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 건축의 문제 

 

  미학의 주제는 철학만큼 오래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근대적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미에 대한 감각의 도덕적・과학적 이해와 비견될 수 있는, 인간 정신의 분명하고도 

자율적인 작용이라고 최초로 주장한 철학자 칸트에 의해서이다. 인간의 정신 능력을 

이론적・실천적・미적인 것(또는 그의 개념에 따른다면, 순수 이성, 실천 이성, 판단력)1)으로 나눈 

칸트의 분류는 이후의 연구에 출발점을 마련해 주었을 뿐 아니라 19 세기를 통해 미학을 철학의 

중심적 위치에 갖다 놓았으며, 기존하는 스콜라 철학을 제외한다면 현재도 그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칸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실천 이성과 미적 이해 사이의 구분은 사실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이며,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재정립되기 전까지는 그 두 가지가 모두 빈약한 개념으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할 것이다.  

  미학의 첫째 임무는 확실히 어떤 정신적 능력, 즉 경험이나 판단의 능력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나는 심리 철학(Philosophy of Mind)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며,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관심의 본질과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나의 주된 관심사가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심리 철학과 경험 심리학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철학자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가 건축에 

대해 가지는 관심의 본질에 있으며 어쩌다가 심리학자처럼 그 원인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원인들이 미적 경험에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철학자에게 

있어서는 요크 대성당보다 링컨 대성당을 더 좋아한다는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며, 미적 선호란 무엇인가, 즉 어떤 대성당보다 다른 대성당을 좋아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선호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철학자는 미적 경험을 가장 일반적인 어휘로 설명함으로써 그것이 인간 정신에서 정확하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그리고 그것이 감각이나 감정, 판단 등과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를 알아내려 

하며, 예술의 가치와 의미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과제가 필수적이고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거친돌보다 다듬어진 돌을 더 좋아하며, 비뚤비뚤한 

선보다는 직선을, 불규칙한 형태보다는 대칭적인 형태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자. 

이것은 미학과는 무관한 심리학적 관찰들이며, 우리의 연구에 맞는, 선호에 대한 설명도 아니다. 

우리가 거친 것보다 매끈한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 클라인(Klein)류의 심리학2)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든지, 대칭적인 것의 선호가 시신경의 조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물론 그것 자체로서 어느 정도 관심거리가 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연구가 전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이 후의 장에서 심리학적 가정들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은 그러한 가정의 일부가 

미학적 논의의 타당성과 그 본질에 특히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왔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 

  그러나 현재, 심리학 역시 원인뿐 아니라 경험의 본질에 매우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심리학은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심리 철학’과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가? 

간단히 답하면 다음과 같다. 철학은 개념을 연구하는 반면, 심리학은 사실을 관찰한다. 그러나 이 

대답은 최근의 철학자들이 보여준 바와 같이3)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다.  

철학은 일반의 이해(understanding) 속에 들어 있는 개념들을 단순히 기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앞의 대답이 철학의 결론은 사실의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라면, 

철학은 그런 식으로 개념만을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 철학에 있어서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한 물음보다 더 논란이 많은 것도 없으며, 독자들은 이에 대해 부분적인 대답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이 절에서 예증된 바와 같이 철학은 그것이 적용되는 현상에 대해 가능한 한 가장 

일반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철학적 설명을 통해 우리는 무언가를 지시(refer 

to)할 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알게 된다. 만일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모든 과학적 탐구는 초점을 잃게 된다. 우리가 무엇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앎은 보통의 경우 묵계 적이며, 불명료하다. 철학의 임무는 바로 그런 것을 

명백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며, 그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건축적 

주제에 대해 저술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논의하려 했던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데 

실패했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것에 대한 하나의 지식을 형성하지도 못해 왔던 것이다. 

  더구나 철학은 건축이나 미학, 혹은 그 외의 어떤 것에 대한 어느 특정한 개인의 ‘개념’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직 일반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개념에만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철학은 

역시 가치의 발견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미적 경험에 대한 철학적 설명이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는 것은 그 미적 경험의 중요성을 밝혀줌으로써만 가능하며, 이것이 바로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고려해 보게 될 것이다. 즉, 한 건물을 즐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건물을 관조함으로써 어떠한 종류의 경험을 갖게 되는가? 취미란 무엇인가? 취미를 지배하는 

법칙이 있는 것인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이해・경험・취미 등 정신적 현상에 관한 

것이지만 또한 그 현상들에 대해 어떤 특징적인 대상들을 관련시킨다. 여기서 어떤 정신적 

상태를 그 대상으로부터 고립시켜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대상, 혹은 적어도 

그 대상에 대한 어떤 개념 작용은 정신적 상태에 본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4) 예를 들어 

질투라는 감정을 생각해보자. 질투가 갖게 되는 특징적 대상의 본질을 살펴보지 않고 질투를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질투를 느끼는 것은 발가락에 어떤 감각이 스쳐 가는 



것을 느끼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가 질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질투심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원인이 아니라 

하나의 대상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질투에는 그 대상에 대한 특정적 개념 작용이 포함되며, 

질투를 설명한다는 것은 곧 이 개념 작용(경쟁 대상에 대한 개념 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을 

설명하는 것이 된다. 이런 식으로 건축 감상에 대한 이론들은 각기 옳다고 생각하는, 감상의 

대상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결과 우리는 번번이 건축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물음을 되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건축 감상에 대한 이론들이 감상의 형식보다는 그 대상에 더욱 

집중되어 온 경향은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들은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느 것에 

사람들이 반응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건축감상이란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한다. 기능주의는 

다양한 여러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중에는 형식이 기능에 적합한가 여부를 우리가 감상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다. 다른 이론에서는 우리가 균제와 조화, 장식과 시공의 솜씨를 

또는 양괴를 감상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프랑클과 그의 추종자들의 업적에 힘입은 것으로서, 

‘감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간 혹은 서로 엇물리는 공간의 배열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꽤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건축적으로 관심이 되는 대상을 분석하는 것이 감상의 본질을 

해명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대상을 최대한으로 폭넓게 기술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모든 이론들은 한결같이 

지향성을 띠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건축적 의의를 갖는 건축의 특성 중의 어떤 것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비평적 판단을 위한 어떤 선험적인(a 

priori)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러한 

이론들 대신에 나는 대상으로부터 추상시킨 감상 그 자체에 집중함으로써 문제를 보다 

형식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감상이 그렇게 의의 있는 것이 

되려면 그 대상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를 말하게 될 것이다.5) 

  내가 생각하는 건축 미학은 흔히 같은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명확히 하자면 건축이론이라고 

불려져야 할 그런 것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건축 이론은 건축가의 실무를 지배하는 

혹은 지배해야만 하는 어떤 지침이나 규칙, 교훈 등을 공식화하려는 시도이다. 예를 들어 

위트루위우스, 알베르티 세를리오, 비뇰라 등의 뛰어난 논문에서 보듯이, 건물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체계적 조합과 장식을 위한 규칙들을 규정해 주는 고전적인 주범 이론은 건축 이론에 

속하는 것이며, 러스킨의 《베니스의 돌》과 《건축의 일곱 등》속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법도들도 마찬가지로 건축 이론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건축적 성공의 본질은 문제가 안되며, 

문제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가장 잘 그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건축 이론이 

보편적 타당성을 주장하고 나서게 될 때에만 미학의 영역에 걸리게 되는데, 그것은 이때에 건축 



이론이 건축미에 있어서 우연성이 아닌 본질의 포착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은연중에 철학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즉 우리는 

그 주장들이 선험적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입증해냈는지 여부를 가장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상태에서 현상들을 살펴봄으로써 밝혀보고자 할 것이다. 사실 자신들의 법칙의 보편적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위트루위우스에서 코르뷔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이론가들의 공통된 

특징이었다. 따라서 어떠한 건축 미학도 그러한 주장을 그대로 지나칠 수는 없다. 자신들이 

선호하는 건축적 형태가 이성적인 이해에 의해 유별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위트루위우스, 

알베르티, 러스킨, 그리고 코르뷔제의 믿음이 모두 다 옳을 수 는 없으며,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이들은 모두 다 틀렸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일반 미학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건축 미학이라는 주제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될 지도 모른다. 만일 철학이 나의 주장과 같이 추상적인 것이어야 한다면, 특정 예술 

형식이나 특정한 성공의 개념이 주는 우연적인 제약으로부터 미적 경험을 떼어내어 완전히 

일반적인 것으로서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어째서 현대의 많은 건축 철학자들이 건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며,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이론과는 좀 다른 어떤 건축 철학이 

특별히 요구된다는 말인가? 시나 음악, 회화와 건물의 논의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단일한 

하나의 미 개념이 있고, 이 모든 예술들을 감상하는 데 쓰이는 능력이란 같은 한 가지의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일단 건축 미학과 건축 이론을 구별해 놓은 이상, 건축 미학은 특별히 

건축가의 실무에 적용되지 않는 추상적인 설명이외에는 별로 남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철학자들은 미학의 문제가 이러한 포괄적 추상으로서만 표현 가능하며, 개별적 예술 

형식에 대해서는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비본질적인 언급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듯이, 미학의 

문제에 접근해 왔다는 것도 분명 사실이다.6) 

  그러나 사실상 미적 관심에 대한 어떠한 일반 철학 이론에 대해서도 건축은 직접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건축은 비개인적이고 기능적 성질로 인해서 다른 예술과는 다른 위치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창작뿐 아니라 그것을 향수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특이한 태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칸트나 쇼펜하우어7)의 이론과 같은 미적 관심에 대한 일반 이론들은 건축을 꽤나 

이상하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철학자들은 ― 그 중에서 아마도 

헤겔이 가장 두드러지는 철학자일 것이다. ― 대개 다른 예술 형식에는 부적합한 용어로써 건축 

감상을 설명하여 왔다. 헤겔의 예를 들면 건축은 불명료한 매체로서 관념(Idea)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한 상징성의 수준에로 격하되며 그곳에서 장식과 조각에 의해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헤겔이 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연극, 시, 조각과 같은 재현 

예술은 음악이나 건축과 같은 추상 예술이 유발하는 관심과는 다른 관심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다. 그러나 음악은 다른 재현 예술과 마찬가지로 표현적・감각적・극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유독 건축만은 그러한 것들을 결여한 채로 다른 예술과 

구별되는 어떤 특징들로 해서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달리하게 만들면서 홀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 특징들을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하려 한다. 왜냐하면 이후의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특성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며,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물려받았던 예술의 개념이 얼마나 허술하고 단편적인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별되는 특징 중 첫째는 실용성 또는 기능이다. 건물이란 인간이 거주하고 일하고 

경배하는 장소이며, 그것이 충족시키기로 설계된 요구와 필요에 의해 처음부터 어떤 형식이 

주어지게 된다. 음악 작품의 경우 그것을 누군가가 듣고 감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도에 넣지 않는 

한 작곡될 수 없지만, 건물은 그것을 누군가가 보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도하지 않고, 즉 하나의 

미적 관심의 대상을 창조한다는 의도가 없이도 설계될 수 있다. 또 다른 형식의 예술들과는 아주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어떠한 음악이나 문학 작품도, 그 음악의 기능이나 문학의 

기능 때문에 불가피하게 갖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음악이나 

문학 작품도 왈츠나 행진곡, 핀다로스 풍의 시와 같이 하나의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은 문학이나 음악 그 자체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핀다로스 풍의 시는 

하나의 용도에 동원된 것이다. 시 그 자체로서는 우연히 그러한 용도에 연결된 것일 뿐이다.  

  ‘기능주의’에는 많은 형식이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형식은, 형식을 기능에 적합하게 맞추는 

데에 건축의 참된 미가 있다고 하는 미학 이론이다. 그러나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조야한 기능주의 이론, 즉 건축은 본질적으로 목적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을 수단으로서 감상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을 상정해 보자. 여기서는 건물의 가치는 순수하게 

‘미적인’ 고려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능을 만족시키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자연히 건물의 

감상은 여타 예술 형식의 감상, 즉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평가되는 예술의 

감상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떤 것을 목적 또는 수단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 하는 모호함이 

따르게 된다. 이 두 개념 중의 하나에 대해서는 확신한다 하더라도(어떤 것을 수단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는 그 반대 개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느끼게 되고 만다. 즉 

무언가를 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개념을 명확히 하려 했던 시도로서 유명한 

영국 철학자 콜링우드8)의 구분을 검토해 보자. 예술과 미적인 것에 대한 콜링우드의 탐구는 

예술과 기예의 구분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장인의 태도와 자기의 작업이 끝났을 때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예술가의 태도를 구분한 것은 일단은 매우 논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에 의문이 가게 되는 것은 바로 건축의 경우에 있어서이다. 콜링우드의 

견해에 의한다면 건물은 어찌 되었건 기예에 속하는 것이다. 건물의 실용성은 우연적 속성이 



아니다. 그 실용성은 건축가의 노력을 규정한다. 이런 식으로 예술과 기예의 엄격한 구분을 

고집하는 것은 건축의 실상(reality)을 무시하는 일이 될 뿐이다. 그 이유는 건축이 예술과 기예의 

혼합물이기 때문이 아니라(그것은 콜링우드도 인정했듯이 모든 미적 행위에 다 해당되는 것이다), 

건축이 이 둘의 거의 설명할 수 없는 종합을 표상하기 때문이다. 건물의 기능적 성질은 본질적인 

것이며, 건축가가 자신에게 부과하는 모든 임무의 성격을 한정하고 있다. 예술의 요소와 기예의 

요소를 서로 독립적으로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며, 이러한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이 두 개념은 

갑자기 허깨비로 보이게 되며, 따라서 이들을 ‘순수(fine)’ 예술에 적용해 보아야 모호함을 더할 

뿐이다. 

  더구나 건축을 콜링우드의 개념에 따른 ‘예술’의 형식으로 간주하고자 할 때, 그것은 

표현주의로 나아가게 되어, 특정한 예술적 목표에서 그 본질과 가치를 끄집어내는 조각이나 

미술을 보듯이, 하나의 표현 행위로서 건축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콜링우드의 경우 

‘표현’이란 예술의 주된 목표이다. 왜냐하면 표현이란 행위에는 기예 같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표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인들이 하듯이 명확한 목표를 그리면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분명한 

수단을 제시해 주는 어떠한 규칙이나 절차도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표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예술과 기예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다. 콜링우드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표현이란 주관적 감정의 상징을 찾아내는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표현의 

행위를 통해서 그가 느끼고 있던 바를 알게 되는 것이다. 표현은, 그것이 아니고서는 형언할 수 

없고 혼돈된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내면 생활의 현재화라고 할 수 있다.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이미 알아차린 예술가라면 그 특별한 감정을 표  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기법들을 적용하면서 사실상 장인의 정신으로 작업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쯤 

되면 이미 그는 그런 기법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그 감정을 식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이미 그 감정을 표현하고 난 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표현이란, 성취되기 

전에 미리 그 행위의 목표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다. 즉 목적이나 수단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만일 예술이 표현이라면, 그것은 기예가 될 수 

없다. (예술의 실현을 위해서 많은 부수적인 기예의 숙달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림 1】 Antoni Gaudi :  

Cripta de la Colonia Guell  

 
【그림 1)】 쟌 데 카스틸로 : 크리스토 수도원의 창, 토마르   

  이러한 생각은 매우 복잡하며, 우리는 다시 그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건축을 조각과 꼭 같은 방식의 ‘표현적’ 매체라고 가정하거나, 예술과 기예의 구분이 

건축의 경우에도 빈틈없이 그대로 맞아떨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매우 커다란 왜곡임에 

틀림없다. 조야한 기능주의 이론이(테오필 고티에가 지적한 바 있듯이, 모든 건축이 성취하기를 바라는 

완벽함이란 완벽한 화장실을 본받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이론) 아무리 불합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건축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이다. 

건물의 가치는 실용성과 분리된 채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건축에 대해 단순히 

‘조각적’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건물을 형식이라고 보면서 그 미적 

성격이 단지 우연히 어떤 기능에 결합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특별히 건축적이라고 

통상 생각해 왔던 미적 목표들보다도, 질감・표면・형태・재현・묘사 등이 우선적인 것으로 되기 

시작한다. 건축의 ‘장식적’ 측면은 전에 없던 자율성을 갖게 되며, 동시에 단순한 어떠한 장식 

행위보다도 더 개인적인 것으로 되어 버린다. 그러한 예로서, 가우디의 성 콜로마 데 체르벨로 

성당의 콜로니아 구엘 부속 성당을 생각해보자. 

이런 건물은 균형잡힌 공학적 형태라기보다는 나무같이 성장한 형태로서 건축이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것으로 자신을 내보이려(represent)한다. 여기서 보이는 기이한 느낌은 장식적 전통을 구조적 

원리로 번안해 보이려는 시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16 세기 쟌 데 카스틸로에 의한 포르투갈 식의 



창문에서도 이러한 전통의 성격이 명백히 드러난다. 그 창은 구조상으로나 건축적으로나 유기적 

성장의 산물은 아니다.  

  그 창의 매력은 그와 같이 꾸며진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가우디의 경우 우연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으로 되었으며, 건축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인정되던 것들이 그대로 이해되지 

않고, 내부에서 바라보게 되는 훌륭한 표현주의 조각 작품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이집트 

피라밋의 세련된 기하학적 형태에서 건축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 또한 건축을 조각적으로 보이는 

동일한 견해일 것이다. 사실 헤겔이 건축의 모범으로 간주한 것은 피라밋이었다. 

왜냐하면   피라밋의 기념비적 성격과 견고함, 그리고 철저한 무용성이라고 생각되는 것 등이, 

그로 하여금 피라밋의 유일한 기능을 상징성으로 보게 하였기 때문이며, 그 상징성이란 실제로나 

잠재적으로나 어떤 쓸모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가우디의 작품 이외에도 건축과 조각의 구분을 깨뜨리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예를 들면 앙드레 

블록은 구성에 있어서는 ‘조각적’ 원리만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전통적 용도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거주할 수 있는 조각품’을 만들어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은 사고의 기묘한 혼돈에 

의한 것으로 보여 진다. 만일 건물이 정말 조각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면, 그것의 우수성이나 

아름다움은 전적으로 그 형태의 균형이나 표현성 같은 요인들에 달린 것이 된다. 즉, 여기서의 

성공은 그 조각품이 거주 장소로서 갖는 효율이나, 혹은 그 안에서 일하고 먹고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느낌과는 아무런 중요한 관계도 갖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 박물관을 

관람하면서 돌아다닐 때 느끼게 되는 느낌들이 성공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성공의 기준은 전혀 건축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구조물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넬슨의 

기둥이 새의 둥우리로 사용되는 것같이 재미있기는 하지만 적절한 특성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그 ‘조각품’의 성공을 그 속에 거주하면서 혹은 그곳을 거주 장소로 

생각할 때 갖게 되는 느낌들에 근거해서 주로 판단할 수 도 있다. 이 경우 그 ‘조각’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보통 조각이라고 불리는 예술 작품에 대한 반응과는 확실히 다를 것이며, 우리는 

조각에 있어서의 미에 대한 규준으로 환원될 수 없는 그런 미적 제한 요소들에 순종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예들 들면 블록의 거칠고 물결치는 벽에 대해서, 우리는 가우디의 성당의 이상한 

뿌리 같은 성질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불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건축을 조각적으로 보는 관점은, 

대상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대상의 미를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in abstracto)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오류에 빠져 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상대방에게 돌・조각・상자・과일 

또는 동물 중에 어느 하나를 주고서 그 대상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그것이 아름다운지 아닌지 

대답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일반적으로―(18 세기 경험주의에서, 그리고 칸트9)에 있어서는 더욱 

단호하게 보여지는) 그런 미학적 전통에는 부분적으로 대립하는 것이겠지만―어떤 대상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항상 그 대상 개념에 의존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 형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그 대상 개념에 의존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말을 보고 아름답다고 간주하는 



특징들, 즉 발달된 궁둥이, 굴곡있는 등 등은 인간의 경우라면 흉칙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이러한 미적 판단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활동하며, 그 활동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개념에 의존한다. 이와 같이 건축 형식의 미에 대한 감각도 건물에 대한, 그리고 

건물의 기능에 대한 우리의 개념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기능주의는 건물의 조각적 가치에 대립되는 건축적 가치를 주장하기 위한 시도 

가운데 하나라고 보여 질 수 있는데, 사실상 기능주의는 매우 미묘하고 모호한 전제를 통해 그 

설득력을 확산시키려 하면서 그것을 추구하여 왔다. 우리는 건축에 있어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거나 ‘표현 한다’, 또는 기능을 ‘형상화(embodies)’하는 것이다라고 익히 들어왔는데 

이러한 생각은 비올레 르 뒥이나 미국의 실용주의자 설리반, 그리고 근대 건축의 어떤 측면과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다.10) 

그리고 퓨진과 중세주의자들의 더욱 미묘한 기능주의도 있는데 이들의 관점에 의하면, 기능에 

비추어 보는 일은 취미의 표준으로서, 즉 진짜 장식과 군더더기 장식을 구별하는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약화된 형태의 기능주의는 그 외의 있을 법한 사실들을 말해 주지 

못한다. 사실 건축 감상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 좀더 알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기능주의 이론의 

증명은 커녕 그것이 어떤 식으로 틀을 잡아 나가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을 것이다.  

  건축을 구분 짓는 또 하나의 특징은 건축의 강한 지방적 특성이다. 음악, 문학 및 회화 예술 

작품은 그것을 공연하던가, 옮겨 놓던가, 혹은 심한 경우에는 복제를 통해서라도 무한히 많은 

장소에서 실현이 가능하다. 아주 드물게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면 프레스코나 기념비적 

조각에서도 장소가 변한다고 해서 그 미적 특성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축에서는 

문제가 좀 다르다. 건물들은 자신이 환경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며, 마찬가지로 주위 환경은 

건물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건물들이 마음대로 복제될 경우 반드시 불합리하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건물은 주위 환경의 변화에 의해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템즈강 다리에서 보이는 성 브라이드 성당의 첨탑이 바비칸의 톱날 같은 윤곽 때문에 그 

효과를 손상당한 것과 같이, 성 베드로 광장을 위해 베르니니의 계획으로 이룬 멋진 건축적인 

대성공(coup de theatre)이 비아 델라 콘실리아치오네11)의 개관에 의해 부분적으로 깨져 버린 것이다. 

건물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그것의 위치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예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들은 보로미니의 알레 콰트로 폰타네 성 카를로 성당과 같이 비좁은 대지의 공간 문제를 

뛰어나게 해결했거나, 시실리의 아그리젠토 사원과 같이 그 위치가 건물이 갖고 있는 효과에 

거의 본질적이라 할만큼 인상적이고 전망이 좋은 곳에 지어졌기 때문이며, 또는 베르사이유 궁과 

같이 환경 전체를 휘어잡는 장엄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경우도 있는데, 그곳에서 그 

노트르가 그의 정원을 통해 건축에 주려했던 영향력은 거의 무한에 가까운 야심찬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복제될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 반대로 성 판크라스 성당으로 

알려진 아테네의 기념물을 모아 놓은 것 같은 몇몇 신고전주의의 예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건물의 복제란 일반적인 그림의 복제와는 비교될 수 없으며, 음악 작품을 연주하는 것과도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그것은 학자적인 작업으로서 예술 작품을 자연스럽게 

보급하고 감상하는 데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종종 세계의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건물을 옮기려는 그런 식의 시도에 대해 어떤 적개심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건축가가 장소감에 

일치하는 건물을 세우기를 기대하며, 많은 근대적 건물과 같이 어느 곳에도 놓여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건축적 본능이란 유목민의 주거에서조차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물려받은 대부분의 훌륭한 건축이 만들어지게 된 충동이란 장소의 

감각에서 나오는 충동이다. 그것은 곧 신성한 장소, 혹은 순교의 장소를 표시하거나 기념비, 교회, 

랜드마크를 지으려는 욕망이며, 토지의 소유와 주권을 표시하려는 욕망인 것이다. 이러한 충동은 

고대사원에서 순교 성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롱샹 성당에서 시드니 오페라 극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실 된 건축에서 발견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충동으로 하여 우리는 건축을 자연과 

구분하는 데에 상당한 저항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장소에 대한 감각과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건축의 고정성에 대한 인식은 건축가의 

작업을 여러 방면에서 제한하고 잇다. 건축이란 전체적 조화(ensemble)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잇다.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매우 손상 받기 쉽다는 점은 건축에 있어서 거의 본질적인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건축이 실내 장식이나 의복, 그리고 취미라는 관념에 수용될 수 있는  많은 준-

도덕적, 준-미학적 활동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 이론에서 양식 또는 반복될 수 있는 

형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전체조화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진지한 건축물은 통일의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쇼펜하우어가 이러한 통일은 바로 

양식의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그럴 듯하다. 왜냐하면 건물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이끌어주는 조화라는 관념은 양식에 대한 우리의 감각과 떼어서는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조화가 양식적 통일에 지나지 않는다면 조화로움은 설명되지 못할 것이며, 고전 

양식과 고딕 양식 부분의 뛰어난 결합에 의해 독특한 구조적 통일을 이루고 있는 파리의 성 

유스타슈 성당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그림 3 참조).12)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건축이 외부의 

영향에 의해 제한 받게 되는 또 다른 방식은 인식하고 있다. 여러 사물들은 서로 어울려야 하며, 

종종 건축가의 야심은 형태의 개별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작업에 앞서 존재하는 질서의 보존에 

있게 된다. 사실 우리는 도시 계획이나 정원, 장식, 가구로부터 분리시켜 자족적인 예술 형식인 

것처럼 건축을 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예술을 감상할 때 흔히 해왔듯이, 

건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어떤 한계들을 두는 그런 방식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줄 하나의 요인을 

다시금 발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성 유스타슈 성당, 파리  

이제 건축의 또 다른 특징인 기술이라는 특징에 대해 언급해야 하겠다. 건축에서의 가능성은 

인간 능력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건축에는 어떠한 예술적 의식의 변화와도 전혀 무관하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 즉, 자연적인 양식의 진화가 여하한 미적 동인이나 미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발전에 의해 갑작스레 옆으로 밀려나고 중단되거나 굴절되기도 하는 변화가 있다. 

예를 들어 철근 콘크리트의 발명과 메이야르가 그것을 그의 유명한 다리에 사용한 것을 생각해 

보자. 그 다리는 어떠한 곧바른 길도 날 수 없을 것 같은 협곡을 가로질러 허공 속에서 곡선을 

드리우고 있다.13) 그 기술적 발견이 가져온 미학적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으나 누구도 그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고, 그러한 결과를 미리 의도할 수 는 더구나 없었다. 음악이나 문학, 

회화에서의 진화는 예술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예술적 창조 정신의 전환에 보다 

밀접하게 대응하여 일어난다. 물론 음악에서도(취미의 변환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여지는 

바이올린, 클라리넷, 섹소폰, 바그너 튜바 뿐 아니라) 피아노와 같이 기술적 발명이 미의식의 흐름에 

실제적으로 간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부르넬레스키의 돔처럼) 공학적 성과가 

미적 열망으로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사소한 유사점은 건축과 다른 예술과의 진정한 

차이점을 더 두드러지게 해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변화가 공학적 기술이 아닌 

단지 예술 의욕의 산물인 것으로 보고 근대 건축을 ‘시대 정신’과 발맞춘 건축적 형태의 

창조라고 찬양했던 비평가들14)을 어느 정도 회의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건축에서 더욱 중요하게 구별되는 특징은 공공성에 있다. 하나의 건축 작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내보이게 되는 것으로서 공공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볼 것인지 무시할 것인지에 

대해 자유로이 선택할 여지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가가 자신의 청중을 창조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자유로운 비판적 선택의 대상이며 또 그렇게 되어 온 음악, 문학, 

회화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 시나 음악은 새로운 것을 찾는데 능동적이었고, 

수용해 줄 청중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의식을 통해서 ‘근대적인’ 것이 되었다. 

분명히 건축가는 대중의 취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건축가가 그들 중의 일부 

식자층이나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대중 전체와 소통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따라서 건축에 

있어서 ‘모더니즘’은 다른 예술 분야의 모더니즘에서는 제기되지 않을 특별한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이쯤에서 잊기 쉬우면서도 예술의 근본적인 특징이 되는 목표, 아니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관념으로 돌아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표현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나중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정확히 말하도록 하겠지만) 표현은 건축과 같은 공공 예술에서는 

시나 미술, 음악과 같은 개인적 예술에 있어서만큼 중요성을 갖지는 않는다. 사적인 예술들의 

표현상의 특징은 대부분이 우리가 그것에 접근하는 ‘개인적인’ 자세로부터, 그리고 그러한 

예술이 매우 전문화된 특정한 청중에게 자신을 전달하는 그러한 예술적 능력으로부터 얻어진다. 

‘리시다스’가 잔잔한 슬픔을, 《방황하는 네덜란드 사람》(flying Dutchman)의 서곡이 악마적 

열망을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자.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의사소통의 행위이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감정이 반드시 밀톤이나 바그너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작품을 들을 때 마치 극적인 시를 들을 때처럼, 그 작품들이 작가의 

개인적 감정의 직접적 표현인 것으로 생각하며 듣는다. 건축의 표현적 특성들은 이러한 사적인 

예술들의 그것과는 같지 않으며 또한 같을 수도 없다. 건축에서의 표현이란 차라리 양식과 

수법(manner)을 객관적으로 표상 하는데 있으며, 공적인 목소리로, 그것도 아주 먼 거리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듯한 비개인적이고 불특정한 의미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로렌초 도서관의 

현관에서 불안정감을 느낄 뿐이며, 그 밑에 깔려 있다고 생각되는 개인적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건축과 어떤 정신적 상태와의 관련성이 떠오른다고 해도 그것은 

현대 장식 예술 비평에 밀어닥쳤던 ‘시대 정신’과 같은 일반적이고 비개인적인 상태일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에 있어서 모더니즘은 ‘사적인’ 예술 형식에서는 제기되지 않는 

의문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다른 예술에서의 모더니즘은 그들의 관점이 갖는 일종의 

주관성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즉 모더니즘은 청중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의식 적이었으며, 

그 표현의 목표 또한 단호하게 개인주의적인 것이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청각의 관점에서 볼 때 

고전적 전통과 동등한 형식과 구조의 규준을 자신이 마련했다고 주장하는 유명한 쇤베르크의 

예술을 생각해보자. 교육받은 청중의 귀에는 틀림없이 쇤베르크의 주제곡이 모짜르트의 선율만큼 

명료하고 음악적 함축으로 충만하게 들릴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쇤베르크 주제곡 중 가장 

선율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조차(예로 피아노 협주곡의 서적 주제) 모차르트 작품의 직접적인 

명료성을 성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할 수 도 있고, 쇤베르크의 주제를 고전적 멜로디와 같이 

음조의 변화로(즉 결말에로 진행해가는 것으로)들어야 한다는 것조차 의심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쇤베르크가 노렸던 음악적 경험의 변형은 자의식적인 일로서, 건축의 경험은 보통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쇤베르크에 있어서 음 

악이란 전통적 진행 과정을 자의식을 통해 변형함으로써, 전통(근대 양식은 이 전통과 대조하여 

정의되며, 그 전통이 없이는 ‘모더니즘’이 의미가 없게 된다)과의 연속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비록 

듣는 이가 12 음계의 규칙에 대한 지적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이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어떤 면에서 듣는 사람은 단순히 음악에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상상을 통해서 그 속에 



내재하는 전통을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엘리어트와 같이 쇤베르크에 있어서 전통이란, 그 

상상적 이해력의 수준과는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어떤 사실이 아니라, 근대적 

의식에 의해 재발견되어져야 하는 이상이다.15) 더 나아가 표현에 대한 주관적 관념을 들여다보지 

않고도 쇤베르크의 진실된 ‘근대적’ 음악에 대한 특수한 이상이 완전히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사람들이―근대 음악의 개념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음과 같은 

생각, 즉 고전적 양식은 더 이상 근대적 의식으로 써먹을 수가 없다는 생각, 혹은 베토벤이나 

브람스와 같이 작곡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이 경우 도날드 토비 경의 고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어떻게 가지게 될 것이지를 생각해 보자. 확실히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기존의 음악 형식과 방법이 어느 정도 쇠진한 것이라고 보게 될 것이다. 그러한 형식과 

방법들에 대해 우리가 싫증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왜냐하면 우리는 모차르트의 작품에 결코 

싫증을 느끼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이 근대 작곡자가 원하는 것을 표현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쓰이지 않는 것이다. 이들은 복잡한 근대적 의식과 걸맞지 않으며, 근대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공헌하지 못한다. 음악, 시, 회화의 경우에, 작가의 자의식적 재구성에 수긍이 가는 것은, 그런 

예술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표현주의적 방식으로 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가에 

있어서 자신의 청중을 창조하는 능력, 그리고 청중에게 자신들의 근대성이 영원한 것으로 

느끼게끔 강요하는 능력은 그 작품의 성공뿐 아니라, 그 시도에 있어서조차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 된다. 음악, 미술, 문학이 문학적 혼돈 상태에서도 계속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처음(성공적인 양식으로 채택되기 전)에는 자의적인 선택이며 자의적인 한정에 지나지 않는 것들을 

창안해 냄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괄해 본 이러한 자세를 건축에서도 자유로이 취할 수 있는지는 의심이 간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을 개인적 표현 방식이라거나 ‘근대적 의식’만을 위해 계획된 자의식적인 

몸짓일 뿐이라고 일관되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건축은 공공적이다. 우리의 

욕망이 무엇이고 우리의 자기 이미지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건축은 자신을 드러낸다. 게다가 

건축은 공간을 차지한다. 그것은 앞의 것을 부숴 없애던가 혹은 거기에 섞이거나 조화되려고 

노력한다. 러스킨이 강조했듯이16) 건축은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든 

말든 인간에 대한 전망(vision)과 그의 목표를 부과해 준다는 점에서 가장 정치적이다. 물론 모든 

예술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일대기라든가 잠재하는 착각들(Illusions Perdues)의 가능성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은 문학 

애호가들뿐인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취미와 의도에 관계없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들을 접하게 되며, 건물이 가지고 잇는 정치적 의미를 흡수하지 않을 수 없다. 건물은 역사적 

연속성의 시각적 상징으로 보여지거나 또는 최신식을 요구하는 강력한 통고로 들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보아온 바와 같이, 건축은 음악과 같이 간단하게 전통적 형태를 버리고 일종의 

건축가끼리의 주관성 속으로 도피할 수 없다. 건축은 새로워질 수는 있지만 최근의 서구 음악에 



적용되었던 그런 특정한 의미에서 ‘근대적’일 수는 없다. 건축은 새로운 기대를 창조함으로써 

새로워지며, 이를 위해서는 앞서 존재하는 어떤 양식을 수정하거나(성 드니 성당에서 아보 쉬제의 

업적이 아무리 혁신적이었다고 해도, 고딕 양식은 이 같은 수정에 의해 일어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성공한 어떤 수법을 모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물론 사실상 어떠한 예술 형식에도 

복고라는 것은 있다. 18 세기 ‘고딕’ 양식의 재흥은 당시 다른 많은 예술을 휩쓸었던 낭만적 

중세주의라는 큰 추진력의 일부로 보여질 수 있다. 더구나 문학에는 건축과 같이 주기적으로 

‘고전에로의 복고’가 있어왔다. 예로 프랑스 연극에 있어서, 또 앤 여왕 시대의 풍자 문학에서 

보이듯이. 그러나 건축의 복고 경향은 이것보다 훨씬 깊다. 문학에서의 ‘복고’란 일종의 

모방이며, 그 속에서의 감정, 사유와 화법은 전적으로 근대적인 것으로 남는다. 사실 문학이나 

음악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이전의 어떤 양식에로 돌아간다는 것이 스트라빈스키의 

신고전주의에서와 같이 어딘가 빈정거리는 느낌을 주거나, 아니면 모리스의 중세 숭배와 같이 

너무 세련되어 버리고 만다. 이와 반대로 건축에서는 그 의도에 있어서도 철저할 뿐 아니라 건축 

행위의 진로를 완전히 바꿔 버린 복고 경향들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복고들은 

‘복고’라는 낱말이 부적절하게 느껴질 정도로 계속 있어 왔다. 확실히 우리의 건물에 대한 

태도 속에는 그러한 복고를 풍자하고 느끼지 않고 허용할 정도로 과거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진지한 건축가에 있어서 과거는 ‘근대적’ 의지의 자의식적 행위를 통해서 

소유되어야 할 유산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실로서 지울 수 없는 현재의 일부로서 존재한다. 

위트루위우스에서 르네상스를 거쳐 고딕 복고에 이르기까지 건축에 대한 자세는 실제적인 동시에 

과거 지향적인 것이었다. 르두에 의한 미래 지향적 건축에서조차 매우 고전적인 경향의 건축적 

상세와 건축 상징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과거 존중의 경향성은 그로부터 

결별하려는 최근의 시도들에서 보이는 신경질적인 성격에 의해서 오히려 강화될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느끼는 건축의 의의와 그 특수한 지위를 규정해 주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은 아마도 장식 예술과의 연속성이며, 그에 따르는 목표의 

복합성이다. 건축가가 하나의 명확한 ‘미적’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조차도 그것은 식탁과 의자, 

식탁에서 좌석의 배치, 냅킨을 접는 방식, 책의 정돈 등이 별 생각 없는 관찰자에게 ‘바르게 

보이는’식으로, 그들의 작품이 ‘바르게 보이기’를 바라는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 건축은 

우선적으로 일상적(vernacular) 예술이다. 그것은 우선 모든 정상적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돈의 과정으로서 존재하며, 사실상 누구나 집을 짓거나, 장식하거나, 장을 정돈하는 그 만큼씩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은 미술사가들이 부여하는 그러한 ‘의미’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자의식적으로 자신을 예술이라고 드러내지도 않는다. 건축은 낭만주의자의 예술 의지나 헤겔식의 

‘관념’에 해당하는 ‘예술적 개념’의 무거운 짐 따위나 어떤 강제된 제한 요소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평범한 활동이 자연스럽게 연장된 것이다. 



  건축의 일상적 요소들은 도처에서 우리 눈에 띈다. 우리는 술좌석을 도리아식 기둥이 받치고 

있다든가, 옷장에 장식한 달걀과 화살 모양이나, 고딕식의 모자걸이, 바우하우스식의 구석 찬장, 

또는 황금분활의 법칙을 따르고 있는 차 깡통의 모양을 보고 결코 놀라지 않는다. 

‘일상’이라는 말을 쓰면서 나는 이들 대중적인 형식들이 갖게 되는 지속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나는 건물을 짓는 이들에게 하나의 뚜렷한 목표로서 제시될 수 있는 

어떤 일상적 양식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도 아니다. (죤 서머슨경이 설득력있게 주장한 바대로, 

일상성을 있는 그대로의 일상을 요약한 것으로서가 아니고 목표로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괴물성을 띠게 

된다.17)) 그러나 나는 건축에 있어 일상성이 존재하며 그것이 건축을 주도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러한 사실은 건축과 다른 예술들 사이를 갈라놓는 차이점이 있으며, 어떤 진정한 

의미의 예술적 자율성이 건물의 예술에서는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건물을 짓는 자는 그의 작품을 이미 존재하고 있는 변경 불가능한 어떤 형식들의 배열 

속에 맞춰 넣어야 하며, 그것은 곧 그의 작업의 매순간마다 어떤 영향력들의 제약을 받으면서 

자신의 자의식적인 ‘예술적’ 목표의 과잉을 억제하게 된다는 사실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귀결인 것이다. 건축이란 단지 저 무엇이 ‘맞는지’(fits)에 대한 감각을 적용하는 한 

예이며 그러한 감각은 우리의 일상적 존재의 모든 측면을 지배한다. 건축 미학을 제시한다고 할 

때 우리는 최소한 나날의 삶의 미학을 제시하는 선까지는 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고급 예술의 영역으로부터 평범한 실천적 지혜의 영역에로 옮겨온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정상적인 인간의 정상적인 미적 판단을 기술하는 데에, 우리가 갖고 있는 후기 낭만파적 예술 

개념이 얼마나 부적절한 것인가를, 또 그런 개념을 밝히는 데에 쓰이곤 했던 저 표현 개념과 

같은 모든 개념들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가를 우리는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는 도대체 건축에 대한 명료한 비평을 하는 데에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가를 깨닫게 된다. 문학이나 심지어 음악 비평에서의 업적은 

제쳐두고라도 건축 비평의 표준 작품들은 그야말로 피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비평가들이 

분별력을 갖추고 있는 드문 경우조차도,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이나 특정 양식이 추하다거나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때면, 퓨진이나 러스킨 그리고 기능주의자들이 그러했듯이 

특이한 독단을 가지고, 또 논증되지 않은 일반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결론마저도 미심쩍은 

것이 되어 버리곤 한다. 판단은 종종 무비판적인 도덕주의에 가면을 씌우곤 하며 개별 건물들에 

대한 개별적인 이해에 근거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I.A. 리챠즈나 F.R. 리비스에 의해 비평의 

이상이라고 최근에 강력하게 주창되었던 것―고립된 ‘미적’ 충동으로서가 아닌, 개별적 삶의 

바로 중심에 연결되는 정서들의 표현으로서의 개별 반응에 대한 명료화와 정당화라는 비평의 

이상―은 건축 비평에서는 그 대변인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 가치의 문제는, 뒤에 가서 

분석되겠지만 일종의 특이한 도덕주의를 통해서 종종 관계도 없이 도입되기도 하고, 아니면 특정 



양식에 속하는 건물이라면 아무 것에나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모호하고 일반화된 

‘의미’라는 관념을 통해서 끌어들여지기도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특수한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건축의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된다. 설령 

‘비례’라든가 ‘조화’, ‘공간’, 그리고 ‘분위기’ 등의 용어들이 머리에 떠오르게 되더라도 

그것은 한결같이 어떤 분명한 일반적 관념이 그런 용어들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다. 

관람자는 헨리 워톤 경이 파두아에 있는 성 지우스티나를 묘사하면서 ‘진실로 좋은 예술의 

건전한 작품이다. 재료는 평범한 돌이고 조각으로 장식한 것도 없지만 비례의 비밀스런 조화로 

참으로 보는 이를 사로잡는 구나(그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고 있다’)24)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숨막히는 감동에로 떠밀려간다.  

 

  나는 건축의 이러한 특성들을 극단적이고 다소 완고한 방식으로 서술해왔다.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간과하게 될 어려움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학은 예술 또는 미적 

관심이라는 하나의 관념을 갖고 시작된다. 미학은 때로 그러한 두 관념들 속에 의미 있는 

통일성이 있는가를 들여다보느라고 멈추는 일이 없이 진행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한 문제들은 

실상 해석이 대단히 필요한 것들이다. 내가 언급한 특성들과 유사한 것들은 다른 예술에서도 

때로 발견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연회음악(Tafel-musik)은 주도적인 하나의 기능을 갖으며, 특별한 

때를 위해 읊어지는 시도 마찬가지이다. 프레스코 벽화가 언제나 그 특성을 유지한 채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다 미묘한 데까지 살핀다면 초기 교회 음악도 근대적인 콘서트 홀에서는 

그 명성을 지킬 수 없다 또한 회화는 그 많은 장식 미술들과 연속성을 가지므로 필연적으로 내가 

건축에서 찾아낸 저 공공적 국면에로 향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어 있다. 게다가 이 몇 가지 예술 

형식들의 차이점을 다른 측면에서 찾는 일도 항상 가능할 것이다. 단순히 건축의 공공성과 

실용성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건축의 두드러진 성격이 증명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철학자들이 종종 철학 논문이든, 수학적 증명이든, 또는 습득물(objet trouve)이든, 무엇이든 간에 

미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처럼 글들을 쓰곤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때로 우리가 건물을 미적 대상으로 대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건물을 건물로 감상할 때 그것이 곧 미적으로 감상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의 증명을 미적 관점으로부터 고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단지 수학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수학적 증명의 미적인 힘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도 그 수학적인 타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되면 미적 태도는 건물의 

예술에 단지 주변적인 연결만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미적인 요구가 건축가의 실천에 있어서는 

부차적이고 성가신 일이 되고, 어떤 의미로는 그의 목표에 근본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이러한 ‘미적’ 요구가 무엇인가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요약해 본 견해를 갖게 되면 우리는 아마도 미적 요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견해에 의하면 하나의 건물은 주로 그 실용성을 통해서 이해되어야 하며, 

미적인 제약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결코 건물 짓는 일에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제 1 부 

 

2.  

건축과 설계 

 

  건축은 건물과 동일한 것이고, 설계라는 행위 중에 특별한 하나의 경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알베르티와 초기 르네상스 사상가들의 관점이 이와 같은 것이었다. 한쪽에는 

미학적인 표준에 순응하고 그 스스로를 가장 높은 목표에 두는 건축이 있고, 또 한쪽에는 단지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설계되고 미적 결과가 없는, 단순한 장인의 행위인 건물이 있다는 

식의 관념은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었다. 예술로서의 건물과 기예로서의 건물을 

근본적으로 구별하는 개념 따위는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알베르티는 

선과 각의 결합을 건축가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임무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이것을 시공상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미학상의 문제인 것으로 언급하고 있음도 분명하다.18) 문제의 이 두 측면은 

서로 서로를 매우 긴밀하게 구속하고 있으며 그 참된 해답은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의(단순한 

연결이 아닌) 종합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전에는, 그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 참된 

이해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건축과 건물의 구별을 대중의 머리 속에 확연하게 해주는 

일은 후기 고딕 복고주의 건축가들에게 남겨진 역할이었으며 그것을 확고하게 표현한 사람이 

러스킨이었다. 《건축의 일곱 등》의 첫 장에서 러스킨은 ‘건축’이라는 명칭을 쓸모 없고 

불필요한 것 혹은 단순한 표피인 것으로 명백하게 제한하고 있다.19) 반면에 알베르티는 ‘설계와 

구조로 이루어지는’ 단일하고 보편적인 건물의 예술에 관하여 쓰고 있다. 이어서 그는 ‘설계의 

모든 힘과 근거는 건물의 모양(aspect)을 규정해 주는 선과 각을 서로 적응시키고 한데 결합시키는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을 발견하는 데서 나오며 건물과 그 각 부분에다 적합한 위치, 정확한 비례, 

적당한 배치 그리고 조화로운 질서 등을 지정해 줌으로써, 건물의 형식이 구상 속에 이미 

전체적으로 담겨져 있도록20) 하는 것이 설계의 특성이자 할 일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처음부터 알베르티의 생각의 방향은 무엇이 ‘옳고’, ‘적합하며’, ‘타당하고’, ‘균형 잡힌’ 

것인가 하는 개념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나는 그의 논문의 첫 페이지에서 위의 말들을 

인용했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그는 계속하여 벽과 개구부의 기능과 지붕 구조의 복잡함, 그리고 

기후와 태양과 비의 영향에 대해서 쓰고 있다. 이렇듯 그는 철학자의 추상적인 개념에서부터 



기술자의 실제적인 일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나아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합하고’, 

‘균형 잡혀 있고’, ‘단정한’(decorous) 것에 대한 개념은 그의 논의 전체를 통하여 계속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알베르티에 의하면 무엇이 적절한 것인가를 알고21) 그 앎에 

비추어서 건설하는 것은 건축가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건물을 짓는 사람이라면 누구나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이제 ‘기능적’ 고려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미적’이라는 것이 주로 철학적으로 고안된 

것임을 말해두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22) 우리는 지금 썩 그렇게 쉽게 정의할 수 없는 것에다가 

이름을 붙여 끌어들인 전문적인 용어를 다루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베르티가 계속하여 

적합하고, 어울리고, 질서 있고, 균형 잡혀 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미적인 고려를 건축행위의 

중심에다 두고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 직관적으로나마 충분히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알베르티에게 

있어서 미적 탁월함의 추구란, 건축적 관심사의 다른 요소들과 분리되어서는 정당하게 말해질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적합하다든가 균형 잡혀 있다고 하는 이런 관념은 건축가나 기술자의 

실무 전체에 스며 있으며 내재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알베르티는 구조상의 어떤 

문제와 ‘적절’이라는 문제를 따로 떼어놓고서 고려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 즉 건축가는 

그의 임무를 상호 연결된 일련의 문제들로 보며, 미학의 요구 조건이 단지 그런 많은 ‘문제들’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건축가의 모든 문제가 

마음속에서 그려지는 것은 ‘적절’이라는 개념에 의해 주어진 틀 안에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화사가들 중에는 모든 르네상스의 사상에 내재하고 있는 미적 가치의 우월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비존질적이며 어떤 특정한 사회 질서의 단순한 반영일 뿐 사회 질서 그 자체보다 더 

불가피한 것도 바람직한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만일 우리가 그런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적당함, 적합함, 균형 잡혀 있음 따위의 개념이 건축적 

사고나 실무에 있어서 지배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거부하려는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 중에는 그런 개념을 계속 지니고 있는 것은 단순한 ‘허위의식’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건축적 사고의 중심에서 미적 고려를 제거하여 

외곽으로 추방해 버리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추방은 가능한가? 이것이 내가 

탐구하려는 것이다.  

  현대의 건축가들은 종종 ‘설계 문제’(design problems)와 ‘설계 해답’(design solution)에 관해 

이야기한다.23) 그런 설계 개념 속에는 미적 고려를 전적으로 추방하려는 시도, 혹은 미적 고려를 

어떤 이상적인 ‘최적’의 설계를 도출해내는 과정 중에―그것이 전체로든 부분적으로든 

간에―해결되어지는 일련의 문제들 중의 하나로 단순하게 다루려는 시도, 내가 지금껏 지적해 

왔던 바로 그 시도가 의례히 알맹이로 담겨 있다. 소위 ‘설계’란 알베르티가 생각했듯이 미적 

가치가 건축 과제의 전체 구상에 스며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복합적이고 준과학적인 

양상을 보이는 기능의 실험이 되고 말았다. 미적 고려란 대개의 경우 설계 목적의 한 부분이 



아니라 설계의 부산물로서, 그 자체로서는 추구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으로 흔히 치부되고 있다. 

그래서 저명한 한 건축가는 

 

미는 하나의 결과물이며 문제를 적적하게 해결하는 데서 오는 산물이다. 그것은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비현실적이다. 미학에의 몰두는 건축가를 자의적인 설계에 빠지게 하며, 설계자에게 ‘그런 식의 

모양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한다는 식의 건물을 낳게 되는 것이다. 성공적인 

건물이란 미학의 일반화된 체계 위에서 공식화될 수 없는 것이다.24) 

 

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확실히 건축에다 주전자나 삽, 자동차 따위의 설계에서는 

요구되어지지 않을 사고와 추론의 패턴을 요구하는 것은 임의적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모든 

행위에서 그 목적이란 ‘명쾌하고’, ‘합리적’인 설계―완성된 물건을 사용할 사람에게 최대의 

만족을 부여할 수 있는 시방서나 청사진―를 성취하는 것이라는 식인 듯하다. 그러므로 설계에 

있어서 우선되는 과제는 잠재적인 사용자들의 요구를 이해하는 것이 된다. 즉, 건축가는 우선 

사용자들의 요구의 상호 관계를 연구해야만하고 최종적으로는 가능한 한 그 요구에 상응하는 

메카니즘을 고안해내어야만 한다는 것이며, 미는 이러한 건축가의 행위의 결과물이지 목적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이 문제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하나의 가상적인 인물을 설정했었다. 

