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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허와 소생의 환시(幻視)
- 후지모리 테루노부(藤森照信)의 학부 졸업설계(1971)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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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n Terunobu Fujimori's Diploma Design (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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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ims at researching the Japanese architect Terunobu Fujimori's (1946~) diploma design <Bridge: The Method of

Ledoux for Giving Reality to Images through Illusion> (1971) and its relation with the present works, focusing on the scenario of

'City ruined->Nature reborn->Building reconstructed' and on Claude-Nicolas Ledoux's method of illusion. Fujimori's suggestion

of totally ruining the existing city Sendai to solve pollution problems caused by its industrialization is a strong reaction to

modern civilization. Yet his design of the machine-like bridge on the ruined city revealed a dilemma that he was still bound to

the technology-oriented idea of the time. On the other hand, the reason for his adopting the concept of Ledoux's illusion is to

give reality to the metaphoric scenario of ruin-rebirth-reconstruction. Now it looks certain that Fujimori continues this ruin &

rebirth metaphor for his present design though often invisible, but the technotopic gesture of the Archigram-inspired bridge in

the diploma project was rejected, with being dramatically satirized in case. And the concept of illusion was replaced by fantasy

elements or a reference to surrealist paintings.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ruin & rebirth metaphor in Fujimori's

architecture is a symbolic clue indicating a civilization after technological utop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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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후지모리 테루노부(藤森照信, 1946~)를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가’로 꼽은 바 있는 평론가 오카자키 켄

지로의 견해에1) 수긍하지 않더라도, 그를 근래의 일본에

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축가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데

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1991년 첫 작품인 진초칸 모리야

사료관(神長官守矢史料館)을 완성한 이래 그는 지금까지

20여 건축물을 실현시켰고, 다수의 문헌이 이를 조명해왔

다. 한편, 그가 2006년 베니스비엔날레 일본관 커미셔너

로서 출품한 일은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됐는

데, 이로써 그는 일본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지도를

얻어가고 있다. 멜버른(2009), 런던(2010), 뮌헨(2012)을

비롯한 여러 해외 도시에서의 초청 전시회나 대만에서의

프로젝트들이 이를 반영한다.2) 게다가 아키그램의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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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2011-0009942)

1) 藤森照信×岡崎乾二郞, 「最後に殘る建築は?」, 『ザ·藤森照

信』, 澤井聖一(編), X-Knowledge, 東京, pp. 119-131[128], 2006.

건축가였던 피터 쿡은 후지모리를 자신이 가장 만나고

싶은 건축가로 공표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고(Cook,

2008),3) 캘리포니아의 데이나 번트락이 최근 출판한 일본

현대건축서(Buntrock, 2010)에서 후지모리의 건축은 결정

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찰스 젱크스의 비호 아래 ‘급

진적 포스트모더니즘(Radical Post-Modernism)’을 특집으

로 다룬 영국 『Architectural Design』(2011.9/10)에 그

의 건축이 사례로 등장하기도 했다.4)

후지모리의 건축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은 배경적 측면을

들 수 있는데, 그가 건축가로 데뷔하기 전에 선보인 건축

사가로서의 성취가 바로 그것이다. 일본 근대건축사 분야

1세대 연구자인 무라마츠 테이지로(村松貞次郞, 1924~79)

2) 후지모리의 대만 프로젝트 근작에 대해서는 『TOTO通信』

(2010, 夏)의 「特集: 藤森照信, 行方知らず」를 보시오.

3) 결국 쿡은 이토 토요를 통해 도쿄의 후지모리 자택을 방문했

고, 후지모리의 2010년 런던 전시회 때도 만난다. 그러나 둘은

그다지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고 한다. 후지모리와 필자의

인터뷰, 2011.12.7.

4) 여기에는 찰스 젱크스와 FAT(Fashion Architecture Taste)가

게스트 에디터로 참여했고, 후지모리를 포함한 건축가 선정은

FAT에 의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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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진초칸 모리야사료관,

1991

에게 수학한 후, 그를 승계하여 동경대학교 생산기술연구

소에서 건축사 교수가 된 후지모리의 경력은 건축계에서

의 그의 위치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동경대 건축사 교수

가 40대 중반에 들어서서 돌연 건축설계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그러나 ‘건축가 후지모리’에 대한 관심은, ‘건축사가 후지

모리’라는 타이틀을 넘어서서, 당연히 그의 작품 자체가

갖는 독특함 없이는 불가능하다. 후지모리 건축은 무엇보

다도 자연재료를 이용한 거친 마감과 지붕식재,5) 그리고

단순 기술을 이용한 수작업의 도입이 특징이다. 그러나

그의 건축은 이러한 토착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이토

토요(伊東豊雄, 1941~)의 말을 따른다면, ‘토착적일 뿐만

아니라 미지의 세계로부터 날아와 착지한 듯’ 보인다.6)

그리고 역으로 그것은 쿠마 켕고(隈研吾, 1954~)가 지적

한 것처럼 ‘본 적이 없음에도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무엇

이기도 하다.7) 이렇듯 후지모리 건축은 토속적이면서도

낯설고, 낯설면서도 노스탤직한 특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와 같은 후지모리 테루노부의 독특한 배경과

건축적 특성, 그리고 여기서 연유한 그의 건축에 대한 여

러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

로 시작됐다고 볼 수 없다. 그의 건축에 대한 상당수의

출판물은 후지모리 자신의 저서이거나 건축개요, 일지,

스케치, 사진, 인터뷰를 집성한 1차 자료집의 성격을 띤

다. 그의 삶과 건축을 연대기적 흐름과 주제별 꼭지를 통

해 포괄적으로 서술하려 시도한 최근의 출판물들, 예컨대

『藤森照信讀本』(GA, 2010)과 『NA建築家シリーズ 04:

