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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올  르 뒥, 원시주택, 1875. 

        (출처 : Hearn (ed.), 1995)그림 1. 피이터 뤼겔, ‘바벨탑’, 1563. (출처 : Internet source)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 자, 성과 

를 쌓아  꼭 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1:3~4)

“Come, let's make bricks and bake them 

thoroughly. [...] Come let us build ourselves a 

city, with a tower that reaches to the heavens, 

so that we may make a name for ourselves and 

not be scattered over the face of the whole 

earth.” (Genesis 11:3~4)

성경의 바벨탑 사건은 수직도시에 한 인간의 욕망

을 잘 드러낸 표  이다. 홍수 이후 노아의 자

손들은 바빌로니아에 정착하여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탑을 쌓고자 하 다. 여기에는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

이고 그 도시와 탑을 심으로 결속하고자 하는 의도

가 있었다. 이집트와는 달리 개방된 지리  여건으로 

왕권을 갖지 못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무언가 뚜

렷한 구심 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

간의 계획은 신의 측면에서 볼 때 단한 불신앙이자 

도 이었다. 다시는 물로 심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신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은 자신의 방법 로 자신의 

욕망을 쌓아올렸던 것이다. 결과 으로 그때까지 하나

던 인간의 말은 혼잡  되었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

졌으며, 도시의 건설은 단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

은 기록한다 [그림 1]. 그럼에도 인간은 그 이후 끊임

없이 하늘을 향해 한단 한단 성벽과 석탑을 세워 나갔

다. 그것이 신에 한 무한한 신앙의 표 이든, 아니

면 신을 향한 무엄한 도 이든...

역사 속의 수직도시, 수직건축

서양건축의 요 흐름  하나가 더 높은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시도라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닐 게다. 사

실 수직미학의 출발은 건축의 기원 그 자체이다.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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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탑상주택으로 가득한 이탈리아 북부도시 루카, 14세기 회화의 

        일부. (출처 : 孫世寬 (1993))

그림 5. 탑상주택의 형

인 . (출처 : 

         孫世寬, 1993)

그림 3. 스톤헨지, 국, BC 2000. (출처 : 김 섭)

이 나뭇가지를 엮어 최 의 움집을 만들 때부터 [그림 

2], 그리고 돌 에 돌을 얹어 탈 력을 시도할 때부

터 이미 수직의 도시는 건설되기 시작했다. 건축사의 

첫 면을 장식하는 거석구조물은 [그림 3] 그것이 죽은 

자를 기리기 한 목 이었든지 태양의 궤 을 가늠하

기 한 목 이었든지 하늘을 향한 인간의 의지를 형

상화한다. 메소포타미아 지구라트 의 신 이나 고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의 신  모두 높은 곳을 향해 

상승할 때 갖게 되는 육체와 혼의 정화를 나타낼 뿐

만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신과의 근 성을 상징한다. 

이는 동서고 을 막론한 보편 인 상일 터이다.

아마도 근 도시에 마천루가 들어서기 이 까지를 

돌아보면 세시  만큼 수직도시가 잘 구 된 은 

없었을 것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

는데 하나는 빼곡히 들어선 타워형태의 주택들로 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딕성당에 의한 것이다. 손세