따라서 나는 ‘설계 방법론’(design methods)의 역사에 대해서는 조야한 개관 정도밖에는 제시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모든 상세한 참고 사항은 주석으로 돌리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러 

건축과 문제 해결을 독특한 등식 관계로 보는 입장이 금세기 초엽의 근대주의자의 선언에 이미 

다수 등장하고 있으며,25) 근대의 설계 이론가들 중에는 그들의 목적이란 러시아 혁명 후의 

‘구성주의’(constructionism) 건축가들26)의 목적과 똑같은 것이라고 확언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그것이 맞든 틀리든 간에) 지적해 두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확실히 구성주의가 목표에 

대한 수단의 완벽한 경제성을 표현하는 데서, 혁명 정신에 적합한 건축의 이상을 찾으려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건축의 이상은 건축가들의 작품에다 사용자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통행인들에게도 일종의 추상적인 미로서 명백하게 인지될 하나의 포괄적인 유용성(utility)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합당한 것’(the reasonable)을 추구함에 있어 러시아 혁명 시대의 

건축가들은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의 이론을 되돌아보았다. 그러나 러시아 학파는―적어도 

처음에는―이성적인 것이라는 그들의 이상을 목적에  대한 수단의 관계에서 찾으려 한 반면에,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의 건축가들―불레와 르두 등27)―에게 있어서 이성이란 도덕적・미적 

영감뿐만 아니라 종교적 이상에 준하는 것으로서 숭배되어지며, 건축을 통해 드러내지는 

애초부터의 하나의 목적이었다. 르두가 설계한 사랑의 집(House of Love)이 남근 모양으로 생긴 

평면(그림 4 참조)을 취하도록 만든 것은 기능이 아니라 건축가의 불경스러운 합리주위를 꾸며서 



알아보기 쉽게 만들려고 한 과도한 미적 개념이었던 포괄적인 사회적 중요성에 중점을 두어 모든 

단순한 미학적 제약을 추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물론 ‘구성주의’라는 명칭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또 여기서 그것을 비난하는 듯한 나의 관점을 강하게 거부할 건축가들이 

스스로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구성주의자와 그들의 추종자들의 진면목을 올바르게 

드러내려는 것이 나의 목적은 아니므로 자세한 것은 주에서 다루기로 하겠다.28) 단지 나는 

‘설계 이론’(design theory)이라는 표준적인 명칭을 받을 만한 어떤 진지한 이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싶지 않으므로 ‘설계 이론’과 ‘구성주의’라는 명칭 중 

전자보다는 후자를 사용하려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성이라는 이상을 따르고, 순수하게 ‘미적인’ 목적을 끌어들이게 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모든 것을 건축가의 개요로서 제거해 보기로 하자. 과연 이것은 어떤 

일관성있고 합당한 건축적 실천, 즉 합리적인 인간이 참여할 만하고, 또 자신이 하고 있는 바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어떤 것을 정의하는가? 나는 그것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논증하려고 한다.  

   

 

그림 4】클로드-니콜라 르두 : 사랑의 집을 위한 계획  (Plan 랭 Lover's House) 

 

우선 비미적 목적이 여럿(multiplicity)이고 불가해(intangibility)함으로써 하나의 문제가 바로 

제기되어진다. 건축가가 단지 그의 주목적을 명백히 하고 그것을 가장 충실히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때때로 인식되기는 하였다. 왜냐하면 비록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진행 과정 중에 좌절되는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주택 

전체에 골고루 온기를 유지하려는 제한된 목적에는 완벽하게 들어맞는 도구인 중앙 난방이 그 

쉬운 예이다. 중앙 난방 장치가 공기를 건조하게 하고 회벽이나 목재 가구 중 어떤 것들에 

균열을 생기게 하여 악기를 보존하기가 어려운 등 여러 면에서 불편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발견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대한 처방이란 아마 습기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처방이 비싸며 유지하기가 까다롭고, 미관상 좋지 

않으며 시끄럽기까지 하다는 문제가 또 생긴다. 더군다나 이것은 인간이 동물원 속의 동물이나 



화랑에 걸려있는 그림처럼 ‘통제된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데서 오는 막연한 초조감까지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또 다른 수단이 채택되어져야 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개선’이라는 

연쇄가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는지 그리고 혹 다시 개선한다는 것이 더 나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도 생기게 된다. 누군가가 시사했듯이29)설계는 문제의 불안정성이 바로 그 특징이며 그 

불안정성은 의도하는 해결안을 추구하고 있는 동안에는 도저히 알 수 없을 만큼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대체 어떤 ‘방법’이 설계자가 추구해야만 하는 것인지를 알기는 어려우며, 심지어 

그 ‘방법’이라는 것이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인지조차 알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런 어려움에 대한 대답 중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개념이 부적절한 

자의적인 목적을 결합하여 기초로 삼고 있는 현대의 많은 ‘설계 해답’이 부적절하다고 

비난하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30)에 의해 제기 된 것이다. 그는 이러한 현대의 설계 해답들을 

폴리네시아 초원의 오두막집과 이탈리아의 구릉지의 마을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건축적 풍토 

내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는 ‘비자의식적 설계’와 비교한다. 이런 비자의식적인 설계는 

말하자면 진화의 한 산물이라고 말 할 수도 있다. 마치 육각형의 방이 벌에게는 더 없이 완벽한 

집인 것처럼, 그것은 공식화되지 않은 여러 가지 욕구와 요구들에 대한 응답을 통해 진화해왔고, 

사고와 반성을 거치지 않고서 현실화된 것이었다. 반면에 인간의 자의식적인 절차는 그 속에 

내재하는 훌륭한 분별력 때문이 아니라 목적 의식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유의 

산물이며, 이 사유는 설계자의 문제에 대해 피상적인 접촉만을 가능케 하는 개념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혼동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실천에 능숙하게 되도록 

해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념들간의 관계에 내재하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비자의식적인 건축가는 직관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데 비해) 관찰된 목적과 기능의 기반 위에서 

개념들을 분류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설계에 대한 연구는 보다 나은 개념―건축적 문제 

속에 작용하는 여러 영향력들의 진정한 연결관계를 드러내 주는 개념―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건축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언뜻 보기에 건축은 

본질적으로 ‘문제’를 포함하며 건축가의 첫 번째 임무는 이 문제를 가능한 한 잘 푸는 것임을 

거의 부정할 수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건축가는 각각 어떤 최소한의 치수를 가진 

방들을 주어진 평면 내에다 배치시키고 그러한 방들이 최대로 몇 개나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 달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어진 배치가 난방의 목적이나 건물 

내의 각 부분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목적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설계자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종합해야 하고 가능한 한 나머지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만족시켜 

주면서 문제들 각각을 만족시키는 해결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떤 가정을 세운다면 이렇게 혼합된 문제는 해결을―수학적인 해결까지도31)―허용할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 그 문제의 각 요소들의 상대적인 중요도가 판단되어질 수 있고 만족의 

정도가 각각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술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방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한 것에 비교하며 방을 많이 배치하는 것이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인가를 알기 전에는, 전자는 부분적으로만 만족시키면서 후자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어떤 

평면에 대해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건축적 문제의, ‘요소들’은 이중으로 

계량될 수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내적으로는 그것들 자체에 대하여, 외적으로는 대립하는 

요소와의 관계 하에서. 그러나 그런 가정이 세워진다 할지라도(심지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미적 고려’는 무시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또 다시 어려움이 발생한다. 모든 작업에는 

상대적인 가치가 부여되어질 수 없는 요인들이 있다. 이것은 그 가치가 절대적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란 그 요인을 만족시키지 않은 채로 놔두고서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를 미리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한 예로서, 주택의 창문의 위치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자. 대부분의 

사람은 창문이 활기차고, 즐겁고 재미있는 조망을 향해 나 있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떤 다른 요구 조건들―즉 실내의 따뜻함, 프라이버시, 채광 등―에 대한 욕구를 어느 

정도까지 희생시킬 수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 것인가? 

(미술 수공예 운동 Art and Crafts 건축가에 의해 지어진 많은 집을 보면―보이지 Voysey의 주택 같은 

것들―건축가들이 그들의 미적 목적을 희생시키기보다는 차라리 창문없이 지내려고 했던 것 같다.) 분명히 

우리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개별 상황에서의 지식이나 경험과는 무관하게 그의 ‘건축적 문제’의 

요소들을 낱낱이 상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일들에 대한 요구를 종합적이고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어딘가 유쾌하지 못한 데가 있다. 

적어도 합리적인 인간이나 건축가가 그려하다는 것이 필연적인 진리일 수 는 없다.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그런 식의 인간이 결코 합리적인 것도 아니다.  

  이제 문제를 가장 추상적인 형태로 진술해 보자 가령, ‘설계 방법론’을 추구하는 이들의 

이상이 실현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즉 우리가 건설하는 형태에 대한 종합적인 이론, 즉 건물이 

만족시켜야만 하는 각 경우의 기능들 사이의 상호 의존 관계가, 정확하게 기술되어질 수 있는 

완벽성을 지닌 생물학과 사회 과학, 공학 등과 함께 밝혀졌다고 가정해 보자.32)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건축적 ‘문제’에 대한 진실한 답변은 결코 얻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해결’이란, 과학적 최적해가 아닌 인간의 실천적 활동을 위한 기반으로서 이해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상적인 사무소 건물의 방들 사이에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통로가 어떤 ‘최적 평면’에 의해 수립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평면이 계획되어진 대로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그의 최종 목적지로 가능한 한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자. 그런 

식으로 계산된 ‘최적해’란, 그 해답을 마음속에 그리는 우리의 능력은 문제삼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건물을 출입하는 사람은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머리 속에 지도를 그려 



나갈 수 없으며, 난감한 심정으로 원하지 않는 사무실들을 헤매고 다닐 것이다. 그렇게 되다면 그 

‘해답’은 도대체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어려움이란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건물을 출입하는 사람이 지도를 보고 

배우거나 경험으로써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을 찾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반론은 초점을 놓쳐 버리고 있다. 물론 내가 언급한 그런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질 수 

있다면 그 건물은 성공적인 것일 것이다. 그러나 성공의 기준은 과학적으로 도출된 ‘최적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되어진 그 해답을 이해하는 이성적인 존재의 능력 내에 존재한다. 한 

설계 문제에 대한 한 ‘해답’은 그 안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스스로의 실천적인 

이해에 적합한 기반을 제시할 때만 만족스러운 것이 된다. 그러므로 어떤 주어진 일련의 기능을 

만족시키고, 상황이 허용하는 어떤 이상적인 해답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뿐만 아니라 ‘해답’ 

자체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양면으로부터 제한되어지기 때문에, 설계 과정이 직관으로부터 

자유롭기를 희망할 수도 없거니와 자유로와 지도록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천적인 이해가 바로 건축가가 목표로 삼아야만 하는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비트겐슈타인에 이르기까지 이론 지식과 실천 지식, 그리고 합리적 믿음과 

합리적 행위사이의 구별을 명료히 하려는 철학적 시도는 많이 있어 왔지만, 이런 시도들 중 그 

어느 것도 전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론 지식과 실천 

지식이 구분이 되고 그 두 영역 모두 추론(reasoning)을 보여준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책에서 나는 미적 감각에 의해 영향을 받고 결정되어지는, 실천적인 이해의 한 부분에 관심의 

초점을 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이 부분이 사소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앎에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주장하려 한다. 

  실천적 이해는 능동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 퍼져 있으며, 합리적인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꼭 능숙하지 못하거나 잘못 행동하는 데서 뿐만 아니라, 느끼거나 원하기에 

적절치 못한 것을 느끼거나 원하는 데서도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활동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감정과 욕망을 포함하며, 이것들은 의지에 의한 여느 행위만큼이나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실천 이성의 충만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미적 감각을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론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이 통합되는 듯이 보이는(지금껏 우리가 이 장에서 관심을 

가져왔던) 한 영역이 있으니 그것은 수단의 영역이다. 여기에서는 실천적 앎이란 사실 문제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분리되어질 수 없다. 그러나 가설적인 ‘구성주의’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결국 건축을 목적에 대한 수단의 발견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건축가가 그의 행위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성취하느냐를 고려해야만 하며 또―창문의 예로서 알 수 있었듯이―이 목적은 

좀처럼 일련의 상반되는 기능들로 조목조목 미리 상술되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행동의 목적이라는 개념을 분석해야 하는가? 현대의 건축 이론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데 있어―근대 건축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수사학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드러난―인간의 ‘요구’라는 개념을 독점해 왔다. 르 코르뷔제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서부터, 신선한 공기와  축구를 위해 모든 문명화된 도시를 파괴하려는 계획안에 

이르기까지 그를 이끌어 나간 것도 바로 이 개념이었다. 르 코르뷔제에 의하면 인간은 공기와 빛, 

개방된 공간 그리고 운동 등에 대한 요구, 즉 간단히 말해서 건축이 아닌 것에 대한 필요를 

가진다고 한다. 공원 위에 필로티에 의해서 높이 세워진 고층 유리 건물도 이런 식의 인간의 

‘문제’에 대한 언명으로부터 거의 연역되다시피 하여 귀결된 것으로 보인다. 33) 그렇다고 하여 

르 코르뷔제가 우리의 가설적인 구성주의자들의 반미학적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획안의 불합리성과 그의 ‘해답’을 

사용하면서 그에 따라 야기되는 명백한 불만족은 이 요구라는 개념이―건축에서 쓰이는 표준적 

용법에 따르자면―빈곤한 것이며, 또 이런 식으로 건축가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잘못 제시함에 

의해서만, 건축을 일종의 ‘문제 해결’로 격하시키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요구라는 개념은 번성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34) 식물은 물이 없으면 번성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을 요구한다. 요구는 그 요구를 가지고 있는 것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든 지간에 

본질적인 것이다. (그런데 ‘변화하는 요구’라는 것을 언급하는 현대 건축가들의 말에서 우리는 혼란을 

느낀다.) 즉 x의 존재가 y에 의존할 때만이 x는 y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중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번성은 적어도 두 가지 방식으로 행해진다. 인간은 동물로서 

번성할 수도 있고 이성적인 존재35)로서도 번성할 수 있으며 인간이 전자에 대해 요구하는 

것―음식물이나 피난처―이 후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스토아 학파에서는 

필요하지도 않다고 한다. 만일 요구라는 개념이 우리들을 ‘합리적인 설계’의 어떤 이상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라면 분명히 우리가 만족을 주어야만 하는 것은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요구일 것이다.  

  이성적 행위의 충만―그리스인들은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라고 불렀고 우리는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욕망하는 것과는 달리 가치를 두는 것을 가질 때에만 얻어진다. 그리고 

아마 ‘인간 요구의 건축’의 가장 충격적인 점은, 세계를 가치는 없고 단지 동물적 

요구―신선한 공기, 건강, 운동, 음식 등―만이 있는 것으로 종종 인식한 것 같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동물적인 요구 개념에서 가치 개념을 분리시켜 보도록 하자. 이 구분을 할 때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은, 요구와 가치가 둘 다 욕망의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를 표현한다는 

사실에서 부분적으로 연유한다. 실제로 설계 이론가들간에는 특히 뚜렷하지만, 가치와 요구를 

인간이 우연히 선호하게 되는 것에 대한―그 이유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주관적 선택’의 

문제로, 즉 ‘선호’의 문제로 격하시키려는 경향도 있다.36) 그렇다면 합리적 설계는 여전히 



주어진 선호를 최고로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의하면 

설령 구성주의자의 건축이라는 기계가 우리를 즐겁게 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 기계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즉 그것들은 우리의 많고 다양한 선호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우리는 보다 만족스러운 설계를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연구로 되돌아가야만 한다는 식이다. 그리하여 하나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서 

‘적정함’(correotness)을 해석하는 ‘적정한 건설’(correct construction)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37) 

기계가―인간 소외의 근원과는 거리가 먼―주된 처방이 되며, 인간적인 건축을 위해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그 기계가 풀어야만 하는 문제에 대한 완벽한 진술이 되는 것이다.38) 

  그러나 실제로는 가치와 단순한 욕구 사이에는 ‘적정한 건설’이라는 철학이 체계적으로 

간과해 버린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가치가 선호의 일종이라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선호가 가치인 것은 아니다. 우리의 선호 중에는(예컨대 음식이나 술의 경우) 우리의 개성이나 

체질의 반영으로 간주되는 것도 잇다. 이것을 우리는 단순한 선호로 간주하는 데 만족하고 

있으며 그 선호에 대하여 공격받을 때 그것을 정당화해야 할 의무를 느끼지는 않는다(비록 그런 

방어 욕구는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치는 보다 의미로운 것이며 실천 이성에 대해서 단순 

선호가 가질 수 없는 일종의 권위를 가진다. 필요할 때 그것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정당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들을 통하여 세계를 보고 이해하는 것을 배운다. 

단순한 선호와 달리 가치는 알베르티가 사용했던 그런 언어로써 자신을 표현한다. 그것은 옳은 

것, 맞는 것, 적절한 것, 정당한 것 등을 추구한다. 가치는 사고와 교육의 산물이며 합리적인 

논의로써 지지되거나 포기 또는 수정이 가능하다. 가치는 자신을 단지 어떤 가상적인 ‘선택의 

상황’속에 따로 떨어진 선호라고 표명하지 않는다. 가치는 그 힘이 아니라 깊이와 경험에 

질서를 부여하는 그 정도에 따라 특징이 드러나지만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으며, ‘설계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의 한 요인으로서 서로 상반되는 선호에 대하여 어떻게 놓여질 수 

있는가를 알기는 어렵다.  

  위에서 기술하였듯이 가치란 행위의 목표의 한 특별한 경우이다. 즉 그것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규정해 주지만 그 특정한 경우에 한정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태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특정 경우에 있어서조차 목표 개념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가치의 획득을 통해서이다. 실제로 목표로 마음에 새긴다.(to have an end in view)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자신의 행위의 목표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론적인 방법으로 

그가 목표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의 상태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취되었을 때’란 말은 이 문제가 효용이나 기능 중의 하나로 

처리되어질 수 없는 것임을 지적해 준다. 그것은 효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 경험의 질의 

문제이다. 건축가가 경험과 그 건물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이 문제는 답변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상상적이다. 그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마음속에 그린다는 것과 그것의 질에 대하여 실효있는 예감을 성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또한 현재의 목적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아직은 규정할 수 없는 목적에 비춰 행위가 적합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감각을 요하는 평가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런 관계로 해서 일련의 행위가 갖는 특정 목표가 그 행위에 뛰어들기 전에 미리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자면 우리가 해나가는 도중에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것은 목표를 마음속에 새겨두지 않는 행위는 물론, 

공공연하게 ‘목표를 마음속에 새겨둔’ 것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목표’는―만일 그것이 사람의 삶과 관계가 있고 사람들의 시간과 관심을 요구하게 

되면―그것을 추구하는 이들의 지각・가치・욕망에 의해 본질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한 예로 옷을 입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옷을 입는 데에는 인간의 몸을 가리고 

온기를 보존하려는 주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에 

의해 결정되어진 설계는 그러한 표면적인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결코 만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항상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재봉사적인 기능의 

관점에서 옷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삶에 부수되는 목표와 사건의 관점에서 본다. 옷은 사람이 그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본성을 다른 사람에게 천명한다는 의미에서 그 사람을 표현한다. 

또 한 예로 보통 통상적으로 구매자들에게 기능적이라고 상상되어지는 청바지 천으로 된 

‘기능적’ 복장을 생각해 보자. 장식이나 가식, 맵시에 상관없는 효용의 대상이라고 스스로를 

선언한다. 바로 그 선언이 그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즉 다시금 ‘이성’(Reason)이 목표에 

대한 수단의 채용으로서가 아니고 그 자체가 목표로서, 또한 우리가 그것을 통해 세계를 

지각하게 되는 하나의 가치로서 그 자신을 드러낸다. ‘기능적’인 체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그 

기능적인 것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능성이 그 외관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런 것은 르두의 사랑의 집에서의 경우처럼 구성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건물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 ‘기능적 복장’은 유용성(특별히 그것이 쓸모 있다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며)이나 싼 

가격(왜냐하면 곡 그것이 싼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으로 해서 그런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어떤 삶의 전망을 표현하며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것을 입는 사람의 경험에 

대해서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청바지류의 옷을 왜 사는가에 대해 실제로 언급되는 목표란 그것을 사는 데 대한 모든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틀림없이 뭔가 다른 것에 종속하는 것으로 남을 

것이고 또 그 무엇이란 그 자체로 목표라기보다는 모든 현재와 미래의 목표에, 그 옷이 

들어맞으리라는 느낌(a sense of the accommodation)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가진다는 것은 

가치를 얻는다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다. 옷이 어떤 삶의 방식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며 그런 

삶의 방식의 목표란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 아직 말할 



수 없을 때라도 어떤 특정 대상이 그 목표에 적합하리라는 것을―무슨 공식 같은 것으로써 

보다는 확실한 직관으로―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으려는 목적을 알기에 

앞서서 그 옷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가질 수가 있을 것이며 그 적절 여부에 대한 

견해는 다른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목표에 선행하는 것일 것이다. 정말로 이런 적절함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옷을 사려는 사람이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을 이끌어 갈 목표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 목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를 알기에 앞서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 목표에 관해 숙고할 수 있게 되기 

전에 이해하려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미적 가치’라고 부르고자 했던 것이, 옷을 사거나 방을 장식하거나 

집을 지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을 이해하는 데에 본질적 성분일 수도 있는 하나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모든 행위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현재의 어떠한 욕망에 대한 만족을 

넘어서는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적합할 형식과 상세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적절성의 감각은 일종의  상상적 이해를 

요구한다. 즉 우리는 사물의 외관과 느낌에 대하여 숙고할 것을 요구받으며 그것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떠할 것인지를 상상할 것을 요청 받는다.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지각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한 기능적 계산은 옆으로 제쳐두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능적 계산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사고 틀 - 욕망과 만족이라는 틀 -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현재의 경험 

속에서 그 사물이 이런저런 욕망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욕망의 합보다 더 클 하나의 

실체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감각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주된 

목적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장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말일 미적 가치가 깨우쳐 

주는 ‘적절함’의 감각을 결여한다면 그는 실제로 항상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자신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것을 선택하거나 우리를 오랫동안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는 확실성을 얻기 위해 지식을 버리는 셈이 되는 것이다. 

  건축도 이와 마찬가지이다.39) 사람이 그 안에서 살도록 설계된 것이 아닌 펌프장이나 발전소 

같은 건물일지라도 그 건물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 순수하게 기능적인 묘사 - 

제시된 방식으로 그 기능이 충족되어질 때 그것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보다 광범위한 문제를 

무시한 묘사 - 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베이터시 발전소에 템즈강을 건너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매우 사랑 받고 있는 프랑스 바로크식의 급수장을 비교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사람이 그 안에서 살아야만 하는 건물의 경우에 이런 질문이 무시되어질 수 없음은 더욱 자명한 

일일 것이다. 

  우리의 논의가 이만큼 진행되더라도, 우리가 이성적 존재로서 따라야만 하는 도덕성과 같이 

미적 가치에도 우리의 경험 내에 중심적인 위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미적 가치란 무엇인가? 구성주의자들은 미적 



가치란 그것이 어떤 식으로 보이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며, 반면에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실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는 ‘그것이 참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옷을 예로 들어 알아보았듯이 그런 단순한 개념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보이는 방식’과 ‘그것이 의미하는 것’, ‘그것이 행하는 것’ 사이에는 

명백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건물이라는 예술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연구와 행위의 진정한 목표에 대한 이성적인 분별은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의 나의 주장 중의 하나는 미적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옳고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는, 미래의 목표에 대해 참된 시사를 받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실천적 지혜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적 이해를 통해서 미래의 목표는 우리가 그것들을  정책이나 계획안으로 

공식화할 수 있기 전에 우리 앞에 생생하게 나타난다. 취미의 계발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의 

목표는 그 목표로 이끄는 행위 안에 ‘내재하게’ 되며, 그럼으로써 그 목표를 실제로 추구할 수 

있게 되기 전에라도 우리는 합리적으로 행위의 목표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다시금 이론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 간의 구분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옳고 적절한 것에 대한 연구가 이론적인 

앎이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고정된 외적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단을 보여주는 

고정되고 필연적인 일단의 법칙이 우리가 자연 과학의 공리를 배울 때처럼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적 이해력은 실천 이성의 한 형태이며 학식보다는 교육을 함축한다. 미적 교육을 

통해 우리는 사물을 인지하고 비교하며, 그리고 건축 형식들이 인간이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기에 

의미롭고 적절한 것인가를 파악하는 능력을 획득한다. 그런 교육 과정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의 규칙들과 그 중의 특정 비교가 보편 법칙으로 성립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런 

교육을 통하여 건축가는 그가 완성한 건물 내에서 사람들이 살고 작업하는 것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감각을 획득한다. 달리 말하자면, 그는 단순히 그의 활동의 수단에 관한 지식만이 아닌 

행위의 목표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한 지식이 없다면 한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알 도리가 없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그리고 그것이 그러하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구성주의자’들의 강령과 일종의 기계로서의 건물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오류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찾아낼 수 있다. 산업혁명 이래로 우리의 삶의 주된 배경으로서 기계가 

부적절한 것이 되는 것은 기존 기계의 불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에 관한 그 무엇, 

즉 이성이 요구하는 무엇 때문이며, 그리고 전적으로 기능주의라는 국면에서 세계를 인식한다면 

계속하여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 그 무엇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문이 계속 이어져 왔다. 

사람들은 기계에 대해 ‘본질적으로 소외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며, 건축을 기계의 일종으로, 

더욱이 현재에 있어 공식화될 수 있는 모든 요구와 욕망에 충분히 부응해 주는 기계의 일종으로 

격하시키려는 시도는, 그 결과로서 생기는 산물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키는 이 외에는 성취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침울한 어느 마르크스주의자가 말했듯이 



 

기술은 …우리의 동작이 갖고 있는 모든 망설임, 신중함, 공손함을 추방한다. 기술에 의하여 인간의 

동작은 역사가 사물들에 대해 요구하는 가차 없는 명령에 복종하게 된다. 그리하여, 예컨대 문을 

조용히 그리고 신중하게 닫으면서 꼭 닫히게 하는 능력 같은 것은 상실된다. 자동차와 냉장고의 문은 

힘차게 닫아야 한다. 또한 저절로 쾅 닫히게 되는 것이 많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나쁜 습관을 갖게 되고 그들을 맞이하게 될 집안이 그대로 들여다보이게 된다. 이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있는 사물들의 세계로부터 그의 가장 내밀스러운 신경계에 

이르기까지 그가 무엇에 끊임없이 노출되는가를 알아야만 한다. 이제 두 짝으로 된 여닫이창은 없고, 

그저 밀어서 열어야 할 미닫이 창틀이 있을 뿐이며, 잘 만들어진 걸쇠 대신에 돌리는 손잡이가 있을 

뿐, 또 앞뜰도 현관의 계단도 없고 정원 주위에 담벽도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경험을 점점 시들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순수한 기능성의 법칙 

아래서 사물들이, 단순한 작동으로만 접촉을 허용하며, 행위의 자유라든가 사물의 자율성과 같은 

잉여라는 것을 관용하지 않는, 그런 형식을 취한다는 사실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잉여는 경험의 

핵으로서 계속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행위의 운동력(moment)에 의해서 소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40)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경험의 핵을 찾고 현재의 행위 속에서 소모되는 일시적인 생물로서가 아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진 이성적 존재로서의 우리를 발견하는 이러한 ‘잉여’를 탐구해야만 

한다. 우리는 건축의 경험에서 중심 되는 것을 재 포착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알베르티나 

세를리오,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이들처럼 우리는 오직 미적 가치를 건축가의 행위의 중심에다 

복권시키고, 기능이 아닌 삶의 방식에 대한 건물의 적절함이라는 문제를 떠나서 기능 문제에 

답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때에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제안이 설득력이 있을 만큼 내가 ‘미적 가치’의 개념에 대해 충분히 말한 것은 

아니다. 이제 이 결점에 대한 치유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많은 영향력 있는 이론들이 우리의 

건축 경험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건축 행위에 있어서 미적 태도의 

복합성에 대한 이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러한 이론들에 대해 언급해야 할 

것이다.  

 

 

3.   

건축에 본질이란 있는가? 

 



  건축을 연구하는 데에는 각기 기술자나 역사가, 비평가, 그리고 건축주 등의 관점에 따라 많은 

방식이 있으며, 그 방식들은 각기 즐겨 쓰는 개념을 제의하고 있다. 그 각 방식들은 서로 

모순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서로 다른 입장들과는 어떤 뚜렷한 관계가 없이 나름대로 주제를 

체계화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건축학도는 그의 선입관에 따라 건물의 본질과 그것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 의미와 가치를 서로 관련 없는 여러 방식으로 기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예술’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기를 열망하는 것들을 논의할 때 으례히 

생기는 일반적인 모호함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건축의 경우는 그 미적 본질에 대한 

명쾌한 이해를 얻는데 아주 까다로운 장애물이 있는 것 같다. 이 장에서 나는 건축의 본질과 

경험에 대한 여러 신조 중 널리 알려진 것 몇 개를 택해 그것들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가지는 문제의 참된 복잡성과 그 궁극적인 답변의 기반을 발견해 보려고 

한다.  

  내가 고려하게 될 각 신조들은 때로는 건축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것의 가치를,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건축에서 이끌어내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어떤 수사학적인 유사성을 갖고 있어서 함께 사용될 수도 있으며 한 데 결합되고 나면 

하나의 강력한 비평적 관점을 형성해 놓을 수도 있었다. 이들은 바로 그 모호함 때문에 그런 

목적에 들어맞을 수가 있었고, 따라서 혹 독자 여러분은 내가 그들이 주장하지도 않는 엄밀성을 

그것들에 부여함으로써 그것들을 잘못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신조들을 지지하는 이들의 작업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상들의 지적 기반에 대해 

언급하고 그 것들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그러한 엄밀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내가 

고려하게 될 교의들은 기능주의, ‘공간’이론, 그리고 미술사(Kunstgeschichte)와 비례에 관한 

철학들이다.  

 

 

기 능 주 의 

 

  내가 ‘구성주의’라고 이름 붙였던 보잘것없는 철학은 근대 건축가들이 실제로 해왔던 것에 

거의 상응하지 못하는 것이었으며, 금세기가 목격해온 형식과 양식의 변화의 대부분은 바로 내가 

르네상스 이론가들의 특징으로 간주했던, 적합하고 적절한 외관에 대한 욕구가 그 동기가 되어 

왔다는 점에 대해 독자 여러분은 아직 유의하고 있을 것이다. 근대 운동의 미적인 것에 대한 

인색함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을 둘러싸고 있었던 유명한 ‘기능주의자’의 이론들은 미적 

가치라는 것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명료하게 내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다.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보인 형태인 ‘기능주의’는 건축에 있어서의 미적 가치의 우월성을 

부정하기보다는 그 가치의 본질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을 제공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41) 



기능주의는 건축의 모든 참된 경험에서 형태는 기능과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의 

해석에 따르면 미적 경험이란 기능―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으로서의 기능―의 경험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건물에서 형태는 반드시 

기능을 표현하고 명료하게 해야 하며―설리반이 즐겨 사용한 말을 빌자면―기능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이론의 배경에는, 효용이 건물의 본질적 속성 중의 하나이므로 건물의 

기능적 측면을 무시하고 그에 대한 진실한 이해란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견실한 원리가 

놓여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적절하고 아름다운 어떤 특징이 주택이나 공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다. 참으로 건물의 효용이라는 우리의 앎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어떤 

순수한 ‘미적’ 허공에서 건물에 대하여 판단을 내린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의견을 내세우더라도 그 결과로 무엇이 생길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보통 

언급되어지는 형태로서의 기능주의는 확실히 그렇다. 그다지 동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음 

유추를 보도록 하자. 노래가 음악에 맞추어 가사를 붙임으로써 성립한다는 것은 본질적인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노래의 경험이 음악적 형태로 발화되는 가사의 경험에 불과하다든가, 

노래는 가사의 의미를 드러내거나 따르거나 따르기만 하면 완벽하거나 아름답다는 식의 결론을 

낼 수는 없다. 우선 가사가 어처구니없는 것일 수가 있다. 또는 그 가사를 따를 때 음악이 그 

고유의 생명과 생동감을 잃을 수도 있다. 볼프가 가사와 음악을 적절한 관계로 맺는 데에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가 운율적 재능, 극적 장관, 간결함, 자연스러움 

등의 능력을 결하고 있는 한 그와 같은 재능만으로 그를 슈베르트와 같은 위치에다 올려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의 유추가 별로 틀린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본질적인 속성만으로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물의 본질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노래가 

본질적으로 가사를 운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임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노래는 그 이상의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노래는 선율을 포함하며 또 그 선율 때문에, 가사를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노래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소녀’라는 가곡의 아름다움과, 같은 제목의 현악 4 중주곡의 느린 악장의 아름다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불합리한 견해이다. 이것은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능이 건물의 유일한 본질적 특징은 아니며, 건물이 필연적으로 어떤 형식이나 

형을 나타내기는 할 것이나, 우리는 주어진 기능과는 분리된 맥락 내에서 그 형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 한 예로서 플로렌스에 있는 알베르티의 성 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아름답게 장식된 

입면을 보도록 하자(그림 5). 거기 나타나 있는 많은 무늬들은 직물 장식의 한 부분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그것들은 그와 마찬가지로 아름답다는 것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들을 입면에서 제거하여 사문석이나 대리석으로 된 표면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건물 용도의 



표현이나 노출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것들은 보존하겠지만 건물이 갖는 매력 중 주요한 

부분을 없애 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능주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보다 심각한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이 이론의 용어들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아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가령 ‘기능’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건물의 기능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부분의 기능을 

가리키는 것인가? 만일 후자만을 가리킨다면, 건물은 단지 퐁피두센터를 꾸미고 있는 돌출해 

있는 현관이나 강선 같은 기능적인 상세들을 나타내 보여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가? 

만일 그것이 최고의 미적 이상이라면 분명히 미학이란 전적으로 포기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건물이 부분의 기능과는 확연히 다른, 건물의 어떤 기능을 표현하거나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은 매우 피상적인 의미에서만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전체 건물의 

기능이란―퐁피두센터라는 이 경우―불확정적인 것이다. 퐁피두센터를 제 4 칼론 하우스 

테라스(사실상 개인 주택으로 설계되었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기능을 런던에서 수용하고 있는)에 비해 볼 

때 둘 중 어느 건물이 주어진 용도를 더 잘 드러내 보여준다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철도 기지였던 과거의 기능을 아마 계속 ‘드러내’ 보여주고 있으며, 또 ‘따르고’ 

있을 라운드 하우스 극장이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현재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틀림없이 

불편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러한 예들은 건물의 ‘기능’이라는 개념이 명확한 것이 

아니며, 어떤 특정 ‘기능’이 어떻게 건축적 ‘형식’으로 번역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다 적절한 미학 이론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기껏 말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이 용도를 가지며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뿐이다.  

 

 그림 5】  L.B. 알베르티 :성 마리아 노벨라 성당, 플로렌스 

                         

  그리고 우리가 건축 부분들의 기능만으로 논의를 국한시킨다면, 이 이론이―앞으로 계속 

논의가 되면서―가치 있는 통찰력을 지닌 것으로 드러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론이 보다 

그럴듯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포괄적인 건축 미학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기능주의는 

그것이 이해되려면 반드시 그러한 미학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둥의 기능은 그 위에 있는 엔타블레이처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엔타블레이처의 기능은 기둥 위에 얹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각각의 기능들은 건축 행위에 내재적인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건축에 대하여 어떤 

선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능으로서 이해할 수 있고, 또 건물의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 특정 방식으로 결합되어야만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건축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만 우리는 기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의 본질을 비추어 보기 위해서 

기능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건물의 본질에 대한 설명으로서의 기능주의 이론은 

공허할 뿐인 것이다.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난점은 ‘따른다’거나 ‘표현한다’는 용어들에 의해서 

제기 된다.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표현’이라는 이런 개념을 의미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능주의로부터 어떤 보편적이거나 선험적인 타당성을 제거하는 길뿐이다. 그런 개념에 의해 

제기되어지는 난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 그림 6 에 있는 긴결 아치가 한 

면의 비계보다 더 완벽하게 그 기능을 따르거나 표현하는가?  

 

그림 6】  성 마리아 피네돈 : 노단츠, 긴결 아치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기능주의자들은 고딕의 예로서 볼 수 있는, 기능에 

아무 것도 기여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마룻대 장식과 오히려 기능을 적극적으로 손상시키는 4 엽 

장식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기능주의가 자꾸만 보다 더 약화된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이런 ‘표현’이라는 개념의 모호함 때문일 것이다. 하나의 약한 신조로서 그 주장은 

철학적이 아니라 비평적이다. 즉 그것은 건축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건축적 성공 

중의 한 예를 보여주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 한 예로서 러스킨이 ‘진리의 등’(Lamp of 

Truth)이라고 믿었던, 건물 외관의 구조적 정직성을 찬양하는 기능주의의 한 형태를 보도록 

하자.(이런 관점에서 보면 퐁피두센터는 노출되어 있는 것이 구조적으로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찬양될 자격이 없다. 반면에 고딕 성당은 그 주된 용도가 없어진 시대에서도 충분히 찬양될 수 있다.) 이 

원리를 독단에로 끌어올리면 놀라운 결과가 생기는데 가령 돌 장벽 뒤에 기능적인 버팀벽을 

감추고 있는 성 바오로 성당은 히스로우에 있는 공항보다 더 나은 점이 없다. 또한 기둥 속에 



배수로로 사용되는 단순한 공동이 있을 뿐이며 고전적인 입면으로써 철과 콘크리트를 숨기고 

있는 팔말의 RAC 클럽은 건축의 가치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가치조차 

거의 없다는 식이 된다.  

   

그림 7,8】칼 프리드리히 싱켈 : 베르데르쉐 성당, 베를린 

 

미학의 원리와는 달리 비평 신조의 특성은 그것이 선험적으로 정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보편적인 타당성을 주장하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자의식적이고 허약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명백한 반례에도 아랑곳없이 그런 타당성을 계속하여 거듭 단언한다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관찰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비평 신조는 반드시 개별 경험과 개별 건물에 대한 상세한 탐구에 의하여 각 경우에 

따라 정립되어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기껏해야 하나의 일반화에 그치는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다시는 써먹을 수 없는, 단일 예술 작품에 대한 하나의 관찰에 불과한 것이 된다. 

그리고 비록 구조의 드러냄이 모든 건물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서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평의 자원을 모두 다 활용한 것은 아닐 것이며, 하나 이상의 

여러 형태가 한 구조를 ‘따를’ 수도 있는 것이다. 싱켈이 계획한 베를린의 베르데르쉐 성당의 

구조적으로는 동등한 두 개의 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그림 7, 8 참조).  

 

이 예가 보여주듯이 구조적 ‘정직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라도 (왜냐하면 싱켈의 계획안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정직하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식의 문제―즉 의미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능주의라는 신조에 의해서 건축 경험의 대부분이 

간단히 무시되어져 버리게 되며, 우리가 미적 문제에 대하여 어떤 독립된 이해를 얻지 못하는 한 

우리는 무시되어지는 그 부분이 본질적인 부분인지 아닌지 하는 것조차 알 수 없을 것이다.  

 

 

공     간 



 

  뵐플린과 프랑클의 작업 이래로(다양하게 기술되어진) 건축과 공간간에 관계에 대한 생각은 널리 

보급되어 왔으며―건축은 본질적으로 그것인 것이며 따라서 공간과 공간적 관계, 그리고 

허구부의 상호 관입 등이 건축 경험의 진실한 대상이라고―다시 한번 그 관계를 강조하는 

본질주의자의 색채를 띠어왔다. 그래서 ‘공간은 건축의 가장 어려운 국면이다. 그러나 그것은 

건축의 본질이며 반드시 건축이 스스로를 투신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이다42) 라고 쓰고 있는 

근대 건축가도 있다. 이 신조는 건축의 진가를 기능보다는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는 시도를 

대표하나 기능주의가 주택, 공장, 철도역 등을 주로 예로 들 듯이 공간론은 건물들 중에서 가장 

기능적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극적 표현에만 바쳐진 건물들인 궁전이나 사찰, 교회 등만으로 

편파적인 예들을 들면서 지탱해 나왔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건축의 경험이 공간의 경험이라는 이론은 분명 변호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만일 공간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이라면 건축가의 행위의 대부분은 쓸모 없는 

장식처럼 보일 것이 틀림없을 뿐만 아니라 왜 그가 일부러 건물을 그렇게 지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조차도 알기 어려울 것이다. 들판에 나가 서 있어도 나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의 

둘러싸여져 분리되어 있는 공간 모두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일한 

차이점은 브라만테와 미켈란젤로가 그러한 공간들 주위로 쌓아올린 껍데기가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공간이 그 자체로서 순수하고 직접적으로 관조되는 과정은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이 이론을, 단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의 본질은 공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둘러싸는 것 혹은 둘러싸여진 

공간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브루노 제비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건축의 본질은 …공간적인 자유로움 위에 놓여지는 재료의 한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모든 

시선을 가능하게 해주는 ‘허공’보다는, 시선의 가능함을 규정해 주는 장애물인 이러한 한정의 

과정을 통하여 공간이 어떻게 의미 있는 형태로 조직화되는가에 있는 것이다.43) 

 

  제비나 기디온 같은 이들과 그들의 뛰어난 추종자들이 열정적으로 모든 건물 유형에 적용하려 

한 것이 바로 이런 건축의 본질에 대한 개념이고 이것으로부터 어떤 정설적인 비평이 발생해 

나온 것이다. 이것에 가해질 수 있는 첫 번째 비판은 그것이 엄밀하게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사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하지 않다.) 우리가 건물에서 감상하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못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제비의 서술은 로마에 있는 테르미니 철도역의 대합실이나 미케네에 

있는 아트레우스의 보물 창고―여기에서는 우리의 지각 중 ‘주조된 공간’(moulded space)에 대한 

감각이 가장 우선적으로 작용한다―에서는 별 무리 없이 적용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성 

바오르 성당에서는 우리가 그 ‘공간’의 장엄함에도 불구하고 빛과 그림자, 그리고 장식, 질감, 



몰딩 등의 정교하고 인상적인 효과도 느끼게 되는 바, 그런 식의 서술로는 흥미 있는 모든 것을 

포착하지 못한다.  

  ‘공간’의 언어에 몰두하는 비평가들이 보이는 반응 중의 하나는 건축의 상세―빛, 장식, 

조각되고 몰딩된 형태들―모든 것이 볼륨과 형상 그리고 공간의 윤곽을 만들고 강조하며 

명료화함으로써 흥미와 가치의 대상이 되며, 그리고 그것들 모두가 근본적인 공간적 관계를 

표현하거나 ‘분절’하는 것으로 언급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부에 있는 코니스가 벽의 

공간에 매듭의 효과를 내고 그럼으로써 지붕에 담겨 있는 공동의 숨겨진 기하학적 모양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건축적(단순한 기능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관심을 끈다는 식으로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성 베드로 대성당 내부에서는 코니스를, 밝게 빛나는 공간 

위에 솟아 있는 반원주형의 긴 기둥 위에 얹어 놓은 사각형의 상자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빛 또한 바로 그러한 공간 분할을 높여 주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그림 9 

참조) 한다. 반면에 북구의 고딕 성당의 벽 공간을 분할하는 비교적 뚜렷하지 않은 돌림띠는 소위 

위쪽으로 향하는 시선을 잠시 멈추게 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지, 진실로 내부 공간을 분할하지 

않는다. 또 그것은 수직 기둥과의 연결점에서 종종 끊어지며 벽의 상향 운동에 규정된 공간과는 

별개의 지붕 밑 공간이란 느낌을 주지도 않는다고 한다.(그림 10 참조). 따라서 고딕 성당에 대한 

특징적인 경험을 주는 것은 바로 공간의 열려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 건물의 중요한 특징들을 어떻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의 특징으로(벽은 공간을 둘러싸는 

것으로, 문은 공간에 나 있는 구멍이라는 식으로) 볼 수도 있는가를 명시할 때에만, 건축적 관심에 

있어서 공간(혹인 공간을 ‘형상지음’shaping)이 주도적임을 내세우려는 이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거꾸로, 만일 우리가 그렇게 번역 될 수 없는 건축적 특징을 발견한다면 그 즉시 

이 시도는 실패로 끝나 버릴 것이다. 그 한 예로서 건축 재료의 성질에 대해 생각해보자. 만일 

플로렌스에 있는 산토 스피리토 성당의 열주가 플로렌스산의 회색 사암 대신 나무나 화강암으로 

다시 지어진다 하더라도 그 아름다움이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그림 11 참조)  

 

 

그림 9】  성 베드로 대성당 내부, 로마 【그림 10】  노틀담 성당의 내부, 파리 



 

그림 11】브루넬레스키 : 산토 스피리토 성당. 플로렌스 

 

그리고 엘리 성당의 성모 부속 성당에 있는 조상이 훼손된다 하더라도 그 조상의 공간적 

효과(모호한 말로 하자면, 주위의 공간을 ‘분절’ 하는 능력)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지점에서도 그 

훼손이 눈에 띄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성당의 아름다움은 조상의 훼손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다. 혹자는 조상이 건축의 본질이 아니라는 근거에서 위와 

같은 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할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렇게 철저한 제거에 

의해서 본질을 이끌어내야 한다면 과연 무엇이 마지막에 남아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건축에는, 조상이 분리될 수 있다고 보는 식으로 분리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조각된 

형태와 빚어(modelled) 만든 형태 사이의 구분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이 차이점은 건물의 예로서 

보여지듯이44) 회반죽이나 치장 벽토로 형을 뜨는 것보다는 돌을 조각하여 만든 상세가 더 

즉각적으로 지각되는 성질을 가질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러한 지각의 차이점에 상응하는 

미세한 공간적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차이점이 보여지는 것이 공간적 개념에 의한 것은 

아니다. 가령 리미니에 있는 알베르티의 말라테스티아나 사원(성 프란체스코, 그림 12)의 측면을 

보도록 하자. 

  그  구성의 아름다움은 열주의 리듬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조각된 선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즉시 지각할 수 있는 장인의 솜씨에도 의존하고 있다. 만일 콘크리트나 치장 벽토로 같은 형태를 

형을 떠서 만든다면 그러한 정서적 호소력은 거의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그 효과를 공간의 

효과로 국한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경험의 전체적인 성격을 잘못 설명하는 것이다.  



  

【그림 12】L.B.알베르티 : 말라테스티아나 사원의 측면,  

           리미니 

 

【그림 13, 14】프란체스코 보로미니 : 성 이보 성당의 원형 지붕, 로마 

 

  그러나 아직도 이런 모든 예의 밑에는, 장식이나 제작 솜씨의 우연한 효과를 제거해 버리고 

남는 어떤 건축적 본질이 있다고 주장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우리가 

‘공간적’ 효과 그 자체가 유의미한 상세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그 타당성을 

점차 상실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로마의 성 이보 성당(그림 13, 14)의 원형 

지붕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장엄한 빛을 보도록 하자. 

  이것을 공간적 효과로 돌리는 것은 분명 매우 합리적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시선을 위로 

이끌어 주기도 하면서 성당의 절묘한 기하학적 형태를 거듭 규정하는 코니스의 정교하게 형을 

떠서 만든 몰딩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효과가 지각될 수 있겠는가? 보여지는 것은 꼭 

극적인 공간뿐만이 아니라 상호 연관된 면들의 복합적인 조화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조화로움은 오직, 우리의 시선을 가장 많이 끄는 정교하게 제작된 상세 때문에 보여질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대가(Master)가 설계한 성 카를리노 성당(그림 15)의 정교한 내부를 볼 때도 그 

‘공간’ 구성의 대담함이 더욱 대담하고, 보다 더 유의미한 상세에 모든 면이 의존하고 있어, 



‘공간적’ 의미라는 전체 개념은 그 이면에로 숨어 버리는 것이다. 물론 ‘공간론’의 

주창자들이 이런 예들에 의해서 좌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런 모든 대립되는 경험들을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의 중심되는 경험의 미묘한 변주로서 재 묘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이 건축의 이해를 명료화하는 데 공간 개념을 

사용하기보다는 그가 공간 경험으로써 의미하는 것을 명료화하는 데 건축의 이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더욱 더 생기게 된다. 그들의 건축 경험에 대한 설명은 

기능주의자의 그것처럼 공허하여 순환적인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림 15】프란체스코 보로미니 : 성 카를리노 성당의 내부, 로마 

 

  이런 이유로 그 의미를 사실상 손상시키지 않고 우리는 ‘공간’ 개념을 사용하는 가장 

비평적인 저술에서도 ‘공간’ 개념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포젠과 

브레슬라우의 제수이트파 교회와 프리드리히 샤펜에 있는 슐로스키르혜에 대하여 프랑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갤러리의 상대적인 높이가 공간적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일 그것들이 전부 다 

회중석 볼트의 아치받이 돌의 밑에 있다면 아래에 있는 소예배실들과 가법적으로 결합할 것이다. 

만일 반달창 같은 거대한 볼트를 약화시키면서 회중석의 아치대 위로 솟아올라 있다면 그것들이 

솟아오르면 오를수록 전체적인 공간적 효과는 홀의 효과에 가까워질 것이다.45) 

 

여기에서 ‘공간적 효과’를 거드는 것은 사실상 전적으로 중복된 발언이다. 만일 그 말을 보다 

간단한 용어인 ‘모양’(shape)이란 말로 바꾸어도 문장의 의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프랑클의 예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히 갤러리가 높이 솟아오르면 오를수록 교회의 모양이 



홀의 모양에 가까워지리라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독특한 ‘공간적 효과’가 가리키는 것은 다음 

글에서 ‘공간 경험’이라는 개념이 그러하듯이 요술처럼 사용되어지고 있다.  

