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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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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뱅크사이드 발전소(Bankside Power Station)가 테이트 모

던 미술관(Tate Modern)으로 전용되는 과정에서, 터빈 홀(Turbine Hall)이라

는 새로운 공간이 탄생하고, 이 공간이 독창적인 예술의 탄생에 영향을 미치

게 되는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테이트 모던은 발전소를 미술관으로

전용한 공간으로, 그 중 터빈 홀은 테이트 모던의 중앙 홀이자 기획 전시의 장

소로서, 매년 시대를 선도하는 예술품들의 탄생시켜왔다. 이 논문은 종래의 건

축물의 재생 혹은 전용에 대한 피상적인 접근을 벗어나 이전의 미술관과 다른

테이트 모던의 공간의 특성과 이의 예술을 변화시키는 힘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려 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 이전에 테이트 모던 미술

관이 탄생한 시점을 근방으로 기존의 공간이었던 산업시설로서의 발전소와

새로운 용도인 미술관의 변화와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건축사와 미술사의 흐

름에서 하나의 독특한 접점으로서 테이트 모던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았고, 그

접점을 통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공간과 예술이 탄생하는 정황을 구체적

으로 분석하려 하였다. 두 번째로, 당시의 건축가를 선정하기 위한 현상설계의

과정과 그 제출안들을 분석하고, 현재의 공간을 만드는데 건축가가 기여한 바

와 새로운 예술의 탄생의 기반이 되는 터빈 홀의 공간적 힘을 알아보았다. 또

한 이를 통해 건축가의 해석과 설계 방식에 따라 공간이 어떻게 변화 하는지

를 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세 번째로, 이후 그렇게 형성된 터빈 홀의

공간에서 전시되는 작품들이 이전의 작품들과는 어떻게 구분되며 건축가의

설계의 방식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공간적인 측면에 기반을 두어 작품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관람객의 새로운 반응과 건축과 미술의 관계 등은 이러한

테이트모던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

으로 이러한 테이트 모던의 설립 이후에 증가한 거대한 규모의 미술관과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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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테이트 모던의 영향과 차이를 분석하려 하였다.

현상 설계 단계에서 당선자인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Herzog & de

Meuron)은, 기존 건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이며 새로운 매스들이 새로운

공간을 지배하게 한 다른 참가자들과는 달리 기존 공간의 특질의 대부분을 유

지하고 새로운 공간에 중첩시켰다. 또한 그들은 과거의 것과 새로운 것을 대

조하고 차이를 부각시키는 방식이 아닌,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은

테이트 미술관 측에서 현상 설계 지침서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던 ‘가공되지

않은(raw)’ 공간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거대한 공간의 규모와

더불어 창, 천장, 벽, 바닥, 기물 등, 과거의 거친 산업시설로서의 특징들이 남

아 현재의 요소들과 통합적인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거대한 램프, 다리

(bridge)와 함께 터빈 홀 내부에 입체적, 도시적 지형을 형성하고, 건축과 풍

경, 내부와 외부의 이중적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전시 공간이 과도한

개인적, 표현적인 특성, 강한 건축적 서사를 가지는 것에 거리를 두어 ‘예술의

공장’으로서의 새로운 예술을 생산하는 배경이 되기를 자처하였다. 이러한 방

식으로 구성된 터빈 홀은, 미술관 측이 기대했지만 다른 현상설계 참가자들이

그 가치를 간과한,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에 의해 ‘발견된(found)’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터빈홀의 유니레버 시리즈(Unilever Series)에 참가한 작가들은 동시

대를 선도하는 매우 독창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내었는데, 터빈홀은 이미 제작

이 완료되어 있는 예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술품의 제작을 위한 장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들에게 터빈 홀의 거대한

공간은 무엇이든지 삼켜버릴 듯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빈 공간인 동시에 도

전하게 하는 곳이며, 그들은 이러한 거대한 공간에 잠식당하지 않으려 공간을

압도하는 작품들을 만들어내었다. 특히 특정 작가들은 이러한 공간의 힘을 최

대한 활용하고 공간의 특성을 더욱 드러내게 된다. 터빈 홀 작가들의 이러한

방식은 에티엔느 루이 불레(Etienne Louis Boullée, 1728-1799)의 ‘거대함

(gigantesque)’과 ‘장대함(grand)’의 개념을 빌어 설명할 수 있었다. ‘거대함

(gigantesque)’은 거대한 오브제로 공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반면에 ‘장대함

(grand)’은 공간감을 극대화하고 그 효과를 이용하기 위해 공간 그 자체를 이

용한다. 이는 건축과 풍경의 대립적인 구도 속에 존재하던 기존의 작품들에서

나아가 건축내부의 풍경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며 크라우스의 다이어

그램의 생산적 수정을 야기하고 장소특정성을 확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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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건축과 풍경의 이중적 요소 외에도 터빈 홀은 어느 한 가지로 규정

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축가의 에고

(ego)를 최대한 배제하려 하였기에 비표상(non-representational)의 공간이지

만, 이미 건축 자체에 발전소로서의 강한 공간적 특징이 내재되어 있으며 과

거의 흔적(patina)을 가지고 있어 표상적(representational) 공간이기도 하다.

기존 공간의 건축적 요소들이 특정 예술 작품의 전시에는 장애물(obstacle)인

경우도 있었지만, 작품에 건축공간을 드러나게(reveal)하는 새로운 역할을 부

여하기도 하였다. 이전의 가공되지 않은 공간(raw space)의 특징을 가지고 있

지만, 작품의 전시를 위해 간결한 마감으로 통합되어 화이트 큐브(white

cube)적인 속성마저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건축가는 이전의 특징을 유지하

되 새로운 요소마저 이전 것과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방식(aikido)을 택함

으로써, 예술의 생산과 전시를 위한 온전한 한 공간을 탄생시키게 된다. 이러

한 전략 하에서 드러난 공간은 작가들이 작업하기 편안한 공간이지만 일반적

인 창고나 공장보다 더욱 거대하며 예술가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공간이다. 그

거대한 크기는 창작에 있어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이것이 새로운 작품들을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게 된다. 또한 기존 공간

의 특징을 잘 포착하였다는 점에서 ‘발견된(found)공간’이라 할 수 있지만, 건

축가의 섬세한 전략과 전술 하에서 이루어진 공간이라는 점에서 ‘새롭게 디자

인된(new, architect-designed)’ 공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이중적 특징은 기존의 산업시설의 공간에서 기인하였지만 건축가의 전략으로

강화되는 결과인 동시에 새로운 예술품이 탄생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할 수 있

다.

이러한 터빈 홀의 공간은 관람자의 행동과 자세를 변화시키며 인지의 방식

을 변화시킨다. 이는 전시가 없는 공간에서도 일어나는 것으로 터빈 홀 내의

변화가 예술의 힘으로 증폭되는 것이기도 하나 근본적으로 건축에서 비롯됨

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테이트 모던 이후에 산업시설을 사용한 미술을

수용하는 미술관의 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테이트 모던은 처음부터 거대한 미

술을 위한 공간으로 기획 되었다기보다는 새로운 예술의 생산의 장소로서 적

합한 사이트를 찾던 미술관의 의도와 건축가의 혜안이 교차해 새로운 유형의

공간이 탄생하게 된 것이며, 그 공간의 규모에 대응하여 예술가들의 작품도

변화하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거대함은 목표였다기보다는 결

과에 가깝다. 또한 테이트 모던은 건축가의 선택과 전략에 의해 구성된 공간

이지만 프로젝트의 시작과 과정에 미술관과 예술가들의 비전과 혜안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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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작동하는, 즉 건축과 미술이 밀접하게 연계되며 건축과 예술의 생산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예술사와 건축사에 중요한 지점으로

자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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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
별성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존의 건물이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새로운 용도를 획득하는 것은 건

축의 역사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현대에 이르러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전용의 사례들은 사이트 전체, 혹은 한 건물 전체의 용도가 바

뀌는 것에서, 건물의 특정한 부분만 바뀌는 사례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그 방식 또한 다양해지는 시점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게 될 테이트

모던의 사례는 버려진 발전소의 시설을 미술관이라는 새로운 용도로 전용하

여 미술관 자체로도 성공을 거두게 되며1), 다양한 기획 전시를 위한 새로운

전시 공간과 이에 전시되었던 예술품들로 예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빌바오 구겐하임2) 등과 함께 산업시설 전용3)에 있어서 가장 빈번히 언급되고

1) 테이트 모던의 성공적인 측면에 관한 논의는 John Holden 의 다음 글 참조,
John Holden, “The Cultural Value of Tate Modern”, Tate Modern: The F irst

F ive Years, 2005, pp. 33-38
2) 도시의 재생의 원동력이 되었던 문화주도재생의 사례로 꼽히는 빌바오 구겐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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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게 되는 사례가 된다. 그런데 이는, 전용을 계획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

이트의 상황과 공간의 조건 등에 상관없이 미술관으로의 전용과 유명 예술가

와 건축가의 영입이 곧 성공적인 시설의 전용으로 직결된다는 성급한 판단을

하게 하기도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피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이전의 미술관과 다른 테이트

모던의 공간의 특성과 이의 예술 작품에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 탄생할 시점을 근방으로 기존의 공간이었던 산

업시설로서의 발전소와 새로운 용도인 미술관과 미술에서의 변화와 쟁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테이트 모던을 건축과 미술사의 흐름에서 하나의 독

특한 접점으로 인식하고 그 분석의 폭을 확대하여 살펴보며, 중요한 이론들과

실증적 자료를 기반으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의 본질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깊이를 심화하려한다.

테이트 모던의 전신인 뱅크사이드 발전소(Bankside Power Station)는 20세

기 전반에 런던 시내의 전력 생산을 담당했던 거대한 발전소로서, 각종 기계

와 설비들로 가득 찼던 공간에서 테이트 모던이라는 미술품과 시민을 위한 공

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러한 테이트 모던 미술관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공간은 미술관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거대한 터빈 홀(Turbine Hall)로서, 미

술관의 각종 방향에서의 진입 동선의 연결지점이면서 중앙 홀의 역할을 하는

미술관의 경우, 테이트 모던과는 그 방식이 매우 다르긴 하지만, 흔히 랜드마크적
인 문화시설의 건립을 통한 관광객의 유치로 폐허가 된 전형적인 2차 산업의 도
시를 살려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3) 특히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많은 산업시설들은 주력 산업의 종류가 변화하고
구조가 달라짐에 따라 유휴화되고 이에 따라 많은 도시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시설들이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도시
발전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다양한 재활용 사례를 통해 확산되어
왔고, 이러한 산업시설의 ‘산업유산’으로서의 활용이 1990년대 이후 더욱 활발해
져 왔다. 특히 산업시설을 문화시설로 탈바꿈 시키거나, 산업지에 새로운 문화시
설을 건립하고 이를 매개로 도시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재생의 촉매로 사용하려는
이른바 문화주도재생(culture-led regeneration)의 방식이 각 도시에서 경쟁적으로
채택되고 이와 함께 도시 마케팅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문화주도재생
의 개념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이것이 국가정책과 정책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지 살펴보려면 Jonathan Vickery의 논문 참조,
Jonathan Vickery, “The Emergence of Culture-led Regeneration: A Policy
Concept and its Discontents for the Centre for Cultural Policy Studies”,
University of Warwick,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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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지역 행사, 학교 연계 교육, 각종 이벤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

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는데, 무엇보다도 다양한 새로운 예술품들을 탄생시키는

공간으로 크게 주목받아왔다.

이러한 테이트 모던에는 과거 발전소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다. 산업시설이

미술관으로 전용된 사례 중에는 과거의 공간의 특징이 전용된 공간에 남아있

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특히 전시 홀 내부에까지 그것이 이어지는 경우는 더

욱 그러하다. 테이트 모던에 남겨진 과거의 발전소로서의 공간적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터빈 홀의 거대한 규모이다. 터빈 홀은 원래 자일스 길버

트 스콧(Giles Gilbert Scott, 1880~1960)에 의해 지어진 발전소 안의 무거운

기계들을 위한 대형 공간이었는데, 새롭게 기획된 홀에서는 기존의 콘크리트

데크(deck)를 제거함으로써 진입 층 레벨을 낮추고 결과적으로는 높이를 높이

게 되어 홀의 규모를 확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전소의 거대한 규모를 그대

로 활용한 터빈홀은 처음부터 미술관으로 계획되었던 공간과는 다르며, 그 규

모는 전시장의 일반적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이질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거대한 규모를 비롯한 이전 프로그램의 이질적 요소들이 새로운 프로

그램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새로운 공간에 가장 중

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공간인 터빈 홀과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예술이 탄생하는 정

황을 현상설계의 과정에서부터 살펴보고 건축가의 생각이 공간에 어떤 영향

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전시된 작품의 분석을 통해 공간이 예술 작품

의 제작에 끼친 영향을 살핌으로써 결과적으로 앞서의 건축가의 의도가 예술

작품에 미치게 된 영향을 밝힌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축과 예술, 그리고 건축

가과 기획자, 예술가, 관람자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렇듯, 이러한 뱅크사이드 발전소가 테이트 모던 미술관

으로 전용되는 과정에서, 발전소라는 기존의 공간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미술관

이라는 새로운 용도를 받아들이면서 기존의 전형적인 미술관들과 다른 공간

을 형성하며 예술 작품의 제작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정황과 그 원인을 분석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존 건물의 전용에 관한 논의는 더욱 더 중

요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 건설의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의 변화가 가속화 될

수록 전용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의 전용은 다양한 유형

과 규모로 더욱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흐름의 한

가운데에 있다. 이 논문은 그간 사례의 나열에 그쳤던 전용의 연구의 방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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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전용의 정도에 대한 범주화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왔던 전용의 방식에

대한 연구를 벗어나서, 테이트 모던이라는 의미 있는 사례의 심도 있는 분석

을 통해 전용에 대한 논의를 한층 끌어올리려 한다. 또한 건축 요소, 혹은 프

로그램간의 이질적 조합으로 인한 막연한 새로움과 충격, 변화에 대한 기대를

구체화하고 기억과 은유 등에 기대어 왔던 전용에 대한 담론을 구체적인 사례

들을 바탕으로 심화하고 확장시키려 한다. 시설의 역사적 측면, 현상설계와 건

설, 건설 사후의 설치된 작품의 분석에 이르기 까지 전용의 전후 과정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려 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한 사례에 대한 심

도 있는 연구는, 단지 산업시설에서 미술관으로의 전용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

간의 전용에 있어서도 그에 적합하며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방식

을 논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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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1 연구의 범위

산업유산4), 혹은 산업시설을 재생한 사례 중 미술관으로 재생시킨 사례 들

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 할 수 있었는데(표1-1), 이는 늘 전시가 이루어지거

나 전시기획이 이루어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미술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으

며 매체에 오르내리며 어느 정도 명성을 얻고 있는 것으로 한정해서 조사했으

며, 산업시설로부터 변환된 역사가 깊지는 않기 때문에 시기를 한정하지는 않

았다. 이 논문에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중 분석의 주 대상으로, 기존의

산업시설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전에 없던 전시공간을

만들어 내고 그 안의 예술 작품의 제작에 영향을 주었던 테이트 모던의 사례

를 택하였다.

4) European Route of Industrial Heritage(ERIH) 에서는 산업유산의 범위에 광업,
철강, 방직, 제조업, 에너지, 교통 및 통신, 물 관련 산업, 주택 및 건축물, 조경,
서비스 및 레저산업 등을 포함하였다. 여기서는 테이트 모던과의 비교를 위해 테
이트 모던의 기존 프로그램과 동일한 발전소이거나 공장이나 창고 등으로 한정하
여 사례조사를 하였다.

나라 지역 장소
이전 

프로그램

건립

연도

현재 

프로그램

변경

연도

영국

런던
테이트 모던(Tate 

Modern)
발전소 1893 미술관 2000

이스트

엔드

트루먼 브루어리(Old 
Truman brewery)

양조장 1980
갤러리, 

작업공간
2010 

게이트

헤드

발틱미술관(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
제분소

1930년

대
미술관 2002

리버풀
테이트 리버풀(Tate 

Liverpool)
창고 1988 미술관 2007

스코틀

랜드

에딘버러 시티아트 

센터(Edinburgh City Art 
Centre)

창고 1902 미술관 1980

프랑스 보르도
보르도 

현대미술관(CAPC)
물품 

창고
1820 미술관 1990

표 1-1 산업시설에서 전시시설로 전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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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노

블

국립현대 미술센터 

마가쟁(Le Magasin-cnac) 

 에펠의 

작업장

->  
보일러 

제조공장

1900 미술관 1986

프와티

에

콩포르 모데른느 

전시장(Le Confort 
Moderne)

담배공장 갤러리 1985

파리

오르세 미술관(Musée 
d'Orsay)

역사 1900 미술관 1986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

국제 

박람회 

건물

1937 미술관 2002

독일

칼스루

헤

미디어 

아트센터(Karlsruhe 
ZKM)

탄약공장 1918
미디어 

아트센터
1997

아헨

루드비히 포럼(Ludwig 
Forum Fur Internationale 

Kunst)
우산공장 1928 미술관 1991

함부르

크

함부르크 반호프 

뮤지엄(Hamburger 
Bahnhof-Museum)

역사 1906 미술관 1996

스페인

바르셀

로나

항가(Hangar)
폐쇄된 

창고 

19세기 

중반

예술 

제작 및 

연구소

1997

바르셀로나 카이샤 

포럼

fabric 
공장->창

고->경찰

서

1911 미술관 2002

마드리

드

카이샤 포럼(Caixa 
Forum)

화력발전

소
1899 미술관 2007

세비야

안달루시아 현대 

미술센터(Centro 
Andaluz de Arte 
Contemporaneo)

도자기 

공장
15세기 미술관 1990

이탈리

아

볼로냐

볼로냐 

현대미술관(MAMbo 
Museum of Modern Art)

제빵공장 1915 미술관 2007

로마

센트레일 

몬테마티니(Centrale 
Montemartini)

발전소 1912 미술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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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들은 테이트 모던의 기존의 기능과 동일한 발전소, 혹은 발전소와

공간적 유사성을 가진 공장, 창고이지만 이들 공간의 전용의 방식은 테이트

모던과 다르며, 전용 후의 공간의 양상 또한 동일하지 않다. 그 전시장 자체가

새로운 공간적 유형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이들이 예술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

우 다르다.

미술관으로 전용된 테이트 모던의 분석에 있어서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몇

가지 층위가 존재하는데 이는 장소와 건축가, 작품, 작가, 관람자의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장소적 측면에 있어서 터빈 홀에서의 새로운 공간의 양상을 본격

스위스

제네바
제네바 국립현대 

미술관(MAMCO)
공장

1950년

대
미술관 1994

샤프하

우젠

샤프하우젠 

미술관(Hallen Fur Neue 
Kunst)

섬유공장 1986 미술관 1986

벨기에
안트베

르펜

안트베르펜 

현대미술관(Van 
Hedendaagse Kunst 

Antwerpen)

곡물창고 1926 미술관 1997

중국 샹하이

파워플랜트 

뮤지엄(Power Plant 
Museum)

발전소 1935 미술관 2012

캐나다 토론토

파워플랜드 

현대미술관(The Power 
Plant(Harbour Front 

Center)

발전소
1920년

대
미술관 1987

미국

뉴욕 디아비콘(Dia:Beacon)
박스 

공장
1929 미술관 2003

매사추

세츠

매사추세츠 현대 

미술관(Massachusetts 
Museum of 

Contemporary Art
( MASS MoCA))

섬유 

공장
1872 미술관 1999

저지시

티

마나 

현대미술관(MANA　
Contemporary)

공장, 
창고

1920년

대
미술관 2011

로스엔

젤레스

템퍼러리 

컨템퍼러리(The 
Temporary 

Contemporary)

공장, 
창고

1947 미술관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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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산업시설의 공간적 특징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그

거대함에 주목하여 역사적으로 등장하여왔던 다른 대공간을 함께 살펴볼 것

이다. 산업시설의 특징 중 하나는 그 공간적 규모라 할 수 있는데, 그 규모 자

체가 발휘하는 힘과 가능성, 영향을 살펴보고, 과거의 종교적·정치적·기능적인

목적과 기념비성을 상실한 거대공간이 경제적 합리성이 지배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와 함축을 가지고 유용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

을 타진해 볼 것이다. 또한 현대에 와서 전시실로서 주목받게 된 이러한 공장,

창고와도 같은 공간이 전시의 본질적인 면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으며, 예술가

들이 이들에 주목하는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테이트 모던 공간 분석의 바탕으

로 삼는다. 이는 산업시설로서 미술관 공간의 특성과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바탕이 될 것이다. 산업시설은 이전에도 미술관으로 사용되긴 하였으나 테이

트 모던에서 그 장점이 극대화 되었다 할 수 있다.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산업시설이 미술관으로 활용되게 된 맥락을 살핀다. 미술에 있어서 장소에 대

한 관심과 중요성의 부각, 장소 특정적 미술의 등장은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

는데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일 것이다. 이는, 본론에서 터빈 홀에서의 장

소 특정적 작품들이 기존의 장소특정성에 대한 논의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

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터빈 홀에서

의 새로운 공간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산업시설로서, 또한 미술관으로서의

터빈 홀의 공간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터빈 홀의 새롭고 독특한 정황이 당

시의 산업시대의 건축과 미술관에 대한 쟁점으로부터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가

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장소와 건축가의 측면에 있어서 터빈 홀을 분석하기 위해 테이트 모던

의 현상설계의 과정을 살피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터빈 홀이 현재에도 상당

부분 과거의 발전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까지 터빈

홀 내에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의 뛰어난 독창성으로 인해, 테이트 모던의 새

로운 양상들의 원인을 터빈 홀의 건축가 혹은 건축에 두기보다는 작가의 역량

에만 두거나, 건축가의 역할은 축소하는 경향도 볼 수 있었는데, 당시 현상 설

계의 제출안들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공간을 만드는데 건축가, 그리고 미술

관 측이 기여한 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축가의 해석과 설계 방식에

따라 공간이 어떻게 변화 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는, 예술 작품의 제작에 영향

을 미치는 터빈 홀의 공간적 특성과 그 힘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

반이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현상설계의 현상지침과 심사위원들

의 회의록, 각 참여 건축가의 제출안 등을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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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현상설계로 건축가가 선정된 테이트 모던의 건설이후의 공간은 미술

품과 그 관람객으로 채워질 때 그 공간적 성격이 드러나고 완성되는데, 현상

설계의 당선자인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Herzog & de Meuron)의 이전 프로그

램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석하고 결합하는 방식은 새로운 공간의 특징을 형

성하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그 기여는 예술 작품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

를, 공간과 실제로 그 공간 안에서 설치되었던 작품의 분석을 통해 밝혀보려

한다. 테이트모던의 완공 이후 유니레버 시리즈(Unilever Series)를 통해 터빈

홀에 설치되었던 작품들은 모두 12 작품에 이르는데, 이들을 살펴보고 그 중

에서 터빈홀의 공간적 힘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간의 특성을 드러내는 작품들

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이 논문은 두 가지 역사적 담론을 참조

한다. 하나는 에티엔느 루이 불레(Etienne Louis Boullée, 1728-1799)의 ‘장대

함(gigantesque)’ 과 ‘거대함(grand)’에 대한 논의이고, 또 하나는 로잘린드 크

라우스(Rosalind Krauss)의 장소특정성에 대한 논의인 ‘확장된 영역

(Expanded Field)’이다.

또한 이어지는 절에서는 터빈 홀에서 전시했던 위의 작가들이 다른 갤러리

에서 전시했던 유사한 모티브의 작품들을 비교함으로써 공간이 전시에 미치

는 영향을 탐구한다. 테이트 모던의 공간적 힘은 공간과 작품의 관계뿐만 아

니라 예술품과 관람객의 관계, 공간과 관람객의 관계의 분석을 통해서도 드러

날 것이다.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객들의 층위에서 예술품을 관람하는 관람객

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터빈 홀에서의 관람객들의 행위와 자세를 분석한다.

터빈 홀에서의 전시는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작품이 설치되었을 때

와 설치되지 않았을 때의 행위가 비교될 수 있으며, 이는 공간이 관람객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테이트 모던의 새로운 공간과 작품들은 이후에 많은 미술관과 작품

들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있으며 산업시설의 공간적 특징을 유지한 거대한

전시 공간들이 다수 생겨났다. 이러한 공간들은 테이트 모던과 유사성과 차이

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의 비교와 분석은 테이트 모던의 공간적 특징을 보다

명확히 밝히는 데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20세기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거대한 규모의 미술의 흐름에 있어서 테이트 모던에서 등장한 작품들은 다른

거대한 규모의 작품들과는 어떠한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는지, 또한 그러한 거

대 작품의 전시에 있어서 테이트 모던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본다.

이는 테이트 모던 공간의 의의와 나아가 테이트 모던의 전용의 방식이 공간과

작품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또 하나의 근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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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의 방법 및 연구의 흐름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우선 기존 연구 논문과 관련 서적, 잡지, 보고서, 신문기사, 인터

넷 등을 통해 1차적으로 일반적인 고찰을 하였으며, 현지답사, 관계자 면담 및

이메일 문의, 설계사무실 자료·도면, 테이트 모던 아카이브 내의 자료 등을 통

해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다.

Ÿ 테이트 갤러리 아카이브 내의 자료

테이트 갤러리 내의 아카이브의 방문과 검색, 자료 요청을 통해 현상 설계 당

시의 현상지침서, 심사위원의 회의록, 심사결과, 각종 서신, 도면 등을 구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당시의 미술관 측의 의도와 참여 건축가들의 생각, 당선자의

의도 등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Ÿ 현상설계 후 현상설계 제출안들에 관한 잡지 기사

테이트 모던의 현상설계 제출들에 관한 기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는데, 유

일하게 한 잡지에서만 2차 심사에까지 이르렀던 현상 제출안들에 관한 기사,

관련된 이들과의 인터뷰를 싣고 있어 테이트 갤러리 아카이브 내의 자료와 함

께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Ÿ 테이트 모던의 발행물

테이트 갤러리는 테이트 모던의 건설 후에 건설에 관한 몇 개의 단행본을 내

었는데 이에는 건설 전후에 관한 배경과 결과, 미술관의 의도 등이 실려 있다.

Ÿ 신문기사

신문기사를 통해 터빈 홀의 공간과 작품에 관한 인터뷰를 찾을 수 있었으며,

공간에 대한 작가의 대응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Ÿ 작가와 인터뷰

신문기사에서 얻을 수 없는 작가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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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전시 비평

전시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평가와 이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작품의 분석에

도움이 되었다.

Ÿ 테이트 모던 방문객과 관람자에 대한 flickr의 사진과 자료

테이트 모던의 개장 후 10여 년 간의 관람객의 행태를 직접 사진으로 찍을 수

는 없었기에 직접 얻을 수 없는 사진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였다.

Ÿ 테이트 모던의 관계자와 인터뷰

(2) 연구의 흐름

이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인 2장은 본론의

논의를 위한 근거가 되고 연구의 틀이 설정되는 부분이다. 본론은 다시 3장과

4장으로 나뉘는데, 3장에서는 현상설계에 참여했던 제출안과의 비교를 통해

터빈 홀의 공간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건축가의 역할과 터빈 홀 공간의 특성,

그 가능성을 알아본다. 4장에서는 작품과 공간의 분석을 통해 이렇게 형성된

공간이 예술 작품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터빈 홀 공간의 가치와 의의를

밝히며, 그러한 공간 형성의 원인을 분석한다.

2장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일반적인 산업시설 및 발전소의 공간적

특징을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뱅크사이드 발전소가 탄생할 당시의 산업시설에

대한 쟁점들과 뱅크사이드 발전소의 탄생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테이트 모

던의 본래의 공간인 뱅크사이드 발전소의 건축적 특징과 가능성을 분석한다.

이어 역사적으로 등장하여왔던 다른 대공간의 특징을 살펴보고 대공간을 설

명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었던 숭고의 개념과 그 변화, 대공간에 관한 불레

(Etienne Louis Boullée)의 이론 등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미술에 있어서의

장소의 개념의 변화와 장소특정적 미술의 등장, 그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터

빈 홀의 공간과 그 안에서의 작품들이 위의 대공간과 숭고에 대한 논의와 더

불어 미술의 장소와 장소특정성에 관한 논의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밝히

는데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테이트 모던 이전

에도 산업시설을 미술관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존재하였는데, 그러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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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용의 방식과 전용의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3, 4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테이트 모던의 공간적 특징과 건축가의 전용의 방식이 어떻게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는 가를 밝히는데 발판을 마련한다.

3장에서는, 실제 테이트 모던을 건설하는데 밑그림이 되었던 현상 설계의

지침을 분석함으로써 미술관측이 가지고 있었던 현대 미술관에 대한 생각과

새로운 테이트 모던에 대한 비전을 확인한다. 또한 당시의 제출안들과 당선안

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안의 특징을 파악하고 미술관이 제시한 비전을 건축

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각각의 안에 구현해 내는지, 산업시설과 현대 미술

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파악한다. 이는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이 아닌 다른

안들이 당선되었다면 어떻게 터빈 홀이 달라졌을지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된

다. 이를 통해 현재의 테이트 모던의 공간을 만드는데 건축가가 기여한 바를

살펴보며, 구체적으로는 건축가의 의도와 전용의 방식이 공간을 구현하는 데

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이는 그러한 공간이 어떠한 공간적 힘

과 가능성을 가졌는지 예측하고 새로운 예술 작품의 제작에 있어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근거가 된다.

4장에서는, 현상설계를 통해 선정된 건축가가 그의 새로운 방식에 따라 어

떠한 공간을 만들어내는지 살피고, 이러한 건축가의 방식 속에서 형성된 공간

안에서 설치되고 전시되었던 작품들을 분석한다. 그 중 특히 몇몇 작품들은

터빈홀의 공간적 힘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또한 그 공간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동시에 예술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내었다고 보았으며,

그 작품들을 연구함으로써 예술의 제작의 장소로서의 터빈홀의 특징과 영향

을 밝히려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역사적 담론을 참조하는데, 하나는 에티

엔느 루이 불레(Etienne Louis Boullée, 1728-1799) 의 ‘거대함(gigantesque)’

에 대한 논의이고, 또 하나는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Krauss)의 ‘확장된

영역(expanded field)’ 이다. 이러한 두 참조는 서로 연관이 없는 듯이 보이나

불레의 이론은 그 어느 건축이론가보다 더 거대함에 대해 더 본질적이고 독창

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터빈 홀의 스케일에 대해 대응하는 현대 작가들의 방

식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이러한 불레의 논의에 의한 터빈 홀의 장소특정성

의 이론적인 틀은 장소특정성에 대한 현대적 담론과 연계되는 여지를 제공하

는데, 크라우스의 ‘확장된 영역’에 대한 이론이 그 현대적 담론의 전형적인 예

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담론은 터빈 홀의 작품들을 바라보는 렌즈로서 터빈

홀의 공간이 어떻게 이러한 담론이 제시하고 있는 틀을 넘어서는지 분석할 것

이다. 이러한 작품의 연구를 통해 터빈 홀의 공간의 특성과 작품에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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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터빈 홀의 작가들의 다른 갤러리에서

의 작품을 비교함으로써 공간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나아가 터빈

홀에서의 관람객들의 행위와 자세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관람객의 변

화를 살펴보며, 작품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의 행위와 비교함으로써 공간이 관

람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삼는다. 또한 터빈 홀은 그

이후의 거대 전시공간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데, 테이트 모던과 유사성과 차

이점의 비교와 분석은 테이트 모던의 공간적 특징을 보다 명확히 밝히는데 근

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거대한 규모의 미술의 흐름에 있어서 테이트 모던에서

등장한 작품들은 다른 거대한 규모의 작품들과는 어떠한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테이트 모던의 의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그러한 과정에

서 재설정되는 건축과 미술의 관계를 조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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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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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를 위해 살펴본 기존 연구들로는 아래 표와 같이 테이트모던, 미술

작품의 크기, 전시시설의 변천 및 특성, 미술관으로의 전용, 산업유산의 재생,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작품에 관한 비평 등이 있다. (표 1-2) 이 중, 미술관으

로의 전용에 관한 연구의 경우는 주로 그 운영 전략이나 프로그램 종류의 유

형적 분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건축계획이나 프로그램의 복합에

대한 연구라 하더라도, 문헌을 통한 해외 사례의 간접적 분석인 경우가 대부

분이었다. 또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그 역사적, 이론적 관점의 변

화나 철학 혹은 프로세스의 진행 과정에 대한 것이며, 분석의 자료는 문헌이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테이트 모던에 관한 논문은 Corinna Lucy Dean과 Wouter Davidts의 논문

을 참조할 수 있었는데, Corinna Lucy Dean의 논문은 테이트 모던의 설립을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살피고 지역 재생에 있어서의 영향을 살

핀 것으로서, 본 논문에 있어서 테이트 모던 프로젝트를 광역적인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Wouter Davidts의 연구는 터빈홀

의 스케일에 관한 소논문으로, 터빈 홀 내부의 중요한 특징을 스케일 자체로

보았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요소와 가능성을 동시에 타진하고 있는데, 테이트

모던의 특징 중 하나인 거대함에 대한 예술비평, 작가들의 반응 등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되었던 반면, 건축에 대한 분석과 작품에 대한 분석, 관람자에 대

한 분석의 부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외에, 미술작품의 크기에 관한 연

구와 작품에 대한 비평은 각각 거대한 작품에 대한 쟁점들과 터빈홀에서의 작

품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를 터빈홀에서의 작품을 공간에 관한

관점으로 분석하는 데에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개별적인 각각의 연구는 논문에 커다란 시사점을 제

공하지 못하지만, 전체의 논점을 형성하는데 유의미한 부분들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각 분야에서 구한 1, 2차 자료들을 바탕으로

산업시설의 전용으로 인한 전시시설에의 영향을 분석하며 그 원인을 밝히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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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저자 및 출처

테이트 모던에 관한 연구 

1
The Vast and the Void: On Tate Modern’s Turbine 
Hall and “The Unilever Series”

Wouter Davidts, Footprint, 
2007

2
Establishing the Tate Modern Cultural Quarter: 
Social and Cultural Regeneration through Art and 
Architecture

Corinna Lucy Dean,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014

3
Museums, Discourse, and Visitors: The Case of  
London's Tate Modern

Seph Rodney, Thesis for A 
Ph.D degree in Humanities and 
Cultural Studies, Birkbeck 
College, 2015

4 Concept and Experience: Tate Modern
Sandra Kreidel, MA 
Architectural History, 2008

미술작품의 크기에 관한 연구

1 Size Matters Dan Smith, Art Monthly, 2004

2 Size Matters
Robert Morris, Critical Inquiry, 
2000

3
No more scale. The Experience of size in 
contemporary sculpture 

James Meyer, Artforum ,2004

4 Why All the Hoopla
Hal Foster, London Review of 
Books, 2001

작품에 대한 비평

1
Remember The Weather Project?, Tate Modern 
Artists: Olafur Eliasson 

Beccaria, Marcella, Tate 
Publishing, October 2013.

2 Ai Weiwei: Sunflower Seeds
Dorment, Richard, Art Review, 
Telegraph,  2010.

3 TH.2058 at Tate Modern's Turbine Hall
Dorment, Richard, Culture 
Review, Telegraph, October, 
2008

4 Review: Rachel Whiteread at Tate Britain
Grubb, Becky, arts, Varsity, 
September 2017.

5 Tacita Dean's artwork malfunction 
Jones, Jonathan. Art & Design, 
The Guardian, November 2011.

6 Doris Salcedo, Shibboleth Maria-Reina Bravo, 

표 1-2 선행 연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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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academy, 2016.

7 Tilted Arc Destroyed(1989)
Serra, Richar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전시시설의 변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1
관람자의 소통과 참여를 위한 전시공간 연구-현대

미술관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김연재, 서울대학교 석론, 
2012

2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미술의 전시 특성 연구 류지연, 영남대학교, 2003

3 현대미술관 전시장의 군도형 배열에 관한 연구
민현준, 서울대학교 박론, 
2013

4 현대 미술관 건축의 특성 김용숭, 국립현대미술관, 2005

미술관으로의 전용에 관한 연구

1
유휴시설을 활용한 전시공간 재생디자인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
김현정, 한양대학교 석론,2017

2
뮤지엄 재생을 위한 근대건축물 공간 변형방법에 

관한 연구

김인섭, 가천대학교 석론, 
2012

3
역사적 건축물의 재생을 통한 공공성 증진에 관

한 연구
조인성, 전남대학교 석론,2012

4 산업 공간 재생의 'Ex-Novo'적 현상
장유경, 부산대학교 박론, 
2015

5
폐건물의 재생에 의한 현대미술관의 운영전략과 

프로그램 특성에 관한 연구

김명옥, 한국실내디자인학

회,2009 

산업유산의 재생에 관한 논문

1
상호적 공공성에 의한 산업유휴지 공간재생 방식

에 관한 연구

오준걸, 서울대학교 박론, 
2013

2 산업유산군의 공생의 의미와 지역 연계적 가치
남지현, 김연진, 대한건축학

회, 2009

3
도시 재생을 위한 브라운필드의 건축기획 특성에 

관한 연구

오준걸, 한국생태환경 건축학

회, 2012

4 산업유산의 개념과 보전방법 분석
강동진, 대한국토,도시계획학

회지, 2003

5
유휴 산업시설 컨버전의 장소성을 재구성하는 방

식에 관한 연구

문경진,
서울대학교 석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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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1 건축 프로그램의 사회성
박래훈, 서울대학교 석론, 
2002

2 복합도시건축의 교외성(郊外性) 연구 
홍지학, 서울대학교 박론, 
2012

3
현대 건축에서 나타나는 혼성적 특성에 관한 연

구

신준호, 서울대학교 석론, 
2003

4 잠재성 개념을 통한 건축의 이벤트에 관한 연구
변성호, 광운대학교 석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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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산업 시설의 공간적 특징과 미술관으
로의 전용의 가능성

2.1 산업시설의 특징과 가능성

2.2 미술관에서의 장소의 의미변화

2.3 산업시설과 미술관의 결합

2.1 산업시설의 특징과 가능성

이 장에서는 산업시설의 일반적인 특징과 미술관으로 전용되기 이전의 산업

시설들에 관한 쟁점과 논의들, 산업시설로서의 뱅크사이드 발전소(Bankside

Power Station)의 공간적 특징을 살펴본다. 또한 터빈 홀의 중요한 공간적 특

징인 거대한 스케일과 거대함에 대한 쟁점들을 역사적으로 먼 시점까지 거슬

러 올라가 살펴본다. 이는 이들이 산업시설이나 미술관의 용도와는 부합하지

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논의할 공간의 본질적인 주제들을 관통하고 있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시설에서 미술관으로 전용되었던 다른 사례들

에서의 공간의 양상들을 살펴봄으로써 테이트 모던의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서 전용의 경향들을 파악한다. 이는 테이트 모던의 공간을 분석하는 데에 밑

거름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테이트 모던의 전용에서 보이는 여러 쟁점

들이 그 근방의 역사적인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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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산업시설로서의 뱅크사이드 발전소의 특징 

(1) 산업시설의 일반적인 특징과 산업시설에 관한 건축적 쟁점

테이트 모던의 전신인 뱅크사이드 발전소는 석탄발전소로 계획되었다가 석

유 발전소로 바뀌게 된 건물로서, 1893년부터 1981년까지 운영되었으며, 남서

부의 배터시 발전소(Battersea Powerstation)와 함께 당시 런던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뱅크 사이드 발전소는, 건물의 입지나 입면의 디테일 등에

서 유사한 유형의 건물들과 구분되는 점이 있기도 하지만, 상당부분 산업혁명

이후의 산업시설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계들을 위한 넓은 내부

공간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철골 구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는 벽돌로

마감되어있다.

산업혁명 이후 생겨났던 새로운 건물 유형 중 하나인 산업시설5)들의 빠른

발전과 보급에는 철물의 기여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 시기의 철물의 사용과

그로 인한 공간적 효과들을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건물들로서는 제조업을

위한 산업시설 이외에도 박람회 건물, 역사, 시장, 각종 저장고 등을 들 수 있

다. 산업시대의 초기에 철골 구조로 지어진 건물은 19세기의 헝거퍼드 시장

(Market of Hungerford)을 비롯하여, 좀 더 큰 규모로 실물거래가 일어나던

파리곡물시장(Halle au Ble, Paris)과 같은 곡물 거래소가 대표적인 예였고 이

후에 철골 구조물이 더욱 성행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이러한 유형들은

대형 증권거래소나 대형 전시시설과 같이 더 큰 규모와 자본을 요하는 시설로

확장되게 된다. 만국 박람회는 이러한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의 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산업공간에서 만들어진 생산품들과 예술품, 식민지

로부터의 토산품 등 온갖 다양한 물건들을 전시하는 대공간을 필요로 했다.

수정궁은 1851년 런던 만국박람회의 전시장 건물로서, 이 거대한 공간의 등장

5) 표준 국어대사전에서의 산업의 정의는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적 기업이나 조직. 농업ㆍ목축업ㆍ임업ㆍ

광업ㆍ공업을 비롯한 유형물(有形物)의 생산 이외에 상업ㆍ금융업ㆍ운수업ㆍ서비
스업 따위와 같이 생산에 직접 결부되지 않으나 국민 경제에 불가결한 사업”도
포함하며, 좁은 뜻으로는 공업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또한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재료를 수집해 공장에
서 생산품을 만드는 일이나 과정, 또한 이러한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
을 포함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산업시설의 범주를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에 필
요한 공장이나 창고, 발전소등에 한정시킨다. 다만 이러한 시설들의 논의에 앞서
공장 등과 유사한 구조와 재료, 건설방식, 공간적 특징을 보이는 시설들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소로 범주를 좁혀나가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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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에 큰 영향을 받은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철골 구조물의 대공간을 만들

어 내기 시작한다. 수정궁은 표준화와 대량생산의 대표작이자 완성작이라 할

수 있는데, 길이 562m, 폭 124m, 높이 32.4m에 이르는 거대한 구조물의 실시

도면이 7주 만에 그려지고 건물이 3개월 반 만에 지어진 것은 동일 모듈을 위

한 부재들을 대량 생산하도록 부재 단가를 떨어뜨리고 현장에서 조립해 시공

성을 높임으로써 공사 기간을 단축해 공사비를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6) 철

골과 유리의 거대한 내부 공간을 가진 수정궁은 이러한 자본과 기술이 만든

공간의 대표적 사례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간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되

었다.

이러한 만국박람회 건물들은 공장과 같은 제조업으로서의 산업시설은 아니

지만, 철골 구조의 장스팬의 가능성을 극대화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철골 구

조는 이러한 박람회장 이외에도 다른 많은 건물에 쓰였고 점차 그 사용범위를

확대해 나갔다. 저장고나 창고, 공장 등의 산업시설은 물론이고, 역사나 백화

점 같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 장스팬을 필요로 하는 건물에 적극적

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7) 그러나 새로운 재료의 빠른 보급에 비해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쉽게 전환되지 않았는데, 수정궁조차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대형 유리 감옥’ 혹은 ‘단조롭고 꼴사나운 유리 상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종종 철골의 구조적 장점은 활용하되 건물의 외관은

과거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오르세 역사도 당시의

이러한 의식을 반영하고 있어서 건물의 뼈대는 철골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석재마감의 뒤로 숨기고 있다.(그림 2-1, 2-2) 1830년 이후에 외무성, 증권거

래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던 오르세 역사는 그 재활용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역사의 설계 공모를 실시하게 되는데, 건설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특

별위원회에의 요구는 “첫째, 미학적 요구를 충족시킬 것, 둘째, 주요 건물의 정

면에 대한 조감도를 제출할 것, 셋째, 이 건물이 단순한 산업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세 가지 사항을 설계 공모의 전제조건으로 내

세운다.8) 이 요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세 번째의 산업시대의 유산으로 인식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항목으로 이 시기의 산업시대의 유산에 대한 인식의 단면

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공모전에서 선정된 건축가, 빅토르 랄루의

설계안은 이러한 지침에 따라 철골구조와 석재마감을 결합시킨 절충의 안으

6) 임석재, 『기계가 된 몸과 현대 건축의 탄생』, 인물과 사상사, 2012
7) William J. R. Curtis, Modern Architecture, (Oxford: Phaidon, 1987)
8) Jean Jenger, Orsay, de la gare au musee, Electa Monit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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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산업시대의 상징인 철골구조를 석재로 가려야 했다.9)

그림 2-1 건물의 철골 구조를

석재 뒤로 숨긴 오르세 기차역,

1900년

(출처:https://artsandculture.google.co

m/exhibit/ARK7SK5T)

그림 2-2 오르세 미술관 단면, 1986년

(출처:https://www.atiner.gr/papers/ARC2014-1346.pdf)

그런데 이러한 외피에 석재와 같은 과거의 재료를 써서 철골구조를 감추는

것에 반대하고, 그러한 시도 없이도 완성도 있는 산업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고 주장한 것은 당시 월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 1883-1969)와 같은 모

더니스트 건축가들이었다. 그의 “건축가나 디자이너는 지금이라도 속임수와

꾸밈을 버려라. 재료의 특성을 정직하게 살리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용기

를 가져야 할 것이다."라는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장식을 위해 내부의 기능

이나 본래의 재료가 감추어지는 것을 거부하였다. 파트너인 아돌프 마이어

(Adolf Meyer, 1881-1929년)와 함께 건축한 파구스 구두끈 공장(Fagus

Factory)에서도 그러한 그의 생각이 잘 드러난다.(그림 2-3) 그들은 공장 내부

에 쓰일 일이 없는 무거운 석재로 외부를 장식하는 것을 기피하고 강철과 콘

크리트로 이루어진 건물의 3개 층을 내부가 완전히 드러나는 유리 파사드로

감쌌다. 빛과 개방성의 느낌은 모퉁이에 구조적인 지지물이 없다는 점으로 더

욱 강화되었다. 또한 이 공장의 내부는 피터 베렌스(Peter Behrens)의 AEG

터빈 공장의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장식이 거의 없고, 구조나 설비들을

가리기 위한 마감을 최소화하여 요소들이 그대로 밖으로 노출된다.10) (그림

9) 위의 책, p. 30
10) 그런데 AEG 공장의 외부는 파구스 공장과는 달리 코너가 개방되어 있지 않으
며, 석재는 아니지만 석재와도 같은 입면의 효과를 나타내는 금속자재로 코너를
마감해 무게감을 주는 등, 파구스 공장에서의 완전히 개방적인 입면과는 구분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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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또한 공간은 기계들의 배치를 위해 가능한 구획되지 않아 넓으며, 또한

환기를 위한 창문이 충분하여 채광이 용이하다. 이러한 AEG 공장이나 파구스

공장은 시대를 선도하는 건축가들의 기념비적인 작품이고, 일반적인 방식이라

기보다 특수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공장의 경우에는 입면의 처리

나 디테일 등에 큰 비중을 두지 않거나 더욱 효율적이거나 절충적인 방식을

택할 경우가 많지만, 이들의 공장이 후대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할 수 있

다. .

그림 2-3 파구스 공장, 1913년, (출처 :

:https://www.bauhaus100.de/en/travel/UNESCO-W

orldHeritage/UNESCO-Alfeld.html)

그림 2-4 AEG 터빈 공장의 단면 (출

처: K..Michael Hays, Oppositions

Reader: Selected Essays 1973-1984,

p.526)

모더니스트들의 이러

한 접근 방식은 개념적

인 측면에서 선택되어지

기도 하지만 보다 매력

적인 것은 실질적인 측

면에서였고, 오르세역사

나 수정궁과 달리 외피

에 대한 논란에서 상대

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

는 더 기능적이고 대중

의 이용과 관련이 적은

공장 등과 같은 시설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된다. 당시 산업의 급격한 발

달로 단기간에 이러한 수많은 동일 유형의 건물이 유럽 내 각 지역에 건설되

그림 2-5 Pullman Industrial Complex (출처 : photo library

of congress, prints & photographs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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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는데, 철골 구조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인 동시에 그 결과이기도 하

였으며, 계획과 건설의 표준화와 체계화, 생산성을 위한 공간의 균질화와 구조

와 외피의 최소화는 산업 시설의 일반적인 특징이 되었다. 이러한 산업을 위

한 건물들은 건물의 기능이 건물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고, 모든 건

물의 요소들은 이러한 기능의 충족을 위해 계획되고 작동하게 된다. 또한 건

물 내 기계들의 효율적 작동과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해 구조, 재료, 설비의 요

소들을 위한 기술들이 동원되며, 이는 당시 각 방면에서의 급격한 기술적 진

보와 연계되어 가능하게 된다. 필요한 강성과 내구성을 확보하면서도 구조와

외피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설비는 보다 넓은 공간의 확보를 위해 천장

속에 묻히지 않고 노출되게 되며 구조물들도 철골의 구조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 산업시설의 효율적인 건물의 건설을 위한 노력은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건설이 용이한 커튼 월이 사용되기도 하고 저렴하고 건설이 용이한

벽돌이 널리 사용되기도 하는 등 자재와 그 건설 공법에서도 드러난다. 각종

기계들을 위한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과 콘크리트를 적절히 사용하고 효율

적인 공정을 택한다. 이러한 구조적 기술과 재료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장스팬

의 공간은 산업시설들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엘리베이터와 크레인, 냉난방 등

의 설비의 발전은 입체적인 실의 배치와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였

다. 또한 이러한 산업시설에는 벽, 천장, 바닥, 기둥, 보 등의 건축적 요소이외

에도 기계, 선반, 타워, 선로, 크레인, 파이프, 조명과 같은 기물들과 설비들이

공간의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테이트 모던의 전신으로서의 뱅크사이드 발전소 .

이러한 산업 시설 중에서도 발전소, 특히 화력발전소의 건물은 공장 등의

다른 산업시설 건물보다 더 큰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전소에서

필요한 터빈, 보일러 등의 기계들의 크기 자체가 매우 거대하기 때문이다. 또

한 한번 정해진 배치는 오랫동안 바뀌지 않아서 공간의 규모나 그 배치가 특

정한 기계에 맞추어 설계된다. 뱅크사이드 발전소도 이러한 화력발전소의 특

징을 보이는데11), 거대한 공간, 이러한 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철골구조와 트러

11) 뱅크사이드 발전소의 건물과 그 운영은 크게 두 개의 시기(Bankside
A(1893-1959)와 Bankside B (1947-1981))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의 석탄발전소
가 낡고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해서 석유발전소로 바뀌면서 다시 재건축된 것이
Bankside B 이다. 두 번째 건물이며, 테이트 모던의 전신이 될 뱅크사이드 B가
건축가, 자일스 길버트 스콧(Sir Giles Gilbert Scott)에 의해 계획된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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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기중기, 기계설비 등을 가지

고 있다. 이 발전소는 발전소로

건설될 당시나, 미술관으로의 전

용을 고려할 당시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

데12), 논란에 관한 내용 중 건축

에 관한 것은 그 외관에 관한 것

이었다. 이 건물의 건축가는 당시

성당의 건축가로 잘 알려져 있던

자일스 길버트 스콧(Sir Giles

Gilbert Scott)으로13) 세인트폴에

마주한 건물로서의 논란을 잠재우는 한편14), 절제되었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디테일과 장식을 가진 건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

각하였던 듯하다. 그는 절충주의의 건축가로 인식되기도 하였는데, 마주하고

있는 세인트폴의 건축적 양식과 발전소의 기능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건물을

만들기 위하여 내부는 철골로 기계들을 위한 거대한 공간을 구축하면서, 외부

는 벽돌이라는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되, 내부로의 빛의 유입 을 위한 절제된

디테일을 사용하는 등15), 건물이 처한 여러 상황을 수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12) 당시의 이 발전소에 대한 논란의 내용은, 시내의 중심에 위치하여 공기를 오염
시킨다는 것과, 발전소의 건설로 인해 강 건너편에 마주하고 있는 세인트폴 대성
당 주변에 형성되었던 지역의 전통적인 성격(Traditional Character)을 망치게 된
다는 것이었다.
The Architecture’s Journal, May 15, 1947

13) 그는 특히 당시 리버풀의 영국 성공회 성당 등으로 잘 알려진 건축가로, 다수의
성당들을 설계하기도 했으나 공공기관, 대학도서관에서 우체국의 전화 키오스크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건물의 디자인에도 활동적으로 참여했으며,
전통적인 건물재료 뿐만 아니라 거대 철골구조와 강화콘크리트를 다루는 엔지니
어들과도 편안하게 작업하며 자신의 작품에 이들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는 많
은 작품에서 전통에서의 교훈을 버리지 않지만 동시에 새로운 건설방식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등, 절충적인 성향의 건축가로 평가받는다.

14) 그는 세인트폴의 만족스러운 이웃이 될 좋은 건축적 구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
능하다고 생각했다. “왜 발전소는 “건드릴 수 없다”고 여겨져야 하는가?”라고 반
문하며, “발전소도 좋은 건물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증명되어야만 한다.”라고 주장
하였다.

15) 그는 이러한 벽돌의 디테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빛과 그림자는 장
식(ornament)과 몰딩(moulding)에 의해 수수한 면에 형성되어야 하며, 몰딩은 빛
과 그림자를 형성하기 위해 쓰이는 장식의 형태이다.”

그림 2-6 화력발전소의 또 다른 예, Glanwood

Powerstation, 단면

(출처: http://eastonarch.com/project/the-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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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16) 한편 당시의 모던 운동(Modern Movement)의 지지자였던 건축가

로버트 퍼녹스 조단 (Robert Furneaux Jordan)은 발전소의 건축적 전개

(development)에서의 단계들을 “1) sheds, 2) brick cathedral, 3) functional of

modernistic, 4) integration of structures and apparatus into a unity”로 정의

한 바 있는데, 뱅크사이드 발전소를 두 번째 범주에 포함시키며 이에 대해 거

세게 비난하였다.17) 당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철골 등의 새로운 재료와 공법

의 영향으로 새로운 건물 유형들이 등장하고 모던 운동의 영향으로 역사적인

양식의 권위가 위협받던 시기이지만, 도시 내에서 여러 유형의 건물이 혼재하

고 다양한 방식들이 한 건물에 혼용되기도 하는 시기였다.18) 위의 로버트 퍼

녹스 조단의 단계적 분류에서처럼, 발전소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시설들도 유

사한 단계의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20세기 초 공장 건물들의 설계자로 널리

알려진 앨버트 칸(Albert Kahn)도 이러한 시기의 건축가로 그는 아예 ‘예술로

서의 건축’과 ‘사업으로의 건축’을 구분하여 교회, 도서관, 학교와 같은 건물은

전자에 속하고, 공장, 발전소 등의 건물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설

계의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즉 공공성이 강한 건물에는 근대적 시공방식과

요소들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공장 등의 건물에는 근대적 시공방식을 도입하

되, 건물의 로비와 같이 공공의 사용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부분적으로 전통적

인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을 택하였다.19)

로버트 퍼녹스 조단의 비난과는 달리, 건축사학자인 개빈 스탬프(Gavin

Stamp)는 미학적으로 스콧의 작업은 성공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발전소가 손

댈 수 없는 건물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에 반해 “세인트폴의 이웃으로서 훌륭한

Giles Gilbert Scott, notebook no.16 (British Architectural Library, ScGG/1/15)
16) 자일스 길버트 스콧은 근대적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지만, 당시의 기계를
위한 건축의 미학이 인간적인 요소를 희생한 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평하였
고, 모더니즘은 혁명(revolution)이 아닌, 진화(evolution)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Gavin Stamp, “Giles Gilbert Scott. The Problem of ”Modernism“” in
Architectural Design 49, nos. 10-11, 1797

17) “‘벽돌 성당(the brick cathedral)’ 발전소는 르네상스 이후로 시작된 끔찍한 구조
와 디자인의 분리의 가장 거대한 현현이며 엔지니어 건물을 위한 외피의 재단에
서 정점을 이룬다.”
Robert Furneaux Jordan, “Power Stations” in Architectural Review, 1953. 4,
p.229

18) William J. R. Curtis, Modern Architecture, (Oxford: Phaidon, 1987)
19) 근대적 즉물성, 기능성에서 진정한 근대성을 보았던 학자들도 있지만, 앨버트 칸
은 이를 건축의 본질로 여기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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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적 구성(a fine architectural composition)을 만들어내기 위해 벽돌이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료로 섬세한 디테일의 드라마틱한 입면을 만들어내었

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그러한 요소로 “성당과도 같이 긴 굴뚝, 위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구성, 약간의 엔타시스(entasis), 각 면의 중앙에 플루팅, 325m의

굴뚝의 높이”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 건물이 숭고한 스케일이나 산

업시설의 특징을 거부하지 않았으나 “괴물과도 같이 거대한 용적을 인간화 하

는 데 성공한 외부 처리 방식을 개발”했으며, 그러한 특징은 무엇보다도 “성당

과도 같이 큰 내부의 공간을 반영하고 있는 기념비적인 매스와 긴 창”이라 언

급하고 있다.20)

스콧의 건물이 육중하고 기념비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가 기념비적으로 보이

는 건물 자체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거대한

내부 공간을 반영하고 있기에 그러하다. 긴 수직창의 비율과 디테일은 이러한

내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단지 각종 양식을 장식을 위해 끌어다

쓰는 절충적인 방식을 택하였다기보다, 이러한 성당의 큰 내부공간과도 같은

거대한 공간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체계를 채택하고 그러한 거대 공간에 대응

하는 입면인 동시에 완전히 모더니스트적인 건물보다는 건너편에 세인트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공공을 위한 건물은 아니지만 공공이 늘 바라보게 될 건

물로서의 입면을 구성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즉, 그 용도에 맞는 건

물이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것, 용도에 맞도록 과한 디테일이 아닌 절제된

장식과 재료를 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일스 스콧의 이 건물은 이러한 위치와 스타일에 대한 논란21) 이외

에도 발전소로서는 다소 짧은 기간 동안 운영되었기에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

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22) 또한 애매한 건물의 연한 때문에 보존 가치

가 있는 건물에 등재되지도 못하던 것을, 테이트 갤러리가 미술관으로 바꾸기

로 결정한 이후, 즉 운영이 중단된 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새로운 건물

로 거듭나게 되었다. 뒤에 이어질 분석에서 살펴보겠지만, 논란의 대상이었던

절충적인 입면조차도 역사 속에서 산업유산으로서의 기억의 환기라는 임무를

20) Rowan Moore and Raymund Ryan, Building Tate Modern: Herzog & De
Meuron transforming Giles Gilbert Scott (London: Tate Gallery Publishing,
2000)

21) 니콜라스 페브스너(Nikolaus Pevsner)는 뱅크사이드를 런던에서 가장 추한
(ugliest building)이라 평한 바 있다.

22) 벽돌의 재료를 쓴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개빈 스탬프는 이러한 짧은
수명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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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받게 되고, 오히려 건물의 재탄생의 비밀은 외부보다는 기계로 가득하여

일반인들에게는 관심과 공개의 대상이 아니었던 내부에 있으리라는 것, 그 거

대한 규모와 구조가 우려의 대상에서 탄성의 대상으로 바뀌리라는 것은 자일

스 스콧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림 2-7 템즈강 북쪽에서 바라본 뱅크사이

드 발전소, (출처: Rowan Moore, Building

Tate Modern)

그림 2-8 북서측에서 바라본 뱅크

사이드 발전소 (출처: Rowan

Moore, Building Tate Mo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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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대공간의 변화와 그 가능성 

(1) 기념비적 대공간에서 기능적 대공간까지

앞서 살펴보았듯이 산업시설의 공간적 특징은, 효율적인 공간사용을 위한

넓은 스팬과 높은 층고, 장식이 거의 없고 구조와 설비들이 그대로 드러나며

구조적 강성과 내구성을 확보한 공간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벽, 천장,

바닥, 기둥 등의 건축적 요소 뿐 만 아니라 크레인, 각종설비 등의 기물들이

공간의 구성 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환기를 위한 창문이 충분하

고 따라서 채광 또한 용이한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발전소의 공간은 다른 산

업시설의 공간보다 더욱 높은 층고와 거대한 규모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

런데 이러한 산업시설의 대공간은 역사 속에서 등장해왔던 다른 거대함의 공

간과 그 거대함의 구현 방식이 같지 않으며 그 목적 또한 같지 않았다. 이들

공간의 비교를 통해 산업시설의 공간적 특징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이후 테이트 모던의 공간 분석에 있어서 발판이 될 것이다.

가장 고대에 등장했던 대표적인 대공간 중 하나

는 하드리아누스(Hadrianus) 황제에 의한 판테온

(Pantheon)이라 할 수 있다. 판테온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만신전, 즉 모든 신에게 바치는 신전으

로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간은 압도적으로

거대하며, 이러한 거대함은 하부의 드럼과 상부의

거대한 돔에 의해 형성된다(그림 2-9). 원형의 건

물들은 그리스와 로마시대부터 이미 등장해왔지

만 판테온만큼 거대한 규모는 아니었으며 단일공

간으로서의 43.2m 스팬의 돔의 기록은 오랫동안

깨지지 못한다.23) 이로부터 1400년 후의 성베드로

성당(St. Peter’s Basilica)도 42.5m 정도의 스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판테온의 거대한 공간감은 돔

안쪽의 벽면 처리와 하부 드럼의 기둥과 니치에

의해 배가된다. 또한 이 공간은 기하학적 질서와

위계, 권위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데, 상부의 둥근 창은 이러한 권위에 정점을

찍으며, 돔의 높이가 높아지다 못해 하늘에 맞닿듯이 열리게 된다. 이 판테온

23) David Watkin, A 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London: Laurence King Publishing,

2011) p.77

그림 2-9 판테온(Pantheon)

내부, G.P. Pannini 의 그림

(출처: 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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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점은 단연코 이러한 열린 창(oculus)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신이 존재하는 하늘과의 만남이며,

태양빛이 바닥과 벽, 돔을 타고 움직이는 것을 감

상하는 동안에 신성한 존재를 감지하기를 기대하

는 장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의 형태는 원형

으로 끝이 없고 끊어짐도 없는 완벽한 순수한 형

태로 “신과 자연, 인간과 제국간의 관계에 대한

상징”이며, “종교적, 정치적 열망”이 담겨있다 볼

수 있다.24) 이러한 공간 안의 인간은 거대한 공간

의 스케일과 장치들에 의해 압도당하고 상대적으

로 왜소해진다. 신의 위대함과 높음의 상징으로

서의 돔과 하늘로 열린 상부창은 인간으로 하여

금 그를 우러러 보며 경배함으로써 스스로를 낮

추도록 한다. 비너스 신전도 판테온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신의

권위에 부합하는 공간의 규모와 압도적인 기둥들의 배열 등은 신을 위한 공

간, 경외의 공간에서의 인간이 가지게 될 자세와 감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

다.

판테온의 이후에 등장한 바실리카와 고딕

성당 등은 이들과는 다른 공간 구성을 보이지

만25), 그 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다. 아래의 그

림에서 볼 수 있듯이 바실리카의 공간은 기둥

열에 의해 중심의 커다란 홀과 네이브와 아일

이 구분되는 장방형의 공간으로 지붕은 평평

하거나 볼트천장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

림 2-11) 중요한 것은 중앙의 네이브의 공간

적 규모이며, 이 네이브의 형태가 판테온과는

달리 장방형이라 종교의 의식의 진행에 적합

한 공간적 비례와 볼륨, 분위기들을 만들어낸

24) William L. MacDonald, The Pantheon: Design, Meaning, and Progeny,
(Harvard University, October 2002)

25) 바실리카는 애초에는 상업, 재판소, 정치적 논쟁 등의 목적으로 지어진 집회 장
소였지만, 기독교 건축의 모태가 되며, 성당 건축의 두 가지 축 중의 하나로서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2-10 비너스 신전

(Temple of Venus and Rome

), 로마, 기원후 135년, (출처:

David Watkin, A 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그림 2-11 The Basilica Ulpia의

내부, 2세기 초 (출처:

https://www.mtholyoke.edu/courses/

mtdavis/Art100/Images/Roman%20

Architecture/Space_surfa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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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즉 바실리카는 거대한 규모에 의한 경외감과 더불어, 의식으로

인해 고취되는 종교적 신성함을 위한 공간으

로 더욱 발전하게 된다. 고딕성당들은 이러한

바실리카를 기반으로 한 성당에 더욱 높아진

높이와 빛의 도입으로 신성화를 극대화한 공

간이라 할 수 있다. 기둥들은 더욱 세장해 보

이도록 하여 높이를 강조하고, 스테인드글라스

의 사용으로 외피는 피막과도 같이 변형되며,

이를 통해 스며드는 빛으로 인해 비물질화되

고 부유되는 공간은 종교적 숭고함을 위한 장

치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이러한 공

간 안에서 신의 위대함에 경외의 감정을 느끼

고 감화되며 거대하고 높고 숭고한 공간에 대

비해 자신은 낮아지고 왜소해져야 하는 압도

의 공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즉 판테온에서

고딕성당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거대한 공간들

은 거대함 자체만으로도 경외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지만, 이에 더해 천장이나 제단 등의 한

곳으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러러볼 수 있도

록 방향성을 부여하여 몰입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을 강화하는 건축

적 요소와 디테일 등의 장치들을 추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공간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과 목적을 가지고 등장했던

대공간은 앞서 설명한 산업혁명 전후의 기술 시대의 건축물 들이라 할 수 있

다. 대공간의 역사에서 산업시설의 등장은 구조적, 미학적,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전의 건물들과 크게 구분되는 역사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스

팬, 구조재의 노출, 마감과 장식의 부재, 종교적 목적을 상실한 거대한 공간이

라는 차이점들은 그것의 건축적 평가를 떠나서 후의 건물들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전환점을 형성하고 있음은 분명하다.26) 앨버트 칸의 옹호자이자 건축

26) 수정궁이나 기계관 또한 유사한 맥락에 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정통적인
산업시설에 속한다기 보다는 산업을 위한 전시시설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분
류이지만, 여러모로 산업시설들과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수정궁과
프랑스의 기계관의 공간적 규모는 판테온이 이룬 것보다 더욱 거대하며 신을 위

그림 2-12 경외의 감정을 극대화

하기 위한 장치들을 가진 아미앵

성당(Amiens Cathedral)의 내부

(출처:https://underanenglishsky.co

m/the-modern-rules-of-amiens-ca

thedral-interior-amiens-cathedral-i

nterior-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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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였던 조지 낼슨은 산업건물의

기능적인 성취이외에도 근대 건

축의 개념적인 성취를 높이 평

가했는데, 순수한 형태를 표현

하는 이들 공장건축에서 근대

건축이 가장 완전한 표현에 이

르렀다 주장하였다.27) 이들은

비행기와 같은 산업제품의 ‘합

목적성’과 비교되기도 하는 것

으로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

거해야 한다는 것이다.28) 이를

통해 부각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내부의 공간임을 데이비드

레 더 배 로 우 ( D a v i d

Leatherbarrow)의 다음 글을 통

해서 인식하게 된다.

당시에 찍은 공장 내부 사진에서 우리는 잠재적 에너지로 충만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 즉, 빛과 경량 건축 부재들의 느슨한 조합이 바닥 표면에 펼쳐

진 조직적인 작업 공간에 응축된 힘을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분주하게 움
직이는 인파 위로 넓고 밝은 천장이 부유하는 대규모 근대 기차역들의 내부

사진을 떠올려 보자. 이것이 바로 미스가 머릿속에 그렸던 “거의 무에 가까운”

한 공간이 아닌 공간 규모가 이만큼 거대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적 진보 이외에
도 사회 경제적 필요성과 금전적인 조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에, 사회적·경제적
의미에서도 과거의 공간과 구분된다.

27) 그러나 유동성을 위해 내부가 비워져야 했던 공장 건물은, 의식적인 디자인이
없고 비워진 후에 볼 것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Terry Smith, Making the Modern: Industry, Art, and Design in Americ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p.71

28) 모더니스트들과 전통적인 건축가들의 중간적 입장을 취했고, 건축의 미학을 일
차적으로 고전 건축을 통해 도모했던 앨버트 칸도 공장 건축의 미학적 가치를 완
전히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Albert Kahn, “Architects of Defense”, Atlantic Monthly, March 1942, pp.
359-360
Albert Kahn, “Architectural Trend”, Journal of the Maryland Academy of
Sciences 2, no.2, April 1931

그림 2-13 넓은 공간을 가진 엘버트 칸(Albert

Kahn)의 공장 건물, River Rouge Plant, Dearborn,

Michigan (출처: Albert Kahn: Inspiration for the

Modern, Brian Carter (ed.), University of Michigan

Museum of Art, University of Michiga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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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 연속적이면서도 빛으로 충만한 비어있음, 즉 막연한 부재가 아니라 잠

재성의 충만이 아닐까.29)

한편, 만국박람회 당시의 기계로 가득

찬 기계관의 사진을 행사이후에 찍힌 사

진(그림 2-14)과 비교해 보면 서로 사뭇

다른 광경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기계관

은 당시 기술의 발달을 보여주는 기계들

을 위한 공간이었던 만큼 공간은 기계들

로 가득 차 있었으며, 물론 대중들이 관

람할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공간의 주인

이 사람이었다기보다는 기계들을 자유롭

게 전시하고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공간

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공간의 압도적인 스케일감도, 기계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와는 사뭇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별도의 공간적 장치 없이도 당시 사람들에

게 탄성과 놀라움을 자아낼 만큼 압도적인 규모의 공간이지만 기계를 치운 뒤

29) 데이비드 레더배로우, 모센 모스타파비, 송하엽·최원준 역, 『표면으로 읽는 건
축』, 도서출판동녘, 2009, p.157

그림 2-16 기계가 철거되고 슬라브

가 제거된, 공사 중인 터빈홀 (출처:

Rowan Moore, Building Tate Modern)

그림 2-14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는

가동 중인 터빈홀 (출처: Rowan

Moore, Building Tate Modern)

그림 2-15 기계가 철거된 후의 기계관의

모습

(출처:https://www.unirc.it/documentazione/mat

eriale_didattico/597_2007_43_6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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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에서의 스케일은 더욱 강조되며 대공간을 지탱하는 육중한 철골 기둥

하단이 힌지로 접합되어 있는 지점에 이르면 대구조물의 하중에서 초월한 듯

한 신비감마저 느끼게 한다.

이러한 상황은 뱅크사이드 발전소의 터빈홀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계가 가득 찼을 때의 공간도 거대하지만, 보통의 기계들보다 더욱 규모가

크고 육중한 터빈 등의 기계가 치워진 후에서는 그 공간감이 더욱 배가 된다.

가동 중인 발전소의 거대한 공간은, 신을 위한 공간, 위정자를 위한 공간에서

그렇지 않은 공간으로의 바뀌었지만, 공간의 주도권은 여전히 사람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당시의 사회를 변화의 시기로 몰고 가고 있었던 물질과 기

계, 자본과 권력에 있다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산업 공장이나 발전소와 같은

건물들은 이러한 물질과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한참 가동 중일 때는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도 아니었다. 이런 산업시설의 공간들은 작동하고 있을

당시보다 오히려 가동을 멈추고 기능이 다한 후부터 새로운 대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림과 같이 기계가 철거되고 슬라브가 제거된 당시

의 공사 중인 터빈홀은(그림 2-16) 래더배로우의 표현처럼, “잠재적 에너지로

충만한”, “빛과 경량 건축부재들이.. 응축된 힘”을 주는 거대한 공간으로서 새

로운 가능성을 획득하였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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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공간에서의 숭고와 그 의미변화

산업시설의 여러 공간적 특징 중에, 이 논문의 사례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

나로 보았던 것은 그 거대한 규모이다. 거대한 공간은 그 공간적 규모만으로

도 일반적인 크기의 공간에서 줄 수 없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

용성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스케일 자체가 가져오는 공간적 효과, 의미, 인

식에의 영향 등에 대해 본질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산업시설의 또 다른

가능성과 변화를 이해하는데 바탕이 될 수 있다. 앞서 거대함의 공간에서 살

펴보았듯이, 거대함은 인간에게 미감보다는 일종의 경외감을 일으키게 마련이

고 이는 종종 기념비적인 건물에 숭고함을 표현하기 한 가장 기본이면서 전통

적 전략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거대함에 대한 논의는 플라톤(Plato)과 아리스

토텔레스(Aristotle)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이들은 크기 그 자체가 지니

는 가치를 언급하였다. 또한 18세기의 건축가 에티엔 루이 불레

(Étienne-Louis Boullée 1728~99)는 인간은 언제나 크기에 감명 받기 때문에

신성을 위한 사원건축은 거대해야(immense) 한다고 말한다.30) 그에 의하면,

이러한 신전은 충격적이리만큼 거대하고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어야

하고 우주(universe)와도 같아 보여야 하며, 크기에 대한 인상은 우리의 감각

에 큰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불쾌감을 일으키는 경우라 할지라도 또한 경외감

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크기는 항상 미와 연결되어 있으며, 크게 보이는 것은

우월한 질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의 독특한

스펙터클에 압도당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좀 더 넓게 이야기 하자면 이러한 건물의 거대함은 숭고함의 감정을

일으키는 요소의 일부라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초월적 존재, 자연의 거침, 공

포, 폐허 등의 숭고의 대상은 시대와 철학·미학자, 예술가 등의 관점에 따라

달라져왔다 할 수 있다. 예들 들어, 숭고함의 감정은 수 만개의 별로 가득 찬

무한한 밤하늘을 보거나, 폭풍우가 몰아치는 끝없는 바다 앞에 서거나, 판테온

의 거대한 원형 돔에 압도당할 때, 말로 형용하기 어렵거나 말을 잃게 되는 압

도의 순간, 우리의 이해 범위를 벗어나는(inconceivable) 공간이나 상황에 마

30) “Since man is always impressed by size, it is certain that a temple built in
honour of the divinity should always be immense, Such a temple must be the
most striking and the largest image of all that exists.”
Étienne-Louis Boullée in Boullée & Visionary Architecture, ed. Helen Rosenau
(New York: Academy Editions, 1976),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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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숭고에 대해 논문에서 다루

었던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시대의 작가인 롱기누스(Dionysius Longinus)로서

그는 이것을 일반적인 미와 구별하여 숭고라는 개별적 개념으로 다루었다.31)

그는 “삶과 예술에 있어서의 진정한 고귀함이란 위협과 미지의 것과 대면하는

것”이라 선언하고, 우리의 이해능력을 시험하고 우리를 놀라움으로 가득 채우

는 예술에 관심을 가졌다. 그에 의하면 숭고의 예술가란 더욱 고귀하고 정제

된 양식을 만들어내기 위해 힘들고 불길한 사건들과 경험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초인적인 인물이라 이야기 한다. 즉 이러한 숭고는 고대로부터 예술 전

반에서 다루어왔던 미에 대한 논의, 즉 비례나 조화, 균형, 통일과 같은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청중을 설득하기보다는 고양시키며 놀라움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며, 또한 청중의 영혼을 무아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것

이다. 불레도 숭고의 조건인 거대함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거대함의 건축들은

단지 바라보기만 해도 경외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일반적인 건물의 질서(order)와 비례(proportion)의 덕목과는 구분하고 있

다.32) 더불어 그러한 거대함을 배가시키는 요소로서는 그리스 신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콜로네이드를 언급하였으나, 필라스터나 벽기둥과 같은 요소는

거대함을 반감시키는 적합하지 않은 장식으로 보았다.