藤森照信』(日經, 2011) 역시 여전히 1차 자료집에 가깝

다. 전자는 테마별 인터뷰가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고, 후자는 『日經ア―キテクチュア(Nikkei Architecture)』

에 지금까지 출판된 기사를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이

러한 상황을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본격적

으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후지모리 테루노부의 건축에 대한 한 단계 진

전된 연구의 시도로서 그의 학부 졸업설계를 테마로 한

다. 그는 1971년 센다이의 동북대학교를 졸업하며 〈다

리: 환시에 의해 이미지의 리얼리티를 얻는 르두의 방법

(橋: 幻視によってイマ―ジュのレアリテを得るルド―氏の方法)〉이

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설계 작품을 남긴 바 있다.8) 이 연

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것은 그의 학창시절, 즉 그가 자신의 건축관을 형성하던

시기의 분위기와 교육 배경을 말해주는 가장 유효한 자

5) Terunobu Fujimori, Architecture of Terunobu Fujimori,

Venice Biennale: 10th International Architecture Exhibition

2006, Japanese Pavilion, Japan Foundation, 2006.

6) 伊東豊雄×藤森照信, 「憧れと硏究, 原点と設計」, 『藤森照信讀

本』, 二川幸夫(編), GA, 東京, pp. 280-291[281], 2010.
7) 隈研吾, 「見たことがないのに懷かしい」, 『建築リフル-001: 神長

官守矢史料館』, 藤塚光政(編), TOTO, 東京, 1992.
8) 이 작품은 동북대학교 대표작으로 선출되어 ‘전국졸업설계전’

에 전시됐고,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藤森照信, 『タン

ポポ·ハウスのできるまで』, 朝日文庫, 東京, pp. 49-50, 2001.

료다. 둘째, 이 작품의 ‘기계주의적’ 다리는 모리야사료관

이래 후지모리 작품이 보여준 토착의 이미지와 강렬한

대비를 이룬다. 20년의 시간적 차이만큼이나 큰 간극인

데,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셋

째, 본고는 이 졸업설계야말로 이후 작품과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후지모리 건축의 기저에 흐르는 사상적 배경을

담고 있다고 여긴다. 특히 여기에 나타난 현대 기술문명

에 대한 반동은 가장 눈여겨볼 부분으로서, 폐허와 소생

이라는 은유로 형상화됐다. 요컨대 본고는 후지모리 테루

노부의 학부 졸업설계를 폐허와 소생의 메타포라는 관점

에서 독해하며, 이것이 이후의 작품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후지모

리의 경력과 건축 작품을 간단히 살피도록 하겠다.

2. 후지모리 테루노부의 ‘야방-가르드’ 건축

1946년 나가노현 치노의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란 후

지모리는 어려서부터 무엇이든 만들기를 즐겼고, 결국 대

학 진학 시 건축을 선택했다. 그러나 정작 대입 후에는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현대건축의 상황에 실망했고, 사회

이념과 현실세계와의 괴리에 직면해 이를 극복할 방편으

로 문학에 몰두한다. 그가 설계를 좋아했으면서도 학부를

졸업하며 역사를 택한 이유는 당대의 현실로부터 도피하

려는 의도가 강했기 때문이다.9) 1971년 동경대 대학원에

진학한 그는 1980년도에 메이지 시대의 도시계획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출판된 『明

治の東京計劃』(1982)을 비롯해 『日本近代思想大系19: 都

市 建築』(1990), 『日本の近代建築』(1993) 등 다수의

역작으로 그는 역사가로서의 입지를 확립해 나갔다.10)

그러던 그가 다시금 현실세계의 설계로 발걸음을 돌리

게 된 계기는 1989년 고향의 모리야사료관 프로젝트에

대해 상담을 받고 설계에 착수하면서부터다.11) 여기서 그

는 지역 전래의 철평석(슬레이트) 지붕, 벽면의 목재널과

진흙 이미지의 모르타르, 입구의 껍질만 벗긴 나무기둥

등을 이용해 주변과 어울리는 토착적 형상을 창조했다.

하지만,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철근콘크리트 골조

와 자연재료 마감의 불일치를 감행한 바는 이 건물을 지

역의 관습적 건물과도, 그리고 근대주의 건축의 교의와도

거리를 두게 한다. 특히 토벽(土壁)의 이미지를 위해 여

러 실험 끝에 백색 시멘

트 모르타르를 착색하여

바른 점이나 구조와 무관

한 나무기둥을 지붕에 관

통시켜 세운 점 등은 그

만의 고집스런 자의식으

로 읽힌다. 이후의 작품에

9) 二川幸夫(編), pp. 6-33, 2010.
10) 이와 더불어 ‘건축탐정단’(1974), ‘노상관찰학회’(1986)를 설립

해 도시의 구석구석을 몸소 답사하고 기록한 활동 역시 큰 반향

을 불러 일으켰다.

11) 藤森照信, pp. 44-4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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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야키스기하우스, 2006

그림 2. 다카스기안, 2004

서도 후지모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건축 어휘를 계속

선보이게 된다. 탄포포하우

스(タンポポハウス, 1995)와

츠바키성(ツバキ城, 2000)에

서처럼 지붕에 식물을 식

재하는 방법, 다카스기안

(高過庵, 2004)과 네무노키

어린이미술관(ねむの木こども

美術館, 2006)에서처럼 불

규칙하게 구부린 동판으로

지붕을 외장 하는 방법, 라

무네온천관(ラムネ溫泉館 ,

2005)과 야키스기하우스(燒

杉ハウス, 2006)에서처럼 한

면을 불에 태운 삼나무 널

로 건물을 외장 하는 방법

등이 그 예다.

