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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초 록 ]

전용의 물리적 환경으로서 집합적 건축의 형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유 아 람
지도교수 김 광 현

본 연구는 전용의 관점에서 집합적 건축의 형성을 살펴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집합적 건축은 부분이 모여 전체를 이루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 속에서 
생활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집합적 성격이 표출되는 건축 유형이다. 

집합적 건축의 형성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질과 일상생활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장에서는 일상생활을 분석하여 환경과 생활, 물질과 
일상 사이에 전용이라는 행위가 강하게 개입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전용이라는 
개념을 분석한다. 전용은 상황주의자가 사용한 이후 다수의 건축가와 이론가들에
게서 다른 개념으로 확장되었고, 건축가들은 전용을 건축적으로 구현하고자 노력
하였다. 또한 현대인의 일상에서 전용은 도시 편집이라는 방식으로 일어난다.

이후 3장에서는 전용의 건축적 구현 과정을 분석하여 집합적 성질에 주목한다. 
전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모습이 물질적으로 남는, 전용의 물리적 환경이 
될 수 있는 건축 유형으로 '집합적 건축'을 살펴본다. 집합적 건축은 부분이 모
여 전체를 이루고, 형태 속에 사회가 놓여있으며, 사람들의 생활에서 전용의 가
능성을 찾을 수 있는 건축 유형의 하나이다. 집합적 건축의 전형으로 에게해의 
히드라 마을을 분석하여 형태와 사회의 관계, 그리고 관계 속에서 전용이 일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우연적 조우와 정체성 표현에서 찾는다. 

집합적 건축을 형태와 사회, 전용 가능성으로 분류하여 4장에서는 유형 별 특
징을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토레 데이비드와 엘레멘트 프로젝트를 
현대 집합적 건축의 사례로 하여, 두 건축물 속에서 전용의 가능성과 집합적 건
축의 형성 방법을 도출한다. 두 사례에서 현대의 집합적 건축의 형성 방법을 분



- ii -

법을 도출한다. 두 사례에서 현 의 집합적 건축의 형성 방법을 분할과 분화라
는 생물학 용어로 정의한다. 분절과 분화는 건축 내 도를 높이는 형성 방식이
다. 높은 도 속에서 집합적 건축이 만들어내는 전용은 사람들의 삶이 건축과 

접하게 만들 것으로 기 한다.

키워드 : 집합적 건축, 집합, 전용, 분할, 분화.

학  번 : 2012-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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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상 및 방법
1.3  연구 흐름도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근  이후의 도시계획과 건축은 도시를 균질한 모습으로 바꾸어놓았다. 

이성을 추구하는 사회상과 이데올로기를 구현하고자 했던 계몽주의와 과학에 근
거하여 합리적이고 기능적으로 지역을 조직하였던 근 적 도시계획은 국가에 의
해 주도되었고 이는 20세기 초까지는 팽배하였다. 하지만 세계 전을 지나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planning)은 정책과 제도로 남아 자본이 도시를 만드는 
수단이 되었다. 도시의 모습을 결정하는데 자본의 영향에 의한 개발이 점차 중
요한 요인이 되었다. 오늘날에는 근 의 도시계획이 갖고 있었던 지역단위의 합
리적인 목적지향형 성격은 여전히 남은 채, 거  자본의 투입으로 인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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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도시를 만드는 방식이 되었다.

자본에 의한 계획으로 도시는 블록 단위부터 건물 단위의 작은 규모까지 같은 
성격으로 변화한다. 효율과 합리성을 앞세운 계획은 도로건설을 모든 것에 앞서
서 진행하였고, 직각의 선으로 만들어진 도시는 어느 곳이나 같은 형태와 규모
의 도시조직을 만들어냈다. 또한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들은 같은 기능을 지닌 
단위로 지정된다. 건설 기술의 발전과 확산, 그리고 운송수단의 발달은 기능과 
조직뿐만 아니라 건물도 서로 닮아가게 만들었고, 도시는 표준화된 기술과 재료
로 지어지는 균질한 건물로 채워져 갔다. 

균질한 도시의 모습은 ‘자본’과 ‘정책’ 그리고 ‘발전된 기술’이라는 세 요인이 
함께 작용한 현  도시의 모습이다. 균질화는 도시의 과거를 지운다. 도시의 균
질화가 가속화되어 일부 도시에서는 더 이상 도시를 보고 재개발 이전의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게 되었고, 그 정체성을 떠올릴 수 없는데 이른다. 균질화는 전세
계에서 나타난다. 전세계의 도시들이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모습의 보편적 도시
(generic city)이다.1) 기능적,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건축과 도시는 정체성을 잊
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을 ‘이용’하게 만든다. 균질한 도시는 흔적이 묻기를 거
부한다. 사람들은 매끈한 도시 위를 부유한다. 도시와 사람들은 함께 있으나, 하
나가 아니다. 균질한 환경은 일상과 닮아있지 않고, 도시와 사람은 어긋난다. 사
람의 행동이 도시의 물질과 함께 만들어낸 풍경 사이엔 균열이 생겼다. 현 에
는 도시가 지금과 다른 모습이라도 상관없다. 사람들은 도시를 단지 ‘쓸’ 뿐이다. 

수많은 건축가들은 사람의 행위를 담는 건축과 도시를, 사람들의 일상과 맞는 
풍경을 만들고자 했다. 사람들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고 수많은 다양성을 갖는
다. 기능주의는 시 의 진보한 기술로 행동을 보다 물질과 가깝게 만들고자 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와 달리, 오늘날 행위와 물질 사이의 
간극은 점점 멀어진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행위를 모두 기술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곳은 무한한 진보를 전제로 하는 근 의 기술 만

1) 렘 콜하스는 도시는 ‘보편적’ 성격의 것이 되어가고, 전 세계적으로 각기 다른 공간들은 뚜렷
한 정체성 없이 점점 더 비슷하게 변해간다고 주장한다.(Tom Avermaete 외, 건축 공공영역에 

한 36인의 건축적 입장들, p.59, 2011에서 재인용)



- 3 -

능 유토피아일 것이다. 설사 엔지니어와 계획가, 건축가들이 그런 기 를 하였더
라도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인간의 생활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오늘날의 
사회는 복잡해졌으며 도시의 도는 증가했다. 그렇기에 여러 사람이 같은 목적
으로 한 공간에 모였더라도 그 양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 

건축가는 다양성과 복잡성, 우연성에 ‘ 응’하는 건축을 만들 수 없다. 건축가가 
취해야 하는 입장은 사람들의 필요 하나하나에 맞는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건축은 사람들의 행위에 해 열려 있어야 
하고, 이 때 주목할 것이 ‘전용’이다.

전용은 ‘ 응’ 관계와 거리가 멀다. 이는 마주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환경을 변
형, 변용하는 행위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해야만 하는 능동적인 행
위이다. 전용은 다양하고 우연한 사람들의 행동이고,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난다. 
일상은 전용을 통해 흔적과 분위기로 남아 환경이 된다. 전용된 환경은 일상을 
담아낸다. 

건축을 함에 있어 전용을 고려한다는 것은 건축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유롭
게 쓸 수 있을까에 한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전용을 고려한 건축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상황, 행위, 움직임에 건축이 잘 응되도록 하려는 노력이다. 만약 
사람들의 양태를 고루 받아들일 수 있는 건축의 모습이 있다면 전용을 고려한 
건축일 것이다. 전용된, 이를 내재한 건축은 행동과 물질, 일상과 환경이 불가분
의 관계를 회복한다.

  전용을 고려한 건축을 만들어 내는 것은 이전의 방식과 달리, 오늘날 일상에 
한 분석과 행위에 기반을 둔 건축일 것이다. 이러한 건축이 갖는 모습과 구성, 

형태를 찾는 것이 새로운 시 의 풍경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는 분류되지 않고, 
구획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기능적으로 연결되거나, 용도가 지정되는 논리적이
고 명료한 건축과는 거리가 있다. 무엇보다 다양성을 위해 크고 깔끔한 단일 공
간보다는 작고 일상 속 때가 묻은 수많은 공간들의 모임과 관계 속에서 형성되
는 건축일 것이다. 여러 부분이 모여 다양한 상황을 만들고, 그 속에 놓인 사회
와 공동체, 그리고 개인은 공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
다. 형태에서도, 사회에서도 '집합적'인 성격을 갖는 건축은 그 자체가 마을이면
서 도시와 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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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용의 관점에서 집합적 건축의 형성을 살펴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집합적 건축은 부분이 모여 전체를 이루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 속에서 생활
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집합적 성격이 표출된다. 집합적 건축은 이를 이루는 환
경과 사람들의 생활이 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에 형성을 찾기 위해서 일상에서
부터 물질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환경과 생활, 물질과 일상 사이에 전
용이라는 행위가 강하게 개입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전용이라는 개념을 분석한다. 
그리고 전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모습이 물질적으로 남는, 전용의 환경이 
될 수 있는 건축 유형으로 '집합적 건축'을 살펴본다. 집합적 건축은 형태 속에 
사회가 놓여있고 사람들의 생활에서 전용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건축 유형의 
하나이다. 그 형태와 사회의 관계, 그리고 관계 속에서 전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여 집합적 건축을 분류한다. 집합적 건축의 분류를 통해 오늘날
의 일상에서 전용을 내재한 건축 유형의 특성과 형성, 가능성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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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집합적 건축의 분석에 앞서 사람들의 생활과 환경 사이에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에 한 논의를 통해 전용의 특성을 살핀다. 일상의 
분석에는 앙리 르페브르의 저서에 나온 일상성을 상으로 하여 전용을 시간적, 
공간적 측면에서 바라본다. 또한 전용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상황주의자 인
터내셔널의 발표문과 저서, 연구 자료에 해 살피고, 콩스탕의 '뉴 바빌론'에 관
한 전시 팜플렛, 저서를 분석하여 전용에 한 연구, 제안 방법을 살핀다. 이를 
통해 전용의 시간적, 공간적 개념의 다른 양상을 보기 위해 현  건축가들이 사
용한 개념들을 분석한다. 건축가들의 개념과 전용 사이 유사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 'Metapolis Dictionary of Advanced Architecture'를 통해 개념어를 정리
한다. 정리된 개념어와 이와 관련된 자료는 ‘표 1-1’과 같고, 이를 통해 전용의 
개념이 사회와 도시의 현상을 상으로 구체화되어 사용됨을 확인한다. 이후 건
축가들이 다루지 않은 현 의 상황과 도시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용을 
논한다.

전용과 관계된 건축적 개념을 구현된 과정을 살피고 이를 규모에 따라 시간과 
공간 측면의 전용에 해 정리한다. 그리고 그들이 전용을 위해 부분이 전체를 
만드는 집합적 환경을 만든 것에 주목한다. 집합을 이룬 건축이 전용에 해 어
떠한 태도와 가능성을 갖는지 표적인 집합사례인 마을을 분석한다. 이를 형태, 
사회, 그리고 일상 속 전용 측면에서 분석한다. 전 세계의 마을 상으로 한 
<Architecture without Architect>(1964), <Village in the Sun>(1969)에서 마
을의 형태를 살피고, <住居集合論>(1973-79)에서 사회와 형태의 관계를 분석한
다. <Hydra : A Greek Island Town>(1967), <エーゲ海・キクラデスの光と
影>(1990)를 통하여 전체 마을 규모에서 이를 구성하는 단위 요소까지 어떻게 
전용의 상이 되었는지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 확인한다. 형태와 사회, 전용의 
관점에서 집합을 네 단계로 나누고, 집합적 건축을 정의한다. 

집합적 건축을 형성 방법을 살피기 위해 유형에 따른 집합적 건축의 특징을 살
펴보고, 현  도시에서 사례를 찾는다. 자연 발생한 베네수엘라의 토레 데이비드
(Torre David)와 디자인 한 엘레멘탈 프로젝트(Elemental Project)를 집합적 건
축의 사례로 보고 다른 유형의 사례와 비교, 분석한다. 이들을 형태, 사회, 일상
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현 적 전용이 일어나는 원인과 형성 방법에 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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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개념어 건축가/이론가 관련 자료

Event

Infiltration

Timesharing

Urban-praxis

Indeterminacy

Individualising

Nomad

Foraging

fleeting
ephemeral
zapping
multi-usage
impermanence
flexibility

Bernard Tschumi

Rem Koolhaas

Hitoshi Abe

Archizoom

Cedric Price

Yona Friedman

Raymond Wilson, Ito Toyo

Kyohei Sakaguchi

Event-Cities
Manhattan Transcription
S,M,L,XL
Yokohama Project
(El croquis)
Megahouse project

No-stop City

The Fun Palace as Virtual 
Architecture
Pre Domo

Zero Yen Housing

Metapolis Dictionary of 
Advanced Architecture

[표 1-1] 전용과 관련해 논의된 개념과 연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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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시간적 • 공간적 전용 
2.2. 전용 개념과 확장 
2.3. 현 인의 일상 속 전용
2.4. 소결

2.1. 시간적 • 공간적 전용

2.1.1. 일상 속 반복과 변화
인간이라면 일상을 산다. 사는 곳과 국가와 상관없이, 직위와 직업과 관계

없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하루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삶이 특별한 순간들로 가
득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분의 시간과 장소는 일상의 범주에 있다. 일상
은 사람이 정착하면서부터 혹은 존재하면서부터 필연적으로 있었을 것이다. 거
한 자연의 순환과 반복, 그리고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사람도 이에 
맞게 생활해야 했을 테다. 해가 지고 해가 뜸에 생활을 맞추었고, 계절에 변함에 
맞게 수렵과 채집을 했을 것이다. 또한 변화에 맞춰 옷을 바꿔 입고 이를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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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는 집을 지었을 것이다. 이들은 살기 위해 매일을 반복적으로 지냈을 
것이다. 과연 인류 초기의 일상이 지금과 다른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아니다. 다
만 지금은 시계라는 새로운 시간의 반복과 체계,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낸 새로
운 환경과 변화에 맞추어 일상을 살고 있을 뿐이다. 일상은 누가 만들거나 정하
지 않아도 인간이 늘 갖고 살아간다. 이는 인간 생활 그 자체이다. 

건축에서 일상성에 한 논의는 담론의 영역에서 그치고 있다. 표적으로 이
화룡의 연구를 보면, 그 논의는 예술과 일상을 구분 짓는 것에서 시작한다.2) 이
는 일상을 예술에 비해 하찮고 무의미한 것으로 보는 근 적 관점에서 출발한 
접근이다. 그는 일상을 예술의 영역으로 ‘고양’시키는 것으로 ‘일상환경에서의 미
적 경험의 발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팝-아트에서 이어진 중주의 건
축에서 의도적으로 ‘저급’하게 함으로 예술의 기반이 중문화 내에 마련된다고 
설명하는데, 이 역시 예술과 일상의 이분법과 예술은 고급이고 일상은 저급이라
는 저자의 관점을 보여준다. 또한 중과 일상을 유사한 것으로 보나 이는 둘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관점이다. 일상은 모두가 살고 있지만, 모두가 
다른 것을 갖는다. 사람들이 모두 일상을 갖고 있다 하여 이를 중이라는 용어
로 하나로 묶기 힘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논의되는 일상은 그저 예술로서의 
건축을 위한 재료로 쓰여 그 의미가 퇴색된다. 

이후 일상에 한 논의는 실제적인 사례와 연결되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일상
이란 개인 누구나 갖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논의 상은 공공영역에 한 
것이거나,3) 특정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에 한정되어 있다.4) 연구들은 일상을 주
제로 하고 있지만, 상은 일상 속 순간이나 특별한 사건을 만들어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논의의 결이 일상과 어긋난다. 일상은 건축을 위한 재료
가 아니다. 일상에 한 연구는 건축설계를 위한 관점이나 건축이 우위에 있다
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존의 관점과는 달리 일상의 가치를 파헤치고 일
상에서 건축을 바라봐야 한다.

일상은 반복된다. 이것이 일상의 첫 번째 특징이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과 같은 상황 속에 놓이고, 이러한 사건들이 같은 순서로 이어지면
서 일상은 형성된다. 반복의 주기는 사람마다 그리고 사건마다, 즉 일상의 조각

2) 이상룡, 현  건축에서의 일상성에 관한 연구, 2001
3) 박시영, 일상성과 현 도시의 공공영역의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2013
4) 김정숙, 현 건축에 나타난 일상성의 특징에 관한 연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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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다르다. 서로 다른 주기를 갖는 이 조각의 반복은 리듬을 만든다. 음악에서 
리듬은 주기를 갖고 반복되며 그 세기 혹은 음이 변화하더라도 반복한다는 성질
은 변하지 않는데, 일상은 이와 유사하다. 일상의 단편이 갖는 리듬들은 서로 수
없이 얽히고 조합된다. 또 일상은 반복되지만, 이 반복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 일상에서 '같은' 신 '비슷한' 또는 '다른' 것으로 변할 수 있다. 이것이 
일상의 두 번째 특징인 변화이다. 식사 후 항상 가던 카페가 아닌 '다른' 카페를 
간다 해서 기분은 달라질 수 있으나 근본적인 일상은 변하지 않는다. '다른' 시
간에 회의를 한다고 일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장소, 다른 시간, 다른 
사람들, 다른 행동을 한다 해서 일상은 크게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다. 이내 원
상태로 돌아오거나 새롭게 변화된 일상이 되어 우리의 매일을 만든다. 이처럼 
반복과 변화는 일상이 가진 지속성, 그리고 견고함의 근원이다. 

일상에서 '다른' 파편이 기존의 리듬에 큰 영향을 주고 이와 전혀 관계 없는 상
황을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를 '일탈'이나 '여가', '축제'라고 부른다. 이들
의 주체가 다르다는 차이를 갖는다. 일탈은 자의적으로 반복의 틀을 깨는 것이
다. 여가는 사회제도에서 반복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이고, 축제는 사회적 합
의로 만들어지는 집단적 탈 일상 행위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계속되는 같은 것
에서 벗어나 새로움과 단절의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상과 다
른 시간 혹은 장소 혹은 사람들 혹은 상황에 놓인다. 즉, 반복의 틀을 깨는 것이
다. 이 때, 일상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 중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 한 마을에서 축제가 열렸다면, 그것은 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여행을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시간과 장소, 사람들, 그
리고 상황에 본인을 내던짐으로 일상과의 완벽한 단절이다. 분명한 것은, 이들 
역시 일상이라는 거 한 힘, 사람의 삶의 거 한 부분 속에 놓여있기에 존재한
다는 것이다. 반복과 변화의 일상은 탈 일상과 섞이고, 이 때문에 사람은 매일을 
이어간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앙리 르페브르는 그는 일상을 비참함과 지속
성, 두 가지의 큰 성격으로 바라보는데 이는 두 성격 모두 반복에 기인한다.5) 
그는 "아주 조적인 두 장의 그림이 나타났다. 그 첫 번째 그림, 그것은 일상의 

5) 앙리 르페브르는 일상성을 정의하고 이를 현 성과 같은 맥락에서 서술, 비판하였다. 그에 따
르면, 일상은 현 에 와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변형되고 새롭게 구축된 것으로 일상생활과는 
다른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시 적 구분 없이 자연적, 인위적 주기 속에서 인간이 살아
가는 생활을 의미한 것이기에 일상과 일상생활을 구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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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함이다. 즉 지루한 임무들, 모욕적인 일들, 노동계급의 삶, 일상성에 짓눌리
는 여성들의 삶 등이 그것이다. 어린이, 그리고 언제나 다시 되풀이되는 유년시
절도 있다. 사물들과의 기본적인 관계, 또 상인 및 상품들과의 관계, 그리고 욕
구 및 돈과의 관계도 있다. 결국 숫자가 지배하는 세계이다. 현실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야(건강, 욕구, 자발성, 생명력)와의 직접적인 관계도 있다. 요컨  반복
이다. 궁핍의 존속과 희소성의 연장이다. 즉 경제, 절제, 박탈, 억압, 욕망 및 비
천한 인생의 영역이다. 두 번째 그림, 그것은 일상의 위 성, 즉 지속성이다. 삶
은 땅 위에 뿌리를 박고 영원히 지속된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육체, 공
간, 시간, 욕망 등의 전유이다. 거주지와 집이 있다. 숫자로 환원될 수 없는 드
라마도 있다. 일상의 비극적 잠재성도 있다. 여자들의 중요성도 있다. 반복적 몸
짓에서부터 실천-감각적 세계를 창조하는 것도 있다. 욕구와 유용성의 만남도 
있고, 훨씬 드물기는 하지만 한결 강력한 쾌락도 있다. 작품과 작품들도 있다."고 
일상을 묘사한다.6) 일상이 갖는 성격이 무엇이든, 이는 반복에 기인하며, 그 반
복은 사사롭다.7) 그는 일상의 특성인 반복을 확장시켜 리듬으로 생각하였다. 여
기서 리듬은 단순한 반복이 아닌, 사물과 상이 지금까지 생성되고 지나온 과
정과 영향들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다. 과거를 지니고 있으면서 현재를 나타내
고, 사회, 경제, 정치를 비롯한 수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리듬
으로 바라본 "일상이란 파괴 불가능한 거  리듬들과 생산, 소비, 유통, 주거의 
사회-경제적 조직에 의해 부과된 프로세스 사이의 충돌이 벌어지는 장소이자 극
장이며, 중심이다."8)

반복과 변화라는 특성을 갖는 일상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게 드러나는 것이며,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온전히 물질적이라 할 수 없지만, 일상은 사물에서 
떨어질 수 없다. 일상의 반복은 같은 장소와 같은 행위를 동반한다. 나를 둘러싼 
수많은 건물들 혹은 건물 속 공간, 발에 닿아있는 바닥, 손에 닿는 가구와 작은 
물건, 소품들까지 장소를 구성한다. 우리들의 행위도 역시 물질적이다. 무슨 행
동을 하든 목적 없이, 허공에서 몸만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다. 벽에 기 고, 계
단을 오르내리고, 키보드를 만지며 컴퓨터를 하고, 스마트 폰을 손에 쥔 채 인터
넷 공간을 다닌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은 물질을 변화시킨다. 위치를 바꾸
고, 냄새, 보여지는 것, 들리는 것을 변화하여 공간을 바꾼다. 사람수에 맞게 자

6) 앙리 르페브르, 현 세계의 일상성, 기파랑, p. 95, 2005
7) "그것은 반복적인 것을 답사하는 일이다. 일상은 그 사소한 것들 속에서의 반복이다."(앙리 르
페브르, Ibid., p 68, 2005)

8) 앙리 르페브르, 『리듬분석』, p. 202, 갈무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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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배열하고, 망치가 없다면 돌멩이를 쓰기도 하며 의자 신 박스를 사용하
는 것처럼 우리는 상황에 맞게 물건을 사용하고 조합하고 변형하기도 한다. 그 
어떤 행위라도 우리는 물질과 함께한다. 우리의 일상은 물질에 기반을 두고 있
다. 

역으로, 일상은 물질적으로 존재하고 지각할 수 있고, 사물과 건축에서 일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 속에서 우리는 일상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굳건한 벽과 
기둥 같이 거 하고 움직일 수 없는 것에서 흔적을 찾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낙
서와 오랜 손때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유리로 되어 열릴 수 있는 1층 창들을 
보면서 문을 열고 밖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생활을 상상하고, 가로에 나와 있
는 가게의 물건들을 보면서 북적이는 주변 모습을 상상한다. 집 안의 가구들을 
보면서 가족들의 생활을 파악할 수 있고, 계단 참에 놓인 재떨이를 보고 누군가 
이 곳에서 담배 피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이런 물건들이 모여, 물건을 통한 
생활이 모여서 우리의 일상을 이룬다. 일상이라는 것은 사물에 기인하면서도 사
물에 나타나는 것이다.

일상의 반복을 이루는 그 파편들도 장소에서, 사물에서 나타나기에 물질적이다. 
"일상성은 사물의 힘을 간직하고 있는 만큼 사물 쪽으로 기울어 있다."9) 사물과 
장소에서 보이는 것은 일상의 표출이면서 동시에 일상의 근원이다. 앙리 르페브
르의 표현을 빌리면 "어느 면에서 일상성은 형식들의 유효성의 결과로서 생긴다. 
형식의 결과 또는 형식에서 기인한다고 말해도 좋다. 산물이며 잔재, 이것이 일
상의 정의이다. 형식들은 일상을 배치하며, 동시에 일상성 위로 자신들의 모습을 
투영한다."고 할 수 있다.10) 특히 그는 건축에서 드러나는 일상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중해 도시들에서 일상의 리듬을 찾고자 했다.11) 

사소한 것들은 물질적이면서 동시에 상황에 따른 변화와 다양성에 유동적이다. 
사소한 것들, 장소와 사물이 변화하고 항상 기존의 것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일
상은 파괴되지 않는다. 이는 "일상이란 보잘것없으면서도 견고한 것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부분과 단편들이 하나의 일과표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것
이다. 이것은 그 부분들의 분할을 조사할 필요도 없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

9) 앙리 르페브르, Ibid., p. 59-60, 2005
10) 앙리 르페브르, Ibid., p. 325, 2005
11) "지중해 도시들에서는 도시적 공간 즉 공적인 공간이 그 리듬들과의 모든 관계를 드러내고 
펼치는 거 한 공연장 같은 것이 되는 것 같다. 이 속에서 의례, 규범, 관계들이 가시화된다."(앙
리 르페브르, Ibid., p. 24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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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 일상은 단편들이 수없이 중첩되고 연결되어 있기에 변화와 다양성이 용인
되고, 그것을 일상 속으로 끌어올 수 있다. 이들이 갖는 변화와 다양성은 일상을 
다채롭게 하고, 특별함을 가져온다. 기계와 같이 정확하고 오차가 없는 생활이 
아닌, 불완전하고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들의 반복이야말로 
일상의 가장 큰 특징이다.

불완전한 일상의 파편들이 반복과 변화를 거치면서 물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은 
단순히 행동의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다. 일상은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난다. 매
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여러 상황을 만난다. 이는 어제와 같은 상황일수도 있고 
다른, 생전 처음 마주한 상황일수도 있다. 반복이 우리로 하여금 상황과 마주하
게 한다. 이 때, 우리는 상황에 응한다. 이 응의 과정은 물질적이다. 왜냐하
면 주변의 환경을 변화하기 때문이다. 사소하게는 깨진 화분 신 컵을 사용하
거나 업무 효율을 위해 잡동사니와 책상, 가구의 배치를 바꾸는 것도 있다. 반면 
계단이 높아서 주변의 벽돌을 주워와 사이에 모르타르로 붙이는 반 영구적인 행
위도 일상 속 상황에 한 응이다. 일상의 상황에 응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변형, 변용하는 것을 '전용(轉用, Détournement)'이라 한다. 

[그림 2-1] 일상의 구성과 전용의 매커니즘

일상의 모든 순간에 전용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매일이 똑같다면 전용은 거
의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의 반복과 수없이 많은 사회와 환경의 

12) 앙리 르페브르, Ibid., p. 7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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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요인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씩 혹은 전혀 다른 여러 상황을 마주한다. 그에 
응하는 방법에는 일상의 불완전성만큼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가능성 

중에 주변 환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전용이 일어난다. 앞서 언급한 
여러 소소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일상 속에서 전용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는 일상이 물질로 보여지고 생활과 환경을 연결하는 고리인 동시에, 사람들이 
매 순간의 상황에 응하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근원적인 수단이자 행위이다. 