숭고(sublime)의 개념이 새롭게 중요해 진 것은 18세기라 할 수 있는데. 이

는 경외와 놀람을 일으키는 자연을 묘사하는 예술가들의 영향이 컸다 할 수

있다. 낭만주의의 영향과 관련 있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시기의 숭고의 개념은

종교와 수사학의 오래된 어법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33) 에드먼드 버크

(Edmund Burk,)는 과거의 종교적 숭고에서 자연으로 인해 야기되는 숭고함

으로 논의의 초점을 옮겼는데, 자연의 광대함(vastness)이나 어두움 등, 아름

답다고는 할 수 없으며 종종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자연의 속성으로 인해 야기

되는 경험이 숭고함의 지배적 법칙이라는 것이다.34)

31) Simon Morley, “Introduction//The Contemporary Sublime”, The Sublime,
(London: Whitechapel Gallery),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2010) p. 14

32) Étienne-Louis Boullée, 앞의 글, p.90
33) Philip Lacoue-Labarthe, “Sublime Truth(Part 1)”, Cultural Critique, 1991;
reprinted in Of the Sublime: Presence in Question, ed. Jean-François
Courtin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34) Edmund Burk, A Philosophical Enquiry into the Origins of Our Ideas of the
Sublime and Beautiful, 1757, Part Ⅱ, Sections Ⅰ-Ⅱ, ed. Adam Phillips,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pp.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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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카스파 다비드

프리,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

(출처:http://romanticisminthevisu

alarts.blogspot.com/2012/10/casp

ar-david-friedrich-pictured-worl

d.html)

그림 2-18 조반니 바티스타 피라네시, 공중 플랫폼

의 죄인들, 연작판화 감옥 중에서, 1745년 (출처:

http://www.britishmuseum.org/research/collection_onlin

e/collection_object_details.aspx?objectId=1421888&part

Id=1&subject=16363&page=1)

18세기에는 숭고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미학자가 없을 정도로 그 논의가 일

반화되었지만, 이들의 개념은 조금씩 달랐다. 베일리(J.Baillie)는 숭고의 본질

을 크기에서 찾았고, 지라드(A.Gerad)는 거대한 차원과 유사한 방식에서 오는

것들 속에서 숭고의 본질을 찾았다. 버크(Edmund Burke) 또한 숭고의 요인

중에 크기를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꼽았는데, 거대함(vastness)이나 불명확함

(obscurity)으로 인해 야기되는 놀람이나 공포 등의 감정에 주목했으며, 여기

서 중요한 것은 분석의 중심이 숭고의 대상에서 관찰자의 경험으로 옮겨왔다

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숭고의 감정이 자아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으

며 이는 공포의 전율에서 발견되는 고귀함 같은 것으로서,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 야기된 도전이 자아를 강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버크에 의한 숭고

의 감각과정은 완전히 압도당하는 부정적 느낌에서, 완전한 쾌감을 수반하는,

경험에 의한 반성의 두 단계로 세분되어졌다. 즉 숭고미는 미에서의 쾌

(pleasure)와는 달리 기쁨(delight)이라고 불리며 부정적, 반성적인 성격을 지

닌다. 이것은 칸트(Immanuel Kant)로 넘어가면, 크고 막강한 자연현상에 직면

하는 인간에 대해서 처음에는 총괄에 있어 한계상황에 봉착하게 되고 그 무능

력의 결과는 실망과 불쾌감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이성적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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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보다 단단하게 하고 부정적인 부족함의 감정은 곧 긍정적인 얻음을 가지

게 된다는 것이다.35)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숭고의 개념은 더욱 확대되는데, 확장된 개념에

서의 숭고는 문화나 문화적 가치가 어떤 시간을 초월한 본질적 존재로부터 기

원한다기보다 사회적으로 구축된다는 의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는 더 이

상 영원한 존재나 가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힘에 의해 지배받고 있으며,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세계의 기

존 패러다임에서 설명되지 않는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오타르는

숭고를 현대의 미학개념으로 변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그는 버크

나 칸트의 주장처럼 숭고의 본질적 원인이 초월적 대상이나 자연을 나타내는

대상의 일정한 한계적 기준을 뛰어넘는 물리적 크기에 있다기보다는 관조자

의 경험 정도에 있다고 보았으며. 그로 인해 숭고함의 대상은 기존의 범주를

벗어나 확대되었으며 거대함이라는 물리적 기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

는 관찰자의 경험의 정도를 벗어나는 어떠한 것으로도 표상될 수 없는 ‘표상

불가능’한 것으로 어떠한 대상도 참조 할 수 없기에 ‘자기 참조성’에 도달하게

된다.36) 즉, 현대의, 현대 예술의 숭고의 개념에서는 더 높고 본질적인 실체에

대한 근대 이전의 개념에 의존하지 않으며, 자기 초월(self-transcendence)의

경험을 표현하고 논의하는 방안을 찾는 시도들을 발견할 수 있다. 형언할 수

없는 본질적 존재나 힘을 향해 가는 자아 혹은 영혼의 전통적인 개념을 거부

하고, 더욱 아래로 침잠하며 내재적 초월(immanent transcendence), 지금, 그

리고 여기(here and now)37)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힘을 가진 경험

35) Immanuel Kant, Critique of Judgment, 1790, trans. J.J. (Meredith,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p. 106

36) 리오타르는 이와 함께 새로움이란 예술적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숭고함의 ‘현실
성의 긍정’과 ‘반성적 판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예술의 가치를 설명하는데
새로움을 빼놓을 수 없는데, 기존의 가치로 새로움을 판단하는 것은 모순적이거
나 폭력적일 수 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숭고의 개념을 끌어들인다. 숭고함
에 있어 현실의 긍정과 반성적 판단은 새로움의 형식과 개별적 현상을 긍정하고
그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개별적 관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Jean-François Lyotard. “Presenting the Unpresentable: The Sublime”, trans.
Lisa Liebmann, Artforum, 1982, pp. 64-9

37) 20세기 들어 이전에 비해 숭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관심이 줄어들던 시점
에 바넷 뉴먼(Barnett Newman)은 다시 숭고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
하였으며, 작품이 어떠한 대상도 재현하거나 참조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그의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시간과, ‘여기’의 공간으로, 내재적인 것에 집중한
다.



- 39 -

(transformative experience)에 집중하며, “역사의 향수어린 안경을 쓰지 않아

도”,38) 기억, 연관, 향수, 전설, 신화 등의 방해물의 묘사(representation)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

으려 하거나, 그러므로 사물성을 지지하거나, 재현의 틀에서 벗어나 공간에 몰

두하거나, 관람자의 촉각적 경험에 더욱 집중해 결론을 관람자에게 맡기는 현

대 예술가들의 전시 등에서도 읽을 수 있다. 제임스 터렐(James Turrel)의 아

래와 같은 전시(그림 2-19)도 그러한 현대의 숭고의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으

며, 거대한 실체로서의 공간구조물이나 구체적인 지시물 없이도 빛과 공간적

인 장치들을 통해 자아로 침잠하는 현대적 숭고의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림 2-19 James Turrell, Dhatu, 2009 (출

처:James Turrell 공식 홈페이지)

그림 2-20 Barnett Newman, Here II,

1965 Moment des Ursprungs, 1947 (출

처: The Barnett Newman Foundation

New York)

즉 거대함, 초월적 존재, 자연, 공포, 폐허 등의 숭고의 대상은 표현할 수 없

음(unpresentable), 불가사의함(the uncanny), 초월(transcendence), 기술

(technology)39) 등으로 그 논의를 확장시켜 왔는데, 이 연구에서 이러한 숭고

에 대한 논의에서 주목할 만 한 것으로 보았던 것 중 하나는 숭고의 대상에

대한 관점의 변화라 할 수 있다. 리오타르나 칸트 이전에는 주로 위협과 미지

Barnett Newman, “The Sublime is Now”, Tiger’s Eye, December 1948;
reprinted in Barnett Newman: Selected Writings and Interviews, ed. Hohn P.
O’Neill,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pp.
171-3

38) Barnett Newman, “The Sublime is Now”, The Sublime, (London: Whitechapel
Gallery),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2010), p.27

39) Simon Morley, 앞의 글,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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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것, 경외와 놀라움을 일으키는 자연, 크기, 거대함 그 자체, 불명확함 등이

숭고함을 유발하는 요소로 분석의 대상이 되어왔다. 여기에서 숭고함의 공간

에 놓인 관찰자들은 그러한 숭고함의 절대적인 요소들로 인해 야기되는 놀라

움이나 경외, 감명, 형언할 수 없음을 경험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불레

도 공간의 거대함 자체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였으며, 이러한 공간에서의

관찰자들은(onlooker) 그러한 공간의 ‘수용자’로서, 우주(university)와도 같아

보여야 하는 거대함의 공간이 펼쳐진 그 광활함 안에서 거닐고 그 형태의 다

양함을 받아들이며 그 풍요로움 안에 그 자신을 ‘잃어버리게(lose himself)’ 되

거나40) ‘압도당하게(overwhelmed)’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버크나 칸트에 이르러 분석의 중심이 숭고의 대상에서 관찰자의 경험으로 옮

겨졌다는 것은 숭고의 미학에 있어서 관찰자의 역할이 수동적인 수용자에서

능동적인 주체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별이

뜬 하늘을 보거나 폭풍우가 몰아치는 자연의 힘 앞에서 부정적이고 불안한 감

정이 인간의 정신력, 용기, 이성의 힘으로 인해 즐거움과 감동으로 바뀌는 것

은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 야기된 도전이 자아를 강하게 하는 주체성의 위대함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41) 현대에 이르면 이러한 숭고함에 대

한 관심이 대상에 대한 주체적 반응에서 주체 자체로 옮겨가며, 주체 자체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 무엇인가에 압도당하거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도 숭

고를 논의할 수 있으며, ‘고양됨(the exalted)’에 대한 인간의 본성, 절대적 감

정에 대한 관계 등의 문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감정 자체에 집중하게 되

는 것이다.

40) Étienne-Louis Boullée, 앞의 글, p. 91.
41) Immanuel Kant, Critique of Judgment, 1790, trans.J.J. Meredith(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p.28

숭고의 대상 숭고의 과정 특징

위 

롱기누스
위협과 미지의 것

청중을 고양시키고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예술의 과정

비례나 조화 , 균형 , 통일 

등의 전형적인 미에 대한 

가치로 설명할 수 없음

에드먼드 

버크

자연으로 인해 

야기되는 숭고 , 
놀람이나 공포

완전히 압도당하는 

분석의 중심이 숭고의 

대상에서 관찰자의 경험으로 

표 2-1 숭고에 대한 논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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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철학과 미술에서의 숭고는 거대한 크기, 자연, 공포, 폐허 등에 대한

대상에 관한 논의에서 관찰자 혹은 주체의 숭고함을 느끼게 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 표상의 대상은 사라지고 주체의 감정 자체에 몰입하고 자기 참조에 이

르는 시대적 변화를 거치게 되었는데, 건축에서의 거대함과 숭고한 공간에 대

한 논의는 사회의 종교적, 정치적 절대자의 지위와 역할이 급변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위의 불레나 버크의 논의 이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

다. 거대 공간에 대한 관심은 공간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이

나 기술적 성과 등으로 옮겨가고 거대 자본의 힘과 상업적 논리에 함몰되었다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숭고함의 건축적 공간과 거대함의 공간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불레의 논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불레는 18세기의 후반의 건축가이

지만, 그 어느 건축이론가보다 거대함에 대해 더 본질적이고 독창적으로 다루

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그는 인간이 언제나 크기에 감명받기 때문에 신성

을 위한 사원 건축은 거대해야(immense) 한다고 말했다. 즉 이러한 거대함은

거대함 , 불명확함

부정적느낌 ->완전한 

쾌감을 수반하는 경험에 

의한 반성

옮겨옴

칸트 막강한 자연현상

한계상황 봉착 -> 실망과 

불쾌감 ->이성적 능력에 

의해 긍정적 감정으로 

바뀜

관찰자의 경험과 이성의 

능력 중시

불레 크기   
크기에 대한 인상은 

불쾌감이라 할지라도 

경외감을 일으킴

크기는 우월한 질을 의미 

리오타르

대상의 물리적 

크기보다는 

관조자의 

경험정도

표상 불가능함 -> 자기 

참조성 , 자기초월

숭고를 현대의 미학개념으로 

변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

바넷뉴먼 지금 ,여기 

내재적 초월 ,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힘을 가진 경험에 집중

자아로 침잠하는 현대적 

숭고의 공간 구현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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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 감명을 주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렇다면 이러한 거대함은 관찰자의 주관에 호소하는 상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볼 수 있으며 불레 자신도 이러한 상대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공간을 더욱 거대하고 웅장해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신전이 커 보여야 한다고 말한 것은, 단지 그 크기(size)만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받게 될 공간의 인상을 더 확장하고 확대할 수 있는 독창적인

기술도 사용해야 한다 말하고자 하였다. 이는, 전체적인 효과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물(object)들을 배열하고 우리가 그들의 다양성

(multiplicity)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속적인 측면들이 우리가

더 이상 셀 수 없을 때까지 연속적으로 사라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배치함으로

써 이루어진다. 42)

즉, 공간의 절대적인 크기뿐만 아니라 공간에서의 사물들(objects)은 공간의

크기를 더욱 확장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그가 모범적인 건

축으로 보았던 그리스 신전의 열주(colonnade)들은 끝없이 늘어선 가로수들처

럼 그 끝부분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원근감으로 인해 공간에 무한히 확장되는

광대함(immensity)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불레는 이러한 거대함의 공간적 특

질을 더욱 배가시키는 방식이 적용된 공간을 ‘장대함(grand, big)’의 공간이라

불렀고, 이와 구분하여 공간의 스케일이 반감되는 공간을 ‘거대함

(gigantesque, gigantic)’으로 지칭했다.43) ‘거대함(gigantesque)’의 공간은 공

간의 내부를 거대한 요소들이 압도적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공간감

(impression of space)’이 사라지는 경우이고 ‘장대함(grand)'은 공간감을 구

체화 시킨다. 사물들은 이러한 공간감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

지만, 중요한 것은 사물들이 아니라 공간 그 자체로 보고 있다.

현대에 와서는 렘쿨하스가 건물의 거대한 크기에 대해 논하면서 ‘bigness’

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그런데 그가 언급하는 ‘bigness’는 불레의 그것과

는 같지 않다. 그는 건축이 거대해지는 것이 근대 산업 경제 이후에 불가피한

42) Étienne-Louis Boullée, 앞의 글, p.91
43) 불레의 불어 원문에서는 ‘grand’와 ‘gigantesque’ 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영
어번역본에서는 ‘big’ 과 ‘gigantic’ 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원문의 본
래의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 ‘grand’ 와 ‘gigantesque’를 사용하고 각각 ‘장대함’
과 ‘거대함’으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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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건물의 규모가 일정기준을 넘게 되면 이를 설명하기 위한 다른 개념

이 필요하다 역설하였다.44) 그는 bigness에 대한 다섯 가지 정리를 내세우며,

일정 규모를 넘어섰을 때 건물의 내부와 파사드의 관계는 그 의미를 상실하고

이에 따라 내부와 외부가 분리되며 건물은 더 이상 도시조직의 일부가 아닌

그자체로 하나의 도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자체로 축약적 도시의 이미지

를 내포45)하고 있고, 다양함을 수용하기 위해 현재의 대지의 상황과 건물상황

을 배제하게 되며 이를 위해 이에 대한 도덕적 판단마저 해제시키는 이 공간

은46), 모든 것을 담아내는 하나의 ’거대한 용기(container)’로서 건축가의 의도

나 결정에 의한 견고한 공간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광대

한 공간이라는 것이다.47) 그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건축을 만드는 것이 아

니라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도시평면(urban plane)

들을 다루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거대한 공간 내부는 그 자체로 헤테로

토피아적인 공간으로서, 그곳에서의 공간은 세심하고 견고한 건축가의 계획보

다는 프로그램들의 조합 혹은 개체의 독립적 활동과 흐름을 한정하는 장

(field)으로서 다루어진다. 즉 렘쿨하스의 bigness는 현대 도시에서 기술과 도

시밀도, 거대 자본의 건축에의 영향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대 이

후의 건축가들이 무시하거나 배제해왔던 상업과 자본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전략적 설계 방식에 대한 고찰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제도적 제한을 창조적으로 실천하고자 상상력을 발휘한다는데 의의가 있

다고 할 수 있겠다.48) 그러나 이 거대한 공간 안에서의 건축은 그 스스로도 이

44) O.M.A, Rem Koolhaas and Bruce Mau, “Bigness: The Problem of Large”, S,
M, L, XL, (The Monacelli Press, 1995), pp. 499-500

45) 이에 대해 Otero-Pailos는 “Bigness is attempt to replace the world as the
ultimate horizon of life with miniature cities.”라고 평하였다.
Jorge Otero-Pailos, “Bigness in context: Some regressive tendencies in Rem
Koolhaas’ urban theory”, City: Analysis of urban trends, culture, theory,
policy, action, p.388

46) O.M.A. Rem Koolhaas and Bruce Mau, “Bigness; The Problem of Large”, S,
M, L, XL (The Monacelli Press, 1995), pp. 499-500

47) 이러한 렘쿨하스의 성향에 대해 마크 라카탄스키(Mark Rakatansky)는 “단지 스
케일을 확장하고 다이어그램적 실행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Mark Rakatansky, Mario Gandelsonas and Sanford Kwinter, “Assembly 1”
Assemblage, No. 27, Tulane Papers: The Politics of Contemporary
Architectural Discourse, (August 1995), pp. 33-40

48) Stan Allen, “From Critique to Construction”, Site & Stations, No. 7,
Provisional Utopias, (Lusitania Press, February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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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 했듯이 다양함을 수용하기 위한 용기로서, 최대의 물리적 규모 이외의

다른 공간적 요소는 논의의 영역에서 제외되게 되고 계획의 위험으로부터 스

스로를 분리하고 이미 있는 것으로부터 분리하여49) 교묘히 미끄러진다. 따라

서 이러한 그의 bigness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에서 기존의 사이드 뱅크 발전

소의 테이트 모던으로의 전용에 있어서의 그 공간적 특징 중에 하나인 거대함

의 공간 자체에 대한 논의의 이론적 바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불레와 렘쿨하스는 모두 거대함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 거대함의 목적이나

이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이를 통해 지향하는 바는 매우 상이하다. 즉 불레가

지향하고 있는 거대함은 숭고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면밀히 조정되어 공

간감을 배가시키는 공간이지만 렘쿨하스의 거대함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

하기 위한 용기로서, 최대의 물리적 규모 이외의 다른 공간적 요소는 언급하

지 않으며 계획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고 있다. 거대자본의 체계에

서 현실에 대한 전략적 설계 방식에 대한 고찰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공간에 대한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근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산업 시설의 대공간은 신성함,

혹은 시간을 초월한 본질적 존재를 위한 거대함의 공간도 아니고, 위협이나

미지의 것, 혹은 자아에 침잠하는 숭고함의 공간도 아니다. 종교적 거대함의

공간이라는 근대 이전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낫지만 이는 실제의 사

용자인 인간을 위한 거대함의 공간이라기보다는 기술과 자본의 축적으로 인

한 결과물 혹은, 기술과 자본, 기계를 위한 기능적 대공간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그리스 신전과 같은 열주나 판테온과 같은 하늘로 향하는 창, 숭고함을 가

중시키는 다양한 오브제, 섬세한 디테일 등은 찾아볼 수 없다. 더군다나 기계

가 제거되고 난 후의 터빈홀은 더욱 거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

도 이러한 미완성의 공간이지만 그 가능성을 논할 수 있다. 기계가 치워진 상

황의 공간에 들어서면 그 공간 자체만으로도 일반적인 건물에서 상상할 수 없

었던 공간의 스펙터클로 다가올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다. 규모에 압도당하거

나 기술이나 자본력에 대한 경외심마저 생겼을지 모를 일이다. 불레가 언급했

던 것처럼 공간의 절대적 크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 효과가 있을 것이

다. 뒤에 이어질 분석에서는 이러한 거대함의 공간에 대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터빈 홀의 거대한 공간이 미술관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이러

49) O.M.A. Rem Koolhaas and Bruce Mau, “Imaging Nothingness”, S, M, L, XL,
The Monacelli Press, 1995, 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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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완성의 거대한 공간이 어떻게 계획되고 변형이 되는지, 앞서 설명한 숭

고의 흐름에서 어떠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지, 건축가는 이러한 공간을 어

떻게 이용하여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지, 작가들은 이를 어떻게 작품화하는지,

어떻게 이러한 새로운 숭고함이 새로운 공간과 예술을 만드는데 기여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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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술관에서의 장소의 의미 변화

이 절에서는, 산업시설이 미술관으로 활용되게 된 맥락을 살피기 이전에 미

술에 있어서 장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의 부각, 장소 특정적 미술의 등장을

살펴본다. 터빈 홀에서는 장소가 작품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

하였다. 미술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들은 전시실들의 배치, 전시

기획 및 방향, 공간과 작품의 관계, 작품과 관객, 공간과 관객 등이라 할 수 있

는데 여기서는 주로 공간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이는 터빈 홀에서

의 장소특정성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2.2.1. 장소로부터 분리되는 미술

(1) 근대 이전의 전시시설에서의 공간

예술품에 대한 개념과 이를 향유하는 소유자 혹은 관람객의 변화, 시대정신

과 철학의 패러다임의 변화 등에 따라 작품이 놓이는 공간의 특성과 작품과

공간과의 관계도 변화하였다. 그러나 독립적인 미술관이 등장하고 전시시설로

서의 장소적 중요성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미술의 긴 역사에 비해 그리 오

래된 것은 아니다. 독립적인 미술관이 등장하기 이전의 예술품들은 감상의 주

체가 일반인이 아니었고 귀족이나 왕 등의 특정계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개인적인 장소에서 보관되고 감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혹은 종교

시설에서 종교적 체험이나 서사를 시각화하여 대중들의 의식을 하나로 묶고

기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작품

이 진열되고 보관되기도 하였으며 교회의 벽면이나 천장 자체가 작품이 되기

도 하였다.50) 미술관이라는 장소가 특별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궁전이나 신전,

교회 등의 공간의 일부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르네상스 시기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전

시 형태로서의 예술품의 수집 체계가 생기고 공간이 분화되어 미술관이 유형

화되기 시작하였다.51) 예술품의 보관의 목적에서 벗어난 초기의 전시 공간은

갤러리(gallery)와 캐비넷(cabinet)이라는 전시공간으로 여전히 일부에게만 향

50) 아놀드 하우저, 백낙청 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고대 중세편)』, 창작과 비평
사, 1998

51) Nikolaus Pevsner, A History of Building Types, (Princeton Bollingen, 1797),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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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되는 공간이긴 하지만 미술관의 원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52) 일반

인들을 위한 미술관의 시초는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을 비롯한 시민혁명으로,

구체적으로는 루브르 박물관의 개관이라 할 수 있다.53) 대중에게 특정 요일에

만 개방되고 공간도 이전의 궁전이라는 장소의 공간적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일반인에게 개방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큰 의의를 부여

할 수 있다. 이는 이후에 미술관 건축이라는 유형이 생겨나는 데에 중요한 역

할을 하였다. 루브르 박물관은 뒤이어 계획된 듀랑(Jean-Nicolas Durand)의

미술관과 슁켈(Karl Friedrich Schinkel)의 미술관의 선례가 되고 있으며 전근

대 미술관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정한 건축적 공간의 전형으로서의 미술관의 형성은 19세기에 이르

러서야 이루어졌다 할 수 있으며 이시기의 가장 중요하고 후대에 가장 영향을

끼친 미술관 중의 하나는 알테 피나코텍(Alte Pinakothek)로서54) 이 미술관은

이후에 미술관 계획의 전형적인 구성 방식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간주되는 선

형 동선55)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중 천창을 활용한 광량조절을 통해 고른 광

량을 확보하는 등, 미술관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전시

구조는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르꼬르뷔지에(Le Corbusier)

의 무한성장 미술관이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oiyd Wright)의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도 그 형상은 이전의 미술관들과 매우 달라졌으나 선형 동선

의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한 것이었다.56) 대체적으로 근대의 미술관들의 실들

의 구성은 이러한 선형 동선의 전시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관람객의 자

율적인 관람보다는 작가와 작품 중심으로 전시가 기획되고 전문가의 입장에

52) 김형숙, 『미술, 전시, 미술관』, 예경, 2001. p.16
53) Paul von Naredi-Rainer, Museum Buildings(Design Manuals), (Birkhauser

Architecture, 2004)
54) Nikolaus Pevsner, 앞의 책, p. 111
55) 미술관에서의 예술품을 시간적 순서에 의해 전시하고 선형동선을 통해 연결하는
방식은 당시의 진화론과 진보주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데, 시간적 흐름의 선
형적 서사는 진보를 통해 발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당시의 철학을 반영하
고 있는 것이다.

56) 이후 에드워드 글레이저(Edward Glaeser)는 미술관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미스 반 데르 로에(Mies Van der Rohe)의 자유평면(free plan)과
꼬르뷔지에(Le Corbusier)의 나선형 평면으로, 전자가 관람객의 자유로운 순환을
유도하였다면 후자는 관람객의 움직임을 한정해 정해놓은 동선의 흐름대로 전시
를 관람해야 하는 강제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최윤경, “미술관 공간구조의 연대기적 유형학”,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2권 6호
통권 92호, 199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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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두고 있다 할 수 있다.

한편 전시공간과 작품과의 관계에서도 근대는 그 이전의 시기와 구분될 수

있다. 근대에 이르러 미술품은 전통적인 방식의 회화의 프레임과 조각의 대좌

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근대 이후의 미술의 숭

고의 개념은 초월적 존재의 재현에서 벗어나 자기 지시적이고 자기 참조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근대 조각 또한 이러한 자기 지시적이고 자율적인 특성을

보였으며 따라서 이동 가능하고 그것이 놓이는 장소와 무관해야 하는 것이었

으며 이를 위해 그 조각이 놓이는 받침대마저 흡수해야 하는 것이었다.57)

1970년대 초의 장소 특정적 작품들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모더니스트들은 작

품과 장소와의 관계를 부정하거나 작품을 장소로부터 분리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전시의 공간은 순수한 관념적, 이상적 공간으로 가속화하였다.

(2) 장소에 대한 관심의 시작-화이트큐브(WhiteCube)

미술관의 장소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화이트큐브에 대한 논의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근대 추상미술의 배경 공간으로서의 전시실의 건축적 특징

을 지칭하는 용어로, 미술 비평가 브라이언 오 도허티(Brian O’Doherty)에 의

해 이론화되고 이후 근대 미술관의 지배적인 담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

대의 미술관에서도 일반적인 전시장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

대이전의 미술에서는 전시의 공간이 전시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가 근대 이후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고 할 수 있다. 화이트 큐브에 대한 논

의의 시작점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근대 추상미술이 발

전하고 실험적인 작품의 제작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시의 장소는 전통적인 화

랑과 갤러리 뿐만 아니라 상업이나 창고와 같은 공간으로 확장되게 되는데,

이는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방식으로 구성되고 장식된 공간이 아닌, 하나의 커

다란 공간으로서 천장 몰딩이나 베이스 보드 등의 장식 요소마저 사라진 단순

한 공간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공간의 등장과 함께 도허티는 예술의 감상

에 있어서 관람자의 인식 방식에 주목하게 되고 이러한 관람자의 인식에 있어

서 새로운 공간의 역할을 탐구하게 되었다 할 수 있다.

모더니스트 미술을 작동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갤러리’ 공간에 주목하

57) Miwon Kwon, One P lace After Another: Site Specific Art and Locational
Identity (Massachusett: The MIT Press, 2002), p.11



- 49 -

게 된다. 모더니즘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갤러리 공간에 의해 구성된다.

또는 현대미술의 역사는 갤러리 공간에서 관람자의 인식 방식의 변화와 관련

된다. 현재 우리는 미술작품보다 갤러리 ’공간‘을 먼저 체험하는 시점에 와 있

다. 58)

화이트큐브의 공간은, 이전의 고전적인 미술관들의 다양한 장식으로 구성되

어있었던 상황, 작품은 두껍고 화려한 프레임으로 벽면과 구분되어 있었던 상

황에서 벗어나, 하나의 집중된 공간에서 작품과 교우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공

간이다. 실제로 이러한 화이트 큐브는 완벽한 흰색의 박스는 아니라 하더라도

장식이 없는 너른 공간, 회반죽이나 페인트 도장된 벽, 콘크리트 바닥 등의 단

순한 공간으로 당시 중소규모의 화랑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집

중된 공간이었다. 오 도허티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외부와 갤러리 내부가 차

단되도록 창문을 막고 벽은 흰색으로 도색하는 등 예술작품의 감상에 방해되

는 것들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하얀 입방체의 공간에

들어간 관람자 자신은 사라지고 미술관 공간만이 유일하게 남고 관람자는 일

상적인 삶과 자기 자신으로부터 단절되어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감각으로 들

어갈 수 있으며, 그 결과 그 공간에 놓인 작품에 대해 삶의 일상 공간에서 느

끼던 것과 완전히 다른 감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59) 이렇게 일상으로

부터 탈맥락화한 공간은 신성하고 균질한 공간으로서 관람자의 감각을 예민

하게 만든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화이트큐브는 미술관 계획의 공간적인

원리로 널리 사용되게 되고 ’완벽한 화이트큐브‘에 가까운 공간들이 등장한

다.60) 미술사학자 앨런 왈락(Alan Wallach)이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화이트

큐브는 ‘살균된 실험실 같은 공간으로, 고립되고 인공적으로 조명되는 완전한

중립적인 환경에서 관람자들이 수많은 표본들과 같은 전시된 작품들을 연구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61)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화이트큐브의

공간은 공간의 특징이 사라진 중성적인 공간으로서, 작품과 분리되어 단지 작

58) O’Doherty Brian, Inside the White Cube: The Ideology of the Gallery Spa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6), p.18

59) 위의 책 p. 9
60) 이러한 화이트 큐브의 발전에는 뉴욕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요시오 타니구치(Yoshio Taniguchi)의 개축이후에는
화이트 큐브의 공간을 직접적으로 표방하고 있었다.

61) Lisa Greenberg, “전시의 재배치: 공간 재평가의 사례”, 『전시의 담론-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윤난지 역, 눈빛,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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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배경으로서 작용하는, 전시에 있어서의 공간의 중요성, 혹은 작품에 대한

공간의 영향력이 미미한 공간유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더욱이 이러한 화이

트큐브는 대부분의 현대 미술관들의 일반적인 공간 계획 방식이 되고, 화이트

큐브의 마감과 상세는 일반적인 상세로 전형화되게 되는데, 앞서 앨런 왈락의

언급에서도 예상할 수 있듯이, 일상과 동떨어진 실험실과 같은 환경, 이상적인

이데아와 같은 비현실성은, 이에 대한 반발 또한 불러일으켜 ‘반 화이트큐브

적’인 공간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화이트큐브는 앞서 논하였듯이, 본질적

으로 작품의 감상에 있어 공간이 끼치는 영향에 주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그것은 중성적이고 주변으로부터 탈맥락화 한 것이지만, 오 도허티

자신도 언급하였듯이, 무의미한 배경이 아닌, 관람자의 전시품의 감상을 더욱

집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으로서 작품과 함께 재맥락화62)하기를 기대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즉, 화이트큐브의 등장은 전시의 공간에 대한 중요성의

인지에서 시작되었다 할 수 있으며, 뒤에 논의될 장소 특정적 공간과는 종종

여러 면에서 상반되는 공간으로 인식되지만, 공간과 작품, 관람자의 관계에 대

한 본격적인 담론의 시발점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2.2.2 장소의 재조명 

(1) 장소 특정적 미술

화이트 큐브의 공간은 작품의 감상을 위한 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에서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 미술관의 대표적이며 일반적 유형으로

확대된 화이트큐브는 어디에 가져다 놓아도 동일한 배경을 형성하는 중성적

공간으로서, 그 안에서의 조각과 회화는 독립되고 고립된 오브제의 성격을 띠

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미니멀리즘의 등장과 함께63) 장소 특정적 작

업들이 등장한 이후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미술품은 전통적인 방

식의 회화의 프레임과 조각의 대좌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과 규모로 확장되

고 관람객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해짐에 따라 전시의 방향과 공간의 특성에 변

화가 생기게 되며 전시공간은 다변화하게 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화이트 큐브의 공간은 예술과 작품에 방해되는 것은 모

62) O’Doherty Brian, 앞의 책, p.19
63) 미니멀리즘은 여러 경향으로 나타나지만 대표적으로는 재현의 거부, 형태에서
공간으로의 관심의 이동, 장소와 맥락에 대한 중요성의 강조 등의 성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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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거된 것으로, 갤러리는 외부세계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한다. 관람자의 일

상은 물론 그의 몸으로부터도 단절되고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관념적인 공간

으로 비워지게 된다. 장소특정성(site specificity)은 여러 가지의 경향으로 나

타났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되어 왔지만,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모더니즘

의 관념적이고 순수한 공간에서 일상적 공간으로의 대체이다. 화이트큐브의

순수한 중성적 공간 혹은, 모더니즘 조각을 위한 공간에서의 작품들은 자율적

이고 이동가능하고 장소초월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는데, 장소 특정적 작품들

은 이러한 경향과 대조적으로 장소에 그것이 훼방을 놓는 것이건 동화하는 것

이건64), 주변 환경과 공간으로부터 무관하거나 분리되지 않는, 그 공간의 일부

가 되는 것을 표방한다. 즉, 화이트큐브 또한 작품에 대한 장소의 영향을 중요

시 했지만, 화이트큐브의 담론에서는 작품을 위한 배경으로서의 공간에 주목

한 반면, 장소특정성의 담론에서는 순수한 입방체와 흰색 페인트로 현실세계

를 왜곡하거나 신비롭게 하는 것을 비판하고, 작품은 공간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서 관념주의의 환영으로부터 벗어나 현실 세계에서의 ‘현전

(presence)’에 주목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주변과의 물리적인 요소들과의 독

특한 조합에 의해 그 정체가 확인된다고 보았다.65)

64) 로잘린 도이치에 의하면 ‘동화적인(assimilative)’ 모델에서는 작품은 통일성과
조화로움의 공간을 만들어내며 기존환경에 융화되지만, ‘방해하는(interruptive)’
모델에서는 혼란을 초래하여 기존공간의 질서에 비판적으로 개입한다.
Rosalyn Deutsche, “Tilted Arc and the Uses of Public Spaces”, Design Book
Review 23, Berkeley, pp. 22-7

65) 『장소 특정적 미술』의 저자 권미원은 이러한 장소특정적 작품에 대해 그것이
어느 곳이던, 즉 네바다 사막으로 나가서든, 건축물과 연계해있던, 심지어 화이트
큐브 안에서건, 작품은 어떠한 장소에서도 그 장소와 결합하여 그 정체가 확인되
는 실질적인 입지이자 유형의 현실로 바라보았다.
Miwon Kwon, 앞의 책,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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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전시실의 크기를 측정하여 테이프로

표기한 작품. Mel Bochner, Measurement Room,

1969, Heiner Friedrich Gallery (출처 :

http://www.melbochner.net/exhibitions/measurement

-room)

그림 2-22 설치물이 전시실 창

문을 넘어 옆 건물 입면으로 확

장되는 작품. Daniel Buren,

Beyond the Frame, 1973, John

Weber Gallery

(출처:https://chaeeun.wordpress.c

om/2012/10/23/daniel-buren-within

-and-beyond-the-frame-1973-2/)

또한 작품과 공간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작품 자체가 공간화하기도 하며66)

전시실의 프레임을 벗어나 외부로 확장되거나(그림 2-22), 아예 애초부터 공

공공간에 설치하거나, 자연의 방대한 공간이 작품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나

아가 겉보기에 점잖은 것처럼, 객관적이고 진실 된 공간으로 위장하며 이데올

로기적 기능을 수반하게 되는 미술관의 공간에 대한 제도비판에 이르게 되기

도 하였다.

한편 화이트큐브의 탈맥락화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작가들의 작품에 있어서

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뿐만 아니라 전시 주체인 미술관의 전시방식에 있

어서도 나타나게 된다. 즉 미술관 측에서도 이러한 미술과 장소와의 관계에

대한 변화와 가능성, 작가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였

다. 20세기 초부터 작가가 자신의 작품이 전시되는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66) 예를 들어, 단 플라빈은 조각을 ‘형태’라기보다는 ‘공간’의 예술로 이해했다. 그의
작품에서는 다양한 색채의 형광(螢光)이 주위의 공간을 물들인다. 인상파 화가들
이 물감을 가지고 했던 실험을 그는 형광등을 가지고 연출하는 셈이다. 플라빈은
공간을 물들이는 빛의 효과 속에서 ‘숭고함’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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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이후로 전시의 공간과 작품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67) 이러한 고민은 작가의 작

업장의 특성이 전시에 그대로 이어져야 작가의 의도가 비로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러, 전시장이 작품의 창작과정이 실제로 일어나는 공간

이 되는 작업장으로서의 전시장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또 한편으로

는 작가와 관람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점차 중시되는 현대 미술관의 영향 아

래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술관의 예는 콘스탄틴 브랑쿠시

(Constatin Brancusi)의 작업실이나 클로드 모네(Claude Monet)의 지베르니

(Giverny) 스튜디오,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 등을 꼽을 수 있다.(그림

2-24, 25) 이들은, 작가가 애초에 작업실을 전시장으로 사용할 것을 고려해 빛

과 벽 등을 최대한 사전에 고려해서 구성하고 작품을 그것에 맞게 조정하는

경우, 미술관의 전시실을 가변의 환경으로 구성해 작품이 제작된 제작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아예 처음부터 전시실과 작업실이 통합된 미술

관으로 시작하여 그곳에서 제작하고 전시까지 하게 되는 경우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림 2-23 다양해지는 미술관에서의 공간과 작가, 작품, 관람자의 관계의 유형들

67) Nicholas Serota, 『큐레이터의 딜레마』, 하계홍 역, 조형교육, 2000, p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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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작업의 프로세스에 대

한 관심과 작품이 놓이게 되는 환

경에 대한 고려, 작가의 초기 작

업 환경 구축을 위한 미술관의 노

력은 전시의 공간이 작품과 밀접

하고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에서 장소 특정적 경향과 같은 맥

락에 놓여있다 할 수 있다. 자신

의 작업장의 환경을 전시공간에

서 재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

예 처음부터 작업 공간을 겸한 전

시공간이 등장하였고, 20세기 중

후반의 전위적인 예술가들의 공장 및 창고 등의 유휴 공간의 재활용 사례의

증가는 이러한 흐름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공간은 작업 자체에 커다란

자유도를 부여하는 동시에, 전시를 위해 다시 작품을 옮겨야 할 필요가 없다

는 점에서 작가들이 선호하게 되었으며68) 작품이 설치되는 장소로부터 분리

되거나 옮겨질 수 없다는 장소특정적 작품들의 생각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

였다. 초기의 사치 미술관(Sattchi Collection in St John’s Wood)이나 팔레 드

도쿄 (Palait de Tokyo) 와 같은 미술관은 이러한 작업장 겸 전시 공간의 대표

적인 경우라 할 수 있으며 전시의 공간과 작품과의 관계가 매우 긴밀한 경우

라 할 수 있다.

68) Rowan Moore And Raymund Ryan, Building Tate Modern: Herzog & de
Meuron Transforming Giles Gilbert Scott, (Tate Publishing, 2000)

그림 2-24 작업의 공간인 동시에 전시의 공

간인 미술관,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

(출처:http://www.numen.eu/installations/tape/pari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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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장된 영역(Expanded Field)’

장소 특정적인 미술은 작품이 위치하는 특정 장소에 따라 작품의 의미와 감

상이 달라지는 작품을 의미한다. 로버트 베리가 그의 작품에 관한 1969년 인

터뷰에서 “모두 설치 장소에 맞도록 만들어졌으며, 그것들을 부수지 않고서

옮길 수 없다.”69)라고 한 것처럼 작품과 그것의 장소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

다. 그 이후 이러한 장소 특정적 예술은 대지미술, 과정미술, 설치미술, 개념미

술, 퍼포먼스/신체미술, 제도비판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70) 장소특

정성의 가장 중요한 이론중의 하나는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Krauss)의

‘확장된 영역(expended field)’으로 장소 특정적 미술에서의 공간 관계, 특히

작품의 건축(architecture)과 풍경(landscape)의 영역에 있어서의 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모더니스트 조각은 그 대좌가 놓여있던 장소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며 나아가 대좌로부터도 벗어나려 하였는데, 크라우스의 표현에

따르면 모더니스트들의 회화와 조각은 ‘탈위상성(sitelessness)’, 혹은 ‘탈귀속

성(homelessness)’의 조건위에서 작동했으며 건축과 풍경을 부정함으로써 완

전한 부정 속에서 정의되기 시작했다.71) 기존의 조각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념

비(monument)의 논리, 기념비적 재현이라는 속성을 버리는 것이다. 일반적으

로 구상적이고 수직적인 것들로서의 종래의 조각들은 더 이상 기능상 일정한

장소를 점유하지 않으며, 회화가 그러하였듯, 자기 지시적(self-referential)인

추상적 형태로 고유의 자율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으로 인해 건축물

이 아니면서 건물 주변에 위치하거나, 풍경이 아니면서 풍경 안에 놓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비-건축(not-architecture)’인 동시에 ‘비-풍경

(not-landscape)’이었다.

69) Robert Barry in Arthur R. Rose(pseud.), “Four Interview with Barry, Hubler,
Kosurth, Weiner”, Arts Magazine, 1969, p. 22

70) Miwon Kwon, 앞의 책, p. 28
71) Rosalind Krauss, “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 in The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ed. Hal Foster (Seattle: Bay Press, 1987),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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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건축과 풍경의 부정 속에서 정의되는 조각, 로잘린드 크라우스

의 다이어그램 (출처: Rosalind Krauss, ‘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

이러한 작품들은 앞선 화이트 큐브의 공간에서 그 의미를 더욱 발현하는 것

으로서 비표상의 독립체로서 완벽히 중성화된 공간 안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

으며 독립적으로 서있는 것으로 어디로는 옮겨 갈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

소특정성은 이러한 주장에 반하여 예술품의 제작 과정에서 혹은 전시 과정에

서의 예술품이 위치한 장소의 중요성을 인정함으로써 모더니즘의 시대의 패

러다임을 깨는 것이다. 그것이 주변 맥락에 동화되든(assimilative) 혹은 그것

에 개입하든(interruptive), 장소의 일부가 되며 전시공간은 예술품을 위해 텅

빈, 혹은 백색의 중성화된 화이트큐브의 공간이 아니라 일상의 공간으로 인식

되어야 하며 감상을 위해 진공 청소된 공간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공간으로 확장된다. 즉 ‘확장된 영역’은 모더니스트의 범주에 속해있던 조각

(sculpture)이 기반하고 있는 일련의 대립 개념들을 문제 삼음으로써 발생한

다.72)

이러한 문제화의 즉각적인 결과는 미로나 일본 정원과 같은 역사적인 결과

물들에 대한 이해이며, 이는 크라우스가 ‘위상-구축(site-construction)’이라고

이름 붙이고 ‘건축(architecture)’과 ‘풍경(landscape)’ 양쪽의 조건을 모두 만족

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던 결과물들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더니스트들

의 대립항들을 문제화 하는 것이 1960년대와 70년대의 비정통적인

(unorthodox) 작업들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추가적인 대립 개념들을 위한

여지를 열어 준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대립 개념들은 1)‘표지된 위상(marked

sites)’이 위치하는 ‘비-풍경(not-landscape)’과 ‘풍경(landscape)’ 이라는 대립

항들의 조합, 2)‘공식화된 구조(axiomatic structures)’가 위치하는 ‘건축

(architecture)’과 ‘비-건축(not-architecture)’이라는 대립항들의 조합이다.

72) Rosalind Krauss, 위의 책,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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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건축과 풍경의 부정으로부터 확장되는 개념들, 로잘린드

크라우스의 다이어그램 (출처: Rosalind Krauss, ‘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

197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이른바 대지예술은 이러한 크라우스의 다이

어그램에 의하면 풍경과 비-풍경간의 조합으로 ‘표지된 위상(marked sites)’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래 사진의 로버트 스미드슨(Robert Smithson)

의 ‘나선형의 둑(Spiral Jetty)’이나 마이클 하이저(Michael Heizer)의 ‘이중부

정(Double Negative)’과 같은 작품들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그림 2-27, 28).

그림 2-27 로버트 스미드슨 (Robert

Smithson), Spiral Jetty, 1970 (출처:

Robert Smithson)

그림 28 마이클 하이저 (Michael Heizer),

Double Negative, 1969, Photo Copyright

2011, Triple Aught Foundation (출처:

Double Negative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건축과 풍경을 모두 부정하며 스스로의 자율성을 획득하기를 주장하

였던 예술품들이 전형적인 미술관의 전시 공간을 벗어나, 크라우스의 용어를



- 58 -

빌면, 건축과 비-건축, 풍경과 비-풍경의 다양한 상황과 조건아래 위치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장소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목받게

되는 상황에 이른다. 이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지만, 지금까지

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며 그 의미를 새롭게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

러한 진화 가운데 테이트 모던의 터빈 홀이 있다고 보았다. 터빈홀은 크라우

스의 다이어그램에 있어서의 장소특정적 대응(site specific response)으로 설

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이를 뛰어넘는 것으로서, 산업시설을 재

활용한 장소 특정적인 전시 장소가 부상하게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보았으며 이는 4장에서 자세히 분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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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산업 시설과 미술관의 결합

2.3.1  산업시설의 전용 

(1) 산업시설의 전용과 미술관으로서의 가치

앞서 살펴보았던 산업시설들은, 산업이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에서 3차 산

업으로 그 무게 중심의 변화를 거치게 됨에 따라 쇠퇴하여 더 이상 쓰이지 않

고 방치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73) 더욱이 파리의 오르세 역사가 그 기

능을 잃고 50여 년 동안 방치되었던 것처럼, 산업 시설이 기능을 잃은 후 바로

새로운 시설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수년에서 몇 십 년에 이르

기까지 기능이 정체되고 도시의 흉물로 남게 되거나 도시 자체를 쇠락시키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그런데 점차 그러한 시설을 재생시키려는 노력으로 인해,

도시의 산업시설들이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도시발

전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뱅크사이드 발전소도 처음부터

그 공간의 가치가 인정받았던 것은 아니다. 오일쇼크로 발전소의 경제적 가치

를 잃어 문을 닫고 사이트 전체를 재개발을 위해 팔아야 했을 때 뱅크사이드

를 미술관으로 전용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발전소가 그리 오래된 건물이 아

니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축물의 리스트에 들지도 못하였고 발전소의 미래

는 불투명하였다.74) 여러 번의 시도 끝에도 리스트에는 들지 못하였는데, 결국

발전소를 전면적 철거의 위기에서 구했던 것은 테이트 갤러리의 결정이었다.

산업시설의 가치에 대한 무지와 부정적 인식으로부터 선회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 데에는 산업시설을 성공적으로 재생시켰던 훌륭한 선례들의 역

할이 컸다 할 수 있다. 테이트 모던 또한 그보다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사치

컬렉션(Saatchi Collection in St. John’s Wood)나 템퍼러리 컨템퍼러

(Temporary Contemporary), 샤프하우젠 미술관(the Hallen Fur Neue

73) 특히 도시 내외부의 다양한 장소에 걸쳐 앞 다투어 대량으로 건설되었고 지역
경제 활성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였던 공장, 창고, 철로, 항만시설 등의 산업시설
들은 그만큼 많은 수의 용도 폐기된 공간을 양산하게 되게 되었다. 현대에 이르
러 산업 및 사회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며 산업시설의 쇠퇴 또한 빠르게 일
어났다. 경제적 부흥을 가지고 오는 생산의 공간에서 도시의 흉물과 쇠퇴의 상징
으로 몰락하는 것을 빈번히 목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설은 도심 안에 위치하
는 경우도 문제였으나, 도심이 확장되면서 도심외곽에 있던 시설이 도시로 편입
되는 경우도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였다.

74) Marcus Binney, “Bankside Power Station.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use.”
Report on visit with Barry Mazur on May 19th, 1980, type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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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st),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Bern and the Stedelijk Museum) 과 같은 창

고를 전시공간으로 사용한 예를 참조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과거의 생산과

노동이라는 경제적 활동만을 위한 공간, 그 기능을 상실하여 흉물로 전락한

도시의 골치 덩어리라는 오명의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산업이

지역과 함께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할 수

있다.75) 그런데, 이러한 산업시설의 전용에 있어서, 여러 용도 중에서도 미술

관으로서의 전용이 가장 많이 검토되는데,76) 이는 예술가의 창의적 능력을 이

용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대의 예술가들 또한 산업시설을 작

업 및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전히

완벽하게 조절된 공조환경, 인공조명 채광, 완성도 높고 티 없는 흰색 벽과 천

정 등의 이상적이고 점잖아 보이는 미술관의 공간을 선호하는 예술가들도 있

지만, 이러한 공

간보다는 오히려

거칠고 마감마저

제대로 되어 있

지 않지만 작업

의 자유가 있는

공간을 선호하는

예술가는 더욱

증가하였다 . 77)

75) 그런데 앞서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정책의 제안과 재생에의 노력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우는 이러한 산업시설을 재생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기존 사례를 답습하
거나, 유명 건축가의 영입이나 랜드마크적 건물의 건립이 곧 성공적인 재생으로
직결된다는 성급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면밀한 분석도 없이 폐허와도 같은
공간에 예술가만 투입하면 그럴듯한 공간으로 바꿔주고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
는 기대가 실패로 끝나는 상황을 수없이 많은 사례를 통해 보아왔던 것이기도 하
다. 스타 예술가들을 초빙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이벤트의 끝에 또 다른 폐허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상황들은 이러한 단발적 기획이 아닌 면밀하고 장기적인 계획
의 중요성과 그러한 계획의 배경으로서의 건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기
도 하다.

76) 산업시설의 전용에 있어서 특성 중 하나는 그 용도의 연속성이 어렵다는 것이
다. 이는 일반적으로 산업시설이 유휴화되는 것은 산업시설의 쇠퇴로 인해서이고
이는 특정 건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
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산업시설의 전용은 매우 이질적인 프로그램으로의 전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77) Nicholas Serota, Jacques Herzog, Rowan Moore, “Conversation”, in Building
Tate Modern: Herzog & De Meuron Transforming Giles Gilbert Scott. ed.

그림 2-29 산업시설 공간의 일반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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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충분한 자연광을 가지며, 넓고, 오래되었지만 골조가 튼튼한 환경은 점점

전시와 작업의 범위와 방식이 확대되고 다양해지는 현대 예술의 상황에서 더

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가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29) 즉, 이는 이러

한 유휴화된 산업 공간과 탈모더니즘/장소 특정적 경향의 시대적 흐름과의 우

연한 조화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산업시설의 공간적 특징, 그 기능적 가능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테이트 모던 이전에도 산업시설을 미술관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ro)처럼 전시장인지 작

업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작업장의 개념이 강조된 전시장이나 페인트 공

장을 개조한 런던 바운더리 로드(Boundary Road)의 구(舊) 사치갤러리

(Saatchi Gallery)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예술품의 제작에 있어

서 그 제작의 과정과 환경에 초점을 두어 생각해보면, 이러한 산업시설의 특

징은 예술품 제작에 적합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특히나 현대의 예술가들의

작업의 재료나 제작의 방식, 규모, 소재는 과거의 그것에서 훨씬 벗어나고 있

고 점차 더욱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때로 공장을 방불케 하는 제작 환경

을, 전시 요건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프랑크 게리(Frank Ghery) 의 템퍼러

리 컨템퍼러리(Temporary Contemporary)와 같이 테이트 모던보다는 작은 규

모이지만 기존의 공장 혹은 창고였던 시설이 미술관으로 전용되는 상황은 이

미 몇몇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많은 예술 관계자들의 호응을 받아왔다.

그림 2-30 공장에서 갤러리로 전용된 템퍼러리 컨템퍼러리(Temporary Contemporary),

1983

Rowan Moore and Raymund Ryan (London: Tate Galler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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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용에 관한 용어의 정의

한편, 이러한 시설의 변경에 있어서 전용과 관련된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어왔다 할 수 있는데, 이어질 분석에 앞서 이와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전용(轉用)’이라는 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예정되어 있는 곳에 쓰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돌려서 씀”을 뜻하며, 이는 건

축에서는 기존의 예정되어 있던 용도와 다른 용도로 바꾸는 행위를 지칭한다

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용어는 리노베이션(renovation),

리모델링(remodeling) 등이 있는데, ‘낡은 것을 고쳐 좋은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리노베이션이 주로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의 행위에 사

용되어 온 것을 보면 물리적 변화의 초점이 맞추어진 개념인 것을 알 수 있으

며, 용도의 변화를 수반하지는 않는다. 리차드 오스틴(Richard L. Austin)은

역사적인 건축물을 재활용하는 여러 방식을 다음과 같은 표로 작성하여 구분

한 바 있는데, 건축물을 다루는 방법을 ‘keep’, ‘change’, ‘destroy’, ‘return’ 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고, 다시 건축적 행위의 적극성에 따라 적극적(+), 중립적

(0), 소극적(-)으로 구분하였다.78)

Keep Change Destroy Return

Preservation(+)
Protection(+)

Conservation(+)

Restoration(+)
Rehabilitation(+)

Transformation(+)
Recycling(+)
Conversion(0)

Adaptive Reuse(0)
Renovation(-)
Remodeling(-)

Demolition(-)
Elimination(-)

Removement(-)

Reerection(0)
Reconstruction(0)

Copy(-)

표 2-2 건축물의 재활용의 방법, 리차드 오스틴(Richard Austin)

여기에서 ‘conversion’과 ‘adaptive reuse’는 ‘renovation’ 이나 ‘remodeling’

보다는 적극적이지만, ‘restoration’이나 ‘transformation’보다는 소극적인 방식

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용(轉用)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conversion’ 혹은 ‘adaptive reuse’ 라 번역 되어 왔는데, 스테판 브레이트링

(Stefan Breitling)과 요하네스 크래머(Johannes Cramer)가 컨버전

78) Richard L. Austin, Adaptive Reuse : Issue and Case Studies in Building
Preservation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1998),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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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ion)을 “기존 건축물의 전체적인 틀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의미있

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듯이,79) 기존의 틀은 유지

하는 변화이되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컨버전

(conversion)은 사전에서 1)다른 상태(status)나 형태(form)로 바꾸는 행위나

과정, 2)종교(religion)나 믿음(belief)을 바꾸는 것80)으로 정의되어있는데, 그

전환의 기원이 형태(form)에 있음을 암시하는 어원을 가진 ‘trasnformation’이

나,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감(restore)을 의미하는 ‘restoration’에 비해, 근본적

인 변화를 함축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라는 어원81) 을 지니고

있기에 선호되어 왔으며, 전용과 같이 쓰임 자체가 변화하는 경우, 공간 안에

의미 있는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를 지칭하는데 쓰였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전

용’의 의미를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시키기도 하고, 상황주의자들의 전용

(Détournement)82) 의 개념을 도입하여 컨버전과 구분하고 있기도 하지만, 여

기에서는 전용의 한자의 본래의 뜻에 부합하는 의미로서, 건축에서 일반적으

로 사용하는 용례로서의 용도의 변화를 수반하는 건물의 재활용 방식으로 규

정하되, 앞서 살펴본 이 단어에 대응하는 ‘컨버전(conversion)’의 함축적인 의

미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용에서는 과거의 용도가 사라지게 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과거의 용도 혹은 프로그램83)이 물질과 그것으로 구성되는 공간으로 남아 현

79) Johannes Cramer, Stefan Breitling, Architecture in existing fabric,
(Birkhäuser Architecture, 2007), p.119

80) Collins Cobuild Advanced Leaner’s English Dictionary
81) 컨버전(conversion)은 종교 분야에서는 ‘개종’, 사회·정치 분야에서는 ‘전향’, 화학
에서는 ‘핵변환으로 핵분열성 물질이 생성’ 됨을 뜻하는 단어로 쓰이는 등, 근본
적인 변화를 암시하고 있으며, 특히 종교분야에서의 개종은 서구사회에서 카톨릭
으로의 개종을 의미하며 보다 나은 것으로의 변화를 암시한다.

82) 전용은 상황주의자들의 Détournement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상의 상황에 대응
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변형, 변용하는 행위 전반을 아우르며, 컨버전은 이에 비
하면 건축적이고 계획적인 것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김민철, 이공희, Diller+Scofidio의 작업에 나타나는 상황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v.23, n.2, 2007

83) ‘따라야 할 순서를 정해놓은 개요’, ‘미리 적어놓은 것’, ‘결과로서 구체성을 가지
지 않는 것’으로서 어떤 ‘최종적으로 결과 된 고유의 형태 이전에 존재하는 것’
이라는 프로그램의 사전적 의미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확
정되기 이전의 유연한 특성이나 시간의 개입의 가능성, 이에 따른 변화의 가능성
등의 함의로 인한 언어적 적합성으로 인해 기능이나 용도라는 어휘보다 현대의
건축가들에게 더 자주 사용된다 할 수 있겠다. 이는 경직화된 기능의 한계에 시
간이라는 차원을 도입하거나 단일화된 공간과 기능의 관계에 복합성과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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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용도 혹은 프로그램을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베르나

르 츄미(Bernard Tschumi)의 프로그램 간의 결합에 관한 논의를 참고해볼 수

있다84). 그는 전용(conver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다른

용도의 결합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용과 유사한 방식을 언급하였고 그

에 대한 공간의 변화에 대해 논한 바 있다. 츄미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가져

올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고 프로그램간의 다양한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 가

능한 프로그램의 조합방식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며 프로그램의 전략적인 재조

합을 통해 공간과 프로그램간의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도시를 위한 조건을

구축하고자 하였다.85) 츄미는 그의 저서 『건축과 해체(Architecture and

Disjunction』에서 건축과 프로그램의 고정된 상관관계를 부정하며 건축과

프로그램간의 거리두기를 주장했다. 즉 건물 안에 어느 프로그램이 들어와도

상관없으며 오히려 대조적인 프로그램들 간의 충돌이 가져올 가능성에 주목

하였다. 그는 하나의 공간이 하나의 행위, 하나의 프로그램만을 수용한다는 고

답적인 원칙을 깨고, 프로그램과 공간을 분리하고, 이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합하는 실험적인 작업을 계속하게 된다. 그에 의하면 이벤트와 공간은 독립

적이며, 하나로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림 2-31 프로그램 (p1, p2...)과 공간(S1, S2…)의 관계 변화에 관한

다이어그램

그는 프로그램과 공간간의 연결, 일대일 대응의 관계를 부정하고자 하였으

며(그는 이를 프로그램과 공간의 ‘거리두기’라고 표현하였다), 소호(Soho)에

불확정성을 도입함으로써 좀 더 실제 세계에 다가가고, 사용자의 행위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게 된다.

84) 츄미 이외에도 이질적인 용도간의 결합, 프로그램의 조합에 대해서는 렘쿨하스
나 UN Studio 등 여러 건축가들을 참조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이를 본인들의 건
축에서의 전략적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구분이나 분석, 그 공
간적 변화에 대한 고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85) 베르나르 츄미(Bernard Tschumi), 건축과 해체(Architecture and Disjuction),
류호창, 서정연 역, 서울: 시+공, 2003,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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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을 둔다든지, 왈도(Wardour)가에 감옥을 세운다든지, 교회의 뜰에 무도

장을 둔다든지 하는 극적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재조합하고 한 공

간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삽입함으로써 새로운 공간이 등장하고 건축을 새

로이 재정의 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

은 건축과 프로그램의 불가능한 관계를 탐구하기 위한 예시들을 제시하였다.

(표 2-3)

분류 프로그램 조합의 성격

1) Crossprogramming
프로그램을 다른 용도의 공간 조직에 적용

, 다른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2) Transprogramming
프로그램의 이질성에 상관없이, 두 개의 프로그램을 그들 

각각의 공간조직을 유지한 채 결합

3) Disprogramming
두 개의 프로그램을 결합하면 한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을 그에 적합한 공간조직으로 물들임

표 2-3 츄미의 프로그램 조합의 분류 (출처: 베르나르 츄미(Bernard Tschumi), 건축과

해체(Architecture and Disjuction) 에서 재구성)

여기에서 첫 번째 분류(Crossprogramming)는 어떤 공간에 그 공간과는 다

른 프로그램을 삽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옥 안의 시청이나 주차장안의

전시장 같이 유형적으로 다른 시설로의 변환이며 용도의 치환(dispacement)

혹은 전용이라 부를 수 있겠다. 두 번째 분류(Transprogramming)는 서로 양

립 불가능한 프로그램이 각각의 공간 구조를 유지한 채로 공존하고 있는 상

태로 각자의 공간적 배열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한

다. 세 번째 분류(Disprogramming)는 두 개의 프로그램을 결합시키면 한쪽이

다른 쪽에 적합한 조직으로 물드는 것이다. 두 프로그램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공간은 변화한다. 츄미는 이러한 개념적 작업을 통해서 건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문학에서 언어의 재조합, 왜곡 등을 통해서 언어의 한계

를 탐구하듯이, 프로그램에 재조합, 충격의 개념을 활용, 자신의 건축에서 새

로운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한 전용은 츄미의 분류 기준을 빌려 이야기하자면 크로스 프로그

래밍(Crossprogramming)에 가까운 것으로 프로그램을 다른 용도의 공간 조

직에 적용, 혹은 이전의 용도가 물질 혹은 그로 이루어진 공간에 남아 다른 프

로그램을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여러 건축가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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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미에 주목한 것은 그가 단지 프로그램의 조합과 연결의 다양한 방식에만 관

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조합으로 인한 공간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가 제시하고 기대했던 프로그램 혼합의 가능성들은

‘충격(shock)’, ‘풍부한 충돌(rich collision)’과 같은 어휘로 설명되고 있다. “어

떠한 결합도 순수하지는 않고 어떤 글이나 그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고 글의

형태가 변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프로그램, 공간 또는 프로그램의 치환은 결

국에는 그 의미의 변동을 초래 한다.”86)라는 그의 말처럼 프로그램의 중첩은

변화를 수반한다. 츄미는 이를 ‘물들인다(contaminate)’ 라는 용어를 사용해 설

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츄미의 논의에도 한계가 있는데, 그의 프로그램의 조

합들은 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대한 치열한 분석에

기반 한 것이라기보다 실험적이며, 수학적이고 유희적인 탐구에 가깝다는 것

이다. 그의 논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선언적

인 제안에 가깝다. 또한 충격(shock), 풍부한 충돌(rich collision)과 같이 그가

제시하고 예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혼합의 가능성들도 막연한 결과에 대한

추측에 가깝다. 이러한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공간은 새로운 건축에 대한 강력

한 생성의 수단으로서는 매력적일지 몰라도 수많은 실제의 도시공간과는 간

극이 있을 수 있다. 그의 공간은 대안으로서의 공간이라기보다 철학적 사유이

며 유희이고 일탈에서 오는 즐거움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일상의 공간이라기

보다는 텍스트의 공간이며, 미래에 대한 시간성을 고민하지만, 과거로부터의

시간성은 배제된다.87) 그의 책 『건축과 해체』에는 도시의 역사나 재생에 관

한 것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거나 의도적으로 이를 무의미 한 것으로 간주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주장이 이루어진 시기가88) 이질적인 요소들의 실험적

결합은 물론,89) 아직 산업시설의 전용이나 재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이

86) 베르나르 츄미(Bernard Tschumi), 위의 글, p. 177
87) 김인성, “콜하스와 츄미의 라 빌레뜨 공원 계획안 비교 분석–드로잉에 나타난
점, 선, 면의 구성과 작동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제20권 4호 통권 77호,
2011. 08

88) 건축과 해체의 1장은 1975년과 1976년 사이에, 2장은 1981년과 1983년 사이에
쓰였다.

89) 그러한 개념에 의한 프로젝트도 실제 구현된 사례도 드문 시기였다.
“현상 심사위원들은 우리가 그들을 놀린다고 생각해서 현상의 첫 번째 단계에서
탈락시켰다”
Bernard Tschumi, Architecture Concepts, Red is not a color, INC (New
York: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 2012), 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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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재생의 패러다임이나 역사가 만들어내는 조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논의들은 후에 이루어질 전용이나 이질적인 프로그램의 혼성에 대해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기존 연구들에서의 전용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변경의 범위에

대한 분류였고, 츄미의 논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조합과 공간적 변화의 가능

성에 대한 논의였을 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용의 다양한 방식과 전략들 자

체를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후에 이어질 부분에서는 이러한 전용으로 인한

공간의 변화에 대해 기존의 용도와 새로운 용도를 결합하는 방식, 혹은 기존

의 공간을 대하고 이용하는 방식에 주목하여 살펴보게 된다.

2.3.2. 산업시설 전용의 여러 유형   

테이트 모던 이후에 산업시설을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지만,

이전에도 이와 같은 전용의 사례가 존재해왔다. 이들은 테이트 모던과 프로그

램은 유사하더라 하더라도 그 전용의 방식은 동일하지 않으며, 전용 이후의

공간의 모습이나 그 안에서의 미술품의 전시의 양상에 있어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스페인 마드리드의 카이샤포럼(Caixa Forum)

이나 영국의 발틱 현대 미술관(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은 각

각 발전소와 창고에서 미술관으로 전용되었으나 전용 이후의 전시 공간 내부

는 처음부터 미술관으로 계획된 공간이라 해도 무방하리만큼 이전 공간의 특

징이 남아있지 않다. 반면 이탈리아 로마의 센트레일 몬테마티니(Centrale

Montemartini)미술관, 캐나다 토론토의 파워플랜트 현대미술관(Power Plant

Contemporary Art Gallery), 프랑스 마가쟁(le Magasin-cnac)은 이전의 특징

이 고스란히 남아있거나 건물의 일부분이 남아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전용의 사례들

① 마드리드 카이샤포럼(Caixa Forum)

스페인 마드리드의 카이샤포럼(Caixa Forum)은 본래는 1989년 건설된 발

전소로 2007년에 헤르조그 앤드 드 뮤론(Herzog & de Meuron)에 의해 미술

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테이트모던과는, 발전소에서 미술관으로의 전용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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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변환의 양상을 보여주지만 공간의 사용과 전용의

방식은 매우 다르다 할 수 있다.

금융계 회사에 의해 설립된 재단인 카이샤 재단(la Caixa Foundation)에 의

해 운영되어왔던 la Caixa Foundation Contemporary Art Collection은 근현대

의 작품들을 수집하고 전시해왔다. 1980년부터 1985년까지는 Paseo de la

Castellana에서, 1985년에서 2006년까지는 Calle Serrano라는 전시홀에서 이

루어지던 전시가 작품 수의 증가로 인해 어려워짐에 따라 더 큰 전시공간을

필요로 했고 2001년에 석탄 발전소인 the Central Eléctrica Power Station을

매입하게 되었다. 90) 헤르조그가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91) 재단 측이 헤

르조그 앤드 드뮤론을 설계자로 선택한 것은 그들이 테이트모던을 설계했던

경험 때문이었고, 카이샤 포럼의 기존 기능도 테이트모던과 마찬가지로 발전

소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설계의 제반 사항은 테이트모던과는 여러 가지 측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카이샤 재단과 테이트 갤러리는 재단의 규모 자체와

보유 작품의 수에서 이미 차이가 나기도 했지만, 테이트 모던에 비해 카이샤

포럼의 기존의 발전소가 위치했던 사이트는 워낙 조밀하게 위치하여 미술관

의 새로운 기능이 잘 작동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 발전소의 바닥

면적도 카이샤 포럼은 2,000m2 였던 것에 반해 테이트모던은 9,000m2 에 이른

다. 카이샤 포럼은 공공을 위한 공간이 매우 부족해서 인접해 있던 주유소를

매입해 작은 전면 광장을 형성하게 된다.

90) Jesús Carrasco-Muñoz Encina 와 José María Hernández에 의해 1899년에 설
계되었던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소로, 조밀하게 개발된 도시 내에 자리 잡고 있었
다. 1900년대 후반에 그 기능을 상실하였으나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Herzog & de Meuron)에 의해 미술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91) Video interview conducted by Studio Banana TV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udiovisual project of the 10th Spanish Architecture and Urbanism
Biennial 2009,
https://www.youtube.com/watch?v=5dUSewyVX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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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조밀한 도시 조직 내부에 위치한 카이샤 포럼, Caixa Forum, Madrid (출

처: https://archileeg.wordpress.com/2015/02/23/contemporary-preservation-in-caixa-forum)

건축가는 디자인 과정에서 기존의 건물의 기단 부분을 과감하게 들어 올려

진입부분을 공공의 영역으로 할애하고, 건물의 지하와 상층부에 새로운 공간

을 추가함으로써 부족한 면적을 확보하는 동시에(연면적이 2,000m2에서

10,000m2로 증가) 기존의 발전소와 구분되는 새로운 매스를 추가한다.(그림

2-33)

그림 2-33 기존의 발전소를 수직적으로 확장하고 단면을 재배치하는 과정.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발전소의 흔적은 거의 외벽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단면 다이어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그림 2-33) 내부의 기존의 공간적

특징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공간의 층들이 자리하게 된다.92)

92) 다이어그램은 건축가의 단면을 재구성함
https://www.herzogdemeuron.com/index/projects/complete-works/201-22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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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카이샤 포럼의 전신인 발전소의 모습

(출처:https://www.researchgate.net/figure/Figura-4-Veduta-della-Central-Electrica-de-M

ediodia-a-Madrid-prima-dellintervento-di-t_fig2_312136409

그림 2-35 전용이후 카이샤 포럼 전경, (출처: arcspace 공식홈페이지)

그림 2-36 카이샤 포럼 배치도 (출처: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 웹사이트)

그림 2-37 카이샤 포럼 단면 (출처: 헤

르조그 앤드 드뮤론 웹사이트)

caixaforum-madri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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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와 같은 오래된 발전소의 공간은 다음과 같이 완전히 새로운 전시실

로 대체되게 되며(그림 2-38) 내부에서는 기존의 산업시설의 공간적 특징이

남아있지 않다. 전시의 방식이나 전시되는 작품의 경향도 일반적인 미술관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림 2-38 기존의 발전소의 공간적 특징이 남아있지 않은 카이샤 포럼의 전시실 ( 출

처: arcspace 공식홈페이지)

그림 2-39 카이샤 포럼 1층 평면도

(출처: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 웹사

이트)

그림 2-40 카이샤 포럼 3층 평면도

(출처: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 웹사

이트)

② 발틱 현대미술관(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

이러한 양상은 영국의 발틱 현대미술관(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의 경우도 유사한데, 프로그램 자체는 거대한 제분소에서 미술관이라는

이질적인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지만 공간 내부에서는 그러한 이질성이나 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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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결합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의 공간적 특징 또한 남아있지 않다.(그림

2-43)

그림 2-41 제분소였던 발틱 현대미술관, (출처

: Newcastle Chronicle)

그림 2-42 현대 미술관으로 전용된 이

후의 발틱 현대 미술관, (출처 :

Newcastle Chronicle)

그림 2-43 제분소의 공간적 특징이 남아있지 않은 발틱 현대 미술관의 전시실 (출처

https://www.auralightitalia.com/case-studies/architectural-brighter-lighting-girandola-de-luz-2)

기존의 제분소 외벽은 큰 변화 없이 보존되고 있지만(그림 2-42), 내부는 최

상층의 천창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미술관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높은 층

고의 공간은 다음의 단면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개의 슬라브로 나뉘며 일반

적인 층고의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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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발틱 현대 미술관의 단면 (출처:Ellis Williams Architect)

③ 센트레일 몬테마티니(Centrale Montemartini)

이탈리아 로마의 센트레일 몬테마티니는 이러한 카이샤 포럼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전용방식을 보여준다.

그림 2-45 센트레일 몬테마티니 미술관의 배치도 (출처: centrale montemartini 공식 홈

페이지)

이 미술관은 본래 발전소로 쓰이고 있다가 기능을 다해 방치되고 있었는데,

캄피돌리오 미술관(Musei Capitolini)의 수리과정에서 미술품들을 잠시 이 발

전소의 공간에 놓아두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아예 발전소의 공간을 미술관으

로 영구 전환하기로 하였다.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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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센트레일 몬테마티니의 미술관1

층 평면도 (출처: 미술관 공식 홈페이지)

그림 2-47 센트레일 몬테마티니의 2층 평

면도 (출처: 미술관 공식 홈페이지)

그런데 발전소의 공간은 많은 부분 그대로 보전되어 내부 공간 및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의 기계와 각종 설비들마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그림 2-48 센트레일 몬테마티니 미술관의 전신인 발전소의 전용되기 이전 모습, (출처:

미술관 공식 홈페이지)

이러한 모습들은 앞서의 카이샤 포럼의 내부와는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 카

이샤 포럼 내부에서는 기존의 건물의 기능인 발전소의 흔적을 찾는 것은 어렵

지만 센트레일 몬데마티니에서는 건축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발전소의 기계

까지 고스란히 남겨져, 전시품들과 독특한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그마저 전시

의 대상이 되고 있다.

93) 아래 센트레일 몬테마티니의 공식 홈페이지 참조
http://www.centralemontemartini.org/en/il_museo/storia_del_mu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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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 과거의 발전소의 요소들이 전시물과 함께 전시되고 있는 센트레일 몬테마티

니 미술관 (출처: 미술관 공식 홈페이지)

그런데 이 미술관에서의 전시의 방법은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발전소의 건축 요소들과, 기계들, 조각품이 병치되는,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

운 것이지만, 이곳이 새로운 예술 작품을 위한 장소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전

시물의 대상이 고대의 조각들인 점도 있지만, 발전소의 수많은 기물들과 기계

들은 미술품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닌, 그것차체로, 미술품들과 함께 전시되

는 관람과 보존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전시 공간은 새로운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이라기보다는 유물을 보관하는 박물관에 가까운 공간

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50 과거의 발전소의 요소들이 전시물과 함께 전시되고 있는 센트

레일 몬테마티니 미술관 (출처: 미술관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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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마가쟁(le Magasin-cnac)

위의 사례 이외에 프랑스의 마가쟁(le Magasin-cnac), 미국의 템포러리 컨

템포러리(Temporary Contemporary), 이탈리아의 볼로냐 현대미술관

(MAMBO- Museo d'Arte Moderna di Bologna) 등은 창고나 공장이 미술관

으로 전용된 사례인데, 앞의 사례와는 달리 기존 시설의 공간적 특징이 완전

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남겨진 것도 아닌, 그 일부가 남게 된 사례이

다. 이 중에서 마가쟁(le Magasin-cnac)은 귀스타프 에펠(Alexandre Gustave

Eiffel)의 작업장, 공장, 창고 등의 여러 용도로 쓰이던 곳으로 1986년에 현재

와 같은 미술관으로 전용되었다. 94)

그림 2-51 창고에서 미술관으로 전용된 마가쟁(le Magasin-cnac)의 전면 (출

처:https://en.wikipedia.org/wiki/Le_Magasin)

전용 이전의, 산업시설의 기능이

다하고 내부의 기물들이 철거된 이

후의 마가쟁 건물은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높은 층고와 넓은 기둥간격,

균질한 대공간, 간결한 구조와 외피,

충분한 채광장, 최소한의 마감 등,

산업시설에서 보이는 공간적인 특징

을 가지고 있다. (그림 2-52)

94) 마가쟁의 공식 홈페이지, http://www.magasin-cnac.org/

그림 2-52 기존의 기능이 소멸된 후 비워진

마가쟁의 전용 이전 모습 (출처: histoire des

expos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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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 미술관으로

전용된 이후의 마가쟁

(출처: histoire des

expos 공식홈페이지)

그림 2-54 마가쟁의 평면 (출처: histoire des expos 공식홈페

이지)

이를 미술관으로 재생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구조물의 대부분을 유지한 채,

하부에 높이 5m 정도의 흰색 벽을 설치해 중앙 부분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

고 있으며 흰색 벽 바깥쪽으로 형성되는 2개 층의 공간은 일부는 전시공간으

로, 일부는 지원 공간, 오피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2-54, 57)95) 위에

서 살펴본 카이샤 포럼과는 달리 내부의 중앙에서는 그 이전의 공간적 특징,

즉 산업시설의 높은 천창과 대공간, 구조 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그림 2-55 기존의 대공간으로부터 흰색 벽으로 구획된 전시 공간으로의 전용

그런데 아래와 같이 이 미술관에서 일어났던 전시 사진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전시가 이러한 흰색 벽에 한정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표 2-4) 몇몇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회화는 물론이고 조각이나 기타 설치 미술의 대부분

95) 출처: Silo Architecture 홈페이지
http://www.siloarchitectes.fr/magasin-des-horiz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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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앙의 흰 벽

아래로 한정되고

있다. 이 미술관이

애초부터 기획전시

를 위한 미술관으

로 전용되었으며,

공간에 맞추어 제

작되는 작품이 많

다는 사실을 생각

해본다면 이러한

경향에 대해 5m의

흰색 벽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다른 일반적인 미술관에 비해 높

은 천장고와 넓은 공간 등 전시시설의 기준과 상이한 산업시설의 공간적 특징

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공간적인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작품은 찾아

보기 어려우며 산업시설의 공간적 장점들이 작품의 제작에 있어 생산적인 역

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 2-56 공간의 하부 양쪽은 구획된 전시실로 쓰이고 중앙은

오픈된 전시공간으로 쓰임, 마가쟁의 단면도 (출처: Silo

architectur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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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전시장 안에 설치된 흰색 벽안으로 한정되는 마가쟁에 설치된 작품들 (출처: 마

가쟁의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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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용의 방식에 따른 공간의 차이

즉 위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전의 용도가 남긴 공간과 현재의

용도를 결합하는 방식은 사례들마다 동일하지 않았다. 이전의 공간의 공간적

특성이 거의 온전히 유지된 채로 새로운 용도가 삽입되는 경우에서부터, 외피

를 제외한 이전 공간의 공간적 특성이 거의 모두 제거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기존 공간의 특성의 유지 정도를 수치적으로

명확히 표현할 수는 없더라도 아래 다이어그램과 같이 그 정도를 비교해볼 수

는 있을 것이다. (그림 2-57)

그림 2-57 기존 공간의 특성의 유지 여부에 따른 전용의 방식,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존의 공간적 특성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사례

공간의 특징이 제거된 경우에는 외피나 이전 구조물의 일부만 남기는 경우

가 대부분이었고 내부 공간은 흰 벽의 중성적 공간, 화이트 큐브의 속성을 가

진 공간으로 대체되거나 분할되었다. 이에 반해 산업시설의 공간적 특징이 내

부에까지 남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남기게 되더라도 건축적 요소나 기물들

이 유물처럼 남겨져 예술 작품의 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공간이라 보기

어려웠다.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일부 산업시설의 특성이 전시공간에도 이어

지게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거대한 높이나 거친 마감의 공간은 흰색의

건식 벽으로 구획되고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작품들도 이러한 제

한 내에 한정되고 있었다. 물론 유휴시설의 재생이라는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성과와 많은 예술가들이 선호했던 보다 넓고 자유로운 전시환경의 구축이라

는 물리적인 성과 등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이들이 산업시설이 가진 공간의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져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산업시설의 전용의 방식, 이전 공간을 현재의 공간에

서 활용하는 방식이 전시공간의 성격과 이에 전시될 작품의 방향에 영향을 미

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산업시설을 미술관으로 전용하는 여러 가지

방식은, 뒤에 이어질 테이트 모던 현상설계의 여러 제출안에서도 다양한 양상



- 81 -

을 보이는 것으로서. 뒤에 이어질 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테이트 모던에서는

이들과 어떻게 다르며, 이들이 보여주지 않았던 또 다른 공간의 가능성들을

어떻게 펼쳐 보이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기존 

공간의 

특징 

유지

기존 

공간의 

특징

사라짐

Centrale Montematini  

le Magasin-cnac

Caixa Forum

표 2-5 산업시설을 미술관으로의 전용하는 사례에서 기존의 공간적 특징을 유지하는

정도

전시홀

전시실 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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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테이트 모던-공간적 특질의 중첩

3.1 현상설계의 과정 및 결과

3.2 제출안들의 특징

3.3 터빈홀의 가능성과 건축가의 역할

3.4 소결

3.1 현상설계의 과정 및 결과

3.1.1. 사이트 선정의 배경 

뱅크사이드 발전소는 오랜 기간 그 기능을 잃고 방치되다가 테이트 재단에

의해 전용이 결정되었다. 당시 기존의 테이트 브리튼(Tate Britain)의 소장 공

간이 새로운 작품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이르자 1992년, 테이트 이사

회는 독립된 근현대 미술관을 짓기로 하였으며,96) 이에 따라 별도의 근현대

미술관인 테이트 모던을 설립하게 된다.97) 앞서 살펴보았듯이, 뱅크사이드 발

전소는 건설 당시 그 위치의 적합성, 주변 맥락과의 상충, 시설의 크기, 환경오

염의 문제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992년 다시 테이트 모던의 새로운 장

소 후보지가 되었을 때 이러한 논란의 쟁점들은 오히려 사이트로 채택되게 되

는 이유가 된다. 테이트 모던이 밝힌 바에 의하면 테이트 모던 이사회(Tate

Modern Trustee)와 관장(Director, Nicholas Serota)은 뱅크사이드 발전소 부

지의 방문 이후에 그 부지의 규모와 기념비성, 위치의 장점 등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그 거대해 보이는 규모도 기존의 테이트 브리튼의 건축면적과 크게

96) 테이트 모던 공식 홈페이지 참조
http://www.tate.org.uk/about/who-we-are/history-of-tate#modern
97) 현재 테이트 갤러리(Tate Gallery)는 테이트 브리튼(Tate Britain)을 비롯하여,
테이트 모던(Tate Modern), 테이트 리버풀(Tate Liverpool), 테이트 세인트아이브
스(Tate St Ives), 테이트 온라인(Tate Online)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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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 않아 다루기 어렵지 만은 않다고 판단하였다.98) 또한 미술관 스스로도

미술관으로의 전용이 도시 한복판의 기피시설이었던 발전소로 인한 부조화와

지역의 낙후를 개선할 도시 재생의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하였으며, 이러한 가

능성은 지역 의회의 지지와 지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완전히 새로운 건물이 아닌 기존의 발전소롤 이용하기로 결정하게 된

데에는 신축의 경우에 비해 재생을 통해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이유와, 신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 행정상의

소모적인 일련의 일들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99) 그런데 이러한 이

유 이외에도 현상 설계 이전에 예술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새로운 건

축물보다는 산업시설이 예술품을 전시하기에 더 고무적인 장소이기에 더 선

호했다는 결과 또한 영향을 미쳤다.100) 이는 미술관의 이사회와 큐레이터들

간의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여준다. 결국 1994년 11월, 뱅크사이드

발전소를 테이트 모던 미술관(Tate Gallery of Modern Art)101)으로 재탄생 시

킬 건축가를 선정하기 위한 현상설계의 공모를 시작하게 된다.

