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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 구축 및 적용
- 차용작품의 미술비평과 건축의 특수성을 토대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김 영 선

지도교수  최 재 필

본 연구는 시각적 유사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예술작품으로 인정받

는 차용작품의 미학적 의미를 고찰하고, 궁극적으로 건축에서도 차용작

품과 같은 차용 건축물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건축표절 현황을 살펴보고, 표절 의혹 건축물 중에서 건축가가 차용을 

주장하는 사례를 차용미학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건축차용의 가능성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차용작품이 되기 위한 미술비평의 기준을 

고의성, 목적성, 예술성으로 구분하여 건축 차용비평의 순서도를 도출하

고, 차용을 주장하는 건축 사례에 미술비평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함으

로써 건축 차용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축 창조과정의 특

수성을 반영하여 표절 의혹 사례에 대한 차용비평의 과학적 접근과 예술

적 접근방법을 제안하여, 앞으로 발생 가능한 건축차용의 표절 의혹에 대

비하는 건축비평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차용과 표절을 고찰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표절, 차용, 비평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미술의 표절과 차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용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차용작품의 사례를 통해 미술

의 차용개념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표절과 차용의 개념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사회적 배경과 미술사적 배경을 고찰하였고, 미



학에서 표절과 차용을 구분하여 비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오

늘날 건축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차용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건축차용

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에 추가하여 오늘날 건축에서 차용이 나타남

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침해와 표절을 혼용하고 여전히 시각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표절을 평가하려는 건축표절 논의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2장」에서는 건축표절과 건축차용 비평의 관련성을 입증하고, 건

축차용 비평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먼저, 미술

비평의 구조를 분석하여 순서도를 통한 비평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다

음으로는 건축 차용비평을 위해 차용작품에 대한 미술비평의 최소 기준

을 정리하여 차용의 고의성, 목적성, 예술성을 기준으로 건축 차용비평의 

순서도를 도출하였다. 이전의 미술비평에서 평론가들은 표절과 차용을 

구분하고 있었지만, 어떠한 기준으로 표절과 차용을 구분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의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

한 차용작품과 표절작에 관한 미술비평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차

용작품이 되기 위한 미학의 최소 기준을 정리함으로써 넓은 의미의 차용

미학을 이해하고 차용작품이 되기 위한 미학의 최소 기준이 적용된 건축 

차용비평의 순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차용작품의 미술비평이 작가가 

차용을 주장하거나 이미 널리 알려진 작품을 차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차용을 주장하지 않는 건축의 표절 의혹 사례를 차용미학의 관점에서 논

의하기 위한 순서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차용작품의 미술비평에 건축

디자인 과정에 특수성을 추가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는 건축표절 관련 현황을 조사하여 건축표절의 발생원인과 건축표절 논

의의 쟁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건축에서 표절 판단이 어려운 특수한 

요인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제까지 건축에서의 표절 논의는 기술의 전

형, 디지털에 의한 형태생성, 건축의 상품화,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물 등 건축 창조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표절과 차용을 구분하여 정

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용미학의 관점에서 

건축 창조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표절이 아닌 창조적 모방으로서의 건축 



차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미술 창조과정과 건축 창조과정의 차이

를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에서 도출하고, 미술비평의 구조를 해석함으로

써 차용을 주장하지 않는 건축표절 의혹 사례에 대한 건축차용을 위한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에 따라 비평적 관점을 기술

적 접근과 미학적 접근으로 달리하는 방향을 정리하고, 상품화된 건축 사

례에서 차용미학 비평의 관점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현대 예술 비평에서는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로 인해 표

절 의혹이 있는 동일한 작품에 대해 평론가들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한 방법론에 충족하지 않는 차용작품은 

차용미학을 통한 비평의 대상에서 논외가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

안하는 방법론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차용작품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차용미학을 논하는 절

대적인 기준이나 다양성을 지나치게 존중하는 기준을 제안하기보다는 건

축 차용이 되기 위한 최소 기준을 통해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한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을 적

용한 비평의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우선 「4장 1절」에서는 

실제 표절 의혹이 있는 건축 사례 중에서, 차용미학의 관점에서 건축가 

또는 건축주가 표절이 아니라며 해명하는 사례에 대해 미학의 차용작품

이 되기 위한 미술비평의 최소 기준으로 차용 여부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차용을 주장한 건축물의 차용 여부를 비평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필

립 존슨의 <글라스 하우스>, 하워드 라가트의 <호주국립박물관>, 중국 

충칭의 <메이콴 22nd 센츄리>이다. 연구의 대상에 대해 건축차용을 성공

한 차용과 실패한 차용으로 구분하였으며, 실패한 차용 건축물에서 표절 

의혹이 있을 시 건축표절 판단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살펴볼 것을 제안

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축차용 논의에서 나타나는 고의성, 목적성, 예술성

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며 미학의 기준만으로 분석할 수 없는 건축차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4장 2절」에서는 차용을 주장하는 않는 표절 의혹 사례에 대해 건축 

차용을 분석하였다. 건축에서 차용을 주장하는 않는 이유는 비교적 현대 



미학에 속하는 차용 이론에 건축가들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예술 

모방의 측면에서 논의되었던 건축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표절 의

혹 사례에 대해 건축 차용을 분석하는 대상은 1960~80년대 한국 건축표

절 의혹 사례이다. 연구의 대상이 1960~80년대의 표절 의혹 사례인 이

유는 우리나라 건축에서 서양식 근대화를 적용하며 발생한 시행착오 과

정의 건축물을 미학의 관점으로 재평가함으로써 각각의 사례들이 가진 

건축적 의의를 되짚어보고자 함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부터 현재

까지 표절과 차용 논의의 중심에 있는 김중업의 <삼일빌딩>, 김수근의 

<부여국립박물관> 및 <자유센터>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존 

학계의 카르텔과 건축사의 신비화 과정을 해체하고 현대적인 차용미학의 

관점에서 해당 사례들을 논의하며 표절 의혹 건축물의 예술적 가치를 새

롭게 발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저작권법에 의지하고 있는 건축표절 논의의 현황과 문제 제

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미학의 관점에서 현대건축계의 표절 문제를 표절

과 차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건축 차용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건

축계에 제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축 창조의 범주를 넓히고 이를 통해 

건축에서도 올바른 차용을 통한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창조 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사법권에 의한 표절 판

단이 아닌 건축계의 자치적인 비평을 통한 표절 논의의 가능성을 제안하

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기존 학계에서 건축의 특수한 창조과정과 복합

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건축표절 연구를 기피하였다면, 본 연구는 미학의 

차용 이론을 건축에 접목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건전한 건축 창작의 범

주를 넓히고 예술로서의 건축표절 연구를 시작하고자 하였다. 

건축표절과 차용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일 뿐이다. 후속연구에

서는 더욱 명확한 건축표절과 차용의 경계를 논하기 위해 건축표절 비평

을 위한 방법론을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건축표절 의혹 사례들에 대한 

다양한 가치를 정의하여야 하고, 건축가의 창작에 대한 권리를 어느 선까

지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리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는 연구를 계속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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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 구축 및 적용

2

1.1. 연구의 배경

1.1.1. 건축에 함축된 차용

오늘날 건축에는 차용이 함축되어 있다. 이는 오늘날 건축이 과거 건축

을 토대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건축에 함축된 차용을 연

구함으로써 과거 건축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건축 본질에 관한 

탐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건축

에 함축된 차용을 오늘날 건축에서 나타나는 불가결한 현상으로 이해하

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평을 통해 건축의 동시대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차용(借用; appropriation)은 현대미학에서 정의

한 개념으로, 예술가의 의도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는 작품을 재구성하거

나 재해석하는 제작기법을 말한다. 이러한 제작기법이 등장하게 된 근저

에는 복제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원작과 동일한 예술작품의 제작이 가

능한 시대에 더는 시각적으로 새로운 예술작품의 창작이 무의미하다는 

현대미학의 이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차용이란 예술작품의 생김새가 

같더라도 그 생김새에 대해 논하는 것보다 예술가가 어떠한 의도에서 이

를 제작하였는지에 대해 논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니콜라이 하르트만(Nicolai Hartmann)은 “건물은 현상하는 시대의 현

상하는 생활 속에서 그 시대의 정신적 배경과 더불어 창조되고, 단순히 

조형적 형식만을 통해 해석되지 않는다(Hartmann, 2017)”고 하였다.1) 

건축물은 인간의 삶을 표현하며, 동시대 사회의 문화와 기술을 반영하는 

종합예술작품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생김새는 건축의 심미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건축의 본질을 이해하게 하는 유일한 요

소는 될 수 없다. 

이러한 연유에서 본 연구는 건축물의 생김새가 기존에 존재하는 건축

1) Hartmann, N. (2017). 미학이란 무엇인가 (김성윤 Trans.). 서울: 동서문화사, 145~147. (원
서발행년 1953). 



제1장. 서  론

3

물과 얼마만큼 유사한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차용에 대한 

고의성과 목적성을 토대로 기존에 존재하는 건축물보다 얼마나 더 나은 

건축적이고 예술적인 의의를 체화하였는지에 대해 논하게 될 것이다. 또

한,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건축물의 생김새보다 중요한 건축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 구축 및 적용

4

1.1.2. 비평을 통한 건축차용과 건축표절의 구분

오늘날의 건축계에는 발전된 기술과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상의 건축물이 등장하고 있다. 같은 생김새의 건물이 대량생산

되기도 하고, 고유한 자료들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며 건축 기술의 평준화

도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차용을 건축표절 논란에 

대한 대체 개념으로서 제안하고, 이를 통해 시각적인 것에서 본질적인 것

으로 건축계의 논의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건축표절 논란에 대한 대체 개념으로서 건축차용을 제안하는 본 연구

의 기조로 인해 본 연구가 표절을 옹호하는 것으로 오도될 수 있다. 하지

만, 건축표절에 관한 본 연구의 주된 입장은 이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다. 다만 표절이라는 개념에 사로잡힌 오늘날의 건축계가 디자인(design) 

과정을 거쳐 완성된 설계안(設計案)에 대해 오직 기존에 존재하는 건축

물과 생김새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최대한 다른 느낌이 나도록 변경

하기를 요구하는 행태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에 루이스 칸(Luis Kahn)의 

연구를 덧붙이자면, 칸은 “건축물이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가?”2)라는 물

음을 통해 건축의 본질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내부에 근원적으로 존재하

는 영원한 질서(order), 형태(form), 기원(beginning) 등의 드러냄을 통해 

건축의 본질(essence)이 표현되고, 어느 순간의 깨달음(realization)을 통

해 감각된 이러한 속성들이 디자인(design)이라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형태로 실현된다고 하였다.3) 이처럼 건축 본질에 대한 깨달음과 디자인

이라는 인고의 창작 과장을 거쳐 완성된 설계안이 단순히 표절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본 연구는 오늘날 건축디자

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축차용이라는 새로운 건축창작의 방식을 이해함

으로써, 현대건축의 본질과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삶에서 의미하는 바를 탐

구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해 오늘날 우리 삶과 긴밀

하게 연관된 건축의 상황적 구조 및 의미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현

2) Kahn, L. (2003). “What does the building want to be?”. Robert Twombly (Eds.), Louis 
Kahn: Essential Text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7. 

3) 권태일. (2009). 루이스 칸의 ‘건축의 본질’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8(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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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건축의 본질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건축표절은 우리 건축계의 중대한 이슈로 논의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그림1-1]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의 건축표절 

관련 온라인 기사의 제목을 정리한 것이다.4) 

[그림1-1]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의 
건축표절 관련 온라인 기사 제목

[그림1-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마침내 건축에서도 표절에 관한 논의

가 증가하고 있다. 건축표절 논의가 증가한다는 것은 건축이 선진문화 차

원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건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는 바가 건축 발전에 

4) 권재현. (2020). 건축 표절 시비에 새 이정표 세워질 소송. Retrived April 4, 2020. from   
https://weekly.donga.com/BestClick/3/all/11/1970467/1; 박정식. (2020). [건축설계 표절 
시비] 알면서도 표절, 다툼 일면 모르쇠. Retrived April 4, 2020. from http://jmagazine. 
joins.com/economist/view/329536; 강영주. (2020). 이기적 건축주_표절을 요구하는 사회. 
Retrived April 4, 2020. from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8870; 
JTBC 뉴스. (2020). ‘경주타워’ 표절 공방 12년 … 건축가 숨진 지 9년 만에 현판. Retrived 
March 30, 2020. from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 NB119 
35149; 한은화. (2020). [한은화의생활건축] ‘짝퉁‘ 건축과 철거 소송. Retrived March 30, 
2020.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3729005; 김정식. (2020). 세계적 건축가 이타
미준, 사후에야 경주타워저작권 되찾은 사연. Retrived March 30, 2020. from 
https://news.joins.com/ article/23698264; 박철홍. (2020). 5·18추모탑표절수사‘혐의없음·공
소권없음’ 결론. Retrived March 30, 2020. from https://www.yna.co.kr/view/ 
AKR2019103105540005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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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자면, 오늘날 건축에서 대중의 관심은 우리 삶과 긴

밀하게 연관된 물리적 기반으로써 건축의 역할을 회복하게 하고, 건축이 

고립된 특정 집단의 학문으로만 논의되지 않도록 하여 다가오는 세대에

서도 소멸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5) 

표절 논의가 증가하여 생기는 부작용도 있다. 현재 건축표절 논의는 흥

미 위주의 가십(gossip)으로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있다. 예컨대 일부 사

람들은 건축물의 설계과정, 구조, 시설·용도, 법리적 제약 등 건축디자인 

과정 및 한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단순히 기존에 존재하는 건축물

과 새로운 건축물의 생김새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표절 의혹을 제기

하기도 한다. 반면에 표절 의혹의 표적이 된 건축가는 디자인 과정을 이

해받는 어떠한 절차도 없이 일방적인 비난의 대상이 된다. 물론 유명 건

축가나 대형 설계사무소의 경우 표절 논란에서 이점을 갖고 비난의 대상

에서 제외되거나, 적극적인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통의 

건축가가 표절 의혹의 표적이 되는 경우, 표절에 대한 사실 여부의 판단 

없이 ‘표절 건축가’라는 수식어가 낙인처럼 따라붙게 된다. 그로 인해 표

절이라는 개념에 사로잡힌 오늘날의 건축가들은 스스로의 창작성을 제한

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계 표절 논의의 문제적 상황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여 

[그림1-2]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는 누구나 건축표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의혹에 관심 있는 대중은 건축표절 논란을 키우고, 표절로 지목

된 건축가 또는 원안의 건축가는 주로 법적 대응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한다. 이에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을 지불한 후에 이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나지만, 여러 이유에서 논란은 지속하고, 결국 대중이 건축표절 사건에 

무관심해진 시점이 되어서야 건축표절 논의는 초라하게 종결된다.

5) 근대까지의 예술은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전통적인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순수
예술과 인간의 삶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전통적인 예술관은 고
립된 소수의 집단이 예술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하게 하고 결국 존재
의 가치를 잃게 된다는 문제를 만들었다. 현대사회에서는 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의 경계가 사
라지며 대중은 주체적으로 예술에 참여하게 되었고, 예술은 대중과 상호작용하며 존재하고 
있다. 김경수(2000). 건축 미학산책. 서울: 도서출판 발언.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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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현재 건축표절 논의의 문제

이처럼 현재의 건축표절 논의는 어떠한 학문적 발전도 없이 계속해서 

논란만 가중하다 결국은 아무런 결론도 찾지 못한 채 소비되고 있다. 지

금과 같이 사회가 무분별하게 건축표절을 비난하고 그로 인해 건축가들

이 스스로의 창작성을 제한하는 현상은 우리 건축계가 표절이라는 까다

롭고 착잡한 문제를 그에 합당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우리는 전적으로 법학연구에 의존하여 ‘저작권침해’ 혹은 ‘명예훼

손’ 등의 법리적 판결로 건축표절이 평가되도록 방치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연구에서는 도리어 건축처럼 자치와 자율이 존중되는 학문에서 표절 

판단이 지나치게 사법권으로 간여되는 현상을 주리스토크라시(juristo- 

cracy)6)로 비판한다.7) 더불어 법리적 판단은 건축의 디자인 과정을 충분

히 고려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므로 법적 판결이 난 경우에도 여전히 표

절에 대한 논란은 지속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법적 판결이 표절 판단을 위

한 도구적 수단이 되어야 하며, 건축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학문적 

논의를 통한 건축표절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학문적 논의를 통한 건축표절 판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평을 통한 

6) 주리스토크라시(juristocracy)는 법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해법이 되어버린 
현상을 비판하는 신조어이다. 한상희. (2015). [특집]위험한 법률가의 지배, 현재를 수술하라. 
Retrieved December 10, 2020 from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 
artid=201412291812241&code=113

7) 남형두(2016)는 예술 영역에 과도한 사법 간여 현상을 비판하였다. 그는 예술 영역에서 나타
난 주리스토크라시가 예술의 본질을 저버리게 하여 전문분야로서 예술의 발전을 저하한다고 
하였다. 남형두. (2016). 법과 예술. 정보법학, 20(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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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차용과 건축표절의 구분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

본 바처럼 예술의 대중화는 예술의 개념과 내용을 확장하게 하였으며, 예

술이 미래에도 소멸하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예술의 대중화

로 인해 우리는 지나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본질적인 내용의 구분이나 

선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비평은 예술의 대중화를 여과하는 장치로

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8) 이러한 연유에서 비평을 통한 건축차용과 건축

표절의 구분은 [그림1-3]과 같은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그림1-3] 표절과 저작권침해의 혼용 문제 및 실제 판단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표절’과 ‘저작권침해’가 동의어인 것처럼 통용되는 현재

의 문제를 지적하고, 표절 판단은 건축의 자치적인 비평을 통해 ‘창작’과 

‘표절’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비평을 통한 건축차용과 건

축표절의 구분은 법리적 판단이 고려하지 못하는 건축의 디자인 과정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미학에서도 차용과 표절이 

개념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사실이고, 간혹 몇몇 예술가들은 차용을 핑계 

삼아 표절을 회피하거나, 표절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려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권’이라는 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에 한하여 이를 ‘저작권침해’

와 ‘저작권비(非)침해’로 구분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건축표절 논의의 방

향을 수정하고자 한다. 

8) 김경수. (1980). 건축비평의 기본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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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2.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건축표절 논의에 건축차용의 개념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여 설명하자면 [그림1-4]처럼 ‘창작’과 ‘표절’이라

는 이분법적 건축표절 판단 기준에, 오늘날 건축에 함축된 차용을 고려하

여 ‘차용’의 개념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창작’, ‘차용’, ‘표절’의 관점에서 

건축표절 의혹 사례들이 논의되도록 하고자 한다. 

[그림1-4] 비평을 통한 표절 판단의 의의 

본 연구의 추가적인 목적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건축차용의 개념이 적

절히 건축계 담론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건축차용을 위한 비평의 방법

론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재 건축표절로 논의되고 

있는 사례를 대상으로 건축차용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새로운 비평의 방

법론을 구축하고, 구축된 방법론을 검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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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건축차용 개념을 제안하고 건축표절 의혹 사례들을 차

용의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차용미학’과 ‘건축에서 나타난 차용’에 대

해 고찰하였다. 

우선, 차용미학을 바탕으로 하는 차용작품에 관한 미술비평의 구조와 

기준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건축의 사례를 고찰하기 이전에 차용미

학의 사례를 고찰한 이유는, 건축에 앞서 미학에서 차용을 적극적으로 연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래 미학(美學, aesthetics)은 예술작품의 객관적

이고 논리적인 분석을 위한 체계로써 연구되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미학을 통해 작품의 본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비평과 작품의 본질을 구

현해내는 창작 과정, 즉 건축에서의 디자인 과정을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표절 이다’와 ‘건축표절이 아니다’의 이분법적 

판단으로 답보상태에 빠진 현대건축의 상황을 해석하고자 차용미학에 기

대어 건축차용을 정의하는 연구를 시작한다.9)

그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을 분석하여 건축차용

의 내면에 있는 현대건축 디자인 과정의 특수성을 도출하였다. 차용미학

의 기준만을 적용하여 건축차용을 논하기에는 건축의 디자인 과정에 대

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을 통해 

건축표절 의혹 사례를 건축차용의 관점에서 비평함으로써 방법론을 검증

하고 후속 연구자들의 방법론 활용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9) 타 학문과의 조우를 통해 현대건축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경계를 뛰어넘는 
학문 간의 융합을 통한 건축의 재해석은 답보상태에 빠진 현대건축의 현상을 이해하는 방안
으로 제시될 수 있다. 김성우. (1999). 20세기 추상미술의 표현유형과 현대건축 디자인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1), 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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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흐름

「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가 시작된 배경을 설명한다. 「1절 1항」

에서는 건축에 함축된 차용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본 연구의 학문적 의

의를 논한다. 「1절 2항」에서는 비평을 통한 건축차용과 건축표절의 구

분에 관해 논한다. 이를 위해 대중의 관심과 건축표절 논의의 증가가 건

축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표절과 저작권침해의 개념이 혼용되는 

건축표절 논의의 현 상황을 지적하며 비평의 측면에서 건축표절 의혹 사

례를 논할 것을 제안한다. 

「2장 차용과 표절에 대한 고찰」에서는 본 연구를 이해하는 데 필요

한 개념과 이에 관한 선행연구 및 사례를 고찰한다. 「2장 1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차용, 표절, 비평에 대한 용어를 정의한다. 용어의 

정의를 위해 차용, 표절, 비평에 대한 어원과 일반적인 학문에서의 정의

를 이야기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각각의 개념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의한다. 「2장 2절」에서는 차용미학이 적용된 미술에서의 차용과 표

절에 대해 고찰한다. 차용미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배경과 이론을 살펴

보고 사례를 통해 미술의 차용을 이해한다. 더불어 차용작품의 표절 의혹

에 관한 미술비평의 사례를 살펴본다. 「2장 3절」에서는 건축에서의 차

용과 표절에 대해 고찰한다. 현재 건축에서 건축차용으로 해석 가능한 사

례들을 살펴보며 건축차용의 논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또 다른 한편으

로는 건축에서 차용이 나타나고 있으나, 표절과 차용의 연구가 적절히 논

의되지 않는 현재 건축계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장 4절」 소결

에서는 앞선 미술과 건축의 차용과 표절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건축차용

과 건축표절이 같은 방법론을 통해 논의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고

찰하고, 본 연구에서 구축한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의 구축 방향성

에 대해 논의한다. 

「3장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 구축」에서는 건축표절 의혹 사례

의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을 구축하도록 한다. 「3장 1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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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연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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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비평의 전체적인 구조를 고찰하며 순서도(flowchart)를 통한 건축차

용 비평의 방법론 도출 가능성을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누구나 접근

할 수 있는 동일한 방법으로 건축표절과 차용에 관한 입장을 주장할 수 

있도록 방법론의 기본적인 체계를 구축한다. 「3장 2절」에서는 차용작

품에 대한 미술비평의 최소 기준을 정리하여 차용작품이란 무엇인가, 또 

어떠한 기준으로 이를 분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다. 이를 위

해 선행연구와 차용작품에 대한 비평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차용작품

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 차용의 고의성, 목적성, 예술성으로 구분하여 정

리한다. 차용의 고의성은 ‘작가가 차용을 주장하는지’와 ‘작가가 차용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감상자가 원작을 유추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

한다. 차용의 목적성은 ‘차용에 대한 목적이 예술적인지’와 ‘감상자가 작

품에서 예술적 차용에 대한 목적을 유추하고 공감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

로 판단한다. 차용작품의 예술성은 차용을 통한 알레고리의 생성을 기준

으로 ‘원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지’ 또는 ‘차용을 통해 새로운 의

미가 생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차용작품에 대한 미술비

평의 구조를 통해 ‘성공한 차용’과 ‘실패한 차용’으로 차용작품을 구분하

고, 실패한 차용에 표절 의혹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표절 판단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3장 3절」에서는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을 도출

한다. 이는 미술과 건축에서 근본적으로 디자인 과정에 대한 이해가 다르

기 때문이며, 이러한 차이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건축디자인 과정의 특수

성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건축표절 의혹 사례를 수집하

고,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을 도출하기 위한 담론 분석의 과정을 설명한

다. 「3장 4절」에서는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에 따라 서로 다른 비평적 

관점을 갖고 건축차용과 건축표절을 비평할 것을 제안한다. 상품화된 건

축은 건축차용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의 과학적 관점을 토대로 

비평이 이뤄져야 하는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과 미학과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해도 되는 표절 논의의 쟁점을 구분하기 위한 이론을 발전시킨다. 

「4장 건축차용 비평」에서는 본 연구에서 구축한 건축차용 비평을 위

한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해 비평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적용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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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1절」에서는 차용을 주장하는 건축 사례를 대상으로 비평모형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4장 2절」에서는 건축표절 의혹 사례 중에서 

건축차용을 주장하지 않는 사례를 대상으로 비평모형에 대한 검증을 진

행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논의하

고, 올바른 건축차용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통한 건축표절 연구의 방향

성을 제시하고 건축창작 활동에서의 건축차용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

며, 본 연구의 학문적 한계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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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용어 정의 

본 절에서는 연구에서 사용하는 ‘차용’, ‘표절’, ‘비평’에 대해 정의하도

록 한다. 앞의 용어들을 정의하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이 이미 여러 학문에서 연구되고, 연구자에 의해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의하고자 하는 용어들의 어

원 및 유래를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해당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고찰하

며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차용’, ‘표절’, ‘비평’이 의미하는 

바를 정의하고자 한다. 

2.1.1. 차용(借用; appropriation)

(1) 어원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차용’은 현대미학에서 정의한 용어로서, 현대미

술 운동(contemporary art movement)의 한 갈래로 이해될 수 있다. 영

미권에서는 차용미학에 대한 현대미술 운동을 ‘appropriation in art’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차용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appropriation’의 어원을 살펴보면, 

appropriation은 ‘자신의(proper)’ 또는 ‘자산(property)’을 의미하는 라

틴어 ‘propius’에서 유래한 단어로 이 단어는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다.10) 

국문의 ‘차용’은 한자에 기초한 한자어라고 할 수 있는데, ‘차(借)’는 

‘빌리다’, ‘기대다’, ‘의지하다’, ‘비록~이라 할지라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

으며,11) ‘용(用)’은 ‘쓰다’, ‘어떠한 일을 하는 데에 사용하는 도구’, ‘일이 

진행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12) 

10) 윤영범. (2013). 데포르마시옹 기법의 이미지 차용과 함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25.

11) 借. (n.d.). NAVER 한자사전. Retrieved December 12, 2020 from https://hanja.dict. 
naver.com/hanja?q=%E5%80%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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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용어의 어원을 통해 현대미학에서 사용하는 차용의 개념을 해석

하자면, 차용은 기존에 존재하는 작품을 사용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예술적 발전을 이루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 사전적 의미

국어사전에서는 차용을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서 씀(NAVER 국어

사전, n.d.)”으로 설명하며 ‘대용’과 ‘임차’ 등이 동의어로 사용된다고 설

명하고 있다.13) 이와 같은 국어사전에서의 정의로 인해 우리가 차용이라

는 개념을 사용함에 있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대미술 용어사전을 통해 살펴본 차용은 “이미 존재하는 소재

나 작품을 가지고 새로운 형상과 합성시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미술

제작기법(Atkins, 1994)”으로,14) 의미 차원에서 국어사전과 달리 빌려 

쓴 대상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전제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차용의 관점에서 예술의 표절을 연구한 미국의 법학자 리차드 포

스너(Richard Posner)15)는 차용에 대해 ‘비표절복제(non-plagiaristic 

copying)’,16) 즉, 표절이 아닌 복제로 정의하며 이를 예술사의 명예로운 

전통이라고 하였다.17)

12) 用. (n.d.). NAVER 한자사전. Retrieved December 12, 2020 from https://hanja.dict. 
naver.com/hanja?q=%E5%80%9F

13) 차용. (n.d.). NAVER 국어사전. Retrieved December 12, 2020 from https://ko.dict. 
naver.com/#/entry/koko/4221d589cc074075949261939cafaebc

14) Atkins, R. (1994). 현대미술의 개념풀이 (박진선 Trans.). 서울: 시공사. (원서발행년1990).

15) Richard E. Posner(1939~):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 교수, 미국 연방제7항소법원 판사. 

16) Posner, R. (2009). 표절의 문화와 글쓰기의 윤리 (정해룡 Trans.). 부산: 산지니. 63. (원서
발행년 2007).

17) 정해룡. (2009). 역자서문. 정해룡 (Trans.), 표절의 문화와 글쓰기의 윤리 (1st ed., 5~19). 
부산: 산지니.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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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미학의 차용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차용의 의미를 논하기 위해, 현

대미학에서 사용하는 차용개념의 배경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차

용은 1970년대 미학의 이론화 작업을 통해 정의된 용어로서, 기술적으로 

복제가 가능한 현대사회에서 예술작품의 가치가 더는 근대적인 기준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미학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복제기술이 없

었던 근대예술에서는 작품의 유일성과 독창성이 예술작품의 주된 가치평

가 기준으로 논의되었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작품일수록 그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복제가 가능한 오늘날의 예술작

품은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급기야 예술작품의 유일성과 독

창성은 무의미한 가치가 되어버렸다. 그로 인해 현대예술에서는 예술작

품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유일성과 독창성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논의

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차용미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조금 더 실제적인 의미로 현대미학에서 사용하는 차용개념을 설명하자

면, 차용은 기존에 존재하는 작품을 토대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제작

기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차용작품의 작가는 차용의 대상이 되는 

원안, 즉, 기존에 존재하는 작품의 유일성과 독창성을 부정하고, 차용을 

통해 제작된 작품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가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본 연구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현대미학에서 사용하는 차용과 같은 맥락에서 건축차용

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차용을 기존에 존재하는 원안

을 토대로 새로운 건축물을 창작하는 하나의 건축디자인 방식으로 정의

하며, 기술복제가 가능한 오늘날의 사회에서 건축물의 의미를 고찰하게 

하는 하나의 디자인 방법론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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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표절(剽窃; plagiarism)

(1) 어원 및 유래

영어에서 표절을 뜻하는 단어 ‘plagiarism’은 ‘유괴하다’라는 의미의 라

틴어 ‘plagiarius’에서 유래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고대 로마 시대에는 범

죄자들이 행하는 노예매매를 ‘plagium’으로 설명하였고, 타인에 대한 지

배력을 빼앗는다는 의미로 범죄자를 ‘plagiarius’로 지칭하기도 하였다.18)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표절과 동일한 의미의 영어 단어 ‘plagiarism’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고대 로마의 시인 마르쿠스 마르티알리스(Marcus 

Martialis)이다.19) 그는 자신의 작품을 훔쳐 스스로 창작한 것처럼 발표

한 동료 시인을 ‘plagiarius(범죄자)’로 지칭하였고, 자신의 문학작품이 동

료 시인에 의해 ‘유괴되었다’고 표현하였다. 덧붙이자면 표절로 인해 마

르티알리스가 느낌 감정은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명예를 다른 사람에 

의해 빼앗긴 것으로 인한 박탈감, 분노, 억울함(이일호 외, 2009)”이라고 

할 수 있다.20)

동양권의 표절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표절’의 어원은 ‘빼앗

다, 훔치다, 겁주다, 협박하다’라는 의미의 ‘표(剽)’와 ‘좀도둑’이라는 뜻

의 ‘절(窃)’이 합성되어 만들어졌다.21) 

처음 우리나라에 표절이 등장한 시점은 고려 시대인데, 문인 이인로, 

이규보의 문집에서는 ‘표절잠절(剽竊潛竊)’, ‘표략(剽掠)’이라는 말이 등

장하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표절과 동일한 의미로 앞의 용어들이 사용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22) 이는 표절이 서양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는 공통된 문명사회의 지적 전통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한다. 

18) 여기에서 노예매매는 본래 노예 신분이 아닌 자유 시민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이일호, 
김기홍. (2009). 역사적 관점에서 본 표절과 저작권. Yonsei Law Journal, 19(1), 311.

19) Marcus Valerius Martialis(circa 40~102): 에스파냐 출신의 고대 로마 시인. 

20) 이일호, 김기홍. (2009). 역사적 관점에서 본 표절과 저작권. Yonsei Law Journal, 19(1), 
314.

21) 남형두. (2015). 표절론. 서울: 현암사. 47~52.

22) 이혜순, 정하영. (2008). 표절-인문학적 성찰. 서울: 집문당.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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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러한 연혁적 사례를 통해 과거에도 문명사회에서는 타인의 

글을 자신의 글로 속이는 행위를 표절로 지적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가 

표절을 비난하였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23)

 

(2) 일반적인 의미의 표절

국어사전의 정의를 살펴보면, 국어사전에서는 표절을 “남의 시나 문장

을 훔치어 제가 지은 것처럼 발표하는 일(NAVER 국어사전, n.d.)”로 설

명하고 있다.24) 『표절론(2015)』의 저자 남형두 교수는 표절을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적절

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인 양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남형두, 2015)”

로 설명하였다.25)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의 표절은 일반의 상식에 따른 정량적인 판

단 기준과 처벌 기준이 정립되어 있다.26) 예컨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서는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및 연구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서술하는 방식을 달리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2010)”를 금지하고, “타인의 저술 문장

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

정하고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

정한다.)(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2010)”으로 타인의 연구성과를 사용

할 것을 정하고 있다.27)

23) 남형두. (2015). 표절론. 서울: 현암사, 118~119.

24) 표절. (n.d.). NAVER 국어사전, Retrieved November 29, 2020 from https://ko. 
dict.naver.com/#/entry/koko/66d3aa50e16a42a0bc984a466679edff

25) 남형두. (2015). 표절론. 서울: 현암사. 36.

26) 남형두. (2015). 표절론. 서울: 현암사. 233.

27)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2장 제7조(타인의 연구성과 사용)」, <제정 2008. 6. 24., 
개정 2010. 7. 16.>. 연구[서울대학교]. Retrieved October 12, 2020 from https://www. 
snu.ac.kr/research/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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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에 대한 국어사전과 남형두 교수의 정의 그리고 이에 대한 지침을 

통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절개념이 ‘글쓰기’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살

펴볼 수 있다. 이처럼 글쓰기에 치중한 일반적인 표절의 의미를 예술에 

그대로 접목하려다 보니, 예술에서의 표절과 일반적인 의미의 표절에 대

한 개념적 차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3) 예술에서의 표절

근대예술에서는 유일성과 독창성이 예술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논의되었다. 여기서 예술작품의 유일성과 독창성은 기

존에 존재하는 어떤 예술작품과도 비슷하지 않고 완전히 새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작품과 유사한 작품을 제작하는 것은 원안

의 가치인 유일성과 독창성을 훼손하는 부정적인 행위로 인식되기 시작

하였고 이에 표절이라는 관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관념이라는 것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시대적 배경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관념으로 등장한 

예술에서의 표절을 정의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예술에서의 표절을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통으로 적

용되는 하나의 기준을 수립하여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음악에서는 이른바 

양적인 표절 판단 기준으로 2마디 또는 4마디가 연속하여 같거나 유사하

면 이를 표절로 판단하기도 하였다.28)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기준은 없

어지고, 결국 원안의 작곡가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부터 건축과 유사한 

패턴으로 표절 시비가 가려지게 된다. 음악에서 양적인 표절 판단 기준이 

사라진 이유는, 결국 음악에서도 차용의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컨

대 바로크 시대 음악에는 변주곡이 존재하였다. 오늘날 음악에는 샘플링

(sampling)29), 커버(cover)30) 등 용어를 사용하여 차용의 정도를 구분하

28) 정다희. (2017). 음악저작물의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
자대학교, 서울. 33.

29) 샘플링(sampling): 디지털 제작 환경을 기반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음원을 재사용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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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이러한 제작 기법을 통해 음악을 만드는 프로듀서들이 그래미 

상(Grammy Awards)을 받는 등 차용이 이미 하나의 제작 방식으로 통

용되고 있다.31)  

앞서 언급한 법학자 포스너(Posner, 2009)는 예술에서의 모방을 명예

로운 전통으로 설명하며, 기본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작품에 대한 모방

을 통해 예술이 발전하고 그리고인해 예술에서의 표절이 성립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포스너의 표절 정의를 살펴보면, 포스너는 

‘원작자가 동의하지 않은 사기성이 있는 복제(non-consensual fraudu- 

lent copying)’으로 표절을 정의하였다. 여기서 ‘사기성’은 작품을 감상하

는 사람이 복제한 작품을 원작으로 믿도록 오도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

게 된다고 한다.32)

(4) 본 연구의 정의

앞서 살펴본 표절의 어원과 유래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의 표절과 예술

에서의 표절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표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

다. 표절은 작가가 예술작품을 제작할 때, 창작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예술적이지 않은 목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작품을 자신의 것인 양 발표

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대중을 기만하는 사기 행위이다. 여기서 예술적이

지 않은 목적이란 작품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 사회적 명성 등이 

있으며, 단순하게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 또한 예술적이지 않

은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적이지 않은 목적으로 제작된 표절 

이다. 박재록. (2017). 대중음악에서의 음원 샘플링 기법의 분석 방법과 그 적용. 한국대중음
악회, 19, 33.

30) 커버(cover): 음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멜로디나 프레이즈 전체를 차용해 오는 음악의 
제작 기법. 박재록. (2017). 대중음악에서의 음원 샘플링 기법의 분석 방법과 그 적용. 한국
대중음악회, 19, 33.

31) 박재록. (2017). 대중음악에서의 음원 샘플링 기법의 분석 방법과 그 적용. 한국대중음악회, 
19, 30.

32) Posner, R. (2009). 표절의 문화와 글쓰기의 윤리 (정해룡 Trans.). 부산: 산지니. 55~56. 
(원서발행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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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은 다른 창작자의 의욕을 저하하고, 불필요한 사회비용만 소비되도

록 조장하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표절이 대중을 기만하는 사기

인 이유는 작가가 표절한 작품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발표하여 대중이 

원안의 진정한 예술적 가치를 감상하게 되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

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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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비평(批評; criticism)

이번 항에서는 비평의 어원과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고 현대사회에서 

비평의 기능과 비평가의 역할을 논하고자 한다. 또한, 건축 비평에 관한 

현재의 논의에 대해 살펴보고 이후 건축표절과 건축차용에 관한 비평에

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관점들에 대해 정리하도록 한다.

이번 항에서 비평에 대해 살펴보는 이유는 비평이 학문적 관점에서 표

절과 차용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앞선 항에서 표절의 정의를 

따져보았듯이, 표절이라는 용어는 더욱 엄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

만, 우리는 표절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으며, 어떤 작가의 작

품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

해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술계는 표절한 작가가 차

용을 주장하며 표절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학문적으

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

다. 그러므로 각 예술 분야에서 표절과 차용 비평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

여야 하며 이를 통해 차용의 예술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논할 수 있어야 

한다. 차용의 예술적 가치를 논할 수 있게 된다면, 앞서 이야기한 표절과 

차용에 대한 예술계의 무관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어원 및 사전적 의미

영어에서 비평을 의미하는 ‘criticism’의 어원은 희랍어와 라틴어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criticism’의 희랍어 어원은 ‘구분하다’, ‘결정하

다’, ‘권위 있는 의견을 말한다’라는 의미의 ‘krinein’이다.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에는 ‘결정적이다’, ‘위기이다’, ‘위독하다’라는 의미의 

‘critical’과 어떠한 판단이나 결정을 위한 ‘기준’을 의미하는 ‘criterion’이

라는 단어가 있다. ‘criticism’의 라틴어 어원은 ‘구분하다(distinguish)’, 

‘분간하다(discern)’, ‘결정한다(decide)’라는 의미의 ‘cernere’이다.33)

33) 강미현. (2007). 한국건축비평에 있어서 건축적 다양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
학교, 전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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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비평(批評)’도 같은 맥락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한자어

인 ‘비평(批評)’은 ‘품평하다’, ‘판정하다’라는 의미의 ‘批(비평할 비)’와 

‘헤아리다’, ‘논평하다’, ‘선악을 따지다’, ‘바로 잡다’라는 의미의 ‘評(평할 

평)’이 합성되어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批(비평할 비)’는 

‘手(손 수)’와 ‘比(견주다 비)’의 합성자로서, 두 사람이 몸을 굽히고 손을 

위로 받들어 모여 있는 모습을 표현한 갑골문자에서 유래하였다(하영삼, 

2004). ‘評(평할 평)’은 ‘言(말씀 언)’과 ‘平(평평할 평)’의 합성자이다. 한

자에 반영된 문화 특징을 연구하는 하영삼(2004)은 비평의 어원을 토대

로 “물건 등을 손(手)으로 나열해(比) 놓고 어느 것이 더 낫고 못한지 언

어로써 가려내는 작업(하영삼, 2004)”으로 비평을 정의하였다.34) 

마지막으로 「표준국어대사전(n.d.)」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비평을 

“사물의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따위를 분석하여 가치를 논함(표준

국어대사전, n.d.)”35)으로 설명하고 있다. 

비평의 어원과 사전적 의미를 토대로 비평을 정의하자면, 비평은 ‘어떠

한 가치를 공평하게 구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가치를 공평

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허영삼(2004)은 ‘공평한 언어’를 통해 비평할 것을 

주장하였다. ‘공평한 언어’란 사회의 이해관계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언어를 말하며, 우리는 ‘공평한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객관

성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36) 

(2) 현대사회에서의 비평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공평을 논하기란 매우 어

려운 일이며 이는 예술작품의 비평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러 사회적 관

34) 하영삼. (2004). [한자 뿌리읽기]<125>비평(批評)과 평론(評論). Retrieved November 8, 
2020 from 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view?ymd=20041107

35) 비평. (n.d.). 표준국어대사전. Retrieved May 5, 2020. from https://ko.dict.naver.com/ 
#/entry/koko/0ae7ab7b708e40ba82067dd11633a860

36) 하영삼. (2004). [한자 뿌리읽기]<125>비평(批評)과 평론(評論). Retrieved November 8, 
2020 from 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view?ymd=200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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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대사회에서 예술작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공평한 

언어’를 통해 작품의 객관성을 전달하는 방법, 다시 말해 비평의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퍼시 러벅(Percy Lubbock)37)은 ‘작품을 잘 읽는 것’에서 예술작품의 

비평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러벅이 이야기하는 ‘작품을 잘 읽는 것’은 우

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비평은 예술작품

의 감상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주장해도 무방할 것이다. 감상은 단순히 작

품을 바라보고 이에 대한 단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감상은 이해관계

에 얽매이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작품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38) 이러한 감상을 통해 비평에 앞서 개인이 생각

하는 작품의 가치가 수립된다.

비평하기 위해 감상의 다음 순서로 개인이 생각하는 작품의 가치를 타

인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작품의 객관성이라는 것이 개

인의 감상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작품의 객관성은, 타인

에게 개인이 생각하는 작품의 객관적 가치를 전달하고 이것이 다수와 공

감되는 경우에만 그 가치가 객관성을 확보하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박

휘락(2003)에 따르면 감상을 통한 개인의 평가가 타인에 의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평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

다고 하였다. 그는 비평을 ‘개인의 감상이 객관적인 작품의 가치로 발전

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39) 이처럼 비평은 ‘개인의 감상’을 토대로 

시작되며, 개인의 감상은 ‘공평한 언어’를 통해 타인과 공감되어 ‘객관적

인 작품의 가치’를 생성할 수 있다. 

비평을 이야기하며 타인과의 공감을 중요한 가치로 논의하는 이유는, 

비평을 통해 예술이 사회의 관심사에서 소외되지 않고 여러 사람과 소통

37) Percy Lubbok(1879~1965): 영국의 수필가이자 비평가이다. 저서 『The Craft of Fiction 
(1921)』에서 글쓰기의 방법론을 체계화했다.

38) Lubbock, P. (2019). The Craft of Fiction. Glasgow: Good Press. (원서발행년 1921).

39) 박휘락. (2003).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서울: 시공사.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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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소멸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T. 

S. 엘리엇(Tomas Stearns Eliot)40)은 비평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 ‘작품

의 이해와 향수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해석하자면, 비평을 통해 우

리는 타인에게 예술을 이해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예술에 관심을 갖도록 

자극하는 동시에 작품의 본질적 가치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예술이 대중과 소통하고 소멸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3) 비평가의 역할

‘일반적인 감상’과 ‘비평’에는 차이가 있다. 감상은 비평의 전제조건이

어야 한다. 감상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므로, 감상의 단계에서는 작품의 

가치에 대해 다수가 공감하지 않는 자신만의 평가에 머물러 있어도 된다. 

그러나 비평의 단계에서는 그 가치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결

국, 비평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이 된다. 그러므로 비평가는 개

인적인 감상을 토대로 예술작품의 가치를 판단하여 타인에게 작품에 대

한 진정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을 이야기한 것처럼, 비

평가는 모두가 동감하는 작품의 보편적인 가치를 이해시키기보다는 세밀

한 분석을 토대로 작품에 대한 특별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여 작품에 대한 다양한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작품의 가치가 더욱 다양해질 수 

있다.

더불어 비평가는 비평하고자 하는 하나의 요소에만 집중하여 전체의 

맥락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달리 말해, 

비평가는 비평하고자 하는 작품의 가치를 구별하여 분석하고, 요소들 상

호 간의 관계에 기초해서 전체의 연관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비평가는 그 시대의 다양하고 공통적인 학문적 가치를 탐구해야 한

40) Tomas Stearns Eliot(1888~1965): 194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인이자 극작가이다. 주요 
저서 가운데 『황무지(The waste land, 1922)』는 일부 보수적인 시인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으나, 20세기 시단의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 구축 및 적용

28

다. 그리하여 비평가는 ‘비평’이라는 행위 그 자체를 넘어, 더 나은 예술 

창작 환경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예술을 비평가를 통

해 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여 존재의 가치를 발전시켜갈 수 있을 것이다.

(4) 건축비평의 이해

건축비평은 지금까지 전문적인 학문 분야로 주목받지 못했다. 앞서 이

야기한 것처럼 비평은 타인의 공감을 유도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건축 비

평이 활성화되려면, 건축에 대한 더욱 활발한 토론과 연구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타인의 공감을 유도할만한 비중있는 자료의 아카이브

(archive)가 준비되어야 한다. 더불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건축 비평

은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의미있는 범위를 한정하여 일관성 있게 비평이 

진행되어야 한다. 인간이 만든 건축환경의 특질과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

과 의미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기 때문이다. 

건축 비평에 관한 학문적 논의의 기초자료가 되는 『건축과 비평

(architecture and critical imagination, 1978)』의 저자 웨인 에토우

(Wayne Attoe)는 건축 비평에서 건축환경에 반응하는 모든 종류의 인식

들이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에 따라 건축 비평은 윤리적 

배경이 아니라 미학적 배경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에토우

의 이러한 포용적인 자세는 모든 사람이 건축환경은 안팎에서 나타내는 

모든 반응을 하나의 실질적인 하나의 비평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건축 비평은 편협하거나 배타적인 전문감정가의 영역

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인간 행동의 누적된 응집을 해석하여 다수가 공감

하는 객관적인 사실의 설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건축의 발

전을 위해 건축 비평은 불평이나 찬사만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도덕성, 

휴너미즘, 시대정신 또는 변혁을 가치로 내세우는 노력을 통해 미래에 대

한 방향을 제시해주어야 한다.41)

41) Attoe, W. (1997). 건축과 비평 (이동건, 이재기, 역). 서울: 두영. 7~10. (원서발행년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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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비평의 필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술 비평

과 비교하여 건축 비평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그 기반을 수립하는 데 어

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예술 비평보다 건축 비평에 관한 학문

적 논의가 어떠한 이유에서 그 기반을 수립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에토우(Attoe, 1978)는 건축 비평을 ‘과학에 내재한 예술’ 또는 ‘예술에 

있어서의 과학’에 대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라고 했다. 결국, 건축 

비평은 예술 비평을 토대로 하며, 예술 비평은 건축 비평의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 비평을 이해하기에 우선하여 예술 비평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건축 비평에서는 예술작품의 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예술 비평의 과정을 초월하여, 건축물에서 건축적 가치를 발견

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 비평에서 예술 비평의 과정을 초월하여 건축적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은, 예술 비평의 대상과 건축 비평의 대상의 차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예술 비평의 대상은 예술작품이다. 예술작품은 작가의 개인적인 상

상력에 의해 창작된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건축 비평의 대상인 건축물이 

건축가의 상상력에 의해 창작된 결과물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

컨대 예술작품이 예술가 개인의 상상력에 의해 창작되어 예술의 주체가 

예술가 개인인 반면, 건축물 창작의 주체는 건축가가 되기 어렵다. 물론, 

건축가의 상상력은 건축물을 현실화하는 과정의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건축디자인을 위해서는 사회적 필요 또는 건축주의 요구, 경제력 및 기술

력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에 건축 비평은 건축적 가

치에 대한 공평성을 논하기에 예술 비평보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 비평에 추가하여야 하는 건축 비평의 몇 가지 항

목이 있다. 건축 비평에서 공평한 언어를 사용하여 객관적인 건축물의 가

치를 타인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창작에 건축가의 상상력이 어

느 정도 적용되었으며, 사회적 요구와 건축주의 요구는 어떠한 측면에서 

건축물 창작에 간여하였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다양한 요소의 

집합체인 건축물은 건축 창작의 기본적인 조건인 사회적 필요와 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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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구에 얼마만큼 잘 대응하였는지 논의되어야 한다. 이에 건축물이 주

변 환경의 형성과 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논해야 한다.42) 마지

막으로 건축 비평은 예술과 과학의 양자를 어느 정도씩 포용적으로 취합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 비평에 대한 세부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

고 비평적 접근법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비평할 것이 요구된다.43) 

42) 김경수. (1980). 건축비평의 기본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43) Attoe, W. (1997). 건축과 비평 (이동건, 이재기, 역). 서울: 두영. (원서발행년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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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술의 차용과 표절

차용은 창조적인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예술작품의 독창성과 

유일성을 중요시하며 생겨난 근대적 관념인 표절과 충돌되는 측면도 있

다. 이에 현대미술에서는 차용을 통한 긍정적인 측면의 예술발전을 고려

하며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표절과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미술의 차용과 표절에 대한 논의를 

고찰하여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의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 본 절에서는 「2장 2절 1항」에서 미술에서 차용이 중요

한 가치로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의의를 살펴보고, 「2장 2절 2항」에

서는 차용과 표절 대립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 

2.2.1. 차용의 배경 및 의의

(1) 사회적 배경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미술은 미학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써 차용의 이론과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실

제 미술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통해 다양한 매체와의 교류를 시도하고 

있으며, 미술로서의 순수한 완결성보다는 작품이 되기 위한 과정, 테크닉

적인 표현 기법보다는 작품을 통한 대중과의 소통, 예술가 개인의 무의식

에 관한 탐구보다는 사회적 소통을 통한 관계의 역동성을 중요시하며 발

전하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기술복제를 통해 무한대로 생성되는 

복제품들 속에서 무엇이 원본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아우라(aura)의 

붕괴가 원작의 독창성과 유일성의 권위를 무기력하게 한다고 했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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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야민의 연구처럼 20세기에 등장한 복제기술은 기존에 존재하는 예술작

품을 완벽히 재현하고 이에 대한 기계적인 조작까지 가능하게 하였고 그

로 인해 예술 창조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에는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복제기술이 등장한 이후, 미술에서는 작품이 예술이 되기 위한 맥락과 

배경 그리고 이에 대한 의미부여 과정이 중요해졌다. 미술에서는 이를 이

론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론화 작업을 통해 ‘발견된 사물(found 

object)’45)도 하나의 작품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발견된 사물은 예술가가 

수공으로 창조하지 않는, 단지 사물을 선택하는 행위만으로 작품이 창조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미술에서 발견된 사물만으로 예술작품

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장민한(2006)은 현대미술의 가치가 눈에 보

이지 않는 성질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46) 발견된 사물의 

이론화 작업에 학문적 의의를 더한 미술비평가 그룹 옥토버(october)47)

에 따르면, 발견된 사물은 미술 작품의 원본성이 사라진 사회에서 형식주

의적 근대미술의 한계를 일깨운다고 하였다. 그래서 발견된 사물은 오브

제에 대한 연출만으로도 예술작품의 아우라를 획득할 수 있다.48)

44) Benjamin, W. (2018).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사진의 작은 역사 외 (최성만 Trans.). 9th 
ed., 서울: 도서출판 길.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35). 

45) 발견된 사물(found object)는 레디메이드(ready-made)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학문적 배경에는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인간의 이성에 회의를 느낌 근대주의자들의 
다양 예술운동(art movement)이 있다. 이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예술작품의 신화적 가치를 
부정하는 다양한 예술운동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다다(da-da)’라 부르고 현재에는 이러
한 운동을 다다이즘(dadaism)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작품 속에 거장들의 이미지를 끌
어들여 자신들의 의도대로 변형하여 표현하였는데, 그 대상을 변하고 본래의 의미를 파괴하
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용과 그 의미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46) 장민한. (2006). 미학의 시대에서 비평의 시대로. 현대미술학회, 10. 37~65.

47) 미술비평가 그룹 옥토버(october)는 1976년 후기모더니즘 미술 이론의 역사적 의미와 한계
를 분석하고 해석하려는 데에서 출발한 학술지를 통칭한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비평가는 로
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Krauss), 아네트 마이클슨(Annette Michaelson), 더글라스 크림
(Douglas Crimp), 크레이그 오웬스(Craig Owens), 벤자민 부클로(Benjamin Buchloh), 이브
-알랜 부아(Yve-Alain Bois), 할 포스터(Hal Foster) 등이 있다. 이들은 후구기조주의, 언어
학, 기호학, 페미니즘, 심리학, 후기식민주의 등의 철학과 이론을 통해 예술작품의 의미를 확
장함으로써 미술 이론의 방법론과 미술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Foster, 
H. Krauss, R., Bois, Y., Buchloh, B. & Joselit, D. (2016). 1900년 이후의 미술사 (배수희, 
신정훈, 오유경 Trans.) 서울: 세미콜론. (원서발행년 2004). 

48) Craig Owens. (1980). The allegorical impulse: toward a theory of postmoder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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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차용미학의 시작점이 된 발견된 사물이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는,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샘(Fountain, 

1917)>과 앤디 워홀(Andy Warhol)의 <브릴로 상자(Brillo Box, 1964)>

를 통해서이다. 

[그림2-1] <Fountain(1915)> 
by Marcel Duchamp 

[그림2-2] <Brillo Box(1964)>
by Andy Warhol 

이러한 작품의 탄생을 계기로 본격적인 차용에 관한 미술 이론들이 등

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롤랑 바르트의 「The Death of the 

Author(1977)」, 크렉 오웬스의 『The Allegorical Impulse(1980)』, 로

잘린드 크라우스의 「The Originality of the Avant-Garde(1981)」, 장 

보드리야르의 『Simulacra and Simulation(1981)』, 프레드릭 제임슨의 

「Post- modernism and Consumer Society(1982)」, 린다 허천의 『A 

Theory of Parody(1985)』, 할 포스터의 연구 등이 대표적인 연구로 요

약된다.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The Death of the Author, 1978)」

에서 ‘저자의 죽음’과 ‘새로운 저자’의 탄생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바르트

에 따르면 작가는 현대사회를 대변하는 사회적 도구일 뿐이며, 이를 감상

하는 대중의 끊임없는 담론을 통해서만 예술작품의 진정한 의미가 완성

된다고 한다. 이에 대중은 작품의 ‘새로운 저자’가 되고 새로운 저자를 통

해 완성되는 예술작품이 더는 소수 엘리트 집단의 소유물로 논의될 수 

October, 12,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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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된다(Barthes, 1977).49)

크레이그 오웬스(Crag Owens)는 『The Allegorical Impulse(1980)』

에서 알레고리(allegory)라는 용어를 예술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사용

하였다. 오웬스에 따르면 현대미술작품은 알레고리의 성립 여부를 통해 

작품과 감상자의 거리가 좁혀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차용에 알레

고리를 대입하여 본다면, 차용된 작품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작품과 생김

새가 유사하나, 같더라도 의미적 측면에서 두 작품이 서로 다른 새로운 

의미를 내포하는 것을 차용의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알레고리를 통해 차용작품 비평의 의미를 확장해 갈 수 있게 된다

(Owens, 2009).50)51)

로잘린드 크라우드(Rosalind Krauss)는 독창성과 유일성의 성역이라 

여겨지는 모더니즘 추상미술에서 ‘그리드(grid)’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유일한 원본성이라는 모더니즘 시화의 허구를 폭로

했다(Krauss, 1981).52)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시뮬라시옹(simulation) 이론과 프

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이

은 공통적으로 완전히 독창적인 창작이란 불가능하며 하나의 작품은 유

랑하는 기표들의 조합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보드리야르(2001)는 후기산업사회의 대량생산과 대중매체에 의한 복제

가 원본의 의미를 부정하고 역설적으로 복제물(simulacres)에 정당한 권

리를 부여한다고 했다. 그는 현대를 원본이 없고 실재와 가상의 경계가 

49) Barthes, R. (1977). The Death of the Author. Heath, S. (Trans.). Image, Music, Text 
(142~148). London: Fantana. (Origianl work published in 1967). Retrieved December 
12, 2020 from https://sites.tufts.edu/english292b/files/2012/01/Barthes-The-Death-of- 
the-Author.pdf

50) Ownes, C. (2009). 알레고리적 충동. 조수진, 윤난지 (Trans.).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서울: 눈빛.

51) Craig Owens. (1980). The allegorical impulse: toward a theory of postmodernism. 
October, 12, Spring.

52) Rosalind Krauss. (1981). The Originality of the Avant-Garde: A Postmodernist 
Repetition. October, 12, Fall, 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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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충돌하여 복제물이 원본보다 더 사실처럼 인지되는 과잉현실

(hyper-real) 사회라고 했다. 과잉현실 사회의 예술에는 새로운 발견이 

없고 과거의 무한 반복만 있으므로 새로운 것은 동일한 것들의 무한 복

제로 대체될 뿐이다(Baudrillard, 2001).53)

제임슨(1982)은 새로운 사회경제 질서 출현의 특성인 패스티쉬

(pastishe)와 분열증(schizophrenia)을 통해 현대가 더는 독창성과 양식적 

혁신이 불가능한 사회라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창작은 불가능하고 오직 기존 것의 모방만 존재할 뿐이다. 제임슨에 따르

면 1980년대 초반 자본주의의 과잉으로 생산중심의 사회는 소비중심의 

사회로 변했고 이를 계기로 성장한 대중은 복제품을 통해 사물을 직접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났다고 한다(Jameson, 1982).54)

린다 허천(Linda Hutcheon)의 『A Theory of Parody(1985)』은 원작

에 대한 경의를 간칙한 채, 작품의 유머를 더해 대중과의 소통을 가능하

게 한다. 또한, 원안과 패러디된 작품은 대중의 개입을 통해 비평적 거리

가 축소되고 이를 통해 현재의 대중은 과거를 이해하게 하는 효과가 있

다(Hutcheon, 1993).55) 

 할 포스터(Hal Foster)는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적 작용에 대

해 모더니즘을 단절하는 동시에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 공간을 여는 것

이라고 말한 바 있다.56) 이를테면 현대미술은 근대미술과의 단절을 통해 

미술의 종결을 추구한 것은 아니며, 대립적 관계 혹은 비판적 관계를 통

해 근대미술을 대처할 무언가로써 등장했다는 것이다.57)

53) Baudrillard, J. (2001). 시뮬라시옹 (하태환 Trans.). 서울: 민음사. (원서발행년 1983).

54) Jameson, F. (1982). Postmodernism and Consumer Society. Retrieved July 30, 2019, 
from http://art.ucsc.edu/sites/default/files/Jameson_Postmodernism_and_Consumer_ Society 
.pdf

55) Hutcheon, L. (1993). 패러디 이론 (김상구 외 Trans.). 서울: 문예출판사. (원서발행년 
1985).

56) Foster, H. (1987). 현대미술비평 30선: 모더니즘의 퇴조냐 극복이냐. 서울: 중앙일보사. 
196.

57) Foster, H. (1994). 반미학: 포스트 모던 문화론 (윤호병 외 Trans.). 서울:현대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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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술에서 차용의 의의 

차용을 통해 창작된 작품은 장르 간의 경계를 허물고, 작품을 통한 즐

거움을 회복시키고, 복고주의적이고, 대중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기

존에 존재하는 원안을 차용한다는 것은 의미적인 측면에서 대중에게 호

의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동시에 차용을 통해 창작된 작품은 또 다른 작

품의 원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작의 긍정적인 순환구조를 완성하게 

된다. 

이에 차용에 대한 이론을 종합하여 보면, 미술에서의 차용은 엘리트적

인 근대미술이 고립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술의 사회적 위상을 회복

하고자 사용되는 제작 기법으로, 차용을 통해 작가들은 작품의 동시대성

을 회복하고 사회와 소통하여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현대미술에서는 이러한 이론들을 토대로 차용의 제작기법에 따라 

인용(reference), 패러디(parody), 리포토그래피(repohography), 콜라주

(collage), 패스티쉬(pastiche), 데포르마시옹(déformation) 등으로 구분

하여 이를 작품 제작의 기법으로써 연구하고 있다.



제2장. 표절과 차용에 대한 고찰

37

2.2.2. 차용과 표절의 대립

표절과 차용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관념 차원의 구성물이므로 시대에 

따라 이를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58) 따라서 

조형예술의 역사적 관점에서 표절과 차용의 관계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근

대적 관념인 표절이 현대예술의 차용까지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현

재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더불어 각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전반에 걸친 표절과 차용에 관한 본 연구의 

기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1) 사회적 배경 

예술역사에는 늘 모방을 통한 창작이 용인되어 왔다. 게다가 오늘날의 

예술계는 이를 차용이론으로 정리하며, 기술복제가 가능한 사회에서 시

각적으로 유사한 것보다 중요한 예술작품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시

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이러한 예술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표

절 의혹을 ‘표절이다’와 ‘표절이 아니다’의 이분법적 사고로 판단하려 한

다.59) 표절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는 “표절은 나쁜 것이고 비난받아 마땅

한 도덕적 부정직의 증거이며 남의 재산에 대한 침해이고 한마디로 절도

와 같은 범죄행위(윤지관, 2016)”라는 반(反)비평적이고 반(反)예술적인 

이데올로기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60)

예술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표절 근본주의(plagiarism fundamen- 

talism)라고 부른다. 표절 근본주의는 미국의 신문기자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이 2004년 자신의 「New Yorker」 기사에서 흑백

논리로 표절을 판단하는 현상을 비판하기 위해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 글

래드웰은 표절 근본주의가 학자들의 상호 의존성을 무시하고 역사와 모

58) 윤지관. (2016). 문학에서 표절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 쟁점. 비평과 이론, 21(2). 5~22.

59) 박채윤. (2019). 소설 표절과 저작권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111.

60) 윤지관. (2016). 문학에서 표절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 쟁점. 비평과 이론, 21(2).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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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학문 분야에서의 학문적 의사소통을 훼손한다고 했다(Gladwell, 

2004).61)

(2) 미술사적 배경

표절이 근대에 먼저 생겨난 개념이고 차용은 1970년대 미학의 이론화 

작업을 통해 그 이후에 정립된 개념이다. 이에 각 개념의 등장으로 인해 

표절과 차용이 대립하게 된 지금의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 유일성과 독창성의 강조

근대예술작품의 가장 중요한 가치평가 기준은 작품의 유일성과 독창성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표절을 논하자면, 표절은 근대의 개인

주의와 예술의 산업화를 배경으로 등장한 관념이다. 개인의 가치가 존중

되기 시작한 근대사회에서 예술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과 경험의 표현이

었고 작품에서는 과거 조형예술이 추구하던 외부대상의 완벽한 재현보다 

추상적이고 비물질적 개념의 독창적 표현이 강조되었다. 사회적으로는 

개인의 주관과 경험의 표현인 예술작품을 예술가의 소유로 인정하기 시

작했고 시민계급의 성장과 미디어의 발전은 예술이 독자적 산업으로 성

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작가의 독창성과 작품의 유일성은 

일종의 상표와 같아졌으며 이를 위협하는 예술 모방은 시장질서를 교란

하는 부정직한 행위인 ‘표절’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일반의 상식

에 토대를 두고 있는 표절 근본주의로 인해 범죄적 표절이 아닌 일반적

으로 용인되던 예술의 모방까지도 표절이라고 비난받게 되었다. 표절이 

등장함으로써 과거 용인되던 예술의 모방이 근대예술에서는 용납되지 않

게 된 것이다.62)

61) Gladwell, M. (2004). Something Borrowed. Retrieved March 22, 2020. from 
https://www.newyorker.com/magazine/2004/11/22/something-borrowed 

62) Posner, R. (2009). 표절의 문화와 글쓰기의 윤리 (정해룡 옮김). 부산: 산지니. (원서발행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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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조형예술의 관점에서 시각적으로 유사한 작품이 존재한다는 것은 

작품이 더는 독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작품이 기존

에 존재하는 다른 작품과 시각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도 표절 논

란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근대에 등장한 독창성과 유일성이 강조되는 미술 작품의 사례를 

살펴보면, <Sunflowers(1887)>의 작가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는 해바라기를 눈에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 해바라기에 대

한 독창적인 해석을 더한 형태와 색채로 이를 재현하였고 작가는 이러한 

작품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완성해갔다. 바실리 칸딘스

키(Wassily Kandinsky)는 피카소, 마티스와 비교되는 20세기의 중요한 

예술작가이며, 최초로 현대미술의 추상작품을 그린 작가로 평가되고 있

다. 그의 작품 <Composition 8(1923)>을 살펴보면 점, 선, 면 등의 조형 

요소만을 통해 다채로운 색채와 율동감 있는 형태를 표현하고자 하였는

데, 이 또한 작가의 내면과 정신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려 의도한 유일성

과 독창성이 강조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a) <Sunflowers
(1887)> 

by Vincent 
van Gogh

b) <Composition 8 
(1923)> 

by WassilyKandinsky

a) <L.H.O.O.Q. 
(1919)> by 

Marcel Duchamp

b) <Happy 
Tears(1964)>

by Roy 
Lichtensteins

[그림2-3] 독창성과 유일성이
강조되는 미술작품

[그림2-4] 의미와 담론이 
강조되는 미술작품

§ 의미와 담론의 강조

현대 미학에서 차용에 대한 이론이 정립되며 현대예술작품은 시각적 

유사성으로 인한 표절 논란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근대적 관념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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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표절은 차용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그 범주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술 표절을 범죄적 표절과 예술적 표절로 구분하여

야 한다는 점이며, 예술적 표절은 비평의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에 비평을 통해 표절이 차용으로 평가되는 경우, 달리 말해 비평을 

통해 차용작품의 새로운 예술적 의미가 생성된 경우, 현대미술에서는 이

를 표절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근대예술에서 개인주의와 예술의 산업화를 배경으로 작품의 유일성과 

독창성이 중요한 가치판단요소가 되었고, 유일하거나 독창적이지 않으면 

창조적이지 않다는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졌다. 유일하거나 독창적인 작

품은 타인의 작품과 시각적 유사성을 공유하지 않는 새로운 작품이다. 그

로 인해 일반적인 예술 창조의 과정에서 용인되던 모방은 작품의 유일성

과 독창성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행위로 인식되었고 이를 계기로 표절이

라는 관념이 생겨났다.63) 

작품의 의미와 담론이 강조되는 미술 작품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뒤샹

은 16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의 <모나리자(1503)>

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뒤, 그 위에다 풍자적으로 남성의 콧수염을 

그려 넣었다. 이후 뒤샹은 그 그림의 제목으로 <L.H.O.O.Q>라는 저속

한 문장, 즉 ‘그녀의 엉덩이는 뜨겁다’를 첨부함으로써 기존의 작품이 가

졌던 가치와 권위를 전복시켰다.64) 그뿐만 아니라 기존 작품에서 읽을 

수 있는 상류층 사회의 정숙한 귀부인 이미지를 탈피하여 기이한 남성과 

여성 존재의 이미지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이 작품을 통해 미술표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뒤샹의 작품은 현대미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근대미술에서 추상적 구성에 집착한 문제로 

인해 작가들의 발전 가능성을 저하하였다면, 뒤샹이 보여준 레디메이드 

63) Posner, R. (2009). 표절의 문화와 글쓰기의 윤리 (정해룡 옮김). 부산: 산지니. (원서출판 
2007).

64) <L.H.O.O.Q>를 프랑스어로 발음하면 ‘elle a chaud au cul’의 동음이 되어 이러한 의미가 
된다고 한다. 르네상스의 대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를 기이한 사내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성적인 유머를 더 넣은 것은 극도의 다다적인 발생으로 해석되고 있다. 온종근. 
(2006). 마르셀 뒤샹의 레디메이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창원.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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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의 작품은 누구나 예술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 쉽게 예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권위적인 전통미술에 대항하는 다다이즘적인 사고를 제

시하였다(온종근, 2006).65) 이에 현대미술에서는 눈에 보이는 작품보다

는 작품이 의미하는 바와 이를 통해 생성되는 담론 또한 예술작품의 가

치를 논하는 중요한 가치판단요소로서 작용하게 되었다. 

65) 온종근(2006)은 뒤샹의 레디메이드가 현대회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1) 초현실주의의 오브
제, 2) 팝 아트, 3) 컴바인 페인팅, 4) 키네틱 아트, 5) 개념미술로 정리하고 있다. 온종근. 
(2006). 마르셀 뒤샹의 레디메이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창원. 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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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축의 차용과 표절

2.3.1. 건축에서 나타난 차용

본 항에서는 건축표절 의혹 사례에 차용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와 문헌을 정리한다. 물론 본 연구 이전에 건축차용

의 범주에서 직접적으로 건축의 차용 사례를 논의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

려웠지만, 건축에서도 2000년대부터 미학의 차용과 유사한 맥락의 연구

가 이따금 등장하고 있다.

(1) 차용과 같은 맥락의 선행연구

 2015년 네덜란드 건축사무소 NVRDV의 싱크탱크인 The Why 

Factory에서 Mass & et al.(2015)는 『Copy Paste: The Badass 

Architectural Copy Guide』라는 책을 발간했다.66) 책에서 Mass & et 

al.(2015)은 모방을 금기했던 근대건축(modern architecture)에서 벗어나 

오히려 서로 자유롭게 인용하고 참조하는 설계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영선 외, 2020b).67)

국내에서도 차용 기법인 ‘오마주’, ‘인용’, ‘패러디’, ‘키치’를 분석의 틀

로 활용하여 건축의 현상을 해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홍혜경, 이

정민(2014)68)과 황덕현(2011)69)의 연구에서는 오마주를 통한 선·후대 

건축가 사이의 건축적 명맥 계승에 대해 분석했다. 해당 선행연구에서는 

66) Mass, W., Madrazo, F., Ravon A., & Løpez, D. (2015). Copy Paste: The Badass 
Architectural Copy Guide.. Delft: The Why Factory.

67) 차용미학의 접근이 건축에서도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 김영선, 최재필(2020b)의 연구에서
는 오마주, 인용 등의 용어를 사용한 선행연구를 정리한 바 있다. 김영선, 최재필. (2020b). 
건축 표절 논의를 위한 미학의 차용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36(5), 
11~22.

68) 홍혜경, 이정민. (2014). 건축공간에 나타나는 오마주 기법에 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
회 논문집, 9(2), 129~138.

69) 황덕현. (2011). 오마주를 통해 본 르 코르뷔지에와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적 관련성 연구.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6, 64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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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마이어(Richard Meier)의 작품에서 나타난 알바 알토(Alvar 

Aalto),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에 대한 오마주의 성격과 특징을 분석했다. 최원준 외

(2011)70)는 렘 콜하스(Rem Koolhaas)가 초기 작품에서 코르뷔지에의 

‘근대건축의 5원칙’을 인용한 목적과 콜하스의 초기 작품에서 등장한 근

대건축의 인용을 분석하여 근대건축에 대한 콜하스의 인식과 접근이 형

태적인 것으로부터 현대건축의 프로그램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관

해 이야기하였다. 천명현 외(1997)71)는 패러디를 통해 포스트모던 건축

의 형태구성방법과 건축적 의미를 해석했다.

(2) 리차드 마이어 건축에서 나타난 차용

미학의 차용과 유사한 맥락에서 건축의 차용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건축가는 리차드 마이어(Richard Meier)이다. 

더욱이 마이어는 과거 인터뷰에서 코르뷔지에가 공간을 창조하는 방식에

서 많을 영향을 받았고, 코르뷔지에의 작품을 모르고 애정이 없었다면 자

신의 건축관을 완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72) 

홍혜경 외(2014), 황덕현(2011)의 연구에서는 마이어의 건축에서 나타

난 차용의 기법을 영화의 오마주와 유사한 맥락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오

마주(homage)란 보통 영화계에서 등장하는 차용의 기법으로 선배 영화

인의 재능이나 공덕을 기리면서 후배 영화인이 감명 깊은 대사나 장면을 

본떠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마이어는 꼬르뷔지에와 알토 등 근대 

유명 건축가에 대한 오마주를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에 가시적으로 드러

냄으로써 근대건축으로부터의 명맥에 대한 계승과 창조적 재활용이라는 

70) 최원준, 김도식. (2011). 렘 콜하스 초기작의 근대건축 인용.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7(4), 155~164.

71) 천명현, 배준현. (1997). 포스트모던 건축의 형태구성에 있어서 ‘패러디’에 의한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Hong-Ik Faculty Journal, 2, 5~29.

72) Meier, R. (2017). Le Corbusier’s Modulor system (12/36). Retrieved January 29, 2021.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shTEX8WKcVw&list=PLVV0r6CmEsFzmNPmA 
OyyFrOfcKeMl-2Wv&inde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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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73)74) 

<Villa Stein a 
Garches(1928)> 
by Le Corbusier

<The Smith 
House(1967)> 

by Richard Meier

<Villa 
Savoye(1931)> 

by Le Corbusier

<The Westbury 
House(1971)> 

by Richard Meier

a) Dom-ino system에 대한 오마주
 

b) 근대건축의 5원칙에 대한 오마주

<MIT Baker House 
Dormitory(1946)> 

by Alvar Aalto

<Olivetti Training 
Center(1971)>

by Richard Meier

<Guggenheim 
Museum(1959)> 
By Frank Lloyd 

Wright

<The High Museum 
(1983)>

by Richard Meier

c) 공간구성 및 형태에 대한 오마주
 

d) 유기적 건축에 대한 오마주

<Saint-Pierre
(1973~2006)> 

by Le Corbusier

<Arp Museum 
(2002~2007)> 

by Richard Meier

<Paimio 
Sanatorium(1933)> 

by Alvar Aalto

<The Getty 
Center(1997)> 

by Richard Meier

e) 형태에 대한 오마주 f) 유기적 형태의 벽면에 대한 오마주

[그림2-5] 리차드 마이어 건축에서 나타난 차용
출처: 홍혜경, 이정민(2014). & 황덕현(2011). 재구성 

구체적으로는 마이어 건축에서 나타난 차용은, 초기 작품인 <The 

Smith House(1967)>에서 근대건축의 Dom-ino System에 대한 영향을 

찾아볼 수 있고, <The Westbury House (1971)>에서는 코르뷔지에의 5

73) 홍혜경, 이정민. (2014). 건축공간에 나타나는 오마주 기법에 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
회 논문집, 9(2), 137.

74) 황덕현. (2011). 오마주를 통해 본 르 코르뷔지에와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적 관련성 연구.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6,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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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대한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The High Museum(1983)>

의 중앙 아트리움에서는 빛의 유입을 통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유기

적 건축, <Olivetti Training Center(1971)>에서는 알바 알토의 건물이 

위치하는 지역 및 자연에 의한 맥락 그리고 빛의 사용법에 대해 배웠으

며, <The Getty Center(1997)>에서는 알토의 건축에서 나타난 유기적 

형태와 결합을 차용하였다. 

마이어의 건축에서 나타난 차용을 정리하자면, 마이어는 차용을 통해 

선대 건축가들의 이념을 재해석하며 자신의 건축관을 완성한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마이어에게 차용이란 단순히 생김새의 차용을 넘어서 근

대건축과 현대건축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작용하며, 이를 통해 

과거 건축의 유산을 흘러간 역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과 

기법을 통해 재구성하여 새로운 잠재성을 가진 오늘날 건축의 작품을 만

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3) 루이스 바라간 건축에서 나타난 차용

기술발전으로 인해 합리성과 보편성을 건축에 표현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며 근대건축은 국제주의 양식(international style)으로 일반화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알바 알토, 르 코르뷔지에, 후기 팀 텐(Team 

10; Team X)에 속한 건축가들은 건축물의 디자인에 지역의 고유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국제주의 건축으로 일반화된 근대건축계의 문제를 해

결하려 하였다. 케네스 프램튼(Kenneth Framphon) 역시 이러한 근대건

축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버내큘러(vernacular) 

건축에 관해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지역적으로 개발되는 가치와 이미지를 통해 보편적인 모더니

즘을 의식적으로 해체하려 하고, 동시에 토착적인 요소들과 외래

의 원천에서 추출된 패러다임을 결합시켜야 한다(Frampton, 

19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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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후 국제주의 양식이 마치 건축의 대세처럼 되어버린 오늘날 건

축계에 건축가 루이스 바라간(Luis Barragán)의 존재와 바라간의 건축에

서 많은 영향을 받은 건축가 리카르토 레고레타(Richardo Legorreta)의 

작품은 차용을 통한 오늘날 건축계의 문제 해결의 방법을 보여주는 사례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27년 멕시코의 과달라하라(Gaudalajara)에 있는 <Emiliano Robles 

Leon House(1927)>을 개조한 이후, 바라간은 멕시코의 지역적 건축에 

근거한 건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바라간이 대중적으로 유

명해진 계기는 <El Pedregal(1945~1950)>과 <Barragán House(1947)>

를 통해서인데, 그의 건축은 항상 멕시코의 지역적 건축에서 중요시하는 

지형 및 자연과 건축 구조물의 조화를 고려하였다(이일형, 1997).76) 이러

한 건축관을 통해 바라간은 당시 국제주의 양식과 차별적인 자신만의 건

축을 발전시켜 현대건축 담론의 범위를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라간의 건축은 건축가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작은 규모에 국한되어 

있고 건축가 개인의 건축관 발전에 작품의 내용이 집중된다는 근대예술

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오늘날 사회가 요구하는 건축을 통한 대중과

의 소통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고립된 엘리트적 건축이 된다는 아

쉬움을 남긴다.