후지모리는 첫 작품부터

일관되게 적용해온 자신의

두 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첫째, 과거와 현

재의 어느 누구의 건물과도, 청동기 이후에 성립된 어떠

한 양식과도 닮아서는 안 된다. 둘째, 자연과 조화를 이

루기 위해 보이는 곳에는 자연소재를 사용하고, 때로 식

물을 건물에 도입한다.”12) 역사가로서 동서고금의 건축물

을 두루 살폈던 그였기에 새로운 것의 창조에 대한 열망

이 더욱 강했을 것이며, 특히 이토 토요, 이시야마 오사

무, 안도 타다오와 같은 동시대 건축가들의 작품과 차별

성을 두기 위해 고심했다.13) 이러한 첫 번째 원칙 위에

자연재료 및 식물 도입이라는 두 번째 원칙이 방법론으

로서 작동한 것인데, 일반인들이 종종 석기시대 수준의

단순 수작업으로 건축공사에 참여하곤 한다.14) 이 같은

까닭으로 후지모리 건축은 이토나 쿠마가 지적했던 낯섦

과 노스탤지어를 동시에 내포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후지모리 건축을 지칭하기 위해 ‘무국적의 민

가(無國籍の民家)’, ‘인터내셔널 버내큘러(International

Vernacular)’, ‘모던 버내큘러(Modern Vernacular)’ 등의

말이 쓰였지만, ‘야방-가르드(野蛮ギャルド;
Y'avant-garde)’라는 표현이 단연 돋보인다.15) ‘야만’의

12) 藤森照信, 「人類の建築をめざして」, 『藤森照信建築』,

TOTO, 東京, pp. 16-45[44], 2007.
13) 모리야사료관 설계 당시 후지모리는 한 스케치의 여백에 ‘반

이소자키, 반하라, 반이토, 반안도, 반이시야마, 반조(反磯崎, 反

原, 反伊東, 反安藤, 反象)’라 적기도 했다.

14) 후지모리의 건축공사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일반인들의 무

리는 일본 신석기시대의 이름을 따 ‘조몬건축단(繩文建築団)’이라
불리게 되었다.

15) 하라 히로시는 모리야사료관을 ‘무국적의 민가’로 칭했고, 후

지모리는 여기서 부정적 뉘앙스를 소거하며 ‘인터내셔널 버내큘

러’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스스로도 반신반의했다. 藤森照信,

「人類の建築をめざして」, p. 42, 2007. 한편, ‘야방-가르드’라는 용

어는 1998년 TOTO의 ‘갤러리 마’ 전시회 및 도록을 위해 담당

일본어 발음 ‘야방’에 ‘아방가르드’를 유희적으로 결합한

이 말은 ‘원시성을 향한 전위(前衛)’를 뜻한다. 이것은 거

꾸로 ‘앞선 야만’, ‘새로운 야만’을 지시하기도 하는데, 전

술했던 토속성과 낯섦의 양가성이 이 말을 통해 훨씬 선

명하게 대비를 이룬다. 더욱이 이 말은 후지모리 건축에

내재한 폐허와 소생의 상징성을 향해서도 좋은 매개가

되기 때문에 본고에서 크게 유효하다 하겠다.

3. 학부 졸업설계 〈다리: 환시에 의해 이미지의 리얼

리티를 얻는 르두의 방법〉(1971)

후지모리가 제출한 동북대학교 졸업설계 도면은 모두

8면으로 구성된다. 1면은 제목이 기록된 표지, 2면은 배

치도, 3면은 투시도이며, 4면부터는 평면, 입면, 단면 및

디테일이 능숙한 솜씨로 섬세하게 묘사됐다. 그가 실제로

건축한 작품에만 익숙한 이들이라면 이 설계도면의 다리

는 무척이나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자연과의 조화’를 내

세운 그의 원칙이나 여기서 연유한 토속성 및 원시성이

졸업설계의 기계주의적 다리와 크게 대조되기 때문이다.

도면에 표현된 다리는 분명 첨단 테크놀로지의 기계미학

을 반영한다. 유선형의 몸체는 반복되는 원형 골격 한 쌍

으로 구성되며, 이는 철제 기둥과 로프의 현수구조로 강

양단에 지지된다. 1960년대를 풍미했던 영국의 아키그램

과 일본의 메타볼리즘을 생각하면 당시의 건축학도들에

대한 기술주의의 영향은 당연한 귀결인데, 후지모리 스스

로도 자신에 대한 아키그램의 영향력을 인정한다.16)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최종 결과물로서의

기계주의 조형물뿐만이 아니다.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도

시적 상황 및 이에 대한 후지모리의 대응 역시 중요하다.

그에 따르면(2007) 당시 일본은 공업화로 인해 크게 오염

됐는데, 사람들은 대기와 해양의 오염에는 신경을 썼으나

도시 하천의 수질과 수변공간에까지 관심을 쏟지 못했다.

학교 근처 히로세강(廣瀨川)에서 늘 이러한 현대 도시의

병폐와 마주했던 그는 이 문제를 학부 마지막 과제에서

풀어보고자 했던 것이다.17) 후지모리의 제안은 이렇다.