 

알베르티는 리미니의 성 프란체스코 성당에다 회중석보다 폭이 넓은 원형 건물을 덧붙이길 원했으며 

미켈로쪼는 플로렌스에 있는 성 마리아 아눈치아타 성당에다 그런 것을 덧붙였다. 로마의 판테온과 

비슷한 이 공간은 우리의 공간 경험을 고양시키기는 하지만 회중석과 유기적인 관계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46) 

 

이 판단의 근거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즉 아눈치아타의 원형 성가대석은 너무 크고 빛도 잘 

들어오지 않아서 그 결과로 회중석과 편안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또 이것은 교회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루고 있는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아무 것도 절정감이나 결론에 도달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없다. 동시에 그것은 어떤 음울한 자기 권위를 가지고 있고, 회중석에 덧붙여진 

하나의 자기 완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요구하지만 결코 그것과의 연결을 끊지 못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계속하면서 ‘공간 경험’(어느 공간을?)을 언급할 필요가 도대체 있는 것인지, 

또 그런 관념을 씀으로써 그것이 불가결한 비평 도구가 될 수나 있다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론이 계속 강력한 비평 도구로 존속하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끄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아마 이런 설명은 공간론의 주요한 주창자이자, 공간의 수사학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 근대 운동의 정통 비평을 만들었고 그럼으로써 한 세대의 건축학도들의 의식을 형성한 

기디온의 작업으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47) 아마도 최근에 저술되어진 건축에 관한 저술 

중 가장 영향력있고 체계적인 것은 기디온의 《공간, 시간, 건축》(Space, Time and Architecture)일 

것이다. 그러나 그 책은 근대 물리학에 대한 저자의 언론인적인 지식에서 나온 많은 오류와 함께 

내가 지금껏 언급해온 오류들을 모두 담고 있다. (그러한 오류에서 그는 근대 예술과 건축이 ‘시-

공간’에 상당하는 예술적 등가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묘사하게 되었는데, 그런 개념은 그렇게 적용시키는 

순간 깨져 버리는 것이며, 아인슈타인과 민코프스키가 시간 차원을 공간의 3 차원과 등가인 것으로 

다루었다는―잘못된―전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가 공간론을 펼침에 있어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특징은, 그것을 그럭저럭 역사적 분석의 특정 형식에 결합시켜 놓았으며, 그 결합이 어느 정도는 

이 신조의 매력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 가령 다음 글을 보도록 하자.  

 

  건축의 발전에는 3 단계가 있다. 첫 단계―첫 번째 공간 개념―에서 공간은 볼륨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집트, 수메르, 그리스의 건축이 이 단계에 속했으며, 내부 공간은 

무시되었다. 두 번째 공간 개념은 로마 시대 중기부터 시작되었다.…세 번째 공간 개념은 일점 

투시도법을 타파한 시각 혁명과 함께 금세기 초엽에 전개되었다.48) 

 



  그리스 신전의 ‘공간’이 ‘볼륨들간의 상호 작용’(어떤 볼륨인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스인들이 건물의 ‘내부 공간을 무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그리스인들이 결코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든가 그들의 거기에서 발견한 것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혼백과의 조우를 이야기하면서 

오딧세우스는 ‘어둠침침한 홀’ 안에서 들불에 비추어진 놀란 얼굴들을 살피기 위한 대목에 가서는 말을 

멈춘다. 내부 공간의 느낌이라는 것이 있다면 호메로스의 묘사에는 확실히 그것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Op.Ⅺ.333～334)) 기디온의 독특한 이론은 공간론 이외의 흥미를 돋우는 것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간론은 세계사를 명료한 연속적인 시기로 나누고, 예술의 본질과 의미를 

그것이 발생된 그 시대와의 관련 하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성찰 과정과 결합하여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음으로 검토해야만 할 주된 혼동은 바로 이것이다.  

 

미    술   사 

 

  헤겔의 철학은 세계의 구조와 인간 지식의 영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보편적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개되었다. 그것은 모든 가시적 사실들 중에서 언뜻 보기에는 

가장 자의적이고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역사 현상―에서 선험성(a priori)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전개된 것이다. 헤겔 철학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피상적인 혼돈의 근저에서 

태고부터 역사의 움직임에 대한 일종의 영원한 증거로서, 또 수학적 정리의 모든 추상적 

명료성과 엄격성을 지니면서, 전제로부터 결론으로 나아가는 정신적 필연성의 작용을 본다고 

주장한다. 현대 사상에서 이 이론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그 진리성 보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적 가치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이 된다. 현재에도 역사를 필연성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두 사건이 동시적이라는 단순한 사실이 그들의 진실한 연관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헤겔의 형이상학에 탐닉하고 있었던 

브룩하르트는 모든 것에서 지배적인 충동과 통일된 개념을 찾으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대한 

유명한 고찰을 시작하였다. 한 시기의 모든 예술 작품은 반드시 그 근저에 놓여 있는 동일한 

정신이나 이념에서 그 의미를 끌어내어야 한다고 그는 보았던 것이다. 브룩하르트의 제자인 

뵐플린은 이 방법을 건축에 적용하였으며 뵐플린의 제자인 프랑클은 이것을 다시 기디온과 

펩스너에게로 전승하여 주었다. 그 결과 그것이 영미 건축학계의 정통으로 정립되었으며, 헤겔의 

역사 철학은 자주 특히 포퍼에 의해서 공박되어져 온 반면, 미술사와 건축사에 대한 헤겔적인 

방법론의 결과는 최근에야 비로소 비판적으로 고찰되기 시작했다.49) 

  논의의 진행을 위하여 헤겔적인 역사관의 견해들이 맞다고 가정해 보자. 그것이 미학의 

기반으로 변형될 수도 없고, 우리에게 건축의 진정한 의의를 드러내줄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헤겔적인 접근 방법을 실제로 사용하는 이들이 그러한 기반을 줄 수 있다고 



명백히 주장하는 일은 드물며, 다음 글에서 보이는 뵐플린의 대담한 기백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이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건축은) 그것이 인간의 실체적인 본질(corporeal essence)과 행동, 말투나 태도의 독특한 습관을 

반영하는 한 시대의 표현이며, 그것이 경쾌하고 즐거운 것인지 엄숙하고 침울한 것인지, 혹은 인간의 

삶에 대한 태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 침착하게 안정되어 있는 것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 

마디로 말해서 건축은 한 시대의 ‘생활 감정’(Lebensgefuhl)을 표현한다.50)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겔의 이론을 미적 판단의 유일한 기반으로 사용하는 비평가들은 최근에도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있다.51) 그리하여 헤겔 이론이 함축하는 미학적 의미는 대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헤겔의 이론이 위세를 떨치기 전부터, 그리고 예술에 대한 

‘역사적’ 전망을 가질 수 있기 전부터 이미 인간은 건축을 이해하고 감상해 왔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인간이 어떤 건물에 대하여 ‘미적’ 

관심을 가지는 것은―즉 건물을 기능적 고안물 이상의 무엇으로 볼 때마다―인간이 ‘정신’이나 

‘생활 감정’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한 ‘정신’을 

가장 잘 기술하는 것―그리고 그것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술―을 위해서는 그 정신이 표현되는 전체 삶의 형식과 그 정신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역사적 기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  

  이제 나는 그러한 이론이 미학의 기반으로서 부적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하려 한다. 

그것은 만일 한 건물이 그 시대의 정신을 표명한다면 그 시대의 다른 모든 건물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할 때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차이는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가? 건축적 성공의 

특징에 관해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는 건축 이론은 참으로 그 본질에 대한 이론이 될 수 없을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내야만 한다. 미술사적인 전통 내에 

있는 비평은 한 시대의 진실로 위대하고 강력한 관심을 끄는 작품에만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기디온이나 C. 노르베르그 슐츠52)의 저작들을 보라. 이런 관습은 오직 성공적인 

작품만이 그 시대정신이나 혹은 ‘지배적인 공간 개념’53)을 진실로 표현하고 있으며 비 

성공적인 작품은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숨겨진(명백하게 이것을 나타내는 

경우는 드물다) 믿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런 표현의 개념을 빌려오는 것은 어떤 반론을 받을 

여지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작품이 때로는 당시의 역사적 사실 이상의 무엇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그 작품의 성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시사를 

막을 근거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처럼 그것이 속하지 않은 

세계의 정신을 표현하는데 성공할 수도 있고 이탈리아의 언덕에 있는 마을의 소박한 단순성처럼 

아무런 역사적인 결정 요소를 지니지 않는 외관을 표현하는 데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기능주의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미술사의 명제들이 혼돈된 ‘표현’ 개념만 강조하였기 

때문에 그 일반성의 주장 근거를 상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개념으로 의미가 

어떻게 도출되는가에 대해 일반적인 원리를 끌어낼 수 없는 한, 그것은 건축 작품과 의미를 

연상시키는 수단인 비평의 도구 이상은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흔히 부르는 용어로54)) ‘역사주의’의 통찰이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그리 놀라운 일이 못 된다. 역사주의는 그 이론의 공리 속에 이미 완제품으로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디온이 파스칼을 ‘다른 매체(수학)에 있어서의 바로크의 거장’55)이라고 

묘사했을 때 그가 실제로 뜻한 바는 결국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바로크라고 알려져 있는 건축 

양식이 파스칼의 수학적 업적과 동시대에 발생되었다는 것뿐이다. 이 말에서 파스칼의 유명한 

법칙의 본질이나 망사르의 건축의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비교해 볼 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것은 빌라 사브와가 ‘문자 그대로…시-공간 내에서의 구조물’56)로서 상대성의 

시대에 독특하게 적합한 것이라는 기디온의 서술에서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대한 그의 증거는 그 

저택이 어떤 단일 시점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 특징이란 상대성의 

기풍(ethos)을 표현한 것으로 잘 알려진 링컨 성당이나 타지마할 묘 같은 데서도 나타나는 별 

중요하지 않은 사실일 뿐이다. 

  미술사적인 입장을 주창하는 이들에게 있어 건축이란. 의미를 전달하는 독자적인 수단은 

가지고 있지만, 전달할 특유의 독자적인 의미는 지니지 못한 수많은 문화적 산물 중의 하나이다. 

건물이 미술사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와 중요성을 얻게 되는 한, 그 의미란 대개의 경우는 

건축 외적인 목적과 본질일 것이며 그 시대의 여느 표현적 산물에도 속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우연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건축적인 것에는 중점을 두지 않는 그런 이해 행위를 

통하여 파악되어진다. 어떤 특별한 경우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건축을 

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미학의 기반으로서 이 이론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엇이 우리의 건축 경험에 근본적인 것―그것을 건축에 대한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냐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조차 그 스스로 부인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공간론이 

역사적 분석에 기대려고 하는 정도만큼 역사주의는 공간론에 강하게 의지하려는 것이다. 공간에 

대한 교의는 건축 경험을 묘사하는 데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그것을 비평할 때 역사적 분석이 

사용되는 것이다.  

  모든 비평 신조처럼 이 방법도 정교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거칠게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헤겔 이론과 가끔씩 연결되는 단순한 결정론에서 이끌어져 나오는 독특한 조야함에 대해서는 

지적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종종 한 건물을 필연적으로 그 시대의 정신의 표현이기 

때문에 다른 시대의 양식으로 건물을 지으려는 시도는,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을 거부하려는 

시도이며 ‘허위의식’에서 작업하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왓킨이 

보여주었듯이57) 이러한 믿음은 레다비에서 휘르노 죠당에 이르기까지 많은 근대 비평가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독단이었다. 그러한 비평가들은, 다른 시대의 양식으로 지으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성공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철저하게 비도덕적인 것이 된다는 체계적인 가정을 

세웠다. 이것이 헤겔적인 시각이 만들어낸 비평적 판단 중 가장 널리 지지되고 있는 것이며, 근대 

운동의 형태가 근대인의 정신적 현실에 독특하게 적합한 것이라고 옹호하는 기디온이나 이전 

시대의 양식으로 건물을 지으려는 욕구에(사실상 그리스에서부터 에드워드 왕조 시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진지한 건축가들이 이런 욕구를 느꼈던 것이다.) 대해 영향력 있는 공박을 가하는 펩스너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그럴듯한 결정론은 우리가 ‘한 시대의 양식’이 

비평자료는 아니며 또 건축가들 개개인의 의도보다 먼저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게 되면 곧 그 설득력을 잃게 된다. 역사주의는 주어진 한 시대의 작품을 그 시대의 지배적인 

정신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기껏해야 

사건이 알려진 후에 그것들의 연관성을 회고하고 각 건물의 비평적 이해로부터, 그 건물들의 

가치를 요약할 수 있는 적당한 공식을 유도해내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것은 관찰을 

해보기 전에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것이며, 건축가의 양식의 선택이나 표현 목적에 아무런 

독단적인 한계를 설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복종되어진 후에라야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규칙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려는 것은 정녕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기디온은 페레, 

메야르나 바우하우스가 등장하고 난 후에야 근대인의 정신이 건축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발언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위와 같은 건축가들을 찬양하려고 가려냈을 

때, 그는 동시에 그 자신의 비평 방법을 무시하면서 규칙을 만들어낸 것이 되었다. 예컨대 그가 

찬양하고 있었던 어느 건축가들 못지않게 그의 시대와 재료의 요구에 충실했던 위대한 

고전주의자 루티엔스를 무슨 근거로 제외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한 시대나 문화에 

타당한 유일 양식을 기술하려는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나, 결정론적인 분석이 갖고 있는 건축적 

전통에 대한 저 매우 편협한 이해에 대해서나 모두 회의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  

  나는 앞에서 공간론과 미술사론은 매우 쉽사리 결탁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었다. 가령, 

‘바로크의 공간 개념’이라는 식으로, 비평적 탐구의 주목적이 한 시대의 공간 개념의 발견인 

양 쓰고 있는 비평가들을58) 발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물론 바로크 건축의 비평에서 공간에 

대한 강조가 자주 빈약하고 진부한 표현이 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공간에 

대한 바로크의 이상이 르네상스의 그것보다 더 역동적이라든가, 영국 성당의 공간 구성이 

프랑스의 그것보다 더 흐트러져 있다든가 하는 견해가 전혀 옳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그리고 

때로 이러한 관찰은 특정 건물을 낳게 된 믿음이나 관습과 시사적인 연결을 가질 수 있다. 꼭 

19 세기 후반의 백화점 건물의 상세와 양식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만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져 있는 ‘공간 개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완전히 합당한 것이다. 예컨대 파리의 

봉 마르세(그림 16)59)의 유리 지붕 밑에 있는 흐르는 듯한 계단이 그 주위의 공간을 ‘휘어잡고’ 

있다고 보는 것도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구체화시키고 드러내 보이는 대량 



소비라는 당시 만연했던 풍조와 이런 소유 행위를 연결시키는 것도 적절한 비평적 성찰이다. 

계단 주위의 수직 기둥이 만들어내는―상품 진열에 사용되고 있는―공간은 곳곳에서 재화의 

소유를 약속해 주고 있다. 돌진하는 듯한 운동감, 풍요로운 장식, 그리고 쏟아져 내려오는 빛, 이 

모든 것이 (모든 남녀가 얻으려고 서로 다툴 수도 있는) 대량의 일시적 호화로움이 주는 현란한 

효과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신조를 비평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면도 있다. ‘공간’이라는 

교의는 종종 건축 경험의 기술을 거의 공허할 정도로 단순화할 수 있으며 미술사론은 안이하게 

의의를 제조해내는 일에 자신을 맡기곤 한다. 그러므로 비평가는 그가 기술하고자 의도하는 

건물에 대해 어떤 진지한 이해도 없이, 경험의 기술에서 바로 의미의 기술로 비약하는 데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기디온과 그의 추종자들의 

비평 방법이다. 그리고 이런 정도까지 그것을 비판할 필요가 있는 것도 이 학파의 놀라운 영향력 

때문인 것이다.  

 

그림 16】L.C. 봘로 : 봉 마르세, 파리  

                                            예 술  의  지 

 

  여기에서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게르만적인 개념이 또 하나 있으니 바로 예술 작품이나 

건축 작품은 지배적인 예술 의도를 나타낸다고 가정하는 예술 의지라는 개념이다. 우리가 살펴본 

‘역사주의’라는 특유한 명칭은 보다 일반적인 이론의 특별한 경우로서 고려되어질 때 가장 

그럴듯해진다. 그 일반적인 이론이란, 예술 작품의 통일성과 표현력이 이면의 예술 의도나 관념에 

의거하며 그런 지배적인 예술 의지60)를 드러내고, 각 작품의 구체적인 형식들 속에서 그것이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 비평가의 임무라는 이론인 것이다. 파노프스키의 고딕 양식과 스콜라 

철학과의 연관이나 러스킨의 도제 궁61)에 대한 강력한 서술에서처럼, 역사 분석은 때로 필연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은 위와 같은 식의 비평적 발견 결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일반적이고 막연한 이들 헤겔주의는 대단히 많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며 또 그만큼 

모호하거나 틀린 점도 많으므로 그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 계속되는 장들에서 관심 있게 다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두세 번 확인할 것은 그것이 건축에 특유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거나, 혹은 

미적 작업에 대한 보다 일반화된 설명을 해줄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혹자가 

주장하듯이 그것이 ‘의도론적 오류’(intentional fallacy)―예술 작품을 그 작품 자체로서 보지 않고 

꼭 예술가의 어떤 사건의 ‘의도’와의 관계 속에서만 보고 판단하는 오류―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오류 관념 자체가 어떤 철학적 실수, 즉 의도와 그것의 

주된 표현을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것으로 해석하는 ‘데카르트적’ 실수62) 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미적 관심에 대한 어떤 독립적인 설명을 제시하기 전에는 이 

이론이 공허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평가가 드러내는 ‘의도’란 특수하게 

예술적인 의도이며, 그것은 오직 예술에 대한 어떤 이론이나 개념을 통해서만 기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관념과 그 속에서 쓰여지는 ‘표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 하기 

전에, 먼저 예술과 건축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의도’나 ‘관념’같이 유심론적이고 주관적이며 예술가 중심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단어들은, 

건축에 대한 비평적 기술에 필연적인 도구라고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만 할 그런 것들은 결코 

아닌 것이다.  

 

비      례 

 

  우리가 지금껏 알아보았던 3 가지의 신조가 건축의 논의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이전에는 이론적 개념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미적’ 관점이라고 보아줄 수 있는 것들을 

훨씬더 가깝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물론, 르네상스 이론가들은 건축적 표준의 다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쓸모, 튼튼함과, 아름다움으로(이것을 워튼은 ‘실용, 견고, 즐거움’이라고 

번역했다.63)) 건축가의 목표를 나눈 위트루위우스의 구분에 대하여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위트루위우스가 다시 이 셋을 6 개의 별개의 범주―오르디나티오, 디스포지티오, 

에우류드미아, 슘메르트리아, 데코르, 디스트리부티오의 여섯 범주, 위트루위우스는 다른 건축적 

목표들을 거의 모두 이들에다 종속시켜 나간다―로 확장한 것에 더 깊은 인상을 받고 있었다. 

우리는 그 시기의 모든 이론적 저술에서 ‘미적’ 용어를 여러 개로 확장해 나가면서 그들이 

느꼈던 즐거움들을 목격할 수 있다. 알베르티는 디스포지티오, 누메루스, 휘니티오, 콜로카티오, 

프로포르티오, 압투스, 콘시나투스, 코모다투스, 프로프리우스, 데첸투스, 데쿠스 등을 포함하는 

많은 미적 덕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 모두는 비평적 의의의 미묘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비교적 온건한 G. 바자리까지도 위트루위우스적인 5 개의 독립된 표준인 레골라, 

오르디네, 미주라, 디제뇨, 마니에라 등을《예술가 열전》 3 부의 서문에서 소개하지 않고서는 

건축에 관해 쓸 수 없었던 것이다.64) 그러나 이러한 외관상의 미학적 목표의 다원성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은 건축에 대한 르네상스 이론의 배경에는 단일한 지배적인 관념―비례 



관념―이 놓여 있고, 이런 미적 용어의 다원성 모두는 이 관념의 세밀한 마무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상당히 완고하게 지녀왔다.65)  

  고전적인 비례 이론은 부분들의 비례 있는 조합을 위한 특정 규칙이나 원리를 부여함으로써 

건축에다 ‘조화로운 질서’라는 준 음악적인 관념을 옮겨 놓으려는 시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만일 이 시도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건축적 성공의 본질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험의 가치 둘 

다에 대하여 명료한 분석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비례 법칙은 기하학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대다수의 르네상스 이론가들에 의하면 비례의 

본질은 분명히 수학적 관계에 놓여 있어야만 한다. 이런 견해는 우주의 조화―피타고라스의 

업적으로 돌려지는 음악의 화음에 대한 수학 이론과 신플라톤주의 학자들이 중세를 통하여 

세련화시켜 전파시켰던 수학적 우주론에서 보여주는 조화―에 대한 피타고라스적인 성찰과 

결합될 때 더욱 더 그럴 듯한 것처럼 보여지게 된다.66) 그리하여 건축적 성공을 서술하는 데에 

수학을 써 보려는 야심(르 코르뷔제의 저술에도 여전히 나타나는 야심)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수학과 건축 모두로부터 우리는 동일하게 맞는다(fittingness)는 느낌을 얻는다. 수와 수 사이의 

관계와 건축 부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유사한 만족감과 사물의 

내재적 질서에 대한 유사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수학적 조화와 건축적 조화간의 유추는 

우리가 건축을 이해하고 마음속에 그리고(Drawing), 조정하는 데에 수학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더군다나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이 맞는다는 느낌은 질서에 대한 보다 깊은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건축이 우리의 이성적 본성의 특징이 되는 욕망과 반응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형식이 ‘맞는다’는 식으로 볼 수가 있다. 건축은 우리 자신 내에서 발견하는 질서와 

조화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세계를 친숙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신플라톤 학파나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상가들에 의하면 수학도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유의 진행 과정을 완벽하게 상술하거나 그 인상깊은 역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은 아니다. 다만 피타고라스적인 우주론과 그것이 내포하는 건축관이 결코 

르네상스의 발명품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이런 우주론은 

《티마에우스》와《국가》의 논쟁에 대해 (특히 키케로가 전해준 해석에 대해) 성 아우구스티누스, 

보에티우스, 마크로비우스 등의 찬탄에서부터 자리를 잡아, 기독교 사상의 주요소로 계속 존속해 

왔다. 기독교적인 신플라톤주의의 완전한 건축적 표현은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아니고, 유명한 

신플라톤주의 학파와 시공적으로 공존했던 ‘중세’ 프랑스의 샤르트르에서 일어났다.67) 모든 

건축적 아름다움의 형태 뒤에 있는 비밀스런 수학적 조화를 찾으려 한 것은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특유한 성질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집트인에서부터 르 코르뷔에에 

이르기까지 가장 유행했던 건축의 개념이었다. 고딕 성당을 지은이들은 르네상스 사원을 

지은이들만큼이나 수학적 관계의 신성한 완벽을 나타내려고 고심했으며, 그리고 종종, 르네상스의 

체계에 완벽하게 상응하는 비례 체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68) 양식상의 놀라운 차이가 



한편으로는 비례 규칙이 건축적 성공의 본질로서 보편 타당한 것인가에 의문을 던지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보다 심오한 방식으로 그 보편성을 확인해준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건물의 양태가 갖는 양식적 우연보다도 더 근본적인 비례의 법칙―모든 성공적인 양식이 

따르는 건축 실무의 공통되는 원리를 규정하는 법칙―이란 것이 존재하는지에 의문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비례론의 기본 개념은 매우 간단하다. 어떤 식의 형태와 선의 배치는 다른 식의 배치가 

모호하고 균형이 없이 불안정해 보이는데 비해 특별히 잘 어울리거나 조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원과 정방형은 우리가 그것들을 지을 때나 볼 때 우리에게 쾌감을 주는 

내재적인 조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이런 모양이 불완전한 형태로 장식이나 건축의 한 

부분에 나타날 때, 고딕 장미창의 기하학적 완벽함에 비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밀라노의 성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의 교차부에 있는 조잡하게 만들어진 바퀴창처럼 서투르고 

부조화스러운 인상을 전해주기가 쉽다. 그러므로 인접한 부품들과 부분들을 조합할 필요가 있는 

건축가는 이렇게 조화된 간단한 형태들로부터 그들이 바라는 조화의 수학적 법칙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생기는 법칙에 따라 건설된 건물에서의 기쁨은 음악이나 

수학적 증명에서의 기쁨과 유사한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수학적 관계는 시각적 조화를 예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명백한 수학적 본이 없는 형태에 있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이 

유래하는 완벽한 수학적 관계를 암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그림 17 에 나타나 있는 

세를리오의 문을 보자. 우리는 그러한 구성의 조화로운 효과를 그 구조에 담겨 있는 완벽한 정방형의 

신비로운 시각적 암시라는 사실로써 설명하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17】세를리오의 문       【그림 18】케찰파팔로틀 궁의 뜰, 멕시코 

 

  수학적 비례론은 즉각적으로 부분들의 창조나 조합을 위한 비례의 체계나 규칙, 혹은 일련의 

규칙들을 쓸 수 있게 해준다. 건축가는 이제 건물에서 나타나는 모든 길이와 형태를 도출해내는 

어떤 기준 척도―혹은  모듈―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건물의 부분들은 서로 간에 

직접적이고 명료한 수학적 관계를 필연적으로 갖게 될 것이다. 이런 개념은 위트루위우스에서 

나타나 중세인들에 의해 명료하게 사용되었으며 그리고 대부분의 르네상스 이론가들에 의해서 

재표현 되었다. 예컨대 주범(Orders) 이론은 보통 건축의 각 부분의 크기 결정과 조합을 위한 

완벽한 체계로 연상되며, 정교한 수학적 관계의 구축을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조화로운 관계들은 떠들어대지 않더라도 건물의 시각적 외관을 통하여 퍼져 나가는 

것이다.69) 이러한 이론은 오늘날에도 아주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니다. 르 코르뷔제의 

모듈러(Modulor) 개념에서 그것이 발견되어지는데 그것은 건축가가 처음부터 따라야 할 수학적 

본에 대한 이해로부터 포괄적인 조화를 창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르 코르뷔제는 그의 위트루위우스적인 ‘모듈’을 (그리스인들에게 잘 아려져 있었으며 많은 

유클리드적 증명의 초석인) 황금 분할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그의 수치 ‘체계’를 수학의 

오래되고 낯익은 결과인 황금 분할과 피보나치수열 사이의 관계로부터 이끌어내었다. 

그리스인들도 그들의 비례 체계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냈을 법하며, 황금 분할을 이렇게 새삼 

강조함으로써 수학적 유추에 대하여 뚜렷한 확신을 제공할 것이 틀림없다.70) 왜냐하면 황금 

분할에 의해 형성된 사각형은 독특한 시각적 조화를 소유한다는 것이―정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정방형과 동등한 시각적 안정성을 보여주는 사각형이다―처음부터 언급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 그림 18 에서 보여지는 케찰파팔로틀 궁의 뜰에서 음미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는 완벽한 정방형의 개구부 옆에 황금 분할로 지어진 2 개의 사각형 

개구부가  있다. (전체적인 입면은 2 개구부들에 의해 보여지는 비례로부터 이끌어져 나온 것 같다. 

이렇게 그리스나 로마의 존재를 전혀 모르던 문명에서도 유명한 그리스식 기둥 간격 구성 형식(distyle)과 

결합된 그리스식 기준을 사용한 예가 나타난다는 것은 수법이나 양식의 모든 우연성의 배후에 건축의 

기본적인 비례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보다 강하게 확증해 주는 것으로 보이 것임이 틀림없다.)71) 

  황금 분할로 된 사각형은 (1+√5) : 2(간단히 말하자면 ø)라는 비례를 나타낸다. 이것은 

1+ø=ø²이라는 사실과 그 사각형의 단변으로 정방형을 취하면 그 나머지 부분이 다시 그 

자체로 황금비 구형(矩形)이 된다는 사실이 특징이다. 그러한 속성은 그 직사각형에다 

정방형과의 신비로운 수학적 친족성을 부여하는데,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하면 그런 친족성은 그 

직사각형의 시각적 조화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각형들은 이런 수학적 

속성 때문에 편리하게 직각을 만들어 주며, 그 각 부분들을 ‘끼워 맞출’(nesting) 수 있게끔 

결합이 가능하다. 그림 19 에서 분석된, 로마에 있는 칸첼레리아 궁의 기둥 사이가 그 한 

예이다.72) 물론 이런 수학적 속성을 관찰하는 것은 굉장히 만족스러우며 그 결과로서 생기는 

시각적 조화를 관조하는 것은 더욱 더 만족감을 준다. 황금 분할이 그리스 신전과 고딕 성당, 

그리고 르네상스 궁정을 지은이들에게 그 정도의 영감을 불어넣었다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또 르 코르뷔제가 보통 때의 과대망상을 넘어서 있던 그 때에, 황금 분할의 건축적 의의를 

개인적 발견으로서 특허를 얻으려 했던 것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다.73) 즉 수많은 

건축가들에게 있어 그것은 건축전체에 적용시키면 전체에 조화와 인간성을 주게 되는 유일한 

기본 척도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건축의 기초가 되는 수학적 본에 대한 이런 거의 보편적인 느낌과 그것에서부터 

이끌어져 나온 비례 개념에 대하여 널리 퍼져 있는 신뢰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 구조물에 대한 



아무런 일반적 미학도 제공하지 못한다. 그 첫 번째 어려움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계산해낸 한 

건물의 비례 체계와 구체적인 비례의 경험을 연결시키려고 할 때 발생한다. 건물이 탁월성의 

관념에 상응해야 하며, 꼭 그의 눈으로보다는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 

대부분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르네상스 이론가들은 그런 어려움에 대해선 별로 

우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물의 적절한 보임(look)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건축에 대한 완벽한 기하학이, 부분들의 결합을 위한 수학적 규범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맞는’ 것에 대한 규칙을 이끌어 내도록 해준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수학적 규범의 적절한 표현으로서 건물을 경험할 것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그 결과의 시각적 

조화를 예견하는데 그것을 항상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가? 단일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입면에서는 기하학적 관계가 어떤 즉각성과 절대성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누구든 성 마리아 노벨라(그림 5)의 입면에서 숨어 있는 기하학적 리듬을 

보기란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일단 3 차원의 형태에 대하여 고려하게 되면 우리의 시각적 

이해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 한 예로 ‘수학적’ 건물 중 가장 영향력있는 것 

중의 하나인 플로렌스에 있는 브루넬레스키의 성 로렌초 성당의 구제의실을 보도록 하자 

 

 

【그림 19】칸첼레리아궁, 로마 위층 

      AB : AC=ab : ac=αβ:αγ=ø 



 

 

【그림 20】브루넬레스키 : 성 로렌초 성다의 구제의실, 플로렌스 

 

(그림 20). 여기에서 정입방체와 반구의 완전한 두 형태는 단면과 평면을 연구하면 즉시 명백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험에서는 어느 것도 그런 완전함을 암시해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관찰자에게는 정방형이 단지 거의 그에 비슷한 것으로서, 돔 천장(cupola)은 완전한 반구가 

찌그러진 형태로서 보이기 때문이다. 보통 방이 정방형인 것은 양쪽 벽에서 같은 거리임을 

감지할 수 있는 한가운데 섰을 때 측정 될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방의 한가운데에 적어도 

1433 년(건물이 완성된 지 4 년 후) 이후부터 계속하여 커다란 대리석 탁자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감지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건물이 갖고 있는 수학적 기반을 

확인하기 훨씬 이전에 이 건물의 조화가 곧 우리 눈에 띄는 것이다.  

  충실하게 피타고라스의 학설을 믿는 사람은 이런 반박에 의해서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시각적 조화의 지각 자체는 수학적 관계에 대한 앎이 아니라고 말 할 것이다. 즉 수학은 

무의식적이며, 팔라디오가 목표했던 은은한 조화74)를 예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보는 이가 

알게 되는 것의 일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을 프란체스코 디 지오르지오는 팔라디오에 

대하여 성찰하면서, ‘보통 그러한 조화는 사물의 인과성(le ragione delle cose)을 연구하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왜 그런지를 알지 못하는 매우 큰 쾌락을 준다’75)라고 쓰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사물의 인과성이 피타고라스적인 용어로 묘사될 수 없을 뿐 

아니라(인문주의자들과 신플라톤주의자였던 그들의 선조의 수학적 우주관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팔라디오의 뜻으로 해석하면 이런 ‘이유들’이 미학과 엄격하게 독립된 것들이라는 점이다. 

시각적 비례가 수학적 계획을 반영한다는 것은 단순한 발견일 뿐이며 그 발견은 단 하나의 

반대되는 경험에 의해서라도 뒤집어지는 것이다.76) 그리고 우리가 비례 경험을 수학적 

‘설명’보다 우위에 두게 되면 우리는 곧 수학적 법칙이 우리가 보는 것을 설명하기에 부적당할 

뿐만 아니라, 피타고라스 학파의 이론이 구출해낸 것으로 보이는 ‘비례’ 개념이 다시금 암흑 

속으로 잠겨 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비판은 바로크 이론가들에 의해서 그들의 

고결한 선조들에게 퍼부어졌으며77) 훨씬 후에는 W. 호가스가 그의 논쟁적인《미의 분석》(Analysis 



of Beauty)78)에서 제기하였다. 바로크 건축가인 구아리노 구아리니가 지적하였듯이79) 음악이나 

수학에 있어서의 조화는 어느 관점에서나 조화로운 반면에 건축에서는 한 시각에서 조화로운 

것이 꼭 다른 시각에서도 필연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순수하게 수학적인 

이론이 공간 내에서 수많은 관점에서 보여지는 건물의 양상에 의존하는, 본질적으로 시각적인 

‘조화’를 예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그 어려움은 심각한 것이다. 산소비노가 

설계한 성 마르코의 아름다운 도서관을 보도록 하자(그림 21) 

 

그림 21】J. 산소비노 : 성 마르코 성당의   【그림 22】쟈끄-제르맹 수플로 :  

           도서관, 베니스                  성 제네비에브(범신전), 파리 

 

이 건물의 과도하게 높은 코니스는 고전적인 주두의 선과 열주가 형성해 놓은 기하 형식에 

어긋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적 조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사실 코니스를 

위쪽으로 높인 것은 바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비례감이 날 수 없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도서관의 길이와 소광장(piazetta)에서 있는 위치로 인하여 적절한 정면 시점―회랑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정면 시점―이 얻어질 수 없다. 건물을 보는 단 하나의 완전한 시점은 

측면에서 접근할 때 주어질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투시 효과상 코니스 위에 실질적인 것이 

놓여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코니스가 올려질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성취된 외관의 

조화는 그 건물이 갖고 있는 어떤 수학적 질서의 징표는 아니다. 그리고 종종 불균형을 가져오는 

것은 오히려 수학적 질서의 추구 바로 그것이기도 하다. 가령 파리에 있는 성 

제네비에브(범신전)에서 고상부(drum)를 위로 늘인 것은 삼각형 내에 건물의 구성을 집어넣기 

위해서였으나(그림 22 참조.), 그 결과는 그것의 본이 되었던 성 바오르 성당의 안전이나 차분한 

비례감 그 어느 것도 아니며 그 교회의 많은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그 돔을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 

  투시 효과를 모든 것의 우위에 두고, 시각적 완전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매우 자유롭게 바꾸고 

고치는 세를리오적인 전통 내의 건축가들에게는 이런 관찰이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80) 그러나 

이러한 관찰들로 전체적인 비례 개념이 의문 속에 내던져지게 된다. 어떤 구성은 ‘비례가 잡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것은 ‘비례가 맞지 않는다’거나 ‘잘 맞지 않는다’, 



‘어긋나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학적 건축 이론은 기껏해야 숨겨져 

있는 사물의 인과성이나 파악하며 그것이 분석하고자 의도하는 그 개념의 의미를 진실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우리가 거부해온 보편타당성을 어떤 ‘비례 체계’를 

제공하는 것으로써는 진실로 주장할 수 없을 경우, ‘비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우리가 

그것에 왜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를 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아낸 것은 비례 규칙이 

후천적(a posteriori)이라는 사실이다. 비례 규칙은 그 말의 의미로부터가 아니라 그 말을 적용하려고 

찾아낸 어떤 기준으로부터 이끌어내어진다. 그것은 우리에게 비례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말해 

주지 못하고 오직 비례의 산출을 위한 법칙만을 제공할 뿐이며 그 법칙이란 기껏해야 

개략적으로만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만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면 비례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숙고해 볼 대 우리는 비례 개념이 건축 미학의 

일반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비례 개념이 이해되기 위해 그러한 미학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비례 감각과 미학적으로 유의미한 상세에 대해 

우리가 갖게 되는 인지 사이에 의존 관계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비례 감각과 

상세 감각은 사실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팔라디오류의 건축가들의 이론이 사실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81) 실제적인 작업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우선 

우리의 상세 감각이 정당하게 발휘될 때에만 우리는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드러나는 부조화를 

눈감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 한 예로 샤르트르 성당에 있는 두 개의 서쪽 

탑들을 보자. 더욱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고딕 구성의 부분들의 세부적인 상응과 이탈 그리고 

변형들을 보게 되기 전에는 고딕 구성의 대부분의 조화를 감상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카도르(그림 23)의 비대칭이면서 조화로운 입면을 보도록 하자.  

 



 

【그림 23】카도로, 베니스, 입면 

 

그 구성은 베니스 고딕의 미묘한 리듬을 가장 정교하고 세련되게 표현하고 있다. 수학적 

용어로써 이 건물의 조화를 기술하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란 정말 없으며, 우리가 그것의 

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느 것도, 창의 다양함이나 서로 상응하는 

상세와 창호격자 장식의 모호한 리듬, 원형 아치를 튼 출입구에 대조되는 놀라운 민벽 등을 

진정으로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예를 보면서 조화로운 구성에 대한 앎이, 양식이나 

상세 그리고 관점 등에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일련의 순수한 비례 법칙이라고 추상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다. 물론 고딕 성당의 장대한 서쪽탑과 독일과 

이탈리아 바로크의 조금 빈약해 보이는 탑에서처럼 상징적인 이유로 모방・구성되는, 도시 

대문의 쌍탑같이 일반적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인정된 구성의 패턴이 있기도 하다.82) 그러나 

상세의 질이 어떠하건 그리고 그것이 들어 있는 양식이 무엇이건 이 구성이 항상 틀림없이 

균형잡힌 것이 된다는 정도로 보편 타당한 법칙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결국 성 술피스 

성당의 쌍탑으로 된 입면은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이며, 그것이 재료와 장인의 잘못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 양식이 갖는 꾸며진 로마주의가 배치에 힘을 부여하는 데 실패했을 뿐이며, 그 

결과로 구성이 깨져 버린 것은 아닐까? 어떤 비평가가 그렇듯이83) 혹자는 우리가 성 



제네비에브의 고상부에서 지적했던 잘못이 상세의 적합한 배치로써, 즉 기둥들 사이에 드문드문 

벽감을 집어넣음으로써 (성 바오르 성당에서처럼) 극복될 수 있고, 불확실한 다리 위에서 매우 

불안스럽게 놓여 있는 돔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할 수도 있다.  

  균형잡힌 형태의 이런 적절한 감상에 꼭 상세 감각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미적 관심의 모든 

국면이 이미 어떤 배열의 균형이 제대로 잡혀 있는가 여부의 판단에 섞여 있는 것 같으며 

‘비례’의 의미가 어떤 수학적 본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는 생각은 결국 소박한 생각에 

지나지 않음이 드러날 것이다. 퓨진은 거석을 쓰는 것 자체가 비례를 깨뜨리기에 충분하다고까지 

쓰고 있는데84) 이런 판단이 보편 타당하다고 할 수 없지만 수많은 고딕의 조적 형태에, 그리고 한 

저술가가 지적했듯이,85) 꾸밈없는 농촌 건축에는 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건물에서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장엄한 것에로 나아가는 것, 즉 성 베드로 대성당과 바티칸의 대조되는 입면에다 

통일성을 부여하는, 만곡된 열주로 둘러싸인 베르니니의 광장이 주는 시각적 조화와, 스페인 

계단을 올라가면서 트리니타 데이 몬티 성당을 바라보게 될 때에 느끼는 조화, 라이날디 성당의 

세련된 입면과 로마의 장대한 입구, 성 마리아 포폴로의 성당, 그리고 핀치아 언덕의 푸른 

초목들을 하나의 거대한 조화로 통일시키는 포폴로 광장,86) 이 모든 시각적 조화에 대한 수학적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건축적 업적의 의미는 기존 형태의 우연한 

혼합덩이라는 점에서 보아야만 이해 될 수 있다. 이런 조화는 장식(decor)의 효과이며 그러한 것은 

모든 진실한 건축적 비례의 전형(type)이다. 건물을 짓는 이 중 과연 어느 누가 비례 개념 없이 

지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또 과연 수학적 요구가 만족될 수 있는 대지를 얻어 지을 수 있는 

이들은 몇이나 되겠는가? 

  이런 말들이 비평 개념으로서의 ‘비례론’의 유용성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그 개념이 미적 

이해에 있어서 근본적인 위치를 차지함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명백한 

정의로 묶어 두도록 유의해야만 하는 것은 바로 비례가 미학적으로 매우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알베르티는 ‘비례’의 의미 문제와 비례의 실현을 위한 수학 

이론을 조심스럽게 분리했으며, 그의 실제 정의는 내가 이 절 서두에서 몇 가지를 언급했던 미적 

용어의 전체와의 관련 하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비례를 이해하는 것은 조화와 알맞음, 적합한 

상세, 그리고 질서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들의 의미를 기술하는 일은 하나의 완전한 

미학의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비례의 문제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의 

탐구의 끝에 가서야 가능할 것이며, 그때쯤이면 우리는 수학적 유추와 그로부터 나온 흥미로운 

사색의 결과들을 멀찌감치 뒷전에 놓아두게 될 것이다. 또 우리는 수학적 이론이 요구하는 

추상의 차원에서부터 구체에로 내려오지 않는 한 비례의 미적 의미에 관해 논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내려오게 될 때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에 

구체화되었던 비례 개념이 많이 변경될 뿐만 아니라, 건축 비평에서 그것이 한때 차지했던 

최고의 위치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이 



개념을 한쪽으로 밀어두어야만 한다. 그것은 비평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기에 충분할 만큼 

명료하지도 않고 우리의 건축 경험 전체를 요약해 줄 정도로 포괄적인 것도 아니다.  

 

 

결      론 

 

  내가 이 장에서 고려해온 이론들은 미숙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성공한 건축이 우리에게 주게 

될 경험들을 적절하게 기술하려 하지도 않고 건축적 성공의 추상적 원리에 도달하려 하고 있다. 

대상의 분석이 감상의 본질을 조망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대상을 

가능한 한 넓게 기술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스콜라 학파식의 용어로 말하자면, 

우리는 건축적 관심과 감상의 재료(material)가 아니라 그 형식적 대상(formal object)을 규정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한 대상이 건축으로서 감상되어지려면 그것을 어떠한 서술을 통해서 보고 

감상해야 하는가 하는, 단 하나의 기술(description)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한다.87) 오직 이 방법에 

의해서만 우리는 건물에 대한 우리의 관심에서 본질적인 것의 특성을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논의해온 이론들은 모두 건축에서 중심적 의의를 갖는 몇몇 지향적 특성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그러한 ‘형식적’ 기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그 각각은 그것이 

정당화할 수 없는 선험적인 지위를 스스로가 가지는 듯이, 즉 건축의 본질과 경험의 핵의 특징을 

기술하는 듯이 가장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이론들을 한쪽 옆으로 제쳐두고 그러한 

중심핵에 보다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아야만 할 것이다.  

 

 

4.   

건축을 경험하는 일  

 

  건축의 경험을 서술하는 것은 왜 어려운가?88) 우리는 주위의 다른 대상들을 보고, 만져보고 그 

사이로 돌아다니는 것이나 다름없이 건물들을 보고, 만져보고 그 사이로 돌아다닌다. 그렇다면 

건축의 경험을 서술한다는 것은 확실히 지각의 기초적 과정을 기술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과제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건축 미학의 어려움이 아니라 지각 철학의 

어려움인 것이며, 지각 철학에서는 특유한 어떠한 것도 언급될 필요가 전혀 없다. 건축의 

특수성은 이 다음 단계에서 나타난다. 말하자면 경험이 아니라 그 경험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건축을 향유하는 근본적인 형식은 단순히 외관의 즐거움에 있으며, 



건축가의 임무는 보기에 즐거우며 동시에 기능적인 건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실제적 경험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경험이 만들어내는 쾌락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왜냐하면 ‘쾌락’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유명한 왁스 공장과 같이 거의 감각적인 쾌락을 유발하는 

건물의 예도 있다. 그 건물의 벽은 빳빳한 부분과 부드러운 부분의 반복으로 효과를 집중시키고 

있으며, 그 효과는 거의 촉감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 건물이 건축적 관심의 

표준을 대변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든 감각적인 용어로써 적절하게 묘사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감각적인 쾌락과 전통적으로 ‘미적’이라고 설명되어 왔던 쾌락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89) 미적 쾌락은 감각적 쾌락과 같이 직접적인 것이 아니며, 사유 과정에 

의존하여 영향을 받는다.  건축을 향유하는 것이 이같이 의존적이라는 예증으로서, 모조 입면을 

생각해 보자. 우리가 입면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케임브리지 구 교사의 입면과 같이 따로 떨어진 

일종의 무대 배경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영향받게 된다. 여기에서 즐거움이 변하는 것은 사유에 

따른 반응이다. 즉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건축으로서의 어떠한 진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인 것이다. 미적 감각과 지적 이해 사이의 상호 의존성은 모든 예술에서 나타난다. 시 낭송을 

듣고 느끼는 ‘감각적’ 쾌락은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한 한 결과이며, 음악에서의 쾌락도 

전적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에 대한 사유에 의해 지배된다. 극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을 때 

우리는 바그너의 시도 동기(Leitmotiv)에서 전혀 새로운 쾌락을 느낄 수 있으며, 바하의 둔주적(fugal) 

주제에서 우리가 그 음악적 전개를 추적할 때 전혀 새로운 즐거움을 느낀다. 각각의 경우에 

전체적 구성에 대한 생각이 즐거움에 영향을 미친다. 똑같은 방식으로 건축에 있어서의 즐거움도 

대상에 대한 개념에 의해 지배받는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감쪽같은 모조품’에 대한 논쟁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이 의미 있다는 사실을 

간단히 부정해 버릴 수는 없다. 건축적 관심에 대한 단순한 감각적 해석은 건축가가 ‘진리의 

등’(Lamps of truths)을 따를 때에만 우리의 관심을 끌 만하다는 러스킨의 생각에서는 설자리가 

없다. 러스킨에 의하면 건물은 그 목적, 의미, 구조에 대해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세계에 관해서 

까지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한 인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부정직 만큼이나 

불쾌한 부정직의 일종인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건축적 문제에 있어서 즐거움이라는 것은 지식에 의해 진화하고 전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로마의 건물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서는 주범(Orders)에 

대해서 알아야만 한다. 즉 샤르트르 성당의 북쪽 포치를 즐기기 위해서는 그 세부 조각의 의미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 만일 건물을 올바르게 즐기고자 한다면, 사람들은 그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건물에서 순수하고 직접적인, 감각적 쾌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적인 쾌락과 감각적 쾌락을 구별하는 아무런 기준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순수한’ 

쾌락의 관념이 어떠한 경우에도 전혀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볼 것이다. 이성적 존재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쾌락은 자의식의 작용 속으로 흡수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애완견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고기는 그 맛을 잃어버리며 포도주의 쾌락은 옛 생각이 좌우한다. 또 성적 

쾌락은 그것이 의존하고 있는 인간관계와 분리시켜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성에 접근할 때 갖게 

되는 감정과 생각에 따라 변화한다. 이 예는 사실 감각적 기쁨과 지적 기쁨을 구별 짓는 

비유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로부터 도덕적 혼란을 겪어 왔다. 

인간의 사랑을 규정하는 그렇게 많은 욕망들이 단지 동물적인 희열만을 갈구하는데 어떻게 

인간의 사랑이 우리의 이성적 성질의 표현일 수 있는가? 단테는 그의 두 가지 사랑이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하나라고 여전히 믿으면서, 어떻게 일시적이고 육체적이며 단말마적인 

욕망을 신의 지적 사랑의 증거로 전환시킬 수 있었는가? 그러한 생생한 예로 해서 우리는 감각적 

쾌락과 지적인 쾌락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득 당하게 된다. 동시에 이것들은 구별을 더욱 

모호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철학에서의 ‘내재적・외재적’ 관계의 구별90)로부터 시작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쾌락과 생각 사이의 인과 관계를 그것들의 본질적인 관계와 구별해야만 한다. 생각은 

내가 먹고 마시는 데서 얻는 쾌락을 잃게 하지만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를 생각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 우리는 쾌락과 생각과의 관계를 ‘외재적’ 

관계라고 말한다. 그리고 쾌락이 물리적인 한 이것은 모든 활동에 해당된다. 이것이 쾌락을 

‘물리적’이라고 설명할 때 의미하는 바의 일부이다. 쾌락이라는 것은 그것의 존재가 어떠한 

사유나 주목을 요구하지 않을 때 물리적이다. 물론 때로는 사유에 의해 변화되거나 사유의 

결과일 수도 있다. 어째든 우리는 ‘물리적’ 쾌락의 경우에 쾌락이 원인을 가질 뿐 그 대상을 

갖는다고는 보지 않는다. 사실 육체적 사랑에 관한 도덕적 수수께끼는 다음과 같이 제기될 수 

있다. 어떻게 성적 쾌락이 사람이라는 대상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누구와의 쾌락일 뿐 

아니라 누구에 대한 쾌락일 수 있는가? 어떤 신플라톤주의자나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성적인 쾌락이 진실한 인간 사랑의 일부임을 완강하게 부정한다. 그들의 교리가 

진실이건 아니건, 먹고 마시는 일의 즐거움에 그것이 적용되는 것을 부정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사람이 단지 술을 즐겁게 마신다고 해서 그가 마시는 술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을 향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주목의 행동과 대상에 대한 지적 이해가 쾌락의 

필요조건이 된다. 쾌락과 사유와의 관계는 내재적 관계이며, 사유에 있어서의 변화는 자동적으로 

쾌락을 재고하도록 할 것이다. 쾌락의 대상이 변화하게 될 것인 바, 그것은 쾌락이 그 원인과 

더불어 그 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를 정의하는 것은 특정 

건물을 생각하는(주목하는) 나의 방식인 것이다. 왜냐하면 건물은 (내가 아름다운 대리석 벽을 만지며 

걸어갈 때처럼) 단지 쾌락적 감각의 원인일 뿐 아니라 쾌락적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죠지아식 

건물의 현관에서 대리석 기둥의 깨끗한 마감을 보고 즐거워하던 나의 친구에게 그 기둥의 사실은 

인조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지적한다면 그의 쾌락은 금방 사라질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쾌락에 관계되는 적대적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대상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내 친구의 즐거움은 오해 위에 성립되었던 것이다. 사실 그것은 총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생각 한 사람에 대해 내가 느꼈던 두려움이 오해인 것과 같은 형태의 오해이다. 어떤 

주어진 경우에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감각적 쾌락이란 결코 

오해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부분적으로만 성격 지워진 것이지만) 감각적 쾌락과 지적인 쾌락의 

구분으로부터 연구를 시작해도 좋을 것이다. 건축에 있어서의 쾌락은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건축의 경험은 그 대상의 개념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의존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지각 철학에 있어서의 몇 가지 어려운 문제를 고려해야만 한다. 

