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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긴 역사에서 여러 외적인 침략과 내적인 전쟁을 겪었던 중국은 근대부

터 침략과 전쟁으로 인한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와 기초시설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 자본의 자극으로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싶었던 중국은 더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과 상업화를 추

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현대건축에서 경제적 목적과 시각적 표현

만 중요시하는 건축물이 빈번히 나타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 건축물들은 대부분 물질적인 차원에서 자본의 효율성과 기능성, 그

리고 시각적 표현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양한 미학적 추구나 감정적 체

험을 중요시하는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동

시에 디지털 디자인의 발전으로 인해 현대건축의 미학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서양 고전건축에서 나타나는 비례, 기하학적 행태 등의 틀 

조건만으로는 현대건축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건축

계에서는 다른 학문의 관점으로 새로운 연구방식을 찾아 왔으며, 새로운 

건축 구현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 왔다. 20세기 후반 철학, 기호학, 

심리학, 문학 등이 건축계에 언급이 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건축학과 

서사학의 연구도 시작되었다. 이러한 건축학과 서사학의 결합연구를 통

해 중국 현대 건축의 분위기에서 건축의 정체성을 되찾고 이러한 현황을 

호전시키고자 한다.

  서사학은 문학에서 유래되었으므로 문학과 깊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

다. 중국 현대 건축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건축가 리우쟈쿤은 소설가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건축과 문학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의 건축은 소설가라는 배경의 영향을 받아 

강한 건축적 서사성을 나타내고 있다. 리우쟈쿤에 관한 건축적 서사성의 

연구를 통해 건축학과 서사학의 연구를 이룰 수 있다.

  본 연구는 건축학과 서사학의 관계를 먼저 다루고, 이어서 리우쟈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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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상과 그의 건축에서 나타난 건축적 서사성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 리우쟈쿤의 건축사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리우쟈쿤의 건축 

작품을 중심으로 그의 건축 작품들을 시기별로 나누어 각 건축에서 서사

성의 특징을 분석하며 리우쟈쿤이 건축에서 서사성을 드러내는 방식을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사의 시점으로 살펴본 리우쟈쿤의 건축 

사상과 책략은 그의 건축에 스며들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만

들어진 건축에서 강한 서사성을 느낄 수 있다. 그의 건축 작품에서 나타

난 서사성을 서사적 주제와 내용, 그리고 구조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살

펴본 결과는 리우쟈쿤의 건축에서 인문성을 가진 주제를 수렴하여, 소설

과 같은 뚜렷한 공간적 구조로 향토요소나 전통기법 등과 결합한 건축 

요소를 조직하여 일관성이 있는 건축에 서사성을 부여한 것을 알 수 있

다. 그의 시기별 건축 특징은, 초기에는 서사적 구조에 중심을 두었으며 

점점 서사적 내용 표현으로 변화하였다. 그의 초기 예술가 공작실 시리

즈 건축은 소설가 배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공간 구조에 중심

을 두었기 때문에, 소설과 같은 서사적 구조가 건축에서 뚜렷하게 나타

났다. 1999년에 리우쟈쿤은 개인 건축 사무소를 창립하였다. 창립 초기 

그의 건축 작품은 서사성의 변화가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전

환 시기에 해당한다. 전환 시기의 그의 건축 작품인 녹야원석각박물관

(鹿野苑石刻博物館)과 문혁지종박물관(文革之鐘博物館)에는 여전히 소설

과 같은 서사구조가 나타났지만 서사적 내용의 표현은 예술가공작실 시

리즈 건축보다 더욱 풍부해졌다. 이 두 프로젝트가 끝난 2004년 이후의 

건축 작품들에서는 리우쟈쿤은 서사적 구조보다 내용의 표현에 대해 관

심이 더 많아졌다. 특히 지역건축가로서 활동하던 리우쟈쿤의 고향인 쓰

촨에 대지진이 일어났고, 그 영향으로 건축 재료나 서사적 내용 표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 그의 건축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았

을 때 그의 건축적 서사성의 중심은 서사적 구조에서 서사적 내용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의 연구범위에 비교적 한계가 있다는 점은 본 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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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점이다. 중국의 근대, 고대 건축부터 서사성이 드러난 건축을은 

이미 존재하였다. 특히 중국이 자랑해왔던 중국 전통 원림건축에서는 조

원(造園)할 때 많은 고시(古詩)와 고문(古文) 등 문학 작품을 차용하였으

며, 그 작품들의 의사표현, 문장조식 등을 원림건축의 구성에 활용하였

음으로써 서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대건축 이

전의 시기에는 건축에서 서사성이라는 용어가 정립되지 않았고, 1969년

에야 비로소 서사성에 대한 정의가 되었으므로 본 논문의 연구범위에 비

교적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보완 연구가 필요

하다.

키워드: 리우쟈쿤, 서사성, 중국 현대 건축, 발현

학번: 2018-2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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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중국은 근대역사1)동안 겪었던 많은 외적 침략2)과 내적 전쟁으로 인해 

서양에 비해 경제, 교육, 기초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상황

이다. 이러한 낙후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

는 동시에 현대의 글로벌 자본과 지역 정체성의 충돌로 새로운 위기도 

같이 다가왔다. 과도한 경쟁과 맹목적인 상업화, 여러 건축 양식을 남용

하는 바람에 자본의 효율성과 기능성만을 지나지게 추구하는 건축이 빈

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건축들은 정신적 차원에서의 그리고 사회와 

사람과의 소통이 건축적 측면에서 단절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단절

적 측면과는 다르게, 현대화된 시대에는 일상에서의 소비자와 사용자는 

다양한 미학적 추구나 감정적 체험과 교류에 대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본과 기능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간

과 건축 양식은 건축에서 정신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한편, 

디지털 다자인의 발전으로 인해 현대 건축 미학은 새로운 도전 또한 받

고 있다. 고전 건축에서 비례, 기학적 형태, 공간 관계와 질서 등의 틀과  

조건만으로는 현태 건축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건

축에서는 다른 학문의 관점으로 새로운 연구방식을 찾아 왔고, 건축 구

현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 왔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선 후 철학, 

기호학, 심리학, 문학 등 분야가 건축에 언급이 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1) 중국 근대역사는 1840년 6월 아편전쟁(鴉片戰爭) 발발부터 1949년 중화인민공화
국이 성립한 중국 역사까지를 말한다.

2) 중국은 1840년 제 1차  아편전쟁, 1856년 제 2차 아편전쟁, 1894년 청일전쟁
(淸日戰爭), 1900년 팔국연합군(八國聯合軍)의 중국에 대한 침략 전쟁, 1937년 
중일전쟁(中日戰爭) 등 5번의 외적 침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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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과 서사학3)의 연구도 시작되었다. 

  중국 건축을 돌아보면, 고대 원림건축에서부터 서사학과 비슷한 이론

을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원림건축은 중국 고대를 대표하는 건축으로

서 고시(古詩), 고문(古文) 등 문학작품을 차용하였다. 그 작품들의 의사

표현, 공간조직, 전체분위기를 구성에 활용함으로 중국 전통 원림건축은 

서사성을 지니게 되었다. 중국 현대 건축에서도 서사학 이론을 건축 창

작에서 활용하는 사례를 빈번히 볼 수 있다. 강남미학(江南美學)4)을 건축

의 서사 내용으로 삼은 왕슈(王澍), 건축이라는 매개체로 개인 기억과 전

통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칭윙(馬淸運), 그리고 건축에서 소설의 창작 수

단을 활용하는 리우쟈쿤(刘家琨)5)은 서사학에 비롯한 이론을 바탕으로 

건축 창작에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 현대건축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건축가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그 중의 소설가의 배경을 가진 리우쟈쿤은 다른 건축가와 달리 

문학 창작에 관심이 많아 문학과 관련된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의 대표

적 건축 작품은 허둬링작업실(何多苓工作室), 녹야원석각박물관, 서촌대

원(西村大院) 등이 있으며 대부분 쓰촨성(四川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리우쟈쿤이 쓰촨의 지역 건축가로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

는 본토성(本土性)과 지역성에 대한 것이 다수이다. 하지만 이런 연구주

제와 함께 그의 건축을 다룬 다수의 논문에서는 “서사성”이 높은 빈도

3) 서사학(영어:Narratology)은 서사, 서사구조,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사람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론과 연구이다.

4) 강남(江南)은 중국 장강(長江) 하류 남쪽을 의미하며 현재 중국의 지앙수성(江蘇
省), 제지앙성(浙江省), 안후이성(安徽省)의 일부를 의미한다. 이 지역은 다양한 지
형과 온난한 기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풍경과 산물이 독특하다. 기원전 6세기
부터 시작된 원림문화가 있으며, 고대 시인과 화가들의 강남을 대상으로 한 고시
와 그림이 많이 남아 있다. 강남미학은 시와 그림에 드러난 강남풍경, 자연을 담
은 원림, 강남 민간 예술의 완약(婉約)파 풍격, 독특한 생태 미학 그리고 일상적 
아름다움으로 구성된다. 

5) 리우쟈쿤(刘家琨)은 1956년에 출생하였다. 현재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
에서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다. 리우쟈쿤의 작품은 제 15회 베니스 건축 비엔날
레 등 전시회에 소개되었다. 2018년에는 영국 서펜타인 파빌리온의 첫 중국 건
축가로서 프로젝트를 담당하였다. 건축가로 활동하기 전에는 소설가로 활동하였
으며 『고지(高地)』, 『영웅(英雄)』, 『회색 고양이와 홰나무를 심은 정원(灰色
猫和有槐树的庭院)』, 『명월구상(明月構想)』 등 소설 문학 작품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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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 “서사성”을 통해 건축가이기 이전에 소설가였

던 리우쟈쿤의 건축에서 개인사적 배경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리우쟈쿤 건축의 서사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

지 않아 후속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1.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사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건축학과 문학의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서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서사학의 발전 맥락을 파악

하고, 서사성이 건축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한 그의 어떠한 가

치와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둘째, 리우쟈쿤은 중국 현대 건축에 대표하는 건축가 중 한명으로 연

구할 가치가 크다. 현재 국내외에 있는 연구들은 그의 본토성에 대한 연

구가 다수이다. 본 연구는 이전 연구 중심과 달리, 리우쟈쿤 건축의 서

사성에 중심을 두었다. 리우쟈쿤의 건축 작품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의 건축에서 나타난 서사성을 살펴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통해 

리우쟈쿤 건축에서 서사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냈는지를 밝히고, 그

의 건축에 드러난 서사성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한다. 

또한 그의 건축적 서사성이 중국 현대건축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 근대에 겪어왔던 수많은 외적 침략과 

서양문화와의 충돌, 그리고 중국 내부의 갈등과 전쟁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중국은 성장을 급히 추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자본의 효율성

과 건축의 기능성만을 지나치게 추구한 건축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건축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로 중국의 대표적 건축가들의 건축 특징과 

장점을 연구하여, 그것들이 중국 현대 건축에 활용하여 도움이 되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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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다. 

  둘째, 건축과 서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건축과 타 분야 융합의 가능

성을 논증하고 서사학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시점으로 다시 건축을 고

민하고 살펴보는 사례가 될 것을 기대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2.1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으로 건축에서 서사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론적인 고찰

을 진행하고자 한다. 국내외 서사성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서사성에 

대한 정의를 이끌어낸다. 연구 대상인 리우쟈쿤이 많은 글을 저술하였

고, 그 글들에는 리우쟈쿤의 건축사상을 담고 있다, 그러한 건축사상들

과 리우쟈쿤 건축에서 나타난 서사성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의 건축 

사상을 밝히고자 한다. 이상의 이론적인 고찰을 마치고, 그 결과를 바탕

으로 리우쟈쿤의 건축 작품을 사례로 서사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그 분석결과와 서사성에 대한 이론고찰의 결과를 한 번 더 비교 검토해 

본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문학 작품에서 시작한 서사학을 건축에서 

활용한 계기 그리고 발전의 맥락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리우쟈쿤이 

저술한 글들을 바탕으로 다른 평론가나 건축가들이 그 글에 대해 쓴 논

문과 결합하여 그의 글에 드러난 건축사상을 밝히고, 그의 건축사상이 

건축에 드러난 서사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셋째, 중국 현대 건축가인 리우쟈쿤에 중심을 두고, 그의 건축 작품을 

답사하고 그 작품들을 시기별로 나눠, 사진, 다이어그램, 그리고 건축가

나 평론가의 논문과 에세이 등 분석법을 통해 그의 건축적 서사성을 드

러내는 방법과 시기별 건축에 드러난 서사성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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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의 범위

 

  연구의 범위는 중국 현대 건축에 한하며, 중국 현대 건축가들이 세계

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20세기 말부터 현재까지를 본 연구의 주된 범위

로 설정한다.

표1 리우쟈쿤의 건축 연구대상 선정

서사성의 특징 시기 한국어 이름 중국어 이름

구조

↓

↓

내용

1999년

사무소 창립  

이전(前)

초기

1993-1994 로어정리공작실 羅中立工作室

1995-1997 허둬링공작실 何多苓工作室

1999년

사무소 창립  

이후(後)

전환

시기

2001-2002 녹야원석각박물관
鹿野苑石刻博

物館

2003-2004 문혁지종박물관
文革之鐘博物

館

후기
2008-2009 후후이산기념관 胡慧珊紀念館

2010-2015 서촌대원 西村大院

  본 연구의 중심으로는 리우쟈쿤의 건축 작품을 사례로 건축적 서사성

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리우쟈쿤이 건축가로서 활동을 시작한 

1993년부터 1999년까지의 초기 작품들이다. 당시는 소설가로서의 개인사

적 영향이 건축 작품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로, 강한 서사성이 그 

특징이다. 이시기에 속한 로어정리공작실(羅中立工作室)과 허둬링공작실

(何多苓工作室)은 건축적 서사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난 시기로, 리우쟈쿤

의 초기 작품의 연구대상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의 시기로, 그의 건축적 서사성이 서사적 구조에서 점차 서사적 내용으

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속한 녹야원박물관(鹿野苑石刻博物館)

과 문혁지종박물관(文革之鐘博物館)은 뚜렷한 서사적 구조의 특징을 이

어가면서 건축적 서사 내용의 표현에 대한 시도가 많아진 것을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특징을 가진 건축은 전환 시기의 작품으로 연

구대상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2004년 이후에 설계한 건축 작품이다. 이 



- 6 -

시기에 리우쟈쿤은 서사 구조보다 건축에서 서사 내용 표현에 대해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후후이산기념관(胡慧珊紀念館), 서촌대원

(西村大院) 등이 연구대상에 해당한다. 

1.3 연구의 구성 및 연구흐름도

1.3.1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방법 및 범위를 설명한다. 

  배경과 목적의 설명을 통해 이 연구를 진행하는 가치와 의미를 다룬

다. 방법과 범위의 설명을 통해 이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과 연구에 속한 

사례의 선정에 대해 다룬다. 

·2장에서 본 논문 일부의 선행연구로 서사적 건축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을 진행한다.

  본 논문 2장에서는 서사학부터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서사성이라는 

것은 서사학에서 유래되었고, 서사학과 문학은 하나로 잇닿아 있는 존재

이다. 서사학의 이론과 발전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서사학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사학과 다른 분야와 융합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건축학과 융합 연구가 시작되었다. 서사학의 이론을 바탕

으로 구축한 건축을 서사적 건축이라고 정의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 일부의 선행연구로 리우쟈쿤의 건축사상에 대한 고

찰을 진행한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리우쟈쿤의 건축사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사화어(敍事話語)와 저기책략(低技策略)』, 『차시차지(此時此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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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서 중국에서 건축을 한다(我在西部做建筑)』는 리우쟈쿤이 저술

한 글이며 그의 건축 사상을 담고 있는 문헌자료이다. 이러한 문헌자료

의 분석을 통해 리우쟈쿤이 어떠한 건축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의 건축사상과 서사성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4장은 본 논문의 중심으로, 중국 현대 건축가 리우쟈쿤 건축을 사례로 

삼고 분석을 통해 그의 건축에 나타난 서사성을 고찰한다.

  리우쟈쿤은 소설가의 배경을 가진 건축가로서 활동하여 중국 현대 건

축가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다. 그의 소설가라는 배경은 그의 건축 작품

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그 영향으로 그의 건축 작품에는 강한 서사성

이 나타난다. 건축 답사, 사진, 그리고 다이어그램 등을 통해 건축을 구

체적으로 분석하여 리우쟈쿤 건축에서 서사성이 드러나는 방식과 시기별 

건축 서사성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5장에서 연구의 결론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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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연구의 흐름도

표2 연구흐름도

 

이

론

적

고

찰

제2장  서사적 건축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서사학의 시작

서사학의 기본 개념

서사적 건축건축과 서사의 관계

개념

서

론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구성 및 흐름도연구의 방법 및 범위

사

례

분

석

제4장 리우쟈쿤 건축의 사례 분석 : 서사성의 발현

소결: 건축적 서사성의 변화는 서사적 구조 중심 → 서사적 내용 중심

결

론

제5장

리우쟈쿤이 건축적 서사성을 드러내는 방식은, 소설과 같은 뚜렷한 공간적 구조로 향토요 

소나 전통기법 등과 결합한 요소를 조직하여 일관성이 있는 건축적 이야기를 만든 것이다.

특징 방법

제3장  리우쟈쿤의 서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서사화어(敍事話語)

처리현실(處理現實)과 

초월현실(超越現實)

저기책략(低技策略)

초기 

(1999년 이전)

후기

(2004년 이후)

전환 시시

(1999-2004년)

로어정리공작실 녹야원석각박물관

허둬링공작실 문혁지종박물관

후후이산기념관

서촌대원

리우쟈쿤의 건축사상에 대한 고찰
리우쟈쿤의 건축사상에 의한 

건축적 서사성

 건축공간의 구조와 조직에 나타남

해석 한계성 실천
서사적 건축의 시작

서사주제의 선정, 건축 재료의 선택, 

향토요소의 사용, 전통기법의 결합 

등에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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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서사적 건축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서사학의 시작

  서사학의 시작은 크게 나누어 두 개의 흐름이 있다. 표현의 형식에 관

한 것과 내용의 유형에 관한 것이다. 표현의 형식에 관한 것은 아리스토

텔레스의 『시학(詩學)』, 『정체(政體)』등 문학 작품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 또한 내용의 유형에 관한 것은 러시아 형식주의에서 시작하였고 

구조주의와 관련을 가진다. 20세기 초부터 반세기에 걸친 영미나 독일, 

프랑스의 연구와 러시아 형식주의를 거친 이후, 1969년에 츠베탄 토도로

프가『데카메론의 문법(Grammaire du Décaméron)』에서 처음으로 서사

학(프랑스어:Narratologi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970년대에 프랑스 

문학이론자 제라르 주네트가 서사학의 대성을 이루었다.

  서사학은 이야기의 기술과 구조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문학 

작품에서 필수적 요소인 인물, 사건, 장소는 작가가 이야기하는 기술과 

구조를 통해 완성된 이야기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만들어진 이야기는 문

자로 된 매개체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된다. 매개체는 문학 작품에서 문

자에 한하지만 다른 장르에서는 드로잉, 영화, 연극, 조각, 무용과 건축 

등 다양한 형태로도 존재가 가능하다. 

2.2 건축과 서사의 관계

  건축과 서사의 관계는 고대 그리스 아크로폴리스가 건설될 때부터 존

재하였다. 중국 고대 건축 중에 하나인 전통 원림건축도 고시(古詩), 고

문(古文) 등 문학작품을 차용하여 그 작품들의 의사표현, 공간조직, 전체

분위기를 구성에 활용하였다. 이처럼 고대건축에서도 서사성이 존재하였

지만, 서사가 건축 설계방법으로 등장한 최초의 시기를 1980년대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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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에 서사학은 언어학자, 문학가, 철학자 등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단일한 분야를 넘어 사회서사학, 인지서사학 등과 같은 학문과도 융합하

려는 시도를 하였다. 건축 분야에서도 철학, 기호학, 심리학, 문학 등 타 

분야가 인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건축학과 서사학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었다. 영국 AA스쿨(AA School of Architecture)의 베르나르 추미

(Bernard Tschumi)와 나이젤 코츠(Nigel Coates)는 건축에서 문학, 영화, 

연극 등의 타 분야와 함께 서사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하고자 했다. 코

츠는 학생들와 함께 NATO(Narrative Architecture Today)라는 연구팀을 

구성하였고 이 연구팀은 컨텍스추얼리즘6)을 중심으로 한 도시 공간의 

사상과 기법을 사용하여 현실과 이상이 혼합된 도시공간을 제시함으로써 

건축적 서사를 계속 연구해 나갔다.

  20 세기 말의 서사의 개념은 “기호/ 요소” 중심으로부터 점차 “의

미/ 관계” 중심으로 바뀌었다7). 이러한 변화로 인해 서사학은 다른 학

문 분야와 결합이 용이해져 더 많은 연구와 활용이 가능해졌다.

2.3 서사적 건축

2.3.1 서사적 설계와 서사적 건축의 개념

  건축의 서사적 설계란 건축의 사용기능 측면에서 기본적인 요구를 충

족시키는 동시에, 건축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건축에 표현함으로 

된 설계방식을 의미한다. 건축가가 단순히 사용하는 목적이 아니라 서사

적 건축으로 방문자나 사용자에게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건축에 대한 

그들의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해석을 필요로 한다.

