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석사 학위논문 

은유로서의 분위기 

-분위기를 그리는 언어적 상상력과 은유- 

Atmosphere as a Metaphor 

- Metaphor and Verbal Imagination picturing Atmosphere - 

 

 

2019 년 2 월 

 

 

서울 학교 학원 

건축학과  

이 건 일



i 

 

초    록 

은유로서의 분위기 

-분위기를 그리는 언어적 상상력과 은유- 

 

서울 학교 학원 건축학과 이 건 일 

지도교수 백    진 

 

분위기(atmosphere)는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는 ‘사이’ 혹은 ‘관계’들이 

정서적인 형태로 체감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분위기의 경험은 주지적인 

시선으로 미적 상을 탐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종류의 주변적이며 정서적인 인지들을 포괄하는 탐구가 된다. 독일의 

미학자 게르노트 뵈메(Gernot Böhme, 1937~)는 위와 같이 주장하며 그 

예술론적 기획의 중심에 ‘분위기’라는 개념을 끌고 들어온다. 이때의 분위기는 

상의 내재된 본질이 아닌 ‘밖으로 드러나 있는바’를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분위기는 ‘물질’이나 ‘사람’이나 ‘그것들 간의 관계’가 

세계를 향해 나와있고, 우리의 신체가 그것과 함께함으로 경험되는 정서적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건축에 있어서 분위기라는 개념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뵈메는 이때 ‘무  디자인’을 핵심적 패러다임으로 내세우며 오늘날의 디자인과 

건축과 같은 작업이 무 화되는 것을 설명한다. 이에 건축은 그 속성들이 

전달하는 정서적 효과들을 마치 연극의 무 를 만들 듯이 연출되어야 하는 

것이 된다. 이 연출을 위해 그는 상을 넘어서서 상 밖으로 ‘나가서는 

속성’들을 강조하는데, 이에는 오늘날의 무 와 같이 ‘빛과 소리’, ‘색과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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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주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그의 주장이 담고 있는 ‘신체감’의 강조와 그것을 다루기 위한 ‘재료성’, ‘빛과 

소리’, ‘냄새’, ‘색’ 등의 방법적 연출의 문제가 분위기를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형식주의적 함정이 숨어있음을 짚어낼 

필요가 있다. 분위기를 그저 분위기적 요소로서 바라볼 때, 건축가는 종종 

미학적 작업으로서 ‘분위기적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에 그치는 사고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알베르토 페레즈-고메즈는 이러한 분위기에 한 미학적 이해들이 

‘그저 떠다니는 감각과 인상들’에 한 논의에 그치며, 소위 건축이 

수행해야하는 정서적 ‘조율’(attunement)의 역할을 가린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이하게도 ‘선반성적이며 즉각적인 신체감’의 영역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언어적 상상력’과 그 핵심인 ‘은유와 이야기’를 내세운다. 이에 본 논문은 

언어를 배제하는 시도로 보이는 ‘분위기적 작업’과 페레즈 고메즈가 말하는 

언어적 상상력을 통한 ‘조율로서의 분위기적 작업’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분위기에 한 순수 감각적 이해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는, 건축을 포괄하는 사고에서 분위기 개념이 가지는 위치를 

짚어내어, ‘분위기를 사고하는 건축’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위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와 은유에 한 이해의 차이를 

짚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분위기에 한 일반적 이해를 이끈다고 할 수 있는 

뵈메의 주장에서 분위기는 반성적이며, 작위적인 기호-언어가 아닌 즉각적인 

신체감으로 이미 세계 내에 ‘나가서며’ 존재하는 것 자체일 뿐이다. 반면, 

페레즈-고메즈는 옥타비오 파스, 모리스 메를로-퐁티, 폴 리쾨르 등과 최근의 

인지언어학에서 등장한 언어의 체화됨을 주장하며, 언어를 언어학적 기호의 

관계로 보는 것을 부정한다. 이때 그가 상정하는 언어는 반성적이며 논리적인 

언어가 아니라 선반성적인 이미지 자체를 담고 있는 ‘시의 언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은유와 이야기’는 ‘시의 언어’를 만드는 창조적 상상력의 표적 

양상일 뿐만 아니라, 삶의 상황에 붙어있는 정서를 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위의 뵈메와 페레즈-고메즈의 언어관에 한 차이를 바탕으로 건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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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은유-이야기의 이해의 차이를 유추해볼 수 있다. 실상, 뵈메가 비판하는 

은유적 건축, 혹은 기표들 간의 의미 놀음은 개념적이거나 형상적인 은유의 

수준에 그친다. 반면, 페레즈-고메즈가 폴 리쾨르와 인지언어학을 들어 

서술하는 은유 이해는 은유 이전의 체화된 이야기들을 파헤치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 관점에서의 은유 이해를 ‘이야기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은유’로 

살피고, 이에 이야기를 내재하는 은유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인간의 행위를 위한 

정서적 조율을 수행한 ‘루돌프 슈바르츠’의 ‘예배당’에 한 서술을 예시로 들 

수 있다. 그의 건축 작업은 은유적 상상력으로 한 공동체의 체화된 의미를 

새롭게 연결함으로, 익숙한 ‘신성함’의 분위기가 아닌 ‘신성함’을 예배당을 향해 

제시했다. 

정리하자면, 페레즈-고메즈는 특정한 감각 이미지가 아닌 언어와 그 상상력의 

핵심이 되는 은유와 이야기를 창조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에는 감각적 요소를 다룰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의 미학이 아닌, 

건축 작업에서의 분위기적 사고가 가지는 위치에 한 고려가 함축 돼있다. 

그가 말하는 분위기는 기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고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 기분을 담는 행위를 포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곧, 그것이 무엇을 위한 

공간이 되고자 하는가에 한 이야기 없이, 그저 ‘시크하거나, 편안하거나, 

긴장되거나, 위엄 있는’ 느낌을 주는 감각적 요소들을 추구하는 태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분위기는 삶의 행위들을 담을 수 있는 건축의 

기본범주인 ‘시설’의 상상력과 연결된 사고일 때에 의미를 갖춘 형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형식이 형식 그 자체로 설 때 자폐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분위기를 분위기적 속성 자체로 이해하는 것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아닐까? 페레즈-고메즈로부터 끌어낸 ‘분위기’ 밖에서의 ‘분위기’ 이해는 그 

개념을 ‘미학적 범주에서 주변적으로 인지되는 정서감’의 수준을 넘어서 외연을 

확장하는 이해이다. 신체감을 향한 분위기 자체를 만들기 위한 분위기 논의가 

아닌 삶의 행위를 담는 배경적 건축을 위한 분위기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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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어떤 건축가는 ‘감각적 속성과 인상, 신체감, 공감각 등’을 사고하며, 

재료를 실험하고 구축해 몸으로 살피는 것을 현상학적 건축이라 주장하며 이를 

위한 탐구를 이어가는 태도를 가지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분위기로 

하여금 은유와 이야기의 상상력을 끌어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건축가로 

하여금 즉각적 감각 탐구를 잠시 미뤄두고, 그 행위를 담는 무 를 만들고자 

하는 공동체의 몸을, 그 몸이 발화하는 이야기들을 해석하는 태도를 갖도록 

주장하는 것이다.  

 

주요어 : 분위기, 이야기, 은유, 언어, 해석 

학   번 : 2017-2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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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흐름도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0년  이후 여러 분야에서 논의된 ‘분위기’(atmosphere)라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신체를 통해 느끼는바’를 설명하는 주요한 개념으로 등장했다. 

크리스티안 보르히(Christian Borch) 1 는 건축가 피터 줌터(Peter Zumthor, 

1943~)를 들어 건축계에서 ‘분위기’ 개념이 등장한 계기를 설명한다. 줌터에 

따르면, 분위기는 건축에서 경험되는 질(quality)에 관한 것, 곧 우리 신체를 

통해 즉각적으로 경험되는 정서적 반응의 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곧, 우리는 

이 분위기의 체험을 통해 어떤 공간을 다른 공간보다 편안하다거나, 

흥미롭다거나, 즐겁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보르히는 ‘건축으로의 

                                             

1 코펜하겐 경영학교의 교수, 2011년 ‘Atmospheres,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New 

Conceptions of Management and the Social, Denmark’라는 컨퍼런스를 기획하고 출판했다. 

2 Christian Borch, <Architectural Atmospheres>, Basel: Birkhauser, 2014,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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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적 접근’(atmospheric approach to architecture)은 줌터 뿐만 아니라 

SANAA, 장 누벨(Jean Nouvel, 1945~) 등의 현  건축가들 다수 또한 

포함되는 포괄적인 경향임을 주장한다. 오늘날 이 분위기라는 일상적이면서도 

생소한 언어를 통해 도달한 건축을 경험하는 양상에 관한 논의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은 하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 여러 분야(특히, 상업과 정치)에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순하게 바라보면 분위기에 한 오늘의 관심은 합리성이 없는 낭만적 감상

이론의 귀환처럼 보인다. 하지만 ‘분위기’라는 개념에 한 논의는 현상학적 배

경에서 이해되어 온 미학적 탐구의 상이다. 20세기 현상학의 시작을 연 에드

문트 후설(Edmund Husserl, 1859~1938)은 일찍이 배경의식이라는 개념을 통

해 주변적이며 환경적인 지각, 중심적이지 않은 부류의 지각을 말해왔다. 모리

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o-Ponty, 1908~1961)는 색을 예시로 들며 우리

에게 주어진 세계로부터의 감각이 지닌 ‘운동적인 표정’을 말해왔다. 또한,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Otto Friedrich Bollnow, 1903~1991)는 <인간과 공간>이라

는 저술에서 실존적 공간을 통해 분위기를 제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과

학적 태도로 규정된 좌표의 공간이 아닌 순식간에 드러나는 인상으로서의 체험 

공간이 신체-마음에 주어지는 양상’인 ‘분위기’적인 개념들은 갑작스럽게 등장

한 새로운 것이 아닌, 18~20세기를 거치며 서서히 드러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위기’를 탐구가 불가능한 주관성, 주체의 영역으로 규정

하는 실증적 탐구의 태도와는 달리, 그것이 1)나에게 ‘신나는 것’, ‘으스스한 것’, 

‘권위적인 것’, ‘편안한 것’, ‘신성한 것’ 등으로 분명하게 주어진다는 사실과 2)

우리에게 공감, 통하는 배경(communicative setting)의 형태로 이미 인지되어 

왔음을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는 이미 ‘분위기’라는 주체와 개체의 만남의 양상

을 탐구하는 철학, 미학, 심리학, 문학, 디자인, 환경론 등에서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것이며, 이미 이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분위기적 공감을 요구하는 

이야기들에 의해 보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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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오늘날 분위기에 한 피상적인 이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더 

나아가 그 의미를 다방면에서 살핌으로 한계와 가능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에 

독일의 철학자 게르노트 뵈메(Gernot Böhme, 1937~)는 건축가들의 애매한 서

술과는 다른 섬세한 철학적 작업을 수행했다. 그는 칸트와 레싱 등의 근  미학

을 비판하는 것3을 계기로 기존의 미학이 미 체험과 숭고의 체험에 치우쳐 있음

을 지적하고 ‘지각학’(Aisthetik)의, ‘분위기’의 미학으로 갱신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그는 바움가르텐의 ‘아이스테시스’(aisthesis)개념을 중심으로, 이러저

러한 감각과 그에 따른 각각의 ‘예술분야’라는 개념 이전의 ‘종합적 감각 지각

학’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다.4 이때 그 ‘종합적 지각’의 중심에 있는 신체적인 

미적 체험이 곧 ‘분위기’가 된다.  

 본 논문은 위의 ‘분위기’에 한 철학적이며 미학적인 입장을 일차적 전제로 

두고, ‘건축’이라는 활동에 적합한 ‘분위기적 사고’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를 묻

고자 한다. 그런데 이때, 건축 이론가 알베르토 페레즈-고메즈(Alberto Perez-

Gomez, 1949~)는 저서 <attunement>(2016)에서 건축가들의 분위기적 사고

의 가능성을 직접적이며 선반성적인 ‘신체성’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되는 언어와 

언어적 상상력인 ‘은유’에서 찾는다. 이러한 생각은 분위기적 이미지나 신체와 

환경의 만남이 담고 있는 인상적 감각경험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자연히, 게르

노트 뵈메는 건축에서의 분위기가 은유적이라는 주장들에 해 회의하며, 그것

이 순수한 신체-공간적 성질의 것임을 강조한다. 이 건축계와 미학계의 두 이론

가의 달라 보이는 견해는 본 논문의 이차적인 배경이 된다. 

 이 두 배경은 본 논문이 탐구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물음을 변한다. 곧, 일

차적 물음에서의 답이 여러 이론가 사이에서 일치하는 ‘분위기를 사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면 이차적 물음에서의 답은 두 이론가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과정을 

                                             

3 그에겐 ‘미’ 자체도 하나의 분위기이다. 곧 수많은 분위기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미는 관념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신체의 현존, ‘주-객 분리 이전의 상태로 놓여 있음’에 의해 환기되는 것이다. 

4 김남시 외 3인, <현대독일미학>, 이학사, 2017,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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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가능하다. 본 연구의 목적이 되는 이 이어지는 물음은 ‘분위기를 묻는다

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의미가 있다면 ‘분위기를 어떻게 사고하여 건축을 통

해 만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그 답을 은유적인 상상력이라 볼 수 

있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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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여러 문헌들에서 출발하여 그 논의를 확장하여 오늘날의 우리가 

‘분위기’를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분위기’ 논의의 

역사적 배경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어권 미학과 심리학 전반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이론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표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정하여 다룬다.  

우선 2장에서는 분위기를 이해하는 일반적인 시선을 포괄적으로 다루되, 

미학적 ‘분위기’에 해 가장 활발히 활동중인 이론가로서 게르노트 뵈메의 

분위기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이때 뵈메의 저술과 함께 등장하는 

‘분위기’에 한 일반의 이론들을 후설과 메를로 퐁티 등의 철학이 예비한 

‘배경’인 현상학적 출발점과, 피터 줌터, 유하니 팔라즈마(Juhani Pallasmaa, 

1936~)등의 건축가들의 직접적 사고방식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여전히 

애매하게 남아있는 ‘분위기’ 개념의 배경과 그 의미를 명확히 한다. 그러나 

동시에 데이비드 레더배로우(David Leatherbarrow, 1953~)의 비판적 접근을 

함께 살펴봄으로 현재의 ‘분위기’ 개념에 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비판한다. 

2장과 함께 구성된 3장은 연구의 목적이 되는 두 번째 물음인 ‘은유’와 

‘분위기’의 관계를 논한다. 이를 위해, 알베르토 페레즈-고메즈의 저술, 

<Attunement>(2016)를 중심으로 분위기의 환경적 조율(attunement, 

stimmung)로서의 역사를 살피고 이를 통해 등장하는 은유적 사고의 가능성을 

살핀다. 또한 이때 주장되는 바, 분위기가 은유적이라는 것의 의미를 폴 

리쾨르(Paul Ricoeur, 1913~2005)의 <살아있는 은유> 개념과 마크 존슨(Mark 

Johnson, 1949~)과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 1941~)의 ‘개념적 

은유’(체화된 은유)를 이해함으로 건축에서의 은유적 이해가 가지는 다른 

차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6 

4장은 3장의 구도로부터 드러난 분위기 이해를 향한 공통점과 차이를 

바탕으로 건축에서의 은유를 이해하는 다른 관점들을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에서의 은유에 한 일반적인 관점과는 다른 종류의 의미를 담는 은유를 

은유적인 건축의 사례를 분석함에서 찾는다. 이에 건축에서의 은유적 경향을 

개념적, 상적, 이야기적 인 것으로 나누어 살핌으로, 건축에서의 은유에 한 

이해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밝히고, 분위기를 은유적으로 사유한다는 

페레즈-고메즈의 단초를 확장하여 이해해본다. 

마지막, 5장은 4장을 통해 탐구된 새로운 은유적 건축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전체의 내용을 종합한다. 이에 ‘신체감’으로 바로 도달하는 분위기와 

이야기로서 상상되는 분위기(혹은 분위기를 넘어선 소통의 배경)의 차이를 

밝히고 각각의 한계와 가능성을 파악한다. 이후 전체의 논의를 확장하여 

건축에서 이야기로부터의 상상력이 해석의 태도임을 밝히고, 이를 통해 

분위기를 사고하는 건축가가 이해해야 할 한계와 가능성을 살피는 것으로 

전체의 논의를 매듭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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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흐름도 

 

 

Table 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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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위기 이해의 일반 

 

 

2.1. 분위기 개념의 현상학적 배경 

2.2. 건축가의 분위기 이해 

2.3. 게르노트 뵈메의 분위기 이해 

2.4. 분위기 이해의 일반과 한계 

2.5. 소결: 분위기에 한 네 가지 이해 

 

 

2.1. 분위기 개념의 현상학적 배경 

 

 ‘Atmosphere’ 자체는 본 연구가 논하는 미학적 의미 외에 기상학적 의미, 

과학적 의미, 일반적 의미에서의 기분에 한 이야기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어를 철학적인 의미로 개념화하는 것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따른다. 

그것은 언제나 강한 선입견을 넘어서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선입견을 통해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길이 생기기도 한다. 이 

선입견, 다시 말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여기 카페 분위기 좋다.’가 

담고 있는 의미는 철학적-미학적 분위기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기에 

우리에게 상당한 힌트를 주지만 그에 못지않게 철학적인 개념화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준다. 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에서 보았을 때 가장 크게 

문제시되는 지점은 그 주관성이다. 곧 정서적인 반응을 이야기하는 이 단어의 

사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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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학은 과학적 연구의 일반이 상정하는 모델로서의 실험 상이 되기 이전을 

탐구한다. ‘사태 자체로’(Zu den Sachen selbst)라는 현상학의 기치는 그 

탐구의 상을 ‘우리’에게 주어지는바 그 로의 것으로 확장한다. 이때, 단지 

모호하게 주어지는 것 같은 분위기는 이미 우리의 일상적 담론 속에서 

느껴지는 바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은 이러한 현상학적 태도를 기반하여 ‘분위기’를 탐구 가능한 

상으로 보고, 그 철학적 배경을 먼저 살펴본다. 이를 통해, 분위기 논의가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적 반응에 불과한 것이 아닌, 여러 철학적 담론에 의해 

예비된 것임을 간략하게 보여주고자 한다. 

 

2.1.1 후설의 현상학과 배경의식 

후설은 현상학이라는 학문의 방법을 통하여 ‘과학적 태도’의 연구 방식과 

상이 아닌 ‘현상학적 태도’의 연구 방식과 상을 제시한다. 이 후설의 

현상학에서 배경의식 개념은 분위기라는 ‘너무나 익숙하기에 생소한’ 개념의 

단초를 제공해주기에 간략하게 소개한다. 

후설이 보기에 의식은 언제나 무언가를 향하는 ‘지향성’(intentionality)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다. 후설은 초기의 현상학에서 상의 배경이 되는 것들을 

지향의 상으로 생각하지 못했으나 후기의 현상학에 들어 ‘배경의식’에 한 

사고를 진행하며 이 문제를 수정했다. 이 후설의 배경의식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5  1)비지향적 체험으로서의 감각내용, 2)지평의식 및 세계의식, 

3) 상화적 작용에 토 를 두고 있지 않은 비 상화적 작용이 그것이다. 상이 

아닌 그 주변의 작용에 해 논의는 1)과 2)에서 주요하게 살펴볼 수 있다. 

후설의 <이념들2>에 따르면, 우리는 음을 언제나 객관적인 시공간에서 

                                             

5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총서,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4, p.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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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객관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실제로 음이 

울려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식의 시선이 전혀 다른 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나는 울려 퍼지는 이 음을 어떤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객관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음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6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면, 이 불분명하게 들려오는 어떤 소리는 배경으로 

존재한다. 곧 우리의 주된 의식적인 시선이 그 음을 향해, 소리를 향해 

적극적인 지향적 시선을 보내고 있지 않으나, 우리는 그 소리 안에 들어있고 

이를 통해 그 소리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7  이러한 의식의 

지향성은 그 자체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지는 않기에 “수동적 지향성”(passive 

intention)으로 규정된다.8 

2)의 측면에서 살펴본 배경의식은 지평의식 혹은 세계의식인데, 이때의 

의식은 사물이 놓인, 자기동일적 상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환경을 향한 것을 

의미한다. 이를 주사위와 색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 

주사위와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물들을 한꺼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색’이라는 관점을 취하는 순간, ‘색’이라는 관점을 매개로 하여 이 주사위와 이 

주사위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물들 사이에 어떤 의미의 연관, 다시 말해 

‘색’이라는 의미의 연관이 형성된다. 바로 이러한 의미의 연관이 선행적으로 

형성되지 않으면 나는 이 주사위를 ‘노란색의 주사위’로 파악할 수 없다.”9 이때 

이 주사위를 노란색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 사물 밖의 다른 사물들이 놓여있는 

                                             

6 Ibid, p.294 

7 후설의 초기 연구는 이러한 체험을 비지향적 체험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이것이 우리에게 직접 주어지는 

지향성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8 Ibid, p.297 

9 Ibid, p.299 



11 

것이 곧 ‘외적지평’이다. 이러한 그 상 밖의, 그 상이 존재가 연관되어 있는 

암묵적인 의식으로서의 지평 의식 역시 우리의 배경, 세계를 구성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후설의 배경의식은 뚜렷한 자기동일적 상(미학적 개념으로 보자면 

오브제)으로 향하고 있지 않은 의식을 예비한다. 주변, 연결된 환경 등에 한 

의식이 지향성의 상으로 포함되는 후설의 철학적 변화는 오늘날의 ‘분위기’가 

가지는 배경적 성격과 그것을 향한 의식이 존재한다는 예증이 되는 것이다. 

 

2.1.2 기분, 신체, 세계 

후설의 배경의식이 예비한 지평의식은 비적극적 지향성이라는 성격으로 

우리의 세계를 드러낸다. 곧 우리 주변을 둘러싼 세계를 향한 세계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에게 이 세계는 이미 주어진 것이며, 우리가 그것으로 향해 

있다는 의식을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 주어진 세계 속의 우리는 

하이데거(Martin Heideggar, 1889~1976)에 의해 익숙한 개념인 ‘Da-

sein’(현존재)에서 더 익숙하게 이해된다. ‘세계-내-존재’의 탐구를 진행하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곧 현존재, 죽음을 아는 자, 곧,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존재론으로서 실존론적 의의를 갖는다. 세계의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 선반성적인 세계의식인 것처럼, 하이데거에 의해 드러나는 현존재의 

역시 세계를 이미 이해하고 있는 자다.10  이 현존재를 구성하는 세 가지 계기 

중 ‘Befindlichkeit’(정황성 혹은 stimmung)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략) 존재적으로는 사람의 어떤 정서적 상태, 즉 ‘기분’(Stimmung)이라고 

하는 것이다.” 11  쉽게 말하면 하이데거에게 인간은 세계를 향한 이해를 이미 

                                             

10 이는 과학적 탐구자가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하며 사물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치환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바와 차이를 갖는다. 

11 소광희,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강의>, 문예출판사, 2003,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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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존재로서 어떠한 기분을 항상 느끼고 있다. 

심지어 아무런 기분이 없다는 것도 기분의 하나로 본다. 곧, 살아있는 인간은, 

현존재는 언제나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12  이 기분이라는 개념은 곧 

‘분위기’의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곧 분위기는 우리의 기분을 조율하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분과 분위기의 관계를 조금 더 면 히 들어가볼 

수 있지만, 그것은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그 둘 사이의 관계는 

1)쉽게 갈라지지 않는 상호관입의 상태에 있다는 점, 2)서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 어떠한 상적 성격에 기분은 주체의 정서적 상태에 가까이 

붙어있는 개념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다.13  

 인간의 기분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이 기분의 가능성을 

신체로부터 본 것은 메를로-퐁티에 와서이다. 그에 의해, 소위 기분을 느낀다고 

할 주체는 정신, 관념적 주체가 아닌 그 공간 안에, 세계 안에 살을 맞 고, 그 

스스로를 공동체 속에, 사회 속에 둘 수밖에 없는 몸이 된다. 14  그에 따르면, 

신체는 언제나 무언가를 향해 있으며15, 이를 통해 드러나는 공간성은 위치가 

아닌 상황의 공간성이다. 이때의 신체는 객관화된 세계의 신체가 아닌 이미 

그곳을 알며 거주하는 신체가 된다. 곧 이미 기분을 느끼는 것, 곧 자신의 사는 

바의 분위기를, 그것이 설사 수동적이거나 비적극적인 지향성이라 하더라도, 

느끼고 있는 것이다.16 이런 관점에서 분위기를 형성하는 주요한 감각적 체험인 

                                             

12 Ibid, pp.92~97. 

13 이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지는 못하겠으나, 후설의 mood에 관한 논의를 살피면 이 mood는 어떤 장소

에서의 인상이 사라진 이후에도 우리의 체험류 속에 남는 것이다. 반면, 분위기는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붙어있는 것으로서, 그것의 질로서 경험된다. 분위기는 유사외재적인 성격을 가진 반면, 기분은 그것의 느

낌이 들어오고 나가는 하나의 중심적 장이다. 

14 스피노자와 함께, 신체에 대한 그의 사유는 오늘날의 과학적 발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5 그것이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상관없이 

16 자연히 후설, 하이데거, 메를로-퐁티 세계와 신체, 세계와 의식의 관계에서 차이를 보이나, 본 논문은 

범주는 그 차이를 다루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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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 경험을 다시 떠올려 생각해보면, 색은 이미 그 자체로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다. 곧, 색에 의해 우리 몸의 태도가 규정되며, 그 

색은 두 눈과 나의 몸으로 제공된 분위기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색 혹은 어떤 

빛깔이 주어지는 것은 그 자체로 신체에 한 ‘운동적인 표정’을 짓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긴장되거나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된다. 17  더 나아가, 실존론적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를 공간을 통해 풀어나간 

저술인 볼노의 글 <인간과 공간>은 분위기적 공간에 해 좀 더 분명하게 

서술한다. 그에게 이 분위기 있는 공간은 “좁은 느낌과 넓은 느낌”, “색채 감각”, 

“두려운 마음으로 압박하는 공간” 등으로 운동적인 느낌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때 실존하는 인간의 신체성은 두드러진다.18  

짧은 서술이지만, 분위기는 우리의 의식, 신체에 주어지는 것으로서 이미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보인다. 배경의식, 현존재의 기분, 환경과 신체의 

관계, 정서적 체험의 신체성 등은 이를 증거한다.  

 건축 이론가 레더배로우는 게르노트 뵈메의 건축과 분위기에 관한 첫 번째 영

역본에 후기를 남기며 현상학과 건축의 관계에 해 간결하게 서술 한다. “후설, 

하이데거, 메를로-퐁티에 의해 서술된 현상학은 개인적 경험에 우위를 두는 철

학적 교리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거나 설명

하려고 하지 않는 철학적 방법, 사고의 방식으로서 그저 우리의 경험에 주어지

는 바 로의 현상을 기술할 뿐이다.”19 그가 명확하게 서술하듯이 현상학은 그 

                                             

17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이학사, 2004, pp.284~285. 

18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이기숙 역, 2011, pp.297~314. 

19 Gernot Böhme, <Atmospheric Architecture –the aesthetics of felt spaces>, Trans by A.-Chr. 

Engels-Schwarzpaul, Bloomsbury, 2017, pp.181~182. “Phenomenology, in the writings of 

Husserl, Heidegger and Merleau-Ponty, was less a philosophical doctrine - one that supposedly 

privileges personal experience - than a philosophical method, a style of thought that does not 

seek to explain or analyse the world in the manner of the natural sciences but to describe 

phenomena as they give themselves to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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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 어떤 정립된 규율을 가진 것이 아닌 하나의 태도이자 사고의 방식이다. 

이 방식을 통해 드러난 현상학적 내용들은 곧 ‘분위기’가 탐구의 상이 될 수 

있도록 정립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학적 태도가 제공하는 분위기에 한 연구의 

기반은, 그것을 희미하거나 애매하거나,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부터 벗겨내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으로 드러나게 한다. 사태를 그 자체로 주어진 바로 파

악하고자 하는 이 현상학적 태도의 연구가 우리로 하여금, 마치 기후가 그러하

듯, 분명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선명하게 떠올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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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축가의 분위기 이해 

 

 

 

 

2.2.1. 피터 줌터의 분위기 만들기 

다수의 이론가와 건축가들에게 피터 줌터는 몸으로 느끼는 바의 건축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분위기에 관한 연구들 중 다수는 피터 줌터

의 글과 건축에 빚을 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오늘날 건축에서의 분위기의 의미

를 살피기 위해, 줌터의 희미한 <분위기> 개념의 의미를 찾아가보고자 한다. 

줌터는 먼저,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의 첫 인상’이 곧 분위기라 말한다. 이것

은 다름 아닌 몸으로서 실체의 공간 안을 들어가 봄으로 느끼는 감정을 말한다. 

마치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듯이 즉각적으로 분위기는 우리의 기분 속으로 쏟아

져 들어오는 것이다. 이때 분위기를 경험하게 하는 요소는 모든 것이다. 어떤 

특별한 상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신체가 놓여있는 모든 주변적 

정황이 분위기로서 다가온다. 이때, 줌터가 말하는 분위기의 핵심에는 ‘특정한 

인상 혹은 감동’이 필수적이다. 곧, 일반적인 분위기와 다른 일종의 ‘시감’을 요

구하고 있는 것이다. 줌터는 이것을 실제의 무언가와 만남으로 일어나는 ‘마법’, 

‘실체의 마법’이라고 서술한다.20 

줌터는 자신의 유명한 저서가 된 강의에서 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의 분위

기 만들기를 세분화하여 9가지로 설명한다. ‘건축의 몸’, ‘물질의 양립성’, ‘공간

                                             

20 페터 춤토르, <분위기>, 나무생각, 장택수 역, 2013, p.13~17. (original work by 2006). 본 논문에서는 

춤토르라 하지 않고 좀 더 읽기 쉬운 줌터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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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리’, ‘공간의 온도’, ‘주변의 사물’, ‘안정과 유혹 사이’, ‘닫힘과 열림의 긴

장’21, ‘친 함의 수준’, ‘사물을 비추는 빛’이 그것이다. 이 아홉 가지를 다시 정

리하면 ‘신체성’(the space of bodily presence), ‘물질과 물질성’(material and 

materiality), ‘연극적 소리 와 빛의 중요성’(light and sound), ‘사물과 그 배

치’(Constellation), ‘끌어들이는 힘’(Orientation)으로 볼 수 있겠다. 더 나아가 

줌터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그와 달리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느긋하게 걷게 

만드는, 부드럽게 유혹하는 기술은 건축가의 몫이다. 내가 말하는 이 능력은 무

장치를 설계하거나 연극을 연출하는 것과 비슷하다.”22 이러한 생각은 분위기

에 한 기본적인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주제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다소 이론적인 개념들은 줌터가 어떻게 공간을 만드는가

에 해서는 말해주지 못한다. 다만, 줌터는 상당부분 공간의 인상적 감동에 집

중하고 있으며, 그가 소개하는 사진의 어스름들이 이를 어느 정도 증거하고 있

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줌터는 어떻게 분위기를 만드는가? 이에 해서는 

<OASE 91>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건축 이론 잡지인 <OASE> 91호의 편집자 하빅(Klaske Havik)과 티엘렌

(Gus Tielens)은 줌터의 사무실을 찾아가 그가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가

에 접근하고자 한다. 줌터에게 분위기의 생산은 신체로부터의 직관에 의존한다. 

그것은 앞서 ‘실체의 마법’이라고 서술된 바의 즉물적 성격에 의존하는 감각이

다. 건축가는 신체로서 주어진 환경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디자인을 결정하

는 것이다.  

사이트, 자연, 무게감, 기억, 시간의 축적(이것은 모두 상황과 그 상황으로부

터의 느낌과 연결되어있다.) 등이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잠시 

뒤로하면, 그가 이 분위기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는 지점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21 Ibid, p.44. ‘내부와 외부의 긴장’이 원 번역이나, 닫힘과 열림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2 Ibid,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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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알 수 있다. 그는 사무실에 방문한 두 사람을 지하로 데리고 가며 말한다. 

‘여기 네덜란드로부터 두 명의 건축가가 왔습니다. 나에게 분위기가 뭔지 물으

러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이 아래에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말해주었습

니다.’23 

그는 굉장히 거 하고 사실적인, 마치 디오라마와 같은 모형을 만드는 것으

로 유명하다. 그에게 분위기를 구축하는 기술은 곧 실체인 모형을 만드는 기술

이다.24 따라서 줌터는 그의 직원들과 자신의 화를 이들 두 편집자에게 보여

준다.  

운동 기구들은 볼륨이 아니야! 

선형의 재료를 가져온다면 훨씬 나을 것 같군. 

이 붉은 종이들은 요가 매트로군. 좋아. 

Exercise equipment is not a volume! 

If you take wire pieces it will work better. 

These red papers are the yoga mats. That is fine. 

 

아마 이 검은 종이를 가져와서 접을 수 있을 꺼야. 

아냐, 이 검은 종이는 여전히 샤워실이 되기엔 너무 무거워. 박스가 아니야. 

Maybe you can take this black paper and fold it. 

No, this black paper still is too heavy to represent the showers, not 

boxes. 

                                             

23 Klaske Havik and Gus Tielens, <Concentrated Confidence – A Visit to Peter Zumthor>, in 

<OASE>, Vol.91, 2014, p.65.  

24 Ibid, p.69. 줌터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여 말한다. “That is why these models are so utterly 

important: you have to see it. Look! Here it is a little bit too thin, we need to make it slightly 

th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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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좀 더 얇은 종이를 가져와서 접어야 했어. 

생각해봐, 네가 샤워를 한다면 이걸 원하겠니? 

박스 안에서 샤워하고 싶니? 

You have to take a thinner paper and fold them. 

Think of it: When you take a shower do you want this? 

Would you like to take a shower in a box? 

 

나무 조각을 좀 가져와서 이렇게 구부렸어야지. 

여길 좀 봐. 이 정도면 샤워할 만하지. 

난 네가 이 망할 박스들을 좀 피하게 하려고 애쓰는 거야. 

You should take a piece of wood and bend it like this. 

Look here and see. This is enough to take a shower. 

I am trying to help you avoid these goddamn boxes! 

 

기억해, 부드럽고 가볍게! 

부드럽게-가볍게-은근하게-천처럼-얇게-섬세하게. 

Remember, soft and light! 

Soft-light-subtle-textile-thin-delicate. 

 

이 모든 건 다 ‘막’에 관한 것이야. 

다신 이렇게 하지 말도록, 알겠어? 

All of it is about memb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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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 like this again, Okay?25 

  

줌터가 직원들을 향해 소리치는 듯이 그려진 이 화는 단순히 보면 그저 섬

세하게 모형 크리틱을 하는 교수와 같이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의 모델이 재료성(materiality)에 한 미메시스(mimesis)라는 것이다. 그것이 

‘닮음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극적인 효과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이, 모형은 

플라톤의 의미에서 주어진 미메시스로서 건축가에게 ‘분위기’를 자신의 몸으로 

보며 시험할 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때 상이 되는 모형은 또 다른 실

체로서 모사된 현실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모형을 보며 주제들을 하나씩 탐구하는 줌터의 설계 방식에서 그가 이 모형-

재료에 한 미메시스, 실재 재료, 그리고 학생들을 놓고 나누는 화가 곧 그

의 교육이다. 줌터는 학생들에게 묻는다. ‘이 위치에 선반을 두는 게 어떨까?’, 

그리고 투표를 한다. ‘선반을 뒀으면 하는 학생?’ 학생들 몇이 손을 든다. 그들

의 답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곳에 선반을 두면 앉았을 때 좀 더 보호받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이고, 다른 하나는 ‘이 곳에는 보이드와 매스가 리듬감을 

가지고…….’이다. 줌터는 후자의 답이 가진 이론적 성격을 거부한다. 그는 그

저 모두에게 다가올 만한 신체적 반응을 상정하고 이를 통해 어떤 느낌이 드는

가를 묻는다. 이 상황에서 건축가의 능력은 거 하고 섬세하게 재현된 모델을 

보며 실제 공간에서 받게 될 ‘실체의 마법’을 상상하는 것이다. 이때의 모델은 

다름 아닌 재료의 재현이자 동시에 그 자체로 실체인 재료로서 존재한다. 줌터

는 이 모형이 재현하는 바와 모형이 존재하는 바 자체 모두를 실제의 세계 속

에 놓고 분위기를 형성하고 확인해 나간다. 

 

                                             

25 Ibid, 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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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유하니 팔라즈마와 이미지 

   유하니 팔라즈마에게도 분위기는 선반성적으로 다가오는 종합적인 배경적 

인상이다.26 감각에 한 그의 섬세한 시선으로 봤을 때, 분위기가 다중감각적인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쉽게 예상 가능한 주장이다. 또 분위기는 촉각성이 발

현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촉각성이 함축하는 ‘주변시’(peripheral view)

로부터의 인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팔라즈마의 여러 주장들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가

장 큰 전제는 근 적 시각중심주의가 만들어낸 도시와 건축이 황량하며 ‘분위기

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27 이는 분위기에 관한 담론의 주 등장의 배경, 혹은 

수용의 배경에 근 적 투시도의 공간, 명징함의 공간에 한 반성-비판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팔라즈마는 직접적으로 그가 분위기에 해 인식하기 이전부

터 주장해오던 무의식과 상상력에 한 입장이나, 명징한 투시도의 시선이 아닌 

배경을 보는 주변시(Pheripheral view)에 한 이해가 분위기의 이해와 직접적

으로 관계된다. 이는 결국 분위기를 (형상보다는) 재료의 문제로 귀결되게 하는

데, 말하자면 강한 분위기를 가진 공간은 주변을 어루만지는 촉각성과 깊게 연

결된 재료, 물질적 존재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28 그렇기에 형태가 아닌 재

료에 한 상상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29 

이 재료와 촉각성에 한 주장을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지만, 팔라즈마에게 

                                             

26 이 주장은 팔라즈마가 줌터의 공간을 들어서자 마자 느끼고 있다고 말하는 내용을 인용하는 것에서 비

롯한다. 

27 Juhani Pallasmaa, <The Sixth Sense : The Meaning of Atmosphere and Mood>, Architectural 

Design, Vol.86 No.6, November 2016, pp.126~133. “I suggest, therefore, that it is the biased 

focusing on visual form that is responsible for the weak atmospheric quality and sense of 

interiority in much contemporary architecture” 

28 Juhani Pallasmaa, <Architectural Atmospheres>, edited by Christian Borch, Basel: Birkhauser, 

2014, p.34.  

29 Ibid,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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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는 그가 이전부터 말해오던 이미지, 정확하게는 ‘신체화된 이미

지’(embodied image)와 깊은 연관이 있다.30 신경과학의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진 그는 특정한 이미지가 불러일으키는 신체적 느낌들이 정서적으로 다가온

다는 것을 근거로 건축에서의 정서적 감흥이 신체화되어 있음을 이론적으로 설

명한다.31 

“우리의 통제와 속도의 문화는 즉각적인 이미지화와 널리 퍼지는 효과를 가

진 눈의 건축을 선호해왔다. 반면에, 촉각적이며 분위기적인 건축은 몸과 피

부로서 이해되고 가치를 얻는 느림과 친 함을 장려하는 것이다.”32 

팔라즈마에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일종의 무의식의 창조력이기에 효율을 

향한 근 적 사고가 아닌 많은 시간과 돈을 필요로 하는 느린 신체적 작업이다. 

이는 줌터가 설계를 해가는 과정과 일맥상통하다. 신체를 통해 각각의 상황을 

상정하고 이를 물성을 향한 최선의 미메시스와 눈높이에서 보기 좋은 거 함을 

통해 일일이 확인해가는 작업은 그 시간과 비용이 일반의 설계 방법을 훨씬 초

월하는 일임은 당연하다. 팔라즈마는 이 작업이 ‘건축가가 스스로를 건축주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33 만들어지는 공간은 그것이 지어지고 설계

되는 동안 건축가에게 먼저 상상을 통해 거주된 것이어야 한다. 이런 과정은 곧 

‘인간이 놓인 상황’(human situation)에 해 생각해 봄으로 가능하다. 이 이

                                             

30 실상 그에게 분위기는 부차적인 것이다. 체화된 이미지를 다루는 그의 다른 저서에서 분위기는 주된 주

제가 아니다. 우리가 ‘보게’되는 이미지가 중요한 주제로 떠오른다. 이 지점은 4장에서 더 자세히 서술된다. 

31 줌터의 보다 실무적인 견해에 비해서는 그러하다. 

32 Ibid, p.35 “Our culture of control and speed has favoured the architecture of the eye, with its 

instantaneous imagery and distanced impact, whereas haptic and atmospheric architecture 

promotes slowness and intimacy, appreciated and comprehended gradually as images of the 

body and the skin.” 

33 Ibid,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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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 상상력이 그가 생각하는 건축가의 몫인 것이다.34 

이 과정에서 건축가가 떠올리는 것이 ‘신체화된 이미지’이다. 35  이 이미지라 

함은 그것이 뭔가의 신체적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그는 원형극장이 

그것이 사용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의 이미지로서의 ‘같이 있음’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건축은, 인간의 상상을 위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상상적 

공간을 제공하는” 일이다. 벽감, 천장, 지붕, 문 등은 모두 이런 ‘체화된 이미

지’(embodied image)들이며, 그 자체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34 Ibid, p.43. “I believe, that atmospheric qualities arise from the designer’s empathetic 

sensitivity and skill.” 

35 이미지의 시각성에 대한 그의 주장이 가지는 아이러니함에 대한 해소는 이미지와 주체의 만남은 눈이 

아닌 오히려 더 근원적인 감각이라고 그가 주장하는 ‘촉각’에 있다. 그의 책 제목인 <The Eyes of the 

Skin>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사물을 보는 눈 역시 촉각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곧, 그가 

말하는 이미지는 단순 시각 이미지가 아닌 다른 촉각중심주의적 태도를 함의하는 이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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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게르노트 뵈메의 분위기 이해 

 

 

 

 

2.3.1 지각학과 분위기 

게르노트 뵈메의 ‘분위기’ 개념에 해 탐구하기에 앞서 그가 이 개념을 생각

하게 된 기본적인 구도를 파악해야 한다. 뵈메의 철학적 기획은 기술 문명이 가

져온 기계적 인간상에 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그의 이 비판은 실

상 근 적 정신이 가져온 과학 문명의 발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가 비판하는 점은 기술 문명에 의해 이성과 합리성을 가진 인간에게 소여된 본

질적인 요소인 양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실제로 이성과 합리성은 인간에게 소여

된 것이 아니며 신체와 정서와 같은 인간의 다른 부분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비

용을 치르며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36  이 근 적 인간 비판은 신체와 정서와 

같은 인간 본래의 모습에 해 집중하는 그의 철학적 작업의 배경이 된다. 

