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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아키그램 픽처레스크의 표현적, 매체적 특징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임 진 우

지도교수 백    진

본 연구는 아키그램의 건축 이미지와 아키그램 잡지에서 나타난 픽처

레스크의 표현적, 매체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아키그램 건축이 

지니는 복합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가 그룹 아

키그램이 등장한 영국의 1960년대는 2차대전 이후 전쟁으로 파괴된 도

시를 재건하고 안정된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통과 지역적 가치를 도시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타운스케이프 픽처레스크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

었으며, 이와 동시에 급속한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대중문화의 발전에 따

라 전후 학업을 마친 젊은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미래주의적, 기술낙관주

의적 성격의 건축이 나타난 시기였다. 콜린 로우가 언급한 바와 같이 타

운스케이프와 아키그램의 픽처레스크로 대변되는 이러한 양면적 현상은 

그동안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현상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후 나타난 이 두 픽처레스크가 상호 대립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스팩터클한 현대도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각적 

노력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아키그램의 건축

을 도시·건축 분야에서 재구성된 픽처레스크 개념의 연장선에서 이해하

고 이의 표현과 매체적 특징의 분석을 통하여 기술적, 기능주의적 관점

에서 평가된 아키그램의 기존 연구의 제한된 시각을 넓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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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처레스크 이론은 근대적 공간과 장소의 소비 개념이 형성되었던 18

세기 영국에서 나타난 것으로 경험주의 철학과 낭만주의 회화의 미의식

을 바탕으로 그림의 구성을 통하여 정원의 풍경을 형성하는 독특한 공간 

형성 개념이었다. 이러한 픽처레스크 이론은 새롭게 나타난 현대도시의 

경관을 이해하고 형성하기 위한 개념으로 재구성되었으며, 타운스케이프 

이론가들은 이질적인 도시경관 요소들을 편견 없이 이해하기 위하여 ‘화

가의 시각’을 통해 경관을 바라보고자 하였다. 1961년에 등장한 아키그

램 또한 2차대전 이후 시각예술 분야에서 나타난 다양한 화가들의 시각

을 통하여 현대사회를 이해하고 그들의 표현을 차용하여 건축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아키그램은 팝아트, 공상과학 만화, 구체시 등의 다양한 시

각예술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들 시각예술은 작가와 관객이 일방향적인 

관계를 넘어 관객이 작품의 해석에 참여하여 자신의 지각을 일깨울 수 

있는 ‘열린 미학’을 시도한 것이 특징이었다. 아키그램은 다양한 예술 장

르의 표현을 통하여 건축 이미지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사람들이 

아키그램이 전달하려는 건축적 메시지의 해석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

들은 대중들의 소비를 도시 풍경을 생산하는 힘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소비사회의 기술과 공존할 수 있는 건축과 도시의 풍경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아키그램의 픽처레스크는 타운스케이프와 마찬가지로 현대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는’ 방식을 확장하는 것인 동시에 이미지의 관찰자가 현대

도시 풍경의 해석과 형성에 ‘참여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아키그램의 건축 이미지는 전통적인 건축 투시도나 도면과 같

이 명료한 시각적 위계로 표현되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특정

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관찰자가 이미지에 표현된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느끼도록 표현된 것이 특징이었다. 아키그램이 다양한 프

로젝트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실험하였던 건축의 가능성은 사용자인 개

인이 주도적으로 환경을 형성할 수 있으며, 상황과 필요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건축과 도시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아키그램은 그들의 이미지에서 물자와 사람의 흐름, 변화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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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아키그램이 표현한 건축 이미지는 완성된 풍

경을 보여줌으로써 관찰자들에게 어떤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아

니라 그 과정의 모습과 분위기를 표현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잠

재된 것이 일어날 것 같은 상상을 자극하고 이를 통하여 픽처레스크적 

감흥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아키그램 픽처

레스의 표현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건축 활동

의 중심이었던 리틀 매거진, 아키그램 잡지의 구성과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는 아키그램의 잡지가 픽처레스크가 실천되는 그림-보기의 구조 속에

서 그림을 통하여 작가가 현대사회와 도시 풍경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타자와 이를 소통하기 위한 매체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아키그램의 리

틀 매거진은 독자와 아키그램 건축, 그리고 아키그램 구성원들 사이의 

독특한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매체로 이들 주체가 아키그램의 건축에 참

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된 플랫폼의 성격을 가지는 시각적 

경험의 체계였다.

본 연구는 리틀 매거진이라는 매체와 다양한 시각예술의 표현을 통해 

건축 이미지를 제시하였던 아키그램의 건축을 2차 대전 이후 도시·건축 

분야에서 재구성된 픽처레스크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픽처레스크 이론이 타운스케이프 운

동을 통하여 재구성된 이론적 배경과 아키그램의 건축 이미지와 잡지를 

분석하였다. 20세기의 픽처레스크는 과학적, 기술적 도시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시각적 개념이었으며, 아키그램의 픽처레스크는 일상생활

과 세계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통하여 당시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건축 

개념의 영역을 확장하고 건물 이전의 건축 체계로서 건축이 사용자들의 

행위를 통하여 형성되는 흐름과 과정을 시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와 같이 건축에서 행위와 사건의 흐름과 과정을 표현하는 것은 오늘날의 

건축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는 개념이나,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규정

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이다. 물과 바람과 같은 자연의 흐름은 

오랜 건축의 역사를 통해 이의 형태와 표현의 일부가 되었으며, 자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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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에 거스르지 않는 건축은 주변과 어우러지는 풍경을 형성한다. 만약 

행위와 사건의 흐름이 현대사회와 도시를 구성하는 당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면, 이러한 흐름을 수용하는 인터페이스, 네트워크의 건축은 도시 

속에서 어떠한 풍경을 형성하고, 이의 형태와 표현은 어떠한 특징을 가

질 것인가? 이러한 물음 속에서 50여 년 전 활동하였던 아키그램의 픽

처레스크 개념의 건축은 오늘날의 건축가에게 여전히 유효한 시각적 교

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아키그램, 픽처레스크, 리틀 매거진, 타운스케이프, 그림

학  번 : 2013-3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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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2차대전 이후 1940~60년대 영국의 건축은 건축과 도시를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원칙을 모색하였던 시기였다. 전쟁 직후 영국은 물리적으로 

파괴된 생활 환경으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기술, 문화, 경제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있었다. 당시 영국 건축이 직면한 과제는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여 시민들이 자긍심을 되찾고, 과거의 정

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영

국의 건축가들은 지역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였던 1920, 30년대의 도

시계획 개념의 실효성을 논의하고, 전쟁 이전의 모던 건축 운동의 연속

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모델을 모색하였다. 

도시재건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마주한 당시 기성 건축가들이 제안한 

대안적인 비전은 ‘새로운 역사주의적’ 관점에서의 도시계획 이론이었다. 

이는 영국의 건축잡지 「Architectural Review」(이하, AR)를 중심으로 

나타난 타운스케이프(Townscape) 운동으로, 니콜라스 패브스너

(Nikolaus Pevsner), 크로닌 헤이스팅스(Cronin Hastings), 고든 쿨렌

(Gordon Cullen) 등의 AR의 편집 구성원들을 주축으로 18세기의 픽처

레스크 이론을 재구성하여 영국 도시계획의 개념으로 적용하고자 한 것

이었다. 이는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건축물들은 각기 다른 역사와 질

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질적인 요소로 형성되는 도시의 풍경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픽처레스크 개념을 재정의한 것이었다. 한편, 2차

대전 이후 모던 건축의 영향과 반성으로 ‘타운스케이프’와 함께 나타난 

양면적 현상은, 콜린 로우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상과학’ 건축이었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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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스케이프가 모던 건축의 기능, 기술중심의 개념에 반하여 지역적, 개별

적 특성을 강조한 기성 건축가들의 비전이었다면, ‘공상과학’은 모더니즘

의 이상주의와 탈공업시대의 미래주의적인 특성이 결합된 것으로, 전쟁 

후 건축학과를 졸업한 젊은 세대의 건축가들이 주로 그들 스스로 제작한 

언더그라운드 잡지(Little Magazine, 이하 리틀 매거진1))를 통하여 발표

된 거대구조, 플러그인 개념의 기술 유토피아적인 건축이었다. ‘공상과학’ 

건축은 1960년대 유럽, 아시아의 여러 젊은 건축가들이 실험하였으나, 

이들 중 콜린 로우가 타운스케이프의 픽처레스크와 비교하여 ‘미래적인 

픽처레스크’2) 건축이라고 언급한 아키그램(Archigram)은 이들 중 가장 

오랜 기간 주류의 건축과 교류하면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건축가 그룹이

었다. 

1961년에 등장한 아키그램은 어떤 이론적 진영에 소속되어 활동하기

보다는 그들 스스로 발간한 아키그램이라는 동명의 리틀 매거진을 통하

여 1974년까지 활동하였다. 이는 당시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대부

분의 젊은 건축가들의 공상과학적 건축, 리틀 매거진 작업의 일탈적 활

동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활동

하면서 발전한 아키그램의 건축은 단순히 ‘공상과학’, 혹은 ‘미래적’인 건

축으로 단정하기에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아키그램은 비주

류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주류의 건축과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모던 건축

의 정신을 이어나가면서 탈공업 사회의 새로운 기술 개념을 건축에 적용

하였으며, 2차 대전 이후 나타난 대중문화, 팝아트의 표현과 리틀 매거

진이라는 매체의 형식을 통하여 독특한 이미지의 건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아키그램 건축에 대한 초기의 평가는 주로 그들의 기술지향주

의적 성향에 따른 건축적 특징에서만 이루어져 왔다. 케네스 프램튼

(Kenneth Frampton)을 비롯한 윌리엄 커티스(William Curtis), 지그프리

드 기디온(Sigfried Giedion) 등의 건축사가들은 아키그램의 건축을 공상

1) 리틀 매거진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후반,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나타난 잡지의 유형

으로, 학생이나 무명작가들이 자신들의 작업을 출판하기 위하여 개인 혹은 소규모 그룹

의 작가들이 직접 제작한 잡지이다.
2) Rowe, Colin, and Fred. Koetter. Collage City. MIT press, 1978,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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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에 영향을 받은 기술 지향적 건축으로 평가하면서 무비판적으로 기

술공학을 건축에 적용하려 한 점을 비판하였다. 특히 케네스 프램튼은 

아키그램 건축은 벅민스터 풀러(Buckminster Fuller)나 세드릭 프라이스

(Cedric Price)와 같이 정교한 기술에 바탕을 둔 건축도 아니며, 모던 건

축과 같이 기술에 대하여 관념적이지도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전통적인 건축 실천을 포기하고 매체를 이용하여 그들의 건축을 정당화

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아키그램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플러그 

인 시티(Plug-in City, 1964-66)의 경우, “그들 모두가 경멸한 전전의 

기능주의자들이 정립한 최저 생활 기준에도 못 미치는 공간 기준을 제안

했다.”3)라고 비판하면서 이들 건축의 모순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레이너 밴험(Reyner Banham)은 “아키그램은 이론보다는 그리

기와 만들기에 더 익숙했다. 그들은 이미지 사업(image business)에 있으

며, 그들은 우리 시대의 가장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

지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아키그램 건축의 의의는 그들의 건축 프로

젝트 자체나 이론에 있다기보다는 이들이 생산한 독창적인 건축 이미지

에 있다고 설명하였으며,4) 아키그램 건축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아키그램의 건축은 기술과 사용자 그리고 

미학을 연결하는 시도로, 기술적인 제안만큼이나 기술에 대한 형태적인 

교훈, 즉 기술에 어울리는 미학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하였다.5) 아키그램

의 Plug-in City 이미지에서 아키그램이 보여주려고 하였던 것은 백지 

위에 계획된 거대구조의 미학이 아니라 아키그램 2호에서 그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개인의 욕망과 선택에 따라 교환 가능한 건축이 

기존의 도시와 어울릴 수 있는 풍경이었다.

“어떻게 하면 자기표현과 즐거움에 대한 정당한 욕구가 기존 계획된 

패턴과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부분이 되지 않으면서 공동체의 전체 

만화경을 추가할 수 있도록 고밀도의 개발을 할 수 있을까?”6) 

3) Frampton, Kenneth. 현대 건축 : 비판적 역사, 송미숙 역, 마티, 2017, pp.540-542
4) Cook, Peter, ed. Archigram.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9, p.6
5) Banham, Reyner. “A Clip-On Architecture.”, Design Quarterly no. 63 (196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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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아키그램이 그들 스스로 자신의 건축을 픽처레스크 이론과 관련

하여 언급한 바는 없으며, 그들 건축을 지지하고 이의 의의를 평가한 레

이터 벤험 또한 당시 도시계획에 도입된 픽처레스크 개념과 실천에는 매

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나, 아키그램 스스로 던진 건축에 대한 위의 

질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2차 대전 이후 18세기 픽처레스크 이론의 재

구성을 통하여 산업화된 도시와 전통적인 도시 풍경의 공존과 이질적 도

시 구성요소들의 시각적 연속성을 추구한 타운스케이프의 피처레스크 개

념과 같은 맥락에 있다는 점이다. 20세기 도시계획에서 픽처레스크는 노

스텔지아적이거나 기괴하거나 무질서한 것을 추구하는 픽처레스크의 부

정적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질서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 경관 요

소들의 시각적 통일성을 형성하기 위한 개념이었다. 타운스케이프의 픽

처레스크가 2차 대전 이후 대중들의 일상적 소비와 활동으로 형성된 현

대사회의 통속적인 풍경을 전통적인 도시의 풍경과 동등한 것으로 바라

보았다면, 아키그램은 이러한 소비와 상품이 생산되는 체계에 건축을 대

입함으로써 대중들의 활동이 도시를 형성하는 힘으로 보았던 것이다. 따

라서 리틀 매거진이라는 매체와 팝아트, 공상과학 만화, 콜라주 등 다양

한 시각예술의 표현을 통해 건축 이미지를 제시하였던 아키그램의 건축

을 2차 대전 직후 혼란스러웠던 도시 풍경을 이해하기 위해 재구성된 픽

처레스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아키그램 건축의 독특한 이미지의 

표현과 형식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시할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과 구성 

1.2.1 연구의 목적과 관점

6) 아키그램 2호 (196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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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그램 건축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와 비판은 주로 기술적, 기능주의

적 관점에서만 이를 이해하려 한 점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결과 아키그

램의 건축과 이의 표현을 ‘미래주의’나 ‘공상과학’이라는 피상적인 개념

의 틀 속에 가두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아키그램의 건축 이미지와 아키그램 잡지에서 나타난 표현적, 매체적 특

성을 분석하고 이를 2차대전 이후 도시재건 사업을 통해 나타난 현대적 

픽처레스크의 개념을 통하여 아키그램 건축이 지니는 복합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키그램의 건축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첫째, 아키그램의 이미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며 최종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건축가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이미지 작업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도면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건축설계의 

개념과 공간적 특성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종종 건축가들은 예술적 목적

으로 드로잉이나 이미지를 제작하기도 하지만, 이는 건축가 개인의 건축

적 외연을 확장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키그램의 

경우, 이들의 이미지 작업은 그 자체로 충분히 중요한 위치와 건축적 의

미를 가진다. 아키그램의 이미지는 단지 대중과 전문가의 경계 사이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건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가 아

니라, 이미지를 통하여 대중들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투사하고, 이를 통

하여 그것을 자신의 풍경으로 공감할 수 있는 ‘열린 이미지’라는 점에서 

아키그램의 이미지는 그들의 건축 활동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아키그램의 이미지 개념은 전쟁 후 급속히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에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가 생산되었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상당히 유효하

였다. 아키그램은 대중들이 익숙한 다양한 시각적 표현을 차용하여 당시

의 일반 대중과 소비자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이미지를 생산하였으며, 

이러한 아키그램의 이미지는 그들 자신의 잡지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소개되었다. 이와 같이 대중 매체를 통하여 ‘유통’되

는 아키그램의 이미지가 주류의 건축과 학계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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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은 이들의 이미지가 정교한 수공예적 작업과 복사, 오려 붙이

기와 같이 서로 대조적인 작업의 반복을 통하여 생산되었으며, 그러한 

이미지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건축의 미학을 제시하였기 때

문이었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아키그램의 건축 이미지는 재료와 물성으로 형성

된 ‘아키그램’이라는 동명의 리틀 매거진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

다. 건축 리틀 매거진은 19세기 말부터 1970년대까지 젊은 건축가들의 

대안적 활동 무대였으며, 주류에 대한 저항과 다양한 예술 장르의 표현

과 개념의 교류가 일어난 매체였다. 아키그램 잡지는 2차대전 이후 건축 

분야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리틀 매거진이었으며, 10권의 잡지를 통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활동한 아키그램의 건축은 리틀 매거진이라는 매

체의 역사와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키그램 잡지를 통하여 

발표된 아키그램의 건축은 실제 지면 위에 짓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주류 건축이 주목하지 못한 사회, 문화, 기술 현

상을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이었다. 이를 위하여 아키그램은 리틀 매거진이라는 독특한 매체를 통하

여 대중들에게 건축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또

한, 아키그램 잡지는 독자들이 아키그램의 건축 이미지와 건축적 메시지

를 경험하는 체계를 제시하는 것으로 건축 이미지의 집합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아키그램 건축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아키그램 건축을 바라보는 세 번째 관점은 아키그램 건축의 이미지 표

현과 아키그램 잡지의 매체적 특징을 픽처레스크의 개념과 그 역사 속에

서 바라보는 것이다. 픽처레스크 이론은 근대적 공간과 장소의 소비 개

념이 형성되었던 18세기에 나타난 것으로 낭만주의 풍경화의 미의식을 

바탕으로 풍경(자연경관)을 통하여 ‘그림’을 생산하고, ‘그림’의 구성을 

통하여 풍경(정원)을 형성하는 독특한 공간 형성 개념이었다. 18세기의 

픽처레스크는 자연경관을 이해하고 정원을 형성하기 위한 이론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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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이후 전쟁으로 파괴된 영국의 도시를 재건하기 위하여 등장한 

타운스케이프 픽처레스크 이론은 스펙터클한 현대도시의 이질적인 경관

을 이해하고 형성하기 위한 이론으로 재구성되었으며, 타운스케이프의 

픽처레스크 이론가들은 편견 없이 도시경관 요소를 바라보기 위하여 ‘화

가의 시각’을 통해 경관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타운스케이프 운동이 활발

히 진행되었던 1960년대에 등장한 아키그램 또한 2차대전 이후 시각예

술 분야에서 나타난 다양한 ‘화가들의 표현과 시각’을 건축 이미지 표현

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아키그램은 팝아트, 만화, 그래픽 디자인 등의 다

양한 시각예술의 표현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과 상품, 그리고 대중들의 

소비를 통해 형성되는 건축과 도시의 풍경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건축 

이미지는 타운스케이프와 마찬가지로 현대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는’ 방식

을 확장하는 것인 동시에, 이미지의 관찰자가 현대도시 풍경의 해석과 

형성에 ‘참여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아키그램의 건축은 

18세기에 형성되어 20세기에 이미지와 매체를 통하여 확장된 픽처레스

크의 개념적 영역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

적이거나 기능적인 맥락에서 벗어나 건축과 도시의 공상과학적 특징을 

보이는 아키그램 건축의 표현은 단순히 아마추어적인 취향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술과 사회에서 대두된 대중문화와 소비문화에 상응하는 

것이었으며, 스펙터클 사회의 풍경을 소비하고 형성하는 대중과 소비자

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1.2.2 연구의 구성과 흐름

위와 같은 연구의 관점을 통하여 아키그램 건축의 픽처레스크적 특징

을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18세기에 형성된 픽처레스크 개념과 2차대전 이후 도시·건

축 계획에서 확장된 픽처레스크 이론인 타운스케이프 운동과 이와 함께 

나타난 아키그램 건축의 픽처레스크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픽처레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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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유의 경험주의적 미의식으로 관찰자가 자연 혹은 도시경관을 이

해하는 감각을 확장하여 대상을 바라보는 형식주의적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나, 이와 동시에 픽처레스크는 노스텔지아적이거

나 기괴함만을 추구하는 아마추어적인 취향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니콜라스 패브스너, 크로닌 헤이스팅스와 같은 20세

기의 픽처레스크 이론가들이 기존 픽처레스크 이론에서 부정적인 개념을 

분리하고 2차대전 이후의 스펙터클하고 이질적인 도시경관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인 타운스케이프 이론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이들의 이론적 성

과와 논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본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콜린 로우가 언급한 바와 같이 2차대전 이후 모더니즘의 영향과 반성으

로 타운스케이프 픽처레스크와 함께 양면적 현상으로 나타난 아키그램 

건축의 미래적 픽처레스크였다. 콜린 로우는 아키그램의 건축을 ‘표면적 

앞만을 바라보는’ 공상과학적 픽처레스크라고 평가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는 아키그램의 건축을 18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연속된 피처레

스크 개념의 역사 속에서 바라보고, 현대적 픽처레스크 이론의 실천에서 

비판을 받은 타운스케이프 픽처레스크의 한계를 극복한 예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타운스케이프의 픽처레스크가 스팩터클한 사회의 통속성을 받아

들이고 이를 바라보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라면, 아키그램의 픽처레스크

는 이를 단순히 사회 현상의 부산물로 본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소비문

화를 도시의 풍경을 생산하는 힘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아키그램 잡지를 그들의 건축 이미지를 형성하고 전달하는 

총체적 작업의 결과물로 인식하고, 2차 세계대전 전후 건축 리틀 매거진

의 형성 배경과 아키그램 잡지에서 나타난 이들 건축의 특징을 분석하였

다. 2차 대전 이전 건축 리틀 매거진이 모던 건축가들의 건축 개념을 선

언하기 위한 매체였다면, 1960-70년대에 다시 등장한 건축 리틀 매거진

은 당시 젊은 건축가들이 주류의 건축에 저항하고 대중들이 새롭게 건축 

문화를 소비하는 가능성을 실험하고 소통하기 위한 매체였다. 아키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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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아마추어적인 잡지 작업에서 벗어나 그들의 

리틀 매거진을 건축 표현과 메시지 전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동시에 당

시의 사회, 문화, 기술, 도시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을 제안하는 

건축설계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3장에서는 아키그램이 

리틀 매거진이라는 잡지를 통하여 그들의 건축 개념의 영역을 확장한 점

을 주목하였다. 전통적인 건축의 언어와 형태는 땅 위에서 그것이 실현

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나 아키그램의 건축은 그들의 건축 이미지를 통

하여 당시 ‘사회 현상에 대한 코멘터리’를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건축 개념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아키

그램의 건축은 전통적인 건축의 가치보다는 건물 이전의 건축의 체계인 

‘예비적 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아키그램의 건축은 단순히 

공상과학적이거나 미래주의적인 건축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현실성을 가

지고 있으며, 다양한 시각예술 표현을 차용하여 제시된 아키그램의 픽처

레스크는 이와 같은 건축적 개념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4장에서는 아키그램의 건축 이미지와 리틀 매거진을 통하여 나타난 

아키그램 픽처레스크의 표현적, 매체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아키그램은 

잡지의 편집과 이미지의 표현에 팝아트, 공상과학 만화, 구체시 등의 다

양한 시각예술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들 시각예술은 작가와 관객이 일방

향적인 관계를 넘어 관객이 작품의 해석에 참여하여 자신의 지각을 일깨

울 수 있는 ‘열린 미학’을 시도한 것이 특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예술의 미의식이 새로운 기술과 공존하기 위한 건축을 시도하였던 아

키그램의 건축 개념과 픽처레스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 점에 주목하였

으며, 독자와 아키그램 구성원 사이의 독특한 관계 속에서 잡지를 생산

하고 소비하는 방식의 변화를 수용하는 아키그램 잡지의 특성이 이들의 

픽처레스크적 건축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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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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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요 선행 연구

1.3.1 분석 대상과 자료

아키그램이 활동하였던 1961년에서 1974년까지 이들의 건축 작업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아키그램이 발행한 10권의 아키

그램 잡지, 아키그램 건축 이미지, 그리고 전시 기획과 디자인이다. 

아키그램이 그들의 잡지를 제작한 목적은 그들의 건축적 메시지를 대

중들에게 전달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작업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각각 

의 잡지는 주제, 구성원의 참여 방식, 작업 방식, 제작비용에 따라 잡지

의 구성과 편집 방식이 달리하여 제작되었다. 건축 이미지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아키그램 잡지는 편집 방식에 따라서 독자들이 이미지들을 시

각적으로 경험하는 방식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키그램 

잡지에서 이미지 체계의 구성과 이를 경험하는 독자의 시각 체험의 관계

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의 요소에는 잡

지의 주제, 편집 방식, 아키그램 구성원의 작업 방식 등이 있다. 

아키그램은 잡지의 제작 여건과 비용의 문제로 대부분의 아키그램 잡

지는 20페이지 내외로 제작하였으며 저렴한 복사지에 단색으로 인쇄하였

다.7) 따라서 아키그램 잡지에 그들 자신의 건축 프로젝트를 게재하는 경

우 해당 작품의 세부 내용을 포함하기 위하여 충분한 지면을 할애하기 

어려웠으며, 원본 이미지의 색상, 스케일, 그리고 디테일을 자세히 표현

하기도 어려웠다. 예를 들어 피터 쿡이 작업한 Plug-in City 입면도

(1965)는 1115x520mm 크기로 그려졌으며, 4개의 색상으로 용도를 구

분하여 인쇄되었다. 론 헤론이 Tuning London(1972)를 위해 제작한 3

개의 도시 풍경 이미지는 각각 2025x380, 2605x380, 2595x380의 크기

7) 아키그램 그룹이 발행한 10권의 잡지는 여건상 대부분 1도 인쇄로 출력되었으며 시각적 

효과를 위하여 색지에 출력하거나 다른 색의 1도, 혹은 2도로 출력한 페이지들을 엮어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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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칼라 이미지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아키그램의 건축 이미지는 그들의 

잡지에서 자세히 표현되기는 어려웠으며, 전시, 작품집, 전시회 도록, 건

축 전문 잡지, 그리고 신문 등에서 자세히 소개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소개된 여러 버전의 아키그램 건축 이미지

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아키그램은 그들의 활동기간 중에 28건의 크고 작은 전시에 참여하였

으나, 이들 전시는 대부분 서로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한 전시는 아키그램 3호와 8호의 내용과 직접적

인 관련이 큰 1963년 ICA(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에서 개최된 

리빙시티 전시(Living City Exhibition)와 1967년 밀라노 트리엔날레

(Milan Triennale)에 참여한 Milanogram 전시를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

다. 특히, 리빙시티 전시는 아키그램 건축 철학과 그 시각 표현의 특징이 

정립되어 발표된 것으로 아키그램의 역사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리빙시티 전시 이후의 아키그램 잡지의 편집과 디자인은 

이 전시에서 제시된 개념의 여러 가지 다른 버전의 시도라고 볼 수 있

다. 아키그램은 이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950년대 영국의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함께 활동한 레이너 밴험, 스미슨 부부, 테오 크로스

비가 참여한 “Parallel of Life and Art”(1950), “This Is 

Tomorrow”(1956) 전시와 이들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이들의 

영향과 아키그램 픽처레스크 개념과의 상관관계는 본 연구의 4장에서 분

석하였다. 

본 연구의 1차 분석 자료는 리틀 매거진 아키그램 10권의 잡지와 아

키그램의 전시 카탈로그, 다양한 매체에 게재된 아키그램 이미지와 아키

그램이 발간한 아키그램 단행본과 강연에서 그들의 언술이다. (표 1-2)

아키그램이 저술한 주요한 단행본은 1970년 피터 쿡이 편집한 

「Archigram」이 있다. 아키그램의 9번째 잡지인 「Archigram Nine: 

Fruitiest Yet」가 1970년에 발행된 후 4년 후에 특별한 주제 없이 아키

그램 그룹의 활동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한 아키그램의 10번째 잡지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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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름 저자, 년도

아키그램 
잡지

Archigram Paper One Archigram, 1961

Archigram 2 Archigram, 1962

Archigram 3: Towards Throwaway Architecture Archigram, 1963

Archigram 4: Zoom Issue Archigram, 1964

Archigram 5: Metropolis Archigram, 1964

Archigram No. 6 Archigram, 1965

Archigram Seven: Beyond Architecture Archigram, 1966

Archigram Eight: Popular Pak Issue Archigram, 1968

Archigram Nine: Fruitiest Yet Archigram, 1970

Archigram 9 ½ Archigram, 1974

전시 
관련
자료
및 

단행본

Living City 전시 도록 (Living Arts 2호) ICA, 1963

Archigram Cook, ed. 1970

A Guide to Archigram 1961 - 74 Crompton, 1994

Archigram: Experimental Architecture, 1961-1974 Archigram, 2005

Archigram: The book Archigram, 2018

아키그램 
강연

Peter Cook (Columbia University, GSAPP) Cook, 2017

Two Journeys (Syracuse University School of 
Architecture)

Webb, 2010

Roots - It’s All the Same (Syracuse University 
School of Architecture)

Crompton, 2013

표 1-2 아키그램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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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그램 9½호가 1974년에 발간된 것을 고려하면 1970년의 「Archigra

m」8)은 아키그램의 주요 프로젝트와 이의 배경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자

료라고 할 수 있다. 「Archigram」에는 아리타 이소자키, 레이너 밴험, 

한스 홀라인, 그리고 피터 블레이크의 논평을 포함하고 있으며, 

‘Architecture’, ‘Expendability and the consumer’, ‘Living City, Zoom’, 

‘Plug-in, The capsule’, ‘Bursting the seams’, ‘Control and choice’, 

‘Open ends’, ‘Instant City’, ‘Features: Monte Carlo’, ‘Gardener’s 

notebook’, ‘Mound, ground and hidden delights’, ‘Dreams and 

manifestations’ 등의 14개의 주제로 자신의 프로젝트를 분류하여 설명하

고 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이르기까지 아키그램은 세계 여러 도

시에서 “Archigram: Experimental Architecture 1961-74" 전시를 개최

하였으며, 전시마다 조금씩 다른 버전의 전시 도록을 출간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출판된 「Archigram」(1994), 「A Guide to 

Archigram: 1961-74」(1994), 「Archigram: Experimental 

Architecture, 1961-1974」(2005)를 주로 참고하였다. 이들 도록의 내용

은 1970년 발행한 「Archigram」의 내용과 큰 차이는 없으나 인쇄의 

수준이 많이 개선되어 아키그램 건축 이미지들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

다. 2018년에 출판된 「Archigram: The book」(2018)은 10권의 아키그

램 잡지에 관한 작품집으로 아키그램 잡지의 구성과 편집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1.3.2 선행 연구 분석

(1) 1960~2000년의 아키그램 연구

8) 1970년에 출판된 이 단행본은 1999년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에서 Michael Webb

의 서문을 포함하여 재발행되었으며(Cook, Peter, ed. Archigram, 1999.), 국내에서는 

2003년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 「아키그램, 실험적 건축, 1961-74」 전시의 도록으로 

전시의 이름과 같은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Cook, Peter, ed. 아키그램, 실험적 
건축, 1961-74. 민수홍 역. 홍디자인, 2003.)본 연구에서 「Archigram」 내용의 인용 시 

한글 번역은 「아키그램, 실험적 건축, 1961-74」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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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그램의 건축을 현대 건축의 흐름 속에서 그 특징과 성격을 언급한 

연구는 지그프리드 기디온(Giedion, 1963), 케네스 프램튼(Frampton, 

1980), 윌리엄 커티스(Curtis, 1996) 등이 있다. 

이들은 아키그램의 건축을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공통

적으로 아키그램의 기술지향주의적 건축에 결핍된 사회적·정치적 인식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지그프리드 기디온은 아키그램의 건축을 1960년대에 

등장한 충격적인 플레이보이 건축(playboy-architecture)9)과 같은 것으로 

“인간이 살아 숨 쉴 수 없고 인간 거주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완전하게 

거부하는 기계처럼 보인다”고 비판하였다.10) 윌리엄 커티스는 아키그램

이 기술 지상주의와 우주 시대의 이미지에 기초해 기술을 공상적으로 전

개하는 거대 이상 도시계획을 제안하였으며,11) 이와 같은 아키그램의 경

향은 움직이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역동적 기계로 근대 도시를 묘사했

던 미래파를 연상시킨다고 평가하였으며, 아키그램의 공상과학적 거대구

조 건축이 무미건조한 기술에 대한 일종의 맹목적 숭배로 빠질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하였다.12) 케네스 프램튼(Frampton, 1980)은 비교적 자

세하게 아키그램의 건축을 비평하였다. 그는 1960년대 아방가르드 건축

가들은 기술공학을 최대한 활용하는 영역을 발전시키는 데에 때로는 무

비판적으로 조력했다는 의미에서 양가적 특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한, 이를 위하여 예술 형식으로서의 건축을 추구하기 위해 전통적인 실

천을 포기했으며 매체를 통해서 그 자체를 정당화하거나 창조적인 액막

이 의식을 행함으로써 그 죄를 벌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하였다. 

9) 지그프리드 기디온이 말한 플레이보이 건축이란 모든 것에 빠르게 싫증을 느껴 한 사건

에서 다른 사건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플레이보이 잡지처럼 건축을 다루는 것을 의미한

다. (권제중. "아키그램 그룹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생태학적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

학회 논문집-계획계 26.1 (2010): 205-216)
10) Casciani, Stefano. “Archigram has landed”, Domus no. 865, (2003): 63.
11) Curtis, William J. R.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2, p.510 (권제중. "아키그램 그룹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생태학적 경

향에 관한 연구."에서 재인용)
12) Curtis, William J. R.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p.555 (권제중. "아키그램 그룹

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생태학적 경향에 관한 연구."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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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러한 아키그램의 건축은 ‘시스템 속에 잡음을 주입하는’ 일종의 

파괴적인 전략의 건축13)이며, 아키그램의 기술에 대한 접근은 사회에 적

용되고 실현될 수 있는 해법을 산출하기보다는 오히려 공상과학의 아이

러니한 형태를 탐닉한 것일 뿐이며, 이는 벅민스터 풀러나 세드릭 프라

이스의 건축과 구분되는 점이라고 평가하였다. 피터 쿡의 Plug-in City

의 경우, “ … 그렇게 비싸고 고도로 복잡한 하드웨어이면서 동시에 잔

인할 정도로 좁은 곳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할 의무를 느끼지 

못했다. … 추측건대 그들 모두가 경멸한 전전의 기능주의자들이 정립한 

최저 생활 기준에도 못 미치는 공간 기준을 제안했다.”14)라고 비판하였

다.

 

이러한 아키그램 건축의 비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아키그램 건축의 

당위성을 주장한 이는 레이너 밴험이었다. 레이너 밴험은 1965년 “A 

Clip-on Architecture”에서 아키그램의 Plug-in City가 실현될 수 없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 건축이 어떠한 모습일지를 보

여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레이너 밴험이 주장하는 아키그램 건축

의 형태적인 교훈은 형태가 기능을 따라 망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

다. 그는 “플러그인 시티는 플러그인 시티처럼 보여야 한다. 만약 사람들

이 이런 종류의 환경에 적응 가능한 기계를 조작하는 것을 즐긴다면, 그

들은 그것이 자신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

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의 부품과 기능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아키그램 건축이 보여주는 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 이는 아키그램의 건축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들의 건축 이미지와 이

미지에서 표현되는 기술과 사용자에 대한 건축 형태의 표현에 두어야 한

다는 점이었다. 1966년에 발표된 “Zoom wave hits architecture”에서 

레이너 밴험은 리틀 매거진으로서 아키그램의 매체적 특성을 언급하였

다. 아티클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리틀 매거진이 ‘고급 건축’

에 타격을 가하여 대중들과 공감을 촉구하는 새로운 매체의 특성을 언급

13) Frampton, Kenneth. 현대 건축 : 비판적 역사, p.540
14)Frampton, Kenneth. 현대 건축 : 비판적 역사, p.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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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는 이들 리틀 매거진이 다소 엉뚱하고 과감한 건축을 선보이

고 있지만, 당시 다양한 대중 매체의 등장으로 고양된 대중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 리틀 매거진이 가지는 의의라고 언급하

였다. 특히, 그는 당시의 리틀 매거진 중 가장 두드러지는 활동을 보인 

아키그램에 주목하면서, 이들의 리틀 매거진이 주류의 건축 잡지보다 현

재 생성되는 관습을 즉각적으로 건축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

서 새로운 대중들과 보다 잘 소통하는 매체라고 주장하였다.

