫼롱(Herzog & de Meuron) · 안드레와 워커(Peter Walker)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장르를 불문하고 각각 최소화된 선과 면을 통한 맥락으로의 

개입, 맥락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재료의 지각 차이, 관계를 함축하는 배열이

라는 세 가지의 방식을 통해 신체의 지각을 오브제 자체에서 외부로 확장하고

자 했다. 또한, 하나의 오브제가 관계하는 맥락을 다층화 함으로써 감상의 과

정을 시간적인 것으로 연속시켰다. 나아가 이러한 방법론은 비단 ‘미니멀’로 

명명된 작품에 한정되지 않는데, 단순한 오브제와 그것이 놓인 다층적인 맥락

과의 관계를 주의한 미술 · 건축 · 조경과의 교집합으로 그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 범위의 확대는 유사한 장소형성의 군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앞서 미니멀로 제한된 범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의 장소형성의 방법

론을 확증하고 구체화할 수 있었다. 

그 중 첫 번째인 최소화된 요소의 개입으로 지각의 확장을 꾀하는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의 장소형성의 방법론으로 논할 수 있다. 최소화된 선과 면의 

요소는 기존의 맥락에 개입하는 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하여, 신체의 지각

을 오브제에서 축소된 선과 면이 매개하는 맥락으로 전환시킨다. 첫 번째로는, 

기존에 형성된 맥락에 최소화된 요소를 개입하여 지각의 확장을 유도하는 경

우이다. 최소화된 요소는 명쾌한 형태로 가시성을 지니면서도, 동시에 중립적 

형태로 말미암아 주변의 요소들과 함께 쉽게 구성된다. 이를 통해 원거리에서 

미니멀 오브제는 평면처럼 보이며, 마치 풍경화에서 각각의 요소들이 구성을 

통해 픽쳐레스크를 이루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유발한다. 두 번째로, 순수한 

선과 면이 이루는 경계의 매끄러움에 더하여 거울과 유리와 같은 반사 혹은 

투과 재질이 맞물릴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최소화된 선과 면을 통한 경

계는 모호해지며 신체의 지각은 주변으로 연속하게 된다. 

재료의 변형을 통한 지각의 차이를 유도하는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의 장소

형성의 방법론으로 논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부패하고 깎기는 등 재료 자체의 

변형을 지각하므로 이를 가한 맥락이 환기되는 경우이다. 이를 통해 오브제는 

현재의 시점에서 완성된 것이 아닌, 지속적인 맥락의 작용 속에서 드러난다. 

두 번째로, 재질의 반응을 통해 형성되는 공간의 분위기에 의해 지각의 확장

이 유도되는 경우이다. 첫 번째의 경우와 같이 재료의 성질이 직접적으로 변

화하지 않았을지라도, 빛과 같은 맥락의 작용에 반응하며 오브제의 재료성이 

다채롭게 지각되게 된다. 주로 표면이 주목되는데, 신체의 지각은 표면이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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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공간의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확장되게 된다. 이러한 지각의 속성 역시 

작용하는 맥락의 변화와 함께 가변적인 성격을 띤다. 

마지막으로 배열을 통해 지각의 차이를 유도하는 경우로 다음의 두 가지의 

방법론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다수의 오브제를 배열하는 방식에서 기존

에 형성되어 있는 맥락의 의미를 강조 혹은 변형하는 경우이다. 미니멀 오브

제가 개입되는 배열의 방식은 기존의 의미를 그대로 강조하거나 편집하는 수

단으로 사용된다. 두 번째로는, 신체의 참여를 예견하는 가운데 오브제의 배열

이 지각되는 경우이다. 앞서 현전의 미니멀 오브제는 하나 뒤에 또 다른 하나

가 뒤따르는 규칙적 배열로 선결성을 갖는다면, 이와는 달리 신체의 참여를 

통해 비로소 배열의 의미가 드러난다. 이러한 속성은 미니멀 오브제를 신체의 

참여에 따라 우연적이며 지속적인 것으로 지각되도록 만든다.

장소란 이렇게 형태 · 재료 · 배열이 구체적으로 지각되는 방식에서 미니멀 

오브제가 맺어 나가는 관계들을 지각함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지각이 바로 오

브제 자체에서 그것이 관계하는 범주를 포괄하게 되는 확장된 현재성이다. 사

물로서의 미니멀 오브제의 비어있는 속성은 변화하는 맥락 그리고 신체와 관

계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관계는 하나의 오브제에서 복수로 발견될 수 있으

며, 신체의 이동은 관계의 다층성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 된다. 원

거리에서 집합적 형태와 배열로 말미암아 최소화된 요소로 지각되던 미니멀 

사물은 신체가 근거리로 진행함에 따라 구체적인 재료성을 드러낸다. 이 과정

에서 신체는 복합성을 통해 생성되는 의미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장소란 이렇게 시공간상에서 다층적으로 드러나는 의미들을 종합하는 방식

으로 형성되게 된다. 사물로서의 미니멀 오브제는 복수의 맥락과 관계할 수 

있으며, 지속되는 시간상에서 관계의 변화를 수용해 나간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장소형성의 방식은 시공간 상의 변화를 수용하는 잠재력을 지니므로, 

현대 도시와 같이 끊임없이 맥락의 변화를 꾀하는 경우에 적합한 장소를 제안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것이다. 



- v -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 1
1.2. 연구의 목적과 의의 ······································································································· 13
1.3. 연구의 대상 ······················································································································· 15
1.4. 연구의 방법 ······················································································································· 16
1.5. 연구흐름도 ························································································································· 19
1.6. 용어의 정의 ······················································································································· 20
1.7. 주요 선행 연구 ················································································································ 23

1.7.1. 미니멀 건축의 선행 연구 ··························································································· 23
1.7.2. 미니멀 조경의 선행 연구 ··························································································· 28

제 2 장 자기충족적인 ‘현전’의 ‘사물성’ ···································································· 32
2.1. 현전의 사물성 ················································································································ 34

2.1.1. 현전의 사물성와 현재성의 사물 ··············································································· 34
2.1.2. 무한히 연속하는 현전의 신체 ··················································································· 40
2.1.3. 환영의 소거 ··················································································································· 43
2.1.4. 사물성의 특징 ··············································································································· 47

(1) 비어있는 형태 ··············································································································· 47
(2) 균질한 공간에 진열된 재료 ······················································································· 51
(3) 규칙성에 의한 반복적 배열 ······················································································· 54
(4) 환영이 소거된 중성적 공간 ······················································································· 55

2.2. ‘지금 여기’의 지각에 멈춘 거대해진 사물성 ······················································ 57
2.2.1. 독단적 단일함 ··············································································································· 58
2.2.2 연속적 배열의 균질함 ·································································································· 67

(1) 확장을 시도하는 변형된 상자 ··················································································· 67
(2) 무한히 연속하는 이미지의 나열의 한계 ································································· 73

2.2.3 소결 : 근대의 무장소적 사물성의 잔재 ··································································· 79



- vi -

제 3 장 관계를 추구하는 미니멀 사물의 환영, 확장된 현재성 ·················· 82
3.1. 미니멀 아트에 여전히 존재하는 환영 ··································································· 82

3.1.1. 비환영의 강박에 관한 반발 ······················································································· 82
3.1.2. 미니멀 아트에서 지각되는 환영의 특징 ································································· 85

(1) 주체의 선험체계의 환기 ····························································································· 85
(2) 구체화된 신체의 지점 ································································································· 91
(3) 즉물성과 환영의 공존 ································································································· 94

3.2. 확장된 현재성 ·················································································································· 99
3.2.1. ‘지금 여기’에서 발생하는 환영 ················································································· 99
3.2.2. 형태 · 재료 · 배열이 구체화된 사물 ···································································· 104
3.2.3. 대지맥락과의 관계를 통해 확장하는 지각 ·························································· 105
3.2.4. 소결 : 확장된 현재성의 적용 범위의 확대 ························································· 108

제 4 장 맥락과 관계함으로 의미를 생산하는 미니멀 사물 ····················· 110
4.1. 맥락과 관계하는 미니멀 사물의 특징 ································································· 110

4.1.1. 최소화된 요소 : 도미니크 페로 ············································································· 111
4.1.2. 재료의 변화 : 헤르조그와 드 뫼롱 ······································································· 118
4.1.3. 관계적 배열 : 칼 안드레 · 피터 워커 ·································································· 128
4.1.4. 소결 : 사물의 가능성 모색과 미니멀 아트 수용의 의의 ································· 139

4.2. 관계를 추구하는 미술 · 건축 · 조경과 미니멀 사물과의 교집합 ················· 149
4.2.1. 기존 맥락에 최소화된 요소의 개입을 통한 지각의 확장 ································ 150
4.2.2. 재료를 변화시키는 맥락으로의 지각의 확장 ······················································ 160
4.2.3. 관계를 형성하는 배열이 이끄는 지각의 확장 ···················································· 166

4.3. 소결 : 확장된 현재성에 이르는 미니멀 사물의 방법론 ···························· 172
4.3.1. 최소화된 요소 ············································································································ 172

(1) 최소화된 요소의 개입을 통한 주변과의 구성 ····················································· 172
(2) 최소화된 요소의 개입을 통한 경계의 해체 ························································· 172

4.3.2. 재료의 변화 ················································································································ 174
(1) 재료를 변형시키는 맥락의 환기 ············································································· 174
(2) 재료의 반응으로 형성되는 공간의 분위기 ··························································· 175



- vii -

4.3.3. 배열의 관계 ················································································································ 175
(1) 관계를 통한 대지의 특징의 가시화 ······································································· 175
(2) 신체의 참여를 통한 관계의 유동성 ······································································· 176

제 5 장 확장된 현재성을 통한 장소형성의 방법론 ···································· 178
5.1. 지각의 차이의 생산 ····································································································· 178

5.1.1. 최소화된 요소가 이끄는 장소형성 ········································································ 183
5.1.2. 동일한 재료의 변형이 이끄는 장소형성 ······························································ 194
5.1.3. 반복적 배열을 통한 의미의 강화가 이끄는 장소형성 ······································ 204

5.2. 관계를 지각함으로 형성되는 장소 ······································································ 213
5.2.1.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 출현 이전의 재현적 장소 ····································· 214
5.2.2. 미니멀 사물이 형성하는 장소의 특징 ·································································· 228

제 6 장  결  론 ····················································································································· 234

참고문헌 ············································································································ 237
ABSTRACT ······································································································ 244



- viii -

그림목차

[그림 2-1]  프리드의 현재성 개념도 ············································································································································ 39
[그림 2-2]  Turnpike Night View ················································································································································ 40
[그림 2-3]  Robert Morris, <Untitled(Three L-Beams)>, 1965-66 ··········································································· 41
[그림 2-4]  프리드의 현전 개념도 ·············································································································································· 42
[그림 2-5]  로버트 모리스의 비어있는 형태, Robert Morris, Two Columns, 1961 ···················································· 48
[그림 2-6]  Carl Andre, Herm, 1960 / Tony Smith, Die, 1962 / Donald Judd, Untitled, 1963 ··························· 49
[그림 2-7]  Lucio Pontana, Spatial Concept 'Waiting', 1960 ······························································································ 52
[그림 2-8]  Donald Judd, Untitled (DSS 42), 1963 ·············································································································· 53
[그림 2-9]  Donald Judd, Untitled(DSS 223), 1970 ············································································································ 54
[그림 2-10]  Richard Serra, One Top Prop, 1969 ··············································································································· 60
[그림 2-11]  Richard Serra, Tilted Arc, 1981 ······················································································································ 63
[그림 2-12]  Richard Serra,St. Johns Rotary Arc, 1980 ···································································································· 65
[그림 2-13]  Machado & Silvetti Associates,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tudent Apartments, 2003 ··········· 66
[그림 2-14]  Donald Judd, Untitled, 1966 ······························································································································ 67
[그림 2-15]  Donald Judd, 100 Untitled Works in Mill Aluminum, 1982-1986 ························································ 69
[그림 2-16]  Donald Judd , (좌) Untitled (Menziken 89-5), 1989. (우) Untitled (Menziken 89-10), 1989 70
[그림 2-17]  Donald Judd, 15 untitled works in concrete, 1980-1984 ········································································· 72
[그림 2-18]  Donald Judd, 15 untitled works in concrete, 1984, 1부터 15까지 그룹의 유닛 배열 ······················ 74
[그림 2-19]  Donald Judd, 100 untitled works in mill aluminum, 1982-1986. 배열 방식(남-북 방향 ·············· 75
[그림 2-20]  Robert Morris, Four Mirrored Cubes, 1965 ································································································· 76
[그림 2-21]  Peter Walker, Cambridge Roof Garden, 1979  ···························································································· 77
[그림 2-22]  Peter Walker & Martha Schwartz, Necco Garden, 1980 ··········································································· 79
[그림 3-1]  Donald Judd, Untitled, 1965. 크라우스가 논한 저드의 작품으로 추정 ······················································· 85
[그림 3-2]  (좌) 저드, 모리스 등 1960년대 중반의 미니멀 아트의 입장: 사물성의 ‘현전’ 경험 

   (우) 크라우스를 위시한 입장 : 사물의 ‘확장된 현재성’ 경험 ········································································ 87
[그림 3-3]  확장된 현재성의 교환과정 ······································································································································ 89
[그림 3-4]  Agnes Martin, <Flower in the Garden>, 1963 ······························································································· 93
[그림 3-5]  Agnes Martin 회화 감상의 세 위치 ···················································································································· 94
[그림 3-6]  Ad Reinhardt, Abstract Painting, Blue, 1952 ··································································································· 95
[그림 3-7]  Barnett Newman, Who's Afraid of Red, Yellow, and BlueⅠ, 1966 ·························································· 98
[그림 3-8]  크라우스의 미니멀 아트의 감상: 지금-여기에서 발생하는 환영 ································································· 101
[그림 3-9]  Alberto Giacometti, Le Cube (Pavillon nocturne), 1933/34 ···································································· 102
[그림 3-10]  Agnes Martin의 전시 광경,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2016 ············································ 106
[그림 3-11]  (좌) <Primary Structures>, 1966, The Jewish Museum. (우) <The First Show>, 1983, 
Temporary Contemporary. ······························································································································································ 107
[그림 4-1]  Dominique Perrault, Installation Kolonihaven, 1996 ····················································································· 113
[그림 4-2]  Dominique Perrault, Usinor-Sacilor Conference Center, 1991 ································································ 114
[그림 4-3]  Herzog & de Meuron, (좌) <Just Waste>, Montreal, 23 October 2002 – 6 April 2003 (우) ·········

     <Beauty and Waste in the Architecture of Herzog & de Meuron>, Rotterdam, 22 January – 8 ····
   May 2005 ·································································································································································· 120

[그림 4-4]  Joseph Beuys, <Fat Chair>, 1964 ···················································································································· 122
[그림 4-5]  Herzog & de Meuron, Ricola-Europe SA Production and Storage Building, Mulhouse-Brunstatt, ··

   1992-93 ·································································································································································· 124
[그림 4-6]  Carl Andre, (좌) Scatter Piece, 1966, New York. (우) Spill, 1966, New York ······························ 130
[그림 4-7]  Carl Andre, 5 x 20 Altstadt Rectangle, 1967 ······························································································· 130
[그림 4-8]  André Le Nôtre, Château de Chantilly, 17c. 피터 워커가 영감을 받은 프랑스의 샹티이 ·················· 132
[그림 4-9]  Peter Walker, Saitama-Shintoshin Station 'Sky Forest' Plaza, 1994-2000 ······································ 138
[그림 4-10]  Alvaro Siza,  Leça Swimming Pools, 1966 ································································································ 151
[그림 4-11]  Geroge Hargreaves, Candlestick Point State Recreation Area, 1993 ················································ 152
[그림 4-12]  Robert Irwin, 1° 2° 3° 4°,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San Diego, 1997 ···························· 153
[그림 4-13]  Campo Baeza, Guerrero House, 2005 ··········································································································· 154
[그림 4-14]  Campo Baeza, Turégano House Addition, 2012 ························································································ 155
[그림 4-15]  Jean Nouvel, Cartier Foundation, 1994 ········································································································ 156
[그림 4-16]  SANAA, Serpentine Gallery Pavilion, 2009 ······························································································· 157
[그림 4-17]  SANAA, Toledo Museum of Art Glass Pavilion, 2006 ············································································ 158



- ix -

[그림 4-18]  Anish Kapoor, Cloud Gate, Chicago, 2004 ·································································································· 159
[그림 4-19]  David Nash, Wooden Boulder, 1978 - 현재 ································································································ 161
[그림 4-20]  David Nash, Crack and Warp Column, 1989 ······························································································ 161
[그림 4-21]  Michael van Valkenburgh, Ice Walls, 1988  ······························································································ 162
[그림 4-22]  Steven Holl, St. Ignatius Chapel, Seattle, 1991 ························································································· 162
[그림 4-23]  Campo Baeza, Gaspar House, Vejer, Cádiz, 1992 ···················································································· 163
[그림 4-24]  Peter Zumthor, Therme Vals, 1996 ················································································································ 165
[그림 4-25]  이우환, 관계항, 도쿄, 1968, 압연 철판 두 개와 돌 ··················································································· 166
[그림 4-26]  Daniel Buren, Les Deux Plateaux, 1986, Paris ··························································································· 169
[그림 4-27]  Michael van Valkenburgh, Woo Garden, 1995 ····························································································· 170
[그림 4-28]  Michael van Valkenburgh, Bailey Plaza, 2007  ························································································· 170
[그림 4-29]  James Corner, Highline Park, 2011 ················································································································ 171
[그림 5-1]  시공간상의 A-M-Z 지점에서 미니멀 사물의 지각 차이의 생성 ································································ 182
[그림 5-2]  Wolfgang Laib, Pollen from Hazelnut, 1989, 페로의 두 건물과 장소를 형성하는 방식과 유사 ········ 184
[그림 5-3]  Olympic Velodrome and Olympic Swimming Pool, 배치의 전략 ······························································· 185
[그림 5-4]  Aplix Factory, 최소화된 수평적 지붕선은 주변과 구성을 이루며 대지의 깊이와 수평선으로 지각을 확

   장시킴 ········································································································································································· 185
[그림 5-5]  Dominique Perrault, Villa One, France, 1993-1995 ·················································································· 186
[그림 5-6]  Olympic Velodrome and Olympic Swimming Pool, 최소화된 지붕선에 의해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

   450그루의 사과나무가 부각됨 ······························································································································ 187
[그림 5-7]  Olympic Velodrome and Olympic Swimming Pool, 최소화된 지붕선에 의해 마주하는 도시의 맥락으로 

   지각을 확장시킴 ······················································································································································· 188
[그림 5-8]  Aplix Factory, 평평한 입면과 최소화된 입면선에 반사재료가 사용된 경우 반사된 이미지의 자연스런 

     연속을 통해 지각의 확장을 유도 ·························································································································· 189
[그림 5-9]  Dominique Perrault, Aplix Factory, 1999, 건물 하부 디테일 ····································································· 190
[그림 5-10]  Dominique Perrault, Aplix Factory, 1999. 대기의 변화에 따른 표면의 변화 ···································· 190
[그림 5-11]  Aplix Factory의 지각의 과정 ··························································································································· 191
[그림 5-12] Dominique Perrault,  Olympic Velodrome and Olympic Swimming Pool, 1992-1999. 대기의 변화에 

     따른 표면의 변화 ······················································································································································ 192
[그림 5-13]  Olympic Velodrome and Olympic Swimming Pool, 반짝이는 평평한 지붕면은 호수에 비유됨 ····· 193
[그림 5-14]  Olympic Velodrome and Olympic Swimming Pool의 지각의 과정 ························································ 194
[그림 5-15]  Herzog & de Meuron, Dominus Winery, 1998, 최소화된 수평적 지붕선, 현무암의 색은 주변과 구성

    을 이루며 대지의 깊이와 수평선으로 지각을 확장시킴 ············································································· 196
[그림 5-16]  Dominus Winery, Jeff Wall의 사진(1999, 2월경), 현무암의 어두운 색은 겨울철의 대지의 색상과 조

    화를 이룸 ······························································································································································· 198
[그림 5-17]  Dominus Winery, 무게를 거스르는 현무암의 배열은 중력을 환기시킴 ··················································· 199
[그림 5-18]  Dominus Winery, 현무암의 사이로 빛이 투과되며 패턴을 형성함 ··························································· 200
[그림 5-19]  Dominus Winery의 지각의 과정 ························································································································ 202
[그림 5-20]  Herzog de Meuron, Signal Box, 1994, 이동이라는 맥락에 의해 형태와 재료의 지각의 차이를 생산함

    ··················································································································································································· 203
[그림 5-21]  Signal Box의 지각의 과정  ······························································································································· 204
[그림 5-22]  Carl Andre, 43 Roaring Forty, 1968. 배열의 방식에서 대지와 관계를 형성함 ··································· 206
[그림 5-23]  Carl Andre, Solarust, Berlin, 1984. 배열의 방식에서 대지의 사회적 맥락과 관계하며, 신체의 참여로 

    의미가 활성화 됨 ··················································································································································· 206
[그림 5-24]  Peter Walker, Tanner Fountain, 1984, 신체의 참여를 통해 배열의 의미가 활성화 됨 ···················· 207
[그림 5-25]  Peter Walker, Tanner Fountain, 1984. 단순한 원형의 수평 배열로 주변과 조화를 이룸. 계절에 따 ··

    른 지각 변화는 시간의 흐름을 가시화 함 ····································································································· 208
[그림 5-26]  Tanner Fountain의 지각의 과정 ························································································································ 209
[그림 5-27]  Peter Walker, Saitama-Shintoshin Station ‘Sky Forest’ Plaza, 1994-2000 ····································· 211
[그림 5-28]  Saitama-Shintoshin Station ‘Sky Forest’ Plaza의 지각의 과정  ··························································· 212
[그림 5-29]  Alva Alto, Villa Mirea, 1945 ···························································································································· 215
[그림 5-30]  Jørn Oberg Utzon, Bagsvaerd Church, 1976 ································································································ 217
[그림 5-31]  Aldo Rossi, Teatro del Mondo, Venice, 1979  ························································································· 221
[그림 5-32]  Peter Greenway, 1694년 영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 <The Draughtsman's Contract>, 1982 ········· 223
[그림 5-33]  Lawrence Halprin, Lovejoy Fountain Park, Portland, 1970 ··································································· 227



- x -

표목차

[표 1-1]  미니멀 건축에 관한 국내 주요 선행연구 ·················································································································· 25
[표 1-2]  미니멀 조경의 특징(안승홍, 2009) ··························································································································· 29
[표 3-1]  미니멀 오브제의 지각 방식 ········································································································································ 103
[표 3-2]  확장된 현재성의 관계도 ·············································································································································· 109
[표 4-1]  최소화된 요소를 통한 관계 : 도미니크 페로 ········································································································ 118
[표 4-2]  재료의 반응을 통해 드러나는 관계 : 헤르조그와 드 뫼롱 ················································································ 127
[표 4-3]  배열이 함축하는 관계 : 칼 안드레 · 피터 워커 ································································································· 139
[표 4-4]  페로 · 헤르조그와 드 뫼롱 · 안드레 · 워커의 미니멀 오브제의 공통점 ························································ 141
[표 4-5]  로버트 어윈의 조각과 대지의 관계 ·························································································································· 143
[표 4-6]  페로 · 헤르조그와 드 뫼롱 · 안드레 · 워커의 미니멀 사물의 특징 ································································ 146
[표 4-7]  페로 · 헤르조그와 드 뫼롱 · 안드레 · 워커의 대지맥락 ·················································································· 148
[표 4-8]  기존의 맥락의 최소한의 요소의 개입을 통한 지각의 확장 ················································································ 173
[표 4-9]  재료를 변화시키는 맥락으로의 지각의 확장 ·········································································································· 174
[표 4-10]  관계를 형성하는 배열이 이끄는 지각의 확장 ··································································································· 176
[표 5-1]  장소의 특징 비교 ·························································································································································· 232



- 1 -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미니멀 아트는 단순히 형태적 환원을 추구했다거나 인지 현상학적 측

면을 열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1980년대에 할 포스터(Hal 

Foster)는 에세이 <The Crux of Minimalism>(1986)에서 미니멀 아트

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주어진 맥락에 오브제가 개입함으로써 빚어진 지

각적 결과들을 탐색하는 것을 미니멀 아트의 주요사항으로 보았다. 이는 

미니멀 아트를 단순 오브제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맥락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로써 미니멀 아트는 이후의 미술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에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니

멀 아트에 관한 작가들과 비평가들의 지각에 관한 관점을 논쟁에 올려

놓았다. 포스터의 재평가는 미니멀 아트를 지각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며, 단순 신체지각이 아닌 그로 인해 유발되는 귀

결점에 주의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한편으로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이 성행한 것은 미니멀 아트가 

성행한지 약 20년이 지난 1980년대인데, 이 공백을 단순히 장르간의 전

파의 기간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불충분해 보인다. 이에 관하여 건축과 조

경은 각기 다른 입장으로 미니멀 아트의 수용 이유를 설명한다. 건축에

서는 당시에 무분별한 형태의 과용으로 감축된 형태, 재료의 순수성, 구

축의 방식이 새로웠다고 평가하는 반면, 조경에서는 이안 맥하그(Ian L. 

Mcharg)의 생태계획에 근간한 설계방법이 편재한 상황에서 예술적인 

측면에서 조형성을 실험한 것으로 평가한다. 같은 근원을 놓고 이렇게 

상반되게 해석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당대의 건축과 조경의 상황이 달

랐던 것에 기인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미니멀 아트를 다분히 외관상의 관

점에서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의 연

구에서 환원성 · 단순성 · 반복성 등 다분히 분류적인 차원에서 단편적 

논의가 지속되는 것 역시 외관상의 관점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포스터가 미니멀 아트를 재평가한 신체지각과 그로 유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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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관점에서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을 재조명해 볼 때, 장르를 

불문하고 많은 부분에서 미니멀 오브제의 근원적 속성에 근거한 공통점

을 찾아볼 수 있다. 특별히 미니멀 아트를 그들의 작품의 직접적인 영감

이라고 언급한 건축가와 조경가가들의 진술은 이를 확증한다. 미니멀 건

축 · 미니멀 조경은 단순 오브제가 신체 그리고 오브제가 놓인 맥락을 

매개한다는 측면에서 미니멀 아트와 연결점을 갖는다. 미니멀 아트에 잠

재된 어떠한 특징을 기반으로 미술의 경계를 넘어 확장을 시도했던 영

역이, 다름 아닌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과 맞닿아 있어 쌍방 간의 

교차점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포스터 역시 미니멀 아트가 나아갔던 그 영역이 크라우스(Rosalind 

Krauss)가 <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1979)에서 확장된 영

역으로 논한 언저리 어딘가라고 언급했다.1) 이러한 장르간의 교차적 확

장은 단지 학문적 정의에 의해 타 장르와 유사하다는 차원이 아닌, 보다 

근원적으로 오브제와 오브제가 처한 맥락, 그리고 이를 지각하는 신체라

는 3자의 구도에 기인하는 현상이다. 미니멀 오브제의 특정한 성향이 이 

구도를 조정하며, 오브제 자체에서 오브제가 처한 맥락으로 지각을 확장

시키며 의미를 생산한다. 신체는 단순히 상황을 지각하는 것에서 나아가 

주관적 선험체계를 투사하며 장소형성에 참여한다. 바로 이러한 점이 본 

논문을 통해 장르를 가로질러 살펴보려고 하는 미니멀 오브제의 가능성

이다. 

본 연구는 지각의 관점에서 미니멀 아트에 관한 포스터의 논지가 결

국 장소형성에 관한 논의로 향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미니멀 건축 · 미

1) 미술 ·  건축 · 조경의 융합적 관계에 관한 논의에서 크라우스의 <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1979)는 대표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 에세이는 건축과 조경의 특징으로 
엮어낸 3개의 방위로 당시의 조각을 설명한다. 크라우스는 당대의 조각이 확장했던 영역이 
건축 · 조경과 맞닿아 있음을 직관적으로 감지했으며, 그 특징을 ‘이다/아니다’의 방법을 통
해 해당하는 조각의 확장된 범위를 논하였다. 확장된 영역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Sculpture(not-landscape/not-architecture) 

  Axiomatic Structures (architecture/not-architecture) 
  Site Constructions (landscape/architecture) 
  Marked Sites (land scape/not-landscape)
  크라우스는 미니멀 아트와 미술의 이러한 변화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서술하지는 않았으나, 

에세이의 서두에 미니멀 아트를 언급하며 미술의 변화의 하나의 계기로 주목하였
다.(Rosalind Krauss, Sculpture in the Expanded Filed, October, Vol. 8. Spring 1979, p. 
32.) 사실, 크라우스가 3개의 확장된 영역의 예로 들은 사례에도 로버트 모리스, 칼 안드레, 
리차드 세라 등을 포함하여 미니멀 아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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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멀 조경 역시 지각의 방식을 유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소형성에 유

의했음에 주목했다. 장르를 불문하고 미니멀이라는 특징을 취하는 오브

제가 만들어나가는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것이 1960년대의 미니멀 아트

와 이후 1980년대의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에서 어떻게 폭넓게 조

망될 수 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논하기 위해 미니멀 아트 

·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을 아울러 논할 수 있는 지각 방식을 확장

된 현재성(expanded presentness)으로 고찰할 것이다. 기존의 편재한 

지각 방식인 프리드(Michael Fried)의 현전(presence)의 한계를 돌아보

고, 이에 대항하는 크라우스의 지각방식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여기서는 연구의 기반이 되는 몇 가지 배경적 

사실에 관하여 서술하려한다. 먼저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이 출현한 

시대적 배경과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파악해본다. 이후, 미니멀 아트를 

바라보는 대안적 관점으로 포스터의 논의를 구체화하고, 논쟁의 중심에 

있는 환영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환영에 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장

소형성과 관련된다.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의 출현의 시대적 배경

미니멀 건축이 등장한 1980년대의 건축에서는 형태에 관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미니멀 건축은 반형태주의(anti-formalism)적

인 측면에서 당대의 해체주의(deconstructivism)와 포스트모던

(postmodern) 건축과 대척점에 서있다. 탈근대주의적 철학자들의 사상

은 건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1980년대 초 해체주의를 탄생시켰으

며, 건축의 새로운 방법과 과정을 추구한다는 미명 아래 건축가의 주관

적 표현을 추구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포스트모던 건축은 근대의 국

제주의 양식(international style)에서 배제되었던 건축의 지역적 · 토속

적 · 장식적인 특성들을 외관적 특징으로 소화하였다. 

라파엘 모네오(Rafael Moneo)는 1980년대 후반 헤르조그와 드 뫼롱

(Herzog & de Meuron)의 등장이 당대 건축계에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서술했다. 축소된 건축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건축은 하나의 선언

문과 같았다. 당시에는 양식의 무분별한 반복으로 인해 어떤 양식도 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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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빠진 듯이 여겨졌으며, 새로운 시도는 또 다른 표현의 연장일 뿐이었

던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미니멀 건축의 의도적인 형태의 절제는 당대

의 건축 언어의 과도함과 대비를 이루었으며, 단순한 사각 형태가 제공

하는 공간은 중립적이라고 여겨졌다.2) 

해체주의 건축에서는 건축가의 개성이 중시되었으며 건축은 개인적 

표현으로 귀결되었다. 상대주의 패러다임에 기반한 해체주의는 국제주의 

양식에 기반한 근대의 이상적인 질서로서의 형태 개념을 부정한다.3) 대

표적인 건축가인 프랭크 게리(Frank Ghery)는 기존의 건축을 규정짓던 

관념적이거나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를 자신의 건축의 주제

로 삼았다. 건물이 놓이는 대지맥락은 중요하지 않으며, 건축물 자체에 

집중하여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짓는 방식이나 과정에서 새로움의 추구

를 우선시하였다. 그런데 게리나 다니엘 리베스킨드(Daniel Libeskind), 

자하 하디드(Zaha Hadid) 등의 해체주의자들이 추구한 건축의 방식이나 

과정은 대부분 형태에 관한 것이었으며, 여기서 형태란 건축의 근원적이

거나 보편적인 형태에 대한 탐구라기보다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이 발현

된 것이었다. 이들은 로고스 중심적인 순수주의를 배격하고 형태의 자유

로움을 추구하여 한시성, 무상성, 우연성을 추구했다고 평가받는다.4) 

미니멀 아트가 1940-50년대를 풍미한 추상표현주의를 반박하여 상대

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던 상황은, 1980년대 미니멀 건축의 출현이 

당대의 해체주의 건축의 과도한 표현에 반하는 상황과 닮아있다. 미니멀 

아티스트들이 내걸었던 선언중 하나가 ‘작가의 죽음’이었는데, 이는 작품

은 작가와 긴밀한 관계에 놓여 예술가의 정신세계를 이해하지 않고는 

작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기존의 관습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

을 제시했다. 회화도 조각도 아니며 어떤 것도 표상하지 않는다는 미니

멀 아트는 원상-가상의 재현의 구조에서 가상으로 존재해왔던 미술 작

품의 오래된 역사를 끊고 그 자체로의 삶을 추구한다. 축소된 형태와 날

것과 같은 재료의 진열에서 작가 개인의 표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

며, 작품은 그 자체로 즉물적인 상태로 존재한다. 

2) 라파엘 모네오, 라파엘 모네오가 말하는 8인의 현대건축가: 이론적 열망과 디자인 전략, 이
영범 외 역, 공간사, 2008, p. 444-445.

3) 한성정, ‘해체주의 이후’ 아방가르드 건축의 특성과 성격 규명에 관한 연구, 서울대 건축학
과 석사논문, 1999, p. 17. 

4) 라파엘 모네오, op.cit., p. 3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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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니멀 건축의 출현은 반형태주의적인 관점에서 1970년대의 포

스트모던 건축과도 대조를 이룬다. 20세기 전반기에는 건축의 언어를 

정립하며 보편화하려는 움직임은 건축 자체의 자율성을 획득한 측면에

서는 긍정적이었으나, 건축을 일관된 관점으로 기술해내는 편향적인 성

향을 보였다. 각각의 건축물을 특징짓던 장식은 건축에서 소거되어야 했

으며, 어디서나 적용 가능한 보편주의 성향은 각 지역의 풍토와 문화를 

배제하므로 획일적인 풍경을 낳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획일성에 

관한 저항으로 1961년의 로버트 벤츄리(Robert Venturi)의 <길드 하우

스(Guild House)>는 근대건축에서 배제된 상징과 은유를 되살리고, 장

식을 통해 역사를 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흐름은 1970년대 후

반 마이클 그레이브스(Michael Graves)로 이어지며 <포트랜드 빌딩

(Portland Public Service Building)>(1982) 등을 발표하며 시각적 이

미지로써의 건축양식의 치환을 주도했다.

반면, 1980년대 미니멀 조경이 출현한 당대의 상황은 건축과는 대조

적으로 조형적 형태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미니멀 건축이 형태의 축소를 

추구했다면, 미니멀 조경은 예술로서의 조경 혹은 형태주의에 근거한 새

로운 시도가 다각도로 전개된 경향으로 형태의 확산을 추구한다. 이러한 

양태가 나타난 이유는 1969년 이안 맥하그(Ian L. Mcharg)의 <Design 

with Nature>이 출간된 이후 1980년대 후반에 새로운 경향이 등장하기 

전까지 생태학적 사고와 접근방법이 조경계획 및 교육의 전반을 이루며 

생태계획(ecological planning)이 대표적인 조경설계의 접근법으로 여겨

졌기 때문이다. 맥하그의 생태계획은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요구하는 당시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자연 환경의 여러 요소를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적합한 개발 지역을 찾

아내는 과학적 시스템이다. 이 접근 방식은 환경을 정성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정량적인 것으로 보고, 문제의 해결을 객관적으로 시도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환경결정론(environmental determinism)의 방식이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자연을 인간과 분리하고 분석될 수 있는 

대상으로 객관화하므로 인간-자연의 분리라는 이원론을 양산하고,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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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설계의 방법론을 구체화한다는 미명 아래 과정의 획일화를 가져왔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5) 환경결정론의 방식은 조경작품에서 형태나 재

료에 입각한 시적 · 미적 · 상징적 차원에서의 접근 방식의 위축을 가져왔

으며, 작가의 주관적 표현을 강조한 실험성과 예술성에 관한 추구는 도태

되었다. 새로운 시도를 원했던 시대적 배경을 참작할 때 미니멀 아트는 당

대의 조경의 변혁에서 하나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미니멀 건축과 미니멀 조경이 성행할 당시의 상황을 참작해보

면 미니멀 아트의 수용은 당대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

가 되었음에는 분명하다. 그런데 단순히 “과도한 형태를 축소하고 절제

를 추구했다”라든지 “새로운 형태를 추구했다”라는 관점에서 미니멀 건

축 · 미니멀 조경의 출현의 의의를 파악하는 것은 충분치 않을 것이다. 

미니멀 건축이 궁극적으로 표방한 것이 단순한 형태만이 아니며, 조경에

서 미니멀 아트를 수용한 이유가 조형적 형태에 관한 것만이 아니기 때

문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영감의 원천이 되었던 미니멀 아트의 축소된 

형태조차도 형태 자체의 귀결점을 얻기 위해 시도되지 않았다. 미니멀 

아트의 박스 형태는 가장 무관심한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귀결된 것으로, 형태를 추구하기 위함이 아닌 형태를 탈피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따라서 외관상의 유사점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오히려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에 관한 폭넓은 해석의 

여지를 축소시킨다. 또한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 관한 연구가 한계

를 보이는 것은 외관상의 관점으로 미니멀 아트를 해석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의 연구에서 주로 

논의되는 단순성 · 순수성 · 반복성 · 환원성 등의 분류적인 해석 방식

은 다분히 외관상의 특징에 근거한다.6) 이중용 · 정성원(2004)은 2003

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미니멀 건축의 연구들의 성향을 분석하며 대부

분의 연구가 미니멀 건축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없이 표

면적으로만 분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7) 

5) 배정한,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조경, 2004, p. 220-222
6) 미니멀 건축과 미니멀 조경의 기존의 연구에 관해서는 1.7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다. 
7) 이중용 · 정성원, 국내 건축에서의 미니멀리즘 논의 현황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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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미니멀 건축을 인지현상학의 측면에서 고찰하는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미니멀 아트가 등장할 당시 현상학자 메를로퐁티

(Merleau-ponty)에 관심하며 현상학이 논의되었던 것을 환기할 때 개

연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1980년대 현

상학적 건축의 흐름 안에서 미니멀 건축을 파악하고자 한다. 현상학적 

건축에서 논의되는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재료의 구축과 촉각성을 중시

하므로 단순한 형태를 추구하는 미니멀 건축과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상학적 건축은 미니멀 건축을 이해하는 데 필요조건이지 충

분조건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현상학적 건축의 범주는 미니멀 건축의 범

주를 넘어서며, 스티븐 홀(Steven Holl)과 같이 미니멀 건축으로 묶을 

수 없는 건축가도 다소 포함한다. 따라서 미니멀 건축이 현상학적 건축

과 어느 정도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하여도 등가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인지 현상학은 미니멀 건축을 설명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

다. 

그렇다면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을 바라보는 대안적 관점은 무엇

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미니멀 아트를 바

라보는 관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미니멀 아트를 여전히 피상적인 관

점으로 파악하는 한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 연구의 진전을 볼 수 없

기 때문이다. 

지각의 관점에서 미니멀 아트의 재평가

이러한 상황가운데 1980년대 이후 미니멀 아트에 관한 평가가 새롭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1980년대는 저드(Donald 

Judd)와 모리스(Robert Morris), 그리고 비평가 프리드(Michael Fried)

에 의해 공고해진 기존의 미니멀 아트에 관한 논의가 시들해진 상황이

었다. 심지어 1980년대에 들어서 미니멀 아트는 곧잘 폄하되곤 했는데, 

미니멀 아트와 대척점에 서있던 신표현주의를 포용력이 큰 전위미술로 

끌어올리려는 속셈으로 미니멀 아트를 배척한 것이다. 미니멀 아트는 외

발표대회 논문집, 2004년 제24권 2호, p. 68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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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 제약이 심하여 표현의 한계가 있으며 극한 형태적 단순성으로 유

아적이기까지 하다고 비판되었다.8) 

이에 반하여 포스터는 에세이 <The Crux of Minimalism>(1986)에

서 미니멀 아트의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하였는데, 외관상 미니멀 아트가 

제약이 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현재에도 계속 탐구되고 있는 미술

의 새로운 영역을 열어 미술사에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고 평가한다.9) 

이렇게 새로운 영역의 시작을 알린 이유는 미니멀 아트가 태동하던 

1960년대에 만연해있던 근대 미술의 어떠한 부분들과 결별했기 때문인

데, 포스터는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미니멀 아트는 대부분의 근대 미술에서 나타났던 초월적 공간과 단절한
다.

- 미니멀 아트는 전통 조각 대부분의 근간을 이루던 인간의 형태(추상표현
주의 작품의 제스처에 여전히 남아있던)를 거부한다. 

- 추상 조각에서 볼 수 있었던 장소상실의 영역(siteless realm)을 거부한
다. 미니멀 아트와 더불어 조각은 더 이상 좌대 위에 놓이거나 순수한 미술로
서 따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물체들 사이에 놓여 장소(맥락)10)에 의해 재규정
(repositioned among objects and redefined in terms of place)된다. 

- 미니멀 아트를 감상하는 관람자는 형식적 미술의 안전하고 주권적인 근대
의 공간이 아닌 관람자가 위치한 ‘지금-여기’를 경험하게 된다. 미니멀 아트는 
관념론적 의식 모델을 부정한다.11) 

포스터의 위의 분석은 1960년대 중반의 미니멀 아트의 일차적인 공

적으로 저드가 주장한 바와 같이 회화도 조각도 아닌 ‘특정한 오브제

(specific object)’라는 논지를 넘어선다. 즉, 환원적 대상에 대한 관심을 

8) 할 포스터, 미니멀리즘이라는 교차점(the Crux of Minimalism), 실재의 귀환(The Return 
of the Real), 이영욱 외 역,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3, p. 81-82.

9) Ibid., p. 82.
10) 포스터는 장소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술에서 사용되는 장소라

는 용어의 일반적 사용을 통해 추측해야 한다. 영문으로는 place, 번역으로는 장소라는 용어
를 사용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장소라는 용어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공
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공간이란 데카르트적 삼차원으로 본다면, 장소는 주체의 경험을 통해 
사유화된 공간이다. 본문이 정의하는 공간과 장소의 구분에 관해는 1.6 용어의 정의에서 서
술하였다. 이에 반해, 미술에서는 장소 특정적(site-specific)이라는 용어가 화이트큐브를 벗
어나 특정 맥락에 놓인 작품들에 이후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장소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범위는 좀 더 포괄적이다. 본문에서 할 포스터가 사용한 장소는 오브제가 놓이는 곳의 맥락
으로 본문의 논지로 보자면 맥락으로 볼 수 있다. 

11) Ibid.,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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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초점이 대상으로부터 대상에 대한 지각으로, 즉 대상이 처해 있는 

상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12) 나아가 포스터의 언급은 기존에 미니멀 

아트의 특징으로 논의되던 인지 현상학의 측면도 넘어선다. 단순히 오브

제가 놓임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지각한다는 개념이 아닌, 오브제들 사이

에 놓여 맥락에 의해 재규정되는 속성을 부각시켰다. 포스터는 주어진 

맥락에 오브제가 개입함으로써 빚어진 지각적 결과들을 탐색하는 것을 

주요 사항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그는 초례된 지각의 결과들이 명료하

지 않고 애매한 성격을 띤다는 사실 역시 감지했다.13) 흔히 미니멀 아

트를 “당신 눈에 보이는 것이 당신이 보는 전부”라는 프랭크 스텔라

(Frank Stella)의 언급처럼 미니멀 아트를 단순하게 논하지만, 이렇게 

단순화하기에 맥락과 관계하는 미니멀 아트의 지각적 결과들은 결코 단

순하지 않으며 논쟁의 여지를 갖는다.14) 

즉, 포스터는 미니멀 아트를 독립적인 오브제가 아닌 주변 맥락과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외관상의 특징을 논하는 것을 넘

어서 이제는 미니멀 아트와 이를 둘러싼 맥락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면서 포스터는 미니멀 아트의 이러

한 점이 미술에서 실제를 열었다고 주장한다. 미니멀 아트를 단순히 환

원적인 경향으로만 본다면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미술사의 한 사조에 끝

나고 말겠지만, 미니멀 아트는 당대의 팝아트와 더불어 미술의 시공간을 

지금-여기의 실제로 돌리며 영역을 확장했다는 것이다. 지금-여기라는 

용어 가운데 드리워진 실체는 미니멀 아트가 대지맥락과의 관계 속에 

펼쳐내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지각적 결과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포스터의 관점은 미술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니멀 아트가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 중심에서 논의되는 개념이 환영

(illusion)이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미니멀 아트에 관한 논쟁의 중심에 

서있던 용어 역시 환영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저드는 에세이 <특정한 오

12) 본문에서 ‘상황’은 볼드체로 표시되어있다. 
13) 포스터는 장소에 오브제가 개입하는 방법론을 서술하지 않는다. 다만 그가 지각적 결과의 

애매함으로 서술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저드의 특수한 대상(specific object)은 그의 특수
하지 않은 구성과 반목한다. 모리스의 

14) Ibid.,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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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제(specific object)>(1965)는 “특정한 오브제는 진정으로 환영주의를 

거부한다”며 미니멀 아트의 출발을 환영의 배격에 두고 있다.15) 환영이

란 미니멀 아트가 추구한 지금-여기의 시공간의 성격과 정면으로 대조

를 이룬다. 

 이와 같이 환영이 논의의 정점에 서게 된 이유는 환영의 생산이야말

로 미술의 전통적인 기능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더니즘 이전의 

대다수의 미술작품은 형상에 기인한 재현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했

다. 이는 마치 인화된 사진을 통해 사진을 찍을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듯

이, 미술작품은 사건을 기념하며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미술

작품은 원상이 되는 사건의 시공간을 보여주는 가상이며, 재현적인 작품

의 감상이란 가상을 통해 원상의 시공간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라

고 할 수 있다. 환영의 사전적 정의가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할 때, 현실이 아닌 시공간에 참여하는 행위는 환영적이다. 

조각은 기념비의 역할을 하며 사건이 일어났거나 위치적으로 중요한 

장소에 배치되어 작품의 의미구조를 완성했다. 예를 들어, 마르커스 아

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의 기마상은 캄피돌리오 광장 중앙에 배치

되어 로마제국의 통치자의 위상을 알린다.16) 기념비로서의 조각이 특정

한 곳에 놓여야 하는 이유가 놓이는 곳과 관련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과거의 시공간이 작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관람자는 감상을 통해 작품이 제공하는 시공간에 참여하게 된다. 

바로 관람자가 놓인 현실의 시공간이 아닌 작품을 통해 그 때-거기의 

연상 작용이 곧 환영이며, 이는 미술이 지니는 고유의 감상의 방법이었

다. 

원상-가상의 재현의 구조에서 환영에 관한 전통적인 기조는 근대에 

이르러서도 표현 방법을 달리하며 여전히 이어진다. 20세기 초의 추상

의 탄생은 당시에 정신적인 것을 갈망한 시대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 한

다.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는 내적 직관으로 파악되는 종교적이

고 묵시적인 내용의 이미지들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몬드리안(Piet 

15) David Raskin, The Shiny Illusionism of Krauss and Judd, Art Journal, Vol. 65, No. 1, 
Spring, 2006, p. 8.

16) Rosalind Krauss, Sculpture in the Expanded Filed in Toward Postmodernism, p. 
27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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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rian)은 현실의 배후에 숨어있는 근원적이고 불변하는 원리를 그리

고자 했다. 말레비치(Kazimir Malevich) 역시 절대적인 세계를 간결한 

형태와 색으로 묘사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당시에 유럽 전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신지학(Theosophy)17)에 심취하여 정신의 고차적인 

내용을 표현하였다. 독일 표현주의의 맥을 잇는 칸딘스키는 저서 <예술

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는 이에 대해 잘 이야기해준다. 그는 

예술 창조의 본질로 내적 필연성(inner necessity)18)을 강조하며 색채

와 형태를 통해 화가의 순수한 정신 그 자체를 그리고자 했다. 1940년

대의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화가들 역시 우주의 보편적인 질서를 탐구하

거나 일본의 젠(Zen)사상에 심취하였으며, 가시적인 세계를 넘어 존재하

는 초월적인 세계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모더니즘

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원상-가상의 재현적 관계가 이어져 환영의 생산

에 주의했다. 다만 원상의 내용과 가상의 표현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미니멀 아트는 뿌리 깊게 작용하던 환영의 생산

을 소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미술사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고자 했다. 

그 때-거기가 아닌 지금-여기로 시공간의 괄목할만한 전이를 가지고 온 

것이다. 감상에서 원상-가상의 구도를 파기함으로 허상을 실제(reality)

로 믿어왔던 오래된 믿음을 파기하며, 관람자를 둘러싼 실제의 맥락 자

체로 그 영역을 이동시킨다. 포스터는 이러한 의미에서 미니멀 아트가 

미술의 영역의 확장을 시도했다고 평가했다. 크라우스 역시 미술의 변화

의 흐름이 관념적이고 고정적인 것에서 시간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이

행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미니멀 아트를 이 흐름에서 끝에서 두 번째의 

단계로 보고, 실제로 이행하는 미술의 역사에 미니멀 아트가 중요한 기

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논했다.19) 

특히 맥락에 의해 재규정된다는 특징은 작품이 환영을 생산하므로 의

미 있는 것으로 간주되던 과거의 형식을 완전히 단념했음을 단적으로 

17) 블라바츠키는 신지학을 영원한 진리라는 의미와 유사하다고 언급한다. 신지학회는 정신의 
문제를 내적 인식을 통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집단으로 과학에 근거한 실증론과는 완전한 대
조를 이룬다( 인간의 감정은 영혼의 진동을 통해서 우주와 연결되며 색채, 형태, 단어를 통
해서 표현될 수 있다. (칸딘스키,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칸딘스키의 예술론, 
권영필 역, 열화당, 2010, 39-42.)

18) 내적인 요소는 예술가의 영혼 속에 있는 감정이다. 예술작품의 형식은 억제할 수 없는 내
적인 힘, 즉 내적 필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술가의 감정은 작품을 통해 표현되며 관람자
에게 유사한 감정을 환기시킨다. (칸딘스키, 18.)

19) 할 포스터, op.cit.,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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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이제 작품은 ‘텅 빈’ 상태로 전시장에 놓이게 되었으며, 지금- 

여기에서 작용하고 있는 대지맥락은 작품의 의미를 생성하는 중요한 요

소가 되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상의 방식을 관람자에게 요구하게 된

다. 어떤 것도 표상하지 않기 때문에 오브제 자체에 내재된 가치는 없

다. 전시장에 놓인 철판은 전시장 밖의 철판과 동일하다. 단지 철판의 

의미는 철판이 놓인 주변의 맥락에 의해서 규정될 뿐이다. 

따라서 미니멀 아트를 단순히 축소된 형태를 지향한다거나 산업화의 

대량생산의 일면을 시사하는 시대적 조류로 해석하는 것은 그 의의를 

축소하는 것과 다름없다. 궁극적으로 미니멀 아트는 미술 작품의 의미생

성 체계 자체에 도전한 것으로, 그 역사적 의의는 1960년대 중반의 선

언보다 훨씬 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미니멀 아트의 의의를 미화만 하기에는 그 현실은 녹

록치 않다. 포스터는 미니멀 아트의 가치를 재조명했으면서도, 다루고 

있는 대상은 여전히 맥락이 전무한 전시장인 화이트큐브(white-cube)에 

놓인 작품으로 한정한다. 이로 인해 그는 이론을 펼쳤을 뿐 이를 구체적

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한다. 자칫 지금-여기라는 용어로 오

브제와 맥락과의 관계로 인한 복합적인 지각적 결과들을 축약시키는 듯

하다. 오브제의 내재적인 가치가 없으므로 주변 맥락에 의해 의미를 생

성하게 된다는 미니멀 아트의 명제를 진정으로 평가하려면 화이트큐브

를 벗어나 일상에서 실험되고 있는 작품을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

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미니멀 아트에서 맥락이 실험되고 있는 것은 고

무적인 사실이다. 기존의 미니멀 아트의 정의로 보자면 대지맥락은 제3

의 요소로 그 중요성에 관하여는 간과되어 왔다. 1960대 후반 대지미술

의 등장과 더불어 차츰 미니멀리즘에서 대지맥락이 실험되기 시작했으

며, 주로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에 오브제를 맥락에 위치시키는 실

험을 감행하였다. 전시장으로부터 일상으로의 행보는 주어진 맥락에 의

해 재규정되는 오브제라는 점에서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과의 교차

점을 형성한다. 바로 이 교차점이 본 연구가 미니멀 아트 ·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을 가로질러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

는 미니멀 오브제의 속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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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과 의의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1960년대 중반에 

성행한 미니멀 아트와 견주어왔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주제를 장르를 

가로질러 살펴보는 것은 위험이 따르는데, 이는 각각의 장르를 성립시키

는 고유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시대도 아닌 약 

20년 뒤인 1980년대에 성행한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을 미니멀 아

트와 비교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미니멀 아트 ·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의 장르적 구분을 넘어 공통되게 적용될 수 있는 특정한 시선을 갖

고 접근하려 했다. 이러한 시도를 감행하는 이유는 각각의 장르에서 공

통된 지점에 다다르려고 하는 움직임이 충분히 감지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 관한 고찰은 1980년대에 미니멀 아트를 재평가한 포스터(Hal 

Foster)의 논지에서 발견되며,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이 미니멀 아

트를 수용했던 이유에서도 발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로 이 지점이 

무엇인지를 밝히려 하며, 이 지점에 다다르기 위해 어떤 방법론을 취하

고 있는지를 고찰해보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는 이전의 비교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외관상 환원을 추구하는 관점이나, 인지 현상학적 관점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공통적으로 도달하려 했던 이 지점은 미니멀 아트 · 미니멀 건축 · 미

니멀 조경이라는 장르로 구분된 용어가 아닌, ‘미니멀 오브제’라는 용어

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고찰될 수 있다. 장르를 넘어 형태 · 재료 · 배

열에서 그 자체로는 내재된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 오브제를 보편적으

로 고찰해보려는 것이다. 

특별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환원으로 말미암아 비어있게 된 오

브제가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이다. 의미의 집중점을 장소라고 볼 때 이 

과정은 곧 장소가 형성되는 과정의 고찰로 이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미니멀 오브제가 어떻게 지각되는가의 문제가 부각되는데, 이를 단순히 

인지 현상학의 관점에서 단편적으로 다루기보다, 신체지각을 통해 궁극

적으로 얻어지게 되는 결과물인 형성되는 장소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이

전의 인지 현상학적 관점의 연구와는 차별화된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지각의 관점에서 미니멀 오브제를 다루며, 궁극적으로 비어있는 오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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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장소형성의 방법론을 고찰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또한, 본 연구는 지각의 관점에서 기존에 편재한 프리드(Michael 

Fried)의 현전(presence)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지각 방식

을 크라우스(Rosalind Krauss)의 논의에 기반하여 확장된 현재성

(expanded presentness)을 제안하고 있다. 미니멀 오브제는 크게 이렇

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지각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지각 방식과 관련하여 저드를 위시한 1960년대 중반의 

미니멀 아트는 다분히 전자의 현전에 근거하여 사물성(objecthood)을 

추구했다. 반면, 미니멀 아트에서는 칼 안드레, 미니멀 건축에서는 도미

니크 페로 · 헤르조그와 드 뫼롱, 미니멀 조경에서 피터 워커는 사물

(object)로서 미니멀 오브제를 받아들여 확장된 현재성의 지각을 취한

다.

이로 보건데 1980년대의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은 1960년대 저

드를 위시한 미니멀 아트에 의해 가리어졌던, 그러나 칼 안드레를 통해 

미약하게나마 시도되었던, 미니멀 오브제의 강조되지 않은 또 다른 지각

의 방면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의의를 갖는다. 프리드에 의해 제안

된 현전 개념과, 이로 인해 사물성이 사물을 대체했다는 논지가 지금까

지의 미니멀 아트를 설명하는 골자였으나, 이것으로 인해 가리어졌던 또 

다른 한편의 미니멀 오브제의 성향이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에 이르

러 확연히 실험된 것이다. 반쪽만 강조되어왔던 미니멀 오브제의 특징이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에 이르러서 그 나머지 반의 가능성을 확인하

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미니멀 사물이 형성하는 장소가 기존의 장소 논의와 어떻게 

다른지를 고찰하였다. 4장과 5장에서 논의된 미니멀 오브제의 확장된 

현재성을 통한 장소형성은 2장에서 논의된 현전에 근거한 리차드 세라

와 도널드 저드의 무장소적 성향과 대조를 이룬다. 미니멀 오브제는 외

관상 유사할지라도, 그것이 맥락과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지각적 결과를 양산하며 궁극적으로 도출되는 장소의 성격 역시 다르다. 

또한 확장된 현재성을 통한 장소형성의 방법론은 이전의 편재한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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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식에 근거한 방식과도 차별화된다. 맥락에 의해 형태 · 재료 · 배

열의 구체성을 갖는 사물로서의 미니멀 오브제는 주변의 맥락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성격을  지니며, 완성을 꾀하는 것이 아닌 과정의 성격을 

띤다.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장소는 관계하고 있는 맥락의 변화에 따라 

그 자체도 가변적인 것으로 지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단지 미

니멀로 명명된 작품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이 미니멀 오브제의 특징을 

갖는다면 확장된 현재성의 지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장소논의로 확대

된다.

1.3.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미니멀 아트 ·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을 현전과 확장된 

현재성이라는 장소형성의 두 가지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에 관하여 집

중적으로 논해지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미니멀 아트에서는 초기에 분명한 형태를 갖는 싱글오브제에서 작품

을 시작하여 대지맥락을 수용하는 단계에 이른 도널드 저드(Donald 

Judd),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 리차드 세라(Richard Serra), 칼 

안드레(Carl Andre)의 작품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화이트큐브

(white-cube)를 벗어나 맥락을 다루는 작품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현전의 관점에서 논의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도널드 저드의 <100 

Untitled Works in Mill Aluminum>(1986), <15 Untitled Works in 

Concrete>(1984)를 주로 다루고, 리차드 세라의 <Tilted Arc>(1981)와 

<St. Johns Roraty Arc>(1980)를 다룬다. 확장된 현재성의 관점에서는 

주로 칼 안드레(Carl Andre)의 작품을 위주로 논하였으며, <43 

Roaring Forty>(1968), <Solarust>(1984)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미니멀 건축의 시작은 기준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1980년대 후반 1990년대를 미니멀 건축이 활성화된 시기로 

보고 있다. 이 시기에 주로 논의되는 미니멀 건축가로 범위를 좁혔으며, 

스스로 미니멀 아트에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한 헤로조그와 드 뫼롱

(Herzog & de Meuron),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lut)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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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헤로조그와 드 뫼롱은 스스로 미니멀 아트를 그의 작품에서 가

장 중심적인 영감이라고 언급했다. 언급되는 사례로는 헤로조그와 드 뫼

롱의 <Signal Box>(1994), <Dominus Winery>(1998)이며, 도미니크 

페로의 <Olympic Velodrome and Olympic Swimming Pool> (1999)

과 <Aplix Factory>(1999)를 살펴보았다.

미니멀 조경의 시작점은 비교적 명확하다. 피터 워커(Peter Walker)

는 1970년대 초에 자신의 조경이 픽쳐레스크의 성향으로 치우친 것에 

회의를 느끼며, 미니멀 아트에 관심을 갖게 된다. 1970년대 후반에 미

니멀 아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작품을 발표했으며, 1980년대에 활

발하게 지속된다. 본 논문은 이들의 작품 중 1980-90년대의 작품을 대

상으로 다룬다. 워커의 경우는 후기로 갈수록 미니멀 조경의 다른 면모

를 보인다. <Tanner Fountatin>(1984), <Saitama-Shintoshin Station 

‘Sky Forest’ Plaza>(1994-2000)를 살펴보았다.  

이외에 미니멀 아트 ·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이라고 명명되지는 

않으나, 4.1에서 살펴본 미니멀 사물과 유사한 성향을 갖는 작품을 4.2

에서 다수 살펴보았다. 

1.4. 연구의 방법

1.1 연구의 배경에서는 미니멀 아트 ·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을 

장소형성의 입장에서 논의해야 하는 당위성에 관해서 다루었다.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의 출현의 시대적 배경과 기존 연구의 한계를 논했

다. 더불어, 1980년대 이르러 미니멀 아트를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의 

관점이 할 포스터에 의해 제기 되었음을 논하며, 지각의 관점으로 미니

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의 연구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2.1에서는 미니멀 아트를 논하는 편재한 관점인 현전을 살펴보고, 이

와 관계하는 오브제의 특징인 사물성을 살펴본다. 2.2에서는 전시장 밖

으로 나온 미니멀 아트에서 현전에 근거한 사물성이 거대해지는 사례를 

살펴본다. 작품 하나의 크기를 비대하게 하는 리차드 세라의 사례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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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닛을 다량으로 반복하는 도널드 저드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결론적

으로 이를 통해 현전에서 발생하는 지금-여기의 경험을 확대하므로, 근

대의 무장소적 성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미니멀 건

축과 미니멀 조경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발견됨을 논하였다. 

3장에서는 로잘린드 크라우스의 논지를 중심으로 2장에서 논의된 현

전에 대항하는 지각 개념인 확장된 현재성을 제시한다. 더불어 사물성과 

대조되는 사물을 논한다. 이는 기존의 미니멀 아트의 논의에서 주의되지 

않았던 관점으로, 본문은 이를 미니멀 오브제가 갖는 또 하나의 가능성

으로 보았다. 확장된 현재성은 4장의 논의에 기틀이 된다. 

4.1에서는 칼 안드레, 도미니크 페로, 헤르조그와 드 뫼롱, 피터 워커

가를 중심으로 이들이 관심한 미니멀 오브제는 사물성이 아닌 사물 개

념을 논한다. 장르를 가로질러 이들은 오브제와 맥락과의 관계를 중시했

으며, 이 관계를 통해 의미를 생산하는 것에 주의했다. 이로 보건데, 이

들이 수용한 미니멀 아트는 1960년대 중반의 저드를 위시한 미니멀 아

트의 현전 개념이 아님을 확인하게 되며, 궁극의 목적이 장소형성에 있

음을 논한다.   

4.2에서는 4.1에서 논의된 미니멀 사물의 특징을 중심으로 논의를 

‘미니멀’이라는 용어로 구체화되지 않은 일반 작품으로 범위를 확대해 

보았다. 맥락과 관계함으로 의미를 생산하게 되는 미니멀 사물의 특징은 

비단 미니멀 아트 ·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

사한 방식으로 맥락과 관계함으로 형태 · 재료 · 배열의 구체성이 드러

나며 의미를 생산하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미니멀 사물이 장소를 형성

하는 방법론을 6가지로 구체화했다. 

5.1에서는 4장에서 논의된 사물의 6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장소형성의 

방법론을 논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신체가 원거리에서 근거리

로 이동하는 시퀀스 상에서 지각되는 것이 무엇이며, 신체가 경험하는 

다층적인 지각 경험의 모음을 통해 궁극적으로 장소가 형성됨을 논한다. 

또한, 5.2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장소가 기존의 재현적 장소와 어

떻게 다른지를 논한다. 

6장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며, 확장된 현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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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미니멀 사물이 형성하는 장소의 의의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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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구흐름도



- 20 -

1.6. 용어의 정의

• 미니멀 아트 ·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 : 각 장르에서 논의되는 

미니멀리즘을 미니멀 아트 ·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이라고 칭한

다. 

• 미니멀 오브제 : 보편적인 관점에서 미니멀 아트 ·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의 장르의 구분 없이 환원에 근거하여 형태 · 재료 · 배열

에서 내재적인 의미를 취하지 않고 의미적으로 비어있는 오브제를 일

컫는데 사용되었다. 

• 현전(presence)과 현재성(presentness) : 마이클 프리드(Michael 

Fried)는 1967년 <미술과 사물성(Art and Objecthood>에서 미니멀 

아트의 특징을 논하며 이 두 개념을 구분한다. 그는 도널드 저드를 위

시한 미니멀 아트의 특징을 현전으로 보았으며, 현전은 이후 미니멀 

아트를 정의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논의되었다. 

  현전은 오브제의 즉물적(literal) 상태에 기인한다. 즉물적 오브제는 

의미를 내포하지 않으며 감상을 표면 지각의 경험으로 전환시키는데, 

이는 통상 재현미술의 환영에서 지금-여기의 경험으로의 전환을 암시

한다. 프리드는 미니멀 아트를 연극적이라고 보았는데, 오브제와 심리

적 거리를 유지하며 무한히 반복되는 신체행위가 감상이 되었다고 평

한다. 후에 현전의 신체는 주체의 선험성이 배제된 객관적 · 보편적 

상태로 비평되는데, 본 논문 역시 이러한 견지를 따르며 현전만으로는 

장소형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현재성은 미학적 경험의 한 순간인데, 작품이 그것의 의미를 관람자

에게 계시하는 특정한 경험과 관계한다. 프리드는 작품과 마주한 관람

자가 느끼는 초시간적인 현재성은 철저히 탈신체적 경험으로 상정한

다.20) 그는 케네스 놀랜드(Kenneth Noland), 데이비드 스미스(David 

Smith) 등의 작가들의 추상표현주의에서 현전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한

다. 이들 작품은 단번에(instantaneous)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드러내

어21) 화이트큐브처럼 시간이 멈춘 시공간 속에 영원히 존재한다. 프

20) 이지은, 미니멀리즘의 인간형태주의 논쟁, 미술사학보 24권, 2005년 6월,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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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는 “현재성은 은총이다”라고 논했다. 

• 확장된 현재성(expanded presentness) : 프리드의 현재성의 개념

은 초월적 시공간을 전제하며 탈신체적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즉물적 

사물의 지금-여기에서 신체의 지각에 근거한 현재성의 순간이 가능하

다고 보았다. 즉, 확장된 현재성은 지금-여기의 즉각적 시공간의 경험

이 사물이 관계하는 맥락으로 확대됨으로 발생하는 환영적인 지각이

다. 이 경험은 주체의 선험체계에 근거한 의미화 작용에 근거한다. 근

거로는 크라우스를 위시한 미니멀 아트에 환영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연구들을 3장에서 미니멀 아트의 의미생성방식과 관련하여 언급했다. 

• 사물성(objecthood)과 사물(object) : 마이클 프리드(Michael 

Fried)의 <미술과 사물성(Art and Objecthood>에서 언급된 개념으로 

각각 현전, 현재성과 대꾸를 이룬다. 사물성은 연극성에 근간한다. 사

물의 구체성이 드러나기보다 상황(situation)으로 존재한다. 프리드는 

미니멀 아트에서 사물성이 사물을 대신하고 있다고 논했으며, 사물성

의 특징은 곧 1960년대 중반에 형성된 미니멀 아트의 특징으로 받아

들여졌다. 비어있는 형태(blank form), 균질한 공간에서의 재료의 진

열, 배열에 있어서 사물의 자율성에 근거한 규칙성을 추구했다. 