‘지각학’(Aisthetik)은 이러한 근 적 인간상과 기계화된 주체들에 한 비판

을 위한 미학적 전환이다. 쉽게 보면 그의 미학에서 지각학으로의 귀환은 이성

의 월권에 의해 억압된 감성의 복권을 의미한다.37 비록, 지각학에 한 이해와 

논의가 아직은 활발하지 않다고 할지라도38, 미학적 개념으로서의 ‘분위기’를 설

                                             

36 윤화숙, <지각(aisthesis) 개념 확장을 통한 미학의 재정립>,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논, 2012, p.6 

37 카이 함머마이스터, <독일 미학 전통>, 신혜경 역, 이학사, 2013, p.29. 그가 사용하는 이 용어는 바움

가르텐(A. G. Baumgarten, 1713-1762)의 미학에 대한 서술에 등장하는 ‘감성적 인식의 학’에서부터 왔

다 

38 Ibid,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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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기 위해 지각학의 의의를 밝히는 일은 필수적이다. 

뵈메의 지각학 개념은 선언적이다. 그가 진단하기에 계몽적 정신에 입각한 미

학 이론은 ‘칸트’나 ‘레싱’(G. E. Lessing, 1729~1781)의 사례가 그러하듯 예술

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섞여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이론적 정립을 해왔다.39

뵈메가 보기에 이 이후의 유럽 미학은 아도르노에 이르기까지 오직 ‘제 예술의 

이론’에 몰두했고, 이 과정에서 ‘자연’과 ‘디자인’의 영역이 미학에서 제거되었

다.40 이 배경에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의해 널리 퍼진 ‘미적 판단’이라는 개

념에 의한 지각의 상실이 있다. 이 판단에 의해 미는 지적 시선의 상이 된다. 

뵈메는 이 기존 미학의 지성주의적, 기호론적, 언어적 태도를 비판하며 이와는 

다른, 신체에 의해 순식간에 파악되는 선반성적인 것으로서의 예술론으로 돌아

가자고 촉구한다. 그에 따르면 예술작품은 그 자체로 이미 어떤 ‘분위기’를 가

진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다른 의미를 매개하고 있는 기호적, 언어적 의미로 

해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41 이런 맥락에서야 비로소, 단순히 

‘미’나 ‘숭고’가 아닌42 경험되는 모든 지각을 다룰 수 있는 ‘분위기’를 중심의 

주제로 내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등장한 분위기 개념이야 말로 미를 담지하는 

예술작품의 범주를 넘어, ‘자연’과 ‘디자인’을 탐구 상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39 Daniel Purdy, <Between Atmosphere and Character>, In: Feldhusen, Sebastian; Poerschke, 

Ute; Weidinger, Jürgen (Hg.): Vermischungen in Architektur und Landschaftsarchitektur. 

Wolkenkuckucksheim, International Zeitschrift zur Theorie der Architektur. Jg. 21, Nr. 35, 2016, 

www. cloud-cuckoo.net/fileadmin/hefte_de/heft_35/artikel_purdy.pdf, pp.133~147. 

40 김산춘, <뵈메의 새로운 미학: 분위기와 감각학>, 미학 예술학 연구, Vol.30 no.0, 2009, p.222. 

41 Gernot Böhme, <The Aesthetics of Atmospher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7, 

p.13. 여기서 그는 미술사가 곰브리치의 예인 모나리자를 들어 설명한다. 이때 모나리자는, 실제의 인물 

모나리자가 아닌 예술품 자체의 인상과 느낌으로 이해될 뿐이다. 이 관점에서 예술작품은 그 자체를 넘어

선 무언가로 이해되는 비평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순수하게 그 자체가 현상하는 바로서 경험될 뿐으로 이해

된다. 

42  뵈메는 다음과 같이 주장함으로 근대 미학의 전통이 오직 네 가지 정도의 분위기만을 다루었다고 주장

한다. “Classical aesthetics has only ever dealt with three or four atmospheres, namely the 

beautiful, the sublime (perhaps the Picturesque should be included), and finally the 

characterless atmosphere, or atmosphere in general, the aura.”_ Gernot Böhme, <Atmospheric 

Architecture>, 2017, op.cit, p.24  



25 

2.3.2. 준 객관적인(Quasi-objective)것으로서의 분위기 

“분위기 그 자체는 상이 아니다, 그건 차라리 사이에서 떠다니는 것이다. 

상과 주체 사이에서 말이다.”43 

하이데거와 후설에 의해 예비되었듯이, 이 ‘분위기’는 곧 지각 최초의 사실인 

어떤 ‘기분’(혹은 상태감)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음에 그 기초를 둔다. 곧 주위 

환경과 함께 존재함으로 ‘근원적인 정감’(Grundstimmung)을 감지하는 것이

다.44 김산춘(2009)은 이를 ‘준-객관적(Quasi-objective)으로 막연하게 공간에 

펼쳐진 정감’으로 번역한다. 이때 분위기의 준-객관성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근

적 주객의 분리에 한 비판을 함의하고 있다. 곧, 분위기는 그 자체로 주체

에 속한 기분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임과 동시에 밖과의 만남에서 일궈지는 

현상이기에 언제나 밖에 있지만 동시에 안으로 이미 들어와 버린 것이 된다. 이

때 주체와 객체는 분리될 수 없으며 서로 월경하는 관계를 가진다. 다시 말해, 

분위기는 상 자체도, 주체 자체도 아닌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이적인 속

성’(in-between)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분위기 개념이 사이의 것이며 동시에 어떤 상적(objective)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가? 뵈메는 이를 ‘존재의 나가-

섬’(ecstasies of things)45로서 설명한다. 곧, 뵈메에게 각각의 자기동일적 상

들은 그 자체가 이미 세계로 나와 있는 것이다. “스스로를 신체적으로 느낀다는 

것은 동시에 그 존재를 환경 속에서, 이 장소 속에서 느낀다는 것이다.”46 이 서

                                             

43 Gernot Böhme, <Atmospheric Architectures>, op.cit, p.161 

44 Ibid, p.224 

45 다른 번역에서는 이를 ‘황홀경’이라고 번역한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이것이 개체의 내재성에서 벗어나 

세계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보고 ‘나가-섬’, 혹은 ‘탈자’로서 번역하고자 한다. 

46 Ibid, p.21. “To sense oneself bodily is to sense concurrently one’s being in an environment, 

one’s feeling in this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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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서 우리는 곧 환경 안에 놓임으로, 스스로를 둘러싸고 있는 밖의 것을 앎으

로 그 장소를 느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우리 자체만이 아니라 각각의 물체들

에게도 마찬가지다. 분위기 체험은 이 각각의 자기동일적 상들이 ‘나가-서있

음’에서 발생한다. 

뵈메는 이를 더 상세히 서술하기 위해, 독일의 신비주의자였던 야콥 뵈메

(Jakob Böhme, 1575~1624)의 색에 관한 설명을 가져온다. “컵이 푸른색으로 

있음은 더 이상 그 컵 안에서만 어떤 식으로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컵의 주변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으로 그리고 특정하게 

색으로서 드러나며 기운을 더한다.”47 메를로-퐁티의 색에 관한 서술48과 맥을 

같이 하는 이 ‘나가-서있음’으로서의 색의 성격은 마치 댄 플래빈의 작업과 같

이 주변의 환경에 지 한 영향을 미치면서 존재하는 상을 떠올리게 한다. 49 

이 색이 주변을 물들이는 양상과 같이 분위기는 존재가 그 주변을 물들이며 있

도록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것의 형상으로 변되는 전통적 존재론을 벗어

난다. 이 지점에서 뵈메는 자신이 상당수의 생각을 빌려왔던 헤르만 슈미츠

(Herman Schmitz, 1928~)50의 ‘자유롭게 떠다니며 변화하는 분위기’를 넘어서 

“ 상이나, 사람이나, 혹은 그들 간의 관계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51으로 봄으

                                             

47 Ibid, p.22. “The being blue of the cup is then no longer thought as something that is in some 

way limited to the cup and adheres to it but, quite to the contrary as something that radiates 

out into the cup’s surroundings and in a certain way of colours and ‘tinges’ it, as Jacob Böhme 

would say.” 

48 푸른 색과 그 색이 발산되는 바의 분위기에 관한 이야기.  

49 뵈메가 생각하는 분위기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곧 빛과 소리 그리고 냄새이다. 이것들은 모두 

대상 자체에 속한다기보다는 대상 밖으로 나와 서있는 것이다. 이러한 ‘나가-섬’의 상태에 있는 존재의 양

상은 그것들을 공감각적 풍요로움을 위해 고려해야 한다는 차원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50 헤르만 슈미츠에 관해서는 하선규의 논문, <미감적 경험의 현상학적 재정의: 헤르만 슈미츠의 신체현상

학과 미학이론에 대하여>(2004)를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슈미츠의 분위기론에 관해서는 

깊게 다루지 못했다. 

51 Ibid, p.23 “By contrast with Schmitz’ approach, atmospheres are then not thought of as free 

floating but, on the contrary, as something emanating from and produced by things, people or 

their conste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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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것이 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렇게 될 때 분위기는 어떤 

것의 존재 양태로 이해되며, 그것이 세계로 나와 존재하는 바를 경험하는 우리

가 ‘존재감을 느끼는 계기’까지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뿜어져 나오

는 ‘나가-섬’이라는 존재 양태가 곧 분위기를 상이지만 상 밖으로 나와있다

는 점에서 ‘준- 상적’ 성격이라 규정할 수 있게 한다. 곧 분위기를 만들 수 있

는 것(object)으로서 드러나게 해준다. 

분위기가 ‘준- 상적’, 혹은 ‘준-객관적’이기에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은 

일상의 화 속에서도 드러난다. 이는 날씨에 한 우리의 여러 기술들, 그 기

술들의 응결인 문학작품 등에서도 이미 드러나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즐기는 

극의 무 나 광고의 장면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무 는 우리 밖에 있

는 것이기에 주체들 사이에 특정한 수준의 공감 를 형성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객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느껴지는 느낌

들을 제공함으로 특정한 장면에 한 분위기를 만들어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과학적 사실의 객관성과는 달리 “우리가 그 무 에 해 언어로서 

화할 수 있다는 사실”52로부터 드러나는 것이다. 

이를 정리해보면 분위기는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드러난다. 분위기는 순수 

상 자체가 아니며, 상이 어떻게 드러나는 가인 ‘나가-섬’(ecstasies)로부터 

느껴진다. 이 분위기는 상 자체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일 수도 있으며, 그 

상들이 만드는 환경 자체로부터 감싸 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를 도식으로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52 Gernot Böhme, <The Aesthetics of Atmospheres>,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2017,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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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perience of Atmosphere 01 

첫 번째 도식은 상 자체와 신체의 마주함으로 인해 느껴지는 분위기를 설

명한다. 이때 분위기는 물리적인 실체(palpable entity) 자체가 아니라 그 실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나가-서는 것’(ecstasies)에 의해 느껴진다. 이 상들로

부터 나가서는 것들을 신체가 지각함으로 분위기라는 정서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 도식은 이러한 상과 신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위기를 둘러싸

는 성질로 이해하는 것을 포괄한다. 상들, 혹은 상들의 배열이 만드는 둘러

쌈이 분위기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신체는 그 안으로 녹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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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xperience of Atmosphere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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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분위기의 다섯 가지 성격 

뵈메는 지각학을 통해 근  미학의 지성주의를 비판하며, 신체와 감정의 복권

을 주장한다. 이때, 지각학의 주된 주제가 미나 숭고와 같은 특정한 상을 넘

어서는, 또 우리의 ‘기분’에 하여 ‘준- 상적’으로 존재하는 ‘분위기’이다. 이

제까지 살펴본 것으로 분위기 개념이 ‘신미학’으로 등장하게 된 의의와 그 기본

적인 속성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뵈메는 이 ‘분위기’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

고 있을까?  

뵈메는 분위기를 새로운 미학적 주제로 끌어오는 선언적 글, <Atmosphere 

as an aesthetic concept>53에서 다섯 가지로 그 의미를 정리한다.  

그 중 첫 번째인, ‘사이’(between)는 앞서 언급한 분위기의 간주관성, 준-

상성 등과 공명한다. 뵈메는 “Atmosphere is the prototypical “between”-

phenomenon.”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본 분위기는 모든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발생하는 현상의 원형이다. 가장 중심적으로는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곳의 분위기는 나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마

음 밖의 상으로부터 온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각은 분위기가 단순히 수용

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닌 수용과 생산 모두에 속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사이’까

지 확장된다. 

‘공간성과 존재’(Spatiality and presence)는 분위기가 주체와 상이 함께 

그곳에 있음을 말한다. 뵈메는 이때 드러남의 존재함에서 중요한 것은 ‘what’

이 아닌 ‘how’로서 있음인데, 이것은 전통적 존재론이 묻는 ‘무엇인가?’에서 벗

어나 ‘어떻게 드러나는가?’의 ‘나가-섬’(ecstasies)를 기술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분위기는 공간성에서부터 온다. 밤의 분위기, 낮의 분위기, 음악의 분위기와 

같은 것도 그 공간성에서부터 드러난다.  

                                             

53 Ibid, p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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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미학이 시각 예술을 회화성에서의 무의미성에서, 언어 예술을 무의미의 

텍스트에서 찾았다면, 이 가운데 기호학도 해석학도 어떤 의미적 상도 없기에 

그 답을 줄 수가 없다. ‘연극성과 사건’(Performance and event)는 이러한 상

황에서 새롭게 등장한 현 예술의 계기들이다. 곧, 설치, 퍼포먼스, 해프닝 예술 

등은 사건성이라는 계기로부터 출발했다. 이러한 예술들이 보여주는 일시성은 

완결된 작업의 성질을 거부한다. 분위기는 이러한 일시적 성질54을 공유한다. 

전시(Staging)는 분위기 미학의 모델이 된다. 곧 기존 미학의 범주에 속하지 

못했던 ‘실용예술’(applied art) 등이 지각학의 중심 상으로 포함된다. 다시 

말해, 건축, 무  디자인, 광고 등이 이제 주된 탐구의 상이 된다. 심지어 우

리는 오늘날 디자인되지 않은 상들과 마주할 일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 부

분의 상품들은 “on scenes, life spaces, charisma.”55와의 영향에 의해 그 자

체만의 폐쇄성을 벗어난 의미를 가진다. 곧 상들은 밖으로 나와 전시된다. ‘어

떻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요소로서 ‘나와 있는가’가 핵심이 된다. 

이렇게 드러나는 분위기는 우리에게 정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더 엄

하게 말하기로는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분위기를 어

떻게 ‘구축’(construction)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지금까지의 논의가 실마리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뵈메가 말하길, 오히려 분위기를 만드는 실무자들에 의해 

분위기의 논의를 끌어올 뿐이다. 그러나, 비평(Criticism)의 측면으로 바라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의 경우 이미 일어났다고 말

하는 것으로도 아마 필요한 결정적 잠재력을 제공해줄 것이다.”56  

이렇게 살펴본 5개의 챕터를 정리하면, 

                                             

54 또는 그 일시성으로 인해 획득될 수 있는 아우라를. 

55 Ibid, p.27 

56 Ibid, p.27. “It will, however, afford a necessary critical potential, merely by saying that what 

one does has in most cases already happ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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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기는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준- 상적’(pseudo-objective) 현상이

다. 2)분위기는 물리적인 공간성을 가지고 드러난다. 곧 분위기를 느끼는 상과 

주체가 하나의 장소에 있다. 3)분위기는 일시적이며 사건적이다. 4)분위기의 가장 

주된 성격은 그것이 어떤 상이거나 상의 관계가 구성하는 바가 ‘전시’되는 

방식에 있다. 5)분위기의 미학은 비평적인 가치로서 이미 일어난 것을 드러내 보

여준다. 따라서, 그것은 실질적인 분위기의 생산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여기서 5)가 제시하는 분위기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과하고 뵈메는 

분위기가 생산 가능한 것이라 말한다. 그것은 미학적 원리에서부터 출발하여 

‘회화는 평면성’이라는 생산 논리가 아닌 이미 수행되고 있는 것에서 원형을 찾

는 일에서부터 가능하고, 뵈메는 이 답을 ‘무  디자인’(stage design)과 픽처레

스크의 ‘정원 디자인’에서 찾는다. 

 

2.3.4. 무대 만들기 

분위기에 한 위의 분석 이후, 그렇다면 오늘날 이 개념이 가지는 의의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가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때, 뵈메는 ‘무  디자인’(stage design)을 ‘미적 노

동’(aesthetic work)으로서 분위기를 형성하는 가장 원형적인 일이라 주장한다. 

이때 무 의 공간은 ‘어떻게’(How) 드러내느냐의 문제이다. 같은 상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것이 분위기를 다루는 기술이 된다. 이러한 뵈메

의 생각은 재료에 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무 의 전통에 속하는 배경화(Scenography)는 분위기의 생산이라는 문제에 

1차적인 힌트를 준다. 무 의 배경이 되는 이 배경화는 그 앞에서 일어나는 극

에 해서 어떠한 분위기를 가진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극에

서 일어나는 행동과 사건들의 뒤에서 관객들 모두에 의해 보여지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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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57  이 관객과 배우들 사이에 놓이는 배경은 분위기의 상호주관성

(inter-subjectivity)을 증거한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은 그 안에 엮인 주

관들의 어느 정도의 공유하는 기반으로 인해 다같이 이해 가능한, 으스스함이나, 

상쾌함, 고요함이나, 기괴함으로 드러나며 우리는 이를 아주 자유롭게 무 가 

끝난 뒤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이미 그런 양상의 경험에 익숙하다. 

더 나아가 뵈메는 무 를 만드는 지식과의 연관이라는 점에서 플라톤의 ‘상

상에 기초한 기예’(phantastike techne)를 들어 ‘분위기 만들기’를 설명하고자 

한다. ‘닮음에 기초한 기예’(eikastike techne)와 ‘상상에 기초한 기

예’(phantastike techne)라는 플라톤의 비를 살펴보면, 전자는 원본을 모사

하는(copy) 예술인 반면 후자는 원형의 완전한 모사가 아닌 ‘보는 이’의 관점에

서 더 ‘정확하게’(correctly) 변형하는 것(simulacra)에 기초한 것이다. 이는 신

전의 기하학적 정합성을 보는 이에게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한 ‘시각적 보정’ 이

라고 잘 알려진 것이다. 뵈메가 보기에 후자는 이미 ‘관람자에게 어떻게 드러나

는가를 살핀다’는 측면에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58  

이 환상이 곧 그리스 무 의 배경화 전통을 설명한다. 이것이 추구하는 것은 

곧 일종의 환상이다. 그것은 이 배경화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  위의 

사람들이 그 환경에 있는 것처럼 드러나게 한다. 이 환상은 단지 상에 있는 

것이 아닌 주체의 상상력으로부터 끌어올려지게 되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연극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57 Gernot Böhme, <Atmospheric Architecture – the aesthetics of felt spaces>, 2017, op.cit, 

p.160. “The stage set, after all, is intended to provide the atmospheric background for the 

events on stage, it is mean to tune the audience in on the play and provide the actors with a 

surrounding board for their performances.” 

58 Ibid, p.161. “This art of the phantastike may not yet be quite what we have in mind 

concerning the art of producing atmospheres – but it does already contain the decisive moment, 

namely that the artist’s aim is not to produce an object or artwork but the impression the object 

conveys to the 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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뵈메는 다시 오늘날의 무 로 돌아와 그것을 다른 예술의 영역으로 유추함으

로 ‘빛과 소리’를 강조한다. 오늘날의 무 에서는 배경화라는 환상의 그림이 아

닌 ‘빛과 소리’가 주요하게 등장한다.59 이 빛과 소리야 말로 존재가 ‘나가-서-

있는’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준다. 이 두 요소는 ‘ 상 자체’에 머물러 있

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표적으로 정치

적 무 로서 나치의 ‘mass event’를 위해 꾸며진 알베르트 슈페어(Albert 

Speer, 1905~1981)의 ‘빛의 성당’은 장 하게 하늘로 뻗어 나가는 빛의 기둥

을 152개의  항공용 서치라이트를 통해 거 하게 펼쳐 보임으로, 그곳에 모

인 사람들 마음 전체를 흔드는 무 로서 작동했다. 

이 무 들, 전시들, 연출들은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미디어를 통

한 광고는 언제나 연출된 상품을 통해 상품 그 자체 보다는 그것이 전시되는 

방식을 고민하며, 우리 또한 그 미디어 속의 인물이 됨으로 스스로를 전시한다. 

오늘날의 상품은 모두 배경화 앞에, 무  위에 놓여있으며, 오늘날의 소비자들 

또한 그 상품 자체의 사용가치보다 그것이 놓이는 배경에 함께 끼어들어 가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뵈메가 보는 분위기 만들기는 이 무 를 만드는 일

이며, 오늘날의 소비 양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전시가치’(stage value) 60를 

생산하는 ‘미적 노동자’들의 작업인 것이다. 

                                             

59 Gernot Böhme, <Atmospheric Architectures>, op.cit, p.76. 이 관점에서 뵈메는 분위기로서의 건축

이 탐구해야 할 것이 ‘primarily light and sound’라고 말한다. 

60 Gernot Böhme, <The Aesthetics of Atmospheres>, 2017, op.cit, p.4. “This gives us a reason 

to talk about a new type of commodity value besides the Marxian use-value and exchange-

value, namely to attribute the new type of stage-value to commod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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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lbert Speer, <The Cathedral of Light>, 1934~1938, Germany 61 

이렇게 바라볼 때 건축은 존재에 관해 직접 묻는다는 ‘What’(무엇을)의 문제

가 아니라 ‘빛과 소리’, ‘감각적 성질’, ‘느껴지는 바’의 무 와 같이 ‘어떻

게’(how) 보이게 할 지를 고민하는 것이 된다. 곧 ‘재료 자체’(material)가 아

니라 ‘재료성’(materiality),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바, ‘어떻게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62  

                                             

61 슈페어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진다. “The feeling was of a vast room, with the 

beams serving as mighty pillars of infinitely light outer walls.” 

62 Gernot Böhme, <Atmospheric Architecture –the aesthetics of felt spaces>, 2017, op.cit,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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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위기 이해의 일반과 한계 

 

 

 

 

2.4.1. 신체감과 분위기 

독일의 환경미학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된 시점과 달리. 건축가인 줌터와 팔라

즈마가 분위기에 해 이야기한 것은 실상 얼마 안된 일이다. 줌터의 경우 

2000년  초반에 본인의 작품과 글로서, 팔라즈마의 경우 ‘이미지’에 한 관심

에서 분위기라는 용어로 옮겨간 것은 2011년63 이후의 일이다. 뵈메가 지적하

길, 이 비교적 최근의 관심과 어느 정도의 공감 는 이 둘 모두가 근 건축의 

무관심한 모습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64 이러한 비판의 

상에 근 의 시각 중심주의가 있었고 이 비판적 입장의 선두에는 ‘신체성’과 

‘촉각성’의 귀환이 있다.65  

모델과 이미지는 이 두 건축가에게 핵심적인 신체성과 촉각성의 귀환이다. 줌

터에게 모델은 자신의 신체를 이입하는 상이며 동시에 그 자체로 가장 닮은 

재료로서 구축되는 실체이다.66 그의 모델은 언제나 그의 주위에서 하나의 실질

                                             

63 배경에 설명된 2011년의 컨퍼런스로 인하여 이 주제를 처음으로 고민하게 되었다고 한다. 

64 Gernot Böhme, <Encountering Atmospheres – A Reflection on the Concept of Atmosphere in 

the Work of Juhani Pallasmaa and Peter Zumthor> in <OASE>, vol.91, p.93.  

65 Juhani Pallasmaa, <The Eyes of the Skin>, John Wiley and Son Publication, 3rd Edition, 2012.  

66 Mathieu Berteloot and Veronique Patteeuw, <Form/Formless-Peter Zumthor’s Models>, in 

<OASE>, vol.91, p.87. “Peter Zumthor’s models are never abstract they are strikingly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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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조각과 같이 존재하며 늘 주변의 환경에 반응하고 그의 몸짓에 의해 변화

되는 것이다. 팔라즈마에게 이미지는 오늘날의 세계에 필수적인 것으로, 이 이

미지의 이해와 통제된 일방향의 의미로부터의 해방이 그에게 중요한 개념이 된

다.67 그는 체화된, 혹은 은유적인 이미지의 상상력68를 통해 풍부한 의미의 건

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뵈메에게 여전히 아이러니로 남는 것은 이 두 건축가들은 여전히 어

떤 오감적의 작용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특히, 팔라즈마가 촉각성을 새로운 감

각적 중심으로 두고, 이에 더해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미지에 관해서 말하는 것

은 다소 모순된 것으로 보인다. 뵈메는 이 두 건축가가 분위기를 충분히 다루거

나 탐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이를 위해 ‘신체감’(Corporeal 

Feeling)이라는 개념을 들고 온다. 그가 보기에 팔라즈마의 이미지나 줌터의 모

델이 담지하는 촉각성으로의 귀환, 재료에 한 심각한 고민은 또 다른 데카르

트적 환원주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결국 이 두 건축가들 모두가 공유하는 ‘분

위기’는 오감의 나열을 통한 설명이 아닌 종합적 느낌인 ‘신체감’을 통한 설명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69 이때야 비로서 촉각을 넘어서 공감각적인 분위기를 생

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취해지는 신체성이 과연 촉각 중심의 감각론과 얼마나 

다른 의미를 가지는가? 뵈메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정리한다. “우리가 사용자의 

                                                                                                         

objects; tactile, gritty to the touch, and sited in rocky and wooded landscape. They are not a 

representation of reality, but reality itself. Carved, assembled, and arranged, made of plaster, 

concrete, stone or wood, Zumthor’s models come as close as possible - in their materiality and 

their execution - to the reality of a built project. Their ambiances and spaces are expressed in 

the same materials and structure. They have an identity and a palpable atmosphere.” 

67 Juhani Pallasmaa, <The Embodied Image>, John Wiley and Son Publication, 2011, pp.14~24. 

68 그의 생각은 가스통 바슐라르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 

69 Gernot Böhme, 2014, op.cit, p.97. “Corporeal feeling allows me not only to feel something, 

but also to feel how I feel, my sensitive state. Atmosphere is by nature experienced by 

corporeal feeling, namely by their tendency to ‘affect’ me, to put me in a specific m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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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본질적으로 분위기를 받아들인다면 근원적으로 우리가 있는 공간은 

‘신체로서 존재하는 공간’(the space of corporeal presence)이다. 이 공간은 

기하학적 공간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잴 수 있는 것이 아닌 지

엽적 관계 그리고 피부 그리고 위상적인 공간에 기초한다. 무엇보다 그것은 등

방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위와 아래, 중심, 좁음과 확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70 이 공간감에 한 실존적이며 현상학적인 정리는 데카르트적 공간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유용한 것이지만, 그것이 줌터와 팔라즈마 그리고 다른 분위기

적(혹은 현상학적) 건축을 지향한다는 건축가들과 정말 차이를 드러내는 정당한 

비판인가는 의심스럽다.  

위의 다소 산만하게 전개되는 건축가들의 입장과, 이를 분명한 주장으로 내세

우는 미학자안 뵈메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보면, 결과적으로 건축가들과 뵈메는 

재료, 색, 빛과 소리 등에 해 유사한 입장을 보인다. 곧, 분위기는 근 적인 

정신의 의식적이며 요소적이며 형태적인 상상력보다는 신체로서 무의식적으로 느

껴지는 재료와 그 재료를 드러내는(how) ‘재료성’에 의해 얻어진다는 것이다. 이

는 그것이 촉각성과 피부이든 시각적인 것이든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신체감의 것이든 상관없이 공통된 주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반성적인 느

낌들, 그 느낌들에 한 즉각적인 판단이 되는 정서가 주된 철학적 논의 주제로, 

건축 이론으로 귀환하는 것처럼 보인다. 

 

 

                                             

70 Ibid, p.99. “The space essentially involved, at least if we take the term atmosphere seriously 

to the user’s perspective is the space of corporeal presence. This space has a structure unlike 

geometric space. It is based not on measurements but on local relationships and skins and 

topological space; above all, it is not isotropic but includes direction, above and below, centering, 

narrowing and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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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환경과 배경 

건축가들에게 다소 애매하게 서술된 분위기와 미학적 입장에서 분위기는 많

은 이해의 오류를 담고 있으나, 그 공통점을 좀 더 큰 범주에서 살펴보자면 

체로 분위기는 명징하게 구분되는 형태로서의 상만이 아닌 그것들로부터 구

성되거나, 자연과 같이 애초부터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자 배경에 한 이해, 인

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분위기는 우선 ‘ 기의 환경’, ‘날씨’와 관련 있다. 풍토는 ‘분위기’ 논의가 가

지고 있는 담론의 핵심을 짚는다. 우리에게 놓인 세계의 ‘풍토’는 가장 근원적

인 ‘분위기’이다. 그것은 문화적으로 구성된 자연에 한 지각이며, 그렇기에, 

우리가 건축을 시작하는 기반이 된다. 테츠로 와츠지(Tetsuro Watsuji)에 의해 

구체화된 현상학적 개념인 ‘풍토’(Fudo)는 ‘Da-sein’으로서의 우리의 존재를 

‘죽음으로의 불안’이 아닌 ‘자연환경에 놓여 있음’으로 바라보는 신체-환경의 실

존으로 전환한다.71 그리고 이 풍토를 통해 바라본 자연은 이미 우리가 알 수밖

에 없는 것, 우리가 신체로서 세계를 살아가며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이 

놓여있는 정감의 상이다.72 그렇기에 풍토는 곧 ‘같이 사는 것’, ‘같이 거주하

는 것’, 곧 ‘윤리’가 될 수 있다. 

이 풍토의 이해에서 함의하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는 편재하는 성질이다.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분위기가 ‘배경’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분위기

를 주변적으로 그리고 다시 중심적으로 인지하며, 때로는 무 를 위한 배경으로 

때로는 배경 그 자체로서 드러나며 ‘적절함’(Decorums)과 ‘인상적 감

동’(Impression, Zumthor) 사이를 오가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71 Jin Baek, <Fudo: An East Asian Notion of Climate and Sustainability>, Buildings, vol.3 no.3, 

2013, pp.588~597 

72 Ibid, p.591. 사막은 곧 ‘모래 사’와 ‘막막할 막’으로 구성된 단어이다. 단지 흙으로 된 건조한 땅이 아

닌, 그 안에 우리의 정서, ‘막막함’이 담긴다. 공통의 정서가 언어로 응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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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레더배로우는 분위기에 해 <Table Talk>라는 글을 통해 이 이중

성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배경(setting)으로서의 건축이 경험

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기술해본다. 그가 보기에 식탁의 존재는 주어진 스

케줄에 의해 결정된다. 음식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식탁은 둘러싸고 같이 밥을 

먹는 행위를 위한 공간이 되며, 그 형태와 재료는 뒤로 숨어든다. 또 음식이 떠

나가고 난 자리에 그 공간은 어떤 특정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드러난다.73  눈 

앞에 드러나는 상에서 피부 위로 지나치는 준- 상이 된다. 곧, 주된 공간으

로서 드러나는 ‘인상’과 어떤 행위를 보조하는 ‘적절함’을 그 사용되는 순간과 

그 사용에서 멀어진 순간에 다르게 드러내 보인다. 이러한 이중성은 가다머

(Hans Georg Gadamer, 1900~2002)의 건축에 관한 서술74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건축물은 확실히 예술적 과제의 해결이어야 하고, 이 점에서 관찰자

의 경탄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은 삶의 연관

에 적합해야 하며, 스스로 자기 목적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 건축물은 장식품75

으로, 분위기의 배경으로, 하나로 묶는 틀로서 삶의 연관에 상응하고자 한다.”76  

정리하자면, 첫째로, 환경으로서의 분위기에 한 이해는 그것이 단지 주관적

인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며, 마치 기후가 우리의 정서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처럼 상호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배

경으로서의 분위기 이해는 그것이 주된 속성으로 드러남과 동시에 부수적인 속

성으로 숨어들어가는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형태로서 바로 

인식되는 구성이 아닌 재료 자체가 ‘어떻게’ 드러나는 가를 결정하는 것, 무

                                             

73 David Leatherbarrow, <Architecture Oriented Otherwise>,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e 

Press, 2009, pp.121~141.  

74 한스게오르크 가다머, <진리와 방법 1 – 철학적 해석학의 기본 특징들>, 이길우 외 3인 역, 문학동네, 

2012, pp.221~226. (original work by 1960) 

75 가다머가 말하는 장식은 화려한 장식이 아니다. 그가 본 장식은 오히려 근대 이후의 장식에 가깝다. 배

경음악과 같은 가구적인 장식 말이다. 

76 Ibid,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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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드는 ‘빛과 소리’와 같은 것이 중요해진다. 이는 언제나 주된 사건이 아닌 

뒤로 숨어드는 것임과 동시에, 그 사건이 사라짐에 따라 다시 주된 것으로도 드

러나곤 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 것이다. 

 

2.4.3. ‘분위기적인 것’과 그 한계 

건축이론가 데이비드 레더배로우는 위에서 서술한 분위기를 향한 관심들에 

해 경고를 보낸다. 그 핵심은 곧 분위기가 그 자체로서 구체적이지 않다는 속

성77에 의해 건축이 반드시 그려내야 할 구체적인 요소들을 배제한 채로 사고하

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생각의 기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두 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건축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해되는 ‘지

움’(erasure), ‘기화’(evaporation)와 같은 의미의 ‘atmos-sphere’이고 다른 하

나는 이미 17세기의 물리학에서 시작된 이 개념을 사용해왔던 역사로부터 기인

한 것이다.78 

 레더배로우의 경우도 ‘분위기의 배경, 그 인지 가능성, 정서적 반응, 인상, 자

연 세계의 한 측면에 한 기본적인 이해’와 그것이 ‘주-객 분리 이전의 세계로 

놓여있다는 정황성에 기초한다’는 이해는 여타의 분위기 이론과 동일하다. 그러

나 레더배로우가 바라보는 건축 작품들과 건축가들의 분위기 이해는 이런 철학

적인 배경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레더배로우는 피터 줌터, 쿠마 켄고

(Kuma Kengo, 1954~), 장 누벨(Jean Nouvel, 1945~), 아담 카루소(Adam 

Karuso, 1962~)를 들어 그들의 분위기 이해로서 일반의 건축에서의 분위기 이

해를 진단한다. 

                                             

77 혹은 팔라즈마의 주장처럼 분위기는 무의식적 영역의 인식이기에 우리의 의식에 분명하게 들어올 수 없

고, 또 들어와서도 안되는 창조의 영역의 것이다. 

78 David Leatherbarrow, <Atmospheric Conditions>, in Phenomenologies of the City, edited by 

Henriette Steiner and Maximilian Sternberg, Ashgate Publishing, 2015, pp.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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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William Turner, <Interior of a Great House: The Drawing Room>,  

East Cowes Castle, 1830,  

(Source: https://www.tate.org.uk/art/artworks/turner-interior-of-a-great-house-the-

drawing-room-east-cowes-castle-n01988) 

상을 명징한 빛이 아닌 뿌연 빛 속에서(다르게 말하자면 명징한 근 적 정

신의 중심시가 아닌 배경을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주변시로) 그려내는 화가 윌

리엄 터너를 예로 제시79하는 ‘분위기적인 것’의 느낌은 먼저 줌터의 건축에서 

드러난다. 건축의 질(quality)로서 분위기를 이해하는 줌터는 다소 애매한 언어

로 분위기를 살펴본다. 레더배로우는 줌터의 ‘기억’, ‘물질성’, ‘감동을 주는 것’ 

등에 한 이해가 미온하다고 비판한다. 쿠마 켄고와 장 누벨의 건축 역시 이와 

유사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분위기의 기적 의미인 ‘사라짐’, ‘증발’에 

해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쿠마의 건축은 ‘사라짐’(erasure)를 중심으로 구축

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누벨의 건축 역시 사라지고자 하나 그 방식은 비물

질화(dematerialization) - 물질성의 기로의 ‘증발’(evaporation)이다. 이들 

                                             

79 팔라즈마 역시 위의 윌리엄 터너의 그림을 가져와 분위기가 무엇인지 넌지시 암시한다. 이때 터너의 그

림은 뿌옇게 떠오르는 느낌들로서 제시되며 그 어떤 것도 명징한 중심시로 드러나지 않고 배경으로 물러서

는 그림들이다.  



43 

건축의 특징은 건축의 재료를 작게 나누거나 표면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것에 

있다. 이렇게 함으로 건축은 가볍고, 약한, 투명하거나, 여러 다른 방법으로 

기 속으로 사라지는 안개 같은 속성을 가지게 된다. 반면, 아담 카루소는 이러

한 재료의 성질을 통해 얻어지는 느낌보다는 ‘decorum’이라는 건축의 전통적

인 문제를 이야기한다. 레더배로우는 이에 상응하는 아돌프 로스의 문구를 인용

한 것을 다시 로스의 글 전체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80 

 “시작은 피복이었다. 인간은 불쾌한 기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했으며, 자

는 동안 보호와 온기를 원했다. 그는 덮을 것을 찾았다. 이불81은 가장 오래된 

건축 디테일이다. […]  

이를 다르게 행하는 건축가들이 있다. 그들의 환상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

니라 벽체를 만든다. […] 그리고 이 공간을 위해서 나중에 어울릴만한 피복류를 

고른다. […]  

그러나 예술가, 아니 건축가라면 우선 자기가 발휘하고자 하는 효력을 느끼

고, 그 다음에 그가 창조하고자 하는 공간들을 정신의 눈으로 본다. 그가 관객에

게 실행하고자 하는 효력이 감옥에서와 같은 불안과 놀라움이라고 하자. 교회에

서 느끼는 신에 한 외경이라고, 정부청사에서 느끼는 국가폭력에 한 두려움

이라고, 묘비 앞에서의 경건함이라고, 집에 왔을 때의 편안함이라고, 선술집에서

의 행복감이라고 하자. 이러한 효력은 재료에 의해 그리고 형태에 의해서 발휘될 

수 있다.”82 

                                             

80 Ibid, p.90 

81 역자의 설명에 따르면, 또는 천장이거나 지붕. 

82 아돌프 로스, <장식과 범죄>, 현미정 역, 미디어 버스, 2018, p.114. 레더배로우의 인용은 강조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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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5. Kuma Kengo, <Aquatics Center>, 2018, Copenhagen, on work.  

(Source: https://thespaces.com/kengo-kuma-is-building-a-pyramid-like-aquatic-centre-on-

copenhagens-paper-island/)83 

이렇게 봤을 때, 장 누벨과 쿠마 겐고의 경우 ‘분위기적인 것’(atmospheric 

style)은 오히려 분자화, 잘게 나누어진 표면과 같은 것에서 드러나는 안개와 같

은 공간에 한 신체감의 선호에 가깝다.84 이와는 다르게, 로스의 지적과 함께 

그려지는 분위기는 ‘포템킨의 마을’이 아닌 어떤 배경으로서, 드러나고 숨어드

는, ‘감옥에서의’, ‘정부청사에서’, ‘교회에서’에 있다. 이렇게 보면 분위기에 한 

이해는 안개의 공간을 추구하는 ‘흐릿한 건축’, ‘경계 없는 표면’, ‘물질성의 상

실’을 추구하는 측면 85 과, 건축의 전통적인 작업인 맞추는 것으로서의 ‘데코

룸’(decorum)이라는 성질의 문제를 구하는 것으로 나뉘어져 이해된다.  

                                             

83 최근 설계된 그의 작업들은 <약한 건축>이라는 그의 제목처럼 건축 자체를 흐릿하게 사라지게 만들고자 

하는 경향의 강화로 나아간다.  이런 안개와 같은 표면을 가진 건축은 흔히 ‘분위기적인 느낌의 건축’으로 

이해되곤 한다. 

84 이는 기화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닌 줌터의 건축에서도 그러하다. 그는 건축의 표면을 셀 수 없을 만

큼 잘게 나눠진 것들로 만들곤 한다. 그는 피복이 단순하게 일정한 숫자로 나눠지는 표면을 만들지 않는다. 

그의 표면은 그 수를 세기 힘들 만큼의 적층으로 만들어지곤 한다. 

85 피터 줌터의 작업은 물질성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듯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의 건축의 표면

은 그 구축된 형태를 흐릿하게 분자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테르메 발스의 잘게 나뉘어진 돌의 표면, 목재

를 빈틈을 두고 쌓아 올린 파빌리온, Topography of Terror에서 보여준 길게 뻗은 루버의 공간, 뿌연 유

리를 통해 만들어진 엷은 빛의 갤러리 등은 이런 경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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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더배로우는 분위기에 해 위의 건축가들을 통한 다소 모호한 이해에 그치

지 않고, 그 기원으로서의 과학적 배경, ‘공기’air와 ‘음악’aria의 상관관계, 

‘mood’나 ‘milieu’와의 관계 등을 논하며 건축 담론에서의 분위기가 아닌 것들

에 해 이야기한다. 무엇보다 그가 보기에, 화가 존 컨스타블(John Constable, 

1776~1837)86의 하늘에 한 서술은 분위기가 무엇인지에 관한 뚜렷한 힌트를 

준다. 레더배로우는 이를 4가지로 정리한다.87 

 

Figure 6. John Constable, <Seascape Study with Rain Cloud>, 1824 

1)하늘은 전체 작업의 으뜸음(keynote)이다. 2) 하늘은 스케일의 기준

(standard of scale)을 설정한다. 3)하늘은 정서를 설정하는 주 오르간(chief 

organ)이다. 4)모든 좋은 풍경화는 그 주제와의 연관 속에서 하늘을 설정한다. 

그러나, 회화에서 그려지는 하늘이 그러하듯, 분위기는 건축 전체의 과정에서 ‘시

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레더배로우의 주된 지적이다.88 로스가 말하고 있는 바처

럼 분위기는 건축이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지를 ‘thematic orientation’

                                             

86 영국 19세기 낭만주의의 풍경화가. 

87 하늘은 환경이자 배경이다. 

88 David Leatherbarrow, 2015, op.cit, p.95.  “Atmospheric studies were the theme’s occasion, 

the story’s first chapter. The decisive point is this: they were never end in themselves, only the 

work’s prelude.” 



46 

으로 지적한다.89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애매한 것이라는 사실이 발목을 잡는다. 

쉽게 말해 분위기에 해 생각하는 것은 시작점을 어떻게 할지, 하늘을 어디 위

치에 잡아 어떤 정서를 배경으로 깔지를 결정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건축에서 말해야 할 분위기 이후에 등장해야 하는 ‘분위기적이지 않은 것

들’(non-atmospheric)에 한 논의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것이 분위기 논의

의 한계이다.  

위의 레더배로우의 예시들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특정한 ‘인상’을 만들기 위

한 노력(쿠마 겐고와 장 누벨)으로 연결되는 ‘분위기적인 것’만이 아닌 어떤 행

위(삶을 지속하기 위한 이런저런 일들)를 위한 ‘적절함’, ‘조율’(아돌프 로스)이다. 