  건축 설계에서 건축가들이 건축의 실용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6) 컨텍스추얼리즘(Contextualism)은 인식론, 언어철학, 윤리학 등 철학 분야뿐만 
아니라 문학과 건축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떠한 인식, 발화, 행위 등을 주어진 
상황, 즉 맥락에 의해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7) 륙소명(陸邵明), 건축서사학의 기원(建築敍事學的緣起), 동제대학학보(同濟大學學
報),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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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가 건축을 의미 표현의 도구로 활용하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

고 있다. 서양 건축 이론에서 건축가는 건축의 재료, 구조, 공간, 시공법 

등을 통해 본인의 사고방식을 구현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이렇게 건축은 

건축가의 언어가 되고, 서사적 설계는 건축가가 건축언어로 의미 표현하

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이러한 수단으로 구축된 건축은 서사적 건축이

라고 하며, 이 건축에서 서사성이라는 건축 특징이 존재한다.

  

2.3.2 서사적 건축의 특징8)

  1) 서사적 건축의 기본적 내용

  서사적 건축의 기본적 내용(그림2-3-1)은 서사의 내용과 서사의 방법

으로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다. 무엇(What)을 서사하느냐는 서사의 내용

에 해당하고, 어떻게(How) 서사하느냐는 서사의 방법에 해당한다. 

  서사의 내용은 건축가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상이나 작품이 

표현해야 할 주제이다. 서사의 방법은 표현의 언어와 표현 과정의 구조

로 두 가지 측면을 다룰 수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서사의 내용은 서사

적 주제로, 표현의 언어는 서사적 내용의 표현으로, 표현 과정의 구조는 

서사적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서사 작품의 의미를 전달하는 과

정에서 세 가지 필수적 요소는 서술자, 매개체, 수용자로, 서사적 건축에

서는 건축가(서술자)의 의도가 건축(매개체)을 통해 방문자(수용자)에게 

전달된다.

  서사의 시점으로, 건축은 의미를 표현하는 장치와 매개체이다. 서사는 

의미를 전달하는 기본적 방식이며, 그것을 전달하는 도구는 언어이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의미 전달이 가능한 모든 매개체를 의미한다. 건

축가가 건축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동이나 공감을 얻으려면 언어의 선택

과 그 언어의 의사전달 능력을 연구해야 한다. 건축가의 설계와 방문자

의 체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두 번의 언어 번역이 일어나야 하는 것도 

8) 진사굉, 리우쟈쿤(劉家琨) 건축의 서사성(敍事性) 발현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20.07. 이 연구의 부분 내용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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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적 건축과 언어학, 기호학의 밀접한 관계를 증명한다.

서사적 설계

WHAT

HOW

서사의 내용

서사의 방법

전달하고자 

하는 사상이나 

주제
표현의 언어

표현과정의 

서사적 주제

서사적 내용의 

서사적 구조

그림2-3-1 서사적 설계의 기본적 내용

  2) 관계를 중심으로 본 서사적 건축

  관계를 중심으로 세상이 구성되는 구조주의의 관점에서 사물은 관계의 

지지점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서사적 설계의 중심은 표현과 의미 사이의 

관계이며,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얻게 된다. 이러한 관계 

속에는 반드시 일정한 질서와 조직방식이 있어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가 명확해질 수 있다.

  사서적 설계는 건축의 형태, 공간, 여러 요소들의 의미를 연구하는 동

시에 이들 사이의 조직 관계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3) 중요시된 공간 체험

  앞서 언급한 서술자, 매개체, 그리고 수용자는 서사적 작품의 세 가지 

필수 요소로 사서적 건축의 건축가, 건축물, 사용자(방문자)로 대응한다. 

서사적 작품은 사람의 참여와 분리할 수   없으므로 서술자의 서사가 필요

하고, 수용자의 경험 또한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서사적 건축에서도 의

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건축가가 필요하고, 건축 사용자의 체험 또한 필

요하다. 그러므로 건축가는 건축설계 과정에서 개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간 사용자(방문자)의 체험도 중시해야 하고, 존중해야 한다.

  4) 시간성

  서사적 작품에서는 시간이 이야기의 전개를 이끌어내는 장치로서 중요



- 13 -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사적 건축에서는 이야기의 전개가 건축공간의 

전개방식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서성의 관점으로 건축 공간과 시

간은 필연적인 연계가 되어 있다.

  서사적 건축의 동선은 가장 직관적으로 작품의 시간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도, 서사적 건축에 드러나는 동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추

상적이지만, 서사적 건축에는 시간성을 드러내는 요소들이 많이 존재한

다. 예들 들면, 태양광에 의하여 생긴 빛과 그림자는 시간을 드러내는 

요소로서 시간성을 지니고 있다.

2.3.3 서사적 건축의 설계방법

  1)주제의 선정

  건축의 주제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가 가진 

철학적 개념의 재현일 수도 있고, 동시에 건축가의 삶과 예술을 대하는 

태도일 수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일반적인 건축의 장소, 역사, 사회, 도

시와 같은 일련의 속성과 관련된 건축의 기능을 통합하여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설계 요구의 충족을 위해 드러날 수도 있다.

  2)추상적인 주제에서 구상적인 건축언어로 전환

  첫째, 요소로 내용의 표현이다.

  건축가들이 앞서 말한 추상적인 주제들은 다양한 구상적인 요소로 전

환된다. 전환된 요소들을 통해 의미가 있는 단편적인 장면이나 공간이 

구축되어 추상적인 주제를 표현할 수 있다. 이 요소에는 기둥, 벽, 천장 

등 건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빛, 소리, 향, 촉감, 시간 등 비 건축적 요

소도 포함된다. 

  둘째, 구조로 내용의 조직이다.

  요소들로만 구성된 단편적 장면이나 공간에서, 서사성이 불완전하고, 

하나의 이야기처럼 완전한 서사적 건축을 구성하려면, 이러한 장면이나 

공간을 일정한 공간적 관계와 질서로 조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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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사적 건축설계 과정을 소설의 창작 과정으로 비유하면, 첫 단계는 

소설의 주제로 하여 중심 사상을 정한다. 두 번째 단계는 정해진 주제를 

여러 장으로 나누어, 이어서 문장과 구체적인 문자로 표현하고, 세 번째 

단계는 앞서 만들어진 문장과 문자가 서로의 관계를 갖추어 하나의 이야

기로 만드는 것이며, 이로써 소설이 완성된다. 서사적 건축의 설계 과정

에는 건축가에게 상상력, 분석능력, 독특한 시점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건축언어와 조직방식을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그

림2-3-2).

그림2-3-2 서사적 문학작품과 서사적 건축의 비교  

2.3.4 서사적 건축의 해석

  서사적 건축의 해석은 서사적 건축 설계 과정의 역 과정이다.

  첫째, 물질적 차원의 해석—건축을 다양한 감각으로 건축의 형태, 건축

의 질감, 건축 재료의 활용, 건축에서 활용한 빛 등 구상적인 건축적 표

현을 관찰하여, 다른 건축과 구별되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의미적 차원의 해석—앞서 발견한 특징들을 통합하여, 그 특징들

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 기호적 등 측면의 의미를 이해하고, 구상화된 

외현(外現)과 내재된 의미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전략적 차원의 해석—마지막으로 의미에 대한 모든 이해를 통합

하여 그 의미의 논리성을 파악함으로써 방문자들이 건축의 주제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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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그들에 의한 설득과 감동을 받을 수 있다. 그 결과로 건축

가의 건축적 서사가 이루어진다.

2.3.5 서사적 건축의 한계성

  1)표현과 해석의 차이

  건축가들은 방문자가 가진 이야기 해석의 논리로 최대한의 건축계획을 

하려고 하지만, 방문자마다 보는 관점과 해석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이야기 해석의 논리성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다른 형식의 예술

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존재한다.

  건축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상적인 건축으로 번역하는 과

정에서 피할 수 없는 번역 오차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호학, 언

어의 의미 전달력, 구조의 표면과 심층 관계의 논리성 등에 대한 연구는 

서사적 건축의 설계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서사적 건축의 세 가지 요소 중 서술자와 수용자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 건축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의미전달이 이루어진다. 건축

의 해석 과정에서 서술자의 강한 주관적 의식 때문에 건축가가 전달하고

자 하는 의도가 왜곡될 수도 있다.

  2)표현방식의 한계성

  건축이 가진 서사적 내용은 건축의 외관, 요소의 표현, 그리고 구조방

식과 공간 관계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건축가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서술자로의 그래픽디자이너, 광고디자이너, 무대와 영화 작가들은 이미

지, 사운드, 퍼포먼스, 글 등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단순

히 건축요소로써 서사적 내용을 표현방식은 한계성이 있다.

2.3.6 서사적 건축의 실천

  서사학이라는 용어는 1969년에 처음으로 정리되어 제시되었지만 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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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건축에 대한 연구와 실천은 그 전부터 존재하였다.

그림2-3-3 졸정원 함청정 19)               그림2-3-4 11 졸정원 함청정 2

  중국에서 서사적 건축에 대한 실천은 고대 건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전통 원림건축은 중국 고대 건축의 대표적인 건축방식이며 원림건축의 

구성에서 고시(古詩), 고문(古文)등의 문학 작품의 의사표현, 공간조직 그

리고 전체분위기 등을 활용하였다. 전통 원림건축을 대표하는 졸정원(拙

政園)은 16세기에 지어진 원림건축으로 세계적인 중국 고대 건축 작품이

다. 졸정원의 조원(造園)10)은 고시의 내용과 구조를 차용하였다. 졸정원

의 함청정(涵靑亭)(그림2-3-3,4)의 구성에서는 연못과 그 위에 떠 있는 

정자, 멀리 있는 잔디밭을 통해 “지함청초색(池涵靑草色)11)”라는 시의 

내용과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그림2-3-5 1층 평면도       그림2-3-6 2층 평면도        그림2-3-7 옥상 평면도

9) 이미지출처: https://kknews.cc/zh-sg/travel/k4xzvnq.html
10) 중국 전통 정원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11) 당(唐)나라 시인 저광희(儲光羲) 『동장시어정화경조소병조화세만남원(同張侍御鼎

和京兆萧兵曹華岁晩南園)』에 “지하청초색(池涵靑草色), 산대백운음(山帶白雲
陰)” 중에서 유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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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8 “숲”앞의 공간  그림2-3-9 “숲”속     그림2-3-10 “지옥”으로 가는 길

  

그림2-3-11 “지옥”공간   그림2-3-12 “연옥”공간     그림2-3-13 “천국”공간12)

  서양에서도 서사를 활용한 건축 사례가 있다. 1938년에 이탈리아 건축

가 주세페 테라니는 다텐움13)(Danteum)의 건축 공간구성에 『신곡(神

曲)』14) 속의 이야기 구조를 차용하고 그 내용을 담음으로써 강한 서사

성을 부여하였다. 건축가는 다텐움의 입구에는 높은 벽으로 쌓인 넓은 

마당을 통해 이야기의 시작을 암시한다. 이어서 커다란 돌기둥을 통해 

이야기 서곡 부분인 “숲에서 방향을 잃어버림”을 표현하였다. 숲인 공

간을 지나면서 점점 더 어두워지는 지옥으로 내려간다. 지옥을 의미하는 

공간에서 더 깊은 지옥을 의미하는 장치를 공간의 바닥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공간의 바닥은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공간이며 서사시에서 묘사

한 지옥의 분위기와 유사하다. 이 공간을 지나면 다시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가는데 도착하는 공간은 천장에 정사각형 구멍이 뚫려 있고 이곳은 

지옥과 천국의 중간인 연옥을 의미한다. 이 공간을 지나 유리 기둥을 배

치되어 있는 마지막 공간인 옥상에 도착한다. 빛은 유리 기둥을 통해 공

간에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천국의 의미를 드러나게 한다. 전체적 

공간 분위기는 밝음-어두움-가장 어두움-어두움-밝음으로 구성되어 이야

기 내용인 서막-숲-지옥-연옥-천국의 분위기와 유사하다. 이야기 내용을 

12) 이미지출처: https://www.zhihu.com/question/25147292
13) 로마에 있는 단테 알리기에리(Durante degli Alighieri) 기념당을 말한다. 2차 대

전으로 인해 건축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
14) 『신곡(神曲)』은 단테가 주인공으로써 가상적인 지옥(地獄), 연옥(煉獄), 천국(天

國)의 탐험하는 이야기로 만든 문학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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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은 건축요소들은 방문자의 체험을 통해 이야기의 내용을 전달한다. 방

문자들은 『신곡(神曲)』서사시를 읽듯이 건축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축 구성 방법을 통해 건축에 서사성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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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리우쟈쿤의 서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리우쟈쿤은 1993년에 건축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 기간은 지금까지 30

년 가까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리우쟈쿤이 어떤 건축사상을 가지고 건

축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건축사상은 어떻게 변화해 나갔

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리우쟈쿤 건축사상의 발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의 경력부터 

살펴보아야한다.

  리우쟈쿤은 1982년 충칭대학(重慶大學)을 졸업한 후, 쓰촨성 청두시 건

축 설계연구원에 취직하였다. 건축 설계연구원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건

축보다 문학 창작에 관심이 많아 『영웅(英雄)』(1983년), 『고지(高地)』

(1984년) 『회색 고양이와 홰나무가 심어진 정원(灰色猫和有槐树的庭

院)』(1987년) 등 소설을 저술하였다. 1993년에는 리우쟈쿤의 옛 학교 친

구인 탕화(湯樺)에게 상하이에서 열린 건축전의 초대를 받았고, 그 건축

전은 리우쟈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그는 1995년에 쓴 마지막 

소설인 『명월구상(明月構想)』을 발표한 후 1997년 회사를 그만두었다. 

1999년에 청두시에서 “쟈쿤건축설계사무소(家琨建築設計事務所)”를 창

립하고 다시 건축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그의 건축 활동의 초기에는 예술가의 작업실 위주로 로어정리공작실

(羅中立工作室), 허둬링공작실(何多苓工作室) 등을 계획하였다. 1999년에 

개인 건축사무소를 창립하여 녹야원석각박물관(鹿野苑博物館), 문혁지종

박물관(文革之鐘博物館)등의 건축 작품을 남겼다. 그리고 최근 10여 년  

동안 후후이산기념관(胡慧珊紀念館), 수정방박물관(水井坊博物館), 서촌대

원(西村大院)등의 건축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배경으로 리우쟈쿤은 건축적 경험과 개인 건축사상에 

대해 『서사화어(敍事話語)와 저기책략(低技策略)』(1997년), 『차시차지

(此時此地)』(2002년), 『나는 서 중국에서 건축을 한다(我在西部做建

筑)』(2006년)등의 글들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리우쟈쿤에 대한 많은 인

터뷰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문헌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리우쟈쿤이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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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축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한 그의 건축적 서사성과 어

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1 리우쟈쿤의 건축사상에 대한 고찰

3.1.1 서사화어(敍事話語)

  건축을 설계하는 것과 소설을 쓰는 것은 다 표현하는 작업

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은 같은 일이며 하나의 정체성을 가

진다. 문학과 건축은 오직 시간과 경력의 분배만이 다를 뿐이

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람의 성격에 관심이 많은데, 그것은  

건축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물질과 물질의 관계

는 문자로 표현할 수 없다. (对我个人而言,设计建筑和写小说是

同一件事,就想表达这个或表达那个,它们是一个整体.文学和建筑

知只有时间和精力分配上的问题.比如你对一个人性格上的东西感

兴趣,肯定无法以建筑来表达你的看法,而物质和物质之间的关系

又没法直接用文字表达.)15)

  건축설계는 글쓰기와 닮았다. 두 장르는 모두 디자인과 창

작의 결과물이다. 우선 콘셉트를 정해야 한다. (항상 결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작품에 합리성을 부여하거나 

결과물을 뒷받침하는 당위성을 구현해야 한다. 이는 글의 플

롯을 구성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주제, 테마, 구조, 시퀸스, 속

도, 전조, 장치, 응집력, 디테일... 이 단어들은 모두 비슷한 

가치를 공유한다. 젊은 문학인에서 건축가로 변신한 내게 건

축은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상식이나 지혜에 더 가까운 존재

다. 몇몇 기법은 여전히 서투르지만, 상대적으로 감정을 자극

15) Peng Nu, 리우쟈쿤 개인 인터뷰, 2000/10/16, 쟈쿤건축설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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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법에 더 익숙한 나는 허식과 상투적인 것을 피하고 심

미적 아름다움을 창조해낼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개발했다. 

건축은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 (建筑设计和写作颇有几分相

似:都是设计.都先要有一个构思(往往先有结局),然后想方设法寻
找合理性,甚至制造合理性向这个结局走去,就像是实施阴谋.立意,

架构,序列,节奏,伏笔,分寸,整体感,细节…所有这些用语和含义都

很近似.对于一个从文艺青年转身而来的建筑师来说,建筑学不是

学识和技术,而是常识加智慧.纵使还不成熟,但由于相对更加熟悉

那套调动感官的法则,因此比较容易避免贫乏平庸,营造出某种美

学感染力,建筑学需要这些.)16)

  소설을 쓰는 것과 건축하는 것은 비슷하다. 소설을 쓸 때 

결말을 먼저 설정한다. 그 다음에 스토리의 전개 방향을 정한

다. 건축을 설계할 때도 먼저 결말을 설정하고 결말을 찾아가

는 과정을 정한다. 찾아가는 과정은 다양한 경로와 방법이 있

다...... 그래서 시작과 결말은 비이성적이지만 찾아가는 과정

은 이성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소설과 건축이 같다. 결말을 

찾아가는 과정은 설계하는 과정이다. (写小说个做建筑是相似

的,写小说实际上是先有一个结局,在寻找一个走向的过程.在设计
建筑时 ,也是设想一个结果再走向它 ,中间寻找很多路子和方

法……所以两头是非理性的,中间是很理性的.在这种状态下,写小

说和做建筑是一样的.通过什么样的路径到达结尾,实际上就是一

个设计的过程.)17)

  내가 썼던 문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설계는 두 가

지의 정보를 전달하려고 한다. 그 것은 문인의온(文人意蘊)과 

저기책략(低技策略)이다. 문인의온이란 중국 전통 문화에서 

16) 리우쟈쿤, 나는 서중국에서 건축을 한다?(我在西部做建築吗?), 금천(今天), 2009.
17) 리우쟈쿤, 차시차지(此時此地), 중국건축공업출판사(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2,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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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들의 심미관과 생활취향, 그리고 정신적인 분위기의 영조

뿐만 아니라 건축기법 사용의 비 직업화와 비 공식화, 심지어 

문학 창작 수단을 건축에서 활용하는 나만의 의도를 의미한

다. (正如我曾在一篇文章写到过的那样,设计力图传达两个方面的

信息:一是文人意蕴;二是低技策略.所谓文人意蕴,不仅指中国传统
文化中文人们的审美情趣和生活取向,不仅指以心造境的氛围营造

概念;它还指建筑手法上的拙朴野逸,即类似于文人水墨相对于院

体画的非职业化和非正规化;它甚至还知我个人想把文学方法和建

筑设计融为一体的企图.)18)

  리우쟈쿤은 자신이 저술한 글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문학과 건축의 

관계를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예술을 창작하는 것과 개인감정을 표현하

는 목적으로 리우쟈쿤이 다른 장르인 소설과 건축을 택한 것이다.

  리우쟈쿤은 건축보다 소설 창작을 상대적으로 더 일찍 시작하였다. 

  대학교 재학시절19) 『유혼(遊魂)』과 『백일몽(白日夢)』20)이라는 단편 

소설을 저술하였다. 이 두 소설은 현실주의의 서사방식과 완전성이라는 

플롯을 포기하고, 주인공의 직관적인 감정을 중심으로 장착한 문학 작품

이다. 그 때 리우쟈쿤이 다니던 충칭대학교는 중국 4대 건축학교로서, 

학생들의 개인의식의 독립성이 매우 강렬하였다. 이 두 소설 중의 “유

(遊)”와 “몽(夢)”은 소설의 방식으로 개인의식의 독립성을 표현한 것

이다. 리우쟈쿤은 소설뿐만 아니라 건축에서도 이러한 개인의식의 독립

성을 담아내었다. 그것은 바로 건축의 서사성을 드러낸 것이다.21) 

  1982년에 리우쟈쿤은 충칭대학교에서 졸업하고 청두시건축설계연구원

18) 리우쟈쿤, 차시차지(此時此地), 중국건축공업출판사(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2, 
P16.

19) 리우쟈쿤은 1978년 2월부터 1982년 2월까지 충칭대학교에서 건축학전공을 하였
다.

20) 리우쟈쿤이 저술한 두 편의 단편소설 중 최초 단편 소설인 『유혼(遊魂)』은 
1980년 사천문학(四川文學)에 등재되었다. 또 다른 소설인 『백일몽(白日夢)』은 
현재 분실되었다.