아키그램을 포함한 1960년대의 리틀 매거진에 대한 또 다른 주목할만

한 연구는 데니스 스콧 브라운(Denise Scott Brown)의 “Little 

magazines in architecture and urbanism”(1968)이 있다. 그녀는 기술과 

팝 문화에 영향받은 유럽의 젊은 건축가들의 리틀 매거진을 분석하면서, 

이들 젊은 건축가들의 리틀 매거진에서 보여준 자유분방한 개념들이 미

국 도시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하였다. 그녀는 부동산 개발

업자들에 의해 탄생한 미국의 레빗타운(Levittowns)에 대한 비판이 대량

생산의 기술에 대한 선입견을 형성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미 대

량생산 기술은 일상의 도시·건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며, 리틀 매거진 

건축가들의 가치는 이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 현재 건축가들이 외면

해버린 현실에 대한 교훈에 있다고 언급하였다.

(2) 2000년 이후의 아키그램 연구

아키그램에 대한 주목할 만한 최근의 연구는 2000년대 초반 활발히 

진행된 1960, 70년대 건축 리틀 매거진에 대한 연구의 영향이 크다. 건

축 리틀 매거진에 대한 주요 연구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베아트리즈 콜

로미나(Beatriz Colomina)를 중심으로 진행된 방대한 건축 리틀 매거진 

연구와 전시15), 그리고 2008년 미미 자이거(Mimi Zeiger)가 진행한 

15) 1960-70년대 건축 리틀 매거진에 관한 연구 결과는 “CLIP/STAMP/FOLD” 전시로 뉴

욕(2007년), 몬트리올(2007), 런던(2007), 오슬로(2008) 등 여러 도시에서 개최되었으며 

2010년 출간된 「Clip, Stamp, Fold: The Radical Architecture of Little Magaz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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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의 건축 리틀 매거진에 관한 전시, “A Few Zines, Dispatches 

from the Edge of Architectural Production”가 있다. 1960, 70년대, 그

리고 그 이후 건축 리틀 매거진과 이를 출간하였던 당시의 젊은 건축가

들의 활동은 그동안 현대 건축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주류의 

관습에서 벗어난 당시의 젊은 건축가들의 미디어 작업과 이를 통해 형성

된 지역적인 동시에 글로벌한 현상은 마치 오늘날의 사회를 예견한 듯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아키그램에 관한 주요한 연구

는 사이먼 새들러(Simon Sadler)의 「Archigram: Architecture Without 

Architecture」(2005)와 하다스 스테이너(Hadas Steiner)의 「Beyond 

Archigram : the structure of circulation」(2013)이 있다. 사이먼 새들

러(Sadler, 2005)는 아키그램 건축의 ‘사라지는 건축’의 특성을 분석하였

다. 그는 아키그램의 건축적 실종은 건축을 대량 생산품, 교환이 가능한 

일회적 부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의 선택 때문에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건축의 기념비적인 특성에 대한 저항과 60년대까지 지속

된 모더니즘의 논리적 결과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건축

의 덧없음’에 대한 아키그램의 생각은 당시 1960년대 만연하였던 자유의 

본질에 대한 사고와 이와 관련한 순수 예술 분야의 운동과 무관하지 않

음을 지적하였다. 하다스 스테이너(Steiner, 2013)는 1961년에서 1970년

까지의 아키그램 건축을 그들의 잡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녀는 아

키그램의 건축을 2차 대전 이후 건축 문화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 

하나로 보고, 이들의 이미지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구조적 제약이 사라

진 탈공업(post-industrial) 사회의 풍경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하다스 스테이너는 아키그램 건축의 초기와 후

기의 ‘하드-소프트’적 개념의 전환에 주목하였다. 아키그램 초기 건축이 

도시적 스케일에서 거대구조에 뿌리내리고 개인의 신체를 고립하는 경향

196X – 197X」는 “CLIP/STAMP/FOLD” 전시의 내용과 이와 관련한 좌담회, 인터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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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다면, 이들의 후기 건축에서는 유기적인 은유를 통하여 일시적인 

구조, 그리드에서 벗어난 건축의 특성을 보였으며, 결국, 아키그램의 건

축은 건축과 정보 영역의 구분이 사라지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위 두 연구자 이외에 최근 아키그램의 건축을 언급한 주요 연구는 

2008년 Jinyong Deyong의 박사학위 논문인 「The Creative 

Simulacrum in Architecture: Megastructure 1953-1972 : 49-93」, 

2011년 Todd Gannon의 박사학위 논문「Theory and Design in the 

Last Machine Age : 113-150」이 있다. 이는 아키그램이 활동하던 당

시 거대구조 건축의 연구에서 사례의 일부로 아키그램의 건축을 언급하

거나 레이너 밴험에 관한 연구에서 레이너 밴험의 건축이론 형성과 관련

하여 그가 아키그램의 건축에 주목하게 된 이유와 그 특징을 언급하였

다. 이들 연구는 기존의 아키그램 연구를 인용하거나 요약하여 아키그램 

건축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3) 아키그램 건축의 픽처레스크적 특성 연구

아키그램의 건축을 처음으로 ‘픽처레스크’라는 용어로 설명한 이론가는 

콜린 로우이었다. 콜린 로우(Rowe, 1978)는 18세기 픽처레스크 이론을 

도시계획의 개념으로 확장한 1940-60년대의 타운스케이프 운동과 비교

하여 아키그램의 건축을 ‘미래적인 픽처레스크 이미지(picturesque 

images of the future)’라고 평가하였다. 그는 타운스케이프의 ‘과거를 바

라보는’ 특성은 전후 도시재건이라는 엄중한 맥락 속에서 제안된 것인 

반면, 아키그램의 ‘미래를 바라보는’ 이미지는 특정한 상황적, 이념적 맥

락 속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공상과학’적 특징만을 보인다고 평가하였

다. 콜린 로우 이후 아키그램 건축의 픽처레스크적 특성을 언급한 연구

자는 사이먼 새들러, 하다스 스테이너가 있다. 이들은 아키그램 건축의 

픽처레스크적 특징을 타운스케이프의 픽처레스크와 비교하기 보다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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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건축으로서 그들의 건축 이미지가 가지는 픽처레스크적 특징에 주

목하였다. 사이먼 새들러(Sadler, 2005)는 전통적인 픽처레스크가 자연 

풍경이나 도시경관을 형성하여 이를 바라보는 관찰자들이 특정한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라면, 아키그램의 픽처레스크는 그 감흥의 과정이 

역전된 것이 특징이라고 보았다. 아키그램 건축 이미지는 완결된 경관을 

묘사하기 보다 사건과 상황, 흐름과 과정을 표현하여 관찰자가 그들의 

이미지를 통해 ‘플러그-인 스케이프’의 감정과 행위를 상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아키그램 건축의 열린 이미지가 가지는 픽처레스크적 특징을 설

명하였다.16) 하다스 스테이너(Steiner, 2013)도 아키그램의 픽처레스크적 

특성에 대하여 사이먼 새들러와 유사한 분석을 하였다. 그녀는 아키그램

의 픽처레스크는 건축을 형성하는 소비자의 욕망의 투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이는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라기보다 관찰자의 일련의 감

흥을 투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하다스 스테이너는 도시 규모로 

제안된 거대구조의 초기 아키그램의 건축 경향과 비교하여 환경 속에 감

추어진 기술이 인간의 필요에 반응하고 자연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들의 

결합을 추구하였던 아키그램 말기의 건축을 ‘기술적 픽처레스크

(Technological Picturesque)’라고 설명하였다.17) 

이와 같은 아키그램 건축의 픽처레스크적 특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아키그램과 타운스케이프 픽처레스크의 특징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비

교하거나(Rowe, 1978), 아키그램의 건축과 아키그램 잡지의 관계를 조

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Sadler, 2005 / Steiner, 2013) 픽처레스크에 

내포된 예술 장르의 상호 영향, 타운스케이프를 통하여 재구성된 픽처레

스크 개념의 영향, 그리고 아키그램의 건축과 잡지의 표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시각예술과 이들 건축의 관계, 그리고 이에 따른 아키그램의 픽

처레스크적 특징을 분석하지는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16) Sadler, Simon. Archigram: Architecture Without Architecture. MIT, 2005, p.136
17) Steiner, Hadas A. Beyond Archigram: The Structure of Circulation. Routledge, 

2013,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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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스팩터클의 풍경: 아키그램 픽처레스크의

전조로서 타운스케이프 운동

18세기 픽처레스크 이론이 현대의 도시·건축 분야에서 연구되기 시작

한 것은 2차대전 이후 영국의 도시재건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이다. 2차

대전으로 폐허가 된 영국의 도시를 복구하는 도시재건 사업은 17세기 런

던 대화재 이후 대규모의 도시계획으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으며 전쟁으

로 단절된 시민들의 삶에 전쟁 이전의 평화로운 삶의 연속성을 느낄 수 

있는 영국적 도시계획 이론이 절실한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영국의 

건축 잡지 Architectural Review는 영국의 전후 도시재건 사업의 이론 

형성과 홍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AR의 소유자이면서 편집장이었

던 크로닌 헤이스팅스(Cronin Hastings)는 2차대전이 진행 중이었던 

1942년 니콜라스 페브스너(Nikolaus Pevsner)를 편집자로 고용하여, 그

와 함께 전후 도시재건을 위한 잡지의 역할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니

콜라스 페브스너가 편집자로 합류한 AR은 1940년대에 여러 아티클을 

통하여 18세기 픽처레스크 이론의 재해석을 통하여 도시계획의 이론적 

근거 마련하고자 하였다. 크로닌 헤이스팅스는 그동안 영국의 건축이 새

로운 기술에 기반을 둔 문화의 생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

였음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지금 정말로 해야 할 일은 픽처레스크의 진

정한 이론을 부활시키고, 이의 관점을 예전에는 의식적으로 적용하지 않

았던 분야인 ‘도시’에 적용하는 것”1)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이 주장한 픽처레스크 개념의 핵심적인 역할은 도시계획의 두 가

지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첫째는 도시 환경에서 영국적 국

민성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크로닌 헤이스팅스는 영국의 ‘전통적 

보기 방식’이며 ‘예술로 승화된’ 픽처레스크의 이론과 실천을 통하여2) 영

1) The Editor. “Exterior Furnishing or Sharawaggi: The Art of Making Urban 

Landscape.”, The Architectural Review 95 (194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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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공동체적 기질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3) 이는 유럽의 다

른 나라와 차별성을 가지는 영국 고유의 도시계획 이론을 형성하기 위하

여 과거의 픽처레스크 이론을 이용하려 한 손쉬운 방편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크로닌 헤이스팅스는 픽처레스크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

륙에서도 인정받은 문화적 선례였으며, 진보적인 픽처레스크 이론과 퇴

행적인 픽처레스크를 구별함으로써, “비전형적인 감각에서 장소의 혼

(genius loci)”의 가치를 가진 “서양 최초의 급진적 미학”으로4) 장소와 

문화에 관한 잠재성을 발견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였다. 또한, 픽처레스크의 개념은 아테네 헌장에 의해 성문화된 근

대적 계획 개념에 저항하여 당시 현대 건축가들의 반역사적이며 아방가

르드한 감성에도 호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5) 

픽처레스크 개념의 두 번째 연속성은 모더니즘의 미학과 결합하여 현

2) “우리는 간단한 이론을 제안한다. 영국은 전통적인 보기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18세

기 현대적 태도로 알려진 픽처레스크 이론과 실천으로, 완전한 의식 속에 도입되어 예술

로 승화되었다.” (The Editor. “Exterior Furnishing or Sharawaggi”: 8)
3) Cullen, Gordon. “Townscape Casebook.”, The Architectural Review 106 (1949): 361
4) Cullen, Gordon. “Townscape Casebook.”: 360
5) Pendlebury, Erten, Larkham, Pendlebury, John R., Erten, Erdem, and Larkham, P. J. 

Alternative Visions of Post-war Reconstruction : Creating the Modern Townscape. 
New York, NY: Routledge, 2015, p.39

그림 2-1 Two houses at Stuttgart, Le Corbusier,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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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미적 감성의 지속을 효과적으로 추구하는 것이었다. 니콜라스 페브

스너는 르 코르뷔지에의 슈투트가르트 주택(1927, 그림 2-1)의 건물 배

치, 재료, 동선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20세기 초 모던 운동과 100여 년 

전의 픽처레스크가 무의식적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공통점을 보인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우버데일 프라이스(Uvedale Price, 1747-1829)와 리처

드 페인 나이트(Richard Payne Knight, 1750-1824)의 픽처레스크 이론 

만큼 모던 건축과 계획의 요구에 맞는 기존의 미적 이론이 없다고 주장

하였다.6) 이와 같은 주장은 표면적으로 픽처레스크가 지닌 역사주의를 

피하기 위함이기도 하였지만, 1920, 30년대 도시계획 비전이 가진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모더니즘의 지역적 왜곡, 기술 중심

적 경향을 보완할 수 있는 인본주의적이며 경험주의적 개념에 바탕을 둔 

픽처레스크는 전후 영국적 모더니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으로 주장되었다.7) 

 이와 같이 1940년대에 형성된 픽처레스크 개념의 현대 도시계획 이

론은 “타운스케이프(Townscape)”라는 타이틀을 통하여 전후 시기를 넘

어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으며, 1960, 70년대는 전후 세대의 

젊은 건축가들의 활동과 타운스케이프가 동시에 나타났던 시기였다. 콜

린 로우는 「Collage City」(1978)에서 모더니즘의 영향과 반성에서 나

타난 2차대전 이후의 건축에서 타운스케이프와는 전혀 다른 경향의 픽처

레스크를 언급하였다. 그는 지역성과 전통적 특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

던 타운스케이프와 비교하여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을 강조하였던 아키그

램의 건축을 ‘미래적 픽처레스크’라고 평가하면서 타운스케이프와 아키그

램의 건축을 1920, 30년대 모더니즘에 대한 전후의 이란성 쌍둥이와 같

은 양면적 현상으로 평가하였다.8) 하지만 타운스케이프와 아키그램의 픽

처레스크는 콜린 로우가 언급한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노골적으로 뒤를 

바라보고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표면적인 앞만을 내다본’ 정반대의 성

6) Pevsner, Nikolaus. “C20 Picturesque: An Answer to Basil Taylor's Broadcast.”, The 
Architectural Review 115 (1954): 227-229.

7) The Editor. “Exterior Furnishing or Sharawaggi”: 8
8) Rowe, Colin, and Fred. Koetter. Collage City,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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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의 것이라고 속단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콜린 

로우가 지적한 차이는 상황과 시기에 따른 것으로, 아키그램의 픽처레스

크는 오히려 사진, 콜라주를 통해 경관을 바라보고 연속적 시각 경험을 

통하여 시각 요소의 차이를 이해하고자 한 타운스케이프 픽처레스크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1 타운스케이프 픽처레스크 개념의 형성

2.1.1 18세기의 픽처레스크와 그림의 개념

픽처레스크는 이탈리아어 “pittoresco”에서 유래된 것으로, ‘화가’를 의

미하는 라틴어 “pictor”에서 유래된 “pittor(e)”에 ‘…식의’, ‘…모양의’, 

‘…같은’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어 “esco”가 합쳐져 형성된 용어이다.9) 이

탈리아어 “pittoresco”는 프랑스어 “pittoresque”로 번역되어 사용되었으

며, 영국에서는 프랑스의 외래어인 “picturesque”로 ‘그림과 같은(like a 

picture)’10), 혹은 “화가의 작풍을 따라서(after the manner of painters

)”11)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영국에서 픽처레스크라는 용어가 사용되던 

18세기 초, 이의 사용은 영국 시인인 알렉산더 포프(Alexander Pope, 

1688~1744)가 1720년 호머의 ‘일리야드’를 번역한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트로클루스는 그리스인의 불행에 슬퍼하며 아킬레스의 배 앞에 무

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아킬레스는 친구가 비탄에 잠긴 이유를 물

9) 김진희, 조정송. "픽춰레스크와 풍경식 정원." 한국조경학회지 24.2 (1996): 119.
10) 1754년 출판된 Benjamin Martin의 Lingua Britannica Reformata: Or, a New English 

Dictionary (2판)에서는 픽처레스크를 프랑스 외래어로 ‘like a picture’로 정의하고 있다.
11) Knight, Richard Payne. An Analyical Inquiry into the Principles of Taste, Luke 

Hansard, 1805,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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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파트로클루스는 불타는 배를 가리키며, 만약 그가 바위나 바다

보다 강해서 이렇게 비참한 광경에도 끄떡하지 않는 냉혈한이었다면 

눈앞에서 친구들이 죽어 가는 것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

라고 말하였다. 더할 나위 없이 자연스럽고 감동적인 파트로클루스의 

연설처럼 여기에 묘사된 그의 태도는 생생하고 픽처레스크하다.”12)

알렉산더 포프는 파트로클루스가 불타는 배를 바라보며 아킬레스에게 

연설하는 순간을 묘사하면서, 그 상황이 생생하고 극적이라는 점을 표현

하기 위하여 픽처레스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13) 이처럼 픽처레스크는 

그 어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감흥을 표현하기 

위하여 문학, 조경, 건축 등의 분야에서 회화를 인유하는 말로 사용되었

다.14) 이는 픽처레스크라는 용어가 일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서로 다른 

예술 분야의 상호관계와 영향을 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서로 다른 분야의 예술 사이에서의 인유는 18세기 근대적 

예술 체제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었으며,15) 당시 영국에서 

정원은 풍경화, 문학과 함께 ‘자매 예술(Sister Arts)’로 높게 평가받았고, 

이 세 예술 장르는 독자나 관람자에게 유사한 감상 효과를 준다고 여겨

졌다.16) 당시 예술가들은 이들 예술 장르 유대의 정당성을 위하여 고전

에서부터 그 근거를 찾았다. 이 중 고대 로마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의 

「시론」은 특히 시와 회화의 상호관계에서 큰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주 인용되었다. 그는 ‘시는 그림과 같이(ut pictura poesis)’라는 문구를 

통하여 어떤 시는 그림과 같이 가까이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어떤 시는 

12) Pope, Alexander, and Thomson Gale. The Iliad [electronic Resource] of Homer. 

Translated by Mr. Pope, 1715 (김진희, 조정송. "픽춰레스크와 풍경식 정원": 117-33에

서 재인용)
13) 정지윤. "18세기 영국 윌리엄 길핀의 픽쳐레스크 庭園 理論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학교, 2006, p.33
14) 김진희, 조정송. "픽춰레스크와 풍경식 정원": 119
15) 오병남. "근대 미학 성립의 배경에 관한 연구 : 예술의 체제의 성립과 미의 개념과의 관

계를 중심으로." 미학 5 (1978): 55-60. 
16) 황주영. "ut pictura hortus: 18 세기 영국 풍경식 정원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보 26 

(2006):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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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거리를 두고 보아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하

였다.

픽처레스크의 개념은 17~18세기 유럽에서 나타난 풍경화와 함께 특히 

정원 예술 분야에서 발전하였다. 조경사가 존 헌트(John Dixon Hunt)는 

호라티우스의 ‘시는 그림과 같이’라는 문구를 이용하여 ‘정원은 회화와 

같이(ut pictura hortus)’라는 문구로 18세기의 픙경식 정원의 특징을 설

명하였다.17) 17세기 이전 서양화에서 풍경은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거

나 신화, 종교, 혹은 역사적 사건의 배경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17세기에 등장한 풍경화에서는 자연의 경관 그 자체가 회화의 주

제가 되었으며, 자연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보다 훈련된 화가의 시각을 

통하여 상상과 직관을 통하여 경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풍

경화에서 형성된 풍경의 개념은 실제 경관을 형성하고 가꾸는 조경에도 

도입되었으며, 점차 고전 예술이나 이국적 풍경보다는 주변의 풍경과 관

련을 맺으며 정원 그 자체의 이론을 형성하게 되었다.18)  

18세기의 픽처레스크에서 ‘그림(picture)’은 공간적 개념을 포함하는 재

료이며 사물이었다. 이 시기의 그림은 비교적 작은 크기의 패널로 이젤

에서 그려진 것으로 이동이 가능한 사물이었으며, 이는 건물의 벽면에 

그려진 벽화와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는 것이었다. 1700년대 이르러 이

젤에서 그려진 그림은 건축물의 벽에 그리는 프레스코를 대체하기 시작

하였다. 그림은 전시되는 공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며 그림이 걸리

는 곳에 자신만의 적절한 공간성을 형성하는 것이 이의 역할이 되었다. 

건물의 표면에서 벗어난, 이동 가능한 사물로서의 그림은 18세기의 픽처

레스크 개념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행자들은 캔버스

나 패널을 들고 다니면서 풍경을 그렸으며,19) 정원사들은 정원의 각 부

17) Hunt, John Dixon. “Ut Pictura Poesis: The garden and the picturesque in England, 

1710–1750.” The History of Garden Design. The Western Tradition from the 
Renaissance to the Present Day. Thames and Hudson, London (1991): 231-241.

18) 존 헌트는 18세기 후반 정원의 실천에서 정원 이론의 교류가 일어난 것은 윌리엄 길핀

이 픽처레스크 개념을 대중화시킨 시점이라고 논하였다. (정지윤. "18세기 영국 윌리엄 

길핀의 픽쳐레스크 庭園 理論에 관한 연구", p.12)
19)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사이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으로 유럽 대륙으로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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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풍경을 마치 미술관에서 전시된 그림을 연속적으로 경험하는 것같

이 계획하였다.20) (그림 2-2 참조) 

이와 같이 픽처레스크에서 ‘그림’은 관찰자가 ‘보는’ 방식의 확장을 통

랜드 투어가 불가능하게 되자 영국에서는 국내의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는 것이 유행하였

다. 픽처레스크 이론가 윌리엄 길핀(William Gilpin, 1724~1804)은 영국의 웨일스, 레이

크, 하이랜드 등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였으며, 여행길에서의 스케치와 여행기를 통하여 

지역 풍경의 거친 특징(roughness)을 강조하였다. 당시 영국의 풍경 화가나 예술애호가들

은 윌리엄 길핀이 여행하였던 거친 풍경의 지방을 여행하며 이의 생생하고 불규칙하고, 

강렬한 풍경을 그리는 것이 유행하였으며, 이 시기 픽처레스크의 의미는 이같은 특징으

로 확장되었다. 그는 「An Essay Upon Prints: Containing Remarks Upon the 

Principles of Picturesque Beauty etc.」(1768)에서 픽쳐레스크 미의 원칙, 작품들의 종류

를 구별하는 법, 작품들에 대한 비평, 작품수집에 유용한 글들을 발표하였다. 이 책에서 

그는 픽처레스크를 ‘그림에서 좋게 보이는 종류의 미’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그가 여행할 

때 대상의 시각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 (황주영. "ut pictura hortus": 190)
20) Bruno, Giuliana. Atlas of Emotion: Journeys in Art, Architecture, and Film. Verso 

Books. Kindle Edition., 2018, location 4312 of 14202

그림 2-2 Stourhead Garden, Henry Hoare, 1741~1780
(Study map of Stourhead, Frederick Magnus Piper, 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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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건축과 조경 분야에 도입되었다. 우버데일 프라이스21)는 자연을 연

속된 그림으로, 그리고 그림은 나무, 건물, 물과 같은 자연 요소를 배열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일단의 실험으로 바라보았으며,22) 회화와 

소묘에 대한 취미와 지식을 가진 신사는 사유지를 ‘뒤틀어놓는 개선가’를 

고용하는 대신 예술과 자연을 모델로 삼아 각 영지에 어울리는 다양한 

양식을 창안할 것을 주장하였다.23) 즉, 픽처레스크의 경험주의적 보기 

방식은 보이는 것(사물과 공간)에 대한 형식주의적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구였다. ‘그림’이 내포하고 있는 건축의 외형에 대한 

개념과 실증적 의미에서 건물의 경험이 건축에서 주요한 요소로 등장하

게 되었으며 이는 건축과 조경에서의 기하학적 평면 개념을 대체하게 되

었다.24)

2.1.2 타운스케이프 픽처레스크

타운스케이프의 도시이론은 도시가 의도성과 합리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건축과는 달리 우발적 사건으로 형성되고 이를 형성하는 하나의 원

칙이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도시의 조직은 건축의 가치와는 다른 형태

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도시의 형태를 이루는 요소는 

다양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타운스케이프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21) 우버데일 프라이스는 픽처레스크를 에드먼드 버크가 주장한 숭고와 미의 중간적인 성격

의 미의식으로 받아들이고 픽처레스크 미의식의 주요 개념으로 거칠음(roughness), 갑작

스러운 변화(sudden variation), 그리고 비정형성(irregularity)을 제시하였다. 그는 픽처레

스크적 미의식을 자연경관에 한정된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건축, 동물, 식물, 사람 등과 

같은 다양한 대상에 내재된 객관적인 속성으로 거칠음, 갑작스러운 변화, 비정형성을 발

견할 수 있는 모든 대상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Price, Uvedale, Essays on 
the Picturesque, as Compared with the Sublime and the Beautiful: And, on the Use 
of Studying Picture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Real Landscape. Printed for J. 

Mawman, 1810, pp.50-51)
22) 김진희, 조정송. "픽춰레스크와 풍경식 정원": 125
23) 황주영. "ut pictura hortus": 191
24) Macarthur, John. The picturesque: architecture, disgust and other irregularities. 

Routledge, 2013,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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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Coventry Cathedral, John Piper, 1940

그림 2-4 “The Architecture of Destruction”, Architectural Review,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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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요소로 바라보았다. 니콜라스 페브스너와 

크로닌 헤이스팅스는 18세기 픽처레스크 이론을 확장하여 각자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건물들의 형태, 그리고 이들이 함께 모여 형성하는 복합적

인 도시 조직을 ‘그림’의 구성을 통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들이 특히 

영향을 받은 ‘그림’은 당시 영국의 화가 존 파이퍼(John Piper), 폴 내쉬

(Paul Nash)의 작품이었다. (그림 2-3 참조) 이들의 그림은 “우리들의 

도시 풍경 속에 있는 음악 홀이나 빅토리아 양식의 펍, 고딕 양식의 램

프 기둥은 (픽처레스크의) 동굴, 정자, 허물어진 오두막에 해당하는 

것”25)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림’은 한편으로 혐오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는 이질적인 물체들의 통일성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타운스케이프에서는 모더니즘적 관점에서 기술적, 미학적으로 의미가 없

는 오래된 건물들을 반드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이

는 일반적으로 타운스케이프를 비판하는 ‘전통적 형태’나 ‘오래된 것에 

대한 특별한 취향’,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향수’에 따른 것이 아니

었다. 일상적, 역사적, 혹은 전통적 건물들은 현대적 건물들과 동등한 것

으로, 새로운 도시경관의 ‘그림’은 이들의 앙상블을 통하여 형성하는 것

이었다. 

이와 같이 타운스케이프에서 ‘화가의 보는 방식’을 통하여 도시를 바라

보는 것은 ‘픽처레스크’ 그 단어가 뜻하는 바와 같이 회화를 인유하는 개

념으로 ‘그림과 같은 도시경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사회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도시의 새로운 문제’를 편견 없이 식별하기 위함이

었다. 이러한 픽처레스크의 개념은 AR의 발간 50주년을 맞이한 1947년 

1월 영국의 도시재건을 위한 방안과 잡지의 방향성을 선언한 “The 

Second Half Century”라는 제목의 편집자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전통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로서 역사적 

선례가 탈출구가 아니라 건설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픽처레스크의 전통을 한 예로 들어보자. 이것은 영국의 풍경 예술

25) The Editor. “Exterior Furnishing or Sharawaggi”: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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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하나의 큰 공헌이며, 사회학적 연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진 

도시 풍경의 새로운 문제와 관련하여 이제 발전적으로 연구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REVIEW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편견 

없이 식별하도록 훈련된 눈을 가진 많은 다른 방법에서, 건축은 더 

많은 것들이 변할수록 같은 것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이용할 수 있

다.”26)

AR의 타운스케이프는 도시의 새로운 문제를 단순히 통계과학과 기계

적인 사실로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하여 크로닌 헤이스

팅스와 니콜라스 페브스너는 예술과 건축에서 대중을 ‘시각적으로 재교

육’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라고 주장하였다.27) 

“REVIEW는 일반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하기 위한 복음 전도의 ‘부

름’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정치적, 도덕적, 심지어 사회

적 혁명을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다. … REVIEW는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명이 있다. 이는 시각적 재교육(visual 

re-education)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28)

크로닌 헤이스팅스가 AR을 통한 ‘시각적 재교육’을 위하여 특히 강조

한 것은 ‘사진’의 중요성이었다. 사진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이미지

이므로 쉽고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매체였으며 그 이미지의 분위기

를 통하여 그 대상의 내재적인 특성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었다. 사진 이미지를 통한 ‘시각적’ 보기 방식은 런던 대공습 직후 런

던의 모습을 담은 AR의 “The Architecture of Destruction”(1941, 그림

2-4)에서 잘 나타난다. 이 아티클은 폭격으로 파괴된 건물들과 가로의 

모습을 담은 존 파이퍼의 사진과 드로잉으로 이루어진 포토 에세이 형식

26) The Editor. “The First Half Century.”, The Architectural Review 101 (1947): 31-32
27) The Editor. “The First Half Century”: 31-32 
28) The Editor. “The First Half Century”: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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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Townscape Casebook”, Architectural Review, 1949 (1)

그림 2-6 “Townscape Casebook”, Architectural Review, 194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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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성되었다. 존 파이퍼는 폭력적인 사건이라는 원인의 결과로 끔찍

하게 변해버린 도시의 이미지 속에는 그 허물어진 건물 그 자체가 가지

고 있는 ‘강렬한 분위기’가 있으며,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의 표

현을 빌리자면 픽처레스크의 끔찍한 숭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29) AR의 편집자는 죽음을 맞이한 건물은 살아있는 건물과는 

다른 ‘파괴의 시학’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폐허의 아름다움을 생성하기 

위해서 그 건물이 훌륭한 건물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30) 

크로닌 헤이스팅스는 도시 풍경을 이루는 이질적인 건물들은 각자 고

유의 역사와 이에 따른 질서를 가지고 있으며, ‘화가의 시각’으로 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사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픽처레스

크 이론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사진은 어떤 도시계획에서도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기이한 것, 새

로운 것, 모뉴먼트, 교통, 높은 건물, 작은 건물, 저층 단지, 개별 주

택 등의 요소들을 마음의 눈으로 시각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다.”31) 

194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온 픽처레스크 개념의 ‘시각적 도시계획’ 이

론이 헤이스팅스의 글에 고든 쿨렌의 사진, 일러스트 작업이 더해져서 

발표된 “Townscape Casebook”(1949, 그림 2-5, 6)을 통하여 완성된 점

은 타운스케이프 픽처레스크 이론에서 사진, 일러스트 등 시각 자료가 

가지는 중요성을 의미한다.32) AR이 건축 일러스트레이터였던 고든 쿨

29) Vidler, Anthony. “Troubles In Theory Part 2: Picturesque To Postmodernism”, The 
Architectural Review 231 (2012): pp.78-83.

30) The Editor. “The Architecture of Destruction.”, The Architectural Review (1941): 25
31) The Editor. “Exterior Furnishing or Sharawaggi”: 6-8
32) 타운스케이프 이론에서 고든 쿨렌의 역할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고든 쿨렌의 역할을 니콜라스 패브스너와 동등하게 픽처레스크의 이론을 발전시

킨 주요 인물로 평가하는 연구자는 Richard Williams(Williams, 2004), Andrew 

Law(Law, 2004), Joe Moran(Moran, 2007)이 있다. 그의 역할을 단순한 일러스트레이

터로 평하가는 연구자로는 Mathew Aitchison(Aitchison, 2012), John 

Macarthur(Macarthur, 2012)이 있다. 리차드 윌리엄은 고든 쿨렌의 역할이 

Architectural Review가 픽처레스크 운동을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이론보다는 시각적인 

방향이어야 한다는 편집 정책과 그 방향이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고든 쿨렌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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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Claude glass

 

그림 2-8 William Gilpin의 스케치

그림 2-9 「Townscape」(1961)에 삽입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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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Townscape」(1961)에 삽입된 스케치 (1)

그림 2-11 「Townscape」(1961)에 삽입된 
스케치 (2)

   

그림 2-12 「Townscape」(1961)에 
삽입된 스케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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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33)을 아트디렉터로 채용한 것은 ‘시각적 교육’의 잡지 편집 정책을 발

표한 1947년 이전 해인 1946년이었다. 고든 쿨렌은 AR의 표지디자인, 

삽화, 편집 등 잡지의 시각화 작업을 담당하였으나 그의 사진, 그래픽 작

업은 단순히 잡지를 보기 좋게 꾸미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였다. 특히, 

“Townscape Casebook”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든 쿨렌이 1961년에 포토

에세이 형식으로 발간한 「Townscape」(1961)는 타운스케이프 픽처레

스크에서 글 만큼이나 중요한 사진과 드로잉과 같은 이미지의 역할을 보

여준다. (그림 2-9~12 참조)

2.1.3 타운스케이프 ‘그림’의 특징

18세기 픽처레스크에서 풍경을 이해하고 형성하는 도구로서 ‘그림’이 

풍경화였다면, 고든 쿨렌을 포함한 AR의 픽처레스크 이론가들이 현대도

시 풍경을 이해하고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그림’은 휴대가 간편한 

사진기와 이의 촬영, 편집을 통한 이미지였다. 18세기 풍경화가, 조경가, 

여행가들은 관광지에서의 풍경을 감상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휴대용 볼록 

거울34)을 이용하여 풍경화나 스케치를 제작하였다. (그림 2-7, 8 참조) 

이는 카메라 옵스큐라보다 훨씬 휴대하기 좋았으며 사진기가 보편화되기 

이전에 도구를 통하여 경관을 경험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였다. 이같

이 새로운 보기 방식으로 제작된 풍경화는 풍경식 정원을 만들기 위한 

미지는 역사적이거나 기능적인 맥락에서 분리하여 스펙터클한 도시의 풍경의 이해를 강

조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Williams, Richard J. The Anxious City: English 
Urbanism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Routledge, 2004, pp.32-41)

33) 고든 쿨렌은 1933년 Regent Street Polytechnic in London의 architectural 

draftsmanship 학과를 졸업하였다. 1946년 AR에 취업하기 전까지 그는 프리랜서 일러스

트레이터로 활동하면서 신문광고, 건축, 조경가의 사진 몽타주 작업을 하였으며 그의 독

특한 카툰 스타일의 투시도 및 스케치로 이름을 알렸다.
34) Claude glass라고 불린 볼록 거울은 작은 포켓북 크기로 제작되어 여행객들이 휴대하기

에 편리하였기 때문에 아마추어 화가에서부터 전문 화가, 윌리엄 길핀과 같은 픽처레스

크 이론가들이 자주 이용하였다. Claude glass를 이용하여 경관을 그리려면 그리고자 하

는 경관을 등지고 그려야만 했기 때문에 종종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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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되었으며, 정원은 이같이 매개를 이용하여 경관을 경험하는 행위

가 반영된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18세기의 볼록 거울과 마찬가지로 20세

기의 사진기는 휴대하기 간편한 기기였지만 볼록 거울이 넓은 경관을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이미지를 보여주는 반면, 20세기의 스냅사진은 도시경

관의 단면과 순간을 포착한 이미지였다. 

「Townscape」에서 고든 쿨렌은 모홀로나기와 같은 모던 사진작가들

의 작업과 광고 사진의 클로즈업, 병치 등과 같은 사진기법을 사용하여 

평범한 도시 일상의 모습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경관이 

교차하고 중첩된 콜라주와 같은 도시 풍경의 예를 제시하였다. (그림 

2-9 참조) 고든 쿨렌은 목가적인 전원과 공장지대가 병치된 경관, 건축

업자들에 의해 축조된 무뚝뚝한 건물, 공장에서 생산한 양식적 시설물들

의 혼란스러운 형태 등의 다양한 도시경관의 예를 통하여 새로운 질서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이 섞여 하나의 풍경을 형성하는 경관의 특성을 분류

하고 설명하였다. 18세기 풍경화가 풍경의 여러 요소들의 경계가 용해되

어 시각적 통일성을 확보한 픽처레스크라면, 타운스케이프의 사진은 도

시 풍경의 여러 이질적인 요소들이 순간적, 부분적으로 교차하는 이미지

로 각 부분과 요소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시각적 통일성을 이루는 콜

라주와 같은 픽처레스크라고 할 수 있다. 