분위기에 한 일차적인 논의는 분위기 이후에 등장해야 하는 건축의 상세를 

‘흐릿한 시선’으로 가리고 있는 것이라면, 그 이전에 등장해야 하는 다른 모든 

논의들은 어떠한가? 레더배로우의 예시 속, 아돌프 로스가 지적한 바, 분위기는 

어떤 상황의 분위기이다. 분위기는 ‘교회’의 신성한 분위기이며, ‘동굴’의 으스스

함이며, ‘여관’의 흥겨움이다. 흥겨운 분위기가 다른 무엇을 만들지 않는다. 이

렇게 보면 분위기는 ‘우리 모두의 신체가 어떤 ‘상황’에(그것이 자연환경의 상황

이든, 사회환경의 상황이든 간에) 놓임으로 경험하게 된 모든 것이 일으키는 정

서적 감흥’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분위기 자체를 독자적 체험 영역으로 다루며, 

어떤 ‘빛과 소리’, ‘가벼운 느낌을 주는 모델’, ‘촉각성’, ‘신비감을 가진 이미지’ 

등으로 환원하여 ‘신체감’(Corporeal Feeling)이든 ‘공감각’(Synaesthetic)이든 

하는 것만으로 이해한다면 남는 것은 재료의 느낌을 두고 상업적으로 ‘경쟁하는 

두 서점의 분위기’ 밖에 없다.90  

                                             

89 Ibid, p.96. “Reading the whole of his argument, and recalling his buildings, it is clear that 

theme of the situation was more basic. In his cladding text, Loos alluded to the incarceration, 

worship, or social drinking that were intended in the prison, church, or tavern respectively. 

Albeit intuitive, the imagined atmosphere gave the project its thematic orientation.” 

90 Gernot Böhme, <Atmospheric Architecture –the aesthetics of felt spaces>, 2017, op.cit, 

pp.141~142. 뵈메는 두 서점을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서점의 경쟁은 ‘전시된 재료성’(staged 

materiality)의 경쟁이다. “The competition is a competition of atmospheres: here wood, rustic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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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결: 분위기에 대한 네 가지 이해 

 

Table 2. 분위기에 대한 네 가지 다른 이해들 

                                                                                                         

and warm light, there chrome. glass, steel, and neon 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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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건축가들 그리고 게르노트 뵈메의 논의와 데이비드 레더배로우의 비판

을 정리하고 확장하자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선, 분

위기에 해 공유되는 이해는 그것이 마치 무 를 만드는 것과 같이 ‘ 상을 어

떻게(how) 드러내는 가’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 관심은 곧 재료 자체보

다는 ‘재료가 어떻게 드러나는 바’(materiality)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재료를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색, 빛, 그림자, 소리’ 등 여러 가지 비물

질적, 공감각적, 선반성적, 비언어적 속성들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둘째로, 이러

한 분위기에 한 개념적 이해와는 달리, 분위기 자체를 하나의 흐릿한 공간감

으로 이해하고 안개와 같은, 혹은 어스름의 공간을 목적으로 재료를 다루는 경

향성이 건축가들 사이에 존재한다. 이는, 분위기를 존재의 한 양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느낌을 주는 것, 촉각적인 느낌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게 하

여 ‘근  건축’은 분위기적이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반면, 재료를 잘 다루고, 시

간의 흔적을 묻게 하고, 표면을 옅게 흩어버리는 건축91을 더 ‘분위기적’ 인 것

으로 이해하는 태도이다.92 셋째로, 이러한 이해와는 다르게 분위기를 전통적 개

념으로서 상황에 해 맞춰진 차림인 ‘데코룸(decorum)’의 연장선으로 이해하

는 관점이 아담 카루소의 아돌프 로스의 인용에서 드러난다. 넷째로, 이렇게 분

위기에 한 다양한 이해가 가능한 가운데, 레더배로우는 색, 빛과 소리, 엑스

타시스(ekstases)와 같은 양상으로 설명되는 분위기의 논의가 언제나 흐릿한 양

상에서 밖에 진행될 수 없으며, 분명한 디테일과 구조, 형태와 재료의 문제까지

는 도달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이 관계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의 이해는 분위기에 한 개념적인 이해(따라

서 가장 일반적이고 타당한 이해), 분위기가 무엇인가에 한 서술을 해주는 것

                                             

91 Juhani Pallasmaa, in <Architectural Atmospheres>, op.cit, p.35. 그는 레더배로우와 모스타파비의 

<On Weathering>을 근거로 이와 같이 주장하는데, 실상 레더배로우와 모스타파비가 직접적으로 분위기

적인 것으로서의 풍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풍화, 폐허화, 부재하는 것이 ‘분

위기적인 느낌’을 더 강화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92 Juhani Pallasmaa, 2016, op.cit,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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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볼 수 있으며, 네 번째의 이해는 첫 번째의 이해를 바탕으로 ‘건축의 주

된 주제로 분위기가 등장할 수 있다.’는 주장에 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두 번째의 이해는 첫 번째의 이해인 배경이자 환경에 한 인식에 한 

개념인 분위기에 한 일종의 오해로서, 하나의 ‘흐릿한 안개와 같은 분위기’, 

‘혹은, 심원한 무게감’과 같은 것을 주된 느낌으로 잡고 시행되는 ‘분위기적 건

축’의 경향성이다. 이 관점에서 분위기는 재료를 잘 다루고 못 다루는 문제에 

따라 ‘더 분위기적 성격이 강한 건축’이라는 정의가 가능하다. 세 번째의 이해

는 이와는 다르게 분위기를 어떤 상황에 해 설정되는 공간적 성격으로서 보

며, 건축의 오랜 전통과 관련 지어 현상적 의미의 생산으로서 살피는 태도이다.  

뵈메의 재료와 빛, 그리고 소리 등에 한 선반성적인 공감각적 속성의 강조

는 신체가 배경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흐릿한 느낌의 분위기가 무

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이를 만드는 방법으로서 ‘무  디자인’을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이 관계에서 ‘나가서는 속성’들이 중요해진다. 그렇다면 건축가는 재

료의 문제에 해 고민하며, 이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고민하기 마련이다. 따라

서 레더배로우가 분위기를 생각하는 것이 ‘건축을 시작하는 지점’에 불과하며 

그것이 그 뒤에 등장해야 할 ‘분명한 것들’에 한 논의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뵈메의 무 를 만드는 일에 한 주장과 함께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빛을 다루기 위한 디테일의 고민과 빛의 색, 연출의 방식과 순

서, 재료와 빛이 특별한 방식으로 만나게 하기 위한 치수의 설정 등은 무  디

자인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위의 일차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레더배로우가 제시한 문제들 

중 건축가들의 서로 다른 이해를 살펴보면 분위기를 데코룸(decorum)과의 연

관성에서 살필 때 다시 어느 정도의 문제가 발생한다. 분위기가 준-객관적인 것

이며, 사이의 문제이며, 우리를 둘러싸는 공간적 정서라는 설명은 미학적으로는 

가치 있는 개념화이지만 건축의 생산에 해서 구체성을 가지는 지점은 여전히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모호함으로 가득 찬 신체감의 영역에서 시행되는 배경화 

그리기의 수준에 머무른다. 오히려 뵈메는 무 의 다소 애매한 생산 방식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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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가져와 철학적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이유로, 이 개념화는 오히려 두 번째의 이해와 같은 ‘흐릿한 건축’을 향

한 단순한 감각적 치환의 오류를 낳으며, 재료와 빛을 특정한 방식으로 다루는 

방법의 문제에 한 경향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분위기적인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이 분위기를 사고하는 건축93이라고 말하게끔 한다. 이는, 분위기가 존재의 

한 양태이며,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실존적 방식으로 보는 개념적인 

이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이해이다. 근  건축의 명징함 역시 하나의 분

위기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94 이 두 번째 이해의 오해와는 달리, 건

축 이론의 역사 속에서 분위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 번째의 이해

로 넘어가게 된다. 이는 알베르토 페레즈-고메즈가 건축의 방향에서 분위기를 

‘이미 해오던 것’ 곧, ‘건축을 통한 의미의 발생’으로 이해하는 배경이 되며, 뵈

메와 페레즈-고메즈가 바라보는 분위기 이해의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

가 된다. 이때 드러나는 분위기(혹은 분위기가 아닌 것, 분위기 이전의 것은)는 

특정한 ‘무  만들기에서 나타나는 주제들’인 재료와 빛을 경향성을 가지고 다

루는 문제이기 이전에 특정한 상황에 한 ‘무  자체를 그려보는 일’이다. 

 

                                             

93 이로 인해 근대 건축은 분위기가 약한 건축, 현대의 깊이감이 있는 건축은 분위기가 강한 건축이 된다.  

94 하이데거에게 기분이 없는 무감각의 상태 역시도 기분의 한 양태인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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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유로서의 분위기  

(Alberto Perez-Gomez) 

 

 

3.1. 분위기, ‘소통의 배경’ (Communicative Setting) 

3.2. 체화된 은유와 분위기의 설명 가능성 

3.3. 폴 리쾨르의 이야기와 은유 

3.4. 언어와 분위기에 한 다른 인식 

 

 

3.1. 분위기, ‘소통의 배경’(Communicative Setting) 

3.1.1. 심신건강(psychosomatic health)과 분위기 

알베르토 페레즈-고메즈에게 분위기는 도시의 정신적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다. 곧 우리가 ‘도시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은 단

지 주관적이며 추상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정신적 이해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95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의 신체와 정신 사이의 관계에 한 근

원적인 변화로부터 온 것이다. 곧 우리의 정신, 혹은 마음의 문제라고 여기는 

정서의 문제가 다름 아닌 신체와 인식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신 

                                             

95 Alberto Perez-Gomez, <Attunement-Architectural meaning after the crisis of Moder Science>, 

The MIT Press, 2016,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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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신체의 이분법이 아닌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96, 몸으로서의 마음

(Extended Mind)을 의미한다.97 그렇기에 분위기와 도시에 한 이해는 단순히 

신체적 유희나 감각적 풍부함과는 다른 우리의 인식하는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실존적 전환이다. 페레즈-고메즈의 지적은 건축과 도시는 본래적으로 심신

의 건강을 향한 작업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계문명과 산업도시의 도래와 그 

중심의 투명하고 청결한 도시라는 기치는 심신의 문제가 아닌 위생의 문제로 

모든 건축의 담론들을 전환시켰다.98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정신적 삶과 분리

된, 의도적으로 추상화된 물리적 건강 만이 지나치게 강조된다. 이에 한 비판

으로서 신체와 정신의 분리를 지양하며 그 불가분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 곧 

‘심신’(psychosomatic)을 실제적 환경의 측면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분위기’라

는 개념이 도시적인 의의를 갖는다. 

위의 배경 속에서 페레즈-고메즈 역시 줌터를 가장 분위기적 이슈에 민감한 

건축가로 꼽는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줌터는 분위기에 한 논의의 부분을 

그림과 사진으로부터 끌어온다는 문제를 가진다. 이때 영국의 화가 터너의 그림

과 그의 유명한 말 “분위기는 나의 스타일이다.”(atmosphere is my style)이 인

용되며 그 그림의 회화적 어스름과 그의 건축이 종종 중첩되어 이해된다. 페레

즈-고메즈는 여전히 시각적 혹은 감각적 이미지 중심으로(비록 그 시각의 중심

에 촉각이 있다하더라도) 이해되는 신체감에서 벗어나 분위기에 한 논의가 담

고 있어야 할 다른 측면 ‘인간의 행위(human action)’를 강조한다.99 실상 강

                                             

96 이정모,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의 접근과 학문간 융합 – 인지과학 새 패러다임과 철학의 

연결이 주는 서사- >, 서울대학교 철학사상 연구소, 철학사상, Vol.38, p.46. “우리는 이제 ‘뇌가 곧 마음이

다’라는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그리고 몸에 바탕을 둔 활동으로서의 마음’관점

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며, 스피노자, 베르크손, 듀이, 메를로퐁티, 하이데거, 리꾀르 등 철학자들의 인문

학적 생각을 인지과학에서 진지하게 다시 음미하여야 하는 것이다.” 

97 최근 인지과학의 관심은 세계와 마음의 관계에 있다. 이는 내향적인 마음을 환경 세상의 통합체로서 이

해하고 이의 중심에 신체가 있다는 ‘체화된 인지’라는 개념의 등장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

날의 소위 ‘현상학적 건축’을 수행한다고 알려진 건축가들에게 익숙한 것이다.  

98 Alberto Perez-Gomez, 2016, op.cit, p.6 

99 Ibid,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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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할 것은 이러한 건축가들이 그들의 작품을 통해 틀 짓는 인간의 행위들이다. 

그렇기에 페레즈-고메즈는 다른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실상, 분위기를 단순히 

떠다니는 감각이나 정서로서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건에 한 배경으로서의 

인지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일은 여전히 남겨져 있다.”100  

 

3.1.2. ‘소통하는 배경’(communicative setting)으로서의 건축 

페레즈-고메즈에게도 분위기가 자기-폐쇄적인 건축을 넘어서서 생각하게 해

주는 것이라는 점101에서 근 적 정신의 극복과 그로부터 파생된 작가주의적 변

질 모두를 비판하는 논점이 된다는 점은 앞선 이해들과 동일하다. 그렇기에 그

의 분위기에 한 기본적인 개념 설정은 뵈메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분위기의 다른 측면에 주목한다. “건축가는 공간을 초점

행위(focal action)에 조응하는 특정한 톤으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한

다.” 102 그리고 이러한 톤을 위해 우리는 다양한 성질들을 다룰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느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이 ‘Stimmung’이다. 페레즈-고메즈는 mood와 

stimmung, 쉽게는 ‘기분’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 이해가 분위기를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보았다. 이때 기분은 단순히 우리의 내면적 정서에서 갑자기 발생하

                                             

100 Ibid, p.23. “Indeed, the challenge remains to comprehend fully how atmospheres may 

convey not only fleeting sensations or emotions but also cognitive meanings through settings of 

events. This is indeed a central issue for architecture when placed squarely beyond eighteenth-

century aesthetics, a discipline that reduced primary aesthetic cognition to a gnoseologia 

inferioris, or a “secondary class of judgment.” 

101 페레즈-고메즈는 피터 아이젠만 스스로도 독자적인 건축의 자립의 한계를 시인했다며 그의 기호적 건

축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러나 실상 아이젠만은 기호적 건축의 한계와 가능성 사이를 오가며 변화하는 모

습을 보여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102 Ibid,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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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이해된다. 곧, 어떤 정서적 느낌은 순전히 우리 마음의 것이고 우리

는 이것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상식이 떠오른다. 하지만, 분

위기의 논의에서 이 기분은 분위기에 스며드는 것으로, 상황에 빠져드는 것으로

부터 온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분들은 우리 밖의 환경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이

다. 우리가 이미 수많은 기후-정서적 모티프를 사회-문화적으로 공유하는 이야

기를 클리셰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쉽게 증명한다. 이러한 기분은 이미 

2장의 초반부에서 서술했듯, 하이데거에 의해 실존론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우

리는 어떤 상황의 밖에서 관조하기 이전에 이미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정황성, 처해있음’103(stimmung)으로 번역되는 이 기분

이 현존재의 중요한 한 측면으로 부각되는 것이다.104 

다수의 논의에서 이 기분과 분위기는 혼용되지만, 엄 하게 말하자면 이러한 

기분이 분위기를 통해 조율된다. 어떤 특정한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은 이 기분

을 조절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심리학에서는 기분을 기질, 계속해서 유지되

는 정서적 성질로서 이해한다.105 이는 통주저음과 같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실존적 의미와 상응하는 이해이다. 이 관점에서 앞선 2장의 

뵈메의 입장에서 밝혔듯 분위기가 공간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 둘 사이

의 거리가 더 선명해진다. 기분은 주체의 체험의 흐름 속에서 연속되지만 분위

기는 불쑥 상과 함께 등장한다. 분위기 중심의 기분논의는 부분 이러한 기

분의 연속된 상태를 불쑥 등장하는 세계의 변화로서의 분위기와 뗄 수 없는 것

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106 

이러한 기분에 한 이해는 곧 역사적으로 건축이 그 분위기를 통하여 우리

                                             

103 구연상,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 청계출판사, 2002, p.200 

104 Ibid, p.41. 더 나아가 이는 ‘기분을 통한 자기발견’(Besimmtes Sichbefiden)이다. 

105 최현석, <인간의 모든 감정>, 서해문집, 2011. 

106 노에 게이이치 외 3명, <현상학 사전>, 이신철 역, 도서출판 b, 2011. 이에 관해 철학자 빈스방거와 

슈트라스는 분위기를 기분과 서로 분리 불가능한 ‘서로 월경하는 교착관계’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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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분에 해 서로 통할 수 있는 성질을 스며들게 하였다는 것을 알려준다. 

곧 건축이 그 ‘소통하는 배경(communicative setting)’이라는 본성을 통해 ‘우

리’의 특정한 맥락 속에서의 기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페레즈-고

메즈는 이를 ‘전근 적 음악적 분위기(Premodern Musical Atmospheres)’와 

‘근 적 시적 분위기(Modern Poetic Atmosphere)’를 순차적으로 설명함으로 

분위기라는 현 적 개념의 본질이 건축의 본질적인 역할인 ‘조율’(attunement)

과 상응하는 것임을 서술한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먼저 ‘전근 적 음악적 분위기’는 음악과 수학에 

한 일반의 의미가 신성 혹은 우주론과 연결되어 있다는 세계 이해로부터 출

발한다. 또, ‘Stimmung’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시원에서 플라톤적 세계 이해에

서 온 것이라는 점은 분위기와 적절하지 않은 결합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본 

의미는 비례와 조화라는 수학적-음악적 세계 이해와 깊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다. 플라톤의 음악적 우주에 한 이해는 이미 전 근 의 건축가들에게 익숙해

져 있는 것이었다. 107  이 이해는 형태적 구성, 비례, 조화로 귀결되며, 이러한 

개념들의 현 적 이해와는 다르다.108  일례로 과리노 과리니(Guarino Guarini)

의 바로크적 기하학적 건축은 그 자체로 신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다. 토리

노 성당의 성의 109 를 모시는 <Holy Shroud in Turin>은 그가 말하는 

‘vaghezza’(매력적인)의 분위기를 구축한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성을 향

한 표현이다. 페레즈 고메즈는 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107 Alberto Perez-Gomez, 2016, op.cit, p.33. “Plato’s articulation of the “music of the spheres” 

led architectural writers, from the time of Vitruvius to the end of the seventeenth century, to 

emphasize the centrality of a musical analogy to the creation of meaningful architecture.” 

108 Ibid, pp.41~42.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십서의 1권에서 보면 비례는 그리스적 이해로부터 온 것이다. 이

때 비례는 수학적 과학적 정합성을 향한 비례이거나 합리적 미의 추구를 향한 것이 아니다. 비례는 우주적 

조화의 존재론적 선재성(ontological priority of heaven)을 지구상에 해석하는 일이다. 더 나아가 그에게 

건축은 이러한 우주적 질서를 모방하는 일이었다. 

109 부활하기 전의 예수님을 싸고 있었다고 여겨지는 천. 이후에 등장하는 부재하는 예수의 육신과 연결된 

의미를 담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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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건물의 빛과 돌의 엮인 얇은 물질성을 통해서 꼭 기까지 오르는 밝아지

는, 그러나 너무 밝거나 ‘무한한’ 것은 아닌, 신비한 반그림자를 만들며 성당은 

부재하는 예수의 몸을 드러낸다.”110 

전근 적 시기에 이 수학적 비례와 그 조화는 심신의 문제, 조화로운(바람직

하거나 적절한) 행위들에 직결된 것이었다.111 그것은 단순한 ‘미’의 문제만이 아

닌 것이다. 그러나 근 적 정신의 표적 이해인 데카르트 이후, 결정적으로는 

클로드 페로(Claude Perrault)의 플라톤 해석의 오해로 인해 수의 우주적 조화

라는 의미는 퇴색되었다.  

 ‘근 적 시적 분위기’는 전근 적 음악적 분위기가 퇴색된 이후에 등장했다. 

완성된 형태의 이성적 미학의 등장과 감각의 분리가 시작된 18세기 이후의 지

성계에서 ‘Stimmung’은 더 이상 우주적 질서와 조화를 담는 것으로서의 내용

이 사라진 ‘적절함’만 남았다. 특히 클로드 페로에 의해 오더(order) 안에 담긴 

음악적 수적 비례의 문제는 우주적 질서에 의한 것이 아닌 문명화된 사회의 관

습과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112 이에 건축은 더 이상 우주적 질서를 모방하는 것

이 아닌 언어와 같이, 사회와 역사와 같이 변모하는 것이 된다. 이들은 역사적 

사실과 변모 과정을 탐구하고 그것을 통해 느낌과 이성 사이를 오가는 의미를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다. 표현에 한 이러한 고민들이 18세기 프랑스의 성격

이론에서 가장 꽃피우게 된다. 이들은 일종의 사회적인 언어 같은 건축을 만들

                                             

110 Ibid, p.62. “Through its “diaphanous” materiality woven with stone and light, the chapel 

makes present the absent body of Christ (like the relic it contains), creating a mysterious 

penumbra that becomes brighter toward its summit, yet is never too bright, and never “infinite.” 

111 Ibid, p.49. 르네상스의 경우 이러한 생각은 더욱 뚜렷하다. “While Renaissance texts on 

architecture are heterogeneous in their interests and forms, ranging from discursive theory to 

fictional narratives and more didactic texts, all authors are in agreement on the privileged 

standing of architecture capable of contributing harmonious settings for human action.” 

112 Ibid, p.74. “(생략, 클로드 페로에게 있어서) the proportions of architecture had their origin not in 

cosmic image but in the customs of civil society, in human history, transforming in a way similar 

to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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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건축이 사회를 향해 표현되는 말, 회화, 음악

과 같이 산만하면서도 정서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 ‘말하는 건축’인 것이다.113 

이들에게 건축은 사회, 곧 도시를 향해 표현하는 바, 말하는 바가 있는 것이어

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는 달리 근 의 과학적 정신은 모든 이론적 내용

들의 과학적 접근법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낭만주의적 저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14 18, 19세기 이후의 낭만주의적 접근은 낭만적인 시적인 성격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몰두한다.115 페레즈-고메즈는 이에 종종 그의 ‘유기적 형

태’의 이미지들에 의해 오해 받는 프레드릭 키슬러(Frederick Kiesler)의 ‘무한

의 집’(Endless House)을 들어 설명을 이어간다.116 키슬러의 이 집은 마치 낭

만주의자나 초현실주의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117  여기서 등장하는 ‘끝이 없

음’(endless)은 그 자체로 그의 집이 말하는 은유이다. 계속해서 흐르는 면을 

가진 그의 집은 근 적 생산품으로서의 주거가 아닌 삶의 세계를 살아가는 ‘춤

출 수 있는 사람’의 집이다. 그가 그리는 삶에서 미래의 집은 그 자체가 식사에 

맞춰 그 순간에 새로운 분위기를 제시하는 유동성을 가진다. 그의 집은 변화함

으로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의 기분에 적합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더 

구체적인 예시로서, 키슬러는 욕조가 아닌 곳에서의 목욕의 방식을 제안한다. 

“키슬러는 욕조 안에서 몸을 씻는 목욕방식 자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113 Ibid, p.77. “They thought that architecture, like prose and poetry as well as painting and 

music, should be able to communicate both discursively and/or emotionally, and in ways 

appropriate to the role buildings play in society” 

114 Ibid, p.101. “While mainstream of building production in nineteenth-century Europe 

generally became obsessed with fitting its theories into scientistic modes of thinking and 

adapting modes of production to the expectations of technology and its new materials, the 

fictional character of the autonomous project in architecture remained resonant with romantic 

insights.” 

115 18세기 성격이론, 정원이론과 분위기의 깊은 관련성에 관해서는 Daniel Purdy의 논문 <Between 

Atmosphere and Character>(2016)에서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116 Ibid, pp.103~105 

117 Alberto Perez-Gomez, <Surrealism and Architectural Atmosphere>, Architectural Design, 

March 2018, Vol.88 No.2,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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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슬러는 욕조에 물을 채우고 그 안에서 몸을 씻는 것은 단히 비합리적이라

고 지적한다. . . 키슬러는 목욕탕은 계곡의 하천에서 물놀이를 할 때와 같이 물

이 고여 있는 풀과 하천 바닥의 돌에 누운 것과 같은 편안한 공간이어야 한다

고 말했다. 왜냐하면 물이 넘쳐흐르는 계곡의 하천은 개방적인 느낌을 주어 차

갑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 사크(sack)에 누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생동감이 있

기 때문이다.”118 이는 곧, 새로운 행위들에 조율될 분위기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의 집은 그 자체로 하나의 극장인 것이다. “그의 집은 정서를 전달하고 이야

기 프로그램(narrative program)으로서 제시되는 초점행위들에 보탬을 주는 분

위기들의 합일이다. 이 건축은 적절한 분위기를 전달하는 질(건축적 질들)과 잘 

맞는 재료를 통해 결정화된 공간으로 그 안의 습관과 행위들, 곧 건강한 생활을 

도와준다.”119 페레즈-고메즈는 위의 서술과 동시에 이 집을 만들어내는 은유가 

곧 ‘내면은 곧 외면이다’(the inner is the outer)라고 말한다. 집 안은 곧 저 풍

부한 지구, 하늘과 땅 사이인 것이다.120   

그러나 이러한 시기들 이후의 현 는 결국 조율로서의 분위기를 만드는 건축

의 의미를 상실하는 길을 걷게 되었다. 페레즈-고메즈는 컴퓨터 기술과 함께하

는 형식적 형태 놀이는 우리의 상상력에 한 오해라고 말한다. 그가 보는 분위

기적 상상력에 한 정당한 이해는 다음과 같다. “특정한 자연적 문화적 환경

(milieu)을 바탕으로 장소를 만들어내는 깊은 정서적 이야기적 측면은 일반적으

로 유행을 따르는 혁신을 만드는 욕망에 의해 하찮은 취급을 받게 되었다. 그러

나 이러한 이야기적 특성은 주어진 프로젝트의 특정 문화 속에서의 의도된 목적

에 한 적합성을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방

                                             

118 야마구치 가쓰히로, <공간연출디자인의 원류-프레데릭 J.키슬러>, 김명환 역, 미술문화, 2000, 

pp.291~292 

119 Ibid, p.5. “His house is a confluence of atmospheres that convey emotion and complement 

focal actions expressed as narrative programs. This architecture supports a wholesome and 

healthy life, its habits and actions crystallizing as spaces imbued with qualities (light/shadow, 

warmth/cold, resonant/silent) and consonant materials to convey appropriate moods.” 

120 Ibid,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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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잡고 속해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을 같이 모으는 초점화

된 행위(focal action, 하이데거)나 사건에 프레임을 짓는다.”121  

개념으로 재단되어 우리의 형태적 상상력에 신선함을 더하는 건축은 그 자체

로 놀라운 것일 순 있으나, 우리의 삶의 배경으로서 작용하는 방식은 묘연하다. 

페레즈-고메즈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결국 신체의 지각, 감각뿐만 아니라 언어-

이야기 역시 포함된다. 단지 미학적 효과에 주목하며 빛과 소리, 재료성 등에 

한 강조 혹은 설명, 정확하게는 ‘무엇이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가에 한 설

명’으로는 건축의 분위기가 작동해야 하는 기저의 사회적이며 윤리적인 문제와 

의미들을 다룰 수 없는 것이다.122 이 지점에서 분위기가 비언어적인 것이며 선

반성적이라는 앞선 분위기 이해의 일반과 결을 달리하는 주장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페레즈-고메즈에게 분위기는 선반성적인 신체감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모델, 재료, 무 나 이미지가 삭제해버린 ‘언어’로부터 역시 얻어지는 것이다. 

그에게 언어와 언어적 상상력의 중심에 있는 ‘은유’야 말로 단순한 신체감의 유

희에 폐쇄되는 한계를 넘어서는 분위기를 만드는 상상력인 것이다. 

 

3.1.3. 은유로서의 분위기 

위의 건축사적 배경 속에서 건축은 은유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로서 작동

했다. 그것이 수학적 음악적 우주적 진리이든 새로운 삶의 내러티브이든 간에 

각자의 의미에 맞는 ‘소통하는 배경’을 만드는 것을 제1 목표로 삼는 것이다. 

                                             

121 Ibid, p.108. “The deep emotional and narrative aspects that articulate places in a particular 

natural or cultural milieu are usually marginalized by a desire to produce fashionable innovations. 

These narrative qualities, however, are crucial considerations as we seek the appropriateness of 

a given project for its intended purpose in a particular culture: framing a “focalized 

action”(Heidegger) or event that may bring people together and allow for a sense of orientation 

and belonging.” 

122 Ibid,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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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생각 속에서 중요한 것은 분위기의 본성은 ‘초점행위(focal action)’를 

향해서 ‘사건(event)’을 향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사건이나 초

점 행위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미지나 심상만이 아닌 언어가 핵심적

이다. 그리고 그 언어의 작용 중에서도 은유의 작용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페레즈-고메즈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은유는 기분(moods)을 존재하

는 것으로 가져오는 이상적인 매개(ideal vehicle)이다.”123 

페레즈-고메즈는 신경과학, 인지언어학, 철학 등에서의 발견 124 을 언급하며, 

오늘날의 건축가들이 쉽게 간과하는 ‘분위기를 사고하는 다른 길’로서의 ‘은유

적 언어’에 해 말한다.125 이는 형식 이전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을 말하는 것

이다. 여기서 은유가 내용의 갱신을 가능하게 하며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 된

다는 것이다. 곧 그 자체를 넘어선 전이된 의미(주어진 것 보다 더 많이 사념

함)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건축은 그 장소가 가지는 배경의 이

야기를 은유로서 담아내고, 어떤 건축은 은유적인 이미지 자체를 통하여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 위에서 페레즈-고메즈가 드는 역사적 사례들은 그 시 가 공

유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건축의 형식을 수단으로 내용을, 곧 다른 의미를 담

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26 이때 중요한 것은 ‘건축 자체의 형식’(빛과 소리, 

무  장치, 재료성, 촉각성)이 아닌 ‘소통 가능한 의미’(담고 이는 이야기 프로

그램, 초점 행위에 한 배경)이다. 그렇기에 페레즈-고메즈의 언어에 한 강

                                             

123 Ibid, p.189. “Metaphor is the ideal vehicle for bringing moods to presence.” 

124 이에는 최근의 인지언어학, 인지과학, 신경과학의 발전이 포함된다. 앞서 언급한 이정모의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과 신체의 관계로부터 끌어내어진 마음을 이야기하는 전환점이 생기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125 Ibid, p.179. 오늘날의 건축가들에게 시적인 은유적인 언어는 애매한 언어이기에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언어는 의미를 기호와 기의의 대응 관계를 통해 한정 짓고, 실체를 감싸는 껍데기에 불과하

기에 지양해야 할 것이다. 

126 이를테면 고전건축의 수학적 비례가 우주적 신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어

렵다. 이 지점에서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건축이 전달하는 의미에 초점을 만들어내고, 건축은 그 이야기로

부터의 은유적 상상력이 작동함으로 의미를 만든다. 이는 분위기에 대한 일반 이해해가 선반성적이며 비언

어적인 신체감의 영역이라 주장하는 것과 충돌하는 생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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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건축의 촉각성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나127, 

고급 재료와 연결된 분위기에 한 직접적인 이해와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성당의 천장은 그저 ‘천장’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수많은 회화

들로 혹은 천장을 받치는 빛으로 그 자체의 구조적 의미를 넘어서는 하늘이어

야 했다.128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하늘이 아니라 천국이어야 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성당이며, 성당은 신성한 의식을 이야기로 가지길 요구 받는 시설이며, 

이미 존재하는 신학적 이야기129에서는 하늘과 그 빛이 곧 신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천장은 그저 천장이 아니라 천국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단지 건축 

자체의 속성이, 재료와 빛의 관계가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우

리에게 그 문화적이며 신학적인 이야기의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를 이

루고 있는 인간에게 이러한 선제조건130은 부가적인 것이나, 삭제되어야 할 허구

이거나, 잉여적인 가치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세계와의 인지적 상호

작용의 선제조건인 것이다.131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

을 만든다. 나 혹은 우리는 오로지 신체로만 볼 수 없다. 신체와 환경 그리고 

그것이 일궈온 이야기들이 지금의 나라는 주체를 만들고 있다. 

                                             

127 시간의 때가 묻어나지 않는 값싼 페인트가 분위기를 만들 수 없던가? 만일 그렇지 않다고 인정한다면 

분위기는 그저 고급재료와 빛의 문제가 된다. 만약 값싼 페인트와 고급 재료 모두가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

면, 분위기는 재료적 선택의 신중함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이 신중함이 어디서 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는 ‘빛과 소리가 중요하다.’, ‘재료를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등의 주장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다.  

128 그 표현의 방식의 자연적 신성을 담고 있었던 기하와 수학이든, 신성한 빛을 내뿜는 측면의 빛이든, 온

화하게 반짝이는 금빛이든, 천국 그 자체를 묘사하고 있는 천장화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그것들은 하늘을 

대해서 만들어진 천장이다. ‘천장은 천국이다.’라는 이해는 이 모든 의미를 함축하는 신체적이며 공간적인 

은유가 된다.  

129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서 구름 사이의 빛으로,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내리는 계단 등은 신을 드러내는 

현상이다. 

130 이 이후 미메시스1, 혹은 전형상화(prefiguration)으로 더 상세하게 설명하게 될. 

131 Ibid, p.155. “However, what I must stress is that in the case of humans, culture is no mere 

external addition or support to cognition’ it is woven into the very fabric of each human mind 

from the out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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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레즈-고메즈가 보기에 건축가가 추구해야 할 것은 자기 완결적인 작품 세

계의 구축이 아닌 ‘현 의 예술과 문학 등에서 드러나는 문화적으로 특정한 시

적 이미지들’이다.132 분위기는 삶의 구체성에 해서 맞추는 배경이지 그 자체

로 어떤 분위기를 상정하여 (심원한 무게감, 고즈넉해 보이는 풍화감 등, 또는 

요즘 유행하는 듯 보이는 압도적인 수준의 가벼움, 혹은 그 이상의 입자감을) 

작가적으로 모든 삶의 이야기들에 동일하게 던지는 일이 아닌 것이다.133  

페레즈-고메즈가 보기에 그 자체로서 이미 행위인 언어는 이러한 공동체의 

문화적 이미지, 행위, 이야기들을 포착한다. 언어는 그 자체로서 공동체가 공유

하는 개념과 지각의 내용들, 습관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언어는 

단순히 기호, 기표와 기의로 분리되는 체계와 체계의 관계 문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기반이 되는, 공동체의 삶과 이야기가 축적되어 있는 내용의 기

반이다. 따라서 언어에서 작동하는 은유는 삶과 이야기를 향한 조율로서의 분위

기 만들기가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할 의미 발생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적 은유는 창조적이면서도 시적인 도구로서 이미지가 제

시하는 상상력보다 앞서서134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135 “그렇기

                                             

132 Ibid, p.160. “It is my belief that despite such limitations and with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stakes, the architect must act in search of culturally specific poetic images, perhaps taking 

clues from expressive moments in contemporary art and literature, accepting the 

“experimental” nature of the search and perhaps even emulating the necessary “blow” which, 

Benjamin has argued, the artist must inflict on a complacent society.” 

133 이들의 내러티브, 이들이 마음속에 내재하는 이야기를 작가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건축가의 마음 

중심에 있는 정서적인 행위를 돕는 배경이 이미 선재하고 있고, 그 건축가들은 자신의 마음 속의 무대를 

향해서 공간을 만든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사회, 세계, 타자, 문화, 공동체의 이야기가 끼

어들 가능성은 없다. 그것은 자신의 세계를 타자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일이기에 작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작가적 면모는 일견 건축가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페레즈-고메즈는 한 문화의 시적

인 이야기들을 살필 것을 요구한다. 

134 Ibid, p. 185 페레즈-고메즈는 리쾨르나 가슈통 바슐라르를 들어 언어적 상상력이 이미지적 상상력 만

큼이나, 더 나아가서 더 앞서서 존재한다고 여긴다. 이 언어적 상상력은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는 상상력-

긴장으로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135 Ibid, p.184. “As a creative and poetic device, moreover, linguistic metaphor is vital for the 

generation of appropriate atmospheres, claiming a central role in the “language of archi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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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려 깊으면서도 정서적인 건축이 반드시 은유적 언어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비이성적인 주문이 아니다.”136 결론으로, 분위기가 은유적이라는 것

은 그것이 언어로서 포착된다는 것을 함의하며, 그렇기에 일차적인 신체감의 의

미를 넘어서서 사회 문화적 배경과 그 안의 새로운 변화들을 담는 것이라는 의미 

역시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은유에 한 해석의 여지는 매우 다양하다. 일차적인 언어적 수사, 

시적 표현의 방식으로 이해되는 은유가 있는가 하면, 의미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은유도 있으며, 새롭게 주장되는 ‘체화된 은유’, 은유가 신체적인 매개를 가지고 

세계를 향한 우리의 이해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것과 ‘살아있는 은유’, 은유 

자체의 긴장을 통해 이미 있는 것으로부터의 새로운 의미 발생의 가능성을 제

시하는 것은 또 다른 은유의 양상이다. 다음은 페레즈-고메즈가 자신의 은유적 

모델로서 제시하는 은유의 의미들 중, 체화된 은유가 제시하는 분위기 이해의 

가능성과 살아있는 은유가 제시하는 새로운 의미의 발생 가능성을 탐구한다.  

                                             

136 Ibid, p.163. “It is therefore not unreasonable to claim that a thoughtful and emotional 

architecture must be grounded in metaphoric langu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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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체화된 은유와 분위기의 설명 가능성 

 

 

 

 

3.2.1. 신체와 이미지 그리고 언어 

건축에서의 언어의 중요성은 신체와 언어가 서로 관련이 없는 독자적인 영역

이 아니라는 전환에서부터 설명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이해에서 언어는 단지 자

체의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 신체는 감각하며 이를 통해 

정서를 느끼는 실체의 삶을 살지만 언어는 언어일 뿐 단지 그것을 리하여 담

는 껍데기라는 생각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는다. 이러한 언어와 그 지시 상 

사이를 분리하는 기호적 배경 속에서 인지언어학은 인지과학의 경험적 발견들

을 근거로 이 형식주의적, 데카르트적 유산을 부정한다. 레이코프와 존슨(G. 

Lakoff & M. Johnson)이 보기에 “데카르트 철학은 마음의 신체화에 한 발견

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마음은 탈-신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화되어 있

다.”137 이때 언어는 더 이상 그 순수형식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메를로

-퐁티는 “자연적 상뿐만 아니라 말과 같은 문화적 상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나의 신체”138라고 말했다. 그가 보기에 단어는 ‘기표와 기의 간의 작

위적인 결합’이기 이전에 신체로서 의미가 바로 붙어 있는, 신체가 사는 세계이

다. “‘굳은’이라는 말은 일종의 등과 목의 뻣뻣함을 야기하고, 그런 다음에야 그

                                             

137 G. 레이코프와 M. 존슨, <몸의 철학 – 신체화된 마음의 서구 사상에 대한 도전>, 임지룡 외 3인 역, 

박이정, 2002, p.717 

138 모리스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역, 문학과 지성사, 2002, (original work 1945), p.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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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시각적 또는 청각적 장에 투사되며 기호나 어휘의 모습을 띤다. 개념의 표

지이기 전에 그것은 먼저 나의 신체를 장악하는 사건이”다.139 메를로-퐁티의 다

음 문단은 곧 신체를 통해 언어가 의미를 가지는 바를 잘 서술한다. 

“요컨 , 나의 신체는 다른 모든 상들 가운데의 하나, 다른 성질들 가운데 

있는 감각적 성질들의 복합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소리에 반향하고 모든 색깔

에 진동하고 발에 원초적 의미를 자신이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부여하는 

상이다.”140 

신체를 통해 형성된 언어, 낱말, 문장, 이야기는 그 자체로 신체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발화는 그 발화함 자체로 우리에게 어떤 행동적 느낌을 

전해준다. 그렇기에 ‘말이란 근본적으로 몸의 어떤 자세를 요구하고 행동을 요

구하는 강력한 운동적인 표정을 갖춘 것’이 되는 것이다.141  

앞서 2장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팔라즈마의 이미지 역시도 이러한 신체의 틀

과 세계의 관계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그는 이때 은유적, 시적 이미지를 직설적

인 그것과 구분한다. 후자의 이미지는 직접 제시하며, 상상력을 제한하고 통제

한다. 반면, 전자의 이미지는 생각을 해방하고 상상력을 고취시킨다.142 이러한 

그의 생각에서 이미지는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것, 곧 주어진 내용보다 더 많

은 상들을 낳는 것이다. 인지언어학적, 신경과학적 발견들에 한 수용을 공유

하는 그 역시도 신체와 언어 그리고 이미지의 관계에 해 깊게 고민하고 있다.  

그에게 이미지는 이러한 언어 발생 이전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이미지들은 그 자체로 우리의 행동을 끌어드리며 유도한다. 일례로 그가 

                                             

139 Ibid. p.359 

140 Ibid, p.360 

141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이학사, 2004, pp.316~317 

142 Juhani Pallasmaa, <The Embodied Image>, A John Wiley and Sons, 2011,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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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은 그저 어딘가로 들어가는 통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움직임을 담고 있

다는 것이다.143 이것은 바닥 역시도, 화로 역시도 그러하다. 그에게 중요한 것

은 이러한 유도하는 이미지들이 촉각적이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공감각적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미지들, 상들은 체화됨으로 우리에게 이해된다. 곧 

촉각성에 한 강조도 그것이 우리의 의미가 신체화되어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이해이다. 그러나 그의 시선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는 응축된

(condensation) 이미지 자체이다. 

“이미지는 체화된 제스처를 불러일으키고, 그러고 나서 제스처는 성 의 조작

을 통한 언어로서 또 마침내는 종이 위의 문자로서 변화된다.”144 

이 이미지가 체화된 제스처를 불러일으킨 다는 것, 그것은 이미지가 본유적으

로 체화된 은유라는 우리의 인식의 일반적 상태에 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우리 신체의 은유적인 구조화를 통해서 이미지는 이미지 자체를 넘어서

서 신체적인 의미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은 심신이 분리되지 않은 새로운 인지과

학의 이해에서는 정서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

의 탐구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향해 있다. 몸으로서 먼저 

아는 이 이미지들의 은유적 작용을 이해하고 건축을 그 은유의 이미지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의 논의의 핵심이다. 그의 이미지에 관한 생각은 한 사회의 문

화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실상 언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언어는 곧 안

으로부터의 신체적 불러일으킴이고 이미지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관계에서 언

어가 이미지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은 오류가 있다. 언어를 기호적이며 이성적인 

언어가 아닌 그 자체로 체화된 의미를 가진 시적인 언어로서 받아들인다면, 우

리의 정신과 신체가 서로 다른 개체라는 것이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

장이듯, 언어와 이미지의 관계는 선후관계가 아닌 불가분의 관계로서 이해될 수 

                                             

143 Ibid, p.49 

144 Ibid, p.31. “The image gave rise to embodied gesture, and then the gesture was 

transformed to language articulated by vocal cords and, finally, by characters on paper.” 



67 

있다. 이렇게 볼 때 언어는 건축적 상상력 자체로 되돌아오며, 언어 자체가 우

리의 개념과 이미지의 상상력과 공존하는 것임을 받아들이게 된다.   