21) Peng Nu, 『본질적으로 건축뿐만 아니다(本質上不仅仅是建築)』, 차시차지(此時
此地), 2002,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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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취직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개인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소설을 활

용였다. 1993년까지 십 여 년 기간 동안은 리우쟈쿤이 가장 많은 소설을 

창작하는 시기로 『영웅(英雄)』(1983년), 『고지(高地)』(1984년), 『회색 

고양이와 홰나무가 심어진 정원(灰色猫和有槐树的庭院)』(1987년) 등 소

설을 저술하였다. 그의 소설가 면모는 건축에서도 드러난다. 『영웅』은 

괴롭힘을 당한 연약한 닭이 성장함으로 “영웅”이 된 이야기를 담았다. 

그 닭의 운명은 “약”에서 “강”으로 변화과정을 통해 강한 대비를 만

들어낸다. 리우쟈쿤은 건축에서도 이러한 대비를 통해 “영웅”의 성장 

스토리를 담았다. 예들 들어, 녹야원석각박물관에서 자연적인 돌과 콘크

리트로 만들어진 인공적 돌을 같이 배치함으로 강한 대비 효과를 만들어

낸다. 이것은 자연에 존재하는 볼품없는 돌을 조각을 통해 의미를 부여

하여 불상이라는 의미를 만들어가는 스토리를 표현한 것이다. 『회색 고

양이와 홰나무가 심어진 정원』에는 조부모와 손자 그리고 회색 고양이

의 이야기 속에 리우쟈쿤이 1인칭 “나”의 입장으로 고양이에 대한 스

토리를 자연스럽게 삽입하였다. 그러므로 이 소설에서 구조의 복잡성과 

법칙성이 나타났다. 그 후에 계획한 리우쟈쿤 건축 작품에서도 복잡성과 

법칙성이 계속 나타난다. 특히 그가 초기에 설계한 예술가 공작실 시리

즈에서는 건축적 서사와 유주로경(遊走路徑)22)을 이용하여 공간 구조의 

복잡성과 법칙성을 드러내었다. 

  리우쟈쿤이 소설에 문장 구조를 다루는 방식을 건축에서는 서사적 구

조를 통해 드러내었다. 그 서사적 구조는 바로 리우쟈쿤이 말하는 “유

주로경”에 해당된다. 그가 건축에서 도입한 유주로경은 건축의 서사성

과 문학성을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수단이다.

  

3.1.2 저기책략(低技策略)

  현실에 직면하여 기술적 측면에서 단순성을 선택하고, 경제

22) 이동하는 과정에서 흥미(興味)와 체험을 강조하는 동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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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에서 절약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고, 오래된 문명

을 탐구하여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피하고, 설득력이 있는 

설계 철학과 지혜를 통해 저렴한 비용과 기술력이 낮은 방법

을 통해서도 수준이 있는 질적인 예술을 완성하는 것이다. 경

제력과 기술력, 건축과 예술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역사

는 깊지만 경제적 역량이 낮은 나라들의 건축 책략이다. (所

谓低技理念,面对现实,选择技术上的相对简易性,注重经济上的廉

价可行,充分强调对古老的历史文明优势的发掘利用,扬长避短,力

图通过令人信服的设计哲学和充足的智慧力量,以低造价和低技术
水准和建筑艺术之间寻求一个平衡点,由此探寻一条适用于经济落

后但文明身后的国家或者地区的建筑策略.)23)

  쓰촨성 청두시 출신인 리우쟈쿤은 현재 쓰촨의 지역건축가로서 건축 

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건축 대부분의 작품들이 위치한 쓰촨성 지역은 

리우쟈쿤에게 특별한 존재이다. 리우쟈쿤의 건축사상의 중요한 배경중 

하나인 저기책략을 설명하려면 쓰촨성 지역부터 다루어야 한다.

  중국 남서쪽 내륙에 위치하고, 산맥으로 둘러싸인 분지지형으로 둘러

싸인 쓰촨성은 외부와 상대적으로 단절되어 있다. 때문에 고대건축 시기

에는 지형적 한계로 인하여 건축 기술이 상대적으로 원시적이었으며, 기

술력도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고립적이라는 지역적 한계가 있었지만, 

쓰촨성 지역만이 가지는 독특한 가치도 존재하였다. 그 가치를 리우쟈쿤

은 옥수수의 생존책략(生存策略)24)이라는 글로 설명하였다. 리우쟈쿤은 

이 글에서 쓰촨성 지역을 옥수수로 은유하였다. 옥수수는 두꺼운 줄기가 

식물의 중앙에 있어 땅에서는 충분한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동시에 햇

빛에서 오는 에너지 또한 충분한양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삭이 위에 몰려 있는 벼보다 큰 열매를 맺는다. 이처럼 리우쟈쿤은 쓰촨

성에 머물면서 지역만의 가치인 자연과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동시에 세

계의 흐름도 같이 살펴 두 가지의 가치를 동시에 활용하려 하였다. 이것

23) 리우쟈쿤, 서사화어와 저기책략(敍事話語与低技策略), 건축사(建築師), 1997, P46.
24) 리우쟈쿤, 나는 서중국에서 건축을 한다?(我在西部做建築吗?), 금천(今天),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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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리우쟈쿤이 계속 쓰촨에서 활동하는 원인이었고, 지역만의 독특한 가

치를 보존해 나가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앞서 말한 쓰촨 지역의 건축적 기술력이 낮다는 

단점을 피할 수 없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High-Tech에 익숙하여 그것을 

건축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쓰촨성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낮았

기 때문에 리우쟈쿤은 선진국의 High-Tech 수법보다는 지역 현실에 적

합한 저기(Low-Tech)책략을 제시하여 건축에서 활용하였다. 저기책략은 

기술적인 면에서 상대적인 용이성과 경제적인 면에서 저렴함을 중요시하

는 동시에 오랜 역사문명의 장점을 이용하고 강조하며, 그 문화만의 장

점을 살리는 책략을 말한다. 리우쟈쿤은 이처럼 맹목적으로만 현대 건축

의 기법을 추구하지 않고, 역사의 흐름에서 긴 시간을 거쳐 온 전통기법

을 계승하여 현대 건축에서 활용하였다. 농민공의 입장에서는 High-Tech

보다 전통기법으로 삼은 저기(Low-Tech)의 활용이 더 쉽기 때문이다.

  리우쟈쿤의 건축을 살펴보면 저기책략의 건축사상은 충분히 그의 건축

에 스며들어있다. 초기 예술가 공작실 시리즈에서는 전혼구조(砖混構

造)25)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구조의 자유도가 밀리지 않게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내었다. 자갈로 쌓인 벽, 거칠게 처리한 돌의 표면, 빈타지한 목재

(卵石砌墙,石料毛打,木材做旧)26) 등 현지에 구비된 재료와 전통적인 기법

을 결합하여 현대 건축에 지역성과 시대적 독특함을 부여하였다. 그는 

그 후의 건축 작품에서도 이러한 처리기법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더 많

은 전통기법을 현대적인 재료에 적용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였다. 녹

야원석각박물관과 서촌대원에서는 나무로 만든 거푸집을 사용하여 건축 

외피에 지역적 특색이 드러나는 질감을 부여하였다. 또한 전통 죽편(竹

編)27)기법으로 만들어진 죽교모판(竹胶模板)28)을 건축의 거푸집으로 건축 

시공에 활용하였다. 

  이처럼 리우쟈쿤의 저기책략은 건축에서 지역적인 재료와 전통적인 기

25) 조적조와 콘크리트 구조의 혼용을 의미한다.
26) 리우쟈쿤, 차시차지(此時此地), 중국건축공업출판사(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2, 

P175.
27) 중국 전통 대나무 수공예 기법을 의미한다.
28) 대나무를 소재로 기공하여 만든 건축 콘크리트 거푸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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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활용함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저기책략에 의한 향토요소의 활용과 

전통성을 간직한 수작업의 계승을 통해 그는 건축에 지역과 전통에 대한 

서사를 담았다.

  

3.1.3 처리현실(處理現實)과 초월현실(超越現實)

  도시이든 농촌이든 그리고 그 발전의 최종 결과가 어떻든 

나에게는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즉, 현실

을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설계의 근거와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를 관계없이 이용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창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은 설계이다. 

(对我而言,无论城乡,无论其最终的形态结果如何不同,但方法是一

样的:即如何面对现实,积极应对,尽可能地使用有利的条件和不利

的因素都转化为设计的依据和资源.好的设计就是应对这些资源的

创造性利用.)29)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저기책략”이라는 개념 때문에 건

축에서 나아갈 방향을 찾았다고 착각하였다. 하지만 나는 나

를 잘 안다. 나는 오직 현실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것은 부정

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현실에 대한 발악이고, 긍정적으로 말

하면 나의 현실에서 가진 조건들에 대한 활용이다. “저기책

략”이란 현실의 압박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반항이다. 잘못된 

것이 계속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전략이다. 서양 건축 이론을 

반항하는 게 아니라 두꺼비처럼 땅바닥에서 뻗어 천천히 나

가는 것이다. (由于“低技策略”这个概念,好多人认为我当时已

经想起楚了方向,甚至有了某种理论视野,其实我自己清楚,我只不

过是在处理现实.消极点说是一种挣扎,积极点说是尽量利用现有

29) 리우쟈쿤, 차시차지(此時此地), 중국건축공업출판사(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2,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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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条件.所谓“低技策略”,(注意不是“低技风格”)只是一种被逼

无奈,将错就错的战术,它并不是高层建筑,以亚洲的情况来对抗西

方之类的理论运筹,而是匍匐在地的蛤蟆功.)30)

  리우쟈쿤은 1997년에 “건축사(建築師)”에 저술한 『서사화어와 저기

책략』에서 처음으로 “저기책략”이라는 개념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

의 수많은 건축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저기책략이라는 건축사상이 드러났

다. 그 당시의 저기책략이란 제한과 조건이 많은 사회에 실시하기에 상

대적으로 용이한 낮은 기술로 건축을 처리방법을 의미한다. 그것은 역경

(逆境)에 대한 낙관적 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을 어떻게 대응하는

지, 그 대응이 사회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고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리우

쟈쿤이 말했던 저기책략의 최종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리우쟈쿤은 

2006년 저술한 『나는 서중국에서 건축을 한다(我在西部做建筑)』에서 

“저기책략”을 현실에 대한 처리로 다시 정의하였다. 즉, 리우쟈쿤이 

말한 “처리현실(處理現實)”이다.

  리우쟈쿤은 2006년에 저술한 『주쨴페이에 대한 회신(給朱劍飛的回

信)』에서 처리현실에 대한 원인과 방법을 또 한 번 설명하였다.

   우리의 우세는 실천할 기회가 많다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서양 건축가들이 감격할 정도이다. 이런 문제들은 크고도 독

특한 우리만의 자원이다...(중략)...내가 말하는 “처리현실”은 

작품과 현실과의 관계, 현실에 대면하는 자세...(중략)...그리고 

현실과 문제를 잘 잡아내고 자세히 관찰하여서 가진 자원을 

잘 분석하여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

이 바로 “중국성(中國性)”이고 시대에 따라 다른 문제점들

은 “당대성(當代性)”을 갖게 하며, 이런 문제들을 창조적으

로 해결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개인성(個人性)”이 드러나게 

된다. 이게 나의 기본적인 방법이다. (我们的优势在哪里?实践

30) 리우쟈쿤, 나는 서중국에서 건축을 하고 있다(我在西部做建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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机会之多就不用说了,问题也很多.多得西方同行也感到激动.不光

这些机会,这些问题也成为巨大而独特的资源……我的题目是”处
理现实”,是作品和现实之间的关系,面对现实的姿态,以及利用现
实的思想方法……紧紧地抓住问题,仔细观察并分析资源,力求利

用现有条件解决这些问题.这些问题已经奠定了”中国性”,这些

问题会与时俱进,使你保持”当代性”,如果在解决问题是有一些

创造性,”个人性”也就随之呈现-这是我的基本方法.)31)

  리우쟈쿤은 현실을 직면하는 것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한다. 리우쟈쿤

이 앞에 말한 것처럼, 오늘날 중국에는 많은 사회적 문제가 존재하는 동

시에 잠재적인 기회도 공존하고 있다. 현실을 직면하여 문제를 직시해야

만 문제를 사용가능한 자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 자원을 이용하

여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리우쟈쿤의 건축 작품을 살펴보면, 건축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공통적 특징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그가 가진 현실적 문제에 대한 태도가 건축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리우쟈쿤은 그가 인식한 현실적 경제와 기술적 문제를 바탕으로 건축의 

시공법에 대한 여러 시도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로 벽돌과 콘크리트가 

혼합된 전혼구조(砖混構造)를 만들어 경제적 저렴함과 표현의 자유도 조

건을 만족시켰다. 이 시공법은 1993년 첫 프로젝트인 로어정리공작실부

터 2000년의 녹야원석각박물관까지 계속 활용되었다. 

  리우쟈쿤은 현실적 문제를 직면함에 따라 그만의 창조적인 해결방식을 

통해 소박하면서도 감동적이고, 현실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건축물들이 

하나하나씩 태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그의 건축에 반영되는 현실은 바로 

중국 현실의 문제와 특성을 잘 보여주며, 이것에 대한 해결이 바로 사람

들이 추구하는 중국성(中國性), 당대성(當代性), 개인성(個人性)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건축의 독특한 서사성이 만들어진 

것이다.

31) 리우쟈쿤, 『주쨴페이에 대한 회신(給朱劍飛的回信)』, 시대건축(時代建築), 2006,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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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나는 “저기책략”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지금은 

“처리현실”이라고 말한다. 나는 저기책략이 이미 건축의 수

법에서 건축 방법론으로 발전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현실을 

직면하고, 조건을 이용함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것은 현실

을 되돌린다 해도 좋을 것이다. (早年表现为“低技策略”,现在

我自己称为“处理现实”.我自认为它已经从某种手法发展为一种
方法论,可以称为直面现实,利用条件.解决问题,或称为反扭现
实)32)

   현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기책략”을 시작하는 

계기는 사람들이 말하는 “향토풍격의 선언”이 아니라 내가 

농촌 건설에 대한 체험에서 현실과 시공 조건을 직면하여 제

시한 건축 책략이다...(중략)...도시이든 농촌이든 그리고 그 발

전의 최종 결과가 천차만별이든 나에게는 그의 처리하는 방

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즉, 현실을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설계의 근거와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유리한 요소와 불

리한 요소를 관계없이 이용한다. 심지어 현실을 반전하여 마

지막에 현실을 초월한다. (如今需要强调的是,“低技策略”来源

于我当时的乡村建造体会,并非像很多人理解的那样是一种“乡土

风格的宣言”,而是一种面对现实建造条件所采取的对应策略…

(略)…无论城乡,无论其最终的形态结果如何不同,但方法是一样
的,即如何面对现实,利用现实,甚至反扭现实,尽可能地使有利的条
件和不利的因素都转化为设计的依据和资源,最终超越现实.)33)

   10여 년간의 발전을 거쳐, 중국은 경제 측면에서 성장이 

많이 이루어졌고, 건축 재료와 건축 기술의 측면에서 선택 가

32) 리우쟈쿤, 나는 서중국에서 건축을 한다?(我在西部做建築吗?), 금천(今天), 2009.
33) 리우쟈쿤, 『“저기책략”을 재론한다 - 서촌대원을 사례로(再谈”低技策略”-

以西村·贝森大院为例)』, 건축기예(建築技藝), 2015,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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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의 폭이 더 넓어졌고, 건축사의 설계 이념과 기법 측면에

서도 더 다양해졌다. 그러나, 건축 시공 조건의 측면에서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더 악화되었다. 업적에 대한 추구

가 더 시급해지고, 건축계 문턱이 더 낮아지고, 자본의 흐름

이 더 빨라졌으며, 경제의 효율성에 대한 극단적 구추가 높아

졌다. 그리고 시공에서 작업양이 더 많아지고, 시공주기가 더 

짧아지고, 시공자의 유동성이 더 강해지고, 기술력이 있는 전

문가가 부족해지고, 기본적인 건축 기법이 더 무시당하게 되

었다. 그러므로 “저기책략”의 필요성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더 절박해졌다. 이 책략은 사람들이 지속적으

로 언급하고 있으며 위의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다. 

(经过这十几年的发展,中国经济建設取得长足的进步,建筑材料和

建筑技术的可选择性更广,建筑师的设计理念和手法也更加多样.

然而,所面临的建造条件在某些层面上却可能并未改善,甚至更差:

业绩诉求更急,行业门槛更低,资金流动更快,低价中标更普遍,施工

量更大,施工周期更短,建筑工人流动性更强,专业施工技术更缺,基

础类工艺更受轻视等等.因此,“低技策略”不仅没有过时,甚至更

为迫切.这个概念不断被人提起,正是上诉现象的反映.)34)

  몇 년이 지나는 동안 리우쟈쿤은 “처리현실”을 다시 “초월현실”로 

말하고 있다. 그 개념의 변화 흐름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저기책략”

으로 시작하여, 중간에 “처리현실”을 거쳐, 마지막에는 “초월현실”

로 진행해왔다. 

  저기책략은 기술력과 경제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시공의 용이성과 

가능성을 중요시하여 기술력이 낮은 기법으로 건축 가치의 최대화 실현

을 의미한 용어였다. 중국 10여 년간의 발전과 성장에 따라 건축 시공의 

기술력과 사회의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저기책략 기법의 측면에서는 실

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을 직면하는 저기책략의 이념은 

34) 리우쟈쿤, 『“저기책략”을 재론한다 - 서촌대원을 사례로(再谈”低技策略”-
以西村·贝森大院为例)』, 건축기예(建築技藝), 2015,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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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다. 저기책략의 낮은 기술력의 필요성보다 현실

을 대응하는 태도나 방식, 제안된 조건의 최대한 이용, 장점을 발양하고 

단점을 피하는 책략은 이 시대에 더 시급하다. 그러므로 그의 건축 사상

의 중심은 시공 기법을 강조하는 “저기책략”에서 점차 현실을 대응하

는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해왔다. 그것을 “처리현실”이라고 부른다.

  단순히 직면하게 된 현실에 대한 처리에서 초월의 태도 변화는 그가 

모순점에 대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처리”라는 단어는 수동

적인 느낌이 좀 있다면 “초월”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느낌이 강하

다.35) “나는 ‘초월현실’로 지금 나의 상태를 설명하고 싶은 데 처리

에 비하여 초월은 하나의 더 적극적인 상태이다.”36) 이러한 현실을 직

면하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통해, 불리한 요소도 설계의 근거와 

자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을 초월한다. 리우쟈쿤이 재생벽돌(再生

砖)에 대한 실천은 현실초월의 이념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2008년 쓰촨 대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게 되었고 

그들이 살던 집들이 무너져 폐허가 되었다. 무너진 건물 폐허의 처리는 

그 당시의 사회적 큰 문제였다. 리우쟈쿤은 지진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

고 건축물 쓰레기로 취급받던 깨진 벽돌들의 다른 가치를 찾았다. 그는 

깨진 벽돌들을 분쇄하여, 골재로 만들어 재활용할 수 있는 재생벽돌을 

제작하였다.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 재생벽돌의 실용성이 실증되었고 대

량적으로 생산하여 지진 후 도시의 복구 건설에 활용되었다. 리우쟈쿤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통해 재생벽돌은 여러 가지 사회적, 

인문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 벽돌의 

가치는 원래의 단순한 가치를 넘어선다. 

35) JIN YING SHI, 리우쟈쿤의 건축에서 본토성의 발현에 대한 연구, 2017, 서울대학
교, P76. 

36) 리우쟈쿤, 리우쟈쿤: 건축을 식물처럼 자라게 한다(让建筑像植物那样生长), 청두
일보(成都日報), 2010.03.15., B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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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리우쟈쿤의 건축사상에 의한 건축적 서사성

  리우쟈쿤의 건축사상은 건축적 서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그

의 건축사성의 건축적 구현은 그의 건축적 서사성도 드러낸다.

  서사화어의 건축사상은 리우쟈쿤이 소설의 창작과 조직 방식을 건축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설명되어 있다.

  리우쟈쿤은 그의 건축에서 소설의 창작방식으로 문장의 조직 방식과 

이야기의 구현방식을 차용하여 건축공간을 조직한다. 이러한 조직의 건

축에서 구체적인 구현은 동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우쟈쿤은 동선을 

의도적으로 컨트롤을 하여 방문자들을 미리 설정한 장면이나 공간으로 

끌어들인다. 그 결과로 건축 공간의 가독성과 장면과 장면의 연속성이 

향상된다. 이러한 동선에 따라 방문자들은 다양한 공간 체험을 느끼는 

동시에 소설과 같이 연속적인 공간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건축 공간의 구조측면에 강한 서사성이 생긴다.

  저기책략, 처리현실, 초월현실이라는 건축사상이 문학작품의 어휘에 

의미를 부여하듯이 리우쟈쿤은 이 세 가지 사상으로 건축의 요소나 재료

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그의 건축에서는 의미를 가진 요소나 재

료로 구성된 건축도 의미를 가지게 되며 서사성을 가지게 된다.

