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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브리온 묘지를 통한 건축의 시적임에 관한 연구

서울 학교 학원 건축학과  박 선 
지도교수  김 광 현

본 연구는 건축이 전달하는 시적임의 의미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이 전
하는 이야기에 주목한다. 사람은 건물을 만들고 그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만 때로 건
물은 도구 그 이상이다. 그리고 어느 건물에서 시적임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이에 강한
동의를 구할 수 있다.

건축에서 시를 다루는 경우, 그 갈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시가 갖는 제
작물이란 어원의 측면에서 건물 역시 시로 보고 시의 제작 특성을 거울로 삼아 건물의
제작을 분석한다. 이 경우 만듦의 중심이 되는, 무한한 것을 유한한 것으로 만든다는
특징이 조명되며 시의 반향인 ‘시적임’보다 ‘시’ 자체가 주목된다. 다른 하나는 건물에서
느껴지는 ‘시적임’에 주목한 경우로, 이 경우는 정확하게 말하면 ‘시적인’ 감흥 보다는
시적인 ‘감흥’ 그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이 감흥에 관해선 알 수 없는 애매함,
신비로움으로 바라볼 뿐 그 감흥을 특징짓는 ‘시적인’에 관한 분석은 부족한 편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가의 제작, 건물, 거주자의 반응을 이어 시적인 감흥, 즉 ‘시적임’
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목적을 갖는다.

먼저, ‘시적이다’는 감흥의 시원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적이다’는 감흥은 사
물, 긴장, 나 자신에서 비롯한다. 우리는 無에서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 감흥은 사물
에서 시작한다. 이 감흥은 거주자이자 독자인 현재 나 자신에 속한 것으로 제작 단계에
서 예측 불가능하다. 긴장은 사물을 조명하기 위한 제작자의 장치이다. 긴장은 사물을
조명함으로써 감흥의 가능성을 풍부하게 한다. 이 긴장은 시를 특징짓는 것으로, 시에
서 느꼈던 긴장에 한 기억은 사물에 한 현재의 감흥을 ‘시적이다’고 명명하게 된다.

시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주변의 사물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물은 나
자신과 생활의 척도로, 결국 시를 통해 자극 받는 것은 나 자신이다. 건축 역시 제작물
로서 시이며 건물을 비롯해 창문, 벽돌 등 여러 사물을 갖는다. 존재를 드러내는 제작
물의 강력한 힘에 매료된 많은 건축가들은 자신의 건축 역시 그런 제작물이 되기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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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르 코르뷔제와 카를로 스카르파는 역시 그러한 이들로, 본 논문에서 이 둘을 
표적인 예시로 드는 것은 두 건축가의 건축에 시의 개념이 깊게 관여되어 있음에 더하
여 그들의 방식이 건축의 시화라는 같은 목표를 향한 정반 의 견해를 보여 건축의 시
화에 한 관점을 양극단에서 조명해주기 때문이다.

시로서의 건축이 무엇을 드러내느냐에 르 코르뷔제와 카를로 스카르파의 건축은 결정
적인 차이를 갖는다. 르 코르뷔제의 건축은 건축에 한 르 코르뷔제의 관념을 드러낸
다. 코르뷔제는 자신의 규준으로 사물을 모아 경화한다. 그는 제작에 있어 시간, 자연,
거주자 등 붙잡을 수 없는 것의 개입을 인지하지만 결론적으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그의 통제 하에 둔다. 이에 그의 건축에서 거주자와 사물의 자율성은 경화된다.
르 코르뷔제가 사물을 자신의 규준에 따라 경화될 존재로 봤다면 스카르파는 사물을
삶의 배경으로 본다. 스카르파의 건축은 사물을 풍부히 드러내는 것에 집중한다. 그 역
시 규준을 중시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체를 위한 수단일 뿐 그의 건축에서 주가
되지는 않는다. 풍부해진 삶의 배경에서 거주자가 무엇을 느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스카르파의 건축에서 분명히 그것은 거주자 그 자신에 속한 것이다.

브리온 묘지는 많은 비평가들이 스카르파의 걸작으로 꼽는 작품이자 스카르파 역시
시가 될 가능성을 지닌 작품으로 조심스레 기 를 내비치는 작품이다. 이는 경험과 관
념이 농익은 말년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묘지라는 특성상 상 적으로 건축에 요구되는
조건이 적어 보다 사물에 한 집중도가 잘 드러난다. 서로 다른 시간을 가진 사물들을
병치하고 그 사물들을 틈으로 맺는 스카르파의 수법은 브리온 묘지를 채우는 사물들
사이에 긴장을 부여한다. 이에 묘지의 사물들은 섬세하게 조명되며 묘지의 방문객은 자
신을 둘러싼 삶과 죽음에 관한 풍부한 이야기를 브리온 묘지에서 전해 받는다. 브리온
묘지가 전하는 이야기는 감이 되어 삶과 나 자신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때 누군가는
이 순간을 ‘시적이다’고 느낄 것이며 브리온 묘지를 ‘시적이다’고 표현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건축을 표현하는 ‘시적이다’는 표현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적이라고
표현된 건물이 거주자에 미치는 향에 있다. 이 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역
으로 시적이라 표현되는 건물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시적임의 시원이 무엇인지,
시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다. 건물이 전하는 ‘시적이다’는 감흥은 분명하나 많은 부
분 신비화되어 있다. 그러나 시적임을 전하는 건물 역시 제작된 것으로 또 다른 시적인
건축을 위해 건물의 어떤 요소가 거주자에게 시적인 감흥을 일으키고 있는지 살피는
것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에 의의를 갖는다.

키워드 : 사물, 긴장, 시적임, 브리온 묘지
학  번 : 2012-2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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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누군가의 말처럼 시는 건축의 규율이 아니나 건축은 시를 구한다.1) 아마도 이
는 건축이 그가 담는 거주자를 신경 쓰기 때문일 것이다.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
은 사람과 관련된 일이다. 이 사람에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이 둘이 항상 균형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건물의 만듦에
있어서 사용하는 사람은 자주 누락된다. 건물을 도구로 보는 경우 사람은 사라지
고 사용만 남으며 그를 예술 작품으로 보는 경우 건축가 혹은 -주의(ism)이라
는 스타일만 남는다. 실용성과 문화도 분명 건축물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건물이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거주자를 위함이다. 건물은 거주자 삶
의 배경이자 그의 일부이다. 건물은 거주자에게 이야기 한다. 건물의 이야기는
거주자와 그의 삶에 향력을 미친다. 그리고 건물의 이 이야기라는 것이 잴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하며, 사람에 따라 달리 전해진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건축에서
시를 떠올린다.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밝혀가는 인간의 여정에서 그의 삶을 채
우는 사물들의 이야기는 무엇보다 좋은 길동무가 된다. 그리고 이처럼 건물을 거

1) 오스트리아 출신 디자이너이자 MAK, Vienna의 디렉터인 Peter Noever의 말이다. 그는
이와 같이 말하며 다음의 책의 서문(회고문)을 마무리 짓고 있다. Carlo Scarpa,『The
other city: the architect's working method as shown by the Brion cemetery in San Vito
d'Altivole』, ed. Peter Noever, Ernst & Soh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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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 삶의 일부라 생각할 때, 건축은 시를 구한다. 

건축에서 시를 다루는 경우, 그 갈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시가 갖
는 제작물이란 어원의 측면에서 건물 역시 시로 보고 시의 제작 특성을 거울삼
아 건물의 제작을 분석한다. 이 경우 만듦의 중심이 되는, 무한한 것을 유한한 
것으로 만든다는 특징이 조명되며 시의 효과인 ‘시적임’보다 ‘시’ 자체가 주목된
다. Anthony C. Antoniades의 『Poetics of architecture』, Kenneth Frampton
의 『Studies in tectonic culture : the poetics of construction in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y architecture』,Alexander tzonis의『Classical 
Architecture : The poetics of order』, 『Le corbusier The poetics of ma-
chine and metaphor』는 이러한 맥락의 저서이다. 다른 하나는 건물에서 느껴지
는 ‘시적임’에 주목한 경우로, 이 경우는 정확하게 말하면 ‘시적인’ 감흥 보다는 
시적인 ‘감흥’ 그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이 감흥에 관해선 알 수 없는 
애매함, 신비로움으로 바라볼 뿐 그 감흥을 특징짓는 ‘시적인’에 관한 분석은 부
족한 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건축가의 제작, 건물, 거주자의 반응을 
이어 시적인 감흥을 주는 건축의 상태, 즉 ‘시적임’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목적
을 갖는다.

1.2 연구의 상과 방법

건축의 ‘시적임’을 살피기 위해선 먼저 ‘시적임’ 자체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2장은 이를 다룬다. 본 연구에서 시적임에 한 분석은 문학적인 특
성보다는 그의 근원적인 특성인 만듦과 인간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 시적임에 한 분석은 시에 한 존재론적 시점을 갖는 이론 및 비평
을 바탕으로 한다. 이에 뉴 크리티시즘의 이론과 폴 발레리의 비평, 시에 한 
하이데거의 해석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3장에서는 2장에서 형성한 시적임에 한 분석 틀로 건축의 시적임을 검토한
다. 무한한 것을 유한히 만들어야 하는 제작자의 입장에서 무한성을 갖는 유한물
인 시는 초월적인 존재로 많은 동경의 상이 되어왔다. 이는 건축에서도 마찬가
지로, 많은 건축가들이 건축의 詩化를 지향해 왔다. 그러나 시적임에 한 이해
도는 각기 다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공통적으로 건축의 시화를 지향했으나 그
의 제작 가능성에 해선 정반 의 입장을 보인 르 코르뷔제와 카를로 스카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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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축을 통해 건축에서 시적임을 다루는 올바른 방향에 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3장을 통해 건축에서 시적임을 다루는데 있어 긍정적인 방향성을 갖
는다고 판단한 스카르파의 건축 중 스카르파와 여러 비평가에 의해 시가 될 가
능성을 갖는 작품으로 평가 받는 브리온 묘지를 선택해 건축에서 시적임이 어떻
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밝힌다. 이 과정에서 문학 이론을 바탕으로 2장에서 내린 
시적임의 시원에 한 분석은 제작물 일반이란 시의 어원적 광의를 바탕으로 확
장되어 실제 건축물 분석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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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시적임의 시원

2.1 시적인 순간

텅 빈 교실. 먼지가 낀 미색 커튼이 서툴게 정리되어 있는 창으로 노란 햇살이 
들어온다. 지나가며 친 책상의 드르륵 소리가 생각보다 크다. 모두가 등교하기 
15분 전, 조금 일찍 도착한 교실은 텅 비어있다. 조금 있으면 사라질 다소 차가
운 공기와 바닥의 기름 냄새가 반갑다. 습관적으로 향한 곳에는 익숙한 책상이 
기다린다. 순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느낀다. 다행이도, 내 주변은 이렇다. 
안심하고 오늘을 기다린다. 

이처럼 때때로 건물은 사람을 흔든다. 이 각성은 ‘근사하다’ 혹은 ‘유용하다’ 등 
감각과 보지의 차원을 넘는다. 근사함, 유용함을 느끼는 건 나지만 그것의 주어
는 내가 아니다. 그것은 건물을 통해 전달 받은 그의 사실일 뿐이다. 그러나 그
가 그를 통해 무언가를 드러낼 때, 건물이 사실의 주인이 아닌 길이 될 때 건물
과 조우한 이는 어떤 떨림을 받는다. (건물이란) 사실이 (나의) 진실을 드러낸
다.2) 그리고 종종 우리는 이 순간을 전하는 건물을 ‘시적이다’고 표현한다. 

2) Karsten Harries가 말하는 건축의 에토스적 기능(ethical function. 인간 존재들이 세계에 
실존하는 방식, 거주방식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역할), Peter Zumthor가 저서『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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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진실과 다르다. 사실은 잴 수 있으며, 진실은 그렇지 않다.3)

‘시적이다’. 또 다시 이 떨림, ‘시정’이라 명명될 이 떨림을 구현하기 위해서 먼
저 이 표현이 가리키는 바를 살핌이 필요하다. ‘시적이다’는 표현은 많은 경우 감
성적이다, 애매하다 등의 뜻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역으로 ‘감성적이다’, ‘애매하
다’라는 표현만으로는 ‘시적이다’는 표현을 체하기에 불충분하다. 이는 그들이 
‘시적이다’는 표현이 담는 의미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감성
적이다’, ‘애매하다’가 특정 상에 묶인 표현이 아닌 반면 ‘시적이다’는 ‘시와 같
다’로 그 비교 상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건축이 시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rchitecture』에서 언급한 시에 한 짤막한 언구 “Perhaps poetry is unexpected truth."
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3) "Fact is different from truth. Fact is measurable, truth is not.",  Louis I. Kahn, 
Architecture and Human Agreement, Lecture at University of Virginia, 1942,『What will 
be has always been』, Richard Saul Wurman ed. Rizzoli,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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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적이다’의 의미

목소리와 생각 사이를, 생각과 목소리 사이를, 있음과 없음 사이를, 시의 그네

추는 오갑니다.4)

‘시적이다’의 의미를 알기 위해 먼저 ‘시’란 무엇인가란 물음이 선행된다. 시의 
정의에 관해선 많은 이들이 각각의 답을 내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들이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시가 ‘제작물’이란 점이다. 이는 시의 어원과 관련된다. 

시는 광의와 협의를 갖는다. 동양에서 시는 도(道)의 언어적 표현이었으며 문
학일반으로 나타나다 지금의 시문학이라는 협의로 굳어지게 되었다.5) 서양에서 
시는 어원적으로 고  그리스어 ‘poesis'에서 비롯한다. poesis는 ‘만들다’ 혹은 
‘제작하다’ 는 뜻을 지닌 동사 ‘poiein’에서 파생된 것으로, 여기서 시는 오늘날에 
통용되는 협의의 개념과 달리 ‘제작행위’ 혹은 ‘인공행위’의 모두를 뜻한다. 즉, 
시는 절 자가 창조한 자연(nature)에 해 인간이 제작한 인공물(artefact) 전
반을 가리킨다. 이에 고  그리스에서는 시를 체로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사
용하 다. 첫째, 가장 넓은 의미로 ‘제작행위 일체’(making), 둘째, 다소 넓은 의
미로 ‘모방행위 일체’(imitation, 그리스어로 mimesis), 셋째, 좁은 의미로 ‘문
학’(literature)이 그것이다.6)

또한 시의 어원은 그것의 만듦에 있어 동서양 공통적으로 질서의 존재를 조명
한다. 즉,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고정되지 않은 여러 요소들을 한데 모아 고정
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는 질서가 개입된다는 것이다. 시작(詩作)을 뜻하는 독일
어 ‘dichtung'은 그가 비롯한 동사 dichten의 '시를 짓다’는 뜻뿐만 아니라 '질서 
짓다', '설립하다', '형태화하다' 는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이데거는 이 
어원적 의미를 염두에 두어 시적 작품 'dichtung'을 사용한다.7) 또한 독일어 

4) Paul Valéry, “시와 추상적인 생각”,『발레리 산문선』, 박은수 역, 인폴리오, 1995, p.348 
이는 ‘시’의 범위가 작가가 만든 텍스트, 사물로서의 시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독자의 시정
까지 포함함을 내포한다. 

5) 오세 , 『시론』, 서정시학, 2013, p.18. 이에 관해 유협은 『문심조롱』에서 “시는 지
(持)이다. … 인간은 생래로 칠정(七情)을 가지고 있으며 사물과의 자극에서 감응되며 사물
에 감응되어서 지(志)를 읊는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6) ibid., p.21.
7) 시작(詩作)을 뜻하는 독일어 'dichtung'은 ‘성숙하다’, ‘번성하다’, ‘알차게 되다’에서 ‘촘촘
한’, ‘밀집한’이란 의미로 전개된 형용사 'dicht'에서 유래 하며 16세기에 이르러서 'dicht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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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htung이 갖는 질서 지음, 설립함, 형태화함이라는 어원적 의미는 한자 시(詩)
의 어원적 의미와도 상통한다.8) 

‘만든 것’, 이것이 어원이 비추는 시의 정의이다. 그런데, 이 ‘제작물’이란 상태
를 찬찬히 살펴보면 무척 흥미롭다. 이전에 없던 것이 인간을 통해서 생겨났다. 
없음이 있음이 되었다.9) 이 거 한 변화를 거친 ‘物’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제작물’은 시로서 존재하는가? 

2.2.1 시정의 시원, 독자

(1) ‘시적이다’고 느끼는 주체

아름다움은 사물 자체에 내재하는 성질이 아니다. 아름다움은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속에 존재할 뿐이다.10)

어원적으로는 제작물 일체가 ‘시’이지만 현재는 보편적으로 문학작품으로서의 
시만이 ‘시’라고 명명된다. 이는 많은 제작물들 중 ‘제작물’이란 특성을 가장 
표적으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학작품으로서 시의 가장 큰 특징을 뽑
는다면, 그것은 ‘정의할 수 없음’이다. 문학 시는 열린 텍스트로서 그 큰 맥락은 
비슷할 수 있으나 독자는 각기 다른 조금씩 다른 이해와 감흥을 그로부터 끌어
낸다. 하나의 사실이 상이 아닌 매체가 되어 여러 가능성으로 이어지는가, 이

만든다'라는 뜻의 동사 'dichten'이 나오게 된다. 'dichten'은 초기에는 ‘질서 짓다’. ‘설립하
다’. ‘형태화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가, 17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시적 작업에 전용되면서 
‘시를 짓다’는 의미로 고정되었다. 오세 , op.cit., p.91. 

8) 고  중국어에서 형성문자 ‘詩’의 ‘寺’는 ‘절간’을 지칭하는 어휘가 아니다. ‘사’로 발음할 
때는 ‘집’을, ‘시’로 발음할 때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관청’ 혹은 궐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寺’가 오늘날처럼 ‘절간’의 뜻을 지니게 된 것은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훨씬 후 의 일이다. 
따라서 어원적으로 한자 ‘詩’는 관청의 언어, 즉, 운율과 형식을 갖춘 언어, 일상어에 규율과 
질서를 부여하여 새롭게 재창조한 언어란 뜻을 지닌다. ibid., p.14~15. 

9) 시의 그네추가 있음과 없음 사이를 오간다고 한 발레리의 언사처럼, 이 ‘있음’의 상태에 
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선 다음절에서 ‘긴장’이란 개념과 관련하여 논의 될 것이
다. 

10) David Hume, “Of the Standard of Taste and Other Essays”, 1757. I.A.Richards는 흄
의 이런 생각에 적극 동의하며 그의 저서『Principles of Literary Criticism』에 위의 경구
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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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다른 제작물과 문학작품으로서의 시를 구분한다. 

발레리는 산문과 시를 걷기와 춤에 비유하여 설명한다.11) 이항의 가장 큰 차이
는 목적성의 유무다. 산문과 걷기는 향하는 목적이 분명하다. 또한 그 목적이 달
성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했던 수단이었던 산문과 걷기의 생명은 소멸된다. 
결과와 목적만이 남고 상과 수단은 사라진다. 반면, 시와 춤은 뚜렷한 지향점,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 설사 무슨 상을 쫓는다 해도 그것은 어떤 관념적인 
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상태, 어떤 황홀감, 어떤 꽃의 환 , 어떤 미소
와 같은 이 관념은 시와 춤의 작가가 아닌 그를 마주한 독자 혹은 관객에서 태
어난다. 이 ‘어떤’ 것은 확실하지 않다. 즉, 시와 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그 자신도 알고 있지 않다. 산문과 걷기가 독자 혹은 관객에 도달한 순간 그 생
명이 소멸된 것과 달리 시와 춤은 독자 혹은 관객에 도달한 순간 각각이 갖는 
가능성의 모습으로 생명을 얻는다. 

비슷한 맥락에서 랜섬은 과학적 진술과 시의 차이를 전체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에 비유해서 설명한다. 과학적 진술은 최 한 그의 목적에 맞게 단어를 정확
하게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 이 정확함이란, 한 단어가 가질 수 있는 여러 의미
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단어가 진술의 목적에 맞게 한 의미만을 가짐으로 단정
함에서 비롯한다. 세계의 한 면에 한 정밀하고도 포괄적인 진단을 해야 하는 
과학과 과학적 진술의 입장과 달리, 시는 세계 자체를 조명하는 입장에 있다. 민
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개성이 중시되는 것과 같이, 세계의 사물을 가리키는 시
의 사물인 단어는 순수하게 추상되지 않고 잡다한 세부사항을 보유하고 있다. 예
를 들어, 과학적 진술에서 장미는 5~6월에 피는 장미과의 식물을 가리키나 시에
서 장미는 그 장미과의 식물이란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이 갖는 아름다움, 꽃잎의 
부드러움, 향기로움 등의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란 시스템으
로 존립하는 만큼 시를 이끌어가는 최소한의 중심은 존재하지만 그 주변의 어떤 
것이 보일 것인가는 독자에 따라, 상황에 따라 미지수이다.

하이데거 역시 시 혹은 예술 작품12)의 전체적인 형성에는 작가와 독자가 양립
한다고 지적한다. 그의 시적작품dichtung 해석에 따르면 작품의 창작되어 있음에
는 창작하는 사람과 보존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함께 속해있다. 이로써 우리는 
작품을 작품 자신으로부터 묻지 않고 우리의 입장에서 묻게 된다. 여기서 우리의 

11) P. Valéry,op.cit., p.343-345
12) ‘제작물’이란 시의 광의적 맥락에서 하이데거는 예술작품을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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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란, 작품을 우리의 의식 내부에 어떤 심리적 혹은 관념적 상태를 야기 시
킬 상으로 표상하는 입장이다.13) 이처럼 시가 가리키는 제작물은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열린 텍스트로서, 그를 하는 사람 안에서 제작이 이어지며 
그 방향은 무한하다. 

한 시인은 시적 상태를 느끼기를 임무로 삼지는 않습니다 : 그것은 사사로운 

일이니까요. 그 상태를 남들 마음속에 창조해내기를 임무로 삼는 것입니다. 그가 

독자를 “영감 받은 사람”으로 바꿔 놓는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서 시인을 알아보

게 되는 것이고 - 아니면 하다못해 저마다가 자신의 시인을 알아보는 것입니

다.14)

어떤 것을 ‘시적이다’고 말하는 이는 시인이 아니다. 어떤 순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심리 혹은 관념을 ‘야기’시킬 때 독자는 그것을 ‘시적이다’고 한다. 즉, 어떤 
것이 ‘시적이다’는 그것이 ‘시와 같은 상태에 있다’를 의미하나 그 의미의 초점은 
그 상태 자체가 아니라 ‘그 상태가 나에게 어떤 심리 혹은 관념을 야기하고 있
다’는 상태가 불러오는 현상에 있다. 발레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시적’은 어떤 
‘감동’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이 감동이 일상 세계에 있을 수 있는 모
든 상들이, 존재, 사건, 감정, 행위 등이 어떤 종류의 가치로 바뀜에서 옴을 지
적한다.

(2) 이해가 아닌 동감

시적 상태는 이해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해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 루
이스 칸의 말 로, 우리는 진실이 다가오고 나서야 그것이 다가왔음을 안다. 그
것은 구한다고 구해지지 않는다.15) 物과 조우한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시적 상태
는 物과 조우한 이에게 찾아온다. 작은 나뭇가지에서 삶의 허무함을 보는 것은 
순간이다. 나뭇가지가 일으키는 허무함이라는 감정 혹은 삶은 허무하다는 관념은 
지성이 아닌 혼에 각인된다. 이는 나와 나를 둘러싼 세계에 한 이해가 아닌 

13) Martin Heidegger, “진리와 예술”,『예술 작품의 근원』, 오병남․ 민형원 공역, 예전사, 
1996, p.87-89

14) P. Valéry, op.cit., p.332
15) “Truth is something you can't seek. The Truth is something that happens and then 
you know it. It is undefinable quality, and it must happen.", Louis I. Kahn, A verbal 
autobiography, From a conversation with Jamie Mehta, 1973, Richard Saul Wurman,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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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이다. 이에 이 나뭇가지, 物이 일으키는 반향은 때때로 시적 감흥 혹은 시
정詩情이라 명명된다. 이 시정을 불러일으킴, 즉 ‘시적임’을 발레리는 독자에게 
‘ 감을 줌’이라고 말한다. 

시정은 시가 시적일 수 있게 한다. 발레리가 지적한 감靈感은 글자 그 로 
‘ 혼의 감각’으로 혼의 주인과 감각의 순간에 따라 그 내용은 무한히 유동적
이며 상 적이다. 그러나 이는 그 혼의 주인에게는 어떤 사실보다 분명한 진실
로 존재한다. 또한 시 지음16)이란 인간 본질을 가늠하는 척도의 획득이라 한 하
이데거의 해석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획득은 어떤 붙잡
음 안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늠되어야 할 것이 우리에게 다가 오게 함에 기
인한다.17) 그리고 이 시정, 감, 진실의 가늠함이 시를 통해 독자가 기 하는 
바이며 이것이 충족되었을 때 독자는 그를 ‘시적이다’고 느낀다. 

감염성이 예술의 확실한 표시일 뿐 아니라 감염의 정도는 예술의 가치를 평가

하는 유일한 기준이다.18)

그러나 이 감이 시 혹은 예술 작품 등 누군가의 산물로 인한 것인 이상 이는 
작가와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작가는 시가 독자의 감을 자극하도록 
계획한다. 그리고 그 자극의 바탕은 작가의 감이 된다. 내가 느끼지 못한 것을 
남에게 전달 할 순 없다. 즉, 작가가 시를 통해 그리는 자신의 감은 독자에 전
해져 독자의 감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것이 산문과 다른 점은 전달되는 상인 

감 자체가 불분명하며 그 감의 정도와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는 미지수란 점
이다. 그러나 분명 공감이란 것은 존재한다. 사람은 모두 다르나 또 그렇게 다르
지 않다. 그렇기에 우리는 동감한다. 그리고 우리는 동감을 통해 비록 잊고 있던 
혹은 알아채지 못하고 있던 무언가에 한 감각, 감을 환기한다. 주변 이에 자
극 받듯, 사람은 사람을 자극한다. 우리는 자연물에 공감한다고는 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말에 공감하고, 어느 그림에 그려진 소녀의 눈빛에 공감한다. 사람의 

16) 詩作의 주체가 창작자(작가)뿐만 아니라 보존자(독자, 감상자, 사용자)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17) M. Heidegger,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강연과 논문』, 이기상·신상희·박찬국 
공역, 이학사, 2008, p.259-261

18) 톨스토이의 감염이론. "And not only is infection a sure sign of art, but the degree of 
infectiousness is also the sole measure of excellence in art." L. Tolstoy, “What is 
Art?”, ch.15, 1897. 위의 해석은 I.A.Richards, 『문학비평의 원리』, 이선주 역, 동인, 
2007, p.22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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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인 제작물은 때로 공감의 매개체가 된다. 예술 작품은 공감의 힘을 이용하여 
사람이 사람을 가장 극적으로 자극하는 예이다. 여전히 극히 중요한 것은 예술 
작품이란 어느 다른 장소에 이미 존재하는 미의 기록이 아니라, 예술가가 느꼈고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에게 전달된 감정의 표현이라 주장한 톨스토이의 통찰은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이처럼 시는 환기한다. 시는 과학논문, 연설문과 같이 무언가를 전달하는데 목
적을 두지 않는다. 우리가 작은 나뭇가지에서 삶의 허무함을 보았을 때, 작은 나
뭇가지는 삶의 허무함이란 새로운 사실을 전달한 것이 아니다. 경험을 통해 저변
에서 알고 있었던 (그러나 게 생활 속에 묻혀 있었던) ‘삶은 허무하다’는 진실
이 나뭇가지를 통해 환기된 것이다. 시를 ‘경험적 진실’로 보는 뉴 크리티시즘19)
의 입장은 여기에 있다. 표적으로 리처즈20)는 시의 가치가 읽기에 의한, 독자
의 정서적 반응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뭇가지를 ‘통해’ 환기
되었다는 점이다. 나뭇가지가 있어서, 시가 있어서, 사물이 있어서 우리는 감각
하고, 경험하고, 환기한다. 

2.2.2 시정의 시원, 사물

(1) 시정은 사물에서 비롯한다

드가 선생님, 시구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관념들을 가지고는 아닙니다. 낱

말들을 가지고지요.

말라르메가 마음속의 이미지나 이야기들을 시구로 표현할 수 없음에 괴로워하
는 드가(Edgar De Gas, 드가는 이따금 시구도 지었다.)에게 건넨 이 조언은 시
적임이 비롯하는 시가 物로 이루어져 있음을 정확히 지적한다. 그러나 이 지적이 

19) 1930년 에서 1960년 에 이르는 미시 및 문학 비평운동 및 비평론. 시를 독립적이고 
자율적 존재로 보고 시 그 자체로 평가하고자 했다. 이 용어는 시인이자 비평가인 랜섬
(John Crowe Ransom)의 『신비평(The New Criticism)』(1941)이 출간된 후 시에서 문학 
전반으로 통용되었다. 당시 유행하던 역사주의, 인상주의 등의 흐름에서 신비평가들은 서로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시는 다른 무엇이 아닌 시로서 취급되어야 한다"(T. S. Eliot)는 이
론적 가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20) I.A,Richards. T.S. Eliot과 함께 뉴 크리티시즘을 선구했다고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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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흥미로운 것은 다음의 사실 때문이다. 시적임이 비롯하는 시가 物로 이루어져 
있다면, 시적임이 비롯하는 곳은 결국 物이다. 예술 작품은 ‘사물적 측면에 근거
하여’ 다른 어떤 것21)을 공개적으로 알리며 개시한다는 하이데거의 지적은 이를 
뒷받침한다.22) 

하나의 시 작품이란, 낱말들을 써서 시적 상태를 생산하는 일종의 기계입니다. 

이 기계의 성과는 확실치가 않습니다.23)

처음의 결과는 시의 활동영역은 언어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시의 본질은 언

어의 본질에서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24)

신전이 거기 있음으로써 신은 신전 가운데 현존한다.25)

제작물이란 시의 광의에서 건축물 역시 시이다. 문학작품으로서의 시가 언어, 
낱말이란 物로 이루어진다면 건축은 건축물이란 物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만약 
어떤 건축이 시적이라면(시적임의 주체인 거주자와 그를 둘러싼 상황에 따라 이 
기계의 성과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그것은 건축물, 더 분명하게는 거주자와 그의 
순간을 둘러싼 창틀, 벽돌, 바닥에 낀 먼지에서 비롯한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시적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미스나 슈퍼 스튜디오
의 무한 공간을 시적으로 느낀다면 그것은 그의 무한한 바닥과 그 바닥의 빈틈
없이 순수해 보이는 광택과 그리드, 그리고 그 바닥과 하늘이 만나 만드는 수평
선이 그에 선 인간에게 그를 둘러싼 세계의 무한과 순수함, 그리고 그 위에 선 
자신의 위치에 관한 감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칸의 말 로 건축은 실존하지 않
는다. 건축은 존재할 뿐이며 건축물만이 실존한다. 

