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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미술관 전시장의 군도형 배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閔 鉉 畯
지도교수 金 光 鉉
본 연구의 목적은 관람자의 부상에 따라 현대 미술관의 전시장이 동선과 분
리되고 머무르는 장소중심의 군도형으로 배열 되어가는 미술관의 건축적 특
성을 탐구 하는 것이다.
18세기 초 계몽주의적 공공 미술관은 작품을 관람자에게 소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탄생되었다. 이 당시 소통은 수집된 작품을 시간의 순으로 배열하고
관람자는 배열된 작품을 일정한 거리에서 선형적으로 관람하는 형식이었다.
전시기획의 개념없이 작품중심으로 배열되고 동선중심으로 구성된 형식이 미
술관의 전형이 되었고 근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술관 건축에 있어서
대표적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대의 공공 미술관들은 정책적으로
관람자가 중요하게 부상되고 쌍방향 소통을 요구하게 되어 작품과 전시 그리
고 건축이 관람자 중심의 참여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게 된다.
본 연구는 수동적인 선형의 관람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자 중심의 전시와 작
가의 변화가 물리적 전시장에 영향을 주어 전시 장소의 구성이 다양하게 분
화되며 확대되고 있는 사실 및 그 양상, 그리고 이를 다루는 이론들과, 이러
한 흐름이 다시 제도권 미술관에 영향을 주어 전시장이 독립되고 집중되어
군도화 되는 경향을 분석하고 관람자와의 관계속에서 미술관 공간의 특징을
탐구하는 것을 주 흐름으로 한다.
연구의 시작은 관객과 작품이 소통하고 건축과 미술의 교집합인 전시공간에
대한 담론을 조사하고 작품과 전시장간의 관계에 대한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관람자가 중심이 되는 전시공간은 화이트 큐브 모델, 작업장 모델 그리고 장
소특정적 장소 모델로 나눌 수 있었다. 이 세 유형의 전시 공간은 모두 동선
이 분리된 관람자가 머무르며 작품과 소통하고 집중하는 장소적 특성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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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작가 겸 큐레이터인 레미 차우크는 3가지의 논의가 종합된 모델로 장
소 중심적이고 머무르며 관람하도록 배열되는 새로운 미술관 형식을 제안했
다.
레미 차우크의 제안은 가상의 것이지만 이와 유사하게 전시장 배열된 실재
미술관의 건축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특징을 군도형 배열이라 정
의 했다. 군도형 전시장 배열은 설치미술을 중심으로 한 현대 미술의 기획전
시 공간이 가장 중심적이다. 그러나 벽면을 중심으로 전시하는 근대 회화를
위한 미술관에서도 존재했고 더불어 상설 전시의 공간에도 적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전시장이 군도형으로

변화는 미술에서의 전시공간에 대한 교류의 결

과 이외에도 미술관 건축의 고유한 진화의 과정을 가지고 발전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전시기획에 있어서 위의 3가지 개념적 모델은 명확하게 분리되지만 군도형
전시장 건축에 있어서는 3가지 모델이 복합적으로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었
다. 군도형 미술관에서 관람자 중심의 소통과 참여를 위한 전시공간은 이론
적으로 작업장적 모델에 근거한다. 하지만 장소적 특징을 지니는 군도형 전
시장에서 작가의 작품과 그 제작 방식은 전시할 장소를 고려하여 기획하는
장소 특정적 모델의 특징을 포함한다. 또한 군도형 미술관 건축의 전시장들
은 극도의 화이트 큐브적인 상세를 가지도록 계획하는데 그 이유는 화이트
큐브적인 상세의 유지가 미술관과 타 시설을 분리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
다. 결국 군도형 미술관의 전시특성은 화이트큐브 모델, 작가의 작업장 모델,
장소특정성 공간의 모델의 특성 모두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군도형 미술관
의 전시장은 단순한 형태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건축과 엔지니어링의
결과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도형 미술관에서는 머무르는 관람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작품이 공간화 되
어 전시장과 일체화 된다. 작가의 작업도 전시의 장소를 먼저 고려하여 전시
장이 작품을 재정의하게 된다. 군도형 미술관은 장소에 기반하는 전시와 관
람자의 실제적 소통과 참여가 중심인 장소중심 미술관이다.
관람자 중심의 군도형 미술관은 전시장은 집중적으로 탈맥락화 하여 작품과
관람자의 소통을 중심으로 계획되지만 동시에 도시적인 관점에서 삶의 맥락
으로 열려 관람자와 주변도시의 장소성을 획득한다. 관람자의 탈맥락적 집중
과 도시적 삶의 맥락의 이중성의 미술관 건축의 이중 경계로부터 가능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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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다. 또한 군도형 미술관의 장소특정성은 장소성과 건축형상을 연결하는
지역주의적 건축과는 관람중심의 공원적인 작동성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에 따라 군도형 미술관은 가능한 형상을 자제하며 주변 맥락을 투
명하게 미술관 안으로 유입시킴으로써 장소특정성을 얻는다.
본 연구가 주장하는 바는 군도형 미술관은 보다 집중적인 전시장을 요구하고
높은 수준의 관람자를 기대하는 순수미술의 경향과 대중적이고 참여적으로
관람자의 지평을 넓히려는 실험적 미술의 경향을 포괄하는 다층적이고 시스
템적인 미술관 계획의 방식이며, 궁극적으로는 전문성의 질을 잃지 않으면서
공공적인 확장을 의도하는 관람자 포용적 미술의 목표와 일치하는 건축형식
이란 점이다.
결론적으로 관람자 중심의 군도형 미술관의 특징을 4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 군도형 미술관은 하나의 미술관이지만 다양화된 관람자에 따라 미술관
내 전시장등 각각의 시설이 독립적으로 관람자와 소통하는 다층적 미술관이
다.
둘째, 군도형 미술관은 관람자의 관점에서 전시의 집중적 탈맥락을 실현하고
도시의 삶의 맥락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이중적 공간구성의 미술관이다.
세째, 군도형 미술관은 반형상주의적인 무형의 미술관이며 동시에

관람자

중심의 공원과 같이 작동하는 장소특정적인 미술관이다.
네째, 군도형 미술관은 공간 프로그램과 건축 디자인과의 긴밀한 협업이 중
요한 소통과 참여의 대안적 미술관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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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미술관은 미술 프로그램을 담는 기능의 건축물이다. 또한 미술관 자체
가 한 도시나 국가의 문화 정치적 중심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어떤 시설
유형보다도 상징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로, 건축적으로도 다양한 실험이
실현되고 있다. 또한 건축 이론과 역사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장르가 되
었다. 그러나 미술관은 본연의 기능적 목적이외에도 도시 건축적 혹은 문
화적으로 강한 기능들에 의해 미술관 건축에 다양한 관점이 유발되었다.
이에 따라 미술관 건축은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여 결과적으로 미술관에
있어서 미술과 건축과의 관계의 고리는 점점 약해지고 심지어는 대립적인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미술과 건축 간의 대립은 특히 현대미술에 있어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건축은 그것이 담을 구체적인 내용의 형식을 요구하지만 미술은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미술에 이
르러서는 그 새로움이 형식과 내용 모두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미술형식으로 표출되거나 미술관이라는 제도 그 자체를 실험
하기도 한다. 미술관 건축에 있어서 현대미술의 역동성에 건축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현대미술 이전의 미술관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미술관 건축의 변화는 미술의 변화를 빠르게 보조해주지 못하거
나 그 관계를 끊고 건축 작품 그 자체에 몰두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새
로운 미술관들이 계획되고 있지만 여전히 최초의 공공 미술관 모델인 루
브르 박물관형 모델이 건재한 실정이 이를 증명한다. 전통적 미술관의 요
소들은 현재의 용도와 온전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적절하게 일시적인 전시
기획에 의해 적응되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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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능과 일치하지 않는 형상중심의 미술관이 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에 가장 영향력 있는 형상 중심 미술관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Museo Guggenheim Bilbao의 외관적 성공은 미술관 건축에 있어서 건축
의 역할을 과장하여 합리화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
술관은 빌바오라는 지역적 맥락에 조응하기 보다는 이를 건너 뛰어 세계
화의 맥락에서 건축적 위용과 함께 미술관 건축물 자체를 명품화 시켰다.
이 경우, 미술관 자체의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대한 중점은 건축물이
화려한 명성 뒤에 놓이게 된다. 또한 전체적인 미술관 운영의 입장에서,
미술관 형상에만 집중할 경우 미술관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방식으로 문화
적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 경영과 운영에서 새로운 전략은 무엇을 목표
로 하는지, 새로운 전시기획을 통해 빌바오라는 지역은 무엇을 획득할 수
있는지, 빌바오 구겐하임의 국제적 경쟁력은 어떤 맥락에서 유지할 수 있
는지 등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1) 단적
인 예로 다른 국제적 명성의 현대 미술관과는 달리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
관을 통하여 배출되는 작가나 특정한 작품 경향이 형성되고 있지 않다는
미술계의 중론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 미술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
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것이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건축
물이 과연 그 목표와 지향점이 되어야 할 미술이 얻게 된 것은 무엇인지
심각한 의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이유이며 구겐하임 미술관이 빌바오의 특
수해로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미술관으로 보편화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미술과 건축 간의 대립의 문제는 비단 최근의 빌바오 구겐하임만의 문
제는 아니다. 역사적으로 19세기 미술관에 있어서도 건축에서 카를 프리
드리히 슁켈 Karl Friedrich Schinkel이 디자인한 알테스 뮤지엄 Altes
Museum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해 미술에서는 레오 본 클렌체 Franz
Karl Leopold von Klenze가 디자인한 알테 피나코텍 Alte Pinakothek
이 새로운 전시를 제시했다는 의미에서 더 큰 의의를 가진다. 더하여 근
1) 박신의, 문화계획(Cultural Planning)의 관점에서 본 미술관의 새로운 역할 배치, 현대미술관 연구
vol. 16, 국립현대미술관, 2005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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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미술관에

있어서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The

Solomon

R.

Guggenheim Museum 등 건축적으로 대표적인 미술관들이 오히려 미술
품의 전시에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취리히 연방폴리테크닉 연구소
Ecole Polytechnique Federale Zurich의 비토리오 마냐고 람푸나니
Vittorio Magnago Lampugnani 교수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Frank
Lloyd Wright가 설계한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 대하여 전시에 적합하지
않음을 신랄하게 비평했다.2)
미술관은 서로 별개의 영영인 미술과 건축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
에 미술관에서 나타나는 미술과 건축의 관계를 조정하는 이러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유효하고 논쟁의 내용 및 결과는 상황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아울러 미술을 담는 건축인 미술관은 미술의 새로움을 위한 서비스의 역
할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새로운 작품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의 논의 역시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것이다. 나아가
건축과 미술 간의 대립이 야기하는 불행한 미래의 문제는 작품 없는 미술
관이 가능하거나 미술관 없는 작품전시를 야기하여 결국 미술관의 존재의
미를 재고하게 될 것이다. 공공미술에서 이미 많은 작가들은 미술관 없이
공공장소에서 실험을 하거나 작품을 건축화 하여 공간을 만들고 스스로
미술관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렇듯 전시장을 탈피해 전시를 실험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하
게 찾아볼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본 전시장을 벗어나 특정한 장
소에서 전시 프로그램 운영을 매년 기획하여 실시하는데 2011년에는 영
광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시를 열었고 2012년에서는 덕수궁에서 전시를
했다. 특히 덕수궁에서 가진 <덕수궁 프로젝트> 전시는 다양한 시간의 층
위를 가지는 파란만장한 사건의 현장이었던 덕수궁 곳곳에 사전 제작 의
뢰된 한국 현대미술가의 작품을 설치하였고, 이러한 조각 작품의 설치 외
2) “벽은 그림을 걸기에 적당하지 않고 중앙로비는 시각을 동요시킨다. 여기서 건축이 매우 매혹적인
주변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 논의의 여지가 없으나 이 건축물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예술에 봉
사하지 않고 있다.”
Vittorio Magnago Lampugnani, Museums for a New Millennium,: concepts Projects Buildings
Museum, 한길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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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미술가, 음악가, 무용가,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의 해
당 분야의 참여와 함께 사운드 아트, 공연, 퍼포먼스 등 여러 종류의 관객
참여적 ‘활동’이 수반되었다.
특히 이 전시는 전시 장소에 그간 미술관의 계획과 관리에 있어서 중요
하게 고려해왔던 정확한 조도의 계산이나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고궁의 그 어느 부분도 전시를 위해 설계된 사실이 없었음은
당연하며, 해당 장소의 있는 상태 그대로에 작가가 작품을 맞추어 제작되
었던 일종의 장소 특정적으로 조정되어진 전시였다는 점에서 기존 전시와
큰 차이점을 가졌다. 관람객의 동선에 대한 고려도 없이 관람자의 자유의
지로 동선이 만들어졌고 관리자도 보이지 않았으나 이곳의 전시는 그 어
느 전시회보다 관람자에게 새롭고 신선한 잔향을 주었다는 평가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건축 작업과 같은 하드웨어 없이 미술 작품과 환경
자체인 소프트웨어만으로도 훌륭한 전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적
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박물관 혹은 미술관 건립에 대한 인식과 의
지의 방향이 프로그램과 그 운영 계획의 수립에 있다기보다는 일단 건축
물을 먼저 완성해 놓고 전시할 대상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국내 다수의 문
화시설들에 있어서의 실패 사례와 대조적이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 없는
미술관은 보편적 위치, 보편적 전시장, 보편적 운영방향에 따르도록 계획
되거나 혹은 그 방향이 아예 수립되지 않았던 이유로 무엇이든 수용 가능
한 가변적인 방식으로 계획되도록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지어지는 그 정
교함의 수준이 낮은 건축물의 가변성으로 인하여 어떠한 것을 수행하기에
도 용이하지 않은 건축물이 된 사례들을 많았다.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미술과 건축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미술관 건축의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 미술관이 외부적인 이슈를 다루기 전에 미술작품
을 담고 대중과 소통시키는 미술관으로서의 기능과 작품으로서의 미술관
보다 미술의 경향과 함께 고려된 작품을 위한 서비스로서 미술관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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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건축형상이 모든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형상
과 과도한 프로그램의 일치가 새로운 시너지를 발휘하는 사례로 퐁피두
센터 Centre Pompidou를 들 수 있다.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프랑스 퐁피
두 센터의 성공은, 리처드 로저스 Richard Rogers와 렌조 피아노 Renzo
Piano 설계의 하이테크적 새로운 형상 자체에도 있지만 이 형상의 이미지
와 일치하는 프로그램 기획의 방향과 그 운영에서 비롯하며 이에 따라 프
로그램에 대한 대중적 접근과 문화 향유 및 이에 따른 질적인 수용자 문
화의 형성이 가능했던 사실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은 더욱 넓
은 관점으로 본다면 퐁피두 센터가 파리에 놓여 있다는 장소성에서도 기
인한다. 파리라는 도시가 갖는 문화적 여건, 특히 현대미술의 생생한 논쟁
과 실험이 이루어지는 그 단단한 기반 위에 퐁피두 센터가 자리 잡고 있
다는 사실이 그 성공의 커다란 받침이 되었다는 사실이다.3)
근대 추상미술과 담론의 발전은 뉴욕 현대미술관 MoMA, Museum of
Modern Art에 대한 언급 없이 생각하기 어렵다. 뉴욕 현대미술관의 화이
트 큐브적인 전시 장소는 근대 추상미술의 정립과 발전이 가능하게 한 배
경이 되었다. 많은 현대 미술관들이 전시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작가와
작품을 길러내는 창작공간이며 발전소의 역할을 하고 있어 미술관 계획은
작가의 발굴이나 미술경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미술의 일부가 되어 건
축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 실정이다.
미술관의 전략 프로그램과 미술관 전시 장소의 형상 역시 밀접한 관계
가 있다. 런던 사치갤러리 Saatch Gallery의 경우 설립 초기에 창고를 미
술관으로 사용하면서 진보적인 영국의 젊은 예술가 집단 YBA(Young
British Artists)를 길러내는 역할을 하였지만, 갤러리가 런던 중심부의 신
고전주의 건축물로 이사한 이후 새로운 작가를 길러내는 전략보다는 안정
적으로 판매 가능한 작품중심으로 전략을 바꾸고 이미 소장한 진보적 작
품들마저 처분하고 있다. 고전적 미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분위기와 진
보적 미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분위기에는 결코 서로 섞여 들 수 없는
경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3) 박신의, op,cit. 2005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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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미술관에 있어서 미술과 건축의 관계를
재고하고 중재하기 위하여 미술관의 전시공간에 주목한다. 미술의 작품이
관람자와 소통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미술관 건축이 구성되는 최소의 단
위인 전시공간을 분석함으로써, 미술과 건축이 만나는 전시공간의 문제에
서부터 미술과 건축의 통합된 논의로 미술관 건축을 조율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미술계에서도 작품이나 전시의 의미에 대하여는 연구가 많이 진
행되어왔으나 전시방식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건축계에 있어서
도 미술관 연구는 미술관의 공간구조와 객관적으로 정량화된 동선에의 접
근이 일반적이며 전시장 자체의 장소적 평가나 전시 및 관람과 직접적으
로 접목시키는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기대할 수 있다.
전시란 작품이 관람자와 소통하는 행위이고 전시장은 그 장소이다. 전
시의 부각은 곧 관람자의 부각이다. 특히 현대미술에 있어서 관람자는 보
다 그 역할이 중요하게 고려되어 관람자의 소통뿐 아니라 작품의 일부로
참여하는 중요한 존재로 그 절대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관람자라는 현대미술에서 부각된 새로운 아우라를 중심으
로 전시공간이 어떻게 변화 되었고 현대 미술관을 어떠한 방향의 공간구
조로 변화시키며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가와 작품행위와는 어떤 연관과
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건축적으로 관람자의 부상이 전시공간을 집
중적인 동선이 분리된 머무르는 장소의 구성으로 변화시키고 군도형으로
배열되는 경향의 변천과 특징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대안적인 현대미술관
공간구조를 탐구해보는 것이 연구의 주목적이다.
관람자의 관점에서 전시 공간을 검토하는 시도는 관람자뿐만 아니라 작
가, 큐레이터, 건축가 등 관련자들의 동의와 합일을 끌어낼 수 있는 공통
분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민간 갤러리들은 미술계의 경향 변화에
빠르고 쉽게 적응하고 있다. 그러나 미술 제도적으로 중요한 국립 및 도
립 미술관들은 작가와 감상자의 관점보다는 관리자의 관점에서 효율적으
로 계획되어 왔다.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이 건설된 1980년대의 선례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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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전이 없이 전례화 되어 지금까지도 복제되고 있는 한편, 정치적으
로 랜드 마크적인 미술관에 대한 환상적 욕구도 공존하고 있어 현실과 이
상간의 괴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연구는
다시 미술관의 근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재고하고 보다 관람자 중심의 미
술관 시스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표 1-1] 연구의 배경과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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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전시의

장르의

관점에서

본

본

연구의

대상은

현대

미술관

contemporary museum이다. 근대와 현대 즉 동시대에 일어나는 미술사
조에 대응하는 현대미술관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한다.
또한 관람자를 중심으로 한 공공미술관을 대상으로 한다. 미술관은 소
유와 관리에 따라 공공 미술관 public museum 과 개인미술관 private
museum 혹은 재단이 뒷받침하고 있는 컬렉터 미술관 collector museum
으로 분리할 수 있다.4) 개인 미술관의

경우 개인적 특수성으로 이 유형

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지만 컬렉터 미술관의 경우 재단
을 통한 관리와 개별적인 수익보다는 공공적인 관점에서 운영되므로 기능
적 관점으로 볼 때 공공미술관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5)
미술관과 건축의 관점에서 미술관의 조형적 성격을 두 개의 상극 즉
‘작품으로서의 건축’ architecture as an art 과

‘작품을 위한 서비스로

의 건축’ architecture in the service of art 으로 분류하고 대부분의 미
술관들을 이 양극 사이에 배열한다면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미술관들은
‘작품을 위한 서비스로의 건축’에 가까운 사례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작품을 위한 서비스로의 미술관은 상징보다는 전시 자체를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미술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즉 전
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미술관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미술과 건축을 중
재해 보려는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
지역적인 관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 미술관은 중부유럽의 사례들을 중심
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최근의 현대미술이 스위스 바젤이나 독일 베를린

4) Friedrich Achleitner “Malsch, An ideal Museum? The Self-intersets of Architecture”, Museum,
and Art, Lars Muller Publishers, 2000, pp.87
5) 최근에는 소장품을 미술관에 기부하기 보다는 스스로 미술관을 설립하고 정부의 보조를 받아 공
공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실예로 바이엘러 미술관의 경우 설립자인 바이엘러는 자신의 이
름을 딴 미술관과 운영권을 갖고 정부와 국가는 우수한 작품을 보유하고 관광객도 유치하는 바람
직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Bruno S.Frey, 문화예술경제학, Springer, pp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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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중부유럽이 중심이기 때문이다. 미술관은 외관을 제외한 전시공간의
구성과 주요관점도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 전시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
를 제공한 Brawne M.의 경우“측정지역의 아이디어는 국경선이라는 경계
선을 잘 뛰어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적 지
체(timelag)가 뒤 따른다” 고 했다. 그의 논의는 1965년의 것으로 상당히
오래전의 논의이다. 그러나 그가 스칸디나비아 지방의 미술관들은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를 가장 주요한 설계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미술관들은 전시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고 프랑스, 동일, 오스트리아 등지
의 미술관들은 사용가능성이 유연한 익명적이고 중성적인 공간을 만들려
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6)은 2010년대의 미술관에도 해당하는 분류이다.
특히 중부유럽의 미술관에 있어서든 더욱 그러하다. 중부유럽은 미국과
그 밖의 지역에 포스트모던이나 해체주의가 유행했던 시기에도 ‘미술품을
전시하기 위한 곳’으로서의 미술관의 전통이 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
다.
건축가의 관점에서 연구대상의 미술관과 관련해 살펴본 건축가로는 스
위스의 대표적 현대미술관 건축가 3인 즉 바젤 Bazel 의 건축가 헤르조
크 Herzog 와 드 뮤론 De Mouron , 취리히 Zurich 의 지공 엔 가이어
Gigon & Guyer 그리고 쿠어 Chur 의 피터 줌터 Peter Zumthor가 중심
에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이 지역들에 있어서 현대 미술이 가장 발달하고
있고 이 건축가들이 계획한 미술관들이 미술의 내용과 건축 사이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하여 전시 공간을 중심으로 미술관들을 디자인하는 전통을
계승했기 때문이다. 미술관 건축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어 이러한 분류
는 중요하지만 이 지역의 미술경향이 현대미술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외
부지역과의 교류도 활발하여 다른 지역에 있는 일부 미술관과 건축가의
작업도 유사성에 따라 제한 없이 연구의 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예비적 고찰 성격이 강한 2장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술관 프
6) Brawne, M. The New Museum : Architecture and Display. 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65
최윤경, 미술관 공간구조의 연대기적 유영학,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2권6호 통권92호 1996년 6월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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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하여 연구의 대상을 일반적인 공공미술관의
역사와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공공미술관을 검토대상으로 확장하였다.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미술관들은 건축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도 프로그램의 관점에서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진 경우가
많고 서로 교류도 빈번하여 공통적인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우리
나라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의 프로그램도 유명한 외국의 대표적인 공공미
술관의 그것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현대미술관들이 보다 쉽게 다
른 미술관의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때문에 이러한 미술관으로
부터 공통적인 현대미술관 프로그램의 특징을 규명할 수 있다고 사료된
다.
[표 1-2] 주 연구 대상 미술관
미술관

위치

개관연도

건축가

Remark

Kirchner Museum

Davos,
Swiss

1992

Gigon & Guyer

컬렉터미술관 상설중심

Bayeler Museum

Basel,
Swiss

1995

Renzo Piano

컬렉터미술관 상설,
기획 병용

Kolomba Museum

Koln,
Germany

2007

Peter Zumthor

컬렉터미술관, 상설중심

Kunstmuseum Liechtenstein

Liechtenstein

2000

MDK

공공미술관, 상설,
기획 병용

Bregenz Museum

Bregenz
Austria

1997

Peter Zumthor

공공미술관, 기획중심

Tate Modern Museum

London,
UK

2000

Herzog &
De Meuron

공공미술관, 상설중심

Schaulager

Basel
Swiss

2005

Herzog &
De Meuron

수장형 미술관

Kanazawa 21st Museum

Kanazawa,
Japan

2004

Kazuyo Sejima

공공미술관, 기획중심

Folkwang Museum

Essen
Germany

2010

David Chipperfield

공공미술관, 상설중심

Miami Art Museum

Miami
U.S.A.

2013

Herzog &
De Meuron

공공미술관,
상설에서 기획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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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장별 연구의 방법으로 2장에서는 공공미술관의 정의와 관람자의 역
할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공공미술관의 통시적, 공시적
그리고 각 요소적의 3가지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역사적으로 미술관의 공
간구조는 전시장의 작품과 관람자간에 선형의 동선을 중심으로 전형이 수
립된 특성을 이해하고 동시대의 대표적 미술관들의 공시적 고찰을 통해
관람자 관점이 확장되어 쌍방향 소통과 참여가 주요 공공미술관의 목표가
되었음을 확인한다.

또한 미술관 각 기능의 변화를 통해 관람자의 관점

의 부각이 미술관의 각 기능을 각각 관람자와 소통하는 독립적인 기능으
로 분화해가고 있음을 밝힌다. 이를 통하여 공공미술관의 목적은 초기부
터 관람자 중심이며 특히 현대미술에서는 보다 능동적인 관람자의 참여를
요구하며 이를 위하여 현대미술관의 각 기능들은 동선중심의 전체에서 관
람자 중심으로 각각 독립해가고 있음을 밝힌다.
3장에서는 미술의 전시와 미술관 건축을 중재하기 위하여 관람자와 작
품이 만나는 전시라는 행위 그리고 전시공간에 대한 작가와 큐레이터의
담론들을 추적하여 미술에서 생각하는 전시의 공간 개념을 건축적으로 규
명한다. 이를 통하여 건축에서의 동선중심의 공간구조 전시장에 대한 논
의가 미술에서 집중과 장소적 전시공간에 대한 논의와 거리가 있음을 확
인하고 미술에서의 전시공간에 대한 담론들을 분석하여 4장의 전시중심의
미술관으로 연구를 심화할 수 있는 기본 틀을 확립한다.
여기서 분류된 전시 공간, 즉 화이트큐브, 작업장, 장소 특정적 모델은
모두 작가와 전시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담론들이고 작품과 관람자의 소통
에 따라 유발된 개념들이다. 이들 공간들의 특징은 건축에서 중요하게 고
려해온 동선의 개념이 제거된 머무르는 장소의 개념이라는 공통점이 있
다. 전시공간에 대하여 개념적으로 구체화한 레미 차우크 Rémy Zaugg의
전시 장소 개념은 다른 전시공간의 담론을 공간적으로 종합한 논의로 이
를 통해 4장의 실제 미술관 사례를 연결하는 중요 연결고리가 된다.

3장

의 주된 흐름은 관람자의 관점에서 전시의 장소를 어떻게 규정하고 변화
시켜 가고 있는가를 작가의 관점에서 전시 장소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건축 공간 전 단계까지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축에서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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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되어 왔던 객관화된 전시장의 시스템과 공간구조를 재고하는 새로운
전시공간에 대한 논의를 제공할 것이다.
4장에서는 3장의 경향에 따라 동선의 중요성이 사라지고 장소성이 강조
되는 집중적인 전시장으로 배열되는 미술관을 군도형 형식으로 정의하고
그 유형을 전시장 3장의 담론과 실제 전시 그리고 미술관 건축 간의 영향
관계 속에서 분석한다. 실제 건축사례의 주 흐름은 현대 미술의 변화로부
터 반영된 군도형 미술관과 미술관 건축 자체적으로 내려오는 고유한 형
식을 가진 미술관들을 사례를 통하여 그 건축의 특징과 전시 특성들을 분
석하고 다시 이러한 미술관의 공간들이 작가와 작품 그리고 큐레이팅 사
이에 작품생산과 전시기획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여 상관관
계를 밝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술관 공간은 장소적 성격이 강해지며
이에 따라 작품도 장소 특정적 성격이 강해짐을 밝힌다.
5장에서는 군도형 전시장의 배열을 통해 유발되는 남은 공간에 대한 가
변적, 참여적 열린 장소특정적인 성격에 대하여 분석하여 4장의 군도형
전시장의 독립적이고 참여적인 성격과 함께 군도형 미술관의 이중적 특징
으로 종합화 한다.
6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앞장의 논의를 요약하여 군도형 미술관의 특징과
방향성 그리고 한계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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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연구의 흐름과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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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현대미술관에 있어 관람자의 부상

2장에서는 미술관과 관람자의 관계를 기초로 공공미술관을 통시적 그리
고 공시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관람자의 개념과 역할 변화에 따른 미술
관의 변화, 특히 현대미술관에 있어서 관람자의 부상으로 야기되는 변화
를 분석한다. 관람자는 미술관이란 시설을 탄생시킨 원인이며 관람자의
개념과 역할의 변화가 전시와 미술관을 변화 시켜왔다.
통시적으로 최초의 공공미술관에서 동시대의 미술관까지 미술관의 역
사와 선례연구를 통하여 관람자와 작품의 선형적 관계에 따른 미술관 전
형의 탄생과 시스템을 확립해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공시적으로는 특히
현대미술관에 있어서 관람자가 운영의 중심에 있고, 전시기획에 있어서도
관람자와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해지며 직접적인 참여까지 유도할 수 있도
록 변하고 있다. 더불어 부대시설에 있어서도 관람자의 소통과 참여중심
으로 전시와 대등하게 부상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현대
미술관 내 각 시설들이 미술관이라는 하나의 전체를 위한 부분이라기보다
는 각각 관람자를 위한 작은 전체가 되고 미술관은 이와 같은 독립적인
시설의 합으로 변하고 있음 또한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 관람자를 중심으로 한 미술관에 대한 검토는 현대미술관으로 올
수록 작품과 관람자간의 관계 즉 ‘전시’라는 개념을 포함하게 되며 3장의
전시공간의 개념에 대한 세부적인 탐구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2장의 연
구는 3장의 전시개념의 탄생과 발전을 위한 예비적 고찰의 성격을 갖는
다. 역사적으로 미술관의 고찰은 니콜라스 펩스너 Nicolas Pevsner 의
사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현대미술관의 거시적인 변화의 이해를 위
하여 소장품 전시보다 기획전시 중심으로 운영하는 테이트 Tate Modern
, 구겐하임 Guggenheim Museum , 모마 The Museum of Modern Art
, 퐁피두 Centre Pompidou 의 4대 미술관을 중심으로 하고 그밖에 근현
대미술관들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그들의 정책과 건축시설을 무작위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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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였다.

2.1. 공공미술관과 관람자
2.1절에서는 미술관의 역사 특히 18~19세기 공공미술관의 탄생과 그
역사의 고찰을 통하여 최초의 공공미술관의 탄생의 원인이 관람자에 있었
으며 관람자와의 소통이 공공미술관의 근본적인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밝
힌다. 더불어 초기 공공미술관들의 사례를 통해 전시동선 중심의 19세기
미술관 전형의 수립과 20세기 혹은 동시대 미술관까지 영향을 준 전시동
선 중심의 미술관 시스템을 분석한다. 또한 관람자가 부각되면서 순수미
술의 전문적 성격과 대중적 개방을 위한 공공성 사이의 대립적 문제는 초
기 공공미술관에서 동시대 미술관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건축계획의 딜
레마였다. 이러한 미술관 계획의 문제는 관람자의 존재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로 작품과 관람자간의 관계와 그 한계에 대하여 고찰 한다.

2.1.1 공공미술관 목적 : 관람자 계몽
① 광의적 미술관 역사
뮤지엄 museum7)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수집이라는 행위 자체와
더불어 그 수집된 자연물이나 예술품의 수집 장소를 뜻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경제적인 원칙에서 벗어나 보호되고 전시되기 위하여 특별히 제공된
장소를 미술관이라 부른다.8) 어원적인 의미에서 뮤지엄 Museum의 기원
7) 미술관(Art Museum)은 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박물관(Museum)이다. 시대적으로 구별하면, 먼저
모든 시대를 망라하여 백과사전식의 방대한 컬렉션을 보유하고 전시하는 순수 미술관 The
Museum of Fine Arts, Museum der bildenden künste, Musée des Beaux-Arts 이 있고 우리는
이를 현재 ‘박물관’ 혹은 ‘미술관’으로 혼용하여 부르고 있다. 이와 확실하게 구별되는 미술관은
1930년대를 중심으로 하여 등장하는 근대미술관 Museum of modern Art/Museum Moderner
Kunst, Musée d’art moderne 부터라고 할 수 있고, 특히 1970년대 이후의 작품들이 더 보완된
미술관들이 현대미술관 Museum of Contemporary Art Museum Für Gegenwartskunst,/Musee
d’art contemporain 으로 불린다. 이 두 형태를 합쳐서 근현대 미술 modern and contemporary
art 로 분류하기도 한다. Friedemann Malsch, An idal Museum, The Self-Interests of
Archtecture, Museum, and Art, pp.87
8) Paul von Naredi-Rainer, Museum Buildings (Desgin Manuals), Birkhauser Architectur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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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역사적으로 고대 그리스 신화까지 올라가 여신 뮤즈 Muse의 성지에서
문예, 미술 및 철학을 위한 학교로 할당된 곳으로 사용되었고 후에 알렉
산드리아9) Alexandria 같은 수집물을 보유하는 연구시설을 의미하는 용
어로 사용되었다. 중세에 이르러서는 교회가 종교 예술작품의 수집처가
되었고 미술작품들을 연구대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자 종교적인 장소를
뮤지엄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림 2-1] Delphi, Athen Treasure Chamber
490BC (rebuilt in 1906)
(출처 : A design manual Museum building)

그러나 중세 학술기관 및 종교적 성소로서 출발했던 뮤지엄은 그 용도
로 계획된 건축물도 아니며 예술품의 수집과 연구를 통해 진열되는 과정
은 대중들의 관람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이때는 종교적 체험이나
내러티브 narrative 들을 시각화하여 그 안에 담긴 성스러움을 연출하거
나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강했다. 이처럼 미술관에 예술품을 진열함
으로써 기존 사회 절서를 유지하면서 대중들의 의식을 하나로 묶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다.10) 이러한 이유에서 고대 그리스나 로
마의 수집품들은 수도사에 의해 연구되고, 그 수집품들은 교회에 진열되
어 일반인에게 공개되기도 하였다. 이때의 뮤지엄은 신을 찬미하는 수단
이 되었고 부호와 귀족들에 의해 많은 미술품들이 소장되었으며, 그 수집
9) 도서관과 같이 사용된 도서관과 박물관의 기원에 해당하는 건축물
Nikolaus Pevsner, A Histoy of building Types, Prinseton Bollingen, 1979
10) Anold Hauser, 백낙청 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고대 중세편) 창작과 비평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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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들은 단순히 예술가와 학자들에게만 일부 공개되는 정도였다.
본격적으로 전시를 위한 건축계획이 진행된 것은 이태리 르네상스 시대
이후이다. 따라서 협의적인 의미에서 미술관 역사는 이태리 르네상스부터
보는 것이 건축사학지 니콜라스 펩스너 Nicolas Pevsner 의 견해가 보편
적으로 인정하는 견해이다. ‘건물 타입의 역사’에서 그는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와서야 전시형태를 갖춘 수집체계가 생겨나고 이를 위한 건축물이 지
어졌기 때문에. 이태리 르네상스 시대부터 미술관의 건축 타입이 분화되
기 시작 하였다11)고 주장했다.

[그림 2-2] Munich, Residenz, Antiquarium, 1569~71, G.
Strada, W . Egkl and F. Sustris
(출처 : A History of Buildin Types)

[그림 2-3] Mantua, Galleria della Mostra [그림 2-4] Rome, Galleria 1675
(출처 : A design manual Museum
1590
building)
(출처 : A design manual Museum building)

11) Nikolaus Pevsner, A history of Building Types, Princeton Bollingen, 1979,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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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시대가 지난 후, 16세기에 와서부터 귀족 및 상류계층을 통하여
캐비넷 cabinet 과 갤러리 gallery 라는 두 가지 전시공간이 나타나기 시
작하였다. 형태적으로는 캐비넷이 정사각형의 공간으로 작품 수장의 역할
을 하고 있으며, 갤러리는 캐비넷보다 크고 긴 거대한 홀로 작품을 전시
하고 향유의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하지만, 뮤지엄의 원형인 갤러리와 캐
비넷은 뮤지엄과 달리 일반 대중들이 그 소장품에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보관되어 있는 작품은 그것을 소장하고 있는 계급
혹은 계층만이 볼 수 있었다.12) 이처럼 16세기에 등장한 갤러리라는 용어
는 명확하게 구분되긴 어렵지만 회화와 조각을 전시하는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기존의 수도원, 궁전, 교회에서는 저장의 목적이 아니라
향유의 공간인 갤러리가 생겨났고, 갤러리에서는 고대, 중세, 르네상스
Renaissance , 바로크 Baroque 에 이르기까지 수세기 동안 창조된 회화,
조각, 가구 등의 거대한 예술작품 소장품들을 보유하였다.
② 계몽과 진보적 역사관에 따른 전시

[그림 2-5] 루브르박물관,
[그림 2-6] 루브르 박물관 그랜드 갤러리 현재
유화 Hubert Robert 작 1796
(출처 : Modern Museum)
(출처 : The Louvre: A Tale of a Palace)

12) 김형숙, 미술, 전시, 미술관, 예경, 2001,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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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미술관의 탄생에는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
다. 당시 계몽주의적 세계관은 결국 뮤지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
게 했고 그 분위기는 1793년 루브르 박물관 개관으로 이어졌다. 루브르
궁을 개조하여 만든 루브르 박물관에 이르러 비로소 공공을 위한 미술관
은 연구시설이 포함된 수집품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장소가 되었다.13) 당
시의 시대적인 분위기와 맞물려 미술관의 소장품은 여러 지역 혹은 외국
으로부터 수집된 조각, 건축, 묘비, 그리고 교회로부터 얻어진 여러 작품
들이 미술관의 전시장 안에서 시간의 순 즉 연대기적 순서에 의해 배열되
고 관람되었다. 이 시기의 클래식 음악은 상대적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확
장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미술은 작품의 공공화와 루브르 미술관의 개
관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당시 루브르 미술
관은 주중 이틀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였고 이에 따라 예술품은 더 이상 과
거 상류계층만의 개인적인 소유물이 아닌, 국가의 문화적 재산으로 이해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전에 종교적 성전이나 귀족들의
궁전에 소장했던 미술작품들이나 오브제들을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계기가 됐다.
루브르 미술관은 공공미술관이라는 새로운 용도로 창조되고 사용자가
일반인으로 확장되는 등 중요한 변화를 초래한 사례로 미술과 역사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만 미술관 건축계획에서는 이오밍페이 I.M. Pei가 설계하
고 1989년 완성된 유리 피라미드의 입구구조가 완성되기 전까지의 역사
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왜냐하면 미술관이 대중적으로 문호를 열었
지만 미술관으로 설계된 건축물이 아니라 궁으로 계획된 건축은 크게 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축에서 형식이나 공간이 변화보다는 단지 닫혔
던 문이 열렸을 뿐이었다.
그러나 루브르 미술관은 이후 건축에서 미술관이라는 용도가 정착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신고전주의를 대표한 칼 프리드리히 슁켈 Karl
Friedrich Schinkel의 알테스 미술관 Altes Museum의 경우 중심에 로툰
다를

통해

동선이

분배되는

듀량

13) Paul von Naredi-Rainer, op.cit.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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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ienne-Louis Boullee의 이상적 미술관의 영향을 받았다. 프랑스 대혁
명 이후 나타난 민주주의 이상은 전시공간에 대한 이해에도 변화를 가져
왔다. 전시공간은 미술관의 대중에 대한 계몽주의 이상이 실현되는 장이
었다.14)
알테스 미술관은 페디먼트가 없는 신고전주의 건축물로 그 비례에 있어
고전 건축과 근대건축을 연결하는 과도기적 건축 형식으로 건축의 역사에
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인 의미에서 알테스 미술관의
중요성은 슁켈이 제작한 내부 투시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진입방식에도
고전건축과는 변화된 두개의 열주를 통과하여 진입하는 특징을 가졌지만
내부투시도에 보여는 관람자의 복장과 행동은 더 이상 귀족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시민의 미술관으로 그 주인이 변했음을 표현했다.

[그림 2-7] J.N.L Durand, Desing for a Msueum (1802-09) 평면과 입면
(출처 : A History of Building Types)

14) 김형숙, op.cit, 2001,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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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Etienne-Louis Boullee Designs for a Museum 1783
평면과 입면
(출처 : A Design Manual Museum Buildings)

고전건축과는 변화된 두개의 열주를 통과하여 진입하는 특징을 가졌지
만 내부투시도에 보여는 관람자의 복장과 행동은 더 이상 귀족의 전유물
이 아닌 일반 시민의 미술관으로 그 주인이 변했음을 표현했다.
이 당시부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소장품을 시간적 순서에 의해 전시
하는 방식은 당신 유행했던 진화론과 진보주의적 역사관에 근거한다. 이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 공간에서 유물이나 예술작품들을 전시하는
일은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인식하여 작품이 원래 있던 장소에서 탈맥
락화 out of context시켜 일직선상의 이야기인 Linear Narrative를 만드
는 작업으로서 진보라는 근대적 사고를 재연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
이 시간적 진보를 통해 영원한 발전의 단계에 도달 할 수 있다는 계몽주
의적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15)

15) 김형숙, 공공미술관 성립의 조건과 제도, 서양의 미술관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미술관연구, 국립
현대미술관, 2004 15집, p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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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Altes Museum 전경
(출처: 저자 촬영)

[그림 2-10] Altes Museum 1층 평면도
(출처: A Design Manual Museum Buildings)

[그림 2-11] Altes Museum 로비 투시도 Karl Friedrich Schinkel
(출처: A history of Architecture)

2.1.2 연속 순로형 미술관 전형 완성
미술관은 19세기에 와서야 일정한 건축 전형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전
형은 용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세우고 그 용도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계
획하기 시작하고 그 건축의 사례들을 재참조 하면서 일정한 형식이 반복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니콜라스 펩스너는 뭔헨의 알테 피나코텍을 후대에 가장 영향을 끼친
미술관의 전형으로 설명했다.16) 1823~1824년 레오 폰 클렌체 Leo von
16) 비슷한 시기에 베를린의

Altes

Museum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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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nze17)에 의해 설계되고 1836년 완성된 알테 피타코텍은 2층짜리 건
축물로 긴 장방형 구조에 상층에 전시장을 배치하고 하층에는 부대시설을
배치했다. 전시장 층에는 3개의 열을 배열한 것이 가장 특징적이다. 이 3
개의 열중 가운데 열은 이중천창으로 빛이 들어오는 가장 중심이 되는 전
시실이고 남쪽은 주입구와 로지아로 통하는 복도이며 북측으로는 측창을
통해 간접광이 들어오는 캐비넷이 위치한다.

[그림 2-12] Alte Pinakothek 상층 평면도
(출처 : The Modern Museum)

[그림 2-13] Alte Pinakothek 뮌헨
(출처 : The Modern Museum )

[그림 2-14] Alte Pinakothek 주전시장과
자연광 천창 현재
(출처 : 저자 촬영)

Glyptothek, 등의 미술관이 있지만 이들 미술관들은 소형 조각품 중심으로 구성되어 미술관의 특
수한 빛에 환경을 발전되지 못한 채 일반 건축물의 측창과 같은 창을 채광으로 사용하였다.
Nikolas Pevsner, A history of Building types, Princeton Bollingen, 1979, pp.111~ 138
17) Leo von Klenze 독일의 건축가로 주로 미술관 건축 Munich, 클립토테크 Glyptothek 1815~30과
Alte pinakothek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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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열의 조직은 19세기 계몽형 선형조직의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건
축 고유한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후대에 영향을 준 전형이 되었다는 점에
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건축사에서는 듀량의 미술관과 칼
프리드리히 슁켈의 알테스 미술관을 중요한 전근대 미술관의 전형으로 간
주한다. 그러나 알테스 미술관은 양식적으로 혹은 홀에서 동선을 분배하
는 듀량의 형식을 계승한 관점에서 중요하지만 전시라는 기능적 관점에서
는 루브르 미술관보다 발전한 것이 없었다.
알테 피나코텍이 중요한 이유는 알테 피나코텍의 작품을 위한 빛의 유
입방식과 그 전시공간의 구성에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에서 측창은 유
리의 반사와 일정치 않은 광량 등이 미술품의 전시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
로 많은 미술가들이 천창방식을 더 선호하게 되었고18) 알테 피나코텍에
서 시작된 빛의 유입과 확산을 위한 이중천창은 전시장에서의 빛의 문제
를 해결한 선도적인 건축물이었다. 이후 2층 규모의 건물로 계획하고 상
층에 이중천창을 사용한 전시장을 둔 미술관은 젬퍼 Gottfried Semper의
게멜데 갤러리 Gemäldegalerie, 누에 피나코텍 Neue Pinakothek, 비엔
나 호프 미술관 Vienna Hof museum 등이 있다. 이중천창으로 빛이 유
입되어야 하는 한계는 19세기 미술관의 전형은 알테 피나코텍에서와 같
은 2층 규모의 건축물에 상부는 전시장 하부는 기타 부대시설을 두는 미
술관이었다.

[그림 2-15] Munich, Glyptothek, Leo von Klenze,
1816~30
(출처: A Design Manual Museum Buildings)

[그림 2-16] Dresden, Gemaldegalerie,
1847~55 Gottfried Semper
(출처 : A History of Building types)

18) Michael D. Levin, The modern museum; temple or showroom, Dvir publishing House, 1983,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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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에 대중 계몽을 위해 발생한 미술관은 20세기에 와서 계몽방법
에 대한 접근방법이 다양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근대에 와서
작품의 관리적 차원에서 인공광을 주광원으로 바뀌면서 미술관 건축은 보
다 자유로운 조형적 공간적 표현적 경향을 띄게 된다. 그럼에도 미술관에
서 진보와 계몽에 근거한 선형의 동선은 여전히 미술관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 되었다. 근대건축의 거장이라 할 수 있는 르 코르비쥐에 Le
Corbusier의 무한성장 미술관 Musée à Croissance Illimitée이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Frank Lioyd Wright의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등 새로운
미술관의 형식을 제안했지만 그 제안된 기저에는 전시 동선이 있었다. 미
술관의 계몽적인 출발과 이 거장들의 작업은 미술관 건축의 중요한 본질
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후 미술관 건축은 자유로운 건축 작품이 가능한
건축의 꽃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고 다양한 주의와 새로운 형식이 추구되
는 장이었으나 그 중심에는 동선이라는 전시공간의 흐름이 미술관의 본질
처럼 존재했다.

[그림 2-17] 무한성장 미술관 계획안,
[그림 2-18] 무한성장 미술관 계획안,
1931년,
1929 -39년, Le Corbusier
Corbusier
(출처 :A Design Manual, Museum
(출처 : A Design Manual, Museum Buildings )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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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Guggenheim Museum, NY [그림 2-20] Guggenheim Museum, NY 1959년, Frank
평면도
Lloyd Wright
(출처 : Guggenheim New York / (출처 : 저자 촬영)
Guggenheim
Bilbao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 edition)

현대적 미술관의 분류는 1968년 Glaeser, L의 동선에 따른 공간분류가
대표적으로 일반화 되었다. 그는 두 사람의 거장에 의해서 제시된 미술관
건축의 두 가지 원형 즉 Mies Van der Rohe의 자유평면 free plan과 르
코르비지에 Le Corbusier의 나선형 평면 'spiral plan이 그 이후 미술관
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Glaeser에 따르면
free plan의 공간구성은 “개개의 전시물이 보다 통합적인 위치를 차지하
는 전체적인 구성을 암시하는 반면 spiral plan의 공간구성은 관람객의 움
직임을 미리 결정해 버린 교조적이고 표출적인 연결공간을 가진 전시방식
을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Glaeser의 유형분류는 자유 순환과 강제순환이
라는 두 가지 상반된 동선개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9)
이후 비슷한 이분법적 분류에 의한 미술관 공간유형의 분류는 일반화된
다. 1983년 D. Levin은 신전 Temple 유형과 쇼룸 Showroom 유형의 분
류는 건축적인 관점에서는 모호한 경험에 근거한 비실증적인 분류이지만
미술학계에서는 지금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미술관의 유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공간경험을 넘어서 백화점과 같은 공간으로 자본
주의적으로 확장되는 미술 내부적인 이데올로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19) 최윤경, 미술관 공간구조의 연대기적 유영학,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2권6호 통권 92호 1996년 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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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이기 때문이다.20)
Searing은 원형적 근원으로서 듀량의 미술관 계획의 중앙 로툰다
rotunde 를 의미하는 Durandesque type과 19세기말 유행했던 박람회21)
에서 유래된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이 유형은 다시 20세기 중반에 등장하
여 광대하고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며 애매모호한 공간을 가진 투명한 용기
의 미술관 즉 프리플랜 free plan의 공간개념을 통해서 개화하였다고 주
장하였다.22) 미술관의 동선과 프리플랜의 두 가지 이분법적 분류는 다시
Montaner와 Oliveras에 의해 확인되었다.23)
그러나 동선은 미술관 계획시 주요한 고려 요소이나 이처럼 건축에 있
어서 동선중심으로 미술관에 대해 고찰할 경우 이 경우가 간과하고 있는
문제점은 미술 감상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행위와 그 효과를
공간구조와 형식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작품의 감상을 지식의 습득으로
간주하고 객관화하여 마치 책속에서 지식처럼 이성적 행위를 다룬다는 점
이다. 이러한 가운데 예술품의 감상과 감동 등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감상
에 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가 3장에서부터 집중
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전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품과 관람자간의
주관적인 소통이다. 앙드레 말로 André Malraux의 상상의 미술관 Le

Musée Imaginaire은 벽 없는 미술관으로 영역되고 한국어로 번역되었
다.24) 앙드레 말로는 이책에서 매체를 통해 굳이 미술관에 가지 않더라도
작품을 감상이 가능한 미술 감상의 번영과 미술관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미술관이라는 물리적 공간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재적인 소
20) 최윤경, lbid
21) Paxton의 Crystal Palace 1951는 건축과 미술전시에 동시에 중요한 영향을 준 건축물이다. 건축
에서는 이를 계기로 현대적인 철과 유리 건축물이 발전했으며 미술에서는 자유로운 대공간에 따
른 작품의 대규모화가 시작된 공간으로 간주된다.
22) 최윤경, lbid
23) Motaner. J. & Oliveras, J. The Museums of the Last Generation. London: Academy
Editions, 1986 참조
24) André Malraux, Le Musée Imaginaire, 벽 없는 미술관, 김용권 옮김, 동문선,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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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참여는 결코 다른 간접적인 경험으로 대체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진
행위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미술 창작행위와 감상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미술관 건축은 계속 건재하고 있다.

2.1.3 작품의 전문성과 미술관의 공공성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이미 역사적으로 뮤지엄이란 용어 자체에 이미
교육적인 의미가 있었고, 19세기 계몽주의에 기반을 둔 공공미술관의 탄
생과 함께 미술관 이용 대상자가 학자들만의 아카데미 공간에서 일반 시
민으로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 개방은 몇 가지 변화를 야기했다. 먼저, 상류계층 혹은 교회의 소유
였던 미술작품이 공공화 되는 문제, 둘째, 기존 소장품들의 개방과 보존의
문제, 셋째, 미술관을 찾는 관람자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관람자 교육
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다.
미술관이 일반 관람자에게 개방되면서 건축적으로 발생하는 중요한 문
제는 전문성과 공공성 사이의 대립관계이다. 이 문제는 여전히 현재의 미
술과 미술관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공공미술관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조할
경우 전문성이 훼손되고 대중주의 상업주의로 경도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순수예술의 전문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다 보면 사회적인 공익성을 소홀히
할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미술관
의 경우 전문성과 공공성은 서로 분리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칸트의 어법을 빌리면 공공성이 결여된 전문성은 공허하고 전문성
이 없는 공공성이란 맹목적이라 할 수 있다.>25) 19세기 미술관 모델들
중 공공적인 관점에서 건축물이 변한 것은 많지 않다. 단지 닫혔던 문이
열려 일반인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미술관건축은
공공성보다는 작품의 전문성 중심으로 계획되었고 공공성은 운영 프로그
램에서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5) 이준, 전시기획에서의 공공성과 전문성의 실현과 과제, 현대미술관연구 vol.15, 국립현대미술관,
2004,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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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에서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험은 근대 미술관에서 다양한 방
식으로 시도되었다.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은 개방적인 중앙 홀과 이 홀을
규정짓는 전시동선으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전시의 공간을 대형 홀로 개
방화하는 방식을 통해 전문성과 공공성간의 새로운 조합을 만들었다. 프
랭크 로이드 라이트보다 앞서 요셉 올브리히 Josef Olbrich는 신고전주의
건축물을 개축한 제세션 Sezession 전시장에서 전시장과 전시장 사이에
시각적인 예시를 줌으로써 다음 전시 공간을 미리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공공적 사례로 이후 루이스 칸의 브리티쉬 미술관 Yale Center for
British Art 등 많은 미술관의 전시장의 시각적 연결에 공간에 영향을 주
었다.

[그림 2-21] Josef Olbrich, Sezession Building, [그림 2-22] Mies van der rohe, Berlin National
1897
gallery, 1968
(출처 : Marco Polgaznic 제공)
(출처 : Ludwig Mies van der Rohe Birkhauser;
2nd, Revised Edition edition)

미스 반 데 로에는 베를린 미술관에서 외벽에 투명유리를 사용하여 개
방성과 공공성을 실험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전시기획의 관점에서
건축적인 공공성의 실험은 전문성과 집중성을 희생해야 했기 때문에 공공
성을 실험한 전시장을 미술계에서는 좋은 전시장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현대미술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숙제는 대중적인 접촉
을 위해 순수미술의 질을 낮출 경우 미술관이 대중적 상업화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따라서 주 관점은 순수미술의 질을 유지하면서 대중적
인 접근 즉 대중들의 진입의 턱을 낮출 것인가 혹은 대중을 교육하여 높
은 수준에 이르게 할 것인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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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근대 주요 미술관들은 관람객의 입장에서 보다는 작가의 입장
에서 혹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작품을 수집하고 기획해 왔다. 이러한 특성
은 아방가르드의 미술과 함께 성장해온 현대미술관의 속성이자 고유 권한
으로 오랫동안 미술계에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미술관이 일반 대중과 소원해진 이유 중 하나는 현대미술이 난해하다
는 기본적인 전제 이외에도 작가와 관람객 창조자와 수용자간의 소통을
중시하지 않는 모더니즘의 미학적 태도와 그것을 매개하는 미술관의 역할
부족에도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작품의 전문성과 대중적
인 공공성의 문제는 미술관이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기도 했지만,
미술관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기도 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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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대미술관의 쌍방향 소통과 참여
2.2절에서는 세계적인 주요 공공미술관을 대상으로 그 운영목표와 그에
따른 미술관의 변화에 대하여 고찰한다. 현대미술관에서는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이 일방향 계몽에서 관람자 중심의 쌍방향 소통과 참여로 변하
고 있다. 관람자 중심의 쌍방향 소통은 미술관의 전시장뿐 아니라 야외공
간과 온라인 및 모바일 등 미디어적으로도 확장되고 있으며 작가와 미술
관 사이의 교류의 확대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각 미술관
사례별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물리적인 공간으로 미술관의 역할
은 소통과 참여를 위한 촉매제 혹은 허브의 역할로 정착하고 있다. 전시
장뿐 아니라 부대시설 또한 관람자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각 시설들은 독
립적인 존재로 변해가고 결과적으로 미술관은 하나의 전체보다는 여러 시
설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합이 되며 미술관과 작품사이에는 독립적으
로 전시라는 개별 행위가 미술관이라는 전체보다 중요하게 부상함을 확인
하고자 한다.