고든 쿨렌은 사진뿐만 아니라 그의 독특한 스케치와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하여 타운스케이프 픽처레스크 이론을 설명하였다. 그가 사진을 통하

여 부분적이고 순간적인 풍경을 보여주었다면 스케치와 일러스트레이션

을 통해서는 도시의 전체적인 풍경의 특징을 표현하였다.35) 여기서 전체

적 풍경은 조감도나 투시도와 같은 하나의 장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연

속적 시각(serial vision)의 집합적인 장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든 쿨렌

은 연속적인 시각 경험을 도시의 가로와 가로에서 관찰자의 움직임으로 

설명하였다. (그림 2-10, 11, 12 참조) 시각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로

를 따라 움직이는 관찰자는 지금의 장면(existing view)과 출현하는 장면

35) 고든 쿨렌이 종종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광범위한 풍경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이는 새

로운 이동수단에 따른 추상적인 도시의 풍경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의 

풍경과는 차이를 보인다.



- 38 -

(emerging view)을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며, 관찰자는 이들 장면의 연

출을 통하여 도시의 생기를 느끼게 된다.36) [그림 2-10]과 같이 고든 쿨

렌은 근경의 구조물이 화면의 프레임을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그 너머 

공간의 풍경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연속적 시각의 스케치를 제작하였는

데, 이는 고든 쿨렌의 도시 픽처레스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보여주는 

특징이다. 하나는 그가 도시의 경관 요소를 다양한 감정과 내적 긴장감

을 조절하고 도시를 대상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로 인식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각각의 연속적 시각 경험의 경계가 부드러운 곡선

과 같이 매끄러운 것이 아니며 도로의 꺾임이나 갑작스러운 건물의 출

현, 입구의 등장과 같은 우연적 요소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처럼 타운스케이프 픽처레스크의 ‘그림’은 고든 쿨렌이 도시의 풍경

을 형성하는 과정은 “맹목적인 사실을 잘 정비된 정서적인 상황으로 바

꾸어 놓는 일로 시작된다”37)고 설명한 바와 같이 사진과 스케치를 통하

여 이질적인 도시경관 요소들의 시각적 통일성을 이해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1) 연속적 시각 경험을 통한 장소 정체성의 확인

18세기의 풍경식 정원가들은 정원을 한 장의 그림이 아닌 연속적인 그

림들의 경관으로 보고 정원을 계획하였다. 정원의 길을 따라 이동하면 

관람자들은 가려졌던 경관을 경험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그림이나 연극의 

무대 장면과 같은 시각적 경험을 하게 된다. 줄리아나 브루노(Giuliana 

Bruno)는 이와 같이 일련의 그림들과 같은 경관으로 계획된 풍경식 정

원에서의 경험을 전영화적(precinematic)인 특성으로 평가하였다.38) 그녀

는 정원에서의 이러한 시각적 경험은 스크린 밖의 고정된 위치에서 바라

보는 것이 아니라 정원이라는 무대 안에서 관람자의 움직임을 통하여 형

36) Cullen, Gordon. Townscape. Architectural, 1961, p.11
37) Cullen, Gordon. Townscape. Architectural, 1961, p.12
38) Bruno, Giuliana. Atlas of Emotion, location 4312 of 1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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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Blaise Castle (Sketch 3), Humphry Repton, 1796

그림 2-14 Blaise Castle (Sketch 4), Humphry Repton, 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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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 서사적 이미지라는 점에서 연극이나 영화와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원이라는 공간에서 관람자는 정원 공간에서 펼쳐

지는 드라마의 배우이자 관객으로, 관람자는 시각적 공간에 일부가 되는 

것이다. 즉, 풍경식 정원의 관람자는 경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주체이기

도 한 양면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장면들과 관람자의 관계는 우

연한 사건으로 형성되기보다는 정원가의 세심한 시각적 계획으로 이루어

진다. 예를 들어 험프리 렙톤이 1796년에 Blaise Castle 프로젝트를 위하

여 영화 제작 기법과 같은 방식의 연속적 장면의 스케치를 통하여 경관

을 계획하였다.39) 그는 동굴에서 외부를 향해 밖으로 나가는 경험을 두 

장의 스케치로 시각화하였다. [그림 2-13]은 동굴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

보는 풍경을 묘사하여 동굴 입구의 거친 형상은 화면의 프레임을 이루고 

있다. [그림 2-14]는 동굴에서 나와 동굴 안에서 보았던 일부 풍경이 전

체적으로 펼쳐지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이는 동굴의 숭고한(sublime) 풍

경과 외부의 아름다운(beautiful) 풍경을 연속하여 배열하여40) 정원사가 

세심하게 계획한 장면들의 의미를 독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었다. 

고든 쿨렌이 「Townscape」의 스케치를 통하여 제시한 연속적 시각은 

18세기 픽처레스크의 연속적인 그림과 유사하다. 그는 ‘영화 카메라와 

같은 눈’의 기법으로 도시경관의 연속적인 시각 체험을 묘사하였다. 하지

만 18세기의 픽처레스크 정원의 관람자와 달리 타운스케이프에서 도시를 

거닐며 연속적인 시각 체험을 하는 통행인은 현대사회의 개인이다. 개인

은 움직임을 통하여 지금의 장면(existing view)에서 드러나는 장면

(revealed view)으로 이동하는데, 이러한 장면은 우연과 우발적으로 나타

나는 것으로 도시에서 개인의 시각적 체험은 단순하게 측정하거나 계획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개인은 연속적 경험 속에서 자신의 위

치를 인식하고 동시에 다른 장소에 대한 지각을 통하여 장소감을 형성하

39) Rogger, André. Landscapes of taste: the art of Humphry Repton's red books. 
Routledge, 2007, p.82

40) 이명준, 배정한. "18~19세기 정원 예술에서 현대적 시각성의 등장과 반영 - 픽처레스크 

미학과 험프리 렙턴의 시각 매체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43.2 (201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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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연속적인 시각은 상상을 통해 ‘이곳’과 ‘저곳’, ‘이것’과 ‘저것’을 새

로운 패턴으로 연결하며41), 이를 통해 개인은 현대도시 풍경 속에서 정

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순수하게 물질적인 견지에서 보면 우리들의 환경은 바위를 뚫고 흐

르는 계곡의 물과 비슷하다. 그곳에서는 건물이 바위이고 자동차나 

보행자들의 통행이 그 사이를 흘러서 통과한다. 그러나 실제 문제로

서 이 ‘흐름’의 개념은 잘못되었다. … 흐름의 원리에서 나온 정형을 

갖지 않은 환경 대신에 분절된 환경의 실현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된

다. 흐름을 해체해서 행위와 휴식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시를 

분절해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몇 개의 부분으로 분할하면, 그곳에

는 ‘이곳’이 생기는 동시에 ‘저곳’이라는 인식이 생긴다.”42)

고든 쿨렌은 위와 같이 그가 제안한 영화와 같이 연속하는 시각적 경

험은 계곡을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 아니며, 인식적인 차원에서의 연속

성을 가지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즉, 이곳의 정체성은 저곳의 분명한 인

식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도시의 여러 

장소, 장면의 통합적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2) 콜라주를 통한 시각의 통합

위에서 언급한 20세기 픽처레스크 이론가들이 이곳과 저곳, 이것과 저

것을 새로운 패턴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용한 시각적 방법론은 ‘콜라주’였

다. 18세기의 픽처레스크는 ‘풍경화의 구성’을 통하여 일상적 풍경의 이

질적 요소의 시각적 통합을 제시하였다. 대상과 배경의 개념이 모호해진 

풍경식 정원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시각적 요소들은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하거나 전체 풍경에서 어울리지 않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더하는 조정의 

41) Cullen, Gordon. Townscape. Architectural, 1961, pp.14-15 
42) Cullen, Gordon. Townscape. Architectural, 1961,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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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통일성(pictorial unity)을 이룰 수 있게 하였

다. 즉, 18세기 픽처레스크에서 시각의 통일성은 대상의 통합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43) 하지만 현대도시의 흐름 속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장

면들은 우연히 결합한 파편화된 장면들이며, 이들은 개념적으로나 미학

적으로 서로 적대적일 수 있는 요소들이었다. 따라서 현대도시 풍경의 

시각적 통일성은 18세기의 풍경화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 아니었다.

“건축의 시각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데에는 기억상실증을 치료하는 것

과 동일한 방법이 필요하다. 충격을 가하거나 혹은 당연한 것으로 받

아들여져 거의 잊힌 익숙한 사물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어린 

시절에 자주 들었던 속담을 생소한 문맥에서 들었을 때 그 중요성과 

의미를 갑작스럽게 이해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의미와 창조적인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입체주의와 초

현실주의가 건축가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운동이었던 이유다.”44)

1947년 1월 AR의 101호 편집자의 위의 글에서 20세기 픽처레스크 

이론가들은 이미 익숙해져 버린 일상의 사물을 새로운 문맥 속에서 재해

석할 수 있는 시각적 능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일상적인 사

물의 배열, 조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고자 하였던 입체주의, 초

현실주의 등 당시 시각예술의 표현 방식을 탐구하였다. 고든 쿨렌의 스

케치에서 형태적 측면의 역사적인 맥락은 입체파나 초현실주의 예술가들

의 콜라주와 같은 것이었다.45) 즉, 20세기 픽처레스크 이론가들의 역사

적 맥락은 노스텔지아적 회상이 아니라 현대의 풍경 속의 파편들로 본래

의 의미와 역할에서 분리되고 다시 조립되는 과정이 반복된 콜라주적 이

미지의 부분인 것이다. 

43) Aitchison, Mathew. Visual planning and the picturesque: Nikolaus Pevsner. Getty 

Publications, 2010, p.15
44) The Editor. “The First Half Century”: 31-32.
45) Macarthur, John. The picturesque, p.213



- 43 -

2.2 타운스케이프 픽처레스크 비판과 발전

2.2.1 ‘타운스케이프’와 ‘공상과학’ 픽처레스크

타운스케이프 도시계획 이론이 형성되고 발전한 무렵 픽처레스크에 대

한 인식은 양면적이었다. 픽처레스크는 다양한 예술 장르의 상호 작용으

로 형성된 미묘한 미의식을 의미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감상적이고 아

마추어적이며 무질서하고, 우연적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특히 바질 테일

러(Basil Taylor)는 1954년 BBC 라디오 강연을 통하여 픽처레스크는 불

완전한 시각으로 영국 산업시대의 현실을 외면하고 노스텔지아적인 과거

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픽처레스크는 신고

전주의에 대한 반발로 낭만주의 이전의 전환점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르

네상스의 메너리즘과 같은 성격으로 르네상스와 바로크 사이의 성격과 

비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픽처레스크의 특성은 ‘우연적이고 

무질서한’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니콜라스 페브스너는 이

러한 바질 테일러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론하였다.

“하지만 어떻게 해석하든 18세기 픽처레스크 이론가들의 메시지는 

‘항상 눈을 뜨고, 당신에게 감흥을 주는 것과 그 이유를 분석하라. 그

렇다면 우리는 클래식 이론보다 훨씬 풍부한 예술적 창조를 위한 무

궁한 재료들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예술이 할 수 있

는 것은 그 충격을 소생시키는 일뿐이며, 그것은 계획가가 아니라 화

가나 시인을 위한 일이다. …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를 전

적으로 동감하는 건축가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가 계획할 때 그 장

소의 성격과 그가 발견한 것의 성격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현대 

도시계획의 과정은 테일러가 18세기의 픽처레스크를 우연과 무질서라

고 판단한 것과는 다르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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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세기의 ‘픽처레스크의 기능적인 역할’은 지역적 특성과 시대의 

보편적 양식을 주제로 한 고유의 적절한 변형을 발견하고 각각의 프로젝

트 자체의 위치와 용도에 따라 그 자체의 장점에 따라 계획하는 것으로, 

픽처레스크의 특성은 결국 '장소의 혼(Genius loci)'의 개념으로 정리된다

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니콜라스 페브스너의 ‘픽처레스크에 대한 변

론’에도 불구하고 타운스케이프 픽처레스크는 여전히 ‘과거 지향적’이거

나 노스텔지아적, 기괴함에 대한 찬양 등으로 비판되었다. 이는 콜린 로

우가 지적한 바와 같이 타운스케이프 이론과 실천에 차이 때문이기도 하

였다. 픽처레스크 이론을 바탕으로 영국 노동당 정부에서 추진한 도시계

획은 픽처레스크가 지닌 대중적이고 안정적인 시골 마을의 삶이라는 이

미지를 바탕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런던 시의회 (London County 

Council, 이하 LCC)에서 제안한 박공지붕, 벽돌벽의 주거 프로젝트들은

(그림 2-15 참조) 콜린 로우를 포함하여 스미슨 부부, 제임스 스털링, 

알란 코훈 등 젊은 건축가들로부터 퇴행적이고 형식적인 경향의 건축이

라고 비판받았으며, 당시에 실천된 픽처레스크는 아마추어적이고 진부한 

시골 경관이라는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타운스케이프는 18세기 후반의 픽처레스크의 파생물로 쉽게 해석될 

수 있으며, … 영국의 건축 전통을 잘 표현하여 성공할 수 있었다. 그

러나, 실천에 있어서 타운스케이프는 확실히 이의 개념보다는 방어력

이 덜했다. … 결과적으로, 이의 경향은 계획 없이 감각적인 것을 제

공하고, 눈에 호소하고 마음에 호소하지 않으며, 지각적인 세계를 유

용하게 후원하면서 개념의 세계를 평가절하하는 것이었다.”47) 

그러나, 콜린 로우는 타운스케이프의 개념(타운스케이프 실천과 달리)

은 이후 제인 제이콥스, 케빈 린치, 로버트 벤츄리에 영향을 주었음을 지

적하면서 그 의미를 평가하였다. 그는 타운스케이프를 2차대전 이후 

46) Pevsner, Nikolaus. “C20 Picturesque”: 227-229
47) Rowe, Colin, and Fred. Koetter. Collage City,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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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30년대 모던 도시계획의 반성과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바라

보고, ‘과거를 바라보는’ ‘타운스케이프’의 개념과 ‘미래를 내다보는’ ‘공

상과학(science fiction)’48)의 개념을 70년대 새로운 도시 모델의 형성을 

이루는 변증법적 변화의 요소로 해석하였다. 

“… 그러므로 한편으로, “빛나는 도시”는 무서운 거짓 약속으로 볼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소 지나치게 강한 낙관주의가 살아남는 

것이 여전히 가능했다. 그리고 이것은 코르뷔지에의 도시를 기술적으

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영감을 받은 도시의 정교함과 완벽함을 위한 

발진대 이상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러므로, 한

편으로, 노골적으로 뒤를 바라보고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표면적인 

앞만을 내다본다. 이는 타운스케이프의 숭배와 공상과학의 숭배인 것

이다. … 우리는 합리적으로 그들의 이종 교배 과정을 예상할 수 있

을 것이다. … 컴버놀드(Cumbernauld)의 경우와 같이 타운스케이프

48) 콜린 로우는 아키그램의 건축으로 대변되는 플러그인, 거대구조, 대량생산 등의 특징을 

보이는 도시 개념을 ‘공상과학(science fiction)’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2-15 Alton East Estate Housing,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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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미래주의의 충돌은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만연해진 아

이디어인 것이다. 우리는 ‘타운스케이프’에서에 살면서 ‘미래주의’에서 

쇼핑을 한다. ‘상대성’과 ‘합리성’ 사이에서 이동하며, 우리가 무엇이

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환상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교훈을 얻으

며 교화될 수 있을 것이다.”49)

하지만, AR의 타운스케이프가 묘사한 도시의 모습은 콜린 로우가 설

명한 ‘타운스케이프에서 살면서 미래주의에서 쇼핑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타운스케이프에서 픽처레스크 개념을 이용한 것은 무엇보다도 

쇼핑몰, 산업 구조물, 일상적 건물, 전통적 건물 등 각기 다른 역사를 가

진 요소들의 앙상블을 통하여 현대도시 조직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존 맥아더(John Macarthur)는 반-픽처레

스크(anti-picturesque)라고 알려진 콜린 로우의 콜라주 시티가 오히려 

픽처레스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50) 그는 콜린 로우가 전통

적인 도시의 공간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항공사진

과 조감도라는 경험적인 시각이었으며, 만약 같은 풍경을 ‘누구나 점유할 

수 있는’ 가로에서 사진을 찍었다면 이는 아마도 타운스케이프의 사진처

럼 보였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콜라주 시티는 항공사진과 조감도, 다시 말해서 이러한 추상적인 

문제에 대한 경험적인 견해들로 가득 차 있다. 콜린 로우가 전통적

인 도시의 닫힌 공간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가 사용한 기본적

인 장치는 누구나 점유할 수 있는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나 그림이 

아니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했다면 콜라주 시티는 타운스케이프처

럼 보였을 것이다.”51)

또한, 타운스케이프의 픽처레스크가 합리주의, 기술중심주의적 모더니

49) Rowe, Colin, and Fred. Koetter. Collage City, pp.33-40
50) Macarthur, John. The picturesque, p.224
51) Macarthur, John. The picturesque,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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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의 도시 모델을 경계하고 인본주의적, 경험주의적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타운스케이프가 현대의 과학과 기술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

니었다. 타운스케이프가 픽처레스크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사회가 복합

화됨에 따라 도시계획에서 과학적, 사회적 계획이 필수적인 것이 되었으

나, 그것만으로는 도시 미학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었으며, 기술적인 

도시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각적 계획’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다만, 

레이너 밴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타운스케이프가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보였던 것은 타운스케이프가 전쟁 직후 도시재건을 위하여 제안

된 것으로 비극적 사건으로 단절된 시민들의 삶에 전쟁 전의 평화로웠던 

삶을 회복하고 이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지역적 특성과 차이를 배양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타운스케이프’와 10여 년 후에 나타

난 ‘공상과학’의 픽처레스크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적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콜린 로우가 언급한 바와 같이 타운스케이

프와 공상과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콜

린 로우가 ‘공상과학’의 건축의 예로 언급한 아키그램 건축은 비록 기술

에 대한 표현이 공상과학적이었지만, 오히려 이의 개념은 타운스케이프

의 인본주의적 바탕에 기초하는 것으로, 개인의 특성과 선택을 배양하고 

강조하는 건축이었다. 따라서 타운스케이프 픽처레스크와 1960년대에 나

타난 ‘공상과학’ 혹은 ‘미래적’ 픽처레스크의 차이가 과거 혹은 미래를 

향한 시각의 관점에 있다고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2.2.2 스펙터클 경관의 이해와 형성

산업 혁명이 일어나던 18세기에 나타난 픽처레스크는 근대 관광의 역

사와 함께 발전하였으며, 조경사가 존 헌트(John Dixon Hunt)는 “픽처

레스크는 우리의 소비를 위해 물리적 세계를 처리하는 방식”52)이라고 그 

52) Hunt, John Dixon. Gardens and the picturesque: studies in the history of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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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설명하였다. 18세기에는 교통기술의 발전과 보편화로 지방이나 

해외로 여행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으며 사람들의 방문이 잦

은 장소는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개선되었으며, 여행을 다녀온 지주

들은 여행의 기억을 바탕으로 자신의 땅을 개선하려 하였다. 이처럼 18

세기 픽처레스크 정원을 가꾸고 즐길 수 있는 이들은 넓은 대지를 소유

한 지주였다. 하지만 20세기의 픽처레스크에서 18세기의 지주는 대중으

로 교체되었다. 2차 대전 이후 대중은 기 드보르(Guy Debord)가 언급한 

바와 같이 스펙터클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신문, TV, 영화 

등의 ‘이미지 오브젝트’는 사회적 교환을 중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으

며, 살아있는 경험을 대체하고, 대중이 소비하도록 강요하게 되었다. 기 

드보르는 여기서 건축가의 책임을 비판하였는데, 그 이유는 건축가들이 

추상적 환경을 개발하여 산업주의자와 자본가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유

지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마크 오제(Marc Augé)는 이러한 추상적

인 환경은 중세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여행자의 여정, 이야기, 알레고리가 

사라지고 ‘잡다한 출처들’을 기반으로 코드화된 환경이라고 설명하였

다.53) 

하지만 고든 쿨렌은 위와 같이 상품화되고 코드화된 도시의 모습에서 

이미지가 실제 사회를 대체할 것이라고만 보지는 않았으며, 그러한 이미

지들을 실제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만으로도 보지도 않았다. 이는 그가 

광고로 뒤덮인 도시 풍경을 언급하면서 그린 스케치와 글에서 잘 드러난

다. (그림 2-11 참조) 그는 도시의 광고와 같은 이미지들은 통속적이지

만 이들은 “모방해서는 안 되며 상호경쟁해야 하는” 규칙 속에서 활기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광고는 사람들의 취미를 저하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취미는 이미 통

속적으로 되버리고 말았다. 다만 통속성의 장점인 생명력이 일고 있

다. 광고를 딱딱한 테두리로 묶어서 억압하면 사람들의 취미를 개선

할 수는 없고 그곳에 있는 생명력을 압살하는 결과로 끝날 것이다. 

architecture. MIT Press, 1994, p.4
53) Augé, Marc. 비장소 : 초근대성의 인류학 입문, 아카넷, 2017, 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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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책은 사람들에게 그 통속성을 충분히 표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표현 그 자체가 하나의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사람

들과 광고가 함께 진보해 나갈 것이다.”54) 

타운스케이프 픽처레스크 이론가들은 도시경관 속에서 나타나는 과거

와 스펙터클의 양면성을 동시에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새롭게 생겨

나는 도시 풍경의 “풍부한 시각적 가능성”을 지닌 요소들을 시각적 도시

계획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고든 쿨렌은 이를 위하여 이들

의 이미지의 의미(통속적 성격)를 개선하거나 수정하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자체의 의미와 표현이 충분히 드러날 때 서로 진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타운스케이프의 픽처레스크가 이미지화되는 사회의 통속성을 받아들이

고 이를 바라보는 방식을 제안했다면, 아키그램의 ‘공상과학’ 픽처레스크

는 대중들의 소비문화를 풍경을 생산하는 힘으로 보았다. 타운스케이프

가 현대사회의 스펙터클한 풍경을 형성하는 통속적인 도시 형성물은 어

쩔수 없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형성되는 소비, 문화 활동의 부산물로 보

았고, 이들과 전통적인 요소들이 시각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픽처

레스크를 제안한 반면, 아키그램의 픽처레스크는 이들을 단순히 사회 현

상의 부산물로 본 것이 아니라 건축이 이들의 생성 체계에 흡수되어 대

중들의 활동이 풍경의 생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차이를 가

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키그램의 픽처레스크는 실천과 형성

의 논리가 부족하였던 타운스케이프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3 소결

픽처레스크는 영국의 경험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념으로 경관

54) Cullen, Gordon. Townscape. Architectural, 1961,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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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는 도구로 발전하였다. 18세기 픽처레스크 이론가들은 여행을 

통하여 직접 자연의 풍경을 체험하고 기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땅을 개

선하는 이론을 구체화하였다. 20세기 픽처레스크 이론가들은 현대도시의 

풍경을 스케치, 사진 촬영을 통하여 기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새롭게 

출현하는 도시의 풍경을 이해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신체와 매체를 통

해서 풍경을 이해하려는 경험주의적 태도와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20세기

의 픽처레스크 이론이 구체화 되었다. 사진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

본 풍경은 부분을 확대하거나, 잘라내고, 병치하여 관찰함으로써 그 경관

의 새로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20세기 픽처레스크 이론가들은 

그들의 시각적 연구를 ‘사례집(Casebook)’으로 정리하여 수많은 현대도

시의 경관을 분류하고 이를 통하여 도시계획의 법칙을 도출하고자 하였

다. 이들은 회화의 인유로서의 18세기 픽처레스크 이론을 현대도시·건축

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질적인 요소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도시 풍경

의 시각적 통합을 위한 도구로 재구성하고 그 개념을 확장하여 콜린 로

우가 ‘미래적 픽처레스크’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타운스케이프와는 상당

히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한 아키그램 건축의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는 

18세기
픽처레스크

20세기
픽처레스크

시대
배경

Ÿ 산업화 시대
Ÿ 교통기술, 관광산업 발달로 인한 

장소의 소비 
Ÿ 주체: 지주

Ÿ 2차대전 이후 도시재건
Ÿ 스펙터클 사회
Ÿ 주체: 대중

‘그림’
Ÿ ‘보기 방식’의 감각의 확장
Ÿ 회화(풍경화)의 인유를 통한 

자연경관의 이해

Ÿ ‘보기 방식’의 감각의 확장
Ÿ 콜라주, 사진을 통한 현대도시 

풍경의 이해

연속적
시각 
경험

Ÿ 전영화적(precinematic) 경험
Ÿ 관찰자: 경관의 대상이면서 주체

Ÿ 파편화된 풍경을 인식적 
차원에서 연속적으로 인식

Ÿ 관찰자: 정체성의 확인

시각의
통합

Ÿ 시각 대상의 통합을 통한 시각의 
통합

Ÿ 콜라주를 통한 파편화된 시각 
요소의 통합

표 2-1 픽처레스크 개념의 현대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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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인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18세기의 픽처레스크가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고전적, 형식주의적 

미학에서 벗어나 이의 숭고미를 제안하였으며, 타운스케이프 픽처레스크

는 현대도시의 이질적인 구성요소들의 시각적 통일성을 콜라주를 통하여 

추구하였다면, 아키그램의 픽처레스크는 데니스 스콧 브라운이 지적한 

바와 같이55) 레빗타운(Levittowns)의 실패로 당시 건축에서 외면하기만 

하였던 기술적, 대량생산 건축 풍경과 이에 대한 건축적 표현의 가능성

을 실험하고 타운스케이프 픽처레스크의 실천적 한계를 극복한 예라고 

할 수 있다. 

55) Brown, Denise Scott. "Little Magazines in Architecture and Urbaimism."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4.4 (1968): 231



- 52 -

제 3 장 아키그램의 형성 배경과 특징

아키그램의 형성과 활동, 그리고 이들 건축의 표현과 성격은 그들이 

발행한 리틀 매거진인 아키그램 잡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 아키그램이 

활동을 시작한 1960년대 초 ‘아키그램’은 그들이 제작한 잡지의 이름이

었으나 점차 잡지를 제작하는 건축가 그룹을 지칭하는 명칭으로도 사용

하게 되었다.1) 이러한 중의적 명칭의 사용은 아키그램 건축의 매체적 성

격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아키그램은 특정 주

제에 따라 편집한 그들의 잡지를 통하여 건축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 

잡지의 제본과 편집, 인쇄 방식은 독자들이 아키그램의 건축 이미지를 

경험하는 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아키그램 잡지는 완공된 건축물을 소개하며 광고료를 통하여 잡지를 

제작하는 당시의 일반 건축 잡지와는 달리 그들 스스로 잡지의 주제와 

내용, 그리고 편집, 제작 방식을 정하였으며 기존 건축 잡지에서 사용하

지 않은 다양한 시각예술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건축 이미지를 표현하

였다. 아키그램 잡지의 구성, 편집과 그들의 건축 이미지의 표현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아키그램 3호가 발간된 1963년

부터이다. 아키그램 1호(1961)와 2호(1962)는 당시 건축학과 학생들의 

모뉴멘탈한 건축 설계를 소개하는 기존의 건축 리틀 매거진의 성격과 크

게 다르지 않았으나, 아키그램의 6명의 구성원2) 모두가 테일러 우드로우

1) 잡지의 이름인 아키그램이 언제부터 건축설계조직의 이름으로 사용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1962년에 발행된 Archigram 2에서 자신들의 구성원들을 지칭하기 위하여 ‘group’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문헌에서 이들을 아키그램 그룹으로 기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아키그램 설계사무소(Archigram Architects, 1970-1975)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Monte Carlo 국제설계공모전에서 당선된 시점인 1970년부터이다.
2) 아키그램 1호, 2호를 제작한 아키그램 구성원은 피터 쿡(Peter Cook, 1936 ~ ), 데이비

드 그린(David Greene, 1937 ~ )이며, 마이클 웹(Michael Webb, 1937 ~ ), 워렌 쵸크

(Warren Chalk, 1927~1987), 데니스 크롬튼(Dennis Crompton, 1935 ~ ), 론 헤론

(Ron Herron, 1930 ~ 1994)은 리빙시티전시, 아키그램 3호부터 참여하여 6명의 아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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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lor Woodrow)사의 건축설계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안 당시 건

축설계부서의 책임자였던 테오 크로스비(Theo Crosby)의 영향으로 아키

그램 잡지는 초기 학생의 리틀 매거진의 성격에서 그들의 건축을 실천하

는 매체로서의 성격을 확립하게 되었다. 건축가이자 조각가, 그리고 편집

자이기도 하였던 테오 크로스비는 1950년대에 건축 잡지 

「Architectural Design」의 테크니컬 편집자로 활동하면서 리틀 매거진

인 Uppercase(1958~1960)를 제작하거나, “This is Tomorrow”(1956) 

전시를 기획하는 등 주류와 비주류, 건축과 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

을 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경험에 따른 조언은 아키그램이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아마추어적인 잡지 작업에서 벗어나 그들의 매체를 건축 표현

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동시에 다양한 시각적 표현을 통하여 당시의 사

회, 문화, 기술, 도시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 이미지를 생산하는 

건축설계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아키그램 건축의 표현과 그 매체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3

장에서는 19세기 말에서 1960, 70년대까지 젊은 건축가들과 예술가들이 

참여하였던 리틀 매거진의 형성과 발전의 역사 속에서 아키그램 건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건축 리틀 매거진의 특징과 역사

리틀 매거진(Little Magazine)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후반에 미국

과 유럽의 문학·예술·사회과학 분야에서 나타난 잡지 유형이었다. 이는 

일반 출판사에서 무명작가 혹은 학생의 작업이거나, 논쟁의 여지가 많거

나, 광고주 혹은 대중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게재하기를 거절

한 작품들을 출판하기 위하여 개인 혹은 소규모 그룹의 작가들이 직접 

잡지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잡지들은 작가들이 광고주와 대중

들의 기호와 상관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공유하는 장이 되었고 

램 그룹이 형성되었다. 



- 54 -

많은 현대 작가와 평론가들은 리틀 매거진을 통하여 성장하였다. 리틀 

매거진은 2차 대전을 전후로 1900-50년대와 1960-70년대, 두 시기에 

걸쳐 나타났다. 첫 번째 시기에서는 문학, 예술 분야에서 주로 일어났고, 

건축 분야의 리틀 매거진은 2차 대전 이후 두 번째 시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1900-50년대의 리틀 매거진은 어느 정도 기틀을 잡은 예술가나 그 분

야의 전문가에 의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학문적 가치와 깊이가 두드러지

는 경향을 보인다. 프레더릭 호프만(Frederick Hoffman)은 1946년 그의 

저서 「The Little Magazine, A History and a Bibliography」에서 리

틀 매거진들은 실제 크기나 내용이 작은 것은 아니므로 ‘리틀’의 의미가 

모호하고 이들의 가치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리틀 매거진의 ‘리틀’이 지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보다도 이들 잡지의 

독자들이 매우 한정된 지식인 그룹이라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 리틀 매

거진의 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 잡지가 대표하는 특정한 학파의 목적

을 이해해야만 했던 것이었다.3) 당시 문학 분야의 대표적인 리틀 매거진

이었던 「The Little Review」(1914-1929)의 부제 “The Magazine 

That Is Read By Those Who Write The Others (다른 잡지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읽히는 잡지)”는 당시 리틀 매거진이 대중을 겨냥한 것이 아

니라 특정 분야에 정통한 다른 잡지 저자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 참조) 따라서 이 시기의 리틀 매거진은 소수 

예술가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을 독립적으로 선언하는 성격의 잡지로 

대형 출판업계의 잡지와 뚜렷한 대립적인 구도를 보였다. 

이에 비해, 1960-70년대에는 소수의 예술가뿐만 아니라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 보다 다양한 계층에서 리틀 매거진을 발간하고 구독하였기에 

전문성과 학문적 깊이보다는 주류에 진입하기 위한 실험과 시도인 경우

가 많았다. 리틀 매거진을 통해 인지도를 얻은 작품들은 후에 주류 잡지

에 게재되기도 하였으며, 2차 대전 이전 대립적인 구도를 보인 리틀 매

3) Hoffman, Frederick John, Charles Albert Allen, and Carolyn F. Ulrich. The little 
magazine: A history and a bibliograp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7,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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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The Little Review, 1914-29
(부제: The Magazine That Is Read By 
Those Who Write The Others)

그림 3-2 Blast, 1914-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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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진과 대형 출판업계의 관계는 상당히 완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1900년대 초 리틀 매거진 작업에 참여하였던 저항적 예

술가들이 각 분야의 학계 및 출판업계에서 자리를 잡고 활동하기 시작하

였으며, 리틀 매거진의 학문적 의의 또한 주류 학계에서 논의되었던 시

기였다. 따라서 1960-70년대 리틀 매거진의 젊은 저항적 성격의 예술가

들을 바라보는 주류 학계와 출판업계의 시선은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주

류 건축 잡지는 리틀 매거진을 통하여 활동하는 몇몇 건축가의 작업을 

게재하기도 하였고, 리틀 매거진의 편집 방식과 내용을 그들의 잡지 편

집에 차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복합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는 

이 시기 리틀 매거진의 활동을 통한 젊은 예술가들의 사고와 작업적 역

량의 깊이를 강화하기보다 흥미와 신선도 위주의 경향을 보임으로서 학

문적으로 가지는 리틀 매거진이 가치와 영향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

이 있었다. 

3.1.1 19세기 말–1950년대의 리틀 매거진

(1) 문학 및 예술 분야의 리틀 매거진

종이 가격의 인하와 인쇄술의 발전으로 19세기 말에는 잡지, 신문과 

같은 출판물의 대량 판매 시장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1870년대와 1890

년대 사이의 경기 침체로 구독자가 줄어들고 출판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잡지사들은 광고를 도입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출판물의 가격을 

낮추는 대량 출판물의 새로운 수익구조를 도입하게 된다. 잡지의 생태계

가 구독자 중심에서 점차 광고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잡지의 단가가 내려

가고 이의 대중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광고 산업은 대량 출판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19세기 말의 잡지 혁명

(Magazine Revolution)4)은 소비와 광고의 연결 고리가 형성되는 새로운 

4) Ohmann, Richard Malin. Selling culture: Magazines, markets, and class at the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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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현상 속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공공적 의사소통의 

영역인 신문이나 잡지에서 과도한 상업주의 광고를 규제하고, 광고의 진

실성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5) 

출판 매체가 다양화되고 독자층이 확대됨에 따라 예술가들은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매체가 자신의 작업을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새로운 수

단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광고주-편집자-독자’의 이

해관계에 따라 생산되고 소비되는 주류 잡지에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한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을 게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기존 사

회의 규범이나 대중과 광고주의 보편적 기준에서 벗어나 실험적인 작품 

활동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업을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대

안으로서 리틀 매거진 형식의 매체에 관심을 두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차 대전 이전의 20세기 초 문학계에서는 리틀 르네상스(Little 

Renaissance)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리틀 매거진이 출판되었으며, 이를 

통한 창작물들은 주류 예술, 문학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제임스 조이

스(James Joyce)의 「Ulysses」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작품은 내용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게재를 거부당하였으나, 당시

의 리틀 매거진이었던 「The Little Review」(1914-1929)에서 이를 연

재해 주었으며, 제임스 조이스는 이를 통하여 그의 작품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예술가들은 주류 출판계의 상업성을 비판하고 자유롭고 실험적인 

작업을 동인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리틀 매거진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였지

만, 이와 동시에 잡지를 포함한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새

로운 제품, 기술, 광고 그리고 상업 및 소비문화 현상은 작가와 예술가들

의 새로운 예술적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상업적으로 물들려 하지 

않는 경계심과 대중 매체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회 현상에 대한 예술적 

관심, 그리고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작업을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예술가와 작가의 복합적 욕구는 이들의 작업뿐 아니라 작품이 게재되는 

of the century. Verso, 1996, p.340
5) 이와 관련하여 당시 활동하였던 단체로는 Society for the checking of Abuses in Public 

Advertising(SCAPA), Associated Advertising Clubs of the World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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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리틀 매거진의 형식과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6) 화가이면서 작가이

기도 하였던 윈덤 루이스(Wyndham Lewis)가 편집한 문학 리틀 매거진

인 Blast(1914-1915, 그림3-2)는 당시 광고에서 나타나는 문체, 타이포

그래피 등을 이용하여 실험적인 문학예술 활동의 예이다.

