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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 사회에 접어들며 도시에서의 삶이 중요해지며 자연히 핵심 구성

인 건축물들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 그 결과 건축설계와 건축디

자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상승하며 건축은 이전과 다르게 사용자

의 요구와 함께 공공성도 충족시켜야 하는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다.

특히, 그간 현대 건축은 과학과 기술 등을 발달과 더불어 사회의 새로

운 요구로 인해 수많은 형태와 표현방식에 있어서 다양성을 갖추게 되었

다. 하지만 그 동안의 연구는 대다수가 어떤 건축과 건축가를 분석함에

있어서 건축의 사상으로 구분하는 분석 방법을 택했다. 이러한 방식의

건축의 분류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칼로 자르듯 나누기도 힘든 것이 문제

로 꼽힌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의 분석방법이 바로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공간개념’ 에 근거한 공간분석의 접근방식이다.

도미니크 페로 또한 현대사회의 요구를 착실히 반영한 건축을 한다는

점에서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간단하면서도 개방적인 구조를

통한 외부와의 동시 밀접한 관계를 건축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외국의 프

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지역성을 중요시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다양한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복합성, 그리고 현대의 가치에 부응하

는 개방감, 단순하면서도 지역성(장소성)의 의미가 있는 건축물들을 구현

한 도미니크 페로 건축들을 중심으로 거의 건축 사상뿐만 아니라 그의

건축에서 드러나는 ‘현상학적 공간개념’에 초점에 맞추어 표현방식과 그

효과, 그리고 현대 건축에서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주요어 : 도미니크 페로, 메를로 퐁티, 현상학

학 번 : 2013-2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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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3 연구흐름도

1.1 연구의 목적

건축을 논함에 있어 철학이 접목되는 것은 일반인에게 생소한 개념일

것이다. 건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늘 하는 설계 디자인과 건축물들이

철학과 관련이 있다고 정확히 설명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수많은 철학

이론들 중에서, 건축과 공간 그리고 인간과 가장 밀접한 이론을 찾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인간의 신체는 공간을 지각하는

주체라고 설명하면서 이 몸을 중심으로 정보와 지각이 모여 하나의 세계

를 이루는 것이라 이야기한다. 그의 ‘신체’와 ‘지각’에 관심을 맞추어 건

축을 해석하면 결국 건축공간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주체에 의해서 체험

되고 인지되며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건축의 개념이 철학적

흐름과 맞물려 발전하고 성장했다면, 메를로-퐁티의 ‘신체’에 집중한 체

험적인 현상학은 최근 건축이 점점 사용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도 연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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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현상학적

공간개념’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이 공간개념이 어떻게, 그

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를 통해서 도미니크 페로의 건축을 설명하

는데 쓰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에 대한 이론을 정리한다. 현상학

은 거의 모든 내용이 공간과 신체와 관련해 해석될 수 있으나, 건축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해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을 분리해 정리한다. 가장 많

이 언급되는 세가지 개념인 1. 공간의 상/하를 통한 신체와 공간의 역할

과 기능, 2. 깊이에 관해 달라지는 시선과 인지 관계, 그리고 3. 대상의

운동을 통해 달라지는 신체의 지각과 연속성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인지자의 몸의 지각에 근거해 또 다시 4가지 분류(장소성,

시간성, 운동성, 몸(시각의 인지))로 나누어 현상학적 공간개념을 분석한

다.

제 3장에서는 도미니크 페로 건축의 주요 사상과 더불어 그의 건축적

특징을 정리해 ‘현상학’으로서의 그의 건축의 분석에 대한 기본 근거와

틀을 마련한다.

제 4장에서는 2장의 현상학적 공간 개념의 특성을 중심으로, 3장에서

설명한 도미니크 페로의 건축적 특성과 연계해 건물들을 분석한다. 분석

대상은 도미니크 페로 건축 중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축들을 중심

으로 한다. 다양한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건축의 복합성,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비교대립, 단순하면서도 의미가 있는 성격의 건축물들을 구현한

그의 건물들을 메를로-퐁티 사상에 의거해 재해석해보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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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흐름도



- 4 -

제 2 장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

2장에서는 도미니크 페로 건축과 현상학을 관련지어 설명하기 전에 메를

로 퐁티의 현상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현상학이 건축과 관련해 해석되

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한다. 이어서 실재 사례와 함께 현상

학적 건축을 성명함으로서 추후 3장, 4장에서 전개될 도미니크 페로 프

로젝트와의 연계성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1 현상학

공간을 설명하는 메를로 퐁티의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우선 메를로 퐁

티의 현상학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이 전까지의 공간에 대한 이해는 주

지주의와 경험주의 두 가지 사고체계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 둘은 각각

체험에 무게를 두는 현상학적 방식과, 지식과 과학에 근거하여 사물을

인식하는 주지주의 방식으로 해석 될 수 있다.

고대에서 공간은 닫혀있고 유한하다고 인식하였고, 고대 그리스의 아

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공간이 ‘방향과 정서석 특징을 갖는 동적인

장’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이후 공간은 인간의 존재가 배재된 물리적인 형

태로서 인식되어 왔다.1)

이러한 사고 체계에 반발 하듯, 퐁티는 ‘몸’을 지각의 진정한 주체로써

인식했고, 세계가 인간이 몸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가 되어

정보를 주고 받는 거대한 몸이라 주장했다. 몸(신체)와 세계(장소)의 상

관관계를 지각함과 지각의 교착으로 설명하고, 이 교착은 세계의 대상이

신체인 것과 동시에 연속적인 가역성에 따라서 지각하는 주체이고, 자기

1) 이보라, ‘장 누벨 건축에서 나타나는 ’가상‘의 표현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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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간의 상/하에 의한 신체의 변화

를 보는 세계이기도 하다. 즉, 몸(육체)과 세계(장소)가 끊임없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공간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상학자인 메를로 퐁티는 전통적인 이성중심의 사고체계에서 벗어나

공간에서의 진정한 주체는 인간이고, 공간 안에서 인간의 체험과 행위가

존재할 때만 그 건축공간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는 인간 중심의 공간

개념을 주장하였다. 근대 이후의 공간은 인간의 체험과는 관계없이 사물

사이의 시각적 형태화에 대한 표현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인간의 다양

한 지각체험과 경험 문제까지는 다루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퐁티가 주장하는 현상학과의 연계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

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2.2 건축에서의 현상학

2.2.1 공간의 상/하

퐁티의 상/하를 통한 공간의 분석 역시 신체의 역할과 공간의 형태 기

능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의 현상학적인 관점의 경우 수많은 종류가

있으나, ‘건축’에서의 현상학을 말함에 있어서 가장 쉽고 빠르게 언급되

는 것은 바로 공간의 상/하에 의한 신체의 인식과 공간의 인식의 차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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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위 

그림 4. 시각의 깊이의 지각

그림 2. 에서 보이듯 공간의 상하와 위치에 따라 신체의 위치와 인지

도도 달라진다. 결국 이를 보면 우리의 눈과 신체가 인지하는 상/하라는

것은 공간의 구성에 의해서 인지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위’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정위

라는 것은 그림 3 에서 보듯 중심(장소)와 방

향(통로)에 의해 생겨나는 영역을 뜻하는 것

이다. 2) 그리고 공간의 상/하에 의한 신체의

변화와 더불어 공간에서의 정의라는 것도 특

별한 의미를 가진다기 보다는 어떤 사람이 놓

이는 공간적 상황과, 위치를 인식하는 것 자

체를 뜻한다.

2.2.2 공간의 깊이

두 사물을 볼 때, 우리는 두 사물 사이의 거리, 즉 ‘깊이’를 보고 있다

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은 사물의 한 쪽 측면(주로 정

면)으로, 옆에서의 공간의 깊이는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측정할 뿐이다.

그리고 흔히 이러한 머릿속에서의 판단된 깊이를 사물의 깊이라고 하는

데, 이는 틀린 것이다.

2) 김시내, 안도 타다오 박물관 건축 공간에 나타난 현상학적 표현에 관한 연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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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각의 애매성과 깊이의 지각

그림 6. 움직임(운동)에 대한 지각

<그림 5>를 보면 이 오류가 명백히 드러난다. 입방체로 보이기도

하고 열 개의 삼각형으로도 보이는 A라는 물체는 우리의 시각이 무엇을

먼저 인지하고 깊이를 주는가에 따라 공간을 인식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즉, 우리의 시각은 애매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물의 정확한 깊이를 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애매성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보려고 노

력하면 깊이는 볼 수 있는 것이 된다.

2.2.3 공간의 운동

퐁티는 자신의 저서에서 ‘신체의 매개가 어떻게 인식 될 수 있는지와

대상을 움직이는 것으로, 또는 정지 중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 가며 운동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라고 서술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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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상/하 공간의 깊이 공간의 운동

공간적 상황에서

신체의 위치에 따른

인식

공간의 인식을

통일되게 파악

대상과 지각의 연속성

(상대적)

표 1. 현상학적 공간의 분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운동을 한다. 그리고 그 운동을 지각하는 것은 사람

이다. 따라서 인지하는 객체가 어떠한 방향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동의 지각이 달라진다. 즉, 대상과 지각의 연속성을 통해서 공간의 운

동성을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2.3 현상학적 공간개념

2.3.1 현상학적 공간개념

결국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서의 공간개념은 인간의 체험적인 면을

중심으로 접근하며, 실재하며 현존하는 현상에 본질이 있다고 본다. 인간

과 환경이라는 전통적 이분법 사고가 아닌 몸이 세계를 공간의 지각하는

본질로 작용하고, 몸을 주체의 중심으로 인해 세계와 연계되는 현상학적

접근은 몸과 공간의 상호주관성을 의미하고, 이성적 논리보다는 직접적

인 시각적인 자극, 인체의 감각기관을 통해 환경이 인간과 어우러지는

반응을 통해 실존적 공간을 인식하는 총체적 현상의 체험을 의미한다.

허나 퐁티가 공간을 나눔에 있어 기준으로 삼은 상/하, 깊이, 그리고

운동은 실재의 건축을 분석하는 틀로는 분석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는

세 가지는 요소로 나누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공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요소로써, 메를로-퐁티의 몸의 지각을



- 9 -

그림 7 현상학적 공간개념

통한 공간을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 몸의 움직임, 장소성의 공간을 통해

서 인지하는 주체와의 현상학적 이론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

공간은 사물들이 그 속에서 배치되는 환경이 아니라 사물들의 위치가

가능해지는 수단이다. 즉 상상 또는 사물들의 공통적인 특성으로서 추상

적으로 인지하는 대신, 사물들의 관계들의 보편적 힘으로 생각해야 한

다.3)

‘상과 하’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일상성에서는 파악할 수 없다. 왜냐하

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획득물 뒤로 숨겨지기 때문이다. 망막에 역립상

이 없는 시각의 경우에 호소해야 한다. 결국 공간의 상/하는 인지자의

운동성(위치)와 시각성에 의해 인지되는 것으로,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이루어 질 수 없다.

‘공간의 깊이’ 는 우리의 눈에 새겨질지라도, 감각적 인상은 시야에 도

착하는 다양성 자체만을 제공하고, 따라서 여타의 공간적 관계들처럼, 거

리는 종합을 파악하고 사고하는 주체에 대해서만 존재한다. 깊이는 암묵

3) Maurice Merleau-ponty, ‘지각의 현상학’, p.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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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측면에서 고찰된 너비와 같고, 이것은 깊이를 보이지 않게 만드

는 것4)이기도 하다. 공간의 깊이는 나와 사물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시각과 장소의 결합된 인지에 의해 만들어지는 뇌의 착

각이다.