반면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경우, 바라간의 건축에서 나타난 지역적이

고 토속적인 건축과 근대적인 건축의 결합을 통해 버내큘러 건축을 지역

적인 건축 이상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말하자면, 바라간

의 건축은 개인의 건축관 발전에 중점을 두는 근대적 관점의 예술관과 

맥을 같이하고, 레고레타의 건축은 건축의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면서도 바라간 건축으로부터의 교훈을 담고 있다는 점에

서 건축을 통해 사회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레고레타의 건축은 

75) Frampton, K. (1983). Prospects for a Critical Regionalism. Perspecta, 20, 147~162. 
Retrieved December 13, 2020 from https://www.academia.edu/5102299/Frampton_ 
Prospects_for_a_Critical_Regionalism

76) 이일형. (1997). 특집-지역주의 건축의 새로운 조명. 건축, 41(8),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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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의 지역주의 건축에서 발전하여 동시대 지역적인 것을 넘어선 보편

적인 공감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현대건축 발전에 긍정적인 발전의 순환

구조를 완성한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레고레타의 건축에서 나타난 바라간 건축의 차용을 

정리하자면, 레고레타는 바라간의 건축에서 지역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적 요소, 공간에 빛을 유입하는 창의 디자인, 토착적인 재료와 색상

의 사용과 건축공간에 오브제의 배치를 주로 차용하였다. 특히, 지역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적 요소로는 수직 정원, 중첩된 공간 배치, 수

공간을 예로 들 수 있다.77)78)79) 

보다 구체적으로 바라간 건축에 대한 레고레타 건축의 가장 큰 차용은 

빛을 유입하는 방식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한지애 외(2011)의 연구에서

는 바라간의 건축에서 ‘직접광’과 ‘반쯤 걸러진 빛(half-light)’이 특징적

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바라간의 공간에서 계획된 빛

에 대해 직접광은 시선과 동선을 유도하는 역할로 사용되고 색의 역할을 

두드러지게 하는 기능이 있으며, 반쯤 걸러진 빛은 정신적 안정과 회복의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였다.80) 이에 바라간이 공간에 빛을 계획하는 방

식을 레고레타가 차용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바라간의 <Casa 

Gilardi(1976)>에서는 푸른색의 피스키나(piscina)에 직접광이 드리우며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의 동선과 시선이 피스키나가 위치한 공간에 머무

르게 한다. 또한, 복도 공간에 계획된 반복된 패턴이 있는 직접광과 그림

자의 대조(contrast)는 시간에 따른 반복된 패턴의 움직임에 대한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광의 유입은 레고레타의 <Casa del Agua 

(2009)>, <San Antonio Public Library(1995)>에서도 나타나는데, 레고

77) 이일형. (1997). 특집-지역주의 건축의 새로운 조명. 건축, 41(8), 42~46.

78) 한지애, 김수미, 심우갑. (2011). 정서구현으로 본 루이스 바라간 건축. 대한건축학회 논문
집: 계획계. 27(12), 201~208.

79) 최보미, 김주연, 황용섭. (2011). Ricardo Legorreta 공간에 나타나는 지역주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2(4), 365~373.

80) 한지애, 김수미, 심우갑. (2011). 정서구현으로 본 루이스 바라간 건축. 대한건축학회 논문
집: 계획계. 27(12), 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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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타는 바라간 <Casa Gilardi>의 복도처럼 채도가 높은 색상의 기둥을 

통과하도록 빛의 유입을 계획하고, 그림자가 생기는 면을 무채색으로 하

여 빛과 그림자의 대조가 공간에서 더욱 강조되도록 하였다. 반쯤 걸러진 

빛의 계획은 바라간의 <Tlalpan Chapel(1954~1960)>과 레고레타의 

<Camino Real Hotel(1968)>의 비교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바라

간은 <Barragán House> 서재의 남측 창을 격자로 막고, 간 유리로 창을 

배치하였다. 또한, <Meyer House>에서도 거실과 정원의 전이공간에 격

자창을 배치하여 일종의 여과 장치로서 빛을 사용하였다. 반쯤 걸러진 빛

이 가장 잘 드러나는 바라간의 건축물은 앞서 언급한 <Tlalpan Chapel>

인데, 외부로부터 예배당의 입구로 연결된 통로에 격자창을 배치하여 서

로 다른 빛이 사용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눈부심을 제어하는 장치

로써 격자창이 사용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배당의 예각 모서리에 층고 

과 같은 높이의 격자창을 배치하여 반쯤 걸러진 빛이 십자가를 비치도록

하여 예배당 내부에서 방문객의 심리적 안정감을 유도하였다. 

a) <Casa Gilardi(1976)> 
by Luis Barragán

b) <Casa del 
Agua(2009)> by 

Richardo Legorreta

c) <San Antonio 
Public Library 

(1995)> by Richardo 
Legorreta

d) <Tlalpan chapel(1954~1960)>
by Luis Barragán

e) <Camino Real Hotel(1968)> 
by Richardo Legorreta

[그림2-6] 레고레타 건축에서 나타난 바라간 건축의 차용 사례: 빛을 유입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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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간 건축의 또 다른 특징은 청각과 후각을 통한 건축공간 계획인데, 

한지애 외(2011)에 따르면, 바라간은 고요한 수공간 내에 단차가 있는 작

은 수로를 배치하여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거

주하는 공간에 대한 느낌이 건물이 주는 정보보다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

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러한 청각적 요소는 우리의 기억과 정신적 가치를 

자극하는데, 마음속에 각인된 공간의 느낌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

다. 이에 바라간의 건축에서 청각을 자극하는 수공간은 <Las Arboledas 

(1955~1961)>와 <Cuadra san Cristóbal(1966~1968)>에서 나타나고, 

같은 방식의 수공간이 레고레타의 <House Adrenaline in Sotogrande 

(2004)>와 <Camino Real Hotel(1968)>에서 차용된 것을 살펴볼 수 있

다. 

a) <Las Arboledas 
(1955~1961)> 

by Luis Barragán

b) <Cuadra san 
Cristóbal

(1966~1968)> 
by Luis Barragán

c) <House Adrenaline 
in Sotogrande 

(2004)> by Richardo 
Legorreta

d) <Camino Real 
Hotel(1968)> 
by Richardo 

Legorreta

[그림2-7] 레고레타 건축에서 나타난 바라간 건축의 차용 사례: 
청각을 작극하는 수공간

레고레타의 건축에서 바라간 건축의 특징 중 하나인 중첩된 공간을 차

용한 사례는 바라간의 <Barragán House(1947)>와 레고레타의 <House 

Adrenaline in Sotogrande(2004)>의 비교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Barragán House>의 서재와 게스트룸을 연결하는 계단은 벽체로부터 

독립된 요소로서 등장하고 계단은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공간을 중첩시키

는 역할을 하고 있다. <House Adrenaline in Sotogrande(2004)>의 파티

오에는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는 계단이 등장하고, 이는 앞서 살펴본 

<Barragán House>의 계단처럼 서로 다른 성격의 공간을 중첩하게 하는 

담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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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rragán House 
(1947~1948)> by 

Luis Barragán

b) <House Adrenaline in Sotogrande(2004)>
 by Richardo Legorreta

[그림2-8] 레고레타 건축에서 나타난 바라간 건축의 차용 사례: 
중첩되는 공간

(4) 소결

마이어의 건축과 레고레타의 건축 사례처럼, 건축에서도 차용미학의 

맥락에서 논의가 가능한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마

이어와 레고레타의 건축 사례들에서도 충분히 표절 의혹이 제기될 수 있

지만, 일반적으로 건축계에서는 이를 차용과 같은 맥락에서 논의하고 있

다. 이는 건축에서도 차용을 통한 건축 창조의 긍정적인 순환구조가 형성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건축차용의 개념을 제

안하여 건축표절 의혹 사례를 논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다만, 본 항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건축계에 차용의 개념을 제안하는 것

이 무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증이 될 뿐이다. 게다가 마이어와 레

고레타는 프리츠커상(pritzker architecture prize)을 수상한 저명한 건축

가이고, 차용의 원안 건축가들도 모두 역사적인 건축가들이었다. 이에 보

통의 건축가가 차용의 개념을 주장하며, 좋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차용의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지속하여야 한다. 우선적

으로는 마이어의 건축이나 레고레타의 건축에서 나타난 건축차용에 대한 

비평이 축적되어야 하고, 건축차용의 목적이나 건축차용을 통해 새롭게 

생성된 건축적 의의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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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건축표절에 관한 논의 

본 항에서는 현재 건축계의 일반적인 표절에 관한 논의를 정리한다. 먼

저, 현재 건축계에서 ‘표절’과 ‘저작권침해’의 용어가 혼용되는 현상에 대

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현황을 보여주는 사례로써 <카페 테라로서

(2020>와 <카페 Leh(2014)>의 표절 분쟁을 살펴본다. 

(1) 표절과 저작권침해의 혼용에 대한 문제 제기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건축표절 논란의 일반적인 결말은 ‘법적 소

송’이다. 실제 표절에 대한 사실 여부가 ‘저작권침해’ 혹은 ‘명예훼손’ 등

의 법리적 판결로 가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건축표절에 관한 법리적 판단

의 기준은 모호하다.

우선, 저작권침해는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라는 모호

한 개념으로 판단하게 된다.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은 ‘유

사성(similarity)’에 ‘실질적(substantial)’이라는 한정이 붙은 용어로 ‘실질

적으로’ 유사하여야 침해를 구성하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매우 추

상적이고 애매한 개념이다.81) 실질적 유사성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규정

이 없으며 전적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사람의 경험, 인식 및 개

인적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다.82) 미국법원에서는 실질적 유사성을 ‘건축

물의 전반적인 개념과 분위기(total concept and feel)’로 판단할 수 있다

고 했다. 미국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사람은 배심원이나 참심원

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일반인들이며, 그 취지는 전문적 편향을 배제하고 

보편타당성을 기준으로 일반 대중의 미적 판단 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83) 이는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이 판단하는 사람의 경험, 

81) 김경숙. (2015). 저작권 침해판단에서 “실질적 유사성” 개념의 재구성. 계간 저작권, 28(3), 
5~45.

82) 홍상현. (2008). 저작권침해와 표절의 구별. 법학연구, 11(2), 86.

83) “비전문가인 일반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작품들 사이의 유사성을 판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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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및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전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문제를 시

사하는 것이다.

건축물의 전반적인 개념과 분위기에 대한 유사성이 명확하다면 일반 

대중의 미적 판단 기준에 의지해서 저작권침해를 판단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건축을 포함한 모든 예술에서 타인의 작품을 베끼려 할 때 이를 

은폐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므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 없이는 실제 건

축물의 전반적인 개념과 분위기만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발견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84) 그로 인해 법학연구에서는 사회적 공공성, 예술적 

심미성, 기술적 역량을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건축의 특수한 창

조과정을 건축 비전문가가 이해하고 건축표절을 판단하는 것이 기본적으

로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존재한다.85)  

더불어 법학연구에서는 표절과 저작권침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

며, 창작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표절을 저작권침해에 포함시키

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각 예술 분야의 특수성

을 고려한 독자적인 표절 연구의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86) 

구체적으로 법학연구에서 어떠한 근거로 표절과 저작권침해를 구분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저작권침해는 ‘저작권’이라는 법적으로 등록된 권

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용어이며 ‘사법적 권리인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반면 표절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창작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는지, 침해하

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87) 더불어 저작권침해 판단에는 한정

는데,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 저작권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중을 즐겁게 해준 점에 대해 원고에서 속해야 하는 이익이 피고에게 잘못 속하게 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저작물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도 
보통 사람 즉, 대중의 판단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문화경, 2006).” 문화경. 
(2006). 건축디자인 분야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19(4), 120~121.

84) 윤춘섭. (2016). 건축저작물의 속성과 범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계획계, 25(2), 112.

85) 문화경. (2006). 건축디자인 분야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19(4), 121.

86) 남형두. (2009). 표절과 저작권침해. 창작과 권리, 54, 35.

87) 홍상현. (2008). 저작권침해와 표절의 구별. 법학연구, 11(2),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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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간이 있으므로 저작권이 만료되면 작품은 공공의 소유가 된다. 그러

나 저작권 기간이 만료되어도 창작물의 표절은 성립될 수 있다.88)

또한, 저작권의 경우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만 보호되는 법적 권리이

다.89) 이는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공통의 일반적인 

지식으로 통용된다는 법리적 판단에 의해서이다. 예를 들어 다빈치의 

<La Joconde, portrait de Monna Lisa(1503)>에는 현재 저작권이 존재

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광고, 영상 등의 매체에서 모나리자를 상업적으

로 도용하는 경우, 모나리자의 작품에 대한 예술적 가치가 훼손되어도 표

절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림2-9] 모나리자를 패러디한 광고들 

물론 모나리자의 경우, 이미지로 존재하는 미술 작품이므로 건축의 상

업적 도용 문제에 있어 건축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건축물은 도

시의 경관과 성격을 규명하는 보다 복합적인 관계로 해석되어야 한다. 모

나리자의 사례처럼 저작권법으로 건축 표절을 이해하게 된다면 코르뷔지

에의 사후 70년이 되는 2035년에는 ‘건축환경의 조성’ 이라는 건축의 기

본적인 목적을 무시한 채 유명 건축물이 상업적으로 도용되어 전혀 맥락

이 없는 장소에 <Villa Savoye(1929)>가 들어서도, 이를 표절로 비난할 

88) Richard E. Posner. (2009). 표절의 문화와 글쓰기의 윤리 (정해룡 옮김). 부산: 산지니, 36. 
(원서출판 2007).

89) 대한민국에서는 1963년 저작권법이 마련되었고, 이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저작물의 무
단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최초의 저작권에 대한 보호 기간은 50년이었으나, 2013년 이후 
70년으로 기간이 연장되었다. 따라서 1963년의 작품은 2033년에 저작권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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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이 사라지게 된다.

a) e-편한세상(2005) by 
대림산업

b) 양평군 강상면 단지 
외관 설계(2008)
by 성우종합건설

[그림2-10]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건축저작물의 현황

출처: 등록검색[한국저작권위원회].

[그림2-11] 저작권침해와 표절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

출처: 윤진섭. (2008).

게다가 현재의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건축계의 논의는 지나치게 상업적

인 경향을 보인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1997년 처음 건축저작물이 

등록된 이후에90) 2021년 1월 31일까지 등록된 건축저작물은 총 3,152개

이며 여기에 등록된 대다수는 [그림2-10]에서 보이듯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도임을 찾아볼 수 있다.91) 또한 [그림2-11]처럼 건축계의 주된 관심

사로 논의되는 건축저작물도 아파트와 관련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92) 

90)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 저작권등록과 관련한 등록정보를 검색하면, 1997년 9월 
26일에 등록된 <버섯궁전(1997)>이 첫 번째 건축저작물로 표기된다. 법학연구를 제외하고 
현재 건축계의 저작권법과 관련한 연구는 숭실대 명예교수인 윤춘섭의 연구가 대부분이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펴낸 「알기 쉬운 건축설계 저작권(2017)」, 국가정책위원회의 「건
축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분석 연구 최종보고서(2013)」 가 있다. 등록검색[한국저작권위원
회]. Retrieved January 31, 2021 from https://www.cros.or.kr/psnsys/cmmn/infoPage.do 
?w2xPath=/ui/twc/sch/regInfSerc/regInfSercDtl.xml; 서수정, 유제연. (2017). 알기 쉬운 건
축설계 저작권. 세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6.; 안효철, 고영회, 이호흥 & 이대훈. (2013). 
건축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분석 연구 최종보고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91) 등록검색[한국저작권위원회]. Retrieved January 31, 2021 from https://www.cros.or.kr/ 
psnsys/cmmn/infoPage.do?w2xPath=/ui/twc/sch/regInfSerc/regInfSercDtl.xml

92) 윤진섭. (2008). 성우종합건설, 아파트 디자인 ‘베꼈다’ 인정. Retrived January 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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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저작물로 인정받는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

작물(「저작권법 제1장 제2조 제1항」)”을 의미한다. 더불어 저작권법으

로 보호하는 건축의 저작물에는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건축저작물(「저작권법 제2장 제1절 제4조」)”이 해당하는

데, 이러한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입증

해야 한다.93) 건축저작물이 창작물로서 입증받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

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방법”이 건축가의 독자적인 표현방

법이어야만 한다.94) 다만, 건축물의 주거성과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

적 요소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서도 제한된 해석을 하여 창작성이 있다

고 하더라고 저작권의 보호를 제한한다. 95)

그러므로 더 실리적인 건축가의 창작성을 보호하는 표절에 관한 연구

가 저작권보다 우선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법학연구에서 ‘표

절’과 ‘저작권침해’를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표절과 

저작권침해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표절은 법리적 

차원의 저작권침해가 아닌 관념적 차원의 표절이다. 

fro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66246586476816&mediaCodeNo=25 
7&OutLnkChk=Y

93) 저작권법[국가법령정보센터]. Retrieved January 31, 2021 from https://www.law.go.kr/ 
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
=%EA%B1%B4%EC%B6%95%EC%A0%80%EC%9E%91%EB%AC%BC#undefined

94) 윤춘섭의 경우, 건축저작물의 범주을 “미적 수준이 높은 모뉴먼트나 토목구조물 등을 건축
물에 포함시켜 저작권을 부여(윤춘섭, 2009)”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건축저작물이 되
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독창성, 미적 수준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은 사회적, 경
제적, 문화적 배경에 따른 차이와 개인적 편차에 따라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윤
춘섭(2009)은 사회 통념상 심미적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건축 자작권이 보호된다고 하였다. 
윤춘섭. (2009). 건축저작물의 속성과 범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5(2), 113~114.; 최희봉(2020)의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저작물성을 건축물의 창작성으로 
해석하였다. 최희봉. (2020). 카페 ‘테라로사’ 건물 저작권 인정받았다...대법원, 따라 지은 건
축사에 벌금형. Retrieved October 12, 2020 from https://news.lawtalk.co.kr/2209

95) 건축저작물은 대게 기능적 저작물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통요되는 표현방법, 건축물의 용
도나 기능 그 자체, 건축물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성 등은 저작물로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윤춘섭. (2006). 건축저작권법 제정 이후 미국의 건축저작물 보호에 대한 현황 및 판
례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2(2), 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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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표절 논의의 현황을 보여주는 사례

일부 경우 건축가 스스로 건축주가 되는 일도 있지만, 건축디자인은 주

로 발주처나 건축주에게 의뢰를 받고 시작한다. 따라서 건축을 한다는 것

은 사회적 목적, 건축주의 의지, 기술력, 경제력 등을 바탕으로 시작한다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축의 디자인 과

정을 통해 물리적인 건축공간이 건축되고, 그 후에는 건축가의 영역을 벗

어나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공간을 완성한다. 그로 인해 건축

주, 건축가, 실제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건축물 창조의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고 하여도 무관하다. 이러한 건축 창작의 특수한 과정으로 인해 

다른 예술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표절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a) <카페 테라로사(2002)> by 
앤탑건축사사무소 / 김정기 & 최민영

b) <카페 Leh(2014)> 

[그림2-12]  <카페 테라로사(2002)>와 <카페 Leh(2014)>의 
 전면 및 테라스 이미지 비교

출처: 이인화(2020).

앤탑건축사사무소의 <카페 테라로사(2002)>와 <카페 Leh(2014)> 사

이에서 발생한 표절 공방이 이와 같은 사례로 논의될 수 있다. 앤탑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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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무소 김정기, 최민영 건축사가 설계한 강원도 강릉의 <카페 테라로

사>는 강원도 경관 우수건축물로 선정되었으며 여러 건축 전문 도서에 

실려 널리 알려져 있었다. <카페 Leh>는 B씨의 의뢰를 받은 건축가 A씨

가 2013년 8월 경상남도 사천 해안 관광 도로변에 설계한 카페 건물이

고, 설계 1년 뒤 완공되었다. 이후, 우연한 기회에 두 건축물의 유사성을 

발견한 <카페 테라로사>의 건축주는 건축가에게 유사한 건축물을 설계하

였는지 문의하였고, <카페 테라로사>의 건축가는 2016년 <카페 Leh>의 

건축가와 건축주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게 되었다.96)

고려요소 원고가 주장한 외관의 특징

슬래브

외벽과 
연결

§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곡선으로 이어져 1층과 2층 사이의 
슬래브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

2층 바닥 
형상

§ 건축물의 2/3 부분까지만 돌출
§ 끝을 45∘로 마감

외벽
형상

§ 넓이: 아래보다 위가 더 넓은 모양
§ 기울기: 기울어짐

재질 § 송판무늬의 노출콘크리트

창
§ 전면부: 모두 유리창(2층 바닥슬래브 제외)
§ 건물 왼편: 1~2층 창 연결

테라스 § 건축물 오른쪽 2층에 창이 없는 테라스

전체

§ 건축물 전체가 거대한 판에 의하여 평(平)클립 모양으로 
말려 있음

§ 위의 요소들이 조합되어 전체적으로 외관이 투명하고 
세련된 느낌

[표2-1] <카페 테라로사> 외관의 창작성 고려요소
출처: 박준우(2018). 재구성

<카페 테라로사>와 <카페 Leh>에서 유사성이 발생한 부분은 크게 2가

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지붕으로부터 이어지는 슬래브가 1층과 2층 

사이까지 하나의 곡선 면(surface)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전면부와 

2층의 천장 일부가 유리로 되어 앞서 이야기한 곡선 면을 제외하고 전체

적으로 투명한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되었다는 점이다.97)

96) 이인화. (2020). 건축설계 디자인 저작권, 건축사 스스로 지켜야 한다!. Retrieved October 
12, 2020 from http://www.sir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

97) 법원에서는 판단을 위해 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저작권위원회에서는 디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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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카페 Leh>측의 변호사는 분절 없이 하나의 곡선 면으로 건

축물의 외관이 연결되는 방식은 다른 건축물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건축

디자인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며, 유사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카페 테

라로사>만의 창작성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카페 테라로사>에 대해 “외관의 아름다움을 고

려한 디자인 형태로서 미적 창의성을 갖춘 저작물로 인정된다(소봄이, 

2020)”고 판단하여 건축사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건축주 

B에게는 건물의 표절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98) 

<카페 테라로사>와 <카페 Leh>의 저작권침해 판결에서 시사하는 바는 

첫째, 표절로 피해를 본 건축가가 주체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저작권법

으로 저작권침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 사건의 민사소송은 2016년 8

월에 시작해서 2017년 12월에 끝났고, 형사소송은 2020년 5월에 종결되

었다. 우리 학계에서 표절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피해를 본 건축가

가 이처럼 오랜 기간 그 손해를 감수하지 않았어도 된다는 점이다. 더불

어 <카페 테라로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판결비용 500만 원은 소송 비용

에 많이 못 미친다고 한다.99) 결국, 표절의 문제는 금전적인 이익을 위한 

것 보다, 창작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한 정성적인 평가보다는 ‘몇 퍼센트(%)나 모방하였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
여 <카페 테라로사>의 건축가는 결국 37개 항목에 대한 표절 근거자료를 제출하였다. 박준
우. (2018). 건축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강릉 테라로사 카페 사건. Retrieved January 
31, 2021 from http://webzine-copyright.or.kr/data/copyright_2007/sub/sub3_02.html

98) 그러나 <카페 Leh>측은 1심의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고법, 대법원까지 이의제기 소송을 진
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1심과 동일한 판결을 확정하였다. 소봄이. (2020). 창작자 개
성 나타내는 건축물도 저작권법 보호대상. Retrieved October 12, 2020 from http:// 
www.sir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

99) <카페 테라로사>의 건축가는 설계비용과 위자료를 합하여 3,250만원 정도를 청구하였다. 
판결이 500만원으로 나온 이유는 <카페 Leh>건축사 A의 설계비가 800만원이었고, 그 중 각
종 소요 비용인 300만원을 제외하여 500만원이 남기 때문이다. 인터뷰에서『카페 테라로
사』의 건축가는 소송을 통해 비용보다 건축계의 죄의식 없는 무감각한 디자인 표절에 경종
을 울렸다는 평가에 위로를 받는다고 했다. 이인화. (2020). 건축설계 디자인 저작권, 건축사 
스스로 지켜야 한다!. Retrieved October 12, 2020 from http://www.siranews.co.kr/ 
news/articleView.html?idxno=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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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3] <카페 Leh> 건물에 있는 현판
출처: 이인화. (2020).

둘째, 건축가에게 표절을 요구한 건축주는 무죄를 판결받았다. [그림

2-13]처럼 <카페 Leh>의 입구에는 건물에 대한 건축주의 소회가 적힌 

현판이 있다. 현판에는 건축주 자신이 직접 건물을 디자인했다는 문구가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판결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고 건축

가가 표절에 대한 책임을 모두 떠안게 되었다. 

셋째, 저작권법으로 건축표절을 판단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저작권

침해의 판결에서 모방, 표절, 저작권침해의 용어는 그 의미가 더욱 모호

해질 수밖에 없도록 혼용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본 연구의 방향을 저작

권침해에 집중할 경우, 건축 창작의 특성을 고려함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의 방향은 건축 실질적으로 건축가와 건축 창작에 긍정적

인 발전을 줄 수 있도록 건축표절이 저작권침해가 되려는 방법을 제언하

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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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건축차용과 건축표절 비평에 대한 이해

2.4.1. 건축차용과 건축표절 비평의 관련성

본 항에서는 차용과 표절 비평이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2장」에서 차용, 표절, 

비평의 정의를 살펴보았고, 미술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용이론을 살펴보

았으며, 차용작품에 대한 미술비평을 정리하였다. 또한, 오늘날 건축에서 

연구되고 있는 차용과 유사한 맥락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건축표절에 관한 논의의 잘못된 방향성도 짚어보았다. 

(1) 건축디자인의 상업화

모든 예술이 그러하듯 근대 이후 건축의 상업화가 활발해지며 건축가

들은 유명세에 따라 건축디자인 과정에 등급을 매겨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상업화된 건축계에서는 소위 ‘잘 팔리는’ 디자인을 만들

게 되었고, 이에 일부 건축가들은 자의 또는 타의로 대중적으로 널리 알

려진 건축가의 스타일이나 작품을 차용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이러한 

이해관계를 악용하여 건축의 특수한 디자인 과정, 기능성, 실용성 등을 

핑계로 자신들의 표절을 감추려 하는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건축비평은 이러한 이해관계 속에서 공평한 비평의 

언어를 통해 건축차용의 새로운 예술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축표절과의 충돌을 완화하는 기능

을 해야 한다. 즉, 건축차용에 대한 비평은 건축표절을 분별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건축차용과 건축표절에 대한 비평은 필연적으로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다.

(2) 시각적 유사성

시각적 유사성은 차용과 표절이 상충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제2장. 표절과 차용에 대한 고찰

61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각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짚

고 넘어가야 하며, 시각적 유사성에만 의지하는 건축 비평이 오늘날 건축

의 본질적 가치를 탐구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시각적 유사성은 미술, 건축을 포함하는 모든 조형예술(plastic art) 작

품의 표절 의혹 사례에서 논쟁의 중심이 된다. 그러나 기술복제가 가능하

여 원본의 의미가 퇴색되고 차용을 통한 새로운 예술적 의의를 논하는 

오늘날의 예술계에서 오로지 시각적 유사성에만 의지하는 차용과 표절에 

대한 비평은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해석하는 것에 한계로 작용한다. 게다

가 차용을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작품의 경우, 차용의 행위 자체에서 예술

적 의의를 찾는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각적 요소에 

의존하는 차용과 표절에 대한 비평이 아닌, 작품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바탕으로 총체적 맥락에서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심리학적 형태분석을 통해 의식과 시각의 상호작용에 관해 연구한 루

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100)에 따르면 인간 사고의 70%는 시각 

정보와 관련 있다고 한다.101) 그러나 아른하임은 연구를 통해 시각적으

로 보여지는 것 보다 예술의 본질을 연구하는 것이 사회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에 오늘날의 건축차용과 건축표절에 대한 비평

을 위해 우리의 시각적 문해력(visual literacy)을 향상해야 할 필요가 있

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수많은 시각 정보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

로 인해 우리는 우리 사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시각 정보가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102) 그러므로 우리는 시각적 문

100) Rudolf Arnheim(1904-2007): 독일 태생의 예술 및 영화이론가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으로 망명하여 형태심리학 교수로 활동하였다. 

101) Arnheim, R. (1995). 시각적 사고 (김정오,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부. (원서발
행년 1969).

102) 여기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시각 정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보
편적인 대중문화에서 벗어나 주체성을 하여 능동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시각적 정보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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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력을 바탕으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정보와 중요한 시각 정보를 구분하

여 작품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다른 감각의 경

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사고를 미적으로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103) 

시각적 유사성에 대한 비평을 뛰어넘어 현대인의 사고를 미적으로 완

성하는 이러한 행위가 건축차용과 건축표절 비평의 목적이라 할 수 있

다.104) 즉, 우리는 건축차용과 건축표절 비평을 통해 수많은 시각 정보들 

가운데서 중요한 본질을 찾아 해석해야 하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건축의 

조형적 요소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

하는 유기적이면서 창조적인 예술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03) 김수향. (2012). 초등미술교육에서 시각적문해력 지도를 위한 그림책 활용방안 연구. 석사
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청주.

104) 임두빈. (1996). 미술비평이란 무엇인가. 서울: 서문당.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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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건축차용과 건축표절 비평의 유의점

이번 항에서는 건축차용과 건축표절 비평에 대한 논의가 어려운 이유

를 정리하고, 이후 건축차용과 건축표절 비평을 위해 유의할 사항들을 정

리하도록 한다.

(1) 비신화(demystification)

건축표절 의혹 사례에 대한 비평의 필요성이 증가함에도 이에 대한 비

평이 어려운 이유는 전문가 집단의 온정주의와 건축가와 건축물에 대한 

신비화(mystification) 때문이다.

 남형두(2015)는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윤리의식이 높아졌는데도 전문

가 집단에서 표절 논의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를 사회의 온정주의와 바람

직하지 못한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라고 했다.105) 게다가 우리나라 건축

계처럼 단기간에 서양의 근대화를 수용하고 세계의 현대건축과 흐름을 

맞추게 된 경우, 국내 건축의 발전과정에서 모방을 빙자한 세계 유명 건

축물의 표절은 거쳐야 할 통과 의례쯤으로 눈 감아 주는 일도 빈번했다

(임석재. 1995).106) 특히 건축가나 건축물이 건축사(建築史)적으로 의미 

있는 경우, 건축계는 표절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논란에 침묵하는 태도를 

보였다. 르 코르뷔지에의 제자인 김중업이 <삼일빌딩(1971)>을 계획하며 

미스(Ludwig Mies van der Rohe)의 <씨그램(seagram building, 1958)>

을 복제해야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건축계는 이를 “미시안의 단순 명료

한 아름다움에 기인한 건물107)”, “고층 오피스 건물 가운데 가장 높은 수

준을 획득한 것108)”, “대한민국 경제 성장 및 기술적 성취에 대한 상징

105) 남형두. (2015). 표절론. 서울: 현암사.

106) 임석재. (1995). 서양 근대건축의 수용과 한국 현대건축의 문제. 한국건축역사학회, 4(2), 
135.

107) 김희조, 곽재환, 정귀원 대담. 「특별대담: 김중업의 삶과 건축」. 김중업건축박물관, 
(2018. 4. 5).

108) 정인하(1998). 김중업 건축론: 시적 울림의 세계. 서울: 산업도서출판공사. 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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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109)”으로 삼일빌딩의 건축적 의의를 평가했고 이에 대한 표절 판단을 

암묵적으로 회피했다.110) 

그러나 니콜라스 페브스너(Nikolaus Pevsner)111)에 따르면 비평가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입장에서 기인하는 도덕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객

관성을 확보해야 한다.112) 유사한 맥락에서 만프레도 타푸리(Manfredo 

Tafuri)도 이러한 시스템의 해체 작업을 비신비화(demystification)라고 

하며 건축의 계획 활동과 비평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했다.113) 즉, 건축표

절 비평에서 건축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건축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

을 검증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비평가의 해석과 판단이 건축사적인 

방법에만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신화과정을 통해 역

사적 사실 위에 더욱더 객관화된 비평의 학문적 지식을 공고히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축차용과 건축표절 비평에서 건축가의 명성에 연연

하여 표절을 차용으로 치켜세우거나, 사회의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건축

표절을 표절로 평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공평한 언어

를 사용하여 무조건적 비난과 비평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비난을 제

외한 비평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9) 권태문. (2011). 삼일로빌딩을 다시보다, 건축, 55(1), 60~61.

110) 김현섭(2018)은 삼일빌딩의 표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이유를 ‘미스 건축의 복제품이라는 
태생적 한계’라고 말하며 침묵은 비판의 한 방식이라고 했다. 반면, Korean National 
Rsearch Center for the Arts(2001)에서는 김중업의 스승이었던 꼬르뷔지에가 초고층 건축물
을 설계하지 않았으므로 김중업이 이미 실험되고 검증된 미스의 건축물을 참조할 수밖에 없
었다고 했다. 김현섭. (2018). 신화를 넘어서 김중업 다시 보기. 이수정, 정한올 (편), 김중업 
다이얼로그 (1st ed., 304~337). 파주: 열화당.

111) Nikoaus Pevsner(1902~1983): 독일 출신의 영국 미술사가, 건축사가이며, 『Pioneer of 
the Modern Movement(1936)』, 『An Outline of European Architecture(1942)』를 서술
하였다. 또한, 「Architectural Revue」지(誌) 및 「페리칸 미술사」의 편집자로서 활약하였
다. 

112) 안성호. (1984). 건축비평사를 위한 시론.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113) Tafuri, M. (2013). Toward a Critique of Architectural Ideology. Hays, M. (편) 봉일범
(역),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5th ed., 2~49). 서울: Spacetime·시공문화사. (원서
발행년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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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에서의 창조성에 대한 문제

건축에서 차용과 표절을 비평하기 어려운 이유는 건축에서의 창조성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건축은 기능적이고 실

용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경훈(2012)에 따르면 건축은 상업

디자인과 달리 똑같은 대지 조건이 주어지기 어려우므로 완벽하게 똑같

은 건축을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114) 이는 건축이 단순히 

조형물로써 존재하지 않으며, 주변의 환경과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가 영

역 밖에 공간을 완성하는 사람들까지도 건축의 일부로 포함하는 건축 창

조의 특수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건축에서의 창조성을 구분하여 건축차용과 건축표절을 비평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편 현대미술의 비평가 클레멘트 그린버그

(Clement Greenburg)는 건축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한 차용과 표절을 구

분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클레멘트는 현대예술의 차용을 

아방가르드적 차용과 키치적 차용으로 구분하였는데, 아방가르드

(avant-garde)적 차용은 과정(process)을 모방하지만, 키치(kitsch)적 차

용은 결과만을 모방한다고 하였다. 즉, 아방가르드적 차용은 근대예술의 

개념적 발전 과정과 예술이 주는 사회적 영향을 대중과 공유함으로써 새

로운 예술적 의의를 논할 수 있지만, 키치적 차용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결과만을 차용하여 작품을 통한 새로운 예술적 의의가 생성되지 않으므

로 이를 건축표절로 판단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115) 

예를 들어 [그림2-14]의 <김포한강신도시 2차 KCC 건설 스위첸 모델

하우스(2015)>처럼 건축의 디자인 과정에 대한 사고 과정보다는 결과적

인 요소만을 반복하여 재생산하는 사례들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해

당 사례의 원안은 스위스의 건축가 그룹인 헤르조그 앤 드뫼롱(Herzog 

& de Meuron)이 독일에 설계한 <Vitra House (2004)>인데,116) 부끄럽

114) 이경훈. (2012). 한국건축과 독창성의 문제. 건축, 56(12), 85~86.

115) 이경훈. (2012). 한국건축과 독창성의 문제. 건축, 56(12), 85.

116) 가구회사 Vitra에서 운영하는 Vitra Campus에는 Frank Gehry, Zaha Hadid, Alvaro 
Siza, Tadao Ando, Jean Prouve, Nicholas Grimshaw, Buckminster Fuller, SANAA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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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 우리나라의 대표 건설사 중의 하나로 언급할 수 있는 KCC 건설은 

이를 조악한 모델하우스로 표절하여 원안의 가치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학적 방법의 결과인 비정형 건축의 형태를 복제하는 것

도 건축표절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디자인의 방법론이 건축디자인 과정을 모두 흡수하여 건축가의 의지보다

는 프로그램이 주도하여 어찌하다 보니 생성된 형태를 그대로 건축이라 

부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동대문운동

장 터에 설계한 <DDP(2014)>처럼 지역의 역사와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조형성만이 강조되는 건축물이 증가하는 오늘날 우리 건축계의 

사태를 경계해야 한다.

a) <DDP; Dongdaemoon 
Design Plaza(2014)> 

by Zaha Hadid

b) <Vitra House(2004)>
by Herzog & de Meuron

c) <김포한강신도시 2차 
KCC 건설 스위첸 
모델하우스(2015)> 

by KCC 건설

[그림2-14] 건축의 창조성에 대한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

이에 추가하여 건축표절 비평에서 우리가 표절 건축물에 대해 창작성

이 결여한 것으로 규정하기 위한 기준과 근거들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태껏 건축계에서 제시되었던 표절 

사례의 논의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건축계에서 표절을 바라보는 기본

적인 관점을 제시하여 건축차용과 건축표절에 대한 개념의 경계를 구분

하는 방법으로써 건축 비평을 연구하고자 한다. 나아가 건축에서 발견될 

수 있는 창조적 요소들을 제시하고 근대건축에서 강조되었던 독창성의 

유명 건축가들이 참여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다. <Vitra House(2004)>는 Herzog & de 
Meuron이 Vitra’s Home Collection의 전시를 위해 설계한 건축물로, 삼각 지붕의 집들이 
적층되어 있는 형태가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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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건축에서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건축차용과 건축표절 비평의 연구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차용이 창작방법으로서 과대 포장될 수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

다. 우리는 미술계의 선행 사례들을 통해 차용이 표절 작품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남발되고 예술성, 창조성 여부에 관한 논의가 ‘차용인가’, ‘차용이 

아닌가’의 입증으로 변질 가능하다는 점을 이미 학습하였다.

근대 이후, 미학의 원리로서 차용이 주목받게 된 계기는 근대미술에서 

옹호되어온 독창성이나 독창적 양식, 작품의 유일성 등이 더는 가능하지 

않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시작한 것이다. 이에 독창적 양식과 

작품의 유일성이라는 것이 더는 불가능하므로 어떤 차용이든지 용인되어

야 한다는 생각이 표절을 차용으로써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작품의 독창성과 유일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독창성을 

부정하거나, 독창성이 예술작품의 가치평가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차용이 더는 완전히 독창적인 작품의 창조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서 나타난 차선책일 뿐이지, 그 자체로 표절을 정당

화하는 제작방법은 아니라는 말이다. 더불어 보다 실제적으로 차용을 창

작방법으로 용인하는 경우를 해석할 할 수 있어야 한다. 올바른 방향의 

건축차용은 차용 그 자체로 끝나버리지 않고 차용이라는 방법을 통해 원

안을 바탕으로 한 자기화라든지 자신의 창조적인 작품구성으로 이어진다

는 전제가 필요하다. 달리 말해, 건축차용을 통한 작품도 여전히 새로운 

작품 속의 구성요소들과 더불어 새로운 예술적 맥락과 의미가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건축차용과 건축표절의 비평은 같은 맥락에

서 서로 다르게 이야기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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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방법론 구축의 방향성

본 연구에서 구축하는 방법론은 일종의 건축 비평을 위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

은 공평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비평은 

작품의 가치를 공평한 언어를 통해 구별하는 행위이다. 과거보다 복합적

이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현대사회일수록 비평을 통해 작품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비평가는 작품의 본질

에 접근하여 타인에게 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비평가가 공평

한 언어를 통해 객관적인 작품의 가치를 전달하려 할수록, 작품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예술과 사회의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 연구

에서 구축하는 방법론에서 공평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건축차용과 건축표절 비평의 대상인 건축물은 다양한 요소에 대한 

건축가의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를 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요소

에 대한 객관적인 작품의 가치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맥락보다 

하나의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우선하여 논의되거나 강조되지 않도록 유

의해야 한다. 건축차용과 건축표절 비평에서 특정 요소만을 다루거나 선

택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 전체의 맥락에서의 가치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건축차용과 건축표절 비평은 예술과 과학의 양

자를 어느 정도씩 포용적으로 취합하여 공평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건축표절이라는 보편적인 사회적 관심에 추가하여, 건축의 

학문적 측면에서 공평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상반되는 양 측면에서 

건축표절과 건축차용을 구별하는 비평 연구는 보다 객관적인 건축 창조

의 가치를 사회와 소통할 수 있게 된다. 객관적인 가치일수록 더 많은 사

람이 공감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가치가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이 건축 창조에 공감하여 건축은 존재의 가치를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은 차용미학의 관

점에서 표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건축표절 판단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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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가치가 될 수 없다. 다만, 본 연구에서 구축한 방법론을 통한 비평

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표절로 비난받는 몇몇 사례에 대해 건

축차용으로 그 범주를 달리하여 논의하며 이를 표절 의혹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구축하는 방법론은 차용을 핑계로 

삼는 건축표절과 실제 예술성 있는 건축차용의 경계를 구분해주는 지침

으로써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

법론에서는 건축차용을 주장하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표절 의혹 사례와 

건축차용을 주장하는 건축표절 의혹 사례에 대해 그 경계를 구분하기 위

해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도록 한다. 달리 말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

법론은 차용미학의 관점에서 설명되지 않는 건축표절에 대해 지나친 관

용을 베풀지 않고, 반대로 불합리하게 표절로 비난받는 건축차용을 표절 

의혹에서 제외하기 위해 그 둘의 범주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같은 프레임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건축차용과 건축표절 비평을 위한 방법론은 위협과 변명의 

대상이 아니며 도리어 좋은 작품을 산출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비

평은 ‘판결’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이다.117) 물론, 비평의 과정에서 비평

가에게는 일종의 선입관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건축차용

과 건축표절 비평의 행위는 가치 중립적인 방식으로 건축적 가치에 대한 

최종적 윤곽과 성격을 특징지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축하는 방

법론이 건축의 표절 논의에서 사용되는 경우, 표적을 정해 놓고 하는 검

증과 표절로 판명 난 건축물의 건축가에 대한 무차별적 비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건축물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의견

을 반영한 결과이다. 따라서 건축표절 비평은 건축가의 표절 여부가 아닌 

건축물의 표절 여부에 집중되어야 하고, 표절을 유도하고 가담한 사람을 

밝혀내는 일도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비평의 방향성이라 할 수 있다.

117) Attoe, W. (1997). 건축과 비평 (이동건, 이재기, 역). 서울: 두영, 23. (원서발행년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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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미술비평의 구조

본 절에서는 건축차용과 건축표절 비평을 위한 방법론의 기초를 수립

하기 위해 미술비평의 구조를 살펴본다. 미술비평의 구조는 작품에 대한 

개인의 감상이 타인과 공감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는 의식구조이다. 비

평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술에서는 비평의 구조를 해석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비평의 의식구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미술비평의 구조를 토대로, 개인의 감상이 타

인과 공감되기 위한 과정을 이해하고,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의 체

계를 정립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미술비평의 구조를 표절 의혹 

사례의 건축차용 비평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 단계에 건축 분야의 예시

를 서술하도록 한다. 

(1) 미술비평의 구조에 관한 선행연구

1960년대 중반 이후, 미학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미술비평 모델이 제안

되었다. 문학비평과 마찬가지로 미술비평의 모델은 대게 비평의 단계와 

비평의 활동을 설명하는 이론들이다. 대표적으로는 윌리엄 그리인

(William C. Greene), 알렌 로드웨이(Allan Rodway), 제롬 스톨니쯔

(Jerome Stolnitz), 테오도르 그리인(Theodore M. Greene), 에드먼드 펠

드먼(Edmund Feldman) 등의 비평이론가들이 있으며, 이들은 미술비평

의 구조를 기술(description), 해석(interpretation), 평가(evaluation)의 3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118) 

이에 구체적으로 미술비평의 구조를 체계화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엘

118) Cf. Greene, W. (1965). The Choices of Criticism, Cambridge: MIT Press, 6.; Rodway, 
A. (1973). “Criticism”, A Dictionary of Modern Critical Terms. (Fowler, R. e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42.; Stolnitz, J. (1990). Aesthetics and Philosophy of 
Art Criticism, (Oh, B., Trans.). Seoul: Theorie und Praxis, 341~478. (Original work 
was published 1960).; Greene, T. (1952). The Arts and the Arts of Critisicm, Pinceton: 
Princeton Univ. Press, 369ff.; Feldman, E. (1967). Art as image and idea.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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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엇 아이즈너(Elliot Eisner)119)의 ‘예술적 비평 모델’120)을 발전시킨 에

드먼드 펠드먼(Edmund Feldman)의 ‘단계적 비평 모델’과 존 두이(John 

Dewey)121)의 ‘탐구이론’122)을 발전시킨 조지 게히건(George Geahigan)

의 ‘탐구이론 모델’123)이 있으며, 앞서 언급한 4가지의 비평 모델

(criticism model)을  바탕으로 미술비평의 단계과 비평의 단계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에드먼드 펠드먼은 그의 저서『Varieties of Visual Experience; 

Art as Image and Idea(1999)』에서 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연관성

에 관해 연구하고, 이를 통해 예술 비평의 모델(model of art criticism)

을 제안했다.124) 그는 작가가 처음부터 완성작품을 완벽히 구상하고 표

현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작품을 제작하듯이, 미술비

평도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125) 

[그림3-1] 펠드먼의 비평의 4단계
출처: 두윤희(2017), 재구성

119) Elliot Wisner(1933~2014): 스탠포드 대학의 예술학 및 교육학 교수이다. 아이즈너는 ①묘
사, ②해석, ③평가의 3단계로 미술비평의 학습모델을 형식화했다. 

120) Eisner, E. (1994). The educational imagination: on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school programs. NY: Macmillan. (원서발행년 1979).

121) John Dewey(1859~1952): 미국 철학가이다. 듀이는 탐구의 패턴에 대해 다음 6가지를 중
점적으로 설명하였다. ①미확정적 상황(탐구의 선행조건), ②문제 상황의 발생, ③문제와 그 
해결에 대한 확정, ④추론, ⑤사실과 의미의 조작적 성격,⑥상식과 과학적 탐구 등이 그것이
다. 

122) Dewey, J. (1938). Logic: the theory of inquiry. NY: Henry Holt and Company. 

123) Geahigan, G. (2002). Critical Discourse and Art Criticism Instruction. Journal of Art 
& Design Education, 19(1). 

124) Feldman, E. B. (1999). Varieties of Visual Experience; Art as Image and Art. NJ: 
Prentice Hall. (원서발행년 1972).

125) 박다솜. (2011). E. B. feldman의 단계적 비평을 적용한 미술 감상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
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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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드먼이 제안한 미술비평의 모델은 [그림3-1]처럼 비평을 4단계로 구

분한다.126) 펠드먼의 모델은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비평의 단계를 

구분하므로 작품 제작의 의도와 목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에 적합한 

비평의 방법이며,127) 그로 인해 펠드먼의 비평의 4단계는 다양한 학문에

서 적용·발전되고 있다.128)  

펠드먼의
비평의 단계

게히건의비평적
탐구이론

내 용

서 술
인식 Ÿ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문제을 인식

Ÿ 비평가는 작품의 가치에 확신을 갖지 못함
Ÿ 작품과 관련된 세부 내용 조사명료화

분 석

해결 모색
Ÿ 세부 요소들 사이의 관계 파악
Ÿ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수집
Ÿ 작품의 가치에 대한 가설 수립
Ÿ 내제적 미학에 근거한 가설의 성립 가능성 

판단
가설 추론

해 석 가설 검증
Ÿ 가설을 객관적 정보 자료를 통해 검증
Ÿ 작품의 전체적 가치를 발견

판 단 결론 적용
Ÿ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결론
Ÿ 미술사적 의미와 사회문화적 가치를 평가
Ÿ 객관적이고 잠정적인 평가

[표3-1] 미술비평의 단계와 세부 행위에 대한 이해

다음으로 조지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이론 모델은 펠드먼이 제안한 4단

계가 차례대로 진행되기보다는 상호복합적으로 진행되어 작품에 대한 평

가가 이뤄진다는 내용에 대한 지적이며, 각 단계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게히건에 따르면 미술비평은 게

히건이 제안한 것처럼 직선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그 내용도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고 했다. 그로 인해 게히건의 비평모델은 작품에 본질에 

126) 두윤희(2017), 펠드먼의 미술비평 단계에 의한 미술작품 차용 영상광고 비평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4. 

127) 박정애. (2015). 펠드만 법칙 미술감상의 문제점과 그 대안. 미술과 교육, 16(3), 153.

128) 비평의 4단계는 일반적인 예술비평, 미술비평의 교수법, 패션비평 등 다양한 분야의 특성
에 맞추어 적용·발전되고 있다. 최경희. (2014). 현대패션비평에 관한 이론적 재고. 한국의류
산업학회지,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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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내용보다는 표면적 특징만을 평가하도록 유도한다는 문제점이 있

다.129) 이에 게히건은 서술의 단계를 인식과 명료화로 구분하여 정의하

였고, 분석의 단계는 해결 모색, 가설 추론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해석의 

단계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가설을 검증하고, 판단의 단계에서 작

품의 의미와 미학적 가치에 대한 결론을 토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3-1]에는 펠드먼의 미술비평의 단계와 이에 대한 행위를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이론을 정리하였다.

(2) 미술비평의 구조 구분

정리하면, 미술비평의 구조는 ‘기술-해석-평가’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비평에서 ‘기술’은 비평의 준비 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 비평하고자 하

는 작품에 대한 작가의 사상 내지는 철학을 파악하고, 작품과 작품이 쓰

인 시대의 관계를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단계

이다.

‘해석’은 작품을 평가하기 전에, 해석한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비평가 

스스로 재창조하는 단계이다. 비평가가 주관에 치우쳐 작품의 가치를 올

바르게 감상하지 못한다면, 타인에게 작품의 올바른 가치를 전달할 수 없

게 된다. 따라서 해석과 감상의 단계에서는 객관성을 유지하여 작품을 평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는 비평의 궁극적인 기능이다. 작품의 비평에서 평가는 예술적 

가치를 규명하는 단계이며, 작품의 가치를 끌어내 다른 감상자들과의 공

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올바른 평가 단계를 위한 과정은 편협한 비평을 

경계하고 여러 관계를 해석하여 종합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끊임없이 비

평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비평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평가를 위해 

객관성을 유지하여 설득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9) 박미랑. (2011). 다큐멘터리를 활용한 중학교 팝아트 감상지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
학교, 서울.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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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기술 단계

(1) 미술비평의 기술 단계

미술비평의 기술 단계에서는 작품에서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표상

(representation)뿐만 아니라, 작품의 제작 의도, 작품에 대한 다양한 평

가 등 비평할만한 가치가 있는 합리적인 매체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목

록을 정리한다. 또한, 미술비평의 기술 단계에서는 비평가의 개인적인 경

험이나 지식, 이론, 선입견 등에 기댄 작품의 평가나 해석을 배제하고 수

집한 매체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여 작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는 

감상자라면 동의할 수 있도록 목록을 정리한다(안성호, 1984; 윤영범, 

2013).130)131)

(2) 건축비평의 기술 단계

김경수(1980)는 미술비평의 기술 단계를 건축에 적용하여 기술 단계를 

위해 수집할 목록을 정리하였다. 건축 비평의 기술 단계에서는 ‘건축주가 

누구인지’, ‘건축주의 건축 목표 또는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설계과정의 참가자(건축가, 건축주, 자본가, 시공자, 사용자 

등)가 결정한 사항들과 그들의 역할’에 대해 살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김경수(1980)는 거시적 문맥에서 사회적, 정치적 경향 등 건축물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경제 동향, 처우 문제, 사회적 태도 등을 살펴보고 그 경향

의 역사적 변동을 과거에서 미래까지 살펴볼 것도 제안하였다.132) 

(3) 건축차용 비평의 기술 단계

건축차용 비평의 기술 단계에서 수집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크게 건축 

130) 안성호. (1984). 건축비평사를 위한 시론.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131) 윤영범. (2013). 데포르마시옹 기법의 이미지 차용과 합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
교, 서울.

132) 김경수. (1980). 건축비평의 기본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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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 대한 측면과 건축가 개인에 대한 측면이다. 

건축 배경에 대한 측면에서는 건축가가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해관계자들로 이루어진 불특정 다수의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 건축의 배경을 파악하고 그 밖에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한 내용을 수집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건축가 개인에 대한 측면에 관한 서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건축가가 차용을 주장하는지, 건축가가 표절을 시인하였는지에 대한 자

료 수집을 진행한다. 그리고 대상 건축물 설계가 건축가 개인에게 어떠한 

발전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을 위해 건축가의 설계이념, 도면, 

공간의 해석, 매스와 입면, 구조이념, 시공방식 등 건축 계획에 관한 건축

가의 입장을 밀접하게 설명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 또한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실을 나열하도록 한다.

객관적인 사실의 기술 후에, 건축표절 의혹 사례의 건축차용 비평을 위

한 기술 단계에서는 비평 대상 건축물의 차용 또는 표절에 대한 쟁점을 

파악하여 이를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평 대상 건축물의 표절 또는 

차용 논의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논의의 쟁점이 무엇인지 기술한

다. 마찬가지로 기술 단계에서는 비평가 개인의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나열하며, 한쪽으로 치우쳐진 의견만 수집하여 편협

되게 기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평가는 기술 단계를 통해 내재적 관점에서 차용목적에 

대한 가설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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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해석 단계

(1) 미술비평의 해석 단계

미술비평의 해석 단계에서는 비평가가 작품에서 예술적 의미를 읽어내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평가는 해석을 정당화하기 위해 본인의 가설이나 

여러 매체의 자료 등을 토대로 비평을 전개하고 새로운 예술적 의미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석 비평에서도 기성 작품의 가치를 고집하지 않고 작

품의 가치가 작품 속에 준비되어 있다는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에 

근거하여 새로운 예술적 의미를 읽어낸다. 새로운 예술적 의미는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가의 작품 제작 의도, 배경, 영향 등을 새롭

게 해석함으로써 주장할 수 있다(박세미, 2017).133) 

(2) 건축비평의 해석 단계

건축 비평의 해석 과정을 통해서 안성호(1984)은 비평 대상에 대한 건

축적 의미가 확장된다고 했으며,134) 강미현(2007)은 중요성에 의한 사태

의 상·하위 관념의 체계화 과정에 의해 많은 건축적 의미들이 생겨난다고 

했다.135) 건축 비평에서의 해석 단계는 비평가가 기술 단계를 토대로 수

집한 자료들애 대한 개인적인 평가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건축물의 공공성이 있다’를 비평하기 위해, 비평가

는 기술 단계에서 대상 건축물의 공공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

인 입장에서 서술하고 이에 대한 가설을 세웠다면, 해석 단계에서는 공공

성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133) 박세미. (2017). 1980년대 한국 건축전문지에서 나타난 정기적 비평 콘텐츠의 유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134) 안성호. (1984). 건축비평사를 위한 시론.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135) 강미현. (2007). 한국건축비평에 있어서 건축적 다양성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
학교,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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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차용 비평의 해석 단계

건축표절 의혹 사례에 대한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해석의 단계에서는 

기술 단계에서 비평가 나름대로 수립한 건축표절과 차용에 대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측면의 분석을 진행한다. 분석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차용에 대한 목적성과 예술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다. 이에 대한 비평가 나름의 가설과 건축가 혹은 다른 전문가가 주장하

는 내용과 비교하여 나름의 잠정적인 해석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표절 

의혹 건축물의 건축가는 여러 비평가 중의 한 명일 뿐이며 그의 의도는 

부수적 정보로 주장의 결론이 될 수 없다.

더불어 건축차용 비평의 해석 단계는 평가 단계가 아니므로 내재미학

에 근거하여 최대한 차용의 건축적 의미를 해석한다. 만일 차용의 목적성

이 건축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술성에 대한 해석이 불필요하므

로 이에 대한 충분한 기술 비평을 진행하여 해당 건축물을 어떠한 근거

로 차용 건축물로 판단할 수 없는지에 대해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하고, 이 과정에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반면, 차용의 목적성에 건축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용

미학의 관점에서 건축물의 예술성을 평가한다. 이 단계에서는 원안에 대

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지, 차용을 통해 새로운 건축적 의미가 생성되었

는지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여 표절 의혹 건축물의 예술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건축표절 의혹 사례에 대한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해석의 단계에서 비

평가는 스스로 세운 차용의 건축적 의미를 해석하고, 앞서 이야기한 패브

스너와 타프리의 비평적 관점에서 건축물의 도덕성과 신비화를 미학적 

의의인 예술성과 구분하여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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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평가 단계

(1) 미술비평의 평가 단계

미술비평에서 평가 단계는 궁극적인 비평의 기능을 하는 단계이며, 앞

선 비평을 토대로 작품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결론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단계이다. 평가 비평은 객관적인 작품의 본질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전체적인 예술사의 관점에서 다른 작품과의 상대적인 등급을 매김

으로써 작품의 가치를 평가한다. 비평가는 이 과정에서 불평이나 찬사만

을 쏟아내는 비평 대신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Attoe, 1978).136) 

(2) 건축비평의 평가 단계

건축 비평의 해석 단계도 미술비평의 평가 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건축 비평에서도 앞선 기술 단계와 해석 단계를 바탕으로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비평을 진행하도록 한다. 건축 비평은 다양한 범주의 내용을 토

대로 진행되므로, 비평의 과정에서 비평가는 최대한 대중과 소통할 수 있

는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한 공평의 언어로 자신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비평의 대상이 건축가가 아닌 건축

물이 되어야 하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건축물이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건축디자인 과정에 참여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

이 건축가의 의견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기도 하고, 건축가의 명성에 따

라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 건축차용 비평의 평가 단계

김영선 외(2020b)의 연구에서는 건축표절 의혹 사례의 건축차용 비평

을 위한 평가 단계에서 비평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평가를 순수

한 창작(pure creation), 차용(appropriation), 실패한 차용(failed appro- 

136) Attoe, W. (1997). 건축과 비평 (이동건, 이재기, 역). 서울: 두영, 23. (원서발행년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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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ation), 표절 판단 기준 적용(apply the plagiarism standard)의 4단계

로 구분하여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다.137) 더불어 건축차용 비평을 통해 

차용을 통한 예술성이 성립하지 않거나, 목적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실패한 차용과 표절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기조를 유지하여 표절도 아니고, 차용도 

아닌 건축물을 순수한 창작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그리고 차용의 단계도 

성공한 차용과 실패한 차용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이는 본 연구를 통해 

건축차용에 대한 최대한 다양한 측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모든 

차용이 예술적 의의를 포함하지 않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패

한 차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비평의 과정을 토대로 비평가 스스로 비평

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실패한 차용으로 평가할 것인지, 표절 판단 기

준을 적용하도록 할 것인지 평가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하는 방법론은 건축차용과 건축표절을 구분하는 지침

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구축한 방법론을 통해 건축차용에 대한 평가

는 가능하지만, 건축표절을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

서 건축표절 평가에 대한 방법론은 후속연구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본 연

구의 최종 판단은 표절 판단 기준 적용에서 머무르도록 한다. 

137) 김영선, 최재필. (2020b). 건축 표절 논의를 위한 미학의 차용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
학회 논문집: 계획계, 36(5),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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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소결: 미술비평 구조에 대한 순서도 적용

본 절에서는 미술비평 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건축비평에 적용하여 논

의하였으며, 건축차용 비평에서 각 단계에 해당하는 비평의 의식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에 본 항에서는 미술비평의 구조가 일정한 순서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순서도를 통한 건축차용 비평의 가능성 살펴보고, 순서도

의 개념과 표현 방법을 정리하여 순서도를 통한 건축차용 비평의 의의를 

논하고자 한다.138) 

(1) 순서도의 개념 및 표현 방법

순서도(flowchart)란 약속된 기호와 도형을 사용하여 작업의 진행 흐름

을 가시적으로 설명하는 일종의 차트이다. 순서도는 주로 프로그래밍, 알

고리즘의 연산 등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그 처리 순서를 

단계화하여, 상호 간의 관계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순서도(flowchart)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1962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하였으며, [표3-2]과 [그림3-2]에서처럼 약속된 기호와 도형을 사용

하여 작업이나 의식의 진행 흐름을 도식화하여 나타낸다.139) 순서도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타원(⬭), 직사각형(▭), 마름모(◇), 출력기호( ) 등 이 

있다. 타원은 전체 작업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며, 직사각형은 일을 순서

대로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름모는 조건 기호로 사용되어, 조건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므로 yes와 no에 대한 2가지의 선택이 제안된다. 

[표3-2]과 [그림3-2]에는 본 연구에서 구축한 방법론인, 건축차용 비

평을 위한 순서도에서 사용하는 기호를 정리하였다.

138) 본 항에서 제안하는 순서도를 통한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은 김영선, 최재필(2020c)
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김영선, 최재필. (2020c). 표절 의혹 사례에 대한 건축차
용 비평모형 구축. 대학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36(11), 117~128.

139) 한경 경제용어사전. (200４. 12. 28). 네이버 지식백과:　순서도. Retrieved October 17, 
2020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97398&cid=58598&categoryId=59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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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의 미

�
   순서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기호

▭    값을 계산하거나 대입 등을 
   나타내는 기호

◇
   조건이 참이면 ‘예’, 거짓이면
   ’아니요’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기호

   문서기호, 인쇄할 것을 
   나타내는 인쇄 기호

[표3-2] 순서도에서 사용하는 기호

[그림3-2] 비 예보에 따른 
행동에 대한 순서도

  

(2) 순서도를 통한 비평의 의의

앞으로 본 연구에서 구축하게 되는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순서도는 비

평에 대한 비평가의 의식 흐름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지침으로써 사용될 것이다. 

순서도를 사용하여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을 구축한 이유는, ‘건

축비평’ 더 나아가 ‘표절 의혹 건축물에 대한 건축차용 비평’에는 분석해

야 하는 자료의 양이 너무 많고, 그 시작과 끝을 정하는 점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순서도를 통해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을 구축한 

또 다른 이유는, 순서도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선에서 표절 의혹 건축

물에 대한 건축차용 비평을 진행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순서

도의 단계를 되짚어가며 나와 다른 입장의 비평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며, 궁극적으로 어떠한 요소들이 건축차용의 예술적 의의를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 도출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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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건축차용과 건축표절의 판단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비평의 흐

름을 설명하는 순서도를 사용함으로써, 그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판단의 과정에는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순서도를 사용하여 건축차

용을 비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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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차용작품에 대한 미술비평의 최소 기준

차용미학의 이론은 본 연구의 학문적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본 절에서

는 차용미학의 관점에서 차용작품의 비평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의 구축을 시작하고

자 한다.140)

(1) 차용착품 비평에 관한 선행연구

미학에서는 비평가들이 차용작품을 두고 미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용인

지 또는 표절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비평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그러

나 미학연구에서도 비평가들이 정확히 어떠한 기준으로 차용작품을 차용

과 표절로 구분하는지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최근 20년간 차용작품과 관련한 국내 미학의 선행연구를 분석하

고,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미술비평의 구조를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미술

비평에서 차용작품으로 평가되기 위한 최소 기준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에서 차용작품이 되기 위한 최소의 기준을 도출한 이유는, 이러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용작품의 경우 내재미학의 관점에서조차 차용

작품으로 해석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에서 앞으로 논의할 차

용작품에 대한 미술비평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못하는 작품은 실패한 

차용으로 판단하고 표절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연구를 위해 구체적으로 고찰한 미학의 선행연구 목록과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도출한 차용작품의 차용목적을 [표3-3]에 정리하도록 한다. 

140) 본 절의 내용은 김영선, 최재필. (2020b)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김영선, 최재필. 
(2020b). 건축 표절 논의를 위한 미학의 차용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
계, 36(5),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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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년도). 제목. 출처 키워드
차용목적*

p1 p2 p3

1
오진경(2014). 팝아트를 중심으로 본 복제
의 미학. 미술사논단, (38), 125~153

pop art, neo-dada, 
replication, aesthetics of 
machine

- O O

2
윤영범(2013). 데포르마시옹 기법의 이미
지 차용과 합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디자인조형학과 예술학 박사학위 논문. 

simulacre, simulation, 
deformation, appr- opriation, 
digital image, photography, 
composition

O O O

3
이제휘(2012). 리차드 해밀턴 작업에 나타
난 복제의 미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aesthetics of reproduction, 
technology

- O O

4
김재원(2011). 현대미술이 내포하는 키치
표현과 대중예술의 상징성. 한국디자인포
럼, 32, 71~86.

kitsch, popular culture - O O

5
류민정(2011). 1980년대 미술에 나타난 
차용 방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post-modernism, consumer 
society, merchandise 
aesthetics

- O O

6

신정아(2008).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서 
나타나는 차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
교 대학원 조형예술학부 조형예술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post-modernism art, parody, 
pastishe

O O O

7
홍희선(2006). 이미지의 차용에서의 시뮬
라크르 역할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예
술학과 석사학위 논문. 

image, simulacre, allegory, 
parody, pastiche

- - O

8
김영호(2004). 서구미술에 나타난 모방과 
차용의 역사논리. 현대미술학 논문집 (8), 
47~77.

copy, reproduction, imitation, 
pastiche, adaptation, art 
history

- - O

9
김원희(2002).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차
용과 반복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
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post-modernism art, 
repetition, simulacre

- O O

10

윤민희(2001). 차용의 시각에서 바라본 현
대 미술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연구. 경희
대학교 부설 디자인연구원 논문집, 4, 
93~99. 

modern plastic art, 
post-modernism, parody, 
plagiarism

- O -

[표3-3] 차용작품 비평의 최소 기준 도출을 위해 분석한 선행연구 목록

*p1: 자기발전을 위한 차용 
 p2: 현대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한 차용 
 p3: 근대미술의 비판을 위한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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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미술비평에서는 차용작품의 미학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차용

에 대한 작가의 고의성 여부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의

성은 작가가 차용을 작품의 제작기법으로써 의도하였는지, 차용을 숨겨 

마치 원안이 처음부터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행동했는지, 또는 원안을 밝

히고 차용을 주장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차용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한 후에는 차용을 주장하는 작가의 차

용목적이 미학적으로 의의가 있는 것인지, 작가가 주장하는 차용에 대한 

목적성이 차용작품에서 적절히 표현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차용에 대한 

목적성을 판단하였다.

차용에 대한 목적성을 판단한 후에는 차용을 통한 예술성을 판단하였

다. 차용작품에 대한 미술비평에서는 차용작품의 예술성을 원안을 새롭

게 해석한 것인지, 또는 미학적으로 새로운 의의가 있는 작품인지를 기준

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위해 분석한 차용작품 비평에 관한 미학연구에서는 차용의 

목적성까지의 가치판단의 대다수 일치하였으나, 예술성에 관한 판단에서 

비평가들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미술 비평계에서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차용작품에 예

술성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를 바로 표절로 판단하지 않고 ‘성공한 차

용’과 ‘실패한 차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차용작품에도 단계를 주어 

구분하고 있었다. 이에 미술 비평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축적되어 공통

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 시간까지 하나의 차용작품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의 비평이 진행되고 있었다. 본 절에서 정리하는 차용작품의 최소 조

건이 작품의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미술비평에서는 본 절에서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비

평을 진행하여 이에 충족하지 않는 차용작품을 애초에 미학의 차용 범주

에서 논외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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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차용작품의 고의성

본 항에서는 차용작품의 최소 기준의 첫 단계인 차용작품의 고의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에 차용작품의 고의성이란 무엇인지 해석하고, 이

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차용에 관한 주장

차용의 고의성이란 작가가 차용을 작품의 첫 제작에서부터 의도하였는

지 평가하는 단계이다. 대부분 차용작품을 제작하는 작가들을 스스로 차

용을 했다고 주장한다. 차용작가가 원안을 밝히지 않고 차용을 통한 미학

적 발전을 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자신의 작품이 순수한 창작물인 것

처럼 행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표절로 의심할 수 있다. 

따라서 차용작품의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작품

에 대한 차용을 고의로 숨겨 감상자로 하여금 차용작품을 순수한 창작물

로 인지하도록 속였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원작에 대한 유추

간혹 일부 차용작가들은 원안을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감상자 대부분이 원안을 유추할 수 있을 만큼 원안이 유명한 경우에 한

정된다.141)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hi)의 <모나

리자(La Joconde, portrait de Monna Lisa, 1503)>처럼 원안이 유명한 

경우, 차용작가들이 굳이 차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더라도 감상자들은 원

안을 유추하고, 자유롭게 차용작품의 목적성에 대한 궁금증을 바탕으로 

흥미가 생겨날 수 있다. 이런 경우, 미술을 주제로 대중과 미술계의 소통

이 가능하게 되고, 기존에 어렵게 느꼈었던 미술의 해석에 대해서도 거부

감이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다. 

141) Posner, R. (2009). 표절의 문화와 글쓰기의 윤리 (정해룡 옮김). 부산: 산지니, 36. (원서
출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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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모나리자를 차용한 차용작품들의 예시

a) <L.H.O.O.Q 
(1919)>

by Marcel Duchamp

b) <Thirty Are 
Better Than One(1963)>

by Andy Warhol

c) <Mona Lisa age 12(1959)>
by Fernando Botero

좀 더 구체적으로 <모나리자>에 대한 차용을 설명하자면, <모나리자>

는 오랜 시간 동안 대중에게 사랑을 받는 만큼, 이를 차용한 작품의 수도 

매우 많다. 그 계기가 되는 작품이 바로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의 <L.H.O.O.Q.(1919)>이다. 뒤샹이 <L.H.O.O.Q.>를 제작한 시점은 

다빈치 타계 400주년이 되는 해였고, 뒤샹이 활동한 파리의 가게에서는 

다빈치의 업적을 기리는 다양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뒤샹은 길거

리 가게에서 판매하던 모나리자가 인쇄된 엽서를 구매한 후, 모나리자의 

얼굴에 수염을 그려 넣고 엽서의 하단에 알파벳 대문자 L.H.O.O.Q.를 

적었다. 프랑스어로 L.H.O.O.Q.를 발음하면, “그 여자의 엉덩이는 뜨겁

다”라는 말이 된다. 뒤샹의 이러한 의도는 모든 대중이 열광하던 과거 미

술로부터의 독립으로 해석될 수 있고, 당시 엘리트적 정통예술을 고집하

던 미술계에 새로운 관점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뒤샹과 시대는 다르지만, 앤디 워홀(Andy Warhol)이 모나리자를 차용

하여 <삼십이 하나보다 낫다(Thirty Are Better Than One, 1963)>를 제

작한 것도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신정아(208)에 따르면 워홀

이 모나리자의 이미지를 복제하고 반복함으로써 산업화 시대 이후의 현

대사회에서 대량생산과 대중매체가 질(quality)보다 양(quantity)을 중시

하는 현대사회의 잘못된 시대상을 반영하고, 예술작품도 대량생산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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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소비사회를 풍자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142) 

페르단도 보테로(Fernando Botero)의 <모나리자, 열두 살(Mona Lisa 

age 12, 1959)>역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나리자의 모습을 풍만한 

양감으로 표현하여 차용하였는데, 이 역시 일종의 미술계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보테로가 뉴욕을 처음 방문한 1957년의 

뉴욕 미술계는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추상작품에 열광하였고 이러한 흐름

을 따라가지 않고, 형태를 팽창시키는 자신의 화풍을 오히려 강조하여 작

품을 제작하다 보니 <모나리자, 열두 살>처럼 과장된 작품이 제작되었다

고 한다(김소연, 2001).143)

김소연(2001)에 따르면 워홀이 현대사회의 잘못된 시대상을 반영하고 

독창성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나리자>를 차용했다면, 보테로의 

목적은 <모나리자>의 아우라를 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고 한다. 이는 보테로가 처음 <모나리자, 열두 살>을 제작했을 

당시에 <모나리자>를 차용의 대상으로 선택하지 않았고, 단순히 그림의 

모델이 모나리자와 닮아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작품이 <모나

리자, 열두 살>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테로는 워홀처럼 <모나리

자>를 하나의 대중적 이미지로 선택해서 이를 비난하기 위한 기호로써 

선택한 것은 아니다. 그의 차용목적은 궁극적으로 미술 양식의 차이를 만

드는 것이었으므로 보테로는 자신의 차용이 패러디가 아니며 오히려 대

가들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였다.144)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나리자>를 차용한 작품들이 차용의 대

상을 다른 유명한 작품으로 대체하여도 그들이 차용을 통해 전달하려던 

의미에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142) 신정아. (2008).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서 나타나는 차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
여자대학교, 서울. 32, 50, 76.

143) 김소연. (2001). 페르난도 보테로(Fernando Botero)회화의 조형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
명여자대학교, 서울. 21~22.

144) 김소연. (2001). 페르난도 보테로(Fernando Botero)회화의 조형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
명여자대학교, 서울. 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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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차용작품의 목적성

차용작품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것이 비평의 기술 단계에 기초하여 비

평가 개인의 의견보다는 작가의 의견을 중점으로 서술하는 것이라면, 차

용작품의 비평을 위한 해석 단계의 처음은 작가의 차용목적을 분석하여 

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물론, 차용작품의 목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차용

작가의 입장에 관한 기술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표3-3]에서 정

리된 본 연구를 위해 분석한 최근 20년의 국내 차용작품의 비평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차용작품을 비평하기 위해 차용목적이 예술적인지 평

가하고, 그 목적이 작품에서 적절히 드러나는지 평가하고 있었다. 

미술비평에서 차용의 목적성을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여기는 이유를 분

석하여 말하자면, 차용작가는 예술적인 목적으로만 차용작품을 제작한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차용작품을 제작한 작가의 목적성이 예술적이지 

않다고 평가되면, 해당 작품은 표절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김영선 외

(2020b)에서는 예술적이지 않은 차용목적을 경제적 이익 추구, 사회적 

이슈 몰이 등으로 규정하였고,145) 이정인(2011)과 Posner(2009)는 이유

를 불문하고 예술적이지 않은 목적으로 제작된 차용작품을 모두 표절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146)147)

(1) 차용목적의 예술적 가치

그렇다면 예술적인 차용작품의 목적이란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최근 20년의 국내 차용작품의 비평에 관한 미학의 선행연

구를 분석하였고, 여기에서 도출한 예술적인 차용목적은 [표3-4]에서처

럼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148) 차용작품에서 나타나는 예술적인 차용목

145) 김영선, 최재필. (2020b). 건축 표절 논의를 위한 미학의 차용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
학회 논문집: 계획계, 36(5), 3~12.

146) 이정인. (2011).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이미지 차용과 저작권 충돌. 조형디자인연구, 
14(1), 52~72.

147) Posner, R. (2009). 표절의 문화와 글쓰기의 윤리 (정해룡 옮김). 부산: 산지니. (원서출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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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첫째, 자기발전을 위한 차용, 둘째, 현대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한 차용, 셋째, 근대미술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의 차용이 있다. 