98) 큰 규모를 필요로 했으나, 미술관으로서는 너무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로, 건
물의 규모 확인을 위해 사이트의 규모를 검토하고, 사이트를 관장이 직접 수차례
걸어보게 된다.
http://www.tate.org.uk/about/who-we-are/history-of-tate#modern

99) Wouter Davidts,“The Vast and the Void: On Tate Modern’s Turbine Hall
and The Unilever Series”, Footprint, 2007

100) Nicholas Serota, Jacques Herzog, Rowan Moore, “Conversation”, in Building
Tate Modern: Herzog & De Meuron Transforming Giles Gilbert Scott. ed.
Rowan Moore and Raymund Ryan (London: Tate Gallery, 2000), p.56

101) 현상설계 계획당시의 공식적인 명칭은 ‘Tate Modern’이 아닌 ‘Tate Gallery of
Modern Art’였고 후에 이름이 변경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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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뱅크사이드 발전소(Bankside Power Station), 전용되기

이전의 모습, 1985년 (출처:Rpwan Moore, Building Tate Modern)

3.1.2 현상 설계의 과정 및 제출안들 

(1) 현상설계의 배경 및 설계지침

기존의 뱅크사이드 발전소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동서 방향으로 길게 세 부

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보일러하우스(Boiler House), 터빈 홀(Turbine

Hall), 스위치 하우스(Switch House)이다(그림 3-2). 뱅크사이트 발전소의 미

술관으로의 전용은 단계적으로 계획되게 되는데, 1단계(phase 1)는 보일러 하

우스와 터빈 홀을 포함하고, 2단계(phase 2)는 스위치 하우스와 남쪽 지하의

오일 탱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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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테이트 모던 배치도에서의 보일러하우스, 터빈홀, 스위치

하우스의 위치 (출처: GC Bankside 2003)

그림 3-3 현상설계 지침서에 명시된 계획의 범주 (출처 : 현상설계 지침서)

Boiler House

Turbine Hall

Switch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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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트 갤러리는 우선 1단계의 진행을 위해 전 세계의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현상설계를 개최하게 된다. 현상설계 자체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선 설계사무실의 이력과 근작의 포트폴리오 등에 대한 서류심사로 15개 정

도의 사무실을 추려낸 다음, 설계안을 제출해 1차 심사를 하고, 다시 6명의 건

축가에게 2차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2차 심사를 위해 선택된 6명의 건축

가는 현장에서 테이트 갤러리 측과 제출안의 제출에 도움이 될 워크샵을 가졌

고, 2차 심사는 제출안의 제출 후에 심사위원들 간의 회의, 건축가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친 후 마지막으로 심사위원들의 회의, 심사위원들의 최종회의의

과정을 통해 마무리되었다.

현상설계의 시작점이며 그 기본이 되는 현상설계 지침서는 현상의 목표, 심

사위원과 고문위원들의 명단과 이력, 단계별 목표, 평가의 기준, 기존 건물과

사이트의 상황 및 자료, 등록의 방법, 스케줄표, 예산, 디자인 주안점 및 각 항

목별 과업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102), 이 중 건축 계획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

는 것들로서 현상의 목표와 평가의 기준, 건축 관련 지침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현상의 목표

현상설계 지침서에서 기대하는 미술관은 20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지어지는

미술관 중 가장 공공적인 미술관(the most public building)이며, 근현대 미술

을 위한 국제적인 입지의 미술관으로서 사이트가 입지한 서더크(Southwark)

지역의 재생을 위한 촉매의 역할 또한 기대하고 있다 밝히고 있다. 런던 템즈

강의 북쪽 지역에 비해 남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중요 정부기관이나 문화시설

이 부족하며 낙후된 시설이 많아 지역 재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뱅크사이드

발전소를 위시한 인근 서더크 지역 역시 유휴화되고 쇠퇴된 장소들이 테이트

모던의 설립을 계기로 재생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서더크 의회

(Southwark Council)도 테이트 모던 계획에 이미 지원을 하고 있던 터였다.

현상설계 지침서에서는 20세기의 중요한 미술관 모델로서 구체적으로 뉴욕

현대 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과 파리 퐁피두 미술

관(the Centre Georges Pompidou, Paris), 루이지애나 현대 미술관(the

Louisiana Museum of Modern Art)을 예로 들었으며, 미술관들을 세 가지로

102) Tate Gallery. “Competition Brief (Tate Gallery of Modern Art Competition
to Select an Architect)” Tate Library and Archive,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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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화하여, 도시에 위치하며 인공광에 의해 조명되는 미술관, 자유로운 평면

의 유연한 미술관, 도시 외곽의 인간적이고 자연광에 의한 미술관으로 나누었

다. 그러나 지침서는 이러한 전형적인 새로운 미술관이 아닌, 개인적 공간이나

유휴화된 창고, 혹은 도시공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새로운 예술이 탄생하

는 현대의 새로운 경향을 언급하며, 현재가 과거의 배경에서 전개되며 때때로

전위나 분열을 허용하기도 하는, ‘가공되지 않은 공간(raw space)’103)안에서의

예술의 등장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기대는, 새로운 건축물보다는 산업시설이

예술품을 전시하기에 더 고무적인 장소라이기에 더 선호한다는 현대 예술가

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근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가공되지 않은(raw)’ 공간은 지침서의 문맥상, 도시에 위치하며 인

공광에 의해 조명되는 미술관이나 일반적인 화이트 큐브의 미술관과는 다른,

‘기존 건물의 자연채광을 사용하는(dayllit conversions of existing building)’

유형으로서 ‘건축적 개입(architectural intervention)’이 최소한인 공간에 가깝

다고 해석된다. 예술가들이 설문 조사에서 산업시설이 예술품을 전시하기에

더 고무적인 장소라고 답하고 이러한 공간을 선호했던 것은, 화이트 큐브나

전통적인 미술관에서의 말끔하고 건축적 마감의 완성도가 놓은 공간보다는

마감이 최소한이며 거친 공간이 작업과 전시에 보다 자유롭고 편안하기 때문

이며, 작업을 제한하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기에 적합하다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하나의 원인은 작업의 자유도 문제 이외에, 장소로부터 분

리되는 모더니스트 조각과도 같은 작품보다 장소와 긴밀히 연결되는 장소 특

정적 작품이 보다 주도적이던 시대적 상황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

이다. 또한 지침서는 앞서 언급한 20세기의 대표적 모델들이 아닌, 오히려 기

존 건물을 활용하는 the Hallen Fur Neue Kunst(Shaffhausen), the Staatchi

Collection(London), Bern and the Stedelijk Museum(Amsterdam) 와 같은 사

례들을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미술관의 새

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103) “Some of the most significant presentations of new art have taken place
outside the traditional gallery in private houses, disused warehouse, or in the
urban townscape....It wil sometimes involve the presentation of art in ‘raw’
spaces,”
위의 책,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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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적 방문자와 일회적 방문자 모두를 포용하며 커다란 공공건물 안에서도 

개인적인 공간을 창출하며 편안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함

2
적합한 비례의 다양한 갤러리들을 제공하고,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며, 
갤러리들의 자연스러운 확장영역으로서 명확하게 구성된 공공공간을 구성

3
넓은 범위의 연령대와 관심사의 단계를 위한 정보와 교육의 자원들을 제공하고 

방문을 통해 공식적, 비공식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

4
공식적, 비공식적 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모임과 식사의 공간을 마련하며, 
방문하기에 흥미로운 공간

5
미술관과 외부의 세계를 연결하기 위해 건물의 내·외부를 연결함으로써 도시에 

생명력과 활기를 주어야함 

표 3-1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 제시한 새로운 비전 (출처: 현상설계 지침서)

이러한 비전에서는, 새로운 예술을 위한 공간이지만 또한 일반적인 방문자

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갤러리 뿐 아니라 미술관내 공공영역에 대한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를 향해 열려있는 미술관으로서 도시의 재생에 기여하

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② 평가의 기준(Assessment Criteria)

이 현상의 평가의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제시하였는데, 디자

인 자체 뿐 아니라, 디자인을 실행할 수 있는 설계사의 능력여부도 점검하고

있으며, 이는 이 현상설계가 현상 제출안 자체뿐만 아니라 건축가를 검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언급을 통해 재확인되고 있다.

1 대담함과 상상력을 보여줄 전반적인 디자인 접근 방식

2 현대 미술관의 특별한 요구에 대한 혁신적이고도 호의적인 접근방식

3 커뮤니케이션 능력

4 이러한 규모의 프로젝트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인적자원제공의 능력

5 유사한 스케일이나 성격을 가진 프로젝트의 경험

6 큰 규모의 재생 프로젝트 경험

표 3-2 현상설계 제출안에 대한 평가의 기준 (출처: 현상설계 지침서)

또한 산업시설을 미술관으로 활용한 선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뱅크사

이드와 같이 거대한 발전소 시설을 활용하는 사례는 없었던 만큼 그들 자신들

로서도 모험일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이러한 그들의 선택과 기대에 부응해

대담하면서도 상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을 원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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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침 사항

이러한 포괄적인 기준 아래, 건축과 관련된 세부 지침들은 도시적 맥락과

사이트, 건물, 전시공간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1

A grand desgin
Ÿ 공공적이고 시민들을 위한 건물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함

Ÿ 수평적으로는 강을 비롯하여 주변과 연결되도록, 수직적으로는 지하부터 상부

까지 잘 연결 되어야 함

Ÿ 기존 건물의 대칭성과 육중한 벽돌과 창문의 힘에 대한 존중이 대담함과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함

Ÿ 자칫하면 단조로울 수 있는 구조물에 놀라움의 공간과 볼륨을 창조할 수 있

는 능력

Ÿ 새로운 입구의 형성을 위해 주 건물 근처의 부수적인 구조물들은 제거하거나 

또는 새로운 구조물을 만들 수도 있음

Ÿ 주변의 도시조직에 통합될 수 있도록 계획

Ÿ 길버트 스콧의 인상적인 기존 건물에 더해질 명확한 비전과 대담한 전략, 용

기가 필요   

2

과업1 - 도시적 맥락과 사이트

Ÿ 주변 도시환경과 도시 맥락 안에 있어야 함

Ÿ 공공의 접근과 조각품의 전시가 가능하도록 고려

Ÿ 북쪽에 큰 공공공간을 마련하고 남쪽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

Ÿ 이 제안은 템즈강을 가로질러 세인트폴 대성당 쪽으로 새로 생기게 될 보행

자 전용 다리에 부합하여야 함

Ÿ 뱅크사이트의 테이트 모던으로의 재생은 주변지역(특히 서더크 지역)의 재생

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리라 기대 

3

과업2- 건물

건물 안의 다양한 기능을 통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건물

Ÿ 건물의 남쪽부분을 현재 London Electricity plc.에서 사용 중 

Ÿ 발전소는 철골구조에 벽돌 마감한 건물로서 9,200m2 에 이르는 주 

공간을 가지고 있음

Ÿ 터빈홀과 보일러하우스의 지붕은 26m 정도이며 지붕위의 부가적

인 구조물들은 그 높이를 35m 까지 확장. 굴뚝은 99m
Ÿ 이 사이트의 대부분은 발전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평균 8.5m의 깊

이를 가진 지하실 있음

Ÿ 지하실 레벨에는 남서쪽 코너에 오일 탱크가 있음. 

가능한

변화들 

Ÿ 주 건물 주위의 보조 건물들은 철거 가능함

Ÿ 기존의 창이나 벽돌 멀리온의 제거 가능함. 

표 3-3 현상설계 지침서에 기재된 설계의 지침사항 요약 (출처: 현상설계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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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에서 보이는 주목할 만한 점은 도시적 맥락과 주변과의 연계이다. 미

술관이라는 명확한 기능을 가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지역과의 연계

와 공공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큰 방침을 세우

고 있지만, 가능한 변화들, 기본 가정들, 내부 공간배치 등의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이 지침서의 가장 구체적인 부분이지만 많은 부분을 건축가에게

할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는 이러한 지침의 대략적인 내부 공간의 면

적표이다. (표 3-4)

Ÿ 지붕이나 입면에 부가적인 구조물 설치 가능

Ÿ 천창 교체 가능, 굴뚝을 전망 갤러리나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

기본 

가정들

Ÿ phase 1은 보일러 하우스만을 포함할 수도 있음

Ÿ 주된 동선은 보일러 하우스의 중심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phase 2에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등으로 확장될 수 

있음

Ÿ 대략 3개의 갤러리 레벨, 한 개의 공공/교육 레벨, 한 개의 서비스 

레벨을 포함하여 다섯 레벨까지 시설 구성이 가능

Ÿ 이 건물의 규모를 담아내는 포괄적이고도 드라마틱한 공간들은 어

떤 지점에서는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그러한 공간

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가능

Ÿ 바닥 레벨이나 입구 레벨은 대지 레벨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Ÿ 몇몇 시설들은 건물 앞이나 지붕에 위치할 수 있음

Ÿ 그러나 입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측, 남측, 동측에 별도의 새로

운 시설을 삽입할 수는 없음 

내부 

공간배치

Ÿ 건물 주변, 접근, 입구는 매우 중요

Ÿ 육중하고 수수한 건물로서 주변 지역에서 향유할 수 있는 동시에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건물이어야 함 

Ÿ 이 건물은 방향성의 제시가 가능하고 만남과 집회가 가능한, 다양

한 탐험과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중심의(central ‘heart’) 공간이 되

도록 여유 있는 공공 공간을 제공하여야 함

4

과업3- 전시공간

Ÿ 건물의 자연광을 창의적으로 활용

Ÿ 다양한 형태의 갤러리들을 계획하지만 공공의 공간과도 편안하게 섞이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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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ation Area(m2)
Display 10,000
Exhibition 2,000
Orientation 100
Special Reception 200
Shopping 1,600
Eating 1,650
Information & Study and Publication Space 850
Education and Events 1,750
Art Management 1,350
Administration and Offices 1,450
Facilities Management 300
Security 250
Total 21,500

표 3-4 내부 공간 면적표(Schedule of Internal Areas) (출처: 현상설

계 지침서)

(2) 현상 설계 제안서들의 주안점

앞에서 밝혔듯이 2차 심사를 위해 채택된 건축가는 6명이고 이들은 안도 타

다오(Tadao Ando), 라파엘 모네오(Rafael Moneo), 데이비드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 렌조 피아노(Renzo Piano), 렘쿨하스(Rem Koolhaas),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Herzog & de Meuron)이며 각 건축가의 설계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① 안도 타다오(Tadao Ando)

안도 타다오는 그의 계획을 5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1) 2중의

구조(A double-encased structure), 2) 기하학적 전시 공간(The geometirc

exhibition space), 3) 유리 박스(The glass shafts, 두 번째의 이중구조(A

second double-encasement)), 4) 흐름의 선- 동선과 수송(The lines of

flow-circulation and transportation), 5) 도시와의 대화(The dialogue with

the city)와 같다.

그의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기존 건물을 관통하는 두 개의 유리 박

스(glass shaft)이다. 그는 기존의 벽돌로 만들어진 벽이 건물 남쪽의 서더크

(Southwark) 지역을 강과 북쪽의 도심지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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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다. 그러한 분리된 상황을 극복하고자 건물의 중앙부에 벽을 뚫고 지

나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개념적인 유리 박스를 삽입하고 이를 “바람구멍

(wind hole)”이라 명명하였다. 이 삽입된 박스 안의 갤러리에서 런던의 대조적

인 경치들을 감상하고 도시를 갤러리 안으로 끌어들이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아래의 배치도와 단면(그림 3-4, 5)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유리 박스의 축

을 강 건너의 세인트 폴 대성당과 연결되는 축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계획함으

로써 도시적 연결을 고려하였다.104)

그림 3-4 테이트모던과 세인트 폴 대성당을 연결하는 축 (출처: 현상설계 제출도면)

현상설계의 지침에 나온 서더크 지역과 세인트 폴 대성당에 관한 도시적 접

근의 필요성에 대한 안도의 반응은 이렇게 도시의 전망(view)을 건물 안으로

끌어들이고, 개념적인 축을 설정하고 각각의 축을 일치시킴으로써 도시와의

연결성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6명의 현상설계 참가자

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도시적 대응을 하게 되는데, 안도는 주변과의 직접

적인 연결보다는 이러한 임의적인 축의 설정과 축의 일치를 통해 개념적으로

104) Tadao Ando Architect & Associates, “Tate Frames Architecture: CASHES
IN ON CULTURE LOTTERY!”, ANY: Architecture New York, Anyone
Corporation, No. 13, 1996, pp. 22-7

그림 3-5 세인트 폴 대성당과의 연결축에 의해 드러나는 단면 (출처: 현상설계 제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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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고 있다. 또한 그가 “바람구멍”

이라 불렀던 유리박스와 원형 혹은 정

방형, 장방형 매스들은 강한 조형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접근

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긍정적인 반응

도 보였지만, 부정적 반응 또한 적지

않았다.

그림 3-7 북측 입면 (출처: 현상설계 제출도

면)

그림 3-8 동측 입면 (출처: 현상설계 제출

도면)

그는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상징적인 세 개의 재료에 대해

설명하는데, 각각 벽돌과 유리와

콘크리트로서, 벽돌은 인간 생산

활동의 결과와 물질성의 시대를

상징하고, 유리는 현대미술에 내

재해있는 추상성과 이미지에 의

해 지배받는 후기 물질 시대를

표현하며, 콘크리트는 중립성으

로 나머지 두 가지를 중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05). 이러한 재료들은 벽돌의 외피와 내부에 삽입된 박스 구조

물들에 쓰일 것이며, 이러한 구조물들에 의해 “마(ma)”라고 지칭한 틈(chasm)

105) 위의 책, pp.22-7

그림 3-6 건물의 중요 요소인 유리박스

가 잘 드러나는 2층 평면도 (출처: 현상

설계 제출도면)

그림 3-9 각각의 매스에 대한 재료 계획 (출처:

현상설계 제출도면을 바탕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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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사이 공간을 형성하고 이 사이 공간은 상부의 유리 천장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채워지며, 이 공간은 로비나 도서관, 상점, 동선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

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 사이 공간으로 들어온 빛이 다시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며 정적이고 은은한 빛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갤러리

는 흰색 건식 벽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를 통해 중성적이며 유연한 공간을

만들려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림 3-10 Display section (출처: 현상설

계 제출도면)

그림 3-11 circulation diagram to display

(출처: 현상설계 제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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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각 층 평면도 (출처: 현상설계 제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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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템즈 강 방향에서의 외부 투시도 (출처: 현상설계 제출도면)

그림 3-14 건물 내-외부 투시도 (출처: 현상설계 제출도면)

그림 3-15 모형사진-1 (출처: 현상설계 제출

도면)

그림 3-16 모형사진-2 (출처: 현상설계

제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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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라파엘 모네오(Rafael Moneo)

라파엘 모네오의 제안은 미술관 자체로는 안도 타다오만큼 눈에 띄는 조형

적인 제스처는 없는 대신, 건물 북쪽 파사드 전면에 방사상으로 배열되는 박

스로 이루어진 큰 레스토랑을 설치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북쪽으로 돌출

된 레스토랑 매스는 기존 건물의 무미건조함을 완화하고 강변 파사드에 활력

을 제공하며, 강 너머의 도시를 향한 훌륭한 전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

히고 있다. 또한 기존의 지붕에 천창을 확대해 빛의 유입을 늘림으로써 현대

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을 향상시키려 하였다. 출입구에 대해서는 서쪽에 승하차

구간과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를 두고 북쪽에는 강둑에서부터 시작되는 램프

가 위쪽 메자닌 층에 이르도록 계획하였다. 건물의 동쪽에는 직원이나 특별한

방문자를 위한 출입구를 설치한다. 레스토랑 등 공공의 영역은 1,2 층으로 제

한되며 갤러리들은 상층에 위치하게 되는데, 1, 2와 3번 갤러리 위에 4, 5번 갤

러리가 위치한다. 1, 2, 3번 갤러리는 벽면의 커다란 창을 통해 자연광을 유입

하지만, 4, 5번 갤러리는 천창을 통한 완전한 자연광을 받게 된다.

이러한 설계 제안서에 드러나는 라파엘 모네오의 안은 다소 일반적이고 상

식적인 수준의 설명이 많은데, 가령 “중요한 접근에 새로운 형태를 주기 위해

출입문 위에 캐노피를 둔 것이 중요한 요소”라든지, “트럭은 충분한 공간을 가

지며 미술품의 운반은 완전히 안전한 영역에서 이루어짐”, “천창을 통해 현대

미술 갤러리의 기능성을 향상시킨다.”, “ 갤러리의 실들이 풍부하고 다양한 작

품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독특하고 유연한 공간을 제공한다.”106) 라는 설명이

다. 이러한 점들은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될 법한 언급이라 할 만큼 현상 참가

자들의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며, 심사 위원들도 지적

하였듯이, 테이트 재단이 원하는 독창적인 갤러리를 위한 그들만의 계획이 무

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제안은 보이지 않는다.

106) Rafael Moneo, “Tate Frames Architecture: CASHES IN ON CULTURE
LOTTERY!”, ANY: Architecture New York, Anyone Corporation, No. 13, 1996,
pp. 34-9



- 98 -

그림 3-17 level 1 평면도 (출처: 현상설계

제출도면)

그림 3-18 level 2 평면도 (출처: 현상설계

제출도면)

그림 3-19 level 3 평면도 (출처: 현상설계

제출도면)

그림 3-20 level 4 평면도 (출처: 현상설계

제출도면)

그림 3-21 남북방향 단면-1 (출처: 현상설계 제출도면)

그림 3-22 남북방향 단면-2 (출처: 현상설계 제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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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모형 사진 (출처: 현상설계 제

출안)

그림 3-24 내부 모형 사진 (출처: 현상설계

제출안)

③ 데이비드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기존 건물의 문제가 외부와는 수직 창으로만 연결된

채 외부와 차단되고 감추어지며 내부화된 것이라 보았다. 따라서 북쪽의 템즈

건너편 공간과 남쪽 서더크 지역 등 건물 주변들을 연결하기 위해 건물에 많

은 입구를 두고 램프와 계단들로 연결하려 하였다.

그림 3-25 사이트 북쪽과 남쪽의

컨텍스트에 대응하는 전략, 치퍼

필드의 스케치 (출처: 현상설계 제

안서)

그림 3-26 ‘우산(umbrella)’으로 비유된

건물의 외피과 내부공간과의 관계, 치퍼

필드의 스케치 (출처: 현상설계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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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치퍼필드는 자일스 스콧이 만든

기존 건물의 벽돌 외피는 구조의 특징을

‘위장(disguise)’하고 있는 것으로서107),

자체적으로 구조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견고한 철골구조에 덧붙

여진 얇은 표면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건물의 상황에 대응하는 치퍼필

드의 전략은, 외피를 ‘우산(umbrella)’에

비유하여 그가 새롭게 만들게 될 공간을

덮고 있는 것으로서, 내부의 매스들을 내

포하지만 닫힌(closed) 박스가 아니라 주

변의 컨텍스트에 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그림 3-26) 기존 건물에 부여된

이러한 역할의 규정 아래에서, 외피를

‘벗겨내도(peeling away)’ 될 정도로 외피

와는 독립되면서 미술관의 프로그램을

수용하기에 ‘너무 큰 볼륨(a volume too

big for the programme)’을 채워나갈 매

스들을 구상하게 된다. 이러한 매스들은

추상화된 일련의 갤러리 들로서, 이 건물

의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로 보았던 최상

층에서의 세인트 폴 대성당을 향한 전망

(view)에 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퀀

스에 따라 구성되게 되며, 이러한 구성

(composition)이 치퍼필드 안의 주요한

전략의 하나가 된다. 그는 이러한 매스

들의 시퀀스가 방문자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며, 기존의 건물 외피와 새로운 매

107) 자일스 스콧의 매스(mass)는 외부에서는 여러 개의 공간이 서로 중첩되어 있
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일한 거대한 공간을 품고 있으며, 재료 또한 외부와
내부의 변화가 크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외부로부터 시작된 인상이 착각
(illusion)이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것이다.
David Chipperfield, 현상설계 제안서, “TG 12/4/7/2 Tate Modern Project
(1986-2000)”, Tate Gallery Archive, 2000. p.2a

그림 3-27 최상층을 위해 나아가는 것

을 시퀀스를 보여주는 스케치

그림 3-28 매스들로 구성되는 시퀀스

(volumetric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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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들의 사이 공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이라 보았다. 아래의 모형 사진

들과 평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그의 의도에 따라 사이드뱅크 발전

소의 기존 건물은 외피만이 남겨지

고 내부는 그러한 정방형, 혹은 장방

형의 매스들로 채워지게 된다. 그는

이러한 매스들은 개별적인 건물과도

같아서, “건물 안의 건물”들로서 전

체가 하나의 도시와도 같으며 이는

거리(streets), 광장(squares), 빌딩

(building)으로 구성되는 것이라 하

였다.108)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헤르

조그 앤드 드뮤론도 거리(street)라는 용어를 썼지만, 그 범위와 성격은 확연히

다르다. 치퍼필드의 거리는 매스들로, 건물 군들로 가득 채워진 후 남겨진 거

리라면,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거리는 외부로부터 바로 연결되며 전체 갤러

리 군의 바닥면적과 맞먹는 정도의 면적과 거대한 용적의 미리 비워진 공간이

다. 또한 치퍼필드의 새로운 매스들은 기존의 건물과 ‘대조(contrast)’되며 콘

크리트와 같은 새로운 재료로 기존의 재료와 차별시키고자 하였다. 그의 계획

안은 공간의 분배 면에서 다른 건축가들과 차이를 보이는데, 안도 타다오, 헤

르조그 앤드 드뮤론, 렌조 피아노와는 달리 치퍼필드는 터빈홀을 매스로 완전

히 채우고, 보일러하우스는 갤러리 블록 등으로 채운 후 남은 공간을 공공공

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그는 기존의 굴뚝이 원활한 연결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과감히 제거한 후 새로운 코어를 만들고,

기존의 외피와 같은 재질의 벽돌 타워 브리지를 삽입하여 이것이 건물 내부까

지 파고들도록 한다.

108) David Chipperfield, “Tate Frames Architecture: CASHES IN ON CULTURE
LOTTERY!”, ANY: Architecture New York, Anyone Corporation, No. 13, 1996,
pp.28-33

그림 3-29 남북측 단면 (출처: 현상설계 제

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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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모형의 내부에서 보이는 매스들

(출처: 현상설계 제안서)

그림 3-31 모형사진 (출처: 현상설계 제안

서)

그림 3-32. level 1 평면도 (출처: 현상설계

제안서)

그림 3-33 level 3 평면도 (출처: 현상설계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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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렘쿨하스(Rem Koolhaas, OMA(Office of Metropolitan Architecture))

렘쿨하스는 이 프로젝트에서 추구하는 새로운 미술관을 예술가들을 위한 창

작의 새로운 조건들을 탐구하는 도시적 장치로 규정109)했다. 이러한 미술관의

다양한 새로운 조건들을 만드는 방법으로, 수많은 특이성들을 수용할 수 있는

멸균의 중성적인(aseptic) 공간110)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과 상황을 담고 있는

건물을 만듦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보았다. 기존의 건물에 이러한 다양성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정교하게 침투(infiltration)하거나 새로운 요소를 부과

(imposition)할 수 있는데, 그는 이러한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한다고 밝히고 있

다. 실제로 그의 설계 안은 다양한 조건과 형태, 크기를 가진 갤러리 공간들로

구성되는데, 크게 Block Ⅰ, Ⅱ, Ⅲ 으로 구성되며 각각 저층, 중층, 지붕 층의

영역에 위치하게 된다.(그림 3-34)

그림 3-34 동서방향 단면 (출처: 현상설계 제출안)

그는 이러한 갤러리 박스들의 ‘사이(in-between)’에 남는 여분의 공간들

(residual spaces)은 유연성과 다양성, 그리고 프로그램의 암시의 공간들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갤러리들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의 매스들은 뱅크사이

드의 ‘상자(box)’안에 위치하는 ‘성좌(constellation)’111)와도 같이 거대한 뱅크

109) Rem Koolhaas(OMA), “Tate Frames Architecture: CASHES IN ON
CULTURE LOTTERY!”, ANY: Architecture New York, Anyone Corporation,
No. 13, 1996, pp. 40-45

110) 안도타다오가 수많은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넓고 흰색의 중성적인 공간을 만
들고자 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렘쿨하스는 다수의 다양한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위의 책, pp. 40-45

111) 렘쿨하스 스스로도 ‘성좌’라 부를 만큼 다양하고 많은 수의 매스들을 계획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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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의 부피를 채우고 있으며,

그러한 매스들 사이에서 로비,

기획전시, 공연, 강의, 정보교환,

식음과 같은 다양한 양상을 가진

공공영역이 형성된다. 그는 미술

관의 가치와 목적을 현대 예술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

다양한 형태와 조건의 미술관을

계획하였다. 미술관 안에 삽입된

다양한 형태의 갤러리들은 기존

의 보일러 하우스와 터빈홀의 영

역을 넘나들며, 건물 전체에 분

포되어 있으며, 기존 건물은 이

들을 수용하는 외피로서 다양한

매스들을 감싸며 내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림 3-36 level 1 평면 (출처: 현상설계 제출안)

Rem Koolhaas(OMA), 현상설계 제안서, ”TG 12/4/7/4 Tate Modern Project
(1986-2000)“, Tate Gallery Archive, 2000

그림 3-35 남북방향 단면 (출처: 현상설계 제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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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level 2 평면 그림 3-38 level4 평면

그림 3-39 level 6 평면 그림 3-40 level 8 평면

그림 3-41 다양한 매스들과 건축요소들을 보여주는 내부 투시 (출처: 현상설

계 제출안)



- 106 -

⑤ 렌조 피아노(Renzo Piano)

렌조 피아노는 현상 설계 이후에 설치되게 될, 세인트 폴 대성당과 테이트

모던을 잇는 보행로를 테이트모던 안까지 끌어들이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이

보행로는 테이트모던 사이트에 이르러서 살짝 들어 올려진 램프가 되어 터빈

홀을 거쳐서 테이트모던의 남쪽 출입구로, 다시 서더크(Southwark) 지역으로

연결되게 된다. 전체적인 건물의 구성은 보일러하우스였던 북쪽 영역에 전시

실을 비롯한 여러 기능의 층들이 쌓이게 되고 그 층들의 최하층은 기획 전시

및 이벤트 공간으로 기획되며, 터빈홀은 과거의 규모 그대로 남겨지게 된다.

건물의 전면 쪽 강변에 파빌리온이 추가되며, 그 기능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

았지만, 레스토랑 및 상업시설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그림 3-42 배치도 및 대지단면 (출처: 현상설계 제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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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세인트 폴 대성당과 테이트모던을 잇는 보행로가 건물내부 램프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대지 종단면 (출처: 현상설계 제출안)

그림 3-44 건물의 남북방향 단면 (출처: 현상설계 제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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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각층 평면 (출처: 현상설계 제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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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Herzog & de Meuron)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은 현상 설계 지침에서 요구했듯이 새로운 공공 공간

(a new public space)을 만들기 위해 진입공간에서 터빈홀로 이르는 영역에

거대한 공공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으로의 진입을 위해 사이트 주변을 정리하

게 된다. 강변 쪽 정면의 외부공간은 내부의 공간적 질서와 그 방향을 같이하

도록 계획되었고, 건물로의 진입은 4개의 방향에서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는

데, 가장 특징적인 입구는 서측의 입구이다. 그 입구로부터 이어지는 거대한

램프는 이 건물 안에서 이루어진 주된 건축적 변형의 하나로 이는 건물외부에

서 시작해서 건물 안으로 이어져 건물 안의 지하층에 완만하게 연결되게 된

다. 이는 단지 입구가 아니라 만남의 장소로서 북쪽의 타워와 남쪽 입구와 함

께 대중에게 열리고 서로 연결되게 된다. 이는 과거의 닫힌 뱅크사이드 발전

소와는 달리 사방으로 열려서 방문자들이 어디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지형의 랜드스케이프로 건물을 변환시키기 위함이다. 램프는 이러한 지형 중

의 하나로 작용하며 방문자들을 지하의 레벨까지 이끌어 터빈홀에 도달하도

록 한다. 램프에 진입하여 터빈홀의 긴 왼쪽 내부 입면을 바라보면 북쪽 입구,

상점, 카페테리아, 교육 시설, 전시공간 등의 내부 공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

게 된다.

그림 3-46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 현상설계 시 제출한

테이트모던 배치도 (출처: 현상설계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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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램프

그림 3-47 북쪽의 플랫폼과 서쪽의 램프가 입체적으로 엮이는 1층의 평면도 (출처:

현상설계 제출안)

또한 북쪽에서의 진입과 남쪽에

서의 진입 동선은 1층의 플랫폼에

서 교차하는데, 이 플랫폼은 터빈

홀 전체에 있던 바닥 슬라브의 일

부 잔재물로서, 슬라브는 북쪽 입

구와 남쪽 입구를 연결하는 부위

를 제외하고 제거되었다. 이는 터

빈홀의 특별한 스케일과 터빈홀

전체의 크기를 경험할 수 있는 장

소로서, 북쪽 보일러하우스의 갤

러리와 남쪽의 스위치 하우스를

연결하는 다리(bridge)인 동시에,

나아가 주변의 도시적 배경, 즉 탬

즈강과 북쪽 출구, 남쪽 출구, 테

이트 가든에서 서더크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연결 지점을 형성

하고 있다. 이는 서쪽의 램프와 마

찬가지로 내부화된 도시적 지형의

일부이며 만남의 장소이다.

그림 3-48 발전소로 사용될 당시의, 바닥슬래

브가 철거되기 이전의 터빈홀 사진, 2000 (출

처: 테이트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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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개념(concept)으로 제

시한 것은 기존의 건물을 최대한 활용(maximum profit)하며 기존의 볼륨

(existing volume)과 기존의 재료(existing material)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

러한 개념 아래에서, 보일러하우스에는 현상 지침서에서 제시했던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밀도 있게 들어가게 된다. 주로 상설 전시들을 위한 갤러리들을 위

치시켰는데, 이들은 현상 지침에서 요구했었던 것처럼 일반적인 갤러리들보다

높게 계획되었으며, 5m 이상의 높이를 가진 갤러리들과 2개 층 높이의 갤러리

들(12m)로 구성된다. 2개 층 높이의 갤러리에서는 기존의 발전소 건물에서의

긴 수직창이 그대로 활용되며, 도시의 좋은 조망을 끌어들이며 내 외부를 연

결한다.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갤러리들을 통해

‘수퍼마켓 유형’(동일 조명에서 모든 것을 좋은, 동일한 조건에 놓는 유형)과

‘특수한 장소(highly specific venue)’의 양 극단112)에서 최상의 것을 얻으려 했

다. 이들은 5m의 동일 높이를 가졌고 일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그 형태와 비율은 모두 다르다. 또한 조명도 각 실마다 조금씩 다르며 인공조

명과 자연조명을 적절히 활용해 최상의 효과를 얻으려 하였다.

그들이 제시한 공간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터빈홀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위의 보일러 하우스의 밀도 높은 구성과는 달리 터빈홀 전체 공간의 비어있는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으며,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이 밝힌 바와 같이 이

는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마치 ‘거리(street)’와도 같은 영역으로서,

지붕이 덮인 광장이나 갤러리아와 같이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터빈홀은 명칭 그대로 발전소의 터빈들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폭, 길이가 각각 22m, 152m에 이르며,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계들을 위한 바닥

슬라브를 제거하여 높이가 35m로 더욱 확장되도록 계획되었다. 이 공간은 그

들이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아무것도 더 낮거나, 아무것도 더 높지 않아야”
113) 하는 공간으로서 기존의 공간 스케일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 공간은 방문객들이 북쪽의 갤러리를 방문하기 위한 진입공간이며 미술관

의 주된 홀인 동시에 공공 공간으로 계획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기획전을 위한

거대한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게 된다. 114)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은 이러한 그들의 계획에서 예전과 현재의 요소들이

112) Rowan Moore And Raymund Ryan, 앞의 책, p. 42
113) Rowan Moore And Raymund Ryan, 위의 책, p. 39
114) 실제로 현재에도 이 공간은 기획전시가 있을 때에도 무료로 개방되며, 때때로

학교의 행사나, 각종 공연, 지역행사에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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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밀접하게 연결되고 조정되어 구분할 수 없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예전의

발전소 굴뚝을 그대로 존치시키는데, 다음 단계에서는 굴뚝이 전망대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하였지만, 애초에 기능적인 목적보다는 세인트

폴 대성당과 조우하는 도시적 랜드마크로 계획되었다. 이와는 달리 유리 박스

로 새롭게 추가된 건물 최상부의 라이트빔(light beam)은 기존의 어둡고 무거

운 벽돌 구조의 발전소 위에 떠있는 빛의 발산체로서, 낮에는 주광을 갤러리

안으로 끌어들이고 밤에는 인공조

명을 밖으로 발산한다. 이는 기존

의 수직적인 벽돌 타워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며, 강 건너의 세인트

폴 성당에 대응하고자 했던 스콧

(Scott)의 의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서 밝은 빛으로서 성당과 같이 모

두에게 열린 공공의 장소가 되었

음을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

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발

전소의 네 방향에 설치될 정원은

뱅크사이드 발전소를 모든 방향에

서 열려있고 접근 가능한 랜드스

케이프로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건축적 전략이다.

그림 3-50 지하층 평면도 (출처: 현상설

계 제출안)

그림 3-51 1층 평면도 (출처: 현상설계 제출

안)

그림 3-49 터빈홀의 원래의 공간적 규모를 유

지, 확장한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계획안,

남북측 단면도 (출처: 현상설계 제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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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2층 평면도 (출처: 현상설계 제

출안)

그림 3-53 5층 평면도 (출처: 현상설계 제

출안)

3.1.3 제출안에 대한 심사 

(1) 심사 과정과 심사의 방향

현상 제출안의 심사는 10명의 심사위원(The Assessors)과 7명의 고문위

원115)(Advisory Panel)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다수의 토론과 자문을 거쳤다.

심사위원은 건축가, 예술 분야 방송인, 테이트 갤리리 이사, 예술가, 미술관 관

장 등으로 이루어졌고, 고문위원은 각 분야 전문가, 특히 기술적인 측면과 운

영상의 문제를 자문할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심사위원들은 고문위원으로부터

의 자문을 거친 후 첫 번째 회의(1995. 1. 15)를 통해 제출안들에 대한 의견들

을 정리하였다. 두 번째 미팅(1995. 1. 16~17)에서 건축가들의 프리젠테이션에

앞선 회의에서 의문점과 질의사항을 정리하고 건축가들의 프리젠테이션 후

질의응답의 과정을 거쳐 다시 심사위원들 간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최종 미팅

에서 (1995. 1.17) 제출안 별로 회의를 한 후, 최종 회의를 거쳐 당선 안을 결

정하였다.116)

이러한 심사과정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 서

로가 심사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며, 제출안이 심사의 기준에서 벗어

나는 경우에도 그 안으로부터 배울 만한 요소나 생각을 유발시키는 아이디어

115) Tate Gallery, “Competition Brief (Tate Gallery of Modern Art Competition
to Select an Architect)” Tate Library and Archive, 1994, p.4

116) Tate Gallery, “Minutes of Accessors’ Discussion of Stage Two
Submissions.” Tate Modern Archive, January 1995, 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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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찾으려 했다는 점이다. 또한 결격사유를 지적하면서도, 그것이 건축가와

의 합의를 통해서 바꾸어 나갈 만 한 것인가, 실제 건축의 단계에서 건축가와

의 협력이 원활할 것인가도 고려하였다. 현상설계의 목적이 건축 계획안을 뽑

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할 건축가를 뽑는 것이라 명시했지만, 건축가의 선정

은 건축 계획안의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건축가의 해당사이

트와 현대건축, 예술을 대하는 태도, 기존 건물을 바꾸는 방식을 파악했다.

(2) 심사의 내용

① 1차 회의

1차 심사를 바탕으로 심사위원들 간에 이루어진 회의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안도 타다오

Ÿ 2개의 유리 박스가 강한 요소

Ÿ 장치들에 강한 영향력이 없음

Ÿ 공사비가 가장 비쌀 것으로 예상됨

2

라파엘 모네오

Ÿ 터빈홀이 동선의 중심. 갤러리는 대부분 북쪽

Ÿ 매우 차별화된 공간들은 오히려 가장 유연하지 않은 공간들을 만들어냄. 
Ÿ 터빈홀의 과한 마감의 정도로 인해 모네오의 안은 가장 비싼 공사비의 계획

안이 되었음

3

데이비드 치퍼필드

Ÿ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굴뚝을 없앰으로써 수직적 요소가 사라진 것 

Ÿ 주 출입구는 북쪽

Ÿ 주변 지역에 가장 관심을 덜 쏟은 안으로 보임

Ÿ 갤러리는 관습적인 방식으로 계획됨

4

렘쿨하스

Ÿ 북쪽 출입구 강조

Ÿ 서쪽 출입구에는 낮은 레벨의 상업적인 예술촌 계획

Ÿ 계획은 역동적인 공공공간을 포함

Ÿ 빠른 경로, 램프에 의한 느린 경로, 엘리베이터에 의한 경로 등 다른 종류의 

경로를 포함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음

Ÿ 21세기 새로운 미디어를 위한 블랙박스(black box)를 계획

5
렌조 피아노

Ÿ 세인트폴 대성당으로서의 연결성을 강조하기 위해 강 쪽으로부터 시작된 다

리가 전체 건물을 관통하는 디자인. 

표 3-5 1차 심사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 (출처: 심사위원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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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차 심사에서는 각 안의 특징적인 점들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그 이외의 진입, 동선, 마감, 공사비 등에 있어 장단점에 대해 논

하였다.

② 2차 발표 및 회의

심사위원 간의 1차 토론 후, 각 건축가의 발표와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이에

대한 심사위원들 간의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Ÿ 터비홀은 비어있는 공공 공간이지만 동선을 위해 쓰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헤

르조그 앤드 드뮤론과 큰 차이

Ÿ 기획전시 공간은 지하에 위치

Ÿ 파사드의 특징이 도면에 잘 나타나지 않음

6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

Ÿ 터빈홀을 자유롭게 유지

Ÿ 보일러하우스를 갤러리를 위한 메인 공간으로 변형 

Ÿ 주출입구는 서쪽의 기울어진 땅이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입하게 됨 

Ÿ 입구는 터빈홀 전체의 높이를 활용하며 북쪽과 서쪽의 두 출구의 주 동선 교

차점이 됨

Ÿ 터빈홀에는 조절되지 않는 조건들 때문에 raw art 가 필요함

Ÿ 라이트 빔이 낮에는 어떻게 보일 것인지 질문할 필요가 있음

1

안도 타다오

발

표

Ÿ 역사와 역사적 배경을 현대적 기능과 통합할 21세기 건물을 설계

Ÿ 모델은 유리박스가 콘크리트 내부를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지 보여줌

Ÿ 건물과 강 사이의 공간 계획.
Ÿ 굴뚝은 엘리베이터로 바뀔 것. 
Ÿ 이 계획은 아이디어의 충돌을 수반할 것이지만 해결책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Ÿ 템즈강을 향한 유리박스에서의 전망, 최상층 레스토랑

Ÿ 밤에 유리 박스는 등대와도 같이 작용

질

의

응

답 

Ÿ 입구, 엘리베이터 개수, 갤러리 채광 방식 

Ÿ 디자인에서 고정적이고 불변의 것? : 유리박스

토 Ÿ 동선에 문제가 많음. 

표 3-6 각 건축가의 발표 및 이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과 토론 및 평가 (출처:

심사위원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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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Ÿ 전시공간에 유연성이 없음. 
Ÿ 건물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듦. 
Ÿ 유리박스는 독창적이지만 이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함

2

라파엘 모네오

발

표

전 

토

의

Ÿ 안들 중에 독특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간이 과하게 마감. 비용

이 많이들 것으로 예상

Ÿ 좋은 건축가이지만 디자인 원칙들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듯

Ÿ 클라이언트의 아이디어에 의문을 가지거나 미술관의 디자인이나 필요성에 

대해 사고를 확장시키지 않음

Ÿ 터빈홀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

발

표
Ÿ 참가하지 않음

질

의

응

답

Ÿ 중앙홀의 마감이 너무 과하게 계획되어 사람들이 발전소에 있다는 사실을 

잊을 것

Ÿ 모네오는 산업시설 관련된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기를 바라며 지붕도 거의 

남기고 싶지 않아함

Ÿ 제안의 유연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빠듯하게 짜여 진 계획안이라 답함

토

론

Ÿ 지명된 현상 설계 참가자들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형태

Ÿ 건물의 산업시설의 특징에 대해 싫어하고 이를 숨기고 싶어 함

Ÿ 모네오는 이전의 건물과 새로운 것을 통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

물의 특징에 있어 그의 웅장하고 기념비적인 스타일과 섞일 수 없을 것임

Ÿ 건축 비용면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지붕과 마감은 예산에 맞지 않을 것

Ÿ 터빈홀의 디자인에 있어서 렌조 피아노와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은 방문객

이 코트를 입고 있어야 한다면 모네오는 방문자로 하여금 더 따뜻하고 더

욱 통제, 조절된 실내기후를 가지고 있다 믿도록 하고자 함

3

데이비드 치퍼필드

발

표

전 

토

의

Ÿ 건물 전체를 덮는 완전히 새로운 유리 지붕은 불필요한 낭비인 듯 

Ÿ 전체 비용은 참가자들 가운데 중간 정도로 예상

Ÿ 동선은 좋은데 엘리베이터 앞의 방문객들을 향해 있는 계산실로 인해 로

비에서의 방향 지시성이 좋지 않음 

Ÿ 방문객들이 갤러리로 가기 위해 2개 층을 내려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 
Ÿ 블록들 사이의 사이 공간들이 그것 자체로 충분히 흥미로울까 하는 우려

가 있음

Ÿ 타워를 제거해버린 이유가 궁금. 갤러리의 유연성이 의심스러움. 
Ÿ 갤러리의 동선이 매우 통제되어 있으며 모든 전시에 대해 레이아웃이 다 

미리 결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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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Ÿ 건물의 중심부에서의 조직의 연결로서 굴뚝 뒤의 영역이 디자인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음.
Ÿ 입구를 외부의 대지 레벨로부터 들어 올려 램프로부터 3~4m 올림 

Ÿ 굴뚝을 이 건물의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로 보았으며 혁신적으로 그것을 

없애기로 하였음.
Ÿ 유휴화된 건물이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적 모뉴먼트로서는 좋아 보이나 기

능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음

Ÿ 굴뚝을 없앤 후에 더 좋아 보였음 완전히 벽돌 조적구조가 아닌 철골 구

조위에 벽돌 외피는 다루기가 어려움. 
Ÿ 굴뚝이냐 강으로의 전망이냐에 대한 고민에서 전망을 택함. 
Ÿ 건물 전체를 난방 해야 하기 때문에 외피를 건드릴 수는 없으니 50% 는 

솔리드로, 50%는 유리로 바꾸는 방법을 택함. 
Ÿ 기존 건물의 상태는 좋지 않아 재해석이 필요하다

질

의

응

답

Ÿ 남쪽 입구에 대한 질문. 
Ÿ 타워의 불빛이 밤에도 빛날지 여부. 
Ÿ 2개 층을 내려가야 하는 갤러리 진입 레벨에 대한 질문-> 전혀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 

Ÿ 갤러리의 유연성 문제는 공사 후에 주어질 것임. 
Ÿ 굴뚝 신성하게 여길 필요가 없음. 대중의 인식의 한 부분이며 현재성을 

상실하여 필요가 없다 생각함. 
Ÿ 페브스너(Pevsner)는 뱅크사이드를 런던에서 가장 추한(ugliest building)이

라 여김. 없애는 것이 좋음. 

토

론

Ÿ 계획안은 건물 안의 건물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음. 가능성은 가지고 있으

나 공간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음. 왜 사람들이 갈 필요가 없는 공공 공간

에 갈 것이라는지 이해할 수가 없음. 테라스나 창문 혹은 발코니도 없음. 
지적이고 사려 깊은 프리젠테이션이나 기존 건물을 싫어하는 것이 명백

함. 치퍼필드의 굴뚝을 없애는 전략 자체는 존중할 만하나, 모든 패널들은 

건물이 굴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반대. 전략은 좋으나 계획안은 그렇지 

않음.  

4

렘쿨하스

발

표

전

토

의

Ÿ 렘쿨하스의 공사 비용과 자문 위원들의 비용 추정치가 다름

Ÿ 일부 갤러리들이 누락됨

Ÿ 프로젝트 파트너인 리차드 글룩만(Richard Gluckmann) 과의 관계에 긴장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

발

표

Ÿ 리차드 글룩만과는 6달 동안 작업. 그는 몇몇 갤러리들에 대해 작업

Ÿ 건물은 3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짐 

Ÿ 한 개의 건축적 장치보다는 램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다수의 대

안들을 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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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전통적인 미술관의 단점이 전시 전체에 이르게 되는 한 개의 루트만을 제

공한다는 것. 제안서에서는 다수의 루트를 설정했으며 따라서 특정한 전

시만 보거나 전체를 다 볼 수도 있음  

Ÿ 전통적인 액자 속 예술과, 이와는 다른 공간을 필요로 하는 70년대 이후

의 예술의 관계에 관심이 많음. 상층부는 쿤스탈 공간을 제안할 것  

질

의

응

답

Ÿ 빛. 재질에 관한 논의.

토

론

Ÿ 각 갤러리 방들은 다른 것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음

Ÿ 갤러리 주위에서 명확한 동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것. 첫 방문객들에게

는 경험이 제한될 수 있음

Ÿ 모든 갤러리들이 두 개의 지점에서 동선에 의해 방해를 받음. 매우 권위

적이고 독단적인 미술관이 될 수 있음

Ÿ 디자인의 아이러니는 대부분 흐르는 동선의 전시장이지만  전시는 더 경

직되어 있다는 것. 방문객의 지배적인 미술관 경험이 동선이 될 것이라 

걱정. 
Ÿ 이 건물을 싫어하는 데이비드 치퍼필드나 렘쿨하스 모두 북쪽 파사드를 

활성화시키려 노력했다.   

5

렌조 피아노

발

표

전

토

의

Ÿ 건물 전면의 파빌리온의 특징에 대한 설명 필요

Ÿ 비어있는 볼륨 부분의 설명 필요(터빈홀)

발

표

Ÿ 주출입구는 남쪽. 강의 보행로가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에 남쪽 입구가 더 

중요함. 
Ÿ 건물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 건물을 통과하는 램프를 1m 들어 올림. 
Ÿ 건물의 외피는 보존, 내부는 섬세하게 변형. 
Ÿ 산업시설은 예술에 적합. 원형의 가공되지 않은, 진지하고 꾸미지 않은 공

간으로 예술에 의해 쉽게 왜소해지지 않는 공간.
Ÿ 방향인지는 중앙홀에서 일어나고 식음은 최상층으로 올라감. 번잡하고 시

끄러운 중앙홀의 공공공간과 조용한 갤러리를 구분. 

질

의

응

답

Ÿ 엘리베이터 수용인원. 
Ÿ 1m 들어올려진 램프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램프로부터 한 레벨 

내려간 후 다시 올라가야 하는 문제점 인정함. 그러나 램프를 미술관 방

문객뿐 아니라 공공의 공간으로서의 거리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함. 
Ÿ 외부 파빌리온의 프로그램은 레스토랑으로 생각 중.



- 119 -

2차 토론에서는 건축가들의 발표와 질의응답 이후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건축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데 있어 구체적 기반이

되게 된다.

토

론

Ÿ 갤러리는 가장 유연함. 
Ÿ 외부 파빌리온의 성격이 분명해져야 할 것. 
Ÿ 내장재에 대한 고려 필요. 
Ÿ 건축가가 재료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마다 흰색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우

려됨. 
Ÿ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온 미술관을 보게 될까 우려.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

발

표

전

토

의

Ÿ 전체적으로 계획이 잘 작동할 것 같음

Ÿ 공공영역이 지침서가 요구한 기준보다 더 중요시되었음

Ÿ 예상 공사비는 렌조 피아노와 유사

Ÿ 사무실의 인적 자원은 조금 부족할 것 같지만 극복할 수 있는 요소로 보

임

Ÿ 라이트빔에 대한 의문. 갤러리의 다양한 층고에 대한 의문

발

표

Ÿ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정함. 그러나 동시에 우리만의 언어를 

유지할 것. 
Ÿ 서쪽과 북쪽 입구의 교차점이 중앙의 만남의 장소가 됨

Ÿ 건물 상부의 수평 라이트 빔이 굴뚝의 수직적 요소와 균형을 이룸 

Ÿ 리셉션 공간을 내려다볼 수 있는 플랫폼 공간 

Ÿ 공공 공간에 적합한 에스컬레이터, 서측의 거대한 램프 등을 설치

Ÿ 터빈홀에서는 기획전시를 가능하게 함 

Ÿ 터빈홀의 산업시설로서의 본질을 그대로 남김. 
질

의

응

답

Ÿ 루버 시스템에 대한 질문. 공사비에 대한 질문. 라이트빔의 효과, 회사의 

인력에 대한 질문

토

론

Ÿ 동선이 매우 좋음 서측으로 들어오는 것도 좋음. 남쪽 입구는 그룹을 위

한 입구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음. 
Ÿ 건물 전체가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활용되었다는데 동의

Ÿ 몇 갤러리 공간들은 매우 독창

Ÿ 이 건물은 예술을 보여주기 위한 기계 

Ÿ 큰 공간에는 대단한 장점이 있음  



- 120 -

③ 최종토론

앞의 1,2차 심사를 거친 후, 마지막까지 탈락되지 않고 남은 건축가는 렌조

피아노와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이었으며 이 두 건축가를 두고 다시 최종으로

한 건축가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1

안도타다오

Ÿ 두 개의 어긋나는 유리 박스 축이 동선을 어렵게 함. 이를 위해 많은 것을 희

생시킴. 따라서 갤러리 부분에 해결되지 못한 것이 많음 

Ÿ 이미 있는 것에 완전히 새로운 것을 삽입함. 뱅크사이드를 택한 이유중 하나

는 건물의 크기, 강가에 있다는 점.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함  

Ÿ out

2

라파엘 모네오

Ÿ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움

Ÿ 아름다운 새로운 미술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음. 그러나 뱅크사이드 건물을 

싫어하고 산업시설의 측면들을 숨기고 싶어 함. 
Ÿ out

3

데이비드 치퍼필드

Ÿ 굴뚝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지적인 이유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그로인해 

건물의 전체적인 실루엣이 제거되었음. 
Ÿ 또한 3개의 새로운 건물 매스를 기존의 건물에 무리하게 넣음으로써 공간에 

여유가 더 없어지게 되었다. 
Ÿ 접근 방식이 건물 내부를 향해있고 공간을 과도하게 조직하려는 집착을 가지

고 있음. 공간의 스케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듯함 

Ÿ 보류

4

렘쿨하스

Ÿ 갤러리가 오히려 너무 경직되어 있음

Ÿ 뛰어난 건축가이지만 이 제안서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했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됨. 초기 안이 오히려 다듬어지지 않은 거침

(rawness)이 있음

Ÿ 렘쿨하스가 참여자들 중 가장 현대적. 미술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건축가. 
Ÿ 그러나 모델 뚜껑을 열었을 때 뱅크사이드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음.

뱅크사이드가 건물을 제한하고 있음 

Ÿ 동선이 혼돈스러운 건물    

Ÿ out

5
렌조 피아노

Ÿ 입구가 좋고 갤러리의 유연성이 있으며 기존 건물에 대한 애정

표 3-7 최종토론의 내용 (출처: 심사위원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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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선의 원인

위와 같이 마지막으로 두 건축가의 안으로 좁혀졌으며 최종 당선은 헤르조

그 앤드 드뮤론의 안으로 결정되었다.

6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

Ÿ 렌조 피아노와 유사하며, 터빈홀의 통합을 유지함

1

리뷰 – 렌조 피아노와 헤르조그 앤 드뮤론 

Ÿ 남아있는 두 개의 안에 대한 토론

Ÿ 터빈홀을 유사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두 가지 계획으로 추릴 수밖에 없었

던 것에 유감. 예산도 비슷. 그러나 놀라울 것은 없는 결과

Ÿ 터빈홀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무방하다는 전제조건이었지만 현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총체적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결론. 
Ÿ 또한 입구도 2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결론

Ÿ 적은 예산으로 창의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건축가를 선택해야 함 

Ÿ 터빈홀의 전체 길이를 활용한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안이 인상적

Ÿ 피아노의 계획안에서는 지하층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다. 피아노가 한 것처럼 

터빈홀을 동선에 희생시키지 말아야 할 것. 
Ÿ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이 한 것처럼 남쪽의 입구는 현재는 불필요. 서쪽 입구

가 훌륭

Ÿ 현상설계 지침서에서는 특별히 자세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은 이에 잘 대응해주어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2

최종 토론 

Ÿ 메인 공공 영역에 큰 차이 :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안이 더 여유롭다

Ÿ 갤러리들은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안이 실질적으로 더 폭이 넓음. 그들이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의 갤러리의 요구 사항을 더 잘 반영하고 있음

Ÿ 조명-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이 더 자연광을 많이 유입하도록 계획함

Ÿ 미학적으로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안이 더 현대적이다. 
Ÿ 피아노는 파빌리온에 의존하는 것 같다. 
Ÿ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은 매 건물이 다르고 독특하다

표 3-8 렌조 피아노와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에 대한 토론과 최종 당선자의 선정 (출처:

심사위원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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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출안들의 특징

최종 선정된 안은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안이었는데, 앞서의 심사평들과

각 현상 참가자들의 제안들을 분석해보면 기존의 발전소를 전용하는 데에 있

어서의 각 건축가들의 견해와 갤러리의 입장을 알 수 있으며, 당선자와 나머

지 참가자들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에서 보이는 당

선자의 견해와 입장, 계획 방침 등에 대한 분석은 후에 테이트 모던에서의 예

술 작품 탄생에 있어서의 건축가의 역할을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3.2.1. 기존의 건물인 발전소를 보는 서로 다른 시선

이들 참가자들의 안들은 기존의 발전소의 건물을 바라보고 이를 해석하는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제출안들과 프리젠테이션 당시의 질

의응답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기존의 건물에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건

축가도 있었던 반면 그렇지 않거나 별다른 견해를 보이지 않는 건축가도 있었

으며, 이러한 시각은 기존의 건물을 감추어야 할 것으로 보는 태도, 혹은 드러

내도록 하려는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기존의 건물에서 유지해야 할 건

물의 요소를 그 껍질만으로 한정하는 건축가들도 있었던 반면, 그 공간에 주

목한 건축가들도 있었다.

(1) 부정적 혹은 긍정적 시선

현상설계의 안들은 기존의 발전소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

고 이에 따라 설계 안들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라파엘 모네오의 경우

기존 구조물을 ”무미건조한 매스“117)로 규정하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편

의 하나로 기존 건물의 북쪽 파사드 전면에 방사형의 2개 층의 레스토랑을 추

가한다. 이 레스토랑은 아래의 평면도에서 알 수 있듯이 5개의 박스형 매스들

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폭은 기존 건물의 동서축의 장변의 1/3에 이

른다. 즉 ”무미건조한 매스“를 ”완화“시키는 방법은 기존 건물의 입면의 상당

117) José Rafael Moneo, “Tate Frames Architecture: CASHES IN ON CULTURE
LOTTERY!”, ANY: Architecture New York, Anyone Corporation, No. 13, 1996,
pp. 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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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을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 혹은 새로운 시설물 뒤로 감추는 것이다.

그림 3-54 라파엘 모네오, 점선 부분이 추가된 레스토랑 부분, 남북 측 단면 (출처: 현상설

계 제출안)

그림 3-55 라파엘 모네오, 점선 부분이 추가된 레스토랑 부

분, 1층 평면도 (출처: 현상설계 제출안)

또한 그는 제안서에서 기존 건물의 지붕의 대부분의 면적에 천창을 설치함

으로써(그림 3-56) “빛의 원천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현대미술관으로

서 새로운 기능을 향상”시킬 것이라 설명하였다. 그런데 그의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질의응답의 과정을 거친 심사위원 간의 토론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산

업시설 관련된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기를 바라며 지붕도 거의 남기고 싶지 않

아” 하였다.118) 기존의 천창과 지붕을 다 걷어내고 새로운 천창을 설치한 것이

118) Tate Gallery, “Minutes of Accessors’ Discussion of Stage Two
Submissions”, Tate Modern Archive, 1995,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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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갤러리의 기능의 향상만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기존 건물에 대한 그의 접근 방법이 드러난다. 심사위원들은

또한 그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그는 지명된 현상 설계 참가자들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서 건물의 산업시설의 특징에 대해 싫어하고 이를 숨기고 싶

어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모네오의 기존 건물에 대한 시각은 건축물

의 마감계획에서도 드러나는데, 기존 건물의 마감을 최대한 살리려 했던 헤르

조그 앤드 드뮤론의 계획을 비롯한 다른 현상 제출안들에 비해서 마감을 많이

함으로써 가장 높은 마감 공사비용을 제시하였다. “사람들이 발전소에 있다는

사실을 잊을까” 우려했던 심사위원의 말처럼119) 과도한 마감이, 실제로 그러

한 의도로 계획된 것은 아니더라도, 기존 구조물의 본래의 모습과 특징, 공간

의 특징을 가리게 되고, 이는 결국 모네오의 새로운 재료와 건축 요소가 부각

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림 3-56 라파엘 모네오, 완전히 새로

계획되게 되는 터빈홀의 천창, 터빈홀

부분 단면도 (출처: 현상설계 제출안)

그림 3-57 라파엘 모네오, 모형사진, 건

물 전면에 방사형 레스토랑이 추가됨

(출처: 현상설계 제출안)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이 현상설계에서 라파엘 모네오와 함께 테이트 모던의

기존 발전소 건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건축가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그의 현상 제출안에서의 직접적인 언급에서보다는, 새로운 시설들을 구성하는

방식, 지붕·굴뚝을 비롯한 기존 건물 요소들의 존치 여부, 외벽 등의 마감방식,

기존 건물에 대한 언급 등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며, 심사위원과의 질의

응답에서 드러나게 된다. 현상설계 제안서에서 그는, 뱅크사이드 발전소의 분

119) 앞의 책,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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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은 도덕적인 평가를 대리기 위함이 아니며 자신의 계획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함이라고 전제하고 있지만120) 이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는 기존의

건물이 혁신적인 측면에서 뒤떨어진다고 해서 매우 질이 떨어지는 건물이라

는 것은 아니며, 은회색의 벽돌은 그 거대한 체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만들

어진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뱅크사이드 발전소가 인상적인 내부의 골조를 가

지고 있지만, 스콧이 보기에는 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대중들이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내부의 공간과 맞지 않는 외부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다.121) 또한 스콧의 또 다른 발전소 건물인 배터시(Battersea)발

전소 보다 질이 떨어지는 것(inferior in quality)은 사실이고, 보다 주목할 것

은 벽돌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의 이중적인 구조이며, 이는 속임수에(conjuring

trick)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스콧의 계획을 이해하지만, 그의 건물을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내부의 공간에

대해서도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데, 기존의 공간적 구성이나 성격을

모두 없애고 새로운 그의 매스로 가득 채운 것은 그러한 그의 입장을 보여주

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6개의 현상설계 제출안 중에서 유일하게 굴뚝을 완전히 없앤 안

을 제시하였다. 굴뚝이 원활한 연결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과

감히 제거한 후 동선 분배의 장소가 되도록 새로운 코어를 만들었다. 이에 대

해 심사위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그는 굴뚝을 신성하게 여길 필요가

없으며 이는 대중 인식의 한 부분으로 현재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

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뱅크사이드 발전소가 런던에서 가장 추한 건물이

라(ugliest building)이라 한 페브스너(Pevsner)의 언급을 인용하며 굴뚝을 없

애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122) 그에 의하면 유휴화된 건물이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적 모뉴먼트로서는 좋아 보이나 새 기능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지붕은 완전히

제거되고 새로운 유리 지붕을 덮게 되는데, 이로 인해 더욱 기존 건물의 요소

는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요소는 강조되게 된다. 또한 북쪽 파사드에서 본 기

존의 발전소의 모습은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안에서 가장 변화가 심한데 이는

120) David Chipperfield, 현상설계 제출안, “TG 12/4/7/2 Tate Modern
Project(1986-2000)“, Tate Gallery Archive, 2000. p.2a

121) 위의 책, p. 1b
122) Tate Gallery, “Minutes of Accessors’ Discussion of Stage Two
Submissions”, Tate Modern Archive, 1995,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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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물을 싫어하는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북쪽 파사드를 활성화시키려 노력

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123)라고 한 심사위원들의 언급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기존 건물에 대한 입장이 기존 건물을 활용하고 변화시키는 방식에

차이를 가져왔다 할 수 있다.

안도 타다오의 경우에는 라파엘 모네오나 데이비드 치퍼필드처럼 기존의 건

물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지만, 기존 건물의 요소들에 대한 고려

나 그 공간적 특징에 대한 인식보다는 그의 새로운 매스에 대해 집중하고, 기

존의 건물은 그의 새로운 공간이 들어가게 될 배경으로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투시도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그림 3-58), 제출안에서는

주된 건축적 개념인 두 개의 유리박스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림 3-58 기존 공간에 대한 분석보다는 새로운 매스의 삽입과 그 조형적 구성에 집

중하고 있는 안도 타다오의 투시도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은 기존 건물을 새롭게 리노베이션 하는 것을 대단히

흥미롭게 생각했으며 앞으로 유럽 건물들이 더욱더 이러한 건물이 많아질 것

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기존의 건물의 방식을 존중하고 기존

건물의 특징을 살리려 노력하며 그 자체를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전략으로 생

각하는 태도에서 더욱 드러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다른 현상 참가자들이

취했던 태도, 기존의 건물의 굴뚝을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없애

거나, 전면을 새것으로 가리거나, 혹은 일부를 남기지만 기존의 건물과 극명히

대조시키는 것, 즉 건물을 가려야 할 것, 혹은 새로운 요소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요소들에 의해 압도시키려는 태도와는

123) 위의 책,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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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되는 것이다. 그가 “기존의 건물을 우리의 건물의 일부분으로 생각했으며,

이것은 더 나쁘거나 다르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였듯이124) 기존의 건

물에 대한 디자인의 평가나 호불호를 접어두고 이를 함께 가져가야 하는 기본

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물

최상층의 라이트 빔(lightbeam) 과 같은 몇몇 요소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요소

들이 기존 건물에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전

략은 전체적인 공간 구성의 전략에서부터 시작하여, 재료 및 디테일의 전략에

이르기까지 건물의 대부분의 계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2) 껍질(외피)과 공간

이러한 기존 건물의 전반

에 관한 생각과 더불어 그

과거의 기능이 사라진 기존

의 건물을 어떻게 인식하느

냐, 과거의 건물에 남아있는

어떤 부분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도 건축가마다 차이

를 보이는데 이는 구체적으

로 디자인을 설명하는 어휘

들에서도 차이가 나고 결과

적으로 디자인 전반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안도 타다

오의 경우 제안서에서 기존의 건물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는 어휘 중 하나는

주된 디자인 개념인 유리박스(glazed shafts)의 역할에 대한 설명 중에 나오게

되는데, 이는 도시 북쪽과 남쪽을 분리하는 기존의 건물의 “쉘(The existing

building shell)”에 유리 박스를 찔러 넣어 "바람구멍(wind hole)"을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틈새 공간인 “마(ma)”를 설명하는데, 이는 기존 건물의 “외부 케

이스(outer case of brick)”와 삽입된 유리 구조물 사이에서 형성된다는 것이

다. 즉, 기존 건물에 대한 언급은 쉘(shell)과 케이스(case)로서, 건물의 외피에

머물고 있으며 기존의 공간적 특징에 관한 분석이나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124) Rowan Moore, 앞의 책, p.45

그림 3-59 안도타다오 기존 건물의 쉘(shell)에 삽입된

새로운 박스들 (출처: 현상설계 제출안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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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치퍼필드는, 뱅크사이드 발전소의

벽돌 외피는 내부의 주된 철골 구조 체계와 분

리된 것으로서 “위장술(conjuring trick)”과 같

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그의 표현에 따르

면, 내부의 복잡한 전기회로들과 아무 상관없

는 컴퓨터의 플라스틱 케이스처럼 내부와 분

리된 것으로서 보았으며, 내부 공간과 독립적

인, 또한 철골구조물과도 독립적인 것으로 보

았다. 그에게 새로운 공간에서의 기존 건물의

의미는 이러한 외피, 혹은 껍질로서, 그가 표

현한 바와 같이 건물을 덮는 우산(umbrella)으

로서의 최소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제한하

고 있으며, 그 안의 공간에도 특별한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는 건물의 전용 계획이 산업 건물의 특

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지나치게 가게 될 경우 양식의 매너리즘(stylistic

mannerism)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며 미학적 장식의 왜곡된 형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려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 개념에 대한 언급에서 이러한 외피는

‘envelope’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envelope’ 안에 갤러리를 포함한 여러 개

의 매스들을 삽입하고자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125) 이러한 새로운 매스들은

기존의 벽돌과 철골 구조로부터 ‘두드러

지도록(stand out)’ 의도하였다.

OMA의 경우 그의 설계 안은 다양한

조건과 형태, 크기를 가진 갤러리 공간들

로 구성되는데, 그에게도 기존의 건물은

그러한 갤러리의 매스들을 담는 ‘상자

(box)’로서 언급되고 있다. 렘쿨하스의

제안에서는 위의 안도타다오나 라파엘

모네오, 데이비드 치퍼필드에 비해서는

과거의 흔적들이 벽돌 외벽의 일부와 갠

트리 기중기(gantry) 등으로 남겨지게 되

125) David Chipperfield architects , “Tate Frames Architecture: CASHES IN ON
CULTURE LOTTERY!”, ANY: Architecture New York, Anyone Corporation,
No. 13, 1996, p.29

그림 3-61 렘쿨하스, 지붕과 전면을

걷어낸 후에도 자체적인 내부의 세계

를 가짐을 보여주는 모형 사진 (출처:

현상설계 제출안 )

그림 3-60 데이비드 치퍼필드,

기존 건물이 새로운 매스를 덮

은 외피로서 표현되는 스케치

(출처: 현상설계 제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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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는 이것이 기중기가 있는 아트리움의 기념비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것 그대로를 남긴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굴뚝은

철골 트러스로 변환되고, 아트리움의 천장은 유리와 철골 트러스보로 새로 구

성되어 산업시설의 흔적을 남기려 하고 있다. 그런데, “모델 뚜껑을 열었을 때

뱅크사이드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뱅크사이드가 건물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심사위원의 평126)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공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매스들과 뱅크사이드 발전소의 기존 건물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새로운 매스 자체, 혹은 그 매스들 간의 관계일 것이라 짐작케 한다.

즉, 안도 타다오와 데이비드 치퍼필드, 렘쿨하스에게 있어서 그들의 새로운

건축 요소들과 관계를 맺는 기존 건물의 요소는 shell, envelope, box들로 각각

그 지칭하는 용어들은 다르지만 결국 기존 건물의 외피이다. 즉 그들에게 있

어서 기능이 사라진 건물, 새로운 기능을 수용하게 될 발전소가 남긴 것은 외

피이며, 그들은 이러한 기존 건물과 새로운 시설간의 관계가 외피로서의 건물

과 새로운 매스들 사이에서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는

대부분 막연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그러한 막연함으로 인해 결국 건물의 외피

는 과거의 흔적으로, 혹은 기억으로 제한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한다. 그런

데 그런 외피마저도, 천창은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고 외피의 내부 벽들은 새

로운 마감으로 덮이게 되어서 기억마저 남기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 예측

하게 한다. 안도 타다오와 라파엘 모네오,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안에서는 외부

에서는 과거의 벽돌 외피들이 부분적으로 남겨지지만 내부에서는 많은 부분

이 새로운 마감으로 대체되게 된다.

설계 지침서에서도 밝혔듯이 뱅크사이드 발전소를 새로운 미술관의 사이트

로 정한 것은 예술가들의 선호도 조사와 현대 미술의 경향 등을 살핀 것이었

고, 또 한편으로는 미술관이라는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발전소라는 프로그

램을 가졌던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새로운 공간을 기대하였던 것이

라 할 수 있다. 심사위원들과 자문위원들이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간(found

space)’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것은,127) 뱅크사이드 발전소

126) Rem Koolhaas(OMA), “Tate Frames Architecture: CASHES IN ON
CULTURE LOTTERY!”, ANY: Architecture New York, Anyone Corporation,
No. 13, 1996, p. 39

127) “It also demands an ability to create surprising spaces and volumes in a
structure.,,“
Tate Gallery. “Competition Brief (Tate Gallery of Modern Art Competition to
Select an Architect)” Tate Library and Archive, 1994.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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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테이트 모던으로 전용하는 현상 설계의 과정에서 건축가들이 그들만의

새로운 공간을 발견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은 것은

껍질이고, 활용한 것도 껍질이라면, 굳이 건축가 스스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이 기존의 건물에 왜 활용해야 하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심사

위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왜 애초에 뱅크사이드를 택했는가를 다시 생각해보

게 하는 것이었다.128)

렌조 피아노는 위의 제안들에 비해 좀 더 기존의 건물의 요소 및 공간을 활

용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의 안에서는 외벽이나 굴뚝 이외에도 기존 터빈홀

공간의 규모가 거의 그대로 남겨지고 있다.(그림 3-62, 63) 이러한 렌조 피아

노의 계획안은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안과 비교될 수 있는데, 아래 평면(그

림 3-6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안에서도 외벽과 굴

뚝을 그대로 남기고 기존의 터빈홀의 공간을 거의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더 나아가 기존 데크를 제거하며 공간의 규모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기존 건물의 공간에 주목한 점이 렌조피아노의 안이 헤르조그 앤드 드

뮤론의 안과 끝까지 경합을 벌이게 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림 3-62 렌조 피아노, 터빈홀의 공간적 규모

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 (출

처: 현상설계 제출안)

그림 3-63 렌조 피아노, 터빈홀의

공간적 규모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

음을 보여주는 평면 (출처: 현상설

계 제출안)

128)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왜 뱅크사이드 발전소를 사이트로 선정했는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Tate Gallery, “Minutes of Accessors’ Discussion of Stage Two Submissions”,
Tate Modern Archive, 1995,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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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

기존 공간의 공간적 규모를 그대

로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터빈

홀의 단면 (출처: 현상설계 제출안)

그림 3-65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 터빈홀의

공간적 규모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

여주는 평면 (출처: 현상설계 제출안)

특히,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안은 다른 안들 보다 기존 건물의 산업시설

로서의 특징에 대해 주목하였는데, 발전소의 기계들은 제거되었지만 독특한

산업시설의 특징(unique industrial character)을 지닌 갤러리로서129), 동시에

런던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부이자 외부와도 같은 공공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

였다. 그들은 그들의 프로젝트를 정의하면서, 스콧(Scott)의 발전소를 미술관

으로 전용하는데 역점을 둔 것은 “터빈홀의 광대한 내부 공간과 외부 벽돌벽,

그리고 성당과도 같은 긴 창들과 같은 기존 건축의 성질(existing

architectural qualities)들을 유지(retain)하고 향상(enhance)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130). 기존의 발전소내의 기계들을 위한 기중기(crane gantry), 천창,

철골 구조물 등은 철거되지 않고 남겨지며 도색과 수리 등의 과정을 통해 새

로운 기능을 위해 재탄생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제안

은 산업시설인 발전소의 기존의 공간적 특징이 투시도에 표현된 유일한 안이

었다. 기존의 기능이 사라져버린 발전소에서 남길 것은 껍질로서의 외피

(shell, case, envelope, box)만으로 보았던 다른 안들에 비해 기존 건물의 건축

적인, 공간적인 특징들에 좀 더 집중하였다.