  반면, 사물은 형태 · 재료 · 배열에서 구체성을 띤다. 본문 3.1에서

는 크라우스가 관찰한 미니멀 아트에 관한 견지가 다분히 사물의 관

점이라고 보았다.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이 미니멀 아트를 수용한 

관점 역시 사물성이 아닌 사물로써 의도적인 형태를 사용하고, 변화하

는 자연 속에 재료의 효과에 관심하며, 기존의 대지의 맥락과 신체의 

참여와 관련하여 배열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 맥락 : 브롤린(Brent C. Brolin)의 정의에 의하면 맥락이란 하나의 

체계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안에서 의미를 지니면서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22) 맥락은 자연적 요소 이외에도 인간의 문화를 포함한

다. 인간의 삶의 무대로 기억을 담고 있으며, 인간의 참여에 의해 변

21) Michael Fried, Art and Objecthoo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p.167.
22) 김지나, 현대건축의 콘텍스트의 해석과 반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6권 

제1호, 2006년 1월,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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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되며 창조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맥락의 실체를 정확히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물리적인 것일 뿐 아니라, 변화하는 속

성 역시 포함하며 때로는 그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칼 안드레

(Carn Andre), 헤르조그와 드 뫼롱(Herzog & de Meuron),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ult), 피터 워커(Peter Walker)가 고려한 맥락

이 무엇인지를 논의하였으며, 각각의 정의에 관하여는 4.1.4에서 정리

했다. 

• 장소 : 장소의 정의에 관하여는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왔

다. 지리학자인 애그뉴(John A. Agnew)는 장소를 정의함에 있어서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지점 위에 인간의 감성을 포함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장소의 특징을 위치(location), 로케일(locale), 장소감

(sense of place)으로 보았다. 우리가 보통 장소로 인식하는 것은 위

치라기보다 로케일의 개념에  가깝다. 장소감이란 앞의 두 가지 요소

에 비하여 주관적인 방면으로,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장소에 

대하여 갖는 감정적인 애착을 일컫는다.23) 이-푸 투안(Yi-Fu Tuan)

은 인간이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공간이 장소가 된다고 

정의한다. 즉, 장소는 의미의 집중점이라고 할 수 있다.24) 공통적으로 

23) John A. Agnew, Place and Politics, the geographical mediation of state and society, 
Allen and Unwin, Boston, 1987. 

 ‘위치’는 통용되는 공간적인 좌표로서 경도와 위도로 표현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점이다. 위
치는 또한 ‘어디인가?’라는 질문의 대답으로 자신의 위치를 어떤 지점에 빗대어 방향과 거리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로케일’은 물리적인 경관으로 건물, 공원, 길 등의 요소들의 
조합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행해지는 행위(practice)도 포함한다. 
24)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회 역, 대윤 출판사, 1999, p. 19. 
이-푸 투안(Yi-Fu Tuan)은 공간이 개방성, 자유, 위협이라면, 장소는 안전(security), 안정

(stability)의 개념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장소는 반드시 공간개념을 도입하지 않고도 묘사될 
수 있다. 투안은 어린아이에게는 어머니가 제일의 장소라고 언급한다. 장소를 만드는 경험에는 
반드시 경험적 관계가 선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음식과 주거와 정신적 교감을 제공
하며, 어린아이들은 이 모든 것이 생존을 위한 필요한 것임을 안다. 어머니라는 장소는 앞으로 
만나게 될 장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모델로서 보여주고 있다. 
경험이란 사람들이 실재(實在)를 인식하고 구성하는 여러 가지 양식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양식들은 후각, 미각, 촉각 등의 보다 직접적이고 수동적인 감각에서 능동적인 시각적 
인지, 상징화라는 간접적 양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공간과 공간의 특색에 관하여 강렬한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의 운동감각, 시각, 촉각을 통한 경험이 필요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공간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익숙해졌다고 느낄 때, 공간은 비로소 장소가 된다. 
공간이 넓을 경우 공간이 장소가 되려면 공간에 대한 인지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운동감각적 

경험도 필요하다. 공간에 대한 언어와 도표로 얻을 수 있는 인지적 경험에 더하여 우리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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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학자인 애그뉴와 이-푸 투안은 물리적인 위치를 기반으로 장소를 

설명한다. 반면 하이데거(M. Heidegger)의 장소론은 반드시 물리적인 

위치에만 기반을 두지 않고, 사물(thing)을 장소론의 중심에 둔다. 사

물의 열림을 통해 주체에게 실존적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지리학

자와 철학자를 같은 반열에 올려두고 장소론을 논하는 것은 어패가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에서 보자면 이들은 주체를 장소론의 중요한 요

소로 보고 있으며 주체를 통해 소화된 의미의 집중점이 장소가 된다

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1.7. 주요 선행 연구

미니멀 아트 ·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을 가로질러 논한 선행 연구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건축에서는 미니멀 아트와 건축의 관계, 

조경에서 미니멀 아트와 조경의 관계가 연구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외관상의 형태적 관점에 근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1.7.1. 미니멀 건축의 선행 연구
비평가들이 군더더기 없고 감축된 건축디자인과 연관하여 미니멀리즘

을 언급한 최초의 시기는 1970년대 말로 알려져 있다. 건축에서 본격적

으로 미니멀리즘이 등장하는 시점은 1980년대 말이다. 미니멀 건축

(Minimal Architecture)이라는 용어 자체는 1988년 12월 이탈리아 잡

체적인 경험이 요구된다. 몽유병 환자가 잠에서 깨지 않은 상태에서도 익숙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은 운동감각적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 운동감각적 경험에 해당하는 공간적 능력은 인지적 
경험에 해당하는 공간적 지식에 선행하지만, 공간적 지식은 궁극적으로 공간의 능력을 배양시
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낯선 곳이 익숙한 곳이 되어 장소가 획득되고 나면, 더 이상 공간적 
활동이나 지식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 
장소에 관한 투안의 관점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장소는 물리적 실체를 가

진 것으로서 이해된다. 신체적 운동과 지각은 물리적인 배경을 근거로 한다. 유아에게 어머니
란 공간개념은 아니나 물리적 실체를 가진 것이다. 또한, 공간이 장소로 인식되는 과정에는 개
인의 경험이 중요하다. 공간이 장소가 되기까지는 신체적 활동과 지각의 과정이 요구된다. 유
아가 어머니를 장소로 느끼기 위해서는 친밀한 유대관계가 필요한 것도 비슷한 맥락일 것이
다. 인간이 장소와 맺는 정서적 관계 및 상호작용은 개인의 특수한 경험을 중심으로 표현되기
에 맥락화된 담화의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장소에 대한 의식 및 표현은 주관적이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장소는 성취되거나 완성될 수 있다. 



- 24 -

지 <라제냐(Raassegna)>에서 세기말 속의 새로운 경향인 ‘미니멀’을 공

식적으로 기술하면서 보편화되었다. 1960년대 중반에 미니멀 아트가 성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20년도 넘는 격차를 두고 있는 셈

이다. 

그러나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미니멀 건축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그 

정의에 관하여 아직도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있다.25) 미술에서 196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미니멀의 경향이 하나의 이즘(-ism)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건축에서는 그 시작점을 잡는 것이 모호하며, 이즘이라고 불리기

에 확연한 공통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미니멀 건축과 유

사한 표현양상을 보이는 건축가들의 작품에 미니멀 건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도 눈에 띠며, 미니멀 건축처럼 보이는 건축물에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발견된다. 이러한 점이 미니멀 건축이라고 칭할 수 있는 일관성

을 약화시킨다. 또한 앞서 미니멀 아트에서 논의된 바와 유사하게, 미니

멀 건축의 형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해석의 측면 역시 다양성을 띤다.  

형태의 단순성으로만 보자면 60년대의 미니멀 아트가 80년대의 미니

멀 건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서도 비판의 여지를 갖는

다. 앞서 살펴본 미니멀 아트의 형식적 특징인 순수하고 단순한 기하학

적 형태로의 환원, 제작방식에서 작가의 수공을 최소화하는 대량생산 방

식, 재료의 단순성, 규칙적 배열 등은 이미 근대 건축에서 발견되는 특

징들이다. 형식의 유사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장식을 제거한 흰색의 입방

체의 순수성에 관한 주장은 근대 초기의 건축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이정란 · 서지은 · 이정호(2006)는 미니멀 건축의 작

가로 근대에는 아돌프 로스(Adolf Loos)와 미스 반 데로 로에(Mies 

van der Rohe)를 꼽았다.26) 장식의 제거에 대한 논쟁은 근대 건축의 

출현과 함께 여러 건축가에 의해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은 익히 알려져 

있다. 아돌프 로스는 1908년에 <장식과 범죄(Ornament and 

Verbrechen)>를 출간하며 장식에 대해 더 이상 당대의 문화와 유기적 

25) 박연정 · 한지애, 지각 활성화를 통해 본 현대 미니멀 건축의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
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8권 11호, 2012, p. 263.

26) 이정란 · 서지은 · 이정호, 미니멀리즘 관점에서 본 David Chipperfield의 주거건축에 나
타난 공간의 확장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2권 11호, 2006년 11월, p.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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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미니멀 건축에 관한 국내 주요 선행연구
연구자 논문제목 특성 분류

이정욱
(1997)

현대건축에서의 
미니멀리즘의 
의미와 특성에 
관한 연구

형태구성의 원리
단순성의 미학
기하학적 활력과 반복
자기참조적 형태구성

정확한 기술과 
재료

축조술
재료의 표현
입면: 장식의 층화

이은석 
임종엽
(1998)

즉자적 공간예술과 
미니멀리즘 건축의 
현대적 의미에 관한 
연구

미니멀건축
의 특성

즉자적 예술성
사물성
연극성
경제성

장미현
(1998)

루이스 바라간의 
작품에서 나타난 
미니멀리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형태적 특성

기하학적 단순성과 엄격성
면과 표면의 순수성
재료의 비물질화와 비물성화
공간의 극대비성
지역성(장소성)
극도의 폐쇄감과 개방감

김주연 
우경덕
(2000)

미니멀리즘 건축에 
나타난 환경친화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지역적 

형태적 특성
단순성: 표현의 간결성
반복성: 요소의 반복적 사용
단일성: 기하학적 엄격성

관련을 맺지 못하므로 적합한 문화적 표현이 아니라고 언급하였다.27) 

즉, 각 시대 마다 특유한 양식을 가져야 하는데, 로스는 장식을 범죄로

까지 치부하며 시대정신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르 코르뷔제(Le 

Corbusier) 역시 “근대 장식예술은 장식되어 있지 않다”며, 장식을 일종

의 가면으로 보았다. 장식의 제거는 비본질적인 것을 제거하여 순수함과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행위였다.28) 이들은 흰 표면의 순수한 입방체를 

건축의 본질적 형식이라고 보았다. “Less is More”를 거론한 미스의 언

급 역시 장식의 제거로 인한 단순성으로 논의되므로 미니멀 건축의 범

주에 포함된다. 

미니멀 건축에 관하여는 국내에서도  상당수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들의 내용을 추려보면 건축에서 미니멀 아트를 어떻게 받아들이

고 있으며, 건축에서 차별화되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 표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9)

27) 아돌프 로스, 장식과 범죄, 현미정 역, 소오건축, 2006, p.293. 
28) 르 코르뷔제, 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동녘 출판사, 2007, p.102. 
29) 이정란 · 서지은 · 이정호의 연구에서 정리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덧붙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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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멀리즘(Regional 
Minimalism)을 
중심으로

환경적 특성 환경성: 지역성의 표현

배준현 
권성진
(2000)

한국전통건축에
서 나타나는 
미니멀리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공간적 특성
확장
투명성
비움

형태적 특성
환원적 추상성
즉물적 표현성
구축적 볼륨

김영훈 
박재승
(2004)

승효상 건축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형태적 특성 단순기하의 추구
반복성

재료적 특성 재료의 물성화
재료의 비물성화

공간적 특성
추상공간
공간의 확장
극도의 개방성 및 폐쇄성

지역적 특성
지역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김종훈
(2004)

현대건축에 
있어서 
미니멀리즘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형태 구성
기하학적 형태의 단순성과 
엄격성
면과 표면의 순수성

공간 구성
폐쇄감과 개방감의 극적 구성
중성적 공간의 효과
재료의 본성에 대한 추구

김태곤 
이상진 
김기수
(2005)

안도 타다오 박물관 
건축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조형적 특성
단순성
반복성
물체성
명료성

개념적 특성
확장성
순수성
환경성

이정란 
서지은 
이정호
(2006)

미니멀리즘 관점에서 
본 David 
Chipperfield의 
주거건축에 나타난 
공간의 확장성에 
관한 연구

공간적 특성

추상공간
극도의 개방성과 폐쇄성

공간의 
확장성

반복
삭제
경계의 조작
빛의 이용
비물성의 이용

정재천 
유재우
(2006)

현대 미니멀 건축의 
작품 경향에 관한 
연구

미니멀건축의 
철학적 배경

데카르트 방식: 보편성의 추구, 물성 
추구, 단순기하형태
메를로-퐁티 방식: 체험적 공간, 
다양한 지각공간

박연정  
한지애
(2012)

지각 활성화를 통해 
본 현대 미니멀 
건축의 특징에 관한 
연구

형태적 특징
단순성
사물성
폐쇄성
순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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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성

지각활성화방식
(표면지각/공간지
각)

대화성 강화: 의도적 동선과 
시선의 이동
감각의 중첩: 공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사용
감각과 기억의 혼합
시간의 활성화: 변화하는 요소의 
사용

국내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국내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미니멀 

아트의 형태적 특징을 그대로 수용하여 미니멀 건축에서 이러한 특징들

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국내에서

는 1990년도 후반에 미니멀 건축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대부분

의 연구들은 형태적인 특징 분석에 그치고 있다. 이중용 · 정성원(2004)

은 국내의 미니멀건축의 연구의 성향이 피상적임을 비판하였으며30), 정

재천 · 유재우(2006)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기존의 연구를 비판하였다. 

이들의 비판과 더불어 후반부로 갈수록 미니멀 건축에 대한 형식적인 

측면에서 나아가, 개념과 해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용 · 정성원(2004)의 연구가 비판의 제기, 정재천 · 유재우

(2006)의 연구가 기존의 연구를 철학의 논의로 해석하였고, 남성택 · 이

상진(2010)는 미니멀 건축을 단순구축과 관련하여 검소성이라는 윤리적

인 측면을 부각시킴으로 해석에 관한 새로운 측면을 제시하였다.

김태곤 외(2005)는 지역성은 주로 지역적인 색채 표현 및 지역적인 재

료의 사용으로 표현된다고 논했다. 토착적인 건축과 미니멀 건축은 형태

와 표면의 일반적인 미학을 공유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의 

이용, 전통 문양의 부조를 이용한 빛과 그림자의 연출 효과 등의 표현이 

주를 이룬다고 논했다. 

반면 환경성은 대지에 적합한 정체성을 찾고, 형태 및 재료의 선택에 

있어서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특징을 보인다. 연속적 반복을 통

한 환경화, 실내 공간의 특수한 분위기의 형성, 작품의 스케일 비례로 건

축물을 만드는 수법을 미니멀 건축의 환경성의 요소로 논했다.31)

30) 이중용 · 정성원, 국내 건축에서의 미니멀리즘 논의 현황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
술발표대회 논문집, 2004년 제24권 2호, p. 689-692.

31) 김태곤 · 이상진 · 김기수, 안도 타다오 박물관 건축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학눅학회학술대회논문집 제1권 1호, 2005년 11월, p.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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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 우경덕(2000)은 환경성을 작품과 관람자의 대등한 관계로 인

간이 작품을 통해 주위환경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고 논했다. 지역성의 표현이란 지역적인 색채와 재료의 사용으로 형태

와 표현의 일반적 미학에 지역성이 가미된 독특한 표현으로 승화된 것이

라고 보았다.32) 환경성에서는 신체가 주변 환경을 지각하는 것이 중요하

다면, 지역성은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작품의 특징으로 반영하는 것으

로 발전된다고 논했다. 

1.7.2. 미니멀 조경의 선행 연구
조경에서의 미술의 미니멀리즘의 영향은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니멀리즘은 1980년대 후반에 다각도로 이루어진 예술로서의 조

경 혹은 형태주의에 근거한 새로운 경향이 다각도로 전개된 경향의 하나

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피터 워커(Peter Walker), 마샤 슈왈츠(Martha 

Schwartz)를 필두로 조경을 예술의 일환으로 돌리고자하는 흐름은 맥하

그식의 설계방법론과 대립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워커는 1960

년대 중반의 미니멀 아트에서 새로운 조경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형태적

인 언어를 차용하여 조경에 접목시켰다. 워커와 슈왈츠의 미니멀리즘에 

관한 에세이에서 이와 같은 고민이 발견된다. 미니멀 건축이 미니멀 아트

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관하여 그 해석이 불분명한 것과 비교할 

때, 조경에서의 시작점과 고찰점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오로지 미니멀 아트만을 근거로 작품을 진행한 것이 아

니기에 건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즘으로써의 미니멀을 논하는 것에는 한

계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새로운 시도를 원했던 시대적 배경을 참작할 때 

미니멀 아트가 하나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의 대지예

술 역시 조경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슈왈츠는 팝아트에서도 영감을 받

았다. 김한배(2005)는 역사적으로 볼 때 미술사조와 조경설계의 관련은 

상호반영의 특성을 맺어 왔다고 언급했는데, 미니멀 아트는 이 중 하나의 

32) 김주연 · 우경덕, op.cit.,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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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미니멀 조경의 특징 (안승홍, 2009)
특징 미니멀 아트 미니멀 조경

환원성
원 · 삼각형 · 사각형 등의 단순한 
형태로의 환원
단순할수록 즉각적이고 명백하게 
인식되는 전체성의 효과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채택하여 
경관요소를 대상화(오브제화)함
이용자가 즉각적으로 작품을 파악할 수 
있는 전체성의 효과를 가져옴

확장성

시각이 작품에서 외부로 확장되어 
작품, 관객, 전시공간의 복합적 
관계에 의한 공간성
일루전(illusion)이 배제된 환경의 
창조

확장적인 요소의 사용(ex. 선적요소)
개별 요소 상호간을 연결하는 내적 질서를 
설정하며, 이용자의 시각적 방향성을 
유도함

평면성

약간의 높이를 가짐으로써 표면이 
그 위와 주변으로부터 공간을 
정의하게 됨. 
작품 자체가 하나의 오브제로 
작용하여 전체 환경에서 인지되는 
효과(환경화)

작품의 표면이 주변으로부터 정의되도록 
오브제를 사용하여 전체 환경에서 
인지되도록 하며 동시에 오브제를 통해 
무의미한 대지를 정의하며 경관에 대한 
지각 유발
(방법론: 평지에 시각적 층위 요소의 중첩/ 
포장면의 패턴화를 통한 강한 시각적 

위치를 차지한다.33)

조경에서 미니멀 아트의 영향이 명확한 것에 비해, 국내에서 이와 관련

한 깊이 있는 연구논문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안승홍은 학위

논문과 학술논문을 통해 국내에서 미니멀 조경에 관한 이해를 구축한 것

으로 보인다. 미술과 건축에서 미니멀리즘이 환원성과 확장성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과 유사하게, 미니멀 조경에 관한 국내에서의 연구 역시 이와 

비슷한 경향이 발견된다. 특히 워커가 미니멀 아트의 형태적인 측면을 우

선적으로 받아들인 이유에서라도, 미니멀 조경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형

태적인 속성에 근거하여 분석되었다. 

안승홍(2009)은 미니멀 아트의 특징을 환원성 · 확장성 · 평면성 · 연

속성으로 보고, 미니멀 조경에서 이 특징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고찰

하였다. 안승홍의 정리는 미니멀 조경에 관한 국내 연구의 특징을 요약

한다.

33) 김한배, 포스트모던 조경설계의 다원적 전개 양상, 한국조경학회지 제32권 6호, p. 
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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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연속성 연속 반복의 배열을 통한 공간체험

패턴에 의한 반복적 특성
평범한 요소의 시각적 우세로 공간의 
중심성 확보
개별공간의 독자성과 부지의 전체성 확보
(방법론: 조형요소의 반복/ 소재의 반복)

환원성 이외에 확장성 · 평면성 · 연속성은 모두 오브제에서 주변 환

경으로 확대되는 측면에서 해석되었다. 평면성은 미니멀 조경에서 새롭

게 보이는 특징으로, 조경의 부지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

속성 역시 미니멀 아트에서는 구성과 위계의 제거를 통해 환영을 차단

하고 자율적인 내적질서의 반영으로 연속성을 보았다면, 조경에서는 강

한 반복적 패턴은 평범한 요소를 공간 속에서 시각적으로 우세하게 만

들어주고, 거대한 환경 내에서 독특한 형태를 가지게 함으로써 공간 자

체를 하나의 오브제로 인식하게 한다는 개념을 갖는다. 

김한배(2003)는 미니멀 아트의 조형의 기본 개념을 크게 환원성과 확

장성으로 보았다.3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원성은 근본형태로의 복귀

이고, 확장성은 주변공간과의 관계성의 강조로, 오브제와 신체 그리고 둘

러싼 공간간의 현상학적인 관계에 관심의 초점을 둔다. 이 관계성은 연속

적 배치(seriality)를 통해서 표현되며, 단위의 병렬적 구성을 핵심으로 보

았다. 안승홍(2009)과 다르게 연속성을 확장성의 한 표현으로 보고 있다. 

김한배는 미니멀 아트가 조경과 만나는 접점을 형태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는 미니멀 아트를 설치미술이라고 보고, 오브제의 기용으로 미

술의 영역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차원으로 작업범위를 확대해 나간 부

분을 주목하였다.35) 미니멀 아트가 단순 오브제에서 장소를 포함한 설치

미술로 범위를 확대해나가면서 시각에서 몸과 환경, 사회로 표현과 지각

수단을 확장시키는 과정을 통해 조경 영역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고 언

급했다. 미니멀 아트의 장(field)의 성격이 미학적 경험에서 사회, 문화, 정

치를 포함한 일상의 장(field)으로 확대되었으며, 여기에 조경과의 접점이 

있다고 본 견해로, 형태적 해석을 넘은 새로운 견해로 볼 수 있다.  

34) 김한배, op.cit., p. 71. 
35) 서성록, 설치미술감상법, 대원사, 1995, p. 7-11. (김한배, p. 7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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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미니멀 아트를 주제로 하는 연구로 홍형순과 김도경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안승홍과 김한배의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홍형순(1999)은 미니멀 조경의 특징을 환원성, 확장성, 기하학적인 형

태, 빛의 사용, 독특한 배열 방식으로 보았다. 미니멀조경은 감상자에게 

작품의 전체성을 파악하게 하는 동시에, 감상자와 작품 간의 체험을 유발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했다.36)

김도경(2004)은 미니멀 아트를 개념적 특성(환원성 · 확장성), 공간적 

특성(추상적 공간 · 균질 공간), 형태적 특성(기하학적 형태 · 반복적 형

태), 재료적 특성(재료의 순수성 · 물성과 비물성)으로 보았다. 개념적 특

성은 공간적 특성과 형태적 특성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며, 공간적 형태는 

오브제에서 확장된 공간에 관한 특징으로 확장성으로 볼 수 있다. 재료적 

특성은 이와 상응하는 환원성으로 볼 수 있다.37) 

36) 홍형순, 피터 워커의 조경작품에 내재하는 미니멀리즘 경관특성과 형성배경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논문집, 제14권, 1999, p. 249-262. 

37) 김도경, 현대조경설계에 있어서 미니멀리즘 경향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아
트퓨전디자인대학원 스페이스디자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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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자기충족적인 현전의 사물성

감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영(illusion)이란 사물(object)이 제공하

는 시공간에 참여하는 경험이다. 원상-가상의 재현의 구조를 근간으로 

하는 작품의 경우 가상은 실제(reality)가 아니므로 환영의 발생은 필수

적이었다. 주체 앞에 놓인 작품은 원상을 기념하는 도구일 뿐이다. 이렇

게 환영을 생산하는 것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근대 이전의 미술작품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왔다. 

근대에 들어 미술의 변화는 곧 실제(reality)란 무엇인가의 고민의 시

작과 결부된다.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는 “근대 회화가 원근법

에 의존한 삼차원의 환영, 즉 재현을 통해 이룩하였던 현상을 포기하는 

조치로써 즉물적인 것과 실증적인 방법론을 택했다”38)고 언급하였다. 

여기서 근대 회화의 환영과 재현을 통해 이룬 현상이란 근대 이전의 특

징을 일컫는 것이며, 그린버그가 논한 근대회화란 20세기 전반기의 추

상회화이다. 순수한 형식에 대한 추구로 작품의 표면 자체를 드러내는 

추상회화는 재현의 이원론의 굴레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것으로 드러나

기를 추구했다. 그러나 추상회화는 여전히 초월적인 정신세계를 또 다른 

형식으로 재현하므로 여전히 환영은 감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그린버그의 언급과 같이 환영을 포기하는 행위는 즉물성을 추구하는 

것과 관계된다. 환영의 지양은 미술이 실제적인 것으로 이행하는 20세

기 미술의 역사와 맞물려 있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미니멀 아트에서 

논쟁의 중심에 서있던 용어 역시 환영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저드는 에세

이 <특정한 오브제(specific object)>(1965)는 “특정한 오브제는 진정 

환영주의를 거부한다”39)며 미니멀 아트의 출발을 환영의 배격에 두고 

있다. 

이처럼 미술의 역사에서 환영은 변화의 동기와 목적이 되며 논쟁의 

중심에 서왔다. 그런데 얼핏 20세기의 미술이 환영을 소거하는 방향으

로 흘렀으며, 마치 환영이 미술의 변화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

38) 클레멘트 그린버그, 예술과 문화, 조주연 역, 경성출판사, 2004, p. 167. 
39) Donald Judd, Specific Objects, Arts Yearbook, No.8, 1965,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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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환영이야말로 인간이 작품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

생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좁은 의미에서 환영은 

원상-가상의 이원론에 근거하나, 넓은 의미에서 환영이란 주체가 작품

을 통해 경험하는 의미의 총체이다. 

환영은 의미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가 논하는 장소형성과 깊

은 관계를 갖는다. 환영을 통해 주체는 작품을 통해 장소를 경험한다.40) 

전시장의 많은 작품 중에 특정 작품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주체가 

그 특정 작품이 생산하는 환영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환영은 재

현의 이분법의 굴레에 의해 배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감상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환영의 소거를 전면의 기치로 내건 미니멀 

아트에서 계속해서 환영의 유무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 역시, 주체의 

입장에서 작품을 특별한 것으로 경험하려는 욕구와 관련된다. 

본 연구는 미니멀 아트에 환영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크라우스

(Rosalind Krauss)의 논지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미니

멀 아트가 생산하는 환영은 원상-가상의 재현의 구조를 전제하지 않음

으로, 이전의 환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즉물

적 속성을 갖는 미니멀 아트는 전통적으로 원상을 환기시키는 재현적 

환영(프리드에 의하면 현재성)이 아닌, 작품이 놓인 대지맥락과의 관계

를 통해 유발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속성의 환영을 확장된 현

재성(expanded presentness)이라 정의했다. 

2장에서는 미니멀 아트가 생산하는 확장된 현재성의 속성이 무엇인지

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1960년대 중반 이후 미니멀 

아트를 설명하는데 핵심 개념이 되었던 프리드(Michael Fried)의 현전

(presence)과 현재성(presentness)를 우선적으로 논한다. 이를 논의하

는 이유는 현전과 이를 근거로 하는 사물성(objecthood)의 개념이 장소

형성과 전면적으로 대치되기 때문이다. 현전에서 사물성은 구체성을 띠

지 않으며, 신체는 미끄러지듯이 사물성을 지각하며 하나의 지각은 뒤따

40) 1.1.3에서 하이데거는 고흐의 구두 그림에서 장소를 경험한다. 장소란 반드시 현실의 ‘지
금 여기’의 시공간만을 전제하지 않는데, 환영을 통해 작품이 전달하는 시공간에 참여하므로 
장소를 경험한다. 이-푸 투안이 어머니의 품을 장소로 설명하는 것 역시 유사한 논지로 설
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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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지각에 의해 소거되는 무한한 지각의 연속가운데 놓이게 된다. 이

러한 상황에서 장소 논의는 무의미하다.  반면 확장된 현재성을 생산하

는 미니멀 아트는 형태, 재료, 배열의 구체성을 띠는 사물(object)의 상

태로 사물성의 상태와는 구별된다. 

확장된 현재성은 미니멀 아트에서 장소형성 논의를 위한 기초를 놓는

다. 나아가 이러한 논지는 미니멀 아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금-여기

에서 구체성을 띠는 사물이 대지맥락과의 관계를 통해 생산하는 환영인 

확장된 현재성은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장소를 형성한다. 

2.1. 현전의 사물성

2.1.1. 현전의 사물성과 현재성의 사물
이론가 마이클 프리드는 1964년부터 67년까지 미니멀 아트를 비난

하는 글들을 써냈다. 미술의 도덕적 가치를 중시했던 그의 예술론으로

는 미니멀 아트를 제대로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트포럼> 특집

호에 실린 프리드의 <미술과 사물성>은 논란의 중심이었다. 프리드는 

에세이를 통해 미니멀리즘에 대한 배후 공격을 시도했다. 프리드에 의

하면 미니멀 아트의 등장으로 두 가지의 사물의 경험이 나누어진 것이

나 다름없다. 그것은 앞서 논의한 현재성과 현전인데, 형식주의적 모더

니즘에서 드러나는 것이 현재성이라면 미니멀 아트는 현전으로 설명된

다. 

 현전(presence)의 사물성(objecthood)

현전이란 지금-여기를 경험하는 주체의 신체지각에서 출발한다. 프리

드는 미니멀 아트의 감상에는 이전과는 달리 경험의 기간(the duration 

of the experience)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그는 미니멀 아트의 특징으

로 즉물적 물체의 물질적 현전(physical presence)과 감상에서의 시간

의 연속성(temporal extension)이라고 보았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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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전에서 중시되는 것은 선험적 인지가 아닌 신체의 움직임을 통한 

즉각적인 지각이다. 프리드는 미니멀 아트를 통해 벌어진 이 상황을 비

판하며 예술이 “치료불능의 지경으로 연극적(theatrical)”이 되었다고 

논한다. 또한, “연극은 일시성의 감각(a sense of temporality)이다. 이

는 가고 옴의 시간을 포함하며, 동시에 다가가고 후퇴하는 시간을 포함

한다”고 언급했다.42) 이러한 언급들은 시각예술이 모더니즘 예술의 본

질과는 동떨어진 상황(situation)을 연출하는 것으로 변모한 것에 관한 

비판이다. 미니멀 아트에 들어서 감상자를 배우에 비유하며 신체의 능

동적인 참여에 의해 효과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인데, 미니멀 아트의 감

상을 본질적으로 연극이라고 본 것이다. 배우가 무대에 참여하듯 관람

자는 작품 주위의 환경에 참여하게 된다. 

프리드는 이 연극적 경험이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한 

경험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주체(subject)로서의 관람자는 스스로

가 벽이나 바닥에 놓인 무감정한 사물과 규정할 수 없고 끝도 모르는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고 있다. 실제로 이런 사물과 거리를 두고 있다

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요한 현전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

다”43)고 언급했다. 프리드는 모리스의 작품에 나타나는 거리(distance)

에 관해 언급하는데, 이는 사물과 주체간의 거리이다. 모리스는 신체의 

참여가 “관람자로부터 단지 물리적일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

는 것”44)으로 묘사한다. 프리드가 간파한 것은 단순히 사물과 신체간의 

물리적 거리가 아닌 심리적인 거리를 생산하는 것에 있다.  

프리드는 이렇게 물체가 구체성을 갖지 않으며 단지 상황으로 존재하

기에 이를 사물성이라고 칭한다.

41) 한편으로 그는 저드의 작품을 비판하기 위해 우선 그의 성과를 인정한다. 프리드는 저드
의 ‘특정한’ 사물이 회화도 조각도 아닌, 그 둘 사이에 놓인 새로운 범주에 속한 것으로 스
스로를 구성하는 즉물적인 사물이라는 저드의 견해에 동조한다. 프리드는 누구보다도 저드
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는데, “하나 다음에 또 다른 하나”라는 연속적인 구조가 단지 ‘공간
적’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것이라는 점에도 동의한다. 

42) “theatre addresses is a sense of temporality, of time both passing and to come, 
simultaneously approaching and receding, as if apprehended in an infinite perspective..." 
(Michael Fried, p.166.)

43) Michael Fried, Art and Objcethoo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p. 128. 
(이지은, p. 188에서 재인용.)

44) Ibid., p. 126. (이지은, p. 18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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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object)을 대신하게 된 것, 이것은 주체에게 거리를 두게 하거나 분리
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전에는 닫힌 방 안에서 벌어졌던 사물의 역할이 이제
는 끝도 없고, 사물도 아니며(objectlessness), 단지 진입하거나 스쳐 지나가
거나 혹은 바라보게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사물이 그 자체를 현전하며 지속
한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인데, 이것은 그의 밖에서 일어나며 동시에 그를 주
체화한다. 그를 주체화한다는 것. 이렇게 성립되는 경험 자체가 사물이 아닌 
사물성(objecthood)이다.45)            

위의 본문 속에 사물을 대신하게 된 것은 사물성으로 이는 연극성, 

즉 현전에 기인하는 물체의 속성이다. 주체는 내적으로 상황을 마주하며 

의미화의 작용을 통해 지금-여기의 실존적 경험을 하며 장소를 형성하

는 것이 아닌,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상에서 펼쳐지는 우연적 상황들의 

연속에서 단지 즉각적인 지금-여기를 경험할 뿐이다. 

상황을 연출하는 물체, 곧 사물성은 형태, 재료, 혹은 배열의 구체성

을 갖지 않는다. 이는 물체 자체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에 의의를 두지 

않고 단지 상황을 연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무이다. 모리스의 표현

에 의하면 물체는 게슈탈트(gestalt)로 지각되는데, 그가 언급한 조각의 

게슈탈트란 공간적 상황을 연출하는 것으로, 신체는 미끄러지듯이 사물

을 지각하며 하나의 지각은 뒤따르는 지각에 의해 소거되는 무한한 지

각의 연속가운데 놓이게 된다. 모리스는 형태가 단순한 것이 반드시 경

험을 단순화시키지는 않는다고 말하며, 그의 형태론은 관객의 수용에 의

해 의미가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임을 언급했다.

64면의 기하도형은 하나씩 이해하는 데는 매우 어렵지만, 순간, 하나의 느낌
으로 인지하기에는 쉽다. 간단한 부정형의 다면체, 기둥 같은 것은 전체로서 시
각화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더 용이하다. 규칙적인 기하 도형보다 덜 익숙하기에 

45) “What replaces the object — what does the same job of distancing or isolating the 
beholder, of making him a subject, that the object did in the closed room — is above 
all the endlessness, or objectlessness, of the approach or on-rush or perspective. It is 
the explicitness, that is to say, the sheer persistence, with which the experience 
presents itself as directed at him from outside (on the turnpike from outside the car) 
that simultaneously makes him a subject — makes him subject — and establishes the 
experience itself as something like that of an object, or rather, of objecthood.“

(Michael Fried, op.cit., p. 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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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잡는 데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복합적이면서도 불규칙한 다면체(예를 
들어, 크리스탈 도형 같은)는, 그것의 구성이 너무 복잡하고 불규칙하다면 형태
인식은 어렵다. 불규칙한 다면체는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그것들이 약한 형태
성을 창출한다.46)

위의 언급에서처럼, 모리스의 형태는 그 자체로 완결되는 궁극이 아

닌, 형태를 통한 공간 지각에 궁극적 목적이 있다. 그의 순수도형은 하

나씩 이해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그 전체가 공간에서 상황을 만들며 

하나의 느낌으로 인지되는 것이다. 그는 또한 기본 도형인 입방체를 사

용하므로 형태를 통한 연상을 배제하고자 했다. 모리스의 경우 개별 도

형의 지각이 아닌 이들의 묶음이 연출하는 전체로서의 신체지각을 강조

하므로 형태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상쇄하고자 하였다. 그에게 조각의 

형태는 최우선의 과제였으나, 형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것

은 단독 조각의 독단적 형태지각이 아닌 공간과의 통합적인 상황의 경

험에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구체성을 갖지 않고 상황

으로 존재하기를 목적으로 하는 물체의 특징은 다만 형태뿐 아니라, 재

료와 배열의 문제에서도 동일하다. 

 프리드의 현전은 이후 미니멀 아트를 설명하는 주된 개념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이 개념에서는 장소를 논할 만한 근거가 없다. 이-푸 

투안에 의하면 장소의 형성은 주체에게 낯설게 경험되는 것이 아닌, 익

숙해짐에서 온다.47) 주체의 의미생성 작용을 근본으로 한다는 것이다. 

반면 현전에서 물체는 주체와의 내적 작용을 이루는 형태, 재료, 배열 

등의 구체적인 것을 소거하며 그저 스쳐지나가는 상황으로 존재할 뿐이

다. 이 경험과 저 경험의 차이를 논할 만한 차이를 상쇄시키며, 오로지 

연극적 상황을 창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렇게 익명적이며 중립적인 

상황은 실존적 의미에서의 장소형성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성(presentness)

현전은 프리드의 입장에서는 예술적이지 않은 것인데, 어떤 일상적인 

46) Robert Morris, Notes on Sculpture, part Ⅱ, p. 23. (진휘연, p. 605에서 재인용.)
47) 이-푸 투안,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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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제가 관람자 앞에 놓여있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 있다고 여기지 않

기 때문이다. 예술의 연극성은 예술과 일상을 구분하는 최소한의 경계

마저도 부정하는 것으로, 프리드의 입장에서는 불쾌한 것이었다. 또한, 

신체의 물리적 거리를 넘어 심리적 거리가 있음을 발견한 프리드는 예

술로서의 미니멀 아트의 유효성을 의심했다. 프리드의 본래 예술 경험

을 현전이 아닌 현재성으로 보았다. 현재성이란 미학적 경험의 한 순간

인데, 작품이 그것의 의미를 관람자에게 계시하는 특정한 순간이다.

프리드는 작품과 마주한 관람자가 느끼는 초시간적인 현재성을 철저

히 탈신체적 경험으로 상정한다.48) 그는 케네스 놀랜드(Kenneth 

Noland)나 데이비드 스미스(David Smith) 등의 추상적인 작품에서 시

간의 연속, 즉 현전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들 작품은 단번에

(instannaneous)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드러내어,49) 맥락이 없는 전시

장인 화이트큐브처럼 시간이 멈춘 시공 속에 영원히 존재한다. 즉물주

의자들(미니멀리스트)의 작품이 경험의 연속에 놓이는 것에 반해, 이들

의 작품은 순간적인 경험(experience as a kind of 

instantaneousness)으로 의미를 획득한다. 이 순간의 경험은 고정된 한 

지점에서 일어나는 초월적이며 환영적인 것이며, 작품의 존재를 드러내

는 순간이다. 이 개념이 바로 현재성이며, 프리드는 “현재성은 곧 은총

이다(presentness is grace)”라는 언급과 같이 숭고의 경험이 하늘의 

선물과도 같이 열리는 계시의 순간으로 보았다. 그는 현재성만이 예술

을 예술답게 만드는 것으로, 현재성과 순간성(instantaneousness)으로 

부도덕한 현전의 연극성을 이겨내야 함을 글의 말미에 당부한다.50) 

비록 프리드와 같이 현재성을 윤리적 관점은 아니나, 오도허티(Brian 

O'Doherty)의 모더니즘의 초월성에 관한 언급은 프리드의 현재성의 경

험을 뒷받침한다. 

관람자는 자아가 희박해지고 희석된 생명이다. 이런 과정에서 눈은 이리저
리 돌아다닐 뿐, 한참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눈은 하얀 입방체라는 공
간 안으로 들어가면서 주체 자신이 소멸되고 비로소 남는 모든 것이다. 하얀 

48) 이지은, op.cit., p. 183. 
49) Michael Fried, op.cit., p.167.
50) "I want to claim that it is be virtue of their presentness and instantaneousness that 

modernist painting and sculpture defeat thea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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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프리드의 현재성 개념도

입방체 공간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절대적 영원성을 순간적으로 포착하면서, 
우리는 인간성을 포기하고 육체로부터 눈이 분리되어 비현실적인 관람자가 된
다.51)                             

오도허티가 언급한 ‘눈’은 신체와 분리된 정신을 의미하며, 신성화된 

전시장에서 관람하는 자아이다. 이 눈은 예술경험의 주체인데, 이에 반

하는 미니멀 아트의 현전이란, 숭고한 예술이 세속화된 천박한 것이었

다. 그것은 일상의 경험과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니

멀 아트는 예술과 일상의 경계의 차이를 지우는 위협적인 것이었다.

프리드가 지향한 것은 사물성이 아닌 사물로의 예술이다. 현재성의 

경험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사물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사물은 상황이 

아닌 구체적인 대상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프리드가 옹호한 추상표

현주의 케네스 놀랜드(Kenneth 

Noland)의 회화의 원형의 형태, 작

가의 손에 의해 캔버스 표면에 칠

해진 물감의 재료성은 구체적인 것

으로 지각된다. 

현재성은 감상자의 주관적인 경

험을 옹호하며, 대상과의 내적인 관

계를 유지하므로 감상은 곧 장소의 

경험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재성

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는, 그 대상

이 원상-가상의 표상의 굴레에 머

무는 재현적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추상표현주의자들이 

추구한 초월적 정신세계는 그들이 사용하는 형태, 질감, 색 등을 통해 

표현되었으며, 감상자는 환영을 통해 작품이 제공하는 세계에 참여하게 

된다. 바로 이 점이 저드를 위시한 미니멀리스트들이 혐오했던 환영이

었다. 궁극적으로 현재성이 형성하는 장소란 재현의 이분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미니멀 아트의 장소성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51) 브라이언 오 도허티, 하얀 입방체 안에서: 갤러리 공간의 이데올로기, 김형숙 역, 시공아
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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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Trunpike Night View. 

2.1.2. 무한히 연속하는 현전의 신체
프리드는 현전의 연극성을 설

명하기 위해 토니 스미스가 말

한 바 있는 어떤 일화, 1950년

대 초의 어느 날 밤 스미스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뉴저지의 

고속도로를 자동차로 달렸을 때 

생긴 경험을 소개한다.52) 깜깜한 

밤에 자동차에 탄 스미스와 세 

명의 학생들이 경험한 것은 아직 공사 중인 고속도로를 이동함에 따라 

펼쳐지는 광경으로, 스미스는 이 경험을 통해 그의 미술의 전환점을 맞

이하게 된다. 스미스는 감상이란 바로 경험 그 자체에 있음을 깨닫게 된

다. 

..... 그 도로의 경험은 지도에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지되지
는 않는 어떤 것이었다. 나는 그 경험이 미술의 종말임에 틀림없다고 혼자 생
각했다. ... 그 경험에 틀을 씌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그것은 단지 경험
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53)            

마치 고속도로 상에서 계속 달릴 수 있을 것과 같이 끝이 없으며, 신

체는 자동차가 이동함에 따라 펼쳐지는 우연적인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

다. 스미스는 이 경험을 “지도에는 표기되어 있으나 사회적으로 인지되

지 않는”이라고 표현하는데, 신체경험이라는 실제성을 갖고 있으나 마주

52) “When I was teaching at Cooper Union in the first year or two of the '50s, someone 
told me how I could get on to the unfinished New Jersey Turnpike. I took three 
students and drove from somewhere in the Meadows to New Brunswick. It was a dark 
night and there were no lights or shoulder markers, lines, railings or anything at all 
except the dark pavement moving through the landscape of the flats, rimmed by hills in 
the distance, but punctuated by stacks, towers, fumes and colored lights. This drive 
was a revealing experience. The road and much of the landscape was artificial, and yet 
it couldn't be called a work of art. On the other hand, it did something for me that art 
had never done. At first I didn't know what it was, but its effect was to liberate me 
from many of the views I had had about art. It seemed that there had been a reality 
there which had not had any expression in art.” (Tony Smith, Interview mit Samuel 
Wagstaff, 1966.) 

53) Tony Smith, Interview mit Samuel Wagstaff, 1966. (할 포스터, op.cit., p. 104의 번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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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Robert Morris, <Untitled(Three 
L-Beams)>, 1965-66.

했던 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조차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

운 밤 속에 펼쳐진 즉각적인 상황(situation)이다. 또한 이 경험은 끝이 

없다. 프리드는 이를 현전의 무한성(a presentment of endless or 

indefinite)이라고 언급했다.54) 

의문의 그 경험은 시간 속에 끈질기게 되풀이 되며, 끝도 없이 진열된다. 끝도 
없는 진열 혹은 무한히 지속하는 기간, 나는 이것이 즉물적 예술과 이론의 
요체라고 주장해왔다.55)

모리스(Robert Morris)는 프리드가 언급한 현전의 측면에서 무한한 

시간 속에 우연히 마주하는 상황의 지각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그는 

새로운 관계에 관하여 “대상은 새로운 미학의 항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

하다 ... 관람자는 그가 대상을 다양한 위치에서 그리고 조명과 공간적 

맥락이 여러 가지로 다른 조건들 아래에서 파악하면서 바로 그 자신이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보다 더 많이 의식하고 있다”56)고 언

급했다. 현전의 측면에서 모리스가 제시하는 물체의 게슈탈트(gestalt)란 

즉각적인 동시에 곧바로 뒤따

르는 경험에 의해서 소멸한

다.57) 현재의 지각 이전의 선

험적 경험은 사실상 무효한데 

모리스가 추구한 지각의 경험

은 뒤따르는 경험에 의해서 끊

임없이 갱신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작품의 경험은 신체의 점

유를 통해 실제적이면서도 무

한한 시간 속에 연속한다. 

모리스의 작품에서 신체는 

54) Michael Fried, op.cit., p. 9. 
55) “The experience in question persists in time, and the presentment of endlessness 

that, I have been claiming, is central to literalist art and theory is essentially a 
presentment of endless, or indefinite duration.” (Michael Fried, Art and Objecthood, p. 
166.)

56) 할 포스터, op.cit., p. 102.
57) 이지은, op.cit., p.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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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프리드의 현전 개념도

고정된 특정한 지점을 갖지 않는다. 고정된 형태를 부인하며 우연적으로 

연출되는 상황을 마주하는 신체 또한 우연적인 감상의 지점을 갖게 되

며, 이는 앞서 프리드가 언급했듯이 현전의 무한히 펼쳐지는 진열을 경

험하는 연극적 신체인 것이다. 신체는 지금-여기라는 실제성을 취하나, 

한편으로는 개념화된 공간적 상황을 경험한다. 오브제와 신체는 마주하

면서도 여전히 심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는데, 신체는 오브제의 구체적 실

제를 마주하며 공간 경험을 장소화하는 실존적 경험에 이르지 못한다. 

스미스의 고속도로의 경험과 같이 미끄러지듯 사물성을 스쳐지나가는 

것이다. 

모리스는 경험의 맥락에서 작동하는 감상의 과정을 보충하기 위해 몇 

가지의 전략을 시행한다. 그는 설치 기간 내내 기하학적 도형들의 배치

를 변경함으로써 다른 형태를 갖도록 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작품이 

미리 주어진 고정된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도록 유도했다. 

또 다른 전략으로는 동일한 형태를 반복적으로 다르게 배치하는 

것이다. 모리스의 <세 개의 L자형 빔>에서 거대한 L자형 구조물이 

바닥에 누워있거나 한 쪽 면을 바닥에 기대는 등, 같은 형태이지만 

다른 모습으로 보이도록 유도했다. 그가 중시한 빛의 경험, 중력의 

당김에 관한 반응에 따르자면 이러한 배치는 L자형 빔을 경험의 측

면에서 유사하나 다른 것으로 감각하게 한다. 실제 공간에서는 놓이

는 방식과 신체의 위치에 따라 기하학은 다르게 다가온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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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환영의 소거

개념화idealization와 보편화generalization, 그리고 암시적인 것being 
allusive이 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배제된다. 작품은 그것의 존재, 형태 그리고 
그것의 힘만을 단언할 뿐이다. 작품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오브제로 변화되
었다.59) 

3차원은 실제 공간이다. 유럽미술에 나타나는 못마땅한 특징인 ‘환영’의 문
제가 3차원의 작품에는 없다. ... 3차원의 작품은 본질적으로 평면 회화보다 흡
인력이 있다. 3차원은 환영과 즉자적인 공간 사이의 문제를 없앤다. 공간은 본
질적으로 평평한 표면 위의 물감보다 더 강렬하고 더 특별하다.60)  

저드와 모리스가 그들의 작품에서 철저하게 배격하고자 한 것은 근대 

미술이 유발하는 환영이다. 저드의 <특정한 오브제(specific object)>가 

1965년에 쓰여졌고 프리드의 <미술과 사물성>이 1967년에 쓰여진 것

을 감안한다면, 저드가 특별히 현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에세이에서 중심적으로 논의되는 환영은 모더니즘 미술의 경험인 

현재성과 직접적으로 닿아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저드가 <특정한 오브제>에서 주장한 것처럼 미니멀 아트에서 환영이 

완전히 삭제되었는지의 진위여부는 초기 미니멀 아트가 정의된 이후, 

그 정의가 올바른가에 관한 논의와 결부되어 있다. 환영은 저드가 전통

적인 회화를 부정하며 ‘특정한 오브제’로 예술을 대체함으로써 기존의 

미술의 개념에서 사살하고자 한 첫 번째 개념이었다. 회화에 뿌리를 두

고 있는 저드에게 환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회화의 평면성을 버

리고 실제 공간과 맞닿는 입체로 나가는 것이었다. 그는 환영의 제거를 

통해 미술의 사적인 범주를 외적이며 객관적인 범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58) Hal Foster, Rosalind Krauss, Yve-Alain Bois 외, Art Since 1900, 배수희, 신정훈 외 
역, 세미콜론, 2004, p. 538.

59) “Rather than inducing idealization and generalization and being allusive, it excludes. 
The work asserts its own existence, form and power. It becomes an object in its own 
right.” 

60) "Three dimensions are real space. That gets rid of the problem of illusionism and of 
literal space, space in and around marks and colour - which is riddance of one of the 
salient and most objectionable relics of European art." (Judd, Judd, Donald, Specific 
Objects, Arts Yearbook, No.8, 1965, p.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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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드는 작품이란 “단지 흥미로우면 된다”61)고 언급했다. 환영을 통해 

생산되던 의미는 배격되고, 작품의 가치는 즉흥적인 흥미로 대체된 것

이다. 이 흥미로움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환원적 형태에 의해 성취되는

데, 환원적 형태에 대한 강조는 구성(composition)을 배격하는 것과 관

련된다. 구성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위계(hierarchy)가 설정되

며, 이를 통해 오브제는 다시금 형태적 연상과 관련된다. 따라서 환원적 

형태는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적인 요소에 대한 느낌을 가리며, 이

는 선험적 체계에 대한 거부와도 관계가 있다.62) “단지 흥미롭다”라는 

표현에는 작품을 통해 연상되는 선험적 경험에 대한 배격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린버그는 저드가 예술의 질(quality)을 흥미나 관심이라는 개념

으로 대체했다고 논박했다.63) 근대주의자인 그린버그에게 저드의 오브

제는 예술이라고 여길 수 없는 일상적인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던 

것이다. 

저드는 선험적 체계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작품 제작 이전에 존재하

는 작가의 생각이나 의도까지도 작품에서 제거하는 엄격성을 지녔다. 

오브제는 어떤 의미도 내포하지 않으며, 작품의 의미 또한 기존의 내재

적인 재현의 방법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작품은 내용을 담아내는 용기

에서 벗어나 내부가 비어있는 공백(blankness)과 거부(denial)로 대체된

다.64) 예술을 완전히 텅 빈 상태로까지 감축시키는 것이다.65)

모리스가 환영을 극복하는 방법은 저드와는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3차원의 환원적 오브제를 추구한 것은 비슷하지만 저드가 회화에서 벗

어나므로 극복하려했다면, 모리스는 조각의 근원으로 돌아감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했다. 조각은 시각적 효과에만 집착하는 회화에 비해 실제 

공간을 차지하고 물리적이며 촉감적인 신체 감각에 의존한다. 또한 모

리스는 조각을 신체가 감지할만한 크기, 비례, 볼륨 등의 실질적인 성격

을 포함함으로 비환영적인 본질을 갖는다고 보았다. “조각의 단일한 형

61) "A work needs only to be interesting." (Judd, op.cit., p. 210.)
62) Hal Foster, Rosalind Krauss, Yve-Alain Bois 외, op.cit., p. 537. 
63) Clement Greenberg, Recentness of Sculpture(1967) in Minimal Art, ed. Gregory 

Battcock, California University Press, 1995, 180-186.
64) Rosalind Krauss, Allusion and Illusion in Doanld Judd, 1966, p. 211. 
65) 로잘린드 크라우스, 현대조각의 흐름, 윤난지 역, 예경, 1997, p.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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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는 작품의 ‘자율성’과 즉물적(literal) 공간을 동시에 충족시킨다”라고 

언급하며,66) 조각이 예술의 자유와 비환영의 구체성을 동시에 보장한다

고 주장했다.67) “조각은 환영과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존재이다. 지난 

50년간 이런 진실에 기초해 환영을 포기하고, 대신 오브제로 나아갔

다.”68) “조각의 공간적 요소, 광선, 물성은 구체적이고 문자 그대로 (즉

물적으로) 기능해왔다”라며69), 조각과 조각이 마주하는 공간의 성질이 

비환영의 실체임을 주장했다. 모리스가 비환영을 주장하기 위해 의존한 

것은 물질적 조각의 현전과 이를 둘러싼 건축 공간이다. 저드와 모리스

가 비환영을 주장하기 위해 채택한 특정한 오브제, 그리고 이것이 놓이

는 공간에 관한 ‘일상적’인 태도는 미술을 건축 · 조경과 가로질러 살펴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주었다.

그렇다면 저드와 모리스의 오브제는 어떤 상태로 지각된다는 것인가? 

이전의 미술에서 지각의 주요점을 차지하던 환영이 삭제되었다면 이제 

무엇으로 대치되는가? 환원된 무관심한 형태(non-form)를 마주하는 관

람자는 차가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며,70) 공백과 거부를 경험한다. 추

상표현주의에서 초월적 정신세계를 경험하던 관람자에게 침묵하는 미니

멀 아트는 당혹스러운 것임에 틀림없었다. 

모리스는 신체가 경험하는 지금-여기가 곧 실제라는 이론을 전개했

다. 신체의 현상학적 경험이 공백과 거부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재가 

된 것이다. 작품은 오르지 관람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며, 관람자

는 시각적으로만 작품과 관계 맺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신체

와 함께 실제적 공간을 점유하는 것에서 감상의 이유를 찾게 된다.

관람자는 보는 것과 동시에 그의 심상에 맺히는 패턴이 (보이는) 대상의 존재
론적 사실과 일치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견지에서 믿음이란 공간의 확장과 
그 확장의 시각화에 대한 믿음 둘 다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는 인지행위가 

66) Robert Morris, Notes on Sculpture, part Ⅰ, p. 42. 
67) 진휘연, op.cit., p. 604. 
68) Robert Morris, Notes on Sculpture, part Ⅲ, p. 35.
69) Robert Morris, op.cit., p. 35. 가로친 ‘(즉물적으로)’라는 부분은 연구자가 첨언하였다. 

각주 51)의 언급과 같이 모리스는 오브제 이외에 이를 둘러싼 요소들을 즉물적으로 취했다. 
가로 앞의 ‘문자 그대로’ 역시 즉물적 특징과 관계한다. 

70) 미니멀리즘은 'cool art'라고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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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영역과 공존한다기보다 차라리 시각영역의 경험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이
다.71)

모리스의 개념은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현상학에 

닿아있다. 작품이 천명하는 것은 보여지는 동시에 보고 있는 주체와 대

상, 타인과 자신인 것이다. 신체와 정신을 구분하여 탈육체화된 시각을 

중시했던 종래의 관념이 아닌, 시각을 신체의 일부로 귀속하며 이원론

을 탈피한다. 의미의 생성은 “사유와 같이 투명한 자아”에 의해 일어나

며 지향성의 중심에는 신체가 있다.72) 좌우가 대칭이고 수직 축이 있고 

앞과 뒤가 있으며 뒤는 주체 자신에게는 비가시적인 신체가 감각하는 

것이 곧 세계이다. 모리스가 상정하는 경험은 신체와 세계가 동일시된 

인지행위이다.  

메를로퐁티의 자아는 모리스가 지향한 자아와도 일치한다. 라스킨

(David Raskin)은 <The Shiny Illusionism of Krauss and 

Judd>(2006)에서 저드가 설정하는 자아와 세계의 관계가 일관적이라고 

기술하는데, 그의 작품이 “오브제 그 자체로 경험되기 때문

(experienced as an object)”이라고 결론짓는다.73) 저드의 관점에서 

보자면 세계(world)는 이미 나타난(ever-emerging) 것으로, 주관

(subjective)과 객관(objective)이 통합되고, 외부(external)와 내부

(internal)가 통합되며, 정신(mind)과 몸(body)이 통합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74) 이러한 상태일 때 신체는 드러난 오브제 이외에 어떤 것도 

연상하지 않으며 선험적인 경험이 침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저드는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을 과도하게 이상화한 것으로 보

인다. 신체와 세계의 합치에 관한 주장에서 저드가 설정한 신체는 지나

치게 객관적이며 보편적이다. 저드는 그의 작품에서 발생하는 현상학적 

경험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환영(matter-of-fact illusion)”임을 단

언했다.75) 

71) 이지은, 미니멀리즘의 인간형태주의 논쟁, 미술사학보 24권, 2005년 6월, p. 186. 
(Robert Morris, Notes on Sculpture, Part 1, Continuous Project Altered Daily, p. 6.) 

72) 현상학과 예술, 오병남 역, 서광사, 1983, p. 291. (이지은, p. 193에서 재인용)
73) David Raskin, The Shiny Illusionism of Krauss and Judd, Art Journal, Vol. 65, No. 1, 

Spring, 2006, p. 21. 
74) Raskin, op.cit., p. 14. (Donald Judd, qupted in Angeli Janhsen, Discussion with Donald 

Judd in Donald Judd, St. Gallen, Switzerland: Kunstverein St. Gallen, 1990,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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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의 작품의 표면이 가져다주는 환영적 경험의 비난에 대해, 그

는 환영(illusion)과 환영주의(illusionism)를 구분한다. “환영적 예술은 

사실적 존재 이외의 것으로 당신을 이끈다. 나의 작업은 환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실과 환영은 동등

한 것이다”76)라며 자신의 작품이 환영으로 가득 차 있으나, 환영주의를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한다. 저드가 지향하는 환영이란 신체의 오브

제의 지각 그 자체이며 기술적 의미의 용어77)이기도 하다. 저드는 사실

(fact)과 환영(illusion)을 동등한 것으로 보았다. 저드에게 확장된 장에

서의 경험은 관람자에 따라 그 때 그 때 바뀌는 불완전한 것이 아닌, 

객관적으로 완성된 사실 그 자체이다.78)

2.1.4. 사물성의 특징
프리드는 현전에서의 물체를 사물성(objecthood)이라 칭하는데, 그 

속성은 다음에 논하게 될 네 가지로 요약된다. 미니멀 아트에서 장소를 

논할 수 없는 이유는 이 특징들에 근거한다. 

(1) 비어있는 형태
모리스는 에세이 <Blank Form>(1960-1961)에서 그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형태를 ‘비어있는 형태(blank form)’라 칭하고, 이에 관해 세 가

지의 예시를 들었다.79) 

75) “I distinguish between that and illusion which I think is a perfectly matter-of-fact 
illusion and has no connection to the other kind.”
Raskin, op.cit., p. 10. (Donald Judd, quoted in "Is Easel Painting Dead?", symposium 

transcript, November 1966, Barbara Rose papers, Archives of American Art, 
Smithsonian Institution, p. 33.)

76) “Illusionistic art refers you away from its factual existence toward something else. 
My work is full of illusions, but they don't refer to anything. Fact and illusion are 
equivalents.” Raskin, p. 10. (Fred Sandback, Notes, 1973, in 74 Front Street: The Fred 
Sandback Museum, 1982.) 

77) Raskin, op.cit., p. 10.
78) “Illusionistic art refers you away from its factual existence toward something else. 

My work is full of illusions, but they don't refer to anything. Fact and illusion are 
equivalents. Trying to weed one out in favor of the other is dealing with an incomplete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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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로버트 모리스의 
비어있는 형태, Robert Morris, 

Two Columns, 1961, 
61 x 61 x 224 cm. 

1. 완벽히 매끄러우며, 사각의 표면을 가졌으며, 회색으로 칠해진 61 x 61 x 
224cm의 회색으로 칠해진 기둥. 

2. 완벽히 매끄러우며, 61 x 61 x 224cm의 회색으로 칠해진 벽. 

3. 간단한 구조로 회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30.5 x 61 x 183cm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적당하게 큰 크기의 옷장(cabinet).

정확한 치수와 색, 재질의 표면이 명시된 기둥, 벽, 옷장은 모리스가 

추구한 오브제의 특징이다. 언뜻 보기에 모리스는 건축적인 것을 지향한 

것 같으나, 그의 에세이 어디서도 그가 건축을 조각의 종착점이라고 묘

사한 적은 없으며, 다만 그가 지향하는 지점이 건축의 언저리 어딘가에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모리스는 비어있는 형태를 미술에서 전통적으로 인식되는 형태와 상

반된 개념으로 보고 있다. 보통 어떤 특정한 상황이 ‘예술’이라고 칭해질 

때, 관람자는 그에 걸맞은 태도를 취한

다. 형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형태

는 일반적으로 작품이 전달하는 내용

(content)으로 비추어보는 태도가 만연해

있었다.80) 따라서 미니멀 아트에서 내용

의 삭제는 ‘비어있는(blank)’이라는 용어

와 관련된다.

용기(container)로서 기능하며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미술의 일상적 태도였다.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

는 “작품의 질이란 곧 ‘내용’에 있다

(Quality is ‘content’)”81)라며 내용의 중

요성을 시사했다.82) 이에 반해 내용을 

79) Robert Morris, 'Blank Form', 1960-1961, in John G, Hanhardt and Barbara Haskell, 
Blam! The Expositon of Pop, Minimalism, and Performance 1958-64 (New York :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 New York and London : W. W. Norton, 1984), p. 
101. 

80) Robert Morris, op.cit., p. 101. 
81) Clement Greenberg, "Complaints of an Art Essay and Criticism" (1967), in Clement 

Greenberg: The Collected Essays and Criticism, vol. 4, Modernism with a Vengeance, 
1957-1969, ed. John O'Bri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p.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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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왼쪽으로부터
Carl Andre, Herm, 1960. 
Tony Smith, Die, 1962.
Donald Judd, Untitled, 1963
 

전달하지 않는 미

니멀 아트의 형태

는 그린버그의 입

장에서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인 것이

다. 궁극적으로 미

니멀 아트는 작품

이 지시하거나 재

현하는 내용에서 벗어나 삼차원의 조각이면 오브제 자체, 이차원의 회화

면 캔버스 자체 그 이상을 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미니멀 아트를 즉물적

이라고 언급한 프리드의 입장에 비추어보자면 즉물성의 추구는 미술사

의 맥락에서 환영주의와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다. 환영은 곧 작품이 전

달하는 내용과 관련되는 것으로, 즉물성은 일차적으로 미술이 재현적 매

개체(representational interface)83)의 역할을 단념하므로 성취되며, 즉

물적 형태란 공간에 던져진 오브제 그 자체로 인식되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에서 모리스가 언급한 세 가지의 기둥, 벽, 옷장은 어떤 

것도 재현하지 않으며, 어떤 내용도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비어있는 형

태이다. 모리스가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의 예시에서 명시된 구체적인 사

이즈, 색, 질감 역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다. 다만 즉물적 상태로 존재하는 형태로 공간에 던져져 그 자체로 지각

될 뿐이다. 

82) 미니멀리즘이 환원적이라는 도덕적 비난 속에는 미니멀리즘이 미술을 평범하고 실용적이
며 비예술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비평적 인식이 들어있었다.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미니멀리
스트들이 혁신성(innovative)과 기괴함(outlandish)을 혼동해서 미술에 본질적인 질을 추구
하기보다는 미술 외적인 효과들을 추구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린버그는 미니
멀리스트들의 3차원의 작업을 ‘조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할 포스터, 미니멀리즘이라는 교
차점, 실재의 귀환(The Return of the Real), 이영욱 외 역,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3, p. 
86.)

83) 로버트 모리스는 <조각에 대한 소고 Ⅰ·Ⅱ>에서 조각에 관하여 저드와 조금 다른 시나리
오를 전개한다. 결과적으로 모리스와 저드가 같은 방향으로 미니멀리즘을 바라보고 있으나, 
그 시작점이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리스는 ‘조각’의 범주를 고수했는데, 그는 조각
이 결코 “환영주의 - 더구나 이 범주는 회화에 적용되는 것이다 - 에 연루”되었던 적이 없
으며 미니머리즘도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리스에게 미니멀리즘은 조각의 근원으로 돌
아가는 행위이다. 미니멀리즘은 조각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조각의 자율적이고도 즉물적인 
본성... 즉 조각은 그 자체의, 동등하게 즉물적인 공간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실현한다고 언
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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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드 역시 기존의 전통적 형태를 배격했다. 기존의 조각이란 부분과 

부분으로 구성(composition)되며 이를 통해 위계(hierarchy)를 획득했

다.84) 20세기 전반부의 조각은 추상일지라도 구성을 통해 인체-형상적

인(anthropomorphic)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것이 대부분으로 환영적 속

성을 지녔는데, 미니멀리스트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배격해야할 부분

이었던 것이다.85) 구성과 위계가 배제된, 즉 인체-형상적인 요소가 배

제된 미니멀 아트에 관해 저드와 모리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삼차원 작업은 보통 일반적인 인체-형상적인 형상(anthropomorphic 
imagery)과 관계하지 않는다.86) 

60년대 미술은 오브제를 예술작품으로 재구성해야하는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서 시작했다 ... 오브제는 환영주의, 암시, 은유로부터 자유롭다. 그것은 인체-
형상적인(anthropomorphic) 흔적으로부터도 멀다. 미술이 환영으로부터 벗어
나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추구할 때, 기하 도형의 이상적 이미지를 증가시키는 
결과는 흥미롭다.87) 

모리스는 인체-형상적인 조각의 환영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하 도

형의 이상적 이미지가 추구되었다고 언급했다. 내재적으로 미니멀리스

트들이 추구한 비어있는 형태에는 기존의 미술에 관한 반발이 깃들어있

으며, 이러한 미술사 자체 내의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는 미니멀 아트의 

단순하며 완결된 형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비어있는 형태의 추구는 1960년대 초기  칼 안드레의 

<Herm>(1960), 로버트 모리스의 <Column>(1961), 토니 스미스의 

<Die>(1962), 도널드 저드의 <Untitled>(1963)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

는 특징이다. 이들은 모리스의 언급과 같이 비어있는 형태로 궁극적으

로 무형태, 혹은 무관심한 형태를 지향했다. 