(1993)에 의하면 세 기, 즉 11~12세기를 후

로 이탈리아에서는 이른바 ‘탑상주택(塔狀住 , casa 

torre)’을 근간으로 한 도시가 다수 건설되어 ‘탑의 도

시’라고도 불리었다. 이러한 수직주택과 수직도시의 형

성 배경에는 세 건제도라는 사회  상황이 있었

다. 그 당시 토지를 소유한 건귀족이나 상류층으

로 편입한 상인들이 모여 자치도시를 형성하곤 했는

데, 이들 사이에는 정치  헤게모니를 쥐기 한 알력

과 쟁투가 빈번했고, 이를 해 

공격과 방어를 효율 으로 하기 

한 탑상주택을 건설하기에 이

르 다. 그리고 이 수직 건축물

들은 필요에 따라 서로 연계되

어 하나의 커다란 블록을 형성

하기도 하며 그 도시의 스카이

라인을 주도했다. 한때 피 체

에는 150여 채의 탑상주택이 

존재했고, 이보다 작은 도시에

서도 수많은 탑상주택을 가졌는

데, 루카(Lucca)와 같은 도시

는 멀리에서 보면 이러한 수직

건축물로 인해 마치 숲처럼 보

다고 한다 [그림 4]. 탑의 높

이는 45~90m로 다양했고 평

면은 보통 한 변이 6~12m 정

도 되는 정방형이었으며, 꼭 기는 평지붕으로 공격과 

방어를 한 톱니 꼴 벽으로 마무리되곤 했다 [그림 

5].1) 그러나 이정도 규모와 수의 탑상형 주택이 다른 

유럽 도시에 보편 으로 나타난 것은 아닌 듯싶다. 비

록 집합  측면에서는 이탈리아 ‘탑의 도시’만 못하지

만, 유럽  지역에 걸친 보다 공통된 상으로서의 

수직건축은 역시 세 고딕성당에서 찾을 수 있겠다.

고딕성당, 신앙, 구조, 그리고 상징

313년 콘스탄티 스 황제에 의한 라노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자 그간 카타콤이나 가정교회에서 비

리에 배를 드렸던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교회당을 

짓기 시작했고, 기독교는 더욱 확산되었으며 마침내 

392년에는 로마제국의 국교로 인정되기에 이른다. 이

에 따라 기 단순한 바실리카형 배당에서 시작한 

기독교 성당은 황제와 교황의 비호 아래 규모와 체계

를 갖춘 당당한 건축물로 자리매김했고, 로마네스크양

식을 거쳐 고딕양식으로 발 해갔다. 그리고 고딕성당

은 [그림 6~8] 회화와 조각, 음악이 건축 속에서 어

우러진 하나의 종합 술품(Gesamtkunstwerk)으로 

1) 孫世寬 (1993),『都 住居 形成의 歷史』, 悅話 , 서울, pp. 

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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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퓨진,『An Apology for The Revival of Christian 

Architecture in England』 (1843)의 커버 도 . 퓨진은 여

기에 런던의 성 조지 성당을 비롯한 스물다섯 채의 고딕 리바

이벌 건물을 모아 그렸다. (출처 : Pugin, 1895)

그림 10. 찰스 바리 + 퓨진, 국 국회의사당, 런던, 1840~70 

         (출처 : 김 섭)

그림 6. 고딕성당의 외 , 솔즈베리 성당, 국, 1220년경      그림 7. 고딕성당의 라잉버트 스, 노트르담 성당, 리,   그림 8. 고딕성당의 내부, 쾰

        착공. (출처 : 김 섭)                                          1163~1250년경. (출처 : 김 섭)                          른 성당, 독일, 1248

                                                                                                                               년 착공. (출처 : 김 섭)  

일컬어진다.

그러나 고딕성당이라는 이 물리  실체는 단지 건조

물 자체에만 연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노동, 

커뮤니티 등 인간의 삶  역과 함께 긴 히 호흡하

며 형성된 총체성의 결과이다. 따라서 고딕건축은 단

지 ‘양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엇이

다. 마이클 루이스(2002)가 지 하듯 고딕건축은 18

세기 지식인들에게 퇴락이나 멜랑콜리의 숭고미를 제

시했고, 19세기 에는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19세기 

말에는 탁월한 구조미를, 그리고 고딕 리바이벌에 즈

음 하여는 사회개 의 기치를 제공했다.2) 이 가운데 

19세기 건축가들의 고딕성당 인식이 이 건축물의 수직

성과 직 으로 결부될 수 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고딕건축의 옹호자 던 A.W.N. 