(2) 건축 분야의 리틀 매거진 

20세기 초 건축 분야의 리틀 매거진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이 시

기에 발간된 건축 관련 리틀 매거진인 「Das Andere」(1903), 「De 

Stijl」(1917-1932), 「L'Esprit Nouveau」(1920-1925, 그림 3-3, 5), 

「G」(1923-1926, 그림 3-4)7) 등은 근대건축의 형성과 성장에 많은 영

향을 미쳤다. 특히 르 코르뷔지에는 1918년에서 1922년 사이 건축 설계

를 하지 않고 에스프리 누보 작업에 전념하면서 자신의 건축 철학을 정

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23년 「Toward an Architecture」, 1925

년 「The Decorative Art of Today」를 출간하였다. Charles-Edouard 

Jeanneret가 본명이었던 르 코르뷔지에는 에스프리 누보에서 자신이 작

성한 건축에 관한 기사의 필명으로 ‘Le Corbusier’8)를 사용하기 시작하

였는데, 이는 그가 에스프리 누보라는 리틀 매거진 작업을 통하여 그의 

새로운 건축 철학뿐 아니라 ‘Le Corbusier’ 자신을 새롭게 탄생시켰다는 

점을 보여준다. 르 코르뷔지에 뿐 아니라 아돌프 로스, 미스 반 데어 로

에 또한 이들이 제작하고 참여한「Das Andere」, 「G」과 같은 리틀 

6) Morrisson, Mark S. The Public Face of Modernism : Little Magazines, Audiences, 
and Reception, 1905-1920. Madison: U of Wisconsin, 2001, p.6

7) 아돌프 로스(Adolf Loos)는 Das Andere를 발간하였고, 테오 반 되스버그(Theo Van 

Doesburg)은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an)과 함께 De Stijl(1917-1932)을 편집하였

으며,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는 아메데 오장팡(Amédée Ozenfant), 파울 데르메

(Paul Dermée)와 함께 L'Esprit Nouveau(1920-1925)를, 한스 리히터(Hans Richter)가 

발행한 G(1923-1926)에는 미스 반 데어 로에 (Mies van der Rohe), 테오 반 되스버그 

등 여러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참여하였다. 
8) 르 코르뷔지에는 그의 외할아버지 이름인 Lecorbesier를 이용하여 그의 필명으로 Le 

Corbusier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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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L'Esprit Nouveau, 1920-25 그림 3-4 G, 1923-26

그림 3-5 L'Esprit Nouveau, 1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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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을 통하여 자신의 건축 철학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출판 자체가 활동의 결과인 문학 분야의 리틀 매거진에서는 예술표현

의 자유와 상업주의에 대한 경계 성격이 강하였으며, 이에 따라 독자 또

한 소수의 동인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당시 

건축가들이 리틀 매거진의 편집과 출판에 참여한 것은 자신의 건축 철학

을 공언하기 위한 목적이 컸으며, 따라서 건축 관련 리틀 매거진은 자기 

선언적이거나 선전적인 성향이 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건축적 선언이 

대중들이나 상업성과 대치를 이루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은 문학의 리틀 

매거진과 다른 점이다. 

근대 건축가들은 리틀 매거진을 통하여 건축의 생산을 건설현장에서 

벗어나 건축 출판과 같은 비물질적인 현장으로 확대하려 하였다. 역사가

들과 비평가들의 영역이었던 매체 속에서 새로운 건축 장소를 확보하

고9) 이를 통하여 독자(혹은 미래의 건축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였다. 

레이너 밴험이 근대운동은 “사진적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최초의 운동

이라는 점에 주목한 바와 같이10) 근대 건축가들은 자신들의 건축을 사

진을 통하여 잡지의 독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 이들 건축

가들이 당시 매료되었던 산업 기계, 산업 시설들 또한 이들이 직접 경험

한 것이 아니라 사진들을 통하여 경험한 것이었다. 따라서 광고 문구, 타

이포그래피 등의 이미지 요소를 활용하여 새로운 문학적 창작 활동을 시

도하여 잡지라는 매체의 시각성을 실험하였던 문학 분야의 리틀 매거진

과 대조적으로 20세기 초 건축 관련 리틀 매거진에서는 잡지라는 매체의 

시각적 실험보다 텍스트와 사진을 통한 간접적 건축 체험이라는 개념을 

실험하였다. 

9) Colomina, Beatriz, Buckley, Craig. Clip, Stamp, Fold: The Radical Architecture of 
Little Magazines 196X - 197X, ACTAR Publishers, 2010, pp.28-29

10) Banham, Reyner. A concrete Atlantis: US industrial building and European modern 
architecture, 1900-1925. Cambridge, MA, and London: MIT Press, 1986,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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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1960-70년대의 건축 리틀 매거진

(1) 건축 리틀 매거진의 등장

2차 대전 이전의 건축의 리틀 매거진이 잡지라는 매체를 통하여 건축

의 영역을 확장하고, 건축의 역사 속에서 근대건축의 형성을 이끌었다면, 

1960-70년대에 다시 등장한 건축 리틀 매거진은 당시 젊은 건축가들이 

잡지 자체의 매체적 특성을 탐구하고 이를 통하여 새롭게 건축 문화를 

소비하는 가능성을 실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레이너 밴험은 “Zoom 

wave hits architecture”(1966, 그림 3-6)에서 4개의 리틀 매거진

(Polygon(그림 3-7), Cip-Kit(그림 3-8), Megascope(그림 3-9), 

Archigram)을 소개하면서 이들 리틀 매거진의 등장을 아래와 같이 표현

하였다. 

“우왕! 슝! 씽! 우와! - 때때로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제자리

에, 준비, 출발은 아니다. 이 음향 효과는 지하 저항 건축 잡지의 등

장으로 발생한 것이다. 고루한 예술의 여왕인 건축에게 더이상 번쩍

거리고 근사한 잡지나 딱딱한 과학 저널들만이 환심을 사려 하지 않

는다. 불규칙한 신참자가 그녀의 치맛자락을 올리거나 드레스의 지퍼

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11) 

레이너 밴험이 경험한 1960년대의 리틀 매거진은 그가 표현한 것과 

같이 1920년대 리틀 매거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으로, 변칙적이나 

매력적이고 격식은 없으나 이미 여왕(건축)과 사랑에 빠진 역설적인 매

력을 가진 매체였다. 1960년대에 건축 리틀 매거진이 다시 등장하게 된 

배경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문학 리틀 매거진이 등장한 배경과 유

사하다. 1960년대 주류의 건축 잡지들은 실제로 지어지지 않았거나 학생

11) Banham, Reyner. “Zoom wave hits architecture.”, New Society Volume 7, Issue 179 

(196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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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Zoom wave hits 
architecture”, Reyner 
Banham, 1966

그림 3-7 Polygon, 1956-63

그림 3-8 Clip-Kit, 1966 그림 3-9 Megascope, 1964-66



- 63 -

들의 작품을 게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들의 작업을 대중에

게 공개하고 공유하고자 건축 리틀 매거진 작업에 몰두하게 되었다.12) 

1956년 Regent Street Polytechnic 건축학과 학생들이 발간한 「Polygo

n」은 가장 먼저 등장한 건축전공 학생들의 잡지이다. 특히 1958년 

「Polygon 3」에는 아키그램 그룹의 일원인 마이클 웹의 졸업작품인 

“Furniture Manufacturers Association”이 게재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그

의 작품은 「Architects' Journal」(1959년 4월호)과 「Architectural 

Review」(1961, 6월호)에 니콜라스 페브스너의 비평과 함께 소개되었다. 

이러한 점은 비록 리틀 매거진이 기존의 학계나 잡지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

난 현상이었으나 주류 잡지나 학계가 학생들이 제작한 리틀 매거진을 단순

한 학생들의 일탈적 활동으로 보지 않고 이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의 건축 리틀 매거진과 비교하여 1960-70년대에 등장한 리틀 

매거진은 잡지의 내용과 편집, 디자인, 제본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

다. (표 3-1 참조) 특히 이들의 건축 설계는 지어지지 않은 작품이 대부분

이었으므로 사진보다는 타이포그래피, 콜라주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전통적

인 건축에서 볼 수 없었던 실험적인 건축 드로잉, 이미지들을 제작하여 잡

지를 편집하였다. 건축 리틀 매거진의 내용 또한 대중문화, 생활 속의 새로

운 기술, 우주 과학 등 일반 대중들에게 친숙한 주제를 다루었으며, 이러한 

개념의 건축 설계는 팝아트, 옵아트, 사이키델릭, 미래파의 구체시 등 다양

한 예술 분야의 표현 방식과 혼합되어 나타났다. 

(2) 인쇄기술의 발전과 건축 리틀 매거진의 성장

1960-70년대 건축 리틀 매거진의 두 번째 특징은 인쇄기술의 발달로 

12) 2차 대전 이후 70년대까지 미국과 유럽에서는 30개가 넘는 건축 관련 리틀 매거진이 

출간되었으며, 대표적인 학생 리틀 매거진으로는 Polygon(1956-63, Regent Street 

Polytechnic), Focus(1938-39, Architectural Association), Bartlett’s Outlet(1959-62, 

Bartlett), Plan(1943-51,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 발간함), Megascope(1964-66, 

Bristol University) Clip-Kit(1966, Architectural Associatio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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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 매거진의 제작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이다. 2차 대전 이후 오프셋 인

쇄는 활판인쇄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유연한 판을 사용하는 오프셋 인쇄

는 이미지와 색상마다 분리하여 찍어야 하는 활판인쇄와 달리 이미지를 

반복해서 생산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1960년대 초에는 휴대용 등사판 인

쇄기와 소형 오프셋 인쇄기들이 등장하여 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비교적 쉽게 인쇄 기기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기들의 장점

은 편집하기 위한 작업을 인쇄기의 작업대가 아닌 학교, 집, 사무실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게 된 점이었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은 도

면, 그림, 손글씨, 사진, 그리고, 타자기 텍스트 등의 자료들을 콜라주, 

오려 붙이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편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통적 잡

지의 편집과 구성에 도전하여, 잡지의 편집 방식 또한 건축 작업의 아이

디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50년대부터 인쇄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였으나 한가지 바

19세기 말-1950년대
문학 리틀 매거진

19세기 말-1950년대
건축 리틀 매거진

1960-70년대 
건축 리틀 매거진

저자 무명작가 잘 알려진 작가, 건축가
알려지지 않은 건축가, 
학생

내용

주류에 대한 저항, 
신인 작가의 작품, 
혹은 주류 출판사에서 
출판을 거부당한 작품 
소개 

편집자의 건축적 철학을 
피력하는 선언적, 선전적 
내용
기술에 대한 거대 담론

주류에 대한 저항, 학생 
작품, 때로는 전문가의 
기사 및 작품 소개 
대중문화, 생활 속의 
새로운 기술과 재료, 
우주 과학에 관한 관심

독자 동인 작가 엘리트 집단, 부유층  학생, 젊은 건축가 

제정
저렴한 방식으로 제작
일부 광고, 개인 기부 

저렴한 방식으로 제작
일부 광고, 개인 기부

저렴한 방식으로 제작
일부 광고, 개인 기부

편집

디자인: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한 
문학작품 시도
편집: 일반적 편집
제본: 일반적 제본

디자인: 사진과 텍스트
편집: 일반적 편집
제본: 일반적 제본

디자인: 건축 드로잉, 
그래픽 이미지, 
타이포그래피
편집: 다양하고 실험적인 
편집과 레이아웃 
(콜라주, 오려 붙이기)
제본: 다양하고 실험적인 
제본 방식 시도

표 3-1 리틀 매거진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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뀌지 않았던 것은 조판 장비와 글자체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많은 리틀 매거진 작업을 하였던 학생들은 인쇄소에서 갖추고 있

는 레터세트를 이용하거나 손으로 직접 텍스트를 그려서 인쇄해야 했다. 

레터세트를 이용할 경우 정교하게 텍스트를 인쇄할 수 있었으나 잡지 제

작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단점이었으며, 빠르고 저렴하게 잡

지를 제작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1960

년대에 등장한 사진 식자 기술과 건식전사(판박이) 레터링인 레트라세트

(Letraset)13)의 출현으로 인쇄물에 글자를 조판하는 작업이 매우 수월해

졌다. 특히, 레트라세트는 저렴한 비용으로 인쇄소가 아닌 자신의 작업대

에서 다양한 서체와 심볼을 판박이 방식으로 인쇄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당시 잡지를 제작하였던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였던 방식이었

다.14)   

(3) 건축 리틀 매거진의 영향

1960~70년대에 발간된 대부분의 건축 리틀 매거진은 학생들이나 학교

를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이 발간한 것으로, 이들의 대표적인 건축 리

틀 매거진이었던 Le Vide Sanitaire, Megascope, Arquitectura 

Autogobierno, Archigram 등은 미국, 유럽의 여러 건축 학교에 전달되

어 학교-스튜디오-잡지, 혹은 학생-교사-건축가들 사이에서 공론장을 

형성하였다.15) 리틀 매거진은 급격하게 변하는 당시의 사회, 기술 속에

서 여전히 고전적인 건축 교육에 머물러 있었던 교육 현장의 변화에 촉

매 역할을 하였다.16) 또한, 건축 리틀 매거진은 기존의 주류 건축 잡지

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1930년 창간된 

Architectural Design의 60~70년대의 변화를 예로 들 수 있다. 

13) Letraset는 영국의 다이 데이비스(Dai Davies)가 설립한 회사로 1961년에 타이포, 아이

콘 등의 건식전사(판박이) 시트를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14) Middendorp, Jan. 텍스트와 타이포그래피, 안그라픽스, 2015, p.87
15) Morrisson, Mark S. The Public Face of Modernism, p.11
16) Colomina, Beatriz, Buckley, Craig. Clip, Stamp, Fold,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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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Architectural Design의 Cosmodora 섹션, 1971년 9월호

그림 3-11 Architectural Design의 Cosmodora 섹션, 1971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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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al Design은 영국의 대표적인 건축 전문 잡지로 경기 침체로 

구독자 수가 줄어드는 시기에 대중과 소통하기 위하여 

“Cosmodora”(1965-73, 그림3-10, 11)라는 섹션을 통하여 리틀 매거진

의 편집 방식인 오려 붙이기(copy and paste)를 도입하였다. 이는 건축 

리틀 매거진의 특징적인 편집 방식으로 주류 건축 잡지의 편집 방식과 

큰 차이를 보였던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건축적인 편집 방식이었다. 

Cosmodora는 기술과 상품을 통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목적으로 다른 잡지에 게재된 내용을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편

집되었다. 이는 리틀 매거진인 Clip-Kit의 편집장이었던 피터 머레이가 

Architectural Design에서 아트 디렉터로 근무하게 되면서 Cosmodora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러한 과감한 시도는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Cosmodora는 Architectural Design의 주요 섹션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이 리틀 매거진의 편집 방식에 영향을 받은 주류 잡지는 

Architectural Design 이외에 Casabella (1970-76 편집장: Alessandro 

Mendini), Bau (1965-70 편집장: Hans Hollein, Gunter Feurstein, 

Walter Pichler), Domus (1970년대 편집장: Gio Ponti) 등이 있다. 

3.2 아키그램 건축의 특징

3.2.1 아키그램 ‘공상과학’의 현실성

아키그램의 형성 목적과 이들이 추구하고자 한 건축의 성격은 아키그

램 1호의 커버 페이지에 잘 드러나 있다. 아키그램 1호의 커버 페이지에

는 피터 쿡이 작성한 편집자의 글과 데이비드 그린의 시구가 손글씨와 

타이핑 텍스트로 뒤섞여 편집되어있다. 짧은 편집자의 글에서, ‘아키그램’

은 아키그램 잡지를 제작한 피터 쿡과 데이비드 그린이 ‘바라보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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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건축’이며 ‘새로운 세대 건축의 관점과 이에 대한 선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아키그램(Archigram)은 그들의 건축(archi-)인 동시에 

동시대 건축에 대한 관점을 전달하는 매체(-gram)인 것이다. 데이비드 

그린은 “사랑이 떠나가네”라는 시를 통하여, 전통적인 건축이 더 이상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로 이루어지는 삶에 적합하지 않으며 ‘우주 비행사

의 감성’이 깃든 건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사랑이 떠나가네

벽돌에 깃든 시정이 떠나고 

기계의 몸이 나를 실어나름과 

내 두 발로 땅을 딛음의 불협화음 속에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우주 비행사 헬멧의 감성을 

건물에 불어넣으려 하네.”17) 

위의 데이비드 그린의 시에서 ‘우주 비행사’는 당시 미국과 소련의 우

주과학 경쟁에 따른 새로운 시대에 도래한 기술의 은유적 표현이었으나, 

실제로 아키그램은 플러그인 시티와 같은 프로젝트에서 공상과학, 우주

과학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은 표면적으로 

아키그램의 건축을 비판하는 이들이 그들의 건축을 ‘공상과학’, ‘미래주

의적’ 건축으로 예단하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이는 아키그램이 그들의 건

축 이미지 표현에서 공상과학 만화나 우주과학의 이미지를 차용한 것일 

뿐 이들이 인식한 ‘새로운 기술’은 레이너 밴험이 기술한 제2 기계시대

의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레이너 밴험은 2차대전 이후의 기술은 

기차, 선박, 산업 기계 등의 제1 기계시대의 기술과 달리 제2 기계시대

의 기술은 라디오, 텔레비전, 자동차 등과 같이 대중들이 ‘차고 노는’18) 

17) “The love is gone. / The poetry in bricks is lost. / We want to drag into building 

/ some of the poetry of countdown, / orbital helmets, discord of / mechanical body 

transportation methods / and leg walking / Love gone” (아키그램 1호, 커버 페이지, 

그림 3-12)
18) 레이너 밴험은 당시의 팝문화와 함께 대중화된 기술의 이미지를 “차고 놀기 위한 과학

(science for kicks)”으로 표현하였다. (Whiteley, Nigel. Reyner Banham: historia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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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기술이라고 설명하였다. 아키그램은 소비자가 일상용품을 소비하

는 것과 같이 건축도 사용자의 선택과 소비를 통하여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개념의 건축은 기존의 건축과는 달리 기술과 기술의 

소비를 통해 형성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아키그램의 건축은 라디오, 텔레비전, 자동차와 같은 ‘일상의 

이미지’와 공상과학의 ‘비일상의 이미지’가 혼합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 특징이었다. 이러한 아키그램의 건축을 피터 쿡은 그가 자란 해변 도

시의 놀이시설과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Plug-in City(그림3-17)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모이며 완전히 다른 사회학을 형성하는” 해변의 개념이 

잠재하고 있는 현실적 공간이라고 설명하였다.19)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

너지고 새로이 지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다양한 판타지와 활동이 축

적되는 해변의 피어 놀이공원(그림 3-13~16 참조)20)과 마찬가지로 아키

그램이 상상한 건축 또한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을 유연하게 수용하는 시

설로, 아키그램은 그들의 건축이 해변의 시설과 동일한 현실적인 건축이

었음을 강조하였다. 즉, 아키그램이 표현한 공상과학의 건축은 현실에 닻

을 내리고 있는 상상의 건축이었다. 

3.2.2 아키그램 건축의 성격

아키그램은 그들의 작업을 통하여 그들 건축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양

한 방식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미래적이고 유토피아적이라는 해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들의 건축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선입견

에 대한 해설이기도 했으며, 그들 스스로 아키그램 건축의 정체성과 방

향을 확인하기 위함이기도 하였다. 데이비드 그린은 “Concerning 

the immediate future. MIT Press, 2002, p.164)
19) 공간사. 아키그램과 함께 춤을, 공간사, 2005, p.100
20) 데니스 크롬튼 2013년 시라큐스 대학에서 강연에서 그의 고향인 블랙풀(Blackpool)의 

블랙풀 피어(해변 바다 위 인공 대지에 건설된 놀이시설과 극장, 1894년 완공)의 예를 

들어 플러그인 시티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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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아키그램 1호, 커버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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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Blackpool Pier (1894)

  

그림 3-14 Blackpool Pier (1938)

그림 3-15 Blackpool Pier (1950년대)

  

그림 3-16 Blackpool Tower Ballroom

그림 3-17 Plug-in City Max Pressure Area,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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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gram”에서 아래와 같이 아키그램 건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

고 있다. 

“아키그램의 작업을 새로운 세계를 보기 위한 창문이라는 제안으로 

보는 것은 잘못 해석이며, 건축 드로잉을 단순히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을 재현하는 것으로 단언하는 것은 한심하고 독단적 역행일 뿐이

다. 아키그램의 노력은 이러한 전통에 있지 않았다. 아키그램은 모더

니즘으로 재편된 것이 아니었으며, 개념적인 변화를 나타냈다. 다른 

창조적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일용품(이 경우 건물 또는 도시)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20세기 중반 문화의 프로토콜, 구조 및 과정에 관한 

관심으로의 전환이었다. ··· (아키그램의 건축은) 건축적 언어와 형태

에 대한 고찰뿐만 아니라 건축이 점유할 수 있는 개념의 영역을 확장

하고 드로잉이 사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

다.“21)

데이비드 그린은 아키그램 건축의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언급하였는

데, 그중 하나는 아키그램은 그들의 건축 이미지(드로잉)를 통하여 당시

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건축 개념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

는 아키그램 건축이 드러내는 개념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창’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세계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아

키그램의 건축은 이미지를 통하여 당시 사회 현상에 대한 해석을 전달하

는 “사회 현상의 코멘터리(commentary)로서의 건축”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로, 아키그램의 이미지는 ‘건축적 언어와 형태’를 재현하는 것만이 

아닌 그들이 생각한 사회와 건축이 작동하기 위한 ‘구조와 과정’을 규정

하는 도구라는 점이다. 기존 건축에서 건축적 언어와 형태는 땅 위에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나, 아키그램의 건축은 사회에 대한 

건축 개념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고전적인 의미에서 견고함(firmitatis), 

유용함(utilitatis), 아름다움(venustatis)이라는 가치보다 그들은 건물 이전

21) Crompton, Dennis. Concerning Archigram. Archigram archives, 1999,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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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리빙시티 전시. 1963 (1) 그림 3-19 리빙시티 전시. 1963 (2)

그림 3-20 리빙시티 전시 전시장 모형

그림 3-21 리빙시티 전시 카탈로그 (1) 그림 3-22 리빙시티 전시 카탈로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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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축 체계, “예비적 시스템(preliminary system)”의 제안인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실천으로서의 두 가지 특성의 건축은 1963년 ICA 

갤러리에서 개최된 리빙시티 전시(그림 3-18~22)와 세 번째 아키그램 

잡지인 「Archigram 3: Towards Throwaway Architecture」(그림 

3-23~26)에서 그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리빙시티 전시는 현대도시 삶의 

단면을 일상 이미지들의 콜라주를 통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사

회 현상의 코멘터리”와 같은 성격의 전시였으며, 이 전시의 개념을 바탕

으로 발간된 아키그램 3호에는 일상 생활용품을 소비하는 것과 같이 건

축을 소비자가 선택하고 교체하여 형성할 수 있는 “예비적 시스템”으로

서의 건축 사례를 보여주었다. 

(1) 사회 현상의 코멘터리로서의 건축

Clip/Stamp/Fold 전시에서 피터 쿡은 “··· ‘gram’의 성격은 매우 중요

하다. 아키그램은 잡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전보와 같은 ‘gram'이

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아키그램이 잡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라고 

아키그램의 성격을 회상하였다.22) 잡지와 달리 전보는 즉각적이고 긴밀

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 아키그램이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건축

은 일반 건축 잡지의 것과는 다른 현재성을 지닌 건축이었다. 이러한 측

면에서 아키그램 그룹의 건축은 미래적이기보다는 오히려 현재를 항상 

견지하고자 했던 ‘노출된 신경’23)과 같은 건축이었다. 이러한 아키그램의 

건축을 베르나르드 츄미(Bernard Tschumi)는 피터 쿡과의 대화에서, 아

키그램의 작업은 건축 실무(architectural practice)의 영역을 확장한 것으

로 일종의 사회 코멘터리로서의 건축이라고 언급하였다.24) 위렌 초크는 

아키그램 7호에서 데이비드 그린에게 보내는 편지인 “Ghosts”에서 건축

22) 2007년 뉴욕 Storefront for Art and Architecture에서 열린 Clip/Stamp/Fold 전시 카

탈로그에서 인용
23) 공간사. 아키그램과 함께 춤을, p.114
24) 2017년 Columbia University에서 피터 쿡의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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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Archigram 3, p.2 그림 3-24 Archigram 3, p.3

그림 3-25 Archigram 3, p.4 그림 3-26 Archigram 3, p.5



- 76 -

이 단순히 역사적 정황 속에서 과거의 실제적 모습만을 반영한다면 이는 

환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에 대한 개인의 해석을 드러내는 건

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어쩌면 건축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일상의 세계에 대한 개인의 해석을 

전체의 강박관념 속에 위치시키고 싶어하고, 흡수하고 싶어하고, 합치

고 싶어하는 욕망을 통해 벌어지는 사기 행위와 환상의 세계일지도 

몰라. ··· 우리의 무의식적인 의식 속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나는 유령

이라고 부른다네. ··· 지속적이고 엄중한 복구와 재검토를 위해 기존의 

태도들이 개입되는 것이, 비록 인기는 없지만 반드시 필요할 거야. 우

리는 실험적이며, 혼란스럽고, 대중적이며 지적인 단계의 사건들이 역

동적으로 바뀌는 양상들을 직면하게 되지. 항상 변화하는 이러한 기

후에서, 어쩌면 오래된 유령들은 버려지고 새로운 환영들로 대체돼야

지 옳은 것이고, 우리의 건축물들은 이것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겠지. 

일반적인 단계에서 역사적 정황 때문에 더욱 과거의 실제적 모습을 

갖춘 유령들, 그 잔인하고 유머감각 없고 정적이며 문학적이고도 시

각적인 이미지들은 보이지 않는 매체, 그야말로 환각임에 분명해.”25)

“사회 현상의 코멘터리”로서 아키그램 건축의 구체적인 방향과 틀이 

제시된 것은 1963년의 리빙시티 전시였다. 이 전시는 피터 쿡이 전시의 

카탈로그 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arallel of Life and Art”와 

“This is Tomorrow” 전시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ICA 갤러리에 설치된 

리빙시티 전시의 전시장(그림 3-18~20)은 삼각형의 패널들이 유기적인 

형태를 형성한 구조물로 7개의 전시 영역을 형성하여 계획되었다. 이들 

삼각형 패널들에는 다양한 각도로 이미지들이 인쇄되었는데, 이는 마치 

콜라주, 그래픽 작업으로 가득한 아키그램 잡지의 한 페이지를 공간화한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이러한 이미지의 전시 방식은 “Parallel of Life 

and Art”에서 ‘발견된’ 사물의 이미지들이 위계 없이 전시공간에 배치되

25) 아키그램 7호 (1963) : 페이지 번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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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새로운 분위기를 생성하고 관람자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한 점

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리빙시티 전시는 역동적인 구조물과 대

중문화를 활용한 일상적 이미지를 표현한 “This is Tomorrow”의 전시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This is Tomorrow” 전시가 말 그대로 미

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전시였다면, 리빙시티 전시는 지금 현재, 도시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아키그램이 리빙시티 전시를 

통하여, 혹은 현재 사회에 대한 코멘터리를 통하여 반문하고자 하였던 

점은 일시적인 도시 삶의 모습을 도시의 형태가 반영할 수 없는가에 관

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실의 삶과 도시의 “불협화음” 속에서 그들이 가

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현재 사회와 상황을 대중들이 시각적

이고 즉각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메시지였다. 

피터 쿡은 리빙시티 전시 도록의 서문에서 도시가 활력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인간이 도시에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제까지, 환

경을 대하는 다른 어떤 방식도 수많은 정신과 관심사들에 의해 공유되는 

경험의 동질성을 생산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비판하면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옥스퍼드 가에 비가 내리면, 건축은 더 이상 내리는 비 자체보다 중

요하지 않아지듯, 그 순간에는 날씨가 ‘살아있는 도시’의 맥박과 보다 

깊은 연관을 맺게 되는 것이다.”26)

이는 ‘살아있는’ 도시와 환경을 구성하며 사람들의 공감을 형성하는 요

인은 때로는 건물보다 날씨와 같은 요소일 수 있으며, 따라서, 도시 삶의 

여러 현상을 실험하고, 주변 환경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자각

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는 것이다. 

26) “When it is raining in Oxford Street the architecture is no more important than the 

rain, in fact the weather has probably more to do with the pulsation of the Living 

City at that given moment.” (Crosby, Theo and Bodley, John (eds.) Living Arts no. 

2. London: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Tillotsons (1963): 65, 피터 쿡의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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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룹 내용
전시/카탈로그 

이미지

인간

■ 주체

Ÿ 도시는 인간의, 인간이 만든, 인간을 위한 
주거구조이다.

Ÿ 인간은 도시의 중심이며, 기계와 사물을 
조작한다.

Ÿ 거대도시는 가족과 연대감으로서의 영향력을 
지닌 공동체의 구조를 띠고 있으며, 개인이자 
무리인, 혹은 이름 없는 군중들인 교외 
통근자들과 소비자들로 이뤄지는 구조체의 
모습이다.

군중

생존

■ 도구

Ÿ 도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Ÿ 잡지, 음악, 술, 선글라스, 자동차, 돈, 마약 

등

커뮤니케
이션

■ 관계형성요소

Ÿ 기술 발달에 따라 정적인 소통들은 점차 그 
의미가 증대되며, 물리적인 소통의 중요성은 
점점 줄어든다.

Ÿ 도시에서의 이동을 개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의 중요성을 시험하는 시도

Ÿ 인간의 움직임은 인간의 신체적 요인(골격, 
관절, 근육, 나이, 성별 등)에 의존한다.

Ÿ 지시에 의한 이동, 주체적인 목적을 가진 
이동, 다방향적 이동, 심리적 이동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동

장소
■ 도시 환경 

Ÿ 장소의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지닌 내용들이며,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Ÿ 상황은 도시의 장소들에서 생겨나는 사건들의 
모음이다. 상황은 개인에 의해서도, 군중에 
의해서도, 혹은 그들의 목적, 직업, 이동, 
경향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다.

상황

표 3-2 리빙시티 전시의 7개의 글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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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그램은 리빙시티 전시에서 도시를 구성하는 7개의 요소로 ‘인간

(Man)’, ‘생존(Survival)’, ‘군중(Crowd)’,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이동(Movements)’, ‘장소(Place)’, ‘상황(Situation)’을 

제시하고, 글룹(Gloo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도시를 구성하는 7개의 

각 요소의 전시 영역을 구성하였다. (표 3-2) ‘인간’과 ‘군중’은 도시의 

주체이며, 아키그램의 ‘개인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생존’은 이들 주

체가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한 도구이며, ‘커뮤니케이션’과 ‘이동’은 도시

와 주체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요소이다. 그리고 이들 생존 도구와 관

계형성요소에서는 아키그램의 ‘기술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장소’와 ‘상황’은 도시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도시 환경

이며, 아키그램의 ‘환경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표 3-3)

Ÿ 개인의 개념

아키그램 건축의 큰 주제를 이루고 있는 것은 근대건축에서 집단주의

에 대항한 개인의 개념이었다. 인간 개인에 관한 문제는 리빙시티 전시 

1년 전 1962년에 발행한 아키그램 2호에서부터 제기되었다. 아키그램 2

호에서 제시한 10가지 의문점 중 몇몇 주제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인간 

개인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27) 

27) 권제중. "아키그램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

표 3-3 리빙시티 전시의 주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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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떻게 하면 자기표현과 즐거움에 대한 정당한 욕구가 기존 계획

된 패턴과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부분이 되지 않으면서 공동체의 전

체 만화경(kaleidoscope)을 추가할 수 있도록 고밀도의 개발을 할 수 

있을까? ··· 10. 계획의 이상, 행정이론, 광고주의 판매정책, 전문 기

술인의 컴퓨터, 혹은 건축가의 자아가 개인들을 자신의 의지에 반하

는 패턴 속에 가둬놓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지는 않은가?”28)

리빙시티 전시의 첫 번째 전시 영역인 ‘인간 글룹’에서 아키그램이 제

기한 인간의 문제는 도시가 “인간의, 인간이 만든, 인간을 위한 유기적인 

주거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왜 도시와 도시계획, 그리고 인간은 서로 불

협화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아키그램의 개인에 

대한 개념은 집단주의에 반하여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었

으나, 흥미로운 것은 세 번째 글룹의 ‘군중’은 집단이라는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군중을 개성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로 보았다는 점이다. 

아키그램의 리빙시티에서는 거대한 만화경이 모든 종류 인간상의 집합과 

그들이 리빙시티의 공유된 경험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방법을 상

징하고 있었으며, 결국 아키그램에게 있어 집단이라는 것은 도시에 대한 

각자의 개인적 사고와 경험에 의해 집단주의의 멍에로부터 자유로워진 

개인들의 집합체였다.29)

Ÿ 기술의 개념

‘생존 글룹’은 인간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

어있다. 워렌 쵸크가 제작한 “Survival Kit”(표 3-2 그림)의 도시 생존 

도구는 재난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도구가 아닌 잡지, 음악, 술, 선글라

스, 자동차, 돈, 마약 등 일상을 살아가기 위한 것들이다. 이들 생존장비

는 적응과 탈출을 위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과 상품은 

회 논문집 19.1 (2010): 161
28) 아키그램 2호 (1962): 6
29) 권제중. "아키그램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개념에 관한 연구"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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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반복적인 선택을 통하여 구매해야 하는 소모품인 

것이다. 2차 대전을 겪은 아키그램 그룹은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건축이

나 도시는 하나의 사건으로 한순간에 파괴될 수 있는 덧없는 것임을 목

격하였으며, 동시에 전쟁 후 기술의 발달로 대량으로 생산되는 이전 시

대에서 목격하지 못한 다양한 대량생산 상품들을 사용하게 되었다. 아키

그램은 이러한 상품의 생산과 사용의 변화를 건축에 적용해 보고자 하였

다. 아키그램은 대부분의 건물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같이 기념비적

인 건물의 영원성을 가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당시 현대 문화의 

특징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축을 비판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불도저로 밀어버릴 수는 없다. 

… 건축가들은 20세기 후반 건축의 반향으로 소모성의 큰 잠재력을 

가장 먼저 부정하였다. 기술적으로 소모할 수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

은 능숙하게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 이 건물들은 과거의 기념비적인, 

영구적인 건물로 가장하고 있는 것이다.”30)

소모성(expendability)이 지니는 의미는 쓰고 버리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기술의 선택과 조절이 소비자에 있다는 점이며, 선

택과 조절을 통하여 다양하고 가변적인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워렌 쵸크는 “상품으로서의 주택(Housing as a consumer product

)”31)에서 기술 발달에 따른 대량생산의 시대에서 개인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기술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개인적 환경

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활동적인 요소들을 취하게 되며, 생활을 운

용해감에 있어서 자기 결정적이게 된다. 우리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그네들의 손닿지 않는 곳에 놓아둘 수 없으며, 더 그들을 문

화적이거나 창조적인 행위들에 대한 얼간이인 양 취급해서도 안 될 

30) 아키그램 3호 (1963) : 1
31) Chalk, Warren. “Housing as Consumer Product”, Arena no. 81 (1966):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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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우리는 보다 건설적인 방향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반

복성과 표준성을 지향하면서도 나름대로 가변성과 호환성을 지닌, 소

비자를 위한 대량생산의 고유한 가치에 기반하는 사회는, 개인의 욕

구와 그 선호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세계시장이라는 조건

에도 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이다.”32)

아키그램의 Plug-in City, Drive-in House, Control and Choice 

Dwelling과 같은 프로젝트에서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은 산업 생산품으로

서의 주거의 가능성과 이의 기술을 표현했다기보다는 각기 다른 개인의 

요구에 대응하고 이들이 모였을 때 만화경과 같은 살아있는 환경을 형성

하기 위한 자율적인 구조체였다. 이처럼 개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도시에

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하여 아키그램이 강조한 기술의 특성은 ‘커뮤니케

이션’과 ‘이동’이었다. 

Ÿ 환경의 개념

아키그램이 주장한 환경은 건축가의 자아로 결정된 환경이 아니라 오

히려 건축가의 자아를 최소화하여 개개인의 복합적인 의지와 조건들을 

수용하고 개인 스스로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였다. 아키그램의 

건축에서 환경은 Cushicle(1964)과 같이 개인이 등에 짊어지고 다닐 수 

있는 작은 규모에서 Plug-in City(1964-66)와 같은 거대구조물, 그리고 

Instant City(1968)와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개

념이었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인 혹은 군중은 

‘생존 도구’를 사용하고 ‘이동’,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환경 속에서 사건, 

즉 상황이 발생시킨다.

