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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건축가 알도 로시Aldo Rossi는 유럽의 도시를 유형학적으

로 분석한 도시의 건축 을 서술하였는데 이는 건축 특히 그 형태(1966) , , 『 』 

를 기능의 문제로 일원화하여 해석하는 근대건축의 기능주의적 관점을 비판

하며 건축의 형태가 사회 문화 역사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 ·

과였다 도시의 건축 이후 로시는 역사적인 유형들을 유추적으로 구성하는 . , 『 』

것을 통해 새로운 건축을 형성하는 유추적 도시 의 이론을 전개한다 그런데 ' ' . 

유추적 도시 에서의 유형에 대한 유추적 접근은 유형이 사회 문화 역사적 ' ' · ·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기호이며 담론적 구조적 체계의 일부라는 사·

실을 드러낸다 이는 유형이 그것이 전달하는 의미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 

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때 해방된 유형은 하나의 이미지로서 존재하게 된, 

다 그리고 로시에게 유형의 이미지는 유추의 원리를 통해 그 의미를 한없이 .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거듭난다. 

알도 로시는 과학적 자서전 을 통해 유형학적 접근이 지닌 (1981)『 』 



구조적 성격에 대한 의문 그리고 유추의 원리를 통해 형태가 지닐 수 있는 , 

의미의 저변에 대한 확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로시는 , 

그의 서술에서 건축을 극장 에 비유하는 것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집약하' '

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알도 로시가 과학적 자. 『

서전 에서 설명하고 있는 극장 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파악하고 건축을 ‘ ’ , 』

극장으로서 이해하는 알도 로시의 관점에 대한 이론적 틀을 형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과학적 자서전 에 서술된 극장 의 개념은 알도 로시의 도시' '『 』

와 건축에 대한 유형학과 유추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전개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분석을 위해서는 로시의 건축에 대한 관점이 형성된 배경의 ,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도시의 건축 을 분석하. 『 』

여 도시와 건축에 대한 유형학적 접근과 유추적 도시 의 설계방식을 우' '

선 파악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로시의 건축을 다룬 비평가들의 문헌, , 

그리고 유형과 구조주의 그리고 기호학에 관한 미학적 프레임 또한 참, 

조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 자서전 에서 건축을 극장에 비유. 『 』

하는 언급들을 분석할 것이다. 

연구 내용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알도 로시는 과학적 자서. i) 『

전 에서 다양한 자전적 사례를 통해 극장에서와 같은 경험을 묘사하‘ ’ 』

는데 이들은 모두 주체가 건축을 경험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장면 앞에, 

서 그 이면에 자신이 온전히 포착할 수 없는 어떤 예측 불가능함 있다고 

지각하게 되며 그 예측 불가능함 앞에서 자신이 바라보아질 수 있는 하, 

나의 대상임을 인식하게 되는 감각을 제시한다 이러한 감각은 프랑. ii) 

스의 정신분석가 자크 라깡 철학자 메를로 퐁티가 제시한 응시 의 개념과 , - ' '

공명하는데 이는 원근법적 시각의 장에서 소실점에 위, 치하고 있는 주체의 

위치를 탈중심화시키는 것이다 곧 극장과 같은 건축에서 주체는 자신이 . iii) , 



보고 있는 건축적 장면에서 그 이면의 존재를 인지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마주하는 건축적 대상과 앞에서 그 의미를 온전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알도 로시의 건축에서 이러한 극장적 특성은 의도적으로 투. iv) 

시도적 공간을 구축하면서도 그 이면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깊은 공간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사회 문화 역사적으로 그 유형적 의미를 고정시, · ·

키기 어려우며 유추에 의해 의미가 한없이 확장되는 대상을 통해 형성된다. 

이러한 극장과 같은 건축은 주체에게 마주한 건축적 장면과 대상의 의미v) 

를 고정시킬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경험되더라도 예측불가능하

며 그렇기에 로시가 말하는 사건의 매개체가 된다, . 

이처럼 로시의 극장으로서 건축의 개념과 그것이 적용된 작업들, 

은 건축이 사회 문화 역사적 의미들을 전달하는 체계로 작용하는 것을 · ·

넘어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의미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실과 방법을 , 

보여줌으로서 건축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의미영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 

었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알도 로시 유형 유추 극장 응시 반복 사건, , , , , , 

학  번 : 2018-2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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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이탈리아의 건축가 알도 로시Aldo Rossi는 그의 저서 과학적 자서전『

Autobiografia scientifica 에서 기능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건축을 강하(1981)』

게 비판하였다 그는 근대건축은 알 수 없는 순수성을 찾으며 샬로텐부. “ ... 

르크Charlottenburg에 있는 슁켈Karl Friedrich Schinkel1의 집 이후 건축은 생산과 , 

결부된 단순한 형태적인 영리함의 문제가 되었다고 믿는다 라며 산업 생산.”

에 따른 합리성과 새로운 형식적 스타일만을 추구하는 건축에 대하여 반대하

였다.2 또한 모든 사물이 그것이 반응해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 “

은 명백하지만 기능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물은 그 지점에, 

서 끝나지 않는다 라고 언급하며 기능은 변하는 것일 뿐 건축의 근간이 될 .”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건축에서 외관의 강렬한 조형적 . 

형태나 내부 공간의 스펙터클한 이미지 등 특정한 형식적 스타일의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 기능과 프로그램에 의존한 건축 디자인 생성과 발전, 

하는 산업 기술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추구 등이 일반적이라는 것에서 미루

어볼 때 근대건축의 기능주의 페러다임은 여전히 오늘날의 건축에 녹아들어 , 

1 독일의 건축가 카를 프리드리히  
2 Aldo Rossi, A Scientific Autobiography. Translated by Lawrence Venuti 

(Cambridge, MA: Mit Press, 198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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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축이론가 알베르토 페레즈 고메즈에 따르면 세기에 본격적으로 - , 20

전개된 기능주의의 페러다임은 세기에 활동한 프랑스의 건축가 18-19

듀랑J.N.L Jean-Nicolas-Louis Durand의 작업들을 그 전신이자 전형으로 볼 수 

있다.3 듀랑의 저서 건축 수업 『 Pr cis de le ons d’Architectureé ç 에 따르면 인간, 』

의 생각과 행동은 쾌적함에 대한 사랑과 고통에 대한 혐오라는 두 가지 

원칙에 의해 생성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건축이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 

필요의 만족에 따른 즐거움이라는 얕고 한정된 것에 그치게 된다.4 그렇기  

때문에 근대건축은 그것의 의미를 자족적으로 찾으며 더 이상 자신의 영, 

역 밖에서 새로운 의미를 추구하지 않고 수학적 이성에만 기인하여 구성, 

된 자율적이며 전문화된 것으로 가정된 건축 이론만을 향유하게 된다, .5 

이러한 기능주의의 또 다른 문제점은 건축 특히 그 형태에서 기능 , 

그리고 기술적 특성과 연루되지 않은 의미들을 소거시켜버린다는 것에 있는

데 건축에서 원형적으로 사용되는 근원적인 기하학적 형태들이 더 이상 , 

상징적 의미들을 담보할 수 없게 된 것이다.6 건축이론가 페레즈 고메즈는  -

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이러한 건축이 의미가 부재한 것으로 “

인식되는 세계 허무주의적이고 좌절된 건축가를 배출하며 거주자들이 그, , 

들의 삶에서 의미 있는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7 세계를 만든다고 문제를  

3 Alberto Perez-Gomez. Architecture and the crisis of modern science. Mit Press, 
1983, 302. 

4 Jean-Nicolas-Louis Durand, Pr cis des le ons d'architecture donn es l' cole é ç é à É
polytechnique (1760-1834), (Paris: cole Polytechnique, 1805), 6. É
https://archive.org/details/prcisdesleon02dura/page/n7

5 Alberto Perez-Gomez, Op.cit., 1983, 299.
6 페레즈 고메즈에 따르면 상징은 가시적인 세계의 일부지만 또한 가시 Ibid., 303-304. “ , 

적 세계 밖에 있기도 한 것 인데 근대건축은 기능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적 배열이라는 ” , 
가시적 영역만을 추구하며 그 이외의 가치를 전혀 의사소통할 수 없는 것이다. 
Durand, Jean Nicolas Louis, Op.cit., 18-19.

7 Al berto Perez-Gemez, “Architecture as a Performing Art: two analogical 
reflections” in Architecture as a Performing Art (Routledge, 201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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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다. 

기능주의적 사고가 여전히 주도적인 현대의 건축 상황에서 알도 로, 

시의 건축은 유형의 문제를 통해 형태들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들의 의사소통

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한다 형태의 의미가 근대건축의 자기 충족적 조작 구. -

성과 조작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로시는 도시의 건축, 『 L'architettura 

della citta 을 통해 형태가 의사소통 하는 것이 문화적 역사적 의미라는 (1966) ·』

것을 분명히 한다 나아가 과학적 자서전 에서는 건축에 대한 자신. , (1981)『 』

의 유형학적 접근이 지닌 구조적 성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유추의 원리를 , 

통해 형태가 지닐 수 있는 의미의 저변을 한없이 넓혀나간다. 

이 과정에서 로시는 과학적 자서전 의 여러 부분들을 통해 건축을 『 』

마치 극장 과 같은 것으로 서술하였는데 여기서 극장은 단순히 극의 상연을 ‘ ’ , 

위한 건축의 프로그램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자서전 이라는 제목에 걸맞. ‘ ’

게 로시는 이 저서에서 사건과 장면 장소와 시간성 그리고 기억과 이미지 , , , 

등 폭 넓은 주제에 대해서 하나의 이론을 정립한다기보다는 자신의 깨달음과 

경험들을 환유적으로 전개하는데 로시는 건축을 극장 에 비유하고 그것, ‘ ’ , 

이 건축의 이론적 기초라고 선언한다.8 

건축에 대한 극장의 비유는 로시가 지닌 건축관와 그 변화를 상당 

부분 함축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극장에 관한 로시의 서술이 , 

상당부분 과학적 자서전 을 통하여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비하면 , 『 』

이른 시기의 초기 저술인 도시의 건축『 L'architet tura del la cit ta 에서도 건축(1966)』

과 도시를 무대에 비교하는 중요한 서술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

난다 도시의 건축 에서는 로시는 도시가 역사적 사건들이 중첩된 장면이며 . 『 』

8 나는 늘 장소는 사람보다 강하고 고정된 장면은 사건의 변천보다 강하다고 확신해왔다 “ , . 
이것은 내 건축의 이론적 기초가 아니라 건축 그 자체의 이론적 기초이며 실질적으로 ,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이 모든 것을 극장에 비유할 수 있다. .” Rossi. A scientific 
autobiography,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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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삶과 상황이 고정된 무대와 같은 것이라 묘사하였는데 여기서 무대, 

는 로시가 도시의 건축 을 서술하고 있던 시점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개념으『 』

로서 근대건축과 기능주의와는 달리 건축의 형태는 기능과 무관한 가치를 , 

지닌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건과 도시의 관계 도시와 건축의 관계, , 

그리고 그것들 매개하는 형태와 유형Type에 관한 문제를 함축하여 설명한

다.9 반면 과학적 자서전 에서 극장은 더 이상 도시와 직접적으로 비교 , 『 』

되지 않으며 대신 건축에 대한 로시 자신의 경험과 재정의와 관련된다, .

그러나 도시에 대한 분석적 접근과 건축에 대한 자전적 경험이라는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저서에 등장하는 무대와 극장의 개념이 우연히 선, 

택된 유사한 두 단어를 통한 비유로 보기는 어렵다 도시의 건축 에서와 달. 『 』

리 과학적 자서전 을 서술한 로시는 더 이상 도시를 구성하는 구조적 원리『 』

를 통해 건축을 설명하고자 하지는 않으면서도 인간의 삶과 사건 장소 고, , , 

정된 장면 등 도시의 건축 에서 도시와 건축을 무대에 비유하면서 사용하였『 』

던 단어들을 반복하여 건축을 설명하는 것에 사용한다 이는 과학적 자서. 『

전 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된 건축의 극장에 대한 비유가 도시의 건』 『

축 시기 초기 로시의 건축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준다. 』

곧 알도 로시의 건축에서 극장의 개념이 지니는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 

기 위해서는 도시의 건축 을 작성하던 시기와 과학적 자서전 을 『 』 『 』

저술한 시기의 로시가 건축을 바라보던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분석과 

그 변천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시는 도시의 건축 에서 유럽의 도시들을 도시적 형성물‘『 』 fatti 

urbani’이라는 개념을 통해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건축에 대한 유형학적 접근

방식을 성립하고 나아가 이를 자신의 설계방식에 적용하는 이성적이고 합리, 

적인 접근방식을 보여주었다 반면 과학적 자서전 은 자전적인 서술의 연. , 『 』

9 Aldo Rossi, The architecture of the city (Cambridge, MA: MIT press), 198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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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로시가 전개하는 극장으로서의 건축은 하나의 

개념으로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 동시에 건축의 극장에 대한 비유는 로시의 . ,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서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무엇보다도 극장 이 로, ‘ ’

시의 개인적인 정의에 기반을 둔 개념으로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

론으로 정립 확장되기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본 논문은 과학적 자, . , 『

서전 에서 설명되는 극장 의 의미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극장으‘ ’ , 』

로서의 건축에 대한 이론적 틀을 형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로시의 건축이 형성되어 가는 배경과 특

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시의 개인적 경험을 분석할 수 , 

있는 이론적 틀의 도입 또한 목표로 한다 이는 곧 로시의 건축이 모더니즘 . 

이후로 어떻게 건축의 의미를 사회 문화 역사적인 것과 다시 연결시키는지· · , 

그리고 극장으로서의 건축 을 통해 건축이 유추를 통해 그 의미에 대해서 ‘ ’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의 끊임없는 확장에 대하여 로시가 어떻게 고민하였

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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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방법 및 범위1.2 

본 논문은 알도 로시의 극장으로서의 건축 이라는 개념을 건축가로‘ ’

서 로시가 건축을 바라보고 재정의하는 총체적인 관점에 미루어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알도 로시 건축에서 극장의 개념을 과학적 자서전 에서의 서술. 『 』

만을 통해 단절적으로 정의내리기 보다는 과학적 자서전 에 서술된 로시의 , 『 』

건축에 대한 관점이 형성된 배경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다. 

곧 년대 초의 로시가 지니고 있었던 건축관을 로시가 그 이전에 지녔, 1980

던 건축관과 함께 통시적으로 바라보고 그 변화의 양상과 동력에 관하여 연, 

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로시의 건축에 관한 생각이 집대성 된 저서는 도시의 건축 그리, 『 』

고 과학적 자서전 의 두 단행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시의 건축 을 출간, 『 』 『 』

하던 시기의 로시는 건축가로서 비교적 초기의 시기라 볼 수 반면 과학적 『

자서전 이 출간될 무렵의 로시는 건축가로서의 성공을 인정받아 미국으로 』

초청될 정도의 중견 건축가였다.10 그 내용에 있어도 도시의 건축 은 도 『 』

시에 대한 구조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건축에 접근하고자 하는 반

면 과학적 자서전 의 서술은 그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건축에 대한 자전, 『 』

적이며 주관적인 기억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11 그렇다면 본  ,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알도 로시의 건축에 대한 통시적 분석을 위해서는 

10 도시의 건축 이 처음 출간된 년에 로시는 개의 공모전을 수행하였으며 빌라 설치 66 3 , 『 』
작업 기념비를 각각 하나씩 완공한 상태였는데 과학적 자서전 을 서술하던 년대 , , 80『 』
초의로시는 약 여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였다20 .

   https://en.wikipedia.org/wiki/Aldo_Rossi#Archi tecture
11 로시 본인조차 과학적 자서전 을 통해 도시의 건축 의 시기 자신이 도시와 건축에  『 』 『 』

지녔던 입장은 지금과 달랐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Rossi. A Scientific Autobiography, 198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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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건축 과 과학적 자서전 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 』 『 』

분석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알도 로시의 극장으로서의 건축 의 개념을 그의 건축‘ ’

에 대한 통시적 이해를 바탕으로 파악하기 위해 유형학 그리고 유추 의 , ‘ ’, ‘ ’

개념 통해 로시의 건축에 접근하고자 한다 유형학은 도시의 건축 시기의 . 『 』

로시가 도시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도입한 건축에 , 

대한 구조적 접근방식이다 그러나 과학적 자서전 에서 로시는 유형에 대. 『 』

해서 더 이상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며 유형의 형태를 이미지에 유추, 

적으로 연관시키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건축적 경험과 프로젝트들을 설명

해나간다 따라서 본 논문의 장에서는 먼저 로시의 건축에서 유형학 그. 2 , 

리고 유추의 개념이 적용되는 방식과 그것이 변형되는 양상에 대한 추적

을 바탕으로 도시의 건축 시기부터 과학적 자서전 시기까지 로시의 『 』 『 』 

건축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장에서는 도시의 건축 시기 로시가 유형학과 유추3 『 』

의 개념에 대하여 지니고 있었던 관점이 어떻게 도시의 건축 에서 언급된 『 』

무대로서의 건축 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며 나아가 로시‘ ’ , 

의 작업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무대로서의 건축 이 프로젝트에 실제로 적용‘ ’

된 양상에 관하여 연구한다 나아가 로시의 서술과 프로젝트가 아닌 외부의 . , 

사례에 대해 무대로서의 건축 의 개념을 적용해봄으로서 로시의 유형학과 ‘ ’

유추의 개념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양상에 대해서 탐구할 것이다 이는 본. 

격적으로 극장으로서의 건축 의 개념을 다루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논‘ ’

의의 기반을 이룬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서 언급하였듯 과학적 자서전 에 서술된 극, ‘『 』

장 의 개념은 로시의 개인적인 정의에 기반을 둔 개념으로 서술되고 있기 때’

문에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로시는 극장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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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에 대하여 시선 과 감각 을 통해 일관적으로 설명하며 이 지점에서 로’ ‘ ’ ‘ ’ , 

시의 건축에 관한 경험은 주체의 시선과 감각을 다루는 학문들과 접점을 

지닐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장에서는 주체의 시각과 . 4

응시에 관한 이론을 전개한 자크 라깡의 정신분석과 메를로 퐁티의 후기 -

현상학을 참고하여 알도 로시의 극장에 관한 서술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리고나서는 극장 의 의미가 주체의 시선과 관련된 이론을 통하여 파악되‘ ’

는 과정에서 건축이 작용하고 있는 방식 특히 로시의 건축에서의 유형학, 

과 유추의 개념과 관계를 맺는 지점의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 

로 로시의 다양한 작품들에서 드러나는 극장 의 특성들을 파악해볼 수 있‘ ’

으며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사례의 분석을 통해 극장으로서의 건축 과 관, ‘ ’

련된 주체와 시선의 이론 유형학과 유추 이미지의 개념이 건축적으로 적, , 

용되는 다양한 양상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장에서와 . 3

같이 로시의 서술과 프로젝트가 아닌 외부의 사례에 대해 극장로서의 건‘

축 의 개념을 적용해봄으로서 건축에 대한 극장의 비유가 보편적으로 적’ , 

용되고 더욱 확장되어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하나의 이론적 개념

이라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로시의 건축 작업에 대한 자료는 우선적으로 도시의 『

건축 과 과학적 자서전 에 그가 직접 서술한 텍스트를 기본으로 하며 로시, 』 『 』

의 건축 작업들에 유형학이 적용되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로시의 저서

들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비평한 건축가들과 건축이론가들의 문헌을 참

조할 것이다 로시의 건축에 적용되는 유형학의 구조와 유추적 건축의 . 

개념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이 유형의 이미지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 

과 그 과정의 연속성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유형과 구조주의 그리고 기, 

호학에 관한 미학적 프레임을 참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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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도 로시 건축의 형성 유형학과 유추적 건축2. : 

 

도시의 건축 과 유형학2.1 『 』

도시의 건축 은 세기 초부터 중반까지 전개된 근대건축이 보여준 20『 』

의미의 공허함에 직면한 이후 젊은 건축가였던 알도 로시가 자신이 건축을 , 

수행해 나갈 방법 곧 건축의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찾아나가고자 한 작업이, 

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시의 건축 이 아직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 『 』

않은 건축가였던 로시가 그간 작성하였던 글들을 하나로 엮은 책이며 그 도, 

입부에서부터 근대건축에 대한 반례라 할 수 있는 사례들을 도시에 대한 분

석을 통하여 제시해 나가며 전개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로시는 파도바에 . 

있는 건물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능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도시 속에서 그 

고유한 형태를 영속해서 지속해나가는 사례를 제시하며 근대건축의 기능주, 

의가 이념적으로 내세웠던 기능에 따른 건축 형태의 결정을 비판하는 동시에 

건축의 형태가 지닐 수 있는 의미를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시간적 층위를 통·

해 재고하고자 하였다.12 

또한 이 시기의 로시는 도시의 건축 에 수록된 유럽 도시의 형성, 『 』

과 양상에 관한 방대한 자료 그리고 소쉬르, Ferdinand de Saussure나 레비 스트

12 한 예로 이탈리아 북부도시 파도바의 재판소 “ Palazzo della Ragione di Padova에 대해 이
야기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도 이 건물이 수용하였던 기능의 다양함과 그 기능이 건물. ... 
의 형태에서 완전히 독립해 있다는 사실에 도시를 구성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건물, ... 
의 형태라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받는다.” Rossi, The Architecture of the City,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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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Claude L vi-Straussé 에 대한 분명한 언급에서 드러나듯 도시와 건축이 과학, 

과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구체적으로는 구조주의적인 접근을 통해 , 

도시의 기저에 있는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3 곧 건축 , 

이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처럼 객관적으로 사유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로시는 이를 위해 먼저 도시를 범주화하여 양적으로 접근할 수 있. 

는 분석의 기준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나는 도시 건축의 양적 평가에 적합하고 연구된 재료를 단일화 한 기준에 따라 요약할 수 ... , 

있는 분석 방법을 세우려고 하였다 이 분석 방법은 이 책에서 도시적 형성물의 이론에 의해. , 

도시를 거대한 인공물과 동일시하는 관점에 의해 그리고 도시를 기본 요소와 주거 지역으로 , 

분리하여 설명하는 관점에 의해 나타난다 나는 이 책에서 시도하는 분류화에 기초하여 . 

도시적 형성물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도시 연구 분야에 커다란 -

진전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14

13 로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언어학 발전을 위해 소쉬르가 확립한 관점은 도시학 발 . “
전을 위한 프로그램들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레비 스트로... .” Ibid., 23. , “
스는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에 착수하여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발전들을 가능하게 함으
로써 더욱 풍요로워진 영역에서 도시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Ibid., 33.

그림 파도바의 재판소[ 1] < Palazzo della Ragione di Padova 파도바>, Pad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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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언급에서도 드러나듯 로시가 도시에 대해 과학적이고 구조적, 

으로 접근하기 위해 중요시 한 개념은 바로 도시적 형성물Fatti Urban i15으로, 

도시적 형성물의 특성에 관한 서술은 도시의 건축 전체를 지배하고 있『 』 

다 도시적 형성물은 도시에 대한 다양한 범주의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매. 

개물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도시적 형성물은 형태와 유형의 문제와 직, 

결되기 때문에 도시적 형성물을 통해 도시를 이해하는 것은 곧 도시를 형

태와 유형을 통해 분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본 장에서 알도 로시. , 

의 초기 건축관을 도시의 건축 에서의 형태와 유형에 관한 서술을 중심『 』

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로시의 언급에 따르면 도시는 건축과 같은 범주에 있는 것이다, .16 

그렇기 때문에 도시적 형성물을 통해서 도시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원리

들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은 건축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가 된다 따, . 

라서 유럽의 전통적인 도시들을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 분석해 그것이 지

닌 가치와 의미들의 체계를 정리하는 일은 곧 새로운 건축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재료들을 정립하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도시의 건축 을 관통. , 『 』

하고 있는 도시에 대한 구조적 접근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로시

의 초기 건축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로시의 유형학, 

적 건축에 대한 숙고를 바탕으로 달라지는 과학적 자서전 시기의 건축, 『 』 

을 극장으로서 사유하는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14 Ibid., 21.
15 영문으로는 으로 번역되었다 Urban Artifact . 
16 이 책의 주제인 도시를 나는 건축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건축을 도시의 시각적 이미지 “ . 

와 도시의 모든 건축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구축물 즉 시간과 더불어 형성된 도시의 구, 
축물로 말하려고 한다.” Ibid.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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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와 유형2.1.1 

도시적 형성물 은 도시의 건축 전반에 걸쳐 도시에 관한 다양한 ‘ ’ 『 』 

내용을 매개하는 상당히 폭넓은 개념이지만 그 의미는 상대적으로 간단하, 

게 정의된다 로시에 따르면 도시적 형성물은 전체 도시 가운데 가장 한. , ‘

정된 범위 즉 자체의 건축과 형태에 의해 특성화된 형성물 이다, ‘ .17 로시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유럽의 도시에서 도시적 형성물들은 팔라초 복합 용, 

도 건물 인구 밀집 지역 등 도시를 구성하는 부분으로서 다양하게 나타나, 

며 이러한 도시적 형성물에 의해 도시의 특별한 구조를 지닌 매우 복잡, ‘

한 현실의 모습 은 충실하게 표현되고 확인된다’ .18

이러한 도시적 형성물에 있어 그것을 개별적인 대상으로서 성립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그것의 모든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 

형태이다.19 로시의 입장에서 도시와 건축은 도시적 형성물의 분석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인데 도시적 형성물의 모든 특성이 형태를 통해 요약될 , 

수 있는 것이라면 도시와 건축의 모든 면모는 곧 그것이 지닌 형태를 통, 

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이 된다 로시의 입장에서 형태는 도시가 지닌 수많. 