차용목적 차용의 목적의 세부 내용 차용의 대상 

자기발전을 
위한 차용

§ 작가 자신의 예술세계 발전 §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존경하는 작가의 작품 차용

현대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한 
차용

§ 미술의 사회적 의미 확립
§ 예술의 사업성을 탐색
§ 대중과의 소통

§ 대중매체의 이미지 차용
§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작가의 작품 
§ 사회적 현상 차용
§ 대중에서 친숙한 이미지 차용

근대미술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의 차용

§ 독창성, 유일성, 매체의 
순수성 등의 비판

§ 고립된 엘리트 예술, 
부르주아 예술 비판

§ 독창성, 유일성 등의 
대표적인 작품 차용

§ 통속적인 요소 차용
§ 근대미술에서 신화로 여겨진

작품을 패러디하여 차용

[표3-4] 차용작품제작을 위한 예술적인 차용목적

먼저, 자기발전을 위한 차용에 대해 살펴보자면, 윤영범(2013), 신정아

(2008)의 연구에서는 자기발전을 위한 차용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세

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작품을 차용한다고 했

다. 앞서 보테로의 <모나리자, 열두 살>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차용

은 원안과 선대 작가에 대한 존경심을 바탕으로 원안을 자신의 화풍으로 

발전시켜 작품을 제작하고 그 차이에서 예술적 의의를 찾는 경우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148) 본 항에서 논의하는 연구의 출처는 아래의 각주로 대신하도록 한다. Cf. 오진경. (2014). 
팝아트를 중심으로 본 복제의 미학. 미술사논단, (38), 125~153.; 윤영범. (2013). 데포르마
시옹 기법의 이미지 차용과 합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이제휘. (2012). 리
차드 해밀턴 작업에 나타난 복제의 미학.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김재원. 
(2011). 현대미술이 내포하는 키치표현과 대중예술의 상징성. 한국디자인포럼, 32, 71~86.; 
류민정. (2011). 1980년대 미술에 나타난 차용 방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
울.; 신정아. (2008).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서 나타나는 차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홍희선. (2006). 이미지의 차용에서의 시뮬라크르 역할 연구. 석사학
위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김원희. (2002).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차용과 반복에 관한 연
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윤민희. (2001). 차용의 시각에서 바라본 현대 미술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부설 디자인연구원 논문집, 4, 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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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의 차용은 유명한 원안을 하

나의 기호로써 차용하는 일종의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서 나타나는 차용

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현대사회의 시

대상이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휘(2012), 류민정(2011), 신

정아(2008)의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의 시대상을 기술복제와 기계 생산의 

사회로 정의하였다. 오진경(2014)과 김재원(2011)에 따르면 예술가들은 

작품에서 이러한 현대사회의 시대상을 증언하기 위해, 또는 잘못된 방향

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질책하기 위한 도구로써 차용이라는 제작기법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류민정(2011), 신정아(2008), 김원희(2002), 윤민희

(2001)의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획일화된 공산품이 반영하지 않는 소수

의 취향을 반영하고, 이를 존중하지 않는 현대사회의 시대상을 질타하는 

목적으로 예술가들이 기존에 존재하는 작품을 차용한다고 하였다. 앞서 

워홀의 <삼십이 하나보다 낫다>는 현대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용한 작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신정아(2008)에 따르면, 

워홀의 <삼십이 하나보다 낫다>는 우상화된 예술작품을 복제함으로써 시

대상과 독창성에 대한 감상자의 다양한 반응을 의도하고, 반복된 복제대

상의 진부함 또는 혐오감을 느끼며 한편으로는 대중매체가 제안하는 이

미지를 지나치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의식하게 된다고 한다. 

이어 추가하여 윤영범(2013), 이제휘(2012)의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에서 

급격히 발전한 예술의 사업성을 탐색하는 방법으로써 예술가들이 대중에

게 사랑받는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차용한다고 하였다. 대중에게 사랑받

는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차용함으로써 차용작가들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사회와 미술의 상호소통이 활발해지며 예술이 고립

된 엘리트 집단의 문화로 소외되지 않고, 대중과 소통하며 존재의 의미를 

탐색할 수 있게 된다(오진경, 2014; 이제휘, 2012). 

끝으로 근대미술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의 차용이 논의되고 있다. 대부

분의 미학연구에서는 차용이 근대미술을 비판하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 

근대미술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의 차용작품은 근대미술에서 예술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논의되었던 작품의 유일성, 목적성, 매체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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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을 비판한다. 이를 위해 차용의 원안이 되는 작품은 근대미술에서 상

징적으로 논의되었던 유명한 예술작품에 한정된다(윤영범, 2013; 이제

휘, 2012; 류민정, 2011; 신정아, 2008; 김영호, 2004; 김원희, 2002). 

이에 추가하여 같은 맥락에서 오진경(2014), 김재원(2011), 홍희선

(2006)은 현대미술의 차용이 근대미술의 고립된 엘리트 예술, 부르주아 

예술의 파괴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2) 차용목적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유추와 공감

차용의 목적성이 예술 창작에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다음으로는 차용

에 대한 목적의 예술적 가치를 유추하고 이에 대해 공감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이는 미술비평의 해석 단계에 해당하며, 객관적인 입장에 근거한 

비평가의 개인적 판단이 행해지는 비평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차용목적의 예술적 가치를 공감하고 이를 비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

로 차용작품에서는 예술적인 차용목적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차용작

가가 아무리 차용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 잘 설명하더라고, 차용목적에 대

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실패한 차용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

다. 이에 대해 윤지관(2016)은 차용목적이 차용작품에서 드러나지 않는

다면, 실패한 차용이 되고 실패한 차용은 표절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렇다면, 차용목적의 예술적 가치를 어떻게 유추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이에 차용목적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유추는 

가능하지만, 작가가 주장하는 차용목적에 공감하기 어려운 사례를 들어 

보다 구체적으로 이 단계를 설명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제프 쿤스(Jeff 

Koons)의 <강아지들(string of puppies, 1988)>은 차용의 목적성을 근거

로 실패한 차용으로 비판받고 있다. 쿤스는 아트 로저스(Art Rogers)가 

촬영한 사진엽서 <강아지들(puppies, 1980)>149)을 보고 이를 조각으로 

149) 로저는 1980년 미국인 부부로부터 의뢰를 받고 강아지들을 품에 안고 있는 사진 찍었다. 
그 후 로저는 한 그래픽 회사와 1만 부를 복제하는 것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정인. (2011).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이미지 차용과 저작권 충돌. 조형디자인연구, 14(1), 



제3장. 건축차용 비평모형 구축

95

각색하며 작품의 규모를 키웠다. 또한, 쿤스는 흑백사진에 색채를 추가하

였고, 작품 속의 여자가 귀에 데이지 꽃을 꽂고, 남자의 머리 위에 한 송

이 꽃을 얹었으며, 푸른색 강아지들이 꽃을 하나씩 물고 있는 등, 꽃이라

는 오브제를 조각의 인물과 강아지에 추가하였다. 쿤스는 차용목적에 대

해 평범한 일상의 요소를 다른 맥락에서 전시함으로써 키치적 효과를 불

러일으키고 이를 통해 예술시장을 공격하는 비판의 의미를 담았다고 했

다. 그러나 대다수 비평가들는 상품미술의 대표 작가인 쿤스가 예술시장

을 비판하는 것이 모순이며 쿤스가 또 다른 방식으로 예술성이 아닌 금

전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비판했다(이정인, 2011).150) 

a) <Puppies(1980)> by Art Rogers b) <String of Puppies(1988)> by Jeff Koons  
 

[그림3-4] 원안과 이를 실패한 차용작품의 사례

한편, 표절에 대한 저작권침해 판결도 진행되었는데, 법원은 쿤스의 작

품을 표절이라 판단하였다. 쿤스의 작품을 표절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법

적 판단에서 원안을 비평의 대상으로 삼는 패러디는 인정하지만, 원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현대사회의 시대상을 일방적으로 비평하

기 위한 목적의 패러디는 표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쿤스의 

<강아지들>은 미술비평과 법적 판단에서 동시에 표절로 판단된 작품이 

되었다. 미술비평에서는 차용목적에 대한 예술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법적 판단에서는 차용의 대상이 아닌 시대

59.

150) 이정인. (2011).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이미지 차용과 저작권 충돌. 조형디자인연구, 
14(1), 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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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반영하기 위해 로저스의 작품을 차용한 점이 해당 작품에 대한 작

품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151) 다만, 법원의 이러한 판

단은 차용작품의 목적성에 해당하는 현대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의 차용을 모두 표절로 판단하는 것으로 오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예술계의 독자적인 표절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51) 이정인. (2011).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이미지 차용과 저작권 충돌. 조형디자인연구, 
14(1),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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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차용작품의 예술성

끝으로 차용작품에 대한 미술비평에서는 차용작품의 예술성을 평가하

였다. 이는 미술비평의 평가 단계에 해당하며, 이 단계에서는 비평가 자

신이 차용작품에 대해 지금까지 해석한 내용을 객관적인 공평의 언어와 

개인의 해석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기반한 출처를 사용하여 

대중과 소통하는 궁극적인 비평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제 구체적으로 차용작품의 예술성을 평가하는 단계를 살펴볼 것이

다. 차용작가가 예술적인 목적으로 차용작품을 제작하고 감상자가 그 의

도를 차용작품에서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다음으로는 차용작품의 

예술성 평가를 통해 차용작품을 비평하게 된다. 차용작품의 예술성은 차

용을 통해 새로운 예술적 의미(allegory)가 생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평

가한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예술적 의미란 원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일 

수도 있고, 차용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

다(신정아, 2008).152) 미학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예술적 의의를 알레고리

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차용미학에서는 새로운 예술적 의미가 기존 작

품과 새로운 작품의 단절과 교체가 아닌 차용을 통한 과거와 현재의 상

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고 했다. 여기서 차용은 작가의 사상과 메시지를 

극대화하며 새로운 소통의 영역을 제시한다(윤영범, 2013).153) 

152) 신정아. (2008).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서 나타나는 차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
여자대학교, 서울.

153) 윤영범. (2013). 데포르마시옹 기법의 이미지 차용과 합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
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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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안에 대한 새로운 해석

원안을 새롭게 해석한 차용작품은 주로 자기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존

경하였던 작가의 작품을 차용한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a) <Luncheon on the grass(1862~1863)> 
by Eduard manet

b) <Luncheon on the grass after Manet> 
(1961) by Pablo Picasso

c) <The last supper(1452~1519)>
by Leonardo da Vinci

d) <The sacrament of the last 
supper(1955)> by Salvador Dalí

[그림3-5] 원안을 새롭게 해석한 차용작품의 사례 

입체주의 화가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는 에두아르 마네

(Édouard Manet)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Luncheon on the grass, 

1863)>를 차용하여<마네 이후 풀밭 위의 점심 식사(Luncheon on the 

grass after Manet, 1961)>라는 작품을 제작했다. 피카소의 작품은 마네

의 작품과 인물 구성 및 색채가 거의 유사하지만, 피카소는 차용의 대상

을 단순화시켜 자신만의 화풍으로 발전시켰으며 색채에서도 자신만의 해

석을 추가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두 작품 사이에는 형식적 발전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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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발전을 통해 알레고리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윤영범, 2013).154)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í)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The last supper, 1519)>을 차용하여 <최후의 성찬식(The sacra- 

ment of the last supper, 1955)>을 제작했다. 달리는 다빈치 작품의 주

제와 소재를 차용했지만,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다빈치 작품과 다른 행동

을 취하고 있으며 배경을 역광처리하여 자신의 작품을 초현실적 분위기

로 각색했고 이를 통해 원작을 새롭게 해석했다고 할 수 있다(신정아, 

2008).155)

(2) 차용을 통한 새로운 의미 생성

한편 차용을 통해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는 작품은 주로 현대사회의 시

대상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의 차용작품과 근대미술을 비판하기 위한 목

적으로 제작된 차용작품들이다. 

근대미술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셰리 레빈(Sherrie Levine)

의<워커 에반스 이후(After Walker Evans, 1981)>는 워커 에반스

(Walker Evans)의 사진을 카메라로 재촬영하는 리포토그래피(rephoto- 

graphy) 기법의 차용작품이다. 레빈은 예술 창작에 있어 근대미술에서 

강조되었던 독창성보다는 예술가의 의도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리포토그래피 기법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미술 평론가들

은 레빈의 작품을 “모더니즘 이후 작가가 시도할 수 있는 표절의 한계, 

예술가의 창의성, 전통적인 예술의 원본성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혁명(윤

영범, 2013)”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156)

154) 윤영범. (2013). 데포르마시옹 기법의 이미지 차용과 합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
교, 서울.

155) 신정아. (2008).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서 나타나는 차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
여자대학교, 서울.

156) 레빈은 독창성 해체 전략을 차용미학으로까지 발전시킨 대표적인 예술가이며, 이 같은 시
도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 이론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 레빈의 리포토그래피는 미술가의 
죽음을 선언한 것이다. 레빈에게 저자성이란 미술가의 독점적인 권리가 아니며 이를 받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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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abama Tenant 
Farmer’s Wife(1936)> 

by Walker Evans

b) <After Walker 
Evans(1981)>

by Sherrie Levine

c) Mike Bidlo imitating Jackson 
Pollock’s Action Painting

d) <Blue Poles, Number 11(1952)>
by Jackson Pollock

e) <Not Pollock, Blue Poles(1983)> 
by Mike Bidlo

[그림3-6] 미술사적으로 새로운 의미(allegorical meaning)가 있는 차용작품의 사례

마이크 비들로(Mike Bidlo)는 독창적인 화풍의 근대미술작가 잭슨 폴

록(Jackson Pollock)의 추상 행위까지 재연하며 그의 작품을 차용했다. 

비들로는<폴록이 아님(Not Pollock, Blue Poles, 1983)>을 통해 독창성

을 제외한 모든 것이 자신 작품의 일부라고 했다. 그는 원작과 시각적으

로 최대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같은 차용작품을 제작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완성된 작품은 원안과 동일하지 않았고, 이에 미술의 비평가

들은 비들로의 작품을 표절이 아닌 다른 예술적 평가를 받고 있다. 류민

정(2011)에 따르면 비들로의 작품은 시각적 차원의 근대미술에서 벗어난 

현대미술작품으로서 담론차원의 예술적 아우라를 획득한 것으로 평가된

다.157)

리는 관람객과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것이다. Foster, H.(Eds). (1993). The Object of 
Post-Criticism. Ulmer, G. (Au), The Anti-Aesthetics: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pp.155), (윤호병 Trans.). 서울: 현대미학사. (원서발행년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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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소결: 차용작품에 대한 미술비평의 

최소 기준을 적용한 순서도

오늘날의 차용작품에 대한 미술비평에서는 차용작품과 원안 사이의 표

절 논쟁에서 발생하는 시각적 유사성에 대한 논의나, 차용작품이 원안의 

유일성과 독창성을 훼손하는 문제보다 차용작품의 고의성, 목적성, 예술

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차용을 통해 작품이 미술사에 의미 있는 발전

을 유도했는지를 더 중요한 가치판단 요소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

용작품에 대한 미술비평의 축척을 통해 차용작품은 시각적 유사성과 작

품의 유일성이나 고의성이라는 근대적 사고방식을 뛰어넘어 정당한 하나

의 정당한 예술작품으로서 작품의 가치와 의의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건축에서도 차용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제안하고, 본 연구에서 구

축한 방법론을 통한 건축차용의 비평을 축적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건축

에서의 올바른 차용이란 무엇인지 정의하게 될 것이며, 후속 세대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이미 존재하는 좋은 건축물의 

차용을 통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3장 1항」에서 논의한 미술비평의 구조와 차용작품에 대

한 미술비평의 최소 기준을 토대로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의 초석

을 다지고자 한다. 방법론의 표현 방법은 순서도에서 착안하였으며, 미술

비평의 구조를 토대로 하는 차용작품에 대한 미술비평의 최소 기준의 객

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순서도의 질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1) 미술비평의 최소 기준을 적용한 순서도 요약

차용작품에 대한 미술비평에서는 차용작품이 예술적 의의가 있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 조건으로 차용에 대한 고의성, 목적성, 예술성을 판단하

고 있었다. 

157) 류민정. (2011). 1980년대 미술에 나타난 차용 방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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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의 고의성을 가장 먼저 평가하는 이유는, 차용의 고의성이 차용작

품의 예술적 의의를 논하는 데에 비교적 덜 요건이기 때문이다. 왜냐하

면, 차용작가는 차용의 원안에 따라 차용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의도적으

로 차용을 숨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차용작가가 차용의 의도나 차용 기

법을 통한 작품의 제작 목적을 숨길 때에도 미술계 전문가가 원작을 유

추할 수 있다면 차용작품은 우선 차용미학의 범주에서 비평의 대상이 된

다.

다음으로 차용작품에 대한 미술비평에서는 차용의 목적성을 평가한다. 

이는 기술-해석-평가의 단계로 진행되는 미술비평의 의식 구조상 차용

의 목적이나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차용작품의 예술성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용작품의 목적성은 차용작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대부분 차용작가는 작품을 완성한 이후에 차용에 관한 예술적 의미를 

스스로 설명한다. 만일 차용작가가 이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미술계 전문

가들은 차용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작품의 가치를 차용목적과 작

품의 제작 의도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차용의 목적성은 

예술성의 평가보다 선행된다. 

마지막으로 차용작품의 예술성은 차용의 목적성을 토대로 그 목적이 

차용작품에서 예술적 가치로 표현 또는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새로운 

예술적 가치는 차용작가가 원안을 새롭게 이해하고 자신만의 작품으로 

발전시켰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최근의 차용작가들은 차용

을 통해 미술계의 새로운 담론과 이슈를 만들고자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담론과 이슈는 미술계를 향한 내용일 수도 있고, 미술계 밖의 대

중을 향한 미술계의 의견이 될 수도 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차용의 목

적성이 예술적이지 않고는 예술적인 해석과 의미 생성이 불가능하고, 자

기 발전적이지 않거나 예술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차용에 대해서는 실패

한 차용으로 판단한다는 의미가 된다.

[표3-5]에는 차용작품이 되기 위한 미학의 최소 조건에 관한 판단 기

준과 세부적인 평가 항목을 정리했다. 더불어 적용되는 미술비평의 단계

와 비평의 방법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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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평 항목 비평의 행위

고의성
 (1) 작가가 차용을 주장하는가?
 (2) 전문가가 원작을 유추할 수 있는가?

Ÿ 기술: 자료조사
Ÿ 해석: 자료조사

목적성
 (3) 작가가 차용목적을 설명하고 있는가?
 (4) 전문가가 차용목적을 유추하고 
     공감할 수 있는가?

Ÿ 기술: 자료조사
Ÿ 해석: 자료조사

예술성
 (6) 원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가?
 (7) 차용을 통해 새로운 예술적 의미가 
    생성되었는가? 

Ÿ 해석 및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객
관적인 예술적 가치
에 대한 해석

표절에 
대한 논의 

여부
 (8) 표절 논란이 있는가? Ÿ 기술: 자료조사

[표3-5] 차용작품이 되기 위한 미술비평의 최소 조건

우선, 차용의 고의성은 [표3-5]에서 ‘(1) 작가가 차용을 주장하는가?’, 

‘(2) 작가가 차용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전문가가 원작을 유추할 수 있는

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순서도를 구성하였다. 차용의 고의성에 대한 

평가는 일부 미술비평의 기술 단계와 해석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차용의 목적성은 차용목적이 예술적인지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3) 작가가 차용목적을 설명하고 있는가?’와 ‘(4) 전문가가 작품에

서 차용목적을 유추하고 공감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순

서도를 구성하였다. 차용의 목적성도 고의성에 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미술비평의 기술 단계와 해석 단계에 걸쳐서 진행된다. 이에 차용의 목적

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5) 차용목적이 예술적인가?’에 대한 최종 해

석을 진행할 수 있다. 

차용작품의 예술성은 ‘(6) 원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가?’ 또는 

‘(7) 차용을 통해 새로운 예술적 의미가 생성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

하도록 순서도를 구성하였다. 차용작품의 예술성에 관한 판단은 고의성

과 목적성에 관한 판단을 바탕으로 대중과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가치를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차용의 고의성과 

목적성에 대한 문항이 ‘&’의 구조로 구성되지만, 차용의 예술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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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은 ‘or’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내재적 미학의 관점에서 차용

에 대한 최대한의 예술적 가치평가 범주를 확장하기 위함이다.

[그림3-7] 차용작품에 관한 미술비평의 최소 기준을 적용한 차용비평을 위한 순서도

그리고 차용작품에 대한 미술비평의 의식구조 체계에 따라 마지막에는 

‘(8) 표절 논란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실패한 차용과 표절 의혹이 있는 

차용작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3-7]은 차용작품에 관한 미술비평의 최소 기준을 적용한 차용비

평을 위한 순서도이다. 순서도의 좌측 행에는 미술비평의 구조에 따른 기

술-해석-평가 단계와 각각의 단계에서 수집하거나 비평의 흐름에 따라 

객관성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항목을 작성하였다. 기술 단계에서는 작가

가 차용을 위해 주장하는 내용을 수집한다. 해석 단계에서는 미술계의 담

론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평가의 해석이 더해진다. 평가 단계에서

는 이전 단계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작품에 

대해 성공한 차용과 실패한 차용으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본 절에서 도출

한 순서도의 마지막 평가 단계가 출력기호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출력기호는 하나의 단계에 대한 끝을 의미한다. 본 절에서 도출한 순서도

에서는 창조(pure creation), 차용(appropriation), 실패한 차용(f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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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ion)에 대해 비평의 종료 단계가 아닌 비평가의 의견 제시라는 

의미에서 타원이 아닌 출력기호를 사용하였다. 진정한 의미의 비평은 서

로 다른 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비로소 완성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구축한 차용작품의 비평을 위한 순서도에서 실패

한 차용과 표절 의혹이 있는 차용작품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표절 의혹이 

없는 실패한 차용작품을 무조건 표절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

다. 또한, 미학에서는 내재적 미학의 관점에서 모든 작품에는 의미가 있

다가는 전제로 작품을 비평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를 설명하자

면, 미술비평에서는 차용의 목적성과 예술성을 중점으로 하여 차용작품

의 가치가 평가된다. 차용의 목적성 또는 예술성에 미학적 의미가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차용작품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하므로, 이를 실패한 차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달리 말해 실패한 차용작

품은 차용에 대한 목적성이 예술적이지 않거나, 작품에 예술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작품이다. 이에 더해 실패한 차용작품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경우, 비평가들은 나름의 기준을 통해 표절 여부를 판단한다. 차용에 실

패했다고 해서 무조건 표절로 판단할 수는 없다(김영선 외, 2020b).158)

 반면 차용작품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실패한 차용작품에

서 표절 의혹이 있다면, 해당 작품에 대해서는 표절 판단 기준을 적용하

여 표절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도 비평가의 개인적인 의견을 최대

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순서도는 미술비평의 구조에 따라 차용작품의 고의성을 논의하고, 차

용에 대한 목적성을 평가한 후, 차용작품의 예술성을 평가하도록 구축하

였다. 그리고 후속연구에 기대에 표절 판단이 가능하도록 전체적인 맥락

에서 차용작품을 살펴본 후에 표절 논란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158) 김영선, 최재필. (2020b)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김영선, 최재필. (2020b). 건축 표
절 논의를 위한 미학의 차용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36(5),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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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비평의 최소 기준을 적용한 순서도의 의의

차용작품에 대한 미술비평의 최소 기준을 적용한 순서도에는 3가지 의

의가 있다.

첫째, 차용작품에 대한 미술비평의 최소 기준을 도출하였다는 데에 의

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차용작품에 대한 미술비평은 비평가 개인의 의식 

흐름에 전적으로 의존하였기에 동일한 가치판단 기준으로 논의되지 않았

다. 본 연구에서 차용작품에 대한 미술비평의 최소 기준을 차용작품의 고

의성, 목적성, 예술성으로 구분하였기에 앞으로의 미술비평에서 이를 적

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비평가의 생각을 대중과 소통하는 데에 도움을 

주리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비평의 과정은 건축에 특히 도

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건축비평의 경우, 비평을 위해 분석해야 하는 

자료의 양이 매우 많으며, 분석해야 하는 분야도 다양하다. 그로 인해 미

술비평과 비교하여 건축비평의 과정과 관점은 비평가의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순서도를 통해 건

축 차용비평에 대한 통일된 순서도를 제안함으로써, 건축 차용비평에서

도 동일한 단계를 토대로 표절 의혹 건축물에 대한 차용비평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차용작품에 대한 미술비평의 구조를 분석하여 창작(creation), 차

용(appropriation), 실패한 차용(failed appropriation), 표절(plagiarism)

의 4단계로 구분함으로써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창작의 범주를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앞의 4단계를 건축디자인 과정에 적용함

으로써 현재 표절과 창작의 이분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건축 창작의 범주

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순서도를 적용한 비평모형의 제안은 건축 비평을 통한 다수의 공

감과 논의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평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

인적인 감상을 뛰어넘어 이를 대중과 공유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의 

작품에 대한 공통의 의견이 형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비평가는 자신이 

평가한 작품에 대한 합당한 이론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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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한 다수의 사람이 작품의 가치를 공유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도

와주어야 한다.159) 결국, 건축비평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건축비평은 비평가 개인의 감상을 넘어 다수가 공감하는 건축물의 가치

를 공유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물론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현대사

회에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비평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순서도를 

사용한 건축비평은, 그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도 동일한 비평

의 진행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건축차용에 대해 비평가

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차용작품에 대한 미술비평의 최소 기준을 적용한 순서도의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3) 미술비평의 최소 기준을 적용한 순서도의 문제점

본 절에서 도출한 미술비평의 최소 기준을 적용한 순서도의 가장 큰 

한계는 차용과 구분되는 표절을 온전히 평가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용을 핑계 삼은 작품과 실제 예술성 있는 차용작품을 구분해주

는 지침은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불합리하게 표절로 평가되는 차

용작품에 대해서는 표절 의혹에서 제외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절에서 도출한 미술비평의 최소 기준을 적용한 순서도를 건

축차용 비평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건축차용에 대

한 비평은 차용작품에 대한 미술비평처럼 고의성, 목적성, 예술성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건축에서는 단순히 건축가의 의지

만으로 건축물 창조에 대한 의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건축차용의 목적

성을 기술하는 단계에서 미술비평의 기준을 적용하기 이전에 복합적인 

건축물 창조의 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축의 차용을 

비평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건축디자인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방

법론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축비평에서는 특정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비평을 진행하거나, 선택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게 되

159) 박휘락. (2003).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서울: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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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평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차용 비평을 위해서는 논

의 유형에 따라 비평의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 비평의 접근법을 달리한

다는 것은, 비평의 접근법에 따라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정하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건축차용 비평은 건축의 과학

적 측면과 예술적 측면을 어느 정도씩 포용적으로 취합해야 할 것이

다.160) 건축차용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창조를 위해서는 미학적 문제

뿐만 아니라 건축의 기술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절에서 도출한 미술비평의 최소 기준을 적용한 순

서도를 확장하여 건축디자인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할 것이다. 또한, 현재 

건축계 차용의 개념을 적용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건축표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표절 의혹 사례에 대해서도 건축차용 비평이 

가능하도록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을 새롭게 구축할 것이다.

160) 『건축 비평(1978)』의 저자 웨인 에토우(Wayne Attoe)에 따르면 건축비평에 대한 포용
주의적(inclusivism) 접근은 건축환경의 진정한 다양성과 유의미성을 논하는 시작점이다. 
Attoe, W. (1997). 건축과 비평 (이동건, 이재기, 역). 서울: 두영, 23. (원서발행년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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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 분석을 통한 건축디자인 

과정의 특수성 도출

이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구축하는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을 통

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차용비평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건

축차용에 대한 보다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절 의혹이 있는 

건축물을 비평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현재 파편적

으로 행해지고 있는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을 하나의 체계로 취합하여 이

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고, 더불어 본 절에서 정리한 건축표절 논의의 쟁

점에 따른 유형을 구분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본 연구의 대상은 건축표절 의혹 사례이다. 그러므로 

건축차용 연구에 앞서 건축표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건

축표절에 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건축표절에 대한 논의가 현재 어떠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

고,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을 범주화하는 연구의 과정을 연구방법과 사례

를 통해 설명할 것이다. 본 절의 목적은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 범주화 과

정을 통해 이후의 연구에서 필요한 건축표절 의혹 사례의 유형을 분류하

도록 하는 것이다. 즉, 본 절의 내용을 토대로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에 

따라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에서의 접근법을 달리하는 배경과 비

평의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161)

3.3.1. 건축표절 의혹 사례 수집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을 유형화하기 위한 첫 단계는 건축표절 의혹 사

례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에 온라인에서 건축물 표절 의혹 사례들을 본 

연구의 진행 과정의 전반에 걸쳐 수집하였다. 그 후, 건축표절 의혹 사례

161) 본 절의 내용은 김영선 외(2020a)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김영선, 최재필. (2020a). 
담론 분석을 통한 건축계 표절 관련 쟁점 도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35(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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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논의하는 담론을 수집하여 이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토대로 건

축표절 논의의 쟁점을 유형화하였다. 

(1) 사례 수집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원작과 표절 의혹 건축물을 포함하여 총 276개의 건축

물이 수집되었다. 동일한 원작에 대해 2개 이상의 표절 의혹 건축물이 존

재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정리하여 총 173건의 건축표절 의혹 사례가 수

집되었다.162)

건축표절 의혹 건축가의 입장에 대해서는 「4장」의 분석 대상 선정 

과정에서 세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표3-6]에서 사례 수집의 결과를 

요약한다. 

(2) 사례 수집 개요 

사례 수집 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였으며, 웹 검색엔

진 ‘google.com’, ‘naver.com’, ‘daum.net’에서 ‘architecture, plagiarism’, 

‘architectural plagiarism’, ‘건축 표절’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신문

기사, 인터뷰 자료, 보고서뿐만 아니라 건축표절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작성자 혹은 편집자가 명시되어있는 블로그, 트위

터, 페이스북 등 개인 소셜 미디어를 수집의 대상에 포함했고, 한 번이라

162) 건축표절 의혹 사례 수집 결과는 본 연구의 [부록 표 1], [부록 표 2], [부록 표 3]에 정리
하였다.

수집된 건축물 수

276

표절 의혹 사례 수집 건수

173

표절 인정 표절 부정 차용 주장 입장 없음

1 13 12 147

[표3-6] 건축표절 의혹 사례 수집 결과

[그림3-8] 건축표절 의혹 사례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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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표절 의혹이 있었던 건축물은 사례로 수집하였다. 

구분 내용

수집 방법
Ÿ 검색 엔진 google.com, naver.com, daum.net에서 ‘architectural 

plagiarism’, ‘architecture plagiarism’, ‘plagiarism in 
architecture’, ‘건축 표절’을 키워드로 검색 

수집 대상

Ÿ 온라인에서 건축물 표절 의혹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례
Ÿ 공식자료: 신문기사, 인터뷰자료, 보고서, 성명서 등
Ÿ 개인 소셜 미디어: 작성자 혹은 편집자가 명시되어있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수집 기간  2017년 12월 ~ 2020년 8월

[표3-7] 건축표절 의혹 사례 수집의 개요

(3) 담론 수집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수집한 173건의 사례에 대한 텍스트로 작성된 

담론을 수집하였다. 담론은 ‘표절 의혹을 주장하는 이유’, 또는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작성된 것에 한정하였다. 따

라서 남의 텍스트를 그대로 옮겨온 담론과 표절에 관한 저자 혹은 편집

자의 주장 없이 단순히 표절 의혹이 있다는 내용만을 전달하는 무의미한 

담론은 수집에서 제외하였다. 

담론의 수집 범위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개인 블로그, 성명서, 독립 출

판물 등 작성자 혹은 편집자가 명시되어있는 텍스트 매체로 그 범위를 

일반적인 학술연구보다 확장하여 건축계의 의견뿐만 아니라 건축계 밖에

서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건축표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국내의 건축표절 의혹 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영문으로 작성된 

담론을 수집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도출한 쟁점이 오로지 국내 건축표

절 논의의 쟁점을 다루고 있지 않지만,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세계의 모든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을 모두 포함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예를 들어 중

국과 아랍에미리트에서 많은 건축표절 의혹 사례를 수집하였지만, 본토

의 언어를 온전히 해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담론 수집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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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를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도출한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에 대한 유형은 전 세계의 건축표

절을 구분할 수 있었다. 

(4) 담론 분석을 위한 건축표절 의혹 사례 및 담론 선별

본 연구에서 수집한 173건의 사례 중에서 텍스트로 작성된 담론을 3개 

이상 포함하는 건축표절 의혹 사례를 최대한 국가, 논의의 쟁점, 텍스트

의 출처에 따라 다양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20건의 건축표절 의혹 사례를 

선정하였다. 20건의 사례는 원작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이에 선정된 

20건의 사례와 담론 분석의 결과를 함께 [표3-9]에 정리하도록 한다.

담론의 종류 개수 담론의 종류 개수

신문 기사 17 블로그 리뷰 3

잡지 기사 15 판결문 2

건축 전문 웹사이트 기사 13 서적 1

학술논문 4 개인 성명서 1

인터뷰 자료 3 보고서 1

총 담론의 수 60

[표3-8]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 도출을 위한 60개 담론의 출처

선정한 건축표절 의혹 사례 20건에 대한 담론이 3개 이상 존재하는 경

우, 출처의 신뢰도에 따라 분석에 유효한 상위 3개 담론을 선별하여 본 

항의 연구 대상인 60개의 담론을 선정했고 [표3-8]에 60개 담론의 출처

를 정리하였다. 선정한 담론의 출처는 신문, 잡지, 건축 전문 웹사이트, 

학술논문, 인터뷰 자료, 개인 블로그, 판결문의 순으로 사용되었으며 서

적, 성명서, 보고서는 각각 1개씩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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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담론 분석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을 도출하기 위해 텍스트로 작성된 건축표절에 

관한 60개 담론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연구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먼

저 온라인상에서 표절 의혹이 있는 사례를 수집했고 그에 해당하는 담론

을 수집했다. 담론의 내용은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 또는 ‘표절이 

아닌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이후 다수의 표절 의혹 사례 중에서 3개 이상의 담론이 작성된 사례를 

선별했다. 앞선 사례 수집 과정에서 도출한 건축표절 의혹 사례 20건에 

대한 담론을 3개씩 선별한 결과가 본 항의 분석 대상인 60개 담론이

다.163)

[그림3-9] 온라인상의 일반적인 건축표절 의혹 제기 사례

텍스트로 작성된 담론이 분석의 대상이 된 이유는 이미지를 통한 표절 

논의보다 텍스트를 통한 표절 논의가 객관성과 다양성을 파악하기에 적

합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대게 [그림3-9]처럼 텍스트로 작성된 담

론 없이 유사한 건축물의 이미지를 비교하며 표절 의혹을 제기한다. 

이미지로만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시설 용도, 설계

과정, 구조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시각적으로 유사한 일부분만을 강

조하며 근본적으로는 서로 다른 건축물에서도 표절 의혹이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시각적 유사성은 건축표절 판단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시각적 유사성만으로 건축표절을 논의하는 것은 건축표절과 관련한 궁극

적인 쟁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으

163) 60개 담론의 구체적인 출처는 [부록 표 4]를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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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사한 건축물 이미지의 비교가 아닌, 텍스트로 작성된 담론의 분석을 

통해 건축계의 표절 관련 쟁점을 도출하였다. 

(1) 담론의 핵심어 및 핵심구절 선정

본 항에서는 텍스트로 작성된 담론을 연구자가 직접 읽고 핵심어

(key-word)와 핵심구절(key-passage)을 추출하는 수동적이고 전통적인 

정성분석(qualitative analysis)으로 담론을 분석했다. 

핵심어는 저자 혹은 편집자가 건축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 또는 표

절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 중, 담론에서의 중요도와 동일한 의미로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를 고려하여 추출했다. 핵심구절은 핵심어를 뒷받

침하는 구절이며 한 단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건축계의 표절 관련 쟁점을 

설명하는 구절을 추출했다. 

각 사례에서는 담론에서 등장하는 빈도에 따라 핵심어 및 핵심구절을 

5개만 선정했다. 그 이유는 핵심어 및 핵심구절을 5개 이상 선정할 경우, 

그 수가 많은 몇몇 사례에만 분석이 편향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전반적인 

건축표절 의혹 사례의 핵심 쟁점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2) 핵심어 정제

담론에서 추출한 핵심어는 품사 정리, 유사 단어 통합, 합성어 정리, 번

역의 정제과정을 거쳤다. 

우선, 단어의 품사를 명사형으로 정리했다. 담론에서 추출한 핵심어가 

‘modernize’라는 동사로 사용된 경우, 이를 명사인 ‘modernization’으로 

정제하였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단어들을 시소러스 사전(thesaurus 

dictionary)을 통해 하나의 핵심어로 통합했다. 예를 들어 ‘technical- 

development’, ‘improvement’, ‘modernization’은 사용빈도와 문맥상의 

의미를 고려하여 ‘modernization’으로 통합했다. 그러나 ‘m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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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zation’의 의미보다 ‘modernism’이라는 의미가 문맥에서 강조되는 경

우,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이를 통합하지 않고 ‘modernism’으로 구분

했다. 

합성어의 경우, 단어와 단어 사이에 ‘-’을 삽입했다. 예를 들어 

‘economic growth’는 두 개의 단어이지만 이를 ‘economic-growth’로 

정리하는 단계를 통해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통일성을 위해 국문의 핵심어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단계를 거쳤다. ‘짝퉁’은 「표준국어대사전(n.d.)」에서 ‘가짜나 모조품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있으며164) 영어의 ‘counterfeit’, ‘fake’, 

‘replica’ 등으로 번역된다.165) 그러나 앞선 정제과정에서 ‘replica’로 해당 

단어들 통합했기 때문에 국문의 ‘짝퉁’은 ‘replica’로 번역했다.

각 사례에서는 담론에서 등장하는 빈도에 따라 핵심어 및 핵심구절을 

5개만 선정했다. 그 이유는 핵심어 및 핵심구절을 5개 이상 선정할 경우, 

그 수가 많은 몇몇 사례에만 분석이 편향될 수 있고 전반적인 건축표절 

의혹 사례의 핵심어 및 핵심구절을 한정하는 것이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 담론 분석의 예시

담론에서 도출한 핵심어와 핵심구절을 근거로 각 사례에서 나타난 건

축표절 관련 쟁점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이에 연구의 이해를 돕고 자

[표3-9]의 사례 6번인 <삼일빌딩(1971)>에 대한 담론 일부를 토대로 담

론 분석의 방법을 세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미스 건축의 복제품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었을 것이다. 침

164) 짝퉁. (n.d.). 표준국어대사전. Retrieved November 16, 2020. from https://dict.naver. 
com/search.nhn?dicQuery=%EC%A7%9D%ED%89%81&query=%EC%A7%9D%ED%89%
81&target=dic&query_utf=&isOnlyViewEE=

165) 짝퉁. (n.d.). English Dictionary Retrieved November 16, 2020. from  https://en. 
dict.naver.com/#/search?range=all&query=%EC%A7%9D%ED%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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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 비판의 한 방식이기도 하다. 비례든 모듈이든 공간구성이든 

자체 완결적인 미스의 건축을 전혀 다른 콘텍스트에서 변형시켜 

적용한 것은, 알베르티의 건축론을 적용한다면, 그 완결성에 손상

을 입히는 것에 다름 아니리라(김현섭, 2018).”166)

이렇게 <삼일빌딩>을 설명하는 텍스트에서는 건축표절에 의혹을 제기

하기 위해 사용된 ‘비례’, ‘모듈’, ‘공간구성’, ‘콘텍스트’라는 단어가 추출

되고 원작인 <씨그램빌딩(seagram building, 1958)>의 건축가의 이름인 

‘미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함으로 이를 핵심어로 추출하게 된다. 

또한, 핵심어를 설명하는 ‘미스 건축의 복제품’, ‘자체 완결적인 미스의 

건축’, ‘전혀 다른 콘텍스트에서 변형시켜 적용’, ‘완결성에 손상’이라는 

구절을 추출할 수 있다. 

[그림3-10] <Segram Building>과 <삼일빌딩>에 대한 정성분석의 예시 
비고: [표3-10], 사례 6 참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삼일빌딩>에 해당하는 3개 담론의 텍스트에서 추

출한 단어와 구절을 [그림3-10]의 ‘핵심어 및 핵심구절 추출’에 정리하였

고 핵심어 정제과정과 텍스트에서 등장하는 빈도를 고려하여 핵심어 및 

166) 김현섭. (2018). 신화를 넘어서 김중업 다시 보기. 이수정, 정한올 (편), 김중업 다이얼로그 
(1st ed., 304~337). 파주: 열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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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구절 5개를 도출하였다. 핵심어와 핵심구절의 하위 항목은 핵심어 

정제 과정을 통해 통합된 단어와 구절을 정리한 것이고 단어에 취소선이 

그어진 것은 핵심어와 핵심구절 5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중요도와 등장

빈도에 따라 선택 과정에서 선정되지 않은 내용이다. 

정리하자면, <삼일빌딩>에 대한 건축표절 의혹 사례의 담론에서는 

‘archetype’, ‘industrialization’, ‘mies-van-der-rohe’, ‘modernization’

이라는 핵심어가 도출되었고 ‘adaptation of the western architecture’라

는 핵심구절이 도출되었다. ‘archetype’은 ‘프로토타입’을 번역한 것이고 

이는 ‘초고층’, ‘마천루’, ‘커튼-월’등 고층건축물과 그 구조를 설명하는 

단어들을 통합한 것이다. ‘mies-van-der-rohe’는 ‘미스’, ‘미시안’처럼 

건축가를 특정하는 단어들을 통합한 것이다. ‘modernization’은 ‘근대화’

를 번역한 것으로 ‘한국의 근대화’, ‘근대화의 시기’ 등을 통합한 것이다. 

‘industrialization’은 ‘산업화’를 번역한 것이고 ‘건축용 철강’, ‘철’, ‘유리’ 

등 국내의 산업화를 통해 <삼일빌딩>이 건설되는 배경을 설명하는 단어

를 통합한 것이다. ‘adaptation of the western architecture’는 서구보다 

늦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서구 건축을 한국

에 이식한다는 의미의 단어와 구절을 통합한 것이다.

(4) 담론 분석의 결과

[표3-9]에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20건의 건축표절 의혹 사례와 담론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핵심어 및 핵심구절을 정리했다.167) [표3-9]의 건축

표절 의혹 사례 20건 중 ‘a’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원작으로 인정되는 건

축물이고 ‘b’와 ‘c’는 표절 의혹이 있는 건축물이다. 그러나 사례 12번과 

16번은 예외적으로 b에 해당하는 건축물도 원작으로 인정되고 있다. 

167) 사례별 담론의 출처와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표 4]를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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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진 프로젝트명(년도)/건축가/위치 핵심어 및 핵심구절

1

a
The San Remo(1930)
Emery Roth
New York, United States

§ admiring
§ apartment
§ early-20th-century 
§ emery-roth
§ real-estateb

The El dorado(1932)
Emery Roth
New York, United States

2

a
Gatsugan theater(1930)
Sengoku Shotaro
Tokyo, Japan

§ appropriacy
§ post-liberation
§ representative-theater 
§ an associated value with 

the era
§ the cultural and historical 

value of building
b

명동극장(1934)
Tamata Ishibashi
대한민국 서울

3

a
Farnsworth house(1945~1951)
Mies van der Rohe
Illinois, United States

§ archetype
§ inspiration
§ mies-van-der-rohe
§ modernism
§ visual-effect

b
The glass house(1949)
Philip Johnson
Connecticut, United States

4

a
Eiffel Tower(1887~1889)
Stephen Sauvestre & 2 others
Pairs, France

§ architectural-style
§ attraction
§ duplitecture
§ landmark
§ replica

b
Tokyo Tower(1957-1958)
Tachu Naito
Tokyo, Japan

c
Eiffel Tower of Sky City(2007)
unknown
Tianducheng, China

[표3-9] 선정된 건축표절 의혹 사례 및 
담론 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핵심어와 핵심구절

출처: 김영선 외. (2020a).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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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
Ise Grand Shrine(4BCE)
unknown
Ise, Mie, Japan

§ cultural-identity
§ figuration
§ modernization
§ relationship between 

western modernism and 
east asian traditional 
architecture

§ the modern expression of 
tradition

b
부여국립박물관(1965~1967)
김수근
대한민국 충청남도 부여군

6

a

Segram Building(1958)
Mies van der Rohe & Phillip 
Johnson
New York, United States

§ archetype
§ mies-van-der-rohe
§ modernization
§ industrialization
§ adaptation of the western 

architecture
b

삼일빌딩(1968~1971)
김중업
대한민국 서울

7

a

Gyeongju Expo Tower(idea was 
suggested in 2004)
Itami Jun of ITM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 competition
§ copyright-
§    infringement
§ figuration
§ intaglio
§ symbolb

Gyeongju Tower(2004~2007)
전재우 of 동남아태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8

a
Dupain Building(2004)
ARM Architecture
Sydney, Australia

§ contemporary-architecture
§ design-technique
§ facade 
§ because design can’t be 

completely original
§ reusing old iterations b

Arlanda Hotel(2007)
BIG
Arlanda,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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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
Turf Town(1967~1983)
Glen Small
Los Angeles, United State

§ roof-garden
§ solar-envelop
§ urban-density
§ high density development

b
Mountain Dwellings(2008)
BIG with JDS
Copenhagen, Denmark

10

a
Hanoi Museum(2005~2010)
GMP Architekten
Hanoi, Vietnam

§ duplitecture
§ inverted-pyramid
§ landmark
§ a popular motif in 

modern architecture
§ highly symbolic roof

b
China Pavilion(2007~2010)
He Jingtang
Shanghai, China

11

a
Maxxi Museum(2000~2010)
Zaha Hadid Architects
Rome, Italy

§ landmark
§ morphology
§ motif
§ bound to be enough to 

ensure it's success
§ element of replication

b
Museum of Liverpool 
(2006~2011) / 3XN
Liverpool, United Kingdom

12

a
Millbay Marina(unknown)
Burke Rickhards
Plymouth, United Kingdom

§ icon
§ motif
§ sail
§ waterfront
§ popular theme for 

oceanfront project

b
Burj Al Arab(1994~1999)
Tom Wright of WKK Architects
Dubai, Unite Arab Emirate

c

Trump Hotel in Panama 
(2007~2011)
Aruas Serba & Saravia S.A.
Panama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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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 ─
Seoul Gate(1996)
김유일
대한민국 서울 § architectural-competition

§ concept
§ monument
§ o-shaped-structure
§ plagiarism in exhibition 

concept and structure 
rather than a simple 
shape

b
새천년의 문(2000)
이은석 & 우대성
대한민국 서울

c
Big O(2012)
Mark Fisher
대한민국 전라남도 여수시

14

a
Wangjing SOHO(2009~2014)
Zaha Hadid Architects
Beijing, China

§ authorship
§ computer-age
§ copyright-law
§ developer
§ parametric-designb

Meiquan 22nd Century(2013)
Chongqing Meiquan
Chongjing, China

15

a
Super-tree Grove(2012)
Wilkinson Eyre/ Grant Assoc.
Singapore

§ concept
§ steel-tower
§ tree-shaped-structure
§ vertical-garden
§ copyright over the shape 

of a treeb
Tree of Life(2015~2017)
Marco Balich
Milan, Italy

16

a
Cityfront’99(1961)
Jeehoon Park
IIT Academic Project 

§ architecture-school
§ engineering
§ high-rise
§ official-credit
§ simple and iconic 

geometric form

b
Olympic Tower(1999)
Thomas Shine
Yale Academic Project

c
One World Trade Center 
(2006~2015)/ S.O.M
New York, United States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 구축 및 적용

122

17

a
Brisbane Trio(2014)
Zaha Hadid Architects
Brisbane, Australia

§ architectural-language
§ high-rise
§ housing-development
§ parametric-rib
§ zaha-hadidb

Gold Coast Pair(2015)
Zaha Hadid Architects
Gold Coast, Australia 

18

a
Marina Bay Sands(2010)
Moshe Safdie Architects
Singapore

§ sky-bridge-span
§ skyscraper
§ structure
§ moshe-safdie
§ model for emerging asianb

Gate Tower(2013)
Arquitectonica
Abu Dahbi, United Arab 
Emirate

19

a

Suarez Tower
(proposed in 2000)
Arquitectonica
Florida, United States

§ copyright
§ exterior
§ residential-development
§ technical-drawing
§ the distinction between 

idea and the expression 
of ideas

b

Arquitectonica 
Tower(2006~2013)
Marco Balich
Florida, United States

c
Aqua Tower(2006~2010)
Studio Gang
Illinois, United States

20

a

Crystal Island
(proposed in 2007)
Foster and Partners
Moscow, Russia

§ chedi
§ computer-generated
§ landmark
§ the-president-of-architect

s-council-of-thailand’s-e
thic-committee

§ available for free 
download onlineb

Viman Phra in
(proposed in 2016)
Chao Phraya Design Team
Bangkok,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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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 현황

본 항에서는「3장 4절 2항」의 담론에서 도출한 핵심어와 핵심구절을 

근거로 각 사례에서 나타난 건축표절 관련 쟁점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본 항에서 논의한 건축표절 관련 쟁점의 유형은 7가지로 상품화된 건

축물(commodification), 건축 기술의 전형(archetype), 서양식 근대화 과

정의 동양 건축(westernized-modernization), 디지털 기술에 의한 형태 

생성(digital making technique), 조형성이 강조되는 형태 생성(making 

technique), 자연에 대한 모티브(motif), 건축 형태의 원형(prototype)이

다. 

[표3-10]에는 건축계 표절 관련 쟁점의 유형과 그에 해당하는 사례의 

번호([표3-9] 참조) 및 관련 핵심어와 핵심구절을 정리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하나의 쟁점을 주제로 표절 진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

지만, 대다수 사례에서는 여러 쟁점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천루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이유로 단순한 형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건

축 형태의 원형과 건축 기술의 전형이 동시에 논의되기도 하고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의 경우에는 서양의 공법과 건축물의 형태를 그

대로 베껴온 사례들에 한정하여 건축 기술의 전형과 함께 논의되기도 한

다. 즉, 본 항에서 분류한 7가지 쟁점이 단순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은 아니며 쟁점들은 서로 맞물려 논의되기도 한다.168) 

168) 본 항에서 분류한 7가지 쟁점 이외에도 저작권침해, 건축경연, 건축학교와 관련한 쟁점이 
도출되었으나 연구의 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침해는 표절이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생략했고 건축경연이나 건축학교의 경우에는 관련 핵심어와 핵심구절의 수
가 적어 이를 개별 유형으로 분류하기에 무리가 있어 생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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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표3-9]의 사례 번호

핵심어 및 핵심구절

상품화된
건축

1, 4, 9, 14, 17, 19

admiring, apartment, attraction, developer, duplitecture, early- 
20th-century, emery-roth, high density development, landmark, 
real-estate, replica, residential- development, urban-density

건축 
기술의 
전형

3, 6, 16, 18

archetype, engineering, high-rise, industrialization, inspiration, mies-van- 
der-rohe, modernism, modernization, sky-bridge-span, skyscraper, 
moshe-safdie, structure, visual-effect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

2, 4, 5, 6, 20

adaptation of the western architecture, an associated value with the era, 
appropriacy, archetype, architectural- style, chedi, computer-generated, 
cultural-identity, duplitecture, industrialization, landmark, mies-van- 
der-rohe, modernization, post-liberation, relationship between western 
modernism and east asian traditional architecture, representative-theater, 
cultural and historical value of building, the modern expression of tradition

디지털 
기술에 
의한 

형태생성

11, 14, 17, 19, 20

landmark, morphology, motif, bound to be enough to ensure it's 
success, element of replication, authorship, computer-age, copyright- 
law, developer, parametric-design, architectural-language, high-rise, 
housing-development, parametric-rib, zaha-hadid, copyright, exterior, 
residential-development, technical-drawing, the distinction between idea 
and the expression of ideas, chedi, computer-generated, landmark, 
the-president-of-architects-council-of-thailand’s-ethic-committee, 
available for free download online

조형성이 
강조되는 
형태생성

7, 8, 9

competition, copyright-infringement, figuration, intaglio, symbol, 
contemporary-architecture, design-technique, facade, because design 
can’t be completely original, reusing old iterations, roof-garden, 
solar-envelop, urban-density, high density development

자연에 
대한 

모티브

12, 15, 19

concept, icon, motif, popular theme for oceanfront project, sail, the 
distinction between idea and the expression of ideas, tree-shaped- 
structure, vertical-garden, waterfront

건축 
형태의 
전형

10, 13, 16

a popular motif in modern architecture, inverted-pyramid, landmark, 
monument, o-shaped-structure, simple and iconic geometric form 

[표3-10] 건축표절 의혹 사례의 담론 분석 결과에 따른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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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화된 건축

상품화는 [표3-9] 사례 1의 <The Eldorado(1931)>, 사례 4의 <Tokyo 

Tower(1957~1958)> 및 <Eiffel Tower of Sky City(2007)>, 사례 14의 

<메이콴 22nd 센츄리(meiquain 22nd century, 2013)>, 사례 17의 <Gold 

Coast pair(2015)>, 사례 19번의 <Arquitectonica Tower(2006~2013>

처럼 건축물의 상품적 가치가 건축표절과 연관되어 논의되는 사례의 쟁

점이다. 

이를 설명하는 핵심어는 건축물의 부동산적 가치를 설명하는 

‘developer’, ‘real-estate’, ‘residential-development’ 등이 있고 관광산업

에 사용된 건축물의 특성을 설명하는 ‘attraction’, ‘landmark’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건축의 상품화가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이 된 사례들을 살

펴보도록 한다. 사례 1의 <The Eldorado(1931)>169), 17의 <Gold Coast 

pair(2015)>170), 19번의 <Arquitectonica Tower(2006~2013>171)는 공

169) Baio, A. (2018). Untitled. Retrieved November 17, 2020 from https://twitter. 
com/waxpancake/status/1010620017329623040/photo/1

a) 사례 1, <San Rome> 
vs. <The Eldorado>

c) 사례 19,
<Suarez Tower> vs. <Arquitectonica Tower>

b) 사례 17, <Brisbane Trio> 
vs. <Gold Coast Pair>

[그림3-11] 공동주택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표절 의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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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택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표절 의혹 사례이다. 그 중에서도 <The 

Eldorado(1931)>는 아파트가 보편화하던 시기에 같은 건축가에 의해 설

계된 동일한 외관의 건축물로 이를 설명하는 담론에서는 서로 다른 건축

물에 대하여 ‘original’, ‘same’, ‘replica’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원작과 그 

이후에 설계된 건물을 구분하기는 했지만, 담론의 저자들은 소비자와 시

대의 요구를 반영하기에 한정적이었던 건축디자인을 이유로 <The 

Eldorado(1931)>에 대한 표절 판단을 보류하였다. 더불어 <The 

Eldorado(1931)>의 담론에서는 동일한 외관으로 인한 건축물의 표절 논

의보다는 부동산적 관점에서 동일한 외관의 아파트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에 집중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172) 

사례 4번의 <Tokyo Tower(1957~1958)> 및 <Eiffel Tower of Sky 

City(2007)>와 14의 <메이콴 22nd 센츄리(meiquain 22nd century, 

2013)>를 설명하는 담론에서는 지역 관광의 활성화 기능을 하는 표절 건

축물의 역할이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이었다. 

<Tokyo Tower(1957~1958)>의 경우 건축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건축

표절에 대한 논점이 흐려지고 있으나, 건축표절의 본질적인 이유가 완전

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사용자와 도시와 함께 이를 어떻게 현

지화해나갔는지에 대한 상업적인 차원의 논의가 연구되고 있다. 

<Eiffel Tower of Sky City(2007)>의 경우, 중국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프랑스의 파리와 똑같이 새로운 주거용 도시를 계획했다는 점에서 독특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티엔두청(Tianducheng)에 ‘Sky City’로 

170) The Angry Architect. (2015). Gold Coast Aouble Vision: Is Zaha Hadid Running Out 
of Ideas?. Retrieved November 17, 2020 from http://angryarchi.com/blog/post/ 
gold_coast_double_vision

171) Tuchman, M. (2014). What Makes a Copy-Cat a Copy Cat? The Complex Case of 
Architectural Coyright. Retrieved from November 17, 2020 from https://www. 
archdaily.com/497568/what-makes-a-copy-cat-a-copy-cat-the-complex-case-of-archit
ectural-copyright

172) Gray, C. (1997). Streetscapes/The Beresford, the San Remo, the Majestic, the El 
Dorado, the Century; Namesake Precursors of Central Park West's Towers, Retrieved 
January 21, 2019 from https://www.nytimes.com/1997/09/14/r ealestate/streetscapes- 
beresford-san-remo-majestic-el-dorado-century-namesake-precurso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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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된 이 도시는 기존의 역사적인 맥락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주민들이 

프랑스의 문화를 그대로 직수입해왔으며, 최근까지도 이를 통한 관광의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73)

[그림3-12] 중국 티엔두청 ‘Sky City’의 발전과정

이에 사례 4번 c인 <Eiffel Tower of Sky City(2007)>와 14번의 <메이

콴 22nd 센츄리(meiquain 22nd century, 2013)>는 중국에서 발생한 표절 

의혹 사례이다. 이에 최근에는 대규모 건축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차원의 

건축을 모두 표절하는 건축을 지칭하는 신조어 ‘duplitecute’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duplitecture’는 ‘duplication’과 ‘architecture’의 합성어로 표

절을 부정직한 행위로 판단하지 않는 중국에서 원작을 그대로 복제한 건

축물이 등장하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이다.174) 이에 대한 사례

는 [그림3-13]을 통해 설명하였다. ‘duplitecture’는 건축물의 외형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삶의 풍습까지 그대로 이식하려 하는 매우 독특한 사상의 

건축표절 사례이다.175) 그러나 이에 대한 실상은 결국 흉내만 내는 껍데

기의 건축일 뿐, 조악한 표면적인 건축이 되고 만다.176)

173) Chen, Y. (2015). Chasing ghosts. Retrieved November 17, 2020 from https:// 
multimedia.scmp.com/china-ghost-towns/

174) Bosker, B. (2013). Original Copies: Architectural Mimicry in Contemporary China. 1st 
ed., Honolulu: University of Hawaiʻi Press. 

175) Dailymotion. (2019). Think you’re in Paris? Think Again. Welcome to Tianducheng!. 
Retrieved from November 17, 2020 from https://www.dailymotion.com/video/x7cx0in

176) Hoeller, S. C. (2020). A photographer’s side-by side pictures compare China’s fake 
Paris to the real one. Retrieved November 17, 2020 from https://www.insider.com/ 
fake-paris-in-china-versus-real-paris-france-2020-9#one-spot-in-particular-on-a-hill
-with-a-view-of-the-eiffel-tower-really-struck-hi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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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3] 상품화된 건축을 보여주는 중국 티엔두청의 ‘Duplitecture’의 예시

(2) 건축 기술의 전형

건축 기술의 전형은 건축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공법 및 재료가 

최초로 사용된 건축물을 원작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 동일한 공법 및 새

로운 재료를 사용한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이다. 기

술의 전형에 해당하는 [표3-9]의 사례는 3번 <글라스 하우스(Glass 

House, 1949)>, 사례 6번 <삼일빌딩(1971)>, 사례 16번 <One World 

Trade Center(2006~2015)>, 사례 18번 <Gate Tower(2013)>이다. 

이에 대한 담론 분석의 결과로는 ‘engineering’, ‘high-rise’, ‘sky- 

bridge-span’, ‘structure’처럼 건축 구조를 설명하는 핵심어와 

‘industrialization’, ‘modernization’과 같은 기술적 배경을 설명하는 핵심

어가 도출되었다. 더불어 ‘mies-van-der-rohe’와 ‘moshe-safdie’이라는 

핵심어가 도출되었는데, 건축가 미스와 모쉐 사프디(Moshe Safdie)의 공

통점은 기술의 전형을 건축물에 최초로 도입했다는 것이다. 미스는 <글

라스 하우스(glass house, 1949)>의 유리 주택과 <삼일빌딩(1971)>의 커

튼-월 오피스 건축물 설계에 대한 원작의 창시자로 여겨지고 사프디는 

<Gate Tower(2013)>에서 고층건물의 상층부를 다리로 연결하는 구조 

기술발전을 위한 건축디자인 과정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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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스 하우스(Glass House, 1949)>은 미스가 설계한 유리 주택의 

전형과 이에 영감을 받아 설계된 또 다른 유리 주택 사이에서 발생한 표

절 논란이다.177) <판스워스 하우스(Farnsworth House, 1945~1951)>와 

<글라스 하우스>은 동일하게 유리와 철을 사용한 건축물이지만, 재료의 

색상과 비율에서 차이가 있고 평면상 프로그램의 배치 및 대지와 건축물

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의 Cohen(2005)178), 

Giovannini(1987)179)의 의견과 원작의 전형을 뛰어넘지 못한 아류작이

라는 Holowka(2009)180)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177) Hoohberg, A. T. (2015). Two of a kind: photographer Robin Hill contemplates the 
Farnsworth House and Glass House simultaneously. Retrieved November 17, 2020 from 
https://archinect.com/news/article/131950074/two-of-a-kind-photographer-robin-hill-co
ntemplates-the-farnsworth-house-and-glass-house-simultaneously

178) Cohen, S. (2005). A tale of two houses: the all-glass masterworks by Philip Johnson 
and Mies van der Rohe are less connected than they seem, Retrieved January 15, 2019 
fromhttps://go.gale.com/ps/i.do?v=2.1&it=r&sw=w&id=GALE%7CA132120688&prodId=
AONE&sid=googl

179) Giovannini, J. (1987). Johnson and His Glass House: Reflections, Retrieved January 
15, 2019 from https://www.nytimes.com/1987/07/16/garden/johnson-and-his-glass- 
house-reflections.html

180) Holowka, D. (2009). The Farnsworth House, part 1: whose less is more?, Retrieved 
January 15, 2019 from https://www.architakes.com/?p=2097

[그림3-14] [표3-9], 사례 2번 <판스워스> vs. <글라스하우스>
출처: Hill, 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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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6번인 <One World Trade Center(2006~2015)>는 건축과 학생

들과 대형 건축회사(Skidmore, Owings & Merrill) 사이에서 발생한 표

절 논란이다. 표절 의혹 건축물의 설계자들은 원작으로 주장하는 건축과 

학생들의 설계안을 건축학교에서 크리틱(critic)한 적이 있지만, 의혹 건

축물의 건축가들은 <One World Trade Center>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유사성이 초고층 건축물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

다. 더불어 Ng(2007)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작품과 시각적으로 유사하더

라도 실제 건축물을 설계하는 과정은 건축학교에서 생략하는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함으로 학생들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

였다고 알려져 있다.181) 

a) <Marina Bay 
Sands(2010)> 

by Moshe Safdie

b) <Gate Toser(2013)> 
by Arquitectonica

c) <Raffles City(2019)> 
by Moshe Safdie

[그림3-15] 상층부 연결 구조로 인한 초고층 건물의 건축표절 의혹 사례 

사례 18번의 <Gate Tower(2013)>는 세 개의 초고층 건물을 연결하는 

다리구조에서 표절 의혹이 있지만, 원작의 구조 기술을 개발한 건설회사

가 표절 의혹 건축물의 설계에도 참여했으므로 원작 건축물의 구조적 특

징을 기술적 성취로 보고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Ames(2014)182)의 

의견과 원작에서 타워를 연결하는 다리를 건축가의 독창적인 디자인 요

소로 보고 표절이라고 판단하는 Khaled(2012)183)의 건축 실무자들의 의

181) Ng, J. (2007). Who Owns Architecture? Copyright and the Freedom Tower 
Controversy, Retrieved January 14, 2019 from https://morningsidereview.org/ 
essay/who-owns-architecture-copyright-and-the-freedom-tower-controversy/

182) Ames, N. (2014). Building The Gate, Retrieved January 14, 2019 from https://www. 
middleeastarchitect.com/ insight/building-the-gate

183) Khaled, A. (2012). No wonder Singapore is a model for other cities, Retrieved 
January 14, 2019 from https://www.thenational.ae/no-wonder-singapore-is-a-mod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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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19년에는 싱가포르의 <Marina Bay Sands(2010)>의 건축

가 모쉐 사프디(Moshe Safdie)가 중국 충징(Chongqjing)에 <Raffles 

City(2019)>를 설계하며 초고층 건물을 연결하는 다리구조에 대한 건축

표절 논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184) 이에 기술적 측면이 건축창작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주고, ‘어디까지를 기술적 측면에 의한 디자인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3)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은 [표3-9]의 사례 2번인 <명동극장

(1934)>, 사례　4번 <Tokyo Tower(1957~1958)> 및 <Eiffel Tower of 

Sky City(2007)>, 사례 5번 <부여국립박물관(1965~1967)>, 사례 6번 

<삼일빌딩(1971)>, 사례 7번 <경주타워(2004~2007)>, 사례 20번　

<Viman Phra In(2016)>의 건축표절 논의 쟁점이다. 

a) 사례 2, <명동극장(1934)> by 
Tamata Ishibashi

b) 사례 4, 
<Tokyo Tower(1957~1958)> 

by Tachu Naito

[그림3-16] 서양의 근대화된 건축양식이나 공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표절 의혹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자면, <명동극장(1934)>, <Tokyo Tower 

(1957~1958)>는 서양에서 시작된 건축양식이나 공법을 동아시아 건축

for-other-cities-1.368451?videoId=5771275459001

184) Shen, Y. (2018). Moshe Safdie’s Chongqing Project Sets World Record With Highest 
“Horizontal Skyscraper”. Retrieved November 17, 2020 from  https://www.archdaily. 
com/889744/moshe-safdies-sets-world-record-with-highest-horizontal-skyscr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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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표절 의혹이 있었고 부여의 건축양식을 현대식

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부여국립박물관(1965~1967)>, 황룡사 9층 목탑

을 모티브로 한 <경주타워(2004~2007)>, 불교의 사리탑인 ‘Chedi'를 표

현하려고 했던 <Viman Phra In(2016)>은 전통건축물을 현대식으로 재

해석하는 과정에서 표절 의혹이 있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전통건축

을 현대식으로 모방하려 하였으나, 이에 대한 건축표절 의혹이 제기되어 

본 항의 분석대상이 되었다.

 

a) 사례 5, 
<부여국립박물관(1965~1967)> 

by 김수근

b) 사례 7, 
<경주타워(2004~2007)

> by Itami Jeon

c) 사례 20, 
<Viman Phra 
In(2016)> by 
Chao Phraya 
Design Team

[그림3-17] 전통건축물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표절 의혹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을 설명하는 핵심어는 건축양식과 공

법을 설명하는 ‘archetype’, ‘architectural-style’이 있고 ‘industriali- 

zation’, ‘modernization’, ‘post-liberation’처럼 시대를 설명하는 핵심어

가 있었다. 핵심구절은 동아시아 건축이 서양식 근대화를 수용하는 혼돈

의 과정을 설명하는 ‘adaptation of the western architecture’, 

‘relationship between western modernism and east asian tradition’, 

‘the modern expression of tradition’이 있었고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

아시아 건축물을 표절 여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가지는 시대

적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핵심구절 ‘an associated value 

with the era’와 ‘the cultural and historical value of building’이 도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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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건물이라는 사실이 복원이나 보존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없다. 근대건축은 단순히 물리적 구축물로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삶과 연관된 연계성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동, 2009).”185)

사례 2번인 <명동극장(1934)>은 정부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국내 예술극장과 일본 극장 사이의 표절 의혹이며 이를 연구한 전문가가 

<명동극장>을 표절로 판단하며 복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

다. <명동극장>을 표절로 판단할지라도 건축물의 사회·문화적 가치가 인

정된다는 취지의 담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사례 6번인 <삼일빌딩(1971)>은 국내 최초 커튼-월(curtain wall) 방

식의 오피스 건축물과 미스의 <씨그램 빌딩(seagram building, 1958)>사

이에서 발생한 표절 의혹이다. <삼일빌딩>에 대한 담론에서는 공법을 포

함하여 재료의 색상, 장식을 과감하게 생략한 디자인까지 여러 측면에서 

표절로 판단하고 있지만(김현섭, 2018)186), 이를 표절로 판단한 담론에서

도 표절 건축물을 ‘산업화와 고도성장의 상징’, ‘새로운 건축의 아이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및 기술적 성취에 대한 상징성’으로 이야기하며 

근대건축물의 가치가 표절로 퇴색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통건축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전통 건축

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된 사례 5번의 <부여국립박물관

(1965~1967)>은 반일감정으로 인한 표절 의혹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담론에서는 동양의 전통건축을 기반으로 서양의 건축을 수용하는 과정에

서 발생한 근대건축의 표절 의혹은 단순히 시각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당

시 건축가가 작성한 텍스트와 유사한 시기에 설계된 건축물과의 관계를 

통해 건축표절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김종헌, 2014).187) 

185) 김정동. (2009). 명동 국립극장 재현지 우리 시대의 아련한 노스텔지어. Wide, 8, 66~72.

186) 김현섭. (2018). 신화를 넘어서 김중업 다시 보기. 이수정, 정한올 (편), 김중업 다이얼로그 
(1st ed., 304~337). 파주: 열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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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기술에 의한 형태생성

한편, [표3-9]의 사례 8번 <Arlanda Hotel(2007)>, 사례 11번 

<Museum of Liverpool(2006~2011)>, 사례 14번 <메이콴 22nd 센츄리

(2013)>, 사례 17번 <Gold Coast pair(2015)>, 사례 19번 

<Arquitectonica Tower(2006~2013>, 사례 20번 <Viman Phra 

In(2016)>은 컴퓨터가 건축물의 형태생성에 관여한 경우에 발생하는 건

축표절 관련 논의의 쟁점이며, 주로 디지털 기술의 구축성과 관련되어 있

다. 

이에 대한 핵심어로는 ‘computer-generated’, ‘parametric-design’처럼 

디지털 디자인의 방법을 설명하는 핵심어가 있었고, 같은 디자인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여 생성된 유사한 형태의 발전과정(generation)을 설명하는 

‘reusing old iteration’이라는 핵심구절이 있었다. 이에 대한 핵심구절은 

특정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유사한 형태가 생성되더라도 최초로 

이를 건축물로 현실화했다는 것에 원작의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

의 ‘bound to be enough to ensure it’s success’라는 핵심구절이 있

다.188) 더불어 온라인에서 원작의 컴퓨터 파일이 유통되면 누구나 원작

과 동일한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는 현대건축의 상황을 설명하는 

‘available for free download online’이라는 핵심구절이 있다. 

사례 11번인 <Museum of Liverpool(2006~2011)>은 같은 디자인 소

프트웨어로 설계된 건축물이며 2층에서 주변 경관을 조망하는 창문의 형

태와 파라메트릭(parametric) 디자인을 통해 설계된 전체적인 건축물의 

형태에서 유사성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담론에서는 <Museum 

of Liverpool(2006~2011)>을 동일한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곡면(nurbs)

생성과정에서 발생한 시각적 유사성으로 보고 이를 표절로 판단하지 않

187) 김종헌. (2014). 건축가의 ‘글’과 ‘건축’을 통해 본 한국 근대건축의 흐름. Space, 563, 
52~77.

188) Tata Steel(2011). Liverpool Museum vs MAXXI – haven’t I seen you somewhere 
before?. Retrieved January 22, 2019 from https://blog.tatasteelconstruction.com/ 
liverpool-museum-vs-maxxi-havent-i-seen-you-somewhere-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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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189) 

사례 14번인 <메이콴 22nd 센츄리(2013)>은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

계한 복합 상업건축물 <Wangjing SOHO (2009~2014)>와 유사하게 건

설된 상업건축물 사이의 표절 논의이다. 실제로 표절 의혹 건축물의 건설

회사에서는 원작을 복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뛰어넘고 싶었을 뿐이

라며 표절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고 원작보다 1년 앞서 건축물을 완공했

다.190) 자하 하디드는 이에 대해 표절 건축물의 관계자가 원작의 3d 파

일에 접근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표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지

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표절 판단은 찾아볼 수 없다. 사례 19번 

<Arquitectonica Tower(2006~2013> 또한 원작 건축물이 건설되지 않

은 상황에서 캐드 실시도면이 유출되며 동일한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의 

표절 논란으로 컴퓨터가 형태생성방법에 사용된 경우에 발생하는 건축표

절 논의에 관한 사례이다.

(5) 조형성이 강조되는 형태생성

조형성이 강조되는 형태생성은 사례 7번 <경주타워(2004~2007)>, 사

례 8번 <Arlanda Hotel(2007)>, 사례 9번 <Mountain Dwellings(2008)>

처럼 동일한 형태생성방법을 통해 설계된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이다. 

조형성이 강조되는 형태생성을 설명하는 핵심어로는 ‘figuration’과 

‘intaglio’가 있고 ‘roof-garden’과 ‘solar- envelop’처럼 특정 형태생성방

법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어가 있다. 조형적인 아이디어의 표현

방법을 설명하는 핵심구절로는 ‘plagiarism in exhibition concept and 

structure rather than a simple shape’과 ‘the modern expression of 

189) Inbar, E. (2013). Zaha Hadid And the morphology of the “aggressive snake motif”, 
Retrieved January 22, 2019 from https://archidialog.com/2012/06/08/zaha-hadid-and- 
the-morphology-of-the-aggressive-snake-motif/

190) Fairs, M. (2013). Zaha Hadid building pirated in China, Retrieved January 8, 2019 
from https://www.dezeen.com/2013/01/02/zaha-hadid-building-pirated-in-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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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 등이 있다. 

사례 7번의 <경주타워(2004~2007)>은 동일한 탑을 형상화하여 직육

면체 유리 건축물에서 음각으로 표현한 것으로 형상화와 음각이라는 형

태생성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므로 대부분의 담론에서는 이를 표절

로 판단했다.

a) 사례 9, <Turf 
Town(1967~1983)
> by Glen Small

b) <사례 9, 
Mountaun 

Dwellings(2008)> 
by BIG & JDS

c) <ACROS 
Fukuoka 

Prefectural 
International 

Hall(1994)> by 
Emilio Ambasz

d) <Lego 
Towers(2007)> by 

Bjarke Ingels 
Group(BIG)

[그림3-18] 태양의 각도를 계산하여 매스를 조각하듯이 설계하여 
표절 의혹이 발생한 사례 

사례 9번의  <Mountain Dwellings(2008)>은 대지와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태양의 각도를 계산하여 공동주택의 매스를 조각하듯이 설계한 것

으로 최근 들어 흔히 나타나는 형태생성방법이지만 사례 9번의 <Turf 

Town(1967~1983)>과 <Mountain Dwellings (2008)>에 대한 갈등이 

등장했던 시기에는 드문 방법이었다. 

a) 사례 8, 
<Dupain 

Building(2004)> 
by ARM 

Architecture

b) 사례 8, 
<Arlanda 

Hotel(2007)> by 
Bjarke Ingels 

Group

 

c) <William Barak 
Building(2015)> 

by ARM 
Architecture

d) <University of 
Melbourne Arts 
West(2018)> by 

ARM Architecture

[그림3-19] 루버의 형태를 잘라 멀리서 사진처럼 보이게 설계한 건축 파사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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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번의 <Arlanda Hotel(2007)>은 루버 디자인을 통해 건축물의 

입면에서 인물의 사진이 연상되도록 설계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이를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 담론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실

제 상업적으로 잘 적용한 것(한국디자인진흥원, 2013)191)”이라며 형태생

성방법을 모방하는 것을 표절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6) 자연에 대한 모티브

자연에 대한 모티브는 [표3-9]의 사례 12에 해당하는  <Millbay 

Marina(unk.)>, <Burj al Arab(1994~199)>, <Trump Hotel in 

Panama(2007~2011)>, 사례 15번 <Supertree Grove(2012)>와 <Tree of 

Life(2015~2017)>, 사례 19번 <Arquitectonica Tower(2006~2013)> 

<Aqua tower(2006~ 2010)>처럼 개념, 구조, 규모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같은 모티브를 건축물의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건축표절 논

의의 쟁점이다. 

건축표절 관련 담론에서의 자연에 대한 모티브는 형태의 원형과 유사

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지만, 형태의 원형에 관한 담론에서는 건축물의 

추상적이고 도형적인 형상이 강조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반면 자연에 대

한 모티브에 관한 담론에서는 대지의 특성, 사용자의 성격, 건축물의 시

설 용도를 중점으로 특정 모티브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모티브를 설명하는 핵심어는 ‘sail’, ‘tree-shaped-structure’처

럼 건축물 형태 디자인에 모티브가 된 요소들과 ‘concept’, ‘icon’, 

‘vertical-garden’, ‘waterfront’처럼 자연에 대한 특정 모티브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핵심어가 있으며 이를 보충하는 핵심구절로는 표절 

논란이 발생한 건축물 대지의 특징을 설명하는 ‘popular theme for 

191) 한국디자인진흥원(2013). Did bjarke ingels plagiarize?, Retrieved February 25, 2019 
from http://www.designdb.com/?menuno=680&bbsno=20934&act=view&ztag=rO0ABX 
QANzxjYWxsIHR5cGU9ImJvYXJkIiBubz0iNTg1IiBza2luPSJwaG90b19uYXRpb24iPjwvY2F
sbD4%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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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front project’가 있다. 더불어 같은 모티브의 사용을 통해 나타나는 

형태적 유사성을 표절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모티브를 같은 방법

으로 표현한 것을 표절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the 

distinction between idea and the expression of ideas’라는 핵심구절이 

도출되었다.

 

a) 사례 12, <Millbay Marina> b) 사례 12, 
<Burj Al Arab 
(1994~1999)>

c) 사례 12, <Trump 
Hotel in Panama 

(2007~2011)>

[그림3-20] 돛을 모티브로 하여 표절 의혹이 발생한 사례 

사례 12번의 <Millbay Marina(unk.)>, <Burj al Arab(1994~199)>, 

<Trump Hotel in Panama(2007~2011)>은 모두 수변에 인접한 건축물

로 배의 돛을 형상화한 것이고 사례 19번의 <Suarez Tower(2000)>, 

<Arquitectonica Tower(2006~2013)>, <Aqua Tower(2006~2010)도 수

변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디자인에서 파도를 형상화한 건축물이

다. 