(2) 예비적 시스템으로서의 건축 

32) 아키그램 3호 (196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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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건축 실천의 방식으로 아키그램의 건축이 가지는 또 다른 특징

은 이들이 제안한 건축은 그들이 바라보는 현재에 맞는 “예비적 시스템”

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들이 제안한 건축, Plug-in City, 

Instant City, Walking City 등은 기존 건축이 가지는 서비스를 공급하

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프로그램과 환경, 그리고 시

스템 등 우리가 필요한 무엇인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키그램은 

이러한 상황에 맞는 건축을 제안하기 위하여 마치 로켓이 우주로 날아오

를 때 장착물을 땅으로 투하하듯이 과감하게 건축적 특질을 덜어내었다. 

이렇듯 사고의 전개를 위하여 건축적 요소를 제거하고 제안된 아키그램 

건축의 결과물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기에 ‘예비적’인 것이며 당시의 기술

과 삶을 투영하기 위한 체계를 제시하고 있기에 ‘시스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키그램 3호, 「Archigram 3: Towards Throwaway Architecture」

는 이러한 예비적 시스템으로서의 건축의 방향성을 제시한 예이다. 아키

그램 3호는 “쓰고 버리는 건축”이라는 “소모성(expendability)”의 개념으

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리빙시티 전시에서 다룬 주제의 일부이기도 하였

다. 아키그램 3의 본문은 크게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었는데, 주제에 대

한 문제를 제기한 내용은 ‘Problem’ 섹션에, 당시 실제로 구현된 소모성 

건축의 예(벅민스터 풀러(Buckminster Fuller)와 조지 넬슨(George 

Nelson)의 건축 사례 포함)는 ‘Groundwork’ 섹션에, 그리고 아키그램과 

요나 프리드먼(Yona Friedman) 등의 상상적인 프로젝트는 ‘Projects’ 섹

션에,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은 ‘Acceptance’ 섹션에 포함하였다. 

워렌 쵸크는 위와 같은 구성의 이유를 1966년 Architectural Association

의 저널 Arena에서, 새로운 건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

한 증거(Groundwork 섹션의 내용)와 함께 건축적인 대화(Projects, 

Acceptance 섹션의 내용)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아키그램 3호가 주목한 내용은 이전의 것들과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

다. ··· 그러기 위해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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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소모성은 역동적이고 다원적인 사회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지

만, 이는 건축적인 대화를 거치며 다뤄져야 했다.”33)

아키그램은 상품과 같이 건축에서도 사용자 선택의 자유를 높이고 사

회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소모품과 같은(Expendable) 건축의 특

징으로 ‘Bathroom’, ‘Bubble’, ‘System’을 제시하였다. (그림 3-24, 표 

3-4) 이같은 단어의 선택은 이와 함께 소개된 프로젝트 사례의 이미지

와 어울릴 수 있도록 구성한 것으로, ‘Bathroom’은 건축에서 자동차와 

같이 오래된 부품을 교환할 수 있는 ‘교환·조절 가능한 건축’을 의미하

며, ‘Bubble’은 Terrapin 구조나 공기막 구조와 같은 ‘일시적 건축’을 의

미하며, ‘System’은 조지 넬슨의 유닛 주거와 같이 교체 가능한 단위구조

(Bathroom)를 반복 결합하여 형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건축’을 의미한

다. 

Ÿ 교환·조절 가능한 건축

예비적 시스템으로서 아키그램 그룹이 제시한 첫 번째 요소는 ‘교환· 

33) Chalk, Warren. “Housing as Consumer Product” : 228

특징 아키그램 건축

교환·조절 
가능한 
건축

Ÿ 교환·조절 가능한 부분으로서의 
건축 (Bathroom)

Ÿ 소규모
Ÿ 사례: 벅민스터 풀러의 Dymaion 

House의 화장실

Ÿ Capsule Homes (1964)
Ÿ Gasket Homes (1965)
Ÿ Living Pod (1966)

일시적
건축

Ÿ 일시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건축 
(Bubble)

Ÿ 소규모~대규모
Ÿ 사례: William Orr의 Warehouse, 

Terrapin/공기막 구조

Ÿ Blow-Out Village (1966)
Ÿ Suitaloon (1967)
Ÿ Instant City (1968)

네트워크
건축

Ÿ 단위구조의 반복으로 형성되는 
건축 (System)

Ÿ 중규모~대규모
Ÿ 사례: 조지 넬슨의 유닛 주거

Ÿ Plug-in City (1964-66)
Ÿ Capsule Homes (1964)
Ÿ Auto-Environment (1964)

표 3-4 예비적 시스템으로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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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가능한 건축’이다. 이는 건축을 산업 생산된 부분들의 집합으로 이

루어진 구조물로 보고(kits-of-part), 궁극적으로 오래된 부분을 교환하

거나 소비자로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건축을 의미한다. 

“Bathroom”의 개념으로 제안된 프로젝트들은 Capsule Homes(1964), 

Gasket Homes(1965, 그림 3-27), Living Pod(1966, 그림 3-28) 등과 

같이 대부분 소규모의 프로젝트들이며, 이들은 보다 큰 규모의 프로젝트

의 부분에 해당하기도 하다. 

이러한 생각은 건축을 기계나 기술로 치환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이는 

건축을 변화하는 역할을 건축가에서 사용자-고객에게 전환하려는 시도이

며, 환경의 주체는 인간이므로 스스로 이를 유지시킬 조건을 고를 수 있

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부분을 교환·조절 가능하다는 것은 

보다 유연한 위계 구조의 전체를 형성할 수 있다. 대량생산 과정을 거쳤

으면서도 개인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개인성의 확장은 환경을 이루는 가

장 중심적인 동기가 될 수 있다.34)

  

Ÿ 일시적 건축

예비적 시스템으로서 아키그램 그룹이 제시한 두 번째 요소는 ‘일시적 

건축’이다. 이러한 일시적인 건축은 도시 환경의 사람들이 직면하는 다양

한 상황에 대응하는 구조물이다. ‘일시적 건축’의 개념으로 제안된 프로

젝트들은 Blow-Out Village(1966, 그림 3-29), Suitaloon(1967), 

Instant City(1968, 그림 3-30), Moment Village(1968) 등이 있으며, 개

인 신체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도시 규모의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Blow-Out Village(1966), Instant City(1968)와 같은 프로젝트는 재난, 

기존 도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의 형성 등과 같이 특정한 상황

에 따라 작동하는 프로젝트이며, Suitaloon(1967), Moment 

Village(1968)와 같은 프로젝트는 개인 신체의 반응, 혹은 군중들의 우연

적 상황으로 형성되는 프로젝트이다. 의도된 것이건 우연적인 상황이든, 

상황은 개개인들이 매 순간 결정해야만 하는 복잡한 삶의 조건들을 의미

34) Cook, Peter, ed. Archigram,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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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35) 아키그램은 아래와 같이 상황은 공간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로 보았다.

“상황은 도시의 장소들에서 생겨나는 사건들의 모음이다. ··· 도시의 

시각화와 실제화에 대한 우리의 모든 미래적 자세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은 우리를 현혹하는, 그 덧없는 미학적 건

축의 세계로부터 빠져나오려는, 그리고 진정한 실재의 세계로 뛰어들

어 그 모습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 그것을 이뤄낼 만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36)

Ÿ 네트워크 건축

예비적 시스템으로서 아키그램 그룹이 제시한 세 번째 요소는 ‘네트워

크 건축’이다. 이는 “Bathroom”, 즉 교환· 조절 가능한 유닛들의 집합으

로 이루어진 건축으로, 아키그램의 Plug-in City(1964-66, 그림 3-31), 

Capsule Homes(1964), Auto-Environment(1964) 등의 프로젝트가 네트

워크 건축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축의 특징은 이의 작동을 위

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플러그인 시티의 예를 

들어 이의 하드웨어는 부분의 유닛과 이들을 지지하기 위한 거대구조물, 

그리고 이들을 이동하는데 필요한 크레인과 같은 장치들로 구성되며, 소

프트웨어는 플러그인 시티의 암시로 제안된 Computer City(1964, 그림 

3-32)와 같이 시스템에 “아이스크림과 같은 편안함”37)을 제공할 수 있

는 요소이다.

35) 권제중. "아키그램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개념에 관한 연구" : 162
36) Cook, Peter, ed. Archigram, pp.21-22
37) 아키그램 8호 (1968): 페이지번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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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Gasket Homes, 1965

 

그림 3-28 Living Pod, 1966

그림 3-29 Blow-Out Village, 1966

 

그림 3-30 Instant City, 1968

그림 3-31 Plug-in City, 1964

 

그림 3-32 Computer City,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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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아키그램 픽처레스크의 표현적, 매체적 특징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픽처레스크는 그 안에 내포된 시각예술과의 

상호 영향을 통하여 그 특징이 형성되었다. 18세기의 픽처레스크는 당시 

낭만주의 풍경화의 인유를 통하여 정원 공간을 계획하였으며, 20세기의 

픽처레스크는 도시·건축 분야에서 재정의되면서 2차대전 이후의 이질적

인 도시 풍경을 사진과 콜라주 이미지를 통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처럼 픽처레스크의 ‘그림’은 관찰자의 ‘보기 방식’의 감각을 확장하기 위

한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아키그램 건축의 이미지와 그들의 잡지에서 나

타나는 사회와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러한 픽처레스크 역사의 연장

선상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타운스케이프 픽처레스크의 실천적 한

계를 극복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아키그램은 대중들의 소비문화를 도시 풍경을 생산하는 힘으로 이해하

고, 새로운 소비사회의 기술과 공존하기 위한 도시의 풍경을 표현하기 

위하여 팝아트, 타이포그래피, 옵아트, 사이키델릭, 공상 만화 등 당시의 

다양한 시각예술의 표현기법을 차용하고 이의 미의식을 탐구하였다. 아

키그램이 활동을 시작한 1960년 전후 당시 예술가들은 작가와 관객이 

일방향적인 관계를 넘어 관객이 작품의 해석에 참여하여 자신의 지각을 

일깨울 수 있는 적극적 의미의 ‘열린 미학’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예술의 

미의식은 새로운 기술과 공존하기 위한 건축을 제안하였던 아키그램의 

건축 이미지 표현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8세기의 픽처레스크가 

감상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대상에 대한 특

정한 감흥을 일으키는 것이었다면, 아키그램의 공상과학적 이미지는 감

상자의 보편적인 기억이 아니라 다양한 예술 장르의 표현을 통하여 사람

들이 아키그램이 전달하려는 건축적 메시지의 해석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이들의 공감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즉, 아키그램 픽처레스크

의 ‘그림’은 현대도시 풍경을 ‘보는 방식’이면서 동시에 이의 형성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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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아키그램의 ‘보기 방식’과 ‘참여하는 방식’의 그림 개념은 건축 

이미지의 집합으로서 아키그램 잡지의 편집과 제본 방식에서도 반영되었

다. 아키그램은 잡지의 주제, 아키그램 구성원들이 작업하는 여건과 방식

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편집, 제본 방식으로 제작하였고, 이에 따라 독자

들은 아키그램의 건축 이미지와 건축 메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4.1 아키그램 픽처레스크의 표현적 특징

4.1.1 열린 이미지 : 아키그램 ‘그림’의 특성

1960년대 아키그램의 초기 활동을 지지하고 이들의 활동이 국제적으

로 알려지게 된 계기를 마련한 건축이론가는 레이너 밴험이었다.1) 그가 

1) 레이너 밴험은 아키그램 4호가 제작된 직후 미국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필립 존슨 등 미

국의 건축가들에게 아키그램을 소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아키그램이 국제적으로 알려

지기 시작하였다.

18세기
픽처레스크

타운스케이프
픽처레스크

아키그램
픽처레스크

보기 방식

Ÿ 회화의 인유를 통한 
자연경관의 이해

보기 방식

Ÿ 콜라주, 사진을 통한 
현대도시 풍경의 
이해

보기 방식 + 참여 방식

Ÿ 다양한 예술 장르의 표현을 
통한 현대도시 풍경의 이해

Ÿ ‘열린 미의식’을 통한 
관찰자가 경관의 형성과 
해석에 참여 

표 4-1 아키그램 픽처레스크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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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그램의 건축을 지지하였던 이유는 그가 생각하였던 새로운 시대의 

건축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레이너 밴험은 

과거의 건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건축 개념인 “다른 건축(une 

architecture autre)”2)을 주장하였다. 그가 사용한 “다른 건축”의 용어와 

개념은 미셸 타피에(Michel Tapié)가 1952년 저술한 「Un art autre」

에서 사용한 “다른 예술(art autre)”3)을 차용한 것으로, 이는 2차대전 이

후의 잭슨 폴록, 장 뒤뷔페와 같은 작가의 반-형태(anti-form), 반-고전

(anti-classic)적 예술의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용어였다. 

레이너 밴험은 스미슨 부부를 포함한 에두아르도 파올로치(Eduardo 

Paolozzi), 리처드 해밀턴(Richard Hamilton), 나이젤 핸더슨(Nigel 

Henderson), 로런스 앨러웨이(Lawrence Alloway) 등 영국 건축가와 예

술가들과 함께 인디펜던트 그룹(Independent Group)4)을 결성하였다. 이

들은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잭슨 폴록, 장 뒤뷔페, 미국의 팝아티스트

와 같이 2차 대전 이후 작가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예술에 대한 관념과 

미학의 새로운 태도를 연구하였으며, “Parallel of Life and Art (1953, 

그림 4-2)”, “This is Tomorrow(1956, 그림 4-3, 4)” 등의 전시를 기획

하고 참여하였다. 

이러한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레이너 밴험은 건축에서 이미지의 

역할과 의미를 연구하였다.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quod visum 

placet(that which seen, pleases)" 문구를 변형하여, 건축의 이미지는 

“quod visum perturdo(that which seen, affect the emotions)”인 것으로 

고전적 의미의 추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간관계(human 

association)를 함축하는 총체적인 물질 그 자체”5)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2) 레이너 밴험이 “다른 건축(une architecture autre)”의 특성을 언급한 것은 1955년 

Architectural Review 지에 게재한 “The New Brutalism”에서였다. (그림 4-1 참조)
3) Tapié, Michel. Un art autre. Artcurial, 1952.
4) 인디펜던트 그룹은 1952년 ICA(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에서 레이너 밴험이 의

장을 맞으며 첫 번째 세션을 가졌다. 이때 참석한 예술가들은 에두아르도 파올로치

(Eduardo Paolozzi), 리처드 해밀턴(Richard Hamilton), 나이젤 핸더슨(Nigel 

Henderson), 로런스 앨러웨이(Lawrence Alloway) 등이 있다. 스미슨 부부는 1954년 두 

번째 세션부터 참여하였다. 
5)  “성 토마스를 기쁘게 한 것은 추상적인 아름다움이나, 신브루탈리스트들을 움직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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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The New Brutalism”, Architectural Review, 
1955

그림 4-2 Parallel of Life and Art 전시,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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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This is Tomorrow 전시, Group 2, 1956

그림 4-4 This is Tomorrow 전시, Group 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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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레이너 밴험에게 건축의 이미지는 관찰자가 즉각적으로 경험하게 되

는 분위기와 같은 것으로 이를 통하여 체험자의 감정을 일으키는 개념이

었다. 

스미슨 부부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레이너 밴험은 브루탈리스트와 스미

슨 부부의 건축을 통하여 그가 생각하였던 “다른 건축”의 특성을 설명하

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건축 이미지는 그가 생각하였던 “다른 건

축”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1956년 

그가 AR에 게재한 “This is Tomorrow”6) 전시 비평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전시에 참여한 12개의 예술가 그룹들의 전시 중 리처드 해밀턴, 존 

뵐커(John Voelcker), 그리고 존 맥헤일(John McHale)이 참여한 두 번

째 그룹의 전시(그림 4-3 참조)와 스미슨 부부, 나이젤 핸더슨, 에두아

르도 파올로치가 참여하여 여섯 번째 그룹의 전시(그림 4-4 참조)를 비

교하여, 스미슨 부부가 참여한 여섯 번째 그룹의 설치 작품인 “Patio 

and Pavilion”7)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판하였다. 

 

“그들은 파티오 안에 파빌리온을 세우고 인간의 활동과 욕구 중 가장 

은 인간관계를 함축하는 총체적인 물질 그 자체이다” (Banham, Reyner. “Sant'Elia.”, 

Architectural Review (1955): 354-61)
6) “This is Tomorrow”는 1956년 Whitechapel Art Gallery에서 개최된 전시이다. 전시를 

기획한 테오 크로스비(Theo Crosby)는 12그룹의 예술가들에게 ‘인간의 감각과 거주’라는 

주제로 각각 주어진 영역에서 전시를 계획하도록 하였다. (전시를 기획한 테오 크로스비

는 당시 Architectural Design의 테크니컬 편집장이었다. 그는 1962년 테일러 우드로우사

(Taylor Woodrow) 건축설계부서의 팀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아키그램 그룹의 일원 모

두를 고용하였으며, 1963년 아키그램 그룹이 리빙시티 전시를 기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후, 그는 1972년 알란 플레쳐(Alan Fletcher)를 포함한 4명의 디자이너와 함께 

Pentagram을 설립하였다.)
7) 이는 나이젤 핸더슨의 뒷마당을 재구성한 구조물로 파티오 안에 파빌리온을 설치한 작품

이었다. 파티오 가운데에 위치한 파빌리온은 세 개의 벽면과 골판형 플라스틱 지붕으로 

덮인 구조물로, 파빌리온 내부와 외부, 지붕 위, 벽면에는 자전거 부품, 바위, 부서진 나

팔, 시계 등 일상생활에서 “발견된” 사물들이 설치되었다. 스미슨 부부는 전시회 카탈로

그에서 이들 사물은 “일종의 상징적 의미에서 인간의 거주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첫 번째 필수적 요소는 파티오로, 세계의 한 부분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 필수적 요소는 

파빌리온으로 위요된 공간을 위한 것이다. 이 두 공간에는 인간의 모든 요구에 대한 상

징들이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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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것을 상징하는 조각들로 이를 채웠다. 이는, 고상한 의미에서, 

기존의 가치와 상징의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8)

이는 레이너 밴험이 그들의 설치물은 전통적 가치에 순응하여 일상의 

사물들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무한한 가치의 상징으로 치환하여 ‘폐쇄

적인 미학’9)을 보이는 점을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그는 두 

번째 그룹의 전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반된 평가를 하였다. 

“그들은 광학적 착시, 스케일의 반전, 기울어진 구조물과 파편화된 이

미지를 이용하여 이미지에 대한 관람자의 고정된 개념을 백지화하고, 

순수한 감각으로 일상의 이미지를 인지하도록 하였다. 이들이 전시한 

이미지는 추상적인 개념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전통적이거나 

새로운 기술의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구체적 이미지였던 것이다.”10) 

레이너 밴험이 이들의 작품에서 발견한 이미지는 수동적인 상징뿐만 

아니라 관람자가 참여하여 그들의 지각을 일깨울 수 있는 적극적 의미의 

“열린 미학”의 이미지였다.11) 그는 이와 같이 관찰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열린 이미지가 당시 1960년대에 펼쳐진 새로운 기계시대의 

건축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가 목격한 당시 사회는 20세기 초

와 달리 대중들이 일상 사물 속으로 스며든 기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

기 시작하였던 시대였다. 레이너 밴험은 당시의 팝 문화를 통하여 대중

화된 기술을 “차고 놀기 위한 과학(science for kicks)”으로 표현하였다. 

레이너 밴험이 1950년대 후반 브루탈리스트들의 한계를 목격하면서, 

1960년대에 등장한 아키그램의 건축에 주목한 이유는 모더니즘이 기술

을 엄숙하거나 관념적으로 받아들인 것과는 달리 아키그램은 당시의 기

술을 일상적이고 즐거운 개념으로 해석하고 이를 대중들의 지각을 일깨

8) Banham, Reyner. “This is Tomorrow Exhibit.” Architectural Review (1956): 186-188
9) Langevin, Jared. "Reyner Banham." Architectural Theory Review 16.1 (2011): 12 
10) Banham, Reyner, “This is Tomorrow Exhibit” : 186-188
11) Langevin, Jared. "Reyner Banham"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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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열린 이미지로 표현한 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키그램의 건축이 ‘열린 이미지’로 작용할 수 있는 그

들의 건축 이미지의 특징을 ‘쉬운 이미지’, ‘투사적 이미지’, 그리고 ‘도용 

이미지’로 보고 이를 분석하였다.

(1) 쉬운 이미지

열린 이미지로서 아키그램의 건축 이미지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의 이

미지가 근본적으로 재현의 매개가 아니며 해설이 필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난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아키그램의 이미지 표현은 그래

픽 디자인과 같이 즉각적으로 읽히는 시각적 속성에 충실한 것이 특징이

다. 아키그램은 기존의 학제적 체계와 전문가로서의 지적 우월감이나 자

의식을 통하여 건축을 지배하고 있는 기하학, 진지함, 엄격함, 그리고 당

시 영국 정부의 노스텔지아적 도시계획에 저항하였다. 이들은 현대사회

의 주체인 소비자로서의 대중이 스스로 도시와 건축의 풍경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건축이 가져야 할 미덕은 ‘쉬움’이라고 믿었다. 

이와 같이 ‘쉬운’ 아키그램 이미지는 아키그램이 당시 서로 영향을 주

고받았던 아방가르드 건축가들의 이미지와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그림 

4-5]는 이소자키 아라타(磯崎新)가 1968년에 발표한 “Re-Ruined 

Hiroshima” 콜라주 이미지로, 이는 당시 일본 도시·건축에서 일어났던 

메타볼리즘12)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다시 폐허가 된 히로시마’라는 제목

12) 메타볼리즘은 1960년 메타볼리즘 선언문 “메타볼리즘/1960-도시에 대한 제안” 발표를 

통하여 시작된 일본의 도시건축 운동이었다. 메타볼리즘 그룹은 끊임없이 생성, 변화하고 

대사와 증식을 반복해가는 유기체에서 건축과 도시가 가져야만 하는 모습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거대구조, 인공 대지와 같이 전위적인 조형이 특징인 메타볼리즘이 서양의 아방

가르드 운동과 차이를 가지는 점은 메타볼리즘이 국가나 정치와 밀접하게 결합하여 있는 

점이다. 이는 2차대전 이후 ‘폐허에서의 부흥’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와 함께 부흥했던 

건축운동으로 당시 일본의 주류의 엘리트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으로 메타볼리

즘의 대규모 도시 구상은 미래의 이상적인 국토 이미지로 이어지고, 국가정책이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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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Re-Ruined Hiroshima, 이소자키 아라타, 1968

그림 4-6 No-Stop City Andrea Branzi,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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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아라타 이소자키의 이미지는 구조적인 동시에 정

교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원자 폭탄으로 폐허가 된 히로시마

의 파노라마 사진 이미지에 그가 상상한 거대구조물 드로잉을 오려 붙여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이미지의 배경인 히로시마 풍경과 이소자키 아라

타가 그려 넣은 건축 드로잉은 모두 구조적인 동시에 상징적 의미를 내

포하고 있다. 그가 그린 거대구조물은 건설 중인 것 같으면서도 주변의 

폐허와 같이 허물어져 가는 듯하게 보인다. 이소자키 아라타는 히로시마

의 이미지에 대하여 “이들은 죽은 건축(dead architecture)이고 전체 이

미지는 사라졌다. 남은 조각들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상상이 필요하다.”13)

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상상의 주체는 국가나 소수의 엘리트 

건축가들로 이들은 전쟁으로 백지화된 도시에 유기적인 성장을 위한 새

로운 조형과 기술의 DNA를 이식할 책무를 지고 있었다. 이러한 엘리트 

건축가의 도시재건 운동은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일본 건축계에 분 

‘생명주의’와는 다른 것으로 다시 세워질 새로운 도시에서 살아가는 대중

은 도시계획의 주체라기보다 도시의 사물과 정보와 같은 흐름과 증대의 

대상이었다. 

[그림 4-6]은 아키줌(Archizoom)14)의 안드레아 브란치(Andrea 

Branzi)가 1969년에 그린 “No-Stop City” 이미지이다. 이는 모던 건축

가의 무한히 확장 가능한 계획도시의 아이디어를 패러디한 것이다. 이는 

현대도시의 중심성을 거부한 것으로 거대 도시의 파편에서 출발하여 무

한히 확장할 수 있는 공상과학적인 풍경을 보여주며, 무한한 그리드의 

바탕과는 대조적으로 공원과 주거 모듈은 자유로운 형태로 묘사되었다. 

이 제안은 기존 도시의 규범적 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술을 통하여 

혁명적인 도시 형태로 표현된 새로운 삶의 개념을 역설적인 표현으로 제

시하고 있다.

개혁 운동 성격을 띤다. (오자와 쿄코. "2011년 왜 메타볼리즘인가." 플랫폼 (2012): 

132-37)
13) Riley, Terence. The changing of the avant-garde: visionary architectural drawings 

from the Howard Gilman collection. The Museum of Modern Art, 2002, p.101
14) Archizoom은 아키그램 건축의 영향으로 Andrea Branzi, Gilberto Corretti, Paolo 

Deganello, and Massimo Morozzi가 1966년 설립한 이탈리아 건축가 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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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Plug-in City (Stage 3), 1964

그림 4-8 Plug-in City Study (Charing Cross Road), 1964

그림 4-9 Living Pod in a blue-collar landscape,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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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건축가의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아키그램의 건축 이미지는 

메타볼리즘의 정치적 함축이나 아키줌의 역설과 같은 이차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으며 보이는 데로 받아들이며 이해하기 쉽게 표현된 것

이 특징이다. 아키그램의 거대구조물은 이소자키 아라타의 거대구조물과 

유사해 보이지만 [그림 4-8]의 Plug-in City 입면도는 이소자키 아라타

의 이미지와 달리 정치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 

[그림 4-7]의 Plug-in City의 영역을 보여주는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아키그램의 Plug-in City는 이소자키 아라타의 히로시마 프로젝트와 마

찬가지로 2차대전으로 파괴된 런던의 지역을 회복하기 위한 상황을 바탕

으로 제시되었다. 아키그램은 런던의 Charing Cross Road를 배경으로 

형성된 Plug-in City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어 관찰자가 플러그인 구조물

을 실재하는 장소를 바탕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물이 상부에

서 작동하는 크레인은 도시의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은 일상적

인 행위를 바탕으로 플러그인 구조물을 형성할 수 있음을 알려주며, 이

는 Charing Cross Road에 있는 기존의 건물들(Welsh 성당, 

Hippodrome 극장)과 함께 공존하는 풍경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피터 쿡은 이러한 대량생산과 소비를 통한 건축이라는 개념과 그 형태

는 쉽게 상상하기 힘든 것이지만, 아키그램의 이미지는 관찰자가 이를 

보고 이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대량생산과 소비를 통해 형성

된 건축이 낭만적일 수 있다고 상상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

다.15) [그림 4-9, 10]은 데이비드 그린이 제작한 Living Pod(1966) 콜라

주 이미지이다. 이는 마치 이소자키 아라타의 “Re-Ruined Hiroshima”

와 같이 정치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는 

이동 가능한 주거유닛인 리빙 포드가 노동자의 주거단지에서 상상 속의 

장소까지 어디에든 설치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다는 유머러스한 표현이

었다.

15) Cook, Peter. Drawing: the motive force of architecture, John Wiley & Sons, 2014,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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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Living Pod in the context, 1966

그림 4-11 Living Pod 평면도,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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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키그램의 이미지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키그램 건축

이 가지는 영국적 실용주의, 경험주의적 성격 때문이기도 하였다. 아키그

램은 아래와 같이 당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요구와 이의 해석을 

고전이 아닌 대량생산 상품이나 사회 현상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냉동식품은 팔라디오보다 더 중요하다. 우선, 그것은 더 기본적이다. 

그것은 이용 가능한 기술과 경제를 최적화하는 인간의 요구 조건의 

표현이자 그 요구의 하나의 효율적인 해석의 상징이다.”16) 

이러한 태도는 니콜라스 패브스너, 고든 쿨렌과 같은 20세기 픽처레스

크 이론가들이 당시의 일상적 도시 이미지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하여 도

시계획의 법칙을 도출하고자 하였던 경험주의적 태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아키그램이 1963년의 리빙시티 전시에서 도시 풍경, 상품, 

대중 매체 이미지, 공상과학 영화 캐릭터 등의 이미지를 통해서 ‘살아있

는 도시’의 특성을 발견하고자 한 것은 이러한 태도의 영향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키그램이 상상한 새로운 기술의 개

념을 적용하기 위한 건축 이미지는 기술적 과정의 생략과 표현의 비약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었다. 아키그램의 건축은 새로운 기술의 개

념을 적용하기 위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개념을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는 자칫 전문가적이고 기술적인 해설이 주를 이룰 수 있었

다. 아키그램은 그들의 이미지에서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과정을 과감히 

생략하였다. 아키그램은 그들의 이미지를 제품 사용 설명서 같은 드로잉

이나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그럴듯하게17) 표현하여 기술의 작동을 독자들

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키그램은 이처럼 중간의 단

16) Archigram. “Amazing Archigram: A Supplement.”, Perspecta no. 11 (1967) : 133
17) 예를 들어 [그림 4-11]의 리빙 포드 평면도의 경우, 데이비드 그린은 소형 제품과 같이 

주거유닛의 작동을 보장하는 설비 덕트, 기계 장치, 유압식 서스펜션 지지대 등을 그려 

넣었지만, 이는 실제 기술과 공학적 검증을 통한 것이 아니라 마치 우주선 캡슐과 같이 

잘 만들어져 실수 없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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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생략된 프로젝트의 파편화된 부분의 이미지를 독자들에게 제공하여 

독자는 마치 콜라주 이미지를 보는 것과 같이 이미지의 조각들을 보게 

되며, 이들 사이에 생략된 부분은 각자 상상을 통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투사적 이미지

아키그램의 건축 이미지에서 주목할 만한 개념은 이의 건축 이미지가 

그것에 선행하는 논리의 마지막 결과물이 아니라 그 이미지 이후에 발생

할 실질적인 가능성을 상상하기 위한 것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아키그

램이 주장한 ‘건축의 사라짐’이란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지는 결론이 아

니라 그 이미지를 관찰하는 이의 개입을 유발하고 이의 상상을 통하여 

완결성을 가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아키그램의 이미지는 이

미지 이후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투사적(projective)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키그램의 쉬운 이미지는 명시적, 즉각적이면서도 불완전하고 

순응적이므로 관찰자로 하여금 ‘다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3.2.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키그램의 건축은 교환·조절 가능한 

‘Bathroom’, 일시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Bubble’, 대량생산 제품과 같이 

생산 가능한 ‘System’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아키그램의 건축 

이미지는 결정적인 형태를 제시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우에 따른 한순

간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투사적인 특성이 있으며, 이

러한 프로젝트가 건축 이미지로 제작되는 과정에서 그 특징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Instant Village(1968, 그림 4-12 좌측)의 콜라주 이미지의 경

우, 아키그램은 Instant Village를 구성하는 공기주입식 주거유닛을 흰색 

바탕에 무질서하게 오려 붙여,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공동체가 특정한 패

턴이나 질서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용자들의 행

위와 사건들을 통하여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I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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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Instant Village, 1968 
(좌측: 원본 이미지, 우측: 아키그램 8호의 커버 페이지)

그림 4-13 Cheek by Jowl, 1970 
(위: 원본 이미지, 아래: 아키그램 9호,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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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ge 이미지를 바라보는 관찰자는 앞으로 변화될 일시적 마을의 모습

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며, 현재의 이미지는 관찰자가 상상하게 되는 투

사적 이미지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아키그램은 이와 같은 투사적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관찰자가 적

극적으로 그들의 이미지 해석에 개입하도록 하였다. 아키그램은 그들의 

이미지에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텍스트를 삽입하거나 이미지의 화자

가 독자를 응시하면서 해설을 하는 등의 표현기법을 자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아키그램 4호에서 등장하는 4명의 여성 캐릭터는 모두 화면

을 응시하면서 워런 초크의 해설을 전달하여 관찰자들의 상상적 개입을 

유발하고 있다. (그림 4-52 참조) 또한, 아키그램은 독자들이 페이지를 

오리고 붙여 직접 모형을 만들도록 하거나 씨앗 봉투나 트랜지스터를 잡

지에 동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1도 혹은 2도로 인쇄되어 원본 이미지의 표현이 제한된 아키그램 잡지

에서의 이미지는 역설적으로 그들의 투사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림 4-12] 우측의 이미지는 Instant Village의 

콜라주 이미지가 아키그램 8호의 표지에 인쇄된 것이다. 노란색 종이에 

파란색 잉크로 1도 인쇄로 출력된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의 명도가 밝은 

부분은 진하게, 명도가 어두운 부분은 흐리게 인쇄되어 배경이 주거유닛

보다 강조되어 출력되었다. 아키그램 9호에 게재된 Cheek by 

Jowl(1970, 그림 4-13) 또한 이와 유사하게 인쇄되었다. Cheek by 

Jowl 이미지는 High Street 가로의 건물들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가로의 입면 이미지와 텍스트로 묘사한 것인데, 아키그램은 원본의 이미

지를 아키그램 잡지에 게재하기 위해 편집하는 과정에서 원본의 텍스트

와 드로잉을 피해 흘러가는 구름과 같은 색면을 더하였다. (그림 4-13, 

아래) 이는 마치 이미지에 구멍이 난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데, 아키그

램 잡지를 읽는 독자의 시선은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텍스트나 드로잉 

보다 배경의 강한 생면과 의도적으로 인쇄되지 않은 비어있는 면을 향하

게 된다. 이러한 비어있는 이미지, 혹은 생략된 이미지를 통하여 아키그

램의 독자들은 그들 자신만의 새로운 이미지를 투사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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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용 이미지

18세기 픽처레스크 정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경관 요소를 조절하

여 주변의 경관과 부지 내의 경관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정원 외부의 경관을 내부로 끌어온다는 점이다. 험프리 렙톤은 이를 “도

용(appropriation)”18)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픽처레스크에서 도용

은 시각적 소유의 연장으로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될 즐거움의 원천이며 

이의 독점적인 즐거움의 권리는 인간 본성의 일부라고 주장하였다.19) 험

프리 렙톤이 주장한 픽처레스크의 도용 개념은 관찰자가 상상적 이미지

를 통하여 경관의 소유권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경관에 대한 관찰자의 

유동적 지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찰자의 지위에 대하여 줄리아나 브루

노는 픽처레스크 정원의 관람자는 정원 공간에서 펼쳐지는 드라마의 배

우이자 관객으로 이의 양면적 지위를 설명하기도 하였다.20) 즉, 픽처레

스크 경관의 관찰자21)는 경관의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가 될 수 있다

는 점이다. 20세기의 픽처레스크 이론가들은 이러한 픽처레스크의 상상

적 착시 현상을 이용하여 실제 사회적이거나 기술적인 문제를 직면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새롭게 계획될 도시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니콜라스 패브스너는 모던 건축이 도시 풍경의 이질적인 요소들

에 대한 시각적 화해를 제공하는 데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18) 현대 예술사에서 도용은 하나의 표현기법과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1950, 60년대의 팝 

아아티스들은 대중문화의 인용을 통하여 본래의 이미지에서 일부를 참조하여 작품을 하

였으며, 1970년대에는 타인의 작품을 통째로 탈취하듯이 유용한 ‘도용 미술

(appropriation art)’이 다수 등장하였다. (민주식, 2009 : 64 참조)
19) Repton, Humphry and John Claudius Loudon. The landscape garde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of the late Humphrey Repton, esq: being his entire works on 
these subjects. Printed for the editor, and sold by Longman & Co., 1840, p.601

20) Bruno, Giuliana. Atlas of Emotion, location 4312 of 14202
21) 윌리엄 길핀은 그의 픽처레스크 이론에서 관찰자들이 스스로 지방의 풍경을 발견하는 

여행을 통하여 자신의 정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찰자의 역할을 강조하였으

며, 리처드 페인 나이트 역시 “기억은 즐거움을 증진시키고, 즐거움은 기억을 밝게 한다. 