129) Herzog & de Meuron, “Tate Frames Architecture: CASHES IN ON CULTURE

LOTTERY!”, ANY: Architecture New York, Anyone Corporation, No. 13, 1996, p.57
130) 앞의 책,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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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방식

이러한 기존의 발전소에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방식 또한 건축가별로 차이

를 보이는데, 크게는 새로운 매스를 삽입하는 방식과 기존의 공간적 특징을

그대로 살리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새로운 매스의 삽입

안도 타다오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기존 건물의 보일러실의 위치에 거대한

매스를 집어넣고 있으며, 이 매스와 수직 방향으로 건물의 중앙부에 남북방향

의 유리 박스(glass shaft)를 꽂아 넣고 있다. 이들은 각각 콘크리트, 유리, 혹

은 이중 재료로 둘러싸인 박스이며, 기하학적 전시 공간(the geometric

exhibition space)으로서, 각각은 기존 건물의 벽돌 외벽 안에 온전히 포함되거

나 외벽을 관통하는 형태로서 삽입된다. 이러한 유리박스와 콘크리트 박스는

그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새롭게 설치될 시설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건축의 언어와는 상이한 새로운 언어의 것을 병치시켜야 할 때

쓰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새로운 기능군을 단위별로 묶어 기존의 시설

과 병치시킴으로써 그 상이함을 더 대조시키려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러한 안도 타다오의 새로운 매스들에의 집중에 비해 기존의 건물의 공

간에 대한 고민이나 활용은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과거의 거친 벽돌외피, 철

골구조와는 상이한 콘크리트와 매끈한 유리 상자를 넣었으나 기존의 건물의

역할은 그러한 새로운 것을 담는 ‘shell’ 이나 ‘case’ 이외의 것을 보여주지 못

하고 있으며, 제안서에서는 새롭게 삽입되고 배치되는 매스들의 의미와 기능

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즉 기존의 건물의 공간이 새로운 매스들과 함께 전에

없던 의미를 얻는다기보다 새로운 매스들을 위한 껍질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껍질과 매스들 간에 형성되는 공간은 별다른 언급이나 관심 없이 남겨지고 있

다.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제안도 이와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하며, 기존의 건물

벽돌 외피 내에 일련의 매스들을 삽입하는데, 기존 건물은 외피만이 남겨지고

내부는 그러한 정방형, 혹은 장방형의 매스들로 채워지게 된다. 그는 이러한

매스들의 삽입으로 남게 되는 공간에 거리(streets), 광장(squares) 등이 형성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건물 군의 높은 밀도는 내부의 거리와

광장을 형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며, 그 안에서 기존의 건물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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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간조차 많지 않으며 공간은 새로운 매스

들의 향연에 가려지게 된다. 심사위원들도 이러

한 새로운 건물 군들의 삽입으로 인해 결과적

으로 공간이 더 작아지고(give us less space)

여유가 없어진다고 보았다.131) 또한 매스들을

과도하게 조직하여 건물이 내부 지향적이 되는

것이라 비판하였다. 즉 치퍼필드도 기존의 공간

에 대한 고민보다는 남겨진 기존 건물의 외피

(envelope) 안에다 자신의 새로운 매스들을 구

성(compose)하여 넣는 것에 집중하였다 볼 수

있다.

렘쿨하스도 수많은 조건과 상황을 담고 있는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건물에 다양한

매스를 삽입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행위를 ‘침투(infiltration)’ 와 새로운 요소

의 ‘부과(imposition)’로 설

명하고 있다. 이들 매스는

건물 전반의 다양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건축가 스스로

‘성좌(constellation)’로 부

르고자 할 정도로 거대한

뱅크사이드의 부피를 채우

는 다채로운 매스를 계획하

고자 하였다. 즉 그는 현대

미술의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는 중성적인 넓은 공간이 아니라 특정적인 공간을 다수 만들고 이를 거대한

용적 안에 채우는 방식으로 계획하였다.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이 디자인의 아

이러니는 대부분 흐르는 동선의 전시장이지만 전시는 더 경직되어 있다는 것

이며, 다양한 매스, 성좌와도 같은 전시실들의 복잡함으로 인해 방문객의 지배

적인 미술관의 경험이 동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렘쿨하스

의 복잡하고 다양한 디자인은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그에게는 뱅크사이드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였으며, 이는 그의 디자인에 기존 발전소의

131) Tate Gallery, “Minutes of Accessors’ Discussion of Stage Two
Submissions”, Tate Modern Archive, 1995, p.38

그림 3-66 데이비드 치퍼필드,

단면 모형, 새로운 매스가 보일

러하우스와 터빈홀을 가득 채우

고 있음 (출처: 현상설계 제출

안)

그림 3-67 렘쿨하스, 다양한 크기와 형상의 갤러리 매

스 구성 (출처: 현상설계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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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공간의 특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

한 전용의 방식은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테이트 갤러리가 처음부터 무엇을 원

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하였다. 심사위원들은 그것 중의 하나를 공간

의 크기132)라고 밝히고 있으며, 위의 건축가들의 안들은 그러한 미술관측의

의도를 설계에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림 3-68 렘쿨하스, 성좌(constellatio)로 표현된 다양한 갤러리 매스들의 삽입 (출처:

현상설계 제출안)

132) Tate Gallery, “Minutes of Accessors’ Discussion of Stage Two
Submissions”, Tate Modern Archive, 1995,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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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적 특질의 중첩

① 기존 공간의 특징 유지-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과 렌조 피아노

앞서 살펴본 것처럼 렌조 피아노나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은 기존 건물을 새

롭게 바꾸는 것을 흥미롭게 생각했으며 기존 건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

지 않았다. 특히 산업시설을 미술관으로 바꾸는 것에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입

장은 기존의 발전소의 건물을 보기 흉하다거나 새로운 시설로 가려져야 할 것

으로 보는 입장, 새로운 매스들로 기존의 공간을 압도시키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단지 남겨진 외피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

축 공간의 특징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자신의 건축에 적극 활용하려 하였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터빈홀의 스케일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새로운 매스들로

채우거나 가리지 않고 홀 전체의 부피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터빈홀의 스케일

은 미술관의 전시실로서는 물론이고 미술관의 중앙 홀로서도 지나치게 큰 것

이기도 한데, 일반적인 공간의 활용 방식에 비추어 본다면, 다른 현상설계 참

가자들이 이러한 공간에 다양한 매스들을 삽입한 것도 무리는 아니라 할 수

있다. 렌조 피아노와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은 그러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기존 공간의 규모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다. 또한 렌조 피

아노나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이 뱅크사이드 발전소의 기존 건물의 특질 중 하

나로서 그들의 새로운 미술관에 중첩시키고자 하였던 것은 가공되지 않은 거

침(rawness)이다.133) 렌조 피아노는 현상설계의 프리젠테이션에서 ”산업시설

은 예술에 적합하며 원형의 가공되지 않은, 진지하고 꾸미지 않은 공간으로

예술에 의해 쉽게 왜소해지지 않는 공간으로 건물의 외피는 보존하고, 내부는

섬세하게 변형하고자 하였다“ 134)라고 산업시설로서의 기존 건물에 대한 태도

를 밝힌 바 있다. 헤르조그는 같은 프리젠테이션에서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

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만의 언어를 유지할 것이다.”135) 라

고 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이를 구현하는 구체적 방식은 유사한 듯하지만 차

133) 앞서 현상 지침서의 분석에서 언급하였듯이, 미술관 측에서 지칭하는 가공되지
않은 공간(raw space)은 지침서의 문맥상, 말끔하고 건축적 마감의 완성도가 놓
은 공간 화이트 큐브와 같은 공간보다는 기존 건물의 자연채광을 사용하는, 산업
시설이나 창고의 공간적 특성이 유지되어 있는 공간. 마감이 최소한이며 거친 공
간, ‘건축적 개입(architectural intervention)‘이 최소한인 공간에 가깝다고 파악된
다.

134) Tate Gallery, “Minutes of Accessors’ Discussion of Stage Two
Submissions”, Tate Modern Archive, 1995, p.29

135) 위의 책,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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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도 보인다. 렌조 피아노의 방식은 터빈홀의 규모를 유지하지만 천창을 확

대 교체하고 터빈홀의 거대한 벽면에는 덩굴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또

한 그는 벽면을 흰색으로 페인트칠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의 공간

의 특징 중의 하나를 도배해버리는 동시에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의 무성의

한 대안”으로 비춰져 심사위원들이 우려를 낳기도 하였다.136)

이에 비해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현상설계에 제출된 새로운 터빈홀의 투

시도는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존의 기계로 가득 찬 터빈홀과 크

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69, 70) 그들이 “터빈홀의 광대한 내

부 공간과 외부 벽돌벽, 그리고 성당과도 같은 긴 창들과 같은 기존 건축의 성

질(existing architectural qualities)들을 보존(retain)하고 향상(enhance)시키

는 것“이라고 프로젝트를 정의했던 것처럼137) 이와같은 요소들과 더불어, 기

존의 발전소 내의 기계들을 위한 기중기(crane gantry), 천창, 철골 구조물 등

은 철거되지 않고 남겨지며 최소한의 수리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위해

재탄생 시키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그림 3-69 발전소로 쓰일 당시의 터빈홀 (출처: Tate

Gallery)

그림 3-70 발전소의 공간적 특

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새로

운 터빈홀 (출처: 현상설계 제출

안)

136) 위의 책, p.30
137) Herzog & de Meuron, “Tate Frames Architecture: CASHES IN ON

CULTURE LOTTERY!”, ANY: Architecture New York, Anyone Corporation,
No. 13, 1996, pp. 52-9,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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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은 기존의 것을 이용(appropriation)하는 행위

에 대해서, 단지 특정 프로젝트뿐 아니라 작업 전반에 대해 기존의 세계를 포

함(incorporating)시킴으로써 그것을 반영하려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138) 즉,

양식을 차용하는 것이나 형태를 이용(appropriation) 하는 것은 기존의 세계를

반영하려 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백지와 같은 타뷸라 라사(tabula

rasa)의 접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어느 정도 모더니즘의 접근과는 반대이

며, 스스로 그것이 반-모던(anti-modern)은 아니지만 모던-이후

(after-modern)라고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가

지고, 특히 기존 건물을 이용하는 프로젝트들에 있어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리는지는 항상 최종의 목적에 달려있으며, 만약 기존의 구조가 처음부터 새

로 만드는 경우에는 불가능한 가능성(potential)을 가지고 있고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확신하면 기존의 구조를 보존하게 되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반대의 전

략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건물을 가능하면 보존한다는 것은

그것이 예외적인 질(quality)을 가지고 있을 때만, 아니면 철거가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때만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

한다. 만약 무슨 이유에서건, 일종의 저항(resistance)이 있다면, 반대를 하기

보다는 주어진 요소들을 그들의 고유한 아이디어와 병합하고 결합하는 방법

을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테이트 모던에서는 그러한 건물의 가능성과 가치로서 발전소가 남긴 거대한

용적과 육중한 외부 벽돌벽, 그리고 성당과도 같은 긴 창들, 기계들을 위한 거

대한 기중기, 좁고 긴 천창, 마감되지 않은 철골 구조물, 그리고 이들이 남기는

마감되지 않은 본래의 성질 등으로 보았고 새로운 공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후에 더욱 자세하게 밝히겠지만 이러한 기존 건축

의 특질들은 미술관이라는 새로운 기능과 중첩되어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미술관의 공간을 만드는데 기여하게 된다.

② 기존 건물 요소의 새로운 요소로의 흡수·융합 –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

이러한 렌조피아노와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이 택했던 전략, 즉 기존의 공간

의 특징을 존중하고 이를 살려 자신들의 새로운 계획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138) Herzog & de Meuron, Natural History, ed. by Philip Ursprung, Barden:
Lars Muller Publishers, 2005,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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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대해,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은 렌조 피아노 보다 더 깊은 성찰과 구체

적인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은 그 전략을, 기존 건물과 대립하는

대신, 기존 건물의 에너지를 흡수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으

로, 일본의 무술인 아이키도(aikido)에 비유한

바 있다.139) 과거의 공간의 특질들은 새로운

미술관의 공간에서 현재의 것과 분리되고 대

조되는 것이 아닌 건물의 일부분으로 다루어

졌는데, 전시 공간이 벽돌 파사드나 굴뚝 혹

은 터빈홀처럼 본래부터 그곳에 있던 것처럼,

예전과 현재의 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

되고 서로에게 조정되어 구분할 수 없도록,

새로운 요소들이 기존 건물에 자연스럽게 섞

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반면 옛것과 새로

운 것이 대립하는 방식은 카를로 스카르파

(Carlo Scarpa)의 카스텔베키 오 미술관

(Castelvecchio Museum)이나 카노바 미술관

(Museo Canova)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의 새클러 갤러

리(Sackler Galleries at Royal Academy of Fine Arts)에서도 이러한 옛것과

새로운 것을 대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할 수 있다. 헤르조그 앤드 드뮤

론은 자신들이 테이트 모던에서 사용한 방식은 이러한 대조적인 방식보다는,

비올레 르뒥(Viollet-le-Duc)의 것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보았다.140)

139) Herzog & de Meuron, “Tate Frames Architecture: CASHES IN ON
CULTURE LOTTERY!”, ANY: Architecture New York, Anyone Corporation,
No. 13, 1996, pp. 54

140) Herzog & de Meuron, Natural History, ed. by Philip Ursprung, Barden:
Lars Muller Publishers, 2005, p.149

그림 3-71 과거의 요소와 새로

추가된 요소가 대조적으로 드러

나는 카를로 스카르파(Carlo

Scarpa)의 미술관, Museo

Canova, Possagno (출처: Carlo

Scarpa’s addition to the Museo

Canova,https://gnixus.wordpress.c

om/2012/07/18/carlo-scarpas-addi

tion-to-the-museo-canova-july-1

8th-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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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 과거

의 건물의 요소들과 새로운 요소들의 성격이

구분되고 대조되는 사례, Sackler Galleries at

the Royal Academy of Arts (출처: Foster +

Partners 공식 웹사이트 )

그림 3-73 헤르조그 앤드 드뮤

론, 과거의 요소와 새로운 요소

가 자연스럽게 섞이는 터빈홀의

램프 (출처: Rowan Moore,

Building Tate Modern)

헤르조그가 언급한 비올레 르뒥은 건축물의 보존사와 보존 이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건축 문화재 보존에 관한 이

론적 기초를 확립하였다는 점에서도 그러하지만 그 이론이 그의 실제적인 복

원작업을 바탕으로, 매우 치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서 더욱 그러하다. 헤르조그가 위의 글에서 스카르파의 방식과 비교하여 비올

레 르뒥의 방식을 언급한 이유는, 비올레 르뒥의 문화재 보존이 테이트 모던

의 용도의 변형을 수반하는 전용과는 차이가 있지만, 두 경우 모두 서로 다른

시대의 요소들을 결합하게 되는 과정을 수반한다는 점, 그 과정에서 각 시대

의 개별적 특성의 발현보다는 하나의 통합된 전체를 만드는(to give unity to

the whole)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141)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올레 르

뒥은 당시 그의 저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문화재의 보존은(restoration)...

그 건축물이 완성되었던 상태, 즉 그 어느 시기에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

을지도 모르는 상태로 다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는데,142) 이는

141) 비올레 르뒥에 관한 Daniel D. Reiff의 논문에서도 분석되었듯이, 비올레 르뒥
의 보존 방식은 “개별적 요소보다는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는 방식으로(It was
followed to give unity to the whole.)” 이루어졌다.
Daniel D. Reiff, “Viollet le Duc and Historic Restoration: The West Portals of
Notre-Dame”,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 Vol. 30, No.
1, March 1971,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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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이 기존의 건축물의 상태를 최대한 원래대로 복구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건축가로서의 개입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고딕 양식의 가치에 대해 높이 평가했는데, 그의 노트르담

(Notre-Dame) 성당의 복원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노트르담 성당의 건립으

로부터 그가 복원할 당시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가된 다양한 양식이 드러

나는 성당보다는143), 고딕 양식의 현현으로서의 이상적이고 원형에 가까운 완

결적인 성당으로의 복원을 이루어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그의 조사,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결합하여 하나로 통합된 전체로

서의 성당을 만들기에 이른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문화재에 남겨진 시간의

흔적도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한 존 러스킨(John Ruskin)의 생

각과 비교해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비평가들로부터 ‘파괴적인 복원

(destructive restoration)’, 혹은 ‘확장적인 복원(extensive restoration)’이라 비

난을 받기도 하는 등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144)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

142) (보전은) 그 용어와 행위 모두 근대적인 것이다. 건축물을 보존한다는 것은 그
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도, 수리하는 것도, 재건하는 것도 아니며, 그 건축물이
완성되었던 상태, 즉 그 어느 시기에도 실재로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그
상태로 다시 만드는(reïnstate) 것을 의미한다.
“The term restoration and the thing itself are both modern. To restore a
building is not to preserve it, to repair, or to rebuild it; it is to reïnstate it
in a condition of completeness which could never have existed at any given
time.”
불어 원본은 다음 참조. Viollet-le-Duc, E.E, Dictionnaire raissoné de
l'architecture française du XI au XVI siècle, Paris, 1867-1870, vol. 8, p. 14
영어 번역본은 다음 참조. Charles Wethered, On Restoration, London, I875, p.9

143) 노트르담 대성당의 복원 과정에서 비올레 르뒥의 보존 계획을 허가한 공공건축
위원회(Conceil Général des Bâtiments Civils)는 모든 후대의 변형들을 존중하
고 재건축은 확실하고 정확한 건축학적 유구나 기록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는데, 비올레 르뒥은 파손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을 그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이상적인 고딕의 양식에 부합하도록 복원하게 된다.

144) 그러나 Daniel D. Reiff의 연구(Viollet le Duc and Historic Restoration: The
West Portals of Notre-Dame)에서 드러나듯이 그러한 비올레 르뒥의 방식은 매
우 치밀하고 학문적인 것으로 그 자신의 많은 자료와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예를 들어 파괴된 성상의 경우, 기존의 건물의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
는 경우 동시대의 인접한 동일 용도의 건물의 성상을 참고하거나 도판을 참조하
는 등 당시의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으려 노력하였던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
을 것이며 그러한 점을 들어 그는 비올레 르뒥의 복원을 창조적 복원(creative
restoration)이라고 평가하였다. Daniel D. Reiff, 앞의 글,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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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의 전략과 관련해 언급한 부분이며, 과거의 요소에 현재의 요소가 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그들 간의 관계의 설정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비올레 르뒥의 작업과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작업에는 유사성이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고딕성당의 복원이라는 건축가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하리라 예상되는 과정이지만 비올레 르뒥의 창조적 개입이 이루어진 것처럼,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도, 기존의 공간적 특징을 살리고 자신의 언어를 배제하

려 했다고 언급하였지만, 이전 공간과 통합된 공간을 위해서 여러 건축적 전

략을 구사했다는 점에서 또한 유사하다 할 수 있다.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은

이러한 방식이 완전히 보존되는 건물이나 완전히 새로운 건물보다 더 흥미롭

고 복합적이어서 이상적으로는 두 배로 효과적이고 오히려 더 새로움이 창출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에 따르면, 테이트 모던은 이러한 의미에서 완

전히 새로운 미술관이며, 과거의 역사를 추적하는 도구로서의 벽돌보다는, 새

로운 건물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데에(finding out) 관

심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145)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은 현상 설계안뿐 아니라 이후의 실제 마감에 있어서

도 새로운 건축적 요소들을 이전 건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통합하는 방식

을 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침은 바닥과 벽, 벽과 천장 사이의 조인트가 없도

록 계획한다던지, 오크 바닥을 특별한 마감 처리를 하지 않고 5층 바닥은 어두

운 콘크리트 재질로 마감한다든지, 환풍구는 주철로 계획해 기존 건물의 일부

인 것처럼 계획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드러난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새로

운 기능을 가진 공간들을 새로운 언어의 매스로 분리하여 기존의 건물에 꽂아

넣으며 기존의 시설과 병치시키거나 상이함을 더 대조시키려 하는 제안들과

비교될 수 있다.

이러한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설계안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의견 중의 하

나는 ”건물이 예술을 보여주기 위한 기계“라는 것인데, 이는 건축가의 새로운

미술관에 대한 에고(ego)를 건물에 주입했다기보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미

술관의 취지를 파악하고, 기존 건물의 특질을 활용하여 새로운 예술을 위한

현대의 미술관의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방향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한 결과라

는 평가로 보인다. 심사위원들은 또한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안에 대해 ”전

체적으로 계획이 잘 작동할 것 같다. 공공영역이 지침서가 요구한 기준보다

145) Herzog & de Meuron, Natural History, ed. by Philip Ursprung, Barden:
Lars Muller Publishers, 2005,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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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시되었다... 건물 전체가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활용되었다는데 동의한

다... 몇 갤러리 공간들은 매우 독창적이다...큰 공간에는 대단한 장점이 있다.

“146) 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이들의 안을 선정하는 데에 기존 건축물의 특질을

새로운 미술관에 중첩시킨 것이 큰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기존 공간의 특

질을 새로운 공간에 통합적으로 중첩시키는 구체적인 방식으로서 아이키도

(aikido)가 가져올 새로운 공간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146) Tate Gallery, “Minutes of Accessors’ Discussion of Stage Two
Submissions”, Tate Modern Archive, 1995,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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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터빈홀의 가능성과 건축가의 역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현상설계의 안들에서 제안된 기존의 건물에 새로운

기능을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는 크게 새로운 매스의 삽입과 공

간의 특질의 중첩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 중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안이 선

정되는 데에는 기존 건축물의 특질을 최대한 남겨 새로운 미술관에 중첩시킨

것이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특질은 특히 터빈홀

에서 그 대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당선에 대한 심

사평을 살펴보면 당선에 있어서 터빈홀과 서쪽 입구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3.3.1 ‘발견된 공간(found space)’으로서의 터빈홀 

사실 현상 지침서에서는 터빈홀의 방향을 건축가에게 맡기고 있으며 심지어

터빈홀을 다음 단계로 넘겨도 무방하다는 전제조건이었지만, 현상의 과정을

통해 얻은 결론은 총체적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심사위원들은 밝

히고 있다.147) 다른 안들은 터빈홀에 대한 계획이 거의 없거나, 이를 전시 공

간으로 완전히 채우거나, 매스들을 채우고 남은 공간이 되거나, 아니면 이들의

종합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의 부피를 온전히 활용하고 터빈홀의 활용

에 대해 언급하거나 투시도 등의 도면으로 계획한 것은 렌조피아노와 헤르조

그 앤드 드뮤론의 제안뿐이었다. 심사위원들은 터빈홀의 전체 길이를 활용한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안을 높이 평가하였는데, 북쪽 입구에 주목한 렌조

피아노와는 달리 서쪽에도 입구를 두어 입구에서 램프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

레벨 아래로 내려와 터빈홀의 전체의 공간을 느낄 수 있는 터빈홀의 바닥에

이르는 점이, 별도의 좁은 북쪽 계단 동선을 통해 바닥에 내려와야 하는 렌조

피아노의 안에 비해 뛰어난 점이라고 보았다. 렌조 피아노의 제안은 북쪽 외

부로부터 이어지는 좁은 선형의 브리지가 건물 전체를 남북방향으로 통과하

게 되며 서쪽에는 별도의 출입구가 생기지 않게 되는데 것인데, 템즈강의 보

행로가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에 남쪽 입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

해 터빈홀에 실제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코어의 계단을 통해 내려와야 한다.

더욱이 브리지는 미술관 방문객뿐 아니라 공공의 공간으로서의 거리의 성격

147) Tate Gallery, “Minutes of Accessors’ Discussion of Stage Two
Submissions”, Tate Modern Archive, 1995,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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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건물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 1m를 더 들어 올

렸다. 이로 인해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램프로부터 한 레벨 내려간 후 다시

올라가야 하는 문제점은 피아노 자신도 인정한 부분이며, 이로 인해 터빈홀의

바닥에 도달하기는 더욱 불편해지게 된다. 터빈홀은 비어있는 공공 공간이지

만 통과 동선을 위한 공간이 될 확률이 높아 쓰이기 어렵다는 것이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과의 큰 차이이며 기획전시 공간도 지하에 위치하여 심사위원들

또한 그 활용에 우려를 드러내었다. 또한 심사위원들이 비어있는 볼륨 부분의

설명 필요하다고 본 것은 그에 대한 활용계획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반증일 것

이다. 피아노의 계획안에서는 지하층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으며. 피아노가 계

획한 것처럼 터빈홀을 남북 방향 브리지를 위한 동선에 희생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평하였다.148)

그림 3-74 렌조 피아노, street level plan (출처: 현상설계 제출안 재구성)

플랫폼램프

그림 3-75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 street level plan (출처: 현상설계 제출안 재구성)

148) Tate Gallery, “Minutes of Accessors’ Discussion of Stage Two
Submissions”, Tate Modern Archive, 1995, p.41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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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이 현상 시 제시한 안에서는 4개의 방향에서 모두 접

근 가능한데, 가장 주된 입구는 서측과 북측의 입구이다. 특히 서쪽 입구로부

터 이어지는 거대한 램프는 이미 건물 외부에서 시작해서 건물 안으로 이어져

건물 안의 지하층에 완만하게 연결되게 된다. 이는 단지 입구가 아니라 건물

전체의 홀로서 북쪽의 타워와 남쪽 입구와 함께 대중에게 열리고 서로 연결되

게 된다. 이는 과거의 닫힌 뱅크사이드 발전소와는 달리 사방으로 열려서 방

문자들이 어디에서든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지형의 랜드스케이프로 건물을

변환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램프는 이러한 지형 중의 하나로 작용하며 방

문자들을 지하의 레벨까지 이끌어 터빈홀에 도달하도록 한다. 건축 평론가인

Benedikt Loderer는 이러한 터빈홀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깜짝 놀라게

(overawed)하기 위해서 바늘구멍을 거치는 공간으로,149) 램프에서 시작해서

공간이 더욱 커지는 터빈홀의 특성을 언급하고 있다.

북쪽 입구에서 시작해서 터빈홀을 가로지르는 플랫폼은 터빈홀 전체에 있던

바닥 슬라브의 일부 잔재물로서 터빈홀의 바닥보다는 한 레벨 위에 위치하게

된다. 슬라브는 북쪽 입구와 남쪽 입구를 연결하는 부위를 제외하고 제거되었

다. 이 공간은 터빈홀의 특별한 스케일과 터빈홀 전체의 크기를 경험할 수 있

는 공간으로, 또 터빈홀의 작품을 다른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서, 터

빈홀의 바닥과는 에스컬레이터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는 북쪽 보일러 하

우스의 갤러리와 남쪽의 스위치 하우스를 연결하는 다리(bridge) 로도 작용하

며, 나아가 주변의 도시적 배경을 연결해 주고 있다. 이는 서쪽의 램프와 마찬

가지로 도시적 지형의 일부로 계획되었다. 헤르조그가 밝힌 바와 같이, 터빈홀

은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영역으로 마치 “거리(street)”와도 같은 영

역으로서, 지붕이 덮인 광장이나 갤러리아와 같이 모두에게 열린, 외부이면서

내부인150) 공간으로 계획하고자 하였으며 밀라노의 아케이드와 같은 (그림

3-76)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공간 스케일을 최대한으

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 공간은 단순한 미술관의 중앙 홀로서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이 북쪽의 갤러리를 방문하기 위해서, 혹은 터빈홀에서의 전시 관람

을 위해서, 혹은 단순히 분위기를 즐기기거나 특별한 목적 없이 방문할 수도

149) Benedikt Loderer, “Mit achtungsvoller Respektlosigkeit”, Hochparterre 13:
6-7, 2000, p. 12

150) “In this ideal area between the interior and the exterior, thousands of people
will come together to decide what show to see, where to go for a snack or
drink, or simply to meet.”
Tate Gallery. “Competition Proposal” Tate Library and Archiv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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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공간으로 계획되었

다.151) 즉 이러한 램프나

다리, 플랫폼 등의 건축적

장치들은 그들이 보기에

오랫동안 갤러리들이 무

시해왔던 사용자의 측면,

사람과 예술이 만나는 장

소152)로서의 미술관을 실

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

용되며, 터빈홀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담는 다면적

인 속성을 가진 공간이 되

고자 하였다.

이러한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터빈홀의 속성은 현상 지침서에서 제시한

시설구성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테이트 갤러리가 일반적인 전시

구성에 맞추어서 미술관 내의 시설 간의 관계를 제시한 다이어그램(그림 92)

에 따르면, 일반 관람객들은 입구-방향인지의 공간-쇼핑/식음-정보와 학습/교

육과 이벤트-전시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결 관계를 가진 시설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안에서의 터빈홀은 이러한

개별적 시설들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시설들이 따로 분리되지 않

고 터빈홀 내에서 통합되고 있다.

151) Herzog & de Meuron, “Tate Frames Architecture: CASHES IN ON
CULTURE LOTTERY!”, ANY: Architecture New York, Anyone Corporation,
No. 13, 1996, pp. 52-59

152) 위의 책, p.57

그림 3-76 밀라노의 아케이드, Galleria Vittorio

Emanuele II, Milan

(출처:http://www.harikalardiyari.com/milanoda-alisve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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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7 현상 지침서에서 제공하고 있

는 시설 구성 다이어그램 (출처: 현상설계

지침서)

그림 3-78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안에

서 계획된 개별적인 시설들을 통합하는

터빈홀 (출처: 현상설계 지침서의 다이어

그램을 재구성)

현상 설계 지침서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테이트 모던의 건축가는 “구조물 안

에 놀라운 공간과 볼륨을 창조해내는 능력(ability to create surprising spaces

and volumes in a structure153))”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심사위

원의 회의록에는 ‘발견된 공간(found space)’에 대한 기대가 언급된 바 있다.

특별히 그러한 공간에 대한 정의를 내리거나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

만, 앞서의 언급들을 종합해보면 그들이 말하는 ’발견된 공간(found space)’은

놀라운 공간과 볼륨. 특별히 가치나 가능성이 발견된 공간일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창조된(created)’ 공간이라던가, ‘만들어진(made)’ 공간 등의 단

어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미술관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purpose-built) 프로젝트가 아니기에, 기존의,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찾지 못

153) Tate Gallery. “Competition Brief (Tate Gallery of Modern Art Competition
to Select an Architect)” Tate Library and Archive, 1994, p. 9

Turb i n e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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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건축가에서 발견되길 바라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일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심사위원들은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터빈홀에 대해 “현상 설계 지침

서에서는 특별히 자세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은

이에 잘 대응해주어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었으며”, 렌조 피아노와의 차이

에 대해 “메인 공공 영역에 큰 차이를 보이며...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안이

더 여유롭다.”라고 평하였다. 즉,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은 기존의 산업시설의

공간적 특질, 미술관의 전시공간으로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거대한 규모의 가

치를 발견하고 이를 유지해 미술관에 적용하고 있으며, 건물 서쪽 면 전체를

램프화하고 이를 플랫폼 등과 엮어 입체적인 공간을 형성하였다. 이는 다양한

세부 시설들을 아우르는 공간으로서 새로운 전시를 위한 기반이 되는, 뱅크사

이드 발전소 내의 “현대 미술을 위한 기계”로서의 터빈홀을 재창조했으며, 이

는 심사위원들이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미술관의 유형으로서 “발견된 공간

(found space)”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은 현상설계의 진행 당시, 현재처럼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던 것은 아니었으며, 테이트모던과 같은 큰 규모의 공간을 다

룬 경험이 많았던 것도 아니다. 이는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심사의 과정에서

일부 우려를 했던 바이기도 한데,154) 이 현상설계에서는 다른 명성이 자자했

던 건축가들을 제치고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명성에 의해서 건축가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설계안에 의해 건축가를 선정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헤르

조그 앤드 드뮤론은 미술관 측이 제시했던 새로운 미술관의 방향에 부합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예술을 전망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공간을 위한 상

상력을 보여주었다 할 수 있다.

3.3.2 현대 미술 및 미술관에 대한 인식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상 설계 지침서에는 새로운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비

전에 대한 테이트 갤러리의 입장이 명시되어 있다. 지침서에서는 20세기를 대

표하는 미술관의 유형으로 뉴욕 현대 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과 파리 퐁피두 미술관(the Centre Georges Pompidou, Paris), 루

154) Tate Gallery. “Minutes of Accessors’ Discussion of Stage Two
Submissions.” Tate Modern Archive, January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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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애나 현대 미술관(the Louisiana Museum of Modern Art)155)과 같은 미

술관을 들고 있다. 그러나 지침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새로운 예술은 이러

한 전형적인 새로운 미술관이 아닌, 개인적 공간이나 유휴화 된 창고, 혹은 도

시경관 안에서 탄생하는 현대의 새로운 경향을 언급하며, 현재가 과거의 배경

에서 전개되며 때때로 전위나 분열을 허용하기도 하는, ‘가공되지 않은 공간’

안에서의 예술의 등장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기대는 현대 예술가들에게 뿌려

진 설문의 결과에서 더욱 드러나며, 이들은 앞서 언급한 20세기의 대표적 모

델들이 아닌, 오히려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the Hallen Fur Neue Kunst,

Shaffhausen’, ‘the Staatchi Collection, London’, ‘Bern and the Stedelijk

Museum, Amsterdam’ 와 같은 사례들, 즉 기존 건물을 개조한 건축적인 개입

이 미미한, 자연광이 있는 미술관을 선호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미술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건축가들의 제안서에서는 이러한 현대

미술과 미술관에 대한 해석과 입장이 각기 다름을 알 수 있다. 안도 타다오는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상징적인 세 개의 재료에 대해 설명하는데, 각각 벽

돌과 유리와 콘크리트로서, 벽돌은 인간 생산 활동의 결과와 물질성의 시대를

상징하고, 유리는 현대미술에 내재해있는 추상성과 이미지에 의해 지배받는

후기 물질 시대를 표현하며, 콘크리트는 중립성으로 나머지 두 가지를 중재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156) 또한 갤러리는 흰색 건식 벽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

를 통해 중성적이며 유연한 공간을 만들려 하였다. 즉 그는 건물의 요소에 쓰

인 각 재료에 각기 다른 시대와 현대 미술에 대한 나름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

하려 하였으나, 현대 미술에 대한 해석은 추상성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현대 예술의 경향, 예술가들이 선호하는 미술관에 대한 분

석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갤러리 측에서 원하는 새로운 유형의 미

술관과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흰색 건식 벽으로 이루어

진 중성적이며 유연한 공간은 근대 이후 보편적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갤

러리 공간의 전형적인 유형과 다르지 않으며 새로운 공간에 대한 깊은 고민

155) 이들은 각각 도시에 위치하는 인공광에 의한 미술관, 혹은 자유로운 평면의 유
연한 미술관이거나, 또는 반대로 도시 외곽의 인간적이고 자연광에 의한 미술관
으로 구분되고 있다.
Tate Gallery. “Competition Brief (Tate Gallery of Modern Art Competition to
Select an Architect)” Tate Library and Archive, 1994, p.2

156) Tadao Ando Architect & Associates, “Tate Frames Architecture: CASHES
IN ON CULTURE LOTTERY!”, ANY: Architecture New York, Anyone
Corporation, No. 13, 1996, pp.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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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라파엘 모네오의 제안서에서는 현대 미술과 미술관에 대한 분석은 더

욱 찾아보기 힘들며, 어떻게 예술가들과 미술관 측이 원하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공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들의 새로운 매스들을 배치하

는 방식에 몰두하고 있다.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현대의 PS1이나 Saatchi Gallery, Temporary

Contemporary 와 같은, 산업시설의, 창고와도 같은 성격을 가진 비격식의 미

술관들의 가치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으며, 뱅크사이드 발전소가 피상

적으로는 이러한 공간의 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는 이전의 발전소를 그대로 남겨 둘 수는 없고, 현실적인 방향에

서 많은 관람객과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새로

운 공간의 역할과 변화를 드러낼 상징적인 것들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그의

새로운 디자인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다.

렘쿨하스의 제안서에는 안도 타다오나 데이비드 치퍼필드에 비해 현대 미술

관의 역할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민이 존재하고 있고, 미술관의 가치와 목

적을 현대 예술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 다양한 형태와 조건의 미술

관을 계획하려 하였다. 렘쿨하스는 당시 시점을 미술관에 대한 개념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때라고 보았으며 이 프로젝트에 영감을 주는 것으로 현상 지침

중에 “미술관의 새로운 도시적 모델을 창조할 것”과 “미술관은 우리가 우리의

사회와 문화의 가치들을 탐구하는 장소이다.”라는 언급에 주목했다. 그들은 미

술관 본래의 기능인 예술품(art object)의 감상(contemplation)과 더불어 다양

한 미디어로의 확장도 고려해야 하며, 예술을 “구하기 위해(to save art)” 더

이상 대중(mass)과 문화(cult)를 분리하기를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57) 그

는 그들의 프로젝트를, 근례의 전례 없던 많은 수의 미술관 관람객들을 불러

들이고 과거의 미술관 유형과 타협하지 않고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의 새로운

조건들을 탐구하는 도시적 장치로 규정했다. 그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러한

미술관의 다양한 새로운 조건들을 만드는 방법으로 수많은 특이성들을 수용

할 수 있는 멸균의(aseptic) 중성적인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과 상황을 담

고 있는 건물을 만듦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보았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크기

와 형태를 가진 갤러리 블록들을 만들어 내었다. 이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렘

157) OMA with Richard Gluckman, “Tate Frames Architecture: CASHES IN ON
CULTURE LOTTERY!”, ANY: Architecture New York, Anyone Corporation,
No. 13, 1996, pp.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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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하스가 참여자들 중 가장 현대적인 건축가 중 하나이며 미술관에 대해 진지

하게 생각하게 하는 건축가라고 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렘쿨하스의 현대 미

술과 예술가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에 비해 정작 계획된 공간은 미술관 측

의 새로운 비전에 부합하지 않았던 듯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산업시설인 발

전소의 기존 공간 자체의 전시공간으로서의 가능성보다는, 현대미술의 다양함

을 수용하는 수많은 새로운 갤러리 박스들과 프로그램들을 수용하기 위한 거

대한 용기(contatiner)로 보았던 것이다.

이와 달리, 렌조 피아노는 산업시설의 가치에 보다 집중하였으며, 앞서 언급

하였듯이, 테이트 모던을 예술에 적합하며 원형의 가공되지 않은, 진지하고 꾸

미지 않은 공간인 동시에, 예술에 의해 쉽게 왜소해지지 않는 공간으로 평가

하였다. 그는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과 마찬가지로 산업시설의 미술관으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산업시설의 특성을 새로운

미술관 계획에서도 많은 부분 유지하려 하였는데, 한편으로는 예술을 위해 봉

사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예술에 의해 잠식당하지 않는 공간이 되

기를 바라는, 미술관에서 늘 존재해 왔던 건축과 예술 사이의 긴장관계를 드

러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터빈홀의 공간을 비워둔 것 이외에 기존 공간의

특징이 보이는 투시도나 도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렌조피아

노의 예술과 전시공간에 대한 견해가 보다 구체적인 결과물로 이어지지 못하

였다 할 수 있다.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은 이 프로젝트에서 현대 미술관의 경향에 대한 다양

한 측면에서의 분석과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의 제

안은 크게 남쪽의 터빈홀과 북쪽의 일련의 전시관들로 구분될 수 있다. 그는

터빈홀이 독특한 산업시설의 성격을 가진 곳으로, 방문객과 예술작품이 만나

는(encounter) 곳이 되기를 기대하였으며, 최근의 미술관에 대한 건축적 개념

들에서 이러한 단순한 개념이 무시되어 왔기 때문에 테이트 모던은 이러한 점

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근의 많은 새로운 미술관에서 설치작

품이나 비디오 작품들을 위한 공간이 지하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터빈홀은 설치작품들과 비디오나 필름 작품들을 위한 복합적인 공간으로 사

용되도록 계획하였다고 밝혔다.158) 이러한 계획은 다른 건축가들이 현상 제안

서에서 설치미술을 위한 장소를 건물의 최상층이나 최하층으로 배치한 것과

158) Herzog & de Meuron, “Tate Frames Architecture: CASHES IN ON
CULTURE LOTTERY!”, ANY: Architecture New York, Anyone Corporation,
No. 13, 1996, pp.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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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다. 또한 그는 많은 미술관들이 건축적 산책로를 구성하며 건축가의 디

자인 역량을 표현하는 것, 현재의 비물질성과 미래의 미술관을 표현하기 위해

큰 유리의 외관을 가진 미술관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였다. 공간들에 너무나

많은 개인적 특성을 부여하거나, 과도하게 표현적인 공간을 만들거나, 너무나

강한 건축적 서사를 표현하는 것에 거리를 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우

리는 때때로 그 공간적 특질의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지 벽이나 천장을

조정하기만 할 때도 있으며 이것이 테이트 모던의 중심공간인 터빈홀의 예이

다.159)”라는 그의 언급에서도 드러난다.

그런데 그는, 현대의 작가들이 건축가나 미술관의 개입이 적고 자유롭게 작

업할 수 있으며 처음부터 환경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창고와도 같은 장

소를 선호하기도 하지만 전시공간의 견고함(solidity)에 대해서도 중시하는 성

향을 언급하며160), 전시와 관람의 공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건

축적 요소, 즉 바닥과 벽, 천장이라는 요소들의 견고한 구축 또한 강조하였다.

이는 미스의 베를린 국제 갤러리(Neue Nationalgalerie)에서 볼 수 있는 것처

럼, 유연한(flexible) 가변식 벽체로 이루어진 넓은 오픈 스페이스와는 구별되

는 것이다. 즉 그들은 터빈홀과는 별도로, 상설 전시가 이루어지는 개별적 전

시관들을 가능한 한 단순하고 명확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으며, 네 개의 벽

과 천장과 바닥으로 구성된 강한 물리적 존재를 표현하려 했다. 여기서 물리

적 존재의 특성은, 벽은 가변의 것이 아닌 견고한 것으로, 천장과 바닥은 구획

되지 않으며 벽에 이음매 없이 매끈하게 이어진 것이 되게 함으로써, 즉 보통

의 방과 같게 만듦으로써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헤르조그 앤드 드뮤

론의 전략은, 과거 몇몇 미술관에 있어서의 오픈스페이스의 실패, 작업장 모델

로만 전시장을 구성한 사례의 단점으로 인한 교훈에서부터 그 합리성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초기 퐁피두 센터는 작업장에 기반을 둔 전시장 모델, 즉

벽과 바닥의 움직임으로 공간의 볼륨을 가변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작가들의

다양한 작업장의 형식을 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전시장을 기획했는데, 이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고정적인 전시장으로 되돌아갔다. 테이트모던의 관장인

니콜라스 세로타(Nicholas Serota)에 의하면 이는 초기 가변적인 전시장의 구

성에서 영구 소장품들이 소외되어 전시 때마다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

159) 위의 책, p.54
160) 그는 그러한 예로 ‘Hague의 Berlage Museum’과 ‘Baden-Baden의 the

Kunsthalle’ 등을 들고 있다.
위의 책,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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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큰 미술관이 황량하거나 단조롭지 않기 위해서 다양성

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억지로 흥미로운(artificially interesting)” 것이 되지

말아야 하며, 위계를 갖지 않아야 하지만 이는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닌,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 전시관들을 구성한다는 전략 또한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이 제

시했던 개별 전시실들의 방향이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터빈홀 이외의 개별

전시실들(gallery suites)에서 구체화되는데, 현상 지침에서 요구했었던 것처럼

갤러리 공간은 일반적인 갤러리들보다 높게 계획되었으며, 5m 정도의 높이를

가진 갤러리들과 2개 층 높이의 갤러리들(12m)로 구성된다. 즉 5m의 동일 높

이를 가지고 같은 위계를 가지지만, 크기와 비율은 모두 다르고 조명도 각 실

마다 조금씩 달라 다양한 전시규모와 유형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림 3-79 안도 타다오, 단면 투시도에서 보

이는 전시공간들 (출처: 현상설계 제출안)

그림 3-80 렌조피아노, 전시공

간 투시도 (현상 설계 제출안)

한편,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이

제안서에 제출했던 도면 중 그들의

당시 현대 미술에 대한 해석과 반

응을 읽을 수 있는 것으로 터빈홀

의 투시도가 있다(그림 3-82). 이

투시도를 통해 터빈홀의 과거의 공

간적 특징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헤르조

그 앤드 드뮤론은 여기에 바닥을

확장하고 그 바닥에 이르는 거대한

램프를 설치하였으며 북쪽에서 이어지는 플랫폼을 설치하여, 단순하면서도 입

그림 3-81 데이비드 치퍼필드, 전시 공간

모형사진 (출처: 현상설계 제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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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접근과 동선, 시야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도로 과거의 산업시설로

서의 공간적 특질이 현재의 안에 중첩되는 경우는 현상설계에 참여했던 6개의

팀 중에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안이 유일하였다.

그림 3-82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 산업시설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시의 예를

포함하고 있는 터빈홀의 투시도 (출처: 현상설계 제출안)

그림 3-83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 전시의 예를 포함하고 있는 1층 평면도(출처: 현

상설계 제출안)

또한 이 투시도에는 터빈홀 안에 작품을 설치하여 미술관 개관 후의 모습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평면도에는 이것이 레이첼 화이트리드(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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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read)의 1993년 작품인 하우스(House)라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투시도

에 놓여있는 작품은 같은 작가의 1990년도에 전시되었던 고스트(Ghost)라는

작품이다.(그림 3-84) 고스트는 전시장의 내부에 석고로 제작되었던 269 x

355.5 x 317.5 cm 크기의 작품인 반면, 투시도 상에서는 이보다 훨씬 큰 사이

즈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우스는 철거 예정이었던 실제 건물의 내부에

콘크리트를 부어 만든 작품으로 건물의 기초와 건물 자체의 육중한 무게로 제

작 후에도 기존 건물의 사이트에 그대로 전시될 수밖에 없었던, 제작된 장소

에 묶여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평면도의 표기와 투시도에서의 표현이 다른

것은 내부에 전시될 수 있는 작품인 고스트의 대략의 크기인 3m는 22 x 32 x

155m의 터빈홀의 규모를 염두에 두었을 때 너무나 작아서 크기를 키울 수밖

에 없었으며, 표기는 유사한 사이즈의 하우스로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헤

르조그 앤드 드뮤론은 기존의 작품을 터빈홀이라는 큰 규모의 공간에 설치하

면서 그 규모를 증폭, 확대(inflation)시키고 있는데,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보는 이를 호도하는 것이라 비판할 수도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는 후에 이 전시홀에 설치되게 되는 작품들의 경향을 보았을 때, 이러한 거대

한 홀에 작품이 놓이게 되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작가들의 대응에 대한 예언에

가까운 드로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뒷장에서 이어질 거대한

공간에 대한 작가들의 대응에 대한 분석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어 질 것이

다.

그림 3-84 Rachel Whiteread,

‘Ghost’, 1990, Plaster on steel

frame, 269 x 355.5 x 317.5 cm,

(출처: SAATCHI Gallery 홈페이지)

그림 3-85 Rachel Whiteread, ‘house 1’ (출처:John

Davies, courtesy : Michael Hoppen Contemporary)

즉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계획에서는 당시 테이트 갤러리에서 주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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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전형적인 미술관이 아닌 유휴화된 창고, 혹은 도시경관의 특징을 가진 장

소, 가공되지 않은 공간에 부합하는 공간을 테이트 모던 내에서 구현하고자

했으며 이는 터빈홀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그는 터빈홀의 예술을 위한 새로

운 공간적 특징을 가진 장소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어느 참가자보다 잘 파악하

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의 터빈홀 이외에도 개별 전시실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현대 미술관들의 여러 가지 시도들, 즉 오픈 공간이나 가

변형 공간, 혹은 중성적 백색 공간, 작업실형 공간의 단점과 문제점을 파악하

고 있었으며, 예술가들의 여러 방향의 선호도와 미술관의 기관으로서의 필요

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터빈홀 방문자를 위한 램프에

바닥면적의 1/3에 이르는 거대한 면적을 할애하는 것, 혹은 중앙홀로서 터빈

홀에의 규모 할애 자체에서부터 관람객들에 대한 고려(혹은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가 미술관 방문의 관람객의 수가 그 어느 시대보다 증가

하였던 20세기 말의 현대미술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대미술과 미술관이 처한 시대적 상황에 인지를 바탕

으로, 새로운 조형언어를 내세워 건축가로서의 자아를 드러내기보다, 한 심사

위원의 말처럼 ‘예술을 위한 기계’가 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던 헤르조그 앤

드 드뮤론은, 현상설계의 당선과 더불어 새로운 예술과 미술관의 유형을 제시

하게 되는 미술관의 탄생에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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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이 장에서는 테이트 모던의 현상 설계 과정을 살펴보고 그 제출안들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테이트 모던 미술관 측은 현대 예술의 새로

운 경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현재가 과거의 배경에서 전개되며 때

때로 전위나 분열을 허용하기도 하는, ‘가공되지 않은 공간(raw space)’안에서

의 예술의 등장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미술관 측의 요구에 대한 현상 참가자

들의 반응은 그들의 제출안을 통해 분석·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다음의 표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표 3-9)

기존의 발전소에서 새로운 미술관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서로 상이했

는데 안도 타다오나 데이비드 치퍼필드, 렘쿨하스 등은 새로운 기능을 가진

공간들을 별도의 매스로 구성하여 기존의 건물에 삽입하려 하였다. 안도 타다

오는 조형적으로 강한 두 개의 긴 박스형 매스를 삽입하였고, 라파엘 모네오

는 북쪽 파사드를 가리는 방사형 박스로 이루어진 매스를 추가하였으며, 데이

비드 치퍼필드는 장방형의 매스들로 이루어진 건물 군들로 기존의 공간을 가

득 채웠다. 렘쿨하스는 또한 성좌와도 같이 다양한 갤러리 박스들로 공간을

메우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공간의 성질보다는 새로운 매스들이 공

간을 지배하게 된다. 반면 렌조 피아노와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은 북쪽의 보

일러하우스 쪽에 일반적인 규모의 소갤러리들을 배치하고 터빈홀쪽은 기존의

공간의 규모와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특히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은 터빈

홀의 광대한 내부 공간과 외부 벽돌벽, 성당과도 같은 긴 창 등의 기존 건축의

요소들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려 하였으며 또한 기존 발전소 내의 기중기, 천창,

철골 구조물 등도 철거하지 않고 남겨두며, 다만 보수를 위한 도색과 수리 등

의 과정을 통해 재탄생시키려 하였다. 제출안들의 제안서에 담긴 투시도들을

보아도 이러한 차이들이 잘 보이는데, 앞서 언급한 안도 타다오 등의 투시도

는 기존의 발전소에서 전용된 시설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새로운 부지에 계

획된 미술관처럼 보이는 반면,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만이 산업시설의 기존 공

간의 특질의 대부분을 유지하고 새로운 공간에 중첩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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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6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방식

같은 현상 지침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접근 방식과 결과를 보이는 것

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건물인 발전소를 바라보는 건축가들의 시선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기존 건물을 설명하는 어휘에 있어서도 안도타다오, 데이비드

치퍼필드, 렘쿨하스 등은 “쉘(shell)”, “케이스(case)”, “외피(envelope)”, “상자

(box)”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등, 기존의 공간 자체에 대한 분석이나 언급, 가

치 부여 등은 보이지 않고 기존의 건물의 역할은 새로운 매스를 담아내는 외

피 혹은 껍질로 한정되고 있다.

그림 3-87 기존 건물의 역할에 대한 해석

특히 라파엘 모네오나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안에서는 기존의 건물은 새로운

매스들의 삽입과 새로운 마감의 추가로 가려지고 감추어지게 되며, 기존 건물

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다. 반면, 렌조 피아노나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은

기존의 건물의 공간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리노베이션해서 미술관으로 전용하

는 것을 대단히 흥미롭게 생각했으며, 특히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은 기존의

공간의 특성을 최대한 남기고 ‘기존 건물의 에너지를 흡수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창조’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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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8 기존 건물에 대한 인식

그림 3-89 기존의 건물의 요소와 새로운 요소를 결합하는 방식

또한 각 제안서에서 드러나는 현대 미술 및 미술관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컸다. 라파엘 모네오나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설계 설명서에서 현대 미술에 대

한 특별한 시각을 보여주지 않거나 미술관 측이 제시한 방향에 크게 동조하지

않고 있으며, 안도 타다오는 현대 미술에 대한 특징을 추상성이라는 한단어로

요약하고 이를 흰색 건식 벽으로 이루어진 중성적이며 유연한 공간으로 구현

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근대 이후 보편적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갤러리 공

간의 전형적인 유형과 다르지 않으며 새로운 공간에 대한 깊은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렘쿨하스는 미술관의 가치와 목적을 현대 예술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 터빈홀 안에 특이성들을 수용할 수 있는 멸균의 중성

적인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과 상황을 담고 있는 갤러리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박스로 이루어진 다수의 갤러리들에 담아내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들과 그 방향이 크게 구분되는 것은 렌조피아노와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제안이다. 최종 심사를 위한 회의에서 끝까지 렌조피아노와 헤

르조그 앤드 드뮤론이 경합을 벌였던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 수긍이 가는 점이

다. 렌조 피아노는 안도타다오 등의 건축가들과는 달리 산업시설은 예술에 적

합하며, 원형의 가공되지 않은, 진지하고 꾸미지 않은 공간을 주장하였는데,

누구보다도 현대 예술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한 건축가는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

이다. 그는 현대의 작가들이 창고와도 같은 장소를 선호하기도 하지만, 전시공

(aik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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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견고함에 대해서도 중시하는 성향을 언급하며 전시와 관람의 공간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건축적 요소, 즉 바닥과 벽, 천장이라는 요소들

의 견고한 구축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북쪽의 보일러하우스에는 견고한

갤러리들을 배치하였다. 반면 터빈홀은 산업시설로서 기존의 스케일과 건축적

요소, 기물 등을 유치한 채 오히려 더욱 확장하였으며 새로운 예술을 위한 파

격적인 공간으로 작동하도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과거의 건축적 특징을 유지

하고 새로운 공간에 중첩시키는 데 있어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이 택한 전략은

그가 아이키도(aikido)라 지칭했던 통합적인 방식이며, 이는 그러한 서로 다른

요소들을 대립시키기보다 하나로 인식되도록 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

고자 하였다.

그림 3-90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방식, 기존의 건물의 요소와 새로운 요소를 결합하는

방식

또한 최근의 미술관에 대한 건축적 개념들에서 방문객과 예술작품이 만나는

곳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무시되어 온 것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거대한 램

프와 다리(bridge)를 설치하여 터빈홀 내부에 입체적 도시적 지형의 일부로

터빈홀에 내부/외부의 특성을 부여하며, 특별한 목적 없이 방문할 수도 있는

공간인 동시에 미술관의 중앙홀이며 기획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관람자에게 다양한 시선과 자세를 가능하도록 돕는 장치가 되

도록 하였다.

이러한 터빈홀은 ”놀라운 공간과 볼륨을 창조해내는 능력“으로 ”발견된 공

(aik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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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found space)“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테이트 모던 측의 바람에 가장 부합하

는 공간이다. 앞서 밝혔듯이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은 투시도를 통해 터빈홀

내에서 전시될 작품의 장소 특정적 성향을 예측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터빈홀

의 공간이 가지는 공간적 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테이트 갤러리가 선호하고 이 사이트에서 기대하는 새로운 현대 미술

관의 유형은 지침서에 이미 제안된 바 있고, 이것을 구현하는 건축가들도 이

러한 지침을 몰랐을 리는 없다.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현해내는 방식이

모두 다르고 이로 인해 이러한 차이들을 가져왔겠지만, 그것을 감안하고서라

도 몇몇 건축가들의 제안은 미술관의 현상설계의 취지와는 매우 다르게 진행

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의 원인 중 하나는 그것이 의식적

이었던 무의식적이었던, 기존 건물의 공간의 가능성보다는 건축가 자신의 새

로운 언어와 작품을 사이트에서 구현하려는 의지에 집중하였다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은 전시 공간이 과도한 개인적, 표현적인 특

성, 강한 건축적 서사를 가지는 것에 거리를 두어 ‘예술의 공장’으로서의 새로

운 예술을 생산하는 배경이 되기를 자처하였다.

여기에서 만약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이 아닌 다른 건축가가 당선되었을 때

그 건축공간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예측해볼 수 있다. 건축적인 구성에서 더

이야기 거리가 있고 그 안에서 더욱 다양한 건축적 논리 전개가 벌어질지는

몰라도, 뒤이어 분석하게 될 터빈 홀에서의 새로운 작품들, 일반적인 규모와

유형의 갤러리 들에서 라면 불가능했을, 예술가들을 위기와 도전의 상황에 놓

이게 하는 새로운 예술의 위한 공간, 관람자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의 새로운

행동과 자세를 유발하는 공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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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물인 발전소에 대한  시선
기존 공간의 활용의 방식

(매스의 삽입, 공간의 특질의 중첩)
평면 비교 현대 미술 및 미술관에 대한 인식 터빈홀의 활용방식

(부정적 혹은 긍정적 시선) (외피 혹은 공간)

안도타다

오

기존 건물의 요소들에 대한 

고려나 그 공간적 특징에 대

한 인식보다는 새로운 매스들

이 들어가게 될 배경으로서 

다루고 있음. 
- 계획안에서 처음부터 완전

히 새로운 건물을 위한 디자

인과의 차이를 알기 어려움

기존의 건물을 “쉘(shell)”
과 “케이스(case)”로 표현. 
기존건물에 대한 인식은 

건물의 외피에 머물고 있

으며 기존의 공간적 특징

에 관한 분석이나 언급은 

보이지 않음.

새로운 기능을 가진 공간들을 별도

의 매스로 분리하여 기존의 건물에 

삽입. 새로운 기능군을 단위별로 

묶어 기존의 시설과 병치. 상이함

을 대조, 기존의 건물의 역할은 그

러한 새로운 것을 담는 shell 이나 

case 로서 기능. 

건물의 요소에 쓰인 각 재료에 각기 다른 

시대와 현대 미술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 현대 미술에 대한 판단은 추상성이라

는 한단어로 요약. 현대 예술의 경향, 예술

가들이 선호하는 미술관에 대한 분석에 이

르지 못함. 계획안에 나타난 흰색 건식벽으

로 이루어진 중성적이며 유연한 공간은 근

대 이후 보편적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갤러리 공간의 전형적인 유형과 다르지 않

으며 새로운 공간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언급된 것으로 보임

특별한 활용계획이 없음

라파엘 

모네오

기존의 발전소는 무미건조한 

매스로서 산업시설의 특징은 

감추어져야 하는 것.
- 전면을 가리는 방사형 레스

토랑 매스 추가. 기존 지붕 제

거. 다른 안에 비해 추가적인 

마감이 많음

  외부에서는 과거의 벽

돌 외피들이 남겨지지만 

내부에서는 많은 부분이 

새로운 마감으로 대체되

며 기존 건물은 그 흔적

을 새로운 마감으로 가려

야 하는 껍질로 인식 

기존의 건물을 새로운 시설로 채우

고 있으며, 건물 북쪽 파사드 전면

에 방사상으로 배열되는 박스로 이

루어진 큰 레스토랑을 설치함으로

써 무미건조함을 완화하고자 함

미술과 미술관에 대한 분석은 찾아보기 힘

들며, 어떻게 예술가들과 미술관이 원하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공간을 만들 것인가

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새로운 매스들

을 배치하는가에 몰두

기존의 터빈홀의 공간을 전시실들과 공공

공간으로 사용

데이비드 

치퍼필드

기존 건물에 대해 부정적 견

해를 보임. 
지붕, 굴뚝 등의 많은 기존 건

물 요소들을 새로 교체. 새로

운 매스로 기존 건물의 공간

을 가득 채움

기존의 건물은 감싸고 있

는 외피(envelope)로 표현. 
벽돌과 철골 구조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이는 외장

인 벽돌과 바로 그 뒤에 

붙은 구조로서 외피의 개

념과 크게 다르지 않음.

기존 건물은 외피만이 남겨지고 내

부는 장방형의 매스들로 채워짐. 
남겨진 기존 건물의 외피(envelope) 
안에 새로운 건물군들 삽입. 이러

한 매스들은 개별적인 건물과도 같

아서 “건물 안의 건물”들로서 전체

가 하나의 도시와도 같아지길 기대

함

라파엘 모네오와 같이, 미술과 미술관에 대

한 분석은 찾아보기 힘들며, 마찬가지로 새

로운 매스들의 배치에 몰두

기존의 터빈홀은 여러 개의 전시실로 가득 

채워짐

렌조 

피아노

산업시설의 예술을 위한 공간

으로의 리노베이션에 대해 긍

정적으로 생각함

외벽이나 굴뚝 이외에도 

기존의 건축의 요소를 유

지. 기존 터빈홀 공간의 

규모가 거의 그대로 유지

됨 

기존의 건물의 요소 및 공간을 활

용. 보일러하우스쪽에 개별 갤러리

들을 구성하고 터빈홀의 공간을 비

워둠.  

산업시설은 예술에 적합하며 원형의 가공

되지 않은, 진지하고 꾸미지 않은 공간으로 

테이트 모던을 예술에 의해 쉽게 왜소해지

지 않는 공간으로 평가함. 산업시설의 미술

관으로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예술을 위해 봉사하는 공간이기도 하

지만 그 자체로 예술에 의해 잠식당하지 

않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건축과 예술 

사이의 긴장관계를 드러내고 있기도 함

특별한 용도의 지정 없이 비워짐. 따라서 

터빈홀로의 접근이 자연스럽고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비어있는 공공공간이나 

통과 동선을 위한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

음. 기획전시 공간은 북쪽의 보일러하우스

쪽 지하에 별도로 계획되어 있으나, 계획안

의 투시도에는 터빈홀이 전시 공간으로 사

용될 수도 있음을 표현하고 있음.

표 3-9 각 현상 제출안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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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쿨하스

유휴시설과 새로운 구조물들

의 혼합은 도시에 많은 가능

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 
-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혼합. 
많은 조건과 상황을 담고 있

는 공간의 구축

산업시설의 활용을 긍정

적으로 생각하지만 기존

의 건축물의 공간적 특질

보다는 다양하고 새로운 

매스들을 담는 상자(box)
로서, 건물의 외피로서 기

능함

현대 미술의 다양성을 담을 수 있

는 중성적인 넓은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과 상황을 담고 있는 

특정적 공간을 다수 만들고 이를 

거대한 용적 안에 채우는 방식으로 

계획. 갤러리들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의 매스들은 뱅크사이드의 ”상
자(box)“ 안에 위치하는 ”성좌

(constellation)“ 와도 같이 거대한 

뱅크사이드의 부피를 채움

미술관의 가치와 목적을 현대 예술의 다양

성을 수용하는 것으로 봄.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의 새로운 조건들을 탐구하는 도시적 

장치로, 특이성들을 수용할 수 있는 멸균의 

중성적인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과 상

황을 담고 있는 갤러리를 주장. 심사위원들

은 렘쿨하스가 참여자들중 가장 현대적이

며 미술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건축가라고 평

터빈홀과 보일러하우스로 이루어진 건물 

전체의 부피를 다양한 조건과 형태, 크기를 

가진 갤러리들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의 매

스들이 채우고 있는데, 그러한 매스들 사이

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공공영역이 형성

되기를 기대. 터빈홀을 별도로 남기고 있지

는 않음. 기존의 건물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평을 들을 만큼 자체적으로 완결적

인 반면 기존 발전소의 공간적 특성이 충

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음.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

미술관의 건물에서 기존 건물

을 리노베이션 하는 것을 대

단히 흥미롭게 생각했으며 앞

으로 더욱 이러한 건물이 많

아질 것이라고 예상. 기존의 

건물에 대한 디자인의 평가를 

접어두고 기존의 건물을 현재 

디자인의 일부로 생각

- 기존의 건물과 싸우는 대신 

기존 건물의 에너지를 흡수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창조

하려 함. 

기존 건물의 건축적인, 공

간적인 특징들에 좀 더 

집중. 기존건물의 남겨진 

유산으로서 그 공간의 특

징에 가치를 둠

산업시설의 특징을 지닌 갤러리로

서 터빈홀의 광대한 내부공간과 외

부 벽돌벽, 성당과도 같은 긴 창 

등의 기존 건축의 성질들을 보존하

고 향상시키려 함. 또한 기존 발전

소 내의 기중이, 천창, 철골 구조물 

등을 철거하지 않고 남겨두며, 도

색과 수리 등의 과정을 통해 재탄

생. 

최근의 미술관에 대한 건축적 개념들에서 

방문객과 예술작품이 만나는 곳에 대한 기

본적인 개념이 무시되어 온 것 지적. 전시 

공간이 과도한 개인적, 표현적인 특성, 강

한 건축적 서사를 가지는 것에 거리를 둠. 
현대의 작가들이 창고와도 같은 장소를 선

호하기도 하지만, 전시공간의 견고함에 대

해서도 중시하는 성향을 언급하며 전시와 

관람의 공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

적인 건축적 요소, 즉 바닥과 벽, 천장이라

는 요소들의 견고한 구축을 강조. 
투시도를 통해 터빈홀 내에서 전시될 작품

의 장소 특정적 성향을 예측하기도 하였음

기존 터빈홀 전체의 스케일이 그대로 유지

됨. 거대한 램프와 다리(bridge)는 터빈홀 

내부의 입체적 도시적 지형의 일부로 터빈

홀에 내부/외부의 특성을 부여하며, 특별한 

목적없이 방문할 수도 있는 공간인 동시에 

미술관의 중앙홀이며 기획전시를 위한 공

간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장치. 관람자에게 

다양한 시선과 자세를 가능하도록 도움.
”놀라운 공간과 볼륨을 창조해내는 능력

“으로 ”발견된 공간(found space)“이 형성되

기를 바라는 테이트 모던측의 바람에 가장 

부합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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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터빈홀의 ‘장대한(grand)’ 공간

4.1 테이트 모던의 건립과 새로운 전시공간의 탄생

4.2 터빈홀의 공간적 특성과 예술 작품에의 영향

4.3 터빈홀의 영향

4.4 소결

4.1 테이트 모던의 건립과 새로운 전시공간의 탄생

그림 4-1 테이트 모던(Tate Modern) 전경, 2000

(출처: 테이트 갤러리)



- 165 -

4.1.1 테이트 모던의 건립

현상 설계의 당선자가 된 쟈크 헤르조그(Jacques Herzog)와 피에르 드 뮤론

(Pierre de Meuron)의 디자인은 2000년에 실제의 결과물로 구현되게 된다. 사

진에서 볼 수 있듯이, 건설 후의 테이트 모던은 당선 당시 제안되었던 것처럼

외부의 작은 구조물들은 제거되었지만, 주된 건물은 대부분 그대로 남아 과거

발전소의 육중한 매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상부에 수평으로 길게 놓인

유리와 하부 카페의 유리만이 새로운 기능으로의 전환을 암시하고 있다.(그림

4-1) 내부의 공간은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상 제출안과 크게 다

르지 않은 것으로 내부의 북쪽 입면만이 조금 달라졌을 뿐 기존의 계획 방향

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2) 이러한 현상설계의 제출 시의

기본 계획안의 큰 방향이 그대로 유지된 것에는 테이트 갤러리의 니콜라스 세

로타(Nicholas Cerota) 관장의 역할이 컸으며, 그는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계획안에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 즉 터빈홀과 램프와 브리지의 중

요성을 간파하였다. 또한 다른 현상 제출안들이 아닌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안을 선택하게 된 것은 이러한 요소들 때문임을 밝혔다.161)

개장 후 테이트 모던의 방문객 수는 개장 전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게 되

는데, 단지 방문자의 수와 대중들에게의 인기라는 지표뿐 아니라, 건축과 미술

분야에서 보인 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았으며, 테이트모던이 예술 분야에 미

친 영향도 컸다 할 수 있다. 저우드 아트센터(Jerwood Art Space)의 스티븐

헵워스(Stephen Hepworth) 관장이 이미 예측했던 바와 같이,162) 테이트 모던

161) “그에게는 터빈홀이 있다.”, “헤르조그와 드뮤론은 터빈홀이 근본적으로 건물을
통과하는 거리(street)로 생각하였다.”, “매우 간단한 제스처로 헤르조그 앤드 드
뮤론은 기존의 건물의 가능성을 드러내보였고 공공에 이를 열어놓았다. 반면 다
른 현상 참가자들은 건물을 가리거나 건물의 부족한 부분을 처리하려 하였다.”
Jacques Herzog, Nicholas Serota and Rowan Moore, “Conversation”,
Building tate modern: Herzog & de Meuron transforming Giles  Gilbert
Scott, Ed. Rowan Moore and Raymund Ryan, London: Tate Gallery
Publishing, 2000, pp. 37-57

162) 그는, “테이트 모던의 도래는 무엇보다도 런던 예술의 지형도를 바꿀 것이다. 5
년 후에는 국내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다른 기관들이 그들의
역할을 재정의 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테이트 모던이 예술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한 바 있다.
M. Coomer, Time Out Guide to Bankside & Tate Modern, in association
with the Cross River Partnership and Bankside Attraction Group, London:
Time Ou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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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런던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술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

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상설계에서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당선에

는 터빈홀의 역할이 컸다 할 수 있는데, 테이트 모던의 실질적인 성공의 바탕

에도 터빈홀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테이트 모던 개관 후 5년 후에

발간된 책, 『Tate Modern : The First Five Year』에서 비평가인 마틴 게이

포드(Martin Gayford)는 “가장 놀랍고 새로운 테이트 모던의 특징은 바로 터

빈홀의 거대한 동굴(cavern)”이라고 평하였다. 이러한 터빈 홀은 테이트 모던

의 주 공간으로서, 이미 제작이 완료되어 있는 예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공간

으로 기능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술품의 제작을 위한 장소(site)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림 4-2 테이트 모던 내부의 터빈홀(Turbine Hall) (출처:

테이트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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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새로운 전시공간의 탄생

이러한 터빈홀의 생산적인 기능을 가능하게 한 주요한 원동력 중의 하나는

유니레버 기업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던 유니레버 시리즈(Unilever Series)라

할 수 있다. 이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한 해에 예술가 한 명씩을 선정해 터

빈홀(Turbine Hall)에 작품을 제작, 전시하도록 후원하는 기획이다. 그 이후에

는 현대 커미션(Hyundai Commission)163)으로 이어지게 된다. 앞서 현상설계

과정에서 설명하였듯이, 미술관으로 재탄생한 터빈홀에서는 기존의 콘크리트

데크를 제거함으로써 1층 레벨을 낮추어 홀의 규모를 더욱 확장할 수 있었다.

터빈 홀의 장대한 보이드 공간은 이러한 변환의 과정에서 활성화되는데, 단지

정적이고 무미건조한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홀 안에 설치되는 어

떤 유형의 예술 작품에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보이드 공간

은 거대한 스케일의 빈 공간을 다루는 예술가들의 능력을 시험하게 되는 장이

되었다. 예술가들은 그들의 관습들을 깨고 인식의 한계를 끌어올리게 되었으

며, 그들의 작업이 거대한 공간에 잠식당해 버리지 않기 위해 공간과 싸우게

된다.

163) 유니레버 시리즈 이후 현대미술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현대자동차가 후원하
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의 터빈홀에서의 전시기획

그림 1 터빈홀에 설

치된 애니쉬 카푸어

마르시아즈

(Anish Kapoor,

Marsyas) (2002) ©

Anish Kapoor. All

rights reserved,

DACS 2014
Louise Bourgeois 

Maman 
2000

Juan Munoz 
Double Bind, 

2001-2002

Anish Kapoor 
Marsyas

2002-2003

Olafur Eliasson
The Weather Project

2003-2004

표 4-1 테이트 모던 터빈홀에서의 유니레버 시리즈(Unilever Series)와 현대 커미션 프로

젝트(Hyundai Commission Project) (출처: 테이트모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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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 Nauman 
Raw Materials

2004-2005

Rachel Whiteread
Embankment
2005-2006

Casten höller
Test Site

2006-2007

Doris Salcedo
Shibboleth
2007-2008

Dominique Gonzalez 
-Foerster
TH.2058

2008-2009

Miroslaw Balka 
How it is
2009-2010

Ai Weiwei
Sunflower Seeds

2010-2011

Tacita Dean
Film

2011-2012

Richard Tuttle 
I don’t know

2014-2015

Abraham
Cruzvillegas
Empty Lot
2015-2016

Philippe Parreno
Anywhen
2016-2017

Superflex
One Two Three 

Swing!
20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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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기존의 터빈홀에 존재하던 데크를 걷어내어 거대한 전시공간으로 재탄

생한 터빈홀, 지하 1층 평면 (출처:Building Tate Modern)

그림 4-4 점선 부분이 기존의 터빈들이 존재하던 터빈홀, 테이트 모던 평면 (출

처:Building Tate Modern)

그림 4-5 점선 부분이 이전에 데크가 있던 단면상 위치, 남북 측 단면 (출처:Building

Tate Modern)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산업시설을 미술관으로 활용한 다른 사례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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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기존의 시설이 테이트 모던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공간이었으나, 그 변

화한 모습은 테이트 모던과 사뭇 다른 경우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미술관

의 운영과 전시 방침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테이트 모던(Tate Modern)의 터빈홀

(Turbine Hall)과 피에르 콜복(Pierre Colboc)

이 디자인한 오르세이 미술관(Musée d’Orsay)

의 중앙 네이브(nave) 사이에는 두 시설 모두

산업 관련 시설이 새로운 시설로 전용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규모 또한 서로 유사한

데, 터빈홀(Turbine Hall)은 폭, 길이, 높이가

각각 22m, 152m, 35m에 이르며, 오르세이 미술

관 중앙 네이브는 각각 40m, 138m, 32m에 이

른다. 그러나 스케일, 주제, 유형, 인식의 방식

등의 측면에서, 이들 공간들이 예술의 본질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유리 천장을 통해 변화하는 빛을 받아들이고 있는 오르세이 미술

관의 중앙 네이브는 관람객들이 개별 전시장에 들어가기 이전에 경험하게 되

는 인상적인 중간 홀의 공간으로 작동한다.(그림 4-6) 이 거대한 홀에는 작은

규모의 개별 전시실이 삽입되어 작품의 전시는 그러한 정형화된 개별 전시실

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반면 테이트 모던의 터빈홀은 중간홀인 동시에 그 자

체가 거대한 규모의 전시장으로 활용되며, 터빈홀 내부의 램프, 플랫폼, 기중

기, 천장 등의 건축적 요소와 기물들이 전시에 활용되게 된다.

또한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 있는 르

마가쟁(le Magasin-cnac)의 경우, 폭, 길

이, 높이가 40m, 70m, 20m에 이르는 공

간으로 터빈홀보다는 다소 작지만 홀의

전체적인 규모를 보자면 일반적인 갤러

리보다 훨씬 크고 홀이 천장높이까지 이

르고 있으며, 기존 공간의 규모, 천창, 기

둥 등의 건축적 요소들, 크레인과 같은

기물들이 남겨지는 등 기존 공간의 공간

적 특질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터빈

홀과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홀

그림 4-6 오르세 미술관 내부

그림 4-7 르 마가쟁(Le Magasin-cnac)

내부

(출처: Sylvie Fleury, MAGASIN-CNAC,

2001. Photo : André Mo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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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앙 부분이 기획전시의 새로운 작품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터빈홀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런데 홀 중앙의 높이는 천장까지 이

름에도 불구하고 전시 공간은 5m 정도의 흰색 벽에 둘러싸여 있으며, 대부분

의 전시는 중심의 5m 높이의 벽을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그

림 4-7) 터빈홀이 전시를 위해 공간을 분할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반면 오르

세이 미술관이나 르 마가쟁 모두, 대공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시는 분할

된 개별 전시장이나 5m의 흰색 벽면 안으로 제한되게 된다.