“건축은 언제나 현실과 문화를 인간의 배경을 이상적 질서와 삶의 이미지와 은

유를 통해 허구화된 건축적 이야기(narrative)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145 

실상, 팔라즈마가 그 저서의 초반부에 제시하는 이 건축에 한 생각은 은유

적 분위기의 핵심이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는 이미지들의 의미는 본유적으로 언

어적인 은유와의 관계에서 다소 모호하다. 여기서 은유를 여러 의미를 불러일으

키는 것이나 단지 건축이 자기 자신만을 지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의미를 

가리키는 것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은유의 발견론적 의미가 퇴색된다. 팔라즈마의 

이해는 주로 체화된 은유의 가능성에 맺혀 있기에, 이야기와 언어의 은유적 가

능성 보다는 이미지가 제시하는 신체적 의미의 구성에 더 무게가 잡혀 있는 것

이다. 그렇다면, ‘이 체화된 은유는 어떻게 등장한 것일 까?’, ‘체화되었다는 것

은 무엇일까?’, ‘신체가 은유로서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를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보고 그것이 제시하는 은유적 분위기의 이해 가능성을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145 Ibid, p.19. “Architecture has always fictionalised reality and culture through turning human 

settings into images and metaphors of idealized order and life, into fictionalized architectural 

nar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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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인지언어학과 체화된 은유 

 페레즈-고메즈와 팔라즈마 모두 이 신경과학, 인지언어학의 발전과 직접적으

로 연결되어 있는 ‘체화된 은유’, ‘체화된 인지’ 등의 이론의 중요성에 해서 

역설한다. 팔라즈마에게 은유가 체화되어 있다는 발견은 건축이 지성으로 포착

되는 것이 아닌 체화됨으로서 주어진 것 이상의 의미를 주는 것을 증거해준

다.146 체화된 지각의 개념은 페레즈-고메즈에게도 마찬가지로 건축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이 된다. 이러한 이해의 기반에 철학자 폴 리쾨르의 영향을 받았던 

인지언어학과 철학계의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 1941~)와 마크 존슨

(Mark Johnson, 1949~)이 있다. 이들은 은유를 단지 언어적인 표현으로 여기

지 않는다. 이들의 체화된 은유라는 관점에서 언어는 의미 그 자체이자 신체와 

신경과학의 영역에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언어적 삶 자체가 신

체적이며, 이 신체성이 우리의 개념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레이코프와 존슨의 기념비적 저서 <삶으로서의 은유>는 이러한 생각을 널리 

퍼뜨렸다. 그들은 일상의 지각 방식과 개념체계, 곧 우리가 살아가는 행위와 습

관들을 구조화하는 은유들을 구체적으로 발견했다고 주장한다.147 이들이 제시하

는 표적인 은유들은 우리의 일상적 삶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에 우리

는 이것들은 은유로서 보지 않았으나, 이들의 연구를 통해 은유적인 일상의 개

념화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논쟁은 전쟁’(argument is war)이라는 은유는 우

리의 일상어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다. ‘Your claims are indefensible.’(너

의 주장은 방어할 수 없다), ‘I demolished his argument.’, ‘He shot down 

all of my arguments.’(그는 나의 모든 논증을 격파했다) 등의 일상적 문장의 

기저에는 논쟁을 행하는 일의 내용을 더 격렬하게 다가오는 전쟁의 개념에 의

                                             

146 Ibid, p.68. “Architectural metaphors are grounded in the very faculties of our being-in-the-

world, and they are grasped by our existential and embodied sense rather than the intellect.” 

147 G. 레이코프와 M. 존슨, <삶으로서의 은유>, 노양진과 나익주 역, 박이정, 2006, (original work by 

1980),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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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구조화하는 ‘논쟁은 전쟁이다.’라는 기저의 은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은유에 한 생각은 단순한 수사학적 용법이나 시를 짓는 일에 등장하

는 꾸밈의 기술로 여겨지는 은유를 거부한다. 이 전환은 언어를 우리가 가진 개

념들 자체로 바라보며, 인지 자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작동의 양상을 설명하는 

은유(개념적 은유)148로 전환하게끔 한다.  

“우리는 실제로 어떤 은유도 그 체험적 근거를 떠나서는 결코 이해될 수 없으며, 

적절히 표현될 수조차 없다고 생각한다.”149 

 또 다른 예로,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일은 사랑의 은유를 이해하는 

일이다. ‘Love is a journey.’(사랑은 여행이다)는 이들이 제시하는 오늘날의 또 

다른 표적 은유이다.150 여행이 담고 있는 신체가 개입되어 있는 영상, 이야기

가 사랑의 의미를 구조화함으로 우리는 사랑을 ‘여행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

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은유적으로 연결된 복잡한 개념들이 우리의 일상적 

삶의 개념들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실재를 창조한다’라고까지 주장한다.151  

 이 사랑에 한 여러 은유들은 게 복합적이다. 그래디(J. Grady)의’일차적 은

유’는 이러한 은유들 이전에 우리의 의식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행복은 위’, 

‘친 함은 가까움’, ‘시간은 운동’ 등은 우리의 일반적 이해를 유아기로부터의 

체험적 경험으로부터 형성되고 있다.152 심지어 나라야난(S. Narayanan)은 이러

                                             

148 최성민, <은유의 매개와 서사의 매개>, 시학과 언어학, Vol.15, 2008, pp.51~74 

149 G. 레이코프와 M. 존슨, 2006, op.cit, p.50 

150 ‘사랑은 여행이다.’와 같은 은유는 어린 시절의 신체적 경험으로부터 비롯되는 ‘일차적 은유’의 복합적

인 결과이다.  

151 Ibid, pp.251~252. 이를테면 ‘시간은 돈’이라는 은유가 사회의 중심에 들어서면서 전세계 사람들의 인

식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인식의 전환은 단지 수사적인 것일 수가 없다. 우리의 행동과 삶이 이 

은유의 체험적 함의와 그 파급력과 연결되어 재구성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152 G. 레이코프와 M. 존슨, 2002, op.cit, pp.90~96. 그에 따르면 일차적 은유는 복합적 은유라는 분자

적 구조의 한 원자적 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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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차적 은유 중 ‘애정은 따뜻함’이 물리적인 신경 연결로부터 근거한 것이라

고 주장한다. 애정이라는 주관적 정서의 경험은 어린 시절의 어머니의 포옹과 

연결되는 따뜻함의 감각과 분리되지 않은 채로 연결되어 신경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153   

이러한 이들의 은유에 관한 발견은 사실상 철학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마크 존슨은 몸 기반적 의미가 철학적으로 함축하는 바를 뚜렷하게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1)급진적 마음/몸의 분리는 없다. 그렇기에 2)의미는 우리의 신체

적 경험에 기초한다. 심지어는 3)이성 역시 신체화된 과정이며, 4)상상력 또한 

당연히 우리의 신체적 과정과 연결, 경험을 창조-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154 

이 체화된(embodied)의 의미는 일종의 급진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급진성에는 정서 역시도 다양한 자극에 한 복잡한 신경 화학적 곧, 운동

적이며 신체적인 반응이라는 주장이 포함된다.155 이러한 생각은 주관적인 정서

적 내용을 말하는 분위기를 위한 이론적 뒷받침이 된다. 어떻게 신성하거나, 편

안하거나, 으스스하거나, 활기찬 주관적 정서감이 바깥의 세상과 관계할 수 있

으며,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한 해답은 

신체적 의미-정서의 이해에서 이미 어느 수준까지의 답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경험주의 혹은 체험주의 철학자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에 의해서 선취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듀이는 정서가 느낌의 내적인 주관적 상태가 아니며, 전체 상황 자체가 

정서적 특징을 지닌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꽤 부당하게 오랫동안 조롱 받았다. 

듀이는 사람의 마음이나 상태라기보다는 상황이 정서성에 의해 적절하게 

특징지어진다고 주장했다. - 즉 정서는 유기체-환경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153 G. 레이코프와 M. 존슨, 2006, op.cit, p.393 

154 마크 존슨, <몸의 의미- 인간 이해의 미학>, 김동환과 최영호 역, 동문선, 2007. 

155 Ibid, pp.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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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는 상황을 바꾸는 지속적인 과정에서 이런 상황에 한 지각과 평가를 

수반한다. - “나는 무섭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상황이 무섭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포는 이 순간에 나에게 상황의 객관적 양상으로 적절히 기술될 수 

있다. 공포의 느낌이 ‘나에게’ 얼마나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접하는 

상황에서’ 그만큼 큰 것이다. 나는 ‘상황’이 무섭다. – 따라서 듀이는 마음이나 

뇌가 아닌 상황이 정서의 중심지라고 주장했다.”156 

존 듀이의 주장에서 그 단초를 찾는 이러한 상황과 신체에 기반한 정서의 발

생 근원을 찾는 일은 건축이 정서적 의미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분위기’, 혹은 

‘소통하는 배경’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서는 신체적인 것, 곧 신체

가 틀 짓는 은유와 연결된다. 

 

3.2.3. 신체의 영상도식과 은유를 통한 의미 획득 

언어적 개념들이 은유적으로 체화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신체적 영상도식이 

큰 역할을 한다. 존슨은 레이코프와의 연구에서 이러한 은유적 이해들의 기반이 

되는 신체적 영상도식의 중요성에 해 상세히 서술한다. 

 “운동은 조지 레이코프와 내가 영상도식으로 명명한 반복적 구조와 패턴을 

표명한다. 신체적 운동의 전형적인 영상도식에는 근원지-경로-행선지, 위-아래

(수직성), 안-밖, 향함-멀어짐, 곧음-굽음이 있다. - 당분간 내가 발하고자 하는 

바는 운동이 영상도식의 내적 구조뿐만 아니라 변별적 질성에 의해서도 정의된

다는 점이다. 예컨  숲길을 따라 이동하는 것은 근원지-경로-행선지에 의해서

만 정의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나의 운동은 동적인 질성을 표명한다. 가령 

나의 운동은 격하거나, 우아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약하거나, 갑작스러울 수 있

                                             

156 Ibid, pp.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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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157 

이러한 운동에 관한 영상 도식의 전형은 은유적 이해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

다. 이를테면 앞서 등장한 여행이라는 개념 역시 ‘근원지-경로-행선지’의 영상

도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는 운동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다. 이때 곧은 길과 굽은 길이 등장할 수 있고, 오르는 길과 내리막 길이 

등장하며, 무언가로부터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일들이 가능하다. 이러한 체험에 

근거한 이해는 유아기에서부터 발달되는 우리의 체험적 이해로부터158, 몸을 움

직이며 세계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인간(덩치 큰 아기)들 모두의 공통

된 기반이 되는 것이다.159 

더 나아가 존슨은 마음의 문제가 신체와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의 신체가 마

주하는 물리적인 상관물들에 해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의미는 물리적 생물학적임과 동시에 사회적 문화적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살아 있는 몸 속에 있는 기능하는 뇌를 요구한다. 예컨  언어 • 건축 • 예술 • 

의식 행위 • 공공기관 같은 문화적 인공물과 관행은 의미의 양상을 세계의 객관

적 자질로서 보존한다. 이런 문화적 인공물이 없다면, 우리의 축적된 의미 이해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존되지 못하며, 각각의 새로운 세 마다 글자 그 로 

                                             

157 Ibid, p.56 

158 Ibid, p.72 

159 Ibid, p.99. “성인은 덩치 큰 아기에 불과하다는 다소 과장된 주장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나는 

개념적 명제적 지식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신체적 상호작용과 느낌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는 법을 배

우는 많은 방식 중 몇 가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몸 기반적 의미의 창조의 광대한 범위를 약술하기 위

해 유아 발달 연구를 활용했다. 나는 이런 의미를 신체화된 또는 내재적 의미로 명명했다. – 두 번째 목적

은 인간의 생명이 시작하던 바로 그 순간부터 세계에 대한 급증하는 이해를 간주관적으로 획득한다는 것이

었다. 우리는 머릿 속에서 세계의 모형을 개별적이고 단독으로 구성하는 고독하고 자립적인 유기체가 아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세계에 대해 배운다. 우리는 공유된 세계에 거주하면서 처음부터 의미를 공유한

다. - 다시 말해 신체적 표현, 몸짓, 모방,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음을 말해 주는 몸

기반적 간주관성body-based intersubjectivity은 가장 초기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의미의 출생지인 것이다. 바로 여기서 의미가 탄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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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160 

그렇기에 신체가 하고 있는 문화적 상관물들은 내가 아닌 우리의 인식체계

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환경과 자연 그리고 서로와의 상호작용

을 통해 만들었던 도시는 우리의 인지적 상관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곧 

우리가 가진 개념들은 우리의 도시가 우리의 신체에 마주하며 만들어내는 은유

적 의미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팔라즈마가 말하는 의미의 응축

(condensation)으로서의 건축이 무슨 뜻인지가 분명하게 이해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념, 정서들, 흔히 주관성의 영역이자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이러한 내용들 조차도 ‘체화된 은유’ 이론을 제시하는 인지언어학의 

영역에서는 모두 신체적 경험에서 끌어올려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관점에서 

‘어딘가의 상황에 놓인 정서적 체험’인 분위기는 그곳에 놓인 신체를 틀로서 유

발되는 정서적 의미 체험이라는 점에서 건축의 응축된 의미 자체이다. 곧 ‘체화

된 은유’ 이론은 그 자체로 분위기의 경험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 된다.  

정리하자면, 인지언어학에서 말하는 은유의 개념적이며 체화된 속성은 실상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기본적 태도가 해명에 있기에, 생동하

는 은유의 구사와는 거리가 멀다. 체화된 은유는 인간 이해의 기반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서, 사고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 혹은 파헤치는 것으로서 작용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체화된’ 기저로부터 끌어올려진 새로운 은유를 구사한다는 것,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161  

                                             

160 Ibid, p.240. 강조는 본인이 

161 마크 존슨, op.cit, p.415. “신체화된 체험주의 의미 이론의 가장 큰 불가사의는 창조적 상상력이 작용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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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체화된 은유와 분위기 이해의 가능성 

이미 앞서 서술한 바, 체화된 은유는 분위기의 이해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우

리의 정서가 신체가 놓여있는 바의 상황에 맞물려 있기에, 공간적으로 매개된 

정서적 경험으로 정의되는 뵈메의 분위기론은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다가온다. 또한, 팔라즈마의 견해를 더하자면, 일차적 은유가 매개하는 따

뜻한 분위기가 애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애정 어린, 친 한 분위기를 자

아내는 난로에 한 공감각적 신체감과 쉽게 연결된다. 

예시를 들어보면, 체화된 은유는 ‘편안한 분위기’의 다양한 가능적 단초들을 

열어준다고 볼 수 있다. 신체의 편안함은 곧 우리의 정서적 편안함과 깊게 연결

되어 있다. 따라서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은 부드러운 나무, 베이지색, 강하지 

않은 빛과 같은 물질성으로 표현되기 이전에 편안한 신체에 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이 편안한 신체에 한 고민은 편안함을 가진 

우리의 행위를 아는 것에 단초가 있다. 이미 앞서 언급한바, 우리의 편안한 신

체는 사회적 문화적 관습에 연결되어 있다. 어쩌면 한국의 문화권에서 극도의 

편안한의 신체의 이야기를 잘 담고 있는 ‘마루’, ‘찜질방’, ‘내 집’이라는 시설들

은 공통적으로 다른 문화권과는 다른 행위를 포함하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신발

을 벗는 일이다. 이렇게 본 체화된 은유는 일상의 편안함의 경험이 체화되어 있

는 바의 ‘편안함은 신발을 벗는 것’과 같이 서술될 수 있겠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 불러일으켜지는 상상력이다. 이때부터 편안한 신체를 

위한 공간적 분위기는 재료나 빛,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무런 

불편 없이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그 신발이 없어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

는 안과 밖의 경계를 만들 수 있을까?’가 된다. 곧,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은 ‘편

안함을 아는 체화된 신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으로 그 배

경을 만드는 문제가 된다. 이때 ‘아무런 불편 없이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기기’

위해 재료와 형태가 고려되는 것이다. 

‘편안한 분위기’에 한 신체의 행위를 향한 상상력이 위와 같을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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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 복잡한, 신체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유추하기 어려운 의미를 가진 ‘신성

한 분위기’는 어떠한가? 우리는 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게르노트 뵈메

는 그 스스로 ‘분위기’에 한 분석을 진행한다. 그가 보기에 교회라는 공간은 

그 교리의 엄정함과는 달리 예전부터 지금까지 풍부한 분위기를 형성해온 곳이

다.162 ‘거룩한 황혼’(heilige dämmerung)은 그가 제시하는 오늘날의 독일 기

독교 교회의 근본적 분위기이다. 이때 황혼의 빛은 공간적 원형이 된다. 상들

은 하얗고 한정 없는 빛 속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동시에 자연의 안개 속 공간

처럼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163 그렇게 함으로 이 공간은 안개가 제시하는 

공포의 공간이 아닌 ‘감싸고 끌어안으면서도 동시에 심원한 깊이를 가진’ 모순

적 무한을 갖는다. 이러한 공간은 칸트적 의미에서의 헤아릴 수 없는 무한감 자

체라기보다는 인간적 스케일을 벗어나는 것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숭고감을 끌

어내는 것이다.164 이러한 무한하지만 완전히 무한하지는 않은 정도의 공간, 감

싸 안는 무한함을 통한 신성한 분위기의 생성은 앞서 3.1에서 설명한 과리노 

과리니의 바로크적 기하학의 정수가 만들어내는 “무한하지는 않은”165 무한감과 

유사한 체험적 구조를 가진다. 이들의 공간 속에서 인간은 닿을 수 없음, 곧 자

신의 신체가 헤아릴 수 없다는, 가 닿을 수 없는 공간적 느낌으로부터 오는 탈

자를 통하여 신체를 초월이라는 신성의 무한감과 그럼에도 그 안의 공간에 드

러나는 것들이 온화한 빛 속에서 명징하게 들어온다는 사실로부터의 안도감, 완

전히 무한히 이어지는 프랙탈은 아니라는 사실에서 느껴지는 감싸 안음의 공간

                                             

162 Gernot Böhme, <Atmospheric Architecture –the aesthetics of felt spaces>, 2017, op.cit, 

p.168. “The churches dogmatic attitudes stand in remarkable contrast to the actuality of church 

space. – The church themselves, through their architects and their collaboration with artists, 

have actually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atmospheres.” 

163 Ibid, p.173 

164 Ibid, p.175. “Despite what Kant thought, a confrontation with absolute magnitude is not 

required in any sense for the experience of the sublime. Rather, a detachment from human 

scale given in the human body suffices.” 

165 Alberto Perez-Gomez, 2016, op.cit, p.62. “– yet is never too bright, and never “infi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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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부자(between father and son)적 이미지를 형성한다. 

곧 계속해서 이어져온 신성한 공간은 신체적 이해로서의 닿을 수 없음과 만질 

수 있음 사이에서, 절 적 신성과 아버지적, 신성의 경외감과 부성(paternity)사

이에서 전달된다. 이렇게 살펴본 신성한 분위기는 은유적으로 체화되어 있다. 

신성함은 곧 신체가 은유적 지평들, 그 자신에게 단지 주어진 것 이상으로 환경

을 이해함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신성한 분위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신성

한 분위기 이면의 신체적 이해를 발생시키는 체화된 은유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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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폴 리쾨르의 이야기와 은유 

 

 

 

 

3.3.1. 은유 이론의 발전 

 메를로-퐁티와 인지언어학에 따르면 언어는 신체화 돼있으며, 이 신체화됨은 

은유적으로 우리의 개념, 생각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다. 건축과 언어는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언어의 구조가 건축과 닮아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의 이해와는 

달리 언어는 그 자체로 이미 한 사회가 공유하는 체화된 의미들 자체라 생각 

한다면 건축에서 언어의 작용은 오늘날의 자폐적 디자인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

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우리를 한다’라는 

역설적인 관계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각은 사실 언어들로 포착해야만 타자와 

나 사이의 의미로 발생하는 것이다. 페레즈-고메즈는 이에 조르조 아감벤

(Giorgio Agamben, 1942~)의 견해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생략) 

조율된 분위기라는 건축의 목표는 ‘습관이라는 형태’의 체화됨(embodiment)과 

‘그러한 것들을 인식으로 끌어와 주고 그것들의 최 한의 효과와 인지적 가치를 

드러내는’ 언어 사이의 표현에 정확하게 위치해 있는 것이다.”166 

이 언어(곧 우리의 생각 그 자체와 달라붙어 있는)와 그 안의 은유가 세계와 

독립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지언어학에서는 새로운 은유를 만든다는 것

은 새로운 의미의 구조를 만드는 것, 새로운 유사성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166 Ibid, p.163. “Indeed, if George Agamben is correct, the aim of architecture – attuned 

atmosphere, or Stimmung – lies precisely at the point of articulation between embodiment (in 

the form of habits) and language (which brings them to awareness and reveals their full 

affective and cognitive val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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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은유에는 새로운 실재를 창조하는 힘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경

험을 어떤 은유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생길 수 있으며, 우리가 그것

의 관점에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욱 심오한 실재가 된다. . . 문화적 변

화의 부분이 새로운 은유적 개념의 도입과 낡은 은유의 소실로부터 생겨난

다.”167 

 이렇게 은유를 의미 발견론적인 입장으로 보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긴 어렵

다. 일반적인 이해에서 은유는 단순한 수사 용법이거나 의미의 잉여, 부가적인 

덧붙임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특히, 과학적 세계의 태도에 길들여진 주체에게 

은유는 그저 ‘부가적인 것’, ‘본질을 흐리는 것’, 더 나아가서는 과학적 이성을 

통해 1 1의 의미적 관계로서 ‘명징하게 만들어야 할 오류’로 드러날 뿐이다. 

따라서 리쾨르가 지적한바 은유의 단어로부터 문장으로, 문장으로부터 담화로, 

담화로부터 이야기로의 변천과정을 간략하게라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상 은유에 한 이런 체적이며 부가적인 시각에 한 비판 꽤 오래되었

다. “은유란 유에서 종으로, 또는 종에서 유로, 또는 종에서 종으로, 또는 유추

에 의해 어떤 사물에다 다른 사물에 속하는 이름을 전용하는 것이다.”168 위의 

환유나 제유와 크게 구분되지 않는169 은유에 한 서술은 이후에도 크게 변하

지 않는다. 이 중 네 번째 은유가 후 에는 좁은 의미의 은유로 여겨진다. 곧 

유추를 통한 개념의 체라는 것이다. ‘디오니소스 : 잔 = 아레스 : 방패’라 한

다면 아레스의 잔은 ‘잔’이라는 말로서 방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은유를 바라보면 은유는 단지 수사적인 것, 꾸미는 것에 불과하다. 근

적 시선에서 바라보는 은유, 곧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어렵게 만

든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167 G. 레이코프 와 M. 존슨, 2006, op.cit, pp.251~252 

168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시학>, 천병희 역, 도서출판 숲, 2017, p.421 

169 우리가 생각하는 직유, 은유, 환유, 제유 등은 근대적 구분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의미의 전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크게 다른 것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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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단어들 사이의 ‘ 체로서의 은유’는 은유가 ‘상호작용적’이라는 것, 

문장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과 함께 반박된다. 전통적인 은유가 수사학 또는 

시학의 영역이었다면 이러한 생각을 넘어서서의 은유는(후에 체화된 인지 개념

에서의 은유가 그러하듯) 일상 언어, 우리의 일반 개념 이해 전반의 것이다.170 

리처드(I. A. Richard)가 볼 때 은유는 근본적으로 ‘사고들의 교환과 교제, 상황

(컨텍스트)간의 상호작용171이지 천재들이 ‘유사성을 발견’하는 단한 소양만이 

아닌 것이다. 리처드에게 이러한 은유는 단지 단어들 사이의 의미 체, 부가적

인 것이 아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사고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는 ‘내용’(tenor)과 

‘전달수단’(vehicle)이라는 말을 통해 은유가 결합하는 두 개의 표상을 제시한다. 

이 양자의 상호작용이 은유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마음은 강’이라는 오늘날의 

흔한 은유 속에서 “중요한 것은 강과 마음을 결합하는 은유를 통해, 두 개념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떠한 심상이 만들어지는 데 있다.”172 

 은유는 상호작용적이라는 생각을 공유하는 맥스 블랙(Max Black)은 이 의미

의 발생이 문장 전체와의 상호작용임을 더욱 명시한다. 블랙이 제시하는 개념 

쌍은 “의장은 쟁기질을 하며 토론을 갈랐다.”173 라는 예시에서 잘 드러난다. 이

때 쟁기질(plowed)의 사전적 의미의 일반은 ‘농사’라는 배경에서 출발한다. 그

러나 이때 쟁기질의 의미는 문장의 남은 부분들 의장이 토론을 하는 가운데 벌

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 쟁기질은 초점(focus)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의 배

경이 되는 문장은 틀(frame)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은유는 확실하게 단순한 

                                             

170 I. A. 리처드, <수사학의 철학>, 박우수 역,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p.86. “그냥 주목만 해도 은유가 

언어의 편재한 원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연 내내 주목하고 있겠지만, 은유가 없

이는 자유로운 일상 대화에서 세 문장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  과학의 정 한 언어에 있어서 조차도 

은유를 제거하려면 엄청난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171 Ibid, p.88 

172 김애령, <은유의 도서관>, 그린비출판사, 2013, p.83 

173 Max Black, <Models and Metaphors: studies in language and philosophy>, Cornell Univ. Press, 

1962, pp.26~27. “The Chairman plowed through th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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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아니다. 은유는 단어의 의미가 다의적이라는,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라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그 문장적 맥락 속에서 해석의 여지를 갖고 있는 ‘텍스

트’ 혹은 ‘지평’(horizon)으로 드러난다. 

이 간략하게 서술된 은유 개념의 발전을 보면, 은유를 단어의 체나, 의미적 

잉여로 보는 것이 근시안적인 태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유는 우리의 언어, 

곧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하나의 구조적 틀이다. 그렇기에 은유는 사전적 교

환 관계가 아닌 의미들 간의 상호작용이 하나의 사건으로 발생함으로 의미를 

만드는 것이 된다. 은유에 한 이런 발견론적 개념의 등장을 따라서, 리쾨르는 

인간의 의미에 한 탐구, 해석의 상으로서 은유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3.3.2. 폴 리쾨르의 이야기와 ‘살아있는 은유’ 

 폴 리쾨르는 이러한 은유를 텍스트, 곧 해석학의 상, 해석의 상으로 끌어

올린다. 리쾨르에게 역시 은유는 단지 단어의 체, 의미의 잉여가 아닌 그 자

체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이다. 이때 은유는 단지 문장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허구적인 이야기, 곧 세계를 요구하는 것이다. 리쾨르

가 보기에 은유는 ‘함축된 시’(a poem in miniature)174이기에 그 자체로 세계

에 한 새로운 관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은유 문장이 새로운 관점으로 작

동하는 데에는, 하나의 세계가 함께 참여한다. 은유는 그저 하나의 사태가 아닌, 

하나의 세계를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문장의 단위에 머물러서는 은유의 해석

은 불가능하다. 은유 해석은 텍스트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175 새로운 은유

                                             

174 Paul Ricoeur, <Metaphor and the Main Problem of Hermeneutics>, New Literary History, 

Vol.6 No.1, JSTOR with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in digital, 1974, p.108. “Such is the 

model of interpretation which I want now to transfer from texts as long sequences of discourse 

to metaphor as “a poem in miniature” (Beardsley).” 

175 김애령, 2013, op.cit,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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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텍스트, 그려진 세계로부터 이해되는 것이다. 서정주

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라는 은유는 잃어버린 

누이를 그리는 전체 시의 맥락, ‘봄부터 울던 소쩍새’, ‘먹구름 뒤에서 우는 천

둥’ 등의 문장이 제시하는 세계가 이해되고 나서야 비로서 그 애잔한 의미로서 

취해지는 것이다.176 리쾨르는 이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해석의 단계에서, 텍

스트 이해는 은유 이해의 열쇠를 준다.”177 

 리쾨르가 말하는 은유의 의미는 단지 문장 구조 속에서, 문장 속 단어들 간의 

의미 속에서 밝혀지길 넘어서 작품, 텍스트 전체를 축약하며 그 배경 속에서 밝

혀지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살아있는 은유’는 새롭게 쓰여진 이야기를 통

해서 이해될 수 있는 새로운 의미가 된다. 그것은 단순히 유사성을 발견하는 것

이 아닌 ‘유사성의 창조이자 차이의 드러냄’이라고 할 수 있다. 곧 리쾨르가 중

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말하기’가 그러하듯이 하나의 사건이 된다. 이렇게 은유

를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것으로서, 살아있는 것으로서 바라보면 은유는 ‘~이면

서 ~이 아닌’이라는 긴장의 창조이다.178 그것은 단지 수사적인 용법이 아니라 

의미 간의 긴장을 통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 된다. 이 새로운 은유는 

곧 새로운 허구의 세계를 그리는 것과 같은 일이다.  

 리쾨르는 이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긴장의 은유를 상을 ‘~로서 보기’(seeing 

as)라는 비트겐슈타인의 개념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은유는 허구의 이야기가 삶

을 희극이나 비극으로서 보는 것을 통해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상을 ‘~로서’, ‘아킬레우스를 사자로서’, ‘건축을 기계로서’ 봄으로 새로운 의미

                                             

176 Ibid, pp.222~223 

177 Paul Ricoeur, 1974, op.cit, p.105. “At the level of interpretation, text-understanding fives the 

key for metaphor-understanding.” 

178 Paul Ricoeur, <The Rule of Metaphor>, Routledge, 2003, (original work by 1975), p.292. 리쾨

르는 은유가 곧 긴장임을 말한다. 이때 긴장은 초점과 틀 사이의 긴장, 말 그대로의 해석과 은유적 해석 

사이의 긴장, 조사 ‘~이다’와 ‘~이 아니다’의 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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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견하고 현실을 재창조한다.179 이 은유가 그려내는 허구는 ‘근 적 과학’180

의 지성이 이해하기를 그저 현실의 잉여, 실제를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적

인 상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의 현상학이 주목하는 허구는 현실의 재

생산(reproductive)으로서의 플라톤적 형상의 미메시스가 아니라 삶, 행위의, 

뮈토스(mythos) 181 의 미메시스로서 현실을 생산적으로(productive) 지시한

다.182 은유는 곧 현실을 ‘~로서’ 보게 하는 상상력으로 세계를 새롭게 그려낸

다.183 이러한 현실의 재창조야 말로 허구 이야기(fiction)의 참된 기능이다. 

그렇기에 리쾨르가 거듭 주장하듯이 은유와 이야기는 끊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다. 은유가 상영역과 근원영역 사이를 매개하며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

듯이, ‘서사’ 자체도 현실의 삶과 행위를 창조적으로 모방하여 그려지는 새로운 

세계를 매개한다. 이렇게 보면 담화에 기초한184 리쾨르의 은유와 그 모든 담화

의 배경이자 담화들이 되는 이야기는 긴 한 연관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발생

을 만들어내는 것이 된다. 

                                             

179 정기철, <상징, 은유 그리고 이야기>, 문예출판사, 2002, p.98. “비트겐슈타인의 ‘~처럼 본다’는 것은 

은유적으로 봄(le voir métaphorique)를 뜻하고, 은유적으로 봄은 ‘~로써 봄’(voir comme)을 뜻한다. 리쾨

르에 따르면, 은유적 ‘~로써 봄’은 현실을 해석에 따라 새롭게 서술하는 것을 뜻한다. 은유적 ‘~로써 봄’은 

결국 현실의 허구화를 뜻한다. (중략) 작품과 세계는 서로가 거울이다.” 

180 오늘날의 과학은 오히려 정서에 주목한다. 

181 뮈토스는 쉽게 줄거리를 구성하는 것, 허구의 이야기를 짜는 것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극 작품

이 플롯(뮈토스)을 만드는 것이라 주장하며, 극의 미메시스는 형상의 미메시스가 아닌 삶의 행위에 대한 미

메시스라고 말한다. 

182 Paul Ricoeur, <The function of fiction in shaping reality>, Man and World, Vol.12 No.2, 1979, 

p.126. “The denial of the original opens rather a new ways of referring to reality for the image. 

Because fictions do not refer in a “reproductive” way to reality as already given, they may refer 

in a “productive” way to reality as intimated by the fiction.” 

183 이윤경, <폴 리쾨르의 은유이론 연구 – 살아 있는 은유를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학

위논문, 2010, pp.65~66  

184  Paul Ricoeur, 1974, op.cot, p.96. 리쾨르가 보기에 은유나 작품으로서의 텍스트나 모두 그 기초는 

담화에 있다. 이 둘 간의 뗄 수 없는 관계 역시 담화로서의 문장으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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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쾨르의 ‘살아있는 은유’ 라는 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은 아니

다. 은유는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개념화로부터 새로운 것을 이해하는 인

지의 구조이며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유사성을 발견하며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그 근원이 되는 세계를 다시 지시하는 우리의 

일상적 의미 생산의 구조이다. 그렇기에 은유의 의미 생산 방식을 단순히 작위

적이거나 개인적인 성격의 것으로서 여길 수는 없다. 은유는 해석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며, 이 이해는 공동의 기반 속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화로 끌어져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은유’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이미 아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만들

어내는 일을 한다. 다시 말해, 은유는 100%의 완전한 이해도 0%의 전혀 불가

능한 이해도 아닌 그 사이의 느슨한 이해의 가능성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던지

는 일이다. ‘살아 있는 은유’가 곧 발화라는 리쾨르의 생각 역시도 의미가 곧 말

을 하는 일과 같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3.3.3. 건축에서의 ‘살아있는 은유’의 상상력 

 위의 은유에 관한 고찰은 페레즈-고메즈에게는 다름 아닌 건축의 목적, 초점이 

되는 행위를 위한 적절한 분위기(atmosphere)의 조율, 기분(stimmung)을 맞

추는 일의 다른 길을 보여준다. 보는 바의 은유가 이미지로서 우리에게 어떤 인

상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앞서 살펴본 인상, 혹은 이미지와 그 함축이라면 페

레즈-고메즈는 이야기와 은유를 통한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페레즈-고메즈는 다른 현 의 건축가들이 제시하는 소쉬르적 기호론의 건축과

는 다른 현상학적-해석학적 ‘시적 언어’의 태도를 요구한다. 옥타비오 파즈

185 (Octavio Paz, 1914~1998)를 인용하는 페레즈-고메즈는 우리의 일반적인 

                                             

185 맥시코의 시인이자 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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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과는 다른 언어관을 제시한다. “시적 언어가 근원적인 언어이다.” 철학적 산

문의 언어가 되어야 할 가장 정합적 의미의 언어는 이성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

이지만, 이는 우리의 실제 삶의 세계의 언어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언어는 정

합적인 동시에 사건적이며, 그렇기에 그 자체의 의미와 우리의 신체적 표현-제

스처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화된다.186  

이때의 시의 말-언어는 다의적이며, 말은 시간 속에서 구성됨으로 이야기를 

만든다. 그리고 이 담화들이 연결된 이야기는 우리의 삶, 행위의 연속을 포착해

낸다. 페레즈-고메즈는 이 건축의 언어가 다름아닌 앞서 서술한 다의적 언어, 

일 일의 응이 아닌 그 로의 언어인, 은유를 그 중심의 요소로서 담고 있는 

시와 문학의 언어187라고 주장한다.188 이러한 관점에서 리쾨르의 ‘살아있는 은

유’가 담고 있는 긴장과 그 긴장을 통해 발생하는 세계로의 생산적인 지시는 새

로운 의미의 발생, 새로운 지각의 발생을 설명해 주는 언어적 상상력의 핵심 배

경이 된다. 그것은 실제(a)를 매개함으로 변형된 실재(a’)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리쾨르가 주장하는 바, ‘죽은 은유’189가 세계를 우리가 아는 바, 우리가 이미 

공유하고 있는 사전화된 지식 속에서 그저 사용되는 것이라면, ‘살아있는 은유’

는 새로운 동일성의 발견, 정확히는 새로운 긴장을 통한 세계, 이야기의 발견, 

의미론적 갱신(semantic innovation)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기에 건축가들

에게 은유적 언어는 그 자체로, 은유적 사고 방식이며 적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창조적이며 시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190 이러한 새로운 의미, 

                                             

186 Alberto Perez-Gomez, <Attunement>, The MIT Press, 2016, p.170 

187 더 나가서는 무의식의 언어, 혹은 초현실주의적 언어라고 볼 수도 있다. 

188 Ibid, p.181 

189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한 때는 ‘사마리아인이 선할 수가 없다’라는 일반적인 이해에 대해 ‘살아있

는 은유’ 였으나, 오늘날에는 그 역이 다시 성립할 정도로 ‘죽은 은유’ 곧 사전화가 진행된 것이다.  

190 Ibid,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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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의 발생은 건축을 어떤 효율의 상으로 보고 정합적으로 판단하는 태도

의 언어이거나, 지나치게 환원된 신체에 기반한 공간 언어로는 포착할 수가 없

는 것이다. 

리쾨르가 말하는 언어적 상상력으로서의 ‘살아있는 은유’는 이미지로서 제시

되는 분위기가 아닌 이야기라는 새로운 시선을 전달해준다. 이것은 ‘체화된 은

유’가 이미 개시되어 있는 바로서 분위기의 이해가능성을 제기하는 것, 건축의 

은유적 작동을 파헤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은

유가 체화됨을 강조할 때 되찾는 것은 무의미, 무관심의 시선으로 건축을 바라

보는 자폐성으로부터의 탈출, 시각 중심의 지성주의로부터의 탈출, 수적 효율로

의 환원주의로부터의 탈출이겠으나, ‘체화된 은유’ 자체만으로 건축을 이해하는 

것에는 여전한 폐쇄적 한계가 있다. 

살아있는 은유는 새로운 의미의 발화이며 이 새로운 의미는 우리의 체화된 

문화로부터 끌어올려진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만 이해된다. 만일 그 이야기가 전

혀 없는 것이며 한 개인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에 한 이야기 없이 그저 주어

진다면 그것은 신비감에 가득 찬 알레고리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어느 정도의 이해를 담지하면서도 다의적 가능성을 열어 두는 은유적 연결들이다. 

이 은유가 내포하는 이야기의 세계는 체화된 이미지가 포착하지 못하는 언어적

인 상상력으로 우리의 삶과 행위를 시간 속에서 포착하며 새로운 의미를 발생

시킨다. 주어진 세계를 은유적 허구의 이야기(fictional narrative)로서 새롭게 

기술하는 것, 그것을 통해 어떤 행위를 향한 적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191 

페레즈-고메즈는 이 리쾨르의 언어와 이야기, 은유에 한 이해로부터 비로서 

현실을 새롭게 지시하는 언어적 상상력이 분위기를 만드는 핵심임을 이야기하

는 것이다. 

                                             

191 Ibid, p.189. “It is in fictional narratives, however, that the productive power of the human 

imagination to configure and refigure human time and space is most dramatically evident. 

Metaphor is the ideal vehicle for bringing mood to pre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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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삼중의 미메시스 

삼중의 미메시스는 리쾨르가 주장하는 이야기 서술을 위한 구조이다. 은유가 

하나의 이야기를 열어주는 것이라면 은유의 발생과 이해 역시 삼중의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삼중의 미메시스에 한 이해는 다소 불분명하게 제시되어온 

‘체화된 은유’와 ‘살아있는 은유’의 의미 역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리쾨르의 삼중의 미메시스는 그의 <시간과 이야기>라는 기념비적 저술에서 

비롯되었다. 192  그는 이러한 생각을 건축과 관련한 글인 <Architecture and 

Narrativity>에서 구체적으로 건축과 엮는다.193  그에게 건축은 이야기성과 뗄 

수 없는 것이다. 곧, 구축된 공간은 ‘의식과 제스처의 시스템’이며 그렇기에 삶

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몸짓의 시스템을 포착하는 것은 언제나 시적인 상을 

그리는 이미지라기보다는 말로서의 이야기 자체인 것이다. 페레즈-고메즈는 이

러한 리쾨르의 이야기가 제시하는 의미를 좀 더 직접적으로 건축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194  이는 전형상화(혹은 전이해, prefiguration), 형상화

(Configuration), 재형상화(Refiguration)이다. (이것이 미메시스 1,2,3이다.)195 

 전형상화(전이해 혹은 미메시스1)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이다. 이는 작가

와 독자가 모두 이해하는 바로서, 우리의 행동이 품고 있는 상징적 의미, 행동

이 단지 신체의 근육 움직임으로 환원되기 이전의 현상학적 의미를 말한다. 페

레즈-고메즈는 이를 그 장소가 담고 있는 이야기, 어떤 관습 속에서 특정 행위

가 담고 있는 의미와 같은 상황적인 전-조건(contextual precondition)이라고 

                                             

192 폴 리쾨르, <시간과 이야기1 – 줄거리와 역사 이야기>, 문학과지성사, 김한식과 이경래 역, 1999, 

p.125~188 

193 Paul Ricoeur, <Architecture and Narrativity>, Ricoeur Studies, Vol.7 No.2, 2016, pp.31~42 

194 Alberto Perez-Gomez, <Attunement>, The MIT Press, 2016, pp.190~191 

195 이때 미메시스의 의미는 플라톤적 자연 모방의 미메시스가 아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위의 모방, 

우리 삶의 모방으로서의, ‘뮈토스-플롯’ 의 모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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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이러한 전조건들은 한 사회가 이미 공유하는 예술작품들, 영화들, 이야

기들에서 구체화되어 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이야기 묶음들, 행위의 묶음

들이며 그렇기에 이미 알고 있는 느낌(분위기)들이다. 

 

Figure 7. Circulation of Mimesis196 

 형상화(미메시스 2)는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여기서 ‘마치 ~와 같은 것’, ‘~로

서’의 세계가 열린다.197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일(플롯을 짜는 일)은 ‘전형상화-

전이해’와 ‘후형상화-후이해’ 사이를 매개하여 새로운 세계를 그림으로 기존 세

계를 새로운 인식으로 지시하는 창조적 과정이다. 이것이 시적 이미지를 다룸으

로서 적절한 분위기를 가진 건축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형상화를 통해서

야 건축은 그 이야기에 걸 맞는 배경을 얻게 되는 것이다.  

 후형상화(후이해 혹은 미메시스 3)은 현 의 텍스트성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독자가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일을 의미하며,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독자의 세계 이해, 곧 그 스스로의 

                                             

196 미메시스1(체화된 은유-설명 가능성, 신체성, 이미지) > 미메시스2(시간 속의 이야기로의 결합, 새로운 

의미의 발생, 배경의 설정) > 미메시스3(독자, 사용자들의 이해, 새로운 다른 이해의 가능성, 그러나 일정한 

범주를 가짐) > 미메시스4(= 새로운 미메시스1으로 귀속)  

197 폴 리쾨르, 1999, op.cit, p.147 



88 

몸틀을 통해서 말을 읽음으로 이뤄지는 것을 통하여 얻어지는 자기 이해를 말

한다. 이것은 제시된 분위기로서의 배경이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여지나 그것의 

해석은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 곧 ‘미메시스3’의 독자에 의해 불러일으켜진 이야기 혹

은 분위기는 다시 우리의 문화를 구성한다. 하나의 건축이 하나의 분위기로서 

제시되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쓰임 받고 느껴질 때 그것은 흔히 

은유가 살아있음으로 발생하고 다시 죽음-‘일반화되는 과정’처럼 순환하는 형국

이다. 건축이 제시하는 이 이야기로서의 배경은 이 순환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매개하며 한 사회의 정서적 환경을 일렁이는 ‘심신의 사회’(psychosomatic 

society)를 향해서 제시하는 일인 것이다. 