2.2.1 관람자 중심 운영목표
관람자의 관점에서 20세기 미술관의 발전과정은 19세기의 계몽형 미술
관이 변형하여 다채로운 계몽방식이 더해진 결과로. 또한 그것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근대적인 비판적 주체를 육성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반면에, 최근의 미술관은 이 일방적인 계몽을 위한 프레임에서 벗어나 소
통, 교환의 쌍방향적이고 동적인 프레임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자면, 21
세기 미술관은 물건에서 정보로, 개인의 지적 생산 활동에서 집합적인 지
성의 올바른 자세로 문화를 파악하는 시선이나 가치관이 일원성에서 다원
성으로의 이행이라는 문화 전체의 흐름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동시에
이것은 현대미술 자체의 동향과 일치하고 있다. 회화와 조각이라는 자율
성의 유기적인 작품뿐만 아니라, 관객이 지적 신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작품으로 완결되는 타율형 혹은 개방적인 특히 비유적인 작품들이 증가했
다. 즉 최근의 미술관의 전시 형태는 생산자와 수용자가 이항대립인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생산에도 관여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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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생산자와 수용자가 결합하는 조짐은 1960년대부터 개념미술
이나 행위예술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산에 관여하는 수
용자는 일정한 지식을 공유하는 비판적 주체에 한정되어 있었다. 1990년
대 이후의 새로운 미술경향의 움직임은 여전히 예술을 생활 과정 속으로
되찾고자 하는 의미로써 아방가르드 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작품의 내용은 생산자의 자율성을 유지하며 수용자=관객과 작품과의 관계
를 연결하는 혹은 관람자의 참가를 촉구하는 인터페이스 부분의 확장을
도모했던 작품의 증가로 볼 수 있다. 전문화된 예술적 언어와 컨텍스트를
벗어나 예술을 고차원의 정신적 커뮤니케이션 방편으로 재생시키고자 하
는 시도는 엔터테인먼트나 매스 미디어 그 밖의 대중문화 표현 영역에 대
한 대담한 진입을 촉진시켰다.27)
미술관이라는 물리적인 장소적 관점에 대하여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마
리네티 Filippo Tommaso Marinetti는 미래파의 첫 번째 선언문에서 미
술관이란 한낱 공공 기숙사에 불가하며 속도의 아름다운으로 더욱 찬란해
진 세계에서 미술관은 불필요함을 예견했다.28) 그리고 마리네티의 주장처
럼 최근에 미술관이라는 건축유형은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종말을 논의할
수 있는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의 인터넷 등 새로운 미
디어의 발달 속에서도 미술관은 여전히 건재하며 오히려 미디어의 발달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촉매가 되어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작
품과 관람자간의 소통과 참여적인 교육으로 더욱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미술관의 장소적 특징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의 글로벌 문화와 대비
되어 발전하고 있음은 미술관의 미래에 중요한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21세기

미술관의

방향은

포지셔닝

positioning

과

브랜딩

branding 이다. 내용과 프로그램은 이미 지난 1970년대에 규정되었으며
26) Yuko Hasegawa, “Avant-garde and the Museum : Intermixing heterotopia”, R 아르 issue
02/2003 참조 요약
27) Yuko Hasegawa, lbid.
28) Vittorio Magnago Lampugnani, Angeli Sachs, Museums for a new Millennium, concept
projects buildings 『세계의 미술관』, 양효실, 최도빈 역, prestel,한길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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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관에 있어서 관람자는 그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29) 공공 미술관은 장소를 기반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창작
과 관람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고 현대미술관들은 공공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중에는 물리적인 미술관에서 실행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 미술관간의 교류 혹은 작가와 작품 간의 네트워크와 인터넷
온라인까지 최대한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하여 실행하기도
한다.

[표 2-1] 국내․외 공공미술관의 운영목표
공공미술관
Walker
Art Center

운영 목표
- 워커 아트센타는 예술가의 창의적인 표현과 청중30)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촉매이다.
- 워커아트센타의 프로그램은 개인, 문화 그리고 공동체를 성형하고 이들
에게영감을 주는 문제를 조명한다.

MoMA

- 세계 현대 미술의 중심 역할로의 공간 확장과 우리 시대의 대표적 모던
작품 소당, 그리고 앞서가는 내용의 전시 기획, 미술교육의 확대, 대중과 현
대 미술과의 교감, 교류이다.
- MoMA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다양한 지역과 국가, 그리고 국제적
관람객에 대한 끊임없는 이해와 현대 미술에 대한 관심을 장려한다.

TATE
Modern

- 친근한 미술관(Friendly Art Museum)이라는 모토(moto)를 가지고 대중과
항상 숨 쉬고 관계를 맺고 있는 미술관으로서 미술 작품 자체만을 가지고
시대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슈와 스토리에 맞는 전시 형태로
대중에게 항상 새로운 것들을 전달하고자 한다.
- 또한 화력발전소의 공간적 배치를 적절히 활용하여 관객들이 다양한
작품에대한 체험적 이해를 돕고 있다.

Kanazawa
21c Museum

Guggenheim
Newyork

국립현대미술관

- 21세기 미술관은 방문자가 세계 최고의 현대미술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현 시대의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초월한 다양한 예술장르의 경험을
방문자에게 제공함으로서, 미술관은 지역문화와 미래의 예술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한다.
- 구겐하임 재단의 미션은 예술, 건축, 그리고 주로 현대적이고 현대적인
기간의 시각 문화, 다른 발현의 인식에 대한 영역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수집, 보존, 그리고 우리 시대의 예술을 연구한다. 재단은 특별한 전시회,
교육 프로그램, 연구 전략 및 출판물을 통해이 임무를 실현하고, 미술관과
문화 협력의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다양한 작품의 국제화와 관람객 참여
및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미술관을 지향한다.
- 한국의 세계화 및 세계문화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한다.
- 전통과 실험, 과거와 현재의 유기적 조화 및 교류로 역동적인 미래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한다.
-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일반대중과
소통하는 열린 미술관을 지향한다.

* 출처 : 각 미술관홈페이지 참조

29) 블라드미르 뢰젤 Vladimir Rösel관장 인터뷰, 프라하 국립미술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20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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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특히 미국의 모마 MoMA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Guggenheim 및 영국의 테이트 모던 Tate Modern 미술관이나 프랑스
퐁피두 센터 Ponpidu Center와 워커아트센타 Walker Art Center 등 대
표적인 공공미술관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도
비슷한 맥락의 변화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현대 미술관들의 최
근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미술관 운영에 관한 변화로 연결된다. 미술관은
전시작품의 관람과 수장을 목표로 하던 과거와 달리, 관람객으로 하여금
미술관 공간 전체에 활용과 참여 할 수 있도록 친근함과 소통을 목표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변화를 확인하고자, 대표적인 4대 공공미술관
과 우리나라 미술관을 포함하여 미술관들의 운영목표 Mission Statement
를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보면 [표 2-1]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각각
의 미술관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카테고리를 발견할
수 있다.
각각의 공공미술관들은 지역주민과, 예술작품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
을 하며 기존의 수동적인 관람형식보다는 적극적인 참여 방식을 개발하고
있으며, 작품과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현대 공공미술관의 특징들은 4가지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미술관의 전시가 더욱 부각되어 전시기획이 다변화 Multi 및 다원
화 interdiciplinary 하고 있다. 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일차원적인 회
화, 조각 등의 시각예술이 치우친 관람용 전시를 준비하던 과거와 달리,
관람자의 소통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접근하는 작가
와 인터렉티브한 작품을 활용 및 확장하고 있다. 또한, 전시를 기획하는
전시 학예팀의 구성원에 있어서도 기존의 회화와 조소, 미술사 분야에서
확장하여 영화/영상, 공연 예술, 건축과 디자인 및 공공 실천 등 다양한
방면으로 큐레이터의 영역을 확장하여 구성하고 있다. 실 예로,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기존 학예팀 구성원과 함께 건축 큐레이터와 도서
30) 워커아트센타는 관람자 viewer, visiter가 아니라 audience로 명명했다.
이는 방문자 뿐 아니라 인터넷의 온라인을 중요하게 관람자의 일부로 고려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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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큐레이터, 교육가를 확충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시에 대비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각 분야가 융합된 즉 다원화된 작품과 공연예술 영
화/영상 등이 복합화 된 프로그램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시키

고 있다. 이에 더하여 기존 미술관들은 자신이 가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하여 체인화 하고 혹은 다른 미술관과의 교류를 통해 약한 부분을 보완하
고 있다. 고전 미술이 강한 미술관은 디지털 중심의 미술관과 협력 체제
를 구축하는가 하면, 제도적인 미술관은 실험적 미술관을 흡수하거나 교
류하는 등 협력을 통해 강점을 전달하고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둘째, 신진 작가의 발굴과 전시가 공공미술관의 중요한 임무가 되고 있
다.

공공미술관은 미술영역 기반산업 및 인식의 확대를 위한 기여방안으

로 작가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제공한다. 동시에 작
가가 미술관 전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미술계의 새로운 등용문이 되
고 있다. 공공미술관 뿐 아니라, 독일에 위치한 인젤 홈브리이히 미술관
Museum Insel Hombroich 같은 사립 미술관에서도 숲속에 미술관과 함
께 신진작가의 작업공간을 마련해 관람자는 전시와 작업을 동시에 관람
할 수 있기도 하다. 또한, 뉴욕 MoMA 미술관의 경우 기존의 실험예술공
간인 PS1이라는 비영리 현대 미술기관과 2000년 제휴를 맺고, 2010년
MoMA PS1으로 새롭게 예술가의 실험적인 새로운 작품공간으로 활용하
고 있다. 이곳에서는 신흥 예술가를 발굴하고, 새로운 장르를 추구하는 전
시가 열리게 된다.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도, 신진작가들의 등용
문의 역할을 해온 최장수 기획 전시로 1981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어져
온 젊은 모색 작가전31)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창동과 고양에 국립 창
작스튜디오를 두고 기수별로 20여명정도의 미술작가들에 창작 여건 활성
화와 한국 현대미술의 국제화를 위해 운영해 오고 있다.

32)

셋째, 미술관은 전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늘리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 온라인, 모바일,
31) 김호석, 서도호, 이불 최정화 이형구 등 대한민국 미술계의 대표 작가들을 배출하였다. 17여명의
작가들에 200여점 이상의 작품들을 선보이며, 3개월간의 전시기간동안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계기
가 되었다.
32) 국립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홈페이지 참조(www.artstudio.or.kr)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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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의 전시장과 야외 공간 등 모든 소통 요소를 관람객과 참여하는 방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예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미술관 행사, 전시
등을 보여주어 관람객에게 미술관에 대한 관심을 끌기도 한다. 더하여 미
술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자가 참여한 온라인작품을 수집하고 미술관
에서 자체 평가를 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 대중들이 미술관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갖도록 한다. 다시 말하자면, 대중
이 온라인을 통해 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쉽게, 제한되는 공간과 시
간 없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로인하여, 미술관 홈페이지의 온라인의 실험
은 오프라인인 미술관이라는 곳으로 대중과의 소통과 참여의 시너지를 확
장시킨다.
실례로 관람자의 참여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 미국 미네
소타주에 위치한 워커아트센타 Walker ArtCenter 의 경우 2012년 봄 고
양이 영상 콘테스트를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33)하고 모집된 500여
개의 동영상을 심사하여 수상, 그리고 미술관의 야외공간에서 상영하는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이는 초기 기획단계시 예상했던 참여시민 수보다
10배에 이르는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또한, 영국 런던 테이트 모던
TATE Modern 의 경우에도 터빈 홀 Turbin Hall 공간을 작가들의 공간
으로만 활용하지 않고, 아이들의 비롯한 시민들의 창작과 실험의 공간으
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현대미술관의 관람자 중심의 정책은 대중의 관심과 참여도
를 높이기도 하고 단순히 관람과 가르침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미술관이
아닌 대중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전시 작품이 걸려있는 친근한 대
중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초기 공공 미술관들이 탈맥락화 되고 시대 순으로 작품을 배열해 주어
진 동선에 따라 조심스럽게 관람하게 하는 일방향 소통에 의한 일회적인
방문의 기능을 가졌다면, 최근의 현대미술관은 관람객 스스로가 전시장을
33)

워커아트센타
(2012.11.01)

오픈필드

프로젝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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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선택하며, 전시 작품 또한 퍼포먼스 및 작품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미디어와 관객이 쌍방향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표 2-2] 국외 공공미술관의 온․오프라인 시민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

온라인

오프라인

- 상설 및 기획 전시가 이루어지는 작가와의
대화 및 컨퍼런스를 미술관에서 개최 후
테이트 홈페이지* Context&Commnet챕터
를 통해 온라인으로 촬영한 것을 업로드함.

Tate
modern

- 그리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지 못했던
강연을 미술관이 아닌 곳에서 볼수 있도록
컨텍스트를 개발 및 개방
- Tate Kids라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 대상으로 온라인 갤러리를 만들어
자신의 작품을 업로드 하여 작가들이 심사
후, 오프라인으로 터빈홀에서 전시까지
이루어지는 온오프라인이 연결.

Walker

- “Open Field'라는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양이 동영상 콘테스트 프로젝트 이루
어져, 홈페이지에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 함.

Art
center

MOMA

Guggen
heim
Newyork

- 온라인으로 5,000여개의 고양이동영상을
모으고 이를 워커아트센타 야외마당에서
지역축제와 같이 공연하여 주민참여를 유도.
모바일폰을 이용한 팟캐스트(Podcast)와 각종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
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현재 전시중인 작
품들을 미리 볼 수 있으며 전시회 별로 작가
정보와 소개, 각 연령대별 음성안내를 지원하
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미리 전시정보를 파악
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전시관람을 돕도록함.
‘구겐하임 포럼‘라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강좌는 다양한 주제로 스크
립트를 제공하여 방문자가 쉽게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 제공되는 스크립트는
뉴스, 컴퍼런스 등을 통해 보여짐.

* 출처 : 각 미술관 홈페이지 참조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모든 미디어는 단순히 가르치는 방식이 아닌
참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작품에 대한 자발적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변하게 되었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온오프라인 미술관 운영 방안에 관해
[표 2-2]에서 국외 미술관 별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정리 하였다. 각각
프로그램의 특징은, 관람객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참여하여 미술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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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국내․외 공공미술관의 시민참여 프로그램 현황
시민참여 프로그램

Open
studio’
2012

- 매주 토요일, 일요일.
- 가족 대상 교육프로그램.
- 전시 중인 예술작품과 관련된 아이디어와 재료들을
통한 놀이 체험 및 창작.

Tate
modern

Community
Garden
2004~

MOMA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

국립현대
미술관

Walker
Art
Center

Guggen
heim
Newyork

Sunday
Session
2012

Marubi
de
party
2012

킬 힐
2012

- 자선단체 보스트(BOST : Bankside Open Space
Trust)와 제휴 지역개발 프로젝트.
- 미술관이 위치한 뱅크사이드 주변의 녹지가 부족
하다는 점에 착안 지역주민을 위한 정원을 미술관
내부에 만듦.
- 10주년 기념 전시 때에는 세계적인 작가들이 주민
들과 텃밭 가꾸기 행사
- <Warm Up 2012> 이벤트를 통해 미술 전시 외에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 음악가, 등의 공연 및 강연을
주민들에게 참여 유도.
- 매주 토요일 일요일 라이브 음악 및 콘서트행사
개최하여 주민들을 참여 시킴.
- 골든위크 한 기간을 정해 이벤트를 개최.
- 미술관 주변 광장에 아트 ZA 시장, 마루비 다과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
- 토,일요일 <Weekend marubi Art-Complex>지역에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무료로
광장을 제공, 지역아티스트들의 활동과 주민들의
참여를 유발.
- 미술관 야외조각공원에서 페스티벌을 개최.
- 미술관 방문객 외의 대중을 타겟.
- 영화, 콘서트, 공연 등을 진행.
- 창동 스튜디오에서는 토요예술프로그램 <무한 창작
토요일> 개최하여 입주 작가와 지역주민들이 만드는
단편 영화, 혹은 우리 동네 지도그리기 등을 통해
참여 및 교류.

Open
Field
2012

- 미술관과 함께 200개 이상의 개인과 단체를 통해
지역사회 활동 및 축제를 개최함.
- 재능,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도록 공간
을 제공하고, 음료와 콘서트 등을 제공.
- 매주 목요일 밤 5-9시까지 행사 진행.

Museum
Mile
2010

- 뮤지엄 마일페스티벌로 2010년 6월 8일 개최.
- 일년중 하루동안 미술관을 둘러보며, 분필을 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그려, 낙서형식의 다양한 관람객
참여 작품을 만듦.
- 제한된 공간이 아닌, Fifth Ave 82번가부터 105번가
까지 무한한 공간을 제공.

* 출처 : 각 미술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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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현대미술관들의 경향을 고려하면
물리적인 장소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현대미술관이라
는 장소는 전시와 관람객에 대한 모든 네트워크의 소통과 참여에 중심인
커뮤니케이션의 허브로서 오히러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즉 물리적
인 미술관은 모든 온오프라인의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공
공미술관은 한 도시를 대표하며 모든 프로그램 중심이자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이야기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도 결국 오프라인인
미술관의 장소가 있기 때문에 파생되어져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
면, 미술관과 장소를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미술관은 그 미술관의 장소
적 의미를 회복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물리적인 미술관은 접근성과 방문
객들을 위한 공간의 편리성, 접근성은 다시 중요한 문제가 되며 부대시설
인 도서관 아카이브, 공연시설, 뮤지엄샾, 레스토랑 및 휴게 공간 등 부대
시설을 강화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실재 공간인 미술관은 오프라인 상에서 관람자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허브가 된다. 따라서 미술관 건축은 과거 신
전과 같은 특수한 공간보다는 관람자의 저변을 확대해가며 친근하고, 대
중과 가까워진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미션으로 생각하고
있다. 결국, 현대미술관들은 그 자체의 공간이 사람과 작품 사이에서 모든
소통과 참여가 가능한 다중의, 다의의 플랫폼 multi disciplinary platform
이 되고자 한다.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한 “21세기 미술관”이
라는 주체의 세미나에서 프라하 미술관 관장 블라드미르 뢰젤 Vladimir
Rösel 은 21세기 미술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21세기 미술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적의 상자입니다. 즉 이것은 다양한 이벤트
를 통해 관람객을 증대시키며 공공을 위한 포럼 장소입니다. 하나의 장소에 예술적 활
동과 문화적 활동이 접점을 이루는 것 입니다.34)

34) 프라하 국립미술관 블라드미르 뢰젤 Vladimir Rösel관장 강연, 21세기의 미술관의 역할 국립현대
미술관 the role of the 21st century museum 국제강연회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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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략의 중심에는 다중의 소통과 참여가 있고 이 소통과 참여는 이해
의 과정을 바탕으로 한다. 즉 소통과 참여는 한 쪽의 일방적인 의사 전달
이 아닌, 양 쪽의 피드백이 막힘없이 이루어짐을 일컫는 것으로 전시의
맥락에서의 소통과 참여는 전시의 취지와 목적을 관람자들에게 충실히 전
달하여 다양한 해석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35) 이를 위한 참여 프로그램
또한 활발하게 개발되고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외 미술관에
반영된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서도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표
2-3]은 미술관이란 그림을 감상하는 정적인 장소가 그것을 매개로 공연
과 같은 영역을 넘어서는 다양한 이벤트와 활동의 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2.2.2 작품과 관람자의 소통: 전시장의 다변화

19세기 미술관 모델에서는 전시기획이란 개념이 없이 작품과 이를 연대
기적으로 배열하는 동선이 중심이었고 동선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곧 미술
관의 고유한 전형이었다. 그러나 근대미술에서 시작된 전시의 개념은 미
술관과 작품사이에 관람자 중심의 전시기획이라는 요소가 부각되고 이러
한 경향은 미술관 변화의 중심축이 되었다.

① 다양 multi한 전시기획

현대미술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작가들이 회화나 사진, 조각, 드로잉,
공예 같은 기존 ‘매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시기획이 강조된 현
대작가들에게 있어서 이미 필름이나 비디오, 오디오, 설치, 퍼포먼스, 텍스
트, 컴퓨터는 일상적인 예술 표현의 매체가 되었고 ‘화가’, ‘조각가’라는
명칭 대신 일정한 매체나 형식과 관련 없는 ‘작가 artist‘라는 표현이 예술
가를 지칭하는 명칭으로서 일반화 되고 있다. 현대미술의 작가들은 종종

35) 김연재, 관람자의 소통과 참여를 위한 전시 공간 연구: 현대미술관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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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너 가지 매체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고 이들 작품들은 다
양한 형식적 변화를 통해 삶과 주제에 접근하고 있다.
작품들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이유도 그 형식적 확장과 변화에 있다.
이들은 자유롭게 매체에 뒤섞이기도 하고 오랜 역사를 지닌 기존 매체에
있어서 관습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실험적으로 시도되기도 한다.36) 이와
같이 작가들이 이용하는 매체의 변화를 건축적으로 관찰하면 그 차이는
미술관 안에서 작품을 관람자가 직접 관람하는가 아니면 전시기획과 작품
의 공간화라는 중간 과정을 거쳐 관람자가 작품을 경험하게 되는가에 있
다. 이는 곧 작품과 미술관 사이에 공간적인 작품을 포함하는 전시기획이
라는 하나의 공간계획이 작품과 함께 결합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현대미술관에 있어서 그 시스템이 변화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일례로 최근에 개관한 우리나라의 국제갤러리 3관의 경우 하나의 볼륨
형태의 전시장으로 계획되었으며, 2012.7.12. - 8.17. 까지 열렸던 알렉
산더 칼더 Alexander Calder의 전시의 경우 조각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
해 모든 천창을 개방하여 밝은 조도를 유지하고, 전시장 입구를 대칭으로
위치시켜 관람객들이 개방된 전시장의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
다. 이후 2012.8.29.-10.10동안 열린 작가 김수자의 미디어 전시의 경우
에는 영상에 관람객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도를 암실 수준으로 낮
추고 전시장 입구 위치를 하나만 개방하여 관람객이 해당 미디어를 집중
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조절하였다.

36) Jean Robertson, Craig Mcdaniel, Themes of Contemporary Art: Visual Art after 1980 『테마
현대미술 노트』, 문혜진 역, 두성북스, 2009,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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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국제갤러리 3관
Calder 조각전
(출처 : 국제갤러리 Brochure)

Alexander

[그림 2-25] 국제갤러리3관 김수자 미디어전 [그림 2-24] 국제갤러리 3관 1층 평면도
(출처 : 저자 촬영)
(출처 : 국제 갤러리 홈페이지)

② 다원 interdiciplinary 화된 전시기획
복합적인 설치와 퍼포먼스가 포함되어 무용, 연극, 음악 등의 장르가 복
합화 되는 다원예술 interdisciplinary art37)의 경향은 전시하는 대상물의
개념 또한 변화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하세가와 유코의 언급처럼 현대미
술관 전시장은 정해진 형식을 ‘보기’ 위한 ‘전시적 공간’에서 설치나 공연
을 ‘공감하기’ 위한 ‘환경적 공간’, 혹은 건축적으로는 ‘형식이 깨진 공연
장의 객석과 무대의 관계들에 해당하는‘ ’관계적 공간‘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처럼 구성적 전시장이 비물질적인 관계를 표현하고 전시하고 관람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전시의 공간은 관계에 보다 충
실한 공연장적인 특성을 가지며 객석과 무대의 형식이 깨진 공연장 즉 공
연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결과를 얻는다. 무엇을
보여준다.’ 라는 것은 관계의 형성 과정 혹은 ‘관객이 작품과 만남으로써
관계가 생산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대미술의 변화는 2012년 올해의 작가 전시회에서도 살펴볼
37) 연극 영화 미술 문학 무용 음악 등의 예술 분야가 혼합된 혼성 장르로 , 매튜 바니와 같이 매체
와 언어를 아우르는 바그너 식의 총체적 오페라, 비제도권과 비전문가의 예술, 젠더를 비롯한 다
양한 소수 공동체의 사회적 예술 및 기성 예술과 다른 ‘이름을 갖지 못한 모든 예술’까지 포함한
다.
정현, 다원예술, 그 경계의 불확실성, art in cultur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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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4팀으로 구성된 팀의 주제는 각각 전시 혹은 미술이라는 형식자
체의 의심에서 시작되었으며 각 팀의 전시장 구성도 하나의 집중적 단위
의 집합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2-27, 28, 29, 30] 전시장의 구성도 연속
적인 흐름의 동선이 사라지고 각 작가들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서로의 전
시가 관람자의 관람에 있어서 경향을 주지 않는다.

[그림 2-26] 올해의 작가상 배
치,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출처 : 국립현대미술관)

[그림 2-27] 이수경
(출처 :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그림 2-28] 임민욱
(출처 :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그림 2-29] 문경은,전준호
(출처 :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그림 2-30] 김홍석
(출처 :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이제 전시장은 화가, 조각가의 일정 형식적 작품을 일정하게 나열하여
일정 거리에서 관람하는 것에서 벗어나, 내용 혹은 작품의 의미를 전달하
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거나 혼합하여 공간화하고 관람자는 공간
화된 작품과 일체화되어 관람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전시장에 있
어서는 더 이상 단위모듈을 결정하는 기준의 의미는 사라진다. 설치중심
의 작품이 늘어나면서 작품의 스케일도 다양화되고 대형작품을 생산하는
작가가 출현하는가 하면 이에 따라 전시장도 더 커지거나 동선중심의 전
시장에서 벗어나 작품에 따라 전시장이 아닌 철도역과 같은 공공 구조물
을 더 선호하고 전시의 장소를 공공장소로 확장하기도 한다. 작품의 공간
적 경험과

대형화는 전시장의 높이라는 3차원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된

다. 이와 같은 작품들은 기존의 미술관들이 부적당할 경우 대규모 창고나
공장 등의 산업적 구조물을 선호하기도 하고 미술관의 구조에 예속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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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공공공간에 직접 작업하기도 한다. 이러한 높이의 변화에 따른 스케
일에 있어서 대규모화는 미술관이라는 제도적 전시공간을 벗어남으로써
사실의 더욱 중요한 의미는 이들 설치가 특별한 유형의 관람 주체 즉 대
중적인 관람자를 창출하기도 한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38)

③ 시간예술의 결합 :가변 프로젝트 갤러리 Variable Project
작품의 공간화와 설치화는 새로운 미디어와 퍼포먼스적인 요소를 반영
하기 위한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변화한 대표적인 전시장으로
는 가변 프로젝트 갤러리를 들수 있다. 가변 프로젝트 갤러리는 현대미술
관에서 특별히 뉴미디어, 퍼포먼스, 애니메이션 등 새로운 장르의 전시로
특화한 전시실이다. 이는 시각적 전시의 실험장 및 음향적 전시의 실험장
이기도 하다. 영상과 음향 미디어의 발전은 전시장에 공연장적 성격을 추
가해 전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연과 전시가 동시에 가능한 새로운 공
간으로 발전시켰다. 가변 프로젝트 갤러리는 음향조건, 조명조건 및 가시
및 가청거리 등 고려해야 할 기준이 다르고 설치에 따른 미디어 전문 큐
레이터 프로그래머 기술자 등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등 전시장이 청각
적 혹은 연극적 요소를 반영하는 시설로 변화되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가변 프로젝트 갤러리가 일반 공연장과 달리 전시장인 이유는
객석과 무대가 이분법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전시장의 공
연적 성격은 즉흥적이고 가변적으로 기획되고 공연의 형식을 파괴하고 새
로운 미술과 결합된 형식을 실험할 뿐이다. 따라서 가변 프로젝트 갤러리
는 공연장이라기보다는 미술관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즉 쌍방향 소통
의 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은 조명도 무대와 객석의 구별이 없고 무
대도 객석과 구분이 없다. 모든 건축적 장치는 참여자들이 만들어가게 된
다. 이와 같은 전시장의 요구 변화는 가변벽체에 의한 모듈로 구성하던
기존 전시장의 가변성이 아니라, 작가가 사용하는 매체와 공간의 구성에
따라 무대가 되기도 하고 객석이 되기도 하고 전시장이 되기도 한다. 이

38) Mary Anne Staniszewski, The Power of Display: A History of Exhibition Installations at the
Museum of Modern Art, The MIT Press, 1998,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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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공간구성에 따라 혹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관람자는 깊이 전시장
의 관계에 관여하게 되는 가변적이면서 참여적인 장소를 위한 물리적인
전제가 되었다.

④ 탈형식적인 블랙박스 Blackbox 공연장

가변 프로젝트 갤러리는 전시장에 가깝지만 보다 공연장에 가까운 전문
화된 형식으로는 blackbox39)가 있다. 블랙박스는 실험적인 공연장으로
보통 대형 공연문화 콤플렉스에 두기도 한다. 다만 최근의 다원적 경향과
함께 미술관에 블랙박스가 추가되는 사례가 발견되는데 이 공간은 무대와
객석의 정확한 경계가 없으며 때로는 이동식 의자를 설치하여 프로시니엄
proscenium 형식과 평평한 바닥을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에 있어서 이러한 블랙박스 공간으로 ‘공간
시어터 21’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 공간은 무용과 같이 마루 바닥을 이용
해야 하는 공연 예술과 객석과 무대가 있는 극장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기능을 한다. ‘공간 시어터 21’은 콘서트 무용 퍼포먼스 영상 상영들이 가
능한 다목적 홀로 세계의 현대미술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관람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40) 보다 전문적인 사례로 일본의 동경 신국
립극장 New National Theatre 소극장의 경우는 보다 완벽하게 객석과
무대가 변화 가능한 가변성을 가지고 있고 미술관이 아닌 전문공연장에
설치된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는 전시장과 공연장의 경계가 서로 융합되
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9) 블랙박스 공연장은 장식이 없는 단순한 없는 공연공간으로 보통 장방형의 공간에 검은 벽과 평
평한 바닥을 가지고 있다. 블랙박스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극장이다.
위키디피아 참조(http;//www.wikidepia.com)
블랙박스 공연장은 이동식 의자 설치하여 가변적으로 객석과 무대를 만들어 사용하는 공연장으로
객석의 위치에 따라 무대의 위치가 크기가 변한다. 또한 객석을 다 접으면 전체가 무대가 되거나
무대와 관객이 혼재되기도 하고 전시장으로 전용되기도 한다. 다만 전시장보다 시각적인 조명보다
는 음향설비쪽으로 시설이 치중되어 있으며 시각적인 방해를 받지 않기위하여 짙은 색으로 마감
하는 것이 보통이다.
40) 곤도 야스오,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 코디네이터 ‘카나자와 21세기 현대미술관 한국공연예술 교
류 세미나 예술경영지원센타, 2006, 김연재,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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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블랙박스 공연장. [그림 2-32] Kanazawa 21c museum의 블랙박스 단면
(출처 : El crouis vol.139)
Kanazawa 21c museum
(출처 : El crouis vol.139)

기존의 개념에서 시각예술이란 공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시간은 정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대미술의 퍼포먼스나 다원예술은
시간에 대한 개념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했고 이를 담아내는 미술관 계
획에 있어서도 이에 따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시간의 적용이 없는 기
존의 전시 개념에 있어서 임시성과 순간성이 존재하는 다원예술의 대두는
이를 담는 미술공간이 정체적 전시 중심 이외에도 공연 공간의 요소들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시공간을 건축
적으로 설명하면 전시장은 동선이 형성되는 일종의 통로와도 같은 형태의
공간보다는 시간적 개념이 포함되는 집중적이고 독립적인 장소가 필요로
한다. 전통적인 동선중심의 연속적인 선형의 전시장은 보다 공연장과 유
사하게 관람자가 머무는 장소중심으로 변해가며, 그 장소는 작가의 아이
디어와 관람자의 참여에 의해 새로운 예술 형식이 완성되는 공간으로 변
화하게 되었다.

[그림 2-33] 동경 신국립극장 블랙박스 소극장
(출처 : 신동재, 공연장의 ‘인티머시’ 구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공학박사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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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전시장의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었다. 이미 1977년 현대미술
의 중심지였던 퐁피두 센터의 초대관장 폰투스 율탄 Pontus Hulten은 보
다 혁신적으로 가변적인 전시장을 만드는 방식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기계
시대 ‘다기능 상자’를 목표했다. 당시에 퐁피두 센타의 혁신성은 오래가지
못했지만 그 의도가 비로소 현대미술에 있어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프
라하 국립미술관 블라드미르 뢰젤 Vladimír Rösel 관장은 21세기 미술관
을 하나의 장소에 예술적 활동과 문화적 활동의 접점이란 의미에서 ‘기적
의 상자’라 묘사했다.41) 이는 전시장 인프라의 확장을 통한 전시와 작품
의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혹은 비슷한 표현으
로 테이트 모던의 큐레이터 엔드류 마 Andrew Marr는 테이트 모던 미술
관의 변신에 대하여 마술상자 The Magic Box42) 라고 언급한 바 있다.

2.2.3. 단위 시설별 독립화
20세기 이전 미술관들은 거의 모든 면적이 전시와 수장 공간 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미술관들은 소장품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관람자들이 효과
적으로 소통과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비롯한 기타 부대시설 또한 관람
자 중심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현대미술관은 다양한 시
설로 분화되고 각각 있으며 전시장과 기타 부대시설들이 관람객 중심으로
점차 독립적으로 변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전시장 및 교육시설과 함께 수장고, 도서실,
교육실, 뮤지엄샾 등 각 시설별로 관람자와의 관계와 결과적인 미술관 시
스템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각 기능들이 미술관이라는 전
체의 부분으로 역할을 강조한다기보다는 각 시설들이 독립적으로 관람자
의 소통과 참여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로
부터 미술관은 다양한 독립적인 시설이 각각 존재하는 특성을 가지는 미
41) [국립현대미술관 가을 국제 학술 강연회] ‘21세기 미술관의 역할 The Role of the 21st Century
Museum’ 2012.9.18일 덕수궁 미술관 대회의실.
42) Andrew Marr, The Magic Box, Frances Morris, Tate modern, The Handbook, Tate
Publishin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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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관으로의 변화의 시작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와 같이 각 시
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4장의 군도형 미술관 배열로 확장되는 기
반이 된다.

① 교육시설의 확대
교육시설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술관이 소장품을 수집하는 것보다
소장품이 관람자와 소통하는 것이 강조하면서 부각되는 시설이다. 작가가
의도하는 바를 전달하고 관람자가 참여하기 위하여 미술관들은 소장품을
이용한 교재의 개발 및 활용법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그로 인해 미술관
과 현대미술 작품, 일반 관람객사이의 효과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전시
교육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미술관은 전시 뿐 아니라, 관람객들을 위한
전시 설명을 위한 교육용 자료를 제작, 평가하고 교사를 상대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미술관에는 전시 공간 외에 교육공간으로 강의
실, 회의실, 도서실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들어오게 되고 전문일력이 배치
되었다. 이후 최근에 들어와서, 미술작품의 다양화로 관람객을 전시 참여
시키는 작품들이 증가하여 미술관에 강의실 및 도서실보다는 전시장 자체
에서 전시와 교육을 워크샾 공간이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최근에 미술관 재단인 모마 MoMA, 테이트 모던 Tate Modern,
뉴욕 구겐하임 Guggenheim에서는 자체 교육공간을 확장하고 전시교육이
함께하는 워크샾 공간을 만들고 있다. 실례로, 런던 테이트 모던TATE
Modern에서 진행 중인 증축 건축은 교육적 성격을 강조하는 에듀케이터
센타로서 헤르조크 드 뮤론 Herzog & de Meuron 이 설계한 11층 규모
의 미술관 부대시설을 갖는다. 더하여 이곳에는 퍼포먼스 및 블랙박스의
아트 스튜디오와, 테이트 스터디 등 스튜디오 형식의 가변적 교육공간이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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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National Gallery of Art (Wasington. [그림 2-35] Bodyspacemotionthing, Robert Morris
D.C)
(출처: Tate Modern 홈페이지)
(출처: Museum Education at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또한 가변적으로 설계된 파리의 퐁피두 미술관은 자체 내부변경을 통해
도서관과 교육활동 기능을 확장했고 최근 평면계획에서는 관광객이 밀집
하는 전면광장이 아닌 뒤에 따로 들어오는 입구를 만들고 교육기능을 입
구 주변에 두는 등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
다른

사례로

Los

Angels

Getty

Center의

경우에는

DBAE

Disciplinary Based Art Education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와 교육에서 확장하여 작품에 담겨진 사회적 배경 및 역
사적 관계 그리고 실제 관련된 시대적 흐름들을 나열하여 다양한 인문,
사회, 과학 분야에서 미술작품에 대한 이해를 가져오는 효과를 거두고 있
다. 예를 들어 사회적 접근방법으로 작품이 있었던 시기의 과학에 대한
발전상황, 또는 역사적 사건에 의한 작품의 영향 등을 분석하여 작품 하
나만 감상했던 반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관람객들이 다양한 관점의
학습을 통해 전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전시의 체험이라는 기본적 미술관의 기능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작품에 대한 설명만 하던 기존의 전시 방법에서 통합적
교육의 의미가 중요하게 삽입되었다. 미술관에서 행해지는 교육-체험-창
작-전시의 활동은 일반 대중들과 작가, 큐레이터 미술관 교육자, 비평가,
학자들이 함께 하는 활동으로 미술관 기능이 확대되었다. 이것은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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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워크샾, 실습, 토론, 창작, 전시활동을 통해 창의적 문화발전소로서 만
들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림 2-36] Centre Pompidou 교육공간의 분리
(출처 : Centre Pompidou 홈페이지)

[그림 2-37] Tate Modern Museum의 [그림 2-38] Tate Modern Museum의
2012년 증축 예정인 educator 센터 이미지 2012년 증축 예정인 educator 센터 평면
(출처 : Tate Modern 홈페이지)
(출처 : El croquis vol.152/153)

현대 미술관에서 작가와 대중, 작가와 큐레이터 등의 공동 작업을 통해
작가는 동시대 미술현장의 활력과 생동감을 부여하며 대중은 단순히 문화
수용자가 아닌 참여자 혹은 생산자의 위치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교육, 체
험 창작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교유공간이라고 규정된 강의실,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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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이외에도 전시장, 로비 공간, 가변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공간들 등 작
가와의 대화, 강의, 참여적 작품 등 새롭고 즉흥적인 기능을 유발할 만남
의 공간들이 필요하고 이런 곳들은 결국 미술과 시민이 만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소가 된다. 또 한편으로 미술관에서 보다 전문적인 도서실 아카
이브는 전문적인 예비 전문인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립현대미술관은 여러 번의 내부 변경을 통해 수
장 공간과 교육공간을 확장했다. 기존 1986년 설계당시 전시실8이었던
공간을 2000년 어린이 미술관 즉 어린이 교육공간으로 변경하였고, 오리
엔테이션 교육실 등을 신설하였다. 이처럼 미술관의 기능은 전시 중심에
서 교육기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실뿐 아니라 도서실 및 자
료 아카이브가 확충되고 있다. 즉 미술관의 수장 기능이 단순히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기능과 복합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② 수장고와 아카이브의 개방화

[그림 2-39] Schaulager 수장형 미술관, 바젤
(출처 : 저자 촬영)

[그림 2-40] Schaulager의 수장고 평면
(출처 : El croquis vol.129/130)

앞서 논의한바 소통되지 않는 수장품은 미술관의 짐이 되고 이에 현대
미술의 참여와 소통의 이슈는 수장고를 변화시켰다. 근대에 르 코르비쥐
에 Le Corbusier가 제안한 무한 성장 미술관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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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품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미술관을 제시했다. 당시에는 미술관에서 수장
은 계속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소통이 목적인 현대미술
관은 반대로 소통되지 않는 수장고는 줄이고자 한다. 수장고 안에 오래
보관된 작품들은 과감하게 처분하고 전시 할 수 있는 미술품과 어울리는
다른 작품을 구매하거나 작품복원, 전시장 확충, 개관시간 연장, 보안강화,
화재예방 같은 미술관의 다른 업무에 투자하는 방향을 권고하고 있다.43)
이제 작품은 보관보다는 소통이 중요한 시대가 온 것이다.
이처럼 수장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은 새로운 미술관 형식을 만들어 냈
다. 바젤에 있는 샤울라거 Schaulager44) 미술관은 수장고 중심의 미술관
이다. Emanuel Hoffmann 재단에 의해 설립된 사울라거 미술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미술관의 목적은 미래를 내다보고 아직 현재는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새로
운 의미를 표현하는 작가들의 작업과 불변하는 전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소장하
는 것이다.”45)

샤울라거 미술관은 수장고 중심의 미술관으로 수장고 자체를 전시한다.
이 미술관은 수장고에 작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전시의 형태에
가까운 조건으로 예술품을 보관하고 문서화하여 이것의 학문적 연구 그리
고 소통을 위한 장소로서 개방한 예술을 접하는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다.
샤울라거는 전체 16,500m²의 면적 중에 7,250m²가 수장면적이며 지상
층과 지하의 3,620m²는 1년에 한번 일정 기간만 특별전시를 통해 일반인
에게 개방한다. 그밖에 대부분의 수장 공간은 Exhibition cells이라고 불
리는 예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곳의 방문자는 특별한 목적
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미술관의 새로운 형식이다. 주
로 미술 전공자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인들도 가능하다. 샤울라거 미술관에
서 일부작가들의 작품은 기존 수장고와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수장하기도
43) Bruno S. Frey, 주수현 외 옮김 Art & Economics 문화예술경제학 Springer, 시그마프레스,
2008. pp.43~44
44) 독일어로 Schauen 보다와 lager 창고의 합성어로 보는 수장고를 뜻
45) 샤울라거 홈페이지(http://www.schaulager.org/)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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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Robert Gober나 Katherina Fritsch의 작품과 같은 의미적으로 중
요한 혹은 설치 자체가 중요한 작품들은 전시했던 그대로 공간 안에 보존
하고 있다.

즉 전시장을 수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부 미디어

아트들은 그 전시상태의 배치와 음향을 그대로 감상할 수 있어 전시가 끝
난 후에도 보관이나 연구를 위한 자료로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샤울라거는 오늘날 예술품 수장고에 대하여 우선 작품들이 보존을 위한
적절한 환경아래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 작품들을 복원하거나 연
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작품을 쉽게 볼 수 있
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46)
샤울라거의 교육적인 특징은 부분적으로 일반 모든 미술관들이 갖추고
자 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일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육 공간, 수장 공
간 수장물의 교육 공간 등 미술관의 가치를 대중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
는 공간이 보통 미술관에도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공간들은 근대 미술관에서는 전시장의 부속공간이었으나 현대미술관에서
는 전시장과 대등한 공간이 되었다. 미술관은 각각의 공간이 각각 존재하
는 다양한 시설의 다양한 양태로 존재한다. 그 외 schaulager는 마치 과
학연구소와 같이 각종 연구실 강당 세미나실로 구성되어 있어 현대예술의
보관 연구 그리고 이를 위한 전문적인 심포지움 symposium 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육적 행사 및 예술적 토론을 조직하고 대중의 현대 예술의 이해
를 장려하고 있다.47)
샤울라거에서 시작된 개방형 수장고의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전국의 담배 연초장
을 대상으로 한 수장형 미술관48)은 샤울라거와 같이 일반 미술관이 아니
라 수많은 수장품 들을 필요에 따라 연구용 혹은 관람용으로 일반인들에
게 공개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미술관이 계획되고 있다.

46) 우순옥, 세계의 미술관 Schaulager, Basel, 국립현대미술관 1999 참조
47) 이은화, 『가고싶은 유럽의 현대미술관』, 아트북스, 2005
48) 흡연인구의 감소로 줄어든 전국의 담배연초장을 대상으로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청주연초장을 대
상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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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Schaulager의 한 수장고 [그림 2-42] Untitled installation by Robert Gober on
Katharina Fritsch의 작품을 전시 그대로 수장 display at the Schaulager via
한다
(출처 : NY Times)
(출처 : Katharina Fritsch)

이러한 수장형 미술관은 전시라는 하나의 이벤트를 포함하여 각각의 교
육시설 및 수장시설까지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술관을 일반인들
에게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③ 수익시설의 다목적화
뮤지엄샾, 레스토랑 등의 수익시설들도 관람자의 관점에서 변화하고 있
다. 이들 수익시설들은 단순히 미술관 안에서 보조하는 시설이 아니라 적
극적으로 외부로 나와 한편으로 미술관을 보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독립
적으로 관람자를 유입시키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뮤지엄샾이나 레스토랑
이 가장 전면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으며 레스토랑의 경우 독자적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위치와 품질을 유지하려 노력한다. 레스토랑 혹은 카페테
리아는 미술품과 관람자를 연결시켜주는 주요한 부대시설로 간주되고 있
어 많은 미술관에서 이러한 시설들은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뮤지엄샾, 식당과 같은 편의시설들도 부대시설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
로 미술관 전면에 설치하여 미술관과 대중사이에 소통의 촉매시설이 된
다. 이러한 시작은 이미 90년대 대표적인 포스트모던 미술관인 슈투트가
르트 미술관은 식당과 뮤지엄샾과 같은 부대시설들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49) 식당의 경우에도 수익모델과 상징모델 사이에서 신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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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종류와 성격을 결정하고 미술관의 입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계획한
다. 특히 미술관이 개관과 폐관에 관계없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부대시설들은 미술관이 폐관된 이후시간에도 독자적으로 영업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림 2-43] Pinakothek Museum 레스토랑
(출처 : 저자 촬영)

[그림 2-44] Folkwang 외부사진
(출처 : 저자 촬영)

[그림 2-45] Rautenstrauch joest museum
(출처 : 저자 촬영)

[그림 2-46] Ludwig Museum 레스토랑
(출처: 저자 촬영)

[그림 2-47] Tate Modern Museum 레스토랑
(출처 : 저자 촬영)

[그림 2-48] Kunst Museum, Basel 레스토랑
(출처 : 저자 촬영)

49) Vittorio Magnago lampugnani, 양효실, 최도빈 역, Museums for a New Millennium: Concepts
Projects Buildings 새로운 세기 새로운 미술관, 한길사, p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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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의 총체적 소통을 위해 단순히 카페나 레스토랑 그리고 뮤지엄
샾과 같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교
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심포지엄, 신제품 발표, 컨퍼런스, 패션쇼와 같은
각종 부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복합적 컨벤션 센타의 기능을 동시적으
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은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대다수의 일반인
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영역의 지식과 담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
다. 이를 통해 전시공간의 호감도와 관람 빈도를 높여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50)
아카이브 도서관이나 교육 공간 역시 미술관 안에 있는 시설이라기보다
는 미술관의 경계에 있어 필요한 경우 미술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혹은, 교육시설을 통해 미술관으로 진입하는 공간이 되기
도 한다.
따라서 [그림 2-49]51)에 의하면 미술관별 전시공간과 함께 부대시설에
대한 면적이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과거 미술관은 단순히 전시 관람만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현대미술관은
대중과 함께 소통한다는 운영에 의해 다양한 여가시설과 교육시설들이 증
가하게 된다. 결국 공간적으로도 과거에 달리 전시공간에 대한 부대시설
공간의 상대적인 면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새롭게 건립되어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도 나
타나게 된다. 201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추진 발표에서 서울관 팀
장 강승완 학예관은 서울관을 “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보고, 듣
고, 나누는 곳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대화프로그램과 워크숍갤러리에서 작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전시장이
아닌 부대시설들을 통해서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관람객을
포함한 청소년, 교사, 대학생, 미술전문가들을 위한 아지트로서 강의실과

50) Bruno S. Frey, 주수현 외 옮김 Art & Economics 문화예술경제학 Springer, 시그마프레스,
2008. pp.70~71, 김연재, pp.90-92 재인용
51) 국립현대미술관, 구 기무사본관의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성 연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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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시설 등을 열어 두겠다고 한다.
그로 인해 서울관의 모든 공간이 미술작품을 느끼고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한다. 야외공간인 마당은 전시와 연계한 프로젝트가
열릴 것이고, 다목적 홀은 실험적인 창작 발전소로서 신매체, 무용, 연극,
퍼포먼스, 디자인, 패션 등이 현대미술과 만나 관람객들이 쉽게 다가갈 것
이다. 뮤지엄샾과 레스토랑은 일반 대중들이 쉽게 미술관으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림 2-49] 미술관별 전시장과 부대시설
과 교육시설 면적 비교
(출처 : 국립 현대미술관, 구기무사본관의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성 연구, 2010)

2.2.4. 개방시간의 다양화
앞서 관찰한 전시의 다양화와 각 시설들의 독립화된 미술관은 프로그램
성격과 관람자의 특성에 따라 개방시간에 변화를 주어 관람객이 보다 편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시기획뿐 아니라
문화공연장, 도서관, 레스토랑 등 개방적 성격과 관람자의 특성을 고려한
시간대별 개방시간을 차별화하여 미술관 공간 시스템이 참여적이고 다변
화된 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미술관들이 일률적으로 월요일 휴관하던 것을 변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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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요일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정 요일에는 직장인들을 위해 늦은 시
간까지 개방하거나 무료로 개방하는 요일을 정하기도 한다.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경우 진입의 방식과 개방시간에 있어서도 관람자 중심으로 계획
되었다. 진입은 지상과 연결된 두 개 층 모두 가능한데 템즈강과 밀레니
엄 다리로부터 진입하는 북측 진입은 2층으로 진입하게 되고, 터빈 홀의
한쪽 끝에서 내려오는 서측진입은 보다 극적으로 터빈 홀의 공간을 경험
하는 진입으로 경사로를 따라 터빈 홀의 중심공간으로 미끄러지듯 유도되
어 내려온다. 각층의 두 진입을 모두 강조하기 위하여 뮤지엄샾은 분리하
여 두 개 층에 모두 설치하였고 이들 뮤지엄샾들은 방문자들이 들어오자
마자 미술관 입구보다 먼저 만나게 되는 부대시설이 되었다. 테이트 모던
의 경우 전시장의 운영시간과 부대시설의 운영시간은 같다. 그러나 건축
구조는 전시장이 폐장하더라도 부대시설을 얼마든지 더 연장 운영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전시 층을 제외한 프리존 공간은 모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곳으로 2
층에는 카페테리아를 비롯해 세미나 룸 강의실 아트샾 등이 있고 6층엔
미술관 회원들을 위한 휴식공간인 멤버스 룸, 그리고 7층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레스토랑을 겸한 바가 있다. 전체적인 미술관 공간 면적으로 기준으
로 하였을 때, 1층과 2층의 공용공간까지 포함하면, 미술관 자체가 전시
공간으로 쓰는 층보단 관객 서비스 편의시설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52) 더욱이 기존의 화력발전소의 탱크 부분을 헤르조크 드 뮤론이 리
모델링 하여 새롭게 증축하는 미술관 공간에서도 교육을 위한 시설들이
중점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간대별 변화를 주는 것은 미국에서 먼저 시
작되었다. 뉴욕 모마의 경우에는 전시장은 금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고 레스토랑이나 다이닝룸과 바 등 부대시설은 10시~11시까
지 연장 운영하여 시간대별 운영시간에 차이를 두고 있다. 특히 목요일에
는 전시장을 저녁 10시까지 무료 개관하여 직장인들을 유혹한다. 테이트
모던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는 별개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
52) 이은화, op.cit, p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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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운영에서는 가능한 같은 시간동안 운영하고 있음이 차이가 있다. 카나
자와 21세기 미술관에 있어서도 일반갤러리는 6시까지 운영하지만 프리
존과 시민갤러리 영화관 등은 밤10까지 운영하고 카페 레스토랑은 저녁
8식까지 운영하며 차이를 두고 있고 건축물은 이러한 운영시간의 차이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특히 다원예술이나 공연이 있을 경우 또 다른
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파리의 실험미술의 공간인 팔레 드 토쿄
Palais de Tokyo 는 정오에 개관하고 자정에 문을 닫는 등 보다 파격적
으로 관람자를 고려한 입장시간을 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
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최초부터 전시장별 다른 시간대의 개관을 염두에 두
고 설계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개방시간의 변화는 미술관의 운영이 관리
중심이 아니며 관람자와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 미술관의 다양한
기능들이 여러 미술관의 기능처럼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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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국외 공공미술관 시설별 개방시간
주 전시장

MoMA

Tate
Modern

Kanazawa
21c
Museum

New
Museum
Palais de
Tokyo

Museum
Folkwang

레스토랑

카페

일~월, 수~목, 토
10:00-17:30
금 10:30-20:00
금 16:00-20:00 무료
화 휴관

*다이닝룸
월~금 12:00-14:00
월~목 17:30-22:30
금, 토 17:30-23:30
*바룸(Bar-room)
월~목 11:30-22:30
금, 토 11:30-23:00
일
11:30-21:30

*Cafe2, Terrace5
월~일 11:00-17:00
금
11:00-19:30
화요일 휴무

일~목 10:00-18:00

일~목 10:00-17:30

금~토 10:00-22:00

금~토 10:00-21:30

일~목 09:00-17:30
금~토 09:00-21:30
일
09:00-21:00

*Exhibition Zone
일, 화~목 10:00-18:00
금~토
10:00-20:00
월 휴관
*Long-Term Project
*Design Gallery
*Art Library
*Breast-feeding Room
*Nursery
일, 화~목 10:00-18:30
금
~
토
10:00-20:30
월 휴관
수
11:00-18:00
목
11:00-21:00
금~일 11:00-18:00
목 19:00-21:00 무료
월~화 휴관
월, 수~일 정오~자정
화요일 휴관
화~일 10:00-18:00
금
10:00-22:30
월 휴관

*Restaurant
10:00-20:00
(단체 예약 22시까지
연장 가능)
월 휴무

*Cafe
10:00-20:00
(단체 예약 22시까
지
연장 가능)
월 휴무

샵
*MoMA Books
미술관 개관시간
과
동일

일~목
10:00-18:00
금~토
10:00-22:00
*Museum Shop
일,화~목
10:00-18:30
금~토
10:00-20:30
월 휴무

*Tea Room
09:00-17:00
월 휴무

-

화~일 10:30-16:00
18:00-01:00
일 저녁 폐점
월 휴무

* 출처 : 각 미술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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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11:00-18:00
목
11:00-21:00
금~일11:00-18:00
월~화 휴무
화~일10:30-16:00
18:00-01:00
일 저녁 폐점
월 휴무

-

*Book Shop
매일 정오~자정
*Book Shop
화~일
10:30-18:00
금
10:30-22:30
월 휴무

2.3 소 결

2.3 소 결
역사적으로 공공미술관은 일반 관람자에게 작품을 개방하고 교육하기
위한 목적에서 탄생했다. 이때 전시장은 작품과 관람자의 소통의 공간이
된다. 그러나 초기 공공미술관들의 계몽적 소통은 작품의 연대기적 나열
과 이를 일정거리에서 수동적으로 관람자가 학습하는 전시동선 중심의 시
스템에서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사례는 전형화 되어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고유한 미술관의 특징이 되었다.
현대미술과 미술관에 있어서 능동적인 관람자의 부각은 작품과 함께 미
술관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관람자의 적극적인 쌍방향 소통과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미술관의 변화는 전시장을 중심으로 하지만 야외 공간 공
공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인터넷 모바일 등 가상적 미디어도 적극적으
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확장 가운데 물리적인 미술관은 그 중심 허브
및 소통의 촉매로 존재하며 그 장소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미술관 내부적으로 관람자의 소통과 참여적 경향은 미술과 각 시설별
변화도 유발한다. 전시장뿐 아니라 교육시설, 공연시설, 수장고, 식당 및
뮤지엄샾 등 모든 시설들이 관람자 중심으로 해체되고 독립화 되는 경향
을 보이며 운영 시간대 또한 관람자의 성향에 따라 개별화 되고 있어 하
나의 미술관은 다양한 기능과 시간으로 분화되고 있다. 따라서 미술관은
하나의 용도를 위한 부분들의 합이라기보다는 각각의 부분이 관람자와 독
립적으로 완결되는 성향이 보이며 전체 미술관은 관람자가 포함되어 완결
된 전체의 합과 같은 다양하고 다중적인 프로그램을 갖게 된다.
이처럼 관람자의 소통과 참여는 전시장을 다양하게 분화하여 전시기획
의 개념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시장은 다양한 장소적
담론으로 분화되고 있다. 3장에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전시공간에 집중하
여 다양화된 전시담론에 집중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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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전시공간에 대한 담론들을 분석한다. 전시란 관람자를 고
려하면서 시작된 개념이다. 앞서 논의한 전시개념이 약한 최초의 공공미
술관들은 작품을 선형으로 배열하고 작품에서 일정한 거리가 떨어진 관람
자는 소외되고 수동적인 존재였다. 관람자와 작품이 소통하는 공간인 ‘전
시’는 19세기에 개인전과 같이 작품을 관람자에 보여주기 위하여 전시공
간에 대하여 고민하며 그 개념이 시작 되었다.
전시는 미술과 건축의 공통 영역이면서 소통이 중요한 시발점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전시는 미술과 건축 분야 양측에서 서로 미룬 채 중요하
게 다루지 않아 왔다. 미술사학자들도 작품들과 전시의 의미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시각에서 분석해왔으나 작품들이 전시되는 방식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53) 미술관 건축에 있어서 전시 공간에 대한 질적 가치보다
는 객관화할 수 있는 전시 동선 중심으로 연구와 계획이 진행되었다. 이
러한 배경에서 미술과 건축의 간극이 시작 되었다고 생각되며 본 장에서
는 미술과 건축의 간극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작가의 관점에서 전시공간에
대한 담론을 찾아 분석하고 그 특징을 종합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작가의 관점에서 작품의 생산방식과 전시공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전시공간을 화이트큐브, 작업장, 장소 특정적 장소의 3가지 특
징의 장소로 분류하였다. 화이트 큐브 whitecube 는 작품의 강조와 소통
을 위하여 전시장은 배경이 되도록 백색의 추상적 공간을 요구하는 논의
이다. 작업장 workshop 모델은 작가의 의도를 가장 원활히 관람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작가의 작업공간과 전시공간의 특징을 연결시키는 모델
이다. 또한 장소 특정적 장소 site specific place는 화이트 큐브와 반대
적인 접근공간으로 작품을 삶의 맥락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

53) 강승완, 현대미술관과 디스플레이 -뉴욕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현대미술관연구 vol.11, 국립현대
미술관,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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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전시하여 관람자로 하여금 맥락과 관계 하에 작품을 이해하도록
하는 전시공간이다. 이와 같이 현재 전시공간의 흐름에 대한 담론 뒤에,
전시장에 대하여 관람자와 작품의 관계 속에서 집중되고 독립적인 전시장
소를 논의하는 레미 차우크 Rémy Zaugg 의 논의로 종합화 하였다. 레미
차우크의 논의는 위의 3가지 개념을 공간적으로 수렴시키고 종합화한 이
론으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게 될 구체적인 사례를 연결하는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다.