21) 앞 절에서 다룬 감, 진리에 해당된다.
22) M. Heidegger, “예술작품의 근원”,『예술 작품의 근원』, p.17
23) P. Valéry, op.cit., p.354
24) M. Heidegger, 『시와 철학』, 소광희 역, 박 사, 1983, p.55
25) M. Heidegger, “작품과 진리”,『예술 작품의 근원』,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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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미스 반 데어 로에, 베를린 신 국립 미술관

리처즈가 강조한 시의 정서적 효과에 더해 “객관적 지식에 정서적 상태의 실존 
유무가 달려 있다”는 랜섬의 주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그에 의하
면 어떤 정서도 순전한 정서만으로는 나타낼 수 없다. 어떤 정서가 뚜렷이 존재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정서의 상이 되는 사물이 뚜렷이 존재하는 까닭
이다. 즉, 객관적 상이 없으면 정서도 없으며 정서 그 자체라는 것은 허구일 
뿐이다.26)

(2) 사물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이 ‘物’이란 무엇인가? 이에 관해 우리는 사물Ding에 관한 하이데거의 
해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넓은 범위에서, 사물은 無가 아닌 모든 존재를 가리
킨다. 항아리도 사물이고 그 속의 물도 사물이며 작품과 언어 모두 사물이다. 힘
들어하는 소녀를 보고 저 안쓰러운 ‘것’이라고 하는 일상적 표현은 이러한 맥락
에 있다. 반면, 좁은 의미에서 사물은 형식화된 질료다. 사물에게 항구적이고 핵
심적인 것을 주면서 동시에 감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들, 이를 테면 색깔, 소

26) John Crowe Ransom, 『The New Criticism』, Praeger, 1941, p,20-22, 위의 해석은 
이상섭, 『 미비평사 : 뉴크리티시즘 :복합성의 시학. 3』, 민음사, 1996, p.5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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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굳기, 부피 등은 사물의 질료적 요소다. 그리고 질료로서의 이러한 사물 규
정 속에는 이미 형식이라는 개념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사물의 범위는 신
발, 문, 건물 등과 같은 인공(도구) 사물과 돌, 흙, 물과 같은 자연(단순, 순수) 
사물로 한정된다.27) 

그러나 사물에 한 이러한 해석은 그의 본질을 파악하기엔 다소 궁핍하다. 이
에 하이데거는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묻는다. 그리고 그의 관찰에 따
르면, 사물은 사방(四方, Geviert)이 결집되는 터전으로 존재한다. 여기서 터전이
란, 사방세계가 사물 안에 결집되어 펼쳐지는, 존재의 열린 자리를 가리킨다. 죽
을 자, 인간은 사물 곁에서 체류한다. 우리의 주변엔 언제나 사물들이 있으며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세계, 그리고 그 세계 이면의 존재는 이 사물을 통해 그 존
재를 드러낸다.28) 그리고 이 사물의 드러냄은 그 주변에 체류하는 이의 삶에 
한 가늠의 척도가 되며, 그는 이러한 감을 준 사물을 ‘시적이다’고 말한다. 

쌓여있는 벽돌에서 우리는 땅의 중력과 불의 강함을 본다. 그리고 벽돌의 갈라
짐 속에서 그를 뒤엎는 무한한 시간과 죽을 자, 인간의 의지와 노고를 본다. 만
약 벽돌에 무한한 시간에 역하며 땅의 중력과 불의 강함, 시간과 중력에 역하는 
의지와 노고가 결집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이 벽돌에서 자신을 펼쳐 보이지 않고 
있다면 이는 어디까지 벽돌이라 할 수 있을까? 벽돌이 쌓을 수 없는 형태를 하
고 있거나 그 쌓여있음을 드러내고 있지 못한다면 벽돌의 벽돌다움에서 비롯한 
우리의 시정도 없을 것이다. ‘벽돌은 벽돌이고자 한다’는 루이스 칸의 언사는 이
러한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의 터전을 허락하는 ‘장소들
로서의 사물들’을 우리는 ‘건축물’이라고 부른다.29)

2.2.3 사물을 맺는 지성적 기반

‘인간’이 느끼는 시정은 본질적으로 순간적이며 감각적이다. 그런데, 시정을 일
으키는 사물인 ‘시’는 어떠한가? 시적 상태를 생산하는 ‘기계’인(발레리의 표현에 
의하면) 시 역시 순간적이며 감각적으로 생겨나는가? 

27) M. Heidegger, “사물과 작품”, op.cit., p.19-27
28) M. Heidegger, “짓기,거주하기,사유하기”, “사물”『강연과 논문』, p.194-203, p. 
213-215

29) M. Heidegger, op.cit.,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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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부적절한 세부적 결을 가지고 있는 느슨한 논리적인 틀이다.30)

랜섬은 위와 같이 시를 정의한다. 여기서 결은 세부적, 불확정적인 것으로, 틀
은 중심적, 확정적인 것으로 치된다. 그는 소리와 의미가 상호작용하는 지점에 
시가 있다고 보는데, 같은 소리와 의미라도 확정적인 소리(DS, Determinate 
Sound), 확정적인 의미(DM, Determinate Meaning), 불확정적인 소리(IS, 
Indeterminate Sound), 불확정적인 의미(Indeterminate Meaning) 로 나누어 보
고 있다. 시의 산문적인 내용, 주제는 의미의 틀이며 정형시의 율격은 소리의 틀
이다. 반면 앞서 시를 민주주의 국가에 비유하 듯, 시의 언어, 사물들은 하나의 
전체에 묶이지 않는, 그래서 부적절하다고도 말해질 수 있는 세부적인 의미와 소
리를 갖는다.

[그림2-2] J.Ransom, 시의 구조                                               

(확소: 확정적 소리, 확뜻: 확정적 뜻, 불소: 불확정적 소리, 불뜻: 불확정적 뜻)

비록 랜섬의 관점에서 시는 세계, 상이한 사물들과 그들의 상호교차로 가득 차 
있는 이 세계의 재현31)으로, 그의 이론에서 시의 가치 판단은 틀보다는 이 사물
들32),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 결에 집중되어 있지만 랜섬은 분명히 틀의 중요성

30) “… We sum it up by saying that the poem is a loose logical structure with an 
irrelevant local texture." John Crowe Ransom, op.cit., p,281. 위의 해석은 이상섭, op.cit., 
p.68에서 재인용. 

31) “이 세계는 사물들의 상호 관계와 상호 교차로 가득 차 있는데, 시가 세계를 그렇게 재
현하지(represent)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John Crowe Ransom, op.cit., p,73. 봉준수, 
“틀과 결: 랜섬의 이원론에 한 고찰”에서 재인용.

32)  사물은 그 자체로 틀과 결을 모두 갖지만 시를 사물들로 구성된 하나의 사물로 보는 전
체적인 시각에서, 시는 사물이라는 결과 그를 맺고 있는 논리적 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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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이 모이지 않으면 국가가 될 수 없듯, 결이 모이지 않으
면 시가 될 수 없다. 틀은 결이 결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결은 
최소한의 논리적 틀이 마련되어야만 구실을 하게 된다.33)

푸른색 옷차림의 그가 유리 너머로 보이고, 그 얼굴은 날씨처럼 변덕스럽다. 때

로는 젊고, 때로는 무척 늙었다.

그는 일하고 있고, 사람들은 멈춰 서서 여러 시간 동안을 그를 지켜본다…아무

도 비웃지 않는다. 그의 뒤에는 이쪽저쪽으로 도는 조각된 큰 나무바퀴; 때로는 

너무 빨라 살이 보이지도 않고 ; 때로는 아주 느리다. 

그것은 낱말들이 달린 바퀴다.

그의 앞에 놓인 흰 종이 위에는, 그의 손이 옮아가고 그 손에 잡힌 만년필이 

글자를 써나가는 데 따라 그 손 언저리를 불을 켜고 비춰주는 그의 눈길이 보인

다.

그가 머리로 박자를 맞추고 있는 것이 보인다…34)

시는 철저한 지성의 산물이다. 시 이전의 시상은 순간적이고 감각적일 수 있으
나 그를 언어를 통해, 사물을 통해 다른 하나의 사물로 만들어 내는 것은 지성이
다. 가게에서 시인은 낱말들을 가지고 ‘머리’로 박자를 맞추며 종이에 글자를 써 
내려간다. 이에 발레리는 시가 가리키는 범위를 ‘제작물’ 일반에서 ‘정신의 작품’
에 국한시킨다. 모든 ‘정신’을 다하여 ‘스스로’ 만들고자 한 것, 정신의 작품은 이
를 가리킨다. 

지성은 자신의 뜻 안에서 선택을 하고 구성을 한다. 마치 시인이 신중하게 단
어를 선택했듯, 미스와 슈퍼스튜디오가 무한 공간을 만들고자 했을 때 바닥에 광
택 있는 면과 그리드를 선택 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카스텔베키오 미술관의 바
닥이 어두운 것 역시 우연이 아니다. 드로잉 등 기록들은 그것이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에, 정의할 수 없는 마음 속 어떤 것을 정의해 내보이기에 가장 적합하

33)  이상섭, op.cit., p.60
34) P. Valéry, “시인의 가게”, op.cit.,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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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되었기에 그렇게 만들어졌음을 증명한다. 

또한 지성은 선택한 요소들의 관계를 맺는다. 산문과 시 모두 언어라는 동일한 
사물로 이루어지나 그 둘은 분명히 다르다. 이는 그 요소들의 관계, 정신 속에서 
맺어졌다 풀어졌다 하는 어떤 관계와 결합들의 차이 때문임을 발레리는 지적한
다. 다른 예로, 언덕에 놓인 파르테논 신전과 시장에 놓인 파르테논 신전은 전혀 
다른 존재다. 그 언덕을 벗어난 파르테논 신전은 단순한 돌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다. 이처럼 사물의 관계는 한 사물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사
물의 제작자(보존자와 구별된다)인 시인과 건축가는 그들의 지성 속에서 가장 
적절한 관계를 고민한다.

2.2.4 시정의 시원, 긴장

‘시적임’은 사물에서 비롯하나 그 사물 이면에는 이 양 극단, 있음과 없음, 지속
과 순간, 지성과 감각, 정의할 수 있음과 정의할 수 없음 사이의 무한히 오감이 
기반 되어 있다. 시의 시구는 분명하나 의미는 불분명하다. 시상을 시로 붙들고 
이 시는 다시 시정을 일으킨다. 정의할 수 없는 것을 정의하고 이는 다시 또 다
른 정의 할 수 없는 것으로 이어진다. 발레리가 지적했듯, 시의 그네추는 이렇게 
양 극단을 오간다. 하이데거 역시 이를 균열이라 칭하며 시적 작품의 주된 특징
으로 지적한다. 더하여 그는 형태란 이러한 균열 속에서 결국 어느 순간 시적 작
품을 사물로 존재시키기 위해 안배한 틀임을 지적하며 이 균열이 사장 된 것이 
아니라 안배 된 것으로 다시 발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들이 흔히 좋은 시라고 생각하는 많은 시는 - 그 밖에 우리들이 무시해 버

리는 시도 - 어떤 공통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 특질을  긴장(tension)이

라고 부르겠다. … 좋은 시라는 것은 내포와 외연의 극단에서 모든 의미를 통일

한 것이다  … 시란 그 “긴장”, 즉 시에서 발견되는 모든 외연과 내포를 완전히 

조직한 총체다.35)

사물이 진실을 드러내고 시정을 불러일으킨다면, 모든 사물은 시인가? 그렇다. 
모든 사물은 본질적으로 시이다. 이것이 콜리지(S.T. Coleridge), 워즈워스(W. 
Wordsworth) 등 19세기 낭만파 시인의 입장이었다. 뉴 크리티시즘의 일원인 브

35) Allen Tate, "시에 있어서의 텐슌“,『現代文學의 領域』, 中央文化社, 1962, p.8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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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스(C. Brooks)는 이를 좁힌다. 사물은 본질적으로 시의 가능성을 갖지만 시 
전체의 효과, 시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때의 사물은 시가 아니다. 뉴 크
리티시즘에서 많이 인용되는 단(J. Donne)의 시 「탄식하지 말자하며 고별한다
(A Valediction : forbidding mourning)」에서 콤파스의 두 다리는 애인을 비유
하는데, 이때의 콤파스는 전체 시의 효과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시로서의 사물
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브룩스의 관점에서 콤파스 자체는 어떤 효과도 내고 있
지 않기 때문에 시가 아니다.36) 

여기서 우리는 앞서 우리가 시와 시정, 즉 시와 시의 효과를 구분했음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 브룩스는 시정을 일으키는 시만을 시라고 보는 것이다. 반면 브
룩스보다는 덜 극단적으로, 테이트37) 및 우리는 어떤 시가 그의 효과를 다한다
면, 시정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시는 ‘좋은’ 시라고 생각한다. 테이트는 시가 의미
구성의 결과(result)이며 이 전체 결과는 궁극적인 어떤 효과(effect)를 냄으로
써 명확한 특질을 갖는다고 지적한다. 테이트는 이 특질로 ‘긴장’을 가리키며 이 
긴장은 시가 좋은 시가 되는, 시정을 일으키는 지점이 된다.38) 

긴장은 하나의 사물을 두고 방향이 반 인 최소 두 개의 비등한 힘이 치함에
서 비롯한다. 테이트가 긴장을 설명하기 위해 논리학에서 가져온 외연(‘外’延, 
‘ex’tension)과 내포(‘內’包, ‘in’tension)라는 용어는 모두 방향을 갖는다. 여기서 
외연과 내포 모두 말(사물)의 외연과 내포로, 외연은 말이 외부의 사물을 가리키
는 성질, ‘밖으로 뻗어나가’ 보편적 전달을 위해 사물을 객체화, 논리화, 추상화
하는 성질을 가리킨다. 반면, 내포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을 한꺼번에 지니는 성
질, 주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뜻과 이미지를 ‘안으로 모으는’ 성질을 가
리킨다. 한 사물의 이러한 외연과 내포가 치함에서 비롯한 긴장은 그 단어 자
체에서 자신의 상태를 보인다. 긴장을 가리키는 어 tension은 외연 extension
과 내포intension에서 방향을 가리키는 접두어 ex(밖)와 in(안)이 상쇄되고 남은 
것으로 방향이 반 인 두 비등한 힘이 치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테이트 
역시 이러한 점에 주목해 이 상태의 은유로 긴장이란 용어를 사용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36) 오가와 가즈오, 『뉴 크리티시즘』, 김동룡 역, 신아사, 1993, p.58-62 참고.
37) John Orley Allen Tate (1899~1979), 시인이자 평론가. 랜섬의 제자로 뉴 크리티시즘
의 일원이다. 문학에서 ‘긴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문학비평
용어사전』, 새미, 2006

38) 뉴 크리티시즘은 비평의 입장에서 어떤 시가 좋다면, 왜 그 시가 좋은 시인지를 밝히고
자 한다. 그들은 이 원인을 작가나 사회 상황이 아닌 시 자체에서 찾는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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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대지는 경험적인 결속, 형이상학적인 연결, 시적인 연계를 지녀야만 한

다. 건축 작품이 성공적으로 건물과 상황을 융합하게 될 때, 제 3의 상태가 출현

한다. 이 3번째 실체 안에서 외연과 내포는 결합된다.39)

지적인 영역, 즉 관념의 영역이 경험의 영역, 즉 현상의 영역과 균형을 이룰 때

에만, 건축 형태는 의미가 부여되어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은 균형 속에

서만 건축은 정신과 눈과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강력한 지적이고 물리적인 

잠재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40)

시란 상호작용을 하는 두 가지 과정의 결과로 생겨나는데, 그것들은 상반되는 

방향에서부터 온다.41)

외연과 내포, 틀과 결 이러한 이항은 힘의 방향이 다름에서 비롯한 긴장의 필
수적인 기반이 된다(틀은 외부를 향한 정립, 결은 내부의 충실한 발현과 관련한
다). 이러한 이분법을 시의 언어를 설명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용한 이는 리처즈
으나 그는 내포만을 시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반면 랜섬은 앞서 살펴보았듯 
논리적 틀과 세부적 결이라는 이항으로 시를 설명했으며 리처즈와 달리 이 이항 
모두가 시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시란 상호작용을 하는 두 가지 과
정의 결과로 생겨나는데, 그것들은 상반되는 방향에서부터 온다는 랜섬의 이론은 
시를 형성하는 상반되는 이항에 한 고찰로 표적이다. 그러나 랜섬은 그 상호
작용이 어떤 모습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 테이트는 이에 나아가 이항의 관계를 
살폈는데, 그 결과 그는 이항이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좋은 시가 될 수 있음을 지
적한다.42) 

이를 종합해 보면, 긴장에 한 분석들은 공통적으로 긴장이 서로 다른 두 항, 
특히 립항의 병치에서 시작함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긴장은 관계의 
산물로써 하나의 사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물‘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기본적

39) Steven Holl, 『Anchori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9. 길성호, 『수용미
학과 현 건축』, spacetime, 2003에서 재인용.

40) Steven Holl, 『Pre-theoretical ground』, Artemis Press, 1993, p.26. 길성호, ibid...에
서 재인용.

41) John Crowe Ransom, op.cit., p,299-300
42)  이상섭, op.cit.,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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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중요한 지적이다. 이 사물들은 서로 다른 ‘두’ 항으로 두 항이라는 설정은 
복수의 최소 조건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항이 증가할수록 경우의 수는 더 많아
지나 그로 인해 한 사물(시, 공간, 건축 등)이 담는 긴장이 정비례로 풍부해지는
지는 미지수이다. 단어 수가 글이 담는 긴장의 풍부함을 결정한다면 짤막한 시가 
장문의 산문을 넘어설 재간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긴 산문의 것을 넘는 긴장을 
보여주는 많은 짧은 시들을 보아왔다. 또한 반면 무조건 짧은 시가 보다 긴 시를 
능가하는 긴장과 시정을 전하는 것은 아님도 우리는 안다. 분명한 것은, 산문이
건 시이건 그 어느 것도 그와 치되는 항 없이 혼자 진공상태로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단어 하나도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단어(기록됨) 주변에는 
여백(기록되지 않음)이 공존한다. 

  

[그림2-3] 左: 이우환, Silence Room 右: 바라간 하우스의 테라스

그러나 시나 건축은 이처럼 완전히 반 되는 성질만을 갖는 사물들로 구성되지
는 않는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물이 갖는 성질은 단편적이라기 보단 복합적
이어서 한 사물과 다른 사물의 립성이 즉각적으로 인지되지 않을 수 있다. 예
를 들어 발레리의 시의 그네추 비유에서처럼, 있음과 없음은 분명히 반 됨을 알 
수 있지만 목소리와 생각의 관계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 그들은 수많은 성질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것은 동질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두 사물을 치시켰
을 때 그들이 갖는 성질 중 분명 ‘발현됨’과 ‘발현되지 않음’이라는 립하는 성
질이 두각을 나타내며 이에 우리는 이 두 사물이 립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다. 즉, 여러 성질 중 립하는 것 역시 존재하며 그것을 부각시켜 볼 때 혹은 
그것이 분명히 드러날 때 우리는 두 항을 립된다고 본다. 사물의 성질이 단순
하고 치된 사물과의 관계가 분명해서 두 사물의 관계가 명료하게 드러나는 경
우에는 그 관계에 한 판단에 이견이 갈리는 경우가 적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물
에 한 판단은 사물에 한 시각에 의한 것이다. 어떤 것을 부각시키는가에 따



- 21 -

라 사물에 한 판단은 달라진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사물이 다를 때에 그의 
관계에 한 상 적인 판단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물의 성질이 복합적이고 관
계에 한 판단이 상 적이라면 긴장의 가능성은 언제나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분명 좋은 시는 두 사물의 이 수많은 성질 중에서 어느 한 면을 립을 통해 부
각시켜 두 사물의 긴장을 독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정도로 끌어올
린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긴장은 ‘다름’, 사물‘들’ 사이
에 내재되어 있고 이 긴장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전달하는 것이 시에서 기 된
다면, 그 기 의 이유에 의문이 생긴다. 즉, 긴장을 가지는 시를 좋은 시라 평가
한다면, 우리는 왜 시에서 긴장을 기 하는가? 그 이유는 긴장이 그와 연결된 사
물들을 깨우기 때문일 것이다. 시인은 섬세한 지성을 통해 긴장을 만들어 내지만 
독자는 직감적으로 긴장을 감지한다. 이후 긴장을 감지한 이는 긴장이 솟는 지점
을 살핀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물의 여러 면을 들추게 된다. 일상 속 사물은 
어느 고정된 틀에 안배되어 있기 마련이다. 들판의 잡초는 하찮은 어느 식물 하
나일 뿐이다. 그러나 시는 바람이 주는 위기에 비하여 잡초의 강인한 생명력을 
조명한다. 이는 잡초에 한 굳은 시각을 깬다. 시는 우리가 잡초에서 값 쌈이란 
성질뿐만 아니라 숭고한 강인함을 보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또한 일상 속 빗자루
는 먼지를 쓰는 존재 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 그러나 어느 아침 헐은 빗자루가 
담장에 기  있는 장면에서 누군가는 삶을 채우는 고된 노동과 쉼을 본다. 그리
고 누군가는 이를 시적인 장면이라 말할 것이다. 굳건함, 폐쇄, 사적임, 수호란 
일반적인 담장의 성질에 더해 담장에서 기댈 수 있음이란 성질을 보고 이에 길
을 지나던, 빠르게 움직이던 무언가가 기  쉬는 장면을 상상한 건축가의 건축이 
이타의 것보다 풍부한 삶의 이야기를 전할 것이란 예측은 많은 동의를 얻을 것
이다. 

우리는 사물과 함께 산다. 사물은 삶에 한 가늠의 척도라는 하이데거의 지적
처럼, 사물에 한 이해는 나의 삶, 내가 무엇으로 나를 채우고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에 한 이해로 연결된다. 긴장은 사물을 조명하고 사물은 나를 조명한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 우리의 삶을 더 풍부히 하기 위해 시를, 
시정을 전하는 건축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 주목하는 것은 사물을 
드러내는 시의 이러한 특이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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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페터 줌토르 아뜰리에 입구. 이 사진은 페터 줌토르의 저서 『Thinking 

Architecture』의 Unexpected Truth 뒷장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그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시는 ‘예상치 못한 진실’이라 정의 내린다. 

정리하자면, 긴장은 좁게 말하면 립되는 사물 사이에서 일어나며 넓게 말하
면 다른 사물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긴장은 두 사물의 립되는 성질이 만났을 
때 일어나지만 부분의 사물은 단일한 성질만을 갖지는 않으므로 긴장이 일어
나는 지점을 반 되는 두 존재의 만남이라 보기 보다는 서로 ‘다른’ 두 존재의 
만남이라고 보는 것이 실제적인 사물을 다루는 건축에서 긴장을 다루는 범위를 
보다 타당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선 일상적인 잡기들이 놓인 어느 주방의 
창틀이 왜 시적으로 느껴지는지를 설명가능하다. 

시는 사물에서 비롯하지만 좋은 시를 만드는 것, 시가 시정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은 사물을 둘러싼 긴장이다. 그리고 우리가 문학 작품인 시가 아닌 건축물을 
보고 시적이라 하는 것은 그 건축물이 우리에게 어떤 감흥을 일으켰고 그 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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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흔히 문학 작품인 시에서 느꼈던 시정과 닮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건축을 시적이라 표현하는 것에 한 의문을 풀기 위해 먼저 문학 작품으로서의 
시와 예술 작품으로서의 시에 한 연구를 거울로 삼아 ‘시’ 자체에 해서 살펴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 시의 시적임이 시의 사물과 그 사물의 긴장에서 비롯한
다면, 하나의 제작물로서 시의 광의에 포함되는 건축 역시 그것이 일으키는 ‘시
적이다’는 감각은 건축의 사물과 그 사물의 긴장에서 비롯할 것으로 유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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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적인 건축

2.3.1 시적인 계획으로서의 건축

계획이란 측면에서 건축이 확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인가 혹은 불확정적인 입장
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 건축 논의의 쟁점이 되어왔다. 특히 20세기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서 두된 상 주의의 흐름은 건축에도 큰 향을 미쳤고43) 르 
코르뷔제로 표되는 근  건축의 확정성은 모더니즘 건축 비판 시 주된 비판
상이 되었다. 이후 많은 현  건축가들의 작업에서 불확정성은 중요한 개념이 되
었으며 현 건축에서 불확정성의 입지는 더욱 더 확장되어 허무주의로까지 이르
기도 하 다.44) 

이러한 배경에서 다수의 건축가들은 건축 계획의 방향으로 ‘시’를 지향한다. 이
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시의 특성은 그것이 열린 결말이라는 점이다. 발레리
의 지적처럼, 건축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한히 바뀌는 겉모습들(외적 요소들-
상황, 거주자 등-로 치환해서 생각할 수 있다)의 예건이다.45) 그러나 그것이 얼
마나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든 프로젝트는 그 끝에 완공된 건물을 요구한다. 따
라서 완성된 건물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 한 많은 변수들에 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건축가들에게 시가 보이는 열린 결말의 가능성은 충분히 매
력적이다. 열린 결말, 이 모순적인 상태는 완공이라는 요구도 충족시키면서 외적 
요소들에 무한히 응하고자 하는 바람도 충족시킨다. 

비어있는 공간(void)은 분명 예술적인 충동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기

회주의와 시적 감흥을 뒤섞어 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 어떤 영역을 비어있는 

상태로 놓아두는 것이 그 영역을 이용하고, 그곳에 무엇인가를 짓는 것보다 훨

씬 더 수월한 일입니다. …46)

렘 콜하스의 void 개념47)은 이러한 시적인 계획의 표적인 예이다. 그 역시 

43)『추쿤프트 Die Zukunft』(1892–1923)는 상 주의 흐름의 복합적인 한 예로, 미스 반 데
어 로에는 이를 통해 당 의 철학적 흐름과 조우한다. 

44) 현 건축에서 불확정성의 입지 확장은 Hilde Heynen, Massimo Cacciari, Manfredo 
Tafuri 등의 글을 참고.

45) P. Valéry,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방법 입문”, op.cit., p.309
46) Rem Koolhaas,『학생들과의 화』, 봉일범 역, MGH Architecture Books, 2000, 63쪽. 
47) Rem Koolhaas, “Strategy of the void”, 『S, M, L, XL』, Monacelli,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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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히 변화하는 외적 요소들을 배제하고 건물을 완공시켜 버리는 것이 사람과 
상황에 응해야하는 건물에 얼마나 큰 결함이 되는지 지적한다.48) 이에 그는 
외적 요소에 한 응으로 그에 관한 응책을 건물에 채우는 일반적인 방식에
서 전면 선회해 건물을 비움으로써 특정한 요소가 아닌 불특정한 요소, 즉 모든 
외적 요소에 한 응의 가능성을 최 화시킨다. 이는 앞 절에서 다뤘듯 산문과 
달리 시가 그 목적성을 가지지 않음으로써 순간순간, 독자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또한 이 void는 그 의도와 그 안의 계획된 무
질서, 어쩔 수 없는 종합Irresustible Synthetic을 뒷받침하는 그리드로 그것이 
방관이 아닌 철저한 지성의 산물임을 증명한다. 

 

 [그림2-5] 렘 콜하스, ZKM 스케치와 프랑스 국립 도서관 모형

그러나 유연한 ‘읽힘’과 각각의 ‘시정’은 다르다. 건축에서 시적인 계획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무한한 응은 ‘기능적인’ 응이다. 이는 건물의 사용에 한 이
해를 무한히 확장시킨 것 일뿐 사물, 건물로 인한 감각의 문제는 빠져있다. 시정
을 일으키지 않는 불명확한 문장은 시가 아닌 애매한 산문일 뿐이다. 

48) 이와 관해 그는 건축은 위험한 작업이라 말하며 추론적인 것으로부터 명백히 ‘있는 것’으
로 변형시키는 것은 현  건축에 있어서의 상처 음을 지적한다. Rem Koolhaas,『정신착란
증의 뉴욕』, 김원갑 역, 태림문화사, 1998, 208, 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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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정이 발하는 사물로서의 건축

반면 어떤 이들은 건축이 인간 존재 자체에 끼치는 향을 보다 주목한다. 그
들에게 건축은 유연한 도구 그 이상이다. 

위대한 건물은 잴 수 없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하고, 디자인 단계에서는 잴 수 

있는 수단을 거쳐야 하며, 종국에 가서는 잴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당신이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즉 당신이 건물을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잴 수 있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당신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

야 하고, 벽돌의 양과 축조 방법, 그리고 공학 등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건물이 삶의 일부가 될 때, 그 건물은 잴 수 없는 성질을 불러 일으켜 

주며, 또한 그 존재의 정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49) 

위 한 건물은 잴 수 없는 것을 잴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내고 잴 수 없는 것을 
인간에 전한다. 칸은 이 잴 수 없는 것과 잴 수 있는 것에 한 설명을 위해 시
인과 과학자를 든다. 이는 앞서 산문 혹은 과학적 진술과 비교해 시를 설명했던 
발레리, 랜섬 등과 유사한 시각을 갖는다. 시인은 위 한 건물을 만드는 이와 마
찬가지로 잴 수 없는 것을 잴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그가 만든 시 역
시 잴 수 없는 것-진실, 시정-을 독자에게 전한다. 칸 역시 이 잴 수 없는 것으
로 진실을 든다. 그는 사실은 잴 수 있는 것이며 진실은 잴 수 없는 것으로, 사
실과 진실은 다르다고 말한다. 그리고 삶의 일부가 된 건물은 그 잴 수 없는 것
을 거주자, 나 자신에게 불러일으킨다. 