‘공간의 운동’은 바로 그 운동에 의해 규정될 수 없을지라도 장소의 이

동 또는 위치의 변화에 따라 인지5)되는 것이다. 메를로-퐁티의 경우 대

상과 지각의 연속성이라는 인지자의 운동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다르게 현

대 건축의 경우 건축 공간 자체가 움직이는 사례도 무시할 수 없다. 결

국 공간의 운동이라 함은 시각성과 운동성, 그리고 장소성이라는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퐁티의 저서에는 다양한 공간이 등장한다. 신화적 공간, 밤의 공간, 체

험된 공간등이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 주요하게 여기고자 하는 것은 건

축적 공간이므로, 기존의 공간의 분석방식이 아닌 새로운 시도를 한 것

이다. 우리는 형식과 내용의 구별을 넘어 있는 저 공간의 발원적 경험을

탐구해야 한다6)는 퐁티의 말처럼, 결국 공간의 상/하, 공간의 깊이, 공간

의 운동은 각각 시각성, 운동성, 시간성, 장소성으로 재해석 될 수 있다.

이 네 가지의 새로운 공간 분류는 퐁티의 저서에서도 항목별로 나누어

설명되어 있을 정도로 그 스스로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특징들이다.

여기서 현상학적인 작용은 공간이 인지자의 경험으로 가는 단계 곳곳

에 숨어있으며, 각각의 단계들은 서로 상호관계성을 가진다. 구조를 경험

하는 것은 그 자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구조

를 체험하는 것, 재파악하는 것, 감당하는 것, 그 내재적 의미를 재발견

하는 것이다.7)

즉, 건축적 영역에서 현상적 건축이 의미하는 바는 일상의 진실한 체

4) Maurice Merleau-ponty, ‘지각의 현상학’, p.387

5) Maurice Merleau-ponty, ‘지각의 현상학’, p.403

6) Maurice Merleau-ponty, ‘지각의 현상학’, p.377

7) Maurice Merleau-ponty, ‘지각의 현상학’, p.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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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인지요소들의 상호관계도

험과 감각, 인지를 중시하는 것이며, 현상적 건축은 “과학적 이성”에 기

초한 “강한 건축”과 대비되는 건축에 대한 “감성적 인식”에 기초한 “약

한 건축”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건축의 본질과 목적은 형태의 조작이

아니라 정서에 기반을 둔 공간이어야 한다.8)

현상적인 의의를 내포한 건축물들은 대부분 표면과 공간에서 체험된

다. 건축의 현상은 사용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분명하면서도 불분명한 어

느 시각적인 위치와 거리, 시간을 배경으로 한 사건성에서 그 뜻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건축의 현상이 관찰자에게 강한 지각감각을 줄 수

는 없다.

현상학적 건축에서 의의를 내포한 현상은 단일 현상이 아니라 중첩되

어 쓰이며, 더 나아가 재료의 물질성-재질감 그리고 색, 빛, 그림자, 물,

공간 등이 주는 감각적인 효과들을 통해서도 발생된다. 사람들은 동기화

라는 원래적 관계를 결하고 있고 그 관계를 의미의 관계로 대체한다.9)

8) 이향련, ‘‘PALLAX’에 나타난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공간 표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10 ,p22

9) Maurice Merleau-ponty, ‘지각의 현상학’, p.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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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현상학적 건축사례

움직임, 시간성, 시각성, 그리고 장소성의 현상학적 공간의 개념을 나

타내는 실재 사례들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2.4.1 움직임의 인식

움직임에 대한 지각과 인식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부터 어느 상황을 향

해 자신들의 공간성을 확장하고 연장시키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인간은

움직임에 의해 공간의 형태와 상황을 지각하며 움직임은 상황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간은 우연한 사건과 다양한 상황이 연출할 수 있

는 공간을 창조할 수 있다.

대상에 대한 인지는 대상의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배경과 끊임없이 변

화하는 과정 속에서 전달되는 것으로, 몸의 움직임이란 우리가 끊임없이

지각을 형태-배경으로 분절하는 것과 관계를 가지는 구조적 현상이다.

각각의 개인에게 있어 ‘몸’이란 살아있는 공간의 주체이며, 공간적 영역

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리고 몸의 움직임을 통해 공간 속에서 스스로 확

장하고 보다 더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신체의 운동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물의 모습이 신체의 운동을 통해서

보여진 여러 모습의 통합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공간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없다. 분명히 평면도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도 공

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나 신체의 운동성에 의한 직접적 공간체험 없

이는 공간의 전체적 모습을 읽을 수 없다.10)

토요 이토의 파빌리온(Serpentine Pavilion)의 공간은 내부에서 외부의

요소를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인간의 움직임에 따라 각각의 다

른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흥미로운 장소를 제공한다.

10) Maurice Merleau-ponty, ‘지각의 현상학’, 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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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Toyo ito, Pavilion

그림 10 Rem Koolhaas,

PRADA New York

사용자들의 움직임은 변

화가 있는 공간을 찾아 움

직이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에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공간을 체험하게 함으로

그 속에서 변화를 향유하는 인간에게 움직임을 느끼게 한다.

렘 쿨하스가 설계한 뉴욕의 프라다 매장의 경우 매장의 진열을 신체모

형 이미지의 거대한 계단을 형성하였으며, 이동하

는 과정중에 Display요소를 봄과 함께 공간의 연

속성또한 동시에 체험한다. 사용자는 이 거대한

경사로를 따라 가며 나뉘어진 장면과 전시품들을

하나로 된 공간적인 연속으로 인지한다.

2.4.2 시간성의 인식

과거 건축과 근대 건축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시간성을 공간에 넣기

시작한 것이다. 시간이 공간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설계되어 진

물리적 공간만으로 건축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변화 등을 통

해서도 공간을 지각하고 경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절대 시간의 개념에서는, 물질과 공간, 시간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며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별개의 것으로 파악되었

다. 하지만 현상학과 상대성이론의 발전으로 인해 시간과 공간은 동시적

인 것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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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Massimiliano and Fuksas,

New milan trade fair

따라서 현상학의 시간과 공간은 동시에 인지자에 의해 인식되는 것으

로, 변화하는 상황에 순간적으로 인식되는 대상과 배경의 관계를 중심으

로 대상을 인식한다. 이는 건축 디자인상에서는 확정되지 않으며 우연적

인 측면이 강한 설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디자인은 현대 건축에서 프레

임과 구조의 자유도가 높아지면서 더더욱 눈에 띄는 현상이기도 하다.

푹사스의 뉴 밀란 트레이드 페어는

이러한 시간성의 공간을 잘 보여준다.

천정의 흐르는 듯한 표피들은 공간 자

체에 시간의 흐름의 질서를 주며, 사용

자의 이동에 따라 달라지는 그림자와

시간에 따른 해의 위치는 다양한 공간

의 요소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공간의 시간성은 인간의 감각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며, 사

람의 이동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시간

성의 현상학적 공간은 여러 사건들이 의미있게 이어지는 순서를 목격하

는 경험, 그 자체이다.

2.4.3 몸(시각)의 인식

지각 주체인 몸은 공간인식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는 지각에 의해서

공간을 인식하게 된다. 몸의 이동, 정지, 앉아있음 등의 과정을 통해 공

간이 제공하는 순간적, 연속적, 지속적 장면을 경험하게 되며 그러한 경

험적 요소를 보고, 듣고, 만지는 등 감각기간을 통해서 인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관은 시각이다.

오랜 시기 동안 여러 감각 기관 중에서 시각적 감각만을 중시하고 사



- 15 -

그림 12. Steven Holl,

Storefront for Art and Architecture

물에 대한 지각을 형성함에 있어서 다른 여타의 방식과 수단 및 감각들

은 중요하지 않은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었다.11) 그러나 이러한 관점의

문제점은 공간의 전체나 재료등의 물성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였다.

또한, 시각은 동시에 미각으로 변화될 수 있다. 특정된 색채와 정교한

디테일등은 사람들의 미각적 감각을 불러일으킨다.12) 팔라즈마는 몇 년

전 캘리포니아 Caramel 마을의 James residence에서의 경험을 회상하면

서 GREENE & GREENE가 설계한 이 주택의 문턱의 질감에 강한 끌림

을 느꼈고 이로 인한 미각적 변화는 그로 하여금 무릎을 꿇어 그 문턱의

맛을 음미해 보고픈 충동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한다.13)

Storefront for Art and

Architecture은 12개의 움직이

는 벽면으로 되어있는 공간이

다. 이러한 시각적으로 강렬한

공간은 또한 이음장치(hinged)

를 통하여 보행과 관람의 경계

를 허물어 버린다. 이 벽은 시

각적인 재미와 더불어 이음장

치를 통해 사용자의 행위도 조절한다. 전시의 벽면, 출입 통로, 빛을 받

아들이고 내뿜는 렌즈로써의 공간 그 자체이다.

현상학적 건축표현의 대표주자라 불리는 스티븐 홀의 건축에서는 현상

학적 건축의 특징들이 다수 나타난다. 홀의 작품 중 이그나시우스 성당

은, 성당 전면에 ‘Thinking Field’라고 이름 붙인 반사되는 연못을 만들

11) Kent C Bloomer and Chales W. Moore, ‘body, memory, and Architectur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7, p.29

12)이향련, ‘‘PALLAX’에 나타난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공간 표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10 ,p22

13) Juhani Pallasma,“An Architecture of seven Senses”,Question of Perception-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July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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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Steven holl, Chapel of St. Ignatius

그림 14 Church of Light,

Ando Tadao

어 성당이 연못에 비치도록 하여 반사를 통한 장소적 맥락성과 확장을

표현했다.

강렬한 빛의 반사를 통하여 실제가 허상에

비추듯 한 이 공간은 시각적으로 종교 건물에

강한 경험을 준다는 점에서는 안도 타다오의

빛의 교회와도 비교 될 수 있다.

성당이라는 성스러운 공간이 수공간이라고 하

는 속세의 공간에 비쳐지는 모습으로서 진실

된 장소로의 속세에서의 영적인 삶에 노력해

야 하는 반추와 회심을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연상 작용을 통한 공간의 지각은 장소의 기

억․경험적 지각과 더불어 더욱 복합적 공간

을 만들어 낸다.

2.4.4 장소성의 인식

장소라는 것은 사건, 위치, 경험의 요소를 포함하는 용어이며, 그 장소

가 가지는 정체성의 의미 또한 포함된다. 이는 결국 표현에 있어 그 대

지와 건축적 장소가 갖는 물리적, 인문적, 자연 환경적 특성들의 반영을

뜻한다. 이처럼 장소성의 개념은 장소와 인간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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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서울역 박물관

되고 인간은 장소에서 확장되어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영향을 받은 공간은 인간의 장소에서의 경험을 공간 자신으로부터 확장

시킬 수 있다.