나는 건축의 경험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단순한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건물을 건축으로 본다는 것은 건물을 벽돌의 집적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다. 일상적 

지각과 ‘상상적’ 지각 사이에는 구별이 있으며 나는 이것을 명백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는 건축의 경험이란 본질적으로 후자의 경우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건물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방식 전체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건물의 경험이 그 대상의 

개념에 의존한다는 주장에 포함되어 있는 약간의 모호함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모호성의 주된 원인은 건축의 이해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 또는 ‘개념’을 거기에 

따르는―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그것을 이루는―경험과 분리하는 데에 있다. 나는 건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즉 깨지기 쉬운, 혹은 단단한, 정직한 혹은 속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건축을 경험한다는 것은 본래 해석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해석’이라는 것은 건물을 보는 방식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성 드니 

성당91)에 대한 아보 쉬제의 생각이나 고딕 양식에 대한 최근의 역사 연구에서 볼 때, 기독교적 

관념의 천국의 도시와 교회 건물 사이에 드러나는 관계가 (고딕 성당의 건축가에게) 동기로 

작용했음은 확실하다.92) 더 나아가 서머슨 경은 고딕 양식은 어떠한 누적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93) 각각의 대성당은 작은 구조와 애디큘라들, 즉 아치, 예배실, 창, 첨탑 

등의 연속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따라서 작게 분할된 단일 체라기보다는 조합된 도시라고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고딕 성당을 (흔히들 생각했듯이 끊임없이 치솟는 운동의 

관점에서라기보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아야 하는지 어떤지 관계없이 우리는 확실히 연속되는 

부분들의 조화로운 도시를 형성하게 되는 애디큘라의 누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해석’은 경험과 분리된 ‘사유’가 아니라, 수수께끼 그림 속의 점을 사람의 얼굴, 혹은 달에 

있는 사람이라고 간주할 때처럼 경험 속에 있는 것이다.  

  철학자와 심리학자들 개인 또는 그가 속한 학파에 따라 다른 용어로 말해지지만, 지각 속에서 

경험과 해석(혹은 표상과 개념)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실 



여기에서의 진리란 단순히 경험적이거나 심리학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진리가 

실험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과학적 발견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확실하다.94) 

어떠한 의미에서도 개념 능력의 활동이 없는 지각 경험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지각 

경험이라는 관념 자체가 거기서 분리될 수 없는 당연한 통일성과 조직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통일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객관 세계의 개념을 동원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의 경험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내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말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은 

객관 세계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개념과 표상은 분리될 수 없다는 생각은 

우리의 지각을 서술하기 위한 시도의 논리적 귀결로서 필연적 진리로 부각된다.  

  이 진리를 처음으로 적절히 강조했던 철학자인 칸트는 (이 강조는 현대 철학의 전체 궤도를 바꾸어 

놓았다.) 경험과 개념 사이의 관계를 각별히 밀접한 것으로 정립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각과 개념이 통일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정함으로써 그 관계가 드러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이 능력을 그는 ‘상상력’이라 부르고,95) 그것이 미적 판단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거기서 차이점은 일반 지각에서는 상상력이 이해에 지배되고 있으나 미적 취미 

판단에서는 ‘자유롭다’는 것이다. 이 상상력의 이론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건축 경험은 그 대상에 대한 사유나 개념을 포함한다는 관념이 어째서 

모호한가 하는 두 번째 원인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 18 세기 이후 상상력은 미학 이론에서 지배적 개념으로 군림하여 왔다. 칸트로부터 

콜링우드까지 우리는 미적 경험과 우리의 여타 경험이 하나의 정신적 작용으로서 통일하려는 

똑같은 노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보통 상상력이란 단어를 

선택하여 왔다. 계몽주의시대로부터 상상력은 미학뿐 아니라 형이상학과 지식 이론에서도 

연구되어 왔음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흄도 칸트도 상상력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에 따라 그것을 다르게 타고나는 것으로 간주하지도 않았다. 이 두 

사람에 있어서 상상력은 감각의 흩어져 있는 자료를 세계에 대한 체계화된 이미지로 결합하는 

것이었다. 상상력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믿음과 그것 없이는 존재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는 ‘가능한 것’에 대한 인식을 제공해 준다.96) 그러나 상상력이 때때로 비상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상식적 이해의 울타리에 갇혀서 세상에 대한 진부한 관찰을 앵무새처럼 태평하게 

되풀이하는 경우가 더욱 잦다.  

  칸트는 특히 이러한 상상력의 ‘일반’ 이론을 밀고 나갔다. 그는 상상력을 지각의 모든 

행위에 작용하는 능력, 그리고 모든 이미지와 모든 인지 상태의 형성에 활동하는 힘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샤르트르, 비트겐슈타인과97) 관련된 ‘특별한’ 이론도 있는데 그들에 의하면 

상상력이란 지각・상상・사유의 어떤 특별한 형태에서만 확실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진에서 

얼굴을 보는 것은 상상력의 작용이지만(왜냐하면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것을 본다는 

뜻이므로), 우리가 얼굴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얼굴로 보는 것은 상상력의 작용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억 역시 이미지를 포함하기는 하지만, 상상력의 작용은 아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이 반드시 갖게 되는 창조적 사유의 특별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두 이론 사이의 논쟁은 말싸움 같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훨씬 심각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헤겔98)과 코울리지(그는 이 점에 있어서 칸트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았다)처럼 일반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예술의 경험은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일반적 지각에서 

나타나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능력이 상상적 지각에서도 활동한다. 따라서 후자가 전자를 밝혀줄 

수 있으며, 전자가 후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데에도 어떠한 문제가 남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만일 우리가 특수한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그때 미학은 더욱 복잡해지는 것이다.  

  사실상 일반 이론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보고, 기억하고, 상상하는 데 작용하는 하나의 

능력이 있으며, ‘상상력’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상상 작용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한 과정이 또한 모든 지각에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상상력의 특징은 그것이 상상적인 대상, 즉 없다고 생각되는 대상에 대한 

성찰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과 지각에 있어서 대상은 실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상상과 지각 사이의 그렇게 명백한 차이점보다는 더욱 확실한 유사성을 

발견하려 한다면 논쟁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상상은(심상 속에서, 이야기할 때, 그림 속에서 얼굴의 모습을, 그림 속에서 행동 등을 볼 때 등)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역시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유사점이 있으며, 각각은 일상 지각과는 달리 

창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99) 여기서 정신적 대상은 세상에 대한 사실이 믿음의 대상으로 

주어지듯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되는 것이다. 상상에 있어서 믿음의 강요는 어떤 식으로든 

저항 받으며, 사유는 그것이 정상적으로는 소유할 수 없는 자유를 구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고 상상해 보라고 요청할 수 있고 여러분은 자유롭게 나를 따를 

수 있지만, 그것을 믿으라거나 또는 지각하라, 기억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모든 지식과 심상과 기억에 상상이라는 단일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주장은 

결국 이러한 정신적 과정 속에서 사유와 경험이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귀착되는 듯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 사이의 연결을 가능토록 하는 어떠한 능력(즉 상상력)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들이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다루지 못하게 된다. 경험에 접근하는, 

그리고 그것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유일한 길은 경험에 용해되어 있는 개념을 통하는 것뿐이다. 

어째서 그러한가는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흄이 가르쳤듯이,100) 사람은 제일 먼저 지각이  있고 나서 그 후 그것들을 상상 속에서 단편적 

현상으로부터 결합하고 구성하는 과정에 따라 대상의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외관이란 그것들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보여지는 그 사물의 

개념에 의해서만 서술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외관을 대상의 개념에로 ‘종합’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칸트의 개념을 빌자면 ‘초월적인’ 종합인 것이다. 즉 그것을 서술하기 위해서 미리 

전제로 해야만 하는 종합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두 개의 분리된 항목으로부터 출발해서 그것을 

결합하여 제 3 을 형성하는 진정한 과정이 아닌 것이다.  

  상상과 지각의 관계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내관(introspection)의 방법을 제안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기억 이미지와 상상 이미지는 어느 정도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것들을 충분히 세심하게 관찰한다면 같은 외관, 혹은 같은 유기적 구조로서 나타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자의적이다. 내관에 의해 발견될지도 모르는 

사실들에 관해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오도된 것이다. 이 ‘내관’의 과정이란 과연 무엇인가? 

내가 내관하고 있는 이미지가 그렇지 않은 이미지와 유사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증하는가? 내관 

그 자체가 정신의 내용물에 어떠한 결정적인 (그리고 필연적으로 발견할 수 없는) 차이점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만일 내관을 무시한다고 하면 우리는 확실히 정신적 

작용으로서의 이미지의 본질을 규정하는 주된 특징은 그 대상과의 관계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미지란 우리가 주의하는 대상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 대한 주목의 양상이다. 그것은 

발견될 수 있는 속성이 있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그 대상의 속성을 떠올려 보는 

방법이다.  이미지란 전적으로 투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상상에 대한 일반 이론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이 장에서의 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며, 주된 관심사는 내가 ‘상상적’ 지각이라고 부르는 것과―(사진의 이해에서 예증되는 것으로) 

여기서 지각의 대상은 비실재로서 보여진다― ‘문자 그대로의’ 지각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내관을 사용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구별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여기서 어떤 철학자들은 훗설, 사르트르, 그리고 메를로-퐁티에 의해 제안된, 그러나 그 

후계자들에 의해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은 ‘현상학’의 방법에 의존하였던 것이다.101) 현상학은 

분명히 구별되는 점이 있지만, 내관과 유사하다고 한다. 그것은 주체가 그의 생각과 경험의 

본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점에서 내관과 유사하다. 그러나 경험에 대한 우연적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사실들을 기록한다는 점에서는 구별된다. 현상학은 우리에게 정신 

상태의 본질을 제시해 주며 그것의 외재적 관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지각의 현상학을 표현하는 방법은 상당히 ‘데카르트적’이다. 즉 그러한 방법들은 현상학의 

결과들이 내 스스로 설정한 것이며, 다른 사람의 경험 속에서 입증할 수 없는 결과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철학자라면 내가 다른 사람의 경험 혹은 그들과 내가 살고 있는 공적 

세계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하는 감각과는 별개의 추상 속에서, 내 경험을 관찰하여 얻어지는 

매우 중요한 결과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조심해야만 한다. 우리 심리 상태의 ‘본질’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면이 아니라 바깥을 보아야만 한다. 행동과 언어 속에서 표현되고 

심리 상태가 존속하게 되는 공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실천들에 주의를 쏟아야 한다. 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만이 공적으로 서술될 수 있으며, 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그 외의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다고 나는 주장하고자 한다.102) 

  그러나 현상학의 ‘방법’에는 아직 남아 있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이 연구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1 인칭인 경우의 연구로부터 경험의 본질을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이론과도 결정적으로 반대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관점에 비추어 보면 

명확해 질 것이다. 그러한 연구는 우리에게 경험의 본질을 제시할 수 없으며, 자의식적인 경험의 

특수성만을 제시할 수 있다. 현상학적 분석에 있어서 ‘나’는 이미 가정되어 있다. 만일 

그렇다면 현상학이 자아가 없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과정, 즉 ‘내’가 없고 반성(reflection)이 없는 

상태에서의 과정에 대해 실제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지각은(‘나’라는 단어의 사용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에서의) 자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의식이 

없는 지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아란 잘 만들어진 사회적 구성물이며, ‘나’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당연한 귀결이다.103) 그러한 점에서 사회적 동물이 아닌 

나의 개는 자아에 대한 개념과 지식을 모두 결여하고 있다. 일반적 의미에서 개는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의 경험의 현상학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는 정원에 있는 

나를 보고 내가 부르는 것을 듣고 다가오면서 나의 냄새를 맡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개는 나와 

똑같은 지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들이 지각하는 가운데서 오직 일부의 

동물들만 상상을 한다. 사실 상상은 자의식이 있는 존재, 즉 그의 지적인 능력으로, 단순한 

동물적 존재의 특징인 즉각적인 적들에의 얽매임을 초월하는 존재의 독특한 성질인 것이다.  

  이 점을 관철시키고 나면 우리는 상상력의 일반 이론을 버려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누가 

모든 지각과 경험에 어떤 공통적 과정이 들어 있다는 주장을 고집한다면, 그러한 과정은 결국 

상상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둘은 동일하며 따라서 상상력을 결여한 나의 

개는 볼 수도 없다고 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이러한 논점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나로서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자의식 적이 아닌 심리 상태, 즉 개와 같이 현상학적 현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심리 

상태를 인정한다면 그때 우리는 상상력을 자의식이 없는 존재는 가질 수 없는 능력의 하나라고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밝힌다면, 현상학적 방법론에서 유효한 것과 유효하지 않은 

것도 밝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반성할 능력이 없는 동물에게 상상력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이 상상적 경험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상상력의 개념을 동물의 

경험에 적용하는 것은 기술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없는 상태에서 그 개념을 사용하려는 것과 

같다. 그것은 단순한 개념으로도 가능한 것을 복잡한 개념을 사용하여 과다하게 말하는 것이다. 

단순한 개념은 ‘문자 그대로’의 지각이며, 그것은 믿음에 종속되어 있다. 왜 우리가 동물에게 

지각을 적용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자. 그 주된 이유는 세계 속의 사물과 한 동물의 믿음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데에 있다. 쥐가 돌 뒤에 숨는다. 그러면 이것은 쥐를 보고 있는 

고양이로 하여금 쥐가 돌 뒤에 숨었다는 것을 믿도록 한다. 여기서 환경과 정보의 인과 관계에 

대한 하나의 패턴이 설정된다. 우리가 동물의 지각을 설명할 때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 패턴이며, 

동물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지각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104) 

  그러면 이제 자의식이 있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러한 존재에는 경험과 믿음 사이에 

그것들과 전혀 무관하게 결정되는 사고를 개입시키는 또 하나의 경험 반성 능력이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음악의 예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건축의 경험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줄 

것이다. 그리하여 건축의 경험이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상상적 경험임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나는 동물들은 음악을 들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일종의 상상적 이해의 작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새는 노래를 하지 못한다는 필연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의 생각은 변함없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새들이 고양이나 개와 같이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자.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우리는 이들이 무엇을 듣는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이 들린다라는 

구절이 체계적으로 모호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앞의 질문이 간단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들리는 것은 소리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것을 듣는 방식(외관)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들도 사람과 같이 때때로 듣는 실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들음으로써 환청과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다.105) 그러면 우리는 사물의 소리가 새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만일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내관과 유사하게 해석되는) 현상학적 방법은 

외관을 설명하는 데는 전적으로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새의 경험에 

현상학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106) 

  사실 우리는 새의 행동으로부터 그 새가 서로 다른 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답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에서 어떠한 구분과 개념들을 

설정할 수 있다.107) 예를 들면 새는 중간음도와 높임음 도를 구별할 수도 있다. (새가 전자를 

경고로서 후자를 영역 침범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곧바로 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새는 

어떤 경우에는 높임음 도를 도로 잘못 듣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새의 

경험에 그 실재음이 일치하는지 어떤지를 논하지 않고도 어떤 소리를 어떻게 듣게 되는지 그 

방식을 서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물이 새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우리의 

설명은 사물이 어떠한가에 대한 매우 편협한 설명 속에 한정되어 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나타나는 가능한 외관이란(appearance) 믿음의 가능성에 의해 지배받으며, 우리가 동물들의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을 분류하는 바에 의존한다. 역으로 이러한 

분류는 동물의 행동을 설명하는 일에 종속된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 외관의 세계는 또한 

자의식적 반성에도 반응한다. 우리에게 사물이 나타나는 방식은 그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믿음에 



의해 정확히 포착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순수하게 우리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어떠한 서술에 의해서도 포착되지 않음이 확실하다. 

  이것은 우리가―사람에게는 명백하지만, 새에게는 그렇지 않은 ―소리와 음(note)과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명확하게 될 것이다. 음을 듣는다는 것은 언어 속의 단어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나의 개는 ‘이리 와’ 하는 소리를 듣고, 조건 

반사적인 흥분으로 어쩔 줄 모른다. 그러나 개에 있어서의 그 소리는 나에게 있어서 무한히 많은 의미들이 

교차하게 되는 그 소리와는 다르다.) 내가 한 음을 들을 때 나는 음악적 의미로 충만해 있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것은 조화와 선율과 운동을 암시한다. 이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음악적 운동 현상에 

대해 생각해 보자. 만일 내가 두 개의 음표, 즉 중간음 도와 그 뒤의 높은음 라를 듣는다고 하면, 

그때 내가 듣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말한다면 6 주음의 간격이 있는 두 개의 분리된 음이다. 이러한 

문자 그대로의 기술은 새의 경험도 똑같이 성격 짓게 된다. 그러나 새와는 다르게 나는 또한 

도에서 라로 가는 운동을 들을 수도 있다. 첫 번째 음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두 번째 음으로 

상승해 간다. 만일 내가 이러한 운동을 들을 수 없다면 나는 멜로디나 흐름을 들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음악에 대해 귀머거리인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흐른다는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할 때 매우 당황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아무 

것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음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음이 있다. 그러나 운동이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지나가는 단 하나의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108) 

  음악이 어느 면에서 공간적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음악이 공간의 형식이라며, 음악적 공간에서의 흐름이 있어야만 한다. 

음악에는 잴 수 있는 거리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음악적 스펙트럼은 단순한 점이(gradation)가 아닌 

진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청각적 공간에 ‘거울’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위의 두 개의 화음은 서로 정확하게 반사하며, 모든 거울의 이미지와 같이 이들은 

‘양립할 수 없는 대립항’을 형성한다. 이것들이 비록 부분들 사이의 공간적 관계는 정확히 

같다고 할지라도, 공간 사이를 움직여서 정확히 겹치게 될 수는 없다.(이 주목할 만한 ‘차원’의 

특징을 처음으로 지적한 사람은 칸트였다. 이 특징은 단순한 속성들의 점이와는 구별된다. 공간이란 사물이 

가지는 속성이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사건이 발생하는 어떤 곳이라고 할 때 의미하는 것의 

일부분이다.109)) 

  그러나 이 같은 공간의 유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음악 공간이, 음악적 운동의 개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상적 공간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물리적 공간에는 두 개의 본질적 특성이 있는데 적어도 그 중의 하나는 음악적 

공간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음악적 운동에 관한 어떠한 이론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속성은 어떠한 서로 다른 두 개의 입자도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매우 특수한 어떤 반대의 예를 허용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리이다.)110) 이 사실이 음악적 공간에도 해당되는가? 이 질문은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며, 그 어려움이란 음악적 공간을 점유하는 개별적 총체가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데 있다. 

바이올린과 풀륫이 합주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 결과는 하나의 음표인가 아니면 두 개의 음표인가? 만일 

둘이라면, 그때는 우리의 공간성에 대한 공리는 모순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라고 해야만 할 것이며, 그 

곳에는 오직 하나의 음이 있고, 그것의 음질과 음색은 그 생산 방식에 달려 있는 것이며, 그것은 고저에 

의해서만 식별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 생산 방식을 고려함이 없이 음을 고저에 따라 나누려고 한다면 

많은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는 음악에서 음을 셈하는 이미 공인된 방식을 부정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물리적 공간과의 두 번째 

불일치를 악화시키는 역할밖에는 못 할 것이다. 청각적 공간에서는 어떠한 하나의 개체도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음들을 구별시켜 주는 특성―즉 음높이―이란 정확히 그음의 ‘공간적’ 

위치를 결정하는 성질이기 때문이다. 음을 그것이 점유하는 위치로부터 분리시킬 방법은 없다. 동일한 음이 

서로 다른 음높이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분별없는 생각이다. 따라서 만일 음이 음악 공간에서 기본이 

되는 개별자라면 음악 공간에서는 실제로 흐름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음악이 운동의 형식이라는 

우리의 생각과 모순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가? 다음과 같은 하나의 제안이 있을 수 있다. 즉 

우리는 음악이 어떤 종류건 일종의 공간적 조직이라는 주장을 포기해야만 하며, 음악에서 

운동이란 사실상 없다는 것을 단순히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음악에는 어떠한 공간도, 또한 

그 속에서 움직이는 어떠한 물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에서 듣는 것은 운동이 아니며, 

우리는 시간만을 가질 뿐, 장소가 변화하지는 않는 단지 사건으로서의 과정을 듣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선을 선택한다면 음악의 경험을 잘못 설명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소리도 

역시 과정에 속하며, 사실상 진행이기 때문이다. 소리는 연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것이 

음악으로 들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의 흐름으로 들려질 수가 있다. 우리가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흐름 이상의 것을 듣는 것이다. 우리가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흐름 이상의 

것을 듣는 것이다. 즉 우리는―공간상에서가 아니라 오직 시간상에서의―운동을 듣는 것이다. 

(T.S.엘리어트의 《4 중주》, Ⅰ,Ⅴ 참조). 그리고 우리는 이 운동을 듣기 때문에 음악 공간에서 놓여 

있는 장소를 말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음률(멜로디)이 그 위치로부터 멀어진다거나 그것을 

향하여 간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적 은유는 결코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청각의 

현상학에서 본질적인 것이다. 음악이 운동한다는 것은 현상학적 사실이며, 그것이 물리적 실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의 경험을 설명하는 데에 이 

음악적 운동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음악의 본질인 

‘운동’은 단순 지각에는 적합한 대상이 아니다. 음악적 운동이 현상학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경험을 반성할 능력이 있는 존재의 경험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말한다. 만일 

현상학적 연구의 유용성이 있다면, 그것은 자의식에만 있는 특수성과 모든 단순한 믿음과 경험을 

빼고 난 후 남는 현상학적 잔재를 설명한다는 점이다. 단순 지각에서 나타나는 외관은 오직 



거기서 표현되는 믿음의 관점에서만 성격 지워지며, 우리는 그 동물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떤 복잡한 믿음을, 그 동물에 적용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가질 

수 없다. 새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음악적 운동의 개념을 끌어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음악적 운동은 그 것을 통해 새의 운동과 믿음이 설명되어야 할 현실의 구성적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음악적 운동은 물리적 세계의 구성 부분이 아니며 따라서 새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다. 음악적 운동의 현상에 대해 소리의 세계에 대한 어떤 과학적 설명을 ―중요한 

독립적 사실로서―끌어댈 필요는 없다. 또 소리의 앞 뒤 관계라는 개념으로는 부족하여 음악적 

운동의 개념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도 없다. 어떠한 과학적 방법―인과 관계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여기서 중요한 유일한 

사실은 어떤 종류의 존재는 음악에서 운동을 듣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종류의 존재가 자의식이라든다, 즉각적인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상상적 

지각에서 가장 명백히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해 왔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왜 그런가를 알 수 있다. 음악 경험에 있어서 

순수한 ‘현상학적’ 잔재는 상상적 이해의 확실한 표시가 된다. 우선 한 가지는 사진 속에서 

얼굴을 볼 때 끼어드는 상상의 비약과 비교될 만한 상상적 비약을 포함하는 것이다. 운동의 

개념은 문자 그대로 이해되는 영역에서 음악으로 옮겨져서 어떤 것이 움직인다라는 믿음과는 

무관하게 적용된 것이다. 그 운동이란 우리가 하나의 동일 한 음을 서로 다른 두 장소에서 듣고 

거기서부터 음악적 운동의 개념을 추출해내는 것이 아니다. 즉 음악적 운동의 개념은 이미 

공인된 은유와 같은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음악의 경험은 상상의 특성인 자유로운 성격을 

보여준다. 나는 (음악적 운동이 여기 또는 저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것을 듣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111) 그러나 이 점은 아마도 건축의 설명으로 돌아가보면 더욱 명확해 질 것이다. 왜냐하면 

건축 경험도 역시 상상적 구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구조를 설명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단지(셸링이 건축을 얼어붙은 음악이라고 설명하도록 했던) 그 오래묵은 건축과 음악과의 유추를 

입증할 뿐 아니라 상상적 경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알면서 개념을 오용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오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주목의 구조라는 것을 더욱 명백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를 벗어난 지각 철학의 논의에서 되돌아가기 전에 방법에 관해 한 가지만 더 언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우리의 결과들이 세심한 주목이나 내관 또는 자기 분석의 어떠한 과정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내가 제기하고 있는 식의 지각 

경험의 ‘분석’은 모든 다른 종류의 경험적 관찰로부터 구분되듯이 내관 심리학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그 목적은 개념의 이해에 있으며, 개념은 공적 언어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분석 

방법은 내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뿐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의 경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공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확한 구분에 의존하는 공공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때 성패의 기준은 사실들에의 상응 여부가 아니라(우리로 하여금) 명확히 관찰될 

수 있는 만큼의 것들을 구별하도록 해주며, 그것들이 판명한 것으로 되도록 해주는 사실들을 

공식화하는 데 쓸 수 있는 개념을 제공해 주는가에 있다. 우리가 끄집어낸 결론들은 개인적 

경험의 개별적 연구가 아니라 공적인 실천―우리 자신의 내관에서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도 관찰될 수 있고 상상의 영역을 구별해 주는 추론・연구・명령・주목의 실천―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서 건축의 경험으로 돌아가보면 이 공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상적 경험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떠한 중요성을 갖는가를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은 확실히 상상적 경험의 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일 고딕 

애디큘라의 이론으로 돌아가 본다면 우리는 서머슨 경이 언급한 경험들 속에서, 그곳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건물을 바라보는 상상의 중요한 예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미앵 성당의 서쪽 전면을 생각해 보자(그림 24).  

그림 24  아매앵 대성당의 서쪽 전면 

 

여기서 세 개의 포치를 세 개의 연속된 구조물로 보고 그 사이에 있는 뾰족탑은 분리된 구조물로, 

위에 있는 아케이드는 서로 결합된 작은 집들의 연속 등등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성당을 이 

같은 방식으로 보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의 지각은 회화와 조각의 지각과 같이 무언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물들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지각은 상상적이기 때문에 또한 자유롭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주의나, 사고의 패턴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 벽돌 덩어리라고 믿도록 강요되며, 따라서 

그렇게 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건물을 천상의 도시라는 생각으로 경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식으로 주의를 강요당하지는 않는다. 성당을 그런 방식으로 주의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며, 

우리가 그렇게 열중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도 또한 우리의 행동이다. 

그림 25  피사니 모레타 궁, 베니스 

 

  이 점은 이러한 종류의 상상적 경험이 일상적 지각과는 달리 고유한 모호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면 충분히 납득될 것이다. 그림 25 에 예시된 베니스의 피사니 모레타 궁의 상층 중앙부 

로지아에서 트레이서리를 생각해 보자. 이 배열은 관찰자가 주의를 집중하는 방향에 따라 적어도 

두 가지 방식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는 이웃하는 기둥들이나 상층의 반원 트레이서리에 의해 

연결된 기둥들에서부터 애디큘라를 형성할 수 있다. 어느 한쪽에서 모호함을 느끼게 되면 그는 

쉽게 이 두 해석을 교체할 수 있다. (형태 심리학자112)들에 의해 관찰된 그 유명한 모호성의 그림, 또는 



베토벤을 기쁘게 한 상박 또는 하박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 모호한 멜로디에서와 같이.) 사실상 

‘해석’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을 잘못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해석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체화하는 경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상적 경험이 이러한 방식으로 선택된다는 

것은 상상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며, 지식이 그 기본적 목적인) 문자 그대로의 지각의 경우에 우리는 

‘선택’을 알아채지 못한다. 나는 내가 나무로 알고 있는 대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기를 선택할 

수 없으며, 그것을 사람이라거나 얼굴 혹은 동물로 보도록 내 의지를 움직일 수 없다.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믿는 것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엉켜져 있으며, 나는 나의 믿음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 만일 내가 나무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얼굴인 것처럼 볼 수 있다면 나는 단순한 지각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상상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다. 나의 경험은 이제 상상적 주목이라는 특정한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상상력을 구사하여 보고 있는 것이며, 그 때문에 나의 

믿음과는 다른 개념으로써 설명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단지 상상적 경험에서 개념들이 

고의적으로 잘못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경험은 주목의 특별한 양식과 

특별한 지적 목표를 반영한다는 것을 말한다. 단순 지각은 믿음을 목표로 하며, 여기서의 주목 

행위는 곧 ‘찾아내고자’ 하는 욕구이다. 상상적 경험은 믿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 이해란 무엇이며, 그것이 왜 중요한가를 밝히는 것이 이 책에서 

내가 목표로 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상상을 동원한 주목 행위는 그렇기 때문에 ‘찾아내고자’ 

하는 어떠한 특별한 욕구에 의해(사실들에 대한 어떠한 집착에 의해서) 성격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실행에 있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은 되지만, 이것들을 아는 것이 목표의 

일부분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음악적 이해의 예를 통해서, 지각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경험이 단순한 

이해라는 목적을 초월하는 주목 행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상을 통해서만 지각되는 대상들이 

있음을 이미 보았다. 바로 이것이 건축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건축은 어쩌다가 상상적 경험이 

된다기보다는 바로 그러한 경험의 가장 적절한 대상이며, 상상적 관점을 배제하고서는 

이해되어질 수 없다. 이 점은 음악적 ‘공간’의 기본 형식을 검토한 바와 똑같이 고딕 건물의 

예에서 예시된 모든 종류의 ‘해석’과 ‘…으로 본다’는 모든 방식들로부터 추상하여 건축적 

경험의 기본 형식을 돌아봄으로써 알 수 있다. 해석의 경험이 아무리 다양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 상상적 행위의 뚜렷한 표지의 하나인 자유라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시미 

궁(그림 26)의 입구 로지아에서 페루치에 의한 기둥의 모호한 배열을 생각해 보자. 문을 표시하기 

위해 기둥 간격을 넓히는 고전적 인습으로 된113) 이 모호성은 전면의 대담한 곡면에 의해 특히 

강조되었다. 

그림 26  바라사레 페루치 :콜로네의 마시미 궁, 로마 

 



  우리는 이 여섯 개의 기둥들을 바라보는 똑같이 안정된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들은 서로 이웃하는 두 개의 큰 기둥으로 묶어진 네 쌍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아니면 

하나는 문을 형성하고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는 연결선에 의해서) 위 층 창의 바깥쪽 틀을 

지지하는 세 쌍의 기둥들을 배열함으로써 기둥들이 리듬을 따르도록 하거나, 옆에서부터 

로지아에 접근함으로써 즉각 제거될 수 있다. 또는 가운데와 양쪽의 공간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그리고 팔라디오의 빌라 코르나로의 6 각형 모양의 프로나오스에서와 같이 기둥의 중심에 

일치하지 않는 모딜리언을 대위시켜 코니스를 강조함으로써 더욱 미묘한 리듬들이 얻어질 수 

있다(그림 27). 

그림 27  안드레아 팔라디오 : 코르나로 저택, 피옴비노 데제 

 

  나는 이러한 모호성이 매우 드문 경우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드레아 팔라디오의 예를 

덧붙여 보겠다. 사실상 이것은 매너리스트 건축의 정수이며, 바로크 건축의 산뜻한 효과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더구나 우리가 정상적 경우의 적절한 개념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예를 이해함으로써 이다. 페루치의 배열에서의 ‘모호성’은 부분적으로는 ‘해석’의 부재에 

기인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물들을 건축으로서 검토할 때 바라보고 있는 건물들을 어떻게 보게 

되는가에 관해, 즉 건축적 경험에 관해 근본적 진리를 암시해 준다. 건물들이 적절한 대상이 되는 

주목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건물을 보는 이러한 방식이다. 경험은 이것보다 

‘순수하거나’ 덜 해석된 것일 수 없다. 

  그러면 음악적 예의 논의를 통해서 단지 암시에 그쳤던 상상적 지각의 본질적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이 예를 이용해 보자.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언급할 것이다.114) 첫째, 우리의 

형식 경험은 정확한 지속 시간을 갖는다. 기둥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은, 어떠한 방식으로 

뭉쳐 있는 것으로 보이다가 곧 그러한 ‘국면’이 변화하여, 그 이후의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에는 다른 방식으로 보인다. 내가 그것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는 것은 정확히 기록될 수 

있는 형상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그것은 경험의 일반적 특성의 하나를 지닌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을 다른 정신적 상태, 즉 생각・감정・욕구 등과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의 하나인 것이다.  

  또 다른 특징들은 우리가 건축적 형식을 파악하는 것이 일종의 ‘보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즉 그것은 보이는 것에 엄격하게 의존한다. 눈이 없다면 내가 언급하는 효과는 이해될 

수 없다. 그것은 질서나 관계의 맥락에서 생각할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단순한 

‘사유’나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보이는 어떤 것이다. 그것은 지각하는 동안만 존속하는 

것이며, 기둥들이 양립할 수 없는 또 다른 방식으로 보이자마자 사라진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기둥들을 동시에 두가지 ‘모임’ (groupings)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한 순간에는 단지 하나의 

모임만이 보이는 것이다. 더구나 그 효과는 경험의 특징인 ‘강렬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 국면은 다른 것보다 더욱 강렬하고 현저하게 나타나게 된다. 



  반면에 경험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의지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이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다―독특한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한번은 이런 방식으로 한번은 다른 방식으로 기둥들을 

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는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즉 그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다른 아무 것도 없다. 이러한 면에서 경험은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해 보라’고 부탁할 때와 같은, 상상적 사유의 기본적 속성의 하나의 

자발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경험은 (애디큘라의 개념이나 운동의 개념처럼) 여기서는 의식적으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이러한 확연한 개념이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발성을 소유한다. 그 

경험은 특정 주목 행위가 경험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자발적이다. 그러므로 기둥의 경험이 

그 기둥을 생각하는 방식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경험은 

우리가 다른 구조물, 즉 그림 27 의 팔라디오의 예와 비교해볼 때 변화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히 보겠지만, ‘보는’ 경험은 여기서 어떤 ‘이성적’ 성격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사람들은 어떤 보는 방식을 지지하거나 또는 그것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이유들은 건물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와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 

그 이유를 받아들이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 점의 중요성이 과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림 28  산토 스피리토, 열주 :하나의 보는 방법 

 

  사람들은 보통 앞의 모호한 형(型)에서 예시된 것처럼 경험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의 상상적 성격은 통제 없이도 존재한다. 산토 스피리토의 

기둥에서 균일한 리듬을 본다는 것은 마시미궁의 로지아의 기둥을 ‘모아 볼’ 때와 똑같이 

상상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1 을 보라.) 물론 브로넬레스키의 기둥들을 평탄한 리듬이 

아닌 다른 리듬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그 기둥들은 등가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것 자체로는 

아무 것도 증명하지 못하며, 또한 시각적 모호성이 지울리오마노와 발다사레 페루치 이전의 유럽 

건축에는 없었던 매너리스트들의 발명이라고 보는 일부 건축사가들의 이상한 주장을 증명하는 

것도 분명히 아니다.115) 그 하나로 우리는 마치 건물이 강요할 권리를 우리가 준 것인양, 

산토스피리토의 열주랑이 그런 동등한 강조를 요구하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매너리즘 건축의 어느 예에 못지 않게 브루넬레스키의 기둥 경험도 

우리가 많은 것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브루넬리스키의 양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축을 경험하는 방식에서 오는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예를 들어 

이 구성의 나머지 부분, 즉 아치와 기둥이 만나는 점을 보는 다양한 방식을 생각해 보자. 

사람들은 아치들이 코린트식 주두에서 솟아 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무게를 주두 위에 

의지하면서 아치 받침이 아치의 운동에 의해 관통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반대로 상상을 통하여 

아치 받침 사이의 틈을 ‘채워 넣어서’ 끊어진 엔타블레이쳐로 볼 수도 있다(그림 28). 이 경우 

아치들은 성 아폴리나레 누오보에 있는 기둥의 주두 윗굽에서 솟아난 것처럼(그림 29), 몰딩 



위로부터 솟아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모호성이 탐닉하고 있는 자는 이 이상의 비교를 원할 것이다. 즉 

그림 30 의 성 사비나 성당이나 로마의 벨라브로의 성 죠르지오 같은 초기 기독교 교회와의 비교를. 그 

곳에서는 조적벽이 기둥의 꼭대기에 바로 놓여 있다. 이 모든 비교는 경험을 풍부히 하고 수정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은 비평가의 일이며 철학자의 관심사는 아니다.) 

그림 29  성 아폴리나레 누오보, 라벤나 

 

여기서 가장 만족스러운 경험을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해석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람들은 올바른 경험이라는 생각이 즉, 건물의 이해와 감상으로 이끌어주는 경험이라는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확실히 성 스피리토의 잔잔한 수평적 

운동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엔타블레이쳐의 존재이며, 이것이 같은 작가의 성 

로렌초의 내부보다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거기서는 부풀려진 장식이 있는 아치 받침의 

프리이즈가 접점을 지각하지 못하도록 한다.(물론 아치 받침의 부풀림은 고전적 권위가 있는 것이긴 

하다. 성 코스탄차의 로마 성당의 예) 

그림 30  성 사비나, 로마 

 

  다음 장에서는 ‘올바른’ 경험이라는 생각을 상세히 고려해 볼 것이다. 그러나 

‘올바름’이라는 생각이 함축하는 상상적 구조를 보여주지 않는 건축 경험의 국면은 없다는 

것을 독자들이 확신토록 하기 위하여 이 시점에서 한 두 가지의 예를 제시할 만한 가치가 있다. 

기둥과 벽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초기 르네상스 이론가들은 로마 유적의 관찰과 모호한 

위투르위우스의 책을 읽음으로써 주범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얻었다. 그러니까 마르셀루스 

극장(그림 31)과 같은 건물에서 벽이 지지 기둥 사이를 채우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이 반 

기둥이나 면 기둥을 벽의 수직 장식으로 보는 것도 명백히 가능하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후자의 경우는 의도된 경험이다. 그러나 알베르티는 이 건물을 전자의 경우로 보았으며, 이것은 

그의 논문116)과 그가 루첼라이 궁에서 사용한 주범에 의해 확인된다. 사람들은 기둥의 진정한 

기원이 더욱 확실히 체득됨에 따라 르네상스 건축가들이 기둥을 장식이라기보다 지지부재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후기 르네상스 건물들은 예를 들어 팔라디오에 의한 

키에리카티 궁(그림 32)의 상층벽―이러한 특정한 모호성이 없도록 구성되었다―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이 문제에 의심의 여지를 없애 준다. 팔라디오의 해석이 옳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림 31  마르셀루스 극장, 로마 

그림 32  안드레아 팔라디오, 키에리카티 궁, 비센차 

 



그것이 기둥의 역사와 열주로 구성된 사원으로부터 유래했음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기둥을 이런 방식으로 봄으로써 그렇지 않았으면 놓쳤을 의미의 풍부한 가능성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기둥과 벽의 대화는 기둥의 미학적 성질―우리는 기둥을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둥의 미학적 성질이란, 그 자신과 엔타블레이쳐를 제대로 서 있도록 하는 

것임을 유추한다―이 벽으로 퍼져 가도록 한다. 그러므로 벽은 주범의 의미에 참여하게 되고, 그 

주범의 분할이 내포하는 미묘한 암시들에 참여한다. 또한 죠지 왕조식 주택에서와 같이 

기둥을(또는 그 비슷한 흔적을)없애고 세련화시키면서도 벽이 주범의 의미를 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기둥의 원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보게 될 때 그 구성이 더욱 

생생해진다.117) (그래서 사람들은 예를 들어 고워 거리를 과묵한 열주랑으로 볼 수도 있다.) 알베르티가 

루첼라이 궁에서 실수를 했다는 것이 아니다. 그가 로마 건축의 원형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상충하는 경험들의 상대적 가치를 통해 설득력있는 반증들을 펴고 있는 것이다. 

  완전한 건축 경험을 위해서는 관찰자의 능동적 참여가 요구된다. 각 단계의 확정적 경험은 

이후의 선택을 위한 기반이 된다. 건물이 오직 한 방식으로 완전히 경험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둔한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경험을 상상 속에 질서 짓는 일을 제거해 버릴 수는 없다. 

경험은 비록 그것이 강요된 것이라 해도 능동적이다. 왜냐하면 산토 스피리토의 열주랑을 볼 때 

규칙적 리듬이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부분에서 부분으로 퍼져 가는 것을 지각하도록 강요되었다 

해도, 내가 그 리듬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내 앞의 물질적 대상―조적조의 배열―을 보는 것과는 

무관하다. 나는 나 자신의 주목을 통해서 그림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주목의 능력이 

없는  동물은 새가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 리듬을 알 수 없다. 이것이 가장 비자발적인 

경우에 있어서조차도 건축적 경험의 능동적 본질을 설명해 준다. 일상적 지각 경험―동물의 경험, 

(자아 반성을 거치지 않는) 우리 자신의 하루하루의 경험―은 그 대상에 의해 강요된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와 같이 수동적이다. 그러나 건축 경험에 

있어서는 우리는 수동적이지 않으며, 그 경험은 어떠한 종류의 주목의 결과로서만 가능하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연속된 기둥을 ’모아보는 방식‘을 바꿈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우리가 

건축물에 보내는 어떠한 주목 행위에 의해 변화될 필요도 없다. 우리의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물의 외관을 즐기는 것이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는 건축 경험의 핵심적 부분은 상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그것은 논쟁과 증명을 허용하며 옳음과 그름・적절함・오도된 것으로 서술될 

수 있으며, 결코 일상 지각에서 나타나는 단순한 의의들에 국한되지 않는 대상에 대한 개념을 

반영할 수 있다. 앞으로 논의하겠지만 만일 건축 경험이 이러한 상상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또한 근원적으로 미적이며, 불가피하게 취미의 작용을 포함한다. 취미와 미적분별은 

우리의 건축 이론에서 주도적인 관념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들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건축 경험을 너무 좁게 설명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재검토해야만 한다. 사실 우리는 

건축의 시각적 측면만을 고려에 두었으며, 거기서도 어느 특정 부분, 즉 형식의 경험에 논의를 

한정시켰다. 그러나 건축에는 시각적 형이나 시각적 형식 이상의 것이 있다. 우리는 건축을 

단순히 정적인 입면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건물을 통해 돌아다니면서 얻게 되는 일련의 경험들은 

그 효과에 본질적일 수도 있으며 건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점은 

베니스에 있는 팔라디오의 레덴토레 성당118)에서 명백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또한 건물에 귀를 

기울이며, 울림을 듣고, 두런거리는 소리와 정적을 듣는데, 이 모든 것들은 전체에 대한 우리의 

인상을 좌우할 것이다. 순수한 시각적 경험이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의 웅장한 힘을 우리에게 

드러내줄 수 있다는 것은 의심스러우며, 예를 들어 우리는 조용히 주위를 돌아보게 만드는 

나직한 울림을 제거하고도, 브라만테의 성 마리아 델라 파체 수도원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시각적 경험조차도 다른 감각 기능에 의존하여 성격 지워진다. 많은 

비평가들이 지적했듯이119) 재료나 형식에는 대개, 말하자면 그들의 기능적・촉감적 성질이 

‘번역’되는 시각적 외관이 부여되어 있다. 노축콘크리트는 친근감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만지게 되면 뭔가 묻어나거나 상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 주택의 

나무와 종이는 ‘친근한’ 재료이며, 우리는 아무런 해를 예상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대’ 외관은 매우 중요하며, 이 문제로 돌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대상을 어떤 엄격한 시각적 성질을 지시하지 않는 개념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철학자는 거의 없었다. 형태를 ‘딱딱한’ 또는 

‘부드러운’, ‘호의적인’ 또는 ‘적대적’ 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사물을 비시각적 

개념하에서 보는 일반 능력은 건축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 아니다. 물론 시각적 성질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무엇이고 비시각적 성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120) 그러나 어떤 견해를 취하든 색깔이나 형태만이 아니라 따뜻함, 양괴, 단단함, 거리감 

같은 속성들을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목표가 단순한 이해에 그치지 않고 

모든 상상적 개념들 사이로 자유로이 유동할 때 얼마나 더 많은 것이 보여질 수 있겠는가? 

확실히 우리는 이러한 모든 기대의 경험을 믿음의 변화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순 

지각과 상상 지각의 차이점을 무시하는 것이다. 어떤 재료를 따뜻하거나, 부드럽다, 혹은 험악한 

것으로 본다고 할 때 그것이 그렇다고 믿는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나는 피티 궁전의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것이 플로렌스의 세례소의 벽에 부딪치는 것보다 덜 아프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는 후자에는 없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기대는 경험의 

속성이며 경험에 의한 판단의 속성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능의 경험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만일 기능주의자들이 건물을, 우리가 건물의 형태에서 그 

기능을 볼 수 있도록 하나의 기능을 표현해야 한다고 말하려 한다면, 그것은 건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관찰자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된다.  그 예로서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대학의 베렌 도서관 지하실에 있는 열주랑을 보자. 

이것은 학장의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첨가된 것으로 순전히 시각적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가상의 기능을 표현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확실히 상상 지각에 대한 우리의 이론은 강한 기대 경험을, 그것이 분석하기에 가장 적절한 

단일한 시각적 경험으로 통합시켜 준다. 그러나 우리는 왜 경험을 특별히 건축에 붙여야 하는가? 

만일 우리가 이 물음에 답할 수 없다면, 이러한 건축 경험의 다른 특징들―즉 

운동・소리・변화・촉감의 특징들―이 어떻게 통일된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는지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수 없다면 건축 경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즉 경험 대상의 풍부한 

현실을 다 포괄하는 설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확실히 나의 주장은 ‘형’의 경험이 현저한 

역할을 하는 다른 장식 예술, 즉 열주랑뿐 아니라 의복이나 자수에도 적용될 수 있다. 플로렌스 

교회와 아랍 회교 사원의 장식을 입힌 입면과 영국의 서포크의 조적법에서 보여지듯이 건축은 

다른 장식 예술로부터 멀어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항상 장식 이상의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기능주의 교의는 무엇이 하나의 형을 장식이 아닌 건축으로 만들어 주는가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기능주의자들은 우리가 형에서 느끼는 

쾌감을 그 형이 모양을 내주고 있는 구조에 대한 쾌감으로 다시 설명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보아야 소용이 없다.(예를 들어 그림 33 의 로마의 캄피돌리오 광장은 그 형이 

건물사이의 생생한 대립을 드러나게 해주면서도 구조적 의의가 전혀 없는 바닥 무늬에 의존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다.) 기능주의 원리는 ‘형’이나 ‘형식’의 측면이 아닌 건축의 다른 시각적 측면을 

포괄하여 설명을 확대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못된다. 색채를 생각해 보자. 이것은 아랍 회교 

사원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것과 같이 단지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그들 신전의 조화 있는 구성 때문에 칭송 받는 그리스인들조차도 그 후의 건축가들이 고안한 

어떠한 형태보다도 더욱 강력하고 명확한 그 형태를 ‘명확히’ 하는 기능은 갖지 못했을 야한 

색깔로 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3  미켈란젤로 : 캄피돌리오 광장, 로마 

 

  그런데 바로 이 예가 때때로 현대 비평가들에게 다소 이상한 것으로 보여져 왔다.121) 우리는 

벽돌이나 얼룩얼룩한 석회암, 사문석의 색깔처럼 어느 면으로는 재료와 색깔이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페인트칠한 표면은 건축을 넘어서 좀 지나친 어떤 것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말하자면 ‘장식된’ 건축이며, 신전을 칠하는 관습은 신전에 화환을 거는 관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순수’ 건축과 ‘장식’ 건축 사이를 구별하는 보다 미묘한 예는 조상의 

예에서 보여 진다. 여기서도 역시 우리는 흔히 건축 형태를 ‘장식’하기 위해 조상을 사용한 

것과, 건축적 의미에서 떼어낼 수 없는 적절한 부분으로서 사용된 것을 구별하고 싶은 심정이 

되곤 한다.  



  여기서 근본적 건축 경험은 구조적 형에 있다고 하는 관점을 다시 생각해보자. 조상은 그 밖의 

다른 상세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치장이나 혹은 형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될 것이다. 

어떠한 형이 흥미로우려면 시각적 포착을 어느 정도 방해할 필요가 있다. 고딕 트레이서리의 

교차하는 몰딩과 같이 선들과 형상들이 엉키고 분산되면서 복합성을 띤, 눈이 멈출 수 있는 

지점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한 장식이 없다면 형의 경험은 콘크리트조 벙커의 단조로운 

슬라브에서와 같이 공허할 정도로 단순화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건축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기 위해서 조상은 구조적 형이면서 단지 재현적인 것으로 된 것이어야 하며, 그것의 

재현적 의미는 코카서스 카페트의 형식화된 동물에서와 같이 부차적으로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샤르트르 부쪽 포치에서와 같은) 건축적 조상(코벤트리 성당의 뒷벽에 아무런 

지지도 없는 것처럼 달려 있는 엡스타인의 성 미카엘 같은)과 자율적 조각을 분리하게끔 한다. 전자의 

경우 조각의 건축적 틀의 명령을 따르고 있고, 이미 존재하는 형을 강조하며, 후자의 경우 조상은 

떨어진 채 남아 있어서, 건축과 조상은 둘 다 서로 분리되어 이해될 수 있다. 두 가지 이해의 

방식은 성 미카엘 성당(그림 34)의 전면에 있는 베르키오의 《의심하는 토마스》의 그룹 조각에서 

잘 보여진다. 거기서 틀 밖으로 벗어난 성인의 발은 건축적 배경에 고정되기를 거부함으로써, 그 

형상은 놀랄 만큼 독특한 감각으로 이해된다. (베르키오의 작품은 그 장소에서 적은 조상을 제거한 후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효과는 자주 찬양되기는 하지만,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건축적으로 보는 방식과 조각적으로 보는 방식의 대비가 없다면, 이 효과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림 34  베르키오 : 의심하는 토마스 또는 성 미카엘, 플로렌스 

 

  이 예로서 보여주는 것같이 조상에 대한 건축적 접근과 조각적 접근에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능주의가 해결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러한 구별이 제기하는 중요한 이론적 문제가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 문제는 건축 경험에서 중심적인 것을 어디에 둘 것인가와, 우리가 그 

대상에서 보게 되는 통일성을 설명하는 일인 것이다. 건물의 일부 건축적 효과가 그 조각의 질에 

힘입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샤르트르 성당의 건축적 가치는 길버트 스코트의 도제에 의해 

조상이 다시 만들어진다 해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베르키오 샤르트르에서 

보듯이 조각도 일부 특질이나 심지어는 재현적 의의를 건축적 틀에서 끄집어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건축에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가? 알베르티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미와 장식을 구별하였다.122) 미는 어떠한 부분도 떨어질 수 없을 때, 즉 

전체를 손상하지 않고는 어떠한 부분도 변경을 할 수 없을 때만이 존재한다. 대조적으로 장식은 

미적으로 떼어낼 수도 있고, 건물에 덧붙일 수도 있지만, 미학적으로 말해서 건물의 고유한 

부분은 되지 못한다. (예쁜 소녀의 목에 걸린 보석을 생각해 보자. 그것은 소녀의 매력을 더해 주지 

못하며, 노파의 목에 걸렸다고 해도 그 보석이 매력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알베르티의 구별은 ‘미’를 정의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며(나는 9 장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이러한 미학적 어휘의 의미 문제가 나의 주된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언급하는 구분은 이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며, 건축 경험에서 중심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빈번한 연구에 시사점을 준다. 이 구분은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미와 장식 사이의 문제라기보다는 

건축에서 본질적인 것과 우연적인 것의 문제이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구분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전체로서의 건물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건물의 부분으로서의 조각의 의미에 대한 경험에 의존하는 정도만큼, 조각은 

우리가 건축을 이해하는 데 포함될 것이다. 파리 노틀담 성당에서 보이는 조각과 같이 위엄있는 

정면에 넓게 퍼져 있는 기념적 배열 속에서 각 벽감 속에 서 있는 순수 고딕 조각은 본질적으로 

건축적이며 그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건축적 문맥에 아무 것도 보태지 않는, 그리고 

건축적 틀로부터 아무 것도 얻지 않는 조각도 있다. 조상은 내가 가상한 기능주의자가 

생각하듯이 구조적 명확성에 기여할 때 건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이론은 베르니니의 

열주랑에 둘러 있는 두드러지게 건축적인 조상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문제는 오히려 이해의 

자율성인 것이다. 