‘체화된 은유’의 이해는 다름 아닌 ‘미메시스 1’, 곧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몸

틀의 이해와 맥을 같이 한다.198 이러한 이해는 그 이전의 ‘미메시스 3’ 구축된 

인식적 환경들로부터 물려받음으로 이어져왔으며 언어로서 표현되어온 것이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은유’는 어떠한가? 이 새로운 의미를 긴장 속에서 발생시키

는 은유의 생기 있는 작용은 다름 아닌 구조화의 영역, 창조의 영역에 있는 ‘미

메시스 2’와 맥을 같이 한다. 곧, ‘체화된 은유’가 밝혀내며 설명하는 바를 바탕

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일, 어떤 이야기를 쓰는 일이 된다. 이를테면 물을 담는 

탱크의 사다리는 ‘어딘가로 오를 것’, ‘상승의 이미지’, ‘나는 현재 아래에 있음’

을 공통된 의미로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건축가는 이를 ‘미메시스 1’에 속하는 

다른 배경인 윤동주의 기억과 연결 지어 그 사다리의 개구부를 ‘갇혀 있던 윤동

주가 바라보던 희망의 빛 ~ 으로서’ 전이한다. 이렇게 구축된 것이 바로 ‘통하

는 배경’(communicative setting)이 되어 정서적 의미를 전달한다. 의미로서의 

건축을 구축하는 일은 이 미메시스들의 관계와 은유의 복잡한 구성 속에서 더

                                             

198 최성민, op.cit, p.57. ‘개념적 은유’라는 것은 실상 ‘체화된 은유’와 맥을 같이 한다. 최성민은 이’개념

적 은유’는 우리 사고의 방식이며, ‘은유적 언어표현’ 자체는 실제적 언어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라 지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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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정교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은유적 건축에 한 이해에서 이야

기는 이미 쓰여진 이야기인 윤동주의 이야기를 틀로서 사다리의 개구부라는 초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은유의 상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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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언어와 분위기에 대한 다른 인식 

 

 

 

 

3.4.1. 게르노트 뵈메의 은유적 건축 비판 

게르노트 뵈메의 <Metaphors in architecture – a Metaphor?>라는 그의 

글은 분위기가 은유적인 매개로부터 온다는 사실에 한 직접적인 문제 제기이

다. 그의 문제제기는 찰스 젱크스(Charles Jencks, 1939~)의 언어적-은유적 건

축에 관한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젱크스에게 중요한 것은 중들이 결국 건축을 

은유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었다. 기호론적 은유의 입장을 취하는 젱크스에게 

새로운 포스트모더니즘의 건축은 은유적 다의성을 가진 것이어야 했고, 이 의미

와의 연관에 의해 건축은 언어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된다. 뵈메는 젱크스가 애

초에 언어와 건축을 관련 지어서 생각한 것부터가 오류라고 본다. 그가 보기에 

건축은 언어이기 이전에 순수한 공간의 예술이기 때문이다.199 다시 말해, 건축은 

신체감을 하는 실제의 문제이며, 체화된 공간의 문제이지 언어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이 신체로서 존재하는 공간을 참조한다면, 방문자를 향한 경

험과 효과는 언제나 함축적인 것이며 그런 일에는 은유가 필요하지 않다.”200 

                                             

199 Gernot Böhme, <The Aesthetics of Atmospher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2017, 

p.158 

200 Ibid, p.159. “If one makes reference to this space, the space of bodily presence, the 

experience and the effect on visitors is always already implicit and there is no need for 

metap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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뵈메는 은유가 문학적, 언어적인 것이지 건축 자체의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이때 그가 말하는 은유는 언제나 기의를 향한 기표(언어)들의 문제이다. 그런데 

기의 자체인 건축을 은유라 주장하는 것은 기의, 곧 지시의 상 자체를 보고 

기표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만일 

건축이 언어라면, 체 그건 무엇에 해 말하고 있단 말인가?”201 

 “만약 누군가가 건축에서의 은유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면, 그 

자는 그 초점이 담화에 있는지 아니면 실체 있는 건축 작품에 있는지에 해 

선택해야 할 것이다.”202 

이러한 배경에서, 뵈메는 ‘건축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의 은유’와 ‘건축을 언어 

자체로 보는 은유’에 해서 구분한다. 우선, 건축적 담론에 있어서의 은유의 

가능성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건축을 이해하는 차

원에서 은유적인 내용들이 끌어들여져 온다는 것이다. 어떤 한 건물이 게슈탈트 

심리학의 모델처럼 토끼로도 보이고, 오리로도 보인다면 그것은 건축에 한 은

유적인 인지이다. 우리가 건축을 은유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다. 그는 이러한 

생각이 곧 젱크스가 말하는 건축에서의 은유라고 지적하며, 이들의 태도가 ‘그

저 건축의 비평을 위해 여기저기 의미를 찾아 다니는 것’일 뿐이라 지적한다.203  

“우리가 건축가 요른 웃존이 이후 다른 관찰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길 

원했다고 생각해야 할까? (생략) 그렇다기보다는 웃존은 그저 공간적인 형태를 

                                             

201 Ibid, p.160. 이러한 그의 생각은 언어의 은유가 언제나 기의를 지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의미론적 

생각을 공유하는 것 같다. 이 생각은 건축을 기호론의 언어에 대입하는 찰스 젱크스의 생각에 대한 뚜렷한 

비판이다. 

202 Ibid, p.160. “If one wants to judge, what role metaphors play in architecture, so one has to 

decide, if the focus is on the discourse or on concrete works of architecture.” 

203 Ibid, p.161. “This argument seems to stem rather from the need of the architectural critique 

to look everywhere for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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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단지 그렇게 함으로 오페라 하우스와 그 맥락을 만들었을 뿐이다.”204 

그가 보기에 분위기 자체는 결국 그저 분위기 자체일 뿐이다. 어떤 공간이 발

생적이라던가 생동한다던가, 평온하다던가 하는 것들은 마치 은유인 것처럼 보

이지만 실은 그것은 분위기 그 자체의 속성이며 그 상이 그렇게 드러날 뿐인 

것이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건축을 언어 자체로 보고 은유가 생긴다는 것은 어떠한

가. 뵈메가 상정하는 언어적 화는 그저 상징과 기표의 관계이다. 이때, 건축

은 신체를 향해 직접 주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건축은 공간 예술이지 언어

와 그것들 간의 작위적 체계에 관한 예술은 아닌 것이다. 그렇기에 건축을 언어

로 보는 젱크스의 시각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뵈메가 보기에 젱크

스의 주장은 건축은 그저 간판을 달면 되는205 상업적 기법으로 전락할 뿐인 것

이다. 신체의 순수한 분위기 체험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젱크스가 말하는 건축의 

은유는 기호로서의 상징, 곧 교육을 필요로 하는 코드들의 놀음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은유에 관한 담론들은 모두 언어 안의 것일 뿐이다. 그것이 새로운 개

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닳아 없어지는 의미에 불과하며 이런 은유를 

건축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유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은유는 

그저 건축을 논하는 ‘담론’ 안에서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건축을 어떻게 느끼

는지 말하는 언어에 그치면 그 뿐이라는 것이다.  

뵈메는 건축을 건축 자체로, 신체 자체에게 분명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제시한

다. 뵈메는 은유의 확장된 이론을 받아들임에도, 한편 은유가 체화되어 있으며, 

우리가 받아들이는 개념 자체가 은유적으로 이해와 다르며, 우리의 언어가 기호

와 기의로 분리되어 세상과는 다른 체계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우리 자신, 

신체 자체를 이루는 것이 됨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의 젱크스를 향한 비판은 일

                                             

204 Ibid, p.161 

205 그러나 젱크스는 사실 간판을 다는 ‘장식된 헛간’이 아닌 ‘오리’의 모델을 선호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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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타당하다. 젱크스가 결국 끌어들이게 되는 팝의 문화코드, 역사주의적 코드

의 건축언어는 건축이 다뤄야 할 공간 자체의 경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고 이는 이미 꽤 오랫동안 비판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건축을 말하는 언어로

서의 은유는 가능하지만 건축 자체가 은유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오늘날의 인지

언어학적, 신경과학적 발견들206에 해서는 정당하지 않은 해석이다. 은유는 단

지 언어 안에서의 놀음이며, 의미적 갱신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언어와 의미의 

세계가 신체의 세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가정한다. 하지만 실상, 언어와 이야기 

그리고 은유의 세계는 우리의 행동 자체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인식 구조 자

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임을 이미 체화된 은유, 개념적 은유를 통해 살펴본 바 

있다.  

그의 은유에 한 비판에는 젱크스의 피상적인 은유 이해가 깊게 관여하고 

있다. 젱크스는 그저 은유적인 언어로 건축의 의미를 무한정 찾아내려고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건축은 신체적으로 그저 주어지는 것인데 젱크스는 그저 말

로서 비평할 거리를 찾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건축이 신체적으로 

주어지는 바 자체 역시 은유적으로 매개되는 바, 더 정확하게는 신경-정서적으

로 매개되는 바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3.4.2. 언어-은유 그리고 건축에 대한 다른 이해 

“그러나, 분위기와 같은 주제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았더라도 얘기하기가 

어렵다. 어쨌거나 건축을 드러나게 하는 것 부분은 실상 말하기 어렵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건축가는 분위기를 정의하는 것들에 아주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부분은 이러한 측면들을 인지하지 않은 채, 무

                                             

206 따뜻함이 애정과 결합되는 등의 신경학의 연구들은 우리의 신체적 경험이 은유적인 방식으로 여러 다

른 정서적 체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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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적으로 이뤄진다.”207 

2장에서 살펴보았듯, 그리고 뵈메의 건축과 은유에 한 이해에서 드러나듯, 

일반적인 이해에서 분위기는 선반성적인 인식과 결부된 것이다. 이는 이성적이

며 주지적인 명징한 시각-투시도의 영역이 아닌 애매하고 흐릿한 양상에서 펼

쳐지는, 앞서 살펴봤던 J.M.W 터렐의 그림208과 같은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때 선반성적인 인식은, 뵈메가 이야기하듯 칸트적 의미의 미 판단을 거부하며, 

이를 통해서 발생한 미 비평과 언어중심의 미학계를 향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곧, 이들에게 분위기는 말할 필요가 없는 지식, 언어가 불필요한 지식인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보면 알베르토 페레즈-고메즈가 언어와 언어적 상상력으로

서의 은유를 강조하며, 최근의 신경과학적 발견인 ‘체화된 은유’의 개념이나 20

세기 이후 발전된 은유에 한 생각을 표하는 폴 리쾨르의 ‘살아있는 은유’를 

들어서 분위기를 만드는 수단(vehicle)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해가 있는 주장으

로 보인다. 분위기는 선반성적인 신체감에 속한 개념이기에, 이를 통해 분위기

를 만드는 것은 실제에 가까운 ‘모델’, 인상으로 다가오는 ‘이미지’와 같은 신체

감을 직접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뵈메와 페

레즈-고메즈의 본질적인 언어에 한 인식의 차이가 생긴다. 페레즈-고메즈가 

말하는 언어는 이성을 통한 판단 혹은 비평의 언어가 아닌, 이미지로 구체화되

기 이전의 신체감을 담은 시적인 상상력의 언어인 것이다. 그의 이해(메를로-퐁

티와 인지언어학 등을 통한) 속에서 언어는 신체의 틀로서 이해되는 것이며, 이

는 언어를 발화하는 것 자체가, 언어적 상상력 자체가 우리에게 신체감을 가져

다주는 ‘시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시적인 언어는 그 자체로 신

                                             

207 Juhani Pallasmaa, in <OASE 91>, op.cit, p.47. “However, such themes as atmosphere, even 

if we did not call it that, are hard to talk about. Most things that distinguish architecture are 

actually unspeakable anyway… You don’t have to talk about it. Moreover architects decide on so 

many things that define this atmosphere, but mostly unconsciously, being unaware of these 

aspects.” 

208 또 하나 주로 등장하는 것은, 피라네시의 <Carceri> 드로잉들이다. 



95 

체감을 가진 이미지인 것이다.209 

언어에 한 근본적인 이 인식의 차이는 분위기를 은유로서 이해하는 것에 

한 차이를 발생하게 한다. 분위기 이해의 일반이 가지는 언어 이해는 ‘이성적 

논리의 언어’이거나, ‘기호로서의 언어관’이기에 선반성적이며 주변적인 느낌을 

다루는 분위기에 있어서는 배제의 상이 된다는 것뿐이다. 반면, 시적인 언어

를 염두에 두고, 은유적 상상력을 분위기를 만드는 일의 핵심으로 다루는 페레

즈-고메즈의 시각에서는 언어는 그 자체로 신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한 언어적 상상력과 그 상상력이 그려내는 상황성의 이야기야 말로 분

위기를 상상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 된다. 다시 말해, 이때의 분위기는 ‘흐

릿한 양상의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의 언어적 의미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언

어는 우리의 신체감과 직접 연결된 것이지 분리된 껍데기가 아닌 것이다.  

                                             

209 Alberto Perez-Gomez, <Surrealism and Architectural Atmosphere>, Architectural Design, 

March 2018, Vol.88 No.2, p.26. “Poetic matter has colour, rhythm and texture, yet it is always 

something else : it is image.” 



96 

4. 건축에서의 은유들 
 

 

4.1. 건축에서의 은유가 발생하는 차원들 

4.2. 은유와 건축에 한 기존 관념 

4.3. 이야기의 은유(metaphor on narrative) 

4.4. 소결: 이야기로서의 시설과 그 분위기 

 

 

4.1. 건축에서 은유가 발생하는 차원들 

 

뵈메가 들어 설명하는 젱크스의 은유 이해를 향한 비판은 페레즈-고메즈를 

통해 살펴보았던 은유의 발견론적 기능과, 세계를 향한 지시, 그를 통해 열어젖

히는 새로운 세계에 한 이해와 차이를 보인다. 곧, 뵈메는 ‘체화된 은유’라는 

우리 삶의 기저에 깔린 개념의 구조화 방식과 ‘살아있는 은유’라는 창조적인 의

미의 생산 방식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닌, 은유를 기표와 기의라는 언어학적 체

계 속에서 의미가 전환되는 것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뵈메가 

보기에 은유가 만드는 의미 생산은 그저 언어적 유희이거나, 그저 건축이 신체

와 만나는 형태적이며 재료적인 사실을 가리는 의미 과잉의 양상에 불과한 것

이다. 하지만, 실상 건축이 담고 있는 은유 혹은 은유적 상상력에는 다양한 차

원들이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은유가 작동하는 범주들을 인지언어학(체험주의)에서 우리의 개

념들 중에서 인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본층위 범주(basic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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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의 이해를 조금 각색하여 개념, 오브제적, 그리고 이야기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상위적 범주에서 움직이는 ‘개념의 은유’를 약소하게 서

술하고 다음의 항에서 이미지 자체인 ‘오브제’를 상으로 한 은유와 우리의 신

체적 행동 프로그램을 매개하는 ‘이야기’를 상으로 한 은유의 차이를 살펴보

고자 한다.210 

이러한 다른 범주에서 발생하는 은유들의 이해를 통해, 건축과 은유, 혹은 은

유적 상상력 사이의 연관성을 심도 깊게 살펴본다. 먼저, 4.2에서는 은유와 건

축의 관계를 놓고 떠올릴 때 가장 일반적인 이해를 살펴본다. 이 일반적인 이해

에는 은유를 단지 개념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는 개념의 은유와 

은유를 형상이나 이미지의 차원으로 생각하는 상-오브제의 은유가 있다. 그 

후, 4.3에서는 페레즈-고메즈, 인지언어학, 폴 리쾨르 등을 통해서 확장된 은유

의 개념이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로부터의 은유에서 찾는다. 은유가 

곧 텍스트와의 관계에서 이해되며, 기존의 의미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발생하는 세계를 지시한다는 생각이 이 확장의 배경이 된다. 이를 통해, 페레즈

-고메즈가 말하는 ‘은유적 상상력’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선

명하게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210 G. 레이코프와 M. 존슨, <몸의 철학 – 신체화된 마음의 서구 사상에 대한 도전>, 임지룡 외 3인 역, 

박이정, 2002, (original work by 1999), pp.60~65. 이를테면, 가구-의자-안락의자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이때 ‘가구’는 ‘상위범주’, ‘의자’는 ‘기본층위 범주’, 안락의자는 ‘하위범주’에 속한다. 이 중간층위의 범주

인 ‘기본층위 범주’는 다른 두 범주와는 다른 인지적인 우월성을 갖는다. 기본층위는 심상을 뚜렷하게 가지

며, 범주 구성원들이 유사하게 지각하는(게슈탈트적) 가장 높은 층위이며, 구성원과 근육운동으로 상호작용

하는 가장 높은 층위이다. 이 층위에서 우리의 지식 대부분(특히, 아동은 이 층위에서 많은 것들을 학습한

다.)이 조직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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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은유와 건축에 대한 기존 관념 

 

 

 

 

4.2.1. 개념의 은유(metaphor on concept) 

먼저, 은유를 개념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건축을 ‘건축’이라는 상위범주

의 차원에서 은유적인 사고를 통한 의미적 갱신, ‘다른 관점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각은 단순히 건축을 비평하는 용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에이드리언 포티(Adrian Forty, 1948)는 건축과 말의 관계에 한 연구를 진행

하며 은유의 중요성을 말한다.211 그의 관점에서 건축의 부분의 용어들은 은유

적으로 구사되어 왔다. 이를테면, 문학적 비평 용어에서 등장한, < 담한>, <고

상한>, <남성적과 여성적>등은 모두 건축의 성격을 지칭하는 것들이었다.212 더 

나아가 그가 보기에 ‘모더니즘’조차도 은유적 개념213, 그 중에서도 과학적 함의

214를 가진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211 에이드리언 포티, <건축을 말한다>, 이종인 역, 미메시스, 2009, (original work by 2000) 

212 Ibid, p.29 

213 Ibid, p.123. 대표적으로 순환이라는 개념은 과학적 방법, 과학적 의미를 건축으로 끌어오고 싶은 욕망

의 발로이다. 

214 Ibid, p.135. “은유는 서로 다른 것들을 같은 것이라고 보는 실험이다. 20세기 건축 속의 무수한 과학 

은유들은 하나의 실험, 혹은 건축과 과학의 관계를 정립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과학 은유는 건축이 비과

학적이라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인식론적 거리가 극복되려면 건축과 과학 사이에 일종의 화

해가 있어야 한다. 화해의 가장 확실한 표시는 모든 과학 은유가 사라져 버리고, 더 이상 새로운 은유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좀처럼 벌어질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 과학 은유는 나

름대로 그 둘을 연결하면서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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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티 역시 언어와 드로잉의 차이를 말한다. 그가 보기에, 이 차이에서 건축가

들은 부분 드로잉을 선택한다. 이때 그가 이해하기로, 드로잉은 관습적 체계

를 이해하여 상상하는 것인 반면, 언어는 우리의 ‘내적지각’으로부터 느낌을 떠

올리게 하는 것이다.215 그는 이런 관점에서 드로잉과는 다른 언어의 의미가 존

재하며, 건축가들이 오늘날 언어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에 해 비판하고 있

는 것이다. 

“30 년 전(1970 년  즈음을 말한다)에 언어 비유를 들춰내지 못해 안달이었다면, 

지금 건축계에서는 그 비유를 비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략) 언어 비유 

반 론자들의 강성한 세력 때문에 언어와 건축을 비유한다는 것은 수상한 

행위로 여겨졌고 또 모든 언어학적 혹은 문학적 비유에 금지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과잉 반응이다. 설사 건축이 언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건축에 해서 발언하는 언어적 비유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것은 아니다. 

은유가 그것(은유)이 가리키는 상의 모든 측면을 재생산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은유는 늘 어떤 묘사 상에 하여 부분적으로만 기술할 수 있고 그런 만큼 

불완전한 것이다. 만약 상을 온전히 재생할 수 있다면, 태생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것을 연결하는 은유는 더 이상 은유가 아니다. (중략) 도면과 정면의 

<읽기>, 건축적 <구어>의 존재, 건축적 요소들의 <언명>, 고  그리스-로마의 

건축 원칙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건축에 하여 생각하기 등은 언어 비유의 

혜택인 것이다. 이런 은유를 차용해 온다고 해서 그것이 건축적 의미론 체계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언어에 한 마녀사냥이 지나가면 언어는 다시 

예전처럼 풍성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다.”216 

포티가 보기에, 근 적 건축의 표적인 은유들인 ‘순환, 기계, 역동성’ 등의 

비유들은 게 건축을 과학적-역학적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부

                                             

215 Ibid, pp.50~55 

216 Ibid, pp.1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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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건축은 기계다>와 같이 건축이라는 거 한 개념을 향해서 작동한다. 이 건

축이라는 개념은 특정한 이미지도, 이야기도 품지 않는다. 그저 형언하기 힘든 

거 한 범주를 내포한다. 이러한 은유는 이데올로기적이다. 기계라는 은유 하나

는 모든 건축 행위에 의한 건축 작품에 수직적으로 현현하는 유개념(generic)이 

된다. 이 건축 전체에 한 은유로서의 사상(mapping)은 건축계 안에서 은유

를 얘기하는 담론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지나치게 거 한 

일반화를 만들며, <건축은 하나의 도시이다>와 같이 모든 건축을 도시와 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하나의 선언이 되곤 한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거 한 

담론으로서의 은유보다는 구체적인 체화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에 있다. 

 

4.2.2. 오브제의 은유(metaphor on object) 

ㄱ. 형태와 은유: 찰스 젱크스의 다의적 형태 

 ‘은유적 건축’의 일반적 이해는 찰스 젱크스의 저술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그가 은유적이며 언어적인 건축을 말하게 된 배경에는 기호 언어학의 부상과 

모더니즘 건축의 강령에 한 피로감이 있다. 그는 ‘프루이트 이고 단

지’(Pruitt-Igoe Housing)의 철거를 들어 모더니즘의 종말을 선언한다. 모더니

즘 건축의 일가성과 무미건조함에 한 시 의 피로감이 결국 그 자멸을 초래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더니즘의 황량한 폐허 위에 새로운 건축의 다의적 의

미를 추구하는 것이 그가 말하는 그 이후의 경향성들이며, 이를 지칭하는 용어

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제시하는 것이다.217  

                                             

217 Charles Jencks,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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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Mies Van der Rohe, <IIT Cathedral/Boiler House>, Chicago, 1947218,  

(Source: Jencks, 1977, p.16) 

Figure 9. Mies Van Der Rohe, <IIT Chapel>, Chicago, 1952,  

(Source: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12f8523e4b02ab8ee84fa44/t/5534 

15b1e4b003aefe418f40/1429476789508/?format=1000w) 

젱크스는 미스(Mies van der Rohe, 1886~1969)의 건축을 들어 모더니즘 건

축의 일가적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비판한다. <건축은 공장>과 같은 은유가 지

배적일 때 작동하는 것은 모든 건물로 하여금 박스가 되는 것이다. 젱크스는 이

에 미스의 IIT 건물들이 공장과 같이 그려진 것을 지적한다. 그는 미스가 지은 

교회를 예시로 들며, 여기서 전통적인 종교 공간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말한

다. 표적으로는, 클리어스토리, 아일과 나이브 등이 근 적 방식으로 구축되

었으며, 결정적으로는 커다란 종탑이 그 앞에 서있음으로 학 전체의 중심적 

교회가 되는 건물을 지었다고 서술한다. 

“사실, 이건 보일러실이다. 우리가 실제의 교회를 보기 전까지는 제 로 알아

챌 수 없는 그저 참신한 실수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실제의 교회는 보일러실

                                             

218 Ibid, p.16. 젱크스는 다음과 같이 캡션을 단다. “The traditional form of a basilica with central 

nave and two side aisles. There are even clerestory lights, a regular bay system and campanile 

to show that this is the cathed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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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생겼다.”219 

이러한 근 의 일률적 언어에 한 그의 비판은 결국 교회가 교회로서 드러나

지 않고 보일러실이 보일러실로서 드러나지 않는 말하지 않는 건축임을 비판하

는 것이다.220 이러한 생각은 70, 80년  널리 퍼지며, ‘직설적으로 말을 거는 

건축’이라는 다른 경향성으로의 힘을 변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한 건물을 다른 것의 관점에서, 다른 유사한 상의 관점에

서 본다.”221 

젱크스는 이러한 비판을 진행한 후, 건축이 말을 걸어야 할 상인 ‘수용하는 

중’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린다. 이미 뵈메가 지적한 바 있듯이 젱크스는 이 

건축을 수용하는 중적인 표현들이 곧 건축을 인지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고 

여긴다. 자신과 유사해 보이는 벤츄리(Robert Venturi, 1925~2018)의 관점과

의 비교로 젱크스는 자신이 말하는 소통하는 건축의 다의적 속성을 강조해 보

인다. 222 벤츄리가 오리 인형을 파는 오리 모양의 건물이 기능적으로 형상화되

어 있다고 비판하며 르네상스 도시의 파사드와 같이 구조와 분리된 간판을 중

시했다면, 젱크스는 오히려 ‘오리’의 모델을 긍정한다. 곧 오리의 모델은 건설, 

구조, 형태와 같은 것들이 하나로 장식이 되는 것이다.223 그는 이 오리의 표

적 모델로 요른 웃존(Jørn Oberg Utzon, 1918~2008)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

                                             

219 Ibid, p.17. “In fact, this is the boiler house, a solecism of such stunning wit that it can’t be 

truly appreciated until we see the actual chapel, which looks like a boiler house.” 

220 그는 심지어 헤르만 헤르츠베르허(Herman Hertzberger, 1932~)의 노인주거에 대해서도 공격한다. 

처음에는 사려 깊은 요소들의 퍼즐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 퍼즐의 조합이 도달한 결과는 은

유적인 수용을 고려한 바가 없는 ‘하얀 십자가에 끼인 방들’이라며 비난한다. 

221 Ibid, p.40. 

222 이 지점에서 젱크스가 말하는 은유적 건축은 단순히 외부로 드러난 싸인이 아닌 모든 종류의 표현 수

단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뵈메가 젱크스를 지적할 때 벤추리를 통해 공간성이 상실되었다고 말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오해가 있는 것이다. 

223 Ibid,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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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든다. 젱크스는 이 오페라 하우스에 따라붙는 다양한 은유적 서술들을 주

목한다. 곧, 그것이 <짝짓기 하는 거북이들>, <바다 위의 돛배>, <물고기>, <조개

>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읽힌다(인지된다)는 점 말이다. 이러한 애매함은 뵈메

가 보기에는 비평가들을 위한 의미 놀음에 불과한 것이지만, 젱크스에게는 이 

상상력의 작용이야 말로 건축이 전해주는 강렬한 의미적 효과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다양한 은유적 서술들)은 소통의 일반적인 요점을 증명하는 것

이다. 은유들이 더 많을 수록, 드라마는 더 커진다. 그리고 더 은근히 주어질 수

록, 미스터리는 더 강해진다.”224 

이 서술은 신체화된 이미지에 한 이해를 제외한다면 팔라즈마의 시적 이미

지, 은유적 이미지에 한 서술과도 닮아 있다.225 더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

는 이미지, 형상일수록 더 다양한 드라마가 펼쳐진다. 도넛 가게를 실제의 도넛 

간판을 다는 것과는 다르게, 은유적 이미지는 도넛인 듯 도넛이 아닌 애매한 이

미지를 던지며 그것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라며 긍정할 것이다. 이런 그의 

생각은 ‘장식된 헛간’이 아닌 ‘오리’의 모더니즘의 지속, 미완의 모더니즘이라는 

측면이 강하다.226 

실상, 젱크스가 추구하는 ‘은근하게 제안된 은유적 형태’는 이미 모더니즘의 

끝자락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는 것이었다.227 비록 코르뷔제는 게의 껍질과 소리

에 한 은유만을 말했지만, 중들에게 롱샹 성당은 그 보는 위치에 따라, 또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로 읽히는 다중 코드의 건축물이다. 그러나 이들 중 

                                             

224 Ibid, pp.45~46 

225 Juhani Pallasmaa, 2011, op.cit, p.21 

226 Charles Jencks, 1977, op.cit, p.46. “Contrary to Venturi, we need more ducks; modernism 

architects haven’t propagated enough.” 

227 르 꼬르뷔제(Le Corbusier, 1887 ~1965)의 롱샹 성당(Ronchamp Chapel) 역시 그 기획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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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미지도 뚜렷하게 ‘무엇이다’라고 이해되지는 않는다. 228  그렇게 함으로 

이 건물은 미스터리한 것이 되고, 따라서 관심을 끄는 신비로움을 획득한다. 

 

Figure 10. 젱크스가 말하는 은유적 인지들 (롱샹 성당, 카사 데 뮤지카, 구겐하임 빌바오 등),  

(Source: Jencks, 2011, pp.246~247) 

건물이 다양한 방식으로 읽힌다는 것을 비평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어 나가

는 그에게 실상 모든 건물들은 의미들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인다.229 그의 논점

의 출발점이 근 적 건축의 일원적 성격에 한 비판인 만큼 그는 가능한 다의

적인 모든 움직임, 근 적 건축 이후의 모든 움직임을 포스트-모던 건축의 이름 

안에 포섭하려는 시도를 함으로 그 논점은 오히려 굉장히 희미해졌다. 다만, 그

가 제시하는 형상과 그 형상을 받아드리는 수용으로서의 은유적 이미지는 형상

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긍정하며, 이것이 풍부한 의미를 갖는 아이콘적(도

상적인) 건축을 만드는 것임을 주장한다.230 

                                             

228 Ibid, p.48 

229 Charles Jencks, <The Story of Post-Modernism>, A John Wiley and Sons, 2011. 그의 포모에 

대한 최근의 저술은 거의 근대 건축 이후의 모든 건축을 포모의 이름 아래 다룬다.  

230 Ibid, pp.20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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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시적 이미지와 은유: 스티븐 홀의 ‘돌과 깃털’ 

 

Figure 11. Steven Holl, <Nelson-Atkins Museum of Art>, Kansas City, 2005,  

(Source: https://resnicow.com/client/nelson-atkins-museum-art)  

은유에 한 다른 일반적인 이해는 바로 감각적 속성들을 매개로 하는 은유

이다. 이때 은유는 ‘시적인’ 것과 결합하며, 모종의 감각적 깨달음을 통한 심원

한 의미의 전달 같은 느낌을 풍긴다. 스티븐 홀은 이러한 관점에서 시적인 이미

지를 건축에 은유한다. 

“넬슨-앳킨스 미술관을 확장한 이 건물은 건축과 풍경을 융합하여 관람객 개개

인의 움직임을 통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지되는 경험적 건축을 구현한다. 기

존의 조각 공원에 자리 잡은 이 증축 건물들은 미술관 전체를 관람객을 위한 

경험의 장으로 변모시킨다.”231 

 스티븐 홀(Steven Holl, 1947~)은 흔히 현상학적 건축의 표 주자로 이해된

다. 그가 인용하는 다수의 개념들, 촉각성과 현상, 빛과 물 등의 주제는 오늘날

의 건축가들과 학생들에게 이미 현상학적 건축의 일반 주제들로 널리 알려져 

있다. <키아스마 현  미술관>(1992~1998)이래로 가장 표적인 미술관인 <넬

                                             

231 스티븐 홀, <스티븐 홀, 빛과 공간과 예술을 융합하다>, 이원경 역, 미메시스, 2012, pp.31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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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앳킨스 미술관 증축>(1999~2007)의 프로젝트는 또 다른 현상학적 건축의 

기수로 여겨진다.  

여기서 홀은 새로 지어진 건축물을 ‘깃털(feather)’라고 부른다. 반면, 기존의 

넬슨-앳킨스 미술관을 ‘돌(stone)’이 된다. 이러한 이해는 새로 지어진 건축물과 

기존에 존재하는 건축물 사이의 비되는 성질을 의미한다. 각각 건축물의 성격

이 시적인 이미지를 가진 자연물로서 은유됨으로 그 성격을 획득하는 것이다.  

 “(건물에 한 기본적인 설명 이후) 그리고 내가 <돌stone)과 <깃털feather>이

라고 부른 것을 보여주는 오른쪽의 그림을 선보였다. 돌은 기존 건물이고, 깃털

은 전체 풍경에 삽입될 가벼움의 요소인 증축 건물이다. 나는 내가 <실패한 설

계>로 여기는 것들까지 보여주었다.”232 

이때, 깃털과 돌은 시적 이미지, 곧 응축된 감각적 이미지의 역할을 하며 두 

건물 사이의 긴장을 말한다. 그는 다음의 드로잉을 제시한다.  

 

Figure 12. Steven Holl, Sketch on stone and feather, (Source: 홀, 2012, p.345)  

 “이 그림에는 돌과 깃털이 있다. 돌은 무겁고 깃털은 가볍다. 돌은 1933년이

                                             

232 Ibid, 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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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깃털은 2002년이다. 돌은 보행자의 방향을 지시했지만 깃털은 길을 열어 

준다. 돌은 묶여 있지만 깃털은 자유롭다. 돌은 풍경의 내면을 바라보지만 깃털

은 풍경의 외면을 바라본다.”233 

  

Figure 13. Steven Holl, T Lens and space behind.  

(Source: https://en.wikiarquitectura.com/building/nelson-atkins-museum-of-art-bloch-

building/ & https://www.architonic.com/en/project/steven-holl-the-nelson-atkins-museum-

of-art/5100135) 

 이러한 깃털의 건물의 T형 구조물로 지탱되는 반투명한 블록들은 다시 ‘렌

즈’(lens)로 은유된다. 이 블록-렌즈들에서 순환과 전시가 하나가 되며 이를 통

해 공간의 빛과 공기가 열린다. 각각의 렌즈들은 땅 위에서 솟아올라 건축물이 

아닌 조경의 일부로 이해된다. 반면 이 렌즈 아래의 공간은 지 아래의 공간으

로 각 방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현 적인 미술관의 모습을 하고 있다. 홀에게 

이 렌즈 안의 구조물은 ‘퍼덕이는’ 것이다. 또, 그는 T자형 구조물에 ‘숨쉬는’이

라는 살아있는 개체를 사상(mapping)함으로 생동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이 숨

쉬며 퍼덕이는 구조물은 불투명한 재료로부터 들어오는 뿌연 빛을 섞는 장치가 

된다. 이 백색의 빛은 다시 내부의 하얗게 칠해진 구조체와 벽면을 향해 떨어지

                                             

233 Ibid, pp.34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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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새하얀 ‘화이트 큐브’ 자체를 만들어낸다. 

“내가 이 건물들을 렌즈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것들이 밑으로 빛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관람객이 경내를 돌아다니는 동안 그것들이 위에 얹힌 조각 정

원들을 형성함으로써 렌즈와 관련된 빛과 움직임의 시차(視差)를 일으키기 때문

이다. (생략) 나에게 이것은 건축의 핵심 척도이다. 공간 속을 움직이는 몸.”234 

렌즈가 빛을 끌어들이며 동시에 굴절시키는 독특한 물질적 속성이 여기서 그의 

개별적으로 보이는 ‘풍경 속에 널려 있는 유리 조각들’235을 변하는 것이 된다. 

그의 공간 속에서 움직임으로 경험되는 빛이 렌즈를 돌려볼 때 빛의 굴곡이 변

화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는 젱크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해되는 한 

기자의 말을 인용한다. ‘우와, 공간이 바람에 날려 돛을 이루고 그 펄럭이는 돛

을 통해 빛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236 

실상, 스티븐 홀의 건축은 시적 이미지를 포함하는 응축된(compression)것으

로서의 개념이 실제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바의 과정이다. 이 개념에 한 착상

을 위해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한다. 게 알려지기를 그의 사고는 작은 수

채화 스케치에서부터 출발하며 그것에 다양한 개념적 내용이 달라붙음으로 이

뤄진다. 이러한 스케치는 단순히 공간적이기도 하지만, 그 시작부터 은유적인 

개념과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넬슨-앳킨스의 스케치에 한 설명에서 드러나듯

이 그의 신체감은 건축물을 향한 은유를 통해 어떤 상의 물질적 심상을 건물

의 속성에 직접 사상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넬슨-앳킨스 미술관은 <돌과 

깃털>, <렌즈> 등의 은유를 통해, 상물들에 한, 특히 시적인 이미지들, 감각

들을 불러일으킴으로 자신의 공간이 만드는 성격을 말하게끔 한다.  

                                             

234 Ibid, pp.346~347 

235 한 비평가의 은유. 

236 Ibid, 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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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개념 혹은 오브제로서의 은유와 그 한계 

먼저, 개념적 은유, 혹은 개념의 은유는 상위 범주로서의 건축 자체를 다룬다

는 문제를 가진다. 이는 뚜렷한 상이나 체험적 인식이 없는 상들, 순수 개념

적인 상들 간의 관계를 통해 개념에서 개념을 사상하는 경향이 강하다. 곧 주

거가 기계라는 것은 주거나 기계에 관한 체험적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주거라는 개념에 기계가 변하는 이상적 관념들을 사상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

러한 은유는 실제적인 생생함을 잃은 채, 이데올로기적인 기치로서 작용할 뿐이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체화된 의미와는 거리가 있는 차원의 

은유들이다. 한편, 오브제의 은유는 그것이 수용적이든, 설명적이든, 창조적이든 

간에 그 어떤 상(object 혹은 형상)를 참조의 수단으로 삼는다. 어떠한 상

의 속성, 그 상이 신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된 일차원적 의미들이 형태

로 사상됨으로 건축을 이해하게 만든다.  

젱크스의 관점은 언제나 건축의 밖에서 건축을 하나의 소통하는 언어로 보고 

있다. 마치 회화나 조각의 해석처럼 밖에서 이러저러한 닮은 형태를 인지함으로 

그 건축의 의미가 해석된다. 반면, 스티븐 홀의 경우 건축은 안으로부터 움직임

으로 이해되는 듯하다. 이는 19세기와 20세기 초의 건축적 움직임에 한 이해

의 연속으로도 볼 수 있다. 곧 건축은 공간 안에서의 움직임으로 이해된다는 것

이다. 이때 이 움직임과 경험하는 신체가 중요하게 등장하며, 그가 말하는 은유

도 상과의 ‘신체감’의 유사성에 호소하며 자신과 협업자들의 이해를 고취시키

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을 생성한다고 여겨지는 은유들은 여전히 

상적이며, 상의 속성을 건축물을 향해서 사상함으로 그 의미를 획득한다. 

곧, 깃털이 암시하는 감각적 속성이 곧 미술관의 공간적 속성이 된다. 그러나, 

렌즈와 깃털의 은유가 획득되는 배경 이야기, 또 그 이야기 자체가 만들어내는 

은유는 ‘공간 안을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오고 가며 렌즈를 통과한 것만 같은 

신기한 빛을 바라보는 화자’라는 감각적 수준에서 머무른다. 곧 렌즈와 깃털에

는 상황에 놓인 행위 하는 주체가 아닌, 그 안을 움직이며 공간을 경험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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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놀이기구 속의 신체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젱크스의 사례들과 홀의 ‘깃털’ 은유는 그 형상이 담는 이야기를 지나치게 축

약하고 있거나, 너무나 빈약한 수준으로 함축하고 있다. 이 말은 은유의 근원이 

되는 세계가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빈약하여 은유 이후에 다시 새롭게 드러나야 

할 세계가 ‘죽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은유는 뵈메의 지적처럼 그저 

언어 안에서, 건축을 서술하는 말 아래에서 참신한 표현을 줄 뿐인 것 같다. 

상을 향해서, 시적이며 감각적인 축약된 이미지들, 지나치게 단순화된 상업적 

코드들, 혹은 그것만을 미메시스1으로 가지는 건축은 그 빈약한 의미를 감내할 

수 있는 시설들에만 작용한다. 

과연 건축이 다양하게 인지되어 비행기로도 보이고 고래로도 보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적 긴장을 만드는가? 깃털과 돌 그리고 렌즈의 은유는 미술관이라는 

시설에 어떤 ‘긴장’을 만들고 있는가? 그렇게 함으로 미술품을 경험하는 우리의 

세계 속 이야기에 어떤 새로운 세계의 이야기를 은유하는가? 형태적 은유의 관

점에서 은유는 단지 수용적인 측면에서의 코드들을 다룰 뿐이다. 뵈메가 지적하

듯이, 이러한 생각은 그저 건축의 분위기를 만드는 일 자체에는 무익하거나, 그

저 ‘죽은 은유’를 통해서 지속되는 비평적, 혹은 설명적 언어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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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야기의 은유(metaphor on narrative) 

 

오브제의 은유가 눈으로 바라보는 상과 그 상이 제시하는 감각적 이미지

에 관한 은유였다면 이야기의 은유는 리쾨르의 은유에 한 생각과 맥을 같이 

한다. 리쾨르에게 은유는 곧 서사와 연결된 것이며, 서사는 곧 은유와 다르지 

않다. 은유는 그 자체로 ‘축약된 시’이며 그 배경의 이야기에 한 이해가 없다

면 은유는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237 이 이야기적 은유는 애매하고 흐릿한 양

상으로 제시되는 정서적 상물인 오브제가 아닌 기저의 행위 자체를 포착할 

수 있는 상상력이다.  

 

4.3.1. 이야기 모방으로서의 은유 

ㄱ.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다니엘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 1946~)의 베를린 유 인 박물관

(Jewish Museum Berlin, 1999)은 그가 실제의 건축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메

시지를 던지기 시작한 시발점이다. 이는 그의 <Micromegas> 드로잉 시리즈의 

해체적인 공간이 현실의 사건과 결합한 첫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다. 여기서 그

는 “건축의 구조를 독일 유 인의 역사에 관한 담론으로 변형하였다.”238  그가 

자신의 작업에 해 말하길, 기존의 침묵하는 정적인 공간은 말하는 표현적인 

공간으로 체되며 이를 통해 그 물질적인 형상을 넘어선 역사 이야기를 지시

하는 은유가 되는 것이다.  

                                             

237 휘몰아치는 운명의 전장에서 용감하게 뛰어드는 아킬레우스의 이야기가 없이 ‘사자가 뛰어들었다.’라는 

은유를 이해할 수 있을까? 

238 Daniel Libeskind, <Counterpoint: Daniel Libeskind in conversation with Paul Goldberger>, 

New York: Monacelli Press, 2008,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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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Daniel Libeskind, <Berlin Jewish Museum>, Berlin, 2001,  

(Source: https://libeskind.com/work/jewish-museum-berlin/) 

리베스킨트에게 박물관이라는 시설은 도시를 표하는 공공의 건물이다. 그렇

기에 독일 유 인의 역사 내러티브를 변하는 이 건물 역시 그 이해를 바탕으

로 기억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어야 했다.239 배치도에서 드러나는 다윗의 별

과 매스의 관계, 건물의 찢어진 창들과 아픈 역사적 기억과의 연관, 내부의 전

시 공간과 그 지그재그의 번개를 가로지르는 보이드(void)는 이미 익숙한 아픔

의 표현들이다.240 메인 전시가 이뤄지는 징크로 덮인 주공간을 벗어나, 그것과

는 다른 재료, 다른 형태로 던져진 듯이 보이는 것이 ‘추방의 정원’(Garden of 

Exile)과 ‘홀로코스트 탑’(Holocaust Tower)이 있다. 옛 건물의 지하를 통해 

연결된 입구와 그에 따라 이어진 세 개의 축 중 두 개에 해당하는 각 건물은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기억을 전시한 후, 그 끝으로 던져지는 체험의 공간이다.  