  전용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들의 일상 행위와 물질을 가깝게 이어주는데 
있다. 환경과 떨어질 수 없는 일상, 일상과 떨어질 수 없는 환경은 건축과 도시
에서 드러난다. 시각적으로, 다른 감각에서, 분위기를 통해 드러나는 전용은 도
시를 다채롭고 활기차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2.1.2. 전용의 특성
전용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응하기 위해 준비된 

환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계획과는 거리가 멀다. 인간이 한치 앞도 내
다볼 수 없기에 우리는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을 
마주한다. 그리고 이에 한 응도 모두 계획될 수 없다. 물론 건축가들이나 계
획가들에 의해서 일부 예측되기도 한다. 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디자인과 
계획들로 여러 상황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황과 응방법
은 무한하기에 결국은 사람의 즉각적 판단과 행동에 의해서 많은 것이 결정된
다. 계획된 가구를, 공간을, 건축을, 도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으며 얼
마나 오랜 시간에 걸쳐 있으며 얼마나 많은 상황에 놓이는지 생각해보면 계획된 
것은 계획 로 사용되기 어렵고, 일상의 많은 경우에 임기응변으로, 즉흥적으로, 
예상치 못하게 응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전용의 기본적인 전제이다.

또한 전용은 요즘 빈번히 언급되는 컨버전(conversion)이라고도 불리는 용도변
경이나 보다 폭이 넓은 개념이다. 컨버전은 기존의 환경에 물리적인 개입과 동
시에 새로운 용도가 삽입된다.13) 새로운 상황에 맞춰 용도와 주변의 물질을 변
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전용과 닮았으나, 이는 일상적이기 보다는 역사적이다. 또
한 즉흥적이기 보다는 계획적이다. 컨버전은 과거의 장소가 갖고 있는 감흥과 

13) 홍정희, 컨버전된 미술관을 통한 장소의 구성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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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갖고 있던 흔적이 현재의 공간과 용도에 겹쳐지면서 새로운 특성을 이끌
어 내지만, 이는 전용보다는 좁은 의미이다. 전용은 가역적(可逆的)인 변화를 포
함하고 지속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일시적 성격을 갖기도 한다. 가역적이고 일시
적일지라도 전용은 자취, 흔적, 분위기로 남아 물리적 변화를 포함한다. 이들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소하고 가볍다. 일상이 변화된 파편들을 다
시 반복의 틀 안으로 흡수하는 것처럼 전용된 환경은 다시 일상의 환경으로 흡
수된다. 이렇게 흡수된 새로운 환경은 이후에 일어날 전용의 상이 된다. 환경
의 거 하고 중요한 변화로 새로운 일상의 모습을 가져다주는 것은 전용과 다르
지만 일상을 보다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가치를 지닌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전용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물에서 가구, 공간, 건물, 공
공 공간까지도 수없이 전용된다. 그리고 전용들은 아주 조금씩 환경을 변화시킨
다. 아주 작은 변화들이 건축과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전용이 일상의 
근원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상에서 매 순간 전용의 가능성은 내
재되어 있다. 그들은 흔적으로 남을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구현되기도 한다. 전
용되는 환경과 순간들은 모여서 일상을 만든다. 일상은 매일같이 이어지고, 전용
도 매일 일어난다. 그런 일상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계속되고 있다. 사람의 
수만큼, 그들이 마주한 상황만큼 중첩된 일상이 연결되고 축적된다. 아주 조금씩 
사소한 것들이 수없이 모이고 쌓여 전용된 환경을 만들고 이는 건물이 되고 도
시가 된다. 이 모습은 마치 일상의 파편들이 모여서 일상을 만드는 것과 닮았다. 
일상 속 전용된 환경은 계획을 통한 새로운 건축과 도시를 만들어내지도 못하지
만 매일같이 지속되고 항상 주변에 존재한다. 일상이 항상 일어나는 것처럼 전
용된 환경도 항상 주변에 존재하며 일상을 채운다. 

전용은 일상 속 상황에 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렇
기에 매우 단순하고 쉽지만, 모든 행동이 전용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 속에서 의도한 로 환경을 사용하는 것은 전용이 
아니다. 그것은 이용, 사용일 뿐이다. 전용은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다.

전용, 즉 물리적 환경의 변용과 변화에는 시간적인 특성과 공간적인 특성이 있
다. 이는 전용의 과정이 정의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일상의 반복과 변화가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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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우, 그리고 응을 위한 환경의 변형을 하도록 한다. 주기를 갖는 반복, 상
황을 마주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성격이 강하다. 반면 변화의 가능성과 환경의 
변형, 변용은 공간적이다. 이는 전용이 시간적, 공간적 성격을 갖는다는 의미이
지, 시간과 공간으로 구분되어 생각할 수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일상에서 시간
과 공간을 분리할 수 없듯, 전용 또한 그러하다. 반복과 상황 역시 공간적 성격
을 갖고, 변화도 시간적 성격을 필히 갖는다. 전용에서 시간적 성격과 공간적 성
격을 떼어 낼 수 없이, 함께 항상 존재한다.

전용이 시간적이면서 동시에 공간적이라는 것은 일상의 상황에 응하는 사람
들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하루의 일정을 계획 로 진행하지만 
상황에 따라 시간을 바꾸거나 예외적인 상황에 마주하거나 돌발적이고 충동적으
로 계획을 바꾸거나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 때 장소를 바꾸거나 공간의 배치, 분
위기와 용도를 바꾸기도 한다. 상황에 따른 시간과 공간의 비계획적인 사용이 
전용의 범주인 것이다. 

[그림 2-2] 카페의 공간적 전용

시간과 공간의 전용이 일어나는 사례로는 카페와 공원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들은 현 인에게 일상적인 공간으로 시간적, 공간적 전용이 빈번하게 일어난
다. 카페에서는 공간적 전용을 찾아 볼 수 있다. 원래 카페의 목적은 차와 다과
를 먹으며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 사교적인 장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사용자에 따라 카페는 다르게 사용된다. 학생에게는 공부하는 공간으
로 사용되고, 직장인에게는 회의 장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공간이 전용될 때 그 
안의 가구들의 배치가 변화하고, 조명과 음악의 조절을 통한 분위기 변화를 카
페 측에 요구하기도 한다. 카페에서 공연이 열리는 경우도 있는데, 의자와 테이
블은 관객석이 되고 바닥이 높여진 곳은 무 가 되어 전체가 공연장으로 사용된
다. 카페의 전면을 열어서 내부 공간을 가로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카
페의 의자는 길의 벤치가 되고, 그 분위기는 마치 테라스 같다. 이러한 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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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과 벽, 가구들, 공간에 그 흔적을 남기고, 조금씩 물리적인 환경을 변화시킨
다.

공원은 시간적 전용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사회의 약속에 따라 많은 경
우 전용된다. 도 높은 도시의 비어있는 공간으로 도 완화와 사람들의 휴식,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도시인의 다양
한 활동과 목적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공원은 부분의 시간에 운동이나 
휴식, 담화 등의 여러 활동의 장소로 사용된다. 하지만 때로는 공공의 규칙이나 
약속에 따라 그 용도가 달리 사용되는데 이는 부분 시간에 의한 것이다. 평일
에는 일반 공원으로 사용되다가, 주말 낮에는 벼룩시장이 열리고, 주말 저녁에는 
공연이 열린다. 또 관공서에 예약을 하고 집회 장소로 쓰기도 한다. 공간적인 속
성이나 물리적 요소를 변화하기 보다는 이를 점유하고 사용하는데 공원은 시간
적으로 전용되는 것이다.

[그림 2-3] 공원의 시간적 전용

전용이 반드시 시간이나 공간 한 방향으로만 전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분의 
전용은 시간적, 공간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 카페에서 사용자에 의해 공간이 전
용되더라도 이는 시간적인 전용이 함께 따라온다. 시간 별로 사람들이 주로 사
용하는 목적이 정해지고, 주기적인 시간마다 공연장과 같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다. 공원도 시간에 의한 전용이 일어나더라도 시장이 열릴 때는 벤치가 가판
로 사용되고, 공연이 일어날 때는 무 가 되는 식의 공간적 전용이 함께 따라간
다. 전용은 시간적, 공간적인 속성 중 하나를 비중 있게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온전히 하나의 성격만을 가질 수는 없다. 전용은 시간적이면서 동시에 공간적인 
것이다.

  이제까지의 전용에 한 특성을 살펴보면 굉장히 사소함을 알 수 있다. 전용
은 단번에 거 하고 화려하며 시 나 사회, 공간을 뒤바꿔 놓지 못하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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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그렇기에 작고 보잘것없다. 하지
만 이들이 개인에게서 축적되고 흔적으로 남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환경에 영향
을 주고 다시 타인의 일상에서 축적되고 흔적이 되면서 사회와 환경이 변화한
다. 이는 오래 걸리고 잘고 시시하며 수롭지 않다. 하지만 오래 걸린 만큼 오
랜 시간 동안 일상의 환경이 되고, 보잘것없는 만큼 우리의 생활과 접하다.

전용된 건축과 도시는 사람들의 일상이 드러나 다채로운 환경을 구성한다. 전
용될 가능성을 가진 도시 환경은 그만큼 풍요로운 모습이 된다. 하지만 전용이 
도시의 모든 요소들에서 일어나진 않는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효율적, 합리적으
로 분류되고 배치된 도시와 기능이 고정되고 변화의 여지가 없는 건축과 공간을 
전용하기란 무척이나 힘들다. 이런 도시와 건축은 깨끗하고 순수하며, 높은 능률
을 갖고 있지만, 다양성과 융통성을 찾아 볼 수 없다. 사람은 일상에서 예측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종종 놓인다. 일상적이라는 것이 매일이 같다는 것
이 아니라 유사한 일과가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일한 상황이 아
닌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양성과 융통성을 필요로 한다. 전용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은 일상을 담을 수 있는 환경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일상과 환
경, 생활과 물질을 떨어질 수 없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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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용 개념과 확장
전용은 프랑스어 ‘Détournement’로, 이는 영어로 ‘rerouting’, 

‘turnabout’, ‘derailment’, ‘hijacking’ 등으로 쓸 수 있고 여러 의미를 갖는 
단어이다. 전용은 상황과 환경, 방법에 따라 항시 변하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이
나 표현으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전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상
황과 상이 되는 환경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상황주의자 인터내셔널 이후에 건축가들과 이론가들이 특정 상황 속 환경의 변
화, 변용에 해 논하였다. 그들의 개념을 ‘상황’, ‘환경’, ‘변형, 변용’에 주의해
서 살펴보면 전용의 범주에 속한다. 건축가들의 개념을 살펴보면 오늘날까지 전
용이 구체적인 상황과 다양한 환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일상과 마찬가지로, 건축에서 전용에 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전용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공간과 건축이 갖는 상황 처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아
니다.14) 이는 사람들의 생활에 적합한 건축 유형을 찾기 위한 접근으로, 일상과 
환경 사이의 벌어진 간극을 좁히기 위한 것이다.

14) 김민철, 이공희는 상황주의자의 전용을 하나의 수법으로 생각하고 있다.(Diller+Scofidio의 작
업에 나타나는 상황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건축학회 논문집 v.23 n.2, 2007) 그들은 전용
을 병치라는 건축적 수법에 포함시키는데, 상황주의자는 전용을 건축적 용어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건축가나 계획가가 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개인의 의사와 상황, 환경에 의해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상황주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의 구축’뿐이었다. 병치는 계
획이고 전용은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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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상황주의자 인터내셔널의 도시적 관점
상황주의자 인터내셔널(Situationist International)은 앙리 르페브르의 영

향을 받아 일상생활에 주목했고, 당시의 사회와 도시,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적 
모습을 수용하여 전용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15) 상황주의자가 현실의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인 것과 달리, 콩스탕(Constant Nieuwenhuys)은 새로운 사회와 
도시, 그리고 생활을 제안한다. 그가 제안한 뉴 바빌론에서는 도시의 모든 부분
이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상황주의자 인터내셔널과 콩스탕이 제안한 
모습을 통해 전용이 사회와 도시에 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행위와 물질을 
연결시켜줌을 살펴볼 수 있다.

(1) 현존하는 도시와 무질서의 수용

근 의 도시 건설은 합리주의와 기능주의 사회 아래서 진행되었다. 도시
를 건설함에 있어 거주 계급이나 기능을 통해 구역을 나누는 것이 선행되었고, 
계획가와 행정가들은 하나의 기계처럼 효율적인 기능을 갖도록 도시를 구성하였
다. 도시계획 방법은 CIAM의 아테네 헌장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16) 하지
만 계획가와 행정가들이 그린 그림은 구현되지 않았다. 실제 도시는 순수하지도 
정갈하지도 않았다. 도시는 서로 다른 환경이 혼재되어 있고 무질서한 사회가 
그 속에 놓여있었다. 상황주의자들은 바로 이런 현실에 주목하고 도시 속 개인
에 주목했다.17) 그리고 상황주의자들은 사회상을 새로운 질서로 체하기보다는 

15) 상황주의자 인터내셔널은 앙리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개념에 영향을 받아 현  사회와 도시에
서 사람들의 생활에서부터의 혁명을 구상했다. 그 혁명의 과정에서 주목한 것이 전용이라는 사
람들의 행동이다. 상황주의자의 전용에 한 관점은 다다이즘과 맥락을 같이 하는 문자주의자 
인터내셔널(Lettrist International)과 아방가르드 그룹 코브라(CoBrA)를 모태 조직으로 하는 것
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표적인 상황주의자로는 기 드보르(Guy Debord), 아스게르 요른(Asger 
Jorn)등이 있다.

16) “아테네 헌장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주는 설득력 있는 일반론은 건축과 
도시 계획의 아주 좁은 신념을 감추고 명백히 CIAM이 다음에 헌신토록 한다. (a) 서로 다른 기
능을 갖는 지역 사이에 그린벨트를 설정함을 통한 도시 계획의 융통성 없는 기능적 지역설정, 
(b) 단일 타입의 도시 주택. 이는 헌장의 문구에 따르면 ‘높은 인구 도의 주택이 필요한 곳이
라면 어디든 있는 높고, 넓은 집합주택 블록’이다.” Reyner Banham, CIAM, 1986(Simon 
Sadler, The Situationist City, The MIT Press, 1998에서 재인용)

17) 무질서 속에서 개인은 도시를 모두 다르게 사용하고 또 인식한다. 이를 드보르와 요른은 표
현하기 위해 심리지리학적 지도를 그린다. 파리의 거리 지도를 잘라서 만든 이 지도는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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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벌거벗은 도시

무질서를 수용한다.

궁극적으로 상황주의자들이 꿈꾼 것은 도시 계획가와 같은 도시 전체의 재건이
었다. 하지만 재건의 의도는 계획가들과 정반  방향을 향했다. 상황주의자들의 
도시 재건은 중이 아닌 개인의 지지로부터 시작하고, 도시를 가득 채운 스펙
터클과 상품으로 표되는 권력, 자본에 한 저항을 의미했다. 이는 개발을 통
해서가 아닌, 현존하는 환경 속 ‘상황’에 하여 사람들의 응을 통한 도시의 
변화를 주장했다. 개인의 일상에서 마주한 상황과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자
신의 의사가 반영된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상황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강력한 
반 근 적 시도이자 혁명의 시작이었다. 상황주의자가 개인의 일상에서 혁명이 
가능하다 믿은 것은 무질서한 현  사회에서 개인은 도시를 표류하기 때문이
다.18) 자유롭게 정처없이 떠도는 것은 현 인의 일상의 일부이다. 사람들은 표류
를 통해 다양한 상황을 면하는데, 이는 자본과 사회, 기술 등의 영향으로 만들
어진 것이었다. 상황주의자는 이를 ‘구축된 상황(constructed situation)’이라고 
불렀다.19) 구축된 상황은 단어 그 자체만을 본다면 만들어지거나 예측 가능한 
것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개인이 표류를 통해 마주한 예측 불가
한 상황을 의미한다. 구축된 상황은 예술에서 사용되는 해프닝(happening)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둘 다 우연적
으로 일어난다는 측면은 같지만, 
해프닝은 예술의 범주 안에서만 
존재하는 반면 구축된 상황은 실
제 사람들의 생활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일상 속 구축된 상황에 응하기 
위해 개인이 주변의 환경을 변화, 
변용시키는 것이 전용이다. 다다

파편화 되어있는 도시의 조각들을 사람들의 사용과 인지에 집중해서 새롭게 합한 것이다.
18) 표류(dérive)를 드보르는 “몇 미터의 공간 안에서 거리 환경의 급격한 변화. 상이한 심리적 
분위기를 갖는 지 들로 도시를 명확하게 분할하는 것. 자동적으로 가장 저항이 덜한 길을 정처 
없이 걷는 것”라고 정의한다. 이는 보들레르의 만보객(flâneur) 개념과 유사하다. (진중권, 서양
미술사 : 후기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편, 2013)

19) "구축된 상황은 공연(performance)같은 것으로, (도시의) 모든 공간이 공연장이고 모든 사람
이 공연자처럼 취급 받는 것이다."(Simon Sadler, Ibid., p.106), “모든 세계는 무 이고, 모든 
남자와 여자는 그저 배우일 뿐이다.”(William Shakespe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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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a)와 같은 20세기의 아방가르드가 그랬던 것처럼 상황주의자는 기존에 있던 
주변 사물들을 새롭게 사용하여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상황주의자의 태
도는 다다이즘과 달리 예술을 넘어 일상의 범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절충주의(eclecticism)가 전용과는 다른 태도에서 출발함을 알 
수 있다. 상황주의자가 주장한 것은 실제로 벌어지는 도시 속 개인이 변화시키
는 도시와 사회이고,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나 권력이 만든 것이 아니라 상황주
의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축된 상황'이었다.

 상황주의자가 혁명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구축된 상황을 만들어 내는 일이
었다. 그들은 공간, 건축으로 표되는 환경을 변화시킴으로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직접적 개입보다 무질서한 사회 속 개인의 선택, 가능
성, 그리고 인본주의가 갖는 힘을 믿었다. “도로의 가로등에 스위치를 달자. 그
러면 (도시의) 조명은 중들에 의해 조정될 것”이라 말한 것처럼 그들은 개인에 
전적으로 의존했다.20) 상황주의자가 개인의 의도와 행동이 도시와 사회에 반영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용을 택한 이유도 전용이 개인적이기 때문이다. 상황주
의자는 당시 사회를 개인과 사소함을 통한 전용으로, 전용에서 시작된 혁명으로 
바꾸고자 했다. 그들은 계획가와 정책가가 하는 것과 달리 도시를 만드는데 기
여할 수 있는 일은 시 의 도시와 사회를 받아들여, 이를 통해 전용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고 지켜보는 일이었다.

(2)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환경의 제안

상황주의자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상황의 구축을 위해 일상의 환경을 넘
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내려 했다. 이는 기술의 발전과 근 가 갖고 있던 
순간성에 한 관심과 집중에서 출발한다.21) 상황주의자 인터내셔널에 참여했던 
콩스탕(Constant Nieuwenhuys)은 진보된 '기술'과 '순간성'에 근거하여 미래의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의 생활, 그리고 가상의 세상인 뉴 바빌론을 제안한다.

콩스탕의 뉴 바빌론 프로젝트는 코브라(CoBrA) 그룹에 소속해 있을 때부터 시

20) Anonymous Lettrist International, Ibid.. (Simon Sadler, The Situationist City에서 재
인용)

21) 상황주의자에 영향을 준 정치 이론가인 Ivan Chtcheglove는 새로운 상황주의 건축은 전용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기술과 근 성의 새로운 결합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imon Sadler, 
Ibid.,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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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집시 캠프

작되었다. 콩스탕의 '기술' 에 한 관심은 이후 상황주의자 인터내셔널, 버크민
스터 풀러(Buckminster Fuller)의 영향, 요나 프리드만(Yona Friedman)과 교
제를 통해 구체화되었고 도시 규모로 확장되었다. '순간성'에 한 관심은 상황
주의자의 관점에서부터 집시들의 생활, 주체적인 개인과 요한 호이징가(Johan 
Huizinga)의 호모 루덴스(Homo Ludens : 놀이하는 인간)의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사람들의 생활에 도달한다.

  뉴 바빌론은 개인의 유목민
적 삶에 근거한다. 콩스탕은 미
래의 사람들이 집시의 생활방식
과 같이 지속적인 이동과 일시
적인 공간사용과 거주를 통해 
살아가게 되리라 예측했다. 현

인의 유목민적 삶은 근 의 
순간성에 한 연장선이고 상황
주의자의 도시 속 표류의 연장
이기도 하다. 또한 1920년  
이후 건축가들의 관심으로 자리잡은 '최소한의 주거'와 1960년  이후 계속 발
전한 이동수단에 의해 나타난 사람들의 생활방식이다. 유목민적 삶은 새로운 도
시 모습을 필요로 하는데, 이 요구에 해 콩스탕은 도시의 모습을 “뉴 바빌론
의 한 지붕 아래서는 어느 곳이든, 움직이는 요소들을 통해서 공유되는 거주지
가 지어진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사는 구역을 바꿔간다. 이것이 범 지구적 규모
의 유목민을 위한 캠프”라 묘사한다.22) 뉴 바빌론이 근거하는 또 다른 사회상은 
생산의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뉴 바빌론에 사는 사람, 즉 뉴바빌로니안은 
극적으로 발전한 생산기술 덕에 생산이라는 자본주의적 시스템에 얽매이지 않는
다. 심지어 교육시스템에서도 벗어나는데, 콩스탕은 '놀이'(play)를 통해 창의적
인 활동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23) 생산에서 벗어난 이들은 사

22) 본 2.2.1 항에서 인용된 콩스탕의 묘사와 표현은 1974년 헤이그 Gemeeten-museum에서 
발행한 New Babylon 전시 카탈로그에서 발췌.

23) 호모 루덴스를 주장한 요한 호이징가는 '놀이'를 ①자유, 자유 그 자체 ②'일상적'이거나 '실
제' 생활이 아닌 것 ③거리와 시간에서도 '일상'생활과 거리를 두는 것 ④질서를 창조하고 그 자
체가 질서인 것. 절 적이고 지배적인 질서. ⑤물질적인 흥미와 관련 없고, 이로인해 어떠한 이
익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뉴바빌로니안은 ①, ④항에서는 같지만, '놀이'를 창의적 
활동으로 일상과 실제에 끌어들였고 물질적인 것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②, ③, ⑤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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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암스테르담 지도위 뉴바빌론

회뿐만 아니라 도시의 장소와도 결별한다. 뉴바빌로니안은 호모 파브르(Homo 
Faber :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처럼 땅에 얽매이지 않는다. 콩스탕은 "이동성은 
마을과 정착의 관계를 다르게 만들어낼 것"이라 주장하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집, 일터에 개의치 않는 사람들의 삶을 묘사한다. 지속적인 이동과 생산 기반의 
사회에서 벗어났기에 뉴바빌로니안은 "완벽하게 개방되어 있고 무한의 사회적 공
간을 갖는다." 사람들은 오로지 개인의 흥미에 의한 놀이를 통해 생산적인 활동
을 한다. 뉴바빌로니안은 끊임없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변화된 환경
은 다시 다른 사람들의 놀이에 영향을 주어 생산적 활동이 피드백 관계에 놓인
다.

  뉴 바빌론은 새로운 상황과 함께 새로운 환경을 갖고 있다. 뉴바빌로니안의 
일상의 환경은 완벽하게 인위적으로 구축된 것이다. 콩스탕은 기존의 도시 위에 
뉴 바빌론이 세워지도록 계획했는데, 도시의 빈 지에서 수직적으로 뉴 바빌론
과 연결되는 구상을 하였다.24) 새로운 도시는 사용자에 의해 가구, 공간, 건축, 
그리고 도시 전체가 변화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간다. 뉴 바빌론

을 구상하는 것은 건설기술의 계속된 발전
에 한 기 와 믿음에서 비롯된다. 언젠가
는 완벽하게 인위적이고 조절할 수 있는 환
경에서 살 수 있으리라는 기 가 반영된 것
이다.25)

  뉴바빌로니안은 일상에서 환경을 놀이를 
통해 변화시킨다. “뉴 바빌론 문화의 본질은 
환경을 만드는 요인들을 갖고 노는 것에 있
다.” 놀이라는 것은 환경을 갖고 놀며 창의
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일어나기
에 '전용'이라 말할 수 있다. 뉴 바빌론에서 
놀이의 본질은 바로 이동통신과 사람들의 

다르다. 또한 이들은 무엇보다 놀이를 통해 창조적인 생산 활동이 가능하기에 일상과 공간적, 
시간적으로 떨어지지 않고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24) 이 부분이 바로 뉴 바빌론의 중심점, 네트워크 그 자체인 도시의 노드(node)가 되는 섹터
(sector)가 된다. 콩스탕은 여기서부터 뉴 바빌론이 과거의 도시를 체하기 시작할 것이라 말한
다.

25) “일정 로 살지 않고, 고정된 거주지가 없는 인류는 필연적으로 완전히 인공적이고 ‘구축된’ 
환경 속에서 유목민적 삶에 익숙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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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형성에 있다. 놀이가 가능한 것은 사회와 개인의 정황, 그리고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이는 이동통신에 의해서 가능하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원격 
조절로 가능하다. 뉴 바빌론에서 이동통신은 개인에게 환경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어 중에서 개인으로 힘을 이동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은 커뮤니티 형성도 변화시키는데, “요동치는 사회에서 고정된 기반이 
없이, (사람들 간의) 연락은 강력한 이동통신에 의해서만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
다. 뉴 바빌론에서 일어나는 놀이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서 타자와 커뮤니티에게 새로운 상황과 환경을 제공하는 전용의 모습이다.26) 

뉴 바빌론은 현실에 기반을 둔 상황주의자의 이야기에서 더 나아간 ‘미래’의 이
야기이다. 기술이 보여준 가능성과 사람들의 표류가 일상이 된다는 상상에서의 
사회이고, 전용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도시의 모든 부분이 전용된 도시의 모
습이다. 콩스탕이 묘사한 사회상과 일상생활은 현재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 
지금의 사람들도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임 를 통해 도시를 전전한다. 네트워
크와 이동 기술을 통해서 사회와 커뮤니케이션이 유지된다. 실제로 구현되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뉴 바빌론은 시 적으로 크게 앞선 것이다. 비록 콩스탕이 
구상한 도시의 환경은 기술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구현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사람들은 보다 더 뉴 바빌론 같은 사회와 도시를 꿈꾼다. 뉴 바빌론은 여전히 
상상 속의 사회이자 도시이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수많은 물리적 환경이 누
적된 채 남아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사회시스템 속에 속박되어 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과 도시가 결부되지 않고 어긋나있는 지점일 것이
다.

26) "뉴 바빌론에서는 질서가 존중받지 않는다. 커뮤니티 생활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의 역동
성 안에서 형성된다."