  그러나 ‘이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생길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주로 건축 경험에 관해 

이야기해 왔으며, 건축 효과의 통일성의 문제를 그것이 마치 경험의 내적 구조에 관한 문제인 

것처럼 제기해왔다. 그렇다면 왜 ‘이해’를 통일의 원천이라고 말하는가? 사실 이 질문은 

스스로 답을 해준다. 경험과 이해가 서로 순환 작용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언급한 바와 같이, 

상상적 주목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통일을 경험하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지적인 파악은 

아직 이해의 행위가 아니다. 건물에 부착된 조각이 적절하게 사용된 것임을 보여주는 어떤 

추상적 의미를 듣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오직 그 의미가 상상적 주목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하여 경험을 변화시킬 때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조각과 건축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와 경험의 상호 관입에 대한 예로서 독자는 8 장을 보라.(베르니니가 건축적 콘체토123)라는 말을 

쓰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류의 상호 관입.)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가 건축에서 시각적 측면이 선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일뿐이다. 이 것이 모든 다른 부분들에 필요한 선행 조건과 기초를 형성한다. 

우리가 이 점을 인정하게 괴면, 건축 이해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또한 건축적 이해를 그것과 

대립되는 것과 분리하는 데 아무 문제도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베르티와 같이 가장 만족스럽고 

완전한 주목의 행위, 즉 전체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조금도 제거될 수 없는 주목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패턴뿐 아니라 색깔・조명・조상・재료가 모두 개입되어 건물에 대한 진정한 

경험이 결정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랄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건축 경험이 매우 많은 별개의 것들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통일성을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 우리가 나날의 지각에서 추상하여, 상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경험은 정상의 이론이나 실용상의 탄핵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식의 방편도 아니고 행위의 전제도 아니다. 경험이 이룩하는 모든 통일성은 그 대상에 

부과되는 상응하는 통일성에 좌우될 것이다. 통일성에 대한 욕구, 또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는가에 

대한 당혹감에서 앞장에서 논의되었던 이론들이 나오게 된 것이며, 건축의 모든 목적을 하나의 

‘본질’로 환원시키는 그 이론들을 따르게 되는 일을 경계하여야 한다. 상상적 경험은 그 

대상에 부과되어 있는 통일성에서 경험의 통일성을 빌려 온다. 대상의 통일된 개념하에서 대할 

수 있는 한 개념을 표현하는 경험도 통합을 유지할 것이다. 입면의 경험과 그 내부의 경험 

사이의 통일을 전제하는 것이 연극의 첫 막과 그 이후의 막 사이의 통일성을 전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게 없을 것이다. 통일은, 사람들이 일군의 선을 하나의 패턴이나 얼굴로 보면서 경험을 

개념에 맞추는 것과 같이, 이 두 경험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는 일에 의존하며, 경험을 개념 

작용에 맞추는 것에 좌우된다. 산토 스프리토 성당의 측랑을 걸어감에 따라 나의 경험은 계속 

변화한다. 그러나 나는 개개의 반원 아치를 앞의 것에 의해 만들어진 리듬에 대해 연속 또는 

변주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경험은, 음악에서 멜로디를 들을 때와 같이 ‘짜 

맞춰질’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샤르트르 성당의 북쪽 포치의 조상에 대한 경험도, 내가 

조상을 보는 방식과 내가 형식을 보는 방식이 같은 종교적 사유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건축적 

형식의 경험과 들어맞을 것이다. 나의 경험은 단순한 지각의 요구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을 자유로이 만끽하고 그 대상에 적합한 통일성을 부여한다.  

  우리는 두 개의 중요한 요점을 정립했다. 첫째, 상상적 경험과 ‘문자 그대로의’ 경험은 

철저하게 구별되며, 건축 경험은 확실히 전자의 예를 보여 준다. 둘째, 건축 경험은 그 밑에 깔려 

있는 상상적 주목의 행위를 반영하므로 능동적이며, 정신의 수동적 부분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자유롭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 지적 개념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으며, 논쟁을 통해서 

수정・변경될 수 있고, 직설적인 정신이 부조리와 혼돈만을 느낄 때에도 그 대상에 질서와 

통일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취미의 발휘가 아닌 건축 경험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도대체 경험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어떤 선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연히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가장 적절한 대상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취미의 작용을 검토함으로써 건축을 이해해 보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아마도 확립되어 있는 취미의 원리들이 있을 것이며,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5.   

건축을 판단하는 일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적 취미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견해, 즉 ‘취미에는 논쟁이 

있을 수 없다.’(de gustibus non est disputandum)라는 친숙한 격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생각을 버리는 

일이다. 사람들은 흔히 ‘그것은 결국 취미의 문제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논쟁을 종식시키는 

동시에 자신들의 특유한 사고 방식의 유효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한다. 엄밀히 말해서 이 라틴 

격언을 진짜 옳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상 이 취미에 관한 문제야말로 바로 사람들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의 판단 자체가 여기서는 부적절할 수도 있다는 의심이 

전혀 없이, 이유를 들고 관계를 설정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들을 주고받는다. 다수의 대중은 

무관심하리라고 생각되는 건물의 보존을 위해서 협회가 결성되며, 파리에 마천루를 세우거나 

또는 정숙한 성당 마을에 상점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다. 이러한 분노는 그것들 

전부가 꼭 ‘미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언뜻 보기에도 

취미의 문제에 있어서 논쟁이라는 것은 부적절하다 는, 즉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의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객관적인 것이란 있을 수 없으며, 옳고 그른 것도 없다라는 가정과는 양립될 수 

없는 것이다. 과학에 있어서도 역시 우리는 이러한 의견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고 그 반대의 풍부한 증거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를 

결성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은 저급한 이해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오토의 종탑보다 아인슈타인 탑을 좋아하는 것은 건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오토의 종탑은 시각적・지적 풍부함과 

섬세한 비례 그리고 세련된 상세를 가지고 있어서 볼거리가 더욱 많으며, 형태뿐 아니라 모든 

부분부분과 재료에 있어서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에 결합되어 있는 모든 의미는 그 종탑의 미학적 

힘을 지탱해 주고 풍부하게 해준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은 설사 멘델존 작품의 부드러운 외관과 완벽한 개념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하더라도 결코 멘델존의 작품이 지오토의 작품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건물들을 연구할 때의 우리의 태도란 어떤 정의할 수 없는 쾌락이나 

불만족이 따르게 되는 단순한 호기심과 같은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내심 우리들의 선호가 

옳은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내심 우리들의 선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적 지식을 써서 기능적 반성에만 의존할 때 남게 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왜 그러한 생각에 의존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선호란 단순한 쾌락이나 만족 

이상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호란 사고와 교육의 산물로서 그것은 

도덕적・종교적・정치적 생각의 표현이며, 우리 각자의 자기 동일성이 용해되어 있는 총체적 

세계관(Weltanschauung)의 표현이다. 이러한 우리의 심층적인 확신은 건물의 경험 속에서 구체적 

확증을 찾고자 하며, 살인, 강도, 대량 학살에 대한 의견이 각자가 마음먹기 나름인 임의의 

선호라고 내버려두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확신도 임의의 선호 문제라고 내버려두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도덕이나 과학에 관한 문제에서와 똑같이 내 의견에 반대하는 자가 



틀렸다라는 생각이 없이는 미적 논쟁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러스킨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언제나 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법칙이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즉 좋은 

건축은 나쁜 건축과 명백히 구별될 것이며, 어떤 원칙적 기준이 없이 이러한 문제를 논쟁하는 

것은 두드려 보지도 않고 동전의 진위를 논의하는 것과 같이 우둔한 짓일 것이다.’124) 나는 

건축적 취미에 관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러스킨 자신의 의견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확신하기는 하지만 그의 의견에 동의하고 싶은 심정이다.  

 

  무엇보다 먼저 취미의 두 가지 특징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이성적 동물만이 취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취미는 훈련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특징은 물론 서로를 포함하고 있다. 취미는 사고 속에서 작용하고 사고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다. ‘첨프’ 고기보다 ‘도고’ 고기를 더 좋아하는 개는 이 둘을 

의식적으로 비교할 능력이 없으며, 이러한 선호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개의 선호는 

‘이성’이 관계하지 않는 것이며, ‘도고’나 ‘첨프’의 성질에 대한 성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성적 존재에 있어서 선호는 비교와 성찰에 의해 영향받을 뿐 아니라, 많은 

경우에 어떤 이성적 논쟁의 결론과 같이 바로 그 성찰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선호는 교육되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대개 말이나 개를 다루는 것과 같은 훈련 과정의 

결과는 아니다. 오히려 취미는 교육과 지식의 축적, 그리고 가치의 발달을 통해서 획득되어지는 

것이다. 만일 취미가 라틴 격언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라면, 근대 양식의 배후에 

흐르는 관념을 이해함으로써 그 양식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나 러스킨이나 퓨진과 같이 

도덕적・종교적 확신에 비추어서 신고적주의를 경멸하게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사실상, 

취미의 변화는 사람들의 총체적 세계관의 변화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결코 그것과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취미는 과학적 판단이나 사회적 관습, 도덕적 관념과 같이 인간의 이성적 성질의 

일부라고 생각된다.  

  1 장에서 대략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정신을 몇 개의 근본적인 범주로 나누는 것은 심리 

철학의 영역으로서, 예를 들면 인간의 정신을 사고, 감정, 의지 혹은 경험, 판단, 욕망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의 목적은 정신에 대한 과학적 이론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 과정을 각기 자율적으로 존재하면서 서로 우연히 연결되기도 하는, 명확히 분리될 수 

있는 부분들로 나누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정신의 근본적 능력, 즉 정신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용이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든지 혹은 그 부분들은 별개로 이해되어야 하고 작용되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분류의 목적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철학이 개념적이듯이 정신 능력에 대한 

설명도 개념적 작업이며, 따라서 그것을 설명하는 일을 착수하기에 앞서서, 인간이 주위의 

현상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먼저 검토해야만 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취미 현상은 어떠한 정신적 범주에 속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간단한 대답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취미가 소속되는 

명확한 범주는 없다. 사실상 취미는 모든 정신적 현상 중에서 가장 ‘건져내기’가 어려우며, 몇 

개의 정신 능력에 가장 널리 걸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보다 깊이 숙고해 

본다면, 실천적 이해 속에 발휘되는 분리된 여러 기능들을 서로 묶어 주고 조화시켜 주는 점에 

바로 취미의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 개의 주요 범주, 즉 경험, 사고, 선호와 

취미와의 관계를 하나씩 검토해 보기로 하자. 

  먼저 취미와 경험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앞에서 보았듯이 건축의 경험이 건축 판단의 포괄적 

규준을 설정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시도 속에서 자주 오해되어 왔으며, 전적으로 

무시되어지기까지 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굳이 이 문제를 논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즉 

조야한 형태의 기능주의 이론은 취미의 진실된 기준을 목적에 대한 수단이라는 지적 연관 관계 

속에서 발견하고자 했기 때문에 건축이 실제로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는 문제를 무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칭송 받아 왔던 모든 건물의 실상을 부정하게 되는 어떤 

‘탁월성’을 선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말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서, 보다 미묘한 형태의 

기능주의 이론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이론은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건축을 

경험한다는 것은 ―혹은 적어도 진실된 건축의 경험이라고 한다면―곧 건물의 기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 이론도 역시 옳지 못하다.  

  앞장에서의 논의는 경험이라는 요소가 취미 작용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건물의 추상적 의미는 그것이 우리의 건축 경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 우리의 건축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어떤 건물의 ‘의미’에 의거하여 그것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내린다고 할 때 그 이유라는 것은 단지 ‘나의 선호’를 정당화해 줄뿐이며 그 의미가 경험 

속에서 드러난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상 그러한 선호로 이끄는 여러 가지 요소 중의 일부(즉 내가 

그것을 선호하는 이유 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역사와 일화, 연상, 기능 등등을 언급하는 

것 또한 그러한 해석이 건물의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밝히기 전에는 모두, 한 건물을 

다른 것보다 선호하게 되는 이유를 입증하기에는 부적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밝혀지기 

전에는 우리는 건물을 다른 것보다 좋게 바라보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기보다는, 다른 것이 아닌 

어느 한 건물을 생각하게 된 이유, 다른 건물이 아니고 그 건물에 대해서 책을 쓰는 이유 등등을 

안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의 대상으로서 어느 한 건물을 좋아한다고 하는 

미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의 경험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상에 대한 상상적 주목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성적 반성에 의해서 자유로이 수정되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죠프리 스코트가 

베니스의 성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그림 35)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자. 

 그림 35  B. 롱헤나 : 성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 베니스 



 

  솜씨 좋게 깍아낸 소용돌이 모양은 원형 평면에서 8 각형 평면으로의 전이를 완벽하게 해준다. 

솟아나면서 감긴 그 형태는 육중한 물체가 점차 미끄러져 내려가 마지막에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 같다. 거대한 조상과 그것을 지지하는 주춧대는 소용돌이의 외향적 운동을 막는 

듯하며, 그것들을 교회에 잡아매는 것 같다. 조상의 윤곽은 (꼭대기 탑의 오벨리스크들처럼) 전체적 

구성에 피라밋형의 자태를 부여하며, 무엇보다도 양괴에 통일과 강건함을 주는 하나의 선을 형성하고 

있다. 교회의 모든 요소는, 매우 풍요롭고 환상적인 바로크적 꿈을 보여주는 이 건물조차도 

근본적으로 단순하고 위엄 있게 보이도록 해주면서 양괴의 힘과 양괴의 아름다움을 높여 주고 

있다.125) 

 

  이 설명의 구절 구절에서 스코트는 건물의 어떤 시각적인 면을 언급하고 있으며, 경험 속에서 

즉각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어떤 추상적 관념의 도움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스코트의 묘사를 읽은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다시 가서, 그 건물은 전에 보이던 그대로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나 자신에게는 스코트가 요구하는 그대로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말한다고 

가정해보자. 러스킨과 같이 그에게 그 건물이 구석마다 균형잡고 서 있는 16 개의 돌덩어리와 

단지 8 각형과 원형이 불안정하게 병치된, 의미 없는 부분들이 혼잡스럽게 결합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126) 이 사람에게 스코트의 비평은 결국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한 것이다. 그는 그 비평에 

설득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경험을 조정해 보지 못한 채로 있다. 결과적으로 그는 설득되어지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스코트의 비평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전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그로 인하여 그의 경험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평을 

수용한다는 것은 교회를 그런 방식으로 보게 되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그러한 설명이 즉시 

그럴 듯하게 보이고, 그 사람이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묘사할 때, 즉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지향적 지각 대상을 묘사할 때, 그가 즐겨 쓰는 방식으로 되게 된다.127) 만일 스코트의 묘사가 

경험과 이런 관계를 갖지 못한다면, 취미 판단의 근거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것은 기껏해야 

하나의 설명이 될 뿐이며, 취미를 정당화할 능력은 없는 것이다.  

  스코트의 비평은 그래도 비교적 구체적이다. 그러나 건축을 판단하는 가장 추상적인 

비평에서조차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이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면 3 장에서 비판했던 

공간이라든가, 기능, 미술사의 교의를 둘러싸고 있는 모호함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관념이란 본질적으로 추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축적 표현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며, 그 결과로서 타당성을 얻을 수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로마네스크 회랑을 그곳에 거주하던 수도승들의 근면한 경건성―즉 이러한 건축 습관과 

관련된 역사적 특성과 생활의 방식―의 시각에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회랑, 즉 로마의 성 파올로 푸오리 레 무라 성당(그림 36)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서 위의 사항을 제시했다고 할 때 그에게 그러한 관념이 건물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따르게 된다. 아마도 그는 기둥 형식의 다양성, 

섬세하고 꼼꼼한 상세,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무리 세밀히 관찰해 보아도 그 설계의 평온한 

조화를 깨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언급할 수도 있다. 혹은 아케이드의 리듬을 세심히 추적하거나 

온당한 장식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밝고 천진스런 참신함을 보여주는 그 모자이크를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점에서 볼 때 활기찬 관찰과 수도승적 경건함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말할 것이다. 수도원의 생활 제도에 대한 어떤 

관념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변화하는 것이다. 즉 이 관념은 어떤 일화적인 혹은 역사에 대한 

회상에 의해 우연히 일어난 개인적 연상이 아니며, 그 건물의 상세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다.  

그림 36  성 파올로 푸리오 레 무라 성당, 베니스 

 

  나는 취미란 어떤 이유를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취미 판단의 근거로서 

어떠한 이유를 들고 나온다고 해도―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선호를 고수하려 한다 해도―그 

이유들은 우리의 경험 속에 들어와서 영향을 주는 한에서만 유효한 이유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어떤 사람의 주장에 동의는 한다 하더라도 건물을 그렇게 경험할 수 없는 

사람과 건물의 정신적 의미, 사회적 기능, 구조적 정직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경험하지 않는 한 그 이유들은 그의 미학적 관점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철학자들은 추론 과정의 귀결점이 어떤 판단이 아니고 경험일 수 있다는 생각을 

의아해 하면서 우리가 비평에서 추론이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지기도 했다.128)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결코 역설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앞장의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경험은 의지에 종속적이며, 특정한 형식의 주목의 산물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험은 정신 활동의 일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험은 행동과 같이 논증의 귀착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129) 만일 비평이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다른 무엇인가?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비평적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한 답이 될 수 있음은 명확한 사실이다. 

더구나 이러한 언급은 어떤 설명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즉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원인이 아닌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평은 보편적 기준의 상태에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객관적 타당성’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것은 더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한 비평가의 관찰이 그가 권하는 경험이나 반응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취미와 선호의 관계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선호란 어떤 것인가? 

간단히 답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건물의 경험이 다른 건물의 경험보다 선호되는 이유는 그 

경험이 더욱 쾌락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쾌락이란 무엇인가? 예술이나 윤리학에 있어서 

쾌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철학자들은(경험주의자, 공리주의자 및 그의 후예들) 대개 쾌락의 의미를 

원초적인 것,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쾌락을 선호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그치고 만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사람들이 어떤 것에서 쾌락을 느끼게 되는 기준으로서 그가 실지로 어떤 

것을 다른 것 보다 좋아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그러나 선호의 설명으로서 더 이상 분석되지 

않은 채로의 쾌락을 언급하는 것은 완전히 공허해진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험주의자들처럼 

스스로 설명이 된다고 보는, 그러나 사실상 전혀 의미가 없는 개념으로써 우리의 미학적 과제를 

벗어버리려는 일을 삼가야 한다.  

  경험이 쾌락과 관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우리는 어떤 경험이 쾌락을 유발하거나 

경험 속에서 그 쾌락을 싣고 오거나, 아니면 쾌락이 내재하는 하나의 과정 속의 일부분으로서 

경험이 순수하게 인과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어떤 부자가 자신의 저택을 둘러볼 

때, 자기 자신의 대담함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될 수도 있으며, 그러한 생각 속에 쾌락이 

존재한다. 여기서의 쾌락은 건물을 경험함으로써 일어난 것이지, 그러한 경험 속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적 쾌락이란 미적 경험에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임이 

틀림없다. 만일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미적 관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즉 우리가 

미적 경험을 추구하면서 그 대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단지 별개의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위험에 빠지게 된다130) 그렇다면 예술 작품은 여분의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설령 우리가 마약을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실락원》을 읽음으로써 이러한 

쾌락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우연에 불과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술의 경험과 

마약의 경험을 비교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약 복용의 쾌락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도주 한잔을 마신 후 사람들은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꽃을 바라볼 것이다. 여기서 그가 쾌락을 얻는 대상은 포도주가 아니라 꽃이다. 포도주는 

단지 그의 쾌락의 원인이며 더 이상 대상은 아니다.) 

  어떠한 경험은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혹은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쾌락과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경험은 그 자체가 단순히 어떤 종으로서의 

쾌락인데 아마도 성적 경험이 가장 명확한 예가 될 것이다. 또 본질적으로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즐거움을 줄 때는 그것의 효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쾌락을 주는 경험들도 있다. 예들 들면 

따뜻함의 경험이 있다. 미적 경험들은 그러한 종류의 것으로서 그것 자체로는 유쾌한 것도 

불쾌한 것도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함의 경험과는 달리 미적 경험과 쾌락과의 

관계는 단순히 우연적인 것은 아니다. 만일 사람들이 미적 경험을 때때로 향유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으로는 그는 결코 미적 경험을 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미적 경험은 단순히 쾌락의 한 

형태가 아니며, 그것이 쾌락과 이루는 관계도 단순한 사실의 문제는 아니다.131) 

  여기에서 구별되어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미적 경험이 즐겁다고 말할 때 우리는 마치 관심의 

주된 초점이 그 대상이 아니라 경험인 것처럼, 즉 그 경험 속에서 쾌락을 얻는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건물을 애호하는 사람은 건물에서 얻는 경험 속에서가 아니라 

건물 그 자체에서 쾌락을 얻는다. 그들의 쾌락은 바로 앞장의 초두에서 대략 언급한 것과 같은 



유의 것으로서 이해를 근거로 한 쾌락이며 이러한 쾌락은 원인뿐 아니라 대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쾌락은 자신의 정신 상태를 향한 내적 방향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바깥쪽으로 열려 있다. 미적 경험의 쾌락은 주목 행위와 분리되어질 수 없으며, 맛좋은 

시가나 따끈한 목욕과 같이 단순히 감각에 의한 쾌감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미적 쾌락은 대상에 

대해 주목함에 따라서 간단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러한 주목과 연관되어 

있으며, 주목을 그친 후에도 지속되는 쾌락은 더 이상 취미의 작용은 아닌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이러한 쾌락이 대상의 효과라기보다는 대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132) 

  혹자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상세와 부드러운 선, 그리고 ‘세공된’(worked) 외관을 가진 고대 

도시의 유기적 윤곽 속에서 그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자신들을 유지시켜 주는 쾌락을 느끼게 

되며, 반면에 현대 도시의 황량한 환경에서는 웬지 모르게 그들을 괴롭힌다고 생각되는 불만을 

느낀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미적 판단에서는 적절한 

것이 못 된다. 이토록 불명료한 쾌락과 불쾌감은 건축적 취미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실제 

비평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이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적 가치가 발생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적 ‘요구’라는 수준에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 

‘요구’에 대해 더욱 포괄적인 개념, 즉 일반 생물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개념을 채택한다면, 

거기에 정말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인간적 ‘요구’라는 

영역에 인간의 가치를 도입하는 순간 우리는 빛, 공기, 위생에 대한 요구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주변 환경 속에서 인간 노동의 흔적과 인류 역사의 유산을 보려고 하는 심층적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적 주목에 내포되어 있는 가치에 이러한 것들을 

연결시킨 후에라야 비로소 비평 작업을 진전시킬 수 있다. 10 장에서는 그러한 연결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러한 단순한 사회학적 관찰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이 특성―미적 쾌락과 주목의 관계―은 미적 의미에서의 취미를, 같은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다른 현상들, 즉 음식이나 포도주에서의 미각과 판별로부터 구분 짓게 해주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된다. 왜냐하면 미주가가 자신이 마시는 술의 질에 ‘주목을 한다’고 해도, 그가 

그때 느끼는 쾌락은 포도주에서 맛을 즐기는 것 이외의 아무런 흥미도 가지고 있지 않은 문외한 

친구가 느끼는 쾌락과 다른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쾌락과 주목 사이의 관계는 

외재적이다. 즉 미각의 쾌락은 지적인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감각적인 쾌락과 지적인 쾌락을 언급할 때, 모두 ‘취미’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 사실에 대해 깊이 검토해 보면 우리는 감각적 쾌락과 지적인 쾌락 

사이의 관계에 대한 바로 앞장의 결과에서 보여졌던 차이점을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사고와 내재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쾌락과 단지 우연하게 사고에 의존하는 쾌락을 구분하였다. 

그런데 건축의 쾌락은 후자에 속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목의 행위가 없이는 그것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분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모든 지적인 쾌락이 다 ‘미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플라톤은 미적 쾌락을 감각적인 것과 지적인 것 사이의 중간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미를 추구한다는 것은 정신의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가는 

상승 양식의 하나라고 생각하였다.133) 이 이론에서 그는 사고와 감각 두 가지 모두에 내적으로 

관계되는 쾌락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회화에서의 ‘미적’ 관심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회화에 있어서 지적 이해는 쾌락의 기본적 조건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지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는 감각적 경험보다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는 플라톤이 즐겨 사용하는 예인 

수학의 순수한 지적 쾌락, 독서나 청취, 손가락 점자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즐거움, 혹은 순수한 

사유만으로 얻는 즐거움과 대조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감각’이 다 미적 쾌락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경험에 주목하면서 

반드시 그 대상에 주의를 쏟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점에서 눈과 귀가 다른 감각 기관과 

얼마나 구별되는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 내 생각으로는 대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로 시각적 

인상을 즐기는 경우―눈에 보이는 빨간 물건에는 무관심하면서 붉은색의 감각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시각적 경험은 본질적으로 매우 인지적이며, 말하자면 객관적 

세계에 대하여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력은 모든 감각적 인상을 배제한 채 그 대상을 

포착하게 된다. 그렇다고 할 때 여기서 한편으로 시각과 청각의 구별과 나아가 시각과 맛, 냄새, 

촉감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점은 충분히 명확하며 이러한 

문제점은 아퀴나스로부터 현재의 철학자에 이르기까지 줄곧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134) 시각과 

청각은 후각 및 미각과는 달리 때때로 객관적 관조의 형태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미각과 후각은 

그 대상을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 얻은 경험을 관조하는 것이다. 또 다른 차이점을 

말하자면, 미각에서는 대상과 대상에 대한 욕망이 일정하게 소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적 주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는 여기에서 이러한 특징들을 연구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연구를 해본다면, 감각적 쾌락과 지적 쾌락의 구분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며, 미적 경험은 사실상 눈과 귀가 주도한다는 것이 명백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끄집어 내지 않고도 미적 쾌락과 감각적 쾌락을 대조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것은 가치의 개념을 연구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치는 

선호보다 훨씬 의미 심장한 것이다. 가치는 실천적 추론 과정의 결과로 행동을 하게 될 때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이 행동은 어떤 다른 사람의 관심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하게 행위자 자신의 

관심과 관계될 것이다.) 우리가 행동을―우리 자신에게 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영향을 받게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정당화하는 추론의 과정 속에서도 개입한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습관을 가지게 된 후에만 그 행동의 목표라는 개념을 얻게 될 것이다. 목표란 

단순히 우리가 갈망하는 것으로서 아니라 갈망할 만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단지 반쪽짜리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된다. 가치의 개념을 갖지 않고서는, 수단뿐 



아니라 목적에 대한 이해가 동기가 되는 행동, 즉 합리적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타인이 요청할 때 근거를 들어 우리의 가치를 지탱하려 

노력할 뿐 아니라 그러한 가치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가치와 단순한 욕망을 충분히 구별하여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 까닭은 이러한 구분은 단순한 

공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우며, 논의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이라고 간주되어지는 욕망뿐 아니라 남에게 추천하고 정당화하고 싶은 

욕망들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후자는 우리의 자기 동일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동물이라는 자신에 대한 깊은 자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나중에 밝힐 것이다.  

  가치의 연구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증을 통한 것이다. 음식에 대해서 우리는 가치를 

문제삼지 않는다. 당신은 굴을 좋아하지만 나는 싫어할 수 있다. 당신은 백포도주를 좋아할 수 

있고 나는 붉은 포도주를 좋아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느껴지면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더 

이상 거론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135) 

  물론 이러한 주장은 조금 과장된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음식과 포도주에 대해서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취미의 표준을 거론하고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를 세심히 유의해 보면 어떠한 이유로써 어느 한 선호를 지지할 수 있다는 관념은 이론의 

여지가 많은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버건디산 포도주보다 

보르도산 포도주를(혹은 보다 구체적으로 라투르보다 무통을) 좋아한다고 하자. 그러한 불일치가 다름 

아닌 포도주의 미각적인 질에 대한 불일치이면서도, 예를 들면 약학적 성질이나 사회적 품격에 

대한 견해의 불일치 따위의 어떤 다른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물론 포도주에 대한 토론은 있다. 포도주의 향유는 호이스만이 향기의 심포니라고 

추구한(나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의적인 세련의 수준에로 밀어 넣기까지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 (또는 디 에고이스트지에서 죠지메레디스가 내놓은 영국적 예)가 제시해 주리라고 

보는 포도주에 대한 속물적 잡담들을 아무리 진지하게 들어준다 해도 이 토론을 추론으로 이끌어 

나가기에는 미흡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불일치는 단순히 어떤 다른 포도주 양조학상의 

선호에 합의하게 됨으로써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호는 본질적으로 특수하며, 

논리적으로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것으로서 이러한 종류의 선호에는 논리적 질서가 없다. 즉, 

‘그렇지만 나와 당신은 호크보다 모젤을 선호하는 점에서 일치하며,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유사성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당신과 나는 버건디 포도쥬보다 보르도 포도주를 좋아하는 데도 

일치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더구나 여기서의 경험의 변화가 하나의 추론 과정의 진정한 

결론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전혀 불합리한 것이다. 포도주에 대한 토론이 포도주 맛을 



변화시켰다고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단지 우연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맛의 

변화가 앞서 있었던 추론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추론과 어떤 지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결코 추론의 논리적 결과나 표현으로 간주될 수는 없는 것이다.  

  도덕적 감정의 경우를 ―이것은 가치의 주된 예이다―비교해 보자. 도덕적 논쟁의 다음과 같은 

말, 즉 ‘나는 당신이 살인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살인은 나에게 아직 매력이 

있으며, 그러므로 나는 살인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식으로 결론이 난다면 매우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성실한 표현이 아니다. 우리는 도덕적 의견을 마치 

고립되어 있으며, 서로간에 아무런 관계도 필요치 않은 개인적 특성을 갖는 선호의 문제인 

것처럼 다루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다. 그러므로 도덕적 감정은 서로간에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음식이나 포도주의 선호와는 다르게 결정적인 이유에 의해 지탱될 수 있으며, 순수하게 

사유를 통해서 거부되거나 버려질 수 있는 것이다.  

  미적 취미는 실제로 결코 논리적 모순이 없다는 점에서 음식과 포도주에 있어서의 취미와 

유사하다. 나는 오늘은 성 폴 성당을 좋아하지만, 내일은 싫어할 수도 있다. 나는 성 브라이드 

성당을 좋아하고 성 마리아 르보우 성당은 굉장히 싫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며 그칠 수도 없다. 미적 판단은 단순한 변덕과는 다르다. 즉 단순한 변덕에 지나지 

않는 선호를 미학적 취미의 발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취미와는 달리 근원과 목표와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한 건물의 향유를 미적 세계관의 일부로 여기며 원칙적으로 다른 

건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유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은 취미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된다.136) 만일 어떤 사람이 성 마리아 르 보우 성당을 싫어하는 이유가 

똑같이 성 브라이드 성당을 싫어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이상할 것이다(그림 

37, 38).  

그림 37 (왼쪽)  크리스토퍼 렌 경 : 성 마리아 르 보우 성당의 종탑, 런던 

그림 38 (오른쪽)  크리스토퍼 렌 경 : 성 브라이드 성당의 종탑, 런던 

 

그는 그 바로크의 뾰족탑을 불행한 양식적 타협으로 보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가 두 성당을 

모두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가 둘 다 싫어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마도 변화가 많은 

위 윤곽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바로크 형태의 진정한 충만감이 빛의 풍부함에 얼마만큼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빛의 풍부함을 영국에서는 오직 노면으로부터 높이 올림으로써만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는 고딕 복고 

정신의 정당성―즉 안개와 비와 음울한 북쪽 하늘 아래 붐비는 수많은 건물과 끝없이 펼쳐 있는 

도시들로 인해 발생하는 양식적 문제에 대한 해결로서의 정당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조금 덜 명확하지만 더욱 미묘한 양괴의 배치 그리고 



결과적으로 훨씬 더 확고하고 산뜻한 마감을 가진 혹스무어의 창의력(그림 39)과 비교하여 렌의 

창의력은 매우 차갑고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림 39  니콜라스 혹스무어 : 성 안나 성당, 런던의 라임하우스, 뾰족탑 

 

그러나 그는 다시 렌의 교회를 둘 다 싫어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또 추론해 볼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렌에 의해 고안된 빛의 향연의 효과와 건물의 윤곽선이 보여주는 상승 운동 

효과를 제대로 인식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그가 렌의 두 교회 중 어느 하나를 정말로 선호할 수도 있겠지만 그 둘을 

적절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한, 그는 다른 하나를 강하게 싫어하면서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쪽을 너무 칭찬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건축적 취미 사이에 

진짜 모순이 없는 한, 한 취미로부터 다른 취미로 추론해 가는 다리를 놓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을 일치시키는 이성의 압력이 항상 있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중요한 반발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것은 내가 아직 포도주에 대한 논의와 

건축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되었던 예는 추론의 적절한 

예라기보다는 오히려 즉각적이고 본질적으로 불명료한 반응에 대해 사후 소급적인 설명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세밀한 논의를 충분히 허용하는 것은 이성적 논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사실 미적 관심은 우리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즉 미적 

관심이 토론을 통해서 얻는 것은 추론에 의한 정당화가 아니라 반성이 없는 단순한 인상을 

명료하게 하거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미적 관심은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정말로 진실된 추론을 보여주는 어떤 것이 되고자 하는 본질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추론인 까닭은 그 목표가 설명이 아니라 정당화이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정당화는 경험이 한편으로 자발적이며, 모든 경우에 상상적 주목 행위에 의존한다는 

능동적 성질 때문에 가능하다. 행동과 정감, 태도와 믿음 등을 위하여 추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이러한 경험을 위하여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적 취미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다. 건축적 취미가 미적 의미에서의 취미인 한 불가피하게 심사 숙고 및 비교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심사 숙고란 여행 경험이 많은 감식사의 경우와 같은 광범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광적으로 많은 경험을 획득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소유한 경험에 대한 반성적 주목을 말하는 것이다.137) 우리는 몇몇 중요한 

건물만을 알면서도―대부분의 위대한 성당을 건축한 사람들도 그랬듯이―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미를 발달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모두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것들의 본질과 그가 얻는 경험에 대해 숙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를 들어 

링컨 성당의 회중석에서 트랜샙트로, 트랜셉트에서 성가대석으로의 전개를 생각해 보자. 이 



건물에서 우리는 매우 미묘하게 세부가 처리되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기본적 건축 어휘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링컨 성당의 양식이 일단 확립되고 나자 그 이후의 건축가들은 그것을 

외삽하여 실패한 것과 성공한 것을 구별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었던 것이다. 이것은 

그로피우스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세워진 바우하우스의 민둥이 양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양식은 1 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건축가들의 장사 밑천이 되었지만, 런던으로부터 서쪽 길을 따라 

퍼져있는 공장들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직도 매력적이고 적절한 연속성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건축적 취미는 도덕적 의견과 같이, 다른 태도와 판단에 기초하게 될 것이다. 

앞의 예로 돌아가 보자. 어떤 종교적 관념이 호소력을 갖는 것은 그러한 것이 성 파올로 

수도원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가 수도승적 관념에 동조하기 때문에 그 

수도원을 찬양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취미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지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이다. 확실히 여기서는 대부분의 

도덕적 논쟁에 수반되는―또는 그럴 것으로 보이는―명료함이나 냉혹한 결론이 지배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만일 내가 바로크의 어휘를 이해하고 그것이 나의 기질과 매우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말 것이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로크 어휘를 싫어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의 선호에 있어서(모든 

진실된 미적 선호의 경우처럼) 독특한 것은 나는 그것을 좋아하기로 마음먹는다, 혹은 나는 그것을 

선호해야 할 이유를 느끼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건축 경험 혹은 건축 어휘의 경험은 그것에 대한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험이 변화함에 따라 취미 또한 틀림없이 변화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경험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건축 비평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추론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앞장의 예는 비평이 한편으로 ‘올바른’ 혹은 ‘균형잡힌’ 지각에 대해 탐구를 

하는 것이며 그러한 지각 속에서는 모호함이 해결되고 조화가 이루어지며, 내가 암시했던 일종의 

시각적 만족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듯한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의 건축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들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개념들만큼 광범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퓨진 같은 건축가가 파이니얼이나 첨탑, 트레이서리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에게 부과된 임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어떤 사람이 로마에 있는 보로미니의 오라토리오 성당을 싫어한다고 주장했다고 하자. 우리는 

만일 그가 그 건물을 싫어한다면 그는 그 건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자연스럽게 대꾸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해’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잠시 이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솔직하게 샤또 라피트보다는 맥주를 더 좋아한다는 사람을 이해가 부족한 사람으로 간주한다면 

얼마나 이상할 것인지 주목하라. 이러한 태도는 그런 취미를 그것과는 무관한  순수한 지적 

차원에서 다루려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보르미니의 건물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오해가 



결국 건축적 구성을 경험하는 그의 무능력과는 전혀 무관한 어떤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의 미적 오해의 뿌리는 역사적인 이해―또 그에 따른 공감의 결여―에 놓여 있는지도 모른다. 

(여기서 우리는 예술사적 비평이 타당성을 갖는 범위를 보게 된다.) 오라토리오 성당은 후기 반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서 교양있는 자기 확신과 정신적 온화함의 완벽한 조합을 

표현하도록 설계되었다.138) 이 건물의 겸허함은 보르미니가 (그의 습관처럼) 계속 불평했던 관의 

인색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의 기본적 미 개념 속에도 어떤 겸허함이 있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대담하게 율동적인 파사드가 양팔을 거리쪽으로 뻗치고 있지만 윤곽이 

뚜렷한 그 형태는 세련되게 쌓은 겸허한 벽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그림 40). 그 각진 부분과 

모서리는 더할 나위 없이 고상하게 결합된 수많은 몰딩으로 둘러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는 말없이 조용하고 부드러워서 보행자의 흐름에 순응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그림 41)  

그림 40  프란체스코 보르미니 : 성 필립보 네리 오라토리오 성당 

그림 41  프란체스코 보르미니 : 성 필립보 네리 오라토리오 성당 

 

이 형태 속에서 우리는 서로 대립적인 두 가지 주장, 즉 세속적인 능력과 정신적 고상함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보르미니의 언어는 단정적이고 

자기확신에 찬 강조로서 대외적으로 발언하고 있는 한편, 강력하고 주관적인 세계관도 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교회를 겉으로 과시하는 일과 내적 양심의 상승을 화해시키려는 초기 반종교 

개혁과의 상응점들을 찾아보는 것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이 아니며, 필립보 네리히에 헌납된 

건물에서도 이러한 정신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안과 밖이 서로 겨루고 화해하는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오라토리오 성당의 시각적 성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우아한 다양함이 동시에 겸손한 단순함으로서 제시되는) 

독창적이고도 유연한 외부와 필립 회원들의 관조적 생활을 위해 설계된 조용하고 묵직한 공간감 

사이의 완벽한 결합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불행히도 보로미니가 설계한 대로 완성되지 

않았지만) 벽돌(mattone)로 깨끗하게 마감된 곡면 기둥에 의해 모서리 부분에 효과적이고도 미세한 

율동감이 부여된 매우 거대한 주범을 갖는 그 회랑의 강력한 운동성과 그 내부를 비교해 보라. 

그 속에는 똑같이 겸허한 생명력이 내적 상태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예로서 들쑥날쑥한 

창문이 주도 면밀하게 만들어진 창틀의 상세들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갑자기 창문이 불거져 

나오는 안락한 복도나 깨끗한 굴뚝과 미묘한 몰딩이 있는 오락실을 생각해 보자. 이 굴뚝과 

몰딩은 눈부신 공간과 이상하리만큼 변덕스러운 하얀 벽을 만들어내는 데 이것은 내향성의 

완벽한 상징처럼 보인다.(그림 42～44). 보르미니가 환상에 대한 양식적 요구에 대해 언급했을 

때,139) 그는 장식이 풍부한 형태들의 자의적인 과도함을 말한 것이 아니고, 대담한 표정과 

지속적인 변화를 주고, 계속적으로 변경과 수정을 가하며, 그렇게 해서 장식적 고안물을 표현적 

예술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림 42  프란체스코 보르미니 : 성 필립보 네리 오라토리오 성당 

 

  보르미니의 오라토리오 성당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건축 순수론자들의 입장에 대립하는 것이다. 

건축을 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관념’을 통해 해석한다는 것은 건물의 시각적 성질과는 

무관한 적절치 못한 광상곡에 탐닉하는 것이거나 혹은 건축가의 심리에 대한 입증할 수 없는 

환상적인 사변에 불과하다고 말해져 왔다.140) 확실히 보르미니는 자신의 작품을 내가 말한 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설사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그 건물의 미적 성질에 대한 극히 우연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닐까?141) 매우 빠른 

속도로 건축사 분야에 퍼졌던 고딕의 단순한 해석에 우리가 친근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아마 

지금 ‘관념의 역사’에 의한 건축 비평이 적절하다는 데에 동의하기를 꺼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의 광적인 편견을 불신하려는 열기 때문에 그렇게도 자주 우리의 관심을 끌게 

해주던 관념들을 건축 토론에서 배제하면서 단순한 쾌락주의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각적 

경험을 이런 식으로 추상적 관념과 연결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건축가의 의도를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시대를 통해 반박할 여지가 없는 결정적인 해석을 제시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 오히려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특정한 정신 상태에 

대한 관찰자의 지식이나 공감은 건물에 대한 지각을 수정하고 풍부히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의 타당성은 건축가의 의도가 아니라 관찰자의 경험의 변환 속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관념이 성공적인 비평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관념이 단지 개략적으로가 

아니라 매우 세밀하게 우리의 지각과 상응해야만 한다.  

그림 43  프란체스코 보르미니 : 성 필립보 네리 오라토리오 성당 

 

  이러한 생각은 아직은 모호하지만 앞으로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이미 

3 장에서 언급했던 미술사적 비평의 단점과 장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역사적 이해가 

우리의 건축 경험을 변환시킬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별적 경우에 

대한 비평적 기술에 앞서서 이러한 변환이 가능하거나 타당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모든 

대상을 그것이 태어날 때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던 관념이나 감정이라는 둥지로 돌이켜 

놓음으로써 기계적으로 역사적 의미에 다다를 수는 없다. 어떠한 건물과 그것의 

역사적・정신적・도덕적 해석과의 관계는 비평 작업의 소산이다. 즉 그것은 비평가에 의해 

비교되어지고 의미가 추출됨으로써 창조되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는 건축적 이해의 가장 작은 

세부에까지 관통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비평은 건축 토론에서는 매우 드문 예인데, 그 

이유는 1 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드문 예 가운데 고딕 양식에 대한 파노프스키의 연구와 러스킨의 도제 

궁에 대한 설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평적 변환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건물, 대체로 공공적 또는 상징적 특징을 갖는 건물이라는 것도 명백하다. 



평범하거나 토착적인 양식에 대한 비평에는 고도의 예술사적 추상과 다른 어떤 개념을 

이용해야만 한다. 내가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주된 문제는 바로 이들 비평 

과정에서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비평가는 도대체 어떠한 종류의 ‘의의’를 

발견해내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왜 건축 경험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하는가? 

그림 44  프란체스코 보로미니 : 성 필립보 네리 오라토리오 성당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미적 취미에서 경험과 선호, 

사고 사이의 연결 관계가 어떤 면에서 도저히 풀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결코 다른 것들과 진정한 의미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어느 하나의 의미와 가치는 다른 것들의 

의미와 가치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완전하게 결정될 수 없다. 여기서 잠시 기능주의의 독단으로 

돌아가서 그 옹호자들의 성과 없는 선험주의로부터 어떻게 하면 그 원리들을 새롭게 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진지한 비평적 토대를 부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는 이 요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기능주의 운동의 배후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하나의 추진력은 ‘불필요한’ 지나친 

장식에 대한 반발이었다. 우리는 알베르티가 건축적 이해에 고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 위해―그리고 매우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미와 장식을 구분하기로 결심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기능주의자들이 건축의 이해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하여, 개개의 건물 비평에서 단계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설명을 제안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원리에 제일 먼저 열광적 반응을 보이고, 구조와 형태를 희생하는 장식의 불필요한 

부착에 반대하였던 사람들은 역설적이지만 바로 고딕 복고주의자였다. 퓨진과 그의 추종자들은142) 

건축 상세를 기능적 골조에 부착되어 있으면서 건물의 진짜 구조와는 분리될 수 있는 

순수장식이나 기능이 없는 표면으로 간주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면 하나의 양식을 건축적 업적이라기보다 단지 조각적 겉치레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간주하여, 

같은 구조를 가지면서 어떤 것은 고딕 양식이고 어떤 것은 고전 양식인 두 개의 건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들에게 참기 어려운 것이었다. (싱켈의 베르데르쉐 성당을 위한 두 개의 설계를 

비교해 보라. 그림 7 과 8, p. 55) 그러한 생각에 반대하여 퓨진은―그리고 러스킨은 그의 베니스의 

돌에서―고딕의 양식적 상세가 결코 쓸모없는 낭비가 아니며 그와 반대로 고딕 건축가들이 

당면했던 구조적 사회적 요구로부터 나온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인 발전이었음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러스킨은 한 걸음 더 나아가143) 모든 진지한 장식의 유일한 기원인 돌에 대한 사랑과 

견고한 구조에 대한 열망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 즉 건축행위의 과정과 장식의 과정은 

하나의 작업의 이웃하는 부분들로서 서로 독립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즉 진실을 감상한다는 것은 동시에 기능을 감상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이 갖는 비평적인 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실제 구조나 실제 기능과, 

다른 한편으로―수잔 랭거144)의 어휘를 빌면―가상 구조와 가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구별을 해야만 한다. 즉 우리는―3 장의 논의 속에서 볼 때 명백하지만―건물이 실제로 

어떤 구조를 갖는가와, 그 구조가 어떻게 경험되는가를 구분 지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취미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실제 구조는 그것이 구조로 나타나지 않는 한 미적 판단에 아무런 

관계도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조와 기능은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취미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아마도 다음의 예는 이것을 

명확히 밝혀 줄 것이다. 당시 바로크의 휘황찬란한 장식물로 장식된 17 세기 배의 고물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림 45 는 《태양왕》(Le Roi Soleil)에서 엉성하게 각색한 것이다.) 주택의 입면에서 

따온 이러한 구성은 우아하다거나 조화롭게 느껴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부분적으로는, 가상 구조를 오용함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적층물은 땅에서나 

지지되는 것이지만 이 그림의 외관상의 구조는 끊임없이 출렁이는 바다에 떠 있을 때 고유의 

의미를 갖는 그런 것이다. 우리는 이 배를 이처럼 자유롭게 떠 있으면서 밑에서 받쳐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면기둥과 구조적 선들이 수평재를 붙들어 매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그것들이 땅에 고정되어 있을 때와 같이 수평재를 직접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게 된다. 

이 예는 구조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얼마나 빨리 경험으로 전달되는가, 그리고 구조적 벡터에 

대한 인식이, 미적으로 옳은 것에 대한 우리의 감각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그림 45  《태양왕》, 고물 

 

이 예의 구조는 하나의 주택으로서는 곧 무너져 버릴 그런 것이지만, 바다에 자유롭게 떠 있는 

배로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즉 배로서 인식될 때 비로소 모든 부분들이 완벽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제 기능주의적 비평가가 대답해야 할 것은 그의 비평적 통찰(apercu)이 어디까지 연장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 적용 가능성은 무한하다. 우리가 건축에 있어서의 새로운 진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때마다 우리 경험의 중심에는 언제나 가상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필로티 

위에 올려진 유리탑에 대한 취향을 야기시킨 것은―끝없이 넓은 축구장에 대한 코르뷔제적 

욕망보다도―바로 이것이다. 만일 당신이 고층건물을 지어야 한다면, 적어도 그것이 짓누르는 

무게감으로 보는 사람을 압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장 성공적인 예로서 받아들여진 구성(예를 

들어 미스 반 데어 로에의 건물)은 건물을, 끊임없이 상승하는 힘을 갖는 얇은 띠들에 매달린 

가벼운 막이나 커튼으로 보이게 한다. 역사상 모든 시기에 있어서 시각적 취향의 모든 새로운 

규범은 가상 구조의 문제를 통해서 진화하고 타협되어 왔다. 메디치 궁 안마당에 미켈로쪼가 



구성한 무력한 구석처리와―그것은 이노센티에서 브루넬리스키가 직선에서 사각형으로 전환을 

시도하여 조용한 리듬을 이루고, 아키볼트들을 기이하게 조합하면서 구석에 떨리는 듯한 

나약함을 갖게 했던 것을 번안해 보려던 것이다. 약 20 년 후에 로마에 지어진 베네치아 궁의 

구석 상세를 비교해 보라(그림 46, 47).145) 여기서-미적 문제(안뜰을 고전 양식에 따라 짓는 문제)는 

곧 가상 구조의 문제이며 그 ‘옳은’ 외관은 그것의 외관상의 힘으로 인해서 전시대의 것들과 

다르다. 이러한 경우 기능에 대한 생각과 형태의 경험, 그리고 결과적인 선호는 모두 동일한 

고려에서 비롯하여 하나로 통일된다. 이것이 모든 미적 판단의 두드러진 특징이며 기능주의자의 

교리가 진정으로 비평에 적용된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46 미켈로쪼 미케로찌 : 메디치 궁, 플로렌스, 안뜰 

그림 47  팔라치오 베네치아, 로마, 안뜰 

 

  그러나 우리는 성급한 일반성에 대한 비난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 가상 구조의 

이론은 그것이 건축에 있어서 유일한 진리라고 고수하려 했던 존경할 만한 한 

철학자(쇼펜하우어146))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적 취미의 개념을 분석할 수 없으며 구성의 일반 원리를 

완전하게 제공해 주지도 못한다. 이러한 이론들은 결코 임의적이거나 편파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보편적으로 타당한 원리로까지 확장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코니스나 아키트레이브, 또는 처마에서의 

몰딩의 의미를, 가상 힘을 모으고 잡아주며 그것이 요구하는 수평선을 세심하게 조절하여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각된다. 그래서 위층에 있는 엔타블레쳐는 수평적이면서도 적당히 몰딩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위층벽의 구조 벡터가 더욱 확실하게 엔타블레쳐로 모아져서 벡터의 

균형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아래층 벽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48 을 보라.) 