3.1 화이트큐브 WhiteCube 모델
화이트 큐브는 근대추상미술의 배경에서 탄생한 개념으로 이와 관련해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20세기 대표적인 미술관의 내부 모습인 흰 벽의
전시장에 관한 논의이다. 고전적인 미술관들은 다양한 벽면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작품은 두껍고 화려한 프레임으로 둘러 싸여 있어 벽면과 상관없
이 작품만이 감상의 대상이었다. 화이트큐브에서 작품의 두꺼운 프레임이
없어지고 작품과 백색의 전시공간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3.1.1 관람자의 공간 지각

근대추상미술의 작품 경향을 배경으로 1970년대에 미술 비평가 브라이
언 오 도허티 Brian O'Doherty54)는 화이트 큐브라는 명칭을 이론화 하여
근대 미술관의 중심적인 전시장 담론으로 정착시켰다. 화이트 큐브 이론
은 근대시대의 전형일 뿐 아니라 현대미술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개념으로 거시적으로는 미술과 건축 모두에서 인식되고 공유되
는 담론이다.
오 도허티의 화이트큐브 이론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본 논의는 관람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전시장과 작품의 관계와 그
영향을 중심으로 화이트큐브 이론을 분석한다. 화이트 큐브 이론은 작품
54) Brian O’Doherty (1928-

) 아일랜드 태생의 조각가, 설치미술, 개념미술가 이면서 문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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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변을 단절하고 단순화하여 스스로 신성한 장소가
되어 작품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탈맥락화 된 전시장은 다시 전시장의
정체성으로 맥락화 하여 새로운 형식의 미술을 유발한다는 미술제도론55)
에 이른다.

[그림 3-1] Samuel Finely Breese Morse, Musee [그림 3-2] Frank Stella, Leo Castelli Gallery 1964
(출처 : Brian O’Doherty, Inside the whitecube)
du Louvre의 전시장 1832
(출처 : Brian O’Doherty, Inside the whitecube)

화이트 큐브란 현재에도 현대 미술 전시장의 대표 모델로 이 용어의 발
전은 근대 추상미술과 관련된 뉴욕의 화랑에서부터 추적할 수 있다. 현대
미술 전시에 사용된 공간의 유형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패러
다임의 전환을 겪게 되는데,56) 현대 추상미술이 발전됨에 따라 뉴욕 화랑
의 모습은 회화중심의 판매 목적과 작품 소유가 중심적인 주택 가옥 유사
구조의 화랑에서 상업이나 산업에 관련된 건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 미술의 전시장소로 현재 선호되고 있는 곳은 화랑으로 개조된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니라 오래된 공장과 창고 공간이었다.57)
1960-1970년대의 전시회는 산업적 공간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았고
개조, 보수, 장식을 하지 않았던 이런 장소들에선 과거에 거주했던 사람들
과 그 작업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차별화한 현대미술의 전시를 시
도할 수 있었다. 기존의 화랑들이 여러 개의 작은 방으로 구획된 주택을
55) 제도 Institution 란 미술관이라는 공간이기도 하고 학교제도이기도 하다. 작가, 평론가, 그리고
미술 교육자가 하나의 제도 속에서 생산되고 만들어진다.
56) Lisa Greenberg, 전시의 재배치: 공간 재평가의 사례, 윤난지 『전시의 담론 – 모더니즘 이후 미
술의 화두』, 눈빛, 2002. pp319~341 참조
57) 예술경영적 관점에서 임대료가 싼 지대로의 이동을 고려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건축형식과 관람
중심으로만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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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한 결과와는 달리, 이들 산업적 공간에는 굽도리널이나 천장 몰딩과
같은 장식적인 세부가 없다. 이 새로운 공간은 여러 개의 방들이 중앙 홀
에서 떨어져 있거나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넓고 커다란 하
나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58)
이러한 갤러리 환경의 변화 속에서 오 도허티는 1976년 아트포름지에
기고한 ‘화이트 큐브 안에서, 전시장 공간의 이데올로기 Inside the
White Cube: The Ideology of the Gallery Space’라는 제목으로 갤러리
공간에 대한 단상을 기고했다.
모더니스트 미술을 작동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갤러리 공간’에 주목하게
된다. 모더니즘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갤러리 공간에 의해 구성된다. 또는
현대미술의 역사는 갤러리 공간에서 관람자의 인식 방식의 변화와 관련된다. 현재
우리는 미술작품보다 갤러리 ‘공간’을 먼저 체험하는 시점에 와 있다.59)

오 도허티의 주장은 관람자가 작품을 감상하기 전에 작품의 장소가 일
정하게 전형화 되어 작품과 함께 혹은 작품보다 관람자에게 먼저 선입견
을 주게 된다는 내용으로 작품의 전시에 있어서 전시장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그는 관람자의 전시경험을 기초로 근대 추상 미술과 전시간의 관계
를 추적하였다. 외부와 단절되고 고도로 제한된 백색의 모더니스트 갤러
리가 대상물인 작품에 일정한 영향과 변화를 초래했음과 또한 관람하는
관람자에게 다시 영향을 주었음을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미술관 자체의
맥락이 작품 감상의 일부가 되었음 즉 전시장의 특징이 미술 작품의 일부
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논의했다.
화이트 큐브 모델은 미술 담론에서 전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
다는 의미에서 건축과 미술의 접점에 있다. 전시장의 물리적 특성을 지칭
하는 화이트 큐브는 쉽게 미술관 건축에도 적용되어 백색의 공간의 전시

58) Lisa Greenberg, 전시의 재배치: 공간 재평가의 사례, 윤난지 『전시의 담론 – 모더니즘 이후 미
술의 화두』, 눈빛, 2002. pp319~341 참조
59) O’Doherty Brian, Inside the White Cube: The Ideology of the Gallery Spa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6.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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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들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단편적인 결과 적용에 앞서 오 도허티가 주
장하는 전시 인지과정의 추적은 보다 건축과 미술의 소통을 위한 물리적
인 공간의 단초를 제공한다. 오 도허티가 그의 저서에서 3장의 제목으로
사용한 것처럼 ‘관람자의 눈‘60) 즉 관람자의 작품의 지각이 그 작품을 담
고 있는 공간을 포함하여 감상과 이해가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이미 근대
추상미술에서부터 작품보다는 관람자 중심으로 전시경험의 중심이 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의 논의의 핵심은 관람자의 시각에 의
해 관람자는 작품만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전시장이라는 백색의
추상적 장소와 함께 결합되어 예술품을 인지하게 되어 미술관 건축은 미
술작품과 일체화되는 작품 감상의 일부 혹은 작품의 일부가 되는 현대미
술의 방향을 예견하고 있다.

3.1.2 전시장의 탈맥락화

화이트 큐브의 단절되고 완전히 비워진 근대 갤러리 공간이 삶의 현실
로부터 탈맥락화하여 무균질적이고 종교적인 신성한 공간을 만들었고, 그
공간에 적응하고 예민해진 관람자의 감각의 변화는 그 안에 놓인 작품에
대한 해석에 이미 형성된 감각으로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오 도허티는 외부 세계가 갤러리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창문들은 봉
쇄되고 벽들은 흰색으로 도색되며 빛은 천장으로부터 투입되도록 하여 예
술과 작품이라는 사실에 방해되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여야 했다고 주장하
였다.
이 공간에서는 지각적인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가면 미술은
세속이 되고, 반대로 미술에 대한 강력한 개념에 집중하는 갤러리 공간에서는 어
떠한 사물들도 이곳에 들어오면 미술작품이 될 수 있다.61)

오 도허티는 ‘눈과 관람자 자신이 하얀 입방체의 공간에 들어가면 관람

60) Brian O’Doherty의 갤러리 공간에 대한 언급들은 4개의 단락 1. 갤러리 공간에 대한 단상 2. 눈
과 관람자 3. 내용으로서의 맥락 4. 제스처로서의 갤러리로 구성되어 있다.
61) O’Doherty Brian, op,cit.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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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자신은 소멸되고 그에게는 미술관 공간만이 비로소 남게 되는 유일한
것이 된다. 관람자는 일상적인 삶 심지어는 자신의 몸으로부터도 단절된
영원한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감각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그는 이곳에 놓
인 사물에 대하여 삶의 공간 속에서 느끼던 것과 완전히 다른 감각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주장했다.62) 이 개념은 근대 추상미술의 경향과 함께
발전했는데, 공간에 입장하는 관람자의 의식을 일상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는 반응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반응시키는 촉매와도
같은 기능을 하여 보통의 감각을 긴장 확장시켜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한
다.
이 논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는 일반적
인 대부분의 현대 미술관들이 화이트 큐브적 벽면처리와 엔지니어링의 상
세를 반영하게 되었다63)는 미술관 건축의 일반적인 상세로 전형화가 되
었다는 것과 둘째는 현대미술에서 화이트큐브적인 전시장소를 비일상적인
공간으로 간주하고 다시 삶과 연결하고 장소와 연결하는 반 화이트 큐브
적인 경향 혹은 장소 특정적 장소를 고려하는 경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
다.

[그림 3-3]1980년대 뉴욕의 갤러리의 일반적인 모습
(출처 : 전시의 담론)

62) Thomas McEvilley, O’Doherty Brian, Inside the White Cube: The Ideology of the Gallery
Spa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6. 서문 pp9
63) 미술 담론적으로 화이트큐브는 삶의 공간으로부터 탈맥락된 공간이지만 건축에서는 화이트큐브
적인 디테일은 보다 복잡하게 전개되어 반화이트큐브적인 공간에도 역설적으로 화이트큐브적 요
소를 포함하게 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4장에서 전시장 사례를 통하여 밝힌다.

- 67 -

제 3장 전시공간의 장소적 제 개념

오 도허티는 그의 표현대로 실제 화이트 큐브인 화랑은 그 당시 존재하
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64) 원래 대부분의 화랑의 공간은 정육면체 형
태가 아니었다. 거의 대부분의 화랑 실내는 예전부터 건축 구조상 필수
요소였던 기둥으로 공간이 구획되었고 천장에는 트랙 조명이 어지럽게 달
려 있었으며 바닥은 흰색이 아니었다. 따라서 화이트 큐브는 실제적인 공
간이라기보다는 현실공간의 이데아 같은 공간을 설명했다고 봄이 더 타당
하다. 예외 없이 완벽하고 계획된 공간의 건축적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공간의 화이트 큐브적인 의도를 가지고 구성하는 것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실제로 당시의 상업 화랑들의 인테리어 미학은 자연스런 화이트 큐브
였다. 공간의 규모나 외형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의 다운타운 화랑들
의 실내 장식은 창문을 폐쇄하지 않고 가려 두거나 바닥의 마감을 미완성
처리하는 등 예술로 하여금 ‘그 자체의 삶을 살게끔’ 디자인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특히 1980년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80년대식 화이트 큐브
인테리어는 뉴욕 도처에 있는 다른 현대미술 상업 화랑들의 일반적인 미
학과 일치하는 반면 바닥은 콘크리트를 그대로 노출하는 다운타운 미학을
충분히 따른 것이었다.65) 오히려 완벽한 화이트 큐브는 오 도허티의 주장
이 이론화되고 건축가에 의해 건축적으로 적용된 이후의 미술관들에서 보
다 완벽한 화이트 큐브를 발견할 수 있다.
당시의 전시장의 화이트 큐브적인 변화와 미술의 발전에는 뉴욕 현대미
술관 Museum of Modern Art, MoMA이 중심에 있었다. 뉴욕 현대미술
관 모마는 뉴욕의 화랑가의 변화와 일치하며 장기간에 걸쳐 개축 되어왔
다.

1939년 굿원 L. Goodwin 과 스톤 Edward E. Stone 이 공동 설계

한 본관에 1962~64년에 필립 존슨 Philip Johnson 과 1980년대 후반에
는 시저 펠리 Cesar Pelli의 설계에 증축을 하면서 각각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는 혼성 공간으로 탄생했고 마지막으로 요시오 타니구치 Yoshio

64) 샌디 내언의 인터뷰 뉴욕 1993년 5월 21일, 리사 그린버그 재인용
65) Lisa Greenberg, 전시의 재배치: 공간 재평가의 사례, 윤난지 『전시의 담론 – 모더니즘 이후 미
술의 화두』, 눈빛, 2002. pp319~3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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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iguchi에 의해 재설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직 회화 전문 큐레이터였던 윌리엄 루빈 William Rubin 은 굿윈
Philip Goodwin 과 스톤 Edward Durrell Stone 이 공동 설계한 모마의
낮은 천장과 좁은 실내 공간들을 아파트 방에 자주 비유하곤 했다. 그러
나 시저 펠리 Cesar Pelli 의 설계에 의해 중축된 이후 미술사학자 앨런
왈락 Alan Wallach 은 미술관의 실내는 살균된 실험실 같은 공간으로 바
뀌고 고립되어 인공적으로 조명되고 명백히 중립적인 환경에서 관람자들
은 수많은 고립된 표본들처럼 전시된 작품들을 연구할 수 있었다고 회고
했다.66) 이처럼 모마의 변화는 전시장에 대한 화이트 큐브적인 담론의 탄
생과 발전과 같이 하고 있다.
특히 타니구치에 의한 개축되고 재개관된 새로운 모마는 관람자 참여적
인 재맥락화가 포함된 오 도허티의 화이트 큐브 논의를 직접적으로 표상
하고 있다. 새로운 모마는 외형적, 물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모마의 새로운
목표와 내용을 담고자 한 것으로 새로운 현대미술의 목표를 찾아 나서며
세계의 이목을 다시 집중시키고자 했다.67) 타니구치의 그 건축개념에도
‘화이트박스’라고 규정하면서 화이트큐브의 연장선상에서 공간들을 더 크
고 단순화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의 건축은 20세기가 아닌 21세기 후기
모더니즘 시대의 미술관으로 전문가와 대중의 폭넓은 요구를 수용한다.
새로운 모마의 다양한 기능은 무엇보다 첫째로 공간과 작품, 둘째로 공간
과 사람, 세째로 작품과 사람이라는 3가지 관계를 중시하면서 꾸며진
다.68) 공간과 작품, 그리고 관람객이라는 삼각관계가 서로 긴밀하게 이루
어지며, 상대적인 동시에 관람객의 요소는 절대성을 갖는다. 즉, 인간 중
심의 관계에서 공간과 작품이 서로 대등하게 존재하며, 관계를 갖는 것이
모마의 재건축 목표가 되어 관람객은 가장 그 중심에 서게 된다. 새로운
공간 기능은 이처럼 공간과 작품, 인간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꾸며진다. 과
66) Lisa Greenberg, op.cit. pp326
67) 유재길, “뉴욕현대미술관(MoMA) 연구: 2004년 모마의 재개관과 미국적 모더니즘을 중심으로”,
한국공예논총 vol.10 no.1, 한국조형디자인학회, 2007. pp.121~140.
68) Glenn D.Lowry, The new Museum of Modern Art 'The New Museum of Modern Art' by
Yoshio Taniguchi MoMA, New York p52, 2005: 유재길 재인용

- 69 -

제 3장 전시공간의 장소적 제 개념

거 미술관의 공간은 작품소장과 전시를 위한 전시의 미술관이었다면 모마
의 재건축은 서로 관계를 원만하게 이루어 나기는 열린 공간을 목표로 내
세우고 있다.69) 이와 같이 화이트 큐브에서 일어나는 관람자 중심의 재맥
락화는 계속 유효하고 특히 건축에 있어서 화이트 큐브는 하나의 이즘이
아니라 전시장 공간의 본질처럼 전형화가 정착되고 있다. 전시의 작품과
이즘에 상관없이 실제적인 건축에 있어서 화이트 큐브적인 경향에 대하여
는 4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3.1.3 전시장의 미술제도화와 작품의 재정의

오 도허티의 화이트 큐브는 작품의 감상의 문제를 넘어 미술제도론에
이른다. 미술 제도론이 전시장이라는 건축 공간과 관련이 있고 따라서 건
축공간은 자율적인 공간이 아니라 작품과 전시와 밀접한 소통이 필요한
공간이다. 예술이 제도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한 조지 디키 George
Dickie의 미적 태도론70)이나 화이트 큐브의 개념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논의가 아니라 현재의 건축에도 계속 유효하다. 그 근거는 전시장 공간의
재맥락화와 미술제도적 개념에 있다. 화이트 큐브의 삶의 공간으로부터
단절되어 즉 탈맥락화하여 예술에 방해되는 디테일을 모두 제거한 전시장
의 맥락 context은 작품의 더 이상 의미 없는 배경이 아니라, 다시 작품
과 일체화하고 재맥락화하여 작품의 내용content의 일부가 된다. 그리고
이곳에 놓인 작품 혹은 어떤 시도는 주변 맥락과 함께 예술로 인정받는
제도가 된다.
‘화이트큐브 안에서‘의 3장 ‘내용으로서의 맥락’에서 오 도허티는 전시
공간에 따른 작품의 재맥락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 마
르셀 뒤샹 Marcel Duchamp 의 설치작품 <1,200개의 석탄자루, 1,200
Coal Bags>(1938)71)와 <1마일의 실 Miles of String> (1942)72)이 소개
69)
70)
71)
72)

유재길,
George
1938년
1941년

op.cit. 2007.
Dickie, 『현대 미학: 예술과 미적 대상의 분석』, 오병남 역, 서광사, 1982 참조
초현실주의 국제 전시회, 순수미술화랑 Galerie Beaux-Arts, New York
첫 번째 초현실주의 연구,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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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그 중 ‘1,200개의 석탄 자루’ 작품은 전시장의 천장 면에 석탄
이 가득 찬 자루들을 빽빽하게 매단 설치 작품으로, 미술관이라는 장소적
맥락 가운데에서 탄생한 새로운 형식의 작품이었다. 그 이전까지 전혀 예
술품을 위한 공간이라고 여겨지지 않은 천장공간에 예술품을 설치한 행위
로, 이 작품은 미술관이라는 장소가 새로운 작품의 형식을 창조하게 만든
대표적인 예이다.

[그림 3-4] Marcel Duchamp. 1,200 [그림 3-5] Marcel Duchamp. 1마일의 실 작품설치 광경 1941
(출처 : Brian O’Doherty, Inside the whitecube)
석탄주머니, 작품설치 광경 1938
(출처 : Brian O’Doherty, Inside the
whitecube)

전시장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예술적 시도는 작품이 공간화 되고 그 이
유는 관람자의 고려 혹은 관람자와 일체되는 작품을 위해서였다. 이와 같
은 사례들은 미술작품이 점차 건축공간화 되어 관람자를 사이에 두고 건
축과 전시사이에 새로운 관계정립이 화이트 큐브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
다. 이후 1970년대 일부 작가들은 작품과 미술관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기
존의 작품 형식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는 새로운 예술형식들을 추구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관람자의 관여를 통하여 성립하는 타율적인 작품이
성행하면서 일상생활과 아트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탐구되었는데 이것
은 마르셀 뒤샹 Marcel Duchamp 이나 존 케이지 John Cage 등에 의해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가 계승된 것이다. 관객을 작품과 함께 변화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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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영한 즉 아트의 계수라는 이름 아래 관객의 관여를 작품과 관계시킨
마르셀 뒤샹, 관람자 측에 창조의 주체성을 맡기는 방법이나 우연성의 수
확에 있어서의 모델을 만든 존 케이지의 작업은 일상생활의 행위를
re-model화하여 갤러리에서 체험시키는 형식의 작품으로, 작품과 관람자
의 관여는 더욱 현저해졌고73) 현대미술로 오면서 관람자의 부각은 전시
장 안에서 작품이 공간화되고 따라서 전시의 동선은 점차 작품이 공간과
분리되는 과정을 겪는다. 오 도허티가 3장 ‘내용으로서의 맥락‘ 의 도입부
에서 전시장의 출입구를 ‘노크’의 비유한 것도 연속적인 동선 상에서 작품
을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집중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맥락화된 전시장에의 방문자의 전시 경험이 관람자로 하여금 전시장 진
입과 함께 전시장 자체로부터 가능한 새로운 형식으로 창조된 작품을 대
면하고 경이를 느끼게 하는 현대 미술의 설치 중심적 작품 경향을 그 당
시 이미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는 이렇게 공간 자체가 동선이 분리되고 집중화되며 재맥락화
되어 예술 작품에 영향을 주거나 예술 작품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준 시작이었다. 현대 미술의 경향은 근대 미술에서 새로운 관계를 주제
로 작업한 개념미술에서도 전시공간은 작품을 규정하는 중요한 부분이었
다. 예를 들어 로버트 베리 Robert Barry는 1969년 12월 암스테르담의
아트 엔 프로젝트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폐관된 전시장에 두 장의
안내문만을 게시했다. 그 안내문 중 하나에는 작가의 이름과 전시 일정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한 장에는 ‘전시기간 내내 갤러리는 닫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닫힌 갤러리는 두 개의 의미를 가진 개념적인 선택이었다.
첫째는 전시장이라는 제도화된 전시 공간 개념에 대한 이성적인 항의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공간에서 창조되는 새로운 형식의 예술로의 초대였다.

73) Yuko Hasegawa, “Avant-garde and the Museum : Intermixing heterotopias”, R 아르 issue
0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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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Daniel Spoerri 의 [그림 3-7] Robert Barry 개념미술 1969
(출처:Marco Polgaznic 제공 )
Gekipper Raum 작품 1962
(출처: Marco Polgaznic 제공)

설치작가 다니엘 스포리 Daniel Spoerri 는 1962년 Gekippter Raum이
라는 전시회에서 벽과 바닥을 서로 90도 틀어 설치했다. 전통적인 전시장
의 모습을 90도 틀어 시각의 왜곡과 뒤틀림을 제안한 것이다. 하얀 입방
체 안에 놓인 오브제가 아니라 공간과 관계를 이룬 새로운 형식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젤 회화의 두꺼운 프레임이 없어지고 회화와 백색의 벽면이 일체화
되면서 시작한 화이트 큐브의 논의는 위와 같이 1970년대 사례들에 와서
는 이미 전시 장소라는 일종의 작품을 예술로 인정하는 장소로 발전하고
이 공간을 차지하는 새로운 작품 형식에 대한 고민과 시도가 진행되어 왔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백색으로 둘러싸인 삶과 탈맥락된 장소인 전
시장은 작품의 일부가 되며 관람자는 공간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경험
하게 되면서 작품과 공간 그리고 관람자는 하나의 공간 안에 일체화가 되
는 현대미술 전시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현대미술 전시장의 보다 관람자 참여적인 전시공간과 작품에
이르는 원류가 근대의 화이트큐브적인 전시장에서 그 기원이 있었고 그
전시장에 대한 관람자의 지각이 화이트큐브의 시작이었다는 것은 결국 관
람자에 의해 근현대 미술관의 개념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
람자의 지각에서 시작된 화이트 큐브는 관람자의 지각이 중요하게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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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계속되는 미술관 전시장의 가장 중요한 담론으로 특히 건축 설계에
있어서는 화이트큐브적인 상세가 미술관 건축의 본질이 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술에서 화이트큐브 내에 있는 모든 것이 작품이 되는
것처럼 건축에서 화이트큐브는 미술관이라는 시설의 인정하는 기준이 되
고 있는 것이다. 건축에서의 이와 같은 현상은 비화이트큐브적인 개념에
서 시작된 미술관에 있어서 그 모순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미술관을 통해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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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업장 Workshop74) 모델

작업장 모델은 또 다른 현대 전시장의 한 모델로 앞선 화이트큐브와는
다르게 작가의 관점이 부각된 모델이다. 그 개념은 작가의 작업공간의 작
품과 공간적 관계를 전시공간에 적용하는 것이다. 작업장은 작품의 창작
과정이 실제로 일어나는 공간으로 그 장소의 특징을 관람자에게 적절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탄생했다. 작업장 모델은 작품만 탈맥락화하여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것에 반대하여 작업이 진행된 맥락과 오랜 경험을
통해 얻어진 작품의 공간배열을 보여주는 등의 작가의 작업장을 전시기획
과 연결하는 관점이다. 이는 작가의 작업장에 관람자와의 소통에 중요한
작가의 의도를 간직하고 있어서 그 공간의 본질이 곳 전시의 본질과 연결
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작업장 모델은 19세기말 개인전 혹은 주제전과
같은 작가 중심의 전시가 활발해지면서 시작되었으며 관람자 참여가 중시
되는 현대미술에 있어 프로세스 중심으로 다시 부각되는 모델이다.
작가에게 작업장은 지극히 사적인 창작의 장소이다. 작가의 작업장은
탈맥락된 완성작품보다 더 작가의 세계를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작업장은 작품을 제작한 환경으로, 관람자가 그 환경과 가장 비
슷한 환경에서 작품을 감상토록 하여 작가의 의도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작업장은 이미 작업된 작품을 공간 안에 배열하여 전시하
기도 하며, 작업 프로세스의 공유를 통해 자연스럽게 작가의 의도에 더
근접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 절에서는 근대시대로부터 관람자가 부각되고 전시기획이 활성화되면
서 작가의 작업공간과 전시 공간 사이에 연속된 개념과 이를 통한 전시장
의 변화를 추적한다.

74) 작가의 작업공간으로 화가에게는 화실, 혹은 스튜디오 아뜰리에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여
기서는 작업장 workshop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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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작가의 작업공간으로 초대
18세기 이전에는 미술관은 전시라는 개념이 없이 상류계층을 위한 소장
의 역할로서만 존재했다. 18세기 공공 미술관의 탄생 이후 전시의 개념이
탄생하지만 19세기 전반까지의 전시형태는 전시장의 벽을 단순히 채워
넣는 방식이었다.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초대관장인 니콜라스 세로타
Nicholas Serota에 따르면 이러한 전시방식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유파
를 묶고, 그림들을 눈높이나 그보다 약간 높게 걸며 때로는 미학적으로
균형을 맞추어 유파들을 전시”하는 것으로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의도 보
다는 미술관 자체의 사상과 해석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19세기
후반에 와서야 영국 내셔널 갤러리(National Gallery)를 통해 전시 벽면
의 전면에서 두 줄, 혹은 한 줄로 작품이 놓이게 된다. 이로서 점차 작품
에 대한 작가의 의도가 고려되고 전시 형태로 시간적 형태 혹은 연속적인
동선이 계획되게 된다.75)
20세기 초 부터 작가가 자신의 작품이 전시되는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
고 이용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을 시점으로76) 개인전과 같이
전시 영역이 주어지는 전시 기회가 많아지면서 작가들은 자신이 스스로
창작한 작품에 관해 연구하고, 작가 자신이 작품을 어떤 장소에서 놓고
관람객에게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
럽게 자신의 작업장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작가의 작업장은 작품을 창조하는 작업실임과 동시에 미술가 자신의 작
품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기에, 많은 미술가들은 작가의 작업공간이 관람
객에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과거 20세기 이전부
터 예술가의 정체성을 탐구하거나 작업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작품의 배
경으로 한 경우도 많았지만, 이는 단지 자신의 작업공간에 대한 기록의
의미로 사실적으로 묘사한 정도였다. 미술사조에서 아방가르드의 시기를
75) Philip Hughes, 『전시디자인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권순관 역, 대가, 2012, pp.26
76) Nicholas Serota, 『큐레이터의 딜레마』, 하계훙 역, 조형교육 2000, pp34~38
류지연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미술의 전시 특성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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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작가의 작업장 공간은 비로소 작업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
의 작품을 전시하고 배열하는, 작가의 작업의 모든 영역을 표현하는 곳이
되었다.
작업장 모델의 대두는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아방가르드 미술사조에
서
77).

워크샾 모델을 전시의 공간으로 활용한 시기를 기점으로 볼 수 있다
아방가르드 미술가는 기존의 작품을 어떻게 창조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뿐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어느 장소에 어떻게 놓아야 하는가,
즉 어떻게 외부세계에 재시해 보일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그림 3-8] Henri Matisse, The Red Studio , [그림 3-9] Helene Adam이 찍은 Nice의 Regina
Issy-les-Moulineaux, 1911
Hotel, Henri Matisse스튜디오 사진
(출처 : 큐레이터의 딜레마)
(출처 : 큐레이터의 딜레마)

니콜라스 세로타는 작가 자신이 본인의 작품과 그 작품이 미술관에서
놓이는 위치를 중시하며 작업장이 작품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시작을 마티
스Henry

Matisse,

1869-1954가

그린

<붉은

스튜디오

The

Red

Studio>로 보았다. <붉은 스튜디오>에서는 작가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작
품들과 그 작품들의 환경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공간이 포함되어 있다.
작가에게 이것은 새로운 주제였다. 마티스의 스튜디오 그림은 우리가 마
티스가 니스의 호텔 레지나에 있는 <수영장>이 보이는 그의 스튜디오에
서 찍은 사진과 방스 예배당을 위한 구성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의 사진에
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작가가 색체와 빛을 사용하여 공간을 조절하고 분
77) 류지연, op.cit,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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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조성하는 말년의 그의 전시계획을 예견하고 있다.78)
또한 피카소 Pablo Picasso, 1881-1973와 브라크 George Braque,
1882-1963의 작품들도 마티스와 공통적으로 화실의 풍경을 많이 다루고
있다. 이는 작품 공개에 대한 관심을 미술가가 작품 공간 내에서 직접 구
성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들은 신비한 물건으로 가득 찬 미술가들의 무
한한 상상력을 펼치는 공간으로 그려졌다. 물론 20세기 이전에도 작업장
의 그림이 많이 그려지기는 하였지만, 예술가의 정체성을 탐구하거나 예
술가 혹은 예술가와 관련된 인물을 통하여 작업을 제작하는 과정과 사실
적 배경만을 다루는 경향이었다.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미술가들은 자신
의 작업실을 작품으로 그리는 것을 필두로 하여 자신의 예술이라는 끊임
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대상에 대한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작업
장 공간의 모습을 직접 구성하여 공개함으로 작가의 개념이 관람자들에게
자신의 세계를 이해시키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변화되었다. 즉 그 이전에
는 작품에만 몰두하던 작가들이 전시라는 관람자를 고려한 자신의 작품을
공간에 배열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림 3-10] Constantin Brancusi
의 작업실, 1925년경
(출처 :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미
술의 전시특성 연구)

[그림 3-11] Constantin Brancusi
의 작업실, 1929년경
(출처 :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미
술의 전시특성 연구)

[그림 3-12] Constantin Brancusi
의 작업실, 1945-6년경
(출처 :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미
술의 전시특성 연구)

앞서 언급한 마르셀 뒤샹의 <1200개의 석탄자루, 1200Coal bags>

78) Nicholas Serota, op.cit, pp.36~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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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작품은 그의 작업장에서 기획된 것이다. 트리스탄 짜라(Trisstan
Tzara), 마르셀 얀코Marcel Janco 등의 다다이즘79)의 작가들의 일상의
오브제적인 것들이 전시장 안으로 위치하기 시작하는 것에는 화이트 큐브
적인 전시공간의 역할이 중요했고 구상과 제작과정에 있어서는 작업장의
역할이 지대했다.
조각가에 있어서 작업장은 더욱 전시의 공간과 밀접하다. 특히 조각가
브랑쿠시 Constantin Brancusi 에게 그의 작업실은 많은 조각가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었던 작업장의 대표적 전시장 모델이었다. 브랑쿠시의 대
표작인 무한기둥이 보이는 1925년에서 1945년까지의 작업장 사진들을
보면, 그는 자신의 조각품에 비치는 반사율을 달리 하기 위하여, 전시장의
환경을 조절하고 있다. 전시장에 큰 창을 두는가 하면 벽을 세워 창문을
가림으로서 공간을 에워싸고 외부세계로부터 분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
기도 했다. 이와 같이 작업장의 조각의 배치와 공간, 작품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에 대하여 공간영역이 확대 되었고 시간대 별로 변화하는 빛의 조
건과 빛에 의해 변화되어지는 공간에 주목하였다80). 이로서 브랑쿠시에게
있어 전시는 이미 작업장에서 빛과 공간에 대한 스터디가 완료된 것으로
작업장 공간의 분위기를 최대한 동일하게 살리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추상미술과 공간의 비례를 추구했던 몬드리안도 자신의 작업공간에 몰
두했던 대표적인 작가이다. 그가 추구했던 비례와 작업장의 모델은 많은
화가들과 큐레이터에게 영향을 주었고 자신의 스튜디오를 계속해서 꾸며
온 내용을 책으로 출간하기도 하였다. 몬드리안의 평평한 벽면뿐 아니라
3차원 공간 안에서의 색면에 대한 탐구는 실내에서 회화를 지지해주고 보
다 철저하게 공간을 조절하는데 개입하는 것으로서의 벽면에 대한 새로운
수준의 인식을 확립하였다.81)
79) 다다이즘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대표적인 예술가 휴고벨에 의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
였다. 배경으로는 서구의 문학과 각종 예술성 안에 있던 무정부주의적인 반항심의 형태를 보였다.
이것의 원인은 전통적인 문명이 세계 1차 대전이라는 비극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강한
비판의식이다. 따라서 이들은 기성의 모든 사회적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개인의 원초적인 욕구에
충실하려고 했다.
80) 류지연, op.cit, pp18
81) Nicolas Serota,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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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데 스틸 De Stijl>에 실린 에세이에서 몬드리안은 실내의 성
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추상화가로서 스튜디오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
다.
‘우리에게 지속적인 미적 만족감을 주기 위하여 실내는 서로 마주보는 여섯 개
의 둘러싸인 빈 공간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뚜렷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각 면의 위치, 차원과 색체에 의해 서로 상반되는 여섯 개의 뚜
렷하게 표현된 면에 둘러싸인 어느 정도 채워진 공간이 되어야 한다.82)

이와 같은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전시의 고려는 자신의 작업 공간을 동
시에 전시의 장소로 고려하면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시형식에 있
어, 회화작품을 액자에서 탈피하게 함으로 폐쇄적인 형태를 실질적으로
깨뜨리고

평면적인 수직의 벽만 사용하던 과거에서 수직 벽, 천장, 바닥

의 공간을 사용하는 등 다양해지고 공간화가 되었다. 이 공간화의 의미는
전시장 즉 작업장 안에 관람자의 위치가 장소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
벽면에 작품을 일렬로 나열하고 관람자가 일정거리 밖에 존재하는 그 이
전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시장소의 발전이었다.

[그림 3-13] Harry Holtzman이 찍은 뉴욕에 있는 Piet [그림 3-14] El Lissitzky, 프룬룸, 1923년작을
Mondrian 스튜디오, 1944
1965년에 재작성
(출처 : 큐레이터의 딜레마)
(출처 : 큐레이터의 딜레마)

82) "Natural Reality and Abstract Reality : A Trialogue (While Strolling from the Country to the
City) 1919-20",
Mondrian, Piet, Holtzman, Harry. James, Martin S, The new art-the new life :the collected
writings of Piet Mondrian /edited and translated by Harry Holtzman and Martin S.
James.Thames and Hudson, 1986 110쪽 참조

- 80 -

3.2 작업장 Workshop 모델

근대의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은 전시를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기능에
서 벗어나 작품과 관람객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고서 전시공간을
상황과 환경의 문제로 확대 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그러한 배경에는 전시
가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조형예술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왜
냐하면 전시장 안에서 관람객의 경험은 개별 작품이 아닌 ‘전체적인 모습’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83) 무대미술에서 관람객과의 공감대를 형성
하는 것처럼, 작가들은 전시에서 작품을 창조한 미술가가 지니고 있었던
감각을 감상자도 거의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하게 되었다.
건축계획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공연장과 전시장이 분화되었고 공연장은
무대와 객석과의 관계로, 전시장은 전시동선의 흐름으로 각각의 강조점들
이 분리되었다. 그러나 전시기획에 있어서는 이 양자의 관계는 멀리 분리
되어 있지 않았다. 무대 디자인과 전시 디자인은 작품과 관람객과의 관계
에 있어서 비슷한 유형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시 기획자이자, 무대
및 공연장 작가인 프레데릭 J 키슬러 Frederick J. Kiesler84)는 현대 미
술 전시 개념의 변화에 중요한 획을 그은 작가였다.
무대와 객석의 이분법적 구별과 르네상스 원근법에 근거한 프로세니엄
아치구조의 불합리함을 강조하고, 관객과 무대가 보다 밀접하고 입체적으
로 관계할 수 있는 극장구조를 연구한85) 프레데릭 J 키슬러는 전시기획에
있어서도 관람객과 작품이 일체화되는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는
1924년 비엔나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새로운 연극기법의 국제전에서
LT구조라는 새로운 전시방법을 고안했다.
그는 작품들을 관람객과 별개의 공간으로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가변형
83) Falk, John H 외, The Museum Experience, Whalesback Book, 1992, p.83
84)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디자이너, 조각가, 건축가이다. 비엔나에서 출생, 뉴욕에서 사망했다.
1923년 데 스틸에 가담했고 1926년 미국으로 이주, 뉴욕의 ‘금세기 미술관’ (1942), 엘렌비일의
극장(1955), 월드 하우스 갤러리(1957) 등을 설계했다. 또 뉴욕의 줄리어드 음악 학교의 무대 장
치 디자인을 담당(1933~1937)했고 조각도 시도했으며, 더 나아가 시간 · 공간의 연속성 생활 환
경의 예술화를 목표로 하여 ‘코르리얼리즘(Correalism)’라 칭했다.
85) Katsuhiro Yamaguchi, 『공간연출 디자인의 원류 프레데릭 J 키슬러』, 김명환 역, 미술문화,
2000, pp.91~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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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격자 구조물로 관람객을 공간 속으로 위치시켰다. 그는 고정된 벽면에
서 일탈하여 자유롭게 설 수 있는 구조, 수평 수직의 사각패널로 지지된
수직 수평 빔으로 독립 분리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단위들로 전시를 구성
했다. 즉, 가변형 격자 구조물은 작품들을 관람객과 분리된 별개의 공간에
위치시킨 것이 아니라 관람객을 공간 속으로 위치시킨 것이다. 키슬러의
무대와 관객사이의 경계를 없애는 ‘관계 연구’라는 개념은 예술작품이 그
의미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관람자와 문화적 역사적으로 특수한 맥락들과
의 상호관계성을 중요시한다. 각각의 전시 공간 안에서 관람자들은 작품
에 참여하게 되거나 작품의 일부분이 되기도 한다.

[그림 3-15] Universal Woodstock Theater [그림 3-16] Kiesler가 기획한 [새로운 극장기술 국제
1931년 Kiesler 계획
전], Wien, 1924년
(출처 : 공간연출 디자인의 원류)
(출처 : 큐레이터의 딜레마)

공연과 전시가 다시 융합되는 현상은 현대미술의 다양하고 다원적인 매
체의 중합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전시장의 형태를 더
욱 집중의 공간과 볼륨으로 구성하도록 즉 전시장의 선형의 동선이 보다
공연장의 집중형 볼륨의 형식으로 변화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예술가의 새로운 역할과 그에 따른 예술의 새로운 의미는 작품과 전시
에 예술 작품이 전시되는 대상인 관람객의 존재를 포함하게 한다. 작품의
형식에 따라 결정되는 작품으로의 중심이 해체되면서, 작품의 전체 형태
는 관람객의 감상하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결과를 낳는다. 작품
의 공간 활용도가 높아져서 작품과 관람객이 공유하는 물리적 공간이 증
가함에 따라 작품 자체의 공간은 관람객이 들어가서 감각적으로 느낄 수

- 82 -

3.2 작업장 Workshop 모델

있는 공간이 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보여지는 작품과 보는 관람객이라
는 수동적인 감상구도의 전통적인 틀을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86)

3.2.2. 작가 작업장과 전시장의 일체화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업장 모델은 근대 아방가르드 작가들의
개인전과 같은 전시가 늘면서 작업 공간에서의 배열을 전시기획으로 활용
함으로써 발전되었다. 초기 작업장 모델은 기존 미술관의 전시장을 활용
했지만 20세기 후반에는 미술관의 계획에서부터 적용하여 초기 건축개념
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① 작업장 모델의 전시장
1977년 당시의 현대적인 미술을 위해 설립된 파리의 퐁피두 센터는 새
로운 작업장에 기반을 둔 모델을 제시했다. 벽과 바닥의 움직임으로 공간
의 볼륨이 가변적으로 조절되는 전시장이었다. 퐁피두 센터의 초대관장인
폰투스 율탄 Pontus Hulten87)은 이에 대하여 “이것은 예술가와 대중이
자연스럽게 접촉하여 가장 현대적인 창조의 요소를 발전시키는 ‘열린 미
술관’을 제안한다. 이러한 미술관은 단순히 개별적, 사회적, 종교적 혹은
대중적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작품을 보존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술가들
이 대중을 만나고 대중 자신들이 창조자가 되는 곳이다”라 언급했다.88)
또한 전시장의 계획에 있어서도 작업장의 모델이 전시에 적합하며 가장
다양한 모델로 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에게 전시장으로 가장 좋은 모델은 예술가의 작업 스튜디오이다. 작가의 작업
장은 간단하고 실제적이며 항상 좋은 빛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작가의
스튜디오는 각각 다른 정체성이 있다.89)
86) 류지연, op.cit, pp.59
87) 폰테스 율탄 Pontus Hultén (1924 – 2006) 스웨덴 태생의 아트 수집가이면서 미술관관장, 폰테
스 율탄은 20세기 뛰어난 미술관 전문가이다. 스톡콜롬 대안적 현대미술관의 수장이었으며 퐁피
두센타의 건립에 참여하였고 퐁피두 센타 초대관장을 지냈다.1974-1981.
88) Pontus Hulten, La centre Natioanl d' Art et de Culture Georges Pompidou 1977, pp.52
89) Pontas Hulten, “Versuch, ein guter Bauherr Fur Museen zeitgenossischer kunst zu sei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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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투스 율탄의 작업장에 대한 언급은 간결한 표현이지만 이 안에는 전
시장에 대한 많은 이미지가 담겨 있다. 근대 아방가르드 미술의 관람자가
개입되는 공간적 전시장, 그 이미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시장의 천장고
와 벽을 가변적으로 조절하게 만든 초기 퐁피두 센타의 전시장은 근대 아
방가르드 작가의 다양한 작업장의 형식을 전시에 적용하기 위한 가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델이었다. 이것은 작가가 작업할 때의 환경과 관람자가
관람할 때의 환경의 동일성이 소통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전시장은 이
러한 견지에서 계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림 3-17] 준공당시 입체적 가변성의 전시장
(출처 : Richard Rogers Complete Works)

[그림 3-18] 동선으로 고정된 현재의 4층 전시장
(출처 : 큐레이터의 딜레마)

폰투스 율탄의 아이디어는 수많은 다양한 대상이 발견되는 새로운 시대
정신에 입각한 전시에 있었으나 퐁피두 센터의 가변벽체와 천장에 의한
볼륨 중심의 전시방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1985년 율탄의 후임자인
도미니크 보조 Dominique Bozo는 건물 안의 일련의 전시실들을 커다란
복도를 따라 배치된 서로 연결된 고정된 방들로 만들고 피아노와 로저스
가 설계한, 건물의 리듬과는 일치하지만 천장을 가리고 영구적인 벽들로
창조한 무한한 가변성을 없애 버렸다.90) 물리적인 크기를 조절할 수 있었
던 시설들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대신에 3층은 지역 도서관으로 할당
되고 4층과 5층 공간을 고정적인 전시에 이용하게 되었다.
Wenzel Jacob, Ed, Kunst im Bau, Gottingen, 1994, pp.44, Fredemann Malsch pp 재인용
90) Nicholas Serota, op.cit.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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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테이트 모던의 초대관장인 니콜라스 세로타 Nicolas Serota는 이
러한 원인을 초기 가변적인 전시장의 구성에서 영구 소장품들이 소외되어
전시 때마다 이동해야하는 불편한 이유를 들었다. 결국 영구 소장품이 이
동하지 않아도 되는 고정 모델로 돌아간 것이다. 가변적인 볼륨이 주는
이득이 기존 수장품을 움직이는 수고에 비하여 이득이 없었다는 이야기로
두 가지 의문점을 갖게 한다. 첫째는 왜 소장품조차 움직여야하는 정도의
극단의 가변적 구조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볼륨을 조절하는
작업장 모델까지 포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건축적인 관
점에서는 4장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이것은 가변적 공간구성의 디테일에
있어 화이트큐브적인 요소가 부족하여 전시의 작품이 하나의 장소로 규정
되지 못하고 무한히 가변성을 간직한 공간으로만 인식되었기 때문에 비롯
된 것이다.

[그림 3-19] Atelier Brancusi Gallery, Paris
(출처 :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

[그림 3-20] Atelier Brancusi 작업실 평면
(출처 : Atelier Brancusi Brochure)

앞서 작업장 모델에 지대한 영향을 준 브랑쿠시의 작업실은 현대에 이
르러 관람객들에게 영원한 전시장이 되어 나타났다.91)

그가 기증한 유물

91) 브랑쿠시는 그가 죽은 해에 스튜디오 자체와 그 곳에 남아있는 완성된 작품, 스케치, 가구, 연장,
도서 등의 대부분의 유물을 국립 근대미술관 Musee de l’Art Moderne에 재설치 한다는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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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새로운 미술관의 신축으로 이어져 2006년 렌조 피아노에 의해 설계
되어 파리 퐁피두 센터 앞 광장에 브랑쿠시 아뜰리에가 개관했다. 브랑쿠
시의 의도대로 브랑쿠시 아뜰리에는 조각가의 작업장의 배열을 그대로 미
술관에 적용한 사례로 작업장의 전시 상태 그대로가 전시장화 된, 작업장
모델의 전시장이다. 결과적으로 브랑쿠시 모델은 작가가 직접 전시의 배
열을 선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많은 조각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렌조
피아노는 브랑쿠시 아뜰리에에서 브랑쿠시 작업실의 배치를 그대로 따랐
다. 브랑쿠시 아뜰리에의 작품배열은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의
작업도구 및 작업공간뿐 아니라 이미 제작된 작품을 옮겨다니며 설치하고
창의 위치도 변화를 주어 빛과 공간배열에 따른 작품의 감상을 계속적으
로 탐구해 온 배열이었다.

[그림 3-21] Atelier Brancusi 작업실 단면
(출처 :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

이러한 배열은 관람자에 감상의 관점에 있어서도 작가가 평생에 걸쳐
배열한 것이므로 가장 완벽한 전시배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
하여 브랑쿠시의 건축가 렌조 피아노는 빛이 유입하는 천창의 형식도 두
가지를 제시했다. 엔드리스 칼럼과 같은 부랑쿠시의 대표적인 조각이 있
는 방은 부랑쿠시 작업실과 같은 각도의 경사진 천장을 사용하여 작업실
과 같은 분위기를 구성했고 기타 다른 부분은 렌조 피아노의 다른 작업과
프랑스 정부에 기증했다.
Nicolas Serota, op.cit. pp.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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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천장형 이중천창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전시할 작품이 정해져
있는 상설전시장에서 작업장과 유사하게 전시장을 만들어 작가의 환경에
가깝게 만들어 관람자의 소통을 유도하는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작업장의 빛과 전시장의 빛을 유사하게 만들어 보다 작가와 관람
자를 연결시키는 사례는 특히 빛과 색감이 중요한 인상주의 회화를 위한
전시장에서 적용되었다.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에 있는 클로드 모네의 ‘해
뜰 무렵’ 수련 연작 4점과 ‘해질 무렵’ 수련연작 4점도 작업장의 환경을
응용한 전시장을 구성하였다. 이 작품들은 모네가 그의 평생을 보낸 지베
르니 Giverny에 있는 작업실에서 제작된 것이다. 이들 작품들을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기념으로 모네가 국가에 기증하게 되는데 오랑
주리 미술관은 4번의 리노베이션을 통해 지베르니에 있는 작업실과 가장
비슷한 천창구조를 가진 전시실로 전시관의 개조를 계속하였다.92)이 공간
은 자연광이 타원형의 천창과 빛을 산란시키는 반투명한 직물의 스크린을
통해 전시장 내부로 유입된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연못과 그 위에 떠
있는 수련을 보고 있으면 마치 지베르니의 연못 주변의 공기까지 느껴지
는 듯 생생하다. 즉, 이 미술관은 작가가 작업에 사용한 빛의 환경과 가장
유사한 빛을 전시장에 만들어 작품을 통해 관람객과 작가가 소통하고자
한 것이다.

[그림 3-22] Monet, Claude의 Giverny 스튜디오 천창
(출처 : Giverny 홈페이지
http://giverny-impression.com/)

92) Pierre Georgel, Le de Museee I’Orangerie, Gallimard/RMN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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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Le musee de [그림 3-24] Le musee de [그림 3-25] Le musee de
l'Orangerie의 리노베이션 단계
l'Orangerie, Monet, Claude room l'Orangerie, Monet, Claude room
(출처 : Le musee de I’Orangerie) (출처 : 저자 촬영)
의 천창
(출처 : 저자 촬영)

[그림 3-26] 자연광의
Foundation Museum
(출처 : 저자 촬영)

유입

(오전)

Beyeler [그림 3-27] 자연광의 유입 (오후)
Foundation Museum
(출처 : Beyeler Museum 홈페이지)

Beyeler

특히 모네와 같이 빛을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한 인상주의 작품은 빛의
관점에서 작업장과 전시환경을 연결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바젤
의 바이엘러 미술관의 소장품 중 클로드 모네의 수련연작의 전시도 자연
광을 통한 작가와의 감성적 소통을 시도한다. 바이엘러의 경우 수련연작
은 동쪽의 끝 방에 설치되어 있다. 이곳은 천창뿐 아니라 측창으로도 직
사광선이 유입되는 방이다. 또한 외부 바닥에는 연못이 있어 특히 오전
시간대에는 연못에서 반사된 산란광이 직사광선과 함께 유입되어 모네의
작품을 비춘다. 이곳에서 관람자는 마치 모네의 지베르니 연못에 와 있는
것과 같은 감흥을 유발하며 감상자에게 가장 인상적인 모네 작품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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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억시킨다.
건축가 루이스 칸은 미술관의 빛에 대하여 화가가 작업 시에 사용한 그
빛으로 관람자가 작품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93) 작품의 보존, 복
구 등 관리94)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외선 차단 유리를 사용하더라도 직사
광선이 직접 유입되는 상황이 작품에 이로울 리 없다. 이는 계속적인 관
리와 비용이 필요한 작업일 것이나, 작품의 보존보다는 작가와 관람자와
의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의 전시기획이다. 뒤셀도르프 인근에 있
는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이나 나인 박시스 등의 전시장들은 조각가에
의해 설계된 전시장으로, 효율성보다는 장소성을 기준으로 계획되어 폰테
스 율탄이 말하는 독창적이면서도 좋은 빛을 가지고 있는 전시장의 사례
로 여겨진다.
② 전시장 형식의 작업장
현대 미술의 공간적 설치 작가는 전시장으로부터 자신의 작업장을 계획
하기도 했다. 전시라는 관람자의 참여가 전제된 작품의 제작에 있어서 작
가는 역으로 전시장을 고려한 작업장을 구성하기도 하는 것이다. 작가의
작업장과의 관계를 전시장의 관람자와의 관계와 유사성을 갖도록 구성하
는 것은 설치 작업을 다수 포함하는 현대 미술의 전시장에 계획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이고 따라서 전시자의 계획을 위하여 이와 같은 작
업장의 검토는

사용자의 공간 요구를 이해하고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중

요한 가치가 있다.
이 유형에서 작업장은 제작을 하기 위한 장소만으로서 만족되지 않는
93) “This is a kind of invention that comes out of the desire to have natural light. Because it
is the light the painter used to paint his painting. and artificial light is a static light. where
natural light is a light of mood.... the painting must reveal itself in different aspects if the
moods of light are included in its viewing, in its seeing. l think that’s the nature, really, of
a place where you see tat’s the nature, really, of a place where you see paintings.” louis
Kahn, light is the theme.
94) 바이엘러 미술관의 수복팀은 바젤의 Kunstmuseum에 외주를 주고 있다. 베젤의 Kumst museum
은 고전주의 건축물에 대부분의 측창을 유지하며 유화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미술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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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시장과 비슷한 크기의 공간에 설치와 동시에 작품 제작이 이루어진
다.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계한 안토니 곰리 Antony Gormley 의 런던
작업장[그림3-28]과 브레겐즈 미술관의 전시 설치[그림3-28]의 대비는
이와같은 전시장과 작업장의 관점을 잘 설명해 준다. 안토니 곰리에게 있
어서 작업장의 환경은 브랑쿠시의 경우에서처럼 그 안에서 전시의 환경을
재검토해보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작업장 자체가 크레인 등 장비
를 포함하여 설치까지 고려하는, 작품과 큐레이팅을 동시에 하는 작업장
이면서 전시장의 모습을 하는 것이다. 작업장의 분위기와 상부에서 유입
되는 빛, 바닥에 세워진 조각과 크레인에 매달린 조각, 이들 조각의 공간
의 배치와 작가의 작품과 공간경험 등 이미 작업장에서부터 작품들은 전
체적인 전시의 배열과 밀접하게 연관 지어진 가운데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다.
오브제인 작품과 이를 감상하는 화이트 큐브적 미술관 공간에서의 경험
과, 이렇게 작품이 제작 단계에서부터 작가의 공간 경험과 공간 배치 의
도의 한 가운데에서 제작되어지는 공간과 그 작품에게서 유발되는 경험은
전혀 다른 출발점을 갖는다. 후자의 경우 전시장의 설치는 큐레이터에 의
해 배열된다기보다 작가에 의해 의도되고 자기표현으로 공간의 점유를 결
정하여 큐레이터와 작가 사이의 경계는 더 흐려진다. 앞서 소개된 폰테스
율탄의 주장은 그것을 창조한 환경과 가장 가능한 유사한 형식으로 전달
되었을 경우에 관람자의 소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공간의 개념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전시장에 있어 작가의 작업 생산방식이 연관된 공
간 전시에 중요하게 재현되어야 하는데 이는 전시장과 작가를 더욱 밀접
하게 소통하도록 연결시켜주고 있다. 작품자체로 완결되어 다른 작품과
연속적으로 배열되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작품을 통해 하나의 전
시 장소에서 하나의 주제를 강조하는 장소중심의 전시형태는 현대 설치
미술로 내려올수록 더욱 강조되어 전시의 장소는 하나의 작품 혹은 하나
의 주제를 가진 공간과 장소로 정체성을 만들어가며 점차 전시의 장소로
부터 동선이 분리되어가고 있다. 다음절에서 살펴볼 현대미술의 관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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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있어서는 관람자가 보다 참여되고 작품과 일체된 전시장소로 발전
하게 된다.