- 26 -

2.2.2. 시간적 개념 확장
사회와 도시의 모습을 수용한 상황주의자 인터내셔널과 극적 진보를 전제

로 한 콩스탕이 기 했던 전용은 극단적인 두 상황과 환경에서 묘사된다. 달리 
말하면, 전용의 다양성과 가능성은 사회와 환경에 있다. 현 로 오면서 건축가와 
이론가들은 여러 ‘상황’과 ‘환경’을 상으로 전용을 점차 세분화, 다양화하고 어
떻게 ‘변형, 변용’될 수 있는지 제시한다. 건축가와 이론가들에 의해 논의된 전용
은 '상황'과 '환경'이 함께 다루어지고, 이들은 시간적 측면을 강조한 개념과 공
간적인 측면을 강조한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각 개념들은 사회와 환경, 사람들
의 일상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묘사한다.

본 2.2.2항에서는 전용의 시간적 측면이 부각되어 설명한 개념을 살펴본다. 베
르나르 츄미의 ‘이벤트’, 렘 콜하스의 ‘침투’, 히토시 아베의 ‘시간공유’같은 개념
어와 건축에서 사용되는 ‘복합용도’, ‘순식간’, ‘단기간’, ‘빠른 변화’의 용어를 
상으로 한다.

(1) 이벤트

 베르나르 츄미(Bernard Tschumi)는 상황주의자 인터내셔널로부터 영향
을 받아 실제 도시 속에서 사람들의 우연한 행동을 '이벤트'(event)라는 건축적 
관점으로 삼는다. 그는 설계하고 계획한 것과 계획하지 않은, 현실적인 사람들의 
활동, 의미가 점차 어긋나는 것을 건축가들이 갖고 있던 형태와 기능에 관한 고
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건물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행동, 활
동과 움직임에 관심을 갖는다. 베르나르 츄미는 현  도시를 의미하는 것
(meaning)과 존재하는 것(being), 움직임(movement)과 공간(space), 사람과 사
물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장소로 바라보았다.27) 그리고 불일치가 일어나는 도시
는 건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같은 동의어로 생각하였다.

맨하탄 트랜스크립트(The Manhattan Transcripts)에서 베르나르 츄미는 평
면, 단면, 다이어그램을 동시에 놓고 봄으로써 사람의 운동과 공간의 관계를 찾
는다. 그는 공간, 움직임, 이벤트를 의미하는 평면, 단면, 다이어그램을 병치하
며, 사람들의 행동(action)으로 사용, 형태, 사회적 가치가 하나로 존재함을 보인

27) Bernard Tschumi, The Manhattan Transcrips,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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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기존의 건축적 표상을 지우는 공간과 사용자, 유형과 프로그램, 사물들
과 이벤트 사이의 복합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람들에 의해 
기존의 목적과 용도가 변화하는 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이벤트는 도
시의 현실과 상황에 집중한 개념으로, 사람의 행동에 의한 것이기에 지속적이며 
예측할 수 없다.28) 이벤트라는 것은 엄 히 이야기하면 행위가 아니라 도시 공
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고 결과이다. 하지만 기존의 도시와 건축이 갖고 있는 
기능과 목적, 형태가 특정한 도시 상황과 맥락에서 사람의 행동에 의해 다른 의
미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이벤트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도시라는 환경의 전용이 
일어남은 분명하다. 

[그림 2-7] 맨하탄 트랜스크립트 MT4

(2) 침투

침투(infiltration)는 렘 콜하스(Rem Koolhaas)의 1992년 요코하마 어반 
링(Yokohama Urban Ring) 프로젝트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렘 콜하스는 프로
젝트에서 혼잡한 도시가 더 많은 사람과 용도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고안한다. 

도가 높은 요코하마 항구 일 에는 지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기능을 

28) "라빌레뜨는 자연의 복제품이 아닌 항상 진행적 산물이며 끊임없는 변화의 단어이다. 그 의미
는 결코 고정되지 않으며 그것이 담고 있는 다양한 의미로 인해 항상 유예되고, 달라지며, 불분
명하게 드러난다."(Bernard Tschumi, 건축과 해체, 류호창, p. 191-192, 서정연 역, 이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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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요코하마 프로젝트 시간계획표

수용할만한 공간과 시설이 
없다. 높은 인구 도에 
필요한 기능을 이에 응
하는 공간과 건물로 만들
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과 
지원 시설이 필요하기에, 
이러한 방법은 적합하지 
않다. 렘 콜하스는 공유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에 따
른 프로그램의 침투를 고
안한다. 프로젝트는 상
지에 있는 주차장과 시장

이 사용되지 않는 시간 를 조사하고 이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계획을 제시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공유하는 공간의 비어있는 시간에 ‘침투’하여 하루 
종일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공간을 만드는 것이 요코하마 어반 링 프로젝트의 핵
심이다. 이는 높은 도의 도시에서 한정된 도시 공간을 시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프로젝트와 침투의 개념에서 중요한 점은 렘 콜하스가 제시한 것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침투는 마치 계획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는 것보다 유연
하다. 선으로 둘러싸인 정해진 프로그램들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
해' 사용됨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주어진 공간과 시간을 자신들이 원하는 프로그
램으로 침투할 것이다. 

(3) 시간공유

시간공유(timesharing)는 건축가 아베 히토시(Abe Hitoshi)의 '메가하우
스 프로젝트'(Megahouse project)에서 언급된 개념으로, 높은 도의 도시에
서 빈 실(室)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메가하우스는 미디어 사회 속의 기술과 도시 
생활방식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반영하여 거  도시를 집처럼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아베 히토시는 도시의 물리적 상황이 비어가는 실(室)들이라는데 착
안하였다. 이와 동시에 거  시에 놓아진 사회가 '이동 사회'라는 상황을 감안한
다. 메가하우스는 도시를 집처럼 사용하는 것이 핵심인데, 점차 실들이 많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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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면서 이들이 많이 분포하는 상황과 임  시스템 때문에 주기적으로 장소를 
옮기는 현 인의 삶을 반영하였다. 도시의 실들을 집의 방처럼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 메가하우스다.

시간공유의 중요한 부분은 공간을 시간 별로 나누어 사용한다는 것이다. 렘 콜
하스의 ‘침투’와 다른 점은 자본주의 속 ‘사적’영역에 한 시간적 전용이라는 것
이다. 메가하우스 시스템은 도시 각지에 흩어진 공실을 상품으로 바라보고, 이를 
생산-유통이라는 틀 속에서 사용자가 이를 사용하게끔 한다. 사람들은 시간공유
를 통해 개인의 의도와 상황에 맞게 공간을 소비하고 도시 전체를 집처럼 사용
하는 것이다. 

(4) 그 외의 시간적 개념 확장

근 에서 지속되어온 순간성은 현 의 시간적 전용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오늘날의 일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는 사람들이 상황을 마주하는 시
간이 점차 짧아지게 만든다. 여기서 나온 개념이 ‘순식간’(fleeting)이다. 이는 아
주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불안정하다. '순식간'은 건축이 갖고 
있는 영속성과 달리, 영속적이지 않은 상황을 내포한다. ‘단기간’(ephemeral)은 
'순식간'보다 조금 긴 시간 간격, 하루의 정도의 시간에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한
다. 이 역시도 불안정하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과 행동을 전제로 한다. ‘빠
른 변화’(zapping)은 환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유연하고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 세 가지 개념들은 완벽하게 
전용으로 보기 어렵지만 전용이 일어날 개념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순간성을 배경으로 하는 전용의 개념들은 유연하고 불안정한 물리적 요소들을 
포함한다. ‘순식간’, ‘단기간’, ‘빠른 변화’에서 보이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가변적 
환경을 전용한다. 하지만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더라도 시간적 전용이 
일어난다.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상황은 일상에서 수없이 일어나는데 비해, 상황
을 마주하는 도시와 건축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 사람이 공유한다. 순간성이 강
해질수록 시간이라는 변수의 영향력이 더 강해진다.

순간성에 기인하지 않는 시간적 전용의 개념으로는 ‘복합용도’(multi-usage)를 
들 수 있다. 복합용도라는 개념은 계획된 용도를 갖고 있기에 전용과 거리가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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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지만, 전용의 가능성을 갖는다. 복합용도는 정해진 용도를 많이 갖고 있는 
'다용도'와 다르게 기능에 맞는 부분을 갖고 있지 않다. 형태는 정해져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달리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상황에 따라 변하는 ‘무
한 의 용도’를 갖는다고 해야 맞다. 물리적 유연성이 아닌 상황적 유연성을 갖
는 것이 복합용도이다. 이는 산업디자인에서 종종 언급되는 어포던스
(affordance : 행동유도성)보다 더 폭이 넓은 개념으로, 표적으로 바람을 넣어 
만드는 가구(inflatable)와 다용도가구가 있다. 이들은 공간적 전용 역시 수반한
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하는 시간적 측면이 더욱 강하게 들어난다. 이
토 도요는 생산된 도시 속 유목하는 소비자의 건축을 제안하는데, 이 때의 건축
이 바로 복합용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가 제안한 ‘도쿄 유목민 소
녀’(Tokyo Nomad Woman)에서 파오(Pao)는 거주지이자, 놀이, 여가, 작업의 
장소다. 이는 얇고 가벼운 가변적 재료들로 만들어진 파오는 다기능을 갖고 여
러 가지로 사용된다. 이 건축은 복합용도를 위해 얇음과 가벼움이라는 특성을 
갖는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다. 유목을 통해 계속해서 이동하는 소비자와 그를 
둘러싼 자본주의적 환경에서 복합용도를 필요로 하고, 일시적이고 가벼우며 유연
한 건축이 요구되며, 사람들은 이를 상황에 맞게 가변적으로 전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2-9] 도쿄 유목민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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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멈추지 않는 도시의 집합적 풍경

2.2.3. 공간적 개념 확장
본 2.2.2 항에서는 전용의 공간적인 성격에 관심을 두고, 아키줌의 ‘도시

활용’, 세드릭 프라이스의 ‘불확정적 행위’, 요나 프리드만의 ‘적응성’ 등 건축가
의 개념어와 건축적으로 사용되는 ‘일시성’, ‘유연성’, ‘수렵채집’등을 살펴본다.

(1) 도시활용

상황주의자 인터내셔널이 전
용의 상으로 있는 그 로의 무질
서한 도시를 받아들인 것처럼, 아
키줌(Archizoom Association)은 
도시와 건축을 통해서 사회현상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고 멈추지 않
는 도시(No-stop City)를 제안했
다. 그들은 도시를 도와 양(量)로 
이해하는데, 이는 도시의 균질화와 
전자 매체의 발전, 교통의 발달로 
인한 네트워크화에 기인한다.29) 아
키줌에게 네트워크 시스템이 된 도
시는 위계나 질적 차이를 갖는 것
들의 관계가 아니라 비슷한 질을 가진 평등한 위계상의 환경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들은 멈추지 않는 도시를 '장소'가 아닌 '조건'(condition)으로 받아
들였다.30) 또한 그들에게 도와 양, 조건으로 구성된 도시는 건축이라는 물리적 
환경이 균질하게 섞여 집합적 풍경(collective landscape)를 이룬 상태였다. 멈
추지 않는 도시는 이러한 도시의 모습이 자본주의적 환경에 의한 것으로, 그 모
습은 공장과 마켓같이 소비자의 균일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또한 이동수단의 발
전에 의한 사람들의 계속된 움직임은 최소한의 소유만을 주어준다. 사람들은 균
질한 도의 건축이 분포한 도시에서 소비를 통해 도시활용(urban praxis)해 움

29) “도시는 더 이상 시스템을 표상하지 않고, 그 자체가 시스템이 될 것이다. 다양한 기능은 
비되지 않고 균질 하게 섞여 도시 속에 담길 것이다.” (Andrea Branzi, No-Stop City: 
Archizoom Associati, p.178, Hyx, 2006)

30) “브루주아적 도시는 시각적인 장소로 남을 것이고, 그 속의 경험은 네트워크 내 커뮤니케
이션으로 존재할 것이다.”(Andrea Branzi, Ibid,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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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다. 도시에 넓게 퍼져있는 건축과 공간, 사물들은 하나의 양적 ‘조건’으로 그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 구매되어 조합되고, 활용되며, 전용된
다. 멈추지 않는 도시에서는 거주자들이 스스로 집과 환경을 만들 것이고, 이전
의 문화와 사회적 모델에서 벗어나 도시활용을 통해 전혀 다른 의미의 도시를 
만든다. 

(2) 불확정적 행위

세계 전 이후의 서구 사회에서 문화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계속해
서 변화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세드릭 프라이스(Cedric Price)의 펀팔리스
(Fun Palace)는 이러한 상황을 수용한 즉흥적인 건축으로, 1960년 에 부상한 
상황주의자 인터내셔널과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정보 기술, 그리고 게임이
론(game theory)에 영향을 받았다. 펀팔리스는 시공간 매트릭스 속에 존재하는 
3차원적 건축이다.31)

세드릭 프라이스는 극장에서 ‘배우’(players)와 ‘관객’(audience)의 이분법적 구
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다. 펀팔리스는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배우
가 되고 계속 변화하는 문화적 상황에 반응하는 새로운 형식의 문화시설로, 사
람들의 불확정적 행위(indeterminate behavior)에 반응하는 건축이다. 펀팔리스
는 건물이라기보다는 비어있고, 사람들의 행위에 의해 끊임없이 조합되고 분해되
는 상호작용하는 기계에 가깝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 배우가 되어 극장을 
표류하고 상황에 맞게 물리 요소들을 변화, 조절한다. 이때 마주하는 상황은 항
상 ‘불확정적’(indeterminacy)이며, 이에 응하는 것은 상황주의자가 이야기한 
전용과 일치한다.32) 개인은 마주한 상황에 맞게 건축적 요소를 변화시켜 공간적 
전용을 행한다. 펀팔리스가 의미를 갖는 것은 아키그램의 공상과학 디자인이나 
콩스탕의 뉴 바빌론, 요나 프리드만(Yona Friedman)의 공간 도시(Ville 
Spatial)와는 달리 실제로 지어지기 직전까지 진행되었던 계획안이기 때문이다.

펀팔리스 안에서 불확정적 행위는 사람은 전용의 상으로 건축을 변화할 수 
있는 상으로 본다. 세드릭 프라이스가 영향을 받은 사이버네틱스 연구자 고든 

31) Stanley Mathews, The Fun Palace as Virtual Architecture, Journal of Architectural 
Education, 2006.

32) Stanley Mathews,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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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요나 프리드만의 공간도시 꼴라주

패스크(Gordon Pask)의 관점에서 “건축은 인간의 환경으로만 의미를 갖는다. 
이는 계속해서 거주자와 교류하여 한 편으로는 사람들을 위하고 다른 한편으로
는 그들의 행동을 규정한다.”33) 펀팔리스라는 극장에 모여 있는 공간은 그 크기
와 형태, 빛, 접근성을 끊임없이 변화하며 환경으로 존재하며 사람들의 공간적 
전용에 호응한다. 

[그림 2-11] 펀팔리스 평면도(左)와 투시도(右)

(3) 개별화

요나 프리드만(Yona Friedman)은 1950년 부터 움직이는 건축(Mobile 
Architecture)을 주장하였고, 이후 공간 도시(spatial city)를 제안하였다. 그가 
만들고자 한 것은 아키그램이 구상한 ‘이동하는’ 건축이 아니라, ‘가변적’인 건축
이었다. 요나 프리드만은 사람들, 특히 거주자의 예측 불가함과 계획(planning)
의 허상, 그리고 개인사의 
불규칙한 특성(개인적인 상
황)을 받아들이고, 미래의 
건축과 도시는 거주자가 만
드는, 그들의 생활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그가 주장한 움직이는 
건축은 ‘거주자가 구상한 
집’(house imagined by 
the inhibitiant)이고, 이들

33) Gordon Pask, Proposals for a Cybernetic Theatre(unpublished manuscript).(Stanley 
Mathews, Ibid.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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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여 이루어진 공간 도시를 제안했다.34)

개별화(individualizing)는 공간 도시의 기본 개념이다. 이는 사람들마다 다른 
상황과 환경, 의도에 따라 건축과 도시를 바꿀 수 있는 행위, 즉 환경을 개인적
으로 전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별화는 두 가지 관점에 출발한다. 하나는 개
인의 의도를 존중하는 시각이다. 요나 프리드만은 근 의 ‘보통 사람’(average 
man)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공간 도시에서는 집과 동네가 개
인의 ‘자가 계획’(self-planning)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환경은 
자가 계획을 위한 새로운 참조의 상이 된다. 두 번째로 개별화가 뿌리를 둔 
것은 기술의 발전이다. 그는 인프라스트럭쳐와 접히는 막(folding screen)으로 
건축을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관점은 콩스탕의 뉴 바빌론, 세드릭 프라이스의 
펀팔리스와 유사하다. 

공간 도시에서 요나 프리드만이 추구했던 것은 기술이 뒷받침되어 개인의 상황
과 의도에 따라 변화하는 건축이다. 움직이는 건축은 전용이 물리적으로 만들어
진 전용된, 전용될 수 있는 환경 그 자체였다. 

(4) 그 외의 공간적 개념 확장

건축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불확정적이고 예측 불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주목한 개념이 ‘일시성’(im-
permanence)과 ‘유연성’(flexibility)이다. 일시성은 비영속적 건축(non-perma-
nent architecture)이 갖는 성격으로, 건축이 시간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 놓인
다. 일시성을 갖는 건축은 이동성과 탈장소화에 기반하며 공간적 응을 필요로 
한다. 비영속적 건축의 형태는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흔적을 남기지도 않는다. 
일시성을 갖는 건축은 땅 위에 놓일 때의 태도가 모호하며, 순간적이고 즉흥적
인 형태로 지에서 자유롭다. 이들이 갖는 연약함과 초월성의 결여, 재료의 일
시성은 현 의 문화와 생산체계 속에서 요구되는 환경이고 현  건축을 이루는 
자원으로, 건축이 장소와 지에서 변화하고 변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
다.

  일시성이 건축과 장소, 지의 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을 바라봤다면, 유연성은 

34) Yona Friedman, Pro Domo, Acta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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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 갖고 있는 물리적 요소와 형태의 변화에 관한 개념이다. 유연성은 물리
적 요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면서 불확실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마다 
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유연한 건축은 융통성(versatility)있는 공간을 
포함한다. 

현  사회와 도시에서 극단적으로 일시성과 유연성을 갖는 경우가 빈민촌과 노
숙자의 건축이다.35) 쿄헤이 사카구치(Kyohei Sakaguchi)는 노숙자들의 거주방
식을 수렵채집(foraging)으로 설명한다. 그는 도시라는 자연의 버려진 물건이라
는 재료를 줍고 모아서 전용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환경을 꾸려나가고 생활
함을 보인다. 수렵채집은 도시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근원적이고 거주와 
가까운 것으로,36) 전용을 통해 환경을 만들어간다. 

 

35) “빈민촌 지역은 스스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기능적 독립체다. … 이들이 갖고 있는 즉흥
성에 기반한 장점은 일시성과 적응성에 의한 것이며, 그 모습은 근 가 추구하던 ‘일회성 건축’
을 연상시킨다. 빈민촌은 완벽주의자 건축보다 소비 사회의 변화하는 요구와 소비자들에게 더 
잘 맞는 듯하다.”(Justus Dahinden, Urban Structures for the Future, p. 15, Pall Mall 
Press, 1972)

36) 사카구치 쿄헤이, 서승철 역, Zero에서 시작하는 도시형 수렵채집생활, 쿠폰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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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현대인의 일상 속 전용
건축가들과 이론가들은 실재하거나 새롭게 제안한 사회와 도시 속에서 사

람들의 활동을 예상하였고, 활동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 속에서 벌어지는 전용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 사람들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전용을 관찰하여 
이야기하지 않았다. 건축가와 이론가들이 제안한 전용은 그들이 예측하고 일어나
길 바랐던 행위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활은 계획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다. 오
늘날 사람들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전용의 배경과 방법,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어
떠한 모습의 전용이 현  상황에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2.3.1. 현대 사회와 현대인의 생활
현  사회의 모습은 일시성을 주제로 한 자본의 팽창과 개인의 위상 변화

로 이해할 수 있다. 근 에서 지속되어 온 기능과 목적을 위해 계획되고 조직된 
사회는 무질서한 현실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하지만 
자본은 다양화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회의 모든 곳으로 침투하였다. 철저하
게 조직된 소비사회는 사회뿐만 아니라 기존의 건물에 새로운 상업시설이 끼어
들어 등 물리적으로 나타난다. 점차 그 영향력은 사회를 자본의 논리에 의해 움
직이도록 만들고 공간과 시간마저도 상품화하여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시간과 공
간의 소비로만 생활 할 수 있게 된 사회는 근 가 갖고 있던 ‘순간성’의 연장선
상에 있다. 사회의 모든 부분은 점차 일시적으로 변화한다. 영구적인 존재와 개
념은 현 에 맞지 않는 것이 되었고, 지와 맺고 있던 사람의 정주 개념조차도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으로 변화한다.

현 인은 위계적 사회 체제 속에서 관객으로 존재하던 근 인과 달리, 개인의 
선호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능에 맞춰서 활동하는 참가자이다. 현 인이 손에 
쥔 이동수단과 이동통신 기술은 개인에게 공간과 시간, 그리고 정보의 자유를 
제공한다. 이동통신 수단의 전자매체는 인간의 감각들의 확장 이상으로 이미 손
과 발, 눈과 귀가 되었고,37) 이로 인해 개인은 누구나 중요한 개체면서 동시에 
사회라는 네트워크의 결절점(node)가 된다. 사회의 수직적 위계는 해체되고 있
고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의 사회가 형성되고 있다. 수평적 네트워크에서 개인 
모두가 매체이자 주체이다. 수평적 네트워크 속 사회와 환경은 점차 빠르게 변

37) 마셜 맥루언, 김성기 외 역, 미디어의 이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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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람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상황도 급변한다. 사람들이 이에 응하는 방
식도 유연하고 일시적으로 변화한다. 그렇기에 예측할 수, 계획될 수도 없고, 질
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체된 과거 시스템 속에서 개인은 다양하고 우
연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제도와 사회 시스템만이 아니라 지역과 생산에 기
반을 둔 공동체 역시 해체된다. 소비, 생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 공동체로 
묶여 다수의 사람들이 유사한 일상을 갖고 살아갔던 과거와 달리 현 인은 자본
주의 틀 안에서 개인마다 자신의 고유한 주체성을 갖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를 갖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을 생활과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집단으로 묶을 수 없다. 도시 속 사람들은 지역, 사회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소비와 생산 활동을 한다. 개인은 공간적, 사회적 경계를 넘어서 취향, 목적, 관
점을 같이 하는 타인과 새로운 집단을 형성한다. 과거에 존재했던 공동체는 해
체되고 현 인은 다양한 활동들과 경제적인 틀 안에서 새롭게 공동체를 형성한
다.38) 근 의 도시계획과 사회시스템이 분리한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이 사람들
의 공간과 시간적 해방과 맞물려, 도시 속에서 새로운 성격과 환경을 갖는 새로
운 사회적 집단을 형성되는 것이다.39)

도보와 수작업을 통한 직접적 행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동통신 기술과 네
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한 비신체적 행위들로 사람들의 생활은 이루어진다. 사람들
이 있는 도시의 모든 부분은 네트워크 위의 결절점(node)로 놓이게 되고, 이 결
절점은 물리적 환경은 자본주의의 틀 속에서 공간이 상품화되고 소유와 고정보
다는 교환과 거래를 통한 지속적 변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작은 부분이 사람들
의 생활 속에서 일시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도시라는 거 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다.

38) Justus Dahinden, Ibid., p.11
39) Justus Dahinden, Ibid.,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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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냐옹의 내부 통로

2.3.2. 현대인의 도시 편집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현  사회와 달리 현  도시는 개인에 의해 변화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전 세계 도시에서는 건설의 재료와 기술이 표준화되었
고, 새롭게 세워진 건물들은 점점 균질해졌다. 균질한 도시와 기술로 만들어진 
환경은 사람들의 일상이 온전히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 속에서 존재하게 
만들었다. 그렇기에 오늘날 도시의 공간은 기능과 효율을 위해 완결되고 표준화
된 실(室)로 구성되고, 현 인은 완결된 공간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오늘날의 건조환경은 사람들이 마주하는 모든 사회의 변화와 상황에 맞는 기능
과 공간을 제공할 수 없다. 그렇기에 현 인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변화할 수 없
는 도시를 전용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편집(Compilation)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 인은 일상 속에서 주어진 도시 환경을 개인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
식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 자신이 생활하는 환경을 ‘편집된 도시’(compi-
lated city)로 생각된다. 도시의 편집은 물리적 요소들이 규정하는 경계와 영역
이 해체되고 인식적 요소들에 의해 새로운 경계와 영역이 형성되는 특징을 갖는
다. 

편집은 개인 혹은 선택적인 공동체에 의
해서 일어난다. 더 이상 중으로 묶이지 
않는 현 인들은 개인이 원하는 시간과 
공간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또한 그들이 
새롭게 만드는 수많은 공동체들도 도시를 
선택적으로, 필요에 맞게 사용한다. 개인
과 선택적 공동체가 도시를 편집할 수 있
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개인적 이동 수단
과 이동통신의 발달로 인한 네트워크 형
성이다.

도시를 편집하는 것은 건물 안의 실부터 
골목과 가로, 그리고 도시의 광장까지 그 
규모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베트남 하
노이의 36거리 지구(36 phố phường)는 
개인의 이동 수단에 의해 사람들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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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뉴욕 대학교 캠퍼스 지도

하는 도시가 길과 건물의 관계를 
넘어서 실-복도-건물-골목-가로의 
관계를 갖게 됨을 보여준다. 현
에 베트남에 보급된 오토바이
(motorcycle)에 의해 도시의 작은 
부분까지 침투한 사람들의 행위와 
인식은 각 부분을 모두 전용하게 
한다. 사람들은 복도에서 데이트를 
하고, 건물 앞에서 차를 마시며, 
골목에서 식사를 해결한다. 근  
도시의 공간과는 사뭇 다른 이 행
위들은 오토바이 위에서 일어나거
나, 바로 옆에서 일어난다. 베트남
의 주 교통수단은 오토바이로, 거
의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오토바
이를 갖고 있다. 또한 이전부터 사용해오던 주택 유형 '냐옹'(nhà ống)은 폭 
1m정도의 복도를 갖고 있는데 이 곳으로 오토바이가 이동할 수 있다. 도시의 
도로망보다 더 촘촘하게 직조된 36거리 지구는 사람들에 의해 편집된 도시가 되
었다. 사람들이 공간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까지 인식하고 전용할 수 있는 것
은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로 도시를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장소와 동시에 인식적
인 환경으로 이해하고 사용하기 때문이다.

  현 인의 도시 편집이 도시 규모로 확장될 때, 도시 공간의 전용은 보다 
시간적이 된다.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뉴욕 학교 캠퍼스(New York University 
Campus)는 도시 속의 편집된 도시이다. 뉴욕 학교 캠퍼스 지도는 워싱턴 광
장 공원(Washington Square Park)을 중심으로 건물이 흩어져 존재한다. 외부
에서 바라볼 때는 학교가 있다는 것을 눈치 채기 어렵다. 뉴욕 학교의 중심
이 되는 워싱턴 광장 공원은 항상 뉴욕시의 시민들을 위해 개방되어 있는 공원
이지만, 학교의 졸업식 등의 행사가 있을 때는 학교가 사용한다. 학생들과 시
민들은 공원은 시간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며, 캠퍼스를 구성하는 다른 시설들도 
전용되어 뉴욕 학교 캠퍼스 지도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도시의 편집은 도와 자본이 만들어내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다. 도 높은 도
시는 아무리 사회와 인구가 축소한다 해도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공간이 제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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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제한된 도시 공간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속이
나 예약이 필요하다. 공원과 거리, 하물며 중에게 개방된 상업공간까지도 동일
한 공간을 시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게 된다. 시간적 전용은 현  도시에서 
편집의 기본적은 방법이다. 

