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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건축, 그 파편들의 콜라쥬
리뷰: “한국의 현대건축을 말하다”, 고려대학교 초청강연시리즈 2009년 4~5월

Review: “Let's talk about contemporary Korean architecture”, Special Lecture Series, Korea University, April~May 2009

 

한국의 건축,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수많은 작품과 

작가, 그리고 크고 작은 담론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우리 건축

이 나아가는 방향을 돌아보고 읽어낼 필요가 있겠다. 지난 4월

과 5월, 고려 학교 건축학과가 주최한 “한국의 건축을 말

하다”라는 시리즈 강연은 이와 같은 질문과 제 가운데 진행되

었다. 청된 다섯 명의 문가 가운데 김 성(건국 /hANd)과 

문훈(문훈발 소)이 각각 1990년 와 2000년 에 홀연히 등장하

여 주목을 받아온 건축가들이라면, 임석재(이화여 ), 이종건(경

기 ), 배형민(서울시립 )은 1990년  반부터 꾸 히 우리 비

평계에서 각자의 역을 구축하고 있는 최고의 평자들이다. 두 

건축가를 청함에 있어서 개별  작품 활동의 구체  깊이와 

실을 엿보기 원했다면, 세 비평가로부터는 보다 포  맥락

을 짚어주길 기 했다.

이런 에서 볼 때 임석재 교수로 하여  강연의 포문을 

열도록 한 것은 역시 매우 했다 하겠다. 그의 강연 “한국  

추상논의: 1990년  한국건축의 가능성과 한계”(제 1강: 4월 3일)

는 2000년도에 그가 출 한 동명의 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

는데, 여기에는 당시 ‘작가’로서 인구에 회자되던 열아홉 명 

표 건축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 기 때문이다. 김원의 ‘갤러

리 빙’(1990)과 김기웅의 ‘성북구민회 ’(1990)을 필두로 둘씩의 

건축가와 건축물을 으로 립 병치시키며, 제목에서처럼 ‘추

상’이라는 한 가지 주제에 을 맞추어 이야기를 풀어나간 방

법은 미처 정리되지 않은 를 서술하기에 효과 인 략임

에 틀림없다. 임석재 교수에게 있어서 1990년 는 그 이 의 독

재기와 압축근 화 시기를 지낸 이후의 ‘작가주의’가 꽃필 수 

있는 가능성의 시기 고 실제로 ‘자유로운 실험’과 ‘창작의 열기’

를 느낄 수 있는 시기 다. 즉, 그가 한국 건축에 해 말

할 수 있는 근간에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건축이 더 우수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한국  추상논

의』, p. 9). 이 같은 진단은 한국의 은 건축학도들에게 한

기 빛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연에서 개별 작품에 한 

분석은 체로 비  색채가 지배 이었다. 서가 보여줬던 

정과 비  사이의 긴장의 끈이 한쪽으로 느슨해졌다고나 할

까? 를 들자면, 유걸의 ‘ 알학교’(1997)나 김 성의 김포 ‘한

리병원’(1997)의 경사로가 보여주는 길의 모티 는 건축가들에

게는 란한 디자인요소이나 실제로는 사용자들의 ‘동선몰이’를 

통해 ‘추상이 극단화된 독단  기능주의’를 드러낼 뿐이다. , 

김헌의 일산주택(1998)은 노출콘크리트와 반투명 유리로 건물 

내외부 경계를 닫아버린 ‘자폐  작가주의’의 표 격이다. 그나

마 ‘산업추상’을 거부하고 공동주택 구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

시한 방철린의 다세 주택들(‘스텝’, 1996; ‘하늘마당 II’, 1997)이

나 ‘반투명막’과 ‘맥락  가변성’이 조화를 이룬 조병수의 ‘일산 

ㄱ자 집’(1997) 등에서 일말의 정성을 암시했다고 하겠다. 

한국 건축에 한 비 은 이종건 교수의 강연(제 3강: 5

월 1일)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강연제목 “Problematization of 