49) 루이스 칸. John Lobell, “건축”,『침묵과 빛』, 김경준 역, 미건사, 1992, p.137~8. (역
자는 Unmeasurable과 measurable을 예측 할 수 없는 것과 예측 할 수 있는 것으로 번역하
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잴 수 없는 것과 잴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판단, 바꾸어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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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루이스 칸, Fisher House

시는 ‘뜻밖의 진실’이다. 시는 고요함 속에 산다. 건축의 예술적 사명은 이 고

요함에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다. 건물 자체는 전혀 시적이지 않다. 그러나 우리

가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닫게 하는 묘한 특성을 

가진다.50)

페터 줌토르가 말하는 고요함과 뜻밖의 진실은 칸의 잴 수 없는 것, 그림자, 침
묵, Form과 상통한다. 잴 수 없는 것을 잴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내고 침묵 속에
서 빛을 꺼내며 Form을 디자인으로 드러내는 것, 이는 줌토르가 건축의 예술적 
사명으로 지목한 고요함에 형태를 부여함, 즉, 고요함 속에 사는 시, 진실을 드
러내 이를 우리(인간, 거주자)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여기서 줌토르가 건축의 ‘예술적’ 사명이라 한 것은 건축을 미학적으로 하는 

50) Peter Zumthor, 『Thinking Architecture』, 장택수 역, 나무생각, 2013,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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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그는 예술작품이 인간에게 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한다. 건물은 
삶의 요소로서 그를 응하는 인간에게 무엇보다 향을 끼칠 가능성을 가지며 
그것이 충분한 향력을 가질 때 줌토르는 그 건물이 예술적 자질을 보유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설계는 질서의 체계에 대한 이해와 구축에 근거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우리

가 추구하는 건축의 필수적인 본질은 감정과 통찰에서 비롯된다.51)

그러나 이 예술적 사명을 갖고 건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건물 자체만으로
는 그것이 시적인 것이 될 수 없음을 줌토르는 분명히 하고 있다. 잴 수 있는 것
으로 잴 수 없는 것을 드러냈다 하더라도 그 잴 수 있는 것이 다시 잴 수 없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건물이란 잴 수 있
는 것에서 이어져 인간, 거주자에게 전달된 이 잴 수 없는 것은 감정, 직관과 연
결되어 있음을 그는 지적한다. 페터 줌토르가 그의 건축에서 사물과 분위기를 강
조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 있다. 건물, 예술이 인간에 끼치는 향은 이해로 인
한 것이 아닌 직관적인 것으로 건축가의 의도 아래 사물이 만든 분위기는 이 잴 
수 없는 것을 전달한다. 

51) Peter Zumthor, op.cit.,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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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물의 긴장

3.1 시에 한 르 코르뷔제와 카를로 스카르파의 해석

3.1.1 시에 한 르 코르뷔제의 해석

연도 프로젝트 비고

1925.7 에스프리 누보 파빌리온 시정을 불러일으키는 오브제 전시(명명x)

1925.10 메이어 주택

편지 내용 中 “이 건축적인 테마는 그 

자체가 시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으나 엄

밀한 건축 구조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

다.”

1928 중기 회화
시정을 불러일으키는 오브제 회화 연작 

시작 (명명x)

1929.8.4
카를 타이게에 보낸 편

지
“elegant solution"

1929.10-

12
남미 강연회

『프레시지옹』, ‘기술은 시적 감흥의 기

반이다.’

1942 학생들과의 대화 ‘시정을 불러일으키는 오브제’ 명명

1946
L ' A r c h i t e c t u r e 

d'aujourd'hui

형언불가능한 공간 (『Le Modulor 

2』,1955)

1947-55 『직각의 시』 동명의 회화 수록

1950 『알제리에 관한 시』

1958 필립스 파빌리온 electronic poem

[표3-1] 르 코르뷔제 - 시 관계의 시기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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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20년  : ‘기술은 시적 감흥의 기반이며 건축의 새 시 를 연다’

“연구의 시작은 내가 피렌체 근교 에마에 있는 샤르트루즈 데마를 방문한 

19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나는 주거에 관해 이보다 즐거운 해석을 본 

적이 없습니다. … 1914년에 전쟁으로 플랑드르 지방에서 처음으로 파괴가 자행 

되었을 때, 나는 현대 주택의 문제에 닥쳐올 일을 예견했습니다. … 여기에 ‘돔

이노 Dom-ino' 주택이라 부르는 1914년의 해법이 있습니다. … 라이트의 놀라

운 미적 창안물과 페레의 튼튼한 창조물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건축 미학이 전통

적인 건설 공법으로 일시적인 개축을 추구했을 때, 나는 이 프로그램에 응답하

기 위하여 완전히 새로운 것, ’총체적으로 고안되고‘ 사회적‧산업적‧미적으로 기

능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 원리는 앞에서 강연한 ’기술은 시적 감흥의 기반

이다‘에서 전체를 개괄하여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임대 주택, 도시 주택, 

국제연맹 청사, 모스크바의 센트로소유즈 청사, 세계 도시 등에서 우리가 제기한 

문제점들을 통해 보편적인 이론인 ’건축적 통일성을 찾아서‘(『주택-궁전』의 소

제목)를 이끌어낸 최근에야 비로소 이 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이 생겼음을 

고백합니다. 또다시 1914년에서 1929년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52)

이처럼 르 코르뷔제에게 시는 건축 계획 방향의 일환이다. 1925년 메이어 부인
에게 보낸 편지 등 1920년  중반 이후부터 르 코르뷔제는 건축과 시에 관해서 
언급하는데 시에 한 르 코르뷔제의 개념은 1929년 남미 초청 강연에서 정리되
어 전달된다. 건축 계획 방향에 관해 변화한 생각은 「프레시지옹」전반에서 발
견되나, 그 중 두 번째 강연 ‘기술은 시적 감흥의 기반이며 건축의 새 시 를 연
다’ (1929년 10월 5일)은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강연 중 설명을 위해 그린 그림 도식은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져 있다. 건축 계
획의 시작은 기술, 사회학, 경제학, 즉 사물 층위에서 비롯한다. 이로써 건축 계
획은 이 시 의 건축으로서 현사실성을 획득한다. 

                        

52) Le Corbusier,『프레시지옹』, 정진국․․․ 이관석 공역, 동녘, 2004. 사람의 몸을 기준으로 
한 주거단위, p. 110-111. 볼드체는 원문을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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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기술은 시적 감흥의 기반이다’ 강의 판서

1) 사물 층위

이 층위의 작업으로 생활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조건들을 분석한다.53) 1914년 
세계 1차 전 이후 주택난에 한 해법으로 돔-이노 주택을 제시한 것은 이 
사물 층위의 분석을 건축화한 결과이다. 1920년  초 르 코르뷔제 퓨리즘 회화
에 나타나는 ‘정형으로서의 오브제’는 이러한 분석의 상으로 새 시 의 정형을 
상징한다.54) 사물 층위의 선 위에 그려진 파이프는 르 코르뷔제 회화에 자주 등

53) “사람의 몸을 기준으로 한 주거 단위를 탐구하는 일은 기존의 모든 추택과 거주 방법, 
모든 습관과 전통을 잊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주택 안에서 생활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조
건들을 냉정하게 연구하는 것입니다.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배후에서는 현  기
술의 도움을 느끼고, 전면에서는 더욱 지적인 방법을 향한 건설 산업의 피할 수 없는 진화
를 느끼는 것입니다. 기계시 에 사는 인류의 가슴을 충족시키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Le 
Corbusier, op.cit., p.112.

54) “르 코르뷔제가 건축과 회화를 통해 동시에 추구하려 한 바는 이른바 ‘정형’의 문제 
다. 이 정형이란 올바른 문제의 설정을 의미하고, 시간의 변화를 넘어 역사적으로 세련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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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새 시 의 ‘정형으로서의 오브제’로 건축의 사물 층위의 분석을 변한다. 

[그림3-2] 1.르 코르뷔제 아파트에 놓인 정형으로서의 오브제,1934                     

2.<La Cheminée>,1918 3. 도미노 시스템 1914, 4. Double House, 1927

2) 기투 층위

살기위한 기계인 도시나 주택의 계획에서부터 건축 작품은 감수성의 단계로 들
어간다.55) 르 코르뷔제에게 건축이란 도구의 층위를 넘는 작품이다. 즉, 르 코르
뷔제에게 건축이란 사물 층위를 분석하여 유용함을 얻은 정신이 유용함뿐만 아
니라 기쁨을 위한 고상한 의도에 자극받은 결과로, 이성과 열정의 산물이다. 열
정이 향하는 기쁨은 아름다움에서 비롯하며 이 아름다움은 사물 층위의 정형을 
관통하는 정신의 규범인 관계의 질서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르 코르뷔
제의 건축에서 비례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범성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의 초기 회화에 자주 나타나는 유리병과 파이프 등은 근 공업
사회가 만들어 낸 익명적인 산물이다. 그러나 그 공업적 오브제들은 근 의 새로운 정신과 
생활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들이므로, 르 코르뷔제에게 그 오브제들은 정형이 된다. 하얀 집
은 정형으로서의 색채를 가진 집이며, 이러한 집은 시트로앙이라는 정형으로서의 주택에서 
표현된다.” 김광현, “르 코르뷔제의 건축과 회화”, 미술세계, 1997. 10

55) Le Corbusier, "모든 것이 건축, 모든 것이 도시계획", op.cit.,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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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上-左: 시정을 불러일으키는 오브제, 1925 上-中: <Composition avec la 

lune>, 1929 上-右: Modulor Man, 1950 下-左: 유니테 다비타시옹, 1947 下-右: 

롱샹성당, 1954

또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관계의 질서는 이 시 의 ‘정형으로서의 오브제’의 
범위를 넘어 예술품, 게 껍질, 솔방울, 벌집, 여성의 몸 등 예술품 및 자연물에서
도 발견된다. 이처럼 관계의 질서를 갖고 있어 유용함을 넘어 질서의 구축이라는 
고상한 의도를 향한 열정을 자극하는 물체들을 르 코르뷔제는 ‘시정을 불러일으
키는 오브제objets à réaction poètique’라 명명한다. 비록 이들을 ‘시정을 불러일
으키는 오브제’라 명명하는 것은 1942년의 일이나 1925년 에스프리 누보 파빌
리온에 ‘정형으로서의 오브제’와 ‘시정을 불러일으키는 오브제’를 동시에 전시하
거나 1928년부터 ‘시정을 불러일으키는 오브제’ 회화 연작을 시작하는 등 ‘시정
을 불러일으키는 오브제’와 관련된 작업은 1920년  중후반부터 나타난다. 

3) 시적 층위

르 코르뷔제에게 건축은 분석에서 종합으로 이르는 일련의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조화의 감각이 강조된다. 자신의 아파트 군데군데에 ‘정형으로서
의 오브제’와 ‘시정을 불러일으키는 오브제’ 모두를 두고 감을 받고자 한 것처
럼 르 코르뷔제에게 건축은 두 층위의 복합체이다. 이러한 생각은 르 코르뷔제의 
기술자와 건축가에 한 생각에서도 엿볼 수 있다. 새로운 시 에 엔지니어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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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돌이 속에서 사건을 읽고 관계를 인식하는 시인과 같다. 새로운 시 에 엔지니
어는 전진하고 건축가는 후퇴하여 엔지니어와 건축가의 과제는 등해지며 교차
된다. 

(2) 1950년  : 『직각의 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의

세속적 지평 위에 곧이 섦으로써

자연과 연대 조약을 맺는다: 그것이 직각인 것을

수직의 바다 앞에 오롯이 거한 채

너는 이제 다리를 세워 선다

                         - 직각의 시, A.3 환경 中-

[그림3-4] 左:『직각의 시』표지 右: 회화 <직각의 시>, B.2 Esprit편에 수록.

1929년의 강의 ‘기술은 시적 감흥의 기반이며 건축의 새 시 를 연다’와 더불
어 1953년 작「직각의 시」는 시에 한 르 코르뷔제의 해석을 표적으로 드러
낸다. ‘직각의 시’란 지라는 수평과 중력의 법칙을 뒤로 하고 그 위에 수직으로 
서 있는 의지의 총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로티는 ‘직각의 시’의 표적인 상
징이 된다. 필로티로 인해 자연 상태의 땅은 그 로 남으며 의지로서의 인공물인 
건축물, 하얀 입방체는 그 위에 정립된다. 땅과 입방체 사이에 위치한 필로티는 
관계들의 場이며 이는 기술, 철근 콘크리트와 철로 인해 가능해진 것이다. 반면 
문자 그 로 자연은 수평이며 인공물은 직각인 것은 아니다. 언덕이 많은 굴곡진 
상파울루 고원과 그에 놓인 수평적인 고속도로에서도 역시 직각의 시가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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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5] 上-左: 브르타뉴 해안 스케치, 프레시지옹에 수록 上-右: 빌라 사보아, 1929  

  下-左,右: 리오 드 자네이루 스케치, 1929 

‘직각의 시’ 는 1947-53년 사이에 제작되었지만 그 개념은 1929년 프레시지옹
에서도 엿보인다. 3번째 강연인 ‘모든 것이 건축, 모든 것이 도시계획’에서 르 코
르뷔제는 브르타뉴 지방에서의 경험을 회상한다. 

“내 눈과 수편선 사이에서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화강암으로 

된 수직 바위가 선돌처럼 그곳에 서 있습니다. 바위의 수직성은 수평선과 직각

을 이룹니다. 결정화, 곧 대지에 고착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멈추는 이유는 여기

에 완전한 교향곡과 훌륭한 관계성, 고상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직성이 수평선

의 의미를 확실하게 합니다. 하나가 다른 것을 계기로 살아납니다. 이것이 통합

의 능력입니다.”56)

56) Le Corbusier, op.cit., p.94



- 36 -

[그림3-6]  左: Still Life, 1920 右: Villa Stein, 1928                         

(그림출처: colin rowe, 『Transparency』)

이와 더불어 르 코르뷔제는 이 통합을 가리켜 최고의 순간이자 ‘모든 관계의 
場’이라 칭한다. 즉, 직각은 관계이며 직각의 시는 모든 관계의 통합, ‘관계의 장’
이다. 나아가 이러한 맥락에서 ‘단순함’은 정신, 즉 기하학으로 구현되는 명백한 
관계의 장을 의미하며 감흥 réaction은 이 관계의 지각에서 발생한다.

사물 층위와 기투 층위의 통합은 건축을 시적 층위로 도약시킨다. 이러한 맥락
에서 ‘기술은 시적 감흥의 기반이며 건축의 새 시 를 연다’ 그림 도식에서 시적 
감흥이 위치한 보랏빛 구름으로 향하는 작은 새는 신화적 전통과 차라투스트라
의 동물로서 혼과 원함을 상징하는 독수리로 추측된다. 독수리와 르 코르뷔
제의 관계는 1908년 르 코르뷔제가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으면서 시작 하여 피터 베렌스 밑에서 수학하며 심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1927년 League of Nations 파빌리온 위에 둔 말, 사자, 인간, 독수리 상은 이러
한 맥락에서 해석 될 수 있다. 독수리와 자신을 동일화시키는 이러한 자기애적 
동일시는 1945년 이후 코르뷔제 가명의 뜻이자 연금술의 상징인 까마귀로 돌아
간다.57) 이처럼 비록 후기에 와서 르 코르뷔제의 시에 한 해석은 도약의 범위
를 넘어 연금술적 상징에 치우쳐 나타나지만 이처럼 통합이라는 그 근본적인 개
념은 그의 작업 기간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 

57) Kenneth Frampton, 『Le Corbusier』, ch 12. Le poème de l'angle droit, p. 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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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시에 한 카를로 스카르파의 해석

“물론 건축은 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건축의 시적인 작업을 만들겠습니다. 

시는 사물 그 자체 속에서 일어납니다. 시적인 건축을 만들고자 하는 건 아닙니

다. 제가 만들고자 노력해 온 것은 정중한 시를 발하는 종류의 건축, 시가 될 수 

있는 어떤 표현된 형태입니다. 의도적으로 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건축은 이

따금 시입니다. 시는 사물 그 자체 속에서 일어납니다. 만약 사물을 만드는 사람

이 이 본성을 지니고 있다면, 혹은 건축의 목표와 수행 사이의 다양한 상황 속

에서 그것(시)이 이끌어져 나올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시적이기 

위해선 반드시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 <건축이 시가 될 수 있는가?> 中, 1976년 11월 16일, 조형예술 아카데미, 빈

르 코르뷔제와 달리, 카를로 스카르파는 그의 건축 개념을 출판물을 통해 남기
지 않았다. 그의 건축 개념을 엿볼 수 있는 언어적 기록물은 1개의 편지와 1개
의 연설, 2개의 강연, 1개의 인터뷰 녹취록이 전부다. 그 중 1976년 11월 16일, 
빈에서 열린 조형예술 아카데미의 강연 “건축이 시가 될 수 있는가?”는 그의 건
축적 계보와 함께 건축에 한 태도를 단편적으로 전달한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계보를 이어 카를로 스카르파는 “건축이 시가 될 수 
있는가?”에 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에 이어
서 말하는 “하지만 시를 의도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답이다. 카를로 스카르
파는 르 코르뷔제와 마찬가지로 건축의 詩化를 지향하나 건축가는 그의 가능성
을 만들 뿐 시를 만들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처럼 스카르파의 시에 한 해석은 르 코르뷔제의 것과는 달리 열린 시간 위
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하이데거의 시에 한 해석과 상당히 맞닿아 있다. 시는 
사물 그 자체 속에서 일어난다는 점은 시가 갖는 사물성과 상통하며 사물을 만
드는 사람이 사물에서 시를 여는 것은 진리의 개시, 기투를 의미한다. 또한 이에 
더하여 스카르파는 목표와 수행 사이의 균열과 다양한 상황이라는 열린 시간과 
건축가가 아닌 보존자로서의 타인의 가능성을 상정한다. 마지막으로 스카르파는 
시의 집약성에 따라 조화의 필요성을 인지하나 그것의 절 성을 주장하지는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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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물로서의 기하학과 자연

3.2.1 르 코르뷔제의 기하학과 자연

“리우의 바다 너머에서 나는 스케치북을 들었습니다. 산을 그렸고, 그 산 사이

에 미래의 고속도로와 그것을 지지하는 거대한 건축의 띠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의 봉우리, 여러분의 파우 데 아수카르, 코르코바두, 가베아, 지간트 텐디두는 

깔끔한 수평선으로 훨씬 근사해졌습니다. 도시 위의 공간에 매달린 감동적인 현

대 건축물을 지나간 여객선이 그곳에서 어떤 응답, 어떤 메아리를 찾았습니다. 

모든 장소가 물 위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건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연은 인간적 기하학과 거대한 자연의 공상적 시였습니다. 

눈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 노동의 산물 두 가지입니다. 

도시는 산들의 거침없는 변덕과 조화를 이루는 유일한 선을 통해 자신을 알립니

다. 그것은 바로 수평선입니다.”58)

인공물과 자연은 표적인 립항관계로 인공물을 표하는 기하학과 자연을 
다루는 방식은 관계의 장인 건축에 한 태도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르 코르뷔
제에게 기하학은 명료한 정신으로 혼란을 판단하고 선택하여 획득한 명료한 형
태이다. 또한 르 코르뷔제에게 기하학은 형태화된 비례며 정신의 기쁨이다. 그는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의 건축물에 자연을 빈번히 병치한다.59) 그러나 병치된 자
연은 단순한 립항 립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서 그 역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하학적 형태의 건축물에 긴장을 주기 위한 요소, 베르길리우스의 꿈을 
가진 픽쳐레스크한 요소로 건축물 내부에 편입된다.60) “외부는 언제나 하나의 
내부다”라는 르 코르뷔제의 언사는 이러한 맥락에 있으며 건축적 산책로는 이의 

58) Le Corbusier, “브라질의 필연적 귀결”, op.cit., p.265
59) 아래의 통계는 르 코르뷔제 작품집 제 1권을 상으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르 코르
뷔제 건축 표현에서 자연은 전체 시각 표현의 60.2%, 사진과 스케치 표현의 80.9%에서 동
반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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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르 코르뷔제 건축에서 기하학과 자연은 모두 정신에 입각한 요소로 건
축이라는 관계의 장을 만들기 위해 그 내부에 상정된 관계 요소로 존재한다. 즉, 
자연은 기하학과 함께 관계-직각을 형성하나 이 관계는 건축이라는 내부에 편입
된다. 이처럼 르 코르뷔제의 ‘관계의 장’으로서의 건축은 닫힌 내부로, 건축가의 
정신으로 봉해져 그 외부와 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림3-7] 左: 빌라 사보아 옥상 창 右: Villa Le Lac 담장에 난 창.                    

   자연을 회화화, 이상화하여 바라보는 시선을 드러낸다.

[표3-2] 르 코르뷔제 건축 표현에서 자연의 有無                                      

    

60) “… 이와 같이 르 코르뷔제의 건축 형식은 (건축/자연)의 이분법적 립이 아니라, <(건
축/자연)/자연>이라는 자기언급적 형식이었다.” 김광현, “Le Corbusier 建築의 自己言及的 
形式에 관한 硏究 - 建築의 形式問題 (2)”, 한건축학회논문집,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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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스카르파의 기하학과 자연

카를로 스카르파에게 역시 기하학은 인공물로서의 건축물을 만드는 이성의 수
단이다. 그러나 정제된 이성의 아름다움을 찾아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를 추구하
는 르 코르뷔제와 달리 스카르파는 기하학이 갖는 실용적인 유용성에 집중한다. 
기하학이 갖는 유연함은 그로 인한 인공물인 건축물이 여러 관계 속에 유연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즉, 스카르파에게 기하학이란 정신으로서 추구해야 할 

상이 아닌 도구로서의 이성이다.

[그림3-8] 左: Base for the monument to the female resistance fighter, 1968 中: 

캐노바 갤러리 모서리 창, 右: IUAV 입구 

카를로 스카르파 건축에서 자연은 건축 외부에 위치한다. 1차적으로 자연은 기
하학을 바탕으로 제작할 건축물이 그 이전에 맞춰야할 상이며 2차적으로는 제
작된 건축물과 맞춰나갈 - 관계 맺어나갈 - 상이다. 즉, 건축을 지에 적용
하는 것은 지가 갖는 과거의 시간을 건축에 부여하며 건축 외부에 위치한 자
연은 완공된 건물과 달리 변하는 존재, 앞으로의 시간을 갖는 존재로서 건물이 
갖는 현재라는 정지된 시간을 미래로 열어 놓는다. 즉, 이처럼 카를로 스카르파
의 건축에서 자연은 현재의 건축물에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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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르 코르뷔제와 카를로 스카르파 건축의 긴장

3.3.1 르 코르뷔제 건축의 긴장

(1) 메이에르 주택

[그림3-9] 주택의 4가지 구성과 메이에르 주택 스케치

르 코르뷔제의 1925년 작품인 메이에르 주택은 비록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건
축주 메이에르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동봉된 드로잉들과 그에 한 설명을 통
해 르 코르뷔제는 그의 건축 이상을 드러내 보인다. 특히, “단순한 포피, 그 속에
는 자유로이 무수한 기구가 내장되어 있다.”는 르 코르뷔제의 메이에르 주택 설
명은 그의 건축 사고를 변한다. 또한 이에서는 1935년 作 <주택의 4가지 구
성>을 형성하는 사고도 엿보인다. 

1) 기투 층위

‘자유로이 내장된 무수한 기구’는 제 1구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욕실, 계단, 가구 
등 생활에서 자유롭게 쓰이며 때론 감흥을 주는 ‘시정으로서의 오브제’이나 이 
볼륨들은 전체 관계 안에서 위계적으로 배열되어 하나의 픽쳐레스크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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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물 층위

르 코르뷔제는 당  주택에 적합한 재료로서 철근 콘크리트를 바라보고 메이에
르 주택에 적용한다. 비록 당 에 철근 콘크리트를 작은 주택에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그에 한 근거로 구조와 간막이 
벽의 간소화- 제 3구성-로 인한 경제성 획득을 든다. 

3) 정제를 향한 단순함

‘단순한 포피’는 순수한 입체로 기쁨을 위한 정신의 정제된 결과물이다. 이는 
제 2구성에 해당하며 제 1구성과 긴장 관계를 갖는다. 이에 메이에르 주택은 제 
1,2,3, 구성이 통합된 제 4구성으로 1935년도에 그려진 제 4구성보다 10년 앞서
지만 르 코르뷔제의 주택(건축) 구성에 한 사고를 앞서 엿볼 수 있다.

4) 동결된 균열

메이에르 주택의 자연 역시 건축에 內化된 요소로 이상적인 전원의 모습으로 
기계시 의 산물인 건축물에 긴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은 
건축물 내부에서 ‘보이는 상’으로서 존재하며 홀에 둔 통유리 온실과 내부와 
옥상정원 드로잉에서 보이는 프레임에 걸린 자연 풍경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해
석 될 수 있다. 

5) 잠식된 다의성

르 코르뷔제는 감흥은 관계의 지각에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감흥은 
마치 신이 자연물에 심어 놓은 정해진 관계를 인간이 지각하고 감흥을 받는 것
처럼, 건축가가 건축물에 계획해 놓은 감흥으로 지각의 주인은 표면적으로는 거
주자가 되나 실제적으로는 건축가가 된다. 메이에르 부인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 
주택에서 특정 행위를 추천하는 부분은 의도된 감흥에 한 르 코르뷔제의 사고
를 보여준다. 또한 르 코르뷔제의 단순함이 여러 감흥의 반향을 위한 단순함이 
아닌 정제에서 비롯한 기쁨이란 단일한 감흥을 위한 단순함인 것은 이를 반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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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립스 파빌리온

“I shall make you not a pavilion, but an Electronic Poem. A bottle con-

taining the poem

1. Light

2. Color

3. Image

4. Rhythm

5. Sound

6. Architecture

brought together as an organic whole accessible to the public and thus 

displaying the resources of Philips's products."61)

필립스 파빌리온을 단지 건물로서의 파빌리온이 아니라 시 자체로 만들겠다는 
르 코르뷔제의 의지는 르 코르뷔제의 후기 시에 한 해석을 보여주는 ‘직각의 
시’가 1920년 의 건축을 만드는 시 개념에서 변화하여 상징적이고 비물질적인 
측면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이는 1948년도에 정
립된 ‘형언불가능한 공간’의 건축에 한 의지를 보여준다. “형언불가능한 공간”
이란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조형적 수단들이 아주 특별히 행복한 공명을 할 때
에 생겨나는 무한한 자유의 순간인 4차원의 공간을 말하며 르 코르뷔제는 이 4
차원은 비례와 예술가(건축가)의 의도에 의해 성취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르 코르뷔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만들고자 한 것은 건축의 범위를 넘는 
총체적인 미학적 정서, 예술의 통합이다. 필립스 파빌리온은 파빌리온이라는 특
수한 프로그램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건축의 사물 층위는 단순한 도구로 전락, 배
제되어 있으며 르 코르뷔제의 건축을 형성하는 잠식하는 기투 층위, 정신과 비례
에 한 의지는 더욱 더 강하게 나타난다. 즉, ‘관계의 장’인 필립스 파빌리온에 
벌려진 관계는 르 코르뷔제에 의한 요소들의 르 코르뷔제에 의한 관계로 단선적
인 시간을 가진 채 동결되어 있다. 

61) Cohen, Jean-Louis Benton, Tim. 『Le Corbusier le grand』. Phaido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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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0] 上-左: Iannis Xenakis, Metastasis 악보, 1955 上-右: 필립스 파빌리온 

미디어아트 계획 스케치 下-左: 필립스 파빌리온 외관, 1958 下-右: 필립스 파빌리온 

미디어아트 사진

3.3.2 카를로 스카르파 건축의 긴장

(1) 오토렌기 주택

스투코 마감으로 벽들의 접합부를 지우고 건물 전체를 순수한 흰색 입방체로 
형성한 후 램프에 회화적으로 색을 입혀 그를 마치 건물 안에 놓인 설치미술처
럼 둔 르 코르뷔제의 라 로슈 주택과는 달리, 스카르파의 주택은 이상을 추구하
는 정신의 산물도 아니며 미적 기쁨을 주는 조형적 상도 아니다. 

[그림3-11] 左: 라 로슈 주택 내부 右: 오토렌기 주택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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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코르뷔제의 주택이 하나의 텍스쳐와 같았다면, 스카르파의 주택은 몽타쥬
와 같다. 스카르파는 주택을 구성하는 요소들 각각의 재료와 위치를 살피고 그 
사물성을 더욱 드러내 보인다. 이는 장식decoration으로 표현하는 것과는 달리 
사물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일례로, 스카르파는 콘크리트 원판과 핑크색 
prun stone과 흰색 trani stone 원판들을 섞어 쌓아 올린 후 끌로 거칠게 다듬어 
경사지에 파묻힌 집을 받치는 지름 88cm의 거 한 기둥이 드러내는 중력에 
한 힘과 그 축조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더하여 이 지름 88cm라는 수치는 그가 
건축 작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5.5cm 모듈의 연장으로서 거칠게 드러난 
자연의 힘 기저에 작용한 기하학의 유용성을 보여준다. 

이에 더하여 스카르파는 단편적 요소의 병치에서 그들 사이의 균열을 강조함으
로써 그들 각각의 존재감을 더욱 드러내 보인다. 계단과 벽과 만나는 지점에서 
그 경계에 놓인 검은 띠로 인해 계단과 벽은 확실히 분리되어 각 존재를 드러낸
다. 이처럼 사물성을 열어 존재감을 부여받은 각 요소는 다른 요소와 만나며 더
욱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 단편적 요소들의 존재를 수면 위로 최 한 끌어올림으
로써 그들이 지각될 가능성, 나아가 시를 발할 가능성을 높인다.

[그림3-12] 左: 오토렌기 주택 내부 右: 오토렌기 주택 외부

또한 오토렌기 주택에서 자연은 1차적으로 건축이 기투 될 지, 사물로서 기
투의 도구가 아닌 살펴져야 할 기투의 바탕이다. 이는 설계를 끝낸 후 그에 맞는 

지를 찾는 건축의 도구로서 자연을 하는 르 코르뷔제의 방식과는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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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르파 건축에서 자연은 건축의 밖에서 건축의 타자로 존재한다. 또한 스카르
파의 자연은 이상의 순간적인, 회화적인 장면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시간을 내
포하는 존재로 건축의 외연에서 멈춘 시간을 가진 완공된 건축물과 관계를 가지
며 그에 시간을 부여한다. 이는 스카르파의 건축을 시간 위에 열린 상태로 만들
며 언제나 순간의 완벽한 흰색 벽으로 박제되어 남길 바랐던 르 코르뷔제의 건
축과는 상이한 차이를 갖는다. 