(Knight, Richard Payne, and Bulmer, William. The Landscape, p.348)”고 주장하며 관

찰자의 상상적 역할과 역동적인 과정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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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에서 사람들이 그곳에서의 생활을 상상하는 능력을 되찾아야 한

다고 주장했다. 특정 마을, 특정 주택에서의 삶을 상상하기 위해서, 사람

들은 최소한 잠깐만이라도 소속 경험을 떠올리면서, 전체 그림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2) 

아키그램의 건축 이미지를 이와 같은 “도용” 개념에서 보았을 때 이들

의 건축은 도시의 경관을 대중의 소유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Plug-in City는 파괴된 영국 도시를 건축과 공간의 소비자인 대중들이 

스스로 형성하는 구조물이었으며, 이의 이미지는 해변의 놀이시설과 같

이 대중들이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Tuning London(1972, 그림 

4-14~17)은 ‘런던의 경관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건축·도시적 물음에 대

한 대중적이며 시각적인 대답인 것이다. 아키그램 9½호에 부분적인 이

미지로 소개된 론 헤론의 이 프로젝트는 5200x380mm 크기의 긴 이미

지로 제작되었으며, 런던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에 이르는 9개의 가로 

풍경으로 이루어진 콜라주 작업이다. 론 헤론은 런던에서 보존되어야 하

거나, 성격이 증진되어야 하는 것, 새로운 구조물에 의해 변하는 것, 그

리고 일상의 행위들로 이루어진 풍경을 묘사하였다. 그는 자신이 LCC에

서 설계에 참여한 사우스뱅크의 아트센터(South Bank Art Center, 1967

년 완공)도 9개의 풍경 중 하나로 삽입하였다. (그림 4-17) 사우스뱅크

의 아트센터는 영국 정부의 픽처레스크적 도시계획의 개념으로 탄생한 

런던의 새로운 랜드마크였으며 1972년 당시 완공된 지 5년밖에 되지 않

은 런던의 새로운 문화시설이었다. 하지만 노출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사

우스뱅크 아트센터는 예술공연만 개최되는 공간일 뿐 사람들이 즐겨 찾

는 장소는 아니었으며 문화와 도시의 행위가 분리된 모습이었다. 론 헤

론은 사우스 뱅크 아트센터 사진에 색면과 잡지에서 오려 붙인 사람들, 

그리고 건물 위에 설치된 천막 구조물을 그려 넣고, 이미지 상부에는 구

름 모양의 이미지와 “딱딱한 바닥을 걷어내자”, “문화를 끄고-간판을 바

22) Macarthur, John. “Strange encounters in mid-century British urbanism: townscape, 

anti-scrape and Surrealism.” (2007):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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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Tuning London, 1972

그림 4-15 Tuning London 1번 이미지

  

그림 4-16 Tuning London 7번 이미지

그림 4-17 Tuning London 8번 이미지

  

그림 4-18 사우스뱅크의 아트센터,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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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자”, “인조잔디를 깔고-상점들을 삽입하자” 등의 텍스트를 적어 넣었

다. 그는 예술을 포함한 사람들의 행위 간의 경계를 허물어야 도시가 활

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도시의 풍경이 그들 자

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피카딜리 광장(Piccadilly Circus)의 역

동성이 아트센터에 유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23) 이처럼 아키그

램은 도시를 조정(tuning)하는 일은 “위트(wit)와 연민(sympathy), 대담

함(audacity)과 공감(empathy)이 동시에 필요한”24) 것이라고 주장하였는

데, 이는 공공적인 경관을 소유하는 것은 단지 즐거움 만이 아닌 다양한 

감정이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4.1.2 아키그램 픽처레스크의 표현적 특징

(1) 시각예술 표현기법의 수용

아키그램 4호에서 피터 쿡은 “디자인계에서는 그 개념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를 지녔을 때 교차 수정(cross fertilization)이 가능하다.”25) 라

고 언급하면서, 장르가 다른 예술 분야의 표현 양식을 통하여 기존 건축

의 조형과 표현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개념을 표현하려 하였다. 예를 들

어 아키그램 4호는 공상 만화의 표현과 형식으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기

존 건축의 조형 어휘로 당시 새롭게 등장한 기술의 속도감을 표현하기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아키그램이 공상과학 만화뿐 아니라 미래파 구

체시, 팝아트, 사이키델릭, 타이포그래피 등 다양한 시각예술 분야의 표

현 방식을 차용한 것은 아직 건축에 도입되지 않은 기술을 수용하기 위

한 건축의 미의식을 탐구하기 위함이었다. 

23) Tuning London 이미지에서 7번째 가로의 이미지는 피커딜리 광장(그림 4-17)이며 8번

째 가로의 이미지는 사우스뱅크 아트센터(그림 4-18)이다.
24) Archigram. Archigram: the book. Circa Press, 2018, pp.280-281
25) 아키그램 4호 (196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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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아키그램 5호, p.19

그림 4-20 Miller Blues Band Poster, Victor 
Moscoso,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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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그램이 시각예술 분야의 표현기법을 수용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첫 번째 특징은 이들이 건축 도면이나 투시도를 그리는 방식을 

바탕으로 시각예술의 표현 방식을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마이클 웹은 

「Archigram」(1970) 서문 “Boys at Heart”에서 아키그램이 그들이 건

축 이미지를 생산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는데, 그의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아키그램의 이미지에서 다양한 시각 표현의 밑그림이 되는 것

은 건축 도면이며, 투명한 레이어를 더하면서 도면을 제작하는 건축 설

계의 방식으로 그들의 이미지가 제작된다는 것이다.26)

두 번째 특징은 아키그램이 여러 시각예술의 표현기법을 수용하는 배

경에 특정한 이론적 배경이나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키

그램은 필요한 경우 큰 부담 없이 다양한 표현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는

데, 예를 들어 아키그램 5호의 수중 도시와 관련한 페이지 구성에서 아

키그램은 물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하여 배경에 사이키델릭 아트의 

유기적인 곡선의 형태의 패턴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심리적 황홀 상태를 

연출하여 인간 의식과 감각의 확대를 시도한 사이키델릭 아트의 배경과

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림 4-19, 20 참조) 따라서 아키그램은 그들이 

차용한 원래의 시각예술의 이미지와는 다른 미학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양식의 표현을 재사용, 변형하고, 그 틀을 다시 짜고 편집하는 것

과 같이 그들의 건축 또한 자르고 붙이면서 생산하였다. 하나의 아이디

에서 다른 아이디어로 발전되는 아키그램 건축 특징은 이러한 표현 방식

에 대한 건축 설계의 대응물로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6) 마이클 웹의 글을 바탕으로 작업 순서를 재구성 (Cook, Peter, ed. Archigram, p.2)

1. 트레이싱 종이에 잉크로 도면을 제도한다. (이 도면은 다양한 시각 표현의 밑그림이 

되는 바탕 이미지이다.)

2. 도면을 전송식 식자기를 이용해 원하는 크기로 출력한다.

3. 에어브러시로 채색 작업을 마친 후 표면에 투명한 색을 입힌다.

4. 채색을 마친 작업 위에 텍스트, 이미지 등을 붙이고, 여러 레이어의 작업이 손상되지 

않도록 코팅을 한다. (이는 유화작품을 마무리하며 그 표면에 얇은 막을 입히는 베니

싱 작업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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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콜라주

콜라주 기법은 입체주의, 미래주의, 다다이즘, 그리고 팝아트 등 20세

기 초 화가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회화의 기법이다. 이들 예술가들은 조

금씩 다른 의미와 의도로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였다. 콜라주 기법은 화

면의 구성, 조형성을 탐구하고, 다양한 사물의 우연적 결합이나 배열에 

따른 구도를 실험하거나, 화면의 실재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사회 풍자적인 몽타주 기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950, 60

년대에 이르러서 팝아티스트들은 대중 매체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작품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콜라주 기법은 다양한 배경 속에서 사용되

었으나 공통적으로 미술사에서 콜라주 기법이 가지는 의미는 사물이 가

지는 일상성을 회화의 소재로 사용하여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물건들이 

예술품으로 간주 될 수 있다는 예술의 대중화를 이끌게 되었다는 점이

다. 

건축 이미지에서 회화의 콜라주 기법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이후나, 사진과 드로잉을 혼합한 몽타주 투시도는 20세

기 초부터 사용되었다. [그림 4-21]은 고든 쿨렌이 프리랜서 일러스트레

이터로 활동하던 1930년대 AR 기사에 삽입한 사진과 드로잉을 오려 붙

여 작업한 투시도이다. 이러한 종류의 몽타주 드로잉은 건축가나 조경가

들이 제안하는 풍경을 실제 사진 위에 그려 넣어 몰입감을 주며, 설계의 

전과 후를 비교하여 그 설계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

다. 이와 비교하여 1953년 스미슨 부부가 골든레인 공동주택단지 공모전

을 위하여 제작한 투시도(그림 4-22)는 이와 달리 설계의 내용과 맥락

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이 투시도에서 사용된 콜라주 기법은 스미슨 

부부가 투시도를 통하여 다양한 맥락을 전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

였다. 이들이 투시도에서 사용한 이미지는 미디어에서 도용

(appropriation)한 ‘발견된 이미지’로, 폐허가 된 현장 사진 위에 프랑스 

배우 제라드 필립(Gerard Phillipe)이 사진, 인도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

루(Jawaharlal Nehru)의 사진, 그리고 건축 드로잉을 오려 붙여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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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고든 쿨렌의 사진 몽타주 작업 
(좌측: AR 1939년 3월, 우측: AR 1939년 1월)

그림 4-22 Golden Lane Estate, Alison and Peter Smithson,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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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각각의 이미지들은 서로 분리되어 인식되고 그 의미에 대한 문맥

이 재구성되어 전체 은유를 형성하기 위한 체계를 형성하였다. 특히, 이

들의 콜라주 이미지에서 네루를 사용한 것은 인도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이미지와 전후 영국의 사회공동주택 프로젝트의 평등주의적인 어조를 연

결하기 위한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네루의 이미지는 크게 삽입된 

것은 아니며 제라드 필립의 대중적 이미지 후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폐허

가된 배경 사진과 이를 의도적으로 중첩하여 그린 건축 드로잉은 전체적

으로 강한 사회적이고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레이너 밴험은 아키그램의 콜라주 이미지가 고든 쿨렌, 스미슨 부부보

다는 This is Tomorrow 전시의 리처드 해밀턴의 콜라주(그림 4-3, 

4-23 참조)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았다. 리처드 해밀턴이 This is 

Tomorrow 전시에 설치한 콜라주 작품은 사선의 벽면에 거대한 공상과

학 영화의 캐릭터와 실물 크기의 메릴린 먼로의 이미지, 그리고 어린아

이의 크기로 만든 맥주병 모형을 중첩하여 설치한 것으로, 관람객이 가

지고 있던 일상 사물과 이미지의 고정된 감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각으

로 작품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레이너 밴험은 스펙터클한 현대도

시의 풍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에 의해 그 의미의 해석이 고정된 

닫힌 이미지보다는 리처드 해밀턴의 콜라주 이미지와 같이 관찰자가 그 

의미의 해석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키그램 건축의 콜라주적 표현의 특징이 잘 나타난 것은 1963년 ICA

에서 개최된 리빙시티 전시(1963, 그림 4-24)이다. 아키그램은 리처드 

해밀턴의 This is Tomorrow 전시의 콜라주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차용

하여 전시를 계획하였는데27), 전시의 주제에 따라 선정된 사람, 도시, 상

품, 그리고 공상과학 만화의 캐릭터와 같이 도시의 일상에서 발견한 이

미지들을 분절된 전시 벽면에 붙여넣어 관람객들이 팝아트의 콜라주 이

미지를 공간 속에서 체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도시의 다양한 감각을 

표현하였다. 관람객들이 ‘살아있는’ 도시 풍경을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27) 리빙시티 전시의 “사람” 섹션의 이미지에는 리처드 해밀턴이 This is Tomorrow 전시에

서 설치한 공상과학 영화의 캐릭터 Robby the Robot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4-23,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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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This is Tomorrow, Richard Hamilton, 1956
(2014년 Reina Sofía Museum에서 재설치)

그림 4-24 리빙시티 전시, 1963
(좌측의 로버트 이미지는 “Forbidden Planet” 
공상과학 영화의 캐릭터 “Robby the Robot”으로 
This is Tomorrow 전시의 Richard Hamilton 
작품에 설치된 이미지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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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Tuned Suburb, 1968
(위: 전체 이미지(크기: 1268x253mm), 가운데: 좌측 보드, 아래: 우측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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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계획한 점은 그들의 잡지나 건축 이미지에서 시각 요소의 콜라주

적인 편집 방식과 유사하다. 아키그램 건축 이미지에서 콜라주의 표현이 

잘 드러난 예는 Tuned Suburb(1968)의 [그림 4-25] 이미지이다. 이는 

교외의 도시 건물 위에 일시적 구조물(Popular Pak)을 설치하여 교외의 

마을을 현대적인 도시로 조정하는 프로젝트로, 건물 사진, 건축 드로잉, 

그리고 사람들의 사진 이미지를 두 장의 보드에 콜라주하여 제작한 것이

다. 아키그램이 건물들의 사진을 오려 붙여 표현한 가상의 교외 도시는 

조지 양식(Georgian Style), 에드워드 양식(Edwardian Style), 그리고 당

시 개발업자들이 지은 건물들이 뒤섞여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의 건물 

위에 일시적 구조물을 설치하여 도시의 프로그램을 삽입하면 교외의 마

을은 현대적 도시로 변신하게 된다. 하지만 아키그램은 이 이미지에서 

현대적 도시로 변하기 위하여 건물 위에 설치되는 시설의 구조나 프로그

램을 자세히 보여주기보다는 이미지 전경의 사람들 모습을 강조하여 표

현하였다. 일시적 구조물이 설치되는 방식을 암시하는 이미지 좌측의 지

게차는 건물의 이미지와 겹쳐 잘 구분이 되지 않으며, 건물 위에 설치된 

구조물을 묘사한 드로잉은 노란색 배경과 중첩되어 눈에 잘 띄지 않는

다. 각기 다른 잡지나 신문에서 오려 붙인 이미지의 7명의 사람은 하나

의 공간(가로 앞의 넓은 공터)에 모여있는 행인들 같이 보이나, 이들은 

배경 이미지의 공간에 속한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공간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건물 내부 혹은 도시의 여러 장소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미지 좌측에 전화를 받으며 놀라는 여인이나 환호하는 아

이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며, 레슬링을 하는 아이들은 놀이터나 공

원, 그리고 홀로 걸어가는 신사는 가로에 있는 사람이다. 아키그램이 이

처럼 여러 인물의 파편화된 이미지를 전경에 붙여넣은 이유는 배경의 건

축물과 사람들 이미지 사이에 간격을 두어 사람들의 이미지에 관찰자의 

시선을 이끌어, 이를 통하여 일시적인 구조물의 설치로 도시에서 나타난 

다양한 분위기와 사람들의 감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이 아키그램의 콜라주 이미지는 대상과 배경 이미지 요소의 위계

를 해체하고 일반적인 건축 이미지에서 표현하기 힘든 건축과 도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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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와 사건, 그리고 분위기를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관찰자가 그들

의 이미지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Ÿ 구체시

아키그램 초기 그들이 잡지의 편집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

지는 것은 미래파의 구체시이다. 미래주의는 아키그램 1호의 표지의 

“background” 섹션에 그들 건축의 배경이 되는 개념으로도 그들 스스로 

언급할 만큼 아키그램의 건축과 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림 

3-12 참조) 특히, 아키그램 1호에 게재된 데이비드의 시(사랑이 떠나가

네)는 1909년 이탈리아의 시인 필리포 마리네티(Filippo Tommaso 

Marinetti)가 발표한 미래파 선언의 내용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

인다. 

“우리는 위험을 사랑하고, 활기가 넘치고 두려움이 없음을 노래할 것

이다. 용기, 대담무쌍 그리고 반항은 우리 시의 본질적 요소가 될 것

이다. … 우리는 이 세상의 당당함이 새로운 미, 속도의 아름다움에 

의해 풍요로워졌다고 단언한다. … 대포알에 올라탄 듯 질주하는 자

동차는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여신’보다 훨씬 아름답다. … 투쟁이 없

는 곳에 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격적이지 않는 작업은 결코 걸작이 

될 수 없다.”28)

위의 미래파 선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래주의는 과학과 산업 

사회의 새로운 실체들에 대항하여 모든 예술의 이상과 방식을 시험해 보

기 위한 혁명적인 운동이었다.29) 1955년 AR에서 레이너 벤험은 20세기 

28) 미래파의 선언문은 1909년 2월 20일 “Le Figaro”지 1면에 게재되었다. (Meggs, Philip 

B. 그래픽디자인의 역사, 미진사. 2002, p.273에서 재인용)
29) 이세정. "출판만화의 청각이미지 표현에서 관찰되는 실험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연구." 조

형미디어학 14.2 (2011): 17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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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Montagne+Vallate+StradexJoffre, Filippo Marinetti, 1915
(우측, Il pleut', Guillaume Apollinaire, 1918)

그림 4-27 아키그램 4호, p.20 그림 4-28 아키그램 1호,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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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등장한 미래파 운동이 2차대전 이후 가파른 성장과 변화를 맞이한 당

시의 시대에도 어울리는 선구자적인 감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였

다. 특히, 그는 당시 1950년대에 나타난 팝아트나 사이키델릭과 같은 시각

예술과 미래파가 가지는 유사성을 주목하였다.30) 

필리포 마리네티는 1915년 전쟁터, 프랑스, 그리고 레제를 방문하는 

자신의 여행을 묘사하는 “Montagne + Vallate + Strade x Joffre(산+계

곡+거리×조르프, 그림 4-26, 좌측)”라는 제목의 시를 발표하였다. 이는 

한 면의 종이에 여러 가지 크기와 종류의 서체를 섞어 사용하면서, 시어

의 형태적 표현을 실험한 것이며, 문학에서 문법과 표현의 방식을 벗어

나 글이 시각적인 표현의 형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미래

파의 구체시는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수직과 수

평의 구조를 철저하게 따르던 기존의 그래픽디자인 전통에서 벗어나 역

동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듯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건축의 속도, 흐름, 운동, 기술 등이 주요 관심사였던 아키그램의 작업

에서 미래파 시인들의 표현은 그들의 서체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의 잡지에서 텍스트는 중요한 시각적 표현 요소로 활용되었다. 작업

의 효율성과 인쇄의 품질을 위하여 그들은 판박이 서체인 레트라세트를 

이용하거나 레터 프레스를 활용하기도 하였지만, 아키그램은 텍스트를 

이미지의 일부로 인식하였다. [그림 4-27, 28]은 아키그램의 잡지 디자

인에서 미래파의 구체시 표현의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손글씨, 타이

포그래피 표현기법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키그램이 미래파의 표현적인 특징에만 영향을 받은 것은 아

니었다. 미래파 문인들이 텍스트의 의미와 형태의 새로운 관계를 탐구하

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키그램은 잡지의 편집을 통하여 의미를 내포하

고 있는 건축 도면, 이미지를 하나의 시각 표현 요소로 보고 이들을 편

집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의미 전달의 중요한 요소인 축적, 방위, 위계 등

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맥락을 형성하고 시각적인 통합을 이루고자 하였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피터 쿡과 데이비드 그린이 작업하였던 

30) Banham, Reyner. “Sant'Elia”: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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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그램 1호는 아마추어적인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아키그램의 건

축적 표현의 큰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키그램 

1호의 두 번째 페이지(그림 4-46)에서 피터 쿡은 8개의 서로 다른 건축 

프로젝트의 이미지를 오려 붙이면서 기존 건축 잡지에서 건축 도면이나 

모형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건축적 문법인 

축척과 방위를 서로 다르게 하거나 파악하기 어렵게 배치하였다. 데이비

드 그린의 Mosque Project(1958)와 피터 쿡의 Piccadilly Circus 

Competition(1960)은 그 규모가 매우 다른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비

슷한 크기로 모형사진을 인접하여 붙여넣었고 톱니바퀴와 같은 형상으로 

오려 붙여 서로 맞물려 회전하는 듯하게 배치하였다. 사진의 윤곽을 따

라 톱니바퀴 사이에 삽입된 텍스트들은 이들의 움직임과 흐름을 강조하

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적 흐름에 따라 나머

지 6개의 프로젝트 이미지와 텍스트가 페이지 전체에 배치되었으며, 이

는 마치 아키그램이 상상한 미래의 ‘움직임’과 ‘흐름’을 수용하는 도시 

모습을 내려다보는 듯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Ÿ 만화

만화의 표현과 편집 방법은 아키그램 잡지와 건축 이미지에서 다양하

게 나타난다. 공상과학 만화의 형식으로 제작된 아키그램 4호는 이의 대

표적인 예이다. 워렌 쵸크의 에세이를 바탕으로 공상과학 만화의 표현으

로 제작된 아키그램 4호의 1~7페이지는 만화의 페이지 구성으로 제작되

었으며, 10~11의 팝업 페이지는 피터 쿡, 론 헤론, 워렌 초크가 테일러 

우드로우사에서 설계한 1967년 캐나다 몬트리올 엑스포를 위한 타워 설

계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의 풍경을 만화적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

다.(그림 4-29, 30, 31, 32 참조) 아키그램 4호 이후 이들은 만화의 페

이지 구성과 형식을 잡지의 편집에 그대로 차용하지는 않았으나, 만화 

편집과 그래픽 표현의 영향은 아키그램 작업 전반에서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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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아키그램 4호, p.4 그림 4-30 아키그램 4호, pp.10-11

그림 4-31 Entertainment Tower, 
RH, 1963

그림 4-32 Entertainment Tower, 
PC,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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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그램의 잡지와 이미지 편집에서 나타나는 만화의 특징은 첫째, 여러 

칸으로 페이지의 영역을 구분한 편집방식과 둘째, 말풍선이나 자막 형태

의 글과 그림의 조합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의 전개와 내용을 

전달한다는 점이며, 마지막으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음향 효과, 의성

어, 짧은 해설, 타이틀 등을 타이포그래피와 이미지를 혼합하여 표현하는 

점이다. 

아키그램은 제한된 잡지 제작비용으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잡지에 담

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아키그램이 활동하였던 시기 영국에서 발행된 건

축 잡지 Architectural Review나 Architectural Design과 비교하면 한 페

이지에 편집된 정보의 양은 아키그램 잡지가 월등히 많다. 많은 양의 내

용을 제한된 종이 영역에 편집하기 위하여 아키그램은 만화의 칸과 같이 

영역을 나누어 페이지의 여백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밀도 있게 구성하였

다. [그림 4-33]의 아키그램 6호의 4페이지는 이러한 페이지 구성의 예

이다. 아키그램은 사각형의 칸이나 두꺼운 선,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배

경에 색이 있는 이미지의 사용으로 각 영역을 구분하였다.

아키그램 대부분의 건축 프로젝트는 건축의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사용

자가 참여를 통하여 건축을 형성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시스템에 관한 것

이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건축 구성요소, 

행위, 분위기, 그리고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와 같

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내용을 지루하지 않게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방

식은 만화에서 시각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구조를 차용하는 것이었

다. 아키그램은 Instant City(1968)에서 기존의 ‘잠자는 마을’에 Instant 

City가 도착하여 활력을 불어넣고 영구적으로 마을의 건물에 설치된 시

설을 남기고 떠나는 과정을 [그림 4-35, 좌측]과 같이 6칸의 드로잉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언뜻 보았을 때 고든 쿨렌의 ‘영화 카메라와 같은 시

선’(그림 4-34, 우측)과 유사하지만, 아키그램의 이미지는 영화적 서사가 

아닌 만화의 형식으로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다. 

아키그램은 건축 이미지 표현을 위한 이미지들을 많이 스크랩하였다. 

잡지, 신문에서 사람, 자동차 등의 이미지에서 영상 필름, 만화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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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아키그램 6호, p.4

그림 4-34 Instant City (The Network Takes Over), 1968
(우측, “Eye as Movie-Camera”, Gordon Cullen,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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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Control and Choice Dwelling, 1967 
(위: 부분 이미지, 중앙:　텍스트 도안, 아래(좌): 인쇄를 위한 콜라주 
작업 부분 이미지, 아래(우): 데이비드 그린의 스크랩 이미지 중 만화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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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다양한 이미지 자료를 모았으며 이를 이미지 제작에 참고하거나 사

용하였다. 이들 중 만화는 아키그램 구성원들이 열정적으로 수집하였던 

자료이며, 만화에서 표현되는 타이포그래피는 아키그램이 그들의 건축 

이미지의 분위기, 상황, 감정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주 사용한 표현기

법이었다. [그림 4-35]는 Control and Choice Dwelling(1967)의 단면도 

이미지이다. 아키그램은 “choose”, “love”, “control”, “all areas are 

autonomous”와 같은 프로젝트의 키워드들을 건물의 외곽을 따라 만화에

서 이미지화된 텍스트와 같이 표현하였다. 건물 이미지의 외곽을 따라 

텍스트를 배치하여 이미지의 표현을 강조하는 것은 아키그램 1호의 두 

번째 페이지에부터 사용된 표현기법이지만, Control and Choice 

Dwelling의 이미지에서는 그 텍스트를 만화적으로 표현하여 보다 다양한 

감정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2) 시각 요소 위계의 해체

아키그램의 건축 이미지가 가지는 큰 특징 중 하나는 콜라주 표현을 

통해 여러 층위를 이루며 병치된 시각적 요소들(건축 드로잉의 선, 텍스

트, 오려 붙인 이미지 등)이 서로 동등한 위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이는 

가독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축 드로잉과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일

반적인 건축 드로잉에서는 표현 대상들의 위계를 분명히 표현하기 위하

여 굵기가 다른 선들과 크기가 다른 텍스트, 심볼 등을 사용한다. 투시도

나 등각투상도와 같은 입체 이미지는 대상과 배경의 구분이 명확해야만 

하며, 시각 요소의 위계에 따라 관찰자는 그 이미지들을 순차적으로 읽

어 그 이미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명료하게 인지하게 된다. 하지만 

위계가 해체된 아키그램의 건축 이미지는 명료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특정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관찰자가 새로운 건축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느끼도록 한다. 아키그램의 건축 이미지에서 시각 요소의 

위계가 해체된 것은 더 이상 건축 드로잉이 건축적 표현과 의미 전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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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이 아니며, 텍스트나 오려 붙인 이미지들이 오히려 주된 표현 요소

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건물의 외곽이나 이미지들 사이로 흘러

가는 텍스트는 프로젝트의 주요 문제의식이나 시사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내용과 이미지의 분위기에 따라 각기 다른 서체로 표현되었다. 특

히, 1965년 이후부터 아키그램의 건축 이미지에 적극적으로 표현되기 시

작한 잡지에서 오려 붙인 사람의 이미지는 점점 더 그 비중이 높아져 

Monte Carlo의 실내 이미지(1969, 그림 4-37)의 경우 이미지 절반 이

상이 사람들로 채워져 표현되었다. 이와 같이 건축 표현 요소의 위계가 

해체된 아키그램의 이미지가 가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특징은 아키그램의 건축 이미지에서 시각 요소의 위계가 해체

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시기는 1960년대 중반 이후 그들이 거대구

조 건축에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술의 영향으로 일상생활에 

흡수되어 ‘사라지는 건축’을 추구하면서부터라는 점이다. Free Time 

Node(1966, 그림 4-36), It’s a...(1970, 그림 4-38)와 같이 자율 환경, 

기능과 사용이 변화하는 개념의 건축 프로젝트의 경우, 아키그램은 건축 

자체의 표현이나 상세를 강조하기보다는 건축이 스며든 환경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행위와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It’s a...(1970), Tuned 

Suburb(1968)와 같은 프로젝트의 이미지에서 아키그램이 제안한 건축 

시설은 배경의 건물 이미지나 이의 윤곽을 따라 흘러가는 텍스트 사이에 

그려져 마치 숨은 그림을 찾듯이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알 수 있도록 표

현되었다. 

두 번째 특징은 시각 요소의 위계 해체로 이미지 요소 간의 경계가 모

호해지고 공간 속에서 각각의 요소들과 관찰자와의 거리를 가늠하기 위

한 표현이 생략되어 이들 이미지가 평면적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이

는 [그림 4-22]에서와 같이 1930년대의 건축 몽타주 이미지에서 사진과 

드로잉의 소실점을 정확히 일치하여 이미지의 사실성과 드로잉의 해설적 

특징을 함께 표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대부분의 아키그램 

건축 이미지는 소실점이 없는 단면도, 입면도, 혹은 등각투시도를 바탕으

로 제작되었으며, 드로잉에 오려 붙인 이미지들은 각기 다른 공간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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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Free Time Node, 1966  

그림 4-37 Monte Carlo, 1969

 

그림 4-38 It's A ..., 1970

그림 4-39 르 코르뷔지에의 환기, 채광 스케치

http://archigram.westminster.ac.uk/project.php?id=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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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어 전체 이미지는 평면적으로 보이게 된다. Plug-in 

City(1964, 그림 3-17), Control and Choice Dwelling(1967, 그림 

4-35) 입면도, 단면도는 건물의 각 요소와 사람의 활동 등 시각적 표현 

요소를 공간적 깊이감을 제거하고 평면적으로 표현한 예이다. Plug-in 

City(1964, 그림 3-31)와 같이 등각투시도로 제작된 최초의 Plug-in 

City 이미지는 공간의 깊이는 표현되었으나 항공사진과도 같이 깊은 각

도로 그려져 공간적 깊이감을 느낄 수 없으며, 드로잉의 의도 자체가 끝

이 없는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는 Plug-in City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하

여 그려진 것이기 때문에 수평성이 강조된 것이지 수직적 공간감을 강조

한 것은 아니었다. 여러 건물들의 사진을 배경으로 제작된 아키그램의 

건축 이미지의 경우, 각기 다른 방향에서 촬영된 사진의 소실점은 서로 

교차하여 하나의 통일된 시점을 형성하지 않는다. Tuned Suburb(1968, 

그림 4-25), Tuning London(1972, 그림 4-14)은 실제 사진 배경의 콜

라주 이미지로 여러 시점의 배경 이미지들이 연속된 도시 윤곽을 형성하

며 제작된 것이다. 각기 다른 시점의 이미지가 병렬로 이어져 완성된 이

들 이미지는 각각 그 길이가 1m, 5m가 넘는 길이로 제작되어, 관찰자는 

한눈에 이미지를 감상할 수 없으며 이동하면서 관찰하도록 하였다.31) 

시각 요소의 위계가 해체된 건축 이미지의 세 번째 특징은 관찰자의 

참여를 이끄는 “열린 이미지”를 형성하는 점이었다. 다양한 시각 요소들

의 콜라주로 형성된 아키그램의 건축 이미지는 인디펜던트 그룹의 

“Parallel of Life and Art” 전시와 같이 한 무더기 이미지들의 묶음으로 

구성되어있다. 공간적, 기하학적, 상징적 위계가 해체된 이미지들의 콜라

주로 이루어진 아키그램의 건축 이미지는 명료한 설계의 개념을 전달하

며, 임의적이고 우발적이며 독립적인 이미지들의 수사는 이미지 전체를 

매력적이거나 재미있게 느끼게 한다. 흥미로운 이미지에 이끌려 이미지 

31) 아키그램은 가로로 길이가 긴 이미지를 많이 제작하였다. 이들은 이미지를 건축 제도판

에서 작업하였기 때문에 그 이미지의 높이는 500mm 내외로 제한되었으나 이들의 이미

지를 수평으로 이어 붙여 긴 파노라마의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Tuning 

London(5200x380mm), Instant City(2960x565mm), Control and Choice 

Dwelling(1376x670mm), (Tuned Suburb(1268x253mm), Plug-in City(1115x5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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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선 관찰자는 위계 없는 이미지 요소들 사이에 삭제되거나 비어있는 

틈을 인식하게 되며 관람자 자신의 생각과 이미지를 투사할 수 있게 된

다.

(3) 흐름과 과정의 표현

아키그램이 그들의 활동 기간에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통하여 지속적으

로 실험하였던 건축의 가능성은 사용자인 개인이 주도적으로 환경을 형

성할 수 있으며, 상황과 필요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건축과 도시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아키그램은 그들의 

이미지에서 물자와 사람의 흐름, 변화의 과정을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건축가들이 건축 이미지에서 바람, 햇빛과 같은 자연의 흐름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것이었다. [그림 4-39]의 르 코르뷔지에의 스

케치에서는 노동자 주택, 요양원, 고층 건물 등의 건물에서 바람과 빛의 

흐름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아키그램이 그들의 이미지에서 표현하고자 

한 것은 물리적 요소의 흐름 그 자체가 아니라 이들의 움직임에 따른 사

건들의 흐름과 과정, 그리고 사건의 잠재적인 흐름과 과정이었다. 아키그

램이 그들의 건축 이미지에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나 새, 바람에 휘날

리는 깃발 대신 흘러가는 텍스트, 강렬한 색채, 구름 모양의 이미지 등을 

붙여넣은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아키그램이 그들의 건축 이미지에서 흐름과 과정을 표현한 특징은 크

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여러 장의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보여주어 건물

의 시스템이나 형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아키그램이 초기에 주로 사용하였던 방식으로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시

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표현하였다. Plug-in City의 다이어

그램은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림 4-60]의 다이어그램과 같이 

Plug-in City의 기둥이 세워지는 순간부터 상부의 구조물, 중간층의 유

닛들이 플러그-인 되고, 대각선의 구조가 형성되는 일련의 과정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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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타임랩스 이미지와 같이 표현하였다. 

둘째, 첫 번째와 같이 여러 장의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시간에 따른 변화를 표현하는 것은 동일하나, 건물의 구조나 시스템 형

상의 변화에 중점을 두기보다 사건의 전개를 초점을 두어 묘사하는 것이

다. 이의 대표적인 예는 [그림 4-34, 좌측]과 같이 만화의 형식을 이용

하여 시간에 따른 사건의 전개를 표현한 Instant City의 6칸의 이미지들

이다. 

셋째, 이는 건물의 시스템이나 사건의 단계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따른 상황과 분위기를 표현하는 것이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아키그램은 이러한 흐름과 과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이로 

인한 건축과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나 사건의 풍경을 표현하여 

건축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그림 4-26]의 Tuned Suburb(1968) 콜라주 

이미지는 교외 도시의 건물 위에 일시적인 구조물(Popular pak)의 설치

로 변화한 도시의 분위기를 표현한 예이다. Plug-in City의 다이억램과 

같이 변화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잡지에서 오려낸 다양

한 감정과 활동의 사람 이미지, 배경의 색채 등을 사용하여 특정한 순간

의 분위기를 표현하여 마을의 변화와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4) 분위기의 표현

아키그램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하여 Plug-in City와 같이 거대구조

물의 도시 규모의 건축에서 Instant/Moment Village와 같이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마을 규모의 건축, Suitaloon과 같이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의복과 같은 건축, 그리고 Manzak와 같이 기계 장치로 특정한 환경을 

형성하는 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축적 조건(Manzak와 같은 경우 

일반적인 건축의 구축적 요소는 모두 제거된 것이다.)의 건축을 제안하

였다. 아키그램은 글이나 언술을 통하여 ‘건축은 ○○이다’와 같은 정의

를 통하여 건축을 형성하는 기본적 특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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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다양한 물리적, 구조적 조건의 건축을 실험하면서 건축의 근본적인 

역할을 삶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Q: '집(home)'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스위치를 누르는 것을 통해 한순간에 어떤 삶의 분위기

(atmosphere of living)가 조성될 수 있을까?”32)

 

따라서 아키그램이 다양한 시각적 표현 방식을 통하여 독특한 건축 이

미지를 제안한 것은 그 프로젝트를 통하여 형성되는 ‘분위기’를 묘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위기’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현상적인 경험

과 같은 것으로 파악될 수 있으나 아키그램에게 분위기는 일종의 개념이

면서 구현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었다. 아키그램은 이러한 삶의 분위

기를 만드는 것(즉, 사람들이 살고, 자고, 일하고, 놀고, 걸어 다닐 수 있

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건축에 적용하는 것

이라고 보았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33) 

이는 아키그램이 그들의 건축 이미지에서 사람의 표현을 점차 적극적

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던 이유이다. 아키그램 초기의 건축 이미지에는 사

람이 거의 등장하지 않거나 표현되어있다고 해도 축척을 가늠하기 위한 

건축적 심볼로 사용되었다. 아키그램이 사람을 그들의 건축 이미지에서 

새롭게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4년 워렌 쵸크가 작업한 Capsule 

Homes Project(1964)의 평면 투시도에서부터이다. (그림 4-40 참조) 워

렌 쵸크는 그가 아키그램 4호에서 그 자신을 대신하여 독자들에게 이야

기를 전달하였던 금발과 검은 머리의 여인을 등장시켰다. (그림 4-41 참

조) 그는 마치 모델이 사진 촬영을 위하여 자세를 취하는 것과 같은 모

습으로 그렸는데, 이는 모델하우스의 연출된 화보와 같이 독자들이 캡슐 

하우스에서 특정 삶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두 

여인은 워렌 쵸크가 생각하는 캡슐 하우스에서의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32) 아키그램 6호 (1965): 4 (그림 4-34 중앙)
33) 아키그램 2호 (196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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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자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그가 상상한 분위기

는 화목한 4인 가족의 주말 저녁의 모습이 아니라 화려한 젊은 독신의 

여성들이 쿨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Manzak(1969, 그림 4-42)의 해변에 있는 젊은 남녀들은 아키

그램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아니고 아키그램이 제안하는 기술적 

풍경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이들이다. 비현실적인 자줏빛 하늘과 초록색

의 모래사장, 그리고 그 위에서 즐기는 젊은 남녀들은 휴대용 영상/음향 

기기인 Manzak안에서 이의 표면을 통해 바라보는 독자의 시선이다. 