또한 편집하여 사용하는 현 의 도시 공간은 이미 시간적, 공간적으로 상품화
가 되어 있다. 공간을 전용하기 위해서는 점유시간과 물리적 요소들을 생산-소
비 시스템 속에서 구매해야 한다. 하나의 도시의 실을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하
려면 이를 임 하고 그 속의 공간을 인테리어 회사에 문의하거나 시장에 나온 
기성품으로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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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만약 ‘전용’이 도시 생활에서 실현으로 확장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동네와 

그 주변의 도시에서 일어나는 재개발에 영향 받지 않고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
들의 생활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전용은 도시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 것이
다.”    – Guy Debord & Gil J. Wolman

전용은 일상이 갖는 반복과 변화라는 특성에 기반을 두는 행위이다. 반복
과 변화는 상황과 환경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매번 다른 모습의 전용이 일상에
서 일어난다. 상황에 따라, 혹은 환경에 따라 전용은 달라지기에 전용이 일어나
는 것은 예측 불가능하다. 전용이 뿌리를 두고 있는 일상의 반복과 변화는 전용
이 시간적 측면과 공간적 측면을 갖도록 한다. 사람들이 행하는 전용은 어떤 형
태로든 흔적을 남기고 환경을 변화시킨다. 이는 사람들의 생활과 환경을 가깝게 
만들어주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상황주의자가 제안한 개념인 전용은 구권력에 항하는 수단으로, 무질서한 
사회 속에서 도시 속에서 표류하는 개인이 자신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당시의 사회상과 도시환경, 사람들의 삶을 받아들
인 태도에서 나온 상황주의자의 전용과 달리, 콩스탕의 전용은 뉴 바빌론이라는 
새로운 사회와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등장한다. 그의 전용은 물리적 
환경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로, 창의적인 
작업과 생산의 과정으로, 사회적 교류 활동으로 이해된다.

상황주의자 이후 전용은 오늘날까지 다수의 건축가들의 개념에서 각기 다른 모
습으로 전개되었다.(그림 2-15) 시간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공간, 건축, 도시를 
시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개념들과 공간적 측면이 부각되어 직접적인 물리
적 변화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개념들이 전용과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들은 각기 다른 상황과 환경을 상으로 개인 혹은 집단이 할 수 있는 예측 불
가능한 행위를 건축에 담고자 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전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에서 건축가들과 이론가들은 오늘날의 사회와 도시에서 사람들의 생활과 
맞는 건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 인의 일상에서는 건축가와 이론가들이 예상하고 관찰하지 못한 전용이 존
재하는데, 이는 사람들의 이동과 인식에 의해 건축과 도시가 다르게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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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개인적 교통수단을 지닌 현 인에게 도시는 어디든 쉽게 접근할 수 있
는 네트워크로 인식되고, 사람들은 실과 건물 안의 복도, 골목과 같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거리, 공원 등 도시 전체까지 시간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을 갖는다.

현 인이 행하는 전용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균일하면
서 공간적으로 제한된 건조환경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
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어진 공간들을 주변 공간과 연계하여 상황에 맞게 사용하
는 것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응 하기 위한 것으로, 
공간과 기능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다. 현  도시 속에서 건조환경은 
고정되어있고 특정한 기능과 용도를 갖고, 형태적으로 완결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한계가 있다. 이는 현 인이 마주하는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공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특히 열린 공간의 시간적 변화와 변용을 
통해 전용이 이루어진다.

다른 전용 방법으로는 자본 혹은 계획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된 균일한 건조
환경에서 기성품과 생활의 재료들로 공간을 변화시켜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환
경에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개인 혹은 선택적 공동체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균일한 건조환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망각하게 하고 
모두가 같은 환경 속에 놓이게 만든다. 이에 응해 사람들은 기성품과 도시의 
재료들을 사용해 공간의 전용을 통해서 자신과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전용을 유발하고 영향을 주는 '상황'과 '변화, 변용 방법'은 건축가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것이다. 현  사회가 보이는 무질서와 다양성을 생각한다면, 
건축가가 아닌 그 누구라도 사람들의 일상 속 '상황'과 그들이 '변화'시키는 것을 
뜻 로 할 수 없다. 하지만 건축가는 현 인에게 '환경'을 제공한다. 건축가는 물
질을 통해 일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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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건축가, 이론가) 일상의 상황 물리적 환경 전용
상황주의자 인터내셔널의 전용

(전용된 도시)
(상황주의자 인터내셔널)

(뉴 바빌론)
(콩스탕 뉘베니)

무질서한 사회
개인의 표류

생산 시스템 변화
유목민적 삶

기존의 도시 환경
(인프라스트럭처)

진보한 기술로
구축된 인공적 환경

개인의 의도와 목적

놀이
기계와 이동통신 기술

시간적 전용
이벤트

(베르나르 츄미)

침투
(렘 콜하스)

시간공유
(히토시 아베)

혼재된 맥락
고객, 이용자

불확정적 도시
고 의 환경

이동 사회
축소하는 도시

계획된 건축과 도시

제한된 건축과 공간

공실(空室)
상품화된 공간

활동
혼합, 전이, 제거

시간표 상 프로그램 
통합과 단절

이동 통신 기반의
예약-사용 시스템
주문을 통한 변화

공간적 전용
도시활용
(아키줌)

불확정적 행동
(세드릭 프라이스)

개별화
(요나 프리드만)

소비 사회
끊임없는 이동

최소주거

문화의 지속적 변화
참가자

중이 아닌 개인
이동과 가변적 사회

자유로운‘장’으로 도시
집합적 풍경으로 건축

인공 조성된 3차원 
환경

인프라스트럭쳐와 
접히는 막으로 형성된

건조환경

개인의 자유로운 제작
지능적 량 생산

사이버네틱스
(게임/정보이론)

기계공학

개인에 의한 제작
개인의 표현

현 인의 전용

편집
시공간의 상품화
수평적 사회구조
급변하는 사회

변형이 어려운 환경
균질한 건조환경

이동수단과 
이동통신기술

[표 2-1] 전용과 관련된 개념들의 상황, 환경, 전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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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용의 물리적 환경으로서 집합적 건축

3.1. 규모에 따른 전용의 건축적 구현
3.2. 집합적 건축의 형태•사회•전용
3.3. 소결 : 집합적 건축의 유형

3.1. 규모에 따른 전용의 건축적 구현
상황주의자들은 오랜 도시의 재사용과 예술가들이 만들어놓은 자원들을 

전용하는 것으로부터 건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다.40) 그들은 근  건축에서 
팽배했던 공간과 오브제, 형태를 통한 설계를 비판하고 이미 존재하는 건축을 
재료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41) 또한 상황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도
시는 일상 속에 건축 등의 ‘부분’들이 모여 만드는 ‘건축적 복합체’이다. 그들이 

40) Simon Sadler, Ibid., p.107.
41) "건축은 감정적으로 형태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재료로써 상황을 움직임으로써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상황이라는 재료를 통해 경험은 알려지지 않았던 형태로 나타날 것이
다."(Guy Debord, Report on the Construction of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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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메가하우스의 운영 및 사용 순서도

언급한 “건축적 복합체는 모든 ‘전용된’ 물체를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만들
어진다.”42)

건축가들과 이론가들이 제안한 개념들 역시 사물에서부터 건축, 그리고 도시의 
규모에서 일어나는 전용을 상으로 한다. 그리고 그들이 전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각 규모에서 연속적인 관계를 갖는다. 건축가들이 전용이 
건축적으로 구현될 때, 건축을 이야기하며 도시를 이야기하고, 도시를 이야기하
며 건축을 이야기했다. 그 제안 속에서 전용된 공간은 모여 전용된 건축을 이루
었고, 전용된 건축은 모여 전용된 도시를 이루었다. 

3.1.1. 시간적 전용의 건축적 구현
전용의 시간적 측면에 집중하여 구현된 건축은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의 

정해진 것 이외의 행위를 이끌어 냈다. 건축에서 프로그램은 예측 가능한 것으
로 생각되고, 이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상황과 환경을 제공한다. 건축가들은 예측
할 수 있고 계획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의 전용을 유도하
고자 했다. 

  

베르나르 츄미와 
렘 콜하스, 아베 히토시와 
같은 건축가들은 시간적 
전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의 실 규모에서 실들
이 모여서 만드는 건축, 
그리고 건축이 모여서 만
드는 도시공간과 인프라 
규모까지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냈다. 작은 실을 
상으로 한 전용한 건축은 
아베 히토시의 메가하우

42) Guy Debord and Gil J. Wolman, Mode d’emploidu Détournement,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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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마르노-라-벨라 건축학교 개념도

스이다. 메가하우스는 자본주의 시스템 속의 ‘zap door’와 개인이 갖고 있는 이
동통신 기술에 기반을 두어 공간을 상품화 시킨다. 제작된 문에 의해 출입이 통
제되고, 예약으로만 주어진 시간 내에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은 이동통신기술을 
갖고 예약-사용 시스템을 통해 공간을 시간으로 사용한다. 이 때, 실은 기능이나 
프로그램이 정해지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서 성격이 결정된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시간적으로 전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메가 하우스는 주문을 통해 물리적, 
공간적으로도 변화시킬 수 있다. 개인이 요구하는 것을 구매하면 메가 하우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공간을 시간에 맞추어 바꿔준다. 

실들이 모여 만드는 건축에서
도 시간적 전용이 일어난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용을 
건축에서 유도한 베르나르 츄
미의 설계가 그 표적인 사례
이다. 베르나르 츄미는 이벤트
가 일어날 가능성을 건축이 내
재하기 위해 프로그램 혼합 
(cross-programming), 프로
그램 제거 (dis-program-
ming), 프로그램 전이 
(trans-programming)를 계
획한다.43) 프로그램의 다양한 상태와 사람들의 행동은 건축을 상으로 지속적
인 '변화의 흔적'을 남기는데, 흔적들은 새로운 환경으로 존재하여 새로운 이벤
트(전용)를 불러일으킨다.44) 베르나르 츄미는 프랑스 마르노-라-벨라
(Marne-La-Vallee) 건축학교에서 프로그램의 혼합, 제거, 전이를 통한 전용을 
유도했다. 마르노-라-벨라 건축학교에 있는 틈의 공간과 잉여 공간은 이벤트가 

43) Bernard Tschumi, Event-Cities(praxis), MIT Press, 1994
44) 김인성은 '콜하스와 츄미의 라 빌레뜨 공원 계획안 비교 분석'(건축역사연구 통권77호, 2011)
에서 베르나르 츄미의 입장에 해 "'변화'란 변치 않는 배경 위에서만이 인식 가능하다. 그 모
든 것이 변한다면 그것은 혼돈 이상의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비판하는데, 이는 베르나르 츄미
가 상태와 환경의 변화만을 위해 프로그램을 해체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벤트의 개념은 상황
주의자 인터내셔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변화하는 것보다 의미와 주체가 더 중요하다. 기존의 
맥락에서 달리 사용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으로 개인과 사회의 표현과 동시에 연속적인 환경과 맥
락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전용이며 이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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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요코하마 프로젝트의 뒤틀린 면

발생되는 장소로,45) 특히 학교의 중앙에 위치하는 공간은 주위의 행위를 조직하
는 역할을 갖고 있어서 우연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었다. 
프로그램을 ‘제거’한 이 공간 주위로 여러 실들(프로그램들)을 모아 서로 ‘전이’ 
될 수 있게 하였고, (프로그램들을) 나누지 않고 ‘혼합’하였다. 베르나르 츄미는 
프로그램의 제거(중앙 공간), 프로그램의 혼합(주변 공간), 프로그램의 전이(공간 
사이 관계)로 예측 할 수 없는 이벤트를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공간을 새롭게 
만들고 전용하도록 했다. 또한 중심 공간의 전용으로 주변의 실들이 영향을 받
아 전혀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했다.

건축이 모여서 만드는 도시 공간의 규모에서도 시간적 전용을 이끌어내려는 노
력이 있었다. 요코하마 프로젝트에서 렘 콜하스는 유연한 도시 공간 속에 건축
으로 표되는 프로그램을 모으고 그들의 관계 사이에서 시간에 따른 ‘침투’가 
일어나게 하였다. 요코하마 프로젝트에서 렘 콜하스가 제시하고 싶었던 것은 침
투가 일어나도록 하는 건축과 도시이다. 전체 공간의 프로그램을 시간 별로 조
사하더라도 놓이는 공간이 시간에 따른 프로그램의 변화와 움직임을 받아주지 
못하면 그저 단절된 공간을 나누어 프로그램들 쓰도록 놓는 것뿐이다. 침투를 
위한 건축적 방법은 바닥을 이용한 공간의 연속성이다. 렘 콜하스는 건축들이 
모여 있는 바닥을 통해 모든 도시의 공간을 연속적으로 만들고, 이를 ’뒤틀린 평
면’(warped plane)이라 명했다. 단절되어있는 공간 사이에서는 시간마저도 단절
되어 각기 다른 시간표를 사용하게 되지만 연속적인 공간에서는 프로그램의 유
연함이 공간뿐 아니라 시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연속된 도시공간은 모여 있
는 건축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행위를 확산시킨다. 이렇게 

확산된 행위는 다른 공간과 
건축 내부에 까지 영향을 주
고, 그 행위를 갖는 프로그램
은 다른 도시공간과 건축, 즉 
다른 프로그램으로 침투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서로의 시간을 침투하여 전용
한다.   

45) 오광석, 안웅희, 전영훈, 안도 반 아이크 건축에서 "사이 영역"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
자인학회논문집 통권66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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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프로젝트에서 침투가 건축의 집합 속에 위치한 도시의 공간을 상으
로 한 것이었다면, 상황주의자는 사회 기반 시설을 도시의 공간의 집합 속에서 
시간적 전용의 상으로 보았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크레인이나 철제 비계,46) 가
로등,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을 전용의 상으로 언급한다. 특히 가로와 지하철
과 같이 도시의 공간들을 연결하는 시설을 전용이 일어나는 상으로 하여, “열
차가 멈춘 밤, 지하철을 개방하자. 터널, 통로에 불을 비추고, 가끔 작용하는 조
명을 놓자. 파리를 거닐기 위해 비상계단을 조정하고 필요한 곳에 보도를 만들
며, 천창을 내자”는 주장을 한다.47) 상황주의자가 주장한 사회 기반 시설의 시간
적 전용은 여러 도시 공간과 연결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
는 것을 상으로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균일하면서 공간적으로 제한된 건조환경을 극복
하는 방향으로 현 의 전용이 일어난다고 보았을 때, 건축에서 시간적 전용이 
일어나는 것은 긍정적이다. 현  도시의 높은 도와 수많은 사람들이 한정되고 
경직된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상황에서 시간적 전용은 도시 환경을 가장 잘 사
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건축에서 시간적 전용은 단지 공간과 환
경이 시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 흔적과 분위기는 남아 환경
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용자(개인과 공동체)에게 영향을 준다. 시간적 전용은 환
경의 변화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타자를 인식시키고 새로운 전용을 불러일으
킨다.

건축가들과 이론가들은 실에서부터 건축, 그리고 도시 공간의 규모에서 시간적 
전용을 건축이 담을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제안들 속에서 각 규모의 시간적 전
용은 작은 규모의 집합을 기본으로 이루어졌다. 실들의 모임은 건축의 시간적 
전용을 유도했고, 건축의 모임은 도시 공간의 시간적 전용을 불러일으켰다. 규모
에서 하위 요소들의 모임은 형태적인 특성을 의미하기 보다는 사람들의 행위와 
생활의 집합을 의미한다. 프로그램으로 표되는 실, 건축, 도시 공간이 담고 있
는 행위와 생활이 시간적 전용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지, 물리적이고 형태적인 모

46) “계산되어 놓여진 크레인이나 철제 비계들로 쓰이지 않는 조각적 전통을 체하자.” (Guy 
Debord and Gil J. Wolman, Ibid., 1956)

47) Anonymous Lettrist International, Projet d’embellissements rationnels de la villede 
Paris, Potlatch, no. 23, 1955. (Simon Sadler, Ibid.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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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있음이 전용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그렇기에 기능적 배치와 형태가 아니라 
프로그램과 공간의 집합을 통해서 시간적 전용을 유도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3.1.2. 공간적 전용의 건축적 구현
공간적 전용에 집중하여 구현된 건축은 사람들의 직접적인 행위가 개입된

다. 건축가들은 공간적 전용을 유도하기 위한 건축에서 사람들이 마주한 상황에
서 '물질'을 통한 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기에 건축가들은 사물과 가구
에 그치지 않고 벽, 바닥, 공간 등의 건축 요소까지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이와 같은 건축은 기술의 발전에 의존하는데, 이 때 건축가
들이 기 하는 진보된 기술은 기계를 통한 물리적 환경의 이동성(mobility)과 사
이버네틱스(cybernetics, 인공지능학)다. 

물리적 환경의 이동성을 가장 극적으로 제안한 것은 콩스탕이었다. 그가 
그리는 미래의 건축은, “끝없이 변화하는 우리들의 행동과 직결된 우리의 환경을 
창조함으로써, 삶의 역동적인 변화에 극도로 유연하게 처할 수 있어야”했다.48) 
그는 발전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가구, 건축, 도시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인공적
인 건조환경으로 만들어진 뉴 바빌론을 구상했다.49) 콩스탕이 구상한 건조환경
은 움직이는(movable) 환경으로, 물리적 요소들이 실제로 움직이며 환경을 바꿔
간다. 물리적 요소에는 벽, 천장, 바닥을 포함하는 건축적 요소와 소리, 냄새, 온
도와 같이 분위기를 만드는 비건축적 요소들을 포함한다.50) 움직이는 환경으로 

48) Constant Nieuwenhuys, Another City for Another life, 1996(Tom Avermaete 외, 건축 
공공영역에 한 36인의 건축적 입장들, p.275, 2011 에서 재인용)

49) “미래의 도시는 반드시 여러 기둥 위에 지어진 연속적인 구조물이거나, 오히려 지면은 공공
의 만남과 교통 순환을 위해 빈 공간으로 남겨둔 채 주거, 오락, 기타 등을 위한 지속적인 구역
과 생산과 분배를 위한 구역이 존재하는 색다른 구조로 이루어진 확장된 체계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오늘날 실험되고 있는 초경량 자제나 단열, 방음 자재들의 활용은 구조물을 더욱 가볍게 
하고 그 지지 부재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도시는 낮은 레벨, 
지상 레벨, 다른 바닥 층들과 테라스 등 실제 주변에서 주요 도시까지 다양한 규모의 레벨에서 
창조될 수 있다.”(Constant Nieuwenhuys, Another Ibid. (Tom Avermaete 외, Ibid, p.278 
에서 재인용))

50) Hague Gemeeten-museum, New Babylon Exhibition Catalogue,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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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건축은 이용하고 머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변화하며, 주체
의 필요와 정체성을 표출한다.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축은 형태와 구성 등 
모든 면에서 자유로웠기에 서로 모여 연결되어 있음 그 자체로 거 한 네트워크
였다. 건축은 모여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중심에는 섹터가 위치하여 
공공공간과 중심점 역할을 하였다. 섹터는 정해진 기능 없이 네트워크의 결절점
(node)로 존재하며 사용자에 의해 변화하며 공간적으로 전용되었다. 콩스탕은 
공간적 전용이 일어난 건축의 집합을 통해, “도시는 기능적 객체가 아니며, 미학
적으로 ‘건실한’ 것도 아니다. 혹은 그게 아니면, 도시는 그 속에서 인간 삶의 
모험이 펼쳐지는 인간에 의해 지어진 인위적인 풍경”임을 증명하고자 했다.51) 

작은 건축 요소에서부터 도시 공간까지 환경이 이동성을 갖고 있으며, 전용된 
건축이 모여서 도시를 만드는 것은 콩스탕의 뉴 바빌론 뿐 아니라, 세드릭 프라
이스의 펀팔리스, 요나 프리드만의 움직이는 건축에서도 보인다. 세드릭 프라이
스는 트러스 구조와 크레인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공간을 자유롭게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는 건축 요소의 이동으로 인한 실들의 형태와 쓰임새의 변화를 구현
했고, 전용되는 실들 사이에서 즉흥적 공연이 이루어지길 기 했다. 

 요나 프리드만은 개별화를 위해 움직이는 건축은 유연한 인프라스트럭쳐와 접
히는 막을 만들어냈다. 그는 공간적 전용을 위한 건축을 규격화된 계획
(standard plan) 속에서 만들어내고자 했다. 즉, 조립식 구조(pre-fabricated 
structure)로 인프라스트럭쳐를 세우고, 량생산된 스크린과 유사가구
(quasi-furniture)를 통해서 가변적 환경을 제안했다. 요나 프리드만은 움직이는 
건축이 모여 형성된 움직이는 마을 계획(Mobile Town Planning)을 통해 ‘전체’
를 만드는 방식에 해 이야기한다.52)  움직이는 건축이 개별화를 통해 만들어
지는 사적인 건축을 의미한다면, 움직이는 마을 계획은 사회적 공간을 의미한다. 
이 계획에서 사회적 공간은 움직이는 건축이 모여 관계를 맺는 사이에서 여가와 
사회적 활동, 농업이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활성화되고 최 화 될 수 있는 공
간이다. 또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프라와 동시에 공조, 채광 등을 인
공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도시 규모의 건조환경을 제안한다. 53) 요나 프리드만

51) Constant Nieuwenhuys, Ibid. (Tom Avermaete 외, Ibid, p.279 에서 재인용)
52) Yona Friedman, Pro Domo, p.64-69, 2006
53) 요나 프리드만은 ‘움직이는 마을 계획의 열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1. 도시의 미래는 
레저 센터로, 다른 기능들은 점차 세분화될 것 2. 새로운 도시 사회는 도시 계획가들의 영향으
로부터 자유로워질 것 3. 도시 속 농업은 사회적 요구 4. 도시는 기후를 조절해야 함 5. 도시를 
형성하는 건물들은 기술적 규모에 따라야 함 6. 새로운 도시는 기존의 도시에서 확장되어야 함 



- 52 -

[그림 3-5] 펀팔리스의 프로그램 매커니즘 도식

의 움직이는 마을 계획은 건축적 요소의 구성으로 움직이는 건축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모여 사회적 공간을 만들고 도시를 만드는 단계를 거친다.

건축가들과 이론가들은 공간적 전용을 건축에 담기 위해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전용의 ‘방법’에 한 논의와 개발도 함께 진행되었다. 그들이 제안한 현

적인 전용 방법은 이동통신과 사이버네틱스가 있다. 이동통신을 사용한 환경의 
변화는 유비쿼터스(ubiquitous)개념으로, 미래지향적인 건축에서 직접적 행위의 
개입없이 원격으로 환경과 상황을 조절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는 미래의 공간적 
전용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네틱스는 펀팔리스에서 세드릭 프라이스는 현실에서 개인의 변화하는 요
구와 행위에 응하는 구조체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안한 방식이다. 사이
버네틱스는 과거를 통해 현 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마치 우리의 뇌가 언어를 

학습하고, 영화를 보고 만
들며, 누군가를 가르치고 
다른 이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처럼, 사이버네틱
스는 여러 행위를 컴퓨터
로 구현하는 학문이고 논
리적 피드백을 기본으로 
한다. 사이버네틱스를 적
용한 펀팔리스에서 사람
들은 정보기술을 갖고 게
임처럼 극장을 누비는데, 
이 극장은 스스로 사용자
의 행동과 패턴을 분석하
여 다른 사용자의 상황에 
맞도록 환경과 기능을 제
공한다. 상상 속에만 존재

7. 3차원적 도시계획의 기술은 서로 다른 동네의 중첩이나 포개짐을 허용함 8. 건물 구조는 마
음 로 채워질 수 있는 골조 9. 300만의 도시는 경험에 의한 최적화 모델임 10. 유럽의 120개 
도시 내 모든 인구는 약 300만임 이다.(Yona Friedman,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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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 같은 펀팔리스는 단 하나의 프로그램을 갖는 극장이 아니라 기능들이 끊
임없이 변화하는데 응하기 위해 재프로그램 되고 물리적으로 재형성되는 건축
이다.54)  

도시 속 모든 규모에서 움직이는 요소라는 동일한 어휘로 이루어지는 공간적 
전용의 건축적 구현은 현재와 미래만이 존재하는 미래지향적인 방식이다. 움직이
는 요소를 통한 전용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시간적 전용이 과거와 현재의 관
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었다면, 움직이는 요소들은 현재와 미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이다. 과거의 것이 현재에 의해 완벽하게 지워졌기 때문이다. 지속
적인 변화에 응하기 위해서 적합한 방법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오늘날의 전
용이 제한적인 도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공간적 
전용의 건축적 구현은 적합하지 않다. 이들은 무제한적인 공간 변화의 가능성과 
도시 속에 존재하는 거 한 필요를 모두 공간이 수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현  도시는 그 반 의 모습을 하고 있다. 오히려 유비쿼터스와 사이버
네틱스를 통한 전용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현 의 전용의 한 방법이 될 수 있
다. 제한적 건조환경과 변화하는 상황에 응하기 위해서 이동수단과 통신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는 도시의 각 부분들을 사용자에 의도 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사이버네틱스도 과거의 기록 속에서 현재의 
행위를 예측하고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전용 방법이 될 것이
다.

54) Stanley Mathews,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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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요소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건축 속 전용
 전용은 작게는 가구에서, 크게는 도시 공간, 인프라스트럭쳐에 한정하여

도 가능성을 품도록 건축적 구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건축가들이 전용을 내재하
는 건축을 제안할 때는 공간이 만드는 집합을 기본으로 한다. 

상황주의자도 통합적 도시계획(unitary urbanism)을 통해 전용된 환경들의 합
으로 만들어진 전용된 도시(détourned city)를 구상했다. 이는 기능을 분화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 전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상황을 
제공하고 기능을 구분하지 않으며 다양한 것을 구분하고 가리지 않은 상태로 '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콩스탕도 사회적 공간을 언급하며, 이를 중심으로 통합
되어 만들어진 도시는 “반드시 한 공간 위에 다른 공간이 있고, 수백 미터 길이
로 되어 있는 하나의 거 한 홀로 인식되어야 하며, 그 거 한 홀은 하나의 자
은 방에서 커다란 공공의 광장까지, 아주 다양하고 색다른 크고 작은 공간들로 
세분화 될 수 있다.”55) 즉, 그들에게 전용이 일어나는 건축과 도시는 서로 다른 
규모와 성격을 갖는 공간들이 만드는 '집합체'이다. 