Korean Architecture”가 이미 보여주듯 그는 우리의 건축을 신랄

하게 ‘문제화’한다. 임석재 교수의 과 발이 각 건물의 내외부

를 비며 그것을 찰하고 음미하고 비 했다면, 이종건 교수

에게는 사실상 그것이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한국

엔 진정한 의미에서 ‘건축’이라는 것이 - ‘ 건축’은 말할 것

도 없고 -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인간’이라는 

존재와 ‘건축’ 자체의 의미를 바닥부터 들추는 일에 비 을 뒀

다. 그는 니체가 묘사한 ‘마지막 인간’, 즉 소시민  욕망 안에

만 만족해 사는 인간형에 우리 건축가들을 오버랩 시키며, 이에 

한 부정과 월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월에의 의지 부재는 

사유의 무능을 낳으며, 결국 이것이 ‘건축’이라는 ‘잉여욕망’을 

만드는 데에 결정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요리’가 ‘음식’과 다

르고 ‘패션’이 ‘옷’과 다르듯, 이종건에게 있어서 ‘건축’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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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리 ‘쓸모’의 유무를 뛰어넘는 무엇이다. 따라서 그에게 건

축은 삶을 담는 그릇이라기보다  다른 삶의 한 형태로 인식

된다. 다시 말해 그에겐 건축이 철 히 술의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이 술은 ‘무목 의 목 ’이 그 존재근거이다. 이러한 

그의 칸트  견해가 ‘먹고사니즘’과 량개발에 꽁꽁 묶인 우리 

건축 실과 괴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도 당연한 귀결이

다. 임석재 교수가 강연 말미에 언뜻 하산 시(Hassan Fathy)

의 ‘작업’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투사했다고 한다면, 이종건 교수

가 지향하는 건축의 구체  유형은 랭크 게리, 렘 콜하스, 피

터 아이젠만, 알바로 시자 등과 같이 자신만의 술  건축어휘

를 개척한 거장들의 ‘작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월  욕망의 

아우라를 직설 으로 표 한 이종건의 방법만큼은 지극히 세속

이라 하겠다. 더불어 그가 서양의 스타 건축가들과 유지한 간

격만큼 우리의 건축가들과도 간격을 유지했다면  다른 평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배형민 교수의 강연 “ 편의 힘 Positive Fragments”(제 4강: 5

월 15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앞의 비평가들의 것과 구별된다. 

첫째는 승효상이라는 한명의 건축가에 을 맞추었다는 것인

데, 한 사람의 주도  건축가를 통해 체를 바라볼 수 있다는 

귀납  제는 어느 정도 유효성을 확보하는 듯하다. 물론 이 

강연은 배형민 교수가 두 해 에 출 한『감각의 단면: 승효상

의 건축』이라는 묵직한 술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는 승효상

의 건축을, 즉 우리의 건축을 일단 정하고 시작한다는 

이다. 『빈자의 미학』(1996)으로 변되는 승효상의 언설을 - 

자신이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를 떠나 - 진지한 작업

으로 우선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그의 비평은 시작된다. 

승효상 만큼 극 으로 자신의 건축  사고를 정리하여 비평

의 언 리에 내어 놓은 건축가가 우리에게 드묾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배형민의 강연은 한 고회사 사옥인 ‘웰콤시

티’(Welcomm City; 2000)를 핵심 사례로 하여 벽, 지붕, 바닥 등

의 편에 얽힌 승효상의 건축개념을 풀어 나간다. ‘웰콤시티’는 

기단 에 서있는 네 동의 몸체나 그 사이공간의 긴장감에서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기단 의 네 여인’(1950)을, 그리고 건물 

벽에 사용한 코르텐 강 에서 리차드 세라의 ‘토크 엘립

스’(1997-2000)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조각품들이 서구  

인본주의 통 아래 자기완결성을 갖는 반면, 승효상의 건축은 

스스로의 불완 성을 드러낸다. 지붕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얇은 벽면의 이미지가 통  구조물의 논리를 결여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물의 각 부분들

이 갖는 편  계는 부정 이지만은 않다. 알도 로시의 드로

잉 ‘L’architecture assassinée’(1974)는 이미 서구 건축의 통이 

무 진 모습을 암시하지 않았나? 요한 것은 아마도 각각의 

편이 다시  얼마나 창조 으로 결합되느냐 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승효상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축의 모습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비평가들의 씨 을 얽어 우리 건축의 피륙을 잣

는 것이 바로 장 건축가들의 날 이다. 어  보면 이들은 평

자들의 ‘거 담론’과는 무 하게 자신의 작업에 침잠한다. 그러

나 의식을 하든 못 하든 건축가들 사고의 바탕에는 인류 사상

의 흐름이 면면히 운동하고 있으며, 그들의 구체  건축행  자

체는 역으로 새로운 생각의 환을 한 자양분이 된다. 그 좋

은 한 가 건축가 문훈의 ‘유치찬란 타지’(『공간』 200705)

이다. 그는 이번 강연 “Story & Action Architecture”(제 2강: 4월 

17일)에서 자신의 표작인 ‘新몸샾’(2005), ‘S-MAHAL’(2007), ‘옹

달샘’(2007~), ‘정선 Tale’(2007~) 등을 보 는데, 이러한 산해진미

는 건축이라는 용기에 정통으로부터의 일탈을 한 움큼 넣

고, 섹슈얼리티 두 스푼, 사이비 컬트 한 스푼에 약간의 어 한 

공상과학  조미료를 당히 버무려낸 문훈만의 특선 요리이다. 