(2) 베네수엘라 파빌리온

파빌리온이란 지에 고착되는 성격이 약한 건물 유형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
라 파빌리온은 그 계획에 있어 지의 향을 받고 있다. 베네수엘라 파빌리온이 
배정받은 지는 세 그루의 나무를 포함하는데 스카르파는 이를 손상시키지 않
음과 동시에 그 중 한 나무를 중심으로 하여 동서남북 축을 그리고 그를 기준으
로 기하학적 공간을 그려낸다. 즉, 스카르파는 파빌리온이란 특수한 상황에도 
지라는 사물에 관한 해석을 배제하지 않고 그 위에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림3-13] 上-左: 계획 스케치 上-右: 지상층 도면 下-左: 내부 전시실 下-右: 외관



- 47 -

더하여 이 파빌리온에서 흥미로운 점은, 스카르파의 건축 계획에서 중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립항의 병치와 그로인한 균열의 드러냄이 물리적 층위에서 뿐
만 아니라 공간적 층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베네수엘라 파빌리온의 
공간은 각각 두 개의 유형의 공간과 무형의 공간으로 나뉘며 스카르파는 무형의 
공간과 무형의 공간 사이의 균열은 유형의 공간으로, 유형의 공간과 유형의 공간 
사이의 균열은 빛으로 그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전시실로 사용되는 
두 유형의 공간의 밝음에 비하여 어두움으로 두 공간 사이의 균열을 보이고 
있으며 이 둘 공간은 다시 높이와 규모, 색상으로 그들 사이의 차이가 지어진다. 
이처럼 공간 역시 단편화 되고 균열로 그 존재의 사물성을 드러냄으로써 그 존
재의 보존자인 관람자에 의해 열릴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

3.3.3 르 코르뷔제와 카를로 스카르파 건축의 긴장

건축의 시화를 지향하며 이항의 조화를 추구 한다는 점에서 르 코르뷔제와 카
를로 스카르파의 건축은 공통점을 가진다. 르 코르뷔제 건축의 경우 정신에 의해 
반  항은 외부가 아닌 내부의 것으로 내화된다. 르 코르뷔제 건축에서 이항 사
이의 균열은 동결된다. 이처럼 르 코르뷔제 건축은 정신으로 닫은 건축이 되어 
단선적인 시간을 가지며 르 코르뷔제 건축에서 연속적인 시간으로 인한 순간순
간의 다의성은 잠식된다.

카를로 스카르파에게 역시 건축은 관계의 장이며 조화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스카르파는 르 코르뷔제와는 달리 이들 관계의 요소를 건축 내부뿐만 아니라 자
연의 흐름, 인간 등 미래와 과거의 것을 건축 외부에 남겨 둠으로써 이에 자신의 
건축을 열린 시간 위에 올려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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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브리온 묘지에 나타나는 시적임의 형성

건축에서 시는 립항에서 생성된다고 볼 때, 그 립항의 설정이 문제가 된다. 
빛과 어두움, 평탄한 것과 거침, 식물과 광물, 풀과 인간, 하늘과 땅. 이 모든 것
들은 립하며 그 사이에서 다른 제3의 의미를 생산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차이에서 시가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두 사물이 주는 의미의 충돌이 시를 형성
한다. 따라서 립하는 두 사물과 그 의미의 충돌이 시를 만들어낸다.

건축에서 사물은 일차적으로 재료라는 물질이다. 단어가 모여 시를 만들 듯이 
건축을 구성하는 물체가 건축을 형성한다. 시에서 단어와 단어의 연결, 단어와 
단어 사의의 간격에서 의미의 충돌이 만들어지듯이, 건축에서는 물물과 물질, 공
간과 물질, 공간과 공간의 사이에 의미의 충돌이 발생한다. 또한 단어보다 건축
의 사물은 그 의미가 약속된 바가 분명치 않아 상 적으로 더 많은 의미의 충돌
을 낸다. 일반적으로 어떤 문장을 읽고 그 행간을 읽으라는 말이 있듯이, 이 다
층의 사이가 시를 형성한다.  

사이가 생기려면 부분의 윤곽이 분명할 것이 요구된다. 음표가 다른 음표에 침
범을 받지 않듯이 분명한 윤곽이 사이를 만들어낸다. 사물의 윤곽이 없이 플라스
틱을 주입하여 만든 연속적인 면은 사이를 만들어낼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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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른 말로 자기완결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족적이라고 하며 또 다른 말로
는 자율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부분이 건축을 구성하는 디테일에만 있
지 않고 건물과 땅의 만남, 땅과 땅의 만남까지를 생각한다든지, 건물과 하늘, 
하늘과 창의 윤곽 등을 함께 고려할 때, 그것을 윤곽이라고 하기보다는 ‘경계’라
는 용어가 더 폭넓고 개연적인 용어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경계라는 말로 이상의 부분의 완결성을 설명하기로 한다. 

만남이 경계를 낳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만날 것인가의 문제가 두된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라는 말이 있다. 의미 그 로, 정확하게 라는 뜻의 이 어구
는 거꾸로 토씨 하나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 질 수 있음을 가리킨다. 밥만 먹는
다와 밥은 먹는다의 뜻은 다르다. 또한 먹으면 간다와 먹고 간다는 뜻이 다르다. 
이 토씨(조사), 어미 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어절은 각기 다른 의미가 되
고 다른 의미를 가진 어절은 다른 의미의 시구와 시를 만든다. 사물 역시 마찬가
지여서 건물과 하늘, 빛을 들여오는 것과 빛을 막는 것, 빛과 돌 등이 어떻게 만
날 것인가에 한 각각의 답은 전체 건축이 노래할 시의 방향을 정한다.

스카르파는 틈을 두고 요소가 만나는 방법을 선택한다. 틈은 공간으로 형상화
된 경계이다. 경계선과 경계면이 선과 면으로 형상화된 경계라면 경계공간인 틈
은 공간으로 형상화된 경계이다. 틈은 빈 공간이란 점에서 다른 무언가, 사물을 
담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틈은 인공-인공 사물의 경계에 있을 때와 인공-자연 사물의 경계에 있을 때 
각각 상반되는 역할을 수행한다. 타일, 가구, 벽 등 여기서 가리키는 인공 사물
은 물리적 형태를 갖는다. 립하는 물리적 사물의 경계, 즉 윤곽과 윤곽 사이에 
위치한 틈은 두 사물의 차이를 더 벌린다. 특히 이는 모습이 동일한 항이 립할 
때 둘을 구분하는데 효과적이다. 담장이 하나의 적갈색 면이 아니라 벽돌‘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해 주는 것은 벽돌들 사이의 틈이다. 또한 이 벽돌이 모래
‘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해 주는 것도 모래들 사이의 틈이다. A-b-A는 
A-A보다 A가 떨어져 있는 각각의 존재임을, 그들의 개별성을 좀 더 드러낸다. 
틈은 이처럼 요소의 차이를 부각시킴으로써 각 요소의 존재를 드러낸다. 

또한 틈은 빈 채로 남아 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채워지기도 한다. 이때 틈의 
역할 역시 각 요소의 명확화이다. 따라서 틈은 기존의 요소와 다른 요소로 채워
진다. 틈은 A-b-A 혹은 A-d-C와 같이 립하는 항(A-A, A-C)과 다른 사
물(b, d)로 채워져 항들을 구분해 각 항이 개별적인 하나 하나임을 그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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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보다 분명하게 전한다. 이처럼 물리적 사물과 물리적 사물이 경계에 틈을 갖고 
만나도록 하는 것은 그를 포함하는 전체 건축을 각 부분의 목소리가 중요한 건
축으로 만든다. 

반면 인공 사물과 자연 사물의 경계에 난 틈은 인공 사물과 자연 사물의 동화
를 이끈다. 이 틈은, 정확히 말하자면 자연 사물과 만나는 인공 사물의 윤곽 자
체에 난 틈이다. 앞서 짚었듯 여기서 인공 사물은 형광등 빛, 에어컨 바람 등 비
물리적 인공 사물을 제외한 물리적 형태의 인공 사물을 가리킨다. 반면 자연 사
물은 풀, 흙, 물 등 물리적 사물에 더해 빛, 바람 등 비물리적 사물까지도 포함
한다. 특히 이 자연 사물이 갖는 특징은 그것이 정지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풀은 자라나며 바람은 이동한다. 

틈이 나지 않은 윤곽이 물리적 사물을 자기완결적으로 만들었다면 이 윤곽에 
틈을 내는 것은 물리적 사물의 자기완결성을 무너트린다. 나아가 자기완결적인 
물리적 사물이 닫힌 윤곽으로 닫힌 경계를 형성해 자신과 자신 이외의 것을 갈
라낸 반면, 틈이 난 윤곽은 열린 경계가 되어 자연 사물이 자신, 즉 물리적 형태
의 인공 사물에 침투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담장 벽에 이끼가 끼고 건물에 바람
을 들여 올 수 있는 이유가 벽돌과 벽돌 사이에 틈이 있고 창이 열렸기 때문인 
것과 같다. 이 틈으로 인해 건물은 자연을 자신에 포함시킨다. 이로써 건물은 완
공 시 하나의 완결된 사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 인해 변화할 단계
를 남겨두고 있는 아직 미완결인 상태로 존재한다. 자신을 굳게 닫지 않아 변화
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에 틈은 건물이 자연과 그
의 무한한 시간에 해 여지를 가질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그런데 그 안에 완벽
한 진공상태를 만들어내는 사물이 아닌 이상 모든 인공 사물은 윤곽에 틈을 갖
는다. 따라서 스카르파가 사물에 부여한 틈은 원래 있던 것에 그 효과를 증가시
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더한 것으로 여지에 한 절 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여
지에 한 촉매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사물은 고유하지만 변화하는 존재이다. 사물은 순간순간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
게 다가온다. 유리컵은 투명함과 담을 수 있음으로 그 고유성을 갖지만 비오는 
어두운 하늘 아래 빗물을 담고 있는 유리컵과 햇살 좋은 날 공원에서 오렌지 주
스를 담고 있는 유리컵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건넨다. 틈의 효과는 바로 여
기에 있다. 틈은 사물의 사물다움, 즉 고유함과 변화함을 조명한다. 틈은 사물을 
더 명확하게 보이고 변화에 한 여지를 더 넓힌다. 이에 틈을 사용하여 사물의 
만남을 다루는 스카르파의 건축에서 사물은 그 사물다움을 더 풍부하게 드러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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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틈의 ‘비워져 있음’과 그로 인한 미완결성은 한편으론 건물의 완성도를 낮아보
이게 한다. 그러나 명확화와 여지의 획득이라는 분명한 목적 하에서 사물들 사이
에 정확히 자리 잡고 있는 틈은 좁게는 사물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잃을 수 있는 
사물 하나 하나의 온전함을 지킬 뿐만 아니라 넓게는 건물을 만드는 요소를 완
공 이후의 것까지 포함함으로써 건물의 완성도를 배가시킨다.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 적이다. 사물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나 자
신이다. 나의 감각과 지식이 사물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감각으로 인한 
사물의 존재 지각은 무척 즉각적이며 그 내용은 얼마나 왜곡되었든(이 왜곡은 
남들이 자신의 잣 로 나의 지각을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지각과는 
무관하다) ‘지금’ ‘나 자신’에게는 진실이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사물이 (그 자
신을 드러내 지금 나에게) ‘ 감’을 주었다고도 한다. 사물의 드러남이란 지금 나 
자신에게 그 사물이 ‘어떠함’, ‘어떤 진실’로 다가옴을 가리킨다. 

또한 ‘지금’ ‘내’가 지각하는 사물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 사이에 
있는 것으로, 다른 사물(들)과의 조는 이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둠을 통해 밝음을 판단하고 죽음을 통해 살아있음을 판단한다. 
어둠을 모르는 이는 밝음의 존재를 지각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죽음을 모르는 이
는 자신이 지금 살고 있음을 지각 할 수 없다. 이처럼 사물은 그 사물과 다른 사
물(들) 사이의 립 관계에서 드러난다.62)

그러나 문제는 이 립 관계가 한 사물 안에서 일어날 때이다. 시라는 하나의 
작품(사물)은 사물들을 통한 의미구성의 결과물이며 이 전체는 텐션이라는 효과
를 내 시작품을 특징짓는다. 운율, 각운 등은 시를 형성하지만 시적임을 발하는 
가장 큰 힘은 시 내부의 긴장인 것이다. 양측이 치하는 상태는 내가 이 시를 
외연 혹은 내포, 밝음 혹은 어둠으로 갈라 확실히 고정시켜 지각할 수 없게 한
다. 시가 산문과 달리 정해진 사실을 전달하지 않는 것은, 혹은 할 수 없는 것은 
시가 고정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고정시켜 지
각할 수 없음’은 ‘지금’의 ‘내’가 그를 지각하게 하며 지금의 내가 지각한 사물의 

62) 그러나 이 판단이 반복되고 지속되어 굳어진 ‘지식’이 된다면 이 지식은 사실로 존재할 
뿐 더 이상 진실로서 감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감을 받지 못한 나는 그 사물에서 사실
로 굳어진 어떤 특질만 읽을 수 있을 뿐 어떠한 시적임도 느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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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한 특성 중 하나는 ‘지금’과 ‘나’의 것이란 점에서 진실이 된다.

건축가 카를로 스카르파는 시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형태와 공간만을 바라보
았을 때도 누구나 서로 다른 재료, 이질적인 재료의 접합, 오래 된 것과 새로운 
것의 충돌. 이것이 스카르파 건축의 매력이다. 

그러나 이 매력은 단지 아름다움, 눈에 보아 예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닐 것
이다. 이 매력은 물질에서 비롯한 것이고, 그 사이와 간격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보았을 때, 그의 건축의 ‘매력’은 물질이 만들어내는 시의 의 매력이라 할 것이
다. 

이 장에서는 스카르파의 브리온 묘지를 분석 상으로 삼는다. 그것은 이 건물
이 묘지이기 때문이다. 묘지는 본래 기억하기 위한 것이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사이를 메우는 것이다. 묘지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축에서 요구되는 실용성이 
거의 요구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돌프 로스는 예술에 속하는 건축일 수 
있는 것은 모뉴먼트와 묘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스카르파의 마
지막 작품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이 건물은 스카르파가 죽은 그 행에 완공되었
다. 따라서 이 건물은 그의 건축을 요약하는 것이며 그의 건축에서 시적인 발현
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고 보았을 때, 가장 시적인 구현을 가장 깊이 있게 
다루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묘지는 살아있는 자의 장소에 위치하는 죽은자의 장소다. 이처럼 본질적으로 
묘지가 갖는 모순을 바탕으로 브리온 묘지는 생과 사의 긴장을 조명한다. 이를 
드러내는 묘지의 사물은 인공물과 자연이다. 인공물은 인간에 속한 것으로 인간
과 마찬가지로 죽음(소멸, 무너짐)을 기다리며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아있는 존
재이다. 반면 자연은 매년 꽃이 지고 다시 피듯 인간과 달리 끝을 갖지 않는 순
환의 존재, 무한한 시간의 존재로 원한 생명을 가짐과 동시에 죽음을 포함하는 
초월적 존재다. 

또한 한편으로는 묘지가 자연에서 태어난 인간이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경
계의 장소이듯 이 긴장 관계에 있는 인공물과 자연은 분리되지 않는 한 전체이
기도 하다. 살아 있는 인간, 소멸되지 않은 인공물은 죽음의 예고를 포함하나 살
아 있는 이상 죽음과 떨어져 있으며 자연은 죽음을 포함하나 원한 생명을 갖
고 있다. 즉, 인공물과 자연이란 사물은 그 자체로 내부에 생과 사, 립항의 긴
장을 갖는다. 나무, 돌 등 자연 사물과 콘크리트, 유리 등 자연 사물에서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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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사물로 이뤄진 건물과 묘라는 인공물은 시간을 지나 점차 풍화되며 소멸해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처럼 브리온 묘지에서 사물은 한 면에 고정되지 않고 입체
적으로 조명되며 이 입체적인 사물들로 인해 긴장 역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풍부한 사물들과 그들이 만드는 풍부한 긴장은 그들의 전체인 브리온 묘지에서 
방문객이 느끼는 시정 역시 풍부하게 만든다.

이에 본 장에서는 브리온 묘지를 구성하는 사물들과 그들이 형성하는 긴장, 그
리고 이 긴장 상태의 사물들이 일으키는 시적임에 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
다.63) 
 

63) 4장의 이 서문은 2014.6.24 김광현 교수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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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브리온 묘지 개요

[그림4-1] 브리온 묘지 기준층 평면도                                             

 1: 죽은자의 입구(정문) 2: 공동묘지 정문 3: 공동묘지 후문                           

    4: 프로필라이움(살아있는 자의 입구, 후문) 5: 파빌리온 6: 브리온 부부 묘        

7: 브리온家 묘  8: 채플 9: 사이프러스 숲(지역 목사와 수녀의 묘) 10: 스카르파 묘

이름 Tomba Brion

위치 San Vito d'Altivole(Treviso), Italy

계획 및 공사 기간 1969-70, 1970-78

면적 2200m²

건축주 Onorina Brion

조경 설계사 Pietro Porcinai

협력자 Guido Pietropoli, Carlo Maschietto

컨트랙터 Dita Prati

[표4-1] 브리온 묘지 개요



- 55 -

[그림4-2] 사이트 모델64)

1978년 완공된 브리온 묘지는 Giuseppe Brion - Onorina Brion 부부와 브리
온家를 위한 묘지이다. 이는 스카르파의 말년 작품으로 Francesco dal co., 
George Ranalli등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그의 정수가 집약된 걸작으로 평가받는
다. 브리온 묘지는 스카르파의 작품이 완공까지 평균 1~3년이 걸리는 것에 비해 
10년이라는 상 적으로 긴 시간에 걸쳐 지어졌으며 스카르파가 생전에 완공을 
목격한 마지막 작품이다. 1976년 11월 빈에서의 강연에 따르면 그 역시 브리온 
묘지에 기 를 나타내고 있으며 계획 과정을 보이는 드로잉이 거의 부분 현재 
스카르파 아카이브에 보존되어 있다.65) 

1968년 9월 남편 Giuseppe Brion의 죽음이 얼마 지나지 않은 후 그의 부인이
자 Brion-Vega의 공동 설립자인 Onorina Brion은 스카르파를 찾아가 부부와 브
리온家를 위한 묘지 계획을 부탁했다. 특이할 점은 묘지의 입지로, 브리온家는 
묘지를 짓기 위해 이미 San Vito에 있는 공동묘지 북동쪽 모서리에 직사각형의 
땅과 장례 채플을 소유하고 있었고66) 이곳을 계획할 묘지의 입지로 지정했다. 

64) 1971년 제작품, 제작자 불명, British Architectural Library 소장
65) 이 드로잉들은 다음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Carlo Scarpa,『The other city: the 
architect's working method as shown by the Brion cemetery in San Vito d'Altivole』, 
ed. Peter Noever, Ernst & Sohn, 1989.

66) 그러나 이 땅은 시의 소유로, 브리온家가 매입한 것은 땅의 사용권이었을 뿐 땅 자체는 
아니었다. 즉, 브리온 묘지는 공공의 땅 위에 세운 개인시설이다. 브리온 묘지가 위치한 이
러한 애매한 상황에 더해 가족과 부부를 위한 묘지로서는 다소 큰 지의 면적은 묘지의 공
공성에 관심을 갖고 있던 스카르파가 브리온 묘지에 공공성을 계획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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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Giuseppe Brion이 태어난 곳으로, 이곳을 묘지의 입지로 지정한 것은 
부분의 일생은 밀라노에서 지냈으나 항상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가까운 곳에 묻
히길 원했던 Giuseppe Brion과 브리온家의 바람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1969년 
5월 브리온家는 공동묘지 외곽을 따라 L자형 지를 더 매입했으며 브리온 묘지
는 이 지 위에 계획되었다. 1970년 3월 즈음에는 계획의 최종안이 완성되었으
며 마을의 승인을 받았다. 

브리온 묘지는 북서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채플, 브리온家 묘, 브리온 부부 묘, 
파빌리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초기 계획안을 보면 현재의 브리온家 묘 없
이 파빌리온이 브리온家 묘로 계획되어 있고 채플, 브리온 부부 묘, 파빌리온 이 
3요소가 묘지 구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브리온 부부 묘는 현재의 
파빌리온 위치에 있다가 가장 햇살이 잘 비치고 좋은 전망을 볼 수 있는 북동쪽
으로 옮겨지는 등 묘지 구성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채플의 평면은 여러 가
지 기하학적 평면 구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3개의 겹친 원형 평면에서 단
일한 원형 평면을 거쳐 현재의 정사각형 평면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아르코솔륨을 차용한 부부 묘의 형태, 파빌리온의 연못, 정문(죽
은자의 문) 옆에 심기는 사이프러스들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림4-3] 上-左: 브리온 묘지 초기 계획1 上-右: 브리온 묘지 초기 계획2              

   下-左: 1970년 3월 6~9일 Altivole town 위원회 심사에 제출, 승인받은 최종평면     

          下-右: 심사에 제출한 최종 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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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서로 다른 시간을 갖는 사물들

건축을 형성하는 것은 건축가가 만든 건물만이 아니다. 스카르파는 그의 건축
에서 이 점을 강조한다. 문화적 맥락, 위치, 거주자, 빛, 바람 등 건물 이외의 사
물들 역시 건축을 형성한다. 그런데 이들이 위치한 시간은 조금씩 다르다. 건물
이 완공된 시점을 현재라 한다면 건물의 기반이 된 땅과 문화, 기후 등 건물의 
터는 건물의 완공 이전, 과거에서부터 존재해오던 것이다. 반면 ‘건물에’ 거주하
는 거주자와 ‘건물을’ 비추는 빛, ‘건물을’ 풍화시키는 바람은 건물의 존재가 선
행되어야 하는 사물들로 건물의 완공 이후에 존재할 미래의 사물들이다.
브리온 묘지 역시 ‘다른’ 시간을 갖는 사물들로 형성된다. 여기에서는 특히 인

공물이 갖는 한정된 시간과 자연이 갖는 무한한 시간이 비된다. 그리고 이들 
사이의 다름, 차이는 긴장을 형성하며 이는 브리온 묘지가 시정을 불러일으키는 
바탕이 된다.

4.2.1 터

터는 과거의 시간을 갖는 사물이다. 스카르파는 특히 이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을 엮는데 있어 뛰어난 평가를 받는다. 그의 많은 표작들이 리노베이션 프
로젝트인 점은 이를 반증한다. 과거를 다루는 그의 방식은 성층(layering)으로 
들 수 있으며67) 성층의 방식은 요소의 분리와 종합으로 나뉜다. 

퀘리니 스탐팔리아 재단의 기존 계단과 라디에이터는 시간의 층을 쌓는 방법을 
통해 과거를 다루는 스카르파의 수법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퀘리니 스탐팔리아 
재단 역시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로, 기존 건물의 계단을 그 로 남겨두고 그 위에 

리석 판을 새로 ‘얹기만’ 함으로써 건물이 갖는 서로 다른 시간을 드러내고 있
다.68) 

67) Anne-Catrin Schultz, 『Carlo Scarpa-Layers』, Menges, 2014
68)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계단을 파괴하는 것 없이 그것을 새롭게 했고, 정체성 및 역사를 
보존했으며, 새로움과 낡음 사이의 긴장을 높 습니다.”, Carlo Scarpa, "Interview with 
Carlo Scarpa", Interview conducted by M,Dominguez in May 1978 in Vicenza, Dal co 
and Mazzariol, 『Carlo Scarpa Complete Works』, Rizzoli,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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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르파는 이렇게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을 그것을 갖는 사물을 통해 병치함에 
있어 각 사물이 어떤 시간을 갖는지, 이것이 과거의 것인지 현재의 것인지 그
로 드러낸다. 신 과장하지도, 숨기지도 않는다. 계단에 얹은 새 리석판의 크
기는 기존 계단을 넘어가지도, 번쩍이는 금속 재료로 자신이 현  기술에서 왔음
을 뻐기지 않는다. 단지 계단의 돌이 닳아서, 새 돌을 얹었을 뿐이다. 새 돌과 
헌 돌의 립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팽팽한,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긴장
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로써 사물들은 각자가 가진 다른 시간으로 분명히 립되나 불편한 이질감을 
만들지는 않는다. 이는 마치 눈이 쌓인 돌, 이끼가 낀 벽을 보고 이질감을 느끼
지 않는 것과 같다. 돌은 계속 그래왔듯 자신의 자리에 있는 것뿐이고 눈은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 위에 쌓 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새 디딤돌을 
얹은 돌계단, 눈이 쌓인 돌에서 깔린 것과 쌓인 것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
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 생긴 변화임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내가 의미하는 것은 전통 안에 속하고자 하는 거대한 열망이다. 그러나 이는 

주두와 기둥이 없는 것이다. 이는 단지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신조차 아티카 식 기초를 설계할 수 없다. … 당신은 “나는 현대적이다 - 나는 

금속과 판유리를 사용할 거다”라고 말할 수 없다. 목재가 더 적합하거나 어떤 다

른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교육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확실한 진술을 할 수 

있을까? Foscolo가 말하는 것처럼, “역사” 즉 광범위한 지식에 교육 받지 않는

다면? 과거의 사물들에 교육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확실한 진술을 할 수 

있을까?69)

      

69) Carlo Scarpa, "A thousnad cypresses", a lecture given in Madrid in the summer of 
1978, Dal co and Mazzariol,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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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 左: 카스텔베키오 칸그란데 공간 계단, 中-右: Faondazione Querini 

Stampalia 입구 계단과 라디에이터 가림 막        

그러나 립되는 사물들 고유의 목소리를 죽이지 않고 그들이 불협화음이 아닌 
하나의 화음, 전체의 감각을 갖도록 구성하는 것은 많은 살핌과 계산을 필요로 
한다. 재료의 선택은 그 중심에 위치한다. 퀘리니 재단 계단에서 스카르파는 무
겁고 거친 느낌의 기존 석재 계단에 비하여 현 의 반짝이거나 투명한 재료가 
아닌, 잘 다듬어진 석판의 약간의 광택과 미색이 갖는 밝은 색의 새로운 감각만
으로 그 요소가 아래에 놓인 요소와는 서로 다른 시간을 가짐을 드러낸다. 즉, 
스카르파는 기존 건물과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나 그 재질을 달리 하는 섬세한 
선택을 함으로써 과거의 시간이 현재의 시간에 잠식되지 않고 현재 역시 무분별
한 모방으로 과거에 잠식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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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 입면 계획. 上-左: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Masieri Memorial 계획안,1953     

        上-右: 스카르파, Masieri Memorial 리노베이션 이후 입면, 1970-83            

    下-左: 스카르파, Banca Popolare di Verona 리노베이션 이전 입면                

       下-右: 스카르파, Banca Popolare di Verona 리노베이션 이후 입면, 1973-81

재료의 사용과 더불어 스카르파가 성층된 시간에 전체의 감각을 부여하는 수법
으로 특이할 점은 그가 기하학의 고전성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스카르파는 특별
한 경우를 제외하곤 사선 혹은 불규칙한 곡률의 곡선이 아닌 직선과 원만을 사
용한다. 아래 스카르파의 인터뷰 내용에서처럼 과거의 시간을 해석하는데 있어 
유지 할 것은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그 사물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지 본질의 
표현에 있지 않다. 즉, 건축이 유지할 과거의 사물은 본질이며, 그 본질의 표현
은 현재에 속한다. 모더니즘 건축의 기하학적 건축 형태는 당시 최신의 것으로 
스카르파가 주로 작업 활동을 했던 베네치아의 고전적인 건물 풍경과는 이질적
일 가능성도 가진다. 그러나 스카르파는 형태 구현에 신기술이 필요한 형태가 아
닌 오랫동안 건축 형태의 요소 던 직선과 원을 사용하여 현재의 건물이 과거에 
이질적으로 관입될 가능성을 줄임과 동시에 시 에 맞는 건축 형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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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ght 가 베네치아에 건축하자고 제안했던 주택을 기억하시나요? Wright는 옆

집 창문을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베네치아의 본질적 특성이 물이었으며 현재도 

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는 그의 시대를 위한 작품을 제안했습니다. 말씀 드

린 대로 저는 베네치아의 도시계획 규정 그리고 그를 해석하는 관료들로 인해 

오직 어려움만을 겪어 왔습니다. 그들은 고대의 창문 스타일을 모방하라고 명령

하며, 다른 창문 재료, 다른 스타일, 다른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진 “창문들”, 그 

창문들이 다른 시대에 다른 생활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어쨌

든 그런 종류의 어리석은 모방은 항상 천박하게 보입니다.70)

건축을 형성하는 과거의 시간을 존중하나 현재의 과거에 한 모방은 신마저도 
불가하다는 스카르파의 입장에서 기하학적 형태 구성은 데 스틸의 향을 받은 
그의 개인적인 취향을 넘어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겨졌다. 스카르파가 베네치아의 
기존 경관과는 사뭇 달라 반 에 부딪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Masieri 
Memorial 계획안을 지지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가 Masieri 
Memorial  프로젝트를 받아 하게 되었을 때, 그 역시 Banca Popolare di 
Verona에 했듯이 기하학적 형태의 층으로 기존 건물의 고전적 입면에 변주를 주
고자 했으나 베네치아의 도시 규정과 관료들의 반 에 부딪혀 결국 기존 입면을 
그 로 남겨두게 된다. 

 

[그림4-6] 아르코솔륨과 아치 밑 모자이크 부분

70) Carlo Scarpa, "Interview with Carlo Scarpa",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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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온 묘지와 같은 비-리노베이션 작업의 경우 스카르파의 많은 리노베이션 
작업처럼 기존 건물이라는 직접적인 과거를 가짐으로써 병치된 과거가 물리적으
로 직접 드러나지는 않지만 스카르파는 건축이 갖는 입지적, 문화적 배경 등을 
통해 건축을 형성하는 과거라는 한 주체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르코솔륨이라 부를 것이며, 이는 카톨릭 전통에서 비

롯한 단순한 아치입니다. 저는 죽음 후에, 사랑했던 두 사람이 서로를 맞이할 수 

있게 두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 생각했습니다. 군인은 똑바로 서 있고, 인간은 움

직입니다. 