시간적 전용을 건축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가들은 작은 규모의 건축 단
위 집합을 기본적인 방법으로 사용한다. 도시를 이루거나,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단지(complex)를 이루고 작은 부분들의 집합에서 전용을 다루었다. 즉, 집합적
으로 존재하는 건축을 전용의 환경으로 제안했다. 집합을 이루는 건축은 부분들
의 상관관계, 영향 속에서 전용이 일어난다. 부분들은 상호의존적이며 사람들의 
행동도 부분들을 가로질러 일어난다.

공간적 전용을 건축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에서도 부분의 집합이 기본이 된다. 
하지만 공간적 전용을 내재한 건축 제안에서 건축은 모든 규모의 부분들이 독립
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다른 부분들과 무관하게 전용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전용을 건축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시간적 전용이 과거의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을 통해 미래의 전용을 유발하기에 오늘날의 사람들의 
생활과 환경을 이어주는데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시간적 전용을 건축적
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지향한다면 부분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모여 집합이 되

55) Constant, Ibid., 1996(Tom Avermaete 외, Ibid, p.283 에서 재인용)



- 55 -

고, 전체를 만드는 건축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집합이 갖고 있는 형태와 
전용의 관계를 밝힌다면, '집합'적 건축이 전용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1] 규모에 따른 전용의 건축적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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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집합적 건축의 형태 • 사회 • 전용
집합적 건축(collective architecture)은 단위 요소들의 집합으로 형성된 

건축 유형으로, 부분이 모여 전체를 이룬다. 집합적 건축은 형태적으로도 사회적
으로도 ‘집합’되어 있고, 형태적인 집합과 더불어 사회의 구조가 건축 형태와 관
계를 맺는다. 

집합은 어떠한 특징을 공유하는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
다. 그렇기에 형태적으로 집합적 건축은 특징을 공유하는 건축의 모임으로 만들
어진다. 하지만 이들이 특정한 성질을 공유한다는 하나만으로 부분이 모여 전체
를 이루지 않는다. 공유하는 특징을 기저에 놓고 단위요소들은 공간적으로 서로 
얽혀서 더 큰 부분을 만들고, 전체를 이룬다. 이 과정에서 집합적 건축은 사회적 
관계를 건축에 내포한다. 

집합적 건축에서 집합 형태 속에 사회적 관계가 놓이는 까닭은 그 속에 구성된 
사회도 집합적이기 때문이다. ‘집합적’(collective)라는 표현은 개개인이 공통된 
생각과 행동을 통해 특정한 집합으로 인식 될 때 쓰이는 용어이다. 이와 관련하
여 건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집합적 공간(collective space)에 한 연구이다. 
집합적 공간은 모임 장소로 이해되어 왔고, 공성, 사성과 같은 개념으로 구분될 
수 없고 이질적인 공간들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56) 김민진은 집합적 공간에서 
각각의 공간(영역)은 끊임없이 다른 공간(영역)과 연합되고 작용 속에 존재하기에 
집합된 공간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된 공간이 갖는 성
격에 해 “개인의 집합과 공간의 집합은 연쇄적인 작용 속에 존재한다”고 정의
한다. 집합적 건축은 집합적 공간과 같이 사회의 구조를 담고 있으나, 보다 형태
적 요소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물리적인 형태와 사회의 구조가 긴 한 관계를 맺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
된 마을과 도시가 표적이다. 집합적 건축은 하나의 마을이며 도시이다. ‘집합
적으로 사용되는 건물들은 무엇보다도 도시와 같이 구성된다.’57) 시간이 흐르면
서 형성되고, 오늘날까지 이어진 전세계의 마을과 도시가 갖고 있는 구성과 사

56) 김민진, 집합적 공간의 특성 및 건축적 구현 방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10
57) Herman Hertzberger, Articulations, Munich (Prestel) 2002. (Tom Avermaete 외, 
Ibid., p.1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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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분석하는 것이 집합적 건축의 특징을 살피는데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전 세계의 오랜 마을들을 형태적, 사회적으로 집합되어 있는 
건축 유형의 전형(典型)으로 생각하고, 에게해의 히드라(Hydra)마을을 분석한다. 
히드라 마을에서 나타나는 형태적 특징과 사회적 특징을 분석하여 둘 사이의 관
계를 정리한다. 집합적 건축의 형태적 특성에는 공간 구성, 재료, 건축적 언어와 
요소, 색 등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집합을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형태적 특성은 공간 구성에 한정한다. 다른 특성보다 공간 구성을 통해
서 형태와 사회가 갖는 관계를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58) 이는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된 분석이라 볼 수 있다. 형태적 집합이 갖고 있는 단위 요소의 
구성, 단위 요소간의 관계, 전체 집합의 모습은 가족관계, 공과 사의 관계, 공동
체와 외부 환경의 관계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전제에서 집합적 건축을 바라보고 
이를 통해서 집합적 건축이 전용의 가능성을 내재하는 건축 유형임을 밝힌다.

3.2.1. 집합적 건축의 형태적 특징
1964년 버나드 루도프스키(Bernard Rudofsky)의 <건축가 없는 건

축>(Architecture without Architects) 전시는 정통적으로 개별적인 건축가의 
작업을 강조하는 건축계에 ‘토착거주지’(vernacular)에 한 관점을 부여하는 계
기가 된다. 또한 공동체적 건축, 자연에 순응하는 건축, 일정한 규범이 없(어 보
이)는 건축에 해 생각하는 시발점이 된다. 이후 자연발생적인 마을에 한 연
구가 지속되고 있다. 마을에 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뉘는데 하나
는 형태, 유형적인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의 공간적 발현에 한 연구이다. 
사회가 공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한 연구와 관하여 지중해에 위치한 마을
에 한 연구가 표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59) 구분과 격리, 균일함과 순응, 유

58) 사회와 공간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건축적 요소들을 다루고 있으나 구조주의적 관점
에서 이들이 형성된 이유를 사람들의 사회 조직, 사회적 관계의 발현으로 설명한다.(東京大学 生
産技術研究所 原研究室, 住居集合論 Ⅰ, p.6, 鹿島出版, 2006)

59) 일본에서 진행된 <住居集合論>(東京大学 生産技術研究所 原研究室, 1972-79) 조사는 전 세
계의 마을을 상으로 하지만, 이는 그 내용이 방 하고 예외적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중
해에 위치한 마을을 상으로 한 <エーゲ海・キクラデスの光と影>(栗原 宏光, 1990), <Villages 
in the Sun>(Myron Goldfinger, 1969), <Hydra : A Greek Island Town>(Constantine E. 
Michaelides, 1967)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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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과 동일성과 같은 특징을 갖는 서구의 도시와 다르게 지중해의 마을은 “
지와 함께 조화롭게 만들어진 배열들이다. 이들은 파괴하는 신 순응하였고, 
( 지를) 평평하게 고르는 신 (그 위에) 건설하였고, 왜곡시키는 신 윤곽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인간 경험을 위한 장소와 사는 곳의 형태와 공간에 한 
풍부한 다양성, 그리고 전체 커뮤니티의 참여와 개인의 표현을 수용할 수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60)

마을에 한 연구는 상이 집합을 이룬 건축물이기에 다양한 규모 단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했다. 연구는 전체 형태와 구성에서부터 단위 건축물과 외
부공간의 연결, 단위 건축물간의 연결과 구성, 단위 건축물과 그 하부요소까지 
바라보는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마을은 각 규모에서 바라보았을 때 서로 상
호보완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런 관계의 “틀은 개인 시공자가 자신의 문제의 특
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을 짓는 것에서 시작된다. 개인의 집이 방들로 구
성되고 집들이 모여 집합을 형성하며, 그리고 이들이 모여 공공의 길과 통로를 
형성하고 최종적으로는 마을을 만든다. 이와 반 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도 
영향을 준다. 공공 공간은 이와 연결된 길이 어떻게 포장되는지, 면한 창문이 어
떻게 짜이는지, 벽을 이루는 돌은 어떠한지, 문의 색은 어떠해야 하는지 영향을 
준다. 그 어떠한 부분도 전체에 문제가 되지 않고, 전체도 부분이 형성되는 것을 
통제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61) 규모에 따른 연구들은 “형태는 언제나 내부 공
간의 요구, 크기, 형태, 주거로의 접근 방식에 따라 진화하고, 특정 기능과 사회
를 반영한다”는 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었다.62) 연구들에 따르면, 마을의 
물리적 요소는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63) 이들의 관계와 특성에 의

60) Myron Goldfinger, Villages in the Sun, Rizzoli ,p. 12, 1969
61) Constantine E. Michaelides, Hydra : A Greek Island Tow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58, 1968

62) Myron Goldfinger, Ibid., p. 13.
63) ① 마을의 전체 형태
  요소들이 집합을 이루어 마을의 외부 경계를 형성하고 나타나는 형태는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
경, 외부 마을과의 위치에 한 관계에서 비롯된다. 마을이 형성될 때 지에 기 기 때문에 
지와의 관계가 형태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이고 그 외에도 기후, 식생, 커뮤니티, 주변마을과의 
관계 등이 영향을 준다. 

② 마을 내 구성 
  마을의 경계 안쪽에서 보여지는 요소들의 구성은 전체적 통합성과 도로 나타난다. 마을의 개
별적 요소들은 외부환경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꽉 찬, 통일된 평면을 갖는다. 모두 비슷한 성
격을 갖는 요소들이 종교적, 상업적 필요성을 제공하는 부두, 강, 광장 같은 공간과 연결되어 함
께 조직되는 것은 네거티브 스페이스(negative space)를 통해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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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마을의 특징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 구성에 한정하여 형태를 바라본다. 마을의 형태와 사회 구
조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간구성, 재료, 건축요소 등을 그 상으로 하
는 것이 옳지만, 이는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특수해를 구하는 것에 그칠 가능성
이 있다. 분석의 목적이 집합적 건축이 갖고 있는 형태와 사회의 관계를 통해 
전용의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태적 특징 중 사회 구조와 접하

③ 네거티브 스페이스
통로, 가로, 다리, 터널과 같은 것들은 단위 요소 사이를 연결해주면서 정체성이 생긴다. 네거티
브 스페이스는 기능과 움직임을 표현하는 공간들이 이어져있음을 뜻한다. 이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갖고 단위를 모으며 공동체 생활을 조직한다. 여기서 상업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사람들
간의 조우와 화가 일어나며, 종교적인 활동 등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네거티브 스페이스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은 공간이나 물질적으로 나타난다. 이 공간은 개인적과 공적 성격의 중간의 성
격을 갖는다.

④ 거주 단위들
  마을을 구성함에 집은 가족의 개성을 표현하는 주거지와 동시에 마을의 형태를 구성함에 있어 
균일함을 갖고 전체적인 팽창과 성장을 가능케 하는 기본 단위이다. 이들은 마을의 물리적인 표
현을 담당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단위 요소의 공간적, 물리적 조합과 색, 건축요소들이 수없이 
모여서 외부에서는 하나의 마을로 인식하게 한다. 

 각각의 단위들은 기능으로나 도로나 가득 차있다. 이들 하나하나는 불완전하고 아주 단순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들 중 어느 것도 버려지거나 쓸모 없는 것이 없다. 비록 하나의 단위가 
갖고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서로의 연결과 조합, 관계를 통해 다양한 기능과 큰 역할을 
해내고 결점을 보완한다.

 단위의 형태는 지역의 환경과 재료, 사회의 건설 기술, 그리고 개인 취향과 공동체 생활까지 나
타낸다. 창문과 굴뚝, 벽의 모습으로 기후와 환경에 해 유추할 수 있고, 지붕의 형태로 재료와 
기술에 해 알 수 있다. 또한 벽에 칠해진 색으로 그들의 공동체 형성에 해 알 수 있고, 개
인은 테라스와 문을 통해 취향을 표현한다. 거주 단위인 집은 개인의 것이지만 마을과 사회 결
정체로 전체를 이야기한다.

⑤ 특수 건물들
특수한 건물들은 일반 거주 단위와 규모, 형태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은 부두와 시장처럼 경제적
인 요인으로 생겨났거나 집회소처럼 커뮤니티 관계에서 등장하기도 하며, 교회와 성당처럼 종교
적인 요인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일반 단위 건물과 다르기에 마을의 풍경을 만들어내는 핵심적
인 요인이다. 이들은 주로 마을의 중심적인 곳에 위치하며, 그 위치에 따라서 마을의 전체적 구
성과 형태가 달라지기도 한다. 

⑥ 재료와 디테일
건물을 이루는 재료와 디테일에서 사람들의 행동과 생활이 나타난다. 또한 기본 단위 평면과 구
조는 모두 같을 수 있지만, 가구, 문과 창문처럼 장식적이고 세부적인 요소들에서는 개인의 표
현이 강하게 드러난다. (Myron Goldfinger, Ibid., p.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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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히드라 마을의 단위 건축 집합

다고 판단되는 공간 구성과 사회의 보편적인 관계를 연결한다. 분석은 부분으로 
단위 요소들의 내부 공간 구성과 외부와의 관계, 그리고 전체를 상으로 한다.

(1) 단위 건축의 내부 구성

히드라 마을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건축은 규모와 구성이 서로 유사하
기에, 전체를 구성하는 보편적인 ‘단위 건축’을 생각할 수 있다. 단위 건축은 중
정을 갖고 건물이 감싸는 식의 구성을 하고 있다. 건물 내부의 실들은 중정을 
둘러싸고 있지만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않는다. 단위 건축의 규모는 3층을 넘지 
않는다.

[그림 3-6] 히드라 마을의 일반적 단위 건축의 평면도와 단면도

각 실들은 하나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층에 따라 특정한 기능을 갖고 있지 않
다. 2층의 실들도 1층이 갖고 있는 부
분의 기능을 갖고 있어 수직적으로 독립
적일 수 있다. 중정을 신하는 현관과 
발코니가 위치하고, 이를 둘러싸는 형태
로 실들이 배열되고 각 실들의 진입이 
이루어진다. 

단위 건축의 형성은 새로운 건물을 통
한 마을의 외곽부의 확장이 아니라, 단
위 건축의 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
어진다. 일반적으로 한 채의 단위 건축
에는 한 가족이 사는데, 자녀가 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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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골목에서 단위 건축으로의 공간적 단계

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독립적인 건물을 만들어준다. 새로운 건물은 중정의 비
어있는 공간에 새롭게 건물을 짓는 확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만약 충분한 공간
이 남아있지 않다면, 수직적으로 증축하거나 실의 구성을 새롭게 바꾸어서 한 
채에 두 가족이 살게 된다. 

(2) 단위 건축의 연결

단위 건축을 연결하는 골목과 가로, 그리고 공공공간은 건물에 의해서 형
성된다. 단위 건축의 형태와 조직에 의해서 골목의 모양새와 방향이 결정되고, 
단위 건축과의 관계가 형성된다. 이는 근  도시에서 길이 먼저 나고 필지 안에
서 건축이 만들어지는 모습과는 다르다. 건축이 선결되는 골목과 가로는 단위 
건축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단위 건축이 새롭게 형성될 때마다 골목은 침범당
하고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된다. 

골목과 가로, 그리고 단위 건축의 
영역은 명확하지 않다. 이들은 연
속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데, 골목에서 단위 건축으로 진입
할 때 공간의 단계가 존재한다. 공
적인 길에서부터 보다 사적인 단위 
건축의 중정, 그리고 사적인 내부 
공간으로 이어지는 단계는 물리적
인 경계로 형성되어 있지만 기능과 
공간의 측면에서는 경계가 불분명
하다. 공간의 단계는 시각적으로만 단절되어 있고 청각적으로는 연속적이다. 또
한 각 단계의 경계 속 공간 규모는 기능을 담기에 충분치 않다. 따라서 각 단계
의 영역은 서로 영향을 주며 중첩되어 있다.

골목과 가로의 형성이 건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이들은 공적인 영역이
면서 동시에 거주자의 영역이다. 골목은 이동을 위한 기능적인 역할 이외에 수
많은 사적 기능을 담당한다. 작업장, 놀이터, 빨래터, 담소의 공간이 단위 건축에
서부터 골목으로 확장된다. 가로는 넓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에 골목에 비해 
상 적으로 공적인 기능이 크지만, 이 역시도 정해진 기능이 없기에 가로를 둘
러싼 단위 건축의 상황에 따라 여러 용도로 사용된다. 공공공간도 골목과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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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주변의 단위 건축과 연속적인 관계이며 기능적으로도 유연하다. 공공공간은 
골목과 가로, 단위 건축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 이들을 하나의 영역 단위로 묶어
준다. 

[그림 3-9] 단위 건축으로 형성되는 골목과 가로

(3) 부분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전체

히드라 섬은 펠로폰네소스 반도 앞에 위치하여 교역이 활성화되었고 구성
원들이 어업을 생업으로 하기에 자연스레 부두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또한 식수를 구하기 위해 수원지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규모는 점점 커져 연속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히드라 마을의 형
성 과정을 통해,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된 단위 건축이 모여 길을 만들고 있
음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다. 작은 단위 건축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고 

도를 높혀가며 부분이 모여 전체를 이루는 집합적 형태를 갖는다. 

마을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외부와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전체가 
만들어내는 영역은 산의 능선, 해안가와 같이 자연 환경이 만들어내는 영역과 
일치한다. 히드라 마을은 자연이 만드는 영역을 넘어서 확장하는 방향으로 형성
되지 않고, 단위 건축을 나누고 채우면서 내부의 도를 높이는 방식을 택하며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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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집합적 건축의 사회적 특징
부분이 전체를 이루는 집합적 구성의 사회적 특징에 해 연구한 건축가

로는 알도 반 아이크가 있다. 알도 반 아이크는 도곤(Dogon)마을과 주니(Zuni) 
마을에 한 연구를 통하여 원시 문명에서도 부분-전체, 작음-큼, 많음-적음, 열
림-닫힘, 안-밖, 운동-휴식 등 양면적 현상이 조화를 이루며 존재해왔다는 사실
을 발견했다. 그는 서로 반 되는 것들이 공존하는 것을 쌍자현상(twin-phe-
nomenon)이라 말하고, 립적 현상들은 절 적인 것이 아니며,64) 이들이 조화
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사회가 영속적으로 지니는 가치와 무의식적으로 기저에 
깔린 구조 때문이라 주장했다. 알도 반 아이크의 연구에 따르면 도곤족은 세계
를 거 한 인간 신체(gigantic human organism)으로 바라본다. 세계의 모든 
부분에서 더 작거나 더 큰 규모의 모습을 떠올리는 상으로 이해한다.65) 또한 
그들은 인간의 신체가 갖는 (유기체적) 구조가 마을의 구조와 개인의 집, 내부의 
인테리어까지, 인간이 만든 모든 단계의 건조환경으로 투영시키고 있다.66) 그들
은 인간의 신체가 서로 다른 기관과, 형태들 사이의 조화로운 평형을 이루는 것
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그들의 마을의 모든 부분에서 자연과 문화, 우주와 인공
적 건조환경의 유기적 연속성을 갖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그들의 집을 보면 마
을을 알 수 있고, 마을을 보면 집을 생각할 수 있다.

히드라 마을의 단위 건축은 오늘날까지 지속되어온 건설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
고, 지속적인 건설 방식으로 탄생한 단위 건축의 공간 구성은 여러 기능과 사회
적인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의 영향 속에 있다. 단위 건축이라는 부분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전체 마을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필요한 기능과 요소들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형태이다.67) 알도 반 아이크의 쌍자현상이 히드라 마을의 
집합적 형태가 갖고 있는 공간 구성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분석함으로 
집합적 건축의 형태적 특징이 사회 구조와 연결된 고리를 찾을 수 있다.

64) 정미현, 네덜란드 구조주의의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p. 25석사논문, 1998(송하엽, Ibid에서 
재인용)

65) Aldo van Eyck, Francis Strauven, Aldo van Eyck : The Shape of Relativity, p. 383, 
Architectura & Natura, 1998

66) Aldo van Eyck, Francis Strauven , Ibid., p. 385
67) Constantine E. Michaelides, Ibid.,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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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과 개인

히드라 마을의 단위 건축이 갖는 공간 구성은 가족과 개인의 관계를 반영
한다. 중정을 둘러싼 실들의 배치는 기능에 의한 것이 아니다. 실들의 연결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깊이는 가족 내부의 위계와 닮았다. 중정을 중심으로 하여 실
들이 관계를 맺지만 직접적인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은, 한 가족의 모든 세 가 
모여 살지만 동등한 관계가 아님을 의미한다. 어업과 교역이 사회의 중심이 되
는 구조 속에서 성인 남자들을 중심으로 한 위계질서는 여전히 남아있고, 이것
이 공간 구성에 반영 된다. 가족이라는 사회적 단위 속에서 개인의 위계와 상황
에 따라 개인이 점유하는 실의 위치가 정해지고, 단위 건축의 공간 구성이 이루
어진다.

하나의 단위 건축에는 한 가족이 산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가 결혼을 하고 
독립된 단위 건축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는 중정의 일부에 건물을 세우거나 기
존의 건물을 수직적으로 나누어 층별로 독립된 가정을 꾸리게 한다. 세 가 거
듭되면서 필요한 건축을 만드는 방법으로 히드라 마을 사람들은 도를 증가시
키는 것을 택했다. 중정을 공유하면서 이루어지는 도의 증가는 결혼 후에도 
변화하지 않는 가족 관계를 반영한다.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가깝고 친 한 가
족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립적인 건물과 층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존중한다.

(2) 공(公)과 사(私)

중정을 둘러싼 단위 건축 내부의 공간 구성이 가족과 개인의 관계와 연결
되어 있는 형태적 특징이라면, 단위 건축에 의해서 형성되는 골목과 가로는 가
족의 사적 영역과 이웃 간 공유되는 공적 영역의 충돌이 일어나는 형태적 특징
으로 볼 수 있다. 공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골목과 가로, 부두, 우물가는 경계
가 불분명하다. 이는 건물이 길과 공공공간에 앞서 형성되었고, 이들로 인하여 
공적 영역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공적 영역은 사적 영역에게 침범당하고 
공과 사가 혼재되어 있다. 하지만 길과 공공공간에서 공과 사의 관계는 어느 한
쪽이 상 를 지배하거나 우위를 점하지 않는다. 공공 영역은 마주한 건물을 통
해 가족의 정체성이 발현되기에 충분히 사적이면서, 이들이 모이는 공간이기에 
충분히 공적이다. 

단위 건축 내에서 일어나는 도의 증가와 연속적인 공간의 단계는 사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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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길로 확장하고 동시에 공적 행위를 단위 건축 안으로 흡수하기도 한다. 길과 
우물가, 부두는 공적이면서 사적이지만, 보다 공적이다. 그리고 이들을 만드는 
단위 유닛은 사적이면서 공적이지만, 보다 사적이다. 히드라의 공적인 공간은 사
적인 단위 건축과 연속적인 공간을 갖고 떼어 낼 수 없는 형성 과정 속에 있기
에 공과 사가 함께 존재한다. 공적인 속성과 사적인 속성을 함께 갖고 있는 공
간들은 마을의 공동체에서 공적인 행위와 사적인 행위의 경계가 모호하고 이들
이 립되는 것이 아닌 사회의 모습과 닮았다. 점점 높은 도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가까워지는 물리적 거리에서 그들은 앞집의 모습과 생활, 이야기를 사사
건건 알 수밖에 없다. 골목과 가로, 부두, 우물가는 공적이면서 동시에 사적인 
공간이기에 이웃의 사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면한 단위 건축을 통해 그들의 이야
기, 관계, 정체성이 표출된다. 공공 공간에서의 사적인 행위와 모습들은 소문이 
되어 움직이고 동네 전체의 이야기가 된다. 결국 공과 사가 모호한, 공존하는 공
간에서 사람들의 생활과 환경은 공유된다. 

(3) 자연과 사회

히드라 마을에서 부분(단위 건축)이 형태적, 사회적 특징을 공유하며 모여 
전체(마을)를 만드는 과정은 집합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도를 높여가는 과정으
로 볼 수 있다. 단위 건축이 수없이 모였을 때, 이들은 외부에 경계를 만들지 않
고 자연이 만들어낸 테두리 속에서 모인다. 마을 규모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들의 집합은 외부로는 자연(또는 마을보다 큰 규모에서의 정치, 사회적 상황)에 

한 응이고 내부로는 사회적 상황에 한 응으로 볼 수 있다.

자연은 인간의 정주에 한 거 한 저항요소이면서 필수요소이다. 자연을 저항
요소로 본다면, 안전의 측면에서 개인이 자연에 응할 수 없기에 사람들은 필
히 집단을 형성해야 한다. 또 자연을 필수요소로 본다면, 사람들은 특정한 환경
과 가깝게 위치해야 하기에 집단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히드라 마을에서 우물
가와 바닷가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되었고 자연이 만드는 테두리를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인간은 자연이 만드는 상황에 맞도록 집단적 태도를 취
하게 된다. 외부의 정치, 사회적 상황도 외부의 저항, 필수요소로 볼 수 있다. 