은 의미들을 의사소통할 수 있는 매개이기 때문에 그것이 단일한 매개라 , 

하더라도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 된다 도시적 형성물의 형태는 . 

일반적이고 집단적인 기억을 담보하며,20 도시에 존재해온 다양한 시간의  

켜를 표현하고,21 개별적인 장소성과 그 장소성을 형성하게 된 초기의 동 

17 Ibid., 29.
18 Ibid.
19 여기서 내가 고려하고 있는 현실은 도시의 건축 즉 그 형태인데 그것은 그 기원을  “ , , 

포함하여 도시적 형성물의 전체적인 성격을 요약하는 것으로 보인다.” Ibid., 32.
20 형태와 관련해서도 분명한 양식적 특성을 이 건물의 여러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으나 “ , 

어느 부분에서는 그 특성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나는 남아 있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그 건물로부터 얻게 된 개념과 집단의 산물로서 그 . ... ,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기억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또 그 건물을 통해 맺. 
은 집단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 Ibid.,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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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드러내며,22 나아가 해당 도시적 형성물과 연결된 사건의 일부로서  

작용하기도 한다.23

그런데 이렇게 도시에 축적된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는 형, 

태는 개별적인 도시적 형성물 하나하나를 통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형. 

태들의 의미가 작용하는 것은 오직 유형의 체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며 로, 

시는 도시의 건축 의 가장 첫 부분에서 도시의 형태는 유형적 자료라는 『 』

것을 분명히 하였다.24 로시가 생각한 유형의 정의는 그가 직접 언급한 카 

르트메르 드 퀸시Quatrem re de Quincyè 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인용에서 잘 확인

할 수 있다.

유형이란 말은 완벽하게 복제하거나 모방할 수 있는 사물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 자체가 ‘ ’
모델을 위한 하나의 규범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요소의 개념을 표현한다 모델은 예술의 ... 

실행 과정에서 볼 때 그 모습 그대로 반복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이와는 정 반대로 . 

유형은 어느 누구에게나 전혀 닮지 않은 작품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이다‘ ’ . 

모델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제공한다 그러나 유형 은 다소간 모호하다. ‘ ’ .25

유형은 실제로 구축된 도시적 형성물 즉 구축된 건축에 앞서 존재하며 그, , 

것의 규범적인 참조 대상으로서 존재한다 또한 유형은 질료로서 구축된 형. 

태 이전에 존재하는 논리적 원칙이기에 영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21 도시의 형태는 언제나 도시와 함께해 온 시간의 형태다 그러나 도시의 형태에는 수많 “ . 
은 시간이 존재한다.” Ibid., 61.

22 도시적 형성물의 개별성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건축 작품을 결정하는 장소에서  “[ ] ? ... 
비롯된다 장소의 물리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곳을 선택한 동기 그리고 장. 
소와 작품 사이에 결정된 분리할 수 없는 통일적 의미에서 비롯된다.” Ibid., 113

23 도시적 형성물의 개별성은 사건과 사건을 고정시킨 징표 속에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
있을 것이다.” Ibid., 106.

24 도시를 설명하기 위해 주로 도시의 형태를 언급할 것이다 도시의 형태는 도시의  “ . ... 
구체적 경험과 관련된 유형적 자료이기 때문이다.” Ibid., 49.

25 Antoine Chrysostome Quatrem re de Quincy, è Dictionnaire historique 
d'architecture comprenant dans son plan les notions historiques, descriptives, 
archaeologiques, biographiques, th oriques, didactiques et pratiques de cet art é
(Paris: Librairie d'Adrien le Clere),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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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6 다양한 상황의 복잡한 개별적 도시 환경에 분석적으로 접근해야 하 

는 상황에서도 개별적 도시적 형성물의 형태는 유형과의 연관성을 통해 

그 의미가 독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27 곧 유형은 궁극적으로 도시와  , 

건축 구성하는 도시적 형성물의 형태적 의미에 관하여 의사소통 할 수 있

게 해주는 규범이기에 로시는 유형이 도시의 건축 시기 그의 건축관에서 , 『 』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건축의 본질에 근접해 있는 개념이라 단언한다.28

유형학 형태에 대한 구조주의적 접근2.1.2 : 

알도 로시가 도시의 건축 에서 유형을 이처럼 중요하게 다루게 된 『 』

배경에는 우선 유형이 도시적 형성물의 형태를 통해 도시의 역사와 사건, , 

시간과 장소 그리고 기억 등 다양한 면모를 하나의 체계로서 매개하여 다룰 , 

수 있게 하는 힘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은 로시가 도시의 건. , 『

축 을 서술하며 참고하고자 하였던 소쉬르의 언어학과 레비 스트로스의 』

인류학과 같이 그 형태에 관한 하나의 구조주의적 체계로 볼 수 있는 것, 

이다. 

먼저 유형은 도시와 건축이 지닌 다양한 의미를 매개하지만 그 자, , 

체로 어떤 실질적 내용을 지닌 항목으로서 작용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유형. , 

은 관계적인 형식에 관한 것이다 마이클 헤이즈. Michael Hays에 따르면 건축, 

26 나는 유형의 개념을 영속적이며 복합적인 것으로 그리고 형태 이전에 존재하고 그 형 “ , 
태를 성립시키는 논리적 원칙으로 생각한다.” Rossi. The Architecture of the City, 
40.

27 역사의 특정한 시기나 복잡한 상황에서 선택될 때에도 결국에는 형태 자체 속에 정확 “
히 나타나 있는 모든 형성 과정의 총체적인 성격을 계승하는 형태가 유형적 형태와 일
치하는 것이다 알도 로시 도시의 건축 중 포르투갈판 서문 오경근 역 동녘.” , “ ”, , , 2006, 『 』
363.

28 이제 우리는 유형을 건축의 본질에 매우 근접해 있는 건축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
것이다 즉 유형은 그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건축과 도시의 원칙으로서 언제나 감정. ‘
과 이성 과 함께해 왔던 것이다’ .” Rossi. The Architecture of the City,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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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형태에 관한 유형들은 하나의 같은 질서체계 하에서 구조주의 언, 

어학에서의 음소들phon mesè 과 같은 관계적 척도로 이루어진 하나의 구조화

된 체계 속 요소들이다.29 이 논의를 확장시키면 유형의 체계 속 형태와  , 

구축되어 지어진 도시적 형성물 곧 건축물 이 지니는 형태는 소쉬르의 , ― ―

구조주의적 언어학에서 추상적으로 규범화된 언어 체계인 랑그Langue와 발

화되고 실생활에 이용되는 언어행위인 파롤Parole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

다 구축되어 지어진 도시 속에 존재하는 건축물은 하나의 개별적인 상황. 

에 놓인 대상이나 그것이 구축되어진 형태가 분석되어 하나의 형태적 유, 

형으로 연관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개별적인 것이 아닌 유형이 담, 

보하는 외부적 체계가 지닌 의미의 연관관계 속에서 분석되는 대상인 것

이다 곧 유형은 건축이 지닌 목적적 의미를 구체화 하는 하나의 구조로서 . 

작용하며 아도르노, Theodor W. Adorno는 이를 건축적인 상상화라 언급한 바 

있다.

건축은 이렇게 질문한다 어떤 특정한 목적이 어떻게 공간이 되는가 어떤 형태들과 어떤 . , 

재료를 통해서 모든 요소들은 또 다른 한 요소와 상호적으로 관련을 맺는다 이런 ? . 

개념을 따르자면 건축적인 상상화는 공간을 목적에 맞게 구체화하는 능력이다.30

대지와 프로그램 사용해야 할 재료 등 특수한 조건에 직면할 때 이러한 건, , 

축적인 상상화는 그것의 조건들이 형성하는 개별적인 구축의 결과가 지니는 

형태를 유형이 매개하는 언어학에서의 음소와 같은 하나의 유형적 형태와 ( , ) 

유비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의 목적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31

29 따라서 마이클 헤이즈는 로시가 다루는 유형을 소쉬르의 음소에 빗대어 건축소 ‘
라고 칭한다 마이클 헤이즈 건축의 욕망 레이트 아방가르드 읽기architectemes’ . , : ' ' , 『 』

조순익 역 시공문화사, , 2011, 32.

30 Theodor W. Adorno, “Functionalism Today.” trans. Jane Naumam and John 
Smith, Oppositions 17 (Summer 1979): 37.

31 마이클 헤이즈 , 건축의 욕망『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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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 구조로서 작용한다는 것은 유형이 일관성을 갖는 자율적인 , 

조직 체계로서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건축의 유형이 함의하는 구조적 체계. 

의 망 속에 적용될 수 있다면 어떠한 개별적인 건축물이라도 그 의미를 , 

구조에 의거해서 독해하고 그 의미를 보편적으로 구조화된 체계에 의거하, 

여 해석해 낼 수 있는 것이다 헤이즈에 따르면 유형학을 통한 건축은 개. , 

별적인 건축이 전체적인 건축의 담론 체계와 교류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32 이는 곧 건축을 유형학을 통해 독해하게 될  , 

경우 그것이 아무리 특수한 상황 속에 존재하는 건축이라 하더라도 더 이

상 개별적인 프로젝트로 여겨지기 어려우며 개별적 건축물이 지니는 의미, 

는 항상 관계적이고 담론적으로 읽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가 . 

라파엘 모네오Rafael Moneo는 유형학이 개별 건축물의 의미를 관계적으로 

연결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언급하였다.

유형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건축적 대상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피할 수 . 

없는 질문이다 건축의 대상은 더 이상 단일하고 고립된 하나의 사건으로 여겨질 수 없다. . 

왜냐하면 그 대상은 그것의 역사와 더불어 그 주위의 세계에 의해 한계지어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특정한 건축적 조건에 따라 삶을 다른 대상들로 확장시키며 그럼으로써 , 

공통적인 형태적 구조들을 찾을 수 있는 관계된 사건들의 사슬을 확립한다.33

로시 또한 유형은 역사를 비롯하여 사회에 의해 누적된 결과물로서 형성된 

구조적 체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적 형태가 단번에 등장하는 일은 결, 

코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34 

32 전체적인 건축의 담론 체계와 그 체계의 개별적인 예시들 간의 상호 교류들을 구체화 “
할 수 있는 제 의 용어 즉 상징계와 특정한 건축적 기표 간의 종합적인 조작자를 생3 , 
성시킬 수 있다 다시 떠오르던 건축적 유형학의 개념이 바로 그것을 시도한다. ... .”  
Ibid., 32.

33 Rafael Moneo, “On Typology,” Oppositions 13 (Summer 1978), 44.
34 유형이 시간과 더불어 오랜 과정 끝에 형성되었고 도시나 사회와 복잡한 관계를 맺고  “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유형을 발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존재할 수 없다는 , 
사실 또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알도 로시 도시의 건축 중 포르투갈판 서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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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로시가 도시의 건축 을 통해서 진행한 작업은 유, 『 』

럽의 도시를 분석하고 유형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을 통해 도시의 개별적인 

상황들 개별적인 도시적 형성물들이 일관적으로 독해될 수 있는 하나의 사, 

회적 담론적 의미 체계를 분석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에 . 

도시의 건축 은 도시를 분석하는 저술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로시 자신의 , 『 』

건축이 의미작용할 수 있는 하나의 건축적 체계를 형성하고 다듬는 작업으로 

동시에 읽혀질 수 있는 것이다.

도식 유형학과 개별 건축물의 관계[ 1]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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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학을 통한 건축 구성 유추적 도시2.2 : 

유추적 도시2.2.1 

알도 로시가 도시의 건축 을 통해서 진행한 도시와 건축에 대한 『 』

유형적 분석이 로시 자신의 건축이 작용할 수 있는 건축에 대한 하나의 

구조적인 체계를 형성하는 작업이었다면 그 이후의 작업은 이러한 체계의 , 

의미작용 방식에 의존하는 구체적인 설계 방법을 발전시키는 순서가 되어

야 할 것이다 로시는 이러한 설계 방식에 대한 영감 또한 도시의 건축. 『 』

에서 다루었던 도시와 유형을 통해서 얻은 것으로 보인다 곧 도시를 유. , 

형으로 설명하고 묘사해 낼 수 있다면 도시의 영역에 존재하며 도시적 형, 

성물의 원리를 공유하는 건축을 수행하는 방식 또한 유형을 탐구하는 것

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로시는 유추적 도시. ‘ Città Analoga(Analogous 

City) 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지닌 설계 방법론을 발전시킨다’ . 

로시는 유추적 도시 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화가 ‘ ’ , 

카날레토Canaletto35가 그린 팔라디오 건물들과의 카프리치오< Capriccio con 

edifici palladiani 를 예시로 들어 설명한다 로시는 도시의 건축>(1756-1759) . 『 』 

이탈리아 제 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2 .

35 베니스 출생의 이탈리아 화가로 이탈리아의 베 Giovanni Antonio Canal (1697-1768). , 
니스와 로마 영국 런던 등의 풍경을 주로 그렸다 그의 카프리치오 작업들은 , . capricci 
현실의 도시들을 상상력을 발휘하여 변형시켜 그린 작업들인데 종종 실제 풍경과 상상, 
적인 지점의 분간이 어려울 정도였다. Alice Binion and Lin Barton, "Canaletto." in 
Oxford Art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Web. Last modified Jan 6. 2017. 
https://doi.org/10.1093/gao/9781884446054.article.T0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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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나는 카날레토 가 환상적으로 베니스를 그린 Canaletto

사례를 들었는데 그것은 팔라디오의 리알토 다리, < Ponte di Rialto 프로젝트들> , 

비첸차의 바실리카< Basilica  di Vicenza 그리고 키에리카티 궁>, < Palazzo Chiericati 을 >

나란히 배치하고 마치 그 화가가 실제 관찰한 도시의 장면을 표현한 것인 양 모사한 

하나의 광상곡 이었다 사실 어느 것 하나도 베네치아에 존재하지 않는 이 capriccio . 

팔라디오의 세 기념물은 건축의 역사와 도시의 역사에 연관되어 있는 특정 요소들을 

통해 형태가 완성된 유추의 베네치아를 구성한다 계획안인 폰테 디 리알토 근처로 . ... 

옮긴 두 기념물들의 지리적 위치 이동은 순수한 건축적 가치의 장소를 만들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를 구성한다 그 회화 속 기념물들의 , . 

지리적인 전치 은 순수하게 건축적인 참조물들로 이루어진 장소일지라도 transposition

하나의 도시로 인식된다.36

이 사례를 통해 나는 논리적 형태적 조작이 하나의 설계 방법으로 해석된 다음 건축설계 -

이론을 위한 하나의 가설로 변환되는 방식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 가설이란 그 요소들이 . 

사전 설정되고 형태적으로 정의되지만 그 조작이 끝나고 나면 작품의 진정하고 예측 

못한 독창적인 의미가 중요해진다는 점이다.37

로시의 설명과 같이 카날레토의 베니스 카프리치오는 어느 하나도 베니스에 , 

존재하지 않는 팔라디오Andrea Palladio의 세 작업을 베니스의 한 장소로 이

동 로시의 표현에 따르면 지리적으로 전치( , transposition 시켜 표현한 작업이)

다.38 이 그림에 대한 로시의 표현 중 그 요소들이 사전 설정되고 형태적 ‘

으로 정의 되었다는 것은 유형이 지닌 가치는 시간적 공간적 이동과 무관’ , ·

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라디오. 

의 건축들이라는 요소들의 조합에 의해 베네치아의 리알토 앞 공간의 구

체적인 형태는 새롭게 형성되는데 이로 인하여 작품의 진정하고 예측 못한 , ‘

독창적인 의미 가 중요하게 드러난다’ . 

36 Aldo Rossi, “Preface to the second Italian Edition (1969)” in The architecture 
of the city. (Cambridge, MA: MIT press, 1982), 166.

37 Ibid., 166.
38 리알토 다리 는 실제로 지어지지 않은 프로젝트이며 비첸차의 바실리카 그리고  < > , < >, 

키에리카티 궁 은 비첸차< > Vicenza에 존재하는 건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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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카날레토[ 2] Canaletto 팔라디오 건물들과의 카프리치오, < Capriccio con edifici palladiani>, 

1756 1759.–

그런데 이 경우 유형적 요소들이 조합되며 드러나는 의미 자체는 , 

고유하고 새로운 것이지만 이는 차이 에 의한 것으로 유형이 담보하는 고정, ‘ ’

된 의미에 의존하는 것이다 곧 유추적 도시 에서 유추는 사전의 고정된 . , ‘ ’

유형에 대한 관념을 바탕으로 차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작업인 것이다.39 

로시 또한 유추의 도시는 구성적 행위 이며 이는 기본적인 형성물 또는 ‘ ’ , ‘ ’ 

고정 요소 에 의존하는 것이라 논의한다‘ ’ .

39 멕시코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옥타비오 파스 Oc tavio Pa z는 유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
한 바 있다 유추는 차이와 대조를 소멸시키는 일 없이 이들을 화해시키는 언어적 다. “...  
리인 어떻게 라는 말의 영토다 유추는 다름 그 자체를 단일성으로 꿈꾸도록 하고 차이‘ ’ . , 
를 동질성으로 착각하도록 하는 은유다 유추 덕택에 다원성과 이질성의 혼란스러운 풍경. 
은 그 질서를 찾으며 명료한 것이 된다 유추는 닮음의 놀이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차이. 
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작업이다 유추는 차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차이를 구하. . 
며 차이의 존재를 참을 만한 것으로 만든다, .” Octavio Paz, Los hijos del limo, Del 
romanticismo a la vanguardia, Seix Barral, Barcelona, 1986. quoted in Studi 
Sulla Città by Carlos Mart Ar s (Milano, 1990), 167-168.í 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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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의 도시는 구성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구성적 행위는 도시의 현실 속에 ,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별개의 형성물들을 유추적 체계의 틀 안에서 설정하는 몇몇 

기본적인 형성물들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유추의 도시는 도시를 또 다른 . ... 

형성물들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고정 요소들과 관련시키는 체계를 의미한다.40

곧 유추적 도시 라는 설계 방법은 유형적 요소들의 고정된 의미, ‘ ’

를 바탕으로 또 다른 형성물들에 대해 추론할 수 있도록 고정된 요소들의 , 

구성적 행위를 통해 차이를 통한 독창적인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

아가는 것이다 유추적 도시에서 고정된 유형의 요소는 사회적이며 추상적. 

인 구조적 체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되, ·

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그 규모와 스케일에 있어서도 자유롭다 도시의 질. 

서라는 구조적 체계가 모든 규모의 건축적 유형들 속에 인식적으로 내재‘ ’

하기 때문이다.41  

로시는 도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도시적 형성물의 이론을 통하여 

건축과 도시의 같은 범주에서 사고하고자 하였지만 유추적 도시 라는 설계, ‘ ’

방법에서 디자인의 원리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과 규모에 있어서 자유롭다는 ·

것은 도시와 건축의 관계에 있어 한층 더 급진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유추적 . 

사고와 유형의 원리를 통한 건축은 건축이 얼마든지 도시와 같은 것으로 해, 

석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로시는 비록 도시의 건축 의 본문에서는 언급. 『 』

하지 않았으나 년 서술한 포르투갈판 서문에서 건축이 유추를 통해 도, 1971

시와 같이 해석되고 설계될 수 있다는 사례로 크로아티아의 스플릿Split에 

있는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Diocleti an’s Palace을 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

40 알도 로시 도시의 건축 중 포르투갈판 서문 , , 368.『 』
41 마이클 헤이즈 건축의 욕망 ,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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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릿의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은 그것만의 유형학적 형태 속에서 도시 전체를 “ [ ] 

발견했으며 따라서 그것은 한 도시의 형태를 유비적으로 지시하게 되었다 이 사례는 하나의 , . 

건물이 그 도시와의 유추를 통해서 설계될 수 있다는 증거다.”42

그림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 3] < Diocletian’s Palace 크로아티아 스플릿>, croatia split

곧 로시는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을 보며 건축이 도시와의 유추 구, , 

체적으로는 도시를 구성하는 유형들과의 유추를 통해서 설계될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것이다 이는 로시가 분석한 도시와 같은 방식으로 건축을 유형과의 . , 

관계를 통하여 구성하는 것이 앞으로 로시의 건축에서 중요한 원리가 될 것

임을 시사한다.

42 알도 로시 도시의 건축 중 포르투갈판 서문 ,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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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 유추적 도시 의 원리[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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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와 미메시스2.2.2 

. 알도 로시의 유추적 도시 에서 적용되는 유추적 사고에서 고정된 유형    ‘ ’

의 요소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되어 있지 않고 그 스케일에 있어서도 자·

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의 원형이 추상적인 구조적 체계 속에 위치하는 ,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추적 도시 의 설계 방법에서 건축은 이미 추. , ‘ ’ , 

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재현해내는 행위가 된다 나아가 이러한 재. , 

현의 맥락에서 로시의 유추 개념은 미메시스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된

다.43 특히 건축 작업이 유형이라는 원형을 모방하는 것이나 그것이 표현 , , 

되는 방식은 로시가 유형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되어 있지 않고 그 스( ·

케일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표현하였던 것과 같이 예술가의 자유로운 실천) 

이자 고안이라는 점에 있어서 로시의 미메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

스 개념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므로 시인이나 제작자 는 운문을 만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플롯을 만드는 사람이어야 “ ”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는 모방하기 때문에 시인인 것이요 그가 모방하는 것은 행동이기 . ,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역사적인 주제를 취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시인임에 다름이 .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 개연성과 가능성의 법칙에 합치되지 말아야 .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며 그런 성질 때문에 그가 이런 사건들의 시인 혹은 창조자인 , 

것이다.44

43 로시의 유추의 개념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이미 존재하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라 “[ ] , 
는 점에 한해서는 미메시스로서 더 잘 이해된다.” Rafael Moneo, “Postscript,” in 
Aldo Rossi Buildings and Projects, ed. Peter Arnell and Ted Bickford (New 
York: Rizzoli, 1985), 314.

44 블라디슬로프 타타르키비츠 타타르키비츠 미학사 고대미학 손효주 역 , : , , Originally 『 』
from, Po tica, ë by  Aristotele 1451b 27, accessed November 28, 2019.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432067&cid=51392&categoryId=5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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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는 시인을 모방자라 불렀으나 동시에 그는 시인을 또한 창조, 

자로 생각하기도 하였으며 예술가의 행위 또한 시인의 행위와 비슷한 것으, 

로 보았다 모방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해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  

한편으로 플라톤과 같이 모방은 실재( ) reality의 재현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 

피타고라스 학파와 같이 실재의 자유로운 표현이라는 것인데 아리스토텔( ) , 

레스는 두 가지 모두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45 이처럼 로시는 유형이 존재 

하는 어떤 실재를 염두해 두고 있었긴 하나 유추적 도시 에서처럼 그것을 , ‘ ’

구현해 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극적일 정도의 스케일 변화와 전혀 다른 시

공간적 조합을 통해 창조적인 의미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

유추적 도시 와 같이 건축을 수행하는 것이 어떤 실제적인 유형의 ‘ ’ , 

미메시스적 재현이라면 이는 구축된 개별적인 건축물의 위상을 상당히 변( ) , 

화시키는 것이 된다 특히 라파엘 모네오는 구축된 건축물 또한 재현일 뿐. , 

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건축물은 곧 또 다른 재현인 도면과 크게 , 

다르지 않은 것 된다고 주장하였다.46 건물과 도면은 모두 재현적인 것이 

기 때문에 로시의 도면은 건물과 같은 위상을 지니며 마치 동일한 실재의 , 

서로 다른 면모처럼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근원적인 유형을 유추. 

적으로 혹은 재현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다면 , 

구축된 건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 창조적인 구성적 조합에 관한 실

험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로시는 적극적으. 

로 많은 드로잉들을 자신의 건축 작업 속에 포함시키며 자신이 디자인한 , 

동일한 유형의 대상들을 서로 다른 다양한 시공간적 상황에 배치시킨다. 

45 Ibid.
   https://t erms.naver.com/entry.nhn?docId=2432054&cid=51392&categoryId=51393.

46 만약 우리가 건축이 재현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건축물은 곧 드로잉과 같은 것 “ , 
이 된다.” Moneo, Postscript,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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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 유추와 미메시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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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과 유형의 이미지2.3 

유형과 이미지의 실재성2.3.1 

본 장까지 알도 로시 건축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 구축되거나 그려, 

져 재현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유형의 중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로시의 건축에서 유형은 그 고정된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그것이 구체적으로 

재현되는 다양한 사례들이 유추의 원리로서 차이를 지닐 수 있게 하는 것이

다 그런데 장 절에의 다룬 유형학과 구조주의의 관계에 따르면 유형은 . 2 1 , 

추상적 구조에 포함되어 작용하기는 하지만 유형의 형태가 그 자체로서 의, 

미를 지닌 것은 아니다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랑그로서의 언어가 기저에 있. 