사례 15번의 <Supertree Grove(2012)>와 <Tree of Life(2015~ 

2017)>은 나무를 모티브로 하는 건축물의 표절 논란이며 표절 의혹의 건

축가는 인터뷰에서 나무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며 자신

이 표절한 것이 아니라 원작과 동일한 나무 모티브를 택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Tree of Life(2015~2017)>를 표절로 판단하는 

Peterson(2014)의 담론에서는 나무 기둥을 패턴이 있는 붉은색 철골구조

로 표현한 점과 수직 정원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이 동일하다며 이를 표

절로 판단했다.192) 

192) Peterson, S. (2014). Milan 'Supertree' Prompts Claims of Architectural Plagiarism. 
Retrieved January 22, 2019 from https://www.curbed.com/2014/12/9/10013858/ma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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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례 15, <Supertree Grove> 
vs. <Tree of Life>

b) <Stuttgart 
Airport(1998~

2004)> by GMP

c) <Getty Center, The 
Garden(1997)> by 

Robert Irwin

d) <Piazza Roofing 
of the Prophet’s 

Mosque
(2006~2010)> by 
Architeckturburo 

Rasch & Bradatsch

e) <Kursaal 
Ostia(1950)> by 
Attilio Lapadula

[그림3-21] 나무를 모티브로 하여 표절 의혹이 발생한 사례 

(7) 건축 형태의 원형

건축 형태의 원형은 [표3-9]의 사례 10번의 <Hanoi Museum 

(2005~2010)>과 <China Pavilion(2007~2010)>, 13번의 <Seoul 

Gate(1996)>과 <새천년의 문(2000)> 그리고 <Big O(2012)>, 사례 16번

의 <One World Trade Center(2006~2015)>에 대한 <Cityfront’ 

99(1961)>와 <Olympic Tower(1999)>의 소송처럼 순수한 도형적 형태

가 건축물에서 강조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이다. 형

태의 원형을 설명하는 핵심어로는 도형을 설명하는 ‘inverted- pyramid’, 

‘o-shaped-structure’와 건축물에서 도형적 형태가 강조되는 이유를 설

명하는 ‘landmark’, ‘monument’ 등이 있고 핵심구절로는 ‘a popular 

motif in modern architecture’와 ‘simple and iconic geometric from’이 

있다. 

balich-wilkinson-eyre-supertree-plagiarism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 구축 및 적용

140

 

a) 사례 10, <Hanoi 
Museum(2005~2010)> 
by GMP Architekten

 

b) <China Pavilion(2007~2010)> 
by He Jingtang

 

c) <새천년의 문(2000)> 
by 이은석 & 우대성

d) <Big O(2012)> 
by Mark Fisher

[그림3-22] 형태의 원형을 근거로 표절 의혹이 있었던 건축 사례 

분석한 담론에서 건축 형태의 원형이 높은 빈도로 언급되었지만, 건축 

형태의 원형만을 근거로 건축물의 표절을 판단한 사례는 없었다. 사례 

10번인 <Hanoi Museum(2005~2010)>과 <China Pavilion(2007~ 

2010)>은 역피라미드 형태로 설계된 건축물에서 표절 논의가 있었지만, 

Van(2015)의 담론에서는 역피라미드가 현대건축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

는 형태이므로 단순히 형태적 유사성을 근거로 표절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193) 

사례 13번의 <Seoul Gate(1996)>과 <새천년의 문(2000)> 그리고 <Big 

O(2012)>에서는 원형 띠 모양으로 설계된 기념건축물에서 표절 의혹이 

있었으며, 이르 표절이라 판단한 담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절을 주장하

였다.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전시·콘셉트·구조를 포함한 전방위 표절 

193) Van, T. (2015). Is Hanoi Museum too similar to foreign museums?. Retrieved January 
1, 2019 from https://english.vietnamnet.vn/fms/art-entertainment/139276/is-hanoi- 
museum-too-similar-to-foreign-museum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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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 트러스의 개념과 조명·음향·특수효과 장치를 내장한 원

리가 동일하다(공간지, 2012).194)”

이처럼 건축 형태의 원형으로 인해 표절의혹이 발생한 사례에서는 형

태의 원형보다는 건축물의 콘셉트, 구조, 기능, 대지와의 관계를 통해 표

절을 판단하고 있다. 

사례 16번의 <Cityfront’ 99(1961)>에서는 회전된 프리즘 형태의 건축

물 매스에서 표절 의혹이 있었고 <Olympic Tower(1999)>에서는 다이아

몬드 형태의 입면에서 표절 의혹이 있었지만, <One World Trade 

Center(2006~2015)>을 표절로 판단하지 않은 Hill(2017)은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형태의 건축물에서 유사점을 찾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울 것”

이라며 표절 의혹을 일축했다.195) 

a) <Cityfront’ 
99(1961)> 

by Jeehoon Lee

b) <One World Trade 
Center(2006~2015)> 

by S.O.M

c) <Olympic Tower(1999)> 
by Thomas Shine

d) <One World Trade 
Center(2006~2015)> 

by S.O.M

[그림3-23] 초고층 건축물에서 건축 형태의 원형으로 인해 발생한 건축표절 사례 

194) Space(2012). An insult to the symbol of an expo with hasteful changes, short 
preparation and issue of plagiarism. Retrieved February 25, 2019 from 
http://old.vmspace.com/2008_re/kor/popup/print_page.asp?cate=AR&idx=11659

195) Hill, J. (2017). Is 1WTC a Copycat Design?. Retrieved November 1, 2019 from 
https://www.world-architects.com/en/architecture-news/headlines/is-1wtc-a-copycat-des
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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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소결: 건축디자인의 특수성을 추가한 건축차용 

비평의 순서도

담론의 분석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건축계의 표절 관련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 항에서는 건축표절 의혹 사례의 

수집과 이에 대한 담론 분석으로 도출한 건축표절의 쟁점을 3가지 측면

에서 논의한다. 

첫째, 건축표절에는 다른 예술에서 논의되지 않는 표절 관련 쟁점이 존

재한다. ‘건축 기술의 전형’, ‘디지털 기술에 의한 형태생성’, ‘서양식 근

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은 현재 건축에서만 논의되는 표절 관련 쟁점이며 

건축표절의 독립적인 판단근거로 적용되고 있었다. 반면, 다른 조형예술

에서도 논의되는 표절 관련 쟁점은 ‘건축 형태의 원형’, ‘자연에 대한 모

티브’, ‘조형성이 강조되는 형태생성’, ‘상품화된 건축’이며 본 항에서 분

석한 담론들에서는 이를 건축표절의 독립적인 판단근거로 제시하지 않았

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표3-9]의 사례 7번 <경주타워(2004~ 

2007)>는 음각이라는 형태생성방법에 추가하여 재료와 구조에 의한 건

축 기술의 전형을 표절의 근거를 제시했으며 사례 13번에 해당하는 

<Seoul Gate(1996)>과 <새천년의 문(2000)> 그리고 <Big O(2012)>는 

건축 형태의 원형과 더불어 원형 트러스 구조라는 건축 기술의 전형, 건

축물의 시설 용도 등을 표절의 근거로 제시했고, 사례 15번 <Tree of 

Life(2015~2017)>도 자연에 대한 모티브와 더불어 구조 및 재료에 의한 

기술의 전형, 건축물의 시설 용도 등을 근거로 표절을 판단했다. 이처럼 

다른 예술에서도 논의되는 표절 관련 쟁점이 건축표절의 독립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건축이 학문적 표절보다 예술적 표절에 가깝

더라도 순수예술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다른 조형예술의 표절 판단 

기준을 건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그러므로 본 항에서 도출한 ‘건축 기술의 전형’, ‘디지털 기술에 의한 

형태생선’,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은 다른 예술에서의 표절과 

건축에서의 표절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는 쟁점으로써 연구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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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둘째, 건축표절의 책임과 창작에 대한 권리는 건축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조형예술은 한 명의 작가가 주도적으로 작품을 완성하

는 반면, 건축물은 완공되기까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그러므

로 표절 의혹 건축물에 대한 표절이 발주처의 요구로 발생한 것인지, 건

축가의 의도로 발생한 것인지, 구조적 한계로 발생한 것인지 등을 토대로 

표절을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김현섭(2018)의 주장처럼 

사례 6번 <삼일빌딩(1971)>의 발주처에서 건축가에게 원작과 동일한 건

축물을 설계할 것을 요구했다면 표절에 대한 주된 책임은 건축가가 아닌 

발주처에 있는 것이다.196) 한편, 사례 18번 <Gate Tower(2013)>처럼 특

징적인 구조물에 대한 창작의 권리를 건축가의 소유로 판단할 것인지 또

는 이를 현실화한 건설회사의 소유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바탕

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셋째, 건축물의 가치가 사회·문화·역사·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높게 평

가되는 경우, 건축표절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품

화된 건축’,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이 건축표절 논의의 핵심 

쟁점인 경우, 건축표절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데 이는 건축물의 가치가 

표절로 인해 퇴색될까 염려하는 우리 학계의 카르텔(cartel) 때문일 것이

다. 그러나 건축표절과 건축차용에 관한 연구의 가치는 차용의 미학적 관

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례 1번 <The Eldorado(1929~ 

1932)>, 사례 4번의 <Eiffel Tower of Sky City(2007)>, 사례 14번 <메

이콴 22nd 센츄리(2013)> 등은 표절의 판단 여부를 떠나서 건축물의 상

품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주변 지역의 산업이 활성화되어 

건축 이외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건축물이다(Bosker, 2013).197) 사례 

2 <명동극장(1934)>, 사례 6번의 <삼일빌딩(1971)>에 관한 건축표절 논

196) 김현섭. (2018). 신화를 넘어서 김중업 다시 보기. 이수정, 정한올 (편), 김중업 다이얼로그 
(1st ed., 304~337). 파주: 열화당.

197) Bosker, B. (2013). Original Copies: Architectural Mimicry in Contemporary China. 1st 
ed., Honolulu: University of Hawaiʻi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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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 김종현(2014)은 근대건축물의 가치가 표절로 퇴색될 수 없다고 

하였고, 김정동(2009)은 해당 건축물을 그 시대 삶과 연관된 가치로 평가

해야 한다고 하였다.198)199) 그러나 이는 서로 다른 가치 차원에 대한 논

의며 표절 의혹 건축물들은 건축창작, 건축차용, 건축표절의 측면에서 평

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절의 연구는 텍스트로 작성된 담론의 정성분석을 통해 건축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표절 관련 쟁점을 도출하고 현재 건축표절 관련 논의의 

현황을 정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쟁점들을 토대

로 독립적인 건축표절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단초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본 절의 연구는 담론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건축표절 관련 개

별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고, 건축표절의 

판단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을 근거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그림3-24]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에 따른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 구축의 방향성 

따라서 「3장 4절」에서는 상호연관되어 논의되는 건축계 표절 관련 

쟁점들의 관계를 살펴보고 건축표절과 관련된 건축차용 비평모형에서 논

의되어야 하는 비평적 접근법을 토대로 「3장 2절 5항」에서 도출한 차

용작품에 대한 미술비평의 최소기준을 적용한 순서도를 건축차용의 특수

198) 김종헌. (2014). 건축가의 ‘글’과 ‘건축’을 통해 본 한국 근대건축의 흐름. Space, 563, 
52~77.

199) 김정동. (2009). 명동 국립극장 재현지 우리 시대의 아련한 노스텔지어. Wide, 8, 66~72.



제3장. 건축차용 비평모형 구축

145

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한다. 

본 절에서 도출한 7가지의 표절 논의 쟁점은 상품화된 건축, 건축 기술

의 전형,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 디지털 기술에 의한 형태생성, 

조형성이 강조되는 형태생성, 자연에 대한 모티브, 건축 형태의 전형이

다. 이에 [그림3-24]과 같이 「3장 4절 1항」에서는 상품화된 건축에 대

한 건축차용 비평모형의 비평적 관점을 정리한다. 「3장 4절 2항」에서

는 건축 기술의 전형,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 디지털 기술에 

의한 형태생성을 건축차용 비평모형의 기술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과학적 

관점으로 논의한다. 「3장 4절 3항」에서는 차용미학의 관점에서 논의가 

가능한 조형성이 강조되는 형태생성, 자연에 대한 모티브, 건축 형태의 

전형을 예술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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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건축차용 비평에 대한 관점

§ 건축차용 비평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는 이유

건축표절 의혹 사례에 미학의 차용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적용하여 그 

평가를 달리하기 위해서는, 표절 의혹 사례의 건축적 의미가 무엇이고 어

떠한 가치를 지니며, 어떠한 관점에서 비평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200)

비평에 있어서 건축적 다양성을 연구한 강미현(2007)은 건축에 대한 

비평이 인간의 삶과 관계되어 있으므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의 

통합적인 의미구조를 토대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했다.201) 그렇다면 강미

현(2007)이 의미하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의 건축을 어떠한 체계

적인 방법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 

게다가 일반적인 건축비평이 아닌, ‘건축차용의 관점’이라는 ‘미학의 차

용이론’이 추가된 건축비평은 더욱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본 항에서 「3장 2절」에서 도출한 ‘차용작품이 되기 위한 미학의 최

소 기준’에 추가하여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에 따라 비평모형의 접근법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관점에서 논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건축비평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무엇보다 본 연

구의 비평모형은 ‘차용미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건축비평을 위해 구축되

었다. 따라서 자칫 비평모형이 ‘일반적인 건축표절 비평’, 또는 ‘일반적인 

건축비평’에 사용될 문제의 소지를 막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구축하는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은 ‘건축표절 의혹 사례에 대한 건축차용 비

평’을 목적으로 하며, 점차 ‘건축차용 비평’으로 발전하도록 구축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구축한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의 보다 궁극적

200) 본 절의 내용은 김영선 외(2020c)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김영선, 최재필. (2020c). 
표절 의혹 사례에 대한 건축차용 비평모형 구축.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36(11), 
117~128.

201) 강미현. (2007). 한국건축비평에 있어서 건축적 다양성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
학교, 전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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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에 따라 차용미학의 기준

이 되는 ‘고의성’과 ‘목적성’을 해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지침

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3장 2절」에서처럼, 차용작품에 대한 미술비평

의 최소 기준만을 적용하여 도출한 순서도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차용작품의 평가 기준이 되는 ‘고의성’과 ‘목적성’에 대한 정의가 비평가

의 선입견에 따라 너무 다른 의미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순서도

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우선적으로 「3장 3절」에서 건축표절 논

의의 쟁점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셋째, 비평가 개인의 감상이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차용작품에 대한 미술비평에서는 다른 미술작품과의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차용작품의 상대적 의미와 예술적 가치를 비평한다. 미술비

평이 그러하듯, 건축사의 맥락에서 표절 의혹 건축물이 지닌 상대적인 건

축적 의의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표절 의혹 건축물이 내포하는 진정한 

가치들을 살펴보고자 함이다. ‘건축의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가?’, 이는 비

평가의 선입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매우 주관적인 물음이다. 그로 인해 

건축표절 의혹 사례의 건축차용의 비평에 대해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자

료의 조사 방향성 또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는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을 범주화하는 과정을 통해 비평가의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보편타당한 자료조사의 방향성을 사전에 제시하고자 한

다.

넷째, 비평가의 감상이 타인과 공감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의 수집 방향

성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앞선 이유와 유사한 맥락에서, 건축차용 비

평을 위해 연구해야 하는 자료는 너무나 방대하다. 그러므로 건축표절 논

의의 쟁점에 따라 건축차용 비평의 서로 다른 접근법을 검토하는 단계에

서는, 비평가의 감상에 대한 설득을 뒷받침할만한 자료의 비중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명확히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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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에 대한 비평적 관점의 우선순위 도출

우선, 「3장 3절」에서 표절 의혹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논의의 주된 

쟁점을 도출하기 위해 이에 대한 담론을 분석하여 표절 논의가 어떠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3장 3

절」의 연구를 토대로 표절 논의의 쟁점을 다음의 7가지로 구분한다. 표

절 논의의 쟁점 7가지는 상품화된 건축(commodification), 건축 기술의 

전형(archetype),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westernized- 

modernization), 디지털 기술에 의한 형태생성(digitized technique), 조형

성이 강조되는 형태생성(making technique), 자연에 대한 모티브(motif), 

건축 형태의 원형(prototype)이다.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은 사례의 중요

도에 따라 연구자에 의해 우선순위가 선정될 수 있다.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

를 돕기 위해, 비평가의 시각에서 비평의 순서대로 [그림3-25]을 정리하

였다. ‘a) 담론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b)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 7가지’

의 항목 중에서 해당 사례가 어떠한 항목에 해당하는지 선정한다. 만약 

[그림3-25]에서처럼, ‘c) 쟁점의 중요도에 따른 유형 분류’에서처럼 가장 

중요한 쟁점이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이라면,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비평을 진행하고, 그다음 건축 

기술의 전형, 건축 형태의 원형에 대한 순서대로 비평을 진행한다. 

§ 본 절의 연구 요약

본 연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본 절의 연구 흐름을 

개념적으로 요약하고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이론적 근거들을 설명하도록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한

다. 그리고 건축표절 쟁점의 우선순위가 만약 ‘상품화된 건축’과 관련 있

는 경우,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상품화된 건축’과 관련이 

없는 표절 의혹 건축물의 경우에는 논의의 쟁점을 쟁점의 중요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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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접근법과 예술적 접근법으로 구분한다. 상품화된 건축을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3장 4절 1항」에

서 사례를 토대로 설명한다. 건축차용을 위한 비평에서 과학적 접근법이 

[그림3-25]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 도출 과정에 대한 개념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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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예술적 접근법으로만 평가되는 사례와 비교하

여 더 많은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3장 4절 2항」에

서 정리하였다. 건축차용을 위한 비평에서 예술적 접근법만으로도 평가

가 가능한 사례에 대해서는 「3장 4절 3항」에서 정리하도록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도출하는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의 순서는 [그

림3-26]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3-26]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의 구축 단계

다이어그램의 첫 번째 행(column)은 본 연구의 「3장 3절」에서 도출

한 7가지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이다. 두 번째 행은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 

별로 비평적 접근법을 구분한 것으로, 본 연구의 「3장 4절 1, 2, 3항」

에 해당한다. 건축차용 비평을 위해 과학적 접근법을 토대로 하는 비평의 

방법은 「3장 4절 2항」에서 살펴보고, 예술적 접근법을 토대로 하는 비

평의 방법은 「3장 4절 3항」에서 논하도록 한다.

다이어그램의 하단에서 화살표로 표현된 열(row)은 본 연구의 「3장 1

절」에 해당하며,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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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비평의 구조인 비평의 단계(기술-해석-평가)를 방법론에 적용한 순

서를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도출한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은 [그림3-26]의 마지막 행에서처럼 차용, 실패한 차용, 표절의 3

가지 판단이 가능하고, 상품화된 건축을 제외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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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건축의 상품화에 대한 관점

(1) 건축의 상품화에 대한 정의

상품화를 설명하는 영어 단어 ‘Commodification’은 자본주의 경제체

제에서 서비스, 개념, 자연, 개인정보, 예술 등이 사람들에 의해 상업적으

로 거래가 가능한 상품으로 인식되는 현상을 의하는 신조어이다.202)203) 

「English Dictionary(n.d.)」에서도 ‘commodification’은 예술 등의 상

업화 또는 상품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204) 

건축에서 ‘commodification’이라는 용어는 2005년 케네스 프램튼

(Kenneth Framphon)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205)206) 프램턴은 비판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에 대한 이론의 틀을 바탕으로 스펙터클

(spectacle)에 점점 치중하는 건축문화를 지적하며 건축의 상품화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램턴에 의해 제안된 건축에서

202) Maloney, L. (Unk.) The Commodification of Human Beings. Retrieved November 19,  
2020 from http://nulawreview.org/extralegalrecent/the-commodification-of-human-beings

203) Wilsterman, J. M. (2008). The Human Commodity. Retrieved November 19,  2020 

from https://www.thecrimson.com/article/2008/6/4/the-human-commodity-nice-harvard 
-degree/

204) Commodification. (n.d.). English Dictonary. Retrieved November 19, 2020. from 
https://en.dict.naver.com/#/entry/enko/f82415d6509f4fd591b130b4165f3d17

205) Frampton, K. (2005). “Introduction: The Work of Architecture in the Age of 
Commodification,” Commodification and Spectacle in Architecture, 1st ed.,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ix~xviii.

206) 물론, 프램튼 이외에 유사한 시기에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Anthony Antoniades(1994), 
Chaels Jencks & William Chaithkin(1991), Aaron Betsky(1992), Alexande Tzonis(1993), 
김원갑(1991), 이재준(1995) 등이 건축의 상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으나, Frampton(2005)
이 처음 ‘commodification’이라는 신조어를 직접적으로 건축에 적용하였다. 
ref. Antoniades, A. (1994). 건축시학 (김경준 역). 서울: 도서출판국제, 172~149. (원서발
행년도 1990).; Jencks, C. & Chaitkin, W. (1991). 현대건축의 동향 (최두길 외 2 역). 도
시: 태림문화사, 143. (원서발행년도 1982).;  Betsky, A. (1992). 바이오레이티드 어펙션 
(정태용 역). 도시: 영문출판사, 169~181. (원서발행년도 1990).; Tzonis, A. (1993). 건축적 
사고의 구조 (이강헌 역). 도시: 태림문화사, 143. (원서발행년도 1990).; 김원갑. (1991). 현
대건축디자인에 미친 아방가르드 이론과 과학패러다임의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이재준. (1995). 상품미학과 현대 건축디자인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석
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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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ommodification’과 같은 의미로 ‘상품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207) 

예술의 상품화와 구분하기 위해 이를 ‘건축의 상품화(commodification 

in architecture)’로 설명하도록 한다.

(2) 미술의 상품화에 대한 차용미학의 비평적 관점

본 연구는 차용미학의 개념들이 건축물의 창작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미학 이론과 건축의 실용적 측면에 대한 융합을 제안하는 연구

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전반적인 기조는 차용미학의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에 차용미학의 관점에서 표절로 비난받는 상품미술과 같은 맥락에서 

건축의 상품화를 건축차용 비평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물론 다양성이 존

중되는 현대의 미학에서 상품의 ‘미(美)’ 또한 하나의 학문으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철학자 볼프강 하우크(Wolfgang Haug)

는 상품에서 나타나는 ‘미’를 ‘상품미학’이라는 학문으로 발전시켰다. 하

우크에 따르면 상품미는 자본주의 체제의 현실원리를 고스란히 실현시키

는 미적 도구이다.208) 하우크는 상품미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

다.

“자본주의 내에서의 감각의 운영 및 욕구 발전의 사회적 분석에 

관한 기교(세계미술용서사전, 1999).”209)

이는 상품미학에서의 미가 결국 미적 차원에서 논의되기보다는 심리학

207) 『Commodification and Spectacle in Architecture(2005)』은 Harvard Design Magazine
에서 William Saunders(ed.), Kenneth Frampton(intro.), Michael Sorkin(aut.), Michael 
Benedikt(aut.) 등이 참여하여 현대건축이 직면한 이슈들을 건축계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알려주기 위해 출판한 시리즈의 첫 번째 편이다. 본 항에서 이야기하는 ‘건축의 상품화와 스
펙타클(Commodification and Spectacle in Architecture)’ 이외에도 ‘도시 팽창과 교외의 생
활방식(Sprawl and Suburbia)’, ‘현재의 도시계획(Urban Planning Today)’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208) Haug, W. (1994). 상품미학비판 (김문환 역). 서울: 이론과 실천. (원서발행년 1971).

209) 상품미학. (1999). 세계미술용어사전. Retrieved November 19, 2020. from  https://term
s. naver.com/entry.nhn?docId=894470&cid=42642&categoryId=4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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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용에서 연구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와 함께 아브라함 몰르

(Abraham Moles)에 따르면 상품의 미는 판매를 위한 수단으로써 도구

적인 미일 뿐, 결과적으로 미학적 의미 없이 자본주의의 원칙에 의해 제

작된다고 했다.210) 

본 항에서 이야기하는 ‘상품화’는 앞서 차용미학의 이론적 배경을 이야

기하며 앤디 워홀(Andy Warhol)과 같은 포스트모더니즘 작가들이 근대

미술이 남겨놓은 과다한 유산으로 인해 설치미술, 퍼포먼스, 사회 참여 

등 미술 외부의 광범위한 영역을 탐구했던 것과는 다른 맥락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하자면, 이승현(2015)은 연구에서는 후기자본주

의를 넘어 자본주의의 과잉으로 생겨난 신자유주의 작가들이 워홀의 시

대와 달리 예술의 경계를 지나치게 오도하여 비즈니스적인 상품미술을 

추구하는 것을 비판하였다.211)

a) <A Thousand 
Years(1990)>

b) <The Physical 
Impossibility of Death in 

the Mind of Someone 
Living(1990)>

c) <For the Love of 
God(2007)>

[그림3-27] 데미안 허스트(Demian Hirst)의 작품 사례

예를 들어 현대미술 작품 중 가장 비싸게 거래된, 소위 가장 유명한 현

대미술 작품의 작가로 알려진 데미안 허스트(Demien Hirst)의 경우, 소

머리, 파리, 구더기 등을 이용한 <A Thousand Years(1990)>, 포름알데

히드 용액에 부유한 상어를 보여준 <The Physical Impossibility of 

Death in the Mind of Someone Living(1991)>, 실제 18세기 30대 중반

210) Moles, A. (1995). 키치란 무엇인가? (엄광현 역). 서울: 시각과 언어. (원서발행년 1972).

211) 워홀의 시대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사물의 복제를 통해 상실된 아우라(aura)를 예술의 아
우라로 충분히 비평할 수 있었던 반면, 예술과 상품의 경계가 더욱 밀접해진 허스트의 시대
는 담론차원의 아우라에 대한 생성이 아닌, 진정한 아우라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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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골을 백금으로 주조하고, 여기에 86,001개의 다이아몬드를 박은 작

품 <For the Love of God(2007)>처럼 ‘충격가치’라는 새로운 미적 효과

를 추구하며 죽음이라는 주제를 파격적으로 표현하였다.212)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술의 상품화에 대한 모순이 발생한다.

“소위 ‘최고’의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가의 작품을 만드는 

작가가 되어야 했다. 최고가의 작품을 만드는 작가 되기는 예술작

품도 제조원가가 있는 하나의 상품이라는 단순한 발상에서 출발

한다. 

허스트는 약 200억 원에 육박하는 원가를 들여서 다이아몬드와 

백금으로 인간의 두개골을 화려하게 장식하여 당대작가 최고자의 

작품을 만들었다. 비용은 대부분 다이아몬드와 백금을 구입하는데 

들어갔으므로, 유사시 해체하여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제작이 완료됨과 동시에 바로 200억 원의 현금 가치를 가

지며, 허스트를 당대 최고가의 작가로 만들어 줄 수 있었다. 게다

가 판매 예정가는 당시 역대 미술품 거래 최고가에 맞추어 책정되

어서 판매시 역사상 최고의 화가 반열에 오르도록 구상되었다. 

[...] 

미니멀리즘 이후 제도비판이 미술의 주요한 한 분야로 자리매

김했지만 결과적으로 작가의 제도편입을 도와주었을 뿐, 제도 자

체에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다. [...] 

<신의 사랑을 위하여> 하나의 원본으로 다양한 이미지의 판화

를 제작하면서, 허스트는 제작 첫 해에 제작권가에 해당하는 판화

를 복제했고, 이후 몇 차례에 걸친 추가 제작으로 2012년 말까지 

당시 발표된 판매금액에 해당하는 판화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

다(이승현, 2015).”

212) 이승현(2015)은 “후기자본주의 시대는 필요이상의 과잉생산능력이라는 의미에서 이미 체
제의 내적 모순이 드러난 과잉상태였다. 그리고 이후의 자본주의는 이러한 내적 모순을 은폐
하고 그 해소를 지연시키면서 과잉상태를 극대화시켜온 것이다(이승현, 2015)”라고 이야기하
며, 허스트의 작품이 작품의 본질을 생략한채 내러티브만을 추상화하고 숭고화한다고 비난했
다. 이승현. (2015). 신자유주의 시대 미술의 두 가지 가능성. 현대미술사연구. (37),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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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8] 데미안 허스트(Demian Hirst)의 <For the Love of God> 시리즈
출처: www.denisbloch.com & www.artsy.net

허스트의 초기 작품에서 죽음의 공포를 이야기하며 현대인에게 시각적 

충격을 더하며 미학적 가치를 탐구했던 것과는 달리, 점차 그의 작품은 

미적 가치의 추구보다는 죽음에 대한 표상만을 숭고화라고 있다.

본래 차용미학을 통하여 예술가들은 ‘예술작품은 새로워야 한다’라는 

근대예술의 본질적인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이는 근대예술이 자

본주의와 상업주의에 물들어 진정한 예술을 실천하지 못하고 작가의 천

재성이나 작품의 독창성과 같은 예술의 상업화가 만들어낸 허구적 장치

들에 의존하는 태도를 비판하기 위함이었다.213) 

그러므로 근대미술의 상업화가 아무리 예술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하였

더라도, 질(quality)적인 측면에서 예술의 하향 평준화를 이루어 예술작

품의 상품화를 촉진했다는 비난을 받는 만큼 상업화를 목적으로 차용된 

작품은 차용미학으로써의 가치를 잃게 된다.

213) 차용미술은 근대미술에서 나타난 예술사의 단절과 독창성의 강요를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미적 행위를 즐기는 것이다. 김원희. (2002). 포
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차용과 반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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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의 상품화에 관한 선행연구 

물론 상품화된 건축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이를 차용미

학의 관점에서 논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시작된다. 오늘날의 정보사

회는 물질적 특성이 대상으로서만 아니라 감각적 소통과 예술 영역의 주

체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건축에 상품화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자면, 정

승안 외(2015)는 건축이 물질적 가치 관점에서 사회적 표현의 대상이 되

어버린 현실을 반영하여, 건축을 통해 표현된 사용가치, 교환가치, 상징

가치에 관해 분석하기도 하였다.214) 그리고 김영훈(2008)은 연구에서 초

고층 아파트 활성화 및 경쟁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이나 

건설업계에 유익한 참고체계를 제공하는 목적에서 일본의 초고층 아파트

에서 나타난 상품적 가치에 관해 연구한 사례도 있다.215) 더불어 완벽하

게 키치적 입장에서 건축을 해석한 연구도 진행중인데, 최순섭 외(201

3)216), 송석현(2011)217), 박정란 외(2007)218)는 키치를 건축에 적용하여 

상업건축에서 두드러지는 향토적, 토속적, 이국적, 이질적 건축 이미지가 

소비심리를 만족시키는 현상에 관해 연구했다.

(4) 건축의 상품화에 대한 건축차용의 비평적 관점

이에 본 연구의 기조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건축의 상품화에 대한 

건축차용의 비평적 관점을 설명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건축의 상품화에 

대해 차용미학과 동일한 기조를 갖고 있다. 

214) 정승안, 문정필. (2015). 건축에 투영된 사용가치의 사회적 표현. 사회사상과 문화, 18(3).

215) 김영훈. (2008). 일본 초고층 아파트의 상품 기획 경향 및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
회 논문집: 계획계. 24(7). 85~96.

216) 최순섭, 오준걸. (2013). 서울 근교 교외소비지역 ‘건축의 스펙타클화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9(5), 151~158.

217) 송석현. (2011). 현대건축 디자인의 키치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
계. 27(11), 223~230.

218) 박정란, 이홍규, 동정근. (2007). 현대 상업건축의 외형에 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6(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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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는 많은 건축물(architecture)이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건축되며, 

건축에서 자본을 배제하고 건축물의 창조를 생각하는 점이 불가능에 가

까운 일이 되었지만, 공간적 의미보다 자산가치로 논의되는, 달리 말해 

소비의 순환구조에 편입된 건물(building)은 건축비평의 측면에서 차용미

학으로 논의할 명분이 사라진다. 차용미학은 대중과의 미학적 소통

(communication)을 통하여 알레고리적 의미를 창출하는 데 반해, 건물

의 상품화는 대중과의 소통이라는 명목하에 기호와 이미지로써 소비되는 

도구를 생산할 뿐, 차용 건축으로서 새로운 예술적 의의가 전혀 없다.

a) Fisherman’s 
Wharf Colosseum 

in Macao

b) Moai in 
Beijing, China

c) Hallstatt in 
Huizhouo, China

d) The Gherkin 
in Jiangsu, China

[그림3-29] 중국의 스펙타클 건축 사례
  

[그림3-29]에서 보이듯이, 건축의 표절 사례 중에도 ‘표절’을 ‘상품화’

처럼 자본주의 시대의 사회적 현상으로 포장하려는 시도가 많다. 이에 추

가하여 설명하자면, 건물 상품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와 같은 대량생산된 공동주택, <광화문 교보빌딩(1980)>처럼 기업 본사

의 건물을 외국 건축가에게 의뢰하고 지사 건물의 입면을 유사하게 복제

함으로써 브랜드를 상징하는 건축물의 입면도 포함된다. 더불어 마카오

의 <Fisherman’s Wharf Colosseum(2005)>과 <Eiffel Tower in Sky 

City(2007)>처럼 해외 유명 건축물을 그대로 옮겨옴으로써 허구의 경험

만을 제공하는 스펙터클(spectacle) 건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광화문 교보빌딩>을 예를 들어 스펙터클 건물을 설명하자면, 교보생

명의 창업주 신용호 회장은 일본 방문 중, <동경주재 미국대사관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in Tokyo, 1976)>의 건물에 반해 이와 

똑같은 형태의 빌딩을 건설하기로 하고, <동경주재 미국대사관>의 설계

자인 시저 팰리(César Pelli)에게 동일한 건축물의 형태와 설계도면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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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하였다.219) 그 후, 교보생명은 ‘교보’라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우리나라

의 각 지방에 이식이라도 하듯이 자기복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보

생명 전주사옥>은 서울 광화문에 사옥의 모습을 그대로 복제하고 부지의 

크기에 맞게 축소한 모습을 한다. 이에 더해 2010년 이후 시행된 전국의 

교보생명 사옥에 대한 리모델링에서는 마리오 보타(Mario Botta)가 설계

한 <교보타워(2003)>의 건축적 언어를 복제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각 지방이 지니는 지방색이나 도시적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BI(brand identity)만을 강조하는 건축주의 강요로 인한 스펙터클 건축이

다.220) 

 

a) <동경주재 
미국대사관(1976)> 

by César Pelli

b)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1977~1980)>

 by César Pelli 

c) <교보생명 
전주 사옥>

d) <교보생명 
목포사옥>

e) <교보타워(2003)> 
by Mario Botta

f) <교보생명 
인천 사옥>

g) <교보생명 
대전 사옥>

h) <교보생명 
대구 사옥>

[그림3-30] <교보생명 빌딩>을 통해 살펴본 스펙타클 건축 사례

스펙타클 건물은 Frampton(1980)과 이재준(1995)의 연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프램튼은 그의 저서 『Modern 

Architecture(1980)』에서 ‘장식된 창고(decorated sheds)’221)라는 용어

219) 정진섭. (1991, July 28). “서울은「사대주의」스카이라인” 명물빌딩 설계 외국인 독차지…
“외화낭비”. 경향신문, 5. Retrieved Feburary 6, 2021 from https://newslibrary.naver.com/ 
viewer/index.nhn?publishDate=1991-07-28&officeId=00032&pageNo=1#

220) 하진아. (2007). A Study on Architectural Design for a Reactivation of Contemporary 
Urban ‘Elan Vital’, Master De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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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건축의 상품화를 비판하였으며, 상품미학과 현대건축의 관련성을 연

구한 이재준(1995)은 건축에서 나타난 상품화의 특징을 양식적인 모방으

로 국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이는 건축주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건축가들이 역사적 양식에 대한 건축적 의미를 변질시키고, 전통적

인 것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 허구적인 건축을 양산하는 행위

라고 비판하였다. 더불어, 건축의 상품화가 건축의 진정한 혁신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지며, 외적인 것에 치중하게 된다고 하였다.222) 

이러한 건축의 상품화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건축과 건설에서 만족시켜

야 하는 경제적 측면의 합리성을 고려하는 것과는 별개로, 건축이 장소적

(place) 의미로 이해되기보다는 상품성을 지니도록 디자인된다는 것이다. 

특히 스펙터클 건물은 일상의 장소와 거리를 두고 허구의 경험만을 만들

어 내는 공간이다. 스펙터클 건물은 대중과의 소통이 가능하더라도 장소

와 경험으로서의 공간 체험을 통한 건축적이고 미학적인 소통이 이루어

지지 않는 단절된 건물 유형이며, 따라서 건축차용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21) Frampton, K. (2007).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London: Thames & 
Hudson, (원서발행년 1980).

222) 이재준. (1995). 상품미학과 현대 건축디자인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
학교,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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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과학적 관점

비트루비우스가 건축의 3요소를 ‘기능, 구조, 미’라고 규정하고, 차용미

학의 관점에서 건축차용의 ‘미’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였을 때, 기

능, 구조에 대한 논의가 차용의 건축적 특성으로 구분되어 논의될 수 있

을 것이다. 이를테면, 「3장 3절」에서 도출한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 중, 

‘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예술적 관점으로 논의할 수 있다면, 기능과 

구조에 해당하는 쟁점들은 본 항에서 논의하는 건축환경을 구축하는 기

능과 구조적 측면에서 과학적 관점으로 논의가 가능한 것이다. 어떻게 보

면, 이러한 기능과 구조에 해당하는 쟁점들이 건축환경 구축을 위해 시각

적으로 유사성이 발생하는 필연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

각적으로 유사한 기능과 구조가 건축차용의 관점에서 어떠한 의의가 있

는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건축차용 비평에서 기술(技術; tectonic)적인 요소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한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은 ‘건축 기술의 전형’, ‘서양식 근대

화 과정의 동양 건축’, ‘디지털 기술에 의한 형태생성’이다. 해당 건축표

절 논의의 쟁점에서 도출되는 공통점은 미술비평의 차용작품에서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해당 쟁점은 차용미학의 관점에서 고의성과 

목적성을 해석하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다만, 예술성에 대한 경우는 

차용미학의 기준을 적용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이에 본 항에서는 과학적 관점에 대한 건축차용의 비평적 관점이란 무

엇인지 정의하고, 건축차용 비평에서 과학적 관점이 갖는 의의를 토대로 

과학적 관점에 대한 건축차용의 비평적 관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1) 건축차용 비평의 과학적 관점에 대한 정의

 「3장 3절」의 결과를 토대로, 건축차용 비평에서 과학적 접근이 필

요한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은 ‘건축 기술의 전형’,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 ‘디지털 기술에 의한 형태생성’이다. 해당 쟁점의 공통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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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구축성과 관련이 있어, 미술의 차용작품에서는 논의되기 어렵다

는 점이다. 그로 인해 과학적 관점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은 차용미학의 관점에서 고의성과 목적성을 해석하는 기준이 뚜렷하

지 않다. 이에 각각의 쟁점을 토대로 건축의 기술적 관점이란 무엇인가 

정의하고자 한다.

§ 건축 기술의 전형에 대한 정의

「3장 3절」에서는 연구에서는 건축 기술의 전형에 대해 유사한 구조

체계, 공법, 재료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물의 표절 의혹으로 정

의하였다.

현재 건축 기술의 전형이 건축표절 논의에서 쟁점이 되는 이유는 건축

사가의 독창성에 대한 잘못된 선호의식 때문이다. 에토우는 이러한 건축

계의 잘못된 선호의식으로 인해 건축에서는 ‘신종’이고 ‘신원형’의 건축

물들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223) 물론 건축이 기술과 함께 진보하는 측

면에서 건축가가 새로운 구조체계, 공법, 재료 등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건축 계획을 시도하는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는 업적이다. 그러나 건축

물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리적 공간으로 구축되어야 하므로 건축환경은 

어쩔 수 없이 일부의 표준유형을 근거로 디자인된다.224) 이에 새로운 구

조체계, 공법, 재료 등을 처음으로 적용한 건축가의 업적을 인정하되, 이

러한 건축 기술의 전형을 개인의 고유한 창작성이 반영된 창작물로 판단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23) Attoe, W. (1997). 건축과 비평 (이동건, 이재기, 역). 서울: 두영, 19, 23. (원서발행년 
1978). 

224) 본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건축 기술의 전형’은 콰트르메르 드 퀸시(Quatremère de 
Quincy)가 정의한 건축에서의 ‘유형(type, typology)’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퀸시가 정의
한 유형은 ‘동일한 문화권에서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사회구성원 다수가 공유하는 건축 구성
의 기본 원칙’,‘문화권의 성격이나 프로그램의 성격을 규정하는 건축 구성의 기본원리’를 의
미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기술의 전형은 ‘기술(technology)의 발전에 따라 건축
사에 새롭게 등장한 구조, 공법, 재료 등의 표준유형’을 말하는 것이다. 



제3장. 건축차용 비평모형 구축

163

§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에 대한 정의

「3장 3절」에서는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에 대해 동양권의 

개발도상국에서 유명한 서양의 근대건축물을 모방하거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근대적인 공법, 재료 등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축

물의 표절 의혹 사례로 정의하였다.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복잡한 사안이며, 이로 인해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에

서 표절 의혹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은 대부분 터부시되고 있다. 그러

나 건축 기술의 전형과 마찬가지로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디자인의 과학적 측면에서의 업적을 논의하고, 비평의 대

상이 되는 건축물을 통해 건축계의 어떠한 발전이 있었는지 비평해야 한

다. 이에 유사한 시기에 건축된 건축물과의 비교를 통해 비평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상대적 가치를 논의할 수 있고, 더불어 건축가 개인의 건

축관 발전에 대한 해당 건축물의 영향력 등을 논의할 수 있다.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근대적인 공법, 재료 등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절 의혹은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겉으로 보이는 형태만 베꼈는지, 아니

면 전통적인 건축양식에 대해 건축가 개인의 해석이 추가되어 전통적인 

양식의 현대화를 추구하였는지에 논의함으로써 건축차용으로서의 가치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 기술에 의한 형태생성의 정의

디지털 기술에 의한 형태생성은 알고리즘과 같은 기술의 사용을 통해 

건축물의 형태가 생성되고 디자인되는 디지털 건축 분야에서 증가하는 

표절 논의의 쟁점이다. 

디지털 기술에 의한 형태생성에 대해서는 현대미술의 추상표현주의를 

창시했다고 할 수 있는 비평가 클래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urg)

의 말을 통해 건축에서의 표절에 대한 일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현대예술의 선구적 실험과 시대착오적 복제를 구분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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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독창성을 제시하며, ‘아방가르드는 과정(process)를 모방하지만, 키

치는 결과를 모방한다’고 했다. 아방가르드적 실험으로 일관된 모더니즘

에서 개념적 전개와 그 영향을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말초적 결과를 

복제하고 재생산하는 것은 저급의 예술에서나 나타나는 역사적 퇴행이라

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건축에서 표절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모방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념적 맥락과 상관없이 결과로서의 

형태를 차용하는 태도를 표절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3d 설계 도구와 이에 대한 작업환경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제한적인 환경에서 디자인되는 건축물의 유사성을 

차용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계속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설계도구를 사용한 곡면의 생성방법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한데, 3d 작업환경에서 생성되는 곡면의 모델링 방법에는 한계

가 있고, 그로 인해 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링 기법이 제한적일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설계 
도구

작업환경(simulation 
interface)

설계 
도구

작업환경(simulation 
interface)

Auto
CAD

Rhino

3Ds 
Max

Maya

Sketch-
up

CATIA

BIM Form-Z

[표3-11] 3d 설계도구와 작업환경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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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차용 비평의 과학적 관점

§ 건축 기술의 전형에 대한 비평적 관점

표절 의혹 건축물의 차용비평 관점에서는 ‘얼마나 독창적이고 혁신적

인 신종인지’에 대한 측면보다는, 표절 의혹 건축물이 ‘기술의 전형을 어

떻게 새롭게 재해석했는지’, 또는 ‘차용을 통해 얼마나 새로운 건축적 의

의를 만들어 냈는지’의 관점에서 표절 의혹 건축물의 건축적 의의에 집중

해야 한다.225)

 a) <Seagram 
Building(1958)> by 

Mies van der 
Rohe

b) <삼일빌딩(1971)> 
by 김중업

c) <Lever 
House(1952)> 

by S.O.M

d) <UN Secretariat 
Building(1952)> by 
Oscar Niemeyer, Le 
Corbusier  Wallace 
Harrison, & others

[그림3-31] Curtain-Wall 방식의 오피스 빌딩 사례
  

이에 추가하여 유사한 구조체계, 공법, 재료의 사용으로 구축된 다른 

건축물들과의 비교를 통해 표절 의혹 건축물의 차용을 평가해야 한다. 예

를 들어 <씨그램빌딩(Seagram, 1958)>에 대한 <삼일빌딩(1971)>의 건축 

차용비평에서는 ‘<씨그램빌딩>과 비교하여 <삼일빌딩>이 평면의 구성을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동일한 커튼월 공법을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삼일빌딩>이 <씨그램빌딩> 및 유사한 커튼월 공법의 오피스빌딩인 

<레버 하우스(Lever House, 1952)>, <UN 본부(United Nations 

Secretariat Building, 1952)>와 비교하여 건축적으로 얼마나 특별한 의의

를 만들었는지’에 관한 해석을 통해 기술의 전형으로서 <삼일빌딩>의 건

225) 에토우는 건축의 기술이 디자인 결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비평을 위한 것으로서도 수용
될 수 있으며 좀 더 나은 개선책이나 이에 대한 희망을 지워버릴 필요는 없다고 했다(Attoe, 
1997; 1978). Attoe, W. (1997). 건축과 비평 (이동건, 이재기, 역). 서울: 두영, 19, 23. (원
서발행년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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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 의의를 기술적으로 접근하여 비평할 수 있다.

§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에 대한 비평적 관점

우선, 근대화의 표상으로서 서양의 유명한 최신 건축물을 모방하는 경

우에는 건축주가 국가나 기업인 사례가 많고, 권력을 바탕으로 건축가에

게 구체적으로 표절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건축주의 건축 배경, 

표절에 대한 건축주의 요구, 국가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동향까지 거시적

인 측면의 자료를 바탕으로 표절 의혹 건축물의 차용에 대한 고의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한 <삼일빌딩>은 기본설계부터 완공까

지 한국 건축가에 의해 지어졌다는 점과 고층 빌딩의 건설을 통해 개발

도상국의 열등의식을 감소시켜주었다는 사회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삼

일빌딩은 당시 조국 근대화를 추진하던 정권에 의해 ‘건축적이지 않은’ 

기념비성을 부여받음으로써 건축을 정치적 선전도구로 사용했다는 문제

가 있다(전우식, 2011).226)227) 또한, 자타공인 코르뷔지에의 제자인 김중

업이 미스의 건축물을 복제했다는 점에 대해 “건축주 삼미그룹의 요구에 

따른 부득이한 귀결(김현섭, 2018)”이며 “한 건축가가 전혀 다른 건축적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당시 일천했던 한국 건축의 속살을 보여주는 증거

(김현섭, 2018)”라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다.228) 

리오넬로 벤투리(Lionello Venturi)는 진정한 건축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회적 의미와 건축적 의미를 분리해서 분석하고 판단

226) 전우식. (2011). 서울 종로구 관철동 삼일로 빌딩의 건립배경과 건축특징에 관한 연구. 석
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227) 신생 독립 국가들은 기념비적인 건축물의 건립을 통해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자 했다. 또 다른 예로 서양식 근대화의 기념비로서 김수근의 자유센터는 공동체 신화의 환
상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을 망각하고 전체에 동화되려는 욕망을 부추기는 시각 매체이자 정
치적인 선전물로 사용되었다. 강혁. (2012). 김수근의 자유센터에 대한 비평적 독해, 건축역
사연구, 21(1), 135~154.

228) 김현섭. (2018). 신화를 넘어서 김중업 다시 보기. 이수정, 정한올 (편), 김중업 다이얼로그 
(1st ed., 304~337). 파주: 열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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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29)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건축에서 서양식 근대화

를 접한 지 어느덧 100여 년이 흘렀다.230) 과거에는 판단하기 어려웠던 

근대건축의 수용 과정과 당시 건설된 건축물들의 건축적 가치에 관한 연

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온정주의와 전문가 집단의 카르텔을 

넘어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표절 의혹 건축물들에 대한 진정한 건축적 

의의를 찾는 비평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양식 근대화로 인한 건축표절의 또 다른 유형은 전통적인 건축양식

을 근대적 공법, 재료 등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임석재

(1995)는 이 과정을 세계적인 흐름에 보조를 맞추는 동시에 전통 건축을 

현대적으로 부활시키고자 하는 건축계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시

행착오라고 표현하였다.231)

본래 서양의 근대화는 역사적 이론을 바탕으로 건축의 논리 구조상 완

결성과 균형을 가져다줄 새로운 건축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 추구 운동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안타깝게도 전후복

구 및 경제발전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함께 근대건축의 의미가 기능주의 

건축으로 둔갑하게 되었다. 이에 전통 건축이 근대화를 받아들이고 접목

되는 양식사적 과정이 결여한 채, 생산성과 효율성이 건축의 유일한 근대

적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시행착오적 건축물이라고 해서 건축적 의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차용미학의 관점에서는 ‘전통 건축의 어떠한 요소를 근대건

축의 언어를 이용해서 재해석했는지’, 이를 통해 ‘전통 건축이 지니는 건

축적 의미는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등의 건축적 의의에 대해 기술적으로 

229) Venturi, L. (1964). History of Art Criticism. New York: EP. Dutton, 20~21.

230) 일부에서는 근대건축사의 시작을 1876년 개항과 1899년 대한제국 성립을 기점으로 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인 건축가들이 외국인 건축가들 밑에서 도제생활을 거치고, 양식주
의적 면을 탈피하며 서양식 근대화를 수용하게 된 시기는 1920-30년대 이후부터이다. 김영
재. (2013). 나카무라 요시헤이의 서양건축양식의 수용과정과 그 의미,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9(5), 159~170.

231) 임석재. (1995). 서양 근대건축의 수용과 한국 현대건축의 문제. 건축역사연구, 4(2), 
13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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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여 비평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과 상품화된 건축은 사회·문화적 대상

으로 건축적 의의를 판단할 수 있다.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은 

서구의 건축양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로 발생하는 건축물과 

전통적, 토착 건축물을 근대적인 재료로 표현하려 했던 건축물에서 발생

하는 표절 논의의 쟁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서양식 근대건

축을 수용하였던 동양 건축에서는 서양의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수용하기

도 하였고, 서양의 근대적 건축 시설을 수용하기도 하였다. 서양식 근대

건축을 수용하는 데에는 국가에 따라, 서양식 근대건축을 수용하고자 하

는 목적에 따라 각 상황에 서로 다르게 적용되었으며, 서양의 건축문화를 

이식한다기보다는 이국적인 건축물의 형태에 국한하여 서양식 근대건축

을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도 1930년을 전후로 서양

식 근대건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관한 과거의 선행연구가 서

양식 근대건축의 영향을 받은 건축물의 수요를 조사하는 것에 그쳤다면, 

최근의 연구에서는 서양식 근대건축의 형태적 특징과 양상, 그리고 이에 

대한 건축적 의의를 고찰하는 선행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상훈(2003)232)은 국내 근대건축의 형태적 특징들이 나타

나는 과정에 대한 3가지의 양상을 확인한 바 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식 근대건축을 하나의 건축양식으로 받아들여, 이를 적용한 건축물

에 대해 최고의 또는 최신의 건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는 서양식 근대건축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동경하며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근대건축

의 형태로 존재하는 건축시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서양식 근대건축과 

시각적으로 유사한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해 강상훈

(2003)은 서양식 근대건축을 수용한 우리나라 근대건축의 성격을 크게 2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이는 선정성의 표상과 합리성의 추구였다. 이러한 

우리나라 근대건축의 성격은 식민지적 근대화 과정의 국가들에서 통용된 

근대건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고, 이 두 가지 성격은 서양식 

232) 강상훈. (2003). 일제강점기 근대시설의 모더니즘 수용.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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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건축의 수용과정과 목적에 따라 공존하거나 대립될 수 있다고 정리

하였다. 이처럼 과거에 연구되기 어려웠던 근대건축의 수용 과정과 그 건

축적 가치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제 우리는 표절 의혹 

건축물의 상대적 건축적 의의를 고찰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a) <오가쓰간(Lokusai Theater)> 
by Sengoku Shotaro

b) <명치좌; 명동극장(1934)> 
by Tamata Ishibashi

[그림3-32] <오가쓰간>과 <명치좌> 사이의 표절 의혹

건축사적 가치와 건축표절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하는 경우에 관해 구

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자면, <명치좌(1934)>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인 건축가 다마타 이시바시(Tamata Ishibashi)에 의해 디자인된 영

화관이자 극장이다. 이를 연구한 김정동(2009)은 명치좌가 일본 도쿄 아

사쿠사의 극장 <오가쓰간(Gatsugan Theater, 1930)>를 표절하였다고 주

장하였는데, 평면도가 같고 우리나라 건물로는 생소한 바로크 양식으로 

준공된 점에서 표절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김정동(2009)은 건축표절

이더라도 <명치좌>의 문화사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 

<명치좌>를 우리나라의 국립극장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233)234) 

<덕수궁 석조전(1990~1909)>의 경우, 영국인 건축가 하딩(G.R. 

Harding)에 의해 건축되었고, 신고전주의 양식에 이오니아식 주두장식이 

233) 김정동. (2009). 명동 국립극장 재현지 우리 시대의 아련한 노스텔지어. Wide, 8, 66~72.

234) 김호경. (2009). 명동 국립극장은 ‘짝퉁’...1936년 건립 당시 日유명 극장 디자인 그대로 
베껴. Retrieved Feburary 6, 2021 fr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 
005&aid=000035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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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인 건축물이다.235) <덕수궁 석조전>이 서양의 건축양식을 수용한 이

유는 당시 대한제국의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쇄국주의자였던 대원군이 물러나고, 그 후 고종의 문호개방 정책을 취하

면서 우리나라도 세계 근대화의 흐름에 합류하고자 하였다. 이에 외국 사

절의 접견, 외국 귀빈의 숙소, 황실 행사 등을 위해 서양식 건축물의 필

요성이 증가하였고, 조선의 발전정도를 과시하고 세계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서양의 건축양식으로 <덕수궁 석조전>을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236) <덕수궁 석조전>이 영국, 한국, 일본의 기술자에 의해 건축된 

반면, <경희대학교 본관(1956)>은 순수 국내 기술로 기어진 석조 건물인

데, 오은경(2018)에 따르면,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건축된 <경희대학교 

본관>은 삼각형의 박공지붕에 태극 밍 무궁화 문양 등 한국적인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여 건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중앙부의 14개 기둥

은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14개 구역에서 우리나라

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육성한다는 의지를 상징한다고 하였다.237) 

<덕수궁 석조전>과 <경희대학교 본관>의 경우, <대영박물관(British 

Meseum. 1867)>을 표절하였다는 의혹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표절 의혹

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자 서양의 건축양식을 수용하였더라고, 근대화를 시도하되 우리의 정체

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결과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238)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에서 표절 의혹이 있는 경우는 우리나

라에서 뿐만이 아닌데, <Viman Phra In(2016)>는 예산 문제로 취소된 

프로젝트 <Crystal Tower(2007)>를 표절하였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사

235) 강성원, 김진균. (2008). 덕수궁 석조전의 원형 추정과 기술사적 의의. 대한건축학회 논문
집: 계획계, 24(4), 141~148.

236) 이희분, 한경수. (2020). 근대전환기 경운궁·창덕궁의 서양 식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식공간학회, 15(1), 81~97.

237) 오은경. (2018). 서울캠퍼스 본관, 문화재로 등록된다. Retrieved Feburary 6, 2021 from 
https://www.khu.ac.kr/kor/focus/detail.do?seq=2108161

238) Conclusion. 말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은주은주]. Retrieved April, 10, 2021 
from http://dmswndmswn.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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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태국의 전통 건축인 Chedi를 근대적으로 해석하며 나타난 시각적 유

사성이라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표절로 판명나며, 프로젝

트가 전면 취소되었다. 

a) <British 
Museum(1867)> 

by Robert Smirke

b) <덕수궁 석조전
(1990~1909)> 

by G.R. Harding

c) <경희대학교 본관
(1956)> 

by 조영식

d) <Crystal Tower(2007)> 
by Foster and Partners

e) 태국 전통건축, Chedi f) <Viman Phra In(2016)> 
by Chao Phraya Design 

Team

[그림3-33]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 사례: 건축양식에 관한 문제

그 밖에도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건축은 건축 기술의 전형과 유사

한 맥락에서 논의되기도 하는데, <삼일빌딩(1968~1971)>, <잠실종합운

동장(1984)>는 서양식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면서 표절의혹이 발생하였

고, <부여국립박물관(1967)>과 <국립종합박물관(1966~1972)>의 경우는 

전통건축을 서양식 재료와 구조로 근대화 하는 과정에서 표절 의혹이 발

생하였다. 

a) <Parc des Princes(1972)> 
by Roger Taillibert

b) <잠실종합운동장(1984)>
by 김수근

[그림3-34]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 사례: 새로운 기술의 적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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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여국립박물관(1965~1967)> 
by 김수근

b) <국립종합박물관(1966~1972)>
by 강봉진

[그림3-35] 전통 건축과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충돌로 발생한 표절 의혹 사례

   

§ 디지털 기술에 의한 형태생성에 대한 비평적 관점

디지털 기술에 의한 형태생성은 라이노, 마야처럼 동일한 컴퓨터 프로

그램으로 디자인된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표절 의혹 사례이다. 디지털 기

술이 보편화함에 따라 기존에는 프로그램을 먼저 접한 특정 건축가의 스

타일로 알려져 있던 건축물의 형태가 이제는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다른 건축가에 의해서도 디자인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통해 과거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던 프리패브리케이션

(prefabrication), 레이저커팅(laser cutting), 3d 프린팅(3d printing) 기술

이 적용된 건축물에서도 시각적 유사성으로 인해 표절 의혹이 발생한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이 형태생성에 사용되면서 최근 들어 새롭게 등장한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에 의한 형

태생성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적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한계, 동일한 프로

그램을 사용하는 다른 건축가의 작품과의 비교, 건축 발전에 대한 건축가

의 영향력 등을 토대로 표절 의혹 건축물의 상대적인 가치를 살펴볼 수 

있다. 

알고리즘을 도구화하여 디자인한 건축물의 매스(mass)는 기본적으로 

Rhino, Maya, 3Ds Max, Sketch-up 등 소프트웨어별로 제작하는 넙스

(Nurbs)의 곡률이 다르다. 예를 들어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설계

한 <창사 국제 문화예술 센터(Changsha International Culture and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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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2019)>와 MAD Architects가 설계한 <하얼빈 오페라 하우스

(Harbin Opera House, 2015)>처럼 동일하게 Rhino를 사용한 비정형 

건축물에서는 이러한 넙스의 유사성으로 인해 표절 의혹이 발생한다. 

[그림3-36] 디지털 기술에 의한 형태생성으로 건축표절 의혹이 있는 사례와 원안 

 a) <Changsha 
International Culture 

and Art Center 
(2019) by Zaha 

Hadid

b) <Harbin Opera 
House(2015)> 

by MAD Architects

c) <Metropol 
Parasol(2011)> 

by Jürgen 
Mayer

d) <평택 고덕 신도시 
평화예술의전당(2021>) 
by Now Architects, 

Daul & Espace
  

게다가 비정형 건축물은 그 형태만으로 독창적이고, 유일하다는 인식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먼저 도입한 스타 건축가(starchitect)의 고유한 스

타일로 인정하는 문제도 있다(박정대, 2012).239) 기술의 전형과 마찬가지

로 비정형 건축물을 현실화하는데 들어간 건축물의 기술적 의의는 높을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건축이 도입된 시점에 지어진 건축물의 예술성이

나 건축적 의의가 후대에 지어진 건축물보다 무조건 낫다는 식의 비평은 

차용미학의 관점에서 창작의 범주를 넓히는 것과는 다른 관점의 논의이

다. 

다른 한편으로는 프리패브리케이션, 레이저 커팅, 3d 프린팅 등 디지털 

건축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공법이 다양해지면서, 스페인 세비아의 <메트

로폴 파라솔(Metropol Parasol, 2011)>과 <평택 고덕 신도시 평화예술의 

전당(2021)>처럼 디지털에 의한 건축 기술이 동일하게 적용된 건축물에

서 시각적 유사성이 나타나고, 그로 인한 표절 의혹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 또한 기술의 전형과 유사한 맥락에서 비평되어야 한

다.

239) 이와 더불어 비정형 건축물이 유일하다는 인식은 이러한 건축물이 현실적인 경제성과 물
리적 환경을 고려하여 시공되도록 하는 외피, 구조, 주요 부재의 디테일을 생성해 내는 엔지
니어링 모델링 기술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박정대. (2012). 디지털 형태생성 방법론에 관
한 연구. 디지털디자인연구, 12(1), 57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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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7] 기술 발전적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형태생성에 관한 건축물 표절 의혹 사례와 원안   

차용미학의 관점에서 디지털에 의한 형태생성은 차용의 목적성이 ‘기

술의 한계’, ‘공법의 한계’, ‘동일한 소프트웨어의 사용’ 등이 아닌, 건축

적인 의미 생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 발전에 대한 건

축물의 영향력’,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다른 건축가의 건축물과

의 비교’, ‘엔지니어링 모델링 기술의 디테일’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표절 의혹 건축물의 건축적 의의를 기술적 관점에서 비평할 수 있다.

a) <Farkasreti 
Mortuary 

Chapel(1975)> 
by Imre Makovecz

b) <W Hotel in New York 
City(2008~2009)> by 
Gwathmey Siegel & 
Associate Architects

c) <BANQ Restaurant(2009)> 
by NADAA

 d) <Beko 
Masterplan(2011)> 

by Zaha Hadid

e) <Harbin Opera House(2015)> 
by MAD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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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예술적 관점

 조형성이 강조되는 형태생성, 자연에 대한 모티브, 건축 형태의 원형

은 건축의 예술적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러한 건축표절 논의의 쟁

점은 과학적 관점으로 논의되는 항목보다 건축 디자인 과정이 하나의 미

술작품처럼 제작되며, 조형성이 강조되어 예술적 관점을 통한 건축차용 

비평이 더 적합한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이라 할 수 있다.

(1) 건축차용 비평의 예술적 관점에 대한 정의

§ 조형성이 강조되는 형태생성의 정의

조형성이 강조되는 형태생성이란, 조형적 형태생성방법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표절 의혹이 발생한 건축물로 음각, 모자이크 등 미술의 제작 기

법처럼 건축물의 형태생성 기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표절 의혹

이다. 따라서 조형적 형태생성방법이 표절 논의의 쟁점이라면, 미학의 차

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림3-38] 조형성이 강조되는 형태생성으로 인해 표절 의혹이 있는 건축물의 사례
 

§ 자연에 대한 모티브의 정의

자연에 대한 모티브는 건축 형태의 원형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 건

축 형태의 원형이 추상적이고 도형적인 형상이라면, 자연에 대한 모티브

는 건축물의 입지, 사용자의 특성, 건축물의 시설 용도에 의해 결정되는 

상징적인 오브제를 차용한다. 이런 경우, 사회문화적 측면이나 기술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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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의 논의 없이 미학의 차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림3-39] 동일한 자연에 대한 모티브로 인해 표절 의혹이 있는 건축물의 사례

§ 건축 형태의 원형에 대한 정의

미학의 차용작품이 되기 위한 최소 기준을 적용해서 차용과 표절로 구

분이 가능한 건축 표절 논의의 쟁점에는 형태의 원형, 모티브, 조형적 형

태생성방법이 있다. 형태의 원형으로 인해 표절 의혹이 발생하는 경우, 

피라미드, 구, 정육면체와 같이 건축물의 매스에서 순수한 도형적 형태가 

강조되는 사례이다. 만약, 형태의 원형만을 근거로 표절의혹이 발생한다

면 미학의 기준만으로 차용작품의 가치를 판단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일

반적인 건축 표절 의혹에서 형태의 원형만을 기준으로 건축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그림3-40] 건축 형태의 원형으로 인해 표절 의혹이 있는 건축물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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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차용 비평의 예술적 관점

그러나 건축차용 비평을 예술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

이 있다. 건축물은 미술작품과 같은 순수한 오브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차용 비평에서의 예술적 접근은 주변을 형성하는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 건축물의 기능이나 인간 행동을 완벽히 

배제하고 순수히 형태적인 측면에서만 건축의 미학을 논하는 것에는 무

리가 있다.

건축 형태의 원형은 건축물의 입방체에서 순수하고 추상적인 도형적 

형태가 강조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표절 논의의 쟁점이다. 자연에 대한 모

티브는 동일한 모티브를 상징화하여 발전시킨 건축물의 입방체가 해당 

모티브를 시각적으로 연상시킬 때 발생하는 표절 논의의 쟁점이다. 조형

성이 강조되는 형태생성은 건축물의 입방체를 마치 조각품을 만드는 것

과 유사하게 제작하거나 건축물에서 특징적인 조형적 요소를 접기, 오리

기, 구부리기와 같이 제작하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표절 논의의 쟁점이

다. 건축 형태의 원형, 자연에 대한 모티브, 조형성이 강조되는 형태생성

은 건축적 의의에 대한 상대적 가치판단 없이도 조형예술의 대상으로서 

차용미학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 형태의 원형, 자연에 

대한 모티브, 조형성이 강조되는 형태생성은 건축적 의의에 대한 논의 없

이 차용작품에 대한 미술비평의 최소 기준을 토대로 발전시킨 [그림3-7]

을 토대로 비평을 진행하여도 무리가 없다.

예를 들어 마치 듀샹의 

<샘(Fountain, 1917)>은 다

른 그림과 조각들로부터 독

립되어 서울에서나 뉴욕에

서나 동일한 알레고리적 의

미를 생성하고 동일하게 감

상될 수 있지만, 건축물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림3-41] <Fountain(1917)> 

by Marcel Duch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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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주변의 다양한 환경의 맥락 속에서만 존재하고 그러한 맥락 속에

서만 예술적 가치가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외

형이 유사하더라도, 파리의 <퐁피두(Centre Pompidou, 1977)>가 갖는 

예술적 가치와 중국 충징의 <퐁피두(2017)>가 갖는 예술적 가치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3-42] 미술비평과 건축비평의 예술성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

a) <The Centre Pompidou(1977)>  
by Renzo Piano, Richard Rogers & 

Gianfranco Franchini
 

b) <Chongqing Pompidou(2017)>

더불어 웨인 에토우(1978)는 건축의 예술적 가치는 건축물의 견고함이 

적절한 기능과 더불어 인간의 행동과 경험을 강화하는 미학적 능력을 동

반할 때에만 그 의미가 있다고 했다.240) 건축물의 예술성은 본래 ‘그것이 

아름다운가’의 관점과 아울러 ‘기능이 가장 효율적인가, 아닌가’의 관점

에서 평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표절 의혹 사례에 대한 건축차용 비평에서 예술적 관점으로 

건축적 의의를 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단순한 오브제로써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존재하는 맥락과 기능을 동시에 분석해야 할 것이

다. 건축은 기술적 문제를 필연적으로 포함하는 동시에 예술적 감상의 대

상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에 따른 서로 

다른 접근법을 통해 ‘과학에 내재된 예술’ 또는 ‘예술에 있어서의 과학’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건축차용 비평의 객관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240) Attoe, W. (1997). 건축과 비평 (이동건, 이재기, 역). 서울: 두영, 19, 23. (원서발행년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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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소결: 건축차용 비평의 

  순서도에 적용에 대한 비평적 관점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순서도에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에 따른 비평적 

관점을 달리하는 이유는, 건축물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축비평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을 도

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의 특수성을 도출하였다. 건축의 특수성으

로 도출한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은 과학적 관점에서 비평하고, 차용작품

에 대한 미술비평에서도 등장한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은 예술적 관점에

서 비평하도록 구분하였다. 

우선, 상품화된 건축은 차용미학의 관점과 스팩타클 건축을 설명하며,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상품화된 건축의 목적성이 예술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표절 의혹 사례의 주된 쟁점이 상품화된 건축

일 경우, 이를 표절로 판단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는 연구자의 바람일 

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상품화된 건축을 모두 

표절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과학적 관점에서 비평이 이뤄져야 하는 대상은 상품화된 건

축,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 디지털 기술에 의한 형태생성, 건축 

기술의 전형이다. 과학적 관점에서의 건축적 의의에 관한 판단은 문헌고

찰과 건축계 담론을 토대로 해당 사례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이며, 연구자는 건축물 해석에 대한 가설을 세울 수 있지만, 구체적

인 평가는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폭넓게 수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예술적 관점에서 비평이 이뤄져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은 건축 형태의 원형, 자연에 대한 모티브, 조형성

이 강조되는 형태생성이다. 예술적 관점에서 비평이 가능한 경우는, 건축 

디자인 과정의 특수성보다는 미학적 관점의 논의가 우선시 된다는 특징

이 있었다. 따라서 과학적 관점과 예술적 관점이 함께 논의되는 것 보다 

수월하게 비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이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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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점에서 비평이 가능한 미적 대상일 경우, 해당 건축물은 조형예술의 

관점에서 미학의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차용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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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결: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

「3장」에서는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을 구축하기 위해, 「3장 

1절」미술비평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미술비평이 ‘기술-

해석-평가’의 의식과정을 통해 개인적인 감상을 토대로 타인과 공감할 

수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순서도를 사용한 건축차용 비평

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3장 2절」에서는 차용작품에 대한 미술비평

의 최소 기준을 도출하여 차용작품으로 논의되기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고의성, 목적성, 예술성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3장 2절」에서 도출한 

차용작품에 대한 미술비평의 건축 디자인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차용미학의 관점에서 건축 디자인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3장 3절」에서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을 분석

하여 건축의 특수성을 도출하였다. 「3장 4절」에서는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을 건축의 특수성에 대한 과학적 관점과 미학의 대상으로 논의가 가

능한 예술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비평의 관점을 달리하도록 구분하였다.

[그림3-43] 건축차용 비평을 위해 미술비평의 최소 기준을 적용한 순서도

이에 「3장 1절」 미술비평의 구조와 「3장 2절」 차용작품에 대한 미

술비평의 최소 기준을 토대로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순서도의 비평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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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을 [그림3-43]과 [표3-12]에 정리하였다. 

미술비평의 
구조

내용 건축차용 비평의 순서도

기술

거시적
§ 설계업계, 시공업계의 동향
§ 건축주의 건립배경
§ 정치적, 경제적 측면의 동향 § Q1. 건축가가 차용을 

주장하는가? 
§ Q3. 건축가가 차용목적을 

설명하는가? 미시적

§ 건축가의 설계이념, 공간의 
해석

§ 매스, 입면, 도면
§ 구조이념, 시공방식

해석
§ 가설을 객관적 정보 자료를 

통해 검증
§ 작품의 전체적 가치를 발견

§ Q2. 전문가가 원작을 유추할 
수 있는가?

§ Q4. 전문가가 차용목적을 
유추할 수 있는가?

§ Q5. 차용목적이 건축적인가?
§ Q6. 원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가?
§ Q7. 차용을 통해 새로운 

건축적 의미가 생성되었는가?

평가

§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결론

§ 건축사적 의미와 사회문화적 
가치를 평가

§ 객관적이고 잠정적인 평가

―

[표3-12]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순서도의 적용단계에 따른 세부적인 비평 행위

여기에 「3장 3절」과 「3장 4절」에서 도출한 건축 디자인 과정의 특

수성을 반영하여 건축비평의 관점을 달리한 내용을 정리하여, 전체적인 

방법론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그림3-44]에 정리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4장」에서는 [그림3-44]의 순서도를 적용하여 건축차용 비평을 진행

하도록 한다. 

[그림3-44]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미술에서 고의성을 평가하

는 단계가 비평의 가장 첫 단계였으나, 본 연구의 대상 사례들은 이미 표

절 의혹에서 차용을 주장하지도 않고 표절을 인정하지도 않은 회색지대

에 있다. 따라서 건축적 의의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차용에 대한 당위성을 

판단한다. 건축적 의의는 표절 논의의 쟁점별로 그 가치의 순위를 책정하

고 이에 건축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4장」에서 

건축차용 분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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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4]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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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관점의 비평인 경우, 건축가가 차용을 주장하는가, 전문가가 원

작을 유추할 수 있는가, 건축가가 차용목적을 설명하는가에 대한 평가는 

불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건축표절 의혹 사례에서는 건축가가 이미 

표절을 부정했으므로 건축가가 차용을 주장하는지에 대한 비평은 불필요

하며, 건축계에서 표절 의혹이 있다는 것은 일부 건축계 전문가들이 원작

을 유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문가가 원작을 유추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비평도 불필요하다. 건축가가 차용목적을 설명했을 경우, 건축가

는 차용목적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평의 단계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가 차용목적을 유추할 수 있는가는 연구자가 예술

적 관점에서 미적 대상으로서의 가치판단 단계에서 이미 검증했다는 것

을 전제로 차용목적이 건축적인가의 종합적인 해석 단계로 진행된다. 해

당 건축물에 대한 차용목적에 대한 건축계의 해석이 진행되지 않았으므

로 연구자의 해석을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러나 차용 건

축물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면, 예술적 관점에서 미적 대상과 차용목적이 

건축적인가 사이에 ‘다른 전문가가 차용목적을 유추하고 있는가’에 대한 

항목이 추가될 수 있다. 연구자가 차용목적을 건축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차용작품에 대한 미술비평의 기준을 적용하여 원작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이 가능한가, 차용을 통해 새로운 건축적 의미가 생성되었는가에 관한 해

석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차용과 건축표절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사례를 구분한다. 만약, 연구자가 차용목적이 건축적이지 않다고 평

가하는 경우, 표절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표절 여부를 판단한다. 여

기에 해당하는 표절 의혹 사례는 건축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차

용미학의 관점에서 건축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후속연구에서 건축표절 판단 기준이 수립되고 표절로 판단되지 

않으면 해당 건축물은 실패한 차용 건축으로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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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차용을 주장하는 사례

본 연구의 「4장」에서는 「3장 5절」에서 도출한 건축차용 비평을 위

한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해 건축차용 비평의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적용

하여 비평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241) 

[그림4-1] 「4장 1절」의 흐름 

이에 「4장 1절」에서는 건축차용을 주장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비평을 

진행한다. [그림4-1]에서 「4장 1절」의 흐름을 정리하였는데, 우선 「4

장 1절 1항」에서 비평의 대상을 선정한 기준과 이유를 정리한다. 결론

적으로 <글라스 하우스(Glass House, 1947~1949)>, <호주국립박물관

(National Museum of Australia, 2001)>, <메이콴 22nd 센츄리

(Meiquan 22nd Century, 2013)>를 대상으로 건축차용 비평을 진행한다. 

241) 본 항의 내용은 김영선 외(2020b)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다. 김영선, 최재필. (2020b). 
건축 표절 논의를 위한 미학의 차용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36(5),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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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장 1절 3장」에서 건축차용을 주장하는 <글라스 하우스>, <호

주국립박물관>, <메이콴 22nd 센츄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한

다. 

4.1.1. 대상 선정

§ 사례 수집 요약

원작과 표절 의혹 건축물을 포함하여 총 276개의 건축물이 수집되었고 

동일한 원작에 대해 2개 이상의 표절 의혹 건축물이 존재하기도 했으며 

이를 정리하여 총 173건의 건축표절 의혹 사례가 수집되었다.242) 

수집한 사례 173건 중에서 건축가가 순순히 표절을 인정한 사례는 1건

이었고243) 미학의 차용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한 사례는 

12건이었다. 표절을 인정했거나 차용과 유사한 사례를 제외한 157건의 

사례 중, 표절을 부정한 사례는 13건이었고 나머지 147건의 사례에서는 

건축가들이 표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건축차용 비평 대상 선정

본 절에서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대상으로 선정한 사례들은 수집한 표

절 의혹 건축물 중에서 건축가 또는 건설사가 차용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한 사례들이다. 

차용을 주장한 12건의 사례 중, 6건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원작을 

그대로 베낀 중국과 라스베이거스의 상품화된 건물(commodified 

architecture)이었으며, 동일한 건축가가 자기 차용(self-appropriation)을 

주장한 1건이 있었다. 본 절에서는 이를 제외한 5건의 사례 중, 건축차용

에 관한 텍스트가 충분히 존재하는 3건을 대상으로 「3장 5절」에서 도

242) 사례 수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3장 3절 1항」을 참고하도록 한다. 

243) 1981년 봄 국전에 출품된 건축과 교수 박홍의 작품 아키토피아가 일본 대학생의 작품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졌고 해당 교수가 이를 계기로 사임했다. Unk. (1984, September 16). 
국전대상 표절 말썽 박홍교수 사표 제출. 동아일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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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을 토대로 건축차용에 대한 비평을 진

행하고 이를 통해 건축차용과 실패한 건축차용, 표절 판단 기준을 적용해

야 하는 사례를 구분하고자 한다.

차용 주장

12

상품화된 
건물

자기 차용

건축 차용
분석 후보

5

6 1
X O

2 3

[표4-1] 건축차용 비평 대상 후보선정

[그림4-2] 건축차용 비평 대상 후보선정
 

본 절에서 분석하는 <글라스 하우스>, <호주국립박물관>, <메이콴 

22nd 센츄리> 외, 차용을 주장한 유의미한 사례 2건이 있었다. 존 내쉬

(John Nash)의 <Royal Pavilion-The Great Kichen(1715)>의 야자나무 

기둥을 차용한 한스 홀라인(Hans Hollein)의 <Austrian Travel Agency 

Office(1978)>의 금속 야자나무 기둥과 홀라인의 금속 야자나무 기둥을 

차용한 로버트 스턴(Robert Stern)의 <Pool house (1981)>의 야자나무 

기둥이다.

a) <Royal Pavilion-The 
great Kitchen(1823)> 

by John Nash

b) <Austrian Travel 
Agency Office(1978)> 

by Hans Hollein

c) <Pool House(1981)> 
by Robert A. M. Stern

[그림4-3] 야자나무 기둥에 대한 건축차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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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글라스 하우스

(1) 건축표절 논의와 차용 주장

<글라스 하우스(Glass House, 1947~1949)>는 필립 존슨(Philip 

Johnson)이 설계한 작품으로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의 

<판스워스 하우스(Farnsworth House, 1945~1951)>에서 영감을 받았다

고 알려져 있다.244) 

<글라스 하우스>는 <판스워스 하우스>보다 2년 앞서 완공되었는데, 사

실 때에 따라 건축에 걸리는 시간의 편차가 크므로 원안보다 표절 의혹 

사례가 더 일찍 완공되는 경우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쟁점은 아니다. 