외부 환경과 상황에 응하기 위하여 집합을 형성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내부의 사회적 문제에 직면한다. 도를 높이면서 집합을 형성하는 것은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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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는 다기능의 필요와 집단적 행위를 통한 공동체 유지를 위함이다. 마을 
구성하는 단위 건축은 적은 기능을 담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공공 공간과 연속적으로 구성되고 내부를 여러 개의 실로 나누면서 기능
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가능성을 늘려간다. 단위 건축의 연결은 적은 기능들이 합
이 아니라 곱으로 확장한다. 또한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열려있는 중정과 골목에 
연결되면서 기능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확장한다. 단위 건축 하나는 다양한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조합과 연결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만족
시킨다.68) 사람들의 일상에서 보이는 이들의 불완전함은 다른 말로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마을의 도가 높아지는 것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단위 건
축이 빼곡하고, 서로간의 관계가 긴 하며, 공공 공간과 가깝게 위치하는 것은 
생산과 종교적 활동, 축제와 같은 집단적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과 시각적, 청각
적으로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을의 도를 높이는 것은 개개인이 공동체에
서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친 한 관계를 갖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68) 완결된 기능을 갖는 단위들의 수많은 집합보다 오히려 집합의 불완전한 요소들간의 조합이 다양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이를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현  도시 속 건물은 완결되고 발전된 기술
로 수많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도시의 단일 건물이 갖는 기능이 100가지라고 하자. 반면 지중해의 
마을을 이루는 실들은 구시 의 기술로 만들어지고 공간이 가질 수 있는 기능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 
건물 한 채가 갖고 있는 기능을 2개라 하자. 도시의 건물은 이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로 기능적으
로 연결되고 지중해의 건물들은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서로의 기능을 공유하고 복합적으로 쓰거
나 완충적이고 유연한 네거티브 스페이스로 연결된다. 즉, 도시의 건물이 갖는 기능은 ‘합’으로, 지중
해 마을에서는 기능의 ‘곱’으로 비유 할 수 있다. 현  도시의 건물과 지중해 마을의 건물이 각각 열 
채씩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기능의 가능성은 도시(1000)보다 지중해 마을(1024)이 더 크다. 100가지 
기능의 건물 10채와 2가지 기능의 건물 10채일지라도, 그 차이는 크고 이는 기능적 유연성과도 연결
된다. 하물며 집합을 형성하는 네거티브 스페이스와 경계는 규정할 수도 없는 유연함과 다양성을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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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집합적 건축의 전용 가능성
(1) 우연적 조우

히드라 마을이 갖고 있는 부분-전체, 외부-내부, 단위건축-실, 가족-개인, 
공-사, 자연-사회 등 양면적 현상은 립적이지 않고, 위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
이 아니다. 알도 반 아이크가 연구한 두 마을과 같이 히드라 마을에서도 위계가 
없는 사회 구조가 존재했다. 이들은 "위계적인 연결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
니라, 동등한 기반 위에서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간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69) 사이영역(in-between)을 가질 수 있다.70)

  일반적으로 작은 부분이 높은 위계를 갖는 다른 부분에 의해 모이고, 분류되
어 나누어지는 지배적 관계에서는 사이영역이 존재할 수 없다. 그들은 서로 다
른 '위계' 사이를 명령이나 기능적 관계로 연결한다. 부분들은 서로 닫혀 있고, 
각자의 완결성을 위해 무던히 노력한다. 현  도시의 모습이, 우리가 사는 집합
주택의 모습이 그러하다. 하지만 각기 다른 부분들이 평등하게 존재하는 관계 
속에서는 틈이 존재한다. 그 사이영역은 부분들의 전체로 가는 과정을 유연하고 
평등하게 돕는다. 이들은 다른 부분에게 다분히 의존적이고, '경계'는 물리적 형
태와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 알도 반 아이크는 사이영역을 갖는 "건축은 좁은 
경계선들을 확장하여 그것들을 사이 영역 안으로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71) 사이영역 개념은 공존하는 립항들을 화해시키고 조절하는 주체적 
경험과 해석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72)

집합을 이루는 단위 건축 사이에서 형성된 사이영역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
어지는 장소이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상황에 마주한다. 사이영역에서 서
로 다른 두 가치, 공간, 성격, 활동들은 만나고 합쳐지며 충돌한다. 서로 다른, 
하지만 동등한 부분들이 모여서 만드는 전체 속에는 우연적 조우가 일어난다. "

69) Aldo van Eyck, Francis Strauven, Ibid., p. 388 (오광석, 안웅희, 전영훈, Ibid. 에서 재
인용)

70) '사이영역(in-between)'은 오광석, 안웅희, 전영훈이 안도 반 아이크 건축에서 "사이 영역" 개
념에 관한 연구에서 번역한 것을 사용하기로 한다. '사이공간'이라는 표현은 공간적인 개념에 한
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 요소의 배치와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움직임을 전제로 하는 
공간의 성격과 'in-between'이 의미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71) Aldo van Eyck, Niet om het even, wel evenwaardig, p.2, Van Gennep, Amsterdam, 
1986(오광석, 안웅희, 전영훈, Ibid.에서 재인용)

72) 오광석, 안웅희, 전영훈,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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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골목의 전용

인간이 공간을 옮겨 다니면서 경험하는 우연한 조우(chance encounter)은 도시 
생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73) 왜냐하면 이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상황에 
마주하고 환경을 전용하게 만들며, 이를 통해 다양성이 있는 일상과 새로운 환
경을 만들기 때문이다.

사이영역은 형태와 사회 속에서 모두 나타난다. 부분의 집합이 만드는 형
태 속에는 요철이 많다. 불규칙하고 정돈되지 않은 형태는 공간적으로 접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도의 증가는 접점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접점이 늘
어가는 것은 경계(threshold)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경계에서는 두 공간이나 건
물이 갖고 있는 기능이 관계를 맺는다. 기능의 관계에 따라 경계에서 사람들은 
사람들은 복합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여러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 단위 건축 내
부에서는 일상적인 전용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 경계를 사람들은 전용하여 사용
한다. 히드라 마을에서 단위 건축의 사이 공간인 계단, 문, 테라스는 일상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경계는 빨래터, 사랑방, 휴게실, 독서 , 놀이터, 식당 등
으로 사용되고 그 용도는 계속해서 변화한다. 사람들은 경계를 넘나드는 것 외
에 다른 기능들로 전용한다. 이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경계
를 잘 활용하기 위해 더 낮은 계단을 벽돌 하나로 만들고, 의자를 놓아서 건물 
안이나 밖, 그리고 바닥보다 쾌적한 좌석을 만들기도 한다. 

  길과 공공공간에서 일어나는 공과 사의 혼재도 
사이영역을 만든다. 마을의 골목과 가로, 작은 광장
은 상 적으로 공적인 공간이다. 이동과 운송, 연결
을 위한 공간이지만, 공동체의 공간이고 축제가 열
리는 날이면 네거티브 스페이스는 퍼레이드의 길이 
되고, 축제의 장이 된다. 또 이곳은 단위 건축으로 
만들어지며 사적인 점유를 통해서 전용된다. 일상
적으로 골목은 아이들의 놀이터이고, 집 앞의 계단
은 앞집과 옆집 사람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다. 나무 
그늘은 학생에게는 독서실이며, 지나가는 짐꾼에게
는 휴게실이다. 공적 공간의 사적인 점유는 공과 

73) Joseph Buch, A Century of Architecture in the Netherlands Yearbook 1992/1993, 
p.307-308, NAi Publishers, 1993(송하엽, Ibid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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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단위 건물의 연결(미코노스(Mykonos)마을의 엑소노메트릭, 左)과 

가게 건물의 경계(右)

사가 만드는 사이영역이 단위 건축의 기능과 공간의 한계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
여준다. 단위 건축에서 사적인 행위와 공간이 골목으로 확장되어 나오는 것은 
공과 사의 사이영역을 전용하는 행위이다. 사람들은 전용된 골목을 다니면서 단
순한 이동뿐만 아니라 사적이고 공동체적인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 이는 전용에 
의해 일어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이고 우연적인 이웃과의 조우이다.

  부두와 우물가에서도 공과 사의 혼재로 전용이 일어난다. 히드라 마을의 중
심공간인 부두는 배를 정박하고 짐을 옮기는 용도 이외에 아침에는 시장이 열리
고, 오후에는 카페나 음식점, 상점과 사회센터로 변한다.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 부두와 상점의 사이영역이 시간에 따라 전용되는 것이다. 축제나 행사가 
열릴 때는 부둣가가 무 가 되기도 하고, 휴일에는 종교시설이 된다. 부두 옆에 
위치한 수도원은 사적인 공간임에도 부두와 상업적 공간들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공간을 형성한다. 공간으로 이어져있기에 수도원은 사적인 동시에 공적인 기능을 
갖는다. 수도원이지만 정부의 청사로도 쓰이면서 축제의 관리 사무소로 쓰이기도 
한다. 히드라 마을은 자연에 기 어 환경의 제약을 받기에 중심공간을 새롭게 
만들거나 증축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제한된 공간을 다양한 상황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사용하게 된다. 외부로는 자연과 내부로는 사회에 의해서 형성된 집합
적 형태가 한정된 공간을 만들어냈고, 마을 사람들이 유사한 생활과 생업을 공
유하는 데서 사람들은 한정된 공간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결국 공간
의 시간적 전용을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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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히드라 마을의 우물가 

[그림 3-12] 히드라 마을의 부두 공간의 시장(左), 카페와 음식점(中), 종교적 장소(右)로 전용

우물가 역시 마을의 중심공간이고 전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다른 에게 해의 
섬들처럼 히드라 섬도 수원이 중요하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우물을 사용
한다. 우물가는 단순히 수원지를 넘어 이웃들이 마주하는 공간이 되고, 공동체적 
장소가 되었다. 도시 속 광장이나 분수 와 다른 점이 있다면 히드라 마을의 우
물가는 계속해서 공간적으로 전용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곳을 이용하고 머
무르면서 나무를 심고, 특별한 기술 없이 벽돌을 조금씩 쌓으면서 벽과 의자로 
추정되는 것을 만들었다. 나무는 점점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주었고, 정확히 무얼 
위한 것인지 모를 수롭지 않은 구조물은 사람들의 모임과 만남을 위한 가구이
자 지나가는 여행객의 쉼터면서, 당나귀를 씻기면서 짐을 내려 놓는 선반이 된
다. 벽돌 몇 개를 옮기고 붙이는 사람들의 전용은 우물 주변을 계속 성장하는 
장소로 만들었고, 이 곳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은 주변의 집들에게 
새로운 풍경을 제공한다. 전용된 우물가는 공동체의 공간이 되었고 전용되어 사
람들의 일상 속에서 뗄 수 없는 환경이 된다.

  집합적 건축이 갖는 형태적, 사회적 특징과 이들 사이의 관계는 거주자들이 
일상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게 한다. 히드라에 사는 사람들
의 일상은 도보를 사용한 이동, 구 기술을 통한 작업, 자연환경에 의한 생산 작
업으로 이루어져있고, 집회와 종교활동, 축제를 갖고 있어 공동체적이다. 이런 

일상의 모습은 마을과 완벽하게 일치
한다. 단위 건축의 공간, 길, 계단, 
가구들에서 공동체의 생활을 위한 부
두와 수도원, 우물가의 모습까지 사
람들의 일상과 꼭 맞아 떨어진다. 집
합을 이루는 여러 규모의 공간이 갖
는 사이영역과 자연과 사회, 공과 
사, 개인과 가족이 만드는 사이영역
은 기능과 용도의 연결과 조합,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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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들과 사람들의 우연한 조우를 이루게 한다. 사람들은 마을 전체에서, 마을 
전체를 상으로 수없이 전용한다. 전용으로 시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공간
을 바꿔놓기도 한다. 집합적 건축은 개인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상황을 자신 혼
자만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것에 영향을 받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
으로 만들며, 결국 일상에서 다양성과 예상할 수 없는 반복과 변화를 불러일으
킨다. 그 풍경에는 어색함이 없고 오히려 전용되는 것이 애초에 정해져 있는 것
처럼 사용하는 것 같다. 마을은 모든 곳에서 사람들에게 상황을 제공하며 이에 

응할 수 있는 전용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사람들에 의해 시간적이고 공간적으
로 전용된 건물은 다시 모여서 히드라 마을을 이룬다. 이러한 모습에서 전용의 
가능성을 내재한 집합적 건축은 다분히 지속가능하다.

(2) 정체성의 발현

거주자들의 사회 구조가 반영된 히드라 마을의 단위 건축은 집합을 형성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가족 구성원이 성인
이 되어 가정을 꾸리게 되면 중정을 공유하는 지 속에 함께 살면서, 동시에 
독립적인 건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
족의 삶이 독립적으로 하나의 건물에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집합적 건
축이 갖는 전용의 가능성은 정체성 발현의 기회에 있다.

한 가족이 원하는 로 단위 건축은 만들어지고, 변화한다. 정체성을 나타내는 
개개의 건물들은 길과 공공공간에서는 다른 건물들이 무수히 많이 마주한다. 공
적인 공간은 사적인 건축의 집합체 가 된다. 얼굴을 맞 고 있는 단위 건축들은 
길에서, 우물가에서, 부둣가에서 그들의 수보다도 많은 상황과 환경을 제공한다. 
또 공공의 장에서 개인, 가족의 정체성은 타인과 다른 모습으로 비교되는 속에
서 부각된다. 각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서로 다른 부분들이 수없이 모여 전체
를 이루고 이는 마을에 부분의 정체성과 동시에 전체의 정체성을 발현시킨다. 
전용은 일상에 기반을 두기에, 이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행위이다. 하지만 사
회 속에 놓이기에 더 많은 상황을 마주하고, 치열하게 상황에 응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전용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집합적 건축에서는 모여 
있음으로 거주자들이 건축과 공간을 전용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이는 
단위 건축의 정체성을 만드는 동시에 전체 집합의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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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적 건축은 형태적 특징과 사회적 특징이 관계를 맺고 있기에, 사회의 
상황에 의해 형태가 계속해서 변화한다. 지속적인 변화는 집합적 건축이 정체성
을 표현할 수 있는 장(場)이기에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단위 건축은 거주자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이들이 모여서 만드는 집합적 건축 역시 고유의 정체성을 
갖는다. 하지만 부분과 전체의 정체성은 다르다.

나뭇잎을 보고 나무를 연상하고, 잎이 다 떨어진 나무를 보더라도 나뭇잎을 상
상할 수 있다. 알도 반 아이크가 이러한 나무와 잎의 관계에서 얻은 것은 '부분'
과 '전체'의 기저에는 하나의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가치는 부분에도, 전
체에도 존재하고, 이를 통해 부분은 전체가 된다. 알도 반 아이크는 나무와 잎의 
관계를 도시와 건축의 관계로 생각하였다.74)

“나무는 잎이고 잎은 나무다.

도시는 집이고 집은 도시다.

어떤 ‘부분’을 택하든 그것에는 ‘전체’가 있다.

‘전체’를 택해도 ‘부분’이 보인다.

전체는 부분이고 부분은 전체다.”75) 

부분과 전체, 잎과 나무, 건축과 도시는 하나이다. 하지만 분명 그 모습이나 성
격은 다르다. 잎은 잎만의 형태와 특성이 있다. 각 잎들은 모두 다르다. 하지만 
이들은 모여서 나무를 이루고, 하나의 잎도 나무를 품고 있다. 집합과 이를 이루
는 단위 건축도 이런 관계 속에 있다. 집합적 건축을 이루는 단위 건축은 모두 

74) "마을 거주자 중 돔모 씨는 '당신에게 나의 집을 보여줄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며 모르겐탈
러씨에게 마을을 돌면서 안내했다. ... 미팅 홀, 마을 우두머리의 집, 그리고 신성한 집 등을 한 
시간쯤 걷다가 마지막에는 돔모 씨 자신의 집에 도달 했다. 결국 그 여정의 시작점이 끝나는 점
이 되었다."(Aldo van Eyck, Miracles of Moderation, p.30, Eidgenossische Technische 
Hochschule, Zurich, 1976(오광석, 안웅희, 전영훈, Ibid. 에서 재인용))

75) Aldo van Eyck, Aldo van Eyck Writings : The Child, The City and The Artist, 
p.102, SU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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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각각의 개성을 갖고 정체성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모든 단계의 건조환
경에서 거주자의 정체성은 드러난다. 사람 그 자체가 집의 장기(요소)이다. 신체
와 집이 연속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모든 단계의 장기들은 서로
에게 연속적으로 영향을 준다.76)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전체 이는 전체만의 
정체성이 있다. 집합적 건축에는 두 가지 정체성이 존재한다. 

전용은 개인 혹은 공동체의 일상적 상황에 한 응이고, 이에 한 표현이다. 
생활을 물질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 집합적 건축은 적합한 건축형태라고 볼 수 
있다. 집합적 건축이 갖고 있는 정체성의 표현은 '거주하는 것의 구조를 모든 물
리적, 정신적인 측면으로 표현하는 것'으로,77) 거주를 가능하게 한다. 집합은 여
러 규모의 공간에서 개인과 공동체에게 전용의 가능성을 주고, 일어나는 전용, 
즉 일상의 물질에 한 개입을 통해 각 단계에서 정체성을 갖고 사람들은 거주
하게 된다. 

집합적 건축은 각 부분이 정체성을 갖고 전체를 이루어 또 다른 정체성을 보여
주는 모임의 형태이고, 부분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정체성은 다른 부분과의 동
등하면서 연속적인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단위 요소들이 만들어내
는 형태와 사회의 연속적 관계와 유연한 성격은 전용을 통해 주체의 모습을 물
질적으로 드러나게 해준다. 

76) Aldo van Eyck, Francis Strauven, Ibid., p. 386
77) C. Norberg-Schulz,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p. 67, 김광현 역, 태림문화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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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결 : 집합적 건축의 유형
집합적 건축은 형태적 특징과 사회적 특징이 서로 관계를 맺고, 부분이 모여 

전체를 이루며, 그 속에서 전용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건축 유형이다. 집합
적 건축의 형태는 단위 건축을 기본으로 하여 이들이 집합을 형성하는 세 단계
의 규모 속에서 각기 다른 공간 구성을 보인다. 각 규모에서의 형태적 특징은 
사회의 개인과 가족, 공과 사, 그리고 내외부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집단적 행
위와도 관계되어 있다. 서로 다른 규모에서의 공간 구성과 사회의 관계 때문에 
집합적 건축은 하나 특성으로 정의되는 건축 유형이라 볼 수 없고, 다양한 층위
에서 바라보고 논의할 수 있다.  

집합적 건축이 갖고 있는 형태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 그리고 전용의 가능성 
사이의 관계는 [표3-1]과 같이 이해 할 수 있다. 건축 중에는 집합 '형태'만을 
취하고 사회 구조와 무관한 경우도 있으며, 형태와 사회의 집합적 성격이 함께 
존재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집합적 건축도 존재할 것이다. 그렇기에 건축
에서의 집합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표 3-2] 집합적 건축의 형태적 특징, 사회적 특징, 전용의 가능성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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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유형은 집합적인 형태만을 취하여 형성된 건축으로, 사회 구조와 무관
하고 기능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기에 집합을 이루는 요소들은 단절된 
채 존재한다. 두 번째 유형은 집합을 이루는 요소의 연결을 고려하여 연속적인 
공간을 만들고, 길과 광장 같은 공공 공간을 통해서 전체를 구성한 건축이다. 이
들은 형태적인 특성은 집합을 이루고 있지만, 사회의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형
성되기 보다는 기능적으로 집합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정의한 집합적 건축에 적합한 형태는 세 번째, 네 번째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형태적 특징과 사회적 특징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속에서 
정체성의 발현과 우연적 조우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연적 조우는 일상에서 
다양하고 역동적인 상황을 제공하고, 정체성의 발현은 전용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관점에서 전용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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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대 집합적 건축의 형성

4.1. 유형에 따른 집합적 건축의 특징
4.2. 분할로 형성되는 집합적 건축
4.3. 분화로 형성되는 집합적 건축

4.1. 유형에 따른 집합적 건축의 특징

4.1.1. 기능적 구성과 고정된 단위의 집합
(1) 완결된 단위의 집합적 형태

 집합적 건축의 첫 번째 유형은 부분의 집합적 형태라는 조건을 갖는다. 
마을의 연구에서 이어진 건축 집합에 한 논의는 도시건축과 연결된다. 종합계
획(master plan)으로 만들어진 근 의 도시들이 수많은 변인들로 인해 계속해 
변화하는 상황에 응하지 못하고 현 의 무질서한 도시 상황에 능동적으로 
처하지 못하였다. 도시계획은 지속성을 갖춘 새로운 관점을 필요로 했고,78)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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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동경만 프로젝트

가들의 도시건축 연구와 설계는 집합을 이룬 건축에 한 논의로 이어졌다. 사
람들은 부분이 모여 있는 유형의 건축을 계획,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근  도시에 한 새로운 건축적 제안으로 두드러지는 것이 일본의 메타볼리즘
(Metabolism)이다. 1960년  일본의 경제부흥과 함께 증가해 가는 도시의 인구, 
물자, 정보의 흐름을 수용하기 위해 메타볼리스트(Metabolist)들은 조립되고 해
체되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거 구조를 제안하였으며, 유기체가 신진
사의 주기를 갖는 것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분적인 교체가 가능하여 성
장, 변화할 수 있는 도시의 구조를 제안했다.79) 이들은 부분이 모여 전체를 만드
는 인상을 준다.

메타볼리즘이 제안한 거 구조는 단게 겐조(Tange Kenzo)의 영향에서 시작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단게 겐조는 1960년 에 제안한 여러 도시건축 계획안에서 
기능요소와 기능의 구조화,80) 상징성 부여, 유기체적 도시설계를 사용한 도시건
축 방법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방법론은 근  도시계획의 기능에 
의한 분류를 그 로 답습하고 있
다. 기능요소와 구조화는 도시의 
효율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며, 유기체적 도시설계 역시 생명
체의 신진 사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에 기초한다.81) 하지만 
현재까지도 생물학계에서는 큰 기
관들의 주요 기능은 알아냈지만, 
기관 사이의 영향관계, 기관 내부

78) "필요한 것은 도시 구조에 한 완전히 새로운 태도이다. 현 의 계획가들은 가장 이질적인 
요구들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며 이러한 요구들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장(場)”도 창조해야 
한다.”(Sigfried Giedion, 공간, 시간, 건축, p. 789, 김경준 역, 시공문화사, 2005)

79) 김성중, 1960년  단게 켄죠와 마끼 후미히코의 도시건축론, 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2
권 2호, 2006

80) 구조화는 도시 내 효율적 이동과 기능을 위한 공간의 조직화, 체계화 과정으로 기능요소는 
도시의 기능이 구조화된 요소들을 의미한다.(김성중, Ibid.)

81) “유기체로서 정의된 사회조직, 도시공간조직을 나무에 비교하였을 때 몸통과 줄기는 교통과 
하부구조를 담당하는 기능요소로서의 코어시스템이 되고 에너지와 정보를 공급받게 되는 잎은 
개별요소가 되어 기능에 의해 구조화된 도시를 표현하게 된다.”(김성중,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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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해비타트67의 시공현장

의 작은 부분들의 메커니즘과 그들 사이의 관계와 같이 신진 사 과정의 상당수
를 여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생물체의 신진 사를 모티브로 한 
메타볼리즘 역시 도시의 큰 부분들에 한 기능만 부여한 채, 탈착을 통한 가변
적 단위들의 존재를 그저 거 구조에 집합’형태’로 존속시켰다. 메타볼리즘 운동
은 유기체적 도시설계가 행하는 신진 사과정은 도시의 구성요소간의 관계나 영
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를 거 한 기관들의 모임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이
전의 도시계획에서 다르지 않다. 

단게 겐조의 거 구조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집합’형태’ 모방을 통한 상
징성 부여일 것이다. 거 구조는 새로운 시 와 사회, 기술이 갖고 있는 힘을 거

구조가 갖고 있는 크기의 경외감(sublime)과 기능, 사회의 유지를 통해 보이
려는 시도였다. 그렇기에 기능요소와 기능의 구조화, 유기체적 도시설계는 그저 
이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능적 방법일 뿐이고 새로운 시 의 선전을 위한 
도구였다. 

거 구조를 구성하는 건축적 요소로는 규모 구조체계와 단위 건축이 있다. 
규모 구조체계는 많은 요구와 기능을 포함하는 물리적 틀로, 여러 가지 상이

한 수평면들이 서로 방해하지 않는 교통흐름을 주 기능으로 한다.82) 단위 건축
들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의 총체적 집합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구조체계
와 탈착을 통해 연결될 때 둘 사이에는 기능적인 관계만 존재한다. 근 의 기능
주의적 도시계획에 한 반발에서부터 나온 것임에도 거 구조건축은 여전히 기
능의 분류와 효율적 구성에 계획 전반이 지배당했다.

거 구조건축 외에 집합 형
태를 갖는 건축을 만들려는 
시도는 1960년  이후 지속
되었다. 이들은 주로 조립구
조(Prefabricated struc-
ture)로 주문 량생산 시스
템 속에서 집합을 만들려는 
시도였다. 모셰 샤프디
(Moshe Safdie)의 해비타트
67(Habitat 67)은 집합 형태 

82) Sigfried Giedion, Ibid., p.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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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나카진 캡슐 타워

건축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조립구
조로 만들어 쌓아 건설한 해비타트67은 각각의 단
위가 완결되어 있고, 복도와 코어를 통해 기능적으
로 연결된다. 어긋나면서 쌓여진 단위 건물들은 네
거티브 스페이스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 관계를 형성
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단면을 
통해 보면 단위 건물의 잘 짜여진 틀 속에 갇혀 단
절되어 있다. 이는 후지모토 소우의 리터 타워의 모
습과 비교되는데, 리터 타워 역시 단위가 기능적으
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부분이 일
부 존재하여,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거치지 않고 직
접적인 공간의 연결을 이룬다. 해비타트67은 그에 
비해 상 적으로 단위 공간의 유연성이 덜하고 사이 관계도 연속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특징은 키쇼 쿠로카와(KishoKurokawa)의 나카진 캡슐 타워(Nakagin 
Capsule Tower)와 요지 와타나베(Yoji Watanabe)의 뉴스카이 빌딩 No.3(New 
Sky Building No.3)과 같은 거 구조건축물에서도 그 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단위의 완결이 극적으로 진행되어 단위 건물 하나만으로도 기능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즉 집합 형태 건축은 새로운 기술과 량생산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와 조
합이 가능했지만, 그 결과는 집합적 형태의 모방에 그쳤다. 조립구조의 단위 건
축은 기능이 명료하고 완결되어 완충 공간이나 복합적인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
는다. 그렇기에 각 요소들은 연속적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또 단위 건
축은 현실적으로 가변성을 갖지만 실제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일 없이 고정적
으로 사용되었고, 확장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오늘날에는 집합 형태 건축에서 단위 건축, 네거티브 스페이스, 공공공간과 같
은 건축적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도를 한다. 헤르조그 드 뮤론(Herzog & 
De Meuron)은 비트라하우스(VitraHaus)에서 건축적 요소의 통합을 통해 기능
적 공간을 제거하고 단위 건물을 충돌시킨다. 건축적 요소의 통합은 단위 건축
의 집합으로 구성된 전체가 아니라, 집합 형태를 차용한 하나의 건축적 수법이
다. 비트라 하우스는 단위 덩어리의 집합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 보면 수직적으
로 공간이 분포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수직 동선과 단위 덩어리의 좁
은 부분으로 연결되는 집합 형태는 기능적으로 작동하게 되고,83) 전용의 가능성

83) 헤르조그 드 뮤론은 비트라하우스가 기능을 위한 중성적인 분위기를 갖는 전시장이나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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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아내기 어렵다.

완결된 단위와 기능적 요소들로 구성된 집합은 일상에서 전용되기 어렵다. 집
합 형태 건축은 단위 건축을 기능적으로 충족시키고, 효율적으로 연결한 뒤에 
공공 공간에 어떠한 기능도 놓지 않는 방식을 취한다. 하지만 공유할 수 있는 
테라스, 정원 같은 공공 공간조차도 기능적 네거티브 스페이스, 완결된 단위 건
축과 연결되면 공간적, 시간적 유연성이 떨어진다. 집합의 첫번째 유형이 갖는 
전용의 가능성은 각각의 건축적 요소 내에 한정되어 행해지고, 이조차도 완결된 
상태로 존재하여 전용이 제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림 4-4] 비트라 하우스의 평면(左)과 전경(右)

(2) 단위 건축의 조합

 집합의 첫 번째 유형은 부분과 전체가 단절된 채 존재하고, 부분이 갖는 
고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 기능적인 연결로 인해 사이영역은 존재하지 않
고 공과 사는 극명히 나누어지기에, 전용되는 모습이나 전용의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현 의 디자인된 건축에서도 단위 건축 고유의 공간 구성과 그
들 사이의 연결을 구성하고자 한 시도가 있다. 집합의 두 번째 유형은 마을의 
본질을 디자인으로 구현하기 위한 군조형에서 찾을 수 있다.