노베르트 슐츠는 건축과 도시 설계과정에서 ‘일상 생활세계’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는데, ‘생활세계’만이 진정한 현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

로 건축공간의 설계는 일상의 생활세계를 담아야 하며 ‘생활세계’에 대한

중시를 통해 추상적인 환경이 아닌 사람의 생활에 직접 연관된 진실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14) 장소성에 초점을 맞춘 공간인식은 공간

에 대한 이전의 선입관과 관습을 넘어 선험적 인식 및 지각 체험을 통하

여 인간과 공간이 상호작용하게 되며, 그 공간을 살아있는 장소성을 가

지는 공간으로 만든다.

구 서울역을 그대로 활용해 만든

서울역사 박물관은, 이러한 장소성을

건축으로 끌어와 사용자들이 기존의

역사를 기억함과 동시에 건물 내부로

들어가 과거의 기억(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공간이다.

  장소성의 인식은 곧 지역성으로 해

석 될 수 있다.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유태인 박물관은 계단의 연속, 비선형공간과 비합리적으로 배치된 창호

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의 진입은 18세기 독일전통 건축을 통해서 입장

한다. 그리고 급진적인 분열이 존재하는데 빈 수직 공간, 지하박물관을

거쳐 망명정원과 대학살타워가 있다.

거대한 공간이 폭이 좁고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공간으로 박물관에

서 본 것을 심적으로 정리하고 방향, 숙고할 기회를 준다. 암울한 역사를

체험하고 공감하되 그 끝엔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메시지

14) 이향련, ‘‘PALLAX’에 나타난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공간 표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10 ,p3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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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다니엘 리베스킨트,

유태인 박물관

를 소리, 빛, 흙을 통해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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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도미니크 페로의 건축

3.1 도미니크 페로의 건축적 배경과 사고

3장에서는 도미니크 페로의 건축적 배경과 더불어 인터뷰와 건축 사

상, 주요 특징 등을 통해 그의 건축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도미

니크 페로의 건축관과 개념 및 특징을 바탕으로 4장에서 진행될 도미니

크 페로 건축의 구체적인 사례와 요소별 분석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

고자 한다.

3.1.1 건축적 입장

프랑스의 건축가인 도미니크 페로는 다른 건축가와 달리 독특한 이력

을 가지고 있다. 1978년 파리에서 건축 학위를 받았으며, 1979년 국립 토

목대학에서 도시계획을 수료했다. 또한 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서 역사학

을 전공 1980년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역사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

를 받은 독특한 경력의 그는 건축과 역사는 떨어질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페로는 건축물을 어떻게 만

드는가 보다 왜 만드는가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

“Architecture has always obtained inspiration from history.

However, from the end of the 20th century, architecture

gradually began to receive inspirations from topography. In

any case, this is the change and I consider it very important.

From this point, architecture as a technical term referred to in

the traditional sense can be considered dead. Just like th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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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declared ‘art is dead’ in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Despite that, art has not disappeared. On the contrary, a

greater forms of art exist today.”15)

그는 스스로를 건축가, 더불어 ‘땅-재단사’(geo-couturier16)) 라 부르며,

건축이라는 것은 홀로 떨어진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시 하였다. 건물은 대지위에 세워지고

그 대지에는 저마다 역사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역사에 대한 그의

생각은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서도 나타난다. 사회과학고등연구원시절 수

도원에 관한 연구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페로는 고요함을 갖춘, 도시로

부터 폐쇄된 공간인 18세기적 수도원의 개념과 정보의 발신과 교류가 일

어나는 19세기적 도서관 개념의 충돌을 고려하는 건축물을 디자인하였

다. 폐쇄적인 수도원에서 정보교류의 장인 도서관에 이르기 까지, 그는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장을 만든 것이다.

건축은 곧 자연이고 자연은 건축이 된다. 도미니크 페로의 건축적 사

상을 보면 우선 만인을 위한 공간과 자연, 건물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화여대 캠퍼스센터 프로젝트를 분석하면 넓은 캠퍼

스 내에서 계곡과 같은 만인의 공간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건물의 지

붕에서는 자연의 개념이 나타나며 계곡 양쪽에 위치한 건물의 외벽 디자

인을 통해 건축의 개념이 나타난다. 따라서 만인의 공간, 자연, 건축 이

세 가지 요소는 도미니크 페로의 건축에 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3.1.2 4가지 주요 사상

15) 정지성, Architecture & Design Dominique Perrault, CA Press 2006, p12

16) 정지성, Architecture & Design Dominique Perrault, CA Press 2006,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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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ities of varying fame, completely inside and

completely against the Star System, but all involved in the

eighties in the spasmodic research of an architectural quality

that was not completely oriented around isms postmodernism

for starter, followed by deconstructivism and also minimalism

and of a language that allowed for specific connotation.”17)

인간과 자연의 교류를 중요시 하는 프랑스의 건축가인 도미니크 페로

의 건축적 사상을 보면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①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

CIAM에서 젊은 건축가 그룹인 Team X (팀 텐)의 주도하게 출발을

알린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은, 근대 건축이 고전적인 장식을 배제하고

대중들을 위한 단순한 형태의 건축물을 제시한 것과 다르게 지역의 풍

토, 역사성 등의 맥락을 중요시 하는 건축 디자인을 제시한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자로 불리는 로버트 벤츄리는 포스트모더니즘

이 새롭게 추구해야 할 "복잡하고 대립적인 건축"에 대해 서술했다.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18)

그는 미스의 말 “Less is more”에 도전하며, 적은 것은 지루하다

"Less is bore" 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배재되었던 역사적인 장식들이 다

시 사용되었고, 지역성 특징 역시 강조 되었다. 더이상 건축가들은 효율

17) Maria Vittoria Capitanucci, ‘Dominique Perrault Recent Works’, 2005,p5

18) Robert Venturi,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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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Mario Botta, Post-Modernism

성을 기준 삼아 디자인을 하지 않았다. Form은 온전히 form을 위하여

디자인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모더니즘 건축이 기능에 초점을

두었다면, 포스트모던건축에서는 예술이 기술보다 더 큰 역할을 했다. 결

과적으로 합리적이고 단순했던 모던건축과는 달리 “복합성, 대립성, 상징

성, 장식성, 대중성” 등을 내포하고 있는 건축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도미니크 페로 역시 역사와 지역성을 중요시 하는 건축가로써,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의 건축을 하며, 다양한 형태의 시도를 통해 모던건축에

숨어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어 새로운 형태를 구성하고자 했다.

② 미니멀리즘(Minimalism)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젊은 작가들이 최소한의 조형수단과 표현방법으

로 제작한 회화, 조각분야 등에서 연유되었던 미니멀리즘이 현대건축에

서 나타나는 표현특성과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질 수 있다.

첫째, 미니멀리즘의 표현경향은 지역성을 바탕으로 단순성, 반복성, 순

수성, 폐쇄성 등의 기본원리와 재료 자체의 본질에 극단적 추구를 지향

한다.

둘째, 순수 기하학적 형태를 수용함으로써 단순성과 엄격성, 면과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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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Mies Van der Rohe, Pavilion

의 순수성의 속성을 갖게 된다. 셋째, 공간구성상에서 개방감과 폐쇄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외부공간

의 극적구성을 하고, 자연과 인공

간의 간극을 최소화한 공간을 만들

고, 재료의 비물질화 시도로 본성

에 대한 추구를 하는 특성이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미니멀 경향의 건축은 근대건축의 한계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

한 혼돈의 흐름 속에서 건축의 본질에 대해 진지하게 추구하며 미래의

건축에 대한 방향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사실 20여년 전의 내 작업은 무척 미니멀 리스트적이었습니

다. 그런 미니멀리즘은 단순하고 순수기하학적인 하나의 형태 속

에 모든 것을 응축 시키자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지요. 형태의 내

부가 이를테면 꽉 들어찬 느낌이 들게 말입니다. 요즈음도 그런

식의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달라진 것이라면, 바깥에서 가령

커다란 금속판을 이용해서 공간 혹은 장소를 만들어내는데 순수

기하학적 형태와 컨텍스트, 즉 환경이 뒤섞인 것이죠.”19)

도미니크 페로는 미니멀리스트였던 적이 있다. 그런 미니멀리즘은 단

순하고 순수기하학적인 하나의 형태 속에 모든 것을 응축 시키자는 생각

에서 비롯되었는데, 형태의 내부가 이를테면 꽉 들어찬 느낌이 들게 조

정하는 것 등이 있다. 요즈음도 그러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달라진

것이라면, 바깥에서 가령 커다란 금속판을 이용해서 공간 혹은 장소를

만들어내는데 순수기하학적 형태와 컨텍스트, 즉 환경이 뒤섞인 것을 의

미한다.

19) 세계 디자인 도시를 가다, Interview,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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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of all, I would say that minimalism is a term for

rather conceptual work. In other words, process is very

important. It does not mean just a simple installation of pure

objets to the minimum. Rather, it signifies what I focus on,

that is, the process.20)

페로는 단지 순수한 오브제들을 최소한으로 설치한다는 의미가 아니

라, 그보다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그 프로세스를 가리키는 용어로

써의 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다. 몇 가지 요소로서 한 장소를 다른 장소로

변형하는 것, 어떠한 건축적인 접근을 통하여 구체적인 감흥을 일으키는

장소를 창조하려고 함에 이르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

“To rephrase it, it signifies transforming one place into

another with a number of elements and whether one has

reached the level to intending to create a place that brings up

emotions through specific area.”21)

·통일된 양식 운동

·재료에서부터 공간에 이르기까지 건축어휘를 최대한 절재

·공간의 균질화를 꾀하고 단위화 시킴

·건축의 핵심개념의 대상을 오브제로 처리

·건축을 요소화

·아이디어와 개념사이에서 형태가 창출

20) ‘Architectural geo-couturier’, Interview, 2006

21) ‘Architectural geo-couturier’, Interview,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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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Frank Gehry,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③ 해체주의(Deconstructivism)

해체주의 건축(解體主義建築, Deconstructivism)은 포스트 모던 건축의

일파이며, 1980년대 후반 이후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건축계를 가

장 많이 섭권하고 있다. 최근 보이는 조각 같은 건축물의 형상, 설계 과

정에서 비선형 기법, 구조 및 포장 등 건축 요소에 왜곡과 혼란을 일으

키는 비 유클리드 기하학의 응용 등의 특징을 가지는 건축 전반을 일컫

는다.

건축에서의 해체적 경향에는 철학에서의 해

체사상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 해체주의는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 데리다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1966년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비평의 언어와

인문과학” 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국제 학술 심

포지움에서 그가 발표한 “인문학 담론에 있어서

의 구조와 기호 그리고 유희”를 계기로 확산되

었다. 해체주의는 무엇보다 서구문화 전반과 인

식의 구조에 퍼져있는 이분법적인 대립을 해체

하는 것이였다.22)

프랭크 게리, 베르나르 츄미 등 건축이 가질 수 있는 형태적의 끝은

어디인가 실험하는 건축가들과 더불어, 도미니크 페로 또한 형태적인 면

에서 해체주의 건축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가 주로 쓰는 강한 대지의

가로지름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강한 의미에서의 해체

주의 형태를 따르지는 않더라도, 페로의 건축적 형태는 해체주의와 맥락

을 같이 하는 것이다.

22) 허정아, ‘베르나르 츄미의 해체주의 건축미학 : 라 빌레트 공원에서의 건축과 철학의 만남’, 학

술논문, 2004,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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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이버 건축(Cyber Architecture)

사이버 건축은 사이버 스페이스(가상공간의 개념)을 중심으로, 장소와

시간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개념과 이미지만으로 남아있는 건축으로서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건축 개념이다.