  저기책략에서 리우쟈쿤은 쓰촨 지역의 건축 기술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을 설명하였다. 그 상황을 대응함으로 리우쟈쿤은 한계가 있는 자원

의 창의적 활용을 통해 장점을 발양하고 단점을 피하는 건축책략을 제시

하였다. 이 책략으로 처리된 건축 요소나 재료들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으므로 서사성도 갖게 된다. 예들 들어, 상대적으로 폐쇄된 쓰촨 지

역에서 대부분의 농민공(農民工)들이 가진 기술력은 일반적인 작업도 제

대로 수행을 못 할 정도로 낮았다. 리우쟈쿤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

고 무리가 좀 있는 현대적 기법을 포기하고 농민공이 능숙하게 활용이 

가능한 전통적 기법을 통해 현대적 재료나 요소를 처리한다. 이러한 기

법은 특정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기술로써 강한 지역성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그 기법으로 처리한 재료나 요소로 구성된 건축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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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대한 서사성을 가지게 되었다.

  처리현실과 초월현실이라는 건축사상은 리우쟈쿤이 건축가로서 가진 

사회적 책임의 구현을 나타낸다. 이 건축사상을 통해서 현실에 존재한 

문제들을 직면하여 건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건축은 시대와 

사회에 대한 서사성을 가지게 된다. 예들 들어, 쓰촨 대지진 후에 리우

쟈쿤의 재생벽돌에 대한 연구에서는 자원을 재활용 했을 뿐만 아니라 지

진 이후 생긴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였다. 또한 리우쟈쿤은 서촌대원에서 

향토요소를 활용함으로 건축을 공공성을 가진 도시공원으로 구성하여 도

시 공공 공간의 부족함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리우쟈쿤

은 서촌대원을 통해 도시의 공공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성을 가진 공원의 계획으로 건축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사회, 지역, 시대

에 대한 배려로부터 출발을 시작하였고 그것은 서사성을 갖게 하는 것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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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리우쟈쿤 건축의 사례 분석 : 서사성의 발현

4.1 초기: 1999년 이전

  리우쟈쿤은 1993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 동안 중국 건축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는 1993년에 건축을 다시 시작하여, 1999년 개

인 사무실을 창립할 때까지 약 7년 동안 로어정리공작실(羅中立工作室), 

허둬링공작실(何多苓工作室), 단홍공작실(丹鸿工作室), 왕하이공작실(王亥

工作室) 등 많은 예술가 공작실을 계획하였다. 

  당시 예술가 공작실 시리즈의 클라이언트는 모두 다 예술가였다. 건축

의 위치는 대부분 농촌 지역에 있었고, 규모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

가들이 건축의 예술적 표현과 시공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용이했다. 건축의 예술적 표현은 당시 국내 건축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했

다. 이는 건축가들이 설계원(設計院) 체계 하에서 건축의 “집단적”,  

“대량 생산자”에서 독립적 의식과 독특한 개성을 가진 “건축가”로 

바뀌었음을 의미하였다.37) 

  리우쟈쿤은 소설가의 배경을 가진 건축가로서 그의 소설에 대한 열정

은 개인의 독립적 의식과 독특한 개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다른 건축가

와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리우쟈쿤은 소설의 구조를 조직하는 방

법을 이 네 개의 예술가 공작실에서도 활용하였다. 이 방법은 건축의 주

제에 대한 서사적 언어 사용과 “유주로경(遊走路徑)”의 도입으로 반영

되었다. 동시에 이 건축들의 네모 외관 속에는 각인과 같은 미로의 모습

도 드러났다.38)

37) Peng Nu, 『본질적으로 건축뿐만 아니다(本質上不仅仅是建築)』, 차시차지(此時
此地), 2002, P172.

38) Peng Nu, 『본질적으로 건축뿐만 아니다(本質上不仅仅是建築)』, 차시차지(此時
此地), 2002,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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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로어정리공작실(羅中立工作室)

그림4-1-1 로어정리공작실39)

  로어정리공작실(그림4-1-1)은 리우쟈쿤이 건축설계 시작한 초기에 화

가 친구 로어정리(羅中立)의 의뢰로 계획한 그의 첫 번째 건축 작품이었

다.  이 건축은 1993년부터 설계계획이 시작되었고 1996년에 건축이 준

공되었다. 이 건축은 예술가의 작업 목적과 더불어 주거와 전시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4.1.1.1 건축적 서사 주제의 선택

  1) 생산성(生産性)

  건축의 기능 측면에서 공작실은 그의 정체성으로부터 창작된 것으로, 

39) 이미지출처: 리우쟈쿤(劉家琨, 2002), 차시차지(此時此地), 중국건축공업출판사(中
國建築工業出版社),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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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기능을 목적으로 계획된 건축물이다. 화가의 창작 측면에서 보면, 

화가가 물감을 회화기술을 통해 예술 작품으로 환성하는 것도 생산하는 

과정이다. 리우쟈쿤은 생산성이라는 주제를 선택했는데, 이것은 건축의 

본질과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도 많은 관련성이 있다. 그

러므로 리우쟈쿤은 서사적 주제의 선택에 있어서 생산성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통해 건축설계를 함으로써 회화기술을 통한 화가로서의 역할처럼 

건축의 기능을 건축물로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4.1.1.2 건축적 서사 내용의 표현

  로어정리공작실은 생산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건축이 계획되었다. 

건축의 기본적인 형태는 성도(成都)평야 변두리 지역의 석회가마(그림

4-1-2)에 가져왔다. 공인들이 석회가마로 석회를 만드는 과정은 로어정

리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과 본질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최근 석회가마로 석회를 만드는 방식이 점점 버림받고 있다. 

버림받은 가공 방식의 이미지는 풍요로운 청두지역의 이미지와 강한 대

비를 가진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강한 대비는 건축을 통해 

예술과 현실의 관계로 암시하고, 건축의 형태로 이 의미들을 담으려고 

하였다.

 서사적 내용에 대해, 리우쟈쿤은 추상적 개념인 생산성을 석회가마로 

구상화시켰다. 로어정리공작실도 석회가마를 중심으로 건축공간이 전개

되었다. 공작실의 기본적인 형태는 사각형이다. 사각형의 중심에 높은 

원기둥을 두었다. 그리고 원기둥에 박힌 비스듬한 처마를 만들었고 건축

의 정면에는 사람들을 실내로 끌어들인 벽을 가설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건축물의 기본 형태는 석회가마의 외관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가설된 

벽체와 비스듬한 처마를 추가함으로써 지나치게 구상된 석회처마의 이미

지를 피하였고, 이러한 구성을 바탕으로 석회가마의 성격을 가진 건축물

이 구축되었다(그림4-1-3).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건축물의 외피 마감(그림4-1-4,5)은 원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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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와 기법을 활용하였다. 건축대지 옆 강에서 건져낸 자갈을 건축 재

료로 활용하여, 지역성에 대한 서사적 내용이 건축에 담겼다. 외벽은 납

모(拉毛)40)의 처리법을 사용하여 석회가마의 거친 질감을 가진 외벽과 

같이 구축되어 생산성의 서사적 내용을 담으려고 하였다. 창틀은 근처 

철공에서 만든 흑철(黑鐵)을 사용하여, 로어정리의 유화작품 <부친(父

親)>(그림4-1-6)에서 드러난 고통감(苦痛感)과 시대감(時代感)을 건축언어

로 표현하려고 시도하였다. 더불어 리우쟈쿤이 인터뷰에서 건축에 

“손”과 “노동”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한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좋은 

표현으로 건축이 인간적 감정을 갖게 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41) 앞

서 말한 “납모(拉毛)”의 기법과 흑철로 만든 창틀에서는 “손”과 

“노동”의 흔적이 보인다. 이 흔적들은 인간과 건축이 가까워질 수 있

는 감정적 연결이며 흔적을 드러낸 요소를 통해 건축의 서사성이 더욱 

강화된다.

   

그림4-1-2 석회가마       그림4-1-3 로어정리작업실 매스 구성

40) 시공자가 도구를 이용하여 매끄러운 표면을 거칠게 만든 기법을 의미한다.
41) 리우쟈쿤 인터뷰, Liu Jiakun – Venice Biennale Fundamentals 2014, 

https://www.youtube.com/watch?v=VYnbrpYG6e0,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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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4 (좌)외벽142)

그림4-1-5 (중)외벽243)

그림4-1-6 (우)<부친(父親)>, 로어정리, 198044)

4.1.1.3 건축적 서사 구조의 도입

  <서사화어(敍事話語)와 저기책략(低技策略)>이라는 글에서, 리우쟈쿤은 

끊임없이 건축을 소설과 비교하면서, 그가 소설 창작에 썼던 기법을 건

축설계에서 활용하는 의도를 강조하였다. 로어정리작업실에서도 그의 소

설 창작에 활용했던 기법을 건축의 구현에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소설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이야기의 시작과 중간 이야기 플롯의 발전

보다는 서사적 주제의 선정과 결말의 설정을 먼저 정해야 한다. 서사적 

주제의 선정은 이미 언급한 듯이 생산성에 중심을 두고 건축적 서사를 

전개하였다. 또한 결말의 설정은 소설 창작과 유사하게 건축 설계의 초

기에 미리 정해두었다.

  리우쟈쿤은 로어정리공작실에서 생산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화실을 

이야기의 결말로 정해두었다. 어떻게 화실로 가는지, 그리고 화실로 가

는 과정이 어떤지는 로어정리공작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로어정

42) 이미지출처: 리우쟈쿤(劉家琨, 2002), 차시차지(此時此地), 중국건축공업출판사(中
國建築工業出版社), P24.

43) 이미지출처: 리우쟈쿤(劉家琨, 2002), 차시차지(此時此地), 중국건축공업출판사(中
國建築工業出版社), P23.

44) 이미지출처: http://zhangzhaosheng928.lofter.com/post/30d08d_756c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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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작실에서, 리우쟈쿤은 계단실을 없앴고, 대신 구겐하임 미술관과 같

은 연속적인 동선을 도입하였다. 건물 외부의 경사로부터 시작하여 건물 

내부 거실로 들어서면 거실 난로 옆에 원기둥을 둘러싸고 있는 나선형 

계단을 볼 수 있다. 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서재를 지나 수장(收藏) 

공간, 갤러리, 마지막으로 원기둥체의 상단 화실에 도착한다. 리우쟈쿤은 

이 연속된 동선을 도입하여 작업과 전시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주방, 식당, 게스트룸과 침실 등 주거공간과 분리하여 두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동선과 공간배치를 계획하였다.

  리우쟈쿤은 이러한 나선형 방향으로 올라가는 동선을 도입하여 방문자

들이 공간을 둘러보는 시간을 늘리고, 방문자들의 공간 체험을 더 풍부

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동선은 마치 편폭이 긴 소설을 읽는 것처럼 독자

가 작가의 의도와 이야기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동선을 도입하여 건축 공간의 가독성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소설 같은 서

사성을 건축 공간의 구조에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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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허둬링공작실(何多苓工作室)

  허둬링공작실(그림4-1-8)은 1995년에 건축설계가 시작되었고 2년의 시

간을 거쳐 1997년에 구축되었으며 쓰촨성 청두시 피현의 농촌에 위치하

고 있다. 이 건축은 중국 화가 허둬링(何多苓)의 작업, 주거, 작품 전시목

적으로 계획하여 작업 공간, 거주 공간, 갤러리 등 공간을 갖추었다. 

4.1.2.1 건축적 서사 주제의 선택

  1) 민감내성(敏感內省)

  중국 당대 서정(抒情)적 현실주의(現實主義)와 “상흔미술(傷痕美術

)45)”을 대표하는 화가로써 허둬링의 작품은 일반 사람을 묘사대상으로 

하여, 현실과 문명에 대한 불공평과 슬픔을 유화의 방식으로 완곡히 표

현하였다. 예들 들어, 그가 1982년에 창작한 <봄바람이 소생했다(春風已

经苏醒)>(그림4-1-7)라는 유화에서는 봄바람이 부는 논밭에 앉아 있는 소

녀의 묘사를 통해,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동시에 소녀가 가지고 있는 미

미한 희망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그의 작품은 외에서 민감한 사세, 내에

서 반성하는 태도의 특징을 가진다. 리우쟈쿤은 허둬링의 친구로써 그의 

감정표현을 잘 공감하고 있으며, 허둬링을 위한 건축인 공작실에 민감내

성의 특징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처럼 민감내성이라는 특징은 허둬링

의 작품에서 가장 강한 특징이기 때문에 건축적 민감내성을 서사 주제로 

삼았다.

45) 20세기 1970년대의 중국 문화 혁명 후에 일어난 미술적 현상을 말한다. 상흔미
술의 가치관은 원래 있었던 이상주의, 영웅주의의 미학적 사상을 포기하고, 비감
한 현실주의와 평민주의로 변한다. 그림의 묘사 내용도 영웅에서 일반 사람으로 
변화되고, 일반 사람에 대한 묘사를 통해 현실의 정치적 사회적 형태를 드러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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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7 <봄바람의 소생했다>, 허둬링, 1982년46) 그림4-1-8 허둬링공작실47)

  2) 미궁성(迷宮性)

  미궁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단순한 기학학적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내부에서 관찰했을 경우에는 복잡성과 예측불가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

다. 이처럼 허둬링 작품 속의 슬픔과 희망이 동시에 나타난 모순성과같

이 미궁의 형태도 단순과 복잡의 모순성을 가지고 있다. 리우쟈쿤은 이 

공작실의 외관상 단순함과 구조상 복잡성의 비교를 통해 모순성을 가진 

건축 형태로 표현하고자 했다.

4.1.2.2 건축적 서사 내용의 표현

  1) 민감내성에 대한 건축적 표현

  앞서 이미 언급한 내용처럼 화가 허둬링 자신과 그의 작품은 민감내성

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리우쟈쿤은 건축의 언어로 외벽(그림4-1-9)과 천

정(天井)(그림4-1-10)을 활용하여 그의 민감내성의 성격을 건축에서 표현

하였다. 

  리우쟈쿤은 “ㄱ”자로 된 외벽을 활용하여 내부 공간을 감쌌다. 창은 

최소화시키고, 벽은 두껍게 하여 외부의 직접적 시선접촉을 차단시켰다. 

그리하여 엄밀하고 내성적인 공간의 분위기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실제 

46) 이미지출처: https://www.epailive.com/goods/10615362
47) 이미지출처: http://www.ikuku.cn/project/heduoling-gongzuoshi-liujiak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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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하지 않는 “ㄱ”자 외벽은 건축과 함께 정사각형의 형태가 되고 

외부와 내부의 명확한 경계가 만들어진다. 

  내부공간을 둘러싼 외벽으로 인해 다른 방식의 채광이 필요하다. 그 

방식으로 리우쟈쿤은 허둬링작업실에 2개의 천정을 설치하였다. 천정이

라는 장치는 내부로 시선이 열려 있어서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위는 밝고 낮은 곳은 어둡다. 이러한 명과 

암의 대비로 허둬링이 유화 작품에서 표현한 슬픔과 희망을 암시하게 한

다. 그리고 천정 위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천정에 들어온 빛은 내

부 공간을 은은히 밝혀 준다. 이러한 채광방식은 건축 외부로 향한 창보

다 더 소심하고 내성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외벽과 천정을 통해 허둬링과 그의 작품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방문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건축 장치의 체험을 통해 그의 건축이 

가진 강한 서사성을 느낄 수 있다.

  

그림4-1-9 부착된 외벽            그림4-1-10 평면도, 천정(天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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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 건축적 서사 구조의 도입

  1) 복작함 속의 질서성

  허둬링공작실에는 미궁과 같은 배치방식을 활용하여 허둬링의 유화작

품의 주제를 드러내었다. 그러므로 미궁과 같은 건축 공간 배치는 복잡

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건축 분석을 통해, 허둬링공작실의 공간 전개방식이나 공간 프

로세스는 분명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혼란스럽고 규

칙성이 없어 보이는 구성이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만의 독특한 질서

의 창작방식을 그의 문학 작품에서처럼 흔히 볼 수 있다. 그는 미로와 

같은 동선을 도입하기 때문에 동선의 단일성을 강조한다. 작품에서는 연

속된 동선에 따라 리우쟈쿤이 이미 설정한 장면을 방문자에게 의도적으

로 쉽게 보여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가독성이 높아지고 공간 

구조의 측면에는 강한 서사성을 가지게 된다.

  리우쟈쿤은 모든 건축에서 “정(井)48)”을 가장 좋아한다.49) 허둬링공

작실에서도 그가 “정(井)”을 좋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면적

으로 건축 배치를 분석해보면, 허둬링공작실 공간 배치는 “천정(天井

)50)”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계단실을 포기하여, 천정의 바깥에 올라가

는 장치로 높이가 낮은 여러 단차를 설치하였다. 곧이어 계속 방사형의 

방식으로 동선의 바깥에 필요한 공간을 배치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간의 

바깥에 외벽을 가설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공간이 보기에는 규칙성이 없고, 특히 계단실이 없기 

때문에 방문자가 건축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간 구성이 더 복잡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러한 방사형의 방식으로 

48) 우물을 뜻한다.
49) 리우쟈쿤, 나는 서중국에서 건축을 한다?(我在西部做建築吗?)에서 “모든 건축에

서 나는 우물을 가장 좋아한다.(在所有的建筑中,我最喜欢井)”라고 말했다.
50) 집과 집, 혹은 벽과 벽으로 빈 공간을 둘러 만들어진 공간을 의미한다. 둘러싸인 

공간이 상대적으로 높고, 개구부가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우물을 닮아 천정(天
井)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건축 방식은 중국 남쪽 지방에 전통 민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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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된 천정-동선-공간-외벽(그림4-1-11)은 복잡함 속의 질서성을 다시 

가지게 해준다.

     

그림4-1-11 디자인 프로세스                 그림4-1-12 동선 다이어그램

  2) 돌아다니기, 감상, 거주(可遊,可看,可居)가 가능한 동선 계획

  허둬링공작실의 동선(그림4-1-12)은 나선 형태로 중앙에 있는 천정을 

둘러싸고 있다. 이러한 동선 배치 방식은 이동방식의 획일성을 방지하고 

공간 체험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동시에 이동역할을 하는 동

선에 자연과 그림을 감상하는 기능과 머무를 수 있는 휴식 기능과 거주 

기능을 주입시켰다(그림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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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계단실은 수직 보행의 기능성과 이동의 효율성만을 추구하기 때

문에 계단은 높고 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공간의 사용자들은 이러한 

계단을 이용할 때 계단에 집중해야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볼거

리를 놓칠 수밖에 없다. 또한 계단실은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의 단점으로 인해 허둬링공작

실의 갤러리 기능을 충족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단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우쟈쿤은 낮고 짧은 여러 단차로 허둬링공작실의 계단을 분리하여 공

간의 곳곳에 분산시켰다. 이렇게 구성된 계단은 층과 층의 개념이 약해

지고, 수직 보행의 기능을 하면서 계단 이외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며 

다양한 공간체험을 하게 해준다. 리우쟈쿤은 이러한 동선을 도입하여

“가유(可遊)”한 동선을 구성하였다. 

  허둬링공작실은 갤러리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가유”한 동선을 중

심으로 시각적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장치를 배치하였다. 그 장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뚫린 천창과 천정이다. 2층 전시 공간 상

부에 설치된 네 개의 천창과 작업실 상부에 설치된 천창을 통해, 적당량

의 자연광을 공간내부로 내보내주어 유화 감상과 그림 작업에 도움을 준

다. 그리고 리우쟈쿤이 허둬링작업실에 두 개의 천정을 설치하여, 창을 

통해 바라보는 경치가 더 다양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수평 시

야를 확보해주는 세로창이다. 세로 창을 통해 밖과 천정 내의 경치를 내

다볼 수 있게 해주고, 공간과 공간의 창을 통해 다른 공간을 엿볼 수 있

도록 해준다. 이러한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창문으로 다른 공간을 보여

주면서 방문자의 호기심을 끌어내어 다른 공간을 암시할 수 있도록 해준

다. 결국은 방문자들이 더 자발적으로 공간을 탐구하고 흥미를 느끼게 

하는 동시에 공간의 가독성이 높아지어 공간에 대해 강한 서사성을 갖추

게 된다.

  리우쟈쿤의 허둬링공작실에서 거실, 전시 공간, 서재, 화실(畫室)은 공

적인 공간으로 처리하여 벽으로 공간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공적인 공

간과 동선이 일체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동선의 일부가 공간이 된다. 

또한 벽이라는 분리장치가 없어서 머무를 수 있 공간이 동선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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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선도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명확한 경계가 없는 공간과 동

선에서 거주, 전시, 작업 등 기능도 이루어지게 한다.

그림4-1-13 돌아다니기, 감상, 거주가 가능한 동선 계획

그림4-1-14 내부    그림4-1-15 전시 공간의 천창  그림4-1-16 거실을 바라보는 장면51)

  3) 미궁을 푸는 장치로 램프의 도입

  여러 단차와 나선형의 배치로 구성된 동선에서는 미궁과 같은 흥미로

운 공간 체험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흥미로워진 공간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방문자들이 공간을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다. 리우쟈쿤은 

공간의 미궁을 풀어주고자 건축에서 관통하는 램프(그림4-1-17,18)를 설

51) 이미지출처: http://www.ikuku.cn/project/heduoling-gongzuoshi-liujiak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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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였다.

  이 램프는 일자(一字)로 외부 마당 1층부터 시작하여, 점차 높아지는 

사선으로 내부 거실의 상부와 천정을 지나 건축 내부 2층의 동선과 연결

되어 있다. 이 램프는 일자로 된 형태이기 때문에 방문자들이 위치를 파

악하기 쉽다. 또한 내부 동선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시야확보가 

되어 한 눈에 더 많은 공간을 같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램프를 이

용하여 공간의 관계와 질서에 대해 더 쉽게 알 수 있다.