군조형은 마키 후미히코(Maki Fumihiko)가 주장한 도시건축 형태로, 건
물 단위의 요소들이 서로 관계를 이루며 하나의 군을 형성하는 방식이다.84) 이

이 아닌 사용과 성격에 맞도록 분위기가 변하는 집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이야기한다.(El 
croquis 152, 153, Herzog & De Meuron 2005-2010, 2010) 하지만 이는 인테리어와 내부 
전시 상황에 의한 것이지 공간의 구성과 연결에 의한 집합에 의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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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집합적 형태의 세 가지 종류

는 집합적 형태(collective form)의 한 종류로, 건축이라는 단위 요소들이 모여
서 만드는 세가지 형태 중 하나이다.85) 마키 후미히코는 세 가지 중 군조형이 
다른 형태에 비하여 보다 유연한 조직이기에 건물들 사이의 관계양상으로 수많
은 이질적 요소들의 공존과 빠른 변화로 규정되는 현 도시에 적합하다고 역설
하였다.86) 군조형은 시간에 응하는 마스터 폼(master form)의 이상적인 모습
으로, 군조형의 뿌리를 전통적인 도시나 마을에 두고 있다.87) 여기서 마키 후미
히코는 하나의 건물이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동시에 전체적인 도시를 만들어내
는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마을들이 기본 재료와 건설방식의 일관
된 사용과 우연적이고 유사한 표현, 지형에 순응하는 형태, 인간적 규모의 마을 
형성,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특징에 주목한다.88)

  군조형은 성장하는 요소들(generative elements)들로 구성되어 시간과 상황
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는 집합적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마키 후미히코가 
언급하는 군조형의 건축적 요소는 외부공간과 연결(linkage), 그리고 단위 건축 
언어(vocabulary)이다. 이는 집합적 건축이 갖는 단위 건축과 유사한 모습이지
만, 군조형에서는 건물들 사이의 관계들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에 집중하고 있
기에 상 적으로 외부공간과 연결에 한 비중이 크다. 

  마키 후미히코가 바라본 외부공간은 도시의 운동(movement) 흐름이 모이는 
곳이다. 그는 근  도시계획의 단절이라는 문제를 외부공간을 통해서 각 부분을 

84) ‘군조형’이라는 용어는 마키 후미히코의 ‘group form’을 뜻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인 마키 후
미히코 건축에 나타난 맥락성의 수용과 구현방식에 관한 연구(황성주, 2002, 석사학위논문)에서 
‘단어 자체가 가지는 과정적 의미, 변화 가능한 의미를 포함’한다고 정의한 것이 타당하여 그
로 사용한다.

85) 세 가지는 구성적 형태(Compositional Form), 거 구조형태(Megaform), 군조형(Group 
form)이다.(Maki Fumihiko, Ohtaka Masato, Some Thoughts on Collective Form)

86) 황성주, Ibid.
87) Xi Qiu, Fumihiko Maki and His Theory of Collective Form: A Study on Its Practical 
and Pedagogical Implications, Diss. Washington University, 2013

88) Maki Fumihiko, Ohtaka Masato,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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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군조형의 건축적 요소 중 연결의 네 가지 방법

연결하여 해결하려 하였다. 그는 외부공간이 내 외부를 연결하는 것뿐 아니라 
전체 도시를 계획하는데 중심이 되고, 도시가 발전하며 팽창해 나가는 것의 완
충 요소로 바라보았다.

‘연결’은 군조형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묶어주는 건축적 요소로, 매개, 규정, 반
복, 연속적 경로, 선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89) 이들의 공통점은 공간과 형태
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조절하여 건물간의 관계를 형
성하고자 함이다. 이는 마키 후미히코가 도시의 형태가 생활과 행동, 인관계의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집합을 형성하는 단위에 해서는 상 적으로 언급이 적으나, 이를 구성하는 
건축언어는 경직되고 기능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념을 
포함한다.90) 하지만 군조형은 상 적으로 외부공간과 연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군조형을 이루는 단위는 기능을 충분히 갖고 있고 연결을 통해서 부가적
인 가치를 획득하는 선택적인 입장이다.

각 요소들을 살펴볼 때, 군조형은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의 연결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담고 주변의 맥락과 연속된 원형(prototype)을 만들고자 했다. 
또한 요소와 그들 사이의 연결이 서로 영향을 주며 유지되고 그 관계 속에서 새
롭게 형성되기를 반복하는 지속적 설계 제안으로 바라 볼 수 있다.

89) 김성중, Ibid.
90) “벽(wall)은 수평적으로 공간을 나누는 요소로 밖과 안의 힘이 상호작용하는 장소이다. 상호
작용의 영향으로 벽의 형태와 기능이 결정된다. 바닥(floor)은 수직적으로 공간을 나누는 요소로 
땅, 수면, 떠있는 요소들이 해당된다. 수직통로(shaft)는 건축적으로 기둥을 의미하지만, 환경적
으로는 사람과 짐을 수직적으로 이동하는 요소로 생각할 수 있다. 단위(unit)는 특정 기능을 갖
는 실과 건물을 뜻한다. 연결(link)는 서로 다른 공간과 사물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여러 기능과 
공간 질을 갖는다. 물리적인 연결과 내재적 연결 등이 있다.”(Maki Fumihiko, Ohtaka 
Masato,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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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유아 재활원 평면

 마키 후미히코는 전통적 마을에 근원을 두고 있는 군조형을 힐사이드 테라스
(Hillside Terrace)에서 구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는 '성장하는 요소들의 집합
적 형태'라기보다는 계획된 마스터 플랜의 지속적 구현에 가까워 보인다. 무엇보
다 군조형으로 나타내고 싶었던 형태로 보여지는 정체성,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
은 공간의 제약으로 찾기 어려워졌다. 마키 후미히코가 구현하고자 했던 군조형
의 특징은 오히려 현  건축가 후지모토 소우(Fujimoto Sou)의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후지모토 소우는 단위 건축을 조합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만드는 설계방법을 
즐겨 사용하는데, 구성과 형태가 군조형의 원리에 가깝다. 그가 설계한 유아 재
활원(Children's Centre for Psychiatric Rehabilitation), 집 이전의 집(House 
before House), 리터 타워(Richter Tower)는 단위 요소들의 집합적 형태를 갖
고 있다. 이 건축물은 중심 공간, 네거티브 스페이스, 단위 건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기능과 관계가 명료하게 나뉘지 않는다. 후지모토 소우는 각 건축
적 요소의 스케일을 줄이고 이들 간의 물리적 거리를 최소한으로 좁히는 것을 
구성 방법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투명성과 가벼움이라는 건축 효과를 더한다. 이
러한 과정에서 집합을 이루는 건축적 요소들은 기능적 연결이 아니라 모호한 경
계 속에서 연결된다. 그리고 요소들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공간, 기능적으
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읽힌다. 또한 단순한 단위 건축과 공간을 갖는데 그 
사이의 연결은 완충공간을 통해 기능적 부족함을 만회한다. 후지모토 소우의 작
품은 군조형의 모태가 되는 마을
이 갖고 있는 공간적 성격과 기능
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측면에서도 
닮았다. 그렇기에 그의 작품을 현

적 군조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 적 군조형이 갖는 단위 건축
의 긴 한 관계 속 집합, 그리고 
단위 건축 사이의 모호함을 갖고 
있지만, 물리적 환경이 공간적으로 
전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후지
모토 소우의 건축은 공간적으로 
연속되어 있고 기능들의 연결되어 
있기에 사람들이 다양하고 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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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완결적 구성과 단위건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전
체 구성이 닫혀 있어 공간과 행위가 건물 내부에 한정된다. 완결적인 환경은 사
람들로 하여금 있는 그 로 이용하도록, 기능적으로만 사용하게 하여 적극적인 
전용을 어렵게 한다. 

마을을 닮고자 한 군조형은 인간의 행위를 형태로 나타내려는 노력에서 시작하
였으나, 건축적 요소와 전체적 구성 뿐 아니라 각 요소들이 유연하지 못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활과 사회와 관계 맺지 못하고 전용의 가능성은 제한된다. 
완결적 환경은 건축가나 개발자가 만든 아름다움은 가질 수 있으나 일상에서 만
들어지는 다채롭고 소소한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는다.

건축가들이 디자인한 집합 건축은 유형 I, II의 모습을 따르고 있다. 디자
인 된 집합 형태의 건축은 형태와 그 속에 놓이는 사회가 어긋나 있고, 그 속의 
사람들은 환경과 동떨어져 있다. 이러한 모순은 마을의 물리적 환경이 거주자의 
일상과 접하게 연결되고, 그 형태가 사회의 구조와 닮아 있으며, 사람들이 환
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용'하여 일상의 부분으로 만든다는 관점을 놓친 
것에 기인한다. 집합적 형태와 구성이 담고 있어야 할 사회와 생활이라는 본질
을 구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형태적으로 집합을 만들면 본질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에서 만들어진 것이 유형 I, II의 집합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상황과 환경, 도구, 사고, 생활방식 등 
모든 면에서 마을의 사람들과 다르다. 현 인은 마을 거주민들과는 다른 상황에
서 다른 방식으로 환경을 전용하며 살아간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재료
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 새로운 일상과 환경으
로 인해 오늘날의 ‘마을’의 형성은 형태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현 인의 생활
과 사회에서 출발한 새로운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집합적 
건축은 분명 지금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일상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 85 -

[그림 4-8] 남미의 집합주택단지

4.1.2. 사회적 구성과 유연한 단위의 집합

건축 형태와 사회의 구조가 접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건축 형태와 일
치하는 특정한 사회적 관계를 갖는 공동체만이 이용할 수 있거나, 건축을 이용
하고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건축을 변화, 변형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집합의 유형 I, II는 전자의 관점으로, 건축 형태가 공
동체의 성격이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기 에서 설계되었다. 하지만 건축의 
영향력에 한 맹신은 결과적으로 형태와 사회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떨어져버
리는 오늘날의 도시 모습을 만들어냈다. 

근 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집합적 형태의 건축, “주택이나 아파트를 조형적
으로 또는 미적으로 배치하는 개념을 지닌 집합 주택 계획(plan masse)은 유동
성이 심한 우리 문명에는 적합치 않다. 집합 주택 계획은 매우 예민한 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정적이며 유동성이 없고 경직된 형태 – 일시
적인 미적 측면에 기반을 둔 최적의 형태 – 로 귀착되고 만다. 집합 주택 계획 
개념은 정적인 것이며 그 형태는 폐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미리 결정
되어 있는 응결된 형태를 창출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처할 수 있는 적응
성을 갖지 못한다.”91)  

집합적 건축은 ‘똑같은 것을 
똑같이 반복되어 형성되는 건
축이 아니다. 집합적 건축은, 
알도 반 아이크의 표현을 빌리
면,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이 하
나의 주제아래 이를 변환, 다양
화하는 식으로 반복, 전개되어 
만들어지는 건축이다.92) 같은 
부분의 같은 반복으로 형성되
는 표적인 건물군인 레비타
운(Levittown)과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단지는 집합적 건축이
라 볼 수 없다. 또한 단위 건축

91) Shadrach Woods, 1960(Alison Smithson, Ibid., p.112, 1994에서 재인용)
92) A. Luchinger, 구조주의 건축과 도시계획, p.71, 최종현 역, 세진사, 1992(송하엽, Ibid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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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서로 다른 정체성을 보유한 채 전체를 구성해야 하기에 매트빌딩
(mat-building) 역시 집합적 건축이라고 보기 어렵다. 매트 빌딩은 "익명적 집합
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거기서 기능들은 조직(fabric)을 
풍성하게 한다. 그리고 개개인은 성장, 축소,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 연합의 긴
한 니트(knit)패턴, 상호연결에 기초한 섞여진(shuffled) 질서를 통해서 행동의 
자유를 획득"하는 건물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93) 더불어 매트 빌딩
은 개인의 자유를 최 한 보장하면서도 전체를 통합하는 질서를 부여하는 조직
을 만들려고 한다는 점에서 모순을 안고 있다.94) 매트 빌딩은 부분과 전체의 관
계에서 서로 연관성이 없는 다른 주제에서 형성되고, 결국 다른 정체성을 갖는
다. 

근 에 평균적 사람(average man)의 집단으로 인식되어온 중은 오늘날 
개인으로 흩어졌다. 그리고는 다양성을 지닌 개인의 집합으로 인식되던 사회는 
점차 새로운 관계의 공동체의 관계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새롭게 생겨난 공동체
는 공간적 경계나 물리적 한계, 생산, 경제 등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롭다. 오늘날
의 공동체는 관심사와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모두가 평등한 네트워
크 속에 있기에 형성과 소멸이 빈번하다. 사적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공동체는 
종종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 때 적합한 공간은 집합으로 이루어진 공간 속에 
존재한다. 오늘날에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고 이전과 다른 공과 사의 개념이 
자리잡고 있다. 새로운 집합적 공간은 새로운 공동체와 개인의 필요에 의해 나
타나고, 공과 사의 성격이 함께 나타난다. 집합적 건축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공간은 개인적으로 이해되고 전용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에게 꼭 접합한 개개환경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항상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진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물을 만듦으로서 개인적 해
석을 위한 가능성을 창조하도록 해야 한다."95) 

집합적 건축은 보다 공적인 공간과 보다 사적인 공간의 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
다. 그 원형으로 살펴보았던 히드라 마을의 공간들도, 헤르만 헤르츠베르그가 이
야기 한 것처럼, 온전히 완결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공적인 것도 아

93) Sarkis Hashim Ed, Le Corbusier Venice Hospital(Case Series), Prestel, Smithson 
Alison, 'How to Recognize and Read Mat-Building', p.122, 2002(한서영, 팀 템의 매트 빌
딩의 조직, 개념, 한계에 관한 연구, 한건축학회, 통권 304호, 2014에서 재인용)

94) 한서영, Ibid.
95) 헤르만 헤르츠베르그, 다의적공간, 1963(송하엽, Ibid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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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사적인 것도 아닌, 그 반 의 개념, 즉 공적이기도 하고 사적이기도 한 것
이다.”96) 오늘날의 사회 구조와 닮아 있는 집합적 건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유연한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유형 I, II가 사회를 형태와 
연결하지 못한 것도 완결된 형태, 모든 것이 충족된 형태 속에서 있었기 때문으
로 추측할 수 있다. 유연한 단위의 집합은 사회와 긴 하게 연결 될 수 있을 것
이고, 이는 전용의 가능성을 내재하는 건축을 만들어 낼 것이다. 전용의 가능성
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집합적 건축은 현 인의 일상 속에서 거주가 가능한 건
축 유형이다. 전용은 일상의 물질로의 개입이고, 생활과 환경을 결부시키는 행위
이다. 다름과 무관심으로 흩어져버린 살과 돌, 즉 현  일상과 도시에서,97) 전용
은 개인과 공동체의 표현이며, 실존의 증거인 동시에 거주함이다. 

집합적 건축은 현  도시 속에서도 존재한다. 그 표적인 사례가 빈민촌
으로 이는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한 집합적 건축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현
적 상황에 적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위치한 토레 데이
비드(Torre David)이다. 토레 데이비드는 우연적 조우를 전용의 가능성으로 갖
는 집합적 건축의 세 번째 유형으로, 그 형성 과정과 방법에 해 분석한다. 또
한 의도된 디자인 프로젝트 속에서 집합적 건축으로 변화한 칠레의 엘레멘탈 프
로젝트(Elemental Project)도 현 적 집합적 건축이다. 엘레멘탈 프로젝트는 정
체성의 표현을 전용의 가능성으로 갖는 네 번째 유형으로, 프로젝트의 진행과 
이후 형성과정을 살핀다. 이들의 형성과 전용되는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전용을 
통해 생활과 환경을 결부시키고 오늘날의 도시 풍경을 만들어 갈 건축의 유형과 
특징을 아는 단서가 될 수 있다. 

96) Manuel de Sola-Morales, On Collective Spaces(Tom Avermaete 외, Ibid, p.60 에서 
재인용)

97) Richard Sennett, Ibid., p. 37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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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토레 데이비드

4.2. 분할로 형성되는 집합적 건축
  집합적 건축의 세 번째 유형의 특

징과 형성 방법은 토레 데이비드를 분석하
여 유추한다. 토레 데이비드는 남아메리카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Caracas)에 
있는 초고층 건물에 형성되었다. 이 마천
루는 도시의 정치 • 경제의 중심지역에 있
으며, 커튼월과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진 단
일 건축물이다. 건축가인 엔리께 고메즈
(Enrique Gomes)의 말에 의하면, 1994년
에 토레 데이비드는 90%까지 건설된 상태
로 진행이 멈추었고, 불법거주자들에 의해 
점거되어 현 도시 속에서 불법점거민들의 
생활 터전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 것은 카라카스의 특수한 상황 때문
이다. 전 인구의 60%가 빈민가에 살고, 
이들이 도시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의 
40%가 넘는 도시의 상황과 사회의 공공재 
우선 정책이 맞물렸기에 지금까지 불법점거가 허가되고 있다. 2007년 이후 토레 
데이비드에 거주자의 수는 늘어서 2013년에 약 750가구, 3000명이 살고 있다.

  45층의 거 한 주건물 외에도 주차장, 아트리움과 같은 부속 건축물을 포함
하여 5개의 건물로 구성된 토레 데이비드에는 주건물과 아트리움에 걸쳐서 사람
들이 거주하고 있다. 지금은 단순한 불법거주자들의 집단 점거된 슬럼이 아니라, 
자체적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규칙과 절차, 관료를 가지고 있는 ‘사회’가 형성되
어있다. 뿐만 아니라 고유의 이동 시스템과 수도, 전기와 같은 사회기반시설, 운
영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상점, 미용실, 수선소, 문구점 등의 시설들이 있는 ‘마
을’이다.

단일 건축물이었던 토레 데이비드는 현재 내부의 수많은 집들이 있고, 그들이 
모여 하나의 도시와 같은 건축을 이룬다. 토레 데이비드를 단위 건축물들과 이
들이 모여있는 것이 사람들의 생활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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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균질한 거대 구조물

날에 유효한 집합적 건축 유형의 특징을 알아보고 형성되는 방법과 과정에 한 
단서를 얻기 위함이다.

4.2.1. 거대 구조물 속 집합과 선택적 공동체
(1) 현대적 건조환경

토레 데이비드는 초고층 빌딩이라는 현  도시 특유의 거  구조물 속에 
존재하는 빈민촌이다. 이는 오늘날 도시가 갖고 있는 거  건조환경을 거주할 
수 있는 지로 생각하고 수직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경우로, 비, 바람, 
위생과 같은 외부 저항요소들을 거  건조환경이 막아준다. 오늘날 도시에서 흔
하게 볼 수 있는 건조환경은 균일함과 자연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한다. 토레 
데이비드는 현 에 새롭게 등장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집합적 건축이라 할 수 
있다. 빈민촌이지만 이 집합적 건축의 내부는 깨끗하고, 세 마다 정돈된 공간을 
가지고 있다. 

건조환경이라는 인공적 지는 거주자들에게 비와 바람, 추위와 더위를 막아야 
하는 문제보다 자신들의 공간 형성에 더 무게를 두게 만들었다. 확고한 천장과 
바닥이 있기 때문에 거주자들은 단위 건축을 만드는 방법과 내부의 구성, 분위
기에 신경을 쓴다. 거주자의 상황과 취향에 따라 만들어지는 단위 건축은 도시
의 재료들, 즉 버려진 공사 콘크리트 보강 철근, PVC 파이프 등의 부재나 텐트, 
천과 같은 기성품을 재료로 한다. 단위 건축이 만들어질 때 값싼 벽돌이나 주워
온 것들을 통해 벽을 세우고, 내장재를 사용하고, 창을 내고, 타일을 바르거나 
양탄자를 깐다. 또한 외부를 향
하는 벽은 취향과 경제성을 고
려하여 붉은 벽돌이고, 내부의 
벽은 콘크리트 블록이거나 가구
를 사용해서 만든다. 거주자들
은 도시의 재료들을 이용해 자
신의 손으로 짓는데, 재료의 즉
흥적 조합과 수작업을 통한 제
작으로 거주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상황과 재료가 조금 다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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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와 환경을 변화하는 모습은 브리꼴라주와 유사하다.98) 거주자들이 직접 참
여하여 만들어진 단위 건축은 모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면적이나, 그
들이 구할 수 있는 재료, 공간 구성의 측면에서 공통된 요소가 존재한다. 다르지
만 닮은 단위 건축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고, 토레 데이비드는 하나의 완벽한 브
리꼴라주가 된다. 

(2) 선택적 공동체

근  이후 마천루의 수직적 공간분포와 이들 사이의 교류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도시와 사회가 갖고 있는 단절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토레 데이비드에서는 모든 공간은 연속적 구성하고 있으며, 그럴 수 있
는 가장 큰 이유는 거주자들이 직접 만든 단위 건축의 집합으로 형성되었기 때
문이다. 토레 데이비드를 이루는 부분들은 불완전하다. 거주자들이 바닥과 벽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이 단위 건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위 건축의 형
성 과정에서 개인과 가족의 상황, 공동체와의 관계가 반영된다. 또한 제한된 공
간을 나누어 사용하기에 단위 건축은 기능적으로, 공간적으로 서로 의존하게 된
다.

단위 건축을 구성하는 건축 요소들의 다양한 재료들과 구축 방식은 가족들의 
생계활동과 상황, 그리고 구성원과 관계 맺는다. 단위 건축을 감싸는 벽은 보호
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관계를 반영하는 형태 요소이다. 어떤 가족은 콘크
리트 벽돌을 쌓아서 벽을 만들며, 가구를 사용해 벽을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다
른 집은 빨래나 종이를 이용해 칸막이로 집을 구성하며, 텐트를 사용해 침실을 
만들기도 한다. 다양한 재료들로 구성된 벽은 주어진 단위 건축의 면적을 더 작
은 실들로 나눈다. 단위들의 구성을 보면 주방, 거실, 침실, 그리고 화장실까지 
들어있어 잘 계획된 하나의 집을 보는 듯하지만, 실제 면적은 50㎡내외이다. 또
한 콘크리트로 된 기존의 천장과 바닥을 그 로 사용하는 단위도 있지만, 일부

98)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는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현실 이면의 신화를 설
명하기 위해 브리콜라주(bricolage)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브리꼴라주는 주변의 사물을 상으
로하여 상황에 맞게 이들을 즉흥적으로 조합, 변형,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계획을 세우
고 예상한 상황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기에 후위적
(arrière-garde) 행위이다. 브리꼴라주는 '브리콜레’(bricoler)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 이는 
우발적인 움직임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C. 레비-스트로스, 안정남 역, 야생의 사고, 한길사, 
1996(원저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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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토레 데이비드의 단위 건축의 내부 모습

는 새로운 천장을 만들고 바닥을 덮는다. 천장은 모든 집이 높이가 다르다. 층을 
반으로 나누어 침실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견고하지 않은 재료로라도 좁은 
면적의 집을 실들로 나누어 개인의 방을 갖는 것은 가족의 구성원들 간의 사적
인 공간을 요하기 때문이다. 그들 역시 현  일반적인 가족 구성원들이 갖고 있
는 자신만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 실들의 경계는 모호하다. 문으로 생
각되는 가림막, 천, 종이는 시야만 가릴 뿐, 빛과 소리, 냄새까지 모두가 통과한
다. 단위 건축 내에서 연속적인 공간은 토레 데이비드에 거주하는 가족들은 전
체의 공동체로 볼 때 하나의 개체로 생각되는 성격 때문이다. 또한 거실을 모든 
단위 건축에서 필수적으로 갖는 것은 가족의 생계활동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단위 건축이 형성되고 남은 공간들은 공공 공간으로 사용된다. 토레 데이비드
에서는 가게나 종교 시설이 공적인 역할을 하지만 단위 건축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들은 거주자들이 선택적으로 모여 만드는 공동체의 공간이 된다. 공공 공간
은 단위 건축과 연속적인 공간을 갖는다. 이 연속성은 단위 건축의 불완전함에
서 나온다. 단위 건축의 벽은 천장과 닿지 않는다. 천장까지 올라가 꽉 막기도 
하지만, 보통 벽이 1.5~2m 까지만 서 있다. 그들의 생활에서 벽은 소리를 막거
나 빛을 차단하는, 환경에 저항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단위 건축의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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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시설 앞 커뮤니티 형성

[그림 4-12] 텐트를 통한 단위 건축 형성

벽은 사적 영역의 표현이다.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가 곧 집의 소리이고, 옆집의 
소리, 떠드는 소리까지도 벽을 넘어 들어온다. 옆집의 텔레비전 불빛이 넘어오기
도 하고 내 집의 빛이 복도로 퍼져나가기도 한다. 높지 않은 벽으로 단위 건축
은 개방되어 있다. 복도와 옆 단위에서 나는 소리는 곧 자신의 집이 갖는 소리
이다.

벽을 만들면서 외부 혹은 내부의 
복도와 연결된 창을 내기도 한다. 
환기를 위해 커튼월의 유리를 뜯
어내고 천이나 벽돌로 일부를 막
아 창을 내기도 하고, 건물 안을 
향하는 벽에도 창문을 낸다. 엄
히 따지면 구멍인 창들은 거주자
의 키와 이동, 그리고 얼굴을 맞

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높이에서 
만들어졌다. 단위 건축은 연속성을 지향하고 그 속에서 공과 사는 공존한다. 

토레 데이비드에서 집합적 공간은 건물 내부의 시설과 이동 동선, 그리고 농구
코트로 생각할 수 있다. 시설과 이동 동선은 거주자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장소
들이다. 시설은 토레 데이비드를 하나의 도시로 생각하게 할 정도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존재한다. 상점은 식료품 상점과 생필품, 문구점까지 있다.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열려 있는 가게의 창으로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기도하고, 구경을 
하며, 물품을 사기도 한다. 그들의 간이 커뮤니티 공간과 다름없다. 

그 외에도 이발소, 옷을 수선
해 주는 곳 등이 건물 안에 있
다. 이발소는 도심의 미용사를 
고용하여 간헐적으로 열린다. 
옷을 수선해 주는 곳은 주인 
여성의 집 거실이 가게이다. 
토레 데이비드 안의 시설들은 
사람들과 가깝고, 주거 단위들
처럼 열려 있고 연속적이다. 
주거 단위와 시설이 일체화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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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토레 데이비드의 농구코트

거나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복도로 열려 있다. 이들은 
단위 사이를,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을,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엮어
서 착시키는 존재이다. 

시설과 함께 이동 동선 역시 집합적 공간으로, 공적이면서 사적이다. 토레 데이
비드 내에 이동 동선은 계단과 코어를 중심으로 한 순환 동선이 존재한다. 이들
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공동체 공간이다. 28층까지 집이 있기에 오르다 힘들면 
앉아서 쉬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여러 시설에도 들린다. 
그들의 일상에서 계단은 그저 수직적으로 오르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서로 교류하는 사회적 역할의 중심 공간이다. 거주자들은 이 공간에 색을 칠하
고 나무를 심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을 표현하고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만
들어간다. 

건물 전체에서 가장 공적인 속성이 강하고 사회적인 공간은 농구코트이다. 농
구코트는 지상층 로비에 위치하는데, 사람들이 이 장소를 꾸미고 가꾸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기둥에 페인트를 칠하고 여러 그림과 글로 장식을 하며, 주변
에 나무를 심는 등 정성을 많이 들인다. 농구를 하지 않을 때 코트는 공동체의 
행사 공간으로 쓰이고, 여러 활동, 집회를 하기도 한다. 농구를 할 때는 다른 지
역의 팀을 초청하여 토
레 데이비드의 팀과 경
기를 하는 등 공동체에
게 의미있는 공공 공간
이라 할 수 있다. 공동
체의 행위를 담을 수 
있는 중심적 공공 공간
이 있기에 그저 꽉 차
있는 슬럼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들 고유의 분
위기와 정체성을 갖는
다.