아르코솔륨은 아치, 장대 교량, 철근콘크리트 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그것을 색칠하지 않았더라면, 제 말은 꾸미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여전히 

다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는 것 대신에 우리는 모자이크를 사용했

습니다. 베네치아 전통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본 것입니다.71)

브리온 묘지에서 중심이 되는 브리온 부부 묘는 고  로마 전통의 연속선상에 
있다. 이는 초기 기독교 카타콤 시 에 중요한 인물이나 순교자들이 묻혔던 아르
코솔륨에서 차용된 것으로, 아르코솔륨이란 묘의 명칭이나 브리온 묘지 설명에서 
스카르파는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묘지 계획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인 브리온 
부부의 묘를 서로를 향해 숙인 곡선 아래에 두고자 했던 스카르파의 의도는 중
요한 이의 묘를 아치형 감벽에 두는 아르코솔륨과 상통한다. 그러나 비록 묘지의 
개념과 형태가 아르코솔륨에서 시작했지만, 스카르파는 아르코솔륨을 그 로 차
용하지 않고 두 단계의 변화를 거쳐 브리온 부부 묘를 완성한다. 

첫 번째 단계는 다리로의 변형이다. 스카르파는 아치형 감벽을 아치로 바꾸고 
원호의 곡률을 낮춰 아치를 다시 다리로 변형시킨다. 원호 아래 묘를 두는 방식
이 이탈리아 전체의 문화를 상기시킨다면 다리는 묘지가 위치한 장소의 지역성
을 상기시킨다. 브리온 묘지가 위치한 알티볼은 이탈리아 베네토 주州 트레비소

71) Carlo Scarpa, "Can Architecture be a Poetry?", 『The other city: the architect's 
working method as shown by the Brion cemetery in San Vito d'Altivole』, ed. Peter 
Noever, Ernst & Sohn, 1989. 이 녹취록은 Dal co 와 Mazzariol의 『Carlo Scarpa 
Complete Works』에도 수록되어 있지만 이는 편집본으로, 완문을 보고 싶다면 『The 
other city』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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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한 마을이다. 트레비소는 베네치아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으며, 
실레 강과 보테니가 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중심지로 갖는다. 베네치아와 마찬가
지로 트레비소 역시 운하의 도시이며 그 근접성과 비슷한 지형으로 인해 작은 
베네치아로 불린다. 따라서 브리온 묘지의 구성에 사용된 물과 다리라는 어휘는 
건축을 구성하는 데 있어 그 지역에서 충분히 공감 를 얻을 수 있는 어휘이다. 
비록 실제로 브리온 묘지가 위치한 알티볼은 트레비소 중심지에서 약 30km 떨
어진 근교의 평야 마을로, 직접적으로는 운하와 관계된 지역은 아니지만 알티볼 
역시 트레비소에 속한 지역으로 물과 운하에 한 공감 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 아르코솔륨을 다리로 연결한 것의 근거를 지역성으로
만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이에는 죽음과 삶을 잇는다는 다리의 상징성과 
함께 스카르파 개인의 베네치아적 성향이 깊게 개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스카르파는 부부의 묘가 단순한 다리로 그쳐 보이길 원하지 않음을 분
명히 하고 있다. 브리온 부부 묘에서 중요한 것은 관을 감싸는 다리가 아니라 그 
다리가 감싸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리는 삶에서 죽음으로 건너온 부부의 안
식처가 되어 주고 있다. 이는 그들에게 제 2의 집과 같다. 땅은 동그랗게 파이고 
그 위에 부부의 관이 얹어지며 이 위를 다리가 덮는다. 파인 땅은 본질적으로 높
이차로 인한 담 벽을 가지며 파인 땅의 내부는 위요된다. 그리고 비와 바람을 막
기 위한 판이 그 위를 덮는다. 여기서 스카르파는 땅을 판다는 가장 기초적인 방
법만으로 안과 밖, 나아가 정착으로 인한 안정감을 만들고 있다. 파인 땅은 가장 
간단한 바닥과 벽이 된다. 또한 아치(다리) 역시 벽체와 천장이 일체된 구조로 
지상에 위치한 공간이 하늘을 비롯한 지상의 요소들과 경계를 짓기에 가장 기초
적인 방법이다. 삶에 붙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本만이 남은 지점에서 그의 집 역
시 本만이 남은 것이다. 

안식처, 이것이 아르코솔륨에 한 해석이 다리를 거쳐 도달한 두 번째 단계이
다. 이는 아르코솔륨을 비롯한 모든 묘의 제작 의도이기도 하다. 이 단계에서는 
첫째로 다리가 그 아래에 공간을 만든다는 점에 주목하며 둘째로 이 공간에 특
이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공간을 만들었지만 그 
공간의 표현은 무엇보다 섬세하다. 땅을 완전히 덮지는 않지만 지붕은 브리온 부
부 안식처의 지붕 역할을 위해 넓은 폭을 가진다. 이로 인한 짙은 그림자는 부부 
묘의 분위기를 주도한다. 따라서 묘 전체에서 관은 무언가의 그늘에 놓여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리고 스카르파의 말 로 이 그늘을 만드는 다리가 단순한 구
조물에 그칠지 혹은 안식처의 지붕으로 느껴질지는 그 표현, 꾸밈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스카르파는 브리온 부부 묘를 감싸는 원호 아랫면을 변주된 베네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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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로 타일을 장식한다. 다리 아랫면은 안식처의 천장이자 부부의 하늘과 같
다. 부부의 하늘을 표현하는데 있어 타일은 그늘 속에서도 발현되는 반짝임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 또한 타일은 전체적으로 초록색과 파란색이 주를 이루며 
이 타일들은 묘 내부에 지상의 녹음과 맞먹는 푸른 색채를 가져온다. 이는 아르
코솔륨에 색을 입혀 기존의 전통을 다르게 해석해 보임과 동시에 유리 타일이 
빛을 반사하여 내뿜는 반짝임을 통해 베네치아 다리 밑을 지나갔을 수로의 반짝
임도 상기시킨다. 이처럼 브리온 묘지에서 스카르파는 브리온家 및 묘지를 이용
하는 San Vito 지역 주민들에게 깔린 이탈리아의 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공동
성의 감각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그 문화적 요소를 묘지 전체 구성에 맞게 적절
히 변형시켜 사용하고 있다. 

[그림4-7] 지역 건물의 지붕 포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아르코솔륨의 벽돌 포장

묘지를 담으로 둘러쌈으로 인하여 브리온 묘지의 내부 구성에 주변 건물이나 
도시구조가 끼치는 향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담으로 채 지워지지 않은 몇몇 
주변 환경에 관해선 브리온 묘지는 그에 다음과 같은 응을 내놓는다. 기존의 
시립묘지에 응하여 그와 같은 입구 축에 브리온 묘지의 입구, 프로필라이움은 
위치한다. 더하여 브리온 부부의 묘비를 덮는 아르코솔륨과 브리온家 묘비를 덮
는 캐노피의 윗면은 담장에 채 가려지지 않고 보이는 마을의 채플 및 가옥들의 
지붕과 동일한 적갈색의 재료로 응하여 브리온 묘지 이전에 존재하는 지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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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기시킨다. 

4.2.2 명확한 규준을 갖는 인공물

(1) 기하학

1) 직각체계

닫힌 성역인 브리온 묘지의 구성에 형태를 부여하는 것은 기하학이다. 전체 구
성은 5.5cm 그리드 체계 위에서 이루어지며 아르코솔륨을 제외한 묘지의 모든 
요소들은 엄격한 직각체계 안에 있다. 1978년 마드리드의 강연에서 한 스카르파
의 다음과 같은 자신의 설계 방식에 한 언사는 이를 뒷받침 한다. 

나는 모든 작업을 5.5cm 그리드 위에서 행합니다. 아무 특별할 것 없어 보이

는 이 모티브는 사실 풍부한 변형과 표현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72)

 직각체계의 이상적 추상성과 풍부한 변형성에 한 스카르파의 관심은 당시 
요제프 알베르스, 몬드리안, 파울 클레의 작품에 한 스카르파의 개인적 관심을 
배경으로 한다.73) 

72) Carlo Scarpa, op.cit.
73) “퀘리니 스템팔리아 재단의 입구 바닥 모자이크는 Josef Albers 회화의 향을 직접적으
로 받았다. 그러나 카스텔베키오 사첼로의 모자이크처럼, 이 모자이크의 랜덤 패턴은 알베르
스의 어떤 작품보다 클레의 그리드 된 수채화 혹은 몬드리안의 초기 회화와 유사해 보인
다.” Robert Mccarter, 『Carlo Scarpa』, Phaidon, 2013,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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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 左: 퀘리니 재단 계획 드로잉, 입구 바닥paving으로 알베르스의 작품이 

그려져 있다.  右-上: 퀘리니 재단 입구 바닥 paving 右-下: Josef Albers, <Gebundelt 

(Bundled)>, flashed glass, 1925

이와 같은 직각 체계의 2차원적 변용의 맥락에서 나아가 스카르파는 브리온 묘
지의 형태들을 단순한 입방체 형태를 취함과 동시에 디테일 면에서 그리드 체계
의 풍부한 표현성을 보인다. 

  

[그림4-9] 브리온 묘지 채플 천창부 계획 드로잉

브리온 묘지에서 기하학은 인공물로서의 건물을 형성하는 인간 이성의 주체성
을 극단적으로 변한다. 스카르파의 브리온 묘지 계획 드로잉은 이 과정을 분명
히 드러내 보인다. 브리온 묘지 계획에서 각 요소들의 형태, 치수 등은 엄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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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되어 있으며 축과 직각체계는 이를 지배한다. 직각체계에 부여한 인간 이성
의 상징성은 명상의 공간인 파빌리온의 형태를 묘지에서 가장 단순한 입방체로 
만듦으로써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그림4-10] 브리온 묘지 파빌리온 계획 드로잉

2) 원

원은 직각과 더불어 브리온 묘지에 사용된 기하학적 요소이다. 직각이 인간의 
칸트적 이성을 표현하기 위한 이성적 수단으로 사용된 반면 원은 자연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한 이성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인간의 감각이 
그러하며 자연의 법칙, 여기서는 하나가 되는 삶과 죽음을 가리킨다. 

아르코솔륨의 경우 군인이 아닌 인간, 부부가 서로를 맞이하고 함께 쉬는 장소
로서74) 부부의 각 묘는 엄격하게 직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맞
이함을 드러내기 위해 서로를 향해 기울어져 있다. 그리고 그 위를 지나가는 작
은 아치는 이 기울어진 윤곽을 감싼다. 즉, 카타콤 배경에 더불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이성적 수단으로 곡선 형태가 사용된다. 더하여 채플과 파빌리온
의 축을 잇는 중심점인 브리온 부부 묘지에 평면과 아치를 통해 유일하게 원을 
사용한 것은 죽음과 삶의 이어짐에 한 상징성을 갖는다. 

74) “나는 죽음 이후, 먼저 온 이가 나중에 온 이를 환 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묻히는 것
이 서로 사랑했던 두 사람에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군인들은 똑바로 서 있고, 움직
임은 인간적이다.” Carlo Scarpa,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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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1] 프로필라이움 정면에 난 창. 묘지에 들어서자마자 방문자는 이 창(눈)과 그 

중심에 걸쳐져 있는 수평선(담장선, 분명한 표식을 위해 담장 경계에는 콘크리트의 결이 

다르게 나있다.)을 통해 부부, 죽음과 삶, 하늘과 대지의 감각을 동시에 맞닥뜨린다. 

이 밖에 프로필라이움에 난 창은 죽음과 삶 사이의 긴장을 보는 창으로서 원의 
형태를 취한다. 창의 형태를 원형으로 하는 것에 더하여 두 개의 원을 교차시킴
으로써 창을 통해 보이는 것에 더해 립항 교차의 상징성을 더한다. 브리온 묘
지 전반에 나타나는 교차된 원 모티브의 립항은 죽음과 삶을 가리키며 이에 
부부라는 특이성을 더한다. 즉, 여기서 두 원의 교차는 아내의 삶과 죽음의 원과 
남편의 삶과 죽음의 원을 교차시킴으로써 부부의 삶과 죽음의 교차를 전한다. 

(2) 재료

이성이 계획한 성역의 표현은 인공재료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리온 
묘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재료는 콘크리트이다. 묘비는 전통적으로 리석등을 
사용하여 석묘로 만들어졌으나 묘지를 구성하는 부분의 공간 요소들은 콘크리
트로 지어졌으며 코르텐 스틸, 황동 등으로 만들어진 세부요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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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2] 프로폴라이움. 콘크리트, 스투코, 황동, 유리타일, 코르텐 스틸 등의 재료 

사용.

파빌리온은 예외적으로 콘크리트가 아닌 나무와 코르텐 스틸로 지어졌다. 그러
나 전체적인 표현에서 흑단으로 무늬를 낸 회색빛 낙엽송은 파빌리온 후면 담장
의 낙엽송판과 유사한 폭으로 균일한 수평 흠을 낸 따뜻한 회색빛의 콘크리트와 
겹쳐진다. 또한 파빌리온 하단부의 코르텐 스틸은 검정에 가까운 진한 회색빛을 
띔과 동시에 낙엽송 표면의 상부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얇은 파빌리온 지지
부는 코르텐 스틸 하단부를 지나쳐 바로 낙엽송 상단부를 지지해 이는 마치 콘
크리트처럼 보이는 낙엽송 상부가 물 위로 아주 가볍게 떠올라 있고 코르텐 스
틸부는 콘크리트처럼 보이는 낙엽송 상부가 내는 내부의 막처럼 보이게 한다. 이
로써 파빌리온의 예외적인 나무-스틸 표면은 묘지 전체에 적용된 콘크리트 표면
에 스며든다. 

4.2.3 생성하는 자연

(1) 하늘과 지

브리온 묘지에서 하늘과 지는 생을 감싸는 양 극단으로 상징성을 갖는다. 프
로필라이움의 교차하는 두 원을 통해 보이는 드넓게 펼쳐진 지와 하늘 그리고 
그 사이의 수평선이 되는 인간이 쌓은 담은 이를 반증한다. 

하늘은 가톨릭 전통에서 사후의 역이자 초월의 역으로 이러한 초월성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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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게 드러내기 위해 한적한 마을의 원경을 잠시 가리는데 2.3m의 콘크리트 담
장은 충분하다. 담장이 하늘과 만나는 수평선은 곧고 날렵하여 하늘의 수평성을 
정리함과 동시에 극 화시킨다. 더하여 건축가는 담장을 직각에서 30도 안쪽으
로 기울여 내부의 위요된 감각을 강화시키며 위요된 내부에서 펼쳐지는 하늘은 
그 초월성이 배가된다. 

반면 지는 생을 생성함과 동시에 생의 터전이 되는 역으로 브리온 묘지에
서 지는 자궁의 회중성과 터전으로서의 개방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리온 부부의 요청과 더불어 부부의 묘는 지하처럼 보이는 주변보다 낮은 땅에 
위치하며 부부의 묘 주변 잔디밭에서는 아이들이 뛰논다. 

(2) 초목

1) 자라남의 요소

[그림4-13] 上: 아르코솔륨 계획 드로잉 左-下: 건설 과정 右-下: 완공 이후

요소의 작도가 아닌 요소의 완성된 모습을 그릴 때 스카르파의 드로잉에는 초
목이 자주 함께 등장한다. 초목은 단지 일시적인 표현으로 드로잉에 등장하는 것
이 아니라 그 종류와 위치, 크기 등이 상세하게 계획된다. 이렇듯 계획된 식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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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묘지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기하학적 구성에 반하여 묘지에 심겨진 초목
들은 프랑스식 정원처럼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라난다. 
실제로 스카르파의 기하학적으로 정돈된 드로잉에서 초목들은 유일하게 정돈되
지 않은 상태로 표현된다.75) 더하여 초목과 구조물은 각각이 아닌 하나의 뒤엉
킨 상태로 계획된다. 즉, 브리온 묘지 계획에서 스카르파는 건설이 멈춰진 브리
온 묘지에 자라남을 더할 수 있는 요소, 시간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로 
초목의 생성성을 묘지의 요소로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사라짐의 요소

브리온 묘지로 향하는 오솔길 앙 측에는 사이프러스가 심겨져 있다. 전통적으
로 지중해 연안에서 사이프러스(측백나무)는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죽음을 상
징하여 묘지에 흔히 심겨진다. 사이프러스가 묘지에 갖는 의미를 배경으로76) 스
카르파는 브리온 묘지 내부에도 사이프러스를 묘지의 요소로서 위치시킨다. 일반
적으로 이탈리아에서 수사들은 예배당 안에 묻히지만 이 도시에서는 묘지를 나
눠 한쪽엔 수녀, 다른 한쪽엔 수사의 자리를 마련하는 특수한 문화적 배경을 가
지고 있는데, 스카르파는 이에 응하여 수녀와 수사가 쉴 채플 옆 8x20야드 크
기의 위요된 공간에 9.5m 높이의 11개의 사이프러스를 물과 함께 위치시킨다. 

75) 그러나 여타의 묘지들이 정기적으로 손질을 받듯 브리온 묘지의 초목들 역시 무제한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는다. 하지만 브리온 묘지의 관리인은 자연 그

로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안다. (저자는 관리인에게 그가 초목들을 관리하는데 있
어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고 그는 자연스러움이라 답하며 이들은 있는 그

로가 아름답다고 덧붙 다.) 따라서 그는 그를 염두에 두고 묘지의 초목들을 관리하며 이
에 스카르파의 의도 로 묘지를 채우는 자연은 마치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그 모습 
그 로 샘솟는 생명력을 분출한다. 

76) 1976년 빈에서의 강연 중 브리온 묘지를 설명하며 작은 이탈리아 묘지에는 항상 사이프
러스가 있음을 언급한다. 더하여 1978년 여름 마드리드에서의 강연 “A thousand 
cypresses"에서는 브리온 묘지 계획에 착수하며 계획한 일이 천 개의 사이프러스 나무를 묘
지에 심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형 자연 공원이 되고, 자연적 이벤트가 되길 기 했음을 밝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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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4] 左: 브리온 묘지 진입로 右: 빈센트 반 고흐, <Wheatfield with Cypresses>

사이프러스가 보이는 죽음은 사이프러스 주변의 삶의 요소들과 조되며 그들
을 수면위로 드러낸다. “햇살 속의 풍경에서 검정의 끼얹음이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흥미로운 검정의 톤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기에 가장 어
려운 것”이라 사이프러스를 표현한 빈센트 반 고흐의 말은 이러한 사이프러스의 
상징적 성격을 잘 나타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말년에 사이프러스에 주목하여 그
를 모티브로 제작한 사이프러스 연작에서 사이프러스의 어두운 색채는 잘 일궈
놓은 밀밭의 강렬한 노란빛과 비되어 삶과 죽음의 극명한 립, 그 사이의 긴
장상태를 전달한다. 같은 맥락에서 브리온 묘지에서 사이프러스는 묘지에 세워진 
강력한 인공물들과 그를 휘감는 초목의 생성성과 비되어 방문객에게 삶과 죽
음의 긴장상태를 전달한다. 

(3) 물

[그림4-15] 左: 파빌리온의 기초부와 계획 스케치 右: 채플의 기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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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물 역시 브리온 묘지에 죽음을 상징한다. 물은 베네치아 문화의 맥락에
서 스카르파 건축에서 자주 나타나는 어휘이기도 하지만 물이 갖는 여러 상징 
중 스틱스(Styx, 그리스 신화에서 저승을 흐르는 강)와 관련된 상징성을 고려할 
때, 브리온 묘지에서 물은 저승이란 의미를 하나 더 나타낸다.77) 

이러한 물의 상징성에 더해 스카르파는 수로, 채플, 파빌리온 등 묘지 곳곳에서 
보통은 보이지 않는 기초부를 일반적인 육방체가 아닌 자라나는 듯한 모양새의 
계단 형태로 만들어 의도적으로 상부의 윤곽을 넘게 하여 건물의 기초부를 내보
인다. 이와 동시에 그를 물에 잠기게 하여 수면이라는 막과 그에 반사된 수면 위
의 세상, 그리고 수면 아래의 어두움을 통해 건물의 뿌리를 보게 함으로써 죽은
자와 살아 있는 자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듯 건물의 세계를 확장시켜 비춘다. 

[그림4-16] 브리온 부부 묘 앞의 세 원통

77) Anne-Catrin Schultz, op.cit.,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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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온 묘지의 전체 구성이 죽음과 삶의 경계에 놓여 있는 것처럼, 반 로 물
은 생명 역시 상징한다. 브리온 부부 묘 앞의 세 원통은 이를 표적으로 보여준
다. 산자의 파빌리온과 연결되는 첫 번째 원통에서는 물이 샘솟는다. 묘 앞에서 
샘솟은 물은 산자의 역으로 순환하며 물의 샘솟음은 무엇보다 묘의 정지된 시
간과 비된다. 반면 묘 쪽의 두 번째 원통은 메말라 있다. 하지만 첫 번째 원통
에서 물이 샘솟음에 따라 그도 함께 적셔진다.78) 더하여 묘 바로 앞에선 원통에 
흙이 차고 다시 작은 생명이 자라난다. 

이처럼 브리온 묘지에서 자연은 인공물의 고정성 혹은 생산에 한 의지에 
비되어 생과 사의 경계에서 그의 이면을 조망한다. 

78) 오전 오후 정해진 시간에 부부 묘 쪽에서 새 물이 샘솟으며 오래된 물은 파빌리온 쪽으
로 빠져나간다. 이 내용은 저자와 브리온 묘지 관리인과의 질의응답에 기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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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물의 맺음

교차하는 원이 나타내듯 스카르파는 브리온 묘지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 전반에
서 건축을 둘러싼 립항과 그 립항의 교차를 다룬다. 스카르파의 건축에서 
립항은 각각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냄과 동시에 교차가 될 여지를 갖는다. 이 여
지를 스카르파는 틈으로 조형화한다. 이 비워진 틈은 앞으로 채워질 가능성에 주
목한다. 즉, 틈은 립되는 립항 - 과거와 현재, 생과 사, 인공물과 자연 - 의 
교차 부분이자 그들이 스며드는 부분이 된다. 특히 계획이 갖는 묘지라는 배경에
서 인공물로서의 묘지가 자연에 스며드는 과정이 집중 조명된다. 이에 스카르파
는 의도적으로 건물 표면과 윤곽에 틈을 낸다. 

4.3.1 표면의 틈

브리온 묘지의 모든 요소들은 매끈한 표면으로 닫혀있지 않다. 바닥, 벽, 천장 
등은 모두 일정한 간격으로 수평 틈이 나있다. 틈이 난 표면에는 매끈한 표면보
다 더 많은 것이 담긴다. 한 예로, 채플로 관이 들어오는 길에는 콘크리트 판 사
이사이에 간격을 두어 잡초가 자라난다. 이로써 관은 단단하지만 회색빛 콘크리
트길이 아닌 사이사이에 생명이 솟아난 길을 지나올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표면에 난 틈은 건물에 시간에 따른 인간과 자연의 흔적이 남을 여지를 
연다. 즉, 틈은 표면의 표면적을 넓힘으로써 풍화의 촉매제가 된다. 특히 생활하
는 장소가 아닌 까닭에 자연은 묘지에 부분의 흔적을 새긴다. 콘크리트, 나무, 
황동에 새긴 틈에는 잡초가 자라고 먼지가 끼며 녹이 슬어간다. 즉, 스카르파는 
무엇보다 엄격하게 계획한 인공물에 의도적으로 그 고정성을 깰 시간의 촉매제
를 함께 계획한다. 이로써 공사가 완료되며 정지되었던 건물의 변태는 무엇보다 
빨리 다시 시작된다. 이처럼 틈이 여는 자연에 한 여지는 인공물로서의 묘지를 
자연에 스며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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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7] 채플 진입로. 콘크리트 벽과 바닥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틈이 나 있다. 

스카르파의 자연을 다루는 이러한 수법은 여타 건축가들의 수법과 조된다. 
특히 스카르파가 코르뷔제로부터 받은 깊은 향79)에도 불구하고 코르뷔제가 건
축에서 건물과 자연을 다루는 방식은 스카르파의 방식과 큰 차이를 보인다. 코르
뷔제 역시 인공물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축 혹은 도시를 계획했지만 이들은 근
의 꿈과 베르길리우스의 꿈으로 각각 공존할 뿐 교차되진 않는다. 코르뷔제 건물
의 벽은 매끈하며 언제든 하얀 페인트칠을 유지해야 한다. 즉, 그의 건물에서 풍
화는 허락되지 않는다. 

4.3.2 윤곽의 틈 

(1) 열린 역

표면에 틈을 내는 것에 더하여 특별히 스카르파는 건물의 윤곽에 틈을 낸다. 

79) “하지만 저에겐 행운도 있었습니다. 바로 건축을 향하여 - 모두가 그 저자가 누군지 알
죠 - 라는 제목의 책을 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조우한 것이었죠. 이는 제 마음을 넓혀 놓았
습니다. 사실, 이 발견이야 말로 여러분이 말하는 “질풍노도, 슈투름 운트 드랑”의 진짜 예
죠. 그 이후로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Carlo Scarpa, "Can 
Architecture be a poetry?",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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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의 틈은 건물의 경계를 펼친다. 브리온 묘지를 감싸는 담장은 이를 가시적으
로 보여준다. 담장의 규칙적인 요철이 말해주듯 담장은 무한히 확장하는 그리드 
체계의 흔적이다. 그러나 이 편편한 담장 벽과 달리 담장 요철 사이에 난 틈과 
담장 모서리의 격자 처리는 담장의 경계가 완전히 묶여 있지 않음을, 언뜻 견고
해 보이는 경계의 군데군데에 관입의 여지가 있음을 전달한다. 

[그림4-18] 브리온 묘지 담장의 요철과 모서리 처리

(2) 계단형 윤곽

더하여 윤곽의 틈은 그 스며듦의 과정을 보다 형상화하여 점차적인 계단 형태
로 표현된다. 지구라트 모티브로도 불리는 이 계단형 모티브는 브리온 묘지뿐만 
아니라 스카르파 작품 전반에 나타난다. 

[그림 4-19] 左: IUAV 입구, 中: Banca Popolare 입면, 右: 이탈리아 파빌리온 입면

계단형 윤곽은 다음과 같은 두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다. 먼저, 계단형 윤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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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 작업의 결과물로서 이는 인공물로서의 건물이 갖는 계산된 구성의 단면
을 보여준다. 일정한 모듈의 그리드 작업은 스카르파 작업의 기반을 이루며 계획
상의 효율성과 더불어 그의 주장 로 풍부한 변형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계단형 
윤곽은 여러 변주된 형태로 브리온 묘지 곳곳에 적용된다. 계단형 윤곽의 이러한 
규칙성은 인공물로서의 건물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게 한다. 

반면 계단형 윤곽은 건물 윤곽에 틈을 냄으로써 건물의 경계를 펼친다. 점차성
에 더하여 이 틈은 계단형을 가짐으로써 표면적을 넓혀 풍화의 가능성도 높인다. 
이 펼쳐진 경계의 틈에서 건물과 자연은 서로에게 스며든다. 즉, 계단형 윤곽은 
계산된 여지로서 브리온 묘지에 위치한다. 

                  

 [그림4-20] 브리온 묘지 후문 콘크리트 벽의 풍화

브리온 묘지의 채플은 묘지에서 조형물이 아닌 실제 사용되는 유일한 건물로 
그것이 갖는 규모에 따라 가장 많은 계단형 모티브의 적용과 변형을 보여준다. 
브리온 채플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표현은 그를 둘러싼 못의 수면 아래에까지 확
장되어 나타난 계단형 윤곽들이다. 앞서 묘지에서 물의 사용과 연관하여 설명한 
바가 있듯, 의도적으로 계단형 윤곽을 두어 마치 건물이 수면 아래, 자연에서부
터 자라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을 보인다. 

수면 아래에서부터 나타난 계단형 윤곽은 수면의 징검다리와 지면의 징검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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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길, 틈이 난 벽과 계단을 비롯한 여러 계단형 어휘들을 지나 최종적으로 지구
라트형 천장과 계단형 모서리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맥락의 전체 구성에서 표면
의 틈은 계단형 윤곽을 평면화 하여 그 풍화성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채
플은 그것의 지지점에서부터 하늘과 맞닿는 지점까지 건물 전체가 계단형 모티
프의 이어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4-21] 브리온 채플의 계단형 모티브

 계단형 모티브로 채워진 채플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지에서부터 부분이 모여 
전체가 되고 다시 하늘과 만나는 경계에서 부분으로 흩어짐으로써 건설과 소멸, 

지와 하늘 사이에 존재하는 인공물의 긴장된 형태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코
니스와 플린스는 하늘과 땅의 접촉점이며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는 스카르파의 
주장80)과 계단형 모티브가 문과 창문 주변 등 다른 재료와 만나는 지점 혹은 코
니스와 같이 인공물과 환경, 하늘과 만나는 지점에 주로 사용된다는 George 
Ranalli의 분석은 이를 뒷받침한다.81) 

80) Carlo Scarpa, "Interview with Carlo Scarpa", op.cit.
81) George Ranalli, “Brion Family Tomb, Carlo scarpa”,『Carlo Scarpa Architect 
Intervening with history』, ed. Nicholas Olsberg and Guido Guidi, canadian center for 
architecture, 1999, p. 144 George Rana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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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2] 프로필라이움과 채플의 계단형 윤곽

(3) 빛의 윤곽

건물 윤곽에 틈을 내는 것에 더하여 스카르파는 윤곽에 유리 타일을 사용함으
로써 건물 윤곽을 흐트러트린다. 콘크리트가 전하는 채움과 닫힘의 감각을 유리
타일은 그것이 갖는 투명함으로 중화시킨다. 더하여 이질적인 크기의 회색빛 콘
크리트와 달리 작게 분절된 색색의 유리타일들은 주변 환경에 스며든다.

[그림4-23] 프로필라이움의 유리타일 윤곽.3월 pm6-9시, 6월 순

특히 유리타일이 빛을 반사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건물의 윤곽이 불분명해지는 
효과는82) 스카르파가 갖는 베네치아의 문화적 배경을 넘어 관입가능성, 즉 투명

82) 때때로 유리타일이 빛을 반사함에 따라 건물의 윤곽이 도드라지는 효과 역시 있다. 그러
나 유리타일 윤곽을 스카르파가 종종 사용하는 코르텐 스틸 윤곽과 비교 할 때, 유리타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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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틈을 갖는 재료인 유리를 창이 아닌 시각적 관입이 전혀 필요 없는 건물 
윤곽에 배치한 이유를 설명한다.83) 

이렇듯 브리온 묘지 전체에서 나타나는 틈을 통한 인공물과 자연의 상호침투는 
브리온 묘지가 자연 위에 세워진 목가적인 건축이 아니라 자연이 스며든 인공물
로 보이게 한다. 이처럼 윤곽의 틈은 표면의 틈보다 적극적으로 건물의 변태를 
이끈다. 즉, 윤곽의 틈은 건물의 자연으로의 표면적 해체에서 형태적 해체로 이
끈다. 표면에 낸 흠에 자연이 스미듯 윤곽을 덜어낸 틈엔 하늘과 흙과 빛이 스민
다. 