84) Donald Judd, Specific Objects, Arts Yearbook, No.8, 1965, p. 209. 
85) Ibid., p. 210. 
86) Ibid., p. 210. 
87) Rober Morris, "Notes on Sculpture." part Ⅳ,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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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균질한 공간에 진열된 재료

재료는 지극히 단순히 재료일 뿐이다 - 포미카, 알루미늄, 콜드롤 스틸, 플렉
시글라스, 적동과 보통의 동 등등. 이들 재료들은 모두 특정(specific)하다. 만일 
이 재료들이 직접적으로 사용된다면 보다 특정(specific)할 것이다. 또한, 이들 재
료들은 공격적이다. 각각의 재료들은 고유한 정체성을 지니므로 객관성을 띤다. 
물론 재료들은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unobjective uses)과 상관없이 딱딱한 매
스, 부드러운 매스, 0.08, 0.15, 0.3cm의 두께, 유연성, 부드러움, 투명성, 둔함과 
같은 재료의 고유한 속성(qualities)도 갖는다.88)                           

 미니멀 아트가 출현할 1960년대 초기에 전시된 오브제의 형태는 

여러개로 확장된 것이 아닌 단일한 육면체로, 저드의 

<Untitled>(1963), 모리스의 <Column>(1961)는 재료 자체로 드러나

지 않고 각각 붉은 색과 흰색으로 도색되어 있었다. 60년대 중반에 모

리스는 산업화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모리스의 경우 흰색

으로 도색하는 행위는 계속 이어진다양자의 경우 모두 무관심한 형태

를 띠나, 재료 자체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에는 나아가고 있지 않다. 붉

은 페인트로 칠해진 저드의 <Untitled>는 회화도 조각도 아닌 ‘특정한 

오브제’을 드러낸다는 목적 하에 삼차원의 구조물에 페인트칠을 했으

며, 결과적으로 회화도 조각도 아닌 애매한 상태를 성취했다. 모리스의 

<Column>(1961) 역시 흰색으로 도장되어 재료적 속성이 부각되지 않

는다. 

1960년대 중반에 이들은 적극적으로 산업화의 재료들을 사용하기 시

작한다. 저드가 <특정한 오브제>(1965)에서 언급한 포미카, 알루미늄, 

콜드롤 스틸, 플렉시글라스, 적동 등의 재료들은 대량생산된 레디메이드

이다. 환영주의를 근절하므로 제작의 동기를 근절하고 제작된 오브제가 

담고 있거나 표현하므로 작품의 의미가 존재한다는 기존의 관념을 완전

히 제거된다.89) 이는 작가의 죽음을 암시한다.90) 작가의 표현적인 흔적

88) “Materials very greatly and are simply materials - Forminca, aluminum, cold-rolled 
steel, Plexiglas, red and common brass and so forth. They are specific. If they are 
used directly they are more specific. Also, they are usually aggressive. There is an 
objectivity to the obdurate identity of a material. Also, of course, the qualities of 
materials - hard mass, soft mass, thickness of 0.08, 0.15, 0.3cm, pliability, slickness, 
translucency, dullness - have unobjective uses.” (Donald Judd, op.cit., p.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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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Lucio Pontana, 
Spatial Concept 
'Waiting', 1960.

을 제거하기 위해 작품은 더 이상 “만들어지고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립되고 배열되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된다. 깎거나 덧붙이는 것

(carving and modelling)이 아니라, 용접하고 나사를 박고 접착제로 붙

이고 볼트로 조이거나 단순히 쌓아 올림으로써 만들어진다.91) 작가의 

손의 개입은 작가의 정신과 의도 또한 담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의 개입을 최소화 한 것이다. 작품은 장인의 능숙하고 손 때 뭍은 흔적

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대량생산된 이미지를 전달한다. 

그러나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니멀 아트는 이러한 재료를 

사용하므로 산업화를 상징한다거나 특정한 건축적 상황을 연상시키는 

환영 자체를 배격하므로 대량생산된 레디메이드의 사용을 어떠한 관점

으로 읽을 수 있는지 혼선을 가져온다. 저드는 위의 언급에서와 같이 재

료가 그 자체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 특정(specific)하다고 언급한다. 그

의 언급으로만 보자면, 철은 철로 지각되고 나무는 나무로 지각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미니멀 아트에서 재료의 사용은 우선적으로 재료의 즉

물성을 드러내는 것에 일차적으로 의미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신 

눈에 보이는 것이 당신이 보는 것의 전부”92)라는 환원적인 성격에 부합

하는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작품이 드러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작품에 부여하지 않는다. 

루치오 폰타나는 캔버스를 칼로 잘라 캔버

스의 물질적 속성을 드러내었다. 그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 드러낸 것은 덧칠해진 캔버스가 

아닌, 일반적으로는 가려져 있는 린넨 천으로 

덮인 캔버스의 표면 그 자체라는 것이다. 폰

타나의 이러한 행위는 린넨천이라는 캔버스의 

‘재료’ 자체를 드러낸다. 재료를 드러냄으로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거나 생산하지 않는

다.93) 미니멀 아트는 재료 그 자체를 진열하

89) Hal Foster, Rosalind Krauss, Yve-Alain Bois 외, op.cit., p. 537.
90) Hal Foster, Rosalind Krauss, Yve-Alain Bois 외, op.cit., p. 538.
91) 데이비드 배츨러, op.cit., p. 13. 
92) Frank Stella, Questions to Stella and Judd in Glaser, p. 158. 
93) 물론 루치오 폰타나의 행위는 기존 회화에 반발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개별 작품의 의미라기 보다 큰 조망에서 미니멀 아트를 탄생시킨 구조적 배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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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Donald Judd, 
Untitled (DSS 42), 1963

며, 의미생산의 주체는 신체에게 넘

기므로 재료는 어떤 기능에도 구속되

지 않고 그 자체의 즉물적 속성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미니멀 아트가 재료 자

체로 환원하여 그 속성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근원적으로 보인다. 그러

나 이들이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방법은 저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재

료의 속성(qualities) - “딱딱한 매

스, 부드러운 매스, 0.08, 0.15, 0.3cm의 두께, 유연성, 부드러움, 투명

성, 둔함”94) - 자체를 드러내는지는 의문스럽다. 저드의 상자는 주로 화

이트큐브 안에 전시되었으며 감상자는 상자 주위를 맴돌게 된다. 예를 

들어, 철로 된 상자가 대기에 놓여 산화되므로 그 고유의 속성을 보여줌

으로 재료의 속성 자체를 지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같은 조

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미술관 내부에 놓여 철이라는 즉물적 속성을 드

러낼 뿐이다. 

역설적인 것은 저드는 재료의 특정성을 언급하고도 그 자신이 재료에 

민감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드의 <Untilted>의 시리즈로 

선보인 나무, 알루미늄, 페인트칠 된 상자의 재료의 차이나, 상자 크기의 

미묘한 차이는 부각되어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재료들

의 사용은 그의 ‘특정한 물체’라는 선언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듯 

진열된다. 엄밀히 말하면 저드의 상자는 즉물적 오브제이나, 그의 상자

는 재료적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 진열되는 것이 아닌 ‘개념’을 드러내기 

위해 미술사에 자리매김한다. 미술사가들은 그의 상자 중 은색의 알루미

늄의 반사도를 갖는 상자를 금색 상자의 반사도와의 차이의 관점에서 

서술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미니멀 아트도 재료를 다루는 태도에 있어서 변화를 보

이는데 재료의 지각적 효과에 주목하며 재료의 고유한 본성을 구체화한 

경우로,  대지맥락과 반응하는 미니멀 아트에서 논할 수 있다. 저드의 

94) Donald Judd, op.cit., p.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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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Donald Judd, 
Untitled(DSS 223), 1970.

<Marfa Project>(1981)의 100개의 알루미늄 상자를 들 수 있다. 

(3) 규칙에 의한 반복적 배열
미니멀 아트는 정사각형, 입방체 등의 기본 도형을 위주로 규칙적이

며 대칭적인 배열을 추구했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하나의 기본적인 단

위 또는 모듈이 적게는 두 번에서 많게는 몇 백번에 이르기까지 반복되

며, 이들의 조합은 전체적으로 규칙적인 모습을 띤다. 저드는 “하나 다

음에 또 하나”라고 언급하며 배열에서 ‘구성(composition)’의 의도가 없

음을 언급했다. 저드의 작업에서 특정한 간격이 관찰되는데, 이 역시 작

가의 주관적인 의지에 의하지 않고 기하학의 자기충족적인 알고리듬

(self-sufficient nature of algorithms)을 발견하는 것에서 연유한다.95) 

그는 주관적 의도에 근거한 근대적 ‘구성’을 떠나기 위해 수열, 피보나

치 수열, 역 자연수열96) 등 객관적 수학법칙을 응용하였다고 언급했

다.97)

저드는 오브제의 사이즈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도 고려했다. 

저드의 <Untitled(DSS223)>(1970)은 

피보나치 수열(Fibonacci series)에 근

거하여 배열의 논리를 확보하였다. 보

라색으로 칠해진 알루미늄 직육면체들

은 1 ▪ 1 ▪ 2 ▪ 3 ▪ 5 ▪ 8 ▪ 13 ▪ 21

의 순서로 배열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붉은 색으로 칠해진 직육면체의 사이 공간에 수열을 대입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Untitled(Bernstein 89-13)>(1989)는 역자

연수열로 1-1/2+1/3-1/4+1/5-1/6+1/7-1/8+1/9-1/10로 빼기와 더

하기를 번갈아가는 수열을 만들었다.98) 저드는 이러한 수학적인 시퀀스

95) David Ruskin, Donald Judd, Yale University Press: New Heaven and London, 2010, p. 
20. 

96) 피보나치 수열: 1, 1, 2, 3, 5…(앞의 수 두 개를 더한 수의 배열)
    역 자연수열: 1, -1/2, +1/3, -1/4, +1/5…
97) 윤난지, 특정한 물체의 불특정한 정체: 도널드 저드의 예술-상품, 미술사학회 제 24집, 

p.156.
98) David Ruskin, op.cit.,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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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택에 있어서 필연성은 없으며 불확정적이라고 언급했는데99), 수열

의 선택 자체는 임의적이며 상황에 의존적이다. 

칼 안드레 역시 유사한 배열의 동기를 취한다. 그는 144개의 금속판

을 그저 바닥에 나열하는 것으로 작품을 완성하기도 하고,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벽돌들을 쌓아 바닥에 나열하거나 나무 조각을 쌓는 등의 연

작을 진행했다. 안드레의 <144 Lead Square>(1967)의 마그네슘 한판

의 크기는 1feet로 30.5cm이다. 평평한 판은 정확히 같은 사이즈로 12

개씩 바닥에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미술작품에 대한 근대적 관념을 깨드렸으며, 

관람자는 새로운 시도 앞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특정한 오브제’의 

단순한 기하학적 구조와 공장에서 갓 생산되어 작가의 흔적을 느낄 수 

없는 대량생산품, 그리고 수학적 배열은 관람자의 주관적인 감성을 차

단하며, 독보적인 자율적인 존재로서 등장했다. 환영을 배격하는 즉물성

과 작가의 죽음은 규격화되고 기계화된 제작방식, 대량생산된 재료, 그

리고 구성을 회피하는 반복적 배열로 드러났으며, 미니멀리즘의 형식적

인 특징들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미니멀리스트들은 주로 크기와 

형태, 색채와 재료, 그리고 설치의 장소와 방법만 바꾸면서 비슷한 작업

의 시리즈를 제작하는 성향을 보인다.100) 

(4) 환영이 소거된 중성적 공간
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전의 지금-여기의 지각이란 대상과 주체

의 마주함 가운데 발생하며, 모리스의 언급과 같이 이 양자를 둘러싼 공

간 역시 즉물적 공간이며101) 신체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으

로 설정되었다. 저드에게 신체지각이란 관람자에 따라 그 때 그 때 바뀌

는 불완전한 것이 아닌, 객관적으로 완성된 사실 그 자체이다.102) 라스

킨은 저드의 작품이 “오브제 그 자체로 경험되는(experienced as an 

99) David Ruskin, op.cit., p. 24. (원본: The Quotation in Judd 1993, p. 113.)
100) 윤난지, op.cit., p.150.
101) Robert Morris, Notes on Sculpture, part Ⅰ, p. 42. 
102) “Illusionistic art refers you away from its factual existence toward something else. 

My work is full of illusions, but they don't refer to anything. Fact and illusion are 
equivalents. Trying to weed one out in favor of the other is dealing with an incomplete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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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객관적 지각에 의존하고, 반면 크라우스의 지각은 주관적이며 

환영적이라고 논했다.103)

저드의 입장에서 지금-여기의 지각은 주체의 선험체계가 배제된 객관

적 지각 그 자체이므로 시공간의 확대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실제적 지

각은 미니멀 아트가 성취한 것으로, 포스터는 지금-여기의 지각으로 말

미암아 미술의 영역이 크라우스의 <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

에서 논한바 건축과 조경으로 향하는 확장된 영역의 언저리에 있게 되

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니멀 아트는 강박적으로 지금-여

기 만을 주장하며 인간의 지각 자체를 통제하는 성향을 갖는다. 주체의 

주관성이나 선험체계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다. 이 지점이 미니멀 아트의 

긍정적 측면이자 한계이기도 하다. 미니멀 아트는 미술의 오래된 환영의 

역사를 단절하고 실제적인 것으로 귀환했으나, 그 귀환은 이상적일 뿐인 

것이다. 따라서 포스터가 미니멀 아트를 정의한 ‘장소에 의해 재규정’된

다는 문장에서 장소란 오로지 즉각적인 지금-여기에 국한된 시공간일 

수밖에 없다. 

또한 1960년대 중반의 미니멀 아트를 이끈 저드, 모리스, 플래빈 등

이 설정한 대상과 주체 사이의 공간에 관한 설정이다. 이들은 오브제와 

주체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을 현상학적으로 중립적인 공간

으로 보고,104) 어떤 맥락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미니멀 

아트의 한계는 주체의 입장에서 선험적 체계를 투영할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공간 자체 역시 중립적인 것으로 보아 오로지 현존하는 오브제만

이 공간을 지배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미니멀 아트의 치명적 오류들은 화이트큐브를 벗어나 대지맥

락에 놓인 경우에서 확인된다. 화이트큐브의 무장소성은 중립적 대지맥

락을 허용했으나, 이를 벗어나 실제 삶의 영역에 놓인 미니멀 아트에서 

여전히 현전을 적용하므로 오류를 드러낸다. 포스터는 후에 미니멀 아트

의 경험의 즉각성을 주장하는 아집에 모순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미니멀리스트들이 채택한 알루미늄, 플렉시글라스는 대량생산을 상징하

며, 반복적이며 집합적인 배열은 소비 자본주의를 구축하는 수열화의 성

103) David Raskin, op.cit., p. 21. 
104) Hal Foster, Rosalind Krauss, Yve-Alain Bois 외, op.cit., p.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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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은유한다.105) 케네시 베이커 역시 산업적 오브제의 사용은 뒤샹의 

발견된 오브제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당대의 대량생산 체계에 관한 사회

적 현실을 반영하며, “대량생산은 미니멀 아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산업이 오브제의 미적 물리학을 통제, 조절한다. 이들은 통제 자체를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 공업적으로 제작하는 방식에 의존한다”고 언급

했다.106) 그러나 미니멀 아트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감상의 상황은 미니

멀 오브제는 산업화의 상징물로 읽는 것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 미니멀 

아트의 단순한 형태, 레디메이드, 반복 배열은 산업화를 연상시키나, 현

전에서는 이러한 연상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니멀 아트를 산업

화의 소산으로 읽는 은유와 상징을 통한 의미생산은 배제된다. 현전 개

념에서 대지맥락이란 고려되지 않으며, 미니멀 아트가 장소라고 설정한 

지금-여기란 여전히 추상적 공간 개념으로 장소로 나아가지 못한다. 

2.2. 지금-여기의 지각에 멈춘 거대해진 사물성

확장된 현재성은 지금-여기라는 즉각적 시공간에서 대지맥락으로 지

각이 확장되는 환영적 경험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체가 주변

의 대지맥락과 주고받는 관계 가운데 놓임으로, 사물(object)로써 구체

적인 형태 · 재료 · 배열의 특징을 지니게 됨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오

브제가 독단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주변의 대지맥락과는 상관없이 독립

적으로 존재할 때, 이는 지금-여기의 즉각적인 시공간을 생산할 뿐이다. 

오브제의 힘이 커진다는 것인데, 이는 미니멀 아트에서 다음의 두 가지

의 경우에 발생한다. 

첫째는, 오브제 자체의 크기가 커져 위협적인 스케일을 갖게 되는 경

우이다. 세라(Richard Serra)는 도시 한복판에 60m 길이에 달하는 단일

한 철판을 세워두기도 했다. 이렇게 압도적인 스케일은 신체의 지각을 

물체 자체에 고정시키며, 대지맥락으로의 지각의 확장을 방해한다. 

두 번째는, 배열과 관계되는 것으로 오브제의 개수가 늘어나며 연속

105) Hal Foster, Rosalind Krauss, Yve-Alain Bois 외, op.cit., p. 623.
106) 케네시 베이커, 미니멀리즘, 김수기 옮김, 열화당, 1971(등록일자), 1995년 2쇄,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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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미지를 나열하므로 지각의 초점이 오브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

는 경우이다. 이 두 경우 모두 맥락이 소거된 전시장인 화이트큐브를 벗

어나 경계의 제약이 없는 대지맥락을 배경으로 하는 미니멀 아트에서 

발견된다. 1960년대에 기껏해야 3-4개의 상자를 배열했던 저드는 1980

년대 이르러 그의 작품을 영구히 보관할 전시장을 개조하며 100개의 상

자를 나열하기에 이르고, 들판에 1km에 달하는 작품을 설치했다.  

나아가 이러한 성격은 비단 미니멀 아트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닌, 

건축과 조경에서도 발견된다. 지각의 확장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게 압도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오브제의 속성이 주변의 대지맥락

과 반응하지 않음에 기인한다. 

2.2.1. 독단적 단일함
저드가 언급한 바와 같이, 회화도 조각도 아닌 ‘특정한 오브제’로 알려

진 미니멀 아트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규정함에서 시작했다. 미니멀 아트

가 재현과 환영의 측면에서 회화와 조각과 결별한 것은 분명하나, 한편으

로 자기 충족적인인 근대 미술의 특징은 미니멀 아트에 이르러 극도로 표

출된다. 미니멀 아트가 근대 조각의 완성이면서 동시에 확장이라는 포스

터의 언급은 미니멀 아트가 한 면에서는 그것이 발전시킨 동시에 종결시

켰던 근대 조각과 변증법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07) 

그러나 여기서 확장의 내용의 여부는 여전히 의문스러운데, 이는 미니

멀 아트가 확장한 영역을 구체적인 실체에 관한 규정 없이 지금-여기라는 

즉각적 시공간으로 일축시키기 때문이다. “미니멀 아트를 감상하는 관람

자는 형식적 미술의 안전하고 주권적인 모더니즘의 공간이 아닌 관람자가 

위치한 지금-여기를 경험하게 된다. 미니멀 아트는 관념론적 의식 모델을 

부정한다.”108) 포스터가 이를 논한 대상은 시공간의 맥락이 소거된 전시

장인 화이트큐브이다. 따라서 지금-여기라는 시공간성은 여전히 추상적인 

논의에 머물 뿐이며, 미니멀 아트가 대지맥락에 의해 재규정된다는 논지 

역시 확인한 길이 없다. 

107) Hal Foster, Rosalind Krauss, Yve-Alain Bois 외, op.cit., p. 586. 
108) 할 포스터, op.cit.,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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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니멀 아트를 미화시켰던 지금-여기라는 시공간이, 그 모호한 

정의로 말미암아 실제 대지맥락으로 이동했을 때조차도 맥락과는 상관없

이 오로지 즉각적인 지금-여기만을 주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

한 미니멀 아트의 오류는 독단적이며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맥락

이 소거된 화이트큐브 내에서 주장되었던 지금-여기는 그 자체로 과도하

게 이상적인 시공간으로 추종되었으며, 이는 실제 대지에 존재하는 시공

간의 맥락을 무시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미니멀 아트가 왜 그토록 지금-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

까? 그리고 어떠한 요소가 이러한 즉각적인 시공간을 유발시키는가? 아이

러니한 것은 미니멀 아트가 시공간의 영역을 확장한 것이 미술의 역사에

서 공적과 같이 논의되나, 실상은 대안적으로 만들어낸 지금-여기라는 경

계 속에 안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작품이 놓인 맥락은 참고만 할 

뿐,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오로지 중시되는 것은 지금-여기라는 

권력적 시공간의 생산을 감행하는 작품 자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니멀 아트가 한정된 시공간의 생산에 집착할수록, 작품의 스케

일은 커지고 단일해지며 그 모습은 점점 위협적인 것이 되었다. 

1960년대 초기에 소박한 싱글 오브제에서 시작한 미니멀 아트가 시간

에 따라 그 규모가 확대되므로 이룩한 것은 미니멀 오브제가 갖는 전체성

(totality)에서 오는 힘에 다름 아니다. 이는 맥락을 실험하기 시작한 이후

에도 여전히 발견되는데, 1980년대 이르러 분명한 성향으로 드러난다. 명

백한 것은 힘의 생산이란 전체성에 기인한다는 것이며, 이 전체라는 개념

의 성립은 오브제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오브제가 놓인 맥락과의 관

계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니멀 아트의 이러한 독단적 성향은 힘의 담론(power discourse)으로 

논의 된다. 체이브(Anna C. Chave)는 힘의 담론을 생산하는 미니멀 아트

의 핵심적인 특징을 단일체(unity)로 보았다. 단일체는 곧 작품의 정체성

(identity)과 관계한다. 미니멀 아트는 근본적으로 구성(composition)을 

배격하는 것에서 출발했으므로, 미니멀 아트에서 부분적인 요소들은 곧 

단일한 전체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작동할 뿐이다.109) 저드는 “그것들

109) “Received art-historical wisdom about what makes works of art 'powerful' is a 
quality of unity, with effects of dissonance or difference successfully effaced or 
overmastered such that an object's or image's composite parts are maneuvered int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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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Richard Serra, 
One Top Prop, 1969.

은 전체로서, 전체로서의 질(quality)이 바로 흥미로운 대상으로 여겨지게 

된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홀로 있다는 것이며, 이로써 더욱 강렬하고, 

명쾌하고 그리고 힘 있어진다. 이들은 부분이나 구역을 대비시키거나 연

속시키는 형태의 변주에 의해 ... 희석되지 않는다”며 구성된 형태가 아닌 

단일체로서 존재함으로 발생하는 힘에 대해 주목하였다.110) 

이러한 미니멀 아트의 힘의 논리

와 지금-여기의 독단을 가장 잘 보

여주는 작가가 리차드 세라이다. 세

라의 작품은 포스트-미니멀리즘

(post-minimalism)으로 논의되며 

1960년대 중반의 미니멀 아트와는 

시작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도널드 

저드, 로버트 모리스, 칼 안드레, 토

니 스미스 등이 1960년대 초기에 

소박한 상자에서 출발하여, 궁극적

으로 즉물성의 추구로 비어있는 형태를 추구한 것과 비교할 때, 1960년대 

후반에 제작된 세라의 <One Top Prop>(1969)은 단일한 상자 형태이기

는 하나 4개의 철판은 중력에 의해 서로 기대어 있으므로 과정(process)

을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된다. 그는 “중력을 무언가를 지을 때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언급했다.111) 그런데 세라의 중력 실험은 보는 이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한다. 

세라의 작품은 단지 위험하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험했다. 뮤지엄 
안에 전시된 작품 ‘프롭(prop)’은 종종 밧줄로 차단되거나 경고음이 울렸다. 특
별히 작품을 설치하거나 해체할 때 작품이 넘어지곤 했는데, 이는 사람을 상해

singular, coherent totality.” (Anna C. Chave, Minimalism and the Rhetoric of Power in 
Art in Modern Culture: an Anthology of Critical Texts, Francis Frascina and Jonathan 
Harris ed. An Imprint of Harper Collins Publisher, 1992, p. 272.)

110) "The thing as a whole, its quality as a whole, is what is interesting. The main 
things are alone and are more intense, clear and powerful. They are not diluted by ... 
variations of a form, mild contrasts and connecting parts and areas." (Judd, Specific 
Object, p. )

111) Richard Serra, Interview by Peter Eisenman, in Ricahrd Serra Interview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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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심지어 (한 경우에는) 죽이기까지 했다.112) 

세라는 다른 미니멀 아티스트와 다르게 거대한 스케일을 즐겨 사용했

는데, 작품의 크기가 커질수록 세라의 작품은 더욱 위협적으로 보였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크기가 커지는 이유를 그 자신의 욕망이 

아닌 맥락에 두고 있다고 설명하는 점은 의아스럽다. 세라는 자신의 작

품의 스케일이 마치 대지와 맥락에 반응하며 이로써 장소를 논할 수 있

다고 여기는듯하다. 

나는 그것이(스케일의 특정함에 관한 개념) 대지(site) 그리고 맥락(context)
과 관계 한다고 생각한다. ... 스케일이란 조각의 부분들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
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조각이 놓인 맥락과 관계한다. 맥락은 항상 경계
(boundary)를 갖으며 이와 관계하는데, 여기에 스케일은 중요하게 부각되는 문
제이다.113) 

반면 크라우스는 세라가 스케일을 고려했다고 하기에는 그 크기가 너

무나 과장되어 있다고 평했다. 오히려 위협적 효과를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작품의 스케일은 세라의 작품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 사실 그것은 우리
에게 익숙한 크기(life size)를 훨씬 넘어선다. 한때 미니멀리스트들이 사용했던 
점잖은 스케일은 세라의 야망으로 확장되었는데, 이는 균형과 불균형에 관한 집
착에 의한 것이고, 위험(jeopardy)과 위협하려는 효과(menacing effect)를 중심
적으로 고려한 것이었다.114)  

크라우스의 위의 언급에 의하면 세라의 작품의 거대한 스케일은 위협

112) "This work not only look dangerous, it is dangerous: the 'prop' pieces in museums 
are often roped off or alarmed and sometimes,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installation 
and deinstallation, they fall and injure or even (on one occasion) kill." (Anna C. Chave, 
op.cit., p. 274.) 

113) "I think it(a notion of scale specificity) is related to site and context. ... Scale 
deals not only with the interrelationship of the parts of a sculpture but also, more 
importantly, with the sculpture's relationship to its context. The context always has its 
boundary, and it is in relation to that boundary that scale becomes the issue." (Ricahrd 
Serra, op.cit., p. 145.)

114) “'It matters very little that the scale of this work ... is vastly over life size', but 
Serra's ambitious expansion of the once-moderate scale of the Minimalist object was, 
together with his fascination with balance and imbalance, central to his work's concern 
with jeopardy, and crucial to its menacing effect.” (Rosalind Krauss, Richard Serra: 
Sculpture, Laura Rosenstock ed.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1986,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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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를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지에 

의하면 일상에 놓인 세라의 철판작업이 진정 포스터가 논의한 미니멀 

아트의 논지에 부합하는지 의심스럽다.115) 포스터는 “물체들 사이에 놓

여 장소(맥락)에 의해 재규정(repositioned among objects and 

redefined in terms of place)된다”라며 미니멀 아트의 성격을 주변의 

맥락과 유기적인 것으로 보았다.116) 그러나 세라의 철판작업에서 이러

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그의 작업은 작품에 의해 장소를 재규

정(redefining place in terms of minimal art) 하고자 하는 과격함을 

보인다. 포스터는 주어진 장소에 작품이 개입함으로써 빚어진 지각적 결

과들을 탐색하는 것이 미니멀 아트를 출범시킨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라

고 주장하므로 ‘장소에 의해 재규정’ 됨을 정의하였으나, 엄밀히 말해 맥

락에 관한 고려는 불충분하며 오히려 거대한 오브제가 만들어내는 위협

적인 효과에 관심한 것이다. 그가 의존한 ‘지금 여기’란 그의 작품이 실

제적인 것으로 지각된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작품으로 인해 확장되는 

시공간은 희박한 것이다. 

건축가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은 세라와의 대화에서 이를 

‘닫힌 시스템(closed system)’이라고 지적했다. 세라의 조각은 결국 조

각 자체의 내적인 필요에 의해 장소를 규정해버리는 자기지시성을 갖으

며, 맥락이란 조각적 필요에 부응하는 것일 뿐이다. 

피터 아이젠만: .... 세라 당신은 모더니스트와는 다르나 자기지시성
(self-referentiality)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당신의 오브제는 고유하고 내재적
인 방식에서 랜드스케이프를 구조화하는 내적 필요성을 생산한다. 여기서 필요
성이란 자기지시성에서 오는 것이다. 사실, 당신도 언급했듯이 맥락(context)이
란 결국 다양한 방법으로 조각적 필요에 부응하는 것으로 돌려진다. 작품은 맥
락에 결정적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조각으로서 항상 조각으로 돌아간다(The 
work may be critical of the context but it always returns to sculpture 
as sculpture). 이러한 개념이 자기 지시적이고, 자율적이며(autonomous), 닫
힌 시스템(closed system)으로 귀결되도록 이끈다.117) 

115) 포스터의 논지에 관해서는 본문의 1.1.2에서 다루었다. 
116) 할 포스터, op.cit., p. 85.
117) Richard Serra, Interview: Peter Eisenman in Richard Serra: Writings, Interview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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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Richard Serra, Tilted Arc, 1981.

외부에 전시된 작품 중 

<Tilted Arc>(1981)는 작

가의 오만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드러낸 사례로 논의

된다. 3.7미터의 높이, 37

미터 길이의 이 작품은 지

역 주민에 의해 철거 요청

을 받고 법정 소송에 휘말

렸다. 세라는 “연방정부의 

권력을 비방한다”는 개념으

로 연방정부 앞에 거대한 구조물을 세워놓으므로 정치적인 개념을 가시

화하고자 했다. 구조물은 위협적으로 느껴질 뿐만 아니라, 건물로 들어

가는 시민들의 동선을 끊어 놓았다. 이 작품은 결국 1985년에 철거논쟁

에 휩싸였고, “공공의 공간을 사유화한다”라는 법원의 판결로 철거되었

다.118) 

<Tilted Arc>가 얼마큼이나 주변의 대지맥락을 수용하는 오브제로서 

장소를 형성했는지는 의문스럽다. 그의 철판작업은 이전에도 행해지던 

것이었으며, 단지 광장의 크기만이 고려되었을 뿐이다. 프리드만(D. S. 

Friedman)은 세라의 <Tilted Arc>에 관해 “대지 특정적이지만 대지를 

존중하지는 않는다”며, 세라의 작품이 대지에 내재된 맥락을 수용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언급했다.119) 

나는 대지를 분석하고 조각으로 대지를 재규정(redefine)하는 방법을 택한
다. 나는 이미 존재하는 맥락언어들(existing contextual languages)과 논쟁
하는 것에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조각으로 맥락언어들을 확인시키는 것에 관
심이 없다. ... 조각이란 그 자체의 장소와 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이다. 조각이란 이미 창조된 장소 그리고 공간과 대립하는 작업이다. 
나는 ‘반-환경(anti-environment)’적인 조각으로 자체의 상황(situation)을 창
조하거나 자체의 영역(area)를 만들어나가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120) 

118) Michael Kelly, "Public Art Controversy: The Richard Serra and Lin Cases," Journal 
of Aestherics and Art Criticism, vol. 54, 1996, p. 16. (전혜숙, 리차드 세라의 공공조각
과 장소-특수성(site-specificity), 현대미술사연구 제 10권, 2000년 3월, p. 88에서 재인
용)

119) D. S Friedman, Public Things in the Modern City: Belated Notes on Tilted Arc and 
the Vietnam Veterans Memorial, Journal of Architectural Education, 1995,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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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언급과 같이 세라 역시 본인의 작품이 대지를 재정의하는 것에 

의의가 있지, 기존의 맥락을 따르는 것에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설사 

작가 스스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의 작품이 대지 특정적

(site-specific)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 드러나는 장소적 맥락

은 무엇이었는가? <Tilted Arc>가 의미한 것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연

방정부에 관한 비난이었을 뿐, 그로 인해 새롭게 대지가 재규정된 것은 

아니다. 대지의 재규정함을 구체적인 그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정치적인 

개념으로 접근했을 뿐이다. 

더욱이 그는 감상하는 신체 역시 개념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세라가 

바라본 신체는 ‘익명적 통행량’이었으며,121) 이 통행량을 차단하므로 연

방정부의 권력에 맞서려 시도한 것이다. 세라 스스로도 “만일 공공의 

장소를 위한 조각이 되려면 ... 조각가는 교통의 흐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그 곳의 고유한 공동체(the indigenous community)를 반

드시 고려할 필요는 없다”122) 라고 언급하며 감상하는 주체를 비실존적

인 대상으로 상정했다. 

유사한 사례로 뉴욕 맨하탄의 중심부에 설치된 <St. Johns Rotary 

Arc>(1980)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교통량이 많고 시민들이 쉽게 접

근할 수 없는 곳에 설치되었다.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진입하는 터널의 

출구 부분인 일방통행 로터리는 차들이 계속 차선을 바꾸며 회전하는 

곳으로, 매연으로 오염되고 러시아워에는 차량이 급증하는 곳이다. <St. 

Johns Rotary Arc>는 로타리 한 가운데 설치되었는데, 이곳은 빈 곳으

로 트럭 운전자들이 차를 수리하기 위해 머물거나 경찰이 위반 차량을 

불러 세우는 곳으로 이용되는 곳이다. 주변은 공장 건물이 둘러싸고 있

으며 시민들이 섣불리 로타리 내부로 접근하기 어렵다. 3.6m의 높이에 

60m 길이인 아크는 로터리 둘레 240m의 1/4을 차지하는데, 대개 터널

을 빠져나온 운전자들이 작품을 보게 된다. 터널에서 나온 차량은 일방

통행인 로타리를 한바퀴 돌면서 방향에 따라 점차적으로 달라지는 아크

의 모습을 보게 된다.123) 시각의 연속에 의해 고정되고 선결된 경험으

120) Richard Serra, op.cit., p. 171. 
121) 전혜숙, op.cit., p. 88.
122) Interview with Liza Baer, 30 March 1976 in 'Richard Serra with Clara Weyergraf', 

Richard Serra: Interviews, Etc. 1970-1980, Yonkers N.Y.: Hudson River Museum, 
1980, p. 73. (Anna C. Chave, op.cit., p. 27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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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Richard Serra,St. Johns Rotary Arc, 1980. 

로, 아크에 의해 시각은 통제받는다.124) 

전혜숙은 세라가 이렇게 접근이 힘들며 주목받지 않던 곳에 아크를 

세우므로 장소를 재정의하고 있다고 논했다. 아크의 수평적인 펼침은 전

체 대지를 횡단면으로 읽도록 유도하며, 장소의 감각을 시지각적인 측면

에서 새롭게 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St. Johns Rotary Arc>가 진

정 장소를 재정의 했는지는 의문스럽다. 주체는 세라의 철판을 통해 주

변의 대지맥락을 새롭게 읽게 되는 경험 보다, 철판 자체에 시선을 고정

하게 되기 때문이다. 3.6m 높이, 60m 폭의 철판은 그곳을 이동하는 대

부분의 차량의 높이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횡단면으로 읽히는 것은 철

판일 뿐 그 뒤로 펼쳐지는 배경의 횡단면성이 새롭게 조명되지 않는다. 

장소의 감각을 시지각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한다는 것 역시 오로지 독

단적인 아크의 놓임에 의한 것이며, 아크에 의해 비로소 주변이 새롭게 

지각된다는 정황은 찾기 힘들다. 

결론적으로 앞서 살펴본 세라의 두 개의 작품에서 주체가 경험하는 

것은 거대하고 위협적인 오브제일 뿐이며, 세라가 설정하는 장소라는 용

어는 추상적인 용어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단일한 철판 작품은 

주어진 맥락을 선별적으로 취할 뿐이며, 맥락에 의해 제한받거나 교류하

는 등의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주체 역시 교통량으로 설정된 추상성을 

띤다. 지금-여기의 경험은 철판이 제공하는 즉각적 실제의 경험이며, 실

상 그곳에 존재하는 맥락의 시공간과는 호흡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단일함과 스케일이 가져오는 힘은 비단 미니멀 아트 만의 문제는 아

123) 전혜숙, op.cit., p. 84-85. 
124) Richard Serra, St. Johns's Rotary Arc, Artforum, September 1980, reprinted in 

Richard Serra, Writings, Interview, p. 120. (전혜숙, op.cit., p. 8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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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Machado & Silvetti Associates,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tudent Apartments, 1999-2003.

니다. 미니멀 건축과 미니멀 조경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문제를 찾아볼 

수 있으며, 오브제를 통해 대지맥락으로 지각의 확장이 이어지지 않으므

로 ‘확장된 현재성’의 경험이 결여되는 것 역시 유사하다. 마차도와 실베

티(Machado & Silvetti Associates)의 <하버드 대학원 기숙사(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Apartments)>(1999-2003)는 4개의 단순

한 매스로 조합되었다. 4개의 매스는 조금씩 다른 재료를 사용하고, 매

스들의 겹침이 표면 처리를 통해 분명한 덩어리로 인식되도록 유도되었

다. 건물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매스는  3개의 층을 갖는 매스로 55미터

의 캐노피를 형성한다. 이렇게 거대한 캐노피는 안락한 느낌을 주기보다 

거대한 보이드를 형성하며 위압적인 느낌을 준다. 건축가에 의하면 이 

건물이 주변의 5층의 신조지안(neo-Georgian) 양식의 U자형의 코트야

드를 갖는 건물군과 20세기 중반에 지어진 20층 높이의 콘크리트 패널 

건물(피바디 테라스)를 맥락으로 반영한다고 언급했다.125) 그런데, 건축

가가 언급한 맥락들이 과연 이 건물을 통해 연상될 수 있는지는 의문스

럽다. 강한 매스의 형태는 재료의 디테일을 희석하며, 건물의 높이로 인

해 주변의 패널 건물을 상기시킬지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거대한 매스가 유발하는 스펙타클한 공간 경험이 주를 이룬다. 신체가 

경험하는 것은 독자적인 건물 자체이지, 건물을 통해 지각이 주변 맥락

으로 확장되는 경험은 희바하다. 이러한 경험은 바로 그 곳이 아니어도 

되는, 건물 자체가 생산하는 ‘지금 여기’의 경험인 것이다. 

125) http://www.machado-silvetti.com/PORTFOLIO/harvard/. (2016-11-25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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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Donald Judd, Untitled, 1966

2.2.2. 연속적 배열의 균질함
(1) 확장을 시도하는 변형된 상자

저드의 1980년대 이후의 작업들은 그의 초기의 작업과는 여러 방면

에서 차이를 보인다. 단순하기만 했던 그의 상자는 형태, 재료의 측면에

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의 이유로 상자가 놓인 맥락과의 반응을 

꼽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세라와 비교할 때, 저드의 상자는 관계적인 

것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저드의 1960년대 중반의 

작업들은 비어있는 형태

(blank form)의 대표적인 

예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저드의 육면이 막혀있던 상

자의 형태는 대지의 빛 그

리고 상자 내부의 신체 수

용이라는 이유로 닫혀있던 

면을 열게 된며 변화한다. 특히 저드는 그가 작고하기 전까지 상자의 

표면과 빛과 색의 반사에 관심을 두고 육면체에 근거한 이유 있는 형태

(form)를 제작하게 된다. 상자는 더 이상 조각과 회화도 아닌 ‘특정한 

물체’로 존재하기보다, 빛과 반응하기 위해 구성되고 조절된 것이다. 저

드가 배격했던 구성(composition)이 다시금 그의 형태에 등장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Marfa Project>이다. 마파 프로젝트는 1979년부

터 저드가 작고한 해인 1994년까지 진행된 대규모 작업으로, 그가 미니

멀 아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1960년대 중반에 비하여 약 1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뉴욕 소호의 빌딩에서 작업실을 운영하던 저드는 

1971년 마파의 작은 집을 빌려 여름 휴가를 보냈는데 휴가를 마치고 

뉴욕으로 다시 돌아온 저드는 두 달 만에 다시 그 곳에 돌아가 마파에 

그의 작품을 영구히 소장할 미술관을 계획한다. “나는 미국의 남서쪽, 

멕시코 국경 가까이 어딘가에서 지내고 싶다. 그 곳에서 다른 예술가들

의 작품을 걸어두는 방처럼, 큰 규모의 내 작품도 영구히 설치해 둘 방

이 있었으면 좋겠다.”126)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데 마파라는 곳

은 작가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진 공간이 아닌, 저드가 스스로 그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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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치하기 위해 숙고 후에 자의적으로 선택한 곳임을 알 수 있다. 

저드가 선택한 택사스의 마파는 황야와 같은 넓은 평지에 따가운 빛

이 내리쬐는 곳이었는데, 바로 고립된 넓은 평지와 강한 빛은 이전의 

전시장에서는 없었던 요소들이다. 저드는 이곳을 주변의 산맥의 이름을 

따 ‘만나사 디 치아티(La Mansana de Chinati)’라고 부르며 “내가 계획

한 가장 크고 가장 완벽한 곳”이라고 칭했다.127) 이곳에는 두 개의 저

드의 작품이 있다. <100 Untitled Works in Mill Aluminum>(1986), 

<15 Untitled Works in Concrete>(1984)가 그것이며, 이 두 작품 모

두 초기 저드 작품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128) 

저드는 자연광이 내부에 유입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전시장

으로 원래 그 곳에 있던 건물을 사용하였는데, 원래 건물들은 1939년 

대포를 보관하기 위해 창고로 지어졌으며 1979년에 디아재단에 의해 

매입된 후 저드에 의해 개조되었다. 저드는 작품을 위해 건물을 직접 

개조하였으며, 특히 막혀져있던 양 벽을 전면 창으로 개조하여 내부로 

유입되는 자연광을 의도했을 뿐 아니라 내외부의 연결을 시도했다.

저드가 내부에 전시될 작품을 위해 건물을 개조한 노력은 상당한데, 

건물을 개조한 기록은 상세하게 남아 있다. 그는 통합된 공간을 얻기 

위해 건물 내벽 대신 2열의 기둥을 세웠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의 

양쪽 외벽을 허물고 전면 유리창을 설치하여 내외부의 경계가 모호해지

도록 의도했다. 전면 창의 기둥이 만들어내는 프레임의 크기는 12 x 

14feet(365.8x426.7cm)였는데 1년여의 고민 끝에 1981년에는 십자모양의 

창틀을 고안하여 다음해에 설치하게 된다. 그의 상자의 프레임의 열림

과 동일하게 건물의 프레임 역시 빛과 반응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고안

된 것이다. 

저드는 내부에 설치될 알루미늄 상자의 재료적 특성을 고려하여 

126) Donald Judd, Marfa, Texas in Complete Writings 1975-1986, p. 96. (이수정, 도널드 
저드의 <마파 프로젝트>에 나타난 공간 개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경영
학석사학위논문, 2014년 2월, p. 21에서 재인용.)

127) Donald Judd, Mansana de Chinati, Architektur, p. 48. (이수정, op.cit., p. 22에서 재인
용.)

128) 저드는 또한 군인을 위한 체육관을 개조하여 <아레나 The Arena>를 계획하였다. 이외
에 댄 플레빈Dan Flavin, 칼 안드레Carl Andre 등 11명의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설치되어 있다. 이외에 부엌, 침실, 작업실, 도서관을 설계했다. 
(https://www.chinat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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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Donald Judd, 100 Untitled Works in Mill Aluminum, 1982-1986.

1984년 아연 도금된 둥근 돔 형태의 철제 지붕을 직접 설계하게 된다. 

저드는 건물의 비례에 관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좌우대칭의 원칙을 

중시했다. 지붕을 설계할 때에도 건물의 본체와 지붕의 비례를 중시했

다. “돔의 높이는 건물 본체의 높이와 동일하게 만들 것”이라고 명시했

다.129) 또한 같은 글에서 “건물의 내부를 수리할 때 중요한 것은 내부

의 세로축과 함께 십자의 유리창, 넓은 공간, 평평한 바닥과 천장이 어

우러져 발산하는 시각적 효과가 중요함”을 언급했다.130)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그의 작품이 놓일 것을 개조한 흔적에서 저드가 자연광이라는 

요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 

<100 Untitled Works in Mill Aluminum>은 포트 러셀(Fort D. A. 

Russell)에 위치한 두 채의 대포격납고에 설치된 작품이다. 남서방향으

로 기울어져 긴 방향으로 배치된 두 개의 건물은 각각 입구에 4개의 상

자가 놓이고, 내부에 나머지 상자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는 형

식을 띤다. 북쪽 격납고에 52개, 남쪽 격납고에 48개를 설치되어 있다. 

알루미늄 상자 하나의 크기는 41 x 51 x 72inch(104.1 x 129.5 x 

182.9cm)이며, 알루미늄의 두께는 약 1cm 정도이다. 언뜻 “하나 뒤에 

다른 하나가 뒤따르는(one thing after another)” 배열로 비슷하게 보

이는 상자는 개개별로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존 포터(John Poetter)

는 “배열된 상자들은 각기 다른 내부구조를 가진 개별 유닛으로서 100

개의 유닛으로 구성된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각 유닛이 모여 전체를 

129) Donald Judd, Artillery Sheds, Architektur, p. 74. 
130) Ibid.,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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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Donald Judd , (좌) Untitled (Menziken 89-5), 1989. 
(우) Untitled (Menziken 89-10), 1989

이룬 작품이다”라고 평했다.131) 프레임의 열림의 위치, 내부 칸막이의 

구성의 방식에 따라 상자는 각각 다른 형태를 갖는다. 프레임은 완전히 

열려있는 경우도 있고, 반만 열린 경우도 있다. 칸막이는 중간에 배열된 

경우, 상자와 별도로 위쪽에 배열된 경우, 외부상자의 형태와 같이 일정

한 간격을 갖고 별도의 내부 상자를 구성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상

자의 형태의 변화는 초기 작업인 <Untitled>(1966)과 같이 같은 형태로 

일렬로 배열된 경우와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1989년에 제작된 두 개의 <Untitled>는 마파에서 보여준 100개의 

알루미늄 상자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마파에서 100개의 상자는 자연

광에 반응하며 빛의 음영의 효과를 취한다면, 1989년에 제작된 상자는 

주황색, 검은색, 파란색을 사용하여 반사효과를 의도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저드가 빛의 반사효과를 위해 상자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자를 가로지르는 파란색 판은 주황색과 대비를 이루며 특정한 효과를 

연출한다. 저드의 에세이 <특정한 오브제(Specific Object)>(1965)에서 

131) Jochen Poetter, Back to the Clarity, Donald Judd Staatliche Kunsthalle 
Badem-Baden, Cantz, 1989, p. 87. (김주희, 도널드 저드의 마파 프로젝트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서양미술사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0년 6월, p. 34에서 재인
용.)



- 71 -

구성을 배격한 것을 상기할 때 20년이 지난 후의 저드는 다시 구성에 

이르렀으며, 이를 통해 그의 상자는 비어있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지나

쳐 버리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형태로 지각된다. 

또한 <100 Untitled Works in Mill Aluminum>(1986)에서는 단지 

균질한 공간에 재료를 진열했던 이전의 사물성의 재료 개념을 탈피하여 

대지맥락의 요소인 자연광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재료의 지각을 유도

한다. 반투명한 알루미늄 판은 프레임의 변주에 따라 각기 조금씩 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빛의 경험은 창에 가까운 상자일수록 다각도로 이루어

지며,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알루미늄 판은 

미술관의 균질적 공간과는 다르게 하루의 시간의 변화에 반응하며 대지

의 시공간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 때 오브제는 포스터(Hal Forster)가 

언급한 바와 같이 ‘장소에 의해 재규정’된다. 상자는 무장소(siteless)적

인 오브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대지의 변화를 수용하여 

오브제를 통해 대지의 시공간을 경험케 하는 도구가 되며, 100개의 상

자는 각기 다른 형태와 이에 따른 다양한 빛의 경험으로 ‘확장된 현재

성’을 제공한다.

...상자들의 열 너머로 대포 격납고의 창문을 통해 펼쳐지는 넓은 광야와 멀리 
떨어진 산들을 바라볼수록 물질과 비물질의 경험이 교차하게 된다. 자연광이자 
동시에 반사광인 빛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자각을 지배한다. 빛은 그 작
품을 변화하는 환영적 혼돈 상태로 바꾸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만들어버린다. 빛은 통합하는 힘이며 미술과 건축, 그리고 대지의 완변
한 통일을 생성한다. 나는 이 설치 작품을  네 번 이상 보았는데, 마지막은 저드
의 장례식 때였다. 떨어지는 해는 이 작품을 보는 나를 애수에 잠기게 했다. 이
것은 내 생애에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132) 

Agee의 이러한 진술은 <100 Untitled Works in Mill Aluminum>에

서 환영이 생산되고 있음을 확증한다. 이는 저드가 미니멀 아트 초기에 

주장한 환영이 소거된 객관적 지각의 현전의 상태와는 전혀 다른 입장

이며, 저드의 작품은 Agee에게 특별한 장소 경험을 제공한다. 

132) William C. Agee, Donald Judd in retrospect: An Appreciation, Donald Judd: 
Sculpture,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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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Donald Judd, 
15 untitled works in 

concrete, 1980-1984.

<15 Untitled Works in Concrete>(1984)도 유사하게 오브제는 자

연광의 변화에 반응한다. 콘크리트 상자 내부의 음영의 경험은 하루의 

빛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앞서 살핀바와 같이 균질한 공간에 

재료를 진열하는 차원을 넘어 대지맥락에 오브제를 배치하여 대지의 변

화에 따라 재료적 속성이 다르게 지각되는 효과를 유도한 것이다. 이 

역시 현전의 즉각적 지금-여기의 경험을 넘어 대지의 시공간으로 확장

되는 확장된 현재성의 경험이다. 

마파의 또 다른 작품인 <15 Untitled 

Works in Concrete>(1984)는 978m의 긴 

변으로 되어있는데, 위치는 <100 Untitled 

Works in Mill Aluminum>이 위치한 포트 

러셀의 대포격납고와 근접하여 감상자로 하

여금 no. 1부터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no. 

1의 위치는 우측으로 위치한 도로에서 30m 

떨어진 평지에 위치하며 no. 1 그룹의 중심

지점을 기준으로 각 그룹들의 중심지점과의 

거리가 60m 떨어져 남쪽으로 배열된다. 

<15 Untitled Works in Concrete>에서도 

100개의 알루미늄 상자 작업과 유사하게 상

자의 열린 면은 빛과 반응한다. 2.5 x 2.5 x 5m의 콘크리트 유닛의 프

레임은  네 가지의 형식으로 열려있다. 장변의 한 변이 열린 경우, 장변

의 두 변이 모두 열린 경우, 단변의 한 변이 열린 경우, 단변의 두 면이 

모두 열린 경우이다. 저드는 이 네 가지의 유닛을 이용해 각 그룹마다 

특징을 부여하려고 했다. 

나아가 15개의 콘크리트 상자는 상자의 커다란 크기로 말미암아 신

체를 수용한다. 저드가 신체를 수용할 만한 규모의 프레임을 의도적으

로 사용한 것은 외부로 그의 작품을 이동하면서부터이다. 

규모가 있는 커다란 공간을 포함하기 위해서 단위의 확장이 요구된다. 따라
서 이를 위해서는 실내에 전시되는 작품으로는 상당히 큰 작품이어야 하며 실
외에 놓이는 작품으로는 이 보다 더 큰 규모여야 한다. 실외 작품들은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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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공간을 갖게 되며...133)

위의 언급처럼 저드는 실외공간으로 이동하며 그의 입방체의 내부를 

신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열게 된다. 더 이상 그의 상자 주

변으로만 돌며 감상하는 대상이 아닌, 상자의 내외부를 오가게 되는 보

다 적극적인 신체경험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어떤 의도도 없이 무작위

적으로 상자를 놓았다고 하기에, 15개의 그룹을 이루는 상자들의 형태

는 의도를 통해 구성된 듯하다. 빛에 반응하기 위해 그리고 신체를 수

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형태를 갖게 된 것이다. 

(2) 무한히 연속하는 이미지 나열의 한계
저드의 상자가 빛과 신체를 수용하며 형태와 재료의 측면에서 변화를 

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배열의 문제에 있어서는 의문을 자아낸다. 

규칙적인 배열은 대지맥락에 반응한 결과라기보다, 저드의 초기 작품에

서 보였던 성향이 여전히 고수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하나 뒤에 

다른 하나가 뒤따르는 전통적인 미니멀 아트의 배열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규칙적 배열은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근대적 속성에 근거한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신체의 지각은 물체에 고정되게 된다. 

<15 Untitled Works in Concrete>에서 배열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을 기본으로 한다. 하나는 유닛이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로 no. 1 그

룹이 기본형이 된다. 또 하나는 삼각형을 이루는 경우로 no. 2 그룹이 

기본형이다.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의 경우로는 no. 6의 L자

형 유닛을 들 수 있다. 저드는 L자형 유닛을 제외한, 일렬유형과 삼각형 

유형의 변형들을 약 4년간 제작하게 된다. 이러한 배열 방식은 저드의 

초기 작품에서 보이는 입방체의 배열 방식과도 유사한 맥락이다. 관람자

는 15개의 그룹을 따라 긴 시퀀스를 경험하는데, 이 시퀀스 상에서 그

룹끼리 의도적으로 연결성을 갖기보다, 각각의 그룹들은 독립적인 배열

을 이루고 있고 이렇게 독립적인 그룹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것

133) Donald Judd, 21 Februart 93 in Donald Judd: Large-Scale Works, The Pace Gallery, 
New York, 1993,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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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Donald Judd, 15 untitled works in concrete, 1984, 
1부터 15까지 그룹의 유닛 배열.

이다. 

<100 Untitled Works in Mill Aluminum>에서도 상황은 유사하다. 

저드는 그의 100개의 상자를 북쪽 격납고에 52개, 남쪽 격납고에 48개

를 설치했다. 디아 재단과의 계약에 따라 25개를 먼저 제작한 후 공간

의 규모에 맞추어 나머지 75개를 더 제작했다. 100개의 상자는 전시장

의 전체 면적, 창틀의 위치, 진입로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되었으며 전면

창의 수직 창틀이 형성하는 리듬과 상자의 배열은 호흡을 같이 한다고

는 하지만, 전체적인 배열 방식은 그리드로 면적을 나눈 이 패턴과 연

동되어 상자를 규칙적으로 배치한 것에 불과해보인다. 여전히 전형적인 

미니멀 아트의 배열 방식을 고수한 것이다. 

조립을 위해 사용된 나사의 사용 역시 규칙성에 근거한다. 저드는 상

자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각 알루미늄 판을 고정하기 위해 나사와 핀 접

착제를 사용했다. 나사는 고정시키려는 구조적인 의도보다는 장식의 의

도로 사용된 목적이 크다. 접착제만 사용하는 것보다 나사를 사용하므

로 상자의 모서리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 처음에 제작된 25개의 상자들은 상자 앞면에 가로 길이를 따라 11

개의 나사를 설치했고 상자의 윗면에는 일정한 폭으로 9개를 설치했다. 

후에 제작된 75개의 상자들에는 상자의 앞면 세로길이와 상자 윗면의 

세로길이 그리고 상자의 윗면의 가로 길이에 따라서 각각 4개, 5개, 6

개의 나사가 사용되었다.134) 

134) Melissa susan guido Allen, From the Dia Chinati Foundation: Donald Judd in Marfa, 
Texas, 1979-1994, p. 45. (김주희, op.cit., p. 35. / 이수정, op.cit., p. 4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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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Donald Judd, 100 
untitled works in mill 
aluminum, 1982-1986. 
배열 방식(남-북 방향)

크라우스는 이와 같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저드의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단순히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하루하루와 같아 보이며, 어떤 것도 그것의 형
태나 방향을 부여하지 않고, 그 속에 존재하거나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며,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동일한 상자들을 나열함으로써 불활성
(inert) 물질, 즉 사고나 인간성이 개입되지 않는 오브제들과 유사한 형태를 제
시한다.135) 

 크라우스가 언급한 바와 같이 흘러가는 하루하루 같고 형태와 방향

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이를 느끼지 못할 만큼 무한히 연속하는 

듯한 지각이 생산된다는 것으로 공간의 경험이 균질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공간이 주체에게 특정하게 다가와 의미있는 것이 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저드의 상자의 배열의 규칙성이 장소형성에 문제시 

되는 이유는 현전의 사물성에서 논의 되었던 무한히 연속하는 신체의 

경험을 유도하기 때문인데, 이는 저드의 공간이 균질하며 즉물적 · 중성

적 공간의 성격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이 저

드의 상자가 빛에 반응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장소 경험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제공한다. 저드의 100개의 상자가 마파라는 바로 그 곳

이 아닌, 유사한 자연광을 선사하는 큰 창이 뚫린 전시장에 놓였더라도 

그 의미가 크게 달라졌을지는 의문스럽다. 이는 저드의 오브제가 전적

으로 대지맥락을 투사하지 않고 다분히 기존의 미니멀 아트의 기조 아

래 선별적으로 대지맥락을 취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135) 로잘린드 크라우스, 현대조각의 흐름, 윤난지 역, 예경, 1997, p. 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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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Robert Morris, Four Mirrored Cubes, 1965. 

배열을 통

해 무한히 연

속하는 지각

을 생산하려

는 의도는 모

리스(Robert 

Morris)의 작

품에서도 확

인된다. 모리

스는 1965년에 실내 전시장에서 큐브의 윗면은 불투명 상태로 남겨두

고 바닥을 제외한 나머지 네 면을 거울로 처리하여, 큐브의 형태가 윗

면으로 인해 지각되면서 동시에 나머지 네 면은 주변 맥락으로 흡수되

는 지각실험을 진행했다. 거울 표면이 서로 반사하므로 상자 사이로 신

체가 이동함에 따라 형성되는 이미지는 다각도로 펼쳐진다. 같은 해에 

실험된 풀밭 위의 큐브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모리스의 <Four 

Mirrored Cubes>는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가며 전시되었다. 

거울에 비추어진 대지의 모습은 신체가 이동함에 따라 더욱 복잡한 

양태로 드러난다. 거울 면들끼리 서로 반사하므로 신체에게 펼쳐지는 반

사 이미지는 고정된 한 지점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다채롭다. 그에게 

장면 연출은 특정한 위계 없이 장면 뒤에 다른 장면이 뒤따르는 파편적

인 이미지인데, 이전의 장면은 뒤따르는 장면에 의해 소거되는 불연속성 

위에 위치한다.

언뜻 보면 모리스의 작품은 대지맥락에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

며, 전시장의 바닥재질에 따라 전혀 다른 작품으로 지각되는 것처럼 보

인다. 그런데, 정작 모리스의 상자들이 비추어지는 이미지들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배열된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놓이는 곳에 따라 다른 작품이

라고 할 만큼 신체가 경험하는 지각적 결과에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상자의 배열은 주변의 대지맥락에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있

지 못하다. 모리스의 의도는 비추어지는 이미지들이 무엇인가를 들추어

내는 것에 있지 않다. 오히려, 끝도 없이 나열되는 이미지들을 지각하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다. 무한히 연속하려는 지각적 경험은 공간의 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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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Peter Walker, Cambridge Roof Garden, 1979. 

성을 생산하며, 이는 앞서 저드의 100개의 상자와 유사하게 공간 경험

의 차이를 상쇄한다. 

이러한 측면들에 의해 저드와 모리스의 작품은 여전히 무장소적이다. 

그들이 상정하는 공간이 빛에 의해 다양한 조도를 연출하거나 신체가 

상자 내부를 경험한다거나 혹은 대지를 거울로 반사하므로 어느 정도 

주어진 맥락에 반응하는 듯이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상자가 생산하는 

이미지들은 시간상에서 무한히 연속하는 배열로 인해 주체는 여전히 공

간의 차이를 지각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거리를 생산하게 된다. 이는 

앞서 2장에서 논한 사물성의 특징 중 하나인 연극성의 논지와 맞닿는

다. 

주변의 대지맥락과 반응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미지를 나열하는 특

징은 미니멀 조경에서도 발견된다. 미니멀 아트를 조경의 분야에서 받

아들인 피터 워커(Peter Walker)는 미니멀 아트의 형태, 재료, 배열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실험하였다. <Cambridge Roof Garden>(1979)는 

미니멀 아트를 직접적으로 실험한 초기의 사례이다. 미니멀 아티스트 

솔 르윗(Sol Lewitt)의 입방체 구조를 조경의 스케일에서 적용하고 바

닥 패턴에서 기하학적 구성을 단순 반복의 배열 원리로 나열하는 등 미

니멀 아트의 형식적인 측면을 직접적으로 실험하였다. 그는 조경작품이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로 ‘가시성(objective visibility)’을 든 바 있는

데,136) <Cambridge Roof Garden>에서 이러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

다. 

136) 김한배, op.cit.,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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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주변맥락에서 고립된 옥상정원은 워커가 조형적인 측면에서 

미니멀 조경을 실험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바닥의 반복적 패턴과 신체 

이동의 관계, 파르테르를 통한 이동의 통제, 투과성을 지닌 구조물을 통

해 시각적 확장성의 실험은 어떤 의미에서는 워커가 자신의 작품을 “담

장이 없는 미니멀 정원”137)이라고 칭한 것과 유사하게, 미니멀 아트의 

속성을 조경에 접목하였다.

그러나 <Cambridge Roof Garden> 경우 미니멀 조경의 형식적 특

징을 실험한 사례이나, 그가 설계한 요소들을 통해 대지맥락으로 지각

이 확장되는 특징은 미비하다. 바닥의 네모진 패턴에서 주변 건물의 창

호의 형태가 환기되기도 하는데, 이는 시지각적인 측면에서의 유사성에 

불과하다. 옥상정원이라는 대지 자체는 가시적이거나 비가시적인 대지

맥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곳이라는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신체는 워

커가 펼쳐낸 연속하는 바닥의 패턴과 그리드의 물체들에 고정되며, 저

드가 주장한 바와 같이 ‘객관적 지각’으로 건조한 물체들의 지배적인 

현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Necco Garden>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이 작품은 1980년 5월 메

사추세츠공과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의 중심건

물에서 피터 워커(Peter Walker)와 마타 슈왈츠(Martha Schwartz)의 

합작으로 하루 동안의 설치로 이루어진 프로젝트이다. 적은 비용으로 

정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근처 네코사탕공장에서 제작된 파스

텔 색의 네코 사탕 36,700개를 170 x 100개의 그리드 패턴으로 구성

하고 여기에 파스텔 색으로 칠해진 타이어 144개를 비스듬하게 틀어 

그리드 패턴으로 중첩시켰다.

이들은 단순한 설치 작품을 통해 오브제의 배열이 만들어내는 평면

성과 가시성을 실험했다. 워커는 “내적 질서가 없이는 조경작품은 눈에 

띠지 않으며 경관 속으로 동화되어 버린다. 단지 적합하다거나 쾌적한 

것만으로는 흥미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뭔가 이야기할 내용이 존재해야한다”고 언급했다.138) 이들이 

137) J. Johnson, Modern Landscape Architecture, New York, Abbeville Press. (김한배, 
op.cit., p. 72에서 재인용.)

138) 김도경, op.cit.,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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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Peter Walker & Martha Schwartz, Necco Garden, 1980

<Necco Garden>에서 실험한 가시성이란 다분히 경관과 구별 짓기 위

한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 대지맥락에 대하여 이질적인 레디메이드를 

사용했다. 오로지 대지맥락과 관계하는 것은 나열된 36,700개의 사탕

과 144개의 타이어가 만들어내는 원근법인데, 이는 다분히 시각적인 

측면에 한정해서 대지맥락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에 그친다. 

2.2.3. 소결: 근대의 무장소적 사물성의 잔재 
근대 이전의 조각은 하나의 재현의 구조에서 기념표로 작용하며, 그

것이 표상하는 원상은 사건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곳과 깊은 관련성

을 갖는다. 조각은 재현의 구조에서 대지맥락에 종속된 것이었다. 회화

와 조각이 건축물의 장식으로 기능해왔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근대에 들어 미술작품의 변화의 요소 중 하나는 작품이 어떻게 어디

에 놓일 것인가의 문제이다. 작품은 맥락이 소거된 화이트큐브

(whitecube)에 놓여 대지와의 관계성을 끊게 된다. 미술은 “네가티브한 

상태(negative condition)”로 전환되는데, 이는 “무장소(sitelessness), 

집이 없음(homelessness), 혹은 완전히 장소를 상실했음(absolute loss 

of place)의 상태”로 표현된다.139) 이론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작품들을 

모아놓은 곳이 모던 미술관의 전형인 화이트큐브인 것이다. 크라우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벽 없는 미술관>에서 “미술작품은 그것들의 원래 위

치에서 제거되어 미술관으로의 장소 이동을 통해 재현적이거나 제의적

139) Rosalind Krauss, "Sculpture in the Expanded Filed" in the Anti-Aesthetic, ed. Hal 
Foster, (Washington: Bay Press), 1983,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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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실제 사용과는 모든 관련성을 상실한다”140)고 언급하였다. 즉, 집이 

없는 상태는 시간과 장소적 성격이 철저히 배제된 미술관에 전시될 때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근대 미술이라 불리는 사물의 특징은 자신을 규정했던 대지맥

락에서 벗어나 그 자체로 자기충족적(self-sufficient)인 성향으로 발전

했으며, 무장소적(siteless)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미니

멀 아트에 그대로 이어진다. 형태와 재료의 즉물적 성향, 반복적 나열을 

통한 패턴구성은 이를 방증한다. 

결국 미니멀 아트가 대지맥락을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 출발

점부터 모순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기의 미니멀 아트가 화이트큐

브 내에 전시된 싱글박스에서 시작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미니멀 아트는 

근본적으로 무장소적인 성향을 갖는다. 미니멀 아트가 대지맥락을 수용

한다는 것은 사실 무장소적 성향의 사물이 대지(site)로 나아간다는 모

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미니멀 아트의 모순은 장소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프리드

가 지적했듯이 현전의 경험은 곧 ‘연극’이며 신체는 사물과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로 주체의 선험적 체험이 투영되지 않는다. 대지

맥락을 수용하는 오브제는 도구로 작동되어야 한다.  즉, 사물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라 사물은 장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데, 미니멀 

아트가 기반을 두는 근대의 무장소적 성향은 장소형성을 저해하는 요소

로 작용한다. 