는 의미와 연결된 기표로서 작용하였듯이 유형은 그 형태를 통하여 그 형태, 

의 이미지가 관계맺고 있는 건축의 다양한 사회 문화 역사적 의미를 전달( · · ) 

하는 매개체로서의 기표와 같은 것이다 도시의 건축 에서도 분석된 유형. , 『 』

의 사례들은 그 도시에 누적된 의미를 매개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

이었다.

유형이 도시가 지닌 근원적 의미들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유형이 의

미를 그 속에 내재하여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라면 우리는 유형 그 자체가 , 

존재하는 양상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유형이 의미. 

를 전달하는 기호적 구조에서 유형을 그것이 전달하는 의미와 분리할 수 있

다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 형태인데 구체적으로는 형태의 , ? , 

이미지로서 건축의 외관 그 자체이다, .47 곧 유형학의 구조는 유형 그 자 , 

47 유형의 중심성이 주장하는 바는 건축적인 외관 그 자체의 그리고 단순히 그 뒤의 어떤  “ (
기능적 원인이 아닌 실재성 건축으로서의 상징적 동일시인 건축의 이미지 유형의 작업은 ) , (
이미지화 이다 에 대한 주장이다 마이클 헤이즈 건축의 욕망image-ination ) .” ,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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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실재성 형태의 이미지가 실재성을 지니고 하나의 건축적 개념으로 ―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파엘 모네오는 바로 유형의 개념이 지닌 건축적 형태의 이미지에 ( ) 

대한 숙고가 로시가 도시의 건축 의 관점으로부터 과학적 자서전 을 통, 『 』 『 』

해 표현된 건축으로 변화하는 결정적인 단서라고 주장한다.48 로시에게 유 

형은 도구적인 것 구조적인 것이었으나 이제는 이미지가 된 것이다, , .

유형의 구조로부터 해방된 이미지와 유추의 불투명성2.3.2 

유형을 더 이상 의미를 매개하여 전달하는 구조의 일부이자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성립하는 실재성을 지닌 이미지로 가정한다면 이, 

는 곧바로 유형학이 구조주의적으로 상정하던 건축적 의의들과 건축이 지닌 

형태의 이미지라는 기표가 얼마든지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로시는 나는 내가 단순히 사실로만이 아니라 기억이나 . “ ... 

디자인에 사용되는 일련의 사물들과 정동의 대상들로 여겨지는 역사의 다른 

의미를 발견했다고 믿는다 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바로 여기서 역사가 다.” , ‘

른 의미를 지녔다 는 것이야 말로 유형학이 지니는 구조적 관계가 흔들리며 ’

분리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49

48 Rafael Moneo, Theoretical anxiety and design strategies in the work of eight 
contemporary architects 라파엘 모네오는 이 (Cambridge: MIT press, 2004), 105. 
글에서 년의 미국 여행을 로시가 건축에 있어서 구조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포기1976
하고 이미지를 통해서 작업하게 된 계기로 보고 있다 알도 로시는 년 미국을 방, . “ 1976
문했다 어떤 면에서 그의 과학적인 열정으로부터 그를 끌어내린 것 그 자신이 이미. ... , 
지를 통해서만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여행이었다.” Ibid., 
106.

49 Aldo Rossi, “An Analogical Architecture,” trans. David Stewart, in Architecture 
and Urbanism 56 (May 1976): 74-76,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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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로시의 유추를 통한 설계 방법은 유추적 작업 속에 본질적으, 

로 내재되어 있는 의미 작용에 대한 불투명성을 드러낸다 로시는 레지. <

스탕스를 위한 기념물Monumento alla resistenza a Cuneo 산 카탈도 공>(1962), <

동묘지Cimitero di San Cataldo 세계의 극장>(1971), < Teatro del Mondo 에서 >(1979)

동일하게 입방체의 유형을 사용하지만 이 세 프로젝트를 비교했을 때 우, 

리는 유형의 매개하는 어떤 동일한 의미에 집중하게 되기보다는 각자의 

프로젝트가 지닌 독특함과 차이로 나아가는 방식을 인지하게 된다 건축가 .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은 로시의 건축에서 유형의 구조의 합리성은 유

추의 불투명함을 드러내게 되고 그 무의식적인 내용 이야말로 중요한 것, ‘ ’

이라 주장한 바 있다.

의식 적인 논리를 그림자 적인 유비와 조합시키는데에 있는 the conscious the shadow

그것들의 특별한 합리성은 반드시 그것들의 의식적인 이미지들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로시의 의식적인 이미지들은 그것들의 그림자적인 이미지들로 가는 하나의 열쇠로서만 

존재한다 그것들의 내재적이면서도 많은 경우 무의식적인 내용은 오늘날 외재적인 . 

문화적 조건이 갖는 모다 문제적이면서도 아마 더욱 기본적인 실재성에 직면한다.50 

도시를 구조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건축과 도시에 대해 합리적

으로 접근하고자 한 로시의 건축이 구조적 의미작용의 틀을 벗어난 이미지의 

건축으로 전개되는 양상은 마찬가지로 구조주의 언어학이 내재하고 있었던 , 

파열에 대해서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논의한 내용을 상기시킨다. 

이는 언어가 보편적인 문제틀을 침해한 순간이었으며 중심 혹은 근원의 부재 속에서 모든 , 

것이 담론이 된 순간이었다 말하자면 그것은 중심적인 기의 즉 근원적이거나 초월적인 . ... , , 

기의가 차이들의 체계 바깥에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체계다 초월적인 기의의 부재는 . 

의미작용의 영역과 유희를 무한하게 넓힌다.51

50 Peter Eisenman, "The House of the Dead as the City of Survival." in Aldo 
Rossi in America 1976-1979 (Cambridge, MA: MIT press, 198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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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구조적 의미작용에서 분리된 유형의 형태적 이미지와 유추의 불투명

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는 로시의 이미지적인 건축은 도, 

시와 건축을 유형이 매개하는 의미작용의 구조적 프레임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던 도시의 건축 과 유추적 도시 의 방법론에 이미 내재하‘ ’『 』

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도식 구조로부터 이미지의 해방[ 4] 

로시의 건축이 유형을 더 이상 도시가 전통적으로 지녔던 의미를 매

개하는 것이 아닌 이미지가 그 자체로 지닌 의미작용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 

있다고 할 때 그러한 이미지들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에 , ? 

관해서는 이미지를 통한 건축에 이미 익숙해진 과학적 자서전 을 서술하던 , 『 』

로시가 자신의 도시의 건축 에 대해 술회한 다음의 언급에서 단서를 찾을 『 』

수 있어 보인다.

51 Jacques Derrida, Writing and Difference, trans. Alan Ba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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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경 나는 도시의 건축 을 저술했다 성공적인 책이었다 한번 명확해지면 모든 1960 . . ... 『 』

것이 규정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기억을 무시하면서 도시의 인상을 이용했으며. ... , 

감정의 배후에서 시간을 초월한 유형학의 고정법칙을 탐구했다 이기심으로 지탱되는 . ... 

사랑처럼 나는 자주 그 도시들에서 느꼈던 비밀스러운 감정들을 무시했다 도시를 지배하는 , . 

시스템을 아는 것으로 충분했다 아마도 나는 단지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 

하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의 건축을 발견하고 있었다 나에게 환상적으로 여겨졌던 첫 번째 . 

밀라노 탐험은 중정 교외주택 지붕 가스탱크의 뒤범벅이었다 호반 빌라의 부르주아 세계, , , . , 

기숙학교의 복도 시골주택의 커다란 부엌들은 도시와 거리를 두고 있는 만초니적 경관에 , 

대한 기억이다 그렇지만 사물들이 이렇게 계속 나타난다는 것은 작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 

생각했다.52

여기서 로시는 시간을 초월한 유형학의 고정법칙 도시를 지배하는 시스‘ ’, ‘

템 대신 도시들에서 느꼈던 비밀스러운 감정 들과 나 자신의 건축 에 관해’ , ‘ ’ ‘ ’

서 이야기하고 있다 로시 건축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외부 세계의 구축. 

된 환경에 기억의 필터를 작용시킨 결과물로서 감정이 스며든 결과물들이, 

다.53 유형이 형성하는 이미지에는 단순히 유형이 구조적으로 전달하는  

건축의 사회 문화 역사적 의미만이 아닌 기억과 감정 또한 스며들 수 있( · · ) 

는 것이며 로시는 바로 그것이 느껴지는 순간에 집중한다 과학적 자서, . 『

전 에서 로시는 건축에 깃든 자전적인 기억과 감정에 대해 서술하는 것에 , 』

대해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다.

자선단체에 가보면 비통함 같은 것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벽 속에 중정에 방에 , . , , 

존재하고 있다.54

52 Rossi, A Scientific Autobiography, 16.
53 Moneo, Postscript, 314.
54 Rossi, The Architecture of the City,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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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도 로시와 무대로서의 건축3. 

유형학에 의한 무대로서의 건축3.1 

나는 이 책에서 도시라는 인간이 겪어 온 상황들의 위대한 표상을 인간 변천사의 고정된 , 

무대이자 의미심장한 무대인 건축을 통해 해석하고자 한다 때때로 나는 왜 건축을 삶이 . ... 

고정된 무대라는 더욱 의미심장한 가치로 분석하지 않았는가를 다시 말해서 왜 건축을 , 

현실을 형성하고 미적 개념에 따라 물질을 형태화한 인간의 산물로 고려하지 않았는가를 나 

자신에게 묻곤 하였다 건축은 인간의 상황을 나타내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 ... 

상황의 일부다.55

알도 로시의 도시의 건축 에서 도시와 건축이 극장과 연관되어 등, 『 』

장하는 것은 위의 언급의 단 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무대. , 

와 같은 것으로 비유한 이 부분은 도시적 형성물와 그것의 영속성 형태와 , 

유형 장소 그리고 사건 등 도시의 건축 에서 중요하게 등장한 개념들을 , , 『 』

전부 엮어내며 로시의 유형학적 접근으로 바라본 도시의 양상을 효과적으로 , 

표현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위의 언급을 도시의 건축 시기에 등장하는 개. 『 』 

념들로 분석하는 것을 통하여 초기 로시의 유형학적 관점에서 건축의 극장, 

에 대한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로시가 언급한 무대 의 개념 구체적으로 삶이 고정된 무대, ‘ ’ , “ ”

로서의 건축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로시는 도시의 건축 에서 도시. 『 』

55 Rossi, The Architecture of the City,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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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건축을 도시적 형성물의 개념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건축은 삶이 고정“

된 무대이다”는 표현은 곧 도시적 형성물에는 인간의 삶이 고정된다 라고 ‘ ’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간의 삶은 . , 도시라는 인간이 겪어 온 상황“

들의 위대한 표상”이라는 로시의 표현에 미루어 역사의 다양한 시간적 배경, 

에서 벌어진 상황과 사건들로 생각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삶이 고정된 . , “

무대 로서의 건축은 도시적 형성물들에는 인간이 겪어온 다양한 상황과 사” ‘

건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된다’ .

이러한 해석은 도시의 건축 에서 도시적 형성물을 상황과 사건 기, 『 』

억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는 로시의 서술들과 공명한다 로시는 도시적 형. “

성물의 개별성은 사건과 사건을 고정시킨 징표 속에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며 각각의 도시적 형성물이 지니는 개별성은 그.”

것과 관계하는 사건의 개별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56 나아가 로시 , 

는 도시적 형성물이 단순히 상황과 사건과 관련된 흔적을 넘어 상황을 형, 

성하고 것이자 사건 그 자체의 일부라고 주장하였다. 

건축은 장소의 상황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건축 자체의 형태들은 장소의 가장 일반적인 ‘ .’ 
변화와 함께 변모하였고 그 장소의 상황 전체 를 구성하였고 그 자체가 사건이 되면서 , ‘ ’ , 

사건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때만이 우리는 오벨리스크 기념주 기념비의 . , ,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누가 사건과 사건을 고정시킨 징표를 더 이상 . 

구별할 수 있겠는가?57

이처럼 로시에게 도시를 구성하는 도시적 형성물들은 그것의 형성된 역사적 , 

시기의 상황과 사건의 일부이며 각각의 도시적 형성물들이 지닌 개별성은 , 

그것들이 관계맺고 있는 상황과 사건의 고유성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56 Ibid., 106.
5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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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도시적 형성물이 관계맺고 있는 상황과 사건은 시간적으로 , 

과거 역사의 한 시점에 일어난 것이다 우리가 도시를 경험하고 분석하는 것. 

은 지금 현재의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 오늘날의 도시가 그것을 구성하고 있, 

는 도시적 형성물과 관련된 상황과 사건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언가 의사소통

하려고 한다면 도시적 형성물은 그 최초의 상황과 사건에 관한 가치를 여전, 

히 보존하고 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로시는 도시의 건축 에서 . 『 』

도시적 형성물의 시간성 구체적으로 영속성에 대해서 강조하여 이야기한다, .

역사적 방법론은 영속성을 통해서만이 형성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영속성만이 과거를 ... . 

현재와 구별하는 모든 것을 밝히면서 과거의 도시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 ... 

영속성은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과거의 형태를 통해서가 아니면 도시 체계에 특성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다.58

곧 도시적 형성물은 최초의 상황과 사건에 의하여 형성된 과거의 형태에 대, 

하여 그것을 보존하며 영속성을 지니고 오랜 시간의 흐름이나 용도 변화와 , 

무관하게 그 과거의 가치를 현재에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로시는 이. 

러한 영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도시 속에서 과거를 여전히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의 논의에서 도시적 형성물의 개별성은 사건과 사건을 고정시킨 , 

징표에 의존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각각의 도시적 형성물들은 서로 다른 상황. 

과 사건에 관련되어 있으며 그러한 사건과 상황들은 서로 다른 역사적 시간, 

대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도시적 형성물이 유형적 형태에 의한 영속. 

성을 통해 그러한 상황과 사건을 오늘날의 도시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형성하고 있다면 도시는 현재에 경험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서로 다, 

른 과거의 시간들과 상황 사건을 오늘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라 할 , 

58 Ibid.,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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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것이 바로 로시가 도시를 무대에 비유한 이유라 생각된다. . 

도시의 건축 을 서술하던 로시의 관점에서 도시는 그 자체로 다양한 시간, 『 』

대의 상황과 사건들을 품고 있는 형태들을 통해 상황과 사건들이 고정되어 , ‘

경험되는 무대 와 같은 것이다’ .  

도식 유형학에 의한 무대로서의 건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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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장 절에서는 건축 설계 방법으로서 로시의 유추적 도2 2 ‘

시 의 형성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로시의 관점에서 건축은 도시를 구성하는 ’ , 

유형들과의 유추를 통해서 설계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본 장에서는 . 

도시적 형성물의 영속성을 담보하는 것은 바로 그 형태임을 논의하였는데, 

로시의 이론에서 도시적 형성물이 지닌 형태는 장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2 1

이 그것의 유형이다 만약 도시가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 도시적 형. (

성물 들이 지닌 서로 다른 상황과 사건을 통해 무대와 같이 경험되는 것이라)

면 로시가 예로 든 카날레토의 회화에서 팔라디오의 세 건축물들과 같이, ( ) 

유추적 도시 의 설계 방법을 통하여 서로 다른 유형들이 시간 공간적 제약 ‘ ’ ·

없이 유추에 조합되어 형성된 건축 또한 그것을 구성하는 유형들과 관계된 

서로 다른 시간과 사건들이 병치된 것으로 무대와 같은 것이 된다 곧 유, . , ‘

추적 도시 의 설계에서 유형의 조합은 그것이 구성되는 유형과 관련된 서로 ’

다른 역사적 상황 사건 건축들과의 의미의 관계맺음인 것이다, , . 

이러한 설계방식은 도시의 건축 을 서술하던 년대 중반의 로1960『 』

시의 프로젝트를 잘 설명해 주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파가니니 극장 , <

계획안Teatro Paganini, Piazza della Pilotta 파르마>( Parma 를 들 수 있다, 1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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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가니니 극장3.1.1. < Teatro Paganini 계획안 파르마>, Parma, 1964.

년 알도 로시는 파르마1964 , Parma의 델 필로타 광장Piazza della Pilotta

의 재정비와 파가니니 극장의 복원을 위한 공모전에 참가하였다.59 로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극장의 프로젝트를 도시의 건축 으로 만들고자 했는‘ ’

데 이 도시의 건축 은 공공적인 성격을 갖춘 것이며 이는 유형과 그 영속, ‘ ’

성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다. 

파르마의 극장과 함께 나는 그 기념비의 문제를 결정했다 위대한 시대의 극장들은 . ... ... 

기념비로서 영원히 존재했고 그리스 극장은 도시적 형성물이었다 그것은 도시를 포함하였다, . . 

...

나는 파르마에서 극장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시도해 본 것이다 파르마 주변의 . 

극장들 사비오네타의 극장, il teatro di Sabbioneta 만투아의 과학적 극장, il teatrino 

scientifico di Mantova 파르마에서도 나는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나는 실린더와  .... ; 

기둥들을 디자인했으며 선과 점을 지정하고 도시와 몇몇의 아케이드에 삼각형 형태를 , 

올렸다 나는 도시의 건축을 만들고자 했으며 그 과정에서 극장에 공공적 성격을 . , 

부여하고자 했다.60

로시의 위 언급은 파가니니 극장이 도시적 형성물과 유형의 원리를 통해 유‘

추적 도시 의 방법론으로 설계된 무대로서의 건축 의 예시라는 것을 보여준’ , ‘ ’

다 파가니니 극장 계획안 에서 로시는 하나의 극장을 단일한 건물로 만들. < > , 

지 않고 두 개의 도시적 형성물의 조합으로 구성하였는데 각각은 명확한 유, 

형의 통해 해석된다.

59 광장 위에는 원래 성 베드로 순교자 성당 이 있었는데 그것은  Chrch of St.Peter Martyr , 
년 철거되고 나중에 파가니니 극장이 된 년 리나흐 극장 으로 1818 , 1867 Teatro Reinach

교체되었다 그리고 이 극장은 년 연합군의 폭탄에 의해 파괴되어 재건되어야 했던 . 1944
것이다. Diane Ghirardo, Aldo Rossi and the Spirit of Architecture (Yale 
Universi ty Press, 2019), 139.

60 “Teatro Paganini e Piazza Della Pilotta“, Fondazione Aldo Rossi, Accessed Dec 
10, 2019.

   https://www.fondazionealdorossi.org/opere/1965-2/scheda-prodo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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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극의 상연이 일어나는 부분은 그 평면의 형태를 통해 역사적, 

인 유형을 소환하는데 타원형 평면 극장 이 그것이다 로시는 파가니니 극, ‘ ’ . <

장 계획안 의 극장 부분의 구성에서 델 필로타 광장에 인접하여 존재하고 >

있는 르네상스의 파네스 극장< Farnese Theater 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1618)

지만 평면의 형태는 타원형을 이루고 있는데 로시는 타원형의 평면이 지, 

닐 수 있는 중심성은 그가 역사적으로 참조한 서로 다른 극장들을 동시에 

엮는 유형적 공통성인 것으로 보인다.61 로시는 타원형 평면을 통해 온전 (

한 타원은 아니더라도 확실한 중심성을 지닌 팔라디오의 올림피코 극장) <

Teatro Olympico 과학적 자서전 에서 자주 언급한 바 있는 파우다의 해부>, <『 』

학 극장the anatomical theater in Padua 그리고 발터 그로피우스>, Walter Gropius가 

설계한 종합 극장< Total Theater 등의 역사적 사례들이 지닌 유형적 의미를 > 

파가니니 극장 에서도 동일하게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 .

극의 상연이 아닌 외부의 도시적 형성물은 직육면체 볼륨과 열주, 

그리고 그 위에 올라선 삼각형 볼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직육면체 . , 

볼륨과 열주가 지붕 아래에서 이루는 형태와 공간은 유형적으로 고대 그리스 

건축의 스토아Stoa를 그리고 위의 삼각형 볼륨은 스토아의 지붕을 이루는 페, 

디먼트pediment로서 독해된다 특히 스토아의 유형은 로시가 파가니니 극. , <

장 을 공공성을 지니는 도시의 건축으로 만들고자 했다는 점에 있어서 중요>

한데 스토아는 고대 그리스에서 주로 시장이나 큰 아고라를 둘러싸면서 , 

공공 공간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62

61 Ghirardo, Aldo Rossi and the Spirit of Architecture, 141.
62 또한 스토아는 대중에게 개방되었다 상인들은 그들의 상품을 팔 수 있고 예술가들은  “ ; , 

그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고 종교적인 모임들이 열릴 수 있었다, .” Jeffrey Becker. 
"Introduction to Greek architecture". Khanacademy.org. Accessed  December 08, 
2019.
https://www.khanacademy.org/humanities/ancient-art-civilizations/greek-art/begin
ners-guide-greece/a/introduction-to-greek-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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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파가니니 극장 계획안에서 로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도, < > 

시적 형성물을 통한 설계로 서로 다른 유형들을 구성적으로 조합한다 이러. 

한 설계방법에 의해 파가니니 극장 은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며 타원형 평< > , 

면이 형성하는 극장의 유형은 이와 상이한 역사적 상황과 사건을 의미하는 

스토아의 유형과 함께 놓인다 두 유형이 상호작용하며 동시에 경험되는 것. 

을 통해 새로운 상황을 형성하며 공공성을 지닌 도시적 상황을 새롭게 형성, 

하게 된다 이처럼 파가니니 극장 은 서로 다른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지닌 . < > ·

상황의 유형을 병치시키는 로시의 유추적 도시 라는 설계방법을 구체적으로 ‘ ’

설명하며 유형이 지니는 고정된 의미의 중심성과 그 영속성이 유추적으로 , 

조합되어 서로 다른 시간과 역사적 사건들이 병치되어 의미를 형성하는 무, ‘

대로서의 건축 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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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알도 로시 필로타 광장의 파가니니 극장 계획안[ 4]/[ 5] , < Teatro Paganini e Pia zza 

della Pilotta 입면 평면 파르마> , / , Parma,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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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로서의 건축의 적용 뉴욕의 도시 풍경3.2 : 

알도 로시는 도시의 건축 의 미국판을 위한 서문에서 미국이야 말, 『 』

로 자신의 도시의 건축 에 제시된 원칙들을 통해 건설된 도시들의 국가『 』

라고 언급한 바 있다.63 이는 미국의 도시를 구성하는 건축 또한 도시적  

형성물과 그 원리로써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그 형태에 관하여 유형적으, 

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장에서 알아보았듯 도. 2 , 『

시의 건축 에서 의미작용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 ·』

작동하는 것이기에 그 의미는 오랜 유럽의 도시들에 근거한다고 생각할 , 

수 있다 그러나 유추적 도시 라는 로시의 설계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듯. ‘ ’ , 

유형이 지니는 의미는 영속적으로 작용하며 시공간의 이동 속에서도 유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마치 카날레토의 베니스 회화에 옮겨진 팔라디오의 . 

건축물처럼 미국에 옮겨진 유럽의 유형들은 새로운 유추적 도시 가 되며 , ‘ ’

유형의 고정된 의미와 함께 새롭게 인식되는 차이들을 드러낸다.64 

로시는 미국에서도 특히 뉴욕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

던 기념비들의 도시이다 라고 언급하며 도시적 형성물 특히 기념비들로 , ” , 

이루어진 도시의 전형이라 주장하였다.65 나아가 로시는 다음과 같이 뉴욕 , 

의 월 스트리트를 미국 도시 속에서 도시의 건축 에서 그가 제시한 유형『 』

과 유추의 맥락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소라고 언급하였다.

63 나에게 미국은 이 책에서 다룬 주제들을 근거로 건설된 것과 같이 보였기 때문이다 “... .” 
Aldo Rossi, “Introduction to the First American Edi tion” in The Architecture 
of the City (Cambridge, MA: MIT press, 1982), 13. 

64 Ibid., 15.
65 Ibid.,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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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월 스트리트를 따라서 걷다 보면 세바스티아노 세를리오 의 Sebastiano Serlio

투시도 속을 지나고 있거나 몇몇 르네상스 이론가들의 디자인 속을 통과하고 있는 , 

것처럼 미국 도시 속에 이러한 유형적 유추적 체계가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 , ] 

느낄 수 있다.66

본 장에서는 장에서 다루었던 알도 로시의 무대로서의 건축 개념을 미국 3 ‘ ’ 

뉴욕의 월 스트리트의 건축에 대해 적용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로시의 . 

무대로서의 건축 이 도시의 건축 에서 구체적으로 분석된 유럽 도시의 사‘ ’ 『 』

례나 로시 본인의 건축이 아니더라도 그 유형과 유추의 원리가 상이한 시공, 

간적 배경 속에서 도시와 건축을 해석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

게 하는 하나의 틀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월 스트리트는 뉴욕 로어 맨하탄Lower Manhatt an의 주변의 금융지구를 광범위

하게 지칭하는 단어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구체적으로는 로어 멘하탄의 브로, 

드웨이에서 부터 남동쪽으로는 이스트 리버Brodway East River까지 뻗어 있는 

대략 블록의 거리이다 알도 로시가 도시의 건축 미국판 서문에서 언급한 8 . 『 』 

것이 월 스트리트를 따라 걸어가며 느낀 자신의 경험에 관한 것이기에 본 , 

장에서는 목표로 하는 분석의 대상은 바로 브로드웨이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구체적인 거리이다.