단위 건축이 모여있는 형태는 현 적 이동 수단과 기기들로 이루어진다. 주차
장 동을 통하여 16층까지는 이동하는 모터택시(motortaxi)가 단위 건축이 놓이
는 공간을 제한하고 그 내부 공간의 연속성을 부여해준다. 설비 시스템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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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토레 데이비드 내부 동선 

전체를 하나로 이어준다. 처음 거주자
들이 들어왔을 때 기반시설은 오・배수 
설비가 일부만 시공되었고, 전력과 수
도는 전혀 시공되지 않았다. 거주자 공
동체는 시설 팀을 만들어 16층과 22, 
28층에 주 수조를 설치하고, 각 집마다 
두 개씩 있는 500ℓ물탱크를 만들었
다. 또한 전력 시설도 설치하였는데, 
전력 관리 기관과 계약 후 사용하게 
되었는데, 수도 펌프와 난간 없는 계단
의 조명 때문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설
비 시스템은 현  도시의 환경에 응
하기 위한 것으로 단위 건축은 이를 
위해 모여서 존재한다. 

토레 데이비드는 단위 건축과 공공 공간에서 가족과 개인, 공과 사의 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토레 데이비드의 각각의 유닛은 모두 다르고 불완전하다. 하지만 
이들이 모여있기에 마을같은 전체를 이룬다. 토레 데이비드는 같은 하나의 주제 
아래 닮았지만 조금씩 다르게, 반복적으로 확장하는 집합적 건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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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전용되고 있는 단위

4.2.2. 우연적 조우와 집합적 건축의 전용
토레 데이비드 속에는 서로 

상 적인 공간과 행위, 가치들이 
공존하며 그들 사이에는 사이 영
역이 형성된다. 가족과 개인, 공과 
사가 만드는 사이 영역은 거주자
의 일상에서 전용이 활발하게 일
어나는 공간이다. 공과 사의 공존
은 보다 공적인 공간과 보다 사적
인 공간의 사이 영역을 전용한다. 
단위 건축에서 거주자는 일부를 공적으로 사용한다. 옷을 수선하는 아주머니는 
자신의 거실이 작업장이자 가게이며, 집의 거실이다. 공간의 공적, 사적인 성격
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시간에 따라 사람들이 출입이 결정된다. 형태와 완결
성에서 보았듯이 이미 형성될 때부터 거주자의 집은 온전히 본인의 사적인 영역
이 아니다. 토레 데이비드에서 단위 건축은 그들의 공동체 속에 존재하고 조금
씩은 누구에게나 관심의 상이 되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단위 건축에 의해 형성되는 사이의 공간은 비어있다면 사람들의 모임이 생기는 
장소가 되고, 그들에 의해 전용된다. 공동체의 요구가 있을 때는 벽을 부수거나 
쌓는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계단실, 단위 사이의 공간, 복도의 귀퉁
이, 옥상 등 어디든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변화한다. 집합적 공
간도 공동체들의 사회적 공간이 된다. 이들은 그 곳에서 자신들만의 활동을 한
다. 농구 게임, 종교 집회, 친목회, 청소, 담소 등의 활동은 사적이면서도 공적이
다. 

집합적 건축 속 가족과 개인, 공과 사의 관계는 단위 건축과 공공 공간에서 사
이 영역을 만든다. 사이 영역에서는 알도 반 아이크가 말한 것처럼 ‘인간이 공간
을 옮겨 다니면서 경험하는 우연한 조우’가 극적으로 일어난다. 우연적 조우는 
개인과 공동체가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게 하고, 전용의 가능성을 제공한
다. 토레 데이비드에서 나타나는 형태와 사회의 친 함은 전용의 가능성을 내재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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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공간의 분할과 밀도의 증가
토레 데이비드는 우연적 조우를 통해 전용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집합적 

건축이다. 이 수직적 빈민촌의 형성은 ‘분할’(segmentation)을 통해 이루어진다. 
분할은 생물학 용어로, 발생 단계에서 세포 전체의 부분이 평등한 상태에서 나
누어져 나중에는 다른 형태와 기능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의미한다. 단일 세포인 
수정란이 발생 초기에 다른 세포들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작은 세포들로 나누
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분할로 나누어진 세포들은 ‘자립화’를 수반하는데, 이는 
세포의 상 적 위치와 동시에 내부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만, 다른 세포나 영양
에 의존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립적으로 분화함을 뜻한다. 토레 데이비
드의 평면을 보면 제한된 건조환경 속에서 단위 건축으로 분할되고, 단위 건축 
속에서 더 작은 실 단위로 다시 분할된 형성 흔적이 나타난다. 분할로 형성된 
단위 건축은 주변의 영향을 받지만 거주자들에 의해 자립적으로 만들어지고, 고
유의 성격을 갖는다.

[그림 4-17] 수정란의 발생 단계에서의 분할

초고층 건물의 평면은 똑같은 부분들이 규칙적으로 나열되어 만들어내는 전체
를 구성한다. 반면 토레 데이비드는 전체 공간이 작은 부분으로, 작은 부분이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초고층 건물은 기능적으로 조직되어 정확하고 수치의 
균일한 도를 갖는다. 하지만 토레 데이비드는 계속해서 단위 건축이, 또 그 내
부의 실들이 분할해나간다. 

공간의 분할은 도를 높이는 형성 방법이다. 분할이 많이 일어날수록 공간은 
더 많은 경계를 갖고 사이 영역은 넓어진다. 제한된 건조환경에서 사람의 생활
에 필요한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능들의 관계와 조합이 필요하다. 
분할은 공간과 기능의 수를 늘리고 그들의 관계 속에서 사회 관계와 기능을 충
족시키는 방법이다. 집합적 공간의 늘어난 경계 속에 건축이 갖는 사이 영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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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One Raffles Quay의 평면

(http://www.orq.com.sg/)

넓어지고, 사람들의 생활에서 우연
적 조우는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난
다. 그 속에서 거주자는 마주하는 
상황에서 전용을 통해 응한다.

분할로 나누어진 단위 건축과 공
간들은 집합을 형성하고 집합적 건
축을 형성하는 과정은 하나의 생물
체가 형성되는 과정과 닮았다. 마
치 수정란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세포들로 나뉘어 하나의 개체
를 형성하듯이, 그 과정에서 각각
의 개체가 독립적인 성격을 발현하면서 서로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듯
이, 제한된 건조환경은 개인과 선택적 공동체의 전용에 의해 집합적 건축이 된
다.

사회가 전용을 건조환경을 전용하여 만들어진 이루어진 토레 데이비드는 계속
해서 전용된다. 분할로 인해 사이 영역이 넓어지면서 우연적 조우는 더 많이, 자
주 일어난다. 그렇기에 전용의 가능성은 점점 더 많아진다. 토레 데이비드는 거
주자들과 떨어질 수 없는 풍경을 만든다. 그들의 생활이 변화하면 외형과 내부
의 공간도 변화할 것이고, 다르게 전용된 환경들로 인해 전혀 다른 건물이 될 
것이다. 이것이 분할로 형성된 건축이 갖는 힘이고, 사람과 환경이 도를 통해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이다. 또한 오늘날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만들어내는 
풍경이며, 살아있는 건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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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분화로 형성되는 집합적 건축
칠레에서 진행되고 있는 엘레멘탈 프로젝트(Elemental Project)는 계획적

으로 진행된 주거단지 개발 프로젝트다. 이는 빈민촌의 위생과 치안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그들에게 저가형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시작되었
다.

엘레멘탈 프로젝트는 집합주택을 하는 두 가지의 새로운 관점에서 계획되었
는데, 하나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작은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만큼의 집을 지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집은 시공비 때문
에 좁고 질이 나쁜 주택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엘레멘탈 프로젝트에서는 넓은 

지를 제공해주되, 거주자가 돈이 있는 만큼만 집을 제공한다. 집이 지어지지 
않은 비어있는 공간은 나중에 거주자의 상황이 나아지면 자신들이 원하는 집을 
짓고 살라는 의도이다. 두 번째 태도는 기존의 주택 단지, 공동 주거에 한 반
발이다. 전세계의 주택단지들은 공통적으로 고층 또는 고 을 기본으로 하였으
며, 완성된 상태로 제공되어 물리적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엘레멘탈 프
로젝트는 저층에 낮은 도를 갖고, 시간과 거주자의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변
화할 수 있는 주택 단지이다.

[그림 4-19] 엘레멘탈 프로젝트의 두 가지 기본 개념

시간이 지날수록 디자인 된 집합 주택단지 임에도 불구하고 엘레멘탈 프로젝트
로 지어진 건축은 거주자들에 의해 환경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 단순한 집합 형
태 건축에서 집합적 건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는 전용이 개입되어 있다.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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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은 거주자의 정체성을 발현을 가능하
게 해주었고, 이를 통해 집합적 건축의 네 번째 유형의 성격을 갖게 된다.

4.3.1. 불완전한 단위와 개인의 집합
(1) 미완성 주거단지

도시의 주거와 빈민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엘레멘탈 프로젝트는 
집의 절반이 없는, 균질한 건조환경으로 이루어진 저가형 주택단지의 건설을 초
기 목적으로 한다. 프로젝트의 특징은 미완성 주거단지를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미완성인 점을 제외하고는, 균질한 건조환경과 집합적 구성, 공용공간 
제공과 같은 전체 성격은 오늘날 주택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는 의
도된 미완성이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나머지 절반은 거주자가 본인의 상황과 취
향, 의도에 맞도록 짓도록 설계되었다.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이러한 내용을 예비 
거주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켰으며, 그들로 하여금 직접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
도했다. 

[그림 4-20] 엘레멘탈 프로젝트의 가이드라인

프로젝트에서 제공한 건축은 최소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벽과 창, 바닥, 천장, 
그리고 계단만으로 구성된 단위 건축은 40㎡내외의 면적을 갖고 있다. 지어지다 
멈춘듯한 미완성 주거단지는 단위 건축이 공터나 가로와 같은 공공공간을 둘러
싼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 공사가 끝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거주자들이 만든 집합 단지는 설계자가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전혀 다르고, 각각의 집이 모두 다른 특성을 갖는 주택을 
형성하였다. 단위 건축이 모여서 만드는 모습은 량생산된 주택단지가 아니라 
거주자들만의 마을이었다. 거주자들은 어떠한 공동체를 형성해서도 아니고,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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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거주자에 의한 개별적 구축

이나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도 아닌, 자신들의 손으로 집을 구축했다. 이 과정에
서 자신들의 생활이 묻어났고, 정체성이 건물로 발현되었다.

[그림 4-21] 초기 단지 모습(左)과 3년 뒤 모습(右)

(2) 개인의 집합

엘레멘탈 프로젝트에서 집합 형태의 주택단지가 거주자에 의해서 집합적 
건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위의 개별성이 극 화 되었다
는 것이다. 불완전한 건조환경을 제공해 준 것은 그들에게 천장과 바닥을 제공
해 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자연의 영향을 피할 수 있고, 생활 할 수 있는 최
소의 요건을 디자인으로 제공해 준 것이 프로젝트의 전부이다. 하지만 최소의 
요구가 충족된 후, 거주자들은 구축을 통해 자신들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면서 균질한 건조환경 속에서 거주하게 된다. 

거주자의 정체성이 단위 건축에서 드
러나는 것은 공간의 구성과 형태가 가
족의 상황, 성격과 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위 건축에는 두 가족
이 함께 산다. 지상층에 한 가족이 살
고, 2층과 3층에 다른 가족이 사는데, 
이들의 공간 구성은 단순하다. 진입층에
는 현관-거실-부엌-침실로 이어지는 공
간 구성을 하고 있고, 3층의 경우에는 
계단을 중심으로 실들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내부 구성은 거주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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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집합적 공간의 변화

[그림 4-23] 거주자에 의해 구축된 단위 건축 평면

라 크게 다르고, 이는 
가족의 구성원 숫자와 
연령 에 따라 달라진
다. 구성원 숫자에 따
라 실의 개수가 정해
지고 구성이 변화한다. 
또한 거주자의 취향과 
연령 에 따라 정원이
나 옥상과 같은 여분
의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건축 요소는 가
족의 경제적 상황과 
그들의 개인적인 취향이 나타난다. 창의 위치와 형태, 벽의 색과 재료는 그들이 
자신의 집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적극적인 표현 방법이고, 자신들의 기술과 능력
을 기반으로 하기에 가족의 성격이 드러난다.

  엘레멘탈 프로젝트에서는 공공 
공간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는 
주변의 건물이 물러서 있는 공간과 
달리, 단위 건축이 적극적으로 개
입해서 형성되는 공간이다. 거주자
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나타난 단위 
건축의 거리가 가깝기에 공공 공간
은 자연스레 이들에 의해 규정된
다.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으로 높
은 도는, 기능적 연결을 최소화
하고 마치 사람이 얼굴을 맞 고 
모여있는 듯한 단지를 만든다. 가
깝게 놓인 단위 건축은 최소의 네
거티브 스페이스를 갖는다. 이는 
현 적 군조형에서도 나타나는 수
법으로, 앞마당을 건물들의 만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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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이자 완벽한 집합적 공간으로 만든다. 이렇게 마주한 건물은 사회 속에서 
서로 다른 건물의 정체성, 거주자의 정체성을 함께 나누게 된다. 인간이 만드는 
사회와 같은 모습을 건축이 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를 구성하는 단위 건축의 접함은 공과 사를 직접적으로 만나게 한다. 
중간에 완충 공간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는 거주자들은 단위에서 모자란 기능
과 공간을 마당에서 충족한다. 이는 집합적 공간이 공과 사의 공존뿐만 아니라 
유연함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엘레멘탈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집합적 건축은 개인의 집합으로 형성된 것이다. 

4.3.2. 정체성의 발현과 집합적 건축의 전용
엘레멘탈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살면서 주택단지를 집합적 건축의 모습으

로 바꾸어 놓는 과정에서 디자인된 건축의 전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안된 단
지 계획과 사람들의 생활은 어떠한 현  건축보다 가변적이고 유연한 모습을 보
인다. 

집합을 이루는 단위 건축은 각각의 개성이 뚜렷하다. 거주자들은 단순에 자신
의 집을 인식할 수 있고, 그들의 정체성이 건축으로 발현된다. 거주자의 정체성
이 드러난 단위 건축들은 단지를 구성함에 있어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최소화하
는 계획에 의해 강제적으로 다른 단위 건축과 마주하고 부 낀다. 이는 서로 다
른 성격과 기능, 형태를 가진 단위 건축들이 서로 영향을 주도록 유도한다. 단위 
건축은 서로 얼굴을 맞 고 공공 공간을 둘러싼다. 공적인 공간은 더 이상 공적
이 될 수 없다. 사람들은 놀고, 먹으며, 주차하고, 빨래는 사적인 행위를 통해 
공공 공간을 전용한다. 사적인 영역도 마찬가지다. 자연스레 건물과 거주자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를 만들며, 전체가 하나의 마을로 인식된다. 

정체성이 발현된 단위 건축과 이들이 둘러싼 공공 공간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새로운 상황과 환경을 제공한다. 전용의 가능성이 있는 단위 건축은 이에 반응
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다. 개인들 간의, 단위 건축 
간의 끊임없는 영향은 단지 전체를 지속적으로 전용하게 만든다. 단위 건축에서 
단지 전체까지 전용된, 또한 전용의 가능성을 내재한 집합적 건축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게 한다. 그들이 거주한다는 것은 마을의 풍경을 통해 나타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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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엘레멘탈 프로젝트 단지 정경

들의 집들은 일상은 풍경이 된다. 사람
들의 모습도 건축의 요소가 되어 하나
로 보인다. 모든 건축이 사는 사람들의 
손을 거친다. 단위 건축의 벽을 이루는 
나무와 창은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파
이프는 전용되어 난간이 되고, 장식이 
되며 건축물의 어딘가에 놓인다. 전용
을 통해 사람들은 환경과 가까워져 하
나의 정경을 이룬다.

  부분이 모여 전체를 이루는 집합적 
건축에서는 두가지 정체성이 발현된다. 
하나는 단위 건축에서 발현되는 개인
의 정체성이고, 다른 하나는 집합 전체
에서 발현되는 정체성이다. 엘레멘탈 
프로젝트는 개인의 정체성을 극적으로 
표출함과 동시에 이를 모으는 계획을 
통해 점차 변화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서로에 
영향을 받고 이는 전용으로 이어진다. 전용의 가능성을 가진 집합적 건축은 지
속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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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단위의 분화와 다원적 구성
엘레멘탈 프로젝트는 구축에 의해 형성된 단위 건축의 집합이다. 이 집합

적 건축은 단위 건축을 통해 거주자의 정체성이 발현되고, 서로 다른 단위 건축
의 공존은 전체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두 정체성의 발현은 거주자들이 더 많은 
상황과 환경에 노출되게 하고, 집합적 건축은 그들에게 전용의 장을 제공한다. 

미완성 주거단지가 집합적 건축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생물학의 ‘분화’(differ-
entiation)과 닮았다. 분화는 세포가 분열 증식하고 성장하는 동안에 고유의 구
조와 기능을 갖게 되는 현상이다. 분화는 같은 원형 세포에서 시작하여 증식을 
통해 늘어난 세포들이 서로 다른 기능과 구조를 갖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형태와 기능이 다를지라도 계(系)를 형성하여 조직이나 기관을 이
룬다. 엘레멘탈 프로젝트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주어진 단위 건축에서부터 연
결되어 새로운 단위 건축이 만들어진다. 분화한 단위 건축은 거주자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고유의 구조와 기능을 갖게 되며, 이들은 모여서 단지의 고유의 정
체성을 만든다. 또한 거주들과 구축된 단위 건축의 성격에 따라 이들이 모여 있
는 공공 공간의 성격이 결정된다. 

  

단위 건축의 분화는 집합적 건축이 다원적인 요소로 구성되도록 만드는 
형성방법이다. 분화를 통해 단위 건축은 개인의 정체성을 발현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집합적 형태를 통해 서로 마주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 있
는 것을 넘어서 개인들의 공존을 일깨운다. 서로 다른 개인들의 집합은 서로의 
정체성을 비교, 조되게 만든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함께 살고 있음과 관계 속
의 부 낌을 느끼게 되며 이는 지속적인 단위 건축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또
한 그들이 모여 있는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며 집합적 건축이 지속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다.

분할과 같이, 분화를 통해 집합적 건축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생물체의 형성 과
정과 닮았다. 생명체의 기관이 발생할 때 어떤 세포로든 분화할 수 있는 원형 
세포가 증식하여 고유의 구조와 성격을 갖게 되고, 이들이 모여 하나의 특정한 
성격을 띄게 되는 것이 분화이다. 분화를 통한 생명체의 발생처럼, 엘레멘탈 프
로젝트의 집합적 건축도 단위 건축이 거주자의 손에 의해 새롭게 구축되고, 형
성된 개별적 단위 건축들이 전체의 성격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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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를 통해 형성된 집합적 건축은 지속적으로 전용된다. 고정된 형태를 갖기
보다는 거주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공간이 전용된다. 단위 건축으로 
발현되는 개인의 정체성은 모여서 전체의 정체성을 만들고, 단위 건축과 공공 
공간이 전용됨에 따라 그 정체성은 변화할 가능성을 갖는다. 거주자의 구축에 
의해 형성된 집합적 건축은 현 인이 갖는 정체성 발현에 적합하며, 전용을 통
해 그들의 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갖는다.

[그림 4-26] 단지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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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The body is not made up of just one part. It has many parts. 
Suppose the foot says, “I am not a hand. So I don’t belong to 
the body.” It is still part of the body. And suppose the ear says, 
“I am not an eye. So I don’t belong to the body.” It is still part 
of the body.

If the whole body were an eye, how could it hear? If the whole 
body were an ear, how could it smell? God has placed each part 
in the body just as he wanted it to be. If all the parts were the 
same, how could there be a body? As it is, there are many parts. 
But there is only one body.' 

Corinthians 12:14-20

집합적 건축은 부분이 전체를 만드는, 다양성을 갖는 도의 건축이다. 현
의 제한된 도시 공간과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에 응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집합적 건축의 분화와 분할은 다양성을 만들어
냄과 동시에 도를 높여, 공존과 충돌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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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사람들, 특히 정치가와 건축가들은 도의 건축을 거부한다. 그
들은 매끈하고 저항 없이 홀로 서 있는 작품으로의 건축이 도시를 채우기를 바
란다. 토레 데이비드가 2014년 7월 22일자로 더 이상 불법점거 될 수 없고 다시 
매끈한 경제특구의 초고층 건물(Centro Financiero Confinanzas)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뉴스가 이를 증명한다.
현 는 모두가 평등하고 네트워크 속에 존재한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저항 없이 

자본과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흐름에 순응하며, 다름과 타자의 저항을 거부한
다.99) 모두가 평등하면서 동시에 비교할 수 없기에 획일적인 점(node)가 된다. 

중은 해체되고, 개인으로 떨어져 나온 나와 당신은 서로를 건드리지 않는다. 
오늘날의 지배적인 건축은 그러한 태도를 그 로 닮았다.
현 인을 닮아가는 '건축'(혹은 현 인 중 '건축가')은 다른 건축을 건드리지도, 

간섭 받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결국 '건축'은 그저 네트워크 위 하나의 점이 되
고, 전시의 상이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건축의 면적, 평면, 이미지가 제
공되고 "어떠한 비 도 없이 즉각적인 소비에 내맡겨진" 상품으로 전락한다. '건
축'은 전시 상으로서 사물화 된다. 이때 '건축' 속에서 편안히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100)

하지만 여전히 개인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건축은 모여 도시를 만든다. 
오늘날 도시가 서로 다른 건축이 함께 있음에도 단절된 이유는 무엇인가. 건축이 
기능적으로, 목적적으로 홀로 존재하고 완결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
이, 사회가 원했고 요구에 맞는 건축의 모습을 점차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그
러나 점차 빨라지는 속도는 지금 줄어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왜 건축물이 아니
라 ‘길’을 찾기 시작했는가. 왜 아파트에 살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마을을 
꿈꾸는가. 이 질문들은 ‘사람들은 왜 무저항 사회 속에서 부 끼고 불편함을 그
리워하는가?’라는 질문과 같다. 건축가는 이에 답해야 한다. 
우리의 일상에서 타자가 없고, 사람들과 직접적 관계를 피하며 충돌이 없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사람 사이에 부 낌과 저항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
본 이외의 가치를 얻는다. 그토록 찾고 싶었던 감정들을 얻고 사유하게 된다. 건

99) 한병철, 투명사회, p.14-15, 문학과 지성사, 2014
100) 이 표현은 한병철의 "과도한 전시의 결과로 모든 것이 "어떠한 비 도 없이 즉각적인 소비에 
내맡겨진" 상품으로 전락한다. ... 전시의 강제는 육체 자체의 소외로 이어진다. 육체는 최적화시
켜야 할 전시 상으로서 사물화 된다. 이때 육체 속에 편안히 거주Wohnen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육체를 전시하고 육체를 착취해야 한다. 전시는 곧 착취이다"(한병철, 투명사회, p.32-33, 
2014)에서 육체를 건축으로 바꾸어 쓴 것이다. 거주는 육체와 이를 둘러싼 의복, 건물에서도 이
루어진다.(김광현, 건축론연구 강의 중,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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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도 마찬가지다. 도시의 길, 광장, 다른 건물과 함께 있고 마주할 때 건축이 사
람들의 안식처이고 삶의 장면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오늘날 건축의 두 가지 입장은 서로 충돌하고 있다. 저항이 없이 홀로 서
있는 태도를 고수하며 자본을 따를 것인지, 자초하여 시끌벅적한 공존의 태도를 
갖고 자본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가치들을 추구할 것인지, 건축가들은 갈등한다. 
집합적 건축의 형성은 후자를 되찾아 올 수 있는 한가지의 방법이다.
집합적 건축은 전용이라는 일상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형성되는 시끄러운 건

축이다. 집합적 건축은 전용으로 사람을 물질에 개입하게 하고, 이는 기 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용되어 더 큰 가치를 갖는다. 집합적 건축 내 전용된 환경의 차
이와 공존은 나를 억지로 남과 마주하게 한다. 강제적으로 나를 남과 비교하고 
건축과 공간을 같이 쓰면서 불편하게 만든다. 하지만 거북함이 역력한 이 강제적 
조우는 장소를 만들고 사람들이 거주하게 한다. 건축, 동네, 도시에서 타자를 의
식할 때 다른 곳과 차별하여 ‘장소’를 만들고 지속되는 것들과 달리 인생이라는 
짧은 시간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오늘날의 집합적 건축은 전용으로 인간
의 가장 본질적인 표현 욕구를 채워준다. 사람과 물질을 더 가깝게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건축의 태도를 갖고 있다. 집합적 건축은 현 인의 일상을 거부하지 않
는다. 집합적 건축이 분할과 분화를 통해 형성됨을 밝히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 인의 삶과 꼭 맞아 떨어지는 건축이고,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과거와 현재의 
충돌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건축 유형이다. 무엇보다 사람의 일상이 담기는 건
축의 모습을 제시한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그 어느 시 라도, 사람이 사는 건축은 비어있지 않다. 
살아있는 건축은 침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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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reveal the formation of collec-
tive architecture from the point of view of Détournement. The form of 
collective architecture as the whole made up its parts has relation to 
social structure constructed by individuals and communities.
Since collective architecture is closely related to its environment and 

people's lives, researching the connection between everyday life and 
things is the first stage of understanding the formation of collective 
architecture. Analyzing human behavior and everyday life, 
Détournement is the key behavior strongly involved in the connection 
between everyday life and things. Investigation about architectural his-
tory shows that concept of Détournement which is offered by 
Situationist International has been extended to various architectural 
concept concerned about time and space by architects and theorists 
who want to implement the idea of Détournement in architectural 
construction. On the other hand, investigation of today's everyday life 
instruct that Détournement is occurred frequently in the way of Ur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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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ilation by contemporary people. 
Analyzing attempt to construct Détournement in architecture demon-

strates proposes that 'collective architecture' is the architectural type 
which has the could be the physical environment of Détournement. 
Furthermore, it suggests that collective architecture defined as the 
whole made up its parts, as the architectural form concerned social 
structure is one of the types which Détournement is inherent in. To be 
convinced of potential of collective architecture, relation between form 
and society with potential of Détournement is revealed by analyzing 
Hydra town in the Aegean Sea as the model of collective architecture. 
This analyze derives that random encounter and expression of identity 
are the main factors of Détournement which collective architecture 
posses. 
Collective architecture which has the possibility of Détournement is 

formed in two different ways which are 'differentiation' and 'segmenta-
tion' commonly used in Biology. These two method to build up collec-
tive architecture are draw in analyzing Torre David which is high-rised 
slum and Elemental project which is designed unfinished housing. 
Differentiation is to make another group unit in ascribed space and 
segmentation is to divide limited space into smaller spaces. These are 
different methods, but tend to raise density in collective architecture 
to overcome the restrictive environment in contemporary urban space 
and society. Moreover, highly densified collective architecture made 
with differentiation and segmentation induces Détournement which 
make closer relation between everyday life and things in these days.

key words : Collective Architecture, Détournement, Differentiation,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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