그런데 비단 이러한 오브제 중심의 자기 충족적이며 무장소적 성향이 

미술의 문제만은 아니다. 건축과 조경 역시 오브제 자체에 집중하며 대

지맥락을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자

체로의 완성을 꾀하는 경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프리드의 사물성는 

이렇게 독립적인 오브제의 극도의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현전이란 단

지 미니멀 아트만의 문제가 아닌 오브제, 대지맥락, 신체라는 삼각관계

를 갖는 미술 · 건축 · 조경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미니멀이라는 특

징은 장르를 불문하고 형태의 완결성, 재료의 순수성, 배열의 자율성의 

140) 로잘릴드 크라우스, '포스트모더니즘의 벽 없는 미술관',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2: 
전시의 담론, 윤난지 엮음, 눈빛 출판사, 2007,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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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근대적 개념이 극도로 표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미니멀의 이러한 특징은 이중적으로 작용한다. 대지맥락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오브제 자체의 독립적인 상태에서는 극도의 근대성을 

보이나, 대지맥락을 수용하고자하는 입장에 서게 될 때 대지맥락과 쉽게 

하나가 되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재현하고 있는 것이 없으며 

내러티브 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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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관계를 추구하는 미니멀 사물의 환영,  

확장된 현재성

3.1. 미니멀 아트에 여전히 존재하는 환영
현전의 개념과 이와 대조를 이루는 현재성의 논의는 미니멀 아트가 

어떻게 장소를 이루는지에 관한 해답을 제공한다. 현전에 근거한 사물

성이 제공하는 것은 지금-여기의 지각일 뿐인데, 이 경험에서 주체는 

주관적인 심리를 투사하지 못하고 외부에 우연적으로 펼쳐지는 연속적

인 장면을 마주한다. 주체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아닌, 다

만 상황(situation)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현전은 곧 연극성과 관계되었

다. 이러한 상태에서 주체는 자신의 실존을 공간에 투사할 수 없고, 대

상과의 내적인 교류 속에 의미를 생산하지 못하므로 궁극적으로 장소라

는 개념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프리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주체의 주관적 환영이 투영되는 

현재성은 과연 미니멀 아트에서는 지각될 수 없는 것인가? 또한 미니멀 

아트에서 장소 개념은 성립될 수 없는가? 이러한 질문에 관해 본 연구

는 재현적 작품에서 일으켜졌던 전통적인 환영과는 또 다른 종류의 환

영이 미니멀 아트에서 생산된다는 논지를 옹호한다. 3.1에서는 크라우

스(Rosalind Krauss)의 논지를 중심으로 미니멀 아트에서 경험되는 주

관적 환영에 관해서 논하므로, 확장된 현재성의 기틀을 놓고자 한다. 

3.1.1. 비환영의 강박에 관한 반발
저드는 “세계(world)는 이미 나타난(ever-emerging)것으로, 주관

(subjective)과 객관(objective)이 통합되고, 외부(external)와 내부

(internal)가 통합되며, 정신(mind)과 몸(body)이 통합된 상태”라고 언

급했다.141) 크라우스는 이에 대해 저드가 설정하는 자아가 “인격

141) Raskin, op.cit., p. 14. (Donald Judd, qupted in Angeli Janhsen, Discussio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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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ity), 감정(emotion),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다르게 존재하는 

의미(meaning)를 부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142) 저드는 내면의 주관성

을 제거하고, 수량화할 수 있을법한 객관적인 자아를 추구했다. 저드가 

주장하는 상황을 구성하는 세계는 오브제에 의해 객관화 될 수 있는 것

이며, 지각의 주체인 신체는 주관성이 배제된 보편적인 실체라고 볼 수 

있다. 크라우스의 현상학적 주체는 선험적 체계 속에 거하며 수량화할 

수 없는 정성적이며 주관적인 자아이다. 이러한 측면은 주목할 만한데, 

저드와 크라우스 모두 미니멀 아트의 단순 조각에서 확장된 장을 추구

하며 경험의 방편에서 현상학을 옹호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실체 안

에서의 자아와 세계의 성격은 엄밀하게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할 포스터는 저드와 크라우스가 주장하는 개념의 대립에 관하여 저드 

위주로 받아들여지던 미니멀 아트의 ‘생략’의 문제를 지적한다.  

대상을 향해 있던 형식주의로부터 주체를 향한 현상학으로 방향을 바꾼 미
니멀리즘조차도 미술가와 관람자 모두를 역사적으로 순진할 뿐만 아니라 성과
도 무관한 존재인 것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고, 미니멀리즘에 뒤이
어 나온 많은 개념적 · 제도 비판적 작업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러
한 생략의 문제는 1970년대 중엽부터 1980년대 중엽에 이르기까지 페미니즘 
미술에서 지적되었는데, ... 이것은 미니멀리즘에 대한 지금가지의 비판 가운데 
가장 생산적인 것이며, 실천을 통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143) 

저드로 대표되는 미니멀 아트가 설정하는 주체가 역사에도 관심이 없

고 성별도 없는 ‘생략된’ 실체였음을 지적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미니멀 

아트의 강박적 성격을 지적한 비평가들이 대부분 여성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배츨러는 바버라 라이스(Barbara Reise), 바버라 로

즈(Barbara Rose), 루시 리파드(Lucy Lippard) 그리고 로잘린드 크라

우스(Rosalind Krauss)와 같이 여성비평가들이 당대 미니멀 아트에 관

한 흥미로운 글들을 발표했으며, 미니멀 아트의 변주로 이해되는 포스

트-미니멀 아트(post-minimal art)의 대표적인 작가인 에바 헤세(Eva 

Donald Judd in Donald Judd, St. Gallen, Switzerland: Kunstverein St. Gallen, 1990, p. 
54.)

142) Rosalind Krauss, Passages, p. 248. 
143) 핼 포스터, op.cit., p. 115-116. (여기서 ‘미니멀리즘’은 본문의 해석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미니멀 아트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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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se) 역시 여성작가이다.144) 

미국의 미술사가 권미원(Miwon Kwon) 역시 현상학적 주체가 ‘보편

적’임을 지적했다. 이전의 미술의 감상자는 눈(시각)만을 가졌다면, 미니

멀 아트가 감상자에게 돌려준 것은 신체였으나, 여기서 신체는 주관적

이기 보다 보편적인 성향을 띤다고 지적했다.145)

윤난지 역시 이러한 견해에 동조한다. 저드의 전시공간에서의 체험은 

전체 환경을 실시간으로 수용하는 면에서는 연극적인 것임에는 분명하

나, 신체는 “작품과 자아를 대상화하는(objectify) 운동감각적 몸”일 뿐

이라는 것이다. 윤난지는 크라우스의 입장을 옹호하는데, 크라우스의 신

체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대상화하는 몸에서 나아가 “환경에 스스로를 

투사하는 주관적인 주체(subject)”라고 언급한다. 윤난지는 저드가 주관

적 세계의 존재를 믿는 내면성(interiority)의 신화를 부정하기 위해서 

객관적 물질의 세계를 외연하고자 한 그의 작품이 바로 그 물질의 효과

에 의해 다시금 환영을 생산하는 주관적 경험의 영역을 건드렸다고 지

적했다.146) 

크라우스는 모리스의 L빔들의 고정되지 않은 형태를 보며, 조각의 각 

부분이 이동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하여 경험 이전에 형성된 관람자 자

신의 자아를 반영하는 엄격한 내적 골조의 개념은 붕괴되었다고 말한

다. 그리하여 바로 ‘그(the)’ 경험 안에 있는 바로 ‘그(the)’ 외적 순간에

만 존재하는 자아개념을 형성했다고 비판했다.147)

144) 데이비드 배츨러는 젠더의 측면에서 특정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나, 미니멀리즘의 해
석에서 젠더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다. 1960년대 성행한 미니멀아트의 대부분이 동
부출신의 남성에 의해 제작되었고, 그들은 모두 삼십대 초반의 백인이었다고 언급한다. 이들 
작품은 경공업적 모습을 띠고 있고, 공장의 작업장은 전통적으로 남성(백인이나 동부 출신, 
또는 중산층일 필요까지는 없지만)의 영역이었다. 배츨러는 주류를 이룬 비평가들이 지배적
인 남성성 또는 냉정한 합리성을 가정함으로써, 비교적 규칙적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더 
흥미로운 특징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니멀 아트에 대해 더 공감하고 더 통찰력 
있으며 흥미로운 동시대 글들의 대부분이 바버라 라이스(Barbara Reise), 바버라 로즈
(Barbara Rose), 루시 리파드(Lucy Lippard) 그리고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Krauss) 
같은 여성에 의해 씌어졌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니멀리즘이 후에 변화하
며 다양성을 시도한 작가들의 경우도 에바 헤세(Eva Hesse)를 포함한 여성작가였다. (데이
비드 배츨러, 미니멀리즘, 열화당, 2003, p. 13)

145) Miwon Kwon, 장소특정적 미술(One Place after Another), 김인규 역, 현실문화, 2002, 
p. 29. 

146) 윤난지, op.cit., p. 164. 
147) 로잘린드 크라우스, 현대조각의 흐름, 윤난지 역, 예경, 1997, p.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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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Donald Judd, Untitled, 1965. 
Aluminum and lacquer, 21 x 642.6 x 21 cm, 

the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New York. 
크라우스가 논한 저드의 작품으로 추정.

3.1.2. 미니멀 아트에서 지각되는 환영의 특징
(1) 주체의 선험체계의 환기

크라우스는 <Allusion and Illusion in Donald Judd)>(1966)에서 저

드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주관적인 주체를 투영하는 경험을 서

술했다. 즉, 크라우스가 저드의 작품이 여전히 환영적이라고 주장한 것

은 주관적인 주체가 투사될 때 일어나는 경험으로, 이를 차단하는 저드

를 “비환영에 대한 강박”에 사로잡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드의 단

언들이 작품의 재료, 형태 등에서 순차적으로 연유한 것이 아닌, 마치 

선언문과 같이 개념이 우선하고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오브제를 내세

운다고 지적한다.148) 크라우스가 저드를 반박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

음의 세 가지이다. 

• 고전적 기하학의 미학

기하학적 단순함을 추구한 저드의 환원적인 오브제가 부정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권위(beauty and authority)’를 지닌다는 것이다. 저드의 

오브제는 ‘공백(blankness)’과 ‘부정(denial)’이 아닌 ‘신비로운 경험

(mystical experience)’을 불러일으킨다. 바바라 로즈(Barbara Rose)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공백, 공허(emptiness), 그리고 내용의 진공상

태(vacuum of contents)는 그것이 세계를 허무적으로 부정하는 것만큼 

너무나도 쉽게 영적인 사색(spiritual contemplation)으로 해석된다

.”149) 

148) Rosalind Krauss, “Allusion and Illusion” in Doanld Judd, 1966, p. 211. 
149) Barbara Rose, ABC Art in Art in America, October-November 1965, p. 53. 

(Krauss, op.cit., p. 2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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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드의 비범한 오브제는 일상성을 뛰어넘어 초월적이기까지 하다. 단

순 기하로 환원된 오브제는 근원적인 형태를 상기시키며 고전적 아름다

움을 환기시킨다. 크라우스의 이러한 해석은 미니멀 아트가 비어있는 

형태를 주장하며 선험체계를 거부한 것과 대치된다. 역설적이게도 단순

히 오브제 그 자체 이상의 해석을 거부했던 저드의 의도에 반해, 인간

의 원초적인 기억을 자극하며 ‘지금 여기’의 즉물적 공간이 아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저

드의 오브제는 여전히 서사적인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은유적 매개체가 

된다.  

• 시각적 관찰과 물리적 실체 사이의 간극

크라우스는 저드의 다양한 간격의 짙은 보라색 에나멜 바(bar)들이 

달린 작품을 거닐며 관찰한다. 그녀는 이상적인 수열의 배열이 오로지 

‘정면(the front)’에서만 작동함을 지적한다. 신체가 측면으로 이동했을 

때 보라색 알루미늄 바의 양쪽으로 텅 비어 있는 상자의 실체가 드러나

며, 정면에서의 완결성의 경험이 혼탁해진다. 마치 무중력 상태의 완결

적인 ‘특정한 오브제’의 허술한 일상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다. 

크라우스는 이것이 원근법(perspective)과 관련된다고 지적한다. 회

화에서 환영을 생산하던 주범이었던 원근법은, 신체가 측면으로 이동하

며 다시금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원근법적 시선의 소생이 치명적인 이

유는, 측면에서의 시선이 저드가 단언한 작품의 설명과 맞지 않기 때문

이다. 측면에서의 원근법적 시선으로는 그의 오브제의 배열을 설명할 

수 없다. 크라우스는 이를 물체 주변을 움직이며 관찰할 때 발견되는 

시각적 관찰(visual observation)과 물리적 실체(physical fact) 사이의 

간극이라고 보았다.150)

• 선험적 경험의 환기

크라우스는 작품의 정면에서 측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이

150) David Raskin, The Shiny Illusionism of Krauss and Judd, Art Journal, Vol. 65, No. 
1, Sprin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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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좌) 저드, 모리스 등 1960년대 중반의 미니멀 아트의 입장: 사물성의 ‘현전’ 경험
(우) 크라우스를 위시한 입장 : 사물의 ‘확장된 현재성’ 경험

러한 경험이 시퀀스의 이동을 중시하는 ‘건축적 경험’을 환기한다고 언

급한다. 마치 르네상스 건축물의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된 열주를 지나

는 경험과 유사하다고 언급한다. 이를 통해 크라우스가 주장하고자 한 

것은 저드의 오브제에 선험적인 경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151) 크라우

스는 저드의 오브제가 경험을 환기하는 자극제(irritant)라고 보았다.152) 

크라우스가 포괄하는 범위는 단순한 경험뿐만 아니라 선험적인 지식

(previous experience-knowledge)까지 포함하며, 선험적 경험의 환기

는 ‘의미 생산’과 밀접하게 관계 맺는다. 

크라우스는 메를로퐁티를 직접적으로 인용하며 자신의 주장을 피력한

다. 메를로퐁티는 지각에 관해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지했다. 

“기하학(geometry)은 우리에게 진실(truth)을 열어줄 수 없으며, 다만 

현전(presence)153)만이 진실을 열어준다.” 크라우스가 인용한 메를로퐁

티의 ‘경험된 원근법(lived perspective)’은 저드가 주장하고 있는 공리

적인 기하학적 질서와는 반대편에 놓인 것이다. 

크라우스는 ‘산 원근법(lived perspective)’을 ‘산 환영(lived 

151) “a reference to a prior experience” (Rosalind Krauss, op.cit., p. 212.)
152) David Raskin, op.cit., p. 9. 
153) 여기서 언급된 메를로 퐁티의 현전은 앞서 살펴본 프리드의 현전과는 다르다. 프리드의 

현전 개념이 현재성과의 대립 가운데 드러났던 개념이라면, 여기서의 현전은 오브제의 현시
적 경험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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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ion)’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154) 이는 ‘회화적 환영(pictorial 

illusion)’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미니멀리즘이 생산하는 환영이 투시도

법에 의한 의미생산이 아닌 현상학적 경험 가운데 생산되는 것으로 보

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산 환영’이 생산되기 위해서 신체는 움직인다.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 장면들을 마주한다.155) 저드의 작품의 실체를 경

험하기 위해서 정면에서 측면으로 움직이는데, 이는 메를로퐁티가 입방

체의 실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원근법적 시선의 모음이 필요하다고 논한 

것과 연결된다.

크라우스가 환영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세 가지 이유는 한가지 측면에

서 공통점을 갖는데, 이는 주체를 중심으로 대상을 파악한다는 것이며, 

여기서 주체는 주관적인 기억과 사고를 지닌 대상이라는 점이다. 크라우

스는 자신의 경험을 미니멀 오브제에 투영하며 연상 작용을 통해 환영

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크라우스의 이러한 주장은 작품의 감상을 개인

의 주관에 맡기는 셈이 되므로 비평가들에게 옹호되지 못했다.156) 그러

나 한편으로 주관적 환영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어떠한 작품의 감

상을 통해 주체에게 의미있는 것이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크라우스의 연상작용은 현상학자 유하니 팔라스마(Juhani Pallasmaa)

의 예술작품의 감상과정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론가이며 건축가인 팔라스

마는 예술적 경험의 척도는 물리적인 오브제 자체에 있지 않고, 그것을 

경험하는 주체의 의식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157) 그는 예술작품을 경

험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나의 감성(feelings)과 연상

(associations)은 공간으로 넘어가고, 지각 및 사고를 유도하고 해방시

154) Raskin, op.cit., p. 9.
155) "..life was what Merleau-Ponty called "lived perspective," since reality in his 

thinking consists of the 'unsurpassable plenitude ... of the infinite sum of an indefinite 
series of perspectival view...' In presenting this idea - one Krauss called "lived 
illusion" to distinguish it from nonmodernist pictorial illusionism - she held that Judd's 
art served as 'an irritant,' teaching viewers that the world is only a function of active 
cognition, since they must move in order to make sense of his art" (Raskin, op.cit., p. 
9.)

156) 라스킨은 크라우스의 해석이 극히 주관적이며 종잡을 수 없음을 비판했다. (David 
Raskin, op.cit.)

157) Juhani Pallasmaa, The Geometry of Feeling: A Look at the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in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Kate Nesbitt ed. Princeton 
Architecture Press, 1996, p. 449. 



- 89 -

그림 3-3. 확장된 현재성의 교환과정

키는 공간의 분위기(aura)는 내게로 넘어온다.”158) ‘연상(association)’

의 사전적 정의는 ‘하나의 관념이 다른 어떤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심리 

작용’이다. 오브제가 형성하는 현재의 공간의 분위기는 주체의 선험체계

에 자리 잡은 유사한 공간적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특정한 공간의 분위

기는 주체에게 감각되어 특정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데, 반응하는 주체

의 감성은 주체 안에 체화된 경험이 다시금 일으켜질 때 풍부해진다. 팔

라스마의 교환과정은 공간에 내재된 맥락을 받아들이고, 주체는 선험체

계를 투영하며 철저히 환영에 기반을 두는 지각과정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팔라스마의 교환과정은 곧 앞서 살펴본 마틴의 회화에서 두 

번째 지점의 /cloud/의 경험에 견줄 수 있다. 숭고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교환과정 속에 형성되며, 크라우스 역시 이 지점에서의 경

험을 ‘공간의 분위기’로 묘사했다. 

장소형성이란 주체의 의미화 작용에 기반을 두는 것을 상기할 때, 팔

라스마의 교환과정은 장소형성의 과정을 내포한다. ‘현전’에서는 이러한 

교환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사물성과 공간의 객관적 지각만이 이루어져 

주체의 의미화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반하여, ‘확장된 현재성’의 경

험에서 사물은 주체에게 특정한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감성을 불러일으

키는 도구로 작용한다. 

158) 유하니 팔라스마, 건축과 감각, 김훈 역, 스페이스타임 출판사, 2013,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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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스마는 <The Geometry of Feeling>(1986)에서 건축공간은 기

억을 떠올릴 수 있는 도구라고 언급했다. 그는 주체의 감성을 불러일으

킬 수 있는 건축 형태의 타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집이

란 대지 위에 놓인 인간 문화를 상징한다. 인간의 거주공간으로 집을 바

라보아야 한다. 입구는 집이라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한다...

지붕은 안식처로서 그늘을 드리워지는 것으로 작용하며...방은 안정감을 

주어야 하며, 동시에 고독을 선사한다... 풍경을 안은 창문은 대지를 내

부에 선사한다.’ 그는 가장 보편적이며 중요한 건축적 경험이란 특정한 

장소에 대한 인간의 실존을 경험케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159) 오브제

는 그 자체로 존재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체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인식될 때 장소를 형성한다. 

팔라스마는 또한 “단순히 오브제로서 창문이나 문이 그의 어린 시절

의 기억을 환기시키지는 못하지만, 그가 창가에 앉아 창문 밖으로 펼쳐

지는 숲의 풍경을 바라볼 때 어릴 시절의 기억이 환기된다”고 말한

다.160) 여기서 “단순히 오브제로서” 창문이나 문이 기억을 환기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환영적 경험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인데, 반면 “그가 창

가에 앉아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숲의 풍경을 바라볼 때” 어린 시절의 

기억, 즉 환영적 경험이 펼쳐진다고 언급한다. 단순한 오브제로서의 창

문이나 문의 지각은 마치 현전의 경험과 같이 지금-여기의 즉각적인 지

각할 뿐, 그 이상의 경험을 불러오지 않는다. 반면, 창문과 문이 ‘숲의 

풍경’이라는 대지맥락과 관계할 때, 그 경험은 지금-여기의 즉각적인 시

공간을 넘어 대지맥락의 시공간으로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후자의 확대의 경험은 앞서 팔라스마의 교환과정을 전제한다. 

지각과 사고를 유도하고 해방시키는 공간의 분위기가 주체에게 넘어오

고, 주체가 기억하는 과거의 연상과 그 때 느꼈던 감성이 공간으로 넘어

가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단순한 오브제로서 창문이나 문에서 드

러나지 않았던 오브제의 특징이 ‘숲의 풍경’과 관계하므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창문과 문의 프레임의 열림의 형태가 드러나며, 이 열림을 허락

159) Juhani Pallasmaa, The Geometry of Feeling: A Look at the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in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Kate Nesbitt ed. Princeton 
Architecture Press, 1996, p. 452.

160) Ibid., p.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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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투명한 재료가 부각된다. 대지맥락과 관계할 때 무관심한 형태는 

형태로 전이 되고, 재료의 즉물적 성격은 특정한 지각을 불러일으키는 

성질로 부각되어 드러난다. 

팔라스마는 예술작품의 풍부한 감상 정도는 작품이 일으키는 ‘이미지

의 활력(vitality)’ 정도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161) 오브제가 대지맥락을 

얼마나 수용하며 그것을 주체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는 주체

는 교환작용을 통해 얼마나 환영적 경험에 도달하고 있는가가 ‘이미지의 

활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며, 이것이 미니멀 오브제에서 발생하

는 환영의 요체이다. 

(2) 구체화된 신체의 지점
크라우스는 미니멀 아트에서 현전을 넘어선 환영적 경험이 있음을 주

장한다. 그는 <Agnes Martin: The /Cloud/>(1993)라는 에세이에서 마

틴의 작품을 분석하며 미니멀 아트의 환영적 경험을 구체화하는데, 이

는 앞서 저드의 작품에서 환영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발전시킨 것이

다.162) 앞서 크라우스는 저드의 오브제에서 앞에서 옆으로 이동하는 경

험을 논했다. 크라우스는 마틴의 작업에서 세 개의 신체의 이동 지점을 

논한다. 

① 첫 번째 지점은 작품을 가까이서 마주할 수 있는 위치이다. 작품

의 제작법과 재료의 디테일 등 회화 표면의 디테일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로, 마틴이 그린 선들의 미세한 불규칙함을 발견할 수 있다. 크라우

스는 이 거리에서의 특성을 린빌(Linville)의 묘사로 대신한다. 

<Flower in the Wind>(1963)처럼 마틴의 초기작은 선이 날카롭다. 때때로 
작품에 드리운 그림자가 날카로움을 순화시키기도 한다. ... 종종 마틴의 선은 
캔버스의 결을 따라가는 것 같다. ... 가까이에서 선은 마치 점과 같이 부서져 
보이기도 한다. 때때로 마틴은 선을 여러번 긋기도 하는데, ... 감상자가 캔버
스에서 멀어질수록 여러 번 그은 선은 단일한 선으로 바뀌고 수평적인 회색선
이 되어 곧 사라져버린다. 

161) Ibid., p. 449. 
162) Rosalind Krauss, Agnes Martin: The /Cloud/(1993) in Bachelor, MIT Pr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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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을 구성하는 그리드는 구성을 배제하는 미니멀리스트들의 “하나 

다음의 또 하나”의 배열방식과 흡사하며 선험성을 배제하며 외적인 표

면으로 드러난다. 즉, 회화의 표면이 즉물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크라

우스는 <현대조각의 흐름>에서 미니멀리즘의 표면에 주목했다. 미니멀

리스트의 목표는 조각에서 의미가 발생되는 원천을 내부에서 외부로 설

정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163) 의미는 오브제를 향한 신체의 표면의 

경험에 의존한다. 선험적으로 결정된 ‘개념(idea)’으로서의 오브제 대신

에,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창출하고, 긴장된 표면이라는 사실에 전적으

로 의존하는 실존물(existent)로서의 미니멀 아트를 제시했다.164)

② 크라우스는 린빌이 근거리에서 관찰한 후 캔버스에서 뒤로 물러남

의 경험을 주목한다. 뒤로 물러남(moving back)은 마틴의 그림에서 두 

번째 경험을 이끈다. 그녀는 마틴의 1960-67사이의 작품은 뒤로 물러

남의 경험이 결정적이라고 보았는데, 작품을 바라보는 어떠한 순간

(moment)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이 순간에 첫 번째의 근거리 경험에서 

애매모호하게 경험된 환영(illusion)은 물질적 표면을 넘어 그 경험이 배

가되며 공간의 분위기(atmosphere)로 전환된다. 두 번째의 지점은 바로 

공간의 분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지점이다. 크라우스는 린빌을 계속 인

용하는데, 린빌의 이 경험을 자세히 묘사한다. “내가 언급하는 공간의 

분위기는 칼라 필드 회화(color field painting)에서 환영적으로 느껴지

는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빛나지 않는, 마치 침투할 수 없는 안개와

도 같다. 그려진 붉은색의 선이(마틴의 <Red Brid>에서) 캔버스를 비물

질화시키며 캔버스를 뿌옇게 만드는 경험이다.” 이 경험이 크라우스가 

에세이의 제목으로 언급한 /cloud/이다. 이 경험에서 캔버스의 즉물성은 

사라지고 불투명한 캔버스의 형태는 공간에 용해되는데, 크라우스는 무

형태적(formless)인 경험으로 언급한다.165) 

 ③ 세 번째의 경험은 “뒤로 더 물러나” 그림의 전체가 보이며, 안개

와 같은 경험이 마침내 완전히 불투명(opaque)하게 되는 순간(moment)

163) 로잘린드 크라우스, 현대조각의 흐름, 윤난지 역, 예경, 1997, p. 316. 
164) Ibid., p. 315. 
165) Rosalind Krauss, op.cit.,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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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Agnes Martin, <Flower in the Garden>, 1963, 
Oil on canvas, 190.5 x 190.5 cm.

이다. 캔버스의 형태가 벽의 일부로 지각되며 두 번째 지점의 공간의 

분위기(atmosphere)는 흩어진다. 크라우스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험

을 형태 없음(formless)과 형태(form)로 언급했는데, 즉물적 오브제가 

되는 시점은 형태가 지각되는 시점이다. 린빌은 “마틴의 그림은 이제 

마치 돌과 같이 침투할 수 없고,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언급한다. 이는 

마치 저드의 상자와 같이 캔버스가 즉물적 오브제로 지각되는 것과 흡

사하다. 크라우스는 이 경험을 형태의 지각으로 언급한다.166) 

166) Rosalind Krauss, op.cit.,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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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Agnes Martin 회화 감상의 세 위치

이 세 번째 경험에서 언급된 형태는 사물성에 근간한 미니멀 아트의 

비어있는 형태의 개념이 아니다. 사물에 근거한 구체적인 형태로 보아

야 한다. 크라우스가 바라본 마틴의 회화는 표면의 디테일, 즉 재료와 

형태의 구체적인 특징을 갖는 사물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즉물성

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추상표현주의 회화와 구분되는 미니멀 아

트이다. 또한, 마틴의 회화는 감상을 위한 특정한 지점을 마련하고 있는

데, 이는 미니멀 아트의 현전의 무한함의 경험과는 차이를 보인다. 즉, 

특정한 다층적 감상의 지점을 갖고 있으며, 이 세 지점 모두를 경험하

는 것이 그의 회화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된다. 

(3) 즉물성과 환영의 공존

미니멀 아트와 추상표현주의 경계에 놓여있는 마틴의 회화는 애드 라

인하르트(Ad Reinhardt)의 회화의 관념성과 물질성의 공존이라는 측면

에서 견주어진다. 라인하르트의 그림은 그리드의 형상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모노크롬 회화와 비슷한 효과로 배경과 형상의 구분을 

차단한다. 이로써 단순히 그려지고 반복되는 표면 자체를 드러내는 자

기 지시성(self-reference)의 상태로써 절대적인 물질로 환원하려는 경

향을 갖는다. 그러함에도 회화의 프레임을 고수하며 전통적인 회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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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Ad Reinhardt, Abstract 
Painting, Blue, 1952,
Oil on canvas, 30 x 25 
in. 

경계에 남아있음으로 라인하르트의 회화는 곧 관념적인 것이 된다. 절

대적 물질, 즉 즉물성과 순수한 관념이라는 이중성이 그의 회화에 드러

나는 것이다.167) 그러나 라인하르트 회화는 표면이 물질로 드러나는 경

험은 있으나, 표면을 넘어 캔버스 자체가 즉물적 형태로 드러나지는 않

는다. 

반면 마틴의 회화는 유사한 역설가운데 드러나지만 경험은 확대된다. 

첫 번째의 표면의 즉물적 성격이 드러나는 단계는 공통적으로 존재하

나, 라인하르트 회화에서는 캔버스가 형태로 드러나는 세 번째 단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틴의 그럼은 세 번째 단계에서 벽과 같은 절대적인 

물질의 세계로 환원한다. 미니멀 아트의 즉물성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인하르트의 회화는 여전히 전통적 회화의 감상의 과정을 고수하는 것

에 비해, 마틴의 작품의 감상은 신체가 실제 시간(duration)을 점유하는 

가운데 경험의 마디들에서 구체화된다. 이러한 차이는 마틴의 회화를 

추상표현주의에서 나아가 미니멀 아트에 근접해서 읽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168) 

167) Hal Foster, Rosalind Krauss, Yve-Alain Bois 외, Art Since 1900, 배수희, 신정훈 외 
역, 세미콜론, 2004, p. 437. 

168) 에세이 /cloud/는 마틴의 회화의 3번째 경험에서 회화가 벽과 같은 물성의 상태로 전환
되었음을 언급했다. 이러한 측면은 미니멀리스트들이 그들의 오브제를 즉물적인 것으로 읽
는 견지와 흡사하다. 본문에서 /cloud/의 인용의 목적은 한 오브제가 즉물성에 근거한 비환
영의 상태와 환영적 상태가 공존할 수 있다는 논지를 펼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마틴의 회
화를 관찰할 때, 그녀 역시 캔버스의 범주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그녀가 작품에 제목을 붙이고, 캔버스의 범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마틴을 추상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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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스는 마틴의 회화에서 드러나는 역설적인 이중성을 놓치지 않

고 서술했다. 캔버스가 /cloud/라고 표현되는 공간의 분위기

(atmosphere) 혹은 빛(light)이 되는 경험은 오직 작품을 물질적 대상으

로 경험하는 것과 관련될 때만, 즉 다른 경험과의 차이를 통해서만 느

낄 수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169) 크라우스는 구조주의의 패

러다임에서 이 양자의 관계를 바라보았다. 공간의 분위기는 직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체계(system)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체계

는 대립의 이중항의 차이를 통해 성립되는데, 안개(mist)는 벽(wall)과 

대비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구름(cloud)은 캔버스의 직물 조직

(weave), 형태 없음(formless)은 형태(form)와 대립된다.170) 크라우스

는 이 대립이 이미지의 내용(the content of image)의 기의(signified)

에서 공간의 분위기인 기표(signifier)로 변환시키는 작업이라고 언급한

다.171) 

하나의 회화 작품이 벽과 같은 물질 자체로 경험되기도 했다가, 능동

적으로 환영을 생산할 수 있는 비물질적 속성의 공간의 분위기로 경험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비물질적인 속성이 능동적인 기표로 작동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를 지각하는 주체 자체는 작품을 두고 이동한다. 

즉, 작품이 관찰되는 거리에 따라 그것이 다르게 보이는 지각의 차이가 

생산된다는 것이며, 이 차이가 의미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르게 

지각되는 것을 크라우스는 직관의 문제가 아닌 체계라고 설명한다. 

즉물적인 작품에서 발생하는 환영은 숭고의 논의로까지 이어진다. 마

틴은 자신의 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나의 회화는 오브제

도 공간도 시간도 그 어떤 것도 아니며, 형태도 아니다” 알로웨이

Alloway는 마틴이 쓴 몇 줄의 시를 논하며 “이 시는 마치 그림과 같이 

주의라고 볼 수 있는 근거이기도하다. 주로 벽과 같은 흰 색의 캔버스를 사용하는 그녀의 
회화는 즉물적 상태와 캔버스의 경계에 서 있는듯하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미니멀리스트
로 불리기도 하고 추상표현주의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본문에서는 크라우스의 해석에 근거
하여 3번째 상태를 환영에서 비환영으로 전환되어 벽과 같이 읽힌다는 논지를 따랐다. 

169) Hal Foster, Rosalind Krauss, Yve-Alain Bois 외, op.cit., p. 438 ‘차이’는 실제 본문에
서 볼드체로 되어 있다. 

170) Rosalind Krauss, op.cit., p. 82. 용어 참조(Hal Foster, Rosalind Krauss, Yve-Alain 
Bois 외, op.cit., p. 438.)

171) Rosalind Krauss, op.cit.,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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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 관한 것은 아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라고 언급했다.172) 이러한 알로웨이의 마틴에 관한 

해석은 추상적 숭고(abstract sublime)라는 용어로 집약되어 언급된다. 

크라우스 역시 /cloud/를 불러일으키는 마틴의 두 번째 감상의 지점

에서 숭고의 효과(sublime effects)를 논한다. 숭고란 무한함에 관한 감

각(a sense of limitlessness)으로 전통적 방식의 구성을 포기할 때 가

능한 것이다. 그리드로 처리된 화면은 마치 빛이나 광채를 내뿜는 것과 

같은 효과를 생산한다. 마틴의 즉물적 표면의 그리드가 반복적이고 기

계적으로 보일지라도, 두 번째 지점에 이르러 그것은 즉물성을 넘어 무

한하게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리드의 동일한 단위들을 형이상학적이고 

초월적인 경험으로 변화시킨다.173) 

나아가 크라우스는 라클리프(Carter Ratcliff)를 인용했는데, 라클리프

는 18세기 중반 숭고미학을 발전시킨 버크(Edmund Burke)의 숭고개념

을 불러일으키는 무한함의 감각이 마틴의 회화에 담겨있다고 보았다. 

그리드의 서사적 구성을 탈피하고 작은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반복됨을 

통해 무한히 뻗어나감에서 숭고가 경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니멀 아트로 볼 수 있는 마틴의 회화를 버크의 숭고개념과 

같이 고전적 숭고이론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대의 롱기누스

(Cassius Longinus)의 숭고론에서부터 버크와 칸트(Immanuel Kant)에 

이르기까지 숭고론에 관한 입장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숭고론은 

관념적이며 형이상학적인 것이었다. 반면, 마틴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숭

고를 관념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캔버스의 즉물성이 부각되는 실제성을 

갖고 있다. 이는 마틴의 회화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관념성과 물질성을 

동시에 안고 있는 역설적인 모순에 근거한다. “‘추상적 숭고’는 마틴의 

작품과 공간의 연속선상에 위치한 신체 사이 어디인가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묘사174) 역시 마틴의 회화에서 경험되는 숭고가 관념적인 것

이 아닌, 실제의 시공간에서 경험되는 실제적인 것임을 확증한다. 

오히려 마틴의 회화에서 드러나는 숭고개념은 관념을 넘어 실제 시공

172) 이 내용은 Alloway가 마틴에 관해 논한 부분을 다시 크라우스가 그의 에세이에서 소개
함으로 논해졌다. (Rosalind Krauss, op.cit., p. 77.)

173) Hal Foster, Rosalind Krauss, Yve-Alain Bois 외, op.cit., p. 438
174) Rosalind Krauss, op.cit.,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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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Barnett Newman, Who's 
Afraid of Red, Yellow, and BlueⅠ, 
1966, oil on canvas, 190.5x122cm.

간을 염두에 둔 점에서 바렛 뉴먼(Barnett Newman)의 숭고 개념과 유

사하다. 나아가 뉴먼의 숭고는 자연스럽게 뉴먼의 작품을 분석하며 숭

고개념을 논한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의 논지와 연관된

다.175) 

뉴먼은 1948년에 <이제는 숭고다(The Sublime is Now)>라는 에세

이를 발표했다. 그는 청탁받은 이 

짧은 글을 쓰기 위해 롱기누스, 버

트, 칸트, 헤겔이 숭고에 대해 쓴 

고전 에세이들을 섭렵했지만 즉시 

그들의 견해를 거부했다고 한

다.176) 뉴먼은 “인간이 숭고하거

나 숭고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는 

한에서이다”라고 언급했다. “우리

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의 감

정으로부터 만들어낸다. 우리가 생

산하는 이미지는 자명하게 계시된 

것으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다. 

175) 리오타르는 뉴먼을 논하며 숭고개념을 이끈다. 사실 뉴먼이 <이제는 숭고다The 
Sublime is Now>라는 에세이를 매우 짧으며, 많은 지면을 이전의 미국의 미술에 관한 비판
으로 할애하고 있어 그의 숭고개념은 마지막의 몇 줄을 통해서 학자들에 의해 다루어졌다. 
따라서 리오타르의 숭고개념이 뉴먼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박
탈의 박탈을 통해서 ‘일어남’과 ‘지금’을 논하는 리오타르의 숭고개념은 그것의 내용은 다를
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리오타르의 뉴먼의 언급의 일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단순한 지금에 불과한 뉴먼의 ‘지금’은 의식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며, 의식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의식을 분해시켜 의식이 가진 권력을 
빼앗는 것이고, 의식이 형상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의식이 스스로를 
구성하려고 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형식화하지 못하는 것은 무언가 일어난다는 
것, 그것이다 ... 또는 더욱 간단하게는, 그저 일어난다는 것, 그것이다. ... 이는 미
디어가 주목할 만한 주요 사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은 사건도 아니다. 그저 발생
하는 것이다. ... 하나의 사건, 발생은 극히 단순한 것이지만, 이 단순성은 오직 박
탈의 상태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다. 사유라고 불리는 것이 무장 해제되어야 하
는 것이다.

(정수경, 숭고의 미학: 리오타르와 혐오미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1년 2월, p. 74-75. 원문: Lyotard, The Sublime and the Avant-Garde, p. 
100.)

176) Hal Foster, Rosalind Krauss, Yve-Alain Bois 외, op.cit., p.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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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향수가 아닌 그것을 바라보는 누구에게서도 이해될 수 있는 것

이다.”177) 그에게 숭고란 ‘기억, 연상, 향수, 전설, 신화’에 기대지 않고 

홀로 혼돈과 마주하여 용감하게 인간 운명과 대면하는 누군가가 자신이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무엇이다. 즉, 숭고는 그런 누군가에게 지금-여

기에 대한 감각을 부여하는 것이다.178) 뉴먼이 말하고자 한 바는 개념

으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주체의 현전이 일어나는 공간이며, 무한성이 

아니라 규모(scale)이다.179) 또한 ‘시간의 감각’이 아닌 ‘신체가 지각하

는 시간’이다.180) 

뉴먼의 회화는 주로 추상표현주의로 분류되나, 앞서 추상표현주자인 

라인하르트Ad Reinhardt의 회화에서 발견된 관념성과 즉물성이 동시에 

경험되는 그 중간 지점에 머물러 있다. <누가 적, 황, 청을 두려워하는

가 1>(1966)의 붉은 표면은 붉은 표면 자체로 주위를 환기하나 동시에 

심리적으로 환영적 심상을 전달한다. 표면의 즉물성은 주체의 지금-여

기를 환기하며, 동시에 지금-여기로부터 환영적 숭고를 이끄는 것이다. 

이것이 앞서 살펴본 마틴의 회화의 두 번째 지점에서 언급된 숭고의 경

험이다. 일반적으로 숭고를 불러일으킨 회화는 환영적 경험만을 전달했

다면, 뉴먼과 마틴의 회화에서는 지금-여기의 실제적 지각 가운데 환영

적 숭고가 공존하는 차이를 갖는다. 

3.2. 확장된 현재성
3.2.1. 지금-여기에서 발생하는 환영

크라우스가 아그네스 마틴(Agnes Martin)의 회화의 /cloud/의 경험

에서 논한 숭고의 순간은 곧 환영적 경험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마틴의 

177) Barnett Newman, The Sublime is Now, in The idea of Art, Six Opinions on What is 
Sublime in Art?, Tiger's Eye, No.6, New York, p. 53. 

178) Hal Foster, Rosalind Krauss, Yve-Alain Bois 외, op.cit., p. 404. 
179) 뉴먼은 작은 종이에 그리고 이를 확대된 캔버스에 그리는 행위를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작품의 규모scale를 중시했으며 주체의 경험에 주의했다. 이는 그가 실제 시공간에
서의 작품의 경험에 주의했음을 방증한다. 

180) Hal Foster, Rosalind Krauss, Yve-Alain Bois 외, op.cit., p.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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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가 생산되는 환영은 이전의 재현의 구조에 근거한 작품에서 원상을 

상기하므로 생산되었던 환영과는 다르다. 마틴의 그리드는 특정한 대상

을 재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숭고의 경험은 연극적 상

황이 아니므로 프리드의 현전으로 설명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마틴의 

회화의 환영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마틴의 회화의 숭고는 프리드가 현전과 대척점에 놓은 현재성의 본질

과 닮아있다. 다만, 프리드가 현재성을 논하는 대상이 추상표현주의 작

품이었음을 상기할 때, 현재성은 여전히 원상-가상의 재현의 구도에서 

발생했었다. 즉, 회화 자체가 표상하는 초월적인 정신세계의 경험은 신

이 은총을 내림과 같이 주체에게 열려졌으며, 주체는 초월적 정신세계

에 참여함으로 환영을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물질을 뛰어넘는 형이상

학적인 세계를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성은 마틴의 회화의 숭고와 닮

아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틴의 회화는 재현의 구조를 부정한다. 캔버스에 

그려진 것은 격자형의 패턴일 뿐이며, 그것은 크라우스가 논한 것처럼 

빛이나 구름을 표상하지 않는다. 오히려 크라우스의 숭고적 경험의 근

간은 /cloud/라고 표현되는 것인데, 이는 곧 공간의 분위기와 관계한다. 

즉, 구름에 관한 표상이 아닌, 회화가 만들어내는 공간의 분위기가 구름

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 공간의 분위기란 회화와 전시장의 공간이 관

계함으로 신체가 서있는 실제의 시공간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추이로 보건데, 마틴의 회화에서 생산되는 환영은 지금-여기

의 실제 시공간에서 초월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된다. 즉, 미니멀 아

트가 주장한 지금-여기의 실제성을 기반으로 관람자의 주관성이 투영된 

어떠한 감정이 경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지는 앞서 저드가 논한 ‘객

관적 사실에 근거한 환영’이라는 주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숭고적 

경험은 객관적이지도 않으며, 특정한 사실도 아니다. 이는 주체의 실존

이 투영됨으로 얻게 되는 지극히 내적이며 주관적인 경험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영을 정의하는 새로운 용어를 찾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발견되는 환영을 확장된 현재성(expanded 

presentness)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즉물적 오브제의 현전인 지금

-여기에서 발생하며, 주체의 선험체계를 인정하는 주관적인 감성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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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크라우스의 미니멀 아트의 감상: 지금-여기에서 발생하는 환영 

영된 상태에서 지각되는 환영이다. 이는 단지 ‘특정한 오브제’라고 명명

된 대상 중심의 지각이 아닌, 대상이 그 주변의 맥락과 관계하므로 발

생하는 것에 관한 지각이다. 마틴의 회화에서는 캔버스의 표면이 전시

공간과 관계하므로 생산된 공간의 분위기에 관한 지각인 것이다. 따라

서 이는 현전의 지각과는 엄밀하게 구별된다. 대상 자체에 대한 객관적

인 지각이 아닌, 대상이 관계하는 것으로 확장하는 지각이다. 주체의 선

험체계가 배제된 비실존적 지각이 아닌, 주관성을 투사하는 실존적 지

각에 근거한다. 나아가 주체는 단지 시각만을 갖는 근대성에서 벗어나 

공감각적인 신체로서 존재하며, 우연적으로 연속하며 미끄러져 나가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지각의 지점을 표시하는 능동성을 갖는다. 

확장된 현재성의 개념은 미니멀 아트에 의심을 품은 프랑스 출신의 

미술사학자 조루쥬 디디-위벨만(Geroges Did-Huberman)의 ‘특정한 

현전’의 논지와도 연관된다.181) 디디-위벨만은 1990년대에 발표한 논

문에서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와 미니멀 아트에 관하여 새롭게 

인간형태주의(anthropomorphism)에 관해 논했다. 인간형태주의는 미니

멀 아트가 즉물성과 반복성을 통해 배격하고자 한 것으로 구성과 위계

라는 전통적 미술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또한 인간형태주의는 관람자의 

선험 체계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환영과도 관계한다. 디디-위벨만은 

181) 디디-위벨만과 관련하여 이지은은 <미니멀리즘의 인간형태주의 논쟁>(2005)을 대부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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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Alberto Giacometti, Le Cube 
(Pavillon nocturne), 1933/34, 
Bronze, 94 x 54 x 59 cm

‘눈먼 인간형태주의(blind anthropomorphism)’를 주장했는데, 이는 입

방체를 기본형으로 하는 미니멀 아트를 비롯한 몇 몇 추상조각에서 나

타나는 특징이다. 환영에 대한 관람자의 요구를 충족해줄 볼거리가 빈

곤하기 때문에 역으로 관람자의 마음이 무언가를 더 보려고 열망함에 

기인하는데, 인간형태적인 형상을 없애려는 시도를 통해 오히려 작품의 

내재적 인간형태주의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182)

디디-위벨만은 자코메티를 분석하며 눈먼 인간형태주의의 작용을 

<Le Cube>(1933/34)를 통해 에서 설명한다. 이 현상은 단순하며 결정

체적인 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율적이고 단순하며 비관계적인 형상으로 

궁극적으로 미니멀 아트의 환원적 형태를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

한 형태에 투영되는 것은 관람자의 무의식적 환영이다. 불투명한

(opaque) 오브제와 주체의 환영의 결합은 조각 작품을 자율적인 동시에 

신비롭게 만든다.183) 

그가 지적한 주체의 환영은 작품 자체의 구성이나 위계, 혹은 재현에

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미니멀 아트의 현전의 개념처럼 주체의 

신체성에 관한 지각이나 움직임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즉, 오브제의 환

원적인 상태에서 환영을 경험한다는 것인데, 디디-위벨만은 이를 특정

한 현전이라고 명명한다. 특정한 현전은 신체의 감각과 운동 이상의 인

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특정한 현전은 역설적인데, 불투명하고 딱딱한 

182) Geroge Didi-Huberman, "Ce que nous voyons, Ce qui nous regarde," Cahier du 
Musee National d'Art Moderne, no. 37, Autumn 1991, p. 43. (이지은, p. 194에서 재인
용.)

183) Geroge Didi-Huberman, Le Cube et Le Visage : Autour d'une Sculpture d'Alberto 
Giacometti, Paris: Editions Macula, 1993, p. 209. (이지은, p. 194-19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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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미니멀 오브제의 지각 방식
현전presence 확장된 현재성expanded presentness

사물성(objecthood) 사물(object)
지금-여기의 즉각적 시공간 지금-여기의 시공간의 확대

상황의 지각 구체적인 형태, 재료의 지각
중성적 공간 · 즉물적 공간 감성이 투영된 공간의 분위기, /cloud/

비환영 · 비선험 환영 · 선험적체계 인정
보편적 주체 주관적 주체

공적 사적
무한한 시간 속의 우연적 신체이동 신체의 구체적인 위치의 모음을 통한 이동

결정체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보이지 

않는(invisible)’ 무언가를 상정한다. 관람자는 유기적 아우라(organic 

aura)를 투사하는데, 이는 역설적이게도 인간형태주의의 부재에 기인한

다.184) 

디디-위벨만의 논지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단순함으로 환원된 형

태의 불투명함이 오히려 관람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투사하여 오브제

와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지적한다. 오브제의 침묵과 부재 앞에서 

주체는 역으로 능동적으로 삶을 투사하므로 환영을 경험한다. 여기서 

주체는 보편적 주체가 아닌 정신의 지배를 받는 주관적이며 능동적인 

주체이다. 

본문에서 논하는 확장된 현재성은 디디-위벨만의 특정한 현전과 닮

아 있다. 그러나 용어를 다르게 논하는 것은, 현재성에 더욱 방점을 두

기 위함이다. 현전이라는 개념에 관한 의심이기도 한데, 앞서 논한 바와 

같이 현전은 이상적인 상태를 상정하기 때문이다. 미니멀 아트는 재현

의 이분법적 굴레를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환영을 끌어온 것에 공적이 

있다. 그것은 지금-여기의 실제에서 경험되는 현재성으로, 본문은 이를 

확장된 현재성이라고 칭했다. 새로운 환영인 확장된 현재성은 미니멀 

오브제에서 장소논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  

184) 이지은, op.cit., p.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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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형태 · 재료 · 배열이 구체화된 사물
확장된 현재성을 경험케 하는 미니멀 아트는 구체적인 감상의 지점을 

갖는다. 크라우스는 신체의 이동 사이에 자리하는 구체적인 위치를 논했

다. 저드의 작품이 정면과 측면에서 다르게 관찰됨을 지적했는데, 프리

드의 연극성에서 사물성은 구체적으로 관찰되지 않으며 단지 상황으로

만 존재함을 고려할 때, 크라우스의 관찰은 현전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다. 크라우스는 작품의 정면과 측면에서 저드의 작품을 사물로서 구체적

으로 관찰했다. 

크라우스가 저드의 작품이 현전 개념으로 읽히지 않는다고 제시한 세 

가지 이유는 모두 미니멀 오브제가 사물성이 아닌 구체적인 사물로 드

러날 때 이해할 수 있는 특징들이다. 크라우스가 저드의 작품의 형태가 

고전적인 기하학의 미학을 드러낸다는 사실은, 저드의 상자가 무관심한 

형태가 아닌 아름다운 형태로 드러남에서 발견된다. 시각적 관찰과 물리

적 실체 사이의 간극이 있다는 지적 역시 저드의 작품의 물리적 실체는 

허상적 개념 속에 존재할 뿐, 크라우스가 정면에서 측면으로 이동할 때 

현전 개념이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저드의 작품의 반복 

배열이 마치 열주를 지나는듯한 건축적 경험을 환기한다는 지적은 공간

적 상황을 언급하는 측면에서는 현전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을 지적하며 선험체계를 인정한다는 사실에서 현전을 벗어난 경험

임을 시사한다. 

크라우스의 세 가지의 지적 사항은 모두 신체의 위치를 잠정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저드의 상자가 고전적 기하학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지

각의 순간을 설정하고 있다. 이 경험은 끝도 없이 무한히 진열되는 지속

의 경험이나 우연적인 상황이 아니며, 프리드가 “현재성은 은총이다”라

고 표현하며 은총적 경험이 일어나는 한 순간(moment)이 있음을 지적

한바와 같이 특정한 순간에 펼쳐지는 확장된 현재성의 경험이다. 또한, 

크라우스는 정면에서 측면으로 이동하며 저드의 작품을 관찰하는 구체

적인 신체 지점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열주를 연상시키는 환영적 경험 

역시 작품의 끝에서 끝을 오가는 구체적인 시퀀스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끝도 없이 진열되는 현전의 신체 경험과는 차이를 보인다. 

마찬가지로 마틴의 회화의 감상 역시 현전의 신체 경험으로는 설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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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크라우스의 신체는 회화의 표면, 즉 재료의 디테일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구체적인 형태를 지각한다. 그리고 이 지점들 사이에서 펼쳐지

는 환영적 경험, 즉 /cloud/를 경험한다. 마틴의 회화의 경험은 크라우스

가 구체적으로 신체의 세 개의 지점을 지적한 것에서 근본적으로 현전 

개념과는 차이를 보인다. 

크라우스의 위의 두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미니멀 아트

의 비어있는 형태는 구체적인 형태로 지각되며, 즉물적으로만 드러나는 

재료는 재료의 효과로 지각되며, 규칙에 근거한 배열은 의미를 생성하는 

배열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물은 그것의 구체성이 지각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체의 위치를 규정한다. 즉, 오브제와 신체의 거리는 프

리드가 언급한 심리적인 거리가 아닌, 구체적으로 오브제를 관찰할 수 

있는 지점이다. 

3.2.3. 대지맥락과의 관계를 통해 확장하는 지각

확장된 현재성은 지금-여기의 지각에서 시공간이 확대되는 경험이다. 

지금-여기에서 환영을 경험한다는 것은 신체의 지각이 오브제 자체에서 

오브제가 처해있는 공간의 분위기, 즉 대지맥락으로 지각이 확장됨을 의

미한다. 오브제는 지각을 확장시키는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자

체가 지각의 시작점이기는 했으나 그로 인해 주변으로 지각을 확장시킨

다는 것이다. 이렇게 오브제를 통해 지각이 주변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

은, 오브제 자체가 주변의 맥락과 관계함으로 가능하다. 이 관계의 지각

을 통해 오브제 자체가 생산하는 지금-여기의 즉각적이며 순간적인 지

각에 그치지 않고, 지각이 확대되는 경험을 통해 환영에 이르게 되는 것

이다. 

마틴의 회화에서 두 번째 지점은 곧 확장된 현재성의 지각으로 논할 

수 있다. 첫 번째 지점에서 디테일의 관찰을 통해 캔버스 자체에 지각을 

두었고, 세 번째의 지점 역시 벽과 같은 물체로 인지되는 캔버스 자체의 

지각이라면, 이 사이의 경험은 오브제 자체에 대한 독단적인 지각이 아

닌 오브제가 관계하는 공간의 분위기의 지각이다. 이는 마틴의 회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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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Agnes Martin의 전시 광경,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2016.

숭고적 환영이 경

험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즉, 환영이란 

오브제 자체에 의

존하는 것이 아니

라, 오브제가 반응

하는 주변의 대지

맥락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cloud/의 경험은 

마틴의 회화의 관

찰에서 시작하나, 신체의 지각은 캔버스로부터 흰 색의 벽면, 전시장의 

적막한 분위기, 조명의 조도 등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확대

된다. 이는 마틴의 회화가 전시장의 이러한 맥락과 관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시된 미니멀 오브제가 주변 맥락과 관계함으로 지각을 확장

시키는 경험은  템포러리 컨템포러리(Temporary Contemporary)에서 

열린 <First Show>(1983)에서도 확인된다. 이 전시장은 로스앤젤레스 

모카(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Los Angeles)가 새롭게 지어

질 당시, 프랭크 게리(Frank Gehry)가 버려진 경찰서의 차고를 전시공

간으로 개조한 것이다.185) 

공간은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고 산업화라는 구체적인 맥락을 지니는

데, 이렇게 미니멀 아트를 둘러싼 전시장의 맥락은 내부에 전시된 오브

제의 지각을 바꾸어 놓았다. 미니멀 아트의 현전 개념의 사물성의 특징

들은 전시장의 맥락과 교류함을 통해 구체적인 형태 · 재료 · 배열을 갖

게 되며 확장된 현재성의 지각을 유발한다. 

미니멀 아트의 산업적인 레디메이드 제품은 전시장 천정의 철제 빔과 

트러스의 구조와 조화를 이루며 구체적인 형태로 지각된다. 또한 알루미

늄, 철제들의 재료들은 화이트큐브의 균질한 공간에서 즉물적으로 펼쳐

졌던 것과는 다르게 지각된다. 전시장을 구성하는 철제 재료가 생산하는 

185) 크리스토프 그루넨버그, “현대미술관”, 전시의 연금술: 미술관 디스플레이, 에머 바커 엮
음, 이지윤 옮김, 아트북스, 2004,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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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좌) <Primary Structures>, 1966, The Jewish Museum.
(우) <The First Show>, 1983, Temporary Contemporary.

공간의 분위기와 함께 작품의 표면 재질을 경험하게 된다. 배열 역시 건

축물을 구성하는 재료들의 간격과 관련되어 지각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 · 재료 · 배열의 특징을 갖는 미니멀 아트는 사물로 논할 수 있다. 

신체는 전시장의 빔과 트러스, 그리고 작품들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구

체적인 신체의 위치를 갖게 된다. 미니멀 아트는 이 전시에서 상징적으

로 읽히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1960년대 중반에 형성된 미니멀 아

트에서 철저히 배격하고자 한 환영이 유발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렇

게 오브제에서 오브제가 처한 상황으로 지각이 확장되는 확장된 현재성

의 지각은 오브제와 대지맥락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First Show>는 <Primary Structures>(1966)에서 소개된 미니멀 아

트와 확연히 구별된다. 미니멀 아트의 성행에 중요한 전시로 알려져 있

는 <Primary Structures>는 맥락이 없는 화이트큐브를 배경으로 한다. 

전시장은 즉물적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신체에게 감성을 전달하지 않는 

중립적인 곳이다. 맥락이 소거된 이곳에서 현전 개념의 즉각적인 지금 

-여기의 실제성만이 드러날 뿐이다. 무관심한 형태와 재료의 즉물적 지

각, 오브제 자체의 자율적 속성에 근거한 규칙척 배열이라는 미니멀 아

트의 기본 원칙을 드러내는데, 이는 앞서 <First Show>에서 사물의 성

향을 보이며, 환영적 지각을 생산한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186) 

186) 도심에 버려진 공장건물을 개조 보수하여 미술관이 되는 움직임은 미술 디스플레이에 
변화를 가져왔다. 템포러리 컨템포러리와 유사하게 할렌 신미술관(Hallen fur Neue Kunst) 
역시 과거의 직조 공장이었던 크고 빛이 잘 드는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그루넨
버그(Christopher Grunenberg)는 산업생산품을 작품의 주된 재료로 사용하는 미니멀 아트의 
익명성, 그리고 이를 반복적으로 놓는 배치 방식에서의 연속성이 공장이라는 공간의 맥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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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전시에서 유사한 작품이 전시되었음에도, 전혀 다르게 지각되

는 이유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전시장의 환경에 따라 오브제가 전

혀 다르게 지각된다는 것인데, 이는 미니멀 아트의 속성에 기인한다. 오

브제 자체가 의미를 재현의 이분법의 굴레를 벗어나므로 어떠한 의미도 

오브제 자체에 내재하지 않는 것이다. 오브제의 놓인 곳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며, 다른 의미를 생산한다. <First Show>의 오브제는 주

변의 대지맥락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신체의 지각을 전시장 전체로 확

장시킨다. 신체는 바로 이러한 관계를 이해함을 통해 의미를 얻게 된다. 

3.2.4. 소결: ‘확장된 현재성’의 적용 범위의 확대
앞서 살펴보았듯이, 3장에서 논의된 사례들은 프리드의 현전 개념으로

는 설명되지 않았다. 미니멀 아트의 속성을 규정했던 현전의 사물성이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는, 사물로 정의되는 미니멀 아트는 저드를 위시한 

기존의 미니멀 아트의 설정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

물은 통상 미니멀 아트라고 불리는 특정한 개념에 머물지 않는다. 사물

성이 1960년대 중반에 형성된 미니멀 아트를 설명하는 키워드라면, 사

물은 이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사물로서의 미니멀 오브제는 대지맥락과의 관계를 통해 형태 · 재료 · 

배열에서 구체성을 갖게 되며, 이로써 감상의 특별한 지점들을 만들어낸

다. 또한, 비어있던 미니멀 오브제가 구체적인 것으로 지각된다는 사실

은 이미 주체의 주관적인 선험체계에 의한 환영적 지각이 개입되었다는 

의미이며, 이로써 사물은 의미를 생산하는 위치에 놓인다. 

크라우스의 논지를 통해 살펴본 사물 개념은 비단 미니멀 아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존의 저드와 프리드를 위시한 미니멀 아트로

서는 더 이상 설명이 불가하므로, 미니멀 오브제라는 보다 넓은 범위에

서 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물의 지각을 설명하는 확장된 현재성의 

논의 또한 보다 확대되어 논할 수 있다. 나아가, 오브제가 대지맥락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사물은 미니멀 오브제가 장소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서술한다. (크리스토프 그루넨버그, op.cit.,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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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확장된 현재성의 관계도

형성하는 데에 근간이 되는 상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물로서의 미니멀 오브제의 논의는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의 논지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크라우스가 논

지에 근거한 확장된 현재성의 지각 역시 대지맥락과 관계하는 미니멀 

오브제라는 측면에서 장르를 불문하고 확대하여 논할 수 있다. 4장에서 

살펴볼 칼 안드레, 도미니크 페로, 헤르조그와 드 뫼롱, 피터 워커는 장

로를 가로질러 미니멀 사물의 측면에서 확장되는 지각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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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맥락과 관계함으로 의미를 생산하는  

미니멀 사물

4.1. 맥락과 관계하는 미니멀 사물
현전에 근거하는 미니멀 아트는 오브제가 놓인 것 이상의 의미를 전

달하지 않으며, 아무 감정 없이 일상의 오브제를 대하는 것에 다름 아니

었다. 2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전을 유발하는 사물성은 의도가 없는 

비어있는 형태를 추구하고, 재료는 균질한 공간에 진열되어 이상적인 상

태를 추구하며, 배열의 문제에 있어서 오브제 외부의 요소에 영향을 받

기보다 수열 등과 같이 규칙적 속성에 근거했다. 형태 · 재료 · 배열의 

이러한 사물성의 특징은 주체의 주관적 환영이 소거된 중성적 공간을 

제공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3장의 확장된 현재성에 이르러서는 대지맥

락과의 관계를 통해 형태 · 재료 · 배열의 구체성을 갖게 됨으로 사물성

은 사물로 대체되며, 신체는 환영을 투사하는 공간 경험으로 전환되었

다. 

4.1에서는 앞장에서 미니멀 아트를 중심으로 살펴본 지각의 확장을 

건축 · 조경을 포함하여 논의를 확대하고자 한다. 대상으로는 칼 안드

레, 헤르조그와 드 뫼롱, 도미니크 페로, 피터 워커를 위주로 서술하겠

다. 안드레는 1960년대의 전형적인 미니멀 아트와는 달리 장소논의를 

끌어왔으며, 이외의 작가들은 건축과 조경에서 미니멀을 적극적으로 실

험하였기에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오브제를 통해 오브제 자체

를 지각시키는 것이 아닌, 오브제가 반응하는 대지맥락으로 신체의 지각

을 확장시킨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이들은 각자의 전략을 통해 그들의 오브제가 대지맥락과 반응하

도록 유도한다. 이들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했는지가 4.1에서 주되게 논

하게 될 내용이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이들의 전략이 저드를 위시한 전

형적인 미니멀 아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미니멀 오브제를 관계를 맺는 매개체로서 파악하였다. 장르

를 가로질러 미니멀 오브제를 사용하는 목적이 유사하며 명확한데, 이는 

미니멀이라는 특징이 장소형성의 측면에서 특정한 효과를 갖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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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1.1. 최소화된 요소 : 도미니크 페로
하나의 선 혹은 단순한 면으로 드러나는 도미티크 페로의 전략은 최

소화이다. 건축이 최소화되어 하나의 선 혹은 순수한 면으로 지각된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육중하게 지각되어야할 건물이 사라졌음을 의미한

다. 그가 건축물의 사라짐을 의도한 이유는 무언가가 나타나기를 원했기 

때문이며, 나타나는 바로 그 요소들이 그의 건물이 관계하는 맥락들이

다. 즉, 최소화된 선과 면으로 드러나는 그의 건축물은 단독으로 지각되

는 것이 아닌 주변의 맥락과 함께 구성되어 지각된다. 그는 이렇게 최소

화된 건축을 이루기 위해 건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한꺼번

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려했고, 재료와 배열의 문제 역시 최소

화를 위해 함께 고민했다.

페로는 “아무것도 아님으로 인해 유발되는 효과에 주목한다”고 언급

했다. 미니멀 건축은 최소한의 표현을 통해서도 매우 풍부한 효과를 생

산하는데, 페로는 건축에서 미니멀리즘을 무한한 보고와도 같다는 의미

에서 ‘저장된 은혜’라고 표현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nothing)에 매료되어 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유발되는 효과. 아무것도 아닌 것. 가까이 보았을 때, 그것은 매우 풍부하고 복합
적이어서, 예상하지 못한 수도 없이 많은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
를 움직이고 기쁘게 하는 점이다. 나는 이 무한하고, 역설적이며, 잘 설명할 수 
없는 이 점에 매료되어 있다. 미니멀 아트, 랜드 아트, 그리고 개념미술은 아주 
적은 액션으로 감정의 소용돌이를 양산한다. 건축에서 미니멀리즘은 저장된 은혜
(saving grace)이다.187) 

미니멀 건축에 대한 페로의 핵심적인 언급이라고 볼 수 있는 위의 내

용은 그의 나이 35세였던 1988년에 이루어졌다. 페로가 대중적으로 알

려진 것이 <National Library of France>(1989-1995)이라고 할 때, 

그의 건축적 세계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직전에 지녔던 생각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초기에 그는 건축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에 매료

187) Gilles de Bure, Dominique Perrault, Terrail Vilo : Paris, 2004.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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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것이다.  

페로는 1986-87년 미니멀 아트에 관한 전시 카탈로그에서 미니멀 아

티스트 중 칼 안드레의 응집의 효과를 칭송하고, 로버트 모리스의 공간

을 형태화하는 조각을 평가했다.188) 또한 도널드 저드의 즉물적 물체의 

성격과 자신의 작품의 유사함을 부정하지 않았다.189) 이러함에도 불구

하고 페로는 미니멀 아트의 관념적인 태도에 관해 거부감이 있었고, 순

수한 오브제를 단순하게 설치하는 것을 마치 미니멀 건축인 것처럼 평

가하는 시류에도 거부감을 느꼈다.190) 즉, 페로는 미니멀 아트에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니멀 아트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개념 자체를 추

구한 것은 아니다. 다만, 미니멀 아트에서 최소화를 통해 유발되는 지각 

효과에 관심했다. 

그러나 위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유발되는 효과’에 관한 언급이 비

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그의 작품들은 단번

에 사라지는 효과를 갖지 않는다. 오히려 <Faculty of Law and Letter 

Angers>(1986), <National Library of France>(1989-1995), <Lu Jia 

Zui Business Center Shanghai China)(1992) 같은 경우는 거대한 매

스가 직접적으로 지각된다. 페로는  <National Library of France>의 

경우에 대하여 “자연은 그 주변으로 건축을 존재하게 한다”라며, 도서관 

내부의 정원에 의해 외부의 거대한 매스들이 나타났다고 설명한다.191) 

정원은 바라볼 수 있을 뿐 그 내부로의 침입은 불가하며 매스가 둘러싸

임에 의해 신성시 된다. 페로는 내부의 정원을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요

소로 언급했는데, 둘러싼 건물의 존재가 이 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비록 건축물이 사라짐이라는 효과를 갖지는 않았으나, 건축이 

존재하는 이유를 자연과의 관계로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

다. 

초기의 작품 중 관계하는 대지맥락에 의해 사라짐을 추구한 사례로 

188) Michael Bourel in Minimal Art Ⅱ, catalogue of the exhibition organized at the 
contemporary art museum in Bordeaux, France 1986-87. (Gilles de Bure, p. 51에서 재
인용.) 