무대로서의 건축 은 도시적 형성물과 그 유형 영속성에 기반을 둔 ‘ ’ ·

역사적 의미에 유추적 구성이 적용되며 성립된다 따라서 어떤 새로운 도시. 

나 그 부분을 무대로서의 건축 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것이 어‘ ’

떠한 도시적 형성물들로 구성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월 스트리트의 경우 ―

그것은 분명 세기 중반부터 세기 중반까지 지어져 거리를 형성하고 있19 20

는 하나하나의 건축물들이다 월 스트리트를 구성하는 건물들은 다양하지만. , 

6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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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유형적 관점에서 미국은 유럽의 경험을 인용하고 그 경험과 “ , 

거의 교차하였다 는 로시의 언급을 바탕으로 유럽의 역사와 공유할 수 있는 ”

직접적인 유형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들을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 

예시들로는 월 스트리트<26 Wall Street 미국 의회 구 의사당 ( )>(1842), <55 

월 스트리트Wall Street 트리티니>(1842), < Trinity교회 뉴욕 증권>(1839 1846), <–

거래소 빌딩New York Stock Exchange (NYSE) Building 이 있다>(1903) .67 본 장에서 

는 위 건물들의 유형을 바탕으로 월 스트리트가 형성하는 유추적 도시 그‘ ’, 

리고 무대로서의 건축 의 면모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 .

먼저 월 스트리트의 월 스트리트, <26 Wall Street 미국 의회 구 의사 (

당 는 이티엘 타운)> Ithiel Town과 알렉산더 잭슨 데이비스Alexander Jackson Davis, 

새뮤얼 톰슨Samuel Tompson 존 로스, John Ross 그리고 조각가 존 프레이지, John 

Frazee에 의해 설계되고 년부터 년의 기간을 거쳐 완공되었다, 1833 1842 .68 

월 스트리트<26 Wall Street 은 뉴욕의 가장 대표적인 고대 그리스 건축 리바>

이벌Greek revival architecture 양식의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 

로 고대 그리스 신전의 유형을 차용한 양식이다.69 고대 그리스 신전과 같 

이 월 스트리트, <26 Wall Street 의 입면에는 개의 도리안 오더 기둥들이 전> 8

통적 구성의 엔타블러쳐entablature를 지지하고 그 위에 박공형의 페디먼트, 

67 엄밀히 말해서 뉴욕 증권거래소 빌딩 과 트리티니 교회 는 각각 브로드 스트리트 < > < >
broad street 그리고 브로드웨이와 월 스트리트의 교차점에 있다 그러나 로시가 월 스, . 
트리트를 르네상스의 투시도 속을 지나고 있거나 르네상스 이론가들의 디자인을 ‘( ) , ... 
통과하는 것처럼 경험하였다는 언급에 의하면 이는 건물이 지어진 구체적인 번지수보’ , 
다는 월 스트리트의 거리에서 유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건축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포함하였다 또한 본 장에서는 유형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무대로. , ‘
서의 건축 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월 스트리트와 뉴욕 건축에 있어 양식적으로 중’
요한 아르데코 양식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art deco . 

68 "Walking Down Wall Street in Lower Manhattan“ by Jackie Craven,    
ThoughtCo, accessed Jun.  6, 2019,

   https://thoughtco.com/walking-down-wall-street-178503
69 라는 용어는 찰스 로버트 코크렐 Greek revival architecture Charles Robert Cockerell

에 의하여 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1842 . Turner Jane ed., Encyclopedia of 
American art before 1914. Vol. 1, (Grove's Dictionaries, 2000),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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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ment가 올라서 있다 그리스 신전 기단부의 크레피도마. crepidoma는 전형적

인 단 구성이 아닌 계단으로 구성되고 높이가 높아졌으나 이는 뉴욕의 거3 , 

리로부터 기단Stylobate을 효과적으로 분리시키며 크레피도마로서의 느낌을 잘 

살리고 있다 곧 로시의 건축에 대한 유형학적 접근에 따르면 . , <26 Wall 

는 그 형태로서 뉴욕 월 스트리트의 중심에서 고대 그리스의 건축이 Street>

지녔던 기념비적 의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유형. 

이 담보하는 의미는 신전이라는 구체적인 기능과는 무관하다는 점인데 이는 , 

월 스트리트<26 Wall Street 의 역사에서 이 건물이 수행한 기능이 처음에는 >

뉴욕 항의 세관이었지만 곧 미 연방의 보조 금고로서 그리고 년에는 , , 1939

연방관기념관Federal Hall 국립역사유적으로 지정되며 계속 변화하였다는 사실 

에서 더욱 잘 드러나며 이는 로시가 도시의 건축 에서 주장한 유형의 가치, 『 』

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하다.70

그림 월 스트리트[ 6] <26 Wall Street 뉴욕>, New York, 1842.

70 “Federal Hall,” accessed Nov 30, 2019. https://federalhall.org/custom-house/
entabl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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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스트리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기 중반의 건축인 19 <55 Wall 

은 건축가 이사야 로저스Street> Isaiah Rogers에 의해 설계되었고 년부터 , 1836

시공되어 년에 완공되었는데 이는 현재 존재하는 건축물의 절반 높이 1842 , 

구조였으며 맥킴 미드 화이트, & McKim, Mead & Whit e건축사무소에 의해 1907

년에 지금과 같은 건축으로서 완성되었다 년에 완공된 저층부와 . 1842 1907

년에 완성된 상층부는 모두 월 스트리트의 거리를 향하여 기둥으로서 콜로네

이드colonnade를 형성하고 있는데 저층부는 이오니아 오더의 기둥 상층부는 , , 

코린트 오더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유형학적 관점에서 로마의 역. 

사적인 건축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형성하는데 로마의 건축에서는 서로 다, 

른 두 종류 이상의 오더들이 중첩superpose되며 서로 다른 층을 이루는 구

성 발생하였기 때문이다.71 그 대표적인 예시는 로마의 콜로세움으로 콜로 , 

세움 또한 이오니아 오더의 기둥열과 엔타블러쳐 위에 코린트 기둥열이 

세워지는 방식으로 입면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오더의 콜로네이. 

드가 개 층의 중첩을 이루는 콜로네이드의 입면을 통해서2 , <55 Wall 

는 월 스트리트라는 시공간적으로 전치된 상황 속에서 고대 로마Street>

의 건축을 유추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71 “Superposed Order,” Encyclopædia Britannica, accessed August 29, 2016. 
   https://www.britannica.com/technology/superposed-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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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월 스트리트[ 7] <55 55 Wall Street 뉴욕>, New York, 1836 1841.–

대부분이 건축이 석재의 재료를 통해 신고전주의나 아르데코art 

deco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월 스트리트에서 그 거리가 형성하는 하나의 , 

투시도적 소실점에 그 입면이 자리 잡고 있는 트리티니 교회 는 월 스트< >

리트의 유형적 상황을 더욱 입체적으로 만든다 트리니티 교회는 년 . 300

이상 뉴욕시의 역사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성공회 

교회이다.72 많은 건축사학자들은 건축가 리차드 업존에 의해 설계되어  

년에 준공된 현재의 제 의 트리니티 교회 건물을 고딕 리바이벌 건1846 3 , 

축의 첫 번째이자 가장 훌륭한 예시로 들어왔다.73 뉴욕 로어 멘하탄에 자 

리 잡은 이 고딕 리바이벌 건축은 우선적으로 양식의 문제를 불러일으키

72 년 소수의 성공회 회원들이 당시 상업적 식민지였던 뉴욕의 왕립 총독 벤자민 플 1696 , 
레처에게 교회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헌장을 청원하여 허가가 난 후 허드슨 강을 마, 
주보는 월가의 맨 앞에 최초의 트리니티 교회가 세워졌으며 이는 맨해튼 섬에 있는 최, 
초의 성공회였다. “Trinity Church,” accessed December 01, 2019.   

   https://www.trinitywallstreet.org/
73 위와 같은 출처 . Richard Up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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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하지만 이는 곧바로 도시의 건축 이 다루고 있는 유형의 문제로도 , 『 』

이어진다 로시는 도시의 건축 에서 앙리 포시옹. 『 』 Henri Focillon을 인용하면

서 고딕 미술을 그 예시로 도시적 형성물이 형성하는 심리적 장소 와 그, ‘ ’

것이 관계 맺는 발생적 사건 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 ’ .

앙리 포시옹은 심리적 장소에 대해 말하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환경의 특질 은 genio

그 환경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불투명하고 지각할 수 없는 것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특정한 미술적 풍경의 개념을 장소로서의 미술 의 개념으로 대체하였다‘ ’ . “... 
고딕의 풍경 더욱 정확하게 말해서 장소로서의 고딕미술은 지평선의 윤곽 도시의 실루엣, ... , , 

요컨대 프랑스의 시학을 창조했다 자신의 신화를 만들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 ... 

과거를 형성하는 것이 모든 환경의 속성이 아니겠는가?74

누구나 알고 있듯이 고딕의 풍경을 장소로서의 고딕미술로 대체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이들의 발생적 사건 최초의 흔적 형성 과정... , , , 

존속 과정 발전 과정 그리고 가능성과 전통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 .75  

이러한 언급에 따르면 고딕은 하나의 장소 를 형성하는 것으로 단순히 표, ‘ ’ , 

현적 가치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특질을 지닌 환경을 형성한

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는 고딕과 관련된 사건과 전통과 합일 되어 있는 로. ‘

커스locus 곧 개별적 지역으로서 전체의 공간 속에서 구분되는 자신의 ’, , ‘

경계나 한계를 갖는 별도의 공간 이 되는 것이다’ .76 이처럼 트리티니 교회 

는 월 스트리트의 한 복판에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과거를 형성 하고 있‘ ’

으며 고딕뿐만 아니라 영국에 뿌리를 두었으나 독립한 미국 성공회와 트리, 

니티 교회의 역사를 사건을 도시적 형성물로서 제시하고 있다.

74 Rossi. The Architecture of the City, 101.
75 Ibid..
76 로커스는 특정 위치와 그 안에 있는 건물들 사이의 관계이다 그것은 단일하면서도 보 “ . 

편적인 것이다.”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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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트리티티 교회[ 8] < Trinity Chruch 뉴욕>, New York, 1846.

뉴욕 증권 거래소 빌딩 은 트리티니 교회 와 비슷하게 월 스트리< > < > , 

트가 투시도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거리 풍경에서 중요한 위치에 그 입면이 

존재하는 건축이다 월 스트리트의 직선으로 뻗은 길이 갈라지는 중요한 위. 

치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서 더 코너‘ The Corner 라고 불리는 ’ <23 Wall 

는 월 스트리트의 길이 갈라지는 코너에서 도 방향의 입면을 통하Street> 45

여 마치 뉴욕 증권 거래소 빌딩 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자리 잡고 있다, < > .  

와 마찬가지로 뉴욕 증권 거래소 빌딩 은 신고전주의와 <26 Wall Street> , < >

고대 그리스 건축 리바이벌을 통해서 월 스트리트에 또 하나의 신전의 유형

을 제시한다 뉴욕 증권 거래소 빌딩 의 포르티코. < > portico는 두 개의 직사각

형 필라스터 사이에 코린트 오더 기둥이 여섯 개씩 솟아 있으며 그 위로는 , 

가 새겨진 엔타블러쳐와 박공형의 페디먼트가 ‘New York Stock Exchange’

존재하는데 코린트 오더의 베이 구성과 엔타블러쳐에 새겨진 글귀는 로마, 7

의 판테온을 박공형 페디먼트에 조각된 부조는 다비드 당제, David d'Angers에 

의해 조각된 파리의 판테온을 지시하고자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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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권 거래소 빌딩 는 와는 달리 기둥 아래< > <26 Wall Street>

에는 개 층 높이로 솟아오른 포디움이 강조되어 있는데 포디움에는 발러스2 , 

트레드Baluster난간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발러스트레드가 건축물의 입면 . 

구성요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 건축이 아닌 ·

르네상스 건축이라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뉴욕 증권 거래소 빌딩 포디움 , < > 

부분은 르네상스 건축 특히 세기 후반의 베니스와 베로나의 궁전, 15 Palazzo

의 발코니들을 참조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77 이처럼 뉴욕 증권 거래소  , <

빌딩 은 월 스트리트의 더 코너 너머 보이는 장면 속에서 고대 로마 또> ‘ ’ , 

는 세기 프랑스의 판테온과 의사소통하고 있으며 조금 더 가까이 그 18 , 

앞을 지나가는 거리의 스케일에서는 세기 베네토 지방의 궁전을 유형학15

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뉴욕 증권 거래소 빌딩[ 9] < NYSE Building 뉴욕>, New York, 1903.

77 Rudolf Wittkower, "The Renaissance baluster and Palladio" in Palladio and 
English Palladianism (London: Thames and Hudson, 1974).



- 50 -

이처럼 로어 멘하탄의 월 스트리트는 미국 뉴욕에 존재하는 블록, 8

의 직선으로 뻗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를 구성하는 도시적 형성물, 

의 유형들을 통해서 유추적으로 다양한 유럽의 역사들과 의사소통하며 로, , 

시가 도시의 건축 에서 제시하였듯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과거의 형태“『 』

를 통해서 도시 체계에 특성을 부여하고 있다... ” .78 또한  <26 Wall 

가 세관부터 연방기념까지 지속적으로 그 기능이 변하였으며 뉴Street> , <

욕 증권 거래소 빌딩 또한 고대 로마의 신전이나 르네상스의 궁전과는 > 

접점이 없는 증권거래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월 스트리트의 도시적 형성물들은 로시가 도시의 건축 에서 논의한 기능『 』

과 유형의 무관함을 확증하며 그 영속성을 통해 과거를 현재와 구별하는 , “

모든 것을 밝히면서 과거의 도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79 

나아가 월 스트리트의 이러한 도시적 형성물들은 현재 뉴욕을 상징, 

하는 기념비로 자리 잡는 것을 통해 역사적 유형들이 의미하였던 유추적 

의미사슬을 확장시킨다.80 또한 이러한 도시적 형성물들의 유형은 개별적 , 

으로 존재하면서도 트리티니 교회의 알렉산더 헤밀튼 묘지graveyard 그리고 , 

앞에 서 있는 조지 워싱턴 동상과 같이 미국의 역사적 <26 Wall Street>

사건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념비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

서 월 스트리트를 더욱 풍부한 사건과 기원들의 무대 로 형성하고 있다, ‘ ’ . 

이처럼 알도 로시의 유형의 영속성을 통한 유추적 도시 와 무대로서의 , ‘ ’ ‘

78 Rossi, A Scientific Autobiography, 59.
79 Ibid.
80 이 지점에서 우리는 건축의 유형이 지닐 수 있는 의미의 유추적 확장에 대하여 윤리적 , 

인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수행하는 기능에 관한 논의를 배제하. , (
더라도 그리스 신전의 유형은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미덕에 관한 의미) 
를 전달하며 따라서 많은 경우 신고전주의와 그리스 건축 리바이벌은 지역적 민족주의, 
와 시민적 미덕을 건축을 통해 전달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국영이 . , , 
아닌 뉴욕 증권 거래소가 민주주의 시민 사회의 미덕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유형을 지
니며 그것이 뉴욕의 역사와 함께 기억 속에 자리 잡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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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이라는 도시와 건축에 대한 접근은 도시와 건축이 한정된 시간 공간’ , ·

적인 제약을 넘어서 역사적 의미들을 현재의 시간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그러한 역사적 의미를 현재의 상황을 통해 확장시킬 수 있게 ,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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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도 로시와 극장으로서의 건축4. 

극장에서의 경험과 응시4.1  

과학적 자서전 과 극장에서의 경험4.1.1 『 』

로시가 저술한 도시의 건축 에서는 건축을 극장과 관련된 것으로 『 』

보는 관점이 도시와 건축을 인간의 삶이 고정된 무대 라는 개념 통해 압“ ”

축적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서로 다른 역사적 상황과 사건들이 조합되고 , 

관계맺으며 경험될 수 있게 하는 유형의 구조적 원리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반면 과학적 자서전 에서 로시는 건축 전체의 이론적 기초를 극장에 비유하『 』

는데 도시의 건축 과 비교하였을 때 그 비유는 훨씬 더 직접적이며 건축, , 『 』

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나는 늘 장소는 사람보다 강하고 고정된 장면은 사건의 변천보다 강하다고 확신해왔다, . 

이것은 내 건축의 이론적 기초가 아니라 건축 그 자체의 이론적 기초이며 실질적으로 하나의 , 

삶의 방식이다 이 모든 것을 극장에 비유할 수 있다 극장의 조명이 켜지면 사람들은 . . 

배우처럼 되고 하나의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그 사건에서 우리는 이방인일 수 있고. , 

결국에는 항상 이방인이 되어버린다 조명과 음악은 여름철의 폭풍우 지나가는 대화. , , 

표정과 다름없다.81

81 Rossi, A Scientific Autobiography,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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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보다 강한 장소 사건의 변천보다 강한 고정된  ‘ ’, ‘

장면 이다 또한 사건 은 우리를 휘말리게 하는 것인데 그 의미는 도시의 ’ . ‘ ’ , 『

건축 에서의 유형과 형태에 관련된 역사적인 것과는 상이하게 느껴진다 도. 』 『

시의 건축 에서 사건은 도시적 형성물이라는 대상과 관련된 것이었으』

나 위의 언급에서 우리 곧 주체 는 사건에 극적으로 휘말린다 이제 알, , ‘ ’ . 

도 로시의 건축은 유형학의 구조적 체계보다는 주체의 경험에 대해서 이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로시의 비유를 어떤 배경을 통해 .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극장으로서의 건축 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줄 , ‘ ’

수 있는 것인가?

과학적 자서전 에서 건축을 극장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사례『 』

는 여러 부분에 등장하며 많은 경우 자서전 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로시 , ‘ ’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를 설명한다 따라서 본 장에. 

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통해 극장으로서‘

의 건축 에 대한 이해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

로시는 과학적 자서전 의 초반부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한 『 』

사진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의 라

스 펠리야스Las Pelayas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과 연관시켜 서술하였는 

데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나는 어느 성 또는 어느 수도원의 격자창 너머로 얼굴이 보이는 이상한 사진 한 장을 ( ) 城

갖고 있었다 사진을 봐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지. ... , 

또는 그 반대편에서 바라보는지 알기 어렵다 격자창이 어떻게 하여 그런 일을 가능하게 . ... 

하는 수단이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젊은 남자얼굴의 출현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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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을 본 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있는 라스 펠라야스 수도원의 수녀들이 

기거하는 작은 방 을 방문했고 사진의 효과를 재차 확인했다 밖에서 들려오는 (Cell) , . ... 

소리는 마치 극장에서처럼 더욱 더 선명하게 방 내부에서 감지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 

사진의 젊은 남자의 눈은 자신이 극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공연을 관람하는 것처럼 , 

외부의 시선을 지각하는 것이다.82 

그림 라스 펠리야스[ 10] < Las Pelayas 수도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 Santiago de Compostela

수도원의 격자창 너머 젊은 남자의 얼굴이 보이는 사진 그리고 수도원, 

의 작은 방에서 밖의 소리를 인식하는 서로 다른 두 사례는 로시에 의해

서 극장에서처럼 극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공연을 관람하는 것처‘ , ‘ ’, ‘

럼 이라는 유사한 경험으로서 설명된다 로시 본인의 건축적 경험을 극’ . 

장에서의 구체적인 경험과 연관시켜 비유하는 부분은 과학적 자서전 의 또 『 』

다른 부분에서도 등장한다.

82 Ibi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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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사의 모스크에서 나는 어릴 적 이후로는 겪어보지 못했던 감정을 새로이 느꼈다. 

보이지 않게 되어 버린 느낌 어떤 의미에서는 무대의 반대편에 서 있는 듯한 , 

느낌이었다.83

곧 로시는 서로 다른 건축적 경험에서 인식한 공통적인 느낌을 극장에, ‘

서 공연을 관람하면서 무대의 반대편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 , ’ 

감각과 유사하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을 경험할 . 

수 있게 하는 것은 격자창 수도원의 방 그리고 부르사의 모스크 와 ‘ ’, ‘ ’, ‘ ’

같이 건축이다, . 

로시가 자신의 사례들에서 설명한 건축이 그 경험을 가능하게 하며 , 

극장에서 또한 체험하게 된다고 말한 이러한 감각은 무엇일까 위의 언급들? 

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먼저 격자창 너머로 얼굴이 보이는 이상한 사, “

진 의 효과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지” “ , 

또는 그 반대편에서 바라보는지 알기 어렵게 하는 것이며 또한 외부의 시” , “

선을 지각하는 것이다 이는 건축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주체를” . ,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주체인 동시에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의해 바라보아지는 ( , ) ‘

주체 임을 지각하게 만드는 효과이다 또한 라스 펠라야스 수도원 방의 경험’ . , 

에서 중요한 것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를 방 내부에서 감지 하는 것인데‘ ’ ‘ ’ , 

수도원의 방에는 비록 창문이 있지만 그 건축적인 특징 창의 크기 창살, , ―

빛을 막는 케노피 그리고 지상에서 상당히 떨어진 높이 을 고려했을 때 밖, ―

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온전하게 감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로시는 수도원의 . 

방에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한 경험을 격자창에 서 젊은 남자의 대한 

경험과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젊은 남자의 눈이 로시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을 뿐 그 시야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듯

이 격자창 너머의 소리는 그 소리가 들려오는 외부에 대한 부분적인 단서만

83 Ibid.,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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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며 그 뒤에 예측 불가능한 외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다.

젊은 남자의 얼굴이 보이는 사진 그리고 수도원의 방에서 로시가 , 

경험한 것이 건축이 주체를 자신이 외부에 의해 바라보아질 수 있는 상황임‘

을 지각하게 하고 그 이면에 주체가 온전히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외부가 존, 

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 

서 과학적 자서전 에 등장하는 극장과 관련된 또 다른 언급들도 이해해 볼 『 』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것을 극장에 비유할 수 있다 극장의 조. “... . 

명이 켜지면 사람들은 배우처럼 되고 하나의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그 사건. 

에서 우리는 이방인일 수 있고 결국에는 항상 이방인이 되어버린다 라는 , .” 

언급에서 우리가 이방인이 된다 는 것은 극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우리는 휘‘ ’ , 

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결코 온전히 알 수 ,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다 로시가 부르사의 모스크에서 체험한 보이지 않. “

게 되어 버린 느낌 어떤 의미에서는 무대의 반대편에 서 있는 듯한 느낌, ” 

또한 이방인이 되는 것과 거의 흡사한 경험인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 ’ ,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그 사건 속에서 자신이 중심적으로 위치하거나 개입하

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방인 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곧 로시가‘ ’ . , 

과학적 자서전 서술한 극장에서와 같은 경험의 사례들 모두 ‘ ’ 『 』 주체가 건축

을 경험하면서 건축에 연루되지만 지금 마주하고 있는 주체의 시선과 감각, (

으로 포착하고 있는 건축적 장면 앞에서 그 이면에 자신이 온전히 포착할 ) 

수 없는 어떤 예측 불가능함 있다고 지각하게 되며 그 예측 불가능함 앞에, 

서 자신이 바라보아질 수 있는 하나의 대상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번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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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깡의 응시4.1.2 

로시가 도시의 건축 을 출간하기 년 전 루이 알튀세르2 , 『 』 Louis Pierre 

Althusser와 레비 스트로스의 후원 하에 년부터 년간 파리 고등사범1963 1

학교École Normale Supérieure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정신분석가 자크 라깡Jacques 

Lacan은 알도 로시가 과학적 자서전 에서 서술한 자신이 온전히 포착‘『 』

할 수 없는 어떤 예측 불가능함이 이면에 존재한다는 지각 그리고 그’, 

러한 예측 불가능함 앞에서 자신이 바라보아질 수 있는 하나의 대상임‘

을 인식하게 되는 것 과 상당히 유사한 자신의 대 시절 경험에 대해’ , 20

서 이야기한 바 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저의 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지요 어느 날 저는 . 20 . ... 

한 작은 항구에 사는 어부 일가와 함께 조각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일명 꼬마 . ... 

장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한 남자가 파도 표면에 떠다니는 무언가를 Petit-Jean, 

저에게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작은 깡통 정확히 말하면 정어리 통조림 깡통이었습니다. , . ... 

그것은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지요 꼬마 장은 보이나 저 깡통 보여 그런데 . “ ? ? 

깡통은 자네를 보고 있지 않아 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

깡통이 저를 보고 있지 않다는 꼬마장의 말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이는 어떤 ... , 

면에서는 그럼에도 그 깡통이 저를 응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깡통은 광점에서 . 

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 광점에는 저를 응시하는 모든 것이 자리 잡고 . 

있습니다 앞서 제가 저 자신에 대해 묘사했듯이 제가 그 당시 거친 자연에 맞서 . ... 

싸우며 힘겹게 생계를 꾸려나가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림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었지요 한마디로 저는 아주 작게나마 그림 속의 얼룩이 되었던 . , 

겁니다.84

직접 겪었던 일화를 바탕으로 라깡은 통조림 깡통의 일화를 통해 응시 의 , ‘ ’

84 자크 라깡 세미나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 자크 알랭 밀레 편 맹정현 이 . 11: , , 『 』 
수련 옮김 새물결( , 2008), 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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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라깡은 나는 단 한 지점에서 볼 뿐이지만. “ , 

나의 실존 속에서 나는 사방에서 응시되고 있다 라고 주장한다.” .85 또한 라 , 

깡은 응시가 사방에 실재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응시를 느

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원근법과 관련된 주체의 시각에 대한 도식을 통

하여 설명하였다 원근법의 기하광학적 관점에서 시각은 주체가 위치하는 한 . 