퓨진(1812-52)은『The True Principles of Pointed 

or Christian Architecture』(1841)에서 디자인의 

편의성 (convenience), 구축성 (construction), 성 

(propriety) 등을 제 1법칙으로 내세우며 건축에서의 

합목 성이나 재료사용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그에 따

르면 고  그리스의 신 과 같은 이교도 건축은 이러

한 법칙에 크게 어 나는 반면, 기독교 건축은 돌이라

는 재료의 사용이나 첨두아치, 리 볼트, 라잉버트

리스 등의 구법에 있어서 의 법칙을 충실히 따른 최

선의 결과이다. 그는  다른 서인『An Apology 

for The Revival of Christian Architecture in 

England』(1843)를 통해 기독교 건축, 즉 고딕건축

의 부활을 강변했다.『Principles』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양식이 생겨나게 된 근본 원리로 돌아갈 것’을 

2) Michael J. Lewis (2002),『The Gothic Revival』, Thames 

& Hudson, London, p. 7.

주장함과 동시에 고딕건축만이 참다운 기독교 신앙의 

표 임을 주장한 것이다. 고딕성당의 뾰족탑은 분명 

세인들의 통일된 신앙의 발로이다. 하늘을 를 듯

한 첨탑에서 인간은 천상의 하나님께 오르고  강렬한 

욕망을 드러냄과 더불어 실세계에서 자신의 왜소함

을 자각하며 겸허히 자 앞에 고개를 숙인다. 성당 

내부에서 역시 무수히 반복되는 수직의 선들이 천국으

로의 엄숙한 여정을 함축하는데, 천로역정의 고달픔은 

은은한 빛으로 새어나오는 스테인드 라스의 성화를 

통해 로받는다.『Apology』의 커버 도 으로 그가 



                      建築 0811               25

그림 11. 비올  르 뒥, 노트르담 디종의 

         네이  벽면  라잉버트 스 

         단면. (출처 : Hearn (ed.), 1995)

그림 12. 료넬 이닝거, 바우하우스 창립 

         선언서의 커버 도 , 목 화, 1919.

         (출처 : Lewis, 2002)

그림 13. 미스 반 데어 로에, 시그램빌딩, 뉴욕, 1954~58.

            

내세운 고딕 리바이벌의 건축물 조합은 그의 의도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그림 9]. 앙의 성 조지 성당 첨

탑 뒤로 보이는 태양빛은 그의 건축과 신앙이 하늘로

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징표이다. 비록 교회건축은 아

니지만 그가 찰스 바리 경과 설계한 국 국회의사당 

건물의 첩된 첨탑들은 이러한 그의 아이디어가 잘 

드러난 실례임에 틀림없다 [그림 10].

랑스 건축가 비올  르 뒥(1814-79)은 그 구보

다도 고딕건축의 구조  합리성을 잘 조명해냄으로써 

고딕의 수직건축이 갖는 근  의의를 끄집어내었다. 

리의 노트르담 성당 등 다수의 고딕 건축물을 복원

해내며 익힌 탄탄한 장감은 수백 년 의 세건축

이 얼마나 구조 으로 정직한지, 그래서 얼마나 구조

상 논리 인지를 밝 내는데 한몫 했다 [그림 11]. 그

러나 세 기독교건축의 모본으로 인 회귀를 시도

한 퓨진과는 달리 비올  르 뒥은 고딕성당에 내재한 

추상  구조 원리에 천착하는 데에 방 을 는다.3) 

그에게 있어서 고딕형태의 직  모방은 시 정신에 

맞지 않는 오류일 뿐이다. 비록 그의 이론에 비해 실

제  디자인 안들은 그다지 획기 이진 않았지만, 후

일의 근  건축가들은 그의 구조  합리성에서 큰 

감을 받게 된다.

고딕의 수직성은 흥미롭게도 근 건축운동의 한가운

데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빛을 발했다. 그로피우스의 

3) M. F. Hearn (ed.) (1995), 『The Architectural Theory of 

Violle-le-Duc』, MIT Press, Cambridge MA, pp. 86-116.