189) Gilles de Bure, op.cit., p. 47-52.
190) Interview with Dominique Perrault: 땅을 재단하는 건축가, 김미상 인터뷰, 정효원 편

집, Comtemporary Architecture(CA), 2006년 1월, Vol. 64., p. 8.
191) Interview with Dominique Perrault: 땅을 재단하는 건축가, op.cit.,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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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Dominique Perrault, Installation Kolonihaven, 1996, Copoenhagen.

프랑스 Saint-Germain-en-Laye에 위치한 <Usinor-Sacilor 

Conference Center>(1991)를 들 수 있다.  기존의 성(château)은 그대

로 보존하고 지하에 200석의 강당과 12개의 미팅실이 새롭게 설계되었

다. 성 주위로 원형을 이루는 간소화된 유리 패널의 디테일은 단순한 면

으로 지각된다. 이로써 성과 그 주변의 자연의 모습을 손상 없이 담아내

려고 했다. 유리로 된 지붕면은 마치 호수처럼 보이며 건물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는 단지 자연뿐만 아니라,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이

라는 또 다른 맥락을 소화하기 위해 건물의 존재감을 지운 것이다. 

페로는 단순히 반사되어 시각적으로 보이는 대지맥락 뿐 아니라, 시

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과정을 구조물에 담아내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나아가 시간적인 것으로 그의 건축물을 이해하

고자 한 것이다. 간단한 설치물인 <Installation Kolonihaven>(1996)는 

주야의 대기의 리듬에 따른 색과 온도의 변화를 실험했다. 이 설치의 기

본 개념은 “‘집 한 채, 나무 한 그루’ 그리고 둘러쌈(enclosure)”이며, 

개인의 소유물로써의 자연을 구현하려고 했다.192) 자연이라는 주체가 

“표현적이며(expressive), 명랑하며(gay), 눈에 띠는(exotic) 것”으로 드

러나기를 원했으며, 이를 통해 거주자의 감각(sensibility)을 자극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한 그루의 나무는 4개의 투명한 유리 외피와 관계 맺는다. 외피는 계

절 변화, 하루의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효과

가 지각되는 것은 구조물의 디테일이 최소화되었기 때문이다. 유리의 접

합부분은 최소화되었으며, 구조를 위해 각 면에 2개씩 총 8개의 금속 

192) Dominique Perrault, Domonique Perrault Architect, Actar : Barcelona, 1999, p.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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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Dominique Perrault, Usinor-Sacilor Conference Center, 1991.

지지대 이외에는 눈에 띠지 않는다. 지지대 역시 하중을 견디기 위해 최

소한의 면적으로 접붙여졌다. 

이렇게 디테일을 간소화함으로 얻게 되는 것은 순수한 유리면 자체의 

투명함이다. 순수한 유리면을 통해 유리 상자는 사라져버리고 내부의 나

무 한그루가 주목된다. 또한, 새벽에 온도의 변화에 따라 유리표면에 맺

힌 서리가 두드려져 보였다가, 온도가 올라가며 표면에 맺힌 서리가 사

라지게 된다. 구조물은 주야와 계절의 변화를 가시화시키는 역할을 한

다. 이는 표면의 디테일들이 최소화되어 순수하고 단일한 면으로 지각되

기 것에 기인한다. 

페로가 이렇게 최소함을 추구함으로 얻게 되는 효과에 집착한 이유는 

건축물이 고정된 실체로 지각되는 것이 아닌, 건축물이 관계하는 자연의 

과정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내가 미니멀리즘을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의 과
정(natural process)을 강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193) 

193) “I like minimalism because one of the things you do is make people see natural 
process more strongly. For instance, if you don’t have a bunch of shrubs it’s much 
more evident when spring comes, when fall comes, and when winter comes. So in a 
way it makes the plant material the star; one of our principles is to try to use plant 
materials in a way to show them off.”   

(http://www.vectorworks.net/case-studies?id=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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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언급은 페로가 미니멀리즘을 그의 건축의 영감으로 가져온 이유

를 설명한다. 그는 외관상의 단순한 결과보다, 단순한 외관이 불러올 수 

있는 효과, 즉 과정의 드러남에 관심을 둔 것이다. “건축에서는 완성되

지 않는 요소들(the unfinished)이 지속되게 해야 한다”라며, 그의 건축

이 고정된 실체가 아닌 진행되는 것임을 언급했다.194)

변화하는 자연에 반응하는 건축물은 그 자체도 완성되어버린 것이 아

니라, 함께 변화하는 것이 된다. 건축이 필연적으로 물질적인 재료를 사

용하며 고정적인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화

하는 대지맥락과 교류함으로 건축 역시도 변화하는 것처럼 지각되는 것

이다. 페로의 건축은 그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닌, 대지맥락에 빗대어 

말해진다. 

일반적인 건축은 “내가 여기 있소”, “나는 건축이오”, “나를 좀 보시오”라고 
어필하기 위해 형태에 관한 과도한 추구가 있게 되고, 내러티브하고 장식적이 
된다면 그것은 고정된 디자인이 되고 맙니다. 그런 건축은 현존하지만 거기에 
꼭 세워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195) 

페로의 위의 언급은 그의 건축이 미니멀을 취하는 또 다른 이유를 설

명한다. 그는 형태에 관해 과도한 추구를 하고, 내러티브하며 장식적인 

건축이 고정된 디자인으로 끝나버린다고 언급했다. 반면 거대한 현존을 

주장하지 않고, 특별나게 건축임을 주장하지도 않으며, 자신을 보라고 

과시하지 않는 건축물은 목적이 아닌 과정으로 의의를 갖는다. 이렇게 

대지맥락에 의존적인 건축은 거기에 꼭 세워져야하는 이유를 갖게 된다. 

즉 주변의 대지맥락을 드러내기 위해 사라지는 건축물은 바로 그 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의 건축은 대지 결정적

194) "Architecture must keep an element of the unfinishied" (Gilles de Bure, op.cit., p. 
44.)

195) 원문의 “내러티브하고 장식적으로 되어 차라리 디자인이 되어버립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끝이 있는 디자인을 언급한 것으로 과정을 중시한 페로의 입장에서는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를 “내러티브하고 장식적으로 된다면 그것은 고정된 디자인이 되
고 맙니다”라고 새롭게 번역하였다. “General architecture are largely associated with the 
pursuit for forms in order to appeal to people as if saying "I am here", "I am an 
architecture", "Look at me". As they become rather narrative and decorative, they 
almost end up being a design work. There are such architectures in presence, but it 
does not mean they have to established there" (Interview with Dominique Perrault: 땅
을 재단하는 건축가, op.cit.,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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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determined)인 성격을 갖는다. 

페로 스스로도 그의 작업이 ‘땅의 혼(genius loci)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196) 그러나 땅의 혼에 관한 페로의 입장은 앞서 살펴본 노르

베르그 슐츠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인다. 슐츠는 하이데거의 현상학에 근

거함에도 불구하고 땅을 시각화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여, 결국 그가 비판

했던 재현의 모순에 처하고 말았다. 반면, 페로가 땅의 혼을 가시화하는 

방법론은 시각적인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것, 즉 미니멀을 통해 땅의 살

아있는 변화를 드러냄으로 이룩한다. 

건축에서 미니멀리즘은 저장된 은혜이다. 왜냐하면 건축은 우리가 최근의 
트렌드에서 볼 수 있는 무겁고 영속적이며 거대함 가운데서는 더 이상 장소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에 관심이 없다.197) 

위의 언급에서 그가 미니멀을 통해 궁극적을 이루고자 한 것이 곧 장

소형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건축이 이렇게 대지의 힘의 장들을 가

시화하므로 그의 건축은 장소 만들기로 귀결된다. 그는 몇 가지의 최소

한의 요소들을 통해 하나의 장소를 다른 장소로 변형하는 것, 구체적인 

감흥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가는 것에 궁극적인 관심을 둔

다고 언급했다.198) 이렇게 과정을 통해 장소를 창조하기 위해 미니멀한 

요소들이 사용되었으며, 페로에게 미니멀이란 절대적으로 수단일 뿐, 귀

결되는 목적은 아니다.199) 

나아가 페로가 논한 땅의 범위는 단순히 자연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곧 페로의 대지맥락의 범위일 것이다. 일차적으로 페로가 중시한 것은 

자연이었으나, 그 대상은 단순히 나무, 숲 등의 자연의 범위를 넘어선다. 

196) Interview with Dominique Perrault: 땅을 재단하는 건축가, op.cit., p. 11.  "The work 
I am doing is performed solely for genius loci. However, it is more so from a romantic 
perspective than conceptual. Genius loci, which is a reality and is for human, is very 
interesting and important. In order for genius loci to transform a place as well as to 
enable us to imagine a place of the contemporary era, thus to speak about genius loci 
within such a transformed place, transportation of a city, of all spaces and a space are 
required in conjunction with use of different languages."

197) Gilles de Bure, op.cit., p. 85.
198) Interview with Dominique Perrault: 땅을 재단하는 건축가, op.cit., p. 8. 
199) 이러한 측면에서 페로가 자신과 가장 흡사한 건축가로 다음에 논하게 될 헤르조그와 드 

뫼롱을 서슴없이 언급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헤르조그와 드 뫼롱 역시 단순한 
오브제가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장소를 형성하는 것에 관심했다. (Gilles de Bure, op.cit.,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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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도시 환경에서 건축물이 놓이는 가시적, 비가시적인 맥락 역시도 

건축물이 관계 맺게 되는 항목으로 보았다. 

역사, 사회적 용도(social usage), 그리고 지형(topography) - 이러한 요소
들은 전체성(entirety)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use)과 유지(management)를 최
적화하기 위해 힘의 장(force-field)으로 소화된다.200) 

위의 언급에서 페로가 고려한 맥락은 단지 자연만이 아닌 땅에 내재

되어 있는 ‘힘의 장’이며, 건물은 다양한 힘들의 축들이 소화된 결과물이

다. 대지에 존재하는 힘의 장을 그의 건물의 통해 ‘소화한다

(assimilate)’라는 표현을 쓴 것은 주목할 만하다. 건물을 통해 대지에 

생소한 또 하나의 힘을 만들어내기 보다, 기존의 대지에 존재하는 힘의 

장들을 드러낸다. 

대지에 존재하는 힘들을 가시화하는 작업들로 <Redevelopment of 

the  île  Sainte-Anne>(1992-1994), <Lu Jia Zui Business Center 

Shanghai China)(1992)를 들 수 있다. 대지에 존재하는 힘을 다이아그

램을 통해 구체화했으며, 때로는 대지를 흑백의 사진으로 만들고 그 위

에 고무줄, 실 등의 선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여 대지에 존재하는 힘을 가

시화하는 작업이다. 페로의 장소는 대지맥락에 존재하는 힘들을 고정된 

결과물이 아닌, 현재에 지각할 수 있는 과정의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장소론과 차이를 보인다. 

그는 맥락을 통틀어 ‘랜드스케이프(landscape)’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자연만을 의미하지 않고, 교차로 · 역 · 공장 등의 인공적인 도시

의 일상적 모습 모두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이는 앞서 ‘힘의 장’으로 정

의된 다양한 힘의 축들이라고 볼 수 있다. “랜드스케이프란 내가 보는 

모든 것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언급했으며, 그것은 조합(ensemble)의 

세계이며 우리가 거하는 세계의 본질이라고 했다.201) 그의 건축은 랜드

스케이프를 드러나게 하는 도구이자, 그 자체가 랜드스케이프의 일부로 

작동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페로는 그의 건축물을 ‘경작된 자연

(cultivated nature)’이라고 칭했다.202) 

200) Dominique Perrault, Domonique Perrault Architect, Actar : Barcelona, 1999, p. 10. 
201) Interview with Dominique Perrault: 땅을 재단하는 건축가, op.cit., p. 11.
202) Interview with Dominique Perrault: 땅을 재단하는 건축가, op.cit.,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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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페로의 건축물은 단순한 선과 면으로 축소되어 사라짐으

로, 이 요소들이 관계하는 맥락을 나타나게 함으로 의미를 형성한다. 페

로의 건축을 지각하는 과정이란, 곧 최소화된 선과 면이 관계하는 맥락

을 지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는 신체의 움직임 상에서 나타나기도 

하며, 시간의 변화의 지점에서 경험되기도 한다. 최소화된 요소들을 통

해 시퀀스 상에서 신체의 지각 경험과 이로 인해 형성되는 장소에 관해

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하겠다. 

4.1.2. 재료의 변화 : 헤르조그와 드 뫼롱

건축의 실제(reality)란 완성된 건축(built architecture)에 있지 않다. 건축은 
그 자체의 실제를 만들어 간다.203)

헤르조그와 드 뫼롱이 미니멀 아트를 수용한 배경에는 “무엇이 실제

인가”의 질문과 관계된다. 이러한 질문에는 1970년대 후반 이후 과도한 

203) Herzog & de Meuron, "The Hidden Geometry of Nature" (lecture by Jaques Herzog, 
1988) in Herzog & de Meuron, Wilfreid Wang, Artemis, 1992, p. 144. 



- 119 -

형태가 주를 이루며 건축이 이미지로 축약되어버렸던 것에 대한 시대적 

질문이기도 했다. 자크 헤르조그(Jacques Herzog)는 1988년의 강의에

서 “건축의 실제(reality)는 ... 드로잉으로 재현될 수 없다. 건축의 이미

지가 한번 고정되어 버리면, 그것은 만든 사람을 대적하게 된다. ... 이

미지는 제한적인데, 왜냐하면 고정된 이미지는 건축 자체로부터 일어나

는 건축의 실제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며, 시각적 이미지로 

축약된 건축을 비판했다.204) 

시각적 스펙타클을 제공했던 <수정궁(Crystal Palace)>(1851)이 당시

의 신공법인 주철(cast iron)과 유리 패널의 사용으로 놀랄만한 스펙타

클을 제공했을지라도, 재료들은 산화되어 녹슬었고 20세기에 들어 건물

은 완전히 파괴되게 이른다. 놀랄만한 건축 기술과 내부에 전시되었던 

당시 세계 각국의 진기한 물품들은 수정궁이라는 건물의 실제로 여겨졌

으나, 실상 “건축의 실제는 냄새, 온도, 공간의 기억, 낮 동안의 꿈들, 

그리고 모든 변화하는 것들”이었던 것이다.205) 따옴표 속에 언급된 요

소들은 이미지로 고정될 수 없는 것들로 물질의 특징이거나, 물질을 통

해 환기될 수 있는 환영이다. 

헤르조그와 드 뫼롱이 바라본 건축의 실제란 다분히 물질적 속성에 

근거한 폐기물(waste), 쓰레기 더미들(garbage dumps)에 다름 아니다. 

건축의 실제는 건축물 자체에서 일어난다. 완성된 형태에서 고정된 이미

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덩어리 물질 자체로, 변화하는 자연의 과정

(process)에 그대로 노출된 폐기물(waste)과도 같은 것이다. 건축은 자

연의 역사에 대항하는 것이 아닌, 변화하는 맥락 가운데서 그 실제성을 

갖게 된다. 

200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전시된 <Just Waste>에서 헤르조그와 

드 뫼롱은 그들의 건물모형, 패널, 작품의 재료들을 세심하게 번호를 매

기고 라벨을 붙였다. 그러고는 “이것들은 폐기물일 뿐이다”라며, 전시된 

204) “Architecture, that is, the reality of architecture, cannot be represented through a 
perspective, naturalistic and illusionistic, manually or computer-aided produced drawing. 
Once fixed, the image of such an architecture will turn against its creator. .... The 
image will become confining because it fears the reality of the architecture arising 
from it.” (Herzog & de Meuron, op.cit., p. 143.) 

205) Philip Ursprung, "Exhibiting Herzog & de Meuron" in Herzog & de Meuron : Natural 
History, Philip Ursprung ed. Lars Muller Publisher, 2002,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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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Herzog & de Meuron, 
(좌) <Just Waste>, Montreal, 23 October 2002 – 6 April 2003 

(우) <Beauty and Waste in the Architecture of Herzog & de Meuron>
 Rotterdam, 22 January – 8 May 2005

물품들은 자연의 역사(natural history)와 함께 변화한다고 언급했다.206) 

2005년의 <Beauty and Waste in the Architecture Herzog & de 

Meuron> 전시 역시 유사한 맥락이다. 건축에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재료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집을 연상시키는 삼각 지붕 모양의 콘크리트

도 놓여있다. 이는 그들의 건축물이 재료 덩어리 자체임을 상기시킨다. 

각각의 전시품의 형태는 재료의 성질에 근거해 결정된다. 

재료 자체의 성질을 그대로 나열하며, 형태를 재료에 귀속시키는 이

들의 성향은 즉물적인 성향을 지닌 미니멀 아트와 매우 유사하다. 헤르

조그와 드 뫼롱 스스로도 미니멀 아트를 그들의 건축세계에 가장 중요

한 영감 중 하나로 언급했다. 그들은 특별히 저드에 매료되었다. 저드의 

작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아름답다고 평했으며, 저드의 작품의 겉모습, 

표면 처리, 재료의 선택과 다루는 기술에 매료되었다.207) 이들이 저드의 

작품에 매료된 것은, 재료 덩어리일 뿐인 저드의 작품이 제공하는 지각

적 결과 때문이다. 이들은 저드의 작품이 놓이는 대지맥락에 따라 전혀 

다르게 지각된다는 것을 간파했다. 

헤르조그와 드 뫼롱이 공식적으로 미니멀 아트를 접하게 된 것은 20

대 중반이었던 1975년에 바젤 미술관(Kunstmuseum Basel)이 저드의 

206) Herzog & de Meuron, "Just Waste" in Herzog & de Meuron : Natural History, 
Philip Ursprung ed. Lars Muller Publisher, 2002, p. 75. 

207) Jacques Herzog, in Remy Zaugg, Herzog & de Meuron - Eine Ausstellung, 
Kunsthaus Bregenz, Ostfildern, Cantz, 1996, p. 30. (Philip Ursprung, op.cit., p. 1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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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 Steel Boxes>(1969)을 소장하게 되었던 때로 추정된다. 그 다음 

해인 1976년에는 저드의 드로잉도 전시하게 된다. 이후 이들과 깊은 조

예를 갖게 된 미술가 레미 조그(Rémy Zaugg)는 1973년의 그의 첫 번

째 에세이를 저드의 규칙적으로 나열된 금속 상자들에 헌정하였고,208) 

1982년에는 저서 <The Gile of Innocence>를 발표하며 저드의 작품과 

관련하여 지각(perception)에 관해 논하게 된다. 헤르조그와 드 뫼롱은 

레미 조그가 바젤 미술관이 갖는 무겁고 우울한 분위기라는 맥락

(context)에서 지각되는 저드의 큐브를 잘 읽어냈음을 호평했다.209) 

후에 2002년의 한 인터뷰에서는 저드가 마르파에 전시한 <100 

Untitled Works in Mill Aluminum>(1986)의 100개의 알루미늄 상자들

이 놀라울 정도로 전시 공간과 호흡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텍사스의 거

친 환경과는 극도로 대비를 이루며, 전시장 내부는 상자들이 빛을 반사

함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반사한다. 이전의 사방이 막힌 평범한 갤러리

의 전시와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던 것이다.210) 의미를 내재하지 않는 

저드의 상자가 놓이는 곳에 따라 재정의 된다는 사실을 이들은 간파하

였으며, 알루미늄이라는 재료의 자체의 속성이 이를 가능하게 했음을 직

시하게 된다. 

재료는 지극히 단순히 재료일 뿐이다 - 포미카, 알루미늄, 콜드롤 스틸, 플

렉시글라스, 적동과 일반적인 동 등. 이들 재료들은 모두 특정(specific)하다. 
만일 이 재료들이 직접적으로 사용된다면 보다 특정할 것이다.211) 

위의 언급은 저드의 에세이 <특정한 사물(Specific Object)>의 내용

으로 맥(Gerhard Mack)이 헤르조그와 드 뫼롱의 건축을 소개하며 인용

한 문장이다. 이는 이들이 미니멀 아트에서 재료 자체의 즉물적 속성이 

강조되는 것에 관심했음을 시사한다.  

저드의 재료에 대한 관심과 유사한 이유로 이들은 독일 태생의 작가 

요셉 보이스(Joseph Beuys)에도 관심했다. 케네시 베이커(Kenneth 

208) Gerhard Mack, Herzog & de Meuron 1992-1996, Birkhauser, 2000, p. 8-9. 
209) Interview with Herzog & de Meuron and Philip Ursprung, 2002. (Philip Ursprung, 

op.cit., p. 83.)
210) Philip Ursprung, op.cit., p. 83.
211) Gerhard Mack, op.cit.,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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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Joseph Beuys, 
<Fat Chair>, 1964. 

Baker)는 1960년대의 작가들이 현실과 미술

을 구별시킨 관습을 전복시키려는 방법론에

서 미국과 유럽이 차이를 보인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저드, 로버트 모리스와 같은 미국의 

미니멀리스트들이 일상의 오브제를 택하며 

실제 있는 그대로를 위해 은유를 제거했던 

반면, 유럽의 작가들은 은유적 암시를 위해 

재료를 채택했다는 것이다.212) 요셉 보이스의 

비계 덩어리, 펠트 천, 지우개로 만든 작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료 자체적으로 특정한 

의미를 내재하고 있지 않으나, 이러한 재료들

은 시적인 연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공통

적으로 일상과 미술의 경계를 지우며, 원상-가상의 이분법적 재현의 굴

레에서 벗어나려는 특징을 갖는다. 

헤르조그와 드 뫼롱은 그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

기 전인 1977년에 <Hearth 1>이라 불린 보이스의 카니발 행사에 참여

하게 된다. 이들은 보이스의 스투디오를 방문하고 카니발 행렬에서 구리

와 철로 된 복제품과 펠트를 운반했다. 이렇게 행렬에 사용된 재료들은 

전시하곤 했는데, 그의 작품은 물질 자체의 성질 자체를 전시하며 재료

에 내재된 기억을 환기시킨다. 에너지를 전달하는 성질로써 구리를 전시

하고, 온기를 저장하는 재료로서 펠트와 지방 덩어리 등을 전시한다. 재

료는 완성품이 아닌 자연의 변화를 물질 내부에 저장하며 과정

(precess)으로서 존재한다. 헤르조그와 드 뫼롱은 보이스의 작품에 관해 

“작가의 존재에 의해 활력을 얻었던 재료들이 전시장의 유리 상자 안에 

놓였을 때, 그것들은 썩거나 시들거나 부패하고 분해되었으며, 마치 폐

기물품들(waste products)과도 같았다”고 언급했다.213) 

결론적으로 헤르조그와 드 뫼롱이 저드와 보이스의 작품에서 얻은 영

감은 유사성을 갖는데, 이는 날 것과 같은 오브제가 어떻게 실제를 획득

하는가의 문제와 연관된다. 이들은 오브제의 재료의 성질이 변화하는 것 

자체에 주목했다. 저드의 작품에서는 재료 자체의 즉물적 상태에 감명 

212) 케네시 베이커, 미니멀리즘, 김수기 역, 열화당, 1993, p. 10. 
213) Philip Ursprung, op.cit.,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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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으며, 보이스에서는 재료의 변화하는 성질 자체가 전시되고 재료에 

내재된 과정을 지각시킨다는 것에 영감을 받았다. 이들에게 재료 자체는 

목적은 아니었다. “실제란 촉감적인 것, 재료 그 자체, 혹은 건물 그 자

체는 아니다”214)라며, 실제와 재료를 등가적인 것으로 언급하지는 않았

던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오히려 이들이 관심했던 것은 재료를 변화시키는 것, 즉 재료에 관한 

지각의 차이를 일으키는 요소들에 관심했다. 곧, 재료가 실제로서 드러

나게 만드는 요소인데, 이들은 이를 ‘맥락(context)’이라고 언급한다. 즉 

재료는 독립적인 상태가 아닌, 맥락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만 그 실제를 

취한다. 따라서 이들의 건축을 경험한다는 것은 맥락이 이들의 건축적 

재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지각적 경험을 이끌고 있는지와 관계된다. 재

료는 평범하지 않은 지각되는 차이를 생산하며, 이 생산의 촉발제는 맥

락과의 관계이다. 재료 그 자체에 내재된 의미는 없으며, 그 의미는 맥

락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언급하는 맥락이란 단순히 자연의 변화만은 아니다. 

헤르조그와 드 뫼롱은 하나의 재료가 인류에 의해 생산되어 유용한 오

브제로 일상의 삶 속에 위치하게 되고, 점차 그 가치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서서히 절하되는 과정 자체를 재료가 갖는 영적인 질(spiritual 

quality of the material world)이라고 보았다.215) 오브제가 실제가 되

는 것은 자연 뿐만 아니라 오브제가 태어나게 된 배경과 쓰임새 등을 

포함한 맥락, 즉 모든 정치적인 필요(political necessity) 까지도 포함한

다. 재료는 이러한 맥락들을 축적하고 저장한다. 그리고 신체는 그것이 

폐기물이 되는 과정, 즉 그것의 현현(manifestation)을 시간 속에서 지

각하므로 건축의 실제를 경험하게 된다.216) 

맥락에 의해 실제성을 취하는 이들의 건축은 자칫 재료만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취급하기 쉽다. 그러나 이들의 형태에 관한 개념 역시 맥락

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괄목할만한 것은 형태 자체가 독립적으로 추

214) “The reality of which I speak is also not the real building, the tactile, the material." 
(Herzog & de Meuron, "The Hidden Geometry of Nature" (lecture by Jaques Herzog, 
1988) in Herzog & de Meuron, Wilfreid Wang, Artemis, 1992, p. 144.)

215) Ibid., p. 144.
216) Kurt W. Forster, Pieces for Four and More Hands, in Herzog & de Meuron : 

Natural History, Philip Ursprung ed. Lars Muller Publisher, 2002,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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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Herzog & de Meuron, 
Ricola-Europe SA Production and Storage 
Building, Mulhouse-Brunstatt, 1992-93.

구된 것이 아닌, 재료의 속성에 기인하여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재료와 형태란 별개의 개념이 아닌 물질의 고유한 속성에 근거한다.

내가 찾은 중요한 것, 나를 매혹시키는 것은 바로 변화(change)이다. 건물은 
물의 표면처럼 항상 그것의 주변과 반응하는 가운데 달라지는 형태적 모습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지각을 양산한다. 건축과 순수 미술은 이렇게 변
화에 반응하는 가능성과 용량을 갖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물의 표면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얼굴을 갖는다. 날씨와 빛에 따라, 그것은 완전히 투명하거나 완
전히 불투명해진다. 마치 유리와 같이 부드럽기도 했다가, 독특하게 반사하기도 
한다. 우리가 자연(nature)이라고 부르는 이 다양함에 나는 완전히 사로잡혀있
다. 산들, 하늘, 숲 또한 이러한 잠재력을 갖는다. 바로 이 다양함이 우리의 건
축적 표현의 매혹적인 원천이다.217)  

헤르조그와 드 뫼롱은 1988

년의 <The Hidden Geometry 

of Nature>라는 강의에서도 

그들의 형태적 기하학이 시각

적 세계의 외형에 근거한 것이 

아닌, 자연에 내재되어 있는 영

적인 질서(spiritual principle)

에 근거한다고 언급했다.218) 

궁극적으로 헤르조그와 드 

뫼롱의 건축은 그들의 전시 제

목과 유사하게 폐기물과 같이 

217) “What I find important, what fascinates me is change, the fact that a building is 
always animated by different forms of appearance which make it responsive to its 
surroundings, to various kinds of perception. Architecture and also the fine arts show a 
kinship with this potential and this capacity for change - like the surface of water.  
The surface of a body of water has an incredible variety of faces. Depending on the 
weather and the light, it may seem entirely transparent or completely closed, guarded; 
it may seem as smooth as glass or it may have unique reflections. To me this variety 
which we call nature is absolutely captivating; mountains, the sky, or forests have this 
ability, too. And this variety is also a fascinating source of architectural expression.” 
(Terence Riley 외, Architecture of Herzog & de Meuron, Peter Blum Edition : New 
York, 1995. 페이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음. 리콜라 팩토리 소개 중 마지막 페이지에 명시되
어 있음.)

218) Herzog & de Meuron, "The Hidden Geometry of Nature" (lecture by Jaques Herzog, 
1988) in Herzog & de Meuron, Wilfreid Wang, Artemis, 1992,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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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자체로 시간의 변화에 내맡겨져 진다. 누구도 폐기물의 완벽한 상

태를 보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며, 폐기물은 자연의 변화에 

반응하며 그것의 재료와 형태적 속성을 부여받게 된다. 물질 그것 자체

로는 귀하지도 않으며 아무런 의미도 없다. 시간이 흐르며 폐기물이 썩

고, 부패할수록 그 모습은 물질이 겪어 왔던 역사와 기억을 담아낸다. 

물질이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것은, 폐기물의 모습에 기록되어있는 맥락

과 반응했던 흔적들이다. 이 흔적들이 곧 실제의 표현인 것이다. 이들이 

화석과 수석에 매료되었던 것도 유사한 이유이다. 

<Ricola Europe Mulhouse>(1993)에서 입방체의 단변은 짙은 색으

로 채색된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있으며, 빗물이 벽을 따라 흘러내려오도

록 의도되어 흘러내리는 물은 벽에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문양을 만들어 

낸다. 건물은 자연의 변화를 담아냄으로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다. 또한 

빛의 변화에 반응하기를 원했는데, 건물의 긴 두 면은 채광을 고려하였

으며 내부 작업장에 균일하고 여과된 빛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도했다. 

폴리카보나이트(polycarbonat)의 반투명의 파사드는 빛의 유입을 조절

하는 역할을 한다. 이 판의 내부에는 칼 블로스펠트(Karl Blossfeldt)의 

식물 모티브의 문양이 반복적인 형태로 스크린되어 있다.219) 내부의 공

간적 효과는 마치 텍스타일 커튼과 같은 효과를 준다. 빛의 밝기에 따라 

전면의 파사드판은 감각적인 차이를 가져오며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한

다. 

콘크리트 벽은 빗물에 따라 차이를 가져오며, 반투명 파사드는 빛의 

변화에 따라 차이를 가져온다. 콘크리트 벽과 반투명 파사드는 그 자체

가 전시됨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재료의 속성이 변화되게 

하는 맥락과의 관계를 부각되고, 맥락의 의해 변화하는 차이를 재료의 

변화를 통해 지각하게 되므로 신체는 비로소 의미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다.

한편으로 이들의 지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술작품의 가장 근원적인 존재론적 상태에서의 재료적 특성은 원래의 

자연적 맥락에서 떨어져있을 때이다”라고 언급했다.220) 오브제는 대지

219) 이병욱 · 최임주, Herzog & de Meuron 건축의 가시적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1권 3호, 2009년 9월, p. 5. 

220) “The artwork is the highest ontological state of material once it is taken out of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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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 수용적인 성격을 띠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성격이 부각되도록 오

브제와 대지의 관계를 부각시키는 의도적인 제스쳐를 취하기도 한다. 로

버트 쿠델카(Robert Kudielka)는 바로 이러한 점이 헤르조그와 드 뫼롱

을 저드의 미니멀 아트와 구별시킨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면, 저드의 상자는 중력에 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여 상

자들이 마치 떠 있거나 마주하는 상자들에 의존해서 있는 듯하다. 반면 

<Dominus Winery>(1998)의 건물의 벽을 이루는 철망 내부의 돌무더

기들은 입자가 큰 돌들이 입면의 상부에 배치되고 작은 돌들이 하부에 

배치되는 배열로 중력을 거스른다. 쿠델카는 헤르조그와 드 뫼롱이 의도

적으로 중력이라는 자연의 요소를 실험하여, “반대가 아니고는 어떤 것

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221) 바로 중력

을 거스려 차이를 생산하는 제스쳐를 통해 중력을 드러낸 것이며, 

<Dominus Winery>의 의미는 중력이라는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하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게르하드 맥은 헤르조그와 드 뫼롱이 그들의 건축을 

통해 또 하나의 ‘인공적 자연(artificial nature)’을 만들고 있다고 보았

다. 자연의 변화를 저장하며 드러내는 폐기물로서의 건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자연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예술의 비밀은 하나의 법칙으로서 

각각의 자연의 현상, 자연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그와 유사

한 방법으로 예술을 구축하는 것이다”222)라는 노발리스(Novalis)의 인

용과 같이 헤르조그와 드 뫼롱은 중력이라는 맥락이 그들의 작품을 통

해서 하나의 법칙처럼 드러나도록 유도했다. 

헤르조그와 드 뫼롱은 저드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를 배격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들은 이들이 미니멀 아트에 영향을 받았

으면서도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저드는 획일적인 

우주를 창조하려고 했다. 이는 낡았으며 전체주의적인 개념이다. 저드는 

natural context" (Herzog & de Meuron, p. 144)
221) Robert Kudielka, "Speculative Architecture" in Herzog & de Meuron : Natural 

History, Philip Ursprung ed. Lars Muller Publisher, 2002, p. 285.
222) "The secret of art is to make use of each natural phenomenon, each natural law, as 

a formula - or to analogously construct art" (Novalis, Schriften, Vol. 3, Richard Samuel 
Publisher : Stuttgart, 1983. (Gerhard Mack, Herzog & de Meuron 1978-1988, 
Birkhauser Verlag, 1997, p. 1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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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조각이 광범위한 정당성을 갖고 마치 예술이 보편적인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을 것처럼 순진하게 생각한 것 같다. 이는 과거의 바우하우스

와 유사하다”고 언급했다.223) 이는 앞서 논한 로버트 쿠델카가 분석한 

저드와 헤르조그와 드 뫼롱의 차이와도 유사한 부분이다. 1960년대 중

반의 저드의 미니멀 아트는 구체적인 맥락에 반응하기보다, 그 자체로 

완결적인 성격을 가지기에 어떤 환영적 경험도 없었다. 연극성으로 논의

되는 사물성에는 오브제의 구체성이 없다. 반면, 헤르조그와 드 뫼롱의 

건축물은 맥락과 반응하는 구체적인 재료성을 지닌 물질로 존재한다. 물

질은 자연의 변화에 함께 반응하므로 이상적인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함께 변화함으로 그 자체가 실제성을 띤다. 또한, 이들은 마

치 화석과 같이 물질의 변화가 그 자체에 기록되어 시간성을 환기하는 

환영적 경험을 옹호하므로, 환영을 소거하고자한 저드와는 구별된다. 

223) Philip Ursprung, "Exhibiting Herzog & de Meuron" in Herzog & de Meuron : Natural 
History, Philip Ursprung ed. Lars Muller Publisher, 2002,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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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관계적 배열 : 칼 안드레 · 피터 워커
칼 안드레는 미니멀 오브제가 놓이는 곳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며 의

미를 생산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고, 그의 작품의 주제로 삼았다. 그

가 주의한 것은 작품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라는 배열의 문제이다. 유사

한 형태와 재료의 금속판을 배열의 방식을 바꾸어 가며 전혀 다른 작품

으로 전시했다. 그가 주의한 것은 금속판이 놓이는 맥락의 특징이며, 이 

특징에 대한 반응으로써 배열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안드레의 배열 

방식은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안드레는 통상 미니멀리스트로 논해지면서도, 오브제에 

관한 입장에서 저드, 모리스 등의 작가들과 구별된다. 안드레의 초기 작

품인 <Herm>(1960), <144 Lead Square>(1967)에서는 유사하게 ‘현

전’의 ‘사물성’을 추구하므로 다른 미니멀리스트들과 유사한 행보를 보이

나, 주변 맥락을 작품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면서 차별성을 갖게 된다. 

내 작품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나는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작품을 제작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224) 

안드레의 위의 언급은 완벽한 상태를 지향한 저드를 위시한 다른 미

니멀리스트들의 입장과는 엄연히 구별된다. 저드의 상자는 ‘특정한 오브

제’로 불리며 예술의 이상적인 상태에 관한 지향을 보여준 것이었는데, 

안드레의 언급은 그가 유토피아적인 오브제를 창조할 것을 단념했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그는 작가가 설정한 이상적인 상태를 창조하는 것보

다, 오브제 자체의 근본 속성이 지속되는 것에 관심을 보였다. 

1968년 그는 “내 작품에서 내가 배운 유일한 점은, 내가 원하는 작품

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에 성질을 강요할 수 없고, 재료의 성질을 드러내

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그의 작품의 방향성을 제시했다.225) 그는 또 

“그것의 주제는 물질(matter)이다”226)라며 오브제의 본질이 물질에 있

음을 시사했다. 이 물질이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속성을 보일 뿐만 아

니라, 놓이는 곳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기도 한다. 그는 나아가 “물질을 

224) Dodie Gust, Andre Artist of Transportation, Aspen Times, July 1968. 
225) 데이비드 배츨러, 미니멀리즘, 정무정 역, 열화당, 2003, p. 60.
226) Ibid.,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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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화한다(matter mattering)”라고 그의 작업을 축약하며, 물질이 그 

자체의 속성을 전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실험하기 시작한다.227)

안드레는 1968년의 한 대담에서 조각의 수직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

장 어려운 과정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그의 초기 조각이 너무나 건축적이

고, 구조적이었다고 평하며, 자신의 작품이 건축물보다는 ‘도로’처럼 보이

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228) 그의 작품이 고정된 개념의 직립의 구조물이

기 보다, 자신의 정체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수평적인 것으로서 맥락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는 그가 조각의 발전 단계를 ‘형태로서의 

조각(sculpture as form)’, ‘구조로서의 조각(sculpture as structure)’, 

‘장소로서의 조각(sculpture as place)’로 보고, 자신의 조각을 마지막 단

계의 예로 규정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229) 그는 금속 바닥조각들을 특

별할 것이 없는 이름인 ‘평면들(plans)’이라고 칭했다.230) 

안드레가 수직성을 벗어나려고 시도하고, 더불어 그의 조각을 ‘평면들’

이라고 명하고 수평성을 시도한 것은 그의 작품이 맥락적인 것이 되는 첫

걸음이었다. 작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작품을 둘러싼 맥락들에 의해 말해

지는 조각을 시도하기에 수평적인 제스쳐는 유리함을 갖는다. 안드레의 

평면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금속판이지만, 이외에도 그는 우연적으로 얻

어지는 다양한 재료를 실험했다. 

안드레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작업실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한다. 전시

할 곳에 도착해 전시장을 확인한 후 주변을 돌아다니며 눈에 들어오는 

227) 서상숙, 칼 안드레 : 장소로서의 조각, 1958-2010, World Art, 2015년 2월 20일. (월
간미술, http://monthlyart.com/world-report/, 2016-11-20 접근.)

228) 데이비드 배츨러, op.cit., p. 59. 
229) David Bourdon, The Razed Sites of Carl Andre, Artforum, Vol. 5, No. 3, 1966, p. 

15. 
230) 그의 조각을 장소의 일부로 만드는 시도에는 그의 선험적 경험이 작용했다고 한다. 그는 

작품에 관한 대담이나 진술에서 여러 번 반복될 정도로 두 가지의 경험을 중요하게 언급했
다. 하나는 그가 펜실베니아 철도회사에서 일하며 보낸 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1954년 영국
을 여행하면서 스톤헨지와 에이브버리의 선사 유적지를 방문한 경험이다. 이 두 경험의 성
격은 대조적인데, 하나는 본질적으로 근대와의 대면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와의 접촉이다. 
“철도는 선적인 양감과 관련되며 열차는 부분들의 집합이다”라며 근대적 물질에 관해 논했
고, “모든 미술은 구석기나 신석기시대, 다시 말해 동굴 벽에 숯이나 기름을 바르거나 돌을 
쌓아 올리고자 하는 충동과 관련이 있다”라며 물질의 시간성을 논했다. 언뜻 보면 대조적으
로 보이는 이 두 경험이 안드레의 작품에서는 대조가 아닌 조화 속에 드러난다. 그가 주로 
사용했던 금속판이라는 재료는 근대성과 관련되며, 신체는 금속판 위를 직접 밟음으로써 현
재를 강하게 경험하게 된다. 동시에 이 금속판이 주변 맥락에 내맡겨져 설치됨으로써 재료
에 담긴 시간을 돌아보게 한다. (데이비드 배츨러, op.cit.,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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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Carl Andre, 
(좌) Scatter Piece, 1966, New York.  

(우) Spill, 1966, New York.   

그림 4-7. Carl Andre, 5 x 20 Altstadt 
Rectangle, 1967. Konrad Fischer Galerie

물건을 줍거나 빌린 후 

전시가 끝난 후 돌려주기

도 한다. 혹은 그 지역의 

철공장, 목공소 등지에서 

벽돌, 나무, 철판 등을 특

정한 크기의 단순한 형태

로 제작하기도 했다. 이렇

게 우연적으로 얻게 된 

재료들을 단순히 자르는 

것 이외에는 거의 변형을 시키지 않고 물성 그대로를 노출시키며 전시

장 바닥에 배열하거나 쌓는다.231)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오브제를 놓는 

전시장에 나열한 것은 오브제 자체를 전시한다는 개념을 넘어, 오브제가 

놓인 전시장을 새롭게 지각시킨다는 목적을 갖는다. <Scatter 

Piece>(1966), <Spill>(1966)은 오브제가 놓임이 물리적인 대지맥락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실험한 작품이다. 그가 작은 조각들을 

전시장 코너에 뿌림으로 주목되지 않았던 공간이 드러나게 되며, 신체는 

그 코너를 맴돌게 된다. 오브제 자체에는 특정한 의미가 없지만, 특정한 

곳에 놓임으로 의미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금속판 시리즈는 배열의 방식에 따라 놓이는 곳의 맥락을 새롭게 드

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x 20 Altstadt Rectangle>(1967)

는 금속판을 놓음으로 전시장이라

는 맥락을 새롭게 드러내는 독특함

을 갖는다. 독일 뒤셀도르프의 콘

라드 휘셔 갤러리에 전시된 이 작

품은 100장의 얇은 철판을 타일처

럼 갤러리 바닥에 깔았다. 전시장

을 찾은 관람객들은 긴 통로처럼 

생긴 전시장에 들어와 벽에 걸린 

작품을 찾느라 두리번거리다가 마

침내 자신이 작품을 밟고 서 있다

231) 서상숙,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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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232) 앞서 <Scatter Piece>(1966), 

<Spill>(1966)에서는 구석진 공간이라는 다분히 물리적인 속성을 드러

내었다면, 안드레를 국제적인 작가로 만든 이 작품의 경우 그것이 드러

내는 맥락의 복합적인 성격으로 인해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단순히 물

리적인 맥락 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을 함께 드러낸 것이다. 

이렇듯 안드레의 금속판은 놓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 안드

레는 그것이 놓인 맥락에 의해 조각의 의미가 규정된다는 사실에 근거

한 실험을 한동안 하게 된다. 그것이 길쭉하게 늘어져있다면 길이 되고, 

문간에 네모지게 놓이면 발판이 된다. <43 Roaring Forty>(1968)은 조

각 공원에 길게 뻗은 형태로 놓여 이것이 작품인지 페이빙인지 혼선을 

일으킨다. <Inside-Outside Piece>(1969)의 경우 독일 두셀도르프의 

한 개인의 주택의 입구에 설치된 작품으로, 입구의 안과 밖에 같은 크기

의 아연판을 마치 발판처럼 놓아,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드러내었다.

결론적으로, 안드레의 조각은 그 자체로 구체적인 의미를 내재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앞서 살펴본 저드를 위시한 미니멀 아트

의 자기 충족적(self-sufficient)인 성향에 위배된다. 그의 작품은 작품을 

둘러싼 맥락에 의해 규정되는 상대적인 것이다. 또한, 그가 이렇게 맥락

을 실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어떻게 놓을 것인가의 

배열의 문제이다. 평범하기만 했던 곳은 안드레의 단순한 철판이 놓임으

로 특별해진다. 그의 조각이 ‘장소로서(-as place)’ 작동하는 것은 이렇

게 맥락과 주고받음의 교류 속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은 자신

의 작품을 위한 서문에서도 역력히 드러난다. 그의 금속판이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절제됨을 통해 오히려 주변 맥락으로 지각을 확장시키며 환

영을 불러오는 것과 같이, 그의 글은 완성된 구문이 아닌 파편적인 단어

의 나열을 통해 읽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in, is, my, of art, the, into

made, same, this, work, parts, 

piled, piles, broken, pieces, 

stacks, clastic, stacked, 

232) 서상숙,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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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André Le Nôtre, Château de 
Chantilly, 17c.

피터 워커가 영감을 받은 프랑스의 샹티이

identical, interchangeable

- Carl Andre, <preface to my work itself>(1963) 233)

빈센트 카츠(Vincent Katz)는 안드레가 자신의 작품을 위해 서문으로 

작성한 위의 시의 마지막 절, ‘동일한, 상호적인’에 이르러 예측할 수 없

는 우연적 단어들이 조화로 드러났으며, 그의 조각 역시 이 마지막 절과 

유사하다고 언급했다.234) 안드레의 조각은 관계를 통해 규명된다. 대지

에 존재하는 맥락들과 의미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통해 비로소 주체에

게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온다. 

대표적인 미니멀 조경가인 피터 워커 역시 배열의 문제와 관련된다. 

워커는 안드레의 평평한 금속판이 그것이 놓인 그 위의 ‘텅 빈 공간

(empty space above)’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료되었

다.235) 수평적인 단순한 사물이 맥락 속에 놓였을 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에 관심한 것이다. 장르는 다르나 워커의 미니멀 성향은 안드레와

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워커는 스스로 미니멀 아트를 

자신의 조경의 중요한 영감으로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

도를 통해 1980년대 조경의 흐름

을 이끌었다. 스스로를 근대주의

자로 생각했던 워커는 1970년대 

초에 이르러 자신의 조경이 픽쳐

레스크의 성향으로 치우쳐 버리는 

것에 대해 회고하기에 이르며, 이

러한 시기에 그는 미니멀 아트에 

233) "안, 이다, 나의, 예술의, 그, 안으로 / 만들어진, 같은, 이것, 작품, 부분들, / 쌓아진, 쌓
아 올린 것들, 깨진, 조각들, / 무더기들, 분해할 수 있는, 포개어진, / 동일한, 상호적인" 으
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나, 원문의 바른 해석을 위해 원문 그대로를 원문에 실었다. 

234) Vincent Katz, "Carl Andre's Lyric Heart", in Carl Andre, Dia Art Foundation, 2014,  
p. 269. 

235) Peter Walker, Minimalism in the Garden, The Antioch Review 64, no. 2, Spring, 
2006, p. 206-210. (www.antioch.edu/review/에서 접근, 2016-05-09,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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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갖게 된다. 그는 프랭크 스텔라, 칼 안드레, 솔 르윗, 도널드 저

드 등의 작품을 소장했으며, 미니멀 아트에 관련한 서적을 탐독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커는 미니멀 아트에 관한 많

은 지식이 갖고 이를 조경에 접목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었음

은 자명하다. 

초기에 워커는 미니멀 아트의 단순함(simplicity)에서 오는 형태적 강

함(formal strength)에 매료되었다. 그가 이렇게 형태에 매료된 것은 당

대의 조경에서 이에 대한 개념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이

안 맥하그(Ian L. Mcharg)의 환경 결정론(environmental determinism)

이 성행하면서 자연을 하나의 평면적 데이터로 취급했던 배경에 근거한

다. 워커의 형태적 단순미의 추구는 당시 방대한 스케일의 대지를 다루

며 상대적으로 예술적인 표현이 결여되었던 상황에서 형태를 들여올 수 

있는 적절한 조취였다고 평가된다.236) 이러한 견지에서 워커는 조경의 

고전주의(classicism)에도 관심했다. “미니멀 아트는 시각 예술의 최고

조의 모더니즘의 마지막 순간의 표명으로, 그것은 고전주의와 다방면에

서 강한 유사성을 갖는다”237)라고 언급하며 프랑스의 조경가 앙드레 드 

노트르(André Le Nôtre)의  <샹티이(château de Chantilly)> 정원에서 

돌, 물, 공간 그리고 빛이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기하학적 형태로 드러

나는 것에 매료되었다.238) 1970년대 말 이후 행해진 워커의 초기 미니

멀 조경은 대부분 형태적인 관점에서 미니멀 아트를 조경에 접목한 것

으로 보인다. 2장에서 언급된 <Cambridge Roof Garden>(1979) · 

<Necco Garden>(1980)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마치 저드가 상자 자체

의 지각을 중시한 것과 같이 워커는 인공적인 오브제 자체의 지각에 집

중했다. 

그러나 워커의 미니멀 조경을 이렇게 형태적인 측면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부분적인 해석에 멈추는 것이다. 워커는 에세이 <Minimalism in 

the Garden>(2006)에서 미니멀 아트의 형태적 관점을 논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대지맥락에서 놓이므로 발생하는 효과에 관하여 주목했기 때문

236) Peter Reed, Groundswell: Constructing the Comtemporary Landscape,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2005, p. 19.

237) "As one of the manifestation on the last moment of high modernims in the visula 
arts, minimalism has many compelling affinite with classicism." (Peter Walker, p. 2.) 

238) Peter Walker,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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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가 미니멀 아트를 접목시킨 이유는 오브제 자체에 대한 도전이 

아닌, 오브제를 놓으므로 발생하는 지각의 효과이다. 특별히 그가 관심

한 것은 수평적 오브제가 주변의 맥락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이다.

도널드 저드는 미니멀 아트의 최우선의 과제는 오브제 자체를 드러내는 것
에 있었다. 그는 주변 맥락(surrounding context)이나 혹은 다른 해석의 관점
에 주의하기보다 오브제 그 자체에 집중한다. .... 미니멀리스트의 랜드스케이
프의 핵심은 설계된 랜드스케이프 자체로, 그 자신의 에너지와 공간을 지니면
서도, 여전히 환경의 맥락 안에서(in the context of environment) 존재한다
는 것이다. 조경가는 이를 위해 방해 혹은 교류의 전략들을 갖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설계된 ‘오브제’ 너머로(beyond the 'object') 더 큰 랜드스케이프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239) 

워커가 관심한 것은 오브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브제 너머에 

존재하는 더 큰 랜드스케이프를 지각하는 것이었다. 그는 미니멀 아트를 

받아들이면서도, 오브제 자체에만 집중하는 저드의 아트를 비판했다. 반

면 안드레의 경우 단순한 금속판의 배열을 통해 그 위의 공간이 완전히 

장악되고 있음에 주의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워커의 미니멀 조경을 형태

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어떻게 놓을 것인가의 배열의 문

제와 더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워커는 “전체를 인지시키기 위해 설계요소를 유기적으로 엮어 주는 

선적인 제스쳐(gesture)를 사용함으로써 대지 전체를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고 언급했다.240) 그가 미니멀 아트의 기하학적 형태에서 따온 선

적인 제스쳐는 단순히 오브제 자체를 인식시키기 위함이 아닌, 대지를 

새롭게 인식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미니멀한 오브제 너머로 보게 된다는 랜드스케이프는 

무엇인가? 같은 에세이와 2012년의 한 언급에서 이를 유추해볼 수 있

다.

239) “Donald Judd insisted that minimalism is first and foremost an expression of the 
objective, a focus on the object in itself, rather than on the surrounding context or on 
any interpretation. ... The focus in minimalist landscape is on the designed landscape 
itself, its own energy and space, even though it exists in the context of the 
environment. The designer may employ strategies of interruptions or interaction or 
allow one to see beyond the designed 'object' to the larger landscape.” (Peter Walker, 
op.cit.) 

240) Peter Walker, Minimalist Garden, Space Design 358, 1994, p. 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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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스케이프 안의 오브제들은 더 큰 환경(environment) 안에서 관찰된다. 
이 환경이란 단순히 대지일 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게는 유기적인 리듬을 
말하는데, 해와 달의 매일의 움직임, 계절에 따른 빛의 변화, 날씨의 변화, 그
리고 특별히, 더 우연적인 성격이라 볼 수 있는 탄생, 자라남, 소멸을 포함한
다. ... 동시대의 랜드스케이프 디자인 분야에서 강조되지 않는 것은 바로 시간
의 요소(the element of time)와 예측 불가능의 실제(the reality of 
unpredictability)에 관한 것이다.241) 

내가 미니멀리즘을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의 
과정을 강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242)     

위의 언급으로 보자면 워커가 언급한 랜드스케이프란 환경

(environment)이라는 개념으로 포괄된다. 여기서 그가 설정하는 환경이

란 자연의 과정으로 주야, 계절 등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리듬

이며, 태어나 자라나고 사라져 버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순환이기도 하

다. 그가 랜드스케이프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시간의 요소’와 ‘예측 

불가능의 실제’이다. 그는 이러한 개념들이 동시대의 조경에 결여되어 

있는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이후의 언급에서 ‘자연의 과정’은 이를 함축

하는 용어로 이해된다. 

워커의 랜드스케이프에 관한 개념은 미첼(W. J. T. Mitchell)의 랜드

스케이프(landscape)에 관한 관점과 유사하다. 미첼은 랜드스케이프라는 

용어는 더 이상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선언하면서 그것의 역동적인 

개념을 논했다. 과거의 랜드스케이프의 개념이 고정적인 것이라면 이제

는 역동적인 매개체(dynamic medium)이며, “살아있고 움직이며 인간 

존재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랜드스케이프를 숭고하

다거나(sublime), 아름답고(beautiful), 픽쳐레스크(picturesque) 적이며, 

241) “Objects in the landscape are seen within the larger environment, which includes not 
only the particulars of a site but, more comprehensively, the organic rhythms of the 
daily movement of the sun and moon, the changes of seasonal light and climate shifts, 
and, especially, the more random characteristics of birth, growth, and decline. ... In the 
field of contemporary landscape design the element of time and the reality of 
unpredictability have not often been addressed ... ” (Peter Walker, Minimalism in the 
Garden, The Antioch Review 64, no. 2, Spring, 2006, p. 3)

242) “I like minimalism because one of the things you do is make people see natural 
process more strongly.” 

  (2012 Nemetschek Vectorworks, http://www.vectorworks.net/case-studies?id=98에서 접
근, 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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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목가적(pastoral)이라고 표현하며 고정적인 것으로 인식했다.243) 

반면 미첼이 제시한 랜드스케이프의 개념은 일시적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닌 시간상 연속하는 개념으로, 자연과 인간의 삶의 변화를 담아내고 

매개하므로 공간의 의미를 제공하며 장소를 형성한다. 동적인 개념의 랜

드스케이프는 교환의 개념 속에 순환하는 것으로 인간과 자연, 자아와 

타자의 매개체이다.244) 랜드스케이프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

는가에 주목하기보다, 문화를 생산하는 주체로서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

를 주목한다.245) 

워커의 작업을 살펴보면 그는 자연의 과정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자연의 변화를 수용

하는 인공물이나 자연물이 단일하게 지각되는 기하학적 형태를 취하므

로 두드러지게 지각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론은 인공적인 재료를 

사용하므로 역설적으로 자연이라는 요소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첫 번째와 관련하여 워커는 가시성(visibility)을 중요하게 언급하는데, 

만일 조경물이 기존의 대지의 맥락에 종속되어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 

되어 어떤 효과를 유발할 수도, 의미를 생산할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미니멀 조경을 시도한 마르타 슈왈츠(Martha Schwartz) 역시 

“기하학은 랜드스케이프를 파악하기 위해 정신적인 지도(mental maps)

로 쓰이는 가장 좋은 도구”246)라고 언급하며 기하학적 형태를 가시성과 

관련시킨다. 그녀는 원이나 사각형과 같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가 신체

에게 더 친근하다고 보았다. 단순한 형태는 기억속의 비슷한 이미지들을 

유추시키는데, 따라서 건조 환경에서 복잡한 형태보다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가 신체에게 안정된 위치감을 제공한다고 보았다.247) 안승홍은 미

니멀 조경에 관해 “경관 지각을 유발하는 도구”라고 언급했다.248)

243) W. J. T. Mitchell, Introduction in Landscape and Power, W. J. T Mitchell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p. 2.

244) "Landscape is a medium of exchange between the human and the natiral, the self 
and the other." (W. J. T. Mitchell, op.cit., p. 5.)

245) "...landscape 'is' or 'menas' but what it does, how it works as a cultural practice." 
(W. J. T. Mitchell, op.cit., p. 1. 원문에 'does'는 이태리체로 되어있다.)

246) “Simple geometries are this best used in the landscape as mental maps.” (Martha 
Schwartz, Landscape and Common Culture since Modernism in Modern Landscape 
Architecture: A Critical Review, Marc Treib ed., MIT Press, 1992, p. 263.)

247) Martha Schwartz, op.cit., p. 263.  
248) 안승홍, 현대조경설계에서 미니멀리즘의 조형개념 특성, 한국조경학회지 제37권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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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의 하버드 대학가에 <태너 분수(Tanner Fountatin)>(1984)는 

자연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드러낸 사례이다. 안승홍은 워커가 돌을 원

형으로 반복하여 배치함으로 개별 요소 상호간을 연결하는 내적 질서를 

설정하는 동시에 시각적 방향성을 추구하여 형태적인 확장을 의도했다

고 언급했다.249) 이렇게 시각적으로 집중성을 갖는 <태너 분수>는 자연

의 변화를 드러낸다. 여름에는 원형의 중심에 분수가 작동되고, 겨울에

는 바위들 위로 소복이 쌓인 눈은 하나의 조형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자연의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기하학적 형태로 가시성을 확보하게 된 분

수는 그 곳에서 발생하는 환경을 변화를 가시화시키는 도구가 되며, 이

렇게 대지맥락과의 상호적인 관계 가운데 장소를 만들어 간다. 

또 하나의 방법론으로 인공적인 재료를 사용하므로 역설적으로 자연

이라는 요소를 부각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내가 미니멀리즘을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의 
과정을 강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덤불을 이루
는 관목들이 없다면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는지가 더욱 분명하
게 드러날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수목을 재료로 사용한다. 수목이라는 
재료가 드러나도록 사용하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250)    

이러한 방법론은 역설적인데, 자연적인 재료가 많다고 해서 자연의 

과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족함에서 역으로 그 존재가 더 

부각된다는 것이다. 미니멀 조경의 절제미는 오히려 부족한 상황을 만들

어 내며, 조경가는 자연적인 재료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의도하는 바를 

이루게 된다. 

워커는 <Saitama-Shintoshin Station "Sky Forest" Plaza>(2000)에

서 이러한 방법론을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2009년, 12월, p. 72.
249) 안승홍, op.cit., p. 71.
250) “I like minimalism because one of the things you do is make people see natural 

process more strongly. For instance, if you don’t have a bunch of shrubs it’s much 
more evident when spring comes, when fall comes, and when winter comes. So in a 
way it makes the plant material the star; one of our principles is to try to use plant 
materials in a way to show them off.” 

  (2012 Nemetschek Vectorworks, http://www.vectorworks.net/case-studies?id=98에서 접
근, 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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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Peter Walker, 
Saitama-Shintoshin 
Station 'Sky Forest' 
Plaza, 1994-2000. 

흥미로운 것은 거기에는 수목 이외에는 자연적인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모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 이렇게 검소한 디자인은 사
람들로 하여금 수목에 집중하도록 만든다.251)

프라자는 정육면체의 형태가 수목의 기단, 의자, 소광장 등에 반복적

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수평적이어서 눈에 띠는 것은 수

목이다. 격자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놓인 인공물들에 의해 수목의 패턴은 

강조되며 더욱 가시성을 갖게 된다. 궁극적으로 수목은 계절의 변화를 

표현한다. 

결론적으로, 워커가 미니멀 조경을 통해 의도하고자 한 것은 형태추

구를 넘어선다. 그는 단일하며 절제된 미니멀의 언어를 통해 오브제 너

머로 감각되는 자연의 변화를 끌어오길 원했다. 신체는 이렇게 감각되는 

자연의 변화를 응시만 하

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체험하며 구체적인 

장소로 지각하게 된다. 이

를 위해 그가 주시한 것

은 어떻게 놓을지의 배열

의 문제이다. 배열의 방식

은 규칙적인 자율성에 근

거한 것이 아닌, 대지맥락

과의 관계에서 의존적인 

방식으로 결정된다. 

251) “The interesting thing is there's nothing natural in it except these trees. That's 
what caught everyone's imagination. ... the spare design allowed people to focus on the 
trees.” (2012 Nemetschek Vectorworks, http://www.vectorworks.net/case-studies?id=98
에서 접근, 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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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소결 : 사물의 가능성 모색과 미니멀 아트 수용의 의의
지금까지 살펴본 페로, 헤르조그와 드 뫼롱, 안드레와 워커의 논의에

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추구했던 미니멀 오브제는 1960년대 중

반의 저드를 위시한 미니멀 아트의 경향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건축과 

조경에서 1960년대 중반에 형성되어 발전된 미니멀 아트에 관심하였으

나, 외관상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추구했던 바는 다르다. 이 

를 단지 장르적인 속성의 차이로만 보기에는 안드레와 같이 저드와 동

시대를 살았던 미니멀 작가를 포함하고 있고, 앞서 논의된 4명의 작가들

이 궁극적으로 추구한 내용이 장르를 가로질러 유사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오히려 건축과 조경에서 1960년대 미니멀 아트 자체에 주의했다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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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니멀 오브제가 갖는 지각 효과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아야 한다. 

언급된 건축가와 조경가들이 미니멀 아트에 관심한 이유는, 외관상의 유

사점이나 구축의 방법이 아닌 공통적으로 미니멀 오브제가 지각되는 방

식이었다. 나아가, 저드를 위시한 미니멀 아트가 현전의 지각 방식에 치

우쳐 미니멀 오브제의 한 면만을 주시한 것에 반해, 이들은 3장에서 살

펴본 크라우스의 미니멀 오브제에 관한 논지를 연장하여 발전시킨 것으

로 볼 수 있다. 즉, 미니멀 아트에 환영이 존재하며 맥락과의 반응 속에 

구체적인 형태 · 재료 · 배열의 특징을 갖는 사물의 지각방식을 발전시

킨 것이다. 이로 보건데, 4.1에서 논의된 작가들은 저드를 위시한 미니

멀 아트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미니멀 오브제의 또 다른 가능성을 실험

하였으며, 확장된 현재성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이러한 지각 방식을 통해 

장소를 형성함에 주의하였다. 

논의된 작가들이 저드를 위시한 미니멀 아트와 차별된다는 점은 이들

이 미니멀 아트에 관심하면서도 이를 비판했다는 사실에서도 발견된다. 

저드가 설정한 지각 방식은 이상적인 상태에 근거하는 반면, 안드레는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작품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표명했다. 

페로는 저드와 모리스에 관심했으면서도, 미니멀 아트의 관념성에 대해

서는 비판했다. 페로는 오히려 안드레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응집의 효과

를 관심했다. 헤르조그와 드 뫼롱은 저드의 상자가 지각되는 방식이 지

극히 아름답다고 논했으면서도, “저드는 획일적인 우주를 창조하려고 했

다. 이는 낡았으며 전체주의적인 개념이다. 저드는 그의 조각이 광범위

한 정당성을 갖고 마치 예술이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순진하게 생각한 것 같다. 이는 과거의 바우하우스와 유사하다”라며 저

드의 보편성을 비판했다. 워커의 경우도 저드의 작품이 지각되는 방식에 

관심하면서도, “저드는 미니멀 아트의 최우선의 과제를 오브제 자체를 

드러내는 것에 두었다. 그는 주변 맥락이나 혹은 다른 해석의 관점에 주

의하기보다 오브제 그 자체에 집중한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이 미니멀 아트에 관해 비판했던 내용을 추려보면 저드의 미니멀 

아트가 이상적, 관념적, 보편적, 오브제 중심인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미니멀 아트의 특징은 2장에서 살펴본 현전의 상태에 근거

한다. 저드는 그의 작품을 ‘특정한 오브제’라고 명명하며 오브제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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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페로 · 헤르조그와 드 뫼롱 · 안드레 · 워커의 미니멀 오브제의 공통점

완성된 상태의 고정된 
이미지로 존재하는 것
을 거부하고 변화와 
과정을 중시한다. 

도미니크 
페로

- “내가 미니멀 아트를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의 과정(natural process)을 강
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 “건축에서는 완성되지 않는 요소들(the 
unfinished)이 지속되게 해야 한다”

헤르조그 
· 드 뫼롱

- “건축의 실제(reality)란 완성된 건축(built 
architecture)에 있지 않다. 건축은 그 자체의 
실제를 만들어 간다.”
- “건축의 실제(reality)는 ... 드로잉으로 재현될 수 
없다. 건축의 이미지가 한번 고정되어 버리면, 그것
은 만든 사람을 대적하게 된다. ... 이미지는 제한적
인데, 왜냐하면 고정된 이미지는 건축 자체로부터 일
어나는 건축의 실제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 “내가 찾은 중요한 것, 나를 매혹시키는 것은 바로 
변화(change)이다.” 

칼 안드레
- “내 작품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나는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작품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이 없
다.”

피터 워커
- "내가 미니멀리즘을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
람들로 하여금 자연의 과정(natural process)을 강하
게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논의에 두고 그것의 의의를 규명하려 하였다. 지각의 중심을 오브제에 

두었으며, 주변의 맥락과 반응할지라도 전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 아닌 

오브제에 맥락을 종속시키려는 경향을 갖는다. 세라 역시 조각으로 맥락

을 재규정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앞서 피터 워커가 저드의 오브제가 그 

자체에 집중한다고 비판한 내용과 같은 논지이다.  

또한, 저드는 신체의 선험체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관적인 환영을 

소거하고자 하였다. 그는 “세계는 이미 나타난 것으로, 주관과 객관이 

통합되고, 외부와 내부가 통합되며, 정신과 몸이 통합된 상태”로 보았는

데,252) 이는 지극히 이상적이고 관념적이며 세계를 보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논의된 4명의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신체의 주관적인 선

험체계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내용을 인용구절을 통해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252) David Raskin, The Shiny Illusionism of Krauss and Judd, Art Journal, Vol. 65, No. 
1, Spring, 2006,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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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대의 랜드스케이프 디자인 분야에서 강조되지 
않는 것은 바로 시간의 요소(the element of time)
와 예측 불가능의 실제(the reality of 
unpredictability)에 관한 것이다."

오브제와 대지맥락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 오브제는 변화
하는 대지맥락을 통해 
정의되는 ‘대지결정적
(site-determined)’인 
피동성을 갖으면서, 동
시에 오브제를 통해 
대지맥락을 드러내는 
능동성을 갖는다. 이러
한 불가분의 관계는 
오브제를 맥락의 일부
가 되게 한다. 

도미니크 
페로

- “자연은 그 주변으로 건축을 나타나게 한다”, “건
축과 자연의 관계는 여전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경우
는 건축을 창조하지만 다른 경우는 건축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유리나 시멘트 등을 
사용하는 것처럼 자연을 하나의 재료로써 사용합니
다. 나는 무엇을 짓거나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 자연
이라는 재료를 필요로 합니다”라고 언급했으며, 건축
물의 존립의 이유가 자연과의 관계에 있음을 시사함. 
- 자신의 건축물을 ‘경작된 자연(cultivated nature)’
이라고 하며 건축물이 관계했던 자연의 일부로 인식
하고자 함. 