점에 으로부터 공간 속에 놓인 다른 한 점이 점 대응을 하는 이미지의 함수

관계인데 이러한 원근법은 시각이라기보다는 공간의 좌표화를 통해 실제로, 

는 그렇지 않은 주체의 확실성을 보존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렇게 보존된 , 

나 의 확실성은 세계를 재구성하는 출발점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 .86

시각에 관한 이러한 도식에서는 주체의 시야가 확보되기 위해서 , 

우선적으로 타자의 시선이 상실되어야 한다 즉 나의 시야는 나 자신을 . , “

타자의 응시로부터 분리해냄으로서만 성립하는 것인데 이는 필연적으” , 

로 타자가 주체의 위치에서 대상의 위치로 전락하는 것을 함축하게 된“ ”

다.87 그러고 나면 타자 자신이 주체로서 지닌 속성들의 나의 시야 밖으 , 

로 다시 말해 표상되는 시니피앙의 장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 .88 곧 , 

타자의 시선이 상실된 주체의 시각이 성립하는 과정은 내가 볼 수 있는 ‘

타자의 시선 시니피앙으로서의 시선 과 내가 볼 수 없는 타자의 시선 시( )’ ‘ (

니피앙 밖의 시선 즉 응시 로 분리된다 이것이 바로 라깡이 말하는 눈과 , ) .’ “

응시의 분리 이다” .

85 Ibid., 114.
86 시각은 일반적으로 이미지의 함수관계 라 부를 수 있는 어떤 양태에 따라 조직 “ function

되며 이미지의 함수관계란 공간 속에 놓인 두 개의 단위가 점대응을 하는 것으로 규정,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하광학적 원근법에서 관건은 시각이 아니라 공....” Ibid., 135. “
간의 좌표화일 뿐이며 당연히 맹인도 자신이 인식하는 공간의 장 그가 현실적이라고 , , 
인식하는 공간의 장이 원거리에서도 그리고 동시적으로 지각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 
있는 것이다” .  Ibid., 136.

87 맹정현 리비돌로지 문학과지성사 , ( , 2009), 168-169.『 』
8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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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체에게 있어서 응시는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없어진 것이 

아니다 응시의 선재성 곧 타자의 바라봄 혹은 사물의 바라봄 이 . , ( )

선행하지만 주체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삭제된 상황을 라깡은 아래와 같은 , 

도식을 통해서 설명한다.

도식 라깡의 이미지 스크린 도식[ 6] -

 

이 구조는 빛에 대한 눈의 자연적인 관계 속에 대한 눈의 자연적인 관계 속에 이미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반영합니다 나는 단순히 원근법이 형성되는 기하광학적 조망점에서 나타나는 점 . 

형태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림은 분명히 내 눈 속에 있지요 하지만 나는 그림 . ... . 

속에 있습니다.89

첫 번째 도식에서 주체의 시선에서 중간에 놓인 이미지 는 타자의 시선‘ ’ , 

을 가리면서 주체의 시각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응시의 선재성을 나. 

타내는 두 번째 도식에서 응시와 그것에 의해 그림으로 전락하게 되는 , 

주체 사이에는 스크린 이 존재한다 스크린은 가로지를 수 있어서가 아니‘ ’ . “

라 불투명하기 때문에 작용하는 무엇 으로서 응시를 감추는 장막이다” , .90

89 Ibid., 150. 
90 자크 라깡 세미나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 , 11: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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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스크린의 역할은 단순히 무언가를 감추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무언가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이면에 무언가가 .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함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곧 스크린. , 

은 그 이면을 가리는 동시에 이면에 무언가가 있음을 암시하며 또한 그 , 

이면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은 . 

그 뒤에 있는 것에 대한 욕망을 부추길 수도 있는 것이며 주체의 시각, 

적 장에서 표상되지 않고 상실된 응시가 바로 그 뒤에서 욕망의 원인 으‘ ’

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91

로시가 과학적 자서전 에서 언급한 극장에서와 같은 경험 이 외부‘ ’ “『 』

의 시선을 지각하는 우리가 이방인이 되는 응시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 ” , 

로시가 본 사진에서 젊은 남자의 얼굴이 보이는 격자창과 라스 펠리야스 수

도원의 방은 하나의 스크린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건축이 이미지인 동시에 .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스크린으로서 작용하는 상황

이 알도 로시의 작업에서 자주 등장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로시가 과학, 『

적 자서전 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극장으로서의 건축 이 이미지 스크‘ ’ -』

린의 메커니즘을 따라 작동하며 응시의 선재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

임을 알 수 있다.92

91 맹정현 리비돌로지 , , 177.『 』
92 로시의 작업에 등장하는 스크린에 관해서는 절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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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를로 퐁티의 가시적인 것과 응시4.1.3 -

라깡은 자신이 발전시킨 응시의 개념이 상당 부분 현상학자 메를로-

퐁티Maurice Merleau-Ponty와 그의 유고집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Le visible 

et l'invisible 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히는데 특히 라깡은 자신이 주장하(1964) , 』

는 응시의 선재성이야말로 메를로 퐁티에게서 유래한 개념임을 언급한-

다.93 본 절에서는 응시에 관한 메를로 퐁티의 관점을 살펴보고 그것을 라 -

깡의 관점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 로시의 극장으로서의 건축 의 개념에 핵, ‘ ’

심이 되는 응시를 더욱 정교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메를로 퐁티에게 시각이란 시선에 의한 촉지 이다, - ‘ ’ .94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보이는 것 자신 속에 들어 있는 듯하다, “

.”95 그러나 라깡의 관점에서 원근법적 시각에서는 상실되어 인지 할 수  

없었던 타자의 응시가 선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메를로 퐁티에게 사물은 , -

우리가 결코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을 보기를 꿈꿀 수 없는 것이며 이“ ‘ ’ ” 

는 바로 시선이 감싸고 있고 시선이 자신의 살“ chair로 옷을 입히기 때문이

다.”96 그리고 원근법은 사물들의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인 것의 차원  “

안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인간이 발명한 상징적 시각틀이며 여기서는 비” , “

가시적인 측면이 가시적인 것의 차원 안에 있는 깊이로 환원되어 해석 된”

다.97 이처럼 메를로 퐁티는 라깡과는 달리 원근법이 가시적인 것의 차원 , -

만을 표상할 수 있음을 촉각으로서의 시각을 통해 설명하였다.

93 메를로퐁티가 일러준 길을 따라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은 응시의 선재성입니다 나는  “ . 
단 한 지점에서 볼 뿐이지만 나의 실존 속에서 나는 사방에서 응시되고 있다는 것입니, 
다 메를로 퐁티의 지적처럼 저는 우리가 세계의 광경 속에서 응시되고 있는 존재들. ... , 
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크 라깡 세미나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 , 11: , 117-118.『 』

94 모리스 메를로 퐁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남수인 역 동문선   - . , ( , 2004), 192.『 』
95 Ibid., 188.
96 Ibid.
97 Ibid.,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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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깡의 관점에서 원근법의 균열과 응시의 출현이 타자의 주체성이 

대상화되는 눈과 응시의 분리 에 의해 제시된다면 메를로 퐁티의 관점에서 ‘ ’ , -

이는 원근법 시선의 주체 정신의 눈 가 가시적인 것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 ( )

발견할 수 없기 때문 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98 가시적인 것들 속에서 , 

우리들의 몸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대상들에 대해 “[ ] , 

말하듯이 몸은 여기에 있다거나 지금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99 우리가  

들어가 사는 몸의 윤곽은 외계에 의해 보여지는 것 외계 속에서 생존하“ , 

는 것 외계 속에 이주해 가는 것 인데 이 지점에서 보는 자 와 보이는 , ” , ‘ ’ ‘

것 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100 

이는 마치 서로 마주 보게 놓인 두 개의 거울 위에서 두 개의 한없는 서랍형 영상 시리즈가 

나타나는 것과 같다 이 거울 영상들은 거울 표면의 쪽에도 진정으로 속하지 않는데. , 

왜냐하면 각 영상은 다른 영상의 반사물에 불과하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결국 두 거울 영상은 , 

각각의 영상보다 더 실제적인 짝을 이룬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이라고 부른 것이 . ... 

바로 이 가시성 이 감성적인 것 자체의 보편성 나 자신의 타고난 익명성이다, , .101

곧 시각은 만질 수 있는 것들로 둘러싸인 자신 의 상황에 대해서 성립, ‘ ’

하며 가시성은 몸에도 세계에도 고유적인 것으로 속하지 않은 상태로 , , 

작용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체를 가진 주체는 원근법적 중심의 자리. , “

에서 자신이 응시되는 가시적인 것 내부의 공백의 자리로 이동 하게 되”

는 것이다 원근법적 투시도를 그리는 화가 주체에게 그의 몸 신체의 . - , 

자리는 암점이자 공백이며 그는 그 공백의 자리를 직면하지 않기 위해, 

98 Ibid., 159.
99 Ibid., 211.
100 우리가 들어가 사는 몸의 윤곽이 외계에 의해 보여지는 것 외계 속에서 생존하는  “ ... , 

것 외계 속에 이주해 가는 것 환영에 의해 유혹되며 사로잡히고 착란을 일으키는 것, , , , 
이며 그리하여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은 서로 역전하여 누가 보는지 누가 보여지는지 알 , ,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101 Ibid.,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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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자리 자체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신체를 가진 보는 자의 눈과 “―

그 신체가 바라봄을 당하는 응시가 예정된 어긋난 만남을 지속하며 이 어긋, 

남으로부터 봄의 운동 보려는 충동 이 생겨난다( ) .”102

라깡에게 있어서 시각은 존재하는 타자의 응시를 상실시키는 것으( ) 

로부터 성립한다면 메를로 퐁티에게 시각은 비가시적인 것인 몸의 자리를 가-

리는 것으로부터 성립한다 두 경우 모두 존재하는 것이 표상되지 않는 것, ―

과 관련된다 또한 라깡과 메를로 퐁티 모두의 경우에 있어서 시각이 가리. , -

고 있는 것은 주체에게 지속적으로 복귀하는 것이며 그것들은 욕망과 충동, 

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라깡에게 그것은 이미지 스크린이 응시를 가리는 동. -

시에 그 이면의 응시를 지시한다는 사실로서 그리고 메를로 퐁티에 있어서, -

는 신체를 가진 보는 자의 눈과 그 신체가 바라봄을 당하는 응시의 불일치

로부터 생성되는 봄의 운동 보려는 충동 이 그것이다( ) .

102 Ibid.,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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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유형과 시각의 얼룩4.1.4 la tache

만약 알도 로시가 과학적 자서전 에서 반복하여 극장에서처‘『 』

럼 극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공연을 관람하는 것처럼 이라 언급한 ’, ‘ ’, ‘ ’

경험들이 라깡적인 의미에서 상실되었던 응시가 복귀하거나 또는 메를, 

로 퐁티적인 의미에서 비가시적인 나의 신체를 응시가 바라보는 것과 -

같은 경험들이라면 로시가 말했듯 건축은 어떻게 그러한 경험들을 가능, 

하게 하며 또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축은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가, ? 

응시에 관한 이상의 논의에서 라깡과 메를로 퐁티의 이론은 공, -

통적으로 시각이 작동하는 방식에 볼 수 없는 비가시적인 것이 선재하, 

여 존재하나 온전하게 인식되지는 않는 과정을 함축하고 있었다 메를로. 

퐁티가 화가가 그림을 그리게 되는 동기로서 설명하고 라깡 또한 이미-

지 스크린으로 표현하듯 시각에서 표상되는 것 이면에 표상으로는 환- , 

원되지 않는 무언가 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지되며 나아가 그 무언가‘ ’ , ‘ ’

의 자리는 욕망의 원인이 된다.103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언가 가 이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 ’

욕망하게 하는 베일 스크린은 우리의 시각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 

는가 라깡의 관점에서 우리의 시각 속에는 얼룩? , ‘ la tache 이 존재할 수 있는’

데 그것은 무엇이든 우리의 시야 속에서 시야의 자명함 을 저해하는 요소, ‘ ’

이다.104 이때 메를로 퐁티가 그 어떤 다른 것과도 관계를 맺고 있지 않 , “

103 라깡은 스크린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제욱시스 Zeuxis와 파라시오스Parrhasius의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제욱시스는 포도를 그려 새들을 유혹했으나 파라시오스는 베일을 그려 제. , 
욱시스가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했다 곧 제욱시는 욕망의 대. , ‘
상 을 그렸지만 파라시오스는 욕망의 원인 을 제공한 것이다 여기서 베일의 뒤에는 무언’ , ‘ ’ . 
가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베일이 그 무언가의 , , 
자리 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자크 라깡 세미나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 ’ . , 11: , 『 』

표상으로 환원되지 않음으로 인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 이것이 소위 욕망160. ... “ , ... 
의 원인으로서의 대상 이다 맹정현 리비돌로지a .” , , 168.『 』

104 Ibid.,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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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절대적인 항과 같은 순수한 인상으로서의 감각 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

주장하였고 라깡적 관점에서 또한 시각장은 투명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 

고유한 것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얼룩 은 시각에 ‘ ’ , ‘ ’

관한 주체의 상징적 질서의 구축을 그 전제로 한다.105 그렇다면 이 얼룩 ‘ ’

의 가치는 시각의 장 속에서 짜여진 질서 체계 속에서 부정태 로만 존재‘ ’

할 것이며 그 모습은 상징계의 일그러짐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 .106 

상징계 속에서 부정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얼룩 은 나의 시야가 절대적이‘ ’

지 않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타자의 응시 가 계시되‘ ’

는 지점을 표현 해 준다‘ ’ .107

바로 이 지점에서 유형학에서 출발하였으나 유형의 구조로부터 해, 

방된 이미지로서 고정되지 않는 유추의 연쇄를 불러일으키는 알도 로시, 

의 건축이 라깡적 의미에서의 얼룩 으로 작용하며 응시를 소환할 수 있‘ ’ , 

는 건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드러난다 로시가 서술한 도시의 건. 『

축 에서 도시적 형성물의 이론과 유형학은 도시와 건축이 일관적으로 , 』

독해될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담론적 의미 체계를 정교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에 관한 주체의 상징적 . 

질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특히 도시의 건축 이 그 분석 대상으로 삼, 『 』

는 것이 서양 건축 역사의 오랜 배경 그 자체인 유럽의 도시들이라는 점

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과학적 자서전 을 서술하던 시기의 로시. 『 』

에게 유형들은 더 이상 구조적인 것이 아니며 도시 또한 이미지들을 , , ‘

결합하는 가능성 결코 닫히지 않는 관계들의 집합 사물들 대응들의 , “ ” “ ”, “ , 

무제한적 혼합contamination’이 되어버린다.108 그렇다면 로시의 건축에서 이 

105 Maurice Merleau-Ponty, Phenom nologie de la perceptioné  (Paris: Libraire 
Gallimard), 1976, 10. 

106 맹정현 리비돌로지 , , 180.『 』
107 Ibid., 179.
108 마이클 헤이즈 건축의 욕망 ,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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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구조로부터 해방되어 끊임없이 유추의 연쇄에 휘말리는 유형의 이미

지들은 유형이 함축하고 있었던 사회 문화 역사적 관점들의 고정된 의사소, · ·

통에 대한 자명함 을 상당히 훼손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곧 로시의 건축‘ ’ . , 

은 우리가 건축에 대하여 지닌 사회 문화 역사적 구조와 그것을 바라보는 · ·

관점에 대하여 얼룩 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 . 

곧 이미지 스크린과 그 위의 얼룩 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작용, - ‘ ’

하는 것이 아닌 욕망과 관계를 맺게 되는 사회 문화적인 대상으로서 , ‘ ’ ·

상징적 질서 체계 내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미술 비평가 할 포스터. Hal 

Fost er는 이러한 이미지 스크린에 관하여 - 스크린은 문화적 제약과 관“ ... 

련이 있고 이미지들은 각기 이러한 제약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이 , . 

스크린을 미술의 관례 재현의 도식 체계 시각문화의 약호들, , ”이라 언급

하며 사회 문화적인 관례와 제현의 도식체계 문화적 약호들이야말로 응시, · , 

로부터 주체를 보호하는 것임을 논의하였다.109 포스터는 또한 동시대의  

미술작품들이 의도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작동하는 이미지 스크린을 파( · ) -

열시키고 응시를 소환하고자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110 로시의 작업에 전 

제로서 작용하였던 유형학의 구조는 기호로서 유형이 지니는 사회 문화 역· ·

사적 의미의 전달과 직결된 것이었고 이후 유형학의 구조적 원리가 분열, 

되는 이미지적인 작업들은 주체 앞의 얼룩 으로서 작용하기에 응시의 감‘ ’ , 

각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 스크린의 파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109 할 포스터 실재의 귀환 조주연 역 경성대학교출판부 , , ( , 2010), 222-223.『 』
110 동시대 작업 몇몇은 이 같은 예전부터의 요구 즉 응시를 진정시키라는 다시 말해  “ , , 

실재에 맞서서 상상계와 상징계를 하나로 결합하라는 요구를 거부한다는 것을 제시하려 
한다 이런 미술은 마치 그 고동치는 욕망의 모든 영광 혹은 공포 가운데 응시가 빛나. ( ) 
기를 대상이 곧추서 있기를 실재가 현존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최소한 , , , 
그것들이 이 같은 숭고한 상황을 환기시키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Ibid.,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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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과 사건 그리고 반복4.1.5 , 

위의 장에서는 로시가 본인의 개별 사례들을 통해 서술한 극장에서‘

의 경험 에 대한 감각을 라깡의 스크린과 얼룩 을 통해서 이해하였다 이러’ ‘ ’ . 

한 건축이 만들어 내는 극장에서와 같은 감각은 건축적으로 어떠한 상황과 ‘ ’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극장으로? , ‘

서의 건축을 로시의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특수한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주제로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로시는 과학적 자서전 에서 . 『 』

이에 대한 단서들을 본인의 사례에 덧붙여 서술하고 있다 다시 로시가 . 

서술한 격자창과 수도원의 방의 사례로 돌아가 보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마치 극장에서처럼 더욱 더 선명하게 방 내부에서 감지된다 그와 . 

마찬가지로 그 사진의 젊은 남자의 눈은 자신이 극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공연을 관람하는 , 

것처럼 외부의 시선을 지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은 일어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가 바라는 사건의 매개체가 된다... .

그래서 탁자 또는 주택의 규모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것은 기능주의자들이 생각했던 ... . 

것처럼 하나의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기능들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인생에서 예측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111

이 사례에서 로시는 격자창과 수도원의 방이 극장과 같은 감각을 만들어 

낸다는 감상에서 더 나아가 사건의 매개체 가 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 ‘ ’

다 로시는 곧이어 탁자 또는 주택의 규모라고 표현된 건축이 사건의 . ( ) 

매개체가 되는 이유는 다양한 기능들을 허용하기 때문 이라고 하였는데‘ ’ , 

문단을 마무리하면서는 이것을 인생에서 예측 불가능한 모든 것 이라고 ‘ ’

강조하여 다시 표현함으로서 이 다양함이 단순히 기능주의의 문제가 아

111 Rossi, A Scientific Autobiograph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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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곧 위의 언급에서 사건 은 예측 불가능한 것들. , ‘ ’ ‘ ’

과 관련된 개념이다 로시는 과학적 자서전 에서 거듭하여 건축을 예. 『 』

측 불가능한 것을 만드는 일과 관련짓는다. 

예측 불가능한 것은 우리를 초월해 있기 때문에 매혹적이기는 해도 출발 시에는 모든 , 

것이 예측 가능해야 한다.112

건축가는 기술자처럼 신중하게 자신의 도구를 준비해야 한다 단지 예견하거나 상상할 수 . 

있는 행위에 대한 도구이지만 그 도구 자체가 행위를 불러일으키거나 제시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113

건축가는 그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설계에 대해 모( ) 

든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또한 그것이 예측할 수 없는 , 

행위를 불러일으키거나 제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과학적 자서전 을 서술하던 시기의 로시에게 건축의 중. , 『 』

요한 의의 중 하나는 그것이 사건 곧 예측 불가능한 것들을 불러일으킬 , 

수 있는 매개체라는 것에 있었다.

건축은 어떻게 하여 예측 불가능함의 매개체가 되는가 과학적 자? 『

서전 에서 그 답을 찾아보면 로시에게 건축의 예측 불가능함을 만들어, 』

내는 것은 반복 에 존재한다‘ ’ ― 반복의 메커니즘보다 더 예측 불가능한 결“

과를 보이는 것도 없을 것이다.”114 얼핏 보기에 그 자체로 모순으로 생각 

되는 반복과 예측 불가능함의 관계에 대해서 로시는 또 다시 극장을 통해 , 

이를 설명한다.

112 Ibid., 5.
113 Ibid., 20.
114 Ibid.,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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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조명이 거의 꺼진 텅 빈 극장을 아주 좋아한다 같은 대사가 반복되다가 . 

중단되고 다시 시작되는 것에서 연기의 가능성을 감추고 있는 부분 리허설을 특히 

좋아한다.115

같은 영화나 연극을 여러 번 보게 되면 끝을 알고 싶은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 

것과 유사하다 이런 효과를 체험하기 위해 나는 종종 영화가 반쯤이나 거의 끝나갈 무렵에 . 

영화관에 가곤 한다 이런 식으로 등장인물들을 결말의 장면에서 알게 되는 것이고, , 

그 이전에 일어났던 행동들을 다시 생각해보거나 다른 줄거리를 상상해볼 수 있다.116

조명이 거의 꺼진 빈 극장의 반복되는 부분 리허설에서 로시는 연, ‘

기의 가능성 을 본다 극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것과 달리 부분 리허’ . , 

설은  극 전체의 일부이면서도 독립된 부분과 같이 존재하며 해당 부분의 

가능성을 극에 한정시켜 귀속시키지 않고 확장되는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

다 로시가 영화가 반쯤이나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영화관에 갔던 이유도 마. “ ” 

찬가지로 일부만 감상된 영화는 그것이 귀속되어 있었던 전체 서사에서 풀, 

려나 감상된 부분이 지니는 가능성을 통해 새로운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다 곧 로시에게 반복은 고정된 것에 대한 해석 의 반복이라 볼 수 있다. , ‘ ’ . 

건축은 고정된 것이지만 그렇기에 극장의 부분 리허설처럼 반복하여 경험될 , 

수 있는 것이다 반복되어 경험되는 건축의 대상이나 장면이 의미가 고정되. 

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번의 알 수 없는 새로움의 가능성 곧 예측 불가능함, , 

으로서의 사건을 제공할 것이다. 

고정된 것의 반복적인 경험과 자유로운 해석의 가능성 은 과학적 ‘ ’ 『

자서전 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이다 이는 극장과 사건 뿐만 아니라 . 』

로시가 건축에서 단편 의 문제에도 집중하는 이유를 알려주는데 단편‘ ’ , ‘ ’

은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고정된 전체의 의미로부터 떨어져 나와 새로운 (

해석의 가능성을 지니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117 또한 이것은 로시에 , 

115 Ibid., 20.
116 Ibid.,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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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고정된 장면이 사건의 변천보다 강한“ ” 이유이기도 하다 사건의 변천 . 

은 서사에 포획된 것이나 고정된 장면은 예측 불가능한 가능성을 지닌다, . 

고정된 해석에 저항하는 반복적인 예측 불가능성이야말로 로시에게 건축  “

자체의 이론적 기초이며 하나의 삶의 방식, ” 이 되는 것이 다.

극장으로서의 건축 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로시의 건축에 관‘ ’

하여 본 논문에서 앞선 장들에서 논의한 구조로부터 해방되는 유형 그‘ ’, 

리고 유추의 불투명성 과 공명한다 자신의 세계의 극장 을 보면 모데‘ ’ . < >

나의 산 카탈도 공동묘지 와 쿠네오의 레지스탕스를 위한 기념물< > < >

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로시의 언급과 같이 로시는 입방체라는 하, ( ) 

나의 유형적 형태를 서로 다른 구체성을 지닌 작업들로 해석한다 유추. ‘

적 도시 에서 구조와 영속성을 통한 역사적 유형의 의미작용을 말하던 ’

로시에게 이제 건축의 아름다움은 유추를 넘어서 사물이 다른 의미들을 , “

만나게 되는 것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118 

건축이 고정된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것은 로시가 극장에서의 경험

들을 통해 비유한 응시의 감각 그것의 예측 불가능한 이면에 대해 인지하도―

록 하며 우리를 휘말리게 하고 그 앞에서 우리를 이방인으로 만드는, , ―

이 그의 건축에 존재하게 되는 이유를 알려준다 의미가 고정되어 해석. 

되지 않는 이미지로서 로시의 건축적 대상은 스스로를 그것이 아닌 어(‘

떤 의미 가 아닌 사물이자 건축으로 제시한다 곧 건축은 상징화하지도 ’ ) . , 

않고 어떤 실증적인 의미를 전달하지도 않는다.119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7 건축에서 단편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잔해만이 사실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는 것 “ .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전체의 의미가 일부 상실된 메커니즘의 조각을 사용할 수 . ... ... 
있다는 것은 나에게 항상 흥미를 주었고 형태적인 면에서도 역시 그러했다, .” Ibid., 8.