                                             

239 Daniel Libeskind and Hélène Binet, <Jewish Museum Berlin / architect, Daniel Libeskind: 

with a photo essay by Hélène Binet>, G+B Arts International, 1999, pp.15~16 

240 Ibid, p. 37. “What struck me when I visited the cemetery was its emptiness. The 

tombstones were huge granite slabs, stretching for many meters long and high. . . The 

emptiness that I witnessed at the cemetery actually confirmed my idea of the ‘void’ as an 

architectural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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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난파선’인 추방의 정원 혹은 E.T.A 호프만241 정원은 베를린에서 밖

으로 려난 자들의 공간이다. 건물 전체에서 유일한 정방형의 공간이지만, 그 

바닥이 사선의 방향으로 기울면서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몸이 기운다. 리베스킨

트는 이 불편함을 의도한다.  

 

Figure 15. Garden of Exile, in Berlin Jewish Museum, 

(Source: https://libeskind.com/work/jewish-museum-berlin/) 

 “그것(추방의 정원)은 약간은 배 위에서 항해를 하는 느낌이다. 그것은 바다 

위에 있는 것과 같고, 또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그

리고 이 추방으로 인해서 베를린이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심지어 베를린을 나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말이다.”242 

자유롭게 생각하는 듯한 그의 말하기 습관으로 인해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

긴 어렵지만, 추방의 정원에 한 그의 서술은 분명, 기존의 기호로 가득한 박

물관이 아닌 공간과의 신체적 만남을 조작함으로 베를린으로부터의 추방을 경

험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41 18~19세기 독일의 대표적 낭만파 작가.  

242 Ibid,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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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Tower of Holocaust, in Berlin Jewish Museum, 

(Source: https://libeskind.com/work/jewish-museum-berlin) 

또 다른 축의 끝에는 ‘홀로코스트의 탑’이 있다. 그는 홀로코스트의 끔찍한 

기억을 상징하기 위해 완전히 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다. 

이때, 그는 다른 이야기243 하나를 접한다. 리베스킨트는 이에 어두운 수직의 공

간을 작은 빛으로 밝힌다. 그리고 이 공간이 다음의 이야기에서 끌어온 것이라 

밝힌다.  

“훗날 브루클린으로 이주해온 이 여성은 창문도 없는 기차 화물칸에 실려 슈

투트호프 강제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고, 자포자기하려던 순간 벽 틈으로 하늘

이 내다보였다고 한다. 그때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흰 선이 앞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말해주는 계시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중략) 

홀로코스트 탑은 박물관 내 다른 시설과 완전히 차별되는 공간으로서, 텅 비

                                             

243 이 이야기는 야파 엘리아흐(Yaffa Eliach)의 책 <홀로코스트의 유대인 이야기>(Hasidic Tales of the 

Holocaust,1982)에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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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꺼림칙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둡지는 

않다. 천장 가장 높은 부분, 예각을 이루고 있어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모서

리에 틈을 내어 빛이 새어들도록 했다.”244  

이 홀로코스트 탑의 어두움과 틈의 빛은 물론 그 자체로 특정한 신체감, 정서

적인 체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애매하게 주어진 신체감은 어두움 속의 

묘한 편안함일 수도, 단순한 답답함일 수도, 죄와 신성 사이의 경외감일수도 있

지만, 유 인 박물관의 역사 내러티브(frame)를 통해 홀로코스트의 고통(focus), 

폐쇄, 더 나아가서는 공포 그 자체로, 심지어는 유 교에서의 순교의 정서로까

지 경험된다.245 

 

                                             

244 다니엘 리베스킨트, <낙천주의 예술가>, 하연희 역, 마음산책, 2006, pp.129~130 

245 Arleen Ionescu, <The Memorial Ethics of Libeskind’s Berlin Jewish Museum>,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7, pp.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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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아뜰리에 리옹’의 <윤동주 문학관>  

  

Figure 17. 아뜰리에 리옹, <윤동주 문학관>, 서울, 2011, (Source: http://www.lionseoul.com/) 

또 다른 사건 이야기에 배경을 둔 건물로서 ‘기념관’이 있다. 특히, 문학관은 

도시 안의 크고 작은 여행들에 해 호소할 수 있는 지역의 성격을 그 지역의 

위인으로부터 끌어내고자 하는 공동체의 염원 담는 건축의 유형이 되고 있다. 

문학관은 소설가, 시인의 삶을 주목하며 그것을 건축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이에 <윤동주 문학관>은 문학기념관의 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1974년 청운 수도가압장으로 시작되어 2008년에 용도가 폐기된 이후 버려져 

있던 물탱크가 2010년의 <윤동주 문학사상 선양회>의 의지를 시작으로 변모하

게 된다. 이에 과거의 기계실을 살짝 변형해 임시의 문학관을 개관, 그 이후 일

 전반을 정비함으로 새롭게 정식 문학관을 설립하고자 함으로 오늘날에 이르

게 된다.246 

<윤동주 문학관>의 핵심 공간은 기계실 일 를 정비하던 중 발견된 물탱크 

공간을 윤동주를 기리는 것으로 변형시킴으로 탄생한다. 이때 물탱크를 드나들

                                             

246 이현아, <다층적 기억: 재생의 패러다임과 메모리얼 건축의 변화 양상 –윤동주 문학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5,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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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공간이었던 작은 개구부와 사다리의 흔적은 윤동주의 갇힌 삶 속에서 

바라보는 한 줄기의 빛으로 해석된다. 건축가 이소진은 이 공간을 처음 발견한 

일을 다음과 같이 떠올린다. 

 “사실 사진에서 보는 것 이외의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안 보이

는 것들이 그 울림하고 그 습한 느낌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공간 

자체가 특별 해고, 빛 한 줄기 들어오는 것도… (중략) 윤동주 시인의 마지막이 

워낙 슬프고 암울했는데 그 공간은 그런 분위기하고도 맞아떨어졌고요. 물탱크

를 발견했던 순간은 그때까지 했던 시인에 한 많은 생각들이 빛을 보게 된 

순간이라 할까요.”247 

 이때 음습한 탱크의 공간과 한 줄기의 빛은 분위기를 만든다. 이것 자체가 발

견된 하나의 배경으로서 이해된다. 이 공간은 단지 공간 자체의 성질로서 의미

를 획득하지 않는다. 이 공간은 그것을 윤동주 시인의 삶과 연결함으로 참된 의

미, 축약된 이야기로서의 은유를 가지게 된다. 곧, 그 작은 물탱크는 단순한 물

탱크가 아닌 윤동주의 삶이 된다.  

 

                                             

247 Ibid, p.131. 부록의 인터뷰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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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매스 디자인’의 <평화와 정의의 국가 기념관>  

마이클 머피(Michael Murphy)와 알랜 릭(Alan Ricks)에 의해 2008 세워진 

비영리 스튜디오인 ‘매스 디자인’(MASS Design Group)은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사무실이다. 2018년 완 공된 <평화와 정의의 국가 기념관>(The National 

Memorial for Peace and Justice)은 역사적 이야기를 통해 은유적으로 정서적

인 의미를 만드는 또 다른 사례이다.  

 

Figure 18. Mass Design Group, <National Memorial of Peace and Justice>, Montgomery, 

Alabama, 2018, 

(Source: https://eji.org/news/eji-announces-plans-to-build-museum-and-national-l 

ynching-memorial) 

앞서 등장한 ‘씨애틀 학’과 ‘윤동주 문학사상 선양회’처럼 이 건물의 시작 

역시 건축가가 아닌 한 단체의 의지로부터 시작된다. EJI(Equal Justice 

Initiative)는 미국의 법률가이자 인권운동가인 브라이언 스티븐슨(Bryan A. 

Stevenson, 1959~)에 의해 시작된다. 이 단체는 미국에서 ‘정의에 해서 말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1877년에서 1950년 사이 발생한 약 4천여개의 

흑인 린치 사건을 기록하고 이것이 발생한 지역과 희생자들을 기록하고 모음으

로 이를 부정하는 미국 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하였다. 이들은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시설로서 여태껏 있지 않았던 종류의, 린치 사건을 기억하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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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 기념비(a first-of-its-kind memorial)을 기획한다.248 

 마이클 머피는 그의 한 강연249에서 이 건물의 계획안에 해 자세히 소개한

다. 건물의 정면은 ‘바티칸에서 보는 것과 같은 고전적이고 익숙한 열주랑’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방문자가 경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정적인 기념비의 일반

적인 느낌은 전환된다. 서서히 내려가는 바닥은 기둥이 얹혀져 있는 것 같은 기

단 아래로 인식의 지평을 이끌어낸다. 내부의 경계로 들어서는 순간 엄청난 숫

자의 기둥이 묶여져 매달린 채로 있음을 알게 되고 이때, 기둥은 기둥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며 은유적인 긴장이 완성된다. 그렇게 함으로 이 기둥들은 매달려 

희생된 피해자들로 변화된다. 

  

Figure 19. 측면에서 바라본 열주와 기단부 안의 하강하는 공간에서 바라본 희생자. 

(Source: https://massdesigngroup.org/work/national-memorial-peace-and-justice) 

                                             

248 EJI, <EJI Announces Plans to Build Museum and National Lynching Memorial>, EJI Official 

Website, 16.08.16, 검색일 18.0 18.10.16, https://eji.org/news/eji-announces-plans-to-build-

museum-and-national-lynching-memorial 

249 Michael Murphy, <Architecture that’s built to Heal>, TED 2016, 검색일자 18.10.16, 

https://www.ted.com/talks/michael_murphy_architecture_that_s_built_to_heal?language=ko#t-

61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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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기념관의 시퀀스 재구성, 매스 디자인 그룹의 발표 자료 재편집,  

(Source: https://www.youtube.com/watch?v=vYM3HAVPPG8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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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진입과 변화되는 인지 - 2 > 2’으로의 이동, (Source : Murphy, Ted,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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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희생자들의 이야기는 기단 없는 기둥(이제는 기둥이 아닌 것)을 아래

에서 바로 보게 하는 의미의 전이를 통해 (기둥을 기둥이면서 기둥이 아닌 것으

로 전환하는) 일반적인 근엄한 기념비의 모습과 희생된 사건의 기억을 즉각적인 

공포감(Terror)으로 전달하는 것이 된다.250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역사적 이야기

와 신체적 경험(매달림, 휴먼 스케일의 기둥, 지평선의 상승을 만드는 움직임) 

은 건축의 밖과 안 사이의 은유적인 결합으로 단지 공간적 경험을 신체화된 감

정으로 드러나게 한다. 동시에 ‘기둥을 기둥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배경 이야

기가 없었다면 동일한 형태는 그저 위태로워 보임으로 긴장감을 주는 공간이 

되거나, 건축의 구문론적 의미를 묻는 개념 작업으로 보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Figure 22. Mass Design Group, 최종적으로 혹은 가장 먼저 도달할 수 있는 낮은 레벨의 공간, 기둥은 

더 이상 기둥이 아니다. <NBC News>,  

(Source: https://www.nbcnews.com/news/nbcblk/legacy-museum-opens-montgomery-

alabama-highlight-slavery-lynchings-n869686) 

                                             

250 CBS This Morning, <Oprah visits Alabama memorial for lynching with “60 Minutes”>, on 

Youtube channel of CBS this morning, 2018.04.06, (검색일자 2018.10.16), 

https://www.youtube.com/watch?v=BzFN9gKsf28. “T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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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이야기로부터의 은유와 분위기: ‘루돌프 슈바르츠’와 예배당 

“역사가와 시인의 차이가 운문을 사용하느냐, 산문을 사용하느냐에 있는 것은 

아니다. (생략) 차이점은 한 사람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은 일어날 법한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에 있다.”251  

아리스토텔레스는 극을 만드는 일이 역사를 쓰는 것과는 달리 단지 허황된 

행위의 모방이라는 비판에 해, 시란 그 자체로 보편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

한다.  

“따라서 시는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고 진지하다. 시는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역사는 개별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것을 말한

다’ 함은 말하자면 이러저러한 사람은 개연적으로 또는 필연적으로 이러저러한 

것을 말하거나 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가 비록 등장인물에게 

고유한 이름을 붙이더라도 시가 추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다.”252 

이러한 시인은 보편성을 요구하는 그럴 듯한 이야기로서 시(극)를 제시한다. 

이렇게 드러난 세계는 우리의 신체와 문화의 공동성(미메시스1)에서 끌어올려진 

플롯(미메시스2)으로 드러날 때에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된다. 이 허구 이야기는 그 자체로 기존의 보편적 세계로부터 새롭게 모방

된253 보편적 세계를 매개하는 은유이자, 다른 개념들 간의 은유가 드러나는 새

로운 지평으로서 기능한다. 허구적 세계에서 드러나는 은유들은 역사적 재현을 

목적으로 가지지 않고, 세계의 재인식을 향해 주어진 것이다.254 곧, 은유적인 가

                                             

251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역, op.cit, p.371 

252 Ibid, pp.371~372 

253 플라톤의 그것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의 극이 그 속의 사람을 세계로부터 모방하듯 창조적인 것이다. 

254 정기철, Ibid, pp.2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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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세계(world of real possibility)를 던져보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의 건축가 루돌프 슈바르츠는 20세기 초 교회라는 시설

을 갱신했던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일어난 사건의 해석이나 특정한 감각의 구

축 이전에 예배라는 일상적 행위를 갱신하는 ‘그럴듯한’ 허구 이야기를 쓴다. 

그의 예배에 한 상상력 속에서 사건은 생생하게 언어로서 그려지며 그 각각

은 그것이 이뤄지는 공간과 함께 공명함으로 신체화된 의미를 만든다. 슈바르츠

는 예배 이야기로부터의 은유적 언어들과 그것을 통해 체화된 신체들을 깊이 

이해함으로 예배당의 익숙한 ‘성스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다른 길을 찾는다. 마

치 20세기 이전의 교회라는 시설이 담아내야 하는 전형적인 분위기가 없었던 

것처럼, 그는 단지 허구라고 치부할 수 없는 보편적 이야기를 씀으로 교회를 위

한 정서적 공간을 예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다시 쓰는 것이다. 

 

ㄱ. 루돌프 슈바르츠와 예전운동 

20세기 중반이 지나서야 알려지게 된 255  독일의 건축가 루돌프 슈바르츠

(Rudolf Schwarz, 1897~1961)는 전후 독일 교회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한 인물

이다. 슈바르츠의 교회 공간은 단지 은유적 이미지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교회

를 향한 무  설정(setting)의 핵심에는 행위들의 연속인 예전(ritual)의 변화가 

있고, 그 변화로 하여금 새로운 이야기가 합의됨으로 그의 건축이 신성한 분위

기의 무  역할을 한다.256 이때의 은유적 의미는 곧 형상적인 이미지로 다가오

                                             

255 Steven J. Schloeder, <Rudolf Schwarz and His Reception in America>, Das Münster, 2011(1), 

64. Jahrgang, p.47. 미국의 신학자이자 건축가인 슐뢰더에 따르면, 슈바르츠의 건축은 모더니즘 건축사

(페브슨, 커티스, 기디온, 코스토프 등)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있었다. 히치콕에 의해서 짧게 기술된 바 마

저도 독일의 다른 표현주의 건축가인 고트프리트 뵘의 종교건축과의 비교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에

는 그가 여타의 다른 독일 근대 건축가들과는 달리 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남아있었던 것 역시 한 몫 

했다. 

256 Wolfgang Jean Stock and Photo by Klaus Kinold, <Rudolf Schwarz – Kirchenbauten – church 

architecture>, HIRMER, 2018,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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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닌 새로운 예배의 형식에 한 ‘조율’인 것이다. 

슈바르츠의 교회 건축과 공간에 한 깊은 관심의 배후에는 독일의 신부이자 

철학자인 로마노 과르디니(Romano Guardini, 1885~1968)가 있었다. 과르디

니는 20세기 초반의 예전 운동, 곧 예배에 한 갱신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인

물로서 슈바르츠의 어린 시절부터 영향을 미쳐온 인물이다. 과르디니와 예전운

동의 흐름에서, 교회는 회중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하며, 

명상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그 자체를 목적으로 가지는 것(다른 목적을 가

지지 않는 무목적의 것)257이어야 했다.258 과르디니와 예전 운동을 중심으로 모

인 사람들과 함께한 일은 슈바르츠가 평생을 교회라는 시설에 몰두한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259 이에 ‘과르디니가 예전학자라면 슈바르츠는 그 프로젝트의 건축

가’라고 할 수 있다.260 곧, 예전 운동에서 제시된 변화된 예배의 방식(회중들의 

참여)이 새로운 시설로서 만들어져야 할 요구가 있었던 것이다.261 

슈바르츠는 저서 <The Church Incarnate>262에서 7개의 도식적인 계획안263

을 설명한다. 그의 서술은 이야기와 은유, 상징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기에 상

                                             

257 과르디니의 예배를 갱신하기 위한 서술 역시 은유적이다. 그에게 예배는 ‘놀이’로서 드러나야 할, 칸트

적 의미의 무목적의 행위였다. 

258 안선희, <로마노 과르디니(R. Guardini 1885-1968)의 예배이해 연구>, 신학과 실천, Vol.61, 2018, 

pp.7~31 

259 전창희, <루돌프 슈바르츠(Rudolf Schwarz)의 예배 공간 건축>, 신학연구, Dec 2015, Vol.67, p.358 

260 Richard Kieckhefer, <Theology in Stone : Church architecture from Byzantium to Berkele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234 

261 전창희, op.cit, pp.356~362.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건축 재료와 모더니즘 건축의 등장, 전쟁 이후의 기

존 성당들의 파괴 역시 새로운 시설의 실험을 위한 배경이 된다. 슈바르츠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피

동적이며 수동적인 회중들을 위한 교회가 아닌 능동적으로 예배라는 놀이에 참여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

들 수 있게 된 것이다. 

262 원저는 <Vom Bau der Kirche>, 1938년에 출간.  

263 각각의 계획안은 1)신성한 내향성(원형, 고리), 2)부서진 고리, 3)빛의 성배, 4)신성한 여정, 5)어둠의 성

배, 6)빛의 돔, 7)전-시대의 성당으로 이름 붙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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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비판의 과녁이 될 가능성과 동시에 풍부한 언어적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

다. 이러한, 그의 계획안들은 구체적이라기보단 애매한 서술들로 주어진다. 하

지만, 동시에 그것이 구축해야 할 초점이 되는 행위에 한, 예배에 한 분위

기에 해서만은 분명하게 추구하고 있다. 이 슈바르츠의 계획에서 가장 두드러

지는 두 가지의 안은 ‘고리 교회’(Ringkirche)와 ‘길 교회’(Wegkirch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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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Rudolf Schwarz, Seven Plans for Church,  

in <The Church Incarnate>, (Source: Richard Kieckhefer, 2004,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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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고리의 교회 (Ringkirche) / Sacred Inwardness – The Ring 

고리, 혹은 원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의 원형이다. ‘신성한 내향성’이라 

정의할 수 있는 이 원형은 작고 내 한 성스러운 모임의 이야기를 향해 상상된

다. 구체적으로 그는 ‘주께서 두 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함께한다’는 성

경의 말씀을 제시하며 이 모임의 공간이 둘러앉음을 통해 ‘내 함’을 가져야 함

을 서술한다.  

“작은 신자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서고 앉아 있다. 주님은 그의 이름으로 두 

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함께한다고 하셨듯 그들 중에 계신다.”264 

  

Figure 24. Rudolf Schwarz, The Ring Chapel, in <The Church Incarnate>,  

(Source: Rudolf Schwarz, p.37)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가장 간단한 것에서 시작된다. 곧 예배가 일어나는 

주님의 식탁이다. 이 돌로 된 식탁은 다시 ‘땅’이자 ‘그리스도’가 된다.265 그 식

탁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둘러싸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 과르디니가 주장하는 제

                                             

264 Rudolf Schwarz, <The Church Incarnate – The Sacred Function of Christian Architecture>, 

Trans by Cynthia Harris, Chicago: Henry Regnery Company, 1958, p.35. “The Lord is in the 

center as he promised to be when he said that wherever a few should gather in his name he 

would be in the midst of them.” 

265 Ibid,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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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적 예배가 여기서 건축으로 그 형상을 입은(incarnate) 것이다. 이 원은 

그 회중을 둘러쌈으로 ‘내 한 신성함’(sacred inwardness)의 공간을 만든다. 

이 둘러쌈 속에서 이들은 마치 가족처럼 손과 손을 맞잡고 교감하는 것으로 그

려진다.266 그리고 이 둘러싸는 모임의 제단의 중심으로 시선들이 모이며 그로부

터 신의 빛, 은총이 흘러나온다. 이 모든 것을 둘러싸는 어둡고 은 한 모임의 

분위기 속에서 이 모인 이들은 양 옆으로는 손을 마주하고, 앞으로는 두 눈으로 

서로의 모습과 중심을 바라본다. 이렇게 함으로 이들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합

일된 몸으로서 드러나게 된다. 슈바르츠는 이 서술이 그려내는 교회의 신성함 

혹은 신앙적 경험의 과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낸다. 

“우선, 그 신도들은 고리형으로 모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께서 사람들을 모

이게 하신다. 그리곤, 그들의 눈과 말로서 사람들은 중심을 향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된다. 어둠의 별이라는 이미지 안에서 그들은 세상을 등지고 그것을 

근원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그러나 그 후 재단 위에 자리잡는 것은 시적인 신비

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기독교적 희생이다. 전자는 점점 더 매혹적으로 이 세계

의 가장 내 한 것에 닿으려 하지만, 후자는 이 세계를 영원 속으로 끌어들인다. 

(중략) 그 사람들은 영원의 심연으로 끌어들여진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시

간 속에서의 성자의 탄생을 공유한다. 아주 작은 비 스러운 스파크로, 새로운 

세계의 불씨가 짚여진다.”267 

                                             

266 Ibid, pp.38~39. “It is easy to understand why people gather in the ring and what happens 

when they come together into this common form. Indeed, all of us know the family gathering 

about the common table. Through the unending chain of hands the ring links human being into 

human being. Through their hands the individuals exchange themselves for the higher form and 

in doing so they grow stronger.” 

267 Ibid, p.55. “At first the congregation gathers in the ring. In reality, however, it is the Lord 

who unites the people so. Then, through their eyes and speech the people surrender 

themselves into the center. Under the image of the dark star they renounce the world and make 

it flow back to its origin. But what then takes place upon the altar is not poetic mysticism: it is 

Christian sacrifice. The former reaches the innermost point of this world, only to be the more 

her captive; the latter quits this world to enter the eternal. . . The people sink into the eternal 

abyss and there they share in the birth of the Son into time. As a tiny secret spark, the new 

light of the world is kind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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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바르츠는 이 기본적인 무 를 기초로 변주의 가능성들을 소개한다. 제 는 

레벨을 조금 높이는 것으로 강조될 수 있고, 비록 사람들의 모임은 원형이지만 

전체의 공간은 돔의 형태로 감싸질 수도 있으며, 고리의 한 부분이 끊어지며 그 

자리에 신의 빛이 들어오는 쐐기가 생기기도 한다. 더 세세하게 나아가면, 각각

의 자리는 아이를 가장 중심으로, 청년, 장년의 자리 순으로 구성된다. 이 속에

서 사람들의 시선은 교차하며 또 제단에 의해 집중된다.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

의 다양성을 손과 눈이 교차하는 지점들, 각 관계 형성의 의미들을 상세하게 설

명함으로 성스러운 모임의 느낌들을 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Figure 25. Rudolf Schwarz, The Ring Chapel, in <The Church Incarnate>,  

(Source: Rudolf Schwarz, p.60) 

장의 말미에 슈바르츠는 이 고리의 교회를 바탕으로 변주하여 그린 자신의 

안을 간략하게 소개한다.268 그의 이 설계안은 고리의 교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268 Ibid, p.59. 물론 이 역시도 계획안에 그친다. 하지만 그의 이 계획에 대한 서술은 분위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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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그가 추구하는 강한 내면성을 가진, 깊이 침잠하는 

느낌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분위기를 빛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여기서 타원형이 지상 평면으로 선택되었다. 형태는 뒤쪽으로 당겨졌고 그 

결과로 중심은 앞으로 당겨졌다. 이 중심에 우리는 재단을 두었다. 이 중심으로

부터 상승하며 펼쳐지는 높은 기둥이 솟아나고, 그리고는 아치형태로 변하고, 

마침내 신도들을 넘어서 경계 쪽으로 떨어진다. 이 움직임을 빛을 통해 강조하

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 빛은 간접적이어야 하며 재단과 기둥을 가장 밝게 

비춰야 한다. 그리고 위로 오를수록 점점 약해지며 볼트를 넘어서 떨어질 때는 

마침내는 사라진다. 우리는 이 조명의 유형을 변화시키는 것을 생각했었다. 이

를테면, 가장 밝은 영역은 돔이 될 수도 있고 경계부가 될 수도 있다. 빛의 도

움으로, 공간은 어떤 의미에서 무에서 새롭게 창조될 수도 있고 예배의 행위와 

함께 점점 사라지거나 흐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 건물은 중심으로부터 기원

해야 한다. 그것은 분수의 움직임을 모방해야 한다. 밝고 선명한 빛이 상승하다 

신도들 위에서 접히며 마침내는 그들의 뒤를 향해 떨어진다.”269 

슈바르츠가 그의 공간과 함께 묘사하는 이 빛은 신도들을 감싸 안는 신성의 

빛이다. 그는 이 빛을 아주 섬세하게 그린다. 이 빛은 전체를 한번에 밝히는 것

이 아닌 중심의 제 로부터 분수와 같이 솟아오르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함

으로 빛은 제 의 중심성을 강조하며, 예배의 중심을 향해서 주어진다.  

슈바르츠는 이 둘러쌈의 공간을 다시 한번 변주함으로 또 다른 느낌의 예배

당을 말한다. 한 면이 잘려 나간 것, 두 번째, 곧 ‘깨진 고리’(The Open Ring), 

또 다르게 말하자면 ‘성스러운 분리’(Sacred Parting)이다. 이 교회에서는 끝, 

곧 세상의 끝 앞에선 리인으로서의 신부가 먼저 서술된다. 그는 둘러싸고 있

는 회중들 속에서 나아가 제단이라는 세계의 끝에서 무한한 신성의 공간, 깨어

진 고리를 마주한다. 이 고리는 무한한 공간, 신의 공백, 신성한 공간이다. 슈바

                                             

269 Ibid, pp.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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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츠는 이 평면에서 마주하게 될 무한한 공간의 도식까지 함께 제시한다. 이 도

식에서 신성함은 닫힌 고리의 그것처럼 내향성 속에 있지 않고 세속의 공간인 

안과 신성의 공간인 밖 사이의 체험에서 발생한다.  

깨어진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그리는 슈바르츠는 이를 기독교의 다른 내

러티브와 결합한다. 두 번째 계획의 시작은 ‘성만찬의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성

만찬은 그 자체로 일상적인 식사이다. 동시에 이 성만찬은 모두가 함께 참여하

는 상황이다. 더 구체적으로, 슈바르츠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

에서 그리스도 앞의 테이블이 비어있다는 사실과 그가 두 팔을 벌리고 어딘가

를 향해서 있음을 주목한다. 그가 보기에, 그리스도는 이 만찬의 자리와 동시에 

신성의 공간에도 존재한다.270 슈바르츠에게 이 깨어진 고리의 계획은 곧 성만찬

이라는 상황이 이미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성만찬이 그러하듯, 이 계획은 

일상적 예배의 공간을 향해서 주어져 있는 것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러하듯 이 교회는 신성한 심원함과 내향성이 공존하고 있다.271  

“이 계획에서도 역시 사람들은 제단을 둘러싸는 고리에 앉아있다. 다시한번 

보금자리가 되는 돔이 그 둘 모두를 감싼다. 그리고 역시 신부는 제단에 서서 

신도들의 표자가 된다. 그는 동쪽의 열린 곳을 바라본다. 그곳이 공간이 열리

는 곳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한 부분을 열기 위해 물러선다. 볼트는 커다란 

창과 함께 벌려진다. 눈부시게 빛나는 공백이 재단에 닿는다. . . (이때) 재단은 

                                             

270 Ibid, p.68. “The Christ is in the middle, he reaches out his hands to right and left and the 

disciple may rest on his bosom. But he himself looks to the open side into the remoteness of 

the Father before whom he enters in, holding the people on each hand. Their prayers unite with 

his and they ask that the Father may grant fulfillment “through Christ.” Thus Christ is in the 

same room with his own and yet he is not he belongs at the same time to another space, he is 

at once middle and mediator.” 

271 Ibid, p.68. “This plan is meant to weave into a unity inwardness and remoteness, a 

sheltering and an opening up, existence and way, and it is meant to open up a space into the 

infi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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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이자 경계이며, 중심이자 전환이다.”272 

 

Figure 26. Rudolf Schwarz, The Open Ring Chapel, in <The Church Incarnate>,  

(Source: Rudolf Schwarz, p.69) 

이 재단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일상의 공간인 만찬장에

서 묘사된 그리스도가 곧 이 원형의 교회를 깨뜨림으로 열어준다. 빛은 이 공간

에서 오로지 한 방향으로부터 들어오며 이를 통해 빛은 단지 빛이 아닌 신성한 

곳 저편에서 오는 빛이 되며 내부의 공간은 단지 원형의 둘러쌈이 아닌 이 ‘땅’, 

곧 우리가 존재하는 공간이 된다.273 

“처음에 사람들은 열린 고리에 있는 재단을 둘러싸고 자리를 잡는다. . . 그리

고 신부가 이들의 표로서 재단을 향해 나아간다. 거기서 그는 서서 동쪽을 바

라본다. 지구의 끝으로 려져서, 최후의 인간으로 말이다. 그리고 제단을 가로 

질러, 말하자면 거룩한 땅을 가로 질러 모든 은사들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를 

부르시고, 그를 찬양하며 그에게 간청하기 시작한다. . . 신도들은 이 집의 끝으

로 나아가 신의 영원을 부르짖는다. . . 그들은 신의 기원 안에서 그들을 털어놓

고 영원의 방향으로 자신들을 내려놓는다. . . 사람들이 자신들을 내려놓았던 그 

                                             

272 Ibid, p.68 

273 Ibid, p.81. “On this side of the altar lies the “world.” Earth spreads out, men inhabit it, space 

arches over it and a firmament girdles the universe. In the “openness” beyond the altar lies the 

“other world,” heaven. The altar is the border between time and eternity, thresh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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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서 그것은 흐르는 빛으로서 다시 되돌아온다. . . 빛은 제단으로 떨어지고, 

그 후 내부로 흘러 든다. . . 사람들은 다시 세상을 향해 해산하게 된다. 그리스

도가 이 땅을 축복했다. . . 땅은 신성의 지로 새롭게 자라난다.”274 

그가 묘사하는 이 예배에 한 이야기는 다소 황당하고 형이상학적인, 때로는 

지나치게 형태적인 상징과 은유로 빠져들기도 한다. 종종 그가 묘사하는 예배의 

행위들과 공간이 공명하는 이야기들은 체험된 환경의 의미에 한 지나친 비약

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성과 속의 이야기를 체화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공간은 단지 관념적인 의미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체화된 이야기가 작동하

고 있는 그들의 몸에서야 비로서 ‘깨어진 틈에서 쏟아지는 빛’은 단지 ‘분위기

적 요소’이기를 넘어서서 ‘신성한 분위기’ 자체를 만든다.  

공간이 예배의 의미들과 결합됨으로 정서적 느낌들을 획득한다는 이야기가 

수립된다면, 그것은 이제 분위기를 담는 공간으로 완성될 필요가 있다. 이는 건

축가의 몫인 것이다. 슈바르츠는 이 깨어진 고리에 한 이야기를 그리고나서 

비로서 구체적인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다.  

  

Figure 27. Rudolf Schwarz, The Open Ring Church, in <The Church Incarnate>,  

(Source: Rudolf Schwarz, pp.85~86) 

전자는 바로크적인 공간감으로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하지만 나아갈 수는 없

는 공간을 그린다. 연속된 아치가 이어짐으로 천상으로 가는 길과 같은 느낌이 

                                             

274 Ibid, 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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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될 수 있다. 한편 후자는 수평적인 열림의 공간을 경계를 넘어서 둔다. 이

때 세속의 공간은 천상으로 가는 해안가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된다.275  

그의 이러한 구체적인 공간적 해법은 신성한 공간을 그리는 이야기 이후에 

등장한다. 슈바르츠는 단지 교회 공간을 만들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 분위기만

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가 묘사하는 공간이 전달하는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만, 로마네스크 성당의 무거운 촉각성의 표면과 빛의 만남, 상

승하는 공간감과 얇은 빛의 고딕 성당이 아닌, ‘신성한 분리’(sacred parting)를 

통한 신성한 분위기가 그려진다. 그후에, 슈바르츠는 건축을 수행하는 필멸자로

서, 그 분위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만들기 위한 건축적 방법들을 고안하고 

있는 것이다. 

 

ㄷ. 길의 교회 (wegkirche) / Sacred Journey – The Way 

길의 교회인 4번의 유형은 고리의 둘러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길의 교

회 위에서 모두는 하나가 되어 행진한다. 그의 말로는 ‘신성한 여정(sacred 

journey)’이 이곳에서 이뤄진다.276  이제 신성한 공간과 세속의 공간이 구분된 

것이 아닌 다만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때 교회는 곧 

‘길’로서 드러난다. 

“이것은 ‘그 길 위에서’ 여정을 해야 할 사람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그 집을 

버렸고, 그리함으로 그들이 ‘보내진’ 것임을 안다.”277 

                                             

275 Ibid, pp.85~86 

276 Ibid, p.114 

277 Ibid, p.114. “It is the destiny of the people who journey here to be “on the way.” They have 

given up their home and that they have been “sent f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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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Rudolf Schwarz, Army on the March, in <The Church Incarnate>  

(Source: Rudolf Schwarz, pp.115~118) 

이 보내진 사람들, 혹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수사들은 어깨와 어깨를 마

주함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278 또한, 이들 앞의 리더 역시 정면을 바라

보며 서있다. 이들은 ‘깨어진 고리’가 제시하는 그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

다. 그의 도식 속에서 등장하는 모두는 나아가야 할 길을 아는 군 의 몸으‘~로

서’ 드러난다.279  

“진실로 주는 더 이상 “그들 중심에” 계시지 아니하다. 이 무리에서 중심은 

없기에 그저 저 멀리 세상의 끝에 있는 목표가 있을 뿐이다. . . 이들에게 “길”

은 신성한 예배이다.”280 

앞서 등장한 둘러쌈과 중심을 강조하는 빛이 만드는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들이 발생한다. 이 배경에는 이들에 한 슈바르츠의 설정이 있다. 이들에

                                             

278 Ibid, p.115. “In this marching army the men stand shoulder to shoulder, each man a link in a 

chain, each chain a rank.” 

279 Ibid, p.114. “The people’s ordering had already broken apart into the open rings and these 

now straighten out into the ranks of an army on the march;” 

280 Ibid, pp.114~115. “To be sure the Lord is no longer “in their midst” for this train has no 

“midst” it has only the goal, far out on the edge of the world. . . For them, “way” is sacre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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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주는 더 이상 그 중심에 계시지 않다. 주는 세계의 끝, 곧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 위에 서 계시며 그 길을 함께 가는 분이다. 이때, 슈바르츠는 길 위에 함

께 서 있는 이들의 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한다. 그들의 몸들에 

해 상상함으로 그들이 ‘길’ 위에 서있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여기서는 어떤 눈도 다른 이를 바라보지 않는다. 여기서는 어떤 이도 그 동

료를 바라보지 않는다. 모두가 앞을 바라본다. 손과 손으로의 따스함의 나눔,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의 내려놓음, 진심 어린 공동체의 순환, 이 모두

가 여기에는 없다. 여기서 각자는 전체의 네트워크 속에서 홀로 서 있다. 어깨

와 어깨를 고, 누군가 뒤에 누군가가 있는 채로, 전체를 향해 더해지며, 모두

가 옆 사람에게 곧은 십자가형의 네 점만으로 연결되며 그들은 바로 서 있다. . . 

사실상 이것은 패턴의 유 이지 마음의 유 는 아니다. . . 그러므로 모두는 같

은 방식으로 전체에 엮여 있다. 그러므로 각자는 각자의 십자가의 시작점이

다. . . 이 사람들은 심장으로 느껴지는 따스함을 서로로부터 느끼지 않는다. . . 

고리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달랐다. 거기서 사람들은 따스하며 안을 향하는 형

태 속에서 합일되어 있었다. . .”281 

 

Figure 29. Rudolf Schwarz, Meaning of ring inside marching army, in <The Church Incarnate>  

(Source: Rudolf Schwarz, pp.117) 

                                             

281 Ibid,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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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것은 모두를 만들고 살아가게 하며 모두에게 보편적인 무한성을 향

한 길 위에서의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의 유 이다. 사람들은 무한  앞에

서 저 중심과 공통된 상황을 공유하기 때문에 모든 유한한 성취는 여기에서 거

부된다. 그러므로 이 유 는 모든 가깝고 직접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넘쳐 흐른다. 여기서 사람들을 엮어주는 것은 고리에서 

함께 축복하는 엮음과는 다르다. 그러니 이것은 그만큼이나 강하고 그만큼이나 

심오하다. 그들이 공통의 빛을 들여다보았을 때, 이 빛은 서로 손을 뻗게 하고, 

이들을 거룩한 사슬로 엮어준다. . . 그렇게 함으로 그들에게 길의 형태는 최종

적 사랑의 형태, 금욕적 절제가 새로운 형태로서 변형된 것이다. . .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연결은 어둠 속으로, 불확정적인 그리고 열린 공간으로 연결

된다. (연결된) 마지막 손은 그곳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빛이 이들을 묶어준다. 

그래서 아무도 길을 잃지 않는다.”282 

다소 과장된 의미부여이지만, 슈바르츠는 다음 도식에서 사실 이들은 저 멀리

의 무한한 지점에 위치한 중심으로 다 함께 나아가는 존재였음을 그려낸다. 직

선을 향해 일렬로 서있던 그들이 사실은 무한한 신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 한 

원의 일부라는 것이 드러난다.283 이들은 어깨를 맞 고 하나의 이상을 바라본다. 

이들은 실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슈바르츠는 이렇게 그의 계획에 교회 건축

이 가져야 할 신성함의 이야기를 쌓는다. 그리고 나서야, 슈바르츠는 이 계획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와 빛들에 관해서, 역사적 선례인 고딕 성당과 같은 것, 

터널이나 골짜기와 같은 어둠과 그 끝의 빛을 가지고 있는 것, 어둠과 빛이 공

존하여 잿빛의 길을 만드는 것 등을 굉장히 간략한 그림들로 그려낸다.284 

                                             

282 Ibid, pp.119~120 

283 Ibid, p.119. “Thus the way-form is that form of the community which comes into being 

when the shared center of love flees into the infinite: like the ring it is an extreme case.” 

284 Ibid, pp.13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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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Rudolf Schwarz, Way Church of grey light, in <The Church Incarnate>, 

(Source: Rudolf Schwarz, p.138) 

슈바르츠가 그리는 교회의 신성한 분위기는 단지 흐릿한 빛으로 곧바로 정의

되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군 의 행진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익숙한 ‘신성

한 분위기’로서의 교회여야만 하는 것을 다른 분위기로 변환시킨다. 더군다나 

이 교회의 분위기는 단지 신성한 것이 아닌 굳센 의지를 느끼게 해주는 ‘행진’

이라는 행위적으로 매개된 정서를 전달한다. 곧, 나는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신의 사랑을 느끼는 누군가들’이기 보다는 ‘신의 말씀을 들고 전진해야 할 누

군가들’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할 누군가들’로 전환된다. 나아갈 길 위에 

서 있는 구원자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의 이야기 위에 사상 된다. 이때 빛과 재

료, 소리 등은 이 이야기를 위한 무  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슈바르츠의 도식적 제시와 은유적 해석들은 신성한 분위기를 만드는 각기 다

른 전략들이 된다. 이 각각은 먼저 초점이 되는 예전이라는 행위를 담고 있다. 

거 한 예배가 아닌 작은 소모임, 서로와의 담화와 내 한 명상을 위한 분위기

를 만드는 ‘고리의 교회’와 소명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준비를 신부들

을 향한 헌신의 기분에 맞춰진 ‘길의 교회’는 각각 다른 무 로 꾸며진 다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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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의 분위기가 되어 그 안으로 들어오는 이들의 기분을 조율(tune)한다.285 

 

                                             

285 Gerald Robinson, <Liturgical Architecture: Creating Space for Worship>, Toronto Journal of 

Theology, Vol.28 No.1, 2012, pp.3~28. 이러한 특정한 초점 행위를 향해 맞추어진 예배당이 혼란스럽

고 지극히 제한적인 공간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천여 개가 넘는 교회를 답사한, 교회 건축의 

권위자인 제랄드 로빈슨은 ‘그 반대가 사실’이라고 말한다. 만약 예배가 중심이 되는 예배 없이 그저 일어

난다면 그건 언제나 그저 그런 방식의 일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또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

간이라 하여도 그것이 다른 예배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역시 아니다. 그것은 모두 신성한 공간이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게슈탈트를 형성할 수 없는 예배의 공간이 더 큰 혼란을 만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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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슐로스 로덴펠스 성의 리모델링 

슈바르츠의 새로운 예배를 위한 교회 계획의 시발점286은 과르디니와의 긴

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초기의 작업, 슐로스 로덴펠스 성을 리모델링한 채플

(Burg Rothenfels Chapel, 1926~)에서 살펴볼 수 있다.287 닫힌 원(혹은 끝이 

열려 있다고 볼 수도 있는)으로서 만들어진 이 교회의 예전적 배열을 살펴보면 

회중은 중앙의 제단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으며. 제단의 신부는 이 회중을 향

해 돌아선 식탁을 바라보며 서 있다. 288  키에크헤퍼(Richard Kieckhefer, 

1946~)289는 이 슈바르츠와 과르디니의 새로운 시설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이전에는 고딕 리바이벌의 제단, 천막 뒤의 피에타 상과 중심의 아일을 나누

는 전통적인 교회의 의자를 가진 예배당이 있어왔다. 이 모든 것은 제거되었다. 