또한 테이트 모던은, 같은 건축가,

즉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이 디자인

한 마드리드의 카이샤 포럼(Caixa

Forum)과도 다른 공간의 모습을 모

여주고 있다. 이전의 발전소라는 기

능이 미술관으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공간의 모습은 확연

히 다르다. 카이샤 포럼에서는, 외부

의 모습에서는 과거의 발전소의 흔

적이 남아있지만, 내부는 처음부터

미술관으로 지은 건물과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그림 4-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터빈홀의 발전소로서의

이전 공간의 특질이 새로운 미술관

이라는 기능을 가진 공간에 이어졌

던 것에 반에, 카이샤 포럼의 내부

는 외피만 남긴 채 이전의 공간은

층층이 나누어지고 쪼개어져 완전히

새로운 전시실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카이샤 포럼에서 예전의 방식과 매우 다른 예술작품이 탄생하

였다고 해도, 그것이 발전소에서 미술관으로 전용된 공간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차이는 카이샤 포럼 재단이 필요했던 공간의 면적과

사이트의 상황, 재단의 의도 등에 주로 기인한다 할 수 있다. 헤르조그가 밝힌

바와 같이164) 카이샤 포럼의 전신인 the Central Eléctrica Power Station 은

164) Video interview conducted by Studio Banana TV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udiovisual project of the 10th Spanish Architecture and Urbanism

그림 4-9 미술관으로 전용된 후 기존 공간의

공간적 특징이 사라진 카이샤 포럼 전시실

내부 (출처: Photo: Christian Richters)

그림 4-8 카이샤 포럼(Caixa Forum)이 발전

소로 쓰이던 당시 내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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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사이드 발전소와는 달리 협소한 도시 조직 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았다. 재단 측이 요구한 바닥면적을 만들어내기에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 이러한 열악한 설계의 조건 속에서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이 재단의

설계 의뢰를 받아들인 것은 주유소로 사용되던 인접 부지를 매입한다는 조건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한의 면적을 만들어내

기 위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기존의 높은 층고의 발전소를 여러 층으로 쪼

개고 새롭게 기존의 건물 하부에 지하층까지 추가해야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공간이 특징이 유지되기는 어려웠다. 그나마 협소한 대지의 상황을 개

선할 수 있었던 것은, 앞의 주유소 부지의 철거로 방문자의 진입을 위한 여유

공간인 전면 광장을 마련하고 발전소의 1층 부분을 들어내어 공공 공간으로서

의 광장으로부터의 연속성을 확보하려 했던 전략 덕분이었다 할 수 있다. 비

워진 1층의 바닥이나 천정의 부정형의 마감, 1층의 외부로부터 2층으로 파고

드는 길의 구현으로서의 계단은, 비록 그 조형성이 더 주목받기는 하나 이러

한 외부 공간과의 연속성과 도시적 확장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165) 스케

일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형적 요소의 도입은 동선과 형태적 측면을

부각시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조밀한 부지의 상황에서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

이 기존의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공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따

라서 외벽 등에서의 조형적 표현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테이트 모던의 경

우 비워놓기만 해도 공간적 힘이 생기던 상황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테이트 모던의 경우처럼 창고나 공장과도 같은 가공되지 않은 공간에서의

새로운 예술의 탄생을 기대함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la Caixa 재단이 제시한

미술관의 방향은 “문화의 가치나 사람들을 위한 복지의 중요성을 결합

(integrating value of culture and its importance for people’s well-being)” 하

거나 “마드리드의 도시 경관의 새로운 시각적 참조점을 탄생(creating a new

visual reference for the cityscape of Madrid)”시키고, “낡은 발전소를 도시의

지도 위에 다시 복귀(to put the old Central Eléctrica del Mediodia back on

the map of the city)” 시키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는 등,166) 그 지향점에 다소

Biennial 2009
https://www.youtube.com/watch?v=5dUSewyVXJw

165) 그러나 이러한 1층의 하부공간에 대해 Justin Mcguirk은 어둡고 볼 것이 없으
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공간이라 비판하고 있다.
Justin Mcguirk, “Caixa Forum”, Icon, July, 2008
https://www.iconeye.com/404/item/3368-caixa-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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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테이트 모던의 관장인 니콜라스 세로타와

테이트 모던의 이사회는 뱅크사이드 발전소가 채택된 것에 기존 발전소의 공

간적 규모(체적)에 큰 요인을 두고 있었으며,167) 새로운 예술의 탄생의 장소로

서의 발전소의 선정 과정에서 뱅크사이드 발전소의 공간적 규모가 일반적인

미술관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관장이 직접 도보

로 발전소 주위를 수차례 걸어보고 다방면으로 규모를 검토하는 등, 규모 면

에서 위험을 감수할 만큼 공간의 여유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168)

새로운 로마의 센트레일 몬테마티니

(Centrale Montemartini)의 경우에는

이전의 발전소의 공간뿐 아니라 기물이

나 설비, 기계까지 그대로 남아, 발전소

와 미술관의 복합적인 공간적 특징을

나타내기보다 기존의 공간과 시설들이

오히려 예술품의 설치에 제약을 주는

상황이 되어, 미술관이라기보다는 박물

관의 성격을 더 가지게 되었다. 내부의

공간에 있어서 기존의 발전소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미술관이 된 카이샤 포럼

이나, 내부의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는

센트레일 몬테마티니의 경우 모두 새로

운 예술의 등장을 위한 장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작업장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전시장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초기 사

치 갤러리나 팔레드 도쿄의 경우는 예술가에게 새로운 공간과 작업의 자유로

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공간은 건축가가 그러한 공간을 조정하고

만들어 예술가의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관람자와 예술이 만나는 새로운 지평

을 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술가에 의해 변화된 공간에 가까워서 건축가의

영향을 언급하기가 어려워진다. 테이트 모던의 터빈홀의 경우, 이전의 산업시

166) Foundación la Caixa, Press Kit
press.lacaixa.es/socialprojects/show_annex.html?id=2936

167) Tate Gallery,“Minutes of Accessors’ Discussion of Stage Two Submissions”,
Tate Modern Archive, January 1995

168) 테이트 모던 공식 홈페이지 참조
http://www.tate.org.uk/about/who-we-are/history-of-tate#modern

그림 4-10 기존의 요소가 대부분 남아

있는 센트레일 몬테마티니(Centrale

Montemartini) (출처:Musei Roma, al via

Google Art Project Centrale

Montemartini / @flickr / Ceb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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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공간적 특징들이 그대로 이어져 새로운 공간에 중첩되면서 미술관으로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았던 특징들이 새로운 미술관으로서의 가능성을 부여하

고 있으며, 여기에 공간의 운영, 전시 방침, 전시의 구성 등의 요소들이 새로운

예술의 등장을 위해 작용하고 있다.

4.2 터빈홀의 공간적 특성과 예술 작품에의 영향

4.2.1 아이키도(aikido) 의 방식으로 형성된 ‘발견된(found)’ 공간

으로서의 터빈홀

테이트 모던은 기존의 공간의 특성과 가능성을 최대한 유지하려 했다는 점

에서 앞서 살펴본 다른 사례들과 구분될 수 있다.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은 터

빈홀의 기존 공간의 거대함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들

이 언급하였듯이 그 거대한 규모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안은 현상 설계의 다른 참여자들과도 그러한 점에서 구분

되고 있었다. 과거의 거대한 공간적 규모와 더불어 창, 천장, 벽, 바닥, 기물

등, 과거의 거친 산업시설로서의 특징들이 남아, ‘가공되지 않은(raw)’ 공간으

로서 현재의 공간을 구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공간적

특징을 갖는 터빈홀은 갤러리 측의 기대에 부응하는,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에

의해 ‘발견된(found)’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구체적

인 방법론은 스카르파의 작업 방식과 같이 과거의 것과 새로운 것을 대조시키

고, 차이를 부각시키는 방식이 아닌, 아이키도(aikido)라는 용어에 빗대어 설

명하였듯이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하나의 공간을 만들

어내는 것이었다. 만약에 그가 터빈홀을 극히 대조적인 방식으로 구성했다면

터빈홀의 공간은 다시금 화이트 큐브나 건축가의 현대적 건축 언어가 기존공

간에 강하게 대비되는 공간이 되었으리라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헤

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발견된 공간(found space)로서의 터빈홀은 기존의 공간

의 가능성을 끄집어 낸 것이기도 하지만 현대 예술의 흐름을 잘 포착하여 그

와 이어지도록, 새로운 작품들의 탄생을 위한 배경으로서 고려된 공간이라 가

정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그러한 건축가의 관점과 방식이 터빈홀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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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힘을 발휘하는지,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

축적 담론 속에서 어떠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지, 어떻게 건축과 미술의

접점으로서 새로운 역할들을 하는지 작품의 분석과 함께 살펴 볼 것이다. 2장

에서 살펴보았던 역사적 쟁점들과 담론들은 그러한 분석의 렌즈가 될 것이다.

4.2.2 터빈홀의 공간에 대응하는 작품들의 방식들

앞서 언급하였듯이 터빈홀에는 개장 이후 유니레버 시리즈를 통해 매해 설

치작품들이 전시되게 되는데, 이들은 동시대를 선도하는 작품으로 모든 작품

들이 커다란 이슈가 되고 다음 작품들을 기대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터빈홀은

예술가들을 도전하게 하는 공간이었지만 그들 모두에게 환영받기만 하는 공

간은 아니었으며, 편안하게만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169) 작가들이

밝혔듯이 전시의 홀로서 일반적이지 않은 특성들, 특히 그 거대한 규모 때문

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야 했고, 이는 작가들마다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들이 택한 방식은 일반적인 미술관에서 설치될 법

한 규모의 오브제들을 확대(amplification)하거나, 이들을 무수히 복사해 쌓거

나(replication-accumulation), 터빈홀을 대지와도 같이 사용함으로써 대지작

업을 내부화하거나(earthwork) 비물리적인 방식(non-physical extension)으로

공간감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분류 방식에 따라 모든 작품이

다 정확하게 나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여러 방식을 사용하거나 어디에도

귀속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작품도 있으나, 작가들의 공간에 대응하는 방

식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터빈홀의 공간적 특징과 그 힘을 파악하며, 나아가

건축가의 전용의 방식이 공간과 작품에 미치게 된 영향을 파악하게 되는 밑거

름이 될 것이라 보았다.

169) 다음과 같은 언급이 이를 설명해주고 있다.
“예술가들에게 이 공간으로의 초청은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지만 사실 예술가들
에게는 매우 벅찬 것이기도 하며, 위기이기도 하다. 그들의 능력과 창의력을 시험
하는 곳이며, 누구도 이 커미션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To show here is
a test of an artist's capacity and ingenuity. No one accepts the commission
lightly, and no one can get away with going through the motions.)”
Adrian Searle, Jonathan Jones, Charlotte Higgins and Skye Sherwin, “The
Tate Modern at 10”, the Guardian, 4 May 2010

https://www.theguardian.com/artanddesign/2010/may/04/tate-modern-10th-annivers
ary



- 176 -

확대(amplification)

Louise Bourgeois, Maman Anish Kapoor, Marsyas Casten Höller, Test Site

복사-축적(replication-accumulation)

Ai Weiwei, Sunflower Seed
Rachel Whiteread, 

Embankment
Dominique Gonzalez- 

Foerster, TH.2058

대지작업(earth-work)

Doris Salcedo, Shibboleth Juan Munoz, Double Bind
Abraham Cruzvillegas, 

Empty Lot

표 4-2 터빈홀 내에서의 작가들의 공간에 대한 대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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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대(amplification)

거대한 공간에 대응하는 작가들의 방식 중에 루이스 부르주아(Louise

Bourgeois)와 애니쉬 카푸어(Anish Kapoor), 카스텐 휠러(Carsten Höller)가

보이는 공통점은 오브제들의 크기를 터빈홀의 공간의 규모에 맞게 확대시킨

다는 것이다.170) 이 중, 루이스 부르주아의 마망(Maman)은 거미를 거대한 크

기로 형상화한 것으로, 거미는 부르주아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티브이

다. 이는 1947년의 잉크와 목탄을 이용한 작은 드로잉에서 최초로 묘사되고

이후 이 주제는 그녀의 조각과 드로잉에서 전보다 더 자주 나타나게 된다. 작

은 브로치 사이즈의 거미에부터 작은 방의 전체를 차지하는 거미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사이즈의 거미를 제작해 왔는데, 터빈홀에 와서는 그녀가 여태까지

제작해왔던 거미 중에 가장 큰 거미(9,271 x 8,915 x 10,236 mm)를 제작하기

에 이른다.171) 루이스 부르주아는 터빈 홀에 대해서 “공간이 무척 아름답다.

그곳에 놓인 어떤 것도 강렬한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공간이

가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172) 또한 터빈 홀은 도전인 동시에, 이러한 거대한

170) Wouter Davidts, “The Vast and the Void: On Tate Modern’s Turbine Hall
and “The Unilever Series”“, Footprint, Trans-disciplinary, Autumn, 2007, p. 78

171) 부르주아가 기존에 꾸준히 제작해왔던 거미도 실제의 거미의 사이즈를 확대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터빈홀에서의 부르주아의 방식은 확대
의 확대인 셈이다. 그녀가 사용해왔던 오브제로서의 확대의 방식을 그대로 터빈
홀에 사용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172) Adrian Searle, Jonathan Jones, Charlotte Higgins and Skye Sherwin, “The
Tate Modern at 10”, The Guardian, May, 2010

비물리적 확장(non-physical extension)

Olafur Eliasson, The 
Weather Project

Bruce Nauman. Raw 
Materials

Tacita Dea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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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아래에서 기존의 개념들을 이어가는 것은 지나칠 수 없는 기회였다고 밝

히고 있다. 부르주아의 이 작품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것은 그 규모이며 그녀

는 이에 더욱 작품의 크기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던 것이다. 그녀는 터

빈홀의 규모는 매우 이례적이며, 이를 “지배하느냐(dominate), 아니면 지배당

하느냐(dominated)”의 문제로 보았다. 또한, 이는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것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거대한 크기의 작품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 자신이 운이 좋았다고 밝히고 있다.173)

터빈 홀에서의 또 다른 증폭의 예는 애니쉬 카푸어의 마르시아(Marsyas)라

할 수 있다. 카푸어는 미세한 색소 가루에서부터, 벽과 바닥을 사용한 장소 특

정적 작품, 갤러리 안과 밖의 큰 조각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작업세계를 구축해 왔으며, 존재와 부재, 실체와 비실체, 장소와 비장소 등의

뿌리 깊은 형이상학적 양극의 주제들에 대해 탐구해 왔다. 또한 그는, 내부와

아래로 침잠하는 작품들, 터널이나 구멍, 입구, 인간의 신체, 피 등을 연상시키

는 작품을 만들어 왔으며, 이에는 강한 원색, 특히 붉은색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과 같은 작품, 7 Ways in (2000) (그림 24)에서도 드러난

다. 이러한 작품은 터빈홀에 이르러서 크게 확장되는데, 유니레버 시리즈의 작

가 가운데에서도 물리적인 크기로는 가장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카푸어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가 터빈홀의 주눅이 들 만큼 벅찬 높이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그 길이였다 밝히고 있다. 그는 이러한

공간을 가운데에 선반(bridge)을 가진 직사각형의 박스로 접근하였으며, 인간

의 스케일과 관람자와 작품 간의 관계가 그의 아이디어의 핵심이라 밝히고 있

다. 그는 관객을 거대한 단색의 장에 빠뜨리고 있으며, 전체 조각을 한눈에 바

라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단지 일련의 분절된 마주침만이 가능하며 관람

자의 내면에서의 조합의 과정을 통해서만 전체를 형성할 수 있다. 그는 “나는

상상할 수 없었던 공간을 점유하고 싶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고 부

분적으로 가능하다.” 174) 고 언급하였는데, 즉 엄청나게 부풀려진 작품의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망의 불가능함과 동시에, 터빈홀의 벽과 바닥, 지붕과 작품

사이의 공간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며, 특정 부분에서는 작품 자체보다 작품의

https://www.theguardian.com/artanddesign/2010/may/04/tate-modern-10th-annivers
ary

173) Jonathan Jones, “Watch this space”, The Guardian, December, 2003
https://www.theguardian.com/culture/2003/dec/15/1

174) Charlotte Higgins, “A life in art: Anish Kapoor”, The Guardian, Novemb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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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과 건축 간의 공간에 대한 인지의 특별함이 형성되게 되게 될 것이다. 이

러한 작품과 건축 사이의 공간에 대한인지의 측면에서, 부르주아의 거미보다

더 작품과 건축과의 사이 공간이 부각된다는 점에서, 터빈홀을 가득 채운 마

르시아는 루이 부르주아와의 거미와는 같은 증폭의 방식을 택했지만 다소 차

이가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그 스케일에 기인한

다고 할 수 있으며, 작가 자신이 그러한 스케일의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

“모든 아이디어는 그것의 스케일이 있다...마르시아는 그것이 지금의 1/3의
규모였다면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다. 피라미드는 피라미드이기 때문에 지금

의 사이즈이다. 스케일은 도구, 조각의 도구이다...단지 크기만 한 것은 지루하

다. 그러나 다른 목적이 있는 거대함은 경외감을 유발한다(owe-inspring).”

카스텐 휠러는 1998년부터 슬

라이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

였는데, 터빈홀에 와서 거대한

스케일의 슬라이드로 확대되게

된다. 이는 슬라이드의 거대한

스케일 자체도 전에 볼 수 없었

던 것이지만, 놀이터나 놀이공

원에 설치될 법한 장치를 점잖

고 사색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는

미술관이라는 공간에 설치하였

다는 점에서 더욱 놀라움을 주

는 것이었다. 이 설치물의 제목

은 ‘Test Sites’로, 이는 방문자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형태의 슬라이드의 기능

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작가 자신이 방문자들이 이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관찰하고 슬라이드를 타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실험한

다는 의미이다. 그의 작품은 전시공간의 사색적인 측면을 배제시키고 전시장

을 놀이공원과 같은 유희의 시설로 채워 대중의 관심을 끌려는 도구로 전락시

키고 스펙터클을 강조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휠러는 비평가인

Mark Rappolt와의 인터뷰에서 작품 자체의 스펙터클한 측면을 인정하지만 그

에 대해 그 자체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설치물은 매우

그림 4-11 Carsten Höller, Test Site, 2006-2007,

확대(amplification)의 방식인 동시에 터빈홀의 공

간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슬라이드

(출처: flickr @ victoriapeckh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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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터클(spectacular)한데, 이는 방문객이 공연자(performer)가 되며, 공연자

가 자신의 내부 스펙터클을 관찰하게 될 관람자(spectator)가 된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175) 즉, 이 작품은 일반적인 예술의 감상 방식 그대

로, 작품의 밖에서 작품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관람자 자신이 작

품 안으로 들어가 그 자신이 행위자(performer)가 되는 동시에 작품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펙터클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가 기대하

였던 것은 마치 자동차를 타는 것이 우리의 속도에 대한 지각을 바꾸듯이 슬

라이드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서, 슬라이드를 탈

때 기쁨과 광기와 풍성한 공포 상태(voluptuous panic)를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는 즉시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test site’의

‘site’는 터빈홀 안에서 슬라이드를 타는 사람의 내부, 슬라이드에 의해 자극을

받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내부에 있는 ‘site’를 형성하게 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휠러에게 있어서 터빈홀의 스케일은 이러한 실험을 가능

하게 하는 것이며, 테이트 모던의 이 작품이 그의 이후의 도시적 스케일의 슬

라이드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토타입 혹은 모델이 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176)

이 슬라이드들은 매우 거대하며 특히 level 5에서의 슬라이드는 58m에 이르는

것으로, 전체의 도시에 있어서는 터빈홀이 작은 모델이 된다는 것이며, 이후의

그의 작품에 영향을 주는 실험적인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 슬라이드는 북쪽의

갤러리 층(level 3, level 5)들과 브리지(bridge) 위에서 시작되어 브리지 아래

에서 끝나게 되며, 갤러리, 브리지 등의 건축 요소들을 적극 활용하여 설치되

었다. 그런데 그는, 한편으로는 그것이 장애(obstacle)가 되기도 하였음을 밝히

기도 하였다. 이는 브리지가 공간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작품이 공간 전

체를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단지 작품

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그의 슬라이드 작품을 통해 브리지 아래의 공간을

드러내려(reveal) 하는 시도를 촉발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그는 그의 슬라

이드가 테이트 모던에서 제공하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통제되는 동선에 대

조적이라고 보고 있다. Mark Rappolt는 휠러가 이러한 작품과 건축 간의 관계

에서의 긴장, 모호함 등을 즐기고 있다고 보았다.177) 즉 휠러의 작품은 확대

175) Vincent Honoré, “interview”, 카스텐 휠러와의 인터뷰
http://www.tate.org.uk/whats-on/tate-modern/exhibition/unilever-series/unilever-se
ries-carsten-holler-test-site/carsten

176) Mark Rappolt, Casten Höller, ArtReview, October,, 2006
https://artreview.com/features/october_2006_feature_carsten_holler/
177)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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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ification)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루이즈 브루주아에 비

해 건축, 공간과 보다 다양한 관계와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루이스 부르주아나 애니쉬 카푸어, 카스텐 휠러는 공간의 크기에 부

합하도록 작품의 크기 자체를 확장시키고 있는데, 확대라는 범주에 넣긴 했지

만 그 확대되는 정도나 양상은 조금씩 달랐다. 루이즈 부르주아의 작품은 10m

정도의 확대된 오브제로, 애니쉬 카푸어의 작품은 건물의 바닥과 양 끝단과

천장까지 확장된 오브제로, 카스텐 휠러는 건물의 최상층에서 바닥에 이르는

오브제이자 기구로 그 확대의 범주가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건축을 이용하는

범주도, 부르주아의 작품은 특별히 건축물과 연계되지는 않으나, 애니쉬 카푸

어의 작품은 건물의 입구에서 시작해서 중간 브리지에서 다시 건물의 반대쪽

끝단 벽으로 이어져 건축물의 구조와 연계되고 있었으며, 카스텐 휠러의 작품

은 자체적인 지지대를 가지고 있지만 갤러리 층들과 브리지, 브리지 하단을

연결하고 있었다. 또한 오브제적인 확장이기는 하지만, 건축을 이용하는 정도

와 방식에 따라 건축공간과의 관계와 의미의 정도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2) 복사와 축적(replication & accumulation)

앞서의 개별 작품의 크기를 확대시키는 방법과는 달리 개체를 무수히 복사

해 쌓음으로써 그 공간의 거대함에 대응하는 작품들도 있다. 도미니크 곤잘레

스-포에스터 (Dominique Gonzalez-Foerster)의 TH.2058 이라는 작품은 철제

이층침대를 무수히 배치하여 거대한 터빈홀의 공간을 채우고 있다. 레이첼 화

이트리드(Rachel Whiteread)의 Embankment라는 작품 또한 이러한 복사와

축적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14,000개가 넘는 박스는 작가의 돌아가신 어

머니의 유품 박스를 석고 모형으로 뜨고 쌓은 것이다.

터빈홀 내에 설치된 아이 웨이웨이(Ai Weiwei)의 작품, ‘Sunflower Seed’

또한 이러한 복사-축적의 과정을 보여준다 할 수 있는데, 보다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은 작품이다.(그림 4-12, 13) 이 작품은 1,600명이 동원되어 2년 반

동안 만들어지게 된 것으로, 작가에 따르면 이러한 수많은 자기질 해바라기

씨는 중국인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는 자기질의 재료를 선택한 이유를, 자기

질 생산이 마오쩌둥 시대의 몇 가지의 수입원 중의 하나이기에 이를 통해 지

배자와 지배받는 이의 관계를 나타나기 위함이라 설명하고 있다. 예술 사학자

이자 전시 기획자인 Richard Dorment는 이 작품 앞에 서면 측정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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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을 알 수 없는 회색 바다를 보는 것과도 같으며, 다른 중국에 관한 데이터

가 그러하듯, 오직 직접 이를 봄으로써 광대함(immensity)를 느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178) 이는 Sunflower Seed가 설치된 터빈홀의 거대한 규모와

이 작품의 특징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아이 웨이웨이의 일반적 규모의

유사한 모티브의 전시인 ‘He Xie ’와 구분되는 점은 3,200개에서 1억 개로의

확대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라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체감’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그의 터빈홀에서의 이 작업이 새로

운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통계와 숫자의 데이터가 물질을 통해

시각화 되는 이러한 지점이고, 이는 데이터의 표상화로서의 1억 개의 해바라

기씨를 깔 수 있는 터빈홀의 거대한 규모에 의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림 4-12 Ai Weiwei,

Sunflower seed (출처: 테이트

모던)

그림 4-13 Ai Weiwei, Sunflower seed, 바닥에 깔린

자기질 해바라기 모형위에서 다양한 행위와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관람객들 (출처: flickr @ Loz Pycock)

(3) 대지 작업(earthwork)

터빈홀에서의 설치작업 중 또 하나의 방식은 특정 오브제의 설치나 이의 확

대, 복사와는 또 다른 것으로, 오른쪽의 후안 무노즈(Juan Munoz)의 작품처럼

터빈홀 전체의 바닥을 대지화하여, 바닥전체가 작품이 되는 경우이다. 그는,

178) Dorment, Richard. "Ai Weiwei: Sunflower Seeds.” Art Review, Telegrap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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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빈홀 공간의 가능성과 동시에 존재하는 위

험을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예술적으로도, 기

술적으로 쉽지 않으며, 도전적인 작업을 필요

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터빈홀의 바닥이

대지화되어 마치 야외에 설치되는 대지작업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작업들은 후안 무노즈 이

외에 도리스 살체도(Doris Salcedo)나 아브라

함 크러즈비예가스(Abraham Cruzvillegas)의

작품들이 있다.

아브라함 크루즈비예가의 터빈 홀을 가득

채운 작품 ‘Empty Lot, 2015’는 이러한 대지작

업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삼각형 플

랫폼의 거대한 뱃머리를 연상시키는 구조로

크게 두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아랫부분

은 건축적이고 견고한 구축물이며 윗부분은

23톤의 흙과 삼각형 모양의 240개 나무 화분

들과 작가가 만든 조명들로 채워져 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조경의 공간이 갤러리 안으로 들어온 것과 같다. 이 작품의 조

명을 만드는 데 쓰인 재료는 큐레이터나 동료들로부터 수집된 버려진 소재들

이다.

(4) 비물리적 확장(nonphysical extension)

터빈홀의 공간에 대응하는 또 다른 작가들의 방식은 비물리적인 요소가 작

품의 주를 이루며 터빈홀의 공간을 채우고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작가들

의 예에는 올라퍼 엘리아슨 (Olafur Eliasson, The Weather Project)의 작품과

브루스 노먼(Bruce Nauman, Raw Materials), 태시타 딘(Tacita Dean, Film)

의 작품이 있다. 웨더 프로젝트(Weather Project)는 터빈홀의 끝 쪽 벽에 설치

된 인공 태양은 벽 하나를 점유하지만 연무와 거울의 힘을 빌려 공간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으며, 공간은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적으로도 외부의 대기와 가

까운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카스텔로 디 리 볼리 미술관

(Castello di Rivoli Museo d'Arte Contemporanea의) 큐레이터인 마르셀라 베

카리아(Marcella Beccaria)는 이러한 엘리아슨의 작업은 테이트 모던의 가능

그림 4-14 Juan Munoz, Double

Bind, 2002

(출처:  ESCULTURA BBAA,

https://esculturabbaa.wordpress.co

m/2014/11/11/juan-munoz-poeta-d

el-espa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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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나아가서는 미술관 전반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것

이라고 보았다. 이 작업을 기록한 수많은 이미지들이 보여주듯이 마주치고 모

이는 장소로서 다양한 양상의 행위들은,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과 민주적 가능

성(democratic potential)을 재확인 시켜주는 것이며 이는 고대 그리스의 아고

라(agora)에서 벌어졌던 일상의 중심으로서의 광장의 기능을 상기시킨다는 것

이다.179)

이 외에 브루스 노먼의 작업, ‘Raw Materials’도 비물리적 방식이 주 요소인

작품으로, 그의 과거의 작품으로부터 21개의 텍스트를 선택해 음향적 콜라주

를 만들고 터빈홀에 설치된 일련의 스피커들을 통해 비어있는 터빈 홀의 공간

을 가득 채우게 된다. 그의 이러한 음향적 조각180)은 터빈 홀에 진입해서 어느

공간에 위치한 사람에게도 들리는 것으로, 그러한 점에서 터빈 홀에 설치되었

던 어떠한 작품보다 공간을 가득 채우고 확장시키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타

시타 딘(Tacita Dean)의 작업, ‘Film’은 11분짜리 무성영화를 터빈 홀의 끝 쪽

의 13m 높이의 흰색 벽에 투사하는 영상물 작품이었다. 유니레버 시리즈의 첫

움직이는 영상물로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이 작품은 공간의 끝의 흰색 벽

에 투사되지만 터빈 홀의 전체 공간을 흡인하며 스크린을 통해 다른 공간으로

확장시킨다.

179) Beccaria, Marcella. “Remember The Weather Project?, Tate Modern Artists:
Olafur Eliasson (Modern Artists Series).” Tate Publishing, October 2013.

180) Tate Modern, Bruce Nauman: Raw Materials
http://www.tate.org.uk/visit/tate-modern/display/bruce-nauman-raw-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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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Bruce Nauman, Raw

Materials, 2004 (출처: 테이트 모던,

Photo: Seraphina Neville )

그림 4-16 Tacita Dean, Film, 2011-2012

(출처:London and Marian Goodman

Gallery, New York/Paris. Photo: Lucy

Dawkins )

4.2.3 터빈 홀의 공간적 특징을 극대화하는 작품들과 그 공간적 의

의

이렇듯, 터빈 홀에 설치되었던 작품들은 공간의 대응 면에서 유사한 흐름을

보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건축이 완료된 공간에

서 관람자도 공간의 사용자이지만 작가들도 이의 사용자로서, 건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작가들의 몫이라 할 수 있으며, 그들의 공간의 활용

과 작품의 구현에 따라 터빈 홀의 공간적 특성이 드러나는 양상이 다르다 할

수 있다. 즉 작품으로의 구현 결과에 따라 공간의 가능성과 힘(potential)이 극

대화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한 측면이 부족한 경우도 볼 수 있었다.181) 이 절

181) 터빈 홀의 유니레버 시리즈의 전시와 비평, 관람객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공간
의 거대한 규모와 건축적 요소들을 활용해 그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린 작품들
에 대한 비평이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고 전시에의 호응도 좋은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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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그러한 터빈 홀의 공간적 힘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간의 특성을 나타

내는 작품들의 분석을 통해 작품으로 드러나는 터빈홀의 공간적 특성을 살펴

볼 것이다.

(1) ‘거대함(gigantesque)’와 ‘장대함(grand)’의 숭고의 공간

① 거대함(gigantesque)’과 ‘장대함(grand)’

많은 예술가들이 터빈홀의 거대한 스케일 때문에 이 홀을 이용해, 그 안에

서 작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음을 고백하였다. 제이크 채브맨(Jake

Chapman)은 터빈홀의 거대한 크기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매우 작게 느끼게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일으키게 하는(concussive)” 공간이라고 묘사

하였다.182) 후안 무노즈(Juan Munoz)는 이 공간을 ‘킬러(a killer)’라고 정의했

으며,183) 유니레버 시리즈에 참여했던 또 다른 예술가인 레이첼 화이트리드

(Rachel Whiteread)는 “채워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공간”이라 우려했었다.184)

즉, 터빈 홀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작가들을 도전적이게 하는 동시에 공간의

압도적 크기에 잠식될까 우려하게 하는 공간으로서, 전통적인 전시장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오히려 공간을 압도해야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

안에서 새로운 예술작품들이 나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그들 자신

들도 언급하였듯이 공간의 스케일이라 할 수 있으며, 공간을 규정하는 성격으

로는 압도적으로 그러한 거대한 스케일을 꼽고 있다.185)

예술 역사가인 아돌프 맥스 보그트(Adolf Max Vogt)는 터빈홀의 공간을

에티엔느 루이 불레(Etienne Louis Boullée, 1728-1799)의 국립도서관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계획안과 비교하면서 그 비교가 가능한 것

은 두 건물이 전체 길이를 덮는 천창(full-length skylight)과 거대한 높이

(enormous height)에 대해 취하는 동일한 입장 때문이라 언급하고 있다.186)

182) 제이크 채브맨(Jake Chapman), 다음의 글에서 재인용
Andrew Marr, “The Magic Box”, In Tate Modern : The Handbook, ed.
Frances Morris (London: Tate Publishing. 2006), pp. p. 13

183) 후안 무노즈(Juan Muñoz), 다음 글에서 재인용
Adrian Searle, “We are not alone.” (The Guardian, June 2001), p. 13

184) 레이첼 화이트리드(Rachel Whiteread), 다음의 글에서 재인용
Richard Cork, “Breaking the ice [Rachel Whiteread at Tate Modern] (Special
Supplement)]”, Art Review 57 (October 2005), p. 4

185) Adrian Searle, Jonathan Jones, Charlotte Higgins and Skye Sherwin. “The
Tate Modern at 10”, The guardian (May 2010)

186) Adolf Max Vogt, “Etienne Louis Boullée Visits the Tate Moder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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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레의 도서관 계획은 그 용도는 다르지만 거대함의 측면에서 테이트 모던의

공간의 분석에서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불레의 이론은 그 어느 건

축이론가보다 더 거대함에 대해 더 본질적이고 독창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터

빈홀의 스케일에 대해 대응하는 현대 작가들의 방식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에티엔느 불레는 18세기의 건축가로 거대한 스케일의 공간적 효과에 깊은 관

심을 가졌다. 그는 이 ‘거대함(gigantesque)’ 이란 개념에서 의도하는 바를 설

명하기 위해 로마의 성베드로 성당(St. Peter’s in Rome)과 세인트 폴 성당(St.

Paul’s in London)-300년 후에 테이트 모던과 다리로 연결되게 될-을 언급하

였다. ‘거대함(gigantesque)’ 은 거대한 스케일의 건물이 거대해 보이지 않도

록 만드는 특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불레의 다음과 같은 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들이 단지 언급할 가치가 없는 몇 개의 기념비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성베드로 성당의 바실리카와 세인트폴 성당을 생각해

보자[ ...]모든 것이 묘사된 방식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왜
성베르로 성당은 실제보다 더 작아 보일까? 이러한 참을 수 없는 결함은 건축

가가 의례히 큰 공간에 놓이게 되는 많은 사물들을 이용해 공간감을 주는 대

신에 거대한 규모의 사물들을 놓음으로써 전체적인 효과들을 감소시켰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따라서 예술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건축가가 만든 것은

장대한(grand) 한 공간이 아니라 거대한(gigantesque)한 공간이다. 187)

이 성당에서 주 기둥들과 같은 거대한 비율의 요소들은 실제 크기보다 더 작아

보인다. 불레의 표현을 빌자면, 성당 내부를 거대한 요소들이 압도적으로 채우

고 있기 때문에 ‘공간감(impression of space)’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는 이 두

기념비적인 성당을 이러한 공간감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거대한 스케일에 대

한 실패한 사례로 보았다.

반면 불레가 선호했던 ‘장대함(grand)'은 공간감을 구체화시킨다. 중요한

것은 사물들이 아니라 공간 그 자체이다. 불레에 의하면, '장대함(grand)'은
공간의 비어있음으로 방문자들에게 감명을 주어야 한다. 이는 크고 훌륭해야

Herzog and DeMeuron: Natural History, ed. Philip Ursprung, (Baden: Lars
Muller Publishers), pp. 173-178

187) Étienne-Louis Boullée in Boullée & Visionary Architecture, ed. Helen
Rosenau (New York: Academy Editions, 1976),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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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우리의 감각에 호소할 힘을 가

지고 있어서 이것이 거부감을 줄지

라도 여전히 경외감188)을 일으키는

것이다. 거대한 규모의 피어(pier)들

이 ‘거대함(gigantesque)’을 나타내

는 언어라면, 가운데의 빈 공간을

둘러싸는 열주(colonnade)들은 ‘장

대함(grand)'을 나타내는 언어이다.

예를 들어, 불레의 메트로폴리탄 바

실리카(Metropolitan Basilica,

1780-1782)는 일련의 가는 고전적

콜로네이드들을 통해 장대한 공간

감을 구현해 내고 있으며 셀 수 없

이 무수히 많은 기둥들이 끝없이 이

어있는 경관과도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다.(그림 4-18) 이러한 장대한

경관은 수평적일 뿐 아니라 수직적

이기도 하다. 이는

이 바실리카가 둥

근 열주로 표현되

는 원통 위에 얹힌

거대한 돔으로 덮

여 있기 때문이다.

불레의 ‘장대함

(grand)'과 ‘거대함

(gigantesque)’의

구분은 터빈홀의

스케일에 대응하는

예술가들의 전략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 빈 공간을 채우는데 몇몇 예술가들이 사용한 전략은 기존 크기

188) 위의 책, p. 91

그림 4-17 세인트폴 대성당의 내부, 불레의

거대한(gigantesque) 공간의 예시

그림 4-18 불레의 메트로폴리탄 바실리카(Metropolitan Basilica),

1781 (출처: 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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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술작품들을 확대하고 증폭시키고 부풀리는 것이다189). 앞서 설명하였듯

이 루이즈 부르주아(Bourgeois)는 이 공간에 그녀가 만들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거미를 설치했고, (그림 4-19)　애니쉬 카푸어(Anish Kapoor)는 트럼펫 형

태의 작품이 35m의 천장에 거의 닿고 152m 길이의 공간을 거의 다 차지할 만

큼 확대해 설치했다.(그림 4-20) 이러한 거대한 압도적 크기의 설치물들은 방

문객들을 난쟁이가 된 듯 느끼게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설치

물들이 관객들을 난쟁이처럼 만들지 않는다 해도 터빈홀의 공간을 축소시킨

다는 것이다. 방문객이 걸리버의 크기만큼 커진다면 공간과 오브제의 크기가

딱 맞아떨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불레가 비난했듯이, 이러한 예술품들은 세

인트 폴 대성당과 성베드로 성당의 거대한 피어들과 같이 작용한다. 보이드를

채우는 오브제들의 사이에서 공간감은 줄어들게 된다.

189) Wouter Davidts, “The Vast and the Void: On Tate Modern’s Turbine Hall
and “The Unilever Series”“, Footprint, Trans-disciplinary (2007),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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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터빈홀에 설치된 루이즈 부르주아의 마망(Louise Bourgeois, Maman),

1999 (출처: The Easton Foundation/ VAGA, NY/SACK, Seoul)



- 191 -

그림 4-20 터빈홀에

설치된 애니쉬 카푸

어의 마르시아즈

(Anish Kapoor,

Marsyas), 2002 (출

처: Anish Kapoor.

All rights reserved,

DACS 2014)

엘리아슨(Eliasson)의 웨더 프로젝트(The Weather Project)는 이와는 다르

게 접근하는데, 이에는 불레가 ‘장대함(grand)'이라 정의했던 것과 유사한 점

이 있다. (그림 4-21) 터빈 홀에는 양쪽에 21개의 기둥들이 7.2m의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수직 강철 기둥들은 양쪽에서 열주처럼 일렬로 늘어서 있

으며 가운데 빈 공간을 잡아 주고 있다. 불레의 메트로폴리탄 바실리카와는

달리 홀 위에 돔은 없다. 하지만 엘리아슨의 거울로 만들어진 천장은 공간을

수직으로 확장시키고 있으며 무한한 깊이의 공간적 환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불레의 메트로폴리탄 바실리카 드로잉은 제단에서 나오는

빛이 공간을 채우며 흐릿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웨

더 프로젝트에서도 동쪽 벽의 노란 디스크에서 나오는 빛이 안개와 연무를 통

과하면서 전체 공간에 촉각적 모호함을 부여하고 있다. 두 프로젝트 모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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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을 빛이 나오는 곳 주위로 모으고 있으며, 이는 마치 태양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듯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엘리아슨의 설치물은 터빈홀을 불레가 말했

던 '장대함(grand)'의 한 사례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자체를 ’거

대함(gigantesque)’ 과 성공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방문객이 마치 광대한 풍경

(landscape)의 한가운데에서 최면을 당하는 것처럼, 분명 그곳에는 거부할 수

없는 공간과 거대한 크기의 인상이 있다.

그림 4-21 터빈홀에 설치된 엘리아슨의 웨더 프로젝트(Olafur Eliasson,

The Weather Project), 2003 (출처: Olafur Eliasson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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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숭고(sublime)의 공간

엘리아슨의 설치물로부터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불레의 ‘장대함

(grand)'의 논의를 통해 가능하다. 불레의 ‘장대함(grand)'의 공간은 종교적인

관점으로 해석되는데,　내부 공간의 광대함(immensity)은 완전히 비어있고 무

한한 신의 공간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광대함에 압도당하는 개미와도 같이

나약하고 미약한 인간존재의 상황을 인식하게 한다.190) 이러한 미약함에 대한

인식에 기여하는 한 가지 상황은 경계가 없는 광대한 풍경(landscape)에서 인

간의 신체가 정박하고 있는 기반인 대지의 상실이다. 불레는 다음과 같이 썼

다.

이는 하늘에 떠있는 풍선 위에 있는 것과 같다.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없고 오직 하늘만 보인다. 그리하여 광대함에, 이 비참한 광활함에 떠돌

면서,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의 비범한 스펙터클에 압도당한다. 191)

전에 논의한 것처럼 이러한 광대함은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이기도 하나 경

이로운 것이다. 압도당하거나 거부감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느낌이나 경외의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불레의 입장은 칸트

(Emmanuel Kant)의 ‘숭고(sublime)’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칸트

는 감정이 숭고함의 영역에 이르기 전에 인식한 것에 의해 느끼게 되는 불쾌

함과 공포, 혹은 두려움의 중간 과정을 극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192) 이러한

부정적인 성질이 숭고의 긍정적인 감정이 되기 위해서, 서 있을 수 있는 안전

한 장소를 확보함으로써 두려움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

체의 선험적 인식에 자리하고 있는 무한의 개념은 자연의 힘에 대해 승리하게

된다.193) 이러한 거리는, 예를 들어 폭풍우를 무엇인가 즐길 만 한 것으로 바

190) Alberto Pérez-Gómez, Architecture and the Crisis of Modern Science
(Cambridge, MA: MIT Press, 1983), p. 142

191) Étienne-Louis Boullée, 앞의 글 p. 91.
192) Jean-François Lyotard, “The Sublime and the Avant-Garde”, trans. Lisa

Liebmann, Geoff Bennington and Marian Hobson, in The Lyotard Reader, ed.
Andrew Benjamin (Oxford: Basil Blackwell, 1989), p. 40; Edmund Burke, A
Philosophical Enquiry into the Origins of the Sublime and Beautiful: and
Other Pre-Revolutionary Writings, ed. David Womersley (New York: Penguin
Books, 1998), p. 86, pp. 101–2, pp. 107–8.

193) Emanuel Kant, Critique of the Power of Judgment, trans. Paul Guy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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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고 세계로부터 주체의 근본적인 분리를 기념비화 하는 것인데, 여기서의 세

계는 중재되지 않은 신체적인 경험의 장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선험적 인

식의 보유자로서의 우월한 주체의 의지 앞에 펼쳐진 2차원의 영역으로서 인식

되는 공간이다.

그림 4-22 거대한 인공 태양 앞에서 다양한 자세와 행동을 보이고 있

는 관람객들, 엘리아슨, 웨더 프로젝트(Olafur Eliasson, The Weather

Project), 2003 (출처: Olafur Eliasson 공식 홈페이지)

이러한 숭고에 대한 불레의 논의는 터빈홀의 거대함 안에 존재하는 엘리아

슨의 설치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성(

corporeality) 과 기반(platform)이다. 불레의 숭고의 사례들은 대지의 상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광대함의 한가운데에서 부유하고 있는 느낌을 자아내고 있

다. 이는 엘리아슨의 작품에서 구현된 '장대함(grand)'과는 다르다. 엘리아슨

은 한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인공 태양 아래에서 일광욕을 하리라고는 예상하

지 못했다고 언급하고 있다.194) 사람들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앉고 누워서 작

품을 감상하거나, 겉옷을 벗고 휴식을 취한다.

Eric Matthew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 144–5.
194) Olafur Eliasson, 다음에서 재인용

Kyungmin Lee, “Olafur Eliasson”, WolganMisool 297 (October 2009), 1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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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예술 역사가이며 비평가인 제임스 마이어(James Meyer)는 현대 예

술 세계의 작품의 크기에 대한 요구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터빈홀의 거대

한 공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는 빌바오 구겐하임에 대해,

“오늘날의 스펙터클의 문화라는 글로벌 연못에 파장을 일으키려면 큰 바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할 포스터(Hal Foster)의 연급을 예를 들며, 예술세계

의 거대주의(spectacularization)와 확장주의(expansionism)을 경계한다. 그의

논문에서 그는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의 웨더 프로젝트(The

Weather Project)에 대해 “적극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관람객보다는, 단지 작

품자체의 크기에 압도당하는 대중만을 양산”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이 프로젝

트는 “테이트모던 미술관을 드러내(reveal)기 보다는 이벤트라는 종착점으로

변환시키며, 점차 개개인의 신체(body)와 이에 대한 지각보다는 거대한 크기

의 건축에 좀 더 몰두하는 기관들의 전시에 좀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주

장한다.195) 그러나 그는 이러한 작품을 대하는 관객의 반응이나 자세를 보지

못했거나 주의 깊게 관찰하지 못한 듯하다. 웨더 프로젝트의 많은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들이 크기에 압도되어 자기성찰을 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

렵다. 작품을 관람하는 관객들의 자세는 그 어떤 작품에서보다 다양하고 흥미

로우며 그 자체로 관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는 개개인의 신체에 대한 지

각과 그의 원인으로서의 터빈 홀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196)

여기에서 사람들은 바닥에 기대거나 누워서 인공태양을 비스듬히 바라본다.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장치는 인공태양을 반사하고 그 빛을 공간에 산란시키

고 있는 거울이다. 이는 또한 바닥에 누워있는 관객들 자신을 반사시키고 있

다. 그들은 대지를 떠나 풍선 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지평선이 사라지고 방향

이 없는 완전한 중성적 공간 위에 떠다니지 않는다. 오히려 예술 감상의 공간

195) James Meyer, “No more scale. The Experience of size in contemporary
sculpture”, Artforum, 42, (10, 2004), p. 220-28

196) 제임스 마이어는 이 작품이 테이트 모던을 드러내지(reveal) 못한다고 하는 비
판했으나, 실은 오히려 작가 애초에 ‘construction behind construction’이라는 표
현를 사용하면서 작품에서 태양의 은유로서의 거대한 디스크와 연무들이 작동하
고 메커니즘을 전시 공간과의 관계와 함께 드러내려 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실제 전시에서도 이에 가까이 다가가면 보이도록 만들어졌다.
Susan May, “Meteorologica”, Olafur Eliasson The Weather Project, ed. Susan
May, (London: Tate Publishing, 2003), p.23 ; Marcella Beccaria, “Remember
The Weather Project?”, Tate Modern Artists: Olafur Eliasson (Modern Artists
Series, October 2013.
https://www.tate.org.uk/context-comment/articles/the-weather-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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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흔하지 않은, 바닥에 기대고 눕는 자세는 그가 육체적 존재의 기반으

로서의 대지를 재발견하도록 이끈다. 부지불식간이라 해도 근본적으로 기반

(platform)에 의존하는 신체적 조건에 대해 깨닫게 되는 것이다. 현기증 나도

록 압도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지각 가능하도록 만든 것은 대지(terra firma)

의 추상화로서의 기반(platform)의 견고함, 지속성, 안정성 일 것이다. 불레와

엘리아슨 모두 거대한 공간에 관심이 있었지만, 불레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대

지의 상실을 주시하는 반면, 엘리아슨의 개념은 대지와 대지에 의지하는 인간

의 신체적 조건을 재발견한다.

이러한 터빈 홀에서의 숭고는 앞서 살펴보았던 판테온에서의 신성한, 시간

을 초월한 본질적 존재를 위한 거대함의 공간도 아니고, 위협이나 미지의 것

에 의한 숭고함의 공간도 아니다. 종교적 거대함의 공간이라는 근대이전의 지

배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났지만 기술과 자본의 축적으로 인한 결과물 혹은,

기술과 자본, 기계를 위한 기능적 대공간이라 할 수 있는 산업시설에서의 대

공간에서는(그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지언정) 이러한 숭고를 논의하기 어려

웠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유휴화되고 폐기되었던 산업 공간이 건축가에

의해 새로운 숭고의 가능성을 가진 대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예술가로 인해 그

꽃을 피우게 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

이러한 터빈 홀은 과거의 숭고와 현재의 숭고가 교차하는 장소라 할 수 있

다. 엘리아슨은 터빈 홀 이전에 ‘인간의 지각과 인지’, ‘타인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봄’, ‘일상성’, ‘지금 여기(now and here)’ 등의 현대적 숭고의 주제를

다루어왔고 이를 작은 규모의 작품을 통해 표현해 왔다. 그는 그의 웨더 프로

젝트(Weather Preoject) 작품의 의미가 “미리 지배하는 것(weather forecast)

에의 의존을 벗어나 새롭게 표현(represent) 된 날씨 속에서 자신의 감각을 되

찾고, 시간과 공간의 주관적인 측면에의 인지를 통해 지각을 새롭게 하는 것

“197) 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날씨(weather)를 구현하고 작품

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는 다름 아닌 터빈 홀의 거대한 스케일198)인

것이다. 터빈 홀은, 한동안 예술 및 미학의 역사에서 잊혀졌던 숭고함의 크기

적인 측면이 다시 부각시키고 있으며, 스케일이 부여하는 숭고와 작가의 숭고

의 주제가 결합해 새로운 의미의 숭고를 만들어 내고 있다. 신을 위한 공간,

197) May, Susan, 앞의 글, p.12
198) 보고서에 따르면 연무에 의해 습해진 터빈 홀의 공간에서 구름의 형성과도 같
은 대기현상이 실제 터빈홀에서 나타난다.
May, Susan, 앞의 글,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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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를 위한 공간에서 테이트모던에 이르러 비로소 실제의 사용자인 인간에

게로 돌아온다. 그 무엇의 표상이 아닌 주체 자체로 침잠하는 공간인 것이다.

(2) 건축과 풍경사이의 진동(oscillation)

터빈 홀에 설치된 몇몇 작품에 대해 불레의 이론에 기반하여 논의하는데 있

어서 예술가들이 이 빈공간의 특별함을 다루는 전략은 '거대함(gigantesque)'
과 '장대함(grand)'으로 분류된다. '거대함(gigantesque)'은 일반적인 사이즈

의 작품들을 확대시킴으로 거대한 홀에 맞는 스케일을 찾아낸다. 이러한 빈

공간에서 작업하는 것은 마치 전투와도 같다. 스케일에서 적합한 균형이 찾아

지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의해 잠식당한다. 그런데 '장대함

(grand)' 은 이와는 다르게 접근한다. '장대함(grand)'은 비어있음 그 자체에

집중한다. '장대함(grand)'은 터빈홀의 광활한 공간이 예술의 주제의 측면을

독특한 방식으로 꿰뚫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이는 불레의 개념과 연관되

어 있으나 숭고함(the sublime)이 드러나게 되는 과정에서 그와는 구분된다.

이러한 두 가지 전략의 발견은, 예술가들의 ‘장소특정성(site-specificity)’에

대한 관심과 함께 등장하게 된 장소특정성의 가장 중요한 이론 중의 하나인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Krauss)의 ‘확장된 영역(expended field)’과 이와

관련된 예술의 유형에 관한 다이어그램을 수정하게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크라우스에 따르면 모더니스트들의 조각은 ‘탈위상성(sitelessness)’, 혹은 ‘탈

귀속성(homelessness)’의 조건 위에서 작동했으며 건축과 풍경을 부정함으로

써 완전한 부정 속에서 정의되기 시작했다.199) 이는 건축물이 아니면서 건물

주변에 위치하거나, 풍경이 아니면서 풍경 안에 놓였다. 따라서 이는 ‘비-건축

(not-architecture)’인 동시에 ‘비-풍경(not-landscape)’이었다. 그러나 장소특

정성과의 연계는 예술품의 제작 과정에서의 예술품이 위치한 장소의 중요성

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패러다임을 깨는 것이다. 즉 ‘확장된 영역’은 모더니

스트의 범주인 조각(sculpture)이 속해있던 이러한 일련의 대립 개념들을 문제

삼음으로써 발생200)되었다. 비-건축, 비-풍경의 대립항에 놓일 수 없었던 비

정통적인 작품들의 등장은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수정하게 했는데, 추가적인

대립 개념들은 1)’표지된 위상(marked sites)‘이 위치하는 ‘비-풍경

199) Rosalind Krauss, “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 in The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ed. Hal Foster (Seattle: Bay Press, 1987), p.
36

200) 위의 글,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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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landscape)’과 ‘풍경(landscape)’이라는 대립항들의 조합, 2)‘공식화된 구

조(axiomatic structures)’가 위치하는 ‘건축(architecture)’과 ‘비-건축

(not-architecture)’이라는 대립항들의 조합으로의 확대이다. 이러한 확장적인

개념은 장소에 관한 새로운 입장을 가진 작품들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추가

적인 대립 개념들을 위한 여지를 열어 주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크라우스의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예술의 창작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터빈홀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장소특정성을 다

루지 않으면서 건축도 아니고 풍경도 아닌 조각이 터빈홀 안에 위치할 수 있

다. 그러나 터빈홀의 스케일은 일반적이고 관습적인 조각들은 집어삼켜 거의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버릴만한 것이다. 따라서 조각은 그 자체를 ‘순수한

부정(pure-negativity)‘으로 정의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것 자체를 변화시키며

장소의 특수함을 다루게 된다. 여전히 모더니스트의 오브제적인 접근을 유지

하는, 제작되었던 거미 작품 중에 가장 큰 거미인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의 마망(Maman, 1999)이나, “터빈홀의 끝에서 끝을 아우르는 붉은 색 막으로

만들어진...조각적 확대”201)인 카푸어(Kapoor)의 마르시아스(Marsyas, 2003)와

같은 작품들도 등장해왔다. 하지만 가장 창조적인 순간은 터빈홀이 단지 건축

적인 용기가 아닌 풍경(landscpae)으로 인지될 때이다. 그 거대한 스케일로 인

해 터빈홀은 건축과 풍경이라는 구분에 맞서게 된다. 터빈홀은 구축되었고 공

간을 포함하고 있기에 건축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그 확장된 스케일이

자연의 요소를 가진, 자연적인 것에 근접하기에 풍경이기도 하다. 터빈홀의 바

닥은 그 위에 흔적을 남기거나 그 위에 기댈 수 있는 땅에 가깝고, 천정은 하

늘에, 공간은 대기에 가깝다. 특히 땅의 특성을 가진, 땅과 유사한 바닥에 대한

인식은 서쪽 입구에 위치한 경사로로 인해 강화된다. 그 경사는 건물 외부에

서 내려가기 시작해서 건물의 경계를 지나 건물의 지하층에서 바닥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물은 ‘닫힌 외피(a closed shell)’의 상태의 한계를 극

복하고 그 바닥은 연속적인 지형학적 풍경(topographical landscape)의 역동적

인 구성요소로 변화하게 된다.202) 물론, 바닥이나 천장, 보이드(void)는 외부의

실제 풍경의 자연적 요소들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자연적

요소들의 추상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체에 대한 추상으로서의

터빈홀의 상황은, 터빈홀을 무엇인가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유도하

는 장소로 만들기는 하나 그것이 강압적이거나 규제적인 것은 아닌, 영감을

201) Wouter Davidts, 앞의 글, p. 78.
202) Rowan Moore, 앞의 글.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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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적인 상황은 또한, 방문객들이 홀에서

본 것과 실제 풍경에서 경험한 것을 연계시키며 홀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상상력을 발휘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터빈홀의 풍경으로서의 규모를 받아들이는 한 예는 도리스 살체도

(Doris Salcedo)의 작품, 쉬볼레스(Shibboleth, 1997)이다. (그림 18) 그녀는 마

치 대지에 작업을 하듯이 과감하게도 매끈한 터빈홀의 콘크리트 바닥에 드릴

작업으로 167m 길이의 긴 균열을 남겼다. 이는 가는 실금으로 시작해 점차 넓

어지고 깊어지다가 60cm의 깊이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바닥의 대담하고 과

감한 균열은, 본래의 독립적이고 기념비적인 예술품들을 전시하는 평범한 백

색의 갤러리였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비정통적인 바닥을 다루는 방

식이 가능했던 것은 터빈홀이라는 이 건물의 본래의 프로그램이 기여하는 바

가 있다. 발전소로서의 본래의 이 터빈홀은 소음으로 가득 찼었고 완전히 방

음되거나 닫혀 있지 않았으며, 호화로운 디테일을 가지는 건물이 아니었다. 바

닥은 기계들이 놓여있던 장소이며 앵커나 볼트를 삽입하기 위해 구멍을 뚫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공간이었다. 기름얼룩과 타이어 자국, 노동자들이 수백

만 번 밟아 남긴 흙으로 덮인 공간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독특한 건물은 안과

밖 어디쯤, 같은 논리로 건축과 풍경의 중간 영역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고유

한 상황은 변환된 공간도 같은 맥락아래 놓이게 하는데, 살체도는 건물의 이

러한 역사적 중요성을 바닥을 활용하여 작업하는 데에 긍정적 기회로 이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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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터빈홀 내부에 설치된 도리스 살체도의 쉬볼레스(Doris

Salcedo, Shibboleth), 2007 (출처: Doris Salcedo)

한편으로는 살체도가 바닥에 남긴 작업은 리차드 롱(Richard Long)의 ‘더스

티 부츠 라인 사하라 (Dusty Boots Line Sahara, 1988)’ (그림 4-24)라는 사막

의 작업을 상기시킨다. 살체도는 확장된 바닥을 작품을 위한 장소 그 자체로,

또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반향 하던 장소의 보이드를 이용함으로써, 크라우스

의 범주를 빌려 이야기하자면, ‘표지된 위상(marked site)’의 작품을 미술관 안

으로 끌어들였다 할 수 있다. ‘쉬볼레스’는 ‘더스티 부츠 라인 사하라’의 내부화

된 등가물인 것이다. 리차드 롱이 대지를 캔버스로 사용한 것처럼 살체도는

터빈홀의 바닥을 그녀의 표현적인 힘을 기록하는 장소로 활용하였다. 길이가

152m를 넘는 바닥은, 따라서 표현이 새겨지는 풍경이 되는 것이다. 리차드 롱

의 선이 곧고 축을 가지고 있지만, 살체도의 것은 루치오 폰타나(Lucio

Dontana, 1899-1968)의 작품(그림 4-25)에 나타난 사선과 가깝다. 살체도의

인위적인 땅 위에의 표현은 유럽의 콜럼비아 이주민 조각가로서 그가 겪었던

극한 고통과 통증을 형상화 한 것이다. 이러한 균열된 땅은 은유이다. 유럽 대

륙은, 좁고 날카롭고 어둡고 깊은 균열, 이민자들이 다른 소수자들과 함께 자

신들을 숨겨야만 하는 균열을 가진 땅으로 보인다.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는 캔버스를 찢고 캔버스 아래의 공간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2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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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의 작품을 3차원으로 확장하였다 할 수 있다. 폰타나가 예술가들에게

거의 성역화 된 표면이라 할 수 있는 캔버스를 파괴하는 행위는 매우 혁명적

이고 후대 예술가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그가 주장한 공간주의

(Spazialismo)203)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 살체도는 이에서 더 나아가, 아예

캔버스 자체로부터 더 나아가 건축의 요소라면 마땅히 안정적이어야 할 견고

한 바닥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통해 공간주의와 합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예술사가인 도리스 마리아-레이나 브라보(Doris Maria-Reina

Bravo)는 이러한 도리스 살체도의 작품의 범주를 회화, 조각, 건축, 설치물, 개

입, 그 어떤 것으로 분류해야 할지 되물음으로써 이전에는 보지 못한 새로운

예술 방식의 등장을 선언하였다.204)

그림 4-24 리차드롱, 더스티 부츠 라인, 사하라(Richard Long, Dusty Boots Line,

The Sahara), 1988 (출처: Richard Long / DACS, London – SACK, Seoul, 2014)

203) 폰타나(Lucio Fontana)에 의해 제창되었던 예술 운동으로서, 예술표현 영역의
확대를 지향했으며, 전통적인 예술 개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재료와 기술 수단, 새
로운 방식을 통해,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려 하였다.

204) Doris Maria-Reina Bravo, “Doris Salcedo, Shibboleth.” Khan Academy, 2016
https://www.khanacademy.org/humanities/ap-art-history/global-contemporary/a/do
ris-salcedo-shibbol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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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 Concetto Spaziale), 1958, Graffiti, cuts

and dye on paper (출처: Lucio Fontana / by SIAE – SACK, Seoul, 2014)

터빈홀은 건축으로서도 픙경으로서도 엘리아슨의 웨더 프로젝트에서 그 힘

을 가장 잘 드러낸다. 논의된 바와 같이 보이드(void)는 안개와 연무, 빛 등의

대기의 효과로 채워져 가시화된다. 이러한 주제의 변화와 함께 인지의 방식

또한 변화한다. 사람들은 마치 일광욕을 하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바닥에 눕는

다. 확장된 플랫폼, 거울로 덮인 깊이가 없는 천장, 그리고 인공 태양은 이 홀

을 내부와 외부 양쪽 모두인 동시에 건축과 풍경 모두가 되게 한다. 관습적 외

부 인식 범위 밖에서 대지, 하늘, 태양이 추상화된 형식으로 나타난다. 엘리아

슨의 프로젝트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실체들을 재발견하게 하고 그들의 중

요성을 새롭게 하도록 이끌어 준다. 대지(terra firma)로서의 땅과 본질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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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의식적인 연관성의 비례적 형상화로서의 바닥의 기능이 새롭게 된다. 절

대 붕괴하지 않는 볼트(vault)로 둘러싸인 하늘의 비례적 형상화로서의 천장

의 역할이 새로워진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주는 에너지의 발산체로서의 태양

의 기능이 새롭게 된다. 이 모든 배경들이 인간과 인간의 삶의 근본적 조건들

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상징적인 풍경-일종의 하이데거식 ‘사역(fourfold)’의

은유-가 된다.

(3) 장소특정성의 확장

마지막으로, 앞선 관찰들은 크라우스의 다이어그램을 되돌아보도록 한다.

장소로서의 터빈 홀은 부르주아의 마망과 카푸어의 마르시아스로 대표되는,

‘거대함(gigantesque)’을 유발하는데 이 ‘거대함(gigantesque)’은 크라우스의

다이어그램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거대함(gigantesque)’이 ‘비-건축’과

‘비-풍경’ 모두에 속하는 오브제를 만들어 내려 한다는 점에서 이 오브제는 크

라우스의 다이어그램에서 ‘조각(sculpture)’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조각’이

‘탈장소성(sitelessness)’의 한 예이긴 하지만, ‘거대함(gigantesque)’은 터빈홀

의 거대한 스케일에 대응하는 조각의 장소특정성(site-specificity)의 한 형태

이다. 더 중요한 것은 터빈홀이 엘리아슨의 웨더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장대함

(grand)’을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이 또한 크라우스의 다이어그램에는 등장하

지 않는 범주이다. ‘장대함(grand)’는 ‘공식화된 구조(axiomatic structures)’의

한 예로 볼 수도 있다. 크라우스에 따르면 ‘공식화된 구조’는 로버트 모리스

(Robert Morris)의 작품에서처럼 거울의 사용을 통한 건축의 실제 공간에의

일종의 개입(intervention)을 포함하는데,205) 이 작품은 엘리아슨의 거울을 사

용한 설치물에 대응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화된 구조’는 결과적

으로 ‘주어진 공간의 현실에 대한 건축적 경험–열림과 닫힘의 추상적인 상

태-의 자명한 특징을 매핑하는 과정’이다.206) 이러한 정의에서 시사하는 바는

자명한 조건으로서의 개구부를 가진 수직벽의 중요성이며 벽을 바라보고 그

개구부를 통해 움직이는 인간의 수직적 자세의 중요성이다. 여기에서 동일하

게 가정된 것은 일련의 방으로 구성된 미술관의 유형이다. ‘공식화된 구조들’

은 개구부를 통해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이리저리 거닐고 일시적으로 닫힌

공간에 머무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엘리아슨의 설치작품은 벽이나 개구

205) Krauss, 앞의 글, pp. 40–41
206) Krauss, 앞의 글,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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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구조부, 그리고 그와 연관 있는 인간의 신체의 수직성과 지나갈 때의 움

직임이 아니라 바닥이나 천장, 그리고 연관된 앉고 서는 자세를 매핑의 중요

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다른 말로 하면, 벽의 수직성은 인간을 대면하는 반면

바닥이나 천장은 인간을 대면하지 않고 그들을 비껴가기 때문에, 엘리아슨의

설치작품은 자명한 요소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요소들을 택한다. 동시에, 홀은

작은 방들로 나눈 후 반대로 열림과 닫힘을 통해 다시 엮은 공간이 아니라, 바

닥과 천장이 땅과 하늘의 근사치로 작동하는 은유적 함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대한 하나의 방인 것이며, 이 중간의 공간은 대기의 근사치로 작용한다. 살

체도의 작품 또한 크라우스의 다이어그램의 수정을 필요로 한다. 터빈홀의 거

대한 스케일은 리차드 롱의 작품과 같은 ‘표지된 위상(marked site)’, 즉 크라

우스의 다이어그램에서 기존의 갤러리를 떠나는 예술가들의 상황과 함께 등

장한 예술의 유형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다. 살체도의 쉬볼레스는 이러한 의

미에서 비전형적인 건축의 내부에서 펼쳐지는 ‘표시된 장소(marked site)’의

전형적인 예이다.

그림 4-26 건축과 풍경, 비건축과 비풍경 사이

의 관계에 위치한 작품들에 관한 로잘린드 크

라우스의 다이어그램 (출처: Rosalind Krauss,

“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

그림 4-27 터빈홀의 공간과 작품으로

인해 확장된 영역, 로잘린드 크라우

스의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재작업

크라우스의 다이어그램이 ‘거대함(gigantesque)’을 포함하지 않으며 건축의

내부에 위치하는 ‘표지된 위상(marked sites)’이 속하게 될 여지도 없지만, 그

것이 그 다이어그램의 결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터빈홀이 장소특정성

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라우스의 다이어그

램은 본래 1979년에 출판된 책에 수록된 것으로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의

작품을 분석하였는데, 당시 새로운 유형의 장소들의 등장으로 개정판이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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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되었다. 크라우스의 다이어그램은 예술작품들을 분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근본적으로 건축(architecture)과 풍경(landscape)을 구분하고 있다.

그녀는 모더니스트 ‘조각’을 순수한 부정 안에서, 즉 ‘비-건축’과 ‘비-풍경’이라

정의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반대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 ‘장소-구축

(site-constructions)’은 순수한 긍정에서, 즉 ‘건축’이기도 하면서 ‘풍경’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소(site)의 쟁점은 동일한 범주적

구분에 의해 지배받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 장소는 벽이나 개구부 같

은 자명한 요소를 가진 건축의 일부이거나 혹은 표시를 남길 수 있는 외부의

풍경(landscape) 중의 하나였다는 것이며, 건축과 풍경 양쪽 모두일 수는 없었

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터빈 홀, 즉 산업시설로부

터 예술 창작의 장소로 전용된 거대한 내부 홀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장소의

형성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홀은 장소의 본질

에 대해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크라우스의 다이어그램이 확장되도록 하였는데,

전통적인 범주의 구분을 벗어나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크라우스의 비정통적

인 유형으로부터도 더 진화한 새로운 유형의 등장하게 했던 것이다. 이는 크

라우스 자신이 모더니스트의 ‘조각’을 더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사용했던 것

처럼, 크라우스의 ‘확장된 영역’을 더 새롭게 확장된 영역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시도들을 촉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진화의 중심

에 거대한 스케일(grand scale)이 있다. 이는 건축과 풍경을 오가는 장소로서

의 홀에 이중성을 부여하고, ‘표시된 장소(marked site)’를 내부화 하면서 ‘거

대함(gigantesque)’ 과 ‘장대함(grand)’으로 하여금 새로운 유형의 예술을 등

장하게 한다.

엘리아슨과 살체도의 작품들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터빈홀이 가진 공간적 가

능성과 힘을 자신의 작품들을 통해 극대화하고 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드러내었다 할 수 있다.207) 엘리아슨은 터빈홀의 건축가의 역할이나

공간의 역할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건축가와의 대화

에서 이 공간이 미술관이 생각하는 것보다 표상적인(representational) 특성이

있지만 어떤 불편함이나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언급했으며, 공간의 영향

력을 인지하고 있었다.208) 또한 그는 이 프로젝트는 ‘도시’를 끌고 들어온 것이

207) “The weather project  brought out the full potential of Tate Modern and,
by extension, of museums in general, as places of encounter and aggregation.”
Marcella Beccaria, “Remember The Weather Project?”, Tate Modern Artists:
Olafur Eliasson (Modern Artists Series, Octo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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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보통의 공공 공간은 더 통제되려는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비해 터빈

홀은 “느슨하다(relaxed)”고 언급하였다. 즉 그의 작품의 구현은 이러한 터빈

홀이 가진 건축-풍경으로서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한 그는, 보통의 미술관들은 오브제들을 양산하려 하지만 현실은(reality)는 바

뀌고 있으며, 터빈홀의 이러한 프로젝트들로 인해 미술관들이 새로운 현실을

형성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209) 오브제 양산의 방식과는 다른 그의 작품의

구현 방식은 터빈홀의 거대한 공간에서 그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으며, 이는

그 본래의 거대한 스케일을 유지하려는 건축가의 생각에 빚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살체도의 작품에 미친 터빈 홀의 공간의 영향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다른 현상설계 참여 건축가가 당선되었더라면 살체도의 쉬볼레

스 작품은 탄생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장소특정성의 새로운 영역을 형성하는 예술의 등장에 건축가의 공간 전용의

전략이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볼 수 있다.

208) Mignon Nixon, Alex Potts, Briony Fer, Antony Hudek and Julian
Stallabrass. “Round Table: Tate Modern.” October, no. 98 (Autumn 2001), pp.
3-25.

209) “Public space is becoming ever more controlled, while the Turbine Hall is
more relaxed. Museums want objects, but reality changes that. With these
projects, the museum itself begins to produce reality."
Adrian Searle, Jonathan Jones, Charlotte Higgins and Skye Sherwin. “The
Tate Modern at 10.” The guardian (Ma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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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터빈 홀의 이중성

(1) 터빈 홀에서 보이는 이중성의 측면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터빈 홀은 건축이지만 외부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

며, 그 안에서 보이는 작품들 중에는 이러한 건축인 동시에 풍경의 특성을 가

진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거나 그 특징을 극대화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

러한 작품들을 통해 드러나고 강화되는 건축과 풍경을 오가는 이중성 이외에

도 터빈 홀은 어느 한 가지로 규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3)

① 건축과 풍경의 이중성

② 표상적(representational) 공간과 비표상(non-representational)의 공간

③ 장애(obstacle)인 동시에 드러나게(reveal) 하는 공간

④ 화이트 큐브(white cube)와 가공되지 않은 공간(raw space)의 이중성

⑤ 발견된 공간(found space)과 새롭게 디자인된(new, architect-designed) 공간

표 4-3 터빈홀에서 보이는 이중성의 측면들

터빈홀에 대한 작가들의 인상에서도 터빈홀의 이중적, 혹은 다중적인 특징

을 읽을 수 있다. 아래 표에서처럼(표4-4) 유니레버 시리즈의 작가들이 느끼

기에 터빈홀은 표상적(representational)이고 이미지(image)로 다가온다던가,

건축물 자체에 에고(ego)가 있다거나, 건축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그럼에도 작업하기 편했다고 언급하고 있다.210)

그런데 이러한 반응은 앞서 현상설계의 제안서에서 밝힌 헤르조그 앤드 드

뮤론의 설계의 의도를 살펴보면 다소 의아한 반응 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

은, 건축가 자신의 새로운 언어와 작품을 사이트에서 구현하려는 의지에 집중

하였던 다른 현상 설계 참가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전시 공간이 과도한 개인적,

210) 이러한 건축과 풍경의 이중적 성격 이외에도 터빈홀을 규정하는 특징들은,
Wouter Davidts가 언급한 것처럼 “충분한 ‘patina’가 있는”, Rowan Moore가 언
급한 것처럼“‘강력하고 인상적이지만 명령하지는 않은(Imposing though it is, it
does not dictate)”, “상대적으로 과묵한(relative reticence)”, Tacita Dean이 언급
한 것처럼 “에고(ego)를 가지고 있지만 편안한(comfortable)”, Martin Gayford가
언급한 것처럼 “동굴(cavern)‘과도 같지만 열려있는” 등과 같이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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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적인 특성, 강한 건축적 서사를 가지는 것에 거리를 두어 ‘예술의 공장’으

로서 새로운 예술을 생산하는 배경이 되기를 자처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새로운 조형언어를 내세워 건축가로서의 자아를 드러내기보다, 예술을 위

한 기계’가 되는 것에 주저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작가 터빈홀에 대한 이중적인 인상

Olafur 
Eliasson

터빈홀에는 미술관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표상적(representational) 
이다...이미지(image)로 다가온다. (출처: A round table discussion211))

Tacita Dean
예술가인 Matt Mullican 가 건축물에 에고(ego)가 있다고 한 말이 

사실이었다. (출처: 
http://www.tate.org.uk/context-comment/blogs/unilever-series-creating-app)

Ai Weiwei
터빈홀에서 작업할 때 처음에는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작업했다. 홀이 

그것 자체로 건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https://www.iconeye.com/architecture/features/item/9343-interview-ai-weiwei

Abraham 
Cruzvillegas

여러 가지 면에서 편안하게 느꼈다. (출처: “An interview with Abraham 
Cruzvillegas”, The artist talks to Fiontán Moran, 5 October 2015) 

표 4-4 터빈홀의 이중적인 양상에 대한 작가 및 건축가의 언급

이러한 현상은 일차적으로는 공간의 기존의 용도에서 비롯된 물리적이고 공

간적인 특성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건축가는 스스로의 에고(ego)를 최대한

배제하려 하고 있지만, 이미 건축 자체에 발전소로서의 강한 공간적 특징이

내재되어 있으며 과거의 흔적을(patina)을 가지고 있는 공간인 것이다. 그런데

과거 공간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아모리 홀(Armory Hall)이나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처럼 완전히 예전 그대로의 공간이라 할 수는 없다. 예

술가들에게 창작의 배경으로 작용할 터빈 홀은, 새로운 매스가 추가되지 않아

이전 공간의 볼륨이 그대로 살아있으며 더 이상의 추가적인 마감이 덧붙지 않

고 최소한의 마감이 된 공간으로, 이는 예술작품의 설치가 자유롭고 건축물이

예술품의 설치에 가급적 방해가 되지 않으며 작품의 감상에 지장을 주지 않

211) Jane Burton, Helen Charman, Olafur Eliasson, Brian Gray, Sophid Harrowes,
Jacques Herzog, Nicholas Serota, Dominique Willsdon, “Behind the Scenes: A
Round-Table Discussion” In Olafur E liasson: Weather Project, ed. Susan May
(London: Tate Publishing, 2003) pp. 66-95,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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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면 화이트 큐브의 공간이 지향했던 요소들을 가진 공간이기도 하다. 하

지만 이는 또한, 이미 제작 완료되어 어디에 설치 되어도 상관없는 흰색 큐브

에 오롯이 설치되는 실험실의 표본과도 같은 설치물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화이트 큐브에서는 작품의 특징을 온전히 관할할 수 있겠으나 공간의 생산적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터빈 홀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화이

트 큐브도 아닌, 화이트보드 파티션을 덧 댄 것도 아닌, 철골 구조에 심플한

콘크리트 벽으로서, 한 비평가가 언급했듯이 ‘회색의 우주(grey universe)’와도

같은 것으로서 공간의 보이드 상태를 강화시킴으로써212) 예전 공간의 넓고 자

유로운 특징을 잃지 않았지만 건축가의 새로운 조형은 최대한 자제된 공간이

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산업시설의 특징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미건조

한 화이트큐브도 아닌 동시에 예술의 공간으로 작동하기 위한 배경을 만들고

자 하는 건축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또한 미술관 측은 건축적 개입이 적고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어서 예술가들

이 선호했기에, 과거의 창고나 공장 같은 작업의 장소로서 편안한, ‘가공되지

않은(raw)’ 공간을 구현하고자 하였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편할 수만은

없었던 공간이며, 비평가인 조나단 존스(Jonathan Jones)가 언급하였듯이, 많

은 예술작품들이 이러한 광대함에 맞설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이다.213) 즉,

바닥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거대함에

대응하여 변화에 고심해야 하는 공간인 것이다.

카스텐 휠러(Carsten Höller)는 그의 작업 후 한 인터뷰에서 터빈 홀의 브릿

지와 같은 건축구조가 작품이 온전히 터빈 홀을 점유하기에 방해(obstacle)가

되기도 하였다 언급하였지만,214) 여기에서 그의 작품은 건축의 잊혀졌던 측면

을 드러내기(reveal)는 도구이기도 하다. 또한 그는 그의 슬라이드가 테이트

모던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통제되는 동선에 대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보고 있는데, 마크 라폴트(Mark Rappolt)는 휠러가 이러한 작

품과 건축 간의 관계에서의 긴장, 모호함 등을 즐기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

212) Anne Picq, “Bruce Nauman: Grand Oeuvre Sonore”, Beaux Arts Magazine,
247(2004-2005), p.43

213) Jonathan Jones, “Arte Povera makes history come alive at Tate Modern”,
(May 2009)

https://www.theguardian.com/artanddesign/jonathanjonesblog/2009/may/19/arte-pov
era-anselm-kiefer-tate-modern

214) Mark Rappolt, Casten Höller, Art Review, (October 2006)
https://artreview.com/features/october_2006_feature_carsten_h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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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터빈 홀은 작품에 제약을 주기도 하지만 작품에 동기를 제공하거나, 혹은

장소특정성의 작품이 탄생하는 데에 독특한 ‘특수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2) 이중성의 원인들

이러한 터빈 홀의 이중성의 원인 중 하나는 터빈홀의 본래의 기능이었던 터

빈 홀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베네딕트 로더러(Benedikt Loderer)는 현재의

터빈 홀의 거대함을 ‘의도하지 않은 기념비성(unintentional monumentality)’

으로 설명하였다.215) 즉 건축가가 일부러 만든 거대함이 아니라 기존의 공간

을 전용했기에 탄생한 거대함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

이 마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발견된 요소들과 관련된 요소들을 기존의 공

간에 추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들이 역시 건축가의 의도와 해석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아래와 같은 인터뷰에서 드러난다. 터빈홀의 공간적 특징이

표상적(representational)인 것 같다는 올라퍼 엘리아슨의 언급과 질문에 헤르

조그는 “더 추상적(more abstract)이며 덜 표상적(less representaionl)인 전체

를 만들어내기 위해 표상적(representational)인 요소들을 사용했으며, 이것은

일종의 역설(paradox) 216) 인 동시에 건축적 전략”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여

기서 표상적이라는 것은 자일스 길버트 스콧의 기존의 건물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며, 기념비적이고 고전적인 기존의 건물의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덜 표상

적인 공간이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건물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예술의 생산에 가장 적합한 공간의 유형을 고민한 것이라 볼 수 있

다.