118 유추를 넘어서 사물이 다른 의미들을 만나게 되는 장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더욱  “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도시이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의미한다. 
면 자기 자신의 용도 외엔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아름다울 수 없다, , .” 
Ibid., 66.

119 마이클 헤이즈 건축의 욕망 오히려 유형은 상징화되어 나타난다 말하자면 이 , , 29. “ . , 『 』
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재현불가하고 영원히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결정적인 상징계적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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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고정시킬 수 없어 반복적으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는 건축적 대

상 앞에서 때로는 의미화에 실패하여 사물과 건축 자체가 그 자체로 우리

를 포섭하는 순간에 직면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주체의 중심적 위치를 박. 

탈당하고 전개되는 건축 그 자체의 힘에 휘말리게 되며 그 앞에서 우리, ‘ ’ , 

는 이방인 이 되고 마는 것이다‘ ’ .

서에 대한 유비이자 재현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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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과 알도 로시의 건축4.2.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도 로시의 과학적 자서전 이 제시하는 극장, 『 』

과 같은 건축은 고정된 장면이나 대상에 대한 해석의 반복과 사건으로서의 , 

예측 불가능함을 형성하는 건축임을 고찰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형태의 . 

의미작용 곧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건축의 유형이 구조적 의미를 상, 2

실하며 이미지로서 작용하게 되는 상황과 유형적 형태에 대한 유추의 불

투명성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로시가 건축에서 고정된 , 

장면을 구성하는 기법과도 관련된 것이다 본 장에서는 로시의 건축 작업. 

에서 장면의 구성과 형태의 의미에 집중하여 그것이 예측 불가능함을 형, 

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갈라라테제 집합주거4.2.1. < Quartiere Gallaratese>, 밀라노Milano, 1967-74. 

알도 로시는 카를로 아니모니노Carlo Aymonino의 지휘 하에 건설이 진

행되었던 몬테 아미아타Monte Amiata주택 단지 내 갈라라테제 아파트 속에 집

합 주택을 완공하였는데 여기서 로시의 건물은 형태가 다양하고 색체가 강, 

조된 아니모니노의 주거에 비해 백색의 단순한 형태로 설계되었다.120 갈라 <

라테제 집합주거 를 설계하며 알도 로시는 반복 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개> ‘ ’

념이라 언급하였는데 이는 그 입면 형태 뿐만이 아니라 에 이르는 긴 , 182m

아케이드 공간에서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 같아 보인다.

120 김정후 김종현 유형학적 측면에서 살펴본 알도 로시의 갈라라테제 , . (Typological)「
집합주거에 관한 연구(Gallaratese) , 」 高凰論集 제 권 22 , (1998), 27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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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라테제 집합주거 의 아케이드 공간은 폭이 각각 인 벽< > 1m, 3m

기둥이 좌우로 배치되어 의 간격으로 나열되어 있고 이것이 총 회 1.8m , 97

배치되어 있는 반복적인 구성의 공간이다 마찬가지로 등간격으로 배치되어 . 

있는 출입구 코어를 제외하면 이 아케이드 공간에는 별다른 구성적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은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 

고 있는데 이는 반복에서 나오는 예측 불가능함과 사건 곧 극장으로서의 , , ‘

건축 에 관련된 것으로 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

갈라라테제 집합주거 의 아케이드 공간은 좌우로 배치된 벽기둥이 < >

길이 방향으로 끝없이 반복되는 구성을 통해 마치 소실점이 확실한 투시도, 

와 같은 배경화법을 구성해내고 있다 아케이드 공간을 따라 이동하는 사람. 

의 걸음에 비해 벽기둥이 반복되는 아케이드의 길이가 훨씬 길기 때문에 또, 

한 벽기둥이 반복되는 평면 자체가 길이 방향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때문

에 아케이드 공간 내부에서 우리는 이동하여 공간 속에서의 위치를 바꾸, 

더라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된다 이는 로시가 과학적 자. 『

서전 에서 언급한 고정된 장면 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갈라라테제 집합‘ ’ . <』

주거 의 반복되는 공간은 주체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일정한 장면을 대면>

하게 만듦으로써 주체가 건축의 장면을 투시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환, 

상을 해체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갈라라테제 집합주거 의 아케이드 공간을 구성하는 벽기둥은 , < >

그 폭 때문에 우리가 아케이드의 길이 방향을 따라 이동하면서 벽기둥의 밖

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도록 시야를 차단한다 그럼에도 아케이드 안으. 

로  빛은 여전히 들어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데 이는 외부 혹은 이면, ( )

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알 수 없는 로시가 과학적 , 『

자서전 에서 격자창과 수도원의 방을 통해 설명한 극장에서와 같은 경험‘ ’』

과 거의 동일한 상황을 형성한다 곧 반복되어 경험되는 갈라라테제 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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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주거 의 아케이드 공간은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알 수 없는 > , , 

새로움과 예측 불가능한 사건의 매개체가 된다. 

갈라라테제 집합주거 아케이드 공간은 그 구성적 단순함에도 < > , 

불구하고 끝없이 반복되며 눈앞에 놓이는 고정된 장면 을 통해 그리고 그 ‘ ’ , 

이면을 알기 어려운 벽기둥의 깊이로 인한 예측 불가능함을 통해 건축을 

경험하는 주체의 중심적 위치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며 반복되어 경험하, 

더라도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응축하고 있는 극장으로‘

서의 건축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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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갈라라테제 집합주거[ 11] < Gallaratese Quarter 외부 밀라노> , Mila no, 1967-74

그림 갈라라테제 집합주거[ 12] < Gallaratese Quarter 내부 밀라노> , Mila no, 19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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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아미치스 초등학교4.2.2. < Scuola elementare de Amicis>, 브로니Broni, 

1969-1971.

드 아미치스 초등학교 에서 알도 로시는 이탈리아 파비아< > Pavia 근 

처의 브로니Broni에 있는 세기 초에 지어진 작은 학교를 확장 및 복원하20

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로시 본인이 반복해서 드로. 

잉으로도 그린 중정 공간으로 드 아미치스 초등학교 의 중정 공간은 로, < >

시가 과학적 자서전 에서 서술한 고정된 장면 예측 불가능한 사건 의 ‘ ’, ‘ ’『 』

매개체 극장과 같은 경험 등의 언급을 잘 설명하는 듯하다,  ‘ ’ .

먼저 드 아미치스 초등학교 의 중정 공간은 고정된 장면 을 의도, < > ‘ ’

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로시가 드로잉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 중정 공간에서 . , 

좌우의 회랑Cloister은 그 자체의 공간보다는 밝은 중정의 중앙부를 대조적으

로 강조하며 구축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는 좌우 회랑의 . 

구조는 소실점이 명확한 투시도적 배경화법Scenography와 같은 장면을 건축으

로 만들어내며 그 장면의 중심부에는 그가 세그라테에 설계한 기념비에 등, 

장하는 정삼각형 샘fountain이 스케일이 변형되어 자리 잡고 있다 라파엘 모. 

네오의 지적과 같이 스케일이 변형되어 등장한 이 샘의 유형은 이 초등학, 

교의 프로그램 또는 시간적 장소적 배경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인다, · .121 

그것은 유형의 역사적인 기원을 지시한다기 보다는 데 키리코의 회화에서

처럼 쉽게 해석될 수 없는 수수께끼enigma로서 장면에 극적인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삼각형의 샘뿐만 아니라 드 아미치스 초등학교 의 중정이 구성하, < >

고 있는 건축적인 고정된 장면 은 그 모든 요소들이 예측 불가능함 에서 오‘ ’ ‘ ’

121 그의 건축이 시간과 장소와는 별개로 계획되었다는 비난 속에서도 그는 세그라태 샘의  “ , 
크기를 단순히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았다.” Moneo, 
Theoretical anxiety and design strategies,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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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긴장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곧 사건의 매개체, 

가 되는 공간이다 좌우의 회랑은 그 깊이와 그림자에 의해 검고 어두운 공. 

간으로 의도되었는데 이는 중정의 밝은 공간의 좌우로 어둡고 알 수 없는 , 

공간이 더 자리 잡고 있으며 로시가 회화에서 검은 사람의 실루엣으로 표현, 

한 것과 같이 누군가 중정에 있는 사람을 응시하고 있거나 혹은 회랑으로부, 

터 갑자기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마찬가지로 로시의 드로잉. 

에서 검은 사람의 형상이 등장하고 있는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창문은 그 높, 

이 때문에 중정의 아래에서 그 위에 무엇이 누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어, 

렵다 이는 로시가 과학적 자서전 의 초반부에서 설명한 격차장의 기능과 . 『 』

매우 흡사하며 중정에 존재하는 우리를 투시도적 시선을 장악하고 있는 중, 

심적 주체에서 언제든 누군가에 의해 바라보아 질 수 있는 주체의 위치로 , ‘ ’ 

탈중심화시킨다.

이처럼 드 아미치스 초등학교 의 중정 공간은 르네상스의 투시도, < >

와 같은 공간의 고정된 장면 을 우선적으로 형성하지만 좌 우의 어두운 회‘ ’ , ·

랑과 높이 위치하는 창 그리고 의미심장한 유형의 존재를 통해 그 곳에 위, 

치하는 주체가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이면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고정된 장면 은 주체가 그 이면에서 응시당하고 있을 수 있으며 언‘ ’ , 

제든 무언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함 의 장이 되었다 고정된 ‘ ’ . 

건축물이 형성하는 이 중정 공간은 끝나지 않을 긴장감과 새로운 사건의 가

능성이 깃들어 있는 극장으로서의 건축 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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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드 아미치스 초등학교[ 14][ 15] < Scuola eleme ntare de Amicis 사진 드로잉> / , 

브로니Broni, 1969-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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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카탈도 공동묘지4.2.3. < Cimitero di San Cataldo 모데나>, Modena, 

1971.

이탈리아 모데나Modena에 있는 산 카탈도 공동묘지 는 많은 비평가들이 < >

동의하는 알도 로시의 대표적인 작품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수수께끼 같은 , 

작품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는 산 카탈도 공동묘지 가 초기 로시의 . < >

도시의 건축 에서 제시된 유형의 원리와 유추의 도시 를 통한 설계 방식‘ ’『 』

을 온전히 따르며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는 요소들의 유형, 

적 형태는 불확실하거나 단일한 의미로 고정되어 독해되지 않으며 끊임, , 

없는 유비와 해석을 요구하는 건축이기 때문일 것이다.

산 카탈도 공동묘지 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몇 가지 건축적 대< >

상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대상들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이라고 할 , 

수 있는 몇 가지의 유형으로 이해되고 이들의 조합 또한 광장이나 도시와 , 

같은 유형으로 독해된다 예를 들어 마이클 헤이즈는 산 카탈도 공동묘지를  . 

무덤‘ tomb 집, house 도시, city 공동묘지, cemetery 의 가지 유형의 구축된 상호 ’ 4

작용으로 해석하였다.122 가빈 파킨슨 Gavin Parkinson은 헤이즈의 논의를 확장

시켜 산 카탈도 공동묘지를 집‘ house 공동주택, housing 거리, street 공장, 

광장 도시 의 가지 유형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factory, piazza, city’ 6 .123 그 

러나 산 카탈도 공동묘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이러한 유형적 주제들은 곧바

로 또 다른 이미지들을 암시하며 왜상과 같이 유형이 여러 번 덧인쇄된 , ‘ , 

것처럼 새로운 유추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낸다’ .124 의미가 고정되지 않은 유 

122 로시의 모데나 공동묘지는 예를 들어 무덤 집 도시 공동묘지의 구축된 상호 작용에 “ , , , , , 
서 그 날카로움을 보여준다.” Hays, K. Michael. "Prolegomenon for a Study 
Linking the Advanced Architecture of the Present to That of the 1970s 
through Ideologies of Media, the Experience of Cities  in Transition, and the 
Ongoing Effects of Rei fication." Perspecta 32 (2001): 101-107, 101. 

123 Gavin Parkinson, Aldo Rossi's Modena Cemetery: a Metaphysical Labyrinth,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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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 요소들은 또한 유추적 도시 와 같이 서로 조합되면서 끊임없는 해석과 ‘ ’ , 

새로운 유추를 생산해낸다 로시는 도시의 건축 모든 건축 형태들이 유. , “『 』

형으로 축소될 수는 있더라도 오직 하나의 형태만 가지고는 어떠한 유형도 , 

식별할 수 없다 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도시의 건축 에서 이는 유형이 지” , 『 』

닌 보편적 속성에 대한 강조였다 그러나 산 카탈도 공동묘지 에서 로시는 . < >

유형이 온전하게 식별될 수 없는 상황을 프로젝트에 의식적으로 이용하는 것

처럼 보인다.

산 카탈도 공동묘지 의 유형이 지닌 의미의 유동성은 이 프로젝트< >

에 관하여 로시가 죽음과 뼈에 관한 개인적인 기억을 반영하는 것을 통해 

더욱 확장된다 로시는 과학적 자서전에서 프로젝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술. 

회한 바 있다.

년 월 이스탄불로 가는 베오그라드와 자그레브 사이의 도로에서 나는 심각한 1971 4 , 

교통사고를 당했다 아마도 그 사고의 결과물로서 모데나 묘지 프로젝트가 슬라본스키 . 

브로드 크로아티아의 작은 병원에서 탄생했고 동시에 내 젊음의 막이 (SlavonskiBrod, ) , 

내렸다 나는 층의 작은 병실 창가에 있는 침대에 누워 하늘과 작은 정원을 바라보곤 했다. 1 . 

거의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과거를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나무와 하늘을 , 

바라보곤 했다 이러한 사물의 존재 그리고 사물과 분리된 나라는 존재는 나 자신의 뼈의 . 

고통을 강하게 느끼고 있던 것과도 연관되어 나를 유년기로 이끌고 갔다 이듬해 여름 그 . 

프로젝트의 연구 내내 아마도 이런 이미지와 뼈의 고통만이 내게 남아 있었던 듯하다 신체의 . 

골격구조가 재조합할 수 있는 일련의 골절들로 보였다 슬라본스키에서 나는 죽음이란 . 

골격형태이며 그 변형이라고 생각했다.125

사고를 통해 자신의 죽음과 뼈에 대한 지각을 사유하며 로시는 산 카탈도 , <

공동묘지 의 형태를 상당 부분 골격의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설계한 >

것으로 보인다 곧 산 카탈도 공동묘지 는 유형들의 조합을 통해 죽은 자. , < >

124 Hays, Prolegomenon for a Study Linking the Advanced Architecture of the 
Present to That of the 1970s, 101.

125 Rossi, The Architecture of the City,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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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도시를 형성하는 동시에 골격의 의인화된 이미지를 통해 분해되고 텅 , 

빈 뼈들 곧 죽음의 이미지를 유추적으로 전달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126

산 카탈도 공동묘지 프로젝트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되는 요소< > 

는 바로 속이 빈 입방체일 것이다 로시에 따르면 이 입방체는 집. house이

지만 그러나 미완성된 버려진 집이다, , .127 로시는 또한 집과 무덤은 그 유 

형적 기원에서 동일하며 건축으로서 묘지는 죽은 자들의 집과 같은 것이, 

라 언급한다.128 여기서 입방체는 미완성된 상태로 남겨지는 것을 통해 ‘ ’ , 

그리고 반복 을 통해서 유형의 확실한 의미를 포착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 ’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반복되는 정방형의 기하학적인 창문은 어떠한 세부. 

적인 디테일 프레임 유리도 없이 그저 뚫려 있어 비워진 방치된, , , abandoned 

감각을 형성한다 가스통 바슐라르. Gaston Bachelard는 집은 인류에게 안정의 "

증거나 환상을 제공하는 이미지들의 구체화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는. ..."

데 로시의 입방체는 유형적으로 주택, house이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의 

집home이라 보기 힘들기에 언케니uncanny한 감각을 형성하며 이 입방체의 , 

유형을 집의 왜상이자 무덤과 같이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다.129

미완성된 버려지고 방치된 집으로서 유형의 이미지는 또한 전쟁으, 

로 인한 죽음의 이미지와도 연관되는데 이는 로시가 차 세계대전과 이탈리, 2

126 Gavin Parkinson, Aldo Rossi's Modena Cemetery, 4. 
127 Aldo Rossi, L'azzurro del cielo, Concorso per il cimitero di Modena 1971, 

영ed. V. SAVI, L'architettura di Aldo Rossi, Franco Angeli, Milano, 1981, 211. 
문 번역은 다음을 참조: Michael Hays ed.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Mit 
press, 2000.

128 Ibid., 200.
129 Gaston Bachelard. The Poetics of Space: The Classic Look at How We 

Experience Intimate Places. Translated by. M. Jolas, Boston: Beacon Press,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1994. . “Indeed, here we touch upon a converse 

whose images we shall have to explore: all really inhabited space bears the 
essence of the notion of home. [...] In short, in the most interminable of 
dialectics, the sheltered being gives perceptible limits to his shelter. He 
experiences the house in its reality and in its virtuality, by means of thought 
and dreams.” Ibi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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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파시즘적 상황에 관심이 많았으며 레지스탕스를 위한 기념물들 설계

하였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처럼 보인다.130 곧 지붕과 창문이 없 , 

는 입방체는 폭격당한 전후의 폐허와 같은 집들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

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 조금 더 당시 이탈리아의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 , 

상황을 반영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산 카탈도 공동묘지 의 입방체는 지오< >

반니 게리니Giovanni Guerrini와 어니스트 라파둘라Ernesto La Padula에 의해 설

계된 이탈리아 시민 궁전< Palazzo della Civilta Italianà 이나 주세페 테라니의>

Giuseppe Terragni의 카사 델 파시오< Casa del Fascio 와 같은 파시스>(1932-36)

트 건물과도 유사하며 그들이 지닌 유령적인 기념비성, ‘ haunting 

Monumentality 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131

산 카탈도 공동묘지 의 외곽을 둘러싸는 자 형태의 건물 또한 중< > U

요한 유형을 암시하는데 이는 바로 공동주택의 이미지로서 그 형태는 집, 

합주거 구체적으로는 아파트들과 같은 느낌을 준다, .132 이는 그 내부공간 

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나는데 로시는 산 카탈도 공동묘지 를 둘러, < >

싸는 이 자 건물의 내부를 마치 자신이 설계한 갈라라테제 집합주거U < >

의 복도공간과 거의 동일하게 설계하는 것을 통해 그 유형이 집합주거를 , 

지시한다는 것을 자신의 프로젝트들의 접점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

이다 동시에 이 건물의 형태는 역사적인 공동묘지의 이미지를 암시하기. , 

도 한다 로시는 지오반니 바티스타 피라네시. Giovanni Battist a Piranesi가 상상

적으로 창조한 로마를 묘사하고 있는 캄포 마르지오< Campo Marzio 평

면 판화 속에서 피라네시에 의해 재구축된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1762) , 

130 로시의 작품 중 레지스탕스를 위한 기념비 쿠네오 기념분수 세그라테 < > ( , 1962), < > ( , 
등의 작품 등을 말한다1965) .

131 Dennis Doordan, "Changing agendas: Architecture and politics in contemporary 
Italy." Assemblage 8 (1989): 61-77, 73.

132 Eugene Johnson, “What Remains of Man-Aldo Rossi's Modena Cemetery” in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 Vol. 41, No. 1, (Mar. 198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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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을 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33

로시의 산 카탈도 공동묘지 프로젝트에는 비록 현실적인 문제로 < > , 

지어지지 않았지만 도면에 의해 여러 번 묘사된 요소들 또한 존재한다 프로. 

젝트 평면 정 중앙에는 삼각형을 이루며 긴 건물들이 좌우로 나열되어 있는

데 이는 긴 건물들 자체보다는 중앙을 비우고 좌우로 대칭을 이루는 배열에 , 

의해서 길‘ street 을 형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길이가 줄어들수록 ’ , 

높이가 높아지는 건물들의 비례는 유형적인 맥락에서 길로 해석되기 위해 필

요한 진행감을 강조한다 그런데 좌우 삼각형으로 배열된 긴 건물들과 중앙. , 

의 길은 또한 인간의 갈비뼈와 척추를 유추적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의인화를 통한 해석은 로시가 이 프로젝트와 관련지어 분해된 상태의 

뼈와 골절을 직접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확실해진다 산 카탈도 공동묘지 의 . < >

도시적 상황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길 의 유형은 뼈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 ’ , 

것을 통해 곧바로 죽음에 대한 의미로 이어지며 그 전체를 죽은 자를 위한 , 

도시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일조한다.

마지막으로 이 길의 끝에는 원추 형태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 

이는 유형적으로 공장factory과 공장의 굴뚝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여. 

기서 굴뚝은 연기를 내뿜지 않고 파편화되고 정지된 굴뚝이며 로시는 이, , 

를 버려진 공장의 굴뚝 이라 언급하였다 동시에 원추형이 굴뚝이 될 수 “ ” . , 

있다면 이는 또한 묘지의 화장cremation을 위한 시설을 암시할 것이다 파킨. 

슨은 나아가 이를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차 세계 대전에서 유대인을 2

화형시킨 죽음의 공장을 암시할 수 있고 또는 공장 그 자체가 로시 또한 , (

공유하였던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노동자들이 매장당하는 공간일 수) ‘ ’ 

도 있는 것이다.134

이처럼 로시의 산 카탈도 공동묘지 프로젝트는 도시의 건축, < > (『 』 

133 Parkinson, Aldo Rossi’s Modena Cemetery, 10-11. 
134 Ibid.,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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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년대의 로시처럼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유형적 형태를 1960 ) 

참고하면서 그것들의 유추적 조합을 통해 도시를 형성하고 있으나 그 형, 

태들은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느낌을 통해 그것들을 고정된 의미로 해석하

는 것에 저항한다 나아가 그 건물들은 묘지에 관한 역사적 유형을 동시에 . 

암시하는 것을 통해 그리고 분리된 뼈와 골절에 대한 의인화적 유추를 통, 

해서 죽음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건축물들은 의미를 . 

고정시킬 수 없어 반복적으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는 건축적 대상들이며, 

우리에게 익숙한 유형임에도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죽음과 관련

된 이미지이기에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없는 공간에 들어와 있는 ,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는 자 형 빌딩의 끝없이 반복되는 좌우의 깊. U , 

이 있는 공간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 알 수 없음에 따른 불안을 만들

어내는 공간 그리고 삼각형 배치로 길을 만드는 동시에 길의 좌우로 뻗은 , 

긴 공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등 원근법적 장면이 구성되, 

지만 곧바로 그 장면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질 수 있는 주체 가 되는 로시‘ ’

의 공간 구성에 의해 극대화된다 곧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장면과 건축. , 

물들이 온전히 해석될 수 없음에도 죽음의 이미지가 모든 건물들 그리고 , 

그것이 조합된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산 카탈도 공동묘지 라는 극장에< >

서 우리는 이방인 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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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산 카탈도 공동묘지[ 15] < Cementer io de San Cataldo 드로잉 모데나> , Modena, 1971.

그림 산 카탈도 공동묘지[ 16] < Cementerio de San Cataldo 모데나>, Modena,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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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냐노 올로나 초등학교4.2.4. < Scuola elementare a Fagnano Olona>, 

바레세Varese, 1972-1976.

알도 로시가 설계한 파냐노 올로나 초등학교 는 밀라노에서 북< >

서쪽으로 떨어진 롬바르디40km Lombardia 주의 바레세 Varese 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 파그나노 올로나Fagnano Olona에 위치해 있다 파냐노 올로나 초. <

등학교 는 산 카탈도 공동묘지 처럼 프로젝트의 부분들이 서로 독립적> < > 

으로 떨어져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구분될 수 있는 몇 가지의 유형들의 조,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이 만들어 내는 공간 또한 유형적이다, . 

대칭적으로 건물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직육면체의 볼륨은 로시가 자주 사

용하는 정방형으로 분할 창문을 사용하는데 이 프로젝트에 관하여 직접4 , 

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로시는 이 창문을 집과 관련하여 사용하였

다.135 또한 산 카탈도 공동묘지 프로젝트를 비롯한 로시의 작업에서 자 < > 

주 등장하는 원추형의 굴뚝은 초등학교라는 전혀 다른 프로그램에도 불구

하고 파냐노 올로나 초등학교 에 자리 잡고 있는데 초등학교라는 배경 < > , 

속에서 등장하는 이 굴뚝과 같은 원추는 관찰자에게 의문과 긴장을 불러

일으키며 로시의 건축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에 , ( )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는 듯하다 건물의 각 부분은 정방형의 창문이 . 

있는 폭이 좁은 복도들로 연결되며 표준적인 보자르 건물 같은 계획의 직, 

교축을 만들어낸다.136 이렇게 복도로 연결된 구성은 광장 그리고 계단을  , 

통해 내려다 볼 수 있는 계단식을 형성하며 그 광장 한복판에는 원통형의 , 

도서관이 존재한다 곧 로시는 파냐노 올로나 초등학교 에서도 유형적 . , < >

요소들로서 도시와 같은 구성을 형성해 내고 있는 것이다.137

135 이 창문들은 극장을 집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해준다 “ ” Rossi, A Scientific 
Autobiography, 67.