4.3.3 경계의 틈

(1) 창

나는 공간의 감각이 시각적 질서가 아니라 언제나 신체적 현상에 의해 전달됨

을 이야기 하고 싶다. 이 신체적 현상이란 물질에 의해, 덩어리의 감각에 의해, 

벽의 무게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틈, 개구부, 구멍이 공간의 관계

를 창조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84)

[그림4-24] 브리온 채플, 브리온家 묘, 캐노바 갤러리(맨 우측)에 난 창과 틈. 창의 

위치나 재질을 고려할 때, 보기 위한 창이 아닌 빛을 위한 창임을 알 수 있다.

사용은 요소의 역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목적과 더불어 그를 교란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부가 된 것임을 해석할 수 있다. 

83) Anne-Catrin Schultzs는 스카르파의 건축 어휘 중 유리타일과 관련하여 베니스의 반짝
이는 분위기에 더해 스카르파가 유리제작자 음을 환기시키며 그 과정에서 빛을 유리 안에 
가두는 경험을 했음을 언급한다. Anne-Catrin Schultz, op.cit., p.75

84) Carlo Scarpa, "Furnishing", Address delivered for the inauguration of the academic 
year 1964-65 at the IUAV in Venice, Dal co and Mazzariol,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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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물리적 윤곽을 자연에 스며들게 함에 나아가 틈은 자연을 공간으로까지 
끌어들인다. 창은 이의 표적인 예이다. 창이 들여온 자연의 빛은 인간의 공간
을 드러낸다. 1964년 IUAV에서 한 연설에서 주장했듯 스카르파는 비물질인 공
간을 드러내기 위해 물질을 병치하며 그 경계에 틈을 내어 이뤄지는 립항의 
관입을 통해 립항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들의 관계를 형성한다. 즉, 빛이라는 
비물질을 통해 물질을 드러내며 이 물질이 다시 비물질인 공간을 드러낸다. 이러
한 맥락에서 창은 브리온 묘지 곳곳에 나있다. 브리온家 묘를 덮는 캐노피 상부
에 길게 난 틈과 채플의 지구라트 천장 끝에 난 천창은 봄이 아닌 빛을 들이기 
위한 틈으로 이들은 그리드 위에서 태어난 인공물을 드러낸다. 더하여 창은 시시
각각 변하는 빛으로 공간을 감쌈으로써 멈춰있는 인공물인 건물에 풍화와 같은 
물질적 시간의 형태가 아닌 비물질의 형태로 진행형의 시간을 부여한다. “스카르
파의 작업에서 장소는 존재하지만 빛의 움직임과 변동으로 끊임없이 변하는 순
간적인 위치로서만 존재한다. 이는 모두 사물의 모순적인 견고함과 부서지기 쉬
움에 관한, 시간에 관한 논고이다”는 프램튼의 비평은 이러한 맥락에 있다.85) 

85) Kenneth Frampton,『Studies in tectonic culture : the poetics of construction in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y architecture』, MIT press, 1995, 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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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空間

   

[그림4-25] 이항의 교차부에 위치하는 브리온 부부의 관

일반적으로 관은 땅에 묻힌다. 파인 땅은 흙으로 채워지며 덮여진다. 죽은자는 
지상을 떠나 지하에 입성하며 지하의 문은 닫힌다. 그러나 브리온 묘지에 만연한 
교차한 두 원의 모티프가 표하듯, 스카르파는 죽음에 해서 삶이, 삶에 해
서 죽음이 닫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땅은 계단식으로 파여 지상의 푸른 잔디밭
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또한 다리는 부부의 안식을 위해 비바람을 막을 정도는 
되지만 땅을 완전히 덮지는 않는다. 이로써 브리온 부부의 묘에는 바람과 햇살과 
작은 곤충들이 찾아온다. 관 주변을 지하의 흙으로 채우지 않고 비움, 공간을 둠
으로써 묘는 지하의 것뿐만 아니라 지상의 것으로 주변을 채운다. 즉, 둥글게 파
인 땅과 다리는 지하와 지상의 교차부를 만든다. 그리고 브리온 부부의 관은 이 
빈 교차부, 죽음과 삶의 긴장 속에 놓인다. 이로써 비록 부부는 죽어 묻혔으나 
지상의 것과 함께 안식한다. 

(3) 시간의 경계

브리온 묘지는 죽은자의 장소이자 살아 있는 자의 장소이다. 마을 공동묘지의 
북동쪽 윤곽을 따라 L자 형으로 위치하는 브리온 묘지는 성곽 같은 담으로 둘러
싸여 사유지 같은 느낌을 주지만 그 역시 마을의 공공 재산이다. 즉, 브리온 묘
지는 브리온家에 의해 개인적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소유될 수는 없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또한 당시 스카르파는 기존의 나폴레옹식 묘지가 아닌 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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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작품과 같은 19세기 이후 미국에서 나타나는 공원식 묘지들을 통해 묘지에 
관한 사회적 기반의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묘지들이 비록 신발박스와 
같은 묘지 더미에서 죽은자를 방문하게 되어 있지만 차로 드라이브 온 공원과 
같은 장소로 이곳이 죽은자를 기리는 장소이자 살아 있는 자들에게도 속한 장소
인 것에 높은 평가를 가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카르파는 브리온 묘지 구성에 
공공성을 더한다. 

브리온 묘지에는 두 개의 주 출입구가 있다. 하나는 망자를 맞이하는 입구로 
이는 관을 옮기기에 용이하게 묘지가 마주하고 있는 오솔길 전면에 위치한다. 이
는 오솔길 전면에 위치하나 입구와 연결되는 담장의 축에서 한 켜 물러나 있음
과 동시에 의도적으로 심긴 털 가시나무에 의해 은밀해 보인다. 다른 하나는 살
아 있는 자의 출입구로 브리온 묘지를 굳게 둘러싸고 있는 담장과 달리, 묘지의 
입구는 개인적이고 은폐된 구역이 아닌 공공묘지의 입구와 같은 축 상에 놓여 
그 입구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묘지 전면에 위치시키는 것에 더하여 스카르
파는 그 입구를 프로필라이움(고  그리스의 신전이나 성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세운 문. 정교하고 기념비적인 구조를 가진다.)이라 부를 만큼 강한 조형적 언어
로 그 존재감을 확고히 드러낸다. 동일한 직각체계 상에서 동일하게 콘크리트로 
표현됨으로써 입구는 담장과 연속성을 갖지만 담장보다 약 1.4배 높은 높이와 
입구가 갖는 기하학적 입체성은 그와 연결되는 편편한 담장과 조되며 그 존재
감을 분명히 한다. 특히 입구 좌측으로 입구 폭 정도로 거리를 두고 또 다시 입
구와 유사한 폭 만큼 덜어진 담장 부분은 입구에 더해진 입체적 강조와 비되
며 전체적인 형태의 균형을 맞춘다. 이와 동시에 덜어낸 담장은 입구와 더불어 
담장의 폐쇄성을 부분적으로 급락시켜 경계 이면, 즉 묘지로의 호기심을 유발해 
입구의 흡인력을 강화시킨다. 반면 입구에 부여된 입체성은 그를 강조할 뿐만 아
니라 우측의 공공묘지 시설 매스들의 연속으로 어우러지게 한다. 

입구로 들어온 살아 있는 자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두 개의 겹친 원과 
그 뒤로 보이는 잔디밭과 하늘이다. 입구의 계단을 점점 올라갈수록 지와 하늘
의 수평선은 원의 중심에 걸쳐진다. 이 중요한 은유가 담고 있듯, 스카르파는 묘
지에서 인간을 삶과 죽음의 경계에 둔다. 그는 끊임없이 그 경계를 보이고 살아 
있는 자가 자신을 그 경계에 있게 한다. 그리고 여기서 살아 있는 자, 이는 개 
브리온家와 관련 없는 일반 방문자이다. 즉, 이 경계의 전달이 몇몇을 위하기엔 
다소 큰 땅86)을 차지한 묘지의 사회적 책임87)이자 이 묘지가 가질 수 있는 의

86) 이와 관련하여 1976년 빈에서의 강의 중 스카르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러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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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 것이다.

입구의 교차한 원에 다다른 방문객은 두 가지 기로에 놓인다. 경계를 바라보거
나 경계 속에 들어가거나. 묘지의 북서쪽 끝에 위치한 파빌리온은 명상의 공간이
자 살아 있는 자의 공간이며 묘지 전체에서 유일하게 사적인 공간으로 계획된 
공간이다. 스카르파는 묘지의 다른 부분과 파빌리온 사이에 몇몇 장벽을 두었다. 
파빌리온으로 가기 위해선 입구에서 교차한 원의 우측에 있는 못으로 향하는 복
도를 폐쇄하는 슬라이딩 유리문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다른 장막인 넓은 못은 
스카르파가 파빌리온으로 향하는 길을 그 옆으로 변경함에 따라 깨지지 않고 남
아 있으며 철 케이블 더미(tirante)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늘어트려져 있다. 이 장
벽들이 은밀해짐에 따라, 파빌리온은 스카르파에게 브리온 묘지에서 유일하게 진
실한 “사적인” 구간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반면 채플, 잔디밭, 묘지들은 브리온 
묘지에서 공적 역에 속한다.88) 명상을 위해 사적으로 마련된 이 공간에서 방

주인은 조금이 아닌, 좀 더 많은 땅을 팔기 원했습니다. 저에겐 100m²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주어진 땅은 2200m²이었습니다. … 이 땅은 무척 넓어서 잔디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의 확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장례 행사에 유용한 작은 신전을 더하
면 유용할 것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여전히 너무 넓습니다. … 저는 사회와 도시의 측면에서 
죽음에 접근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곳이 의미하는 바는 삶의 
덧없음에 있습니다. 

87) 묘지를 세우는 데 있어 경제력과 지위가 미치는 향에 해 스카르파는 다음과 같은 비
판적인 시각을 보인다. "프랑스 혁명과 그 유명한 나폴레옹 법전으로 시작해보죠. 사회적으
로 말해보자면, 모든 이는 이 땅에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최소한 잠시라도, 원하지 
않다면. 고  이집트, 로마 시  등등 동안 오직 돈 많고 힘 쎈 사람만이 그 자신의 무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 표현이 뭐 죠, la populasse, 전 세계를 통틀
어 누추한, 어떤 힘도 없는 사람들, 그들의 끝은 어떠했죠? 재 속에서, 먼지 속에서, 시간의 
잃어버린 깊이 속에서 끝났습니다. 사실, 여전히 민주적이라 불릴 수 있는 나폴레옹 법전은 
더 이상 프랑스 혁명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땅히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이 자유, 평등, 
우애를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우리는 모두 형제다, 그리고 드
러납니다. 오늘날 공산주의와 함께인 것처럼. 이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이, 불행히도, 어느 
하나도 사실이 아님이. 왜냐하면 나폴레옹 코드에 따라 해석한 묘지는 벽, 콜로네이드, 필
드, 캠퍼스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푹 파인 땅(캄포산토, 공동묘지), 작은 증표, 일반적인 
인구를 위해서. 하지만 지역 의회는 실질적인 이유 없이 추청으로 즉각 시작했습니다. 그들
은 단순히 땅을 팔았습니다. 더 적게 낸 사람과 더 많이 낸 사람 중, 후자가 묘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이는 여기, 그리고 잘 사는 이, 새롭게 부상한 중산층은 저기 안
쪽에 말이죠. 모든 공공 공지에 기념 묘가 들어오고 또 들어와 공지를 채우면 모두 끝이 났
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지속되는 전통이라는 겁니다."

88) George Ranalli,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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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는 브리온 부부의 무덤, 즉 아르코솔륨을 바라보도록 계획되어 있다. 많은 
단면과 입면 드로잉에서, 스카르파는 남자와 여자를 파빌리온을 관통하는 축인 
파빌리온의 철제 하단부에 난 넓은 틈에 그려 넣는다.89) 이 틈으로 혹은 틈 아
래 놓인 앉음판에 앉아 살아 있는 자는 어둠과 밝음, 푸른 지와 하늘,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한 묘와 잔디밭의 사람들, 바로 앞에 있는 망자의 강을 연상시키
는 검은 수면과 그 뒤 켜에 있는 하늘을 담은 파란 수면, 자연과 그 위에 솟아오
른 건물들, 담과 그 밖의 마을을 동시에 바라보게 된다. 

[그림4-26] 파빌리온 계획 드로잉. 브리온 묘지 드로잉에서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는 

이처럼 파빌리온의 틈,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입구의 교차한 원의 좌측으로 나오면 파빌리온에서 바라보던 넓은 잔디밭이 펼
쳐진다. 외부의 건물들은 부분 담에 가려지며 하늘과 묘지, 지의 긴장만이 
남는다. 그리고 방문객은 그 긴장에 접근이 가능하며 장소를 통해 그 감각은 체
화된다. 나아가 조형으로 감싸 묘비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90) 넓은 잔디밭을 
공공에게 열어둠으로써 자연스레 마을의 공원이 된 이곳에서91) 인간, 살아 있는 

89) ibid.
90) 브리온 부부의 묘비는 주변보다 높이를 낮춘 땅에 위치한다. 이는 땅에 최 한 가까이 
묻히길 원한 고인의 부탁에 따른 것이다. 이 마을에서 태어난 고인은 그가 태어난 이 땅에 
최 한 가까이 묻히기를 원했고 스카르파는 주변보다 높이를 낮춘 땅에 부부의 묘비를 위치
시킨 후 작은 아치로 부부의 묘비를 가로질러 덮었다. 이에 부부의 묘비는 아치의 그림자 
속에 덮이며 그가 위치한 낮은 지면이 더해져 지하와 지 경계에 걸쳐져 있는 것처럼 보인
다. 브리온家 묘비들은 주변과 같은 레벨에 위치하나 이 역시 거 한 조형적 캐노피로 덮여 
실제 묘비들은 가까이 가지 않는 한 드러나지 않는다. 

91) 실제로, 날이 좋은 날 브리온 묘지의 동네 사람들은 그 곳을 산책하고 아이들은 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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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위치해 있는 경계의 감각은 일상으로 퍼져나간다. 즉, 브리온 묘지에서 인
간과 자연, 삶과 죽음 사이의 긴장의 감각, 경계의 감각은 공유된다.

4.3.4 틈의 목적

(1) 요소의 명확화

스카르파는 립항이 병치되는 경우 그 사이에 생기는 틈 자체를 의도적으로 
벌려 부각시킨다. 이렇게 부각된 틈을 통해 각 항, 요소들의 경계는 두드러진다. 
벌려진 틈은 물질로 채워지거나 벌어진 그 로 남겨진다. 

[그림4-27] 카스텔베키오 미술관 천장, 전시실, 외부 벽. 물질로 채워진 틈을 갖는다.

그림 4-25에서 알 수 있듯 천장 패널과 패널의 경계, 벽과 천장의 경계, 기존 
벽과 새 벽의 경계는 그 경계에 삽입된 물질로 분명히 두드러진다. 나아가 분명
한 경계는 그 경계의 요소들을 부각시켜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을 드러낸다. 

반면, 스카르파는 경계를 채움과 더불어 비움으로써 경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퀘리니 재단의 문, 올리베티 쇼룸의 들어 올려진 외관과 계단은 비움 역시 경계
의 역할을 함을 보인다. 더하여 카스텔베키오 미술관 전시실의 기존 벽과 새롭게 
정비된 바닥, 입구 사첼로의 새롭게 정비된 석재 모자이크 벽과 건물의 기존 벽, 
이 서로 다른 시간을 갖는 요소 사이를 스카르파는 비움으로써 과거의 요소와 
현재의 요소, 그리고 그 사이의 긴장, 과거와 현재가 병치되는 제 3의 시간을 드
러낸다. 콘크리트 면의 틈과 계단형 윤곽 역시 면과 면 사이를 띄운 것으로 이러

개들은 뛰논다고 1976년 강연에서 스카르파는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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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법을 통해 브리온 채플을 구성하는 벽과 기초부의 덩어리가 아닌 그들을 
형성하는 부분 부분이 조명된다. 

[그림4-28] 카스텔베키오 미술관 전시실, 퀘리니 재단 주실 문, 올리베티 쇼룸 계단, 

브리온 채플의 콘크리트 표면의 틈과 계단형 윤곽. 비워진 틈을 갖는다. 

이처럼 스카르파는 면, 공간, 건축이라는 전체를 만드는 여러 이질적인 요소들
의 경계를 채우거나 비움으로써 각 요소에 명확한 존재감을 부여한다. 

(2) 전체의 미완결화

틈은 그 틈을 둘러싼 요소들의 경계가 되어 그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만 그 
역시도 전체의 요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워진’ 틈은 전체를 구성하는 독특한 
요소가 된다. 

4.2장에서 다뤘듯 이 비워진 틈은 계산된 ‘여지’로서 빛, 잡초, 인간 등 건축물 
완공 이후의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의 자리로 존재한다. 부분의 신경씀으로 인한 
틈의 강조와 비워둔 틈으로 인해 스카르파의 건축은 파편화 되어 있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 틈은 건축의 각 부분을 드러냄과 동시에 계획된 불확정
성으로 각기 다른 시간의 요소까지도 전체로 묶어내고 있다. “스카르파의 건축은 
파편화 된 것이라기 보단 미완결된 것”이라는 Giuseppe Zambonini의 평92)은 이
러한 맥락에 있다.

92) Giuseppe Zambonini, “Notes for a theory of making in a time of necessity”, 
Perspecta 24(New York: Rizzoli, 1988), Robert Mccarter, op.cit., p.27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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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물의 시정

4.4.1 入

[그림4-29] 브리온 묘지 진입로

더 이상 마을은 보이지 않고 방문자가 서 있는 한적한 도로의 주변은 바람에 
불규칙적으로 소리를 내는 수많은 옥수수 들과 제멋 로 자란 잡초들, 길의 끝
에 넓게 트인 하늘과 그 가운데 위치한 회색빛 윤곽으로 채워진다. 초원의 녹음
과 트인 하늘은 광활한 수평의 감각을 형성하며 하늘을 찌르는 어두운 빛의 곧
은 사이프러스 나무는 9.5m 높이로 그에 응하는 규모의 수직성을 풍경에 더한
다. 이 풍경의 가운데 위치한 이 회색빛 덩어리들은 그를 감싸는 풍화된 표면과 
주변 요소들의 상 적인 크기로 인해 얼핏 초목에 둘러싸인 바위나 동굴 같아 
보인다. 그러나 곧 그들이 가진 자를 고 그린 듯한 깨끗한 윤곽선은 그들이 인
간의 것임을 직감하게 한다. 

묘지의 담장은 그 주변을 감싸는 옥수수 가 여물었을 때의 높이와 비슷해 그 
수확시기인 여름이 되면 강한 햇살 아래 묘지는 녹음이라는 하나의 켜를 더 얻
어 그 속에 위요된다. 옥수수밭 외곽에서 묘지의 담장은 옥수수 에 가려 담장의 
윗부분만 어른거리며 담장 위로 솟아 있던 건물의 높지 않은 부분 부분들은 마
치 그 초원에 속한 부분들처럼 보인다. 새 둥지가 나뭇잎이라는 경계의 켜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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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각에 두는 것처럼 묘지는 시간에 따라 개폐되는 자연의 켜를 콘크리트 담장 
외곽에 갖는다. 이처럼 묘지는 겨울에는 지 위에 홀로 솟아있어 독립의 감각을 
전하지만 해가 길어질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가 전하는 감각이 독립에서 동
화로, 동화에서 다시 독립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있다. 

[그림4-30] 브리온 묘지 진입로. 사이프러스 나무 사이로 브리온家 묘의 지붕이 보인다.

특히, 브리온 묘지에서 동화의 상인 주변에는 자연뿐만 아니라 지나온 마을
도 포함되는데 이는 브리온 묘지에서 왜 브리온家 묘만이 사선형태를 가지고 있
는지를 설명한다. 적갈색 박공지붕을 가진 단층 주택들을 지나 사이프러스 길을 
걸으면 사이프러스의 높은 높이로 인해 길의 소실점이 강조되고 원경의 부분
이 가려지나 나무 사이사이로 보이는 위치에 있는 브리온家 묘의 지붕선과 담장 
선은 그것이 마치 묘가 아닌 마을의 여타 주택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주택인 것
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브리온家 묘의 묘지 안쪽 지붕면은 마을의 다른 주택
과 같은 적갈색으로 처리한 반면 담장과 이어지는 바깥쪽 지붕면은 담장과 동일
한 콘크리트 면으로 처리함으로써 멀리서 봤을 때 윤곽은 마을 주택과 비슷하나 
가까이에선 무언가 다름을, 콘크리트의 회색빛과 풍화된 면, 창문이나 장식 등 
표정 없는 처리로 인해 지나온 주변의 주택과는 다른, 죽어서 박제된 주택과 같
은 느낌을 외부인에게 전한다. 
 
묘지에 가까워지면 먼저 옥수수밭과 묘지 사이의 거리가 보인다. 멀리서 묘지

는 옥수수밭에 파묻혀 있는 것처럼 보 으나 둘 사이의 거리는 분명히 존재한다. 
담장을 사용하여 묘지의 경계를 땅에 세워 표시했다면 담장 주변의 푸른 잡초들
은 묘지에 심긴 상록수들과 함께 색이 바랜 겨울의 옥수수밭과 조되어 묘지의 
담장에서 스며 나온 생명력처럼 보이며 성소의 경계에 둔 해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더불어 묘지가 로와 만나는 반 쪽의 경우 잡초 신 콘크리트가 마치 담
장에서 흘러나온 듯 묘지의 경계를 땅에 눌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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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1] 담장 외곽

[그림4-32] 담장 계획 스케치. 성인 여성의 눈높이에 담의 높이를 맞췄음을 보여준다.

브리온 묘지의 담장은 그 내부의 얼굴과 외부의 얼굴이 다르다. 내부에서 담장
은 그가 갖는 본질적인 閉의 속성에서 벗어나 開 를 시도하는 문턱과도 같았다
면, 외부의 담장은 좀 더 그 본질적인 속성에 치중해 있다. 차단면의 불투명성과 
면적은 시각적 차단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담장 전체를 막
힌 콘크리트 면으로 처리 한 것은 기본적으로 브리온 묘지 내부에서 외부를 분
리시킨다. 더하여 담장의 높이는 2.35m로, 묘지 안쪽에선 땅의 높이 때문에 약 
1.5m로 체감된다.93) 즉, 외부인을 하는 담장의 높이는 성인 남자가 까치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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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도 아슬아슬하게 안을 볼 수 없는 높이로, 위압감을 주지는 않으나 내부를 
숨길 수 있으며 외부와 내부를 가르기에 충분한 높이다. 그러나 1.5m라는 높이
는 성인 여성의 눈높이로 성인 남성과 여성 모두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내부에서 
담 너머 외부 풍경을 볼 수 있는 높이다. 이러한 내 외부 시선의 불균형성은 계
획된 것으로, 그림4-30의 스케치94)는 이를 보여준다. 담장의 폐쇄된 면은 유지
하면서 그 높이를 폐쇄의 경계선에 조금 못 미치게 하여 결정적으로 외부를 내
부에 들여오나 담장의 경계선을 개폐의 경계선에 위치시킴으로써 그 경계의 긴
장감을 유지하는 스카르파의 이런 건축 어휘 사용은 담장을 수직으로 끊어 내 
외부를 관입시키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그림4-33] 담장 외곽 전체

담장은 약 4~6m의 간격을 두고 끊어져 있다. 지속적으로 끊긴 담장은 부분화
가 되어 사람에게 인지되는 담장의 스케일을 줄임과 동시에 부분이 일정하게 모
여 묘지를 가리고 있음을 전달한다. 담장을 끊는 어휘는 이물질의 이입과 비움으
로 나뉜다. 이입되는 이물질에는 줄눈, 수직으로 돌출된 삼각벽, 삼각뿔형 화단
이 있다. 이 이물질들은 담장 외부에서 끊음을 좀 더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어휘
로 같은 위치 반 편 담장 내부에서는 입체적인 형태 없이 줄눈으로만 끊김이 

93) Carlo Scarpa, 89, 92번 스케치, 『The other city: the architect's working method as 
shown by the Brion cemetery in San Vito d'Altivole』, ed. Peter Noever, Ernst & 
Sohn, 1989.

94) Carlo Scarpa, 85번 스케치,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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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다. 전체의 쪼갬과 더불어 담장 분절부는 그 사이를 비움으로써 생긴 수직 
틈으로 외부를 내부에 관입시키는 독특한 역할을 한다. 담장의 높이로 인해 외부
가 내부의 경계에 걸쳐져 어른거리며 들어왔던 것처럼 얇은 수직 틈은 담장 너
머의 풍경을 내부에 보일 듯 말듯 한 모습으로 담아낸다. 반면 이 틈은 두 수직 
벽체에 파묻혀 있어 외부에서 이 틈을 통해 내부를 보기는 어렵다. 즉, 이 담장
의 틈은 안에서 밖을 향한 틈이지 밖에서 안을 향한 틈이 아니다. 

또한 이 틈, 물질과 물질 사이를 비움은 동질의 연속에 이물질을 끼움으로써 
잘 보이지 않던 동질의 요소 각각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 효과에 더해 분절
된 벽 각각은 그 개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결을 달리하여 벽 테두리를 명시한다. 
혹은 파빌리온을 감싸는 담장 벽에서처럼 유리 타일을 사용해 모자이크 수평 띠
를 담장 벽에 두름으로써 스카르파와 브리온 묘지가 갖는 베네치아 전통을 넘어 
유리 타일이 전하는 반짝임과 가벼운 물성으로 콘크리트 벽의 무게감을 줄임과 
동시에 담장의 수평 분절과 분절된 틈으로 보이는 오색풍경을 은유한다. 

[그림4-34] 내부 담장

외부를 분절하는 삼각벽체들은 면의 분절이라는 역할에 더불어 담장과 수직으
로 교차됨으로써 벽의 단면을 드러내 담장의 두께를 암시한다. 그러나 삼각벽체
들의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그것의 수직성으로 담장의 기울어짐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실 삼각벽은 그 반 편 내부를 보지 않고서는 외부 담장에 부착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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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삼각형 벽, 요철이 아니라 담장과 교차하여 기울어진 벽체를 지지하는 직각 
사각형 지지 벽으로 생각되기 쉽다. 기울어짐은 브리온 묘지 담장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이는 내부에서는 위요된 감각을 형성함과 동시에 외부에서는 묘지의 
내향성을 짐작하게 한다. 성인 평균키보다 조금 더 높은 높이의 기울어진 담장이 
드러내는 묘지의 내향성은 외부인에게 소외감 보다는 그 안에 한 호기심을 유
발한다. 더하여 기울어진 묘지 외곽의 형태는 정립보다는 퇴적의 감각을 전하나 
그것이 갖는 정제된 기하학적 외곽선은 묘지 전반에 공존하는 질서의 감각도 불
러일으킨다. 

배타성을 줄이는 여러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닫힌 담장의 콘크리트 연속 면은 
외부인에게 단단한 성벽과 같은 지배적인 느낌을 남긴다. 그러나 브리온 묘지에 
가까워진 순간 가로수와 같은 축 선 상에 있어 보이지 않았던 담장의 모서리 부
분, 가장 날카로울 수 있는 부분이 뚫려 있고 그 부분을 뚫고 작은 식물이 자라
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와 더불어 뒤편의 건물에 난 구멍을 통해 하늘을 
보는 순간 이곳이 전하는 단단함과 완전함에는 구멍이 뚫리고 멀리서부터 풍화
된 면으로 느껴졌던 폐허의 느낌은 강화된다. 

더하여 기울어진 벽과 수직 벽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양감에 더해 삼각뿔형의 
입체적인 코너 처리, 의도적으로 끊긴 후 계단형 처리로 성층된 모습을 드러내는 
벽의 단면은 면인 담장에 양감을 더한다. 이는 닫힌 콘크리트 담장이 갖는 무게
감에 더해 지에 고착된 상태를 가볍게 안착된 것이 아니라  무겁게 눌린 듯 
혹은 퇴적된 듯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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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입구

묘지는 입출구가 아닌 입구만을 갖는다. 묘지에서 고려되어 있는 외부와의 관
계는 묘지와 외부의 상호 교류가 아닌 묘지에 외부를 더함으로 성벽 이면에 숨
겨진 하나의 이상향으로서의 묘지를 보완하는데 있다. 묘지는 담장 너머의 세상
과 다른 시간을 가지며 묘지에 바깥세상의 요소들인 주민, 마을 풍경 등을 들여
오는 담장의 낮음과 그것이 갖는 틈, 입구는 묘지의 세상에 현재라는 시간을 더
해 그 이상을 완성한다. 

[그림4-35] 죽은자의 입구

묘지는 두 개의 입구를 갖는다. 죽은자의 입구와 살아있는 자의 입구. 묘지에 
들어오는 자로서 죽은자의 문은 언제나 입구이다. 죽은자의 문은 드러나 있지 않
다. 이어져 오던 담장은 자연스럽게 꺾여 자전거 한 를 댈 수 있을 정도의 공
간을 만들며 공간을 만들고 다시 꺾여 나가는 담장은 이전의 담장보다 조금 더 
돌출되어 나감으로써 그가 만든 위요된 공간의 깊이를 더해 그 공간의 내향성을 
높인다. 이 공간은 길게 이어져온 어느 담장에나 있을 법한 구석진 부분이 되어 
자연스러움과 동시에 그 깊이가 관의 길이와 엇비슷해 죽은자의 문이 열리는 동
안 관을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온전히 감쌀 수 있는 적당함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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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의 높이는 문의 높이에 맞춰 잠시 낮아진다. 문의 높이는 약 1.7m로 묘지 내
부에서 느끼는 담장의 높이와 같음과 동시에 성인 남자의 키보다 조금 낮은 높
이로 2.3m의 담장 높이보다 위압감을 줄여 관이 들어오는 길을 겸허하게 만든
다. 또한 문은 담장과 동일한 재질로 표현되어 독립적인 문으로서 강조되기보다 
담장의 부분으로 인식된다. 물론 담장 전반에 새겨진 일정한 수평 패턴에 약간의 
변주를 가미한 수평 수직이 교차되는 콘크리트 패턴, 좌측 상단부의 패턴, 허리
부의 코르텐 스틸 선 등은 이 부분이 여타 담장부와 차이를 가짐을 명시하지만 
그 강조의 정도가 담장 전체의 흐름을 깨지는 않는다. 동일한 맥락에서 미닫이문
으로 입구를 계획한 것은 죽은자의 문을 독립적으로 항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담장의 부분을 일시적으로 들어냄으로써 드러나는 일시적인 부분으로, 죽은자를 
들여오기 위해 순간순간 생성된 기회로 만든다. 