<글라스 하우스>가 완공된 이후에 <글라스 하우스>가 <판스워스 하우

스>의 표절인지에 대한 논쟁은 뉴스, 건축 잡지,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

에서 등장했고 두 건축가의 영향력만큼 이에 대한 논쟁은 현재까지도 계

속되고 있다.

§ 건축 배경에 대한 측면

존슨이 <글라스 하우스>를 설계한 1940년대 후반은 근대건축(modern 

architecture)이라는 거대한 건축의 흐름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잠시 

쇠퇴하고 실용성과 합리성을 내세우는 일반건축업자들과 지적인 고급 예

술로서 건축의 사회적 위상을 확보하려는 건축가들의 극단적 상황이 공

존하고 있었다(임석재, 1998).245) 

§ 건축가 개인에 대한 측면

존슨은 1930년 뉴욕현대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 건축분

과의 첫 디렉터로 임명되어 건축 전시의 운영이나 기획과 관련된 일을 

244) <글라스 하우스>는 1945년 초 유리로 만든 주택에 대해 미스로부터 듣게 되었고, 처음에
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한다. 이강훈. (2008). 필립 죤슨의 주택 글래스 하우
스의 공간구성 유형. 건설기술논문집, 27(1), 57~69.

245) 임석재. (1998). 균질공간과 현대건축. 건축, 44(12), 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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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고, 미국건축계에 코르뷔지에,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 미스 등의 유럽건축을 소개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

다.246) 1941년부터 1946년까지 군 복무를 위해 뉴욕현대미술관을 떠났

던 존슨은 뉴욕현대미술관에 돌아와 1949년 미스의 전시를 큐레이팅하

기도 하였다.247) 

처음 미스에게 유리로 만든 주택에 대한 아이디어를 듣게 된 시기는 

1945년이었는데, 존슨은 회의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후 유리로 

만든 주택의 스케치를 시작한 존슨은 1947년까지 2년 정도의 디자인 과

정을 거쳐 우리가 알고 있는 <글라스 하우스>의 설계안을 완성하게 되었

다.248) 결과적으로 <글라스 하우스>는 존슨을 건축가로서 인지하게 하는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되었고, 이후 뉴욕현대미술관을 위한 건축 조각 정

원에 <The House of Glass for MoMA(1948)>를 계획하였으며 그 후에

는 이와 유사한 <Hodgson House (1951)>, <Wiley House(1952)>를 건

축하기도 하였다.249) 

a) <The House of Glass 
for MoMA(1948)> 
by Philip Johnson

b) <Austrian Travel 
Agency Office(1978)> 

by Hans Hollein

c) <Pool House(1981)> 
by Robert A. M. Stern

[그림4-4] 필립 존슨의 유리로 만든 주택에 관한 아이디어 발전

246) Goldberger, P. (1977). Forms Under Light. Retrieved Feburary 7, 2021 from 
https://www.newyorker.com/magazine/1977/05/23/forms-under-light

247) 최원준. (2008). 1937-1946년의 뉴욕현대미술관 건축분과.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4(5), 167~176. 

248) 이강훈. (2008). 필립 죤슨의 주택 글래스 하우스의 공간구성 유형. 건설기술논문집, 
27(1), 57~69.

249) Philip Cortelyou Jhnson, FAIA(1906~2005)[USMODERNIST]. Retrieved Feburary 7, 
2021 from https://usmodernist.org/pjohnso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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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1980년대에 새로운 스타일의 건축250)을 시작하기까지 <글

라스 하우스>는 건축가로서 존슨의 초기 건축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

<판스워스 하우스>와 <글라스 하우스>의 경우, 유리로 만든 주택의 초

창기 모델로서 상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로 인해 둘 중 어떤 건축물

이 유리 주택의 원형인지에 대한 측면에서 건축표절 논의가 지속해왔다. 

그러므로 <판스워스 하우스>에 대한 <글라스 하우스>의 건축표절 논의

의 주된 쟁점은 건축 기술의 전형이다. 그 밖에는 정육면체 건축물의 단

순한 형태로 인해 건축 형태의 원형이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으로 나타난 

바 있다.251)252)253)254) 

§ 건축차용에 관한 고의성 판단

존슨은 미스의 <판스워스 하우스>에서 영감을 받아 <글라스 하우스>

를 설계했다는 사실을 꾸준히 밝혀왔으므로 <글라스 하우스>를 순수한 

250)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존슨은 근대건축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적인 건축을 시도하였다. 당시 완공된 존슨의 건축물에는 <The Crystal Cathedral(1980, 
1990)>, <The Williams Tower(1983)>, <550 Madison Avenuse(1984)>, <PPG 
Place(1984)> 등이 있다. 

251) Hoohberg, A. T. (2015). Two of a kind: photographer Robin Hill contemplates the 
Farnsworth House and Glass House simultaneously. Retrieved November 17, 2020 from 
https://archinect.com/news/article/131950074/two-of-a-kind-photographer-robin-hill-co
ntemplates-the-farnsworth-house-and-glass-house-simultaneously

252) Cohen, S. (2005). A tale of two houses: the all-glass masterworks by Philip Johnson 
and Mies van der Rohe are less connected than they seem, Retrieved January 15, 2019 
fromhttps://go.gale.com/ps/i.do?v=2.1&it=r&sw=w&id=GALE%7CA132120688&prodId=
AONE&sid=googl

253) Giovannini, J. (1987). Johnson and His Glass House: Reflections, Retrieved January 
15, 2019 from https://www.nytimes.com/1987/07/16/garden/johnson-and-his-glass- 
house-reflections.html

254) Holowka, D. (2009). The Farnsworth House, part 1: whose less is more?, Retrieved 
January 15, 2019 from https://www.architakes.com/?p=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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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으로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된다.255) 임석재(1998)에 따

르면 존슨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판스워스 하우스>의 출처를 드러내며 

<글라스 하우스>가 <판스워스 하우스>의 표절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

을 키웠다고 한다.256) 

존슨은 미스의 <판스워스 하우스> 이외에도 <글라스 하우스>에서 차

용한 과거 건축양식과 예술작품을 소개하는 글을 작성해서 유명해졌

다.257) 글에서 존슨은 <글라스 하우스>의 마스터플랜을 위해 코르뷔지에

의 <The Radiant City(1935)> 및 미스의 <Ideal arrangement of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Buildings(1939)>에서 영감을 받았고 입방체의 

절대적인 형태는 클로드 니콜라 르두(Claude-Nicholas Ledoux)의 

<Maison des gardes Agricoles, at Maupertuis(1780)>와 미스의 <판스

워스 하우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원형 코어는 카지

미르 말레비치(Kazimir Malevich)의 <Suprematist Element:Circle 

(1913)>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였다.258) 

a) <The Radiant 
City(1935)> 

by Le Corbusier

b)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Building(1939)> 
by Mies van der Rohe

[그림4-5] <글라스 하우스> 마스터플랜에 대한 영감의 출처

255) Johnson, P. (1950). House at New Cannan, Connecticut. Architectural Review, 
108(645), 11.

256) 임석재. (1998). 해외건축: 균질공간과 현대건축. 건축, 42(12), 26~30.

257) Johnson, P. (1950). House at New Cannan, Connecticut. Architectural Review, 
108(645). 

258) Johnson, P. (1950). House at New Cannan, Connecticut. Architectural Review, 
108(64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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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차용에 관한 해석

§ 건축차용에 관한 목적성 판단

유럽의 근대건축을 신봉하던 존슨은 근대건축의 상징적 공간개념인 균

질공간(universal space) 모델과 균질공간의 대표 사례인 <판스워스 하우

스>를 차용함으로써 당시 건축계의 관심을 실용성이나 합리성이 아닌 공

간 문제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그로 인해 존슨의 글라스 하우스가 표절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은 어

느새 근대 공간의 변형적 수용을 추구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갔다. 임석재(1998)에 따르면 존슨의 이러한 시도 덕분에 근대 공

간모델에 대한 다양한 응용을 통해 고착상태에 빠진 현대건축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1960년대부터 11970년대까지 이어져 다양한 공간 창

출 운동으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259)

그러므로 존슨은 차용을 통해 근대건축의 공간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현대건축의 문제를 해결하여 발전시키려는 건축적인 

목적성이 있었고, 이를 통해 건축의 예술성이 아닌 실용성과 합리성, 지

역적 감수성을 기준으로 현대건축을 정의하려 했던 일부의 경향을 억압

할 수 있게 되었다.260) 따라서 현대건축을 이끌어 가던 존슨의 방향성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의 건축차용 목적에는 순수한 건축적 가치가 있었다

고 판단할 수 있다. 

259) 근대 공간 모델에 대한 다양한 응용을 통해 건축적 실마리를 풀어가려는 경향은 
1960~1970년대를 거치며 다양한 공간 창출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임석재. (1998). 해외건
축: 균질공간과 현대건축. 건축, 42(12), 26~30.

260) 존슨은 뉴욕 현대 미술관에서 건축분과의 디렉터로 일한 경력이 있다. 존슨이 이끈 건축분
과는 유럽의 근대건축이 미국에 수용되는 방식을 국제양식(internal style)으로 규정하기도 했
다. 그러나 존슨 이후 건축분과를 이끈 디렉터 존 맥앤드루(John McAndrew)와 엘리자베스 
머크(Elizabeth Mock)는 국제주의의 양식적 틀과 폐쇄적 제도를 벗어나 실제적인 실용과 합
리성을 기준으로 건축에 접근하였고 지역주의적, 반미학적, 탈형태적 시각을 통해 건축 담론
의 장을 넓히고자 했다. 최원준. (2008). 1937-1946년의 뉴욕현대미술관 건축분과. 대한건축
학회 논문집: 계획계, 24(5), 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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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차용에 관한 예술성 판단

<글라스 하우스>에 대한 기존 학계의 평가는 엇갈렸다. 미스가 유리 

주택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건축계에 제안하고 존슨이 이를 발전시켰

다는 긍정적인 견해의 비평261)과 존슨의 <글라스 하우스>는 미스의 <판

스워스 하우스>를 표절한 아류작이라는 부정적인 견해의 비평262)이 대립

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차용미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글라스 하우

스>는 <판스워스 하우스>를 건축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건축차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글라스 하우스>가 <판스워스 하우스>의 차용작품인 이

유는 <글라스 하우스>에서 변형된 3가지 건축적 요소를 통해 논의될 수 

있다. 

a) <Black Circle 
(1913)> by 

Kazimir Malevich

b) <Glass House> 
Scheme #10 
on Sep. 1946

c) <Glass House>
Scheme #11 

on Nov. 1946

d) <Glass House>
Scheme #12 
on Jan. 1947

[그림4-6] 원형 코어에 대한 영감과 이를 반영한 <글라스 하우스> 평면의 발전 과정

첫째, 코어에 기하 형태가 도입된 점이다. <판스워스 하우스>의 균질공

간은 수평의 벽으로 구획된 것에 반해 <글라스 하우스>는 실내공간에서 

261) 미국의 건축역사학자 빈센트 스컬리(Vincent Scully)는 존슨의 글라스 하우스가 미국 건축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중 하나이며 미국 건축의 미래를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Muschamp, H. (1993, October 17). Architecture View; A Man Who Lives in Two 
Glass Houses. The New York Times, Section 2, 1.

262) 미국 건축가 데이비드 홀로우카(David Holowka)는 존슨이 아무리 노력해도 미스의 판스
워스를 뛰어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미국 건축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유리 주택의 원형
(archetype)은 판스워스 하우스라고 했다. Holowka, D. (2009). The Farnsworth House, 
part 1/whose less is more?. Retrieved February 12, 2020. from https://www. 
architakes.com/?p=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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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을 없애고 원통형의 기하학적인 공간 단위를 도입하였다. 이는 카지미

르 말레비치(Kazimir Malevich)의 영향으로 도입된 단위 공간인데, 존슨

은 말레비치의 작품처럼 직사각형 안에 원을 배치하므로 생성되는 주변 

공간에 흥미를 느끼고 이를 통해 원형 코어를 발전시켰다고 했다.263) [그

림4-6]에서처럼 <글라스 하우스>의 평면 계획안에서는 균질공간에 원형 

코어를 도입하고자 한 존슨의 시도와 원형 코어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미스가 벽으로 구획되는 공간을 통해 추상적인 균질공간 모델을 

추구하였다면 존슨은 단일 공간에 기하 형태를 도입하여 균질공간 모델

을 변형하였다.

a) <Ideal house(1770)>
by Claude-Nicolas Ledoux

b）<Farnsworth House(1945~1951)>
by Mies van der Rohe

c) <Glass House(1947~1949)>
by Philip Johnson

[그림4-7] 입방체에 대한 영감과 입면 및 대지 해석에 대한 차이

둘째, 입면 계획에 대한 변형이다. <판스워스 하우스>의 입면은 메탈 

구조 프레임의 디테일을 강조하여 이를 중요한 조형요소로 사용했지만, 

<글라스 하우스>의 입면은 메탈 구조 프레임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전면 

유리를 통해 들여다보이는 실내공간의 이미지를 강조하여 실내공간이 하

나의 조형적 이미지로 해석되도록 했다. 이는 <글라스 하우스>의 입방체

263) Johnson, P. (1950). House at New Cannan, Connecticut. Architectural Review, 
108(64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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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클로드 니콜라 르두(Claude-Nicholas Ledoux)의 영향을 반영

하는 것으로 <글라스 하우스>는 르두의 작품처럼 하나의 완전한 형태

(absolute form; mathematical shape)로 표현된다.264) 이처럼 건축물의 

조형성을 구조 프레임의 구성 방식과 디테일이 아닌 하나의 이미지 혹은 

하나의 형태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통해 <글라스 하우스>의 입면 계획은 

<판스워스 하우스>의 입면 계획과 차이를 보인다. 

셋째, 대지 활용에 대한 차이이다. <판스워스 하우스>는 대지에서 띄워

져 실내공간과 대지를 분리하고 있다. 반면 <글라스 하우스>의 전면 유

리 입면은 주변 자연을 실내공간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며 <판스워스 

하우스>보다 대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실내공간에서도 대지의 

자연을 감상하고 실외에서도 실내공간을 감상하도록 하는 것은 서양 근

대건축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프로그램의 유기적인 통합 또는 유연성이라

는 현대건축의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건축차용 평가

차용미학의 관점에서 존슨의 <글라스 하우스>는 건축차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존슨은 차용을 숨기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드러내며 

건축계에 새로운 주제를 제공하려 하였다. <글라스 하우스>는 차용목적

에도 건축적 가치가 있다. <글라스 하우스>를 통해 오랜 기간 부동산의 

관점에서 논의되며 공간의 효율성, 실용성만 강조하던 근대건축의 흐름

이 건축의 본질인 공간에 관한 논의로 관심사가 변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글라스 하우스>는 코어, 입면 계획, 대지 활용의 

변형을 통해 <판스워스 하우스>를 새롭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

어 건축물을 하나의 형태로 해석하고 실내와 실외의 프로그램이 유기적

으로 통합되도록 설계한 점은 근대건축에서 현대건축으로의 전환점을 보

여준 계기를 마련한 건축차용의 사례라고 평가한다.

<글라스 하우스>에 대한 비평의 과정은 [표4-2]에서 정리하고, [표

264) Johnson, P. (1950). House at New Cannan, Connecticut. Architectural Review, 
108(64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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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에서는 건축차용에 대한 전반적인 비평을 요약하도록 한다. 마지막

으로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의 적용단계는 [그림4-8]에 정리하였

다. 

건축가의 주장
연구자의 해석 

연구자의 판단
<판스워스 하우스> <글라스 하우스>

코어에 
기하학적 
형태 도입

수평으로 구획된 
균질공간 

단일 공간에 기하 
형태를 도입

균질공간 
모델에 대한 

변형

―
구조 프레임의 

디테일 강조를 통한 
조형미

실내공간을 
하나의 형태로 
읽히도록 시도

입방체의 
새로운 해석을 

통한 입면 
계획의 변화

―
대지에서 띄워져 

실내공간과 대지를 
분리

대지와 밀착된 
유리입면은 자연을 
끌어들이는 역할

대지 활용의 
차이를 통한
프로그램의 
유기적 통합

→ <판스워스 하우스>를 새롭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

[표4-2] <글라스 하우스>에 대한 건축차용 비평의 과정

고의성 목적성 연구자의 판단

§ 고의적으로 차용을 
숨기지 않음

§ 건축적인 차용목적
§ 차용목적의 객관화 

가능

§ 원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새로운 
건축물로 인정

§ 유기적인 프로그램은 
현대건축의 맥락에서 
해석

→ 차용 건축

[표4-3] <글라스 하우스>의 건축차용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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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 <글라스 하우스>에 대한 건축차용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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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호주국립박물관

(1) 건축표절 논의와 차용 주장

<호주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of Australia, 2001)>은 건축가 하

워드 라가트(Howard Raggatt)가 설계하였고 건축가는 여러 건축물을 차

용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호주국립박물관>이 건축표절로 논의되는 주된 이유는 건축가가 차용

을 핑계삼아 <호주국립박물관>이라는 맥락과 상관없는 건축물을 표절했

다는 평가 때문이다. 그중, 가장 큰 건축표절에 대한 분쟁은 다니엘 리베

스킨트(Daniel Libeskind)가 설계한 베를린의 <유대인박물관(Jewish 

Museum, 1988~1999)>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Sydney Opera 

House, 1973)>에 대한 건축표절 의혹이다.

a) <Jewish Museum(1988~1999)> 
by Daniel Libeskind

b) <National Museum of 
Australia, Canberra(2001)> 

by Howard Raggatt

[그림4-9] <유대인 박물관>과 <호주국립박물관>의 이미지 비교
 

<호주국립박물관>에 대한 비평가들의 평가는 ‘포스트모더니즘건축의 

걸작’, ‘완전히 민주주의적인 건축물’이라는 긍정적인 견해의 입장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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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박물관이 가진 상징성과 역사성을 무시한 테마파크’, ‘팝아트를 가장한 

저속한 작품’이라는 부정적인 견해의 입장이 상반되고 있다.265)

§ 건축차용에 관한 고의성 판단

<호주국립박물관>의 건축가 라가트는 설계를 위해 <유대인박물관> 이

외에도 여러 건축물을 차용했다고 밝혔다.266) 예를 들어 라가트는 요른 

웃손(Jørn Utzon)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Sydney Opera House, 

1973)>, 벌리 그리핀(Burley Griffin)의 <Newman College in 

Melbourne(1918)>, 코르뷔지에의 <Villa Savoye(1929)> 등을 차용했다

고 주장하였다.267) 따라서 <호주국립박물관>은 고의로 차용을 숨기지 않

고 오히려 차용을 드러내려는 차용작품의 조건에 성립한다. 

특히 다른 건축차용 사례에서 영감(inspiration), 인용(citation), 참고

(reference), 모티브(motif) 등의 용어로 차용을 설명한 것과 달리, <호주

국립박물관>은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차용과 동일한 의미로 차용

(appropriation)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건축 창작에 접목한 첫 

번째 사례이다.268)  

265) Shineberg, S. (2001). Stepping into controversy. Retrieved February 25, 2020. from 
https://www.chicagotribune.com/news/ct-xpm-2001-05-15-0105140269-story.html

266) Reed, D., Eds. (2002). National Museum of Australia: Tangled Destinies. Melbourne: 
Images Publishing.

267) Rimmer, M. (2002). Crystal Palaces: Copyright Law and Public Architecture[PDF 
File]. Bond Law Review, December 2002, 14(2). Retrieved February 28, 2020. 
fromhttps://web.archive.org/web/20060520140441/http://www.bond.edu.au/law/blr/ 
vol14-2/blrvol14-2.pdf

268) Rimmer, M. (2002). Crystal Palaces: Copyright Law and Public Architecture[PDF 
File]. Bond Law Review, December 2002, 14(2). Retrieved February 28, 2020. 
fromhttps://web.archive.org/web/20060520140441/http://www.bond.edu.au/law/blr/ 
vol14-2/blrvol14-2.pdf.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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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illa Savoye(1928~1931)> 
by Le Corbusier

 

b) <National Museum of Australia, 
canberra(2001)> by Howard Raggatt

c) <Newman College(1918)> 
by Burley Griffin

 

d) <National Museum of Australia, 
canberra(2001)> by Howard Raggatt

e) <MAXXI Museum(2010)> 
by Zaha Hadid

 

f) <National Museum of Australia, 
canberra(2001)> by Howard Raggatt

[그림4-10] <유대인 박물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외 
<호주국립박물관>의 건축차용 대상

(2) 건축차용에 관한 해석

§ 건축차용에 관한 목적성 판단

<호주국립박물관>을 건축 차용으로 평가하는 평론가들과 건축가 라가

트는 3가지 차용목적을 주장한다. 

첫째, <호주국립박물관>에서 하나의 건축물이 아닌 다양한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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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한 목적은 문화적 다원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

가트는 여러 건축물을 국립박물관에 차용하여 호주의 뿌리가 다양한 국

가의 문화와 역사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표현하고자 하였다고 한다.269) 

이에 대해 찰스 젱크스(Charles Jencks)는 <호주국립박물관>이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 shift)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270) 젱크스

가 말하는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건축가가 더는 하나의 이유만으

로 건축물을 디자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271) 문화적 다원

주의는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문화가 존재하고 이를 서로 인정하고 공존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다원주의를 상징적으

로 보여주는 <호주국립박물관>의 차용목적은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

로 해석될 수 있다.272) 

둘째, <호주국립박물관>의 건축 차용을 해석하는 대중(non-architect)

과 건축가의 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차용이다. 호주의 건축학자 존 

맥아터(John Macarthur)는 대중이 <호주국립박물관>의 건축 차용을 해

석하는 행위가 건축물의 미적 논리의 재료가 되고 대중과 큐레이터의 역

할에 대한 관행적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고 했다.273) 그러나 <호주국립

269) Rimmer, M. (2002). Crystal Palaces: Copyright Law and Public Architecture[PDF 
File]. Bond Law Review, December 2002, 14(2). Retrieved February 28, 2020. 
fromhttps://web.archive.org/web/20060520140441/http://www.bond.edu.au/law/blr/vol14
-2/blrvol14-2.pdf

270) Cathcart, M. (2001). Architecture profile: Charles Jencks. Retrieved February 28, 2020. 
from http://www.abc.net.au/rn/legacy/ programs/atoday/stories/s248345.htm

271) 젱크스는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포스트모더니즘의 두 번째 단계인 복잡성 과학 이론
으로 설명한다. 복잡성 과학이란 기존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한 여러 자연적, 사회적 현상들
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는 개념이다. 최근에는 복잡성 과학의 사고와 접근이 확대되어 다양
한 분야에서 접목되기도 한다. 

272) 젱크스에 따르면 호주국립박물관의 차용은 복잡성 이론의 자기 조직화라는 시스템에 의해 
하나의 건축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 Cathcart(2001). Architecture profile: Charles 
Jencks. Retrieved February 28, 2020. from http://www.abc.net.au/rn/legacy/ 
programs/atoday/stories/s248345.htm

273) Macarthur, J. (2006). The National Museum of Australia as Danse Macabre. 
Retrieved February 25, 2020. from http://books.publishing.monash.edu/apps/bookworm 
/view/South+Pacific+Museums%3A+Experiments+in+Culture/139/xhtml/chapter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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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의 차용의 목적성은 건축에 대한 많은 사전지식이 없는 대중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호주라는 국가의 역사와 건

축에 대한 고급 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는 차용미술이 대중과의 소통

과 공감을 목적으로 하는 점과 상반된 결과를 초래한다. 그로 인해 <호주

국립박물관>은 다시금 엘리트주의적 건축으로 퇴보하여 건축이 고립되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라가트가 대중과 건축을 통해 소통하려

고 했다는 차용의 목적성은 실패했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이다. 

셋째, 건축물을 부동산의 일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려는 목적

의 차용이다. <호주국립박물관>을 건축 차용으로 평가하는 비평가들은 

이러한 차용목적이 성립하기 위해 호주국립박물관을 예술작품으로 이해

하고 미술의 차용작품과 같은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해 맥아터는 <호주국립박물관>을 특정 시설의 건축물(institutional 

household)로 이해하지 말고, 시설(institution)과 건축물(architecture)을 

완전히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맥아터에 따르면 <호주국립박물

관>의 건축물을 예술작품으로 이해할 때, 기존 박물관과 다른 넓은 차원

의 건축적 담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274) 그러나 맥아터의 주장에는 모

순이 있다. 시설과 건축물을 분리하여 건축물만 단독적인 예술작품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예술과 달리 건축은 인간의 공동성에 바

탕을 두고 발전했으며 조형성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공동성을 위해 함께 사용할 공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시설이기 때문이다. 건축공간은 단지 조형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와 의미

로 구분되어 시설로서 작용한다. 또한, 시설과 건축물을 구분해서 건축물

을 예술작품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건축물을 부동산의 일부로 생각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려는 의도인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

므로 건축물을 부동산의 일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려는 목적의 

차용은 실패했다고 판단된다. 

274) Macarthur, J. (2006). The National Museum of Australia as Danse Macabre. 
Retrieved February 25, 2020. from http://books.publishing.monash.edu/apps/bookworm 
/view/South+Pacific+Museums%3A+Experiments+in+Culture/139/xhtml/chapter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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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의 주장 평론가의 주장 연구자의 해석 연구자의 판단

다양한 건축물의 
차용을 통한 문화적 

다원주의 상징

찰스 젱크스 
(CharlesJencks)는   

<호주국립박물관>을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

문화적 다원주의는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문화가 
존재하고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

문화적 다원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판단

대중(non-architect)
과 건축가의 
소통 유도

존 맥아터(John 
Macarthur)는  

대중이 건축 차용을 
해석하는 행위가 

건축물 미적 논리의 
재료가 되고 대중과 
큐레이터의 역할에 
대한 관행적 의미를 
고찰하게 한다고 함

대중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호주 역사와 
건축에 대한 고급 
지식이 요구되므로 

대중을 향한 
건축가의 일방적인 

소통이 됨

미학의 차용목적이 
엘리트주의적  

예술이 고립되는 
현상을 비판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이며 따라서 
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차용목적은 

실패

건축물을 부동산의 
일부로        

생각하는 사람들 
비판

존 맥아터 (John 
Macarthur)는    

<호주국립박물관>을 
특정 시설의 

건축물(institutional 
household)로 
이해하지 말고 

시설(institution)과 
건축물(architecture)
을 완전히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

시설과 건축물을 
분리하여 건축물만 

단독적인 
예술작품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 

시설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문제와 

예술로서의 건축은 
별개라고 판단

건축은 인간의 
공동성에 바탕을 
두고 발전 했으며 
조형성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음

건축 차용의 
특수성으로 예상

→ 문화적 다원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차용목적을 제외하고, 건축가와 
   대중의 소통을 유도하고 건축물을 부동산의 일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차용목적이 건축적일지라도 이를 전달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판단

→ 미학의 기준에서 차용작품의 모든 차용목적이 성립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은 
   없으므로, 첫 번째 차용목적을 근거로 <호주국립박물관>의   
   차용목적이 건축적이며 객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표4-4] <호주국립박물관>의 차용목적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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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차용에 관한 예술성 판단

<호주국립박물관>의 차용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시드니 오페라 하

우스>와 <유대인박물관>을 통해 건축 차용의 예술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a) <Sydney Opera House(1973)> 
by Jørn Utzon

b) <National Museum of Australia, 
Canberra(2001)> by Howard Raggatt

[그림4-11]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호주국립박물관>의 내부 비교
 

라가트는 주 전시관의 인테리어에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차용하

여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설계된 과정의 호주 역사를 비판하고 이를 

통해 <호주국립박물관>의 새로운 건축적 의미(architectural allegory)를 

생성하고자 했다.275) 여기서 라가트가 주장한 새로운 건축적 의미는 <호

주국립박물관>이 흡사 박물관의 가이드 팸플릿처럼 스스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새로운 장르의 건축물이 되는 것이다.276)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건설과정에서 초과 예산과 기간을 이유로 

덴마크 출신 건축가 요른 웃손(Jørn Utzon)을 해고하고 호주 출신의 건

축가를 고용했다. 웃손은 본래 인테리어 구조물에서 프리패브 합판 멀리

언(prefabricated plywood mullions)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웃손을 해고

한 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인테리어는 웃손의 초기 안을 단순하게 

275) Rimmer, M. (2002). Crystal Palaces: Copyright Law and Public Architecture[PDF 
File]. Bond Law Review, December 2002, 14(2). Retrieved February 28, 2020. 
fromhttps://web.archive.org/web/20060520140441/http://www.bond.edu.au/law/blr/vol14
-2/blrvol14-2.pdf

276) Macarthur, J. (2006). The National Museum of Australia as Danse Macabre. 
Retrieved February 25, 2020. from http://books.publishing.monash.edu/apps/bookworm 
/view/South+Pacific+Museums%3A+Experiments+in+Culture/139/xhtml/chapter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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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시켜 완공했다. 라가트는 웃손이 해고되고 본래 디자인이 원작자의 

동의도 없이 변형된 사건이 호주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건축 사례

라고 했다. 이민자들의 나라인 호주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민자 중 소수

자 집단에 속한 덴마크 출신 웃손이 차별을 당했다는 것이다.277) 

건축가의 주장 연구자의 해석 연구자의 판단

당시 호주 역사를 비판하고 
이를 통해 호주국립 박물관의 
새로운 건축적 의미를 생성

건축적·역사적 
배경이 없는 일반 

대중이 이러한 
건축적 
의미를 

유추하는 것은 
불가능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으로 
스스로 

스토리텔링이
불가능

비판의 내용

덴마크출신 건축가 요른웃손(Jørn 
Utzon)을 해고하고 호주 출신 건축가를 

고용하여 기존 건축가의 동의없이 
초기 안을 변형시켜 완공

이민자들의 나라인 호주에서 
아이러니하게 소수집단에 속한 

건축가가 차별 받음

새로운 건축적 의미

박물관의 가이드 팸플릿처럼 
스스로 스토리텔링이가능한 
새로운 장르의 건축물이 됨

→ 새로운 건축적 의미를 생성하는 것에 실패

[표4-5]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차용을 통한 

<호주국립박물관>의 새로운 의미 생성판단

그러나 건축적·역사적 배경이 없는 일반 대중이 이러한 건축 차용의 의

미를 유추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고, 따라서 <호주국립박물관>은 라가트가 

주장하는 것처럼 스스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건축물이 아니게 된다. 호

277) Rimmer, M. (2002). Crystal Palaces: Copyright Law and Public Architecture[PDF 
File]. Bond Law Review, December 2002, 14(2). Retrieved February 28, 2020. 
fromhttps://web.archive.org/web/20060520140441/http://www.bond.edu.au/law/blr/vol14
-2/blrvol14-2.pdf.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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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립박물관은 스스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새로운 건축의 장르를 개척

하는 데 실패했으므로 새로운 건축적 의미가 생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

다.

건축가 라가트는 <호주국립박물관>과 <유대인박물관>의 표절 논란에 

대해 건축 차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건축 차용을 통해 유대인박

물관을 재해석함으로써 마치 유대인처럼 핍박받은 호주원주민의 삶을 상

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278) 라가트는 이를 위해 유대인박물관

의 ‘footprint’를 차용하고 재료, 3차원적 이미지, 실내공간 등은 모두 다

르게 재해석했다고 한다.279) 

그러나 유럽 이민자들로 인한 호주원주민의 곤경과 홀로코스트의 공포

는 역사적으로도, 건축적으로도 전혀 다른 맥락에 있다. <유대인박물관>

의 매스는 유대인을 나타내는 다윗을 별을 왜곡시킨 얇은 선형의 지그재

그 형태가 특징이다. 리베스킨트는 <유대인박물관>의 선형 지그재그 매

스를 통해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진 선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지는 의미, 

조직, 관계 등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했다.280) 유대인처럼 핍박받은 호주

원주민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 유대인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에서 영감을 

받은 건축물의 매스까지 차용한 것은 역사적으로도, 건축적으로도 공감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더불어 재료, 3차원적 이미지, 실내공간 등을 다

르게 표현해서 원작을 재해석했다고 해도 국립박물관이 가진 역사성과 

상징성을 무시해서 공감받지 못한 차용은 단순히 유사한 형태를 나열하

여 기존 건축물의 창작성을 훼손하는 실패한 차용일 뿐이다. 

278) Susskind, A. (2000, June 13). Footprints in the quicksand. The Bulletin, 108.

279) 라가트와 ARM Architecture의 공동대표인 스테판 에쉬톤(Stephen Ashton) 또한 표절을 
부인했다. 그는 호주국립박물관을 하늘에서 바라볼 때만 표절인지 의심이 된다고 했다. 
Sudic, D. (2001). Australia looks back in allegory at its inglorious past. Retrieved 
February 25, 2020. from https://www.chicagotribune.com/news/ct-xpm-2001-05-15- 
0105140269-story.html

280) The libeskind building. Retrieved March 5, 2020. from https://www.jmberlin.de 
/en/libeskind-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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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및 
건축계의 주장

연구자의 해석 연구자의 판단

유대인처럼 핍박 받는 
호주 원주민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

유럽이민자들로 인한 호주 
원주민의 곤경과 

홀로코스트의공포는 
역사적으로도, 건축적으로도 

다른 맥락에 있음

<호주국립박물관>이 
가진 역사성과 

상징성을 무시해서 
공감 받지 못함

<유대인 박물관>의 
footprint를 차용하고 
재료, 3차원적 이미지, 

실내공간 등 모두 
다르게 재해석

<유대인 박물관>의 
footprint 형태

유대인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에서 

영감을 받은 건축물의 
매스까지 차용한 것은 

공감하기 어려움

유대인을 나타내는 다윗의 
별을 왜곡시킨 얇은 선형의 

지그재그 형태가 특징

<유대인 박물관>
footprint의 의미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진 
선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지는 
의미, 조직, 관계 등을 표현

→ <유대인 박물관>을 재해석하는 것에 실패

[표4-6] <유대인 박물관>에 대한 <호주국립박물관>의 새로운 해석 판단

(3) 건축차용 평가

<호주국립박물관>은 다른 건축물을 차용하고 이를 밝혔으므로 차용을 

숨기려는 고의성은 없었다. 목적성에 대한 평가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상

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첫 번째 차용목적을 제외하고, 건축가와 대중의 소

통을 유도하고 건축물을 부동산의 일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한다는 

차용목적이 비록 건축적일지라도 이를 전달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판단했

다. 그러나 미학의 기준에서 차용작품의 모든 차용목적이 성립해야 한다

는 전제조건은 없으므로 첫 번째 차용목적을 근거로 <호주국립박물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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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목적이 건축적이며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예술성 판단

에서는 호주국립박물관의 차용이 원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없고 새로

운 의미가 생성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호주국립박물관>은 

<유대인박물관>과 표절 논란이 있으므로 다음 단계의 연구에서는 표절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표절과 실패한 건축 차용으로 구분해야 한다.

특별히 <호주국립박물관>의 차용 논의에서는 시설과 건축물을 구분하

여 건축물을 미술의 차용작품처럼 분석하도록 주장하는 것에 모순이 있

다고 판단했다. 이는 건축차용과 미술차용의 차이 보여주는 단편적인 건

축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고의성 목적성 연구자의 판단

§ 고의적으로 차용을 
숨기지 않음

§ 건축적인 차용목적
§ 차용목적의 객관화 

가능

§ 원작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에 실패

§ 차용을 통한 새로운 
건축적 의미 생성 실패

→ 표절 판단 기준 적용

[표4-7] <호주국립박물관>에 대한 건축차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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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2] <호주국립박물관>에 대한 건축차용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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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메이콴 22nd 센츄리

(1) 건축표절 논의와 차용 주장

2013년 중국 충칭에 건설된 <메이콴 22nd 센츄리>는 2009년 자하 하

디드(Zaha Hadid)가 설계하고 2014년에 완공된 베이징의 <대왕징 소호

(Wangjing SOHO)>를 표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대왕징 소호>의 관계자는 <메이콴 22nd 센츄리>의 건설사가 원작의 

디지털 파일이나 렌더링을 입수했을 것으로 추측했고 표절 논란 직후 법

적으로 대응했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결론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

다. 그러나 <대왕징 소호>의 건축 디렉터 사토시 오하시(Satoshi 

Ohashi)는 이러한 추측과 더불어 디지털 기술의 평등화로 <메이콴 22nd 

센츄리>의 건설사가 유사한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는 건

축물에 대한 이해가 없는 대략적인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

다.281)

a) <Wangjing SOHO(2009~2014)> 
by Zaha Hadid

b) <Meiquan 22nd Century(2013)> by 
Chongqing Meiquan Properties ltd.

[그림4-13] <Wangjing SOHO>와 <Meiquan 22nd Century>의 이미지 비교 

 

§ 건축차용에 관한 고의성 판단

<메이콴 22nd 센츄리>의 건설사는 “원작을 복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281) Platt, V. K. (2012, December 28). Copycat Architects in China Take Aim at the Stats. 
Retrieved February 20, 2020. from 
https://www.spiegel.de/international/zeitgeist/pirated-copy–of-design-by 
-star-architect-hadid-being-built-in-china-a-8743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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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넘고 싶었을 뿐(never meant to copy, only want to surpass)”이라

는 발표를 통해 원작의 복제를 인정하며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282) 따라

서 복제의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2) 건축차용에 관한 해석

§ 건축차용에 관한 목적성 판단

<대왕징 소호>와 <메이콴 22nd 센츄리>의 표절 시비가 세계적인 논쟁

거리가 되자 중국에서는 저작권을 관리하는 특허청(Chin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주관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메이콴 22nd 센츄

리>의 건설사는 자신들의 디자인이 <대왕징 소호>와 관련이 없다고 하였

다. <메이콴 22nd 센츄리>의 디자인은 양쯔강의 조약돌에서 모티브를 얻

은 것이므로 돛에서 모티브를 얻은 <대왕징 소호>의 디자인과는 근본적

인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었다.283)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메이콴 22nd 센츄리>의 건설사는 <대왕

징 소호>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뛰어넘고 싶다고 밝힌 바 있

다. 게다가 성명 발표 직후, <메이콴 22nd 센츄리>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슬로건으로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광고를 시작했다.284) 

<메이콴 22nd 센츄리>는 건축차용을 주장하며 자하 하디드라는 유명 

건축가와 표절 논란이 있었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받아 건물을 홍

282) Kashem, N. (2015, October 15). A Tale of Two Buildings: A Case of Architectural 
Copyright Infringement in China. Retrieved February 20, 2020. from 
https://fordhamartlawsociety.com/2015/10/30/a-tale-of-two-buildings-a-case-of-archite
ctural-copyright-infringement-in-china/

283)  Kashem, N. (2015, October 15). A Tale of Two Buildings: A Case of Architectural 
Copyright Infringement in China. Retrieved February 20, 2020. from 
https://fordhamartlawsociety.com/2015/10/30/a-tale-of-two-buildings-a-case-of-archite
ctural-copyright-infringement-in-china/

284) <메이콴 22nd 센츄리>의 건설사는 세계적인 건축가의 디자인을 지역의 형편에 맞게 합리
적인 금액으로 임대할 수 있다고 했다. Disson, S. (2013, January 7). The sincerest form 
of flattery?. Retrieved February 20, 2020. from https://www.worldarchitecture 
news.com/article/1512315/sincerest-form-fl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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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려 했으므로 건축차용에 대한 <메이콴 22nd 센츄리>의 목적성은 건

축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건축차용에 관한 예술성 판단

<메이콴 22nd 센츄리>의 목적이 건

축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건

축표절 논의의 쟁점은 건축의 상품화

로 정의할 수 있는데, 건축의 상품화

에 관해서는 앞의 연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건축차용 비평의 대상에서 제

외한다. 따라서 <메이콴 22nd 센츄

리>의 예술성에 대한 평가는 불필요

하다.

(3) 건축차용 평가

차용미학의 관점에서 차용의 목적성이 건축적이지 않은, 상품화된 건

축인 <메이콴 22nd 센츄리>의 경우, 건축차용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을 충족하지 못한다. 목적성이 건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술성 

평가는 불필요하다. 더불어 해당 건물에는 표절 논란이 있으므로 다음 단

계에서 표절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표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고의성 목적성 연구자의 판단

§ 고의적으로 차용을 
숨기지 않음

§ 사회적 관심을 받아 건물을 홍보한 
것으로 판단하며, 차용의 목적이 
건축적이라고 할 수 없음

§ 불필요

→ 표절 판단 기준 적용

[표4-8] <메이콴 22nd 센츄리>에 대한 건축차용 판단

[그림4-14] <메이콴 22nd 센츄리>의 
홍보 모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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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5] <메이콴 22nd 센츄리>에 대한 건축차용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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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종합적인 분석

<글라스하우스> <호주국립박물관> <메이콴 22nd 센츄리>

순서도

고의성 고의성 없음 고의성 없음 고의성 없음

목적성

건축적 차용목적
건축적 

차용목적
건축적이나 

실패한 차용목적
非건축적 차용목적

근대건축 공간의 발전 
가능성을 기반으로 
현대건축을 발전

문화적 
다원주의 
표현 /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중
과의 
소통

건축물을 
부동산의 
일부로 

생각하는 
사람들 
비판

사회적 관심을 통한 
건물의 홍보

예술성

원작에 대한 새로운 해석 

원작에 대한 
새로운 해석

새로운 
건축적 의미 

생성

―

베를린유대
인박물관

시드니오페
라하우스

건축물을 
하나의 

형태로 해석

대지 활용을 
통한 

유기적통합

역사성과 
상징성을 
무시하여 
공감받지 

못하며 실패

스토리텔링
이가능한 
새로운 
장르의 

건축물 제안 
실패

건축적 
측면

―

시설과 건축물의 구분
부동산적 관점의 건축물 등 

미학에서 존재하지 않은 
건축의 특징 도출

상품화된 건축물
(Commodified 
Architecture)

차용 관련 출판물 발행 차용 관련 출판물 발행 ―

판단 건축차용
표절 판단 기준 적용 후, 

건축표절과 
실패한 차용으로 구분 

표절 판단 기준 적용 후, 
건축표절과 

실패한 차용으로 구분

[표4-9] 차용을 주장하는 사례에서 나타난 건축차용의 고의성, 목적성, 예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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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표절 의혹 사례

「4장 2절」에서는 「3장」에서 도출한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

을 검증하기 위해 표절 의혹이 있는 건축 사례에 이를 적용하도록 한다. 

특히, 1960부터 1980년대 한국 건축표절 의혹 사례에 대하여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를 적용할 것이다. 이는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 건축표절 의혹 사례만큼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사례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

니라, 1960~80년대 한국 건축표절 의혹 사례만큼 차용의 관점에서 논의

하기에 의미있는 사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4장 2절 1항」에서는 본 절에서 건축차용 비평모형을 적용하는 사례

를 선정한 기준에 관해 설명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도출한 건축차용 비

평모형의 의의를 짚어보기 위해, 비평의 취지와 비평 대상 선정기준을 정

리하도록 한다. 

[그림4-16] 「4장 2절」에 대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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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절에서는 「4장 2절 2항」에서 <자유센터(1962~1964)>, 「4

장 2절 3항」에서 <부여국립박물관(1965~1967)>, 「4장 2절 4항」에서 

<삼일빌딩(1971)>에 대해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을 적용하도록 

한다. 비평의 진행은 「3장 5절」의 [그림3-44]의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건축차용의 고의성 판단’, ‘차용건축의 비평적 관점 

적용’, ‘건축차용의 목적성 판단’, ‘건축차용의 예술성 판단’의 순서로 진

행하도록 한다. 

「4장 1절」과 마찬가지로 본 절에서는 ‘순수한 창작’, ‘건축차용’, ‘실

패한 차용’, ‘표절 판단 기준 적용’의 4단계로 <자유센터>, <부여국립박

물관>, <삼일빌딩>을 건축차용의 관점에서 비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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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대상 선정

(1) 대상 선정 취지

20세기 초반 우리나라는 서양의 모더니즘을 단기간에 수용해야 했다. 

특히 건축에서 모더니즘은 경제 성장과 해방 이후 신생 국가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건축

의 ‘근대화(modernization)’을 수용할 준비가 부족했다. 그로 인해 우리 

학계에는 모방을 빙자해 서양의 유명 건축물을 그대로 베끼는 표절에 대

해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카르텔이 존재한다. 

반면에 1960~80년대에는 부족한 기술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근대적인 건축을 창작하려는 신진 건축가들의 시도도 급격히 증가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60~80년대를 우리나라 근대건축의 출발점으로 

보았다. 또한, 이 시기의 흥미로운 점은 비로소 건축표절에 대해 전문가

들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한국 건축의 근대화가 진행되는 1960~80년대 건축

표절 의혹 사례를 조사하고, 차용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는 건축표

절 의혹 사례를 선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적절한 비평의 과정 없이 표

절로 비난받는 사례의 건축적 의의를 되짚어 볼 것이다. 무비판적으로 서

양의 근대화를 베낀 건축과, 부족한 여건에서도 근대건축에 다가가고자 

시도했던 건축이 동일하게 평가되도록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한국 근대건축

우리나라 근대건축의 출발점을 1960년대부터 1980년대로 정하기에 앞

서,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근대건축((modern architecture)’에 대해 간략

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의 「3장 4절」에서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을 정의하며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근대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건축 역사학자들은 근대건축의 시작을 3가지 관점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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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한다. 우선, 1876년 개항과 1899년 대한제국의 성립을 기점으로 우

리나라의 근대건축이 시작했다고 보는 관점이 있으며, 한국인 건축가들

이 일본, 유럽, 미국 등에서 도제 생활을 거치고 돌아와 국내에 본격적으

로 등장하는 1920년대를 우리나라 근대건축의 출발점으로 보는 관점이

다.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근대적인 재료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근

대적인 기술이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도입되기 시작한 1960년대를 한국 

근대건축의 출발점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근대건축이 1960년부터 시작되었다는 

판단하에, 1960년대 이후의 건축표절 의혹 사례를 선정하여 건축 차용의 

관점에서 비평하도록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를 근대건축으로 정의한다. 근대건축을 

시설이나 여건의 근대화가 아닌, 건축물의 근대화, 기술적 근대화, 근대 

재료의 사용, 근대적 평면의 도입 등을 서양식 근대화로 정의하는 이유는 

다음의 3가지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서양식 근대화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모더니즘 건축사조의 새로운 시도들을 지칭한다. 모더니즘 건축은 1909

년에 결성된 독일공작연맹과 부르조아적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표현주의 건축이 공존하였으며, 미술과 건축

의 접목을 시도한 데-스틸과 기계미학 및 추상미학과 건축을 접목하는 

구성주의 건축이 동시에 시도되었다. 이에 더해 바우하우스가 1919년 설

립되고, 독일공작연맹의 2차 전시회를 통해 모더니즘 건축의 특성을 명

확하게 전시였으며, 이를 계기로 CIAM이 1928년 창립된다(김훈, 심우

갑, 2004).285) 당시 건설된 모더니즘 건축사조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미스

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1929)>, <코르뷔지에의 사보아주택(1931)>, 

<프랭크 로드 라이트의 낙수장(1937)> 등이 있다. 

둘째, 평면에서 기능성과 효율성에의 가치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건

축물이 드러내고자 하는 이미지가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는 

285) 김훈, 심우갑. (2004). 1920~303년대 한국건축의 모더니즘의 수용과정과 통합방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24(2), 83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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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조의 모더니즘 건축이 시작된 시기는 1960년대이다. 1920년대 개

항 이후의 서양식 근대화는 양식과 시설적 측면에서의 근대화이다. 당시 

서구세력에 의해 건립된 건축이나 통감부 시기의 일본에 의해 도입된 서

양식 건축은 건축에 대한 제도적 기반 없이 서구나 일본인 건축가들이 

그들의 나라에서 하던 방식으로 한국에서 물리적인 건축을 시도한 것이

다(김훈, 심우갑, 2004).286)  서구와 일본인 기술자들이 주축이 돼서 서양 

건축양식과 사상을 한국 건축에 이식하는 과정의 건축물은 [그림4-17]의 

사례들처럼 서양의 건축양식을 그대로 수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김영

재, 2013).287)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

지는 일제 강점기로 피폐한 건축문화를 세계적인 건축의 모더니즘 수준

으로 발전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다(박길룡, 2005).288) 1953년 휴전 협

정이 체결되고 정부가 서울로 환도하며 중요한 시설과 건물이 복구되었

고, 부산지역에 머무르던 건축가들이 서울 종로로 돌아오며 우리나라의 

서양식 근대화가 가능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콘크리트 블럭,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등을 이용하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고, 이들 재료를 이용한 

아파트, 연립주택 등이 1950년대 후반에 건설되었다(신영훈, 이상해, 김

도경, 2001).289) 전후 복구를 위해 사회가 요구하는 건축을 독자적으로 

설계할 능력이 부족한 건축가들은 당시 서구의 국제주의 양식을 무비판

적으로 도입하는 문제도 발생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건축은 1960년대가 

되어 비로소 건축의 근대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표절 의혹 사례에 대한 차용 

비평을 1980년까지의 건축으로 한정한 이유는 한국의 1980년대 이후 근

대 건축이 무비판적 국제주의 건축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장적 시도를 본

격적으로 시작함으로써 세계현대 건축의 흐름과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기 

286) 김훈, 심우갑. (2004). 1920~303년대 한국건축의 모더니즘의 수용과정과 통합방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24(2), 837~840.

287) 김영재. (2013). 나카무라 요시헤이의 서양건축양식의 수요과정과 그 의미.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9(5): 159~170.

288) 박길룡. (2005). 한국현대건축의 유전자. 서울: 공간사.

289) 신영훈, 이상해, 김도경. (2001). 우리 건축 100년. 서울: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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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임석재, 1995).290)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건축이 세계 현대 

건축과 동등한 맥락에서 발전할 수 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력 신장과 

외국과의 교류 증가로 인한 것이다.

구 분 배 경

시대적 배경
§ 20세기 초반 우리나라는 서양의 모더니즘을 단기간에 수용
§ 건축에서 모더니즘은 경제 성장 및 해방 이후 신생 국가의 권위

와 위엄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도구로 사용

우리나라 근대 건축의 시대별 성격

1920년대 § 근대적인 건축의 여건 마련 및 시설의 근대화

1950년대 § 전후 복구 및 양적 증가

1960년대 § 기술적 근대화, 근대적 재료 사용, 근대적 평면 도입

1980년대 § 무비판적 근대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장적 시도 

[표4-10] 우리나라 근대건축의 배경

a) <덕수궁 석조전(1900~ 
1910)> by G.R. Harding

b) <서울역(1925)> 
by 스카모토 야스시

 

c)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1942)> 

d) <백수제약(1965)> 
by 박윤성

e) <성모병원(1963)> 
by 김정수

f)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1979)> by 이광노

[그림4-17] 대표적 건축물로 살펴본 우리나라 근대건축의 흐름  

(3) 한국 건축표절 의혹 사례조사 및 개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을 위한 사례조사 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20

년 9월까지이다. 사례조사 방법은 검색엔진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건축 

290) 임석재. (1995). 서양 근대건축의 수용과 한국 현대건축의 문제. 건축역사연구, 4(2), 
13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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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원작으로 추정되는 건축물과 ‘표절’, ‘모방’, 

‘베끼다’ 등의 단어가 함께 언급되어 표절 의혹으로 제기된 사례들을 수

집하였다. 관련 어휘가 한 번이라도 등장하는 경우 표절 의혹 사례로 선

정하였다.291) 

[그림4-18] 국내 건축표절 의혹 사례의 추이  

그 결과 총 43개의 국내 건축표절 의혹 건축 사례가 수집되었고, 표절 

의혹 사례의 완공연도(프로젝트 연도)를 기준으로 [그림4-18]과 같이 정

리하였다. 1910년도와 1930년도의 각 1건, 1960~80년대 11건, 1990년

대 2건, 2000년부터 현재까지 21건의 표절 의혹 사례가 확인되었다. 

1960~80년대 표절 의혹 사례는 총 11건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2000년대를 기점으로 표절 의혹 사례는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의 표절 의

혹 사례 중에서 52%가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19] 국내 건축표절 의혹 사례 논의의 쟁점  

291) 본 절의 사례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의 「3장 3절 1항」과 동일하다.



제4장. 건축차용 비평 

223

표절 의혹 사례별로 논의의 쟁점을 정리하면 [그림4-19]와 같다. 각각

의 사례에는 표절 의혹 건축물의 완공연도를 기준으로 번호를 부여하였

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발생한 표절 의혹 사례는 [그림4-19]의 3

번부터 13번까지 11건의 사례이다. 그중 9번과 12번 사례 2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에서 서양식 근대화가 표절 논의의 쟁점으로 등장한다. 9번과 

12번 사례 2건은 건축가가 원작의 건축 드로잉을 그대로 베껴 공모전에 

출품한 박홍의 <아키토피아(1981)>와 유관철, 박종수, 김영호의 <디오니

소스(1988)>이다. 원작의 드로잉을 그대로 베낀 것은 서양식 근대화와는 

무관한 조형적 방법에 따른 형태생성에 해당하는 사례임으로 이를 분석

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서양식 근대화가 표절 논

의의 쟁점으로 등장하는 9건의 사례([그림4-19]에서 진한 파랑색으로 표

시)를 대상으로 「3장 5절」에서 도출한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을 

통해 표절 의혹 사례에 대한 건축 차용을 비평한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건축표절 의혹 사례와 의혹 사례의 원작은 

[표4-11]에 정리하였다. 원작은 [표4-12]의 a에 해당하고, 선정 사례는 

[표4-11]의 b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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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 사진 프로젝트명(년도) by 건축가 표절 논의의 쟁점

3

a
Palace of Assembly, Chandigarh 
(1951~1962) by Le Courbusier §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
§ 건축 기술의 전형

b 자유센터(1962~1964) by 김수근

4

a Ise Grand Shrine (4BCE) 

§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

b
부여국립박물관(1965~1967) 
by 김수근

5

a
Seagram Building(1958) 
by Mies van der Rohe &
Philip Johnson

§ 건축 형태의 원형
§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
§ 건축 기술의 전형

b 삼일빌딩(1968~1971) by 김중업 

6

a
Fallingwater(1936~1939) 
by Frank Lloyd Wright § 조형성이 강조되는 

형태생성
§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건축b 창암장(1974) by 김수근

7

a
Pilgrimage Church(1968~1972) 
by Gottfried Böhm § 조형성이 강조되는 

형태생성
§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건축b
마산양덕성당(1977~1979) 
by 김수근

8

a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Tokyo(1976) by César Pelli

§ 건축 형태의 원형
§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
§ 건축 기술의 전형b

교보빌딩(1977~1980) 
by César Pelli

[표4-11] 선정된 건축표절 의혹 사례와 이에 대한 표절 논의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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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1]의 사례 3번은 르 코르뷔지에의 <챤디가르(Palace of 

Assembly, Chandigarh (1951~1962)>와 김수근의 <자유센터(1964)>에 

대한 표절 의혹 사례이다. <챤디가르>와 <자유센터>는 수평으로 긴 파빌

리온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상부 캔틸레버의 곡면 지붕과 수직 열주의 

반복이 강조된다는 점이 유사하다(강혁, 2012).292) 

사례 4번은 한옥의 서까래를 연상시키는 콘크리트 골조와 맞배지붕을 

형상화하는 김수근의 <부여국립박물관(1967)>이 우리의 전통 건축물 보

다 일본의 신사와 비슷하다고 하여 건축가의 왜색 시비와 함께 발생한 

표절 의혹 사례다(김종헌, 2014).293) 

사례 5번은 김중업이 설계한 국내 최초의 고층 철골구조인 <삼일빌딩

292) 강혁. (2012). 김수근의 자유센터에 대한 비평적 독해. 건축역사연구. 21(1), 135~154.

293) 김종헌. (2014). 건축가의 ‘글’과 ‘건축’을 통해 본 한국 근대건축의 흐름. Space, 563, 
52~77.

10

a
Pilgrimage Church(1968~1972)
by Gottfried Böhm

§ 조형성이 강조되는 
형태생성

§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b 경동교회(1981) by 김수근

11

a
Parc des Princes(1972) 
by Roger Taillibert §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
§ 건축 기술의 전형b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1984) 
by 김수근

13

a

Disney World Magic Kingdom 
Cinderella Castle(1971) 
by Disney Parks, Experiences 
and Products § 상품화된 건축

§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

b
Lotte World Magic Castle
(1989) by 롯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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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으로, 단순 명료한 커튼월 방식의 고층 오피스빌딩인 미스의 <씨

그램빌딩(Seagram Building, 1958)>과 유사하여 발생한 표절 의혹 사례

다(김현섭, 2018).294) 

사례 6번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낙수장(Fallingwater, 1939)>과 

김수근의 <창암장(1947)>에서 조형적으로 유사한 표현 방법으로 건축물

을 설계하여 발생한 표절 의혹이다. 둘은 바위에 수평적인 판들이 여러 

개 겹친 것처럼 올려놓은 다양한 매스들의 상호중첩, 자연적인 느낌 등이 

유사하다.295) 

사례 7번은 고트프리트 뵘(Gottfried Böhm)의 <순례교회(Pilgrimage 

Church(1968~1972)>와 <마산양덕성당(1979)>의 표절 의혹이다. 고트

프리트 뵘의 <순례교회>는 주변 건물 사이에서 산처럼 들쑥날쑥한 볼륨

과 수직의 얇은 창이 실내 예배당에서도 시각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된다. 

사례 10번의 <경동교회(1981)>도 <순례교회>와 조형적으로 유사한 형태

를 보이고, 주 출입 동선, 콘크리트 재료의 표현에서도 유사성이 있

다.296) 

사례 8번은 건축주의 요구로 인해 발생한 표절 의혹으로, <교보빌딩

(1980)>의 건축주는 시저 펠리(César Pelli)가 설계한 <주일미국대사관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Tokyo, 1976)>을 마음에 들어 하여 건

축가에게 같은 디자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진섭, 1991).297) 

사례 11번은 로제 타이베르(Roger Taillibert)의 <팍 데 프린세스(Parc 

des Princes, 1972)>와 김수근이 설계한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1984)>

294) 김현섭. (2018). 신화를 넘어서 김중업 다시 보기. 이수정, 정한올 (편), 김중업 다이얼로그 
(1st ed., 304~337). 파주: 열화당.

295) 테마_김수근의 건축세계[국민대학교 온라인갤러리]. Retrieved November 24, 2020 from 
https://k-art.kookmin.ac.kr/theme/%EA%B9%80%EC%88%98%EA%B7%BC%EC%9 
D%98%20%EA%B1%B4%EC%B6%95%EC%84%B8%EA%B3%84/1110?pn=2

296) jy-art. (2018). 건축가 김수근 표절 이야기. Retrieved November 24, 2020 from 
http://blog.daum.net/mjy1964/51

297) 정진섭. (1991, July 28). “서울은「사대주의」스카이라인” 명물빌딩 설계 외국인 독차지…
“외화낭비”. 경향신문, 5. Retrieved Feburary 6, 2021 from https://newslibrary.naver.com/ 
viewer/index.nhn?publishDate=1991-07-28&officeId=00032&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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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와 형태가 유사하여 발생한 표절 의혹이다. 

사례 13번은 디즈니월드 매직킹덤의 <신데렐라 캐슬(Disney World 

Magic Kingdom Cinderella Castle, 1971)>과 롯데월드의 <매직캐슬

(1989)>이 유사하다는 표절 의혹이며, 두 건물 모두 독일의 <노이슈반슈

타인성(Neuschwanstein Castle, 1869)>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서양식 근대화는 건축의 형태에서 상징

성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그로 인해 대부분의 표절 의혹은 해외 유

명 건축가의 건축물을 모방한 3, 5, 6, 7, 8, 10, 11번의 사례이며, 그 밖

에도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을 서양 양식으로 표현한 4번 사례, 조형적 형

태가 유사한 것으로는 3, 6, 10번의 사례, 상업적으로 건설된 키치

(kitsch) 건축인 13번 사례가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국제주의 양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건축 의장적 

시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해외의 현대 건축의 흐름과 보조를 맞추었

다(임석재, 1995).298) 1980년대에는 박스 형태의 건물에서 벗어난 건물

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외국 건축가가 참여하는 대형 업

무용 건축과 호텔 건축이 늘어났다. [그림4-19]의 17번 사례를299) 끝으

로 서양식 근대화로 인한 표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서양식 

근대화로 인한 표절 논의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표절에 관한 쟁점이 거론

된다. 

298) 임석재. (1995). 서양 근대건축의 수용과 한국 현대건축의 문제. 건축역사연구, 4(2), 
135~139.

299) Forster & Partners가 홍콩에 설계한 <HSBC(1985)>와 삼성물산이 설계한 동대문의 
<Nuzzon(2000)> 표절 의혹이다. 동대문의 Hi-Tech 건물[Reding Architecture]. Retrieved 
April 5, 2018 from http://www.hanyoonseok.com/read/archives/0004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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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근대 건축표절 의혹 사례에 대한 비평의 의의

(5) 건축차용 비평 대상 선정

이에 본 절에서는 「3장 5절」에서 도출한 [그림3-44]를 토대로 건축 

차용 비평모형에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한국 건축표절 의혹 사

례를 적용하여 차용의 관점에서 해당 사례를 비평하도록 한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한국 건축표절 의혹 사례는 <자유센터

(1964)>, <부여국립박물관(1967)>, <삼일빌딩(1971)>이며 건축 순서 순

으로 이후의 항을 정리하도록 한다. 

구 분 내 용

표절 논의의 
쟁점

§ 수로 서양식 근대화가 표절 논의의 쟁점이 됨
§ 건축의 서양식 근대화(modernism)를 우리 건축의 일부분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
§ 모방을 빙자한 서양의 유명 건축물을 베끼는 표절을 모른 척 넘

어가는 일이 빈번 함
§ 서양에서 건축 교육을 받고 돌아와 국내에서 자신만의 건축물을 

창작하는 건축가들의 시도가 급격하게 증가

건축표절 
의혹 사례

§ 시각적 유사성은 조형예술에서 표절 의혹을 가져오는 가장 큰 
이유가 됨

§ 건축에는 시각적 유사성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
§ 미학에서 해석하는 차용의 관점으로 평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꾸준히 표절로 비난받는 건축물이 존재

우리나라 
1960~80년
대 건축표절 
의혹 사례

§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본 연구의 분석의 틀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 건축표절 의혹 사례만큼 건축차용 비평모형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사례를 찾기 어려움

§ 우리 건축계에 의미 있는 1960~80년대 한국 건축표절 의혹 사
례에 대해 차용미학의 관점에서 실패한 차용과 건축 차용으로 
구분하여, 불필요한 표절 논란 종결

우리나라 근대 건축표절 의혹 사례에 대한 비평의 의의

§ 우리나라 1960~80년대 한국건축은 부족한 여건에서 우리만의 건축을 시도한 
우리나라 근대건축의 출발점이나, 부족한 기술과 경험으로 인해 이전 세대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이식한 서양식 근대화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외형의 
것을 베끼는 일이 발생

§ 발전과정의 시행착오와 무비판적 서양식 근대화의 흡수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

[표4-12] 우리나라 근대 건축표절 의혹 사례에 대한 비평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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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자유센터

(1) 건축표절 논의 

르 코르뷔지에의 <챤디가르 의사당(Palace of Assembly, Chandigarh, 

1962)>과 김수근의 <자유센터(1964)>에 대한 표절 의혹 사례이다. <챤

디가르 의사당>과 <자유센터>는 수평으로 긴 파빌리온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상부 캔틸레버의 곡면 지붕과 수직 열주의 반복이 강조된다는 점

이 유사하다(강혁, 2012)300)

a) <Palace of Assembly 
Changdigarh(1951~1962)> 

by Le Courbusier

b) <자유센터(1962~1964)> by 김수근

[그림4-20] <Palace of Assembly, Chandigarh>와 <자유센터>에 대한 건축표절 의혹

<자유센터> 건물은 한국에서 전후 최초로 지어진 국가 차원의 기념 건

축이었으며, 김수근도 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자유

센터>가 표상하려고 했던 지배 이념은 분단 체제하의 이념 경쟁에서 승

리한 신생 국가의 위엄과 자수성 및 독립성을 표현하려는 건축물로 해석

할 수 있다. 오늘날 국가의 이념을 표상하는 건축물이 비판의 대상이 되

300) 강혁. (2012). 김수근의 자유센터에 대한 비평적 독해. 건축역사연구. 21(1), 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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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는, 건축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측의 이익을 위해 주어진 지배 

이념을 유지하고, 현재의 의미들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

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유센터>의 주요개념은 당시 군사 정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정인하, 2020).301) 

§ 건축 배경에 대한 측면

구체적인 <자유센터>의 건축 배경을 살펴보자면, <자유센터>는 사회적

인 요구보다는 이데올로기적 필요성 때문에 계획된 기념비적 건축물이

다. <자유센터>는 193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제3공화국 정부가 

최초로 시도한 대규모 건축물로써, 당시 정부는 <자유센터>의 건축을 통

해 신생 반공 국가인 대한민국의 집단적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표현하고

자 하였다(강혁, 2012). 이에 1954년 6월 반공 운동을 대대적으로 확산

하자는 취지에서 ‘아시아반공연맹’의 창립 회의가 열렸고, 1692년 5월 제

2차 임시총회에서는 교육 연구기관인 <자유센터>의 건축을 계획하였

다.302) 이에 1962년 11월에는 국가 보조와 국민 모금을 통해 <자유센

터>의 공사를 시작하였다(정인하, 1996).303) 또 다른 기록에서는 당시의 

증권파동으로 막대한 자금을 축적한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 측이 <자

유센터>의 건축을 주도하고 이에 김종필의 감독하에 김수근이 온갖 배려

와 편의를 받으며 건축 디자인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김종필은 <워커힐 

힐탑 바(1963~1964)>를 지으면서 김수근의 재능을 알아보고, <자유센

터>의 설계에 그를 참여 시켰다. 당시 김종필이 김수근에게 한 주문은 

“자유 냄새가 물씬 나도록 설계를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수

근은 “태평양을 향해 자유롭고 힘차게 나가는 배를 형상화했다”고 설명

했다(정인하, 2020).304) 

<자유센터>는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 공사에 해당했다. 하지만, 

301) 정인하. (2020). Untitled. Manuscript in preparation.

302) 건축가 협회. (1994). 한국의 현대건축, 1879-19990, 서울: 기문당. 113.

303) 정인하. (1996). 김수근 건축론. 서울: 시공문화사. 64.

304) 정인하. (2020). Untitled. Manuscript in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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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우리나라의 건설기술은 몹시 열악한 상황이었고, 김수근이 디자인

한 대형 노출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어본 경험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다행

히 국내에서 시멘트가 생산되고 있었지만, 노출 콘크리트의 고른 표면을 

표현하고자 일제의 시멘트를 사용하였고, 콘크리트를 성형하기 위한 거

푸집 재료에는 수입 목재가 사용되었다(강혁, 2012).305) 

a) 자유센터 모금 선전용 사진

c) 박정희대통령 아세아 반공연맹 

<자유센터> 개관식 참석

b) 아세아 반공 자유연맹 

<자유센터> 개관식 전경

[그림4-21] <자유센터>에서 나타난 정치적 건축목적

 이처럼 <자유센터>의 건축에 막대한 투자를 한 이유는 당시의 박정희 

정권이 조국 근대화와 효과적인 지배를 위해 건축을 하나의 국가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림4-21]에서 보이듯이,306)307) 

305) 강혁. (2012). 김수근의 자유센터에 대한 비평적 독해. 건축역사연구. 21(1), 135~154.

306) 국가기록원. (1965). 자유센터모금선전용사진3. Retrieved October 27, 2020 from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200044753&dsid=
000000000005&gubun=search

307) 국가기록원. (1964). 아세아반공자유연맹자유센터개관식전경2. Retrieved October 27, 
2020 from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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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자유센터>와 같이 기념비적인 건축물은 국가, 정권, 체체를 유지하

는 에데 의식과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비폭력적이고 효과적인 지배

를 가능하게 하였다. 더욱이 <자유센터>는 군사 정권의 지배 이데올로기

를 가시적인 조형물로 보여주며 군사 정권의 힘을 과시하였다. 강혁

(2012)은 이처럼 군사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자유센터>는 건

축물의 미학적 성취에 의해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체제에 편입되게 하

거나, 거부하는 경우 타자가 되어 배척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자유센터>는 당시 정권을 미화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사용되

게 되었다.309) 

§ 건축가 개인에 대한 측면

김수근은 <오양빌딩(1962)>310), <워커힐 힐탑 바(1962~1963)>311), 

<자유센터(1964)>의 설계를 통해 노출 콘트리트 기법을 시도하였다. 이

를 통해 김수근은 당시에 근대건축의 한계로 논의되던 기능주의, 국제주

의 건축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 노출 콘크리트를 건

축물에 그대로 노출하는 건축의 유행은 서양국가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도 유행하고 있었는데, 김수근의 일본 유학경험이 이러한 건축적 성향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판단된다. 특히, 김수근이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르 코르뷔지에와 겐조 단게(Kenzo Tange)의 영향이 두드러

지게 나타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단게의 경우, <동경도청

사(1952)>의 설계를 위해 <유니테 다비따시옹(Unite d’Habitation)>을 

28004&dsid=000000000003&gubun=search

308) 국가기록원. (1964). 박정희대통령아세아반공연맹자유센터개관식참석1. Retrieved October 
27, 2020 from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 
200028004&dsid=000000000001&gubun=search

309) 강혁. (2012). 김수근의 자유센터에 대한 비평적 독해. 건축역사연구. 21(1), 135~154.

310) 오양빌딩[공간작품]. Retrieved November 26, 2020 from http://www.spacea. 
com/renew/works_detail.html?idx=53&p_gbn=all

311) 워커힐호텔 힐탑바[공간작품]. Retrieved November 26, 2020 from http://www. 
spacea.com/renew/works_detail.html?idx=52&p_gbn=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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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의 방식으로 차용하여 설계한 바 있는데, 이에 두 사람의 건축에서 

어느 정도 코르뷔지에 건축에 대한 동경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한평, 

단게가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방식은 목구조의 부재와 같은 느낌으

로 코르뷔지에의 방식보다 경쾌하고 가벼워 보이는데, 김수근의 <남산 

국회의사당>, <자유센터>에서 코르뷔지에의 방식보다는 단게의 방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a) Indo-Islamic Architecutre-Chhatri b) 한옥의 처마

c) <Palace of Assembly Changdigarh 
(1951~1962)> by Le Courbusier

d) <National Congress(1956)>
by Oscar Niemeyer 

e) <Hiroshima Peace 
Memorial Museum
(1952~1955)> by 

KenzoTango

f) <Town Hall, 
Kurashiki(1958~1960)> 

by Kenzo Tango 

g) <Kyoto Bunka Kaitan
(1960)> by Kunio 

Maekawa

h) <주한 프랑스 
대사관(1960)> by 김중업

i) <자유센터(1962~ 
1964)> by 김수근

j) <국회의사당 계획안
(1968)> by 김중업

[그림4-22] 건축사로부터의 <자유센터>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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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립당시의 자유센터 b) 도색으로 변형된 현재의 자유센터

c) <Town Hall, 
Kurashiki(1958~1960)> 

by KenzoTango 

d) <Town Hall, Kurashiki(1958~1960)> 
by KenzoTango

[그림4-23] <Town Hall, Kurashiki>와 <자유센터>의 주출입구 이미지 비교

<자유센터>이전에 김수근은 <워커힐 힐탑 바(1963~1964)>의 설계를 

통해 노출 콘크리트에 대한 성공적인 결과를 남긴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

다. “워커힐(Walker Hill)”의 “W”를 모티브로 설계하여 역삼각형으로 놓

인 모습을 하고 있으며, 당시 한강 건너에서 바라보면, 대지에서 우뚝 솟

은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또한, 사방이 트이게 하여 옛 정자처럼 

멀리 풍광을 감상하게끔 하도록 했다고 한다.

<자유센터> 이후에도 <남산맨숀(1965)>312), <불광전화국(1966)>313), 

312) 남산맨숀[공간작품]. Retrieved November 26, 2020 from http://www.spacea. 
com/renew/works_detail.html?idx=72&p_gbn=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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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연구원 본관(1969)>314) 등에서도 노출 콘크리트는 김수근의 

건축에서 중요한 건축어휘로 등장하게 된다. 다음 절의 <부여국립박물관

(1967)> 이후의 노출 콘크리트는 조형성을 표현하기보다는 근대적인 컴

포지션과 공간의 구획 등에 설계의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a) <오양빌딩(1962~1964)> 
by 김수근

 

b) <워커힐 힐탑바(1963~1964)> 
by 김수근

[그림4-24] <자유센터> 이전에 김수근이 시도한 노출 콘크리트 기법 

a) <남산맨숀(1965)> 
by 김수근

b) <불광전화국(1966)> 
by 김수근

c) <과학기술연구원 본관
(1969)> by 김수근

[그림4-24] <자유센터> 이후에 김수근이 시도한 노출 콘크리트 기법 

§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

먼저,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물로서 반공 국가에 대한 이데올

로기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건축물로서 <자유센터>는 <챤디가르 의사

당>을 차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를 설명하자면, <챤디가르 의사당>의 

거대한 지붕 아래에는 이를 받치는 얇은 콘크리트 벽들이 있고 수공간에 

비친 건물의 모습이 마치 신전처럼 인식되게 한다. 이를 통해 <챤디가르 

의사당>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인도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313) 불광전화국.[공간작품]. Retrieved November 26, 2020 from http://www.spacea. 
com/renew/works_detail.html?idx=75&p_gbn=year

314) 과학기술연구원 본관[공간작품]. Retrieved November 26, 2020 from http://www.spacea. 
com/renew/works_detail.html?idx=77&p_gbn=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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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자유센터>는 이러한 기념비성과 상징성을 차용하기 위해 

건축의 전반적인 배치와 강조되는 지붕을 받치고 있는 반복된 열주를 사

용함으로써 신생 반공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

다.315) 

다음으로 건축 기술의 전형 측면에서 <자유센터>는 노출 콘크리트 방

식을 사용한 국내 최초의 대규모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챤디가르 의사당>, <동경도청사> 등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챤디가르 의사당>에 대한 <자유센터>의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은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과 건축 기술의 전형으로 정리 

판단된다.

§ 건축차용에 관한 고의성 판단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유센터>는 의도적으로 

<챤디가르 의사당>을 차용하였다. 김수근의 교육 배경 상 김수근은 <챤

디가르 의사당>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논란이 있기 전까지 김수근이 <챤디가르 의사당>의 차용에 관해 이야기

했다는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유센터>의 건축

차용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다수의 전문가가 차용의 대상을 유추

하는바, 이에 대한 건축차용의 목적성을 과학적 관점과 예술적 관점에서 

평가하도록 한다.

(2) 건축차용에 관한 해석

§ 건축차용 비평의 과학적 비평

<자유센터>의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이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

315) “챤디가르 건설의 일환으로 세워진 주의회 의사당은 근대적 수법으로 기념비성을 구현한 
성과로 꼽힌다. 수직 열주의 도열과 상부의 긴 수평 곡면의 지붕으로 이루어진 정면 파사드
는 챤디가르의 것과 유사하며 그 영향하에 설계되었으리라 추정된다(강혁, 2012).” 강혁. 
(2012). 김수근의 자유센터에 대한 비평적 독해. 건축역사연구. 21(1), 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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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5] 한국에서의 Bétonbrut와 노출 콘크리트에 대한 실험적 의의

축과 건축 기술의 전형인 만큼, <자유센터>의 건축적 의의를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도약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자유센터>는 당시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건축물도 이루어내지 못한 규

모와 완성도로 노출 콘크리트를 실험하였다. 당시 궁핍한 우리의 건설기

술, 재료, 장비, 경험의 측면에서 <자유센터>가 보여주는 대형 캔틸레버

의 대담한 구사, 시공의 정밀도, 디테일의 구체성을 우리나라의 건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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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하게 하는 데에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하늘로 솟아오른 듯한 

곡면 처마를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었다고 한다. 이를 

위해 건설 노동자들은 콘크리트를 원시적인 방법으로 직접 반죽하였고, 

역시 손으로 거푸집을 만들어 직접 콘크리트를 부어가며 <자유센터>를 

완성했다고 알려져 있다(강혁, 2012). 결과적으로 <자유센터>의 성공적

인 노출 콘크리트 방식은 동시대 한국 건축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었고, 

김수근 개인적으로도 노출 콘크리트 방식에 자신감을 얻어 <한국일보 사

옥>이나 <문화방송국>,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본관>과 같은 주요 작품의 

건축관에도 발전적인 영향을 주었다.

<자유센터>의 노출 콘크리트 방식에서 주목할 점은 거대한 지붕과 이

를 받치고 있는 열주 및 내부 공간에서의 분절감이 경쾌하고 가벼운 느

낌으로 표현되고 표면의 마감과 질감이 일본건축의 노출 콘크리트와 유

사한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이에 강혁(2012)은 젊고 경험이 부족

한 우리나라의 건축가들이 <자유센터>의 건축을 위해 일본의 기성 콘크

리트 도면과 디테일을 참고하여 건축을 진행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더불어 김수근이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기 위한 외관의 조형적인 

표현에 신경을 쓴 만큼 내부의 공간에서도 디테일한 조소적 표현이 강조

되며 궁극적으로 공간 자체에서 건축가의 예술적인 조형 의지가 나타난

다고 하였다(강혁, 2012).316) 

§ 건축차용에 관한 목적성 판단

김수근은 기념비적 건축이자 반공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표현하기 위해 

권위적이고 과장된 스케일의 지붕을 디자인하였고, 그로 인해 <자유센

터>는 일종의 무대장치 또는 파빌리온처럼 기능이 없는 건축물로 해석되

고 있다. 이에 마치 신전이나 제단처럼 수평으로 긴 파빌리온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주입면에서 열주가 반복되고 있다. <자유센터>가 파빌리

온의 형식을 지닌다는 것은 건물의 평면도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데, 

316) 강혁. (2012). 김수근의 자유센터에 대한 비평적 독해. 건축역사연구. 21(1), 135~154.