여기에서 다시 건축가가 과거와 현재의 요소들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설명하

였던 아이키도(aikido)의 방식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앞의 역설

(paradox)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요소를 대비시키지 않는 이

방법은 어디에서 이전의 건축이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것으

215) Adolf Max Vogt, “Etienne Louis Boullée Visits the Tate Modern”, in
Herzog and DeMeuron: Natural History, ed. Philip Ursprung, Lars Muller
Publishers, pp. 173-178

216) Jane Burton, Helen Charman, Olafur Eliasson, Brian Gray, Sophid Harrowes,
Jacques Herzog, Nicholas Serota, Dominique Willsdon, “Behind the Scenes: A
Round-Table Discussion” In Olafur E liasson: Weather Project, ed. Susan May
(London: Tate Publishing, 2003)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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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두 요소를 매끈하게 연결하고 있다. 건축가는 이러한 구성 방식으로 전

에 없던 이중적인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것이 은유의 공간으로서, 보다

자연스러운 하나의 통합적인 풍경, 도시처럼 자연스럽게 이질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지게 하는 아이키도(aikido)의 역할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이질적 요소

들이 섞일 수밖에 없는 전용의 과정에서 터빈 홀의 공간을 하나의 온전한 전

체를 만들기 위해 건축가가 택한 방식이며, 헤르조그도 언급하였듯이 일종의

혼성(hybrid)의 공간이며, 복합적인(heterotopic) 공간217)에서 동선을 위한 중

앙 홀뿐만 아니라 예술가가 작업하고 전시할 수 있는 집중된 장소를 만들어

내기 위한 건축가의 전략인 것이다. 이러한 터빈 홀의 특징은 결국 작가들이

작업하기 편안한 공간이지만 동시에 자극하는 공간이며, 현대의 예술의 흐름

에 부합하지만 거기에서 더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배경을 형성

하였다. 즉 당시의 시대적 흐름에서, 미술이 필요로 했던 자유롭고 개입이 적

은 공간과, 새로운 산업이 필요로 하지 않았던 유휴화 된 발전소의 접점이라

는 점, 기존의 공간의 중요한 특징을 잘 포착하였다는 점에서는 우연한 측면

이 있지만, 이를 새로운 작품의 탄생의 배경이 되는 오롯한 하나의 기관

(institution)으로서의 미술관으로 만들어 내었다는 점에서 건축가의 계획이 돋

보이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터빈홀은 지침서에 언급된 ‘발견된 공간

(found space)’, 로완 무어(Rowan Moore)가 언급한 ‘우연한 전시 공간

(happened-upon exhibition space)’인 동시에 니콜라스 세로타가 언급한 것처

럼 ‘완전히 새로운, 건축가가 디자인한 전시 공간(completely new,

architect-designed exhibition space’218)으로 규정될 수 있는 공간이다.

217) Nicholas Serota, Jacques Herzog, Rowan Moore, “Conversation”, in Building
Tate Modern: Herzog & De Meuron Transforming Giles Gilbert Scott. ed.
Rowan Moore and Raymund Ryan (London: Tate Gallery, 2000), p.56

218) 위의 글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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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터빈 홀의 영향

4.3.1 터빈 홀에서의 예술과 관람자

(1) 새로운 전시공간에서의 예술의 변화

앞 절에서 터빈 홀 내에서의 거대한 규모에 대응하여, 로잘린드 크라우스의

장소특정성의 구도를 넘어서는 작품들이 등장함을 보였고 몇몇 작가들의 서

로 다른 대응 방식에 의해 탄생한 작품을 공간적인 측면에서 ‘gigantesque’과
‘grand’의 공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작품들은 동시대를

선도하는 작품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작가들 자신의 작품세계에서도 변화

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들 자신의 다른 장소에서의 작품들과 비교될 수 있다.

(표 4-5) 터빈 홀은 예술가들을 도전하게 하는 공간이었지만 그들 모두에게

환영받기만 하는 공간은 아니었으며, 편안하게만 작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

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을 맞닥뜨렸을 때 작가의 기존 작업 방식이나 대응 방

식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러한 작가들의 변

화는, 이들 대부분이 터빈 홀에서의 작업을 위해 더 큰 스튜디오를 새로 열어

야 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219)

219) Wouter Davidts, “The Vast and the Void: On Tate Modern’s Turbine Hall
and The Unilever Series.” Footprint Trans-disciplinary, (Autumn 2007). p. 78 ;
Philip Ursprung, “Machines in the Studio”, unpublished paper, presented
during the session ‘The Fall of the Studio. Reassessing l’atelier d’artiste in the
Poststudio Era“ (Chairs: Wouter Davidts & Kim Paice), College Art
Association 95th Annual Conference, New York, 14 February 2007.

작가 작품

Louise 
Bourgeois

Maman, 2000 Spider Couple, 2003 Crouching Spider, 2003

표 4-5 터빈홀에서의 Unilever Series의 작품들과 동일 작가들의 다른 작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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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an 
Munoz 

Double Bind, 
2001-2002

Many Times, 1999
Towards the Corner, 

1998

Anish 
Kapoor 

Marsyas, 2002-2003 7 Ways in, 2000 
Dismemberment ,Site 1, 

2009

Olafur 
Eliasson

The Weather Project, 
2003-2004

Mirror, Mirror ,2002  Midnight Su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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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hel 
Whiteread

Embankment, 
2005-2006

Ghost, 1990 House

Carsten 
Höller

Test Site, 2006-2007 Flying Machine, 1996 Mirro Carousel, 2005

Doris 
Salcedo

Shibboleth, 2007-2008 Untitled, 2004-05 Atrabiliarios 199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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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하였듯이 터빈 홀의 유니레버 시리즈에 의해 전시된 애니쉬 카푸

어(Anish Kapoor)나 루이스 부르주아(Louise Bourgeois)의 작품의 전략은 예

술작품들을 확대하고 증폭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루이즈 브루주아는 그녀

의 작품의 주제 중 하나였던 거미를 일반적인 미술관 안의 전시실 사이즈에

적합한 규모에서(Spider Couple, 2003, 2.7 x 4.5 x 3.7m) 터빈 홀에 이르러서

dominique 
gonzalez- 
Foerster

TH.2058, 2008-2009 Reading rug, 2000-2007 Expodrome, 2007

Miroslaw 
Balka 

How it is, 2009-2010 Dawn, 1996 1990

Ai 
Weiwei

Sunflower Seeds, 
2010-2011

He Xie, 2010 Colored Vase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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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높이가 10m를 넘는 거대한 조각으로 증폭시키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또

다른 증폭의 예인 애니쉬 카푸어의 ‘마르시아(Marsyas)’는 일반적인 소규모

전시실의 규모에 설치된 그의 이전 작품, ‘7 Ways in (2000)’ 과 비교될 수 있

다. 152×104×96 cm의 이 작품은 터빈 홀에 이르러서 크게 확장되는데, 유니레

버 시리즈의 작가 가운데에서도 물리적인 크기로는 가장 압도적이라 할 수 있

다. ‘7 Ways in (2000)’ 에서 한눈에 작품이 보이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므로,

‘마르시아(Marsyas)’에서는 단지 일련의 분절된 마주침만이 가능하며 관람자

의 내면에서의 조합의 과정을 통해서만 전체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애니

쉬 카푸어의 ‘Marsyas’와 매우 유사한 형상의 작품이 광대한 들판에 설치되기

도 하였는데, ‘Dismemberment’라는 이 작품은,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하지만

‘Marsyas’에서 보여주던 터빈 홀의 벽과 바닥, 지붕 등과 작품 사이의 관계,

작품의 표면과 건축 사이의 공간에 대한 인지의 특별함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Marsyas’와 구분된다. 또한 로잘린드 크라우스의 다이어그램에 비추

어 보아도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레이첼 화이트리드(Rachel Whiteread)의 ‘Embankment’라는 작품은 복사와

축적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애초에 그 경력을 물병에 레진을 채우는 것

으로 시작했던 화이트리드의 작품은, 그녀의 또 다른 작품 ‘Ghost’에서 3m 정

도의 높이인 석고 모형으로, 외부에 설치된 작품 ‘House’에서는 10여 미터 높

이의 석고작품으로 변화하였다. 외부에서 작업했던 작품 ‘House’에서도 10여

미터 정도였던 작품이 터빈 홀의 내부에 이르러서는 터빈 홀의 전체 용적을

아우르는 압도적인 규모의 작품으로 변화하게 된다.

아이 웨이웨이(Ai Weiwei)의 작품, ‘Sunflower Seed’ 또한 이러한 복사-축

적의 과정을 보여준 예라 할 수 있는데, 일반적 규모의 갤러리에 설치된 3,200

개의 자기질 게모형으로 이루어진 그의 작품인 ‘He Xie’ 은 터빈홀에 이르러

1억 개의 자기질 해바라기 씨로 증폭된다. 이러한 해바라기 씨는 작품과 거리

를 두고 떨어져서 감상하게 되는 ‘He Xie’ 와는 다르게 터빈 홀 바닥 전체에

깔리게 되고 관람객들은 이러한 해바라기 씨를 밟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종래의 작품의 관람의 방식과 자세에서 벗어

나, 작품을 밟고, 앉고, 눕는 등 격식 있는 미술관에서 취할 수 없었던 자세를

촉발하는 매개체로 작동하게 된다.

또한 아래의 작품은 살체도가 일반적인 유형의 갤러리에서 설치했던 작품들

이고(그림 4-28, 30), 우측의 사진은 터빈홀의 바닥에 설치된 거대한 균열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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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쉬볼레스이다(그림 4-29). 의자나 직물 등의 특정 대상의 작품화가 아니라

전시장의 바닥 자체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고 이것이 작품이 되는 것은 일반적

인 갤러리에서라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터빈홀이기에 가능했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전시기간 이후에 이러한 균열은 콘크리트로 다시 매워

졌지만, 바닥에 그대로 그 흔적은 남아있다. 균열을 내는 것도 그러하지만 영

원히 전시공간의 바닥에 균열을 남기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있

다.

그림 4-28 Doris Salcedo,

Untitled, 2004-05 (출처: Doris

Salcedo)

그림 4-29 Doris Salcedo, Shibboleth (출처: Tate

Modern)

그림 4-30 Doris Salcedo, A

Flor de Piel, 2013. (출처:Doris

Salcedo)

아브라함 크루즈비예가의 작품 ‘빈터(Empty Lot, 2015)’도 그의 이전 작품들

과 비교될 수 있는데, ‘Autoconstruction, 2010’ 과 ‘Autoconstruction, 2016’의

경우 터빈 홀의 빈터(Empty Lot)과 유사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 218 -

버려진 물건들로 만든 화분 등을 연상시킨다면(그림 4-31, 33) 터빈 홀의 작품

의 경우 아예 거대한 풍경으로 확대되게 된다(그림 4-32).

그림 4-31 Autoconstruction 2010

(출처: Abraham Cruzvillegas )

그림 4-32 Abraham Cruzvillegas Empty Lot,

2015 (출처: 테이트 모던)
그림 4-33 Autoconstruction 2016

(출처: Abraham Cruzvillegas )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의 2002년 작품인 ‘Mirror, Mirror’ 나

2017넌 작품인 ‘Midnight Sun’은, 크기는 훨씬 작지만 터빈 홀에서 설치되었

던 웨더 프로젝트(Weather Project)의 인공태양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된 디

스크이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설치된 작품을 대하는 관람객들의 태도는 일

반적인 갤러리에서의 오브제들을 대하는 자세와 다르지 않고,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작품의 앞에서, 혹은 옆에서 서서 작품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표

4-5)

이 이외에도 카스텐 휠러(Carsten Höller)의 이전 작품인 ‘Flying Machine,

1996’,나 ‘Mirro Carousel, 2005’는 터빈 홀의 작품에서와 같이 놀이기구를 형

상화했지만 터빈 홀에서처럼 건축물을 활용하거나 변형시키지는 않고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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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작가들의 이전 작업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작업이 터빈 홀에서 그

크기나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작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작

품을 구현하는데 건축물의 요소들이나 공간 전체를 활용하고 있는 작가들이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단순히 오브제적인 확장을 하는 경우보다 작품의 성격

이나 방식 자체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작품을 감상하는 이의 행

동과 자세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

다.

(2) 방문객을 변화시키는 건축공간의 힘

① 예술에 반응하는 관람자의 행동규칙의 파괴와 자세의 변화

터빈 홀의 공간은 기존의 미술관

들과 다른 공간적 특징을 보이며

이는 그 안에 전시되는 예술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앞 절에서 살펴

본 바 있다. 이러한 터빈 홀의 공간

은 또한 터빈 홀 내부에서의 관람

객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다

른 미술관에서 볼 수 없었던 자유

로운 행동들은 여러 매체에서 화제

가 되어왔다. Society Work는 터빈

홀의 서쪽 입구의 램프에 누워있는

커플들에 대한 사진을 웹페이지에 올리며, “미술관과 같은 공공공간에서 피곤

하다고 드러눕는 것이 런던에서 정상적인가?” 라는 언급을 한 바 있다.220) 이

는 터빈 홀에서의 관람객들의 행동의 양상이 일반적인 미술관에서 보이던 관

습적인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미술관을 넘어서서 보통의 공공공

간에서 보다도 더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관람객의 행동이 불러일으켰

던 논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터빈 홀이 관습적인 갤러리의 행동 규칙

(behavioural code of a gallery)이 사라진 공간인 것은 이 외의 다른 여러 사

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220) Corinna Dean, “Observing the Turbine Hall Through Flickr: Play, Behaviour
and Scale“ p.102 재인용

그림 4-34 터빈홀의 서쪽 입구 램프에 앉아

있는 방문객들 (출처: Yui Mo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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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트 모던의 큐레이터인 제시카 모건(Jessica Morgan)은 테이트 모던의

높은 관람객 수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는 전통적인 테이트 갤러리의

공공성(publicness)에 대한 방침과 관계가 있고, 테이트 모던은 역사적으로 그

러한 임무의 중심에 있으며, 이러한 공간에서는 전통주의자들의 예술에 대한

사색의(contemplative) 경험을 넘어서 또 다른 경험이 가능함을 주장하였

다.221) 즉, 예술을 위한 공간에서의 이러한 새로운 공공 공간은 실은 테이트

갤러리 측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이며, 갤러리 측에서 그 바탕을 제공하고 있

다는 것이다. 유니레버 시리즈는 건물의 기념비성에 대응하기도 하지만 이러

한 명시된 ‘공공 공간(public space)’의 조건에 대응하고 공공성과 관람객은 큐

레이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배경아래에서 터빈 홀 공간에서는 다

양한 활동과 행위를 탄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터빈 홀의 공간은 경험의

일탈을 위한 실험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사진은(그림 4-35) 도리스 살체도(Doris Salcedo)의 전시, 쉬볼레스

(Shibboleth) 중에 한 관람객에 의해 연출된 사진으로 장난감 병정들이 쉬볼레

스를 바라보고 있도록 놓았으며, 이를 관람객이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 놓인

장난감 병정으로 인해 쉬볼레스의 틈은 가는 크랙에서 협곡으로 확대되고, 관

람객은 걸리버의 크기로 거대해진다. 이러한 관람객의 다소 엉뚱하기도 하고

기발한 사진은, 터빈 홀의 거대한 크기에 대한 관람객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

다. 터빈 홀의 거대한 크기에 압도당했건, 혹은 감명받았건, 그는 이를 통해 터

빈홀의 거대한 크기에 대응한 도리스 살체도의 작품에, 터빈 홀 자체에 다시

금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이러한 스케일에 대한 표현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작품에 대해 재해석된 사진은 flickr 와 같은 사진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관람자의 행위를 예술가의

행위와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221) 위의 글, p.9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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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도리스 살체도(Doris Salcedo)의

전시, 쉬볼레스(Shibboleth)의 관람객 (출처:

flickr)

그림 4-36 테도리스 살체도(Doris

Salcedo)의 전시, 쉬볼레스(Shibboleth)의

관람객 (출처: flickr)

위의 오른쪽의 사진은 도리스 살체도의 작품에 대한 또 다른 사진 중의 하

나로 관람객은 그 틈으로 아예 머리를 집어넣는 과감함을 보이고 있다.(그림

4-36) 또한 도미니크 곤잘레스 포스터(Dominique Gonzalez Foerster)의 작품,

TH.2058 에서도 관람객들은 아래의 사진처럼 전시품 안에서 책을 읽는다든가

그 위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인다.(그

림 4-41, 42) 일반적인 규모의, 일반적인 유형의 전시실 내부였다면 이러한 독

특하고 과감한 행동이나 자세는 어려웠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림 4-37 작품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

관람객, Dominique Gonzalez Foerster,

TH.2058 (출처: Peter Macdiarmid/Getty

Images)

그림 4-38 작품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관람객, Dominique Gonzalez Foerster,

TH.2058 (출처: 테이트 모던)

이 설치 작품에서 작가는 철제로 만든 선반 혹은 받침대와 같은 설치물을

만들고 이를 터빈 홀 전체에 깔았는데, 만약 이러한 설치물이 작은 전시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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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설치되었다면, 관람객들이 사

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유롭고 파

격적인 행동과 자세들을 보일 것인

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작고 집중된

공간이 아닌 넓게 분산된 공간, 넓을

뿐 아니라 건축과 풍경, 혹은 외부적

인 특성을 가진 광대하다 할 수 있

는 터빈홀의 도시적인 특성은 사람

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공간에 익

명성마저 부여한다. 이러한 공간에

서 사람들은 권위와 위엄과 체면치

레를 벗고 자신에 침잠하며 자유로운 행동을 보인다.

즉, 앞 절에서 터빈 홀에서 새로운 예술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으로 산업시

설에서 전용된 터빈 홀의 규모와 터빈 홀의 건축과 풍경으로서의 공간적 성격

등을 든 바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예술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미술관에서의 관람객과의 소통과 참여는

처음 등장하는 주제는 아닌데, 미술관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체험 행사,

혹은 강연 및 공연 등, 처음부터 관람객들과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목적으

로 한 많은 기획들은 관람자를 끌어들이고 반응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제스처

를 보여줘 왔다. 또한 관람객들로 하여금 작품을 통해 글을 쓰거나 행위가 전

자매체를 통해 다시 작품화 되도록 하는 등, 애초부터 관람객들과의 인터렉션

을 작품의 주제로 삼고 있는 예술작품들도 등장해왔다. 그런데 올라퍼 엘리아

슨이나 도리스 살체도 등의 작가들이 밝혔듯이 터빈 홀 내의 작품들에 대한

관람객들의 반응과 행위와 자세의 변화는 그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전자매체 등의 관람객들의 상호작용을 위한 특별한 매체 없이도 관람객들이

작품에 대한 놀라운 반응들과 변화를 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② 사용자를 변화시키는 건축 자체의 힘

위에서 살펴본 관람자들의 행동 방식과 자세의 변화는 새로운 예술 작품이

설치되어 있을 때 작품에 대한 반응이었지만, 터빈 홀에서는 작품의 전시기간

이 아닐 때에도 일반적인 미술관 안에서와는 다른 행동을 종종 볼 수 있다. 아

래의 사진들은 2007년에 터빈 홀에서 열렸던, 500명의 학생들이 텐트를 치고

그림 4-39 Dominique Gonzalez Foerster,

TH.2058 (출처: 테이트 모던)



- 223 -

저녁을 보내며 빈 텐트를 자신들 만의 예술품으로 변화시키는 이벤트이다. 여

기서 터빈홀은 캠프장으로 변화하게 되며, 터빈 홀은 예술가 없이 설치작품들

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림 4-40, 41)

그림 4-40 캠프장으로 변한 터빈홀, 2007

(출처: Getty Images)

그림 4-41 텐트를 예술품으로 변화시키는

이벤트, 2007 (출처: Getty Images)

이러한 미술관 주도의 행사 이외에도 학교 등의 단체에게 공간이 대여되기

도 하여, 터빈홀은 아래와 같이(그림 4-42) 예술이외의 활동을 포괄하게 된다.

그림 4-42 샬로떼 셔먼 초등학교(Charlotte Sharman Primary School)의 학교 행사 (출처:

테이트 모던)

이렇듯 기획 전시가 없는 기간에 미술관을 방문한 관람객의 행위에서도 전

통적인 전시실 혹은 미술관의 로비에서 보기 어려운 행위들과 자세들을 종종

관찰 할 수 있다. 이렇게 비어있는 터빈 홀은 홀로 혹은 여럿이, 조심스럽게

혹은 대담하게 누워있을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되기도 하고(그림 4-43), 아이의

걸음마 연습 공간(그림 4-44)이 되기도 한다. 2009년, 방문객에 대해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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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시행한 모리(Mori)사에 따르면, 테이트 모던의 방문객 중 37%가 테이

트 모던을 찾는 목적을 건물을 보기 위해서라고 답하였다.222) 즉 방문객의 1/3

이상이 예술품보다는 새로운 미술관이 궁금하여 오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터

빈 홀은 작품이 없는 기간에도 늘 방문객들로 붐비게 되며, 위에 언급했듯이

예술품과 상관없이 다양한 행동을 보인다. 이는 예술가의 능력이 이러한 터빈

홀의 공간을 새로운 미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그

러한 새로운 예술은 사용자의 행동과 자세마저 변화시키지만, 이에는 단지 예

술가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건축 공간의 힘이 작용하며 건축 공간 자체에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 시켜주고 있다.

그림 4-43 터빈홀의 램프에 누워

있는 방문자 (출처: flickr)

그림 4-44 터빈홀의 바닥에 앉아 있는 방문자

들 (출처: flickr)

이러한 건축공간의 힘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터빈 홀의 공간

의 규모로부터 나온다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도 밝혔듯

이, 서쪽 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이어지는 램프와 북쪽 입구로부터 이어지는

브릿지(bridge)는 건물에 거리(street)과 같은 도시적 속성을 부여하였으며, 건

물은 건축물인 동시에 풍경(landscape)이기도 한 공간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통과를 위한 거리, 바라보기만 할 풍경이 아니라 그 경사에, 바닥에 눕고 기대

어 휴식하며, 걷고, 행진하며, 달리며, 창작하며, 만드는 행위들을 유발하는 기

반이자 장치가 되는 것이다. 아돌프 막스 보그트(Adolf Max Vogt)는 테이트

모던의 터빈 홀은 규모면에서는 압도적이고 위압적(imperial)인 것이 될 수 있

222) Corinna Dean, “Observing the Turbine Hall through flickr: Play, Behavior
and Scale”,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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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그 특성은 그러하지 않다 언급하고 있다.223) 이는 전시의 목적에 봉사

하기 이전에 건축 그 자체로서 자신을 위해 말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스케일의 잊혀졌던 효과, ‘경쾌하고 편한 공간의 흐름(breezy,

easygoing sweep of space)’을 환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는 전시공간

으로의 목적을 위한 공간인 동시에 공공 공간의 목적을 위한 건축-풍경의 장

소이다.

만약 현상설계에서 마지막까지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과 경합을 벌였던 렌조

피아노의 안이 당선되었더라면, 터빈 홀의 램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러한 램프로 인해 서쪽 입구 외부에서부터 이어지는 외부적 특성의 흐름은 바

닥까지 연결되지 못했을 것이다. 렌조 피아노의 계획대로라면 대지 레벨보다

아래로 파고 들어간 터빈 홀의 바닥은 단지 수직 계단을 통해 연결이 되어 사

방이 막힌 지하 공간을 형성할 것이며,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안처럼 외부

에서 자연스럽게 바로 터빈 홀의 바닥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기에, 지금의 터

빈 홀처럼 무료로 개방한다 하여도 바닥으로의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

다. 외부로부터의 흐름을 유입하려는 브릿지가 있지만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

의 브릿지와는 달리 좁고 긴 것으로 터빈 홀 바닥으로 이어지지 않아 주로 통

과 동선으로 사용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관람객 혹은 방문자들

이 터빈홀에 직접 내려가는 경우보다 브릿지에 서서 터빈홀을 관조할 가능성

이 크다. 이러한 조건들의 차이는 현재까지 터빈 홀에서 보이던 자연스러운

유입의 유도로 인한 방문객의 숫자의 증가, 관람객들의 다양한 양상들, 다양한

행위와 자세들과는 다른 결과를 낳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터빈

홀을 면밀히 살펴보면 터빈홀의 이전의 규모를 그대로 살렸다는 점에서는 헤

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안과 렌조 피아노의 안이 유사한 듯하지만, 바닥과 램

프, 브릿지들의 존재유무와 연결성, 이로 인한 사용자들의 공간 사용과 행태의

예측을 통해 보면 이는 결코 작은 차이라 이야기 할 수 없다. 이러한 건축 공

간의 힘과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예술가들은 공간과 사용자들의 자세의 변화

를 증폭시킨다 할 수 있다.

223) Adolf Max Vogt, “Etienne Louis Boullée Visits the Tate Modern”, in
Herzog and DeMeuron: Natural History, ed. Philip Ursprung, (Lars Muller
Publishers), pp. 17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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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 터빈홀의 바닥이 입구로부

터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별도의

계단을 통해 진입. 렌조 피아노 (출처:

현상설계 제출도면)

그림 4-46 북쪽으로부터의 진입을 남쪽 출입

구와 이어주고 있는 브릿지는 터빈홀의 통과

동선. 렌조 피아노 (출처: 현상설계 제출도면)

플랫폼램프

그림 4-47 서쪽의 램프와 북쪽 출입구의 에스컬레이터로를 통해 터빈

홀이 바닥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되는 터빈홀,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

(출처: 현상설계 제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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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터빈홀 이후의 거대한 공간 

(1) 거대한 미술관들

앞서 살펴보았던 산업시설을 미술관으로 전용한 사례 중 카이샤 포럼이나

발틱 현대미술관, 마가쟁의 사례 등은 기존의 공간의 성질이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미술관으로 탄생하거나 기존의 공간의 특성이 남아있어도 흰색의 중

성적인 벽으로 구획된 공간 안으로 전시가 한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터빈 홀

의 등장 이후에 산업시설의 기존의 공간적 특징을 유지한 거대한 전시의 공간

들이 다수 생겨났으며, 많은 경우 터빈 홀의 사례를 참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거대한 공간들은 테이트 모던과 유사한 공간적 특징을 보이기도 하지만 차이

점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미술관중 뉴욕의 Dia 미술관(Dia: Beacon)은 1929년에 건축된 박스

공장을 2003년도에 미술관으로 전용한 사례이다.224)

그림 4-48 Dia:Beacon, 미술관 평면도 및 전시계획도 (출처: 미술관 공식 홈페이지)

224) 건축가는 Rice+Lipka 이며 마스터플랜은 Robert Irwin과의 협력 하에 계획되었
다.
https://www.diaart.org/visit/visit/diabeacon-beacon-united-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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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박스 공장은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바닥면적만 27,000m2 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공장으로 전용 이후에도 새로운 층을 추가하지 않고 기

존의 공간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면적상으로 보면 테이트 모던의 건

축면적인 9,000m2 보다 압도적인 수치이며 테이트 모던의 전체 연면적에 가깝

다. 즉 광대한 면적이지만, 단층으로 이루어져 광대한 대지에 넓게 깔리고 있

다. 테이트 모던의 터빈 홀이 폭, 너비, 높이가 각각 22m, 152m, 35m에 이르는

길고 높은 직육면체의 공간인 반면, Dia: Beacon의 건물은 바닥에 넓게 깔려

있다. 또한 이러한 넓게 깔려있는 공간은 장스팬이긴 하지만 기둥과 보로 구

획되고 각각의 구획된 공간은 서로 다른 작가들을 위한 전시공간으로 할당되

어서, 한 작가에게 공간의 전체가 할당되는 터빈 홀과는 달리 결과적으로는

여러 개의 갤러리 공간의 총합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기존의 공장은

벽돌, 철골, 콘크리트, 유리 등의 재료를 사용하였고 광범위한 영역에 천장 채

광창을 사용하였던 20세기 초기의 산업시설의 전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데, 전용된 공간의 많은 부분에는 이러한 재료들 위에 흰색 페인트로 도장을

하였고, 페인트 도장 이외에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남긴 공간도 다수 존재해

더욱더 다양한 여러 갤러리의 총합과도 같은 특성을 보인다.

그림 4-49 Dia: Beacon 원경 (출처: RICE +

LIPKA ARCHITECTS)

그림 4-50 Dia: Beacon 모형 (출처:

RICE + LIPKA ARCHITECTS)

즉, 이렇게 수평방향으로 거대한 공간은 압도적인 규모에도 불구하고 테이

트 모던의 터빈 홀과는 달리 결과적으로 공간이 분할 될 수밖에 없으며, 공간

적인 특성과 힘도 분할 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작품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

공간적으로는 일반적인 규모의 갤러리들보다 수평적으로 조금 더 큰 갤러리

들의 집합이라 볼 수 있다. Dia:Beacon의 전시 방식도 이러한 공간구성에 기

여하고 있다. 이는 미술관 측의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225) 장소 특정적인

225) Dia: Beacon의 공식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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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섭외하여 각 개별 구역에 배치하여 전시하는 것인

데, Dan Flavin의 형광등 작품인 ‘monuments to V. Tatlin‘이나 Joseph Beuys

의 미디어 혼합 설치 작품인 ’Fond III/3 (1979) and Fond IV/4 (1979)’,

Richard Serra의 ‘Torqued Ellipses (2007)’, Michael Heizer의 ‘North, East,

South, West (1967/2002)’ 과 같은 작품들이 그 예이다. 미니멀리즘의 메카라

불리는 이 갤러리에서는 새로운 전시가 기획되기도 하지만, 다른 장소에서 설

치되었던 장소특정적 범주에 속했던 작품들을 이 갤러리로 옮겨와 설치, 전시

하기도 하며, 전시가 바뀌면 내부의 인테리어와 공간적 구성도 조금씩 바뀌게

된다.

그림 4-51 Dia: Beacon내 전시 공간 (출

처: RICE + LIPKA ARCHITECTS)처: )

그림 4-52 Dia: Beacon내 전시 공간 (출

처: RICE + LIPKA ARCHITECTS)

단일한 공간으로는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파크 에버뉴 아모리(Park

Avenue Armory, 이하 아모리)는 Dia:Beacon과는 같은 뉴욕 주 안에 위치하

며 그 연면적도 Dia:Beacon과 견줄 수 있지만 공간적인 구성 면에서나 그 안

에서 설치되는 작품의 성격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아모리는 1880년

에 설립된 뉴욕 민병대의 본사이며 관리 건물로서 중앙의 가장 넓은 드릴 홀

(Drill Hall)을 중심으로 좌우에 작은 홀들이 배치되어 있다. 건물 자체는 물품

의 생산이나 전력의 공급과 같은 산업 시설의 용도는 아니었지만 드릴 홀은

건설 당시부터 풍선 창고로 기획되어 여러 용도로 쓰였으며, 산업시설의 공간

에서처럼 철골구조와 장대한 스팬, 간결한 마감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드릴 홀 이외에도 17개의 작은 방들이 존재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공간은 드

릴 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60m, 90m, 넓이는 5,400m2

에 이르는 넓은 공간으로 미국의 가장 오래된 창고 중의 하나이지만 1990년까

https://www.diaart.org/visit/visit/diabeacon-beacon-united-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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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건물의 장비 불량 및 누수로 심각한 손상을 입어 2000년에는 세계유적기금

(World Monuments Fund)이 발표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랜드마크 중 하나

로 선정되기도 하였던 것을 웨이드 톰슨(Wade Thomson, 1940-2009)에 의해

새로운 예술의 공간으로 탄생하였다. 이의 레노베이션과 복원 계획은 2006년

부터 2016년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과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드릴 홀은 단지 미술관이라 부를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형

식의 작품이 설치되고 공연된다. 그 공식 명칭 또한 뮤지엄이 아닌 예술센터

인 것은 공간의 이러한 성격을 반영한다.226)

그림 4-53 아모리홀 평면도

(출처: https://www.armoryonpark.org/downloads/ArmoryInteriorsGuide.pdf)

드릴 홀에서의 첫 번째 예술작품은 못 쓰게 된 열 대의 오토바이 타이어를

이용해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타면서 그림을 그리는 작품인 Aaron Young의

‘Greeting Card, 2007, 09’이었다. 이후 아모리는 대중과 평론가들에게 주목받

는 일련의 대작 공연, 설치작업 등을 선보였는데, 필립 파 레노(Philippe

Parreno)의 거대 멀티미디어 쇼, ‘H {N)Y P N(Y} OSIS’, 루치아노의 파바로

티의 공연, 이동식 관람의 형태를 띤 짐머만의 오페라 ‘Die Soldaten’ 등, 전통

226) 공식 명칭은 파크 에버뉴 아모리 톰슨예술센터(Thompson Arts Center at
Park Avenue Armor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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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공연장과 뮤지엄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하고 새로운 양식의 예술작품들

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형식과 규모에 제한받지 않는 작품들은 터빈 홀에

서의 예술작품들보다 그 영역이 더욱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터빈 홀과

같이 가공되지 않은 거친 마감, 거대한 공간적 스케일이 제공하는 작업의 자

유로움 등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 규모면에서는 터빈홀의 거대함을 더욱 넘어

서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일반적인 작품보다 더욱 다이나믹하고 새로운 작품,

거대한 규모의 작업을 해왔던 예술가들에게 맡겨지게 되며 영상작품, 공연으

로 확대되게 된다. 사실 테이트 모던도 새로운 것의 추가보다는 기존의 공간

적 특징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었는데, 아모리홀은 이러한 테이트 모던보다 더

욱 기존의 특성을 유지하려 하였으며, 오히려 전용이라기보다는 기존 건물을

보존하는 것에 가까웠다 할 수 있다. 이는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헤르조그 앤

드 드뮤론의 글에서 또한 드러나는데, 그가 했던 일은 새로운 공간이나 건축

요소 등을 추가하고 구성하는 것이 아닌, 낡은 것을 고치고 예전의 것을 드러

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227) 또한 이러한 풍선 창고 그대로의 아모리 홀에

는 주변의 랜드스케이프를 끌어들여오는 제스쳐나 램프와 브릿지로 형성되는

역동적인 풍경 등의 장치 등은 없다. 또한 이는 복합적이고 새로운 예술 공간

의 개념인 비어있는 블랙박스(the black box)와도 같아서 그 공간 내부는 비

워지고 이벤트228)와 같은 예술 행위들로 채워지게 된다.

그림 4-55 아모리홀의 드릴홀 단면도 (출

처: photo : James Ewing))

227)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공식 홈페이지의 프로젝트 설명 참조
https://www.herzogdemeuron.com/index/projects/complete-works/276-300/293-park
-avenue-armory.html

228) 재단 측에서도 이러한 공간의 행위를 이벤트로 규정하고 있다.
http://www.armoryonpark.org/about_us

그림 4-54 아모리홀의 드릴홀 단면도 (출

처:park avenue armory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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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Power Station of Art 미술관은 터빈홀의 영향을 더

욱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발전소였던 건물을 2012년에 미술관으로

리노베이션 하였다.229) 연면적이 38,000㎡으로 테이트 모던과 유사하며, 평면

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길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것도 비슷하다.

입구 부분의 비워진 공간은 터빈 홀을 연상하게 하며 큰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등으로 큰 공간과 작은 갤러리들을 연결해 주고 있다.

그림 4-57 Power Station of Art, 단면도

(출처:designboom )
그림 4-58 Power Station of Art, 평면

(출처: designboom )

229) 사례 설명과 도면은 다음 참조
https://www.designboom.com/architecture/original-design-studio-power-station-of
-art/

그림 4-56 Aaron Young의 ‘Greeting Card, 2007, 09’ (출처: Aaron Young & Kukje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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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9 Power Station of Art 의 정

문 (출처: The New York Times)

그림 4-60 Power Station of Art, 중앙

홀 (출처: designboom)

테이트 모던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내부의 가장 크고 중심적인 진입공간은

평탄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주 출입구는 한 방향으로 한정되고 있다. 각 방향

에서 주변과 연결되고 주변의 컨텍스트가 다양하게 내부에서 침투하며 역동

적인 내부 지형을 창출하고 있는 테이트 모던과는 그러한 점에서 사뭇 다르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앞서 살핀 두 사례에서도 드러나는 테이트 모던과

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부화된 역동적인 풍경은 거대한 터빈 홀의 공

간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사용자의 인지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이는

체적의 수치적 비교로만은 구분되지 않는 터빈 홀의 독특한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테이트 모던 이후에 등장한 거대한 규모의 미술관들은 각각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테이트 모던처럼 주변의 지형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내부까지 이어주는 램프와 브릿지의 제스쳐나 건축과 풍경을 아우르는 공간

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도 산업시설의 공간적 특징을 상당부분 유지 하

고 있었으며, 중요한 작가들을 집대성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나, 블랙박스처럼

극장성을 드러내는 전시공간에서, 터빈 홀과 매우 유사한 거대한 단일 공간에

이르기까지 그 거대한 공간은 조금씩 다른 역할과 성격으로 정의될 수 있었

다. 무엇보다도 테이트 모던은 이들에 대해 거대한 공간의 힘을 보여주고 새

로운 예술을 탄생시킴으로써 거대한 공간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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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대 미술과 테이트 모던

앞서 살펴보았듯이, 테이트 모던의 등장 이후 터빈 홀 이외에도 산업시설을

미술관으로 활용한 사례들 중 거대한 단일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례들이 등장

하였다. 이러한 거대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거대한 미술에 주력하는 예술가들

도 증가하였는데, 더불어 설치미술로 작업을 확대하고 있는 건축가들이 등장

하고 예술가들의 작업도 그 작업의 범위나 기술의 이용 정도가 건축가들의 영

역을 떠올리게 할 만큼 확대되는 등 예술과 건축의 영역이 교차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거대한 미술들은 대체적으로 관람자들의 관심을 끌며 전시의 수입을

올리는데 기여를 하였지만 그에 비례하여 예술 평론가들의 비평과 우려도 증

가한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할 포스터(Hal Foster)의 ‘Why the hoopla’나

제임스 메이어(James Meyer)의 ‘No more Scale’ 등의 글에서는 거대미술의

증가를 미니멀리즘이후 자본과 제도, 시설의 경쟁으로 보고 이를 비판하였

다.230) 한편, 터빈 홀에서의 거대한 규모의 미술의 등장 이전에도 전시 공간의

차이는 있으나 큰 규모의 미술을 찾아볼 수 있다.231) 장소 특정적 작품과 비평

들은 워낙 다양한 방향과 논점을 지니고 있었는데,232) 특히 미니멀리즘의 끝

자락에, 장소특정적인 미술의 계보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대지 미술의 경우,

예술품의 크기를 확장시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33)

(그림 4-61)

230) 장소 특정적 작품과 비평의 다양한 방향 중, 이러한 미술과 미술가들의 문화적
한계를 비판하는 제도 비판이 거대한 이슈였고, 할 포스터(Hal Foster) 와 제임스
메이어(James Meyer)의 논평도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231) 화가이자 작가인 Robert Morris 는 이러한 거대미술의 계보에 미국의 추상예
술을 넣고 있으며, 미국에서의 거칠고 실용적이며 추상예술을 언급하면서, “거대
한(big) 한 것은 항상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죄악시되는 장식적인 것에 대항하
는 유일한 희망이며 거대한 기호만이 숭고함의 은유를 시도”한다고 말함으로써
거대함 자체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경향을 언급하였다.
Roert Morris, “Size matters”, Critical Inquiry, (2000). p. 477

232) 이러한 방향은, 물리적이고 고정적이며 실제적인 방향과 논의에서부터 유동적
인 가상의 담론적 벡터로 확장된다.
권미연, 『장소 특정적 미술』, p.52 참조

233) “큰 것은 나쁘다(big is bad by definition)”고 말한 제임스 메이어(James
Meyer) 또한 이러한 대지미술에서 가지는 반문화적인(countercultural) 의의를 인
정한바 있다.
James Meyer, “No more Scales: The experience of size in contemporary
sculpture“, Archforum, 42, 10(2004), pp. 2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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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1 Michael Heizer, Tangential Negative

Line Sculpture, 1968–2011, Weathering steel in

earth, (34.3 x 22.9 x 0.6 m) Installation in

Bagnes, Switzerland (출처: Gagosian)

그림 4-62 Alexander Calder, Grand

Rapids, 1967, photo by Steve

Vorderma

(출처: michiganmodern.org)

또한 미술관 바깥세상과 일상생활, 공공적인 역할에 더 심도 있게 참여하고

자 하는 흐름과 함께 등장한 공공미술의 증가도 작품이 놓이게 되는 공간뿐만

아니라, 작품의 규모 자체가 더욱 확장되게 되는 역할을 하였다. 공공미술 또

한 다양한 논의와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234) 이들의 상당수는, 헨리 무어

(Henry Moore)나 알렉산더 칼더(Alenxander Calder)의 경우처럼(그림 4-62)

작품이 놓이게 되는 장소에 무관심하거나235), 장소를 조각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억눌러야 하는 대상으로 보았다. 이들의 경우 그 작품의 장소가 그 작

품에 큰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공공장소

에서의 예술 활동을 “미심쩍은 이데올로기와 정치권력의 물리적 구현체로서

의 건축적 장소에 대항하는 작업(working against)”236) 으로 보았던 리차드

234) 이러한 공공미술은 단순히 작업의 영역을 미술관 밖으로 확장하고 규모를 확장
하는 경향도 있지만, 미술 밖의 공간·제도·이슈들을 포괄하는 일종의 문화비판,
혹은 공동체의 참여에 기반 한 미술 등 다양한 영역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공동
체 기반의 미술의 경향에 대해서는 그랜트 캐스터의 다음 글 참조
Grant Kester, “Aesthetic Evangelists: Conversion and Empowerment in
Contemporary Community Art”, Afterimage(1995.1), pp. 5-11 참조

235) “나는 어느 장소에 가서 그것을 보고 무언가를 생각해내야 하는 식의 작업 의
뢰를 좋아하지 않는다. 내 조각 중의 하나가 자리를 잡게 될 어떤 장소를 고려하
도록 요청을 받는 경우, 나는 그간 해놓았던 작업이나 작업하던 것 중에서 적합
한 것을 선택하려고 한다.”
Henry Moore, Henry J. Seldis, Henry Moore in America(New York: Praeger,
1973), pp. 176-177

236) 이러한 관점은 특히 리차드 세라의 “기울어진 호“의 작업에서 드러나며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알 수 있다. “기울어진 호는 처음부터 장소 특정적 조각으로 착



- 236 -

세라(Richard Serra)의 경우, 장소특정성을 언급하지만, 장소에 영향을 받는다

기보다는, 장소는 대항의 대상으로 작동한다. 그의 “기울어진 호(Tilted Arc)”

의 작업이후, 리차드 세라의 유사한 모티브의 작품들은 여러 미술관에서 전시

되고 환영받게 되었는데, 특히 앞서 언급한 제도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거

대 미술관인 빌바오 구겐하임의 거대한 공간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작품

이 그의 ‘Torqued Ellipse Ⅱ이라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 한 일이다.

이러한 일련의 경향 아래서의 거대한 미술관들의 등장과 거대미술의 확대는

여러 비평가들의 우려를 자아냈고, 앞서

언급한 할 포스터(Hal Foster)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거대 미술은 “전 세계적인 스펙

터클 문화의 연못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던져야 할 거대한 돌이며 이의 대

표적인 사례가 빌바오 구겐하임의 거대

작품이라는 것이다.237) 로버트 모리스

(Robert Morris)는 거대 스케일의 예술작

품에 대해 냉정한 분석을 제시하는데 이

를 예술에서의 바그너효과(Wagner effect

in art)라 지칭하고 있다.238) 이는 ‘지배적인 존재(dominating presence)’ 감을

드러내는 거대한 것으로서, 미술관이라는 지배 계층, 혹은 국가를 위한 광대하

고 신성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이는 이러한

계층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공공에의 서비스에 대해 자축하기 위함이라 역설

하고 있다. 이러한 바그너 효과를 가져오는 것들은 ‘거대하고(massive)’, ‘다루

기 어렵고(unwieldy)’, ‘현기증 날정도로 비용이 많이 드는(dizzily costly)’ 것

들이다. 또한 제임스 마이어(James Meyer)가 밝혔듯이 이러한 거대함은 관람

상되었으며, 장소 순응적이거나...재배치되도록 의도하지 않았다.”
Richard Serra, “Tilted Arc Destroyed”, (NSUWorks, 1989)
Richard Serra, Writing/ Interviews(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pp.193-213
“주어진 장소에 대한 사전 분석은 장소의 형태뿐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위의 책, p.202

237) Hal Foster, “Why All the Hoopla”, London Review of Books (August 2001),
reprinted as the chapter “The Books Master Builder”, in Design and Crime
(and other diatribes) (London, New York: Verso, 2002), pp. 27-42 (p. 27)

238) Roert Morris, 앞의 글. pp. 482-83

그림 4-63 Richard Serra, Titled Arc,

1981 (출처: Controversy Surrounding

Richard Serras Tilted 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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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을 현혹시키고 압도함으로써 미술관의 본래의 목적과 권력구도를 감추거나

자본과 크기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239) 그러나 거대

미술의 그러한 일면을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한 성격만 가지고 있다 볼

수는 없으며, 앞서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터빈 홀에서 등장한 거대한 공간에

서의 미술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하며 공간의 특성을 드러내고, 인

간의 인지와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며 관람자의 새로운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

으로서, 오히려 미술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터빈 홀에서 등장한 거대한 작품들은 앞서 언급한, 대지예술에서 공

공미술, 빌바오 구겐하임 등의 거대 미술관 등에서 등장해왔던 이러한 거대미

술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산업시설을 미술관으로 전용한,

이러한 거대한 단일 공간이 등장한 것이 거의 처음이라고 보아야 하며240), 유

니레버 시리즈가 등장하였을 당시 초청된 작가들은 뛰어난 작가들이었지만

대부분 거대한 작업들에 주력하던 작가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러한 거대한

공간은, 대부분의 참여 작가들이 언급하였듯이 그들이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공간이었으며 그들을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하는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가

진 것으로 보았던 것으로241), 이러한 공간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식과 의미의

거대한 예술을 창조하게 된 것이다.242) 현상 지침서에서 알 수 있듯이, 미술관

은 새로운 예술이 탄생하길 기대하였기에 뱅크사이드 발전소라는 미술관으로

서는 적합하지 않을 정도의 규모와 마감을 가진 건물을 택하는 과감함을 보였

고, 미술관의 대중적 성공을 위해 거대함의 작가들을 불러들인 것이라기보다

239) James Meyer, 위의 글
240)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것(터빈홀)
이 최초의 것이며 이것이 그냥 보통의 공간이라 간주할 수 없다. 이는 세계에서
환상적인 가능성을 가진 몇 안되는 공간중의 하나이다.“
Beth Thomas, ”The Unilever Series: Creating the app“, (July 2012)
http://www.tate.org.uk/context-comment/blogs/unilever-series-creating-app

241) Juan Muñoz은 “이러한 종류의 공간과 볼륨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Rachel Whiteread는 “단지 광대한 무엇인가를 찾아내려 했다...나는
내 작품을 도약하도록 해야 했다.”, Tacita Dean는 “이는 내가 상상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며, 무척 놀랐다.”라고 언급하며, 터빈 홀 공간에 대한 놀라움과 반응을
표현하였다.

242) 테이트 모던에서는 유니레버 시리즈의 작품에 대한 작가 자신들의 인터뷰를 기
록하였다.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단계에 대한 기록을 통해 터빈홀의 거대한 공간
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다.
Beth Thomas, The Unilever Series: Creating the app, 2012. 7. 25
http://www.tate.org.uk/context-comment/blogs/unilever-series-creating-app



- 238 -

는 그렇게 형성된 새로운 거대한 공간에서 그 공간에 맞는 거대한 작품을 제

작하는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작품이 탄생한 것이라 보는 것이 더

적합한 분석일 것이다.243)

앞 절에서 분석하였던 것처럼 참여 작가들은 터빈 홀의 거대함에 잠식당하

지 않기 위해 보편적인 전시공간에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업

하게 되었다. 터빈 홀은 닫힌 외부의 상태에서 벗어나 연속적인 지형학적 풍

경의 역동적인 구성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또한 이전의 거대미술이

위치하던 건물 밖의 공공 공간, 도시 공간을 벗어난 자연의 한복판의 공간들

과도 다르다. 외부적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작품 자체의 집중을 분산시키던

여러 방해물은 사라지고, 자연의 거친 환경은 순화되었으며, 자연의 무한한 자

유로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작품과의 조화를 통해 은유적 풍경으로 재탄생한

다. 또한 주로 물리적 표현으로 한정되던 거대한 작품들은 소리, 빛, 촉각 등의

비물리적 표현으로도 확장되게 되며 공간은 이를 담아내는 거대한 용기가 된

다.

테이트 모던의 설립 이후에 거대한 전시의 공간에서 새로운 장소와 조응하

는 더욱 새로운 작품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담한 작품들은 테이트

모던처럼 산업시설에서 전용된 미술관들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그림

4-64) 그랑 팔레(Grand Palais)처럼 다른 종류의 거대 공간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4-65) 테이트 모던의 사례는 이러한 거대한 작품의 수를 증가시킨 것이

사실이고, 거대한 공간의 확장에는 경쟁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거대한 작품의

양상도 새로운 창작의 방식을 보이기도 하지만, 일부 테이트 모던의 작품에서

처럼 공간과 작품의 규모 자체에 집중하거나 오브제적인 접근을 그대로 따르

는 작품들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43) 니콜라스 세로타(Nicholas Serota) 관장은 그의 글에서, 테이트 모던 개장 후 5
년간의 관람객수는 20만에 이르는데, 이는 기존의 예상치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
치로서 그 또한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테이트 모던을 찾을지 몰랐다고 밝히고 있
다.
Martin Gayford, “A new Space for a New Art”, in tate Modern: The F irst
F ive Years(London: Tate Publishing, 2005), pp.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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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4 Tomás Saraceno, On Space Time

Foam, Hangarbicocca, 2012. 10–2013. 2

(출처:　NikiLeaks News)

그림 4-65 Anish Kapoor, Leviathan,

Grand palais, 2010 (출처: Photo:

Hangar Bicocca)

이 절에서는 테이트 모던의 공간을 거대한 미술의 흐름의 측면에서 살펴보

았는데,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테이트 모던의 거대함은 일면 우연한 측면이 있

다. 처음부터 거대한 미술을 위한 거대한 공간을 기획하고 거대한 미술을 다

루는 작가가 선정되었다기보다, 새로운 예술의 생산 장소로서 적합한 사이트

를 찾던 미술관의 의도와 건축가의 혜안이 맞아떨어져, 새로운 유형의 공간이

탄생하게 된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거대함은 목표였다기보다는 결과에 가깝

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크기나 절대적인 계획 기준, 프로그램의 명확성보다

는, 이질적인 공간이지만 새로운 공간으로의 활용의 가능성을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테이트 모던의 거대한 공간이 내부인 동시에 외부적 속성을 지니

고 있는 것, 거대한 공간이기에 놀라게 하지만 위압적이기 보다는 자유로운

자세와 행동방식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 이에 따른 작품들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터빈 홀 이후의 많은 사

례에서 이의 영향을 언급하고 있지만,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을 탄생을 예상하

게 하는 경우도 있고 터빈 홀의 일면의 복제에 지나지 않을 거라 예상하게 하

기도 하는데, 이는 이러한 터빈 홀이라는 공간의 본질적인 면을 간파하였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것이다.



- 240 -

거대미술의 계보와 구분되는 요인들

작

품

Ÿ 주로 물리적 표현으로 한정되던 거대한 작품들은 빛, 소리, 촉각 등의 비

물리적 표현으로도 확장

Ÿ 공간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창조해내는 방식이 등장. 공간은 이를 담아내는 

거대한 용기가 됨

공

간

Ÿ 터빈홀은 연속적인 지형학적 풍경의 역동적인 구성요소들을 포함하고 있

지만, 이전의 거대미술이 위치하던 건물 밖의 공공 공간, 자연 한복판의 

공간들과도 다름

Ÿ 외부적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작품 자체의 집중을 분산시키던 여러 방해

물은 사라지고 자연의 거친 환경은 순화됨. 자연의 무한한 자유로움이 감

소되지만, 작품과의 조화를 통해 은유적 풍경으로 재탄생

작

가

Ÿ 유니레버 작가들은  이러한 규모의 공간에서 작업하던 작가들 아니었음 

Ÿ 거대한 미술의 수용을 위해 크게 지어진 공간이 아님

미

술

관

Ÿ 새로운 예술을 위한 공간을 만들려는 노력 

- 설문조사(Questionaaire) 등을 통해 작가들이 선호하는 공간에 대한 탐구 

- 뱅크사이드 시설의 적극적 검토

Ÿ 제도와 기관의 한계의 극복에 대한 인식과 노력 (토론, 예술가의견 수용, 
홍보의 방식의 변화, 미술관을 드러내는(reveal) 것에 대해 관대 )

Ÿ 미술관의 상업적 성공을 위해 거대함의 작가들을 불러들인 것이라기보다

는 새로운 예술을 위한 공간을 만들다 보니 그 공간에 맞는 작품이 나오

게 되고, 관중들을 끌어들이게 됨

표 4-6 터빈홀에서의 미술이 거대미술의 계보와 구분되는 요인들

(3) 터빈 홀에서의 건축과 예술의 관계

앞의 장에서는 테이트 모던의 현재를 만드는 데에 있어 건축가의 역할에 대

해 상세히 기술한 바 있다. 그러한 건축가의 역할은 터빈 홀의 독특한 공간을

형성하고 그러한 공간이 독특한 방식의 작품들을 탄생하게 하는 기반이 되도

록, 터빈 홀이 예술작품의 감상뿐 아니라 공공을 위한 장소가 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공간의 비전은 이미

미술관 측에서 여러 논의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고 현상지침서를 통해 드러

났으며 건축가는 이를 그들만의 논리로 잘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러 자

료를 통해 드러난 것은 현상설계 진행 과정 이전에 사이트 선정과 새로운 예

술관의 비전 설정을 위한 미술관 측의 노력도 적지 않았다 할 수 있다. 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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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의 니콜라스 세로타 관장은 뱅크사이드 발전소가 미술관으로서는 너무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규모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규모를 검토하고 직

접 사이트를 여러 차례 방문하며 작가들이 선호하는 공간의 조사를 위해 예술

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게 된다. 또한 제도와 기관의 한계의 극복에 대한 인

식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 예술가와 건축, 큐레이터, 갤러리 스

태프 등 각종 분야의 사람들과 토론의 기회를 만들고, 예술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며 이를 통해 홍보의 방식까지 변화 시키게 되며, 기관으로서의 미술관

의 한계를 작품으로 드러내는(reveal) 것에 관대하게 대응한다.

앞서, 터빈 홀의 거대 미술은 처음부터 미술관 측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 결

과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분석한 바 있는데, 이 홀에서 전시될 작가들을 선정

하는 데에 있어서 큐레이터들은 리차드 세라(Richard Serra)나 제프 쿤스(Jeff

Koons) 같이 이미 거대한 스케일로 작업을 많이 해왔던 작가들은 오히려 배

제했다 밝힌 바 있다.244) 완전히 새로운 예술이 탄생하는 공간을 위해서 오히

려 그러한 스케일로 작업하지 않았던 작가들을 초청했다는 것이고 이는 실제

로도 효과를 발휘했다 볼 수 있다. 조나단 존스(Jonathan Jones)는 그 댓가는

완전히 새로운 미술관을 만들어 낸 것(to brand the museum as something

completely new)이며 이것이 MOMA(New York’s Museum of Modern Art)

나 구겐하임(the Guggenheim)과 터빈 홀을 구분 짓는 방식245)이라 주장하였

다.

즉, 그러한 공간의 비전은 예술가들에게 배부된 설문조사에서 시작되었고,

현상설계 지침을 만드는데 기여한 테이트 이사회(trustee)의 멤버나 심사위원

명단에도 예술가들이 많이 포진되어있었다는 점은, 이러한 공간을 만드는 데

결과적으로 예술가들이 기여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점이기도 하

다. 즉, 미술관 측에서 요구한 현상 지침서에 부응하는 안을 제시한 건축가가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게 되었고, 그러한 공간은 새로운 작품들이

탄생하도록 영향을 주었지만 그러한 공간의 탄생이면에는 예술가들이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테이트 모던과 새로운 작품의 탄생에 있

어서 예술과 건축의 생산적인 관계와 그 기여를 설명해주고 있다.

244) Jonathan Jones, “Tate Modern's Turbine Hall of fame: the best and worst
artworks so far”, The Guardian, (Oct. 2015)

https://www.theguardian.com/artanddesign/2015/oct/16/tate-moderns-turbine-hall-of-fa
me-the-best-and-worst-artworks-so-far

245)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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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이 장에서는 앞서 현상설계에서 당선된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에 의해 설계

된 터빈 홀 공간의 공간적 특성을 작품의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공간과 작품

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새롭게 하는 작품이 등장하는 요인을 건축가와 공간

과 작품의 관계 안에서 찾아보려 하였다. 터빈 홀의 유니레버 시리즈(Unilever

Series)에 참가한 작가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간에 대응해왔는데, 그들에

게 거대한 공간은 무엇이든지 삼켜버릴 듯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빈 공간인

동시에 도전하게 하는 곳이며, 그들은 이러한 공간에 잠식당하지 않으려 공간

을 압도하는 작품들을 만들어내었다. 그들의 작업 방식은, 예외적인 경우와 복

합적인 경우도 있지만 크게는 확대(amplification), 복사와 축적(replication &

accumulation), 대지작업(earthwork), 비물리적 확장(non-physical extension)

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작품 중에는 터빈 홀의 공간적 특성을 최대한 이

용해 테이트 모던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있었다. 이들 작품과

공간을 분석하는 렌즈로서 불레의 '거대함(gigantesque)'과 '장대함(grand)'

의 구분과 크라우스의 장소특정성(site-specificity)을 참조하였다. '거대함

(gigantesque)'은 거대한 오브제로 공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반면에 '장대함

(grand)'는 공간 그 자체를 이용하며 공간감을 극대화 한다. '장대함(grand)'
은 엘리아슨의 웨더 프로젝트(Weather Project)와 살체도의 쉬볼레스

(Shbboleth)에서 구현 된 바와 같이, 공간을 실제 외부세계에 대한 은유로 작

동하게 하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풍경(landscape)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은유적인 풍경(landscape)은 실체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으며, 실체를 발견하

도록 한다. 땅과 하늘, 공간에 스며드는 빛과 같은 자연의 실체와 인간과의 관

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은유적인 풍경을 통해서이다. 이러한 터

빈 홀에서의 작품들은 건축과 풍경의 대립적인 구도 속에 존재하던 기존의 작

품에서 나아가 건축내부의 풍경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활용하면서 크라우스의

다이어그램의 생산적 수정을 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터빈 홀의 공

간은 대지와 대지에 의지하는 인간의 신체적 조건을 재발견하며 지각을 새롭

게 한다는 점에서 미약한 존재로서 압도당하는 기존의 숭고와는 구분되는 것

으로서, 스케일이 부여하는 숭고와 작가의 숭고의 주제가 결합해 새로운 의미

의 숭고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공간을 구현하고 작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는 다름 아닌 터빈홀의 거대한 스케일과 건축-풍경의

이중적 특성이며 이러한 점에서 기존 발전소 공간의 공간적 특성을 그대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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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려 했던 건축가의 방향은 이 공간이 단순한 전시 이외에도 예술가들이 작업

에 있어 생산적인 기능을 하는 창작의 공간이 되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였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건축과 풍경의 이중성 이외에도 터빈 홀은 어느 한가지로 규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상적

(representational)공간과 비표상(non-representational)의 공간, 장애(obstacle)

가 되는 동시에 드러나게(reveal)하는 공간, 화이트큐브(white cube)와 가공되

지 않은 공간(raw space)의 이중성 등이다. 예술가에게 최대한의 자유와 넓은

공간을 주기 위해 기존 발전소의 건축적 특성을 유지시키고 건축가는 스스로

의 에고(ego)를 최대한 배제하려 하고 있지만, 이미 건축 자체에 발전소로서

의 강한 공간적 특징이 내재되어 있으며 과거의 흔적(patina)을 가지고 있어

이질적인 요소들이 섞일 수밖에 없기에 비표상의 공간을 표방하지만 이미 표

상의 공간이기도 하다. 과거의 흔적과 건축가의 풍경의 요소들로 인해 전시물

에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작가들은 이를 자신의 작품에 요소로 적극 활용하

기도 하고 공간의 특징을 드러내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작가들이

작업하기에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가공되지 않은 공간의 특

성(raw space)을 유지하지만, 단순한 마감과 공간구성으로 일면 화이트 큐브

(white cube)의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다면적인 특성들이 대립적인

방식이 아닌, 새로운 요소마저 이전 것과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방식

(aikido)을 택함으로써, 예술의 생산, 전시 장소로서의 온전한 한 공간을 탄생

시키게 된다. 이러한 전략 하에서 드러난 공간은 작가들이 작업하기 편안한

공간이지만 동시에 변화해야만 하는 공간이며, 현대의 예술의 흐름에 부합하

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작품들을 만들어 내게 되는 공간이다. 또한 기존

의 공간의 특징을 잘 포착하였다는 점에서 ‘발견된(found)공간’이라 할 수 있

지만, 건축가의 섬세한 전략과 전술 하에서 이루어진 공간이라는 점에서 ‘새롭

게 디자인된(new, architect-designed)’ 공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터빈 홀은 관람자 또한 변화시키는 공간으로, 관람자들은 전통적인

미술관에서의 행동과는 다른 모습, 다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관람자로 하여

금 과감한 행동이나 자세를 가능하게 하며 엄숙함과 체면치레를 벗고 자유로

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서 분석한, 건축-풍경의 외부적 속성, 미술관 안의

공공 공간의 성격에 기인하며 더 근본적으로는 이전의 발전소의 공간적 특징

에 그 원인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관람자의 인지의 방식을 변

화시키고 인식의 한계를 끌어 올린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작품의 전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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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닐 때에도 보이는 것으로 일반적인 미술관 안에서 볼 수 있는 자세와 행

동의 영역을 크게 확장시킨다. 이러한 사실은, 터빈 홀 내의 변화가 예술의 힘

을 빌려 증폭되는 것이기도 하나 근본적으로 건축에서 비롯됨을 보여주는 것

이다. 건축-풍경의 다이나믹한 지형은 공간 한가운데에 공간과 무관한 듯 놓

여있는 오브제적인 작품에 조차도 다양한 시선을 제공하고 공간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테이트 모던 이후에 산업시설을 사용한 거대한 미술관의 수가 증가하

게 되는데, 디아 미술관(Dia: Bbeacon), 아모리홀(Armory Hall) 등의 미술관

들은 산업시설의 공간적 특징을 상당부분 유지 하였다는 점에서 테이트 모던

과 유사한듯하지만 상이한 점들도 보이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테이트 모던이

거대한 공간의 힘을 보여주고 독창적인 예술 작품을 탄생시킴으로써 거대한

공간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테이트 모던에서 등장하

는 거대한 미술은 과거에 등장했던 거대미술과 다르며, 처음부터 거대한 미술

을 위한 공간으로 기획 되었다기보다는 새로운 예술의 생산의 장소로서 적합

한 사이트를 찾던 미술관의 의도와 건축가의 혜안이 맞아떨어져, 새로운 유형

의 공간이 탄생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거대함은 목표였

다기보다는 결과에 가깝다. 또한 건축가의 선택과 전략에 의해 구성된 공간이

지만 프로젝트의 시작에는 미술관 관장과 큐레이터, 예술가들에 의해 만들어

진 미술관의 비전과 계획의 방침, 현상설계의 지침, 심사위원의 평가가 있기

에, 예술의 건축에의 영향을 무시 할 수 없다. 터빈 홀은 이러한 건축과 미술

이 밀접하게 연계되며 예술사와 건축사에 중요한 지점으로 자리하게 된, 건축

가에 의해 발견된(found) 공간인 동시에 새롭게 디자인된 공간이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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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이 논문은 산업 시설인 뱅크사이드 발전소가 미술관으로 전용되는 과정에서

터빈 홀이라는 새로운 전시공간이 탄생하고, 이 공간이 독창적인 예술의 제작

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간의 발단은 이

미 미술관 측이 사이트를 선정할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할 수 있다. 기존

공간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다면 이러한 미술관은 탄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테이트 갤러리 측은 현대 예술의 새로운 경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창고와도 같은 공간, ‘가공되지 않은 공간(raw space)’안에서의 새로운 예술의

등장을 기대하였다. 그런데 그들도 큰 방향은 설정하였지만 이러한 공간을 구

체적으로는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알지 못했기에 현상설계를 실시하게 되었

다.

이 현상설계 이전에도 산업시설들로부터 전용된 미술관은 존재했으며 이들

은 산업시설의 강점, 즉, 구조체의 강성과 내구성, 장스팬으로 인한 넓은 공간,

구획되지 않고 균질한 중성적 공간, 자연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 등의 기능적

장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장식적 마감의 부재, 가공되지 않은 공간으로서의 특

성은 예술가들에게 작업실과 같은 미술관으로서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매

력적인 공간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미술관들은 내부 공간에서의 기존의 산업

시설의 공간적 특징이 거의 제거된 경우에서부터 공간적 특징이 상당히 남아

있는 경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기존공간을

활용하는 방식들과 그 안에서의 전시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

은 테이트 모던의 현상설계의 제출안들의 경우에도 미술관측이 미술관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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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존건물의 가치에 대해 설명했음에도 기존 공간의 활용방식에서 서로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현상설계의 최종 심사에 이른 6개의 제출안의 대부분에서는 기존 공간의 특

성 보다는 새로운 매스들이 새로운 공간을 지배하게 된다. 이들은 기존의 발

전소에서 전용된 시설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새로운 부지에 계획된 미술관처

럼 보이는 반면,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 만이 산업시설의 기존 공간의 특질의

대부분을 유지하고 새로운 공간에 중첩시키고 있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기존

의 건물인 발전소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제출안 대부분

의 경우 기존의 발전소에서 유지해야 할 공간적 가치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으

며, 기존 건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보이거나 기존의 건물의 역할을 새로운

매스를 담아내는 외피 혹은 껍질로 한정하고 있다. 건물의 내부에서는 이러한

껍질조차도 새로운 매스들의 삽입과 마감의 추가로 가려지고 감추어진다. 반

면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은 기존의 공간의 특성을 최대한 남기고 활용하려 하

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간에 포함될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요소들을 대조적

으로 병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로 통합하려 하였다. 그들은 이를

아이키도(aikido)에 비유하고 ‘기존 건물의 에너지를 흡수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창조’하려 하였다. 또한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은 현대 미술 및 미술관

에 대한 인식에서도 다른 건축가들과 차이를 보였다. 현상설계의 대부분의 건

축가들은 현대 미술에 대한 특별한 시각을 보여주지 않고 근대 이후 보편적이

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갤러리 공간의 전형적인 유형과 유사한 공간을 제안

한다던가, 현대 예술의 다양함을 담아내려 건축가에 의해 재단된 새로운 박스

들로 건물을 채우려하였다. 렌조 피아노는 이와는 달리 산업시설은 예술에 적

합하다보았고, 원형의 가공되지 않은, 진지하고 꾸미지 않은 공간을 주장하였

는데, 누구보다도 현대 예술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한 건축가는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이었다. 그들은 현대의 작가들이 창고와도 같은 장소를 선호하기도 하

지만, 전시공간의 견고함에 대해서도 중시하는 성향을 언급하며 전시와 관람

의 공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건축적 요소, 즉 바닥과 벽, 천장이

라는 요소들의 견고한 구축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북쪽의 보일러하우스

에는 견고한 갤러리들을 배치하였다. 반면 터빈홀은 기존의 건축적 요소를 유

지하고 거대한 규모는 오히려 더욱 확장하였다. 또한 거대한 램프와 다리

(bridge)를 설치하여 입체적, 도시적 지형의 일부로서의 건축-풍경, 내부-외부

의 특성을 부여하였다. 이는 미술관의 중앙 홀이며 특별한 목적 없이 방문할

수도 있는 공간인 동시에 기획전시를 위한 전시 공간이다. 이러한 터빈 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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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공간과 볼륨을 창조해내는 능력”으로 “발견된 공간(found space)”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테이트 모던 측의 바람에 가장 부합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은 투시도를 통해 터빈홀 내에서 전시될 작품의

장소 특정적 성향을 예측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터빈 홀의 공간이 가지는 공

간적 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다른 건축가들은 기존 건물의 공간의

가능성보다는 건축가 자신의 새로운 언어와 작품, 이것을 사이트에서 구현하

려는 의지에 집중하였던 반면,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은 전시 공간이 과도한

개인적, 표현적인 특성, 강한 건축적 서사를 가지는 것에 거리를 두어 ‘예술의

공장’으로서의 새로운 예술을 생산하는 배경을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건축가의 전략은 테이트 모던의 건설 이후에 공간에 그대로 구현되

게 되었다. 터빈홀의 유니레버 시리즈에 참가한 작가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간에 대응해왔는데, 그들은 작품이 거대한 공간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기존

의 방식을 뛰어 넘어야 했다. 이 논문에서는 거대한 오브제로 공간을 지배하

고자 하는 ‘거대함(gigantesque)’의 방식에 비해, 공간 그 자체를 이용하며 공

간감을 극대화 하는 ‘장대함(grand)’이 터빈 홀의 공간적 특성을 최대한 이용

하고 있는 것이라 보았고 테이트 모던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나아가

서는 미술관 전반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장대함

(grand)’은 엘리아슨의 ‘웨더 프로젝트(Weather Project)와 살체도의 쉬볼레스

(Shbboleth)에서 구현된 바와 같이, 공간을 실제 외부 세계에 대한 은유로, 새

로운 가능성이 있는 풍경(landscape)으로 활용하며, 이러한 은유적인 풍경은

자연의 실체와 인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 이러한 터빈 홀에서의 작품들은

건축과 풍경의 대립적인 구도 속에서 존재하던 기존의 작품에서 나아가 건축

내부의 풍경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활용하면서 크라우스의 다이어그램의 수정

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예술 작품들에서 새롭게 나아간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터빈 홀의 공간은 대지와 대지에 의지하는 인간의 신체적 조건을 재

발견하며 지각을 새롭게 한다는 점에서 미약한 존재를 압도하는 기존의 숭고

의 공간과 구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예술 및 미학의 역사에서 잊혀졌

던 숭고함의 크기적인 측면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으며, 스케일이 부여하는 숭

고와 작가의 숭고의 주제가 결합해 새로운 의미의 숭고를 만들어 내고 있다.

터빈 홀은 이러한 점에서 또한 기존의 예술 작품들과 차별되는 작품들을 만들

어 내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간과 작품을 새롭게 하는 가장 큰 요

인은 터빈 홀의 거대한 스케일과 건축-풍경의 이중적 특성이다. 기존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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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공간적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이러한 공간은 일반적인 창고나 공장보다

더욱 거대하며 자유로운 동시에 예술가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공간이다. 그 거

대한 크기는 창작에 있어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이것이 새로운 작품들을 만

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게 된다.

그런데, 터빈홀은 이러한 건축과 풍경의 이중적 요소 외에도 어느 한가지로

규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건축가의 보다 면밀한

전략에 의해 새로운 전시 공간으로 거듭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예술가에게

최대한의 자유와 넓은 공간을 주기 위해 건축가는 기존 발전소의 건축적 특성

을 유지시키고 스스로의 에고(ego)를 최대한 배제하려하기에 비표상

(non-presentational)의 공간이라 할 수 있지만, 이미 건축 자체에 발전소로서

의 강한 공간적 특징이 내제되어 있으며 과거의 흔적을(patina)을 가지고 있어

표상적(representational)공간이기도 하다. 기존 공간의 건축적 요소들이 특정

예술 작품의 전시에는 장애물(obstacle)인 경우도 있었지만, 작품에 건축공간

을 드러나게(reveal)하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전의 가공되지

않은 공간(raw space)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작품의 전시를 위해 간결한

마감으로 통합되어 화이트 큐브(white cube)적인 속성마저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건축가는 이전의 특징을 유지하되 새로운 요소마저 이전 것과 자연스럽

게 섞일 수 있는 방식(aikido)을 택함으로써, 예술의 생산 장소로서의 온전한

한 공간을 탄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전략 하에서 드러난 공간은 작가들이 작

업하기 편안한 공간이지만 동시에 자극하는 공간이며, 현대의 예술의 흐름에

부합하지만 거기에서 더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기존의 공간의 특징을 잘 포착하였다는 점에서 ’발견된(found) 공간‘이라 할

수 있지만, 건축가의 섬세한 전략과 전술 하에서 이루어진 공간이라는 점에서

‘새롭게 디자인된(new architect-designed)’ 공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

에서 이러한 이중적 특징은 기존의 산업시설의 공간에서 기인하였지만 건축

가의 전략으로 강화되는 결과인 동시에 새로운 예술품이 탄생하는 원인을 제

공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터빈홀은 인간의 신체적 조건을 재발견하며 지각을 새롭게 할 뿐 아

니라 예술 작품 앞에서의 관람자의 자세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일반적

인 유형의 전시실 내부였다면 어려웠을 파격적이고 과감한 행동이나 자세를

가능하게 하고 관람객을 더욱 자유롭게 한다. 이러한 행동은 작품의 전시기간

이 아닐 때에도 보이는 것으로 일반적인 미술관 안에서 볼 수 있는 자세와 행

동의 영역을 크게 확장시킨다. 이는 터빈 홀 내의 변화가 예술의 힘으로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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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기도 하나 근본적으로 건축에서 비롯됨을 보여주는 것이며 터빈 홀

이 전시 공간인 동시에 특별한 목적이 없는 공공을 위한 공간으로도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미술관의 공공성은 현상지침서를 통해 알 수

있었듯이 미술관 측에서 표방하고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건축가도 그의 제출

안에서 강조하고 있었던 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건축내부 공간의 공공성 또한

터빈 홀의 거대한 규모와 건축-풍경의 특성으로 인해 형성되며 건축가의 전

략에 의해 강화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테이트 모던 이후에 산업시설을 사용한 거대한 미술관의 수가 증가하

게 되는데, 테이트 모던은 이들에 앞서 거대한 공간의 힘을 보여주고 독창적

인 예술 작품들을 탄생시킴으로써 거대한 공간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할 수

있다. 또한 거대한 규모의 미술관뿐만 아니라 거대한 규모의 예술 작품들도

증가하였는데, 터빈 홀에서의 거대한 규모의 예술 작품들이 일반적인 거대미

술과 구분되는 점은 터빈 홀이 처음부터 거대한 미술을 위한 공간으로 기획된

것은 아니며, 거대한 작품을 위주로 하던 작가들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로운 예술의 생산의 장소로서 적합한 사이트를 찾던 미술관의 의도가 건축

가의 전략에 의해 실현이 되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었고, 그 공간의 규모

에 대응하여 예술가들의 작품 크기가 변화하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거대함은 목표였다기보다는 결과에 가깝다. 또한 건축가의 선택과 전

략에 의해 구성된 공간이지만 프로젝트의 시작에는 미술관 관장과 큐레이터,

예술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미술관의 비전과 계획의 방침과 현상설계의 지침,

심사위원의 평가가 있기에, 예술의 건축에의 영향을 무시 할 수 없다. 터빈 홀

은 이러한 건축과 미술이 밀접하게 연계되며 서로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예술사와 건축사에 중요한 지점으로 자리하게 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터빈 홀이 독창적인 예술의 탄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 원인과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헤르조그 앤드 드뮤론의 현상 설계안은 과거 발전소 공간의 가능성과

힘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터빈 홀의 과거 용도에서 비롯된 공간적 특성을 그

대로 새로운 공간에 유지, 중첩시키고 그 공간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

치들을 추가함으로써 터빈 홀이 새로운 예술의 메카, 예술의 공장이 되는데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둘째. 예술가들은 하나의 통합적인 건축-풍경으로서의 거대한 터빈 홀 안에

서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들의 작품들은 ‘거대함(gigantesqu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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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대함(grand)’의 서로 다른 공간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는 이전의 방

식, 작가 자신의 이전 작품의 방식과도 다른 것이며 기존의 장소특정성을 확

장시키고 크라우스의 다이어그램의 생산적 수정을 야기하는 것이었다.