사이버 건축은 근대 이후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건축의 가치를 회복하

고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사적 시도의 한 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일반

적인 건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거주와 생활이다. 여기에 대응하는

사이버 건축의 특성은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인터페이스의

대상은 물리적 건축 또는 전통적 건축에의 경험이 아닌 새로운 비전통적

건축이거나, 혹은 수학적-철학적 프로세스 일수도 있다. 사이버 건축의

경우 관찰자의 관심사나 주변 축척에 의해 조건적으로 변화하기보다는

프로세스의 요구에 의해서 자신의 형태를 변화하는 특성, 즉 변환성

(Transformability)를 가져야 할 것이다.23)

즉, 사이버 건축은 근대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건축의 가치를 회

복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건축사적 시도의 한 형태로 이해되어진다. 사이

버 스페이스는 물리적 현상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리학 법

칙을 적용 받지 않으며, 그러한 법칙의 한계에 의해 제한되지도 않는

다.24)

건축에서의 사이버성, 즉 가상성은 비-물질성과도 연계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현대 건축 공간에서 비-물질성이란 재료의 사용을 통해 건축

내/외부의 시각적 연계성을 갖게 해줌으로써 시각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23) 김민태, 사이버건축에서 나타나는 해체주의적 성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p10

24) 마가렛 버트하임, 공간의 역사, 1999,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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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Jean Nouvel,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

반사성과 투명성을 사이버 건축이라는 수단으로

표현하고 있다. 반사성과 투명성은 도미니크 페로

의 건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반사와 투명성은 시각의 착시를 이용해 건물의 경

계가 없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특징이다.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재료와

기술의 발달은 시간과 속도 등의 비

물질적 개념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

였고, 비물질적인 공간, 실재하지 않

는 공간 구현에 대한 가능성도 보여

준다. 25)

3.2 도미니크 페로의 건축적 특징

도미니크 페로는 ESIEE 공과대학(1984)으로 최초 현상 설계에 당선된

이후 프랑스 국립도서관(1989), 간사이 도서관(1996), 미디어 도서관

(2001) 등을 설계한 교육관련 시설과도 인연이 많은 건축가이다.

도미니크 페로의 건축적인 특징은 크게 대지와 건축과의 조화, 반사와

투명성의 강조, 한계 극복을 위한 다양한 디자인의 시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별도의 개념이 아니라 상호작용 하는

개념으로, 이 중에서도 도미니크 페로는 자연과 건축과의 조화를 고려하

여 자연스럽게 건축에 자연과 인간의 요소를 유입하고자 하는 장소성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 이러한 시도가 추후 메탈 패브릭의 연구를 활성화

시켜 건축의 한계를 깨고자 하는 시도의 시발점이 되었다.

25) 이보라, ‘장 누벨 건축에서 나타나는 ’가상‘의 표현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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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Dominique Perrault,

Ewha Womans University Campus Center (ECC)

3.2.1 대지와 건축과의 조화

도미니크 페로 건축의 주안점은 대지와 건축과의 조화이며, 이 것을

극대화 시키는 요소는 빈 공간(void space)과 빛의 활용이다. 그는 건물

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며 주변과 어우러져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고 하

였다.

“ In a plan, the concept of the architecture is always the

same. Therefore, it creates the unknown space ‘in-between’

the building and environment. Even in a space with no woven

materials, the contents and concept of it are still applied in

the same way”26)

대표작인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 센터(ECC)의 경우 주변의 건물과 자

연환경을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하였는데, 전체 공간을 고려

하여 전체의 조화를 꾀하는데 역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신축

된 건물이 주변 건물들과 동 떨어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공간을 통해 주변 건물끼리의 유기적 연결이 이루어지고 빈 공간

(void space)의 구심점이 형성된다.

26) 정지성, Architecture & Design Dominique Perrault, CA Press 2006,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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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활용 역시 특징적이다. 페로의 ‘빛’에 관한 건축적 집념은 굉장한

것으로, 모든 작품에서 빛의 활용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자연광과 인공조

명에 초점을 맞추고, 투명한 유리 외벽을 사용함으로써 외부의 빛을 내

부로 흡수하고 야간 조명 시 반대로 내부에서 외부로 빛을 발산하게 하

는 프로젝트가 많다.

“Implementation of building without a contact to the ground

is not architecture and is very much superficial. Architecture

is not something that is superficial. Architecture must move

to the under ground.”27)

대지와 건축의 관계를 중요하시 하는 페로의 프로젝트는, 외부에서 보

면 비어있고(vacant), 닫혀있는(closed) 것처럼 보인다. 거대한 구조체는

건물을 지키는 듯 보이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그 인테리어 공간은 빛으

로 둘러싸여 있으며, 자연과 바깥에게 열려있다.28)

3.2.2 반사와 투명성의 강조

도미니크 페로의 건축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반사성과 투명성에 대해

빼놓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러한 특징들은 앞서 말한 건축의 사이버성과

도 관계가 있는 요소이며, 그의 건축들이 사이버건축의 분류에도 포함되

는 이유이기도 하다. 크게는 재료적 측면에서의 반사성과 투명성의 강조

를 시작으로, 공간적으로도 빛이 잘 들어오는 구조를 취하는 등의 건축

적 접근을 통해 도미니크 페로는 그 만의 독특한 반사성과 투명성을 만

들어낸다.

27) 정지성, Architecture & Design Dominique Perrault, CA Press 2006, p13

28) 김자영, A Study on the Spacial Transparency: Focusing on Dominique Perrault’s Projects,

학술논문, 2009,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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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Dominique Perrault, L'usine Aplix

공장외피가 메탈 패널로 되어있어 내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건물 전체가 거대한 거울의 역할을

해 주변의 풍경을 비추고 있다.

3.2.2.1 메탈 패널의 사용

메탈 패널의 사용 역시 특징적이

다. 프랑스에 있는 Aplix 공장을 보

면, 거대한 메탈 패널과 그 메탈 패

널에 비치는 외부 풍경이 특징적이

다. 즉 자연과의 조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메탈 패널을 사용하여 거울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 주변 풍경을

반사하여 풍경을 2배로 확장시켜 보

여주었다.

특히, 공장이라는 공간이 환경 오염의 촉진범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지해, 주변의 자연을 건축물로 끌어들이는 디자인을 통해

공장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순화시켜주는 듯 한 건축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마드리드 테니스 구장 역시 본래 대지의 폐쇄성을 메탈 패널을 사용한

건축으로 인해 지역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계기가 되었다. 올

림픽 테니스 구장이 건설된 지역은 원래 철도, 고속도로가 지나가서 개

발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역의 환영을 받지는 못

했던 공간이었다. 마드리드 테니스 구장의 컨셉은 ‘매직박스(Magic

Box)’로 27개 공간의 천장이 여닫기가 가능한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주

변이 녹지와 강으로 형성되어 있어 환경 자체를 디자인 하는 프로젝트

다. 투명한 유리에 메탈 패널을 사용하여 자연적인 외부의 빛(태양빛)을

막아주고 답답함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내부에서 볼 때는 바깥의 시선

을 차단시켜주는 덮개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3.2.2.2 메탈 패브릭으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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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Metal Fabric

“하지만 금속 패브릭 같은 새로운 재료를 쓴다고 해도 여전히

건축이란 주변 풍경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건

물’을 짓고 싶진 않아요. 저의 최종적인 구상은 ‘풍경’을 건축하

는 데 있습니다.”29)

메탈 패브릭은 도미니크 페로가 GKD에 건축용 메

탈패브릭을 설계 중인 프랑스 국립 도서관

(Biblotheque National de France) 프로젝트에 반짝이

는 Stainless steel wire mesh가 도발적인 디자인의

천장, 벽체, 파티션과 선스크린 디자인에 처음으로 적

용한 소재30)이다. 이 소재는 일반 와이어 철망과는

다르게 선재를 혼합해 직조하기에 부식에 관계없이

여러 용도의 내·외벽에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다.

“We design Metal Nets. This can be compared to the

handcraft work of a tailor. In the course of the last 10 years

during which I worked with Gaelle to dress buildings and to

transform their shapes, I designed metal textile as if a tailor

and cooperated with various companies to reduce them. …

Like a human body, a building is given a garment and is

dressed in a very simple suit. It thus is given the tectire,

with which it can be dressed in the clothes of nature. Such

aspects enabled the building to be much more.”31)

메탈 패널에서 메탈 패브릭으로의 변화는 페로의 프로젝트에 유연성을

29) ‘풍경을 만드는 건축가’, Interview 2009

30) 이장손, ‘현대 실내공간에 나타난 Metal 소재 적용방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0, p30

31) 정지성, Architecture & Design Dominique Perrault, CA Press 2006,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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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Dominique Perrault,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

더하게 되었다. 이 유연성은 결

국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으로 이

해된다.

러시아에 있는 마린스키 극장

은 쿠폴라(cupola : 둥근 지붕)를

연상시키는 듯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 위치해있던 구 오

페라 극장 바로 옆에 2관의 형식

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구 오페라 극장과의 연속성이 중요하였다고 한

다. 구 오페라 극장은 신 고전주의풍의 건축물로서 내부에 블루와 골드

색상을 사용하였다. 신관은 이러한 구관과의 연속성을 위해 골드와 레드

를 사용하였으며, 외관 역시 금빛의 메탈 패브릭을 통해 유연성을 부여

하였다고 한다. 구관과 신관 사이에는 운하가 있는데 이 운하에 비친 금

빛 물결을 통해 서로 대화하는 느낌을 주도록 설계하였으며, 단순한 공

연장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애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형성하여 레스토랑 등을 배치하였다.

3.2.2.3 투명성의 강조

건축에서의 ‘투명성’이란, 큐비즘의 예술작품과도 비슷하다고 판단되어

질 수 있다. 그것은, ‘동시성’, ‘해석’, 그리고 ‘겹쳐진’의 개념과도 일맥상

통한다.32) 투명성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것으로, 기드온과 로우 등

의 학자들로부터 시작된 개념이 건축적으로 적용되고 발전된 것이다. 기

드온은 투명성에 있어서의 내부와 외부의 시각적인 투과성을 통한 ‘동시

성’을 강조 했으며, 로우는 재료적인 투명성과 구조적인 투명성을 구분하

였다.33) 이에 흔히 건축에서의 투명성을 이야기 하면 로우의 투명성 개

32) David A. Lauer, Design Basics, 이대일, 미진출판사, 1985, p.37

33) C.Rowe & Slutky, The Mathematics of the Ideal Villa, and other Essays, Literal and

Phenomenal Transparency, MIT Press, 1976,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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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재료적인 특성 물질의 구조적인 특성

실제의 투명성 가상의 투명성

피상적인 투명성 철학적인(의식적인) 투명성

내/외부의 경계
서로 다른 조건에 대한

의식적인 인식

표 2. C.Rowe의 투명성 개념

그림 25 Domique Perrault,

프랑스 국립박물관

필요에 의해 닫고 열 수 있는

우든 스크린을 창에 사용함으

로써 건물에 있어서의 유동성

을 부여한다.

념을 말하는 것이다.