첫째, 센다이를 모두 폐허로 만든다. 둘째, 강가의 초목이

자라나 거리와 도시까지 뒤덮도록 허한다. 셋째, 그 위에

인공물로서의 다리를 건설한다.18) 즉, 이 시나리오는 ‘폐

허->자연의 소생->인공물의 재구축’의 순서로 요약된다.

20대 청년이 제안한 도전적 아이디어의 구석구석을 모

두 논리적으로 분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를지 모른다.

자가 고안한 것이다. 藤森照信, 『藤森照信 野蛮ギャルド建築』,

TOTO, 東京, 1998.
16) 藤森照信, 「人類の建築をめざして」, p. 19, 2007.
17) 앞의 글, p. 18.

18) 졸업설계에 대한 그의 설명은 몇몇 문헌에 등장하나 여기서

참고한 것은 이토 토요와의 대담 내용이다(2010.8.22). “卒業設計

の計劃は, 旣存の仙台市を全部廃墟にしたものでした。川の綠が佳に浸

食して都市を覆いはじめている。現代都市を自然によって食い潰そうと考え

た。その上に, 人工物として橋みたいなものをつくりました。” 伊東豊雄×藤

森照信, 「憧れと硏究, 原点と設計」, p. 28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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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동북대학교 졸업설계 도면 (총 8면 중 1~4면), 1971:

<다리: 환시에 의해 이미지의 리얼리티를 얻는 르두의 방법>

그림 5. 동일본 대지진과 츠나미,

2011.3.11

그럼에도 본고는 이 계획안이 엿보인 폐허와 소생의 메

타포가 긴 안목에서 조망할 수 있는 역사적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이를 통해 후지모리의 현재 작품에 대한 더 나

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긴다. 이것을 폐허와 소생,

인공물의 재구축, 그리고 작품의 부제인 ‘환시에 의해 이

미지의 리얼리티를 얻는 르두의 방법’으로 나누어 고찰토

록 하겠다.

3.1 폐허와 소생의 시나리오

‘기존의 센다이시를 전부 폐허로 만든다’는 후지모리의

발상은 무척 급진적이다. 그러나 공업화로 인한 오염이

도시에서 비롯됐다면 그 문제의 근원을 아예 없애는 것

이 최선이라 그는 생각했다. 그의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

이 다시 묘사할 수 있겠다. ‘도시를 완전히 허물어버린다.

더 이상 공장의 폐수와 배기가스는 방출되지 않으며, 인

간의 이기적 욕망도 함께 잠잠해진다. 한참의 시간이 흐

른다. 그 사이 자연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중금속으로

오염된 강이 차츰 원래의 수질을 되찾았고, 강가의 초목

이 무성해져 무너져 내린 도시를 뒤덮기에 이른 것이다.

폐허 위에 피어오른 자연의 소생력은 인간을 겸허하게

만든다. 숭고의 아름다움마저 감돈다. 이제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 문명을 꾸려나가며 건축을 해야 할 것이다.’19)

인간의 욕망이 자

초한 폐허의 경험은

성경의 노아홍수 사

건과 묵시록의 예언

으로부터 21세기의

9.11 테러나 (근본적

으로 인간의 자연파

괴에서 연유했다고

도 볼 수 있는) 자

연재해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다.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폐허의 경험은 더욱

특별하다. 이차세계대전에서의 원폭과 패전의 기억이 여

전히 출몰하며, 3.11 사태에서처럼 지진과 츠나미의 재앙

도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일본 문화 가

운데 폐허와 파멸의 이미지는 중요한 테마가 됐고, 내러

티브와 스펙터클의 요소가 지대한 영화-애니메이션은 이

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다.20) 후지모리의 학창시절, 건

축에서도 역시 폐허의 이미지는 유효했는데, 특히 이소자

키 아라타(磯崎新, 1931~)를 통해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소자키의 건축에서 폐허가 갖는 중요성은 익히

알려진 바다. 그는 폐허의 이미지를 조합한 콜라주를 여

럿 남겼고, 츠쿠바센터빌딩(1979-83)에서는 폐허를 실제

로 형상화했다. 어린 시절부터 전쟁의 참상을 겪었던 그

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폐허, 즉 아무것도 남아 있

지 않은 영도(零度; the degree zero)로부터 시작하는 것’

으로서,21) 그에게 있어 폐허란 과거와 미래를 상징화하는

현재의 이미지다. 허무주의 가운데 대학시절을 문학에 탐

닉하며 보냈던 후지모리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가

19) 필자의 묘사. 이 같은 시나리오는 이태리 건축가 에토레 솟

사스의 ‘또 다른 유토피아’(1973)가 함의하는 서사를 연상시킨다.

20) 폐허나 재앙과 관련한 일본 영화-애니메이션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다. 예컨대 다음을 보시오. Susan J. Napier, 'Panic Sites:

The Japanese Imagination of Disaster from Godzilla to Akira',

The Society for Japanese Studies, Vol. 19, No. 2 (Summer,

1993), pp. 327-351; Mick Broderick (ed.), Hibakusha Cinema:

Hiroshima, Nagasaki and the Nuclear Image in Japanese Film,

Kegan Paul, New York, 1996; 강태웅, 「폐허를 통해 본 일본의

SF」, 『SF와 판타지의 경계: 문학과 영상학회 2007년 가을 학

술대회』, 평택대학교, 2007년 11월 3일.

21) Arata Isozaki, 'Writing on Architecture', in Ken Tadashi

Oshima (ed.), Arata Isozaki, Phaidon, London, pp. 6-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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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이소자키 아라타, ‘다시 폐허가 된 히로시마’, 1968

그림 6. 론 헤론, ‘워킹시티’, 1964

졸업설계를 설명하며 학창시절 제일 존경했던 건축가로

이소자키를 꼽은 사실을 생각하면,22) 그 역시 폐허의 개

념을 상당 부분 공유했음에 틀림없다.