헤르조그 
· 드 뫼롱

- 물질이 썩거나 부패하고 시드는 등의 변화에 주의
했으며, 건축물 역시 물질로서 자연과 관계함으로 그 
상태가 변화되는 것에 관심함. 
- “건축물은 물의 표면처럼 항상 그것의 주변과 반응
하는 가운데 달라지는 형태적 모습을 갖게 되며, 이
를 통해 다양한 지각이 양산된다. 건축과 순수 미술
은 이렇게 변화에 반응하는 가능성과 용량을 갖는다
는 점에서 유사하다. ... 우리가 자연(nature)이라고 
부르는 이 다양함에 나는 완전히 사로잡혀있다. 산
들, 하늘, 숲 또한 이러한 잠재력을 갖는다. 바로 이 
다양함이 우리의 건축적 표현의 매혹적인 원천이다”
라고 언급하며 건축물과 그 주변의 관계에 주목함. 
- 자신들의 건축물을 ‘인공적 자연(artificial nature)’
이라고 칭하며 건축물이 관계했던 자연의 일부로 인
식하고자 함. 

칼 안드레

- “장소로서의 조각”이라고 정의함.
- 자신의 조각을 위한 서문에서 “동일한(identical), 
상호적인(interchangeab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이는 그의 조각과 맥락과의 관계를 설명함.

피터 워커

- “환경의 맥락 안에서(in the context of 
environment) 존재한다”, “랜드스케이프 안의 
오브제들은 더 큰 환경(environment) 안에서 
관찰된다”는 언급에서 오브제를 대지맥락 안에 
위치시킴을 시사함.
- “조경가는 ... 사람들로 하여금 설계된 ‘오브
제’ 너머로(beyond the 'object') 더 큰 랜드스
케이프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
급하며 오브제는 대지맥락의 일부가 될 뿐만 아
니라, 오브제를 통해 대지맥락을 지각할 수 있
어야 함을 시사함.

공통적으로 페로, 헤르조그와 드 뫼롱, 안드레와 워커는 작품의 완성

을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완성된 상태에서 단편적인 이미지로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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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 실제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과 관련하여, 완

성품 자체가 과연 실제인가에 관해 의문을 품는다. 페로는 “완성되지 않

는 요소들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헤르조그와 드 뫼롱

은 “건축의 실제란 완성된 건축에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안드레는 “나

는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작품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밝

혔다. 워커는 “미니멀리즘을 선호하는 이유는 자연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과정’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작품

을 완성된 한 지점에서 파악하지 않고 연속된 시공간상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변화하는 과정 자체를 중시한다. 

단단한 물질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과정으로 지각될 수 있었

던 이유는, 오브제가 유동적인 맥락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

이다. 변화하는 맥락과 관계하는 미니멀 오브제 역시 변화의 일부분으로 

지각되는 것이다. 오브제는 변화하는 맥락을 통해 정의된다는 피동적인 

입장에 놓이면서, 동시에 오브제를 통해 맥락을 표현한다는 능동적인 입

장을 갖는다. 오브제와 맥락은 상호적인 관계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증시

킨다. 

이러한 오브제와 맥락의 유기적인 관계는 로버트 어원(Robert Irwin)

의 관계 구분의 분류로 보자면 마지막 단계의 ‘대지특정적

(site-determined)’인 것에 해당한다.253) 이 단계는 오브제의 존립이 대

로버트 어윈의 
관계분류 [표 4-5] 조각(오브제)과 대지의 관계
대지지배적

(site-
dominant)

대지에 의존하지 않고 장소를 지배하는 전통적인 미술의 오브제의 특징을 보인다. 대
표적으로 근대의 대표적인 조각가인 헨리 무어(Henry Moore)를 들 수 있다. 무어의 
작품은 대지와 상관없이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며 어디든 놓인 수 있다. 

대지순응적
(site-

adjusted)

어떤 대지에라도 놓일 수 있지만 조각이 놓인 장소의 크기, 적절성, 배치 등을 고려한
다. 여기서 조각은 여전히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져서 전시될 곳으로 옮겨진다. 어윈은 
조각가 마크 디 수베로(Mark di Suvero)를 사례로 들었다. 

대지특정적
(site-

specific)

대지에서 시작되고, 대지의 특징이 조각의 요소가 된다. 그러나 여전히 ‘미술작품
(work of art)’ 자체를 지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전반적인 작품을 이해하는 것에 핵심
이 된다. 어윈은 리차드 세라(Richard Serra)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세라는 그의 
시그니쳐와 같은 철판구조를 대지에 맞게 변형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어느 곳에 
놓이던 단번에 세라의 것임을 알 수 있다. 

대지결정적
(site-

장소에 반응하므로 형성된다. 어윈은 이를 ‘조각적 반응(sculptural response)’라고 언
급했다. 조각적 반응에는 미적 감각(aesthetic sensibility), 물질성의 정도와 종류

253) Robert Irwin, Being and Circumstance: Notes Toward a Conditional Art, The Lapis 
Press, 1985, 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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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시작하므로 의존적 관계를 갖는다. 대지결정적인 것으로 이행하

며 재현적 오브제에서 미니멀 오브제로 성향이 전환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윈의 논의는 오브제와 대지와의 관계의 측면에서 기준점을 마련

한다.

어윈은 대지특정적 오브제를 대지의 ‘반응’이라고 묘사했다. 비록 조

각에 한정하여 이를 분류하였으나, 마지막 단계인 대지특정적인 성격에 

이르러서는 대지에 반응하는 것이란 “조각 이외의 건축일 수도 있으며, 

한 그루의 나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라며, 이 

성격을 장르를 초월하여 설명한다. 대지지배적인 오브제는 그 자체로 의

미를 내재하므로 다른 것에 기댈 필요가 없었다면, 대지결정적인 것으로 

이행할수록 오브제는 대지의 맥락에 반응으로서 존재한다. 

페로는 “일반적인 건축은 ‘내가 여기 있소’, ‘나는 건축이오’, ‘나를 좀 

보시오’라고 어필하기 위해 형태에 관한 많은 추구가 있게 되고, 내러티

브하고 장식적이 된다면 그것은 고정된 디자인이 되고 말며, 그런 건축

은 현존하지만 거기에 꼭 세워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

다.254) 스스로 건축이라고 말하는 자기충족적 성향의 건축은 특정한 상

태를 추구하므로 고정된 디자인이 되고 말지만, 대지의 반응으로서의 건

축은 거기에 세워져야 하는 대지결정적인 이유를 갖게 된다. 

나아가 어윈이 대지결정적인 것으로 분류한 오브제는 사물로서 구체

성을 갖는다. 그는 대지의 반응으로서의 오브제를 제안하며, “물질성의 

정도와 종류, 제스쳐, 길이, 재료, 마감의 정도와 종류, 디테일 등”의 구

determined)

(levels and kinds of physicality), 제스쳐(gesture), 길이(dimensions), 재료
(materials), 마감의 정도와 종류 (levels and kinds of finish), 디테일(detail) 등이 
있다. 어윈은 더불어 이러한 반응이 기념비적일 수도 있고, 이와 반대로 형상이 없이 
사라지는 것(ephemeral)일 수도 있으며, 조각 이외에 건축일 수도 있으며, 한 그루의 
나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 

254) 원문의 “내러티브하고 장식적으로 되어 차라리 디자인이 되어버립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끝이 있는 디자인을 언급한 것으로 과정을 중시한 페로의 입장에서는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를 “내러티브하고 장식적으로 된다면 그것은 고정된 디자인이 되
고 맙니다”라고 새롭게 번역하였다. “General architecture are largely associated with the 
pursuit for forms in order to appeal to people as if saying "I am here", "I am an 
architecture", "Look at me". As they become rather narrative and decorative, they 
almost end up being a design work. There are such architectures in presence, but it 
does not mean they have to established there" (Interview with Dominique Perrault: 땅
을 재단하는 건축가, op.cit.,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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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이 대지와의 관계를 통해 정의된다고 언급했다.255) 이는 앞서 살펴

본 프리드의 논지에서 사물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물의 상태이다. 형

태 · 재료 · 배열의 구체성을 통해 환영을 불러일으키는 오브제를 사물

로 정의할 때, 대지결정적인 오브제는 곧 사물로 분류된다.

정리하면, 언급된 작가들의 미니멀 오브제의 특징은 대지맥락과 긴밀

한 관계를 갖는 대지결정적인 특징을 갖는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연

구의 배경에서 논의한 할 포스터의 미니멀 아트의 재평가와 상통한다. 

포스터는 미니멀 아트를 장소상실의 영역(siteless realm)을 거부하며, 

물체들 사이에 놓여 장소(맥락)에 의해 재규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그 자체가 스스로를 정의하는 자기충족적 오브제가 아닌, 맥락에 의해 

그 존재가 재규정되는 의존적인 성격으로 논한 것이다. 

포스터는 미니멀 아트를 이렇게 재규정하면서도 맥락이 소거된 화이

트큐브 안에 놓인 작품을 대상으로 했기에, 위의 언급은 제대로 규명되

지 않았다. 그리고 앞서 2.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라와 저드는 ‘지금 

여기’를 장소적인 것으로 오인하며 사물성의 독주를 묵인하는 결과를 낳

았었다. 이로 보건데, 포스터의 1980년대의 재평가는 미니멀 오브제의 

양면성을 논하면서도, 여전히 이 둘의 서로 다른 지각적 성격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게 되는 한계를 보인다. 미니멀 아트에서는 칼 안드레를 제

외하고 저드, 세라, 모리스의 오브제를 맥락에 의해 재규정된 성향으로 

볼 것인지는 논의의 여지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포스터의 논지는 오히려 칼 안드레의 미니멀 아트와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에 이르러 분명하게 규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의 오브제는 장소상실의 영역에서 벗어나 맥락에 의존적이며 궁극적으

로 장소를 추구한다. 이들의 작품은 맥락이 소거된 화이트큐브가 아닌 

실제 맥락의 변화를 수용하며, 이 변화와 함께 오브제 자체도 가변적인 

것으로 지각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로 보건데, 1980년대의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은 1960년대 저

드를 위시한 미니멀 아트에 의해 가리어졌던, 그러나 칼 안드레를 통해 

미약하게나마 시도되었던, 미니멀 오브제의 강조되지 않은 또 다른 지각

255) Robert Irwin, op.cit., 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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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6] 페로 · 헤르조그와 드 뫼롱 · 안드레 · 워커의 미니멀 사물의 특징

도미니크 
페로

하나의 선 혹은 단순한 면으로 지각되기 위해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한
다. 페로에게 미니멀이란 미니멀 아트의 전형적인 특징인 비어있는 형태가 
아닌 최소화된 형태이며, 이렇게 최소화함으로 얻고자 한 것은 육중한 건축
물이 사라져 '아무것도 아닌 것(nothing)'처럼 지각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는 
최소화를 위해 건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고, 재료와 배열의 문제 역시 축약의 효과를 위해 조
절되었다. 

헤르조그 · 
드 뫼롱

헤르조그와 드 뫼롱은 재료의 속성에 우선적으로 주의했다. 물질 자체로 
시간의 변화에 내맡겨져 변화하는 것을 건축의 실제로 보았다. 이러한 의미
에서 이들은 ‘폐기물(wast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폐기물은 자연의 변화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재료와 형태적 속성을 부여받게 된다. 형태와 
배열의 문제는 재료의 변화하는 속성에 의해 함께 규정된다. 재료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으나, 시간이 흐르며 폐기물이 썩고 부패할수록 물질의 모
습은 그것이 겪어 왔던 역사와 기억을 담아낸다. 평범한 재료가 의미를 갖
게 되는 것은 맥락과의 반응을 통해서이며, 이 관계를 통해 재료에 흔적이 
남게 된다. 같은 이유로 화석과 수석에 매료되었다. 

안드레 · 
워커

안드레가 대지맥락을 실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어떻
게 놓을 것인가의 배열의 문제이다. 그는 유사한 크기와 모양의 금속판들을 
배열의 문제를 달리함으로 다양한 지각적 결과를 얻으려 했다. 평범했던 곳
은 안드레의 단순한 철판이 놓임으로 특별해진다. 수평적 판의 배열은 신체
가 직접 걷거나 뛰는 등의 행위를 수용하므로 금속판과 주변 맥락과의 관계
를 주체에게 직접적으로 지각시킨다. 신체의 참여적 행위도 오브제가 관계하
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로써 안드레의 조각은 ‘장소로서’ 정의된다. 

워커 역시 어떻게 놓을 것인가라는 배열의 문제를 중시했다. 그는 대지

의 방면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의의를 갖게 된다. 프리드에 의해 

제안된 현전 개념과, 이로 인해 사물성이 사물을 대체했다는 논지가 지

금까지의 미니멀 아트를 설명하는 골자가 되었으나, 여기에 가리어졌던 

또 다른 한편의 미니멀 오브제의 지각의 방법론이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에 이르러 확연히 실험된 것이다. 반쪽만 강조되어왔던 미니멀 오브

제의 특징이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에 이르러서 그 나머지 반의 가

능성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확장된 현재성의 지각적 결과를 가져오는 미니멀 오브제의 사물로서

의 특징을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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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미니멀 아트에 관심했다. 수평적인 
성향의 조경을 넓은 대지에서 가시화하는 방법론으로 단일한 형태에 관심했
으며, 이 형태가 대지에 놓임으로 비로소 드러나는 것들에 관심했다. 원형으
로 바위를 배열하거나, 절제된 방식에서 오브제를 규칙적으로 배열함으로 자
연의 변화를 가시화하고자 했다. 수평적 오브제는 신체의 자율적 행위를 수
용하는데, 신체와의 관계 역시 중요시했다. 

페로의 전략은 최소화이다. 건축물이 단일한 선 혹은 면으로 지각되

기 위해 디테일을 최소화하고, 이에 걸맞은 단일한 재료를 사용했다. 이

를 통해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최소화된 요소들을 통해 대지맥

락과의 관계에서 나타남과 사라짐의 효과를 얻으며, 이로써 건축물의 의

미를 생산하려고 했다.  

헤르조그와 드 뫼롱은 재료의 속성을 중시했으며, 형태 역시 독자적

으로 추구하기보다 재료적 속성과 결부되어 결정된다. 재료적 속성이 어

떻게 지각되는지가 관건이며, 지각의 차이를 생산하는 맥락에 주의하도

록 유도한다. 마치 폐기물이 시간이 흐르며 깎기고 부패하는 흔적을 담

아내는 것처럼, 건축물 역시 맥락과 관계함으로 재료의 다층적 모습들이 

드러나도록 한다.

안드레와 워커의 오브제가 의미를 획득하는 방식은 배열에 있다. 배

열은 대지와 신체를 함축하는 관계 가운데 결정되므로, 배열은 관계성을 

가시화한다. 이들의 작품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나열된 오브제들이 

맺는 관계들을 지각함에 의해서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논한 작가들의 논의에서 미니멀 오브제가 관계하는 

대지맥락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공

통적으로 이들은 대지맥락을 변화하고 있는 속성들로 보았으며, 대표적

으로 자연은 이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자연의 변

화 뿐 아니라, 변화하는 인간의 삶의 맥락과 신체의 행위로 맥락의 정의

를 확대하고 있다. 그것이 자연이던 혹은 인간이 생산한 문화와 관계된 

것이던 간에 이들은 공통적으로 대지맥락을 고정된 것이 아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하였으며, 이에 반응하는 이들의 작품 역시 가변적인 

상태에 놓인 것으로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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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7] 페로 · 헤르조그와 드 뫼롱 · 안드레 · 워커의 대지맥락

페로

페로는 맥락을 ‘힘의 장(force-field)'라고 언급했다. 힘의 
장은 역사 · 사회적 용도 · 지형을 포함하며, 건축물은 
이러한 다양한 힘의 축들이 소화된 결과물이다. 또한, 
‘랜드스케이프(landscape)’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자연을 포함한 교차로 · 역 · 공장 등의 인공적인 도시
의 일상적 모습 모두를 포괄한다. 결과적으로, 자연 뿐 
아니라 인간의 삶과 관계하여 대지에 작용하는 모든 힘
의 요소들을 일컫는다.  

자연의 변화
역사 · 사회적 
용도 · 지형을 
포함한 힘의 장

헤르조그 · 
드 뫼롱

헤르조그와 드 뫼롱은 ‘맥락(context)'을 통해 건축이 실
제화 된다고 보았다. 이들이 일차적으로 고려한 맥락이
란 자연의 법칙이다. 맥락은 재료의 탄생부터 소멸까지
의 변화의 과정을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나아가 자연 
이외에 움직임과 같은 도시의 맥락에도 관심했다. 

(자연의) 법칙

안드레 
안드레에게 맥락이란 구체적인 지형을 갖는 물리적인 지
형일 뿐 아니라, 인간과 관계된 사회적인 행위를 포함한
다. ‘장소로서’ 그의 조각은 맥락에 반응하는 것일 뿐 아
니라, 그 곳에 놓이므로 맥락의 일부가 되기를 시도한다.  

물리적 지형
신체의 (사회적 
행위

워커
워커는 ‘환경(environment)’이라는 용어로 맥락의 개념
을 포괄한다. 그가 언급한 환경이란 자연의 과정으로 주
야, 계절 등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리듬이며, 
태어나 자라나고 사라져 버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순환이
다. ‘시간의 요소’와 ‘예측 불가능의 실제’라고 표현했다.

자연의 리듬 
예측 불가능한 
과정으로의 자연

결론적으로 오브제와 대지맥락의 유기적인 관계를 지각한다는 사실 

자체는 신체의 지각이 오브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브제를 통해 

대지맥락으로 확장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저드가 주장한 객관적인 지각

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며, 이를 확장된 현재성으로 정의했었다. 

신체는 대지맥락으로 확장되는 환영, 즉 확장된 현재성을 투사하게 되는 

것이다. 의미 없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오브제가 관계를 통해 구체성을 

띠는 사물이 되며, 관계를 통해 비로소 의미 있는 것으로 전환되는 이러

한 전이의 과정이 곧 의미생산의 과정이며 장소형성의 과정이다. 장소형

성은 칼 안드레와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에 이르러서 현전에 의해 

가리어졌던 미니멀 오브제의 나머지 반쪽의 가능성을 실험하며 궁극적

으로 지향했던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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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관계를 추구하는 미술 · 건축 · 조경과 미니멀 
사물과의 교집합

4.1에서 논의된 작가들은 미니멀 아트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그것의 건축과 조경에서의 잠재력을 논한 경우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서 논의된 내용은 비단 ‘미니멀’이라는 용어가 붙은 작품이나 

특정 작가에게서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단순한 형태, 재료의 중시, 배열

의 문제는 비단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만의 문제가 아닌, 그 근원을 

고대까지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건축과 조경 오브제의 근본적인 속성과 

닿아있다. 

나아가, 현대의 건축과 조경에서 비물질화의 경향, 투명성의 추구, 외

피의 인터페이스적 성향으로의 발전, 촉각적 감각의 중시, 오브제가 형

성하는 분위기의 중시, 신체 참여에 의한 의미 생성 등의 주제의 부각은 

4.1에서 논의된 내용들과 상당 부분 교집합을 형성한다. 나열된 내용들

과 논의된 미니멀 오브제의 공통점은 오브제의 관계적인 성향에 주목하

여, 이 관계에 의해 빚어진 결과들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

대의 건축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근대적 개념에서 벗어나, 외피는 

환경과 신체를 매개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고정된 오브제의 개념에서 

벗어나, 오브제 자체에서 오브제가 관계하는 맥락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

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니멀 아트를 전면적으로 추구하지 않았을지라도, 관계를 추

구하는 오브제의 성향은 미술 · 건축 · 조경의 전반에 걸쳐 논의될 수 

있다. 이렇게 미니멀 오브제의 성향을 미니멀을 표방한 작가 이외에 일

반적인 범주에 투사하여 보는 이유는, 이들의 작품에서 미니멀 오브제의 

성향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비록 구체적으로 미니멀이라는 범주에 한정

되어 개념화되지는 않았으나, 미니멀 오브제의 특정한 성향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이러한 교차점을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4.2에서 범위를 넓혀 살펴

보게 될 미니멀 오브제의 특징을 통해 4.1에서 살펴본 미니멀이라는 범

주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즘(-ism)을 넘어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전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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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자 한다. 

4.2.1. 기존 맥락에 최소화된 요소의 개입을 통한 지각의 확장
앞서 도미니크 페로는 최소화의 전략으로 건축이 맥락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것이 되기를 유도했다. 절제된 단순함은 지각을 집중시키는 효

과를 갖는다. 명쾌한 형태로 말미암아 지각을 환기한다. 

또 한편으로 형태적으로 최소화되어 단순한 선과 면으로 지각된다는 

것은, 형태 자체를 통한 은유와 상징의 기능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즉, 

형태의 구성을 통해 내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며 단순화된 순수한 

선과 면은 의미론적으로 중성적이다. 이러한 특징은 1960년대의 미니멀 

아트의 특징이기도 하다. 2.1.4.(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모리스는 형태

가 전달하는 의미가 없다는 측면에서 ‘비어있는 형태’라고 칭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미니크 페로의 비어있는 형태는 그

것이 특정한 맥락상에 위치함으로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모리스의 형태

는 비어있는 것으로 귀결되는 반면, 페로의 형태는 결국 맥락과의 관계

를 통해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페

로의 최소화된 형태는 다분히 의도성을 띤다. 맥락과 관계하기 위한 전

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페로의 <Usinor-Sacilor 

Conference Center>(1991)에서 순수한 지붕면은 명쾌한 기하학으로 

시선을 환기하지만, 동시에 주변을 비추어냄으로 주변 맥락과 조응한다.  

최소화된 선과 면은 그것 자체로는 어떤 의미도 갖지 않지만, 그것의 

중성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형태들과 쉽게 조응한다. 가로로 뻗은 

선은 대지의 수평선과 조응하며, 세로로 뻗은 선은 주변의 요소들의 높

이와 조응한다. 즉, 건축이 단순한 선과 면으로 지각됨으로 주변의 요소

와 쉽게 섞인다는 것인데, 페로는 이를 확대하여 맥락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으로써 건축을 축약된 선과 면이 되게 하고, 건축물이 사라지기를 

의도한다고 언급했다. 육중한 매스로 지각되어야할 건축물이 단순하게 

축약되기 위해 그는 다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테일을 고안했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에 살펴볼 작품들에서도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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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Alvaro Siza,  Leça Swimming Pools, 1966.

알바로 시자(Avaro Siza)의 <Leça Swimming Pools>(1966)의 수영

장은 주변의 맥락과 조화를 이룬다. 콘크리트 옹벽으로 만들어진 인공수

영장과 포르투갈 북부해안에 둘러싼 바위들은 조화되어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수영장은 기존의 대지를 훼손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곳

의 특성을 부각시킨다. 시자는 수영장의 끝이 바닷가와 이어지도록 고안

하였는데, 수영장 벽은 해안가에 놓여있던 바위와 섞여 있게 되는 디테

일은 취한다. 원거리에서 바라볼 때 옹벽과 바위가 섞인 모양새는 시자

의 구조물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만든다. 또한, 바닷가 쪽을 향하는 수

영장의 끝 부분은 경계가 없이 바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평평한 바

닥의 촉감을 느끼다가 거친 바위의 촉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수영장의 물이 해수이며 인공수영장에서도 파도소리를 가까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촉각뿐만 아니라 청각적으로도 연결성을 갖게 된

다. 시자는 해안가라는 주어진 전체 환경 속에 본인이 설계한 수영장이 

어떻게 조화로운 부분으로 남을 수 있는지를 고민한 듯이 보인다. 

기존의 해안가에 

인공적인 구조물을 

개입하는 방식에서 

고안된 것은 단순

한 선과 면의 사용

이다. 원거리에 관

찰되는 수영장의 

단순한 선은 비정

형의 바위의 곡선과 대조되는 듯하지만, 중성적 형태는 곧 주변의 해안

가와 함께 조화되며 구성을 이룬다. 또한 콘크리트의 순수한 면은 거친 

바위 표면과 대립하는 것 같지만, 결국 중성성으로 말미암아 기존 바위

의 재질을 더욱 드러낸다. 가시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존의 맥락과 조화될 

수 있는 이유는 장식적이지 않은 순수한 선과 면의 요소로 축약되었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하는 조지 하그리브스(Goerge Hargreaves)

의 조경 작품에서도 시자와 유사한 방법론이 발견된다. 그 지역에 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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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Geroge Hargreaves, 
Candlestick Point State Recreation 

Area, 1993.

한 재료의 사용을 통해 기존의 대지의 특성을 순응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동시에 날렵한 기하학적 형태로 시선을 집중시킨다. 샌프란시스코 해변

에 위치한 <Candlestick Point State Recreation Area>(1993)은 해안

가의 돌들을 이용해 분명한 경계면을 만들었다. 보통의 해안가의 경계가 

비정형인 것과 대조적으로 삼각형

의 기하학적 형태는 돌이라는 재료

의 성질을 숨기며 단일체로 지각되

도록 만든다. 하그리브스는 대지와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기보다, 이미 기존의 

맥락으로 존재하는 요소들을 최소

한의 방법으로 변형시켜 지각을 확

장시키기를 유도한 것이다. 기존의 

돌들을 날렵한 형태로 변형하므로 가시성을 취하면서, 동시에 새로이 개

입된 중성적 선은 기존 대지의 수평선과 조화를 이룬다. 물론 기존 대지

와 유사한 재료의 사용은 조화로움을 더하는 이유일 것이다.  

메이어(Elizabeth K. Meyer)는 하그리브스의 작품에 대해 자연의 변

화의 과정을 설계과정에 반영하였으며, 장소에 흡수되는 예술 형식을 제

안했다고 언급했다.256) 이는 하그리브스의 전략이 그 곳에 존재하는 자

연의 변화하는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 과정이 더욱 부각

되도록 최소한의 힘을 가하고 있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기존의 맥락에 최소한의 힘을 가함으로 맥락을 드러내는 전략은 미술

가 로버트 어윈(Robert Irwin)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어윈

은 자신의 작품을 ‘대지결정적(site-determined)’이라고 정의했다. 기존

의 대지의 성격이 작품의 제스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어윈은 각각의 

작품이 취하는 맥락을 관찰한 후 최소한의 선과 면을 사용하여 기존의 

대지에 관한 지각을 새롭게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기존에 존재하

는 맥락에 관한 반응이다. 

256) Elizabeth K. Meyer, Theorizing Hargreaves' Work as a Post Modern Practice, 
Process: Architecture 128, 1996,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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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Robert Irwin, 1° 2° 3° 4°,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San Diego, 1997.

샌디에고 현대미술관에 설치된 어윈의 <1° 2° 3° 4°>(1997)은 색유

리의 3면을 사각의 모양으로 잘라낸 작품이다. 1° 2° 3° 4°이란 제목은 

4개의 차원을 암시하는데, ‘가로, 세로, 깊이 그리고 시간’이라는 의미이

다. 시간의 변화와 방의 깊이에 따른 음영의 효과에 따라 잘려진 부분이 

다르게 지각되며, 열린 부분

에 가까이 다가설 때 그 너

머로 펼쳐지는 실제 파도 

소리와 바람을 느끼게 된

다.257) 시카고 미술관의 작

품과 마찬가지로 어윈은 기

존의 맥락에 약간의 힘을 

가함으로써 익숙한 것을 낯

설게 만든다. 잘려진 사각형은 관람자의 지각을 새롭게 하여 기존의 대

지를 낯설게 드러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윈은 대지에 감추어져 있

던 현상학적 본질을 드러내려고 했으며, 형태적으로 최소화된 요소를 사

용하므로 그 맥락의 본질이 변형되지 않도록 유도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작품들을 놓고 보면, 주어진 맥락에 최소한의 요소로 

개입함으로 주변과 함께 구성(composition)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구성이란 형태를 인정함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1960년대 미

니멀 아트가 구성을 배격했었던 입장을 상기해보면, 확장된 현재성의 지

각을 취하는 미니멀 사물은 기존의 미니멀 아트와는 다른 입장에 서있

음을 추측할 수 있다.  개입된 선과 면은 보다 분명한 형태로서 작동하

며, 이 요소들의 경계면은 부각되어 지각된다. 이 경우 삼차원의 매스인 

건축물은 마치 이차원의 평면과 같이 지각되며, 주변의 요소들과 함께 

구성을 이루며 한 폭의 풍경화를 이루듯이 픽쳐레스크(picturesque)를 

만든다. 

스페인 건축가 알베르토 캄포 바에자(Alberto Campo Baeza)는 순수

한 면의 개입으로 기존의 주변의 요소들과 함께 구성된다. 스페인의 

Cádiz에 위치한 <Guerrero House>(2005)는 단순한 입방체의 건축물이

257) http://www.sandiegouniontribune.com/news/2011/jul/1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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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Campo Baeza, 
Guerrero House, 2005.

다. 특정한 지점에서 건축물은 

입체가 아닌 마치 종이와 같

이 이차원의 평면으로 지각된

다. 빛에 관심이 있는 바에자

는 흰색을 즐겨 사용하는데, 

이렇게 순수한 흰색의 면은 

일차적으로 시선을 집중시킨

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

고 <Guerrero House>의 순

수한 면은 주변을 잡아 끌어

당기는 효과를 유발한다. 순수한 흰 색의 면이 이곳에 위치함으로써 이

곳이 특정해지도록 만든다. 8m의 건물의 높이는 우측 전면부의 나무의 

높이와 유사하고 좌측의 나무보다는 높다. 입면의 하단부는 전체 풍경의 

수평선과 유사하게 일치하여, 땅과 하늘의 경계 사이에 위치한다. 흰색 

면은 주변과 함께 구성을 이루어, 마치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것과 같

은 픽쳐레스크(picturesque)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차원의 순수한 면으로 축소되어 주변과 함께 구성을 이루는 

전략은 <Turégano House Addition>(2012)에서도 발견된다. 스페인 

Pozuelo-Madrid에 위치한 이 프로젝트는 1987년에 완공된 <Turégano 

House>의 증축물이다. 10x10x10m의 흰 색의 기존의 건물인 ‘cubic 

white cabin’와 유사한 형식으로, 새로운 증축물은 10x5x3m의 크기와 

흰 색으로 표면을 갖는다. 특이한 점은 특정 지점에서 증축물이 이차원

의 사각평면으로 지각된다는 것이다. 부속 디테일 없이 매끈한 면은 호

기심을 유발하며 이러한 상태가 관찰되는 특정 지점으로 신체를 이동시

킨다. <Guerrero House>의 가로선은 수평선과 함께 구성을 이루며 대

지와 하늘의 깊이를 지각시킨다. 세로선은 우측의 나무와 함께 구성을 

이룬다. 

<Guerrero House>와 유사하게 <Turégano House Addition>에서도 

순수한 면은 주변의 맥락들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갖는다. 증축물의 최소

화된 면은 기존의 건축물의 면과 관계하며, 전면에 놓인 네모진 수영장

의 사각의 면과 관계한다. 후면으로는 수목과 함께 구성을 이룬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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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Campo Baeza, 
Turégano House Addition, 2012.

면의 개입은 전면으로는 수영장, 후면

으로는 수목을 매개하며 한 폭의 풍경

화가 같이 픽쳐레스크를 제공한다. 이

러한 효과는 사각의 면이 순수한 형태

로서 작용하여 주변과 함께 구성되기 

때문이다. 풍경화에서 하나의 오브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

도법 상에서 주변의 오브제들과 함께 

관계를 그려나가는 것과 유사하다. 어

떠한 오브제가 특정한 곳에 위치하는 

것은 전면과 측면, 그리고 후면의 요소

들과 연결되게 만들며, 이렇게 관계 가운데 설정된 구도는 전체를 완성

된 결과물로 이끌어낸다. 마치 회화와 같이 바에자의 건축에서 구도법을 

논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건축물이 이차원의 순수한 면과 선의 형태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위의 두 사례에서 살펴본 바에자의 기하학적 요소들은 분명한 형태로

서 작동한다. 만일 이차원의 평면이 아닌 복잡한 형태와 다채로운 색의 

입체적인 오브제였다면 주변의 맥락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즉, 순수한 선과 면의 형태적 특징, 더불어 흰 색의 페인트라는 

중성적 재료의 특징은 주변의 맥락과 관계할 수 있는 전략을 갖는다. 최

소화된 면은 원거리에서 쉽게 평면화되며, 그것이 거기 놓임으로 주변을 

함께 지각시키는 효과를 생산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각적 결과와는 또 다른 방편에서 최소화된 요소의 

개입을 논할 수 있다. 앞서 페로의 <Installation Kolonihaven>(1996)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소화를 추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투명한 재료의 

디테일을 최소화하여 순수한 면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었다. 바

에자의 순수한 면은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는 대부분 전체를 볼 수 있는 

원거리에서 작동하며 주변의 다른 요소들과 함께 구성됨으로써 지각을 

외부로 확장시켰다. 반면 디테일을 최소화하는 것은 유사하나, 유리와 

같이 투명한 재료가 순수하게 드러나는 지각적 결과를 논할 수 있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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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Jean Nouvel, Cartier Foundation, 1994.

명성은 물질의 존재감을 지우고 주변으로 지각을 확장시킨다. 

장 누벨(Jean Nouvel)의 <Cartier Foundation>(1994)의 일층 입면

을 둘러싼 유리의 높이는 8m로 시원한 개방감을 준다. 건물의 투명성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건물은 사라져 보인다. 유리에 비친 나무들의 반

사 이미지와 투명 유리 너머로 보이는 이미지들은 거리감을 압축시키는 

지각의 교란을 가져온다. 이렇게 건축물이 사라짐으로 주목되는 되는 것

은 주변의 맥락들이다. 좁은 부지에 계단식의 좌석을 만들며 공연이 벌

어지는 것이 관찰되며, 내부 전시장에 놓인 작품이 외부에서 관찰된다. 

건물 전면의 반사유리 역시 건물의 무게감을 가벼운 이미지로 치환시킨

다. 반사표면 자체가 지각되는 것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닌, 그것이 반

사시키는 이미지에 시선을 두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외부로 시선을 확장시키는 전략은 건물이 위치한 대지의 여건

에 근거한다. 건물이 위치한 프랑스 파리는 엄격한 도시 계획 규제가 적

용되어 건물의 규모, 재료, 입면선까지 맞춰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더구

나 전면에는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인 샤토브리아잉 심은 삼나무가 위치

해있고, 후면에는 울창한 공원이 위치해있다. 건축가는 전면의 삼나무를 

보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으며, 후면의 공원의 나무들과의 삼나무

와의 연계를 자신의 건물이 매개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을 것이

다. 이러한 상황가운데 투과성이 뛰어난 유리를 일층 입면에 사용하여 

매스감을 지워 건물의 전면과 후면을 연결시키고, 전면부에는 반사성이 

강한 유리를 사용하여 주변의 모습이 입면에 맺히도록 유도했다. 이로써 

원거리에서 <Cartier Foundation>는 마치 평면처럼 읽히게 되며 주변의 

모습이 건물에 연장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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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SANAA, Serpentine Gallery 

Pavilion, 2009.

투명하거나 반사되는 재료를 통해 최소화를 추구함으로 주변 맥락으

로 지각을 확장시키는 전략은 장 누벨 이외에도 현대 건축에서 빈번히 

발견된다. SANAA는 흰 벽과 얇은 기둥, 유리와 같은 반사재를 이용하

여 건축의 경계에 대하여 재고하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경계란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역할로,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구분하는 역할을 해왔다. SANAA의 투명한 경계는 내부와 외부를 구분 

짓는 표면이 아닌,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는 생성의 표면이다. 특히 

SANAA의 유리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투명한 건축을 구현하기 위한 것

이 아닌, 신체와 공간의 관계를 고려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258) 경계의 

해체는 곧 건축을 구성하는 위계의 해체로 이어지며, 신체의 지각을 일

반적인 상태에서 그것이 의도적으로 해체시킨 대상으로 이동시킨다. 

유리 표면 너머로 보이는 이미지와 반사된 이미지의 중첩은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한다. 경계를 이루는 표면이 여러 켜로 이루어진 경우, 신

체는 파편적인 이미지로 인해 건물의 구조를 포함한 공간에 대한 정념

적 이해를 벗어나게 된다. 원거리에서 

<Serpentine Gallery Pavilion>(2009)은 

분명한 윤곽을 갖지만, 내부에 들어서면 

지붕의 반사표면으로 인해 건물과 대지

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게 된다.259) 

신체는 반사표면에 투영된 맥락 내부에 

위치한 자신을 타자로 관찰하게 되는 경

험을 하게 된다. 반사표면은 명확한 경계

를 가진 물질성을 해체시키며, 지각의 새

로움을 생성하는 장으로 기능하게 된다. 

건축가는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 가중의 두께를 최소화했다. 이로 인해 

구조물 내부에서 기둥은 단순한 선으로

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며, 실제와 반사

258) Kazuyo Sejima + Ryue Nishizawa, El Croquis 77(1)+99_121/122, El Croquis S.L, 
Spain, 2007, p. 33.(민영철 · 김진모, SANAA의 건축에 나타난 잠재성 공간구축에 관한 연
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제 36호, p. 19에서 재인용.)

259) 박우열, 들뢰즈의 운동 - 이미지 개념으로 본 SANAA 건축의 창조적 이미지, 대한건축
학회 논문집, 제30권 제4호, 2014년 4월,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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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SANAA, Toledo Museum of 
Art Glass Pavilion, 2006. 

된 허상이 연결된 것처럼 지각된다.  

경계면의 최소화를 통한 지각의 교란은 <Toledo Museum of Art 

Glass Pavilion>(2006)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드러난다. 이 경우 역시 

건물 내부에 이중의 반사 유리 벽체를 사용하여, 건물 내외부의 경계뿐

만 아니라, 프로그램 간의 경계 역시 모호하게 만든다. 곡면 유리의 여

러 켜의 겹침의 효과는 공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할 수 없게 만들 뿐 

아니라, 표면에 비추인 신체의 이미지를 왜곡시켜 불확정성을 제공한다. 

장 누벨과 SANAA의 공통점은 기존의 표면의 경계가 만들어온 위계

를 교란시킨다는 것에 있다. 일반적으로 불투명하게 지각되었던 벽이나 

천장의 디테일을 최소화하여 존재감을 없애거나, 주변의 상이 맺히게 하

여 건축물이 맥락의 일부로 존재하면서도 맥락을 새롭게 지각시키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지각적 결과가 가능한 것은 개입된 선과 면이 최소한

도로 지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미니멀한 외관을 통해 공간의 위계를 해체시키는 아니

쉬 카푸어(Anish Kapoor)의 작업도 마찬가지이다. 인도계 영국조각가인 

카푸어는 개념주의자들의 비물질적 사고와 “오브제는 그 자신의 실제를 

갖는다”는 미니멀리스트들의 물질에 입각한 자세 모두를 받아들였다. 카

푸어의 작업은 완결된 오브제처럼 보이지만, 미니멀 아트와는 다르게 정

신적인 것과 연관된 원초적 형태가 있다고 보고 이를 표상하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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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Anish Kapoor, Cloud Gate, Chicago, 2004.

다.260) 카푸어는 초기 안료작업인 <천 개의 이름들(1000 

names)>(1979-1980)을 시작으로 물질과 비물질의 형이상학적 양극성

을 탐험했다. 현존과 부재, 존재와 무,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 객관

과 주관, 장소와 비장소 등의 양가적인 세계를 통한 공존을 구축하고자 

하였다.261)

카푸어의 작업은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에 설치된 <구름 문(Cloud 

Gate)>(2004)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이 작품은 20.1m x 12.8m 

x 10m의 거대한 구조물로 가로로 볼록한 원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구조물 아래 부분은 관람자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스테인

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이 구조물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도시의 풍경을 반

사하고 있으며, 작품의 아래쪽의 오목한 공간은 관람자들의 움직임을 비

추어 낸다. 볼록하고 오목한 형태는 형태를 기이하게 뒤틀거나 변형시키

는데, 이를 통해 반사되는 신체를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도록 유도한

다.262)

신혜경은 카푸어의 작업을 분석하며 “거울 그 자체는 사물을 하나의 

광경으로 바꿔놓으며, 나 자신을 타인으로, 타인을 나 자신으로 바꿔 놓

는 우주적 마술의 도구”라는 메를로퐁티의 언급을 인용하였다.263) 이는 

보는 행위와 보여지는 것의 변형에 관한 언급으로, 관찰자의 보는 행위

260) Rainer Crone & Alexandra Von Stosch, Sublime shifts from color to darkness in 
Anish Kapoor, Prestel, 2008, p. 24 (신혜경, 아니쉬 카푸어 양립 불가능한 세계와 환영의 
공간, 미술사학연구회 제41권, 2013년 12월, p. 251에서 재인용.)

261) 신혜경, op.cit., p. 249-250.
262) 손희락, 애니쉬 카푸어와 볼프강 라이프의 작품에 나타난 철학적 의미, 기초조형학연구 

제13권 제2호, 2012년, p. 263.
263) 신혜경, op.cit., p.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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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신적 지각이 동시에 발생함을 의미한다. <구름 문>은 작품이 위치

하는 맥락 안에서 실행되는 작업으로, 신체는 작품을 바라보며 동시에 

관람자 자신조차도 환경의 왜곡된 한 부분으로 인지하게 된다.264) 변화

하는 맥락과 관찰자 간의 상호 작용을 유도하는 것이며, 물질이 이러한 

상호 작용을 일으키는 매개체가 되기 위해서는 의미론적으로 비어있는 

최소화된 외관이 선호될 수밖에 없다. 

원거리에서는 <구름 문>은 명확한 물질성을 가진 오브제와 신체로 이

분화되어 분명히 구분된다. 그러나 관찰자가 가까이에서 표면을 바라볼 

때 일그러지며 변화하는 맥락의 일부로 작용하는 본인을 발견하게 되며, 

구분되었던 사물과 신체의 경계는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위계의 공간을 

해체시키며, 끊임없이 흐르고 움직이며 살아있는 역동적인 세계를 전시

한다.265) 신체는 일그러진 반사 이미지를 통해 실제와 환영의 경계를 경

험하게 되며, 지각은 오브제의 표면에 머물면서 동시에 오브제 외부로 

확장하게 된다. 

4.2.2. 재료를 변화시키는 맥락으로의 지각의 확장
4.1.2에서 살펴보았듯이 헤르조그와 드 뫼롱은 건축물이 맥락과의 관

계 속에서 서서히 절하되는 과정 혹은 다르게 지각되는 과정을 통해 건

축이 만들어 나가는 것에 관심했다. 이들은 건축의 실제화란 건축물이 

맥락 가운데 위치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여기서 맥락이란 물질의 

변형을 가져와 지각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이들은 일차적

으로 재료의 성질의 변화에 관심했다. 형태와 배열 역시 이러한 성질의 

변화에 귀속되어 표현된다. 마치 화석과 같이 건축물은 맥락과의 반응 

속에 정의되며, 현재의 오브제의 지각은 과거의 시간에서부터 미래의 시

간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의 일부분으로 지각된다. 이러한 태도는 비단 

헤르조그와 드 뫼롱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동시대의 작가들에게도 유사

하게 발견된다. 

영국 작가 데이비드 내쉬(David Nash)의 <Wooden Boulder>(1978-

264) 신혜경, op.cit., p. 259. 
265) 손희락, op.cit., p.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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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David Nash, Wooden Boulder, 1978 - 현재.

그림 4-20. David Nash
Crack and Warp Column, 

1989.

현재)는 197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작품이다. 이때부터 엉성

하게 조각된 오크(oak) 나무 덩어리는 자연에 그대로 내버려졌다. 나무 

덩어리는 자연의 힘의 변화에 내맡겨져 사라지고 나타나기를 반복하고 

있으며, 나무에 새겨진 흔적들은 그간의 과정을 드러낸다. 최근의 소식

으로는 2013년에는 Dwyryd 지방의 북부에서 발견되었다가, 2015년의 

영국의 큰 강우량으로 사라진 뒤 작가는 그 조각을 계속 찾고 있다고 

전해진다. 나무 덩어리는 이것이 작품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곳에서 저 곳에서 운반되기도 하며, 건조함에 갈라지기도 하고 물에 

떠내려가 젖기도 할 것이다. 내쉬가 드러내고자 한 것은 거친 나무 덩어

리가 관계했던 맥락들이며, 이 맥락들이 어떻게 변형을 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신체는 나무 덩어리와 마주하며 그것이 겪었던 맥락을 상

상함으로 지각을 확장하게 되며, 이로써 형성

되는 장소란 나무 덩어리가 관계한 맥락들을 

지각함으로 형성된다. 

내쉬의 <Crack and Warp Column> 시리즈 

역시 재료의 변형을 통해 그것에 가해진 맥락

을 드러낸다. 건조되지 않은 나무를 여러 층으

로 쌓아올린 후, 서서히 건조되는 과정에 따라 

나무의 재질과 형태, 배열이 변형되는 것 자체

를 작품의 주제로 삼았다. 쪼개지고 휘어진 나

무 조각들은 재료에 가해진 자연의 힘을 가시

화한다. 이 작품을 만든 주체는 비단 내쉬만이 

아닌 변형을 가한 자연의 힘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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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Michael van Valkenburgh, Ice Walls, 1988. 

그림 4-22. 
Steven Holl, 

St. Ignatius Chapel, 
Seattle, 1991

조경가 마이클 밴 밸켄버그(Michael van Valkenburgh)의 <Radcliffe 

Ice Walls>(1988)의 작업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얼음벽을 만들고 그 과정을 그대로 노출시켜 온도의 변화에 따른 벽의 

변화를 지각시키고자 했다. 얼음벽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온도변화

라는 맥락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김한배는 밸켄버그가 이 작품을 통해 

재료, 시간, 이벤트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표현했으며, 특히 변

하는 얼음이라는 재료와 고정된 골조를 동시에 이용하여 가변성을 드러

냈다고 언급했다.266) 단단한 얼음일 때 얼음은 빛과 반응하여 벽 사이

로 지나는 신체의 모습을 어렴풋이 비춘다. 얼음이 녹으며 액체로 변화

하는 과정을 거쳐 벽의 골조가 완전히 드러나는 

과정을 거친다. 신체가 경험하게 되는 장소란 기

온의 변화에 따른 시간의 진행과 함께 지속적으

로 형성되는 것이다. 

재료의 변화와 관계된 또 다른 방법론으로 미

니멀 오브제의 재료적 속성이 맥락과 반응함으로 

형성되는 공간의 분위기에 주의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지각의 확장을 유도한다. 재

료 자체에 자극을 주는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뿐만 아니라, 재료와 맥락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의 분위기를 지각함으로 신체를 주관적 환영

의 상태로 이끄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내쉬나 밸

266) 김한배, 포스트모던 조경설계의 다원적 전개 양상, 한국조경학회지 제32권 6호, 2003년,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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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Campo Baeza, 
Gaspar House, 

Vejer, Cádiz, 1992.

켄버그의 작품과 같이 직접적인 재료

의 변형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빛과

의 반응을 통해 일반적인 재료성을 벗

어나 분위기를 형성한다. 

캄포 바에자의 흰색의 입방체 건물

은 외부에서는 순수한 면으로 지각되

나, 건물 내부에 이르러 단순한 흰 벽 

이상의 비물질의 상태로 지각된다. 이

렇게 다르게 지각시키는 것은 흰 벽이 

빛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Gaspar House>(1992)의 단일한 흰 색의 내부는 바닥과 벽의 매스감

을 드러낸다. 군더더기 없는 중정의 절제된 표면은 빛의 명암이 드리워

짐을 통해  육중한 흰 벽은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가볍게 지각

된다.  

이준재 · 박찬일은 바에자가 건축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으

로 빛과 중력에 관심했다고 언급했다. 바에자는 빛과 중력을 다루기 위

해 정확함(precision)을 추구했다. 그는 “중력과 빛은 나의 건축의 영원

한 테마이며 기본적인 도구이다. 중력은 공간을 만들고 빛은 시간을 만

든다”, “물과 물은 담는 그릇의 관계처럼 중력은 주조(casting)이며 ‘빛’

은 거기에 담기는 살아 있는 물질이다”라고 말했다. 즉, 빛을 통해 생동

감 있고 긴장감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여겼으며, 이를 위해 신체

의 중력 감각을 조정하고자 했다.267) 바에자는 “빛은 수량화할 수 있으

며 물리적이고 무형적이지만 명백한 건축의 재료인 동시에 이는 구체화

하고 실체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재료를 

다루듯이 정확한 길이와 비율, 그리고 수치로 표현되며 마치 악기를 다

루듯이 정확히 조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268) 

바에자가 이렇게 빛을 정확히 다룸으로 인해 그의 건축물의 내부는 

단순히 흰 색의 페인트가 칠해진 벽과 바닥이 아닌, 밝음과 어두움이 다

267) 김현준, 캄포 바에자에 관한 세가지 오해(Misunderstanding about Alberto Campo 
Baeza), Space 공간, 2003년 11월 p. 154. (이준재 · 박찬일, 알베르토 캄포 바에자의 건축
에서 나타나는 ‘빛가 중력’의 개념과 공간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
대회논문집, 제13권 3호, 2011년 10월, p. 139에서 재인용.)

268) 이준재 · 박찬일, op.cit.,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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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롭게 연속되는 빛으로 차있는 공간으로 부각된다. 주야의 변화에 따라 

빛의 조도가 바뀜에 따라 건물 내부의 지각 역시 시시각각 변화하게 된

다. 즉, 신체가 지각하는 것은 물리적인 건축물 자체라기보다, 건축물이 

빛과 반응하므로 생산되는 공간의 분위기이라고 볼 수 있다. 

재료를 통해 공간의 분위기의 생산하는 유사한 방식을 꾀하는 건축가

로 피터 줌터를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분위기에 관해 

언급했다. 줌터는 1844년에 J. M. W Turner가 John Ruskin에게 보낸 

구절을 인용하며 “나의 건축양식은 분위기다(Atmosphere is my 

style)”269)라며 공간의 분위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분위기의 구축은 

그의 설계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분위기에 근거해 재료를 선정하고 형태

를 다루었다. 저서 <Atmosphere>(2006)에서는 분위기를 구축하는 9가

지 방법을 다루는데, 물질을 구축하는 방법과 물질에 일어나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항목들이다.270)

줌터는 과거 일상 속에 놓인 여러 가지 오브제를 지각하는 순간부터 기

억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특정한 자극에 대해 자신의 감정과 분위기를 

연결 짓는다. 이러한 측면은 공간의 분위기가 주관적인 신체와 연결됨을 

보여준다. 그의 이모네 집 손잡이에 관한 묘사는 이러한 특징을 보여준다. 

“문의 손잡이를 보고 숟가락을 거꾸로 한 모양 같다고 생각한 경우가 그

러하다. 이모네 집 정원에 숟가락을 닮은 손잡이가 있었다. 그 손잡이는 

마치 분위기가 전혀 다르고 색다른 향기가 가득한 세계로 들어가는 특별

한 출입구의 상징과 같았다”고 언급했다.271)

 줌터는 문의 손잡이를 보고 자신의 주관적인 기억을 투사한다. 사물은 

단순히 그 자체로 존재하기보다, 줌터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와의 관계에서 손잡이는 의미 있는 오브제가 되었고, 그를 특별

한 세계로 인도한다. 손잡이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감각하는 신체

는 단순한 물리적인 신체가 아닌, 이모네 집 정원에 숟가락을 닮은 손잡이

269) Peter Zumthor, Atmosphere, Birkhäuser - Publishers for Architecture, 2006, front 
page. 

270) 9가지 방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분위기, 실체의 마법, 공간의 소리, 공간의 온도, 
주변의 사물, 안정과 유혹사이, 내부와 외부의 긴장, 친밀함의 수준, 사물을 비추는 빛이다.  

271) Peter Zumthor, 건축을 생각하다(Thinking Architecture), 장택수 역, 나무 생각, 2014,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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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Peter Zumthor, Therme Vals, 1996.

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지금의 손잡이를 보며 이 사실을 환기하는 특정

한 신체이다. 줌터는 “우리의 감정적인 감각을 통해 분위기를 지각한다”

고 언급했다.272) 공간의 분위기란 이를 경험하는 신체의 감정을 포괄하

며, 공간을 지각하는 신체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 비로소 구축되므로 환

영을 포괄한다. 

줌터는 특별히 건축물 내부의 재료성을 강조했다. 재료는 주로 빛과 

같은 외부 맥락과의 관계　 속에 통상적이지 않은 지각을 생산한다. 

<Therme Vals>(1996)의 경우에 가로로 적층된 돌은 틈 사이로 흘러나

오는 빛, 물과 함께 즉물적인 재료 자체가 아닌 공간의 분위기로 지각된

다. 

게다가 사용된 돌은 스위스의 산자락에 위치한다는 맥락 가운데 이해

된다. 줌터는 마치 산 속에 동굴을 만들 듯이 건물을 짓고 싶어 했다. 

“산, 돌, 물 - 돌 안의 건물, 돌과 함께하는 건물, 산 속으로, 산으로부

터의 건물, 산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 어떻게 이러한 단어들과 관계된 

함축과 감각을 건축적으로 표현

할 수 있을까?”라는 언급은 그가 

사용한 돌이라는 재료가 독자적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주변의 

맥락 가운데 정의되고 있음을 시

사한다.273) 적층된 돌은 외부에

서 진입하는 관광객에게 낯선 재

료라기보다, 주변의 환경을 은유

하는 것으로 친숙함을 전달한다. 

재료의 사용을 통해 전달되는 감

각이 이질적이지 않고, 경험의 

연장을 이루는 것이다. 

272) “We perceive atmosphere through our emotional sensibility." (Peter Zumthor, op.cit., 
p. 13.)

273) “Mountain, stone, water – building in the stone, building with the stone, into the 
mountain, building out of the mountain, being inside the mountain – how can the 
implications and the sensuality of the association of these words be interpreted, 
architecturally?” (http://www.archdaily.com/13358/the-therme-vals, 2017-01-04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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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이우환, 관계항, 도쿄, 
1968, 압연 철판 두 개와 돌. 

4.2.3. 관계를 형성하는 배열이 이끄는 지각의 확장
앞서 칼 안드레와 피터 워커를 살펴보며 오브제를 놓는 방식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논했다. 여기서 살펴볼 작가들 역시 오브제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를 주의한다. 배열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관계는 기

존에 형성된 맥락과 오브제, 오브제와 오브제, 그리고 오브제와 신체 사

이의 관계일 것이다. 

미술가 이우환은 <관계항(Relatum)>이라는 작품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계를 통해 그의 오브제를 정의하고자 하며, 장의 형성에 주의

하였다. 그는 즉물적인 재료 그리고 단순한 형태의 사용으로 미니멀 아

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논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오브제와 대지, 그리고 

신체와의 상호 얽히는 관계를 관심한다는 점에서 저드를 위시한 전형적

인 미니멀 아트의 반복적 배열과는 구별된다. 

1960년대에 이우환은 장소란 오브제와 오브제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

해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신체도 관계점의 하나로 상정하였다.  

나는 장소의 성립을 어떤 오브제와 또 다른 오브제 사이, 그리고 오브제들
과 장소 사이의 상호 개입을 통해 열리고 반응하는 공간이라는 견지에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믿는다. 장소는 고정된 위치가 아니다. 보는 사람과 개별 오브
제, 장소는 모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274) 

오브제는 고유한 형태와 재료 등

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각

자가 특별한 것으로 지각될 수 있

는 이유는,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 

오브제의 이질성이 정의되기 때문

이다. 오브제가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될 때, 이들 사이의 이질성으로 긴

장관계가 형성되며 장(場)이 형성되

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또 장

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

274) Lee Ufan, The Art of Encounter, London, 2004, p. 190. (Silke von 
Berswordt-Wallrabe, 이우환: 타자와의 만남, 이수영 역, 학고재, 2008, p. 8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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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소란 사건의 공간이고, 오브제들이 이러한 현상학적 확장으로 인

해서 무한성을 얻는 지대이다.’275) 오브제와 오브제의 만남은 우연적인 

사건을 일으키고 이러한 만남으로 인해 장소는 더욱 활성화 되는 것이

다. 여기에 신체가 참여함으로 그의 오브제는 서로의 관계를 비추는 타

자의 관계를 연출한다.  

이우환은 장소의 특징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장 이론을 사용

했다. 19세기 중반 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Michael Faraday)와 제임

스 맥스웰(James Clerk Maxwell)은 자기력선으로 채워진 공간 단위를 

설명하기 위해 전자기장이론을 발전시켰다. 이 이론은 진행되는 어떠한 

과정과 질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독립적인 물체들의 행태에 주목하기보

다, 오브제와 오브제 사이에 놓인 어떤 것, 즉 장의 행태가 결정적인 역

할을 한다고 본 이론이다. 이 이론을 좀 더 일반화하자면, 장이란 주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적인 요소들, 즉 그 자체로 더 거대한 

장의 일부인 요소들의 역동적인 체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276) 

이우환의 장소론은 물리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하면서 오브제와 오브

제 사이의 여백에 집중하였고, 상대적이며 우연적인 관계에 의해 오브제 

자체의 속성을 드러낸다. 즉 오브제는 관계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이

다. 그는 새로운 창조물을 내놓는 대신 자신의 작업을 통해 이미 존재하

는 것을 더욱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려 했다.277)

1968년의 <관계항>은 공사장의 돌바닥에 철판을 L자형으로 자르고 

두 철판 사이에 돌들을 배치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있도록 배치했다. 

두 조각의 철판은 원래는 한 판이었는데 잘려진 채로 놓여 한판이었던 

관계를 암시하며, 돌들이 철판 사이에 놓임으로 철판과 돌의 관계가 생

성된다. 돌들은 거기에 있던 것인지 작가가 가져온 것인지 구분하기 어

렵게 철판 주위에 흩어져 있다. 철판은 돌과는 이질적인 재료임에도 불

구하고 함께 배열되므로 대화를 시작하게 된다.278) 

작품의 끝은 어디인지 모르게 공사판 주변으로 돌아다니는 돌들까지 

그 관계를 확장시키며, 이 관계의 확장을 통해 신체의 지각 역시 확장된

275) Lee Ufan, op.cit., p. 124.
276) Silke von Berswordt-Wallrabe, op.cit., p. 89.
277) Silke von Berswordt-Wallrabe, op.cit., p. 71.
278) Silke von Berswordt-Wallrabe, op.cit.,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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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일 감상하는 주체가 여기에 새롭게 등장한다면, 신체 역시 또 하

나의 관계점이 되어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할 것이다. 신체는 돌을 여기

에서 저기로 옮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장소를 형성하는 관계는 변형된

다. 이우환의 장에 관한 개념이 의미 있는 것은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장소를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 가운데 던져놓고 있다

는 점이다. 

관계에 관한 주목은 자율성을 추구한 근대 이후 계속해서 추구되고 

있다. 오브제를 놓는 방식을 통해 과정으로서의 장소를 지향하는 작가로 

다니엘 뷔렝(Daniel Buren)을 또 한 명의 대표적인 작가로 논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는 ‘오브제 인 시튀(object in situ)’ 개념을 지향하였는데, 

이 용어는 본래의 위치라고 추정된 지점에서 발굴된 오브제를 의미한다. 

맥락은 오브제의 정확한 기능, 즉 의미를 밝혀 낼 수 있는 단서로서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용어의 또 다른 뜻은 맥락 자체가 과거의 문

화적 · 역사적 상황을 보여주는 전시작품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오브제

만을 얻어내고 주변 환경은 그저 배경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오브제 못

지않게 맥락 자체가 전시의 중요한 요소로 관계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뷔렝은 에세이 <경고(mise en garde)>(1968)에서 location을 논한

다. 그는 location을 관계로서 설명하는데, 맥락과 작품이 분명하고도 적

극적인 관계를 가질 때 사용될 수 있는 용어라고 정의했다.279) 그는 또

한 <Beware!>(1972)에서 location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작

품(work)은 그것이 보여지는 location과 관련된다...’,280) ‘...작품이 보여

지는 곳(내부든 외부든)이 (그 자체로서) 틀(frame), 경계(boundary)가 

된다...’281) 즉, 관계적 성격을 갖는 location을 작품 자체의 경계로 해석

한 것이다.282) 그는 또한 그의 작품이 하나의 제안(proposition)으로 존

재한다고 언급했다. ‘location은 제안 자체가 된다.’283)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location이란 대지의 맥락과 오브제의 관

279) 뷔렝의 ‘location’이라는 용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장소’로 해석될 수 있다. 
280) Daniel Buren, Beware! in Conceptual Art, E. P. Dutton, New York, 1972, p. 74.
281) Daniel Buren, op.cit., p. 75. 
282) 김미경, Daniel Buren의 ‘제안(proposition)' - Art/Object의 부정으로부터 장소

(location)로서의 제안에로, 현대미술사학회 1992년 8월, p. 133. 
283) Daniel Buren, op.cit.,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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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Daniel Buren, Les Deux Plateaux, 1986, Paris.

계에서 정의되는 것으로, 하나의 제안으로 존재하는 그의 작품과 

location은 동의어다. 신혜경은 뷔렝의 작업이 보는 것에 있지 않고, ‘보

게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284) 본다는 것은 미술감

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대상에 관한 것이라는 암시를 깔고 있

다. 그러나 뷔렝은 그의 제안을 통해 location을 보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즉, 작품은 독립적인 오브제가 아닌 맥락이 부각되게끔 

하는 것으로, 감상이란 오브제와 맥락의 관계를 지각하는 것이 된다. 그

는 또한 location이란 중성적(neutral)이지 않다며, 작품마다 각각 다른 

맥락을 갖는다고 보았다. 

‘뷔렝의 기둥(Les Colonnes de Buren)’이라고도 불리는 <Les Deux 

Plateaux>(1986) 역시 location의 개념으로 읽어야 한다. 260개의 기둥

의 배열은 기존의 Le Palais Royal의 회랑의 기둥 모듈에 대한 반응이

다. 뷔렝의 기둥은 맥락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그의 제안으로 

말미암아 회랑의 기둥은 특별한 것으로 지각된다. 또한 높낮이가 다른 

배열 방식은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유희를 제공하며, 신체의 우연적인 

참여를 예견하게 된다. 기존의 맥락과 신체의 참여를 매개하는 오브제로

서 관계를 통해 정의되는 location의 개념을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배열의 방식은 단순히 현재의 시점에서의 관계만을 상정

하지 않는다. 기존의 대지에 내재된 맥락과 관계하며 미래에 우연적으로 

284) 신혜경, 다니엘 뷔렝(Daniel Buren)의 탈역사주의와 공간의 재구조화 - ‘in situ' 작업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32집 2010년, p.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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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Michael van Valkenburgh, 
Woo Garden, 1995.

그림 4-28. Michael van Valkenburgh, Bailey Plaza, 2007. 

참여하게 되는 신체의 관계 또한 상정한다. 따라서 현재의 배열을 통해

서 지각되는 관계는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가운데 있는 

것이다. 오브제는 이 관계를 매개하고 가시화하는 역할을 통해 의미를 

얻게 된다. 

배열의 문제는 특히 조경에

서 대두된다. 배열을 통해 신

체와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

로 보여주는 사례들은 조경에

서 빈번히 찾아볼 수 있다. 넓

은 대지를 오브제를 통해 배열

하는 조경의 일반적인 방법론

을 상기할 때, 관계를 고려한 

배열의 문제는 생소한 것이 아

닐 것이다. 다만, 보다 우연적인 신체의 움직임을 부추기며 관계를 고정

되거나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 가변적인 것으로 만드는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발켄버그의 <Woo Garden>(1995)에 쓰인 재료는 블루스톤으

로 페이빙의 형식으로 제련되었다. 불규칙한 형태로 배열된 페이빙은 마

당의 땅의 고저의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종종 

작은 모임을 갖는 클라이언트의 성향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불규칙한 

배열은 신체의 유희적 움직임을 활성화시키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장

소를 예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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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James Corner, 
Highline Park, 2011.

발켄버그가 불규칙한 페이빙의 배열로 신체의 움직임을 예견하는 방

식은 코넬 대학(Cornell University)의 <Bailey Plaza>(2007)에서도 유

사하게 발견된다. <Woo Garden>이 작은 스케일이었다면, 이 프로젝트

에서 두 가지의 석재 페이빙의 방향성을 조절함으로 부지에 거대한 패

턴을 만들었다. 패턴은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동선을 반영한 것이다. 광

장의 가장자리에는 분수, 벤치, 베일리 홀과 연결되는 계단이 놓여 동적

인 흐름 가운데 정적인 요소가 함께 배치되도록 유도했다. 패턴은 기존

의 신체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지만, 페이빙의 패턴 자체로 의미

를 갖지는 않는다. 신체가 참여하며 이동할 때, 비로소 패턴은 더욱 활

성화되어 보이며 액티브한 장소를 형성한다. 단순한 오브제의 패턴은 기

존의 대지에 존재하는 맥락과 미래에 벌어질 신체의 활동을 매개한다. 

제임스 코너(James Corner)의 뉴욕의 <Highline Park>(2011)의 페

이빙은 단순히 블록 조각일 수도 있겠지만, 복잡한 관계들을 세심하게 

엮어 내고 있다. 

하이라인은 뉴욕시민에 갖는 과거 뉴욕에 관한 기억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를 현재에 지속시킨다는 개념으로 설계되었다. 코너가 특히 

주목한 것은 페이빙이다. 페이빙의 빈 틈은 기존에 버려진 기차길에 우

거졌던 잡초들이 계속 자라 경관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허락한다. 또한, 

페이빙의 틈 사이로 기존의 기차길을 배치시켜 과거의 기억을 손상시키

지 않으려고 했다. 페이빙의 틈은 과거의 유적물인 기찻길과 관계하고, 

계속해서 이곳을 변화시킬 잡초들과도 

관계하는 것이다. 또한, 페이빙은 바닥

에서 들어올려져 의자가 됨으로써 신체

의 개입을 수용한다. 궁극적으로 페이

빙이 만들어내는 길게 뻗은 하이라인은 

도시와의 접점에서 이벤트가 생성되도

록 계획되었다. 어찌보면 단순한 조각

일 뿐이지만 기존의 맥락들, 다른 페이

빙과의 결합, 신체의 개입이라는 다층

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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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고정된 것이 아닌, 시간상에서 지속되는 과정으로 존재한다. 

4.3. 소결 : 장소를 형성하는 미니멀 사물의 특징
4.1에서는 페로, 헤르조그와 드 뫼롱, 안드레와 워커를 중심으로 이들

이 주시한 미니멀 오브제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4.2에서는 4.1에서 추려

진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의 미술 · 건축 · 조경으로 범위를 넓혀 살펴보

았다. 여기서는 4.1과 4.2의 내용을 종합하여 미니멀 오브제가 맥락 그

리고 신체와 관계하는 방법론을 정리하고, 이로 인하여 확장되는 지각의 

내용을 구체화하겠다. 

4.3.1. 최소화된 요소
4.1에서 페로는 순수한 선과 면이 관계하는 지각의 확장에 관심했다. 