[그림4-36] 죽은자의 입구 문

이에 더해 담장 안쪽에 심긴 가지가 넓게 퍼지는 상록수, 털 가시나무는 이 공
간을 다 덮고도 남을 정도의 그림자를 만든다. 죽은자의 문은 바로 이 그림자로 
덮인 위요된 공간에 존재한다. 즉, 죽은자의 문은 쾌청한 이탈리아의 하늘과 상
관없이 언제나 그림자 속에 있다. 나무의 그림자 반경까지 그려진 스카르파의 스
케치는 이 그림자를 만드는 나무의 수종과 크기가 계획된 것임을, 즉 묘지의 식
생을 넘어 이 문을 덮는 그림자가 그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95)  

95) Carlo Scarpa, 577번 스케치,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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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7] 살아있는 자의 입구

반면 프로필라이움이라 명명된 살아있는 자의 입구는 죽은자의 입구와 달리 독
립적으로 고정되어 드러나 있다. 그 정면에 위치한 두 원이 교차한 창은 묘지로 
들어오며 바라보는 창으로, 이 살아있는 자의 문 역시 기본적으로 입구로 존재함
을 암시한다. 이 입구는 브리온 묘지 초입의 공동묘지와 입구 축을 공유하고 있
어 기본적인 입구성을 획득하고 있으며 주변 묘지 건물보다 약 1.3배 높은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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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 매스로 그 존재감을 분명히 한다. 또한 죽은자의 입구로 향하는 길과 같
이 그로 향하는 길 역시 사이프러스 나무가 줄지어 심어져 그 길이 주위와 다른 
세계로 이어짐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스카르파는 담장 및 주변 매스와 
같은 높이에서 프로필라이움의 매스를 두 층으로 나누어 그에 주변 높이 선과 
같은 선을 그음으로써 주변 흐름과 맥을 잇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림4-38] 프로필라이움과 담장의 연결

죽은자의 입구가 어둠으로 가려졌다면 살아있는 자의 입구는 지 위에 우뚝 
솟아 빛 속에 그 존재를 분명히 드러낸다. 특히 죽은자의 문과 달리 살아있는 자
의 입구는 문, 즉 열릴 수 있는 면이 아니라 열려 있는 공간으로 그 규모가 확장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흥미로운 부분은 프로필라이움 좌측으로, 쭉 이어져오던 
담장은 묘지의 입구를 만나기 약 3.5m 전 끊어진다. 끊어진 담장 뒤로 브리온 
부부묘가 보인다. 담장이 사라짐으로써 마을의 공동묘지를 방문한 이들은 프로필
라이움에 입장하지 않더라도 이곳 역시 누군가의 묘지임을 알 수 있다. 더하여 
살짝 보이는 푸른 잔디밭과 시간을 품고 있는 듯한 회색 벽이 내는 화음은 그들
을 브리온家 와 스카르파가 만든 죽음과 삶의 경계에 걸쳐져 있는 제 3 세계로 
초 하는 친근하지만 매력적인 손짓이 되기에 충분하다. 특히 담장은 끊어지면서 
화단으로 바뀌는데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담장 단면부와 화단, 그리고 프로필라
이움 좌측에 무너진 담장의 흔적처럼 남아있는 벽을 계단과 같은 점층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연속성을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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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시간이 지나 담장이 무너져 생긴 열림과 같은 이 계산된 열림은 바로 옆
의 프로필라이움의 열림과 역 칭을 이루며 서로 다른 열림의 한 쌍을 형성한다. 
프로필라이움의 열림이 그 위에 형태라는 무게를 지고 있다면 이는 형태 위에 
열림을 펼친다. 또한 프로필라이움이 그 자체를 드러내며 지 위에 굳건히 서 
있다면 그것이 담는 열린 공간은 프로필라이움, 인공물의 그림자 속에 있으며 살
아있는 자를 들여와 보여주고자 하는 밝은 광경은 이 어둠의 층을 지나 나타난
다. 비록 천장에 난 창과 상층부의 창들은 이 어둠의 층에 중간 중간 빛을 섞어 
그 통과 공간을 풍부하게 만드나 기본적으로 프로필라이움 내부 공간을 지배하
는 것은 어둠이다. 즉, 살아있는 자를 초 하는 공간을 만드는 인공물 자체가 밝
음 속에 있을 뿐 중심이 되는 공간은 어둠 속에 남아 살아있는 자 역시 죽은자
와 마찬가지로 어둠을 거쳐 묘지로 들어서게 된다. 반면 프로필라이움 좌측은 벽
을 무너뜨림으로써, 인공물을 무너뜨림으로써 그 이면의 밝음을 한 발 앞서 온전
히 전한다. 이러한 조적인 열림의 병치는 제작과 소멸, 인공과 자연에 한 양
가적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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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수면과 지면

[그림4-39] 브리온 묘지의 수면과 지면

묘지는 브리온 부부 묘, 브리온家 묘, 파빌리온, 채플 이렇게 총 4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소는 각자의 역을 가지며 각 역은 지상에서 60~70cm
정도 들어 올려짐과 동시에 콘크리트 턱으로 경계선을 가져 그 범위를 명시한다. 
이렇게 각 요소는 각자의 역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한다. 특이할 
점은 각 요소들의 역, 그들이 뿌리내리고 있는 지의 성격이다. 관이 땅에 묻
혀야 하는 묘의 특성상 브리온 부부 묘와 브리온家 묘는 지면 위에 자리 잡는다. 
땅 위에 심긴 푸른 잔디들과 군데군데 자라는 장미, 초목들은 묘의 주변을 생기 
있게 만들어 마치 죽은자의 자리를 새로운 생명들이 감싸는 듯한 혹은 죽음이 
다시 생명으로 피어오른 듯한 느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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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0] 부부 묘를 감싸는 풀과 꽃

반면 파빌리온과 채플은 명상 혹은 초월의 순간을 기다리는 장소로서 물 위에 
얹혀 그들이 땅 위의 세상과는 또 다른 세상에 위치함을 암시한다. 다리는 초월
세계로의 전이를 상징하는 고전적인 장치로 다른 부속을 지우고 발판이 되는 면
만을 걸음에 맞춰 띄엄띄엄 수면과 동일 면상에 놓음으로써 마치 물 위를 걸어
가는 듯, 물 위를 지나는 발의 파동이 굳어져 발판이 되는 듯한 착각을 줌으로써 
물을 건너 다른 역으로 향한다는 감각을 극 화 하고 있다. 

더하여 투명한 수면의 투명함은 건물의 뿌리를 드러낸다. 수면 위 건물의 완성, 
정립된 모습과 달리 어두운 수면 너머로 보이는 건물의 기초부는 건물이 완성된 
상태가 아닌 건물이 탄생된 순간을 전한다. 또한 이 기초부는 계단형의 점층 되
는 형태로 표현되어 그것이 건설되었다는 감각에서 나아가 물속에서 자라난 듯
한 감각을 극 화시킨다. 반면 어두운 수면은 물이 갖는 저승의 이미지와 더해져 
채플과 파빌리온을 죽음 속에서 피어난 생명과 같이 느껴지게 하며 수면에 떠 
있는 수련들은 건물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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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1] 채플의 수면

그 아래를 보이기도 위를 반사하기도 함으로써 지상과 지하의 경계에 걸친 수
면에서는 두 세계가 섞인다. 심연의 어두움과 하늘의 밝음, 뿌리와 꽃이 공존하
는 곳으로 수면은 경계로서의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한다.

묘들의 지면이 초목의 푸르름으로 이 땅의, 이 세계에서 드러나는 생명을 보
다면 파빌리온과 채플이 접한 수면은 이 세계에서 드러나는 생명의 이면 고리까
지 드러낸다. 이처럼 각자의 생명력을 가진 역들은 지면에서 들어 올려져 격상
됨으로써 살아있는 자들의 단순 이동 동선과는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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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채플

[그림4-42] 관의 채플 진입

곧장 걸어오던 길에서 만난 아스팔트에서 콘크리트로, 발에 닿는 지면의 변화
와 머리 위를 감싸는 털 가시나무의 잎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늘은 좀 
전까지 걸어온 길과는 다른 단계에 도착했음을 전한다. 관을 든 자의 키와 비슷
한 높이로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콘크리트 벽이 레일을 따라 그 모습을 감추며 
길을 틀 동안 관은 잠시 이곳에서 그 여정의 선율에 쉼표를 갖는다.

그러나 이 여정의 진행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죽은자의 여정을 보좌하는 살아있는 자의 존재다. 죽은자의 문턱을 넘는 
것은 관뿐만이 아니다. 관을 둘러싼 살아있는 자들, 죽을 예정인 살아 있는 자들 
역시 이 문턱을 넘는다. 이에 브리온 묘지에 형성되어 있는 관을 둘러싼 여정의 
배경은 그 배경의 등장인물로 죽은자뿐만 아니라 그 어느 순간보다 죽을 것이란 
사실을 가깝게 조우할, 죽을자로서의 살아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 즉, 브리온 
묘지의 각 장면에는 죽음을 조우하는 살아있는 자와 살아있음을 조우하는 살아
있는 자, 삶을 둘러싼 양극을 바라보는 두 시선이 공명한다. 초월의 순간, 채플
로 들어서기 전 그가 살아왔던 세계를 구분 짓는 이 문은 살아있는 자의 손으로 
열린다. 철제 레일에 얹어진 콘크리트 문은 미닫이 방식으로 열리며 문을 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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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문과 움직임을 같이함으로써 자신이 이 죽음과 삶을 가르는 막을 걷어내
고 있다는 감각을 직접 받게 된다. 또한 손잡이와 같은 선상에 그어진 코르텐 스
틸 선은 문의 열림과 함께 점점 사라지는 문의 존재감을 그 열림을 지켜보는 이
들에게 좀 더 분명히 전달한다. 더하여 문을 움직이는 금속 손잡이의 서늘함은 
그 막의 온도를 전하기에 알맞으며 녹이 슬은 철제 레일은 죽음과 삶의 가로에 
선 문의 열림을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함과 동시에 그것이 내는 덜컹거
리는 소리는 여정의 서막이 열리는 순간을 관을 둘러싼 모두에게 나지막이 전달
한다.

문이 열리면 먼저 시야가 열리고 레일이 만든 넓은 문턱을 지나며 경계 외곽에 
있던 존재들은 내부로 입장하게 된다. 그러나 문 한 짝으로 나뉘는 정도의 차이
를 가진 공간과 달리 이 경계가 나누고 있는 세계가 가진 차이의 깊이에 맞춰 
스카르파는 이 경계에 깊이를 더한다. 레일을 지나서도 문 밖의 밋밋한 콘크리트 
바닥은 약 1.5m 간 이어지며 이를 따라 담장도 연장되어 들어온다. 그리고 이렇
게 들어온 벽은 절반으로 나뉘어 문과 가까운 쪽은 그가 이어져온 담장 벽과 동
일하게 수평 줄눈만으로 담 벽을 표현함으로써 외부와 연속성을 갖는다. 이에 문
은 이어져 온 담장에 교차하여 낀 상태가 된다. 반면 연속되는 콘크리트 지면을 
감싸는 담장의 나머지 절반은 입체적인 점층적 요철, 즉 계단형으로 표현되어 변
화의 경계에 선 물질이 변화하는 순간을 전한다. 더하여 이 계단형 양감에 더해
진 변주된 리듬은 그 불규칙함으로 변화하는 순간을 더 실감나게 표현함과 동시
에 문 앞에서 잠시 멈춰졌던 여정의 리듬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처럼 스
카르파는 바닥과 벽만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 문이라는 물리
적인 경계에 비물리적인 경계를 더해 경계에 깊이를 더한다. 즉, 스카르파는 건
물의 입구를 문뿐만이 아니라 문을 둘러싼 전후 공간까지로 확장시킨다. 바닥과 
벽이 만드는 공간, 이 비물리적인 경계까지 지나서야 죽은자와 그를 둘러싼 살아
있는 자의 여정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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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3] 채플 진입 경계 상세

연속에서 변화로 넘어감을 전하는 계단형 담 벽을 기점으로 지면에도 변화가 
온다. 수직으로 선 벽이 신체를 감싸며 여정의 단계가 변화했음을 전했다면 그 
벽과 신체가 딛고 있는 수평 지면 역시 다른 방향으로 신체를 감싸며 같은 내용
을 전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생명의 개입이다. 묘지의 경계인 담장이 그 
본질적인 구분성과 닫힘으로 그를 닫힌 면, 흙 위에 콘크리트가 빈틈없이 발린 
면 위에 두었다면 묘지 내부에 들어서 그 닫힌 면은 갈라져 그 아래 묻혀 있던 

지는 다시 숨을 쉬게 된다. 이는 콘크리트 판으로 지를 덮었다고 하기보다 
물렁한 흙바닥을 안정감 있게 관을 들고 지나갈 수 있도록 발받침으로 콘크리트 
판을 지 위에 얹은 정도여서, 이 판들 사이사이로 많은 잡초들이 자라게 된다. 
이 잡초들은 계획적으로 식생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자라며 자리 잡을 것들로 
건축가로서 스카르파가 한 일은 계획안에 언젠가 찾아올 그들의 자리를 마련해 
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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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4] 채플 진입로

이 지점에서 두 가지 의문이 생긴다. 첫째는 ‘왜 콘크리트 지면을 열어 놓았는
가’이다. 앞서 말했듯 콘크리트 지면에 틈을 냄으로써 그 아래 묻어져 있던 지
가 그 빈틈을 채우고 숨을 쉬어 새로운 생명들을 틔울 기회를 갖는다. 이미 굳어
져 버린 인간의 콘크리트와 생동하는 지는 함께 뒤섞여 하나의 지면을 만든다. 
이로써 그늘에 있던 죽은자의 문이 열리고 나타난 묘지의 첫인상은 무채색의 그
늘에서 옅은 녹음이 덧입혀진 회색빛 세상으로 바뀐다. 시야에 들어오는 밝음과 
이들이 전하는 풀내음은 죽은자의 여정에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음을 전한다. 또
한 콘크리트와 지가 함께 만드는 지면은 굳은 콘크리트 면보다 시간에 따라 
더 많은 변화를 담을 수 있음에 건축가가 담을 수 없었던, 혹은 예상할 수 없었
던 부분까지 좀 더 풍부한 내용을 전하게 된다. 그 한 예로, George Ranalli이 
지적한 바처럼 시간이 흘러 장례 행렬의 수레바퀴가 이 풀들 위를 지나가 남긴 
흔적은 이 날 있었던 죽음의 여정에 한 기억을 다른 날 다른 이들에게까지 가
시적으로 전한다.96)  

두 번째는 ‘왜 일정한 직선 간격으로 콘크리트 지면을 열어 놓았는가’이다. 만
약 콘크리트 면이 자연, 지와 섞이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콘크리트 

96) George Ranalli,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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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의 모양을 자갈 등 자연의 형태를 모방하여 그 인공적인 상태가 덜해보이게 
해 가시적으로 두 항의 차이를 좁히는 쪽이 더 효과적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스
카르파는 자로 고 자른 듯한 일정한 직선 형태로 자연과 어울려 지면을 형성
하고 있는 요소가 인간이 제작한 것임을 가장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
처럼 인공과 자연이라는 립항은 지면이라는 전체를 형성하지만 각 항의 존재
는 다른 항의 존재를 모방하거나 그에 편입되지 않는다. 오히려 조로써 서로를 
돋보이게 한다. 이처럼 부분이 엮이는 관입은 각각의 물리적인 부분을 덜어내고 
채움으로써 物의 경계에서 이뤄지는 것일 뿐 각각의 고유한 존재, 물성을 침범하
지는 않는다. 즉, 스카르파가 다루고 있는 전체를 형성하는 부분들은 힘의 평형 
관계에 있다. 시간이 지나며 단단한 콘크리트는 닳고 그 틈으로 잡초는 무성해진
다. 그러나 여전히 콘크리트는 그 인공의 반듯함과 단단함으로 자신의 질서를 가
진다. 잡초는 무성해지지만 묘지 전체를 잠식할 정도로 콘크리트가 틈을 내주진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석을 더할 수 있다. 지면을 형성하는 두 항의 힘의 관
계가 완공 직후 100:0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며 지면을 형성하는 두 항은 힘의 평
형에 도달한다. 즉, 이 경우 전체를 형성하는 부분들의 힘의 평형은 시간을 가지
며 형성되는 상태로 스카르파의 브리온 묘지 계획에는 완공 이후의 시간까지 포
함되어 있음을 추측 가능하다. 이후의 분석들은 이의 근거를 보강한다. 

폭은 같지만 종류가 다른 나무판을 교차하여 섞은 거푸집은 담장을 비롯한 묘
지의 모든 벽 혹은 면에 일정한 간격의 수평 흠을 냄과 동시에 각기 조금씩 다
른 무늬와 깊이를 낸다. 이는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전체 담장을 형
성하는 콘크리트 각각이 동일한 재료와 위치에 있지만 자세히 보면 서로 조금씩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음을, 전체를 형성하는 부분의 개별성을 조망한다. 반면 
일정한 수평선의 반복은 그 각각이 공유하는 공통된 질서로 그들을 하나로 묶음
과 동시에 콘크리트 층이 층층이 쌓여 전체 담장을 형성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는 중력에 의해 쌓여 있음을, 완성된 담장에 그것이 구축된 과정을 드러낸다. 
더하여 다양한 깊이와 질감을 가진 거푸집이 낸 다소 울퉁불퉁한 표면은 콘크리
트라는 재료가 갖는 거친 성격을 끌어올린다. 이는 인공성을 강하게 갖는 콘크리
트라는 물질이 갖는 날 것의 성질, 야생성을 드러내 그것이 조우하고 뒤섞일 자
연과의 거리를 좁힌다. 마지막으로, 담장 표면에 새긴 질감과 수평선은 그 굴곡
이 낸 틈으로 그에 또 다른 어떤 것이 채워질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을 더한다. 
변화는 시간을 필요로 하며 여기서 담장의 변화는 시간에 따른 풍화를 가리킨다. 
전체 표면적을 넓히는 틈이라는 촉매제로 인해 담장은 그것이 완공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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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빠르게 변태를 시작한다. 

 

[그림4-45] 열린 콘크리트 지면, 계단형 표현, 수평 흠이 난 벽

종합해보면, 앞서 살펴본 콘크리트 지면의 열림과 계단형 표현은 담장 벽에 낸 
수평 흠과 같은 맥락에 있다. 이들은 모두 1.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조망함으
로써 사물이 구축된 상태를 드러냄과 동시에 2. 직선과 일정한 간격이라는 질서
로 각 부분들을 하나의 전체로 묶으며 3. 틈을 내어 자연이라는 립항이 관입
될 자리를 마련한다. 이들은 면과 입체라는 표현된 형태의 차이를 가질 뿐 동일
한 목적을 가진 표현으로 브리온 묘지 전반을 구성한다. 특히 계단형 표현은 입
체로서 표현에 양감을 더해 면보다 높은 전달력을 가지며 제단의 디테일부터 코
니스, 기초부까지 다양한 스케일 요소에서 나타난다. 또한 이렇게 직선과 일정한 
간격으로 전체를 분할하는 스카르파의 이러한 수법은 브리온 묘지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 전반에서 나타나는 표적인 건축 어휘로 ‘지음’에 한 스카르파의 
태도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묘지 내부로 들어온 장례행렬은 새로운 풍경과 밝기 속에서 진행된다. 길은 한 
켜 꺾여 채플로 향하는 공간의 깊이를 한 층 더함과 동시에 관을 둘러싼 공간의 
시야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문 너머의 세상을 지워 행렬을 묘지에서 한 켜 
더 내밀한 곳에 위치시킨다. 바닥면, 담장, 턱, 채플 등 길을 감싸는 풍경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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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하는 콘크리트의 거친 회색빛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행렬을 감싸는 공간
의 분위기에 차분히 무게를 더한다. 이 회색빛은 흑과 백의 중간에 위치하는 정
도로 너무 어두워 행렬을 죽음의 심연으로 이끌지도, 너무 밝아 죽음의 여정을 
시작한 자들에게 차가움을 전하지도 않는다. 반면, 가림 없이 열린 하늘의 밝음
에 더해 길의 우측을 감싸는 담장 벽의 상단은 스투코로 하얗게 칠해져 빛을 반
사하여 행렬을 감싸는 회색빛 공기 위에 밝음을 살짝 얹는다. 이렇게 관 주변의 
그늘에 빛이 조금씩 새어 들어온다. 더하여 길의 좌측에 등장한 채플은 여정의 
배경이 전환기를 맞이할 것임을 예고한다. 특히 이 채플은 물이란 뜻밖의 켜와 
함께 등장하여 거리감과 기 감을 증폭시킨다. 

[그림4-46] 매스 모서리 처리

담장 벽 상단의 하얀 스투코가 넓고 엷게 채플로 향하는 길에 빛을 더했다면 
행렬의 끝 즈음 가깝게 다가온 육중한 콘크리트 채플의 반듯한 모서리에서 빛나
는 황금빛은 죽은자의 여정을 감싸는 빛의 노래에 강약을 더한다. 더하여 스카르
파는 빛을 반사하는 금빛 띠를 입체의 모서리에 두름으로써 입체의 양감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순간에 그를 해체시킨다. 물이라는 켜 뒤에 있어 거리감이 느
껴졌던 채플이 가장 가깝게 다가와 그것의 양감, 육중함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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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점을 보일 때 반사된 빛은 이와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콘크리트로 그 로 
둔 모서리 하단부는 중력을 받는 콘크리트의 육중함을 드러내지만 상단부는 금
박이 빛을 반사하여 중력과 멀어진 물질의 무게를 덜어 그 물질성을 흐트러트린
다. 입체의 윤곽이 되는 모서리는 하늘로 가까워짐에 따라 직선에서 점선으로 흐
트러지며 상단부와 하단부 사이에 난 작은 물리적 끊김은 뒤에 이어지는 시각적 
흐트러짐과 맥을 같이해 변화의 연결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이렇듯 브리
온 묘지의 물질은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순간에 다른 경계로 넘어가며 
이러한 경계를 넘는 작은 변화들은 죽은자의 여정 주변 곳곳에서 일어난다.

[그림4-47] 채플 입구 경계

점차 밝아져오던 길의 끝 구석에서 장례 행렬은 다시 어둠을 맞이한다. 직사광
선을 받는 콘크리트 면 뒤로 좁고 긴 공간의 천장이 드리운 어둠은 그를 마치 
동굴처럼 보이게 하며 입구 가운데 갈라진 틈은 어둠과 빛이 만나 생긴 균열 같
아 보인다. 새롭게 등장한 어둠은 빛을 만나 떠오르던 여정의 선율을 다시 가라
앉힌다. 그러나 그 어둠의 켜 뒤로 보이는 규칙적인 수직 틈들을 통해 들어오는 
빛들은 무거운 소리가 더해진 선율 사이사이에 빛의 지저귐을 더해 죽은자의 여
정이 거칠 어둠 이면에 있는 밝음의 존재를 속삭인다. 

본격적으로 채플에 들어선 몸 주변을 감싸는 입구 경계선은 계단형으로 표현되
어 어둠과 빛을 가르는 막의 두께를 드러내며 그 점층 되는 형태로 변화의 가운
데 선 경계 켜를 형성한다. 이 경계 켜를 지나면 다시 바닥이 바뀐다. 바닥은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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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트가 덮여지고 정사각형으로 다듬은 작은 돌들이 그리드를 형성하며 그 위
에 깔린다. 특히, 이 돌들의 색은 어두워서 빛을 받아 밝게 보이는 수직 벽과 
조되는 어두운 수평 바닥을 만든다. 또한 이 돌들은 투박하지만 시간에 닳은 듯 
살짝 매끄러운 표면을 갖도록 다듬어져 있어 창 혹은 틈으로 들어온 빛을 바닥
에 담는다. 이는 마치 외부에서 채플이 어두운 수면 위에 우뚝 솟아 있었던 것처
럼 채플 내부의 벽을 어두운 돌바닥이 만드는 수면 위에 올려놓는다. 

[그림4-48] 관이 채플로 들어가는 문. 중앙에 평소에 드나드는 문이 작게 나있다.

그림자 속에 새하얀 벽이 홀로 빛난다. 그리고 그 상부 주변은 바로 옆 T자형 
입구의 상부가 만든 가로로 긴 틈으로 들어오는 빛과 천장에 발린 흰 스투코 면
들로 감싸진다. 흰색과 빛이 만든 이 밝음은 이 벽에서 뿜어져 나온 듯 해 장례
행렬이 조우한 이 벽과 그 너머가 이전과는 다른 것들을 담고 있음을 직감하게 
한다. 특히 이 벽에 새겨진 직교체계는 여정의 배경을 구성해온 기하학적 입체와 
수평, 수직선 뒤에 있던 기하학적 질서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이 벽이 전하는 
신성함과 밝음에 더해 엄격하지만 순수한 상위 질서의 감각을 전한다.97) 

그러나 곧 벽 인줄 알았던 면이 왼쪽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열리면 여정은 
클라이막스로 향한다. 벽 전체가 다음의 발걸음을 위해 자리를 비켜줌은 다가올 

97) 이와는 별개로, 우리는 이 벽(문)의 표현 방식에서 스카르파 건축에 미친 일본 전통 건
축의 향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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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의 고귀함을 전하기에 충분하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제된 질서로 울림을 내
는 빛의 장막은 죽은자의 여정이 기다려온 순간의 훌륭한 문지기가 된다. 그리고 
그는 끼익거리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자신을 비켜 삶을 지나 여기까지 도착한 
망자를 맞이한다. 반면 벽의 중앙에서 조금 비켜선 곳에 어두운 색의 코르텐 스
틸과 나무가 조화된 작은 문이 보인다. 이는 평소에 채플을 드나드는 방문객들을 
위한 것이다. 이 문의 어두운 빛과 몸 하나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작은 크기
는 이 문을 감싸는 위압감과 조적으로, 이는 이 막을 걸어서 통과하는 자들의 
어깨를 좁히며 그들의 걸음과 눈에 조심성을 더한다. 

[그림4-49] 원형 개구부

벽이자 문인 이 막을 지나면 초월의 순간을 담는 공간과 접하는 실제적인 입구
가 나타난다. 앞서 지나온 막이 채플 건물의 핵심이 되는 정사각형의 제례 공간
에 덧붙여져 물리적인 차단을 수행함과 동시에 제례 공간과 자신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여정의 핵으로 들어서기 전 마지막 쉼표를 더하는 경계에 덧붙여진 경계

다면 이 뒤에 바로 등장하는 원형 개구부는 그 자체로 제례 공간의 경계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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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의 완만한 곡선은 반듯한 직교 체계 위를 지나온 여정을 그 마지막 순간 
반듯한 직선에서 허리를 굽혀 부드럽게 감싸 맞이한다. 또한 원과 함께 마지막 
순간 등장한 푸른 색채는 개구부에 들어선 사람의 종아리에서부터 머리 높이까
지 개구부를 만드는 콘크리트 벽 단면 내부에 칠해진다. 이는 원이 만드는 경계
에 더하여 개구부 좌우에 위치해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푸른빛 막을 만든다. 깊
은 바다의 것과 같은 이 색은  시간에 닳은 듯한 광택과 그 양 끝에 둔 계단형 
금속 디테일의 반짝임이 더해져 성소로 입장하는 순간에 금빛 청량감을 더한다. 

[그림4-50] 빛의 열주

긴 여정의 끝에 펼쳐진 공간의 첫 인상은 사방에서 들어오는 빛들로 채워진다. 
빛은 벽을 통해서, 천장을 통해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들어온다. 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얇고 길게 찢어지며 그 찢어진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 이 틈은 얇아 밖
의 풍경을 담아내기엔 부족하다. 즉, 이는 빛을 들여오기 위한 틈이지 보기 위한 
틈은 아니다. 또한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 찢어졌기에 이는 벽에 창이 있는 것
처럼 보이기보다 벽과 벽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이 틈은 마치 건물
의 구축과 함께 자연스레 생긴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자연스러움은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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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들어오는 빛이 인간이 아닌 다른 무언가, 좀 더 초월적인 알 수 없는 지점으
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반면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이어 찢어진 이 틈 둘레에는 점층적으로 층이 더
해져 있어 들여오는 빛에 양감을 더한다. 특히 제  좌측은 벽과 틈의 폭이 동일
해 이들을 한 열주의 동일한 요소로 보이게 한다. 이는 이 채플이 콘크리트뿐 아
니라 빛으로 구축되어 있음을 전한다. 특히 이 빛의 기둥들은 거름 없이 들인 강
하고 흰 직사광선으로 제단을 수호함과 동시에 어둠을 지나 채플에 들어선 이에
게 변화의 순간을 감지하게 한다. 벽은 곳곳에 찢어져 있어 이 찢어진 틈들은 제
례 공간을 둘러싼다. 더하여 마치 빛의 전사들과 같이 강하게 느껴졌던 이 빛의 
열주는 그의 강함에 더해 그 자신만의 리듬으로 그가 품고 있는 공간에 운율을 
더한다. 

   

[그림4-51] 제대와 제단

빛의 열주를 지나 관은 황금빛으로 빛나는 제  앞에 다다른다. 채플에 들어선 
순간부터 바닥을 덮어온 작은 돌들이 제단 앞에서 관의 크기만큼 걷어지고 바닥
은 하얗게 남는다. 이는 마치 눈 덮인 땅에 남겨진 자국처럼 그 앞에 떠난 사람
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며 마침내 그 역시 빈 채로 남겨져 있던 그의 자리에 도
착했음을 알린다. 그를 처음 맞이했던 빛과 달리, 제단을 둘러싸는 빛은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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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하다. 천장에선 빛이 제단 위로 흩어지며 내려오며 빛을 들여오기 위해 공간 
전체를 감싸는 벽이 과감하게 찢어졌던 것과 달리 제단 뒤의 벽에는 작은 빛의 
구멍들이 난다. 