기존의 도시를 허물고 ‘영도’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아

이디어는 기본적으로 현대 도시문명에 대한 후지모리의

강한 반동으로 볼 수 있으며, 존재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

을 갈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폐허는 폐허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지시함으로써 가치를

얻기 때문이다. 자연의 소생으로 그 시작이 준비됐다.

3.2 인공물의 재구축과 후지모리의 딜레마

폐허 위에 후지모리가 최종적으로 제안한 다리는 기계

미학의 인공물이다. 그는 사실 이 구조체에 대해 그다지

설명하지 않는다. 이 다리는 무슨 기능을 갖는가? 물론

강을 가로질러 세워진 만큼 강 양쪽을 잇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허가 된 도시와 어떤 관계

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센다이를 재건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다리가 자족적 도시로서 기능할 것인지에 대해

그는 침묵한다. 우리는 그저 도면을 통해서 사람들의 키

와 대비되는 다리의 거대한 규모를 알 수 있고, 지붕은

덮였으나 다리 양쪽은 개방돼있다는 것과 유선형의 몸체

가 4층으로 구획됐다는 것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리의 실질적 기능이라기보다 이

구조물의 상징적 제스처일 것이다.

전술했듯, 우리는 우

선 이 구조물에서 아

키그램의 영향을 쉽게

읽을 수 있다. 후지모

리는 아키그램의 작업

가운데 ‘워킹시티’

(Walking City; Ron

Herron, 1964)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하는

데,23) ‘워킹시티’의 타원형 몸통이 후지모리의 다리에도

크게 반영됐다. 당시 아키그램과 메타볼리즘이 모두 기계

주의 인공물을 제시했다고 할 때, 후지모리가 일본의 메

타볼리즘이 아닌 영국의 아키그램을 거론한 것은 눈여겨

볼 만하다. 아마도 메타볼리스트 그룹의 아이디어는 영향

을 주고받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이미 체화된 일본 건축

의 현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더 골몰

해 있던 메타볼리스트들보다 아키그램이 보여준 팝 아트

의 저항성과 낙천적 기술주의의 비전이 젊은 건축학도에

게 더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이소자키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상당히 복속된 메타볼리즘과는 달리

‘반문화적 가치(counter-cultural values)’를 내포한 아키

22) Fujimori, p. 6, 2006. 하지만 후지모리는 이소자키의 작품으로

부터의 영향은 철저히 거부한다. 그의 관심은 ‘이소자키’라는 ‘지적

인 인간’에 있었다는 것이다. 후지모리와 필자의 인터뷰, 2011.12.7.

23) 후지모리와 필자의 인터뷰, 2011.12.7. 그러나 후지모리에 관

심을 보인 피터 쿡과는 달리, 후지모리는 쿡의 작품에는 그다지

큰 흥미를 갖지 않았다고 한다.

그램을 칭송한 바 있다.24)

그러나 후지모리의 이 작품에서 더 주목할 점은 현대

도시문명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다시 기술주의가 제시

됐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여기서 1968년 밀란 트리엔날레

에 출품했던 이소자키의 ‘다시 폐허가 된 히로시마(ふたた

び廃墟になったヒロシマ)’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것은

1945년 원폭으로 폐허가 된 히로시마의 사진과 재차 파

괴된 미래주의 기계구조물이 겹쳐진 몽타주다. 바로 이

지점이 후지모리의 시대적 출발선인데, 그런 그가 ‘다시

폐허가 된’ 도시 위에, 또 다시 기계주의 인공물을 구축한

것은 하나의 딜레마라 하겠다. 설령 여기에 메타볼리즘과

는 다른 아키그램 류의 저항성과 낙천성이 함의돼있더라

도 말이다. 이러한 딜레마는 그가 급진적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그 시대를 지배하던 기술주의 가운데 있었

기에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3.3 르두의 ‘환시’를 통한 리얼리티의 획득

후지모리의 졸업설계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환시에 의해 이미지의 리얼리티를 얻

는 르두의 방법’이라는 긴 부제다. ‘폐허->자연의 소생->

인공물의 재구축’이라는 은유적 시나리오가 현실성을 획

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후지모리

가 여덟 면의 졸업설계 도면 가운데 표지인 첫 면을 모

두 이 제목과 르두의 드로잉 모사로 할애한 점을 생각하

면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다리 자체

에 대해 그다지 설명하지 않았듯, 자신이 적용한 르두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하지 않는다. 후지모리는 이

제목이 디자인을 마친 후 붙인 것이라 적으며, 현재는 이

를 다소 멋쩍어하기도 한다.25) 그럼에도 그는 생존 건축

가 가운데 이소자키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던 것

처럼, 역사 속에서는 클로드 니콜라 르두(Claude-Nicolas

Ledoux, 1736~1806)를 가장 좋아하는 건축가라 적는다.26)

그리고 아키그램에게서와 마찬가지로 르두 건축의 ‘환상

성(幻想性)’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다.27)

18세기 프랑스 계몽기와 혁명기의 대표적 건축가로 간

주되는 르두는 보통 신고전주의자로 분류되곤 한다. 그러

24) Arata Isozaki, 'A comment from Arata Isozaki', in Peter

Cook (ed.), Archigram,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p. 4, 1999.