그는 최소화된 요소를 통해 맥락과 관계하고자 했다. 단순한 선과 면을 

얻기 위해 디테일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신체의 지각이 오브제 

자체에서 오브제가 관계하는 맥락으로 확장되도록 유도했다. 4.2에서는 

최소한의 요소를 추구한 작가들을 두 가지의 경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1) 최소화된 요소의 개입을 통한 주변과의 구성
첫 번째는, 기존의 맥락에 최소화된 요소를 개입하여 지각의 확장을 

유도하는 경우이다. 최소화된 요소는 명쾌한 기하학적 형태로 가시성을 

지니나, 곧 중성적 형태로 말미암아 주변의 요소들과 함께 구성

(composition)을 이루게 된다. 원거리에서 미니멀 오브제는 마치 풍경화

에서 각각의 요소들이 구도를 이루며 픽쳐레스크(picturesque)를 만들 

듯이 최소화된 선과 면은 주변의 요소들과 함께 배치된다. 

(2) 최소화된 요소의 개입을 통한 경계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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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된 요소를 지향한 또 하나의 경향으로는, 순수한 면과 단순한 

선이 이루는 경계의 매끄러움이 반사와 투과의 재료적 성질과 맞물려 

경계를 지우고 주변과 연속하는 경우이다. 실제와 허상의 구분을 모호하

게 하는 것이다. SANAA의 얇은 기둥의 사용, 장 누벨의 절개선이 최소

화된 유리의 순수한 면은 사용 등은 모두 교란된 이미지가 방해되지 않

도록 유도한다. 

공통적으로 최소화된 선과 면의 요소는 기존의 맥락에 가해지는 힘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신체의 지각이 단지 첨가되는 오브제에 거하기보

다, 선과 면으로 축약된 오브제가 관계하는 맥락으로 지각을 확장시킨

다. 이로써 ‘지금 여기’에서 관계하는 맥락으로 확장하는 확장된 현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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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각을 생산한다. 

4.3.2. 재료의 변화
(1) 재료를 변형시키는 맥락의 환기

헤르조그와 드 뫼롱은 썩고 분해되는 물질의 과정에 관심했다. 재료는 

현재의 시점에 완성된 것이 아닌, 변화시키는 맥락의 작용 속에서 실제

성을 획득하게 된다. 형태의 문제 역시 이 힘의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시각은 조각가 데이비드 내쉬의 나무 작업, 발켄버그의 얼음 벽

에서 반영된다. 재료의 변형이 드러내는 것은 변형된 물질만이 아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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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가한 힘 자체이다. 즉, 오브제는 힘을 가한 맥락을 환기시키는 매개

체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힘의 작용은 자연의 법칙과 같이 시간상 

지속적인 것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성격을 갖는다. 

(2) 재료의 반응으로 형성되는 공간의 분위기
재료의 성질이 직접적으로 변화하지 않을지라도, 빛과 같은 맥락의 

변화에 재료가 반응하며 다채롭게 지각되는 결과를 생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재료의 표면은 맥락에 반응하므로 공간의 분위기를 생산하며, 

이를 통해 신체의 지각은 오브제에서 오브제가 마주하는 분위기로 확장

된다. 이 분위기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며, 맥락의 변화와 함께 가변적

인 성격을 띤다. 

4.3.3. 배열의 관계
4.1과 4.2에서 살펴본 작가들의 작품들이 형성하는 관계는 다층적이

다. 단 하나의 맥락과 반응하기보다, 배열을 통해 복수적인 관계를 만드

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비중의 문제에서 무엇과 더 깊이 관여하는

지는 논할 수 있을 것이다. 크게 오브제의 개입을 통해 기존에 형성된 

맥락, 신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배열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관계를 통해 기존에 형성된 맥락의 가시화
앞서 살펴본 작품들 중 기존의 대지의 특징을 배열의 방식으로 가시

화하고자 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물론 오브제가 맺고 있는 관계

가 대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나, 관계의 방식에서 대지의 특정을 우선

적으로 고려한 경우이다. 칼 안드레는 주목되지 않는 구석이라는 대지의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각을 뿌려 놓았다. 이우환의 돌과 

철판 작업은 설치 장소가 공사장임을 감안할 때 작품의 경계는 불분명

하고 오브제의 이동이 가변적인 것을 감안할 때 관계 역시 가변적이다. 

제임스 코너의 하이라인의 페이빙은 기찻길과 우거진 수풀의 과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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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현재에 경험시키고자 했다. 페이빙의 오프닝은 이 두 요소를 수용

할 뿐 아니라, 수풀이 계속 자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 관계에는 미래에

도 이어진다. 

작품이 관계 맺는 방식을 일반화 할 수 없는데, 기존에 형성된 대지

의 특징에 반응함으로써 오브제의 형식이 다각화되기 때문이다. 뷔렝의 

기둥이 반응한 궁전 건축물이라는 고정된 성격일 수도 있으며, 관계하는 

대지의 맥락이 변화하는 자연이거나 유동적인 성격이라면 관계 역시 과

정가운데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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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의 참여를 통한 관계의 유동성
오브제의 배열은 신체의 행위를 예견한다. 기존에 벌어지던 신체의 

행위를 반영했을지라도, 그 배열이 작동한다는 것은 예견했던 신체의 활

동이 벌여졌을 때이다. 따라서 신체의 실제적인 참여는 배열된 오브제의 

의미를 확증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체의 활동을 예견한다 할지라도 그 성격을 정확

히 예측할 수 없다. 신체의 우연적인 활동은 오브제에 관한 지각을 고정

된 것이 아닌 우연적이며 지속적인 과정으로 전환시킨다. 따라서 개입된 

오브제는 그 자체의 배열을 지각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이 배열을 통해 

벌어질 미래의 행위를 예견함으로써 장소에 관한 감각을 진행적인 것으

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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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확장된 현재성을 통한                 
미니멀 사물의 장소형성

5.1. 신체의 이동에 따른 지각의 다층성과 차이의 생산 
4.3에서는 지각을 확장시키는 미니멀 사물의 방법론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이 형태 · 재료 · 배열을 중심으로 논의된 것임을 

상기할 때, 하나의 작품에서 복수로 경험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혹은 이 중 하나와 집중적으로 관계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다층적일 

수 있다. 

앞서 3.1.2에서는 크라우스가 아그네스 마틴의 회화를 분석한 내용을 

다루었다. 크라우스의 분석은 미니멀 사물의 장소형성의 방법론의 하나

의 예시가 된다. 벽에 걸려있는 마틴의 회화를 대상으로 하여 신체가 이

동하며 그것이 다르게 경험되는 것을 서술하였는데, 하나의 사물에서 지

각의 차이가 생성됨을 논하였다. 

물리적인 캔버스가 /cloud/라고 묘사되는 비물질적인 분위기

(atmosphere) 혹은 빛(light)으로 지각되는 것은 오직 작품을 물질적인 

대상으로 경험하는 것과 관련될 때만, 즉 다른 경험과의 차이를 통해서

만 느낄 수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285) 크라우스는 구조주의의 

패러다임에서 이 양자의 관계를 바라보았다. 공간의 분위기는 직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체계(system)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체계

는 대립의 이중항의 차이를 통해 성립되는데, 안개(mist)는 벽(wall)과 

대비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구름(cloud)은 캔버스의 직물 조직

(weave), 형태 없음(formless)은 형태(form)와 대립된다.286) 크라우스

는 이 대립이 이미지의 내용(the content of image)의 기의(signified)

에서 공간의 분위기인 기표(signifier)로 변환시키는 작업이라고 언급했

285) Hal Foster, Rosalind Krauss, Yve-Alain Bois 외, Art Since 1900, 배수희, 신정훈 외 
역, 세미콜론, 2004, p. 438. ‘차이’는 실제 본문에서 볼드체로 되어 있다. 

286) Krauss, Rosalind, Agnes Martin: The /Cloud/(1993) in Bachelor, MIT Press, 1999,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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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87) 

하나의 회화 작품이 벽과 같은 물질 자체로 경험되기도 했다가, 능동

적으로 환영을 생산할 수 있는 비물질적 속성의 공간의 분위기로 경험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비물질적인 속성이 능동적인 기표로 작동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를 지각하는 주체 자체는 작품을 두고 이동한다. 

즉, 작품이 관찰되는 거리에 따라 그것이 다르게 보이는 지각의 차이가 

생산된다는 것이며, 이 차이가 의미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르게 

지각되는 것을 크라우스는 직관의 문제가 아닌 체계라고 설명한다. 

바로 이러한 체계가 미니멀 사물이 갖는 장소형성의 방식의 특이점이

다. 관계하는 맥락에 따라 형태 · 재료 · 배열이 구체화되어 지각되는 

미니멀 사물은, 그 관계가 구체적으로 지각되는 특정한 신체의 지점을 

설정하며, 이를 밟아 나가는 과정을 통해 시퀀스를 구성하게 된다. 맥락

과의 관계에서 형태가 구체화되는 지점이 존재하고, 재료가 구체화되어 

지각되는 지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비단 크라우스에게만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4.1에서 

논한 도미니크 페로 역시 신체의 구체적인 이동 지점에 따라 지각의 차

이가 생산됨을 논하였고, 헤르조그와 드 뫼롱의 작품을 논한 게르하드 

맥 역시 물질에서 비물질로 전이되는 시퀀스를 논했다. 

페로는 1991년에 캔버스의 형식으로 제작하여 전시한 작품을 논하며, 

이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신체의 지점이 존재한다고 논했다. 

... 아마추어는 캔버스 위에 놓인 오브제를 멀리서 보고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관찰자가 서서히 작품에 다가서며 캔버스 밑에 놓인 항공사진에 담긴 모든 깊이
를 발견하게 될 때, 그 단독의 오브제의 나타남(emergence)의 의미는 변화하게 
된다. 그 후, 관람자의 응시(gaze)가 더욱 초점을 맞출수록 펼쳐지지 않았던 장
소에 관한 - 강, 도로, 타운의 부분들, 숲과 산들 - 독해는 구체화된다.288)

위의 인용에서 페로는 ‘단독의 오브제의 나타남’이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오브제는 일시에 그것의 전부를 보이는 것

이 아닌, 신체가 이동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펼

쳐지지 않았던 장소에 관한 독해가 구체화된다”고 언급했다. 특정한 지

287) Rosalind Krauss, op.cit., p. 82.
288)  Gilles de Bure, Dominique Perrault, Terrail Vilo : Paris, 2004.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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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오브제의 어떠한 특징은 펼쳐지게 되고, 또 다른 지점에서 다른 

특징이 펼쳐진다. 오브제는 다층적인 감상의 지점을 지니는 것이다. 

게르하드 맥 역시 헤르조그와 드 메롱의 <Dominus Winery>(1998)가 

신체의 이동에 따라 구체적인 지점에서 다르게 감각된다고 서술했다. 그

는 우선 건물과 떨어진 도로 위에서 100m에 달하는 건물이 대지와 더

불어 보이는 단순한 형태와 색에 대해 논한다. 그러다가 신체가 점점 와

이너리 건물로 이동하며 건물의 볼륨이 구체적으로 지각되는 시점에서 

건물의 기능적인 측면과 예술적인 측면에서 단순한 사각의 건물이 어떻

게 작동하는지를 논한다. 마지막으로 좀 더 가까이 건물로 이동하여 건

물의 재료의 디테일이 관찰되는 거리에서 논한다.289) 

그러면서 그는 주체가 지각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타자화하는 것이 ‘미

니멀리스트들의 공식’이라면, 미니멀 건축은 여기서 더 나아가 불투명한 

건축이 투명하게 사라지기까지의 지각의 과정을 단계화한다고 언급했다.

만일 예술이 지각이 그 자체로 다가올 수 있고 관람자가 지각함과 동시에 자
신을 타자로 관찰할 수 있다면 - 적어도 미니멀리스트들의 공식으로써 -, 그 다
음에 도미너스 와이너리 같은 건물은 또 하나의 다른 정점을 만들어낸다. 이는 
건축의 사라짐이 단계별로 지각된다는 것인데, 솔리드한 건축이 점차 규정하기 
어려운 성질로 전이되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지각된다는 것이다.290) 

위의 인용에서 마지막 문장의 “솔리드한 건축이 점차 규정하기 어려

운 성질로 전이되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지각된다”라는 문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맥은 와이너리 건물의 성질이 하나에서 또 하나의 다른 성

질로 전이된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는 앞서 페로가 언급한 단독의 오브제

의 나타남의 의미가 변화하게 된다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마틴의 회화, 페로의 인스톨레이션, 헤르조그와 드 뫼롱의 와이너리의 

감상의 공통점은 모두 미니멀 사물이라는 점이다. 원거리에서 회화작품

289) Gerhard Mack, Herzog & de Meuron 1978-1988, Birkhauser Verlag, 1997, p. 
10-11.

290) “If art - at least in its minimalist formulation - is the place where perception can 
come to itself and the viewer can watch himself while perceiving, then building like the 
Dominus Winery bring the setting to yet another pinnacle : perception is staged as a 
fading phase of the solid and becomes the transporting characteristic of an elusive 
architecture.” (Gerhard Mack, op.cit.,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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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캔버스는 벽과 유사한 상태의 단순한 사각의 형태로 드러났고, 페로

의 작품 역시 구체화되지 않았다. 와이너리는 단순한 형태와 색으로 지

각된다. 즉, 원거리에서 지각되는 것은 최소화된 선과 면의 기하학적 형

태이다. 그런데, 이렇게 최소화된 요소로 드러난 미니멀 사물은 신체가 

앞으로 이동하며 구체적으로 지각될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 일종의 가

장술인 것이다. 원거리에서 회화의 디테일은 숨겨져 있고, 와이너리의 

입면을 구성하는 현무암의 재료적 디테일은 드러나지 않는다. 표면을 구

성하는 재료적인 성질은 집합적인 상태로 개체성을 숨기고 있으며, 최소

화된 선과 면의 축약 역시 개체성을 숨기는 전략이다.  

한편, 최소화된 형태는 재료뿐만 아니라 배열의 문제에서 역시 집약적

인 전체로서 단일화시킨다. 이는 앞서 4.1.3에서 워커가 논한 가시성

(visibility)과 관련된다. 그는 미니멀 아트를 수용한 이유를 밝히며 칼 

안드레의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가 그 위의 공간을 완벽히 조정하고 있

음에 감탄했다. 대지를 새롭게 인식시키기 위해 기하학을 사용함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 것이다. 미니멀 조경을 부분적으로 시도한 마르

타 슈왈츠 역시 “기하학은 랜드스케이프를 파악하기 위해 정신적인 지

도로 쓰이는 가장 좋은 도구”291)라고 언급하며 기하학적 형태를 가시성

과 관련시켰다. 배열은 집합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단일한 기하학적 형태

를 만든다. 이 형태는 특히 원거리에서 주로 가시적으로 확연히 드러남

으로써 신체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따라서 원거리에서 지각되는 최소화

된 형태 역시 집합적인 방식을 통해 개체성을 숨기고 있으며, 신체가 이

동하는 과정은 드러나지 않았던 재료와 배열의 구체성을 찾아나가는 과

정이 된다. 

신체가 원거리에서 근거리로 이동함에 따라 단순하게 지각되던 사물

의 경계는 상대적 스케일이 변화하며 다르게 지각된다. 표면을 피복하는 

재료의 성질이 구체적으로 지각되기 시작한다. 마틴의 회화에서는 화가

가 그린 선의 디테일이 관찰된다. 페로의 인스톨레이션에서는 신체가 이

동하며 응시의 초점을 점차 맞춤에 따라 드러나지 않았던 강, 도로, 타

291) “Simple geometries are this best used in the landscape as mental maps.” (Martha 
Schwartz, Landscape and Common Culture since Modernism in Modern Landscape 
Architecture: A Critical Review, Marc Treib ed., MIT Press, 1992, p.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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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시공간상의 A-M-Z 지점에서 

미니멀 사물의 지각 차이의 생성

운의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 맥은 원거리에서 불투명했던 와이너리 건

물이 근거리에 이르러 투명하게 지각된다고 설명한다. 그 전에는 지각되

지 않았던 재료의 어떠한 성질이 근거리에서 새롭게 지각되는 것이다. 

근거리에서 신체는 앞서 4.3.2에서 살펴보았듯이 재료를 변형시키는 맥

락을 지각하며, 재료의 반응으로 형성되는 공간의 분위기를 경험하므로 

지각의 확장을 경험한다. 

신체가 사물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배열의 특징 역시 새롭게 지각된

다.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사물 위에 걸터앉거나 뛰기도 하며, 고정되

지 않은 경우 신체는 배열의 간격을 우연적으로 조정하기도 한다. 신체

는 사물과 관계하는 또 하나의 관계점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4.3.3와 같

이 관계는 대지의 특징을 가시화하기도 하며, 신체의 참여를 통해 관계

의 유동성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렇듯 단일한 미니멀 사물은 신체의 이동에 따라 다층적으로 경험되

는 여러 지점들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지점은 단순히 공간적 개념만

은 아니다. 공간상에서 구체적인 신체의 지점을 갖지만, 이 지점은 시간

적 흐름의 한 지점이기도 하

다. 계절과 주야의 변화의 한 

지점이거나, 도시 패브릭의 변

화의 한 지점이기도 하다. 혹

은 인간의 사회적 활동을 지각

할 수 있는 한 지점이기도 하

다. 미니멀 사물이 지각되는 

지점은 이렇게 공간적인 지점 

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 더

하여져 생성되는 지점을 상정

한다. 

예를 들어, 시간의 축에서는 

계절상의 한 지점, 공간의 축

에서는 원거리를 시공간상의 

A지점이라고 하자. 신체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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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시공간의 어떤 지점에서 신체활동을 통해 사물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M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야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

는 재료적 특성은 근거리의 Z지점에서 구체적으로 지각된다. 결과적으

로 동일한 사물은 A, M, Z라는 다층적인 지점을 생성하며, 이 시공간의 

지점에서 생성되는 지각적 경험은 모두 다르다. 이렇게 동일한 사물은 

그것이 관계하는 맥락과의 관계가 명료하게 지각되는 시공간상의 특정

한 지점에서 다층적으로 지각된다. 복수의 지각이 모아질 때 ‘차이’가 생

성되며, 비로소 사물의 의미는 구체화된다. 이 지각의 차이의 생산은 크

라우스가 언급한 바와 같이 장소를 형성하는 체계인 것이다. 

5.1.1. 최소화된 요소가 이끄는 장소형성
4.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페로는 최소화를 추구했다. 건축물은 하

나의 선으로 읽히거나 단일한 면으로 지각됨으로써 사라지며, 이렇게 사

라짐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맥락을 통해 의미를 형성했다. 재료와 배치

의 문제 역시 최소화를 통해 사라짐의 효과를 위해 함께 고민되었다. 또

한, 4.1.2를 통해서 최소화된 요소가 궁극적으로 기존 맥락에 개입됨으

로써 주변과 함께 구성을 이루며, 투과나 반사의 성질을 갖는 재료가 최

소화된 선과 면과 더불어 사용될 때 경계는 해체되며 지각을 교란시킨

다. 

페로의 건축에서는 이렇게 최소화된 선과 면의 요소가 신체의 시공간

의 지점을 구체화하며 지각을 이끈다. 물론 신체가 근거리로 이동함에 

따라 재료적 성질이 새롭게 지각되므로 형태만이 지각된다고 볼 수 없

지만, 신체를 이동시키며 지각의 차이를 생산하는 근원적인 요소가 축약

된 선과 면의 요소가 된다. 신체는 대지와 사물을 전체로 놓고 볼 수 있

는 원거리에서부터 근거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시간상에서 주야와 계

절이 변화에 따라 다각적으로 지각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 경험을 촉

발시키는 요소가 바로 페로의 건축물이 갖는 최소화된 선과 면의 요소

라는 점이다. 이러한 지각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Aplix 

Factory>(1997-1999), <Olympic Velodrome and Olympic 

Swimming Pool>(1992-1999)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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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Wolfgang Laib, Pollen from Hazelnut, 1989.
페로의 두 건물과 장소를 형성하는 방식에서 유사함.

최소화를 통해 사라짐과 나타남의 장소형성의 방법론은 볼프강 라이

프(Wolfgang Liab)의 꽃가루 작업 <Pollen from Hazelnut>(1989)에서

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두께를 거의 갖지 않는 꽃가루 작업은 정사각형

의 형태로 바닥에 뿌려진다. 두드러진 입면이 없기 때문에 신체가 전시

장에 들어서며 마주하게 되는 것은 꽃가루 작품 위의 빈 공간이다. 전시

장의 조명과 꽃가루의 밝은 색은 조화를 이루며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

어내는데, 이렇게 작품이 최소화되어 사라짐으로 인해 신체는 전시장에 

들어서며 공간의 분위기를 지각하게 된다. 이는 불특정한 공간이 아닌, 

꽃가루 작품이 관계하는 맥락이다. 

신체가 라이프의 작품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순수한 면의 나타남을 지

각하게 된다. 경계가 흐려 있음을 보게 되고, 그 경계에 흩어져 있는 꽃

가루의 입자를 보게 된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꽃내음이 나고 가벼운 발

걸음에도 반응하는 가벼운 입자를 마주하게 된다. 시각 · 후각 · 촉각이 

자극되며 신체는 근거리에서 라이프의 작업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묘

연의 가루의 정체를 알게 되고, 강조되는 작가의 채집과정에 대한 설명

은 감상자로 하여금 광대한 꽃밭을 연상하게 하며, 넓게 펼쳐진 자연을 

상상하게 한다. 이렇게 꽃가루라는 재료가 관계하는 맥락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면을 통해 순수한 재료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이프의 작품에서 숭고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꽃가루라는 단순한 재

료가 지각의 확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전시장이라는 신체가 속한 

현재에서 꽃가루 관계하는 공간의 분위기로, 그리고 꽃가루를 채집하고 

설치한 작가의 시간으로 감상자의 지각을 확장시키며 확장된 현재성을 

경험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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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Aplix Factory, 최소화된 수평적 
지붕선은 주변과 구성을 이루며 대지의 
깊이와 수평선으로 지각을 확장시킴. 

그림 5-3.  Olympic Velodrome and Olympic Swimming Pool, 
배치의 전략

이렇게 최소화된 요소를 통해 일으켜지는 지각의 과정은 다음에 살펴

본 페로의 두 건축물에서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프랑스 Cellier-sur-Loir에 위치한 <Aplix Factory>는 높이 7.7m, 

가로와 세로 20m의 단순한 큐브 형태를 유닛으로 하며, 건물의 장변의 

길이는 유닛 15개를 합쳐놓은 길이인 300m에 달한다. 이렇게 수평으로 

긴 건축물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야 그 전체를 볼 수 있다. 건물 입면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약 4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가로로 긴 

형태로 말미암아 건물은 수평의 긴 선처럼 지각된다. 

이렇게 단일한 선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것은 건물의 지붕선의 디테일

이 정제되었고, 건물의 입면이 반사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페로는 

지붕선이 방해 없이 간결한 선의 요소로 지각되기 위해 일반적인 공장 

건물의 외부 입면을 구성하는 배관, 파라펫, 조인트 등의 요소들을 내부

에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

다.292) 단순한 표면만이 드러나고 

다른 디테일은 눈에 띠지 않을 만

큼 정제되었으며, 옥상의 핸드레

일은 눈에 띠지 않도록 얇게 처리

되었다. 결과적으로, 건물의 수평

적 비율과 최소화된 입면의 요소

들을 통해 대기와 마주하는 지붕

의 단일한 선을 지각되게 된다. 

단일한 선으로 최소화되는 전략

292) Gilles de Bure, Dominique Perrault, Terrail Vilo : Paris, 2004, p.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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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Dominique Perrault, Villa 
One, France, 1993-1995.

은 <Olympic Velodrome and Olympic Swimming Pool>에서도 동일하

게 발견된다. 원형의 자전거 경기장과 직사각형 형태의 수영장의 지붕면

은 대지면에서 1m만 올라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면 밑에 위치한다. 

외부 입면에서는 이중으로 된 금속 패브릭 이외에 기능상의 디테일들은 

표면 내부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신체가 지각하게 되는 것은 수평적인 

단일한 지붕선이다. 

이렇게 페로가 대지의 선을 중시한 것은 비단 이 두 사례에서만이 아

니다. 초기의 대표작인 <National Library of France>(1989-1995)에

서 페로가 핵심 개념으로 본 중앙 정원의 단일한 수평선, <Villa 

One>(1993-1995)의 지붕선이 지형의 선과 일치하므로 수평적인 선을 

강조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좀 더 후기의 작품인 <Ewah Womans 

University>(2004-2008) 역시 건물의 지붕선이 대지의 선과 일치하며 

수평의 선을 강조했다. 

이렇게 수평적인 선을 강조하므로 일으켜지는 효과는 건축물을 통해 

신체의 지각을 대지로 확장시킨다는 점이다. 건물의 지붕 선은 실제 대

지의 선이기도 하고, 대지의 선을 은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체의 지각

은 건축물 자체에 머물지 않고, 건축물을 통해 마주하는 대지의 수평선

으로 지각을 확장시킨다. 이를 통해 신체와 수평선 사이의 대지의 깊이

를 지각하게 되며, 대지의 면적을 의식하게 된다. 페로의 작품 중 특별

히 <Aplix Factory>과 <Olympic Velodrome and Olympic Swimming 

Pool>에서 선의 효과가 역력히 보이는 이유는, 건물이 수평적으로 긴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대되는 지각 작용은 아무 장애물 없이 뚫린 바닷가의 수평

선을 즉시로 지각하는 과정과는 다르

다. 바닷가의 수평선은 그 자체가 객관

적으로 드러나지만, 페로의 경우는 그

것의 놓임을 통해 수평선을 은유한다. 

신체의 연상작용을 수반케 하는 것이

다. 오브제는 신체의 선험체계에 내재

된 대지의 수평선과 그 깊이에 관한 이

미지를 환기시키는 환영적 과정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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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Olympic Velodrome and Olympic Swimming Pool, 최소화된 지붕선에 의해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450그루의 사과나무가 부각됨. 

하며, 확장된 현재성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건축물이 선적인 지각으로 축소됨의 목적은 건축물의 거대한 

매스가 사라짐으로 역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페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까이 보았을 때, 그것은 매우 풍부하고 복합적이

어서, 예상하지 못한 수도 없이 많은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

이 나를 움직이고 기쁘게 하는 점이다”라며,293) 지각에서 건축물이 사

라짐으로 인해 역으로 드러나게 되는 요소들에 주목했다. 이는 앞서 

4.3.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소화된 요소의 개입을 통해 주변 맥

락과 함께 구성을 이루는 것이다. 수평의 선은 평범한 풍경에 새로움을 

더하며 수평적인 지붕선 위로 드러나는 요소들과 함께 구성을 이룬다. 

<Aplix Factory>에서 수평적 지붕선이 끌어오는 요소는 대지의 깊이

와 수평선이다. 7.7m의 높이로 수평으로 연속하는 지붕선은 신체의 지

각을 주변의 광활한 대지로 연장시킨다. 

 <Olympic Velodrome and Olympic Swimming Pool>에서는 재료에 

의한 반사효과는 없고, 오로지 간결한 지붕선에 의해 지각을 확장시킨

다. 정제된 지붕선과 낮은 배치는 실제로 건물이 눈에 띠지 않게 만든

다. 이로 인해 역으로 눈에 띠게 되는 요소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페로가 그의 최소화된 선으로 드러내려고 했던 내용들이다. 페

로는 가로로 500m, 세로로 200m의 광활한 대지에 시민들이 쉴 수 있

는 오픈 스페이스와 대지 경계면과 마주하는 기존의 도시적 맥락들은 

293) Gilles de Bure, op.cit.,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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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Olympic Velodrome and Olympic 
Swimming Pool, 최소화된 지붕선에 의해 마주하는 

도시의 맥락으로 지각을 확장시킴.

건축이 선적인 요소로 사라짐을 통해 드러내려 했다. 

대지에서 직립으로 드러나는 것은 450그루의 사과나무이다. 사과나무

와 낮은 풀들이 심긴 오픈 스페이스는 계절에 따라 그 모양과 색이 변

화됨이 의도되었다. 건물이 무채색 계열의 단순한 금속판임을 상기할 

때,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사과나무의 색상은 감각되는 유일한 원색이기

도 하다. 신체가 대지에 들어서며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나무의 

푸름, 붉음의 이미지이며 나무들 주변으로 자라는 목초들인데, 이것이 

대지의 첫 인상이다. 자전거 경기장, 수영장이라는 프로그램의 필요에 

의해 매스가 거대해질 수밖에 없으며, 자칫 거대해진 현전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결과에 대해, 자연의 부드러운 이미지가 감각되도록 반대

의 제스쳐를 취한 것이다.

페로는 직접 사과나무의 수종을 선택했으며, 이 프로젝트를 위해 프랑

스에서 수종을 직접 들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294) 사과나무 수종은 

겨울에도 비교적 강하게 살아남으며, 음료로 밖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수종으로 인해 열매가 늘 달려있으며, 열매가 무르익

음에 따라서 색상은 푸른빛에서 붉은빛으로 변화한다. 그가 신중하게 선

택한 450그루의 사과나무의 섬세한 변화는 시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

여주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건축물의 거대함이 아닌 작은 잎

들과 열매들로 구성된 부드

럽고 가변적인 이미지를 우

선적으로 경험케 한다.

또한 최소화된 선은 대지 

경계면 주위를 둘러싼 도시

의 맥락들과 함께 구성을 이

루며 베를린이라는 도시에 

내재되어 있는 기억들을 환

기한다. 페로는 사이트상에

서 대지가 면하는 축들을 연

결하려고 시도했다. 가로축

294) 건물을 소개하는 책자와 공식 홈페이지 상에는 계절에 따라 사과나무의 색의 변화를 담
은 사진이 실려 있는데, 그가 오픈 스페이스와 특히 사과나무를 특별하게 생각했음을 추측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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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Aplix Factory, 평평한 입면과 
최소화된 입면선에 반사재료가 
사용된 경우 반사된 이미지의 

자연스런 연속을 통해 지각의 확장을 
유도함.

으로는 대지의 북쪽에 기차길이 연결되어 있어 도시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며, 세로축으로는 베를린의 중요한 공공의 광장인 알렉산더 플라

츠(Alexander Platz)와 모스카(Mosca)를 잇는다. 대지 주변으로 형성된 

건물군은 전쟁 이후에 세워진 것들과 19세기의 산업화의 소산물들이다. 

페로의 건축물이 지면 밑으로 배치됨으로 대지를 둘러싼 맥락들은 손상

되지 않고 연결된다. 베를린 동쪽의 요지를 건물로 가려 소모하는 것이 

아닌, 사라짐을 통해 남겨둠으로 역설적으로 대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신체가 건축물 가까이 이동함에 따라 원거리에서 사라짐을 주도한 정

제된 선의 지각 이외에, 곧 순수한 면의 요소가 두드러지게 지각되기 시

작한다. <Aplix Factory>에서 입면은 매끈

한 반사표면으로 되어 있다. 반사 효과를 위해 사용된 재료는 스탠레

스 스틸인데, 단일한 재료가 전체 공장의 입면을 구성하였다. 내부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보완을 위해 창문을 원치 않았던 공장주의 의도에 따

라 창호에 의해 끊이지 않고 매끄러운 입면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결과

적으로 단순한 면만이 드러나고 다른 디테일은 눈에 띠지 않을 만큼 정

제되었다.295) 또한 전체 건물 구성은 효율성을 위해 사각의 유닛을 기

준으로 격자 형태로 나열하였는데,  유닛의 접합부를 매끄럽게 하여 하

나의 거대한 매스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건물은 연속되는 하나의 거대한 

수평의 면으로 지각된다. 4.3.1.(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사표면이 순

수한 면과 경계선으로 표현된 경우, 풍

경은 건물에 연속되며 건물의 물질적 

경계가 해체된다. 건물의 반사면을 통해 

지각의 확장이 발생한다. 

카피타누치(Maria Vottoria 

Capitanucci)는 <Aplix Factory>가 로

버트 모리스의 반사큐브에 대응하며 미

니멀 건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언

급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페로에게서 드

러나는 명백한 중성적 오브제의 특징이 

295) Gilles de Bure, op.cit., p.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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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Dominique Perrault, Aplix Factory, 1999. 대기의 변화에 따른 표면의 변화.

그림 5-9. 
Dominique Perrault, 
Aplix Factory, 1999.

건물 하부 디테일.

‘위치와 상관없는 것(non location)’이 아니라, 

놓이는 곳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언

급한다.296) 모리스의 <Four Mirrored 

Cubes>(1965)의 거울로 된 상자는 무장소적 성

향을 갖고 전시장 내부에서도 잔디 밭 위에서도 

전시되었지만, 페로의 거울로 된 건물은 대지맥

락에 세심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건물은 사라

짐으로 존재감을 잃는 것이 아닌, 대지결정적인 

사물로서 오히려 자신보다 광대한 대지맥락을 

드러냄으로 강력한 의미를 획득한다. 

근거리에서 건물 외피의 디테일을 관찰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 <Aplix Factory>의 표면의 디테일은 평평한 면이 아닌, 수직의 

스탠레스 스틸 패널이 각을 이루며 접합되어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빛

과 마주하는 각진 면이 두드려져 보이게 된다. 신체의 위치에 따라 건축

물의 입면은 마주하는 대지의 풍경과 대기의 색을 수직의 패턴으로 추

상화 시킨다. 300m에 달하는 건물의 육중함이 가볍게 지각되는 것은, 

건축물이 주야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대기와 풍경의 변화와 관

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빛의 변화에 반응하는 재료의 특징은 4.3.2.(2)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료의 반응을 통해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원거리에서의 전체적인 형태에 관한 지각은 재료가 형성하는 분위기에 

관한 지각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Aplix Factory>에서 재료의 지각은 

296) Maria Vittoria Capitanucci, Dominique Perralut : Recent Works, Skira, 2006, 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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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Aplix Factory의 지각의 과정

스틸 패널이라는 독립적인 재료의 지각이 아닌, 평평한 면이 근간이 된

다. 

신체가 가까이 이동함에 따라 선에서 면적인 요소로의 지각의 전환은 

<Olympic Velodrome and Olympic Swimming Pool>에서도 유사하다. 

원형과 직사각형의 지붕면의 단순한 형태는 건물 가까이에 이동할 때에

야 비로소 지각된다. 면을 구성하는 경계면의 불필요한 디테일은 삭제되

어,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로 지각될 수 있도록 정제되었다. 

또한, 대기의 변화에 따라 표면이 다채롭게 지각되는 것은 <Olympic 

Velodrome and Olympic Swimming Pool>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시간

에 따라 변화하는 건물의 표면은 건축물을 고정된 실체가 아닌 가변적

이며 임시적인 되게 한다.297) “하나의 빛에서 다른 것으로, 하나의 계절

에서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반사놀이를 하며 반짝인다.”298) <Aplix 

297) Gilles de Bure, op.cit., p. 64-67.
298) “Two lakes with a metallic skin stretched over them, refined and lovely, and w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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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Dominique Perrault,  Olympic Velodrome and Olympic Swimming Pool, 
1992-1999. 대기의 변화에 따른 표면의 변화.

Factory>의 각진 디테일이 대기의 변화를 더욱 드러내듯, 경기장 건물

의 지붕면을 덮는 금속 패브릭은 의도적으로 조금씩 다른 색상을 띠는

데, 이로써 반사되는 색의 연출이 더욱 다채롭게 표현되며 공간의 분위

기를 형성한다. 

브레(Gilles de Bure)는 페로의 경기장 건물들의 표면을 덮는 이중 구

조의 금속 패브릭(metal fabric)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세 가지의 색상

으로 변화한다고 묘사한다. 낮에는 납빛의 초록계열을 머금은 회색

(leaden greenish-gray)으로 마치 운모편암(mica)의 빛깔과 흡사하다. 

시간이 지나 밤으로 이행하며 표면은 푸른 잉크 빛과 같은 어두운 색

(blue or ink black)으로 변화한다. 거대한 지붕 아래 빛나는 내부공간

은 거대한 구조물에 후광을 그리며 외부의 어두운 지붕과 대조를 이루

며 지각된다. 시간이 지나 다시금 임시적인 투명함으로 방향전환을 하는

데, 마치 창백한 무연탄(pallid anthracite)의 색과 같이 변화한다. 하루

를 주기로 다채롭게 변화하는 건물 표면으로 말미암아 건물은 거대한 

매스에도 불구하고 무겁지 않은 것으로 지각된다. 대지의 변화를 유연하

게 수용하며, 신체로 하여금 가변적 지각에 이르도록 유도한다. 건물은 

마치 살아 숨 쉬는 물체와 같이 다채롭게 변화하는 대기의 색을 담아낸

다. 이렇게 드러난 거대한 기하학적 표면은 곧잘 물의 표면으로 비유된

다. 

 금속 스킨으로 펼쳐져있는  사랑스럽게 정제된 두 개의 호수는 하나의 형
태에서 다른 것으로, 하나의 빛에서 다른 것으로, 하나의 계절에서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반사놀이를 하며 반짝인다.299)   

play of reflection and shine constantly shimmers from one form to another, one light to 
another, and one season to another.” (Gilles de Bure, op.cit., p. 65)

299) “Two lakes with a metallic skin stretched over them, refined and lovely, and whose 
play of reflection and shine constantly shimmers from one form to another, one ligh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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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Olympic Velodrome and 
Olympic Swimming Pool, 반짝이는 
평평한 지붕면은 호수에 비유됨.

이렇게 변화하는 표면의 원형과 

직사각형 두 개의 거대한 판은 물의 

이미지에 비유되곤 한다. 거대한 건

축물은 지면 밑에 배치됨을 통해, 

대지면에서는 건축물의 완전한 형태

가 드러나지 않으며 표면(surface)

로 드러나게 된다. 이중의 금속의 

스킨으로 덮인 지붕면의 중앙의 유

리와 금속 스킨은 빛에 반응하는 잔

잔한 호수 같다. 브레는 반짝이는 

거대한 표면을 통해 연상된 이미지를 ‘두 개의 호수(two lakes)’라고 칭

했다.300) 단순하고 넓은 지붕면은 고요하게 빛나는 물의 이미지를 연상

케 한다. 캐피타누치(Maria Vittoria Capitanucci)는 두 개의 건물을 ‘결

정화 된 것(crystallization)’이라고 칭하며, ‘명상의 장소’라고 언급했

다.301) 이러한 연상작용은 주체의 선험체계를 전제하는 것인데, 신체의 

지각은 건축물로 말미암아 대지로 확장되며 또한 자신의 선험체계로 확

장되는 ‘확장된 현재성’의 지각 경험을 이끈다. 

결론적으로, 페로의 미니멀 건축의 특이점은 최소화를 통해 정제된 선

과 면의 요소가 지각의 경험을 이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선과 면으로 축

약되는 건축의 경험은 나타남과 사라짐의 반복 가운데 있다. 원거리에서 

지각되는 선적인 요소는 대지의 수평선으로 신체의 지각을 확장시키며 

사라지는 듯이 보인다. 수평선과 맞닿아 사라져 보이는 제스쳐는 건축물 

주변의 오픈 스페이스와 대지가 마주하는 수직적 요소를 강조시킨다. 건

축물이 최소화됨으로 역으로 주변의 요소가 드러나는 것이다. 신체가 건

축물 가까이로 이동함에 따라, 건축은 면의 요소로 다시 나타나며, 면의 

지각이 주를 이루게 된다. 이 역시 정제된 디테일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며, 면을 이루는 디테일은 계절과 대기의 변화에 반응하며 다각적인 색

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만든다. 이렇게 변화를 반복하는 면의 지각 역시 

another, and one season to another.” (Gilles de Bure, op.cit., p. 65)
300) Gilles de Bure, op.cit., p. 65. 
301) Maria Vittoria Capitanucci, Dominique Perralut : Recent Works, Skira, 2006,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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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Olympic Velodrome and Olympic Swimming Pool의 
지각의 과정

가변적이다. 

최소화를 통해 얻은 선과 면은 주로 형태적 간결함으로 설명된다. 페

로는 의도적으로 정제된 선과 면을 추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요소들이 대지맥락과의 관계하며 다층적 지각을 생산한다. 신체는 정

제된 수평선으로 지각되었다가 면으로 지각되는 과정의 중첩을 통해 장

소를 경험하게 된다. 표면에 사용된 재료와 건물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

의 배열의 문제는 순수한 선과 면을 얻기 위해 함께 고안되었으며, 선과 

면은 대지맥락과의 관계 속에 사라짐과 나타남의 놀이를 반복한다. 

5.1.2. 동일한 재료의 변형이 이끄는 장소형성
4.1.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헤로조그와 드 뫼롱은 오브제의 재료의 

성질이 변화하는 것 자체에 주목했다. 이들이 관심한 것은 재료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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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재료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이들은 이를 ‘맥락(context)’

이라고 논했다. 하나의 재료는 그것이 관계하는 맥락에 따라 다른 지각

적 결과를 양산한다. 즉, ‘차이’를 생산한다는 것인데, 신체는 이러한 차

이들을 지각함을 통해 장소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헤로조그와 드 뫼롱의 건축에서는 하나의 재료가 다각적으로 

관찰되는 시점을 갖는다. 어떠한 시공간의 지점에서 재료의 보통의 성질

이 지각되었다면, 어떠한 시공간의 지점에서 그것은 전혀 다른 지각적 

결과를 양산하다. 신체는 바로 이렇게 다른 결과를 촉발하는 요소를 주

목하게 되는데, 이것이 헤르조그와 드 뫼롱의 오브제가 지각을 확장시켜 

확장된 현재성을 유발하는 방법이다. 

와이너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50마일 떨어진 나파 벨리

(Napa Valley)의 대지에 지어졌다. 100m의 가로 길이, 25m의 깊이, 

9m 높이의 이층 건물은 뒤로는 나지막하게 놓인 산, 건물 앞으로는 약 

2m 높이의 넓은 포도원 밭을 두고 있다. 크리스챤 뮈익(Christian 

Moueix)은 헤르조그와 드 뫼롱이 이 와이너리 건물에 관해서 대지와 어

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분명한 생각이 있었다고 서술한다. 건물은 랜

드스케이프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야(blend 

into)하며, 건물이 대지를 존중해야 하는 입장에 있어야 함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302) 

사진촬영을 위해 고용된 사진작가 제프 월(Jeff Wall) 역시 헤르조그

와 드 뫼롱이 와이너리 건물과 포도밭, 그리고 그 뒤로 펼쳐지는 대지와

의 관계를 중요한 작품의 주제로 언급했음을 논했다.303) 게르하드 맥은 

<Dominus Winery>를 “미니멀 아트의 오브제에 환경 미술이 끼어

든”304)이라고 묘사했다. 이는 건물의 간결한 형태가 미니멀 아트에 유

래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미니멀 아트만으로 설명할 

302) Christian Moueix, "The Dominus Winery" in Herzog & de Meuron : Natural History, 
Philip Ursprung ed. Lars Muller Publisher, 2002, p. 138. 

303) An Interview with Jeff Wall by Philip Ursprung at Jeff Wall Studio, Vancouver,  11 
October 2000, in Herzog & de Meuron : Natural History, Philip Ursprung ed. Lars 
Muller Publisher, 2002, p. 65. 

304) “ ...minimalist object of an environmental art intervention” (Gerhard Mack, Herzog & 
de Meuron 1992-1996, Birkhauser, 2000,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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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Herzog & de Meuron, Dominus Winery, 1998
최소화된 수평적 지붕선, 현무암의 색은 주변과 구성을 

이루며 대지의 깊이와 수평선으로 지각을 확장시킴. 

수 없으며, 여기에 환경 미술이라는 축을 더해서 보아야만 한다는 것이

다. 

와이너리 건물의 입면은 수평선을 따라 펼쳐진 산보다는 낮게, 포도밭 

보다 높게 위치하며 대지의 수평적 모양새를 강조한다. 원거리에서 와이

너리를 바라볼 때 포도나무가 일정한 간격으로 심겨져 있는 모양새는 

여러 개의 원근법적 선을 형성하며, 이 선들이 수렴하는 소실점이 되는 

수평선이 포도밭의 이러한 제스쳐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상된다. 즉, 포

도밭은 곧 대지의 깊이와 관련되며, 수평선을 은유하는 것이다. 건물이 

놓인 위치는 수평선이 예상되는 바로 그 곳으로, 건물의 기다란 형태적 

제스쳐는 곧 대지의 형태에 관한 지각의 확장을 불러온다. 또한 건물에 

크게 뚫린 두 입구의 보이드로 말미암아 건물이 포도밭과 산을 매개한

다는 인상을 준다. 도로에서 건물로 접근하는 길을 따라 입구가 놓여 있

어, 신체는 길을 따라 가며 건물 뒤로 펼쳐지는 수평선을 자연스럽게 지

각하게 된다. 이렇게 단순한 형태의 건물은 신체가 원거리에서 근거리로 

이동하며 포도밭과 주변의 산들과 교류되며 다층적인 방법으로 대지의 

깊이와 수평선에 관한 지각을 펼쳐내는 것이다. 

이러한 수평적인 선의 지각은 앞서 페로의 건축물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건물 입면에서 정제된 지붕 선에 의해 주도된다. 페로의 건축에서 

그가 디테일들을 축소하고 최소화를 시도한 것과 같이, 와이너리 건물에

서도 건축 요소들은 정제되고 단일한 선으로 드러나도록 했다. 그러나 

페로의 건물이 선과 면의 축약을 통해 대지맥락과의 관계에서 사라짐과 

나타남을 반복했다면, 

와이너리 건물에서는 

이렇게 사라지고 나타

남의 지각적 효과는 발

견되지 않는다. 앞서 살

펴본 두 개 의 페로의 

건축물에서 재료는 지

각적 효과에 부속되어 

사라짐과 나타남의 지

각을 돕는다면, 와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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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건물에서 재료는 그 자체로 드러난다. 다만 재료의 속성이 관계하는 

대지맥락에 따라 다르게 지각될 뿐이다. 

<Dominus Winery>의 지각경험을 주도하는 것은 형태적 속성이라기

보다, 재료 자체가 갖는 특성에 기인한다. 이 재료가 주변의 풍경 속에

서 어떻게 섞여 보이는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재료 자체의 속성이 어떻

게 부식되고 낡아지는가, 빛과 온도의 변화에 따라 재료는 어떠한 효과

를 낼 수 있는가, 재료의 자연적 법칙을 거스르므로 오히려 그 자체의 

법칙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이다. 페로의 건축에서

는 사라짐과 나타남의 교차를 통해 장소경험이 다층적으로 이루어졌다

면, 와이너리 건물에서는 현무암이라는 재료가 대지맥락과의 관계에서 

펼쳐내는 다층적 관계들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장소경험이 결정된다. 

현무암이라는 재료가 주변의 대지의 요소들과 어떻게 어우러져 보일 

것인가의 문제는 건물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문제와 더불어 연구되었다. 

제프 월은 1998년부터 그 다음해에 까지 와이너리를 여러 차례 방문하

고 한 차례 방문할 때마다 20-30일을 머물면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와

이너리를 관찰했다고 한다. 그의 목표는 건축가가 건축물의 중요한 주제

라고 명시한대로, 건물과 포도원 그리고 주변의 대지와의 관계가 잘 드

러내도록 촬영하는 것이었다. 월이 처음 방문한 것은 1998년 여름이었

는데, 초록빛의 포도밭, 붉은 빛에서 연두 빛을 띠는 포도 열매, 검은 색

의 현무암 표면의 건물, 짙은 초록의 산, 그리고 파란 하늘은 조화로우

면서도 각자 강한 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현무암으로 구성된 건물의 표

면은 낮에는 열을 흡수하고, 밤에는 열을 내부로 방사하며 온도를 조절

하는 역할을 한다. 대지에서 느껴지는 여름의 싱그러운 색상과 열기는 

건물의 표면의 온도를 달구며 촉각적인 계절의 대기를 드러낸다. 

월는 직감적으로 모든 것이 축소되어 보이는 겨울에 와이너리의 요소

들이 조화롭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된다.305) 나파의 겨

울은 날씨의 변동이 심한 편이며 우기로 비가 많이 온다. 월은 비가 오

고 난 바로 직후에 포도밭, 와이너리 건물, 그리고 주변의 산들의 광경

305) An Interview with Jeff Wall by Philip Ursprung at Jeff Wall Studio, Vancouver,  11 
October 2000, in Herzog & de Meuron : Natural History, Philip Ursprung ed. Lars 
Muller Publisher, 2002, p. 65. 



- 198 -

그림 5-16. Dominus Winery, Jeff Wall의 
사진(1999, 2월경), 현무암의 어두운 색은 

겨울철의 대지의 색상과 조화를 이룸.

을 담게 된다. 모든 것은 축소되어 보인다. 포도나무는 잎이 없이 앙상

하게 가지만을 드러내고 건물은 현무암의 색으로 인해 여전히 어둡게 

보이며, 배면에 펼쳐지는 장면 역시 앙상하다.  

크리스챤 뮈익(Christian Moueix)은 와이너리의 겨울의 분위기에 관

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포도를 재배하는 농부는 조각가가 되고 포도

나무는 십자가가 된다. 그리고 랜드스케이프는 공동묘지가 된다.”306) 같

은 간격으로 배치된 포도나무의 받침목으로 뻗은 앙상한 가지들은 마치 

묘지의 묘비와 같이 보이며, 그 뒤로 수평선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와이너리 건물의 어두운 색, 절제된 형태는 침묵하는 분위기의 중심을 

이룬다. 여름철에 뜨거운 온기를 저장하던 어두운 현무암의 표면은 겨울

철의 낮은 온도에 반응하며 차가운 촉각을 전달한다. 

이렇게 와이너리 건물의 표면이 계절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도록 유도

됨에 있어서 건축물이 갖는 특징 중 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현무

암이라는 재료의 특징은 신체가 원거리에서 바라보았을 때, 불투명한 고

체 덩어리처럼 보인다. 제프 월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분석한 와이너리

의 광경은 직사각형의 단순한 어두운 건물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어떻

게 지각되는가의 문제이다. 그의 서술에 의하면 어두운 현무암의 색상은 

여름철에는 대지의 싱그러운 색들과 조화를 이루며, 겨울철에는 건물의 

묵직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공동

묘지 같이 앙상해진 대지의 느

낌을 전달한다. 헤르조그와 드 

뫼롱은 주변의 경관과 잘 어울

릴 수 있는 그 지역에서 편재한 

현무암을 진한 녹색부터 검은 

색까지 잘 섞일 수 있도록 골랐

다고 언급했다.307) 원거리에서 

건물은 이러한 재료의 성질로 

말미암아 어울림을 통해 주변으

로의 지각의 확장을 이끈다. 

306) Christian Moueix, "The Dominus Winery" in Herzog & de Meuron : Natural History, 
Philip Ursprung ed. Lars Muller Publisher, 2002, p. 138. 

307) Herzog & de Meuron, El Croquis, 60+84, 2000, Madrid, p. 318. 



- 199 -

그림 5-17. Dominus Winery, 무게를 거스르는 
현무암의 배열은 중력을 환기시킴.

원거리에서 재료들의 집

합적 사용을 통한 건물 입

면의 불투명함은 신체가 이

동함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

기 시작한다. 건물의 표면은 

돌로 구성되는데 이는 주변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석재창고나 돌망태로 지어

진 지지벽을 연상시킨다.308) 

입면에 사용된 돌들은 근방

의 아메리칸 협곡(American Canyon)에서 채석되었으며, 크기는 20cm

에서 50cm 사이의 크기로 선별되었다. 

그런데 철망 내부의 돌무더기들은 입자가 큰 돌들이 입면의 상부에 

배치되고 작은 돌들이 하부에 배치되는 배열을 갖는다. 보통 입자가 큰 

것이 건물 하부에 배치되어야 중력에 반하지 않으므로 안정감을 준다. 

로버트 쿠델카(Robert Kudielka)는 헤르조그와 드 뫼롱이 의도적으로 

중력이라는 자연의 요소를 실험하여, “반대가 아니고는 어떤 것도 드러

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309) 헤르조그와 드 뫼

롱 스스로도 “예술작품의 가장 근원적인 존재론적 상태에서의 재료적 

특성은 원래의 자연적 맥락에서 떨어져있을 때이다”라고 언급하며 재료

가 갖는 특징을 역으로 드러내려고 했다.310) 즉, 중력을 거스르는 재료

의 배치를 통해 중력이라는 맥락을 드러낸 것이다. 앞 장에서 서술한 바

와 같이, 헤르조그와 드 뫼롱은 자연의 현상을 시지각적인 것으로만 이

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재료가 반응하는 자연의 법칙 자체를 대지맥락의 

한 부분으로 보았다. 

신체가 건물의 내부로 이동함에 따라 빛과 반응하는 입면의 변화를 

308) 김현수 · 김정곤, 현대건축에 나타나는 컨텍스트(Context)의 구축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
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9권 1호, 2008년 10월, p. 469. 

309) Robert Kudielka, "Speculative Architecture" in Herzog & de Meuron : Natural 
History, Philip Ursprung ed. Lars Muller Publisher, 2002, p. 285.

310) “The artwork is the highest ontological state of material once it is taken out of its 
natural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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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Dominus Winery, 현무암의 사이로 빛이 투과되며 패턴을 형성함. 

관찰하게 된다. 외부와는 또 다른 재료의 모습에서 지각의 차이가 양산

된다. 금속망(wire mesh)을 채운 현무암들은 주야의 빛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지각적 효과를 불러온다. 건물의 입면이 외부에서 단조롭고 육중

하게 보였던 반면, 내부에서는 빛과 반응함을 통해 이를 상쇄시키고자 

시도했다. 신체가 건물에 가까이 진행할수록 단일한 벽을 구성하고 있는 

현무암 개체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멀리서 보았을 때와는 대조적으로 성

기고(porous) 부서질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311) 바로 현무암을 이렇게 

성기게 놓음으로 말미암아 표면은 빛에 반응할 수 있게 된다.  

돌의 크기에 따라 그 사이의 틈을 통해 낮 시간에는 얼마나 채광이 

가능한지가 결정되며, 돌의 크기에 따라 틈의 크기 또한 결정되어 채광

의 양을 조절한다. 결과적으로 빛이 다량으로 투입되어 보일수록 건물의 

입면은 투명하게 지각된다. 이는 서두의 맥의 언급에서 불투명한 건축이 

투명하게 사라지기까지의 지각의 과정의 단계화 과정 중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돌들 사이로 유입되는 빛은 내부의 건물로 투사되는 패턴을 만들어내

며, 이렇게 투사된 빛들은 주야의 변화에 따라 조도가 조절되고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서서히 방향성을 갖고 이동한다. 건물 내부에서 신체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빛의 움직임에 따라 다채롭고 가변적인 지각적 결

과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밤에는 건물 내부의 조명이 켜지므로 상황은 

반대가 되어 돌의 틈을 통해 내부에서 외부로 빛이 번져나가게 된다. 낮 

시간동안에는 외부에서 건물을 바라보았을 때 불투명하며 어두웠던 건

물은 밤에는 표면을 구성하는 입자를 드러내며 투명함으로 이행한다. 

결론적으로, <Dominus Winery>는 현무암의 색, 무게, 온도, 모양새, 

적층의 틈의 다양한 특징들이 주변의 환경, 중력 법칙, 기온의 변화, 빛

311) Gerhard Mack, op.cit., p. 163. 



- 201 -

의 변화라는 대지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지각을 양산한다. 다층적

으로 지각되는 건물의 층위는 신체로 하여금 건물에 관한 다채로운 이

미지를 생성시키므로 장소에 관한 감각을 가중시킨다. 건물은 고정된 실

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과 주야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므

로 가변적인 것으로 지각되며, 지각은 건물에 고정되지 않고 재료가 관

계 맺는 대지의 요소로 확장된다. 그가 그의 건축물을 ‘인공적 자연

(artificial natre)’312)이라고 묘사한 것은, 그의 건축물이 이렇게 대지맥

락의 리듬을 통해 그 자체도 맥락의 일부처럼 작동하기 때문이다. 

헤르조그와 드 뫼롱이 돌, 금속, 시멘트 등의 단단하고 불투명한 재료

에 주의하면서도, 결국 이 재료들이 가변적이고 투명하게 지각되도록 유

도하며 차이를 생산하는 전략은 비단 와이너리 건물 뿐 만이 아니다. 주

목할 만한 것은, 재료적 성질의 차이를 인식은 바로 그것이 관계하는 맥

락의 인식과 동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Ricola Europe 

Mulhouse>(1993)에서 입방체의 단변은 짙은 색으로 채색된 콘크리트 

벽 역시 불투명한 재료일 뿐이다. 그러나 빗물이 벽을 따라 흘러내려오

고 시멘트에 스며든 흔적이 지각될 때, 건물은 비로소 시간의 변화에 반

응하고 있는 것으로 지각된다. 이는 완성되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맥락

의 변화에 따라 함께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으로 건물을 인지

시킨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일반적인 재료의 지각에 변화를 주는 어떠

한 힘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Ricola Europe Mulhouse>에서는 

강수의 양이고, <Dominus Winery>에서는 중력법칙과 주야의 변화, 온

도의 변화일 것이다. 신체는 이를 통해 오브제 자체의 지각에서 나아가, 

차이를 일으키는 힘의 요소로 지각을 확장하게 된다. 

이는 헤르조그와 드 뫼롱이 ‘폐기물’을 관심했던 이유와 유사하다. 이

들은 폐기물 자체보다 폐기물로 되어 가는 과정 자체를 관심했다. 자연

의 변화를 통해 썩고, 부패하고, 부스러지고, 사라지는 변화이며, 이 물

질의 변화를 통해 비로소 자연의 법칙이 지각된다는 논리이다. 자연은 

고정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폐기물 역시 변화하는 과

정가운데 놓인다. 재료로 이루어진 건축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맥락의 

변화가 지각되도록 재료를 설정해 놓는 것이 이들의 디자인의 전략이다.

312) Gerhard Mack, Herzog & de Meuron 1978-1988, Birkhauser Verlag, 1997,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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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Dominus Winery의 지각의 과정

이들은 재료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맥락으로 비단 자연의 현상만이 아

닌 인공적인 맥락도 실험했다. 원거리에서 <Signal Box>(1994)는 금속

재료로 피복된 불투명한 건물일 뿐이다. 와이너리 건물이 주변 맥락과 

어울려 보이듯, 이 건물 역시 금속을 사용하므로 기차선로의 광경과 어

울려 보인다. 여기에 지각을 차이를 양산하는 맥락은 건물 주변으로 발

생하는 이동이라는 도시적 맥락이다. 

<Signal Box>는 사무실과 철도 제어를 위한 장비를 위한 건물로, 건

축물이 위치한 곳은 바젤의 수송기차가 주로 지나다니는 곳이다. 건축물

의 북쪽과 남쪽의 연결된 7개 이상의 기차 노선이 위치해 있다. 또한, 

건축물의 서쪽부터 동쪽으로 이르는 널찍한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어 자

동차와 보행자가 지나다닌다. 건물이 놓인 대지맥락이란 이동수단들과 

신체의 이동으로 축약된다. 

건물의 실루엣은 이동이라는 대지맥락에 부응하며 비틀어져 있다. 바

닥 레벨에서 한쪽 면이 기울어져 있는 면에서 건물의 층이 올라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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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Herzog de Meuron, Signal Box, 1994.
이동이라는 맥락에 의해 형태와 재료의 지각의 
차이를 생산함. 

직사각형 모양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함으로 인해 건물의 형태가 비틀어

져 보인다. 이로 인해 건물의 5개의 기차 노선이 지나는 북쪽 부분에 맞

닿은 건물의 두 개의 모서리는 수직으로 똑바로 올라가지 않고 사선을 

그리며 상승한다. 건물의 형태가 맥락에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신체가 

이동함에 따라 각각의 모서리의 각도를 다르게 경험하게 되므로 마치 

건물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건물이 불투명한 솔리드에서 가변적인 것으로 지각되는 것은 20cm 

폭으로 입면을 피복하는 구리판의 비틀어짐에 의한다. 구리선의 일부는 

채광을 위해 비틀려져 있는데, 비틀어짐의 각도는 각각 다르게 조정되어 

잇다. 신체가 이동함에 따라 건물 전체의 형태가 다르게 지각될 뿐만 아

니라, 건물의 표면의 음영이 다르게 지각되므로 마치 건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로써 원거리에서 지각되었던 건물의 무거움은, 

이동이라는 구체적인 맥락이 개입됨으로 인해 가변적인 것으로 지각된

다. <Signal Box>에서 장소형성이란 구리라는 물성이 만들어내는 지각

의 차이에 의해 형성된다. 그것이 원래의 물성에서 벗어나, 가변적인  

것으로 지각되도록 만드는 이동이라는 맥락을 지각할 때 장소성은 구체

화된다. 

결론적으로, 헤르조그와 드 뫼롱은 대지맥락을 재료에 변형을 가하거

나 새롭게 보이도록 하는 어떠한 힘의 작용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앞 장

에서 논한 바와 같이 자연의 법칙을 포함한다. 자연의 법칙이란 그 자체

가 하나의 주기를 갖는 힘이다. <Signal Box>의 맥락은 자연은 아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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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Signal Box의 지각의 과정

특정한 선로를 따라 이동한다는 이동의 법칙을 고려했다. 맥이 언급한 

바와 같이, 건물이 투명하게 지각되는 단계가 바로 재료의 원래의 고정

성을 벗고 대지맥락에 반응하므로 차이를 지각하게 되는 순간이다. 이때

의 지각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함을 벗어나 새로

움을 주며, 그 속성 자체는 가변적이다. 헤르조그와 드 뫼롱의 건축에서 

지각의 확장, 즉 확장된 현재성은 바로 대지맥락이 작동함으로 재료를 

통해 지각될 때 발생한다. 

5.1.3. 반복적 배열을 통한 의미의 강화가 이끄는 장소형성
2장에서 살펴본 현전의 사물성이 갖는 배열의 특징에서 장소 경험이 

빈약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오브제의 배열은 수열 등의 오브제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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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에 근거한 규칙을 따랐으며, 외부 요인은 결정의 과정에 관계하지 

않았다. 또한, 배열되는 오브제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도 형성되지 않았

다. 각각의 오브제는 자기 충족적인 상태로 무한히 반복하는데, 이는 

“하나 뒤에 또 하나가 뒤따르는” 무감각한 지각의 연속일 뿐이다. 프리

드가 연극이라고 정의한 신체의 경험 역시 반복 배열이 증가될수록 심

화된다. 

이에 반하여 대지맥락으로 지각을 확장시키는 확장된 현재성을 야기

하는 오브제의 배열은 반대의 성격을 갖는다. 배열의 방식은 대지맥락과

의 관계에 의존적이다. 앞서 안드레의 금속판 작업에서, 금속판을 길게 

늘어뜨리며 길을 만드는 것은 배열을 통해 관계를 형성한 사례였다.

배열의 문제는 앞서 논한 방식들보다 신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다. 페로나 헤르조그와 드 뫼롱의 건축이 다분히 정적인 신체의 움직임

을 상정하는 것에 반해, 배열은 신체의 참여를 또 하나의 관계점으로 상

정하고 배열을 통해 신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함을 고려한다. 이렇

게 대지맥락과 오브제의 관계, 그리고 신체와 오브제의 관계가 배열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된다. 

안드레의 금속판 작업들은 유사한 사이즈와 정사각형 형태의 유닛을 

기본으로 하며, 배열의 변화를 통해 주변 맥락과의 관계성을 끌어낸다. 

여기에 신체가 직접 걷거나 뛰는 등의 행위를 수용하므로 금속판과 주

변 맥락과의 관계를 주체에게 직접적으로 지각시킨다. 길게 연이어 늘어 

놓이면 걸어가는 행위를 유발하고, 흩어 놓으면 흩어진 금속 조각을 따

라 모임이 생기거나 조각을 따라 뛰기도 한다. 

조각공원에 마치 길처럼 놓여진 <43 Roaring Forty>(1968)의 경우, 

신체가 이 위를 걸을 때 비로소 잔디밭에 놓인 금속판의 의미가 길로서 

규정된다. <43 Roaring Forty>는 잔디밭과 관계 맺으나, 신체참여와도 

관계하며 이러한 복합적 관계의 지각을 통해 비로소 장소로 인식된다. 

대지맥락과 신체 참여를 조금 더 복합적인 관계에서 논할 수 있는 사

례로 <Solarust>(1984)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사회적 맥락과 관계된 

신체의 점유를 예측한 사례이다. 이 작품은 독일 베를린의 Berliner 

Künsterprogramm der DAAD (Galerie im Körnerpark)에서 전시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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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Carl Andre, Solarust, Berlin, 1984. 
배열의 방식에서 대지의 사회적 맥락과 관계하며, 
신체의 참여로 의미가 활성화 됨. 

그림 5-22. 
Carl Andre, 

43 Roaring Forty, 
1968. 배열의 방식에서 
대지와 관계를 형성함. 

전 안드레의 작품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스틸의 

얇은 금속판을 사용하여, 전시장 앞 야외마당 여

기저기에 흩뿌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전시가 오픈

하는 날에 사람들은 금속판 위를 밟으며 삼삼오

오 모이기도 하고, 고정되지 않은 금속판의 위치

를 바꾸기도 한다. 신체 참여는 작품이 관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품의 의미를 규정한다.

안드레에게 장소란 작품이 놓이므로 그저 놓인 

곳을 드러낸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안드

레에게 장소란 오브제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지

각될 때 형성된다. <Solarust>의 경우 흩뿌려진 

철판은 시각적으로 전시장 앞 야외마당이라는 위

치를 드러낼 뿐이다. 이 작품이 장소로 지각되는 

것은 오프닝이라는 사회적인 행사가 발생하고, 신체가 이 사회적 행사에 

참여함으로 이루어진다. 즉, 전시장이라는 맥락과 신체의 사회적 참여에 

의해 비가시적인 관계성이 비로소 드러나게 될 때, 안드레가 의도한 장

소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앞서 논한 안드레의 <Scatter 

Piece>(1966), <Spill>(1966)에서 전시장 구석에 파편들을 흩뜨려 놓아 

그저 잘 인식되지 않았던 공간이 드러나기만 했던 것 이상의 복합적인 

관계로 설명된다. 

이렇게 오브제가 맺고 

있는 관계성이 드러나게 

될 때 형성되는 장소란 

단지 공간적인 위치의 

개념만은 아니며, 시간적

인 흐름에도 반응하는 

유동적인 것이다. 장소란 

재현된 오브제를 통해 

특정한 내용을 가시화하

는 시공간상의 고정된 

개념이 아닌, 유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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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Peter Walker, Tanner Fountain, 1984. 
신체의 참여를 통해 배열의 의미가 활성화 됨. 

관계의 출현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에 복수의 오브제가 만들어

내는 배열은 신체의 움직임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우연적인 장소성을 

내재한다. 