[그림 3-28] Antony Gormley
Chipperfield 설계
(출처 : El Croquis vol.150)

작업실_David [그림 3-29] Antony Gormley Bregenz Museum 전
시
(출처 : Kunsthaus Bregenz 홈페이지)

③ 작업장의 빛의 일반화: 균질광
19세기의 선형적 전시 모델에 있어 벽에 일렬로 배치된 작품과 관람자
사이의 거리는 조명에 의해 더욱 단절되었다. 당시 조명은 작품이 요구하
는 적절한 조도에 맞추어 국부조명으로 작품만 비추는 방식을 주로 사용
하였다.
레미 차우크는 국부조명의 예를 고전 연극의 무대와 객석과의 관계를
비교하며 들면서, 빛에서 소외된 관람자는 수동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다
고 설명하였다. 관람자와 작품에 대등한 빛은 작품과 관람자의 관계가 변
했음을 방증하는 변화이다.
“홀의 빛은 균등하다. 빛은 그것에 의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똑같아야 한
다. 빛은 스스로 보이지 않음으로써 사물을 보게 만드는 것이다. 빛은 전적으로
분산된 형태 없는 중립성이어야 한다.”95)

95) Rémy Zaugg, Das Kunstmuseum, Das ich mir ertraume oder Der Ort des Werkes und des
Menschen, 1998, p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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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빛은 존재하지 않는 듯 느낄 수 없어야 하고 특히 관람자와 작품
에 대등하고 공정하게 비추는 빛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브라이언 오 도
허티의 화이트 큐브는 외부와 차단된 인공적인 무균질의 공간으로 설명하
여, 그는 빛의 종류에 대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에게 빛은 중요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현대 미술의 전시를 근거로 전시의 장소를 제안한
레미 차우크는 전시장의 빛에 대하여 자연광보다는 균질광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였다.
작품과 관람객을 대등하게 비추는 확산광의 사용은 화이트큐브 모델 보
다는 작업장 모델이 더 적합하다. 특히 현대미술에 설치와 퍼포먼스에 있
어서는 관람객은 작품의 일부가 되어 작품만 비춘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
진다. 미술관에서 공연과 같은 성격의 작품을 하기도 하지만 공연장과 다
른 것은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는 새로운 형식성의 창조에 있다. 따라
서 균질광의 문제는 작업장 모델에서 더 강조되는 조명방식이다.
미술품의 종류에 따라 적정 조도의 계산식에 따라 동양화나 서양화 등
형식과 재료가 명확한 미술장르나 박물관에 있어서는 국부조명을 많이 활
용하여 사용해왔다. 지금도 우리나라 미술관들은 거의 국부 조명을 주광
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부조명은 전시자료의 손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동시에 효과적인 전시자료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효율적
이다. 따라서 전시자료의 소재, 색채, 텍스쳐 등에 맞추어서 적절한 광원
을 효과적인 거리에서부터 최소한의 광량에 의해 비추고 또한 유해한 빛
을 제거하고 작품에 최소한의 조명만 필요함으로써 관리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다.96)

96) 이광노 외, 『건축계획』, 문운당, 1990, pp.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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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조도기준 JISZ 9110-1979 (1979년)

1500~750 lx
750~300 lx
150~75 lx
75~30 lx

조각(돌.금속), 조형물, 모형
조각(플라스터) 양화 연구실 매점
회화(유리카바 부착), 동양화, 공예품, 일반진열품, 세면소, 변소
박제품, 식당, 다방, 복도 계단
수납고

30~ 5 lx

영상 광이용의 전시부
* 출처 : 이영진 외, 박물관 전시의 이해, 2000

그러나 관람자의 쾌적성이나 소통의 관점에서는 여러 사례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국부조명은 구시대의 유물이다. 이는 공연장의 공간에서 무대만
빛을 주고 관람자 쪽은 어둡게 처리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현대미술관
의 관람자의 부상은 관람자와 작품을 대등하게 고려하여 작품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과 관람자가 같이 소통과 참여하는 공간으로써 빛은 대
등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도 박물관에서 주로 사용해온 어두운
조도와 국부조명은 관람자에게 쉽게 피로감을 유발하고 관람자를 소외시
키며, 예술품과 관람자는 능동적으로 일체화되기 어렵다. [그림3-31]과
같은 미술품과 관람자를 균등하게 비춰주는 조명 방식은 [그림3-30]의
국부조명 방식보다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조명은 빛을 천장에
서 확산시켜 작품이나 사람에 도달할 때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조명으로 이론적으로도 관람자를 부상시킬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작품
과 관람자를 일체시키고 감상 피로를 줄일 수 있는 빛의 조절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림 3-30] 국부조명 전시_ 서울시립미술관
(출처 : 저자 촬영)

[그림 3-31] 전반확산조명 Brand Horst Musuem
(출처 : 저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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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현대미술의 관계적 작업장 모델

현대 미술의 설치작품에서 다시 작업장 모델이 부각된다. 현대 설치미
술에 적용되는 작업장 모델의 특징은 최종의 결과물보다는 작업의 과정을
관람자와 공유함으로 가공 안 된 작가의 의도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관
람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하여 미술관의 전시장도 완성된 형
태보다는 미완성적인 전시장 혹은 산업구조물을 거칠게 재활용한 공간이
활용된다. 작가의 작품도 완성된 형태보다는 아직 작업 중인 것처럼 보이
기도 하며 관람자의 참여로 완성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대 설치미술의 작품과 관람자의 소통방식에 있어서 작업장
모델의 부각에는 팔레 드 도쿄 Palais de Tokyo 의 관장이었던 니콜라
부리오 Nicolas Bourriaud의 관계의 미학 Relational Aesthetics이 중요
한 역할을 했다. 1990년대 예술에서 작가는 관객의 역할을 만들고, 작가
가 다양한 퍼포먼스 및 다원예술로서 작품과 관객이 소통하는 전시의 형
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 니콜라 부리오는 그의
저서 <관계 미학>을 통해 개념미술 이후 다양한 퍼포먼스 행위예술의 활
성화와 현대미술의 특징에 대하여 정의내리고 있다.
<관계 미학>에서 니콜라 부리오는 거대담론의 시대가 지나가고 우리에
게 필요한 것은 소규모 작고 친밀한 집단이라고 말한다. 모더니즘이 미술
계를 지배하던 시절, 모더니즘은 곧 권력이자 거대 담론이었고 부술 수
없는 아성이었으며 많은 미술작품들이 그에 맞추어 제작되었으나 90년대
이후 현대 미술에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들의 공통점은 관계의 참여를 필수로 하고 사교적인 모임을 만들고 거대
한 스펙터클에서 벗어나는 작은 친목들을 추구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니콜라 부리오는 모더니즘 미술의 예술 지상주의는
지나가고 현대 미술의 아우라는 관객에게로 넘어갔으며 관객이 참여하지
않거나 작품이 사회적 망 속에 위치하지 않으면 그 작품은 무용지물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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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대미술에 있어서 예술작품의 역할은 자본주의적인 모두가 공유하는
스펙터클의 사회 속에서 정지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틈이며 그 틈 안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와는 상관없는 작고 친밀한 만남을 예술을 통해 이룩한
다97)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논의는 미디어에 의한 스펙타클이 강해질
수록 작품과 전시장의 물리적인 장소는 강조되며, 물리적인 전시 장소에
서 작품이 관객과 만나면서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공유하는 것이며 전
시장은 작가와 관람객의 관계에 순간적인 공동체성이 형성되는 특권적 장
소가 되는 것이다.98)
구체적인 예술경향에 대한 분석적 논의라기보다는 일반화하고 보편화한
니콜라 부리오의 관계미학은 미술이론으로는 다양한 찬반의 논쟁의 대상
이다. 그러나 미술관 건축이 전반적인 미술경향을 담는 보편화된 그릇이
란 관점에서 니콜라 부리오가 말하는 관계미학의 관람자와 작품과의 관계
는 건축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며 건축에 더 중요한 의미와 고려할
가치가 있다.
2002년 1월 새롭게 개관한 파리의 팔레 드 도쿄 Palais de Tokyo99)는
관람자와 작품의 관계적 관점으로부터 완성된 작업장 모델의 미술관이다.
초대관장 니콜라 부리오는 그의 현대미술에 대한 생각과 이론에 따라 프
랑스 건축가 라카통 Lacaton과 바살 Vassal과 함께 이전과는 완전히 다
른 방식으로 100년 된 창고 건축물을 미술관으로 개축 하였다.

97) Bourriaud, Nicolas, Postproduction: Culture as Screeplay: How Art Reprograms the World,
New York,: Lukas & Sternberg, 2002 참조
98) Nicholas Bourriaud, 『Esthétique relationnelle 관계의 미학』, 현지연 역, 미진사, 2011,
pp.17~40 참조
99) Palais de Tokyo는 1937년 파리 만국박람회 때 지어진 전시장으로 그 이름은 당시 이 건물이
바라보는 센강쪽 도로 이름이 아브뉘 드 도쿄였기 때문에 팔레 드 도쿄로 불렸다. 1977년 퐁피두
센타가 개관하기 전까지 정부의 현대미술품 보관창고로 쓰였고 그 이후에는 비용문제로 방치되었
다. 1999년 현대미술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기획되어 2002년 개관함.
이은화, 『가고싶은 유럽의 현대미술관』, 아트북스,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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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Palais de Tokyo의 빛과 공간, 파리
(출처 : Marco Polgaznic 제공)

[그림 3-33] Palais de Tokyo의 전시 파리
(출처 : Beat Streuli 홈페이지)

‘영원한 공사현장’이라는 모토를 내건 팔레 드 도쿄는 거친 콘크리트와
설비 등을 그대로 노출하여 공사 중인 건축물처럼 보이고 내부는 상상력
으로 만든 창작을 위한 거대한 작업장과도 같다. 작업장의 분위기를 위하
여 이곳에 설치되는 대상 또한 엄숙한 고전적 형태의 미술 작품이 아니라
제3세계 젊은 예술가들의 신선한 목소리가 담긴 작품이며 제작 방식도 직
접 이곳에서 설치하면서 구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곳은 전시장이면서 동
시에 작업장이다. 작품 행위는 완성도 있는 모더니스트적 전시라는 말 대
신 ‘프로젝트 project, 실험실 구축사이트, 아트 팩토리, 레지던시 등의 용
어가 사용되어 예술작업의 프로세스와 참여가 강조되고 과거 화이트 큐브
적인 전시장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공간과 용어에서 보여주고 있
다.100)
팔레 드 도쿄에 전시된 작품은 제작중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 전시장
의 일부를 작품의 일부로 만들기도 한다. 관람자에게 주어지는 제한도 적
어 획일적인 동선이 없고 심지어 관람자가 작품의 제작 행위에 직접 관여
하기도 한다. 이곳의 전시 공간은 방문자들이 막연히 가지게 되는 심리적
인 긴장감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유연함과 여유
로움은 잠재적 관람자를 유치할 수 있는 수단적 장점을 가지나 시간이 지
날수록 오히려 이들을 예술 활동의 주체로서 전문가와 함께 협업할 수 있
도록 한다.101)
100) Nicholas Bourriaud, op.cit. pp.214~223참조
101) 전시공간이 재래시장이나 재개발 지역 혹은 건물과 같은 외부 대안공간으로 확장되는 것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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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전시장을 구성한 팔레 드 도쿄의 목적은 관람자가 편안하고 작품
에 몰입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요소는 화이트 큐브
모델이 작품을 신성하게 만들어 관람자로 하여금 참여보다는 경외하게 만
드는 화이트 큐브 모델과 반대되는 접근이다. 이를 위하여 팔레 드 도쿄
는 신축 건물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오래된 창고를 선택하였다. 관람자에
게 다가가려는 접근은 화이트 큐브 모델에도 시도된 바 있는데 리사 그린
버그는 뉴욕의 갤러리들을 언급하면서 공개적인 감시원도 두지 않았으며
안내 데스크가 있어도 안내원이 없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고 출입
구가 여러 곳에 두게 하였다고 설명했다. 관람자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리사 그린버그의 주장에 따라 기존 창고 건축을 재활
용한 전시장이 신축 미술관의 전시장보다 더 관람자 중심적으로 충족시키
고 있는 있다.

102)

니콜라 부리오는 그가 생각한 ‘관계의 미학’의 이상적 전시공간을 현실
속의 관념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했다.103) 그는 현대미술의 전시의 모델을
벼룩시장 flee market, 바자 Bazaar 또는 수크 souk 등의 일시적이고 노
마딕한 요소들의 집합인 시장 market에서 찾으려 했다. 그것은 시장의 집
합적 형태, 혼란스러움, 무한히 확장하는 성격 때문이며, 이런 성격들이
항상 이곳을 새롭게 한다. 그 이유는 한 명의 배우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
들어진 것이 아니라 제어 불가능한 다중에 의하여 삶의 이미지로 만들어
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니콜라 부리오는 현대미술이 근대의 강력한
아우라에서 탈피하듯, 전시장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기존 미술관에 대
한 제도적인 방향과 반대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대중들이 만들어가는 집단
적인 이미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다.

술경영학적 담론의 맥락과도 연관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연구는 미술경영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양현미, ‘한국 문화정책의 과제와 예술경영학’ 예술경영연구‘ vol 7 한국예술경영학회, 2005.
102) 윤난지, 『전시의 담론 –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눈빛, 2002, 리사 그린버그 pp.333 참
조
103) Nicholas Bourriaud, Postproduction, Lukas & Steinberg,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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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팔레 드 도쿄는 미술관의 턱을 낮추고 시간도 방문자에게 편한
시간으로 늦추고 관람자의 참여를 기다린다. 이를 위하여 팔레 드 도쿄의
미완성의 건축물은 적극적으로 작품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작가는 필요
에 따라 작품을 걸기위한 부재를 추가할 수도 있고 작품의 의미를 전달하
기 위해 바닥을 훼손할 수도 있다. 완성도가 낮은 건축물은 이와 같이 그
대로 손쉽게 작품의 일부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팔레 드 도쿄가 주는 교훈은 현재의 제도적인 순수 미술관들이 대중을
끌어안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해, 건축에서 대중들에게 그 문턱을
낮추어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반 제도적 미술관적인 공간에서
작업 과정 중인 실험적 작품들이 보다 대중에게 어필하고 관람자들을 새
로운 미술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
팔레 드 도쿄는 1937년 지어질 때 센강 Seine River 앞의 도로 명에
따라 아브뉘 드 도교 Avenue de Tokyo 로 불렀고 새로운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존중하여 팔레 드 도쿄가 되었다. 북경 따산즈의
798 팩토리104)는 30만평에 이르는 대규모의 시설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팔
레 드 도쿄와 비슷한 형식의 전시공간에 도전하고 있다. 이 전시장은 실
험적 아방가르드의 대표적 예술 공간이다. 798 팩토리는 공장 일부의 빈
건축을 예술가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등 200여개의 창작실, 400여개
의 갤러리, 50여개의 패션숍 이외에도 창작 스튜디오, 카페, 레스토랑, 출
판사, 디자인 회사, 광고회사 등이 입주해 있다. 이곳에서는 작업장과 전
시장의 구별이 더 없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관람자들도 그들의 일부가
된다. 역사와 삶이 누적된, 과거에 다른 기능을 담당하던 건축은 그 기억
을 간직한 채, 작업장과 전시장의 중간적 역할로 전혀 새로운 작품으로
채워진다. 북경 따산즈 798 팩토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과거 50년대 구소
련에 의해 만들어진 산업시설이 미술관이 된다는 것은 도시 공간과 삶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 자체가 미술관의 정체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104) 중국 베이징 동북부 차오양구 따산쯔에 위치한 798 팩토리는 1950년대 구소련이 지원하고 구
동독이 설계한 공업지역으로 1970년대 군수품과 전자제품을 만들던 공장지역으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며 이 지역의 공장들을 시 외각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장공간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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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과거의 기억을 의미하는 따산즈 798이라는 이
름을 그대로 고수하고 건축물도 과거의 모습을 유지한 체 새로운 변화를
더욱 극적이고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거친 건축물을 활용하는 유형의 현대
미술의 실험성과 작가의 작업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예술의 생산과 전
시에 활용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뉴욕 퀸즈에 위치한
피에스 원 현대미술관 P.S.1 Contemporary Art Center도 실험미술을 위
한 형식의 미술관이다. 해체 위기에 처한 초등학교를 한 비영리 단체가
사들여 현대미술관으로 변형한 프로젝트로, 독립적이고, 실험적이며 체제
비판적인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현대미술관
이다. 건축적 관점으로 볼 때는 기존 학교의 교실, 화장실, 계단, 지붕, 등
을 전시 공간으로 그대로 활용하여 장소에 대한 기억을 보존함과 동시에
전시 공간의 한계를 확장하고자 한 건물이다.105)
이러한 장소들의 강점은, 권위적인 미술관이 아닌 일반인에 익숙한 장
소가 전시장이 되고 그곳에 적합한 작품이 전시됨으로써 관람객의 기억과
장소중심으로 저시의 아우라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람자인 대중에게
외관적으로 보다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의 핵심은 바로 공개
적인 감시의 부재이다. 이러한 사례들에서는 안내데스크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는 경우에도 안내원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다.106)
이와 같은 작가가 관람자와 공유하는 프로세스 중심의 작업장 모델을
위하여 전시장으로 재활용 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과거의 유적이지만 역사적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가까운 대중들의
삶의 공간이었던 구조물이거나 혹은 미술관으로 쉽게 개조 가능한 역사와
건축의 권위가 중요하지 않은 구조물들이다. 따라서 이 구조물들은 쉽게
작품의 일부로 활용되고 관람자도 부담 없이 편안하게 작품을 감상하고
105) 김은경, “트렌드로 이해하는 현대미술관 건축: 미술관 전략과 건축 개념을 중심으로”, 국립현대
미술관연구논문집 vol.1, 국립현대미술관, 2009
106) 윤난지, 『전시의 담론 –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눈빛, 2002, 리사 그린버그 pp.333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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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새로운 형식의 미술에 도전하고 있다.

[그림 3-34] Dashanzi Art district, 798 Space, [그림 3-35] PS1
(출처 : MoMA 홈페이지)
Beijing
(출처 : 798 space 홈페이지)

니콜라 부리오 자본주의의 대규모 스펙터클에 반대하는 관계미학은 그
대로 전시공간의 모델로 구체화된다. 이와 같은 ‘관계적 전시 공간’의 모
델로 다시 부상한 것이 작가의 작업장이다. 작업공간은 완성된 작품의 시
각적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람자와 일체화된 작업의 프로세스이
다.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큐레이터 하세가와 유코는 전통적이고 오브
제적인 작품을 보기 위한 ‘전시적 공간’에서 변화하여 다양하고 다원적인
작품의 경향에 따라 설치나 퍼포먼스 등 다원예술을 위한 ‘환경적 공간’
혹은 ‘관계적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107)고 주장했다. 이것은 곧 화이트
큐브적인 순수 미술을 위한 공간에서 작가와 관람객의 관계를 중시한 작
업장 모델로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쌍방향 소통과 창작자와 수
용자간의 관계에 집중하는 관계적 공간으로 변모함에 따라 관객이 작품과
의 만남으로 인하여 작품이 생산되는 과정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기도 하다.

107) Yuko Hasegawa, “Avant-garde and the Museum : Intermixing heterotopia”, R 아르 issue
02/2003
하세가와 유코의 워크샵모델의 강조는 곧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이 워크샵 모델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제4장에서 다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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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아방가르드와 개인전에서 시작된 작업장 모델은 폰테스 율탄이나
안토니 곰리와 같은 공간적 시각적 공유로 발전되고 현대미술의 설치와
퍼포먼스에 있어서 작가와 작품 그리고 관람자의 관계의 장소로 다시 부
상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장형 전시장은 고정화된 예술 형식이라는 틀을
뛰어넘어 관람자가 포함된 작품 형식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전시는 작품과 관람자의 대립적 관계라기보다 작가, 작품, 관객, 장
이라는 4가지 관점에서 각각 성립한다. 이러한 모델의 전시장은 보다 실
험적이고 오브제, 설치, 퍼포먼스 및 비물질적 행위를 넘나드는 작품들을
위한 새로운 관계 설정의 장으로 계획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모델이 4장
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이다.
1990년대부터 작가들은 작업형태는 예술의 형식을 생산할 수 있는 역
동적 구조가 되었다. 즉, 작가들에게 관객은 사회적 관계와 상호교류를 활
성화하는 작품의 필수적 요소들이고, 관객들이 직접 작품에 참여하면서
작가가 제안하는 역동적 구조 안에서 다양한 장치를 활용하며, 사회적 모
델로서의 예술작품을 탄생시키는 것이며 결국 작가는 “관객과 소통하는
것이 작업이며, 작품이 되고 있다. 다양한 틀 안에 갇히지 않은 형태와 행
위를 통해 관객에게 자신의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이 새로운 전시형태로
발전된 것이다.108)
현대 미술관의 전시장들은 설치나 퍼포먼스와 같은 쌍방향 소통의 공간
들이 필요함에 따라 작가와 관람자가 일체화되는 ‘관계적 공간’을 포함하
게 되고 관람자의 참여적 측면이 형성된다. 전시장이 물리적인 일 방향
관람에서 상호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보여 주는 공간으로 변모함에 따라
관계의 형성 또는 관객이 작품과 만남으로써 생산되어 가는 과정까지 예
술 작품의 영역에 포함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전시의 공간은 비물질적이
라 볼 수 있는 ’관계‘의 시스템을 담는 공간으로 과거 다른 용도로 사용되
던 물질적인 건축물의 사회적 기억과 참여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비물질적인 작업장 모델에서의 물질적 건축적 사회적 기
억의 장소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108) 김성원, “관계 미학, 그 이후”, Art in Culture,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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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문화역서울284 개관 포스터
(출처 : 문화역 서울 284 홈페이지)

[그림 3-37] 문화역서울284 로비
전시 광경
(출처 : 문화역 서울 284 홈페이
지)

현대설치미술 전시장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2011년 개관한 우리나라의
문화 공간 ‘문화역 서울 284’109)은 ‘네트워크로 연계되는 문화역으로서,
대안적이고 실험적인 미술품의 전시, 공연, 강연, 연구 등 다양한 프로그
램 사업의 추진을 목표110)로 하는 등 실험적인 예술 공간으로서의 작업장
적 성격의 모델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전시장의 건축은 사적
284호인 권위적인 건축물로 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팔레 드
도쿄와 같은 관람객에 편안한 작업장적 모델로 적합한지 의문이 있다. 앞
서 언급한 바 대로 이미 전시장은 작품의 일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
그램과 전시장의 일치는 미술관의 성패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때문에 구서울역사의 특징과 전시 프로그램의 일치는 앞으로 지켜봐야할
문제이다.
작업장 모델은 특히 현대미술의 작업과정을 관람자와 공유하는 의미에
서 보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 완성된 작품만을 전시하는 방식과 정반대인
프로세스를 작가와 공유하는 방식의 모델은 설치미술와 다원예술적 경향
과 결합하여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의 전시장은 그

109) 서울역 284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역사적, 공간적, 도시적 상징성을 결합하여 옛 서울역의 사
적번호(284)의 컨셉을 결합한 문화공간이다. 이는 사적으로서의 모습과 그 가치를 보존하면서 동
시에 다양한 문화가 교차되는 역으로서의 의미를 계승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문화역 서울 284 홈페이지 http://seoul284.org (2012.11.01)
110) 문화역 서울 284 홈페이지. l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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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동선의 개념은 전시장소와 확실하게 분리된다.
이는 마치 극장에서 다른 극장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극장을 통과할 수
없는 이유와 같다. 지나가는 관람자는 작가와 관람자의 관계적 소통과 참
여에 불편한 제3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건축 계획적 관점에
서 설명하자면 정적인 전시장이 보다 동적이고 시간예술적인 공연장적 성
격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작업장적 모델에서 미술관은 선적
인 동선의 연결에서 보다 작품과 관람자가 동적으로 결합된 공연장적인
성격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로서 동선의 공간은 작품과 관람자가 독립
적이고 집중하는 공간으로의 변화가 예측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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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장소특정성 Site Specific 모델
장소 특정적 장소 site specific place는 작품이 위치하는 특정 장소에
따라 관람자의 기대가 달라지는데 이에 따라 의미와 형식이 변화하고 대
응하는 전시장소를 말한다. 작품이 어떻게 보여지는 지와 무엇을 의미하
는지가 작품이 놓이는 공간 배치에 상당 부분 의지하여 작품의 감상은 작
품과 설치된 장소의 맥락과 관계가 중요하게 된다.111) 이러한 장소 특정
적 위치는 기존의 미술관 안에 설치하기도 하지만 건축물과 상관없이 기
타 의미 있는 곳이 전시장소가 되기도 한다. 이 절에서는 낙후된 근대시
설이 문화공간으로 재배치된 전시장소의 사례와 공공공간에 직접 작업한
작품의 사례를 통하여 그 전시장소의 특징을 장소특정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건축물을 미술관으로 재활용하는 사례는 앞서 언
급한 팔레 드 도쿄와 같이 실험미술을 위한 실험적 전시의 장소로 사용되
는 경우와, 건축이나 대지에 장소적 가치가 더 있어서 보다 장소특정적인
전시장과 작품을 위한 전시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 전
자의 경우 전시장 자체의 장소적 의미보다는 가변적이고 작품과 관람자를
위한 인프라로 사용되는 경우라 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기존의 건축물
이 가지고 있던 기억과 장소적 특징 그리고 접근성을 통하여 전시장소로
재탄생한다. 이점에서 주로 논할 대상은 후자로 장소 특정적 모델에 대해
다룬다.

3.3.1. 관람자의 대중적 확대
장소특정적인 전시장소가 부상하게 되는 가장 특징적인 사례로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터빈 홀이 있다. 터빈 홀은 장소특정적인 전시장의
전형으로 다른 미술관과 전시 장소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서 터빈 홀
의 특성은 일반화하여 다른 전시 장소에도 쉽게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111) Jean Robertson, Craig Mcdaniel, Themes of Contemporary Art: Visual Art after 1980 『테
마 현대미술 노트』, 문혜진 역, 두성북스, 2009, pp.2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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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터빈 홀 공간은 화이트큐브나 작업장 모델과는 전혀 다른 제3의 전시장
유형이다. 지난 시대 건축물 특히 산업이나 장스판 구조물을 문화시설 특
히 미술관으로 개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미술과 건축 사이에 의견 차이
를 발견할 수 있다. 당시에도 건축가들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담기는
신규 건축물을 원하는 반면 미술계 인사들은 기존 건축의 구조물의 개축
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38] Tate Modern Museum
Steven Holl
(출처 : Losing Battle After Battle)

계획안 [그림 3-39] Tate Modern Museum 계획안 Ando
Tadao
(출처 : Losing Battle After Battle)

[그림 3-40] Tate Modern Museum 계획안 David [그림 3-41] Tate Modern Museum 계획안 Rem
Chipperfield
Koolhaas
(출처 : El Croquis vol.87)
(출처 : OMA 홈페이지)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신축에 있어서도 초대관장 니콜라스 세로타
Nicolas Serota를 중심으로 하는 준비 위원회가 발족되고 새로운 미술관
을 계획하기 위하여 유럽의 다른 미술관의 사례를 검토했다. 준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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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제임스 스털링 등 건축가도 참여하였고 건축가들은 적극적으로 새로
운 런던의 명물이 될 신축 미술관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프
랑크푸르트, 본, 뮌헨 등에 있는 신축 미술관들을 검토하고 이들 미술관들
에 있어서 예술품과 작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건축물 자체에 더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실망했다고 한다.
미술 쪽 관련자들에게 신축 미술물들이 옛 건축물을 개축하는 사례보다
도 이점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 건축가들이 미술의 중요한 요구를 간과하
고 있었다는 것의 반증이다. 즉 건축가들이 신축한 미술관들이 전시 큐레
이터들의 요구를 기존의 산업구조물보다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준비 위원회는 런던 템즈 강변의 뱅크사이드에 있는 자일스
길버트 스콧 Giles Gilbert Scott112)이 설계했던 철골과 벽돌로 마감된
화력발전소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미술관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113)
그렇다면 전시와 상관없는 이 구조물이 신축 미술관보다도 전시에 적정하
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모전 과정과 결과적으로 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
시와 관람자의 참여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건축가와 미술가들의 대립은 공모전에서도 계속되었다. 150여 팀이 참
가했던 1995년의 테이트 모던 국제 현상 공모전114)에는 대부분의 건축가
들의 안은 자일스 길버트 스콧 Giles Gilbert Scott 의 기존 건축물을 경시
하거나 외피의 일부만을 남기면서 일부를 파편화하여 새로운 미술관 공간
과 조화될 것을 시도하였다. 공모 경쟁작은 다시 6개 팀의 안으로 압
축115)되었다.[그림 3-38~41] 그 중 당선된 헤르조크와 드 뮤론의 안이
다른 건축가들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자일스 킬버트 스콧의 건축물의 특

112) 자일스 길버트 스콧 Giles Gilbert Scott은 영국의 건축가로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 도서관
등을 설계하고 특히 런던의 유명한 빨간 공중전화 박스를 디자인한 건축가이다. 화력발전소는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런던 중심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1981년 석유파동으로 분을
닫은후 거의 방치되었던 시설이다.
113) Michael Craig-Martin, Towards tate modern, Tate Modern The Handbook, Tate Publishing,
2003, pp.45~51
114) Michael Craig-Martin, op.cit. 공모전 과정 참조
115) 6개 finalist는 Rafael Moneo, David Chipperfield, Herzog de Meuron, Tadao Ando Architect
& Associates,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 Rem Koolhaas/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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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완전히 받아들인 유일한 계획안이었다고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큐레
이터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Michael Craig-Martin은 회상한 바 있다. 특
히 헤르조크와 드 뮤론 팀은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 요구하는 면적보다 화
력발전소의 면적이 지나치게 넓어 이를 줄여야했을 때 터빈 홀을 본질 그
대로 남기면서 이 터빈 홀을 그 본연의 특징이 그대로 살아있는 장소특정
적인 전시장이면서도 전체 미술관의 입구로도 사용되는 다목적의 공간이
되기를 희망했다.116)
이렇게 해서 탄생한 터빈 홀 공간은 최초의 공공미술관으로부터 시작된
잃어버렸던 장소적 맥락을 회복하고 이곳에 설치되는 수많은 작가와 참여
자의 아이디어를 통해 거듭나고 있으며 새로운 전시장의 형식으로 발전하
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소의 터빈홀로 사용하던 구조체는 어떤 건축물보
다 강한 철강 구조물로 되어 있어 작가가 자신의 작품 설치를 위한 하중
요구조건에도 부합되는 작품을 위한 인프라를 가지게 되었다. 즉 터빈 홀
은 형상적인 관점에서 발전소라는 산업시설의 흔적도 중요하지만 기능적
으로 거대공간의 강한 구조체가 작가와 작품이 요구하는 충분한 설치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시 장소 자체의 인프라적
특성만 보더라도 건축가가 신축한 전시장보다도 훌륭하게 작가의 작품을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이다.
장소 특정적 장소는 장소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들을
하나의 집약하기보다는 화이트큐브의 안티테제로 분석할 수도 있다. 이미
화이트큐브에 있어서도 전시장은 작품과 결합하여 현대미술을 위한 화이
트큐브 전시장으로 올수록 장소특정적 장소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
러한 전시에 있어서 전시장이 작품과 결합되는 현상은 장소특정적 장소에
서 더욱 확실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장소 특정적 장소에서 전시의 프
로세스를

작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장소의 의미와 물리적인 특징을 고

려한 작품을 기획하고 그 작가는 그 장소 특정적 공간을 소화하는 작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는 작가에게 흥미로운 작품과 전시의 단
116) Frances Morris, Michael Craig-Martin, Tate Modern the Handbook, Tate Publishing 2010,
pp.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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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 되고 관람자는 그 장소의 맥락과 작품의 맥락의 관계속에서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표 3-2] Tate Modern TubineHall 유니레버 프로젝트

2000.05.12. - 11.26
Louise Bourgeois
I Do, I Undo, I Redo

2001.06.12. 2002.03.10.
Juan Munoz
Double Bind

2002.10.09. 2003.04.06.
Anish Kapoor
Marsyas

2003.10.16. 2004.03.21.
Olafur Eliasson
The Weather Project

2004.10.12. 2005.05.02.
Bruce Nauman
Raw Materials

2005.10.11. 2006.05.01.
Rachel Whiteread
EMBANKMENT

2006.10.10. 2007.04.15.
Carsten Holler
Test Site

2007.10.09. 2008.04.06.
Doris Salcedo
Shibboleth

2010.10.12. 2011.05.02.
Ai Weiwei
Sunflower Seeds

2011.10.11. 2012.03.11.
Tacita Dean
FILM

2008.10.14. 2009.10.13. 2009.04.13.
2010.04.05.
Dominique Gonzalez
Miroslaw Balka
-Foerster
How It Is
TH.2058
* 출처 : 테이트모던 홈페이지(http://www.tate.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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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전시장소의 재맥락화

터빈 홀의 성공은 헤르조크와 드 뮤론의 뛰어난 건축적 제안뿐만 아니
라 이후 터빈 홀에서 기획된 장소 특정적 설치작품들의 성공에 기인한다.
때문에 설치작품과 전시장소와의 상관관계의 검토는 전시장의 특성을 이
해하는 시작이 된다.
테이트 모던의 터빈 홀 전시공간에서는 매년 가을 유니레버사가 후원하
는 유니레버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설치되는 작품들을 살펴보면 이 공
간의 장소 특정적 전시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2003년 올라파 엘리아슨
Alafur Eliason은 이 공간의 천장에 거울과 같이 반사되는 바리솔을 설치
하고 반원의 인공태양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터빈 홀의 거대한 스케일
은 바리솔에 의해 반사되어 두배 높이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반원형 태양
은 원형의 태양으로 공중에 부상되어 있는 거대한 스케일이 주변을 압도
하는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2006년에는 벨기에 출신의 설치작가
카스텐 횔러 Carsten Höller가 초대형 미끄럼들 5개를 설치하여 이 공간
을 어린이들의 놀이동산으로 변신시켰다. 이곳에 모인 관람자들의 행위가
이 전시공간을 놀이동산의 공간으로 변신시킨 것이다. 이러한 수년간의
성공적인 기획과 전시로 이 미술관은 대중들이 매년 그 해는 어느 작가가
어떤 아이디어로 이 공간을 채울 것인가를 기대하도록 만들었다.[표3-2]
매년 이곳에서 기획되는 설치작품은 작품이라기보다는 장소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건축에 가까웠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는가 하면, 태양
과 유리에 의해 어느 외계와 같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1억 개의
도자기로 만든 해바라기 씨를 뿌려 중국 농촌의 분위기를 내기도 했다.
과거 화력발전소의 기억의 공간이 작가에 의해 새로운 공간과 의미 그리
고 삶으로 대중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특정장소의 작가의 작
품에 의해 장소와 결합된 새로운 장소와 기능으로의 변신이 현대미술의
속성과 일치하여 기존 건축물 혹은 공공공간이 작가의 전시공간으로 부상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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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적

접근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로

에센

Essen의

졸버레인

Zollverlein은 과거 탄광과 제철소의 유적을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변신하도
록 꾀했는데 이 공간은 램 쿨하스 Rem Koolhaas 의 디자인으로 컨베이
어 벨트에 의해 철광석이 흐르는 공간들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에스컬레
이터 등 동선으로 재창조되어 있다. 특히 흥미로운 곳은 과거 냉각수가
흐르던 길을 선형의 아이스 링크로 만들었다. 이 과거의 산업 유적이 현
재의 아이들의 놀이동산의 이미지로 재탄생한 사례로 카스텐 휠러가 테이
트 모던 터빈 홀을 놀이동산으로 만든 것과 같이 건축가에 의해 과거의
유적에 새로운 기능이 부여된 것이다. 이와 같이 참여자의 장소에 대한
기억과 새로운 기능이 복합되어 재창조 된 사례는 건축가의 작업과 작가
의 작업이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건축가의 작업과 작가의 설치작업이 결
과적으로 사용자 혹은 관람자에게 비슷한 기능을 유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건축가의 작업과 작가의 작업의 비교에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전시장
건축에서 건축가와 작가의 작업간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것이다. 어디까
지가 전시장이며 어디까지가 작품인지의 경계가 모호하고 서로 결합되어
새롭고 즉흥적이지만 참여의 장소로 재창조되고 있다. 건축가에 의해 설
계된 완벽한 전시장과 달리 테이트 모던 터빈 홀의 유연성은 바닥 콘크리
트에 대형 크랙을 만든 2008년 도리스 살세도 Doris Salcedo의 작업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작품은 건축가에게는 단지 시공자의 실수 이상으
로 보이지 않는다. 구 산업시설들의 죽어버린 기능을 작가에 의해 새로운
즉흥적 기능이 부여되는 즉 작가가 건축의 일부 혹은 관람자의 프로그램
의 을 완성하는 이와 같은 장소 특정적 전시장의 사례의 확산은 계속되고
있다.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터빈 홀의 성공으로 현대 미술의 중심지인 베를
린에도 유사한 사례가 탄생하였다. 베를린의 함부르크 반호프 Hamburg
Banhof 미술관은 과거 베를린에서 함부르크로 이어지는 기차역의 콘코스
를 중심으로 개관하였다. 이 미술관은 기차역이라는 도시 시설이 가지고
있던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관람자의 접근이 유리하며 또한 기차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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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코스 공간이라는 대형이면서 정체성이 있는 공간을 전시장으로 제공하
여 이 전시장소의 특징을 소화하는 창의적인 설치 미술이 기획되고 있다.
안토니 곰리는 이곳에도 장소특정적인 작품인 Horizon Field Hamburg
프로젝트를 설치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콘코스 공간의 철골 구조체에 공
중에 수평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거울과 같이 반사되는 재료를 씌우
고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게 만들었다. 이 작품은 기존 건축물의 상부구
조의 기억을 거울에 의해 상하 대칭적인 마름모형 구조물로 재창조하고
관람자가 그 위를 걷고 뛰고 눕는 등 행위를 유발토록 하여 어른들의 놀
이동산 같은 기능을 부여하였다.[그림3-42][그림3-43] 관람자에게 철도
역으로 고정되어 있던 기억은 작가에 의해 새로운 공간과 기능으로 변신
되어 관람자는 참여적으로 재창조된 건축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작품은
참여자에게 과거의 용도가 가장 중요한 작품의 소재가 되고 그것은 곧 앞
서 이야기한 장소의 의미이며 작가는 그 장소를 중심으로 관람객을 참여
시키는 작품을 만들었다. 이는 건축가가 계획하여 오랜 기간 동안 철도역
으로 고정되어 있던 기능을 작가에 의해 일시적으로 다른 기능으로 치환
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장소특정적인 예술의 새로운 경향이다.

[그림 3-42] Hamburger Bahnhof-Museum 전경
(출처 : Hamburger Bahnhof-Museum 홈페이지)

[그림 3-43] Antony Gormley, Horizon, Hamburg
설치미술
(출처 : horizonfieldhamburg 홈페이지)

작가의 관점에서 이러한 장소 특정적 전시장의 특징은 공간을 소화하여
자신의 작품을 장소 특정적 장소와 일체화 시키는 작업이 수반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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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작가의 입장에서 ‘그 공간을 소화하는’ 작가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보다 대형 작가로 성장하는 길이다. 작가들의 작품의 대형화는 작품과 건
축의 경계를 되묻게 되는 계기가 되거나 작품과 건축이 일체화되고 화학
적으로 결합되는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어, 과거 보다 전시장과 작품은 보
다 밀접하게 결합하게 된다. 테이트 모던의 터빈 홀이나 함부르거 반호프
의 콘코스 홀은 죽어버린 건축적 기능을 작가에 의해 부활시키는 변화가
대부분의 작품의 핵심이다. 이를 위하여 과거 산업 구조체들은 현대의 설
치미술 작가의 장소적 부활을 위한 좋은 토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소는 과거에 작가는 작품만 구상하고, 큐레이터가 전시 설치
작업을 하던 근대적 전시장과는 전혀 다른 작품의 생산방식을 도입한다.
장소 특정적 전시장에 있어서 건축가는 미리 전시의 대상을 고려하고 계
획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제공할 뿐이고 작가는 새로운 시각으로 새
로운 공간의 해석과 함께 공간을 예술품으로 변화시키고 이에 관람자의
참여가 함께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장소들은 건축물
자체가 미술관으로 적절하고 훌륭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작가와 관람자의
창의적인 완성과 사용이 그 공간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현대 미술
전시 공간 구성의 핵심적인 방향이 되고 있다.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터
빈 홀에 대한 헤르조크와 드 뮤론의 아이디어가 올라퍼 엘리아슨의 날씨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이어져 곧 테이트 모던의 대표적 성공 케이스가 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그리고 전시의 장소는 작가의 작업환경도 변화시켰다. 그 전의 예술은
작가는 화실에서 작품만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전시는 별개의 문제였다.
그러나 작가의 작업이 전시를 고려하여 작업하고 전시를 고려한다는 것은
관람자를 고려하게 되는 것으로 변했다. 이에 따라 전시의 장소를 고려하
게 되고 전시의장소의 맥락에 따라 작품의 방향이 결정되는 방향으로의
변화, 즉 전시장소가 작가의 작품을 재정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관람자의 참여가 고려된 작품과 전시장의 작동법은 근대 이전의 기차역
을 개조한 장소 특정적 미술관인 오르세 미술관의 전시장과 근본적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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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다. 과거 구조물을 이용한 사례이지만 근대 소장 미술품을 전시하
는 오르세 미술관은 작가와 관람자가 전시와 공간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
미술관은 과거의 역사를 온전히 복원하였다는 의미로 세워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람자의 의미에서 공간의 역학과 기능은 변치 않는다.
그러나 매년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터빈 홀과 함부르크 반호프 미술관
의 콘코스 공간은 역사와 사회적 장소의 기억과 함께 작가의 관람자의 참
여에 의한 일시적인 작품이 매년 새롭게 창작된다. 이는 전시공간에서의
건축 작업과 작가의 작업이 분리되지 않고 융합되어 새로운 일시적인 건
축기능이 작가에 의해 완성되고 그 기능을 즐기는 관람객은 결국 작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3.3.3. 공공미술과 대중 참여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장소 특정적 공간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작품을
그 장소에 설치하는 순서보다는 장소를 이해하고 난 후 그 장소의 의미를
담은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순서를 따르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건
축물이 아닌 공공공간이나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공공미술Public Art은 장
소 특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설치 과정은 작가와 장소의 밀
접한 소통이 필요하고 그 관계 속에서만이 관람자도 작품의 의미를 온전
히 파악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공공미술 Public Art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건축 공간속
의 미술’에서 출발하여 ‘공공장소에서의 미술’을 거치고 ‘공공공간으로서의
미술’ 혹은 ‘도시계획 속의 미술’을 지나 80년대 후반 공공적 관심사를 지
닌 미술‘ 내지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117)이 본격화 되었다. 미술관 밖으
로 나온 공공미술의 가장 큰 명분은 관람객을 대중으로 확대하려는 노력
이다. 대중적 관객에게 다가 가려는 공공미술의 노력은 대중들의 삶 속에
117) 참여에 기반을 둔 공공미술을 특별히 수잔 레이시는 일반적인 공공 미술과 분리하여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New Genre Public Art 이라 칭했다.
Suzanne Lacy, Mapping the Terrain: New Genre Public Art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지형그리
기』, 이영욱 외 역, 문학과학사, 1995,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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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을 형성하여 장소특정적인 작품을 생산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의 뚜
렷한 특징 중 하나는, 실제 작가가 만드는 작업의 구조 속에 관객을 하나
의 요소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기존의 전시를 관찰하는 구
경꾼을 참여자 혹은 공동작업자로 변화시키는 가운데 활동적으로 만든
다.118)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관람객의 확장을 위해 전시의 장소를 공공장소로 확장한 선구자로 앨런
캐프로 Allan Kaprow의 경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캐프로는 예술을 사
회적 수단으로 여겼으며 예술을 통해 수동적인 관람이 아닌, 보다 적극적
인 관객의 참여를 촉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캠퍼
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로 일상이 빈 캔버스가 되었으
며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사건들은 그 위에 뿌려질 페인트와 같은 역
할을 했다. 작품의 구성은 참여자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즉 참여자들의 행
동은 일상이라는 캔버스 위에 색체와 형태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었다.
갤러리로 들어서는 순간 관객들은 주어진 환경에 둘러싸이게 되고, 그들의 몸, 옷 색상,
동작, 목소리 모두는 전체의 한 부분이 된다. 수동적이고 동떨어져 있는 관찰자는 나의 예
술에 부합되지 않는다.119)

1960년대 초부터 캐프로의 활동은 갤러리 공간외부의 세계로 자리를
이동하여 미술사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미술과 연관되는 일체의 맥락으로
부터 과감히 벗어난 예술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또 갤러리와 미술관의 무
대를 떠나 일상의 세계로 와서 캐프로의 해프닝이 요구한 것은 단순한 관
객이 아니라 참여자였다.
수동적으로, 시각을 통하여만 미술을 소비하는 관객이 공공미술에서는
보다 확실하게 미술과 삶, 작품과 일상 사이에서 미술을 삶의 자원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로 변신되었다.120) 광장과 같은 공공의 공간은 미술관을
118) Suzanne Lacy, Mapping the Terrain: New Genre Public Art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지형그
리기』, 이영욱 외 역, 문학과학사, 1995, pp48
119) Allen Kaprow, 타이프라이터로 친 스코어, ‘죽은 자를 위한 에식. 1962 앨런 캐프로 페이퍼 (박
스7, 폴더 1) 아트 인터내셔널 7 에 수정된 버전 수록 no.1 1963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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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할 도시의 주요 공간들이다. 사람들이 모인다는 어원의 아고라와 달
리, 근대의 광장은 시각적으로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곳에 기획하는 전시
장소이다. 공공 미술은 제도권 미술 밖에서 쉽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과 범위의 작가의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공공미술의 관객은
대중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대중적인 작가나 아마추어 작가들도 작가로서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안토니 곰리Antony Gormley의 ‘북방의 천사 Angel of the North’121)
는 공공미술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례로 관람자의 대중으로 확대의 관점
에서 작품이 전시장 밖으로 나가 스스로 미술관의 역할과 작품을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초대형 작품이다. 영국의 낙후된 산업도시 게이츠헤드
Gateshead에 설치된 ‘북방의 천사 Angel of the North’는 높이 20m, 날
개폭 54m의 마치 비행기를 수직으로 세워놓은 듯한 거대한 철골 작품으
로서, 실시설계는 건축 엔지니어링 업체 오브 아랍 Ove Arup 에 의해 구
체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작품은 그 크기와 규모에 있어서도 세계에 그
유래가 없는 사례를 자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이 게이츠헤드의
철강 및 조선 산업의 이미지와 일치하는 작품으로 장소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품을 제작하였고, 제작물이 놓여지는 장소도 구체적으로 고려
되어진, 건축의 생산과정과도 비슷한 장소 특정적 대형 구조물을 만들었
다는 것이다.
설치 후 도시에 미치는 영향 및 결과 또한 건축과 비슷하다. 빌바오 구
겐하임 미술관이 도시의 경제적 재생과 같이 했던 것과 비슷하게, 산업
도시 게이츠헤드의 미술 중심의 재생 프로젝트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하
고 있다. 작품 북방의 천사는 설계가 건축 회사에 의해 진행된 건축물 혹
은 거대 유조선과도 같은 규모의 ‘시설’로서, 상징적으로는 그 자체가 작
품이자 미술관이다. 이와 같은 대형작품들은 미술관이라는 매개 공간 없
120) 박삼철, 『왜 공공미술인가 - 미술 살만한 세상을 꿈꾸다』, 학고재, 2006, pp.7
121) 북방의 천사는 높이 20m 날개길이 54m, 무개 208톤, 3,153조각의 스틸조립, 22,000시간 조립
하였다. 디자인은 수평윈드포스 70톤, 450톤 다이어퍼램, 2,500시간 맨아워 설계, 기초 5000㎥
엑스커베이션.
Antony Gormley, making an angel, booth-clibborn eddions 1998,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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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접 작품이 관람자와 소통을 추구하며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과 같
은 건축적 조형보다 더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조형적인 이미지와 의미를
전달한다. 이와 같은 사례 역시 작품과 건축의 역할과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시례이다. 테이트 모던의 죽은 건축기능보다 더 강력하게 건축의 기
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44] Antony Gormley Angel [그림 3-45] Antony Gormley Angel of the North, Gateshead
of the North, Gateshead 영국Ⅰ
영국Ⅱ
(출처 : Making an Angel)
(출처 : Making an Angel)

관람자의 확대와 참여의 관점에서 형상이 없는 무형의 전시형식으로 공
공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경우도 있었다. 매년 영국 런던 트
라팔가 광장의 네 번째 대좌122)는 공공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한다. 이곳
에 토마스 쉬테 Thomas Schütte 작품의 다음 설치 작가로 2010년 당선
된 안토니 곰리는 one and other란 작품을 내놓았다. 이 작품의 내용은
북방의 천사 같은 조각을 세우는 것 대신에 빈 좌대에 시민이 올라가도록
하는 행위 예술을 제안한 것이다. 영국 전역에서 온 일반 시민 2400명이
한 시간에 한 명씩 하루 24시간 동안 100일간 각자의 의도대로 이 공간
을 채워 주변 관람자를 웃기는 것이 주요 프로세스였다.

122) 트레팔가 광장은 넬슨 제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고 여기에는 4개의 대좌가 있는데 세
개의 대좌에는 왕족이나 장군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4번째 대좌에는 1999년부터 현대미술 작가
들의 작품으로 채워지고 있다. 2005년에서 2007년까지 그 대좌에는 마크 퀸의 ‘임신한 앨리슨 래
퍼’가 자리했었고 2007년부터는 독일작가 토마스 쉬테의 호텔의 건축적 모델을 전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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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개인이 대좌위에서 벌이는 행위는 관람자가 이미 작품의 중심
에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일반인의 일상과 삶의 단층이 그대로 국가
적인 기념비들이 놓인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작가의 말처럼 관람자
가 주인인 민주적인 프로젝트이다. 이 작업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영국
에서 출판되었고 또한 2400명의 인터뷰가 웹페이지123)에 올라 그 효과는
일시적이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 관람자는 연출하
는 개개인의 미학적 가치를 묻지 않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지점이
곰리의 작품을 예술적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 프로젝트는 대단한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안토니 곰리는 트라팔가 광장의 영웅이 되었다. 안토
니 곰리의 이 작업은 조각이라는 전통적인 형식대신에 행위예술, 시민참
여, 동영상 및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를 총동원하여 새로운 관람객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그 자체가 작품이 되도록 한 것이다. 건축 프로그램적
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트레팔가에 100일간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공미술은 더욱 건축과 작품과의 경계를 해체시킨다. 관람
자의 확대는 결국 작품이 미술관이라는 제도적 공간을 박차고 나가 스스
로 관람자에 접근하는 방법을 취하고 건축이 가졌던 장소의 상징적인 의
미도 직접 작가가 작품으로 소화하여 새로운 기능의 창조되고 있다. 이러
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미술관 건축에 있어서도 관람자를 대중으로 확대하
고 찾아가는 형태의 미술관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림 3-46] One & Other 프로젝트 대좌모형
(출처 : antonygormley 홈페이지)

[그림 3-47] One & Other 프로젝트, Trafalgar
London
(출처 : antonygormley 홈페이지)

123) http://en.wikipedia.org/wiki/One_&_Other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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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 설치화되고 대형화 되는 경향은 전시의 장소가 공공공간으로 확
대되는 경향과 함께 건축의 역학과 작품의 역할이 중첩되고 결합되는 현
상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파리 그랑 팔레 Grand Palais 에서 열린 리
차드 세라 Richard Serra 의 프로미나드 promenade 는 전시장이 먼저였
는지, 작품이 먼저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캘빈 톰킨스는 빌바오 미술관의
커미션워크 작가 리차드 세라는 프랭크 게리와 작품과 건축에 대하여 어
느 것이 먼저인지 강한 논쟁을 기록하고 있다.124). 여기서 리차드 세라는
미술은 상징적인 기능을 가지며 건축은 기능을 담당한다고 했고 프랭크
게리는 건축도 작품이 가지는 상징의 일부를 갖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미술과 건축의 분리는 리차드 세라처럼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특히 장소성에 있어서는 작품보다는 건축이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미술은 이제 장소특정적인 작품을 시작하고 있다. 루이스 브르조아
Louise Bourgeois 의 거미조각은 터빈홀 안에 설치되기도 하고[표3-7]
빌바오 구겐하임의 외부에 설치되기도 하고 혹은 복재되어 우리나라의 리
움 미술관의 외부에도 있다. 공공미술은 필요에 따라 전시장 안에 설치되
기도 하고 전시장 밖에 설치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하나의 작품이 여러
장소에 놓일 수도 있지만 공공미술을 포함한 현대 미술에 있어서는 전시
의 첫 장소는 가장 중요하게 그 작품의 가치는 논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
는 점에서 작품은 건축화되고 있다. 건축과 미술의 경계는 다시 모호해지
고 있는 것이다. 역으로 관람자의 관점에서 작품과 건축의 분리는 중요하
지 않은 무의미한 것 일수도 있다.
공공미술과 장소 특정적 미술에 있어서 전시장 안이냐 밖이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신 관람자에 어떠한 역할을 부여했는지 그 장소에 어떤
사용자 프로그램을 넣게 되는지가 중요하고 그 과정은 건축 프로그램과
유사하고 일부 중복된다. 따라서 이를 미술의 관점에서 논하자면 직접적
으로 작가가 관람자와 소통하려는 형식이며 공공의 장소는 새로운 참여의
장소가 되고 참여의 방식도 다양해져 관람자는 미술을 감상하고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열정적으로 미술을 생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건축적
124) Calvin Tomkins, Lives of the Artists: Portraits of Ten Artists Whose Work and Lifestyles
Embody the Future of Contemporary Art, Henry Holt and Company, LLC, 2008, pp.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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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말하자면 장소 특정적 유적이 그 과거의 기억과 함께 새롭고 일시적
인인 기능과 중첩되어 대중적으로 확장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공공미
술의 미술관 건축에 대한 또 하나의 도전은 탈맥락성의 회복이며 결과적
으로 최초의 미술관에서 잃어버렸던 장소 맥락의 회복이 된다.

[그림 3-48] Maman
Bourgeois, 리움 미술관
(출처 : 저자 촬영)

thumbnail,

Louise

[그림 3-49] Promenade, Richard
Grand Palais
(출처 : Marco Pogacnik 제공)

Serra,

탈맥락성은 이미 최초의 공공미술관인 루브르 미술관이나 대영박물관에
서부터 제기되어왔던 문제로서, 예술품의 원래의 용도, 위치에서 떨어져
박물관 안에 단지 연대의 순서대로 배열되어 그 대상물들이 본래 지녔던
예배적 의미와 가치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다.125) 공공미술
은 그 자체의 의미와 그것이 설치되는 장소와의 관계를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 안토니 곰리가 수평선 프로젝트에 사용한 작품을 국내의 국제
화랑이나 천안의 아라리오 갤러리에 전시하는 것은 컨텍스트가 없어져 무
의미해져버린 공공미술품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멀리 응시하고 있는 듯한

125) 미술작품이 낳은 장소, 발생근거, 즉 맥락들이 소외됨으로 해서 그 작품들이 신비화 된다.
김형숙, “공공미술관의 성립의 조건과 제도: 서양의 미술관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미술관연구
vol.15, 국립현대미술관, 200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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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 곰리의 작품은 전시장소의 맥락 속에 조우하며 전시되는 그림
3-50의 사례와 닫힌 전시장에서 단지 작품만을 오브제형으로 전시된 그
림 3-51의 사례는 장소특정적 전시장과 작품간의 관계 그리고 관람자의
감상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적절한 사례이다. 장소특정적 장소에 있어서는
화이트큐브에서 시작된 전시장소와 결합된 전시물 혹은 전시장이 작품의
일부가 되는 현상은 더욱 증폭되어 장소의 맥락을 소화하고 작품을 기획
하고 생산하는 방식으로 작가의 접근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결과적
으로 모든 전시공간에 대한 담론들은 전시장소가 작품의 일부 맥락기 되
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3-50] Horizon Field, Antony Gormley,
리아, 2010-2012
(출처 : Antony Gormley 홈페이지)

오스트 [그림 3-51] Horizon
Gormley, 국제화랑
(출처 : 저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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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Das Kunstmuseum, das ich mir erträume, oder der ort des Wekes und des
Menschen 전문
(출처 : Remy Zaugg, a mon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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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레미 차우크 Remy Zaugg의 장소 모델
스위스의 화가 겸 큐레이터 레미 차우크126)는 위의 3가지 전시공간에
대한 논의를 포괄하는 전시장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그의 저술에서 전시
장에 대한 기원적이고 반복적인 설명과 기초적인 다이어그램 중심으로 했
다. 레미 차우크의 전시장 논의는 1995년에 전시장의 물리적 환경에 대하
여 논의한 작은 책 ‘나의 꿈의 미술관127) Das Kunstmuseum, Das ich
mich erträume’에 기초한다. 이 책에서 그는 관람자가 작품을 감상하는
전시 경험의 관점에서 전시공간에 대하여 보다 건축적이고 물리적인 공간
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설명하였다. 앞 절의 3가지 전시 공간 개념이 미술
가들이 논의한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논의임에 반해 레미 차우크의 논의는
다이어그램 중심의 건축적인 논의로 전시장 공간을 구체화 하였다. 다만
그의 표현은 반복적이고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으로 전시장과 작품과
126) Remy Zaugg (1942-2005) 는 화가이면서 큐레이터이고 일부 도시계획이나 건축적 작업까지
참여한 스위스 태생의 작가로 그의 작가적 작업은 체계적으로 미술 작품과 관객 사이의 관계를
그의 작품 컨셉으로 발전 시켜왔다. 그는 미술계에 오브제-스러운 텍스트 회화 작품들로 알려져
있는데, 관객들에게 인지와 회화적 표현 사이의 섬세한 고민을 하도록 하며 동시에 근대적 추상성
의 특징을 가진다.[그림 3-4, 3-5]
Gerhard Mack, Remy Zaugg, a monograph, Mudam Luxembourg, 2006
Remy Zaugg: Retrospective, ein Fragment : Kunsthalle Nurnberg, 1997, Verlag fur Moderne
Kunst, 1997 참조
레미 차우크는 건축분야 적업은 같은 스위스 바젤의 건축가 헤르조크 드 뮤론과 협업으로 알려져
있다. 헤르조크 드 뮤론의 일련의 건축전시는 모두 레미 차우크가 큐레이터로 설치계획을 했고 실
제적인 건축 작업으로 스위스 바젤의 Roche 회사의 본사 및 연구소 계획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아트가 포함된 인테리어 부분을 담당했다. 이 인테리어 작업의 주 개념은 도시와 공장 사이의 인
터페이스로 이 건축물 내부의 레미 차우크가 계획한 푸른 벽체와 타이포그라피 아트는 이 건축의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다. 그 밖에도 헤르조크 드 뮤론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뮌헨의 Fünf Höfe
상가과 미술관 콤플렉스에도 타이포그라피와 아트 워크를 계획한 바 있다. 그밖에 단지 및 도시계
획으로 디종 Dijon에 대학 캠버스 Université Dourgogne 마스터 플랜 작업이 있고 바젤에 타운
플래닝 계획도 있다.
Zaugg Remy, Herzog & De Meuron, Remy zaugg/Herzog & De Meuron, Cantz, 1997
Zaugg Remy, Architecture by Herzog & de Meuron Wall Painting by Remy Zaugg A Work for
Roche Basel, Birkhäuser Architecture, 2001 참조
127) 1998년 ‘나의 꿈의 미술관‘이란 타이틀로 Kunsthall Basel에서의 강연이 많은 미술가들의 호응
을 받아 다음해에 ’‘나의 꿈의 미술관 사람과 작품의 장소’ Das Kunstmuseum, das ich mir
erträume, oder der ort des Wekes und des Menschen이란 이름으로 출판됐다. 이 책은 어떤
이론에 근거 한다고 하기 보다는 오랜 경험을 통한 그의 감각에 의지한다. 책의 제목 “Das
Kunstmuseum, Das ich mich ertraume”는 “ The Museum of my dreams“ 곧 ”나의 꿈의 미술
관“이 암시하듯 다소 낭만적이고 감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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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건축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앞서 다룬 건축사가들의 전시공간에 대한 논의는 전시동선과 자유공간
의 이분법적 분류 중심이었다. 건축사가들의 논의는 전시라는 행위보다는
객관화된 공간분석에 그치고 있었다. 이와 대비하여 레미 차우크는 기존
의 전시 공간 대부분이 ‘동선의 공간’이며 이를 탈피하는 ‘머무르는 장소
의 공간으로 독립되고 소통하는 장소’ 개념의 전시장 논의를 만들어 내어
장소중심의 전시장 이론을 개척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앞서 논의한 전시
장소의 개념과 유사성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화이트 큐브적인 상세에서 시
작한 전시의 장소, 작업장적 볼륨의 전시공간과 관람자의 소통의 장소 및
공간 물리적 특징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의 관점에서 앞선 논의
를 포괄하고 있다. 또한 그의 논의는 1990년대 이후의 현대미술을 대상으
로 전시공간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다른 이론보다 가장 현대미술과의 연속
선상에서 논의 할 수 있다.