셋째, 터빈 홀의 공간은 건축과 풍경의 이중성, 표상적(representational)공

간과 비표상(non-presentational)의 공간, 화이트큐브와 가공되지 않은 공간의

이중성 등의 다면적 속성을 가진 공간으로, 작가들이 작업하기 편안한 공간이

지만 동시에 자극하는 공간이며, 현대의 예술의 흐름에 부합하지만 거기에서

더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은 과거와 현재

의 건축적 요소를 대조적이기 보다는 본래부터 하나의 건물인 것처럼 자연스

럽게 연결하는 방법(aikido)을 통해 건축가에 의해 재탄생된 예술의 공간으로,
공간의 특징을 잘 포착하였다는 점에서 ‘발견된(found)공간’이라 할 수 있지

만, 건축가의 섬세한 전략과 전술 하에서 이루어진 공간이라는 점에서 ‘새롭게

디자인된(new, architect-designed)’ 공간이라 할 수 있겠다.

넷째, 터빈 홀은 건축가에 의해 형성되고 예술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

지만 미술관 측과 예술가에 의해 기획된 공간이기도 하다. 건축과 미술이 밀

접하게 연계되며 건축과 예술의 생산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례라 할 수 있으

며, 예술사와 건축사에 중요한 지점으로 자리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건축가와

예술가, 미술관과 더불어 터빈 홀의 공간을 완성시키는 것은 관람객이며, 터빈

홀은 관람객을 더욱 자유롭게 하여 일반적인 유형의 전시실 내부였다면 어려

웠을 파격적이고 과감한 행동이나 자세를 가능하게 하고 예술에 더욱 적극 참

여하게 하는 등, 관람객의 영역을 크게 확장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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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 Grandeur Trouvée’ and the Expansion of Site 
Specificity in Tate Modern’s Turbine Hall 

-The Process of the Convers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and its Effect on Art Work

Shin, Yoon Jeong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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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 Jin Baek

The goal of this dissertation is to clarify the manner in which the
conversion of the Bankside Power Station into Tate Modern created a new
type of exhibition space, and how this space affected the production of art
works in Turbine Hall. Turbine Hall, the main hall of Tate Modern, and a
temporary exhibition space, has emerged as the production site of unique and
daring art, in addition to functioning as a space for exhibiting pre-created
works of art. Beyond the superficial approach on the conversion or
regeneration of industrial buildings, this dissertation aims at closely analyzing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Turbine Hall and its transformative power on
art, and clarifying its cause through the following research.

First, the issues of the industrial buildings and museums around the time of
the conversion of Tate Modern are investigated. In this dissertation, Tate
Modern is considered a unique overlapping point in the history of architecture
and art, at which the novel type of space and art are created. Second, the
process of the architectural competition to select an architect for Tate Modern
and the submissions of entries are analyzed to identify the contribution of the
architect to the creation of the present space, the potential of Turbine Hal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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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ner through which the architect’s interpretation of the power station
space and their conversion strategy affects Tate Modern space. Third, how the
exhibited art works in Turbine Hall renew the previous art works in
conventional exhibition spaces, and consequently, how the architect’s strategy
affects the creation of art is illuminated. Fourth, the meaning of spectators’
new respons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chitecture and the art in Tate
Modern are analyzed. Lastly, Tate Modern’s effect on the increase of gigantic
museums and colossal art work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are
investigated.

The winner, Herzog & de Meuron tried to retai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defunct power station in the new museum, unlike other entrants who
tried to eliminate the previous spatial characteristics and insert new
architectural elements and geometric masses. Herzog & de Meuron’s approach
was not to contrast old and new, but to integrate existing elements into their
own idea and incorporate them in their work, which was compared to aikido
that uses the opponent’s energy to gain the upper hand. The resulting space,
Turbine Hall, is a “raw space” that is characteristic of the space that the Tate
Gallery hoped to retain. The previous industrial characteristics of the windows,
ceilings, walls, floors, equipment, and most of all, the vastness of the space are
preserved and integrated into one in the new museum. The added ramp and
the bridge reinforce the interior/exterior attributes of the urban topographical
landscape in Turbine Hall. Herzog & de Meuron also refused to make
individual and representational exhibition space, and to insert an architectural
scenario into it, but intended to create a background for the production of new
art works. This space can be the “found space” which the Tate Gallery
expected in the competition and distinguishes Herzog & de Meuron from other
competition participants.

After Tate Modern was constructed, it held an annual temporary exhibition,
“Unilever Series,” in Turbine Hall. The vast space of the Turbine Hall
horrified artists. They had to conquer the space by amplifying, enlarging, and
extending works of conventional sizes in order not to be dominated by the
vastness of the space. Some artists especially utilized the power of the space
to its full extent and revealed the potential of the space. These artists’ work
can be explained through the lens of Boullee’s concept on grand scale:
“gigantesque” and “grand.” Whereas some artists dominate the space through
gigantic objects and make the space “gigantesque”, others embody the spatial
impression by using the space itself and make the space “grand”. These art
works expand the existing oppositional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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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into the new realm, “the landscape in the architecture,” which allows
the productive modification of the Rosalind Krauss’ diagram and expands the
site specificity. The Turbine Hall is also the place where the forgotten
dimensional aspects of the sublimity are evoked and renewed.

In addition to this duality of architecture and landscape, Turbine Hall has
other dualistic aspects. It is a non-representational space which refrains from
the architect’s ego to give freedom and enough space to artists. At the same
time, it is a presentational space that has the patina of the past power station
and retains previous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Though the Turbine Hall is a
“raw space,” it resembles a “white cube” with a simple finish and detail for
concentration on exhibitions. Turbine Hall with these dualistic characteristics
is naturally integrated into a unity by the aikido strategy to become a site for
art production. It is spacious and comfortable for artists to work in while also
being challenging. It accommodates the tendencies of contemporary art while
promoting the creation of new art works. It is the architect’s “‘found space ”
by the architect because while the values of the previous space are well
preserved, it is also a “new, architect-designed” space because it is
accomplished by delicate strategies of the architect. This Turbine Hall changes
the customary behaviors and postures of the spectators in the museum and
shifts the mode of conception. This happens even when there are no
exhibitions, which shows that these new changes of the Turbine Hall are
magnified by artists, but predicated in the power of the space itself.

The number of gigantic museums is increasing following the construction of
Tate Modern. Tate Modern was not created for big art works from the
beginning. It is a combination of the Tate Gallery’s vision for the new
production site for novel art, and the insight of the architect. In this sense, big
art in Tate Modern is a result rather than a goal. The space was planned by
the architect, but the director, curators, and artists influenced the process of
the entire project. The architecture and art are closely related and create a
productive relationship between them, establishing an important moment in the
history of art and architecture.

keywords : industrial building, museum, conversion, grandeur,
site-specificity, sublime

Student Number : 2011-3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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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e Library and Archive,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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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lonal Collectlons 01 
B,I‘iSh and MocIern Ar‘ In 
London. lI\1urpool and St Ives 

,u “ ;‘’“‘“’ 1 u , ..... ,...’“’”‘ 
Tate üallery 
Mlllbank 
London 
SW1P 4RG 
Tel 071 887 8000 
Fa. 071 887 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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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te Gallery of Modern Art 

Competition to Select an Architect 

COMPLlMENTARY COPY 

This is 3 complimcntary copy of thc bricf for thc Compctition to Sclcct 3n Architcct. Entry to thc 
comperition will nOt be acccptcJ without a val id compctition cntry numbcr. For Jeta ils 0 11 how to 

apply plcase consult the scction in the brief cntiùcd THE COMPETITIO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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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Timetable 
AII ‘ubmissions arc to hc rcccivcd Iw 
11.00hrs on lhe relcv‘’l1l (.!a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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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 
Sl~ge 1 ßr 11': I 1‘’ hc i‘、，、1It:d
λlonda\' 11 1\’o\'clllhc.:r 199-\ 

CI‘’sing date 1m ~ lI hlll ’‘siom 
TlIc~d‘I }' .l Januar}' 1995 

Prcscl1[ations 
^ londay 16 January 1995 

ANNOUNCEMENT 
Fc.:bruary 1995 

C아.，야，，)(。 ..... ‘. Po •• , “ adon 
C Rlthard GIO\le t 

,u “;‘’“‘ “ ’ 1 u , ..... ,...’“’” ‘ 

Tate Gallery of Modern Art 
Competition to Select an Architect 

INVITATION 
The Trustees 01 the Tate Gallery plan 10 convert the 
redundant Bankslde Power Statlon In London mto a 
new gallery 01 lllodern art which will have national and 
internatlonal signìfìcance. Once the boilers and generatìng 
plant have been removed. the shell 01 the bUl lding wìll olfer 
a vast rectang미ar volume 01 unmlerrupted space. 35m from 
basement to rool. and wìth a ground Iloor area 01 9.000m’. 
The grand scale 01 the power statlon and ItS spectacular 
site on the south bank of the Rlver Thames. opposite 
St Paul's Cathedral and the Clty, the fìnanclal and business 
centre 01 London. requlre an archltectural approach 01 
boldness and imagination. 

The Trustees invite practices to enter the competition 
which is intended to seled an architect and not a 
specitic design solution. 

Following an Initlal submlsslon 01 practlce protiles and 
examples 01 recent work. up to fìfteen architects 에11 be 
invlted to submi t outline proposals lor Stage 1. Up to 
SIX practlces will then be asked to develop their proposals 
for Stage 2. 

An archltecl wdl be apPOlnted early In 1995 following 
recommendations by the Assessors to the Trustees 01 
the Tate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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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SIDE POWER STATIO서: 

TO BE CONVERTEO INTO THE TATE GAllERY OF MOOERN ART, 

SEEN FROM SOUTHWARK lOOKING TOWAROS 
ST PAUl'S CATHEORAl ANO THE CITY OF lON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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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 around U.?’ 11977/ 85) 
In.‘dllea al T.Jle Gal’c 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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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ATE GALLERY OF MODERN ART 

A new museum for Britain 
ï ‘ hc T atc Gallcπ ofMo니ιrn An "ill hc onc (lf lht, rnOSI i’IIponanl puhhc 
hlll lJ lI1 gs \l) Iκ rcal isι1 in Brir.ain in lhι la‘ t quancr of thc rwcnticth CC l1 tury. It is 
a grc31 civic CI1lC미ri~c ， Thc crcatio ll of a nc“ ," IIl USCUI1l recogni~c、 lhι raplJ 
b1T‘”‘π11 01' 1‘ritish anJ Il1 lcrnational auJlcncc、 for lIlodcrn ar‘ and lhc 、πcngth ‘’f 
니lcT끼 IC ‘s prc~cn l collccu o l1 . It C찌lrcs~cS ωnfiJcncc i l1 thc fu[un: h)' prnviJJI1!; 
sufti ciCnl . pacc for thc growrn Ilf ô1l1JicnζCS 311‘1 th c C‘’IIcc1.Îo lI “’CIl IIl IO lhc 
twcnty-first CCnlUlγ. 

’ l ‘ hc ~c1 cCU() 1l 0 1' BanksiJc 1’‘’“’cr Staúon a‘ lhc locatilln for thc l11USC lIlTl has a 
애Jcr significancc , Dirccùy o pp‘’‘ Itt Sl Palll ’~ CalhcJral anJ th t: C iry’ ‘)f LonJon , 
o n ‘hc Rivcr Thamcs, Ban kslJc 써 11 hc ()nc of lhc kcy sitc‘ In 비c d cvclopmcn t o f 
LonJon as a wh olc ovcr thc ncxl t“ '() dcca‘Ics. What happcns at ß an ksldc will 
havc a cata lytic c ffcct on ncigh [,ou rTng arca‘ alo ng lhc rivcr. 1‘y rcin fo rcing 
London ’‘ p‘’‘itio n a‘ a wo rlJ cirv ir ‘서 11 havt: an irnpact on tllC long-lcrm 
cc()nOIll I ι strcnglh ()f th c city a‘ a Europcan capit31. Thc ncw b'1lllcry 띠11 also 
h꺼vc cnormou、 、igniticancc f() r pωplc living to th l! suuth in thc L‘’nd()n Boro ugh 
of Southwark. SOlllhwark COllnci l has alrcady givcn valuahlc SlIppon LO 비C 

pru jcct and in fonhcornin g ll1()nth ~ thc T atc 씨11 bc working with 10쩌1 pcoplc lO 

cnsurc 비at thc ’ I'atc Gallcry of ,V1oJ c rn Arr hcc‘)111인 fl.llly intcgratcJ with th c 
community, 1’oth socially anJ archltl!cntrally. 

The proJcct w’11 rt'q lllrc an architcct 01' real irnabrinaòon anJ skill who (:3n 
tran5forrn (;iks G ilhcrt SCOl(’s gran d miJ- rwcnricth CCnl"lIry !l()wcr Hation into a 
poplllar muscum of thc twcncy-first ccnrury. T hc chuscn arch itccl wi ll collabo ratc 
셔나1 the Tatι w crcatc a IllIild ing that matchcs thc lJualiry of thc art wh ich it 

con t3ins <lnd rcali‘c‘ lhc fu ll pOlcnúal ()f thc sitc. 

A Gallery of Modern Aπ of ìnternational standìng 

During th c past li fty ycars 11l1l‘ cum ‘ o f moJ crn 3rr havc hcωmc placcs 띠thin 
whi ch we cxplorc ()lI r 50ιia l and clIlwral valucs , Thc I11 USCll l11 o f ll10d cr n art is an 
arcna in whi ch wc cxamine o ur rclationship W1 th thc imrncdiatc past, ()lIr atli tuJc 
towards thc prcscnt and ollr hopcs conιcrning th c ful1Jrc. Thc prcscncc of rhc 
work of livin g artisLS, thc con~tan[ ‘lchalC ahout th c valuc ()f thc art of ()ur timc, 
anJ th c rc-(.'xa l11 inall‘’n o f 비c rccc l1l pa~t in thc lighr o f changing s()oa l and 
political conditions crcatc a powcrfu l ωckta il which attraCI‘ largc aud icnccs, 
parú cularly ()f young pcoplc. Thc、‘~ and m hcr V1SltOrS com t: c,xpecting to bc 
stimularcd hy ncw iJ cas and cxpcri cnccs bur lhcy want to finJ thcmselvcs in an 
instirurio n whiιh i, rclaxcù , wck()ming (() all soc.:ial groups, s디l11 ul atin g and. 
ahovc all , cnjoyabl c to visi t. 

C()n tcrnporary and modcrn art challcn gc Ollr prcconccptio ns anJ vallles. Somc o f 
thc mOSI sign ificant prescmations of ncw art havc takcn placc ou!sidc thc 
traditional gallcry in pr ivale ho uscs, dlsu~ed warcho uscs. o r in thc urban 
townsca pc. In CTcating a new mllscllm at thc cnd of thc twcnúcth ccntury wc havc 
thc ambition to pro viJc an institution in which 비e presen t can bc sc{ against th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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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 in a manncr that SOIllCtilllCS all (’“s f()r d’‘IOC3니on 311J C\'C I1 di~rupti()’1 . It will 
somcomcs in\'olvc thc pre‘cntaUo l1 0" art il1 ‘ raw’ ~paccs. 

1'wo of mc mrcc i!TI porta l1 t lI10dcls for thc nlUSCUIIl uf Illodcrn 3rt in 미c 

twcnticth ccnnlry’ havc bcc l1 urba l1: thc ,Vl l1SCl1l1l of l\I1 udcrn Art in :、‘’ew Yurk , 

establishcd in 1929 - and sincc thc 19.ìO‘ in lts prc‘cn t loca디on - In a ‘CIlC‘ of 
quasi-J omcstic , artificially In rOO1l1S, and thc Ccn tTc C corgc , I'mnpl‘JOl1, I'ans, 

conccived in thc late 19605, 3S opcn tl ()ors (1 f‘pacc, ('ach inlinitcly adaptabll' t(’ 

thc ncw tcchnolo밍cs and ncw lIS얀 ()vcr timc. 1'hc 버irJ 1l1oJcl. cpiromiscJ Ily 
both the LOlli~iana MUSClI lll of ,\I1oJ crn An , I l umlιback and thc I세kS11111SCU!TI 

Kröllcr-Miill cr, Oncrlo is by contrast rl1ral , hl1l1lal11‘ r and narl1rally- I1 L 

I lowcycr , in a rcιcn t Sl1rvcy !TIost I1 vmg artist5 favo l1rcJ ncithcr of thc [W’o l1rban 
modcls. preferring the rl1ral prororypc and , al ’ (1 VC all , daylit ωnvcrsi uns ()f 
cxisting uuilJings, whcrc architccnlral inrcrvcntion ‘”‘ lIlinimal, su‘:h as th l' 

Hallcn 퍼r NC l1c Kunst, Schaflha l1scn , and thc Saatchi Collcction , London , ur thι 
latc ninetCCnÙ1-ccnrury Bcaux-An:s srylc mu‘CU11l~ ‘uch a~ 비c Kun、th allc ， Bcrn 
and the Stcdcbjk Muscum , Almtcr나끼m. Vcry fcw cm:d thc ncw bl11lding‘ WhlCh 
havc ucen crCClcd in rcccnt ycar‘ in Francc, C;cr111any and 비c USA, cxccpt 3\ 
models of what to avold. 

A new vision 
ï ‘ hc challcngc at Banksidc is thcrcfore ro crcatc a ncw l1 rban modcl, ()’) thc sca lc 
of, bl1t disonct &O11l thosc of thc Musc l1l1l of Modcrn Art, _'\cw York and thc 
Ccntrc Georgcs (Jompidou , I'aris. ï ‘hc I1 CW ’nl1scul1l ，houl이: 

• welcorne both thc rcgl1 lar and lhc first ti 11lè viSllor , givmg an immcd13 tc \(:11 、c
of casc thro l1gh thc σcarion of placcs in which Ihc individual can crcatc a 
pcrson31 spacc within a largc p비llic builtling 

• provitlc well-proporooncd , COl1l3111Cd and varicd gall cri cs , making m3ximuI’l 
use of nawral light, complcrncntcd hy ιI carl y ()rga11iscd arrangcmcnt 01' publ ic 
spaces which are mcmsclvcs a nawral extCl1 sion nf thc gallcric~ ， ‘’f(cring furth cr 
opporrun itics for 비e display ‘’f work.s of art 

• providc rCSO l1 rCCS for infor11l,)tion antl cd l1C꺼 11 (’nl‘’ra 써dc rangc of agt:; ,md 
Icvcls ofi11 tcn:st, offcnng opportllnitics for for11lal and informal learning and 
srudy througho l1 t thc day 

• create mcmoraulc IllCιong and caling spaccs in WlllCh fo r111al and mform31 
discl1ssion and ‘:lialoguc can occur l1ntillatc al nlght , making thc m l1scum 311 
exciting place to visit and l1se 

• givc lifc and cncrgy to thc ciry by linking intcrior and cXlcrior spacèS to makc 
conn cc디on5 betwccn the muScum and thc world outsidc 

The Collectlon and Its presentation 
The prcsent Tatc Gallery holds onc of mc thrcc or four most important 
collectìons of twenrieth-ccnmry art in thc world, comparablc 씨th thosc of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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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lll of ,\IIot!crn Arr, :--:cw YClrk; lhc 시1I‘éc ì':atlonal d’An t'씨mlt'rnι Ccntrc 
Gcorgc~ l'olllpidou, Pari、 and th c G uggcnhcim λlu、CUIll ‘ :--:cwY‘’rk ’ !'hι 
Collcction <:OI1l311lS slIlglc ll1a、 IC rplt~ c:cs， ind udmg' ,\11311'"‘c’‘ ‘L ’ E、t.lrg‘ ) r’ and 
Picas\o’s "(‘hrcc (hnccn’, a‘ 、‘'cl l a~ IInpOnanl gr<>Up、 of wlJrk 1’y par디cubr 
arlÍsrs , including lIonnard, Cal’0, L1pc:hiI7, C;Ì3c:‘’mcrù. R(){h ko‘ Ilcuy、 ant! 
G us{On, Thcrc 3rC a l 씨> vcry 、 1 b'11dlc씨1 t gr‘J l1p‘ of works cnvcring pCrtCld‘ Clr 
movclllcnt-', 1nduding Surrcali\ lll, C;crman EXprÖ~1 0n 1~m ， :\1 ，、 lrat'[

ExprcSS lOn’‘ 1tl, ( ’()사-War F l1ropcan An, Arrc Povcra , and ,\IIlIlt1nal An , 1 ‘ rtll이1 
Art ha~ hccn COll cC[Cd in grcaler dcpth :mJ thc ’!'atc C:a llcπ 1)( ，\11011ιrn An “ ill 
hc ablc to draw on lhc prcscnt coll cl'tion w 、how “’()rk Ity IIrtmh arlt‘t.\ ~ l1ch a、
Moorc, ~’ichnl 、on ， Bac()n, Caro, Long, and Cra앉. l t1、 3nuclpatcd rhar thι 
Collccoon w111 1ι ，、hown in arran gc lIlCnL\ Wh 1Ch will changc at rcgular i ntcrval、，

uut that Illany ()f 버 C 1110‘1 IInporWI1l ‘v()rk、 and group~ ‘씨 IIltc ‘ 11l pcrtm ncnt 
di‘pla)l. 

Thc rangc and ‘c‘’pc of th c ColI ccuon 씨11 hc ~uch th31 it cannOI ca ~ ily Itc v iιwcd 
in a s lI1glc 씨~1 t. \Vc pr‘’po~c iO prC,CI1l thc Collccl1o’1 1n fivc 、 1I 1lC‘， cach ' 1I1lC‘1m 
a viSIl la~ong ()nc to 1\\ 0 h (’ l1 r~ ， .-\ 、 1 xth ' 1…c “τII Itι lIwJ t(1r a prograllllllc of 
cxhiblOun~ ， Vi、i tor잉 will bc altlc tO rdrc、h Ih <: 1ll싸I \'c> ()\,cr J ’ 11띠 1 or c:of(cc and 
thcn SCI CCI a ‘ ccond or ~vt:n a lhird 、1111 C 1n :1 dav, A ,Crt c‘ of ‘ hort \1、 II“’‘’ul ‘ l
allow thc full ù1 splay to bc st:cn ovcr a I ()n~ιr pcri‘’‘| ‘’f 11 111 t.:. 

For planning pllrposcs il i~ currcnù y ιn꺼 sa gcd that Ù1CSC SU IlC‘ ”이1 11 ’‘: arran gcd 
in a vcry hroad chronological fa、hi‘’n ω\'c rin g， thcrcf()rc, (lcri ‘’‘l、 ~lIc:h 3‘ 
1 R\/5- 1l)2(), 1 C)20-40, 194(Hí(’, IW;O-X5 and thc prc,cnt J ar, Ilo\\'(' \'c1', d1ll('rcnt 
organising prin c:iplcs will al~() I>c c:onsid<:rcd du ring thc carly rlanning ‘’f 너1 C 

muscum, Wh1c:h miglll makc II caSlcr to LTCatC 11lorc frcl(ucnt jUXt:l (l‘)\t 11‘’n‘ 
bctwccn carl y and la tc twcnOcù1-c:<:nl l1ry 3n a~ pan ()f lh <: g<:ncral d1、play uf lhc 
Collection , rathcr than only 1n lC11l1’()r3r)' cxhiltiuon‘ or 、pcclal diJ‘1t:ti t' d 1、p l :ly、

This is an insúwúon \\'hich ‘씨11 h:tvc a rcgard for h1씨>ry but ‘,\111 nllt 、ct Ol1 r 
cxclusivcly to tcll thc hi,t()I]' of 3rt 111 Ù1C twcnucth c:cnt l1ry, ï ‘ hc ( :ollt:C:l1on ha‘ 
its strcngth ~ and wcakncssc‘, and 1 、 nm ~uflì cicn t1y C01’lprchcn、 ivt: to b'ÌVC a fl1l1 
history, Focal p(lin tS 1Tl11st thcrcf()rc hc crcalcd which wi ll ‘Icpcnd on ωrc grO l1p‘ 
ofwork in 버c Collcction, rathcr than on key 1110111tn~ in art history 

TATE GALLERY OF MODERN ART COMPETITfON TO SELECT AN ARCHITECT 

,u “;‘’“‘“’ 1 u , ..... ,...’“’” ‘ 

3 

- 274 -



,u “ ; ‘ ’“ ‘ “’ 1 u , ..... ,...’“’” ‘ 

The Competition 

VI.‘ trom Turbl ....... 1I 

1"‘。 ‘·‘R‘ ”‘ Pnoto: Matk HeathCote/MatCUS l Clth 

- 275 -



THE COMPETITION 

Introduction 

' 1‘ hc proccdurc i‘ Intcndn l (0 SCICCl an archilcCt rathcr tl lJlIl a dcsip1, ï hc 

appOln lcd archl lcCl ‘,, 11 w‘Jrk “Ith Lh c ‘l“ llC ( ;allcry ‘In‘I othcr IIllCrC、lcd 1'3rUC' 
u ’ ‘Jcvc l‘’p :1 dClall cd hncf :lIld dc、l );fn fi,r lhc T alc ( ;，I 11c디’ ‘’f ,\ \odcrn Arl. 

Fr()ln th c ~ubll1 i“lon pha~c up to 15 pnlt'uι、 、‘’111 I,c a、kcJ l‘’ prodocc an olltlinc 
prop‘’、3 1. A 、h‘’nJi、I 씨 up l(l ι prac! u:c、 "111 hc );flvcn a funhcr Im cÎ, invil in );f 

tIlo rc d ctail éd propc’‘al‘ to hc con、Illcrcd ，

The Assessors and the Advisory P anel 

Thc II1 m31 씨Ilut1l“’‘’n‘ and lhc “r、t .lI1d 、cnll1d 、 t.1 );fC、 “ 111 all hc 11Il1);fcd 1’‘, :1 

pancl of 1(1 a‘、c、、or、， 、 lI PpC’ncd hy 7 C、pcn ，’‘l ‘ l 、cr、.

THE ASSESSORS 

Sir Simon Hornbr 
Joan Bakewell 

Janel d c Bo t!on 
Rich.ard Burdctl 
Michael C raig
κlartin 
IIans H o ll c in 
Ca다’1 I1ubba rd CBE 

Richard Koshal ck 
Sir Philip Powell 
7"icholas SerOla 

Chamn,lI1 01' lhc A、、。、‘’r、
Br‘’ade‘、lcr， ,\o1 crnhcr o i lhc Coun<"11 of비c Fricnd“ )f 
lhc Tatc (;，I IIc마 

C o llcctor, ï‘rll、tcc ‘’f lhc ' 1‘3tc Ca ll cry 
Dirc('(or, lhι t\ rdlllccturc F‘’unJalion, LonJon 
Arll、t ， Tru、t cι ‘’(lhc T atc Callcry 

An.:hnccl 

r‘’nncr Trll、 t cc ‘’i thc ' 1 ,lIc (;allcry and o(비C 

:'\.'all‘’nal (;allcrv 
1 ), rcctor •. \1 u\cu’11 oiContcl’lJlor,lry An, Lu~ Angclö 
An:hllcct 
J)ircClOr . T atc (;allc f)’ 

(Scc A ppclllh ~ I’ for funhc r II1 for ll1.llIon) 

ADVISORY PANEl 

A panclof cxpcn adV1 ~cr、 ha、 bccn appOl ntcd to 、upport thc 3“c‘~ors undcr thc 

ch amnan、hlp ‘’l' Richard ßurdct!, I'hc p‘IIlcl ‘"111 . a、 rCljulrcd Ity Lhc a“css(Jr~ ， 
pro\1dc a r3ngc ()f 3d、'I CC o n th c Icth l1ltal and ‘’pcrauorηla、pCCb 01'나1C 
、U I IlI1l~、IOn~，

Mike Carver 
Paul Morre ll 
Pctcr Rogcrs 
Sir J ack Zunz 
Jere l11V Lewison 
Sand}' N airne 
PCle r ‘ Vilson 

Thc SV,\o1 Pa rtn cr、h lp (Sιπicc~ cnbrinccrin g) 

f)avl‘ Langd‘’n ‘ Evcrc、l (C m l con ~lI lral1l) 
S tanhopc I ’ropcruμ (Con‘lrlJcu on adV1C,:c) 
()vc Arllp & I'anncr‘ (SlrlltTural cnbrinccring) 
’ J'alC (;allc마 ( Dcpucy Kccpcr or thc Modcrn C ull cclion) 
T 3lC Gallc마 (L> ircαor 1)( Puhhc and !{cglOna1 Scrvicc‘) 
T alc ( ;allcry (I lcaJ o r 1I 11"d ll1g~ anJ C;allcry Seπiccs) 

In thc c\'cnt lhat an a、、c.... ‘)r o r ad\，、ory pancl mcmbcr 1 、 unablc (() conunuc W 

act Lh rullgh tllncs~ or any oLhcr C3U、c lhc Tru、tcc.. may app0ll11 a rcplaceme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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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procedure 
INITIAL SUBMISSION 
Thc pra c.:ticc is askcJ {Q ‘ulllnit Up to 12 ~liJcs (35 111m) anJ 12 .-\4 ‘ hCCl!’ ‘’f 
im:lgcs anJ rcxt (JIl prcvious 、‘ ork ， 11l1l1! nr unhuil r. Thi、 may l3kc thc form ()f 끼 

rangc of work o r a rclCv3nt proJcc.:t 111 lIlurc dctai l. '1‘hc a‘’c‘sor~ ι111 bc lookmg 
for innovativc idcas, suc.:c.:c:‘、 ful approa(h c~ to pro l!1c1’1 sol년ng anJ quahty nf 
‘Icslgn in prcvious work, 

A 、‘’Ti ttcn ‘ tatcmcnt of IIp tO 750 worJs ,houlJ bc suh l1l iucJ J cscrihin g' thc 
prior i ti잉 to hc adJ rcs.,cd i n c.:r이ring a gallcry 01' 1l1()‘Icrn 3rt 31 Banksldc, ’l'hc 
“ atclIlcnt ShOllld also dCIl1‘JIl‘π3tC lhc appro3ch ‘” ‘I.orklng on a projcct ‘’fthl‘ 
scale induJing working 、vi r.h 3n a‘、Ol'’ ‘;)[cJ arChltcc.:lllral practκc， if appr‘’pnalc, to 
prt)띠dc thc ~cn'lcc" rcqUl rctl 

A clIrri clIIlIll1 vl[ac on no l1lorc lhan fOllr 、 Idc、 ‘’fA41、 al、() rcqlllrcd. 

AII thc abovc 11I3tcrial shoul이 hc hound into ()nc ‘l‘’t:lnncnl 、，\'hl l'h “’ 11 nOl b t' 

rcnlrncd. 

r、‘’o orhcr supplcmcntary matcrial w이 1 hc aC'ccptctl. 

STAGE 1 

u P to fj ftcen prac:tices 、，\'ill hc .,c1cctcd l() parLÍCl pau: tn Stagc 1. Thcy “1111 ’‘: 
IIl I'l ICJ 1O jOIf1 a tollr () f thc 、 I tc In ordcr r() ‘upplc l11cnr lhc Infonnatlon ('onralnιl 
111 this Jocumcn t. Thc tour will bc followcd b)' an opportllni ty 10 I1lcct ‘ ’aff 31 thc 
TalC Gallcry ‘)J1 씨I lIhank， A P끼1f1 n따1π띠c낀l띠p매31 frolll cach pr.~t1 iιC I 、 10 aucn t1 , ‘vilh nn 
more 비an ()nc o thcr rcprc‘ cn(attvc 

Submissions 3rc 10 bc lillli rcd lO fOllr:\ I boar‘l、， rc .. p()nd， n ~ (1) cach ‘’f lhc 
followmg I SS lIC、. 
• scttmg 0 1' th c hlltldlng In thc COnICX! 씨 IL\ lIrban IOC3 110n and 、llC

• planning 0 1' lhc ~cncra l hyollr ()f Ihc Illllldlng 

• prcscntlng Idcas fOT thc ‘ltsplay 、 pa l:t'‘

’l‘hc samc info rmauon in .-\4 fon1l3t .,holl ld hc pr‘ ’‘'1니cd ， l ’‘ ’1I 11 ‘I WIÙ1 up 10 
four A4 ~h('els (J f Inform3 t10n dClllon~、Ir311ng thc managctnclll AnJ rt.‘()lIn:ι、

ava tlable to ddl\'cr a pr<샤cCl of 버 IS scalc. 

A pnncip31 from ea‘:h pracucc wtll bι a .. kt:d 1‘’ prc、ιnl lhclr Idca、 l‘’ thι ‘，、、t: ~、‘’r、
during 3 prc$cntation and i rHιn얘C‘’ ‘es、 lon， For다’-n \'c minlllC‘ U’tlll .c λll (’‘cd 
for cach compcowr, thc prc.， cnta니()n taklng 110 ’Il()rc 비an 10 Jlli l1 Ulc~ ‘ 

Visits to the practice I pre vious projects 
$OIllC of thc pracoccs .,clcctcd may l1 0t havc an 야laldlsh cJ track rcωrJ whlch \\'t11 
allo\ι thc asscssors lO saosfv thcm~d\'ö th3t 비c nCCCSS3π skill, 3nJ rc,ourcc\ 3rc 
3V3ilable 10 dehvcr 비c: proJCl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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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C31T1 drawl1 frOIl1 ùw a씨c、、or、 and Ihl' a니\'í\l:r、 ‘\'111 \'’‘í 1 ~ lIrh pr.lrtíα、 in lhc 
pcr’‘’d hl'IWCCn lhc 、 I IC Y1SIl and lh r.: ~1I 111111 ~~ 1(’n ， Th r.: IC3m \\ 111 n‘” ‘I l\cu、、 thc 
praclicc’s proj r.:ct proposab ‘Jun n!:i Ih r.: vi、 1 1.

Stage 1 honorarium 
Each ()f lh r.: practicc‘ “‘:Icncd t‘’ 、11I 1I11I t fir、l 、 I.lgι propo、.11、 “·사 1 rccclvc ‘H1 

honorarium of .l:3,000 and rC3、‘’nahlc travd r.:끼1ιIl 'C、 mcurrl'tlllp lD ~ 1, ,00 , 

STAGE 2 

Thc a~sc“or‘ \\'111 invitc lIP I(’ ‘I~ pracllcc、 “’ l1.lrIlClp.1Ir.: 111 Slagc 1, T h c.!y ιI11 hc 
gwcn a furth cr bricf and a、kc니 LO dcvel‘)p 미1ιir iJca\ for a furtha )Uhml~\II )Jl . 

FolI ‘’wing ，uhl11 i、、 ion cach pracllcc “’111 hc ill \'llcd 10 prc、CI1 I Ihclr iJca‘ I‘’ 내c 

a~‘c‘sor‘. 

Stage 2 honorarium 
I넙ch oflh t: f’r.lnicc‘ r~rllζIpall l1 g 111 SI.lgr.: 1 “ dl rl'Cr.: IV r.: :111 honoran‘1111 ‘’fa 
funhcr l: 15 ,()()() and rca‘onal ,lc Ira\'c1 c‘pCIl、c‘ lIP IIl Xì .,O 

ASSESSMENT CRITERIA 
Th r.: a、、C익(lr、 、"1111‘'Ikc In lO aCCollnt: 

• a g-cl1 cral approach 1‘’ ‘lι、igll \\'hlch dClT10ll 、IrHC、 bllldnc、、 dnd 1111 :l1-'11l3UUI1 

• an Illrl‘’vau vc 311d ‘ymp.uht:uc:ψpr‘13Ch 10 thc p.lrUl:lIbr rCljllln: l11cnL\ of‘ n 
I11U,CUITI ‘)f 111ωkrn art 

• ahil in ’ lO cOlT1lT1l1 niC:lIc idca、

• lhc prar니cc’、 capac:il)' to prcmdt: 1lI:lI1agclIlιnl 311 t1 rc\ourcc‘ (or a pro)cc:t on 
lhl“ “calc 

• c씨lcncnc'C ‘’f pr‘l)CCL\ 0‘a 、1I111 1ar 、ιa l l' nr n3 nJ rc 

• cxpcncnιc (J f Ihc adaptivc rC- lI‘l! ()F largι l’‘IIIJIIlg-‘ 

RE타COMME탄NI‘“IOATIONS 
()ncc thc Stagc 2 prc、cntat ion， havl' lakcn plac:c, lhc a、、c、sor， wl l1 takc 3CCOunt of 
thc Asscssll1cnt Crnaia in making Ihclr lìnal rccoll1 l11cndarion‘ to lhc ï 'ru‘ tcc‘-
Such rccolll lllcnd a니on、 arc n(J1 hindmg u [1on lhc Trllsl cc、.

Conditìons 
SCOPE OF SERVICES 
’ l ‘ hc “clcc:tcJ armi{cct 써11 hc rcqlllrcd w provltlC thc scπic:cs ()f III찌crplannmg 

3ml armitccmrc. Thc archi lcct í‘ nut rcquircd lU assclllulc a tcalll for thc projcct 
3ml nCJ undcrtaking can uc g;vl'n Ih31 any supporong ωn‘1I 1 tan l ‘ i!1 hc 
appointcd , ()나lcr conSlIltants and thc cOl1 traαor wl lI hc appointcd ‘Jirccùy by 비C 
TalC Gall crγ through a scparatc r:C proωrCll1cn t [1rocc、~ in c:onsu!taùon \\~th 버c 
apPo ll1 tcd archil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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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 N 
ArchircCIS wishing to par디C1 patc in thc compttiuon tnll、1 rcgistcr l.Jy ICltcr 10 lhc 
cotnpcririon organi‘cr (~cc Appcndix C) br 12.00 hrs On 26 AlIgll‘11 994 
cndosing a ‘lcrling chcqllc or ha nkcr’s draft for .l:50.0(). Compcuwrs "~II rCCClVC 
a copy of lhc bricr, wgcthcr 써lh 3n iùen t:i ficarion nlltn l.Jcr anù an cnvclopc which 
mllSI bc lI~C니 for thc rCIlIrn ()f Ihc in iti,11 slIhmi‘sion. 

ACCESS 
Acccss lO thc hlltl‘ling will l.Jc po~siblc only 011 thc t1alc spccilicù dllring Stagc 1 ()f 
lhc (;ompc디tion 

COMMUNICATl ONS WITH THIRD PARTIES 
As th is is a compc디니()n 10 sclecr an architcct antl nol 3 spc디 fic uc‘i밍1 solllrion, 
compctitors art not to app roach lhc Lontlon Borough ofSollthwark, thc Ciry of 
London , English H cri tagc, any olhcr Slarlltory or 씨visory hody, :'\'lIc1ca r 
Elcctric plc antl thcir agcllts or Lonù()n ElcctriLlty pk. 

SUBMITTED MATERIALS 
Matcrials SlIbmi ttc.d may bc usctl in 311 cxhibition to bc hcld in Spring 1995. 

SlIllInissions shall only indlldc the malcrial spcc,finl 

LANGUAGE 
r':l1 gli~h will hc thc o l1 ly acccptcù languagc for thc compcrition. 

QUESTIONS 
No qucs니ons will bc acccptcd duri l1 g lhc in itial sllhmission ‘lagc. 

COPYRIGHT 
Th c owncrship of copyrighl in thc work of 311 compctilors 띠11 bc i11 accortla11cc 
WI너1 thc Copyrighl Dcsi믿1S antl l’atcn tS ACI 1988. I I()wcvcr, it is 3 condition of 
thl‘ compcririon lhat COll1pctirors will makc thcir cntry availahlc “r cxh ibirion, 
publication or prcscntalion on [clcvlsion, al no C()st 10 배c TrUSlccs of the 
T alC Gallcry. f()r thc pllrposc of prcscn t:i ng or rcp()r디ng thc rcsuJ ts of this 
compc따iOl1 to thc pllblic at largc. 

DISQUAlI FICA T10N 
An Cnlry may hc cxcl utlctl frO I1l thc compctition “r any oÎ thc fo llowing reasons 

• if rcccivetl aftcr thc rclcvant last t1alc and ri ll1C for submissions of cntries 

• if any of rllC conditions or in‘ tructions arc hrcachcd or disrcgarded 

• if a co l1l pctimr impropc.-ly atrcmprs ro in t1 ucnce, dircctly or indirectly, thc 
uct;sion of 비c asscssOrs or advisory pancl 

INElIGIBl lITY 
T hc following arc incligihlc to cntcr 미c compctition or assist an cntrant in any 
way 

• thc assessors or any mcmbcr of ùlcir staπ 

TATE GALLERY OF MODERN ART COMPETITION TO SELECT AN ARCHITECT 

.u“;‘’“‘“’ 1 u , ..... ,...’“’” ‘ 

7 

- 279 -



• thc indiV1dual IllclIlbcrs of lhc atlV1‘ory pand 

• 111cmhcrs antl clI1 ployccs OÎ lh ι fol lowing organisations and lhcir ‘ lIbsidiaric‘ 

. ThcTalC C서kr)r 

. Slanhopc Pr()rcru c~ - who 3rc acting as atlvi~crs to thc ï'atc Gallcry 

OISPUTES 
T he dccisions of lhc TrllSfCC‘ ()f lhc ’ I'atc Gallcry 111 all 11l3ttt.:rs rcl aring to th l~ 

compcù디()o wi ll bc linal. 

Appointment 
Thc Trll얀cc“‘에 11 ncgotialc on Lhc ha셔S Oflhc 1110‘t ccononm;all}' advanragcoll‘ 
proposal with rhc practicc or praClicc、 n:ωIIll11 cndcd by 비c a~sc‘、()r~. ï ‘ hc fcc 
pr이)0새 I is LO bc ‘cnl dirccdy (() lhc Tru、IcC‘ al 너lC ùmc () f 비c Stagc 2 
~ublll is‘ion and wdl nOI bc opcncd lIntil thc asçcssorç' rccol11l1lCndalions havc 
hCC I1 madc. Thc ï ‘ rUHCC‘ will 서씨 rc니uirc II1forrnario l1 ‘IÇ ro 버C ccono ll1 ic an‘l 
fi nanoal sl~lnd i ng ‘’f lhc pra(,L1Cc. 

Thc form 01' appointmcnl 애11 bc a bc‘flokc all-crnbracing agrccmcnt ,,;th lhc fcc 
pcrccnlagc convcncd 1.0 a IUI1l )1 、ur’ I fcc. 

I (lhc Trllstccs fail to rcach a sali‘lilcLOry agrcc l11cn<써th th c sd cctcd a rch i tcct 
thcy may dccidc, in thcir a bsolllrc diçcrcuon, to ncg‘)tialC wi버 anolhcr lìnali、!

Timetable 
AJI suhm iç‘ ions arc to hc rccclvcd by 12.()() hrs on lhc rclcvant datc 

Closing dalc (or rcg1Stration 
Closing dalc for initial su ),mis,ion 
5tagc 1 shortlist annOllnCC Il1Cnl 
STAGE 3. 

Sitc visit and mccring 띠th T atc C311ιη’ 
staff 
Closing datc for SUblll1 çslOn‘ 
Prcse.ntations 

Friday 26 AlIgllst 1994 
Monday’ 12 Scptcmhcr 19c)4 
M‘’nday 2(\ SCfllcmbcr 1 C)t)4 

Fridav 7 ()cwlιr 1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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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c 2 shordist annOllnccrncn t 
STAGE 2 
Stagc 2 Bricf to bc i‘sucd 
Closing datc for submissio ns 
Prcscntations 
ANNOUNCEMENT 
Exhibirion of Proposals 

Monday 21 :'\ovcmbcr 1 <)94 

’ f'ucs‘lay 3 J anuarγ l υ” 
Monday lóJanuary 1995 

Fchrllarv 1995 
Spring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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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BRIEF 

A grand design 
B:tnbiùc I’()wcr Staùon 1 、 an 311 、l~n: IJlIIIJ IIl!:[. ‘.1 1.'、1~I1CJ h}' lhc ‘l i 、lI n~lI l ‘、hcd

archllccr Sir (;dcs Cill,,:n St.‘’“.'1'‘’ glvc 11 a Pllbhc and civlc ‘cl1‘Cll “’dlnccu 11’ 
t.c opcncu IIp, WiÙ1 brgc ，c~lc inlcr\'cntion、 “i thin anJ through lhc 、trunurc \0 
3‘ t‘’ ‘:‘tahh“h hOn 7‘)11131 <.:onncl'l’‘H1" hctw{,cn lh~ intt:ri‘’r nf th~ blli ld ll1g and lh~ 
ri\'cr, and ‘.crucallinb hcr、‘ ccn thc 1’”“:llll'nr and lhc roof. Thi‘ rcqllirc~ 
ht’Idn c‘、 tClllperc니 hy a rc、pC<':1 for 1 h c 、 )'1’1 11lc l마 and pnwcr o((;llhcn SCOIl ’、

m3S、IVC Im <.:k、.\'ork and wll1 d‘’‘\' ~. 1 t ，11 、o dcmand、 an .11'lliry 1O crc‘111.' “ Irpr’‘ in g
、pac이 and VOllllll이 in a Strll <.:lurι lhμ ωu l니 olhcr“ i、C hl'CO I11C lTlonown‘’uι 

ï‘ran、formal ion ‘’n lhi, '''llc ω1I 1 ‘ 1 1IW‘’IVè ‘11.'111‘’hllon o f 、OI1H: ‘u l ，、Idlary pan、 o( 
thc budd ll1g lO allo“’ Il,r ncw cn tranιc、 ， 1'\'Cn thc additl‘1Il ‘’f ncw pa\'lhon“’r 
~tructurcs on 비c rivcr front . :1 、 、‘ cll a、 thc illl3[.rinal ivc u‘c o(lhc ri vcr ilSclf, lhc 
jCll)1 and Ihc propo、l.d hridgc. Thl、 l 、 .1 hllddlllg"’hlch 、t ，ln d、 ap3n fro lll IL~ 
‘IIrr‘ ’un dln~‘ . Thc nc\\’ Il1 U‘cum 、‘’1llnl，cd to hc IIl tcgratcd IIlW thc “’<.:131 fal >rlc 
of니1C nci ghl’tlurh‘’oJ , (h'~ra l l. 미~ architcct 、‘’ IInc~d 3 dcar VI、|‘’n ， a 1’old 
‘ IralCI:,,)’ anJ d，ι ωur끼gc “’ add “’ (;dhcn Sωtl’、 1Il1pr~、、 I \'C 、 I :Hclllcn t.

The budget 

Th~ wtal Cll、t ()f 1’‘IIIJ lI1g 、‘，'ork、. InrlllulIlg rcp.lIr、 ”’ Ihl' CXI、llng f3hn <.:, 1、 nml‘’ 
cxcccd l:40 mdh‘’n :1[ 1 ')')4 pnc~、 (、l'C Appclllhx λ) 

The tasks 

T hc c‘’mpcou nn hncf “ hlch follow、 pm\'1이" II1 forlllJlIClI1 、‘ 11Ich 1‘ lllrl'clcd 
prirn3rily al thc lhrcc ta、b ~ct 111 Slagl' 1 (l f lh l' ι‘lII1Jll' lÍ ll Illl. :\ funh l'r l,r idì l1J.! 
t!Ot'lIlI1Cnt "'111 bc I Ç、 lIC니 fm Stagc ] of lhc c‘>Il1pctll’“n, 

TASK l.: THE URBAN CONTEXT ANO THE SITE 
$Ct thc huildmg “ Ithin iL~ ur[,an l'nVlrOl1l1lcnt λnd l'Ontc서 씨lh p,lrucular rl'!!:l rd 
to publlc 3CCC“ and oppl)rtllnlU~‘ l‘’ ”、c 、p.1CC ftlr lhc dl끼11.11' ‘’ |‘ 、l'lI lplllrC ， to 

crcatc a gran t! public SJ1'll'l' 011 rh c b.lIlk ‘’f thc Rlvcr Thwlc、 .md tt’ crl'.1[~ Il l1 k‘ 
bc!'wccn lhc arca ro thc ~o uth ()f th c 、IlC and lhc nvcr hank, ' 1‘hl' prnp‘，、allllu、l

rcspond 10 lhc ‘’pporrllnitlc“‘hl <.:h a nl'、‘ foorbndgc .ICro、、 이1 1.' 'l'h ，I I11C、 \\ tl‘dd 
providc , 

TASK 2: THE BUILOING 
1'1311 lhc 13‘I()Ul of 버 c bllddmg, 1Il1cg-rau l1 g Ihc van‘’u、 fU l1 l'llt ll1、 \\ hl l'h lhl' 
bui ldmg i‘ to contam , 

TASK 3: DISPLAY SPACES 

Prcscnt iùcas for 비c thsJlla}’ 、pa<.:l' \\'hl<.:h 씨니re‘、 미c (;311 1.'디·’‘ ct)llccrn 、 ’‘’r 
irnagina디VC USC of narural dayhghl In 3 huddlllg 1111 'l'\'cr31 110m、 3nd tilr th t 
possibil ity of providi ng .. Sct of di !>play suitc!> \\‘hich, ùlOugh Ill'cc" aril)' vancd, 
blcnd comforrahly 띠비 onc anothcr an‘l 、n비 비C Pllhlic ‘pacc‘ hc)'ond, 

T hc information wh ich follo“ S IS arrJngcd in orda to prc)\Juc ωI11 petJ t‘’rs wllh 
the necessary backgrounu tO unuenakc th" threc l3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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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1 : The Urban Context and the Sit e 
8ANKSIDE AND SURROUNDING AREA 
Adjoining uses 
Intcrnauonal Shak~、pcar~\ C;1 ()h~ Ccnm: tlc\'cI(’pmcnt d l1t1 rc、Idcnllal
propcroc、， mclutlmg thc lilrlncr hOlllc ofSír Chmwphcr \Vrc l1, arc IITImediatcl)’ 
to lh c ca~ l. 'vVhcn complcrc thc (;J‘’hc Ccntr~ ‘.; 11 indlltlc 3 Iccwrc thCJtrc, 
IT1 U'iClUll, 끼、、()Clatcu IClsun: 11、“，t<’gClhιr 씨th 3 rc-ιon、trllcll on ()f thc on!imal 
Glohc ï ‘hC3πc 

'r‘ o thc soulh anu ca~t 3rC a nU ll1 hcr ()f largc () ffì CC bl ()d.. ~， unc of“’hich ís hcmg 
(;OI1 \'cncu fo r ctluC300nal u"c. 

T o 비c Wc、t antl thc 써dcr 1’ank"uc arca thcrc arc dcrcllct huiltling‘ anu othcr_ in 
nccu of rc furbi、hmcnr.

Thc c、tahli、hmcl1 t of thC g씨Icry 31 llanbldc I‘ sccn hy lhc loca l au나1‘ ) riry an tllhc 
Tatc a‘ h3ving a SI믿lifican t lI11p3ιt upon Ihc rcgcncratH’n 01' thc arca mto a hvcly, 
I1lIXCtl-U、c ψlartcr. 

Cultural setting 
Thc South 1’ank Ccnrrc, ", th thc f{oyal Fc、tÏv3 1 11311, Ilaywa rtl (;allcry, :\'ariOn31 
Thcarrc, Muscull1 of thc Mov1I1g IlI1agc 3nd thc :-.1alinnal Fil ll1 Thcaπc， ís tO 비c 

WCS[ ‘)f thc ~IIC anu offcrs thc pOlcnual for ωnnccli ‘’n‘ along lhc rivcr. 

1‘() 비c north arc St Pa미’s Calhcural and thc ï'owcr of London , whiιh 3rC rw‘’ ()f 
thc 11l0st 띠‘IIC‘1 arrracUons in Lonuon. 

T o thc south arc 이lC Impenal \ \'ar .\IIuιum 3ntl 비c ï'a lc( ;‘’ IIcry Suppon 
Ccnrrc, a ~lOrage anu conscrval’on f3 c.:dlry lIpon whlch dCl'dnpmιnl ha‘ rcccntly 

l’‘:gun. 

Public transpoκ and pedestrian access 
Kcy rra ’l~p‘>rt línkagcs, uoth cmong and pl3nncu, arc: 

• 배c IIHcrn3디on31 r3il tcrmínal al Walcrloo connccung with I'an “, Brll、、cI~and
othcr major Europcan ciucs 

• lIl ai비ínc rail ‘ ’ay srauons narncly 1113‘:k fnar、， \Valcrl‘’‘’, Cann‘)Jl SlrCCI 3n‘l 
London nndgc. Propo~al‘ f()r IInprov1Ilg UI3ckfnar、 St3lí‘’n IIlvolvc a ncw 
statÏon cnrrancc on 비c soulh bank o( thc rJ\'er d ‘J)C to thc 、Ih:. ’I'hc 
Tha l1lc~ link scrvice thruugh Blac.:kfriars providcs an Il11 p‘’n 3nl north-,ollth 
connc띠on ， 빙이ng ea,y rail accc、“‘’ thc Callcry. 

• Unucrgrounu sratÏons 31so scπc thc arca; Lonuon Undgc (:"\orthcrn LIIlC), 
Cannon Srrccr and ßI3ckfriars (Distrit't anu Cirdc Linc‘) and \Valcrloo 
Ç\1orthcrn anu ß3kcrloo Linc‘). Frolll 1998 thcJuhilcc LlIlc ",11 ‘ Cl'\’c thc 3rC3 
wlth 3 ncw st3tion, Southwark Banksídc, locau:u 3t lhc Juncuon ‘)f Blackfnar‘ 
Roau anu T he Cur to thc south-“"c~t (}f비C " 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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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cdcstrian anJ 냉dc hriJgc ac:r‘’“ Ù1C Rivcr ' l ‘ham‘;~ ， linking lJanbiJc 써비 
thc Sl I'alll’‘ ~ICpS， has bccn prup<’‘cJ hllt is as yct unfllndμ1. Thc hridgc 
W()lI ld makc a significanl con t:rihllóon to 비c rcgcncraóon of thc Bank~idc arc3 
anJ 、vOllld grcaùy cnhancc pcùc、lrian accc~~ to thc ’ l‘atc CallcT)’ 

• 끼n il11 pro\'cd rivcr “’alkway h)' crca l1 ng 3 pcdc‘lnan lI ndcrpa、、 hCl1 ca니1 

Bl ackfnar~ Bndgc, linking Lon t!on 1’n ‘Igc to \Vcmnin안cr 1‘ridgc I‘ lIndcr 
c(Jn‘ t:r llC110n 

• ßanksidc JCtty ha、 hccn pro\'idc니 al ElIlcr세n Strcct t(l thc ca、t n t' lhc ‘’IC for a 
fllnlrc rivc rhoat ~crV1cc 、..tllch Wllld ωnnl'tt Banb’‘k 씨th thc T3tc Callcry 이 
Bri디sh Art at j \I\J llhank 

THE SITE 
Site ownership 
'1‘hc ' 1 ‘rlls tcc~ 이 비c ' 1따c Gallc미 h‘,IVC cntcrcJ into ;l 11 agn:c lIlcl1 t WIÙl 1"’lIdcar 
Elcnric plc l(’ pll rc:hasc thcir inttrc‘t~ at lIanbiJc. 

Thc 1‘anksidc I'owcr Station ~i tc 끼 nù hlld이mg‘ arc 111 thc frcchold ‘’wncrship 0 1' 
i'\udcar Elcctric: pk. T hc ‘”’itl:h’I1g al1 d slIh-stauo l1, althuugh “,'iùlin 마c 1’owcr 
Station IJlIildings, 1 、 hclJ ‘’n a I ca~c hy L‘H1d‘’n Elcnrll:ll}' plt:. 

T hc: Lonùnn lIorollgh ‘’f SOlllhwark havc a Ica‘이10Id IIl tcrc,t on thc 3rc3 ‘’r 
lands‘:apcd opcn ~pacc immcdiatcly to Ù1C nor비 of thc Powcr Sta디on. Thc 
frcchold o\\'ncr‘hi l’ ‘’f ‘his arca 1 、 hcld hr thc 1’rlldcmial A~、lIra l1Cc Cotnpany, 

London Elcctrili ty havc a m nlinui ng opcrauonal rcqllirclllcnl for a “에td1lflg 
3n‘1 su!J-‘13Uon on 바c sitc, L ondon El cαntil)' proposc to lIf’‘1atc thcir cXl st:ing 
、wi tιh in g and ‘uh-、 tarion faci htl c、 ‘’‘ rcquircd. 11‘’“’cvcr, thc}' will occlIpy thc 
‘amc 끼rca‘ 111 thc hllildmg a‘ t'lIrrcntly )o(,3tcd. 

Open space 
ï ‘hc opcn ‘pacc 1’nlllcJI3lcly to lhc nort.n 01‘thc P‘’‘,vcr Sta미10 ， which 1‘ Icased hy 
thc L‘mdon )“ >r‘’lIgh of SOlllh"'ark, is an IIl1 portant 7.0nc in iLS own rignt. Al 
prc~cnt thc arca ’‘ lIndcr-lI óliscd and is poorly intcgratcd ，，~버 비c surroundi ng 
arca and Tham이 rJ vcr walkway. T hcrc is a car park hcnc3th 비’‘ land~capcd area 
hllt lhis nccd I1(H bc rn3lnralncd. Thc T atc Gallcry Inlcntl t<> ιo-opcra te wi tn 
s‘’1I니1'wark COlln‘:il in ‘Ic\'doping idca、 for ùlis arca which ~holll니 bcιolllca 
ma’‘’r pllhbt. opcn 、pacc in front of thc ncw ga llcry. 

,\I1axi l11l1l11 1I‘c snollld bc madc ‘’f lhc rivcr‘idc IOC1 uon !Jr promoring inlcrcsóng 
design and land lISCS 3l brrollnd levcl, part:iclI la rly fronu ng on to 버C rivcrside 
walkway. Usc、 which lIlailllain anivity during c\'cnings anJ wcckcnds will help tO 
lI1ain tain safcry and s('clIriry i'or pcdcsrrians. 

Circul at ion routes 
’ rhc ( ’ pportllnity snould be lakcn lO ill1pnwc acccSS arOlln‘1 Ù1C SilC at grollnJ 
Icvd tO providc for 3 d car pattcrn of m()vCIIlCnl and should minimise thc traffic 
cffeιLS in thc surrollnding area. Provision will bc rClJui rcd for taxi and coach 
‘Irop-off poinL~ al1 ù abOUI forty car spaccs for thc lISC of thc Gallcry and fo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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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h1cd vi‘ ltors. ï ‘w‘’ l‘’adlng ba}‘ “ ill bc rCljUlrcJ, onc J cdicatcd to art 
han d1 ing. 

Thc 3itn of lhc ma‘lcrrlm 、h Ollld bc to ac.:hICVC J balancc bCIWCCn 、이1 I l'ul ，lr and 
pcJcstrian mOvcmcnl which IS 애Ic and allracll\'c, hlll al、‘’ conlnhlltμ to thc 
vilahry of thc arca. 

PcJcstrian activlry in thc sllrroundlllg arCa i‘ l:Xl1CClCd (() in crca~c ，， ~ Ihc 
1ntcrnaoona1 Shake‘pearc Globc ( :cntrc, nvcr‘’‘Jc 、‘'alk‘꺼， and thc Tatc ( ; allc마 
()f i씨o니crn Art hccomc ‘:~ra"li이1μ1. Thc ' 1'31C ( ;a l1 cη’ ()f :씨(띠crn An alonc i 、
cxpcclcd m gcnl"falC 1.5 million ‘~~itor‘ pcr annlllll n셔ng ICl 2 mdl’‘’n wilhlll 
) yca rs. 

Thc proposal‘ 、hou1d cnc.:ollragc pcJc“trl3n mO\'cmcln 111 and ar‘’und lh c ~i tc 

a10ng dιfincJ r‘’llt c‘. ' 1‘ hc rolll <.:、 、 h ou1d lllJximl、c 냐1 <.: lllibη ”’. 니1 <.: n vcr‘’‘1c 
wa1kway l() loca1 PC‘1p1c, cmp10ycc、 ‘md ‘’l 、ltor、 Oricnung r‘’ lllC、 to cnhan c.:c lhc 
이c“ S (lf St 1'3ul ’、 Ca나1 cdral 、h‘’11ld 31、() bc ωn\lJcrcd 

’I"hc cntrann' (() the gallcη’ may bc 10‘:atcd ro Ihc 、\.c、‘ or nonh 이 thc bllildlllg, 
Ú1 C WCSl bcing ÎaVOllrcJ fll r 1inkin g pcdc、trian rou tc~ frolll lhc S()uth am] \\'C,t 
、.\'hil s t frccing lhc nvcr fr‘)ntagc for olhcr u、c、. A c.:c.:c、、 f끼1m 비c nonh 、‘’‘’u1d IlllllC 
thc ri vcr wa lkway anJ prop‘’‘cd bridgc a、 wcll a‘ prov,ding a foca1 pOinl nn lh(: 
rivcr. An cntrancc 띠11 not 1π fca、l blc from thc ~()ll th JllC to London Elcn ric.:iry 
‘’pcrationa1 nccd~. 

Land use 
11 is cnvisagcd thar an art,- rclatcd or rC\l이cnt찌| 니ιvd‘’pmcnl 1I1;1)' l,c aιhIC:vabl c.: 

to thc wc、r Of lhc Il1n’n 1’‘’‘ ’cr Sr끼(10n II\IIIJm g:, lf lhc art:a provc、 (() hc ~ llq’1 1I、 l‘’ 
thc rcqllirc ll1cnts of thc ga llcr}'. OÚlcr USc~ ~llch a‘ rc,tallrant, and bO(lb hop‘ 3rc 
cxpcctcd 10 be dcvelopcd latcr 1’‘’t.h on lhc ~ ltc anù on 3이accl1l Ù<:vc! ofllllcnt:、.

Former fuel landing stage 
Thc forlllcr fllcl landing 5tagc 15 c.:onnCClcd to 미c 1’OW<T Stauon Ily lIndcq:,'T‘I\Ind 
acccss runncls anJ wa~ ()rib.;nally llscd for c‘’nvc~，n!.( fllcl to lhc l'““’cr Station. I f 
appropriatc llSCS can bc found for thc ‘lrllClUrC . lr 、h‘’llld bc phy、ica ll y InlcgTa lcd 
띠배 이1C rivcr~idc walkway and ~llrrollndll1g arca. 

Strategic views 

Sπatcb';c vicw corridors ha‘’c hccn dcfinc‘] hClwccn c.:crtain 11I~ {‘’rH: 1 )( ’lIH、 ”’-
inlcrcst anù ‘ ’ilhlll lhcsc corm1ur~ any nc‘ . bllalding “'o rk‘ ‘ 'Illlld hc ‘uhi‘:n lO 

conSll1tation wi비 thc 10cal a‘Ithontics and olhcr ωn、11ltcc、 ‘uch a、
Eng1ish H critagc, 50 as to prcscrvc or c.nhancc IhCSl: V1CWS 

T he site falls in pan 띠thin 니1C backgrollnd consllltation arca lO SI f'alll ’‘ 
stratcgic vicws as dcsignated on 비c prop()sa1s map l() lhc Unilary Dcvel (’ (llll cnl 
Plan. With ll1 마is area, 50uthwark ßorough COllncil wl11 normall y consult loca1 
authori디cs and o thcr rclcvanl bodics on pr이lOsa ls whlch cxcccd 써) m ( 131 ft ) 

Abovc O rdnancc Da tum. 

Thc north-caslcrn section of thc sire falls wilhin thc hackgrollnd conSllltation 
area of the AJexanJra Pa1ace to 5t Pau1 ’5 Calh cdral dcsignaled s띠tCgJ<': \~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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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rc 1, lhcrcforc a rcquircmcnl ‘“ C01l\l1h on propo、al“ h1Ch cxcccJ a hC1ghl 
‘JChnctl hy rcfcrcncc ((l a thrc이1Uld 111’111 uf thc Jrl1l1l ‘’ ì Sl l'a l1l'、 ， 111\ ‘.、UlllalcJ
that th 1、 cqu‘HC、 1O apprOxi11131d y )~ 111 ( 170 ft) A),o \,l' ()rdn~nt.c l)a lum. ' 1‘ hc 
dc‘’gnatcd arC.1 1‘ 10 thc nght ‘)1' thc h.llChcJ Il1lc on 배 ~ ac.:t t)’np.I1I)'1ng plan 'Slll' 

Usc‘ antl C‘’n‘ lra11l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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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k 2 : The Buìlding 
THE BUILDING 
Thc Power Stallon was Jcsi~，'nμJ hy .\I1 0lt , l lay and Andcr、on EnglO ('crs. 
Sir Gilcs Gilbcrt Scott “’as thc ωn~llltant an:hircn. ï ‘ hc P‘’‘ .'cr Sratio l1 wa~ huilt 
in two phascs hcrwccn ’94& 3nd 1%3. It ‘ a~ Jc“)llIml、‘i ‘mcd 111 ‘ tag-c‘ hct\\'ccn 
1978 and ~’ovcmhcr 19HI , 1m! Lond‘)n E1cctru.:ity plc cllrrcnu)' h끼\'C 311 
opcra디on31 switchin !:: 311d sllh.~t끼ti0l1 l11 니lC sOllthcrn part () f !.hc 1Jllil‘]lI1 g. 

Thc main Powcr Slation hllddi l1 g 1 、 a 、lcc l.ITamcd hrick-da‘1 hllilding ‘’f 
9,200 m 1 wlth a cC l1tra l chim l1cy on 배c northcrn 、idc anJ ancdlary ψacc of 
approximatcly 4 ,370 m) gro、‘ (47 ，(川n 、y fl ) on lhc nClnh-c.l'I , 、‘’ulh-ca~l and 
south-\\'CSt ωrn crs . 111 addiu‘’n, ulcrc 3rc var’”‘l、 \\'orksh()p~ :ll1d I서’‘’ratoric、 
locatcd mainly in low mc lJlldd ings on 비c w uth sldc 0 1‘ 이1 C main huilJ lI1g. 

The roof o( 바1 e main rllrhinc hall anu hoi lcr h‘’mC I‘ approxi ll13tcly 2ó rn (Só f1) 
high hllt fllrthcr srrllcnJ rc~ on top Incrca\c thi‘ hcight lCI 35 111 (11 5 fr). ï ’ hc 
chimncy is approxllnatιIy ')9 m (3 25 ft ). 

The majorilY o f비C 5ilC o c..:clIpicd h)' thc 1'0、“!r StaUo l1 has a ha~clllcnt ICI an 
avuagc dcpth of appr‘’ximatcly 1<.5 m (2H Ii). Thc lIasc l1lcl1 t Icvcl 31“’ 
cncompasscs an oil swragc tank!, a rιa localcJ 1,c1ow b'Tounu ll1 미c ~() lI lh-wc인 

corncr of thc 、IlC.

Thc opcratio l1al switching 311d “ II>-S!3110n 1 、 localcd along thc Icnglh ‘ ) Î 비c 

SOllthcrn part (}f 냐1C mai n hlliltling, CXlcn‘ling LO Ihc r‘”’f (ic appruxi l113lcly 1ι 1TI 

or 86 li). Undcrgrollnd cablc~ l'3rry e1cctricit}' ro and IT()Jn thc 세11-、 1.1tion . 

X’clson I lo llsc is a t1crclicl thrcc \torcy rc、Idc ntia llill i ldi l1g a，인)clalcd WI버 thc 
Powcr $tation IOGHctl within thc ‘ilc fr‘Hlling Ilol land SlrcCl. Thb wl lIl>c 
‘IC lTlolishcU ln 1994 

Consents 
AlI proposals will , il1 tllIC COllnc, I>c SlIh)Cl'110 planning l'‘’n\cn t. 

A Ccrtificalc nf hn ll1l1ni ry IT()Jn LI、lln !_.r ， ‘ ’hll:h cnalllc‘ altcrau()’1, 1‘’ ‘)r 
dcmolition of thc bllild ing-. wa‘ b'T.lIlrctl in Fchrllary 1 υ93. LI‘t ll1g 1 、 3 mt:l'hanl ~ l n 
hy “’hich bllilJings may bc llc<.ígnalcu a~ bcing (l f hi、IOrlC 、igniíìc3m:c and 
thcrcforc rc‘Jui ring prC5crvauon 111 lhClr t'lI rrcnt filrm. 

Structure and condit ion of the buildíng 
Ln itial invcstigations havc rcvcalcd ~‘’mC I‘~ lICS which 씨11 nccd lO bc aJdrc、、c‘J in 
ordcr w providc a sralilc bllilding cnvclopc an u sitè. 

T hc cllrrcnr position on thc major 1“ lIC‘ arc 1‘Icnti tìcd bc10、ν for inforlll3uon 
al thollgh ir is Strcssc‘I thal U1C slI bmis야‘’n ， ‘hOllld nm providc lcchni C'dl sollluons 
to thcse isslIcs. 

Thc sσucrural srcclwork gcncrally appcars tO bc in rca~()nablc (OndlllOn although 
somc corrosion is evidcnt. Pointing to 배c brickwork in SOIllC arca, ,ho“’S 
와TJl1 ptoms of the cffcct5 of sulphatcs. T csting indica r.c~ that clevatcd Icvcl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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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 l l'ha“:~ 3rC pn:‘cnt ncar lhc ‘ lIr t:μc. It CI1‘ i~a!jcd that all ckva tiul1、 、\; 11 rl'ljlll rC 
‘:Icaning 3nd rcpoi nting Ù1 rtlllghOlll. Cc:ruin arca‘ 、，\1 11 rl' lllll rC rclJ\IIld ll1g. tYl l1 g 
hatk and 、‘'c:uhcri ng 、I'h~rc t:rac.:king h:1“’‘:t:lIrn'll. 

Thc roof i‘ Icakin!j a‘ 끼 rc‘ 1I1t ‘’f ‘ 11、mrl J311 t:c to ro서 fi n i~hc‘ Ù1.1l (ιιurrcd ‘11Iril1 g 
ashc‘to~ rc 111 ()I'a 1. ï ‘hc roofl iglw, art: lea king .lI1d ~h()、r 、Ign、 이“Ic: 1 l' rJ‘IrallOI1. It i, 
anticlpatcd Ù1at Ù1CSC 、이 11 nccd {() hc r<:pl“ ‘cd. 

A progra l11l11c o( t C Il1Jloraη 、\'orks “ ill hc lIndcrtakcn dU rJl1 g 1994-5 to prC\'cl1 t 
fun hcr dctcri‘’rauon , 

Ground contamìnation 
Sw (IIcs 3rc in pm믿cs‘ tCl i l1 vc、tiga tc th c prl',cncc ()f l'on ta ll1 llla lÍ ()11 , Sh olll d it hc 
nccc야aπ. arca、 ()ut‘ idc thc hll iltl lll l!: lI1av nccd tu hl' trιIt l'd In ‘’r‘In w 111 111 11111‘ι 

」 ‘ · 
pcncrration o i' S lIr(acc watcr. 

Noise attenuation 
Jl l띠1 airhorn c 311d ‘ tr llcw rc hornc noi、C t:lI1anatc‘ fr“’n 배C London El cctn ~ì tv 
lr3n써 .rmcr‘ Inm31 ‘rudlcs II1lll t:atc that "obuon oÎ th c~c tr3n、 fl)nncrs at SOll rcc 
i 、 likd y t‘) prol'idc: a ~()l lI t i ‘)n that will prol'lde adcqu3tc amll、 t1 t: ωnd i니on~ 111 버c 

I!oll cr 110‘I~C arca.;. 110“ ,'cvcr, fll n h cr “ ’(lrk \\, 11 hc rC411i rcd to c‘ta hll~h IIkd)’ 
fll tllrc con이I tion‘ in thc Turhinc 11011‘c, 

l‘olatiol1 ‘’f 3t Icast (Jnc tra n 、 for1l1 cr 씨 111 t3 kc I'la t:c in 1 ν94 and fur니1cr a、、c‘、I1lcnt

‘’|‘ flltllrc al‘’u、tic conditi ‘’11、 111 th<: hud‘ling ,, 111 ‘hc n hc p‘”‘Ihlc. 

Archaeology 
Thc sitc i“ Jcsignatcd an arc.:hac‘’1 ngic.:a 1 pri‘)rity 7.0nc. :\ ‘1 <:、k !>tlld)' ha‘ bccn 
c.:o ll1l11 is~ionl，d to idcl1li fy thc potcnual an:a、 ‘’f II1 tcrc'l 

Removal of existing plant 

AII hC)ilcr~. gcncr:1l‘’rs, l'‘1‘II p ll1cnt an‘1 ~t l)ragt.: t3nk、 “; 11 hc n':l11ovl'l1 t‘’ I t.:a Vt.: ‘’nl y 
th<: structural 타a ll1c 3nd CI1VcI‘’pc. Thc ‘’nly ‘crVl t"c、 “’ rCll131T1 will bc 나1()、C lO 
lI1all1lain thc facll i u얀 fo r Ù1C ‘ lIb-S130 ‘>11. T o cnablc rCllluval C) f cqui p ll1cnt [t) t3 kc 
placc, thc 10“ IcvcI hu ildi ng‘ Cln lhc wc‘1 c1cva tlon 11’ay I.c dCIl1 ()li~h l.'d . 

POTENTlAL CHANGES TO THE BUILOING AND THE SETTING 

It 15 cl1visagc‘1 that ‘lI1C or 1110rc.: 01'비 c following arca、 lI1ay hc changed to 

|닝cilit3tC iß rc-…ca‘ a ga ll cry: 

• dCI1… liuon o( ancdlary hudding' at I(’“. ICl'cl to Ù1t: ‘ ’CSI, n‘’rth and ca、t ，
whcthcr origmal o r latcr addition、

• rcmoval ()f pcriphcral buildJngs to 배C SOll Ù1 ()f Ù1C London ElcClriciry arc:a 

• rCl110val of thc cxisling \\; ndows and brick lI1ullions to thc wc‘ t, norÙ1 and caSI 

• rCl110val of thc cxtcmio l1 illl ll1CtlJatcly 10 lhc north of Ù1C chllnncy, which wa~ 

addcd for a Ui sσiCI heaung schcl11c 

• addi미)11 of structurcs 011 비c roof 3nd “çaù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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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plaCCmCnl of thc roofl I~hl、

• U!r.C ‘)( lhc chllnncy a‘ 3 、 l C\\ ’n ~ !{.II Il'다· ‘’r ‘)lhcr aCl’‘’ l~’ 

• aJJ lUon 씨， p3Vlh‘’mhc ("\I’ccn lhc b‘IIIJ lI1 g anJ lhc nvcr 

FUTURE DEVELOPMENT 
Space requírements and phasíng 

A tahlc ()f funcúon~ anJ a“‘’t1alcd ‘pacc rcqlllrcrncnL~ ha\'c hccn clcvcl<’pcd t‘’ 
cSlahh야1 thc II1 lúal rcquircmcnt (or 、pacc. 111' anuclpJtμ1 that 써Ih ll1 lcn ycar‘ 
from [()day c찌)an~i()n may \\'cll hCCll ll1C nccc、、3다’ an<.l thcrcforc futllrc 
rcq…rcmcnts mu、t bc ackn(’“'Icdgcd at lhc OUl';ct 111 비c Imcf anJ 비c C‘’ιntllal 
5011loon. 

PROVISIONAL AND INITIAL ASSUMPTIONS 
Broad assumptions on the way thc bllilding may bc configured have been 
made solely for the purpose of esublislúng this cKpansion capabili ty. 
However alter native approaches may be proposed by the architect (see 
‘Opportun.i ties’ diagram) . 

• Pha,c 1 “’orks might occupy only lhc ß01lcr Il uu,>c wnc 

• Thc Turb ll1c Ilou,c rnighl bc prc,crvcd r,‘’r pha、c 2, 비lhou g-h 11 11lIghl bc 1I、cd
a‘ an opcn unfinishιJ ~racc 111 lhc in!crim 

• ï ‘ hc main circlI lation acti이ry wl11 takc placc in lhc cC l1tral 7,onc ()f thc I!odcr 
IIo l15c and bc capablc of cxpan,ion 111 tcnns ()f hfl', c、C:l lalOr、， wi lcl fa ‘:i htic、

anJ circu laúon roU[cs for pha、c 2 

• T hcrc c꺼n hc lIP to fiyc Jcvcl、 (l f acco’nmodation hrmdly compmlng 
thrcc gallcry Icycls, onc pubhdcduc3uon Icvcl 3nd onc ÇCrvlCC Icycl. It I‘ 
rcco믿liscd lhal this may ζonfll t'l al .,,,mc po’nl“ "llh lhc provl、l ‘ 111 ‘’( gcncroll、，
dramatiç .，paιCS lhat caplUrc lhc 、calc ()f lhc budd'ng anJ m:ly nccJ ‘() hc 
brokcn i n ordcr to cffcct th 1 、

• Thc floors and 비c en Lrancc Icvcl ncctl not coinc:idc wlth lhc cxl\ung gTounJ 
Icycl. 

• Somc of thc facilitics may hc locatcd cilhcr in 듀on“’f thc hlllld ll1g ‘’r ‘)Il thc 
roof and thal usc may bc ma<.lc ()f thc ’‘:tty 

• 1'\0 ncw bud‘Jing is cnYlsagcJ 10 thc ~outh， cast anJ ιc、t ot‘ thc hudJlllg In 
phasc 1, cxccpt a5 pa rt o f thc proYl、l ‘)1) ()f cn tranc:c‘-

INTERNAL SPACE ARRANGEMENT 
Thc surroundings, approach anJ cntrancc of 냐lC Tatc Ga ll c디’ ()f .V1oJcrn An 써” 
be of great imponancc. It Îs μna‘~IVC and all‘tcrc huildlOg and a ‘Cll'>C both ‘’f 
enjoymcnt and of clarity of mformau‘’n mu>t bc c.， tahli、h cd 111 lhc Ill1 mcdlalc 
cn Ylronment. The building IIlUSt pro\1dc gcncrous puhlac .，pacc~， for orlcntation, 
for mccting and con맘cga디on ， anJ in order to proviJc a ccntral ‘ hcart ’ from 
which yariOllS cxplora디ons anJ acuvitics can radia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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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hc Tarc Gallcry is CO I11I’liltcJ 10 a Jlollty ‘’f Jlm"IJIn~ Icvel accc~、 anù factli tJc、

in 311 pans ()f lhc hllilding, for di~서，Icd PιoJlIc inclllJing vi‘’101'‘’ ‘ l.dlï mcmlκr‘’ 
arrisrs and gllc‘IS, antl thl‘ mml hc 3Jlparcn t fwm 비c ~lart. 