제단 위 천장은 특별히 입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그 크기와 독특한 형
태로 공간을 압도한다. 이 쿠폴라는 브리온 묘지 전체에서 계단 형태가 가장 적
극적으로 사용된 부분 중 하나로 벽과 연결되는 하부는 콘크리트, 상부는 나무가 
잘게 층층이 쌓여 천창을 향해 모아져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있다. 이 천창은 전
동식으로 개폐가 가능해 빛에 더해 하늘에서 일어나는 소리나 바람 등을 온전히 
안으로 들여온다. 그런데 이 층들이 만드는 빛의 우물은 꽤 깊어서 제단 위에 서
서 올려다보지 않는 한 이들을 들여보내는 천창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 즉, 제
단 위에 서는 목사를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하늘, 천상의 빛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빛은 나뭇결에 빛과 그림자를 새기며 내려와 그의 존재를 나지막하게, 
하지만 확실히 전한다. 

[그림4-52] 천창의 빛이 벽에 반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 천창의 빛이 더 흥미로워 질 때는 이가 비추는 제 에 닿았을 때이
다. 제 는 그 안은 콘크리트로 채웠으나 겉은 청동으로 씌워져 황금빛을 발한
다. 이에 제 에 닿은 빛은 강하게 반사되어 제  뒤 벽에 그 모습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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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된 빛은 무척 강해 벽을 채우고 있는 콘크리트를 지운다. 즉, 이는 그 존재
를 알고 있지만 보이지 않던 무언가, 빛이 물질로 인해 어느 때 보다 분명히 드
러나는 순간이다. 또한 이 반사된 빛은 창이 벽에 만드는 고정된 빛 면과는 달리 
어른거리며 계속 움직여 그 앞에 선 이에게 잡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잡힌,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드러난 ‘순간’의 존재로 다가온다. 
 
제단 뒤의 빛의 구멍들은 잘게 나뉘어져 빛을 흩트려 공간에 들여온다. 이는 

강한 역광으로 제단과 그에 선 목사를 지우는 일이 없도록 제단 뒷부분의 벽은 
좀 더 부드럽게 빛을 분산하여 들여오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천
장에서 내려오는 빛과 충돌해 균형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벽의 상단부에는 
빛을 들여오지 않는다. 신 벽은 천장보다 조금 뒤에 위치해 그 상부에 천장의 
그림자를 드리워 그가 받치고 있는 하늘의 무거운 울림을 전함과 동시에 빛의 
중간에 그와 동체인 그림자를 삽입해 빛을 물질에 묶어 놓는다. 벽의 허리부에서
는 그에 위치하면 역광이 될 수 있어 제 의 중심축과 일치하는 모서리는 피해 
제단 양 끝에 빛을 들여오는 구멍들이 배치된다. 이들은 언뜻 질서 없이 흩트려
진 것처럼 보이나 동일한 기준선 안에서 한 요소만을 전체 구성의 중심으로 이
동시킨 변주의 효과로 단순하지만 우아하게 질서를 기반으로 비질서의 미를 만
들고 있다. 또한 구멍의 정사각형이란 가장 기본적인 도형 형태는 이 구성을 형
성하는 요소가 갖는 엄격한 기하학적 질서의 한 면을 보인다. 이렇게 흩어진 작
은 빛의 구멍들은 투명한 유리가 아닌 얇은 리석판으로 가려진다. 따뜻한 분홍
색의 포르투갈산 리석판을 통과한 빛은 그 어떤 빛보다 부드러운 얼굴로 은은
히 다가와 제단 주변을 감싼다. 마지막으로, 제단을 감싸는 두 벽과 바닥이 만나
는 지점엔 열고 닫을 수 있는 창이 등장한다. 이 역시 그 위치로 인해 ‘봄’을 위
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모여야 할 지점에서 사라진 물질은 그 신 빛을 그 
자리에 들려온다. 물질이 사라진 지점에서 빛은 자연스레 새어 들어와 제  주변
에 깔린다. 특히 채플 외곽을 감싸는 못의 수면에 반사되어 빛은 채플 내부에 깊
숙이 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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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3] 바닥 창

제단의 빛은 이처럼 천장, 벽, 바닥에 분산되어 있지만 제단을 감싸는 하나의 
협주곡을 만든다. 천창은 제단 중앙에 위치하며 천장을 타고 내려와 제단 전체를 
감싼다. 공간에 떨어지는 주광 옆을 작은 빛들이 맴돈다. 역광을 피한다는 실제
적인 이유를 지우고서라도 이 작은 빛들은 그가 가진 크기와 밝기를 볼 때 주인
공이 아닌 차등의 존재로, 공간 외곽에 위치해 중앙의 빛을 보좌한다. 쿠폴라 하
단부에 걸쳐져 제단 공간에 부유하고 있는 듯한 촛 에 얹어져 일렁이는 작은 
촛불들 역시 이와 같다.  이는 마치 초월적 존재와 그 주변에서 지저귀는 작은 
천사들 같다. 천장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빛이 삶 뒤에 인간을 맞이하는 초월적 
존재를 그려냈다면 이들은 마치 그 빛의 조각인 듯하다. 그리고 바닥에는 빛이 
낮게 깔려, 내려온 그 빛이 떠나지 않고 가라 앉아 바닥의 관을 감싸고 있음을 
전한다. 

브리온 묘지 채플에는 제 와 촛 , 성수반을 제외하고는 어떤 가구도 있지 않
다. 빛들로 둘러싸인 그림자와 같은 바닥 위에는 오르간, 의자 등 일반적인 채플 
내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삭제되고 제례를 위한 최소한의 핵심적인 요소
만이 남는다.98) 심지어 십자가마저 보이지 않는다. 비록 촛 가 십자가 모양을 

98) 이와 같은 공간 구성은 스카르파의 다른 건물에서도 나타난다. 1978년 Martin 
Dominguez와의 인터뷰에서 스카르파는 카스텔베키오를 설명하며 바닥과 벽, 그 안에 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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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만 제  정면에서 빗겨 걸려있고 십자가의 가로선은 쿠폴라에 걸쳐 있
어 제 를 한 이에게 이는 십자가라기 보단 작은 불빛들을 내려 보낸 단순한 
선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하여 평면구성 역시 하나의 정사각형 방 만이 
전부여서 전통적인 채플 평면구성에서 벗어나 있다. John Bentley Mays의 지적
처럼 이렇듯 브리온 묘지 채플, 나아가 묘지 전체는 전통적인 종교적 상징에서 
벗어나 있다.99) 즉, 브리온 묘지에서 삶의 끝이 그 다음과 조우하는 순간을 만드
는 것은 사물의 덧붙여진 의미들이 아니라 사물 그 자체이다. 그를 둘러싼 모든 
의미와 치장을 버리고 자신 그 자체, 그 자신의 근원적 모습을 전하는 사물들에
서 인간은 그 자신을 묻게 된다.

[그림4-54] 채플 내부 공간

는 요소에 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다. 
“…C.S. 포장 표면은 공간 기하학 정의에서 핵심 표면들 중 하나입니다. 저는 빛나는 수직 표
면인 벽 그리고 어두운 수평 바닥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M.D. 물처럼요?
C.S. 정확합니다. … 룸의 기하학과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전시 상들은 표면 위해 정확히 
배치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가구도 있어서는 안 되며 오직 의미 있는 존재들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닥이 어두워야 하는 이유이었습니다.…”

99) John Bentley Mays, A tomb rich with the grace of life: Serenity reigns in Carlo 
Scarpa's Brion family sepulchre, National Post, 1999



- 119 -

브리온 묘지 채플에서 전하는 초월의 순간은 숭고하면서도 평범하다. 여정을 
마치고 뉘인 관이 마주하는 제단의 빛은 따듯하며 요란하지 않다. 제단은 빛의 
열에서 살짝 뒤로 물러나 있어 옅은 그림자가 드리우며 그를 감싸는 빛에는 나
무와 리석의 온기가 묻는다. 더하여 양 옆의 벽과 끊어져 개별성을 획득한 벽
과 자신만의 지붕인 쿠폴라, 다소 격상된 바닥은 하나의 독자적인 공간을 만든
다. 이는 제  정면에서 봤을 때 마치 묘지 주변에 흔한 박공지붕을 얹은 작은 
주택 내부와 같은 느낌을 주는데 벽에 난 작은 창들은 이러한 작은 집의 이미지
를 더한다. 이는 삶과 가장 멀리 떨어지려 한 순간, 제  앞에 선 이에게 그가 
뒤로하고 온 그의 장소, 집을 보인다. 이에 제단에 내리 쬐는 빛은 숭고하지만 
어느 한적한 오후에 창가에서 만난 적이 있는 햇살이 되어 삶에 한 물음을 던
진다.100)

100) 집의 이미지는 브리온 부부 묘와 브리온家 묘에서도 나타난다. 땅 위에 얹은 하늘 가리
개 정도로 간단하고 원초적으로 세운 집 안에서 죽은 이들은 안식한다. 이 집은 비바람을 
막으며 그 인간의 마지막 장소로 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성기게 세운 지붕에서 새어 들어오
듯 들어오는 빛은 죽은 이들의 이 공간에 작은 표정을 더한다. 특히 브리온家 묘의 경우 묘
지에 나 있는 산 자의 길이 그를 관통하며 지나가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그를 지나는 
살아있는 이들에게 특이한 감각을 전한다. 고개를 숙여 들어온 브리온家의 박공지붕 묘는 
성인 남자가 서 있기에 부족하지 않은 높이에 작은 오두막은 충분히 될 정도의 크기여서 이
는 마치 우측에 놓인 브리온家 묘비들의 작은 오두막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준다. (사진: 
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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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5] 못으로 나가는 문

…몬드리안 스타일의 문은 철로 만들었다. 그 위로 빛의 작용을 볼 수 있으며 

아침이면 태양이 벽을 비춘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지 확신은 

못하지만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건축이 훌륭하다면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

은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그것을 느낄 것이다.…101)

정의되지 않는 무언가를 조우한 후 몸을 돌려나서는 이를 햇살에 밝게 빛나는 
흰 문이 마주한다. 이는 그를 이곳으로 들여보냈던 문과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
지만 이전의 문과 달리 직접 햇살이 그를 비춘다. 손에 느껴지는 철문의 육중함
을 떨치며 다음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다. 그리고 그런 인간을 빛, 바람, 풀내
음, 나뭇잎들이 부 끼는 생명의 소리가 온전히 감싸 안는다. 관은 비록 땅에 묻
혀 사라지지만 그는 바로 이 순간 이 땅을 초월하여 떠난다.  

101) Carlo Scarpa, "A thousand cypresses",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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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파빌리온

[그림4-56] 파빌리온 정면

분지에 있는 작은 파빌리온, 여기에서 여러분은 개인적인 분위기를 가집니다: 

“묵상을 위한 파빌리온” 이는 우리가 한 것을 요약합니다.102)

묘지 반 편에서 채플이 이 세계를 넘는 초월의 순간을 전했다면 파빌리온은 
이 땅과 인간 자신에 귀속된 깨달음의 배경이 된다. 인간 자신의 신전으로 상정
된 파빌리온은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 속에 고요히 위치한다. 파빌리온을 둘러싼 
여러 켜는 이 고요함을 수호한다.103) 

102) Carlo Scarpa, "Can Architecture be a Poetry?", op.cit.
103) 파빌리온은 본래 브리온家 사람들을 위한 장례 구조물로 계획되었다. 묵상을 위한 장소
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그 주변과 연결되는 관계도 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선 다음의 분석
을 참고 가능하다. “본래 브리온家 사람들을 위한 장례 구조물로 디자인된, 이 파빌리온은 
그것의 최종적인 형태에 세속적이며 중재적인 기능을 담았다. 사이트 플랜을 보면 스카르파
가 원래는 파빌리온을 잔디밭(스카르파의 주석에 따르면 prato 혹은 gazon)과 들쭉날쭉한 
모양의 길을 넘어 아르코솔륨에 연결시키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파빌리온의 최
종적인 형태는 단지 아르코솔륨 원주의 중심에 한 시각적인 정연함만을 유지하고 있다. 
스카르파는 묘지의 다른 부분과 파빌리온 사이에 몇몇 장벽을 두었다. 넓은 못(그 장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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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빌리온은 잔디밭과 마찬가지로 묘지의 입구, 프로필라이움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묘지에 들어선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두 교차한 원 뒤로 보이는 초
원과 하늘로 파빌리온의 존재는 묘지에 들어선 이에게 인식되지 않는다. 프로필
라이움에 부착된 좁고 긴 통로 양 끝은 각각 초원과 파빌리온으로 연결되어 있
지만 그 양 측의 얼굴은 조적이다. 좌측은 방금 눈앞에 펼쳐졌던 초원과 하늘
을 향해 열려 있으며 그 트임과 밝음은 통로의 좁음 및 어두움과 조되어 사람
의 발걸음을 강하게 끌어당긴다. 그러나 파빌리온과 연결되는 우측의 경우 그 역
시 동일하게 밝은 빛이 새어 들어와 그에 한 기 감을 갖게 하지만 그 뒤로 
보이는 풍경이 단지 회색빛 벽으로 차 있을 뿐만 아니라 검은 선이 통로를 막고 
있어 그로 향한 접근을 초원으로 향하는 발길 뒤로 돌린다. 이 검은 선은 통로를 
막고 있는 슬라이딩 유리면의 레일 선이나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투명한 유리는 
보이지 않고 철제 선이 통로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이 선이 파빌리
온으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는 금지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차치하고서라도 유리
면의 존재는 파빌리온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늦추는 하나의 장벽이 된다. 

스카르파가 파빌리온으로 향하는 길을 그 옆으로 변경함에 따라 깨지지 않고 남아 있다); 
잔디밭을 가로질러 늘어트린 철 케이블 더미(tirante); 마지막으로 못으로 향하는 복도를 폐
쇄하는 슬라이딩 유리 문. 이 장벽들이 은밀해짐에 따라, 파빌리온은 스카르파에게 브리온 
묘지에서 유일하게 진실한 “사적인” 구간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반면 채플, 잔디밭, 묘지들은 
브리온 묘지에서 공적 역에 속한다.” George Ranalli, “Brion Family Tomb, Carlo 
scarpa”, 『Carlo Scarpa Architect Intervening with history』, ed. Nicholas Olsberg and 
Guido Guidi, canadian center for architectur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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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7] 프로필라이움의 통로. 각각 左-右 방향

초원으로 나와 몸을 돌리면 그 끝에 파빌리온이 보인다. 눈높이에 걸려 있어 
그 밖을 보이던 담장은 70cm정도 높아져 담 밖 세상을 파빌리온을 둘러싼 풍경
에서 지운다. 한편 담장을 수평으로 가르는 유리 타일 선은 그가 그 안에 가둔 
빛과 바깥세상의 색을 종합해 놓은 것 같은 오색 빛으로 담장이 수평으로 갈라
져 그 틈 사이로 하늘과 담장 뒤의 풍경이 보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이는 
파빌리온을 감싸는 회색빛 풍경에 작은 반짝임을 더한다. 이러한 배경을 뒤로 하
고 하늘과 지 사이에 홀로 서 있는 파빌리온은 마치 이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있는 듯한 감각을 전한다. 또한 수면 위의 섬에 있음은 그의 신비감을 더한다. 



- 124 -

[그림4-58] 파빌리온을 감싸는 담장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파빌리온으로 바로 발길을 향할 수는 없다. 먼저, 프로필
라이움의 교차하는 원 앞에서부터 담장까지 이어진 철 케이블이 파빌리온으로 
향하는 흐름을 끊는다. 이 케이블은 성인 종아리 즈음 높이에 걸쳐져 있어 그를 
넘기가 어렵지는 않으나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는 아니어서 접근 할 수 
없음이 아닌 바로 접근할 수 없음, 즉 흐름을 끊는 제 역할을 분명히 한다. 이는 
특별한 기법 없이 선이 가지는 경계 지음이란 기본 속성을 십분 활용한 것으로, 
선의 선다움, 즉 사물의 사물다움이 각자의 위치에서 순수하게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편을 보여준다. 

[그림4-59] 경계선 역할을 하는 철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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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을 넘어 파빌리온 가까이 선 이를 기다리는 것은 멀리서 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거리감이다. 파빌리온은 눈앞에 있지만 더 이상 다가 갈 수 없다. 물은 
드넓은 초원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입을 막는다. 이렇게 지면의 경계선과 함께, 
건널 수 없는 수면은 파빌리온을 향해 오는 이의 발걸음에서 들뜸과 방종을 한 
겹 지운다. 그리고 접근을 거절당한 이 중 누군가는 그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신중하게 다시 모색하기 시작한다. 

[그림4-60] 파빌리온의 입구가 되는 프로필라이움 통로

파빌리온과 이어지는 길이 프로필라이움으로 이어짐을 깨닫고 그로 향하던 이
는 몸을 돌려 프로필라이움의 어둡고 긴 통로로 들어선다. 밝은 하늘 아래 적응
된 눈이 어둠과 조우한다. 곧 암순응이 진행되며 하얀 스투코가 발린 통로 안쪽 
벽은 빛을 은은히 반사해 그 길을 은은히 밝힌다. 또한 약간의 어둠으로 인해 바
닥의 빛나는 선들이 보인다. 이는 바닥 콘크리트 판 사이에 끼운 코르텐 스틸 줄
눈들로 빛을 은은히 반사해 콘크리트 사이에서 그를 드러낸다. 특히 이는 통로 
중간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져 오다 통로 끝 즈음에서 그 끝에 있는 유리문의 중
심을 향해 선과 선 사이 폭을 줄여 끝을 향해 가는 리듬을 끌어올린다. 통로 중
간의 작은 천창과 겹친 원 개구부가 들이는 빛으로 시각은 회복되며 통로의 끝
에서 파빌리온을 찾은 이는 그로 향하는 빛 앞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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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로 끝에서 시각은 통하지만 걸음은 뗄 수 없다. 프로필라이움 통로 
끝에서 파빌리온으로 향하는 문이 되고 있던 유리면은 슬라이딩 형식으로 자신
으로 통로를 다 막지 않고 양 옆, 하단부에 약 10cm씩 빈 공간을 남겨 그의 투
명성을 실제 빈 공간의 투명성과 병치시킨다. 이에 그 앞에 선 순간 그 투명성에
도 불구하고 유리란 물질은 분명히 인식되며 자신이 파빌리온으로 향하는 길을 
차단하고 있음을 전한다. 

[그림4-61] 파빌리온의 문이 되는 프로필라이움 통로 끝의 슬라이딩 유리문

앞을 막고 있던 막을 걷어 내고 발걸음을 뗀다. 순간 막의 의미는 변한다. 막의 
의미는 내부와 외부 각각의 입장에 따라 반 가 된다. 유리 막이 행하던 차단의 

상은 파빌리온을 향하던 ‘나’에서 나 ‘이외의 것’으로 전환 된다. 즉, 막은 더 
이상 파빌리온 경계 안으로 입장한 이를 막는 적 적인 존재가 아닌 그를 외부
로부터 지키는 존재가 된다. 막을 넘는 순간 그를 넘은 이는 그를 넘었다는 기쁨
과 함께 그가 자신의 뒤를 지킬 것이란 사실을 안다. 그리고 이로써 파빌리온에 
들어선 이는 그 안에서 사적임에 한 안정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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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2] 파빌리온과 프로필라이움의 연결

유리 막을 지나고서도 이어지는 프로필라이움의 벽은 여전히 시야를 한정시키
며 조금 전과 다를 것 없는 장면에 방문자를 위치시킨다. 그러나 곧 벽이 끝남과 
동시에 길을 둘러싼 풍경은 수련과 물,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난 파빌리온으로 가
득 찬다. 길은 갑자기 물 위에 얹어지며 이를 걸어가는 이는 현재 그의 장소가 
그가 속했던 조금 전의 장소와 물리적인 거리를 넘는 그 이상의 거리가 생겼음
을 직감한다.  

파빌리온은 길의 끝에 그늘을 만든다. 끊긴 길 위에 얹어지는 그늘은 사람의 
움직임을 멈춘다. 잠시 움직임을 멈춘 이는 서서 혹은 마련된 벤치에 앉아서 주
변을 둘러본다. 이의 눈에 보이는 풍경은 다음과 같다. 하늘과 땅이 시야에 찬
다. 수면에 하늘과 콘크리트 벽이 담기고 콘크리트 벽에 자라난 녹색 생명들이 
보인다. 수면 위에 콘크리트가 떠 있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초록 잎들도 보인다. 
푸른 초원 위엔 회색 빛 묘가 누어있다. 죽은 이의 묘와 담장 밖 동네의 모습이 
겹친다. 마을의 건물들과 동일한 붉은색 지붕은 묘를 순간 마을의 여타 집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게 한다. 즉, 파빌리온 안에 멈춰서 응시한 풍경에는 하늘과 
땅, 자연과 인공, 죽음과 삶, 등을 맞 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한데 담긴다. 



- 128 -

[그림4-63] 파빌리온 내부에서 바라 본 시선

브리온 묘지 스케치 중 파빌리온 스케치에는 예외적으로 사람이 등장한다. 이
들은 모두 어딘가를 보고 있다. 이들이 보는 풍경에는 이처럼 모든 역들이 혼
재되어 있다. 이는 끝이라 생각한 순간 시작을 묻고 나누는 순간 다르지 않음을 
묻는다. 응시는 명상을 이끈다. 이처럼 파빌리온은 묘지를 방문한 살아있는 자가 
조금 전까지 자신이 속해 있던 장소에서 잠시 떨어져 그 자신의 세상을 응시하
고 자신 안에서 묵상하여 그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장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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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work of Carlo Scarpa

‘Beauty’

the first sense

Art

the first word

then Wonder

Then the inner realization of ‘Form’

The sense of the wholeness of inseparable elements.

Design consults Nature

to give presence to the elements

A work of art makes manifest the wholeness of the ‘Form’

a symphony of the selected shapes of the elements.

In the elements

the joint inspires ornament, its celebration.

The detail is the adoration of Nature.104)

104) Louis Kahn, Foreword,『Carlo Scarpa : Architetto Poeta』, RIBA publication, 1974. 
이는 발레리의 시편 S를 떠올리게 한다. 칸이 스카르파 건축에서 조우한 ‘Form'과 시편 S의 
순수함은 모두 사물이 보이는 진실을 가리킨다. 스카르파 건축에서 디자인은 맺기 위해 그
를 살피며 디테일은 그의 온전함을 위한, 그에 한 애정이다.

맨 처음에는 놀라움이 있었고, 

   이어서 대조가 왔다 ;

그 다음엔 동요가 나타났다 ;

   그와 함께 분배가,

이어서 순수함이 나타났으며

   이것으로 끝이다.    _ 폴 발레리, 시편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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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이상의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1) 시적임은 독자, 사물, 사물의 긴장에서 비롯한다. 사물의 긴장은 지성의 산
물로 작가의 역에 속한다. 시적임은 시의 총체적인 결과이다. 시적임은 결과로
서 가장 마지막 단계인 독자에서 발현된다. 이 발현은 독자 자신, 그의 감정 및
진리와 관련한다. 따라서 시적임은 제작단계에서 기 할 순 있으나 확신 할 순
없다.

2) 시의 제작에 있어서 좋은 시, 시적임을 갖는 시다운 시를 만드는 것은 그
시가 포함하는 사물의 긴장이다. 르 코르뷔제의 건축에는 이 긴장이 결여되어 있
다. 그의 건축은 건축가의 단선적 시간 위에 묶여 닫힌 사물만을 갖는다. 반면
카를로 스카르파는 이 긴장을 형성하는 열린 사물과 독자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때문에 그는 그의 건축을 열린 시간 위에 두며 시의 제작 가능성에 해선 불가
능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3) 서로 다른 시간을 가진 사물들을 병치하고 그 사물들을 틈으로 맺는 스카르
파의 수법은 브리온 묘지를 채우는 사물들 사이에 긴장을 부여한다. 이에 묘지의
사물들은 섬세하게 조명되며 묘지의 방문객은 자신을 둘러싼 삶과 죽음에 관한
풍부한 이야기를 브리온 묘지에서 전해 받는다. 브리온 묘지가 전하는 이야기는

감이 되어 삶과 나 자신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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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he poetic in architecture.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on stories told by architecture. People create buildings
and use them for various purposes, but such buildings can go beyond being a
tool at times.

Poetry can be introduced in architecture in two ways. One can be explained
by the original meaning of to make. The making of buildings, also regarded as
poetry, are analyz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making poetry. In this
case, more emphasis is placed on the making process, in which something
finite is made out of something infinite. Poetry itself comes under the
spotlight, rather than the resulting effect known as the poetic. The other
focuses on the poetic that can be felt from buildings. This translates into
more of poetic inspiration, and not poetic inspiration. Here, there is a lack of
analysis on the poetic that characterizes such inspiration, which is regarded to
be of an ambiguous and mystical nature.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seeks to integrate creation by architects, buildings, and reactions of dwellers
to provide a general overview of poetic inspiration, that is, "The po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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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is study looked at the origin of inspiration from being poetic. This
effect stems from things, tension, and myself. We cannot feel anything in
nothingness. Inspiration begins in the presence of things. Such inspiration
belongs to dwellers, readers, or myself, and is impossible to predict during the
making process. Tension is a device used by creators to direct attention to
things, and this enhances the possibility of delivering inspiration. It is this
tension that characterizes poetry, and the present inspiration towards things is
declared as “The Poetic” through the memory of tension inherent in poetry.

Poetry is important because it exposes the things that surround us. Things
serve as a measure of myself and life, and poetry ultimately stimulates
myself. Architecture is also poetry since it is the result of creation, and its
various things include buildings, windows, and bricks. Many architects, who are
captivated by products with a strong presence, wish the same for their
buildings. A good example of such architects are Le Corbusier and Carlo
Scarpa. These two architects sought to create poetic architecture, but held
opposing views on the possibility of such creation.

The key difference to the architectural styles of Le Corbusier and Carlo
Scarpa lies in what is to be revealed by architecture as poetry. Le Corbusier’s
architecture reveals the firm beliefs of the architect on what architecture is
meant to be. Based on his own norms, Le Corbusier gathers and stiffens
things. Despite being aware of intervention by time, nature, and dwellers, he
refuses to acknowledge such factors and places them under his control. The
autonomy of things stiffens in Le Corbusier’s architecture. While Le Corbusier
regarded things as subjects of his norms, Scarpa saw things as the background
of life. Scarpa’s architecture focuses on a rich exposure of things. Like Le
Corbusier, he adheres to certain norms, but they are merely a means to an
end. It is unknown what the dwellers will feel in an enriched background of
life. What is certain, however, is that such feelings or inspiration will belong
to the dwellers alone.

Brion Tomb, applauded by many critics as the masterpiece of Scarpa, was
selected by Scarpa himself as a possible realization of poetic architecture. As
one of Scarpa’s later works, Brion Tomb attests to his experience while



- 142 -

revealing a better concentration on things, given that tombs have relatively
less conditions to fulfill as architecture. By juxtaposing things with different
times and placing gaps in between, Scarpa added tension between the things
that fill Brion Tomb. The things in Brion Tomb are highlighted in this way,
and visitors find themselves surrounded by interesting stories of life and
death. The stories told by Brion Tomb are a source of inspiration that
exposes life and myself. Some will find this poetic and describe Brion Tomb
as such.

How architecture is described as poetic is not of such great importance. It is
more meaningful to study the effect of buildings, described as poetic, on the
dwellers. Because this study gives priority to the effect of poetic architecture
on dwellers, it looks at how buildings came to be, where “The Poetic”
originates from, and what constitutes poetry. The poetic inspiration delivered
by buildings is substantial, but many aspects are still shrouded in mystery. To
produce another poetic architectu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factors
leading to poetic inspiration among dwellers.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bears significance.105)

Keywords : Thing, Tension, The Poetic, Le Corbusier, Brion Tomb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제 2 장 시적임의 시원                         
	2.1 시적인 순간                                
	2.2 ‘시적이다’의 의미                             
	2.2.1 시정의 시원, 독자                           
	(1) ‘시적이다’고 느끼는 주체                       
	(2) 이해가 아닌 공감                           

	2.2.2 시정의 시원, 사물                           
	(1) 시정은 사물에서 비롯한다                      
	(2) 사물이란 무엇인가                          

	2.2.3 사물을 맺는 지성적 기반                       
	2.2.4 시정의 시원, 긴장                           

	2.3 시적인 건축                               
	2.3.1 시적인 계획으로서의 건축                       
	2.3.2 시정이 발하는 사물로서의 건축                    


	제 3 장 사물의 긴장                         
	3.1 시에 대한 르 코르뷔제와 카를로 스카르파의 해석              
	3.1.1 시에 대한 르 코르뷔제의 해석                     
	(1) 1920년대 : ‘기술은 시적 감흥의 기반이며 건축의 새 시대를 연다’    
	(2) 1950년대 : 『직각의 시』                     

	3.1.2 시에 대한 카를로 스카르파의 해석                   

	3.2 사물로서의 기하학과 자연                         
	3.2.1 르 코르뷔제의 기하학과 자연                     
	3.2.2 카를로 스카르파의 기하학과 자연                   

	3.3 르 코르뷔제와 카를로 스카르파 건축의 긴장                
	3.3.1 르 코르뷔제 건축의 긴장                       
	(1) 메이에르 주택                            
	(2) 필립스 파빌리온                           

	3.3.2 카를로 스카르파 건축의 긴장                     
	(1) 오토렌기 주택                            
	(2) 베네수엘라 파빌리온                         

	3.3.3 르 코르뷔제와 카를로 스카르파 건축의 긴장              


	제 4 장 브리온 묘지에 나타나는 시적임의 형성             
	4.1 브리온 묘지 개요                             
	4.2 서로 다른 시간을 갖는 사물들                       
	4.2.1 터                                  
	4.2.2 명확한 규준을 갖는 인공물                      
	(1) 기하학                               
	(2) 재료                                

	4.2.3 생성하는 자연                            
	(1) 하늘과 대지                             
	(2) 초목                                
	(3) 물                                 


	4.3 사물의 맺음                               
	4.3.1 표면의 틈                              
	4.3.2 윤곽의 틈                              
	(1) 열린 영역                              
	(2) 계단형 윤곽                             
	(3) 빛의 윤곽                              

	4.3.3 경계의 틈                              
	(1) 창                                 
	(2) 공간                                
	(3) 시간의 경계                             

	4.3.4 틈의 목적                              
	(1) 요소의 명확화                            
	(2) 전체의 미완결화                           


	4.4 사물의 시정                               
	4.4.1 入                                 
	4.4.2 입구                                 
	4.4.2 수면과 지면                             
	4.4.2 채플                                
	4.4.2 파빌리온                              


	제 5 장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