제4장. 건축차용 비평 

239

a) <자유센터> 조감도

b) 전면과 후면의 대지 차이를 해결한 
<자유센터>의 내부

c) 전면과 후면의 대지 차이를 해결한 
<자유센터>의 외부

d) 3층 평면도 e) 모형

f) 기존 배치도 g) 공중촬영

[그림4-26] <자유센터>에서 나타난 기념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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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센터>의 내부는 외부에서 보여주는 웅장함과 달리 매우 단순하고 

그 기능을 파악하는데에도 특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강혁(2012)는 

<자유센터>를 “형식이 곧 내용 자체인 건축”이라고 비평하였고, 그로 인

해 <자유센터>는 대중과의 소통보다는 위압적이고 일방적인 교화를 목적

으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의 <자유센터>가 건축차용을 통해 이러한 

목적성을 표현하는 데에 성공하였더라도 문제는 오늘날에도 당시의 국

가, 체제, 이데올로기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김수근의 

<자유센터>는 여전히 건축된 당시의 목적성을 보여주며 우리의 삶과 동

떨어진 모습을 하고 있게 되었다.317) 

a) 김수근의 스케치 A b) 김수근의 스케치 B

[그림4-27] 기념비성을 보여주는 김수근의 스케치

다음으로는, <자유센터>의 설계에서 김수근이 기념비성과 상징성을 의

식하고 구현하려 했다는 것은 그의 초기 단계 스케치에서도 나타나고 있

다. 먼저, <자유센터>를 강한 축선 상에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배치와 진입을 통해서 <자유센터>의 차용목적을 논의하고

자 한다. 본래 수평의 파빌리온 건물이 평지에 계획되는 데에 반하여, 

<자유센터>는 남산의 비탈진 경사지에 무리하게 상징성과 기념비성이 강

조되는 건물을 배치하여 전후면의 공지 확보나 진입에 제약이 생겼다. 

<자유센터>는 남산에서 내려가는 주도로의 측면에서 진입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일부로 걸어 나와 정면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방문자는 건물

의 후면으로 입장하게 된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이러한 동선은 경사

지에 무리하게 긴 수평의 파빌리온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317) 강혁. (2012). 김수근의 자유센터에 대한 비평적 독해. 건축역사연구. 21(1), 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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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유센터 전면의 
수직열주

b) 전후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심공간

c) 자유센터 전면의
 열주

[그림4-28] 대지 높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김수근의 노력

건축차용에 대한 <자유센터>의 목적성과 그에 따른 의의를 정리하자

면, <자유센터>는 당시까지 우리나라의 기술로 이루어내지 못한 완성도

로 노출 콘크리트를 실험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축계에 긍정적인 발

전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방공이라는 추상적이고 모

호한 개념을 <챤디가르 의사당>의 건축 문법을 사용하여 건축물에 현전

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차용미학의 의의보다 정치적 의도가 크다고 판단

되어 이에 대한 건축적 목적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가지의 차

용목적 중, 하나라도 건축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재적 

미학의 관점에서 우리는 <자유센터>의 예술적 비평을 진행할 수 있다. 

§ 건축차용에 관한 예술적 비평과 판단

<자유센터>와 <챤디가르 의사당>에서 조형적으로 가장 유사하다고 판

단되는 요소는 곡선의 부유하는 노출 콘크리트 지붕과 열주일 것이다. 수

직 열주가 반복되고 강조되는 점은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며 둘 다 동일

한 예술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센터>와 <챤디가

르 의사당>의 지붕은 서로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고 건축적인 효과도 다

르다. <챤디가르 의사당>의 지붕과 열주는 인도의 강렬한 햇빛,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그림자로 인해 수평 부재가 더욱 강조되고, 수공간에 반사

되어 제단과 같은 효과를 준다. <챤디가르 의사당>의 지붕은 인도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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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건축인 챠트리(chatri)를 차용한 것인데, 챠트리는 강렬한 햇빛과 폭우

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되었다. 반면 <자유센터>의 경우, 뻗어 나

온 지붕 곡면에서 한옥의 넓고 둥근 처마를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

으나, 가늘고 섬세한 수직 기둥과의 조합으로 인해 이를 서양의 신전 형

식을 차용한 것으로 보는 게 더 옳다. 

a) <Town Hall, Kurashiki(1958~1960)> 
by KenzoTango 

b) <자유센터> 중심공간

[그림4-29] <Town Hall, Kurashiki>와 <자유센터>의 중앙로비 이미지 비교

다음으로는 중심공간의 계획을 통해 <자유센터>의 예술적 의의를 평가

하는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4-0]은 <자유센터>의 남측과 북측 

대지의 높이차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을 중앙을 관통하여 전면과 뒷면을 

연결하도록 만든 중심공간이다.318) 이 공간은 상하 전후 내외로 통하며 

공간의 처리에서 돋보인다고 평가받는 부분이다. 한편, 이를 당게의 건축

어휘로 판단하는 비평가들은 이 또한 짜깁기와 마찬가지의 실패한 차용

으로 판단하는 견해도 있다.319) 

318) 국가기록원. (1963).  자유센터공중촬영2. Retrieved October 27, 2020 from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200043032&dsid=
000000000002&gubun=search#1

319) 신영훈, 이상해, 김도경. (2001). 우리 건축 100년. 서울: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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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차용 평가

비평적 관점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 건축 기술의 전형

건축 배경에 대한 측면 건축가 개인에 대한 측면

§ 193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제3공화국 집권

§ 제3공화국 정부에서 최초로 시도한 
대규모 건축물

§ 건축을 통해 의식과 감정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지배 효과 도출

§ 공공건축물을 통해 국가적 정체성 
제시

§ 1959년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학생 
김수근이 국회의사당 현상설계에서 
당선하며 국내 건축계에 데뷔

§ 1960년대 김수근이 건축한 작품의 
정점

§ 김중업과 비교되는 건축가로 
간주되는 계기

§ 노출 콘크리트로 <워커힐 힐탑바
(1961~1964)>의 건축에 참여

과학적 접근

차용목적의 
건축적  

의의

§ 당시까지 한국의 어떤 건축물도 이루어내지 못한 규모와 완성도의 
노출 콘크리트를 실험

§ 노출 콘크리트의 조형은 <찬디가르>이외에도 마에까와의 
<교토회관(1960)>, 당게의 <구라시키시청사(1960)>와 유사하며, 
김수근은 이러한 작업을 연구하여 적용한 것으로 판단

→ 노출 콘크리트의 물성을 국내에서 적용한 것에 의의가 있으므로, 
차용 목적의 건축적 의의 인정

§ 반공이라는 추상적 기호를 가시적 조형물로 표현하여 군사 정권의 
의지를 과시하고 건축이 국민을 설득하는 장치로 설립됨

§ 현실적인 필요성 보다는 정치 및 이데올로기적 요구에 의해 
건축되었고, 이는 전후면 공지의 확보와 진입 및 배치를 통해 
설명됨

§ <찬디가르>가 인도의 챠트리(chhatri)라는 지역 건축의 어휘를 
사용하여, 환경에 순응하는 반면, 자유센터는 이데올로기의 
목적을 위한 어휘로 내·외부 공간이 존재

→ 건축차용의 관점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크다고 판단

[표4-13] <자유센터>의 건축표절 의혹에 대한 배경 및 목적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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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접근

원작에 
대한 

재해석

§ 정면 파사드에서나타난 수직 열주의 도열과 상부의 긴 수평 
곡면의 지붕은 <찬디가르>의 영향을 보여줌

§ <찬디가르>가 의사당이라는 회의장 기능을 수용하는 정방형의 
평면인 반면, <자유센터>의 본관은 일부 사무 기능 외에 특별한 
내부 기능이 없는 파빌리온으로, 일종의 무대장치와 같음

§ 수직 요소의 반복과 장대한 지붕 구조, 노출 콘크리트를 통한 
극적 효과를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동일

§ 그러나 <찬디가르>의 조형적 요소가 인도의 강렬한 햇빛이 
만드는 그림자로 인해 수직·수평 부재가 더욱 강조되며 전면의 
연못을 통해 더욱 극적이라도 판단

§ <자유센터>의 수직 기둥은 상대적으로 더 가늘고 섬세함

→ 수직 요소의 반복과 지붕 구조물을 통한 극적 표현이   
  <찬디가르>의 것보다 뛰어나다고 판단되지 않음

새로운 
예술적 
의의

§ 건물의 전면과 후면 대지의 높이 차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중앙을 관통하여 이를 연결 하도록 하는 중심 공간은 근대 
건축의 공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그러나 남산의 자연스러운 입지를 고려하지 않고, 전면과 후면 
대지의 차가 발생한 이유는 <자유센터>의 전면에 대중의 
군집이나 행사를 위한 광장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

→ 차용을 통해 새로운 예술적 의의를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어 보임
→ 오히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

→ 노출 콘크리트의 물성을 실험한 것을 통해 일부의 건축적 의의가 인정되지만, 
   차용을 통해 원작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새로운 예술적 의의가 나타났다고 
   평가되지 않으므로 <자유센터>는 차용미학의 관점에서 실패한 차용으로 판단

→ 표절 판단 기준을 적용한 평가 필요

[표4-14] <자유센터>의 건축표절 의혹에 대한 예술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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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0] <자유센터>에 대한 건축차용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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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부여국립박물관

(1) 건축표절 논의

<부여국립박물관(1967)>은 한옥의 서까래와 맞배지붕을 형상화하여 

콘크리트 골조로 건축된 건축물이며, 일본 신사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건축표절 논의가 있었다. 명확히 당시의 논의의 정리하자면, <부여국립박

물관>의 건축표절 의혹은 특정 대상을 표절했다고 정의하기보다는 일본

의 건축양식이 세금으로 지어지는 국립박물관의 건축에서 나타난다는 점

에서 문제가 있던 사건이다.

a) <Ise Grand Shrine(4BC)> b) <부여국립박물관>의 남측

c) <Ise Grand Shrine(4BC)>의 도리이 d)「동아일보 (1967. 08. 19)」에서 
도리이와의 유사성을 제기한 기사 사진

e) 일본의 무자창(武者窓)에 대한 예시 f) 무자창과의 유사성 논란이 있던 
<부여국립박물관>의 남동측 창

[그림4-31] <부여국립박물관>과 <Ise Grand Shrine>의 이미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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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배경에 대한 측면

<국립부여박물관>은 개방시대에 전통과 표절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논

란거리로 등장하였다. 우리 건축계에서 차용 대상이 서양의 건축인 경우, 

이를 근대화의 일환으로 받아들여 별다른 문제로 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서양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이를 국내에서 건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 한다. 그로 인해 다음 항에서 이야기하게 될 <삼일빌딩>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언급되고 있다.320) 

그러나 <국립부여박물관>의 경우, 차용의 대상이 동양의 전통건축이고, 

이것이 차용의 논의에서 벗어나 전통의 논쟁과 건축가의 왜색 시비까지 

확산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국립부여박물관>의 건축표절과 건축차용

의 비평은 다른 사례와는 다른 측면에서 논의된다고도 할 수 있다. 

<부여국립박물관>의 건축표절 의혹에 대해 박길룡(2005)은 김수근이 

생각하는 민족적이고 전통적인 것이 <부여박물관>에서 시도되었고, 커다

란 문화적 스캔들이 되었다고 했다.321)

[그림4-32] <국립종합박물관>의 투시도를 설명하는 기사
출처: 「동아일보(1966. 05. 07)

320) 정인하. (2020). Untitled. Manuscript in preparation.

321) 박길룡. (2005). 한국현대건축의 유전자. 서울: 공간사.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 구축 및 적용

248

이에 좀 더 구체적으로 1960년대부터 19700년대까지 전통건축의 계승

과 관련한 국내의 또 다른 주된 논의를 살펴보면, <국립종합박물관

(1966~1972)>의 사례가 있다.322) <국립종합박물관>의 공모에서는 한국

건축의 전통을 계승할 것이 강요되었는데, 1966년 1월 경복궁 내에 새로 

건축할 <국립종합박물관> 설계 경기의 지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계 조건으로서 건물 외형은 지상 5층 내지 6층, 지하 1층으

로 하되, 건물 자체가 어떤 문화재의 외형을 모방함으로써 콤포지

션 및 질감이 그대로 나타나게 할 것이며 여러 동이 조화된 문화

재 건축을 모방해도 좋음 [..] 단, 내부 시설은 한식을 가미한 초현

대식 시설로 한다(신영훈, 이상해, 김도경, 2001).”323)

이러한 설계지침은 “유구한 역사를 이룬 전통적 유형문화의 발전상을 

시대적 유물로서 보존함과 동시에 나아가 새로운 우리 나아의 고유양식

의 창의를 발휘하여 이를 후세에까지 전할 수 있는 문화의 전당을 겁립

(조재모, 1999)”324)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으나, 설계 공모의 결과를 놓고 

평가하였을 때, 강요된 전통에 대한 차용의 결과인 <국립종합박물관>은 

불국사의 청운교, 백운교를 기단부에 형태적 모티브로 활용하고, 상부는 

법주사 팔상전,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등을 조잡하게 한 곳에 짜

깁기해 놓은 형태로 건축되었다. 게다가 목조건축을 차용하였으나, 그 재

료는 콘크리트로 건축되어 전통건축의 의미가 아닌 형태적인 것만을 차

용하게 된다는 문제를 초래했다. 이에 이러한 건축차용의 결과로 다양한 

‘실패한 차용’이 우리 건축계에 등장하게 되었으며, 전통의 계승은 형태

의 차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322) 동아일보. (1966. 05. 07). 국보 등 고유의 선미 본떠. 동아일보, 7. Retrieved November 25, 2020 
from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6050200329205025&editNo=2 
&printCount=1&publishDate=1966-05-02&officeId=00032&pageNo=5&printNo=6320&publishType=
00020 

323) 신영훈, 이상해, 김도경. (2001). 우리 건축 100년. 서울: 현암사.

324) 조재모. (1999). 한국건축 전통논의의 성격. 기초과학연구. 1, 96~124.



제4장. 건축차용 비평 

249

a) <국립종합박물관(1966~1972)> 
by 강봉진

b) <국립광주박물관(1978)> 
by 박춘명

[그림4-33] 강요된 전통의 형태적 계승 

이와 유사하게 전통건축을 형태적으로 계승한 사례는 [그림4-33]과 같

다.325) 우선, 박춘명이 설계한 <국립광주박물관(1978)>은 한국건축의 전

통에 대한 행정 당국의 편협한 해석으로 인해 건축된 실패한 차용이라 

할 수 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코리아나호텔>과 같은 국제주의 양식

의 건축을 설계하던 건축가 박춘명이 갑작스럽게 한국전통 건축의 기와

지붕 등을 직설적으로 설계에 도입하고, 전통의 곡선미를 살리려 했던 안

타까운 사례로 알려져 있다(신영훈, 이상해, 김도경, 2001).326) 당시에 강

요된 조건 전통의 계승은 결과적으로 전통의 문제를 형태적으로 계승하

는 것을 금기시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우리나라 건축계에는 전통의 현대적 모방이라는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김원(1975)은 제3세대가 몰두하는 지역성에 대해, 전통주의

(traditionalism), 민족주의(nationalism), 지역주의(localism)의 의미 혼돈

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당시 우리나라에 있었던 전통성의 현

대적 개승의 의미를 이야기하였다.

“우리의 Traditionalism은 디테일과 기법의 현대적 원용이 아니

라 우리 철학과 자연관과 인간관의 현대적 정리이어야 하며, 우리

의 Nationalism은 프로퍼갠더와 쇼비니즘에 의한 획일성이 아니

라 진실로 민족의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 거족적 뒷받침이

어야 하며, 우리의 Localism은 민족취미의 것이 아닌 ‘그 땅이 그 

325) 강난형. (2017). 국보건설단 강봉진과 국립종합박물관. 한국근현대미술사학. 33, 193~214.

326) 326) 신영훈, 이상해, 김도경. (2001). 우리 건축 100년. 서울: 현암사,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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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을 만든다’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진실로 우리 풍토에 알맞게 

국산의 재료로 한국의 건축주, 건축가, 시공자에 의해 한국의 경관

에 자연스럽게 던져지는 스케일, 감각, 서정시여야 한다(김원, 

1975).”327)

그런 의미에서 <부여국립박물관>의 건축표절은 표절이라기보다는 당

시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차용의 대상을 선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더불어 건축가 김수근은 여러 번 차용대상이 일본의 전통건축이 아님

을 명시하며, 우연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당시 건축계

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건축가 개인에 대한 측면

건축가 개인에 대한 측면에서는 <부여국립박물관> 설계 전후에 이루어

진 김수근의 건축적 발전사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건축가 김수근 

개인에게 <국립부여박물관>이 갖는 작품적 의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앞 항의 <자유센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김수근의 초기 작품은 노출 

콘크리트 기법의 완성도를 높여가기 위한 건축적 탐구를 시도한 시기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항에서 살펴보는 <부여국립박물관>의 논란으로 인

해 김수근은 한동안 ‘전통적인 형태’의 건축물을 설계하지 않았고, 이 시

기에 설계된 건축물은 <공간 사옥(1971)>, <세이장(1974)>, <문예진흥원 

전시장(1977)>이 있고, 건축물의 조형성을 강조한 <한계령 휴게소

(1979), <경동교회(1980)>, <마산 양덕성당(1977)>등 이있다. 

이후, 다시금 김수근은 전통건축을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는 <국립청주박물관(1979~1987)>328),<국립진주박물관(1979 

~1985)>329)이었다. <국립청주박물관>의 경우, 당시 공간에 근무하던 승

327) 김원. (1975). 한국현대건축의 위기, 우리시대의 거울, 목구회: 97.

328) 제1~10회 한국건축가협회 수상작품집. 서울: 기문당 Retrieved November 25, 2020 from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rchur&logNo=40147392380&proxyRefere
r=https:%2F%2Fwww.google.com%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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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상이 기본 설계를 하였고, 김수근의 초기 건축에서 자주 등장하던 콘크

리트와 벽돌로 한국의 겸손함을 담은 한옥의 형태를 표현하였다고 한다. 

<국립진주박물관>도 역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진주성의 

경관을 파괴하지 않고, 신축하는 박물관의 규모가 너무 돋보이지 않도록 

건축되어 있다. 또한,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붕의 규모를 분절하고 

진주석을 주재료로 하여 건축물이 대지와 어우러지도록 설계되었다. 

a) <부여국립박물관 
(1967)> by 김수근

b) <국립청주박물관 
(1979~1987)> by 김수근

c) <국립진주박물관 
(1979~1985)> by 김수근

[그림4-34] 김수근의 박물관 건축에서 나타난 전통건축의 표현 

§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

<부여국립박물관>은 현대적인 재료를 통해 전통 건축물을 어떻게 표현

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된 건축표절 논의

의 쟁점은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그 

외에 콘크리트라는 현대적 재료의 사용을 통해 건축 기술의 전형이 논의

329) 천년의 멋 진주관광. (u.k.). 국립진주박물관.  Retrieved November 26, 2020 from 
http://www.jinju.go.kr/02232/02830/02248.web?amode=view&idx=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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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쟁점이 될 수 있으나, <부여국립박물관>의 주된 쟁점은 새로운 기술

을 토대로 하는 전통의 현대적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건축 기술의 전형보

다는 서양식 근대화 과정 동양 건축이 우선적인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건축의 ‘모티브’라는 단어가 빈번히 건축표절

을 논하는 데 등장하였으나, 이는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자연의 형태를 

차용하는 것이 아닌, 이미 구축된 조형물의 형태를 모방하는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모티브와 <부여국립박물관>의 건축차용 논의

에서 사용되는 모티브가 의미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명시한다. 또

한, <부여국립박물관>에서 사용하는 모티브를 차용으로 해석하여도 무리

가 없다. 

§ 건축차용에 관한 고의성 판단

건축차용 비평의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부여국립박물관>을 두고 김

수근, 김중업 등 당대의 최고 건축가들 사이의 논의를 당시에 기고된 신

문의 기사를 토대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김수근이 차용하고자 하

였던, 전통건축이란 무엇이었는지 정의하고, 이 과정에서 건축차용의 고

의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a) 「동아일보 
(1967. 08. 19)」

b)「동아일보 
(1967. 09. 02)」

c)「동아일보 
(1967. 09. 05)」

d)「조선일보 
(1967. 09. 07)」

[그림4-35] <부여국립박물관>을 다룬 신문기사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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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동아일보(1967. 08. 19)」에는 <부여국립박물관>이 일본 신사

의 도리이와 비슷하다는 취지의 기사가 출판되었다. 기사 내용에서 건축

가 김수근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부여박물관의 입구 지붕이 일본신사의 도리이 조거(鳥居)와 비

슷하다는 사실은 시인하나, 이 건축양식은 원래 백제에서 일본으

로 전수된 우리 문화 고유의 것 [...] 

부여박물관에 소장된 토기의 그림 무늬에서 이 같은 선(線)을 

발견, 설계에 원용한 것 [...]

일본의 신사를 닮은 것은 사실이나 그 건축양식은 실상 일본 고

유의 것이 아니라, 백제에서 건너간 것이라고 주장, 본고장에서 꽃

피지 못한 건축물이 백제의 목공들과 기와장들의 손으로 일본으

로 건너가 개화된 것인데 이것이 다시 본 고장에 역수입된 것뿐이

라고 강조했다(동아일보, 1967)330)” 

그러나 백제문화연구가들은 백제의 건축양식에는 이와 유사한 유형이 

없다고 주장하며 건축표절 논의는 백제의 문화논쟁으로 번지게 되었다. 

더불어 김중업은 「동아일보(1967. 09. 02)」에서 당시 사회에서 건축가

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하며, <부여국립박물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회

를 밝혔다.

“그러한데 근자 동아일보 지상의 부여박물관에 관한 기사와 사

진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무어라 형언키 곤란한 북바치는 불쾌감

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

비건축가에게도 뚜렷이 일본식임이 짐작 가듯 일본식인 건축임

330) 동아일보. (August 19, 1967). 일본 신사의 도리이와 비슷한 부여박물관 입구. 동아일보, 
7. Retrieved November 25, 2020 from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 
articleId=1967081900209207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7-08-19&offi
ceId=00020&pageNo=7&printNo=14105&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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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틀림이 없었다. 정문은 순수한 도리이의 형상을 본딴 것이며 

도리이란 본시 남방종교에서 북상하여 일본에 전래되었으므로 한

국에는 존재한 일이 없음은 본관은 신사의 신전을 데포르메한 것

에 불과하다. 그의 동남측창은 더욱이 무자창(武者窓)의 전용이며 

측면 모습에 있어서는 숨김 없는 일본식을 순수히 풍기고 있다. 

평면 계획이나 실내공간구성에 있어서도 박물관 건축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건축이므로 이의 건립은 백해

무익하다고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세부적인 문제를 거론하자면 

끝이 없다. 일부에서는 이의 일부 수정을 말하는 이도 있는 듯이 

들리나 현대 콘크리트 구조의 조형은 부분 변경으로써 제대로 수

정될 수는 없고 원형이 지나치게 세부까지 일본식인데 어디를 어

떻게 고칠 수 있을는지도 의문이다(김중업, 1967).331)”

흥미로운 점은 선배 건축가 김중업의 칼럼을 읽고 김수근이 이에 대해 

「동아일보(1967. 09. 05)」에서 답변을 한 것이다. 김수근의 답변을 요

약하면, 김수근은 기존의 양식을 차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 현대건축을 전

공하는 건축가 김수근의 건축을 표현하려 한 것이라고 하였다.

“물론 무어라고 해도 일본식으로 보이면 이유야 어떻든 안된다

라는 논법이면 할 말이 없다. 또 어떻든지 왜색으로 몰면 사회적

으로 매장할 수도 있고 대의명분이 뚜렷하다. 하물며 부여박물관

설계가 일본 신사와 닮았다고 몰아댄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건축미학은 고유한 토착성에 집념하지 

않고 전통의 내재미와 외적인 형식에서 추출되는 이미지를 추구

하는 것이라야될 줄안다. 이런 근본 자세에 입각해서 나는 부여박

물관의 설계에는 일상적인 기능의 근원적인 모티브를 추구하여 

인간과 그것 사이에 예정되는 조화에 도달하려고 노력했다. 건축 

331) 김중업. (1967. 09. 02). 망거·부여 물관설계도를 보고. 동아일보, 5. Retrieved November 
25, 2020 from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7090200209 
20500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7-09-02&officeId=00020&pageNo=5
&printNo=14117&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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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역사는 여러 세기를 통해 구조와 장식의 수법으로써 기록

되어 왔지만 철과 콘크리트에 의한 무한한 구조 가능성의 확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과거의 양식을 철저히 전복해왔으며 현대건축

의 공법은 기존의 양식을 표절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

다. 새삼스럽지만 현대감각을 가진 건축가라면 기존양식을 모방한

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피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 김중업 선배는 부여박물관이 신사의 데포로메이고 프로포숀

이나 형태가 매우 그로테스크하다고 한다. 그것이 특히 부여박물

관이라는 것을 비난하고 있지만 내가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설계는 백제의 양식도 일본의 신사양식도 아닌 현대건축을 전

공으로 하는 바로 김수근의 양식이라는 것이다(김수근, 1967)

.332)”

a) 오릉의 홍살문 b) 교토의 도리이 c) <부여국립박물관> 정문

d) 도리이를 연상시키는 <부여국립박물관>의 주출입구 도면(1967) by 김수근

[그림4-36] <부여국립박물관>의 주출입구에 대한 논쟁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rtz04&logNo=220299599767 

(2021-0207)

332) 김수근. (1967. 09. 05). 신사 모방아닌 내 것. 동아일보. 5. Retrieved November 25, 
2020 from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7090500209205 
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7-09-05&officeId=00020&pageNo=5&pri
ntNo=14119&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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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논쟁을 중재하고자 한국건축가협회에서는 현지로 가서 

<부여국립박물관>의 건축양식을 조사하고 이 논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

였다. 한국건축가협회의 건축가들은 도리이와 유사한 인상을 주는 정문

을 허물고 본관의 건물에 대해서는 완공 때까지 일본 신사양식의 건축인

지 속단하기 이르다고 하였다. 

“김동규<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 내가 본 부여박물관의 (특히 높은 석조 계단을 올라간 곳에 

있는 정문은 평면적으로 볼 때에 다분히 일본 것의 느낌을 자아내

게 한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그것은 도리이 조거(鳥居)와 같은 

것은 아니다. 이 저운은 기등이 4개고 기등위에 도리가 있고, 그 

위에 양쪽 끝이 위로 구부러진 도리이의 위쪽 나무처럼 보이는)부

분은 실은 도리이 같은 한 개의 나무가 아니고 지붕의 처마와 같

은 것이다.

어떤 건축물을 비판하는데 민족적 감정이 앞서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여박물관의 정문 모양이 많은 

사람에게 하필이면 일본 신사의 도리이 같은 느낌을 주어야 하느

냐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남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평면적

으로 볼 때에 일본 것처럼 보이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므로 나의 개인적인 의견은 가능하면 그와 같은 감정을 일

으키게 하는 정문은 헐어 없애는 것이 어떨까 한다. 

다음 본관 건물에 대해서는 나는 비판하고 싶지 않다. 이것은 

신사의 양식을 모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배기형<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처음에 정문을 보고 도리이와 퍽 같다는 인상이 해짙게 느껴졌

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느낄 이와 같은 국민감정은 무시할 수가 

없을 것이다. [...] 그것이 개인의 집이라면 일본식이건 미국식이건 

상관이 없다. 또 작가가 건축 예술을 추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양

식이나오게도 된다. 문제는 그것이 박물관 건물이라는 데서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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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운운의 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본관 건물의 경우는 보는 사람에 따라 일본의 신사의 그것과 같

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 건

물전체가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속단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작가 자신이 일본의 신사와 같은 건축형태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고 또 설계대로 건축중인 본관 건물이 

꼭 신사의 형태와 같지는 않다. 

이 건물의 양식은 얼른 말하면 일종의 원시 건물인 움집의 형태

에 가까운 것이다.

본관 건물의 경우 일본신사 양식의 느낌이 난다고 할 수 잇는 

것은 특히 지붕의 표면으로 나온 늑골의 형태와 그 곡선이다. 

이처럼 늑골(서까래)이 지붕표면으로 나오는 것 같은 양식은 현

대건축물에서는 많이 시도되지만 고대건축의 경우는 좀 드물다. 

다만 남방에서는 바람이 세니까 지붕을 나무로 누르기 위해 서까

래 같은 나무가 밖으로 나오는 건축양식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

고 그것은 신사의 치기(천목, 千木)와도 같은 것이다. 동시에 비가 

많이 옴으로 그 지붕들은 구배(勾配)가 급했다.

그런데도 그렇더라도 부여박물관 본관건물이 일본 신사의 양식

과 같다거나 그것을 모방했다는 규정을 지을 수는 없다. 부분적으

로 그런 인상을 준다고 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다만 도리이의 인상이 짙은 정문만은 헐어없애거나, 헐고 더 전

통적인 한국양식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조선일보, 

1967).333)”

333) 조선일보. (1967. 09. 07). 부여박물관 건축시비. 조선일보, 5. Retrieved November 25, 
2020 from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709070023910 
5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67-09-07&officeId=00023&pageNo=5&pr
intNo=14271&publishType=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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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7] <부여국립박물관>의 도리이에 대한 최종 판단
출처: 「조선일보. (1967. 09. 12)」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동아일보(1967. 08. 19)」에서 김수근은 일

본신사와의 유사성에 대해 “이 건축양식은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수된 우

리 문화 고유의 것 [...] 본고장에서 꽃피지 못한 건축물이 백제의 목공들

과 기와장들의 손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개화된 것인데 이것이 다시 본 

고장에 역수입된 것(동아일보, 1967)334)” 이라고 하였으나, 「동아일보

(1967. 09. 02)」에 실린 김중업의 칼럼에 대한 답변에서는 “이 설계는 

백제의 양식도 일본의 신사양식도 아닌 현대건축을 전공으로 하는 바로 

김수근의 양식이라는 것이다(김수근, 1967).335)” 이라고 차용의 대상에 

관한 입장을 번복하였다. 

건축의 과정에서 건축가가 항상 일관된 아이디어를 갖고 일련의 과정

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나, 외부의 영향에 의해 대략 보름 만에 입장을 번

복한 것에 관해서는 건축가가 충분히 사건을 파악하고 그의 의도에 따라 

설계안을 변경할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물론 김수근은 이후

에 다른 인터뷰에서 일본 신사가 백제로 넘어갔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진

행한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건축차용의 관점에서 건축가

가 차용의 대상을 인지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사실임으

334) 동아일보.. (August 19, 1967). 일본 신사의 도리이와 비슷한 부여박물관 입구. 동아일보, 
7. Retrieved November 25, 2020 from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 
articleId=1967081900209207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7-08-19&offi
ceId=00020&pageNo=7&printNo=14105&publishType=00020

335) 김수근. (1967. 09. 05). 신사 모방아닌 내 것. 동아일보. 5. Retrieved November 25, 
2020 from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7090500209205 
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7-09-05&officeId=00020&pageNo=5&pri
ntNo=14119&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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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도록 한다.336) 또한, 이러한 논란의 설계안을 추

진할 경우에, 건축가의 차용에 대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도 무방하다.

이에 왜색 시비에서 김수근이 일본의 신사와 형태적 유사성을 인지하

였으며, 이를 백제의 유산을 차용하고자 한 것으로 밝힌바, <부여국립박

물관>의 건축에서 건축가는 차용을 주장한다고 할 수 있으며, 원작을 유

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 건축차용에 관한 해석

§ 건축차용에 관한 목적성 판단

<부여국립박물관>의 건축차용 비평은 과학적 접근을 토대로 차용의 목

적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김수근은 <부여국립박물관>에서 나타난 차용을 목적을 설명하기에 앞

서, 문제가 된 정문의 형태는 우리나라의 홍살문을 새로운 양식으로 발전

시켜 보려고 한 것이라고 하였다. 더불어 박물관 정문은 기둥이 4개가 있

는 매스인데 반해, 자신의 디자인은 규모나, 비율에서 조거와 아무상관도 

없다고 하였다. 이에 더해 김수근은 건축가가 도리이가 아니라고 하는 데

에도 문제가 된 정문이 도리이로 보이는 것은 “민족 감정의 문제이고 심

리학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중앙일보, 1967)”라는 견해를 밝혔다.337) 

336) “모지 기자가 찾아와 일본의 고 건축에 대한 우리 고 건축의 영향을 묻기에 사원건축은 
백제에서 건너간 것이라고 답했다. 기자는 사원과 신사를 혼동했던 것 같다. 일본신사가 우
리의 건축과는 상관없는 남방의 양식이라는 것쯤은 건축가에게는 초보적인 상식이다. 기사는 
나의 말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신사는 백제에서 건너갔는데 이를 다시 역수입운운』-
역수입은 내가 입밖에 낸 적도 없는 말이다.

    부여박물관은 백제의 양식도 일본의 양식도 아닌, 나 김수근의 양식이다. 고전에서 표절하
는 것은 창작과 아무 관계도 없는 치사스러운 짓이다. 그리고 얼핏 기이하게 보일지 모르는 
이 건물의 모습은 국립 박물관의 요청, 즉 자연광선이 되도록 진열품 가까이에서 채광되도록 
해달라는 기능상의 요청에서 필연적으로 빚어진 것이다. 그리고 부차적인 사족이지만 늑재 
구조의 기본곡선은 우리의 고유한 구조인 구족에서 「힌트」를 얻은 나의 기본적인 발상이
다. 그 밖의 「디테일」들도 모두 나로서는 깊이 생각해서 만든 것이다(중앙일보, 1967).” 
중앙일보. (1967. 09. 02). 건추양식으로 시비된 부여 박물관. 중앙일보, 6. Retrieved 
November 26, 2020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1132948 

337) 중앙일보. (1967. 09. 02). 건추양식으로 시비된 부여 박물관. 중앙일보, 6. Retrieved 
November 26, 2020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113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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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근의 건축차용에 대해 김중업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며, <부여국

립박물관>의 차용목적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칼럼을 투고한 적이 

있다. 

“기능을 살리기 위한 필연적인 형태라는 그이 말도 도무지 이해

가 안 간다. [...] 프로포션이나 형태가 매우 그로테스크 하다. [...] 

이것은 일본건축의, 특히 신사의 데로프메인 것이다(중앙일보, 

1967).”338)

미국인 건축가 존 럴로는 김중업의 평가와 상반되는 입장으로 <국립부

여박물관>을 평가하였다. 

“말썽이 되고 있다는 정문도 조거와는 딴 판이다. 오히려 한국

의 전통적 건축양식이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것을 일본신사

의 표절 또는 모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동양의 건축으로는 

일본의 건축만이 세계적으로 소개 선전되고 있다. 한국에 일본건

축의 영향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걸 두고 바로 모방 또는 표절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일

이다. 이 박물관에서 나는 일본적인 것보다는 보다 보편적인 요인

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중앙일보, 1967).”33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미학의 관점에서 <부여국립박물관>에서 건

축가 김수근이 우리나라 전통건축의 홍살문(紅살門)을 현대적으로 해석

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일본의 도리이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김수근의 차용목적이 단순한 창작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건축표절 논란이 발생한 것은 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과적 차원의 시

행착오라고 판단하였다. 

338) 중앙일보. (1967. 09. 02). 건추양식으로 시비된 부여 박물관. 중앙일보, 6. Retrieved 
November 26, 2020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1132948 

339) 중앙일보. (1967. 09. 02). 건추양식으로 시비된 부여 박물관. 중앙일보, 6. Retrieved 
November 26, 2020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113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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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김수근이 <부여국립박물관>의 늑살에 대해 따로 해명하거나 설

명한 사례를 찾을 수 없었지만, 국립박물관 부관장 윤무병의 말을 빌려 

이 또한, 전통의 형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로 판단하였다. 

“동양적인 형태의 지붕과 철근 콘크리트의 립(늑재)구조를 결합

한 점에 독자적인 창의성을 느낄 수 있다(중앙일보, 1967).”340) 

§ 건축차용에 관한 예술성 판단

[그림4-38] <부여국립박물관> 평면, 입면, 단면

지면으로부터 솟아오른 “인(人)”자형의 노출콘크리트의 과장된 골격과 

경사 지붕으로 전체 건물을 조형화하여 매우 독특한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으며, 하나의 대공간으로 처리된 전시실은 2층 갤러리와 계단, 천장 등

으로 매우 극적인 공간효과를 추구하였다. 전체적으로 큰 경사 지붕과 지

340) 중앙일보. (1967. 09. 02). 건추양식으로 시비된 부여 박물관. 중앙일보, 6. Retrieved 
November 26, 2020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113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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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 위로 솟아오른 골격들 때문에 일본 신사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는 반

론과 함께 건축양식 논쟁을 일으켰으며, 1971년 지붕과 우리나라의 기와

를 추가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개관하였다.341)

a) 백제문화연구소와 부여객사 배치 b) 집입부의 대지 단차

[그림4-39] <부여국립박물관>과 <부여객사>의 배치 및 대지 내 단차

<부여국립박물관>의 배치적 특성을 살펴보면, <부여국립박물관>은 객

사, 동헌 등의 전통 건축물과 정원이 어우러진 경내에 위치하며, 3단계로 

상승하는 단차가 있는 대지에 가장 높은 곳에 단순한 일자형으로 배치되

어 있다. 진입부와 <부여국립박물관>은 옥외전시공간은 단 차의 차이를 

통해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 <부여박물관>에는 전시동, 관리동, 강당의 

3개의 매스가 있고, 기-승-전-결의 배치를 통해 외부 공간의 동선을 계

획하였다고 한다. ‘기’는 앞서 도리이와 유사성이 있어 표절 의혹이 있었

던 문을 의미하고, ‘승’은 객사, 동헌 등이 있는 낮은 단의 진입광장을 의

미하며, ‘전’은 전시공간, ‘결’은 옥외전시공간과 휴게 공간을 의미하여 

공간 사이의 연계를 시도하였다고 한다.342)

 박물관 내부의 자연채광을 위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내부의 공

341) [공간 작품설명] http://www.spacea.com/renew/works_detail.html?idx=71&p_gbn=all

342) 충남발전연구원. (1999). 충남의 건축, Retrieved October 19, 2020 from 
http://www.aurum.re.kr/Bits/BuildingDoc.aspx?num=825&tb=A&page=1#.X40p5dAzY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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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8각형의 중정을 중심으로 4개의 전시공간이 있다. 김수근은 낮은 

층고와 관람객의 머리 위까지 이어지는 원통형의 천창을 내었는데, 이를 

통해 전통건축의 인간적인 척도를 <부여국립박물관>에서 표현하고자 하

였다.343) 

[그림4-40] 전시공간의 천창 디자인

천창에 대한 김수근의 아이디어는 <자유센터>의 건축부터 이어진 것으

로 생각되는데, 그 시초는 코르뷔지에의 건축에서 찾을 수 있다. 코르뷔

지에는 <Sainte Maire de La Tourette(1952~1957)>에서 대지의 단 차

가있는 지면에 인접한 위치에 천창을 내어 지하까지 자연채광을 유입하

는 시도를 했는데, 이것이 <자유센터>의 외부 공간에서 적용되어 디자인

된 바 있다. <자유센터>와 <부여국립박물관>의 천창에서 나타난 유사성

은 원통형으로 길게 늘어져 있다는 점인데, <자유센터>의 천창이 외부에 

있고 층고가 매우 높아 빛을 유입하는 데에 효과적이라 할 수 없지만, 

<부여국립박물관>에서는 내부에서 이러한 천창의 디자인을 시도하고, 인

간척도와 밀접하도록 원통형을 늘어뜨려 공간의 율동감이나 시간에 따른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찾을 수 있다.

343) 충남발전연구원. (1999). 충남의 건축, Retrieved October 19, 2020 from 
http://www.aurum.re.kr/Bits/BuildingDoc.aspx?num=825&tb=A&page=1#.X40p5dAzY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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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inte Maire de La Tourette(1952~1957)> by Le Corbusier

b) <자유센터(1964)> by 김수근

c) <부여국립박물관(1967)> by 김수근

[그림4-41] 천창 아이디어 발전 과정

 

전반적인 <부여국립박물관>의 예술적 의의를 정리하자면, 우선 단면의 

인(人)자를 통해 구축된 공간의 활용에서 창의성이 나타나지 않다고 판

단된다. 전통건축의 서까래와 같은 공간을 연출하고 싶었다는 점에서 문

제가 될 것은 없지만, 전시공간에서의 효율이나, 이를 통한 건축공간의 

연출에서 특별히 새롭다고 주장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더불어서 김수근이 주장하는 바처럼 건물의 대지 배치에 대한 이해가 전

통건축을 새롭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되기보다는 주어진 대지의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단 차를 준 일방적인 건축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이해되

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천창의 경우, 전통건축을 재해석한 것으로 보기

에는 전반적으로 코르뷔지에의 영향이 더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건축가가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새로운 예술적 의의를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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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차용 평가

이에 지금까지의 평가를 종합하여 건축차용의 관점에서 <부여국립박물

관>을 비평하고자 한다. 먼저, <부여국립박물관>의 건축표절 논의의 쟁

점은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의 기술적 접근을 토대로 건축차용의 고의성과 목적성을 판단하였

다.

다음으로 고의성에 대한 평가이다. 건축가 김수근은 <부여국립박물관>

과 일본 신사의 유사성을 인지하였고, 이를 해명하기 위해 부여의 전통건

축을 차용한 것이라 해명한 바 있다. 따라서 건축가는 차용을 주장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에 관한 판단을 달리하여 건축가가 차용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 다양한 원안을 유추하여 이에 관한 비평

을 진행하므로 <부여국립박물관>을 순수한 창작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목적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부여국립박물관>의 차용에 대한 목적 자체

를 찾을 수 없다는 김중업(1967)의 견해와344) 그럼에도 전통건축을 현대

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사건이라는 럴로(1967), 

윤무병(1967)의 관점이 있었다.345) 이에 본 연구에서도 과도기적 근대건

축의 상황을 적용하여 <부여국립박물관>을 전통건축을 차용하는 과정에

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목적성에는 일

부 건축적 의의가 있다. 

이에 예술적 접근을 토대로 건축차용의 예술성을 평가하였다. 김수근

개인의 전반적인 건축사에서 <부여국립박물관>의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 

없고, 이를 기점으로 전통건축의 현대적 표현이라는 근대건축의 숙제를 

김수근 나름의 건축으로 해석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부여국립박물

344) 김중업. (1967. 09. 02). 망거·부여 물관설계도를 보고. 동아일보, 5. Retrieved November 
25, 2020 from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7090200209 
20500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7-09-02&officeId=00020&pageNo=5
&printNo=14117&publishType=00020

345) 중앙일보. (1967. 09. 02). 건축양식으로 시비된 부여 박물관. 중앙일보, 6. Retrieved 
November 26, 2020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113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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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자체로 일본신사를 새롭게 해석했다거나, 이를 통해 새로운 건축적 

의의가 나타났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여 이를 실패한 차용으로 평가한

다. 

더불어서 건축차용에 대한 <부여국립박물관>의 평가는 건축차용의 대

상에서부터 오류가 있었으며, 본질적으로는 예술적 비평을 가장한 사회

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이에 건축차용의 대상

은 역사와 사회적으로 형성된 결과물로서의 전통 또는 토착의 조형물이 

아닌, 건축가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건축차용에 관한 논의가 더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부여국립박물관>의 건축차용은 실패한 차용으로 논의 

판단하며,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건축차용’과는 논점이 달라 후속연구에

서도 이를 표절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비평적 관점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

건축 배경에 대한 측면 건축가 개인에 대한 측면

§ 제3세대가 몰두하는 지역성: Traditionalism, 
Nationalism, Localism의 의미 혼돈

§ “전통의 문제를 어디까지나 현대라는 
정신풍토속에서 포착하자는것이다. 그것은 
전통의 의미가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통이 현대 
인간생황에미치는 가치여하에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이경성, 1967).”

§ 김수근의 건축에서 
민족적이고 전통적인 것, 
혹은 지역적인 것의 소환 
시도

§ “한국적 기능의 근원적 
모티브와 구조의 
표현(김수근, 1967)”

→ 사회적 공감을 받지 못한 <부여국립박물관>
→ 표절 의혹 건축물을 차용하려고한 것이 아니라, 전통건축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의 오류
→ 잘못된 방법으로 전통을 재현하는 것을 실패한 차용으로 판단
→ 현대 미학의 관점에서 원작의 건축가가 존재하지 않는 전통 건축물에 대한  
   실패한 차용에 표절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의미함

[표4-15] <부여국립박물관>의 건축표절 의혹에 대한 배경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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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2] <부여국립박물관>에 대한 건축차용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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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삼일빌딩

(1) 건축표절 논의

김중업이 설계한 <삼일빌딩(1968~1971)>은 우리나라의 발전과 경제 

개발 시대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김중업은 주로 건물 외관의 

조형적인 면과 공간의 흐름에 치중하여 설계하였고, 이에 오피스 건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씨그램빌딩(Seagram 

Building, 1958)>을 차용하게 되었다.346) <씨그램빌딩>은 철과 유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건축물로 벽이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지 않게 되어 외

벽에 가볍고 투명한 느낌을 주는 재료를 사용하는 커튼-월 방식의 여러 

오피스의 모델이 되는 건축물이다. 

a) <씨그램빌딩(1958)> 
by Mies van der Rohe

b) <삼일빌딩(1968~1971)> 
by 김중업

[그림4-43] <씨그램빌딩>과 <삼일빌딩>의 이미지 비교

346) 신영훈, 이상해, 김도경. (2001). 우리 건축 100년. 서울: 현암사.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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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배경에 대한 측면

<삼일빌딩(1968~1971)>은 197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안정되어 

건설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에 건축되었다. 서울이 수복되고 재개발되

기 이전의 청계천 인근은 증가한 무허가 집들로 점거된 상태였는데, 국가

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계천을 메꿔버리고, 그 위에 청계천 

고가도로와 삼일아파트를 건축하였다(박길룡, 2015).347) 그리고 여기에 

조국 근대화의 상징으로 <삼일빌딩>의 건축이 추가된 것이다.

a) 1966년 청계천변 전경 b) 1968년 청계천변 판자촌

c) 1969년 청계천변 판자촌 d) 1969년 
청계고가도로 관련 기사

e) 1971년 완공된 
3·1로

[그림4-44] <삼일빌딩> 대지 주변 개발

전우식(2011)에 따르면, 경제 성장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던 제3공화국 

시절 국토 공간에 대한 정책 중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강제력을 동원하는 

347) 박길룡. (2015). 한국 현대건축 평전. 서울: 공간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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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고, 서울의 도심지 재개발을 목표로 청계천 인근의 무허건 건축물

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서울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도시건조물을 세

웠다고 한다.348)349)350) 

[그림4-45] 1960년대 시작된 고층건물 건축 붐
출처: 「경향신문. (1969. 08. 30)」

당시 재개발의 경향은 수평적인 확장보다 고층화를 선호하였고 이는 

<삼일빌딩>과 같은 고층건물의 등장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당시

에는 서울시에 적합한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의지보다 이윤을 추구하고 

348) 전우식. (2011). 서울 종로구 관철동 삼일로 빌딩의 건립배경과 건축특징에 관한 연구. 한
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13.

349) 서울역사아카이브. (u.k.). 청계천변 판자촌. 『돌격 건설! 김현옥 시장의 서울Ⅱ: 
1968-1970』(2013), p.158. Retrieved November 28, 2020 from https://museum. 
seoul.go.kr/archive/archiveView.do?currentPage=1&type=B&type2=&arcvGroupNo=2817&l
owerArcvGroupNo=&arcvMetaSeq=24237&arcvNo=72072&realArcvGroupNo=3156&searc
hVal=%EC%B2%AD%EA%B3%84%EC%B2%9C

350) 경향신문. (February 17, 1969). 25일개통┈마지막손질서두는 청계고가도로 도심가로지른 
논·스톱. 경향신문, 1. Retrieved November 28, 2020 from https://newslibrary.naver. 
com/viewer/index.nhn?articleId=1969021700329201015&editNo=2&printCount=1&publish
Date=1969-02-17&officeId=00032&pageNo=1&printNo=7188&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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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를 겨냥한 상징적인 도시건조물을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무엇보다도 서울의 미관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우선순위였기에 기존에 

있던 저층 건물이나 구부러진 뒷골목보다는 고층건물과 넓은 직선도로가 

훨씬 좋은 전시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하였다.351)352)353) 

a) 1968년 청계고가도로 b) 1970년 청계고가도로 

[그림4-46] 1970년대 건축을 통한 조국 근대화 계획 예시

<삼일빌딩>의 건축주 삼미사의 사장 김두식은 1960년대 후반 목재 수

출이 활기를 띠면서 많을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1968년 무렵 <삼일빌

딩>의 대지인 서울 종로구 관철동 10번지 토지를 매입하였다(전우식, 

2011).354) 당시 삼미사와 계열사는 사무소 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였고, 

351) 경향신문. (1969. 08. 30). 시즌맞아 활기-건축 붐. 경향신문, 3. Retrieved November 28, 
2020 from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908300032920 
3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9-08-30&officeId=00032&pageNo=3&pr
intNo=7354&publishType=00020

352) 서울역사아카이브. (u.k.). 청계고가도로 공사현장. 『돌격 건설! 김현옥 시장의 서울Ⅱ: 
1968-1970』(2013), p.22. Retrieved November 28, 2020 from https://museum.seoul. 
go.kr/archive/archiveView.do?currentPage=3&type=B&type2=&arcvGroupNo=2817&lower
ArcvGroupNo=&arcvMetaSeq=24064&arcvNo=71634&realArcvGroupNo=3154&searchVal
=

353) 서울역사아카이브. (u.k.). 평화시장과 청계고가도로. 『『선진 수도로의 도약: 1979-198
3』(2018), p.18. Retrieved November 28, 2020 from https://museum.seoul.go.kr/ 
archive/archiveView.do?type=B&arcvGroupNo=4222&lowerArcvGroupNo=4223&arcvMet
aSeq=33294&arcvNo=9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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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식은 필요에 의해 <삼일빌딩>의 건축을 계획하였다. <삼일빌딩>의 

대지면적은 5백 50평이었고 연건평은 1만 700평이었으며 대지 비용을 

제외한 건축자금은 11억 원이었다. 당시 31층의 건물은 우리나라 건축에

서 최초로 시도된 고층빌딩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355) 

[그림4-47] 1982년 <삼일빌>딩과 청계 고가차도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1962). 

전우식(2011)에 따르면 <삼일빌딩>은 건축주의 요구와 당시 우리나라

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딱 들어맞는 고층빌딩 양식인 국제주

의 양식으로 건축되었고 결과적으로 국제주의 양식의 전형이라 할 수 있

는 미스의 <씨그램 빌딩>과 시각적 유사성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더불

어 <삼일빌딩>은 단순히 규모로 비롯된 기념비적 성격뿐만 아니라 그 근

대적 건축형태와 건설기술, 고층건물을 소유한 기업 및 되의 이미지가 발

전하는 모습 등으로 인해 당시 개발도상국, 즉 제3세계의 열등의식을 감

소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조국 근대화의 성공적인 상징물로서 그 이

후 고층 사무소 건축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다(전우식, 2011).356)  

354) 전우식. (2011). 서울 종로구 관철동 삼일로 빌딩의 건립배경과 건축특징에 관한 연구. 한
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13.

355) 삼일 빌딩과 청계고가차도[서울역사아카이브]. (1962). Retrieved October 27, 2020 from 
https://museum.seoul.go.kr/archive/archiveView.do?type=B&arcvGroupNo=42 
22&lowerArcvGroupNo=4223&arcvMetaSeq=33296&arcvNo=9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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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가 개인에 대한 측면

박길룡(2015)은 <삼일빌딩>의 건축가 김중업의 건축을 “조형-공간-인

간문화-테크놀로지-낭만”으로 정의하였다.357) 1952년 베니스에서 개최

되는 유네스코 주최 제1회 세계예술가회의에 참석한 김중업은 의장단의 

한 사람이었던 르 코르뷔지에와 조우하고, 이후 파리로 건너가 3년 반 동

안 르 코르뷔지에 사무소에서 일하였다. 그 후, 1956년 한국으로 귀국하

여 건축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이 시기에 <부산대학교 본관(1956)>, <건

국대학교 도서관(1956), <제주대학 본관(1959~1967)>, 서산부인과

(1965)>의 작품을 남겼다.

a) <부산대학교 
본관(1956)>

b) <건국대학교 
도서관(1956)>

c) <제주대학교 
본관(1959~1967)>

d) <서산부인과(1965)> e) <서강대학교 
본관(1957)>

f) <주한 프랑스 
대사관(1961)>

g)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1967)>

h) <도큐호텔(1968)> i) <갱생보호회관 
(1967~1968)>

[그림4-48] <삼일빌딩>이전의 김중업 설계 스타일

356) 전우식. (2011). 서울 종로구 관철동 삼일로 빌딩의 건립배경과 건축특징에 관한 연구. 한
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57) 박길룡. (2015). 한국 현대건축 평전. 서울: 공간서가.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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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김중업의 건축관에 대한 코르뷔지에의 영향력을 김중업은 다음

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아직 르 코르뷔지에의 체취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의 영향에서 

한시 바삐 벗어나 혼자의 힘으로 걷고 싶어 하던 처절한 시절이었

다. 구석구석에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 언어가 두서없이 엿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리라(김중업, 2018).”358)

1957년 <서강대학교 본관>은 르 코르뷔지에의 영향을 벗고 자신만의 

건축을 시작하였다고 평가받는 작품이지만, 서양의 교사에 콘크리트 차

양판이 조형 요소가 되고, 창의 분할 비례, 타원형 기둥 등에서 여전히 

코르뷔지에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무엇보다 김중업을 <주한 프랑스 대사관(1961)>의 설계를 통해 한국적 

모더니즘을 완성하였다고 평가된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는 두 건

물의 배치와 몸체로부터 들어올려진 지붕의 조형성에 있어서 한국성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국 근대건축에서 전통건축의 외형만을 차용

한 것과 차이가 있다. 

<삼일빌딩>의 건축을 기점으로 ‘콘크리트’의 물성의 탐구를 통한 건축

물의 구축에 집중하였던 김중업의 설계에 ‘유리’라는 재료가 등장하고, 

건축에서 유리의 과감한 사용이 증가한다. 이에 대해 김현섭(2015)은 김

중업의 건축사에 <삼일빌딩>이 남긴 업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960년대 이래 발전시켰던 그의 조형의지를 유리 건축에 적극 

접목해나간다. 즉 김중업이 삼일빌딩에서 보인 새로운 시도는 후

반기 경력의 건축적 실험을 위한 바탕이 됐다는 데에 가장 큰 의

미가 있다(김현섭, 2015).”359) 

358) 이수정, 장한올(Eds.). (2018). 김중업 다이얼로그. 파주: 열화당. 106.

359) 김현섭. (2018). 신화를 넘어서 김중업 다시 보기. 이수정, 정한올 (Eds.), 김중업 다이얼로
그 (1st ed., 304~337). 파주: 열화당.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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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외환은행 
본점(1974)>

b) <아나백화점(1987)> c) <중소기업은행 
본점(1985~1987)>

d) <한국교육개발원 
신관(1979~1982)>

e) <이나아트센터(1983)> f) 국제방송센터 
IBC<(1985)>

[그림4-49] <삼일빌딩>이후의 김중업 설계에서 나타난 유리의 사용

해외 체류 중 서신으로 설계를 진행한 <한국외환은행 본점(1974)>에서

는 두 개의 유리 원통을 곡선으로 매끈하게 연결하였고, <아나백화점

(1979)>에서는 단일한 유리 원통 상부를 45∘로 비스듬히 잘라 독특한 매

스를 연출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신관(1979~1982)>은 완공된 건축물 

중에 가장 유리에 대한 실험성이 돋보이는 건축물로서 김중업 스스로도 

‘흔치 않을 조형’이며, ‘깊은 의미를 두는 작품’이라고 평할 정도로 애정

을 쏙았다. 김중업은 건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태양열과 풍력발전을 실

험적으로 가동하려 하였고, 연구기관으로서의 선도적인 면모를 드러내보

이고 싶었다고 한다. 이에 외부는 대부분 유리와 타일로 마감하였고, 위

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기둥을 통해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나아트

센터(1983)>는 <아나백화점>에서처럼 원통과 원뿔의 유리 매스가 강조

되도록 설계되었고, <국제방송센터(1985)>도 유리 건물의 매스를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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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순한 조형으로 설계되었다. <중소기업은행 본점(1985~1987)>에서

도 그 변화를 찾을 수 있다. 

§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

<씨그램 빌딩>에 대한 <삼일빌딩>의 건축표절 논의 쟁점은 건축 기술

의 전형을 핵심으로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이 함께 논의되며, 

커튼-월 공법의 특성상 단순한 직육면체의 매스가 강조되어 건축 형태의 

원형도 함께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으로 등장한다. 이에 <삼일빌딩>에 대

한 건축차용 비평에서는 과학적 접근을 토대로 차용의 목적성을 평가하

고, 건축적 차용의 의의를 고찰하여 그 의미가 인정되면, 예술적 접근을 

토대로 건축물의 예술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 건축차용에 관한 고의성 판단

<삼일빌딩>의 건축주 김두식은 당시 국내 기술력을 믿지 못하여 외국

에 설계를 맡기자는 주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국인 건축가 김중

업에게 설계를 맡겼다. 김두식이 김중업에게 요구한 점은 미국 뉴욕 월가

의 고층빌딩과 같은 건물이었다. 당초 24층으로 설계되었던 <삼일빌딩>

은 건축주 김두식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지상 100m 이상의 높

이를 가지는 31층으로 건축되었다(전우식, 2011).360)

건축가 김중업은 1968년 무렵 삼미사의 김두식 사장으로부터 삼일로

에 초고층 건물을 지어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고, 한국의 고층건물 시대를 

연다는 자부심을 갖고 곧바로 청계천2가 주변 일대의 대지분석에 착수하

였다. 결과적으로 <삼일빌딩>의 대지에서 지하수가 흘러나와 지하의 층

수를 최소한으로 줄였고 남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강풍을 피하려고 건물 

높이를 최대한 낮춰야 했다. 김중업은 건축 디자인에 7개월을 소요했다

360) 김두식은 남달리 3·1정신이 투철하였고, 3·1정신을 기리기 위해 한국 사람에 의해 <삼일빌
딩>이 건축되는 것을 바랬다고 한다. 전우식. (2011). 서울 종로구 관철동 삼일로 빌딩의 건
립배경과 건축특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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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후에 김중업은 <삼일빌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는 자료를 

건축차용과 관련한 건축의 고의성을 판단할 수 있다. 

“훗날 김중업은 삼일빌딩에 대해 ‘소름이 끼친다’고까지 반응했

었다고 한다.361) 삼일빌딩 사례는 미스의 건축이 현대 마천루의 

전형이었을 뿐만 아니라, 철을 생산했던 검축주 삼미그룹의 요구

에 따른 부득이한 귀결이라 용인할 수도 있다(김현섭, 2015).”362)

그러나 또 다른 기록 상에는 김중업이 “architecture”의 라틴어 어원의 

의미를 전달하며 <삼일빌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전해진다. 

“‘아키텍처’라는 말이 라틴어로 ‘큰 기술’에 어원을 두었듯이 

‘크다’는 것은 ‘위대한 것’, 곧 ‘예술’을 뜻하며, 첨단을 걷는 기술

을 구사하여 예술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건축(신영훈, 이상해, 김

도경, 2001)”363)

이러한 맥락에서 건축가의 의지가 어떠하였건 <삼일빌딩>의 건축차용

은 건축가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의 건축전문가가 

<씨그램 빌딩>을 <삼일빌딩>의 원작으로 판단하므로 전문가가 원작을 

유추할 수 있다고 정리된다. 

361) “하지만 김중업 씨는 훗날 이 건물 앞에 서면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 퍼포먼스의 아름다움
은 살렸지만 그답지 않은 작품이었고 당시 시국과 그의 반골 기질을 생각하면 이 건물은 모
든 건축가들에게 의아스러운 작품이기도 하다(건축세계, 1997).” 건축세계. (1997). PA: 김
중업. 1. 180.

362) 김현섭. (2018). 신화를 넘어서 김중업 다시 보기. 이수정, 정한올 (편), 김중업 다이얼로그 
(1st ed., 304~337). 파주: 열화당. p.314. 

363) 신영훈, 이상해, 김도경. (2001). 우리 건축 100년. 서울: 현암사.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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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차용에 대한 해석

§ 건축차용 비평의 과학적 비평

<삼일빌딩>은 근대건축의 거대한 흐름 아래 철, 유리, 시멘트를 사용한 

전형적인 국제주의 양식의 건물이다. 이에 단순한 직립 입방체에 장식성

을 배제하고, 엄격한 비례미 등을 주요한 조형 요소로 사용하였다. <삼일

빌딩>의 외관은 검은색 스틸과 착색유리로 커튼-월 처리를 하였고, 그 

위에 I-형강의 수직 멀리언(mullion)을 덧붙였다는 점에서 당시 건축된 

다른 커튼-월의 건축물과 비교하여 <씨그램빌딩>과 더욱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기술적 한계로 인해 김중업 이미 실험되고 검증된 마천루

의 선구자 미스의 건축물을 참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드러나는 

유사성은 부정할 수 없다.

a) <Lake Shore 
Drive 

Apt.(1949~1951)> 
by Mies van der 

Rhoe

b) <Lever House 
(1952)> by S.O.M

c) <UN Secretariat 
Building(1952)> by 
Oscar Niemeyer, Le 
Corbusier  Wallace 
Harrison, & others

d) <Richard J. Daley 
Center(1967)> by 
Jacques Brownson

e) <유네스코회관
(1959~1967)> 

by 배기형

f) <조흥은행 본점
(1966)> 

g) <코리아나호텔
(1968~1971)> 

by 박춘명 

h) <효성 제2빌딩
(1977)> by 김종성 

[그림4-50] 초창기 Curtain-Wall 방식의 오피스 빌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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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빌딩>은 코어를 몸체로부터 분리한 평면이어서 커튼-월의 몸체

가 코어의 매스와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건물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날렵

하게 표현되었다. <삼일빌딩> 건축의 문제는 최상층에서 발생하는데, 박

길룡(2005)에 따르면 최상층에는 약 20cm 정도가 벌어지고, 이에 할 수 

없이 기울어진 부분을 깎아내리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중 배근은 단면 

배근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이러한 기술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밀

어붙인 점에 대해 박길룡(2005)은 허세와 겉치레일 뿐이라고 말한다.364)

당시 건축된 해외의 유사한 건축물에는 <Lake Shore Drive 

Apt.(1949~1951)>, <Lever House (1952)>, <UN Secretariat 

Building(1952)>, <Richard J. Daley Center(1967)> 등이 있는데, 정인

하(2020)는 이러한 건물들과의 비교를 통해 <삼일빌딩>의 건축적 한계

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Lever House>는 완벽한 디테일과 

시공 및 비례를 통해 근대 오피스 빌딩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추상성

과 순수함을 획득하여 대형 오피스 빌딩의 전형이 되지만, 이러한 커튼-

월 오피스 빌딩의 흉내를 낸 <삼일빌딩>은 전형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견

해다.365) 

한국의 건축가들이 커튼-월을 적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1950년대 후반

이다. 배기형, 김정수의 <성모병원>, 배기형의 <유네스코 회관

(1959~1967)> 등이 최초의 커튼-월 건축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당

시의 건축 기술은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었고, 주요 입면의 마감 재료를 

통해 커튼-월을 표현하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계는 네 면을 모

두 커튼-월로 처리한 <조흥은행 본점(1966)>에서 극복되었으며, 중앙에 

코어를 배치하고 중앙냉난방 시설을 설치하여 기술적으로 한 단계 발전

하게 된 계기라 할 수 있다. <삼일빌딩>의 경우, <조흥은행 본점>과 비교

하여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당시 한국에서 생산하지 

못하였던 콜텐 강을 일본에서 전적으로 수입하여 외국의 기술력에 여전

히 의존하였다는 한계가 있다(정인하, 2020).366)

364) 박길룡. (2015). 한국 현대건축 평전. 서울: 공간서가.

365) 정인하. (2020). Untitled. Manuscript in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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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빌딩>은 건물의 장변에 주출입구가 있고 양옆에 부출입구가 있는

데, 이 출입구를 통해 코어로 진입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주출입구를 통

한 동선이 가장 짧게 로비나 다른 공용공간을 의식하지 않고 한 방향으

로 움직이도록 계획되어 있다.

a) <씨그램빌딩(1958)> by Mies van 
der Rohe

b) <삼일빌딩(1968~1971)> 
by 김중업

[그림4-51] 2020년 2월 리모델링 현황, 기준층 평면, 로비, 
기준층 사무실 비교 이미지

기준층의 평면 구성은 일반적인 커튼-월 건물과 동일하게 사무실 공간

과 코어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사무실 공간은 15개의 균일 기

둥으로 공간을 형성하여 가변성을 높였다.367) 

§ 건축차용에 관한 목적성 판단

<씨그램빌딩>에 대한 <삼일빌딩>의 차용목적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한 돌파구의 탐색 과정의 시행착오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술적 한계

366) 정인하. (2020). Untitled. Manuscript in preparation.

367) 전우식. (2011). 서울 종로구 관철동 삼일로 빌딩의 건립배경과 건축특징에 관한 연구. 한
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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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극복하지 못하고, <씨그램빌딩>의 기준층 평면과 코어, 커튼-월 방식 

및 외관의 재료 및 색상까지 차용한 것에는 건축적 의의가 없다고 판단

한다. 

더불어 앞서 살펴본 비평의 내용을 토대로, <삼일빌딩>은 차용의 관점

에서 표절의혹이 지속해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에 건축차

용 비평의 다음 단계에서 건축차용의 예술적 비평을 진행하여 후속연구

에서 <삼일빌딩>의 표절 판단을 돕도록 한다.

§ 건축차용 비평의 예술적 비평

<삼일빌딩> 매스의 형태는 단순한 직육면체의 입방체 형태이다. 입면

은 장식성을 배제하고 엄격한 비례미 등을 중요한 조형 요소로 디자인하

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건물 외관의 재료는 검은색 스틸과 착색유리이

며, 그 위에 I-형강의 수직 멀리언(mullion)을 덧붙여 다양성을 표현하려

고 하였다. 그러나 <삼일빌딩>의 멀리언의 [그림4-50]의 다른 커튼-월 

건축물과 비교하여 멀리언의 간격이 너무 좁아 커튼-월 특유의 경쾌함 

보다는 둔탁하게 느껴진다는 점에서 커튼-월의 특징을 적절히 반영하였

다고 할 수는 없다. 

<삼일빌딩>의 재료는 2가지의 다른 성격을 지닌 유리와 돌이 사용되었

는데, 유리는 비교적 근대적인 재료로 건물의 외관에 사용되었고 고전적

인 재료라 할 수 있는 돌은 오피스 공간이나 인테리어에 사용되어 강한 

대비를 보여주며 근대건축의 특징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다

른 커튼-월 오피스 건물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비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일빌딩>이 가진 고유한 예술성으로 논의되기에는 부족

한 측면이 있다. 

§ 건축차용에 관한 예술성 판단

<삼일빌딩>이 당시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려 하였던 의도는 좋았으

나,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씨그램 빌딩>을 재해석하거나, 이를 뛰어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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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삼일빌딩>의 경우, 차용목적에 건축적 의의도 없고, <씨그램 

빌딩>을 재해석했다고 하기에는 일반적인 측면이 있고, 새로운 예술적 

의의도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건축표절 평

가를 진행하도록 한다. 

(3) 건축차용 평가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

서양식 근대화, 기술의 전형

건축 배경에 대한 측면 건축가 개인에 대한 측면

§ 건축주의 삼일빌딩 건립 의지
§ 정치와 경제 성장의 프로파간다

§ 조국의 고층건물 시대를 연다는 자부
심으로 설계

§ 매스와 입면 형태를 기단과 몸체의 
2부 구성으로 하층부에 필로티를 개
발하지 않고 수직성 강조를 위해 하
층부에서부터 상부까지 동일한 패턴
으로 표현된 순수한 기하학적 입방체

§ 훗날 김중업은 삼일빌딩에 대해 소름 
끼친다는 반응

§ 국제양식을 그대로 답습

과학적 접근

차용목적의 
건축적 의의

→ 미스 조형의 궁극적 자유공간은 투명함 뒤에 전개되는 안과 밖의 
   침투성이지만, 삼일빌딩은 이를 기술적으로 흉내만 냈음
→ 건축물이 조국 근대화의 이미지로 사용
→ 건축가가 원치 않은 설계를 강요당함
→ 차용의 목적이 건축적이지 않다고 판단

[표4-16] <삼일빌딩>의 건축표절 의혹에 대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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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2] <삼일빌딩>에 대한 건축차용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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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종합적인 분석

<자유센터> <부여국립박물관> <삼일빌딩>

순서도

건축
표절 
논의

건축 
배경에 
대한 
측면

§ 반공국가의 이미지 확보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기념비적 건축의 필요성 
증가

§ 한국전통건축의 현대적 
계승에 대한 논의 증가 

§ 조국 근대화의 상징물로서 
고층빌딩 건설 추진

건축가 
개인에 
대한 
측면

§ 노출 콘크리트의 조형성과 
표현성의 발전

§ 부여국립박물관의 전통 
논란 이후, 김수근은 
한동안 전통건축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건축을 시도하지 않음

§ 삼일빌딩 이전의 김중업의 
건축이 콘크리트의 물성을 
탐구한 것이라면, 
삼일빌딩 이후에는 유리를 
적극적으로 사용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

§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

§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

§ 그러나, 용어선택의 
오류로 인해 표절에 대한 
의미가 잘못 전달됨

§ 건축 기술의 전형
§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

고의성 판단

§ 챤디가르의 기념비성과 
상징성을 자유센터에서 
나타내고자 함

§ 따라서 고의성 있음

§ 고의성 없음 §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목적성 판단

§ 노출 콘크리트에 대한 
기술적 성취 인정

§ 전통건축을 현대적으로 
시도하려 한 의의 인정

§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의 시행착오

§ 그러나 기술을 토대로 
어떠한 건축적 발전이 
있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함

예술성 판단

§ 건물의 정면과 후면 
대지의 높이차를 해결하기 
위한 중심공간에서 새로운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애초에 
대지에 순응하지 않은 
배치의 이유가 건축적이지 
않다고 판단   

§ 단면의 인(人)자를 통한 
창의성이 나타나지 않음

§ 건물의 대지 배치에 대한 
이해가 전통건축을 새롭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천창의 경우, 전통건축을 
재해석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려 
하였던 의도는 좋았으나,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원작을 재해석하였거나 
이를 뛰어넘는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음

종합적 평가

§ 건축표절 판단 기준 적용 §  표절에 대한 의미가 잘못 
사용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 따라서 실패한 차용

§ 건축표절 판단 기준 적용

[표4-17] 표절 사례에 대한 건축차용 비평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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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결

(1) 건축표절 논의와 건축차용 주장

§ 건축 배경에 대한 측면

건축차용에 대한 배경은 건축의 메타적 발전을 위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되는 측면에서는 건축 이외의 다른 이념을 

완성하기 위해 일종의 도구로써 사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정

리할 수 있다.

건축차용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글라스 하우스>, <호주국립박물

관>, <부여국립박물관>은 기존에 존재하는 건축을 통한 건축 내부의 발

전을 위한 수단으로써 차용을 하였고, 반면에 <메이콴 22nd 센츄리>, <자

유센터>, <삼일빌딩>은 건축이 권력의 이념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써 사

용되어 건축 내부의 발전보다는 그 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예를 들어 <자유센터>는 신생 독립 국가의 이미지를 상징하기 

위해 원안의 이미지를 차용하였고, <삼일빌딩>은 기술적 한계를 핑계 삼

아 원안을 차용하였지만, 건축차용의 관점에서도 건축 자체의 메타적 발

전보다는 건축이 조국 근대화의 표피적 상징으로 사용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 건축가 개인에 대한 측면

건축가 개인에게 차용이 미친 영향을 정리하자면 <자유센터>에서의 차

용을 통해 건축가 김수근은 노출 콘크리트의 물성을 탐구하여 이후에 

<남산맨숀>, <불광전화국>, <과학기술연구원 본관>에서 더욱 완성도 있

는 노출 콘크리트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다. <삼일빌딩>의 건축가 김수

근의 경우, 삼일빌딩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외환은행 본점>, <아나백

화점>, <중소기업은행 본점>,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작품에서 유리를 

건축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인 건축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부여국립박물관>의 건축가 김수근은 <부여국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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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전통 건축의 현대적 표현에 대해 고민하

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삼일빌딩>의 건축가 

김중업의 이후 건축물에서는 과감하게 유리를 접목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

본 연구는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순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예술

적 접근이 필요한 조형성이 강조되는 형태생성, 자연에 대한 모티브, 건

축형태의 원형이 건축표절 논의 쟁점인 사례보다는 과학적 접근이 필요

한 건축 기술의 전형,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 디지털에 의한 

형태생성에 해당하는 건축 사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논의한 사례들에서 나타난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을 

정리하자면, <글라스 하우스>, <삼일빌딩>은 건축 기술의 전형이 논의의 

주된 쟁점이었고 <자유센터>, <부여국립박물관>, <삼일빌딩>은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이 논의의 핵심 중점이었다. <호주국립박물관>

은 조형성이 강조되는 형태생성이 건축표절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논의

되었으며, <메이콴 22nd 센츄리>의 경우, 건축의 상품화가 건축표절 논의

의 쟁점으로 도출되었다.

결과적으로 모든 건축표절 논의의 핵심 쟁점을 다루지는 못하였으나, 

본 연구의 「3장 3절」에서 건축 디자인 과정의 특수성을 논하기 위해 

도출한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은 건축차용 비평을 위해 논의되는 사례들

을 대다수 건축 비평의 과학적 접근과 예술적 접근으로 구분함에 어려움

이 없었다.

§ 건축차용에 관한 고의성 판단

표절 의혹 사례 중에서 차용을 주장하는 사례인 <글라스 하우스>, <호

주국립박물관>의 건축가는 자신의 건축물이 원작 것처럼 속이려 한 의도

는 없어 표절에 대한 고의성을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메이콴 22nd 센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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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경우 건설사에서 표절을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나, 공시적으

로는 건축 디자인의 모티브부터 다른 건축물이라 하여 고의성을 정확히 

판가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차용을 주장하지 않은 표절 의혹 사례인 <자유센터>, <삼일빌딩>은 건

축가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어 건축 당시에 표절을 고의적으로 은폐

하려 한 것이 아닌지 논의되고 있으나, 건축 관련 건축계 전문가들이 대

부분 원작을 유추하고 건축 이외의 발전을 목적으로 표절이 강요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건축차용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여

국립박물관>은 전통건축을 재해석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의

미하는 건축표절과 논의의 관점이 다르고 건축가가 의도적으로 원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일본의 전통건축을 차용하거나 표절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건축차용에 관한 해석

§ 건축차용에 관한 목적성 판단

건축차용의 목적성을 파악하여 오늘날 우리 건축에서 차용 현상이 나

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비평한 사례들에서 원안을 

차용한 가장 주된 목적은 기존에 존재하는 건축을 통한 발전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논의된 차용의 목적은 현대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차용이었

다. 

우선, 기존에 존재하는 건축을 통한 발전은 <글라스 하우스>, <호주국

립박물관>, <부여국립박물관>에서 건축가가 원안에 대한 존경심을 토대

로 건축가 개인이 존경하는 건축가의 작품 또는 원안 디자인에 대한 이

념을 차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글라스 하우스>는 원안인 <판스워

스>의 디자인 이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건축차용으로 평가가 가

능하였지만, <호주국립박물관>의 경우는 원안을 시각적으로 차용하는데 

그쳐 차용의 목적성에 대한 의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부여

국립박물관>의 경우는 전통건축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원안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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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는데, 이는 원안이 되는 전통건축의 기능이나 본질에 대한 재해석

보다는 시각적으로 유사하도록 보이게 하는 요인만을 차용한 것으로 새

로운 예술적 의의가 나타났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이를 실패한 차용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차용은 성공적인 건축차용 여부와 관계없이 건

축의 긍정적인 순환의 과정을 구축하기 위해 시도되어야 하는 건축차용

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글라스 하우스>, <호주국립박물관>, <자유센터>, <삼

일빌딩>은 현대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건축의 역할 측면에서 차용의 목적

성을 해석할 수 있다. <글라스 하우스>는 건축계의 관심을 건축 외부의 

주제에서 건축 내부의 주제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소통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호주국립박물관>은 건축가가 한 명의 큐레이터가 되어 여러 

건축물을 차용하였고, 이에 역사가 한 장소에 전시된 박물관이 되고자 하

였다. 여기서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목적성 측면에서 <호주국립박물

관>이 현대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차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와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자유센터>, <삼일빌

딩>의 경우도 건축을 통해 이념적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현대사회

와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호주국립박물관>, <자

유센터>, <삼일빌딩>의 차용은 건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실패하

여 건축차용으로 평가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 건축차용에 관한 예술성 판단

건축차용에 관한 예술성 판단은 원안의 차용을 통해 새로운 건축적 담

론이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원안과 다른 예술성이 나타났는지로 평가될 

수 있다. 