그림4-1-17 내부 공간을 관통한 램프

그림4-1-18 외벽과 램프52)

52) 이미지출처: http://www.ikuku.cn/project/heduoling-gongzuoshi-liujiak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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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환 시기: 1999-2004년 

  1999년은 리우쟈쿤에게 중요한 시점이었다. 그 당시에 “집단적”, 

“대량생산자”의 태그를 가진 청두시 설계연구원을 그만두었고, “개인

적”으로 쟈쿤건축(家琨建築)사무소를 창립하였다. 이 변화로 인해 제한

이 많은 집단적 작업방식에 벗어나 개인적 생각과 사상을 건축에서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개인 사무소를 창립한 초기에는 녹야원석각박물관(鹿野苑石刻博物館)

과 문혁지종박물관(文革之鐘博物館)등 건축 작품을 계획하였다. 1999년 

전의 예술가작업실 시리즈 건축에서 활용했던 소설을 비롯한 기법은 이 

두 작품에서도 건축공간의 조직과 구조에 활용하였다. 리우쟈쿤의 이전 

건축 작품에서는 재료의 선택이나 의미와 요소의 표현에 대해 한계가 있

었다면, 그 것에 비하여 이 두 건축에서 재료의 선택이나 의미와 요소의 

표현에 있어서는 건축가의 많은 노력이 보인다.

  서사의 관점으로 이 두 건축은 서사적 주제와 서사적 구조를 갖춘 동

시에 서사적 내용의 표현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욱 풍부해졌다. 그러므로 

이 건축의 서사성이 더욱 강렬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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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녹야원석각박물관(鹿野苑石刻博物館)53)

  리우쟈쿤이 2001년에 계획한 녹야원석각(鹿野苑石刻)박물관(그림4-2-1)

은 개인 수집박물관이며 한(漢)나라 때부터 현재까지의 오래된 역사를 

간직한 불교 석상들을 소장하고 있다. 쓰촨성 청두시 피현(郫县)에 위치

한 대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모래톱이며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다.

  또한 이 건축은 리우쟈쿤 개인 사무소를 창립한 첫 건축 작품이며 그

의 성명작(成名作)으로 많은 주목과 호평을 받고 있다. 

그림4-2-1 녹야원석각박물관54)

4.2.1.1 건축적 서사 주제의 선택

53) 진사굉, 리우쟈쿤(劉家琨) 건축의 서사성(敍事性) 발현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
회 논문집, 2020.07. 이 연구의 부분 내용을 참고하였다.

54) 이미지출처: https://www.jiakun.com/project/detail?i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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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경의 프로젝트에서 리우쟈쿤은 인공적, 신화색채 속의 반일상이

라는 두 가지 주제를 선택하였다.

  1) 인공적(人工的)

  리우쟈쿤은 『나는 서중국에서 건축을 하고 있다?(我在西部做建築吗
?)』에서 “건축이 먼저 해야 할 역할은 사람과 자연을 분리하는 것이

다. 그리고 갖고 싶은 것을 자연에서 갖고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갖고 

나오느냐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며 제일 감동적인 부분이다55).”라고 주

장하였다.

  녹야원석각박물관에서 리우쟈쿤은 자연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인공적인 방법을 택하였다. 이 방법은 불상을 창작하는 

방식과도 비슷하다. 건축은 인류역사와 함께 존재해왔으며 자연에서 시

작된 원시 건축은 인류의 지적 행위를 통해 계속 발전하여 사람에게 안

락함과 편리함을 주었다. 자연에 있는 돌에 인공적 기법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면 불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자연에서 모든 것

이 시작되지만 인공적 행동을 통해 자연에서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

는 것이다. 녹야원석각박물관에서도 리우쟈쿤은 이러한 인공의 가미를 

선택하여 자연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진 건물을 만들고자 하였다.

  2) 신화색채(神話色彩)속의 반일상(反日常) 

  녹야원석각박물관의 전시품은 본질적으로 돌이지만, 의미의 차원에 그 

돌은 불교문화와 밀접한 관계의 정체를 가지며, 돌에 종교의 신화 이야

기를 담은 불상들이다. 건축도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콘크리트나 철근 

등으로 만든 물체이지만 인간의 행위를 담음으로써 건축의 의미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교 석상과 건축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공

간의 의미가 중요한 만큼 리우쟈쿤이 불교 석상의 정체인 신화 이야기를 

중요시한다. 그러므로 건축은 불교 석상을 간직하는 장소로서 그의 정체

성인 종교적인 신화색채를 드러내야 한다.

55) 리우쟈쿤, 나는 서중국에서 건축을 한다?(我在西部做建築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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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는 현실적인 세계의 반대편에 종교가 주장하는 초인간적 세계

가 있어 사람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준다고 생각하였다. 리우쟈쿤은 바쁜 

일상 속의 방문자들에게 현실적인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게 하고 위안이 

될 수 있는 정신적인 세계에 집중하자는 의도로 “반일상”을 주제로 선

정하였다. 이러한 신화색채와 반일상이 두 가지 주제를 통해 전체적 공

간 분위기가 구성된다. 

4.2.1.2 건축적 서사 내용의 구성

  1) 전통적 기법과 지역적 요소와의 결합

  건축을 구성하는 재료는 긴 생명력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건축

가는 이러한 재료로 건축을 구성하며 건축의 최종 속성을 정한다.56) 안

도다다오와 쿠마켄고는 건축과 인테리어에 노출콘크리트와 목재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건축가의 인지도를 높이고 아이덴티티를 만들었을 뿐만 아

니라 재료를 통해 건축적 서사성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많은 건축 재료의 규격화와 재료 선택 폭의 제한으로 인해 건축 

재료로 건축적 서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리우

쟈쿤은 중국 현대건축에서 끊임없이 건축 재료와 그 표현 방법에 대해 

실험과 연구를 해왔다. 중국 전통기법과 현대적 건축 재료를 결합하여 

재생 벽돌, 대나무 무늬 콘크리트 같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건축 재료

를 만들어 내었고 이들 재료를 통해 건축의 서사성을 드러냈다.

  리우쟈쿤 건축 재료에 대한 사용에서 “저기책략(低技策略)57)”의 사

상도 확인할 수 있다. 녹야원석각박물관의 시공에 경제력과 기술력, 건

56) 2018년 상하이에서 열린 쿠마켄고의 <Kengo Kuma: a LAB for materials>전시 
강연 https://www.sohu.com/a/252972049_611093

57) 리우쟈쿤은 1997년에『 서사화어(敍事話語)와 저기책략低技策略)』에서 저기책략
을 정의하였다. 현실에 직면하여 기술적 측면에서 단순성을 선택하고, 경제적 측
면에서 저렴함과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고, 오래된 문명을 탐구하여 장점을 강화
하고, 단점을 피하고, 설득력이 있는 설계 철학과 지혜를 통해 저렴한 비용과 기
술력이 낮은 방법으로 수준이 있는 질적인 예술을 완성하는 것이다. 경제력과 기
술력, 건축과 예술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역사는 깊지만 경제적 역량이 낮
은 나라들의 건축책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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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과 예술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현지 농민공(農民工)들을 이용했

다. 농민공들은 현대적 건축 시공 기술력은 낮았지만, 오랫동안 쌓아온 

지역의 전통적 기법을 통해 건축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쓰촨 지역은 강

우량이 커서 식물의 생장환경이 매우 우수하다. 다른 지역에서 긴 생장

주기를 필요로 하는 대나무도 쓰촨 지역에서는 5년이면 다 자라는데 이

러한 환경 덕분에 대나무나 여타 목재의 활용도가 높다. 콘트리트의 거

푸집으로 리우쟈쿤은 강철을 쓰지 않고 쓰촨 지역의 주요 건축 재료인 

나무와 대나무를 택하였다.

  건축 외벽에 목판 거푸집(그림4-2-2,3)을 사용하여 지역적 특성을 드러

낸 나무 문양을 외벽에 표현하였다(그림4-2-4). 그리고 죽교모판(竹胶模

板)58)은 죽편(竹編)59)의 전통적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거푸집을 사용한 

것으로 건축의 콘크리트 천장(그림4-2-5)에 죽편의 문양이 그대로 남아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두 가지 기법은 전통성과 지역성을 계승하여 콘크

리트의 강건한 모습과 대비되는 유연한 모습이 표현되도록 의도한 것이

다.

그림4-2-2 나무판으로 만든 거푸집60)         그림4-2-3 시공 현장61)

58) 대나무를 소재로 가공하여 만든 건축 콘크리트 거푸집을 의미한다. 
59) 중국 전통 대나무 수공예 기법을 의미한다.
60) 이미지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VYnbrpYG6e0
61) 이미지출처: 위와 같다.



- 53 -

그림4-2-4 건물 외피             그림4-2-5 내부 천장

  위와 같이 리우쟈쿤은 현대 건축 재료에 규격화와 획일성의 한계를 넘

어서는 저기책략을 개발하여 전통 기법과 지역적 요소를 결합한 건축 재

료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람의 흔적이 남겨진 재료를 통해 “인공적”

에 대한 건축적 서사 내용을 만들어냈다.

  2) 신화색채를 드러내는 채광 방식

  공간/건축적 서사는 서사 내용과 서사 매개의 선택, 그리고 서사 내용

을 받는 사람을 통해 완성된다. 공간/건축적 서사를 완성하는 과정에는 

두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 첫째, 서사 매개는 건축가의 의도를 충

분히 전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둘째, 전달된 내용이 공간/건

축 사용자에게 공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매개의 대표적인 것은 

빛이다. 빛은 건축가의 의도를 전달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방문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켜 주고 빛 그 자체로도 서사성을 가진다. 

  박물관의 서사성은 전시품 정체성의 규정에 달려 있다. 녹야원석각박

물관의 전시품은 강한 신화색채를 가지고 있으며 건축도 자연환경과 공

명하고 있다. 신성(神性)을 가진 불상들과 건축을 품고 있는 자연환경은 

박물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구성한다. 리우쟈쿤은 녹야원석각박물관에

서 빛을 이용하여 신화 이야기를 전달하고 성스러운 분위기를 구성하였

다.

  녹야원석각박물관에서 리우쟈쿤은 외부 공간부터 분위기 표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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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사용하였다. 빛의 강약에 따라 주변 환경 분위기도 달라지기 때문

이다. 빛을 통제하는 장치로는 나무와 식재가 사용되었다. 나무의 수종, 

수량 및 크기를 정해 식재하여 주차장에서 박물관의 입구까지의 여정에

서 외부공간은 밝게 시작하여 점차 어두워지도록 연출하였다. 이러한 빛

의 조절을 통해 건축가는 현실세계에서 자연과 신화세계로 방문자들을 

점진으로 유도한다. 공간의 명암(明暗)변화를 통한 고요하고 신비로운 환

경의 구성은 불상의 강한 신화색채와 더욱 어울린다. 

  내부에 인공조명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우쟈쿤은 내부 공간

과 불상을 밝히는데 자연채광을 적극 이용한다. 외부 공간 명암변화에 

이어 내부 공간에서도 밝음-어두움-밝음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간변화를 이용하여 공간과 공간의 연속성을 강화함으로써 전체적인 서

사과정은 더욱 선명해진다. 리우자쿤은 녹야원석각박물관에서 건축과 불

상의 신화색채에 대한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 채광방식을 연구하였다. 그 

연구의 결과로 천장을 이용한 채광방식은 장엄한 분위기를 구성하고, 틈

새 채광은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고, 역광을 이용한 채광방식은 온화하고 

침착한 분위기를 구성해준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출된 공간 분위기가 불

교의 정체성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자연 채광 방식은 녹야원석

각박물관에 활용하였다.62)

  첫째, 공간의 틈새로 들어오는 자연 채광 방식(그림4-2-6)이다. 이러한 

자연광은 주로 공간과 공간 사이에 설치된 세로로 긴 창을 통해 실내로 

들어온다. 건축가는 방문자들로 하여금 길쭉한 창을 통해 바깥의 변화를 

엿볼 수 있게 하여 자연과 시간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틈

새로 떨어져 들어오는 빛과 실내 벽면의 각도가 작기 때문에 벽에 있는 

나무판 자국이 도드라져 더욱 드라마틱한 효과를 연출한다. 방문자들은 

빛의 이동과 변화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고 불상을 시간의 차

원에서 감상할 수 있다. 

  둘째, 역광 효과를 이용한 자연 채광 방식(그림4-2-7)이다. 전시된 불

상 뒤에 빛이 들어오는 장치를 설치하여 반사를 통해 불상들을 비춘다. 

62) 리우쟈쿤, The Soul of the Place(地方的靈魂/지방의 영혼) 강연,
  https://www.youtube.com/watch?v=w-AK841uBVE, 2018.02.26.



- 55 -

이러한 채광방식은 빛이 들어오는 곳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상들이 더 

강조되어 보이며 명과 암의 명확한 경계가 없어 불상들이 더욱 자연스럽

게 보인다. 세심하게 조절된 빛으로 불상들을 은은하게 비추게 하여 더 

신비롭고 성스러운 느낌을 연출한다. 반사된 빛을 통해 전시된 불상과 

공간에 대한 서사성은 한층 더 강화된다.

  셋째, 천창을 통해 내려온 자연 채광 방식(그림4-2-8)이다. 이러한 채

광방식은 항상 공간의 중앙이나 거대한 불상 과 같은 중요 전시물 위에 

존재한다. 위의 두 가지 채광방식보다 더 직접적이고 강한 빛은 마치 전

시조명과 같다. 이는 실내를 밝혀 주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며, 빛이 

불상을 직접 비추어 불상에 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준다. 이러한 강렬

한 명암대비와 성스러운 분위기는 방문자에게 종교에 대한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넓고 높은 공간과 더불어 명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준다.

그림4-2-6 (좌)틈새로 들어온 빛    

그림4-2-7 (중)역광효과를 이용한 채광방식 

그림4-2-8 (우)천창에 들어온 빛

  리우쟈쿤은 녹야원석각박물관에서 의도적 여러 방식의 자연채광을 서

사 매개로 사용하여 불상에서 나온 신화색채를 건축 구성언어로 전환시

켜 방문자들에게 서사내용을 전달한다. 방문자들은 공간체험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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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의 의도에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녹야원석각박물관의 빛은 건축가

가 의도한 신화색채의 내용을 방문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서사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4.2.1.3 건축적 서사 구조의 도입

  1) 유주로경(遊走路徑)63)

  르 코르뷔지에는 “건축은 통과’할 수 있어야 하고 건축에서‘이동’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빌라 사보아(그림4-2-9)에서 램프를 

이용하여 “건축적 산책”을 보여주었다. 램프는 건축 공간에서 “통

과”와“이동”을 하는 장치로 건축공간의 수직적 관계를 강화시켰으며 

공간에 방향성을 부여해주었다. 그리고 완만한 경사를 갖춘 램프는 이동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다양한 시각적 체험을 제공하여 건축

적 산책을 완성함으로써 건축에 서사성을 부여한다.

  리우쟈쿤도 이와 비슷한 동선을 사용하였지만 이동하는 과정에서 흥미

를 얻을 수 있는 동선을 녹야원석각박물관에 사용하였다. 이것은 리우쟈

쿤이 유주로경이라고 불렀다. 녹야원석각박물관 입구에 램프를 도입하여 

평소에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시각적 체험을 제공해주었다. 마르셀 뒤

샹은 1912년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그림4-2-10)라는 유화에서 이동에 

의한 시각적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 정적인 유화에서 누드 주인공은 시

간과 위치의 변화에 따라 계단을 내려오는 듯 한 역동적인 모습을 관찰

자에게 보여준다. 이와 반대로, 정적인 전시품들은 이동하는 관찰자의 

위치와 시점 변화에 따라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화된다. 녹야원석각박물

관 램프(그림4-2-11)에서도 이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램프는 점차 

높아지는 방식으로 방문자에게 불상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

해준다. 방문자들은 램프 위를 이동함에 따라 불상에 대한 다양한 시각

적 체험할 수 있으며 불상의 동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입구에 설치된 램프는 외부 산책로의 일부로 느껴져 외부에 있는 방문

63) 이동하는 과정에서 흥미(興味)와 체험을 강조하는 동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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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자연스럽게 건축 2층 내부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램프가 완만

한 경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문자들은 상승하는 느낌을 체험한다. 

이러한 상승의 체험을 통해 방문자들은 심리적으로 신화의 이야기와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낀다. 건축가는 이러한 반일상적 상승 체험을 통해 

방문자들에게 불상과 건축의 정체성을 암시하고 유주로경의 시작을 만들

었다. 램프의 끝은 내부 유주로경으로 이어진다. 내부 유주로경은 2층에

서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1층으로 내려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일

반적인 건물들의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동선을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

게, 중복되는 동선을 방지하여 단절 없이 공간을 전개한다. 그러므로 이

러한 유주로경의 방식은 하나의 이야기를 감상하듯 더욱 자연스러운 건

축적 사서를 제공해준다. 

그림4-2-9  (좌)르 코르뷔지에, 빌라 사보아의 램프, 1928-3064)

그림4-2-10 (중)마르셀 뒤샹,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 191265)

그림4-2-11 (우)리우쟈쿤, 녹야원박물관 램프, 2001-02

  2) 문학적 서사구조 사용

  문학적 서사 구조란 스토리와 플롯을 서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일정

64) 이미지출처: http://www.archiposition.com/items/20180525102927
65) 이미지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74907&cid=46720&categoryId=4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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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 순서를 통해 단편적 스토리들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통일성과 완

전성을 가진 서사를 완성한다. 문학 작품의 서사구조를 선형서사(線型敍

事)와 비선형서사(非線型敍事)로 나눌 때 선적인 서사구조를 가진 역순행

(逆順行)적 구성66)과 액자(額子)식 구성67)은 선형서사에 해당된다.

  리우쟈쿤은 녹야원석각박물관에서 역순행적 서사구조와 액자식 서사구

조를 연결도구로 활용하여 건축적 서사내용을 완성함으로써 건축에 강한 

서사성을 드러낸다.

그림4-2-12 녹야원석각박물관 동선 다이어그램

            ①       →       ②       →      ③      →      ④

           (시작)               →            (발전)             →

66) 시간의 흐름이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과 달리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가거나 현
재와 과거를 오가는 구성 방식을 의미한다.

67) 소설, 희곡 따위에서, 이야기 속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구
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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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⑥         →       ⑦

                       →              (고조)          →    (결말)

그림4-2-13 4단계로 나눈 공간 시나리오

  파란색으로 표시된 공간(그림4-2-12, A)에서 문학 작품에서 사용하는 

역순행적 구성과 비슷한 건축적 서사구조가 나타났다. 이 공간은 건축적 

서사의 시작 단계(그림4-2-13)에 해당하며 고조 단계에도 해당한다. 역순

행적 구성을 갖춘 문학 작품에서 시작에 먼저 스토리의 결과를 보여주듯 

건축가는 공간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건축적 서사 순서상 나

중에 나타나야 할 공간을 방문자에게 먼저 보여준다. 그 의도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방문자에게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며 더욱 강

렬한 공간적 몰입감을 느끼게 한다. 방문자는 건축 공간에 대한 몰입감 

때문에 공간 체험에 집중할 수 있으며 건축적 서사구조 속에서 기승전결

을 더욱 뚜렷하게 느낀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공간(그림그림4-2-12, B)에는 문학 작품에서 사용하

는 액자식 구성과 비슷한 건축적 서사구조가 나타난다. 이 단계는 건축

적 서사의 발전 단계에 해당하며 건축적 서사내용을 집중적으로 드러내

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전체의 선(線)형식의 동선에 추가적으로 다른 

동선을 덧붙였다. 이 동선을 따라 만난 공간(그림4-2-13)은 다른 공간과 

달리 야외에 있으며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주인공의 성격의 완전

성을 위해 생긴 액자식 구성처럼 다른 공간을 추가하여 건축적 서사 내

용에 대한 정체성을 더 보완하고 완성도가 높은 건축적 서사를 구성한

다.



- 60 -

4.2.2 문혁지종박물관(文革之鐘博物館)

  문혁지종박물관(그림4-2-14,15)은 중국 1960년대에 일어난 문화대혁명

(文化大革命)운동68)을 기념으로 리우쟈쿤이 의뢰를 받아 계획한 박물관

이다. 박물관이 위치한 곳은 쓰촨성 안인진(安仁鎭)의 건천박물관취락(建

川博物館聚落)69)에 있다. 이 박물관에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남긴 배지, 

시계, 도장 등 소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그림4-2-14 문혁지종박물관 입구            그림4-2-15 문혁지종박물관 중정70)

4.2.2.1 서사적 주제의 선택

  1)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박물관에 전시품들은 모두 문화대혁명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 

68)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은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의 이름으로 1966년 5월에 
마오쩌둥(毛澤東)이 이 운동을 발기하였다. 이 운동은 반혁명 집단의 이용을 당함
으로 수많은 문물이 파괴되었고,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 지식인들과 민주운동가
들이 희생을 당하는 내란 속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운동은 1976년 10월에 끝
나, 1981년 6월에 중국 공산당 제 11차 중앙위원회 제 6차 총회에서는 “문화대
혁명”을 완전히 “부정한 운동”으로 결의를 내렸다.