그림 48  가상 구조와 몰딩 

 

그러나 이것이 대부분의―특히 일상적인―몰딩에 대한 유용한 설명이 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공리가 될 수는 없다. 반대의 예로서 매우 전형적인 독일 로코코 교회를 생각해보자. 그륏소에 

있는 안톤옌취의 교회의 서쪽 전면(그림 49)보다 균형이 잘 잡히고 더 조화로울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여기서는 하층의 엔타블레쳐는 창틀과 기둥의 측력을 받으며 부단히 전진 

후퇴한다. 그 효과가 추하다거나 미숙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바로크의 코니스는 

구조적 역할로부터 의도적으로 해방되어 궁극적으로 매우 친근한 주택의 통념이 되었음이 

사실이다. 즉 빅토리아시대의 우스꽝스러운 주택 단지에서는 접속된 창의 엔타블레쳐가 많이 

등장한다. 그러나 가상 기능에서 가정용 장식으로의 이러한 전환이 어째서 필연적으로 잘못된 

취미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그림 49  안톤 옌취 : 대수도원 성당, 크뤼소(크르제스우) 



 

  이에 대한 대답으로 바로크 양식은 매우 특수한 양식이며, 부분적으로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 

구사되는 공인된 숙어에 기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다음과 

같은 점, 즉 가상 구조에의 접근은 정통적이 아니지만, 구조의 요구가 결코 공공연하게 거부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지적될 수 있다. 오토뵈렌의 교회 내부는 천장과 상층벽이 지지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자유롭게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조차도 구조적 전제가 완전히 부인되고 

있지는 않다. 만일 지붕이 지지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지붕이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상―인스부르크의 헬블링하우스와 

후기 아르누보의 과도한 유사 로코코풍에서와 같이―양식이 구조적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지경에 이를 때 우리는 취미에 있어서의 결함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확실히 느끼게 될 것이다. 

진정한 바로크의 가치는 구조적 명확성과 형태의 다양성을 화해시키는 데 있다. 장식 자체만을 

위해 존재할 때, 그리고 명백한 구조적 변화 없이 장식이 버려질 수 있을 때, 미적 판단의 공리가 

무시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을 설정해 주었을 바로 그 추론의 과정이, 동시에 그 판단의 보편적 힘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개별적 건물의 비평, 즉 그 타당성이 특정한 경험의 

특정한 변환에 의존하는 추론의 형태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서 판단과 경험 사이에 존재하는 

바로 그 의존성 때문에 어느 하나의 원리도―즉 (다른 어떤 원리보다도 건축의 본질을 밀접하게 

반영하는) 가상 구조의 원리 같은 것조차―취미의 보편적 법칙으로 부각될 수 없는 것이다. 

비평적 추론의 결론은 경험에 달려 있으며 경험은 행동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신념과는 달리 

그것을 지지하는 논증과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은 추론에 의해 

논리적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이 점은 더욱 중요하다.―경험은 충분히 이성적으로 

심사 숙고함으로써 변화될 수 있다. 설사 ‘가상적 기능’이란 것을 더욱 확고한 공학적 

관심사로 대치한다고 해도 비평가의 추론을 기능적 고려에 한정시키는 것은 자의적이다. 

왜냐하면 경험이 이러한 고려 사항에 의해 설득된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똑같이 다른 

고려 사항들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미적 주목을 번복시키거나 

영향을 비치기만 한다면 어떠한 것도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취미의 객관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모든 규칙과 규범이 똑같이 

자격을 가질 수 있다면 타당한 비평적 판단이란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은 

주관적이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목했듯이 미적 판단의 전체적 구조는 그러한 안이한 주관주의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상 우리가 가장 극복하기 힘든 좌절에 직면해서조차도 객관성이라는 이상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취미가 갖는 지적 복잡성 때문이며 우리가 가장 문제로 삼는 

모든 선호와 취미가 깊은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건물에 대한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 건물이 타당하다는 느낌과 결합되어 있으며 그 때문에 과학과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우리는 표준을 찾게 되는데, 어떤 건물이 우리에게 진짜 

아름답다거나 진짜 추악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 바로 그런 경험 속에서 그 느낌의 근거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실제로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그들의 선호에 대해 이유를 갖고 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여기서 이유가 있다는 것은 

곧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통한다. 즉 다른 사람들이 그의 느낌을 공감하거나 적어도 인정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눈이 멀었고, 둔감하며, 오도되어 있음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세를리오는 과장되게 만들어진 로마식 아키트레이브를 기술하면서 그런 것은 

‘나는 하지 않을 것이며, 강하게 말하자면 그런 것은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쓰고 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강력하게 자기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논쟁을 통행서, 장식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것인가를―다시 말해서 그 장식이 보는 사람이 거부감을 느낄 만한 

영향을 아키트레이브의 외관에 준다는 것을 추론함으로써―밝혔기 때문이다.147) 그의 추론은 

혐오를 가져올 뿐 아니라 그 혐오가 타당하다는 느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싫어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가져온다. 이러한 객관성의 추구는 세를리오 건축만의 특성이 아니다. 세를리오에서와 

같이 러스킨이나 르 코르뷔제, 바우하우스의 교훈주의에서도 나타나며, 또는 사람들은 미적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단지 주관적 의견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진정한 이성적 능력도 

다룬다고 생각한 알베르티의 침착한 신중함에도 나타난다.148) 그리고 이 이성적 능력은 모든 

경우에 이상하리만큼 꾸준히 작용한다.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비례와 형태의 논의에 만족하려 

하지 않으며, ‘바르게’ 보는 방법이 도덕적 생활의 일부가 되는 더욱 심원하고 신비한 영역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 단계에서 좀 우스운 한 가지 예―런던의 리젠시 회벽 건물을 애호하는 

트리스턴 에트워즈의 변론―를 드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는 ‘회반죽은 점잖은 재료이다. 

회반죽 치장 건물은 정중함뿐 아니라 지성을 나타낸다. 그것은 속된 부자들의 헛된 자만의 눈에 

뜨지도 않는다’…등등149)을 말하고 있다. 그 모든 것이 의심할 여지없이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태도와 취미의 판단을 결합시킬 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예는 비평이 가장 약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비평적 판단의 

객관성에 대해 수긍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우리는 비평의 

기반의 되는 추론 과정을 보다 깊게 파악해야 한다. 또는 구 추론 과정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 정말로 그러한 것인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 이 일은 

가망 없는 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오스카 피스터가 레오나르도의 성 안나가 입고 

있는 옷의 주름에서 독수리 모양이 보인다고 한 말은 어느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틀린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150) 비슷한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을 때의 건축 

경험과 그렇지 않은 경험을 구분한다. 우리는 이미 앞장에서 ‘올바른’ 경험이라는 관념이 

건물의 형식적 성질들에 쉽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았다. 건축 비평에 연장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바로 이 ‘옳음’이라는 관념이며, 그것은 또한 취미 판단에도 적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편협한 형식적 개념의 제약을 넘어서 적용되는 것이다. 이 관념은 건축 경험이 이미 이해의 한 

형태이며, 우리의 이해가 객관적 평가 규준에 부응하는 것일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 시점에서는 그러한 규준들이 어디에서 발견될 것인지, 또는 ‘이해’란 것이 진정한 

내용과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 어느 정도 깊게 파고들어야 할 것인지―예를 들어 그것이 도덕적 

삶의 감정이나 교훈들과 실제로 닿아 있어야 하는 것인지―를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취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이해가 실제로 그 정도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야 할 것이라는 

시사를 받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당화하려 할 때는 언제나 건축에 대해 가장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유의 의의를 부여하는 일에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취미 판단이 완전하게 정교하게 된 

것은 건물들 속의 ‘의의’ 탐구를 통해서인 것이며, 관찰자가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도 

바로 그 ‘의미’인 것이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도대체 미적 판단이란 전적으로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취미’에 대한 언급은 건축의 연구를 감식가의 자의식적인 편애에로 전락시키는 

것이고, 상상적 이해와 창조적 성취를 멀리 하며, 건물을 짓는 예술에의 진지한 몰두를 

희생시키면서 분별력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온 독자도 더러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취미’와 ‘상상’을 갈라놓는 일은 아니하기도 하거니와 낡은 것이다. 그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곧 취미를 발휘하는 것과 경험을 상상으로써 변형시키는 일이 사실상 하나이며 같은 

것임을 알게 된다. 비평적 판별이란 그러한 변형이 요구되는 것이며 그것은 상상 자체가 진정한 

표준과 ‘올바른’ 경험에 대한 추구, 즉 그 모든 형식들 속에 저 ‘적절한 것’에 대한 소양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것에 대한 탐구는 곧 건물들 속에서 하나의 의의를 찾아내는 

일이다. 우리는 이제 그런 의의가 어떤 것 일까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단지 그런 의의를 

이해하고 그 의의 표현을 경험하는 일이 쪼갤 수 없는 단일한 지적 행위의 성분들임에 

틀림없다는 것밖에는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적 추론의 모습을 강하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저자의 욕구로 해서 

사물의 자연적인 질서를 뒤집어 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가 가능하다. 나는 미적 추론이 미적 

선택에 있어서 근본적인 특성인 것처럼 말해 왔지만 실제로 그것은 세련된 외삽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여기서의 추론은 무언가 보다 기초적인 것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적 선택 자체인 것이다. 이 문제의 실상은 미적 선택의 원초적 표현에 있는 것이며 그 

원초적 표현은 추론적 반성의 도움 없이 존속하는 것이다. 나날의 정상적인 현상 속에서, 진정 

미적 선택이란 바로 그러한 원초적인 성격을 가지며 이 원초성은 미적 선택을 미리 전제하지 

않는 어떠한 추론에 대해서도 저항을 갖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다.  

  저자가 미적 선택의 보다 원초적인 변종들을 뒤로 미루고 그것의 세련된 표현들을 

내세움으로서 사물의 자연적 질서를 뒤집어 놓았다는 사실이 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이제부터 

보이려 할 것이다. 우리가 미적 추론의 실천을 고찰해 감에 따라 실제로 우리는―후퇴로서가 



아니고 일종의 타협 상태로서―내가 앞서 이성의 이름으로 파악했던 모든 영역에로 차츰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원초적인 미적 판단의 그러한 핵심에 

되돌아감으로서 그것이 이제 충분히 신비의 베일을 벗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비평적 반성이라는 

저 높은 지점에로 나아가게 하며, 또한 심미가의 영역과 단순히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아는’ 사람의 영역이란 사실상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 모든 영역을 다시 

조사해 볼 수 있게 해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제 2 부 

6.   

프로이트, 마르크스와 의미 

 

  나는 건축적 사유와 실천에 있어서 미적인 고려가 그 중심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이 책의 

제 1 부를 시작하였다. 또한 건축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상상적 주목의 일종으로서 묘사하였고, 

건축의 경험을 깊은 자의식적 반성 과정으로부터 생기는 추론과 선택의 표현으로서 다루어 왔다. 

다른 모든 상상적 경험과 마찬가지로 건축 경험도 상징이라는 지위를 얻으려고 한다. 그것은 

경험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의미들을 반영하려 하며, 또한 그 경험 대상을 세상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든 가치들의 중심에 놓으려고 한다. 이는 곧 비평 작업과 유리된 상상적 경험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건축물에 대한 경험을 세밀히 분석하거나 합리적으로 선별하고 

의식하면서 선택하는 일을 사람들이 아무리 꺼린다고 하더라도 경험 그 차제는 불가피하게 

‘가치 평가’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비평적 관점이 없이는 미적 경험이란 단지 자기기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어쨌든 미적 경험이 일종의 객관성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을 앞으로 독자들에게 제시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평도 같은 목표를 갖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표준을 구하는 일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는 곧 좋고 나쁜 것들의 실례를 제시하여 이런 예들로부터 다른 모든 건축 작품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체계적 원리나 또는 적어도 합리적 반성의 틀을 찾아내려는 시도인 것이다. 

관연 이러한 객관적 비평은 가능한 것인가?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의 것이 될 

것인가? 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제 2 부에서 해나갈 계획이며 우선 비평 방법에 대한 

시도들, 즉 일반화된 비평 과학의 개념이나 원리들을 확립하려는 시도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에는 공통된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즉 그들은 건축물을 ‘해독’해 봄으로써, 

즉 한 건물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원리들을 통해서 비평의 표준들을 발견하려 한다. 물론 

그러한 접근 방법에는 분명 여러 가지의 뜻이 있게 된다. 혹 우리가 객관적인 미적 가치를 얻게 



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은 어느 곳에 담겨져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그것은 분명 

상상적 경험의 능력으로서, 의미를 낳게 하여 비평의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다. 또한 그 의미를 

내보이는 해독의 형식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심리학의 개념이나 방법 등을 

끌어오는 것이며, 이는 곧 정신 생활의 사실들과의 관련 속에서 건축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나는 바로 이러한 측면으로부터 다루어 나가려 한다. 

  나는 우선 18 세기의 관념 연합설을 고찰해 보겠는데 그것은 건축의 의의에 대해 처음으로 

체계적인 설명을 부여했던 것이다. ‘고딕’ 운동이나 요즘 유행하는 건축 형식151)에 대한 

감상주의적 자세 등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이론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건축물의 의의란 

다름 아닌 바로 건축물에 제시되어지는 관념의 합계 그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18 세기의 

시대정신에 충실하게, 좀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일반 교양인에게는 제시도될 수 있는, 그러한 관념의 합계인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관념론자들의 반박의 요지는, 관념과 경험은 내적인 관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험론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것은 외적인 관련이며, 따라서 미적인 이해152)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박은 정당한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된다.  

  간단한 실례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지지라든가 인정’ 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보자. 흄은 

철학적 문제들을 찾아내는 그의 재능으로 건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건축 

법칙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둥은 위가 아래보다 좀더 가늘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며, 또한 그런 안정감에서 쾌적한 기분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153) 우리는 흄이 주장하는 이 ‘법칙’의 (가정용 가구나 멋진 현대식 교량 

등에 의해 공박되지만) 일반적 보편성은 제쳐두기로 하고, 그 법칙 안에 건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어떤 이론이 내재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제 ‘기둥과 보로’ 된(가구식의) 

3 개의 건축물을 보기로 한다. 싱클레어골디154)의 책에서 빌어온 이 그림들 (그림 50)을 보면 이들 

구조물들이 그림의 순서대로 안정된 느낌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흄의 경향을 가진 

철학자라면 이러한 느낌은 연합된 관념의 문제일 것이다.  

그림 50  3 가지의 가구식 구조 

 

바우하우스나 르 코르뷔제의 영향으로 현대 건축에 많이 쓰이게 된 첫째 구조물을 보면, 보를 

찌르는 송곳이나 어떤 무른 물체를 꿰뚫은 막대기 같은 것을 연상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관찰자는 그 건물을 현수 구조, 즉 내부 골조에 매달린 커튼으로 생각하게 된다.(여기서 우리는 

물론 벽이란 무엇이다 하는 모든 이론을 알고 있으며 또한 벽이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가에 대한 혁명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다.) 흄식 용어로 말해진 ‘안정’, 즉 지지의 느낌은 세 번째의 구조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주두의 굽(abacus)은 지지되는 물체와 그것이 얹혀 있는 기둥 틈에서 일종의 쿠션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것이 위로 치솟는 기둥과 아래로 누르는 벽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점을 이루고 있다. (그림 51 과 52 의 개념을 비교할 것. 기둥의 실제 힘이 그 모든 에너지를 소모할 

때까지 계속 위로 뻗쳐있다.) 허용만 된다면 분명히 그러한 설명은 건축적 의미의 깊은 부분까지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 건물의 의미는 단지 그 건물에 의해 생겨난 관념들의 총체가 될 것이다. 

그것이 안정이나 지지 같은 ‘건축적’ 개념이든, 아니면 시인이나 비평가 내지 역사가들의 

복잡미묘한 꿈이든 간에. 

그림 51  성 캐더린의 해군 공창, 런던, 도리아식 기둥 

그림 52  안나베르그, 성 안나 성당 

 

  그러나 그런 설명은 너무 단순하다. 흄은 이렇게 논박한다. 그 물체가 눈에 띄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이번에는 어떤 불편한 기분을 일으켜 준다.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는 이 이상의 어떤 쓸 만한 말을 찾지 못할 것 같다. 구조물이 증오나 

열망의 대상이 되리라는 식으로, 단순히 어떤 불편한 느낌의 대상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분명 

그릇된 일이다. 억압적인 건물임을 알면서도 그에 대해서 조금도 억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듯이(설사 그것이 지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155) 나는 하나의 건축물이 

불쾌감을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 대해서 불편한 기분을 느끼지 않는다. 원인과 대상을 구분하는 데에 

의존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흄의 이론의 오류를 밝혀내기에 미흡한데, 이는 부분적인 이유이지만 그러한 

예들이 잘 예증해 주듯이, 대상이라는 개념이 그다지 명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156)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느낌과 구조물에 대한 경험의 관계가 단지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왜 

불편한 기분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보통은 그 원인에 대한 지식보다는 대상에 대한 지식에 

그 근거를 갖는 것이다. (‘나는 그가 두렵다’는 식의 근거.) 그렇다고 해서 나의 그 앎이 수정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정상적인 경우라면 여기 있는 나 자신이 가장 좋은 근거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내가 왜 불편한 느낌을 갖는가에 대한 나의 견해에 대해 수정을 가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불편한 

느낌을 단지 다른 ‘대상’에로 옮긴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나의 견해를 바꾼 것인지를 분간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을 분간할 기준이 없으며, 따라서 당연히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해진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이 왜 거북함을 느끼는지 안다. 저 기둥이 그 위에 있는 보를 

마치송곳처럼 찌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답이 진지한 것이었다면 문제는 거기서 끝나 버리고 말 것이다.157) 

  이 점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를 가질 수 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건축의 

비평이 공연한 것이 되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부적당한 것밖에는 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아름다운 대상에 대해 이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설명을 시도한다는 식의) 미에 대한 설명을 

구하려는 것이 항상 필연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려는 것처럼 들린다. 왜냐하면 무엇이 나를 

유쾌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지에 대해 항상 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런 일에 

대해 내 자신이 특권적인 지식을 갖는다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누가 나에게 그런 것을 



가리켰을 때 그것을 수락하고 거절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권한인 것이며,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그의 생각을 정확히 보여줄 말들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이것이 내가 말하려던 

것이다’ 하고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 경험 대상에 대해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것인가? 내가 파르테논 신전을 볼 때 생동하는 

힘과 탄력을 느끼는 것은 기둥과 처마, 기단 부분 등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휘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으면, 분명히 나는 실제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혀 뜻밖일 수도 있는 방식으로 나는 그 건물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며, 그런 설명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참임을 확실할 수 있는 것이다. 파르테논 신전의 

전체적인 효과가 배흘림(entasis) 형상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려면 어느 정도 연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비평적 설명의 예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전형적인 답변들을 그려보아야 한다. 

내가 그 비평가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내게 그런 효과가 

부분적으로는 기둥과 처마의 배흘림 때문이라고 했다. 나 자신이 그런 현상을 찾아낼 수는 없다. 

그러나 물론 나는 당신의 설명을 받아들인다.’ 여기서 우리는 그 비평가가 그 건물에 대한 내 

경험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주었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그것을 기술한 것은 

아니다. 또는 그 건물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 기술한 것도 아니다. 그는 내가 그 건물에서 

무엇을 높이 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한 것이 아니다. 그의 설명은 아래의 의사가 말하는 

방식과 같다. 환자께서 머리가 혼란스러운 것은 수면제 과용에서 온 겁니다. (‘내 머리가 

혼란스러워진 건 당신의 옷에 붙어 있는 당신 부인의 머리카락 때문이오.’ 이런 답변과 비교해 보라. 

이것은 단순히 내 혼란의 원인이 아니라 본질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은 그 효과가 배흘림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다시 보니까 당신 말이 옳다는 걸 알았소. 탄력 있어 보이는 것은 정말로 그런 

형상 때문이오.’ 여기서는 비평가의 판단을 설명이 아니라 기술로, 즉 내가 그 건물에서 무엇을 

보는지에 대한 기술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 비평가는 내가 반응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 

보다 완전한 이해를 갖도록 해준 것이다.(마치 의사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그에 대해 내가 수긍하게 

되는 것과 같다. ‘당신이 혼란스러운 건 내 옷에 내 아내의 머리카락이 붙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것이 

나의 넥탁이 색깔과 맞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 비평가는 나의 이해를 새롭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이해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경험에 대한 나 자신의 직접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그 비평가의 설명을 내가 

즉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의 판단을 받아들인 후의 나의 반응이 그 

이전의 반응과 똑같을지는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나의 반응은 다른 형상에로 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나에게 그 건물의 국면이 변해 버린 것이다. 비평으로서의 그 파르테논 신전에 대한 

기술은 나의 반응을 밝힌다기보다는 변화시킨다. 그것은 그리 놀랄 일이 못 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았듯이, 미적 논증의 결말은 판단이 아니라 경험에 놓여 있다는 것이 그 두드러진 

특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비평에 의해 그 건물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은 그것을 더 잘 보게 

됨으로써 가능해진 그런 식의 것이다.  

  그렇다면 비평가가 나의 현재의 반응을 결정하는 그 건물의 형상과 그에 대한 생각들을 기술할 

때 그는 내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기술해야만 한다. 그 비평적인 기술이 

제시되면 나는 그것을 더 조사해 보지 않고, 무슨 근거도 없이 즉시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원인에 대한 지식이 아닌 대상에 대한 지식의 특징인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그 비평가가 

구하려는 이해가 경험의 외적 형상이 아니라 내적 형상임을 알게 된다.  

  관념 연합설을 거부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다. 그 이론이 미적 경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흄의 예에서)―거북함을 느끼는 것이 단순히 사유가 아니고 하나의 경험이며, 어떤 특정한 

주목 행위에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특징짓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북함은 그것이 한정하는 주목의 모든 ‘상상적 성질’을 다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북함은 경험과 함께 사라진다. 그것은 내가 눈을 감은 순간에 없어져 버린 것이다. 

만약 그것이 그 건물에 대한 지각과 단순히 연합된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설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어째서 내가 바라보지 않게 되면 그 거북함이 잠시밖에 지속되지 않는가? 마치 

폐가가 되어 버린 나의 어린 시절의 집을 다시 바라볼 때 느끼는 서글픔처럼. 미적인 주목에 

있어서는 사유와 지각과 느낌이 나누어질 수 없다. 하나의 공통된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서 함께 

생겨나고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관념 연합설이 그려내고 있는 인과의 연쇄가 아니라 개념과 

지각, 감정이 동시에 작용하는 단일한 흐름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곧 이러한 반론이, 건축에 대한 정신 분석학적 이론들에 대해서도 타당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 이론에서는 건축적 경험의 ‘의미’를 그 무의식적 근원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로이트는 예술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고 또 그에 대해 많은 시사를 

남겼지만, 정신 분석학적 미학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그 창조적 과정을 무의식적으로 결정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신 분석학이 어떤 

기여를 할지는 모르나 그것은 그 결과물의 미적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느꼈던 것이다.158) 정신 분석가가 창조적 행위 속에서 발견하는 의미는 그 행위를 통해 

나온 산물에 대해서 비평가가 발견하는 의미와는 같은 것이 아니다. 물론 이쯤 되면 정신 

분석학적 비평 ‘방법’이란 있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확실성을 짜 맞추어 나간 이 

위인 성격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유보적 태도가 그의 후진들에게는 결여되어 있다. 한나 

시걸은 그의 영향력 있는 논문159)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제 새로운 분석적 발견들에 비추어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예술가의 심리 

속에서 우리는 그가 만족스런 예술 작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특정한 인자를 추출해 낼 수가 



있는가?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이 예술 작품의 미적 가치와 관객의 미적 경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 줄 것인가? 

 

  이 ‘새로운 발견들’이란 멜라니 클라인160)의 것으로서 그녀는 인간 정신의 작용을 유아기에 

젖에 대해서 갖게 된 어떤 ‘자세’, 즉 뿌리치거나 떼어내려 하는 ‘나쁜 젖’과, 먹여 주고 

뿌듯하게 해주는 ‘좋은 젓’에 대한 태도로써 서술하려 했다. 그리하여 시걸 박사는 ‘모든 

창조가 실은, 한때 사랑 받고 온전했지만 이제는 상실하고 깨어진 대상, 허물어진 내적 세계와 

자아를 다시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예술가가 그러한 화해와 회복과정에 

몰두해 있는 것임을 뜻하며, 이것이 곧 상실에 대한 유치한 원망을 넘어서서 주는 것과 받는 것, 

득과 실, 선과 악이 어쩔 수 없이 얽혀 있는 하나의 세계를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 말에 일리는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미적 경험 특히 건축의 경험에 

대해 조금이라도 해명해 주는 바가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클라인의 분석학파는 융식의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또한 조급하게 정신에 대한 전체 

이론을 끌어들이지 않으면서도 ‘보편성’을 얻고 있다. 그들은 개별 사례에 대한 개별 연구와 

그로부터 얻어지는 임상적 절차라는 한계 내에 머물고 있으며, 또 정신 분석은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 다른 이유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클라인 식의 이론은 아드리안 

스톡tm161)에 의해 체계적으로 건축에 적용되었는데 우리는 그의 응용을 통해서 이런 이론에 대해 

대담하게 펼치고 있는 주장들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건축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있어서 정신 분석가들에게 흥미를 끄는 것은 그 말로 표현 안 되는 

부분에 있다. 건물에 대한 우리의 느낌은 극히 강력하면서 동시에 지극히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 정신 분석가들에 의하면 하나의 감정이 기술되기를 회피하려 할 때―곧 억압될 

때에―잘 기술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은 무의식 위에서 작용하는 것이며, 건축의 의미는 

그것이 무의식에 부여하고 있는 질서 속에서 찾아져야 한다. 스톡스에게는 건축이 환상에 대한 

투쟁의 도구가 되며, 그 투쟁은 건축가나 보는 이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으로 선망이나 원망, 

죄의식 등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좋은 젖’이 있는 세계에 돌아가서, 인정받고 인정해 주면서, 

그가 그려본 가치를 지닌, 그리고 그 객관성을 깨닫게 된 세계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위대한 

건축은 심오한 정서를 일깨우게 되며 ‘심오함’이란 그 ‘깊은 곳’에서, 즉 정신 분석의 

특이한 공리대로 무의식 속에서 찾아져야 한다. 형식과 상세, 재료 등의 정서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우리에게 모든 진지한 느낌의 진정한 내용을 규정해 주는 깊고 지속적인 

‘환상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리하여 저 우르비노에 있는 두칼 궁(그림 

53) 이 우리에게 숭고한 정적감을 준다면 이는 그 형태와 질감에 들어 있을  평안함에 대한 어떤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함에 대한 모든 비젼들이―천국이나 기독교 



신앙까지도―기반으로 하고 있는 어떤 ‘보다 깊은’ 생각, 즉 어머니의 젖에 대한 무의식적 

생각의 산물인 것이다.162) 

그림 53  L. 로라나 : 두칼 궁의 안뜰, 우르비노 

 

또한 그러한 감정들을 정신 분석학적으로 기술하는 일은 동시에 그 가치를 기술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건축에 있어서의 성공을 설명하는 일에 한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건축이 

본질적으로, 해체된 자아를 위한 치료 형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므로, 이전처럼 조화나 비례, 

적합성 등에 대해 허풍을 떨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론은 일반적인 것과 특수적인 것, 두 가지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나는 전자의 해석으로 

하면 이 이론은 너무 일반적인 것이 되며 후자는 특수한 이론이 되게 한다는 것과, 어느 경우든 

미적 경험이란 것이 본질적으로 의식적인 것에 그 의미를 두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데 그 오류가 

있음을 논증할 것이다. 미적 반응의 무의식적인 결정인자라는 것이, 미적 주장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실마리를 가질 수 없으며, 이는 마치 수학을 좋아하는 무의식적인 결정인자가 수학적 

증명의 본질과 가치를 드러내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좀더 일반화시켜 보면 그 이론은 건축의 전 분야를 단지 재기술하고 있을 뿐임을 알게 된다. 

즉 우리가 한 건물에 반응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어떤 것의(정신 분석학적 의미의) 

‘재현’(representation)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스톡스에게 있어서는 이 재기술이 

정신 분석학적 요법의 요소들뿐 아니라 전통적인 견해의 내용까지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즉, 우리가 건축의 정서적 의의를 지각하게 되는 것은 그 건축의 형식들을 

우리가 저절로 인체의 형식과 운동에 비교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스톡스의 표현대로 집은 

모태이며 또한 ‘세포 하나 하나로 구성된 우리의 똑바로 선 신체’이기도 한 것이다. 

쇠시리(ledge)는 발이면서 무릎이고 이마이다. 동시에 밋밋한 벽도 정신 분석학적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의 근원으로서 손에 넣으려고 하는 ‘좋은 젖’이다. 여기서 

우리는 러스킨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떠올리게 된다. ‘대리석으로 된 밋밋하고 널찍한, 사람 

같은 벽면 위에 졸고 있는 따스한 햇살’163) 이런 어구는 가장 멍청한 장신 분석가라도 귀가 

번쩍 뜨이게 할 것이다. 개구부가 뚫린 벽은 복수심에 불타는 이빨에 물어뜯긴 ‘나쁜 젖’이며, 

이러한 개구부들을 잘 균형잡힌 입면으로 구성하는 일은 곧 우리가 언젠가는 겪어야 할 하나의 

과정, 즉 사랑과 증오의 화해 과정을 재현하는 것이다. 전체로서 그 건물은 우리에게 전체상을 

제시하고 그것을 시인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부분적 대상에로의 동경을 변화시킨다. 애증의 

대상이 되는 특징들이 통일되어 한 덩어리의 자아의 재현으로 되는 것이다. 미가 ‘전체성에 

대한 감각’이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이제 단순한 상투어가 아닌 것이다. 스톡스는 전체성이란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말하겠다는 것이다.  



  건축적 경험에 대한 그런 식의 일반적 설명은 미적 경험이 들어 있는 중요한 행위인 주목 

행위에 대해서는 기술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진정한 건축적 관심의 대상을, 고려 대상이 못 되는 

것으로 제거해 버리는 큰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 대상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되어 

버린 것이며 그것 자체는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건축이란 기껏해야 같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가능한 방법들(심리 요법도 그 중 하나인)과 마찬가지로 도구적인 가치밖에 

갖지 못한다. 만약 우리가 말한 그 무의식적 충동들이 우리 즐거움의 진정한 원천이라면 어째서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그렇게 비싼 수단을 취해야 하는 것인가? 여하튼 여기서 건축이 임상 

치료 절차에 있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해주는 어떤 특성―건축에 있어서의 젖에 대한 공적인 

표상(representation)에 독특한 위안적 힘을 부여하는 어떤 특성―을 그 이론이 제기할 수 

있으리라고 가정해 보자. 그 이론은 우리가 앞의 여러 장에서 기술하려 했던 그 특수한 주목 

행위를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로 건축의 경험이 특정 건물의 특정한 의의와는 전혀 

동떨어진 무언가 고졸한(archaic) 것에로 환원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없는 건물들을 찾아가 보려고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본 

것에 만족하고 두칼 궁의 정문에서 우리의 모유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가 건축에서 구하는 의미는 본질적으로 특수한 것으로서 하나하나의 사례로부터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런 발견의 방법을 제시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가 찾는 의미는 경험 속에 있다. 중요한 의미에서 그것은 미적 주목의 중심 성분으로서의 

표면에 있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요지를 다른 방법으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스톡스가 그려 보인 식의 ‘설명’이란 

것이 우리의 냄새나 맛 등의 인상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겠지만 앞서도 논증했듯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미적 판단과 판별이라는 관념이 적용되지 않음을 환기시키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에 있어서도 정신 분석학적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 왜 어떤 냄새는 

우리를 매혹시키고 어떤 것은 혐오감을 주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건축적 형식의 ‘매혹적인’(alluring) 성질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예술에의 ‘초대’라는 

모호한 교리 속에 빠져 버림으로써 스톡스는 결국 모든 비평과 미적 이해에 대해 한 발자국도 

진전을 이룩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좀더 설득력있게,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을 바꿔 진술될 수도 있다. 정신 

분석학은 인간 의식과 행동의 인과성을 불명하고 대단히 은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반면에, 

인상적 치료 작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비트겐슈타인이 지적했듯이164) 요법의 

목표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해내려고 하는 것인지는 전혀 분명한 일이 아니다. 

정신 분석학은 다른 종류의 이해를 목표로 하는 것이며 그것은 설명에로 환원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앞서 이 장에서 기술했던 비평적 절차와 공통점이 별로 없는 그러한 이해인 것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라면,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그 



사람이 그것을 수긍하든가, 아니면 그가 그 설명을 수긍하지 않더라도 그 이유가 혼동이나 오인 

때문이 아니고, 그에게 주어진 설명에 대해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한 감정이 갖고 있는 진정한 무의식적 결정 요소는 단지 무의식적인 

원인들이 아니고 오히려 의식의 마당에로 ‘건져질’(salvaged)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들이 자기 책임의 영역(의식적 경험의 영역)에로 들어갈 수 없는 한,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실재한다는 가설은 전적으로 공허한 것이다. 정신 분석가들은 그들의 환자들로 하여금 관찰 

대상이 되고 있는 ‘그’에 대한 지식을 ‘나’에 대한 자기지식으로 변형하도록 해줄 뿐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의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고, 단순히 그것이 나의 이름과 관계가 있는 어떤 

실체에 속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주장하지 못하는 

한 경험은 나의 자아의 구역밖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165) 

  그러나 만약 이러한 설명이나 또는 그와 비슷한 어떤 설명이 옳은 것이라면 정신 분석가들의 

주장은 건축에 대해 외재적인 기술이 아니라 내재적인 기술을 한다고 하는 것이 된다. 우리 

모두가 쓰고 있고 수긍하고 있는 기준―그것이 그러하다는 것에 대한 주체가 자신의 직접적인 

지식―에 의해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서 바로 경험의 실재는 그것인 것이다. 그 지식이 어떻게 

유도되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적절한 종류의 직접성만 갖고 있다면, 두칼 궁의 

안뜰(cortile)은 그리하여 공격성(개구부와 몰딩으로 표상된)과 성숙한 어른의 인격(우뚝 선 건물의 

비례나 부분과 부분의 호응), 또 유아적인 애착의 대상에 대한 영원한 동경(조용히 열리게 될 그림자 

속의 문) 등과 조화로운 화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섬세한 주간 비례는 저항과 

상실을 일종의 공손함에로 바꾸고, 단순히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서로 대립했던 

충동들이 성숙하게 조화되어 평온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이다.  

  이 예는 나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방식으로 취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되면 건물에 대한 비평은 본질적으로 독자에게 전해진(addressed) 것이 된다. 그것은 그 

정신 분석가가 보는 식으로 그 건물을 보아달라는 권유인 것이다. 여기서 독자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며 또 그렇게 볼 수도 없다고 답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정신 분석가는 두 가지로 

답변할 수가 있다. 그는 그 독자가 보는 것에 대한 진정한 설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독자는 그런 

식으로 보아야만 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그 이론을 단지 일반화된 형식으로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런 형식으로는 개별 경험의 내용뿐 아니라 개개 건물의 의미도 기술해 주지 

못함을 우리는 이미 보았다. 아니면 그 분석가는 다음과 같이 독자를 설득하려 할 것이다. 이제 

분석의 주제는 건물이 아니고 그에 반응하는 개인이 된다. 정신 분석가는 그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실은 그에게 저항하고 있는 것임을 밝혀야 한다. 여기서 그 건물에 대한 ‘해석’은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고 있다. 그 피험자가 그것을 좋아한다면 그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그 

분석가가 밝혀주는 바로 그 이유여야만 한다. 가능한 유일한 질문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제 그 이론은 반박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만약에 분석의 대상이 그 독자라면, 

보고되고 있는 것은 그에 대한 하나의 사실―또는 가설―이다. 즉 그가 그 분석가가 말하는 대로 

건물을 본다는 식의. 그러나 그 독자가 ‘저항한다’고 상상해 보자. 그러면 이제 그 분석가는 

그에게 제 정신을 되찾게 해줄 치료 과정에 착수할 수 있게 되는데(즉 그가 자기의 경험에 대해 

오인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정말을 말해 주어도 거기에 저항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경우에 그 비평가의 추론은 전혀 그 건물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찰자에 관한 것이 된다. 

아니면 그는 관찰자에게 자신이 권하는 대로 건물을 보아야 할 특정한 이유들을 열거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앞의 과정에서는 그 방법이 진정으로 정신 분석학적이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은 비평적 적절함을 상실하게 된다. 그 건물은 그 리비도적인 과정 속에서 다른 어떠한 

대상과 구별될 수 있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그것에 부여되는 의미가 단순히 

관찰자에 대한 개인적인 사실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과정에서의 방법은 비평적이다. 

그러나 정신 분석학을 빌려다가 그러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정신 분석학적 

개념들을 사용하는 해석 방법이 제안되고 있지만 그것이 정신 분석학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로라나의 안뜰에 대한 사실로서 그것을 클라인 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그런 종류의 추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되면 분명 우리는 어떠한 정신 

분석학적 해석에 있어서도 그 같은 이론이 이미 전제 조건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정신 분석학을 

건축 형식들의 의미에 대한 이론으로서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  

  사실 무의식적 경험이라는 관념은 분명치 않은 것으로서, 그런 관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확신시키기 위해 얼마나 이론을 전개해 갈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자주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 경험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의하면 그것이 의식 있는 

정신의 내용 속에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 그 의식 있는 

정신이란 상상적 주목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다. 미적 경험은 단순히 의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의의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가치 부여를 하는 것이며, 부분적으로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추론과 반성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에 대한 정신 분석학적 비평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특정 건물을 역사적인 개념 틀이나 종교적인 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 분석학적 관념을 통해서 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봄으로써 우리의 즐거움을 배가시켜 줄 수도 있다. 정신 분석학이 갖고 있는 

함정에도 불구하고 그 즐거움은, 위의 그 경험이나 마찬가지로 의식적인 것이고 의식 속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스톡스가 제시하듯이) 나는 석회석에 의해 연상되는 어떤 ‘환상’이 

있다고 설득될 수도 있다. 즉 석회석이 갖고 있는 화석으로서의 성격과 관련된 깊은 물속의 

생물들에 대한 환상처럼.166) 또는 리미니에 있는 템피오 말라테스티아나 성당(성 프란체스코)과 

같은 꽈트로첸토의 어떤 건축 작품들이 어떤식으로든 그러한 환상들과 관련하여 의의를 얻게 

된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 나는 그 템피오와 아고스티노 다 투치오의 부조에 있는 정교하게 



깎여진 돌들이 그 돌 속에 이미 품고 있던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 그 속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것으로 보아야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 건물을 그런 식으로 보면서 

나는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신 속에 갇혀 있는, 또는 묻혀 있던 감정들과 비견할 수도 있다. 그 

신전은 어떤 의미에서 감정의 ‘해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점은 조금도 없다.) 그러나 이 경험에 이르게 되는 추론 과정은 정신 분석학적이 아니다. 

사실상 그것은 모든 형태의 비평에서 관찰해 가는 과정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하나의 관념이 

표현되고 나서 관념과 외관 사이에 일종의 상응 관계를 찾아보게 된다. 정신 분석학적 해석이란 

의미 발견에 대해 어떠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것이 못 되며 또 발견된 의미에 대해 어떤 

근거를 주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 결론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것이 건축 경험에 대해, 예를 

들어 미술사나 또는 유행이 지난 도상기술학(iconography)등을 통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서술을 

제시하기 때문은 아니다. 그런 서술들은 동일한 수준에서 경쟁 관계에 놓이며 그 중 하나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앞으로 좀더 분명하게 분석해 보아야 하겠지만) 그것이 적용되는 특정 

건물에 대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 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종류건 선험적인 

전례를 가질 수 없으며, 그것이 정신 분석학적 틀에 의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에 타당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해석의 목표―의미에 대한 의식적인 경험―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으며 비평가는 건물에 대해서건, 그 작가이건 또는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에 대해서건 

정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건축 비평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적인 ‘방법’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모든 문화적 대상 속의 ‘의미’를 보여주겠다고 단언하는 

하나의 이론을 마주하게 되는 것으로서, 그들은 모든 형식의 예술이나 마찬가지로 건축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금 이러한 주장이 띠게 되는 바로 그 일반성으로 

해서 비평으로서의 칼날을 잃게 된다. 비평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적 방법이 있을 수 없음은 

마치 수학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적 방법이 있을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요점을 

추려내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용어로 건축적 경험을 논의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제시하려고 드는 재서술을 막아내야만 한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 이론이나 프로이트적 이론에는 비신비화라는 유사한 매력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두 이론 모두 사물의 가치를 논의하기 이전에 먼저 그것의 진실한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고 

단언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가치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판단이 전적으로 근거 없는 

것이든가 아니면 마르크스주의자의 뜻으로 ‘이데올로기적’일 수도 있다는 느낌을 가져다주고 

있다.167) 또한 프로이트나 마르크스주의적 이론에서는 인간적 현상의 진정한 원천을 우리의 

자율성을 자랑할 때 거들게 되는 의식을 가진 자아라든가 개념 작용, 이상과 논증 등의 바깥에 

두고 있다. 그들은 정면 공격으로는 허물어질 것 같지 않은 어떠한 견해에 대해서도 결국은 

필연적으로 아래로부터 뒤엎어지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일단 



프로이트주의자나 마르크스주의자가 문제를 자신들의 이론적인 언어의 틀로 제시하도록 허용하게 

되면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답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단순히 문화 현상의 의의를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의 이론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현상을 

서술하는 방식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다. 건축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평이 거의 없었고 또 

있었다 해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마치 돈키호테처럼 풍차를 향해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학이나 회화, 그리고 심지어 음악에조차168) 

수많은 마르크스주의적 비평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 비평이 예시하고 있는 그 지적인 제국주의 

때문에 그 진격을 미리 막아 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밖에도 인간의 본성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이론의 어떤 국면들은 저자가 뒤에 가서 건축에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런 것들의 의의는 원래의 그 독단적인 뿌리에서 떼어낸 연후라야 명확해질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헤겔로부터 이끌어낸 인간 본성에 대한 이론과 아담 스미스와 리카아도의 

경험주의 경제학에 근거한 일종의 경제적 결정론을 뒤섞음으로써 탄생하게 된다. 그 두 개의 

측면은 상당한 정도로 분리될 수 있으며 또 그것들을 갈라서 볼 때에만 그 각각이 갖고 있는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 나중에 다시 논하게 될 인간 본성에 대한 이론은 클라인식 분석에 의해 

설명되는 사실들, 즉 건축에 대한 우리의 개념 작용과 자아에 대한 우리의 개념 작용 사이의 

밀착된 관계에 관련된 사실들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마르크스주의적 

결정론이 진정한 비평적 ‘방법’을, 즉 미적 경험이 주게 되는 ‘의미’를 서술하는 하나의 

절차를 우리에게 가져다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결정론적 이론은 모든 ‘문화’ 현상―모든 예술, 

사회적 활동, 언어, 정상적으로 ‘의식’이라는 딱지가 붙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경제적 

‘기초’의 인과성에 복종하면서 부침 하는 사회적 ‘상부 구조’의 한 부분으로 파악한다.169) 그 

기초는 계급 투쟁(권력과 영향력 그리고 부를 위한 투쟁)―속에 놓여 있고 그 투쟁을 좌우하는 

생산 수단과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 놓여 있다. 그 투쟁의 궁극적 귀결은 ‘의식’의 노출과는 

전적으로 무관할 수도 있는 역사적 힘들에 의해 결정된다. 상부 구조는 기초에 대해 심각한 

영향이나 또는 영구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다만 그 기초를 ‘표상 한다.’ 그러나 한 계급의 

의식은 자신의 경제적 위치에 대해 어떤 영향을 준다. 그것은 이를 통해 자아상을 가장 잘 

만족시키고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사적 현실을 대변하도록, 그 계급 의식을 

적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의식―특히 부르조아 의식―은 끊임없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일에 몰두하며 그것을 통해 세상을 ‘신비화’함으로써 세계의 진화의 진정한 인과 

법칙을 부정한다. 지배 계급은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이며 따라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가 기성 체제로서 확립되어 있는 유일한 계급이다. 다른 계급들은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면서 실상은 인위적이 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의 

세계 지각은 신비화된다. 사물의 진정한 인과성을 보지 못함으로써 그들은 실제로는 전복될 수 

있는 것을 이제나저제나 하면서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띠게 된다. 이데올로기는 



세계를 ‘비역사적’인 것으로 제시하며, 마르크스주의자에 의하면, 그것은 ‘인간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비신비화’의 과정은 대상들, 특히 문화적 대상들에서 박탈되었던 

역사적 성격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이 정도의 짤막한 요약으로 최근에 세련되어 가고 있는 다수의 마르크스주의적 입장들을 

정당하게 다룰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들, 즉 

이데올로기와 상부 구조의 개념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건축은 

‘상부 구조’의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9 세기말과 20 세기초의 신고딕 양식의 공장(슬러에 있는 홀릭스 공장 같은)을 생각해 보자. 그런 

건물은 그것이 놓여 있는 사회 경제적 현실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있음을―실제로는 전혀 

독립적임―보여주려는 의도로 지은 것이다. 그것은 공인된 사회 질서를 표현하는 공공 건물로서 

설계되었고, 그 질서가 영구 불변 하다는 암시를 주는 종교적이고 담화 적인 연상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형식과 목적이 그 특정한 용도를 넘어서서 유용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적 비평가는 여기서 그의 주된 임무를 비신비화로 여길 것이다. 왜냐하면 

분명히 위의 서술은 이데올로기적이므로 그 건물을 그 경계 적인 현실로부터 떼어내서  지배 

계급의 감정에 위안을 주고 그것을 강화하는 가치와 편애의 세계에 놓여지도록 하는 서술인 

것이다. 그것은 별로 참아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들을 덜 느끼도록 하기 위한 ‘공공’ 건물이 

내포하는 ‘역사적 연속성’이라든가 ‘사회적 질서’라는 가치이며 종교적이고 낭만적인 감정 

등의 가치인 것이다. 비판적 이해는 건물을 그 사회 경제적 문맥에 되돌려 놓고, 그것이 전하고 

있는 바의 이데올로기적인 본성의 탈을 벗김으로써 도달된다. 그것이 생겨나게 된 사회적 

조건들을 통하는 이외의 방법으로는 어떠한 의미도 이해될 수 없다. 위의 예에서 본다면 그때에 

우리는 공장이 공공의 것이 아니고 사유물이며 사유 재산에 대해 보루를 쌓는 일의 한 부분임을 

알게 된다. 그 건물이 진짜로 풍기고 있는 것은, 그 고딕 형식 속에 담긴 ‘합의된 사회 

질서’에는 무심하거나 또는 어긋나는 개인주의적인 것이다. 그것이 놓인 경제적 현실은 

산업혁명의 현실이며, 따라서 그것이 대변하는 척하고 있는 역사적 연속성과는 철저한 단절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반면에 그 낭만적이고 종교적인 연상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미 

사라진 사회 형식이며, 그 파멸에 가장 공이 켰던 것은 바로 그 공장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서술을 통해 우리는 건물의 진정한 의미에 도달하며. 그 의미는 곧 생산 과정의 일부분으로서의 

의미인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그 건물 속에서 무엇이 이데올로기이고 무엇이 사회적 진실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생각들이 건물의 시각적 미에 대해 전혀 적절한 것이 못 된다고 말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적인 접근이 간단히 포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적인 이해로부터 차단된 시각적 미를 체득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자는 하나의 비평적 방법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한 건물의 지적인 



내용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미’라는 것을(그리고 그것과 심리적 상관물인 ‘미적 경험’을) 그들이 말하는 여러 

고려들로부터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당신은 이 ‘미’라는 것이 어째서 중요한 것이며, 

사람들은 왜 미에 대한 심미안을 길러야만 하는가를 설명할 도리가 없게 된다. 그들은 당신이 

‘미’라고 부르는 것 따위는 없어도 좋다는 데서 행복을 느낄 것이며, 또한 초기의 

구성주의자들이 선언했듯이 없어져서 후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접근 방식을 쾌락주의적 

유미주의로써 일축해 버린다는 것은 득이 없는 일이다. 그것으로는 말만을 없앨 뿐 마르크스주의 

미학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는 그들의 의미에 대해 아무 것도 가치있는 

말을 할 것이 없게 된다.  