바우하우스 창립선언서 (1919) 표지도 으로 료넬 

이닝거가 선보인 ‘미래의 성당’(Cathedral of the 

Future)이라는 목 화는 진  개 의 기치를 드러

낸 제 3의 상징이다 [그림 12]. 우뚝 솟은 세 개의 첨

탑 에 놓인 세 개의 별에서는 강렬한 빛이 뻗어 나

와 새 시 에 한 변화의 목소리를 변하며, 배경에 

첩된 수직선들은 이 변 을 극 옹호하는 듯하다. 

흑과 백의 단순 조는 미래사회에 한 투명성과 떨구

어버려야 할 지나온 나날에 한 강렬한 비이다. 이

는 울 쉬어바르트의 유리건축에 한 찬(1914)과 

궤를 같이함과 동시에 러시아 구성주의자들의 성

과도 공유 을 갖는다. 새로운 시 의 도  앞에 디자

인을 통한 사회변 을 꿈꾸었던 그로피우스에게 고딕

성당의 수직성은 자신의 야심을 변하기 한 한 

도구 을 것이다.

근대 수직도시의 새로운 욕망

고딕 리바이벌이 여 히 진행되고 있는 한편, 1880

년 의 시카고에는 십여 층에서 이십여 층에 이르는 

사무소 고층건물군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철골 임 

구조와 엘리베이터의 발달로 인해 가능해진 이 고층 

사무소건축물 유형은 SOM의 버 하우스(1951-52)

와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시그램빌딩(1954-58)에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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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카스 길버트, 울워스 

         (Woolworth) 빌딩, 

         뉴욕, 1913~17. 

         (출처 : Lewis, 2002) 

그림 16. 제일연합감리교회 시카고 성 , 1922~24.

         (출처 : Internet source) 

그림 17. 필립 존슨 + 존 버지, PPG Place, 피츠버그, 1979~84.

         (출처 : 김 섭)

그림 14. 공 에서 본 시카고 다운타운 (2007.4). 심부로 갈수록 건물

의 높이는 높아진다. (출처 : 김 섭)

그 유리와 철골의 미학을 완성하게 된다 [그림 13]. 

그러나 이 투명성과 단순함, 그리고 하이테크 이미지

의 사무소 기능미학의 이면에는 상업자본의 새로운 욕

망이 일 감치 들어앉아 있었다. 시카고 다운타운과 

뉴욕 맨하탄의 촘촘히 들어선 고층 건물군은 새로운 

신 맘몬을 향한 숭배를 암시한다 [그림 14]. 한 치라

도 더 높이 지으려는 ‘최고 ( 高)’ 경쟁은 인간이 가

진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과 그 자 심을 일깨우는 반

면, 한 평이라도 더 임 면 을 늘리려는 욕심과 ‘가장 

높음’이 상징하는 랜드 워를 향한 상업주의는 여지

없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만다.

근  마천루와 고딕 리바이벌이 내포하는 바는 상반

되지만 이 둘의 궤 은 종

종 교차하기도 했다. 울워스 

건물(1913-17)에서와 같이 

고층 사무소건물이 고딕의 

옷을 입기도 했을 뿐만 아

니라 [그림 15], 안드 아 

의 연구(2007)가 보여

주듯 사무실 임 면 을 다

량 확보할 요량으로 많은 

교회들이 20세기 부터 고

딕 마천루 건물을 세우기 

시작한다.4) 그 한 로 시

카고의 제일연합감리교회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1922-24)를 들 

4) Andrea Renner (2007), 「From Spires to Skyscrapers: A 

New Church Type for the Modern City」. In: 『The 60th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 Abstracts of Papers, April 11-15, Pittsburgh』, 

p. 36.