그림 4-40 Capsule Homes 
Project, 1964

  
그림 4-41 아키그램 4호의 여성 화자

그림 4-42 Manzak, 1969 
(좌: Manzak On Beach, 우: Manzak - Optional Ext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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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zak를 사용하여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독자는 자주빛 필터를 사

용하여 자외선을 차단하고 신비롭게 변화된 풍경을 즐기는 동시에 도심

에서 즐길 수 있는 음악 감상과 영화를 동시에 즐기는 것이다.

Tuned Suburb(1968)의 콜라주 이미지 [그림 4-25]의 사람들과 배경

의 이미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이미지가 보여주고 있는 풍경 

자체로 관찰자들에게 어떤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이

미지는 완성된 풍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는 모습을 표

현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잠재된 것이 일어날 것 같은 상상을 자

극하는 이미지이다. 각기 다른 공간에 속해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과 

행위는 관찰자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부여하고 이에 수반되는 관찰자의 

인스턴트 시티 스펙터클의 상상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

인 픽처레스크의 ‘경관-관찰-감흥’의 과정을 역전시킨 것으로 관찰자는 

상상적 참여를 통하여 잠재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4.2 아키그램 픽처레스크의 매체적 특징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동 가능한 ‘사물’로서 그림은 18세기 픽

처레스크 개념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픽처레스크는 그림이라

는 매체를 통하여 경관을 이해하는 것이었으므로, 픽처레스크 이론가들

이 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땅을 관찰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그림을 그

리는 전후에 그들만의 시각적 도구와 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

러운 현상이었다. 픽처레스크는 경관을 ‘보는 방식’에 관한 것이고, 도구

를 이용하여 사람의 눈이 가지는 물리적 한계를 연장하고 다른 모드로 

관찰함으로써 두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볼록 거울을 사용하여 보다 넓은 시각으로 풍경을 관찰

하였으며, 사진을 통하여 부분을 확대하여 보거나 사진 편집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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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프레임으로 풍경을 바라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경관을 단순히 새롭게 보고 인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풍경화나 스케치를 그리고 코멘트를 더하거나 사진 이미지들을 콜라주 

하는 등 작가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보기-그림’의 일련의 

작업은 픽처레스크를 실천하는 과정으로 구조화되어 작가 본인이 풍경을 

이해하는 수단을 넘어 타자(고객, 관람자)와 이를 공유하기 위한 또 다른 

매체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18세기 조경가 험프리 렙톤(Humphry 

Repton, 1752~1818)34)의 작업이 픽처레스크 이론과 실천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가 레드북(Red Books, 그림 4-43, 44, 45 

참조)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그의 ‘그림’을 특정한 형식에 따라 ‘구조화’하

고 이를 통하여 고객들과 의견을 교류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정원을 조

성하였기 때문이다.35) 그에게 있어 레드북이라는 매체는 그의 픽처레스

34) 험프리 렙톤은 그가 정원을 표준화하고 공산품과 같이 보이도록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최초의 현대적 전문 조경가로 평가되기도 한다. (Hunt, 

John Dixon. "Humphry Repton and garden history": 215-224) 이러한 평가의 근거는 

실제 그가 설계한 정원설계에서보다 그가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 설계 이전과 이후의 경

관 스케치, 배치도, 보고서 등을 포함한 레드북이라는 시각 매체의 활용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원근법을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경관을 시각화하거나 고전 회화의 구도를 모

방하는 등 회화적 전통을 수용하는 동시에, 당시 어린이에게 유행하였던 플립북

(Harlequinade flip book)의 형식을 차용하여 회화의 제한된 프레임을 극복하고 회화의 

전통을 변용하여 고객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원에서의 움직이는 경험

을 시각화하기 위해 직사각형으로 제한된 회화적 프레임에서 탈피해 파노라믹 뷰를 활용

하였으며, 여러 스케치들을 전략적으로 배열하여 시퀀스를 조함으로써 현실에서의 움직

임과 유사한 시각적 경험을 만들고자 하였다.(이명준, 배정한, “18~19세기 정원 예술에

서 현대적 시각성의 등장과 반영”: 37) 이같은 경관의 이미지는 근대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공간도 상품과 같이 선택하고 기억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픽처레스크가 시

각 문화와 매체 미학 분야에서 시각의 현대성을 선취한 미학으로 주목되고 있다는 점에

서 그 의미가 있다. (Bruno, Giuliana. Atlas of Emotion) 
35) 험프리 렙톤의 전형적인 레드북 구성은 다음과 같다. 배치도를 통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그다음 부지에 대한 설명과 경치가 좋은 장소, 결함이 있는 

장소, 그리고 개선 방안을 제안서 형식으로 설명한다. 이후 수채화 그림을 통하여 연속하

여 경험하는 풍경을 소개하거나 플립북 형식으로 시공 전후를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한

다. 결론에서는 고객에게 그의 제안을 따를 것을 충고하면서, 그의 제안을 따를 경우 대

지에 대한 즐거움을 증진시키고 고객의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한다. 

(Morgan Library 웹페이지 레드북 소장품 소개 글 참조: https://www.themorgan.org/c

ollection/Humphry-Reptons-Red-Books/About-the-Red-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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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3 The Red Book of Ferney Hall, Humphry Repton, 1789 (1)

그림 4-44 The Red Book of Ferney Hall, Humphry Repton, 1789 (2)

그림 4-45 The Red Book of Ferney Hall, Humphry Repton, 178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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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이론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며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아키그램의 리틀 매거진은 이러한 험프리 렙톤의 레드북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이미지를 구조화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도

시건축의 풍경을 이해하기 위한 매체로, 아키그램 건축의 픽처레스크적 

특징을 이루는 요소이다. 아키그램의 리틀 매거진은 ‘소비자(고객)-생산

자(설계자)’의 단순한 관계 속에서 제작된 레드북과 달리 ‘독자-건축 이

미지-아키그램 구성원’ 사이의 독특한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매체였다. 

아키그램의 리틀 매거진은 기성세대의 건축에 물들려 하지 않는 젊은 건

축가의 경계심, 대중 매체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기술과 문화에 

대한 건축적 관심, 매체를 통하여 그들의 작업을 대중과 주류 건축가들

과 소통하고자 하는 작가의 복합적 욕구를 바탕으로 형성된 매체였다. 

따라서 아키그램 잡지의 구조는 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의 변화를 

수용하는 ‘비형식적(informal)’ 특성을 가지며, 잡지를 통하여 다양한 주

체가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적’ 특성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4.2.1 리틀 매거진 : 아키그램 잡지의 내용과 편집

아키그램의 활동과 기술에 대한 생각에 따라 10권의 아키그램 잡지는 

크게 3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아키그램 1, 2, 3호가 발간된 1961

년에서 1963년까지는 아키그램의 조직이 형성되고 아마추어적인 수준에

서 벗어나 건축 잡지의 내용과 형식의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시기이었

다. 특히 아키그램은 아키그램 3호와 리빙시티 전시를 통하여 3.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 현상의 코멘터리’, ‘예비적 시스템’으로서 그들 

건축의 방향성을 형성하였다. 

아키그램 4, 5, 6호가 발간된 1964년에서 1965년 사이의 시기에 아키

그램은 주로 우주 과학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를 공상과학 만화의 표현을 

통하여 개인의 소비 활동으로 형성되는 도시의 풍경을 묘사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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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발표된 Plug-in City(1964-66), Entertainment Tower(1963), 

Walking City(1964) 등 아키그램의 주요 프로젝트는 대부분 거대구조물

과 교환 가능한 부분들로 형성된 도시-건축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끊

임없이 물자가 흐르고 번식하는 우주 도시와 같은 풍경으로 묘사되었다. 

1966년까지 아키그램의 기술에 대한 표현은 거대구조와 통한 우주 과

학적 형태로 건축 자체가 강하게 드러나는 경향을 보였다면, 아키그램 

7, 8, 9, 9½호가 발행된 1967년에서 1974년까지의 시기에 아키그램은 

일시적, 유목민적 개념과 같이 건축 자체가 일상생활에 흡수되어 유동적

이고 일시적인 개념의 건축을 제안하였다. 이는 Plug-in City(1964-66)

와 같은 프로젝트의 개념이 주변의 환경과 도시적 맥락을 바탕으로 침투

되는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의 이미지는 이전의 Plug-in City의 거

대구조로 대변되는 강한 구조가 아니라 유기적이고 유연한 이미지를 보

이는 것이다. 이 시기 아키그램이 상상한 기술은 초기의 기술보다 훨씬 

정교하게 작동하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전자기술이었으며, 

Environ-Pill(1969), Holographic Scene Setter(1969)는 이러한 기술이 

극단적으로 적용된 예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아키그램의 구성원들이 지

역적으로 분산된 시기로 아키그램 잡지의 편집에서도 이들의 작업 방식

이 반영되었다. 

 

(1) 아키그램 1, 2, 3호

아키그램은 1961년에서 1963년까지 발표한 아키그램 1호(1961), 2호

(1962), 그리고 아키그램 3호(1963)를 통하여 그들의 방향성을 구체화하

였다. 건축(architecture)과 전보(telegram)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아키그램

(Archigram)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이들의 작업은 ‘gram', 즉 전

보와 같이 현재의 건축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즉각적으로 독자들에게 전

달하는 것이 목표였다. 아키그램 1호와 2호는 자신들의 작업과 다른 학

생들과 젊은 건축가들의 작업을 소개하는 소식지로서의 성격이 강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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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키그램 3호는 ‘쓰고 버리는 건축(Expendable Architecture)’이라는 

주제로 제작되어 구체적인 건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키그램만의 독자

적 성격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당시 많은 학생들이 제작한 건

축 리틀 매거진과 달리 전문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후, 아키그램은 

1970년에 발표한 아키그램 9호까지 각 잡지를 특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제작하였는데, 이들 잡지는 각각의 주제에 따라 건축 이미지의 표현과 

잡지의 편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아키그램 1호~3호까지 아키그램 잡지에 게재된 아키그램 구성원의 작

품은 한정적이었다. 아키그램 1호는 1961년 이전에 작업한 이들의 개인 

작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2호에서 게재된 새로운 구성원들의 프로젝트는 

그들이 LCC 소속 건축가로서 작업한 건축 프로젝트였다. 아키그램 3호

에서 소개된 아키그램 구성원의 건축 프로젝트는 피터 쿡과 데이비드 그

린이 함께 작업한 노팅엄 쇼핑센터(Nottingham Shopping Centre 

Project, 1962) 1개만 게재되었다. 아키그램 자신만의 건축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던 이 시기에 이들이 잡지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의 건축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가들의 작업, 혹은 사

례들을 많이 포함해야만 했다. 이러한 이유로 아키그램은 잡지의 편집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자신과 다른 건축가들의 건축 이미지들이 이질적으로 

보이기보다는 서로 시각적으로 통일성이 있게 보이도록 하였으며, 이는 

이후 아키그램 잡지의 편집적 특징으로 발전하게 된다.

Ÿ 아키그램 1호, 1961

아키그램 1호는 피터 쿡과 데이비드 그린이 당시 그들이 근무했던 

James Cubitt 건축 설계 사무실의 복사기를 사용하여 2페이지 분량으로 

제작하였다. 이는 두 장의 종이를 스테이플로 제본한 단순한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나 아키그램의 잡지 편집과 건축 이미지 표현의 특징을 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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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호 (연도:1961, 가격:6펜스 )

제목 Archigram Paper One 편집 및 제본 방식

참여자 Peter Cook, David Greene

 

형식
크기(mm): 395x330
인쇄: 복사+감자 도장 
제본: 스테이플 (2페이지)

아키그램의
프로젝트

Mosque Project(DG, 58), Piccadilly Circus Competition(PC, 60), Furniture 
Manufacturers' Association Building Project(MW, 58)

표 4-2 아키그램 1호 개요 
(아키그램 구성원 이름은 다음과 같이 이들 이름의 약자로 표기한다. 피터 쿡: PC, 
데이비드 그린: DG, 마이클 웹: MW, 론 헤론: RH, 워렌 쵸크: WC, 데니스 크롬튼: DC)

그림 4-46 아키그램 1호,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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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첫 번째 페이지는 손글씨와 타지기로 작성한 

텍스트만으로 구성되었으며 반복해서 등장하는 ‘움직임’, ‘흐름’, ‘플라스

틱’ 등의 단어가 암시하는 바와 같이 유동적이고, 불규칙하며, 자유분방

하게 ‘의도적으로 어수선하게’ 편집되었다. 피터 쿡은 텍스트만으로 구성

된 커버 페이지에 시각적 주목성을 위하여 좌측 상단의 ‘Archigram 

Paper One’ 제목 옆에 붉은색 점을 감자 도장을 찍었다. (그림 3-12 참

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피터 쿡, 데이비드 그린, 마이클 웹의 작품을 포

함하여 8개의 학생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작품에 대한 정보

는 작품 이름과 작가의 이름만 소개되었을 뿐 구체적인 작품 자체에 대

한 설명과 설계 의도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아키그램 1호를 편집한 피

터 쿡은 각 프로젝트의 원본 이미지들을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여 인쇄를 

위한 종이 시트에 오려 붙여 편집하였다. 그는 모형사진, 평면도, 등각투

시도 등 각각의 설계 이미지들을 [그림 4-46]에서와 같이 그 윤곽을 따

라 오려내고, 축적과 방향, 기울기를 달리하여 하나의 페이지에 배치하였

다. [그림 3-12]의 첫 페이지 이미지에서 알 수 있듯이 아키그램은 종이 

시트에 손글씨를 먼저 그려 넣은 후 그 여백에 타자 텍스트를 채워 넣었

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서도 건축 이미지들을 먼저 오려 붙인 후 구 사

이에 데이비드 그린의 시와 ‘Move’, ‘Movement’, ‘Skin’, ‘Tubism’ 등과 

같은 키워드 텍스트를 삽입하였다. 그 결과, 독자는 작품들 사이에 흘러

가는 텍스를 따라 읽기 위해서는 잡지를 돌려가면서 보아야 하며, 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다음 프로젝트로 시선을 이

동하게 된다. 이러한 건축 이미지의 편집은 8개의 서로 다른 작품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하여 피터 쿡과 데이비드 그

린이 주장한 ‘새로운 건축’이 추구해야 할 가치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듯

하다. (아키그램 1호의 편집 및 형식은 [표 4-2] 참조)

 

Ÿ 아키그램 2호,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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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호 (연도:1962, 가격:1실링 6펜스)

제목 Archigram 2 편집 및 제본 방식

참여자 Peter Cook, David Greene

  
형식

크기(mm): 340x215
인쇄: 오프셋 리소그래피, 레터 프레스
제본: 스테이플 (7페이지)
표지디자인: Peter Taylor

아키그램의
프로젝트

Lillington Street Housing Competition(WC, 61)
Highfields Housing Competition, Halesowen, Birmingham (WC, RH, 60)
Fibreglass Project: Seaside Entertainments Building (DG, 61)
Spray Plastic House Project(DG, 62)
Sin Centre (MW, 61)
Gas House Competition (PC, DG, 61)
Metal Houses Project (PC, 62)

표 4-3 아키그램 2호 개요

그림 4-47 아키그램 2호, p.1

그림 4-48 아키그램 2호,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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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그램 2호는 아키그램 1호와 마찬가지로 피터 쿡과 데이비드 그린

이 작업하여 1962년에 발행하였다. 아키그램 2호에는 총 12개의 작품이 

수록되었으며, 이중 아키그램의 프로젝트는 7개가 개재되었다. 아키그램 

2호는 잡지의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아키그램 1호보다 전문적으로 

제작할 수 있었는데, 이는 피터 쿡이 공모전(Gas House Competition, 

1961)에서 받은 상금을 잡지의 제작비용에 투자하였기 때문이다. 편집자

인 피터 쿡은 텍스트로 구성된 페이지와 이미지로 구성된 페이지를 구분

하여 텍스트 페이지는 레터 프레스로, 이미지 페이지는 오프셋 리소그라

피 방식으로 인쇄하여 보다 뚜렷하고 선명하게 잡지를 제작하였다. (그

림 4-47, 48 참조) 총 7페이지 중 4페이지를 편집자의 글과 작품을 설

명하는 텍스트로 구성하여 아키그램 1호에서와는 달리 게재한 건축 작품

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하였으며, 도면과 모형 이미지의 편집 또한 원본

의 이미지를 수정하지 않고 편집하여 일반 건축 잡지와 같은 방식으로 

건축 프로젝트를 게재하였다. (아키그램 2호의 편집 및 형식은 [표 4-6] 

참조)

Ÿ 아키그램 3호, 1963

아키그램 3호는 광고를 포함하여 총 8페이지로 제작되었으며, 노란색 

복사지에 파란색 잉크(초록색으로 표현됨)를 오프셋 리소그라피 방식으

로 인쇄하였다. 아키그램 3호는 처음으로 하나의 주제를 바탕으로 제작

되었으며, 3.2.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빙시티 전시와 함께 아키그램 

건축의 개념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

키그램은 아키그램 3호의 편집에서 여러 시각 요소들이 층을 이루는 콜

라주 표현을 사용하였다. 아키그램 잡지는 대부분 제작비용의 문제로 표

지나 일부 페이지를 제외하면 모두 단색으로 인쇄되었다. 따라서 잡지의 

편집에서 이미지 요소들이 중첩되어 층을 이루는 경우 그 이미지를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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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3호 (연도:1963, 가격:1실링)

제목
Archigram 3: Towards 
Throwaway Architecture

편집 및 제본 방식

참여자 Archigram

  

형식

크기(mm): 200x330
인쇄: 오프셋 리소그래피
제본: 스테이플 (8페이지)
표지디자인: Peter Taylor 

아키그램의
프로젝트

Nottingham Shopping Centre Project (PC, DG, 62) 

표 4-4 아키그램 3호 개요

그림 4-49 아키그램 3호, p.6

그림 4-50 아키그램 3호, p.6 (원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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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렵게 된다. 페이지 5(그림 3-26)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이미지들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표현하여 ‘It’s all the 

same’이라는 문구가 의미하듯, 건축과 상품들이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진

다는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페이지 2(그림 3-23)에서는 편집을 

통하여 이미지, 드로잉, 텍스트들이 중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

지가 분명히 읽힐 수 있도록 하였다. 페이지 6(그림 4-49)에서는 리빙시

티 전시의 일정, 전시 개요, 전시 설치 방식 등 다양한 내용을 텍스트만

으로 표현하여 아키그램 1호의 커버 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하였다. 다

양한 서체와 손글씨를 여러 방향에서 읽도록 편집하였으며, 텍스트와 색

면, 빗금과 물결무늬를 중첩하여 중요한 텍스트의 내용이 시각적으로 강

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50]은 이 페이지의 오프셋 인쇄를 위한 

시트 작업으로 시각 요소들이 층을 이루어 콜라주된 효과를 보다 분명하

기 확인할 수 있다. 아키그램은 필름과 트레이싱 종이, 그리고 검정색과 

붉은색을 이용하여 작업 하였는데, 단색로 인쇄된 아키그램 잡지의 이미

지와 비교하여 이미지 요소들의 구분이 보다 분명하게 표현되었다. (아

키그램 3호의 편집 및 형식은 [표 4-4] 참조)

(2) 아키그램 4, 5, 6호

1963년 리빙시티 전시와 아키그램 3호를 통하여 설정한 방향성을 바

탕으로 아키그램은 1964~1965년에 아키그램 4호(1964), 5호(1964), 6호

(1965)를 발간하였다. 이 시기 아키그램은 주로 우주 과학을 연상케 하

는 이미지를 공상과학 만화의 표현을 통하여 자유로운 소비자인 개인이 

형성하는 도시의 풍경을 묘사하였다. 아키그램 4, 5, 6호에서 발표한 

Plug-in City(1964-66), Walking City(1964), Capsule Homes 

Project(1964) 등 아키그램의 주요 프로젝트는 대부분 거대구조물로 형

성된 도시-건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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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아키그램 4호, 1964

아키그램 4호(1964)는 미래의 건축 환경에 관한 워렌 쵸크의 에세이를 

공상과학 만화 형식으로 편집하여 제작되었다. 표지와 팝업 페이지는 실

크스크린으로 제작하였고, 내지는 흑백으로 인쇄하였다.36) 아키그램 4호

에 소개된 프로젝트는 City Interchange Project(1963), Plug-In City 

Study(1964), House Project(1964), Underwater City Project(1964), 

Entertainments Tower Project (1963) 등으로 건축 프로젝트가 주를 이

루던 이전 호와는 달리 도시 규모의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는 것이 특징

이다. 또한, 주로 다른 건축가들의 작품들을 위주로 잡지를 편집하였던 

이전의 아키그램 잡지와는 달리 Plug-In City, Underwater City 등과 같

이 아키그램의 상징적인 프로젝트를 게재하여 건축가 그룹으로서 아키그

램을 독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6) 잡지의 버전에 따라 일부 내지가 칼라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그림 4-52의 이미지는 칼

라로 인쇄된 페이지)

호수 4호 (연도:1964, 가격:2실링)

제목 Archigram 4: Zoom Issue 편집 및 제본 방식

참여자 Archigram 

  
형식

크기(mm): 170x220
인쇄: 오프셋 
리소그래피+실크스크린(표지)
제본: 스테이플 (17페이지)
표지디자인: 워렌 쵸크

아키그램의
프로젝트

City Interchange Project (WC, RH, 63)
Plug-in City (PC, 64)
House Project (DG, 64)
Entertainments Tower Project (PC, 63)
Entertainments Tower Project (WC, 63)
Entertainments Tower Project (RH, 63)

표 4-5 아키그램 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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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1 아키그램 4호, 표지

 

그림 4-52 아키그램 4호, p.1

그림 4-53 아키그램 4호, p.15

 

그림 4-54 아키그램 4호,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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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렌 쵸크의 글은 공상과학 만화의 컷들 속에 주석을 다는 식으로 삽

입되었으며, 이는 4명의 여성 캐릭터 화자가 독자들을 향한 대사 형식으

로 제작되었다. (그림 4-52 참조) 이들 여성 캐릭터는 팝아티스트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여성과 유사하다. 

아키그램 4호 페이지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량생산과 소비가 미덕이

었던 당시 서로 다른 예술 분야의 접목을 통하여 예술의 경계에 대한 질

문을 던진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업에 영향을 받았음을 기술하고 있는

데, 아키그램이 공상과학 만화의 표현을 이용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것

으로 건축 설계의 표현 영역의 밖에 있는 만화가 오히려 새로운 도시의 

본질에 대하여 직관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키그램

은 그들이 제시하는 것(만화의 형식을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향이 아

니라 하나의 방향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37) 

아키그램 4호는 1~5페이지까지 만화 형식으로 편집되었으며, 6페이지

에서 20페이지까지는 이전의 아키그램 잡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건축가들

의 작품이나 산업 시설물 등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소개된 사

례는 브루노 타우트(Bruno Taut)의 잡지 “Frulicht”에 게재된 1920년대

의 건축 프로젝트, 영화 Metropolis(1928)의 도시 배경 세트(그림 4-53 

참조) 등이 있으며, 잡지의 마지막 여정으로 17페이지에서 아키그램 자

신의 Plug-in City(1964)를 소개하고 있다. 아키그램은 만화에서 등장하

는 역동적인 도시 풍경, 영화 세트의 도시 풍경이 현실에 존재하는 산업 

시설물의 풍경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마지막 여정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본 Plug-in City의 풍경 또한 당시 현대 도시 풍경의 연

장 선상에서 그려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워렌 쵸크는 이와 같이 그들

이 추구하는 것이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새로운 버네큘러임을 아래와 같

이 언급하고 있다. (아키그램 4호의 편집 및 형식은 [표 4-5] 참조)

“20세기 후반인 지금, 오래된 우상들이 무너지고 있으며, 오래된 교훈

은 이상하게 적절하지 않으며, 오래된 도그마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37) 아키그램 4호 (196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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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되었다. 우리는 우주 캡슐, 컴퓨터, 그리고 원자/전자 시대의 일

용품들과 함께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새로운 버네큘러를 추구하고 있

다.”38) 

Ÿ 아키그램 5호, 1964

‘Metropolis’가 부재인 아키그램 5호(1964)는 건물 자체가 도시일 수 

있는 건축을 ‘껍질’, ‘솟음과 가라앉음’, ‘둔덕’, ‘사선 구조’, ‘연결’, ‘유니

버셜 구조’, ‘거대구조’, ‘컴퓨터 도시’ 등 15개의 주제로 분류하고, City 

Interchange Project(1963), Plug-in City Max Pressure Area(1964), 

Computer City Project (1964), Walking City(1964), Underwater City 

Project (1964), House Project(1964), City Mound(1964) 등 7개의 아

키그램 프로젝트를 포함한 여러 건축가들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다. 

아키그램 4호가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잡지의 주문량이 늘어남에 따

라 아키그램은 팝업 페이지와 같이 오랜 수작업이 필요한 편집이 불가능

하다고 느꼈으며, 보다 단순한 방식으로 잡지를 제작할 방법을 모색하였

다. 아키그램은 레트라세트(판박이 텍스트)를 이용하여 본문의 타이틀 텍스

트 작업을 하였으며, 이전의 잡지와는 달리 손글씨를 사용하지 않았다. 총 

1250부를 인쇄한 아키그램 5호(1964)는 22페이지로 편집되었으며, 아키

그램 3호와 유사하게 좌측에 스테이플로 제본하여 제작하였다. (아키그

램 5호의 편집 및 형식은 [표 4-6] 참조)

 

Ÿ 아키그램 6호, 1965

아키그램 6호(1965)는 두 개의 잡지가 뒷면이 없이 앞뒤로 편집되어 

제작되었다. 잡지는 오프셋 인쇄기의 인쇄판 크기가 아닌 정사각형의 LP 

38) 아키그램 4호 (196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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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5호 (연도:1964, 가격:2실링)

제목 Archigram 5: Metropolis 편집 및 제본 방식

참여자 Archigram

형식

크기(mm): 215x150
인쇄: 오프셋 리소그래피
제본: 스테이플 (22페이지)
표지디자인: Rae Fether, Ben 
Fether 

아키그램의
프로젝트

City Interchange Project (WC, RH, 63)
Plug-in City (Max Pressure Area) (PC, 64)
Computer City Project (DC, 64)
Walking City (RH, 64)
Underwater City Project (WC, 64)
House Project (MW, 64) 
City Mound (PC, 64)

표 4-6 아키그램 5호 개요

그림 4-55 아키그램 5호, p.13

 

그림 4-56 아키그램 5호, p.11

그림 4-57 아키그램 5호,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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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드판 크기로 제작하였으며, 정사각형 크기로 종이를 절단하면서 잘

려나간 종이들은 크기가 다른 11개의 페이지로 구성하였다. 양면을 가지

는 LP와 같이 A, B면으로 제작된 아키그램 6호는 각각 1940년대, 1960

년대의 건축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그림 4-58, 59 참조)

‘1940년대 건축’은 아키그램의 구성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워렌 초크

가 제작한 것으로 10권의 아키그램 잡지 내용 중 유일하게 과거를 돌아

보는 시점을 보이고 있다. 워렌 쵸크는 1940년대를 상징하는 제품, 대중

문화, 건축, 기술 등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배열하여 잡지의 여섯 페이지

를 구성하였다. 이미지들 사이에 자신의 텍스트를 엮어서 편집한 구성은 

워렌 쵸크가 아키그램 4호에서 만화의 칸들 사이에 주석을 삽입한 것과 

유사하다. 아키그램 6호에서는 만화 대신 카메라 필름의 칸을 이용하여 

잡지를 편집하였다. (그림 4-61 참조) 워렌 쵸크가 이를 통하여 주장한 

것은 2차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이 독일로부터 획득한 200개의 V2(장거

리 미사일)가 미국의 우주 프로젝트의 시작에 큰 기여를 한 예와 같이 

1940년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질적인 사건들이 서로 원인과 결과를 제

공하여왔으며, 1960년대 당시 현재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여러 이질적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키그램이 

제안하였던 plug-in, clip-on 개념의 건물들은 2차 대전 이전에 나타난 

것이며, 전쟁 중에 이러한 임시 건물은 대량생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아키그램이 제안한 Plug-in City는 현실의 역사에 바탕을 두고 1960년

대의 새로운 국면 속에서 제시된 건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을 시사하는 것이다. 

‘1960년대 건축’은 11개의 작은 크기(305x128mm) 페이지와 4페이지

의 LP판 크기의(305x305mm) 페이지는 아키그램 자신의 Capsule 

Homes Project(1964), Air House Project(1964), Plug-in University 

Node(1965) 프로젝트와 Nick Grimshaw, Martin Godfrey, John 

Outrame등의 신인 건축가들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으며, 그 편집 방

식은 아키그램 5호의 구성과 유사하다. (아키그램 6호의 편집 및 형식은 

[표 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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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6호 (연도:1965, 가격:3실링)

제목 Archigram No. 6

참여자 Archigram 

형식

크기(mm): 305x305
인쇄: 오프셋 리소그래피+실크스크린(표지)
제본: 스테이플, 표지는 접착제 고정, 단면 인쇄, 앞/뒤 양쪽에서 보는 형식 
(21페이지) 
표지디자인: Geoff Reeve

편집 및 
제본 방식

아키그램의
프로젝트

Capsule Homes Project (WC, 64)
Air House Project, Cardiff Castle Exhibition (RH, 64)
Plug-in University Node (PC, 65)

표 4-7 아키그램 6호 개요

그림 4-58 아키그램 6호, 표지1 그림 4-59 아키그램 6호, 표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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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0 아키그램 6호, p.14

그림 4-61 아키그램 6호,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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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키그램 7, 8, 9, 9½호

1965년까지 아키그램의 기술에 대한 표현은 거대구조와 우주 과학적 

형태로 건축 자체가 강하게 드러나는 경향을 보였다면, 아키그램 7호가 

발행된 1966년 이후 아키그램은 일시적, 유목민적 개념과 같이 건축 자

체가 일상생활에 흡수되어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건축 형태를 실험하였

다. 이는 아키그램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전자기술에 관한 관심이 커

진 것이 그 이유이며,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이 시기의 대표적인 아키그

램의 작품은 Cushicle(1966), Instant City(1968) 등이 있다. 

아키그램 7호(1966), 아키그램 8호(1968)의 경우는 번호가 없고 크기

가 다른 낱장의 페이지들이 각각 비닐 팩과 봉투형식의 표지에 담긴 형

태로 제작되었다. 이들은 각 페이지를 독립된 포스터, 편지, 텍스트로 구

성하여 독자들이 페이지 순서 없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

키그램 9(1970)는 환경 및 생태학을 주제로 제작되었고, 마지막으로 발

행된 아키그램 9½호(1974)는 각 구성원들이 1970년대에 진행한 프로젝

트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Ÿ 아키그램 7호, 1967

아키그램 7호는 전체 페이지를 담기 위한 포켓 역할을 하는 페이지와 

표지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지는 순서가 없이 낱장으로 인쇄되었고, 투명

한 비닐 팩에 트랜지스터와 함께 동봉하여 제작되었다. (그림 4-62 참

조) 아키그램은 잡지를 담기 위한 비닐 팩을 먼저 구매를 하고, 그 크기

에 맞추어 종이를 재단하였으며, 잘려나간 종이를 활용하여 크기가 작은 

페이지도 구성하였다. 

아키그램 7호에서는 건축과 네트워크, 전자기술의 관계를 주제로 다루

었다. 전자는 거의 모든 제품에 흐르고 있으며, 그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

가 바로 저항(레지스터)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키그램은 실제 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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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7호 (연도:1967, 가격:정보 없음)

제목 Archigram Seven: Beyond Architecture

참여자 Archigram

형식
크기(mm): 206x148~400x328mm, 크기 다양함
인쇄: 오프셋 리소그래피, 여러 색의 잉크를 각각의 페이지에 적용.
제본: 비닐 팩 속에 낱장의 페이지 (커버를 포함하여 23페이지, 양면 출력)

편집 및 
제본 방식

프로젝트
리스트

Plug-in City : Paddington East, Expendable Place Pads (PC, 66-67)
Living Pod (DG, 66)
Free Time Node (RH, 67)
Drive-in Housing (MW, 66)

표 4-8 아키그램 7호 개요

그림 4-62 아키그램 7호, 표지 그림 4-63 아키그램 7호, 페이지 번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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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닐 팩에 동봉하였고, 전자회로의 이미지를 표지에 인쇄하였다. 피터 

쿡은 편집자의 글에서 건축가는 자신이 교육받지 않은 다른 분야의 기술

에 자신을 노출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39) 아키그램 7호에 게재

된 아키그램의 Living Pod(1966), Free Time Node(1967), Drive-in 

Housing(1966) 등의 프로젝트는 이와 같은 아키그램의 기술에 관한 관

심의 변화를 보여준다.

아키그램 7호에서 아키그램이 보여준 또 다른 의미의 네트워크는 아키

그램 잡지를 통한 독자들과 소통이었다. 아키그램은 “Archigram 

Network” 섹션을 통하여 아키그램 잡지가 구독되는 지역을 지도에 표기

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아키그램 잡지의 소비를 분석하였으며, 

Architectural Association, 예일대학교 등 건축전공 학생들의 작품을 그

들의 잡지에 소개하였다. 또한, 일반 독자들이 벅민스터 풀러, 세드릭 프

라이스 건축의 종이모형 전개도를 자르고 접어서 자기 자신만의 새로운 

플러그인 시티를 만들면서 그들의 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림 4-63 참조) (아키그램 7호의 편집 및 형식은 [표 4-8] 참조)

Ÿ 아키그램 8호, 1968

아키그램 8호(1968)는 1967년 개최된 밀라노 트리날레에 초청받아 출

품한 아키그램의 작업과 주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아키그램 8호는 7

호와 마찬가지로 지갑 형태의 종이봉투 커버에 낱장의 페이지들이 삽입

된 형태로 제작되었다. 아키그램은 잡지에 게재된 프로젝트와 아티클을 

Metamorphosis, Nomad, Indeterminacy, Hardware/Software, 

Emancipation, Exchange/Response, Comfort, Popular-Park, 

Archigram Milan, Theory, Project 등 11개의 주제로 분류하여 각 페이

지 오른쪽에 이를 표기하여 독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

도록 하였다. (그림 3-64, 65 참조)

39) 아키그램 7호, 편집자의 글 (1966): 페이지 번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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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전시의 주제인 “Greater Number”는 가치관을 가지고 대량생산 

부품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터 쿡은 편집자의 글에서 

“숫자가 클수록 반복, 소음, 지루함, 최적화를 의미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그것은 또한 서비스, 교환, 소비자 범위, 장벽의 붕괴를 의미할 수 

있다. 디자인 문제로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바로 이 역설이다.”40) 

라고 설명하였다. 아키그램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진화할 수 

있는 ‘구부러질 수 있는 시스템’, 즉 다양한 적응이 가능한 ‘피부와 같이 

가벼워질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아키그램 7호의 편집자의 글에

40) 아키그램 7호, 편집자의 글 (1966): 페이지 번호 없음

호수 8호 (연도:1968, 가격:5실링)

제목 Archigram Eight: Popular Pak Issue

참여자 Archigram + Geoff Taunton

형식

크기(mm): 420 x 150mm, 210 x 150mm, 300 x 210mm
인쇄: 오프셋 리소그래피
제본: 지갑 형태의 봉투 표지에 낱장의 페이지가 삽입됨. (29페이지, 단면과 
양면 인쇄 섞여 있음)

편집 및 
제본 방식

프로젝트
리스트

Milanogram (triennale) (PC, DC, DG, RH, 67-68)
Oasis (RH, 68)
Instant/moment Village (PC, 68)
Underwater City Project (WC, 64)
Cushicle & Suitaloon (MW, 66)
Control And Choice Dwelling (PC, 66-67)
Living Pod (DG, 66)
Delftagram (PC, DC, 67)
Ideas Circus (PC, 68)
Info-gonks (PC, 68)
Water-paks For Sea Farming (PC, 68)

표 4-9 아키그램 8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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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터 쿡은 “아키그램 8호에는 건물이 전혀 없을 것이다.”41)라고 선언

하였데, 아키그램은 아키그램 8호에 Milanogram(1967-68), 

Oasis(1968), Instant/moment Village(1968), Underwater City 

Project(1964), Cushicle & Suitaloon(1966), Control And Choice 

Dwelling(1967), Living Pod(1966), Delftagram(1967), Ideas 

Circus(1968), Info-gonks(1968), Water-paks For Sea Farming(1968)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형성되었다가 사라지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아키그램 8호의 부재이기도 한 “Popular Pak”은 소비자를 위한 잡동

사니 꾸러미를 의미하는 것으로, 꾸러미로서의 건축은 마을을 이룰 수도 

있고, 1인을 위한 거주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 아키그램은 건축이라는 

물리적인 개념이 상품의 단위로 축소되고 이들이 교환되고 반응하고 수

정되어 진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건축 꾸러미는 서커스의 구

조물과 같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Ideas Circus, 1968), 바닷속에

서 농장을 형성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으며(Water-paks For Sea 

Farming, 1968), 일시적으로 마을을 형성할 수도 있다. (Instant/moment 

Village, 1968) 

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은 아키그램이 제안하는 시설들은 더 

이상 거대구조나 시스템, 그리드와 같은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기

존의 환경적 맥락에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모이고 흩어지면서 공간과 

장소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피터 쿡이 제안한 Control And Choice 

Dwelling(1967) 주거 프로젝트의 경우, 그가 그린 단면도(그림 4-36)에

서는 Plug-in City보다는 약간 느슨한 경계를 가지며 주변의 환경(땅의 

높낮이)에 대응하는 이미지를 보인다. 하지만 피터 쿡은 이 단면도에서

의 가시적 구조는 점점 사라지는 요소가 될 것이며 결국 개인의 조절과 

선택으로 형성되는 궁극적인 거주공간은 마이클 웹의 Cushicle(1966)이

나 Suitaloon(1966)과 같이 공기와 같이 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림 

41) 아키그램 7호, 편집자의 글 (1966): 페이지 번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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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4 아키그램 8호, 페이지 번호 없음 

그림 4-65 아키그램 8호, 페이지 번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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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아키그램 8호의 편집 및 형식은 [표 4-9] 참조)

Ÿ 아키그램 9호, 1970

아키그램 9호(1970)는 11장의 종이에 양면을 출력하여 총 22페이지로 

제작되었으며, 반으로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키그램은 여러 

가지 색상의 색지에 녹색, 노란색, 보라색, 검은색, 주황색 등의 잉크를 

1도 혹은 2도로 인쇄하여 다양한 색채의 조합으로 페이지를 출력하였다. 