도미니크 페로 건축에서는 재료적 투명성과 동시에 구조적인 투명성도

함께 나타난다. 페로의 공간의 구조적 투명성은 그의 건축물들이 외부적

으로는 열려있으면서도 닫혀있는 공간을 가지는 듯한, 즉 구조가 어떤

것을 보호하는 듯한 착각을 주는 공간인 것과 대비되게 내부에서 외부를

보면 도시와 자연에게 열려있고 빛이 스며든 공간이 되는 것에서 극대화

된다.

재료적인 특성이야 말로 도미니크 페로 건축에

서의 투명성을 만들어내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

적절한 재료의 사용은 도미니크 페로 건물들의 특

징적인 개성을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앞서 언급한

메탈 패널과 패브릭등과 함께 유리를 사용하는 것

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단순히 유리와 메탈의 조합

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도미니크 페로는 겹겹이 쌓

은 레이어를 통한 투명성을 만들어낸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히는 프랑스 국립

박물관은 그의 투명성에 관한 모든 생각이 담겨있

는 작품이다. 외부에서 보았을때의 닫힘과 열림의

공간, 대조적인 내부의 밝은 공간, 그리고 유리, 우

든 스크린, 레이어의 재료적 투명성 등은 도미니크

페로의 투명성의 접근을 명확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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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Dominique Perrault,

산 펠레그리노 온천타운

도미니크 페로가 재료와 공간적인 투명성과 반사성을 사용하는 궁극적

목표는 사용자의 운동성과 더불어 주변의 시간성의 변화를 살아있는 건

축을 만들어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는 초기와 후기의 그의 건축 작품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3.2.3 한계 극복을 위한 다양한 디자인의 시도

도미니크 페로의 네 번째 특징은

한계 극복을 위한 다양한 디자인의

시도이다. 이탈리아에 있는 산 펠레

그리노 온천타운을 예로 들면, 도미

니크 페로는 산 펠레그리노 온천타운

을 산·바위·빙하의 시간적인 변화를

담아 역동적인 느낌을 주도록 설계하

였으며, 뒤에 산이 있어 자연환경과

의 조화와 태고적인 아룸다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내

부는 동굴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설계하였으며, 이 역시 물·땅·

하늘과의 조화를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하였다. 단순 스파(Spa: 온천)로서

뿐만 아니라 온천타운으로서의 도시 설계적인 접근을 한 프로젝트라고

한다.

초기의 페로 건축 작품들이 미니멀한 경향을 띤 것과 다르게 나타나는

다이나믹한 디자인은 앞서 언급한 해체주의적 건축 사상과도 일맥상통하

며, 다만 페로의 경우 단순히 디자인을 위한 해체주의가 아닌 주변의 지

역성(땅)을 중요시 하여 나온 디자인의 결과가 해체주의적 성향을 띤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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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결

도미니크 페로 건축을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

기에 앞서 그의 건축 사상과 특징들을 우선적으로 알아보았다.

“도미니크 페로의 건축의 형태는 기능을 따르기보다 오히려 포

함하고 있다. 이것은 유연성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 채워지지 않

은 보이드 속에는 미래를 향하여 열린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외부의 한계는 도시나 전경 속에서의 건축적 입장을 대변하고,

내부에는 건축의 기능 이 있다. 페로는 이 빈 공간이 보유한 가

능성을 ’삶‘이라고 하였다. 내부에는 투명함과 불투명한 요소가

공존하고 있으며, 철과 나무 재료가 함께 사용되며, 어떤 부위는

움직이며 또 다른 부위는 고정되어 있는 그런 다양함이 존재하

는 곳이다.”34)

어느 비평가의 말처럼, 그의 건축의 핵심은 다양성과 인간, 그리고 자

연이다. 특히 다양한 건축사상이 복합적으로, 건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는 페로의 건축의 형태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나는 언제나 건축이 그 자체를 물리적인 힘, 지형적인 배치와

요소들간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 선언적인

상태를 모색해 왔다. 나는 위반의 행위가 건축을 위한 특질이라

고 믿는다. 다시 말해 건축 속에서 활동적이고 과격한 성격을 발

견하곤 한다. 이것이 요소들이 보여주는 최초의 그리고 가장 기

본적인 명시적 선언인 것이다.”35)

34) Maria Vittoria Capitanucci, ‘Dominique Perrault Recent Works’, 2005,p8

35) ‘풍경을 만드는 건축가’, Interview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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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적인 의의를 내포한 건축물들을 보면 대부분 표면과 공간에서 체

험된다. 건축의 현상은 관찰자의 육화된 체험을 바탕으로 분명하면서도

불분명한 어느 시각적인 위치와 거리, 시간을 배경으로 한 사건성에서

그 내막을 찾을 수 있다. 현상학 건축의 대가로 불리는 스티븐 홀이 그

러하였고, 안도 타다오 역시 이러한 건축적 접근을 중요시 한다.

2장에서 언급한 총 4가지 건축의 현상학적 공간을 바탕으로, 지각 주

체인 몸을 중심으로 움직임, 시간성, 몸(시각), 그리고 장소성은 만인의

공간과 자연과 건축물간의 연계이다. 이러한 사상을 가진 그이기에 인간

과 주변의 연계를 중요시 하는 현상학적 특징으로 분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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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도미니크 페로 건물에서의 현상학

4.1 작품분석

4장에서는 현상학적 공간의 표현과 더불어 현상학적인 건축 분석의 틀

이 도미니크 페로 건축 작품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

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앞서 3장에서 알아본 도미니크 페로의 건축적 사상과 특징에 근거해,

그의 건축은 대지와 건축과의 조화, 반사와 투명성의 강조, 한계 극복을

위한 다양한 디자인의 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상학적 공간개념은

크게 지각 주체인 몸을 중심으로 움직임, 시간성, 몸(시각), 그리고 장소

성으로 나눈다.

흔히 현상학은 20세기 근대 건축의 모든 건축가에게 적용되어 해석되

어 질 수 있는 만큼, 실제로 이 분석법이 얼마나 건축 분석에 또 다른

의미를 줄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도미니크 페로의 건축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의 작품을 크게 초

기(~2000년 초반까지)와, 후기(2000년 초반 이후)로 나누어 분석하여 작

품의 스타일의 변화에서 인지되는 것들과, 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졌는

지, 꾸준히 유지된 것은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현상학적 관점으로 분석

했을 때의 이의를 보고자 한다.

4.2 도미니크 페로의 초기 작품

프랑스 국립 도서관을 대표로 하는 도미니크 페로의 초기 작품은 다소

미니멀한 경향을 띄는 작품이 많다. 후기의 작품들이 디자인과 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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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Dominique Perrault, 프랑스 국립 도서관, 단면도

사용에 있어서 과감한 시도를 한 것과 다르게, 초기의 작품들은 건축 어

휘를 최대한 절제하고 공간의 균질화를 꾀한 흔적도 보인다. 이는 2000

년대를 지나며 급격히 변화한 시대사조와도 연계되어 해석될 수 있다.

4.2.1 프랑스 국립 도서관, 1995

① 프로젝트 개요

총 면적 365,178㎡의 거대한 규모의 도서관 프로젝트는, 프랑스 정부가

오랜 역사를 지닌 프랑스 도서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20여 건축가 팀

에게 특별 의뢰한 프로젝트로, 도미니크 페로는 이 공모전에 당선, 세계

적인 건축가로서의 시작을 알렸다. 이 프로젝트는 그의 초기 건축적 특

징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책을 보관하는 것과 열람할 수 있는 기능과 보관이 중요하

였으므로 책들은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어두운 지하의 공간에 있었다. 그

에 비해 지상에서는 열람의 행위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이전까지의 도

서관 건축의 형태는 육중하고 우람한 골격을 갖추었다. 허나 도미니크페

로는 이런 모든 기존 생각의 반대편에 서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계획하

였다.

프랑스 국립 도서관은 심플한 아이디어 가운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디자인적으로도 미니멀리즘을 따라갔던 초기의 도미니크 페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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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Dominuque Perrault,

프랑스 국립도서관 초기 스케치 :

기단부를 들어올려 대지를 장소성

으로써 사용하고자 하는 접근이

드러난다.

사상을 볼 수 있다. 책을 반쯤 펴서 세운 모양의 타워가 양 사각형의 네

사이드에 세워지고 그 사이에 정원이 이루어져 건물안의 숲이라는 새로

운 자연 친화적인 공간도 생겨났다. 숲을 중심으로 하여 사면으로 설계

된 타워 하단 부분의 열람실은 유리로 구성되어 책을 읽고 학습을 하는

동안 자연을 만끽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도미니크 페로의 자연건축 철

학, 즉 ‘장소성’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책의 보관실을 지상으로 옮김과 더불어

책들의 오랜 보관을 위해 책꽂이 부분의 빛은 차단하는 구조를 택했다.

책의 보관을 담당하는 공간의 외피에 설치된 우든 스크린도 단순히 운동

성을 통해 공간의 활용을 다양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온도과 습도 등을

조정해 실내의 환경을 조정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②현상학적 공간 표현 효과 분석

프랑스 국립 도서관은 쎄느강을 이웃하는 과

거 철도 기지창으로 사용했던 2만평이 넘는 넓

은 땅을 부지로 한다. 페로는 이 도서관을 설계

함에 있어 쎄느강가의 경사진 땅을 하나의 면으

로 만들고자 쎄느 강변에 접한 면을 들어 올려

서 기단부를 만들고, 그 가운데 길이 200m, 폭

60m의 직사각형 면적을 파서 밑으로 21m 내려

간 바닥에 정원을 만들었다. 그의 특징적인 ‘장

소성’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이 절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직사각형 네 귀퉁이에는 ㄱ자 평면

을 가진 4개의 건물을 80m 높이로 세웠다. 각각

의 건물은 투명한 유리로 되어있으며 그 안은

책을 보관하는 수장고이다. 열람실은 기단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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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재료

(Layer)

유리 우든 스크린 공간적 레이어

공간적 역할

내/외부를

구분하는 가장

경계의 표피 　:

내부 공간의 보호

내부 공간의

활용에 따라서

닫히고 열린다

사무실/열람실/자

료실 등의 공간적

구분의 장치

결과

유리의 반사성과

투명성으로 인해

내/외부 공간의

투과성을 높힌다

스크린 패널들은

고유의 운동성을

통해 내부 공간의

다양한 활용성을

만들어 낸다

내 외부의 공간을

더욱 세분하게

구분하는 장치로

건물 내부를 조정

표 3. 프랑스 국립 도서관의 공간적 레이어

래에 있으며 직사각형으로 뚫려진 정원을 통해서 빛을 받고 있다. 기단

부의 재질은 나무이며, 기단부 위에 높여진 건물은 유리와 철제 같은 날

카로운 재질로 되어있다.

‘Layer’로 된 판으로 구성되어진 공간은 마당과 산책로가 구성된다.36)

훗날 이화여자대학교 ECC 프로젝트에서도 이러한 강하고 직설적인 동

선 유도에 의한 ‘운동성’에 의한 공간이 나타나는데, 프랑스 국립도서관

은 페로가 이러한 동선에 대한 시도를 처음으로 드러낸 건물이다. 중앙

의 거대한 계단을 따라가며 사용자는 공간의 다양한 측면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다. 이 레이어들은 도미니크 페로의 대표적 건축적 특징 중

하나인 ‘투명성’과도 연계되어 해석될 수 있다.