3.4.1. 작품과 관람자의 장소
레미 차우크의 미술관의 전제는 “작품과 인간을 위한 공간”이다.128) 그
는 작품과 관람자 그리고 전시의 장소에 대한 근원적인 목표를 그들 간의
소통으로 재정립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관람자와 작품 감상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작품 감상이라는 정성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식의 습득에
가까운 정량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객관화되고 효율적인 동선의 공간으로
128) 레미 차우크 ‘나의 꿈의 전시장, 사람과 작품의 장소’는 작품 werk 와 인간 menschen 그리고
장소 Der Ort 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전시의 근원적인 물음에서 시작한다. 용어에 있어서도
선입견없는 용어를 사용한다. 관람자라는 용어 대신에 사람 mensch, 주체 Subjekt, 지각하는자
Wahrnehmende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관람이란 용어대신 상호관계, 작품에 대해 말하는 장소, 몰두 Auseinandersetzung 마주침
Begegnung, 대립 gegenüber, 담화 aussprache 등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여 사람이 작품을 감상
하는 관람의 행위를 근원적인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미술관 전시장도 전시장이란
용어대신에 ‘인간과 작품의 장소’ Der Ort des Werkes und des Menschen 등으로 표현했다. 이
러한 관점은 건축에서 MA Laugier 의 원시오두막이나 Le Corbusier 원시인 primitive man 혹은
Louis Kahn의 기원에 관한 논의와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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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관리중심의 공공미술관에 반대한다. 대신에 이 논의는 장소와 소
통중심의 미술관으로 변화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앞서 논의한 화이트
큐브, 작업장 혹은 장소 특정적 모델이 정성적인 전시공간을 보다 추상적
이고 관념적으로 비건축가에 의하여 논의하고 있는 반면 레미 차우크는
건축적이고 구체적인 반론과 전시 관념을 통합하고 있다.
작품과 인간, 인간과 작품 이 양측은 확정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답해야
하는 것은 인간과 마주치는 장소의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다......
비밀리에 그들은 그들이 머무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에 관해 꿈꾸는데
말하자면 작품의 입장에선 자신을 지각하고 싶게 하고 자신에 집중하고 싶게 하
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입장에선 작품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한 장소
에 관해 꿈꾸는 것이다.129)

다소 난해하고 시적인 표현 속에서 레미 차우크가 소통의 공간을 위해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닫힌 공간’이다. 인간이 작품에게로 열리기 위해
서는 주변 맥락과 단절되고 집중된 공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
은 20년 전 오 도허티가 전개한 ‘화이트큐브’논의와 유사하고 장소라는
작업장 모델의 전통과도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차이는 전시
의 장소인 닫힌 공간은 동선과 구별되고 관람자가 머무르고 싶은 집중적
인 장소이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공간적 이미지가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열린 장소는 공간의 탐색을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혹은 방황하기 위해
그리고 경우에 따라 혹은 우연히 작품에 집중하기 위해 자기만의 시간을 사용하
게 되는 반면, 닫힌 장소에서 자기만의 시간은 이와 반대로 이런 장소와 더불어
작품과 지각에 의한 집중을 위해 남겨두게 된다. 작품에의 집중은 시간을 요한다.
이런 집중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시간의 확보를 강요받는다. 그러나 집중의 장
소는 대개 이런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닫힌 장소는 세계로부터 떠들썩함, 소음,
그리고 산만함, 분주함과 혼란을 일시적으로 제거한다. 장소는 그렇게 세계의 외
적 강제로부터 시간을 해방하며 그 시간을 고립시키고 시간을 작품과 지각하는
자의 마음가는 데로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 장소는 시간을 창조한다.
그는 지각하는 자가 작품에 마주서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시간을 보존한다.130)
129) Rémy Zaugg, Das Kunstmuseum, Das ich mir ertraume oder Der Ort des Werkes und des
Menschen, 1998 p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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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에 대한 논의를 닫힌 공간에서 시작하는 것은 전시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축에서 소통의 공간은 열
리는 공간으로 계획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레미 차우크의 소통을
위하여 닫힌 공간이라 함은 전시라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전시를 고려 없이는 모순된 공간이다. 이와 같이 전시에 대한 리얼리티가
있고 없음에 따라 미술관의 논의의 입장이 달랐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53] Rémy Zaugg 작품사례 About [그림 3-54] Rémy Zaugg 작품사례 Installation shot,
Death II 7, 1998-2002/05, autolacquer on Galerie Nordenhake, 2005.
aluminium, 4 parts, 126.0 x 375.2 x 3.3 cm (출처 : Galerie Nordenhake 홈페이지)
(출처 : Galerie Nordenhake 홈페이지)

[그림 3-55] Rémy Zaugg 전시 큐레이팅 사례
[그림 3-56] Rémy Zaugg 건축작업 Herzog & de
Herzog & de Meuron 건축 전시 Georges
Meuron 과 협업 Roche 사옥
(출처 : work for Roche, Basel)
Pompidou, 1995
(출처 : Remy Zaugg, a monograph)

미술관 건축사례로 보면 미술관 설계에 있어서 건축가들의 관심은 전시
장을 열고 연결하며 개방하는데 더 관심이 있어 왔다. 고전 미술관에서
현대미술관으로 넘어오는 많은 과도기적 미술관들은 닫힌 공간을 만들기
130) Rémy Zaugg, op.cit, p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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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어떻게 개방적으로 열어줄 것인가를 동선의 구성과 함께 중요하게
고려해왔다. 요셉 올브리히Joseph Olbrich는 제제션Secession관을 위한
리노베이션 설계에서 다음 전시장을 미리 보여주는 열린 전시장 구성을
제시하여 루이 칸과 많은 현대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프랭크 로
이드 라이트는 뉴욕 구겐하임은 중앙에 큰 로툰다를 중심으로 전시동선을
구성한 열린 공간 시스템을 제안하여 현대미술관의 새로운 형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은 이미 2장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와 같은 전시의 집중과 열림은 결과적으로 미술관에 있어서 미술작품
의 집중성과 공공성의 문제로 가장 중요한 미술관 설계의 이중적인 이슈
이며 미술가와 건축가 사이에 중요한 대립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57]
Joseph
Olbrich [그림 3-58] Joseph Olbrich Secession관의 상호관입하는 전시
Secession관의 상호관입하는 전시공 공간 Ⅱ
(출처 : Marco Pogacnik 제공)
간 Ⅰ
(출처 : Architektur in Wien 1850
bis 1930: Historismus - Jugendstil
- Sachlichkeit (German Edition))

두 번째 레미 차우크가 구체화한 것은 단순한 백색의 수직 벽이다. 그
러나 백색의 벽은 화이트큐브가 작품을 신성화하기 위해 과장된 백색임에
반해 레미 차우크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작품의 배경이 되는 기하학을 제
시했다. 벽이 백색이어야 하는 이유와 함께 벽체는 수직이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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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과 벽은 직각이어야 하는 이유 등 전시장은 작품에 방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인간의 수직성과 일치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레미 차우
크의 논의는 화이트 큐브에 대한 논의를 포괄한다. 작품을 위한 배경이
되기 위하여 탈맥락화 하는 것으로 백색의 멸균된 공간보다는 인간의 본
성에 의해 배경이 되는 공간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자연스러운 콘크
리트 바닥이나 수직적인 기둥이나 기타 본성적으로 존재하는 디테일들은
크게 작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경이 되는 요소로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59] Aarau, Aargauer Kunsthaus 평면
(출처 : El Croquis vol.150)

[그림
3-60]
Aarau,
Kunsthaus 내부
(출처 : El Croquis vol.150)

Aargauer

이와 같은 추론이 가능한 이유는 레미 차우크의 설명이 보다 건축적이
고 형상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실제로 그가 헤르조크와 함께 미술관 작
업에 참여한 Aargauer Kunsthaus의 전시장에서도 자연스러운 배경으로
의 전시장 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도 역시 최종 결과물은 결국 화이트
큐브적인 탈맥락화한 공간이나 멸균된 공간이나 신성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전시장의 구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작품에 방해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형태인 직각의 형태를 강
조하며 전시물에 집중하기 위한 배경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전시장의
화이트 큐브적 요소를 강조했다. 따라서 레미 차우크의 화이트 큐브는 보
다 자연스런 인간 본성에 근거한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 있는 건축물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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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것으로 작업장 모델의 자연스러움과 같은 맥락에 있다.
벽은 수직이어야 한다. 유일하게 수직적인 벽은 똑바로 시선을 주는 인간의 수
직성과 일치한다. 수직 안에서 그림은 정면의 시선을 받고 시선에게 전시된다. 이
벽이 작품과 함께 움직이지 않고 침묵하며 뒤섞여 있다는 것은 작품에 관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직은 작품과의 관계에서 정면적인 성격을 갖는다. 직각으로
잘리고 수평적인 바닥과 반대로 형성하는 수직적이고 평평한 벽들은 정면적인 시
선과 함께 수직적이고 움직이는 인간의 직접적인 지각적 관계를 따른다. 작품과
인간에 관한 장소의 건축양식은 직각의 지각적인 구조로부터 파생된다.131)

레미 차우크의 논의를 통해 추론 할 수 있는 것은 화이트 큐브의 백색
은 백색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각과 인지와 관련된 것
으로 전시장은 작품의 배경이 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오도허티의 저술에 따라 바닥, 벽, 천장을 모두 완벽한 백색의
큐브로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화이트 큐브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지각의
본성에 따라 뉴욕의 화랑들은 자연스럽게 콘크리트 바닥이나 기둥 창호들
을 조절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연스런 배경으로의 화이트 큐브는 레미 차우크가 빛에 관
한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브라이언 오 도허티의 무균질한 공간은
빛도 자연스런 빛보다는 일률적이고 외부와 차단되며 조절 가능한 인공광
이 기준이었다. 그러나 레미 차우크는 빛에 대하여 국부조명을 부정하고
확산하는 빛과 함께 인간의 지각적 관점에서 조율된 자연광을 선호했다.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고 예상할 수 없는 자연의 빛은 조명기술자가 협의하고
계획할 일을 남겨 두는 천창의 유리를 통해 균형성을 얻는다.”“자연광에 비해 인공
적인 빛은 불변한다. 그러나 역시 척박한(steril) 인상을 줄 수 있다.”“어쩌면 빛의
무균성과 인위성은 장소가 원했던 외관에 역행할지도 모른다. 즉 지각에 의한 마주
침의 도구를 위해서 장소는 기이 진부한 명백함으로부터 존재할지도 모르고 비록
그 장소가 철저하게 계산되고 미리 고려되었을지라도 임의적으로 보일지도 모른
다.”132)

131) Rémy Zaugg, op.cit,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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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차우크 모델이 전시의 장소를 강조하지만 장소에 영향을 받는 장소
특정적 모델과 반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는 스위스와 중부유럽의
미술관들이 그렇듯 전시장은 중성적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레미 차우크는
직각이 아닌 벽체의 형상과 작품과의 관계를 표현한 다이어그램을 통해
벽의 형상과 작품이 서로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러한
경우는 전시장의 컨텍스트를 작가가 미리 고려하여 작품과의 관계를 고려
하지 않으면 전시에 성공하기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견해가
화이트큐브적인 모델과 장소 특정적 모델의 차이이다. 그 장소 특정적 형
상을 작품에 반영하고 전시장과 작품이 공명을 이루기 위하여 결합되느냐
혹은 작품의 배경이 되기 위한 중성적 형상을 중심으로 하는가의 관점이
다.

[그림 3-61] Rémy Zaugg 다이어그램 작품과 전
시장 형상의 관계들
(출처 : Rémy Zaugg, Das Kunstmuseum)

관람자의 지각과 인지에서 출발하여 구체적인 건축에까지 이르는 레미
차우크의 논의는 그동안 전시공간을 객관화하고 데이타화 한 건축계획에
도 중요한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레미 차우크가 전개한 ‘나의

132) Rémy Zaugg, op.cit, p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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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미술관’에서 밝힌 전시장에 대한 논의는 전시공간에 정성적으로 접
근하여 관람자의 의식 속에서 집중의 대상이 되고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전시장의 관념에까지 이르게 된다.
레미 차우크의 전시장에 대한 접근은 실제의 물리적 전시 공간의 개념
과 충돌한다. 그 충돌은 첫 번째로, 미술관에서의 감상 행위자 및 그 공간
의 수와 관계되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미술관에서는 복수의 관람자가
복수의 작품을 관람하게 된다. 그러나 레미 차우크에게 있어서는 한 관람
자가 작품에 집중하는 단일한 장소가 하나의 관람 행위가 일어나는 하나
의 장소가 되며, 그 단위의 합이 미술관이 된다. 즉 레미 차우크의 논의의
대상이 되는 전시 공간은 다양한 전시가 하나의 공간에 이루어져 여러 관
람자가 동시에 관람 행위를 하게 되는 개방적 공간이 아니라 한 관람자의
하나의 관람 행위의 각 공간과 관람자들의 각 공간들이 모여져 총합적으
로 이루어지는 미술관 공간이 된다. 한 전시공간이 하나의 작품을 전시하
고 감상한다는 개념은 하나의 작품을 의미 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동일한
주제의 전시를 의미한다는 관점에서 주제중심의 작업장 모형에 더 가깝다
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공적인 장소와 사적인 경험의 충돌이다. 작품과 관람자 사이
의 집중이라는 행위는 사적인 경험이지만 미술관의 물리적 공간은 공적인
장소이다. 하나의 작품에 대한 관람자의 감상은 사적인 행위이나 그 장소
는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것이다. 레미 차우크에게 있어서 관람자의 사
적인 행위가 물리적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집중과
몰두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공공장소가 되어야 한다. 공적인 장소
와 사적인 경험의 분리는 관람자의 참여를 의미한다. 관람자가 공적인 영
역에서 사적인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레미 차우크에 있어서의 전시장은 이와 같이 수많은 작품이 설치되고
이를 감상하는 수많은 관람자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 혹은 주제를
감상하는 한 관람자 공간 각각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전시장
은 공적인 장소이지만 행위는 지극히 사적이고 집중적 감상 행위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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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개념 지어진다. 이는 작품을 동선에 따라 배열한
미술관의 전제에서는 쉽게 떠오르지 않는 공간 개념이다.

[그림 3-62] exhibition view at Centre PasquArt, Biel [그림 3-63] Biel 전시 벽에 걸린 회화
“Look, I am blind. Look”
(Switzerland), 14 April 2012
(출처 http://www.we-find-wildness.com)
(출처 http://www.we-find-wildness.com)

뿐만아니라 레미 차우크의 논지의 흥미로운 점은 작가와 큐레이터로서
의 레미 차우크 작업과의 비교에서 찾을 수 있다. 레미 차우크는 2차원
회화적 작가이지만 한 장의 그림이 독자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에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즉 큐레이팅의 통해
공간 안에서의 배열 그리고 관람자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따라
서 그의 작업은 브라이언 오 도허티와 다르게 미술 작품의 ‘현대 미술적’
감상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레미 차우크의 논의는 회화적 공간보다는 공간적 설치 작품이나 퍼포먼
스 등 현대적인 미술 작품과 이에 따라 강조되는 ‘환경적 공간‘이나 ‘관계
적 공간‘의 전시와 더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레미 차
우크의 전시장 논의는 화이트 큐브적 이라기보다는 작업장적 성격의 공간
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작업장적 성격은 입구와 전시공
간의 분배에 대한 논의에서 더욱 구체적이다. 레미 차우크는 집중형 전시
장을 제안한 후 입구의 중요성을 전시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서술한다. 적
절한 입구를 찾는 논의를 통하여 전시장이라는 하나의 공간과 장소개념을
구체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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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 Rémy Zaugg 다이어그램 전시장과 입구의 관계들
(출처 : Rémy Zaugg, Das Kunstmuseum)

3.4.2. 전시장소와 전시동선의 분리
레미차우크 논의의 핵심은 전시동선과 전시장소의 분리이다. 그는 연속
순로 동선의 전시장 다이어그램을 통해 연속순로 모델은 작품의 감상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동선영역이고자 하나 이 두 가지 모두에 적합하지 않
음을 강조했다. 연속순로 모델은 이상적으로 작품의 감상과 동선의 공간
을 함께 해결해줄 것 같지만 실제 작품의 감상의 관점에서는 앞의 전시장
에서의 작품 감상이 현재의 작품과 간섭이 일어나서 작품에 집중할 수 없
다는 요지이다.

[그림 3-65] Rémy Zaugg 다이어그램 연속순로 모델
(출처 : Rémy Zaugg, Das Kunst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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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으로 이어진 각각의 홀은 두 개의 입구를 갖는다. 사람들이 들어오는 하나
와 사람들이 나가는 다른 하나 혹은 그 반대일수도 있다. 각각의 홀은 역시 상이
하고 대립적인 기능들을 갖는다. 한편으로 홀은 지가적 장소들의 창조를 가능하게
만들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두개의 홀들 사이를 연결하는데 사용된다. 각각의 홀
은 다른 홀의 입구(vestibule)이다.133)

연속순로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과 함께 그는 전시장이 지나가는 길의
부분이 아니라 작품을 감상하기 위하여 의지적으로 머무르는 장소인 전시
장을 제안한다. 그는 [그림3-66]의 입구길 Erschliesseungswege

134)과

전시의 장소를 구별하고 전시의 장소는 통과되는 동선 없이 집중되고 밀
폐된 장소가 되도록 제시했다.
이 다이어그램은 기존 미술관에 대한 개념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
다. 우선 동선과 전시를 겸하여 이루어지는 연속 순로형 모델과 차이가
있고 또한 프리플랜으로 대표되는 자유로운 전시 공간개념과도 다르다.
그의 제안은 가변적인 공간도 아니고 동선도 아닌 마치 극장과 같이 머무
르는 집중의 공간이다. [그림3-66]

[그림 3-66] Rémy Zaugg 다이어그램 전시장의 장소와
동선의 분리
(출처 : Rémy Zaugg, Das Kunstmuseum)

133) Rémy Zaugg, op.cit,
134) Erschliesseungswege 독일어로 건물에서 개별적인 공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치는 출입통로구
역 영어의 opening way

- 133 -

제 3장 전시공간의 장소적 제 개념

이와 같은 제안의 역사적 의미는 결국 하나의 작품을 전체 미술사라는
혼돈과 복잡함 가운데에서 분리시켜 관람자가 신속하게 이동하는 다른 군
중들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관람자와 미술 작품이 같은 시공간 속에서 상
호 현실적인 상태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135)
레미 차우크의 1985년 저서를 인용하면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작품과
관람자는 “실체적 존재감”을 경험할 수 있다.136) 이 장소는 동선과 분리
됨으로써 더 집중적이고, 입구길에서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전시장
안과 밖의 구별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즉 브라이언 오 도허티가 ‘노
크’라고 표현했던 새로운 작품의 세계로 진입하는 입구가 되는 것이다.
레미 차우크는 작품과 사람이라는 대비적 관점에서 미술관 공간을 논하
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미술관에 있어서 박물관의 방식에서 기인하
는 연속순로 형식의 배열을 반대하고 하나의 전시설치 단위들이 개별적이
고 단속적으로 전시되는, 즉 앞과 뒤의 전시내용에 감상 중인 작품이 영
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전시방식을 제안했다.
레미 차우크가 비판하는 이 연속 순로적 모델은 제2장에서의 미술관의
역사에서 다룬 바와 같이 세계를 시간적인 선형성에 의해 규칙화시켜 역
사를 단순화 했던 19세기 계몽주의적이고 진보주의적인 공간과 시간 인
식의 생산물137)에 대한 반대이다. 이와 같은 레미 차우크의 제안은 작품
중심의 방식에서 관람자 중심의 개별적 방식으로의 변화이며, 전시장이
중성적 성격의 ‘통로’에서 고유성을 간직한 독립의 장소로 변화함을 의미
한다.

135) Gerhard Mack, Remy Zaugg: a monograph, Mudam Luxembourg, 2006 pp.187
136) Gerhard Mack, Remy Zaugg. lbid
137) 계몽주의 와 진보주의적인 세계관과 전시장 배열에 대해서는 김형숙, 『미술, 전시, 미술관』,
예경,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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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7] Staatsgalerie Stuttgart. James Frazer Starling [그림 3-68] 전시실 통로 (19세기 모델)
(출처 : Marco Pogacnik 제공)
설계
(출처 : 건축계획)

전시의 관점에서의 이와 같은 모델의 차이는 미술관 건축에서는 중요하
게 다뤄지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특히 건축가와 큐레이터간의 소통이 적
은 경우 쉽게 발생하곤 했다. 예를 들어 포스트모던 미술관의 시작을 알
리는 대표적 미술관인 슈투트가르트 Neue Staatsgalerie은 미술관이라기
보다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센터의 견지에서 계획하였다138)는 건축가 제임
스 스털링의 주장은 새로운 관점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에 따라 뮤
지엄샾이나 식당 등 부대시설의 위치 등 구성을 관람자 중심으로 변하는
데 기여 했다.
그러나 이 미술관의 전시장의 배열에 있어서는 기능적인 문제가 존재함
을 발견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 건축의 형상적인 재현 방식은 전시장에도
미치고 있다. 현대미술관인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이 건축적으로 외형에 고
전적 장치를 담는 것은 이해되지만 전시장 구성에 있어서도 현대미술 전
시에 적합하지 않은 19세기 모델의 전시장 모형을 적용했다. 따라서 슈투
트가르트 미술관의 전시장은 동시대의 현대 미술 작품을 성공적으로 담을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현대미술의 경향에 대한 이해보다
해당 시기의 건축적 사상이 앞서서 계획된 결과로 사려 된다.

138) Paul von Naredi-Rainer, Museum Buildings (Design Manuals), Birkhäuser Architecture,
2000, pp.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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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탈 연속순로형 배열의 초안

레미 차우크는 ‘나의 꿈의 미술관’의 마지막 부분에서 미술관의 전시장
배열의 모델로 [그림3-69]과, 형태와 기능이 분화된 다이어그램 형태인
[그림3-70]와 같은 전시장 배열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들에서 각각의 전
시장은 서로 동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으며 독
립적이고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각각의 개성적인 전시장들은 각각
다양한 서로 다른 예술 경향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 다이어그램들은 단순히 전시장만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장을
묶어주는 미술관 전체를 논의했다는 관점에서 더욱 건축적인 접근이다.
이 과정에서 레미 차우크는 [그림3-69]의 미술관에서 전시장들을 묶어
주는 전체 미술관의 외피를 설정했지만 전시장과 외피 사이의 공간에 대
하여는 본인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다. [그림3-69]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시도 끝에 다시 [그림3-70]으로 돌아가고 [그림3-70]와 같은 원형의 다
이어그램으로 설명한다.

[그림 3-69] Rémy Zaugg 미술관 다이어그램 I
(출처 : Rémy Zaugg, Das Kunstmuseum)

[그림 3-70] Rémy Zaugg 미술관 다이어그램
II
(출처 : Rémy Zaugg, Das Kunstmuseum)

[그림 3-69]
각각 홀은 분류와 순서에 예속되지 않고 그 자체로 서 있다. 각각의 홀은 자율
적이고 그 자율성은 인간의 자율성과 일치한다. 홀들의 우연에 의해 결정된 분산
은 병렬 배치에서 이루어지는 작품의 끔찍하기까지 한 연대순의 프레젠테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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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게 한다... 제한적인 질서나 구분 등이 없이 분산적으로 흩어진 영역에
대한 이러한 건축학은 인간이 작품과 직접적이고 예상치 못한 놀라운 만남의 자
유를 가르쳐 준다. 인간은 산발적으로 흩어진 작품과 만난다. 작품들은 세계의 여
러 사물들과 마찬가지로 그 작품들의 있는 그대로의 단순한 현존 안에서 제공된
다. 각각의 작품은 그 자체로 거기 존재한다.
[그림3-70]
각각의 건축학적 통일체는 대략 5~7개의 홀들을 에워싼다. 이는 인간의 수용
능력을 고려한 것이다. 각각의 통일체는 그 자체로 스스로 안으로 닫혀져 있다.
건축학적으로 부각된 각각의 통일체는 인간과 작품 사이에 지각적인 담화에는 사
용되지 않는 통로나 이외의 다른 장소들로부터 구분된다. 입구에서부터 관람자는
각각의 통일체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 역시 하나의 통일체에서 다른 통일체로,
통일체 공간 이외의 다른 공간으로부터 사람들이 주로 작품과 간격을 두게 되고
사람들이 앉아 있고 곰곰이 생각하고 한가로이 걷고 이야기 하거나 혹은 풍경을
관찰할 수 있고 물론 출구로 가는 길이기도 한 모든 그 외의 장소로 이끄는 모든
다른 접근들도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139)

레미 차우크는 자신의 생각을 다이어그램화 하고 미술관으로 설명했지
만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았다. 특히 [그림3-69]에
서 각각의 전시장들과 전체를 묶어주는 미술관의 외피와의 사이 공간을
계속적으로 고민하다가 다른 대안이 없어 결국 그 다이어그램을 마무리하
고 이를 조금 더 추상화한 다이어그램 [그림3-70]으로 발전시킨다. [그
림3-70]의 다이어그램과 앞의 다이어그램과의 차이는 몇 개의 전시장을
묶어 복수의 전시장의 흐름을 하나의 군도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시장 외피의 진입 방식에 정문과 함께 카페테리아 그리고 정원등을 추
가하여 다양한 진입 방식을 제안했다.
이 다이어그램 모델은 4장에서 논의할 건축가들에 의한 구체적인 현대
미술관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다만 레미 차우크가 해결하지 못했던 사
이 공간을 현대 건축가들이 각각의 건축적 취향과 프로그램 상황에 따라
새로운 제안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 근본적인 원리는 레미 차우

139) Rémy Zaugg, op.cit pp.8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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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의 [그림3-69][그림3-70]의 다이어그램에 있는 것이다.

레미 차우크

는,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했으나, 몇 개의 전시장을 묶어 주어
하나의 군도가 되는 [그림3-70]상의 원형의 전체는 관람자의 계속적 방
황을 줄여 주는 건축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그림3-70]의 다이어그램은 미술관 외피에 대한 새로운 개념도
보여주고 있다. 레미 차우크의 미술관 외피는 카페테리아, 마당 및 조경
등의 기능과 함께 미술관 입구가 중첩되어 참여적이고 다 기능적인 미술
관의 구성을 예시하고 있다. 이 개념은 보다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미술관
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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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3.5 소 결
3장에서는 관람자의 작품과 관계와 소통에 따른 전시의 공간에 대한 담
론을 화이트 큐브, 작업장, 장소 특정적 장소와 레미 차우크 논의의

4가

지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근대에서 부터 발전하여 현재에도 유효한 화이트 큐브적 장소는 관람자
의 시각을 통해 시작된 논의이며 관람자와의 소통을 위해 미술관 공간을
외부와 단절하여 탈맥락화하는, 집중적이고 머무르는 감상의 장소이다. 이
렇게 함으로써 그 장소의 맥락은 다시 작품에 재맥락화 하여 예술제도로
발전했다. 즉 작품과 관람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배경의 전시장에 대
한 논의가 다시 작품의 맥락이 되어 예술을 재정의 하는 시작이 되었다.
공간이 작품에 영향을 주는 시작이었다.
작업장 모델은 관람자가 부각되면서 작가와 관람자의 소통의 관점에서
부상한 모델이다. 근대 이전 미술에서도 하나의 주제로 전시공간을 구성
하면서 작업장의 특징이 전시장에 반영되었으며 현대 미술에 있어서는 작
가의 작업 프로세스와 관람자의 참여의 관점에서 작업장 모델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시 장소는 전시동선과 분리된 보다
집중되고 작품에 참여적인 장소로 변해가고 있다.
장소 특정적 전시장 모델의 특징은 전시의 장소가 먼저 있고 그곳의 맥
락에 적합한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으로서 그 이전시대의 일반적인 예술
창작과 전시의 프로세스와는 정반대의 과정으로 변화했다. 이는 작가가
주어진 장소와 일체화하는 작품을 만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장소와 작품이
화학적 결합을 하는 과정 즉 장소가 작품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예
술을 정의하게 되고 장소의 사용법 혹은 프로그램의 일시적으로 창조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작품을 대형화하여 작품과 건축의 역할의 중첩을 초
래했다.
여기서 발견한 이 세 가지 전시공간의 특징들은 모두 ‘장소’를 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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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러한 관점을 레미 차우크의 전시장에서는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
다. 특히 레미 차우크의 논의는 미술관 건축계획에서 논했던 수동적인 흐
름인 동선의 중요성보다는 관람자가 능동적으로 경험하는 전시의 장소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장소 자체가 작품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작가의 관점에서는 전시장이 재맥락화하여 작품을 재정의해 주게 된다.
즉 작품의 제작방식이 전시할 장소가 먼저 있고 이에 근거한 작품을 제작
해야하는 방식으로 변해감에 따라 전시 장소는 이미 제작된 회화 등 전형
적 예술 형식을 전시하기 위한 선형의 전시장이 아니라, 전시 장소를 위
하여 새로이 작품 제작이 요구되는 볼륨형 전시장으로 변하며, 그 볼륨의
전시장에서는 그 볼륨을 근거로 작업해야하는 장소가 먼저 있는 장소 특
정적 전시(어색표현)의 성격이 포함된다. 화이트큐브를 포함한 전시장 자
체가 장소 특정적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제도적 미술관 전체에도 영
향을 주게 된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생산하는 과정은 건축가가 주변의 환경적 맥락
을 고려하여 건축을 계획하는 작업 과정과 비슷하다. 또한 작품에 있어
관람자의 참여는 결국 공간을 차지하는 설치 작품에 건축 공간과 같은 기
능을 부여하고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작품은 그 기능으로써 관
람자의 참여를 요구한다. 이를 강제적으로 분리하자면 건축과 작품의 일
체화는 건축가는 볼륨의 공간과 인프라를 제공하고 작가가 이 공간의 사
용법을 완성하는 것으로 건축과 작품은 보다 밀접하게 관계된 협업을 필
요로 한다. 4장에서 논의할 볼륨과 군도의 미술관들은 전시를 위한 장소
적 성격에 기반하고 있으며 기존 미술관의 관리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전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배려되는 군도형 미술관이 출현하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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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군도형으로 독립과 배열되는 전시장
미술관 건축을 대상으로 전시장소와 전시동선이 분리되어 전시장은 관
람자가 머무르는 집중이고 독립적인 장소로 구성되며 각 전시장간의 연속
적인 흐름이 단절되는 배열을 갖는 미술관을 군도형 미술관140)이라 정의
한다. 제4장에서는 군도형 미술관의 전시장 특성과 함께 건축적 특성을
분석한다. 군도는 영어 Archipelagos의 번역으로 연속적인 일련의 섬을
뜻하는 단어이다. 군도형 미술관은 각각 독립적이며 집중적인 전시장들이
마치 일련의 섬처럼 별개로 작동할 수도 있고 묶음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는 은유적 표현이다.
3장에서는 관람자가 부각되면서 나타난 전시공간의 개념을 3가지 관점
에서 분석하였다. 건축적인 관점에서 이 전시공간의 개념들은 결국 전시
장소를 전시동선과 분리시키고 관람자가 머무르는 집중적인 전시장으로
변화 되었다. 또한 각각의 집중적인 전시장들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전
140) 군도형 Archipelagos 표현은 직접적인 연관이 부족한 근현대의 미술 경향을 표현하기 위하여
몇몇 미술가들에 의해 사용된 용어이다. 작가 하임 스타인 바흐 Haim Steinbach가 미술 경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 시대를 다도해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기 다른 섬에서 각기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요. 이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는 해도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언급은 1980년대 미술에 대한 언급이지만 미술사학자 진 로버트슨은 현대의 미술에도 계속 적용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았다
Haim Steinbach,“Haim Steinbach Talks to Tim Griffin.” interview by Tim Griffin , Artforun, April
2003 p.230, Jean Robertson, Craig Mcdaniel, Themes of Contemporary Art: Visual Art after
1980 『테마 현대미술 노트』, 문혜진 역, 두성북스, 2009 재인용 pp.40
군도형 배열의 기원으로 중요하게 다룬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의 전시장 경험에 대하여도 섬들의
경험이란 표현이 미술인들 사이에서는 쉽게 회자되고 있는 표현이다. 우리나라 이순옥 작가는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의 관람 경험에 있어서 군도형을 인용하고 있다.
“숲속 깊숙이 숨겨진 뮤즈를 따라 찾아가듯 섬에 산재해 있는 건축물들을 찾아가는 길은 마치
섬에서 또 사든 섬을 찾아 떠나는 순례 같다. 건물의 절제된 안과 숲의 품부하게 넘쳐흐른 밖의
이미지는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교감되고 있고 스스로에게 담당하고 꾸밈없이 마음껏 열
려있다.”
성문출판사 편집부, 『Museums of the world 세계의 미술관을 찾아서』, 현대미술관회출판부, 1998,
p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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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간의 연결이 끊어진 채 미술관 안에 무작위로 배열되는 레미 차우크
Rémy Zaugg 의 다이어그램까지 앞서 분석하였다. 레미 차우크의 다이어그
램과 같은 구성을 군도형 미술관의 초안이라 할 수 있다. 미술가인 레미 차우
크는 군도형 미술관의 다이어그램을 제안했지만 미술관 건축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비전문가인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많은 건축가들의 미술관 작업에서 그의 논의와 비슷한
군도형 미술관이 실현되고 있었다. 4장에서는 근현대미술관에서 군도형으로
구성된 미술관들의 전시기획의 특징과 건축적인 특징을 분석하여 군도형 미
술관에서의 전시특징의 변화와 건축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특징을 규명한다.
군도형 미술관 건축사례는 현대 설치미술을 위한 작업장 모델인 기획전
시 중심의 현대미술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벽면전시를 중심으로 하는 화
이트 큐브 모델의 근대 회화를 위한 전시장에서도 발견되고 기획전시가
아닌 상설전시장의 배열에 있어서도 발견할 수 있다. 4장에서는 이러한
사례의 비교와 진화과정을 통해 레미 차우크의 다이어그램과의 상관관계
를 밝히고 군도형 미술관 간의 고유한 전통 및 차이점을 다루고 군도형
전시장에서 나타나는 전시특성을 분석한다.

4.1. 형식 미술 전시장의 군도화
군도형 미술관의 구성은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업장 모델과 직접
적인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설치와 퍼포먼스 중심의 현대 미
술을 위한 미술관이 미술 프로그램과 건축형식이 일치하는 군도형 배열의
미술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작업장 모델과 상관없이 미술관
건축에 있어서 전통적인 작품의 전시공간으로 군도형 미술관 사례를 중부
유럽의 미술관에서 찾아 볼 수 있어 군도형 미술관의 고유한 기원은 중부
유럽이라 할 수 있다.
군도형 미술관 형식의 최초 모형은 1992년 개관한 키르히너 Kircher
Museum 의 표현주의 회화작품의 상설전시를 위한 키르히너 미술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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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콜롬바 미술관과 같은 설치미술과 전혀 상관없는 고전적인 작품 중
심의 전시공간에서도 발견된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형식의 미술관 사례의 프로그램과 건축공간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군도형 형식이 한편으로는 현대 설치미술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변화이지만 동시에 미술관 건축에서 고유하게 계
승되어 온 형식임을 밝히고자 한다.

4.1.1 빛과 엔지니어링에 따른 화이트 큐브의 군도화
안네트 지공 Annette Gigon 과 마이크 가이어 Mike Guyer가 설계한
크리히너 Kirchner미술관은 렌조 피아노 Renzo Piano가 계획한 바이엘
러 Beyeler 미술관의 비교를 통하여 군도형 미술관의 진화과정과 특징
즉 군도형과 연속 순로형 전시장 배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미술관은 1990년대 비슷한 시기에 모두 스위스에서 준공되었을 뿐만 아
니라 미술관 소장품 가운데 유화 중심의 근대 회화가 많다는 점에서도 유
사하다. 그러나 건축가의 상이한 설계적 접근의 결과로 각각의 미술관은
흥미롭게 완성되었다. 바이엘러 미술관이 신고전주의 미술관들과 이를 계
승한 루이스 칸 Louis Kahn 의 킴벨 미술관 Kimbell Art Museum 의 전
통을 따라 전통적인 연속순로의 공간구조의 모습을 하고 있음에 반해, 키
르히너 미술관은 4개의 방으로 되어 있는 독립된 전시장을 갖는다. 키르
히너 미술관은 군도형 미술관 형태로서 최초의 미술관이다.
① 키르히너 미술관 Kirchner Museum, Davos
군도형 전시장 배열의 가장 앞선 사례는 안네트 지공과 마이크 가이어
가 설계한 키르히너 미술관이다. 1992년 준공된 키르히너 미술관은 지상
1층, 지하1층 규모로 키르히너 재단이 소유한 에른스트 루드비히 키르히
너 Ernst Ludwig Kirchner의 작품 1,400여 점(드로잉, 그래픽 작품, 직
물, 회화, 조각, 스케치북 등 다양한 작품과 800점의 사진, 문서를 수집하
여 전시표현주의 회화작품과 기타 소장품)을 전시하기 위하여 마련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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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사설 미술관으로, 스위스의 알프스 산악지역인 다보스 Davos 에 위치
하고 있다.

[그림 4-1] Kircher museum 지상층 평면
(출처 : A Design manual Museum buildins)

[그림 4-2] Kircher museum 군도형 외관
(출처 : 저자 촬영)

[그림 4-3] Kircher museum의 전시장과 홀 천장 [그림 4-4] Kircher museum의 집중형 전시형식
(출처 : El Croquis vol.102)
고 차이
(출처 : El Croquis vol.102)

키르히너 미술관은 지상1층 지하1층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미술관으로
4개의 전시장과 이 전시장들을 연결해주는 공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공용 공간은 4개의 전시장을 연결해주는 다소 넓은 복도의 형태와 유
사하며 입구 로비, 안내 시설, 작은 서점, 휴게 공간이 위치하며 키르히너
의 생애를 설명하는 자료가 벽면에 전시되어 있다. 각 전시장은 간단한
박스형태의 볼륨으로 구성되어 있고 백색 석고보드로 마감되어 있으며 전
면 유리 천장을 통한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자연광이 유입되고 천장고는
4.75m로 높은 편이다. 반면 공용 공간의 천장고는 2.9m로 낮고 천장, 벽
및 바닥은 모두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며 조명은 벽에 걸린 판넬에만
국부조명으로 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이다. 지하1층에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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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실과 기타 미술관 관리시설이 있다.
안네트 지공과 마이크 가이어는 근대 회화를 위한 전시장을 위하여
9.5m의 모듈을 결정하였으나 각 전시장들을 연속으로 연결하지 않고 크
게 4개의 화이트큐브 전시장을 만들고 이들 공간을 묶어주는 공간으로서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로비 복도 및 휴게실을 위치시켰다.[그림
4-3] 외부에서 보면 각 전시장의 입면은 입구 및 중앙 홀에 해당하는 부
분보다 2~3m 높게 올라와 있는데 이 올라온 부분의 사방의 면에 자연광
이 유입되는 측창형 이중천창141)이 설치 되어 있다.[그림 4-3] 결과적으
로 미술관 내부에서 보면 중앙 홀의 천장고가 내부 각 전시장의 천장고보
다 낮은 형태의 구성이 된다.[그림 4-4] 측창형 이중천창의 설치는 겨울
철 휴양지인 다보스의 기후를 고려하여 적설 시에도 충분히 자연광이 유
입되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정적인 자연채광 방식을 개발한 것이
다. 전시장은 사방의 측창으로부터 보다 균질한 자연광을 유입하기 위하
여 4개의 단위로 분리되었고 각 4개의 전시장은 주된 전시장인 3개의 전
시장의 입구의 위치에 따라 동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각각의 전시장
은 공간을 분할하는 벽체 없이 동일한 4.75m 높이의 천장고를 가진 독립
적인 방으로 되어 있다.
[표 4-1] Kircher museum의 전시장 규모

종류

가로x세로

천장고

천창

전시장1

상설

9.5x11.4

4.75

측창형 이중천창

전시장2

상설

9.5x19.8

4.75

측창형 이중천창

전시장3

상설

9.5x19.8

4.75

측창형 이중천창

전시장4

상설

9.5x18.6

4.75

측창형 이중천창

중앙 홀

로비, 휴게실, 뮤지엄샾

기타

조망창

전시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키르히너 미술관의 전시장의 그 형태가 군도
형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다. 이 미술관은 현대미술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표현주의적인 유화작품을 벽면 중심으로 전시하기 위한 전
통적 전시 공간이다. 따라서 모든 전시장의 폭이 9.5미터의 모듈로 구성
141) 민현준, 김광현, 현대미술관의 이중확산형 자연채광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28 n.08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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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것은 벽면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관람하는 적정한 거리를 고려
한 결과이다.
키르히너 미술관에서 전시장들이 동선으로 계속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
되어 직육면체의 박스 형태로 구성되고 군도형으로 배열되는 이유는 동등
한 균질광을 유입하기 위한 엔지니어링적 고려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다보스의 기후적 특성 때문에 측창이라는 다소 어려운 빛의 유입방식을
선택해지만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어오는 각기 다른 자연광을 가능한 동등
하게 분포하기 위하여 키르히너의 전시장은 랜턴과 같은 빛이 사방에서
유입되는 형식의 전시장을 계획하였고 그 결과 전시장이 높고 공용공간이
낮은 군도형 단면 특성을 가진 미술관의 형식이 만들어졌다.
키르히너 미술관의 개개의 전시장의 관점에서는 중앙에 휴게 벤치가 있
고 사방으로 한눈에 그림이 전시된 구성 전시장의 구성은 연속순로의 전
통적 전시장에서도 가능한 전통적인 전시방식이다. 여기서 관람자는 벽면
을 따라 회화작품을 감상하고 혹은 중앙의 벤치에서 작품의 감상과 휴게
가 가능한 구성방식이다. 그러나 주변맥락을 고려하는 현대미술관의 경향
으로 볼 때 주변의 알프스 산악지역의 경관에도 불구하고 전시장에서 외
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전시에 집중하는 전시장 즉 주변과 탈맥락이 된
전시장을 구성했다는 것은 따라 보다 완벽한 화이트큐브 디테일을 가진
전시장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균질한 자연광을 유입시켜 작품
과 관람자에 대등한 빛을 만들었다는 것은 전통적인 화이트 큐브에서는
없던 현대 작업장 모델의 특징이다. 지공과 가이어는 전시장 차제에 있어
서는 작업장 모델의 자연광을 주기기 위하여 군도형으로 전시장을 독립시
켰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전시장과 전시장 사이의 연결은 단절하고 그
사이에 전시장보다 위계가 낮은 공용공간을 배치하고 이 공간에서 주변
경관을 적극적으로 유입시켰다는 의미에서 집중형 전시장과 개방형 부대
시설 공간으로 이원화 하였다는 것은 이후 군도형 미술관이 공유하는 대
표적 특징이다.
건축설계에 있어서 군도형 미술관의 특징은 전시장과 그 외의 공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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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의 단면에서 명확해진다. 전시장의 높이가 공용공간의 높이보다 높고
이원화되어 건축설계에 있어서 전시장의 높이 조절이 공용공간의 높이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면의 특징은 공용 공간
중심으로 전시공간을 동선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미술관 구
성과는 근본적으로 초기단계에서부터 대비되는 전시장 배열 방식이다. 키
르히너 미술관 이후 군도형 미술관의 사례는 건축 평면적으로는 집중적인
전시장이 동선연결이 악화되어 무작위로 배열되며 또한 단면적으로 전시
장의 위계가 높은 키르히너 미술관의 단면 구성을 계승하게 된다.

[그림 4-5] Kircher museum의 볼륨형 전시장의 단면
(출처 : El croquis vol.102)

전시장이 우선하는 키르히너 미술관은 1992년 준공되었음에도 그 각각
의 전시장은 가장 완벽한 형태의 측창형 이중천창의 엔지니어링을 보여준
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람자와 작품에 대등한 균질한 빛은 장업장
모델의 중요한 요소이다. 전시장의 위계가 높은 군도형 전시장 구성에 따
른 천장 위 플레넘 plenum 공간을 2m 이상 확보하여 빛의 유입공간을
충분하게 만들고 반사루버를 설치하여 충분한 빛이 측면으로 유입되고 산
란되어 천장으로 자연스럽게 전시장 안으로 유도되도록 계획되었다. 키르
히너 미술관의 전시장들은 외부와 단절된 화이트큐브 모델과 자연광의 빛
이 충만한 작업장 모델을 완성하고 주변경관을 조절하기 위하여 전시장을
군도화 하였고 전시장과 부대시설이 이원적으로 배치되고 계획되었다.

- 147 -

제 4장 군도형으로 독립과 배열되는 전시장

② 바이엘러 미술관 Beyeler Museum, Basel
1995년 준공된 바젤의 바이엘러 미술관은 보다 과도기적 형태를 보여
준다. 바이엘러 제단의 근대 미술 소장품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바이엘러
미술관은 이중천창의 자연광의 유입과 전시장 사이사이에 외부 경관으로
시각적 열림과 닫힘을 섬세하게 고려한 미술관으로

키르히너의 경우와는

달리 고전적 연속순로 방식의 전시장 배열에서 시작한 미술관 사례이다.

[그림 4-6] Beyeler Foundation Museum 평면, Basel
(출처 :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 Vol.4)

[그림 4-7] Beyeler Foundation Museum 모듈 Ⅰ
(출처 : Beyeler foundation Beyeler)

[그림 4-8] Beyeler Foundation Museum 모
듈 Ⅱ
(출처 : Beyeler foundation Beyeler)

바이엘러 미술관 설계자인 렌조 피아노는 계획 초기부터 8m 단위의 전
시장 모듈을 결정하고 공간, 구조, 천창 등 모든 건축요소들이 이 모듈에
따라 움직이도록 구체적인 설계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이엘러
미술관은 9.5m의 모듈로 시작한 키르히너 미술관과 시작은 비슷하다. 이
8m의 모듈 단위는 바이엘러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회화 및 조각품을 고
려하여 1/20모형을 제작하고 이를 배치하면서 결정된 모듈이다. 즉 바이
엘러 재단의 소장품을 고려한 결과 8m라는 모듈이 만들어졌다. 이후 계
획안이 구체화됨에 따라 8m의 두 배 단위인 16m의 공간을 전시동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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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삽입하여 현재와 같은 동선과 넓고 좁은 공간이 반복되는 전시장
의 배열을 얻었다. 한편으로 이 배열은 전통적인 방과 방을 연결하는 ‘계
몽주의적’ 선형 전시장의 배열과 집중형 전시장의 조합이며 역사적으로는
마드리드의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의 공간배열을 참고하여 크고 작은 방이
번갈아가며 배열되었다.142)
렌조 피아노는 계획안이 진행됨에 따라 전체를 두 개의 전시영역으로
구분하고 동쪽은 상설전시 영역으로 8개 방을 연결하여 계획하고 서쪽은
기획전의 영역으로 10개의 방을 연결하여 계획하였다. 상설전시와 기획전
시장은 큰 차이가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필요시 상설과 기획의 면적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변성이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키르히너
의 군도형 미술관의 고정적인 전시공간과 차이가 있다. 전체 천장고는 일
률적인 4.5미터로 하고 렌조 피아노가 자주 사용하는 천장 전체에서 자연
광이 유입되는 현대적인 전반 확산형 이중천창143)을 사용하였다.
바이엘러 미술관의 전시장 배열은 선형적이고 방을 연결하는 배열을 따
르면서도 시각적인 개방감을 고려하는 등 오랜 기간 미술관의 전형이 발
전되면서 연구된 방을 연결하는 전시장의 동선과 시각을 잘 고려하고 있
다. 바이엘러 미술관이 키르히너 미술관과 가장 큰 차이는 천장의 구조에
서 발견할 수 있다. 렌조 피아노가 계획한 미술관들이 형상을 강조하기보
다는 저층의 수평적 구조의 미술관으로 결정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미
술관에 공통적으로 설치된 전시장 상부의 천창에 있다. 렌조 피아노의 미
술관들은 천장과 지붕 전체를 자연광의 근원으로 만들어 산란되는 빛이
그림자 없이 미술품과 관람객에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그의 미
술관들은 공통적으로 1층에 주전시장이 있으며 천창을 통해 채광한다. 이
러한 사례는 2장에서 논의한 19세기 미술관 전형에서부터 계승되어온 수
평적인 형태의 미술관 전통이다. 다만 19세기의 2층 중심으로 전시장이
142) Renzo Piano, L.Piono, G.Wattson, Beyeler: Fondation Beyeler, Fondazione Renzo Piano,
2008
143) 미술관의 이중천창에 대하여는
민현준, 김광현, 현대미술관의 이중확산형 자연채광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28 n.08 (2012-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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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미술관 전형이 현대미술관에 있어서는 1층 중심으로 전시장이 구
성되고 지하1층을 활용하는 미술관으로 낮아졌다는 차이만 존재한다.
렌조 피아노가 설계한 미술관에서 사용한 이중천창은 메닐 컬랙션
The Menil Collection (1986년), 톰블리 미술관 Twombly Gallery
(1995년), 브랑쿠시 아틀리에 Atelier Brancusi (1996년), 바이엘러 미술
관 Fondation BEYELER (1997년), 라크마 증축설계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2008년), 시카고의 모던윙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Modern Wing (2009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미술관 프로
젝트를 통해 자연채광 이중천창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바이엘러 미술관이 가장 완성도가 높은 미술관으로, 이후 계획된
시카고 윙이나 라크마 보다도 완성도가 높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바이엘
러 미술관의 1층에 있는 주 전시장은 상부 전체를 일련의 철제구조물을
통해 가볍고 산란되고 확산된 자연광이 유입되는 시스템으로 계획했다.
전시장의 천장고는 4.5미터로 일정하다. 가장 바깥쪽에 커다란 남북방향
의 유리날개가 빛을 조절하면서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그 아래에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반투명한 유리천장에 의해
빛이 유입된다. 이들 구조물 사이에는 가벼운 철제 구조물이 설치되어 천
장을 올려다 볼 경우 맨 위 날개부분까지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구조들 사이에는 전반조명의 형광등이 설치되어 대부분의 전시에 자연광
과 인공광이 병행하여 사용된다. 이와 같은 이중천창에 의한 확산된 자연
광이 유입되는 구조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작품과 관람자에 동등하게
비추는 빛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관람자의 부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빛의 관점에서는 관람자와 작품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동시에 작가가 작
업할 때의 빛과 동등한 풍부한 자연광을 통해 관람자가 미술품을 관람하
도록 하는 배려는 관람자와 작품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관람자 중
심의 변화라 할 수 있다.
바이엘러 미술관에는 소장품들이 방의 크기의 변화와 동선의 변화에 따
라 배치되어 있다. 특히 미술관의 동쪽과 서쪽 끝에는 연못이 있고 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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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티나 모네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장 끝에 조망 창을 계획하여 자
연과 함께 작품의 전시가 연출되도록 한 풍경은 작품과 전시장과 외부의
풍경이 공명을 일으키는 가장 근사한 전시장중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다.
각 방을 연결하는 개구부는 매 순간 주변의 조망이 전시장 내부로 들어와
위대한 소장품의 전시 관람과 함께 주변 경관의 흡수되어 시야에 들어오
는 등, 이 미술관은 19세기 모델들로부터 오랜 기간 수많은 미술관 건축
을 통해 누적된 경험을 활용한 가장 완성도 높은 미술관 중 하나이다.
렌조 피아노는 건축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진보적인 테크놀로지를 사용
하였지만 이 미술관은 전시장 자체의 모듈과 동선이 전통적이고 경험적으
로 얻어진 방식으로 방의 비례와 동선 및 시선의 축이 재현된 것이 특징
이고, 8m 모듈을 기초로 모든 공간이 1베이의 동선적인 방과 2베이를 활
용한 다소 큰 노드와 같은 전시장으로 조합하여 배열하였다.