이 모든 건물에는 스토리가 있고, 결국 각 건물은 새빨간 불꽃

을 내뿜으며 달나라든 어디든 실 머 환상의 세계로 날아간

다. 한마디로 그의 건축은 지나치게 진지한 우리네 건축문화에 

유쾌한 상상력을 불어넣었다고나 할까? 비우스 우즈(Lebbeus 

Woods)의 스 치에 어딘지 모를 미래 문명에 한 어두움이 내

포되어있다면, 문훈의 드로잉은 여 히 쾌활하고 낙천 이다. 

정작으로 ‘유치’하여 ‘찬란’하다. 그동안 ‘호모 사피엔스’에 억

렸던 ‘호모 루덴스’의 ‘놀이’가 지극히 보수 인 건축의 역에 

외설 인 모습으로 물질화된 셈이다. 언제까지 그의 ‘옹달샘’이 

달나라 토끼를 맞이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나, 아직 그의 

티가 끝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인 듯하다.

문훈과 함께 꾸었던 타지는 건축가 김 성에게로 와서 다

시 실과 면한다. 그러나 그의 건축  배경 역시 근  이성

주의에 한 반동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듯, 

그의 스승인 스티  홀이나 알바로 시자의 건축이 갖는 상학

 힘이 우리의 건축 체험을 ‘사상(事象) 그 자체로’ 돌리기 때

문이다. 김 성 교수의 강연 “건축과 도구 Architecture and 

Tool”(제 5강: 5월 29일)은 와 다름없이 홀과 시자의 건축에서 

시작한다. 굳이 메를로 티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김 성은 홀

의 ‘팔라쪼 델 시네마’(1990)나 시자의 ‘ 사 다 팔메이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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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1966)이 제공하는 깊숙한 오감의 성찬에 온몸이 율함을 과

시한다. 그가 서양의 두 거장들을 자기 건축의 출발 으로 내세

우는 것이 이미 닳아버린 략이자 태생  숙명일지 모르나, 분

명한 것은 자신이 스승들에게서 배운 감성의 폭을 잃지 않으려 

스스로를 부단히 채 질한다는 사실이다. 그의 태도와 언설은 

명백히 디오니소스 이었다. 다만 지속 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그의 작품이 이러한 성향을 얼마나 두껍게 반 하는 지는 더 

지켜 야할 것이다. 그의 변화는 강연의 주제인 ‘도구’와 직  

결부된다. 그는 스승들의 통  도구(홀의 연필과 수채화, 그리

고 시자의 볼펜 스 치)를 넘어서서 디지털 툴의 사용을 주 하

지 않는다. 디지털 툴이 있었기에 신  ‘아트 온’(1999)의 휜 유

리면이 가능했고, 헤이리 커뮤니티센터(2001)의 유리면 지도문양

이나 ‘한길 북하우스’(2004)의 벽면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김 성의 강연은 한국 건축의 방법론  측면의 한 를 

보여줬다 하겠다.

다섯의 비평가와 건축가들이 말한 한국의 건축은 진지했

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편 이다. 이미 강연자의 섭외에서

부터 담론의 편화는 진행된 것 아닌가. 역사란 어차피 선택

이다. 이 조각들을 짜 맞추었다고 체 퍼즐이 완성될 리는 

만무하다. 그럼에도 이 편들은 힘이 있다. 번득이는 편들

이 우리 건축의 심층을 여기 기 도려내보 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편은 배형민 교수가 논한 ‘건축물’ 차원과는  다

른, 그 건축물들을 하나의 서사구조로 엮어내는 ‘역사기술’ 

(historiography) 차원의 것이다. 이 편들의 콜라쥬가 첩되고, 

충돌하고, 화해하여 한 가닥의 담론이라도 형성했다면 이 강연

시리즈는 성공했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리튼 스트라치(Lytton 

Strachey)가 이야기하듯 ‘최근의 역사는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

가 이에 해 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억에서 

날카로웠던 편의 날들이 무뎌질 때에야 비로소 지 의 건축

을 보다 쉽게 역사화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자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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