25) “案が出來た後付けたタイトルは, 今になると気恥ずかしい。” 藤森照

信, 「人類の建築をめざして」, p. 18, 2007.
26) Fujimori, p. 6, 2006. 이소자키 역시 여러 개념과 작품에서

르두로부터의 영향을 보여준다. 특히, 츠쿠바센터빌딩을 보시오.

27) 藤森照信, 「人類の建築をめざして」, p. 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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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클로드 니콜라 르두,

‘브장송 극장의 응시’, c.1780

나 그가 보여준 순수 기하학의 형태나 ‘말하는 건축

(Architecture parlante)’으로서의 상징성 표현은 단순한

고전적 건축어휘를 뛰어넘는 것으로서, 아이디어의 ‘혁명

적’ 도약이라 할 만하다. 그의 개념은 20세기 초에 이르

러 르 코르뷔제에게 뿐만 아니라 표현주의자들에게서도

반향 됐고, 이후에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28) 후지모리가 설계도면 표지의 우측 하단에 모사

한 르두의 농장관리인 주택(c.1780)은 이상적 기하 형태

인 구(球)가 적용된 계획안이며, 상단이 모사한 것은 ‘브

장송 극장의 응시(Coup d'oeil du Theatre de Besançon)’

라는 제목의 판화다. 여기서는 특히 후자를 주목할 만한

데, 후지모리는 정작

르두가 브장송 극장

(1775-84)의 객석을 표

현한 눈의 동공을 생

략하고 있다. 르두가

눈동자를 통해 극장

객석을 묘사한 것은

무척 유의미하다. 일차

적으로는 눈동자가 ‘관

람되는 배우와 관람하

는 관객 사이의 접촉’이 일어나는 경계이기 때문이며,29)

안소니 비들러(2006)를 따른다면 브장송 극장의 무대와

객석을 경계 짓는 프로시니엄 아치가 눈꺼풀과 동공이

그러하듯 곡선형의 시각적 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

다.30) 즉, 브장송의 프로시니엄 아치와 이 눈동자는 모두

무대와 객석, 배우와 관객 사이의 시각적 교호 및 환시

(illusion)가 일어나는 장소라 하겠다. 그러나 좀 더 엄밀

히 말하면, 이 도판은 빈 객석을 바라보는 배우의 눈을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구형의 동공이기에 객석의 이

미지가 2차원이 아닌 3차원적으로 자연스레 묘사될 수

있고(곡선으로 표현된 수평선을 보라), 동공 저편으로부

터 이편으로 조명되고 있는 스포트라이트는 눈동자의 안

과 밖을 뒤집는 환시를 제공한다. 이러한 환시를 통해 배

우는 무대에서 허구를 현실로 재현한다 하겠다.

후지모리가 실제 르두의 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동공을 생략함으로써 자기 작품의 환시/환상을

위한 넓은 여지를 남겼다. 빈 동공의 원형은 아래 그려진

농장관리인 주택의 구체와 쉽게 연관되기도 하지만, 뒤

페이지에 묘사될 다리의 이미지를 자유롭게 비추는 장

(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이미지는 한 오브제의 형

태 문제만이 아닌 인류 문명의 진로에 대한 서사

28) Anthony Vidler, Claude-Nicolas Ledoux: Architecture and

Utopiz in the Era of the French Revolution, Birkhäuser, Basel,

p. 10, 2006.

29) “Contact between actors who are watched and the

audience who is watching ... .” Christian Freigang,

'Claude-Nicolas Ledoux', in Thierry Nebois (ed.),

Architectural Theory from the Renaissance to the Present,

Taschen, Köln, p. 326, 2003.

30) Vidler, p. 88, 2006.

(narrative)와 관련한다. 현대 도시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

해 그 도시 전부를 폐허로 만들고, 자연의 소생을 허하며,

그 위에 다시 인공물을 축조한다는 후지모리의 시나리오

는 환시를 통해서만이 리얼리티를 얻을 수 있는 서사이

기 때문이다. 눈동자 안과 밖의 도치로 인한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환시가 서사적 영역으로 확장된 셈이다. 나중에

서야 르두가 설계한 쇼의 제염공장(Salines de Chaux,

1774-78)을 방문한 후지모리는 자신이 학창시절 이 혁명

적 건축가로부터 받은 인상이 틀리지 않았다고 적는다.31)

4. 후지모리 건축에 나타난 폐허와 소생의 메타포

이렇듯 후지모리의 학부 졸업설계에 나타난 폐허와 소

생의 시나리오는 환시를 통해 리얼리티를 획득한다. 그러

나 3.2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대 도시문명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폐허로 만든 도시 위에 그가 다시 기계주

의 인공물을 제안한 것은 하나의 딜레마다. 그의 아이디

어는 상당히 급진적이었지만 여전히 당시를 지배하던 기

술주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후지

모리의 졸업설계는 20년의 시간적 차를 두고 실현된 모

리야사료관 이래의 작품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학부

를 졸업하며 설계를 포기하고 역사에 몰두했던 그였기에

그 간극은 훨씬 증대된 상황이었다. 그 관계는 폐허와 소

생의 메타포라는 관점에서 고찰 가능한데, 여기에는 후지

모리의 기술주의에 대한 입장 및 환시적 방법론의 관점

도 수반될 수 있다.