외부의 공간이 주로 대지와 장소에 관한 탐구와, 거대한 중심 계단을 통

한 사용자의 동선 유도를 통한 움직임의 현상학적 공간 개념을 시행하고

36) 강연주, ‘'비어있음'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풍경과 경관적 관점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3,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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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Dominique Perrault,

프랑스 국립도서관 : 층층이 붙어있는 Layer를 따라 사용자는 운동을 하고, 그에

따라 주변의 공간의 경험도 달라진다. 바로 ‘운동성’의 현상학적 공간이다.

있다면, 내부의 공간은 구조적인 ‘투명성’에 의해서 공간의 사잇 공간으

로 건물매스와 자연경관이 들어오며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건물들

의 내피와 외피로 구성되어 있어 건축의 열림과 닫힘을 가진 무경계의

형태를 만든다.

“Perrault’s French National Library, with a transparent skin

and an opaque layer, appers as a ‘box within a container’

during the day and as ‘light towers’ at night.”37)

투명함과 불투명한 요소가 공존하는 외부로 드러난 외부와 비워진 내

부는 빛을 끌어들이고, 이 빛은 시간에 대한 경험자의 다양한 건축 경험

을 유도하며 현상학적으로도 시간성의 개념에도 부합한다.

의식은 모든 시간과 동시적이고, 그것은 어떤 것도 지나가지 않고 일

어나지 않는 환경이자, 나와 구별되는 움직이지 않는 환경이다. 시간은

우리의 자발성의 토대이고 척도이다.38) 공간의 시간은 거주하고 달아나

37) Jean Nouvel, Bibiloteque national de France, Artemis, 1996, p35



- 42 -

그림 33 Dominique Perrault, 프랑스 국립도서관

: 측면 벽의 투명성을 살린 빛의 유입은 사용자의 몸(시각)과 더불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시간성의 현상학적 공간개념을 보여준다.

그림 34 Dominique Perrault,

Supermarket M-preis

는 변화하는 시간이며, 그것을 인지하는 것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시간의 용출39)이며, 그렇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공간의 시간적

변화를 인지하는 것은 건축을 인지하는 큰 척도가 된다.

4.2.2 슈퍼마켓 M 프라이스, 2000, 2003

① 프로젝트 개요

오스트리아의 슈퍼마켓 M. 프라이

스 프로젝트는, 총 3개의 슈퍼마켓 체

인 설계 프로젝트이다. 상가 ‘M’은 슈

퍼마켓 체인기업인 M-프라이스의 경

영철학 측면에서 고가치 기준이 된다.

지얼(Zirl)과 와텐스(Wattens)에 에 새

로 지어진 마켓은 공공장소에서의 만

남과 정보교환에 있어 새로운 이해와

일치한다.40)

38) Maurice Merleau-ponty, ‘지각의 현상학’, p.619

39) Maurice Merleau-ponty, ‘지각의 현상학’, p.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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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tens Ⅰ, Austria 2000 Zirl, Tyrol, Austria 2003 Wattens Ⅱ, Austria 2003

주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도미니크 페로의 건축 프로젝트 중에서

는 가장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이지만, 규모가 작고, 세 개의 건물을 시리

즈로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했다는 면에서 주요한 초기 작품이라

할 수 있다.

②현상학적 공간 표현 효과 분석

슈퍼마켓 M. 프라이스는 도미니크 페로의 다른 거대 프로젝트에 비해

서는 규모도 작고 페로의 특징적인 대지의 조작과 이용이 보이는 프로젝

트는 아니나, 유리를 이용해 자연과의 연계를 건축물에서의 투명성을 통

해서 강조한다. 작은 규모의 상업공간이란, 흔히 내부를 훤히 드러내는

건축적 방식을 따르고 있지 않다. 내부의 물품의 도난 등의 문제와, 햇빛

에 의한 변질이 가장 큰 원인 일 것이다.

슈퍼마켓 M-프라이스 프로젝트는 총 세 건물로, 각각의 지점은 각자

중요시 하는 현상학적 공간관념 또한 다르다. 작은 공간의 특성상 내부

에서의 특별한 동선 작용이나 시각적 자극을 주기보다, 내·외부의 투명

성과 시각의 연장 등을 통해 차이를 주고 있다.

40) 정지성, Architecture & Design Dominique Perrault, CA Press 2006,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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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대지의 장소성을 생각

한 곡선의 형태를 가지며, 이

곡선의 형태를 통해서 사용자

는 내부공간을 무경계 공간으

로 인지한다.

M-프라이스 프로젝트 중 유

독 투명성이 강한 공간으로,

다른 두 프로젝트에 비해 빛

의 접근이 쉬워 내부와 외부

의 가까운 거리감을 조성한다.

많은 루버로 인해서 프로젝트

중에서 낮의 건축이 가장 드

러나지 않는 프로젝트로, 자연

스럽게 외부로 시선이 향한다.

표 4 M-프라이스 프로젝트에 나타나는 각각의 특성

그림 41 Dominique Perrault,

Supermarket M-preis : 저녁시간의 슈퍼공간은

낮의 공간과 다르게 건축물 자체를 빛나게 한다.

이는 시간성에 따라 달라지는 건축경험을 준다.

그림 42 Super Market M-preis의 시간성

허나 공통적으로, 이 작은 프로젝

트에도 페로의 특징적인 공간개념

은 여실히 드러난다. 그것은 ‘시간

성’와 ‘시각성’에 대한 현상학적 공

간개념으로, 이 시간성은 마치 ECC

의 프로젝트처럼 밤의 공간은 이

건물 자체가 하나의 ‘오브제(Objet)’

로서 인지되게 한다.41)

오브제로써의 건축의 인지와 재

료부터 공간에 이르기까지의 건축

어휘를 최대한 절제한 것은 도미니크 페로의 초기 미니멀리즘적인 생각

도 드러나는 부분이다.

낮의 공간이 내부의 물건과 상점안의 사람들을 드러내 사람들을 유인

하는 외부에서의 시각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람들이 다 나가고 불만이

41) 김자영, A Study on the Spacial Transparency: Focusing on Dominique Perrault’s Projects,

학술논문, 2009,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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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진 슈퍼마켓 건물은 그 건축 자체만이 보이는 현상학적 공간 경험을

사용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4.2.3 베를린 올림픽 자전거 경기장과 수영장, 1999

① 프로젝트 개요

독일의 통일과 관계가 있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총 면적 53,780㎡

(수영장 공간 23,980㎡ + 자전거 경기장 29,800㎡)을 가진다. 오랜 분단

으로 인해 서로 다른 개발속도를 가진 두 도시의 연결점 역할을 수행하

고, 그 안에 스포츠시설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포함하는 통합 계획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42)

② 현상학적 공간 표현 효과 분석

이 프로젝트의 숨겨진 도시 개념은 균형 있는 크기의 녹지 공간을 조성

하는 것과 그 중앙에 건물을 심는 것이었다. 녹지 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도미니크 페로d,d 도시안에 과수원을 만들기로 하였다. 즉,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다.

과수원을 보고 걸으면서 접근할 때 대지는 시작되고 땅을 약간 파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건축물에 접근하도록 하였으며, 철망으로 덮인 두 개

의 볼륨(하나의 둥글고 하나는 사각형의 형태를 가짐)은 1m 높이에서

펼쳐지게 만들었다.

“The idea is to create a green space on an attractive

scale(approximately 200 x 500 m), in whose center ... building are to

42) 정지성, Architecture & Design Dominique Perrault, CA Press 2006,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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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Dominique Perrault, 베를

린 올림픽 자전거 경기장과 수영장

: 대지의 형성과 건축물의 형태로

새로운 ‘장소성’을 만들어 냈다.

그림 43 베를린 올림픽 자전거

경기장과 수영장 초기 스케치 :

사과나무를 통한 공간 형성 및

강한 기하학적 형태의 건축은

사용자로 하여금 시각적인 공

간감을 느끼게 한다.

be constructed. Athletic facilities of a high

structural standard, with a skeleton in steel and

reinforced cement, furnished with utilities

and amenities without losing that sense of

austery intrinsic to sports, for people, where the

Velodrome presents a complex, self-standing

ring for the covering’s grid texture.”43)

두 볼륨의 금속표면은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거

리고 한눈에 봤을 때 건물이라기보다는 과수원의

중심에 있는 반짝이는 호수처럼 보인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건축물 내부에 정원(땅)을

포함하는 현상학적 측면에서의 ‘장소성’을 중요시 한 것과 다르게, 베를

린 올림픽 자전거 경기장과 수영장은 완전히

새로운 느낌의 대지를 만들어 그 속의 부속품

처럼 건축을 위치했다는 특이성을 가진다. 다

만 표현을 최대한 절제하려 했던 초기의 프로

젝트답게, 후기의 대표작인 이화여자대학교

ECC 프로젝트만큼의 강한 건축적 디자인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대다수의 페로의 프로젝트가 현상학적 공간

관념에서 기존의 대지의 ‘장소성’을 굉장히 중

요시 하는 지역성이 강한 프로젝트를 진행 한

것과도 상반되는 것으로, 시각적으로 강렬한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 프로젝트 자체가 하나

의 새로운 ‘장소성’을 만들어내게 유도한 것이

다.

43) Maria Vittoria Capitanucci, ‘Dominique Perrault Recent Works’, 2005, p2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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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Dominique Perrault,

인수부르크 시청

그림 46 Dominique Perrault, 인수부르크

시청 Site Plan : 기존의 도로축의 유지와

함께 새로운 연결점으로써의 건축 설계

4.2.4 인수부르크 시청, 2002

① 프로젝트 개요

인수부르크 시청은, 인수부르크시 당국과

지역의 사업가들, 재력가들로 이루어진 혼성

적 건축주가 역사적인 인스부르크의 중심에

상징적인 복합 건물을 짓기 위해 의뢰한 프

로젝트이다. 시민회관을 건설하는 동시에 오

래된 건물은 보존하고 나무가 있는 공공의

광장의 재구성 및 광장으로 향해 열린 호텔

을 건설해달라는 건축주의 요구를 받아, 공공

의 동선 체계를 연결하면서도 낮은 상업공간들을 만드는 프로젝트이다.

② 현상학적 공간 표현 효과 분석

오래된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건물을 함께 어울리게끔 진행한 인수부

르크 시청 프로젝트는, 기존의 동선과

건물들을 보존하는 점에서 대지와 건축

적 장소가 갖는 물리적, 자연 환경적 특

성들의 반영이라는 면에서 현상학적에

서 ‘장소성’의 개념을 지닌다.

사이트 플랜에서 보이듯 3개의 강한 동선 축은 기존건물과 도로의 동

선의 유지를 뜻하고 있으며, 건축의 형태는 이 장소성의 보존을 토대로

정해진 긴 축의 형태를 가진다. 따라서 이 건물은 기존의 사용자들에게

별 다른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으며 움직임을 유도하며, 떨어져있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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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Dominique Perrault,

인수부르크 시청 : 다양한 재료

의 사용으로 인해 기존 건물과

의 이질성을 줄였다

와 건물간의 연결고리로써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도 이 프로젝트는

각 시대의 증거가 되는 주변의 고건축들과의 동

일성을 유지하려 했다. 투명한 유리, 혹은 우윳

빛, 때에 따라 채색이 되기도 하고 불투명하기도

하면서 이 건축은 주변의 컨텍스트와 시각적인

인지의 개념 또한 착실히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4.3 도미니크 페로의 후기 작품

4.3.1 이화여대 캠퍼스 센터 ECC, 2008

① 프로젝트 개요

대한민국에서 도미니크 페로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총 지하 6층

(지하 1층-4층 : 사용 공간, 지하 5,6층 : 주차장) 의 대형 캠퍼스 프로젝

트 ECC는, 지상 층이 없이 모든 건축적 공간이 지하로 들어가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하지만 외부에서의 형태는 지하공간이라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의 땅-재단사로서의 역량이 절실히 드러나는 프로젝트

이다.