피터 워커의 <Tanner Fountain>(1984) 역시 신체 참여를 수용함으

로 장소를 형성한다. 하버드 대학가에 설치된 분수는 길이 교차하는 곳

에 위치하여 학생들이 남는 시간을 이용해 쉴 수 있으며 만남의 장소로 

이용된다. 제련하지 않은 돌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원형을 이루

는데, 돌들이 배치된 거리는 상대방과 적당히 떨어져서 이야기를 나눌만

하고, 바위 위를 뛰어 다닐 만한 간격이다. 원형의 중심부에 설치된 분

수는 뜨거운 여름철에 온기를 식히려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휴식을 

제공한다. <Tanner Fountain>에서 고려된 배열은 이렇게 신체라는 또 

하나의 관계를 고려하므로 결정되었으며, 실제 신체의 출현을 통해 관계

가 능동적으로 가시화될 때 장소로 인식된다. 

<Tanner Fountain>이 맺고 있는 관계는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시간

상 변화하는 자연과의 관계도 갖는다. 159개의 화강암의 원형 배열로 

이루어진 약 18m 지름의 분수는 낮은 높이와 평범한 재료로 인해 눈에 

잘 띠지 않는다. 화강암은 채석장에서 방금 온 것과 같이 자연스러우며 

원형의 기하학적 형태로 조화롭다는 인상 이외에는 특별함을 주지는 않

는다. 그러나 분수는 사계절을 지나며 다양한 이미지들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통해 비로소 분수의 장소적 의미는 구체화된다.  

즉, <Tanner Fountain>은 단번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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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Peter Walker, Tanner Fountain, 1984. 
단순한 원형의 수평 배열로 주변과 조화를 이룸. 

계절에 따른 지각 변화는 시간의 흐름을 가시화 함. 

연속 가운데 서서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피터 워커는 단순한 형태

가 대지 위에 놓이게 될 때 자연과 맺는 복합적인 관계에 관해 논하며, 

이러한 관계는 단지 공간적인 장소 개념 뿐 아니라 시간적인 문제를 염

두에 두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가장 단순한 기하학적 오브제를 대지 위

에 놓는 행위가 “시간을 만들어 가는 문제”라는 것을 인지한 것이다.313)  
분수는 사계절에 따라 다른 심상적 이미지를 전달한다. 여름철에 원형

의 중심부에 설치된 분수는 분사되는 물기를 내뿜는데, 물에 젖은 돌의 

천연적인 재료성을 드러낸다. 뜨겁게 달구어진 돌과 물에 젖은 미끄럽고 

시원해진 돌은 계절의 촉감적 성격을 드러낸다. 부드럽게 모서리가 마모

된 화강암과 중심부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원주를 그리며 흘러나가는 물

은 강가에 놓인 돌과 같은 인상을 준다. 가을에는 주변에 놓인 수목의 

낙엽들이 화강암 주변으로 쌓여 자연의 일부로 지각된다. 겨울에 유독 

눈이 많이 내리는 보스톤의 기후는 159개의 화강암들은 소복이 덮는다. 

눈이 덮인 원형의 돌무더기들은 하나의 단일한 원형의 모습을 드러내며 

계절의 변화를 가시화하며, 돌들의 배열은 눈과의 관계 속에 지각된다. 

피터 워커는 조경작품이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로 ‘가시성(visibility)’

를 든 바 있는데,314) 이는 그가 미니멀 아트를 수용한 이유이기도 하다. 

313) “This complex interaction between nature and even the simplest introduced or 
placed object magnifies and compounds the problem of placing objects on the land, 
making time as important a factor as place.” (Peter Walker, Minimalism in the Garden, 
The Antioch Review 64, no. 2, Spring, 2006. p. 206-210. (www.antioch.edu/review/에
서 접근, 2016-05-09, p. 3)

314) Peter Walker, op.cit.,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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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Tanner Fountain의 지각의 과정

가시성을 갖기 위해서 오브제는 주변 맥락과 대조되며 그 자체로 독립

적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315) 그는 또 안드레의 조각이 

금속판 위의 ‘빈 공간 위(empty space above)’를 완전히 조정하고 있는 

사실에 감탄했다.316) 즉, 이 말은 오브제가 그 자체로 드러나야 하는 독

립성을 가지면서도, 대지맥락과 관계한다는 것이다. 

언뜻 가시성과 관계성은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나, 워커가 논한 가시

성이란 맥락과의 관계를 가시화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Tanner Fountain>이 가시화되는 것은 그 자체가 원형이어서가 아니

라, 원형의 분수가 눈으로 덮여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이다. 즉, 

분수에서 가시성을 갖는 이유는 여름철에 원형의 분수에 의한 물의 흔

적, 겨울철에 눈에 의해 조각처럼 드러나는 원형의 형태가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분수가 가시화되는 것은 계절의 변화와의 관계를 드러낼 때이

315) Peter Walker, "Classicism, Modernism and Minimalism in the Landscape", Designed 
Landscape Forum 1, Spacemaker Press: Washington D.C., 1998, p. 22. 

316) Peter Walker, op.cit.,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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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돌의 배열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위해 결정된다. 

오브제의 배열은 관계하는 대지에 내재된 역사적인 기억과도 관계한

다. 나열된 배열을 신체가 거닐며 은유적으로 의미를 환기하게 되는 것

이다. 워커는 <Saitama-Shintoshin Station ‘Sky Forest’ Plaza>(2000)

에서 디자인의 방법론으로 배열을 통해 도시에 내재된 기억을 환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도쿄에 위치한 기존의 철도 정차역이었던 거대한 땅에 

세워진 <Saitama New Urban Center>의 일부분인 

<Saitama-Shintoshin Station ‘Sky Forest’ Plaza>는 센터 중에서도 

상점 빌딩의 옥상에 위치해 있다. 램프, 계단, 엘리베이터로 오르게 되는 

프라자는 지상에서 8미터 정도 떠있다. 피터 워커는 평평한 옥상에 프라

자를 설계했는데, 그 구성은 정사각형을 기본으로 광장, 의자, 수목 등의 

요소에 따라 스케일을 달리하며 계획했다. 

이 프로젝트에서 배열이 관계하는 맥락은 그 지역의 종교의 구심점인 

히카와 사당(Hikawa Shrine)과 관계된다. 워커는 사당과의 연계 속에 

신성한 감성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했으며, 이를 위해 절제된 형태의 반복 

배열을 사용했다. 프라자의 광장에서 사당으로 이어지는 의식의 길

(ceremonial way)은 직선 코스로 도시의 분명한 축을 형성한다. 

사당과의 연결성은 사당에서 이식하여 심은 수목으로 표현된다. 히카

와 사당에서 자라던 느티나무(keyaki tree)317) 220그루를 이식하여 

<Saitama-Shintoshin Station ‘Sky Forest’ Plaza> 심었는데, 느티나무

의 네모진 받침은 1.5m 간격으로 격자 패턴으로 반복 배열되었다. 의자

와 광장의 배치 역시 격자 패턴 가운데 조절되었다.318) 평면에서 계획

된 수목의 받침, 의자, 광장의 요소들은 이렇게 간결한 정사각형을 기본

으로 하여 수립되었다. 이 요소들은 입면 상에서도 나지막한 높이를 유

지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차분한 인상을 준다.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배치는 마치 저드의 <100 

Untitled Works in Mill Aluminum>(1986)의 균질한 배열을 상기시킨

다. 저드의 100개의 상자가 지금-여기의 지각에 멈춘 이유는, 반복 

317) 일본에서 느티나무를 keyaki라고 부르며, 프로젝트의 이름과 관련된다. 
318) Peter Reed, Groundswell: Constructing the Comtemporary Landscape,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2005,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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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Peter Walker, 

Saitama-Shintoshin 
Station ‘Sky Forest’ 
Plaza, 1994-2000. 

배열을 통해 지각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라우스는 이 상자들의 경험에 대해 “단순히 순차적으로 흘

러가는 하루하루와 같아 보이며, 어떤 것도 그것의 형태나 방향을 부여

하지 않고, 그 속에 존재하거나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며,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묘사했었다. 그러나 피터 리드(Peter Reed)

는 <Saitama-Shintoshin Station ‘Sky Forest’ Plaza>에 관해 “미니멀 

아트의 규칙적 배열과 흡사한 요소들의 배열이 미학적이면서도 동시에 

상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319) 즉, 워커의 배열은 미니멀 

아트와 흡사하지만, 그에 더하여 미학적이면서도 상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는 객관적인 현전의 지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환영

적 경험이다. 

프라자의 절제된 요소들의 반복적 배열은 궁극적으로 느티나무의 반

복된 배열을 강조한다. “흥미로운 것은 거기에는 수목 이외에는 자연적

인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모두의 상상력을 자극

한다. ... 이렇게 검소한 디자인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목에 집중하도록 

만든다”라고 했다.320) 자연적인 재료가 많다고 해서 자연의 과정이 가

319) Ibid., p. 58. 
320) “The interesting thing is there's nothing natural in it except these trees. That's 

what caught everyone's imagination. ... the spare design allowed people to focus on the 
trees.” (2012 Nemetschek Vectorworks, http://www.vectorworks.net/case-studies?id=98
에서 접근, 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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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Saitama-Shintoshin Station ‘Sky Forest’ Plaza의 지각의 과정

시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족함에서 역으로 그 존재가 더 부각된

다는 것이다. 미니멀 조경의 절제는 오히려 부족한 상황을 만들어 내며, 

조경가는 자연적인 재료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의도하는 지각적 효과

를 얻게 된다. 

<Saitama-Shintoshin Station ‘Sky Forest’ Plaza> 장소란 이렇게 

절제된 오브제의 표현이 느티나무와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 배열되어 있

어, 신체가 중첩된 배열 사이로 지남을 통해 느티나무가 갖는 은유적 의

미를 강화시킴으로 형성된다. 프리드의 현전에서는 하나 뒤에 또 하나가 

뒤따르는 배열로 인해, 현재의 지각은 뒤따르는 지각에 의해 소거되며 

무한함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터의 프라자에의 반복 배열은 지각 경험이 

적층될수록 의미가 확장된다. 외관상 프라자의 네모진 형태와 배열은 미

니멀 아트와 유사할 수 있으나,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지각경험은 

전혀 다른 것이다. 프라자의 반복 배열은 느티나무가 갖는 성스러운 의

미를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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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미니멀 사물이 형성하는 장소의 의의

5.1에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미니멀 사물의 장소형성의 과정을 살펴보

았다. 미니멀 사물이 장소를 형성하는 방법은 그것이 관계하는 맥락과의 

관계를 지각함에 의한다. 이 관계는 단편적이지 않으며 관계하는 맥락에 

따라 다층적으로 경험되었다. 원거리에서 근거리로 이동한다고 할 때, 

관계가 지각되는 특정한 지점들이 이동상에 설정된다. 그러나 이 지점은 

다만 공간적인 개념만이 아닌, 시간과의 교차점에서 설정되는 과정적인 

성격을 갖는다. 

미니멀 사물이 형성하는 장소의 차별점은 장소형성의 편재한 방식인 

재현적 장소와 비교함으로써 분명해진다. 재현적 장소란 원상-가상의 

이분법에서 가상이 원상을 표상함을 통해 성립된다. 즉 신체는 가상을 

통해 원상을 경험하는 환영의 과정을 수반한다. 따라서 오브제는 실제의 

시공간에 존재하면서도 표상하고자 하는 대상의 시공간을 전달하는 수

동적 입장에 놓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0년대 미니멀 아트의 출발이 재현의 구조

에서 발생하는 환영을 소거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으며, 미니멀 아트는 표

상의 시공간에서 지금-여기로 시공간의 전환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았

다. 또한 연구의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할 포스터는 미니멀 아트가 관

념론적 의식 모델을 거부하고 실제의 시공간으로 귀환했음에 의의를 두

었다.321) 미술에서 재현의 구조는 편재한 것이기에, 미니멀 아트의 출현

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음에 분명하다. 

한편, 미니멀 오브제의 사물로서의 특징은 1980년대의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의 성행으로 갑작스럽게 부각 되었다기보다, 이전에도 존재

했던 미니멀 사물의 성향이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의 근원에 관한 논의는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의의 

역시 명확히 논해지지 않았다. 특별히 외관상의 관점의 논의는 한계를 

갖는다. 오히려 지각의 관점에서 미니멀 사물이 형성하는 장소에 관한 

논의는 미니멀 건축과 조경이 출현하기 이전의 장소를 형성하는 방식에

321) 할 포스터, 미니멀리즘이라는 교차점, 실재의 귀환(The Return of the Real), 이영욱 외 
역,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3,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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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목되지 않았던 어떤 부분을 강조하므로 의의를 갖는다. 이 부분이

란 사물 자체가 관계하는 맥락과의 관계를 지각함에서 형성된다는 점이

며, 관계하는 맥락이란 고정된 대상이 아닌 시간상의 변화하는 과정 자

체이므로 장소의 성격 역시 과정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이 출현하기 이전의 장소형성

의 방식 중 편재했던 재현적 장소형성의 방식을 함께 살펴보겠다. 

5.2.1.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 출현 이전의 재현적 장소
건축물은 내재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주체는 이 의미를 경험하므

로 장소를 형성하는 일반적인 논의가 편재하였다. 건축의 형식에 관하여

는 끊임없는 고찰이 있어 왔으나, 장소를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재

현에 근간한 방식이 1980년대의 비평적 지역주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

서 이어져오고 있었다. 

장소에 관한 논의가 재개된 것은 1960대 이후 보편적 근대 건축이 

가지고 온 장소상실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되었다. 지역주의가 

출현하기 이전까지 20세기 전반기에는 건축의 언어를 정립하며 보편화

하려는 움직임으로 1920년대에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주의 양식

(international style)이 등장했다.322) 이는 건축 자체의 자율성을 획득

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으나, 건축을 일관된 관점으로 기술해내는 편

향적인 성향을 보였다. 건축을 기능주의적인 측면에서 작동하는 기계로 

보는 관점은 사용하는 주체의 실존 의식에 대하여 무관심하여 궁극적으

로 거주 감각의 부재로 이어졌다. 또한, 어디서나 적용 가능한 건축의 

보편주의 성향은 각 지역의 풍토와 문화를 배제하므로 획일적인 풍경을 

낳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양차 세계대전이 끝나며 건축은 이러한 문제를 

322) ‘국제주의 양식’은 1930년대에 생겨난 용어이지만, 192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그 형태
적인 특징이 발전하였다. 헨리-러셀 히치콕(Henry-russel Hichcock)과 필립 존슨(Philip 
Johnson)은 1932년 뉴욕 현대 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New York)에서 전시된 국제 
근대 건축적(International Exhibition of Modern Architecture)에서 발행된 책자에 국제주의 
양식의 특징을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하였다. 매스(mass)보다는 입체감(volume)을 표현하는 
것, 대칭을 강요하기보다는 역동적인 균형감을  주는 것, 그리고 적용된 장식을 제거하는 것이
다. (Richard Weston, 건축을 뒤바꾼 아이디어 100, 김광현 외 역, 시드포스트, 2012, p. 
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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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9. Alva Alto, Villa Mirea, 1945.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국제주의로 건축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CIAM(Congrès Internationaux d'Architecture Moderne)은 1959년에 

마침내 해산되었다. 

1960년대 이후 지

역주의 건축은 보편성

으로 인해 소외되었던 

지역이 가지고 있는 

토착적 표현, 대지와 

경관의 통합, 지역의 

재료를 이용한 시지각

적 표현을 위주로 하는 건축 성향으로 발전했다.323) 예를 들어, 핀란드 

노르마르쿠에 있는 알바 알토(Alva Alto)의 <빌라 마이레아(Villa 

Mirea)>(1940)의 실내의 기둥들은 등나무와 자작나무 띠들로 싸여 핀란

드의 침엽수림이 무성한 숲을 표현한 것으로 논의된다.324) 특정 지역의 

대지맥락은 형태, 재료의 사용을 통해 빗대어졌는데, 맥락을 반영하는 

방법의 근간에는 재현적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빌라 마이레아>의 실

내 기둥들은 그 지역의 침엽수립을 연상시키므로 장소를 형성한다. 기둥

의 두께, 재료, 배열 방식은 은유적인 방식으로 맥락의 시각적 이미지를 

연상하는 환영을 생산한다.

이어 1983년에 케네스 프램턴(Kenneth Frampton)은 ‘비판적 지역주

의(Critical Regionalism)’라는 개념을 발표함으로서 보편성과 지역성과

의 대립구도에서 발생하는 건축의 위기를 노출하고 이의 극복방안으로 

지역적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에 의하면 비판적 지역주의는 일종

의 변증법적 표현이다.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와 가치들을 모더니즘에 대

항하여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지역 이외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토착적인 

요소들과 섞어 버리는 것이다.325) 프램턴의 비판적 지역주의는 이전의 

지역주의가 보편성을 완강히 거부했던 것에 반하여, 이를 유연하게 받아

323) 김현수 · 김정곤, 현대건축에 나타나는 컨텍스트(Context)의 구축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
구: 비판적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8권 제1호, 2008년 
10월, p. 467. 

324) 리차드 웨스턴, 건축을 뒤바꾼 아이디어 100, 김광현 외 역, 시드포스트, 2012, p. 167. 
325) Kenneth Frampton, Prospects for a Critical Regionalism in Perspecta, Vol. 20,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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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며 변증법의 귀결을 끌어오는 방법론을 옹호한다.

프램턴이 비판적 지역주의의 방법론으로 제시한 첫 번째 항목은 장소 

만들기(place-form)이다. 1960년대 이후로 도시계획이 단순한 토지이용

계획에 근거하여 영역을 나누는 정도에 그치며, 이를 통해 도시는 장소

를 잃어버렸으며, 하이데거(M. Heidegger)의 ‘spatium’과 ‘raum’의 개

념을 빌려와 공간(space)과의 대비를 통해 장소(place)의 개념을 설명했

다. 공간은 그저 좌표에 의해 기계적으로 구분될 뿐인 균질하고 끊임없

는 연속체인 반면, 장소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구획 지어진 성질을 지

닌 것으로서 다른 곳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영역이다.326) 

프램턴은 비판적 지역주의의 방법론으로 텍토닉(tectonic)한 형태를 

옹호했다. 여기서 자연적 요소란 지형, 기후, 빛, 그리고 도시맥락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데 건물이 구체적으로 자연의 특징을 어떻게 반영할 것

인가의 문제이다. 그는 건축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맥락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관계를 통해 건축적인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327) 또한, 현상학을 서술하면서 촉각적인 것

(tactile)을 중시하여 건물을 경험하는 총체적인 감각의 중요성에 호소했

다. 배경화법적(scenography)인 형태보다는 축조를 옹호하면서 알바 알

토(Alva Alto), 요른 웃존(Jørn Oberg Utzon), 그리고 안도 타다오

(Ando Tadao)의 작품을 지지했다. 

프램톤이 지향하는 바는 미스(myth)가 담긴 지역인데, 당시 건축이 

이미지로 축소된 현실에 저항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328) ‘미스

(myth)’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건물이 자연적 요소, 텍토닉, 촉각적인 것

에 반응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

했다. 

그런데 프램턴의 비판적 지역주의 역시 대지맥락을 드러내는 방식은 

여전히 재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주의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편적인 양식을 받아들인 면에서는 고무적이나, 맥락을 수용하는 방식

326) Kenneth Frampton, "Toward a Critical Regionalism: Six Points for an Architecture 
of Resistance" in the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Bay Press, WA, 
1983, p. 24.

327) 김현수 · 김정곤, op.cit., p. 467.
328) 김승범 · 김광현, 케네스 프램턴의 비판적 지역주의가 지니는 한계점과 현대적 의의, 대

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7권 제8호, 2011년 8월, p.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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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0. Jørn Oberg Utzon, Bagsvaerd Church, 1976.

은 형태, 재료, 배열의 방식에서 은유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마크 길

버트(Mark Gilbert)는 “프램턴은 재현(representaion)에 더 관심이 있는 

듯 하다. 그는 맥락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정적 정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의 없이 우리는 진정성 있는 지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

제에서 미학적 판단에 의존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329) 

프램턴이 비판적 지역주의의 사례로 들고 있는 웃존이 1976년 코펜

하겐 근교에 설계한 <박스베어드 교회(Bagsvaerd Church)>이다. 프램

턴은 이 건물이 서양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이 직유적이지 않은 방식으

로 섞여 세계문명의 종합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가 서양적이라고 

언급한 것은 콘크리트 쉘 볼트(concrete shell vault)이고, 동양적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중국의 첨탑지붕 양식과 관계된 지붕이다. 그런데 은유적

인 방식으로 지역성의 종합을 드러내는 방식을 다분히 재현적이다. 각 

지역에는 이미 건축적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고, 쉘 볼트와 첨탑 지붕은 

이를 드러내는 기호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김승범 · 김광현은 프램톤의 비판적 지역주의에서 언급하는 

지역이란 모호한 개념임을 지적했다. 교회가 위치한 곳은 덴마크의 코펜

하겐인데, 이곳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역사적

으로 식민지 관계였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이 교회가 시도한 변증법적인 

조합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다.330) 따라서 지역적 맥락이란 다분히 

329) 김승범 · 김광현, op.cit., p. 221. 
(원문: Vossoughian, Nadar, "Theorizing the 'Fact' of the Contemporary City : Interview 

with Mark Gilbert," Oct. 2003, http://agglutinations.com/archives/000013.html 
2010.07.14.)

330) 김승범 · 김광현, op.cit., p.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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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적인 개념이 된다. 그러함에도 이 교회를 보고 서양적 혹은 동양적

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은 건물에 내재된 이미지에 의해서이다. 프램턴

이 1980년대의 이미지로 축소되는 건축을 비판하며 구축과 촉각적인 것

을 주장했더라도, 이 역시 재현의 관계에서 지역적 이미지를 중요한 요

소로 수용하고 있다. 

지역주의와 비판적 지역주의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건축이 맥락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문제이며, 재현적 관계에서 건축을 대지맥락을 가

시화하는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 수잔 K. 랭거는 “건축은 장소의 특성

을 시각화한다”라는 말 역시 이러한 재현적 입장을 대변한다. 즉, 건축

은 장소의 의미를 가시화하는 것이며, 장소는 그 건축물이 놓이는 터가 

되는 것이다.331) 이러한 태도는 <장소의 혼: 건축의 현상학을 향하여

(Genius Loci: Towards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에서 건

조의 행위는 장소의 혼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고 주장한 노르

베르그 슐츠(Christian Norberg-Shulz)의 주장과도 상통한다. 

하이데거의 현상학을 구체적인 건축의 현장으로 끌어온 슐츠는 장소

의 근본적인 의미를 다루며 장소를 형성하기 위한 건축의 역할에 대해 

논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건축의 실존적인 목적은 대상지(site)를 

장소로 만드는 것이며 주어진 대상지에 잠재적으로 나타나는 의미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332) 장소는 물질, 형상, 재질, 색을 가진 구체적인 

사물들로 구성된 총체성(totality)을 지니며 성격이나 분위기

(atmosphere)를 갖는다. 

건물(building)이라는 단어는 거주함을 의미하는 독일어 ‘juan’과 대응

되며, 이 말은 ‘존재하다 to be’라는 동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거주한다는 것은 실존적 의미에서 존재하는 것과 연관되며, 거주한

다는 것은 인간이 대지 위에 존재하는 방식이다. 거주란 구체적인 건물

이나 ‘사물(thing)’로서의 세계를 모으는 것을 의미하며, 건물의 원형은 

위요(Unfriedung)라고 결론짓는다.333) 짓는다는 행위는 인간이 거주하

331) 김현수 · 김정곤, op.cit., p. 469.
332) 노르베르그 슐츠, 장소의 혼: 건축의 현상학을 위하여, 민경호 외 역, 태림출판사, 2001, 

p. 25.
333) Ibid.,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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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둘러싸는 행위, 즉 안식처를 만드는 행위이며, 이는 인간의 존재방

식과 관계하는 것이다. 

건조의 행위는 장소의 혼(Genius Loci)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구체화

된다. 구체화의 유형으로 형태학(Morphology), 위상학(Topology), 유형

학(Typology)을 제안한다. 형태학은 형태의 요소가 장소의 이미지를 표

현한다는 것이며, 위상학은 공간요소의 구성방식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

진다는 것을 말한다. 유형학은 전형이 되는 형상을 구체적인 경계 내의 

고유한 이미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334) 그런데 슐츠가 제사한 이러

한 방법론들은 다분히 땅을 고착된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에 근간한

다. 이승헌 · 이동언(2003)은 슐츠가 하이데거의 장소와 터존재로서의 

거주개념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인 방식으로 구

조화 시키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슐츠는 결국 ‘땅을 시각화’하는 방법론

을 제시하여, 그가 비판했던 재현을 모순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장소를 구조화하려는 슐츠의 태도는 실존적 공간 개념도에서도 여지

없이 드러난다. 인간의 자신이 처한 환경의 공간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곳(places), 길(paths), 영역(domains)의 측면으로 

분석될 수 있다. 곳은 인간 행동의 중심이며, 길은 이 중심을 기준으로 

뻗어나가 환경을 점유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영역은 친근하거나 혹은 

심리적으로 먼 곳을 지칭하며 양적이라기보다 질적인 개념으로 정의한

다.335) 슐츠는 실존적 태도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장소의 구성요소를 

구조화시키고자 하는 성향을 보인다. 

사실 슐츠가 원본으로 삼은 하이데거의 현상학은 슐츠의 사물과 같이 

고착화되거나 구조화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사물

(thing)은 자기 안에 사방을 결집하여 모아들인다. 이 사방의 세계는 독

자적인 영역으로 의미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호 얽혀 있는 관계

성을 통해 총체적인 의미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사방 내에서 

존재의 드러남을 ‘거울-놀이(mirror-play, das Speigel-Spiel)’라고 묘

사한다. 사방이 서로 어울리면서, 또 서로를 되비추고 가깝게 하는 존재

334) 이승헌 · 이동언, 노베르그-슐츠(C.Norberg-Schulz)의 ‘장소성’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
찰: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개방성(Openness)"과 ”틈새내기(Rift-design)"의 사유
를 근거로, 건축역사연구 제12호 3권, 2003년 9월, p. 160. 

335) Christian Norberg-Shulz, Baroque Architecture, Rizzoli, Milano, 1979, p. 11-13. 



- 220 -

의 현성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1950년에 발표한 <사물>에서 사방이 

서로서로 합일되어 하나로 포개짐을 바탕으로 다시 각기 나름의 방식으

로 다른 셋의 본질을 비춘하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한다. “넷의 각각은 

일어나며-밝혀지는 방식에 따라 비추면서 다른 셋의 각각에게 자신을 

건네며 놀이한다.”336) 그리고 이러한 넷은 어느 것도 자신의 구별된 특

수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넷의 각각은 그들의 고유화

(Dieses enteignende Vereignen) 안에서 하나의 고유함에로 탈고유화

된다. 이러한 탈고유화는 고유화가 곧 사방의 ‘거울-놀이’이며, 이 거울

-놀이에 의존해서 넷의 하나로 포개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337) 

하이데거의 ‘사방의 모아들임(gathering of the fourfold)’으로 형성되

는 장소의 개념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사물 내의 사방의 움직임을 통

해서 끊임없이 재창조된다.338) 하이데거의 장소는 사방의 움직임을 통

해 계시되고 모아들임을 통해 현시되는데, 이 사방은 고정된 개념이 아

니며 사방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조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하이데거의 사물은 재현이 아닌 사방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드러남(presentation)’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사

방 내에 거주하는 터존재의 근본 성격은 ‘개방성(openness)’339)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340) 따라서 하이데거의 장소성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에게 

장소란 역동적 생성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창조적 개방성

(creative openness)’의 개념이다. 

반면 슐츠는 땅의 혼을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성급하게 제시하

336) M. Heidegger, Vorträage und Aufsäatze, Gesamtausgabe Bd.7 (Tüubingen: Güunther 
Neske, 1954. 

337) 배상식, 하이데거의 ‘놀이’개념, 철학연구, 제123권 2012년 8월, p. 157-158. 
338) 이에 관해 슐츠가 하이데거의 장소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슐츠는 사방의 요소들

을 고착화하여 이들의 유기적인 짜임의 역동적 관계에 관심하지 않았으며, 세계의 구성요소
를 개념화하고 구조적으로 정돈하였다고 비난했다. 작품은 사방의 개별 요소의 어떠함을 드
러내는 ‘재현(representation)’적인 것이 되어, 슐츠 스스로 비난하였던 것에 다시금 얽매이
게 된 것이다. 슐츠는 장소성은 장소의 혼(Genius Loci)을 일어나게 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 장소의 혼은 존재의 탄생 이전부터 이미 있었으며, 존재가 죽을 때까지 함
께하는 고유한 성격을 결정짓는 정체성의 근원으로 이해하였다. 

339) 하이데거는 터존재의 특성을 설명하며 ‘열림(openness)', '열린 터(opening)', '개방성’, 
‘빛남(lighting)', '일어남(happening)', '탈은폐(disclosure)' 등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다.(이
승헌 · 이동언, op.cit., 각주 22.)

340) 이승헌 · 이동언, op.cit.,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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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Aldo Rossi, Teatro del 
Mondo, Venice, 1979

여 그가 비판했던 재현의 구조에 다시금 갇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점은 비단 슐츠의 문제만이 아닌 앞서 지역주의와 비판적 지역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맥락을 다루고자 하는 건축가들에 고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승헌 · 이동언(2003)은 지역건축의 표현방식에 나타나는 대체적

인 문제점이 지나치게 향수적이거나, 환경결정론적인 대응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위 재현의 범위 내에서 대상의 특성을 표

현하는 것이다.341) 

재현된 사물은 고정성을 가지며, 대지맥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없다는 취약점을 갖는다. 따라서 표상적 특성을 그대로 모사하는 

재현의 방식으로는 대상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 이는 지역

주의 건축과 소위 현상학적 건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시적이며 명상적

인 건축물이 현대도시의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성향에 대응하며 어떻게 

장소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관해 질문하게 된다.  

알도 로시(Aldo Rossi) 역시 고착화된 방식으로 땅의 혼을 시각화시

키는 방식을 보인다. 그는 주변 맥락의 형태와 공간을 유형화하고 재해

석하여 유사함을 보이는 건축

(analogical architecture)을 설계했

다.342) 로시가 지향한 신합리주의343)

는 건축을 기술하는 방법론으로 유형

학(typology)을 제시한다. 유형학은 

오브제를 분류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다분히 형태와 공간의 시각적

인 속성에 근거한다. 그는 도시를 분

석함에 있어서도 유형학을 사용하였

341) 이승헌 · 이동언, op.cit., p. 149.
342) 송석현, 건축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지역주의적 다양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

문집 제27권 제12호, 2011년 12월. 
343) 로시는 <합리적 건축(Architecttura razionale)>(1973)에서 “합리적 건축은 1920년대의 

이탈리아 합리주의의 단순한 재생이나 계승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건축을 재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양자에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다. 1960년대 로시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의 신-합리주의 건축 운동인 텐덴자(Tendenza)는 이탈리아 도시와 역사적 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건축과 도시 모두를 회복하고자 시도 하였으며, 프로그램에 구속되지 않는 건축적 
질서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송석현, 현대건축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지역주의적 
다양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7권 제12호, 2011년 12월, p. 231 각주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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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를 ‘도시 인공물(urban artifact)’라고 칭하

고, 건물을 대표적인 도시물로 분류했다.344) 그는 도시가 곧 건축이며, 

건축은 도시를 담고 있는 복합적인 의미체로 보았다. 앞서 살펴본 슐츠 

역시 건조의 행위는 땅의 혼(genius loci)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구체화

되며, 구체화의 방법으로 유형학을 제안하였다.

로시의 유형학은 재현과 상징을 통해 역사속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도구이다. 건축물은 도시의 기억을 담고 있는 것으로 순수한 형태를 지

닌 독립체가 아닌, 도시의 어떠함을 담고 있는 맥락체인 것이다. 베니스 

비엔날레에 소개된 <Teatro del Mondo>(1979)는 16세기 이래로 베니

스의 공적인 행사와 축제를 위해 대중적으로 사용되어온 떠다니는 극장

(floating theather)을 상기시킨다. 건물의 형상은 로시의 유추론에 의하

여 옛 건물의 이미지가 변형되어 표현되었으며, 여기에 베니스의 도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수공간을 이용하여 집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도시의 기억을 환기한다.345) 

로시는 재현의 대상을 단순한 대상이 아닌 공공 혹은 개인의 기억과 

관련된 유동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고정된 시

각적 형태로 귀결된다는 한계를 갖는다. 

조경에서도 재현의 방식으로 장소를 형성하는 방법론이 편재하였다. 

자연의 이상향을 그리며 그 이상향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표상의 방법론

이 존재한다. 애초에 원생의 자연은 길들일 수 있는 대상이라기보다 인

간이 생존을 위해 맞서 싸워야만 하는 경험의 대상이었다. 비트루비우스

(Marcus Vitruvius Pollio)가 말하는 인간의 거주의 시초를 자연으로부

터의 보호로 시작된다. 선사시대의 인류는 빽빽이 들어찬 수목들이 폭풍

우나 바람에 흔들려서 가지와 가지가 서로 마찰되어 불을 일으키는 것

을 보고, 무서운 불길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해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불길이 차츰 가라앉고 잔불에 가까이 할수록 불의 따뜻함과 쾌적함을 

느끼고 그 불을 보존하려 했다. 불의 발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 언어를 만들었으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식처

344) Aldo Rossi, The Architecture of the City, MIT　Press, 1984, p. 21. 
345) 송석현, op.cit., p.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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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 Peter Greenway,
1694년 영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 <The Draughtsman's Contract>, 1982. 

를 짓기 시작한 것으로 보았다.346) 이들에게 자연이란 철저히 경험되는 

것으로, 자연이라는 장소는 생존을 위해 맞서 싸워야만 하는 위협의 대

상이었다.

인류의 발전과 함께 자연관 역시 변화하게 된다. 피터 디켄스(Peter 

Dickens)는 자연이란 “자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자 자연과 우리가 관

계 맺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라고 언급했다.347) 원생의 거친 자연

은 인류의 발전과 함께 그 개념이 변화하게 되었으며, 거친  자연은 인

류에 의해 정복되고 길들여지게 되었다. 17세기 서구의 자연은 유순하

게 다스려진 한 폭의 평온한 이미지로 인식된다. 이 자연관은 자연을 체

험의 대상이 아닌 시각적 이미지로만 바라보는 당시의 시대상에 기인한

다. 

바라보는 대상, 즉 이미지로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서구의 풍경화에

서 드러나는 자연에 관한 태도와 유사한 관점을 취한다. 이상주의 풍경

화(idealist landscape painting)가 담아냈던 안온한 경관에서 드러나는 

자연은 주체와는 멀리 떨어진 채 사각의 시각적인 틀 안에서 보기 좋게 

구성된다.348) 이런 논거에 근거하자면 풍경화는 당대에 인류가 자연과 

346) Morris Hicky Morgan, 건축십서 (Vitruvius: the Ten Books on Architecture), 오덕성 
역, 기문당, 1976,  p. 51.

347) Peter Dickens, Reconstructing Nature: An Alienation, Emancipation and the Division 
of Labour, London: Routledge, 1996, p. 205. (배정한, 조경 설계와 회화적 자연관의 문제, 
한국조경학회지 제27권 3호, 1999, p. 81에서 재인용.)

348) Kenneth Helphand의 에세이 <The Garden and Film>에서 17세기 영국의 당대의 조경
과 회화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Peter Greenway의 필름 <The Draughtsman's 
Contract>(1982)에서 Mr. Neville은 집과 정원을 사각의 격자형 프레임을 통해 이해하며, 
이를 회화로 옮기는 작업을 한다. 이를 통해 주체의 입장에서 당대의 조경과 회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Kenneth Helphand, The Garden and Film in 
Representing Landscape Architecture, Michael Treib ed., Taylor & France, 2008, p. 
2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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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방식이 가시화된 하나의 결과물이며, 조경의 방법론 역시 회화적 

자연관과 흡사하게 자연을 고정된 시각적 장면으로 추구했다. 픽쳐레스

크(picturesque) 미학에 근간한 ‘그림 같은 자연’을 만들어내는 것은 경

관을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도구로 작용했다.349) 

회화적 자연관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과 

자연의 이원론이며, 분리된 자연은 다분히 시각적인 방식으로 이해되므

로 장소 논의는 다분히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푸 투안

(Yi-Fu Tuan)은 장소를 주체의 경험을 통한 의미의 집중점이라고 논했

다.350) 만일 자연이 바라보는 시각적인 대상일 뿐, 인간이 신체를 통해 

체험할 수 없는 대상이라면 피상적인 장소에 그치고 말 것이다. 

미첼(W. J. T. Mitchell)은 과거의 랜드스케이프(landscape)의 개념이 

다분히 고정적이라고 비평했다. 일반적으로 랜드스케이프를 숭고하다거나

(sublime), 아름답고(beautiful), 픽쳐레스크(picturesque) 적이며, 혹은 

목가적(pastoral)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치 문학 · 회화 · 사진과 같이 고

정되어버린 매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랜드스케이프의 개념

에서는 ‘장소’ 역시도 마치 사색의 대상으로써 고정적 것이 된다.351) 즉, 

이렇게 이상적인 장면을 얻기 위해 계획된 ‘그림 같은 자연’은 그 자체가 

직접적인 경험의 대상이 아닌 원상-가상의 재현의 구조에서 설명되는 가

상의 이미지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미지로서의 랜드스케이프는 유토피아

적인 이미지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가상이다. 이러한 회화적 자연관에서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변화와 우연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순간으로 드러나는 시간상의 고정된 한 지점을 지향하며, 이상적으로 감

상할 수 있는 소수의 감상의 지점을 갖는다. 

자연과 인간의 분리는 자연과 문화의 분리로 연계되며, 한 폭의 그림

과 같은 랜드스케이프를 만들어내는 관습은 18, 19세기 이후에도 지속 

된다. 옴스테드(Fredrick Law Olmsted)의 대표작 중 하나로 알려진 뉴

욕의 <센트럴 파크(Central Park)>(1861)는 산업혁명의 여파로 도시에

서 소외된 자연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했으나, 역으

349) 배정한, 조경 설계와 회화적 자연관의 문제, 한국조경학회지 제27권 3호, 1999, p. 
80-87.

350)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회 역, 대윤 출판사, p. 19. 
351) W. J. T. Mitchell, Introduction in Landscape and Power, W. J. T Mitchell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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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시와 명확한 경계를 그리며 마치 도심 속의 섬과 같이 고립되어있

다. 장소론의 측면에 있어서 공원은 곧 도시의 복잡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로 이해된다. 이는 공원이 도시와 맺는 이분법적 관계로 인

해 상대적으로 기계적인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원을 

이상향의 장소로 만든 것이다. 

장소론의 측면에서 <센트럴 파크>는 회화적 자연관에 비해 고무적인 

입장을 취하나, 여전히 자연은 하나의 고정된 장면으로 드러나기를 바라

는 픽쳐레스크의 연장선에 있다. 여전히 그림 같은 자연을 추구하는 이

상향을 갖으며, 재현의 구조에서 시각적인 이미지가 중시된다. 

근대에 이르러 다른 장르의 행보와 유사하게 조경 자체의 독립적인 

언어를 모색하기에 이른다. 댄 카일리(Dan Kiley), 카렛 엑보(Garrett 

Eckbo), 제임스 로즈(James Rose) 등은 조경의 모더니즘을 선도한 조

경가로 알려져 있다. 댄 카일리는 선의 교차로 만들어지는 그리드 패턴

에 집중했으며, 가렛 엑보는 조경을 삼차원의 입체로 해석하고자 했다. 

브라질 출신 로베르토 벌 막스(Roberto Burle Marx)는 남미적인 색채

를 모더니즘 조경에 가미하는데, 유기적인 패턴과 다양한 재료의 사용으

로 마치 추상적인 회화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벌 막스는 과감

한 형태실험을 진행했는데, 그의 작품은 다분히 시각적 감각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단지 벌 막스만이 아닌 근대 조경의 발전에서 시각적 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음을 시사한다. 

근대의 이성적인 사고가 가져온 시각중심적 태도에서 가장 부각되는 

디자인 언어는 형태일 것이다. 현상학자인 유하니 팔라스마(Juhani 

Pallasmaa)는 초점이 맞추어진 시각(focused vision)에 대한 믿음은 부

질 없으며, 시각 역시 우리의 피부 중의 일부로 공감각의 일부로 보았

다. 그는 실제로 우리의 피부가 색을 분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공감

각의 실체인 우리의 몸(body)이 현상의 중심에 서있음을 강조했다. 초점 

없는 시각(unfocused vision)은 시각의 한계를 넘어서며, 세계를 인지하

는 보다 근원적인 지각이다.352) 

장소론의 입장에서 시각중심적 사고는 한계를 지닌다. 장소란 주체의 

경험이 없이 성립되지 않는 것임을 상기할 때, 주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

352) 유하니 팔라스마, 건축과 감각, 김훈 역, 스페이스타임 출판사, 2013,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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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성에 기반한 시각중심적 사고에서는 보는 것

을 통해서만 주체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며, 이성 이외의 주체를 구성

하는 요소들은 열등한 것이 된다. 반면 현상학적 주체에서 시각은 피부

의 연장이며 주체의 일부일 뿐이다. 따라서 시각중심적 사유에서 탈피한

다는 것은 몸의 근원으로 회귀한다는 것이며 장소론의 관점에서는 고무

적인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신체의 움직임과 경험을 중시한 로렌스 핼프린

(Lawrence Halprin)의 조경작품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들의 신

체로 감각하며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자 한 측면에서 이전의 작업들

과 차이를 보인다. 그는 자연을 신체로 직접 느끼고 감각할 수 있는 것

으로 보고 그 특성을 형상화하려고 했다. 

핼프린의 작업에서 드러나는 신체에 대한 관심은 무용가였던 부인 안

나 핼프린(Anna Halprin)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나 핼

프린은 도시의 일상을 퍼포먼스로 계획했는데, 도시의 오픈스페이스가 

시민이 참여하는 무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로렌스 핼프

린은 환경에서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모테이션(motation)이라는 

기록법을 고안했다. 모테이션이란 움직임(movement)과 부호(notation)

을 합친 말로서, 신체가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 요소들을 평면과 

입면적 측면 모두에서 기록하는 방식이다.353) 핼프린의 <러브조이 플라

자(Lovejoy Plaza)>(1970)에서는 “도시에서 가장 ‘무미건조한 기초적 

움직임’ 중 하나인 걷기를 안무한 퍼포먼스”를 제시하여, 인간의 신체적 

활동을 담아낸 작업을 제시하였다.354) 

또한, 핼프린의 작업은 개인의 신체성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시민

들의 참여를 함께 유도하는 공공의 오픈스페이스를 만들어 단체적인 신

체를 드러내고자 했다. 이를 통해 1960년대 당시 미국의 정치 · 사회 · 

문화의 혼돈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므로 감성적

인 치유의 장을 형성하고자 하였다.355) 비슷한 시기에 미니멀 아트에서 

353) 배정한, 현대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조경, 2004, p. 196. 
354) J. Ross, Choreographing Nature in Where the Revolution Began: Lawarence and 

Anna Halprin and the Reinvention of Public Space, Randy Gragg eds. Spacemaker Press, 
2009, p. 16-25. (안진희 · 배정한, 자연과 도시의 감각적 합으로서의 조경: 로렌스 핼프린
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1년 10월, p. 64-65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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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3. Lawrence Halprin, 
Lovejoy Fountain Park, Portland, 1970.

논의된 신체를 드러내는 방식이 미술관이라는 특수한 곳에서만 발생하

는 개인의 경험이라면, 핼프린은 일상이라는 평범한 곳에 도시의 해방감

과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집단적인 방식을 제시했다. 

그러나 핼프린이 제시한 방법론은 자연의 형태적 모방에 근거한 형상

을 제시함에 근거한다. 자연의 지형을 계단으로 표현한다거나, 떨어지고 

흐르는 물의 흐름을 추상화하는 등의 기법이다. 그의 작업은 자유로운 

활동을 유도하는 수평적 표면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기보다, 조각

적인 형상들을 수직적으로 배치한다거나 영역을 나누는 방식을 통해 신

체적 활동을 안무(choreography)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핼프린

의 작품의 경험에서 주체가 기억하는 장소란 일반적으로 움직임의 무대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니멀 아트와 같이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핼프린의 작품은 신

체의 움직임을 통해 지금-여기의 시공간성을 취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의 단순화된 오브제는 형태적인 방식에서 물의 흐름을 추상화하므로 

여전히 원상-가상의 재현의 구조에서 설명된다. 주체는 마치 물이 떨어

지는 계곡을 거닐거나, 경사진 계곡의 꼭대기에 서있는 것과 같은 느낌

을 받게 된다. 핼프린의 작품은 모방의 형식을 통해 폭포라는 내재적 의

미를 지닌다. 

355) 안진희 · 배정한, op.cit., p.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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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미니멀 사물이 형성하는 장소
확장된 현재성의 지각을 통해 사물로서의 미니멀 오브제가 형성하는 

장소는 이전에 편재했던 방식인 재현적 장소와 현전의 지각을 상정하는 

사물성에 근거한 미니멀 오브제의 장소와 비교함으로써 그 특징을 공고

히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논의된 장소는 3가지이다. 2장

에서 논한 현전이 생산하는 무장소, 확장된 현재성의 장소, 재현적 장소

가 그것이다. 또한, 장소의 방식은 다음의 5가지의 틀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 오브제의 특징 · 생산되는 지각 · 장소를 경험하는 주체의 위

상 · 오브제가 의미를 생산하는 방식 · 궁극적 장소의 성격이 그것이다.

 

오브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재현적 장소를 형성하는 오

브제는 그것이 표상하는 특정한 대상이나 내용을 설정한다. 따라서 기표

로 존재하는 오브제는 일회적 성격의 표현이며 고정된 성향을 갖는다. 

반면, 2.1에서 살펴본 현전의 지각을 생산하는 미니멀 오브제는 기본

적으로 재현을 반박하는 입장에서 출발했다. 자기충족적 성향을 갖는 현

전의 미니멀 오브제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형태 · 재료 · 배열의 완결적 

성향을 갖는다. 즉물적 오브제는 사물이 아닌 사물성의 특징을 지니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상황(situation)을 생산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확장된 현재성의 지각을 생산하는 미니멀 오브제는 

관계 지향적이다. 사물성이 아닌 사물의 성격을 갖는다. 사물의 성격을 

갖는 이유는 미니멀 오브제가 맥락과의 관계를 통해 형태 · 재료 · 배열

의 구체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오브제가 다층적으로 맥락과 

관계할 수 있음으로 인해 지각의 차이를 생산하며, 신체의 참여에도 유

동적인 성격을 갖는다. 

생산되는 지각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재현적 오브

제의 경우 표상하는 대상이나 내용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지각하는 

것이 생산의 과정이 될 것이다. 이 과정은 주체의 선험체계에 근거한 환

영적 과정을 수반한다. 원상-가상의 재현의 구조에서 가상은 원상을 상

기하는 특징을 지니며, 이를 통해 주체의 연상 작용을 통해 원상에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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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므로 환영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마이클 프리드에 의하면 

초월적이며 은총적인 경험으로 이를 현재성이라고 칭하였다. 

반면, 도널드 저드가 환영의 소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은 재현의 

구조를 반박하는 입장이다. 오브제는 그 자체로 경험될 뿐이며, 저드는 

그의 작품에서 발생하는 환영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환영

(matter-of-fact illusion)’임을 단언했다.356) 이러한 환영에는 주체의 

선험체계가 투사되지 않으며, 지각되는 것은 오로지 지금-여기의 현전

이다. 이렇게 비실존적 주체를 상정하며, 주관성을 배제하는 현전의 지

각은 건조하며 배타적인 특징을 갖는다. 

반면, 관계적인 미니멀 오브제가 형성하는 지각은 지금-여기에서 그

것이 관계하는 맥락으로 확장하는 지각이다. 이를 확장된 현재성으로 논

했다. 지각의 확장의 주체는 실존적 신체이다. 앞서 3장에서 크라우스는 

마틴의 그림에서 확장하는 지각을 논하며 숭고를 경험한다. 이는 주체의 

선험체계에 근거한 환영인데, 재현적 오브제가 수반하는 환영과는 성격

이 다르다. 

재현적 오브제의 환영은 가상을 통해 원상에 근접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며, 이 경험에서 주체가 경험하는 것은 표상하는 대상의 시공간이다. 

예를 들어, 사건을 재현하는 조각의 경우 그 조각을 통해 주체는 기념의 

내용이 되는 사건의 시공간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확장된 현

재성에 수반되는 환영은 지금-여기의 주체의 시공간에 근간한다. 이는 

미니멀 사물이 기본적으로 재현을 부정하는 미니멀 아트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장된 현재성은 주체의 실존을 긍정하는 지각이며, 

장소형성에 가장 적극적인 지각적 경험이 된다. 

장소를 경험하는 주체의 위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현의 오브

제를 경험하는 주체는 다분히 수동적이다. 이미 정해진 방식 안에서 지

각하기 때문이다. 원상을 암시하는 가상에 내재된 언어를 파악하는 방식

에서 주체의 선험체계가 작동하므로 주체의 적극성은 어느 정도 한계선 

안에서만 작동한다. 

356) Donald Judd, quoted in "Is Easel Painting Dead?", symposium transcript, November 
1966, Barbara Rose papers, Archives of American Art, Smithsonian Institution,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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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전의 지각을 상정하는 미니멀 오브제의 경우 신체는 오브제

가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며 비실존적 신체로 상정된다. 저드의 관점에서 

보자면 세계(world)는 이미 나타난(ever-emerging)것으로, 주관

(subjective)과 객관(objective)이 통합되고, 외부(external)와 내부

(internal)가 통합되며, 정신(mind)과 몸(body)이 통합된 상태이다.357) 

이러한 상태일 때 신체는 드러난 오브제 이외에 어떤 것도 연상하지 않

으며 선험적인 경험이 침투하지 않는다. 주관성이 배제된 신체는 보편적

이다. 

확장된 현재성의 주체인 신체는 논의되는 장소경험의 주체 중 가장 

적극적인 실존을 갖는다. 맥락과의 관계에서 미니멀 오브제의 사물로서

의 특징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 맥락으로 지각의 확장을 

경험한다. 이 과정은 주체의 선험체계에 근거하는 주관성을 가지나, 재

현적 오브제의 경우처럼 작동하는 특정한 범위는 없다. 오브제 자체에 

내재된 의미가 없으며, 관계의 지각을 통해 비로소 의미를 상정하므로 

의미 생산의 주체는 오브제가 아닌 지각하는 주체에게 달려있다. 재현적 

오브제는 표상을 통해 의미를 내재하므로 이미 의미 있는 것이 되었다

면, 이와 대조적으로 관계적인 미니멀 오브제는 주체의 참여를 통해서만 

의미가 발견되고 생성된다. 

또한, 맥락과 관계 맺는 미니멀 오브제는 신체 역시도 또 하나의 관

계점으로 상정한다. 배열의 방식은 신체의 참여를 예견하며 우연적 참여

를 통해 장소의 의미 역시 변화하게 되다. 

의미를 생산하는 방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논한 바와 같이 재현

적 오브제는 표상을 통해 의미를 내재하므로, 의미의 생산의 측면에서 

재현적 오브제는 완결된 상태이다. 다만 그것이 해독되어 주체에게 의미

가 전달되는 과정이 남아있다. 

반면, 현전의 지각을 생산하는 미니멀 오브제는 표상을 거부하므로 

의미를 내재하지 않는 것 자체를 중시한다. 의미를 내재하지 않는 기치 

357) David Raskin, Donald Judd, Yale University Press: New Heaven and London, 2010, 
p. 14. (Donald Judd, qupted in Angeli Janhsen, Discussion with Donald Judd in Donald 
Judd, St. Gallen, Switzerland: Kunstverein St. Gallen, 1990,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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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로버트 모리스의 비어있는 형태가 논의되었으며, 재료는 그 자체로 

전시될 뿐이다. 또한 의미를 배제하기 위해 배열의 의존성을 타개했으

며, 오브제 자체의 자율성에 근거한 수열 등의 규칙에 의존하여 배열되

었다. 

관계지향적인 미니멀 오브제의 경우 내재하는 의미가 없이 비어있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차이점은 맥락과의 관계를 통해 형태 · 재료 · 

배열의 구체성을 갖게 되어 사물로 지각되며, 이를 통해 비로소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오브제와 맥락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 생

산의 첫걸음이 된다. 

형성되는 장소의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현적 오브제가 형

성하는 장소는 고정적이다. 또한, 표상의 관계는 일회적이다. 한번 재현

되고 완성된 오브제는 영속적으로 존재하며, 단편적인 관계성을 드러낸

다. 

반면, 의미생산에 무관하고 비실존적 주체를 상존하는 미니멀 오브제

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장소형성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무장소적이다. 

그러나 현전을 고수하는 오브제는 스스로를 ‘대지특정적’358)이라고 주장

하는 착오를 범하는데, 이는 즉각적인 지금-여기의 생산을 맥락적인 것

으로 미화함에 기인한다. 리차드 세라, 도널드 저드의 작품이 장소적인 

것으로 정당화되는 이유가 이에 근거한다. 즉각적인 지금-여기에 지나

치게 의존하여 장소와 관계된 모든 논의를 시공간의 즉각성에 돌리며, 

스스로 독주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들의 작품은 전시장을 벗어나 실제 

대지맥락에 놓였을 때 그 진면모를 드러내었는데, 작품의 크기와 배열은 

실로 거대해져 신체를 압도한다. 

마지막으로 관계지향적인 미니멀 오브제가 생산하는 장소는 가변적이

다. 맥락이 변화함에 따라 장소의 성격 역시 변화하게 된다. 또한, 하나

의 오브제가 다양한 맥락과 관계하므로 생산되는 지각 역시 다층적이다. 

따라서 오브제가 형성하는 장소란 이렇게 다층적으로 형성된 지각의 차

이를 발견해나가는 과정이 된다. 이는 실제적인 공간의 점유 속에 이동

358) 일반적으로 미술에서는 ‘장소 특정적’이라고 칭해진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장소라는 
용어에 주의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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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 장소의 특징 비교
재현적 장소 현전과 관계하는 

미니멀 사물성의 장소
확장된 현재성과 관계하는

미니멀 사물의 장소

오브제의 
특징

표상하는 특정한 
대상이나 내용을 
설정하므로 고정
된 성향을 갖는
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자기 
충족적 성향으로 형태 · 
재료 · 배열에서 완결성
을 지닌다. 상황
(situation)의 생산을 통
한, 그 자체의 현전의 지
각을 생산한다. 

맥락과의 관계를 통해 형태 
· 재료 · 배열의 구체성을 
지니며, 신체의 참여를 유
도한다.  

생산되는 
지각

표상하는 대상이
나 내용을 지각하
며 주체의 선험체
계에 근거한 환영
적 속성을 지닌
다. 

사물성에 기반한 ‘지금 
여기’의 현전의 지각이
며, 비실존적 주체의 설
정으로 환영을 반박한다.  

사물의 특징에 기반한 ‘지금 
여기’에서 맥락으로 확장하
는 지각으로, 주체의 선험
체계에 근거한 환영적 속성
을 지닌다. 

장소 경험의 
주체의 위상

표상하는 고정된 
대상이나 내용을 
지각한다는 수동
성을 갖는다.

연극적 상황을 경험하며, 
주체는 오브제와 심리적 
거리를 유지한다. 

관계를 지각함으로 확장하
는 지각은 주체의 실존에 
근간한다. 신체 역시 하나
의 관계로 작용하며 의미를 
생산하는 적극성을 갖는다. 

의미를 
생산하는 

방식

표상의 방식으로 
오브제는 의미를 
내재한다. 

재현을 부정하는 입장에
서 출발했으며, 오브제가 
내재하는 의미가 없으므
로 비어있다. 

내재하는 의미가 없이 비어
있으나, 맥락과의 관계를 
통해 사물로 구체화되며 비
로소 의미를 획득한다. 

장소의 성격 고정적 · 일회적
무장소

(의미생산에 무관하고, 비실
존적 주체를 상정하므로 장
소형성과 관계없다.)

맥락의 변화, 신체의 참여
에 따라 가변적이다. 관계
하는 맥락에 따라 지각의 
차이를 생산하며 과정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기도 하며, 시간의 축에서 변화를 내포하기도 한다. 이렇게 과정 가운

데 형성되는 장소는 끊임없이 재생되며, 고정된 성격을 지니지 않고 맥

락에 의존적이므로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

소 형성의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미첼(W. J. T. Mitchell)은 랜드스케이프를 명사가 아닌 동사라고 선

언하면서, “살아있고 움직이며 인간 존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논했

다.359) 동적인 개념의 랜드스케이프는 교환의 개념 속에 순환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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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간과 자연, 자아와 타자의 매개체이다.360) 랜드스케이프가 무엇인

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주목하기보다, 문화를 생산하는 주체로

서 무엇을 하는지를 주목한다.361) 미첼이 제시한 개념은 일시적으로 소

모되는 것이 아닌 시간상 연속하는 개념으로, 자연과 인간의 삶의 변화

를 담아내고 매개하므로 공간의 의미를 제공하며 장소를 형성한다. 

미첼은 랜드스케이프를 대상으로 논했으나, 이 개념은 오브제와 자연, 

그리고 신체를 포함하여 논하는 본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본

문은 매개체를 랜드스케이프가 아닌 미니멀 오브제를 다루었다. 미니멀 

오브제 역시 고정된 명사의 개념이 아닌 동사의 개념으로, 그것이 매개

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로써 무엇을 만들어 가는지 주의하는 것이 본 연

구가 논한 장소형성의 기본 방향이다.  

이러한 유동적인 장소형성의 방법론에서 미니멀이 유용한 이유는, 그

것이 애초에 의미를 내재하지 않고 비어있는 성격을 띠므로 관계 수용

에 수월하다는 점 때문이다. 형태를 통해 말하는 바가 없고, 재료 역시 

그 자체일 뿐이며, 배열의 방식은 의도적 구성을 탈피했다. 이렇게 의미

의 측면에서 텅 비어 있는 미니멀 오브제는 관계를 통한 의미 생산에 

사용되기에 적합하다. 

359) W. J. T. Mitchell, Introduction in Landscape and Power, W. J. T Mitchell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p. 2.

360) "Landscape is a medium of exchange between the human and the natural, the self 
and the other." (W. J. T. Mitchell, op.cit., p. 5.)

361) "...landscape 'is' or 'menas' but what it does, how it works as a cultur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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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연구는 미니멀 오브제의 지각 방식을 고찰하면서, 기존의 현전 개

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지각 방식을 확장된 현재성으로 논했

다. 현전의 지금-여기는 시공간의 즉각성만을 내포하는 반면, 확장된 현

재성은 지금-여기에서 오브제가 관계하는 맥락으로 확장하는 지각이다. 

오브제와 맥락의 관계형성은 오브제를 대지결정적인 것이 되게 한다. 이

로써 신체는 지금-여기의 연극적 경험에서 나아가, 주관적 선험체계를 

투사하고 신체의 위치를 시공간의 한 지점에서 확증하므로 실존적 주체

로서 위치하게 된다. 

확장된 현재성을 통한 장소형성이란 전적으로 능동적인 신체의 참여

를 통해 성립된다. 원거리에서 집합적 형태와 배열로 말미암아 최소화된 

요소로만 지각되던 미니멀 사물의 감추어진 특징들은 신체의 능동적인 

이동과 참여에 따라 감추어진 베일을 벗고 개체적인 특징들을 드러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미니멀 오브제는 형태 · 재료 · 배열에서 구체성을 

지니는 사물로서 지각된다. 하나의 오브제가 생산하는 다층적 지각은 결

국 주체의 참여를 통해 모아지고,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차이는 곧 의미

의 생성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사물로서의 미니멀 오브제의 장소형성 방

식이다.

본문에서는 확장된 현재성의 측면에서 미니멀 아트 ·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을 가로질러 살펴보았다. 장소를 형성하는 미니멀 오브제는 

사물성이 아닌 사물의 특징을 지니며, 1960년대의 좁은 의미의 미니멀 

아트가 아닌 보다 넓은 범위에서 미니멀 오브제의 형태 · 재료 · 배열을 

그 범위로 취한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의 현전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

으며, 새로운 지각 방식을 요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1980년대에 활성화

된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의 근원이 1960년대 중반의 미니멀 아트

라고 단정하기에는 모호한 점들이 많다. 다만 외관상 유사할 뿐, 지각의 

측면에서 도널드 저드로 대표되는 사물성을 생산하는 미니멀 아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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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사물성을 취하는 미니멀 오브제는 스스로

를 정의하는 자기충족적 상태에 머물므로 맥락과의 관계를 취하지 않는

다. 

결과적으로 연구의 배경에서 1980년대에 할 포스터에 의해 재평가된 

미니멀 아트의 확장된 영역이란 오히려 저드를 중심으로 하는 미니멀 

아트라기보다 확장된 현재성의 지각을 생산하는 미니멀 사물을 통해 확

증된다. 역설적이게도 포스터가 주장을 펴며 논의한 대상은 모두 화이트

큐브 안의 작품이었다. 오히려 일상의 삶의 맥락을 배경으로 하는 칼 안

드레의 미니멀 아트,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과의 접점 속에 그 확장

의 실질적인 의미를 재평가할 수 있다. 이들은 지금-여기를 제한적인 

시공간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 구체적인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적

인 것으로 취했다. 

미니멀 아트에 관심한다고 밝힌 건축가와 조경가들이 미니멀을 수용

한 이유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미니멀 오브제가 맥락을 매개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관심했으며, 궁극의 목표는 장소형성에 있었다. 미

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이 저드의 미니멀 아트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이유는 단지 장르적 차이만이 아닌,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달랐던 것이

다. 이들이 미니멀 아트를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비판하였다는 것은 주목

할 만하다. 

미니멀 사물이 생산하는 장소가 의미 있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닌 끊

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자체라는 것이다. 장소란 특정한 주제를 표상하며 

완성되는 것이 아닌, 자연과 인간의 삶의 변화와 관계하며 만들어 나가

는 것이다.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장소는 관계하고 있는 맥락의 변화에 

따라 그 자체도 가변적인 것으로 지각된다. 맥락이 변화하고 있다면, 이

와 관계하는 장소 역시 끊임없이 생성되어가고 있는 과정이 된다. 더불

어 또 하나의 관계점이 되는 신체의 우연적 개입은 장소를 더욱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게 만든다. 장소란 다만 정적인 지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이러한 유동적인 장소형성의 방법론에서 미니멀 사물은 애초에 의미

를 내재하지 않고 비어있는 성격을 띠므로 관계의 수용에 수월함기 때

문에 유용하다. 의미의 측면에서 텅 비어 있는 미니멀 사물은 관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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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 생산에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이다. 관계하는 방법론으로는 최소

화된 요소의 개입을 통해 주변의 요소들과 함께 구성을 이루며 원거리

에서 픽쳐레스크를 제공한다. 투과 혹은 반사 재료가 최소화된 선과 면

으로 지각될 때 오브제의 경계는 해체되며 주변으로 지각을 확장시킨다. 

재료를 변형을 통해 이를 가한 맥락이 환기되며, 재료의 반응으로 형성

되는 공간의 분위기를 통해 지각의 확장을 유도하기도 한다. 또한, 배열

의 관계에서 대지의 특징을 가시화하며 신체의 참여를 예견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론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맥락에 오브제가 개입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이 개입을 통해 평범한 맥락은 특별하게 지각된다. 

궁극적으로, 매개적 성격을 지니며 고정되지 않고 맥락의 변화에 유

연한 미니멀 사물의 장소형성의 방식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도시 사

회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사례들 중 상당수

는 현대 도시를 배경으로 한다. 다만 관계하는 맥락에서 주로 자연에 비

중을 두었으나, 이 역시 도시의 맥락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가지의 사례들에서 발견된다. 더불어 신체의 행위를 수용하며 유희를 생

산하는 측면 또한 현대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한다. 이러한 

관계적인 특징들은 일방적으로 표상의 내용을 전달하므로 소통이 부재

한 재현의 장소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오늘날 과정과 참여의 성격을 지닌 장소에 관한 논의가 점점 활발해

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확장된 현재성을 통한 미니멀 사물의 장소형

성 방식은 이러한 시류의 일부로 자리를 점할 것이다. 특별히 본 연구는 

단지 개념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지각의 방식과 장소형성의 

방법론을 제시함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니멀 아트 · 

미니멀 건축 · 미니멀 조경이라는 제한적인 ‘이즘(-ism)’에서 나아가 사

물의 특성을 갖는 미니멀 오브제에 폭넓게 적용 가능한 사항임을 고려

할 때, 이와 관련된 무수한 사례들에서 장소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기

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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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thesis, I study the ways to perceive minimal object and I 
present a new kind of its perception based on the Roslind Krauss' 
argument, which is named 'expanded presentness'. The concept of 
presence proposed by Michael Fried is based on objecthood by 
theatricality and it has provided a pervasive way for perceiving minimal 
art. On the other hand, expanded presentness is understood as an object 
rather than objecthood since forms, materials, and arrangements can be 
realized by their relations to contexts. In sum, I argue that minimal object 
generates both types of perception, presence and expanded presentness, 
which is comparable to the Hal Foster's statement that minimal art is the 
crux of intersection of completing the formal autonomy of modern art and 
destroying it at the same time.

Minimal architecture and landscape has been inspired by the 
developments of minimal art but in terms of the ways of perception 
and place-forming, they has followed different paths from that of 
minimal arts. Whereas the 1960's minimal art represented by the works 
of Donald Judd led to the concept of presence as a perceiving manner, 
the 1980's minimal architecture and landscape allowed to explore the 
other way of perception, expanded presentness. Although the minimal 
architecture and landscape were influenced by the minimal art, they 
criticized its universal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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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hood producing the perception of presence has tendency to 
redefine existing contexts based on its self-sufficiency. Judd thought 
that the world is ever-emerging, an integration of objective and 
subjective, external and internal, mind and body. Under his assumption 
that a self is ideal and universal, a self can be described to be detached 
physiologically. Furthermore, it is claimed that the resultant perception of 
now-here can be understood as an experience of place. However, it is 
just theatrical reality. On the other hand, object producing the perception 
of expanded presentness moves body's perception from object itself to its 
related contexts. In this procedure, the instant now-here expands to the 
context's space-time. This is a kind of illusion based on individual's 
pre-experiences. Minimal object which is originally meaningless obtains 
its meaning via the expansion of body's perception to the object's related 
contexts. 

Dominique Perrault · Herzog & de Meuron · Carl Andre and Peter 
Walker emphasized the relational attributes of minimal object. Regardless 
of fields, they pursued the relationship of minimal object and contexts 
and eventually place-forming, where they used strategies such as 
intervention with minimal line and surface, perceptional differences of 
materials by changes of contexts, and arrangements determined by 
relation with existing contexts and body's participation. These methods 
for place-forming are not only restricted to minimal art, architecture and 
landscape but also found at the works prioritizing minimal in similar ways. 

In conclusion, a place is formed by perceiving the relationships of 
object and contexts. The reason why minimal object is effective to 
form a place is that it is blank in terms of form, material, and 
arrangement, and thus, it is open to having relationships with its 
contexts. The place-forming by minimal object is not a determined but 
evolving process. Therefore, using minimal object can be an effective 
way to form places in a modern city which is dynamically cha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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