[그림 4-9] Beyeler Foundation Museum 전시장
(출처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 vol.4)

[그림 4-10] Beyeler Foundation Museum 천창외
피
(출처 :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 vol.4)

[그림 4-11] Beyeler Foundation Museum 천창상세
(출처 :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 vo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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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바이엘러 미술관과 키르히너 미술관은 유사하게 자연광으로
충만한 근사한 근대 미술 전시를 위하여 화이트 큐브와 작업장 모델 전시
장들을 만들어 냈다. 2베이로 구성된 일부 전시장들은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하면서도 집중적이고 머무르는 장소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천장 전
체를 빛이 유입하는 천창으로 만든 바이엘러 미술관의 평면은 근본적으로
동선을 기초로 하였고 이 전시동선은 전통적인 19세기형의 방과 방을 연
속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발전시켰다.
반면에 지리적으로 적설량이 많은 알프스 산악지역인 다보스에 위치한
키르히너 미술관의 경우 이중천창의 자연광을 확산시켜 유입시키기 위한
측창형 이중천창을 설치했다는 관점에서는 작업장 모형의 계승이다. 그러
나 균등한 빛의 유입은 결과적으로 전시동선이 단절되고 집중되고 독립적
인 전시장들로 구분되어야 했고 단면적으로 전시장의 구성이 공용공간보
다 우선되고 높은 구조를 가지는 군도형 형식의 건축의 전형이 시작되었
다. 키르히너 미술관은 작은 사설 미술관이지만 단면의 특성은 이후 군도
형 미술관에서 보이는 이중형식의 미술관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4.1.2. 탈연속순로형 전시와 집중형 전시장
키르히너 미술관에서 시작된 군도형 미술관 건축의 단면적인 특징과 집
중형 전시장의 구성은 쾰른에 있는 콜롬바 미술관에서 계승된다. 콜롬바
미술관은 1995년에 준공된 미술관으로 작품의 연대별 시간순의 전시 구
성에서 벗어나 일종의 주제별로 작품 전시를 기획한 사례이다. 이 모델은
레미 차우크의 ‘머무르는 장소’ 중심의 집중적이고 독립적인 전시장의 실
현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계몽형 혹은 진보형의 선형배열과 대치되는 개
념으로, 전시 행위자의 주관적 주제별로 다른 전시물에 방해되지 않고 전
시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과 군도화가 진행된다.
① 콜롬바 미술관 Kolumba Museum, Kö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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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바 미술관은 1853년 설립된 쾰른 대교구소속의 미술관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파괴된 고딕성당의 폐허 위 일부 남겨진 유물에 세워진 ‘폐
허의 마돈나’ 성당 유적과 통합되어 세워졌다. 콜롬바 미술관은 고대의 초
기 기독교 미술품으로부터 동시대 현대 추상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
기와 분야의 가톨릭 관련 작품의 특별한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어 시간 순
에 의한 박물관 형식의 연대기형 배열에 적합한 소장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콜롬바 미술관의 가장 큰 전시기획의 특징은 미술관을 설계한 건
축가 피터 줌터의 제안에서 나온 것으로 2000년에 걸친 가톨릭 유물을
시간의 순서를 초월하여 하나의 장소에 배열하는 것’ 이라고 콜롬바 미술
관의 관장인 Dr. Stefan Kraus는 설명한 바 있다.144)

[그림 4-12] Kolumba Museum 쾰른
(출처 : 저자 촬영)

콜롬바 미술관은 두개 층의 전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래층 전시장들은
어둡고 인공광에 의한 조명이 이루어지고, 최상층의 전시장들은 전시장의
높이차와 자연광을 이용한 군도형 형태의 전시장을 구성하고 있다. 최상
층 전시장들은 3개의 군도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전시장들을 중앙의 낮은
높이의 전시장들이 홀처럼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콜롬
바 미술관의 전시장들은 군도형으로 구성된 전시장의 집중도와 위계가 가
장 높고 중앙 홀은 동선의 혼란과 함께 다소 산만하며 아래층의 전시장들
144) 콜롬바 미술관 Dr. Stefan Kraus 관장 인터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사례조사용 답사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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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높이와 빛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위계의 공간을 구성하
고 있다. 전시의 형태도 가장 중요한 소장품을 시간을 섞어 군도형 전시
장에 배치하고 있다.
이곳을 방문하는 관람자는 역사적 장소와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시대
별 유물과 건축을 보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건축도 특이한 형태이
지만 전시기획도 새로운 형식이다. 이곳에서는 전시자의 주제별로 묶어
동시대의 현대 회화가 중세의 유적과 동일한 전시장 내에 전시되어 있다.
특히 3개 전시장의 천장고가 높고 자연광이 측창에서 들어오는 공간 안에
집중적으로 구성된, 시대를 초월하는 미술품을 집중적으로 담는 전시 기
획은 독특한 군도형 전시장을 가진 미술관의 설계와 치밀하게 계획된 결
과라고 생각되며 전시기획과 미술관 설계의 일치가 이곳의 전시장소가 미
술과 건축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은 전시기획은 미

술관 건축의 공간구성의 하위개념이지만 독자적이고 임시적인 또 다른 공
간구성이다. 근대 이후의 미술관에 있어서 공간을 디자인 하는 전시기획
의 발전은 거시개념인 미술관 전체 디자인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결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시장에서 전시동선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림 4-13] Kolumba Museum.
현대미술과 고전미술의 동시설치 사례
(출처 : 저자 촬영)

[그림 4-14] Kolumba Museum.
현대와 초기기독교 미술의 설치 사례
(출처 : Marco Pogacnik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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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유적과 현대의 건축의 대립된 시간이 존재하는 콜롬바 미술관은
특히 건축 재료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했는데 주재료로 따뜻한 회색의 벽
돌, 모르타르, 바닥은 대리석과 테라죠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과거의 유적
과 현대의 미술관이 조화롭게 통합되도록 고려하였다. 벽돌과 플라스터로
마감된 전시장은 화이트 큐브와는 확실하게 다른 느낌의 공간감을 준다.
이로 인하여 화이트 큐브와 같은 극대화된 융통성과 가변성이 있는 공간
은 아니지만 이곳의 시대를 아우르고 거스르는 작품들과 플라스터와 회색
벽돌로 마감된 전시장은 특별한 조화를 이루며 섬세하게 잘 계획된 전시
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서술한 최초의 군도형 미술관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건축가들인 지
공과 가이어도 콜롬바 미술관의 설계 공모에 참여했다. 콜롬바 미술관의
소장품을 위한 지공과 가이어의 제안은 방이 전통적 방식으로 서로 연결
된 전시장 배열 방식을 선택했다. [그림 4-13] 지공과 가이어는 콜롬바
미술관이 전시하게 될 유물들이 넓은 시간적 범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일
반적이고 전통적인 박물관의 전시기법인 연대순에 따른 선형의 방 배열을
추구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지공과 가이어는 유물과 전시장 계획
에 있어서 전통적인 동선과 전시흐름을 당연하게 선택했고 이를 위하여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전시장 형태를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콜롬바 미술관은 시간 순으로 작품을 배열하는 방식이 아닌

작

품 전체를 대상으로 주제별 의미를 중심으로 선택하는 전시방식을 선택하
였다. 이를 위하여 전시장 건축은 일률적인 동선의 연속된 흐름보다는 독
립적이고 집중적인 군도형 전시장을 만들었다. 가장 위계 높은 소장품들
은 시간과 관계없이 집중되는 전시 장소로

배열된 전시장에 집중 배치되

었다. 결과적으로 초기 기독교 시대의 유물로부터 현대의 추상 미술 작품
들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작품들이 18개의 서로 다른 공간에 시대를 초월
하여 대비적으로 전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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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Kolumba Museum. Peter Zumthor안 최상층 평면
(출처 : A Design manual Museum building)

[그림 4-16] Kolumba Museum. Gigon & Guyer안 최상층 평면
(출처 : Gigon Guyer Architects: Works & Projects 198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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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쾰른 Kolumba Museum의 전시장 규모

위치
1 Foyer

면적

천장고

71.2

5.1

2 Courtyard

-

3 Excavation Site
4 Former
Sacristy
5

817.3

1st FL

12.0

43.2

3.9

6

1 FL

105.7

3.9

7 Cabinet

1st FL

42.6

3.9

92.5

3.9

st

1 FL

9 Armarium
1st FL

10

nd

마당

47.9

-

52.7

4.2

조망창

11

2

FL

105.9

4.2

조망창

12

2nd FL

92.4

4.2

조망창

13

nd

FL

290.5

4.2

-

nd

2

14

2

FL

30.7

4.2

조망창

15

2nd FL

52.2

4.2

조망창

nd

16 North Cabinet

2

FL

81.2

6.0

-

17 North Tower

2nd FL

52.5

9.9

고측창

18 East Cabinet

2nd FL

139.5

6.0

-

19 East Tower

2nd FL

64.4

9.9

고측창

20 Sudkabinett

2nd FL

43.7

6.0

-

89.3

11.4

고측창

37.9

6.0

21 South Cabinet
22 Reading Room

nd

2

FL

기타
마당

-

st

8

천창

아카이브

콜롬바 미술관의 경관과 빛의 처리에 있어서도 군도형 미술관의 특징을
보여준다. 군도형으로 배열된 독립적이고 집중적인 전시장은 두개의 방으
로 나누었다. 하나는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고측창을 두었으며 나머지 반
은 창이 없는 구조이다. 중앙 홀 형의 낮은 전시장에는 주변도시의 조망
으로 열려 있는 도시를 보는 창을 설치하였다. 콜롬바 미술관의 최상층
전시장은 천장고가 높은 이 3개의 전시장과 중앙에 위치한 상대적으로 낮
은 중심공간을 조화롭게 전시에 이용하고 있다.
콜롬바 미술관의 단면은 3개의 집중적인 전시장이 높은 천장고를 가지
는 키르히너 미술관 모델과 비슷한 건축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곳의 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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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라데이션이 있는 측창으로 회벽면의 전시장 벽을 따라 빛이 유입되
어 마치 로마네스크의 공간을 보는 듯하다. 따라서 콜롬바 미술관의 전시
장은 화이트 큐브형 이라고 하기 보다는 장소특정적인 성향이 강한 미술
관이다. 그러나 각 부분의 상세에 있어서는 어느 화이트큐브 전시장보다
더 작품의 배경을 위한 세부 디테일을 없앤 상세로 구성되어 있어 관람자
는 최소한의 건축 디테일의 방해 없이 작품의 감상에 몰두할 수 있는 화
이트 큐브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17] Kolumba Museum 주단면
(출처 : A Design manual Museum building)

4.1.3. 주제별 전시와 전시동선의 해체

주제별 전시의 요구는 미술관의 전시장이 군도형으로 배열되는 중요한
내부적 요인이다. 이미 3장에서 레미 차우크의 논의가 다양한 전시를 보
는 관람자가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보는 공간과 관람자간의 관계에서부터
집중적이고 머무르는 전시장소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밝힌바 있다. 주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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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는 런던 테이트 모던 Tate Modern 미술관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 대해서는 헤르조크 드 뮤론의 개념과 터빈 홀의
전시장의 장소 특정적 의미에 대하여 터빈 홀을 중심으로 앞서 살펴보았
다.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건축물은 앞서 논의한 미술관처럼 건축물 자체
에 단면과 평면에서 군도형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형식에 있어서 군도형 구성을 이루지 못한 것은 기존 건축물을 개축하는
한계에 의한 것이다.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 태생적인 한계에도 불구
하고 초대관장 니콜라스 세로타와 건축가 헤르조크 드 뮤론이 이룩한 주
제별 전시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공공공간의 구성은 군도형 미술관의 진
화 방향과 관람자의 역할에 대하여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테이트 모던 미술관은 신축 미술관은 아니지만 내부 프로그램의 관점에
서는 어느 미술관보다 탈 연속 순로적이고 주제별 집중적 전시에 대한 프
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3장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듯
이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초대 관장 니콜라스 세로타가 19세기 전시 모
델인 시간에 근거한 연속순로의 배열을 과거의 유물로 새로운 큐레이팅
방식을 주장한 대표적인 큐레이터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니콜라스 세로타
는 결과적으로 테이트 모던 미술관은 제한적인 외부 형식에도 불구하고
가장 연속적인 동선을 탈피하는 집중적이고 독립적인 군도형 배열을 요구
했다.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주 전시장 건물은 7개 층으로 지어졌으며, 미술
관의 내부구조는 3층부터 5층까지 주 전시장들이 구성되어 있다. 각층에
두개의 큰 전시공간을 양쪽에 두고 중앙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의
수직 동선을 계획하였다. 또한 전시의 흐름은 3층에서 올라가는 순서거나
5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연속 관람 순서인 강제동선을 배제하고, 특이
하게 4층에 기획전시실을 두고 소장품의 상설전시는 3층과 5층에 분리시
켜 관람객의 전시흐름을 단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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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Tate Modern Museum
단면구성
(출처 : Tate Modern Brochure)

[그림 4-19] Tate Modern Museum 5층 상설전시와 4층 기
획전시
(출처 : Tate Modern Brochure)

이와 같은 수직 동선에 의해 전시공간을 단절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서 탈피하여 작품이 주제별로 전시되고 관람객이 보다 각각의 개성적인
주제에 집중 할 수 있는 전시장을 구성하기 위해서이다. 테이트 모던 미
술관의 소장품의 전시방식은 일반 전통적인 미술관처럼 사조나 시대별로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아닌, 작품에 대한 주제별로 근대 미술 운동에 관
하여 배치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일부 내용을 모르는 관객에게는 불편
하기도 하지만, 주제별 전시의 내용을 전시 브로셔를 통해 교육받은 관객
에게는 더욱 흥미로운 전시의 경험이 될 것이다. 따라서 관람객은 일정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취향별로 원하는 곳을 먼저 관람하면 되고 도슨트에
의한 전시품에 대한 교육도 전시주제별로 한다.145)
145)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상설전시장은 3층 한쪽은 ‘정물, 오브제, 실제의 삶 Still Life, Object,
Real Life를 주제로 한방에는 파블로 피카소를 비롯해 브라크, 폴 세잔, 마르센 뒤샹등 20세기초
거장들이 다니엘 스포에리, 패트릴 콜필드, 레이철 휘트리드와 같은 현대 미술가들과 공존하고 있
다. 맞은 편에 있는 풍경, 사건 환경 Lanscape, Matter, Environment 주제방에는 마티스 모데 달
리에서브터 요셉 보이스, 이브 클랭, 폰타나, 안토니 타피에스, 안젤름키퍼, 사이 톰블리, 마크 로
스코, 잭슨 폴록 길버트 앤드 조지까지 다양한 국적과 장르의 작가들이 함께 전시되고 있다. 5층
에 있는 누드 Nude, 행위 Action, 몸 Body 이란 주제 방엔 피카소 크리스티안 샤드, 브루스 나우
먼 찰스 레이 바젤리츠 자코메티 뒤뷔페 로댕 마티스 폰타나 만초니 등의 작품이 있고, 같은 층에
있는 역사 history 기억 memory 사회society 라는 방에는 앤디 워홀 볼탕스키 게르하르트 리히터
댄 플래빈 폰타나 만초니 안젤름 키퍼 등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이은화, 『가고싶은 유럽의 현대미술관』, 아트북스, 2005, pp.1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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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풍경 사건 환경 주제인 3층 전시장에 근대작가 모네의 ‘생 라자르 역’이 현대 작가 길버트 앤드
조지의 ‘죽음, 희망, 삶, 공포’ 와 함께 전시되고 있다.
(출처 : 이은화 재인용)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전시장 배열은 동선중심의 전시장 공간구조에 근
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관람객들이 비로소 이곳
의 공간구조를 이해하고 참여 할 때만이 미술관 공간을 이용 할 수 있다.
상설전시실이 있는 3층과 5층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4층은 대
규모 기획전을 여는 공간으로 항상 새로운 전시를 볼 수 있도록 전시장간
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단절 하였다. 미술관은 수직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공간구조이지만, 수직 동선을 위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통해 일
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닌, 군도 형식의 모든 방문자에게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각층별 양쪽으로 두개씩 있는 전시장에 방문객이 선
택하여 관람하도록 되어있다.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각 전시장들은 순서
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전시기획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서로
연관관계가 없거나 의도적으로 관계를 삭제한다. 이것은 전시장이 각각
독립적인 하나의 주제로 구성되는 군도형 전시장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테이트 모던의 전시장 배치는 관람자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 일
부 관람자들은 자신이 과거 미술 과목에서 배웠던 시간 순으로 예를 들어
인상파, 신인상파, 후기인상파의 순으로 배열되지 않은 전시에 당황하기도
하고 그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전시장 브로셔를 다시 보기도 한다. 그러
나 여기의 관람자들은 주제별 전시를 이해하고 각 전시장들 사이에서는
스스로 어느 전시장의 무엇을 관람할지를 결정하여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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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전시장과 전시장 사이에는 일반 연속순로의 미술관보다 더
넓은 관람자 중심의 일률적이지 않은 동선의 완충 공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테이트 모던 미술관은 넉넉한 전시장과 전시장의 사이 공간을 가
지고 있다. 이 사이공간은 전시장을 연결하는 동선이기도 하지만 터빈 홀
을 바라보는 극장이기도 하며 휴게공간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어느 전시
를 볼지 결정 못한 관람자들의 방황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 사이공간은
보다 복잡해지는 군도형 미술관에 있어 관람자의 참여적인 공간으로 중요
한 특징을 갖는다. 군도형 전시장이 유발하는 사이 공간에 대해서는 5장
에서 더 자세하게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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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현대 미술 전시장의 군도화
4.2절에서는 현대미술의 전시를 중심으로 하는 미술관들의 군도화 경향
사례를 조사하고 전시장과 작품 그리고 관람자와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
다. 현대미술관의 군도화 경향은 표면적으로는 3장에서 논의한 설치미술
에 있어서 작업장 모델의 부각과 관계가 깊고 특히 카나자와 21세기 미
술관을 중심으로 한 현대미술의 요구에 직접 연결된 미술관이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건축형식에 있어서 카나자와 미술관은 새로운 발명품이라기보
다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키르히너 미술관으로부터 진화해온 건축적
설계와 엔지니어링의 누적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함을 밝혔다.
이 절에서는 전통적인 미술관에서 현대미술관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미술관에서부터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과 그 이후의 군도형의 전시장
형태를 가진 현대 미술관들을 대상으로 작품전시와 전시장 그리고 관람자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군도형 전시장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
소들을 밝히고 군도형 미술관과 전시 프로그램의 상관관계 및 특징을 검
토 하려 한다.

4.2.1. 연속순로 모델과 작업장 모델의 병용
본 절에서 다루는 미술관의 전시장은 현대미술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
여 전시동선의 흐름을 변화시켜 설치미술을 위한 전시장을 위하여 지중화
되고 군도화 되는 미술관을 다룬다. 따라서 이 미술관들은 건축구조적인
관점에서는 군도형 미술관의 특징을 명확히 갖는 미술관이라고 하기 보다
는 군도형으로 진화하는 과정상의 미술관들이다. 이 미술관들을 통해 미
술 프로그램이 전시장의 구성을 전시동선을 약화시키고 집중적이고 독립
적인 관람자 중심의 머무르는 공간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확인 할 수 있
다.
① 리히텐슈타인 미술관 Kunstmuseum Liechten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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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리히텐슈타인 공화국은 국가와 왕실 소장품의 전시와 현대 미
술의 기획 전시가 모두 가능하도록 탄력성에 기반에 두는 미술관을 계획
하고자 하고 있었다. 1996년부터 시작된 리히텐슈타인 미술관의 건립계획
에서 큐레이터들은 관람자의 새로운 지각 패턴과 이에 따라 검증된 전시
장의 기능을 활용하여, 고전 미술 작품들의 상설 전시와 현대 미술 작품
의 기획전시가 동일한 장소에서 가능한 전시장 구성의 미술관을 계획하고
자 하였다.146)
2000년도에 준공된 리히텐슈타인 미술관은 작은 미술관이지만 그 운영
적 목표에서부터 미술관의 설계까지 충분한 준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된 미술관 사례이다.147) 결과적인 건축은 전시장의 공간 형태는 벽면
전시 중심의 선형 배열과 설치 중심의 현대미술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전
시장 구성을 가진 미술관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작품의 관점에서 미술관
전시장 공간의 융통성이 증가하여 회화중심의 벽면전시와 설치중심의 현
대미술의 전시에 모두 이용 할 수 있는 공간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는 관람자의 관점에서 순수 미술의 고정적인 관람자와 대중적으로 확
장된 미술의 관람자라는 상호 이질적인 관람객이 동시에 유입하는 공공적
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
다.148)
146) Friedemann Malsch, “An ideal Museum? The Self-intersets of Architecture”, Museum, and
Art, Lars Muller Publishers, 2000, pp.94
147) 리히텐슈타인 미술관의 기획의 과정은 현대 미술과 근대적 미술 작품을 위한 공간의 탄력적 사
용에 대한 고민은 1993년 본 Bonn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빌란트 슈미트
Wieland Schmied는 이 심포지움에서 순수 미술관에 있어서 상설 전시장과 기획 전시장 사이의
경계가 지속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미술관의 전환기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미술관
의 두 개의 기능을 근대적 소장 작품들의 전시와 현대 미술의 대안적인 전시의 역할이라고 한다
면 이 두 기능 간의 불협화음은 사라져야만 하고 미래에는 다시 근대미술을 위한 고전적 박물관
건물과 현대미술 기획 전시를 위한 아트갤러리가 결합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두 기능은 계속
적으로 융합되고 또한 분리될 수 있을 것이다. 아트 갤러리적 융통성은 미술관의 구조를 유연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종합적 미술관은 각각의 전시장들의 융통성을 유지할 것이다
Schmied,Wieland, Wendepunkte, in: Wenzel Jacob (pub.), Kinst im B며, Göttingen 1994,
pp.125~28, here p.126f, Friedemann Malsch, The Kinstmuseum Liechtenstein, A New Spirit
in New Walls, pp.53
148) 리히텐슈타인 미술관의 전시기획 목적에 대한 논의는 Friedemann Malsch, The Kinst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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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텐슈타인 미술관은 상설전시와 현대의 설치미술의 각각의 고유한
특성에 대하여 전시장 볼륨의 비율과 전시장의 고전적 배열에서 볼 수 있
다. 현상설계 당선작인 건축 그룹 MDK (Meinrad Morger and Heiri
Degelo with Christian Kerez)의 안은 전시장을 6개로 나누어 1층에 2
개, 2층에 4개를 계획하였다. 각각의 전시장 중 폭 9m 길이 30m의 장방
형의 전시장은 회화중심의 근대미술을 위한 기반으로 계획되었고, 폭
14.4m

길이 21.6m 의 다소 정방형에 가까운 전시장은 보다 현대 미술

에 적합한 공간으로 계획되었고 결과적으로, 리히텐슈타인 미술관은 동선
중심의 선형의 근대 미술형 전시장과 관람자가 머무르며 감상하는 집중형
의 현대 미술용 전시 공간을 번갈아가는 평면 배치가 되었다.

[그림 4-21] Liechtenstein Art Museum 상층 전시장 연속순로형 동선 구
성
(출처 : kunst Museum Liiechtenstein 재배치)

[그림 4-22] Liechtenstein Art Museum 상층 전시장 독립형 동선 구성
(출처 : kunst Museum Liiechtenstein 재배치)

Liechtenstein, A New Spirit in New Walls 참조, Kunstmuseum Liechtenstei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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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텐슈타인 미술관 배치의 의도는 미술관의 전시장의 흐름을 묶어주
는 동선 시스템에 있어서 새롭게 가변적인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전시장
의 배열과 입구의 조정을 통하여 미술관이 하나의 연속순로의 전시도 가
능하고 각각 독립적인 군도형의 전시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각
전시장들은 서로 입구가 순환형으로 연결되어 관람자의 관람동선이 하나
의 흐름의 연속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그림4-21] 또는 가운데 계단을
이용하면 그 곳을 중심으로 각각의 전시장이 독립적 혹은 각각이 독립적
이되 상호 연관적으로 전체적인 전시가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계획한 것
이다.[그림4-22] 전체 전시장의 배치구성은 상호 위계나 시작과 혹은 끝
이 없이 두 개 층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즉 리히텐슈타인 미술관은 전통
적인 연속순로방식과 독립적이고 군도형의 전시장의 상반된 기능이 동시
에 가능하도록 절충한 형태라고 말 할 수 있다.
[표 4-3] Kunst Museum Liechtenstein의 전시장 규모

종류

폭 x길이

천장고

천창

1층 전시장1

상설

9.0x30.0

3.9

조망창

1층 전시장2
지하1층 전시장

기획

13.2x21.6

3.9

-

상설

9.6x26.7

6.9

-

3
2층 전시장4

상설

8.4x32.4

5.4

천창형이중천창

2층 전시장5

기획

13.2x21.6

5.4

천창형이중천창

2층 전시장6

상설

9.6x28.8

5.4

천창형이중천창

2층 전시장7

기획

14.4x21.6

5.4

천창형이중천창

기타

이 미술관의 전시장 개념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아직도 보통의 미술관들이 사
용하는 전시물 배치와 일치되도록 방문자를 가이드 하는 개념을 버리고 방문
자가 전시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동시에 중앙의 계단에 의하여 하나의
주제로 연결할 가능성을 남겨두었다는 것이다.149)

각각의 단위 전시장들은 시각적으로는 단순하다. 2층 전시장의 천장은
바이엘러 미술관과 비슷한 방식인 천장 전체에서 확산된 자연광이 유입되

149) Fredemann Malsch, 「An ideal Museum? The Self-intersets of Architecture, Museum, and
Art」, pp.96 Kunstmuseum Liechtenstei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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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중천창을 사용하였고 일층 전시장에는 커튼월을 사용하여 한 면을
투명하게 도시 방향으로 개방하였다. 각각의 전시장들은 시각적 방해물들
인 동영상 카메라, 경보기 등이 벽 안에 위치되고, 소화기, 경보기 등도
완벽하게 숨겨져 있다. 현대 미술 설치를 위한 구조체도 철저하게 보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된 작업장적 성격이 포함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화
이트 큐브형 전시장이다. 전시장은 장방형과 정방형에 차이를 두었지만
디테일에 있어서도 근대적 상설전시를 위한 전시장의 필요 요구를 만족하
고 현대 설치미술 전시를 위한 요구조건도 만족 시켜주는 근, 현대적 전
시에 모두 무리가 없도록 전시장의 비례와 동선에 있어서 통합적인 미술
관이다.
리히텐슈타인 미술관은 비록 소규모의 미술관이지만 연속순로의 전통적
인 미술관과 독립적으로 배열되는 군도형 전시장의 가변적인 사용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실행한 미술관이다. 다만 군도형 전시장이 완전히 분리되
지 않고 벽을 공유하여 전시장과 전시장 사이에 무기능적이고 참여적인
여분의 공간이 없다는 관점에서는 군도형이라기 보다는 단순 홀형 구성의
확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의도가 내부의 주제별 독립적 전시
라는 전시기획의 공간적 장소적 요구에 의한 결과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전시기획에 크기와 수에 따라 관람객을 분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전기
기획의 내부프로그램으로부터 유발되는 군도형 전시장 배열의 특징으로
중요하게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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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kunst Museum Liiechtenstein 전시형태
벽면을 중심으로한 선형의 전시기획

Günter Fruhtrunk.
2012.05

Paint Rhythm

설치미술 집중형 전시기획

Existence, Che fare? Arte povera: The historic years,
2010.10

IN SEARCH OF THE GOLDEN LIGHT, 2008.4

RITA MCBRIDE. Naked Came the Stranger,
2002.3

THOMAS SCHUTTE. Early Works, 2008.2

TRANSFORMATION.
2006.9

Aus

eigner

Sammlung,

*출처 : kunst Museum Liiechtenstein 홈페이지

② 브레겐즈 미술관 Bregenz Musuem, Bregenz
1997년 준공된 오스트리아의 브레겐즈 미술관은 현대 설치 미술을 위
한 기획전시 중심의 미술관으로서 기획전시의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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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사례이다. 브레겐즈 미술관에서는 형식 미술 중심
의 모듈에 근거한 전시장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고 각 층에 독립적인 전
시장이 수직 적층되어 있다. 수직의 구성은 한편으로는 불가피하게 동선
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배열이지만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에 의해 관람자
는 원하는 전시장을 선택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지하1층을 포함하여 4층 규모인 브레겐즈 미술관은 각층 전시장의 가로
세로 비율이 계단을 포함한 28m x 28m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과거 회화
전시를 위한 8~9m 모듈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다. 브레겐즈 미술관의
전시장들의 면적은 모두 464m2의 동일한 크기로, 4층이 천장고 4.7m로
가장 높고 2층과 3층은 4.2m로 상대적으로 낮다. 4층은 가장 양질의 자
연광의 유입되는 전시장으로 작가들에게 가장 선호된다.
브레겐즈 미술관의 건축가 피터 줌터는 자연광의 유입을 위하여 키리히
너 미술관에서 지공과 가이어가 사용한 방식을 변형하였다. 키르히너 미
술관이 보다 보편화한 빛을 유입시키고 있다면 브레겐즈 미술관은 건축
재료와 일체화 시킨 새로운 방식의 빛의 유입방식을 건축형식과 결합시켰
다. 브레겐즈 미술관의 4면은 방위에 상관없이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데 단열성능이 있는 실재 기능적 외피를 구성하는 유리 외부에 에칭유리
의 반투명한 외피를 두어 이중 외피로 구성되어 있다. 빛의 유입은 각 전
시장의 고층 창에서 유입되어 천장으로 확산되는 이중천창 방식을 사용하
였다.[그림4-26] 이렇게 측창의 빛을 이용함으로서 지상 4층까지 수직
적층을 한 후, 각층의 측창을 통해 내부로 빛을 끌어 들였다. 이러한 이중
천창 기술을 이용한 수직 적층의 최초 현대 미술관이다.
이 미술관의 외관은 하나의 등불 같다. 이 에칭유리 외관은 자연광의 변화무쌍한
빛과 콘스탄트 constrance 호수의 아지랑이 같은 빛을 흡수하여 전시장에 뿌리고
다시 전시장의 빛과 내부기능의 친밀함을 외부로 반사시킨다..... 상층부의 전시장
천장 층은 하늘로 열려있는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도록 계획되었다. 외피의 오픈조
인트 글라스 판넬은 각각 콘크리트 천장으로부터 수백 개의 얇은 스틸 로드로 매
달려 있다. 한 면이 우유 빛으로 에칭되어 있는 미광의 표면을 가진 글라스 판넬은
전시장에 자연광을 분배한다. 자연광은 모든 방향의 외관 천장위의 공간에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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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사람 키 높이의 공간에 폭을 가지고
있다. 내부전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빛이
유입되는지 태양의 위치와 방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고, 천장의 빛의 분포를
통해 보이지 않지만 외부환경을 느낄 수
있다.150)

하늘의 직사광선과 미약하지만 호수
에서 반사된 빛은 자연광으로서 이중
천창의 외피를 통과하여 전시장 천장
까지 유입된다. 한편으로는 전시장 내

[그림 4-23] Bregenz Kunsthaus Museum
단면
(출처 : Kunsthaus Bregenz)

부에서 보기에 보편적인 확산광의 특
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방위와 자연광의 조도에 따라 아침과
저녁 오후에 각각 다른 분위기를 전시
장 내부에 연출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전시장에 전시하는 일부 작가들에게는
보편적이지 않다는 저항도 있지만, 대
부분의 관람자 및 작가들에게는 밀폐
된 전시장에 산란되어 들어오는 빛의
형태로 주변 컨텍스트를 반영하고 있
다는

설계자

피터

줌터

Peter

Zumthor의 표현에 동의할 수 있다.

[그림 4-24] 에칭유리, 경량철골 및 노출
콘크리트의 조합 Bregenz Kunsthaus
Museum 측창 상세
(출처 : Kunsthaus Bregenz)

150) Peter Zumthor, Kunsthaus Bregenz, 1997.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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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Bregenz Kunsthaus Museum의 이중 [그림 4-26] Bregenz Kunsthaus Museum의 이중
천창(전시사례)
천창(자연광만 사용한 사례)
(츨처 : 저자 촬영)
(출처 : A Design Manual Museum Buildings)

물론 천장위에는 외벽에 설치된 센서에 의해 작동하는 pendulum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연광의 변화에 대응하여 일정하게 조도를 보정한다. 또
한 이 인공광들은 개별적으로 작동 가능하고 무한히 디밍 dimming 이 가
능하다.151) 즉 이 미술관의 자연광은 외부의 컨텍스트의 변화를 빛으로
반응하는 전시장이지만 동시에 보다 균질하게 만드는 인공광의 보정 장치
도 추가 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의도는 관람자 중심에서 생각하자면 전
시장의 조도가 고정적일 필요가 없다. 외부의 변화되는 빛의 환경을 가능
한 실내에 담고자 했다. 맑은 날은 내부도 밝고 흐린 날은 내부도 어둡다.
태양이 동쪽 혹은 서쪽에 위치함에 따라 내부의 공간도 전시에 부담이 가
지 않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 이미 우리의 시각은 외부의 날씨에 적응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조도와 유사한 내부조도의 변화는 오히려 관람
자 중심적이고 자연스럽다. 그 변화의 정도는 미술품을 감상하기에 적당
한 범위까지 한정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센서에 의해 인공광원이 부족
한 조도를 보정한다. 즉 맑은 날과 흐린 날, 낮과 밤에 따라 관람자의 눈
이 이미 조절되어 있어 이 외부 환경에 맞추어 내부의 조명도 같이 조절
되는 것이 더 관람자 중심적이고 자연스럽다.
브레겐즈 미술관의 빛의 특징은 기본적으로는 자연광을 규질화한 화이
트 큐브적이지만 외부의 날씨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빛의 분[그림4-24]
151) 브레겐즈 미술관 홈페이지(http://www.kunsthaus-bregenz.at)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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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곳의 빛을 보다 장소특정적인 빛을 가진 전시공간으로 분류하게 한
다. 더욱이 브레겐즈 미술관 전시장은 노출콘크리트 벽체와 한 변이 28m
라는 볼륨으로 인해, 벽면중심으로 하는 전시에는 적절하지 않고 바닥이
나 천장을 이용한 설치미술에 적절하다. 반투명 유리천장은 빛의 유입뿐
아니라 설치를 위한 구조적 하드웨어가 효율적으로 장착되어 있어, 현대
미술을 위한 설치에 적절하게 적응시킨 현대미술을 위한 전시장이다. 브
레겐즈 미술관의 단면 시스템은 키르히너 미술관과 비슷한 플래넘 공간
구성을 하고 있다. 단지 키르히너 모델을 수직 적층하여 현대 설치 미술
을 위한 전시장을 만들고 있다.
[표 4-5] Bregenz Kunsthaus Museum의 전시장 규모

종류

면적

천장고

1층 전시장

홀

464

6.3

-

2층 전시장

기획

464

4.2

측창

3층 전시장

기획

464

4.2

측창

4층 전시장

기획

464

4.7

측창

3.9

-

지하 전시장

[그림 4-27] Bregenz Kunsthaus Museum 각층 평면
(출처 : Kunsthaus Breg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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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전시장의 불륨을 활용한
프로젝트 설치사례 Ⅰ
(출처 : Kunsthaus Bregenz
Brochure)

[그림 4-29] 설치사진 Ⅰ
(출처 : 저자촬영)

[그림 4-30] 전시장의 볼륨을 활용
한 프로젝트 설치사례 Ⅱ
(출처 : Kunsthaus Bregenz
Brochure)

[그림 4-31] 설치사진 Ⅱ
(출처 : 저자촬영)

각 층은 모두 같은 면적의 볼륨을 가지고 있고, 1층 공간에는 포이어
역할을 하는 다용도 공간과 안내데스크가 있으며 각층의 전시장들은 엘리
베이터와 함께 일자형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정방형의 전시공
간은 각 층별로 독립적인 느낌이 많으며 주로 층별로 전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갖는 브레겐즈 미술관은 수직으
로 적층된 군도형 전시장의 구성이라 볼 수 있으며 노출 콘크리트와 주변
의 다양하게 산란된 자연광이 유입되는 장소 특정적 성격이 강하다.
브레겐즈 미술관에서 2010년 전시된 작가인 아이 웨이웨이 Ai Weiwei,
안토니 곰리 Antomy Gormley, 벨리 엑스포트 Valie Export, 양혜규 등
설치 작가들의 전시 형태는 기존의 벽의 전시를 중심으로 하는 선형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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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 노출 콘트리트로 구성된 벽면
은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 대신에 천장의 시스템이 중요하게 전시
물을 설치하고 있다. 구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 공간에 벽에 대한 활
용도도 거의 없는 천장 독립구조물 및 천장 설치 구조물이 벽 설치물과
융합된 상태로 다양하게 전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선형의 전시와 관람자간의 일정거리의 관계가 끊어진 전시장들
에서는 일정한 동선의 개념은 전시장 밖으로 추방된다. 작품은 공간화되
어 관람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거리와 위치에서 움직이거나 머무르며 작품
에 집중하고 소통하고 참여한다. 작품과 관람자는 하나의 장소에 일체되
고 몰입되어 머무르거나 움직이며 관람한다. 이는 작품과 전시장이 조화
롭게 일체된 장소에 몰입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작업장 모델의 대표적
인 특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선이 사라지고 관람자와 작품 간의 거리
개념이 없어지는 것은 참여적인 작품과 감상이 독립적인 공간에서 이루어
지는 현대 전시기획의 변화를 반영하는 현대미술의 전시장의 중요한 변화
요소이다.

[그림 4-32] 천장을 이용한 작 [그림 4-33] 작가 전시 Bregenz Kunsthaus Museum
품설치, 작가
참고
작품, (출처 : Kunsthaus Bregenz)
Bregenz Kunsthaus Museum
(출처 : 작가 제공)

이를 위하여 전시장은 벽체뿐 아니라 천장이나 바닥이 전시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브레겐즈 미술관은 작가의 설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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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도 우수하게 평가되는 미술관이다. 이곳에 전시를 설치한바 있는
양혜규 작가는 이곳의 작품설치를 위해 치밀하게 고려된 천장은 자신의
작품의 설치하기 위한 최선의 인프라를 제공하였으며 자신이 전시해 본
유럽의 다수 미술관 중 최고라고 칭송하고 있다.152)

③ 내셔 미술관 The Nasher Museum of Art at Duke University
2005년 준공된 미국의 내셔 미술관 The Nasher Museum of Art at
Duke Univ은 듀크 대학교에 처음으로 세워진 프리스탠딩 아트 중심의 현
대미술을 위한 미술관이다. 이 미술관은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는 다섯
개의 박스 형태의 전시장 건물과 이들 중심에 이들을 묶어주는 아트리움
으로 설계된 로비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개의 박스 건물 중 세 개가 전
시장에 해당하는데 그 중 한 개는 내셔 부부 Raymond and Patsy
Nasher 의 소장품을 전시하는 상설전시장이고 다른 두 개는 기획전시장
으로, 이 중 하나는 173석의 교육장이고 나머지 하나는 부대시설이다. 이
다섯 개의 박스는 중심의 아트리움 공간을 따라 위계 없이 자유롭게 배열
되어 있다.
내셔 미술관의 평면은 각 전시장이 집중적인 볼륨으로 구성된 명확한
군도형 미술관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기능과 프로그램 상세를 살펴보면
앞서 다룬 미술관들의 군도형과는 다른 표피적으로만 군도형을 이루고 있
어 전시와 건축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형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내셔
미술관의 건축가 라파엘 비뇰리 Rafael Vinoly 는 설계 설명에서 오 도허
티를 언급하며 이상적인 갤러리는 모든 예술 작업으로부터 모든 가능한
예술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한다.153) 그리고 전시장의 벽에 화이트 큐브
의 무균질의 느낌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벽과 바닥사이에 틈을 두기도
했다. 그러나 내셔 미술관은 건축가의 구체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이곳
에 설치하기 위한 작품들은 화이트 큐브적이라기 보다는 현대미술의 설치
152) 양혜규 인터뷰, 2012년, 12월, 서울
153) Joan Ockman, Museums in the 21st century, prestel, p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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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을 위한 작업장적 군도형의 전시장에 가깝다. 이와 같이 화이트큐브
가 만들어지는 미술대상과 전시장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데도 화이트 큐
브적이라 오해할 수 있는 이유는 건축에 있어서는 어느 모델이라도 디테
일이 생략된 화이트 큐브적 상세가 어느 모델에나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
다. 이후에 사례로 언급되는 현대미술을 위한 전시장들은 화이트큐브적인
배경이 아님에도 건축의 상세는 화이트 큐브적이란 점을 밝히게 될 것이
다.

[그림 4-34] The Nasher Museum of Art at Duke University 평면
(출처 : 출처 미상)

④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 21st Museum, Kanazawa
현대미술의 전시, 수집 그리고 그것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것을 미
션154)으로 하는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은 2004년에 준공되었으며 작은
154)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 홈페이지(http://www.kanazawa21.jp)

- 176 -

4.2 현대 미술 전시장의 군도화

도시를 위한 미술관으로써 현대미술로 특화하여 기획되고 설계되었다. 카
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은 명확하게 실험적인 현대미술 작품들의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18개의 크고 작은 ‘이질적’ 볼륨의
전시장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배열되고 결합되어 새로운 미술관의 전형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카나자와 미술관은 현대 설치미술과 건축공간이 직
접적으로 연관되는 군도형 미술관의 논의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도 사용상에 있어서는 선형의 구성과 집
중형의 구성이 절충된 미술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카나자와 21세기 미술
관의 건립에 깊게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큐레이터 하세가와 유코는
21세기형 미술관의 모델로, 아방가르드의 성과와 역할을 부분적으로 계승
하는 복합적인 성격의 ‘이질 결합적’ 헤테로지니어스 Heterogeneous 미
술관 의 성격을 정의했다.155) 여기서 그녀는 아방가르드의 작업을 아카이
브화 하여 제도적인 전시장 내에 포용하는 미술관을 21세기형 미술관의
성격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는 기존 제도의 미술관이 아니라 다른 공간으
로서, 현실의 장(場)인 미술관 즉 ‘헤테로토피 아 heterotopia 미술관’이라
고 설명했다. 또한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건립과정에서 평준화 수평
화를 인식하고 그것을 구조로 받아들이는 한편 헤테로토피아라는 상황도
지향하고 있음을 밝혔다.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전시장들은 대상이 되는 이질적 공간 모델은
결국 앞서 3장에서 논의한 화이트큐브적 전시장과 작업장적 전시장 모델
이었다. 화이트큐브는 시각적인 예술을 위한 공간이고 작업장은 작품과
관람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두 가지의 전시가 모두 가능한 공간
을 제시하고 있다.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은 가변 벽체를 사용하여 공간
을 구획하는 대신 여러 규모에 다수의 집중형 전시장들의 조합으로 다양
한 미술 전시의 수요를 모두 수용하도록 만들어진 대표적인 미술관이다.
이에 대하여 카즈요 세지마는 다음과 같이 인터뷰하고 있다.
155) 하세가와 유코는 실험적인 아방가르드의 작업은 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고 이
작품들의 아카이브 공간을 미술관이라 부른다는 전제로 논의를 시작한다.
Yuko Hasegawa, “Avant-garde and the Museum : Intermixing heterotopia”, R 아르 issue
0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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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우리는 작은 방을 여러 개 만들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움직이는 벽으로 분할할 수 있는 큰 전시홀을 요구한다. 그 생각은 전시에 적합하
게 공간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세가와는 움직이는 벽을 싫어했다. 둘 혹
은 세 개의 큰 홀을 설계하는 대신에 18개의 작은 방들을 설계했다. 동선은 변화
가능하다. 그 결과 그녀는 각각의 쇼의 요구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전시를 배열할
수 있다. 인테리어 공간은 전시에 따라 변화될 것이다. 이것은 분리되며, 작은 쇼
들 혹은 전체 미술관이 동시에 돌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156)
[표 4-6] Museum Insel Hombroich의 건축 조형

Tadeusz Pavillon

Turm

Graubner Pavillon

Schnecke

Eingangspebäude

Lange Galerie

*출처 : Edwin Heerich : Museum Insel hombroich

카나자와 미술관 각각의 전시장의 크기와 비례에 대하여 하세가와 유코
는 전시장 자체가 다른 비례를 가지고 숲속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인젤
홈브로이히157)를 언급했지만158)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이 하나의 미술
156) 카즈요 세지마 인터뷰
Hans Ulrich Obrist, SANAA Kazuyo Sejima & Ryue Nishizawa, The Conversation Series 26,
Verlag der Buchhandlung Walther König, 2012 pp.47
157)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은 대안적 미술관으로 독일 뒤셀도르프 근처 늪지인 숲속에 일련의 건
축물들을 분산 설치한 사설 미술관이다. 건축물은 건축가가 아닌 조각가 에빈 에빈 헤리히 Erwin
Heerich에 의해서 조형적으로 계획되었고, 조경은 베른하르트 코르테 Bernhard Korte에 의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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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안에서 각각의 전시장들이 통합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형식
의 미술관임을 강조했다.

[그림 4-35] Schnecke / Snail
Insel Hombroich Architect: Erwin
Heerich, 1993 Photo: Tomas
Riehle;
(출처 : inselhombroich 홈페이지)

[그림 4-36] Schnecke / Snail [그림 4-37] labyrinth전시장 내부
Insel Hombroich Architect: Erwin 사진 studio red
Heerich, 1993 Photo: Tomas (출처 : inselhombroich 홈페이지)
Riehle;
(출처 : inselhombroich 홈페이지)

인젤 홈브로이히의 전시장들이 하나의 미술관으로 결합된 건축물이 아
니라 숲 속에 각각 떨어져 위치하는 조경과 전시장의 복합형 미술관이다.
조각가 Erwin Heerich에 의해 마스터플랜과 건축계획 된 인젤 홈브로이
히 미술관의 각각의 전시장은 건축물이라기 보다는 독특한 조형과 빛을
가진 조각이거나 조각가의 작업장에 가깝다. 에빈 헤리히 Erwin Heerich
가 설계한 전시장들의 한 변은 6m 혹은 12m의 배수로 계획되어 있어 적
어도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전시장 기본 모듈과 볼륨에 영향을 주었
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갤러리 7과 8에 있
어서의 정사각형의 모서리가 상호 접속되어 있는 점은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의 주요 전시장의 하나인 Turm의 조각적이 성격을 통해 영향을 받
았을 수 있다.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18개의 전시장은 큐레이터 하세가와 유코의
의도대로 시민 갤러리를 제외하고는 가변벽체를 사용하기 않도록 계획되
획되었다. 이곳의 구성은 로비 및 안내의 역할을 하는 Kassenhaus, 1992, 전시장으로 사용되는
Labyrinth, 1985, 식당 카페로 사용되는 Cafeteria, 1988, 숲속에 있는 장소특정적인 전시장
Graubner Pavillion, 1983, 작가의 작업공간 Dichterklause Ludwig Soumange으로 구성되어 있
다.
158) 하세가와 유코, 미술관에 있어서 새로운 공간개념 신건축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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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전시장의 모듈이 벽면전시의 최소 폭인 6m를 사용한 4개의 전시장
(전시장1,3,5,7)과, 9m를 사용한 전시장 4개의 전시장(전시장2,9,10,강의
실)은 벽면 전시를 활용할 수 있는 전시장이고, 12m를 사용한

6개의 전

시장(전시장4,7,8,11,극장 등)과 18m를 사용한 전시장 2개의 전시장(전시
장6,13)은 현대미술 중심적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지름 15m의 전시장이 1
개로 구성되어 있어 벽면에 회화를 전시하는 형식과 볼륨의 설치와 퍼포
먼스 양자 모두 가능한 다양한 전시에 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구성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서 앞선 3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은 최초의
군도형 미술관을 제안한 레미 차우크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간과할 수
없다.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배치는 레미 차우크의 마지막 두 개의
다이어그램을 합쳐 놓은 것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하세가와 유코
가 직접 언급한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의 실제와 함께 레미 차우크의 모
델과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38] Museum
Injel Hombroich의 Trum
전시장
(출처 : Edwin Heerich :
Mustum
Insel
hombroich)

[그림 4-39] Kanazawa 21c museum의 전
시장7과 8
(출처 : 21th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Kanaz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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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Kanazawa 21c museum의 전시장 규모

종류

가로x세로

천장고

천창

전시장1

기획

6x6

o

전시장2

기획

18x9

o

전시장3

기획

6x6

전시장4

기획

18x12

전시장5

기획

3x6

전시장6

기획

18x18

전시장7

기획

12x12

6

o

전시장8

기획

12x12

12

o

6

o

전시장9

기획

12x9

3.7

기획

9x9

3.7

전시장11

기획

24x12

4

전시장12

기획

9x6

전시장13

기획

18x18

전시장14

기획

15∅

6

시민갤러리

기획

27x27

3.9

극장21

블랙박스

21x12

9.5

9x12

5.2

제임스터렐 상설

상설

12x12

아니쉬 카푸어 상설

상설

6x12

o

4

전시장10

강의실

기타

연결
연결

o
o
o

원형전시장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과 레미 차우크의 군도형 미술관의 각 전시장의
입구와 전시의 단위를 고려하여 비교해 보면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전시장 단위와 레미 차우크의 군도형 미술관은 그 스케일에 있어서도 유
사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은 전시장
자체의 구성에는 동선의 관점에서 유보적인 융통성을 갖는다. 레미 차우
크가 각 방에 하나의 입구를 두어 보다 독립적이고 집중적인 갤러리를 만
들었다면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은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갤러리4 와
11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시장들에 2개의 출구를 두어 입구와 출구의 흐
름을 만들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4-43] 즉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은 레미 차우크의 군도형 미술관 모델에 영향을 받았지만 전시장
자체에 있어서는 레미 차우크가 의도한 완벽한 집중적 평면보다는 전시장
마다 출입구를 두개이상 내어 동선의 흐름을 유도하는 연속순로와 집중형
의 절충형 평면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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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0] Kanazawa 21c museum의 각 전시장
(출처 : 21th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Kanaz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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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절충적 성격은 설계의 과정보다는 마지막에 결정한 입구에
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각 전시장들은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의 입 출구
를 마련함으로서 내부적인 공간에 관람객의 동선이 재탄생 된다. 그러나
그 동선을 유발하는 각 전시장의 출입구는 다른 전시장의 출입구와 정확
한 연결선상에 있지 않아 독립성과 연속순로 사이에 모호한 입장을 취하
고 있다. 따라서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은 군도형 전시장에 가까우나 입
구의 위치를 통해 동선적인 관람객 유도를 이끄는 절충적인 방식이 채택
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독립적인 전시의 표방과 연속순로
전시의 가변성을 가변 벽체의 추가설치 없이 가장 미니멀한 볼륨의 형태
만으로 성취하기 위한 모호한 미완성의 동선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미술관
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이 남긴 숙제는 단면에 있다. 다음 절에
서 주로 다루겠지만 특히 평면적으로는 입구에 의해 각 전시장을 원활하
게 연결시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각 전시장의 집중적인 볼륨형 구성은
전시장과 전시장의 사이 공간을 전시의 집중적인 흐름이 끊어지는 단절의
공간이 되게 하였다. 따라서 전시장별로 개별적인 작가의 작업을 전시할
경우는 우수한 환경을 만들어주나 묶음 전시의 경우에는 방에서 방으로의
이동이 매끄럽지 못하고 전시의 흐름이 끊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단
점이 생긴다.

[그림 4-41] 전시장들의 배열
[그림 4-42] Kanazawa 21c museum의 계
(출처 : Domus. 21th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획 평면
(출처 : El Croquis vol.139)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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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3] Kanazawa 21c museum의 입구조절을 통한 동선의 회복. Kanazawa 21c museum 평면
(출처 : El Croquis vol.139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 평면발췌 후 재구성)

4.2.2. 천장고의 변화와 작품형식의 관계
군도형 미술관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배열되는 각 전시장은 각 부분들이
일체화되어 결합된 하나의 전체가 아니라 각각 별도로 작동하는 다층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획 시 요구조건에 따라 전시장의 천장고를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계획된 전시장은 볼륨이 강조되고 입체적인 구
성의 전시장으로 각 전시장마다 정체성이 강조된 배열을 만들어 낸다. 전
시장의 높이의 변화는 작가로 하여금 그 전시장의 특징을 작품에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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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반영하여 전시장과 작품이 하나의 공간에서 조우하게 되는 특징을
앞서 살펴보았고 저자는 높이의 변화에 따라 작가의 작품에 영향을 주어
작품을 재정의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현대미술관 전시장의 높이의 변화를
작가의 창작의 관점에서 장소 특정적인 전시장에 분류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을 중심으로 천장고와 작품형식 및 전
시의 관계와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가장 큰
혁신과 가치는 천장고의 변화에 있다.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 전시장의
천장고를 4m, 6m, 9.5m 블랙박스, 12m 등 의도적으로 다양하게 부여하
여 그에 맞는 다양한 전시장 볼륨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전시장의 가로
세로 비율을 3의 배수로 했다는 것도 기존의 미술관 계획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일반 전시장 높이로 4m, 작가의 작업장적 전시장의 높이로 6m,
그리고 이 두 배에 해당하는 12m의 높이까지 천장고를 다양하게 설정하
여 이 다양한 천장고를 각기 다른 평면들과 조합하여 다양한 집중형 전시
장들을 만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군도형 미술관들은 자유롭게 전시장의 높이를 설정하였지
만 이 높이의 변화를 강하게 부여하지는 않았다. 크리히너 미술관의 전시
장은 4.5m의 같은 높이로 구성되었으며 콜롬바 미술관은 5.4m의 높이로
고정되고 리히텐슈타인 미술관이나 브레겐즈 미술관도 높이의 차이를 두
었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도의 가벼운 변화만을 부여하였다. 즉 그
이전 군도형 미술관에 있어서 천장고의 변화는 자연광의 유입시키는 장치
나 작품을 설치하기 위한 인프라 구조물 즉 건축계획보다는 엔지니어링의
이슈가 더 큰 문제였다.
천장고의 변화는 결국 설치미술에 있어서 작품을 기획과 제작을 변화시
키고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전시장의 특징으로 부각되어 천장고가 변화된
전시장 각각은 장소 특정적 장소의 성향이 강해진다. 다른 미술관의 사례
에서도 천장고의 변화는 이미 작가의 장소 특정적 작품경향에서 예견하고
있었다. 동선을 중심으로 구성된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현대 설치작
가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공간은 전시를 위해 설계된 장소가 아니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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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상징공간인 천창으로 빛이 유입되는 중앙 홀이다. 이 홀은 높이
의 제한이 없으며 동선의 일부도 아니다. 2013년 개관 예정인 국립현대미
술관 서울관의 커미션워크에 있어서도 많은 작가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전
시공간은 전시장으로 구획된 곳이라기보다는 전시장을 분배하기위해 만들
어진 상징공간인 인포박스 였다. 17m의 높이를 가진 인포박스 공간은 이
미술관에서 가장 높은 공간이다.