69) “평화를 위하여 전쟁을 수장하고, 미래를 위하여 교훈을 수장하고, 안녕을 위하
여 재앙을 수장하여, 계승을 위하여 민속을 수장한다(爲了和平,收藏战争;爲了未來,
收藏敎訓;爲了安寧,收藏災難;爲了传承,收藏民俗)”의 컨셉으로 2005년 안인진(安仁
鎭)에 계획된 박물관 단지이다. 

70) 이미지출처: 
https://www.archdaily.cn/cn/881310/jian-chuan-bo-wu-guan-ju-luo-wen-ge-zhi-zho
ng-bo-wu-guan-jia-kun-jian-zhu-she-ji-shi-wu-suo?ad_medium=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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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창작에는 문화혁명과도 통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문화 혁명은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에 의해 시작된 혁명 운동이었다.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서 마오쩌둥의 말은 마치 성지(聖旨)처럼 아무도 

옳고 그름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마오쩌둥 자신도 그 말을 의심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시 사회에서 그가 일으킨 문화대혁명은 권위적

이고 엄숙한 명령이었다.

  리우쟈쿤은 이 박물관에서 문화대혁명의 특성을 건축의 언어로 표현함

으로써 문화대혁명이라는 서사적 주제를 보여주려고 하였다.

  2) 정시현실(正視現實)

  앞서 리우쟈쿤의 건축사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서, 그의 저기책략부

터 처리현실, 그리고 초월현실까지 그는 건축에 대해 현실을 직면하는 

태도를 늘 가지고 있다71). 문혁지종박물관에서도 예외 없이 정시현실(正

視現實)의 주제로 건축을 계획하였다.

  1960년 년대에 시작한 문화대혁명은 혁명이라는 제목이 붙었지만, 그

것은 사회 발전에 의미가 있는 혁명은 아니었다. 당시 사회에서 그 혁명

은 인민과 지식인들, 그리고 민주운동가들을 박해하는 것을 낙으로 삼을 

정도로 본래의 목적과 달리 옳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그 잘못함을 지적하지 않았다. 그 원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

실을 회피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현실을 회피하는 태도로 인해 사회의 후퇴와 국가적 혼란의 현실로 빠져

들었다. 그 운동이 끝나고 난 뒤에야 1981년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 11

차 중앙위원회 제 6차 총회에서 현실을 직시하였고, 처음으로 잘못된 운

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반전시켜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도록 

조치하였다. 문화대혁명을 대하는 태도는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 필요성

과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리우쟈쿤은 이 박물관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현실에 대한 반성

을 하였다. 박물관을 계획하려면, 소장품에 대한 이해 외에도 건축의 생

71) 리우쟈쿤, 차시차지(此時此地), 중국건축공업출판사(中國建築工業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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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지혜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72) 건축은 경제적 소산이며 먼저 경제적 

기초를 가져야만 그것을 실행 할 수 있다. 비록 많은 건축가들이 이 상

업성을 피하고, 건물을 경제, 상업, 자본에서 분리하려고 하였지만, 그 

것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었다. 그러나 리우쟈쿤은 문화대혁명을 

대하듯 건축을 바라보면서 상업과 현실을 직면함으로써 상업과 문화의 

좋은 공존의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이 건축에서 정시현실(正視現實)을 서사적 주제로 삼아 리우쟈쿤의 건

축사상을 계승하여 문화대혁명이라는 주제에 맞추었다. 더욱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앞으로의 건축에 대한 책략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4.2.2.2 서사적 내용의 표현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문혁지종박물관의 구성방식부터 알아보고자 한

다. 리우쟈쿤은 현실을 직면하고 문화건축을 상업건축과 결합함으로써 

문화와 상업의 좋은 공존의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리우쟈쿤

은 이 건축을 박물관 공간과 상업 공간 두 부분으로 분리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상업 목적으로 구성된 공간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가들을 도로와 최대한 가깝게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간의 

접근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건축에서는 

불가피하게 도로와 접하지 않는 공간도 같이 존재한다. 이러한 공간은 

상업적 목적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상업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리우쟈쿤은 이러한 공간을 재활용함으로써 잃어버린 공간의 가치를 되찾

으려 했다. 리우쟈쿤은 건축과 도로의 접촉면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건축

을 세 개의 사각형 매스로 나누었다. 첫 번째 매스는 박물관의 메인 공

간으로 사용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매스는 상업적 기능을 가진다. 상

업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로의 접촉면은 상업 시설로 사용되며, 

도로의 단절된 매스의 가운데 공간은 첫 번째 박물관 매스와 연결되고 

72) 리우쟈쿤(劉家琨), 양응(杨鹰), 송춘래(宋春來, 2009), 건축에 소장한 이야기(收藏
在建築中的故事), 빈분(缤纷), 2009(10), 90.



- 63 -

그것은 박물관의 일부가 되어, 분리된 세 개의 매스를 효과적으로 연결

되도록 한다. (그림4-2-16, 흰색 부분은 박물관 공간, 빨간 부분은 상업 

공간). 또한 이러한 구성방식을 통해 단점을 피하고, 문화 공간과 상업 

공간이 유기적 결합이 되었으며, 상업과 문화가 공존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

그림4-2-16 문혁지종박물관 매스의 구성

  1) 이야기를 담은 건축 재료

  문혁지종박물관에서, 박물관과 상업시설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서사 

주체이다. 리우쟈쿤은 이 건축에 두 가지 재료의 혼용을 통해 서로 다른 

서사 주체를 드러내려고 하였다. 

  박물관 부분에서 건축 재료는 중국 1960~1970년대의 청수홍전(淸水紅

砖)73)을 사용하는데, 이 적벽돌은 문화대혁명 시기의 가장 흔한 건축 재

료(그림4-2-17)로 시대적 대표성이 강했다. 박물관의 외부 공간(그림

4-2-18)부터 내부(그림4-2-19)까지, 그리고 바닥면부터 벽, 심지어 천장

(그림4-2-20)까지 적벽돌로 구축되었다. 리우쟈쿤이 적벽돌을 이렇게 대

량적으로 활용한 것은 문혁대혁명 시기의 단일적, 극단적, 순수적, 열광

73) 적벽돌의 한 종류를 말한다.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도 용이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건축 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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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분위기를 표현함으로 박물관 공간에 대한 시대적 몰입감을 갖게 해 

주었다74).

  상가 부분에는 쓰촨 민가(民家)(그림4-2-21) 건축에서 가장 많이 활용

되고 있는 회벽돌(그림4-2-22)로 구축되었다. 리우쟈쿤 이후의 건축에서, 

예를 들어, 수정방박물관(水井坊博物館)(그림4-2-23)은 주변 민가의 건축 

환경에 맞추기 위해 회색 벽돌을 활용하였다. 이 회벽돌의 사용으로 쓰

촨의 독특한 지역성과 시대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림4-2-17 문화대혁명 시기에 남긴 건축물75)

그림4-2-18 외부76) 

그림4-2-19 내부77)

그림4-2-20 복도78)

그림4-2-21 쓰촨민가, 흔여(欣庐) 79)

74) 리우쟈쿤(劉家琨), 양응(杨鹰), 송춘래(宋春來, 2009), 건축에 소장한 이야기(收藏
在建築中的故事), 빈분(缤纷), 2009(10), 92.

75) 이미지출처: http://blog.sina.com.cn/s/blog_502a1e950100dll7.html
76) 이미지출처: https://www.jiakun.com/project/detail?id=15
77) 이미지출처: 위와 같다.
78) 이미지출처: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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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22 문혁지종박물관, 상가 모습 

그림4-2-23 수정방박물관80)

  2) 건축공간의 구성으로 드러난 문화대혁명

  앞서 문화대혁명에 대해 언급했듯이 이 운동은 잘못된 역사일 뿐만 아

니라 그 시기에 지도자에 대한 열광적인 숭배와 특별한 권력도 상징한

다. 이러한 내용이 지금으로서는 어불성설이지만, 그 당시에는 착실하고 

또 당연한 것이었다. 리우쟈쿤은 그 시기 수령에 대한 열광적인 숭배와 

권력을 건축 공간구성으로 표현함으로써 문화대혁명이라는 주제에 대한 

서사를 완성하고, 방문자들의 공간체험을 통해 시대적 공감대를 형성하

도록 하였다.

  문혁지종박물관에서 리우쟈쿤은 순수한 방(方)과 원(圓) 두 개의 기학

학적 형태를 선택하여 건축을 구성하였다(그림4-2-24). 이러한 형태는 고

전 건축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형태이기도 하다. 방과 원은 시선을 가운

데로 모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특징을 통해 방문자의 시선들을 쉽

게 가운데로 집중시킬 수 있다. 리우쟈쿤은 이러한 효과를 이용하여, 첫 

번 째 원형 공간(그림4-2-25)을 구성하였다. 리우쟈쿤은 원형 공간의 가

운데에 마이크를 하나 놓았다. 이 장면은 마오쩌둥이 천안문 성루에 서

서 연설하는 모습을 연상하기 쉽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사람들 사이의 전달을 통해, 개개인 기억의 일부가 되었

고 그것은 결국 중국인들의 집단기억이 되었다. 리우쟈쿤은 원형 형태가 

가진 모이는 특성을 통해 방문자들의 집단기억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문혁

대혁명 시기에 대한 건축적 서사를 만들어낸 것이다.

79) 이미지출처: 
https://www.gochengdu.cn/zh2016/travel/attractions/historic-buildings-in-chengdu/hi
story-lives-in-constructions-a7855.html

80) 이미지출처: https://www.jiakun.com/project/detail?i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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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24 방(方)과 원(圓)의 형태로 구성된 문혁지종박물관    그림4-2-25 원형 중정81)

  건축의 공간 구성에서도, 문화대혁명이 가진 권력과 신성(神聖)의 특성

이 나타나고 있다.

  건물 입구(그림4-2-26,27)에는 대칭으로 배열된 8개의 원기둥이 배치되

어 있다. 원기둥은 상부 콘크리트 루버와 연결되어 있으며 두 개 층 높

이를 가지고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 배열된 원기둥들은 하중 전달 구조

뿐만 아니라 내부공간으로 향한 방향성과 공간의 리듬감도 같이 제공한

다. 하지만 여기의 원기둥들은 그 기능적 측면을 넘어서서 더 많은 공간

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리우쟈쿤은 높고 대칭된 원기둥들을 활용하여, 

문화대혁명이 가진 권력적이고 신성한 분위기를 구성함으로써 문화대혁

명에 대한 건축적인 서사를 전개하였다.

그림4-2-26 입구 정면 투시도   그림4-2-27 입구 측면 투시도

  건물의 내부 공간에도, 기능적 측면을 넘어서 의미의 표현을 중심으로 

한 공간들이 있다.

81) 이미지출처: https://www.jiakun.com/project/detail?i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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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가운데의 원 공간은 높은 벽과 좁은 통로로 하나의 공간(그림

4-2-28)을 구성하였다. 압도적인 벽체는 방문자에게 압박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동시에 통로 상부 천창으로 들어온 빛은 방문자에게 공간

이 위로 향하게 하는 팽창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압박감

과 팽창감의 체험을 통해 권력과 신성함이라는 주제도 암시한다. 또한 

세 개의 매스를 연결해준 복도(그림4-2-29)에는 높은 벽 그리고 좁은 통

로와 같은 구성요소를 비롯한 종교적 건축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아치 형

태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의 구성은 신성성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낸

다.

   

그림4-2-28 내부 회랑 공간82)  그림4-2-29 매스의 연결 복도83)

  3)의미를 가진 빛

  녹야원석각박물관과 유사하게 문혁지종박물관에서도 리우쟈쿤은 자연

채광을 활용함으로 인공조명에 의존하는 것을 피하는 동신에 빛에 서사

성을 부여하였다.

  리우쟈쿤은 채광(그림4-2-30)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문혁지종박물관에서 

두 가지의 채광방식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 상부 오픈을 통해 들어온 자연채광의 방식이다. 즉, 리우쟈쿤

82) 이미지출처: https://www.jiakun.com/project/detail?id=15　
83) 이미지출처: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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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한 정광(頂光)이다. 엄숙한 공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것은 이

러한 채광방식의 특징이다. 첫 번째 매스와 두 번째 매스의 가운데에서 

이러한 채광방식을 볼 수 있다. 앞서 말하듯이 첫 번째 매스의 가운데는 

리우쟈쿤이 방문자에게 마오쩌둥이 천안문에서 연설하는 장면을 연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부가 뚫린 거대한 원형 오픈(그림4-2-31)을 통해 가

운데로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줄 뿐만 아니라 들어온 빛은 이 공

간에 엄숙한 분위기를 구성해준다. 두 번째 매스도 마찬가지로 중앙 상

부의 정사각형 천창(그림4-2-32)을 통해, 채광이 이루어지고 조용하고 엄

숙한 공간 분위기를 구성해준다. 

  두 번째, 천장과 벽면의 틈새로 들어온 자연채광의 방식이다. 즉, 리우

쟈쿤이 말한 측광(側光)이다. 드라마틱한 공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채광방식의 특징이다. 첫 번째 매스의 회랑(그림4-2-33)과 

세 번째 매스의 공간(그림4-2-34)에서 이러한 채광방식을 볼 수 있다. 틈

새로 들어온 빛은 벽면과 좁은 각도로 인해 벽면에 제한된 영역만 비출 

수 있지만 시간과 각도에 따라 빛의 변화가 더 다양해진다. 이 공간의 

벽면에 문화대혁명 시기에 남긴 시계와 도장을 전시되어 있다. 이러한 

틈새로 들어온 빛을 통해 이 전시품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시간성을 더 

극대화시켜 공간에 드라마틱한 분위기가 연출되게 한다.

  이러한 공간 분위기 구성에 도움을 주는 채광방식들은 그 공간이 가진 

서사성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빛이 그 자체로도 서사성을 가진다. 

그림4-2-30 리우쟈쿤의 자연채광 방식의 특징에 대한 해석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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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31 상부 오픈 채광방식 185)        그림4-2-32 상부 오픈 채광방식 286)

 

그림4-2-33 틈새 채광1     그림4-2-34 틈새 채광287)

4.2.2.3 서사적 구조의 도입

  1) 소설의 구조로 계획된 동선

  리우쟈쿤은 저술한 서사화어와 저기책략(敍事話語与低技策略)88)의 글

에서 자기가 소설을 창작하는 방법으로 건축을 설계하려는 의도89)를 반

84)  이미지출처: 리우쟈쿤, The Soul of the Place(地方的靈魂/지방의 영혼) 강연,
  https://www.youtube.com/watch?v=w-AK841uBVE, 2018.02.26.
85) 이미지출처: http://www.yichunvisual.com/a/xingyezixun/20190221/294.html
86) 이미지출처: https://www.jiakun.com/project/detail?id=15　
87) 이미지출처: 위와 같다.
88) 리우쟈쿤(劉家琨, 1997), 서사화어와 저기책략(敍事話語与低技策略), 건축사(建築

師), 1997(10), 46-50.
89) “심지어 내가 문학 창작 수단을 건축에서 활용하는 의도를 의미한다.(我个人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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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리고 문혁지종박물관에서 리우쟈쿤은 소설을 창

작하는 방법을 이 건축의 창작에 활용하였다. 특히 건축의 공간적 구조

에서 소설의 특징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였다.

  리우쟈쿤의 소설과 건축의 유사성 중 하나는 작품이 창작되기 전에 먼

저 결말, 즉 가장 표현하고 싶은 중심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

어, 리우쟈쿤이 쓴 <명월구상(明月構想)>90) 소설에서는, 소설가 리우쟈쿤

이 가상 도시인 명월신성(明月新城)의 계획은 결국 실패할거라고 먼저 

정하고, 실패로 가는 과정은 소설의 창작하는 과정이다. 건축도 마찬가

지로 설계시작하기 전에 건축의 중심을 정하였다. 이처럼 문혁지종박물

관에서도 먼저 현실을 직면한 후 잘못된 문화대혁명 운동을 피하지 않는 

것을 서사적 주제로 삼았다. 그 다음으로 어떻게 건축언어를 통해 잘못

된 역사를 서사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은 건축의 설계과정이 된다.

  리우쟈쿤은 <명월구상>소설에서 전체 이야기를 13개의 장으로 나누었

다. 이 소설의 내용은 각 장마다 독립된 내용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만, 각 장과 장은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관계가 있는 연관적인 하나의 이

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도 구성될 수 있다. 문혁지종박물

관도 마찬가지로 리우쟈쿤이 문화대혁명이라는 서사 주체를 세 개의 작

은 이야기로 분리하여 문화대혁명과 정시현실에 대해 건축적 서사를 완

성하였다. 건축 측면에서, 리우쟈쿤이 건축을 세 개의 매스로 분리하여 

각각의 매스는 독립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서로의 밀접한 관련이 있

기 때문에 동시에 일관성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

  첫 번째 매스에서, 리우쟈쿤은 시간을 드러낼 수 있는 장치를 통해 현

실에서 다시 역사로 돌아가는 서사적 내용을 담았다. 두 번째 매스에서, 

그 시기에 남긴 배지와 깃발을 전시하여 영예에 대한 이야기를 서사하고 

있다. 세 번째 매스에서, 권력을 상징하는 도장, 그리고 반차가 있는 교

회와 같은 공간으로 잘못된 역사와 현실에 대한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의

도를 볼 수 있다(그림4-2-35,36).

把文学方法和建筑设计融为一体的企图)”, 리우쟈쿤(劉家琨, 2002), 차시차지(此時
此地), 중국건축공업출판사(中國建築工業出版社), p16.

90) 리우쟈쿤(劉家琨, 2014), 명월구상(明月構想), 시대문예출판사(中國建築工業出版
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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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35 리우쟈쿤의 손 스케치91)

  

           이야기1, 역사         →         이야기2, 영예      →  이야기3, 반성

그림4-2-36 건축에 남긴 3개의 이야기92)

  이렇게 세 개의 이야기를 한 건축으로 드러난 방식은 베를린에 있는 

유대인박물관과 유사한 점 있는 동시에, 그와의 차이점도 분명하다. 유

대인 박물관에서는 유대인 운명에 대한 세 개의 이야기로 나눠 건축적 

언어로 표현되었지만, 이 세 이야기의 동선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그

91) 이미지출처: 전봉희, 존홍, 최춘웅(2019), 서울대-목천 강연 01 리우지아쿤, 공간
서가, P148.

92) 이미지출처: https://www.jiakun.com/project/detail?i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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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문혁지종박물관에서는 하나의 동선으

로 독립된 역사-영예-반성의 서사적 내용을 연결하여 한 이야기로 구성

되어있다. 이러한 건축을 조직하는 구조의 방식은 한 소설처럼 건축이 

강한 서사성을 갖게 한다. 

그림4-2-37 문혁지종박물관 공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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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후기: 2004년 이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9년은 리우쟈쿤에게 중요한 시점이었으며, 

그는 집단적인 설계연구원의 직원에서 개인적 특징을 더 자유롭게 드러

낼 수 있는 개인 건축 사무소의 창립자로 변모한 시기였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건축사례들을 서사성의 중심으로 분석한 결

과에 의하면, 그가 1999년까지 소설배경의 영향을 받아 로어중리공작실 

작업실, 허둬어링작업실 등의 서사적 구조측면에서 강렬한 서사성을 드

러냈으며, 1999년 개인 건축 사무소를 창립한 이후에는 건축의 서사적 

구조측면을 제외하고는 서사적 내용의 건축적 표현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진 것을 엿볼 수 있다. 녹야원석각박물관, 문혁지종박물관은 서사적 구

조와 서사적 내용의 표현에 대해 많은 시도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건축적 서사성이 강하게 드러난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에, 리우쟈쿤은 후후이산기념관(胡慧珊紀念館), 서촌대원(西村大

院) 등 건축 작품들을 계속 창작하였는데, 그 전의 작품들보다 건축적 

표현과 의미 부여, 그리고 서사적 내용이 건축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 보인다.

  그의 후기 건축 작품을 통해 건축적 서사의 시점으로 리우쟈쿤 건축의 

서사성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또한 건축을 통해 방문자에게 어떤 이야기

를 전달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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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후후이산기념관(胡慧珊紀念館)

  후후이산기념관(胡慧珊紀念館)93)(그림4-3-1)은 1993년에 태어나 2008년 

5월 12일 쓰촨성 대지진에 희생된 도장옌(都江堰)고등학교 여학생 후후

이산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94)

그림4-3-1 후후이산기념관95)

4.3.1.1 서사적 주제의 선택

  1) 재난과 평범함에 대하여

  2008년 쓰촨 대지진으로 인해 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약 7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기념관의 주인공은 단지 그 7만 명의 사라진 생명 중 하나인 평범한 

15살의 어린 소녀이다. 리우쟈쿤은 재해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후후이산

의 부모와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부모가 후후이산의 젖니를 쥐고 있는 

93) 쓰촨 건천박물관(四川建川博物館)단지 내의 작은 숲에 위치하고 있다.
94) 전봉희, 존홍, 최춘웅(2019), 서울대-목천 강연 01 리우지아쿤, 공간서가, P200.
95) 이미지출처: https://www.jiakun.com/project/detail?i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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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모습은 리우쟈쿤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주었다. 사망자는 통계수치

중 하나의 숫자일 뿐인 현실에서,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어며, 동시에 가족 간의 

이별에 대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리우쟈쿤은 그러한 감정들을 바탕으

로 건축가로서 후후이산을 위한 기념관을 계획하기로 하였다.