  마르크스주의 미학의 본질적 특성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미적 경험은 상부 구조에 속하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적 왜곡이 가능하다. 다른 모든 사회적으로 한정되는 경험들과 

마찬가지로 미적 경험에 대한 참된 이해는 그 대상을 결정한 저 사회 경제적 조건들 속에 

‘되던져 놓는’ 작업을 함축한다. 비평을 통해서 우리는 미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것을 

이해하게 된다. 마르크스주의자로서는 우리가 왜 나쁜 건축을 보면 그렇게 분노하게 되는가에 

대해 설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장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이론의 

나머지 측면들이 결코 만족스럽지 못함을 알게 된다. 여기서는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경제적 

결정론을 비판할 계제는 아니므로, 단지 에즈라 파운드가 ‘살아 있는 전통’170)이라고 부른 것을 

설명하는 데에 그것이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겠다. 한 건물의 건립과 

그 양식의 주된 원인은 사회적 혹은 경제적 인자에 있지 않고 다른 문화적 산물들에 대한 

인간들의 견해에 있음이 분명하다. ‘상부 구조’는 이른바 ‘기초’라는 것과는 독립적으로 

자신을 산출하고 영속화시킬 수 있는 내재적 힘을 갖고 있다. 이 점에 의심이 가는 사람은 

누구든 독일 음악의 역사를 그리고 쇤베르크와 토마스 만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려 보이려했던 

독일 음악의 저 지속적인 혼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171) 

또한 건축 그 자체만큼 ‘상부 구조’의 자율적 생명의 증거를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건축의 

양식 안에서 건물과 마을, 도시는 그 경제적 상황의 성쇠에도 불구하고 탄생되어 영속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파르테논 신전으로부터 성 캐더린 해군 공창에 이르는 도리아식 기둥의 역사를 

생각해 보자. 우리가 본질적으로 경험의 ‘미적’ 차원에서 보게 되는 건축의 모든 측면, 단순히 

시공된 건물의 양으로 볼 수 없는 모든 것이, 모든 사회적 행위에 내포되어 있는 풍부한 

우연성에 가담한다. 그리고 그 상부 구조의 안에 있는 인과성을 시사하는데 그 인과성 속에서는 

전통과 선례들이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렇다면 한 건물을 그 경제적 상황 속에로 

‘되던져 놓음’으로써 무슨 ‘의미’가 드러나겠는가? 저 고딕 양식의 공장이 일종의 경제적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자는 로마의 헬레니즘이나 르네상스의 고전주의에도, 또 



고딕 운동에도, 결국 진짜 고딕 양식까지도 포함하여 건축에 대한 모든 자의식적 접근에 대해 

같은 식으로 말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경제적 결정론은 그것이 사실인 경우조차도 마르크스주의를 지지해 주는 단지 몇 안 

되는 편파적인 사례들에 의해서만 미적 의미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르크스주의는 그것이 생겨날 수 있었던 당시의 세기를 다룰 때에 가장 적절한 것이다. 그것은 

귀족 지배로부터 부르조아의 지배에로, 농업에서 공업에로의 이행이 이루어졌던 소규모의 협소한 

진행으로서 불과 200 년간의 기간에 시야를 국한시키고 있는 것이며, 결국 공업 생산의 

필요악적인 귀결을 어떻게든 피할 수 있게 되는 ‘계급 없는 ’사회라는 기묘한 신화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딕 성당이나 르네상스 궁전에 대해 마르크스주의로써 

제대로 된 비평을 해볼 수 있겠는가? 마르크스주의자가 어떻게 고딕 성당을 로마네스크의 것과 

구분할 수 있겠는가? 그가 예를 들어 최초의 시스터스 양식이 싹틀 무렵에 전개되었던 건물의 

예술에 대한 논쟁들이나 클레보의 성 베르나르의 논증들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172) 이러한 

전환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적 이론과 유사한 것을 제시하려 했던 비올레-르-딕의 시도는 역사에 

대한 왜곡과 비평에 대한 소박한 자세로 해서 그것이 얼마나 가망 없는 일인가를 보여준다.173) 

이들 영적인 갈등은 상부 구조에 놓여 있는 것으로서 그 밑을 파 들어간다고 그 ‘심층’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프로이트 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심층’이라는 

비유에 의해 체계적으로 오도되고 있다. 이러한 예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자가 

무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상상해 볼 도리가 없게 되는 것도 바로 그 점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미끄러지기 쉬운 전쟁터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상대로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론에서는 미적 판단에 관해 무엇인가를 말해 볼 길이 없으며, 이 점만으로도 그 이론은 

충분히 불신을 사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되돌려 놓는다’는 관념이 비평의 도구로 쓰여질 

때 거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모호성이 개재되기 때문이다. 15 세기 플로렌스의 특유한 경제적 

상황들을 묘사한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가 파치 성당을 비평적으로 지각하는 데에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이 특정 건물에 대한 경험을 그러한 특정 

경제 상황에 대한 우리의 앎과 어떻게 관련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방향 제시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평적 방법의 제시가 아니라 비평적 가설뿐인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각각의 경우에 맞추어서 세워 나가고 논증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그 파치 성당과 

당시의 상회 경제적 상황과의 관계란―당시의 가장 보잘것없는 건물조차도 마찬가지의 관계를 

갖고 있다.―그 건물에 관한 사실들 중에도 가장 중요성이 적은 것이며, 조화라든가 비례, 품위 

있고 엄숙한 평온함 등을 통해 그 건물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모든 것이 그 경제적 기초에 대한 

우리의 앎에 의해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미적 경험의 영역을 ‘즉각적인 인상들’에다가 놓아두었는데 그 인상들 

자체가 그 대상들에 우리가 부과하는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역시 

‘즉각적인’의미라는 차원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 ‘상부 구조’에 건축적인 의의를 주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며 건축에 특유한 사회적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마르크스주의자는 ‘즉각적인 의미’에 대해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분명 그것은 

우리들에게 낯선 새로운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주의적 방법이란 우리가 보는 것을 해독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이미 해독된 결과를 무언가 다른 것에 관련시키는 방법인 것이다. 그 과정이 

타당성을 갖게 되는 것은 전체로서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진실성에 달려 있다. 그러나 타당하다고 

할 때조차도 거기에는 건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 줄 만한 특별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서도 그 이론에 의하면 만사에 대해 우리의 이해를 넓혀 주지 않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결정적인 의미에서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적 경험에 대해 우리가 서술했던 것이나, 그 경험이 담고 있는 ‘즉각적’ 의미를 

설명하는데 썼던 우리의 방법 등을 반박할 수 없이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데올로기적’ 의의라는 개념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비평 방법이나 미적 판단의 

표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많은 건물들이 서게 

되는 경제적 기초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그 건물들이 어떤 미적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결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눈을 갖고 있는 한 알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레닌주의자라면 이 모든 것에 대해 답변을 할지도 모르며 그린 답변을 고려함으로써 

우리는 건축적 실천에 대한 프로이트나 마르크스적인 접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일말의 중요한 

진리를 찾아볼 수 있다. 레닌주의자의 답변은 앞에서 가설적으로 제시했던 구성주의자들의 

그것과 같은 것이다.174) 그는 이들 ‘미적인’ 암시를 간단히 일축해 버리고 건물의 참 의미를, 

우리가 그것에 기울이는 상상적 주목 행위에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그 사회적・경제적 

현실성에서―찾을 것이다. 그러나 그 현실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한 주택이나 공장의 

사회적・경제적 현실이란 무엇인가? 틀림없이 우리는 미적 가치들을 그러한 현실 논의에 

포함시키든가 아니면 제거해 버리든가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런 가치들을 제거해 버리고 나면 

기능밖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건물의 현실성이란 어떤 특정한 목표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현실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건물의 의미를 미적 가치의 

잔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외부적인 목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려는 시도에서는, 

합리성에 관하여 적절하지 못한 관념이 개입되어 있음을 앞에서 보았었다. 

마르크스주의자로서는(성찬식 같은 감이 드는 이유로 해서 때로 선뜻 내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태도―모든 의미를 수단에로 환원시키는 태도―속에서 소외된 인간의 상황을 암암리에 

영속화시키고 싶어하는 갈망과 바로 그러한 소외의 징후를 읽어내게 된다면 조그마한 진전일 

수도 있다.175) 왜냐하면 소외의 상황이란 바로 인간이 자신의 노동이 지향하는 바 자기 자신의 



목표라고 인정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 그의 주위를 볼 수 없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목표 자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를 못한 채 자기 자신과 자신의 활동을 

하나의 목표에 대한 수단으로 보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구성주의자들의 강령은 바로 그러한 

행위의 목표에 대한 감각의 상실을 내포하고 있으며, 모든 활동을 단순히 수단을 늘리는 것으로 

환원시키기 때문에 필경 이러한 소외의 상황을 조장하는 데에 가담하게 되며, 결국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건물들 속에서 살고 일하게 되는 사람들 자신의 ‘인류로서의 삶’(specieslife)의 

만족들을 박탈하게 된다. 그리고 마르크스에 의하면, 그러한 만족이 없는 한 합리적인 어떠한 

존재도 자신의 주체성에 대해서 어떤 일관된 느낌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한 건물의 

의미가 무언가 ‘심층의’ 것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식이어야 한다면 

마르크스주의자들로서는 그런 방식을 따를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마르크스주의의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그것은 헤겔의 심리 철학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다―우리는 이제 건축적 경험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자와 클라인류의 분석가가 제시하는 

설명에는 뭔가 중요한 공통점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어느 편도 비평적 방법이나 교의를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각 이론은 미적 선택의 원초적인 측면에 대해서 뭔가를 말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인정했듯이 미적 경험 속에는 원초적인 선택이라는 핵이 들어 있으며, 그것은 

비평적 반성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비평의 필요 전제 조건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한 선택이라는 핵에 대하여 ‘심층적인’ 서술을 시도하며 그 자체를 설명하고 동시에 그 

가치를 드러내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정신 분석학이나 마르크스적 

결정론에서 기이한 점 중의 하나는 그들 모두가 심층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을 혼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무의식적인 것들의 영역에로 발을 들여놓게 되면 우리는 미적 

경험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헤겔의 이론이 반드시 그러한 오류를 저지르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특기할 만한 일은 그의 이론에서는 ‘심층’의 범형을 인간 자신의 자기 이해, 

즉 자아와 세계 그리고 행위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클라인류의 

이론가가 경험을 결정하는 무의식적인 요인에 대해서 하나의 진실이라고 제시할 만한 그러한 

것도 헤겔류의 이론가가 볼 때에는 마찬가지로 표층에 대한 진실일 뿐임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헤겔파 중에서 가장 위대한 비평가였던 뵐플린이, 스톡스가 제시했던 

것과 꼭 닮은 ‘원초적인’ 것에 대한 이론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176) 원초적인 것이란 

우리가 건축을 지각하는 방식과 인체를 지각하는 방식이 생득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리(건축사의 전기간 동안 발견되며 상실되었다가 다시 발견되곤 했다)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클라인주의자들은 자연히―미적 취미를 리비도의 

과정과 관련지어서, 마치 플라톤이 미를 에로스의 산물로서 끌어내려 했던 것처럼―건물이 

인체의 재현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콜링우드가 플라톤에 대해 설득력 있게 논박했듯이,177) 

미를 에로스에 비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미적 반응을 관조보다는 식욕의 영역에 



놓아두고, 그 대상으로 하여금 그에 특유한 지적・도덕적 힘을 상실하게 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자기 동일성에 대한 헤겔과 마르크스적 개념을 이용해서 그러한 잘못된 전제를 

피하면서도 비슷한 결론을 낼 수도 있다. 헤겔주의자로서 건축이 자아에 대한 하나의 물리적 

표상이라고 이해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표상 과정 속에는 인체에 대한 상징화가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헤겔적인 이론을 논하게 될 때에는 명백한 비평적 

분석의 영역을 벗어나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적 경험에 있어 무엇이 원초적인 

것인가를 파악하려 할 때 우리는 동시에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갖는가를 그려보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적 경험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그때그때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비평적 

방법에로 진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뵐플린의 비평에서 그 근거가 되는 

헤겔과의 관련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인 것이다. 몇몇 건축사적 시대의 

생활 감정에 대한 그의 물음들은 생활 감정이 일종의 인체에 대한 지각이라는 전제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뒤에 가서 다시 논하게 될 것이다. 우선은 프로이트식 분석이나 

마르크스주의적 결정론 중 어느 것도 우리들에게 하나의 비평적 ‘방법’을 제공해 준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건축적 형식의 ‘의미’가 어쨌든 

‘즉각적인’ 것으로서 하나의 건물을 지각하는 중에 포함된 것이며 그 지각 대상에 내재하는 

것이라는 우리의 느낌을 더욱 확고히 해주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또 하나의 

대답을 시사하고 있다. 도대체 말이란 것이 바로 그런 식으로 내재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가? 즉 말을 듣고 이해할 때 파악되는 그런 하나의 의미는, 어떤 무의식적인 근원이나 그런 

말을 수단으로 하여 얻게 되는 어떤 효과에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제 

건축을 언어로 보는 이론에 대해 눈을 돌려 봐야 하겠다.  

 

7  

건축의 언어 

 

  만일 건축이 하나의 언어(혹은 일련의 언어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모든 건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건축의 인간적 의의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178) 

게다가 이 의의는 건물의 내재적인 속성으로 보이며, 그것이 외재적이거나 우연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게 된다. ‘의미’에 대한 프로이트주의자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접근이 

실패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경험에 외재적인 것이 아닌 어떠한 의미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의미란 건물과 관련된 어떤 가치나 느낌 혹은 의식 상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즉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나 효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한 접근은 



분명히 미적 이해와는 동떨어진 상태로 남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설령 언어가 의미를 갖게 되는 

방식으로, 건축이 의미를 갖는 것이 참이 된다고 하더라도 별로 놀랄만한 것이 못 된다. 예를 

들어 ‘발언’(utterance)에 대해서 프로이트식의 또는 마르크스식의 이론은 각각 어떠한가를 보자. 

그러한 이론들은 말과 그에 대한 무의식적・경제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결정 인자의 연결 관계를 

더듬어 보려는 목표를 갖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해보아야 그 말이 문자 그대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 주지 못한다. 프로이트식의 이론은 하나의 주어진 의미를 

전제해야만 한다. 젖이라는 낱말이 무의식적인 의의를 얻게 되는 것은 그 낱말 자체의 의미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역은 아니다. 따라서 프로이트식의 의미로부터 낱말 자체의 의미를 

이끌어내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마르크스에 대해서도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검소’라는 낱말은 선행하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 즉 이데올로기적 의미가 도출되는 현상을 

지시하게끔 해주는 의미 때문에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의의(축재와 착취의 과정을 은폐하는 

가면으로서의 의의)를 획득한다. 그러므로 낱말 자체의 의미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적 설명이란 

불가능하다. 언어를 물질적 토대에로 환원해 보아야 언어 이해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드러나는 

것이 없다.  

  어떠한 방식의 과학적 설명이나 인과적인 설명도 건축을 이해하는 데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들 유추는 또한 보여준다. 모든 문장의 발언을 결정하는 법칙을 제시할 정도로 철저한 심리 

언어학(psycho-linguistics)의 한 이론을 보도록 하자. 예컨대 그 이론은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언제 

‘잔디가 푸르다’라고 말할 것인가를, 또 정확하게 어느 때에 ‘무언가가 푸르다’라고 말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 준다. 어떤 의미로는 이 이론이 그런 문장들의 발화를 결정하는 인과 

법칙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문장들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해 준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 

보면 그것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장들 사이에는 인과적인 연결이 아니면서도 

가장 중요한 연결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의미의 연결이다. 문장을 이해할 때 

파악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런 연결이며, 그래서 우리가 비록 발언 행위를 지배하는 인과 법칙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문장들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런 

법칙들을 전부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언어적 이해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  

  흔히 말하는 ‘비자연 의미’라는 것과 ‘자연 의미’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이런 논의를 

진전시키는 또 다른 한 방법이 된다.179) 우리는 ‘구름은 비를 의미한다’라는 말에서의 의미의 

뜻과 ‘죤은 비가 올 것이라는 뜻으로 말한다’(means)나 ‘Il va pleuvoir란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에서의 의미의 뜻과는 구별해야 한다. 맨 처음의 것은 ‘자연’ 의미의 

경우이다. 즉 한 형상으로 다른 것을 기대하는 이유인 경우이다. 거기서 우리는 사건들간의 

자연적이고 인과적이며 외재적인 관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름의 언어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유 중에도 가장 생경한 은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참으로 그런 은유는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무엇에건 들어맞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현상이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또 다른 현상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자주 간과하곤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예컨대 표현이 단지 심리 상태의 기호이기 때문에 표정의 언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하려던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기호 개념은 언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말과 그 의미와의 관계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되어진 것이며, 이런 의도는 필연적으로 규약과 규칙의 집합체를 통하여 

실현된다.180) 말과 의미 사이의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전통적인 모든 의미 

이론들을 의심하게 되는데, 그런 이론에서는 상징을 대상에 대한 ‘예기’라고 말하며, 언어적 

이해를 자극과 반응 관계의 세련화된 변형이라고 기술하려 한다.181)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는 

C.W. 모리스가 제시한 언어에 대한 영향력있는 설명과 그것에서 도출되어 나온 많은 건축 

이론들을 깨끗이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182) 그러한 이론은 ‘기호’라는 관념을 일종의 

‘준비’라고 정의하는데, 그것은 곧 의도나 규약, 규칙 따위를 전제할 필요없이 그 기호의 

‘의미’와 어떤 관계에 놓여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숲속에 있는 발자국이 사냥꾼에게 의미를 

띠게 되는 방식과 건물이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의미를 갖게 되는 방식간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한 건축이론가도 있었다.183) 그러나 물론 건물을 그것이 가지는 ‘자연 

의미’를 통해서 다루는 것은 하찮은 짓이 된다. 건물이 자연 기호라는 것―가령 건물이 기능의 

자연 기호라는 것―과 학교를 보면 그 안에서 뭔가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예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도 없으며, 또 그런 사실을 거듭 확인해 보아야 별 중요한 일이 

못된다.  

  우리는 이 언어적 유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건축은 그것이 우연히 그렇든, 본질적으로 

그렇든간에 언어와 비슷한 것일 수도 있다. 건축은 언어를 언어이게 하는 모든 특성, 또는 그 중 

몇몇을 언어와 나누어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언어에서는 없어도 되는 그러한 특성만을 함께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건축은 언어의 본질적 특징 중의 몇몇을 공유하면서도 그것이 

건축이라는 사실 그 자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우연히 그럴 뿐일 수도 있다. 오직 앞의 

경우에 있어서만 우리는 언어적 유추로부터 건축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언어의 속성과 

기능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인가? 우선 한 가지 문제는 예술과 건축에 대한 ‘언어학적’, 

‘의미론적’, ‘기호론적’, ‘구조주의적’ 관점들 모두가 언어의 속성에 대하여 서로 완전히 

다른 가정들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들 모두가 똑같이 그 문제를 결정할 

언어의 어떤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건축과 언어 모두를 포괄하는 상징성의 개념을 제공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런 이론들 중 한 두개를 골라서 고려해 보기 이전에 

우선 이런 유추가 기반을 두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건축을 단지 

‘상징성’이나 ‘의미’의 한 형태로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  



  사실 나는 앞으로 그 중요성이 증명될지도 모를 언어의 두 가지 뚜렷한 특성, 즉 문법과 

의도라는 특성에 대하여 이미 언급했다. 언어적인 발언처럼 개개의 모든 건물은 의도적인 것이며 

또 그런 것으로 보고 이해해야만 한다. 더욱이 진지한 건축은 건축 부분들의 조합과 배분에 대한 

규칙들에 의해서 스스로 규제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규칙의 정확한 의의를 진술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단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바로 똑같은 어려움이 

언어에 있어서의 규약과 규칙의 역할을 이해하려 할 때에도 일어나기 때문이다.  건축과 언어에 

있어서 규칙이란 깨뜨릴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없어도 좋은 것도 아니며, 두 경우 모두 규칙이란 

결과의 의미로움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건축도 일종의 ‘통사론’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전체의 의미로움이 부분들의 결합 방식을 반영하고 그것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건물의 부분들이 서로 맞춰지는 것으로 보인다.  

  알베르티는 전체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는 아무 것도 변화될 수 없는 식으로 부분들이 조직되는 

데에 미가 있는 것으로 묘사했는데,184) 우리는 나중에 이 정의로 되돌아갈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미의 이상을 획득하는 것을 추구했던 고전적 주범 이론(theory of 

Orders)은 거의 피할 수 없이 건축에 대한 문법적 접근으로 되어 버렸다. 르네상스의 거장들은 

주범을 상호 의존하는 구속 조건으로서 인식하였다. 이런 구속 중의 하나를 따르게 되면 

건축가는 그 내적인 논리에 의해 그것 모두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도리아식 

주범의 사용은 수직・수평 치수간의 엄격한 관계를 강요하고 어떤 종류의 엔타블레쳐와 창문 

개구부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한다. 가령 그것은 건축가에게 프리이즈에 트리글리프를 삽입하고, 

주초의 몰딩을 단순하게 하고, 벽면에서 어떤 소박한 둔중함을 세련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등의 

이유를 제공함으로써 장식에서 모든 자의성의 기미를 제거한다. 이런 식으로 주범은 전체 입면의 

설계를 조절하고, 건물의 한 모서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반대 부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문법적 구속을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 어느 한 지점에서의 잘못된 처리도 그 구조물의 

통합성을 손상시킬 수 있고 전체의 상세들을 꿰어내는 의미로움의 줄거리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이다.185) 주범의 영향은 건물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함축되어지는 부분들에까지도 확장된다. 

창문틀이 곧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도리아식일 수도 있고, 평탄한 벽조차 개구부의 리듬과 

부분들의 분할, 드문드문한 몰딩과 마룻대 장식(crest) 등에 의해서 이오니아식의 분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법적 질서의 이상은 고전적 이론에서 가장 명료하게 예증되어지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예에서도 보인다. 가장 비고전적인 양식(르코르뷔제가 그의 주거 단위 

유니테 다비타숑에서 도입한 양식이나 베드포드 파크에서 보이지가 사용한 양식)조차도 곧 알아볼 수 

있는 문법을 소유하고 있기 마련이다. 가장 난폭한 건축가라면 자기 건물에 의의를 주기 위해 

구성 규칙들을 준수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규칙들을 비웃기라도 해야 할지 모른다.  

  물론 주범에는 많은 것이 결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그것들은 다소 엄격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지울리오 로마노와 페루치, 미켈란젤로 등의 매너리즘 건축에서처럼 참담한 결과를 



피하면서 변경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어에 있어서 통사론의 역할을 이해하기 전에는 

이런 식의 유보로써 언어적 유추를 좌절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 그런 이해를 

갖게되면 우리는 통사론을, 우리가 한번 말하기 시작한 것을 어떻게 계속하는가를 제한하는 

일련의 금지 조건과 규칙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이 바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건축의 규칙에 부여하는 역할인 것이다.  

  여기서 보통 ‘기호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모든 사회적 산물의 의미를 해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사고 유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186) 기호학―소쉬르에 의해 제창된 

기호의 일반 과학―은 언어와 몸짓 그리고 예술을 같은 것으로 보는 의미의 관념을 제의하고, 

어떤 인간 현상이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의 이론의 영역에로 끌어들여 해명하려 한다. 이 

학파는 여러 가지 목표와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의미’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위의 믿음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기호학은 언어와 

다른 활동과의 유추에서부터 출발하여 의미의 추구에 있어 그 활동들을 해독하는데 유용한 모든 

다양한 ‘방법’들―프로이트식 분석, 마르크스주의, 구조주의 인류학 등등187)―을 사용한다. 

그러나 기호학의 지적 기반은 그 ‘방법’보다는 간단하고 일반적이며 단순한 2 가지 전제에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모든 인간 행동은 사고나 감정, 의도 따위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종종 행동은 (꿈에서처럼) 그 주체가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감정들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기호학자들을 즐겁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들의 ‘과학’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의미란 ‘기호’를 사용하고 관찰하는 

사람조차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이라고 그들이 믿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둘째로, 인간의 표현 양상은 어떤 ‘구조’―언어에서도 역시 나타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188) 우리의 당면한 문제와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조주의적’ 주장이며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것부터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령 (이런 점에서는 소쉬르를 따르는) 바르트189) 에 의하면 문장은 ‘결합체들’(syntagms)로 

구성된 ‘체계’(system)라고 한다. 결합체란 그 체계를 파괴하지 않고―문장을 그 언어의 

화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 것으로 만들지 않고―서로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용어들의 

부류이다. 예를 들면 ‘죤은 메리를 사랑한다’(John love Mary)라는 문장에서 ‘사랑한다’(loves)는 

‘미워한다’(hates)나 ‘먹는다’(eats)로 바꿔질 수 있으나, ‘만약’(if)이나 ‘…라고 

생각한다’(thinks that), '수영한다’(swims)로는 바꿔질 수 없다. 즉 그는 어떤 ‘통사론적 

범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유사한 구조가 다른 인간 행위에서도 인지되어질 수 있음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가령 건축에서는 아치가 (그 양식에 따라서) 같은 종류의 또 다른 

아치나 마지막 벽기둥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서로 맞지 않는 크기나 양식을 갖는 아치나 

잘린 기둥에로 이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실에서 뤼 드 리볼리의 통사론적 옳음과 

엘리펀트 앤드 캐슬에서의 의미 없는 뒤죽박죽의 개발이 비교된다.) 혹은 바르트가 《기호학 



원리》(Elements of Semiology)에서 탐구한 메뉴라는 또 다른 경우를 보도록 하자. 어떤 사람은 

음식을 다음과 같이 주문할 수가 있을 것이다. 베네딕트식 달걀 다음에 얇게 썬 스테이크, 그 

다음에 럼 바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이다. 그러나 서구 사회에서 같은 음식과 

거꾸로 된 순서는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건축에도 이것과 비견할 만한 경우가 있다. 가령 

주초와 주두가 뒤바뀌어진 기둥이나 기단이 있어야 할 곳에 프리이즈가 놓여진 경우의 

‘받아들일 수 없음’을 생각해 보라. 건축이 전문화되고 복합적인 활동이고, 규칙을 어기는 일이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으며 또 그 규칙 자체가 어느 정도 혼합적인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주범의 ‘혼합’을 받아들일 수 있고 성 유스타슈 성당(그림 3, p.23)에서처럼 고전과 고딕의 

혼합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평가가 원리에 어긋난다거나 절제되지 않은 

설계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종종 우리가 메뉴에 적용했던 ‘받아들일 수 없음’이라는 것과 

그다지 틀리지 않는 관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딕 아치에 있는 고전주의 창틀(이를테면 웹의 

건축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려 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메뉴의 경우로부터 일반화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현학적인 움베르토 

에코에서부터 《콘쳅트》(Konzept)와《텔켈》(Tel Quel)의 과열된 기고자들에 이르기까지, 건축 

기호학의 저술가들은 분명히 이 경우들을 구분할 수 있는 명백하고 일관성있는 어떠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했다.190) 

  각 요리가 어떤 ‘통사론적 통일체’에 속하듯이―그것은 어떤 요리에 의해서는 대체될 수 

있지만 다른 것에 의해서는 그럴 수 없다―건축 부분들도 또한 그러하다. 스테이크와 얇은 감자 

튀김은 햄샐러드로 대체될 수 있지만 토케이 포도주 한잔에 의해서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오니아식 주두를 그 변형중의 

하나로 바꾸는 것은(가령 그림 59 에서 볼 수 있는 바사로에로부터의 변형이나 혹은 심지어 미켈란제로가 

콘세르바토리 궁에서 사용한 것까지도) 문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것을 도리아식이나 고딕의 

주두로 바꾸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그렇다고 이것이 음식이나 술에 있어서 기이한 행동이 있을 

수 있으며, 화려한 화법이나 되는 대로의 화법도 가능하듯이, 건축에서는 기이한 

행위(eccentricity)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기호학자들은 이제 그들의 결론에로 

달려간다. 메뉴는 일종의 언어이며 건축도 언어의 일종이다. 그러한 모든 활동은 문장이 의미를 

가지는 식으로 ‘의미’를 가지며 그 의미는 규약을 아는 사람에 의해서 간단하게 ‘해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물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메뉴나 고전주의의 관용어(idiom)에서 

관찰되는 ‘구조’란 의미론적 취지(semantic import)를 갖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후 관계가 

있고 ‘옳다’거나 ‘그르다’고 판단될 수 있는 활동이라면 모두 이런 구조를 보여줄 

것이다.(이것은 필연적인 진리일 뿐이다.) 구조는 규칙과 등가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에서 무슨 결과가 나오는가? 메뉴에 대한 바르트의 실제 해석을 보도록 하자. 그는 



스테이크와 얇은 감자 튀김이 ‘프랑스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91) (도리아식 기둥이 

‘남성적인 힘’을 ‘의미’하듯이.) 그러면 가령 베네딕트의 달걀의 ‘의미’는 ‘로마 

카톨릭’이고 럼 바바의 의미는 ‘관능’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전체 체계의 의미는 

무엇인가? 프랑스식 가톨릭이 관능과 양립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프랑스적인 것이 

가톨릭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아니면 관능적인 것이 그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우리의 체계가 구조는 가지고 있지만 아무런 문법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해 볼 도리가 없다. 부분들의 의미가 어떻게 전체의 의미를 결정하는가를 보여주려면 문법이 

필요하다. ‘통사론 구조’란―규칙에 의한 전후 관계에서 나오는 사소한 결과이므로―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보여주는 것이 없는 것이다.  

  사실 언어적 의미와 비언어적 의미의 사이에는 지금까지 기호학으로는 기술해낼 수 없음이 

분명해진 깊은 차이가 있다. 이런 무능력이 바로 기호의 일반 과학을 제공하려는 시도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가령 ‘인정될 수 있다’ (acceptable)는 

단어의 쓰임새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 문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경우의 뜻은 메뉴나 건축의 

구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경우의 뜻과 다르다. 이들 각 경우 모두에 부분들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백한 규약이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죤은 메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될 수 있는 문장이며, 또 그것은 

참이거나 거짓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를 가진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죤은 만약에 

메리’ 같은 ‘인정될 수 없는’ 문장과 비교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에서의 인정 

가능성은 진리의 가능성과 연결되며 또한 진리와의 관계를 보여주지 않는 언어 의미의 설명이란 

있을 수가 없다.192) 그럼에도 기호학이 무시하는 것이 바로 그 관계이며 나아가 기호학이 

언어에서 예술과 건축에 이르기까지 ‘의미’의 개념을 일반화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관계를 

무시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은 그의 태도를 무수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언어를 사용할 때는 참말과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그의 행동에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것은 단지 그의 내적 상태에만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상응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언어에 현실 ‘관련성’(aboutness)을 주고, 사람들이 그들의 공동 세계에 관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 의사 소통 형식이라는 본질을 언어에 주게 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철학자들이 ‘문법적’ 구조라는 관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진리의 개념을 

통해서였다. 언어가 다른 것과 구분되는 것은 단지 그 진리와의 관계가 아니라 언어의 통사론이 

그 관계에서 도출된다는 사실인 것이다. 한 문장의 진위는 문장 속의 각 낱말들이 

실제로(무언가를) 지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또한 문법의 규칙들을 통하여 우리는 낱말들의 

지시체로부터 그 문장의 진리 조건을 도출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프레게193)가 맨 처음 행한 

이런 관찰이 그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이해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중요함이 입증되었다. 

이를 통해, 어떻게 문장의 부분들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문장의 진리 조건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만일 한 사람이 문장의 진리 조건을 안다면 그는 그 

문장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아는 것이 된다. 이러한 

진리 이론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 문장의 의미가 부분들의 의미로부터 도출되는가를 말해 

주기 때문에 참된 문법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194) 그러므로 그것은 부분들로의 그러한 직관적 

분할을 정당화해 주며 부분들이 어떻게 서로 끼워 맞춰지는가를 보여준다. 통사론은 이제 

의미론을 다루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메뉴를 어어 현상으로 간주할 수 없는 

이유이다. 거기서 ‘통사론’을 말하는 것은 은유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기호학자들이 

정처 없이 관심을 쏟고 있는 의복이나 음식 그리고 기타 다른 현상들에도 통사론이란 있을 수 

없다.(왜냐하면 진리 이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호학자들이 관심을 건축의 연구에 돌렸다는 

사실195) 때문에 그들이 건축의 의미에 대해 무엇인가 말해줄 것이 있으리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개관한 프레게의 이론이 옳다면 (그것은 지금 널리 인정을 받고 있다) 

기호학이라는 ‘과학’ 전체가 오류 위에 서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는 건축 ‘통사론’에 대해 이야기할 권리를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통사론이 의미론과 연결되기 전에는―즉 차근차근 의미의 설명에 조명이 주어지기 전에는 

―통사론은 의도적인 규칙성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고 만다. 달리 말해서 그것은 참된 문법을 

내포하지 않으며 형식의 이해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아마 건축의 

참된 의미론을 후원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가령 에코는 영향력 있는 한 책에서 위의 

이름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제시하려 했다.196) 그는 죤 스튜어트 밀로부터 

‘외연’(denotation)과 ‘내포’(connotation)라는 용어를 차용하여―대충 한 낱말은 어떤 대상이나 

대상의 부류(class)를 외연하고 어떤 관념이나 의미를 내포한다―모든 건축적 형식은 기능을 

외연하는 동시에 관념을 내포한다고 결론짓는다. 여기에서 진리에 대하여 말하려는 시도는 

없으며 따라서 외연 개념은 독립적으로 분석되고 있다.197) 이런 관점에서 건축을 이해하는 것은 

건축 기호가 짜 넣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특히 건축 기호가 내포하는 관념과 그것이 

외연하는 기능―을 복귀시키는 일이 된다.(에코에 의하면 고딕 양상은 그 용도에 따라 여러 기능을 

나타내기는 하겠지만 종교성이라는 단일 관념을 내포한다고 한다.198)) 어떤 기능을 외연한다는 것은 어떤 

기능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다. 어떤 기능을 외연하는 것은 그것을 ‘전갈’(message)로서 명료하게 

하는 것이며 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공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외연은 상징적 

관계의 한 형태이다. 여기에서 어떤 건물은(러스킨이 맹렬하게 비난한199) 루앙에 있는 성 우앙 성당의 

방추형 부벽처럼) 소유하고 있지 않는 기능을 나타낼 수도 있고,(실제로는 배수관 구실을 하는 RAC 클럽의 

기둥처럼) 외연하지 않는 기능을 소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회의를 가져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용어들―‘외연’과 ‘내포’―을 쓰고 있다고 해서 꼭 필연적으로 그 용어들의 적용에 관한 

어떤 이론을 개입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비상징적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대상에 의해 ‘암시’되는 의의, 즉 자연 의미라는 관념을 넘어 실제로 진전을 이루고 있는가 

여부를 묻는 것은 적절한 일이다. 우리가 논의해온 예들은 인과 관계를 포함하고 있었다. 자연적 

‘상징’은 그 원인이나 효과를 암시하고 따라서 그것을 ‘나타내게’ 된다. 또 모든 대상이 

그러한 하나의 ‘자연 상징’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데에는 굳이 보들레르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건물과 기능의 관계는 인과 관계가 아니라 목적론적 관계이다. 건물의 기능은 

원인도 결과도 아니며 목적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목적을 암시해야만 한다는 것은 

여전히 자연적인 특징이며 ‘언어적인’ 특징이 아니다. 자연 속에는 이러한 목적론적 

‘의미’의 예들이 많이 있다. 담쟁이 넝쿨의 나선이 상향성을 암시하듯 물고기의 지느러미 

움직임이 방향을 정한다는 목적을 암시한다. 이런 것들은―일단 대상과 목적간의 관계가 

이해되고 나면―더 이상 파악될 것이 없으며, 그리고 상징적 성질을 갖는 어떤 것도 더 이상 

없다는 이유에서 비언어적 의미의 예들이다. 물고기의 지느러미 또한 그것의 기능에 관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라든가, ‘전갈’을 전달하고 ‘상징’으로서 작용한다는 시사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자연 대상조차도 (오징어에 달려 있는 검은 색의 머리가 시각의 관념을 암시하긴 

하지만 아무런 시각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듯이) 그것이 갖고 있지 않는 기능을 암시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에코가 제안한 의미론적 용어를 도입하려 한다면 좀더 논의를 

진행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금 의미론과 통사론의 구조 개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정상적으로, 내가―가령 

‘죤’이라는―한 낱말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거나 외연한다고 말할 때, 나는 그 낱말이 그것이 

나타내는 것(죤이라는 사람)을 ‘예상’하거나 ‘암시’한다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는 

그 낱말이 죤과 아주 밀착되어 있어 그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에 관하여 참거나 거짓일 수 있는 

사물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그 낱말은 죤을 언어로써 

표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의 완전한 지시 행위에 참여하면서 주로 진리인 것을 

말하려는 목표를 갖기 때문에 죤을 나타내는(stand for) 것이다. 이것이 프레게와 같은 사상가들이 

문장의 진리 구조에 대해 각 낱말들이 어떻게 기여하는가의 관점에서 지시 관계를 보려고 한 

이유이다. 프레게는 나아가 어떤 단어가 지시체를 가지는 것은 오직 문장의 맥락 내에서 

만이라고 주장한다. 무엇인가가 말해지기 전에는 아무 것도 지시될 수 없다.200) 그러한 관점에 

동조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것은 언어적 의미나 비언어적 의미와의 구분에 대한 진지한 설명에, 

즉 언어적 의미와 비언어적 의미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데에 왜 서로 다른 능력들이 발휘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설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한 낱말의 지시체를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아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는데 근본적인 것이 된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관점에 의하면, 그것은 그 

용어가 쓰여진 어떤 문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아는 데에 일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지시체 이론이 어떻게 이해의 이론도 되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지시체와 진리의 체계적인 연결인 것이다. 적절한 지시체 이론은 어떻게 한 인간이 각 



낱말뿐만이 아니라 그가 듣고 발언하는 것의 전체성을 이해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줄 

것이다.  

  이런 관점에 의하면 의미론 적 구조―지시체에서 진리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곳에서 

외연이나 지시체 등을 논하는 것은 분명 익살과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이 된다. 에코에 의하면 

아치의 외연은 지지 기능이라고 한다. 그러나 완성된 건물이나 회랑이 이 기능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면 우리는 ‘외연’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며, 왜 ‘외연’을 이해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언어적 유추의 유일한 이점은 그것이 건물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시사했다는 것이었다. 에코의 ‘외연’은 아직 그러한 의의를 

획득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그 점에 주목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무시해 버리는 사람들도 아무런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형식이 어떤 기능을 암시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것은 또한 에코가 뜻하는 

바의 외연을 가질 수도 있다. (거의 모든 것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외연’과 ‘내포’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난 후에라야 흥미로운 것이 될 수 있다. 언어의 

경우에는 외연의 외관상의 불가사의함이 지시체와 진리간의―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것과(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연결에 의해 상쇄된다. 그러한 연결을 

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외연’ 개념은 거의 지적 공백―개념 없는 

단어―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건물이 기능을 외연한다고 주장될 때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리고 단지 건축 형식들의 사이버 통사론적 성격 때문에 

언어학적 용어로 그 관계를 기술한다는 것은 혼동을 드러내 줄 뿐이다. 

  그러나 독자 여러분은 언어적 유추에 무엇인가가 남아 있다고 느낄 것이다. 결국―우리가 

기술했던 식의―자연 의미와 언어적 의미의 사이에 놓여 있는 무엇인가가, 즉 후자의 구조는 

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과 비슷하게 의도와 규약, 그리고 ‘의의’를 표현하는 

무엇인가가 있음직도 한 것이다. 지시체도 주장도 진리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기호’나 

‘상징’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는 상징성의 다른 형태들이 있으며 예술은 

그것들의 중요한 저장소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자면 우선 우리는 이런 

언어적 유추를 그럴 듯하게 만들었던 건축의 언어와의 유사점들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아마 그러한 것들 중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건축에 있어서의 규약과 규칙의 우위성일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규칙의 준수가 아니라―왜냐하면 이런 준수는 자격 제한을 받고 있으며, 또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다―우리가 건축적 의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 이 규칙이 

가지는 명백한 관련성이다. 가령 한 예로서, 가장 비난받는 (그리고 대개는 부당하게 비난받는) 



건축의 장르인 에드웨드 왕조 바로크가 명백히 나타나 있는 노면 쇼 설계의 피카딜리 

호텔(1905～1906, 그림 54)의 입면을 보도록 하자.  

그림 54  R. 노먼 쇼 : 피카딜리 호텔 입면, 런던 

 

거기에서 우리는 한때 근대 건물의 입면의 상세에 적합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존중받으면서 

이해되고 다루어졌던 전통으로부터 도매금으로 끌어온 상세들을 발견 할 수 있다. 혹자는 그 

건물의 잘못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어휘의 잘못은 아니라고 할지도 모른다. 여기서 기둥과 

코니스 몰딩, 창틀 그리고 뚫린 구멍 등은 모두 동일한 고전 ‘언어’를 연장한 것들로부터 

도출된 것이며 도 그렇게 조합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결합된 

방식에 무엇인가가 잘못이 있다. 상세들은 통제되지 않는 상태로 있다. 그것들을 서로 어울려지게 

하는 전체적인 개념이 없으며 상세의 존재 이유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림 55  안드레아 파라디오 : 일 레덴토레 성당의 간막이, 베니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규칙에 대한 불복종을 거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피카딜리 호텔의 

열주면은 아무 것도 가려 주고있지 않으며 지지하는 것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도 없이 크기만 

너무 거대하여 건물의 다른 어디에서도 공명을 얻지 못하면서, 구조에 부적절하고 나머지 부분과 

무관하게 우연히 덧붙여진 단순한 무용지물로서 서 있다. 전체 입면은 통사론적으로 

뒤죽박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것을 이 레덴토레 성당(그림 55)의 안드레아 

팔라디오가 설계한 아름다운 구성과 비교할 수도 있다. 거기에서는 성가대석의 평신도의 자리와 

수도사들의 자리를 구분하는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간막이가 교회 전체 속에 정립된 질서를 

이어받고 잇는 듯하며, 회중석의 모든 상세들을 통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구성 법칙을 따르고 

있다. 반면에 에드워드 바로크의 예에서는 고전적인 지시체가 괴기해져 버렸다. 전체로서의 

건물이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의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상세가 무질서하며 

건물의 이해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56  안드레아 팔라디오 : 발마라나 궁, 비센차 

 

  이제 규칙으로부터의 의미있는(significant) 이탈―미리 정립된 어떤 질서의 존재가 요구되는 

이탈―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성찰해 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방식의 

언어학이나 의미론의 이론으로써는 옹호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림 57  안드레아 팔라디오 : 발마라마 궁, 《건축 45 서》의 1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든 진지한 건축 경험의 중심에 존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건축의 ‘언어’가 통사론이라고 불릴 만한 것과 어느 정도 근사하며 



또 얼마나 먼 것인가를 알게 된다. 그러면 그 한 예로 팔라디오의 가장 훌륭한 비센차 주택 중의 

하나인 발마라나 궁을 보도록 하자(그림 56, 57). 그 우아하고 힘차게 질서지워진 입면에서 우리는 

규칙으로부터의 놀랄 만한 이탈(윌리엄 체임버스 경을 깜짝 놀라게 한 이탈201))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강건했던 시기의 미켈란젤로를 생각나게 하는 입면의 거창한 주범은, 보통 강력함의 효과가 가장 

요구되어지는 곳인 모퉁이에서 빈약한 벽기둥과 무력한 남상주(Atlantides)의 해학적인 결합으로 대체되고, 한 

지점에서는 엔타블레쳐를 뚫는 정도로까지 개구부의 크기와 위치를 변경하면서 돌변하고 있다. 그 효과는 

부조화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활기차고 즐거우며 당당한 그 궁과 양옆의 보다 겸허한 

건축과의 예기치 않은 조화를 획득하고 있다. 만일 그 궁이 규칙에 따른 질서 감각의 인상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규칙으로부터의 이런 이탈에 감명 받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이탈로부터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속된 자기 주장이 전혀 없고 이웃의 편의에 대해 귀 기울일 줄 아는 교양의 의미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뽑아내지도 못할 것이다. 이 이탈은 그것과 비교되는 질서 때문에 의미 롭게 된다. 

그러한 ‘자유로운 몸짓’이 표현 의도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규칙과 규약의 맥락 내에서인 

것이다. 

  이러한 예는 결코 유별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런 것은 서양 건축사 전체를 

통하여 전형을 이루고 있다. 건축가는 항상 규칙의 탐구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아 온 한편 그 

규칙으로부터 이탈하는 규칙도 발견해 왔다. 그 규칙들이 재 적립되던 순간부터 고전적 주범은 

융통성 없는 법칙들의 체계로서보다는 실험을 돋보이게 하는 것으로서 작용했으며, 건물의 

완벽함이 질서와 규칙의 확고한 준수를 반영하는 건물들이 계속되어 왔지만 그러한 완벽함이 

표현적 이탈에 의한 완벽함과 다른 종류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브라만테의 템피에토와 

미케란젤로의 로렌초 도서관의 현관은, 후자가 전자가 따르고 있는 규칙을 깨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아름답다. 그리고 그렇게 규칙 이탈을 드러내고 

있음으로써 완벽성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 형태의 의미로움은 단지 규칙의 준수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 같으며, 언어적 

유추에 의하면 이러한 규칙의 중요성이 잘못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너리스트들의 예에 의해 암시되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이 언어적 유추에 남아 있다. 

우리가 발마라나 궁의 입면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일종의 ‘의미로움’은 꼭 건축 구성의 

전체뿐만이 아니라 부분들에도 소속되는 성질이라는 것과, 부분과 전체 그리고 전체와 부분 

사이에는 언어에서 볼 수 있는 의미론적 의존과 다를 것 없는 의미의 의존 관계가 종종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건축에서의 중요한 오류 중의 하나가 우리가 이미 

피카디리 호텔에서 보았듯이, 상세들이 함축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의적인 방법으로 결합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함으로써 구성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오류인 것이다. 상세 자체가 조직 구성의 

가능성을 부과한다. 이것은 가령 바로크와 같이 장식 부분이 풍부하고 장식의 복잡한 역사로부터 

발생한 양식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장식이 없는 건축적 근대주의의 결과들에까지도 

적용된다. 초기 바우하우스 언어의 상세들―세심한 벽돌 작업, 유리로 둘러싸인 모서리, 군더더기 



없는 가장자리, 콘크리트 돌림띠, 둥그런 문설주 등-―은 이제 충분히 친숙해졌다. 그러나 그런 

상세가 구성 감각을 가지고 구사되는 예가 얼마나 드물며, 그로피우스와 그의 초기 동료들이 

주장했던 가장 간소하면서도 효과적인 문법이 얼마나 자주 무시된 채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로피우스에게 있어 장식의 거부란 하나의 양식적 원리이자 장식의 한 형식이었으며, 

그로피우스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축가들 자신의 예술 원리를 파괴하려는 최초의 

심각한 시도라고 볼 수 있는 비문법적 반건축과는 거의 무관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는 건물의 질을 건물의 상세 작업과 분리하는 것은 정녕 불가능하며, 잘못 

만들어진 상세로 된 구성이 아무리 정교하게 짜여진다고 해도 상세가 적절하게 구사된 동일한 

구성과 비교해 볼 때 당연히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피상적인 분석에 의하면 

베니스에 있는 그리마니 궁 같은 건물의 입면에 부여되는 것과 꼭 같은 종류의 의미로움이 

길버트 스코트의 성 판크라스 철도역 입면에도 부여될 것이라고 시사될지도 모른다. 그 두 경우 

모두 정립된 리듬과 부분들의 결합들에서 준수된 규약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 그 각각의 성공은 

구성의 성공이기도 하다. 그러나 길버트 스코트의 건물의 조야한 상세 작업―기계로 만든 둔탁한 

성질―은 입면의 구성이 부분들의 공허를 전체로 옮길 뿐임을 의미한다는 논박이 가능하다. 

고전주의에 대해 참된 근대적 등가물을 제공한다고 코르뷔제 양식을 옹호하는 주장들에 우리가 

의심을 품어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규칙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주거 단위(Unite)의 

반복성은 오직 상세 그 자체가 그 양식 속의 살아 있는 부분들로 될 때에만 건축 양식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은 그 상세들이 형을 떠서 만든 것들의 치기 어리고 우둔한 성질을 버리고 인간 

행위의 분절을 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마니 궁의 조용한 조화와 즐겁고 

편안한 성격은 상세의 생기있는 의미로움이 구조적 ‘문법’의 운용에 의해서 전체 입면에 

퍼진다는 바로 그 사실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분과 전체가 상호 의존하며 ‘의의’가 그런 관계의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 

건축이 언어와 유사한 유일한 특징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다루려 하고 건축의 의미에 대해 어떤 

분석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진 이론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러스킨과 

비올레-르-뒥을 건축에 관한 저술가들 중에서 특별한 위치에 두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표명한 목적은 어떻게 건물의 의미가 부분들의 이해로부터 발생하고 또 그것에 

의존하는가를 보여주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축적 ‘문법’에 대한 동일한 의식이 

퓨진에게 작용하여 (비올레-르-뒥처럼) 고딕 복고의 관념에 기능주의적 전환을 가져오는 시도를 

하게 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의 타당한 상세라는 관념에 도달하려는 것이었으며 개별 건축 

부분들이 갖는 함축 의미를 결정하는 어떤 방법을 추구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저술가의 비평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곧 논의되고 있는 것이 언어가 아니라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퓨진은 감정적이고 담화적인 연상, 즉 컬로덴(Culloden)의 연상이 

무대를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식으로, 건물의 지각보다 당연히 오래 



지속되는 연상 내에서 유일하게 미적 가치가 발견된다는 견해에 반발하였다.25) 퓨진은 그러한 

연상은 결코 건축가의 지침으로서나 진지한 취미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애써 

지적하였으며 (우리가 보았듯이)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양식을 창조하는 것은 취미 

기준을 필요로 하며 양식이 존재하고 나서야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연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퓨진은, 타당한 상세는 고딕 아치나 첨탑처럼 어떤 하중을 지지하거나 만들어내는 

구조적으로 의의 있는 상세라고 주장하여 그 자신의 견해를 기능주의적 용어로 표현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통찰은 그것과는 별개의 것이다. 그것은 부분들이 서로 어울리고 전체의 개념에 

의해 지배되는 건축 ‘문법’의 감각 없이는 어떠한 양식도 있을 수 없다는 통찰이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언어적 유추를 떠나야만 한다. 왜냐하면 ‘양식’이란 ‘통사론’의 질서가 아닌 

어떤 질서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양식은 ‘통사론’이 적용될 수 없는 곳에 조화를 

창조한다. 불완전한 문장은 무의미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사론은 온전한 것에만 의미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통사론은 의미론의 노예이다. 의미론적으로 온전한 것에서만 통사론적 

통일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건물은 양식적 통일성과 거기서 도출되는 

모든 의미를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다. 가령 초기 르네상스의 위대한 양식적 업적 중의 하나를 

대표하는 알베르티의 루첼라이 궁의 입면은 그것이 미완성의 상태에 있어도 무의미하지 않다. 

그것이 경탄을 받는 질서와 평온함은 완성되지 않은 그 단편들 속에 있다. 만일 양식적 규칙성이 

하나의 ‘통사론’의 형식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입면을 건축적 횡설수설로 보고 머리 

속에서 지워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양식은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건축가로 하여금 자신이 결코 터무니없는 것을 만들게 되지는 않으리라는 확신 

속에서(벽면에 간벽을 덧붙여 가듯이) 부분에 부분을 계속 더해 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순수하게 가법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다. 그 한 예로서 피터버러 성당(그림 58)의 서측 입면을 

가로지르고 있는 고딕 트레서리의 연속을 보도록 하자.  

그림 58  피터버러 대성당, 서측 입면 

 

그것을 통사론 규칙의 국면 아래서 보는 것이 아무리 곤란하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입면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트레이서리는 서로 대조되는 모양과(제일 바깥쪽에 있는 쉘의 구성 외에는) 

그것에 의해서 성취되는 성공적인 구성이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양식적 

제한을 따름으로써 성공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그 결과는―적어도 발마라나 궁 

식으로는―‘의미롭지’ 않다. 그러나 또한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건축가가 직면해야만 했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양식적 통일성이 도출되었다는 

것뿐이다. 