대학교의 캠퍼스는 다양한 면에서 열려 있는 공간이다. 건축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학교의 캠퍼스만큼 녹지가 많이 확보된 곳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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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Dominique Perrault, ECC

기능과 형태를 갖추면서 주변의 환경까지 고려한 건축을 용이하게 시도

할 수 있어 건축가들에게 캠퍼스는 매력적인 공간이다.

이전의 캠퍼스가 정문에서 건물까지 이어지지 않고 떨어진 듯한 즉,

단절된 듯한 느낌이었다면 ECC가 생긴 이후에는 정문에 들어선 후 자

신도 모르는 사이 자연스럽게 캠퍼스 안까지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ECC를 계획한 도미니크 페로의 의도는 성공적인 것

같았다.

② 현상학적 공간 표현 효과 분석

ECC에서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특징은 ‘빈 공간’(void space)이다. 도

미니크 페로는 건물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며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ECC의 경우도 주변에 있는 건

물들과 자연환경이 서로 이어질 수 있는 역할을 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데 역점을 두고 설계하였다.

ECC의 경우 새로 생긴 건물이기에 주

변에 있는 오래된 건물들과 동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오히려 이 공간

을 통해서 주변 건물들끼리 유기적인 연

결이 이루어지고 빈 공간이 구심점의 역

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현상학적

관점에서 장소성과 통한다.

ECC가 지어지기 이전캠퍼스는 학교 정문에서 대강당과 예술관, 포스

코관으로 통하는 길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고 정문에서 정면으로 가는 길

이 없어 돌아가야 했다. 또한 학교 내 부지 경사도가 높았고 큰 운동장

이 한 가운데에 있어 캠퍼스가 단절된다는 느낌을 받았었다. 즉 이전의

캠퍼스가 정문에서 건물까지 이어지지 않고 단절된 듯한 느낌이 있었다

면 ECC가 생긴 후에는 자연스럽게 캠퍼스 안까지 들어가는 느낌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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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Dominique Perrault, ECC

: 거대한 계단과 경사로 이어지는 동선의 흐름은

사용자의 운동성에 의한 공간 경험을 중요시 한다.

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정문에서

ECC를 통해 바로 보이는 역사적

인 본관은, 도미니크 페로가 이 건

물을 설계함에 있어서 얼마나 캠

퍼의 장소성을 중요시 하였는가가

절실히 드러난다. 실제로 그는

ECC 개관 기념행사에서, 그의 주

안점은 캠퍼스의 가장 중요한 두

건물, 본관과 대강당을 어떻게 건

축적으로 강조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빈공간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공간과 닮았다. 도시와 도서관, 도시

와 캠퍼스가 서로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으며 이화여대가 역사적으로 견

지해 온 외부와의 단절을 빈공간(공백)으로 극복했다.

“In the project of Ewha Womans University, nature makes

architecture disappear, thus the effect is reversed. Despit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ure and nature is still

interesting. It is because, in some cases, it creates

architecture, but in others, it makes architecture disappear. So,

as one may use glass or cement, I use the nature as an

ingrediant in my work. I need the ingrediant of nature in

order to create something or to make it disappear.”44)

두 번째 특징은 건물이 아니라 경관을 건축했다는 점이다. 오르막경사

가 있던 곳에 깊게 내려가는 산책길을 만들었고 그 끝에 본관과 이어지

는 계단을 만들었다.

44) 정지성, Architecture & Design Dominique Perrault, CA Press 2006,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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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이화여대 캠퍼스 센터 단면도

: 진입로부터 시작되는 거대한 산책길을 본관과 이어지는

계단과 함께 하나의 거대한 동선을 만든다. 이는 사용자의

운동을 시각적으로 강렬한 동선축을 통해 유도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림 51 이화여대 ECC의 설치로 인한 장소성 회복

계곡처럼 파낸 양면의 깊

은 공간에 강의실, 헬스장,

도서관, 상업시설 등을 포

함하는 건물을 만들었고 그

건물의 지붕에 산책로와 잔

디로 뒤덮인 공원이 조성되

었다. 언뜻 보면 건물은 보

이지 않고 녹지로 덮인 자

연만 보인다. 페로는 이화여대의 울창한 자연속에 ECC가 더 가려져도

좋다고 말한다. 그에게 있어 자연은 언제나 건축보다 한 수 위다.

세 번째로 도미니크페로는 ECC 프로젝트에 빛의 활용을 중요시하였

다. ECC 프로젝트에서 도미니크페로는 자연광과 인공조명에 중점을 두

고 낮에는 유리 외벽을 통해 외부의 빛이 내부로 흘러들어가고 야간에는

반대로 내부의 조명이 외부로 빛이 발산되게 하였다. 건물은 실제로 지

하지만 햇살이 건물 내부로 들어와 지상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오직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 5,6층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 햇

살이 들어오는 쾌적한 공간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계

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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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Dominique Perrault, ECC

그림 53 Dominique Perrault, ECC

이는 현상학적 관점에서 보면 ‘시간성’과의 개념과 연계될 수 있다. 실

제로 낮의 ECC와 밤의 ECC의 경험은

굉장히 다른데, 대낮의 ECC의 경우 ‘자

연’의 일부로써 주변의 건물들을 부각시

켜주는 장소성의 개념을 크게 가진 공간

이라고 한다면, 불이 다 꺼지고 페로 특

유의 빛의 공간의 미학을 보여주는 밤의

ECC는 낮의 경관에 가려져 있던 건물

자체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지각주체인 몸에 의해 장소성, 그리고 시간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ECC

는 외부로 이어지는 야외 엘리베이터 부분의 겹겹이 포장되어 있는 메탈

패널로 인해서 강렬한 공간성 또한 드러낸다.

③ 글로벌리즘과 문화정체성으로서의 ECC

지역성은 설계 프로젝트 작업 시 중요시 고려되는 요소이다. 다른 나

라에서 작업하게 되는 의식 있는 건축가라면 설계를 의뢰받는 나라가 어

디인지에 따라 먼저 그 지역의 특성, 사람,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

은 폐쇄적인 시각이 아닌 열린 지역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한 ECC는 건축의 글로벌리

즘의 과도기선상에 놓여있는 작품

가운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

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전형적인

프랑스 건축가인 페로가 한국에서

특정 공간의 건축물을 설계하고자

했을 때 고려하였던 지역적,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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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들이 건물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 눈에 띈다. 다소 큰 접근을

시도했으나, 동양만이 가지고 있는 여백의 미에 대해서 고려하였다.

여백의 개념을 적용하여 자연지형과 맞물려 캠퍼스 한복판을 가로 짓

는 계곡형태의 빈 공간을 둠으로써 자연과의 조화를 꾀한 것에서 나아가

열린 개방성을 통해 신촌이라는 도시와의 연결점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

와 함께 외부공간은 프랑스식 정원을 접목시켜 녹지파크를 만들어냈다.

야경을 보게 되면 건축의 메탈릭 느낌은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였고 이로 인해 체류자는 속을 투과하는 듯 하게 물 밑을 보는 기분을

자아내도록 신경 쓴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여러 가지의 건축 요소들이 동서양의 전통적 미의식이 조화를

이루어 녹아있는 ECC, 이 건축물은 건축가의 숨겨진 노력으로 인해 글

로벌리즘과 문화정체성이 서로 선순환을 그려가며 공간에 대한 거부감을

없앤 성공적인 작품이다.

4.3.2 마린스키 극장의 두 번째 무대, 2009

① 프로젝트 개요

연면적 79,000㎡의 마린스키 극장의 두 번째 극장은, 마치 쿠폴라

(cupola : 둥근 지붕)를 연상시키는 듯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 위

치해있던 구 오페라 극장 바로 옆에 2관의 형식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구 오페라 극장과의 연속성을 중요시 하였다.

② 현상학적 공간 표현 효과 분석

이 프로젝트는 페로의 건축적 특성 중에서도 메탈패브릭에 관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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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Dominique Perrault,

Mariinsky Theater Second Stage :

강한 시각성을 보이는 메탈 패브릭의

구조체는 시간에 의한 빛의 경험을 다

양화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움직임

에 따라 경험되는 건축 경험도 다양화

시킨다.

그림 55 Dominique Perrault, mariinsky theater

second stage : 운하에 비치는 구관과 신관의

모습은 기존의 건물과 주변의 경관을 중요시하는

장소성의 현상학 공간개념과, 비치는 모습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시간성과 함께

사용자에 의한 운동성의 공간 또한 동시에 가진다.

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이 메탈패브릭은 반사성이 높으며, 외부의 시간

(시간성)과 사용자의 위치(운동성)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건축 경험을

줄 수 있는 재료이다. 메탈은 그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재료임과

동시에, 내부로 들어오는 빛의 경험 또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재료이

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페로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마린스키 극장의 두 번째 무대

는, 신 고전주의풍의 건축물인 구 오페라 극

장의 색상인 블루와 골드 와 어색함을 주지

않기 위해 페로는 이 점에 착안해 신관 설계

를 함에 있어 구관과의 연속성을 위해 골드

와 레드를 사용하였다. 메탈패브릭의 다양한

현상학적 공간체험과 더불어 색채를 통한 직

설적인 시각 경험은, 몸(시지각)의 현상학적

공간개념과도 연관되어 해석 될 수 있다.

구관과 신관 사이에는 운하가 놓여 있는

데, 이 운하에 신관과 구관이 자연

스럽게 비치도록 함으로써 물결에

반사되는 그림자를 통해 건축물들

이 서로 대화하는 느낌을 주도록

설계하였다. 단순히 공연장으로서

의 역할 뿐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형성한, 형태적으로

도 굉장히 독특한 건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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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projects cohabite to create single one, unique and

inseparatable: -One focused on setting up the pragmatic and

rational tool of the ‘opera’,

-The other weaving links with the surrounding context,

allowing the public access to marvel at the heart of the

mystery, to penetrate the architecture, rise with it, live the

opulence of this art from which it has been excluded too

often.”45)

4.3.3 중국 중앙방송 본사 빌딩(CCTV), 2003

① 프로젝트 개요

총 건축면적 32,100㎡ CCTV 계획안은 도미니크 페로의 미구현 프로

젝트 중 하나로, 도미니크 페로의 특징적인 메탈 소재의 사용과 함께 건

물 전체를 큰 산처럼 보이게 디자인 한 것이 특징이다.

② 현상학적 공간 표현 효과 분석

“CCTV is quite a giantic building. The principle point in

idea was to create a building gigantic like a mountain, rather

than a pagoda-like building. The awning that resemble a

parasol slightly moving to protect the building remind

onlookers of the pine trees in a mountain. This idea also

came from the concept to build landscape. From one side, it

is a mountain. But, from another, it is a building.”46)

45) 정지성, Architecture & Design Dominique Perrault, CA Press 2006, p18

46) ‘Architectural geo-couturier’, Interview,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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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Dominique Perralut, CCTV

: 건축물 스스로가 장소성을 만들고 있으며,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공간의 경험이 달라지는 ‘운동성’의 개념 역시 포함하고 있다.