첫째, 졸업설계에 나타났던 폐허와 소생의 메타포는 이

후의 작품에서 표면적으로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시대적 출발선이 전술했던 ‘다시

폐허가 된 히로시마’였다면, 그리고 졸업설계에서 폐허와

소생의 시나리오를 명백히 노출했다면, 그의 현재적 건축

은 그 같은 메타포를 이미 함의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

다. 그의 원시주의적 건축이 빈번히 보여주는 구조와 마

감의 과격한 충돌은 파괴된 기술주의의 상징적 상흔(傷

痕)으로 해석 가능하다. 현대 도시문명이 폐허를 맞이한

후 다시 자연이 소생하여 기회를 얻었다면, 어떤 건축이

가능할까? 후지모리의 작업이 하나의 가능한 예로 간주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 하에 본고는 폐허와 소

생의 메타포가 여전히 후지모리의 사상적 기저에 흐르며

이후 작품을 위한 배경으로서 역할 한다고 여긴다. 그러

나 폐허와 소생의 시나리오는 메타포를 뛰어넘어 직접적

으로도 구체화되는데, 그 예가 바로 ‘동경계획

2107’(2002/2007)이다.32) 이 계획안은 지구 온난화와 해수

면 상승으로 현대 도시가 파괴되고 물에 잠기는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서, 바다와 사막 사이에 숲을 조성하고 해

변의 녹지에 초고층 목조건물을 세우는 것을 골자로 한

다. 특히 목조건물은 산호초를 태워 만든 석회를 바름으

31) Fujimori, p. 6, 2006.

32) 2006년 베니스비엔날레에 전시된 ‘동경계획2101’(2002)이 확

장된 안이다. 藤森照信, pp. 6-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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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동경계획2107’,

2002/2007

그림 10. 도로부네, 2010

그림 11. 쿠안 앞뜰의 잔디 띠,

2003

로써 대기 중의 이산화탄

소를 흡수토록 했는데, 이

구조물의 형태 자체가 산

호를 연상시킨다. 후지모리

는 이를 통해 자연의 회복

을 희망했고, 그 결과로 사

막 지대에 초목으로 덮인

유사한 형상의 토탑(土塔)

이 솟아나길 기대한다. 원

시적 이미지를 갖는 후지

모리의 여타 건축물들은

이러한 콘텍스트에서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것이다. 이 계획안

은 2006년 베니스비엔날레에서 ‘공상적(空想的)’이라 지적

받기도 했지만33) 졸업설계의 시나리오가 (딜레마였던 마

지막 단계를 ‘원시구조물 구축’으로 대체하며)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 하겠다.

둘째, 졸업설계의 센다이 다리가 보여준 기술주의의 테

마는 후지모리의 이후 작품에서 사실상 거부됐다고 할

수 있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극적으로 희화된다. 우선, 기

술주의에 대한 천착이 거부됨은 모리야사료관 이래 토속

적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대개의 작품을 통해 자명(自明)

하게 드러났다고 하겠다. 이로써 ‘다시 폐허가 된’ 도시

위에 기계주의 인공물을 재구축하며 직면했던 이전의 딜

레마는 회피됐다. 그렇다고 그의 작품이 진부한 지역주의

로 회귀한 것은 아니다. 원시적 마감과 불일치하는 현대

적 건축 구조는 그의 작품이 기술문명의 수혜를 충분히

입은 이후의 것임을 말해준다. 다카스기안을 지지하는 나

무 기둥은 마치 그 자리에서 자라난 천연의 것인 양 서

있지만 사실 다른 곳에서 베어온 통나무를 콘크리트 기

초에 심은 것이다. 공장에서 생산된 미끈한 동판을 자연

스럽게 보이려 인위적으로 울퉁불퉁하게 구부리는 일, 기

계로 잘 재단된 삼나무판 한쪽 면을 불에 태워 외장재로

마련하는 일은 땀과 시간을 요하는 수작업으로서 전위적

원시성을 내포한다. 이 같은 ‘야방-가르드’한 건축법은 현

대문명 가운데 드러난 기술주의의 무력함을 보상하려는

행위일 터이다. 한편, 기술주의 테마의 희화는 ‘동경계획’

에서도 엿보였을 뿐만 아니라, ‘하늘 나는 진흙 배’라는

의미를 갖는 차실(茶室)

인 ‘소라도부도로부네(空

飛ぶ泥舟)’(2010; 이하 ‘도

로부네’)에서 극대화된다.

이름과 달리 날지 못하고

기둥에 매달린 이 구조물

은 토속적 외장과 진기한

형상으로 다양한 연상작

33) 藤森照信, 「藤森照信の建築」, 『藤森照信と路上觀察: 誰も知

らない日本の建築と都市』, 第10回ヴェネチア・ビエンナーレ建築展

2006: 日本館, 國際交流基金, 東京, p. 24, 2006.

용을 유발하는데, 유선형 몸통과 현수구조는 40년 전의

센다이 다리에 원형(原型)을 두고 있다.34) 졸업설계의 최

첨단 기술주의가 극적인 희화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현실

세계에 구현된 셈이다.

셋째, 후지모리가 졸업설계에서 차용했던 환시적 방법

론은 그가 종종 드러내는 공상과학적 아이디어나 초현실

주의 회화에 대한 관심과 결부될 수 있다. 도로부네는 그

의 공상과학적 유희가 가장 잘 드러난 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서술했던 ‘동경계획’으로 돌아가 볼 때, 이에 대해

거론됐던 ‘공상성(空想性)’이야말로35) 이 시나리오에 리얼

리티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에 다름 아닌데, 바로 이것이

졸업설계가 기대고 있는 ‘환시’의 대응 개념이라 하겠다.