<글라스 하우스>는 차용을 통해 원작을 재해석하였는지의 여부로 예술

성이 평가되었으며, <호주국립박물관>은 차용을 통해 새로운 건축적 담

론이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원작과 다른 예술성이 나타났는지로 평가되

었다. <자유센터>는 이념을 전달하는 메시지로서의 공간 해석이 새로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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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기술적 성취가 건축적으로 나타났는지로 평가되었고, <자유센터>

의 경우에는 전통건축과 다른 예술성이 나타났는지로 평가되었다. <삼일

빌딩>도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원안을 재해석하였는지로 

예술성을 평가하였다. 

정리하자면, 차용을 통한 예술성의 판단은 차용의 목적을 건축적으로 

얼마나 더 완성 시켰는지에 따라 평가될 수 있고,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

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예술성이 평가될 수 있다. 

 

(3) 건축차용 평가

건축차용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많은 건축차용

의 사례가 제시되기에는 아직까지 건축에서 올바른 차용의 선례들을 찾

기 어려웠다. 이에 긍정적인 건축차용으로 논의된 사례가 <글라스 하우

스>하나에 국한되었다. <메이콴 22nd 센츄리>의 경우에는 유명한 원안을 

그대로 베껴 상품화했다는 점에서 차용의 관점에서 논의조차 되기 어렵

다는 문제가 있었다. <삼일빌딩>은 건축 디자인 과정에서 차용에 대한 

건축가의 의지보다는 건축가 이외에 건축에 관련된 사람들의 차용에 대

한 필요성이 더 크게 두드러지며 차용의 목적 자체가 불순하다는 판단에

서 건축표절 판단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호주국립박

물관>, <자유센터>는 차용의 목적에서 최소한의 건축적 발전과 현대사회

와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용목적의 의의에 대해서는 논의

할 수 있었으나, 예술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원안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

는 과정의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점에서 후속연구에서 건축표절 판단 

기준을 적용할 것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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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연구의 결론

5.1.1. 연구의 결론

본 연구는 오늘날 건축에서 소모적인 건축표절 논란이 지속하는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건축차용의 개념을 제안하였고, 건축표절 논란을 건축차용의 관점에서 

새롭게 비평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건축차용과 건축표절이 같은 방법론을 통해 논의되어

야 하는 근거 수립하는 과정, 미학과 건축 디자인 과정의 특수성을 토대

로 하는 건축차용을 위한 방법론 구축, 마지막으로 이를 적용한 건축차용 

비평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2장」에서는 건축차용과 건축표절이 같은 방법론을 통해 논의

되어야 하는 근거를 수립하기 위해, 미술과 건축의 차용과 표절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술에서는 차용미학의 관점에서 자유롭고 동시대적인 관점

의 비평이 진행 중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술비평을 공부하고 이를 토대

로 차용작품의 표절 의혹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았

다. 

건축에서 나타난 차용으로는 프리츠커 건축상과 AIA Gold Medal을 

수상한 리차드 마이어, 그리고 프리츠커 건축상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

고 AIA Gold Medal, UIA Gold Medal을 수상한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건축에서 나타난 건축차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들의 건축은 차용의 대

상이 되는 원안의 건축가와 건축물에 대한 존경심을 토대로 기존에 존재

하는 건축을 새롭게 자신의 것으로 해석하였다고 평가받으며, 그로 인한 

표절 논란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마이어의 건축과 레고레타의 건축

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건축차용의 개념이 건축 디자인

에 대한 선순환 차원에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건축에서도 차용이 등장하나, 건축표절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건

축물의 생김새에 국한된 것과 이를 저작권 침해로 해결하려 하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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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창작-차용-표절의 관점에서 이를 비평할 것

을 주장하였다.

「3장」에서는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을 수립하기 위해서, 미술

비평의 구조를 살펴보고 미술비평에 기술-해석-평가의 단계가 존재하여 

그 순서에 의해 미술비평이 진행되는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순서

도를 사용하여 비평에 대한 체계를 구조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음으로는 차용작품에 대한 미술비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미술비평

에서 차용작품의 고의성, 목적성, 예술성을 토대로 차용미학의 가치를 논

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다. 이렇게 차용작품에 대한 미술비평을 토대

로 차용비평의 순서도를 도출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건축에 대한 차용을 논하기 위해 현재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건축 디자인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건축차용 비평의 순서도를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건축 디자인 과정의 특수성을 도출하기 위해 건축표절 논의

의 쟁점에 대한 현황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담론 분석을 진행하였

다. 담론 분석은 충분한 텍스트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문화권, 시대, 건

축가, 자료의 출처 등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타당한 사례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텍스트의 핵심어와 핵심구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에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자면, 건축차용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

는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은 상품화된 건축, 건축 기술의 전형, 서양식 근

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 디지털 기술에 의한 형태생성, 조형성이 강조되

는 형태생성, 자연에 대한 모티브, 건축 형태의 원형이었다. 

이러한 쟁점을 토대로 건축차용 비평의 관점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건

축차용 비평의 관점을 달리한 이유는, 표절과의 개념적 혼재 속에서 차용

의 관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비평의 관점들

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해주기 위함이다. 설명하자면, 상품화된 건축을 건

축차용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 기술의 전형, 서양식 근대화 과

정의 동양 건축, 디지털 기술에 의한 형태생성을 건축의 과학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조형성이 강조되는 형태생성, 자연에 대한 모티브, 건축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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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형을 건축의 예술적 관점에서 비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건축차

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을 정리하여 건축의 과학적 관점과 예술적 관점에

서 고의성, 목적성, 예술성에 대한 비평이 가능하도록 하여 비평의 방향

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건축차용 비평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을 적용하는데 중점으로 한 내용은 건축차용 비평을 

위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맥락의 자료조사 범위, 건축차용에 대

한 해석적 접근법, 건축차용 평가를 위해 논의되어야 하는 항목들을 보여

주며 「3장」에서 구축한 방법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을 적용한 사례를 정리하면, 표절 의혹에 대

해 건축가가 차용을 주장하는 <글라스 하우스>, <호주국립박물관>, <메

이콴 22nd 센츄리> 그리고 차용에 대한 건축가의 주장이 없는 <자유센

터>, <부여국립박물관>, <삼일빌딩>을 건축차용의 관점에서 비평하였다. 

건축차용의 관점에서 재고찰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직은 건축차용으

로 성립된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비평한 대상을 

기준으로는 <글라스 하우스>만이 건축차용으로 평가되었으며, 애초의 특

정 건축가의 작품을 차용하려한 것이 아니라 ‘전통건축’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대상을 차용하려 하였던 <부여국립박물관>만이 실패한 차용으로 판

정되었다. 그 외의 사례는 여전히 후속연구에서 구축하게 될 건축표절 판

단 기준으로 비평이 계속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자면, 건축

차용에 대한 건축 배경적 측면으로는 건축에서 나타난 차용이 건축의 메

타적 발전을 위해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반대로는 건축 이

외의 다른 이념을 완성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써 사용되는 과정에서 나

타난 현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건축의 메타적 발전을 위한 차용은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로서 건축의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반면, 건축 이외의 이념을 완성하기 위해 도구로써 사용되는 과정

의 차용은 대부분 그 목적을 이루는 데에 더 집중되어 건축차용으로 평

가하기에 부족함이 있었다. 건축에서는 차용에 대한 의도를 당당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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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고, 건축가 이외의 관련된 사람들이 표절을 종용하

는 경우도 있어 고의적으로 표절을 숨기는 사례가 더 많았다. 건축차용에 

관한 목적성과 예술성 판단은 크게 관련이 있다. 건축차용의 주된 목적은 

기존에 존재하는 건축을 통한 발전이며, 그다음으로 논의된 차용의 목적

은 현대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차용이었다. 이에 대한 예술성은 차용목적

을 토대로 건축적으로 얼마나 더 발전시켰는지에 따라 평가되고, 이를 전

달하는 과정에서의 공감대 형성 여부에 따라 예술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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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3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먼저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오늘날 건축에서 나타나는 현상 해결을 위해 

타 학문인 미술과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건축에 국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동시대적인 

관점으로 예술로서의 건축의 입지를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방법론

을 미술비평에 국한하지 않고 여기에 건축 디자인 과정의 특수성을 적용

한 새로운 방법론을 구축하여 건축의 특수한 창조과정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두 번째로 건축창작과 건축표절의 이분법적 논의에 국한된 현재 건축

계에 건축차용의 개념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

해 건축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표절일까 두려워하여 소극적인 창조행위만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에 추가하여 올바른 건축차용의 방향성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건축표절 연구의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건축표절과 건축차용의 충돌은 계속될 것이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정리한 건축차용의 내용을 토대로, 건축차용이 

아닌 건축에 대해 건축표절을 주장할 근거자료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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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5.2.1. 연구의 한계

먼저 본 연구에서 구축한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이 건축차용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로써 사용되기를 바라지만, 표절을 회피하

려 하는 건축가 또는 이에 대한 법리적 판결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방법론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 구축한 방법론에서 제시된 세부적인 항목으

로 인해 건축 비평의 자유로움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

의 「4장」에서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여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의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려 하였지만, 이러한 비평의 과정이 모든 입

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의 방법론은 건축차용

의 관점에서 비평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일 뿐,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시한다. 오늘날의 비평에는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다양한 의견의 비평이 축척되었을 때에 비로소 건축차용에 대한 보

다 명확한 정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범위가 건축표절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

국에 건축에서의 표절이라는 소모적인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건축표절 비평을 위한 방법론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

에서 구축한 방법론이 궁극적으로 논쟁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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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후속연구의 방향성

본 연구에서 구축한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이 더욱 명확히 검증

되어 건축차용을 보다 면밀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건축차용 비평을 위

한 방법론에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가 검증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

문에 본 연구는 건축차용 비평의 시작에 불과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건축차용의 관점에서 건축표절 의혹 사례

를 재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올바른 건축차용에 대한 보다 

많은 사례가 축적될 것이며, 좋은 선례는 좋은 건축창작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건축 디자인 과정의 특수성으로 도출된 상품화된 

건축, 건축 기술의 전형,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동양 건축, 디지털 기술에 

의한 형태생성, 조형성이 강조되는 형태생성, 자연에 대한 모티브, 건축 

형태의 원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각각의 요인들이 오늘날 건축 디자

인 과정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

를 통해 오늘날 건축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답을 

찾게 될 것이다. 



299

참 고 문 헌

단행본

Antoniades, A. (1994). 건축시학 (김경준 역). 서울: 도서출판국제. (원서발행년도 1990).

Arnheim, R. (1995). 시각적 사고 (김정오,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부. (원서발행년 

1969).

Atkins, R. (1994). 현대미술의 개념풀이 (박진선 Trans.). 서울: 시공사. (원서발행년1990).

Attoe, W. (1997). 건축과 비평 (이동건, 이재기, 역). 서울: 두영. 7~10. (원서발행년 1978).

Baudrillard, J. (2001). 시뮬라시옹 (하태환 Trans.). 서울: 민음사. (원서발행년 1983).

Benjamin, W. (2018).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사진의 작은 역사 외 (최성만 Trans.). 9th ed., 

서울: 도서출판 길.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35). 

Betsky, A. (1992). 바이오레이티드 어펙션 (정태용 역). 도시: 영문출판사. (원서발행년도 

1990).

Bosker, B. (2013). Original Copies: Architectural Mimicry in Contemporary China. 1st ed., 

Honolulu: University of Hawaiʻi Press. 

Dewey, J. (1938). Logic: the theory of inquiry. NY: Henry Holt and Company. 

Eisner, E. (1994). The educational imagination: on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school 
programs. NY: Macmillan. (원서발행년 1979).

Feldman, E. (1967). Art as image and idea.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Feldman, E. (1999). Varieties of Visual Experience; Art as Image and Art. NJ: Prentice 

Hall. (원서발행년 1972).

Foster, H. (1994). 반미학: 포스트 모던 문화론 (윤호병 외 Trans.). 서울:현대미학사.

Foster, H. Krauss, R., Bois, Y., Buchloh, B. & Joselit, D. (2016). 1900년 이후의 미술사 (배

수희, 신정훈, 오유경 Trans.) 서울: 세미콜론. (원서발행년 2004). 

Foster, H.(Eds). (1993). The Object of Post-Criticism. Ulmer, G. (Au), The Anti-Aesthetics: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pp.155), (윤호병 Trans.). 서울: 현대미학사. (원서발행년 

1983).

Frampton, K. (2005). “Introduction: The Work of Architecture in the Age of 

Commodification,” Commodification and Spectacle in Architecture, 1st ed.,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ix~xviii.

Frampton, K. (2007).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London: Thames & 

Hudson, (원서발행년 1980). 

Greene, T. (1952). The Arts and the Arts of Critisicm, Pinceton: Princeton Univ. Press,.

Greene, W. (1965). The Choices of Criticism, Cambridge: MIT Press.

Hartmann, N. (2017). 미학이란 무엇인가 (김성윤 Trans.). 서울: 동서문화사, 145~147. (원서

발행년 1953).

Haug, W. (1994). 상품미학비판 (김문환 역). 서울: 이론과 실천. (원서발행년 1971).



300

Hutcheon, L. (1993). 패러디 이론 (김상구 외 Trans.). 서울: 문예출판사. (원서발행년 1985).
Jencks, C. & Chaitkin, W. (1991). 현대건축의 동향 (최두길 외 2 역). 도시: 태림문화사. (원

서발행년도 1982).

Kahn, L. (2003). “What does the building want to be?”. Robert Twombly (Eds.), Louis 
Kahn: Essential Text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7. 

Lubbock, P. (2019). The Craft of Fiction. Glasgow: Good Press. (원서발행년 1921).

Mass, W., Madrazo, F., Ravon A., & Løpez, D. (2015). Copy Paste: The Badass 
Architectural Copy Guide.. Delft: The Why Factory.

Moles, A. (1995). 키치란 무엇인가? (엄광현 역). 서울: 시각과 언어. (원서발행년 1972).

Ownes, C. (2009). 알레고리적 충동. 조수진, 윤난지 (Trans.).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서

울: 눈빛.

Posner, R. (2009). 표절의 문화와 글쓰기의 윤리 (정해룡 Trans.). 부산: 산지니. (원서발행년 

2007).

Rodway, A. (1973). “Criticism”, A Dictionary of Modern Critical Terms. (Fowler, R. e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Stolnitz, J. (1990). Aesthetics and Philosophy of Art Criticism, (Oh, B., Trans.). Seoul: 

Theorie und Praxis. (원서발행년 1960).

Tafuri, M. (2013). Toward a Critique of Architectural Ideology. Hays, M. (편) 봉일범(역),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5th ed., 2~49). 서울: Spacetime·시공문화사. (원서발행년 

1969).

Tzonis, A. (1993). 건축적 사고의 구조 (이강헌 역). 도시: 태림문화사. (원서발행년도 

1990).

Venturi, L. (1964). History of Art Criticism. New York: EP. Dutton,.

건축가 협회. (1994). 한국의 현대건축, 1879-19990, 서울: 기문당.

김경수(2000). 건축 미학산책. 서울: 도서출판 발언.

김현섭. (2018). 신화를 넘어서 김중업 다시 보기. 이수정, 정한올 (편), 김중업 다이얼
로그 (1st ed., 304~337). 파주: 열화당.

남형두. (2015). 표절론. 서울: 현암사.

박길룡. (2005). 한국현대건축의 유전자. 서울: 공간사.

박휘락. (2003).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서울: 시공사.

신영훈, 이상해, 김도경. (2001). 우리 건축 100년. 서울: 현암사. 

이수정, 장한올(Eds.). (2018). 김중업 다이얼로그. 파주: 열화당.

이혜순, 정하영. (2008). 표절-인문학적 성찰. 서울: 집문당. 

임두빈. (1996). 미술비평이란 무엇인가. 서울: 서문당.

정인하(1998). 김중업 건축론: 시적 울림의 세계. 서울: 산업도서출판공사.

정인하. (1996). 김수근 건축론. 서울: 시공문화사.
정인하. (2020). Untitled. Manuscript in preparation.

정해룡. (2009). 역자서문. 정해룡 (Trans.), 표절의 문화와 글쓰기의 윤리 (1st ed., 

5~19). 부산: 산지니.



301

대담회

김희조, 곽재환, 정귀원 대담. 「특별대담: 김중업의 삶과 건축」. 김중업건축박물관, 

(2018. 4. 5).

보고서

서수정, 유제연. (2017). 알기 쉬운 건축설계 저작권. 세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안효철, 고영회, 이호흥 & 이대훈. (2013). 건축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분석 연구 최

종보고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신문 기사

Muschamp, H. (1993, October 17). Architecture View; A Man Who Lives in Two 

Glass Houses. The New York Times, Section 2, 1.
Unk. (1984, September 16). 국전대상 표절 말썽 박홍교수 사표 제출. 동아일보, 7.

온라인 기사 및 블로그

Ames, N. (2014). Building The Gate, Retrieved January 14, 2019 from 

https://www. middleeastarchitect.com/insight/building-the-gate

Baio, A. (2018). Untitled. Retrieved November 17, 2020 from https://twitter. 

com/waxpancake/status/1010620017329623040/photo/1
Cathcart, M. (2001). Architecture profile: Charles Jencks. Retrieved February 28, 

2020. from http://www.abc.net.au/rn/legacy/programs/atoday/stories/s248345. 

htm

Chen, Y. (2015). Chasing ghosts. Retrieved November 17, 2020 from https:// 

multimedia.scmp.com/china-ghost-towns/

Cohen, S. (2005). A tale of two houses: the all-glass masterworks by Philip 
Johnson and Mies van der Rohe are less connected than they seem, Retrieved 

January 15, 2019 from https://go.gale.com/ps/i.do?v=2.1&it=r&sw=w&id= 

GALE%7CA132120688&prodId=AONE&sid=googl

Cohen, S. (2005). A tale of two houses: the all-glass masterworks by Philip 
Johnson and Mies van der Rohe are less connected than they seem, Retrieved 

January 15, 2019 from https://go.gale.com/ps/i.do?v=2.1&it=r&sw=w&id 

=GALE%7CA132120688&prodId=AONE&sid=googl

Dailymotion. (2019). Think you’re in Paris? Think Again. Welcome to 
Tianducheng!. Retrieved from November 17, 2020 from https://www. 

dailymotion.com/video/x7cx0in



302

Disson, S. (2013, January 7). The sincerest form of flattery?. Retrieved February 
20, 2020. from https://www.worldarchitecturenews.com/article/1512315/ 

sincerest-form-flattery

Fairs, M. (2013). Zaha Hadid building pirated in China, Retrieved January 8, 

2019 from https://www.dezeen.com/2013/01/02/zaha-hadid-building-pirated 

-in-china/

Giovannini, J. (1987). Johnson and His Glass House: Reflections, Retrieved 

January 15, 2019 from https://www.nytimes.com/1987/07/16/garden/johnson- 

and-his-glass-house-reflections.html

Giovannini, J. (1987). Johnson and His Glass House: Reflections, Retrieved 

January 15, 2019 from https://www.nytimes.com/1987/07/16/garden/johnson 

-and-his-glass- house-reflections.html

Gladwell, M. (2004). Something Borrowed. Retrieved March 22, 2020. from 

https://www.newyorker.com/magazine/2004/11/22/something-borrowed 

Goldberger, P. (1977). Forms Under Light. Retrieved Feburary 7, 2021 from 

https://www.newyorker.com/magazine/1977/05/23/forms-under-light

Gray, C. (1997). Streetscapes/The Beresford, the San Remo, the Majestic, the El 
Dorado, the Century; Namesake Precursors of Central Park West's Towers, 
Retrieved January 21, 2019 from https://www.nytimes.com/1997/09/14/ 

realestate/streetscapes-beresford-san-remo-majestic-el-dorado-century-namesak

e-precursors.html

Hill, J. (2017). Is 1WTC a Copycat Design?. Retrieved November 1, 2019 from 

https://www.world-architects.com/en/architecture-news/headlines/is-1wtc-a-co

pycat-design

Hoeller, S. C. (2020). A photographer’s side-by side pictures compare China’s 
fake Paris to the real one. Retrieved November 17, 2020 from 

https://www.insider.com/fake-paris-in-china-versus-real-paris-france-2020-9#

one-spot-in-particular-on-a-hill-with-a-view-of-the-eiffel-tower-really-struc

k-him-9

Holowka, D. (2009). The Farnsworth House, part 1: whose less is more?, 

Retrieved January 15, 2019 from https://www.architakes.com/?p=2097

Hoohberg, A. T. (2015). Two of a kind: photographer Robin Hill contemplates 
the Farnsworth House and Glass House simultaneously. Retrieved November 

17, 2020 from https://archinect.com/news/article/131950074/two-of-a-kind- 

photographer-robin-hill-contemplates-the-farnsworth-house-and-glass-house-s

imultaneously
Hoohberg, A. T. (2015). Two of a kind: photographer Robin Hill contemplates 

the Farnsworth House and Glass House simultaneously. Retrieved November 

17, 2020 from https://archinect.com/news/article/131950074/two-of-a-kind- 

photographer-robin-hill-contemplates-the-farnsworth-house-and-glass-house-s



303

imultaneously
Inbar, E. (2013). Zaha Hadid And the morphology of the “aggressive snake 

motif”, Retrieved January 22, 2019 from https://archidialog.com/2012/06/08/ 

zaha-hadid-and-the-morphology-of-the-aggressive-snake-motif/

jy-art. (2018). 건축가 김수근 표절 이야기. Retrieved November 24, 2020 from 

http://blog.daum.net/mjy1964/51

Kashem, N. (2015, October 15). A Tale of Two Buildings: A Case of 

Architectural Copyright Infringement in China. Retrieved February 20, 2020. 

from https://fordhamartlawsociety.com/2015/10/30/a-tale-of-two-buildings- 

a-case-of-architectural-copyright-infringement-in-china/

Khaled, A. (2012). No wonder Singapore is a model for other cities, Retrieved 

January 14, 2019 from https://www.thenational.ae/no-wonder-singapore- 

is-a-model-for-other-cities-1.368451?videoId=5771275459001

Macarthur, J. (2006). The National Museum of Australia as Danse Macabre. 
Retrieved February 25, 2020. from http://books.publishing.monash 

.edu/apps/bookworm/view/South+Pacific+Museums%3A+Experiments+in+Culture

/139/xhtml/chapter19.html

Maloney, L. (Unk.) The Commodification of Human Beings. Retrieved November 
19,  2020 from http://nulawreview.org/extralegalrecent/the-commodification 

-of-human-beings

Ng, J. (2007). Who Owns Architecture? Copyright and the Freedom Tower 
Controversy, Retrieved January 14, 2019 from https://morningsidereview.org/ 

essay/who-owns-architecture-copyright-and-the-freedom-tower-controversy/

Peterson, S. (2014). Milan 'Supertree' Prompts Claims of Architectural Plagiarism. 
Retrieved January 22, 2019 from https://www.curbed.com/2014/12/9/ 

10013858/marco-balich-wilkinson-eyre-supertree-plagiarism

Platt, V. K. (2012, December 28). Copycat Architects in China Take Aim at the 

Stats. Retrieved February 20, 2020. from https://www.spiegel.de/international/ 

zeitgeist/pirated-copyof-design-by-star-architect-hadid-being-built-in-china-a

-874390.html

Reed, D., Eds. (2002). National Museum of Australia: Tangled Destinies. 
Melbourne: Images Publishing.

Rimmer, M. (2002). Crystal Palaces: Copyright Law and Public Architecture[PDF 
File]. Bond Law Review, December 2002, 14(2). Retrieved February 28, 2020. 

fromhttps://web.archive.org/web/20060520140441/http://www.bond.edu.au/law/

blr/ vol14-2/blrvol14-2.pdf
Shen, Y. (2018). Moshe Safdie’s Chongqing Project Sets World Record With 

Highest “Horizontal Skyscraper”. Retrieved November 17, 2020 from  

https://www.archdaily.com/889744/moshe-safdies-sets-world-record-with-high

est-horizontal-skyscraper



304

Shineberg, S. (2001). Stepping into controversy. Retrieved February 25, 2020. from 
https://www.chicagotribune.com/news/ct-xpm-2001-05-15-0105140269-story.

html

Space(2012). An insult to the symbol of an expo with hasteful changes, short 
preparation and issue of plagiarism. Retrieved February 25, 2019 from 

http://old.vmspace.com/2008_re/kor/popup/print_page.asp?cate=AR&idx=11659

Sudic, D. (2001). Australia looks back in allegory at its inglorious past. Retrieved 

February 25, 2020. from https://www.chicagotribune.com/news/ct-xpm- 

2001-05-15-0105140269-story.html

Tata Steel(2011). Liverpool Museum vs MAXXI – haven’t I seen you somewhere 
before?. Retrieved January 22, 2019 from https://blog.tatasteelconstruction.com/ 

liverpool-museum-vs-maxxi-havent-i-seen-you-somewhere-before/

TBC 뉴스. (2020). ‘경주타워’ 표절 공방 12년 … 건축가 숨진 지 9년 만에 현판. 

Retrived March 30, 2020. from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 

news_id= NB119 35149

The Angry Architect. (2015). Gold Coast Aouble Vision: Is Zaha Hadid Running 
Out of Ideas?. Retrieved November 17, 2020 from http://angryarchi.com/ 

blog/post/gold_coast_double_vision
The libeskind building. Retrieved March 5, 2020. from https://www.jmberlin.de 

/en/libeskind-building

Tuchman, M. (2014). What Makes a Copy-Cat a Copy Cat? The Complex Case 
of Architectural Coyright. Retrieved from November 17, 2020 from 

https://www.archdaily.com/497568/what-makes-a-copy-cat-a-copy-cat-the-c

omplex-case-of-architectural-copyright

Van, T. (2015). Is Hanoi Museum too similar to foreign museums?. Retrieved 

January 1, 2019 from https://english.vietnamnet.vn/fms/art-entertainment 

/139276/is-hanoi- museum-too-similar-to-foreign-museums-.html

Wilsterman, J. M. (2008). The Human Commodity. Retrieved November 19,  

2020 from https://www.thecrimson.com/article/2008/6/4/the-human-commodity 

-nice-harvard –degree/

강영주. (2020). 이기적 건축주_표절을 요구하는 사회. Retrived April 4, 2020. from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8870

경향신문. (1969. 08. 30). 시즌맞아 활기-건축 붐. 경향신문, 3. Retrieved November 

28, 2020 from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 

1969083000329203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9-08-30&offi

ceId=00032&pageNo=3&printNo=7354&publishType=00020
경향신문. (February 17, 1969). 25일개통┈마지막손질서두는 청계고가도로 도심가로

지른 논·스톱. 경향신문, 1. Retrieved November 28, 2020 from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9021700329201015

&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9-02-17&officeId=00032&pageNo=



305

1&printNo=7188&publishType=00020
국가기록원. (1963).  자유센터공중촬영2. Retrieved October 27, 2020 from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2000430

32&dsid=000000000002&gubun=search#1

국가기록원. (1964). 박정희대통령아세아반공연맹자유센터개관식참석1. Retrieved 

October 27, 2020 from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 

archWebViewer.do?bsid=200200028004&dsid=000000000001&gubun=search

국가기록원. (1964). 아세아반공자유연맹자유센터개관식전경2. Retrieved October 27, 

2020 from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 

2002000 28004&dsid=000000000003&gubun=search

국가기록원. (1965). 자유센터모금선전용사진3. Retrieved October 27, 2020 from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2000447

53&dsid=000000000005&gubun=search

권재현. (2020). 건축 표절 시비에 새 이정표 세워질 소송. Retrived April 4, 2020. 

from https://weekly.donga.com/BestClick/3/all/11/1970467/1

김수근. (1967. 09. 05). 신사 모방아닌 내 것. 동아일보. 5. Retrieved November 25, 

2020 from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70 

90500209205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7-09-05&officeId=
00020&pageNo=5&printNo=14119&publishType=00020

김수근. (1967. 09. 05). 신사 모방아닌 내 것. 동아일보. 5. Retrieved November 25, 

2020 from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709 

0500209205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7-09-05&officeId=0

0020&pageNo=5&printNo=14119&publishType=00020

김정식. (2020). 세계적 건축가 이타미준, 사후에야 경주타워저작권 되찾은 사연. 

Retrived March 30, 2020. from https://news.joins.com/ article/23698264

김중업. (1967. 09. 02). 망거·부여 물관설계도를 보고. 동아일보, 5. Retrieved 

November 25, 2020 from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 

articleId=196709020020920500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7-09

-02&officeId=00020&pageNo=5&printNo=14117&publishType=00020

김호경. (2009). 명동 국립극장은 ‘짝퉁’...1936년 건립 당시 日유명 극장 디자인 그대
로 베껴. Retrieved Feburary 6, 2021 from https://news.naver.com/main/read. 

nhn?oid= 005&aid=0000351546

동아일보. (1966. 05. 07). 국보 등 고유의 선미 본떠. 동아일보, 7. Retrieved 

November 25, 2020 from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 

nhn?articleId=196605020032920502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

6-05-02&officeId=00032&pageNo=5&printNo=6320&publishType=00020 
동아일보. (August 19, 1967). 일본 신사의 도리이와 비슷한 부여박물관 입구. 동아일

보, 7. Retrieved November 25, 2020 from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 

index.nhn?articleId=1967081900209207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

e=1967-08-19&officeId=00020&pageNo=7&printNo=14105&publishType=00020



306

동아일보.. (August 19, 1967). 일본 신사의 도리이와 비슷한 부여박물관 입구. 동아일
보, 7. Retrieved November 25, 2020 from https://newslibrary.naver.com/ 

viewer/index.nhn?articleId=1967081900209207001&editNo=2&printCount=1&pu

blishDate=1967-08-19&officeId=00020&pageNo=7&printNo=14105&publishTyp

e=00020

박정식. (2020). [건축설계 표절 시비] 알면서도 표절, 다툼 일면 모르쇠. Retrived 

April 4, 2020. from http://jmagazine. joins.com/economist/view/329536

박준우. (2018). 건축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강릉 테라로사 카페 사건. Retrieved 

January 31, 2021 from http://webzine-copyright.or.kr/data/copyright_2007/ 

sub/sub3_02.html

박철홍. (2020). 5·18추모탑표절수사‘혐의없음·공소권없음’ 결론. Retrived March 30, 

2020. from https://www.yna.co.kr/view/ AKR20191031055400054?input=1195m 

서울역사아카이브. (u.k.). 청계고가도로 공사현장. 『돌격 건설! 김현옥 시장의 서울Ⅱ: 

1968-1970』(2013), p.22. Retrieved November 28, 2020 from https://museum. 

seoul.go.kr/archive/archiveView.do?currentPage=3&type=B&type2=&arcvGroupN

o=2817&lowerArcvGroupNo=&arcvMetaSeq=24064&arcvNo=71634&realArcvGr

oupNo=3154&searchVal=

서울역사아카이브. (u.k.). 청계천변 판자촌. 『돌격 건설! 김현옥 시장의 서울Ⅱ: 
1968-1970』(2013), p.158. Retrieved November 28, 2020 from https://museum. 

seoul.go.kr/archive/archiveView.do?currentPage=1&type=B&type2=&arcvGroupN

o=2817&lowerArcvGroupNo=&arcvMetaSeq=24237&arcvNo=72072&realArcvGr

oupNo=3156&searchVal=%EC%B2%AD%EA%B3%84%EC%B2%9C

서울역사아카이브. (u.k.). 평화시장과 청계고가도로. 『『선진 수도로의 도약: 

1979-1983』(2018), p.18. Retrieved November 28, 2020 from https://museum. 

seoul.go.kr/archive/archiveView.do?type=B&arcvGroupNo=4222&lowerArcvGrou

pNo=4223&arcvMetaSeq=33294&arcvNo=95977

소봄이. (2020). 창작자 개성 나타내는 건축물도 저작권법 보호대상. Retrieved 

October 12, 2020 from http://www.siranews.co.kr/news/articleView.html? 

idxno=185

오은경. (2018). 서울캠퍼스 본관, 문화재로 등록된다. Retrieved Feburary 6, 2021 

from https://www.khu.ac.kr/kor/focus/detail.do?seq=2108161

윤진섭. (2008). 성우종합건설, 아파트 디자인 ‘베꼈다’ 인정. Retrived January 31, 

2021 fro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66246586476816 

&mediaCodeNo=25 7&OutLnkChk=Y

이인화. (2020). 건축설계 디자인 저작권, 건축사 스스로 지켜야 한다!. Retrieved 

October 12, 2020 from http://www.siranews.co.kr/news/articleView.html? 
idxno=186

정진섭. (1991, July 28). “서울은「사대주의」스카이라인” 명물빌딩 설계 외국인 독차
지…“외화낭비”. 경향신문, 5. Retrieved Feburary 6, 2021 from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91-07-28&officeI



307

d=00032&pageNo=1#
정진섭. (1991, July 28). “서울은「사대주의」스카이라인” 명물빌딩 설계 외국인 독차

지…“외화낭비”. 경향신문, 5. Retrieved Feburary 6, 2021 from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91-07-28&officeI

d=00032&pageNo=1#

조선일보. (1967. 09. 07). 부여박물관 건축시비. 조선일보, 5. Retrieved November 

25, 2020 from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 

1967090700239105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67-09-07&offi

ceId=00023&pageNo=5&printNo=14271&publishType=00010

중앙일보. (1967. 09. 02). 건축양식으로 시비된 부여 박물관. 중앙일보, 6. Retrieved 

November 26, 2020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1132948 

천년의 멋 진주관광. (u.k.). 국립진주박물관.  Retrieved November 26, 2020 from 

http://www.jinju.go.kr/02232/02830/02248.web?amode=view&idx=821&

최희봉. (2020). 카페 ‘테라로사’ 건물 저작권 인정받았다...대법원, 따라 지은 건축사에 
벌금형. Retrieved October 12, 2020 from https://news.lawtalk.co.kr/2209

충남발전연구원. (1999). 충남의 건축, Retrieved October 19, 2020 from 

http://www.aurum.re.kr/Bits/BuildingDoc.aspx?num=825&tb=A&page=1#.X40p5

dAzYUE
하영삼. (2004). [한자 뿌리읽기]<125>비평(批評)과 평론(評論). Retrieved November 

8, 2020 from 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view?ymd=20041107

한국디자인진흥원(2013). Did bjarke ingels plagiarize?, Retrieved February 25, 2019 

from http://www.designdb.com/?menuno=680&bbsno=20934&act=view&ztag= 

rO0ABXQANzxjYWxsIHR5cGU9ImJvYXJkIiBubz0iNTg1IiBza2luPSJwaG90b19uY

XRpb24iPjwvY2FsbD4%3D

한상희. (2015). [특집]위험한 법률가의 지배, 현재를 수술하라. Retrieved December 

10, 2020 from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412 

291812241&code=113

한은화. (2020). [한은화의생활건축] ‘짝퉁‘ 건축과 철거 소송. Retrived March 30, 

2020.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3729005

온라인 단행본

Barthes, R. (1977). The Death of the Author. Heath, S. (Trans.). Image, Music, 
Text (142~148). London: Fantana. (Origianl work published in 1967). 

Retrieved December 12, 2020 from https://sites.tufts.edu/english292b/files/ 

2012/01/Barthes-The-Death-of-the-Author.pdf

Frampton, K. (1983). Prospects for a Critical Regionalism. Perspecta, 20, 147~162. 

Retrieved December 13, 2020 from https://www.academia.edu/5102299/ 

Frampton_Prospects_for_a_Critical_Regionalism

Jameson, F. (1982). Postmodernism and Consumer Society. Retrieved July 30, 



308

2019, from http://art.ucsc.edu/sites/default/files/Jameson_Postmodernism_and_ 
Consumer_Society .pdf

제1~10회 한국건축가협회 수상작품집. 서울: 기문당 Retrieved November 25, 2020 

from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rchur&logNo=401473923 

80&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온라인 동영상

Meier, R. (2017). Le Corbusier’s Modulor system (12/36). Retrieved January 29, 

2021.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shTEX8WKcVw&list=PLVV0r6 
CmEsFzmNPmA OyyFrOfcKeMl-2Wv&index=12

온라인 사전

Commodification. (n.d.). English Dictonary. Retrieved November 19, 2020. from 

https://en.dict.naver.com/#/entry/enko/f82415d6509f4fd591b130b4165f3d17

비평. (n.d.). 표준국어대사전. Retrieved May 5, 2020. from 

https://ko.dict.naver.com/ #/entry/koko/0ae7ab7b708e40ba82067dd11633a860
상품미학. (1999). 세계미술용어사전. Retrieved November 19, 2020. from  

https://terms. naver.com/entry.nhn?docId=894470&cid=42642&categoryId=42642

用. (n.d.). NAVER 한자사전. Retrieved December 12, 2020 from https://hanja.dict. 

naver.com/hanja?q=%E5%80%9F

짝퉁. (n.d.). English Dictionary Retrieved November 16, 2020. from  https://en. 

dict.naver.com/#/search?range=all&query=%EC%A7%9D%ED%89%81

짝퉁. (n.d.). 표준국어대사전. Retrieved November 16, 2020. from https://dict.naver. 

com/search.nhn?dicQuery=%EC%A7%9D%ED%89%81&query=%EC%A7%9D%E

D%89%81&target=dic&query_utf=&isOnlyViewEE=

借. (n.d.). NAVER 한자사전. Retrieved December 12, 2020 from https://hanja.dict. 

naver.com/hanja?q=%E5%80%9F

차용. (n.d.). NAVER 국어사전. Retrieved December 12, 2020 from https://ko.dict. 

naver.com/#/entry/koko/4221d589cc074075949261939cafaebc

표절. (n.d.). NAVER 국어사전, Retrieved November 29, 2020 from https://ko. 

dict.naver.com/#/entry/koko/66d3aa50e16a42a0bc984a466679edff

한경 경제용어사전. (200４. 12. 28). 네이버 지식백과:　 순서도. Retrieved October 

17, 2020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97398&cid= 

58598&categoryId=593 16



309

웹페이지

[공간 작품설명] http://www.spacea.com/renew/works_detail.html?idx=71&p_gbn=all

Conclusion. 말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은주은주]. Retrieved April, 10, 2021 

from http://dmswndmswn.egloos.com/

Philip Cortelyou Jhnson, FAIA(1906~2005)[USMODERNIST]. Retrieved Feburary 

7, 2021 from https://usmodernist.org/pjohnson.htm

과학기술연구원 본관[공간작품]. Retrieved November 26, 2020 from 

http://www.spacea. com/renew/works_detail.html?idx=77&p_gbn=year

남산맨숀[공간작품]. Retrieved November 26, 2020 from http://www.spacea. 

com/renew/works_detail.html?idx=72&p_gbn=year

동대문의 Hi-Tech 건물[Reading Architecture]. Retrieved April 5, 2018 from 

http://www.hanyoonseok.com/read/archives/000413.html 

등록검색[한국저작권위원회]. Retrieved January 31, 2021 from 
https://www.cros.or.kr/psnsys/cmmn/infoPage.do?w2xPath=/ui/twc/sch/regInfSer

c/regInfSercDtl.xm

불광전화국.[공간작품]. Retrieved November 26, 2020 from http://www.spacea. 

com/renew/works_detail.html?idx=75&p_gbn=year

삼일 빌딩과 청계고가차도[서울역사아카이브]. (1962). Retrieved October 27, 2020 

from https://museum.seoul.go.kr/archive/archiveView.do?type=B&arcvGroupNo= 

42 22&lowerArcvGroupNo=4223&arcvMetaSeq=33296&arcvNo=95979

연구[서울대학교]. Retrieved October 12, 2020 from https://www.snu.ac.kr/ 

research/ethics

오양빌딩[공간작품]. Retrieved November 26, 2020 from http://www.spacea. 

com/renew/works_detail.html?idx=53&p_gbn=all

워커힐호텔 힐탑바[공간작품]. Retrieved November 26, 2020 from http://www. 

spacea.com/renew/works_detail.html?idx=52&p_gbn=year

저작권법[국가법령정보센터]. Retrieved January 31, 2021 from https://www.law.go. 

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

0101&query=%EA%B1%B4%EC%B6%95%EC%A0%80%EC%9E%91%EB%AC%

BC#undefined

테마_김수근의 건축세계[국민대학교 온라인갤러리]. Retrieved November 24, 2020 
from https://k-art.kookmin.ac.kr/theme/%EA%B9%80%EC%88%98%EA%B7% 

BC%EC%9D%98%20%EA%B1%B4%EC%B6%95%EC%84%B8%EA%B3%84/111

0?pn=2

정기간행물

Craig Owens. (1980). The allegorical impulse: toward a theory of postmodernism. 

October, 12, Spring.



310

Johnson, P. (1950). House at New Cannan, Connecticut. Architectural Review, 
108(645).

Rosalind Krauss. (1981). The Originality of the Avant-Garde: A Postmodernist 

Repetition. October, 12, Fall, 47~66. 

Susskind, A. (2000, June 13). Footprints in the quicksand. The Bulletin, 108.

건축세계. (1997). PA: 김중업. 1.

권태문. (2011). 삼일로빌딩을 다시보다, 건축, 55(1).

김원. (1975). 한국현대건축의 위기, 우리시대의 거울, 목구회: 97.

김정동. (2009). 명동 국립극장 재현지 우리 시대의 아련한 노스텔지어. Wide, 8.

김종헌. (2014). 건축가의 ‘글’과 ‘건축’을 통해 본 한국 근대건축의 흐름. Space, 563.

이경훈. (2012). 한국건축과 독창성의 문제. 건축, 56(12).

이일형. (1997). 특집-지역주의 건축의 새로운 조명. 건축, 41(8).

임석재. (1998). 균질공간과 현대건축. 건축, 44(12).

학술논문

Geahigan, G. (2002). Critical Discourse and Art Criticism Instruction. Journal of 
Art & Design Education, 19(1). 

강난형. (2017). 국보건설단 강봉진과 국립종합박물관. 한국근현대미술사학. 33.

강성원, 김진균. (2008). 덕수궁 석조전의 원형 추정과 기술사적 의의.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4(4).

강혁. (2012). 김수근의 자유센터에 대한 비평적 독해, 건축역사연구, 21(1).

권태일. (2009). 루이스 칸의 ‘건축의 본질’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8(4), 25.

김경숙. (2015). 저작권 침해판단에서 “실질적 유사성” 개념의 재구성. 계간 저작권, 
28(3).

김성우. (1999). 20세기 추상미술의 표현유형과 현대건축 디자인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1), 85~86.
김영선, 최재필. (2020a). 담론 분석을 통한 건축계 표절 관련 쟁점 도출. 대한건축학

회 논문집: 계획계, 35(12).

김영선, 최재필. (2020b). 건축 표절 논의를 위한 미학의 차용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36(5).

김영선, 최재필. (2020c). 표절 의혹 사례에 대한 건축차용 비평모형 구축. 대학건축학
회 논문집: 계획계, 36(11).

김영재. (2013). 나카무라 요시헤이의 서양건축양식의 수용과정과 그 의미, 대한건축학
회 논문집: 계획계, 29(5).

김영훈. (2008). 일본 초고층 아파트의 상품 기획 경향 및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

학회 논문집: 계획계. 24(7).

김재원. (2011). 현대미술이 내포하는 키치표현과 대중예술의 상징성. 한국디자인포럼, 

32.

김훈, 심우갑. (2004). 1920~303년대 한국건축의 모더니즘의 수용과정과 통합방식에 



311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24(2).
남형두. (2009). 표절과 저작권침해. 창작과 권리, 54.

남형두. (2016). 법과 예술. 정보법학, 20(2), 32.

문화경. (2006). 건축디자인 분야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19(4).

박재록. (2017). 대중음악에서의 음원 샘플링 기법의 분석 방법과 그 적용. 한국대중음
악회, 19.

박정대. (2012). 디지털 형태생성 방법론에 관한 연구. 디지털디자인연구, 12(1).

박정란, 이홍규, 동정근. (2007). 현대 상업건축의 외형에 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
회 논문집, 16(4).

박정애. (2015). 펠드만 법칙 미술감상의 문제점과 그 대안. 미술과 교육, 16(3).

송석현. (2011). 현대건축 디자인의 키치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7(11).

오진경. (2014). 팝아트를 중심으로 본 복제의 미학. 미술사논단, (38).

윤민희. (2001). 차용의 시각에서 바라본 현대 미술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연구. 경희
대학교 부설 디자인연구원 논문집, 4.

윤지관. (2016). 문학에서 표절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 쟁점. 비평과 이론, 21(2).

윤춘섭. (2006). 건축저작권법 제정 이후 미국의 건축저작물 보호에 대한 현황 및 판례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2(2).
윤춘섭. (2009). 건축저작물의 속성과 범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5(2).

윤춘섭. (2016). 건축저작물의 속성과 범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계획계, 25(2).

이강훈. (2008). 필립 죤슨의 주택 글래스 하우스의 공간구성 유형. 건설기술논문집, 

27(1).

이승현. (2015). 신자유주의 시대 미술의 두 가지 가능성. 현대미술사연구. (37).

이일호, 김기홍. (2009). 역사적 관점에서 본 표절과 저작권. Yonsei Law Journal, 
19(1).

이정인. (2011).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이미지 차용과 저작권 충돌. 조형디자인연구, 

14(1).

이희분, 한경수. (2020). 근대전환기 경운궁·창덕궁의 서양 식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식공간학회, 15(1).

임석재. (1995). 서양 근대건축의 수용과 한국 현대건축의 문제. 건축역사연구, 4(2).

장민한. (2006). 미학의 시대에서 비평의 시대로. 현대미술학회, 10.

정승안, 문정필. (2015). 건축에 투영된 사용가치의 사회적 표현. 사회사상과 문화, 

18(3).

조재모. (1999). 한국건축 전통논의의 성격. 기초과학연구. 1.

천명현, 배준현. (1997). 포스트모던 건축의 형태구성에 있어서 ‘패러디’에 의한 표현특
성에 관한 연구. Hong-Ik Faculty Journal, 2.

최경희. (2014). 현대패션비평에 관한 이론적 재고.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6(1).

최보미, 김주연, 황용섭. (2011). Ricardo Legorreta 공간에 나타나는 지역주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2(4).



312

최순섭, 오준걸. (2013). 서울 근교 교외소비지역 ‘건축의 스펙타클화 특성에 관한 연
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9(5).

최원준, 김도식. (2011). 렘 콜하스 초기작의 근대건축 인용.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
획계, 27(4).

최원준. (2008). 1937-1946년의 뉴욕현대미술관 건축분과.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
계, 24(5).

하진아. (2007). A Study on Architectural Design for a Reactivation of 
Contemporary Urban ‘Elan Vital’, Master De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한지애, 김수미, 심우갑. (2011). 정서구현으로 본 루이스 바라간 건축.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7(12).

홍상현. (2008). 저작권침해와 표절의 구별. 법학연구, 11(2).

홍혜경, 이정민. (2014). 건축공간에 나타나는 오마주 기법에 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
인학회 논문집, 9(2).

황덕현. (2011). 오마주를 통해 본 르 코르뷔지에와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적 관련성 연

구.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6.

학위논문

강미현. (2007). 한국건축비평에 있어서 건축적 다양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

북대학교, 전주.

강미현. (2007). 한국건축비평에 있어서 건축적 다양성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

대학교, 전주. 

강상훈. (2003). 일제강점기 근대시설의 모더니즘 수용.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

울. 

김경수. (1980). 건축비평의 기본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김소연. (2001). 페르난도 보테로(Fernando Botero)회화의 조형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김수향. (2012). 초등미술교육에서 시각적문해력 지도를 위한 그림책 활용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청주.

김원갑. (1991). 현대건축디자인에 미친 아방가르드 이론과 과학패러다임의 영향에 관
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김원희. (2002).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차용과 반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

대학교, 서울.

두윤희(2017), 펠드먼의 미술비평 단계에 의한 미술작품 차용 영상광고 비평교육 프로
그램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류민정. (2011). 1980년대 미술에 나타난 차용 방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

교, 서울.

박다솜. (2011). E. B. feldman의 단계적 비평을 적용한 미술 감상지도 방안 연구. 석

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313

박미랑. (2011). 다큐멘터리를 활용한 중학교 팝아트 감상지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
민대학교, 서울.

박세미. (2017). 1980년대 한국 건축전문지에서 나타난 정기적 비평 콘텐츠의 유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박채윤. (2019). 소설 표절과 저작권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신정아. (2008).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서 나타나는 차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신정아. (2008).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서 나타나는 차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안성호. (1984). 건축비평사를 위한 시론.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온종근. (2006). 마르셀 뒤샹의 레디메이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창

원. 

윤영범. (2013). 데포르마시옹 기법의 이미지 차용과 함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

학교, 서울.

윤영범. (2013). 데포르마시옹 기법의 이미지 차용과 합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

학교, 서울.

윤영범. (2013). 데포르마시옹 기법의 이미지 차용과 합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

학교, 서울.
이재준. (1995). 상품미학과 현대 건축디자인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

북대학교, 대구.

이제휘. (2012). 리차드 해밀턴 작업에 나타난 복제의 미학.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

학교, 서울.

전우식. (2011). 서울 종로구 관철동 삼일로 빌딩의 건립배경과 건축특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정다희. (2017). 음악저작물의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홍희선. (2006). 이미지의 차용에서의 시뮬라크르 역할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

교, 서울.



314

부 록 

1.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의 비평 경우의 수 

[부록 그림1]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

이 적용되는 비평에 대한 경우의 수를 정리한다. 본 연구의 순서도를 사

용하여 도출이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는 83가지이다. 

상품화된 건축이 되는 경우의 수 1가지, 과학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의 

수 4가지, 예술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의 수 11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예

술적 접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예술적 접근과 과학적 접근이 

모두 필요한 경우는 7가지 경우이고, 예술적 접근만으로 비평이 가능한 

경우는 3가지 경우이다. 

다음으로 순수한 창작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경우이

며, 차용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22가지, 실패한 차용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28가지이며, 표절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의 수는 29가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도출한 방법론에서 가능한 비평에 대한 경우의 수는 

8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해를 돕고자 [부록 그림1]에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과 그에 대한 비평의 경우의 수를 빨간색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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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1] 건축차용 비평을 위한 방법론이 적용되는 비평에 대한 경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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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표절 의혹 사례

image
project 

title
project 
year

architect / 
firm

site sources

1

a
British 

Museum
1780―
1867

Robet 
Smirke

London, 
United 

Kingdom 1. 이은주. (2010). Main 2. 궁궐 속의 
작은 서양. 근대화를 향한 조선의 
날개. Retrieved April 10, 2010, from 
http://dmswndmswn.egloos.com/

b
덕수궁 
석조전

1900―
1909

G.R. 
Harding

서울 중구

2

a
Gatsugan 
Theater

1930
Sengoku 
Shotaro

Tokyo, 
Japan

1. 김호경. (2009). 명동 국립극장은 
‘짝퉁’…1936년 건립 당시 日 유명 
극장 디자인 그대로 베껴. Retrieved 
January 21, 2019, fr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
n?oid=005&aid=000035 1546 

2. 조선닷컴. (2009). ‘일본 건물 모방’ 
논란에 쌓인 명동예술극장. Retrieved 
January 21, 2019, fr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
ml_dir/2009/03/02/2009030201934.ht
ml

b
명치좌

(명동극장)
1934

Tamata 
Ishibashi

서울 중구

3

a

Palace of 
Assembly, 
Chandigar

h

1951―
1962

Le 
Corbusier

Chandigar
h, India

1. http://blog.naver.com/PostView.nhn?
blogId=changha104&logNo=2211081
83106 (2018-04-09)

2. 특허청. (2015). 1960~80년대 국내 
일본디자인의 영향과 과제 
http://aodr.org/xml/04771/04771.pdf 
(2018-04-09) 

3. https://twitter.com/banbibooks/ 
status/798474064541036544 
(2018-04-09)

4. https://m.blog.naver.com/PostView.n
hn?blogId=archur&logNo=401632535
95&proxyReferer=https:%2F%2Fww
w.google.com%2F (2020-07-07)

5. http://blog.daum.net/mjy1964/51 
(2020-07-07)

b 자유센터
1962―
1964

김수근 서울 중구

4

a
Ise Grand 

Shrine
4BCE ─

Ise, Mie 
Japan

1. http://younghwan12.tistory.com/ 
2312?category=315108 (2018-04-09)

2. http://higoodday.com/?act=dispOnpo
stContentVi ew&doc_srl=34378 
(2018-04-09)

3. http://blog.naver.com/PostView.nhn?
blogId=changha104&logNo=2211081
83106 (2018-04-09)

4. http://mlbpark.donga.com/mlbpark/ 
b.php?&b=bullpen2&id=3402548 
(2018-04-09) 

5. http://blog.naver.com/PostView.nhn?
blogId=changha104&logNo=2211081
83106 (2018-04-09) 

6. http://m.blog.daum.net/donglakjae/1
6184480?np_ nil_b=2 (2018-04-09) 

7. http://cafe.naver.com/arskhk/1535 
(2018-04-10)

8. http://www.hani.co.kr/arti/culture/cu
lture_general/286517.html 
(2020-07-10) 

b
국립부여
박물관

1965―
1967

김수근
충청남도 
부여읍

[부록 표1] 한국 건축표절 의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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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project 

title
project 
year

architect / 
firm

site sources

5

a
Seagram 
Building

1958

Mies van 
der Rohe 
& Philip 
Johnson

New 
York, 
NY, 

United 
States

1. 김중업 다이얼로그, pp. 210~217, 
313~315

2. http://aodr.org/xml/04771/04771.pdf
(2018-04-09)

3. https://www.sedaily.com/NewsView/
1J9KKRBB3B/ (2019-01-21)

4. 공간지 525호 2013년 11월 p.40-83 
5. 김희조와 곽재환, 정귀원 대담, 

특별대담: 김중업의 삶과 건축, 김중업 
박물관 2018.4.5. 

6. 권태문 삼일로빌딩을 다시보다, 건축, 
vol.55 n1, 대한건축학회, 2011.1, 
pp60-61 

7. pa: 김중업 1호, 건축세계, 1997.1. 
p180  

8. 건축가 5-6월호 한국 건축가 현회 
1988.6. p29.

b 삼일빌딩
1968―
1971

김중업
서울 

종로구

6

a
Falling- 
water

1936―
1939

Frank 
Lloyd 
Wright

Mill Run, 
PA, 

United 
States

1. https://k-art.kookmin.ac.kr/theme/%
EA%B9%80%EC%88%98%EA%B7%
BC%EC%9D%98%20%EA%B1%B4%
EC%B6%95%EC%84%B8%EA%B3%
84/1110?pn=2 (2020-07-08)

2. http://www.archidata.co.kr/Project/n
ewListView.asp?VT=Project&selID=4
46&codeID=&NT=Relation&LV=&B
Cstring=&sibang=&chargeGrade=&ch
oice= (2020-07-08)

3.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
es/4215?no=4215 (2020-07-08)

b  창암장 1974 김수근
서울 

종로구

7

a
Pilgrimage 

Church
1968―
1972

Gottfried 
Böhm

Neviges, 
Germany

1. http://blog.daum.net/mjy1964/51 
(2020-07-07)

b 양덕성당
1977―
1979

김수근
경상남도 
창원시 

8

a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Tokyo

1976
César 
Pelli

Tokyo, 
Japan

1. https://m.blog.naver.com/PostView.n
hn?blogId=thirdbad&logNo=2213409
26886&proxyReferer=https:%2F%2F
www.google.com%2F (2020-07-07)

1. http://mlbpark.donga.com/mlbpark/b
.php?&b=bullpen&id=2470318 
(2020-07-07)

2. https://brunch.co.kr/@architect-shlee
/94 (2020-07-07)

3. 박길룡(2015). 한국 현대건축 평전. 
공간서가 (2018-04-11) 
www.sfac.or.kr (2016-12-26)

4. https://twitter.com/soohyoun/ 
status/740940234414661634 
(2018-04-11)

b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

1977-
1980

César 
Pelli

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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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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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 
firm

site sources

9

a ─
건축

정보센터
1979

우메야마 
마사즈미

대학졸업
설계작품

1.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
index.nhn?articleId=19840914002092
11001&editNo=2&printCount=1&pu
blishDate=1984-09-14&officeId=000
20&pageNo=11&printNo=19370&pu
blishType=00020 (2020-07-10)

2. https://news.joins.com/article/178374
8 (2020-07-10)

b ─
아키토피

아
1981

박홍 / 
중앙대

81년 봄 
국전 출품

10

a
Pilgrimage 

Church
1968― 
1972

Gottfried 
Böhm

Neviges, 
Germany

1. http://blog.daum.net/mjy1964/51 
(2020-07-07)

b 경동교회 1981 김수근 서울 중구

11

a
Parc des 
Princes

1972
Roger 

Taillibert
Paris, 
France

1. http://aodr.org/xml/04771/04771.pdf 
(2018-04-10)

b
잠실종합
운동장

1984 김수근
서울 

송파구

12

a ─

유리지구 
(일본 

제2국립극
장설계 
응모전)

1984―
1986

유리토모
히사

─ 1.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
index.nhn?articleId=19880606003292
15012&editNo=3&printCount=1&pu
blishDate=1988-06-06&officeId=000
32&pageNo=15&printNo=13134&pu
blishType=00020 (2020-07-20)

2. 비평건축 2호, p. 81

b ─
디오니소

스
1988

유관철, 
박종수 & 
김영호(전

북대)

─

13

a

Disney 
World 
Magic 

Kingdom
Cinderella 

Castle

1971

Disney 
Parks, 

Experience
s and 

Products

 Lake 
Buena 

Vista, FL, 
United 
States

─

b
롯데월드 
매직캐슬

1989 unknown
서울특별
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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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
5·18 

추모탑
1995 이동일

광주광역
시 북구

1. https://www.hankyung.com/society/a
rticle/201907104449Y (2020-07-07)

2. https://news.joins.com/article/235838
25 (2020-07-07)

b
5·18 

추모탑
1995― 
1997

나상옥
광주광역
시 북구

15

a

United 
States 

Courthous
e, Phoenix

1994― 
2000

Richard 
Meier

Phoenix, 
AZ, 

United 
States 1. Eunjoo, Lee. 

()http://blog.naver.com/PostView.nhn
?blogId=mspiece&logNo=2217754248
69 (2020-07-07)

b

성균관대
학교 

600주년 
기념관

1999
일건건축
사사무소

서울 
종로구

16

a ─
서울

게이트
1996

김유일 / 
성균관대

학교

서울
영등포구

1. http://www.donga.com/news/article/
all/20000222/7510872/9 
(2020-07-08)

2. https://www.lafent.com/lea/lea_splec
_content.php?news_id=52876&b_cate
=&m_cate=&tag=%BE%C6%C4%AB
%B5%A5%B9%CC&cursi=&page= 
(2020-07-08)

b 천년의 문 2000

이은석 & 
우대성 / 
건축사 
사무소 
오퍼스

서울
마포구

17

a HSBC
1983―198

5
Foster & 
Partners

Hong 
Kong

1. http://www.hanyoonseok.com/read/ 
archives/000413.html (2018-04-05)

b Nuzzon 2000 삼성물산 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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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a
경주 

엑스포
타워

2004
Itami Jun
(유동룡) / 

ITM

경상북도 
경주시

1. 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
t/view/329536 (2020-07-07)

2. http://news.zum.com/articles/151878
99?pr=068 (2018-04-10)

3. https://ko.wikipedia.org/wiki/ 
(2019-01-21)

4. https://news.naver.com/main/read.nh
n?mode=LSD&mid=sec&sid1=103&o
id=001&aid=0001760526 
(2019-01-21) 

b 경주타워
2004―
2007

전재우 / 
동남아태
건축사사

무소

경상북도 
경주시

19

a
e-편한
세상

2005
대림건설 / 

나인스
페이스

경기도 
오산시 1. http://news.donga.com/3/all/2008050

2/8573818/1 (2018-04-10) 
2. http://www.edaily.co.kr/news/news_

detail.asp?n 
ewsId=01666246586476816&mediaCo
deNo=257 (2018-04-10)

3. http://www.hani.co.kr/arti/economy/ 
property/151445.html (2018-04-10)

4. http://www.ohmynews.com/NWS_W
eb/View/at_ 
pg.aspx?CNTN_CD=A0000215475 
(2018-04-10)

b
현대성우
아파트

2007

성우종합
건설 / 
나인스
페이스

경기도 
양평군

20

a

Prestressed 
Wood 

·Eco-Cent
er

2004

야스로 
야마시타, 
조코, 엔도 
카즈히로

씨, 김남길 
& 황기태

부산광역
시 사하구

1. http://blog.naver.com/PostView.nhn?
blogId=kojjum&logNo=90121080150 
(2020-07-07)

2. file:///C:/Users/elle/Downloads/OA1
66_2-5.pdf 

3. http://www.kookje.co.kr/news2011/a
sp/newsbody.asp?code=0500&key=20
040726.22021204855 (2020-07-07)

4. https://www.hankyung.com/society/a
rticle/2004072583888 (2020-07-07)b Poly-Nest 2007

김윤희 / 
아주

대학교 
건축학부

대한민국 
목조건축 

대전: 계획 
부문 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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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
Jubilee 
Garden

2004
CSCB’s 
Group

London, 
UK

1. https://www.lak.co.kr/greenn/view. 
php?id=169&cid=57092  
(2018-04-10)

b
수암천 

삼덕공원
2008

선우선 / 
인터조경
기술사사

무소

경기도 
안양시

22

a
Burj al 
Arab

1994―
1999

Tom 
Wright / 

WKK 
Architects

Dubai, 
United 
Arab 

Emirates

1. https://jejuin.tistory.com/454 
(2020-07-08)

2. https://dragonphoto.tistory.com/659 
(2020-07-08)

3. http://blog.daum.net/jinihalbae/89 
(2020-07-08)

4. https://kwanwn.tistory.com/34 
(2020-07-08)

5. http://www.ijejutoday.com/news/arti
cleView.html?idxno=87054 
(2020-07-08)

b
서귀포 
새연교

2007―
2009

JDC(제주
국제자유
도시개발

센터)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23

a
Hufeisensi

edlung
1925―
1933

Bruno 
Taut & 
Martin 
Magne

Berlin, 
Germany

1. http://www.hani.co.kr/arti/PRINT/4
57511.html (2018-04-03)

b
백상원(롯
데 부여 
리조트)

2000―
2010

김승회 / 
경영위치

충청남도

24

a
Draw the 
moment

2010
김희경 & 

김지연

대한민국
실내건축
대전 입선

1. http://www.vmspace.com/2008_re/ko
r/sub_ 
interiorprize_noticeview.asp?no=38&n
um=2111 (2016-12-26)

2. https://www.facebook.com/designers
party/photos/designcopy-&-paste-37
-%EA%B3%B5%EA%B0%84%ED%9
5%99%EC%83%9D%EC%8B%A4%E
B%82%B4%EA%B1%B4%EC%B6%9
5%EC%83%81/585746594802561/ 
(2020-07-08)

b
녹이 

번지다
2011

박유미 & 
이원재

공간국제
학생실내
건축상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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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a
어반 

하이브
2000― 
2008

김인철 / 
아르키움

서울 
강남구

1. http://blog.naver.com/PostView.nhn?
blogId=arch_noisia&logNo=22039914
3186 (2020-07-07)

2. http://www.vmspace.com/2008_re/ko
r/sub_issue_view.asp?pIdx=44 
(2018-3-23)

3. http://noisia70.blogspot.kr/2015/06/2
015-0623_23.html (2018-4-10)

b
와세다
빌딩

2011 unknown
서울

강남구

26

a
Edge 

House
2008

Noriyoshi 
Morimura

Hygo, 
Japan

1. http://blog.naver.com/PostView.nhn?
blogId=sti007&logNo=221137989336 
(2020-07-07)

b 모켄펜션
2009― 
2011

곽희수 / 
이뎀건축
사사무소

충청남도 
태안군

27

a
Limoges 
Concert 

Hall
2003

Bernard 
Tschumi

Limoges, 
France

1. 건축문화신문. 08.04.16. 제 36 호. 
(2016-12-24) 

2. http://www.chosun.com/site/data/ht
ml_ 
dir/2008/04/06/2008040600948.html 
(2018-04-11) 

3. http://donglog.tistory.com/124 
(2018-04-11) 

4. http://archi.tistory.com/90 
(2018-04-11) 

5. http://m.blog.daum.net/100zack/1279
7025 (2018-04-11)

b 세빛섬 2011
김태만 / 
해안건축
사사무소

서울 
서초구

28

a 장미 2004 김영섭
Shenyang, 

China

1. 건축문화신문. 08.04.16. 제 36 호. 
(2016-12-24) 

2. http://www.chosun.com/site/data/ht
ml_ 
dir/2008/04/06/2008040600948.html 
(2018-04-11) 

3. http://donglog.tistory.com/124 
(2018-04-11) 

4. http://archi.tistory.com/90 
(2018-04-11) 

5. http://m.blog.daum.net/100zack/1279
7025 (2018-04-11)

b 세빛섬 2011
김태만 / 
해안건축
사사무소

서울 
서초구

29

a 천년의 문 2000

이은석 & 
우대성 / 
건축사사

무소 
오퍼스

서울
마포구

1. http://www.vmspace.com/2008_re/ko
r/sub_ 
emagazine_view.asp?idx=11659 
(2018-04-11)

2. http://legacy.www.hani.co.kr/section
-014001000/2 
000/014001000200012151151006.htm
l (2018-04-11) 

3. http://news.donga.com/Culture/more
23/3/all/20000222/7510872/1 
(2019-04-22)

b Big O 2012
Mark 
Fisher

전라남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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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a
`Colosseu

m
70―80 Vespasian

Rome, 
Italy

1.

b
보문 

콜로세움
2012 unknown

경상북도 
경주시

31

a

Taipei 
Performin

g Arts 
Center

2008
NL 

Architects
Taipei, 
Taiwan

1. https://prodigy0014.blog.me/5017138
5995 (2018-04-11)

b
폴라리온 
스퀘어

2012

김창길 / 
산정환경
건축사사

무소

경기도 
화성시

32

a
테라로사 
사천점

2011

김정기 & 
최민영 / 
앤탑건축
사사무소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1.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
2209 (2020-07-08)

2. http://www.siranews.co.kr/news/artic
leView.html?idxno=185 
(2020-07-08)

3. http://www.siranews.co.kr/news/artic
leView.html?idxno=186 
(2020-07-08)b Coffe Leh

2013― 
2014

unknown
경상남도 
사천시

33

a
Kring 

복합문화
공간

2006
운생동 

건축사사
무소

서울특별
시 강남구

1. 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
t/view/329536 (2020-07-07)

2. http://news.donga.com/Main/3/ 
all/20140802/65551749/1 
(2016-12-26)

b
JDS 

면세점
2014 LIS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34

a Vitrahaus 2004
Herzog & 

de 
Meuron

Weil am 
Rhein, 

Germany
1. http://blog.naver.com/PostView.nhn?

blogId=arch_noisia&logNo=22039914
3186 (2020-07-07)

2. http://noisia70.blogspot.kr/2015/06/2
015-0623_23.html (2018-04-10)

3. http://blog.naver.com/PostView.nhn?
blogId=bauarchitect&logNo=2204051
86001 (2020-07-07)b

 KCC 
건설 

스위첸 
모델 

하우스

2015 kcc 건설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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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a ─ ─ OMA ─

1. https://feeeld.com/post/ebe1d9f9-9e2
b-4cac-abef-5a53c9b27d6e 
(2020-07-10)

2. https://namu.wiki/w/%ED%95%84%
EB%94%94 (2020-07-10)

3. https://blog.naver.com/artifacture/22
1573854784 (2020-07-10)

4. https://award.junglim.org/2017 
(2020-07-10)

5. https://feeeld.com/post/04ba6aca-5fa
6-49ad-aab7-d014bebf99b7 
(2020-07-10)

b
식사를 
합시다

2016
김유진 / 
서울과학
기술대

2017 
정림학생
건축상 

36

a

벡스코 
부대시설 
공모사업 
조감도

2017

Sega 
Sammy 

Holdings 
(세가사미

그룹)

부산시
해운대구

동일한 조감도 사용

b

벡스코 
부대시설 
공모사업 
조감도

2017

ARSE 
(중국철도
총공정, 

센텀 
닌하오 

컨소시엄)

부산시
해운대구

37

a
투씨엠 

스타컬렉
션 디자인

2012 투씨엠 ─
1. http://play.jungle.co.kr/pirate/pirate_

view. 
asp?boardType=pirate&sort_id=865 
(2018-04-11) 

2. http://www.munhwa.com/news/view. 
html?no=2016061301071103025001 
(2018-04-11) 

3. http://moneys.mt.co.kr/news/mwVie
w.php?type= 
1&no=2016070113188032943&outlin
k=1 (2018-04-11)b

제2롯데월
드 외관 
디자인

2017 KPF
서울 

송파구

38

a
The 

plaYform
2016

이창규 & 
김도경  

the 
central 
park 

summer 
pavilion 

competitio
n

1. https://www.lafent.com/inews/news_
view.html?news_id=122428 
(2020-07-10)

2. https://www.daejeon.go.kr/dsi/DsiNo
ticeView.do;jsessionid=2hSobmbnVH
X8A66qJXiAQzIefWQ5bb71Il5tMSr4
suHhP9GL078eHbRAYxlS9Vw7.WEB
1_servlet_engine1?ntatcSeq=12213861
91&menuSeq= (2020-07-10)

b
별자리 
공원

2018

백완렬, 
최유진 & 
김다혜 / 
영남대학

교

제10회 
대전 

광역시 
공공디자
인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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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a
경기북부 
어린이박

물관
2016

정상모 / 
건추종합
건축사사

무소

경기도 
동두천시

1. http://play.jungle.co.kr/pirate/pirate_
view. 
asp?boardType=pirate&sort_id=865 
(2018-04-11) 

2. http://www.munhwa.com/news/view. 
html?no=2016061301071103025001 
(2018-04-11) 

3. http://moneys.mt.co.kr/news/mwVie
w.php?type= 
1&no=2016070113188032943&outlin
k=1 (2018-04-11)

b
전북 

어린이창
의체험관

2017― 
2019

이길환 / 
길건축사
사무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40

a 웨이브 온 2016
곽희수 / 
이뎀건축
사사무소

부산광역
시 기장군 1. https://weekly.donga.com/3/all/11/19

70467/1 (2020-07-07)
2. http://www.opinio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34728 
(2020-07-07)

b
우가포 
커피

2019 unknown
울산광역
시 북구 

41

a
Dirty 
Trunk

2018
대명부동
산컨설팅

경기도 
파주시 1. https://1boon.kakao.com/thescoop/5e

d10712396fe13c89bfbb46 
(2020-07-08)

2. http://www.thescoop.co.kr/news/arti
cleView.html?idxno=39574 
(2020-07-08)

b
Forest 

Outings
2020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42

a
나인원한

남
2018― 
2020

임석진
서울 

용산구

1. https://www.youtube.com/watch?v=
ZVF5K6wQ4iQ&feature=youtu.be 
(2020-07-08)

b
나인원한

남
2018― 
2020

SMDP
서울 

용산구

43

a
Metropol 
Parasol

2011
Jürgen 
Mayer

Seville, 
Spain

1. http://knat.kr/2020/data_member/kn
at_bbs.php?bo_table=anonymous_02
&wr_id=52460 (2020-07-07)

b
평택 

평화예술
의 전당

2019― 
2021 
(예정)

나우동인, 
다울 & 
에스파스 
건축사사

무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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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Notre-Da

me du 
Haut

1953― 
1955

Le 
Corbusier

Roncham
p, France 1. https://www.theguardian.com/artan

ddesign/gallery/2013/jan/07/replica
-architecture-china-in-pictures 
(2020-07-13)

2. http://www.aspectmag.com/works/r
ong-xiang (2020-07-24)

3. https://blog.naver.com/jinsub0707/1
40020340397 (2020-07-24)b

Notre-Da
me du 

Haut in 
Zhengzho

u 

1994 
(demolishe

d in 
2000)

─
Zhengzho
u, China

2

a

The U.S. 
Capitol 
Building
(미국국회
의사당)

1793―
1800

William 
Thornton

Washingto
n D.C., 
United 
States 

1. https://news.chosun.com/site/data/h
tml_dir/2020/05/08/2020050802039
.html?utm_source=naver&utm_medi
um=original&utm_campaign=news 
(2020-07-13)

2. http://www.ecns.cn/experience/201
3/01-17/45920.shtml (2020-07-13)

3. http://english.sina.com/culture/2014
/0528/704618.html (2020-07-13)

4. https://twitter.com/pdchina/status/7
34103057563328512 (2020-07-13)

b

Capitol 
Hill of 

NE 
University

1996 ─
 Liaoning, 

China

3

a

The U.S. 
Capitol 
Building
(미국국회
의사당)

1793― 
1800

William 
Thornton

Washingto
n D.C., 
United 
States 

1. https://inhabitat.com/duplitecture-b
ianca-boskers-original-copies-tackl
es-chinas-copycat-architecture-tren
d/thames-town-original-copies-bia
nca-bosker/ (2020-07-13)

b

Shanghai 
Minhang 
People’s 
Court

2001 ─
Shanghai, 

China

4

a
The 

White 
House

1960
James 
Hoban

Washingto
n D.C., 
United 
States

1. https://inhabitat.com/duplitecture-b
ianca-boskers-original-copies-tackl
es-chinas-copycat-architecture-tren
d/thames-town-original-copies-bia
nca-bosker/ (2020-07-13)

b

Shanghai 
Minhang 
People’s 
Court

2001 ─
Shanghai, 

China

[부록 표2] 중국 건축표절 의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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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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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project 
year

architect / 
firm

site sources

5

a
Leaning 

Tower of 
Pisa

1173
Bonanno 
Ousano

Psa, Italy

1. https://www.businessinsider.com/fa
ke-chinese-buildings-that-look-lik
e-the-world-famous-originals-201
5-7 (2020-07-14)

b
Pisa in 

Shanghai
2004 ─

Shanghai, 
China

6

a

Chateau 
de 

Maisons-
Laffitte

1650
François 
Mansart

Maisons-
Laffitte, 
France

1. http://www.ecns.cn/experience/201
3/01-17/45920_3.shtml 
(2020-07-13)

2. https://www.dailymail.co.uk/news/a
rticle-2158388/Beijing-replica-Ch-t
eau-Maisons-Laffitte-built-Multi-
millionaire.html (2020-07-13)

b
Laffitte 
Chateau 
Hotel

2005 ─
Beijing, 
China

7

a Colosseum 70―80 Vespasian
Rome, 
Italy 1. https://www.businessinsider.com/fa

ke-chinese-buildings-that-look-lik
e-the-world-famous-originals-201
5-7 (2020-07-14)

2. https://www.thesun.co.uk/living/29
69161/china-didnt-just-copy-towe
r-bridge-they-also-have-an-austri
an-town-an-eiffel-tower-and-a-c
olosseum/ (2020-07-14)b

Colosseum 
in Macau 
Fisherman'
s Wharf

2005 ─
Macau, 
Nanhai, 
China

8

a
City of 
Paris 

─ ─
Paris, 
France

1. https://en.wikipedia.org/wiki/Tiand
ucheng (2020-07-13)

2. https://www.horizontimes.com/worl
dwide/beautiful-abandoned-places/
51 (2020-07-13)

3. https://edition.cnn.com/travel/articl
e/fake-paris-china/index.html 
(2020-07-13)

b
Paris in 

Tianduche
ng

2007 ─
Tianduche
ng,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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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project 

title
project 
year

architect / 
firm

site sources

9

a

The U.S. 
Capitol 
Building
(미국국회
의사당)

1793― 
1800

William 
Thornton

Washingto
n D.C., 
United 
States 

1. https://www.chinadaily.com.cn/pho
to/2012-12/03/content_15981046.ht
m (2020-07-13)

2. http://www.mediaarchitecture.at/arc
hitekturtheorie/deja_vu/2011_deja_v
u_en.shtml (2020-07-14)

b
People’s 
Court of 
Jiangyin

2007 ─
Jiangsu, 
China

10

a

The U.S. 
Capitol 
Building
(미국국회
의사당)

1793―
1800

William 
Thornton

Washingto
n D.C., 
United 
States 

1. https://www.chinadaily.com.cn/pho
to/2012-12/03/content_15981046.ht
m (2020-07-13)

b

People's 
Court of 
the High and 

New 
Technology 

Development 
District

2009 ─
Jiangsu, 
China

11

a
Olympic 

Fish 
Pavilion

1992
Frank 
Gehry

Barcelona, 
Spain

1. https://kknews.cc/zh-my/news/lprb
qyg.html (2020-07-14)

2. https://new.qq.com/omn/20200628/
20200628A0PFXR00.html 
(2020-07-14)

b

Shuangyu
hui River 

View 
Hotel

2009
Hande 

Architect 
Design

Guangxi, 
China

12

a
Sydney 
Opera 
House 

1973
Jørn 
Utzon

Sydney, 
Australia

1. http://www.ecns.cn/experience/201
3/01-17/45920_3.shtml 
(2020-07-13)

2. https://www.chinadaily.com.cn/pho
to/2010-09/10/content_11285307.ht
m (2020-07-13)

b

Building 
in White 

Swan 
Park in 
Funing 
county

2010 ─
Jiangsu,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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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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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project 
year

architect / 
firm

site sources

13

a
Hanoi 

Museum
2005― 
2010

GMP 
Architeckt

en

Hanoi, 
Vietnam

1. http://www.archh.com/blogs/143/th
e-mirror-imagetop-10-clones-in-a
rchitectural-designs/ (2017-12-20) 