슈바르츠와 과르디니가 제시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다. 좌석은 단순하며 이동할 

수 있어서 그 배치를 여러가지(말 발굽 모양으로 할 수도 있는)로 바꿀 수 있는 

스툴이 되었고, 제단 역시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되었다. 벽은 순수한 하얀색

으로 칠해졌다. 초점은 완전히 신도들과 사제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은 분리 없

이, 함께하는 예배를 위한 모임을 형성하였다.”290 

                                             

286 Wolfgang Jean Stock and Photo by Klaus Kinold, op.cit, 2018, p.45. 아쉽게도 그의 작업에서 7

가지 계획안이 직접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어둠의 성배’, 혹은 ‘신성한 드리움’(cast)에 해당하는 <Heilig 

Kreuz>(1953~57)이 유일하다. 이는 당시 그의 실제적 상황에서 이상적인 계획을 받아줄 수 있는 인물들

이 적었다는 사실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현된 교회의 안은 새롭게 세워진 교구의 

신부들이 슈바르츠의 계획안에 매료되어 ‘Sacred Cast’의 파라볼라 형으로 지어달라는 요구에 의한 것이

라고 한다.  

287 전창희, op.cit, pp.364~367 

288 오늘날의 교회 건축은 이러한 배경의 설정에 익숙하다. 하지만, 슈바르츠가 이 교회를 설계한 시점이 

1920년대라는 점과 동시대의 오귀스트 페레의 성당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무엇보다, 

예전 운동을 통한 <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합의가 곧 오늘날의 익숙함의 원인이 된다. 

289 노스웨스턴 대학의 교수, 종교 역사, 교회 건축, 중세주의 등을 중심으로 다루는 저술로 유명. 

290 Richard Kieckhefer, op.cit,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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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Rudolf Schwarz, <Burg Rothenfels Chapel>, Bavaria, Germany,  

(Source: rearranged from http://elarafritzenwalden.tumblr.com/post/ 

152657676851/conversion -of-the-chapel-and-great-hall-at-burg and unknown) 

슈바르츠와 과르디니의 새로운 시설의 제안은 곧 새로운 시 의 행위들을 위

한, 예배의 이야기를 위한 조율로서의 배경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들의 독특한 

예배 분위기의 제안은 초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일반적이며 

익숙한 것이 되었다. 이들의 제안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291를 통해 받아들여

지게 된 것이다.292 이러한 변화의 씨앗은 오늘날 성당 건축이 다양한 평면과 형

태를 통한 분위기들을 가지도록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시설이 응당 가져야 할 

의미로서의 배경을, 성당의 이러저러한 분위기들을 갱신한 것이다.293 

                                             

291 1961년 시작되어 65년에 폐회된 카톨릭 교회의 공의회, 이 공의회를 통하여 카톨릭은 자신의 교회와 

예배의 현대화를 꾀하였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292 전창희, op.cit, p.365. 또한, 이때 슈바르츠의 첫 번째 원형은 공인된 예배 건축의 디자인이 된다. 

293 김문수, <[교회건축을 말한다](13)제4화 한국 교회건축의 오늘-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교회건축>, 가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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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이야기로서의 시설과 그 분위기 

 

 

 

 

4.4.1. 은유가 작동하는 여러 장소들과 이야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에서 은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는 여러 곳에 

있다. 위의 구분처럼 개념, 오브제, 이야기 만이 은유가 발생하는 장소의 전부

는 아닐 것이나, 위의 구분은 은유가 1)거 한 개념적 차원에서 하나의 기치처

럼 작용하는 것인지, 2)형상의 차원에서 특정한 이미지와 이미지를 연결 짓는 

것을 통한 수용이나 이해를 위한 것인지, 3)이야기를 그리며 동시에 그 이야기 

자체가 됨으로 과거의 의미와 새로운 의미 사이를 매개하는 발견적인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곧, 은유는 그 발생의 장소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가지

고 있는 것이다. 

개념이라는 상위의 범주에서 작동하는 은유를 이데올로기적인 경구 같은 것

으로 제쳐두더라도, 우리에게는 형상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은유와 이야기-행위

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은유 두 가지가 남는다. 이를 명확하게 가르는 것은 무모

한 일이겠으나, 그 둘의 차이를 살펴보면, 형상적인 은유는 시간 속의 신체를 

담는 이야기라기 보다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이미지들, 상징들 사이의 은유이

                                                                                                         

릭평화신문 기획특집, 2012.07.01, 검색일자 2018.10.29,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fid=1455&cat=6570&gotoPage=3&cid

=418735&path=201206,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영향은 전세계 성당 건축 전반의 변화를 이끌었다. 

한국의 마산교구 양덕성당(김수근, 공간건축) 역시도 이러한 공의회의 합의 이후에 둘러쌈의 평면을 보여주

는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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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은유는 이미 익숙한 바에 기 어 의미들 간의 전의를 수행한다. 르 

코르뷔제의 롱샹 성당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미 

익숙한 바 아는 것을 통하여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스티븐 홀이 

깃털과 돌을 통해 자신의 건물을 개념화하는 것 또한 물질에 해서 이미 아는 

바의 성질을 통해 자신의 건물이 가져야 하는 성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는 이미 익숙한 의미들 사이의 놀이인 ‘죽은 은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반면, 이야기의 은유는 ‘살아 있는’ 이야기를 상상하는 일로부터 시작되기에 

가장 기저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이야기 자체가 본디 

신체화된 정서를 가장 구체적인 양상으로 매개하고 있기에 페레즈-고메즈가 말

하는 분위기를 생성하는 은유적 모델, ‘소통 가능한 배경’(communicative 

setting)으로서의 건축을 만들어내는 이상적인 수단(vehicle)으로 작동할 수 있

다. 이 이야기로부터 끌어올려진 은유는 시간 속의 삶을 반영한다. 곧, 형상이 

그 형상 자체를 향해 있는 반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로부터 끌어올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본 이야기의 은유는 형태나 재료의 물성과 같이 건축적으로 환

원된 것들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건축을 발생시키는 이야기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이 건축이 품고 있는 이야기는 다름 아닌 그 건축이 품는 ‘초점 행

위’일 것이다. 우리는 이를 ‘시설’이라는 유형의 범주를 통해서 이미 구조화된 

것으로 갖고 있다. 곧, 건축에서의 ‘이야기의 은유’는 ‘시설’이라는 이야기의 응

축을 향해서 주어지는 은유이며, 이를 통해 기념비, 사창가, 교회, 학교와 같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을 향해서 분위기는 은유적으로 상상된다. 

 

4.4.2. 이야기의 의미: 분위기와 이야기의 사이  

이야기 모방으로서의 건축은 우리의 문명 사회 곳곳에서 인지적 상관물로서 

존재한다. 흔히, 이야기의 모방으로서 상상된 건축은 과거에 한 기억, 기념할 

만한 사건의 기록으로서 제시되는 ‘기념비’라는 유형으로 이해된다. 역사적으로 

발생한 특정한 사건에 한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은유의 의미는 그만큼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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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나 공동체의 특정한 것을 재해석하는 이야기 쓰기이다.  

이 역사적 이야기의 모방이 전달하는 정서적 공간은 은유적으로 전달될 수밖

에 없다. 그것은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건축이라는 수단을 매개로 하

여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건축은 본질적으로 그 사건 자체가 될 수 

없으며 단지 그 사건의 느낌을 재현을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앞선 페

레즈-고메즈의 사례가 그러하듯이 그 장소가 담고 있는 이야기를 건축을 통해 

의미로서 전달하는 것이다. 이때의 건축은 은유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얻어진 

‘은유 자체’가 된다. 이 이야기를 통해 구체화되는 건축의 의미야 말로 페레즈-

고메즈의 이해와 분위기 이해의 일반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3.4에서 살펴보았듯, 뵈메는 건축이 그 자체로 은유가 되는 지점을 비판했다. 

건축이 발현하는 ‘나가-섬’의 성질은 그 자체로 있을 뿐, 다른 기표로서 싸질 

수 없는 것이다. 뵈메의 주장은 건축 자체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분위기는 건축 그 자체로서 얻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본 분위기는 그것의 

선반성적인 성질이 일궈내는 신체감에 직접 작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곧 우리의 

신체는 감각하는 신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야기 모방의 건축은 ‘분위기’

를 만드는 것일 수 없는가? 이야기의 건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윤동주 문학관>은 수도 가압장을 기념관으로 만든 사례이다. 이때 이 가압장

은 그 자체가 은유로서 역사 이야기를 재현하는 장치(vehicle) 역할을 한다. 우

리가 분위기를 건축에서의 정서적인 의미를 만드는 것이라고 넓게 해석할 경우, 

이 가압장은 윤동주의 비극적인 삶을 드러냄으로 우리에게 특정한 의미의 정서

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분위기를 형태와 재료

로 구축되는 무 를 만드는 것 정도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공

간이 가지는 형식적인 요소들일 것이다. 그리고 이 성질은 마치 무 의 연출이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신체를 가진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공동성을 가지고 유

사하게 느껴지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윤동주 문학관>의 가압장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질적 요소들은 ‘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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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움, 작은 빛이 들어옴, 시간의 때가 묻음’과 같은 것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형태적이며 물리적인 속성, ‘분위기를 만드는 요소’들이기에 정서적 

의미에서는 한계를 가진다. 우리는 단지 신체가 아닌 마음-신체로서 구성되며 

인간의 마음-신체는 언어적 상상력과 그 퇴적으로서의 이야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동일한 가압장이 윤동주 문학관을 만들기 위한 이야기, 윤

동주의 이야기가 아닌 어느 한 기독교 공동체가 작은 경당을 만들기 위한 공간

을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면, 이 공간이 과연 여전히 ‘답답한 감옥’의 공

간일까? 오히려 공간은 다른 정서를 품게 될지도 모른다. 이 공간의 좁고 답답

한 울림은 신과 나의 직접적인 만남을 위한 경건함의 공간일 수 있고, 더 나아

가서는 장 함과는 다른 종류의 내 한 신성함을 품는 공간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Table 3. <윤동주 문학관>에서 특정한 분위기를 드러내는 이야기(frame)의 작동 

우리가 건축의 정서적 의미를 신체감의 요소들을 통해서 서술하고자 한다면, 

이해의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 역사 이야기 모방의 사례를 통해서 본 건축

의 정서적 의미가 은유-이야기와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은 ‘미판단이 아닌 종류

의 공간 속에서의 정서적인 체험’이 단지 신체와 상 사이의 ‘나가-섬’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증거한다. 곧, 우리들은 단지 원형적인 신체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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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들 만을 공감하는 것이 아니다. 차갑고 따뜻한 성질들의 경험이 공감각적이고 

이것이 재료의 본래적인 속성이라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특정한 정서적 

의미로 전환하는 것은 마치 은유가 틀(frame)과 초점(focus)를 통해서 이해되

는 것처럼 이야기라는 지평(horizon)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단지 관습적인 의미라 언제든지 변화될 것으로서 여겨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

의 의미는 그저 떠다니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몸 안으로 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이해에는 주체가 단지 신체만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다. 곧, 주체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는 단지 그 신체만이 아니다. 수많은 신체들이 도시라는 

인지적 상관물들을 쌓아 올리며 구축한 그 사회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언어들

이 구축하고 있는 ‘사랑은 전쟁’과 같은 ‘체화된 은유들’ 역시 우리(혹은 한 공

동체)의 본질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분위기를 구축하는 일은 은유적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 사회가 공유하는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일

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4.4.3. 이야기 쓰기의 의미: 행위를 그리는 이야기와 그 분위기 

알베르토 페레즈-고메즈에게 이야기를 쓰는 상상력은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가 제시하는 언어적 이야기 쓰기의 상상력을 보여준 건축가의 표적 

예는 18세기 프랑스의 ‘이상적 건축가(visionary architect)’라고 불리는 클로드 

니콜라 르두(Claude Nicolas Ledoux, 1736~1806)이다. 그에 따르면 르두의 

유토피아 작업은 단지 도상적인 그림들만이 아닌 시적인(운문적인) 언어와의 결

합으로 이뤄져 있다.294 

                                             

294 Jean-Claude Lemagny, <Visionary architect: Boullée, Ledoux, Lequeu>, Houston: Gulf Print, 

1968, p.67. “Ledoux’s wordy, disordered, often empty commentaries on his work are dismaying 

to his admirers. Yet, the text radiates his enthusiasm, a quality that can draw the reader on until 

he comes to some few lucid, and at times prophetic pa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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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두의 언어는 장소가 되는 건물의 형태 자체가 아닌 상황에 한 묘사를 

한다. 구상된 건축물은 텍스트와 이미지의 병치로서 드러난다.”295 

르두의 저서 <L’Architecture considérée sous le rapport de l’art, des 

mœurs et de la législation.>296(1804)에서 그의 건축에 한 이론은 시적인 

이야기(내러티브)로서 쇼를 묘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297  그리고 이때 쇼라는 

도시는 그 안에 묘사된 이상적 시설들로서 그려진다. 

  

Figure 32. Claude Nicolas Ledoux, Oikema(쾌락의 집), 1780, 

 in Ledoux <L’ architecture-> 

페레즈-고메즈는 쇼의 시설들 중 가장 두드러지는 상상력을 담고 있는 ‘부패

의 작업장(workshop of corruption)’인 ‘오이케마’(Oikema)를 들어 상황의 서

술을 강조한다. 이는 건축을 향해 말로 쓰여진 허구(architectural fiction)이다. 

오이케마는 르두의 이상적 도시 계획안에 포함된 공공의 시설, 그 중에서도 ‘혈

기왕성 하며 믿음 없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야기된 시설이다. 단순히 보기에 

오이케마는 ‘부패의 작업장’을 은유하기 위해 ‘음경’의 모양을 평면 속에 미묘하

게 숨겨둔 건축가의 장난처럼 보인다. 따라서, 그저 형태적인 은유에 그치고 있

                                             

295 Alberto Perez-Gomez, 2016, op.cit, p.206 

296 번역하자면 <예술, 관습 그리고 법제와의 연관 속에서 고려된 건축>이다. 영역으로는 Elizabeth Holt의 

책에 따르면 <Architecture considered in relation to art, mores and legislation>로 번역된다. 

297 Alberto Perez-Gomez, 2016, op.cit,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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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듯 보인다. 하지만, 실상 이 시설로서의 오이케마는 글로서 주어진다.298 우

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건축이 그려지기 이전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상상력

이 사실 이 ‘시설’을 그 평면과 입면 단면보다 더 잘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Figure 33. Claude Nicolas Ledoux, Oikema,1780, in Ledoux <L’ architecture-> 

르두의 오이케마에 한 서술은 루소의 <에 >에 등장하는 청년기의 에 에

게 성적인 욕망을 다루는 법을 그만의 자연관을 통해 교육하는 것과 동일한 이

야기를 취한다. 르두는 이 성적 욕망으로 가득 찬 시설을 그곳에 방문하는 방문

객과 그 속의 정서를 공간의 배경, 분위기로서 서술한다.299 건물이 놓인 자연에

서 시작하여, 은 하고 신비스러운 건물의 어두운 내부, 지하, 목욕, 식사, 그리

고 어두운 벽을 지나 쾌락의 끝에서 마주하게 되는 풍만함의 공간은 그에 의해 

굉장히 매혹적인 소설적 언어로서 그려진다. 주인공인 젊은이는 이 공간의 유혹

에 빠져 계속해서 부패를 생산하는 이가 된다. 르두는 이 젊은이의 시설에 한 

경험을 단지 한 건축 안의 경험으로 다루지 않고 일상적인 경험으로 다룬다. 오

이케마는 주인공에 의해 다시 찾아지며 점차 더 부패한, 더 이상의 매혹적인 유

                                             

298 Paul Holmquist, <“More Powerful than Love”: Imagination and Language in the Oikéma of 

Claude-Nicolas Ledoux > in <Chora 7 : Intervals in the Philosophy of Architecture>, Edited by 

Alberto Perez-Gomez and Stephen Parcell, MQUP, 2016, p.96 

299 Ibid, pp.98~99. “The “nature” or program of the Oikema emerges from the narrative as a 

tacit “plot” in which the sequence of actions, events, and experiences of the patron cohere, and 

for which the “character” or expressive qualities of architecture provide different atmosp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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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노골적인 포르노로 다가온다. 이 파괴적인 유흥의 끝

에서 오이케마는 결국 모두 덕이 없는 허망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곧, 에

과 같이 스스로 깨닫게 된다. 이 덕 없음을 알게 됨으로 그는 자신의 잘못을 돌

이키고, 덕이 있는 사랑인, 제도화된 욕망, 결혼에 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 루

소가 에 에게 상상의 언어로 자극하는 사랑에 한 교육처럼, 오이케마는 청년

의 욕망을 강제하지 않고 그저 풀어 둔다. 그리고 건축을 통해, 시설을 통해, 

그것을 말하는 시적 언어의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 그들을 교육하는 이야기로 

쓰여진다.300 이때, 분위기는 청소년을 교육하는 이야기를 상상하는 것 속에서, 

매혹이거나 방탕함을 담는 시설을 그리기 위하여 주어진다.  

르두의 유토피아가 새로운 시설을 이야기로서 상상하는 것처럼, 본 논문을 통

해 우리가 살펴본 슈바르츠가 보여주는 새로운 분위기의 형성 역시 선재하는 

이야기(Pre-Narrative)의 해석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Narrative)를 쓰는 일로

부터 비롯된다. 이에 슈바르츠는 7개의 교회를 그리며 각각에 한 은유적 상상

력으로 가득한 이야기로서 그 안의 분위기(atmosphere: Sacred Inwardness)

들을 그려낸다. ‘고리의 교회’라는 은유는 작은 예배를 향한 둘러싸는 내 한 고

리라는 상상력으로부터, ‘길의 교회’는 전도사나 수사라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자들의 군 와 같이 나가서는 자세를 향한 상상력으로서 제시된다. 이러한 은유

적 상상력은 원형의 둘러싸는 성질을 교회의 공간으로, 끊임없이 이어진 길의 

성질을 예배의 공간으로 전이하며 교회라는 시설을 위한 다른 분위기를 그리게 

한다. 그 후에야 그에 따르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체감의 요소

(atmospheric quality: enclaved, cave-like, dark . . .)를 고민한다. 

이처럼 이야기로부터의 은유는 형상이나 이미지의 측면에서 작용한다기보다

는 신체가 표정 짓는 ‘행위’나 ‘상황’으로부터 작용한다. 고리는 단지 고리로 읽

                                             

300 Ibid, p.113. “In Emile, figurative language engages the imagination and guides the 

experience of desire. The Oikema, as an architectural fiction, does the same through its poetic 

nar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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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는 것이 아니며, 둘러 앉는 상황을 만드는 분위기로, 길은 단지 길이라는 이

미지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행진하는 군  속에 있는 것과 같은 분위

기를 그리는 것으로 읽힌다. 이러한 은유는 단지 형상과 그 형상의 감각적 속성, 

형태적 속성이 아닌 그 형상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 

 

Table 4. 슈바르츠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이야기의 상상력과 분위기의 관계도 

허구 이야기(미메시스2)를 쓰는 일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이야기(둘러앉아 

화를 나누는, 군 의 일원으로서 행진하는)들을 미메시스1301으로 가진다. 이

때 허구는 ‘이미 고착된, 파악된, 현존하는 형식 구조를 새롭게 바꾸고, 바뀐 형

식 구조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캐낸다.302 허구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은유는 

모방을 통해 새로운 삶의 형식, 새로운 행위를 드러냄으로 변화된 삶의 양상을 

직접 그린다. 건축을 이야기로서 그리는 상상력은 르두가 ‘부패의 공장’을 그리

듯이, 슈바르츠가 ‘교회’를 다시 그리듯이, 실상 시설을 그리는 상상력이다. 분

위기는 이 시설이 요구하는 행위들에 한 조율(attunement)로서 은유적으로 

                                             

301 그 안에는 당연히 한 집단에 내재된 ‘역사 이야기’ 역시 포함된다. 

302 정기철, op.cit,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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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된다. 

이처럼 건축이라는 과정 안에서 이야기 쓰기의 상상력은 그 자체로부터 건축

을, 더 정확하게는 물리적이며 공간적인 건축물 자체를 넘어선 ‘시설’을 다시 

혹은 새로 그려낸다. 곧, 이야기의 상상력은 건축의 목적이 되는 행위를 그리는 

상상력이다. 좀 더 상세하게 말하자면, 이 행위를 그리는 상상력은 우리가 사회

적으로 합의된 행위들을 담는 ‘시설’이라는 범주의 상상력에 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되돌아보면 슈바르츠의 은유적 상상력은 1)예배라는 이야기를 담는 2)

교회라는 시설을 향한 3)분위기를 만든다. 슈바르츠와 르두는 단지 공간을 먼저 

그리지 않고 그 공간이 담아야 하는 이야기를 먼저 봄으로 그것이 담아야 할 

신체적 의미들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바라본 건축에서의 이야기 쓰기는 공간 경험의 내러티브를 

그리는 것이 아니다. 흔히, 우리는 행위를 시간 속에서 그리는 이야기-내러티브

를 건축x시간으로 바라보고 이를 익숙한 개념인 ‘건축적 내러티브’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간을 움직임에 따라 열렸다가 닫히는 건축적 내러티브가 상정하

는 행위는 신체를 감상하는 기계로서 바라보며 구슬을 떨어뜨리는 장난감처럼 

공간을 만드는 것에 그친다. 반면 르두가 그리는 이야기(narrative)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을 제도로서 다스리기 위한 과정을 유토피아라는 형식 속의 시설

을 통해 그리는 것이고, 슈바르츠가 그리는(그렇게 그려내기 위해 다시 살피는-

해석하는) 이야기는 예배라는 인간의 행위를 다시 그리는 ‘예전 운동’을 말하며, 

이를 통해 ‘교회’의 공간이 담아야 할 정서적 배경을 다시 그린다. 이 다시 쓰

여진 혹은 새롭게 해석된 이야기는 공간 경험의 신체 이전의 삶의 신체(상황 속

에 놓인 신체)를 향해서 주어지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끌어올려진 은유는 한 

공동체가 품는 체화된 의미 자체이다. 다시 말해, 공간 내러티브가 형식적인 움

직임으로 공간적 의미를 찾는다면, 은유를 발생시키는 내러티브는 우리의 삶이 

구축하고 있는 체화된 의미들로부터 나와 그 의미들을 향해 주어지는 건축의 

형식적 언어인 ‘공간’ 이전의 언어들 사이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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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야기로부터의 분위기 
 

 

5.1. 감각과 이야기의 분위기 

5.2. 감각의 분위기에서 시설의 분위기로 

5.3. 건축의 해석학적 순환과 분위기 

 

 

5.1. 감각과 이야기의 분위기 

5.1.1. 감각의 분위기, 이야기의 분위기 

2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분위기’는 어느 정도의 공통된 기반 속에서 각기 

다른 이해들을 통한 실천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고를 위한 개념

이다. 이 분위기에 한 가장 일반적인 이해는 근 적이며 과학적인 사고관을 

탈피하여 풍부한 정서적인 의미를 가진, 우리의 지각에 해 설명하는 개념이라

는 점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로 분위기를 정의한다면, 분위기는 ‘우리를 둘러싸

는 공간적 정서’, ‘Tempered Space’, 혹은 ‘Spatialized Emotion’ 정도로 정

의할 수 있겠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뚜렷한 차이는 이 분위기의 속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곧 2장에서 살펴본 바, 분위기를 ‘선반성적인 것이며, 감각으로부터 

느껴지는 것, 상이 밖으로 나가서며 존재하는 것, 주지적인 시선이 아닌 주변

적인 것, 따라서 촉각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분위기를 통한 

건축적 사고는 재료가 아닌 ‘재료의 나가-섬’을 고려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표

현의 문제가 고려돼야 하며, 그것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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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가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선다. 이 관점에서 건축가는 ‘어떻게 드러나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건축의 ‘연출’ 혹은 ‘전시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수

단(빛, 소리, 색, 재료. 촉각성 등)의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 

반면에, 분위기를 ‘정서적인 조율’(attunement), ‘의미를 전달하는 배

경’(communicative setting)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때 분위기

는 장소에 관한 이야기적 의미, 그 시 적 배경이 전달하는 특수한 의미들을 발

생시키는 원천으로 여겨진다. 이때의 분위기는 언어적 상상력과 그 기저의 이야

기로 구성된 배경을 주목하며 이를 통해 은유적인 의미를 발생시키는 것과 구

분되지 않으며, 특정한 정서적 의미들을 발생시키는 분위기를 지나온 건축 작업

의 연장으로 이해한다.  

이 두 관점들에서 전자는 언어적 상상력인 은유를 거부하는데, 이는 건축이 

그 자체로 ‘기의’이기에 기표들 간의 상상력인 은유가 건축 자체가 될 수는 없

다는 것을 전제한다. 반면, 후자는 언어에 한 ‘기표와 기의’라는 작위적 관계

를 거부하고, 언어 그 자체가 신체로부터 불러일으켜지는 의미라고 상정한다. 

이를 통해, 언어, 그 중에서도 시적 언어와 그 기저의 언어적 상상력인 은유는 

반성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닌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이뤄지는 선반성적인 것

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화된 은유’는 우리의 언어적 개념화와 신체

화된 의미가 긴 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살아있는 은유’는 이 

의미가 세계와 떨어진 기표들의 짝 맞추기가 아닌 하나의 이야기를 새롭게 만

듦으로 다시 세계를 다른 관점에서 지시하는 것임을 알려준다. 

 

5.1.2. 감각하는 신체, 이야기하는 신체 

이 분위기(혹은 이제 분위기가 아닌 것이어야 하는 것)에 한 다른 이해의 

기저에는 신체에 한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가 있다. 20세기의 철학적 담론에 

의해 이성의 세계로 되돌아온 ‘신체를 감각하는 신체로서 이해하는 측면’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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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며 얘기하는 신체로 이해하는 측면’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이러한 신체에 

한 다른 이해가 ‘감각으로부터의 분위기’와 ‘이야기로부터의 분위기’를 구분 

짓는다. 우리가 분위기를 만드는 감각에 주목하는 것이 신체와 상의 사이에 

존재하는 감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면, 분위기를 만드는 배경이 되는 은유-이야

기에 주목하는 것은 신체 혹은 주체들 사이에 상호적으로 공유된 감각을 이해

하는 일이다.  

감각으로서 이해된 분위기는 앞서 살핀 스티븐 홀의 시적 이미지의 은유와 

같이 1차원적인 감각적 속성으로 세계를 이해하게끔 한다. 곧 부드럽거나 거칠

거나, 밝거나 어둡거나 하는 속성들이 건축에 이입되며, 그 속성을 설명하는 언

어로서 서술될 뿐인 것이다. 이러한 속성들을 경험하는 신체는 우리의 공통된 

기반이며 거부할 수 없는, 마치 음악적 경험이 공통의 언어라고 하듯, 공통된 

의미를 요구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물과 환경에 실체로서 존재하는 

신체는 상호주관성의 기반이 된다.  

반면, 이야기로서 이해된 분위기는 감각적 속성 배후의 측면들을 파고들게 만

드는 것이다. 곧, 이미 이야기로서 구축된 바를 바탕으로 이해된 정서적인 언어

들이 분위기를 떠오르게 한다. 이때 선반성적인 지각은 단지 신체가 경험하는 1

차적 성질 만이 아닌 그 신체가 태어나 몸으로 익혀온 이야기들, ‘체화된 은유’

들로서 구성된다. 이렇게 바라본 신체는, 단지 추상적인 것이 아닌 그 자체로 이

미, ‘체화된 이야기’303 속에서 포착되어야 올바로 이해될 수 있다. 감각적 이미지

로서 포착되는 것은 일견 심원한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종종 지나

치게 피상적이거나, 지나치게 얕은 이해만을 담는다. 신체는 피로의 사회 속에

서 쉬고 싶은 본능으로, 자신의 삶을 위해 공부하고 싶은 본능으로, 누구의 이

                                             

303 Richard Menary, <Embodied Narratives>, Journal of Consciousness Studies, 15, No.6, 2008, 

p.75. “The unity of self is anchored in our embodiment – our experiences are embodied ones. 

(중략) Our embodied experiences, perceptions and actions are all prior to the narrative sense of 

self, indeed our narratives are structured by the sequence of embodied experiences.” 실로, 우리

의 이야기를 구축하는 것은 신체화된 경험들이지 단순히 추상적인 의미들의 연속이 아니다. 이야기 자체가 

이미 체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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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를 듣고 싶은 본능으로 움직이며 분위기는 이것들을 향해서 주어진 적절한 

조율이다. 그렇기에 느낌은 이야기 속에서 제시될 때에만 참으로 구체적인 개인

들의 실존이 된다. 또한, 이때의 개인의 실존은 곧 발화됨, 이야기로 말해짐으

로 모두의 것이 된다.304 당연히, 그 이야기로부터의 발화 자체인 은유 역시, 사

고가 한 개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게 만드는 조건이 된다. 왜냐하면 은유-이야기

는 그 자체로 발화이며, 발화는 그 자체로 타자를 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성

민은 이에 다음과 같이 은유의 매체성을 강조한다. “인간의 사고가 한 개인에 

머물지 않고 타자와 소통될 수 있다는 것은 ‘은유’ 역시 개인적 심리와 인지 능

력의 차원에 머물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유’가 곧 인간의 

사고 능력이자 원리라면, 인간의 소통은 ‘은유’ 작용의 ‘공유’를 통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305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의 은유’에서 보여지는 사례들은 분위기가 이야기

를 기저에 둔 은유적 구조를 통해 구체성을 가지고 드러남을 알려준다. 이 관점

에서 선반성적인 영역은 ‘신체감’ 뿐만 아니라 그 ‘신체감’이 구성해왔던 ‘이야

기’들 역시 포함하는 것이다. 곧, 우리가 자라며 습득하는 행위와 그 안의 정서

를 모방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우리 밖의 것이 아니라, 실상 우리가 우리의 것

으로 받아들이는 주체 자체가 된다. 주체-신체는 단지 ‘감각하는 나’, ‘촉각적으

로 세계를 경험하는 나’이기 이전에 ‘수 많은 이야기들을 체화한 나’이다.  

따라서, 신체는 그가 자라온 배경에 해 특수한 것으로 자라난 신체이지 만

국 공통의 언어만을(차갑고 뜨거운 것 만을 공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약속하는 

유아적 신체가 아니다. 주체-신체는 감각들만 아니라, 담화의 상호성을 통해 함

께 쌓아 올린 감각들인, 이야기들로도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로부

                                             

304 Ibid, p.74. “A narrative assumes an audience, indeed narratives are primarily inter-subjective 

devices that are used to tell stories to others; they are not internal representational states 

inaccessible to consciousness.” 

305 최성민, Ibid,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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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분위기는 (공)감각을 파고드는 것으로부터 사고하지 않고, 구체적인 이야

기와 함께 매개된 것으로서 감각을 사고한다. 이렇게 바라보면, 신체와 신체의 

공감각이 가지고 있다는 느낌들과 관습적 성격들은 우리들의 언어 현상 속에 

매개 되어있는 것이다.306 이제 다시 언어를 바라보면, 언어와 그 언어를 통한 

이야기는 신체와 분리되어 세계 밖에서 세계를 싸매는 포장지와 같은 것이 아

닌 신체 속으로 스며드는 체화된 의미 자체인 것이다. 

 

5.1.3. 다시, 무대 만들기 

‘무  만들기’는 게르노트 뵈메의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관한 생각의 핵심이

다. 실상, 분위기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뵈메이지만, 그 스스

로도 언급했듯이,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설명하

는 것에는 어디까지나 무 를 만드는 사람들, 광고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의 암

묵적인 기술을 예로 드는 것에 그친다. 결국, 그의 설명은 부분 무엇이 분위

기를 경험하는데 영향을 주는지에 한 기술이다. 따라서 그는 ‘분위기’ 자체가 

무엇인가의 지식에 기여를 한다. 반면,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해서는 ‘무  

만들기’의 모호한 신체감의 지식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신체감을 다루

는 영역에서 바라봤을 때 ‘현 의 무 ’를 만드는 ‘어떻게’(how)의 요소인 ‘빛

과 소리’가 중요해지는 것이다.307 이때 분위기라는 개념은 단지 ‘분위기적인 속

성’(atmospheric quality: light, sound and odor… etc)들을 탐구하는 것으로 

충족될 수 있을 것 같은 여지가 생긴다.  

                                             

306 Gernot Böhme, <Urban Atmospheres: Charting New Directions for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in <Architectural Atmospheres>, op.cit, p.50. 뵈메 관습적인 분위기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관습적임은 그저 말로서 지칭되는 것에 그치는 듯 보인다. 시

대에 따라 언제든 바뀌는 것이기에 그러나 그가 주목하는 신체와는 달리 그가 말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길

은 피상적인 느낌들을 다루고 있기에 그 기저의 의미를 파헤침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로부터의 분위기를 다

루지 못한다. 

307 Gernot Böhme, <Aesthetics of Atmospheres>, op.cit,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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뵈메에게 무 를 만드는 일의 이해는 ‘연기에 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일로서 

관람자에게 연극적인 퍼포먼스가 조율되어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다.308 그러나, 

건축가들에게 뵈메가 생각하는 ‘무  만들기’로부터의 결론은 형식주의의 위험

을 안고 있는 것이다. 분위기를 감각적 속성들에 한 기술로서만 바로 보는 것

이 바로 이 위험이다. 그의 관점에서 분위기는 ‘어떻게’(how)를 묻는 것이다. 

309 여기서는 본성을 묻는 질문이 등장할 필요가 없다. 그가 분위기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한 예시로 드는 ‘두 서점의 분위기 경쟁’을 다시 떠올려보면, 오늘날

의 ‘분위기론’이라는 것이 단지 감각적 형식들의 경쟁이거나 단지 상업적인 감

각-스펙타클의 생산으로 치닫는 것이라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 서점들은 ‘서점’이라는 시설에 연결된 이야기들 없이 나무가 주는 따뜻한 느

낌과 철이 주는 날카롭고 서늘한 느낌만을 취할 뿐이다.310 곧, 책을 모아두고, 

미리 읽어봄으로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서점’의 체화된 이야기와 그에 해 

조율된 배경을 그리는 종류의 상상력은 상업성의 ‘감각적 차이 만들기’라는 기

치 앞에서 은폐되고 마는 것이다. 

페레즈-고메즈로부터 그려볼 수 있는 ‘이야기로부터의 분위기’는 무  만들기

를 ‘배경을 만드는 질적 요소’로서 보는 것이 아닌, ‘이야기와 배경’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이를 통해 은유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점에서, ‘허구 이야기’는 상상된 보편성을 발화함으로 밖으로 내놓는다. 슈바

르츠가 교회의 공간을 전통적인 바실리카의 공간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함으로, 

그 일반형과는 다른 은유적 상상력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허구 이야기는 

건축이 이야기를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기본범주’인 시설의 문제를 다시금 그릴 

                                             

308 Ibid, p.30 

309 Gernot Böhme, <The Aesthetics of Atmospheres>, op.cit, p.26. “The aesthetics of 

atmospheres shifts attention away from the “what” something represents, to the “how” 

something is present.” 

310 Ibid, p.142. 그에 의하면 모든 서점의 프로그램들은 현대성 앞에 동질 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

위기는 선택의 대상으로, 새로운 재화의 가치로서 등장하여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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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해준다. 이 허구 이야기 자체가 세계를 향한 하나의 구조적인 은유이며, 

동시에 더 구체성을 띤 은유들 ‘고리의 교회’, ‘학교는 방들’과 같은 은유적 상

상력의 원천이 된다.  

‘어떻게’(how)라는 존재 방식에 한 질문 이전에, 그것이 ‘무엇’(what)인지

에 관한 질문이 은폐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바로 ‘방법의 문제’를 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형식으로만 가능하다. 이때의 무엇이 반드시 플라톤

적 이데아 같은 것이어야 한다면, 그 이데아는 현 성의 망치 앞에 손쉽게 부서

진다. 오히려, ‘무엇을’에 한 답은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맥락 속에서 발견된 것을 통해 해석되는 것이다. 이 해

석된 발화로서의 진리를, 사건으로서의 진리를 참된 의미의 진리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철학적 진리의 모습이어왔다. 조율된 환경으로

서의 분위기를 사고하는 일은, 신체로부터 주어지는 즉각적 감각 속성들에 한 

선택을 미루는 일이다. ‘무엇을 조율할 것인가?’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다. 건

축은 ‘어떤 행위들’을 향해서 주어지고 행위는 감각적 이미지가 아닌 이야기로

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위기를 이야기로부터 생각하는 사고는 ‘무 ’

를 질 높게 만드는 일에 한 관심으로 바로 도달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향

해서 무 가 만들어지는가?’를 따짐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고민하는 절차

를 밟는 일이다. 리쾨르가 하이데거와 자신의 차이를 설명하듯이, 그것은 바로 

존재의 양태를 바로 묻는 것이 아닌, 천천히 절차를 밟음으로 ‘길을 돌아가는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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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감각의 분위기에서 시설의 분위기로 

 

 

 

 

5.2.1. 건축의 ‘기본범주’로서의 시설 

그렇다면, 이야기를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상, 건축의 이야

기는 ‘시설’이라는 범주를 통하여 이미 구축되어 있다. 건축은 이미 우리의 인

지적 상관물로서 우리의 일반 이해, 인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 건축의 범주 속에서 드러나는 ‘시설’이라는 개념은 앞서 살펴본 ‘기본층위 

범주’(basic category)에 부합한다.  

4.1에서 간략하게 기술한 로 ‘기본층위 범주’는 범주 위계 ‘가구-의자-안락

의자’가 있다면 그의 중간 범주를 의미한다. 이 중간 위치의 범주는 인지적 우

월성을 갖는다. 이 기본 층위 개념은 행위들을 가지고 있다. 곧 자동차라고 하

면 자동차를 열고 들어가 앉아 운동한다는 것을 그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반면 우리가 ‘탈 것’ 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포함

하는지가 다소 모호해진다. 따라서 다수의 우리 삶의 개념들은 기본층위의 범

주에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건축’은 이러한 분류에 있어서 상위의 층위에 해당한다. 건축 자체에 해서 

우리는 특정한 이미지를 가지지 못하며, 행위에 의한 구체적인 상호작용의 내용 

역시 가지기 어렵다. 하지만 ‘시설’은 건축에 해서는 하위 층위에 위치하며 

특정한 건축물 자체보다는 상위 층위에 위치한다. 무엇보다 특정한 행위들을 담

는 건축적 형식인 ‘시설’은 상호작용하는 신체의 운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행위의 연속을 포착하는 것이 곧 이야기이다. 이렇게 볼 때, 도서관은 

‘책을 찾으러 가, 서가에서 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집고 빛을 향해서 감으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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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읽는 것’311의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의 프로그램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바라본 시설은 그 자체로 이야기의 묶음이다. 허구 이야기는 이런 이

야기 묶음인 시설을 제안하는 일을 수행한다. 클로드 니콜라 르두의 쇼의 도시 

계획은 실상 그가 상상해낸 이상적 시를 위한 시설들의 그림이다. 슈바르츠는 

자신의 한 평생을 교회라는 시설을 향한 의미의 생성에 쏟아 부었다. 이런 관점

에서 루이스 칸의 ‘시설’에 한 고민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시설의 

허구 이야기를 가장 뚜렷하게 제시하며 건축을 사고하는 일의 가장 첫번째 일

을 이 이야기를 그리는 것으로 보았다. 그가 고민하는 시설은 곧, 이야기와 은

유적 상상력이 작동하는 고민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5.2.2. ‘루이스 칸’의 이야기로서의 시설과 은유 

스탠포드 앤더슨(Stanford Anderson, 1934~2016)은 루이스 칸(Louis I. 

Kahn, 1901~1974)을 다른 종류의 본질주의자라고 말한다. 그는 칸을 들어 

Volume Zero, 곧 ‘0권을 묻는 자’ 임을 강조한다. 그는 칸의 특별함을 비올레

-르-뒥(Eugène Viollet-le-Duc, 1814~1879)과의 비교를 통해 서술한다.312 먼

저, 서술되는 비올레-르-뒥이 그린 카르카손의 성의 그림은(Porte 

Narbonnaise at Carcassonne, France) 그 스스로가 이미 복원을 위한 작업에 

힘써야 하는 만큼, 분명한 참조를 가진 과거의 재현이어야 했다면, 칸의 그림은 

정면이 아닌 성의 한 측면을 부각해서 보여준다.  

                                             

311 김광현, <Le Corbusier와 Louis Kahn 건축의 비교를 통한 ‘시설‘의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ol.17 No.10, 2001, p.136, “한 사람이 책을 들고 빛이 있는 곳으로 간다. 도서관은 그

렇게 시작한다. 그는 50피트나 걸어서 전등이 있는 곳으로 가지는 않는다. 개인용 열람실은 공간질서와 공

간구조의 원초가 되는 니치이다. . . 이 과제란 한 권의 책을 읽으려는 사람에서 시작한다.” (루이스 칸의 

글 ‘공간, 질서, 건축’, Alessandra Latour(1957)의 책 <Louis I. Kahn: Writings, Lectures, 

Interviews>에서 재인용) 

312 Stanford Anderson, <Public Institutions: Louis I. Kahn’s Reading of Volume Zero>, Journal of 

Architectural Education, Vol.49 No.1, 1995,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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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은 성의 정확한 모습을 그리기 보다는 상상 속의 과거인 총안과 탑 위의 

공간을 담는다. 비올레-르-뒥의 관심이 역사서의 제일 첫 장으로서의 1장

(Volume.1)이라면 칸의 관심은 그보다 더 이전의 0장(Volume.0), 곧 “그곳에

서 사람들은 어떻게 싸우고 자신을 방어하고 싶어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

는 것이다.”313 

   

Figure 34. Eugène Viollet-le-Duc & Louis I. Kahn, 카르카손 성의 드로잉 

루이스 칸은 근원을 찾는 것으로 건축을 시작한다고 말한다.314 앞서 등장한 

건축가들이 다양한 이들과 함께 건축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시나리오를 해석

해나간 것처럼, 칸은 공동체의 삶을 담아내는 시설의 근원, 곧 역사의 0장을 상

상하는 것으로 건축을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칸이 말하는 이 0장, 익

숙하기로는 학교의 정신, 도서관의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근본주의자가 말하는 이데아로서의 관념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그

것은 해석학적 진리를 의미한다. 

건축의 ‘1장’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역사적 발견이라면, ‘0장’

은 그보다 이전의 원형적인 것을 묻는 것인데, 이 원형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상

                                             

313 김광현, op.cit, p.131 

314 이는 젱크스와 같이, 그를 단순한 포스트 모던의 건축가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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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 앤더슨은 이에 칸의 작업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는 

진리를 찾고자 한 것이 아니다. 차라리 그는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음으로 우리

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 만한 제안을 찾은 것이다.”315 본 논문의 시선에서 그

의 근원에 한 탐구가 찾은 것은 다름 아닌, 나 혼자가 아닌 ‘우리’의 행위들

을 삶으로서 묶어내는 은유와 이야기이다. 