아키그램 9호에서 아키그램은 이전 잡지와는 달리 사진을 활용한 콜라주 

이미지를 많이 삽입하였는데, 명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이미지의 경

우 잡지에서는 그 원본의 상세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인쇄되었다. (그

림 3-67 참조)

토니 리카비(Tony Rickaby)가 디자인한 아키그램 9호의 표지는 이전

의 아키그램의 이미지와는 매우 다르다. (그림 4-66) 무심코 봤을 때, 

이는 생활 잡지와 같은 느낌을 준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원의 

시설, 정원사가 사용하는 도구들은 전자 장비들로 개조된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정원의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

여준다. 이는 아래 편집자의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상의 사물들 속

에 침투하여 사람들에게 직접 반응하는 기술의 풍경을 나타내는 것이다. 

“‘건축은 영구적일 필요가 없다’라는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 플러

그인 시티의 미래지향적 기어가 필요했다. 나중에 이것은 '건축은 그

럴 필요가 없다'로 단순화할 수 있다. … 정원과 기계와 자연 사이의 

긴장 완화는 이번 호에서 주제다. 데이비드 그린과 토니 리카비에 의

해 취해진 것: 생태학의 더 큰 문제들은 현재의 대화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단지 사람들이 전통적인 장비, 시설, 피난처, 반응-기계들의 

분리에서 어리석음을 볼 수 있는 때에 일어난다. 그리고 건축은, 우리

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전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격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필요한 것은 생존과 생활 유지에 대한 모든 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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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9호 (연도:1970, 가격:정보 없음)

제목 Archigram Nine: Fruitiest Yet

참여자 Archigram + Geoff Taunton

형식

크기(mm): 210x255 (반으로 접은 크기)
인쇄: 오프셋 리소그래피
제본: 스테이플, 11장의 400x253 크기의 종이를 좌철 후 접음 (22페이지)
표지디자인: Tony Rickaby

편집 및 
제본 방식

프로젝트
리스트

Instant City (PC, DC, RH, 68)
Cheek By Jowl - High Street (PC, 70)
Dreams Come True (MW, 70)
Bottery (DG, 69)
Room Of 1000 Delights (PC, 69)
Holographic Scene Setter (RH, 69)
Osaka (PC, DC, 70)
Tuned Suburb (RH, 68)
Bathamatic (WC, 69)

표 4-10 아키그램 9호 개요

그림 4-68 아키그램 9호, 표지



- 161 -

그림 4-66 Room of 1000 Delights, 1970
(위: 아키그램 9호 pp.12-13, 아래: 원본 이미지)

그림 4-67 Bottery,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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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아키그램 9호에는 Instant City(1968), Cheek By Jowl - High 

Street(1970), Dreams Come True(1970), Bottery(1969), Room Of 

1000 Delights(1969), Holographic Scene Setter(1969), Osaka(1970), 

Tuned Suburb(1968), Bathamatic(1969) 등 10개의 아키그램 프로젝트

가 소개되었다. 이들 작품을 통하여 아키그램이 주장한 ‘생태적’ 특성은 

1960년대 활발히 연구되었던 생태학에서 의미하는 ‘생태’와 그 의미가 

매우 다르다. 아키그램 9호의 ‘타이틀’ 프로젝트인 데이비드 그린의 

Bottery(1969)는 자동화된 작은 기기들의 도움으로 작동하는 세계를 상

상한 것으로 ‘자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발전할 경우 

오히려 기술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인간을 도움으

로써 인간이 환경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데

이비그 그린이 사용한 ‘생태’는 ‘환경적 무정부주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그림 4-68]과 같이 교외나 자연 속에서 피어날 수 있는 모

바일한 건축을 의미한다. 즉 대도시의 삶이 굳이 대도시의 환경에서 일

어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키그램 9호의 편집 및 형식은 

[표 4-10] 참조)

Ÿ 아키그램 9½호, 1974

아키그램 9½호(1974)는 아키그램이 Monte Carlo 국제 공모전 당

선43)으로 잡지 편집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시기에 피터 쿡이 

아키그램 구성원의 14개의 프로젝트를 취합하여 소개하는 형식으로 출간

되었다. 아키그램 9½호 표지를 반으로 접어 1장의 페이지를 삽입하는 

42) 아키그램 9 (1970): 1 
43) 아키그램은 1969년 모나코 정부의 초청으로 Monte Carlo 국제 현상설계에 참여하였고 

당선되었다. 아키그램은 1969년에서 1973년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하였으나, 프로젝트가 

중단되어 시공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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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9½호 (연도:1974, 가격:정보 없음)

제목 Archigram 9 ½ 편집 및 제본 방식

참여자 Archigram

형식

크기(mm): 210x297
인쇄: 오프셋 리소그래피
제본: 430x320 크기의 표지를 접어 
1장의 215x320 크기의 페이지 삽입 
(6페이지, 표지포함)

프로젝트
리스트

Expro 1, Olympia, London (PC, RH, 73)
Tuning London (RH, 73)
Prepared Landscape (PC, 73)
Mint Square Housing Competition (RH, 74)
Mint Square Housing Competition (PC, 74)
Mint Square Housing Competition (WC, 74)
Northampton Civic Centre Competition (RH, 73)
Calverton End Adventure Playground, Milton Keynes (RH, 72)
Cranbourne Court - Coach House (DC, RH, 73)
Cranbourne Court (DC, RH, 73)
Suburban Sets (RH, 73) 
Malaysia Exhibition (DC, RH, 73)
House Of The Seven Veils (PC, 74)
Bump and Lump (PC, 73)

표 4-11 아키그램 9½호 개요

그림 4-69 아키그램 9½호
(좌측: 표지, 우측: 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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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간단히 편집되었으며, 흰색 종이에 검은색 잉크를 사용하여 인

쇄되었다. 비록 아키그램 9½호가 다른 잡지에 비하여 정성스럽게 편집

이 된 것은 아니지만, 아키그램 9½호에 게재된 아키그램의 프로젝트는 

Calverton End Adventure Playground(1972), Tuning London(1973), 

Bump and Lump(1973) 등 아키그램 후기 작업 중 픽처레스크적 특징

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아키그램 9½호의 편집 

및 형식은 [표 4-11] 참조)

4.2.2 아키그램 픽처레스크의 매체적 특징

(1) 비형식(informal)적 특성

일반적인 건축 잡지는 한 권의 책 안에 다양한 기사와 작가들의 작품

을 수록하고 있으며, 권마다 그 주제를 정하여 발간한다. 따라서 그 잡지

의 내용은 연속적이지 않으며 개별적인 콘텐츠의 집합으로 형성되는 매

체이다. 따라서 잡지는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유한 형식을 

구축한다. 잡지의 형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로고, 표지디자인, 편집 

레이아웃, 잡지의 크기, 종이 질, 인쇄 및 제본 방식, 등이 있다. 

하지만 아키그램의 잡지는 종이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이미지가 인쇄된 

종이들이 엮여(어떠한 방식으로든 제본이 되어 있음)있다는 점을 제외하

면 그 형식이 일정치 않다. 이러한 아키그램 잡지의 ‘형식 없음’은 아키

그램이 각 잡지를 제작하였던 여건과 주제에 유연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키그램 잡지의 ‘비형식성’은 독자들을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끌고 이들이 잡지를 생산하는 작업이 예술적 작업의 영역 안

에서 정밀한 수작업과 거친 대량생산의 모순적인 결과물을 생산하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피터 쿡은 바지와 재킷의 비유를 통하여 아키그

램 건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비형식적(informal) 개념을 아래와 같

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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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바지는 나와 내 다리에 비형식적(informal)이고 평상적

(casual)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든 입고 다녀요. 형식을 갖춰야 하

는 모임에도 가고, 바에도 가고 화장실에도 뛰어가기도 하고, ... 저에

게 평상성(비형식성)은 열정과 이성 간의 갈등보다는 그 둘의 혼합을 

의미합니다. … 평상성이 값싼 것인지 럭셔리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

다. 하지만 평상성은 테크놀로지(technology)와 크라프트(craft)의 혼

합으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평상성이 친절하게 마음을 

끄는 공간을 만들고, 따라서 사람들이 편한 마음으로 들어오게끔 하

지요. 평상성은 사회적 행위입니다.”44)

피터 쿡의 ‘비형식적’인 바지가 다리의 모양과 움직임에 대응하며 다양

한 장소에서 그의 행위에 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키그램 잡지의 

‘비형식성’은 여러 장의 건축 이미지들이 구조화되는 형식이 아키그램이 

잡지를 생산하는 ‘여건’과 ‘내용’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독자들이 

잡지를 ‘보고’, ‘참여하는’ 다양한 방식을 이끈다는 의미이다. 비형식적인 

방식으로 이미지들이 구조화된 아키그램 잡지는 독자들이 만화책이나 장

난감과 같이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아키그램이 제안하는 도시의 풍경을 

경험하게 된다. 

[표 4-12]는 아키그램 잡지의 크기, 분량, 인쇄 방식, 잉크색상, 종이

색상, 제본 방식 등을 요약한 표이다. 10권의 아키그램 잡지는 1호와 LP

판 크기로 제작한 6호를 제외하면 잡지의 짧은 면의 길이가 210mm를 

넘지 않아 그다지 크지 않은 크기로 제작되었다. 분량은 1, 2, 3, 9½호

를 제외하면 보통 20페이지 내외로 구성되었으며, 제한된 지면에 많은 

내용을 포함하기 위하여 밀도가 높게 편집되었다. 아키그램 3호는 그 내

용의 중요성에 비하여 분량이 많지 않은데, 이는 같은 주제의 내용을 전

시 디자인, 전시 도록에 나누어 소개하였기 때문이다. (전시 도록의 내용

과 아키그램 3호는 주제는 같지만, 내용이 겹치지는 않는다) 

44) 공간사. 아키그램과 함께 춤을,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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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내용

형식

표지
크기
(mm)

페이지
크기 

(종류)

분량
(페이지)

인쇄
잉크
색상

(종류)

종이
색상

(표지/내지)
제본

1호 PCA MS 395x330 2 2 C 2 W/W S-UL

2호 PCA MS 340x215 2 7 OL, LP 1 W/W S-L

3호 TW MS 200x330 1 8 OL 1 Y/Y S-L

4호 TW MS 170x220 1 17 OL, SS 4 W/W S-C

5호 TW MS 215x150 2 22 OL 1 W/W S-L

6호 D MS 305x305 2 21 OL, SS 1 G/W S-L

7호 D N 200x246 4 23 OL 3 W/W
비닐 
팩

8호
D

N 160x130 3 29 OL 1 Y/W 봉투

9호 AA, S N 210x255 1 22 OL 4
G/

W,Y,G,P,B
S-L-F

9½
호

AA, S N 210x297 2 6 OL 1 W/W F

여건: PCA: 피터 쿡 아파트에서 작업, TW: 테일러 우드로우사에서 작업, 
D: 지역적 분산, AA: 아키그램 건축사무소에서 작업

내용: MS: 거대구조 건축, N: 네트워크, 전자기술 건축

인쇄: C: 복사, OL: 오프셋 리소그래피, LP: 레터프레스, SS: 실크스크린

색상: W: 하양, Y: 노랑, G: 초록, P: 핑크, B: 파랑

제본: S: 스테이플, UL: 좌상철, L: 좌철, C: 중철, F: 접기

표 4-12 아키그램 잡지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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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복사기를 사용한 아키그램 1호를 제외한 모든 잡지의 인쇄는 

인쇄소에서 오프셋 인쇄로 출력하였으며, 아키그램 2호의 일부 페이지는 

레터 프레스로, 4호와 6호의 표지는 실크스크린으로 출력하였다. 오프셋 

인쇄기로 칼라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색상마다 인쇄판을 나누고 정교하

게 작업을 해야 했으므로 대부분의 아키그램 잡지는 단색으로 인쇄하여 

제작되었다. 하지만 아키그램은 잡지의 시각적 주목성을 극대화하기 위

하여 종이와 잉크의 색상을 조합하여 단색으로 출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색감을 표현하였다.45) 

제본 방식은 아키그램 7, 8, 9½호를 제외한 나머지 잡지는 스테이플

로 제본되었다. 이는 빠르고 저렴한 방식으로 제본하기 위함이었으며 팝

업 페이지를 구성하였던 아키그램 4호를 제외하면 모두 좌측에 제본하였

다. 아키그램 7, 8호는 페이지 순서 없이 낱장의 페이지들이 각각 비닐 

팩, 종이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제본되었다. 이는 아키그램의 

구성원들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각자 다른 장소에서 작업한 상황이 반

영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독자들은 정해진 순서로 잡지를 읽는 것이 아

니라 스스로 잡지의 페이지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2) 플랫폼적 특성

리틀 매거진이 가지는 자율성은 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을 이끄는 요소

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나타나는 무정부주의적 속성은 이를 지속해

서 유지하고 안정화하는 점에는 저해가 되는 요소였다. 따라서 필연적으

로 리틀 매거진은 일시적으로 나타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소수의 

살아남은 이들은 리틀 매거진의 생태계에서 벗어나 제도화될 수밖에 없

었다.46) 데니스 스콧 브라운은 2차대전 이후의 건축 리틀 매거진은 대부

45) 아키그램 9호의 경우 4가지 잉크와 5가지 종이의 조합으로 인쇄하여 다양한 색감을 표

현하였다.
46) Patteeuw, Véronique. "Architecture, Writing And Criticism In The 1960S And 

1970S: The little magazine as agent provocateur." Architectural Theory Review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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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하나의 생각만을 지향하여 일방향적이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47)  하지만 아키그램은 다른 리틀 매거진과는 

다르게 10년 이상 오래 지속될 수 있었는데, 레이너 밴험은 아키그램을 

포함한 주요 건축 리틀 매거진이 가지는 의의를 “Zoom wave hits 

architecture”(1966)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Architectural Association의 거만한 예술가들이 방금 목격한 것과 같

이, “관습 없이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언 듯 비교해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언더그라운드 잡지들은 현재 의사소통의 관습

이 생산되고 있는 장소에 도달하였으나, Architectural Association의 

저널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48)

레이너 밴험의 아티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리틀 매거진은 ‘고급 

건축’에 타격을 가하여 대중들과 공감을 촉구하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예고하였다. 그는 이들 리틀 매거진이 다소 엉뚱하고 과감한 건축을 선

보이고 있지만, 당시 등장한 다양한 대중 매체에 익숙해진 대중들과 친

숙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 리틀 매거진이 가지는 의의라고 평가하였

다. 특히, 그는 리틀 매거진이 주류의 건축 잡지보다 현재 생성되는 관습

을 즉각적으로 건축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대중들

과 보다 잘 소통하는 매체라고 주장하였다.49) 

아키그램은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을 제거하고, ‘대중들의 의사소통 

관습’으로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잡지를 제작하였다. 아키그램이 그들

의 잡지를 편지, 만화, 포스터, 카메라 필름, 상품 패키지, LP음반 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제품, 커뮤니케이션 형식을 차용하여 제작하여 독자들

이 ‘쉽게’ 그들의 잡지를 읽고 자신들의 생각을 ‘투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4-70 참조) 또한, 아키그램은 그들 잡지의 “Archigram Network” 

(2010): 285
47) Brown, Denise Scott. "Little Magazines in Architecture and Urbaimism": 223
48) Banham, Reyner, “Zoom wave hits architecture”: 21
49) Banham, Reyner, “Zoom wave hits architectur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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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0 다양한 형식의 차용 
(1: 포스터, 2: 종이모형, 3: 제품 패키지, 4: 편지, 5: 우편, 6: LP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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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1 아키그램 7호, 페이지 번호 없음

그림 4-72 Adhocs Gallery,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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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을 통하여 그들의 제자, 혹은 해외의 건축전공 학생, 그리고 젊은 건

축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림 4-71 참조) 이처럼 잡지를 

통한 독자들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참여 활동은 이후 아키그램이 1972년 

이사한 아키그램 설계사무소 1층에 마련한 애드혹스 갤러리(Adhocs 

Gallery, 1972, 그림 4-72)라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연장되었다. 당시 애

드혹스 갤러리에서 작품을 전시한 젊은 예술가와 건축가들 중에는 쿱 힘

멜블라우(Coop Himmelblau), 토니 리카비(Tony Rickaby), 윌 알소프

(Will Alsop), 폴 쉐퍼드(Paul Shepheard) 등이 있다. 

잡지로서 아키그램은 독자들과의 소통이기도 하지만 아키그램이 그들

의 건축을 실천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공간이기도 하였다. 앞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아키그램의 이미지는 기하학이나 이데올로기, 상징체계, 

혹은 내면의 특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가 아닌 시각적으로 쉽게 인

지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이미지는 어디에나 적합화 될 수 있는 

느슨하고 순응적이며 손쉽게 고안하고 수정, 대체, 폐기가 가능한 것이었

다. 이러한 특성은 서로 다른 성격과 개성을 가진 6명의 아키그램 구성

원이 독립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작업하면서 공통된 주제에 따른 다양한 

버전의 프로젝트를 생산하면서 일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이다. 예를 들어, [표 4-13]의 4개의 프로젝트는 1964년에서 1967년 사

이의 작업들로, 각기 다른 구성원들이 플러그인 시티의 아이디어를 각자 

서로 다른 프로젝트에 차용하고 발전시킨 예이다. 이들 작업은 각각 완

결된 프로젝트이면서, 다른 구성원이 이의 아이디어, 작업을 변형, 발전

시켜 또 다른 완결된 결과물을 이룰 수 있는 ‘열린 결말’의 특성을 가진 

프로젝트이었다. 이들 Plug-in City, Plug ‘N’ Clip House, Gasket 

House, Suitaloon 프로젝트는 각각 도시, 지역, 주택, 개인으로 규모와 

대상을 지속해서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일관된 아이디어, 주제가 어느 하

나의 결론으로 귀결되지 않고 교류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소설이 연

재되는 잡지와 흡사한 방식으로 일반 건축 작업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

처럼 아키그램이 서로의 작업을 공유하여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아키그

램의 건축이 완결된 디자인의 결과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현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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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기 위한 개념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며, 아키그램 잡지는 아키그

램 구성원들의 상호작업을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미지

제목 Plug-in City
Plug ‘N’ Clip 

House
Gasket House Cushicle

시기 1964-66 1965 1965 1966-67

규모 도시-건축 건축 유닛 의복

참여자 WC, PC, DC PC WC, RH MW

표 4-13 Plug-in City 아이디어의 내부적 차용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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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1960년대 영국은 2차대전 이후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고 안

정된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통과 지역적 가치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자 하는 노력과 전쟁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대중문화의 발

전에 따라 도시계획에서의 기술낙관주의가 동시에 공존하였던 시기였다.  

콜린 로우가 주목한 바와 같이 타운스케이프와 아키그램의 픽처레스크로 

대변되는 이러한 양면적 현상은 일반적으로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지 못

하는 극단적인 현상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쟁 이전의 

모더니즘에서 벗어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도시·건축 계획

의 방향성을 모색하던 이 두 픽처레스크가 상호 대립적인 개념으로 이해

하기보다는 스팩터클한 현대도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각적 노력이라는 점

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아키그램의 건축을 도시·건축 분

야에서 재구성된 픽처레스크 개념의 연장선에서 이해하고 이의 표현과 

매체적 특징의 분석을 통하여 기술적,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평가된 아키

그램의 기존 연구의 제한된 시각을 넓히고자 하였다. 

픽처레스크 이론은 근대적 공간과 장소의 소비 개념이 형성되었던 18

세기 영국에서 나타난 것으로 경험주의 철학과 낭만주의 회화의 미의식

을 바탕으로 그림의 구성을 통하여 정원의 풍경을 형성하는 독특한 공간 

형성 개념이었다. 이러한 픽처레스크는 2차대전 이후 모더니즘의 도시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질적인 현대도시의 경관을 이해하고 형성하기 

위한 시각적 도시계획 이론인 타운스케이프의 개념으로 재구성되었다. 

타운스케이프 픽처레스크를 주창한 이론가들은 기존의 픽처레스크에서 

노스텔지어적이거나 기괴함, 무질서를 추구하는 퇴행적인 개념을 분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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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화가의 시각’으로 도시를 바라보고자 하였다. 이들은 회화의 인유와 

경관 요소의 통합을 통하여 시각적 통일성을 추구한 18세기의 픽처레스

크와 달리 사진과 콜라주의 방법을 통하여 서로 다른 질서와 역사를 지

닌 경관 요소들이 도시 풍경의 시각적 통일성을 이루고자 하였다. 1961

년에 등장한 아키그램 또한 2차대전 이후 시각예술 분야에서 나타난 다

양한 화가들의 시각을 통하여 현대사회를 이해하고 그들의 표현을 차용

하여 건축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아키그램 건축은 그 표현이 공

상과학적이고 미래주의적 성격을 보였으나, 이의 개념은 전쟁 이후 새롭

게 변화하는 사회, 문화, 기술에 대응하는 개인의 특성과 선택을 배양하

고 강조하는 것으로 타운스케이프 픽처레스크의 인본주의적 개념에 기초

한다고 볼 수 있다. 

아키그램은 새로운 기술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건축의 미의식을 실

험한 건축가 그룹이었다. 이들은 쓰고 버릴 수 있는 대량생산 소비제품

의 가능성을 건축에 적용하여 플러그인 시티와 같은 거대 도시도 개인의 

선택과 조절로 형성될 수 있으며, 기술의 발달로 어디에서든 도시나 집

의 분위기를 형성할 수만 있다면 의복이나 조그마한 사물 수준으로 축소

된 장치도 건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키그램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대량 생산품의 소비와 선택을 통하여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건축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선택과 조절에 따라 형성되

고 활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아키그램의 건축에서 대

중의 소비와 선택으로 형성되는 건축과 환경의 흐름과 과정, 그리고 상

황과 사건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키그램은 미래파

의 구체시, 콜라주, 팝아트, 그리고 공상과학 만화 등 다양한 시각예술의 

표현을 차용하여 그들의 건축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관객들이 작품 형

성과 해석에 참여하는 ‘열린 미학’을 시도한 당시 시각예술의 미의식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예술의 미의식은 새로운 기술과 공존하기 

위한 건축을 제안하였던 아키그램의 건축 이미지 표현의 특징으로 나타

나게 되었다. 기존의 픽처레스크가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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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대상에 대한 특정한 감흥을 일으키는 것이었다면, 아키그램의 

건축 이미지는 다양한 시각예술의 표현을 통하여 관찰자가 아키그램이 

전달하려는 건축적 메시지의 해석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사람

들의 공감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아키그램의 픽처레스크는 기존

의 픽처레스와 같이 대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보는 방식’인 동시에 현대

도시 풍경의 형성과 해석에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아키그램 픽처레스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는 아키그램 프로젝트의 각각의 건축 이미지뿐 아니라 그들의 건축 이미

지의 집합으로 형성된 아키그램의 리틀 매거진의 구성과 역할에 주목하

였으며, 이들의 분석을 통하여 아키그램 픽처레스크의 표현적, 매체적 특

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열린 이미지로서 아키그램의 건축 이미지는 쉽고, 투사적이며 도용적

인 특징을 갖는다. 우선, 아키그램의 이미지는 그래픽 디자인과 같이 즉

각적으로 읽히는 시각적 속성에 충실한 ‘쉬운 이미지’이다. 아키그램은 

현대사회의 주체인 소비자로서의 대중이 스스로 도시와 건축의 풍경을 

형성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건축이 가져야 할 미덕은 쉬움이라고 믿었다. 

이는 당시 아키그램과 함께 등장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아방가르

드 건축과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아키그램은 정치적이거나 상징적인 이

미지보다는 평상적이며 재미있고 쉬운 건축 이미지를 통하여 특별한 건

축적 지식이 없는 대중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상상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아키그램의 이미지는 이들의 건축 이미지가 그것에 선행하는 

논리의 마지막 결과물이 아니라 그 이미지 이후에 발생할 실질적인 가능

성을 상상하기 위한 것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투사적 이미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키그램은 그들의 이미지에 관찰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대화하는 내용의 텍스트를 삽입하거나 독자들이 아키그

램의 이미지를 직접 오리고 붙여 모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찰자가 적극적으로 그들의 이미지 해석에 개입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이미지를 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키그램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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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도용 이미지’를 통하여 현대도시의 경관을 대중의 소유로 전환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도용의 개념은 18세기 픽처레스크 정원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경관 요소를 조절하여 주변의 경관을 정원 내부

로 끌어오는 개념이었다. 이러한 풍경의 도용은 상상적 이미지를 통하여 

경관의 소유권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아키그램은 그들 건축 경관의 완성

은 관찰자의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건축 이미지로 형성된 아키그램 픽처레스크의 표현적 특징은 

아키그램의 건축 이미지가 전통적인 건축 투시도나 도면과 같이 명료한 

시각적 위계로 표현되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특정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관찰자가 이미지에 표현된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다양한 감정

을 느끼도록 표현한 점에 있었다. 아키그램이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통하

여 지속적으로 실험하였던 건축의 가능성은 사용자인 개인이 주도적으로 

환경을 형성할 수 있으며 상황과 필요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건축과 

도시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를 위하여 아키그램은 그들의 이

미지에서 물자와 사람의 흐름, 변화의 과정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아키그

램이 표현한 건축 이미지는 완성된 풍경을 보여줌으로써 관찰자들에게 

어떤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의 모습과 분위기를 

표현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잠재된 것이 일어날 것 같은 상상을 

자극하고 이를 통하여 픽처레스크적 감흥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픽처레스크가 실천되는 그림-보기의 구조 속에서 아키그램 잡지는 건

축 이미지의 경험을 통하여 작가가 현대사회와 도시 풍경을 이해하는 것

을 넘어, 이의 다양한 편집과 구성을 통하여 아키그램 구성원들을 포함

한 여러 주체가 소통하고 그들의 건축적 실천을 공유할 수 있는 아키그

램 픽처레스크의 매체적 특징을 형성하였다. 건축 분야에서 리틀 매거진

은 19세기 말부터 1970년대까지 젊은 건축가들의 대안적 활동 무대였으

며, 주류에 대한 저항과 다양한 예술 장르의 표현과 개념의 교류가 일어

난 매체였다. 아키그램 잡지는 2차대전 이후 건축 분야에서 나타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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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리틀 매거진으로, 아키그램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권의 아키

그램 잡지를 발간하였다. 이는 1, 2년 정도만 지속되었던 당시 대부분의 

젊은 건축가들의 리틀 매거진 활동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아

키그램 잡지는 단순히 학생들이나 젊은 건축가들의 건축 작품을 소개하

는 매체가 아니라 아키그램의 건축적 실천이 일어나고 대중들이 그들의 

건축 이미지와 건축적 메시지를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매체였다. 아

키그램의 리틀 매거진은 독자와 아키그램 건축, 그리고 아키그램 구성원

들 사이의 독특한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매체로 이들 주체가 아키그램의 

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된 ‘플랫폼’의 성격을 가

지는 시각적 경험의 체계였다. 아키그램 잡지는 기성세대의 건축에 물들

려 하지 않는 젊은 건축가의 경계심, 대중 매체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새

로운 기술과 문화에 대한 건축적 관심, 매체를 통하여 그들의 작업을 대

중과 주류 건축가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작가의 복합적 욕구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아키그램 잡지는 크기, 분량, 색체, 종이, 인쇄 방

식 등을 각기 다른 형식으로 제작되는 비형식적인 매체였다. 아키그램 

잡지의 편집과 구성은 아키그램이 잡지를 생산하는 여건과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으며, 이는 독자들이 아키그램 픽처레스크를 경험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방식을 이끄는 요소였다. 

본 연구는 리틀 매거진이라는 매체와 다양한 시각예술의 표현을 통해 

건축 이미지를 제시하였던 아키그램의 건축을 2차 대전 이후 도시·건축 

분야에서 재구성된 픽처레스크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로서 의미를 

갖는다. 20세기의 픽처레스크는 과학적, 기술적 도시계획의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한 시각적 개념이었으며, 아키그램의 픽처레스크는 일상생활과 

세계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통하여 당시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건축 개

념의 영역을 확장하고 건물 이전의 건축 체계로서 건축이 사용자들의 행

위를 통하여 형성되는 흐름과 과정을 시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키

그램이 활동하였던 시기는 산업 기술이 변화하고 디지털 기술과 이의 개

념이 형성되기 시작하던 때였다. 아키그램이 그들의 건축 이미지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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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표현하고자 한 것은 건축의 소비를 통해 나타나는 사건과 정보의 흐

름과 과정이었으며, 아키그램은 이를 위한 건축적 표현의 어휘를 제시하

고자 하였다. 사건과 과정, 흐름과 같은 개념은 오늘날의 건축에서 새로

울 것이 없는 개념이나,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규정하는 것은 여전

히 쉽지 않은 것이다. 물과 바람과 같은 자연의 흐름은 오랜 건축의 역

사를 통해 이의 형태와 표현의 일부가 되었으며, 자연의 흐름에 거스르

지 않는 건축은 주변과 어우러지는 풍경을 형성한다. 만약 정보와 사건

의 흐름이 현대사회와 도시를 구성하는 당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면, 

이러한 흐름을 수용하는 인터페이스, 네트워크의 건축은 도시 속에서 어

떠한 풍경을 형성하고, 이의 형태와 표현은 어떠한 특징을 가질 것인가? 

이러한 물음 속에서 50여 년 전 활동하였던 아키그램의 픽처레스크 개념

의 건축은 오늘날의 건축가에게 여전히 유효한 시각적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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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icturesqueness of Archigram: 

Express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Medium

Lim, Jin Woo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picturesque expressions and 

medium characteristics of Archigram’s architectural images and 

magazine, in order to better comprehend the complex nature of 

architecture represented by the group. The 1960s, when Archigram 

was formed, was a time when the Townscape Movement and its 

notion of picturesque were in its prime. There were earnest efforts to 

rebuild cities after the Second World War to regain stability and 

values of tradition and locality were being reflected in urban 

planning. It was also the time of rapid economic growth,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change in popular culture whereby 

young architectural graduates experimented with futurism and 

technological optimism. As mentioned by Colin Rowe, there was a 

dichotomous rise of the Townscape picturesque and that of 

Archigram which were two ideals that had little to share. However, 

this study argues that these two notions are similar in that they are 

visual efforts which try to capture the spectacular changes the 

modern city had undergone. In this study, architecture represen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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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gram is understood as the extended concept of the picturesque 

reconstructed in the urban and architectural field. By analyzing the 

visual expressions and use of materials in Archigram's work, the 

study aims to expand the existing understanding of the group's work 

that centers on the technological and functional perspective.

The picturesque first appeared in 18th century England where the 

concept of space and place consumption was being formed. It is 

based on the ideas of empirical philosophy and the aesthetics of the 

Romantic paintings where garden landscapes were constructed 

through pictorial elements, a unique way of constructing space 

altogether. Later, the picturesque became refashioned to understand 

the newly emerged modern landscape of cities, and Townscape 

theorists tried to understand the estranged urban landscape without 

prejudice through the eyes of an artist. Archigram, formed in 1961, 

also attempted to understand modern society after the War through 

the painter's eye and appropriate it in producing architectural images. 

Archigram was influenced by various visual arts such as pop-art, 

science fiction comics, and concrete poetry. Such visual arts were 

characterized by 'open aesthetic' which surpassed the one-directional 

relation between the artist and the audience and allowed the 

audience to actively interpret artworks and become more aware of 

their perceptions. Archigram used various genres of art to create 

architectural images and enabled people to expound the architectural 

messages the group was trying to deliver. Archigram understood the 

consumption of the public as a force that produced the urban 

landscape and proposed an architectural and urban landscape that 

could coexist with the new society of consumption. In this sense, 

like the picturesque of the Townscape movement, Archigram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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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ded the way of viewing the urban landscape and ushered the 

viewer to become involved in interpreting and forming the landscape. 

The architectural images of Archigram focus on creating a certain 

atmosphere and enabling the viewers to feel various sentiments 

towards the depicted environment rather than delivering messages 

through clear visual hierarchies that are apparent in perspective 

image or drawings. The possibility of architecture, that was 

continuously experimented through diverse projects, was that the 

individual user could proactively create their environment and 

architecture and the city could adapt flexibly for differing situations 

and needs. In order to express this, Archigram endeavored to express 

the flow of resources, people, and change. The architectural images, 

rather than conjuring emotions through a finalized landscape, 

captured processes and the atmosphere of potential futures, 

stimulating thoughts and imaginations that is similar to the effect of 

observing a picturesque image. In order to understand the expressive 

features of the picturesque produced by Archigram, this study studied 

the little magazine, ‘Archigram’, one of the central efforts of the 

group's architectural works, and focused on the Archigram 

magazine's composition and role. This is because the magazine was 

used as a tool of communication as opposed to merely being a 

means of visual material that showed an understanding of modern 

society and the urban landscape. The Archigram magazine was a 

platform between Archigram's members, the architecture that was 

being communicated, and the readers that allowed participation 

among different entities, acting as a visual experiential system.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n attempt to interpre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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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al image of Archigram presented in the 'Little Magazine' 

and various other visual expressions in view of the picturesque that 

was refashioned in the urban and architectural field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is study analyz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reviving the picturesque spearheaded by the Townscape Movement, 

and the architectural images of Archigram, and its magazine. The 

picturesque of the 20th century was a visual concept to complement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limits of Modern urban planning. The 

picturesque deployed by Archigram, based on the insights of 

everyday life and the world, expanded the concept of architecture 

regarding the new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visualized the 

process of architectural formation as a system that becomes 

constructed through the activities of users prior to being a building. 

Depicting the progress of behavior and events in architecture today 

may not seem new, however, expressing and defining it in visual 

terms is still not an easy task. The flow of natural elements such as 

water or wind have become part of the form and expression in 

architecture, and architecture that is in harmony with natural 

elements form part of the landscape. If behaviors and events are 

accepted common factors of modern society and the city, what type 

of landscape does the architecture of interfaces and networks form, 

and how should this be formalized and expressed? In this respect, 

the notion of picturesque represented in Archigram's work, which 

dates more than 50 years now, provides invaluable visual lessons for 

the architect today. 

keywords : Archigram, Picturesque, Little Magazine, Townscape,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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