  이 기념관은 단순히 평범한 한 소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반 생

명을 위해 건축한 것이다.96) 리우쟈쿤은 이러한 건축을 통해 모든 평범

한 생명에 대한 존중과 동시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건축의 방식으로 재

난을 기억하게 한 것이다.

4.3.1.2 서사적 내용의 표현

  1)이야기를 담긴 요소

  후후이산기념관은 건천박물관단지의 어느 숲에 위치하고 있다. 이 건

축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나무에 가려져 있다. 주변의 높고 큰 건축물

에 비해 후후이산기념관은 초라해 보일 만큼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한 반차 대비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기념과 존

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치로 사용하였다. 평범함과 초라함을 해서 평

범함이라는 건축적 서사를 완성한 것이다.

  기념관의 형태(그림4-3-2)는 당시 피해 지역에 설치되었던 구조용 텐

트(그림4-3-3)에서 영감을 얻었다. 당시에 피해 지역에서 흔히 보이던 텐

트는 이재민이 가장 필요로 했던 거주공간이었고, 그 당시의 현황을 가

장 적합하게 나타낼 수 있는 형태였다. 그것은 이재민들이 가진 개인기

억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집단기억97)의 형식이기도 하였

다. 

96) 전봉희, 존홍, 최춘웅(2019), 서울대-목천 강연 01 리우지아쿤, 공간서가, P200.
97) 한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겪은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갖는 공통의 기억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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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2 후후이산기념관의 설계 스케치98)   그림4-3-3 대지진 구조용 텐트99)

  리우쟈쿤은 외벽에 대해 여러 가지 재료와 방식을 활용 해본 후 결국 

일반적 모르타르를 선택하였다(그림4-3-4). 외벽을 모르타르로 처리하는 

방법은 낮은 기술력의 이용과 저렴한 비용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지진 피해 지역(그림4-3-5)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벽 처리법이

다. 리우쟈쿤은 이러한 처리법을 사용함으로 평범함이라는 주제에 대한 

건축적 서사를 이루고자 한 것이다.

 

그림4-3-4 후후이산기념관의 외벽100)           그림4-3-5 지진 피해 지역의 건축물101)

98) 전봉희, 존홍, 최춘웅(2019), 서울대-목천 강연 01 리우지아쿤, 공간서가, P200.
99) 이미지출처: http://sd.iqilu.com/share/article/470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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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의 내부는 핑크색(그림4-3-6)으로 칠해져 있다. 핑크색을 사용한 

이유는 후후이산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색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소녀

들의 선호하는 색이기 때문이다. 리우쟈쿤은 후후이산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 아이를 찾아 그 색을 배색하게 하였고, 이것은 현실을 최대한 반영

하려고 시도한 것이었다.

  공간의 지붕에는 원형 천창이 뚫려 있다. 천창으로부터 들어온 빛이 

후후이산이 생전에 사용했던 의자를 비추고 있다. 빛이 의자에 떨어질

(그림4-3-7) 때 후후이산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천창과 빛 등 요소를 통해 드러난 서사는 기념관에 생

명을 불어넣었다. 실내의 가방, 노트, 사진 등의 전시품들은 모두 후후이

산이 생전에 사용했던 물건으로, 그 것들은 공통점은 평범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리우쟈쿤은 정원에 계화나무를 심었다(그림4-3-8). 계화를 심은 이유는 

계화가 만개할 때와 후후이산의 생일이 같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리우쟈

쿤은 계화나무의 성장과 개화를 통해 후후이산의 삶의 연속을 상징하고, 

또한 후후이산 부모에게 정신적 위로를 해준 것이다.

  

그림4-3-6 내부 공간 및 전지102)     그림4-3-7 천창103)   그림4-3-8 정원의 계화나무

  리우쟈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제외하고는 다른 요소를 사용하지 않았

100) 이미지출처: https://www.jiakun.com/project/detail?id=5
101) 이미지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VYnbrpYG6e0
102) 이미지출처: https://www.jiakun.com/project/detail?id=5
103) 이미지출처: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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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리우쟈쿤은 건축의 실외에서 실내로 그리고 건축의 전체에

서 세부까지 “지진”과 “평범함”을 주제로 여러 요소가 스며든 건축 

재료와 기법을 선택하였다. 지진에서 목숨을 잃은 많은 생명에 대해 가

장 평범한 방식으로 건축의 틀을 통해서 이야기를 서사하고 존중을 나타

내었다.

  2)재생(再生)벽돌

  쓰촨 대지진 이후, 수해복구로 인해 환경문제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문제는 건축가들의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104) 쓰촨지

역 출신으로 지진을 경험한 리우쟈쿤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벽돌 프로젝트(그림4-3-9)를 시작하였다.

  집들은 비록 파괴되었지만 그 파괴된 잔해속의 깨진 벽돌과 기와들은 

그동안 그 지역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과 문화의 흔적 그리고 감정을 담

고 있었다(그림4-3-10). 리우쟈쿤은 이러한 벽돌과 기와를 이용한 재생벽

돌 프로젝트 과정에서 물질적 재료의 재생을 통해 그들의 문화와 흔적으

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정신적 재생을 추구하였다.

  물질적 측면에서는, 재생벽돌은 지진 이후 남아있는 벽돌과 기와를 분

쇄하여 골재로 만들고, 짚과 적당한 시멘트를 결합하는 과정을 거쳐 재

생벽돌로 생산되었다. 이렇게 가공된 벽돌은 원가가 대폭 낮아지고, 지

진이후의 환경에 대한 사회적 문제도 해결 되었다. 

  정신적 측면에서는, 한때 사람들이 감정을 공유했던 집들이 지진 이후 

아무가치도 없는 폐허로 변했지만, 재생벽돌 프로젝트를 통해 완전히 새

로운 것이 아닌 이전의 그 벽돌이 가진 과거 감정들을 연장해 주었다. 

재생벽돌들은 이처럼 더 깊은 감정의 의미와 희망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재민의 수해복구(그림4-3-11)에서도 재생벽돌이 활용되었다. 리우쟈

104) 리우쟈쿤(劉家琨, 2009), 리우쟈쿤: 싼 가격과 능숙한 기술로 현재에 가장 실용
적이고, 미래에 지속 가능한 “재생벽돌”과 “재생집”을 만든다(劉家琨:用最便
宜的價格,最常用的技術,建造当前最實用,未來可持續的“再生砖”和“再生屋”), 도
시 환경 설계(城市環境設計), 2009(02),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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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은 재생벽돌을 통해 지진에 대한 기억을 벽돌에 주입하였고, 이런 벽

돌의 사용을 통해 지진에 관한 서사도 그 재생벽돌에 해서 표현되었다.

그림4-3-9 다양한 재생벽돌105) 그림4-3-10 지진 폐허106)그림4-3-11 지진 후 수해복구107)

  다른 건축가도 건축 폐기물 처리에 대해 리우쟈쿤처럼 재료의 재생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예들 들어, 왕슈(王澍)는 닝보박물관(寧波博物館)

의 외벽(그림4-3-12)에서 건물 철거 이후 남은 기와를 건축 재료로 활용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리우쟈쿤이 재생벽돌의 물질적 측면에서는 같아 

보이지만, 서사내용에 대한 정신적 측면에서는 다른 차이를 보인다.

  왕슈의 기와의 재활용은 개인기억에 대한 서사이다. 하지만 리우쟈쿤

의 재생벽돌은 지역적, 시대적, 그리고 집단기억에 대한 서사이다. 이처

럼 그 후의 건축물인 수정방박물관(水井坊博物館), 서촌대원(西村大院) 

등 건축 작품에서도 재생벽돌을 대량으로 활용하여 집단과 지역, 그리고 

전통에 대한 서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림4-3-12 기와로 구성된 닝보박물관의 외벽108)

105) 이미지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VYnbrpYG6e0
106) 이미지출처: 위와 같다.
107) 이미지출처: 위와 같다.
108) 이미지출처: http://www.archdaily.cn/cn/76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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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2 서사적 구조의 도입

  후후이산박물관에서는 그의 다른 건축과는 다르게 건축 공간 관계의 

복잡함이 나타나지 않았다. 리우쟈쿤은 이 건축에서 하나의 단어나 기호

처럼 유일한 공간을 통해 가장 소박한 방식으로 건축적 서사를 완성하였

다.

  이 건축이 위치한 대지를 보면(그림4-3-13) 후후이산기념관과 인접한 

다른 기념관의 배치 관계는 문학작품의 제목과 본문의 관계처럼 유사하

다. 후후이산기념관은 문학작품의 제목처럼 짧고 세련된 언어로 거대한 

서사적 내용을 담은 것이다. 주변에 위치한 5.12항진구재기념관, 진감일

기기념관 그리고 대지진 실외전시장들은 문학 작품의 본문 내용처럼 지

진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

  후후이산기념관에서 많은 공간적 구조가 쓰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과의 관계를 통해 여전히 그의 건축이 가진 문학을 비롯한 서사성을 

느낄 수 있다.

그림4-3-13 주변건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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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서촌대원(西村大院)

  서촌대원(西村大院)(그림4-3-14)은 리우쟈쿤이 2010년부터 건축의 계획

을 시작하여 2015년에 건축이 구성되었다. 건축은 공공 공간이 부족하지

만 평범한 청두(成都) 도심의 주거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업무, 상업, 

문화, 여가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이다.

그림4-3-14 서촌대원1109)

4.3.2.1 서사적 주제의 선택

  1)당대적 수법, 역사적 기억(當代手法, 歷史記憶)의 계승

  도시의 범위가 무제한으로 확장됨에 따라 폭발적인 도시화가 이루어지

고 그에 따라 인간 삶의 편리함이 나날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

른 사회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고밀도 도시가 되어가

면서 공공 공간의 부족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획일적인 건축 

양식은 기존의 다원화된 도시풍경을 점차 파괴하게 되었다. 또한 현대적 

109) 이미지출처: https://www.jiakun.com/project/detail?i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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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시대흐름으로 인해 전통기법이 점차 버림

을 받게 되었다.

  현대화가 되어가는 도시에서는 전통적인 도시 흔적을 보기 힘들어졌

고, 많은 대도시처럼 청두 또한 중국의 신일선(新一線) 도시로서 같은 길

을 걷고 있으며, 맹목적인 도시화라는 위기 또한 다가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리우쟈쿤은 서촌대원 프로젝트를 통해 “당

대적 수법, 역사적 기억(當代手法, 歷史記憶)”이라는 철학 개념을 계승

하여 청두의 도시기억에 대한 서사를 건축적으로 완성하고자 하였다.

  이 건축에서 리우쟈쿤은 서촌대원에서, 전통적 기법을 현대 건축에서

의 활용, 지역적 특징을 건축요소로의 재현, 그리고 집단기억에 대한 건

축적 서사 등을 통해 “당대적 수법, 역사적 기억”의 개념을 구현하였

다. 동시에 건축 체험의 측면에서, 건축에 유람할 수 있는 동선을 도입

하여 공간의 가독성을 높임으로써 건축의 서사성을 강하게 느낄 수 있게 

하였다.

4.3.2.2 서사적 내용의 표현

  1)집단기억에 대한 건축적 표현

  리우쟈쿤은 서촌대원(그림4-3-15)에서 현대화된 도시적의 다양성과 시

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건축의 원형으로 중국 계획경제시대에 만들

어진 집체거주대원(集體居住大院)(그림4-3-16)을 차용하였다. 중국에서 

이 주거방식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대부분 중국인들의 삶을 담

는 방식이다. 그 당시 집체주거대원 방식을 통해서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한 시대에, 한 주거 방식에 대한 집단기억을 가지고 있다. 리우쟈쿤은 

이러한 집체거주라는 건축 형태를 차용하여 시대와 집단에 대한 기억을 

서사하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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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15 서촌대원2110)                    그림4-3-16 집체거주대원111)

  

  리우쟈쿤은 방문자에게 시대적 공감을 불러일으켜 주기 위해 건물 전

체의 형태에서만 집단기억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건축입면에서도 집체

거주대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어, 건축의 입면에서

는 지상과 옥상을 연결해주는 외부 계단(그림4-3-18)을 볼 수 있다. 이 

계단은 집체거주대원 계단실의 변형(그림4-3-17)이다. 리우쟈쿤은 단조롭

고 지루했던 계단을 변형시켜 다양한 시점과 흥미로운 체험을 제공함으

로써 건축공간을 관람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 변형된 계단으로 집

단기억에 대한 서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계단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

였다.

그림4-3-17 집체거주대원 계단112)             그림4-3-18 서촌대원의 외부 계단

  리우쟈쿤은 이러한 건축언어들을 통해 집단기억에 대한 서사를 부여하

110) 이미지출처: https://www.jiakun.com/project/detail?id=17
111) 이미지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w-AK841uBVE
112) 이미지출처: https://www.sohu.com/a/283129542_42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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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한 것이다.

  2)지역적 특징에 대한 건축적 표현

  위와 같이 건물의 형태를 통해 집단기억의 서사을 완성하는 것 외에

도, 리우쟈쿤은 건축의 구성에서 많은 요소를 통해 지역성에 대한 서사

를 이루었다. 서촌대원의 복도에서는 일반적 복도와 비교하면 복도의 폭

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 복도의 대부분은 최소한의 

통행 기능만을 유지함으로써 폭을 최대한으로 줄인다. 하지만 서촌대원

의 복도에서는 복도와 입면의 비율이 거의 1:1의 비율을 나타냄을 볼 수 

있다. 복도가 넓다는 것의 특징(그림4-3-19)은 전통 천서민거(川西民

居)113)의 시정(市井)114)(그림4-3-20)의 특징와도 비슷하다. 전통 천서민거

의 시정에서는 건물의 처마가 밖으로 뻗어 나와 있으며, 처마 밑 공간은 

랑(廊)115)이 형성된다. 이곳은 사람들의 휴식과 교류의 장소 이면서 거래

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터로 활용되었다. 리우쟈쿤은 이러한 천서민거

의 형태를 차용하여, 쓰촨민가만의 랑(廊) 구조를 서촌대원의 구성에 적

용하였고, 건축의 입면을 수직적 시정(市井)공간(그림4-3-21)으로 형성시

켰다. 리우쟈쿤은 방문자들에게 이러한 시정공간의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쓰촨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건축적 서사를 이루었다.

그림4-3-19 서촌대원 복도 공간116)              그림4-3-20 천서민거의 시정117)

113) 천서민거는 중국 쓰촨 지역의 전통민가를 의미하며 중국 전통 민가 건축의 유
형 중 하나이다.

114) 경제활동, 거주 등 기능이 이루어지는 시가지를 의미한다.
115) 처마가 가려진 밑 공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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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21 서촌대원의 수직적 시정118)

  지하 공간 입구(그림4-3-22)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통적 지역 특징을 가

진 건축요소를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장의 처리는 현대적 방식

으로 중국 전통 건축의 조정(藻井)119)을 재현하였다(그림4-3-23). 쓰촨 지

역의 사당(祠堂)에서만 볼 수 있는 팔각기둥(그리4-3-24)을 서촌대원에서

도 볼 수 있다. 리우쟈쿤은 현대적 방법을 바탕으로 전통 요소들을 이용

해 건축에 쓰촨 지역에 대한 서사성을 부여하였다.

그림4-3-22 지하 공간 입구  그림4-3-23 전통 건축의 조정120) 그림4-3-24 팔각기둥

116) 이미지출처: https://www.jiakun.com/project/detail?id=17
117) 이미지출처: https://www.oucal.com/川西民居风格壁纸/index.html
118) 이미지출처: https://www.jiakun.com/project/detail?id=17
119) 한(漢)나라 시대에, 귀족들이 우물의 형태를 가진 구조물과 화려한 무늬로 장식

된 건축의 천장을 의미한다. 
120) 하월(何月), 류소가(劉小佳), 진로송(陳路松, 2019), 청두 서촌대원의 집체기억에 

대한 공간 재해석(成都西村大院的集體記憶空間重構解析), 공업건축(工業建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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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로 둘러싸인 중정에도 쓰촨만의 독특한 지역적 특징이 곳곳에 나타

나 있다. 리우쟈쿤은 중정의 구성에서 천서림반(川西林盤)121)이라는 쓰촨 

전통 민가의 구성 방식을 차용하였다. 서촌대원의 중정은 현대적 표현법

으로 쓰촨의 지역적 특징을 담았다(그림4-3-25).

그림4-3-25 천서림반의 구성 방식의 차용122)

  중정의 조경 계획에도 쓰촨의 지역적 특성이 나타난다.

  인류 최고(最古)의 차 교역로인 차마고도(茶馬古道)123)부터 현재도 대

표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차관(茶館)124)까지, 차 문화는 오랜 시간

동안 쓰촨의 독특한 지역 문화로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다. 쓰촨에는 

49(10), 78.
121) 천서림반(川西林盤)은 쓰촨 분지에서 숲이나 큰 나무들에 따라 건축하는 방식

을 의미한다.
122) 이미지출처(왼쪽 상단): https://aerial.scol.com.cn/xy/201808/56473006.html
123) 차(茶)와 말을 교역하던 중국의 높고 험준한 옛길.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

역로이며 이 길을 따라 중국의 차와 티베트의 말이 오갔다.
124) 3000년의 역사를 지닌 쓰촨성 차 문화의 중심인 차관(茶館)에서 사람들이 차를 

즐기는 모습은 길거리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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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 고기가 없어도 살 집 옆에는 대나무가 있어야한다.(宁可食无肉,不

可居无竹)125)”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나무와의 밀접한 생활태도가 존

재한다. 이러한 지역만의 생활태도를 반영하여, 리우쟈쿤은 중정에 여러 

개의 죽하차관(竹下茶館)126)(그림4-3-26)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구성을 통

해 전통적 시정(市井) 생활의 모습이 재현되어 정원에 강한 공공성을 부

여하였다. 또한 이러한 공공성을 갖춤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았던 3일장, 

벼룩시장 등이 자발적으로 생겨났으며, 다양한 이벤트들(그림4-3-27)또한 

중정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림4-3-26 중정의 죽하차관1, 2127)  그림4-3-27 중정의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이벤트128)

  3)전통적 기법에 대한 건축적 표현

  리우쟈쿤은 서촌대원에서 현대적 재료인 노출콘크리트를 건축 재료로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시공 기법과 건축요소의 표현에 대해서

는 전통적 기법을 적용시켰다. 이러한 전통적 기법을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위적" 흔적들을 통해서 건축과 인간의 관계를 만들었다. 건

축 재료에 남겨진 흔적들을 통해 지역적 특성과 전통적 기법에 대한 이

야기를 담아낸 것이다. 예를 들어, 건물을 시공할 때 사용된 거푸집은 

쓰촨 지역의 대나무를 이용한 전통 죽편(竹編)129)의 기법으로 만든 죽교

125) 북송(北宋)시기에 유명한 시인 소식(苏轼, 1037-1101)이 저술한 <우잠승록균헌
(于潜僧绿筠轩)>라는 시에서 유래되었다.

126) 대나무와 차를 마시는 공간을 결합한 곳을 의미한다.
127) 이미지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w-AK841uBVE
128) 이미지출처: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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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판(竹胶模板)130)을 선택하여, 콘크리트에 대나무의 질감(그림4-3-28)을 

부여하였다. 처마 끝에도 반부죽모판(半剖竹模板)131)이 사용되었다. 건축

의 난간에는 중죽(重竹)(그림4-3-29)이 쓰였다.

  리우쟈쿤은 서촌대원에서 전통적 기법을 활용 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재생벽돌(그림4-3-30)을 재료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기억을 담

은 재생벽돌은 건축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건축이 서사성을 갖게 하

였다.

그림4-3-28 대나무의 질감132)  그림4-3-29 중죽의 사용133)  그림4-3-30 재생벽돌의 사용

4.3.2.3 서사적 구조의 도입

  소규모 건축보다 규모가 큰 건축에는 동선이 더 중요하다. 그 이유로

는 대규모 건축에서 동선이 복잡하다면, 그로 인해 공간의 질서가 약해

지고 방문자들의 건축에 대한 체험감이 떨어지게 되며, 기존 건축이 의

도했던 서사성을 잃게 된다.

  서촌대원은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리우쟈쿤은 이 건축에서 중정에 

있는 브리지, 건축 외부계단과 램프, 옥상의 있는 브리지로의 네 개의 

장치를 도입함으로 각 매스와 공간적 기능을 조직하고 질서를 부여하여, 

129) 중국 전통 대나무 수공예 기법을 의미한다.
130) 대나무를 소재로 가공하여 만든 건축 콘크리트 거푸집을 의미한다.
131) 대나무를 반으로 잘라 콘크리트의 거푸집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132) 이미지출처: https://www.jiakun.com/project/detail?id=17
133) 이미지출처: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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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구조를 가진 동선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동선계획을 통해 방문자

들의 공간에 대한 체험감을 향상하여 건축의 서사성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서촌대원은 도시의 오픈 스페이스로서 도시와 융합할 필요가 있

다. 리우쟈쿤은 건축에서 도시성134)을 드러내기 위해 각 공간에 공공성

을 부여하였다. 공공성을 가진 공간과 앞서 언급한 동선을 결합하여, 도

시로부터 건축으로의 연속된 공간은 만들어지며 건축이 도시적 차원의 

서사성을 갖게 되었다.