“여기서 여러분의 계획과 작업들을 볼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거의 부분의 

여러분들이 디자인의 조건이 되는 상황이 준 문제의 해결책으로 시작하는 것도 

보았습니다.”316 

CIAM의 마지막 공식적 모임인 1959년 오텔로에서의 칸의 발표는 0장으로부

터의 상상력에 관한 건축적 생각들을 상당부분 담고 있다. 그가 보기에 그 자리

에 모인 다수의 건축가들은 문제의 해법으로서 좋은 계획들을 보여줬지만, 문

제의 근원, 제 0장을 묻지 않았다. 이에 칸은 도시에 해 근원적으로 물을 때 

그 본질은 ‘시설’에 있다고 말한다.317 따라서, 칸은 도시를 고민하는 것은 ‘사는 

시설’, ‘움직임의 시설’, ‘학교라는 시설’과 같은 것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다.318 

이러한 칸의 시설에 한 고민은 은유적인 상상력으로 말해진다. 먼저, 칸은 

도로(street)를 다시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319  도로는 움직임을 위한 시설, 더 

                                             

315 Stanford Anderson, op.cit, p.21. “He did not find truth, but propositions that he sought to 

make convincing for us-propositions that might win our agreement.” 

316 Louis Kahn, <Louis Kahn essential texts>, edited by Robert Twombly, New York & London: W. 

W. Norton & Company, 2003, p.37, (Talk at the Conclusion of the Otterlo Congress, 1959) 

317 Ibid, p.41. “Every city is made up of institutions. If you were to consider the making of a city 

you would have to consider the organization of the institutions.” 

318 Ibid, p.42 

319 Ibid, p.256, (The Room, the Street, and Human Agreement, 1971), “A city is measured by 

the character of its institutions. The street is one of its first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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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다니고자 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칸은 이 도로의 0장을 다시 생각함으로 

도시의 시설을 갱신한다. 곧 ‘도로는 건물이 되고 싶어한다.’320 도로를 그저 

도로로서 보게 된다면 도로는 그저 도시의 나머지처럼 지어지고 언제나 뜯어서 

고쳐야 할 것으로 드러날 뿐이다. 그러나 도로를 건물로 바라본다면 도로는 한 

편으로는 머무르는 일들의 장소가 되며, 그 아래에서의 편안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가 되며, 실용적으로는 사람과 차 만이 아닌 물과 가스와 같은 도시의 

기반 시설들이 다뤄야할 질서를 공간화한 장소가 된다.321 

칸이 이러한 은유를 하게 되는 기원에는 0장의 이야기에 한 발견, 혹은 깨

달음(realization)에 있다.322 건축가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이야기의 묶음(행위들)에 해 상상한다. 그 행위가 일어나는 본성에 해, 본능

에 해 상상함으로 시설의 0장을 발견-상상한다. 학교에 기원에 한 그의 상

상력은 우리의 공감을 요구하고 있다.  

“나무 아래의 한 남자가 그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을 몇몇의 사람들에게 이야

기하고 있음을 생각해봅시다. 그는 자신이 교사라는 것을 몰랐고, 그의 말을 들

은 사람들도 자신이 학생이나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곳

에 있었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 질서를 아는 사람의 앞에 있는 경험을 좋아했

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주위에는 또 다른 욕구가 

자라났습니다. 당신은 그의 존재에 어떤 욕구에 한 만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자기 자식들도 이 남자에게 보내고 싶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320 ‘Street wants to be a building’, 칸의 시설의 은유는 대부분 그 시설의 원형에 대한 상상력에 기반한

다. 그는 일반적인 도로에 붙어 있는 행위들의 이야기들을 일반적인 건물에 붙어있는 행위들의 이야기들로 

사상함으로, 더 나아가 그것이 오늘날의 대도시의 도로가 본디 취해야 할 것(깨달은 본질)임을 말하기 위해 

‘A가 B가 되길 원한다.’라는 구조의 은유를 취한다. 

321 Ibid, p.39 

322 칸은 종종 ‘깨달음’(realization)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대게 은유적인 문장으로서 이뤄진다. 

“긴 도로는 연속된 방이다.”, “도로는 커뮤니티 방이다.”, “도로는 건물이다.”, “음악당은 악기이다.”, “과학 

연구소는 스튜디오다.” 이 은유적 긴장 속에서 도로는 방이 아니지만, 동시에 방으로서 보이게 된다. 방으

로 드러난 도로는 그저 다니는 곳이 아닌 뭔가 모여 앉을 수 있는 곳으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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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에 한, 이러한 형상, 씨앗, 이 시작에 

한 욕구는 자동으로 생겨났습니다. 이 시작은 “선생”과 “학생”이라고 불리는 것

입니다.”323 

칸의 학교에 한 생각은 곧 학교의 시발점이 어떤 갈망의 발현으로부터 온 

것인가에 한 이야기로부터 출발한다. 모임의 구심점이자 따가운 햇살로부터 

막아주는 그늘이 되는 나무의 아래에, 아직 선생임을 자각하지 않은(제도가 서

기 전의) 말하는 자가 서 있고, 그 주변에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은 사람들

이 모였다. 사람들은 이것에 좋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점차 그 나무의 주

위로 모인다. 이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의 이야기가 학교라는 시설의 ‘0장’, 곧. 

학교라는 주제의 ‘허구 이야기’가 된다. 이때, 칸이 직관한 ‘학교는 곧 방들의 

환경’이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그의 은유 속에서 학교를 방으로 보는 생각

은 ‘학교=복도’가 내재하고 있는 이야기를 ‘학교=방’으로 체하는 것에 있

다.324  

“당신은 모든 복도를 제거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선 모든 복도를 홀

로 바꿀 겁니다. 홀은 학생들의 공간, 그들의 교실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 소

년은 다른 소년에게 “선생님이 뭐라고 하신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 다른 소

년은 듣고 기록합니다. 한 소년이 비슷한 나이의 다른 이에게 배울 때에, 왠지 

                                             

323 Ibid, p.41. “Think of a man under a tree, talking to a few people about a realization he had-a 

teacher. He did not know he was a teacher, and those who listened to him did not consider 

themselves pupils or students. They were just there, and they liked the experience of being in 

the presence of one who had a realization- a sense of order. This is the way it began. But 

around such a man there was a need that also grew. You felt that his existence also had a need 

content. Around him were people who realized that they would like to send their children to this 

man too- that it was nice to know, to realize-the things he realized. So, therefore, a need was 

automatically felt for this thing, for this phenomenon, for this seed, for this beginning, which is 

called “teacher” and “student.” 

324 복도를 방이나 중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그의 건축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생각이다. 그는 복도가 가

지고 있는 행위의 묶음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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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강의가 이해가 됩니다.”325 

모든 복도를 제거한 후 얻게 된 교실들 사이의 방인 홀은, 복도가 만드는 정

서적인 느낌들이 배제했던 것을 복귀시킨다.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가

능하지만, 칸이 그리는 것은 ‘두 학생이 수업이 끝나고 앉아 그 수업의 내용에 

해 묻고 답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배경이다. 곧, 이 두 학생의 긴 한 

화를 위한 공간이 조율되고 그것이 학교를 방으로서 은유할 수 있는 이야기

가 된다. 

이렇게 보면, 칸의 근원을 따져 묻는 상상력이 어떤 형이상학적인 관념어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상황(궁금하여 물어보고 싶

음)에 비롯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시적인 이미지로, 감각적

인 언어로 포착할 수 없는 무  이전의 ‘이야기’로 그려진다. 이러한 칸의 이야

기적 상상력은 단편적인 누군가의 이야기로서만 이해할 수 없다. 그가 그리는 

상상력에서 건축가의 이야기적 상상력이 지닌 역할은 다층적인 가능성을 가지

고 있는 것이다.  

칸은 교회를 새롭게326 바라보는 일에 해 말한다. 앞서 살펴본 루돌프 슈바

르츠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측되는327 에로 사리넨(Eero Saarinen, 1910~1961)

                                             

325 Ibid, p.274. "You would eliminate every corridor, I'm sure, and turn the corridors into halls. 

The halls would be the pupils' spaces that belong to them as the classroom of the students. 

There, the little boy can speak to other little boys and say, "What did teacher say?" The other 

boy listens and records. When the boy gets the lesson from a person of the same age, 

somehow the lesson becomes understandable.” 

326 ‘새롭게’ 혹은 ‘갱신’이라는 말이 과연 칸의 근원을 묻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되는가를 묻는다면, 

실상 칸의 물음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과거에 대한 상상력으로서 새로운 것을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이

다. 곧 칸에게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단지 형태적인 새로움이 아닌 의미 있는 새로움을 얻어내는 길이 

된다. 그것은 단지 작가적 상상력에 근거한 플롯의 구성이 아닌 미메시스1이 그려내는 삶의 이야기들로부

터, 있는 것으로부터 끌어낸 새로운 의미인 ‘은유’인 것이다. 

327 Jennifer Komar Olivarez, <Eero Saarinen shaping the future> in <Churches and Chapels a new 

kind of worship space>, edited by Eeva-Liisa Pelkonen and Donald Albrecht, New Haven and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2006, pp.26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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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M.I.T의 Kresge Chapel>은 그 자체로 보면 예배를 위한 친 함, 내 함의 

공간을 원형과 하늘로부터의 빛을 통해 잘 담아낸 건축이다. 하지만, 칸이 보기

에 이 교회는 그저 그 교회가 가져야 할 즉각적인 요구(immediate calling)에 

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칸은 이 교회에 예배의 공간 밖에 서 있는 주체의 

이야기의 겹을 더한다. 

“만약 내가 건축학과의 학생이고 교수로부터 뭔가 나의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

는 것 같은 좋은 크리틱을 들었다면, 난 정말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를 지나며 윙크할 것입니다. 내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불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나는 체육관을 향해서 윙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 그렇다면, 교회

란 정말로 무엇이란 말입니까?”328 

칸은 스스로를 건축학과의 한 학생으로 놓고 이야기를 상상한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교회는 신앙심의 근원, 뭔가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지향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 아이는 교회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그 신성한 공간을 느끼진 않는다. 아이는 그저 신을 향해 윙크함으로 기쁜 마음

의 감사를 표할 뿐이다. 이 상상을 통해 칸은 <MIT Chapel>의 닫힌 원이 가지

는 한계를 넘어서서 교회의 주변을 그 이야기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그 이

야기 속에서 건물의 form이 혹은 배경(setting)이 그려진다. 이야기가 열어주는 

가능성으로부터 예배당은 안에서 밖까지 그려내는 이야기를 가지게 되고 이것

으로 닫혀 있는 ‘내 함’이 아닌 종류의 도시적 존재감을 가진 교회가 그려진다. 

“이 말은, 교회가 회랑(ambulatory)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

로 당신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곤 회랑은 그 밖의 아

케이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당신은 회랑 안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

어집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당신은 아케이드 

안으로 들어갈 필요마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정원은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328 Louis Kahn, edited by Robert Twombly, op.cit,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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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함으로 당신은 그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329  

이렇게 살펴본 바, 칸이 추구하는 ‘0장’은 리쾨르적인 언어로는 ‘미메미스1’이

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0장’에 한 상상력은 곧 시설의 원형에 한 이

야기가 된다. 그리고 시설의 원형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은유가 

곧 ‘미메시스2’일 것이다. 그리고, 건축가가 제시한 새로운 이야기와 그 무 로

서의 분위기는 공감의 시험 에 오를 것이다. 이때,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우

리는 그것을 ‘죽은 은유’, 혹은 사전화된 것으로 여기고 온전한 도시의 것으로

서 가지게 된다(미메시스3). 물론 칸 스스로의 언어가 매우 복잡하고, 그것들 간

의 개념화가 계속해서 얽히고 있기에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분명하게 받아들일 만한 것은 

도시는 언제나 행위들에 적절한 배경들을 담는 시설에 한 상상력으로서 만들

어가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상상력은 이야기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칸의 본질을 묻는 사고는 은유적 사고의 본질에 닿아 있다. 칸이 정확

하게 주어지지 않은 시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시설의 새로운 형을 찾고자 하

는 것처럼, ‘살아있는 은유’ 역시 발견되지 않은 유사성을 ‘이미 있는 것들’ 속

에서 창조적으로 만들어 감 혹은 발견함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간다. 칸이 

말하길, “배워야 할 영감(inspiration)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해 우

리 안에 아로새겨진 이야기로부터 온다. 그리고선 우리로 하여금 측정할 수 없

는 갈망과 측정할 수 있는 법칙을 아우르는 경이를 발견하도록 촉구한다.”330  

                                             

329 Ibid, p.44 

330 Ibid, p.220. “The Inspiration to learn comes from the story etched in us of how we were 

made; and urges us to discover its wonders which encompass unmeasurable desire and 

measurable law.” (in Space and the Inspiration,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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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시설과 분위기 

행위를 그리는 이야기의 합의-’인간의 동의’(human agreement)331는 시설을 

만든다. 시설은 이 합의된 이야기들을 구체적인 제도를 통해 물질화한다. 각 시

와 도시는 그 삶에 맞는 시설들을 구축해 나가고, 도시는 그 시설들이 서는 

것으로 형성되어 간다.332 이러한 시설 자체는 장소와 시 에 따른, 다른 공동체

들이 공유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에 절 적으로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불변하

는 것은 인간의 갈망이다. 한 시설이 인간의 본성에 잘 맞춰진 것이라면 그것의 

본성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것이 주는 구체적인 배경(setting)은 때에 따라 달라

진다. 여기서 우리는 그 시 의 전형을 살필 수 있다. 도서관이 단지 정보를 담

은 매체를 모아두는 곳에서, 공공의 정보기관으로, 그리고 오늘날에는 사회복지

의 역할까지 하게 된 것을 떠올려보면, 시설은 그 시 마다 요구에 따라 변화하

는 전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주변적이며 공간적인 정서인 분위기는 ‘초점행위’(focal action)에 

한 조율(혹은 적절함, appropriate)로서 주어질 때 그 내용에 부합하는 형식이 

된다. 이를 다시 서술하자면, 분위기는 그 자체로 사고되기 이전에, 건축을 행

동프로그램, 혹은 체화된 이야기로 담는 ‘기본범주’-시설에 해서 주어져야 한

다. 만일, 무목적의 예술적 분위기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미술관’이라는 일종의 

기분조율장치 역할을 하는 ‘시설’이 존재하기에 가능하거나, ‘파빌리온’이라는 

순수 공간 감상의 목적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일상의 차원에서 무목적의 예술적 

분위기는 ‘순간적 감상’이거나 ‘스펙타클을 위한 감각적 유희’에 그친다.  

어떻게 ‘집 같은’, ‘카페 같은’, ‘시장 같은’이라는 단어들이 분위기를 서술하는 

                                             

331 Louis Kahn, edited by Robert Twombly, op.cit, p.257. “New spaces will come only from a 

new sense of human agreements - new agreements which will affirm a promise of life and will 

reveal new availabilities and point to human support for their establishment.” 

332 Ibid,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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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가 될 수 있는가? 만일 여기서 우리가 ‘집 같은’ 분위기를 그저 ‘편안함’으

로 체한다면 분위기는 순식간에 그 체험적 생생함을 잃고 역사 없는 유아적 

신체의 상태 자체만으로 환원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돌프 로스는 단지 ‘불안’하

거나 ‘편안한’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 ‘감옥에서와 같은 불안과 놀라움’, 

‘교회에서 느끼는 신에 한 외경’이라고, ‘정부청사에서 느끼는 국가폭력에 

한 두려움’이라고, ‘묘비 앞에서의 경건함’이라고, ‘집에 왔을 때의 편안함’이라

고, ‘선술집에서의 행복감’이라고 서술하는 것이다.333 공간적인 정서는 체험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시설이라는 범주는 이 뿌리의 가닥들을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범주인 것이다. 

다시 말해, 시설은 어떠한 공간적 질서, 프로그램들의 위계, 그에 적합한 구

조와 같은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기를 요구하듯, 레더배로우가 비판하였던, 그 

이전에 흐릿한 양상으로 주어지는 정서적 배경에 한 인지인 ‘분위기’ 역시 요

구한다.  이 요구는 인간의 본성(혹은 갈망)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전

형적 시 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이야기의 상상력은 

이 이중적 요구에 답한다. 이야기는 인간 본성의 모습으로부터 밖으로 나와 그 

시 를 담는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 

혹은 이야기 쓰기는 새로운 은유들의 원천이 된다.  

이야기의 상상력은 전형을 깨면서도 그 본성을 부수지 않는다. 334  이야기의 

상상력은 완전히 다른 것들을 억지로 짜맞추는 ‘무작위의 은유 기계’와 같이 작

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야기 속에서 유사성을 발견하며 그 의미를 풀어헤친

다. 여기서 은유의 작용이 본질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은유는 이미 아는 것

을 통해 새것을 창조하는 우리의 언어적 상상력의 본령이기 때문이다. 또, 이때

                                             

333 아돌프 로스, op.cit, p.114 

334 Nezih Ayiran, 2012, Ibid, p.5. “Due to that, a design approach based on metaphors has 

recently become pervasive. Such a design approach has a capability of ensuring the 

“reincarnation” of the existing identity without completely rejecting the old identity and 

disintegrating with familiar meanings, experiences or shared codes of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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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은유는 단지 개념과 의미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언어를 체화된 것으로, 개념들을 몸에 해 은유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언

어적 상상력이 그저 기표들 간의 치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은유의 상상력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이야기로부터 끌어올려

져 새로운 세계를 지시하는 발견적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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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건축의 해석학적 순환과 분위기 

 

 

 

 

5.3.1. 건축의 해석학적 순환 

교회는 예배의 이야기를 담을 것을 요구하는 시설이다. 우리는 슈바르츠가 예

배의 이야기를 쓰는 일과 그것의 응축으로서의 은유적 상상력을 통해서 전형적 

신성함을 깨고 다른 신성함을 그리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때 예배 이야기의 원

천은 1)구체적인 신체적 행동들이 우리에게 주는 보편적 정서감(단순 신체감)과 

1’) 우리의 체화된 은유를 구성하는 공유되는 이야기(체화된 이야기의 신체감)에

서 비롯된다. 이를 바탕으로, 2)이야기의 상상력은 우리의 본성들을 다시 재고하

며(마치 1장으로부터 0장을 상상하듯) 새로운 이야기(예배의 변화)를 끌어낸다. 

이 이야기가 시설의 합의를 향해서 제안된 이야기이다. 이는 새로운 ‘초점행위’

들을 낳고 각 행위들은 그에 맞는 3) 분위기, 정서적 배경(sacred inwardness)

을 요구한다. 이 배경, 처음에는 그 행동을 하는 상상된 나에게 흐릿한 양상으

로 드러나지만, 이내 건축가의 눈으로 4)구체적인 무 (ring church)로서 드러

나야 한다. 빛과 그림자가 조율되고, 구조가 설정되며, 우리의 몸에 해서 반

응하는 재료가 선택되어 가공된다. 이 구체적인 무  설정으로부터 분위기가 발

산되어 다시 누군가의 신체로 다가간다. 이때의 신체와 해석된 이야기는 1)의 

보편성을 공유함으로 이해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 신체는 은유적으로 상 자체

를 그저 그 물성 자체로만 보지 않고 더 많이 사념함으로 ‘신성한 것’으로 받아

들인다. 물론, 이 신체의 받아들임은 여러 방향으로 재해석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나름의 ‘의미적 외연의 최댓값’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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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건축에서의 해석학적 의미로서의 분위기 이해도 

해석하는 태도의 건축가는 감각적 속성들을 파헤치기 위해 여러 재료를 시험

하고 몸으로서 느껴보는 일보다 앞선 해석의 과정을 거친다. 그는 건축 안의 내

러티브를 넘어서서 일상세계 전반의 전이해(pre-narrative, mimesis1)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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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으로 삼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신체들의 이야기들을 파헤친다. 이때 그

는 단지 감각하는 신체만을 가지고, 자신의 몸이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들에 빠

지지 않는다. 그보다 그는 바로 그 건축을 짓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체화된 은유

들, 다시 말해 언어로서(종종은 그 사회가 공유하는 이야기로서) 드러나 있는 

바를 파헤친다. 해석학적 태도의 건축가는 이러한 배경 이해를 바탕으로 재해석

된 허구 이야기를 쓴다. 이 이야기 씀으로 건축의 기본범주인 ‘시설’이 그려진

다. 건축 안의 행위가 새로운 시간과 장소로서 그려지는 여지가 발생한다. 여기

서 이 이야기 자체가 ‘살아있는 은유’와 같이 새로운 세계를 지시한다. 이 지시

된 세계는 좀 더 구체적인 은유적 작용을 위한 틀(frame)이 된다. 곧, 우리가 

만나는 구체적인 사물들(palpable entity) 혹은 개체들 혹은 개체들이 구성됨으

로 완성되는 무 (stage setting)와 함께 긴장을 구성하며 상호작용함으로 체화

된 의미(분위기)를 구축한다. 

이 과정을 통해 분위기는 단지 감각 자체를 상상하는 개념이 아닌, 이야기로

부터의 상상력이 된다. 개체들로부터의 ‘나가-섬’은 우리 몸의 본질적인 은유적 

작용과 함께 또 살아있는 은유로서 작용하는 새롭게 쓰여진 이야기와 함께 새

로운 정서적인 의미(분위기)들을 부여 받는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자 수용체인 

몸은 새롭게 해석된 행위와 그에 맞춰진 분위기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한다. 이때 

몸의 받아들임, 혹은 몸들의 구성체인 사회의 받아들임은 또 다른 선이해, 선조

건으로 수렴한다. 곧, 어떠한 행위에 적합한 ‘분위기’라는 전형이 다시금 발생한

다. 이 전형은 다시금 새로운 ‘허구 이야기’가 구성되고 시설의 행위들을 갱신

함에 따라 다시 다른 분위기를 요구한다. 은유적 상상력은 다시금 우리의 신체-

정서적 작용을 갱신한다. 

이 순환의 과정은 다름아닌 인식적 발전의 과정이다. 건축이 만드는 지각적 

작용과 그 안의 행위 사이의 조응을 다루는 ‘이야기로부터의 분위기’를 만드는 

순환은 결국 한 행위와 그 행위에 한 분위기의 전형을 계속해서 만들고 헤집

어가며, 배경의 ‘적절함’에 한 인식을 발전시켜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도시는 

더 다양하거나 발전된 종류의 ‘적절함’을 발견해가며 여러 행위들에 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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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건들을 가꿔 나간다. 

이제, 분위기 혹은 ‘분위기적 사고’가 건축을 사고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치에 놓여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앞서 레더배로우는 분위기가 구

체적인 것들에 한 고민을 가린다고 하였다. 새롭게 그려진 도식에서 분위기에 

바로 도달하는 상상력이 가리는 것은 단지 그 뿐만이 아니다. 실상, 분위기에 

바로 도달하기 위해 감각적 수단을 고민하는 것으로 바로 치닫는 논지가 가리

는 것은 ‘이야기 속의 신체’이다.  

 

5.3.2. 해석하는 태도 

분위기는 분명 우리의 신체가 세계에 놓임으로 느끼는 (하이데거의 개념을 따

른다면) ‘기분’ 혹은 ‘정황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현상이다. 뵈메의 이해를 따르

자면, 분위기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의 사회-정치적 지각의 체험이 받아들여지

는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분위기는 신체감을 통해 상 자체의 본질을 직관

하기보다는 상이 ‘밖으로 나와 있는 속성’을 느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는 상을 ‘온화한 것’, ‘으스스한 것’, ‘신성한 것’ 등으로 지각한다. 그러한 분

위기를 만든다는 생각은 오늘날의 환경을 만드는 건축가들에게 피할 수 없는 

고민이 될 것이다. 

그러나, 흔히 분위기를 감각적 속성, 특히 촉각적이거나 흐릿한 안개와 같은 

질적 속성을 들어 설명하는 것에는 분위기를 발견할 능력이 없다. 그것은 단지 

설명하는 것에 그칠 뿐이다. 오히려 분위기는 감각적 속성이 정서, 우리의 마음

으로 작용하는 것에 한 이해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지식이다. 이것은 단지 

함축적인 개인적 신체의 지식이거나 주관적인, 아니면 단지 어렴풋이 간-주관적

인 것이 아니다. 언어는 이미 이 몸의 앎을 공유된 ‘체화된 은유’라는 형태로 

담고 있다. 한 언어를 안다는 것은 단지 기표를 안다는 것이 아닌 그 언어를 공

유하는 신체의 은유화된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 언어-신체에 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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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야기로부터의 은유’가 가지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한다. 곧, 우리는 분위기

를 감각 혹은 그보다 심원하다는 신체감으로 이해하여 곧 바로 도달하는 생각 

이전에, 분위기를 요구하는 적절함(appropriateness)의 상을 이해해야 한다. 

건축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단지 무목적의 예술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시설’이라는 ‘기본범주’야 말로 분위기가 향하는 상이어야 한다.  

위의 도식에서 보이는 것처럼 건축가, 해석하는 태도의 건축가는 ‘이야기로부

터 은유함’으로 분위기를 끌어낸다. 이를 통해 우리의 몸에 익숙한 관습적인 분

위기와 같은 것을 넘어서서 더 깊은 이야기를 다시 해석하여 씀으로 새로운 공

간적 정서의 제안이 가능해진다. 실상, 분위기를 ‘분위기적 속성’ 자체를 보는 

것이 가리는 것은, 분위기를 설명하는 요소들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형식

주의적 폐쇄성이다. 따라서, 건축에서 분위기를 만드는 생각은 사이에서 매개하

는 것이다. 곧, 분위기를 생각하는 것은 건축에서의 이야기 틀(frame)인 시설을 

해석하는 ‘언어적 상상력’(verbal imagination)과 구체적인 물리적 실체인 재료

와 형태(focus)를 구축하는 ‘물리적 상상력’(formal imagination) 사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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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게르노트 뵈메가 보기에 분위기는 그 자체로의 상으로부터 발산하는 속성

이다. 따라서, 분위기는 발산하는 요소들인 빛, 소리, 냄새와 같은 신체에 바로 

닿는 성질들을 다루는 문제이다. 이 ‘나가서는 속성’들은 분위기의 문제가 상 

안에 갇힌 본질의 문제가 아닌 상 밖에 서는 ‘존재 방식’(how)의 문제임을 

가르쳐준다. 그러나, 건축가들의 애매한 분위기 이해는 이러한 정교한 개념화라

기보다는 자신의 신체감에 기댄 함축적 지식에 의존하기에, 개인적인 신체감의 

선호가 종종 건축 작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애초에 분위기라는 은유적

인 단어를 ‘atmos+sphere’로 즉각 이해하고 우리를 둘러싸는 ‘안개’로서 바로 

이해하는 경향은 오늘날의 건축계에 짙게 깔려 있다. 이러한 분위기 이해의 일

반의 관점에서 ‘느낌들’은 상당한 권리를 되찾게 되고, 소위 느낌들의 작업인 

패션, 광고, 디자인,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무 ’가 패러다임적 힘을 갖게 된

다.  

  데이비드 레더배로우는 산재된 분위기 이해들의 차이를 짚어, 각 건축가들의 

이해가 조금씩 다름을 순차적으로 보여준다. 더불어 그는 이 애매한 분위기라는 

개념이 건축에서 다뤄야 할 상세, ‘분위기적이지 않은 것들’(non-atmospheric)

을 가린다는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한다. 이에 본 논문은 건축가와 이론가들의 

분위기 이해를 네 가지로 정리하며, 2장을 마무리했다. 이 정리 중에서 3)에 해

당하는 아담 카루소, 아돌프 로스 등을 통해 볼 수 있었던 ‘맞추는 배경’으로서 

이해된 분위기는 ‘안개감’이나 ‘신체감’과는 다른 종류의 이해였다. 알베르토 페

레즈-고메즈는 이 3)의 이해를 바탕으로 확장하는 견해를 보여주었다. 그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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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오늘날 분위기 이해는 이미지와 감각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이에 시적인 언어를 들어 ‘언어적 상상력’의 복권을 주장한다. 

  본 논문의 3장은, 알베르토 페레즈-고메즈의 ‘언어적 상상력’의 배경이 되는 

‘은유 이론’의 여러 측면을 ‘인지언어학’과 ‘폴 리쾨르의 해석학’적 관점에서 살

펴보고 언어-은유-이야기의 체화된 의미들에 해 살핌으로 그 상상력이 분위

기를 만들 수 있다는 단서를 발견했다. 반면, 이러한 주장은 ‘은유’라는 개념에 

한 다양한 기존관념들이 존재하기에 분위기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논란의 여

지가 큰데, 이를 게르노트 뵈메의 ‘은유’에 한 비판을 들어 서술했다. 뵈메의 

논지에 따르면 은유는 기표적 차원에서의 의미 치환하는 수준이지만, 건축은 기

의, 세계 속의 것 자체로서 이미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이에, 4장은 이러한 언어와 은유에 한 이해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축에서의 

은유 이해’를 여러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이에 ‘개념’, ‘형태’, ‘이야기’ 라는 3개

의 다른 은유 발생의 장소를 살피었고, 개념적이거나 형태적인 은유가 가지는 

본질적인 한계를 짚고, 그것이 ‘죽은 은유’임을 주장했다. 반면, 이야기의 은유

는 ‘시간 속의 몸’, ‘행위 속의 몸’, ‘상황 속의 몸’을 포괄하는 언어적 상상력으

로서 분위기가 발생하는 표면이 아닌, 이면의 이야기 자체로부터 탐구를 시작한

다. 본 논문은 여기에 ‘살아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단지 속성 

자체가 아닌 그 사람이 놓인 상황, 그 행위의 배경이 되는 공간이 곧 분위기적

인 공간이 가져야 할 방향성이 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감각적 속성으로부터 

분위기를 사고한 것이 아닌 예배라는 공간과 신체가 예배하는 과정을 서술함으

로 요소들의 체화된 은유적 의미들을 길어내는 ‘루돌프 슈바르츠’의 <교회의 화

신>(The Church Incarnate)은 좋은 귀감이 되었다. ‘교회’의 전-이해를 바탕으

로 성경과 예배 공간에서의 신체를 파고듦으로 새로운 예배의 이야기를 쓰고, 

다시 이를 바탕으로 은유적인 의미를 길어냄으로 공간이 내뿜어야 할 정서적 

느낌들을 조율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러한 앞의 내용을 종합, 확장하는 주장을 살펴보았

다. 본 논문이 주장하기를, 분위기는 이야기의 분위기로서 사고될 때에 소통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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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의미로서 작용하며, 건축 자체의 폐쇄적 성질을 넘어선다. 물론 우리는 관

습적 분위기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저 ‘소심한’, ‘당당한’, ‘품위 있

는’과 같은 언어로 말해지고 있다며 그것으로 그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위기를 사고하는 방식이, 무  디자인과 같은 함축적인 지식에 기 어, 거장

의 ‘신체감’에 속한 관습들을 도제식으로 주입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시 모더

니즘 미학이 ‘보아라’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이야기로부터의 분위기는 

감각으로부터의 분위기가 그저 관습으로 바라본 것을 다시 풀어헤친다. 다시 말

해, 신체의 연결들을 파고들며 그 연결 이전의 의미들을 파헤침으로 재해석된 

이야기를 쓰게 한다. 만일 형태에 한 형식주의가 문제였고, 파라메트릭 디자

인이 가지는 한계라고 지적한다면, 신체감각에 한 형식주의가 오늘날의 분위

기에 한 논의와 현상학적 건축을 지배하는 것 역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렇게 그려진 이야기를 사고하는 일은 건축에서 ‘시설’이라

는 범주와 깊이 연관이 있는 것이었다. 분위기를 ‘조율’의 관점으로 보는 시선

은 곧, 건축의 행위 이야기를 담는 시설을 몸이 체험하는 이야기로서 해석함으

로 만들어가는 일로부터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다. 

미술계가 선보이는 환경예술로서의 분위기는 순수할 수 있지만, 건축의 분위

기는 순수하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 주어진 배경이 되어야 한다. 분위기를 건

축 안에서의 의미 있는 담론적 주제로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분위기적 건축’

이 끌어내는 함축적이며 신체적이라는 비언어적 이해들을 잠시 접어두고, 오랫

동안 건축에서 수행되어 오던 ‘조율’하는 배경을 의미하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

가 있다. 다시 말해, 분위기라는 개념이 안개와 같은 이미지와 함께 신성한 어

스름으로 경도되는 바를 지양하고, 과연 ‘소통 가능한 배경’을 어떻게 수행하는

가가 건축의 가장 깊은 관심이 되어야 한다. 이때 이야기가 해석의 상이 되며, 

이를 통해 삶을 포착하는 건축이 중요해진다. 이것은 감각하는 신체 이전의 지

각하는 신체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고민을 위한 텍스트는 

‘시설’이라는 기본범주로서 우리의 도시적 삶에 주어져있다. 따라서, 현상학적이

며 해석학적 건축의 주제는 촉각성도, 빛과 소리도, 시적인 이미지도, 시감도, 

어스름의 공간도 아닌 우리의 본능들이 밖으로 나와있는 이야기들-시설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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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절함’으로 주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배경이다. 이 관점에서 건축이 가

져다주는 ‘배경인식에 의한 정서감’을 과연 여전히 ‘분위기’(atmos-sphere)라

고 불러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정리하자면, 본 논문은 분위기를 사고 하는 두 가지 다른 길을 비교해왔다. 

1)분위기 이해의 일반과, 그 일반이 가지는 오해로서의 ‘형태적 은유’는 ‘죽은 

은유’로서 의미의 기저를 그저 헤아릴 수 없는 영역으로 남겨두고 암묵적인 신

체감과 직관에 호소한다. 반면, 2)이야기와 언어로부터의 분위기 이해는 언어적 

현실을 신체감, 선반성적인 현실로서 받아들이며, 이것이 구축하는 이야기와 그

로부터의 은유적 상상력을 받아들인다. 이를 통해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이는 

개인적 신체감에서 밖으로 나와 구축되어 있는 상호주관적 이야기들의 신체감

을 탐구하는 해석자로서 자신을 위치시킨다. 전자의 길이 짧은 길로서 개인의 

직관적 느낌에 의존함으로 종종 감각적 형식의 오류에 빠진다면, 후자의 길은 

개인의 직관적 느낌을 해석의 상이 되는 이야기(공간적 이야기가 아닌) 로부

터 끌어올린 해석으로서 이해하며, 더 먼 길을 돌아서간다. 그러나, 그 먼 길을 

통해 해석자는 신체가 품고 있는 이야기의 기저를 파헤침으로 새롭지만 이해 

가능한 은유적 발견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공간은 그 자체의 물리적 의미를 넘

어선 ‘신성함’, ‘편안함’, ‘긴장된’이라는 의미들을 뚜렷하게 얻는다. 

한편, 본 논문은 여러 한계 역시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이론적

인 탐구 범주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소위 분위기라고 주장되는 개념이 여기저

기서 등장하고, 잘 이해되지 않는 감각적 속성 전반을 감싸는 언어 정도로 사용

됨에 따라 그것을 종합하는 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이 개

념은 오늘날 계속해서 수용, 거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기에 어느 하나로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르노트 뵈메’라는 독일의 미학, 철

학자를 들어서 ‘분위기’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뚜렷하게 정리되지 못했던 건축

가들의 분위기 개념을 명징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본 

논문이 탐구하는 언어적 영역이 ‘영어와 한국어’에 국한되어 있기에 여러 저술

들 중 영어로 번역되기 위해 선택된 것들만이 선택되었고, 이로 인해 이론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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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에 한 깊이 있는 이해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따라서, 분위기에 한 연

구가 좀 더 파고들 깊이를 가지고 있다면, 후의 연구는 1)독일어권에서 지난 수

년간 진행되어 온 미학적, 철학적 범주의 환경미학과 그 안에서의 ‘분위기’가 

가지는 의미를 더욱 파헤쳐야 할 것이며, 2)건축계에서 이 ‘분위기’라는 단어를 

예전부터 여러 의미로 혼용, 남용하는 것에 해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

요하며, 3)분위기의 미학이 가지는 이해를 단지 미학의 사회화, 정치화, 상업화 

정도가 아닌 의미적 기반을 가진 것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본 논문은 오늘날 다수의 건축가들에게 사용되는 분위기 개

념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위 ‘감각적인 형식’에 

그치는 현상학적 건축에 한 오해를 지적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분위기 이

해를 한정적이나마 번역된 독일 미학의 일부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건축계에서 사용되는 분위기 개념을 정리, 

비판하였다. 또, 알베르토 페레즈-고메즈라는 건축이론가를 바탕으로 분위기 개

념을 역사적 측면에서 살피고, 이것이 건축가의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함으

로, ‘소통하는 배경’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분위기를 생각하는 

사고의 틀을 ‘해석하는 태도’의 건축가라는 한정 속에서 제시하였다. 이 관점에

서 감각과 분위기는 건축가가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 배경의 이

야기를 지시하는 범주인 ‘시설’의 문제가 고민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마지막

으로, 본 논문은 과연 ‘분위기’라는 개념이 건축에서 발생하는 ‘배경적 정서감’

을 흐릿한 안개감이나 감각적 성질 정도로 이해하게 만든다면, ‘여전히 그러한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와 그렇다면, ‘건축이 가져다주는 조율

(attunement)로서의 ‘배경적 정서감’을 생산하는 사고의 단계를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남긴다.  

그러나 무엇보다 물어야 할 것은, ‘과연 무 화된 삶을 우리가 긍정할 수 있

는가?’. ‘분위기가 삶의 무 화를 향한 미학적 이론이라면 그것은 정당한가?’335

                                             

335 Gernot Böhme, <Atmospheric Architectures>, op.cit, p.165. “Choosing the paradigm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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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실상, 건축은 무 를 꾸미는 일을 넘어선다. 무 가 미메시스 자

체라면, 건축은 무  이전에 이미 있는 무  이전의 원형이다. 본 논문의 관점

에서 바라본 이야기로부터의 분위기는 무 가 되기 이전의 갈망에 주목한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은 그 이야기가 응축된 바의 시설을 그리는 상상력에 주목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이 상상력 속에서 그려진 분위기야 말로 단지 무 가 아닌 

일상적 삶의 배경으로서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다. 

                                                                                                         

stage set for the art of making atmospheres thus reflects the actual theatralization of our life. 

Theoretically, therefore, there is a lot to be learnt from the paradigm of the stage set, for 

questions concerning the production of atmospheres generally, and consequently for the art of 

st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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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osphere is ‘between’ or ‘relational’ phenomenon of human 

surroundings, experienced as an emotional mode. This experience of the 

atmosphere deviates from exploring aesthetic objects with rational perspective 

and serves to encompass the different types of peripheral and emotional 

perceptions we experience in our daily lives. German philosopher Gernot 

Böhme (1937~), who asserts the above, draws the concept of "atmosphere" at 

the center of his aesthetic project. In this point of view, atmosphere is not 

about the intrinsic idea of the subject, rather it’s about the concept of what 

radiates out of things. In other words, the atmosphere can be described as an 

emotional experience of a body inside 'object' or 'subject' or 'relationship 

betwee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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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hat role can the concept of atmosphere play in the realm of 

architecture? Böhme claims ‘stage design’ as the main paradigm of his 

aesthetic concept and describes contemporary design and architecture by the 

staging features of theatric scenography. In this way, the architect should 

produce the architecture of emotional effects as if they were creating a stage 

for a play. For this ‘staging value’, he emphasizes ‘ecstasis’(quality that 

emanates from~ to outside), which includes ‘light and sound’ and ‘color and 

material’ like contemporary theatre.  
The emphasis on the ‘Corporeal Feeling’ that he claims and the problems of 

elementary approach such as ‘materiality, light and sound, smell and color’ 

must be the key factors creating the atmosphere. However, it is necessary to 

point out that there is a formalistic trap, hidden here. Looking at the 

atmosphere as just an atmospheric elements, architects are prone to fall into 

creating so-called 'atmospheric artworks', as an aesthetic work. In this 

situation, Alberto Perez-Gomez(1949~) points out that the aesthetic 

understanding of atmosphere is only a discussion of ‘floating sensations and 

impressions’, and that it conceals the emotional ‘attunement’ that architecture 

should perform. In particular, he presents ‘verbal imagination’, that seems far 

from the realm of ‘pre-reflective and immediate physical feeling’, as a key 

vehicle which brings atmosphere to presence. For this reason, this paper tries 

to point out the limitation of a pure sensory-corporeal understanding of the 

atmosphere, through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between ‘atmospheric 

work’, which excludes language for its reflective nature, and ‘atmospheric 

work as an attunement’, which embraces verbal imagination for its 

fundamental capacity of drawing our emotional existence. In the end, we 

should point out where the place of ‘atmospheric approach’ is, in the process 

of conceiving architecture, and find the meaning of ‘atmospheric thinking'. 

In order to proceed, it is essential to first point out the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language and metaphor between two theorists. In Böhme's, 

who seems to lead common understandings, the atmosphere is not 

about the introspective nature of linguistics, but of the immediate 

physical sense in the world itself.  Perez-Gomez, on the other hand, 

contends that the embodied language in recent cognitive scienc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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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ist and philosophers such as Octavio Paz, Maurice Merleau Ponty, 

Paul Ricoeur, is the main vehicle of atmospheric approach, denying 

linguistic’s approach. At this time, the language he proposes is not an 

introspective and logical language, but a ‘poetic language’ that 

contains the image in itself. In this regard, metaphor and narratives are 

not only representative aspects of creative imagination that constitute 

'the language of poetry' but also a means to elicit emotions attached to 

our life situations. 

Based on the difference above, we can extrapolate it in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ure and metaphor. In fact, Böhme's 

understanding of metaphorical architecture, or the play of meaning 

amongst the signifiers, is only a conceptual or formal level of metaphor. 

On the other hand, Perez-Gomez's understanding of metaphors, 

following Paul Ricoeur and cognitive science, opens the possibility to 

delve into narratives, pre-metaphor. An example of this could be 

Rudolph Schwarz's book, <The Church Incarnate>, which could be 

understood as an emotional coordination for human behavior based on 

metaphorical imagination that resonates with embodied fictional 

narratives, described for each ceremony. Indeed, his work of fictional 

architecture renewed the embodied meaning of Christian community, 

presenting ‘sacred atmosphere’ to the chapel, not just a typical 

‘sacredness’ of manipulating holy light from above. 

To sum up, Perez-Gomez rejects particular sensory images, but instead 

pursues ‘metaphor and narrative’ way, as the core of architectural imagination, 

and also 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creative atmosphere. Furthermore, 

his contention connotates the consideration of where the location of 

atmospheric thinking is, in architectural process, not just an aesthetic 

ambiance that only requires corporeal feelings. The atmosphere he 

claims is about attuning one’s mood. For this, it’s impossible to deny or 

eliminate the situational action behind our moods. Indeed, without 

talking about ‘what it wants to be’, we can't just pursue sensory factors 

of ‘how’, which make you feel ‘chic, comfortable, tense, or dignified’. In 

other words, the atmosphere can only be a meaningful form in a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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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n imagination of ‘institution’, the architecture’s ‘basic category’ 

of narrative imagination, capturing our life activities. 

If it's true that the formalism in itself has autistic limits when it comes 

to form in  itself, doesn't it have the same problem to understand the 

atmosphere as a mere atmospheric quality? An understanding of the 

'atmosphere' outside the 'atmosphere' drawn from Perez-Gomez is 

extending the concept beyond the level of aesthetic 'corporeal feelings’. 

Of course, it would also be possible for an architect to fully dedicate 

himself on 'corporeal impressions and synesthetic effects' and to 

continue his quest, testing his own feelings on specific models. However, 

requiring an atmosphere to embrace the imagination of metaphor and 

narrative, asserts architects to have an attitude of hermeneutic mind, 

who wants to put off an immediate search for sensual richness and step 

back for interpretation on implied narratives of craving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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