두 경우 모두에서 지나치게 현실적인 현실세계의 모순은

‘환시’와 ‘공상’을 통해 우회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폐허 이후 소생한 대지 위에 새로운 문명을 (기계

주의 인공물로서든 원시주의 구조물로서든) 건설하는 일

은 공상과학(SF) 영화에 빈번히 차용되는 줄거리다. 특

히 후지모리의 건축과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1941~)의

애니메이션이 갖는 이미지의 유사성은 종종 언급되고 있

다.36) 한편, 후지모리의 공상적 개념과 초현실주의 회화

의 연관성은 쿠안(矩庵, 2003)이라 명명된 차실의 앞뜰에

서 볼 수 있다. 그는 여기에 가느다란 잔디 띠를 설치했

는데, 늘어진 오브제를 나뭇가지에 걸쳐둔 것은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í, 1904~89)의 전형적 수법을 참조한 것

이다.37) 비록 이것은 표층적 예이긴 하지만 그의 건축 일

반은 심층의 무의식적

문제와 연루될 수 있는

데, 이런 이유로 오카자

키는 후지모리를 세계

유일의 초현실주의 건축

가로 간주한 바 있다.38)

이 같은 후지모리의 경

향은 졸업설계의 환시적

개념이 이어진 결과라

하겠다.

34) 도로부네에 대해서는 『藤森照信讀本』과 『NA建築家シリー

ズ 04: 藤森照信』 및 다음을 참조하시오. 拙稿, 「미래소년 ‘테

루보’의 신나는 건축모험: 도로부네에서 조망하는 후지모리 테루

노부의 건축세계」, 『SPACE』, 536호 (2012.7), pp. 16-21.

35) 여기서 공상성은 후지모리가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한 르두

의 ‘환상성’과 치환 가능하다. 3.3절 및 주 27을 참조하시오.

36) 후지모리의 건축과 미야자키의 애니메이션의 테마가 갖는

유사성은 흔히 언급된다. 일례로 다음을 보시오. 五十嵐太郞,

「時をかける建築」, 『藤森照信と路上觀察: 誰も知らない日本の建築

と都市』, pp. 10-11, 2006; 藤森照信×岡崎乾二郞, 2006. 후지모리

는 미야자키의 애니메이션을 참조하지 않았으며 그와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후지모리와 필자의 인터뷰, 2011.12.7.

37) 후지모리는 이를 위해 달리의 대표작인 ‘늘어진 시계’(1931)

를 참조했지만 달리의 여타 작품에는 흥미가 없다고 한다. 대신

오래 전 조르조 데 키리코의 ‘거리의 우수와 신비’(1914)에 큰 인

상을 받았으며, 최근 프랑스의 초현실주의자인 이브 탕기에 흥미

를 느끼고 있다고 밝힌다. 후지모리와 필자의 인터뷰, 2011.12.7.

38) 藤森照信×岡崎乾二郞,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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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 연구는 일본 건축가 후지모리 테루노부의 학부 졸

업설계를 고찰하고, 거기에 내재했던 아이디어가 그의 실

제 작품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졸업설계의 시점과 건축가로서 데뷔한 시점 사이에

20년의 간극이 있고, 학창시절의 기술주의적 성향과 건축

가로서의 원시주의적 성향이 큰 대비를 이루지만, 둘 사

이에 근본적인 관계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졸업설계에서 일차적으로 간파되는 것은 아키그

램 류의 기계주의 조형물인 ‘다리’이지만 그 못지않게 중

요한 것은 이 결과물의 배경, 즉 공업화로 인한 현대도시

의 병폐 및 이에 대한 후지모리의 대응이다. 그는 센다이

를 완전히 허물고 최종적으로 다리를 건설할 것을 제안

했는데, 여기서 본고는 ‘폐허->자연의 소생->인공물의

재구축’이라는 시나리오를 읽었다. 그러나 현대문명에 강

한 반동을 보인 후지모리가 다시 기계주의 인공물을 설

계한 것은 여전히 기술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딜레마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폐허와 소생의 은유적 시나리오가 현

실성을 얻기 위해 일종의 필터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이

작품의 표지에 제목과 드로잉으로 명시된 르두의 ‘환시’라

는 방법이었다. 르두는 브장송 극장의 객석을 배우의 눈

동자에 비친 환시적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무대 위의

허구가 현실로 승화됨을 시사한 바 있다.

둘째, 후지모리의 졸업설계에 내재했던 아이디어는 상

당 부분 이후 작품의 사상적 기저에도 흐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폐허와 소생의 메타포는 겉으로는 뚜렷이 드러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후 작품의 배경으로 역할하며, ‘동

경계획’과 같은 프로젝트에 와서 외적으로 분명히 표출됐

다. 그러나 졸업설계의 다리가 보여준 기술주의에 대한

천착은 사실상 거부됐고 이로써 학창시절의 딜레마는 해

소됐는데, ‘도로부네’는 기술주의를 극적으로 희화한다.

‘동경계획’과 ‘도로부네’는 후지모리의 ‘공상적’ 아이디어가

드러난 예이기도 하며, 이 아이디어는 졸업설계의 ‘환시’

에 대한 대응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쿠안’에서와

같은 후지모리의 초현실주의 참조 역시 환시적 개념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

까? 폐허와 소생이라는 시나리오가 실상 인류 문명 어디

서건 마주칠 수 있는 서사임을 인식한다면 지금까지 상

술한 후지모리 건축의 메타포는 어느 정도 보편성을 획

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의 건축이 함의하는 기술주의 이후의

문명에 대한 징후는 기술 진보에 대한 인간의 지나친 믿

음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도 할 것이다. 다만 우리는, 그

리고 후지모리도, 그의 디자인이 여태껏 누려온 환시와

공상의 유익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현실세계와 대면해야

한다는 당위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후지모리 건축

에 대한 연구와 평가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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