Thc ICXI and d1<l lrramS \\'’hich foll‘” ’ Jlr‘l\'iJc a I.a、ic analy、，、 (lfÙ1C r‘)lltc、 hy 
which mam catcgorics of pc‘’Jllc ur ()b ，CCL~ cntcr 01' IC :lVC lhc hlliltling antl 
highlighr 비c aCli"iùcs or procc~s이 thcy may llndcrtalι 

People 
Thc Jlllhlic procccd to a ωncnll r~c that onú‘ gcncral ‘)r!ιnt3cion ， “’hcrc th cv 
may choosc to: 

• dcpI씨t COaL\ or hciongings. 、cck hclp antl gcncral infonn.lt1 0n 

• attcnd 10 Ihc1r nCιJs， 01' th()、C (lf lheir grnllJl ‘)1' fa111ily ("’c, nappy dlangc, 
crèc:he) 

• rc얀， 1I1CCt. go to ()nc of sl'vcral cafés, b3rs, rCSlallran lS 01' 、hOJlS

• I!,’ok for an ιvcn t or scck furthcr i’1fonnariQn ahollt twcnticm-ccntllry 3rt hv 
II‘ing stuJy faci lirics, 31rcntl lnJ; ICl'lllrc~ 01' ‘ 'alch ll1g onc (l f a progral11mc ()f 
cduc:at’onal filrn ‘’r vidco 

. ,d cct 3nd "icw a slIirc ()f gallcric、 ‘Ia、playing parr ()f lhc COllcClion, or 3 
lcmporary cxhibiùon 

Special v1sitors indlldc 1:‘ ri cl1 J s ()f thc TalC (;allcry, sp0I1S0rs, ICl1dcrs al1 J 
‘)ftidal guc‘ 15. Thcy t‘’‘’ Cnlιr thc COI1C‘)llrSC , I’‘1l may mcn go tl’ ‘ !’ccíal 
rcccptJnn arca~ ncarby. 

Formal groups 3rc 1I1akin g a prcarran~cJ cJuιati on a l v1 씨， or anenJ lIlg a 
c‘’nfcrcnιc. Thcy n~cd 3 scparalc ènlranc:c which can C‘>pc "' Ùl thcir spccial 
nccJs Wlmoul hindcring thc gcncral puhlic: llSC of비C ulli ldlllg, associ3lCÙ 
doakr0 ()111 anJ ()ÙlCr facilicics. 

Suff nCιJ a 、cpar끼IC cntrancc which W1 11 ‘13)' opcn for ÙlC1l'l 0 l1ts1dc Pllbhc hOllrι 
Thcy W() lIIJ norlllally hcacJ dircctly for mc complcx of offi cc aCWl1lllloJation 
forllling 니1 c aJ lIl ini‘ua lÌon. 

BlIsincss v1silors COIllC 10 SCC slaff. Thmc wlw 3rc 1~ lIl iliar wi내 thc huilding “ ,jll 
approach thc sraff cntrancc lilrcctly. Thnsc who don’t will bc dircctcd thcrc hy 
lhc Con c:our~c informa디on Jc~k 

I)c、pitc the~c dlscinct1ons, S(’IIlC groll JllOg l)f acc:css is dc~ir3blc: to darify 3nd 
10ιLJS ir, anJ to facilitatc rcdircιt1 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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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s 
T hcrc arc al\o th rce ~cu. o f objccu. 냐ldl 씨 11 Cnlcr or Icavc 냐l c hull‘Jmg. ’]‘hc、c
and a fcw pcoplt: a“ ()(J 31Cd ~ lth lhι111 . 씨11 appn샤ch m .1 dilïcrcm '"시’· 

“'orks of art 써11 havc th clr o"'n r‘’Ul.c, 10 IJC kcpt ll1、crCl c and 、CL1J rC

Supplies, m3inly to rhc 야10pS ， k i l<:hcn~ and officc‘, wll l cnlt:r hy :J ‘cpara!c 
‘Jcdic31C‘J loading hay. 

Refuse 써IIl c.lVC hy a lhird, “’1llCwhal ‘cgrcgalcd cxi‘-

' [‘hc d13lrram‘ ‘ 'hich foll。、•. !hc 、chctlulc ‘’f I11 lcrnal 3rca‘ chan !hc 11lai n 
rclaoon~hi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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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OF INTERNAL AREAS 

Designation 

Oisplay 

Ex.hilmion 

O ricnration 

Spcclal rcccp디011 

Shopping-

Eating 

Informa디‘:)0 & Study anJ Pllblic spacc 

Edllca lÎon and Evcnts 

Arr Managc ll1cnt 

AJtninlstration an‘J oftìccs 

Fa디 litics Managclllcn r 

SC{;lJ ri마 

ï‘ot끼 l 

Area m2 

IU，川)()

2 ,()()O 

I ()() 

200 

1,6 ()() 

1.650 

g5() 

1.750 

1,350 

1,450 

300 

250 

21,500 

T hc arca、 indlldc an all()wancc for cirClllalÎon spacc bUI cxd udc planr ~patcs 

Note 
SU II1C fllnctions nortnally a,socÎatcd with a largc 1I111SCUlll of ar‘ arc not to !Jc 
proviJcd ()11 this ~i tc as thcy will bc loc3tcd cithèr 3r lhc ï ‘ arc Gallcry 011 Millbank 
or at thc ncw ï'at c Gallcry Support Ccntrc. Examplcs ()f rh c~c 3rc 3rt storagc al1d 
C()I1 ~Cπ3미)t1 Stll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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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3 : The Oisplay Spaces 
It is cnvisagcJ 비3t thcrc "'111 hc six 야II tc‘ of gall cry 、pa t.:cs 1’lI ually, fivc fur thc 
‘J i~p l a)' of thc Collcction and ()nc f()r thc m씨nr tcmporary CXlllbilion~. Fach of 
thcsc suitc~ 、hOlllJ indlldc a scric, ‘’f rool1l’ of JI fft rcn t 、17C、 ， II1 lfoJuuorr 、pa t.:c
for information (whcthcr ()n V1dco, slidc , inlcra t.:tivc or fnllncd I1lHcn al) anJ SOI1I1: 

spacc fo r complcl1lcnta ry aniviry, 、uιha、 이ra、‘ in g， di‘αl얀ion or ‘ rUd)f. ,\105t of 
thc roollls shollld havc ‘omc naturall igh t. ()니1cr ‘prnjccl‘ ψaccs wi ll bc necded 
for tcmporar)' installatl‘’ns and ‘1)<'(;131 displa)'s which J () nm rcqllirc dayligh l. 

GALLERY SUITES 
Thc Si7.C and charactcr () f work 、hown in thc carly slIil CS \I~ II bc l110rC 
hOJ1logcncolls lhan in slI ires dC\forctl “) work 1J1,ldc aftcr 1%0. In thc carlicr 
Slli[cs, vcry few paintings “ 'ill hc Ia rgcr 니lan 2 111 by _l 111, or 5clIlpmrcs largcr than 
2 111 hy 1 m hy 1 111. M()~t “ ’‘’rk‘ ” ’cn: matlc 111 anuclpation of bcing hlln !:r m II vmg 
r(lOIll~ or dOl11estic space‘ s‘)lI1C slIhtlcry ()f si7.c‘ and arrangc l11cnt of roums will 
bc rcquircd to givc thc opport lln ity 10 ,how dra~ l1g~ and ‘'ork~ (ll’ papcr in 
mO I11S adjaccnt [0 largcr gallcri c、 ‘hO\l1ng painongs and sculprurcs. In 버c latcr 
‘uites works arc ITcqllcn니y， 비ollgh nOl always, 11111ch brgcr in Si Zè. A morc 
gcncrous scalc 、이11 hc tlcsirahlc in ~() Il1 C rooll1‘， ahhoughin니1l13lt! ‘ paccs (or 
'imallcr pai nú ngs, dra띠ng~ and in‘tallations arc also rcquircJ . 

It is 꺼 nlicipatcd 디13r ll10sr r‘)OIl1S will hc dividcd 0)' slIhstanoal walls rathcr than 
hy obviollsly tC ll1porary scrccn、. Ir is nm cnvis끼gcd that thc ro(’Il1S should bc 
infini[c1 y ' llcxihlc’ hllr thar th C}' sholllJ hc of varicd si7.c and pcrhaps cap3blc of 
comhin a디on or tlivision 011 .1 rcct끼ngul ar 1l10dlllar h:씨s. T hc plan shollld hc 
capablc of hcing travcrsc‘J 111 ~cvcra l di rccuons. In placc ‘)f infinitc nCX1 hiliry 나lC 
curator and artts[ will bc cxpcctctl (() dcploy thclr imab.;na마)11 in rcsponsc LO thc 
archirccrllral framcwork, rathcr t11an sccking to adjllsl 비c framcwork for cvcry 
II1stallaoon 

ï ‘ hc mos[ satisfying rn ll~cUlm arc thosc whlch crcatc cO l1lhúons in which an 
inJlvidllal can cxplorc hi‘ or hcr l)\Vn rcaction 10 worh (l f 3rt with in a varicη of 
‘ paccs 、，\' hiιh cncOllragc at tim씬 c()nlc l11platlon, al (’ t11crs confronta디on. A largc 
1l1 11Scum on thC scalc cnvi,agcd al ß anksidc ~II rcqllirc a vc까 clcar plan lO avoid 
disorπnt3tion 3nd ‘:1 a lIstroph 01,1 a “r thc visitor, as wcll 3S s‘ ) II)C dr31l1auc social 
spaccs inclllding thc enlfancc ‘:onωlIrsc ， lhc <.:ÏrclIlation spaccs, rcstaurants, and 
oth cr II1ccung rOOI1lS. Thc g꺼 I lcrics ， by conlfast, nccd to bc rOO I11.s in which thc 
art will hc 바1 C ‘Jominant 띠s1I31 cxpcncncc. This Jocs 1101, howcvcr, Il1can lha r Ihc 
gallcrics mu‘ t bc ncutral, idcntical, whitc ooxcs. Thcy nccd to hc clcgant, wcll-
proportioncd 3nd varicd ruOIl1~ in wh ich onc might "~sh LO spcnd as mllch as half 
an hOllr in a singlc spacc conrcll1pla lÌng a grQUp of work.s. ;씨()st roOIl1S ~ 11 n cco 
to OC largc cnollgh to accoll1l11odalC a grOllp of twcnry or rhirt)' pcoplc a‘ wcll as 
sClllptllrc ano othcr 에silors pass lI1g hy, Ollt SOIl1C ~II ncctlw bc SII1씨1. Small 
shollld not ill1ply rncan. In ollr cxpcricncc a mini ll1um ‘ 'all hcighr of 4 m is 
csscntial in all rooms, howcver sll1all, antl mo‘ l rooms will uc 5 m or 6 lT1 high, 
띠냐1 somc l>cing 7 m or 8 In. i{ooms highcr than this arc li kcly tO dwarf mosr 
works, evcn contcmporary worb on a grand sca le. The rooms thcmsclvcs ~II 
idca lly hc tallcr than thcsc givcn wall hcights, eithcr uccallsc thcy 3rc top-lit in 3 
tradióonal wa)', ~th pitched roof lights, or hccallsc spacc has becn Icft abovc t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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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lιC tn a cι01111 1loth!tc upligh l1 ng 1)" lhc l:cihng. FI‘’or 、llrlaιe， :l re nl ιrlltlal 

imponancc 111 a II1U、CII IIl ， :tnd c‘ pCClall\. 、o ín a m‘l、U川1 "h’‘,'h ha、 w 、h (’‘
‘cul (lrurc ψrectly on lhc tl‘’‘’r, SClllptllrc " ill frcllucntl )' hc 、ho“ n 111 r‘’0111、
witholll p:lIl1 ling、 and 111 'lIch 'pacc、 n‘’‘’r G I1 I 、hc、 ” ’lh ,111 01'1’ II 、 1\'... g-nd IHllcrn 
or cnd gnll l1 “.'()od :Irc not ‘1111:‘blι . 

Light 
,\ lu‘CUIll\ arc c、、c l1 1ja llyabm’11‘’oking， ahOlll cxpcrαnClng and analy、II1g lhc 
\'lslIal w‘’rld, Thc 、inglc Il1 Cl시 IInporlanl cOl1l pnncnt I‘ thcrcforc lhc 1I、c ()Ilaght 
JJcally, light IlI U、t bc 1I‘cd lO crcalC 、pacc、 :1nd l'‘’ 1 1Imc~ r.lthcr than ‘ílllply !1J 

1IIIII1línatc dlClII, "’ot all 、pacc\ ncctl hc ‘la\'-II1, Iout al l Ill ll‘1 hc 111 Hl .1 way “ h’‘:h 
crcatc、 an allllllCflcC \\’hlch 1、 ,Ihvc, \'Il.11 and ~ l1mlJ hltíng 10 내C Vl、ual ~cn‘“-

，vl u‘ClI lll、 arc ncnhcr 、h‘’“ r()o’”、 ， '11 、，\. hll:h ilCIIl、 arc: hrilh씨1I 1y 、p< ’ tli l ， nor 
1 a hm .llr lfI C、 111 wh lt'h lig-ht 1 、 、‘’ c、 l'fl lhal 110 IIlI1c:ction 1 、 ”‘Iblι \vι all hold In 
our mιIIInn\:\ lhc I nt cn、”γ oh'l、u.ll CxpCfll'nιc: LTcalcJ 11\’ tllC <.:hanging con tlllion 
‘lf llght 111 ~ r(l(llll ;’“hlwn , ‘’r 3、 Ilghl l:,'T:ldllall)' f.ldc、 In cvcnlllg. Anl'L" 、wdl‘”
ha\'c lradlllonally lavollrcd n‘’rth II ghl for I t、 al ’‘cncc ()f 'lark ,ha‘l‘’“’, hlll lhc 
IClCl dcnιc ‘’f lighl ‘’n tllc f,‘ ’lIr “ all、 이‘ lhc 、 I lIdio i、 ncvcr cvcn, Incitlcncc {)f lighl 
pro\~dc、 ‘’ncmal1‘’”“11 ，、O I Il IC c\cnnc、、 !、 lhcrcfo rc a conth l1 tJn 10 hc av‘’Idcd, 

In Pllhlac 、pJC‘、 \'I C:、‘-、 01111‘’ thc: ri\'cr anJ lhrollgh l(lOlhl'r ‘ccl1CJn‘ 0 1' Lhc 
1Ilu‘c:um, or 1'3l'k 10 a ccn lJ'al C(l’H:Ollr、c ， arc J c,irdhl c bCldU\C tllCY givc rcliâ, 
nnιn!au‘’n ‘lI1d rd’rc、hlllcnl lCl lhι c:yc, BUl lh c:y hC<:OI I1C plca、urabl c and 
IIH:rcti)rc II1CllIor,lhlc bCC311“! t111'y LI‘c hght 10 <:rcarc vollllnc and lhcrcf(>rc a 
、cn、c ro f' ca、C and \\cll bcing 

TECHNICAL REQUIREMENTS 
Aκ handling and disp’ay 
T hc 'IZc and ιharactcrisli c:、 ()f lIIodc:rn 3rt 1'3마 con、iJcrahly ， In ma ny ITI lI、CUITIS
lh、p l ay、 3rc <:on、tralllμ1 b}' an:c:、、 rOU1C‘ and door ~17C~ ， III‘ Importanl to pro\'idc 
、p.ll'1 ‘’u、 and dl rcct f<)lI IC‘, scparalC fr‘Hll Pllhlic accc、‘ untll an inJi~Jual suitc of 
rooll1、 " rc:끼chcd， 

FI‘’or load ll1g‘ and lìn ’‘hc、 ‘hClUld 13kc a c.:ωunl o( thι rC411l rcmcnL' ‘’f 
II1Cιh :lIl i ca l hanJhng cqllípmcnr a、 wcll a‘ 01' hC3\'Y cxhdJlts and tllc gcncral 
prOl'1、 l on ~holl ld hc a、 gcncr‘’u、 a、 pra c.:l1c;lhlc, 

\Vall, \\'1’1 nc:cd 10 1,<: dc‘’ g-nc‘11‘) copc “.ilh rchd、 3、 wcll a、 ‘Ilal’ p3111ung‘-

Finishes 
h is Cll vi‘agcd lhal ’()ITIC S‘IIl c:S will ‘ltfcr a 1110r(' highly fi ni,hcd Jisplay 
clwiron ll1c:nt than othc:rs: lhcrc i‘ 3n opportunity lr’ providc a morc basíc 
1I1 du안Tlal lì nish in SOIl1C 、uirc:" Ir i‘ irnpon ant tllat an {)vcrall cohcrcncc () f dcsign 
.,houlJ bc lI1ain taincd and lhat Pllbl ic arca‘ oll lSidc lhc slIil‘:S of gallcrics shollld 
JI‘o hc placc‘ ‘ ’hcrc w‘’rk!, of art can c‘’Ill fortahly bc locatcd. 

니ghting 

GENERAL 
A rangc 01' dlsplay conJi l1 ons will bc rcquircd from uright lIncontrollcd daylight 
tllrough ιon troll ctl Jayhght (200 - 500 lux) tn rcstrictcd lighting (100 - 30 11Ix) fo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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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ght-vulnr:ralllc cxhil ， i t~. Thc Ir );hung ‘ chcmc and Jt‘ 3n:hin:ιtural 、이tin ); 씨 11 

nccd tO bc ιffcιùvc in :111 Lhc、c condiuon、.

DAYlIGHTING 
\ Vherc po、、iI， lc ‘IIllc‘ ‘)f gal lcrsc、 、h‘’uld bc wp-11t bllt JlrCCI 、IIn light II1U、1 hc 
capabl c of bcín g cxdudμ1. LIght Icvd、 !’1U、 t IIc contr‘’lIalllc and lhc gall c l‘ IC、
‘hould IIc capa lJlc 01‘ hCIl1!:{ IIlackιd OUl 

\Vhcrc top-lighnn); 1、 nO‘ p(’‘、， I，lc daylr g-ht C3n hc u、cJ !O prnvidc :111 CICIIlClH nf 
“iJc-lr ghung or to illu ll1 inatc clrculauon ‘pacc、.

()arlrght 、hould hc u、cd “‘ ’llakc lhc gallL'Il C、 tccl 、p‘ICIOU‘ and IJ\'cly and nnt 
‘Implya‘ a mC3n‘ ()f illU l11ín<1ùon cqllívalc J1 l1‘’ clcctric lígh t. 

ELECTRIC llGHTING 
In ro‘)Ill、 μ'h J<.:h :l rc tb rlll c lcnrκ Irghung i~ w I,c pm띠dcd to 、 IIpplclIlcnt

‘laylighl and to providc an all cr J1alÍvc 、chcl1lc for night IJJ I1C 1I、c . SUpplCIIlCnlMγ 

ta,k lighùng 써II lIc nccdcd. 

X’on-daylight r‘)orn‘ will rcl]lI lrC .In ‘'UchJtcClllrally II1 tcgTatc이 ~ch('mc which wdl 
cornpcnsatc for 비c ab，cnιC of top-lighúng. 

A gcncrou、 provi,iol1 tilr tl cxIl ， 1 ι 13、k Irghtin); “’ 111π rUI’ 
ENVIRONMENTAL CONTROL 
Gallcnc‘ and all spacc‘ “’hcrc art 1 、 、torcd nr handlcd n<ècd cnvlron ll1cnl <11 
con !ro l. 

Stcaùy rclau"<è hU ll1 iuuy and lhc rCJJ10val ‘’r ga‘C()lI、 and par tJclllJtc (I(l llllt ，lI1 t、 3rc 
미c principal conccrn~. 

Thcsc rcqllirC l11cnts J1ccd to hc dd‘Irr:~、cd wJth thc kJ1 0wlιI gc th :lt cncr!,'!' 
COJ1scrvatioJ1 anu cc‘’nOll1 ical running arc 3 1、‘’ JJ1ajor ωnccrn、 ‘ IIld that J1 0t ιvcry 
display in cvcry ‘ui rc will nced thι 、tnctc、t cn J1 trol 

DATA AND POWER 
AII parts of 다1C hllilùing. i J1dUd lJ1!! lhc dí‘pbr 、ui t c、， will havc a nccd for 
gcncrous proVI인on of wall pnwcr 끼nd ùara ()lItlct~ . A Ilcxiblc ~y‘tCIll ， allo\\1n!! 
intcl ligc l1t dcviccs to hc 3tt3Chcd at wi ll, i‘ rc‘luírcd hllt in thc di、plar 3 rCa、 th i、

provision 띠11 nccd tO hc discrcc.l and n‘)( COlllprc1l11l、c thc plainJ1c、‘ ‘’f “ ,111 ‘II1d 
Iloor fìni‘hcs or thcir pcrforll1ancc. 

ENERGY EFFICIENCY 
Thc lJUi ldi ng should makc provision for high ‘、randard“ ()f cncrgy CffiCIl'J1디‘ In 비c 

dcsign of buildi ngs. T hcrc rnay hc potCJ1 ÙalLO lItJ)J ~C 비c Rlvcr Thamc‘ 3‘ 3 
sourcc of cooling w3tcr. Tunncls cxist whi c.:h ,crvcu 비í， pllrp05C for Lh c p<써'cr 

sta t:l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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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8UDGET AND 8UILDING PROGRAMME 

Indícative project budget 
Bui ldmg work、 incllldmg nXlllrC、 3nd tilun g‘ ￡쉬J，O()O ，()()(’ 

T hc blldgct indlldes all works nccc“a미 LO pro"서dc a complctc gallcry, inι1 1I‘ji ng 
cxtcrnal works.l ‘ hc only arca、 Icft a‘ 、hcll 、pacc 3rc third pany rcrail and the arca 
alloc31cd fo r pha‘c 2. I ’rofc、、 l onal fec‘ and 인tc acquisition C()Sl~ arc cxdud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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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THE ASSESSORS 
Sir Simon Homby 
Chairman of lhc Assessors 
SlInon I lornby wa‘ Chalrl l1.lll 서 lhι U ’ 11 S l1l1lh Croup pk fr‘1111 J lI llC II)X2 lCJ 

January 1994. I lc h ‘I~ hccn a ’”’n-cxt:clIliYt: I )in:l"ror ‘’f I’l'rg,II1H’n 、 I l1 lC I !)ÏX, ~lId 
LI())’d~ lIal1k 、1I11;C I lJHκ Ilc h.I\ I’“cn Ch,lInn.1I1 ‘’f thl ;\、、OCI :ltl ‘ 111 li)r lI u‘II1C、、
SpOI1、or이111' ‘’f lhc Am (A I‘SA) 、Incc l)cccmhcr I lJXH. Ilc 1 、 ,I I11CI’l1>cr 씨 비c 

Coundl “ f lhc :"'’auona l ' 1 ’ru、 1 ,m t1 1 、 l ’rc、IdC:r1I ()f thc 11‘’‘’k 1 ru、‘ ,lIltl ‘’fthc 
Royal ll‘’rUClIlwr,ll 써l.1C:η' . I Ic ":1、 Chalrlll,m of lhc I k、I I.!l1 C‘’1I11cd frOIl1 

19!!(Í-CJ2 , 

Joan Bakewell 
BroadcaSler. J\l cmbcr of lhe Cou11cil of lhc Fricnds of lhc Talc Gallcrv 
J O.ln lIakcwcll COIl1C~ fr‘lIll Swckl’‘’n , Ch l'、hl rc ， :md “ ,1' cd llc llcd ‘11 Suκkport 

Illgh S，h‘’‘’ I ~ nd '\’c“'nhdll1 C:‘’IIcμl' CII’lhridgc. Ilcr C.lrccr .1 、 a l .ro.HIt-a‘Inh，‘、
‘panncd ‘(1 yc.lr、.l)unng 비‘11 IIIUC 、ht: h ，1、. .1m‘’Ilg ‘’thcr ‘hm !,!" hccll Arl' 
Corrc、l’‘ ’ndcnt tilr Il BC Tclc‘'''lOn rc、P‘’n、Ihlc for rcp‘’rll l1 g thc ‘ ulturJI hli: of 
thc counllT 10.1 WltlC allJlclKC. Shc 1 、 a foundl'r IllclI1l)(:r ‘)f Ihc '\auo l1al 
C3 111(1.II 1-'11 lilr Ihc Ar~. al1 A .. “’l1 ‘,1IC ‘’|‘ '\c“ ’1h,lm C‘’IIq;ι (:,lInhntl!,!c ,1’“J an 
I lon‘’ra다’ Fd l‘’“. ‘’(thc R‘’}'dl C:‘’IIcgc ‘’f An. In 11)1).1 、hc 써>n Ihc: Rlchar‘l 
1}lInblchv A‘\'arJ tilr l'‘’nlnllllllon, t‘’ f.ICIU‘I1 tclC\'I' IOn, Shl' 1 、 J 1I1l'1’l1tcr of thl' 
C OlH1Ct! ‘’fthc 1 :‘ricntl、 ‘’f thc T ‘Ill' ( ;서It:1ì' 

Janet de Botton 
CollCClor‘ TrUSlec of thc T :Jtc Gallcη 

Jdncl ‘Ic 1’‘’twn ha、 an Inlιrndl l!lO，11 rl'(1l1l,1I ton .h ,1 ,OIlClI‘’r ‘’f lOnICll1 por:l f)’ an , 
Shl' 1 、 ,1 l'ru、lCC ‘’( thc \\'“II~“’n 1:“’lInd.lIt‘’n ,lIld Ihι \ \'‘’11“‘’n Famdr Tru‘1. Shc 
、crn~d .1、 ‘1 I ‘ru、 ICC ‘’f lhc Tal l' ( 니IIl' !ì’ Found‘11I()1I fm ll1 I CJH7 -C) 1, ha、 hl'l'lI a 
1I11:lI1hcr 씨' Ihc T alc (;allcr)' LI\'cq’‘’‘’1 r\d‘I\O!ì' C:‘’II1I1Ull cC 、 1 f1l:c I !)){씨 antl a 
' 1 ‘ru、lCl' of Ihc ’l'alc Callcr.,. 、111ιC I‘)C)2. Shl' 1 、 a n‘’n-l'Xl'ClIIIYC 1 )lrClwr of 
Chn、Uc、 Intcrnalional 

Richard Burdett 
DircClo r , 111c Arc!útecturc Foundarion, London 
Rit:h끼 rd 1’lIrJctl I 、 lÌIc fOlln tll l1g tllrcLlor ‘)1‘lÌIc An:hl ‘l'CllIrc F‘’lIndallOn “ hlch 
、Ul't:Cl'dcd lhc 'JII (;끼 IIc디’ a, London'‘ onh’ IIldcpcnJ l'nt archlll'tlural galll'ry, 
TrJlncd d、 an archllCl1 hc ha、 、 Pl' 1I3h、cJln 비C (JrgJnl새lI()n ()f arlhllcctllral 
cxh tlllu on、. dC'lgn inÎtiati"c、 an‘1 C<l’npCllU‘’n、 ， IIldudmg thc (.'1η CJ,illI}!.rs 

CXhl blllon “ hl ch"’a~ rcccndy 、ho“‘n 31 thc São 1 너ul‘’ Ar t'hllCCllIrc Blcn l1lal 3nd 
311’ra!(lIC Ca、dc， Ilc is 야1CCla l ’ ‘ t .1l1 1' 1 、cr w thc I ’nu、h C‘’1I1ll' t! on .l rchilCC[l1rc 
al1d curalcd lhc cxhihillon SI.\' /1"lIIsIo ,41'("I(<'I'IS at thc Il r ili、h pa\'ili‘111 at thc 1')1)( 
Vcnicc Blcnnalc , Ilc wa, a mcmbcr of thc J{()val l n~u lIIIC ‘’fllnu야1 Archllccts 
Royal GolJ Mcd31 Comllllll t:l' 111 I !)C)2, 

Michael Craìg깨a메n 

Artist, Trustce of the Tate Gallery 
,\I1 ichacl Cralg- ,\I1 arrin ‘ ’as born 10 l)u),lln . Ile grcw up 111 비c Unllcd Statcs and 
was cducarcd there, ~nlJyÎng Flnc Art a‘ thc 、'ale UnlVl'r、Ît)' Sthool ()f Ar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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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c. 111 19(,6 hc camc tu Umai l1 . “:aching l11 iually at thc 1셔th ACldcllly 
()f Art 311dlarcr. frOIl1 11)7'1 unu l lhc Jalè 1 9H()~ ， 31 (;old‘’111th~' Cnllcgc, LOI1t!OI1 . 

A major rcu‘’‘pcζtJ vc ()f hls " ’ork wa~ hcl ‘1 at Ihc \‘ hittchapcJ Callc미 111 I<JX(). 111 
199 1, hc 、h‘ ’wcd I1CW W찌 11 ùrJ‘ ’I1g、 il1 Ihc 1’ r‘”‘:ct Callc다’ 31 thc .\II u‘ CUIIl (Jf 
Moùcrn Art il1 :\CW York. In Fdlrllary thl、 )'car hè l'()ll1 plctcù .1 spccl31 wall 
pai l1 o l1g projcct for thc lIlai l1 Cl1 tr311CC hall of thc Ccntrc 1’()lIlpidou in I'aris. Ilc 
has hcen a Trustcc of thè ' I':I[C Callcry ~incc 1 'nN 311d was rccl'nuy appOl’Hcd 
Millard Profcssor 01' Finc Art at Goltl ‘Ill ith~' Collq;c. 

Hans Holleìn 
Architcct 
I lans Ilollcin is al1 arust, architcct , planncr , tcachcr 311 d wTl tcr. al1 d currcl1 tly 
pract:iscs as an il1dcpc l1dcnl archi ‘ cct , pl.mncr al1 J ‘ Ic‘ ig'l1cr. I lc ha ‘ taughl widcly 
in thc Unitcd Sta tcs al1d ElImpc. An‘011 g'、 t thc dc、igl1 projcct~ Profc、‘or 11‘’Ilci l1 

has (,CCI1 cl1gagcd on arc 비c RClti Cal1띠c shup in \'icl1 11a in 1965 , Ù1 C 
Rich끼rd L Fcigcn Gallcry il1 :-Jcw York in 1%9, thc M lIl1icipal M lI~Clllll 
Ahtcihcrg Mocnchc l1gladhach frOIl1 1 972-H2, thc ,\II USCUIll uf Cla“ al1 d Ccralllic 
in Thcran , Iran frolll 1977-8 , t.ilc I’1I1t1u; Sch‘’01 of thc City ‘’f Vicn113 1979-90, 

미CMlISClI 1l1 of ,\IIodcrn Art, Fral1 kfun I I)ll3-9 1 , 비c l3anco Santanùcr 
Ilcadquancrs il1 Ma이riù 1 98H-<J.l. Ilc has also cOlllpctcd in in lcrnarional 
architcctural ωmpcotiOl1 s induding ‘'1‘ hc ( ;lIggcnhcilll MlISC lI l1l Sab:bllrg’ 111 

1989 whcrc hc won firSI pTl 7.C, ano thc C lIlrural Quartcrs of thc ncw c끼piral o’
Lowcr AlIsuia , St PÖllCl1, Amtria in “ hich hc had thc pri7.c-winning cl1lry al1 d 
the projcct is clI rrcnùy lIndcr dC\lcJr:’JlIl1('nl. A lI10ng、t h ’“)니lcr lI1any pri7.cs an이 
awards is thc Prit7.kcr Archltcctllrc Award Illatlc in It)H5. I lc ha‘ co l1ccivcd al1 d 
dcsignc‘1 a ral1 gc of largc-scalc cxhl bìtiol1、 ， al1d hl、 anistl c and architcctllral wurk 
is rcprcsc l1 tcd il1 비C collcctl‘’n‘ ‘’f 1I1 11~CllmS and gallcric‘ in ElIropC , Arncrica antl 
Asia. Professor H ollcin has uccn appointcd as Ui rcctOr of thc Ar chi lecturc 
Secrion of lhc Vcnicc [μ cnn alc 1994-(,. 

Caryl Hubbard CBE 
Formcr T rustcc of thc Tatc Gallcry and of thc 1'.'ational Gallcry 
Caryl H lIbbartl was co-foundcr (l f t.ilc :-Jc、y Art Ccnlrc in Slo:l11ι Strcct i’1 thc lalc 
1950s and COl1 ti l1 ucd to work thcrc, ‘ ho\‘ l11g a wldc varicty of arll‘L~ ， th rc>lIgh rhc 
19605. She h a~ oeen Chalnna l1 for t.ilc COl1 tCII1[lora f]’ Art S‘)CIC다. 311d W:I~ 3 
T rllstcc ()f lhc 1\:ational G allcry from 19X .l-n. ()1IT1 11g lhis timc 이1<.: was ont ‘’f 
thrcc mcmbcrs of thc Stccring COlJ1miHCC rcspon셔b!.: fnr thc Sainsbllry \Vìng 
f()r thc Narional Gallcf]’ I ()\Tcr、cCl11 g 버c pr씨CCl fr‘’111 C<lnιcptlon tn complcu ‘’n, 

choosi l1g thc archilcct and thc dc‘ib'1l. Carγ1 I 1 11 Irhartl wa~ a Trll얀CC of 버cT끼tt 

Gallcry frOIl1 1984-<) 1, and is currcncly thc Vicc-Chairm3n of thc DlIlwich 
Picture Gallery. 

Rìchard Koshalek 
Dircctor, M useum of Contemporary Art. Los Angeles 
Richard Koshalek is Dl rcclor of thc M lISClIlIl ()f Conlclllporaη Art in 
Los Angclcs Californ ia, a position hc has hcld SI I1CC 19HZ. ()lIT1ng th끼 umchι 
workcd with Frank Cchry on thc dcsib'1l and conmllct;un on ‘hc T empor3f]’ 

Contcmporary in 1983 , al1d wi비 Aral3 ISU7.ald ()11 비c dcsign 311d ωnçtrllClioll (lf 
thc pcnn311cnt buildi l1g for thc MlIsc lIm, which opcncd 111 19R6. At thc .\IIuscum 
ofContcmporary An h(' has bc‘:n rcsponsible for scvcral major archilt:c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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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배ibi디on s II1dllding th‘)~c dcv‘ ltcd t‘’ LOllis Kali’n and I‘ r ;1 nk Gchry. Fro ll1 

1980-2 , hc was Dcputy lJìrccwr and ChicfCuratnr at lhc ，\I\u、ClIlIl ()f 
Contcmporary Art. Ilc wa‘ I) lrcιtDr of ï ’hr Ilud“’n Rlvc:r .\I\ u~cum \\'c~ tchc、Icr，

Ncw Y()rk, frorn 1971í-80, foll‘’써ng ù1 e r ‘’‘luon 씨 I>lrcctor al The F()n \시Ir니1 
Muscum , Forr Wor비， T cxa‘, from I 'J H -6. 

Sir Philip Powell 
Arcrurecl 
Siπr Philip PCη()…)\…‘”‘l씨'(이‘ 
M씨oy개ya‘ Pa야runc야rs패h비1니띠ilψrχ’ 3 po~잉l띠tlOn whκ띠h hcπ‘c he“Id‘d fro‘……’…JJ J1 19싸-1-6ι-') 1. J li‘ projCt.:l~ il1du‘ Ic 
thc Churιhil l Canlcn‘ Ilat,<, 111 \Ve、nn JJ1'lCr， 1 C)4X-62 , whu:h he"’‘)11 JI1 al1 ‘’pcn 
compctl tJon, Sl.:ylon (or mc J‘、c~t1val of l’TIIam m I () 51, al“’ w()n 111 an IIpιn 
compctition, ‘h c l’nÚ、h Pavil i()l1, Fxpo 7() in ()~aka ， Japan, Chiche‘ tcr FC~ljva 1 
Thcatrc in 1962 , CX1.cn、ion、 l“ Bra、cno‘cC‘’ IIcgc， ()x (,‘’rd m 1 c)(í 1, \Vol f.、‘’n
Collcgc, Oxford in 1974, Cnpp、 Buddmg, St J ohn、 Collcgc, Ca ll1lmdgc in 1%7, 
picture ga llcry and lInJcrgraduatι roClIJl、 3l Chml Church, Oxford 111 1%7, 
scvcral h()spital~， i l1ιl utling ncw builJmg‘ for Crcal ()nnnnJ Strc:ct ChilJrcn ’‘ 
1 Jospital, 1994, ~atWc"'l )’ank ， Sha t1c、burr Avc l1 uc, Lontlon al1d thc <.)lIccn 
Eli7.ahcth 11 Conlcrcnce Cenlrc in \vc、1111111 、lcr ， Lont1‘’n in 19H!í. I lc ha、 ” ’(m 
numcrolls mcJ31 ~ al1 d award‘, II1dlld ll1g mc R II셔 Ro)’al (;old ，\<1cd끼 1 In 1974. I (c 
has bcc l1 a rncrnbcr () f lhc Royal FlI1c An C‘’II1 ml、、 1 (1 11 、111ιc I C)(l'J, ’l’rca'lIrcr ‘’[ 
야1C Royal AcadcJI1Y fr‘’111 I ')!l 5, 311d ha, bcc l1 a Tru'tcc of Ù1 C Slr J‘’h l1 Sc찌J1C’、 
M lISC lJ lll sincc 19114. 

Nicholas Serota 
Direcror, Tale Gallcry 
From 1976 lInti( hls app미nnncnfa‘ I )Ircctor 씨 thc ï ‘afc (;allιry 111 IIJHII 
Nichol a~ Scrotll wa~ Dlrcctor 씨"lh c ‘Vh Jlcchapd An ( 셔IIc다’， LOI1t!oJ1. Thc 
Whitcchapcl Gallcry opcncd 111 I ')() 1 and μ，끼、 n:fll r1 JJ이1ι‘( al1 d cxtcndt‘d hy 
John Millcr and Alan Colqllholln in 1')115. :"’ I ch()la~ Scr‘>ta h3‘ IJl'cn a II1CIll hcr ‘’l 
thc VislIa.l Arrs AdvisCJry CO Il1I11’llCC nf Ihc IIril i 、h COIlI1디| 、incc I (J7(l, ~n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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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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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심사위원 회의록

Minutes of Accessors’ Discussion of Stage Two Submissions

Tate Modern Archive, January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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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UT ES OF ASSESSORS’ OISCUSSIONS O F STAGE TWO 
SUBMISSIONS 

SUN OA Y 15 JANUARY 1995 17.0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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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Dennis Stevenson 
Peler Wilson 
Ron German 
Stuart Liplon 
Catherine Graham-Harrison 
Victoria Walsh 
Karl Sabbagh and fi lm crew 

RG Informed assessors that fi씨owing the Stage I presentations, the shortlisted 
architects were invited back to the Tate to participate in a half-day workshop These 
workshops took place as soon after the shortlist was announced They were designed 
as informal sessions during which the architects were informed ofboth the assessors’ 
and advisors’ response to their Stage I submissions. The workshop also offered each 
architect the opportunity to meet Fred Manson, to tour the Mi llbank site and a visit to 
Bankside. These workshops were followed up with visits to Basle 10 see the buildings 
of Herzog & de Meuron and to Vit ra to see Ando ’s pavilion 

S. Reported that the offices of each practice had been visited except for Ando by NS 
and MCM and/or RB NS and RB had met up with Ando in Treviso where Ando was 
working on Benetton pr이ect. NS had spent 2-3 hours with each archilecl over dinner -
usually the nighl before Iheir workshop. NS and MCM had visiled Moneo in Madrid 

RG Each assessor handed a pack conlaining matrix for assessors to use during Slage 2 
presentations, summary of advisers’ comments on Slage 2 submissions, workshop 
malrix recording response to each architect 

SH Invited RB to begin discussion of Slage 2 bo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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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o 

RB: Proposal remains substantially the same - 2 glass shafts piercing building. Gallery 
elements inside building. Plaza descending to river now allows for continuity ofriver 
walk. Difference in entrance - created effectively a second entrance on southside 
Arrival point behind chimney. Enlarged area with central atrium full height ofbuilding 
Crucial issue is quality of staircase space. Turbine hall kept as new space - can be 
developed in later stages 

RG added that LEB had been consulted about proposal and answered that proposal 
had no impact on equipment in building. Advisers’ comments on cost should be treated 
as comparitive not finite. Ando ’ s the most expensive proposal 

RB. Proposal has evolved more than others between Stage 1 and 2, because there was 
no scheme o riginally. Intluence ofworkshop evident . Most notable feature is lack of 
vertical element - chimney has gone ‘ Fundamental organisation is keeping the building 
as an umbrella. Main entrance is on north side - access gained by ramp. South entrance 
brings you to same point of arrival. Pays less attention to surrounding areas than other 
schemes. Galleries organised convenlionally - 3 new suites in building in place of 
chimney. Restaurant/cafe in centre of new building with teπace . New g lass roof on 
whole ofbuilding. Temperature control unresolved 

HerZOl! & de Meuron 

RB. Kept its basic design . Mosl important additions are relaled 10 circulalion and 
signallo outside of change in use ofbuilding. If seen buildings in Basel, easier to 
understand boards. Keeps lurbine hall fTee. Occupying north part ofboiler house 
Areas to modi fY: above o il drums.- have converted this area to childrens’ pavilion 
Placing of landscape art around building. Priority entering on west side - tiIting ground 
downwards. Main access = wesl to east. Entrance is full heighl ofturbine hal l. Meeting 
point of two entrances is main circulation area. Rawart needed for turbine hall area 
since unconlrolled conditions. If enler building north side, take Iift 10 upper levels 
Above east and west access is lightbeam at roof level. Lighlbeam supplies lop-lighling 
to upperrnost g외lery and creates an extemal marker for building suggesting change in 
funclion. Need 10 question what Iighlbeam will look like during day 

Office of Metrooolitan Architecture 

RB: Rem Koolhaas has teamed up wilh Richard Gluckman. The two ofthem have 
been working on pr이ect in New York. Fundamental concept ofStage 1 submission 
slill exists‘ In Slage 1 entrance was at bolh south and north. Emphasis now placed on 
north 없Irance . At west end of building will retain a series oflow-Ievel buildings
commercial art village. Scheme contains dynamic public spaces which take you 
through building, i.e. Blocks 1, 2, 3, etc. Enter south ofbuilding through o il-drum 
Tolal of 7 tloors. Restaurant al 10p leve l. Different types of route = express roule, 
slow route by ramps, Iifts to any tloor. Phasing would cause substantial dis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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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Noted that Koolhaas only architect to appreciate potential need and value ofblack 
box for new media in 21 st century. AII other architects tucked it away‘ 

뀐앨Q 

RB: Basically maintained same diagram of scheme. Fundamental ideas of penetrating 
building from south - continuous tilted bridge across Thames linking to St. Paul’s 
Concept ofremoving possibility ofbuilding as barrier‘ Turbine hall is empty public 
space. Creates raised platform - 1 m high - onto which art installation could be placed 
South pi값za - enter ramp and go through building - could operate on 18 hours basis -
i.e. outside gallery hours. Crucial issue within building is coming in under switch 
house. Temporary exhibition space is below ground level. Very close similarities with 
Herzog & de Meuron ’ s scheme - major difference turbine hall is not used as part of 
circulation. PW noted it creates few opportunities for daylight. Drawings fai l to 
describe nature offacade MCM observed all floors are now load-bearing, not 
suspended 

센띤응Q 

RB: Should be noted perhaps that Moneo had the first workshop - point at which stage 
2 brief not finalised. Might have benefited from one of the later workshops. Scheme 
substantially the same - enter from west, gesture oflink to the south. Turbine hall is 
area of main circulation. Majority of gallery spaces on north side of building 
Restaurant on south side. Access for art handling on south side. Entrance at ground 
level - as you walk eastward building gets taller and taller. Choice oftaking staircase of 
lift after buying ticket. Galleries organised like se디es - some dramatically top-li t. Very 
differentiated spaces which is why they are least flexible. Expansion ofphase 2 would 
happen at basement level. Advisers were unclear whether south entrance really existed 
Turbine h외1 has high degree of finish which makes it expensive scheme 

SH: Asked assessors to consider schemes in light of RB ’ s comments, but to come to 
no judgements before presentations completed at end ofTuesday 

NS: Expressed disappointment at lack of ‘ found ’ spaces in schemes proposed ‘ Having 
discovered the oil tanks at late stage, felt offered best opportunity to develop ‘ found ’ 

space. Schemes needed to allow for future change, expansion and new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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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UTES OF ASSESSORS’ MEETING ON 16 AND 17 JANUARY 1995 
STAGE 2 PRESENTATIONS 

Present: Nicholas Serota 
Sir Simon Homby 
Joan Bakewell 
Janet de Botton 
Ricky Burdett 
Michael Craig-Manin 
Hans Hollein 
Caryl Hubbard 
Richard Koshalek 
Sir Philip Powell 

Others' Peter Wilson 
Ron German 
Yictoria Walsh 
Catherine Graham-Harrison 

Each session divided into three pans 

1 15 min panel discussion of architect ’ s proposal 
2. 75 min for achitect ’ s presentation and questions from panel 
3. 30 min for panel discussion ofpresentation. 

1st sess ion- Tadao Ando 

SH asked assessors 10 consider questions they would like 10 pose to Ando and to 
decide who would ask them. RB to ask about circulation, ffi about entrances, MCM 
about display areas; PP about light ing; SH about cost of scheme ; CH about role of 
Sheppard Robson 

만얄웰객쁘E 

Present: Tadao AndolMasataka Yanoflnterpreter 

T A Am designing a building for 21 st century which will integrate its hislOry and 
historical setting with contemporary function Model describes how glass shafts will 
have concrete interior. Have redesigned area between building and river. Will conven 
chimney to lifl Inevitably scheme will produce conf1ict ofideas, but solutions should 
not be arrived at through compromise Experience with Yitra and Benetton project has 
proved that both architect and client can retain principles without compromise 
Bankside project would be built in 3 phases, each independent. Entrance at Southwark 
end Subway connects south and nonh entrance Circular entrance couns could be 
used as pan of display area Yiew of Thames from glass shafls Restaurant on top 
tloor. At night, glass tubes would become beacons of light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of conven ing buildings e.g.Kyoto, Suntory museum Woul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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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quipment to seπice building. Talked through the route a visitor would take if 
visiting an exhibition 

~응~tiQ.다S 

Asked how many entrances to glass shafts - 2. Asked if sufficient provisions made for 
20,000 visitors a day Discussion of displays - top 1100r would be permanent display 
Asked about number oflifts and access to 않ch 110or. Each 1100r has one lift, to reach 
every half- f1oor you walk along ramps. Each ramp about 2.5 m wide. Discussion of 
lighting - how will galleries be lit without “xtures which will ruin quality ofthe 
volumes Ceiling would be transparen t. There would be spotlighting which would need 
tracks. Questioned about which aspects of scheme fixed and which negotiable: glass 
shafts fundamental, but plaza area between building and river very costly and could be 
modified 

Panel discussion 

Circulation very problemtatic and too high risk for such a public building‘ Too little 
f1exibility in display ar않s Necessity to go down and through building before arriving 
at an not conducive. High cost ofrunning building. Brilliant concept oft wo shafts, but 
to achieve these too much is sacrificed 

2nd session - Renzo Piano Workshop 

Discussion of ProDosal 

Concem about orientation ofvisitor - difficult to direct people around building. Too 
dependent of lifts_ Need more information about nature of pavilions 0비side of 
building. Need to ask about volumes left vacant. Rerreshment areas too small for 
aniticipated number of visitors ‘ 

Presentation 

Present Renzo Piano/Shuji Ishida 

RP: Entrance mainly from south Ifbridge is n이 built, entrance rrom south even more 
imponant. 1m ramp to b비Id - to elevate dignity ofbuilding. Paved piazza - 2 smaller 
glass-roofed areas on nonh and south side. Canopy to protect drop-off point. Not 
goint to change envelope, but delicately transform inte꺼or . Work needs to be done to 
perforate skin ofbuilding - small perforation on chimney skin. Industrial buildings are 
good for art - raw, sincere, unpretentious - its not a building that can be easily 
intimidated by an. Intemal arrangement Iittle changed rrom Stage 1. Orientation take 
place in central hall. Display areas no longer suspended but supported by columns No 
food in great hall - restaurant on top tloor. Lift in chimney to viewing point at top of 
tower Contrast between noise and public space of great hall and silence of galleries 
Lighting in suites 1,2, and 3 is psych이ogical - can enjoy view outside through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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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쁘엔띤효 

Concem that 5 lifts insu깨cient for number ofvisitors. RP said escalators too heavy for 
interior, but if necessary would have to add stairs. Questioned about the fact that 
galle디es now supported by columns and not suspended - therefore why not extend 
galleries to columns and windows. Response that there is sufficient room in the scheme 
without doing that. Columns are 4Sx4S and will di solve into background. Concem 
about going down one level in order to go up two RP acknowledged slight 
contradiction, but felt the necessity to maintain the street through as public space, not 
specifically for museum visitor. Asked about nature of outside pavilions - potential to 
be untidy and sprawling. RP suggested that restaurant might move to jetty 

Panel Discussion 

Recognition that gallery space is most f1exible. Impressive response to questions - all 
those posed had evidently been considered. Evident need for more information about 
nature of outside pavilions - very unclear as to what these would be like. If successful , 
could function effectively like magnets and draw people to the area. Detaching 
commercial area of museum outside building very att ractive, but means that visitor 
approaches and enters museum after passing through shops. Evidently quite 
comfortable with scale ofbuilding ‘ Need for more information about nature of 
materials to be used inside. SH asked NS fo r opinions. NS made following 
observations 
1. Pavilions - confident RP could resolve tension between commerce and museum 
2. Concern over reliance upon white‘ Everytime there is a problem RP paint s it white 

Slightly evading a conversation as ifwhite s이ves all problems 
3. Believe RP is committed to pr이ect - at present. Passionately wants to do a building 

in London and one near to a Rogers. Has philosophy oftaking on small projects -
which is what Bankside is - in order to maintain integrity of philosophy‘ 

4 Serious reservation that we will see a museum which we have 외ready seen before 
A11 of us can imagine IIOW, what the building will be like. 

SH concluded by highlighting the fact that selected architect must be able to complete 
proJect. 

3rd session - Herzog & de Meuron 

Discussion of orooosal 

RG opened with comments from advisors' report . Unclear which is main entrance -
north or south? If south, have to go down - is that satisfaclory? Overa l1 the scheme 
worked. Public area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b끼efs requirements. Services approach 
is not very well developed. Cosl of scheme comparable 10 Piano’ s i4Sm (excludes 
hanging structure). Workshop went very wel1 - evidently strong de잉re to listen and 
respond to client ’ s needs. Office resources a little low, but confident that this can be 
overcome. SH raised issue ofwho H de M would work with ifthey were selected - RB 
replied that practice had chosen to wait for result of competition before making 
contact with any company here. NS said he would ask about taking out brickwor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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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ting glass in. RG noted that advisers decided that glass was not to be removed 
Concern that entrance at south does damage to the scheme - confuses what was its 
clarity West end entrance sufficient HH expressed reseπations about lighting 
Admired H de M’ s approach to lighting in smaller buildings, but strategy cannot just be 
magnified to suit larger building. N5 noted something awkward about smaller spaces 
next to larger ones, although had answered request for varying heights of ceiling 

E휠댄얻띠E 

Present Jacques Herzog 

JH : Decided to take maximum advantage of existing structures, yet simultaneously 
maintain our own language. Will create hard-praved around building. Access to 
building on all sides. 5pecific areas allocated around building ie. north side will have 
art installations. At lower level ofbuilding there will be sand-blasted glass to signal 
entrance. Take advantage of shapes of oi l tanks - create rooms for children and adults 
50비hside entrance through gate - cross switch-house and into turbine hall 
Intersection of north/south and eastJwest = central meeting point Horizontallight 
beam across top ofbuilding balances vertical element of chimney. Bridge-like level will 
overlook reception area. Escalators - appropriate to public area - will be crucial for 
circulation. Temporary installations to be placed in turbine hall. Large ramp on west 
side. Two levels of education and two levels of administration. Information desk 
underneath escalators Leave industriaJ nature of turbine h외l 

More information about north side and intention 10 expose chimney to ground 
Discussion oflighting - flat lights throughout 써dth ofbuilding. 2 glass walls - inside 
and outside and louvre mechanism. Economical aspect of proposal = much more 
surface than brief requested, but for same amount of money. Construction ideas are 
very simple. Would louvres be mechanically controlled - possibly. What would 
lightbeam look Iike at night? Intermittent sand blasted glass and clear glass. Within 
beam would be different qualities of light. Daytime look of bearn? Light comes through 
element and would appear solid and natura l. Will prevent structure going dark at ends 
where right angles occur. Concern about presence of shadows within lightbeam at 
night. What would happen if lightbeam was r밍ected? Lightbeam is structural, and not 
decorative. Asked about climate control under bridge- have talked to cost consultants 
Answer may be to use directionaJ heat. How do people leave the building - stairs 
Glass in turbine haJl will be behind columns cf stage 1 submission. Upper floors still 
hang, but third floor is supported from below. Asked about capacity of office to work 
on pr이ect - 4 partners and staff of 30-40. Are working at present on equally large 
projects. Brief discussion about shops at front ofbuilding - ifbudget cannot 
accommodate them suggest that Tate leases them out to third parties for developmen t. 

Nature of paved area - asphalt 

Panel Discussion 

Circulation generally very good, except for leaving building. Entrance from west is 
good - south entrance should be used for group access‘ Agreement that whol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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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Discussion 

Circulation generally very good, except for leaving building. Entrance from west is 
good - south entrance should be used for g roup access. Agreement that whole of 
building is used to maximum advantage. Certain gallery spaces are highly original. RB 
noted that after visit to Basel to see buildings appreciated what an effortlessness 
existed in appearance ofbuildings. NS observed that building is a machine to show art 
- the two upper floors could be articulated better, but ther e is a tremendous advantage 
in large spaces. Successors in 20-30 years would have flexibility to work with building. 

4‘h session - Rafael Moneo 

Discussion of orooosal 

RG: Took comments in workshop about inter-connection of suites on board. Concem 
about very large gallery spaces. Adopted a particular approach - majority of space 
highly finished and therefore costly. May have suffered disadvantage in that workshop 
took place before stage 2 brief issued with comments 

S: Undoubtedly a good collaborator, but sense that he does not question principles-
concemed that he would not question client ’ s ideas or extend thinking about museum’ s 
design or needs 

Panel felt treatment ofturbine hall was effective and simple. Concem about restaurants 
and shops located outside building. Feeling that river was being ignored, if not 
concealed 

E확댄펴띠n 

Present : Rafael Moneo 

(No minutes - absent) 

Q쁘센쁘S 

RM was questioned about quality offinish in concourse gallery - hig씨y finished, so 
that people would forget they were inside a power station. Want to remove all 
industrial associations. Little ofroof to be retained. 2 courtyards at front ofbuilding 
Access to temporary exhibition from sculpture courtyard . Restaurant to be located 
outside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river location. Asked about flexibility of proposal 
- answered that proposal was tightly formulated. Asked about how he would organise 
pr이ect - said had been contacted by a number of friends with whom had worked 
before. Other pr이ect s managed abroad = Stockholm and Houston 

Panel Discussion 

S observed that RM represented one extreme ofthe shortlisted architects - honest 
about dislike of industrial character ofbuilidng and would want to work to conceal it 
Observation offered that it would be impossible fo r RM to integrate old and new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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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style - could no t mix hi s grand, monumental style with character of building. Noted 
that scheme could not be a fTorded within budget limit due to new roof and cost of 
highly finished interior. NS noted that Ando and Moneo bring in QS to cost scheme 
after it has been designed, c f. Herzog and de Meuron who work with QS in office 
Treatment ofturbine hall by Piano and Herzog & de Meuron would suggest to visitor 
need to keep coat on cf Moneo ’ s design would encourage visitor to believe it to be 
warrner and more controlled climate. Recognition that RM an architect who could 
guarantee achieving the end product 

SH conciuded day ’ s meeting and advised that no discussion o r elimination process 
should be undertaken until end of presentation 

TUESDAY 17 JANUARY 

5th session - David Chipperfield Architects 

Discussion of Prooosal 

NS reported that workshop had been unproductive and unenjoyable experience. NS 
and RB then visited Chipperfield at 0에ce and suggested he work on pr이ect 

independent of Julian Harrap. Scheme began to move forward as a resul t. NS and PP 
went to see Knight house which contained many brilliant ideas, perhaps too many, but 
still a very clever building 

RG: QS had difficulty with the scheme ’ s drawings. Space in between volumes is raw 
and therefore reduction in ∞sl. New glass roof across 100% of building. Considered 
to be unecessary expense. Total cost of building = mid-range amongst schemes 
Discussion 

oted that circulation thought through quite well, although difficulty of orientation in 
lobby with staircase confronting visitor before lifts . Slight concem about retail stacked 
behind main entrance. Concem that visitors would dislike experience of going down 
two floors to galleries. Doubt that space betweeen blocks su메ciently interesting in 
their own right. Need to ask reasons for removing tower. Issue of daylighting galleries 
to be raised. Flexibility of galleries doubtful - 0띠y one suite is 2000m square = gallery 
6. Circulation in that space very controlled - not sure an exhibition wants such a total 
experience - predeterrnines layout for every show. Admin. areas substantially under-
proivided for. Shopping/eating area low. Postive feature - anticipates need for plant 
space in building. Need to ask about appearance of southem approach - long distance 
to walk 감om drop-o fT point 

E얻댄뎌쁘n 

Present : David Chipperfield 

DC: Area behind chimney became crucial part of design - organisationallink at centre 
ofbuilding. Raised entrance level above extemal ground level - ramp to entrance.= 3-
4m high. From entrance can see into east and west court . Still considering south 
entrance Originally considered chimney as most distinguishing aspect ofbuilding,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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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ively developed towards eliminating it. Tendency for derelict buildings to look 
fine as archaeological, historical monuments, but as soon as function is retumed to 
building willlook obsolete Felt much happier once chimney was removed from 
scheme Difficult to tamper with brickwork - not solid masonry, but brick skin on steel 
structure. Choice between chimney or window with view 0010 river. Offer view of 
river without having to climb onto roof Brickwork polluted‘ Need to heat all of 
building, therefore need to insulate all ofbuilding . Want to avoid touching skin -
otherwise open up number of problems. Need to think of structure ofbuilding as series 
of evolutionary layers. 50% of roof = s이id， 50% of roof reglazed. Through this 
strategy can get sun into those parts ofthe building that need it. Top level galleries = 

top-lit Gallery spaces totally controlled. Chimneys to bring light through to second 
level of galleries. Opinion ofbuilding not high - poor quality - needs reinterpreting 

Q쁘잎띤S 

Asked about southem approach - easy to integrate into scheme.Southside ofbuilding 
least comfortable or attractive - can be 외tered through dramatic intervention, but this 
needs increased budget and ability to get rid of sub-station Once chimney was 
removed felt northem approach could work on its oWß. Reasons for pursuing it are 
urbanistic not social. Asked whether description of tower area glowing at night was 
fanciful - DC confirrned it would glow at night. Concem expressed to DC about visitor 
descending two levels to galleries - not a worry. Questioned about flexibility of 
galleries - flex.ibility exists between now and construction. Some areas provide post-
construction flex.ibility. Praise fo r critical analysis of physical character ofbuilding 
would DC be prepared to bring back chimney? DC observed that soon as you question 
presence of tower, discover no reason to treat it as sacred. Chimney is part ofpublic 
consciousness - absent presence - but not necessary. Pevsner described Bankside as 
“ ugliest" building in London Originally substantial controversy surrounding building 
oftower opposite St . Paul ’ s - healthy approach to remove it Questioned about 
materials for outer walls of new building - stone and concrete. Concem about raised 
level of northem 태trance - much windier - what provisions made fo r bad weather at 
entrance? Plant the area. Limited possibility of looking out of galleries once entered 
them. Need for rest areas near galleries? Central tower would provide area 

Panel Discussion 

Scheme based on building inside building. Has potential, but spaces insufficiently 
articulated. Difficult to understand why anyone would go into public spaces since there 
is no need. Not a single terrace, window or balcony. Courtyards need developing -
either they are lightwells or courtyards. At present - function as lightwells. Opinion 
expressed that if architect is being selected and not scheme, should be considered. Had 
made an extremely intellligent and thoughtfu l presentation, but evident dislike of 
building. Evident that unsure what to do 써th southem approach‘ Entrance going up is 
a psychologic외 advantage. Panel asked by Chair whether they liked the archictecture 
ofthe building now that the chimney was removed - unaninimous no, although strategy 
for remo씨ng it was appreciated HH impressed by sincerity of proposal. NS observed 
that DC had always wanted ci rculation around chimney Think DC knew in NovfDec 
that was slipping behind other candidates and so removed chimney - under-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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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 highly-developed strategy. Conclusion: strategy not a scheme. Question 
raised which ofthe latter was panel evaluating 

6th session - Office fo r Metropolita n Architecture 

Discussion of ProDosal 

RG: Advisers unable to decide where galleries started and fini shed. Discrepancy 
between Rem Koolhaas’ s cost of scheme and advisers' . RB noted ‘hat discrepancy 
accounted for by fact that some galleries, intentionally, would be made out of 
cardboard 

NS: Noted that workshop was the most stim비ating and most combative. Became 
apparent that relationship with Richard Gluckmann was tense. Think we should ask 
Gluckmann if he has e띠oyed collaborating with RK. Need to ask him for joumey 
around gallery - discover how many alternative routes a visitor would be confronted 
with 

맏얻댄액띠낀 

Present: Rem Koolhaas 
Richard Gluckmann 

RK : Discussed inviting RG to team-up on pr이ect. Both 0쩌ces worked together fo r 
six weeks. Spent last month in New Y ork 0에ce. RG worked on specifics of gallery 
spaces. Building consists of3 major blocks: basement, container and top . Instead of 
singular architectural device, adopted number of options - ramps, escalators and Iift s 
Problem of c1assical museum offers only one journey which leads past entire collection 
Present proposal offers multitude of routes - can choose between seeing a specific 
g외lery or exhibition, or seeing whole building. Use of oil tanks to separate out visitors 
- Education facilities have separate entrance. Commercial area never rises above 
second floor 

RG: Interested in traditional relationship between framed 없t and and post -70s art 
which needs different space. Upper level would provide kunsthal space . In favour of 
static light control systems 

Q쁘센맥S 

Asked about natural light - natural light penetrates suites, perhaps also in kunsthal 
space. Public aware ofnatural presence of light in public spaces. Galleries will have 
secondary natural light. Concern about post-40s art being located in basement. 
Considered collection being displayed in ascendent order - contempoary art on top 
floo r. Walls join 야iling in exhibition space - all exhibition spaces in formal blocks 
Level 5 would contain installation art - large wedge under staircase 10 level 6 
Observation made to RK that earlier aπ needs more natural daylight than more recent, 
yet located in basement. RG responded that not all contemporary can be seen in 
artificiallight - artists like Deacon, Long etc. also need smaller, intimate spaces with 
natural light ‘ Upper levels would be lit by track lighting and deflected flu ror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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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ing. Asked about nature ofmaterials used - cost considerations mean that public 
spaces would contain stone, wood and metal. Front elevation would be constructed 
out of glass - glass to be treated and colour introduced. View from bridge, ifbuilt, 
would look onto level 4 - oblique views into depth ofbuilding. Easy to strip brickwork 
off chimney - would also provide space for installation art . Circulation in atrium are 
Auditorium space would be similar in design to kunsthal in Rotterdam. Need to 
aclimatise whole building. Crucial elememt to scheme is central block 

Panel Discussion 

Concem about visitor’ s experience of suites - each suite sealed off from the rest. 

Visito r not provided with clear circulation around galleries - would need to make an 
informed choice . For inexperienced visitor, museum would offer a seriously lIimited 
experience. Every suite interupted by circulation at two p이nts. Would be a veπ 
authoritarian museum and dogmatic‘ [rony in design - most f1uid circulation, yet 
display of collection becomes more rigid. Can never a1ter transition between s띠es 

Concem that dominant experience ofmuseum would be circulation. Noted that both 
DC and RK who di sliked building have attempted to animate north faç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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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ORS’ FINAL DISCUSSION OF STAGE TWO PROPOSALS 
TUESDAYI7 JANUARYI~5 

14.00-17.00 

Sir Simon Homby proposed that the assessors proceed by considering each architect in 
the order in which the presentations were made 

잭쁘으A띠Q 

SH Very clear concept - 2 shafts penetrating building. No compromise on proposal 
Agreed concem about circulation. Highly imaginative scheme. Is Ando the architect 
we wish to appoint') 
CH: No 
RK: No. Crossing axis twice makes circulation difficult. Trip round imaginary 
Elsworth Kelly highlighted difficulties of design - cannot be overcome without 
compromlse. 

S: T A sacrificed much to achieve glass shafts - galleries consequently leave 1이 to be 
desired 
MCM . Central problem - a great piece of architecture and a great museum not 
necessarily the same thing. T A undoubtedly g reat architect and proposal is highly 
int riguing and imaginative, but T A adding a new building to an exisiting one. Two 
buildings in one is not great architecture. T A’ s result is not worth the sacrifice. As 
trustee, aware ofwhy we chose Bankside. Firstly - Bankside is 3x larger than any 
building could ajford to pay to be built . Secondly, on river 
HH Need to recognise shortlist includes two diff농rent approaches: treat building as 
envelope or break through. Tate needs a certain type ofbuilding for Millennium 
application - should we be selecting a scheme that has a popular element which will 
appeal? 

S ’ Millennium application not the issue. Difficult to know what Millennium 
Commission is looking fo r. My concem is to find a building that the Tate Gallery 
wants. In the last 3 months have seen little by Ando which makes me feel that we 
should keep him in. Had hoped that there would be the pockets ofrichness and 
iηm씨ntens잉ity which can be found in his smaller bu비삐JI피il뻐ding왕s. Think scheme could end up being 
gr뎌andiose 

Result: OUT 

않쁘요겐쁘으 

Sir Simon Homby summarised earlier responses of panel 10 proposal - good entrances, 
f1exibility, gen비ne love ofbuilding. Asked panel ifwished to keep Piano in 

Result. 1 

Herzol! & de Meu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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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Scheme not that different to Piano’s. Maintains integrity ofturbine hal l. Asked 
panel ifwished to keep HdeM in 

Result ‘ ηJ 

Rafael Moneo 

SH: Seems to be general disappointment about scheme. Panel confìrmed this and 
unanimously rejected proposal 
NS: Wish I could disagree. Very good architect. May have been the one architect who 
suffered from competition procedure. I f chosen him as client and worked from 
beginning would build a beautiful new museum. His interest probably does not extend 
to art of last 20 years. Dislike of Bankside building - wanted to hide industrial aspect -
would not have provided found spaces. Evidently good person to work with 

Result : OUT 

빽
 

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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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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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Intelligent reasons for removing chimney. Scholarly and analytic approach. Panel ’ s 
response? 
RK: out 
PP: in. Supem cially would take him out on basis of scheme, but if slelecting on basis of 
architect would keep him in . Has great faults, but great promise. 
JdeB: Ou t. Incredibly disappointed . Silhouette ofbuilding destroyed by removal of 
chimney. A1so, why having put in three new buildings into stumpy warehouse does he 
g ive us less space 
RB: out . Approach is intrinsically inward looking. Obssessive organisation of spaces 
Fundamental lack of understanding of scale of space. Real problem working with him 
and his attitude to space 
HHin 
JB: ou t. Don’ t think he has addressed south entrancd - symptomatic of people
friendliness ofbuilding 
MCM: Thought new proposal was interesting. More I considered it, the less 1 liked it 
Inarticulate use of space. Agree with RB’S comments.Out. 

NS: DC a slow developer. Precisely the kind of candidate competition was designed 
for . Think ifthere had been a stage 3 would have developed further. Not worried 
about issue oflooking out. He and Herzog are similar - little expe끼ence of scale and 
urban plannint cf Moneo 뻐d Ando. Worried about him going back to Schinkel. Don’ I 

see him as likely winner. Certain aspects to maintain in conversation 
PP: Would keep him in last 3, but ifyou asked me ifhe was a likely winner 1 would 
have 10 say no 
SH: on balance it seems DC is out, but we will review this decision later 

Result : postponed 

Office for Metrooolitan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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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Asked NS 10 open di scussion aboul presenlalion and proposal NOled Ihal NS , 
CH and PP felt Ihal galleries were 100 rigid 
NS: Think RK is a winner, but not ofthis compelilion_ Think he is a brillianl archilecl ‘ 

Lisle pr이ect quite stupendous in urban planning and congress hall In proposal tried to 
fit too much in, but caused us to think very hard aboul whal we needed and wanted 
Pref농rred rawness of earlier scheme. At Ihe stage we’ re at now looking for an 
architect, not a scheme_ But there does need to be sufficient platforrn for discussion 
which in this scheme is lacking. RG gave a manly response and 앓id he enjoyed 
working with RK, but this evidently not Ihe case 

RK: Think that iflhis was nOI to be an institution ’ s museum, would be worth taking 
the 디sk . But c1ient needs to have time and creative energy to work with RK to produce 
design and this not appropriate. RK can build a museum for 21 st century,but he cannot 
provide good spaces for modem art. Out 

SH: NS has said that planners have not put up any objections to schemes, but I doubt 
if RK could work with planners 
RB: Disagree with SH - look at Lisle project 
MCM: Very difficult - t비nk he is incredible. Felt he was mosl contemporary of all 
shortlisted architects. Think RK ’ s commenl aboul modern and conlemporary is 
important. When RK took lid off model fell building had been released - he doesn’ t 
need Bankside as a building - think he would find it too constraining 
JB: Responding 10 the commenl about the illusion of choosing an archilect nol a 
scheme, 1 would say out 
HH: Disappointed - RK ’ s initial proposal much more inleresting. Then he joins up wilh 
RG as a specialist for the galleries - incomprehensible 10 me 
SH: Reason why some people didn’ t want to put RK in stage 2 was his own admission 
that galleries made him feel claustrophobic. RG and RK are not going to work 
logether well 
MCM: We tumed Gluckman down at the start of competition because we didn ’ 1 think 
he could design galle끼es 

CH: Agree with SH - reluctant to put him in stage 2. Not enough variety of galleries 
Out 
PP: Agree with everything said so far . Very confusing building to walk round _ Out 
JdeB: 1 voted him into stage 2 because 1 hoped as a lrustee we might build something 
that would be a trigger point to future generations cftail-end ofpreceding generation 
But RK is not a museum designer‘ 

RB: Didn’ t want him through 10 stage 2 because sure that he could not provide 
building Tate wanted. But think he has made large conlribution to way building is 
thought about and has taught some important lessons about found spaces. Would not 
put him forward as winner, but certainly not at the bottom of list 
MCM: Thoughts about building definitely alfected - only architect to produce found 
spaces 비 tanks 
NS: Only architect to spot them. Opens up enorrnous potential 

Result: O UT 

Reγiew of David Chiooer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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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decided unanimously if Koolhaas was out, then DC was out. 

Result. O UT 

Review of Renzo Piano and Herzog & de Meu (_Qn 

SH: Invited comments about remaining two proposals 
CH ’ Disappointed we’ ve ended up with two very similar schemes which deal with 
turbine haH in same way. 
SH: Two schemes that were nearest to budget Asked NS to what extent budget 
formed p때 of consideration 

S. Not surprising that ended up with these two schemes. Competition has shown that 
although Tate could phase development, actually need to capture whole ofbuilding at 
once. Hence, more than one entrance. This realisation stretches budget. Don’ t think we 
should start out with costly scheme. It would diminish confidence in Tate if cost begins 
at .1:45-50 million. Should select an architect that can work to budge‘ and creatively get 
round economic problems 
SH: Phase 2 - DC said n이 practical to move round building and build. Ifyou look at H 
de M phase 2 consists ofbuilding over main entrance - not practicaJ with 2-3 million 
visitors coming. Piano addresses problem imaginatively. 
PP: Think extensions will be different to what you see now 
MCM: Obvious place for extension is undemeath sub-station 
SH: Looking at David and Goliath - Renzo is establi shed but Herzog like all evolving 
architects needs to be given an opportunity like this. Piano is low-risk 

SH: Invited RB to go through boards of Piano and Herzog & de Meuron again, 
pointing out main areas of diff농rence 

SH: Herzog’ s entrance very unsatisfactory Piano’ s much better orientated 
MCM: Heπog’ s use of totallength ofturbine hall impressive - entrances at both ends 
In Piano’s scheme no reason to go down to basement level 
RK Would not sacrifice turbine hall to circulation as Piano does. 
PP: In HdeM entrance at south is ∞mplete mistake. Remove entrance at south and 
retum to original scheme. Good entry at west end 
바1. Strong objection to HdeM - no t enough room for elevators. 
RG. Neither scheme provides su田cient elevators 
PW: Didn’ t provide too many specifics in brief, but HdeM responded to those that we 
did c f. Piano 
SH: Offered summary of comments 
- Main public areas: big difference. HdeM more generous 
- Galleries: HdeM provide substantiaHy more breadth cf. Piano. Both have flexibility 
Herzog’ s more responsive to needs of late 20th/early 2 1 st century cf Piano 
- Lighting: Both have overhead in some ways‘ HdeM pro꺼des more natural daylight 

JdeB. Is it right to 잃sume that ifHdeM won we would get much more anent ion than 
Piano? 
SH. Need to note PW’ s comment that HdeM answered specifics ofbri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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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M ‘ Think Ihere is an aesthelic difference belween IwO. Iflooking for an archilecl 
who will lake us forward 10 next century, HdeM Ihe winners. Aesthetically HdeM are 
more contemporary. 
PP: Think Herzog about 10 become great architec l. Buildings look flal in books but 
seeing them realise that every building is highly original Would choose HdeM 
JdeB: Went to Basel. Impressed with buildings al time, but less impressed now. Don’ t 
Ihink he is necessarily a g reat archilecl, but would choose him cf Piano . NS needs 
someone can work closely with 
MCM: If look al pictures of HdeM ’ s buildings you don ’ t see Ihe quirkiness which each 
one has. Seems mOSI tlexible building. IfI didn ’ t know HdeM’ s architecture, would be 
less sure, bul having seen il would choose Ihem 
JB: Feel he ’ s got further to go Ihan Piano. Feel Piano has delivered his design. [ would 
choose HdeM 
CH: Agree with eveπthing said so far. Think Piano is a g reat architect and would 
produce a building with flair, but NS working with HdeM could produce an exciting 
building 
HH: Piano has shown a capability that can change. HdeM are architects working in an 
interesting way - hermetic environments. Working with spec퍼c artists to create 
specific environments. Have also developed a specific aesthelic language which has 10 

do with gJass layering and certain kind of Iransparency. Have more to lose than Piano 
Piano can always blame the building. Piano’ so메ce has more resources. Seems absurd 
10 be di scussing question of elevators between two finaJists - wish final selection could 
have seen more conflict 
NS: Piano has obviously lept forward and has much betler understanding of scale of 
Bankside. Hence much more at ease with urban issues, but he is relying on pa씨lions. 
Thinking about HdeM realise few key facts from visiting Basel. Remember being 
struck by Ando pavilion - how nice it was 10 sit in it - could not imagine an)이hing 
betler. Next day went to SUV A building and it was better. Not precious architecture 
빠1 is righl thal ifwe work wilh HdeM we need 10 pull them 0비 of Switzerland and 
introduce them to different artists. I Ihink they c뻐 produce a great building. Think 
HdeM can make leap to large scale. No two buildings of HdeM look Ihe same cf 
Piano 
RK: Think we should it make unanimous choice ofHdeM 
RB: Think Piano is a greal archilecl and so is HdeM . BUT - have very serious worries 
aboul HdeM ’ s urban response to this pr이ecl. Would implore thal it should be noted 
that building does not look inside. I think will Tate will give an extraordinary message 
now - propo잃I is beyond high modemism and extremely interesting. Its an important 
building to do at the end ofthe 20th century. Urban issue must be understood 
RG: Have no reservations to note 
PW: Very happy to work with HdeM 
SH: Well, as you know hated Piano in Slage 1, but totally taken with him this time! 
NS: Said the same about you! 
SH : HdeM incredibly intelligent. Sports hall demonstrated how could come out with 
an oUlstanding building when budget was cut in half HH are you support ing the 
choice of HdeM 
HH :Yes 
SH: Do we agree if fee proposal or lrustees reject choice that Piano is second choice 
Panel: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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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Announcement will be made on Tuesday 24 January. Strict confidentiality until 
then 
RB: Noted that there would be an exhibition of Stage I and 2 architects at the Tate 
Gallery which he would be curating in association with the Architecture Foundation 

Sir Simon Hornby as Chairman ofthe assessors thanked them for their contribution 
and for conducting all meetings in a good-natured manner 
Nicholas Serota thanked Sir Simon Hornby for chairing the panel of assessors and to 
Professor Hollein and R.ichard Koshalek for travelling to attend the meetings 

End of meeting 
Result : Herzog & de Meuron selected as architects for the Tate Gallery ofModern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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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 현상설계 제출안

Competition Proposal

Tate Library and Archive

TG 12/4/6/2, TG 12/4/6/5, TG 12/4/6/6

TG 12/4/6/8, TG 12/4/6/13, TG 1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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