136 Moneo, Theoretical anxiety and design strategies,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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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파냐노 올로나 초등학교 에서 그 구성을 통해 중심부에 강, < >

조되어 배치된 원통형 볼륨의 도서관은 산 카탈도 공동묘지 를 구성하는 건< >

축적 요소들처럼 고정된 유형적 해석에 저항한다 우리는 이 도서관의 형태, . 

에서 도서관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데 뿐만 아니라 그것은 , 

다른 어떠한 역사적 유형과도 느슨한 관계만 맺으며 스스로의 유형적 정체, 

성을 고정하기를 거부하는 듯하다 우리는 그 도서관을 세례당 극장 등과 . , 

관련짓는 시도를 해 볼 수는 있으나 결코 결론지어 말할 수는 없다 앨런 , . 

콜크호운Alan Colquhoun은 파냐노 올로나 초등학교 가 건축의 형태 역사 중 < >

어느 것에도 기초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는데 그는 이 도서관이 그것이 모, “

델화하는 역사에 아직 진입하지 않은 하나의 순수한 유형 을 이룬다고 말”

한 바 있다.138 그런데 이 도서관이 하나의 새로운 유형을 창출할 수 있는 

지의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산 카탈도 공동묘지 에서 집의 유형을 제시, < >

한 다음 그것을 모든 주거와 관련된 요소로부터 벗겨낸 것과 같이 로시가 , 

이 도서관을 통해서 역사적 유형을 통한 건축의 독해를 의도적으로 부정‘ ’ 

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이 부정은 그것의 기원을 가리키면서 행. 

해지는 것이기에 다분히 의도적인 느낌을 준다.139

본 논문의 절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그 역사적 기원을 의도적3.2.1 , 

으로 부정하는 파냐노 올로나 초등학교 의 도서관은 그 고정된 형태에 대하< >

여 완결될 수 없는 반복적인 해석을 요구하며 우리가 조우하게 되는 건축의 , 

관계와 문화 역사적 약호들이라 할 수 있는 이미지 스크린의 불안정함을 드· -

러내고 우리가 조우하게 되는 건축적 장면에서 우리가 지닌 주체적 위치의 , 

137 이 학교의 중심 개념은 작은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 . ...” from ‘SCUOLA 
ELEMENTARE Fagnano Olona, 1972-1976’, Foundation Aldo Rossi, Revisited 
December 03, 2019. 
https://www. fondazionealdorossi.org/opere/1970-1979/scuola-elementare-fagna
no-olona-1972-1976/

138 마이클 헤이즈 건축의 욕망 , , 52.『 』
13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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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을 의문짓는 극장으로서의 건축 의 건축이다 나아가 이 도서관은 ‘ ’ . , 

극장으로서의 건축 이 불러일으키는 효과에 대하여 더욱 더 큰 건축적 ‘ ’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다 절에서 살펴보았듯 로시가 도시의 건축. 3.1 , 『 』

을 통해서 전개한 유형과 역사의 관계에 따르면 도시적 형성물과 그 유, 

형은 그것들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다.140 그렇다면 파냐노 올로나 초등학교 의 도서관에서 그 유형이 의도 , < >

적으로 부정된 대상이 지닌 역사적 시간성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 

새롭게 고정되는 특정한 시간적 감각이라기보다는 그 형태와 마찬가지로 , 

중심성을 지니고 고정되기를 거부하는 유동하며 혼란스러운 것으로 보인

다 라파엘 모네오는 파냐노 올로나 초등학교 의 시간성에 대해서 . < > 학생“

들이 자기들 세계가 아닌 곳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그 아이들은 ? 

그 사진이 포착하는 현재가 아니라 이미 그들만의 과거가 될 것을 암시하

는 시간 속에 거주한다.”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표현에 따르면 건축물, 

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주체적인 시간적인 감각마저 그것이 지니는 

힘을 통해 흔들어 놓는 것이며 이러한 시간성의 혼란은 곧 로시가 과학, 『

적 자서전 에서 거듭해서 언급한 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경험의 일부, ‘』

일 것이다 역사적 유형을 소환한 뒤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것 같은 형태는 . 

곧 역사적 시간성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지며 그것을 경험하, 

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절하지 못하며 유령에 들린 듯, 

한haunted 형태적 시간적 감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 .141

140 도시적 형성물의 개별성은 사건과 사건을 고정시킨 징표 속에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
있을 것이다 도시적 형성물이 지니는 영속성만이 과거를 현재와 구별하는 모든 것을 ”,  “[ ] 
밝히면서 과거의 도시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Rossi, A Scientific 
Autobiography, 86.

141 마이클 헤이즈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시작 이후에 지속되는 것 애초의  . “ (
유용성과 맥락적인 순수함을 넘어 새롭게 점유되고 경험되는 물리적 형태 일뿐만 아니라 )
종결 이후에 상존하는 것 즉 소멸했어야 할 지점을 넘어선 형태의 생존으로 읽어야 한, 
다 마이클 헤이즈 건축의 욕망” ,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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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냐노 올로나 초등학교 가 지니는 이러한 형태적 시간적 효과는 < > -

건축의 구성 요소에 대한 유형학적 조작에 의한 것이지만 로시의 갈라라테, <

제 집합주거 나 아미시스 초등학교 의 경우에서와 같이 배경 도법적 공간 > < >

구성에 의해 극대화되고 있다 도서관이 존재하는 광장의 공간은 경우 정확. 

하게 좌우 대칭을 이루는 복도와 광장을 향해 내려오는 계단의 양쪽 벽에 

의해 투시도적으로 구축되어있는데 이는 도서관 건물의 경험이 고정된 장, ‘

면 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며 우리를 건축적 대상과 조우 하’ , ‘ ’

게 만든다. 

조우 를 형성하는 투시도적 장면의 구축은 그 자체로 극장의 무대와 ‘ ’

같은 느낌을 주는데 파냐노 올로나 초등학교 에서 이는 도서관 건물이 있, < >

는 광장뿐만 아니라 그 뒤의 계단이 있는 야외극장과 같은 공간에서 두드러

진다 이 공간은 작은 정사각형 창문이 있는 대칭적인 벽에 의해 좌우로 프. 

레임 지어져 있고 정면의 벽에서는 두 개의 문과 높게 걸려있는 시계를 정, 

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빈센트 스컬리는 이 두 개의 문과 시계에 대하여 하. “

나였다면 형성할 수 없었을 무대의 아우라aura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시, ... 

계는 관찰자witness 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두 개의 문은 그것이 하나이었을 ” , 

경우와는 달리 우리에게 그렇게 디자인 된 이유에 대해 결코 답을 알 수 없

는 의문을 요구하는 것 같아 보인다.142 평면도 또한 문이 개인 이유를 전 2

혀 제시해주지 않는데 이 공간에서 개의 문은 기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 2

간을 무대와 같이 구성하는 것으로 마치 공연에서 새로운 사건을 위해 배우

가 등장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 이면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찬가지. 

로 좌우의 벽에 배열된 개의 작은 정방형 창문 또한 계단 위의 공간을 누6

군가에 의해 바라보아질 수 있는 상황의 장소로 형성하고 있다.

142 Vincent Scully, "The End of the Century Finds a Poet." in Aldo Rossi: 
Buildings and Projects, ed. Peter Arnell and Ted Bickford (New York: Rizzoli, 
198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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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파냐노 올로냐 초등학교 는 유형의 역사적 중심성을 해체, < >

하는 도서관과 같이 단일한 해석에 저항하는 유형의 이미지를 통해 그리고 , 

주체가 건축적 대상을 대면하고 조우할 수밖에 없는 고정된 장면 의 형성을 ‘ ’

통해 그리고 그 이면을 암시하며 우리를 바라보아질 수 있는 주체로 탈중, 

심화시키는 무대와 같은 공간을 통해 로시가 과학적 자서전 에서 설명하, 『 』

고 있는 극장으로서의 건축 을 명확한 설명하는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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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파냐노 올로나 초등학교[ 17] < Scuola elementare a Fagnano Olona 바레세>, Varese, 1972.

그림 파냐노 올로나 초등학교[ 18] < Scuola elementare a Fagnano Olona 바레세>, Varese,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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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에스테 지역 행정 센터4.2.5 < Palazzo della Regione di Trieste> 

트리에스테Trieste, 1974.

알도 로시 로시의 트리에스테 지역 행정 센터 프로젝트는 트리에< > 

스테 지역의 행정 건물을 위한 공모전에 지아니 브라지에리Gianni Braghieri와 

막스 보스하르트Max Bosshard와의 협업을 통하여 제출한 프로젝트이다 트리. <

에스테 지역 행정 센터 설계안은 세 개의 큰 중앙 홀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데 이 프로젝트는 로시의 다른 작업에 비해 내부 공간의 세부적인 구성이 , 

큰 비중을 차지한다.

건물 전체의 분포는 개의 큰 중앙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각각 의 3 . 14 x 14m

중앙 사각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공간은 광장의 사면을 따라 흐르는 띠들로 둘러싸여 , 

있으며 이는 갤러리의 투영이다 이 세 개의 중심 공간은 건물의 모든 높이에서 접근할 , . ... 

수 있다 건물의 두 전면을 연결하는 로지아는 중앙체를 내려다보고 있다 중앙의 연결을 . . 

담당하고 있는 몸체들은 전체 건물과 관련하여 중앙 위치에 배치되는 계단과 서비스를 

포함한다 층에는 큰 중앙 홀들 사이의 단결이 가능하도록 중앙 몸체가 열려 있다. 1 . 

모든 사무실은 일관적인 진행에 따라 앞뒤로 두 개의 몸체를 따라 위치해 있다... .143

위의 설명에서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은 세 개의 큰 중앙 홀이다 이 세계의 . 

사각형 중앙 공간은 두 개의 평행한 사무실 공간과 그것과 직교하여 교차하

는 동선과 서비스 공간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중앙 홀, 

에서 사무실 공간들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또한 접근 가능한 형태를 취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안토니 비들러. , Anthony Vidler의 지적에 따르면 이, 

것은 세기의 시청 형태인 동시에 세기 감옥의 유형을 암시할 수도 있19 18

143 “Progetto di  concorso per Uffici della Regione”, Fondazione Aldo Rossi, 
Accessed Dec 10, 2019.
https://www.fondazionealdorossi.org/opere/1970-1979/progetto-di-concorso-per-uf
fici-della-regione-trieste-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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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144 

하나의 건축적 형태 혹은 그것이 만들어 내는 공간이 유형적으로 , 

의미하는 공간이 지역 행정 센터인 동시에 감옥으로서 혼동될 수 있다는 것

은 유형의 결정에 관한 문제를 넘어 건축을 경험하는 주체의 위치에도 대해 , 

의문을 던진다 트리에스테 지역 행정 센터 설계안의 홀 공간에서 홀로 . < > , 

입장하여 그 중앙에 위치하는 사람은 홀을 둘러싸고 있는 사무실 공간들에 

의해서 바라보아 질 수 있는 대상 이다 반대로 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 ’ . , 

사무실들은 홀의 중앙에서 바라보고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르게 표현하, 

면 마치 감옥에서와 같이 중앙에서 감시당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트리에스테 지역 행정 센터 의 홀 공간이 형성하는 바라보거나< > ‘ ’ 

혹은 바라보아 질 수 있는 주체의 위치 그리고 감시하거나 혹은 감시당‘ ’ , ‘ ’ ‘

할 수 있는 주체의 위치는 그 유형과 연결되어 있는 시설의 정치적인 의미’ 

와 관련하여 더욱 모호한 상태에 빠진다 트리에스테 지역 행정 센터 의 홀. < >

로 걸어 들어온 시민은 지역 행정 센터의 구석구석을 바라볼 수 있는 입장‘ ’ 

인가 아니면 지역 행정 센터에 의해서 바라보아지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 ’ 

가 로시가 과학적 자서전 에서 다룬 건축이 그 매개체가 되어 만들어내는 ? , 『 』

극장에서와 같은 경험 은 트리에스테 지역 행정 센터 에 이르러 정치적 문‘ ’ < >

제로 나아가기에 이르는데 유형과 연루된 시설의 문제를 통해 시민사회에서 , 

주체가 정치적인 위치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145

144 로시에 의한 의 지역 행정 센터 프로젝트는 다른 복잡한 형태들을 복합적으로  “ Trieste
암시하는 중에도 특히 세기 후반의 감옥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피라, 18 . 
네시가 증명했듯이 이러한 유형의 첫 공식화 시대에 감옥의 이미지는 강력하고 포괄적으, , 
로 붕괴되고 있는 종교 신앙과 물질주의적인 이성 사이에 서 있는 사회 자체의 딜레마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로시는 세에 그 자체로 하나의 유형으로 인식된 지역 행정 센터. , (19 ) 
이라는 유형에서 감옥의 영향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는 새로운 차원의 의미작용으로 그것, 
은 분명 시민 정부가 지니는 모호한 상태를 언급하는 것이다.” Anthony Vidler, "The 
third typology" in Oppositions reader: selected readings from a journal for 
ideas and criticism in architecture 1973-1984.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8.

145 비들러는 트리에스테 지역 행정 센터 이 지니는 이 변증법은 우화처럼 분명하다 감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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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에스테 지역 행정 센터 의 유형학적 모호함이 만들어내는 주체< >

의 중심성에 대한 정치적 문제제기는 로시의 건축이 매번 도시와의 유추적 , 

관계를 형성해왔다는 사실에 의해서 도시적 장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행정 센터 홀에 들어간 주체나 홀을 둘러싸는 사무실의 입장과 같이, 

감옥의 유형과 혼동되는 지역 행정 센터은 도시 속에서 그 중심성이 시험대

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감옥이 도시 속에서 감시의 대상이 되는 바라보아. , ‘

지는 건축이라면 지역 행정 센터는 마찬가지로 도시 속에서 시민에 의해 ’ , 

바라보아지는 건물인가 그렇지 않다면 도시와 시민들을 바라보는 건축인‘ ’ , ‘ ’ 

가 이처럼 로시의 트리에스테 지역 행정 센터 계획안은 극장으로서의 ? , < > ‘

건축 의 개념을 유형과 관련된 시설의 문제와 유추의 원리를 통해 실제 도시 ’

속에서 전개시키며 극장으로서의 건축 이 시민의 주체성과 관련된 정치적인 , ‘ ’

문제제기로 확장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에 대한 언급을 이해하는 사회는 그것을 여전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에 마침. 
내 이미지가 모든 의미를 잃게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사회는 완전히 감옥이 되거나 아니, , 
면 아마도 그 반대가 될 것이다.” Ibid. 



- 95 -

그림 트리에스테 지역 행정 센터[ 19] < Palazzo della Regione di Tr ieste 투시도> , 

트리에스테Tries te, 1974.

그림 트리에스테 지역 행정 센터[ 20] < Palazzo della Regione di Trieste 단면> , 

트리에스테Tries te,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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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극장4.2.6 < Teatro del Mondo>, 베니스Venezia, 1979.

년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의 총 감독이었던 파올로 포르투게시1980

는Paolo Portoghesi는 알도 로시에게 베니스 비엔날레에 쓰일 작은 규모의 임시

극장의 설계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로 베니스의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 

테Santa Maria della Salute 성당과 푼타 델라 도가나 Punta della Dogana에 인접한 

수면 위 세계의 극장 이 떠올라 자리잡게 되었고 이는 그 해 월에 열린 < > 7

최초의 건축 비엔날레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로 남게 되었다.146 

알도 로시의 세계의 극장 은 로시가 과학적 자서전 에서 설명하고 < > 『 』

있는 극장으로서의 건축 의 개념을 가장 폭넓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제시하‘ ’

는 작품이다 세계의 극장 은 로시의 유형에 관한 개념 그리고 유추적 도. < > , ‘

시 의 설계방법이 정확하게 적용된 작품인 동시에 지면에 고정되어 있지 않’ , 

고 움직이는 배와 같은 극장으로서 그 의미는 끊임없이 유동하며 로시의 작

품 중에서도 가장 풍부한 유추의 연쇄를 불러일으킨다.

세계의 극장은 먼저 그 내외부의 형태를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의미

를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동시에 함의한다 먼저 세계의 극장 형태의 입, . , < > 

방체적 면모는 산 카탈도 공동묘지 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듯 집 의 유형(< > ) ‘ ’

을 언급하는데 분할된 정방형의 창문과 그 배치는 세계의 극장 을 더, 4 < >

욱 집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함이다.147 그리고 그것이 운하에 정박되어 떠  

있었고 또 이동하여 다녔다는 사실이 자명하게 제시하듯 세계의 극장, , < >

146 그리고  Moneo, Theoretical anxiety and design strategies, 131. Ghirardo, Aldo 
Rossi and the Spirit of Archi tecture, 137.

147 나는 이 창문들을 운하 주데카 섬 하늘의 레벨에 맞추어 그 위치를 정했다 이 창 “ , , . ... 
문들을 극장을 집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해준다.” Rossi, A Scientific Autobiography, 

이 극장은 물 위에 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창을 통해 바포레토와 배들이 지나가67. “
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것은 마치 다른 배를 타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이 다, . 
른 배들은 고정되어 있으며 움직이는 실제의 무대배경을 형성하면서 극장 이미지의 일부
가 되었다.” Ibid.,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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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제로도 배 이며 로시 또한 자신의 극장이 하나의 배로서 독해되는 ‘ ’ ,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또 그 내부공간은 배의 느낌을 주는 동시에 . 

극장을 지시하는 것이기도 하다.148 

그런데 세계의 극장 내부 공간은 분명히 극장을 지시하면서도, < > , 

그 공간의 유형은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베네치아의 극장에서 그 마술은 유형들이 특이하게 혼합됨으로써 만들어진다 그것은 . 

원형극장과 갤러리 경로가 눈에 보이는 계단 중앙 배경이 쥬데카 운하를 바라볼 수 있는 , , 

작은 창으로 되어 있는 무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작은 무대는 배우가 . 

관객으로 둘러싸이는 독특한 장소이다.149

로시 본인의 설명에 따르면 위의 인용에서 언급한 원형극장과 갤러리는 파, 

도바Padova의 해부학 극장< Teatro Anatomico di Padova 그리고 셰익스피>(1595), 

어의 세계의 극장< The Globe Theatre 을 직접적으로 참조하는 것>(1599-1613)

이며 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적인 원형 극장의 유형을 의미한다, .150 그러나  

세계의 극장 의 내부는 이러한 역사적인 참조사례들을 지시하면서도 변< >

주하는 동시에 그 관계를 확장시키는데 그 공간은 문과 창을 갖춘 복도, “

라는 사실 때문에 구별된다 중심성은 일층에 없으며 그것은 둘러싸인 상. , 

부 갤러리와 뾰족한 지붕의 경사에 의해 주어진다.”151 곧 로시는 구체적 , 

인 단면의 설계를 통해서 유형적 의미를 포착하면서도 새로운 유형을 첨, 

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계의 극장 의 내부공간 중심에 있는 배우가 . < > , 

148 나를 기쁘게 했던 것은 그 극장이 실제로 배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 극장은 배와  . 
같이 운하의 흐름에 반응하고 가볍게 흔들리며 위아래로 오르내린다 그래서 최상층 갤. 
러리에서는 가벼운 배 멀미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때문에 흥미가 깨지고 창, 
문 너머의 수면을 봄으로써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Ibid., 67.

149 Ibid., 68.
150 분명 베네치아의 극장은 파도바의 해부학교실이나 셰익스피어의 글로브 극장에 더욱 가 “

깝다. ...” Ibid.
15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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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으로 둘러싸이는 이 작은 무대는 그 중앙 배경이 쥬데카Giudecca 운하 

를 바라볼 수 있는 창을 포함하는데 극장의 무대 배경을 실제 도시의 공, 

간으로 제시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극장에서부터 슁켈의 베

를린 국립극장Schauspielhaus 계획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극장 건축 역사의  

전통의 연장이다.152 

세계의 극장 의 형태는 유형적으로 탑과 같은 면모를 보이는데< > , 

여기서 탑의 형상은 또한 고정되지 않고 모호하다.153 세계의 극장 이 이 < >

루는 형상이 탑과 같은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은 곧 등대 라, ‘ ’

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등대 라는 유형은 극장으로서의 건축 에 . , ‘ ’ ‘ ’

있어 특별한 위상을 지닌다 만프레도 타푸리. Manfredo Tafuri는 세계의 극<

장 이 메인> Maine 주 해안의 등대가 건축에 준 영향에 대한 로시의 관찰을  

언급하면서 등대는 바라보기 위함과 동시에 바라보여지기 위해 만들어진, ‘

다 고 말하였는데 로시 본인 또한 이러한 내용을 재인용하며 강조하였’ , 

다.154 로시가 강조한 세계의 극장 이 그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장소인  , < >

동시에 사람들에 의해 바라보아진다는 사실은 곧바로 과학적 자서전 의 『 』

초반부에서 격자창과 라스 펠라야스 수도원의 방에 대한 로시의 경험들에 

대한 언급과 공명한다 그것은 건축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시점. “

에서 우리가 바라보는지 또는 그 반대편에서 바라보는지 알기 어렵게 하, ”

는 극장에서의 경험으로서 세계의 극장 은 그 기능이 극장인 동시에 , ‘ ’ , < >

극장으로서의 건축 으로서 성립하고 있다‘ ’ .

세계의 극장 의 고정되지 않는 유추는 기존의 건축적 유형에 한정< >

되지 않고 로시 개인의 작품들이 형성하는 의미사슬과 관계를 맺으며 확장, 

152 Ghirardo, Aldo Rossi and the Spiri t of Architecture, 145.
153 나의 베네치아 극장이 만들어내는 탑의 형상은 등대나 시계일 수 있고 뾰족한 종탑이 “ , 

나 크레믈린의 탑일 수도 있다.” Rossi, A Scientific Autobiography, 67.
154 Rossi, A Scientific Autobiography,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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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로시는 자신이 설계한 세계의 극장 이 베니스 운하의 수면 위에 떠올. < >

라 있는 것을 보면 산 카탈도 공동묘지 나 쿠네오 에 있는 레지< > Cuneo <

스탕스를 위한 기념비Monumento alla Resist enza di Cuneo 가 떠오른다고 >(1962)

하였는데 세계의 극장 이 지니는 형태의 입방체적인 면모는 로시의 다, < >

른 작품과 유추적 관계를 맺게 만드는 것이다.155

세계의 극장은 로시의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그 형태를 통한 유추, 

가 특정 장소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업이라 볼 수 있으며, 

그 장소는 바로 베니스이다 세계의 극장 이 베니스의 산타 마리아 델라 살. < >

루테 성당 또는 푼타 델라 도가나와 함께 프레임 안에 담긴 사진들을 보면, 

그것이 베니스의 건축가 발다사레 롱게나Baldassare Longhena가 디자인한 산타 

마리아 살루떼의 돔 이미지 그리고 푼타 델라 도가나 꼭대기에 있는 머큐, 

리Mercury상의 이미지와 얽히며 혼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156 또한 , 

로시의 과학적 자서전 에서의 언급에 의하면 세계의 극장 의 내부공간 < >『 』

또한 베니스를 암시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의 극장 에 대한 아름다운 논평들을 모두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마차리올 의 < > ] (Mazzariol)

비평은 상기하고 싶다 그는 비평에서 대건축물이 건립되기 이전의 베네치아 즉 . , 

산소비노 와 팔라디오의 돌로 희게 빛나기 이전의 베네치아에 대해 말하고 있다(Sansovino) . 

이것은 카르파치오의 베네치아이며 실내의 빛 목재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배를 환기시키고 , . 

바다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네덜란드의 실내와 유사한 것이다.157

세계의 극장 의 형태가 유추를 통해 베니스의 인상을 압축적으로 < >

전달한다는 것은 세계의 극장 이 베니스에만 머물러 있는 고정된 건축물이 , < >

아니라 운하를 따라 이동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이동하였다는 점에서 세계, <

155 Rossi, A Scientific Autobiography, 54.
156 Moneo, Theoretical anxiety and design strategies, 131. 
157 Rossi, A Scientific Autobiography, 68.



- 100 -

의 극장 이 형성하는 유추를 통한 건축적 의미를 한 단계 더 확장한다 베니> . 

스의 운하를 떠나 출발한 세계의 극장 은 그 움직임을 따라 아드리아 해< >

에 떠 있는 다른 배들에게 베니스의 인상을 유추적으로 전달adriatic sea

하는 극장이 되거나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Dubrovnik와 같이 다른 도시에

서 베니스적 장소의 로커스를 형성하게 된다.

세계의 극장 은 단 하나의 건축으로 역사적 유형 베네치아라는 도< > , 

시 자체 대한 유추 그리고 로시 자신의 작품세계를 전부 제시하는 작품이, 

다 세계의 극장 은 그것의 역사적 유형을 고정시키지 않고 제시하는 것을 . < >

통해서 베니스의 운하 위에 떠 있는 그 건축물의 의미를 반복해서 유추하게 , 

만든다 또한 그것은 그 형태의 유사성을 통해 베네치아라는 도시와의 관계. 

를 유추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베니스의 풍경 속으로 녹아드는 동시에, 

다른 도시들을 향해 이동하는 과정과 정박을 통해 주변의 풍경에서 독립적인 

대상이 되기도 하며 위치에 따라 새로운 경험과 해석을 요구한다 또한 세. <

계의 극장 에 대한 건축적 경험은 그것을 외부에서 탑이나 등대와 같이 바>

라보는 상황과 그 내부서의 극장 또는 배와 같은 경험의 상황을 왕복하며 

형성되는 것인데 이 과정은 우리의 건축적 경험이 바라보는 것 뿐만 아니, ‘ ’ 

라 바라보아지는 것 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수많은 의미‘ ’ . 