[그림 4-44] Cai_Guoqiang, Cars 모형, New[그림 4-45] Do-ho Suh, HOME WITHIN HOME,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계획안
York Guggenheim Museum
(출처 : 국립현대미술관)
(출처 : Cai Guoqiang 홈페이지)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 설계당시 큐레이터 하세가와 유코는 건축가에
게 각 전시장에 대하여 명확하게 그 크기와 볼륨을 지정해 주었다. 그러
나 하세가와 유코는 각 전시장의 볼륨을 지정하게 된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미술관의 개관 전시 인터뷰에서 담당 건축가 카즈요 세지마와
니시자와 류에의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전시장의 사용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인터뷰를 통해 전시장의 구체적인 사용에 대하여 건축가는 하
세가와 유코와 공유한 프로그램이 있었다기보다는 새로운 창작에 기대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카나자와에선 작가들이 어떻게 사용할지를 예상할 수 없지만.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각 아티스트는 그들의 사용법에 따라, 그 때마다 새로운 광장 같은 상태가
떠오르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들의 구상과 다른 사용방법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
다. 그래도 실제론 ‘광장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즐거운 일이 여기서 일어
나면, 거리의 사람들도 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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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큐레이터들에게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사용방법이라는 것은 상상이
굉장히 중요해서, 누군가가 실제로 사용해보면, 바로 그 가능성이 펼쳐집니다. 누군가가
건물의 사용법을 매력적인 모양으로 보여준다면 이런 것이 가능한가 라고 모두가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일어나면 공간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 각자만의 상상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공공적인 것이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니시자와 류에-

이번에 전시에서 가장 큰 방을 사용했던, 슈타이너 렌츠링거는 멋진 분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18m x 18m x 12m 의 큰 방이 어떻게 사용될지 몰라 다소 불안했지만, 그
들의 설치가 완성된 순간 그 사이즈가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전시장이 크다라기보다 사이즈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도 저마다 굉장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카즈요 세지마-159)

이상의 인터뷰 내용에서 보면 카즈요 세지마와 니시자와 류에는 18개의
다양한 크기의 전시장에 대하여 작가와 관람자에 대하여 공간 사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새로운 참여적인 방식의 사용을 기대하고
있다. 즉 용도를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크기의 전시장
을 작가에게 부여하여 흥미로운 작품구상과 기획이 유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미술 작품이란 항상 새로운 것이 시도되는 속성이 있고 이
공간은 마술상자160)처럼 작가와 관람자에 의해 새로운 마술과 같은 공간
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오랜 기간 건축가와 큐레이터가 관여한 카나
자와 21세기 미술관의 특징으로 생각해볼 때 하세가와 유코도 명확한 프
로그램보다는 새로운 형식의 유발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즉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전시장은 가로, 세로, 높이의 비례를 과거
의 미술관에서 전형에서 찾거나, 혹은 전시를 위한 모듈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새로운 비례의 다양한 볼륨들을 작가에게 제시하
여 하나의 전시장을 그들이‘풀어야할 숙제’로 던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앞서 언급한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이 장소 특정적이라 함은 작가의
입장에서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전시공간은 작품을 구상하기 전에
159) 신건축, 권두 인터뷰, 2004/11
160) Andrew Marr, The Magic Box, Frances Morris, Tate modern, Tate Modern the Handbook,
Tate Publishing, 2010. 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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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공간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전시장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이
다. 물론 이전에도 장소 특정적인 공간에서는 작업 전 미리 전시할 공간
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다. 다만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
의 경우와 차이점은 일반적인 전시장까지도 공간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개별 전시장은 화이트 큐브이지만 그
자체가 공간적 성격이 강한 장소 특정적 전시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곳
에 작품을 설치하기 위하여 작가는 공간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작품의 구상
을 시작해야 하고 작가에게 있어 전시장과 작품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점
의 의미는 장소를 소화해내는 능력이 곧 작가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터빈 홀에서의 유니레버 프로젝트가 장
소를 소화하고 이해하는 대형 작가의 산실인 것처럼 카나자와 21세기 미
술관의 다양한 규모의 개별 전시장은 각각이 장소 특정적 전시장이 되어
작가의 장소의 해석의 역량을 실험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작가 츠바키 노보루 Tsubaki Noboru 의 작업은 카나자와 21세기 미술
관의 전시 공간의 특징을 잘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 설치한 예로 들 수 있
다.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전반 조명 시설 범위는 전 세계 어느 미술
관보다 높은 위치로 설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
한 작품인 2010년 기획된 츠바키 노보루의 ‘미학적 오염 Esthetic
Pollution’ [그림 4-46]이라는 작품은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천장고
6m에 해당하는 전시장6에 설치되었는데, 폴리우레탄, 클레이와 목재 및
페인트로 마감되어 오염을 상징하는 지저분해 보이는 작품으로 1,000lux
이상의 밝은 조명을 배경으로 설치되어 다소 환상적이고 역설적인 오염체
의 느낌이 나도록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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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
Tsubaki
Noboru작
Esthetic
Pollution,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Kanazawa. ©TSUBAKI Noboru
photo: SAIKI Taku
(출처 : Kanazawa 21th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홈페이지)

[그림 4-46] Tsubaki Noboru작 Esthetic
Pollution,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Kanazawa. ©TSUBAKI
Noboru photo: SAIKI Taku
(출처 : 저자촬영)

[그림 4-48] Noboru Tsubaki, "Aesthetic
Pollution," Courtesy Spiral/Wacoal Art Center.
Photo: Katsuhiro Ichikawa
(출처 : Asian Art 홈페이지)

노보루의 이 작품은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조절 가능한 조도 설비
와 천장고를 전제로 계획된 작품이다.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에서의 전
시 이후 이 작품은 워콜아트센터 Courtesy Spiral / Wacoal Art Center
의 스파이럴 홀에 설치되었는데 원래의 전시장이 아닌 이 전시장들에서는
국부조명만이 작품들을 비추게 되어 [그림 4-52] 카나자와 21세기 미술
관에서 관람자들이 작품과 전시장 전체에 눈부심을 느끼며 감상하도록 작
가가 의도한 그 공간에서의 체험을 워콜아트센터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품이 시각적으로 변질되어 작가의 의도와 효과가 급격하게 감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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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례로 스페인 작가 Mona Hatoum는

1999년 발표했던 작은

유리 구슬로 전시장 바닥에 세계지도를 만든 지도Map란 작품을 10여년
후인 2011년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천창고 6m인 전시장8에 전시했
다. 당시 전시의 광경은 공개된 것이 없지만 바닥에만 깔린 구슬이 만들
어내는 작품과 대비되는 전시장의 높은 천장고의 빈 공간으로 하여금 작
품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고 map이란 작품을 새로이 미술에 부상시키고
주목을 받았다. 즉 map이란 작품을 부상시킨 원인은 카나자와 21세기 미
술관의 전시장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림 4-49] Mona Hatoum, Map, 1999
(출처 : Musée d’Art Contemporain du Val de Marne 홈페
이지)

이와 같이 전시장의 기술적인 능력은 작가가 기획하는 작품의 질에까지
영향을 주고 작품의 주요한 배경이 된다. 즉 전시장 자체와 전시장에 배
열하는 행위 자체가 작품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또한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에 전시되었던 작품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의 천장고 3.5m의 전시
장에 설치하게 되면 관람자들에게 전혀 동일한 느낌과 감흥을 줄 수 없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하여 미술관의 전시장 공간은 역으
로 작품을 생성시키고 작가를 길러내는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
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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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Kanazawa 21c museum의 관람자와 결합되는 장소적 전시형태 사례

Jeppe Hein 360° Cage and Mirror, 2011

Jeppe Hein 360° Light Pavilion, 2009

chiharu shiota about a room of Memory. 2009

Jeppe Hein 360° Rotating Labyrinth. 2007

Tadaaki Kuwayama gold .2011

Tadaaki Kuwayama yellow and orange. 2011

*출처 : Kanazawa 21th Century Museum 홈페이지

카나자와 미술관의 전시장은 전시마다 새로운 전시 기획을 필요로 한
다. 특히 설치작가에 있어서 전시장은 전시의 일부가 되고 전시 기획 자
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건축의 영역이 된다. 마치 단위 공간만 있고 구체
적인 단위 계획이 별도로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의 경우에서와 같
이 볼륨형 전시장에서는 매번의 설치 행위가 하나의 건축 기획으로 다가
오고, 설치작가가 건축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는 것과 같은 참여적 미술관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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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도허티가 ‘화이트 큐브 안에서’에서 언급한 화이트 큐브라는 제도화
된 공간에서 마르셀 뒤샹의 200개의 석탄주머니 설치 작품으로부터 시작
된 장소가 유발하는 예술은, 현대 미술의 작업장적 전시공간의 볼륨을 규
정하게 되는 높이라는 요소가 추가되어 더욱 새로운 형식으로의 창조된
다. 따라서 설치작품의 대형화를 유발하고 전시장의 중요한 변화된 모습
이 담겨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고 작품이
필요로 하는 전시장에 전시하여 왔으나, 이제는 작가가 작품을 전시할 장
소를 먼저 생각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작품을 기획하는 작업이 점차 일반
화 되고 있는 것이다161).
[표 4-9] 관람객 참여적 예술과 참여의 장소

Felix Gonzalez-torres, Untitled
2012.6, Plateau 미술관

Felix Gonzalez-torres, Untitled
2012.6, Plateau 미술관

Marina Abramovic, The Artist Is Present
2010.3, MoMA

Marina Abramovic, The Artist Is Present
2010.3, MoMA

*출처 : Plateau 미술관 홈페이지
Getty Images North America 홈페이지

16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있어서도 전시장6은 가장 특정적인 전시장이라 할 수 있다. 전시장 6
은 폭 12m x12m, 높이 12m의 정사면체의 공간을 주 전시장 층에서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내려
옮겨 결과적으로 우물과 같이 아래 방향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전시장이다. 주로 상부로 올려다보
는 전시장에 비하여 아래로 내려다보는 이러한 공간은 전시 작업에 난해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새
로운 전시 방식의 공간으로, 작가들의 전시장의 컨텍스트 해결 능력을 실험할 수 있는 전시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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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대미술의 설치와 퍼포먼스 등 관람자 참여적인 경향은 동선이
배제된 장소 중심의 전시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적 전시를 위하
여 건축적으로 군도형 배열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구획에 의해 집중적이고
독립적인 전시공간을 구성하는 사례는 많은 기존의 미술관에서도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비슷한 구획의 사례와 참
여적 전시를 확인할 수 있다.
천장고의 변화와 볼륨의 전시장의 특징은 빛의 변화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빛은 전시 관람이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은 조명에 있어서도 새로운 개념을 보여준다. 지상1층 지하
1층 규모에 전시장은 모두 지상 층에 있으며 대부분의 전시장이 일정한
간격의 동서방향의 띠형 천창으로 빛이 유입되어 전시장 내부 천장의 반
투명 유리에 의해 산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4-50] Kanazawa
museum 이중천창
(출처 : El Croquis vol.139)

21c [그림 4-51] Kanazawa 21c [그림
4-52]
Kanazawa
21c
museum 이중천창과 인공조명 Ⅰ museum 이중천창과 인공조명 Ⅱ
(출처 : 저자 촬영)
(출처 : 저자 촬영)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천창은 지붕의 일부 면적만 천창으로 사용하
고 있다. 이것은 천장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엔지니어링적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해 주어, 렌조 피아노 모델보다는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
델이다. 그러나 문제는 충분하지 않은 자연광에 있다.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에 있어서 인공광의 보정은 다른 어떤 미술관보다 필수적이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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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은 가장 진보적인 현대미술관으로써 평균조도는
300룩스로 설정했지만162) 인공광을 보정할 경우 밝게는 2000룩스 이상
의 조도가 가능하고 어두운 암실까지 넓은 영역에 걸쳐 디밍 시스템을 이
용한 자유로운 조도조절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163)

이와같은 자연광

의 유입과 함께 넓은 범위의 조도의 변화는 작가의 작품의 창작에 더 많
은 잠재성을 부여함은 사례를 통해 앞서 살펴보았다.
전시장과 일체된 공간화 된 작품과 전시기획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미
술에 있어서 군도형 전시장의 천장고의 변화는 작품의 창작에 중요한 장
소 특정적 요소로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끊임없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현
대미술은 특정 미술관의 층고를 비롯한 건축적 특징을 작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작품을 기획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전시장의
특수한 인프라는 곧 작품의 인프라가 되고 작품과 관람자가 일체화된 현
대미술의 전시장에 있어서는 관람자의 참여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표 4-10] Kanazawa 21c museum

전시실 8

전시실 11

전시실 14

극장 21

강의실

제임스 터렐
시민갤러리
프로젝트 갤러리
디자인 갤러리
키즈 갤러리
* 출처 : Kanazawa 21th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홈페이지 (http://www.kanazawa21.jp/en/)
El Croquis vol.139

162) 손광호 외 1인, 지역미술관 디자인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일본 카나자와 21세기 현대미술관을
대상으로, 실내건축학회 제14권 6호 통권53호 2005년 12월 참조
163) 민현준, 김광현, 현대미술관의 이중확산형 자연채광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28 n.08 (2012-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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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전시 프로그램과 전시장 규모의 통합
본 절에서는 카나자와부터 이후에 탄생한 대형 군도형 미술관의 진화에
있어서 각 전시 공간의 크기와 전시 기획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군
도형 미술관의 전시장은 전시장간의 연속성이 적기 때문에 동시에 가변성
도 떨어진다. 이러한 단점은 건축계획과 동시에 사용 프로그램이 명확하
게 규명되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전시장의 적절한 크기와 배열 그리고
전시기획과 건축과의 관계는 군도형 미술관의 이에 따른 전시 기획적 특
성을 분석하여 건축과 미술 프로그램의 긴밀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 한다.
① 작품 단위에 의한 구획 Kanazawa 21st Century Museum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전시장 규격은 전시 단위의 규격이라기 보다
는 하나의 집중적인 작품의 규격으로 작은 볼륨의 전시장의 벽체는 가변
벽체를 대신하는 역할이 강하다.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은 하세가와 유
코의 요구에 따라 가변벽체를 사용하는 대신에 일반적인 미술관의 전시장
계획의 규모보다 작은 규모의 18개 전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과적으
로 카나자와의 기획 전시장들은 독자적인 전시 기획을 할 수 없는 크기이
다. 따라서 이러한 소규모 전시장들의 묶음이 가변벽체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 실례로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가장 큰 전시장11과 전시장
13의 면적이 각각 288m2, 324m2 밖에 되지 않는다. 이 크기의 전시장은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전시 기획을 위한 공간 크기에 해당한다.164)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카나자와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전시장을 묶어서 전시
하고자 한 사례로 이것은 앞서 언급한 각 전시장의 입 출구를 고려하여
명백하게 완전히 독립적인 전시장보다는 전시장의 묶음으로 기획전시를
의도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전시장은
하나의 전시 단위에 의한 구성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작품 단위를 위한 전
시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에 대하여 호의적인

164)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경우 전시단위의 면적을 300㎡, 600㎡, 900㎡, 1200㎡, 150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설계보고서 및 운영계획서 참조

- 195 -

제 4장 군도형으로 독립과 배열되는 전시장

평가는 하나의 작품을 위한 전시장의 집중성에 있고 비평적인 평가는 전
시장을 연결하여 기획전을 하는 경우 전시장과 전시장간의 흐름이 단절된
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술관의 전시장 규격의 한계를 미술 전시 계획에 있어서 어떠
한 기획과 운영의 방식을 통하여 풀어갈 것인가라는 문제는 미술관 개관
이후 이곳에서 진행된 전시사례를 살펴보면 해결의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이 미술관은 기획 전시를 두 개로 나누어 기획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시
장들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전시를 진행하거나, 한 그룹의 전시장은
대규모의 기획 전시를 기획하고 남은 다른 한 그룹은 원래 전시장이 설계
된 의도대로 여러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되 전시장 출입과 입장권 판매 등
의 관리 시스템은 이를 하나의 전시로 묶어서 진행하는 등으로 운영하였
다.

[그림 4-53] Kanazawa 21c museum 전시사례
2010.09.11~2011.04.11 Invisible reality
(출처 : Kanazawa 21th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Brochure)

[그림 4-54] Kanazawa 21c museum 전시사례
2010.09.18~2010.12.25 Peter Fischli, David Weiss
(출처 : Kanazawa 21th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Brochure)

카나자와 미술관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식 등으로 18개의 전시장이 있
더라도 전시를 각각 별도로 기획되는 경우는 없었으며 각 상설전시장을
제외하고는 전시장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전시가 진행되어 왔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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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54] 다수의 전시장을 전시의 용도에 맞추어 유연히 분류하여 전시
계획을 하고, 전시장의 다양한 사이즈는 이러한 유연한 계획을 성공적으
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풍부한 환경적 전제가 된다.
또한 입구들을 살펴보면 각각의 전시장마다 두

개 이상의 입출구가 있

는 전시장들이 많다. 이것은 레미 차우크가 강조한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집중형 모델과는 다른 형식이다. 즉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은 분절한 전
시장 박스에 두 개 이상의 개구부를 계획하여 전시장 간을 연결하는 레미
차우크가 그토록 반대했던 동선의 흐름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보면, 전시장들을 묶어서 전시하고자 하는 것은 준공 이전
설계 단계에서부터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연결이 완벽하게 이루
어지 않도록 하여, 의도적으로 관람자 스스로가 전시장의 선택을 부여하
는 동선계획을 했다.
작가와 큐레이터의 관점에서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은 비교적 선호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미술관이다. 선호하는 작가들의 이유는 주로 독립적이
고 집중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전시장의 전형을 만들어 냈음에 있고, 그렇
지 않은 이들은 볼륨과 볼륨으로 구성된 각각의 전시장들 사이에서 전시
의 흐름이 끊어져 전시의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점에 있다
고 말한다. 하지만 적어도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은 연속적 흐름의 전시
장이 아니라 집중적이고 단속적으로 연속인 미술관의 탄생인 것이다.
이와 같은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과 같은 동선의 문제에서 시작된 볼
륨형 미술관은 또 다시 내부 전시장 간의 동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정확한 규모에 의해 예기치 않은
새로운 동선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전시 프로그램과 건축 간에 긴밀
한 커뮤니케이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② 전시단위에 의한 구획, The Museum Folkwang, Essen
2011년 증축하여 개관한 독일 에센의 포크방 미술관 The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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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kwang165)은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고민을 해결해 버린듯한 전시
기획 단위의 큰 면적의 전시장 단위를 가진 군도를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정확하게 예측되고 계산된 전시단위에 근거한 군도형 미술관 모델
을 제시했다. 다만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과 다른 점은 소장품의 상설전
시가 많아 전시는 고정적이고 쉽게 전시기획의 윤곽을 잡을 수 있었다.

[그림 4-55] Chipperfield [그림 4-56] Adjaye 안
(출처 : Wettbewerbe
안
Aktuell 2007.05)
(출처 : Wettbewerbe
Aktuell 2007.05)

[그림 4-57] Gigon &
Guyer 안
(출처 : Wettbewerbe
Aktuell 2007.05)

[그림 4-58] Zaha Hadid
안
(출처 : Wettbewerbe
Aktuell 2007.05)

2007년 기존미술관을 확장하는 국제현상설계166)를 통해 데이비드 치퍼
필드 팀이 설계를 맡아 2010년 준공되었다. 당시 공모전의 참가안들을 보
면 대부분의 전시장을 군도형으로 구성하였는데 그 중 데이비드 치퍼필드
의 안은 기존 건축물을 유사하게 보완하는 6개의 구조체와 4개의 중정으
로 구성되어 있다.167) 6개의 구조체중 3개는 군도형 전시장이고 나머지
3개는 수장기능, 레스토랑 등 부대시설 그리고 서점과 도서관으로 구성되
어 있다. 4개의 마당은 기존건물과 연결되는 마당, 두 개의 전시장사이의
잔디마당 그리고 입구 포이어 foyer 를 구성하는 마당으로 계획되어 있
다.
모든 전시장은 1층에 있으며 2층에는 관리 업무시설이 있다는 것은 전

165) 포크방 미술관 The museum Folkwang 은 Karl Ernst Osthaus에 의해 1902년 Hagen에 설립된
독일 최초의 근대미술관이다. 1922년 Essen으로 이동하였고 독일 근대미술의 최고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미술관이다. 2010년 고전주의적인 옛 미술관 건물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리노베이
션 하여 재개관했다.
166) 당시의 경쟁 참가작들을 살펴 보면 자하 하디드의 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안에서 전시장이
군도형으로 계획되어 군도형 미술관은 유럽에서는 이미 일반화 되고 있다. 건축가 지공과 가이어
팀은 키르히너 미술관에서 했던 작업을 그 크기를 확대하여 진행하여, 군도형 전시장들과 이들을
묶어주는 홀을 기획했다. 이에 비하여 당선자인 데이비드 치퍼필드 팀의 안은 전시장들을 묶어 주
는 홀의 중심에 잔디 마당들을 설치한 것이 큰 특징이다.
167) El Croquis, David Chipperfield vol.150, p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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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자연광을 사용한 현대미술관들과 유사한 전형을 구성 하였다. 지
하층에는 1층으로부터 하역하는 수장 공간이 있으며, 1층의 전시장에는
수장품을 전시하는 두 개의 상설전시실과 무주공간으로 이루어진 한 개의
대형 기획전시실이 있다.

[그림 4-59] Folkwang museum Ⅰ
(출처 : Folkwang museum 홈페이지)

[그림 4-60] Folkwang museum Ⅱ
(출처 : Folkwang museum 홈페이지)

[그림 4-61] Folkwang museum 평면 구성
(출처 : Folkwang museum brochure)

포크방 미술관의 가장 대표적인 상설전시장인 크기 36m x 45m의 전시
장은 다시 9개의 작은 방으로 분할되어 중심을 가로지르는 동선과 외각으
로 순환하는 동선에 따른 이동이 모두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리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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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선의 시각 축에는 잔디마당이 들어오도록 하여 전시의 집중적 공간과
휴식의 여유로운 공간이 교차하고 있다. 포크방 미술관의 대표적 전시장
인 상설전시장은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각각의 구획된 방에는 4장에서 전술한 우물형 자연채광이 유입되는 19세
기 모델과 비슷한 이중천창과 각종 작업에 필요한 설비와 화물 엘리베이
터가 있다.
또 다른 전시장은 24m x 44m 규모의 전시홀로, 천창을 설치하지 않아
자연광 유입이 없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이곳은 자연광에 민감한 소장품
이나 사진과 같이, 자연광이 작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공광을 고려해
야 하는 작품의 설치를 위해 기획한 것으로 판단되며 내부는 적절하게 작
은 방으로 구획하여 사용한다.
마지막 전시장은 47m x 34m의 기획전시장으로 계획되었다. 가변성과
변화가능성을 위하여 기둥이 없는 무주공간으로 계획하고 커지는 구조체
를 톱리형 천창과 일체화하여 구조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 가장 특징적이다. 다만 이곳에는 천장고의 차이를 두지 않아 다른
전시장과 같이 천장고가 6m이다. 포크방의 기획전시실에서는 무주공간의
문제도 해결하고 자연광의 이중천창도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천창을 제
안했다. 이 구조는 톱리형 천창으로 기울어진 형태는 빔과 거더의 구조체
로하고 북쪽의 수직면으로 자연광이 유입되어 천장에서 다시 확산되어 유
입되는 톱리형 천창을 이중천창으로 만드는 새로운 방식의 천창을 만들었
다. 결과적으로 이 천창은 자연광의 유입과 무주공간의 두 가지 현대미술
의 요구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톱리형 천창은 관리의 효율과 균등한 조도의 확보용으로 공
장이나 전시장 등 넓은 면적의 공간에 창을 설치할 벽이 없을 경우 많이
사용한 방식이다.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톱리형 천창을 이중 확산구조로
만들고 수직면은 구조체와 통합하여 빛과 구조가 결합된 무주공간의 새로
운 전형을 만들었다. 덕분에 이 전시장은 기둥 없이 자유롭게 내부 설치
계획이 가능한 큰 공간을 만들었다. 관리계획의 경우 천장 내부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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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들어가 수리를 하게 되는 브랜트홀스트와 달리 전시장 아래에서 쉽
게 관리 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저가형의 자연광 이중천창이 계획했다.
하지만 포크방 미술관의 자연채광 빛은 바이엘러 등의 렌조 피아노의 미
술관에 비하여 빛의 절대적 양이 부족하여 차가운 느낌을 주며 관람자에
게는 자연광이 유입되는지 조차 알아채기 어렵다. 관람자에게 자연광이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첫째 작품 안에 녹아들어 작품을 강조할
뿐 배경 역할을 하게 되는 화이트 큐브적 특징이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작품과 관람자를 대등하게 간주하는 작업장적 성격 또한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림 4-62] Folkwang museum의 우 [그림 4-63] Folkwang museum의 톱리형 이중천창
(출처 : Ove Arup 제공)
물형 이중천창
(출처 : 저자 촬영)

이처럼 포크방 미술관은 전시장들을 빛으로 구획된 전시장과 무주공간
의 가변성으로 계획된 전시장, 그리고 빛에 민감한 작품을 위한 인공광을
사용하는 전시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작품특성에 맞는 전시장을 선택하
도록 계획되었다. 포크방 미술관은 3개의 신축된 전시장 중 두개의 자연
광 이중천창을 가지고 있고 이 자연광을 주 전반조명으로 활용한 전시장
이다. 이중 랜턴형 천창을 가진 전시장이 포크방의 주 상설전시장이고 톱
리형 이중천창을 가진 전시장은 기둥이 없는 기획전시장이다. 이 두 전시
장 모두 레미 차우크가 언급하고 세지마의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과 같
은 드러나지 않은 자연광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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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방 미술관 상설전시장의 이중천창은 다른 어느 현대미술관보다 19
세기 독일 미술관의 이중 천창 모델과 비슷하다. 천창 안에는 형광등의
인공광원이 보조로 들어간다. 포크방 미술관도 최소한의 관람자를 위한
자연광이 있을 뿐 바이엘러 미술관이나 브레겐즈 미술관과 같은 빛의 조
절은 없다. 오히려 차갑고 빈약한 자연광이 관람자에게 들키지 않은 채
미술품을 비추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대미술관이 자연광을 다루는 방
식은 카즈요 세지마가 21세기 미술관에서 했던 방식과 거의 일치한다. 그
것은 자연광이 공간의 풍성하고 아름다움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없
는 듯 있는 듯 미술품을 비추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포크방 미술관의 기본적인 건축의 배치의 도형 배열은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기획 전시의 관점에서 보면 두 미술관은 극
명하게 차이가 난다.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이 작은 집중적인 전시의 단
위를 중합하여 가변성을 획득했다면 포크방은 보다 근대적인 방식인 가변
벽체에 의해 대형의 군도형 전시장이 큐레이터의 기획에 따라 작게 구획
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러한 차이는 미술관의 운영계획에 있어서 근대
미술에 중심을 둘 것인가 혹은 현대미술에 중심을 둘 것인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포크방 미술관의 사례는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보다 근
대미술의 전시의 방식을 더 선택한 것이다.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이 옳
으냐, 포크방 미술관이 옳으냐는 문제는 실제 전시기획이 근대적 전시에
집중할 것인지 현대적 관계예술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어 미술관
설립계획에 있어서 초기 기획협의 가 중요한 이유이다. 즉 큐레이터의 전
시기획과 건축계획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군도형 미술관에서는 전시기
획과 공간 프로그래밍의 예측과 함께 큐레이터와 건축가 간의 소통은 다
른 어느 형식의 미술관 보다 중요해진다.
최초로 군도형 전시장을 언급한 레미 차우크의 관점에서 카나자와 21세
기 미술관과 포크방 미술관을 비교 검토하면 다이어그램 <그림 3-69>의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과 레미 차우크의 모델과 형태적으로 유사하게
보여 진다. 그러나 그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5~7개의 전시를 하나의 전
시단위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다이어그램 <그림 3-70>의 레미 차우크의
- 202 -

4.2 현대 미술 전시장의 군도화

다이어그램은 포크방 미술관의 형태에 더 유사하다. 레미 차우크가 직접
작업한 바론 티센 Baron Thyssen 프로젝트에서 그는 [그림 4-65]의 다
이어그램처럼 4개의 독립적인 전시장 각각을 5개의 연속된 방으로 구성
하였다. 이는 전시장의 규모와 단위공간의 관점에서는 레미 차우크의 다
이어그램이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모델보다는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포크방 미술관의 모델에 보다 유사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
다.

[그림 4-64] Thyssen Museum Plan Madrid Ⅰ
(출처 : Rémy Zaugg, Das Kunstmuseum)

[그림 4-65] Thyssen Museum Plan Madrid Ⅱ
(출처 : Thyssen Bornemisza museum 홈페이지)

③ 전시장 규모의 다변화 Miami Art Museum, Miami
헤르조크와 드 뮤론에 의하여 설계되고 2013년에 준공 예정인 마이에
미 아트 미술관 Miami Art Museum MAM은 새로이 진화된 군도형 형식
의 미술관이다. 마이에미 아트 미술관은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과 포크
방 미술관의 특징이 절충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건축가 헤르조크 드 뮤론
은 이미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계획에 있어서 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관장 니콜라스 세로타와 같이 테이트 모던 미술관 계획당시 근대 아방가
르드 작가와 관련된 주제별 전시 계획의 가치를 경험한 바 있다. 또한 최
초의 군도형 전시장을 구상한 레미 차우크와도 여러 차례의 협력 작업으
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현대미술의 본고장 바젤에 근거하여 다수의 현대
미술 관계자와 협업을 진행 중인 건축가로서 현대 미술과 그 미술관의 동
향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을 건축가이다.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설계과정처럼, MAM 역시 설계 단계에 있어서 큐레이터와 건축
가의 충분한 협업의 과정으로 유명하다. 건축 계획 단계에서 철저하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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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관의 미션과 전시자의 구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과정상의 내용들이 미술
관이 완공되기 전에 이미 책으로 출판된 바 있다.168)
이 미술관 전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전시장이 입체적으로 군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카나자와의 수직모델이 더욱 강조되고 진화되어 있는 미
술관이다. 전시장의 규모에 있어서는 전시기획의 필요에 따라 큰 전시장
과 작은 전시장이 골고루 배열되어 있으며 전시장의 천장고는 전시장별로
차별화되고 있다. 이점에 있어서는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모델을 따
르고 있다.
헤르조크와 드 뮤론은 상설전시장과 기획전시장이라는 표현대신 갤러리
의 건축형상과 장치와 관련하여 네 개의 서로 다른 갤러리 명칭을 사용하
고 자신들의 설계에 대하여 설명했다. 그 네 개의 갤러리는 Overview 갤
러리, Focused view 갤러리, Anchor 갤러리, 그리고 Special exhibition
갤러리이다. 이중 가장 작은 단위인 앵커 Anchor 갤러리는 MAM의 소장
품을 전시하는 상설 전시장에 해당하며 크기 58.4m2로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전시장 단위와 비슷하다. 헤르조크와 드 뮤론은 앵커 갤러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앵커 갤러리는 독립적인, 특정한 장소에 맞춰진 작품이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갤
러리이다. 이 전시장들은 단일한 작품들이 아예 영구적으로 건물에 박히는 형상이
될 것이다. 각각의 작가는 갤러리의 형태, 비례 채광, 그리고 위치에 대하여 미술
관의 계획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설계방식은 MAM 자체에 지속적 영구적
으로 기억 가능한 특별한 작품이 될 것이다. 앵커 갤러리들은 MAM 컬렉션을 늘려
가고 미술관에 접목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169)

두 번째는 집중 갤러리 Focused view Gallery로 면적은 141.9m2으로
중형의 전시장이다. 헤르조크와 드 뮤론은 이 전시 공간이 처음에는
MAM의 소장품을 전시하는 상설전시로 시작하나 점점 기획전시장으로 바
168) Miami Art Museum, Work in Progress: Herzog & De Meuron’s Miami Art Museum, Mam,
2007
169) Miami Art Museum, op. cit.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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뀌어 갈 것으로 설명했다. 건축가가 MAM의 운영의 목표와 향후 계획까
지 미술관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해당 전시장이 근대 미술의 전시장으로서
출발하여 현대 미술의 발전과 성숙에 따라 현대 미술 중심으로 변하게 할
것이라는 예측과 계획을 한 것이다. 그 의미는 보다 관계적인 예술을 고
려하는 볼륨이고 군도형 전시공간을 고려한 것이다. 주로 근대미술품이
상설 전시되는 앵커갤러리보다 집중 갤러리는 그 공간 단위가 회화 작품
의 기본 모듈에 근거하기보다는 볼륨에 근거하여 사이즈가 확대되고 있
다.
집중 갤러리 Focused view Gallery는 중간 크기의 갤러리로, 방문자들에게 특별
한 오브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획한 전시장이다. 한 명 또는 두 명의 작가로 인
한 시리즈물을 전시할 수도 있고 또는 한 주제로 모여진 다수의 추가된 구성도 가
능하다. 여기에 설치된 작품들은 초기엔 MAM의 소장품에서 시작하겠으나 외부 대
출 작품으로 대체되고 시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170)

세 번째는 중대형 기획전을 위한 공간으로서 특별 전시 갤러리 Special
Exhibition Gallery이다. 크기는 467.7m2로 포크방 미술관에서의 한 개
의 전시장 공간의 규모와 비슷하다. 층고는 필요에 따라 공간을 구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계획 하였다.
특별 전시 갤러리는 위에 설명한 갤러리와는 전혀 다른 갤러리이다. 넓은 전시홀
의 기능을 가진 이 공간은 근 현대 미술과 관련된 작품과 미디어들을 담는다. 이
공간은 기둥 없이 열려 있으며 언제나 가벽으로 나뉘어져 최상의 전시 효과를 기
대한다. 자체의 기능성을 보았을 때 이 갤러리는 가장 덜 특정적이고 가장 변화 가
능한 공간이다.

네 번째 켜는 overview 갤러리로 명명되어 있다. overview 갤러리는
한쪽은 공원으로의 뷰가 열려있고 나머지부분은 다른 집중형 전시장으로
둘러싸여 정형의 공간을 가진 전시장이다. 공원으로의 조망이 열려있는
전시장이며, 또한 쉽게 휴게공간이나 다른 전시공간으로 전용이 가능한
장소 특정적이고 즉흥적인 전시장소이다.
170) Miami Art Museum, op. cit.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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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현대미술을 시간 순서로 배열하기 보다 MAM은 새로운 시각에서 자신의 컬렉
션을 재배열하여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현대 미술의 주요 트렌드를 먼
시작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몇몇의 특별한 작품들은 교육용 자료와 합쳐져서 미술
관의 사회적 책임인 공공교육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특수한 전시를 위한
배경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overview gallery에서 전시될 것이며 이는
overview 갤러리와 다른 갤러리 사이들의 연결지점이 될 것이다.171)

[그림 4-66]
다이어그램 모형, Miami Art [그림 4-67]
실시설계 최종 모형, Miami Art
Museum
Museum
(출처 : Work in progress Herzog & De (출처 : Herzog & De Meuron 홈페이지)
meuron’s Miami Art museum)

앞선 군도형 미술관의 경우, 전시의 규모에 따른 수용에 있어서는 필요
시 전시장들을 묶어서 기획하는 가변적 운영이 계획되었다. 그러나

마이

에미 아트 미술관의 경우에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전시장의 각 단위가 전
시 프로그램의 단위와 일치하도록 고려되어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단점인 전시의 흐름의 단절은 발생하지 않도록 고안되었다.
현대미술 작품

또한 근대와

모두를 수용하는 마이에미 아트 미술관은 그 전시장의 크

기와 볼륨에 있어서도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과 포크방 미술관의 특징
을 모두 가지고 있다. 즉 각 전시장은 300m2 고정적 상설전시장부터 주
제별 기획이 가능한 크기의 다양한 전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마이에미 아
트 미술관의 각 전시장의 크기가 다른 것은 전시기획의 규모에 대한 미술
관과의 사전적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171) Miami Art Museum, op. cit.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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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8] Miami Art Museum 각 전시장 별 전시사례 이미지
(출처 : Work in progress Herzog & De meuron’s Miami Art museum)

[그림 4-69] Miami Art Museum 상층부 평면
(출처 : Work in progress Herzog & De meuron’s Miami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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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0] Miami Art Museum 하층부 평면
(출처 : Work in progress Herzog & De meuron’s Miami Art museum)

군도형 미술관의 경우 전시의 규모에 대한 가변성이 떨어진다. 19세기
모델인 연속순로의 경우 균일한 흐름이 연속이므로 방의 구획을 가변적으
로 연결하기 쉽다. 그러나 군도형의 경우 집중과 이완이 전시기획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프로그램이 명확하지 않으면,
즉 큐레이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접근해서는 안 되는 미술관 구성방식
이다.
성공적이지 못한 사례로 우리나라 전주도립미술관은 우리나라 관공사의
절차상 큐레이터의 전시기획과 건축가의 협조 없이 구성되어, 건축가의
관점에서는 전시장 사이에 적절한 조망공간을 부여한 것 같지만 전시기획
의 규모가 전시장 단위 볼륨의 규모와 연관성이 없어 전시기획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사례로 전시의 집중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에 전시장의 배
열과 크기에 문제가 있다. 전시장의 연속하여 배치할 경우에 비하여 전시
장을 단속적으로 배치할 경우 더 정확한 규모에 대한 예측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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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1] 전북도립미술관 1층 평면
(출처 : 건축설계정보 아키데이타)

[그림 4-72] 전북도립미술관 전경
(출처 : 전북도립미술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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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군도형 전시장에 따른 전시특성 변화
4.3절에서는 앞서 논의된 근 현대 군도형 미술관의 특징으로부터 동선
이 분리되고 집중되고 머무르는 장소의 전시장에서 발생하는 작품과 관람
자간의 관계 변화를 규명한다. 그 규명은 첫째로 작가의 작품 기획과 설
치의 관점에 관한 것이고, 둘째 전시를 위한 건축 전시장의 인프라의 변
화, 그리고 셋째로 전시공간의 개념적 특징과 전시장소의 물리적 특징간
의 상관관계의 비교를 비교한다. 이를 통하여 군도형 미술관의 미술 프로
그램과 전시장소의 관계의 변화를 분석하고 군도형 미술관의 미래 전망을
예측하고자 한다.

4.3.1 전시 프로세스의 장소특정적 재맥락화
근대미술까지의 작가는 회화나 조각의 작품을 창작하고 미술관은 그것
을 전시하는 장소로 작가는 작품에만 관여할 뿐 전시라는 개념이 미약했
다. 그러나 현대미술의 참여적 성격과 집중적 전시장은 결과적으로 작품
과 전시장 간의 프로세스를 뒤집어 놓았다. 즉 작품이 따로 제작되고 전
시장에 전시하는 순서가 아닌 전시해야 할 전시장이 먼저 있고 그곳에 적
절한 작품을 구상하는 방식이 보편화 되고 있다. 전시장의 물리적 형상뿐
아니라 조명, 구조 및 인프라는 중요한 작품 제작 방식의 기반이 된다. 이
것은 제도적 전시장들이 장소 특정적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전시장이 작품에 영향을 주고 새로운 형식의 작품을 유발하는 경
향은 화이트 큐브적인 전시장 내에서도 있었다. 즉 기획전시가 활성화 되
면서 전시장이 작품의 일부가 되고 전시장에 전시한다는 전제하에 예술형
식에 대한 도전이 60~70년대 개념미술이나 설치미술에서도 나타났었다.
그러나 현대미술에 있어서는 설치와 퍼포먼스적인 경향의 전시장에서는
장소특정적인 장소성이 과거보다 강조되었다. 그래서 전시장은 공간의 높
이 변화를 극대화 하거나 음향이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인프라를 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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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나, 일반적 구조 지지도 이상으로 가능하게 계획하는 등 숨겨있는 엔
지니어링을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설치되는 작품 또한 기술적으로 전시
장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의 능력이 작품 재료선택 등의 허용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데이타가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는 기반
에 중요한 맥락이 된다. 따라서 현대미술에 있어서 작품과 전시장은 근대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게 된다. 물론 이렇게 창작된
작품은 다른 장소에 이전되어 전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초기 창작시의
의미와 가치는 결코 재건되지 않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작품이 설치와 공간적으로 변함에 따라 전시를 포함한 전시장 계획에
있어서는 건축가와 작가의 역할이 혼재되고 있다. 가령 테이트 모던 미술
관 터빈홀에 전시한 카스텐 홀러 Carsten Holler 의 작품은 형태가 아니
라 전시장을 아이들의 놀이동산으로 만들었다. 탄광도시를 문화공간화한
에센의 졸버라인 Zollverein 의 건축가는 냉각수가 흐르던 길을 아이스링
크로 만들어 역시 아이들의 놀이동산을 만들었다. 어느 작업이 건축이고
어느 작업이 작품인지 모호한 경계에 있다. 후자를 작품이라 한다면 작품
이 건축의 일부로 침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시장은 그 전시대보다 미완
성으로 만드는 전시장이 군도형 전시장이다. 그리고 그 공간을 완성해가
는 것은 작가의 작품과 참여하는 관람자들이다. 이들에게는 작품과 관람
자의 관계적 작품이 그 전시대 오브제적 작품의 역할을 하며 전시장은 다
시 배경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일본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에서 의도적으
로 천장고의 높이를 다양화하고 과도한 조명 구조시스템을 구성한 것은
예술작가들에게 있어서는 볼륨의 전시장에 장소특정적인 특성이 부여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했다. 작가들에 있어서는 마치 테이트 모던 미술
관의 터빈 홀이라는 장소적 맥락의 전시장을 소화해 내어 장소특정적인
작품을 창조하듯, 천장고의 변화라는 하나의 요소만으로도 작가들은 그
변화한 볼륨의 공간의 특징을 잘 활용하여 작품을 구상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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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3] Carsten Höller 의 예술
[그림 4-74] Zollverlein 건축가에 의해 구제철소의 냉각수로를
작업에 의해 놀이동산이 된 Tate
스링크로의 놀이동산화 사례
(출처 : 저자 촬영)
Modern 2006
(출처: Tate Modern 홈페이지)

더욱이 앞서 서술 한바와 같이 현대미술이란 형식과 내용면에서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하는 근본적인 성향 때문에 전시하려는 전시장의
특징과

다른 전시장의 관계에 대한 맥락을 잘 소화하는 것이 그 작가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즉 작품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것을 설치하는 전시장
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시장이 먼저 존재하고 그 공간에서의 전시를 전
제로 하여 작품을 구상하는 것이 현대미술에 있어서 일반화 되고 있는 상
황이다.

[그림 4-75]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장소특정적 전 [그림 4-76]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장소특정적 전
시장6에 설치구상 과정 Ⅰ
시장6에 설치구상 과정 Ⅱ
(출처 : Haegue Yang 작가 제공)
(출처 : Haegue Yang 작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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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이란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작가는 작품이 놓이
는 전시장의 조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행잉구조의 설치물
일 경우 천장의 마감과 지지가능 구조에 따라 작품의 재료와 크기가 변하
게 된다. 이것은 작가가 생각하는 개념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같은 의
미에 다른 재료가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개관전을 위한
어느 작가의 설치의 경우 전시장의 천장 지지하중이 500kg 경우 작품을
주재료를 천으로 작품을 제작할 것이며 지지하중이 1t 경우는 작품의 재
료를 플라스틱, 또한 지지하중이 10t이상일 경우면 철골 구조물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전시장의 조건 곧 건축의 조건은 곧 작품의
조건이 된다.

[그림 4-77] Olafur Eliasson Weather Projectat Tate [그림 4-78] Richard Serra, Bilbao Guggenhein
Modern, 2003
Musuen
(출처 : Tate Modern 홈페이지)
(출처 : Bilbao Guggenheim 홈페이지)

앞서 언급한 빌바오 구겐하임의 문제는 건축의 형상이 작품을 압도해서
전시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일반적인

평가에

더하여 톰킨스

Calvin

Tomkins 의 ‘예술가들의 생활‘에서 빌바오 구겐하임의 건축가 프랭크 게
리와 그 안에 커미션 작업을 리차드 세라는 건축과 작품 간의 각각의 기
능과 상징에 대한 흥미로운 논쟁을 담고 있다.172) 저자는 작품과 건축 중
건축이 우선인 것은 프랭크 게리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
는 그 건축이 작품을 위한 인프라가 되지 못하고 스스로 서있기에 급급한

172) Calvin Tomkins, Lives of the Artists: Portraits of Ten Artists Whose Work and Lifestyles
Embody the Future of Contemporary Art, Henry Holt and Company, LLC,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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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의 형태라는 점에 있다. 즉 작품과 호흡하기 어려운 형태도 문제이
지만 구체적인 건축구조와 설비 등 엔지니어링적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
의 작품은 단지 바닥에만 올려놓을 수밖에 없어 여기에서 전시하는 작품
은 관람자와 일체되고 공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것은 미술관의 형상
이 작품과 대립하는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부족한 인프라의 문제이다.
일반적인 박스형 전시장도 필요한 엔지니어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업
체는 세계적으로 몇 군데 밖에 없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과 같은 스
스로 서있기에 급급한 전시장은 매다는 구조나 조명 혹은 기타 작품과 공
간이 일체되는 작품을 위한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지 못한다. 따라서 이곳
에서는 전시할 수 있는 작품이 한정되어 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빌바오
구겐하임에서 새로운 작가가 탄생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작가와 교류하지
못하는 표현주의적 형상중심 미술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이유이다.
현대미술관들은 형식미술을 위한 전시장부터 설치 및 참여적인 형식의
변화된 공간까지 모두를 포함하며 정리하는 시스템은 건축가 하나의 의도
혹은 큐레이터의 의도라기 보다는 전기 설비 구조 건축가 큐레이터 작가
모두의 참여의 결과로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 미술관 건축은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스포츠카가 아니라 담아야할 기능에 한계가 많은 트럭에 가깝
다. 스스로 자율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적어도 전시할 대상과 기획전에 대
한 충분한 유연성을 위한 구조와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대미술관의 전시장은 최종의 결과물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장소적
특징을 인지하고 작품을 구상하는 작가에게 장소 특정적 전시장소를 제공
하는 공간예술의 시작이다. 건축은 여백을 디자인하는 것이고 결국 작품
에 의해 완성되는 전시장이 관람자를 위한 공간의 최종의 모습이기 때문
에 전시장은 작품에 대한 서비스로서의 기능에 충실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최종적인

미술관의 기능과 관계하여 관람자를 위한 최선의 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도형 미술관은 작가와 관람자가 공간을 점유
하며 만들어가는 관람자 중심의 미술관 구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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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전시기획을 위한 전시장 천장 인프라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시장 천장의 인프라는 전시장 건축의 가장 중
요한 부분이다. 이는 스스로 적절하게 디자인 되어야 할뿐 아니라 작품을
위한 서비스로서의 대부분의 인프라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
이다. 특히 현대미술관에 있어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관람자와의 소
통의 부각에 따른 자연광의 회복은 천장의 인프라 구성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고 있다.

[그림 4-79] Kimbell Art Museum 단면
(출처 : Kimbell Art Museum: Fort Worth, Texas 1972 Louis I Kahn
(Architecture in Detail))

[그림 4-80] Kanazawa 21c museum 상설전시실 단면
(출처 : El Croquis vol.139)

[그림 4-81] Folkwang Museum 상설 및 기획전시실 단면
(출처 : El Croquis vol.150)

[그림 4-82] Beyeler Foundation Museum 상설 단면
(출처 :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 vol.4)

일반적으로 군도형 미술관들은 다시 19세기적인 1층중심의 납작한 전
형을 보이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단을 없애 도시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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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지고 또한 19세기 미술관과 같은 확산된 균질한 자연광을 주광원으
로 한다는 전제조건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전시장의 빛은 천장에서부
터 내려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전시장은 최상층에 계획되고 이곳은 곧
1층 중심의 미술관들이 현대미술을 위한 미술관으로 전형화 되고 있다.
벽과 바닥은 미술 전시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형상을 느끼지 않도록 하
기 때문에 건축적인 관점에서 천장을 건축가가 고유하게 자신이 디자인한
전시장의 특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
설치미술에서 천장은 전기와 냉난방, 방재 등 모든 시스템이 모여 있어
이곳을 어떻게 조율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시장의 중요한 특징이며 전시
장의 잠재성을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현대미술관의 전
시장을 구별할 수 있는 곳은 천장밖에 없다. 천장을 통해 건축가의 의도
와 전시의 잠재적 엔지니어링 능력과 빛의 유입과 주변 맥락까지 모든 전
시장 설계의 기술은 천장에 있다. 현대 전시장의 설계는 화이트 큐브로서
디테일 없는 상세적 천장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한 전시장의 가능한 최대
치의 엔지니어링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모든 전시의 내용에 앞서 선행
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 된다. 작품의 설치는 또 다른 건축계획으
로서 작품을 설시하는 작가와 미술관 건축의 일부를 담당하는 건축가가
함께하는 참여적 미술관이 된다.

[그림
4-83]
Berlinische [그림 4-84] 천장: 미술관의 유일한 건축가의 자유공간
Galerie 천장에 유일하게 건축 (출처 : Wettbewerbe Aktuell 2006.11)
적 형상을 넣은 Mies van der
Rohe
(출처 : Marco Pogacnik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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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의 바이엘러 미술관이나 키르히너 미술관은 근대 회화와 조각을 전
시하기 위한 전시장으로 화이트 큐브적 특성을 가진 전시장이다. 그래서
이들 전시장들은 설치와 퍼포먼스 등 복합적이고 관계적인 인프라가 필요
하지 않았다. 그리고 회화와 작은 조각의 관람이 주목적이었으므로 건축
가는 더 완성도 높은 전시장을 계획할 수 있었다. 즉 작품을 설치와 미설
치가 전체 전시장의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주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현대미술이 중심인 일본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이나 포크방
미술관의 기획전시 공간은 다소 차갑고 미완성으로 인식되는 전시장의 모
습을 하고 있다. 자연광의 이중천장을 사용하였으나 충분하고 충만한 빛
보다는 최소한의 빛과 차가운 느낌의 빛을 사용하였다. 현대미술관 전시
장에는 바이엘러 미술관이나 키르히너 미술관 같은 충만하고 따뜻한 빛은
없다. 대신에 차갑고 미완성적이지만 변형이 자유로운 공간이 남겨지게
된다. 이곳에 작가의 임무는 설치와 관람객의 참여를 통해 공간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작가의 완성에 의해

전시마다 기획은 '마술상자' Magic

Box로서의 전시장이 되는 것이다.
[표 4-11] 차갑고 미완성적 분위기 현대미술 전용 전시장과 설치

Kanazawa 21c museum

Kanazawa 21c museum

Folkwang museum

Bregenz museum

Bregenz museum

국제갤러리 3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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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따뜻하고 완결된 분위기의 근대미술 전용 전시장

Beyeler foundation

Menil collection

Brandhorst museum

Kircher museum

Brandhorst museum

Orangerie museum

4.3.3. 화이트큐브 엔지니어링의 보편화
본 절에서는 제도권 미술관의 계획에 있어서 그 미술관의 목표가 화이
트 큐브 모델, 워크샾 모델 혹은 장소 특정적 모델과 상관없이 건축적 상
세는 화이트 큐브적 건축엔지니어링이 필수적 고려사항이 되었음을 밝히
고자 한다. 이와 같은 건축가에 의해 계획되는 신축미술관의 특징은 팔레
드 토쿄와 같은 기존 건축물의 맥락을 그대로 활용하여 반 화이트 큐브적
이고 대중 친화적으로 접근하는 미술관과는 근본부터 다른 출발을 하는
것이다. 신축미술관에 있어서 화이트 큐브적인 전시장은 미술관과 기타시
설을 구분하는 특징으로 보편화 되었다. 화이트 큐브적이지 못한 신축 미
술관을 잘못된 계획을 평가 받는 사례가 많았고 따라서 건축가에게 의도
적으로 화이트 큐브를 포기하는 것은 미술관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건축
가에게는 화이트 큐브적인 상세는 곧 미술관 계획의 본질로 인정되고 결
코 포기할 수없는 미술관의 특징으로 일반화 되고 있다.
이것을 앞서 논의한 전시장에 대한 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어떠한
개념의 전시장이라도 화이트큐브적 특징인 직각의 흰 벽과 디테일이 생략
된 단순하고 비일상적인 공간의 전시장은 보통의 감각을 긴장시키고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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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예민하게 미적경험을 유도하는 공간이 된다. 이는 전통적인 근대추
상미술의 배경의 역할에서 시작했지만 현대의 설치미술의 공간으로도 계
속 유효하고 설치미술조차 탈 맥락하여 신성화 하는 화이트 큐브의 특징
을 가지고 있다. 화이트 큐브를 반대하는 전시장은 신축보다는 앞서 언급
한 공장이나 창고 등의 공간 구획이 큰 산업구조물의 모델을 개축하여 미
술관화 하는 방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미술관은
건축가에 의한 화이트 큐브와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탈 화이트 큐브적
인 전시장으로 양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카나자와 모델은 이론적으로는 작업장적 성격의 전시장으로 시작되었음
은 앞서 밝힌바 있다. 작업장적 성격의 6m 천장고의 볼륨형 전시장들은,
다른 한편으로 디테일이 생략된 화이트 큐브이고 주변의 맥락을 단절한
탈맥락화된 전시장들이다. 미술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작업장적 전시장
의 성격은, 팔레드 도쿄의 사례처럼 미술에서는 반 화이트 큐브적인 관점
에서 접근한 전시장이다. 반 화이트 큐브적 공간으로 시작한 공간이지만,
건축계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진 제도권적인 전시장과 함께 계획할 경
우에는 화이트큐브적인 공간 성격과 디테일도 갖추어야 한다. 즉 화이트
큐브적인 미니멀한 상세는 전시장을 외부와 단절시켜 신성화한다는 초기
화이트큐브적인 관점이 반 화이트큐브적인 미술이론에 기반을 둔 전시 공
간 계획에서도 건축적으로는 계속 유효한 것이다.
실례로 27m x 27m 규모의 시민의 작품들을 위하여 사용되는 갤러리는
화이트큐브적인 디테일을 사용하지 않았고 가변벽체만 사용하였다. [표
4-9] 결과적으로 이 전시장은 일반 삶의 건축공간처럼 디자인 되어 이곳
을 방문하자마자 공간의 느낌으로 다른 전시장과는 그 품격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현대미술이 다양한 대
중적 접근을 하더라도 건축에서 전시장은 화이트 큐브적인 관점의 상세와
엔지니어링이 추가 될 수밖에 없다.
피터줌터가 설계한 콜롬바 미술관과 브레겐즈 미술관은 작가의

건축적

취향과 소장품의 특징 그리고 지역적 특징이 강조된 장소 특성적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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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현대미술의 설치적 성격이 강조된 미술관이다. 콜롬바 미술관의 경
우 고전적인 가톨릭 작품을 위하여 외부에 사용한 밝은 회색의 벽돌을 내
부 전시장의 외벽에도 사용하였고 전시장 내부 벽체 자체는 회반죽을 사
용하여 마치 수도원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 분위기는 이곳의
소장품들이 2000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가톨릭 유적을 전시하기에 적
절하게 연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시특성상, 다양한 전시를 기획할 수
있는 무균질의 공간인 화이트 큐브전시장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85] Kolumba Museum 중앙 전시홀
(출처 : 저자 촬영)

[그림 4-86] Kolumba Museum 군도형 전시
홀
(출처 : 저자 촬영)

[그림 4-87] Kolumba Museum의 조명과 일체화된 천장 냉난방 토 [그림
4-88]
Kolumba
출구
Museum의 바닥과 벽의 틈사
(출처 : A Design Manual museum Buildings)
이 배기 장치
(출처 : A Design Manual
museum Buildings)

그러나 장소 특성적 공간인 전시장의 디테일들을 살펴보면 완벽하게 화
이트큐브적인 전통 형식의 건축엔지니어링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벽과 천장 및 바닥에는 아무런 건축 기술적 흔적도 없다. 전시장
바닥 마감은 반광의 콘크리트 테라조로 마감했는데 이곳에는 크랙과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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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지하기 위한 익스펜션 조인트조차 설치하지 않았으며, 벽에는 소화
전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건축적 엔지니어링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천장은 조명을 위한 개구부 밖에 없는데 이곳에 숨겨진 시스템들
이 존재한다. 전시장 조명에 항온항습의 냉난방이 포함되어 전등의 옆에
서 냉난방이 나오며 바닥과 벽사이 틈으로 배기하여 관람객이 보기에는
냉난방이 전혀 없는 건축물로 보인다. [그림 4-88, 89] 도면을 보면 스
프링클러 장치조차 천장 속으로 숨겼다. 하지만, 소방시스템은 불이 날 경
우 전시장 천장을 뚫고 스프링클러가 분사되는 설시시스템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미술관 테라조 바닥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바닥보
다 밝고 반사가 심해 주변경관이 바닥에서 반사되고 플라스틱 벽면은 화
이트큐브의 석고보드 벽면보다 음향이 흡수되지 않아 울린다. 하지만, 일
반적 전시장에 비해 웅웅 거리는 소음, 큰 창으로 들어오는 빛, 바닥의 반
사, 직각이 아닌 사선형 벽들, 시대를 초월하는 전시물 구성이 어우러져
이곳을 모두가 통합된 감성적이고 극적인 감흥을 만들어낸다. 이곳에서
피터 줌터는 화이트 큐브를 극복하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건축엔지니어링 디테일은 화이트큐브 전시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원
칙 그대로를 고수하고 있다.
현대 설치미술의 작품 전시를 위한 전시장인 브레겐즈 미술관에 있어서
도 건축 디테일에 있어서의 화이트 큐브적인 성격은 더 강하게 계획되었
다.

전체 건축물의 시스템을 지배하는 노출콘크리트와 우유 빛 유리는

전시장의 내부까지 유입되어 전시장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다.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전시 공간에서 가로세로 폭이 28미터에 이르는 공간 볼
륨은 벽면중심의 근대미술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설치미술 전시에
적합하다. 이 미술관은 여기에서도 천장에 빛을 유입하기 위한 반투명유
리를 사용하였지만 이 유리를 잡고 있는 시스템에는 동시에 설치작품을
위하여 쉽게 탈착 가능 하도록 계획하였고 동시에 디테일이 없는 단순한
유리면을 만들어내고 있고 냉난방과 소방 및 전기 등의 흔적은 전시장 마
감 어디에도 쉽게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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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 니콜라 뷰리오 Nicolas Bourriaud 의 기존 창고 건축물을 재
활용한 팔레 드 도쿄와 다르게, 하세가와 유코가 관계적 전시장이라고 강
조한 실험적 미술의 경향과 커뮤니케이션을 그 목적으로 한 카나자와 21
세기 미술관도 그 건축의 디테일은 더욱 극도의 화이트 큐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벽과 천장을 몰딩 등 장식뿐 아니라 항온 항습의 설비나 스
프링클러와 천장 구조체등 모든 엔지니어링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가능한
한 흔적을 숨겨진 전시장은 극도의 미니멀한 볼륨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와 같은 화이트큐브 공간이 관람자로 하여금 관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는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일반 갤러리와 시민갤러리의 공간의 차

이를 경험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90],[그림 4-91]를 통해
본 시민갤러리는 일반적으로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냉난방과 조명 및 공간
의 높이를 사용하여 편안하고 일상적인 느낌에 다소 조잡해 보이는 디테
일까지 허용한 반면 일반전시장은 극도의 긴장을 유발하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4-89] 화이트큐브 디테일
Kanazawa 21c museum
(출처 : Kanazawa 21th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홈페이지)

[그림 4-90] 시민갤러리의 반 화이트큐브적 디테일
Kanazawa 21c museum
(출처 : Kanazawa 21th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홈페이지)

화이트큐브적인 성격만 만족하면 되는 근대까지의 형식중심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에 비하여 현대 설치적인 미술을 위한 전시장은 더욱 많
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동시에 화이트큐브적인 특성 즉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특성과 결합하여 현대미술 전시장을 구성하는 전형
으로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현대의 설치작업 중심의 전시장의 모습들은
한편으로는 화이트큐브적인 성향을 간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현대미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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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시스템을 천장을 중심으로 가능한 합체하고 숨기는 방식에 따라
전시장의 경관이 결정된 사례들이다.
화이트큐브적인 감쳐진 디테일을 유지하면서 설치작품을 위한 엔지니어
링을 갖추어야 하는 현대미술의 전시공간은 단순한 박스의 공간이라도 해
결하기 쉽지 않은 엔지니어링으로 이를 해결해주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
다. 따라서 스스로 전시자의 구조와 설비 등 엔지니어링을 해결하기 힘든
표현주의적 미술관의 경우에는 더 더욱 새로운 작품을 위한 인프라를 구
성해주기 쉽지 않다. 왜 기존 구조체를 사용하는 미술관에서는 관대한 디
테일이 건축가에 의해 신축되는 경우에는 주요해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 미술관이라는 것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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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1] 군도형 배열특성 미술관 평면 비교 (스케일 1/ 2000) Ⅰ

- 224 -

4.3 군도형 전시장에 따른 전시특성 변화

[그림 4-92] 군도형 배열특성 미술관 평면 비교 Ⅱ(스케일 1/ 2000)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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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 결
현대 미술관의 관람자 중심의 전시장에서는 수동적인 동선과 연대기형
배열이 약화되고 작품과 관객이 보다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적인 관계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시장은 집중적인 장소중심의 머무르는 공간
으로 끊어져 배열되는 군도형 전시장 배열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작업장적 관계의 현대설치미술의 특징에 근거하지만
벽면전시를 중심으로 한 근대이전 미술을 위한 미술관에서도 존재해 왔
다. 따라서 군도형 미술관은 한편으로는 현대미술의 경향의 결과이지만
한편으로는 중부유럽 미술관 건축의 고유한 전통에 근거하여 발전된 미술
관 형식이라 인정할 수 있다.
근대이전 회화의 전시장에 있어서도 관람자와 회화작품이 대등하게 진
열된 키르히너 미술관이나 콜롬바 미술관의 전시환경이 작품 위주의 전시
환경보다 관람에 쾌적하고 우수함도 확인된다. 이는 현대 퍼포먼스의 관
객과 작가처럼 관람자와 작품의 구별이 없이 대등하게 존중해주는 전시환
경이 이미 근대미술의 전시공간에도 존재하고 있었고 회화작품과 관람자
가 대등하게 존중받고 소통하는 전시장 구성이 이미 건축 내부적으로 있
었다는 방증이다. 이와 같은 군도형 전시장의 형식은 미술관의 전형이 되
고 진화할 관람자 중심의 작품 소통방식의 미술관 형식이다. 카나자와 21
세기 미술관 이후 계획된 포크방 미술관이나 마이에미 아트 미술관에서도
프로그램과 전시규모의 요구에 의한 전시공간의 진화를 찾아볼 수 있다.
작가적 관점에서 보면 군도형 미술관의 독립적인 전시장은 과거 작품중
심 미술관과 달리 전시장 중심의 장소 특정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이
는 작가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할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맥락에 맞게 작품을 제작해야 하는 즉 설치할 장소가 먼저
있고 그곳에 적절하게 작품을 구상 설치하는 방식으로 변화된다. 공공미
술의 제작과정과 비슷한 이와 같은 경향은 전시장이 각각 다른 볼륨의 고
유성을 갖게 되면서 전시장에 따라 작품이 결정되는 반대의 프로세스로
제작하게 된다. 따라서 건축가가 제공하는 것은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작
- 226 -

4.4 소

결

품의 가능성을 넓힐수 있도록 전시장의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물리적인 장소로써 미술관의 입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자본주의와 공유된 스펙타클에 반대되는 사회적인 틈으
로서 현대미술이 번성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글로벌 문화에 의한 소
통과 참여적 성격이 강해질수록 흔들리지 않는 물리적인 장소인 미술관의
중요성은 도시의 아이덴티티와 함께 계속 중요해지고 따라서 미술관 건축
의 장소 특정적 성향은 더욱 강조되고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작가의

작품 또한 장소 특정적 프로세스 즉 설치할 공간과 장소를 먼저 고려하고
창작에 임하는 경향으로 현대도시의 후기산업도시의 도시문제와 일치하여
미술관 장소의 선택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고 미술관의 정체성 형성에 중
요하게 작용할 것도 예측된다.
군도형 미술관은 전시장들을 묶는 또 다른 경계가 존재한다. 이 경계는
전시장을 연결하고 미술관 외부와 연결하여 공공적이고 도시로 열리고자
하는 열린 경계이다. 따라서 관람자는 보다 쉽게 유입되고 집중적인 전시
장에서 작품 감상을 하게 된다. 미술관의 보안등 미술관의 관리 단위가
전시장의 단위로 구성되어 하나의 미술관이면서 동시에 여러 미술관으로
작동할 수 있어 보다 관람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군도형 미술관의
전시장 외부 시스템과 공공적 성격에 대해서는 5장에서 분석하여 4장과
함께 군도형 미술관의 이중적 특징으로 종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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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군도형 배열의 참여와 열림의 역공간

앞장까지는 전시장소가 전시동선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배열되는

군

도형 전시장에 대하여 분석했다. 5장에서는 전시장이 군도형으로 배열되
고 남은 공공영역 혹은 지원영역을 ‘역공간’이라 정의하고 그 특징을 분석
하여, 군도형 미술관의 이중적 특징으로 종합하고자 한다.