  1)중정에 있는 브리지

  리우쟈쿤은 서촌대원의 중정에서 브리지(그림4-3-31)를 도입하여 각 

기능이 다른 5개의 정원으로 분리하였다. 브리지는 일정한 높이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분리된 정원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연결되

어 있다.

  브리지는 공중의 시점에서 중정을 “관(觀)”과 “유(遊)”의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장치로 존재하게 한다. 브리지에서는, 밑에 있는 대나무 

숲(그림4-3-32)과 모래톱(그림4-3-33) 등의 여러 경관과 운동장에서 이루

어지는 경기들(그림4-3-34)을 바라볼 수 있다. 이곳에서의 시점은 풍부한 

시각적 이벤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관”의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또

한 동선이 길고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방문자에게 산책로와 같은 “유”

의 체험을 제공한다.

그림4-3-31 중정에 있는 브리지

134) 도시성(都市性)은 도시 지역에 특징 있게 나타나는 특질이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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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32 대나무 숲        그림4-3-33 모래톱135)       그림4-3-34 운동장

  2)외부계단과 램프

  브리지와 연결된 곳은 3개의 건축 외부계단(그림4-3-35,36)과 램프(그

림4-3-37,38)이다. 건축 외부 계단은 건축 외부와 내부동선을 연결하는 

동시에 중정부터 옥상까지의 수직적 보행 기능을 제공한다. 건축의 북쪽 

입면에는 지상부터 옥상까지 갈 수 있는 램프가 설치되어 있다. 이 램프

는 건축의 한 입면이 되어 건축의 내부와 외부를 분리시킨다.

  특히 이러한 램프는 리우쟈쿤이 공간 질서를 조직하는 구조로써 허둬

링공작실, 녹야원석각박물관 등의 많은 건축 작품에서 활용되었다. 램프

의 공간적 체험 측면에서 방문자의 이동에 따라 다른 높이의 시각적 변

화를 느낄 수 있는 동시에 층의 제한이 없이 연속된 움직임이 이루어지

기 때문에 공간의 가독성이 강화되며 건축의 서사성이 더 강해진다.

   

그림4-3-35 외부계단                     그림4-3-36 브리지와 연결된 외부계단

135) 이미지출처: https://www.jiakun.com/project/detail?i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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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37 램프                         그림4-3-38 브리지와 연결된 램프

  3)옥상의 브리지

  중정과 마찬가지로 건축의 옥상에도 브리지(그림4-3-39)가 설치되어 

있다. 이 브리지는 건축의 상부로 각 매스를 연결하여 방문자에게 다양

한 도착 방식을 제공한다. 

  브리지는 재생벽돌로 구성된 텃밭(그림4-3-40)과 같은 전원모습을 재

현하였다. 이러한 전원풍경은 옥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도시(그림4-3-41)

와 같이 방문자들에게 도시와 지역에 대한 집단기억을 불러일으킨다.

그림4-3-39 옥상에 있는 브리지

 

그림4-3-40 재생벽돌로 구성된 텃밭136)      그림4-3-41 브리지에서 바라본 도시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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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쟈쿤은 이러한 동선계획(그림4-3-42,43)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으

로 건축 공간들을 조직하는 동시에 방문자들을 자연스럽게 도시에서 건

축으로 끌어들였다. 동선에 따라 이미 설정한 장면을 방문자에게 보여주

면서 방문자가 지역과 도시에 대한 집단기억을 불러일으키게 해주며, 건

축이 서사성을 가지게 하였다. 또한 조깅, 사이클 등 운동들(그림4-3-44)

을 동선과 결합시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건축계획을 

하였다. 그러므로 동선의 흥미와 실용성이 향상되어 건축과 장소의 공공

성이 더 강화되었다.

   

그림4-3-42 서촌대원의 동선계획              그림4-3-43 동선계획의 모형138)

  

그림4-3-44 동선에서 이루어진 운동들139)

136) 이미지출처: https://www.jiakun.com/project/detail?id=17
137) 이미지출처: 위와 같다.
138) 이미지출처: https://www.jiakun.com/exhibition/detail?id=9
139) 이미지출처: https://www.jiakun.com/project/detail?i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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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앞선 분석에서, 리우쟈쿤의 건축 작품을 세 시기로 나누어 서사적 주

제의 선택, 서사적 내용의 표현, 서사적 구조의 도입의 세 가지 측면으

로 사례를 제시하였다.

  사례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서사적 건축의 기본적 내용으로

  서사적 건축의 기본적 내용 분석을 통해, 리우쟈쿤의 건축에서 나타난 

서사성이 왜 강렬하게 느껴지는지를 알 수 있다.

  1) 서사적 주제의 선택 측면으로

  리우쟈쿤은 모든 건축 작품의 서사적 주제의 선택에서 기본적으로 인

문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주제를 선택한다. 추상적인 개념보다 인문성

을 가진 주제는 사람과 건축의 관계를 맺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

자들이 이러한 주제를 가진 건축에서 건축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들

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들 들어, 그의 초기 작품으로 로어정리공작실의 생산성 주제, 허둬

링공작실의 민감내성 주제는 인간에 대한 사고가 드러난다. 전환기 작품

으로 녹야원석각박물관의 인공성과 반일상 주제, 그리고 문혁지종박물관

의 역사적 사건의 주제는 사람이나 역사의 관점으로 건축에 대한 사고이

다. 후기 작품으로 후후이산박물관의 지진과 기념의 주제, 그리고 서촌

대원의 집단기억의 주제는 사람들이 역사와 지역, 그리고 집단에 대한 

기억이다.

  2) 서사적 내용의 표현 측면으로

  “저기책략”의 건축 사상을 가진 쓰촨 지역 건축가 리우쟈쿤은 그의 

건축에서 향토요소와 지역적 특성을 가진 재료를 통한 주제로 건축적 서

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재료는 일반적 재료와 비교하면 의미적 측면에

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리우쟈쿤이 사용한 건축 재료가 쓰촨 지역에 

대한 서사를 담고 있다. 재료에 대한 처리법 측면에도, 현대적 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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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지 않고, 전통 기법을 계승하여 재료의 처리법으로 건축에서 활용

하였다. 이러한 전통기법에 대한 활용은 리우쟈쿤이 “저기책략”에서 

말한 “오래된 문명을 탐구하여 장점을 강화시키다”의 건축적 실천이

다. 일반적인 재료라도 이러한 기법을 통해 전통에 대한 서사성을 가진 

재료로 변화된다. 그리고 리우쟈쿤은 “자원의 창의적으로 이용하다”의 

건축이념을 계승하여, 현대적 재료와 방식을 창의적인 활용을 통해 전통

적인 건축요소와 장면을 현대건축에 드러내었다.

  예를 들어, 리우쟈쿤의 초기 작품인 로어정리공작실에서 전통적 납모

(拉毛)의 처리법을 활용하여 평범한 외벽에 사람의 흔적을 남겨 서사성

을 부여하였다. 또한 리우쟈쿤은 규격화된 창문 프레임 재료를 선택하지 

않고, 근처의 철공이 만든 흑철(黑鐵)을 창문에 활용하여 건축에서 전통

에 대한 서사를 담아내었다. 그의 전환기와 후기 작품에서는 이 특징이 

더 명확히 나타난다. 대나무 제품은 쓰촨에 대한 강한 지역적 특성을 가

지고 있다. 그래서 리우쟈쿤은 녹야원석각박물관과 서촌대원 등 건축에

서 전통 수공예 죽편(竹編)의 기술로 죽교모판(竹胶模板)을 가공하여 거

푸집을 제작하고 그것을 건축 시공에서 활용하였다. 이러한 전통 기법에 

대한 현대적 활용은 평범한 재료를 통해 대나무의 질감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서촌대원의 처마, 난간 등에도 대나무의 흔적을 볼 수 있다. 건

축 조경에서도 대나무로 지역적 경관을 구성한다. 이러한 대나무에 대한 

다양한 활용으로 건축이 서사성을 갖게 하였다. 또한, 리우쟈쿤은 재료

에 대한 많은 시도를 하였는데 특히, 쓰촨 대지진 이후에 지진 폐허에 

남아있던 벽돌과 기와를 재생벽돌로 만들었으며, 지진 후의 작품인 수정

방박물관, 서촌대원에서 활용하였다. 재생벽돌을 활용함으로 건축 재료

의 의미가 더 풍부해 지고 건축의 서사성이 더 강해지게 하였다. 마지막

으로, 문혁지종박물관에서는 박물관과 상가의 관계를 통해 쓰촨 전통의 

시정(市井)관계를 표현하였다. 서촌대원에서 리우쟈쿤은 천서림반(川西林

盤)의 구조를 활용하여 중정을 배치하였고 중국 전통건축에 있는 조정

(藻井)요소를 현대적 기법으로 재현하였다. 이것은 전통과 시대에 대한 

건축적 서사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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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사적 구조의 도입 측면으로

  리우쟈쿤은 “서사화어”에서 소설 창작의 방식을 건축 창작에 활용하

려는 의도를 반복적으로 드러내었다. 이에 따라 그의 건축에서는 소설에

서 나타난 구조를 건축에서 활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리우쟈쿤은 

선형(線型)적인 공간 조직방식을 활용하여 건축 공간의 연속성과 공간의 

가독성을 향상시킴으로 건축적 서사성을 강화하였다.

  리우쟈쿤의 초기 작품에서, 주거 기능을 가진 예술가 공작실임에도 불

구하고, 공작실의 공간 조직 방식 측면에서 다른 주택 건축과의 큰 차이

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로어정리공작실에서 리우쟈쿤은 계단실 대신에 

나선으로 상승하는 동선을 설치하여, 이 동선을 통해 각 공간을 연결하

며 건축을 조직했다. 허둬링공작실에서도 마찬가지로 계단실 대신에 여

러 개의 낮은 계단으로 공간들을 조직했다. 공간에 질서를 부여한 동시

에 서사성이 드러난 미로가 이루어졌다. 전환기 건축에서는 소설과 같은 

서사 구조가 더 명확히 나타났다. 녹야원석각박물관에서 소설에서의 역

순행(逆順行)적 구성 그리고 액자(額子)식 구성과 유사한 서사 방식을 건

축에 적용하여, 건축도 문학작품과 같이 서사성을 가지게 하였다. 문혁

지종박물관에서는 문화대혁명의 과정을 세 개의 독립된 이야기로 나누

고, 연속된 동선을 통해 하나의 이야기로 구상했다. 마지막으로 후기 작

품에서도 건축 구조에서 나타나는 서사성을 느낄 수 있다. 서촌대원에서

는 네 가지의 동선을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건축의 매스, 장소 그리고 공

간적 기능을 연결시켜 효율적으로 공간을 조직 하였다. 

  2. 시기별 서사성의 특징으로

  리우쟈쿤의 건축 작품들을 세 가지 시기별로 나누고 분석을 통해, 그

의 건축적 서사성의 시기별 특징과 전체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1) 초기: 서사적 구조의 중심

  그의 초기 예술가 공작실 시리즈 건축에는 소설가 배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소설과 같은 서사적 구조가 건축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로어정리공작실에서 전통적인 계단실 구조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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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고, 대신 나선으로 상승하는 계단을 도입하여 각 공간을 조직하였

다. 허둬링공작실도 마찬가지로 계단실 대신에 여러 개의 낮은 계단으로 

공간들을 조직함으로써 공간에 질서를 부여한 동시에 서사성이 드러난 

미로가 이루어졌다. 

  2) 전환 시기: 서사적 구조에서 내용의 표현으로의 전환

  그 후의 1999년에 리우쟈쿤은 개인 건축 사무소를 창립하였다. 창립한 

초기는 그의 건축 작품의 서사성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때문에 이 

시기는 전환 시기에 해당한다. 전환 시기에 그의 건축 작품인 녹야원석

각박물관과 문혁지종박물관에서는 여전히 소설과 같은 서사구조가 나타

났다. 하지만 이 두 프로젝트에서는 건축의 재료와 의미의 표현에 향토

요소와 전통적 기법 등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활용에서는 지역과 전

통에 대한 서사를 담아내었으며, 그것의 서사적 내용 표현은 예술가공작

실 시리즈 건축보다 더 풍부해졌다. 

  3) 후기: 서사적 내용의 표현의 중심

  이 두 프로젝트 끝난 2004년 후의 건축 작품들에는 리우쟈쿤이 서사적 

구조보다 내용 표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

건축가로서 활동하는 리우쟈쿤은 고향인 쓰촨에 대지진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계기로 그 후에는 건축 재료나 서사적 내용 표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 그리하여 재생벽돌의 활용, 대나무에 대한 다양한 탐구, 

그리고 전통적 요소를 현대적으로의 재현하는 등으로 작품을 표현하였

다. 이 시기에는 그의 건축에서의 지역적 특징, 전통적 특징, 그리고 시

대적 특징 등에 대한 건축적 서사를 볼 수 있다.  

 이처럼 그의 건축 작품을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 건축적 서사성

의 중심은 서사적 구조에서 서사적 내용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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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논문은 건축과 서사에 대한 이론적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리고 건축에서의 서사성을 중요 주제로 삼고 있는 중국 현대 건축가 

리우쟈쿤의 건축 작품의 건축적 서사와 그 방법을 분석하였다.

  먼저 건축학과 서사학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으로 서사학의 유래와 서

사학이 건축에 등장한 배경, 서사와 건축의 관계, 그리고 서사적 건축에 

대해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 서사학은 이야기의 기술과 구

조를 연구하는 분야로 문학에 유래되었으며, 문학과 깊은 공통성을 지니

고 있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20세기 후반 철학, 기호학, 심리학, 문학 등 

타 학문 분야가 건축에서 언급되기 시작하였으며, 건축학과 서사학의 연

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서사적 건축의 개념, 특징, 설계방법, 해석, 한

계성, 실천으로 나누어 서사적 건축에 대해 다루었다. 건축이 서사성을 

가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건축도 문학 작품처럼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매개체만 다를 뿐, 전달하는 구조와 내용, 표현방식 등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중국 현대 건축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건축가 리우쟈쿤은 소설가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건축과 문학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건축의 서사성을 드러내는 방식을 연

구하기 위해 리우쟈쿤과 그의 건축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어서 

리우쟈쿤의 건축사상과 그의 건축에서 나타난 건축적 서사성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가 저술한 글들을 통해 그의 건축사상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리우쟈쿤의 건축 작품을 중심으로 삼고, 그의 건축 작품들을 

시기별로 나누어 각 시기별 건축에서 건축적 서사성의 특징을 분석하였

다. 서사의 시점으로 살펴본 리우쟈쿤의 건축사상은 그의 건축에 스며들

어 있다. 그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축을 통해서 강한 서사성을 느낄 

수 있다. 그의 건축 작품에서 나타난 서사성을 서사적 주제와 내용, 그

리고 구조의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본 결과는 리우쟈쿤의 건축에서 인문

성을 가진 주제를 수렴하여, 소설과 같은 뚜렷한 공간적 구조로 향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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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 전통기법 등과 결합한 건축 요소를 조직하여 일관성이 있는 건축에 

서사성을 부여한 것이다. 그의 시기별 특징으로는 초기에는 서사적 구조

에 중심을 두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사적 내용 표현으로 변화되었

다. 그의 초기 예술가 공작실 시리즈 건축에는 소설가 배경의 영향을 가

장 많이 받았으며 공간 구조에 중심을 두었고 소설과 같은 서사적 구조

가 건축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1999년에 리우쟈쿤은 개인 건축 사무소

를 창립하였다. 창립한 초기는 그의 건축 작품의 서사성이 변화가 생겼

으며 이 시기는 전환 시기에 해당한다. 전환 시기의 그의 건축 작품인 

녹야원석각박물관과 문혁지종박물관에서는 소설과 같은 서사구조가 여전

히 건축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서사적 내용의 표현은 예술가공작실 시리

즈 건축보다 더 풍부해졌다. 이 두 프로젝트 끝난 2004년 후의 건축 작

품들에는 리우쟈쿤은 서사적 구조보다 내용 표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

졌다. 특히 지역건축가로서 활동하는 리우쟈쿤은 고향인 쓰촨에 대지진

이 일어났고, 그 영향으로 건축 재료나 서사적 내용 표현에 대해 더 많

은 관심을 두었다. 그의 건축 작품을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 그의 

건축적 서사성의 중심은 서사적 구조에서 서사적 내용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본 논문을 마쳤다 하지만, 본 논문의 연구범위의 한

계성은 본 논문의 아쉬운 점이다. 건축학과 서사학의 관계가 정리된 현

대 건축에만 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이전 시기에는 용어가 정리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근대, 심지어 고대 건축부터 서사성이 

드러난 건축들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랑해왔던 중국 

전통 원림건축에서는 조원(造園)할 때 많은 고시(古詩)와 고문(古文) 등 

문학 작품을 차용하여 그 작품들의 의사표현, 문장조식 등 원림건축의 

구성에 활용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할 가치가 있으며 후속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제의 선택과 내용의 표현 구조의 도입이라는 세 가지의 관점

에서 살펴본 결과, 리우쟈쿤은 건축의 인문성 주제를 수렴하여 소설과 

같은 뚜렷한 공간적 구조로 향토요소나 전통기법 등과 결합한 건축 요소

를 조직하여 일관성이 있는 건축에 서사성을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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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Narrative in Liu Jiakun’s 

Architecture

CHEN SIHONG

Dep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Having suffered several external invasions and internal wars in its 

long history, China has been taking steps to make up for losses from 

aggression and war in economy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since 

modern times. The stimulus of globalized capital prompted China to 

want to stand out on the international stage and pursue more excessive 

economic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These situations have 

contributed to frequent appearance of buildings that value only 

economic purposes and visual expressions in modern architecture.

     It is difficult for these buildings to meet the spiritual needs of 

modern people who values various aesthetic pursuits or emotional 

experiences since they mostly pursue only the efficiency of capital, 

functionality and visual expression at a material level. At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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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modern architectural aesthetics are facing new challenges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design. It is difficult to judge modern 

architecture by conditions of classical western architecture such as 

proportionality and geometric shapes.

     In light of this situation, the architectural community has been 

looking for a new method of research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of other studies, and has been constantly thinking about new methods 

of architecture. Philosophy, semiotics, psychology, and literature began 

to be mentioned in the architectural world in the late 20th century, as 

well as the study of architecture and narratology. This combined study 

of architecture and narratology can help regain the identity of 

architecture and improve the situation in the atmosphere of modern 

Chinese architecture.

     Narratology originated from literature and has many things in 

common with literature. Liu Jiakun, an architect representing Chinese 

modern architecture and gaining international recognition, has the 

background of a novelist, and his architecture and literature are closely 

related. His architecture, influenced by the novelist background, is 

showing a strong architectural narrative. Through the study of 

architectural narrative about Liu Jiakun, the study of architecture and 

narratology can be achieved.

     This study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ure and 

narratology, and then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Liu Jiakun’s 

architectural thoughts and the architectural narrative that emerged 

from his architecture. Next, this study divides Liu Jiakun’s 

architectural works into periods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al narrative in each architectural work to find out the way 

Liu Jiakun reveals architectural narrativ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rom the viewpoi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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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rrative, Liu Jiakun's architectural thoughts and tactics permeate 

his architecture, which makes his architectural works have the strong 

narrative. Looking at the narrative in his architectural works from 

three perspectives, narrative theme, content, and structure, Liu Jiakun 

gives architecture the consistent narrative with the themes of 

humanism, the obvious spatial structure as a novel, and architectural 

elements combined with domestic elements and traditional techniques. 

He initially focused on narrative structure and gradually changed into 

narrative expression. His artist's workshop series was most influenced 

by the novelist background. Centered on the spatial structure, 

novel-like narrative structures were evident in architecture. In 1999, 

Liu Jiakun founded his own architectural firm. The early days of this 

time was the turning point for him because there was a change in his 

architectural narrative. His works of this time such as Luyeyuan Stone 

Carving Museum and the Clock Museum of Chinese Cultural Revolution 

still showed novel-like narrative structure, but the expression of the 

narrative content had become richer than that of the series of artist 

workshops. Since then, he has been more interested in content 

expression than narrative structure in architectural works. In particular, 

Liu Jiakun, who works as a local architect, had a major earthquake in 

his hometown of Sichuan, after which he paid more attention to 

architectural materials and narrative content expressions. From the 

whole flow, his focus of architectural narrative has changed from the 

narrative structure into the narrative content.    

     It is regrettable that the scope of the study is limited. This study 

deals with only modern architecture which has organized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ure and narratology. However, even before the 

particular terms were established, there had been architectures that 

revealed narratology in modern China or even ancient perio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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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 the traditional Chinese Garden Architecture, which has been 

boasted of by China, borrowed many literary works such as old poems 

and old advisors and used their expressions and the composition of 

sentences for the buildings of traditional Chinese Garden Architecture. 

Subsequent complementary studies on this part are needed.

keywords : Liu Jiakun, Narrative, Chinese Modern Achitecture,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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