를 내포하는 동시에 그것의 고정된 해석으로부터는 미끄러지며 그것과 관계 , 

맺는 우리의 주체적 위치 또한 지속적인 변화시키는 극장인 세계의 극<

장 은 로시의 유추적 건축 세계와 극장으로서의 건축 이 건축물이 지니는 > ‘ ’

의미와 위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158 

15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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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세계의 극장[ 21] < Teatro del Mondo 베니스>, Ve nezia,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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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세계의 극장[ 21] < Teatro del Mondo 의 이동> ,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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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으로서의 건축과 데 키리코의 회화4.2 

알도 로시가 남긴 많은 드로잉들 그리고 때로는 건축적인 대상들, 

은 이탈리아의 화가인 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와 함께 언급되었다.159 데  

키리코의 회화와 로시의 그림은 우선적으로 그 표현방식의 측면과 표현의 

대상에서 많은 점을 공유하는데 투시도적 구성 이탈리아적인 대상의 출, , 

현 깊은 그림자를 지닌 공간 등이 그것이다 비평가들은 로시와 키리코가 , . 

모두 세계 대전이라는 동일한 시대 북이탈리아라는 동일한 지역의 인물이, 

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유사성을 이끌어내고자 한다.160 그러나 이는 양식 

적 특성에 한정된 표면적인 비교라 생각되는데 데 키리코는 스스로 자신, 

의 작품을 설명하는 몇 편의 글들을 남겼으며 이러한 텍스트들에서는 로

시가 과학적 자서전 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축에 대한 극장의 비유와 매『 』

우 흡사한 때로는 구체적으로 이면 과 응시 를 언급하는 듯한 설명을 전, ‘ ’ ‘ ’

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데 키리코의 작업들을 로시의 극장으로서의 건축 의 , ‘ ’

관점을 통해서 분석해보는 것은 데 키리코와 로시의 작업 사이에 있는 

보다 근본적인 공통점을 시사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또한 극장으. ‘

로서의 건축 의 개념을 로시의 서술과 작업 외부에 적용해 봄으로서 극장’ , ‘

으로서의 건축 이 건축과 예술에 관한 하나의 이론으로 논의되고 확장될 ’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보이는 사례가 될 것이다. 

159 Giorgio de Chirico, 1888~1978. 
160 백지웅 알도 로시의 작품과 데 키리코의 형이상학적 회화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 "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8, no. 6 (2016): 21-28, 21.



- 104 -

데 키리코에게 그의 회화는 세계를 기이함으로 이루어진 거대‘ “

한 박물관 으로서 묘사하는 작업 사소한 것들 속의 신비 를 드러내는 작” , “ ”

업 이었다’ .161 그런데 위에서 언급하였듯 키리코의 서술을 면밀히 살펴보 , 

면 그가 기이함 과 신비 라는 단어를 통하여 묘사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경‘ ’ ‘ ’

험과 감각들은 로시가 과학적 자서전 에서 극장 을 통하여 언급한 경험들‘ ’『 』

과 매우 유사하다. 

베르사유에 갔던 어느 청명한 겨울날 기억이 난다 모든 것이 신비에 가득 찬 . 

눈빛으로 나를 응시했다 그때 나는 그 장소의 구석구석이 모든 기둥과 모든 . , 

창문이 어떤 영혼을 그러나 꿰뜷어볼 수는 없는 어떤 정신을 지니고 있음을 , 

깨달았다 나는 사방의 대리석 영웅상들을 바라보았다 석상들은 맑은 대기 속에서. . , 

가차없이 내리쬐는 겨울 태양의 얼어붙은 햇살 아래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 ... . 

순간 나는 인간에게 어떤 형태를 창조하도록 부추기는 신비를 알게 되었다 그러자 . 

창조물이 창조자보다 더 뛰어나 보였다.162

데 키리코의 어느 화가의 명상「 Meditation of a Painter 에 등장하」

는 위 서술에는 로시가 격자창 뒤로 젊은 남자가 보이는 사진과 라스 , 

펠라야스 수도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묘사한 극장에서의 경험 곧 응시‘ ’, 

의 선재성에 대한 경험이 훨씬 더 직접적인 서술을 통해 묘사되고 있다. 

베르사유의 궁전에서 데 키리코는 모든 것 이 신비에 가득찬 눈빛 으로 ‘ ’ ‘ ’

자신을 응시 하였다고 묘사하였는데 이는 사방에 존재하며 그 존재를 ‘ ’ , 

인지할 수는 있으나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주체가 응시당하는 상황에 , 

대한 묘사로 번역된다 또한 로시에게 응시의 경험이 반복적으로 예측불. 

161 Marcel Jean, ed. “De Chirico” in The autobiography of surrealism (New York:  
데 키리코는 또한 예술은 이 기이한 순간들을 포착하는 숙명Viking Press. 1980), 6. “

적 그물 이고 그런 순간들은 꿈이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 . De Chirico (1919). “On 
Metaphysical Art, in Herschel B. Chipp.  ed. (1968), Theories of Modern Art, 448. 

162 De Chirico, “Mystery and Creation” (1913), in Theories of modern art: A 
source book by artists and critics (Univ of California Press, 1968), 402. 



- 105 -

가능함을 형성하는 사건의 매개체로서의 건축이 되듯 데 키리코에게 또, 

한 응시의 경험은 인간에게 어떤 형태를 창조하도록 부추기는 신비 로서 ‘ ’

작용한다.163 나아가 창조물이 창조자보다 더 뛰어나 보였다 는 데 키리 , ‘ ’

코의 언급은 로시가 과학적 자서전 에서 제시한 단편 의 개념과 공명한다‘ ’ . 『 』

베르사유의 건축과 조각을 비롯한 창조물들은 특정한 목적에 의하여 만들

어졌을 것이나 데 키리코의 경험에서 그것은 창조된 순간의 의도로부터 , 

떨어져 나온 것이다.

로시의 과학적 자서전 에서 제시된 건축을 극장으로서 보는 관점『 』

과 동일하게 응시 반복 그리고 예측불가능함으로서의 사건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는 데 키리코 자신의 경험은 그의 서술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작

품에 녹아든다 특히 데 키리코의 작업 중에서도 년의 어느 날의 . , 1914 <

수수께끼The Enigma of a Day 는 로시의 건축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을 보>

이며 극장으로서의 건축 에 핵심적인 응시의 개념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 ‘ ’

이라 볼 수 있다. 

어느 날의 수수께끼 의 그림 속에 존재하는 건축적 요소들은 < >

로시가 자신의 건축에서 자주 사용하는 요소들과 유사하며 또한 그것들의 , 

재현 방식 또한 로시의 드로잉과 상당한 공통점을 지닌다.164 그림의 좌 우 ·

에 존재하는 회랑공간은 로시의 드 아미치스 초등학교 의 중정 공간과 < >

유사한 느낌을 주며 원경의 굴뚝은 로시의 건축에서 가장 빈번히 등장하, 

는 유형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건축적 요소들이 기하학적으로 단순. , 

화되어 있고 강렬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 또한 그 재현 방식에 있어

서 로시의 드로잉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65

163 메를로 퐁티는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의 불일치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응시야말로  - , 
화가가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 창작의 근원임을 지적한 바 있다 메를로 퐁티 보이는 것. - , 『
과 보이지 않는 것 , 200. 』

164 백지웅 알도 로시의 작품과 데 키리코의 형이상학적 회화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 , 「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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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데 키리코[ 23] De Chirico 어느 날의 수수께끼 < The Enig ma 

of a Day>,  1914.

알도 로시의 건축과 드로잉 그리고 데 키리코의 어느 날의 수, <

수께끼 에 등장하는 요소와 그 재현방식에서의 유사성은 단순히 동일한 >

시대적 지역적 배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표면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 , 

로시와 키리코 모두 자신의 작품을 통해 주체가 자신이 바라보아 질 수 

있는 대상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응시의 감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로시의 데 아미치스 초등학교 에서와 같이 회랑 공간. < > , 

165 Ibid.,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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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두운 그림자로 그 내부를 예측할 수 없는 깊은 공간을 만들어내면

서 그림 속 원근법의 시점으로는 그 이면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을 제시

한다 원근법 또한 일반적이지 않은데 높은 위치의 앞으로 심하게 기울. , 

어진 원근법은 그림 속의 대상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듯한 불안한 느낌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원근법을 부분적으로 되살려내면서 실은 그 원리를 내, 

부로부터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166 또한 눈을 드러내지 않는 마네킹이 향 , 

하고 있는 방향인 오른쪽 중경의 넓은 공간은 오른쪽 회랑의 어두운 그림

자에 의해 가려져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두 명의 작은 인, 

물이 가리키고 있는 중앙 부분의 원경 또한 잘 보이지 않는 미지의 공간

과 같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로시가 과학적 자서전 에서 언급한 것과 , 『 』

같은 예측불가능함 을 만들어내며 정지된 장면임에도 앞으로 발생할 사건‘ ’ , 

에 대한 긴장감의 매개체가 된다. 

이처럼 어느 날의 수수께끼 에서는 응시의 감각이 배경 화법< >

에서 원근법의 효과 그 이면을 알 수 없는 깊은 그림자를 만드는 건축, 

적 공간 그리고 무엇이 존재하는지 파악할 수 없는 가려지거나 먼 공간, 

을 제시하는 장면 구성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로시가 갈라, <

라테제 집합주거 의 복도나 드 아미치스 초등학교 의 중정 회랑의 공> < >

간에서 느껴지는 극장에서의 감각과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로시‘ ’ . 

의 작업에서 극장에서와 같은 응시의 느낌과 예측불가능함으로서의 사‘ ’ 

건은 장면과 공간의 구성 뿐만 아니라 유형학적으로 건축의 사회 문화, · ·

역사적 구조 그 상징적 질서에 대해서 자명하지 않은 얼룩 과 같은 건, ‘ ’

축적 대상들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을 위의 장에서 논의한 바 있듯 데 , 

키리코의 회화속 대상들 또한 그 의미를 고정할 수 없는 애매한 기호로

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키리코 자신의 경험에 대한 서술에서도 관련된 , 

166 할 포스터 강박적 아름다움 조주연 역 아트북스 , , ( , 2018),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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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태초의 인간은 언캐니한 기호로 가득찬 세상을 떠돌아다녔을 것이 틀림없다 발자국을 . 

뗄 때마다 그는 벌벌 떨었을 것이다.167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 나는 피렌체의 산타 크로체 광장 한가운데 벤치에 앉아 , 

있었다 그 광장을 본 것은 물론 처음이 아니었다 장염을 오래 심하게 앓다가 막 . . 

나온 참이라 내 감수성은 거의 병적인 상태였다 내게는 온 세상이 건물과 분수의 , . , 

대리석마저도 회복기의 환자처럼 보였다 광장 한가운데는 책을 손에 들고 긴 . 

망토를 떨쳐입은 단테 조각상이 서 있다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모든 . ... . 

것을 난생 처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 것이다 그러자 그림의 구성이 . 

마음의 눈 속에 떠올랐다 지금도 이 그림을 볼 때면 나는 그 순간을 다시 보게 . 

된다 그런데도 그 순간은 나에게 수수께끼다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 . . 

나는 그 수수께끼 같은 순간으로부터 생겨난 이 작품 역시 수수께끼라고 부르고 

싶다.168

데 키리코에게 태초의 인간이 마주하였을 세계의 대상들은 모두 

언케니‘ uncanny한 기호들 이었을 것인데 신비와 창조’ ,「 Mystery and Creation」

에서 병에 걸린 데 키리코에게 보이는 세계 또한 그러한 것이었다 거기. 

서 데 키리코는 처음 마주한 것이 아닌 장면을 처음 바라보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바라보았으며 그것은 하나의 수수께끼 적 순간이었다 키리코, ‘ ’ . 

가 직접 언급하였듯 그가 마주한 이미 본적이 있음에도 낯선 이 세계( ) 

의 수수께끼적 순간은 그의 그림으로 고정되게 되었는데 그의 년 , 1910

작 어느 가을날 오후의 수수께끼< The Enigma of an Autumn Afternoon 가 바로 >

그러한 작품이다.

167 De Chirico, Mystery and Creation, 402.
168 De Chirico, “Mediations  of a Painter” (1912) in Theories of modern art: A 

source book by artists and critics (Univ of California Press, 1968), 3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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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데 키리코 어느 가을날 오후의 수수께끼[ 24] , < The Enigma of an Autumn Afternoon>, 

1910.

데 키리코의 어느 가을날 오후의 수수께끼 는 어느 날의 수< > <

수께끼 처럼 편집증적 원근법의 효과를 보여주거나 포착되지 않는 원경>

의 공간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그림 속에 존재하는 대상들이 매우 애매, 

하고 수수께끼적이거나 때로는 유령같이 느껴지는 것을 통해 불안하고 , 

긴장되어 있는 동시에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응시

의 감각을 형성한다 페디먼트가 있는 흰색 파사드는 중앙의 입구 뿐만 . 

아니라 파사드 옆의 벽에 동일한 크기의 문을 하나 더 지님으로서 문의 , 

존재에 대하여 애매함과 의문을 자아낸다 또한 이 문들은 뜷려 있어 뒤. 

쪽의 공간을 제시하면서도 제욱시스와 파라시오스의 이야기를 상기시, (



- 110 -

키는 베일에 의해 가려져 이면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 중앙에 위치한 ) . 

조각상은 머리가 없으며 체형이 남녀양성처럼 보여 우리가 그 정체성을 

해석하는 것을 저항한다 조각상 옆의 고대적인 느낌의 의상을 입은 인. 

물들의 자세는 어느 정도 르네상스 미술에서 낙원추방시의 아담과 이브

를 상기시키지만 그 표정을 식별하기 어려워 애매하고 수수께끼적인 느, 

낌을 준다 그 옆에 그림자가 드리운 공간에는 왼편의 파사드와 비슷한 . 

느낌을 주면서도 다른 건축물이 자신의 모습을 숨겨 일부만 드러내고 있

으며 원경에는 배의 돛이 일부만 제시됨으로써 배가 존재하고 있을 수 , 

있는 환경임을 암시하지만 그 이상의 어떠한 단서도 제시하지 않는다, . 

어느 가을날 오후의 수수께끼 는 수수께기 같은 기호의 숲으< >

로서 대상들의 차이와 정체성을 보장하는 도상적 상징의 의미가 고정되, 

지 않고 애매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는 산 카탈도 공동묘지 로 . < >

대표되는 대상의 유형학적 의미가 완전히 고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의미, 

로 해석될 여지를 지니는 로시의 건축과 공명하며 응시의 감각과 예측, 

불가능함에 의한 긴장감이라는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처럼 데 키리코의 회화들은 단순히 표현방식과 대상에 있어서

의 지역적 시기적 공통점을 넘어 응시의 감각과 예측불가능함으로서의 사· , 

건을 형성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알도 로시가 과학적 자서전 에서 설명한 『 』

극장 의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투시도적 장면을 우선 ‘ ’ . 

구축하지만 그것을 내적 원리로부터 뒤흔들어 응시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그리고 의미를 고정시킬 수 없으며 매번의 해석을 요구하는 수수께끼, 

같은 기표로서의 대상이라는 로시가 자신의 건축을 극장 과 같은 것이 되게 , ‘ ’

하기 위해 사용한 것과 유사한 방식을 키리코 또한 사용하고 있다. 

곧 로시가 과학적 자서전 을 통해서 전개한 극장 의 개념은 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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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건축에 대해서만 특수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적인 내용이 아닌 회

화를 비롯한 조형예술에 대하여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 

가 작품이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함의하고 있는 주체의 위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대상과 장면이 구조와 담론 속에, 

서 지니는 고정된 위치를 해체시켜 사물의 의미와 그것을 사유하는 주체

의 위치와 상황에 대하여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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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5. 

본 논문에서는 알도 로시의 건축에서 극장 이 지니는 의미와 특성을 ‘ ’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논문의 앞부분에서는 로시의 과학적 자서전 에서 . 『 』

서술된 극장 의 개념은 건축가로서 로시가 지닌 건축관과 그 변화 과정을 ‘ ’

함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도시의 건축 에 제시된 , 『 』

유형학의 개념과 유추를 통한 설계방식인 유추적 도시 의 개념 그리고 유형‘ ’ , 

이 문화적 역사적 의미작용의 구조와 분리된 기표와 같이 작용하며 하나의 · , 

유형으로 고정되지 않고 유추의 원리를 통해 다양한 의미를 동시에 함의하는 

대상인 이미지의 개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논의하였다.

로시는 과학적 자서전 에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극장 에서의 경험‘ ’『 』

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로시가 든 다양한 사례들을 종합하면 극장에서의 , ‘

경험 은 주체가 건축을 경험하면서 건축에 연루되지만 지금 마주하고 있는 ’ ‘ , 

주체의 시선과 감각으로 포착하고 있는 건축적 장면 앞에서 그 이면에 자( ) 

신이 온전히 포착할 수 없는 어떤 예측 불가능함 있다고 지각하게 되며 그 , 

예측 불가능함 앞에서 자신이 바라보아질 수 있는 하나의 대상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 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이는 로시가 설명하는 극장에서의 경험 이 ’ . ‘ ’

건축을 경험하는 주체 의 시선 과 감각 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며‘ ’ ‘ ’ ‘ ’ , 

본 논문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자크 라깡과 메를로 퐁티의 -

응시 이론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응시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로시의 극장으로서의 건축 은 라깡적 ‘ ’

의미에서 스크린 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크린 은 그 이면에 존‘ ’ , ‘ ’

재하는 응시를 감추는 장막인 동시에 이면에 있는 그것을 지시할 수도 있는 

것으로서 로시가 극장에서와 같은 경험 이 외부의 시선을 지각하는 우, ‘ ’ “ ”, “

리가 이방인이 되는 경험이라 언급한 것과 공명한다 이는 로시의 작업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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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잘 드러나는데 갈라라테제 집합주거 에서는 벽기둥이 길이 방향으로 끝, < >

없이 반복되는 구성의 아케이드 공간 속에서 벽기둥이 시선을 차단하면서도 

그 이면을 암시하는 공간의 경험으로 드러나며 드 아미치스 초등학교 에서, < >

는 중정 공간에서 그림자에 잠긴 좌우의 회랑 그리고 그 높이에 의해 우리, 

가 내려다보아 질 수는 있지만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보기 어려운 창문

에 의한 경험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라깡의 입장에서 무언가가 이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 

시키는 것은 우리의 시각 속에서 얼룩 과 같이 존재하는데 이때 무언가가 ‘ ’ , 

얼룩이기 위해서는 주체의 시각적 장이 상징적 질서를 통해 구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며 얼룩 은 그러한 상징적 질서 체계 속에서 부정태 의 , ‘ ’ ‘ ’

형식으로 존재한다 도시의 건축 에서 유형은 건축이 일관적으로 독해될 . , 『 』

수 있는 하나의 문화적 역사적 구조를 통해서 작동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 

는 건축에 관한 하나의 일관적인 상징적 질서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로시. 

의 건축은 과학적 자서전 을 서술하는 시기에 이르러 유추의 한없는 확『 』

장을 통해 유형이 지니는 의미작용의 중심성을 스스로 해체하고 많은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동시에 특정한 무엇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형태를 제

시함으로서 상징적 질서의 얼룩 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시의 건‘ ’ . 

축에서 무언가 이면이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 질 수 있는 , ‘

주체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며 이것이 바로 로시가 극장에서의 경험 이라고 ’ , ‘ ’

언급한 건축이 매개체가 되어 형성하는 감각이다, . 

도시의 건축 의 도입부와 과학적 자서전 에서 거듭하여 언급한 것『 』 『 』

과 같이 알도 로시의 건축은 근대건축과 기능주의의 패러다임이 지니고 있, 

는 의미작용의 빈약함과 자족적인 체계를 비판하며 도시를 건축적으로 분석, 

하고 그것으로부터 문화적 역사적인 의미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특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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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는 건축의 형태를 유형을 통해 분석하고 유형학이 구조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체계라는 사실을 통해 그가 도시의 형태로부터 찾아낸 역사적 , 

의미들이 건축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적용되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

임을 강조하였고 이를 자신의 건축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였다 이는 우리에, . 

게 근대건축 이후로 형태가 자기 충족적 의미 체계 속에서 스스로만을 지시, -

하고 있는 상황을 넘어 형태 자체를 넘어선 의미를 건축에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건이다. 

나아가 로시는 스스로의 건축에 대한 반성과 개인적인 경험 기억, , , 

이미지들을 건축을 통해 의사소통 하고자 하는 열망을 통해 자신의 건축

을 도시의 건축 시기로부터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것에 성공한 것으로 『 』 

보인다 유형학적 의미를 설계방식으로 정립하기 위해 유추적 도시 로부. ‘ ’

터 출발한 로시는 유추에 대한 깊은 탐구를 통해서 형태가 담을 수 있, 

는 의미 범위에 대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로시는 유추를 넘어 . “

사물이 다른 의미들을 만나게 되는 장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더욱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이든 사물이든 도시든 오로지 자기 .” “

자신만을 의미한다면 자기 자신의 용도 외엔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 , , 

어떤 것도 아름다울 수 없다 는 점을 발견하고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건” , 

축에 녹여 낸다.169 이 지점에서 로시의 건축은 건축이 사회적 문화적 역사 · ·

적으로 고정된 의미들을 전달하는 체계로 작용하는 것을 넘어 예측 불가, 

능한 새로운 의미들 예측 불가능한 삶의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매개체, 

가 된다 극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위해 무대가 필요하듯 로시는 우리에. , 

게 건축을 예상치 못한 의미를 조우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을 경험할 수 , 

있게 하는 무대이자 극장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169 Rossi, A scientific autobiography,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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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is book "Architecture of the City" (1966), Italian architect 

Aldo Rossi analyzed European cities in a typological manner, which was 

a result of his consideration on how architecture forms could 

communicate with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meaning, also criticizing 

the functionalist view of modern architecture which interpreted 

architecture as a mere function problem.

 After writing the "Architecture of the City," Rossi developed the 

theory of 'The Analogous City,' forming a new method of architectural 

design through analogous compositions of historical types. The 

analogical approach to the typology in 'The Analogous City,' however 

reveals that the type is a symbol as a medium for conveying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meanings and is part of a discourse-or the social 

structure on architecture. This means that the type may exist separately 

from the meaning it conveys, while the type liberated from its structure 

could exist as an image. And for Rossi, the image of the type has the 

potential to expand its meaning indefinitely through the principles of 

analogy. 

 In his "Scientific Autobiography" (1981) Aldo Rossi discuss these 

questions about the structuralism attributes of the typological approach, 

and the extension of the underlying meaning of architectural form 

through the principle of analogy, which he believes could be summed 

up by the concept of explaining architecture as a 'theater.'Therefore,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the 

'theater' described by Aldo Rossi in "A Scientific Autobiography" and to 

form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ldo Rossi's view of understanding 

architecture as a theater.

The concept of the 'theater' described in "A Scientific 

Autobiography" was developed based on Aldo Rossi's concept of typology 

and analogy for city and architecture, understanding of the background 

behind Rossi's view of architecture should be preceded. In this paper, I 

will analyze the concept of typology in  "The Architecture of the City" 

and Rossi's design method of 'The Analogous City' briefly, and also refer 

to the literature of the critics who wrote about Rossi's architecture, and 

the aesthetic framework on typology, semiotics, and structuralism (or 

post-structuralism). Based on this, I will analyze Rossi's writings about 

the concept of architecture as a 'theater' in "A Scientific Autobiograph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 In "Scientific Autobiography," Aldo Rossi describes

autobiographical examples about his experiences similar to being in a 

'theater', all of which have a common characteristic of perceiving 

oneself to be in front of a scenography, which something unpredictable 

that cannot be fully captured is hidden behind them. And that sense of 

oneself is being gazed as an object in front of that unpredictability of 

the behind.

ii) This sense of being watched resonates with the concept of

"gaze" presented by French psychoanalyst Jacques Lacan and philosopher 

Maurice Merleau-Ponty, which decentralizes the position of the subject 

located in the geometrical point in the perspective vision.

iii) In Rossi's concept of architecture as a 'theater', the subject

becomes aware of an existence behind the architectural scene he or she 

is facing, and cannot fully grasp its meaning of the architectural object.

iv) In Rossi's architectural works, this theatrical characteristic is

formed by first intentionally creates a scenographic space, however 

presenting a deep space that could not be fully captured with a 

perspective vision of the subject. Also, Rossi uses the analogical forms 

that are difficult to pin down its typological meaning in a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manner to achieve this quality in his 

architecture.

v) However repeatedly experienced, architecture as a theater is

still unpredictable to subject facing them, because it makes it impossible 

to fix the meaning of the architectural scenes and objects, and thus 

becomes the medium of what Rossi's concept of an 'Event.'



Aldo Rossi's concept of architecture as a theater shows that architecture 

could not only serve as a medium for communicating cultural and 

historical meanings but could also possibly generate unpredictable new 

meanings by its form and space-which opening a new horizon of 

semantic domains for the meaning of architecture.

Keywords : Aldo Rossi, Type, Analogy, Theater, Gaze, Repetition, Event.

Student Number : 2018-2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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