수 있겠다 [그림 16]. 제1차 세계  후 시카고 심

부의 지가상승으로 교외 이 을 고려하기도 했던 이 

교회는 건축가 다니엘 번함의 권유로 오히려 고층 

건물을 짓기로 결정한다.5) 층부와 최상층부만을 교

회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 용 사무실로 하여 부족

한 교회의 재정을 확충하려는 목 에서 다. 1924년

에 완공되어 당시 시카고에서 가장 높았던 이 건물은 

재 5층부터 21층까지를 세 으로써, 가장 성스러운 

공간과 가장 세속 일 수 있는 공간이 아슬아슬하게 

공존하기도 함을 보여 다.

수직의 고딕성당과 수직의 유리 마천루가 만나는 

에는 그 의미의 도가 한발 더 진 한다. 필립 존

슨이 디자인한 피츠버그의 PPG Place(1979-84)는 

세와 근 가 묘하게 만난 포스트모던의 수정궁이

다 [그림 17]. 피츠버그 유리 회사(Pittsburgh 

Plate Glass)의 본사로 계획된 이 건물은 메인 타워

가 44층 194m인 고층 오피스 건물로서, 유리회사 

5) Anon,『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The Chicago  

    Temple: Architecture』[online]. Available from 

    http://www.chicagotemple.org/architecture.php 

[Accessed 20th Octob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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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한충국, 임마 엘 교회, 서울, 1987~88 (본당) / 1992~94 

         (교육 ). (출처 : 김 섭)

그림 19. 월드 트 이드 센터의 붕괴 장면 (2001.9.11).

         (출처 : Internet source)

건물답게 자사 유리 백만 제곱피트를 건물 체에 

두르고 있다.6) 쉬어바르트 비 의 형상화인가, 아니

면 이닝거의 ‘미래의 성당’이 구 된 것인가? 문제는 

역시 230여개나 되는 유리 피나클을 포함한 체 건

물구성의 고딕 번안에 있다. 고딕성당이 가진 구조의 

솔직성이나 미스 건물의 미니멀리즘을 논하는 것은 이 

건물에 와서 이미 빛바랜 옛이야기가 되어버린 듯하

다. 세인들의 묵직한 삶과 믿음을 담아냈던 고딕의 

뾰족탑이 이제는  다른 신을 향한 기표가 되어 그 

빛나는 웃음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 교회당

이 이 건물을 본 딴 것에 [그림 18] 반쪽이나마 그 의

미가 회복된 것으로 보고 만족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

르겠다.

결어: 수직도시 수직욕망, 그 희망과 우려

역사 반에 걸쳐 인류는 수직의 건축물을 세우고 

수직의 도시를 건설해왔다. 그리고 우리의 수직도시엔 

우리의 수직욕망이 내재해있다. 무수한 실패들 속에서

도 인간의 욕망과 의지는 새로운 시 를 향한 자탑

을 더 높이 쌓아왔다. 여 히 유효한 근  미래주의자

의 아이디어와 꼬르뷔지에의 유토피안 드림은 우리의 

가슴을 설 게 한다. 인간의 기술이 발 하는 한 수직

도시의 욕망은 끝없이 펼쳐질 것이고, 인간의 수직욕

망이 바라는 한 테크놀로지는 발 하여 그 꿈을 뒷받

침해  것이다. 그러나 이 욕망의 무한질주에도 어느 

정도는 제어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억 린 것의 귀

환을 독려하는 시 지만, 때로는 ‘할 수 있는 것도 멈

6) Franklin Toker (2007),『Buildings of Pittsburgh』, SAH 

BUS, Chicago, p. 16.

춰 설 수 있는’ 용기, 즉 솟구쳐 오르는 욕망도 자제할 

수 있는 여유의 수평미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곱 해 

 9월의 사태로 심하게 열병을 앓았던 뉴욕 맨하탄의 

고층건물 숲이 [그림 19], 작 엔  자본주의의 

융 기로 요동하고 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수직도시

의 미학은 안녕한가? 희망과 우려가 교차하는 수직도

시의 한복 에서, 우리는 다시  바벨의 교훈을 곱씹

어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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