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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역사는 우리에게 실패했지만, 상관없다(History Has Failed 

Us, but No Matter).” 제58회 베니스 비엔날레를 위한 한국

관 전시의 제목이다. 이 전시에서 “전통”은 서구의 현대

성을 추구해 온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현대화에 대하

여 파헤치고, 연구하고, 발견하고, 재고하는 대상이며 또

한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의 서양 현대화 추종을 끊어내는 

중요한 매체임을 지적하였다. 

디자인 연구 프로젝트: Cognitive Aesthetics(인지 미

학) - 전통 한국 건축의 요소의 재해석-은 전통이 현대 디

자인의 촉매로서 가벼운 참조가 될 수 있다는 가정으로 

시작되었다. 그간의 건축의 한국성 탐구에서 관심을 가

졌던 전통적 형태, 공간 조직이라는 다소 깊은 담론에서 

형태- 공간적 참조라는 쉽고 친밀한 해석을 위한 시도이

기도 하다. 다만, 이것이 첫 번째 시도이므로 프로세스가 

완전히 조직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잘 조직되지 않은 과정이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제

공하고 프로젝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Tradition in Modern Korean Architecture

Risebero는 2008년에 그의 책 ‘건축의 사회사(1982 초

판)’에 동아시아 현대 건축에 관해 서술한 “역사의 끝”이

라는 장을 추가하였다. 그는 여기에 동양건축에서 보이

는 서양과 다른 역사(혹은 전통)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역사의 끝 혹은 전통의 단절은 주체적

인 근대화를 지속할 수 없었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우리나라에서 선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건축에

서 그 간의 한국성 추구는 이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건축에서 전통의 해석은 변화하고 있다. 최근 한옥건

축이 활발히 나타나는 것도 한 예이다. 그러나 전통건축 

형식으로 건축하는 것은 여전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며 과거의 형태만을 따르는 것은 전통을 계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 즉 문화적으로 다양하

고 복잡하게 연결된 초현대사회에서 건축이 어떻게 전통

으로 참조하고 수용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때이다.

Tradition and Supermodernity

현대건축에서 한국의 특성을 찾기 위한 한국 건축가들

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전통의 재해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이전의 노력과 이 디자

인 실험의 차이점은 전통의 해석에 있는데, 전통(적인 이

미지)을 과거와 현재의 포괄적인 건축적 가치가 아니라 

과거를 중재하는 요소로만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Auge의 Supermodernity 개념에서 설명

될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의 책 ‘비 장소: 슈퍼모더니티에 

대한 소개, 1992’에서 다음과 같이 슈퍼모더니티의 조건

적 특성으로 세가지 과잉(Overabundance)을 제시했다. 

이벤트의 과잉, 공간적 과잉, 참조의 개별화의 과잉이 그

것이다. 이 비 장소 기반의 문화적 복잡성은 건축에서 전

통의 새로운 기능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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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mages of Design Experiments

우리는 전통이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사람들에게 새로

운 아름다움의 감각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First Attempt

우리는 형태가 현재와 과거의 커넥터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전통건축의 이미지보다 각 

건축 부재에 집중하기로 하여, 한국 전통 건축의 부재들 

사이에서 형태적 변화를 적용할 대상을 선정하였다. 또

한 Semper의 건축4요소의 관점을 통해 전통 건축 부재

를 분류하고 그 중 대상을 선정하거나 그것들을 변형하

여 건축화 하는데 활용하였다. 

Earthwork: 기단, 벽, 담

Hearth: 온돌, 마당, 차경(빛), 의미공간

Framework(roof): 칸, 가구, 마루, 공포

Lightweight enclosing Membrane: 기와, 문과 창, 창틀, 

채색

첫 번째 실험은 위와 같이 파악된 전통 건축 요소 중 

“소로, 기와, 창살, 담”을 선택하여 이를 변형해 보는 것

이었다. 기능, 구조, 미의 측면에서 각 요소의 특성에 대

한 이해를 시작으로 다양한 변환 기술을 적용하여 변형

을 수행했으며, 한 부재에 집중하거나 두 멤버를 혼합하

여 진행하였다. 변형과정에서 각 부재의 특성이 유지되

는지, 여전히 전통적인 모티브가 인식되는지 그리고 현

대적 적용가능성이 어떠한 지에 관하여 평가하였다. 

Re-design of Venice Korean Pavilion

변형 실험을 종합하는 디자인 프로젝트로 베니스 비엔

날레 한국관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베니

스 한국관 설계는 젬퍼의 4요소 이론을 기반으로 진행되

었다. 그 4가지 요소기반 디자인은 1) 화강석 기단 형식

의 Earthwork, 2) 건물 중심부의 흰색의, 단지 상부에서 

빛이 유입되는 그리고 벽과 바닥에 흰색 벽지를 바른, 원

형공간의 형태 그리고 여러 마당으로 제시된 Hearth, 3) 

목재 벽체 구성과 배치의 방식으로 Framework, 4) 창틀

의 변형으로 만들어진 지붕과 청색기와를 사용한 벽체를 

통한 공간의 중심성 강화의 형식으로 Lightweitht이다.   



66 건축 I 제65권 제07호 I 2021년 07월호

자유기고

변형은 각 대상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다. 화강석 기단

은 변형없이 적용된 요소이다. 그러나 벽체들의 구성은 

사각의 영역들이 상호 중첩되는 방식으로, 전통건축에서 

공간의 연속 혹은 ‘더해지는’ 방식에서 ‘상호 침투하는’ 방

식으로 변형하였다. 여기에 중심공간을 사각이 아닌 원

형으로 강조하였고 공간의 재료와 마감을 전통건축 재료

를 사용하였다. 지붕으로 사용된 창문틀은 크기를 크게

하고 회전하였다. 

개별부재의 형태변형 스터디와 연계하여 변형된 결과

가, 진화의 관점에서, 전통건축물에 대한 인식성이 개별 

요소에 또는 여러 요소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존

재하느냐가 문제이며 본 파빌리온은 여러 요소가 결합되

는 과정의 변형에 전통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의 시

도이다. 

Result and Questions

전통적인 건물의 각 요소를 변형시킴으로써 형태학적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건축디자

인을 시도해 보았다. 본 실험은 전통요소의 현대적 해석

과 적용에 있어 진화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한 첫 시도

이다. 여전히 독립적인 요소의 변형 실험이 건축 설계에 

어떻게 적용가능한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흥미

로운 점은 서양의 시선에서 보는 한국전통건축 그리고 

전통성 혹은 한국성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혹은 우리가 보기에 식상한 것 등을 그들은 

다르게 볼 수 있다. 아마도 현대 건축에서 추구할 전통성

은 이러한 측면에서 진화된 해석 방식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림 2. Korean Pavilion in Ven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