CCTV는 상당히 거대한 건물이다. 도미니크 페로는 이 건물을 탑과 같

은 높고 가는 건물이 아닌, 산처럼 거대한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이디어

의 주안점이었다. 그에 더해 건물을 보호하며 조금씩 움직이는 양산과

같이 생긴 메탈 소재의 차양 판들은 소나무를 연상케한다.

이 건물 역시 베를린 올림픽 자전거 경기장과 수영장처럼 건물 자체가

풍경을 구축한다는 개념에서 스스로 현상학적인 ‘장소성’을 만드는 건물

이다. 또한, 건물의 한쪽에서 보면 산이지만 다른 시점에서 보면 매우 평

범한 건물로 보이는 것은 사용자의 위치와 운동에 따라 건축 공간의 경

험이 다양해지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도미니크 페로 건축의 초기와 후기 작품을 나누어 살펴보면 큰 축은

유지하고 있으나 표현방식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도미니크의 페로의 건축적 디자인과 표현이 미니멀적 경향에서 해체주의

적 경향으로의 변화한 것으로, 이는 역사를 전공해 시대의 흐름에 민감

한 그의 성향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However, what interests me more is the world that serves

as an essence. That is, the essence of landscape. It is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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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후기

대표사례

프랑스 국립박물관, 1995 이화여대 캠퍼스센터, 2008

특징
열람실을 지상으로 올림

네 개의 타워와 중앙 정원

모든 층이 지하 공간

거대한 하나의 축의 건축

유지된 것

‘장소성’에 대한 생각

대상 대지를 중심으로 주변의 역사성,

장소성의 유지 및 의미 강화 및 사용자의 운동성 강조

투명성과 반사성을 통한 시각성의 강조

변화한 것
최대한 간단한 형태를

통한 공간의 형성

강한 건축적 디자인을

통한 공간의 형성

표 5 도미니크 페로의 초기/후기 주요 작품 비교

a landscape contains everything that cannot be sepearated. …

Thus, the concept of an entity has a connection to that

something put together and assembled. … Ultimately, it refers

to a relationship, which is more important than individual

objects themselves. This is the great architecture of the

present time.”47)

4.4 도미니크 페로와 현상학

건축적 영역에서 현상적 건축이 의미하는 바는 일상의 진실한 체험과

감각, 인지를 중시하는 것이며, 현상적 건축은 “과학적 이성”에 기초한

47) ‘Architectural geo-couturier’, Interview,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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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건축”과 대비되는 건축에 대한 “감성적 인식”에 기초한 “약한 건

축”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건축의 본질과 목적은 형태의 조작이 아니

라 정서에 기반을 둔 공간이어야 한다.48)

현상학은 실천하는 대로 존재한다. 그것은 현상학이 사유 방식 또는

양식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상학의 다양성의 참된 의미는 우

리 자신에게서 발견된다. 즉 현상학은 ‘우리에 대한 현상학’이다. 현상학

은 모든 사람 각자의 특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된다49)는 것이다. 이는

건축도 마찬가지이다.

건축이란 결국 지각을 하는 주체가 건축이라는 수단 뿐 아니라 주변상

황과 다양한 행위를 접목시켜 행해야 하는 작업인 것이다. 여느 건축가

와 마찬가지로 도미니크 페로도 아이디어 구상에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

는다. 그런 면에서 그는 어떤 인터뷰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는 10년이 걸

릴 수도,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한다. 단순히 첫 번째 아이디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개의 아이디어가 따라 나

오는 작업을 통해, 그는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결코 완벽하게 완성시키

지 않으며, 완벽하게 완성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스티븐 홀은 ‘Anchoring’에서 “건축은 장소와 결합하고, 상황 즉, 대

지의 의미를 집결시켜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조건을 초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것은 대지와 건물의 상호 얽힘 속에서 생성되는

개념을 다시 지각적이고 감각적인 경험과의 상호 얽힘의 관계를 통해 현

상적 건축 공간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50)

그리고 이 ‘대지’의 의미와의 상호 얽힘성이 도미니크 페로의 프로젝트

를 현상학적 의미에서 분석할 가치가 생기는 부분이다.

48) 이향련, ‘‘PALLAX’에 나타난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공간 표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10, p22

49) Maurice Merleau-ponty, ‘지각의 현상학’, p.262

50) 이향련, ‘‘PALLAX’에 나타난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공간 표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10, p6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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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contrary, the concept of genius loci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employed in the world and is, in a word, a

romantic concept to a degree.... The work I am doing is

performed soley for genius loci.”51)

도미니크 페로는 장소성(genius loci)는 다시 재고되어야 하는 개념으

로, 낭만적인 즉 기계나 관념적인 이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

심적일 것을 강조한다. 그는 이 생각을 토대로 장소성이라는 개념이 우

리 시대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그의 수 많은 프로젝트에

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Genius loci, which is a reality and is for human, is very

important. In order for genius loci to transform a place as

well as to enable us to imagine a place of the contemporary

era, thus to speak about genius loci within such a

transformed place, transportation of a city, of all spaces and a

space required in conjuction with use of different language.”52)

그에게 있어 장소성은 하나의 리얼리티이자 결국 사용자인 인간을 위

한 것으로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것이다. 또한 그는 장소성이 장소를 변

형시키고, 그 장소 내에서 장소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현시대의 장소를

상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변형, 모든 공간의 변형, 장소의

변형과 함께 다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현상학 건축의 대표자라 불리는 홀의 건축에 대한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페로가 거쳐 왔고 가지고 있는 건축 사상들과, 그

의 건축의 특징인 대지와 건축과의 조화, 메탈 패널의 사용, 메탈 패브릭

51) ‘Architectural geo-couturier’, Interview, 2006

52) ‘Architectural geo-couturier’, Interview,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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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도미니크 페로 건축의 현상학적 작용 과정

으로의 변화, 다이나믹한 디자인-건축의 한계 극복은 모두 건축과 현상

학 공간개념이 그렇듯 하나의 개념, ‘장소성’ 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다양

한 인지적 경험을 주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림

46)53)

4.5 소결

4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공간개념을 바탕

으로 3장의 도미니크 페로의 건축사상과 개념들이 구체적인 건축설계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모든 사례를 정리해 도

미니크 페로의 건축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표6 과 같다.

그는 건축가는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제안만 할뿐 다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외부개입에 언제나 유

효한 상태로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 프로젝트는 개념의

53) 이향련, ‘‘PALLAX’에 나타난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공간 표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0, p62, 인용 보강



- 61 -

과정이다. 서서히 발전해 나가고, 수정하고, 적응시키기도 하며 그것을

변형시킬 수 있도록 건축은 항상 열려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사례들에서 볼 수 있었듯 페로는 그가 현상학적 공간개념을 염두

에 두고 설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특징들은 대지와 건축과

의 조화라는 부분에서 현상학적인 ‘장소성’과 빛을 이용하는 특징에서 시

간에 따른 공간의 변화인 ‘시간성’을, 메탈 패널의 사용, 메탈 패브릭으로

의 변화 등에서 빛과 사용자의 운동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의 인지를 유

도하는 ‘운동성’과 ‘몸(시각주체)의 인지’, 그리고 다이나믹한 디자인-건축

의 한계 극복에서 다양한 공간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운동성’과 ‘시각성’

의 현상학적 공간을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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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학적

공간개념

도미니크

페로 건축의 특징

운동성 시간성 시각성 장소성

대지와

건축과의

조화

빈공간

(void

space)

빈공간과

채움의

공간을

이용한 동선

유도

비움의

배치는

사용자의

인지속도에

도 영향

비어있거나

채워져있는

공간의

시각적인

인지

대지의

장소성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의

빈공간 활용

빛의 이용

빛은 동선의

유도에도

사용된다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빛에 의한

사용자의

공간체험

빛의 음영에

의한 시각의

우선적인

인지

빛의 강약을

이용한

장소성의

장소

반사성과 투명성의

강조

소재의

유연성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구조체

틈과 빛을

주요로 하는

프로젝트에

많이 사용,

시간에 따라

다른 공간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으로

이해되는

유연성

주변 풍경을

반사하여

풍경을

확장시킴

다양한 디자인 추구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적인

경험 제공

인지의

속도에 따른

미확정적이

고 우연한

공간의 형상

형태적으로

강한

이미지를 줌

강한 대지의

축의 이용,

혹은 완전히

새로운

대지의

장소성을

형성

표 6. 도미니크 페로의 건축적 특성과 현상학적 공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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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이상으로 ‘현상학적 공간 개념’과 함께 도미니크 페로의 건축적 특징

등에 이 공간개념이 적용되었을 때 어떻게 분석되는 지를 알아보았다.

건축을 비롯한 각종 예술분야에서 현상학적 접근은 이 접근이 처음 시도

된 시기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국, 인간의 체험적

사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건축의 한계 밖에 있는 언어를 유추해서

발전시켜나가는 방법이 현대건축에서 현상학적 접근이 필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건축이 인간보다는 건물 안의 용도 자체에 그 중요도를 두었다

면, 자연친화적이고 소위 친인간적인 설계가 중요시 되는 근대 건축은

모두 현상학적 방법을 토대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

순히 현상학을 자신의 건축 사상으로 밝히고 그에 따른 건축을 하는 스

티븐 홀이나 안도 타다오, 헤르조그&드메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자연스

럽게 현대 건축에서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공간개념이 스며들어 있는

지, 그리고 현상학적 공간개념의 틀을 가지고 한 건축가를 분석하면 어

떠한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지가 본 연구의 핵심이다.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은 대상의 의미 발생을 추적하기 위해 술어적

증거의 기원을 인지자에 의해 찾아내려는 현상학이며, 대상에 축적된 의

미가 주체와 실재의 어떤 만남과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드러내는 현상

학이다. 말하자면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은 세계 또는 역사의 의미를 발

생 상태에서 알려고 하는 사유 노력인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한 개인

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현상학적 행동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것

을 통해 발현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어떠한 건축가와 건축을 분석함에 있어서 기준이

애매한 한 건축사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학적 공간개념이라

는 확실한 틀을 가지고 도미니크 페로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그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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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과 특징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다른 건축가에 비하여 활동기간은

짧지만 초기와 후기의 건축적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며 그러면서도 유지

되는 특성을 가진 도미니크 페로의 건축은, 단순히 시대사조로 해석되기

보다 이러한 현상학적인 틀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현상학적 공간개념을 통한 건축은 관찰자의 신체와 시간성을 배경으로

건축물을 체험하면서 지각적인 시야에서 순간 드러나는 현상으로써 우리

에게 건축물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보게 할 것이다. 이것이 현상학적 건

축을 통한 건축 작품의 분석의 힘이며, 본 연구의 의미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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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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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ominique Perrault's

architecture according to the Merleau-Ponty's Phenomenological

theory relating the space and the body.

In Merleau-Ponty's book,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claims

that the body is the main key that makes the space, architecture, and

the world. Based on his book, the five senses of the human

experience leads to the variety of sense and perceptual experience of

the architectural space. therefore, the study analysis the phenomical

point of the view in space of Merleau-Ponty, and seeks the new

understanding of the Dominique Perrault’s architectural works in

relation with th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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