(a) 군도형 전시장 배열
[그림 5-1] 군도형 미술관의 전시장과 역공간
(출처 : Remy Zaugg, Das Kunstmuseum)

(b) 군도형의 역공간

레미 차우크는 자신의 모델에서 전시장 배열은 만족스러워 했지만 남은
거대한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자신이 제안한 미술관을
꿈의 미술관이라 했다. 그러나 일련의 건축가들에 의해 실현된 군도형 미
술관에서는 이 남겨진 공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되고 있다. 특히 전시
장을 지원하거나 관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즉흥적인 퍼포먼스나 행사를
위한 가변적이고 창의적인 영역으로 다양한 활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공간을 ‘역공간’으로 정의한다. 이 공간의 성격은 전시장의
크기와 비례를 선택하고 그 사이 공간들을 배열하면서 유발되는 공간으로
전시장이 명확히 규정된 공간이라면 역공간은 기능이 규정되지 않은 가변
적인 공간이다.
본 장에서는 군도형 전시장이 작가의 관점에서 작품의 공간화를 통해
관람자를 참여시키는 장이라면 역공간은 건축가가 제안하는 공간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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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자를 전시와 관련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보조적 공간이면
서 동시에 도시적으로 관람자를 확장시키는 공간으로 전시와 도시 사이의
매개적 공간임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이 독립적이고 집중적인 전
시장의 참여와 동시에 도시적으로 열리고 확장된 상반된 참여가 가능한
이유는 군도형 미술관이 이중의 경계를 가지고 있는 이중 구조의 미술관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군도형 미술관의 역공간과 더불어 이
이중 구조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5.1. 군도형 배열의 관람자 중심의 역공간
전시동선이 약해지고 전시장이 각각의 섬처럼 분리되는 군도형 전시장
은 전시장을 배열하는 방식에 따라 전시장 외의 공간인 역공간은 전시를
지원하거나 미술관 주변 맥락과 결합하여 새로운 참여와 문화적 기능을
유발하고 있다.
5.1절에는 이 역공간의 관람자 참여적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건축
계획적으로는 기능이 규정되지 않은 공간이지만 일률적인 동선에서 벗어
나 다양한 참여적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는 군도형 미술관 사례
를 통해 전시장과 역공간의 배열의 특징들을 분석하고 전시장과의 관계에
따라 다층적인 기능이 가능한 다층적인 참여의 공간임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역공간은 기능과 형상이 강하지 않은 공간으로 마치 관람
자가 행위에 의해 기능이 규정되는 공원처럼 조경적인 접근으로 계획되고
있음을 분석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장에서는 관람자 중심의 군도형
미술관으로부터 건축형상의 강조 없이 주변 여건만으로 장소성이 강해지
는 장소 특정적 미술관 형식을 제안코자 한다.

5.1.1. 전시장 사이공간의 다층적 참여
군도형 전시장의 배열을 통한 전시장 시스템의 생성은 헤르조크 드 뮤
론이 제안한 다이어그램에서 가장 명확하게 종합화되고 있다. 헤르조크
드 뮤론은 마이에미 아트 미술관 Miami Art Museum을 위한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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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연속순로 Enfilade 모델, 몇 개의 전시장을 묶어 그룹핑 하는 스위트
Suite 모델, 완전히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참여적인 여지가 많은 메트릭스
Matrix 모델의 3가지 모델 구별하여 제안하였다. 헤르조크 드 뮤론은 이
3가지 모델의 설명과 진화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Beaux Art 미술관에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 갤러리 구성방법인 연속순로
enfilade는 목걸이처럼 늘어진 방들의 연속이다. 길고 강제적인 동선을 가지는 이
enfilade는 과거와 미래를 향한 터널과 같은 시각을 제공해 준다. 이 시점은 방문
자에게 다른 선택권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 목걸이의 줄을 따라 이동해야 하는 방
문자는 단일한 강제적인 선을 따라가며 미술과 관람자 사이엔 절대적인 내러티브
가 존재한다.
현 시대는 다층의 내러티브, 역사, 경험이 동존하는 시대이며 연속순로endfilade
의 절대성을 깨져가고 있다. 다양한 동선들 사이에서 미술 공간들을 구성하는 방식
은 작품들을 관람하는 다양한 시각들을 제시한다. 이런 방식인 스위트 suite 모델
은 다양한 포인트, 접점들이 있거나 하나의 모임 공간을 중심으로 배치 될 수도 있
다. 이런 레이아웃은 일시적이고 변하는 전시에 적합하며 전시구성에 훨씬 유연하
게 반응한다.
스위트suite식 접근방식의 또 다른 혁명성은 매트릭스이다. 이는 마치 시작과도
같다. 이 매트릭스는 서로 삼투하는 연속적인 공간들이 얽혀 있어서 방문자가 관람
중 어느 시점, 어느 때에나 그 동선을 벗어날 수 있다. 이 매트릭스는 관람자의 선
택에 절대성을 부여한다.173)

헤르조크 드 뮤론이 마이에미 아트 미술관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방식은
매트릭스 모델이었다. 특히 헤르조크 드 뮤론은 이 역공간에 많은 가능성
을 두게 되는데 역공간을 보다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구체적인 전시공간의 역할까지 부여하였다. 이 전시공간은 집중적인 전시
보다는 개방적인 전시공간으로 일반 미술관의 로비 전시와 같은 기능을
부여하였다. 전시이외에도 작은 공간들을 만들고 전시장의 입구와 연계하
여 다양하고 즉흥적인 행사가 가능하도록 배열하여 그 특징을 매트릭스라
173) Miami Art Museum, Work in Progress: Herzog & De Meuron’s Miami Art Museum, Mam,
2007, pp.40

- 230 -

5.1 군도형 배열의 관람자 중심의 역공간

하였다.

[그림 5-2] 군도형 전시장
배열 다이어그램 I
(출처 : Work in progress
Herzog & De Meuron’s
Miami Art Museum)

[그림 5-3] 군도형 전시장
배열 다이어그램 II
(출처 : Work in progress
Herzog & De Meuron’s
Miami Art Museum)

[그림 5-4] 군도형 전시장
배열 다이어그램 III
(출처 : Work in progress
Herzog & De Meuron’s
Miami Art Museum)

그러나 마이에미 아트 미술관은 아직 개관하지 않아 그 특성을 실제적
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 대신에 헤르조크 드 뮤론이 테이트 모던 미술관
에서 했던 전시장 사이의 역공간의 사례를 통해 마이에미 아트 미술관의
실험을 이해할 수 있다. 테이트 모던 미술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
록 기존 건축물을 리노베이션 했지만 초대관장인 니콜라스 세로타와의 협
업을 통해 각 전시장을 주제별 전시로 구성했다. 따라서 전시장들은 동선
과 흐름이 단절된 주제별 군도로 배열되어 있다. 더욱이 3층에서 5층까지
전시장 구성 중 유료인 기획전시가 4층에 있고 3층과 5층도 전시가 연결
되어 있지 않아 의도적으로 전시동선의 흐름은 단절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군도형 배열이 의도적이라는 점은 전시장 사이의 공용의 역
공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테이트 모던의 전시장 층은 3등분하여 양끝
에 전시장을 두고 가운데 공간은 공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공용공
간은 단순한 전시장을 연결하는 동선이기에는 지나치게 넓은 면적을 가지
고 있다. 이 공간에서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뿐 아니라 터빈 홀의
전시의 조망이 작은 모임의 공간도 있다. 이 작은 극장 같은 곳은 작가와
의 대화나 작은 세미나도 가능한 즉흥적인 좌석으로 학교에서 단체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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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시에는 교사와 학생간의 설명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곳에는 일률적인 동선의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역류하는 와
류와 같이 관람자는 이곳에서 주어진 흐름에서 이탈하여 스스로 원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찾고 참여하도록 의도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림 5-5] Tate Modern Museum 전시장 평면
(출처 : El Croquis vol.152-153)

[그림 5-6] Tate Modern Museum 의 전시장 사 [그림 5-7] Tate Modern Museum 의 전시장 사
이 역공간 Ⅰ
이 역공간 Ⅱ
(출처 : 저자 촬영)
(출처 : 저자 촬영)

이러한 참여적 공용공간은 관람자의 일률적 동선을 관리하던 일반 미술
관 계획방식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파리의 루브르 미술관은 유리 피라
밋 입구로 몰려오는 관광객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분배할 수 있도록 효율
적인 동선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연인원 2천만 이상의 관람객이 입
장하는 미술관으로서 이와 같은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테

이트 모던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대규모 방문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시장을
엇갈리게 배치하고 그 사이 공간들에서 충분히 넉넉하게 관람자들이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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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하고 참여하는 모험을 하였고 그 모험은 두개의 군도를 가지고 있
는 테이트 모던에서는 성공적이었다. 헤르조크 드 뮤론은 테이트 모던의
성공을 보다 확대하여 마이에미 아트 미술관에서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5-8] Musee du Louvre 개념 스케치
(출처 : 출처 미상)

[그림 5-9] Musee du Louvre 동선 분배
(출처 : 저자 촬영)

이처럼 헤르조크 드 뮤론의 참여적 역공간에 대한 실험은 카나자와 모
델과의 비교에서 더욱 명확하게 들어난다. 표피적으로는 카나자와 모델도
메트릭스 모델과 같이 참여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했다. 건축가인 카즈오
세지마와 니시자와 류에는 카나자와 모델의 역공간에 대하여 가변적이고
참여적인 역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은 높은 수준의 변화가능성 flexibility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인간과 공간이 상호 교류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형태에서 유
발된다.

갤러리들을 연결하는 복도들은 방문자가 그들의 관람 동선을 선택하거나

배회할 수 있게 한다. 전시공간들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전시기획의 요구하는 대로
거대 전시공간을 결합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미술관의 방문자는 새로운 시퀀스
의 전시장을 경험하게 되고 임시적인 경험을 즐기게 된다.174)

그러나 계획안이 진행되면서 전시장과 전시장 사이의 공간은 3미터 폭
으로 복도와 같이 좁아졌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카나자와 21세기 미
술관은 18개의 독립적인 전시장을 구성했지만 각 전시장은 독자적인 전
시 큐레이팅을 할 수 없는 작은 크기의 단독 규모였다. 따라서 전시장과
174) Yuko, Hasegawa. Polyphony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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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의 거리는 하나의 연속적인 전시가 가능한 폭으로 줄어들어 결과적
으로는 각 전시장은 마치 3미터의 복도에 의한 구성처럼 보일만큼 밀집해
배열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가인 카즈오 세지마와 니시자와
류에는 이 공간에 많은 참여적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고 강조하고 있
다.
우리는 복도와 같은 공간에서 다른 센스의 공간을 창조하는 방식을 생각했습니
다. 왜냐하면 복도의 공간이 미술관을 경험하는 주요공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세가와는 복도를 사용하여 영화를 보여주는 시스템을 생각했습니다. 각각의 쇼의
내용에 따라 다른 방식이 있다. 복도를 걸어감에 따라 다른 센스의 공간 및 다른
센스의 시간을 경험하도록 의도했습니다. 어떤 복도는 오프닝이 있으나 어떤 복도
는 없습니다. 보통 외각은 열려있지만 대부분은 닫혀 있습니다. 방문자들은 중앙으
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장권을 사야합니다. 그러나 두 개의 쇼가 열릴 경우에 중
앙의 복도는 프리존이 될 수도 있습니다.175)

[그림 5-10] 카나자와 모델의 실제 사용 동선
전시장은 하나의 작품단위로 분절되며 입구와 동선에 의해 연속순
로가 부활되고 있다.

175) Hans Ulrich Obrist, SANAA Kazuyo Sejima & Ryue Nishizawa, The Conversation Series 26,
Verlag der Buchhandlung Walther König, 2012,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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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건축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3미터 폭의 공간은 새로운 즉흥
적인 프로그램을 유발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공간이고 실제적으로 이 공
간에서 많은 참여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만 이 복도 공간
의 역할은 전시장을 연결해주는 통로로서의 보조 기능이 강하다. 카나자
와 모델의 18개의 전시장은 두개의 묶음 전시를 기획하여 역공간은 전시
장의 흐름을 다시 연결하는 기능의 역할이 강해졌다. 동선의 회복을 위하
여 대부분의 전시장의 입 출구를 2개씩 마련하여 내부적으로 동선의 흐름
을 다시 부활시켜 연속순로 모델과 비슷하게 회복하였다.
반면 포크방 미술관 Folkwang Museum 은 각 전시장 군도사이를 충분
히 거리를 두었지만 이곳에는 가변성과 참여적 기능은 부여하지 않았다.
전시장마다 빛을 차별화하여 전시할 수 있는 작품형식에 따라 공간을 분
리한 포크방 미술관은 이 차별화된 전시장 사이의 역공간에 녹지마당을
두고 전시장의 축에서 녹지가 보이도록 배열하여 쾌적한 전시환경을 위한
보조적인 정적인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3개의 큰 전시장과
사무공간까지 4개의 독립된 매스를 잔디마당과 하나 건너 매트릭스 형식
으로 배치되어 마당을 중심으로 한 자연이 있는 휴식의 공간으로 계획하
였다.
이처럼 군도형 미술관의 역공간들은 건축가의 성향과 미술관 대지의 도
시적 특성에 따라 미술관마다 특정적으로 구성된다. 기능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역공간은 관람자와 작품을 위해 작동하는 방식도 다르다. 그동안 건
축계획에서 정확한 기능과 형태를 부여하여 그 기능에 맞는 행위를 강요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군도형 배열의 계획적 특징은 형태와 기능을 디자
인 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참여에 의해
기능을 부여하는 접근은 렘 쿨 하스 Rem Koolhaas의 파트너 부르스 마
오 Bruce Mao가 다운스뷰 파크 Downsview Park계획에서 제시하고 비
유한 것처럼 완성된 결과물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법을 디자인 하
는 것이다176). 다음절에서는 구체적인 미술관 사례를 통하여 조경적인 비
176) 민현준, “도시 공간환경 디자인에 있어서의 프로세스적 접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4 n.9, 2008, pp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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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와 참여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림 5-11] Folkwang Museum의 그라운드 공간과 중정
(출처 : El Croquis vol.150 평면 발췌 후 재구성)

[그림 5-12] Folkwang Museum의 그라운드 공간
(출처 : El croquis vol.150)

5.1.2. 무형상의 공원적 참여
미술관의 운영적인 관점에서 전시 전문영역인 페이존 payzone과 공용
영역인 프리존 freezone으로 나눌 수 있다. 군도형 미술관이 관람자 부상
에 따른 대안적 형식이라는 점은 프리존의 계획에 있어서 공원적인 비유
와 장소 특정적 특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공원은 기능과 형상 보다는
사용자가 점유하는 방식에 따라 기능이 부여되는 가변적인 도시 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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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치 도시공원이 사람들이 모여 경기를 시청하면, 스타디움이 되고,
운동을 하면 운동장이 되고, 공원벤치에 앉아서 책을 보면 도서관이 되는
것처럼 역공간은 참여자가 정의하는 참여 기반의 공간이 된다. 본 절에서
는 군도형 미술관이 공원과 같이 관람자의 참여에 따라 가변적인 기능이
부여되는 무기능 무형상의 특성을 가짐을 밝힌다. 또한 이와 같이 형상과
유형의 강조가 아니라 전시의 맥락과 함께 주변 맥락을 미술관 안으로 끌
어들여 맥락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공공미술관의 방향으로 장소
특정적인 미술관 계획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프리존의 성격에 대해서 카나자와 모델은 가장 완성된 형태의 프리존을
제시하고 있다. 카나자와 모델은 담당 큐레이터 하세가와 요코도 언급했
듯이 숲속에 있는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 Museum Insel Hombroich 의
구성에서 영향을 받았다.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은 개별적으로 전시장만
존재하는 직설적이고 완벽한 군도형 미술관이다. 조각가 에빈 헤리히
Erwin Heerich에 의해 디자인된 각각의 건축물은 전체가 하나의 기능으
로 전시장뿐만 아니라 카페, 안내 및 작업장 등 프로그램을 배치하였다.
결과적으로 숲속을 거닐다보면 나오는 전시를 감상하고 다시 숲속을 지나
다른 건물의 전시를 구경하고 때론 카페와 휴게 공간 및 야외조각과 생태
공간의 감상이 혼합된 형식의 미술관이다.
이 미술관은 작은 건축물로 분산 배치하여 숲과 미술관에는 두개의 층
위가 존재한다. 자연의 산책이 목적일수도 있고 소장품의 감상이 목적일
수도 있다. 건축물은 분화하여 어떤 건물은 전시장이고 어떤 건물은 카페
이며, 안내 및 리셉션도 하나의 건물로 존재한다. 현재는 작가들의 작업실
이 또한 하나의 건물단위로 추가되고 있다.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
전시장에 관리인도 두지 않았다.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의 관장 빌헬름
페졸트 Wilhelm Petzold 는 개관이래 관리인 없이도 한 번도 사고가 나
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관람자의 수준을 존중했다.
이곳의 조경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유로운 기능의 공간이다. 길
은 있지만 방문의 동선이나 순서도 없고 원칙도 없다. 자유롭게 관람자가
- 237 -

제 5장 군도형 배열의 열림과 참여의 역공간

선택하여 전시장을 찾아가고 휴식하며 야외공간을 즐길 수 있다. 이 조경
공간에서는 관람자가 레지던시에 입주한 작가의 작업들을 만난수도 있고
즉흥적인 파티에 초대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미술관의 공공공간은 규정
되지 않은 다양한 성격이 담긴 공간으로 전시장의 확장이기도 하며 레지
던시의 확장이기도 하고 도시의 확장이 될 수도 있다. 반체제 설치미술가
아이 웨이웨이177) Ai weiwei에 의해 설계된 북경의 9 boxes도 인젤 홈
브리이히와 같은 유형의 미술관이다.

[그림 5-13] Insel Hombroich 미술관
배치도
(출처 : Insel hombroich 홈페이지)

[그림 5-14] Nine Boxes 배치
(출처 : Contemporary Museuums : Architecture,
history, Collections)

인젤 홈브로이히나 나인박시스에서 관람자가 전시장들을 어느 순서로
관람해야 하는지 관람자들이 어떻게 유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선의 고려
나 하역 시스템에 대한 생각도 단순하다. 전시장의 벽이 열려 간단하게
작품은 반입되며 이는 일반 관람자의 출입구가 되기도 한다. 작품의 동선
과 관람자의 동선을 어렵게 분리하지도 않는다. 전시의 순서나 동선도 없
고 하역 등 관리자의 동선도 분화되어 있지 않다. 이곳에서의 모든 기능
이 관람자와 작가에게 부여되어 있는 진정한 관람자 중심의 미술관이다.
앞서 언급한 샤울라거 또한 하역조차 관람자 중심으로 만들었다. 샤울라
거에 있어서 하역은 숨겨진 관리자의 영역이 아니라 관람자에게 흥미롭게
보여지고 심지어는 파티의 장소이기도 하다.

177) Ai Weiwei 중국의 설치 미술가, 건축가, 큐레이터, 영화, 사진가, 사회정치 비평가, 헤르조크와
협업으로 2008년 북경 올림픽 스타디움 설계. 인권적이고 민주적인 관점에서 중국정부에 대한 비
평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 예술가. 출처 위키디피아 참조(http://en.wikipepia.org)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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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Schaulager Museum 하역공간
(출처 : 저자 촬영)

[그림 5-16] Schaulager Museum 하역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파티
(출처 : Vernissage TV_Contemporary Art TV
season 10 ; Matthew Barney at Schaulager
Basel 중 캡쳐)

이처럼 군도형 미술관의 프리존은 구체적인 기능과 형상이 부여되기 보
다는 관람자의 참여적으로 선택하도록 무형상의 공원같은 공공시설이 모
델로 계획되고 있다. 카나자와 모델에서 건축가 카즈오 세지마와 니시자
와 류에는

그것이 공원 모델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외부에

단판의 곡강화 유리로 구성된 입면은 외부의 경관만 존재하는 무형상의
열린 프리존이다.
"항상 공원과 같은 건축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공원엔 나이가 다른 여러 사람이
여러 목적을 가지고 공존한다. 홀로 휴식해도, 시끌시끌 놀아도 되는 공간이다. 각
자 자신의 공간을 만들지만, 공간은 서로 개방되고 연결돼 있다. 무의식 속에서라
도 그들은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을 느낀다. 그런 건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거리
에 열린 건축, 거리와 관계하는 건축, 들어가기 쉽고 나오기 쉬운 건축. 그런 철학
에서 출발했다."
"우리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 건축의 실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의 연결을 중시한다. 안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도 잘 만드
는 것, 건축을 만들면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관계성을 만드는
건축이다. 단절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관계하면 어떤 관계를 만들까 서로
여러 상상을 시작하고 상상을 넓힌다."178)

카나자와 모델의 경우 외부 경계는 지름 112.5미터의 원형으로 구성되
어 정면과 후면의 구별이 없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미술관의 형상이 아
178) 2010. 12. 11자 조선일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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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주변의 맥락에 의해 정면과 측면 및 배면이 존재하게 된다. 카나자
와 모델에서는 4개의 입구가 있는데 가장 진입하기 쉽고 넓은 오픈 스페
이스가 있는 동쪽의 입구(혼다도리 입구)가 실질적으로 미술관의 주출입
구가 되었다. 이 입구로 들어오면 맞은편에 중정의 빛이 다시 방문자를
맞이 해주는 로비의 공간이 있고, 좌우로 매표, 인포메이션, 화장실 등의
공간이 있어 실질적인 미술관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시의
경우 입구가 시작하는 곳도 여기에서 시작한다. 카나자와 버스 터미널에
서 가장 가까운 방향이어서 외부 방문자는 자연스럽게 동쪽으로 진입하게
된다. 동쪽이 가장 중심적인 정면을 만들어주는 것은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입구 진입로 주차 진입, 자전거 보관소 조각정원 등 건축외부적인 요소들
이 입구임을 규정해주고 있을 뿐이다.

[그림 5-17] 동측입구(혼다도리)에서 진입
(출처 : 저자 촬영)

[그림 5-18] 야간 공원에서 로비 사용
(출처 : 저자 촬영)

서측진입(시청 쪽 진입)은 시민갤러리와 공연장으로 내려가는 홀이 바
로 앞에 있어 여행객보다는 지역에 익숙한 시민들이 주로 사용할 입구이
다. 북쪽진입(히로사카도리)은 두개의 뮤지엄샾과 장기상설전시장과 연결
되고 거리상 동측진입과 서측진입과 적절한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 남측
진입은 아트 라이브러리와 아동 공간 및 제임스 터렐 James Turrell의
상설전시와 인접해 있어 미술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얻고자 하는 보다 전
문적인 미술관련 인들의 진입공간으로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다. 동측진입
을 12시방향이라고 하면 북측진입은 10시 방향 서측진입은 7시 방향에
있고 남측진입은 4시 방향에 있어 북측과 동측을 중심으로는 일반방문객,
서측을 중심으로는 카나자와 시민 남측을 중심으로는 미술관계 전문인들
의 진입으로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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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Miami Art Museum FreeZone
[그림 5-20] Miami Art Museum 모형
(출처 : Work in progress Herzog & De (출처 : Work in progress Herzog & De Meuron’s Miami
Meuron’s Miami Art Museum)
Art Museum)

마이에미 아트 미술관의 프리존 배열은 카나자와 모델의 구성을 따르고
있다. 즉 페이존 외각으로 한 바퀴 프리존 공간을 두르고 있는데 이와 같
은 배치는 보다 관람객의 유입과 편의를 고려한 배치로 마이에미 아트 미
술관이 있는 바이센테니얼 Bicentennial 공원의 인프라로써의 미술관 역
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프리존

공간은

Kunsthalle

der

Hypo-Kulturstiftung 미술관에서 실험한 공원의 연장으로 천장에서 자연
이 내려오는 넝쿨 형식의 자연을 설치하였다.

마이에미 미술관은 바이센

테니얼 공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실험한 것으로 관람객의 보다 공원과
연속적으로 미술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곳은 개관시간 이후
에도 부분적으로 개방되고 공원의 부대시설로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프리존과 유사한 배열이다.
이와 같은 관람자 참여적인 프리존 공간 구성은 프리존 자체의 형상보
다는 주변 맥락을 강조하고 내부기능과 연결시키고 있다. 카나자와 모델
과 마이에미 모델은 주변 공원을 연장하고 있으며 포크방 모델은 마당을
매개로 도시와 미술관을 연계시키고 있다.
카나자와 모델과 마이에미 모델의 공용영역의 기능은 기획 프로그램과
그곳의 방문자의 참여에 있다. 따라서 군도형 미술관의 계획은 관람자의
수준과 특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는 군도형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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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형태적인 미술관이라기보다 사회적인 미술관이다. 이러한 군도형 미
술관은 주변 맥락을 중심으로 행위와 기능이 부여되는 도시공원의 작동법
과 같은 형식의 장소 특정적 특성을 갖는다. 관람자는 이곳의 새로운 아
우라로서 기능의 주체자이며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공간구조를 갖는
다. 이와 같이 스스로의 형태보다는 주변 맥락를 미술관으로 끌어드리는
군도형 미술관의 특성을 그들의 배치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경우도 공공적 기능을 미술관과 도
시 맥락 사이에 배치하여 도시맥락을 장소 특정적으로 고려하는 마당을
중심으로 한 무형과 무기능의 역공간을 제안하고 마당과 미술관의 주요
전시장 사이에는 아카이브, 레스토랑, 공연장 및 교육 공간 등 다층적인
매개시설을 미술관의 외부 경계에 배치하였다. 일종의 프리존이라 할 수
있는 정형의 마당들이 도시의 역사적인 맥락과 함께 각 기능들 간의 매개
적 공간으로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기능하도록 계획하였다. 즉 이 매개
마당들은 관람자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미술관의 마당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레스토랑의 확장이 될 수도 있으며 아카이브 도서공간의 마당으로도
혹은 역사적이고 문화재적인 공간의 확장도 가능할 뿐 아니라 단순히 주
변 이웃의 휴게공간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군도형 미술관의 외부의 공원과도 같은 열린 경계는 정식입
출구와 함께 매개공간들이 미술관과 관람객 사이에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하여 관람객들의 유입을 촉진시킨다. 또한 개관 및 폐관 시간에 있어서도
관람자가 원하는 시간과 공간을 선택하는 관람자 중심의 미술관으로 운영
하기 유리한 방식을 활용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미술관은 보다 융통성
있게 활용될 수 있다. 실제적으로 미술관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일부전시
장을 폐관하거나 일부만 개관하는 방식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도록 계획
되고 있다. 군도형 이전의 미술관에서는 일부만 늦게까지 시간차를 두거
나 휴일에도 일부전시장만 개관하는 방식은 미술관의 건축적 구조상 어려
웠다. 그러나 군도형 배열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시간차를 둔
참여의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공연적인 성격이 강한 다원예술이
나 아방가르드 예술은 늦은 저녁시간까지 개방이 더 적합하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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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형 배열은 현대미술 시류에 적합한 미술관 형식으로 의의를 가진다.

[그림 5-21] Kanazawa 21c museum 배치
(출처 : Architectural Record 2005.02)

[그림 5-22] Folkwang Museum 배치
(출처 : El Croquis vol.150)

[그림 5-23] Miami Art Museum 배치
(출처 : work in progress Herzog & De
Meuron’s Miami Art Museum)

[그림 5-24]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배치
(출처 : 국립현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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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중경계의 열린 미술관

5.2절에서는 관람자가 전시에 집중하도록 하는 보안의 경계와 관람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시로 개방되는 열린 경계의 이중경계를 갖는 형식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미술관은 보안과 관리가 중요한 시설로 현실적
으로 열린 구조로 설계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시설이다. 군도형 미술관이
열린 구조로 계획할 수 있는 것은 전시장 단위에서 관람자 집중적인 첫
번째 경계가 있고 전체 미술관을 묶어 관람자를 초대하는 두 번째 경계의
이중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중의 경계를 갖는 군도형
미술관에서 관람자의 집중과 열림의 대립적 성격을 조율하는 이중 경계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군도형 미술관에 있어서 프리존은 로비나 홀과 같은 성격의 공간
으로 전시장과 도시의 경계에 있으면서 도시적 삶의 맥락과 탈맥락화된
전시장 사이에서 전시의 집중과 도시의 열림 사이에서 관람자를 조율한
다. 군도형 미술관은 건축적 형상이 아닌 작품과 관람자의 관점에서 장소
특정적인 특성을 밝히고 그 의의를 조망하고자 한다.

5.2.1. 집중과 열림의 이중경계

[그림 5-25] 전시장 보안과 집중의 단위
(출처 : Das KunstMuseum Diagram 재구성)

[그림 5-26] 열린 외피와 도시적 확장
(출처 : Das KunstMuseum Diagram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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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형 미술관이 갖는 이중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레미 차우크의
제안으로 돌아가서 그가 제안한 미술관은 다이어그램 [그림 3-70]의 특
징에서 나타나듯 이중의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그림 5-26]과
같이 독립적이고 머무르는 전시공간과 부대시설의 집합과 마당, 레스토랑,
카페 등의 개방적 시설로 열린 경계의 이중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5-27]와 같이 열린 구조의 미술관 계획이 가능한 이유는 [그림 5-26]에
서 한 번의 건축외피를 전시장 단위에서 만들어줌으로써 보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 외피 공간은 미술관과 도시의 중간적 역할을 하는 장소로 열린 구조
로 만들어 관람자를 쉽게 유입시키고 또한 카페, 레스토랑 뮤지엄샾이나
도서관 등 미술관과 관련된 일반 시설들을 이 경계에 배치하여 일반 시민
을 관람자로 만들고 참여하게 하는 장치가 된다. 혹은 주변 사람들과 공
유하는 마당이나 광장등도 중요한 매개공간도 가능하다.
열린 미술관으로써 레미 차우크의 바깥 외피의 구조는 건축가들의 군도
형 미술관 사례에서도 적용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이나 에센의 포크방 미술관 혹은 마이에미 아트 미술관의 경우 내
부의 기획 상설전시장들이 폐관시간이 지나면 유료 전시장 단위로 보안이
설정되어 외부의 투명유리와 문은 24시간 내내 열릴 수 있는 구조로 계
획되어 있다.179)
포크방 미술관은 전시장 단위의 보안을 만들고 미술관과 도시의 경계사
이에 매개공간으로 일련의 마당을 배치하고 역공간에는 가능한 투명한 외
피를 사용하여 마당과 함께 도시의 풍경을 미술관으로 유입시킨 사례이
다. 마당은 기본적으로 전시장과 번갈아가며 배치되는데 주입구에도 있고
대각선 반대쪽에도 정형의 마당이 도시와 미술관의 경계공간을 형성하고
있다.[그림 5-28] 이처럼 미술관과 도시의 매개공간으로써 마당은 초기

179) 건축물은 차별적으로 개관시간을 조절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카나자와 모델에
서는 전시장은 오후 6시 폐관, 카페와 뮤지엄샆은 오후8시, 공연장과 시민갤러리 그리고 미술관의
문이 닫히는 시간은 오후 10시로 차별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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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에서부터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그러나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역공
간에 특별한 사회적인 사용자를 위한 기능을 부여하는 않았고 복잡한 시
스템도 두지 않았다. 대신에 잔디마당을 배치하여 전시 사이사이에 편안
한 녹지 공간을 만들고 이 녹지의 조각들은 신구 건축물 사이의 연결도
원활하게 해주고 있다. 전시장과 마당을 피겨 공간으로 활용하고 이들 사
이공간은 공용의 공간으로 두었다. 전시의 영역보다는 휴게 공간으로 사
용되도록 하였다. 이 마당의 공간은 시각적인 편안함을 주기위한 마당으
로 모마의 사회적인 모임의 마당이나 조각정원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포크방 미술관의 경계공간은 어느 미술관보다 한적한 교외의 미술관이 되
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27] David Chipperfield의 개념 스케치
(출처 : El croquis vol.150)

카나자와 모델의 경우 원형의 외부 경계는 평면적으로는 가장 레미 차
우크 모델과 비슷하다. 그러나 레미 차우크의 다이어그램과 같이 미술관
과 도시 사이에 매개공간의 시설은 없는 대신에 투명한 원형의 외관은 특
히 파사드 façade 가 없는 듯 방문객들이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같은
형상의 입면을 만들었다. 같은 형상은 곧 특징이 없는 무형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관의 형상 대신 주변 도시 맥락과 관람자의 진입방향에 따라
정면과 후면의 성격이 주어졌다. 미술관 경계를 투명한 유리로 감싸고 미
술관을 늦게까지 개방하고 개방하여 화장실 등의 공용시설을 도시 인프라
로 개방함에 따라 카나자와 미술관은 도시와 미술관의 기능을 연결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개방을 위하여 카나자와 미술관은 맑은 단판 유리의
외피와 턱이 없는, 외부와 일치하는 1층 구조의 미술관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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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자들의 자연스런 출입을 의도한 카나자와 시장은 아주 개방적인 미술관을 만들
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작업, 연구, 그리고 대안들은 전부 이 아이디어
를 따르고 있습니다. 미술관의 크기와 부피를 유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건물 주변의
공공 공간으로의 건물 개방을 의미했습니다. 너무 복잡한 계획을 세우면 사람들은 친구
들이 어디에 있는지 미술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투명함
은 개방적이고 접근성 높은 미술관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프
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조를 위해서 우리는 미술관 부분은 안에 두고 그 주변의 자유공간
을 같은 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외부의 고리는 도서관이나 카페처럼 박물관을 직
접 통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공공 프로그램 용도로 쓰기로 했
습니다.

-니시자와 류-

[그림 5-28] Kanazawa 21c museum 가이드 안내도
(출처 : Kanazawa 21th century contemporary art museum brochure))

이곳의 보안 환경은 미술관 전체가 아니라 군도형으로 계획된 내부의
또 하나의 구획된 전시장 단위에서 이루어지며, 전시장과 전시장을 연결
하는 복도 또한 가변적으로 방법셔터가 내려와 이중적인 보안구조를 하고
있기에 가능한 구조이다. 그 중 저녁시간에 차단되는 공간은 미술관 중심
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 공간들은 페이존이고 작품의 보호를 위해 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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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시설이 중요하게 필요한 곳이다.[그림 5-29] 투명한 원형의 외피에
인접한 프리존은 가장 늦은 시간까지 개방하여 화장실, 로비 및 카페테리
아는 전시장이 폐관한 이후에도 주변 도시를 위한 인프라 역할을 한다.
마이에미 아트 미술관은 아직 공사 중이지만 내부에 페이존과 프리존의
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중의 경계를 명확하게 갖는 관점에서는
카나자와 모델과 유사하다. 페이존이 따로 구획되어 있어 폐관 후에도 프
리존의 공간은 주변의 공원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카나자와 모델과 비슷한 구성을 하고 있다.
이처럼 미술관이라는 제도를 계획함에 있어 열린 경계로 계획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이다. 이는 관람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미술관이 대중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의도이며 이처럼 군도형 미술관은 열린 경계를 통해 일반
관람자의 저변을 확대하는 동시에 집중적이고 높은 수준의 작품을 감상하
기 위한 교육된 관람자의 공간을 만드는 과정과 동시에 이루어져 군도형
미술관에는 다층화된 관람자를 위한 공간 시스템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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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이중 단면과 엔지니어링

[그림 5-29] Kanazawa 21c museum
전시장 단면
(출처 : El Croquis vol.139)

군도형 미술관의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의 특징은 단면에 있다. 레미
차우크의 모델처럼 수평적으로 군도형으로 배열된 미술관은 전체로써의
하나의 건축물보다는 전시장과 그 외 공간의 서로 따로 움직일 수 있는
두개의 개별적인 시스템으로 계획된다. 전시장의 공간적 요구와 엔지니어
링적 요구조건과 그 밖의 공간의 요구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요구하는 높이의 차이나 항온 항습 등 설비의 유무, 설치미술의 행잉 구
조나 조명이나 자연광의 요구 등 전시장에 필요한 요구와 그 밖의 공간에
요구하는 기준이 다르고 미술관은 마치 두개의 건물이 있는 것처럼 다른
시스템이 만들어 진다. 따라서 군도형 미술관은 사용상에서도 두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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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켜가 존재하고 건축과 구조 그리고 설비 및 전기에 있어서도 이중의
시스템으로 계획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중구조의 이점은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쉽게 건축 엔지니
어링으로 포괄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특히 전시장에 있어서 더욱이 균
질한 자연채광과 높아지는 층고와 작품의 난이도 있는 설치를 위하여 효
율적인 냉난방, 작품을 매달 수 있도록 큰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천장
프레임 등 점점 어려워지는 전시장 내 요구들은 계속적으로 전시장 외부
와는 다른 결과를 요구하게 된다. 또한 전시장의 외벽은 단순히 간막이
벽이 아니라 설비 및 전기가 이동하고 창고 및 보완을 위한 중요한 경계
가 되어 도시의 외피를 쉽게 열어줄 수 있는 경계로 만들어 준다. 따라서
전시장과 그 밖에 공간을 분리하여 두개의 시스템으로 계획하여 보다 쉽
게 전시장의 요구조건들의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키르히너 미술관의 경우 자연광의 유입과 수장품에 따라 전시장의 크기
를 선정하고 전시장의 높이는 설비 전기등의 구성에 따라 복잡한 엔지니
어링의 과정의 결과 조절하게 되는데 내부 천장의 높이를 고정하고 외부
입면의 높이를 조절하였다.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이 가장 높은 전시장8
(8.1m)에서 가장 낮은 전시장9 및 전시장10 (3.7m)까지 다양한 높이의
구성을 만드는 동안 그밖에 전시장을 묶어주는 원형의 배경은 3.9m높이
로 일정하다. 이는 설계기간동안 큐레이터들과 협의에 따라 다양하게 높
이를 변화시킬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콜롬바 미술관 1996 에서도 비슷한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시장의
높이를 자유롭게 우선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나머지부분이 로비나 기타
부대시설이 됨으로써 전시장이 부각되는 미술관 구조 및 설비 전기 시스
템이 전체 건축물과 결합되기 보다는 전시장 구조가 우선권을 갖게 된다.
단면은 집중되고 순수한 완벽한 화이트 큐브를 만든다. 이는 전시장은 미
술관 전체의 부분으로 다루기보다는 전시장 자체의 부분이 하나의 완결체
로 다루어 보다 작품의 요구를 들어주는 미술품 전시를 위한 서비스
Architecture as for service of art로의 미술관에 가깝고 보다 완벽한
- 250 -

5.2 이중경계의 열린 미술관

화이트큐브를 만들 수 있다.
마이에미 아트 미술관에서는 전체 구성에 대비하여 전시장은 입체적인
볼륨으로 구성되고 삽입되어 더욱 진보된 미술관 단면의 성향을 보인다.
전시장 상부는 개방적인 부대시설의 공간으로 밝은 빛의 공간으로 계획되
었으며 전시장 하부는 교육 교실 등 직접적인 자연광이 중요하지 않은 시
설로 계획되었다.
군도형 미술관은 하나의 미술관이지만 전시장 단위의 내피로 인하여 여
러 미술관으로 작동한다. 이는 다양한 층위의 관람자를 위해 미술관이 적
응한 결과이며 여러 미술관처럼 작동하고 관람자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
여 미술관의 외피는 개방적으로 열어줌으로써 공공미술 시류에 맞는 다중
적이고 다층적인 미술관 형식을 제안한다.

5.2.3. 탈맥락과 도시맥락의 이중구조
미술관의 관람자는 다양하다. 군도형 미술관은 이러한 관람자의 다양
한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 시작되었고 진보를 거듭하고 있다. 전시장 단위
는 다양하게 분화되고 외부의 맥락을 단절하여 집중적이고 독립적으로 작
가와 대화하고 소통하고 참여하는 장소를 계획하는 동시에 도시맥락과 연
결된 투명하고 얇은 외피는 미술관의 턱을 낮추어 관람자를 대중으로 확
대하게 하는 경계가 되었다. 이와 같은 외피를 도시적 맥락으로 열어주는
것은 군도형 미술관이 내부에 전시장 단위의 집중적인 경계가 있기 때문
에 가능한 구조임과 그 가치는 이미 밝힌바 있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
는 미술관의 한 요소가 ‘도시를 보는 창’이다. 군도형 미술관 뿐 아니라
최근의 현대미술관들은 도시맥락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도시를 보는 창’
의 계획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는 전시대의 탈맥락화하는 화이트큐브의
반대개념으로서 작품에 집중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삶과 도시의 맥락을 유
지하려 하는 의도이다.
그러나 전시장에 있어서의 측창의 설치는 보안상의 문제와 함께 전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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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지 않아 19세기 미술관에서부터 일부 조각을 위한 공간을 제외하
고는 선호되지 않았음은 이미 논의한 바 있다. 채광의 관점에서 측창의
경우 휘도의 차이가 크고 창의 높이의 두 배까지만 수평으로 채광이 유효
하다180)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술관의 면적이 최소 8미터 이상의 면
적을 갖는 대부분의 미술관에서 측창은 채광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현대미술관에서 측창은 전시의 집중과 도시의 삶
사이의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세심하게 배려되어 설치되고 있다.
군도형 미술관에 있어서 도시를 보는 창의 의미는 주로 역공간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영된다. 따라서 미술관 계획시 전시장은 보다 집중적인 화
이트 큐브로 구성하며 반대로 역공간에서는 도시로 열린 미술관이 되고자
효과적이고 개방적으로 도시를 보는 창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군도형 미술
관에서는 전시장 내부에 조망창이 있어 도시의 풍경과 전시와 중첩되는
일반 미술관과는 대비적으로 전시장 사이 공간에 조망창을 설치하여 집중
적인 전시 중간에 도시와 삶과 교차되는 휴식과 삶의 맥락을 교차 배열하
고 있다.
군도형 미술관의 역공간은 관람자로 하여금 미술관 주변의 삶의 맥락을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장소 특정적이다. 모든 것은 관람자가 규정하는 참
여적 공간이며 따라서 미술관 자체는 형상이 자제되어 있고 기능도 구체
적이지 않다. 이러한 특성은 형상적으로 장소 특정성을 표현하는 건축이
론의 경향과는 달리 현대 도시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에서 관람자의 참여에
의해 기능과 특성이 부여되게 하는 방식으로, 이는 공원과 같은 기능과
특성을 부여하고 주변 맥락을 미술관의 맥락으로 활용하는 무형의 장소
특정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군도형 미술관의 공공영역은 관람자 중심
적이고 관람자의 참여에 따라 기능이 유발되고 형태가 완성되는, 관람자
에게 아우라가 넘어간 현대미술의 경향과도 일치하는 대안적 미술관 형식
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180) Paul von Naredi-Rainer, Museum Buildings (Design Manuals), Birkhäuser Architecture,
2000,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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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일반 전시장의 도시를 보는 창

FKM Gellery

Beyeler foundation

Kunst Museum K21

대구시립미술관

TATE Modern

Kunst Museum Bonn

[표 5-2] 군도형 미술관의 그라운드 공간에서 도시를 보는 창

Kirchner Museum

Kolumba Museum

Kanazawa 21th century Museum

Miami Art Museum

Kanazawa 21th century Museum

Folkwang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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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소 결
군도형 전시장이 작가의 관점에서 작품을 기획하고 공간을 완성하여 관
람자를 참여시키는 장이라면 역공간은 건축가가 제안하는 공간으로 전시
와 도시를 연계시키는 관람자 중심의 참여 공간이다. 또한 군도형 미술관
의 역공간의 배열은 형상적인 건축을 자제하고 관람자의 참여의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형태를 가능한 억제한다. 대신에 전시의 맥락과 도시
의 맥락을 적절하게 배열하고 흡수하여 관람자의 관점에서 맥락과 관계를
가짐으로써 장소특정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미술관이다. 결과적으로 군도
형 미술관의 장소특정성은 건축의 형상과 도시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
니라 공원과 같이 무형의 형상과 무기능의 장소에 관람자의 맥락에 있다.
군도형 미술관은 미술관 운영과 관리 및 건축 엔지니어링의 관점에서
집중적이고 보안적인 전시장의 내부경계와 전체 미술관을 포괄하는 미술
관 전체의 열린 경계의 이중 경계를 갖는다. 군도형 미술관이 열린 구조
로 계획될 수 있는 것은 전시장에서 첫 번째 경계가 있고 전체를 묶어주
는 두 번째 경계의 이중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관람자의
집중과 열림의 대립적 성격을 조율하는 이중 경계는 관람자의 저변을 확
대하여 미술관이 높은 수준의 관람자부터 미술에 무관심한 대중적인 관람
자까지 포용하는 다층적인 시스템의 미술관의 기반을 형성한다.
군도형 미술관의 역공간은 건축형상이나 공간에 기능을 규정하기 보다
는 가변적이고 즉흥적인 관람자 참여에 의해 기능이 생성되는 공원과 같
은 작동성의 특징을 갖는다. 이와 같은 공원적 성격이 주변 맥락과 건축
형상의 관계를 추구하는 지역주의적 건축과 정반대의 접근이다. 그 차이
는 형상에 중심을 두는가 혹은 관람자에 중심을 두는가에 있다. 주변 맥
락이 건축형상으로 치환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건축에 의해 주변 도시
자체가 참여자의 관점에서 맥락이 되는 것이다.
군도형 전시장은 집중적인 화이트 큐브로 계획하고 역공간은 도시의 삶
의 맥락과의 연결을 강조하여 건축 형상을 자제하고 주변맥락을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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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들이는 열린 구조의 이중계획이 일반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군도형
미술관의 전시장은 작품의 전시 장소로서 관람자의 작품에 참여를 강조하
는 전시중심의 계획이며 동시에 관람자의 삶과 도시적 맥락과 삶을 강조
하는 장소에 기반을 두는 무형의 대안적 미술관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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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형 미술관은 관람자의 소통과 참여가 강조되면서 부각된 미술관 형
식이다. 19세기부터 전형화된 전시동선 중심의 미술관은 일정하게 작품을
배열하고 작품과 관람자의 사이의 일정 거리를 떨어뜨려 수동적으로 관람
하게 하는 작품 중심의 형식으로 관람자는 소외되어 있었다.
군도형 미술관은 독립적인 전시기획에 대한 개념이 부각되면서 시작되
었다. 이들 모두 전시공간이 작품과 일체되어 관람자와 작품의 소통에 관
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변화에서 전시장은 작품의 일부가 되어
작품을 재정의 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전시장은 독립적이고 집중적인 일련
의 전시장들로 분화되고 배열되는 성향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미술관의
형식을 군도형이라 정의했다.
군도형 배열의 특징을 건축적으로 보자면 전시의 집중적인 장소와 전시
동선을 분리하여 관람자가 의도적으로 찾아가고 집중할 수 있는 이중의
시스템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대미술로 올 수록 전시장의 군도화는 구체
적이며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 많은 작품 자체가 관람자의 적극적인 참
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람자는 스스로 작품과 소통하고 참
여하는 미술 감상의 문제뿐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곳을 능동적으로 찾아가
고 몰입할 수 있는 관람자 중심의 전시를 요구하며, 군도형 미술관은 이
러한 변화에 대응 할수 있는 미술관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대건축에 있어서 군도형 형식의 공간구성은 미술관 이외에 다른 용도
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다른 용도의 경우 일반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변화한 형식이라기보다는 대부분 건축에서만
공공적이고 참여적으로 제안한 형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참여자에 의한 작
동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미술관 특히 현대미술관에 있어서 그 실현
가능성이 높고 미술관의 대안적 형식으로 가능한 이유는 작품과 미술관
사이에 전시기획이라는 임시적인 제3의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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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시기획 자체가 관람자가 만들어가는 참여적 공간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가에 의해 계획된 공간적 배열에 더하여 전시기획에 따라
만들어지는 공간과 참여적인 기능이 군도형 미술관을 완성시키고 작동시
키는 인자가 된다. 이처럼 관람자의 소통과 참여가 강조된 군도형 미술관
의 특징을 4가지로 분석할 수 있었다.
첫째, 군도형 미술관은 하나의 미술관이지만 다양화된 관람자에 따라
미술관대 전시장등 각각의 시설이 독립적으로 관람자와 소통하는 다층적
미술관이다. 군도형 미술관은 다양한 관람자 성향에 부합하기 위하여 통
합된 하나의 시스템으로써의 구축적 성격이 약한 대신 각 전시장과 부대
기능의 독립성과 참여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미술관인 동시에 다양한 주제
의 다층적 미술관이다. 즉 군도형 미술관은 각각의 기능의 개별성을 강조
함으로써 관람자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고 그 기능이 원활 하도록
독립적으로 배열하는 공간 시스템을 갖는다. 따라서 군도형 미술관은 관
람자에 성향에 따라 미술관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 다양한
관람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미술관을 이용하는 관람자 중심의 미술관이다.
이를 위하여 전시기획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되는
추세며 이에따라 한 미술관의 전시장들은 여러 주제로 분화되어 전시장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기 보다는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동시에
전시장뿐 아니라 교육 공간, 공연장, 도서관 아카이브, 서고 및 하역 등
각각 분화된 공간들이 하나의 부품처럼 연결되고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에
서 모두가 관람자의 관심 유발 및 관람자 참여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
를 위하여 그동안 금기시 되었던 하역장이나 서고까지도, 한편으로 안전
을 고려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관람자에게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군도
형 미술관은 하나의 미술관이지만 다양한 기능으로 분화되며 이는 다양한
관람자를 흡수하기 위한 관람자 중심적인 미술관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군도형 미술관은 전시의 집중적 탈맥락을 실현하고 도시의 삶의
맥락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이중적 공간구성을 갖는 미술관이다. 즉 군
도형 미술관은 관람자가 작품에 집중하는 장소와 도시로 열리는 장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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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가능한 집중과 열림의 이중구조를 가진 장소중심의 미술관이다.
군도형 미술관의 전시장은 작업장적 이념과 화이트큐브적인 디테일을 가
진 독립적이고 집중적인 전시장으로 외부와 단절되고 관람자가 전시에 집
중할 수 있는 머무르는 장소적 특징을 갖는다. 동시에 미술관의 외부경계
는 관람자가 주변 도시 맥락과 소통을 위해 가능한 열어둔 이중구조를 갖
는다.
또한 미술의 관점에서 보자면 군도형 미술관은 보다 집중적인 전시장을
요구하는 순수미술의 경향에 의거한 것이며 동시에 대중적이고 참여적으
로 지평을 넓히려는 실험적 미술의 경향을 포괄하는 형식으로 다층적이고
시스템적인 미술관 형식이다. 궁극적으로 군도형 미술관은 순수예술의 질
을 잃지 않으면서 대중적으로 확장하려는 관람자 포용적인 미술계의 목표
와 일치하는 건축형식이다.
셋째, 군도형 미술관은 반형상주의적인 무형의 미술관이며 동시에 관람
자 중심의 공원과 같이 작동하는 장소특정적인 미술관이다. 이는 세계적
동일화된 자본주의적 스펙타클 이미지에 대항하여 장소중심적인 작은 관
계들을 만들어가는 현대미술의 경향과 일치하여 장소중심으로 작품과 전
시 그리고 물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장소중심적인 미술관이다.
이 장소성은 주변 맥락과 분리하여 전시에 집중하는 탈맥락화된 전시장
소의 장소성과 함께 역공간을 통해 주변맥락으로 열어주는 도시와 삶의
맥락과 연결된 이중적인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미술관은 가능한 형상을 자제하고 작품의 장소에 집중하는
장소성과 주변 환경에 경계를 열어줌으로써 얻는 주변 맥락의 장소성의
이중적 장소 특정적 성향을 갖는다. 이와 같은 장소성은 건축 형상적으로
주변유형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가 도시의 맥락에 몰입될
수 있도록 미술관의 형상을 자제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건축 형상적
장소성과 다르다. 군도형 미술관의 장소성은 관람자가 만들어가는 관람자
의 관점에서의 장소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군도형 미술관에서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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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과 전시장의 배열을 통해 형태와 기능을 억제한 관람자 중심의 무형
의 참여적 장소를 디자인 한다는 것이다.
넷째, 군도형 미술관은 공간 프로그램과 건축 디자인과의 긴밀한 협업
에서 성패가 좌우된다. 군도형 전시장은 공간화된 작품을 위한 인프라적
가변성이 강하지만 전시동선에 의한 동질한 공간의 가변성이 약하고 전시
공간의 크기도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미래의 미술관의 사용에 있어서 전
시장의 내용은 예측할 수 없더라도 전시장의 크기와 규모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미술관 프로그램은 미리 예측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성공적인 군도형 미술관은 큐레이터와 건축가간의 긴밀한 협조
의 결과이다.
군도형 미술관의 초기 단계에 있어 명확한 프로그램의 규정과 건축계획
과의 관계는 미술관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앞서 논의한 바
와 같이 동선중심의 배열은 동선을 끊는 단위에 따라 공간적인 가변성이
있어 정확한 전시기획이 없더라도 면적과 전시길이에 따른 가변성이 있었
다. 그러나 동선과 분리된 집중형 볼륨의 군도형 전시장은 이와 같은 면
적에 근거한 가변성이 없기 때문에 특히 전시기획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설계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특성은 동시에 군도형 미술관의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전시기획
과 건축 공간 간에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시 공간의 분배와 연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미술관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술과 건축간의 소통이 미술관 계획에 중
요한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미술과 건축간의 조화를 이끌어낼수 있는 미술
관의 형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이는 현재 및 앞으로 현대 공공 미
술관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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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Archipelagic arrangements of Exhibition Hall in
Contemporary Art Museums

Mihn, Hyun J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f

researching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art museums that are changing its
formation based on the emphasis of the observer.
In the early 18th century art museums were constructed to communicate
with its users. This communication was achieved by displaying art
pieces by chronological order, while the users observe them at a
constant distance.

Such order

of display

had become

a

typical

formation of a museum, which easily had been fixed architecturally.
However,

as

contemporary

art

emphasize

the

observer

and their

reciprocal communication with art, its architecture has changed to
encourage such movement.
This

study

architectural

will

concentrate

application

of

on

the

facts,

art

museums’

change,
movement

theory,
of

and
being

observer-based, and their reciprocal communication, as well as the
post-effect of such architecture on art again.
Initially the study conducts a research on the change of art galleries,
being placed within the boundary of architecture and art, and its
relation

with

the

observer.

A

observer-based

gallery

could

be

categorized in three: white cube, workspace, and location specific. All
three has an independent movement plan for the observer, while they
may choose to linger for observation for certain pieces. Artist and
curator Remy Zaugg’s argument proposes a total model that is spa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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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ed, encouraging the free lingering of users; ultimately a new
form of a gallery.

Similarly to Zaugg, architectural realizations of his theory could be
found, which will be called as an archipelagic form through this study.
An archipelagic gallery is mostly for installations and has its main space
for specialized display. However, such formations are now being utilized
for modern painting and permanent display as well. Thus, the change
of art galleries to archipelagic form is not simply due to the reciprocal
communication of the observers, but an architectural development could
be found within it.
In terms of planning art display, the three models mentioned above are
strictly contained. But in an archipelagic gallery, these three forms
could be found simultaneously. The reciprocal communication between
observer and art is theoretically based on a workspace formation.
However,

an

archipelagic

gallery

with

its

locational

specification,

encourages artists to consider the spatial issues for their pieces.
Additionally,

archipelagic

galleries

are

planned

in

extreme

white

finishing, in order to separate the use of spaces within the building. In
other words, the form of an archipelagic art gallery may seem simple,
but internally it is a complex result of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In an archipelagic art gallery, the observer’s experience with art is
expanded to become identical with the surrounding space. The artist
also must reconsider his works when placing his pieces. This gallery
formation has both characters of a locational display and observer-art
communication.
In urban terms, archipelagic galleries are double skinned. The outer is
for concentration and security for personalized spaces, while public
spaces are opened for strengthened quasi public. Such double layering
is a system that enhances both for internal observers and exterior
public.
- 270 -

This study is to assert that an archipelagic art gallery can both satisfy
the needs of pure art and experimental art, strict concentration and
publicity, respectively. Such formation is a new system that can
maintain the professionality of art while having a much more open
stature towards the public.
Additionally,

the

communication

of

observers-art

has

a

strong

connection with the critical stance of contemporary art; a specific
locational relation is much more stronger than that of formed within
public. In result, contemporary art concentrates on the process of their
creations, while their galleries are much more specific of their location.
Architecture of galleries needed an open form; the skin of archipelagic
formation is widely opened towards the public.
However

the

planning

of

archipelagic

galleries

of

separating

the

movements of observers is required more research. By conducting an
analysis of actual realizations, the movements of users is continuously
being experimented. For a more successful art gallery in the future, an
accurate

programmatic

prediction,

stronger

communication

between

architecture and program are the two main keys of determining the
appropriate sizes of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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