2. https://weburbanist.com/2011/12/2
3/copycatsclones-24-near-identical
-architectural-designs/ 
(2017-12-20)

3. https://weburbanist.com/2011/12/2
3/copycats-clones-24-near-identica
l-architectural-designs/ 
(2019-01-22) 

4. https://www.homedit.com/chinese-
duplitecture/ (2019-01-22) 

5. https://english.vietnamnet.vn/fms/ar
t-entertainment/139276/is-hanoi-m
useum-too-similar-to-foreign-mus
eums-.html (2019-01-22)

b

China 
Pavilion 

at EXPO 
2010 

(China 
Art 

Meseum)

2007― 
2010

He 
Jingtang

Shanghai, 
China

14

a

The U.S. 
Capitol 
Building
(미국국회
의사당)

1793― 
1800

William 
Thornton

Washingto
n D.C., 
United 
States 1. http://content.time.com/time/special

s/packages/article/0,28804,1998580_
1998579_1998569,00.html 
(2020-07-13)

b
Office for 

Huang 
Qiaoling

2010 ─
Hangzhou
, China

15

a
Sydney 
Opera 
House 

1973
Jørn 
Utzon

Sydney, 
Australia

1. http://www.ecns.cn/experience/201
3/01-17/45920_3.shtml 
(2020-07-13)

2. https://www.chinadaily.com.cn/pho
to/2011-10/11/content_13872196_6
.htm (2020-07-13)

b

West 
Space 

Journal
Huaxi 
Sports 
Center

2011 ─
Jiangsu, 
China

16

a

30 St 
Mary Axe 

(The 
Gherkin)

2001― 
2003

Norman 
Foster & 

Ken 
Shuttlewor

th / 
Foster+Par

tners

London, 
United 

Kingdom

1. https://mp.weixin.qq.com/s/yz6j9gB
dt-lHjGSB-ICM6A? (2020-07-14)

2. https://www.archdaily.com/871192/
the-kookiest-chinese-copies-from-
pompidont-to-wrongchamp 
(2020-07-14)

3. https://www.shutterstock.com/edito
rial/image-editorial/mini-version-of
-the-gherkin-building-constructed
-in-zhenjiang-jiangsu-province-chi
na-08-jun-2011-1340334b 
(2020-07-14)b

Zhenjiang 
Oriental 
Weiye 
Square

2011 ─
Zhenjiang, 

Jiangsu,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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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project 
year

architect / 
firm

site sources

17

a

The Bird’s 
Nest

(Beijing 
National 
Stadium)

2003― 
2007

Herzog & 
de 

Meuron

Beijing, 
China

1. http://www.ecns.cn/experience/201
3/01-17/45920_3.shtml 
(2020-07-13)

b
Hefei Art 
Museum

2011 ─
Hefei, 
China

18

a
City of 
Hallstatt

─ ─
Hallstatt, 
Austria 1. https://en.wikipedia.org/wiki/Hallst

att_(China) (2020-07-13)
2. https://www.rmjm.com/the-five-be

st-architectural-imitations-ever/ 
(2019-04-19)

b
Hallstatt 

in 
Luoyang

2011 ─
Luoyang, 

China

19

a
Sydney 
Opera 
House 

1973
Jørn 
Utzon

Sydney, 
Australia

1. https://www.chinadaily.com.cn/pho
to/2013-10/29/content_17065777.ht
m (2020-07-13)

b
Greenhous

e in 
Hai'an

2013 ─
Jiangsu, 
China

20

a
Wangjing 
SOHO

2009― 
2014

Zaha 
Hadid 

Architects

Beijing, 
China 1. https://www.dezeen.com/2013/01/0

2/zaha-hadid-building-pirated-in-
china/ (2019-01-08)

2. https://fordhamartlawsociety.com/2
015/10/30/a-tale-of-two-buildings
-a-case-ofarchitectural-copyright-i
nfringement-in-china/  
(2019-01-08)

3. http://etd.lib.metu.edu.tr/upload/12
622537/index.pdf (2019-01-08)

4. https://www.archdaily.com/323161/
the-indicator-architecture-and-cri
me  (2019-01-09)

5. https://www.archdaily.com/357293/
why-china-s-copy-cats-are-good-
for-architecture (2019-01-09)b

Meiquan 
22nd 

Century
2013

Chongqjin
g 

Meiquan

Chongqjin
g,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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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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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 
firm

site sources

21

a
Ring of 

Life
2013 ─

Fushun, 
China

1. http://www.ecns.cn/experience/201
3/01-17/45920_3.shtml 
(2020-07-13)

b
Huzhou 
Sheraton 

Hotel
2013

MAD 
Architectu

re

Huzhou, 
China

22

a
Cloud 
Gate

2006
Anish 

Kapoor

Chicago, 
IL, United 

States

1. http://www.noblessemall.com/home
/news/magazine/detail.php?no=1838 
(2020-07-13)

2. https://www.artnews.com/art-news
/news/anish-kapoor-accuses-chines
e-city-of-plagiarizing-chicagos-clo
ud-gate-4737/ (2020-07-13)

3. https://www.world-architects.com/
en/architecture-news/found/a-clou
d-gate-to-china (2020-07-13)

b
Oil 

Bubbles
2013 ─

Xianjing, 
China

23

a
Sydney 
Opera 
House 

1973
Jørn 
Utzon

Sydney, 
Australia

1. https://news.chosun.com/site/data/h
tml_dir/2020/05/08/2020050802039
.html?utm_source=naver&utm_medi
um=original&utm_campaign=news 
(2020-07-13)

2. https://www.sydneyoperahouse.com
/digital/articles/building/utzon-in-b
eijing.html (2020-07-13)

3. https://www.businessinsider.com/fa
ke-chinese-buildings-that-look-lik
e-the-world-famous-originals-201
5-7 (2020-07-14)

b

Sydney 
Opera 

House in 
Beijing 
World 
Park

2008 ─
Beijing, 
China

24

a

Cathedral 
of the 

Annunciat
ion

1489 ─
Moscow, 

Russia 1. https://www.businessinsider.com/fa
ke-chinese-buildings-that-look-lik
e-the-world-famous-originals-201
5-7 (2020-07-14)

2. https://www.rbth.com/arts/326860-
7-replicas-of-russian-landmarks 
(2020-07-14)

b

Governme
nt 

Building 
Housing

2013 ─
Beijing, 
China

25

a ─
Beijing 

Olympic 
Tower

2011
Shenzhen 
Architect

─

1. https://en.wikipedia.org/wiki/Beijing
_Olympic_Tower (2020-07-13)

2. https://www.thatsmags.com/beijing/
post/18905/pondering-beijing-s-sk
y-high-olympic-park-observation-
tower (2020-07-13)b

Beijing 
Olympic 
Tower

2011― 
2014

China 
Architectu
re Design 

& 
Research 
Group

Beijing,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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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year

architect / 
firm

site sources

26

a
City of 
Venice

─ ─
Venice, 

Italy 1. https://www.theguardian.com/cities
/gallery/2014/oct/22/venice-china-
dalian-copy-canals-palaces-gondol
iers (2020-07-13)

2. https://shanghaiist.com/2014/10/21
/venice-in-dalian/ (2020-07-13)

b
Little 

Venice
2011― 
2014

─
Dalian, 
China

27

a

St. 
Mark’s 

Campanile 
(Piazza San 

Marco)

1173― 
1514

Loggetta 
Sansovino

Venice, 
Italy

1. https://inhabitat.com/duplitecture-b
ianca-boskers-original-copies-tackl
es-chinas-copycat-architecture-tren
d/china-duplitecture-plaza-de-san
-marco/ (2020-07-13)

2. https://edition.cnn.com/2014/06/09
/business/gallery/china-architectural
-mimicry-town/index.html 
(2020-07-13)b

Venice's 
Piazza 
San 

Marco in 
Huangzhou

2011― 
2014

─
Hangzhou
, China

28

a
City of 
Jackson 

Hole
─ ─

Jackson 
Hole, 
WY, 

United 
States 

1. https://en.wikipedia.org/wiki/Jackso
n_Hole,_China (2020-07-13)

2. https://abcnews.go.com/Internationa
l/chinas-fake-cities-eerie-replicas-
paris-london-jackson/story?id=365
25453 (2020-07-13)

3. https://www.theatlantic.com/techno
logy/archive/2014/12/a-clone-of-m
y-hometown-exists-in-china/3831
85/ (2020-07-13)b

Jackson 
Hole in 

Zhengzho
u

2012― 
2014

─
Zhengzho
u, China

29

a
Tower 
Bridge

1886

Horace 
Jones & 

George D. 
Stevenson

London, 
United 

Kingdom
1. https://abcnews.go.com/Internationa

l/chinas-fake-cities-eerie-replicas-
paris-london-jackson/story?id=365
25453 (2020-07-13)

2. https://www.scmp.com/news/china/
society/article/2074338/chinese-city
s-copy-londons-tower-bridge-spar
ks-public-debate (2020-07-13)b

Towe 
Bridge in 
Suzhou
(Taying 
Bridge)

2014 ─
Suzhou,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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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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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 
firm

site sources

30

a
The Great 
Sphinx of 

Giza
 2500 BC ─

Giza, 
Egypt 1. https://www.businessinsider.com/fa

ke-chinese-buildings-that-look-lik
e-the-world-famous-originals-201
5-7 (2020-07-14)

2. https://shanghaiist.com/2015/03/04
/new-sphinx-knockoff-anhui-provi
nce/ (2020-07-14)

3. http://whycar.co.kr/4375/ 
(2020-07-14)b

The 
Anhui 
sphinx

2013― 
2015

─
Chuzhou, 

Anhui, 
China

31

a
Arc de 

Triomphe
1806― 
1836

Jean 
Chalgrin
Louis-
Étienne 
Héricart 
de Thury

Paris, 
France

1. https://www.businessinsider.com/fa
ke-chinese-buildings-that-look-lik
e-the-world-famous-originals-201
5-7 (2020-07-14)

b
Arc de 

Triomphe 
in Jiangsu

2014 ─
Jiangyan, 
Jiangsu, 
China

32

a
The 

Temple of 
Heaven

1918 ─
Beijing, 
China

1. https://www.dailymail.co.uk/news/p
eoplesdaily/article-3344767/Hybrid
-building-combines-China-s-Temp
le-Heaven-Capitol-Hill-used-movi
es.html (2020-07-13)

2. https://www.bbc.com/news/blogs-n
ews-from-elsewhere-35005783 
(2020-07-13)b

East-West 
Building

2015 ─
Hebei, 
China

33

a

The U.S. 
Capitol 
Building
(미국국회
의사당)

1793― 
1800

William 
Thornton

Washingto
n D.C., 
United 
States 

1. https://www.dailymail.co.uk/news/p
eoplesdaily/article-3344767/Hybrid
-building-combines-China-s-Temp
le-Heaven-Capitol-Hill-used-movi
es.html (2020-07-13)

2. https://www.bbc.com/news/blogs-n
ews-from-elsewhere-35005783 
(2020-07-13)b

East-West 
Hybrid 
Building

2015 ─
Hebei, 
China

34

a 롯데월드 1989 ─
서울특별시 

송파구
1. https://www.ytn.co.kr/_ln/0104_20

1512291051022455 (2020-07-13)
2. https://m.blog.naver.com/PostView.

nhn?blogId=maru127&logNo=2205
82786656&proxyReferer=https:%2F
%2Fwww.google.com%2F 
(2020-07-13)

3. https://m.blog.naver.com/bbeen2/22
1278868350 (2020-07-13)b

Romon 
U-Park

2015 ─
Ningbo,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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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a
Louvre 
Pyramid

1984― 
1989

I. M. Pei
Paris, 
France 1. https://www.ajunews.com/view/201

50907155413692 (2020-07-14)
2. http://www.chinadaily.com.cn/trend

ing/2015-09/07/content_21806998.
htm (2020-07-14)

3. https://www.alamy.com/view-of-a
-replica-of-the-glass-pyramid-at-
the-louvre-museum-and-a-replica
-of-the-great-sphinx-in-the-new-
great-wall-international-movie-stu
dio-in-shij-image263425298.html 
(2020-07-14)

b
Glass 

Pyramid 
in Hebei

2015 ─
Shijiazhua
ng, Hebei, 

China

36

a
Taj 

Mahal
1632― 
1652

Ustad 
Ahmad 
Iahauri

Uttar 
Pradesh, 

India
1. http://foreignpolicy. 

com/2016/05/11/chinasmassive-gari
sh-new-themepark-for-the-muslim
-worldhui-minority-yinchuan/ 
(2018-04-01)

b
Taj 

Mahal in 
Yinchuan

2016 ─
Yinchuan, 

China

37

a
City of 

Manhatta
n

─ ─

New 
York, 
NY, 

United 
States

1. https://www.theguardian.com/artan
ddesign/gallery/2013/jan/07/replica
-architecture-china-in-pictures 
(2020-07-13)

2. https://theglobalchronicle.com/china
s-manhattan-knock-off-aspires-to
-be-bigger-and-better-than-the-r
eal-thing/ (2020-07-13)

3. https://en.wikipedia.org/wiki/Yujiap
u_Financial_District (2020-07-13)b

Manhatta
n in 

Tianjin(Y
ujiapu 

Financial 
District)

2016 ─
Tianjin, 
China

38

a
Heydar 
Aliyev 
Center 

2007― 
2012

Zaha 
Hadid 

Baku, 
Azerbaijan

1. https://mp.weixin.qq.com/s/yz6j9gB
dt-lHjGSB-ICM6A? (2020-07-14)

2. https://www.archdaily.com/871192/
the-kookiest-chinese-copies-from-
pompidont-to-wrongchamp 
(2020-07-14)

3. http://www.zhuxuncn.com/articles/
180671079.html (2020-07-14)b

Zhengzho
u Longhai 

Bus 
Station

2017 ─
Zhengzho
u, Henan, 

China

39

a
Mountain 
Dwellings

2008

Bjarke 
Ingels 

Group: 
BIG

Copenhag
en, 

Denmark
1. https://kknews.cc/zh-my/news/lprb

qyg.html (2020-07-14)

b
Youzhan 
Future 
City

2017 ─
Huaqiao, 
Kunsha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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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a
Bombay 
Sapphire 
Distillery

2010― 
2014

Heatherwi
ck Studio

Hampshir
e, United 
Kingdom

1. http://blog.naver.com/sti007/22111
4425932 (2017-12-20)

b
Chaoyang 

Park 
Plaza

2017
Mad 

Architectu
re

Beijing, 
China

41

a
The 

Centre 
Pompidou

1971― 
1977

Renzo 
Piano, 

Richard 
Rogers & 
Gianfranc

o 
Franchini

Paris, 
France

1. https://www.archdaily.com/871192/
the-kookiest-chinese-copies-from-
pompidont-to-wrongchamp 
(2020-07-14)

2. https://mp.weixin.qq.com/s/yz6j9gB
dt-lHjGSB-ICM6A? (2020-07-14)

3. https://www.alamy.com/chongqing
-chongqing-china-29th-aug-2017
-chongqing-china-29th-august-im
age156343777.html (2020-07-14)

b
Chongqin

g 
Pompidou

2017 unknown
Chongqin
g, China

42

a
Wangjing 
SOHO

2009― 
2014

Zaha 
Hadid 

Architects

Beijing, 
China

1. https://kknews.cc/zh-my/news/lprb
qyg.html (2020-07-14)

2. https://www.vice.com/en_us/article/
59adjx/china-guangxi-new-media-
center-dick-building-vgtrn 
(2020-07-14)

b

Guangxi 
New 

Media 
Center

2016― 
2018

─
Cuangxi, 

China

43

a

Church of 
San 

Giovanni 
Battista

1992― 
1996

Mario 
Botta

Mogno, 
Switzerlan

d

1. https://mp.weixin.qq.com/s/yz6j9gB
dt-lHjGSB-ICM6A? (2020-07-14)

2. https://www10.aeccafe.com/blogs/a
rch-showcase/2018/11/29/changsha
-super-outlet-in-china-by-jean-pi
erre-heim-and-associates-inc/ 
(2020-07-14)

3. https://www.archdaily.com/871192/
the-kookiest-chinese-copies-from-
pompidont-to-wrongchamp 
(2020-07-14)b

Super 
Outlet

(Sasseur 
REIT)

2017― 
2018

Jean-Pierr
e HEIM 

and 
Associates 

Inc.

Chongqin
g,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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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project 

title
project 
year

architect / 
firm

site sources

44

a
Marina 

Bay Sands
2010

Moshe 
Safdie 

Architects
Singapore

1. https://m.post.naver.com/viewer/po
stView.nhn?volumeNo=26886845&
memberNo=43966789 
(2020-07-13)

2. https://m.post.naver.com/viewer/po
stView.nhn?volumeNo=26886845&
memberNo=43966789&searchKeyw
ord=%EC%A4%91%EA%B5%AD&s
earchRank=12 (2020-07-13)

b

Raffles 
City 

Chongqin
g

2019
Moshe 
Safdie 

Architects

Chongqjin
g, China

45

a

Beijing 
Daxing 

Internatio
nal 

Airport

2014― 
2019

Zaha 
Hadid 

Architects

Beijing, 
China

1. https://redfriday.co.kr/557 
(2020-07-13)

b

Harbin 
Taiping 

Internatio
nal 

Airport

2018― 
2030

MAD 
Architectu

re

Harbin, 
China

46

a

Amsterda
m 

Centraal 
Station

1889
Pierre 

Cuypers

Amsterda
m, 

Nerherlan
ds

1. https://inhabitat.com/duplitecture-b
ianca-boskers-original-copies-tackl
es-chinas-copycat-architecture-tren
d/thames-town-original-copies-bia
nca-bosker/ (2020-07-13)

2. Architectureal Mimicry in 
Contemporary China, Original 
Copies by Bianca Boskerb

Re-creati
on of the 
Amsterdo
m Central 

Station

demolishe
d

─
Shenyang,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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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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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project 
year

architect / 
firm

site sources

47

a
Grande 

Arche de 
la Defense

1985― 
1989

Johan 
Otto von 
Spreckelse

n

Paris, 
France

1. http://videokasbah.net/tianducheng.
html (2020-07-13)

b

Shanghai 
Governme

nt 
Building

─ ─
Shanghai, 

China

48

a Habitat 
'67

1967
Moshe 
Safdie

Quebec, 
Canada

1. https://www.curbed.com/2015/5/12
/9961964/moshe-safdie-habitat-sin
gapore (2018-03-05)

2. https://www.curbed.com/2015/5/12
/9961964/ 
moshe-safdie-habitat-singapore  
(2018-04-03) 

3. https://www.curbed.com/2015/5/12
/9961964/ 
moshe-safdie-habitat-singapore 
(2018-04-03)

b
Habitat 

Qinhuang
dao

2017
Moshe 
Safdie

Qinhuang
dao, 

China

49

a Taj 
Mahal

1632― 
1652

Ustad 
Ahmad 
Lahauri

Uttar 
Pradesh, 

India

─

b

Taj 
Mahal in 
Yinchuan, 

China

2016 ─
Yinchua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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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project 

title
project 
year

architect 
/ firm

site sources

1

a
The San 
Remo

1929― 
1930

Emery 
Roth

New 
York, 
NY, 

United 
States

1. https://weburbanist.com/2011/12/23/copycat
s-clones-24-near-identical-architectural-de
signs/ (2019-01-21)

2. https://www.nytimes.com/1997/09/14/reales
tate/streetscapes-beresford-san-remo-majest
ic-el-dorado-century-namesake-precursors.
html (2019-01-21)

3. https://paperweightethics.wordpress.com/201
0/08/22/emery-roths-central-park-west-el-
dorado-beresford-san-remo/#respond 
(2019-01-21)

b
The 

Eldorado
1929― 
1932

Magon 
& 

Holder 
with 

Emery 
Roth

New 
York, 
NY, 

United 
States

2

a
Farnswor
th House

1945― 
1951

Ludwig 
Mies van 
der Rohe

Plano, 
IL, 

United 
States

1. https://www.architectmagazine.com/practice
/a-tale-of-two-houses_o?o=0 
(2019-01-15)

2. 2.https://www.archdaily.com/60259/ad-class
ics-the-glass-house-philip-johnson/ 
(2019-01-15)

3. 3.https://www.nytimes.com/1987/07/16/gard
en/johnson-and-his-glass-house-reflections.
html (2019-01-15)

4. 4.https://www.architakes.com/?p=2097 
(2019-01-15)

b
The 

Glass 
House

1949
Philip 

Johnson
connectic
ut, usa

3

a
Eiffel 
Tower

1887― 
1889

Stephen 
Sauvestre
& others

Paris, 
France 1. ttps://www.wonders-of-the-world.net/Eiffel

-Tower/Repliques/Replicas-of-the-Eiffel-to
wer-in-Japan.php (2019-01-15)

2. https://www.japantimes.co.jp/news/2008/12/
30/reference/half-century-on-tokyo-tower-
still-dazzles-aslandmark/#.XEWE5FwzaUk 
(2019-01-21)

b
Tokyo 
Tower

1957― 
1958

Tachu 
Naito

Tokyo, 
Japan

4

a
Dupain 
Building

Idea was 
suggested 
in 2004

ARM 
Architect

ure

Sydney, 
Australia

1. https://first.designdb.com/dreport/dblogView
.asp?gubun=1&oDm=3&page=1&bbsPKID=
20934 (2018-01-05)

2. https://www.modenus.com/blog/architectura
l-projects/more-than-a-big-idea-pagmatic
-creativity-from-bjarke-ingels-group 
(2019-01-21)

3. https://www.slideshare.net/limcshien3/manife
sto-lim-chong-shien-676649 (2019-01-21)

b
Arlanda 
Hotel

Idea was 
suggested 
in 2007

BIG
Arlanda, 
Sweden

[부록 표3] 해외(중국제외) 건축표절 의혹 사례  



339

image
project 

title
project 
year

architect 
/ firm

site sources

5

a
Turf 

Town

Idea 
develope
d during 
1967- 
1983

Glen 
Small

Los 
Angeles, 

CA, 
Unites 
States

1. https://www.smallatlarge.com/2010/07/turf-
town-revisited/ (2019-01-15)

2. https://archinect.com/forum/thread/6833390
/small-big-fog-and-leong-leong 
(2019-01-15)

b

Mountai
n 

Dwelling
2008

BIG & 
JDS

Copenha
gen, 

Denmark

6

a
Habitat 

'67
1967

Moshe 
Safdie

Quebec, 
Canada 1. https://find-an-architect.architecture.com/A

rchitectPractices/JonesWoodArchitects/Project
s/ FreeTradeWharf-124988.aspx  
(2018-03-07)

2. http://www.skyscrapercity.com/showthread.p
hp?t=210365&page=2 (2018-03-07)b

Free 
Trade 
Wharf

2009

Jones 
Wood 

Architect
s

London, 
United 

Kingdom

7

a
Habitat 

'67
1967

Moshe 
Safdie

Quebec, 
Canada

1. https://plagiat9.webnode.ru/ (2018-04-03)

b
The 

Village
2014― 
2018

Sanjay 
Puri

Maharas
htra, 
India

8

a
MAXXI 
Museum

2000― 
2010

Zaha 
Hadid 

Architect
s

Rome, 
Italy

1. http://www.archh.com/blogs/143/the-mirror
image-top-10-clones-in-architectural-desig
ns/ (2017-12-18) 

2. 2.https://blog.tatasteelconstruction.com/liver
pool-museum-vs-maxxi-havent-i-seen-you
-somewhere-before/ (2019-01-22)

3. https://archidialog.com/tag/museum-of-liver
pool/ (2019-01-22) 

b 
Museum 

of 
Liverpool

2006― 
2011

3XN
Liverpool
, United 
Kingdom



340

image
project 

title
project 
year

architect 
/ firm

site sources

9

a
Millbay 
Marina

─
Burke 

Rickhard
s

Plymouth
, United 
Kingdom

1. http://www.archh.com/blogs/143/the-mirror
image-top-10-clones-in-architectural-desig
ns/ (2017-12-18) 

b
Burj Al 
Arab

1994― 
1999

Tom 
Wright / 

WKK 
Architect

s

Dubai, 
United 
Arab 

Emirates

10

a
Burj Al 
Arab

1994― 
1999

Tom 
Wright / 

WKK 
Architect

s

Dubai, 
United 
Arab 

Emirates

1. http://www.archh.com/blogs/143/the-mirror
image-top-10-clones-in-architectural-desig
ns/ (2018-01-16) 

2. 2.http://www.archh.com/blogs/143/the-mirr
orimage-top-10-clones-in-architectural-des
igns/ (2017-12-18)

3. http://www.dailymail.co.uk/travel/travel_ne
ws/article-2821734/Trump-hotels-open-lux
uryhotel-Baku-Azerbaijan.html 
(2018-01-17)   

b
Trump 

Hotel in 
Panama

2007― 
2011

Aruas 
Serba & 
Saravia 

S.A.

Panama 
City

11

a
Super-tr
ee grove

2012

Wilkinso
n Eyre / 

Grant 
Associate

s

Singapor
e

1. http://www.khaosodenglish.com/news/ 
bangkok/2016/09/13/top-architect-says-rive
rproject-plagiarized-design/ (2018-01-09)

2. https://www.curbed.com/2014/12/9/100138
58/marco-balich-wilkinson-eyre-supertree-
plagiarism (2019-01-22)

3. https://www.telegraph.co.uk/news/worldnew
s/europe/italy/11271169/British-architects-a
ccuse-Italians-of-plagiarism-overtree-design
.html (2019-01-22)

4. http://1.bp.blogspot.com/-uX3SZBZPXwI/V
Rzp8Q5hfmI/AAAAAAAABdc/tnGb0gQA1zI
/s1600/5e1ba66349_Albero-2Bdella-2BVitaP
aragone.jpg.pagespeed.ce.JAABAzsFUH.jpg 
(2018-01-09)

b
The Tree 
of Life

2015― 
2017

Marco 
Balich

Milan,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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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project 

title
project 
year

architect 
/ firm

site sources

13

a

Kurssal 
Ostia 
Getty 

Center, 
The 

Garden

1997

Attilio 
Lapadula 

& 
Robert 
Irwin

Los 
Angeles, 

CA, 
Unites 
States

1. http://www.khaosodenglish.com/news/ 
bangkok/2016/09/13/top-architect-says-rive
rproject-plagiarized-design/ (2018-01-09)

2. https://www.curbed.com/2014/12/9/100138
58/marco-balich-wilkinson-eyre-supertree-
plagiarism (2019-01-22)

3. https://www.telegraph.co.uk/news/worldnew
s/europe/italy/11271169/British-architects-a
ccuse-Italians-of-plagiarism-overtree-design
.html (2019-01-22)

4. http://1.bp.blogspot.com/-uX3SZBZPXwI/V
Rzp8Q5hfmI/AAAAAAAABdc/tnGb0gQA1zI
/s1600/5e1ba66349_Albero-2Bdella-2BVitaP
aragone.jpg.pagespeed.ce.JAABAzsFUH.jpg 
(2018-01-09)

b
Super-tr
ee grove

2012

Wilkinso
n Eyre / 

Grant 
Associate

s

Singapor
e

14

a
Bayterek 
Tower

1997
Akmurza 
Rustemb

ekov

Astana, 
Kazakhst

an

1. http://www.khaosodenglish.com/news/ 
bangkok/2016/09/13/top-architect-says-rive
rproject-plagiarized-design/ (2018-01-09)

2. https://www.curbed.com/2014/12/9/100138
58/marco-balich-wilkinson-eyre-supertree-
plagiarism (2019-01-22)

3. https://www.telegraph.co.uk/news/worldnew
s/europe/italy/11271169/British-architects-a
ccuse-Italians-of-plagiarism-overtree-design
.html (2019-01-22)

4. http://1.bp.blogspot.com/-uX3SZBZPXwI/V
Rzp8Q5hfmI/AAAAAAAABdc/tnGb0gQA1zI
/s1600/5e1ba66349_Albero-2Bdella-2BVitaP
aragone.jpg.pagespeed.ce.JAABAzsFUH.jpg 
(2018-01-09)

b
Super-tr
ee grove

2012

Wilkinso
n Eyre / 

Grant 
Associate

s

Singapor
e

15

a

Mosque 
Torre 

Stabilime
nto Fiat

1961― 
1963

Mirafiori 
Pier 
Luigi 
Nervi

Virginia, 
United 

1. http://www.khaosodenglish.com/news/ 
bangkok/2016/09/13/top-architect-says-rive
rproject-plagiarized-design/ (2018-01-09)

2. https://www.curbed.com/2014/12/9/100138
58/marco-balich-wilkinson-eyre-supertree-
plagiarism (2019-01-22)

3. https://www.telegraph.co.uk/news/worldnew
s/europe/italy/11271169/British-architects-a
ccuse-Italians-of-plagiarism-overtree-design
.html (2019-01-22)

4. http://1.bp.blogspot.com/-uX3SZBZPXwI/V
Rzp8Q5hfmI/AAAAAAAABdc/tnGb0gQA1zI
/s1600/5e1ba66349_Albero-2Bdella-2BVitaP
aragone.jpg.pagespeed.ce.JAABAzsFUH.jpg 
(2018-01-09)

b
Super-tr
ee grove

2012

Wilkinso
n Eyre / 

Grant 
Associate

s

Singapo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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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project 

title
project 
year

architect 
/ firm

site sources

16

a
Stuttgart 
Airport

1998― 
2004

GMP 
Architekt

en

Echterdin
gen, 

Germany

1. http://www.khaosodenglish.com/news/ 
bangkok/2016/09/13/top-architect-says-rive
rproject-plagiarized-design/ (2018-01-09)

2. https://www.curbed.com/2014/12/9/100138
58/marco-balich-wilkinson-eyre-supertree-
plagiarism (2019-01-22)

3. https://www.telegraph.co.uk/news/worldnew
s/europe/italy/11271169/British-architects-a
ccuse-Italians-of-plagiarism-overtree-design
.html (2019-01-22)

4. http://1.bp.blogspot.com/-uX3SZBZPXwI/V
Rzp8Q5hfmI/AAAAAAAABdc/tnGb0gQA1zI
/s1600/5e1ba66349_Albero-2Bdella-2BVitaP
aragone.jpg.pagespeed.ce.JAABAzsFUH.jpg 
(2018-01-09)

b
Super-tr
ee grove

2012

Wilkinso
n Eyre / 

Grant 
Associate

s

Singapor
e

17

a

Piazza 
Roofing 
of the 

Prophet's 
Mosque

2006― 
2010

architeck
turburo 
rasch + 
bradatsc

h

Medina, 
Saudi 
Arabia

1. http://www.khaosodenglish.com/news/ 
bangkok/2016/09/13/top-architect-says-rive
rproject-plagiarized-design/ (2018-01-09)

2. https://www.curbed.com/2014/12/9/100138
58/marco-balich-wilkinson-eyre-supertree-
plagiarism (2019-01-22)

3. https://www.telegraph.co.uk/news/worldnew
s/europe/italy/11271169/British-architects-a
ccuse-Italians-of-plagiarism-overtree-design
.html (2019-01-22)

4. http://1.bp.blogspot.com/-uX3SZBZPXwI/V
Rzp8Q5hfmI/AAAAAAAABdc/tnGb0gQA1zI
/s1600/5e1ba66349_Albero-2Bdella-2BVitaP
aragone.jpg.pagespeed.ce.JAABAzsFUH.jpg 
(2018-01-09)

b
Super-tr
ee grove

2012

Wilkinso
n Eyre / 

Grant 
Associate

s

Singapor
e

18

a
Cityfront 

99
1961

Jeehoon 
Park

Academi
c Project 

at the 
IIT

1. https://www.archdaily.com/873750/architect
-sues-som-for-stealing-one-world-trade-c
enter-design (2019-01-11)

2. 2.https://www.worldarchitects.com/nl/archit
ecture-news/headlines/is-1wtc-a-copycat-d
esign (2019-01-11)

3. 3.https://www.courthousenews.com/wpconte
nt/uploads/2017/06/freedom-tower.pdf 
(2019-01-14)

4. 4.Moon,H.(2006).AStudyoftheCopyrightIssue
sintheArchitecturalDesignArea:Focusedonthe
U.S.ArchitecturalWorksCopyrightCases,Korea
CopyrightCommission,Vol.76No.19,102-125.

5. 5.https://morningsidereview.org/essay/who-
owns-architecture-copyright-and-the-freed
om-towercontroversy/ (2019-01-14)b

One 
World 
Trade 
Center

2006― 
2015

S.O.M

New 
York, 
NY, 

United 
States

19

a
Olympic 
Tower

1999
Thomas 
Shine

Academi
c Project 
at Yale

1. https://www.archdaily.com/873750/architect
-sues-som-for-stealing-one-world-trade-c
enter-design (2019-01-11)

2. 2.https://www.worldarchitects.com/nl/archit
ecture-news/headlines/is-1wtc-a-copycat-d
esign (2019-01-11)

3. 3.https://www.courthousenews.com/wpconte
nt/uploads/2017/06/freedom-tower.pdf 
(2019-01-14)

4. 4.Moon,H.(2006).AStudyoftheCopyrightIssue
sintheArchitecturalDesignArea:Focusedonthe
U.S.ArchitecturalWorksCopyrightCases,Korea
CopyrightCommission,Vol.76No.19,102-125.

5. 5.https://morningsidereview.org/essay/who-
owns-architecture-copyright-and-the-freed
om-towercontroversy/ (2019-01-14)

b

One 
World 
Trade 
Center

2006― 
2015

S.O.M

New 
York, 
NY,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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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project 

title
project 
year

architect 
/ firm

site sources

20

a
Brisbane 

Trio
2014

Zaha 
Hadid 

Architect
s

Brisbane, 
Australia

1. http://angryarchi.com/blog/tag/zaha_hadid 
(2018-04-03)

2. https://www.architectureanddesign.com.au/n
ews/zaha-hadid-proposes-second-queenslan
d-project-with (2019-01-22)

3. https://archpaper.com/2015/06/zaha-hadid-
announces-second-skyscraper-australia-tape
red-twin-towers-mariners-cove-goldcoast/ 
(2019-01-22)

4. http://www.architectureanddesign.com. 
au/news/zaha-hadid-proposes-second-quee
nslandproject-with (2018-04-03) 

5. 5.http://angryarchi.com/blog/tag/zaha_hadid 
(2018-04-03)

6. 6.https://www.dezeen.com/2015/06/15/zaha
-hadid-pairtapered-towers-skyscrapers-gol
d-coast-queenslandaustralia/ (2018-04-03)

7. 7.https://architectureau.com/articles/zaha-ha
didarchitects-twin-towers-on-gold-coast-w
ithdrawn/ (2018-04-03)

b
Gold 
Coast 
Pair

2015

Zaha 
Hadid 

Architect
s

Gold 
Coast, 

Australia 

21

a
Marina 

Bay 
Sands

2010

Moshe 
Safdie 

Architect
s

Singapor
e

1. https://www.thenational.ae/no-wonder-sing
aporeis-a-model-for-other-cities-1.368451 
(2018-03-23) 

2. 2.https://www.commercialinteriordesign.com
/insight/building-the-gate (2018-01-22)

3. https://forum.lowyat.net/topic/4052058/all 
(2019-01-22)

4. https://www.thenational.ae/no-wonder-sing
apore-is-a-model-for-other-cities-1.36845
1 (2019-1-22)

5. http://www.arabianbusiness.com/dubai-d-j-
vu-buildings-with-international-twins-6023
19.html (2018-3-23)

6. https://www.msn.com/en-gb/money/homea
ndproperty/10-copycat-buildings-that-cost
-a-fortune-to-build/ss-BBAmj8y?li=BBoP
WjQ#image=17 (2018-3-23)

7. .https://www.thenational.ae/no-wonder-sing
apore-is-a-model-for-other-cities-1.36845
1 (2018-3-23)

b
Gate 

Tower
2013

Arquitect
onica

Abu 
Dahbi, 
United 
Arab 

Emirates

22

a
Sieger 
Suarez 
Tower

Idea was 
proposed 
in 2000

Arquitect
onica

Maiami, 
FL, 

United 
States 1. https://www.archdaily.com/497568/what-m

akes-a-copy-cat-a-copy-cat-the-complex
-case-of-architectural-copyright/ 
(2018-01-09)

2. https://archpaper.com/2016/02/arquitectonic
agets-real-wavy-new-seaside-tower-florida
/ (2018-03-22)

3. http://www.worldpropertyjournal.com/north
-america-residential-news/architect-sues-ov
er-miami-tower-designarquitectonica-sieger
-suarez-regalia-sunny-isles-residential-deve
lopment-6991.php (2019-01-22) 

b
Arquitect

onica 
Tower

2006― 
2013

Marco 
Balich

Maiami, 
FL,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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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project 

title
project 
year

architect 
/ firm

site sources

23

a
Sieger 
Suarez 
Tower

Idea was 
proposed 
in 2000

Arquitect
onica

Maiami, 
FL, 

United 
States

1. https://www.archdaily.com/497568/what-m
akes-a-copy-cat-a-copy-cat-the-complex
-case-of-architectural-copyright/ 
(2018-01-09)

2. https://archpaper.com/2016/02/arquitectonic
agets-real-wavy-new-seaside-tower-florida
/ (2018-03-22)

3. http://www.worldpropertyjournal.com/north
-america-residential-news/architect-sues-ov
er-miami-tower-designarquitectonica-sieger
-suarez-regalia-sunny-isles-residential-deve
lopment-6991.php (2019-01-22) 

b
Aqua 
Tower

2006― 
2010

Studio 
Gang

Chicago, 
IL, 

United 
States

24

a
Crystal 
Tower

Idea was 
proposed 
in 2007

Foster 
and 

Partners

Moscow, 
Russia

1. http://www.khaosodenglish.com/news/ 
bangkok/2016/09/13/top-architect-says-rive
rproject-plagiarized-design/ (2018-01-09) 

2. .http://www.nationmultimedia.com/national/
Plagiarism-accusation-sinks-design-for-new
-Bangkok-30295331.html (2019-01-22)

3. https://bk.asia-city.com/city-living/news/km
itl-scraps-plans-build-alleged-copy-norma
n-fosters-crystal-island (2019-01-22) 

b
Vieman 
Phra In

Idea was 
proposed 
in 2016

Chao 
Phraya 

Boardwal
k Design 

Team

Bangkok, 
Thailand

24

a
Crystal 
Tower

Idea was 
proposed 
in 2007

Foster 
and 

Partners

Moscow, 
Russia

1. http://www.asiaone.com/asia/bangkok-muse
umaccused-copying-building-design-mosco
w (2018-03-21)

b
Monume
nt Hisho 
/ Meieki

2015

Urban 
Fcorm 
Active 

Architect 

Nagoya, 
Japan

25

a
BANQ 

Restaura
nt

2008―
2011

3XM
Łódź, 
Poland

1. https://weburbanist. 
com/2011/12/23/copycats-clones-24-nearid
entical-architectural-designs/ (2017-12-20)

b
Metropol 
parasol

2005―
2011

Jürgen 
Mayer

Seville,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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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a

Farkasret
i 

Mortuar
y Chapel

1975
Imre 

Makovec
z

Budapest
, 

Hungary

1. https://weburbanist. 
com/2011/12/23/copycats-clones-24-nearid
entical-architectural-designs/ (2017-12-20)

b
BANQ 

Restaura
nt

2008―
2011

3XM
Łódź, 
Poland

27

a
BANQ 

Restaura
nt

2008―
2011

3XM
Łódź, 
Poland

1. https://weburbanist. 
com/2011/12/23/copycats-clones-24-nearid
entical-architectural-designs/ (2017-12-20)

b

W Hotel 
in 

New 
York 
City

2008―
2009

Gwathm
ey Siegel 

New 
York, 
NY, 

United 
States

28

a
BANQ 

Restaura
nt

2008―
2011

3XM
Łódź, 
Poland

1. https://weburbanist. 
com/2011/12/23/copycats-clones-24-nearid
entical-architectural-designs/ (2017-12-20)

b

BANQ 
Restaura

nt
2009

NADAA
A

Boston, 
MA, 

United 
States

29

a
BANQ 

Restaura
nt

2008―
2011

3XM
Łódź, 
Poland

1. https://weburbanist. 
com/2011/12/23/copycats-clones-24-nearid
entical-architectural-designs/ (2017-12-20)

b
Baker D 
Chirico

2011
March 
Studio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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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a

Pegs 
Junior 
Boys 

School 

2011

Mcbride 
Charles 
Ryan / 

MR

Melbour
ne, 

Australia
1. https://weburbanist.com/2011/12/23/copycat

s-clones-24-near-identical-architectural-de
signs/ (2017-12-29)

b
Riverside 
Museum

2011

Zaha 
Hadid 

Architect
s

Glasgow 
City, 

United 
Kingdom

31

a
Serpentin
e Gallery 
Pavilion

2009―
2010

Jean 
Nouvel

London, 
United 

Kingdom
1. https://weburbanist.com/2011/12/23/copycat

s-clones-24-near-identical-architectural-de
signs/ (2017-12-29)

b
Nestle 

Museum
2011

Metro 
Arquiteto

s 

San 
Paulo, 
Brazil

32

a
Slfridges 
Building

1999-
2003

Jan 
Kaplicky, 
Amanda 
Levete / 
Future 
System

Birmingh
am, 

England
2. https://weburbanist.com/2011/12/23/copycat

s-clones-24-near-identical-architectural-de
signs/ (2017-12-29)

b
Museo 

Soumaya
2011

Fernado 
Romeo / 

Free

Mexico 
City, 

Mexico

33

a

St. 
Mary's 

Cathedra
l

1964
Kenzo 
Gange

Tokyo, 
Japan

1. https://weburbanist.com/2011/12/23/copycat
s-clones-24-near-identical-architectural-de
signs/ (2017-12-29) 

2. https://en.wikipedia.org/wiki/Cathedral_of_S
aint_Mary_of_the_Assumption_(San_Francisc
o,_California) (2018-01-05)

b

San 
Josemari
a Escriva 
Church

2008

Javier 
Sordo 

Madalen
o 

Bringas

CDMX,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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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a

St. 
Mary's 

Cathedra
l

1964
Kenzo 
Gange

Tokyo, 
Japan

1. https://en.wikipedia.org/wiki/Cathedral_of_S
aint_ 
Mary_of_the_Assumption_(San_Francisco,_ 
California) (2018-01-05)

b

Cathedra
l from 

the 
Depaul 
Campus

1971

John 
Michael 

Lee, Paul 
a. Ryan 
& Angus 
McSwee

ney

San 
Francisco

, CA, 
United 
States 

35

a
Luce 

Memoria
l Chapel

1963 I. M. Pei
Taichung 

City, 
Taiwan 1.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

mons/b/b3/Luce_Memorial_Chapel_-_Tungh
ai_University_-_ DSC01680.JPG 
(2018-01-05)

b

St. 
Mary's 

Cathedra
l

1964
Kenzo 
Gange

Tokyo, 
Japan

36

a
Das 
Netz

2006― 
2007

AL 
Architect

s

Berlin, 
Germany

1. https://nlarchitects.wordpress.com/2011/10/0
6/vernetzt/ (2019-03-29)

b
Krydsgar
den-I-N

et
2011 BIG

Copenha
gen, 

Denmark

37

a
Coolsing

el

Idea was 
suggested 
in 2008

Floris 
Alkemad
e, Rem 

Koolhaas 
with 
Mark 

Veldman 
/ OMA 
& UN 
Studio

Rotterda
m, 

Netherla
nds

1. https://rrrfm.libsyn.com/the-architects-show
-256-march-studio (2018-01-05)

b
TEK 

Building

Idea was 
suggested 
in 2009

BIG Taiwan



348

image
project 

title
project 
year

architect 
/ firm

site sources

38

a

Visionary 
urban 
Project 

of Detroi 
1966―19

69

Idea was 
proposed 
in 1969

Glen 
Small

Detroit, 
MI, 

United 
States 1. https://rrrfm.libsyn.com/the-architects-show

-256-march-studio (2018-01-08) 
2. https://www.smallatlarge.com/2012/01/bjark

e-ingels-on-stage/ (2018-01-08)

b
Amager 
Resource 
Center

2015― 
2017

BIG
Copenha

gen, 
Denmark

39

a
City of 
Capitals

2005― 
2009

Erick 
van 

Egeraat

Moscow, 
Russia

1. https://archinect.imgix.net/uploads/e7/e763s
71k7ymh2olr.jpg?auto=compress%2Cformat 
&w (2018-03-24)

2. https://plagiat9.webnode.ru/ (2018-03-24)

b
India 

Tower

Competit
ion in 
2005

FX 
Collabor

ative

Mumbai, 
India

40

a

Panum 
Institute 
Research 
Tower

Idea was 
proposed 
in 2010

Dominiq
ue 

Perrault

Copenha
gen, 

Denmark
1. https://rrrfm.libsyn.com/the-architects-show

-256-march-studio (2018-01-09) 
2. https://www.smallatlarge.com/2012/01/bjark

e-ingels-on-stage/(2018-01-09)

b
Henninge
r Tower

Idea was 
proposed 
in 2012

BIG
Hamburg

, 
Germany

41

a

O.M.A 
Mass 
Study 
Model

─ O.M.A
Unknow

n 1. 1. 
http://lifewithoutbuildings.net/2008/09/the-s
ubversive-high-rise-designs-of-rem-koolha
as-and-oma.html (2018-3-8)

2. 2. OMA Mass Model Study: 
https://i.pinimg.com/originals/67/ce/8f/67ce
8f08d29e268ba38a4f758301239a.jpg 
(2018-3-7)b

Panum 
Institute 
Research 
Tower

Idea was 
proposed 
in 2010

Dominiq
ue 

Perrault

Copenha
gen,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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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a

O.M.A 
Mass 
Study 
Model

─ O.M.A ─
1. http://lifewithoutbuildings.net/2008/09/the-s

ubversive-high-rise-designs-of-rem-koolha
as-and-oma.html (2018-03-08)

2. https://i0.wp.com/lifewithoutbuildings.net/w
ordpress/wp-content/uploads/2008/09/0809
15_koolhaas-hirise.jpg?w=525 
(2018-03-08)b

The 
subversiv
e high 

rise 
designs 

─ O.M.A ─

43

a
Yokoha

ma Ferry 
Terminal

1995― 
2002

FOA
Yokoha

ma, 
Japan

1. https://rrrfm.libsyn.com/the-architects-show
-256-march-studio (2018-01-05) 

2. https://www.smallatlarge.com/2012/01/bjark
e-ingels-on-stage/ (2018-01-05)

b
Maritime 

Youth 
Museum

2003 BIG
Copenha

gen, 
Denmark

44

a
Twisting 
Toroso

2001― 
2005

Santiago 
Calatrav

a

Malmo, 
Sweden

1. http://www.designmena.com/portfolio/lookal
ike-architecture-uae-buildings-with-interna
tional-twins (2018-03-23) 

2. 2.https://www.neomaniamagazine.com/spiral
-skyscrapers/ (2018-03-23)

b
Cayan 
Tower

2013 S.O.M

Dubai, 
United 
Arab 

Emi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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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a
Cayan 
Tower

2013 S.O.M

Dubai, 
United 
Arab 

Emirates

1. https://www.neomaniamagazine.com/spiralsk
yscrapers/ (2018-03-23)

b
Damac 
Ocean 
Heights

2010
Andrew 
Bromber
g, Aedas

Dubai, 
United 
Arab 

Emirates

46

a
Sydney 
Opera 
House

1973
Jørn 
Utzon  

Sydney, 
Australia

1. http://www.designmena.com/portfolio/lookal
ikearchitecture-uae-buildings-with-internati
onal-twins (2018-03-22)

b

Dubai 
Creek 
Golf 
Club

1993
Godwin 
Austen 
Johnson

Dubai, 
United 
Arab 

Emirates

47

a Lightmos 2008
Architect

kidd
Bangkok, 
Thailand

1. http://www.designmena.com/portfolio/lookal
ikearchitecture-uae-buildings-with-internati
onal-twins (2018-03-22)

b
O-14 
Tower

2010
Reiser + 
Umemot

o

Dubai, 
United 
Arab 

Emi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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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a

Tensile 
Structure 
Study: 
IL Five

Book 
was 

published 
in 1972 

Frei Otto unknown

1. https://image.isu.pub/110419035714-486535
cb4fae41be81244baaab8fb972/jpg/page_1.jpg 
(2018-03-23)

b
Kunsthau
s Graz

2003

Peter 
Cook, & 

Colin 
Foumier

Graz, 
Austria

49

a

ONE 
Internati

onal 
Finance 
Center

2000― 
2016

César 
Pelli

Hong 
Kong

1.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_ 
Finance_Centre_(Hong_Kong) (2018-03-24)

b

30 
Hudson 
Street / 

Goldman 
Sacks 
Tower

2001― 
2004

Pelli 
Clarke 
Pelli 

Adamson 
Associate

s

Jersey 
City, NJ, 
United 
States

50

a Iceberg 2013
Cebra, 
& JDS

Arhus, 
Denmark

1. https://plagiat9.webnode.ru/ (2018-04-01)

b
Kroyers 
Plads

2011― 
2016

COBE
Copenha

gen, 
Denmark

51

a Iceberg 2013
Cebra & 

JDS
Arhus, 

Denmark

1. https://relaedesign.blogspot.kr/2015/07/steep
-architecture.html (2018-04-01)

b

Karłowi
cz 

Philharm
onic 

Szczecin

2014
Estudio 
Barrozzi 
Veiga

Szczecin, 
Poland



352

image
project 

title
project 
year

architect 
/ firm

site sources

52

a
Humayu

n's 
Tomb

1562― 
1571

Mirak 
Mirza 

Ghiyath

Dehli, 
India

1. http://www.approachguides.com/blog/tajma
hal-humayun-tomb-delhi-agra-india-video
/ (2018-04-01) 

2. https://www.youtube.com/watch?v=HELDN
FJku0s (2018-04-01)

3. http://foreignpolicy.com/2016/05/11/chinas-
massivegarish-new-theme-park-for-the-mu
slim-world-huiminority-yinchuan/ 
(2018-04-01)

4. https://en.wikipedia.org/wiki/Taj_Mahal_rep
licas_and_derivatives (2018-04-01)

5. http://www.india.com/buzz/7-replicas-of-t
aj-mahalthe-look-alikes-of-indian-monum
ent-around-theworld-513301/ 
(2018-04-01)

6. https://alizul2.blogspot.kr/2014/11/bibi-ka-
maqbaraother-taj-mahal.html (2018-04-01)

b
Taj 

Mahal
1632― 
1652

Ustad 
Ahmad 
Lahauri

Uttar 
Pradesh, 

India

53

a
Taj 

Mahal
1632― 
1652

Ustad 
Ahmad 
Lahauri

Uttar 
Pradesh, 

India

1. http://www.approachguides.com/blog/tajma
hal-humayun-tomb-delhi-agra-india-video
/ (2018-04-01) 

2. https://www.youtube.com/watch?v=HELDN
FJku0s (2018-04-01)

3. http://foreignpolicy.com/2016/05/11/chinas-
massivegarish-new-theme-park-for-the-mu
slim-world-huiminority-yinchuan/ 
(2018-04-01)

4. https://en.wikipedia.org/wiki/Taj_Mahal_rep
licas_and_derivatives (2018-04-01)

5. http://www.india.com/buzz/7-replicas-of-t
aj-mahalthe-look-alikes-of-indian-monum
ent-around-theworld-513301/ 
(2018-04-01)

6. https://alizul2.blogspot.kr/2014/11/bibi-ka-
maqbaraother-taj-mahal.html (2018-04-01)

b
Mini Taj 
Mahal

2011
Faizul 
Hasan 
Quadri 

─

54

a
Taj 

Mahal
1632― 
1652

Ustad 
Ahmad 
Lahauri

Uttar 
Pradesh, 

India

1. http://www.approachguides.com/blog/tajma
hal-humayun-tomb-delhi-agra-india-video
/ (2018-04-01) 

2. https://www.youtube.com/watch?v=HELDN
FJku0s (2018-04-01)

3. http://foreignpolicy.com/2016/05/11/chinas-
massivegarish-new-theme-park-for-the-mu
slim-world-huiminority-yinchuan/ 
(2018-04-01)

4. https://en.wikipedia.org/wiki/Taj_Mahal_rep
licas_and_derivatives (2018-04-01)

5. http://www.india.com/buzz/7-replicas-of-t
aj-mahalthe-look-alikes-of-indian-monum
ent-around-theworld-513301/ 
(2018-04-01)

6. https://alizul2.blogspot.kr/2014/11/bibi-ka-
maqbaraother-taj-mahal.html (2018-04-01)

b

Taj 
Mahal 

of 
Banglade

sh

2008 　─
Dhaka, 

Banblade
sh

55

a
Taj 

Mahal
1632― 
1652

Ustad 
Ahmad 
Lahauri

Uttar 
Pradesh, 

India

1. http://www.approachguides.com/blog/tajma
hal-humayun-tomb-delhi-agra-india-video
/ (2018-04-01) 

2. https://www.youtube.com/watch?v=HELDN
FJku0s (2018-04-01)

3. http://foreignpolicy.com/2016/05/11/chinas-
massivegarish-new-theme-park-for-the-mu
slim-world-huiminority-yinchuan/ 
(2018-04-01)

4. https://en.wikipedia.org/wiki/Taj_Mahal_rep
licas_and_derivatives (2018-04-01)

5. http://www.india.com/buzz/7-replicas-of-t
aj-mahalthe-look-alikes-of-indian-monum
ent-around-theworld-513301/ 
(2018-04-01)

6. https://alizul2.blogspot.kr/2014/11/bibi-ka-
maqbaraother-taj-mahal.html (2018-04-01)

b
Taj 

Mahal 
of dubai

2017 　─

Dubai, 
United 
Arab 

Emi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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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a
Taj 

Mahal
1632― 
1652

Ustad 
Ahmad 
Lahauri

Uttar 
Pradesh, 

India

1. http://www.approachguides.com/blog/tajma
hal-humayun-tomb-delhi-agra-india-video
/ (2018-04-01) 

2. https://www.youtube.com/watch?v=HELDN
FJku0s (2018-04-01)

3. http://foreignpolicy.com/2016/05/11/chinas-
massivegarish-new-theme-park-for-the-mu
slim-world-huiminority-yinchuan/ 
(2018-04-01)

4. https://en.wikipedia.org/wiki/Taj_Mahal_rep
licas_and_derivatives (2018-04-01)

5. http://www.india.com/buzz/7-replicas-of-t
aj-mahalthe-look-alikes-of-indian-monum
ent-around-theworld-513301/ 
(2018-04-01)

6. https://alizul2.blogspot.kr/2014/11/bibi-ka-
maqbaraother-taj-mahal.html (2018-04-01)

b

Taj 
Mahal 

of 
United 

Kingdom

1787 ─　
United 

Kingdom

57

a
Taj 

Mahal
1632― 
1652

Ustad 
Ahmad 
Lahauri

Uttar 
Pradesh, 

India

1. http://www.approachguides.com/blog/tajma
hal-humayun-tomb-delhi-agra-india-video
/ (2018-04-01) 

2. https://www.youtube.com/watch?v=HELDN
FJku0s (2018-04-01)

3. http://foreignpolicy.com/2016/05/11/chinas-
massivegarish-new-theme-park-for-the-mu
slim-world-huiminority-yinchuan/ 
(2018-04-01)

4. https://en.wikipedia.org/wiki/Taj_Mahal_rep
licas_and_derivatives (2018-04-01)

5. http://www.india.com/buzz/7-replicas-of-t
aj-mahalthe-look-alikes-of-indian-monum
ent-around-theworld-513301/ 
(2018-04-01)

6. https://alizul2.blogspot.kr/2014/11/bibi-ka-
maqbaraother-taj-mahal.html (2018-04-01)

b

Sesc 
Mineiro 
Grussai 
in Sao 
Joa da 
Berra, 
Rio de 
Janeiro

　─ ─　
Rio de 
Janeiro, 
Brazil

58

a
Taj 

Mahal
1632― 
1652

Ustad 
Ahmad 
Lahauri

Uttar 
Pradesh, 

India

1. http://www.approachguides.com/blog/tajma
hal-humayun-tomb-delhi-agra-india-video
/ (2018-04-01) 

2. https://www.youtube.com/watch?v=HELDN
FJku0s (2018-04-01)

3. http://foreignpolicy.com/2016/05/11/chinas-
massivegarish-new-theme-park-for-the-mu
slim-world-huiminority-yinchuan/ 
(2018-04-01)

4. https://en.wikipedia.org/wiki/Taj_Mahal_rep
licas_and_derivatives (2018-04-01)

5. http://www.india.com/buzz/7-replicas-of-t
aj-mahalthe-look-alikes-of-indian-monum
ent-around-theworld-513301/ 
(2018-04-01)

6. https://alizul2.blogspot.kr/2014/11/bibi-ka-
maqbaraother-taj-mahal.html (2018-04-01)

b
Tripoli 
Shrine 
Temple

　─ 　─

Milwauk
ee, WI, 
United 
States



354

image
project 

title
project 
year

architect 
/ firm

site sources

59

a
Taj 

Mahal
1632― 
1652

Ustad 
Ahmad 
Lahauri

Uttar 
Pradesh, 

India

1. http://www.approachguides.com/blog/tajma
hal-humayun-tomb-delhi-agra-india-video
/ (2018-04-01) 

2. https://www.youtube.com/watch?v=HELDN
FJku0s (2018-04-01)

3. http://foreignpolicy.com/2016/05/11/chinas-
massivegarish-new-theme-park-for-the-mu
slim-world-huiminority-yinchuan/ 
(2018-04-01)

4. https://en.wikipedia.org/wiki/Taj_Mahal_rep
licas_and_derivatives (2018-04-01)

5. http://www.india.com/buzz/7-replicas-of-t
aj-mahalthe-look-alikes-of-indian-monum
ent-around-theworld-513301/ 
(2018-04-01)

6. https://alizul2.blogspot.kr/2014/11/bibi-ka-
maqbaraother-taj-mahal.html (2018-04-01)

b

Taj 
Mahal 
House 
boat

　─ 　─
CA, 

United 
States

60

a
Taj 

Mahal
1632― 
1652

Ustad 
Ahmad 
Lahauri

Uttar 
Pradesh, 

India

1. http://www.approachguides.com/blog/tajma
hal-humayun-tomb-delhi-agra-india-video
/ (2018-04-01) 

2. https://www.youtube.com/watch?v=HELDN
FJku0s (2018-04-01)

3. http://foreignpolicy.com/2016/05/11/chinas-
massivegarish-new-theme-park-for-the-mu
slim-world-huiminority-yinchuan/ 
(2018-04-01)

4. https://en.wikipedia.org/wiki/Taj_Mahal_rep
licas_and_derivatives (2018-04-01)

5. http://www.india.com/buzz/7-replicas-of-t
aj-mahalthe-look-alikes-of-indian-monum
ent-around-theworld-513301/ 
(2018-04-01)

6. https://alizul2.blogspot.kr/2014/11/bibi-ka-
maqbaraother-taj-mahal.html (2018-04-01)

b
Trump 

Taj 
Mahal

　─ 　─

Atlantic 
City, NJ, 
United 
States

61

a
Taj 

Mahal
1632― 
1652

Ustad 
Ahmad 
Lahauri

Uttar 
Pradesh, 

India

1. http://www.approachguides.com/blog/tajma
hal-humayun-tomb-delhi-agra-india-video
/ (2018-04-01) 

2. https://www.youtube.com/watch?v=HELDN
FJku0s (2018-04-01)

3. http://foreignpolicy.com/2016/05/11/chinas-
massivegarish-new-theme-park-for-the-mu
slim-world-huiminority-yinchuan/ 
(2018-04-01)

4. https://en.wikipedia.org/wiki/Taj_Mahal_rep
licas_and_derivatives (2018-04-01)

5. http://www.india.com/buzz/7-replicas-of-t
aj-mahalthe-look-alikes-of-indian-monum
ent-around-theworld-513301/ 
(2018-04-01)

6. https://alizul2.blogspot.kr/2014/11/bibi-ka-
maqbaraother-taj-mahal.html (2018-04-01)

b
Jaime 
Duque 
Park

　─ ─　
Tocancip

á, 
Bogota

63

a
Tower 
House

2000― 
2016

Gluck +
Rome, 
Italy

1. http://www.dieselpunks.org/profiles/blogs/ho
rizontalskyscrapers (2018-04-01) 

2. https://plagiat9.webnode.ru/ (2018-04-01)
3. https://www.scoopnest.com/user/Oniropolis/

813801252836560896 (2018-04-01)
4. https://twitter.com/Oniropolis/status/813801

252836560896 (2018-04-01)

b

Wolkenb
ügel / 
Cloud 
Iron

1924
El 

Lissitzky
Moscow,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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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a

Wolkenb
ügel / 
Cloud 
Iron

1924
El 

Lissitzky
Moscow, 

Russia 1. http://www.dieselpunks.org/profiles/blogs/ho
rizontalskyscrapers (2018-04-01) 

2. https://plagiat9.webnode.ru/ (2018-04-01)
3. https://www.scoopnest.com/user/Oniropolis/

813801252836560896 (2018-04-01)
4. https://twitter.com/Oniropolis/status/813801

252836560896 (2018-04-01)

b Kranhaus
2006― 
2008

BRT 
Cologne, 
Germany

65

a
Space 
City

1974
Gyorgy 

Chakhav
a

Georgia, 
United 
Staates

1. https://nulluslocussinegenio.com/2016/09/07
/thespace-city-method/ (2018-04-03)

b
The Inter 

Lace
2015 O.M.A

Singapor
e

66

a

Bank of 
Russia 

Headqua
ters in 

Moscow

1894
KM 

Bykovsky
Moscow, 

Russia

1. https://plagiat9.webnode.ru/ (2018-04-03)

b

Saratove 
State 

Universit
y

1913
Myufke 

KL
Saratov, 
Russia

67

a

Bank of 
Russia 

Headqua
ters in 

Moscow

1894
KM 

Bykovsky
Moscow, 

Russia

1. https://plagiat9.webnode.ru/ (2018-04-03)

b

Russia 
Academy 

of 
Sciences

─ ─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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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a

Bank of 
Russia 

Headqua
ters in 

Moscow

1894
KM 

Bykovsky
Moscow, 

Russia
1. https://plagiat9.webnode.ru/ (2018-04-03)

b
Russia 

Museum 
─ ─

Petersber
g. Russia

69

a
Balancin
g Barn

2010 MVRDV
Suffolk, 
United 

Kingdom

1. https://plagiat9.webnode.ru/ (2018-04-03)

b
N how 
Hotel

2010

Tchoban 
Voss 

Architekt
en

Berlin, 
germany

70

a
Balancin
g Barn

2010 MVRDV
Suffolk, 
United 

Kingdom

1. https://plagiat9.webnode.ru/ (2018-04-03)

b

Living-g
arden 
House 
with 

Katowica
ch

2009― 
2013

Robert 
Konieczn

y / 
KWK 

Promes

Poland

71

a
Iceberg 
Skating 
Palace

2012

GUP 
Mniip 

MosProje
ct-4

Sochi, 
Russia

1. https://plagiat9.webnode.ru/ (2018-04-03)

b
Cinema 

Pervomai
sky

2018 unknown
Moscow, 

Russia

72

a
San 

Giorgio 
Maggiore

1566― 
1610

Andrea 
Palladio

Venice, 
Italy

1. https://plagiat9.webnode.ru/ (2018-04-03)

b

St. 
Mark's 

Campani
le

1902― 
1912

Loggetta 
Sansovin

o

Venice,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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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a

Transjura
ne 

Motorwa
y Tunnel 
Portals

1988― 
1998

Flora 
Ruchat 
Roncati

Swiss

1. https://plagiat9.webnode.ru/ (2018-04-03)

b
Bella Sky 

Hotel
2011

3XN 
Architect

s

Copenha
gen, 

Denmark

74

a
Citylife 

Apartme
nt

2013

Zaha 
Hadid 

Architect
s

Milan, 
Italy

1. https://plagiat9.webnode.ru/ (2018-04-03)

b

Apartme
nt 

Complex 
Simvol

2015
JDA 

Design
Moscow, 

Russia

75

a
Tietgen 

Dormitor
y

2005

Lundgaar
d & 

Tranberg 
Architect

s

Copenha
gen, 

Denmark

1. https://plagiat9.webnode.ru/ (2018-04-03)

b
Bridge 
Street

Idea was 
propsed 
in 2015

Architect
s of 

Invention

Surrey, 
United 

Kingdom

76

a 류경호텔

1987― 
under 

construct
ion

unknown
평양, 
북한

1. http://www.nocutnews.co.kr/news/861102#c
sidxc e8a0febb05f8cfa6f3cbdcc26d9203 
(2018-04-03) 

2. https://londonkoreanlinks.net/2011/08/07/as
idehotels-in-pyongyang/ (2018-04-10)

3. http://english.yonhapnews.co.kr/northkorea/
2011/10/12/3/0401000000AEN20111012003
100315F.HTML (2018-04-10)

4. http://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
?idxno=11852 (2018-04-11)b Shard

2009― 
2012

Renzon 
Piano

London,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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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a

The 
Gherkin 
/ 30st 
Mary 
Axe.

2001― 
2003

Foster 
and 

Partners

London, 
United 

Kingdom

1. http://www.archh.com/blogs/143/the-mirror
image-top-10-clones-in-architectural-desig
ns/ (2017-12-18) 

2. http://canalviajes.com/torre-agbar-vs-30-st
-maryaxe-2/ (2017-12-18)

3. http://bytesdaily.blogspot.kr/2017/04/worlds
ugliest-buildings-part-3_2.html  
(2017-12-18) 

4. https://dogbrindlebarks.blogspot.kr/2014/07/
theultimate-phalic-symbols-agbar-tower.ht
ml#.WijS99l-Uk (2017-12-18)

5. .http://bash-mohandis.blogspot.kr/2007/06/
wanna-live-in-dildo.html (2017-12-18)

6. https://weburbanist.com/2011/12/23/copycat
sclones-24-near-identical-architectural-desi
gns/ (2017-12-18)b

Torre 
Glories / 

Torre 
Agbar

1999― 
2004

Jean 
Nouvel 

& Femin 
Vazquez

Barcelon
a, Spain

78

a

The 
Gherkin 
/ 30st 
Mary 
Axe.

2001― 
2003

Foster 
and 

Partners

London, 
United 

Kingdom

1. http://www.archh.com/blogs/143/the-mirror
image-top-10-clones-in-architectural-desig
ns/ (2017-12-18) 

2. http://canalviajes.com/torre-agbar-vs-30-st
-maryaxe-2/ (2017-12-18)

3. http://bytesdaily.blogspot.kr/2017/04/worlds
ugliest-buildings-part-3_2.html  
(2017-12-18) 

4. https://dogbrindlebarks.blogspot.kr/2014/07/
theultimate-phalic-symbols-agbar-tower.ht
ml#.WijS99l-Uk (2017-12-18)

5. .http://bash-mohandis.blogspot.kr/2007/06/
wanna-live-in-dildo.html (2017-12-18)

6. https://weburbanist.com/2011/12/23/copycat
sclones-24-near-identical-architectural-desi
gns/ (2017-12-18)b

Damac 
park 
tower

2011 Glensler

Dubai, 
United 
Arab 

Emirates

79

a
Hemeros
copium 
House

2008
Ensamble 

Studio

Las 
Rozas, 
Spain

1. http://www.archh.com/blogs/143/the-mirror
image-top-10-clones-in-architectural-desig
ns/ (2017-12-18)

b
Richikec
h House

2010
Rajiv 
Saini

Uttarakh
and,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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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a
The 

Orange 
Club

2011

jakob + 
macfarla

ne 
architects 

Lyon, 
France

1. http://www.archh.com/blogs/143/ 
the-mirror-image-top-10-clones-in-archite
cturaldesigns/ (2018-01-17) 

2. https://weburbanist.com/2011/12/23/copycat
sclones-24-near-identical-architectural-desi
gns/ (2018-01-17)

3. http://www.archh.com/blogs/143/the-mirror
image-top-10-clones-in-architectural-desig
ns/ (2017-12-19)b

Ice 
Cream 
City

Idea was 
suggested 
in 2011

Oppenhe
im 

Architect
ure in 

collabora
tion with 
Pharrell 
Williams

Maiami, 
FL, 

United 
States

81

a
CCTV 

Headqua
rters

2002― 
2012

oma
Beijing, 
China

1. http://www.archh.com/blogs/143/the-mirror
image-top-10-clones-in-architectural-desig
ns/ (2017-12-19)

b
GSI 

Tower
2011 Snazpont

Cancun, 
Mexico

82

a
Jewish 

Museum 
in Berlin

1789― 
2001

Daniel 
Libeskind

Berlin, 
Germany

─

b

The 
National 
Museum 

of 
Australia

2000― 
2001

Ashron, 
Raggatt 

and 
McDoug

all

Acton, 
Australi

83

a

Royal 
Pavilion: 

The 
Great 

Kitchen

1789― 
1712

John 
Nash

Brington, 
United 

Kingdom

─

b

Austrian 
Travel 
Agency 
Office

1976― 
1978

Hans 
Hollein

Vienna, 
Au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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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a

Austrian 
Travel 
Agency 
Office

1976― 
1978

Hans 
Hollein

Vienna, 
Austria

─

b
Pool 

House
1981

Robert 
Stern

NJ, 
United 
States

85

a
Slovak 
Radio 

Building
1967

Barnabáš 
Kissling

Blatislava
, 

Slovakia

─

b

Tempe 
Municipa

l 
Building

1969― 
1971

Michael 
Goodwin 

& 
Kemper 

Goodwin

AZ, 
United 
States

86

a
Slovak 
Radio 

Building
1967

Stefan 
Svetko, 
Stefan 

Durkovič 
& 

Barnabáš 
Kissling

Blatislava
, 

Slovakia

─

b
Tokyo 

Big Sight
1992― 
1995

The 
Hazama 

& 
Shimizu 
Corporat

ion

Toky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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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a
The 

Erechthei
on

421B.C. 
― 

406B.C.

May 
have 
been 

Mnesicle
s

Acropolis 
of 

Athens, 
Greece

─

b

Allen 
Memoria

l Art 
Museum

1977
Robert 
Venturi

Oberlin, 
OH, 

United 
States

88

a
The 

Erechthei
on

421B.C. 
― 

406B.C.

May 
have 
been 

Mnesicle
s

Acropolis 
of 

Athens, 
Greece

─

b

Williams 
College 
Museum 
of Art

1981
Charles 
Moore

MA, 
United 
States

89

a

Yusuhara 
Wooden 
Bridge 

Museum

2010
Kengo 
Kuma

Yusuhara
, Japan

1. https://www.dezeen.com/2018/08/31/duangr
it-bunnag-dbalp-denies-plagiarising-kengo
-kuma-bangkok-suvarnabhumi-airport-ter
minal-architecture/ (2019-04-19)

b

New 
Airport 

Terminal 
for 

Suvarnab
humi

2018― 
under 

construct
ion

DBALP
Suvarnab

humi, 
Thailand

90

a Pyramid
　

2630–26
10 BC

―　
　Giza, 
Egypt

1. https://www.dezeen.com/2018/08/31/duangr
it-bunnag-dbalp-denies-plagiarising-kengo
-kuma-bangkok-suvarnabhumi-airport-ter
minal-architecture/ (2019-04-19)

b
Luxor 
Hotel

1992 unknown

Las 
Vegas, 
NV, 

United 
States



362

image
project 

title
project 
year

architect 
/ firm

site sources

91

a
Tokyo 

Olympic 
Stadium

2012
Zaha 
Hadid

Tokyo, 
Japan

1. https://redfriday.co.kr/1200 (2020-10-03)

b
Tokyo 

Olympic 
Stadium

2016
Kengo 
Kuma

Tokyo, 
Japan

92

a
Metrodo

me
1982

 S.O.M 
& Leo A 

Daly

Minneap
olis, 
MN, 

United 
States 1. http://tcafe2a.com/bbs/board.php?bo_table=

free&wr_id=4126610  (2020-10-03)
2. https://www.nytimes.com/1988/03/23/sports

/amid-some-doubts-a-tokyo-dome.html 
(2020-10-03) 

b
Tokyodo

me
1988

Takenak
a 

Corporat
ion & 
Nikken 
Sekkei

Tokyo, 
Japan

93

a

 The 
State 

Universin 
Visual 
Arts

2014
Raj 

Rewal

Rohtak, 
Haryana, 

India

1. http://www.mynewsdesk.com/sg/pitchmark/
news/new-indian-museum-design-alleged-t
o-be-copied-329295 (2020-10-03) 

2. https://thewire.in/politics/museum-of-prime
-ministers-nehru-nmml (2020-10-03) 

b

Museum 
of the 
Prime 

Ministers 
of India

2018

Raman 
Sikka / 
Sikka 

Associate
s 

Architect
s

New 
Deli, 
India

94

a

Design 
Museum 

of 
Barcelon

a

2008
MBM 

Architect
ure Firm

Barcelon
a, Spain

1. https://twitter.com/uccplanningsoc/status/85
9516278117199872 (2020-10-03) 

b

Library  
of 

Economi
cs 

Vienna

2013

Zaha 
Hadid 

Architect
ure

Vienna, 
Au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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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a Block 71 2018 Page

Austin, 
TX, 

United 
States

1. https://austin.towers.net/huh-these-towers-
all-kinda-look-exactly-the-same-dont-the
y/ (2020-10-03)

b

The 
republic 

/  
Austin 

Business 
Journal

2018
Duda / 
Paine

Austin, 
TX, 

United 
States

97

a

Grande 
Arche de 

la 
Defense

1985― 
1989

Johan 
Otto von 
Spreckels

en

Paris, 
France 1. http://www.0-x.eu/uncategorized-en/plagiar

ism/ (2020-10-03)
2. https://www.dezeen.com/2018/01/11/contro

versial-dubai-frame-opens-amid-claims-co
pyright-infringement-fernando-donis/ 
(2020-10-03)

b
Dubai 
Frame

2018
Fernando 

Donis

Dubai, 
United 
Arab 

Emi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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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표절 의혹 사례에 대한 담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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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Criticism Model for Architectural Appropriation  

- Based on the Criticism of Appropriation in Art and the 

Distinctiveness of Architectural Cre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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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go beyond the limit of visual similarity and 

examine the aesthetic meaning of appropriation in the art that are 

recognized as works of art, and ultimately propose the possibility and 

direction of appropriation in architecture. The study tried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architectural appropriation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architectural plagiarism and analyzing cases in which 

architects claim appropri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esthetic 

appropriation. Also, by categorizing the minimal criteria of art 

criticism to be criticized as an aesthetic appropriation into intention, 

purpose, and artistry, a flow chart of architectural appropriation 

criticism was derived, and the possibility of architectural 

appropriation was analyzed by applying the criteria of art criticism to 

architectural cases claiming to confirm the architectural 



- ii -

appropriation. Finally, the study proposed a scientific and an artistic 

approach to the architectural appropriation criticism model by 

reflecting the specificity of the architectural creation process. 

Therefore the field of architecture possibly prepares the new style of 

architectural creation.

In Chapter 2, the study defined the meaning of appropriation, 

plagiarism, and criticism. In order to understand plagiarism and 

appropriation in art, the study analyzed the concept of appropriation 

in art by study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appropriation based 

on the artworks as examples. Also, the study examined the causes of 

why the concepts of plagiarism and appropriation inevitably conflict 

based on the art criticism of plagiarism issues in appropriation in art. 

Also, the possibility of architectural appropriation was examined by 

gathering examples of appropriation that are occurring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addition to this, the study pointed out 

two problems of the current discussion of architectural plagiarism. 

First,  the field of architecture attempts to evaluate plagiarism only 

based on visual similarity.  Second, the field of architecture depends 

on copyright infringement to judge architectural plagiarism. 

Altogether, the study vindic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ural 

plagiarism and appropriation to criticize with the same criticism 

model.

In Chapter 3, the study established the architectural appropriation 

criticism model. In the previous art criticism, critics distinguished 

plagiarism and appropriation, but there was no framework for a 

systematic analysis of what criteria to distinguish plagiarism and 

appropriation. So, the study analyzed the structure of art criticism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criticism through flowcharts. Next, to 

reason the minimal criteria of appropriation in art, the study analyzed 



- iii -

recent criticisms on appropriation in art.  The drawn minimal criteria 

of appropriation in the art are intention, purpose, artistry.  Therefore 

the study suggested an architectural appropriation criticism model by 

understanding the examples of appropriation in art. Also, the study 

added specificity to the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in the art 

criticism of appropriation artworks. Also, the study added specificity 

to the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in the art criticism of 

appropriation artworks. The specificities to the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were seven followings: commodification in architecture, 

architectural archetype, computer-generated architecture, 

westernized-modernization in eastern architecture, making technique, 

the motif from nature, and architectural prototype. 

In Chapter 4, the study tried to show the simulation of criticism by 

applying the criticism model to the six different architectural 

examples: <Glass House>, <National Museum of Australia>, 

<Meiquan 22nd Century>, <Freedom Center>, <Buyeo National 

Museum>, and <Samil Building>. 

The study on architectural plagiarism and appropriation has just 

begun. Our generation of architects needs to do a lot of research to 

evaluate architectural plagiarism through criticism. Also, more 

criticism on architectural appropriation should accumulate. The 

architectural field where proper appropriation in architecture is 

possible will establish a virtuous cycle of architectural creation.

Keywords: Architectural Appropriation, Architectural Plagiarism, 

Architectural Criticism, Contemporary Architecture

Student Number: 2016-3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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