  언급할 만한 또 다른 점은 언어를 결합하는 일과 양식을 결합하는 일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양식의 결합이란 여러 가지 양식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 



창조적인 노력이다. 만일 내가 불어와 영어를 알고 있다면 나는 별 어려움 없이 영어로 시작한 

것을 불어로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의 의미는 자동적으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겨질 것이다.(만일 이것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중세 문학의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는가를 

추측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바로크 양식 속에서 고딕 건물을 계속한다는 것은 

하나의 업적에 속하는 것이다. 니콜라스 혹스무어는 웨스트민스터 대수도원의 서측 종탑에서 

그렇게 하는데 성공했으나 거기에서조차도 종탑은 성당의 장축상의 운동이 결말지어진 

통합이라기보다는 성당과 떨어져 있는 부속물로서 보여질 수 있다. 그리고 자의식적으로 

‘혼합된’ 언어('A celuy que pluys eyme en mounde, Of all tho that I have founde, Carissima…'처럼 2 개 국어 

이상으로 쓰여진 시의 예)와 자의식적으로 ‘혼합된’ 건축 양식간에 존재하는 매우 큰 차이점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애쉬몰리언 박물관에서 코커렐은 로마식의 반원주와 그리스의 주두, 

팔라디오풍의 창, 비뇰라풍의 코니스, 그리식의 뇌운과 몰딩, 바로크식의 박공, 그리고 

미켈란젤로풍의 창틀 등을 그 자신의 수많은 독창적인 고안물과 함께 결합하여 영국의 건물 중 

가장 조화스러운 것의 하나를 만들어내었다. 이 주목할 만한 양식적 업적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확실히 그것은 질서와 발전과 의미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언어적 

발언의 의미로움도 아니고 통사론적 규칙의 질서도 아니다. 이 건축가가 적용하는 각각의 규칙은 

모두 수정되거나 아니면 불복종하기 위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솟아오르고 

있으며 각 상세는 그 설계 개념의 활기찬 평온함을 강조하는 데 종사하고 있다.(그림 59) 

그림 59  C.R. 코커렐 : 애쉬몰리언 박물관, 옥스퍼드, 정면 장식 

 

  이러한 예는 모든 예술 활동(건축을 포함해서)이 일상적인 언어 행위와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가를 보여준다. 강한 유행이 되어 버린 예술에 대한 의미론과 기호학 이론의 동기 중에는 

모든 예술이 함께 설명될 수 있는 단일 개념이나 일련의 개념들을 발견하려는 욕망이 깔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기호학적 설명이 특히 유효할 것 같은…문학의 경우에 있어서조차도 ‘미적’ 

가치와 의미가 의미론적 용어로 기술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스럽다. 문학에서조차도 미적 

의미는 ‘적확하고’ ‘적절한’ 세부의 발견에 의존한다는 것이 최근의 분석에서 밝혀졌으며,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적확함의 개념을 의미론적 규칙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시인의 

능력은 여러 단어들이 동일한 의미론적 속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능력, 예컨대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처럼 without 란 단어 대신에 sans 라는 단어를 

골라내는 능력인 것이다. 그것은 프레게가 말하였듯이 같은 의미를 가지나 서로 다른 어조를 

띠는 단어들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내는 능력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조’를 어떤 의미론적 

범주와 동화시킬 수는 없다. 한 단어는 그 용도와 그것을 지배하는 규칙들의 결과로서 그 어조를 

획득한다. 그러므로 어조는 규칙에 종속하는 것일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문학에 있어서조차도 문체와 언어 능력을 구분해야만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문체는 모방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의 미적 업적이며 언어 사용자의 창조력과 

무관하게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문체는 언어를 배우는 데 포함되는 교육과는 

매우 다른 교육에 의해서 학습된다. 그리고 건축의 경우에 있어서 양식은 번역이나 사전의 도움 

없이 시각적으로 획득된다. 아마 건축이 하나의 언어라는 이론에서 가장 기이한 일은 건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부정하는 경향일 것이다.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그들은 ‘의미론적 구조’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적인 것이 아니면서 막연히 ‘상징성’이라고 불리어지는 것들의 형식이 있다. 

가령 교통 표지판이나 문장(紋章)같은 부호화된 기호를 보도록 하자. 그러한 형식들은 오직 

부분적인 문법과 세계에 대한 부분적인 ‘지시체’만을 나타낼 뿐이다. 기호의 일반 과학이 

이것들을 포함할 정도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부호와 언어를 구별하는 이론을 

제공하지 않는 한은 적어도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호들은 일종의 상징적 기능을 

가진다. 그것들은 무언가를 ‘나타내고’ 그렇게 해서 관찰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한다. 

게다가 문법도 나타내 보여주지 않고 확정적인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상징성의 형식들이라고 생각하려는 상징적 ‘발언’의 형식들도 있다. 

그러나 오직 언어적 유추를 무시할 때에만 우리는 이러한 상징성의 형식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에서 보아왔듯이 그것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유추이며 우리가 그것을 적용함으로써 

건축에 하나의 빛을 던져볼 수 있게 해줄 어떠한 이론적 통찰도 갖고 있지 않다. 이제 그러면 

‘기호의 일반 과학’이라는 식의 가설은 버리고 이러한 ‘상징성’의 다른 형태들을 탐구해 

보자. 

 

8  

표현과 추상 

 

  건축이 언어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내가 앞에서 주장해 왔던 것들은, 재현적 매체인 회화와 

표현적 매체인 음악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가 있을 것이다.202) 그러나 ‘재현’(representation)과 

‘표현’(expression)은―적어도 우리가 그 용어의 의미를 넓게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한편으로는 상징의 양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참으로 우리는 재현과 표현을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상징성’이라는 것을 일반화시켜 얘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아나가 우리는 그 두 가지 성질들이 각각 건축에 속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내야 할 것이다. 



  건축은 ‘추상’ 예술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말은 시라든가 픽션 또는 회화와 같은 

‘재현적인’ 예술들과 어떤 대조를 이룬다는 뜻을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무엇이 대조가 

되는 것일까? 우리는《미들마치》(Middlemarch)와 《풀밭 위의 식사》(Le Dejeuner sur I'Herbe) 같은 

작품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둔주곡 예술》(The Art of Fugue)과 몽드리앙의 추상 작품 사이에 

뭔가 차이가 있음을 안다.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중대한 차이인 것이다. 그러나 그 차이점을 

정밀하게 기술한다는 것은 곤란한 것임이 밝혀졌으며,203) 그 이유의 일부분은 철학자들이 여러 

다양한 양상의 재현들 사이에 있는 공통점보다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왔던 데에 

있다.(특기할 만한 예외는 넬슨 굿맨인데, 그는 재현의 공통 특성을 ‘외연’으로 보고 있으며 그것은 

일종의 지시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언어의 상징과 예술의 상징 전체를 포괄하여 지시 개념을 

일반화함으로써, 그는 나의 반론의 대상이 되었던 입장, 즉 언어의 뜻에는 모든 예술을 언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뜻도 있다는 견해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굿맨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은 지시라는 관념을 너무 일반화시켜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데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204) 

  아주 간단히 말해서 재현적인 예술 작품은 하나의 주제에 대한 사유를 표현한다. 여기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대략 현대 논리학자들이 뜻하는 바의 것이다. 즉 그것은 한 서술문의 

내용이며 참일 수도 있고 또는 거짓일 수도 있는 것이다.205) 물론 미적 판단에 있어서의 우리의 

관심이 언제나 그런 식의 사유의 진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재현이 성립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진리’와의 관계―사유를 규정해 주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리어왕》(King Lear)에 대한 나의 관심이 일어나도록 해줄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그리고 그 관심의 이유를 제공해 주는 여러 생각들 중에는 리어왕에 

대한 생각들이 있다. 이러한 생각들은 그 연극에 의해서 상호 소통되는 것이며 또한 그 극을 

이해하는 사람들 모두가 공유하는 재산인 것이다. 회화의 감상에 있어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가장 간단하게 묘사된 것, 예를 들어 식탁보 위에 있는 사과 그림조차도 그것을 감상하는데는 그 

그림을 지칭하지 않고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뚜렷한 생각들에 의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여기에 사과가 하나 있다. 그 사과는 식탁보 위에 놓여 있다. 그 식탁보는 바둑판 무늬가 나 

있고 모서리가 접혀 잇다.’ 등등. 물론 하나의 그림 속에는 그렇게 번역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 말로 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더 나을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다. 또 재현과 표현 사이의 

구분을 해나가려는 나의 의도도 부분적으로는 그 두 가지 내용을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다. 내가 

정의하려는 식으로 한다면, 재현이란 본질적으로 명제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이런 정의는 물론 

규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곧 밝혀질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무엇을 재현하고 

있는가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또 그 주제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약간은 알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의 재현적인 예술 작품을 이해하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불완전한 것이어도 상관은 없지만 부적절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마사치오의 

《성전세》(Tribute Money)라는 작품을 복음서의 그 장면에 대한 재현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재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소한 그 프레스코화가 어떤 

몸짓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린 것인 줄은 알아야 한다. 우리가 그 프레스코화를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면―예를 들어 단지 색채와 선을 추상적으로 배열한 것으로 밖에는 감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 하자―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점은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건축이 재현적 예술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건축의 본질적인 

성질이나 구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며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어진 하나의 건물이 무언가의 

모양을―성 십자가라든가 혹은 좀더 세속적으로 햄버거 같은 것의 모양을―모사(copy)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재현과 모방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바로 이 ‘모사’ 행위가 어떻게 우리의 건축적 이해에 대해 영향을 주어야 하는가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우리가 건물을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왜냐하면 경험과 

관계를 보여주지 않는 한 미적 이해라는 관념은 결코 적절히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라파엘의 성 죠지(그림 60)는 일단은 그 그림과 주제가 의도적으로 닮아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재현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림 60  라파엘 : 성 죠지 

 

그러나 많은 철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여기서 닮음(resemblance)―의도적인 닮음조차도―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206) 왜냐하면 그 재현적 성질에 대해―그것이 하나의 주제를 지시한다는 

사실에 대해―무심하거나 무지한 채로 라파엘의 성 죠지 같은 그림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라파엘의 그 작품을 순수 추상 

미술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닮음을 알아보면서도 어떠한 

‘지시’에 대해서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다. 마치 프로이드처럼 레오나르도의 그림에는 

독수리를 재현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 안나의 옷 주름과 독수리와의 닮음을 

지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혹자는 그 그림을 추상 미술의 하나로 보고 연구함으로써 그 그림에 대해 적어도 

부분적인 이해가 얻어질 수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즉 우리는 그 그림의 도구에 대해서, 

상승선과 하강선의 균형이라든가 긴장, 공간면의 연결 등등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으며 

그때에는 그 주제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라파엘의 이러한 중요한 미적 성질들―구도, 균형, 공간 리듬―이 그 

재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것임을―사실상 그렇지 않다―암시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 말의 뒷발이 위로 치솟고 있는 데 반해 창은 아래로 뻗치고 있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 두 선이 묘사하고 있는 것들―말의 근육과 

기사의 창―의 힘으로 가득차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재현을 치워 버리고 나면 그 균형 역시 



깨져 버릴 것이다. 구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말의 재현적인 의미를 변경한다면(예를 들어 

말의 눈을 감게 하거나, 그 발굽에다가 발목 장식을 붙여 보자), 그 구성은 산산조각이 나 버릴 것이다. 

여기서는 그 재현이 포착되기 전에는 아무 것도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재현과 모방은 구분이 된다. 분명 건축에는 모방이 많이 있다. 저 햄버거 모양을 한 

음식점은 단지 극단적이고 우스꽝스러운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지만 모방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존중할 만할 것이다. 그런 예 중의 다른 하나로 그림 61 에서 보듯이, 얼굴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창문이 있다. 모방이라는 것을 극단으로 밀고 나가서 진짜 재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는 

일종의 엉뚱한 농담으로서 아주 이상스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들은 괴이한 것이다.  

그림 61  쥬카리 궁, 로마 

 

건축적인 이해라는 것이 진짜 재현은 금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모방이라면 자연히 이상한 것이 

되어 버린다. 그 괴물성은 우리가 재현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탈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그 건물은 무언가 다른 것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다. 미켈란젤로의 다윗은 

인간 형태를 가장하고 있는 돌덩이가 아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맺고 있는 관계가 그 

작품의 미학적 정체의 전부인 것이다. 거기서는 재현은 완성되어 있다. 그 돌은 생명을 가진 

것에로 변형되어 있는 것이다. 건축에 있어서의 재현이란 완성될 수가 없는 것이다. 건물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가장하려는 탈과는 다른 것으로 남는다. 좋은 예가 바로 E.L.불레가 설계한 

파리의 세느강 다리인데, 그 교각의 모양이 배처럼 만들어져 있다. (그림 62). 여기서는 재현이 

결코 완성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기껏해야 이것은 하나의 교량이 여러 척의 선박 위에 얹혀 

있다는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어떠한 선박도 그렇게 많은 조적 구조물을 

지지할 수 없으며, 또 물살이 센 하류에도 부동으로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교량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안정과 안전감이 여기서는 깨져 버렸고, 재현을 시도함으로써 건축적인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62  에띠엔느 루이 불레 : 세느강 다리 설계 

 

한편, 잎사귀와 화환, 구슬과 단추, 심지어 남녀 신상주에서처럼 인간의 형상까지 모방하는 일이 

건축적으로 흔히 있었다. 그러면 모방이 재현에 이르게 되는 것은 언제인가? 분명한 대답은, 그 

모방되는 사물에 대한 지식이 진정한 건축을 이해하는데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 될 때에 모방은 

재현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일이 대단히 드물다는 것을 지적해 두는 것이 

온당한 일로 여겨진다. 우리는 예를 들어 그 조개 껍질 같은 타원형 장식을, 그것이 모방하고 

있는 지시체를 빼 놓고도 이해할 수가 있다. 그것은 마치 도리아식 트리글리프가 목재보의 

마구리로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며 다른 어떤 것에서 유래한 것인지 확실치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건축적인 의의를 부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건축의 문양을 분석할 때 모방에 

대해 논하지 않더라도 모방은 그 문양의 발생 기원의 일부로서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에서 우리는 재현 예술에 대한 좀더 진지한 유추를 볼 수가 있다. 여신상주나 

시드니 오페라 극장의 돛을 함축하는 모방, 고딕 볼트에서 식물 모방 등(그림 63 a 와 b 를 볼 것).  

그림 63  a 와 b 루앙 대성당의 잎새 문양 

 

왜냐하면 이러한 형식들을 이해하려면 그 주제에 대한 지시를 감지해야만 한다는 것이 분명 

불합리한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닮은 점을 보지 못하는 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잎새 모양의 

몰딩이 무엇을 ‘재현’하는가를 언급하지 않고는 그 건축적 의의를 말할 수 없는 데 비해, 고딕 

볼트의 형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암시에 대해서는 좀 덜 그러할 것이다. 선의 섬세함이나 

문양의 미묘함은 오직 재현으로서만 지각될 수 있다. 이 문양이 정교하고 통일된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은 바로 특정한 자연 형태들과의 관계가 지각됨으로써인 것이다. 극도로 꼼꼼하게 모방한 

조각으로부터 가장 대담한 아라베스크 장식까지 건축에서 진정한 장식으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회반죽이나 벽돌, 콘크리트의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도 석재를 

다룰 때에는 이러한 모방 과정이 분명 필수적인 것이 될 것이다. 심지어 가장 숭고하고 감동적인 

건축적 효과조차도 세밀한 모방 효과를 이해함으로써 그 인상적인 성격을 갖게 될 수 

있다.―루앙 성당에서 찬란하게 꽃피웠던 석재 가공의 예에서 보듯이. 비슷한 식으로 우리는 

주초석에서 처마로 시선을 올려보고 돌이 조금씩 깎여지면서 결국 표현적인 조각으로 바뀐 것을 

알아보아야 한다. 재현을 직접적인 조각으로 완성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부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코린트식 주범에 따라 서서히 돌의 내적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고유한 표현인 것이다. 이렇게 

재현에로 고양되어 가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건축적 효과를 느끼게 되며, 그것은 단순한 

모방으로부터 발전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바뀌는 느리고도 사려 깊은 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예로부터 건축이 회화나 조각과 똑같은 식으로 재현적 예술일 수 있다는 

결론을 끌어내는 데에는 주저하게 된다. 왜냐하면 재현이란 사유의 표현이므로, 하나의 이야기가 

서술을 정교하게 해주는, 본질적으로 ‘담화적인’(narrative)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재현적인 

회화는 단지 하나의 주제를 제시할 뿐 아니라 그것을 기술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탐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산문의 한 구절이 그 주제를 기술하고 탐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재현 예술은 

사유의 전개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우리는 아마도 장식의 지시체와 담화적 지시체를 적절히 

분간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물은 하나의 주제를 기술한다기보다는 그 주제의 

도움을 얻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어떤 특정 형식에 대한 친숙함에 의해서 

우리가 그 건물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실제로 그리스의 프리이즈와 같이 어떤 

서술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완전한 조각 작품이 되는 것이며, 건축적 효과를 내는 데에 



기여를 할 수는 있어도 본질적으로 건축은 아닌 것이다. 주택의 외벽에 그려진 프레스코 벽화가 

건축이 아닌 것처럼. 

  모방이 이런 식으로 장식적 용법과 재현적 용법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는 간단한 예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성 카테리나 데 푸나리(그림 64)의 외벽면의 하층부에 있는 주두들 사이에 화환 

모양을 모방한 것이 있다. 이 화환들은 마치 주두와 주두 사이에 걸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재현의 경우라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런 장식들이 여러 개의 화환을 나란히 기둥 

사이에(벽면 기둥은 그 자체가 원주의 ‘재현’이다) 매달아 놓은 것을 재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은 우리가 중앙의 두 기둥 사이의 문 윗부분을 보게 

되면 분명해진다. 거기에는 그것들을 지지하는 벽면 기둥이 없기 때문에 그 화환은 같은 

리듬으로 계속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잡아 주는 점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것을 재현으로 

보려면 화환의 한쪽 끝이 공중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불합리한 

일이다.(비슷한 효과를 우리는 많은 르네상스 건물에서 볼 수가 있는데, 메디치 저택의 정원 측 벽면도 

그런 예가 된다.) 거의 모든 건축적 모방이 이런 의미에서 장식적인 것이며, 그 효과는 어떤 

발달된 재현적 사유에 의하지 않고 있다. 물론 우리가 ‘재현’이라는 낱말을 어떻게 쓰는가는 

별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건축적 이해가 어떤 왜곡된 상을 갖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너무 성급하게 여러 상이한 현상들을 비슷한 것으로 몰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림 64  지아코모 델라 포타 : 성 카테리나 데 푸나리 성당, 로마 , 입면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재현을 그런 식으로 규정해야만 하는 것인가? 간단히 대답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두 가지의 미적 관심에 대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 어느 경우든 단 하나의 

중심되는 관심 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넘어서 주의력이 흩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의 

미적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단지 예술 작품만을 생각하게 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그 예술 

작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한 뭔가 다른 것, 즉 그 주제에 대해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느 의미에서 사유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의력은 그 작품에 초점이 

놓여지게 된다. 우리의 생각이 그 예술 작품에 대한 것이 아니면서도 그것으로부터 유도된 

것이고, 그 작품에 의해 통제되는 범위 내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기서 

사유는 단순한 연상이 아니고 그 반대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그 작품에 의해 전해지고 

발전된 것이다. 사유의 참 주제는 그 작품의 주제인 것이다. 그러나 아에네아스(Aeneas)와 그의 

모험들에 대해 우리가 회고할 때, 우리는 그《아에네이드》(Aeneas)에도 역시 주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주목 행위가 두 가지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아에네이드》가 아에네아스의 모험을 재현한 것이라고 말해도 옳은 것이다. 재현적인 예술 

작품의 주제는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해하면서 보거나 읽는 사람의 사유의 주제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그 작품을 즐기는 것은 구 주제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된다. 거기에서 우리는 한 주제에 



대한 사유가 전적으로 한 예술 작품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는 그런 미적 관심의 중요성을 보게 

된다. 또한 우리가 왜 예술 작품에 대한 우리의 주의력이 그 주제에 대한 관심에 묶여있지 않은, 

매우 다른 종류의 미적 관심을 구분하도록 해야만 하는지도 알 수 있다. 또 어느 경우든 그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하려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된다. 우리가 경우에 

따라 ‘주제’에 대한 지식이 건축적 이해에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아무리 설득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건축적 이해 그 자체가 주제에 대한 관심의 한 양태임을 논증하기는 어렵다. 

주로 이런 연유로 해서 건축은 아무래도 추상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다.  

  위의 마지막 문단을 통해서 우리는 왜 헤겔이래 그 많은 철학자들이 각자 나름대로, 재현과 

표현을 구분하려고 해왔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207) 담화적 요소와 일화의 요소가 전혀 

없는 위의 두 번째 예와 같은 미적 관심에 있어서조차도 우리가 그 작품을 음미하는데 있어, 

다른 사물에 대한 생각이 끼어 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은 담화나 기술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진술(statement)이라기보다는 실물을 가리키는 것(ostension)에 훨씬 

가까운 것으로서, 기술되지 않는 사물들에 대한 지시나 회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죽은 자들을 

위한 기념 건축은 애도라든가 영원성 또는 무상함에 대해, 아니면 뭔가 모르는 어떤 것에 대해 

지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한 지시 작용에 있어서의 특징이라면, 그 예술 작품이 

전하는 ‘생각들’을 말로 바꿔 놓으려 할 때 우리는 번번이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우리는 

예를 들어 미켈란젤로의 메디치 교회 묘들(그림 65) 속에서 무언가가 말해지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경우에 놓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묘실의 조각적 의의나 건축적인 의의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현보다는 차라리 표현에 대해 말하고 싶어질 

수도 있다. 표현의 특징은 술어 부분을 갖지 않는 ‘지시’가 있다는 것이다. 슬픔은 그 조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서 슬픔에 대해 말해지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의 그 조각상 속에는 영원함이라는 것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지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통해 영원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208) 

그림 65  미켈란젤로 : 성 로렌초 성당의 메디치 묘, 플로렌스, 제의실 

 

  이렇게 해서 그 표현이라는 관념을 통해 우리는 기술하지 않는 ‘지시’(의미론적 구조를 갖지 

않는 지시)라는 것에로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저 기호론자들이 지나치게 일반화시켜 

버린 그들의 소위 기호의 ‘과학’을 통해 찾아내려 했던 그 이상형의 ‘지시’가 바로 이것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건축이 언어라는 논지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핵심을 얻게 된다. 게다가 

우리는 또한 건축적 의미의 ‘즉각성’(immediecy)에로 통하는 길을 찾게 된 것 같다. 건축에서의 

‘표현’이 얼굴이나 몸짓의 표현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언가 즉각적인 

반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표현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얼굴의 표정들로부터 표현을 



추론(infer)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표현이란 것이 어떤 독립적인 것이고 얼굴은 단지 그것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 얼굴 위의 ‘표현’은 그 얼굴 모양의 한 

부분으로서, 얼굴에서 표현을 빼 버리려 하는 것은 마치 능구렁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얼굴에서 

그 능글맞은 웃음을 빼놓고 생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축적 형식들의 ‘표현적’ 질이라고 말할 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게 될 것이다. 우선 주목해야 할 사실은 표현이 비개인적일 수 있으며 또 

건축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그러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표현은 건축가 측의 어떤 개인적 

느낌이나 또 다른 (현실적이건 상상적이건 간에) 어떤 심적 상태에 대한 표현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물론 하나의 예술 작품은 그것이 개인적인 정서를 쏟아놓은 것이므로 해서 표현적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표현의 한 방법일 뿐, 그것이 주된 방법이라고 주장하려는 미학 이론들은, 그들이 

다루어야 할 개념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정서 분출의 많은 예가 

표현적이 아니며 표현성이란 자기 표현과는 달리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론들에는 좀더 생각해 보아야 할 또 다른 결점이 있다. 왜냐하면 

비개인성이란 것이 다소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의미를 띨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표현적인 조각의 

비개인성이나 또는 표현적인 건축의 비개인성을 뜻할 수 있는 것이며 1 장에서 언급했듯이 

이들은 서로 다른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술적 표현과 자기표현을 구분해야 

하며, 그렇게 구분한 후에도 우리는 다시 (서정시나 가곡, 특히 극중의 독백 등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개인적이라 할 수 있는 미적 표현과 추상적이고 초연한 것으로 보아야만 할 그런 류의 것을 다시 

구분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의 주제에 정서의 근원이 있다고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것은 상상해 볼 주제도 없고, 또 원인을 찾아야 할 정서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표현이란 

분위기를 자아내는 일이며, 추상적으로 성격을 보여주는 것에 더 가깝다. 칼로 자르듯이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분명 구분된다고 생각한다. 이점은 건축을 음악과 비교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표현적인 음악을 한 곡 들으면서, 그것이 비탄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듣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지각은 개인적인 괴로움과 개인적인 해소감이라는 생각들에 묶여 있다. 나는 한숨과 

흐느낌을 듣는다. 나는 상실을 상상한다. 또 나는 그 음악을 상실에 대한 반응이라고 듣는다. 

그것은 마치 나의 지각이 다음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힌 것과 같다. 내가 그런 상실을 겪는다면, 

나도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 정서라는 생각 속에 표현할 수 없는 

위안의 힘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공유 정서 경험의 ’깊이‘에 대해서는 말해야 할 바가 

대단히 많다. 그러나 건축에서의 ’표현‘에 대한 경험은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분명해졌을 것이다. 내가 첫머리에서 말했듯이 건축은 공적인 활동이다. 그것은 객관성과 공적인 

접근 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음악이나 시작품에서는 없어도 그 미적 가치가 손상되지 

않을 그러한 것이다. 건축은 본질적으로 공적인 사물로서, 기분이 좋건 나쁘건 또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고 항상 그 안에 살거나 그 앞을 지나다니는 것이다. 보는 

사람은 건물을 지나치거나 또는 그 안에 들어갈 때조차 자신의 마음을 특별히 가다듬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책이나 그림 또는 조각을 대할 때처럼 그 건물을 사적이고 개인적인 주목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따라서 건축을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 즉 정서(정확하게는 

상상적인 정서)를 예술가로부터 대중에게로 옮기는 과정의 중간항으로 보는―때로 표현주의라고 

알려지고 있는209)―견해에는 본질적으로 반건축적인 무엇이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의 표현주의적인 건물을 만나게 되는 것은 마치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에게 수시로 

붙들려서 지루하고 긴 얘기를 듣게 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은 다급하게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알고 보면 그는 매일 똑같은 느낌을 갖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리하여 루돌프 슈타이너의 건축이야말로 건축의 세계에서 사유의 혼란과 정서의 타락을 그 

이상 보여줄 수 없는 예가 되는 것이다. 표현주의는 건축이 단지 조각을 이상으로 삼아 접근하기 

때문에 그럴 듯해 보이지만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기념비를 설계할 때에나 가능한 준조각적인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다. 표현주의는 토쿠치카 미키가 지은 히로시마의 유명한 ‘평화의 탑’ 

같은 ‘건물’이라면 그 동기가 이해가 간다고 하겠지만, 이 탑도 건축으로 보게 되면 심히 

괴기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조각의 세계와 건축의 세계 중간에 놓이는 모호한 구조물들을 생각해보자. 전승 

기념주와 같은 구조물은 건축의 자격으로 해석되지 않지만 건축 설계에 도입되고 있다. 실제로 

피셔 폰 에를라하는 놀라운 구성으로 두 개의 승전 기념주를 재현하여 교회 정면에 조화시키는 

데에 성공하였다.(그림 66 을 볼 것).  

그림 66  J.B. 피셔 폰 에를라하 : 카를 성당, 비엔나 

 

그러나 이 위대한 건축가조차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저 통일성을 이루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가까스로 그 기둥들이 완전한 미나레나 탑으로 되어 버리는 것을 막았던 것이다. 더구나 피셔가 

쓴 준조각적인 요소들은 복잡한 도상학적 의미로부터 끌어낸 것이며, 건축가가 내내 기념적 

목적을 갖고 작업을 했었다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210) 건축가가 이런 기념적 목적을 갖게되면 

그는 자신의 작품에 개인적인 종류의 표현을 주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사자를 위한 

기념 건축물조차도 그것이 건축적인 의의를 가지려면, 반드시 사적인 감정보다는 공적인 감정을 

내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념 건축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다. 비탄을 

건축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 표현된 대상은 공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는데 그 건축가로서는 그런 

중요성을 얻을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 그 표현은 개인의 생과 개인의 상실을 어떤 국가적인 

또는 종교적인 감정의 상징으로 다루는 것이다. 로마에 있는 빅토르 엠마누엘 2 세의 거창한 

기념비나 레닌의 묘에 있는 잿빛 석판이나 또는 타지마할묘가 갖고 있는 평온함 등에서 우리는 

그러한 점을 볼 수가 있다. 이들 모든 사례에서 표현은 개인 정서와는 분리되어 있으며 모든 



건축적 작업이 함축하고 있는 가치들―인간 생활의 공적인 표상 속에 담겨진 가치들―과 일체가 

되어 있는 것이다. 빅토르 엠마누엘 기념비의 현란한 허세는 레닌의 묘의 죽은 듯한 억압감처럼 

비탄이나 어떤 개인적 번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사회적 질서와 그 사회의 자기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표현주의자의 우두머리라고 할 한스 푈치히조차도 건축적 상징성이 갖고 

있는 이러한 성격을 알고 있으며, 위대한 순절자들을 위한 기념관들을 백지 구상하는데 많은 

시간을 바쳤다. 사실 푈치히는 그의 표현주의 영화 특히 파울 베게르너의 《골렘》(Der Golem, 

그림 67)의 배경 세트로 해서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것이다. (또는 적어도 그것을 가장 좋아들 한다.) 

여기서 우리는 건축에서의 표현주의적 개념의 진정한 설자리(telos)를 보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관중은 필연적으로 극장 관객으로서, 그 배경이 그들이 살지 않고 단지 구경만 할 수 있는 

비현실 세계의 한 부분이라고 여길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물’은 극중의 

표현에 종속되어 있다. 건축이라고 보면 이들 무대 장치는 무성격한 것이다. 그러나 공공 가로 

상에서라면 형편없는 불합리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극적인 표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 67  파울 베게르너 : 영화 《골렘》의 배경 세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에는 그 표현적인 성격과 깊은 관계가 있는 중요한 측면이 있으며 그 

점을 마음에 새겨두어야만 한다. 외부와 내부의 모양사이의 구분이 그것이다. 한 건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겉면으로부터 둘러싸인 것에로, 공적인 것에서 사적인 것에로 가는 것이며, 그 

건물 자체가 공적인 건물이 아닌 한 내부를 아주 특별하게―심지어 방문객에게 거의 조각적인 

효과를 줄 정도로―만든다는 것이 부적절한 일은 아닌 것이다. 우리는 성당이나 지하묘 또는 

기념관에 들어갈 때 그 안에서 보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안고 들어간다. 예를 들어, 묘소 경당의 

내부를 건축으로보다는 조각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미켈란젤로의 메디치 경당에서는 공공의 이용이라든가 기능적인 문제, 제례식상의 또는 가사에 

관계되는 목적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경당은 의식적으로 내부공간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그것은 거의 안으로 깍은 조각에 가깝다. 그것은 공공홀의 트인 공간도 아니고 난롯가의 

가정적인 사적 공간도 아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것, 사적인 것 양자는 모두 외부에 있는 것의 

형식인 것이며 객관적으로 인식된 삶의 형식인 것이다. 메디치 경당에서는 건축적 형상들이 내면 

생활의 상징인 독특한 내면성(innigkeit)을 지니도록 쓰여졌다. 그것은 바로 그 형상들이 원래의 

객관적 형식들로부터 빌려온 것이면서 탈자연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예를 들어 

평면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끝도 없이 정교하게 만들어낸 저 벽들이며, 요철이 계속되고 있는 

수직면들을 생각해 보라(그림 68).  

그림 68  미켈란젤로 : 메디치 경당의 평면도, 플로렌스 

 



이 예술가가 빌려온 그 고전적 언어로 보면 말이 안되지만 그 음울한 조각상을 놓아둘 배경 

틀로서는 아주 완벽한 것이다. 또한 구석 쪽에 몰아 붙힌 문들을 보자. 사방 둘레에 정교한 

몰딩이 새겨져 있어서 경당에 들어가려면 갑자기 발이 밑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방문객은 꼼짝없이 그 텅 빈 바닥에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많은 찬탄을 받고 있는, 문 

위에 있는 박공 부분의 4 기둥 벽감 구성을 보면, 부분적으로는 순수한 건축적 의미를 거부하면서 

모든 구조 부분과 장식부분이 확고하게 서로 맞물려 있음을 알게 된다(그림 69). 여기서 느껴지는 

개인적 표현은 조각의 표현에서 느껴지는 것이다. 건축으로서의 요구는 정제되어 여기서는 거의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메디치 경당은 건축이라기보다는 기념비적인 구조물로서 마치 4 개의 면이 

있는 벽감처럼 완전한 공간을 이루고 있는 구조물인 것이다.  

그림 69  미켈란젤로 : 메디치 경당의 박공 부분의 4기둥, 플로렌스 

   

이 예는 건축이 조각적인 가치와 직접 관련이 있는 표현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용법은 단지 장례 기념 건축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베르니니의― 건축, 

조명, 재료, 장식과 조각이 본질적으로 극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조합되는―통일된 

콘체토 라는 관념은 마찬가지로 공적 표현과 사적 표현 사이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건축이 진정으로 ‘내적인’ 것이 되면 그것은 극중의 장면이 되는 것이며, 그 섬세하고 정교한 

틀 속에서 그 진정한 의미는 어떤 재현적인 중심에서 찾게 된다―이에 대한 고전적인 예는 

코르나로 부속 성당의 그 정교한 구성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베르니니의 조각 작품인 

황홀경의 성 데레사가 신비한 빛 속에 놓여져 있다.(그림 70). 이 대단한 구성에 대해 니콜라우스 

펩스너 경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림 70  G.L. 베르니니 : 성 마리아 델라 비토리아, 코르나로 부속 성당, 로마 

 

  이 성당은…색이 짙은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그 번득이는 호박색, 금빛, 분홍색 표면에서 

빛이 끊임없이 변하면서 반사하고 있다. 입구 앞 벽의 가운데에 그 성녀의 제단이 있다. 그 제단은 

양쪽에 각각 한 쌍씩 육중한 기둥과 면기둥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는 절각된 페디멘트가 기울여진 

모습으로 놓여 있는데 이것은 우리 쪽으로 튀어나왔다가 뒤로 물려져 있어서 우리의 주위를 그 

제단의 중심에 집중시킨다. 제단이라면 의례 제단화가 그려져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벽감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무리지어 조각이 그림처럼 놓여 있다. 그것이 주는 현실 같은 착각은 

300 년 전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놀라운 것이다. 그 성당의 모든 것이 이 실감나는 그림 (peinture 

vivante)의 착각을 강화해 주고 있다. 좌우의 벽을 따라 성당 쪽으로 뚫린 벽감들이 또 있고, 그 안에는 

이 성당을 헌정한 코르나로의 가족들이 대리석으로 조각되어 있는데, 마치 우리가 극장의 1 층 정면 

1 등석에 있고 그들은 2 층 특별석에 자리잡고 앉아 함께 그 기적과 같은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다. 211) 

 



  이러한 무대와 같은 착각의 기념비적인 세계, 주위의 동요나 애도로 가득찬 시선이 안으로 

향하는 공간, 또 애도나 감정의 동요 같은 것으로 주위를 둘러싼 이런 기념성이 강한 세계는 

시각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건축이 이러한 것을 지향할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이와 다른 것이다. (베르니니의 성당에서의 건축은 그 안의 사람들만큼이나 비현실적이다. 

여기서 건축은 지어진 것이 아니고 재현된 것이다.) 여하튼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더라도 건축에 

전혀 표현적인 성격이 없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우리가 결론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단지 

건축의 표현적 성격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뿐이다. 그것은 개별 감정을 상상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건물도 얼굴과 마찬가지로 표현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그 표현의 개별성이란 그 건물들이 표현하는 어떤 특정 감정의 개별성이 아니고, 그 공적 

측면에서 드러나는 개별성인 것이다. ‘표현’이라는 용어는 이런 공적 측면을 가리키는데 

최적인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여기서는 어떠한 별다른 단어가 강하게 떠오르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현상에 대해 아직 명료하게 확인을 못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물과 그 ‘품격’(character) 사이의 긴밀한 연결은 우리가 보통 

‘표현’이라고 부르고 있는 관계의 긴밀성과 매우 흡사하다. 건물은 하나의 정서를 표현 

하다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표현을 겉에 걸치고 있다. 그것은 (다소 오해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동사적’ 의미의 표현을 갖는다.212) 다시 말해 우리는 건물이 ‘품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 ‘품격’ 이란 것이 단지―그 건물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내용의 

일부인―즉각적인 것일 뿐 아니라 원천적으로 누구나 관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본다는 

말이다. 건물에 ‘품격’을 갖다 붙이는 일은 우리의 건축에 대한 경험에서 뗄 수 없는 

부분으로서, 위트루위우스도 코린트식 원주의 여성적 품격을 설명하려고 아마도 흄식으로, 그런 

원주를 볼 때 이런 전설에 대한 기억이 일깨워진다고 가정하면서, 코린트식 발견에 대한 

전설적인 설명을 인용했던 것이다.213) 

  건물은 여성적으로 보일 수 있다. 또한 평온하거나 강직한 모습, 위협적인 모습이나 즐거운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다. 죠지 왕조식 도시 주택은 우아하고 명랑한 표현을 하고 있고, 바로크식 

궁전은 위엄 있고 당당한, 그러면서도 온화한 모습이며, 사각형의 고층 건물은 차갑고 서먹서먹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판단을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건물이 사람처럼 명랑하거나 

당당해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단순히 어떤 근사성만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근사성이란 

우리에게 표현적 성격과 같은 그런 중요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또 죠지아식 도시 주택과 예절 

바르고 명랑한 사람 사이에 무슨 중요한 근사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214) 그보다 우리는 건축에 

대한 경험의 성격을 말하기 위해 언어를 간접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즉 건물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는 심지어 《애도하는 신부》(The Mourning Bride)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 보이듯이 

‘평온을 보여준다’고까지 말하는 것이다.  

 



  …이 높다란 건물들 

그 옛날의 대리석 기둥들이 머리를 내밀고 

아치를 튼 무거운 지붕을 높이 들어올린다. 

제 무게만으로 꿋꿋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보여준다!… 

 

  마치 그 건물이 평온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윌리암 콩그리보가 뜻하고 있다고 

말한다 해도 이 구절의 내용을 밝히는 데 분명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슬픈 음악은 

음악이 슬퍼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슬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슬프다는 말이 결코 문자 

그대로일 수는 없는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그 평온함이란 그 슬픔과 마찬가지로 꼭 하나의 

외관에 특유하게 속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건물을 본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미적 판단을 분석하면서 시사 받았던 저 ‘즉각적인 의미’라는 이상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그 건물에 대한 경험과 그것이 우리에게 갖게 되는 의미 사이의 관계를 

성립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다시 한번 부딪히게 된다. 표현적 특성이 개인적인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건물의 외관과 그 건축가의 정서 사이의 어떤 관계는 

아닌 것이다.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 많은 증거를 볼 수 있듯이, 그러한 관계가 우리의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각의 일부이기는 하지만(우리는 한 사람의 슬픔을 그의 얼굴에서 본다. 우리가 타인의 

정서적 삶을 지각할 때의 이러한 ‘직접성’은 분명 우리가 우리의 건축 경험에다가 옮겨 놓는 것 중의 

일부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두 가지 경험과 그때에 일어나는 생각들은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그 개념과 경험이―어떤 특정한 신념이나 판단에 의하지 않고―원초적으로 

‘융합’됨을 볼 것이다. 이 융합이 상상적인 주목의 특성임을 우리는 앞에서 이미 보았다. 

따라서 우리는 경험과 개념의 이러한 직접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관념의 연합을 통해서 또는 

건물이 일으켜 주는 어떤 초연한 ‘감정’으로 생각하고 싶어지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논지로부터 우리는 제 5 장 끝에서 중단했던 취미에 대한 논의에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된다. 2 장의 결론을 맺으면서 나는 비평적 추론과 숙고의 위치를 거듭 강조했지만, 미적 

선택에 있어 원초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 또한 미적 판단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적인’이론들, 특히 마르크스나 프로이드와 연관 있는 이론들을 다루면서 나는 

그들의 비평적 추론에 대해 조금도 설명해 줄 수 없기는 하지만, 미적 선택의 원초적인 측면에 

대해 어떤 초보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 같다고 말했었다. 여기서는 추론이 문제는 아니다.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사실들에 대한 기술을 어느 정도 충분하게 해내는가를 알아보는 

일인 것이다. 우리는 이제 되돌아가 무엇이 원초적인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표현’이라는 개념은 원초적인 수준에서 우선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함축적으로 그리하였듯이) 어떤 ‘연합’(association)이나 

‘일깨움’(arousal)이라는 관념을 통해 표현이라는 개념을 밝힐 수 있다는 이론을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이론을 생각해 보자. 평온한 사물 또는 슬픈 사물들 

또는 고귀한 사물들, 이들 모두는 우리 속에 어떤 감정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이들 중 어느 

하나의 감정이 한 건물에 의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각각 평온하다, 고귀하다 

또는 슬프다라고 기술할 것이다. 이 말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그 건물이 우리 속에 어떤 

감정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헤셀그렌은 두 개의 실내 모습을 비교하는데, 하나는 

끈적한 케익 접시가 있는 방이고 다른 하나는 갈색의 거친 빵 덩어리가 있는 방이다. 그는 앞의 

실내 모습에 대한 시지각에서는 그 케익을 지각할 때 일어나는 감정과 유사한 감정이 ‘뒤따르게’ 

되고 나중의 실내에 대한 시지각에서는 그 빵이 눈에 띌 때와 ‘똑같은 거칠은 감정’을 준다고 

말한다.215) 이 말이 왜 그른가는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는 그 실내 모습들을 보는 경험을 

통해서만 그 ‘감정’을 기술하고 있을 뿐, 이 실내 모습들에 의해 ‘주어지는’ ‘감정’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는 ‘감정’이 하나의 주목 행위를 뜻하고 있는 바, 그것은 

그 특정한 경험 속에서만 살아 있고 그것을 넘어서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다. 두 개의 대상이 

‘비슷한 감정’을 일으킨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들을 마치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마치 우리가 헤로인과 코카인이 자기 망각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미적 대상은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이 그 감정을 대상으로 삼는 

주목 행위에 의해 완전히 뽑아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약물과는 다른 것이다. 우리가 하나의 

‘오트밀’ 방을 ‘오트밀’ 감정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방에 대한 우리의 

경험의 본질을 밝힐 수 없음은, 희극이 오락을 위한 수단이라고 함으로써 희극에 대한 경험을 

밝힐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어느 경우든 우리가 그 ‘감정’이라고 할 때 그 뜻은 그 

특정한 류의 사물에 대한 특수한 유형의 주목을 통해 기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 경험은 항상 이러한 예가 보여주듯이 그렇게 원초적인 것도 아니며, 

또한 정상적인 경우에조차도 원초적인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반성과 

비교를 통해 그 ‘표현에 대한 경험’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 다시 말해 표현에 

대한 경험을 지나치게 원초적인 것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반대로 우리가 표현이라는 개념을 말하자마자 정당화라는 개념이 즉시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 같다. 뵐플린이 바로크를 서술할 때 보여주었던 그 ‘흥분과 황홀, 도취에 

빠지게 하는’ 저 형태를 생각해 보라.216) 이들 용어들은 심리적인 효과를 기록해 주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미적 판단을 뒷받침하는데 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들은 그 건물에 어느 



특수한 관찰자가 반응할 때라도 관계없이 여하안 사람이 반응을 할 때라도 적절한, 어떤 특정한 

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뵐플린이 바로크 양식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틀린 것이며, 그것은 도취적인 장려함보다는 오히려 생기있는 적응성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뵐플린 입장에서 단지 자기에게 그렇게 보였다고 응수할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대꾸한다면 그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그 건물이 단지 

이러한 반응들의 원인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 반응의 대상이며, 그 반응은 형식과 

상세에 대한 상상적 주목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성이라는 문제는 단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생긴 것이며 지나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적 특성들에 대해 주어지는 ‘왜?’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보자. 한 

건물이 왜 멋진가(exciting)라고 묻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원인(cause)이 아니라 

이유(reason)를 묻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한 건물이 어떤 느낌을 ‘일으킨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또 이들 감정이 미적 반응의 한 요소로서 여겨지는 한, 감정은 그 미적 대상에 근거를 두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오트밀’ 감정이라고 말할 때의 의미는, 오직 그런 종류의 사물을 가리키고 

그 사물에서도 특히 나의 관심을 끄는 특성을 가리킴으로써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느낌의 ‘근거를 대는’(rooting) 과정 속에서 나는 또한 그 근거를 느낌에 ‘적절한’ 대상인 

것으로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설탕 같거나 오트밀 같은 모습을 인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즉각적인 인상의 문제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그것 이상의 어떤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인상으로부터 보다 자세하게 시각적 부분들이 서로 상응하고 있는 것을 지각하게 될 수도 있다. 

나는 하나의 방에 대한 단지 지나가는 인상이 아니라 질감이나 색채, 형식들의 합치를 

서술하면서 이러한 오트밀 같은 품격이 있다는 주장을 정당화한다. 나는 바닥판의 촉감이라든가 

침대 커버의 촉감이나 색채, 주재료, 모서리의 구성이나 벽에 걸린 그림 등 모든 것에서 드러날 

수 있는, 배경의 어떤 특정한 도덕관념(건전한 단순성, 꾸밈없는 정결함 등의 관념)을 상세하게 

말하려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그리고 대상을 마치 다른 사물들의 도덕적 

특성 속에 장식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다른 사물들은―그것이 오트밀이건 용기이건, 또는 

케익이나 절망이건간에―건축적인 외관 속에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다. 오트밀같은 모습에 함축된 모든 가치들을 표현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이 보통 인식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도 분명 사실이다. 

오트밀 같은 모습을 지각할 줄 알고 그것이 가진 시각적・정서적 함축 전체를 인식할 줄 아는 

것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구를 놓으며, 어떻게 장식하고, 어떻게 모양을 내고, 어떻게 자아를 

실현하며, 어떤 외관을 자아와 동일시할 것인가를 아는 것의 다만 일부일 뿐이다. 한마디로 말해 

그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는 데에 작지만 중요한 일부분인 것이다. 그런 현상이 인간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것들에 끼여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놀라운 일이 못 된다.  



  따라서 우리는 표현적 품격에 대한 인식을 미학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동시에―이유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그 ‘왜?’라는 질문을 그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 또 내가 

나의 보는 방식에 대해 이유를 댈 때에 나는 이 이유들이 나 자신뿐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나 자신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조차도 내가 대는 

이유들은 나를 옳은 사람들 편에 세워 준다고 여겨질 때에만 내게 적절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더욱이 나는 나의 반응을 특수한 방식으로 정당화한다. 추론의 최종점은 항상 경험이며 

그것은(사물을) 보는 방식인 것이다. 건물에 대한 서술이 단순한 ‘연합’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가 그 서술을 그 외관을 통해서 정당화한다는 데에 이유의 일부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서술은 경험으로부터 그 내용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정당화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사유가 경험에 붙어 있음을 설명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다. 앞에서도 논증하였듯이 이 ‘붙어 있음’(attachment)은 설명될 수 없다. 그것은 

‘주어진’ 것이다. 저 유명한 ‘모호한 표현’의 현상을 생각해 보라. 하나의 건물은 모호한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어느 순간에는 위협적이고 폐소공포증적인 것으로 보이며 다음 순간에는 

고요하고 엄숙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71 의 보르미니의 4 분수 성 카를로의 내부 회랑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품격 각각은 그대로 적합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든 그 

둘 중 단 하나만이 눈에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의미를 경험하는 데에는 항상 정당화 과정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정당화란 결코 그것이 뒷받침하는 반응이나 경험을 구성할 

수는 없다. 보로미니의 내부 회랑을 위협적인 것으로 보는 데에 주어질 수도 있는 그 추론 

과정을 완전히 수락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주장을 수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보는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림 71  프란체스코 보로미니 : 성 카를리노 성당 내부 회랑, 로마 

 

  다시금 우리는, 의미와 미적 경험 사이에 놓여 있는 이런 불가해한 관계에 부딪치게 될 것 

같다. 우리는 의미를 진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이론들을 경합에서 제외시켰었다. 

우리에게는 대단히 직접적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밀착되어 바로 그 일부분이 되어 있는 

의미가 주어져 있는 것이며, 이것은 어떠한 단순한 진단으로도 그 본질을 충분히 기술해 낼 수 

없을 그런 것이다. 동시에 분명히 우리는 건축과 그 가치 그리고 성공 여부를 이해할 수 있는 

고비에 다다른 셈이다. 그러므로 이 표현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미적 선택의 원초적인 부분과 직면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분석의 문제를 무시하고, 그 

대신에 미적 판단의 발생에 대해 집중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나는 

점차적으로 분석을 다시 해나갈 것이며 그렇게 해서 이 논증을 매듭지을 것이다. 

 



  그러면 가장 원초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아야겠다. 어떤 사람이 문을 하나 내려고 다른 

사람더러 벽에다가 그 윤곽선을 그리도록 하고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것은 비트겐슈타인이 만들어낸 예이다.)217) 그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이다. ‘너무 높아! 

너무 낮고! 그래, 그 정도면 맞다(that's right!) !' (여기서 ‘맞다’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미적 선택의 예 중에 아주 원초적인 것으로서 여기서는 어떤 별도의 반성이 개재되지 않고 

있으며, 전적으로 추상적이고 심지어 의미나 표현이라는 관념조차 없는 하나의 선택인 것이다. 우리는 

유용성에 대한 요구가 이미 만족되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무한히 많은 형식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일이 남게 된다. 그것은 어쩌면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기초(basis)도 갖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의 선호는―그것이 자기 의식적인 

주목 행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본질적으로 정당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그 집 짓는 사람에게 

‘맞는 것으로 보이는’(look right) 것을 하려는 그의 욕망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에 대한 반복 가능한 

해답들의 체계를 뽑아내게 되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불가피하게 그는 그의 선택에 도움이 

될 기준들을 발전시킬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양식(style)의 실마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작업은 비평을 받게 마련이다. 그것은 자기 혼자만을 위한 사적인 일은 아니다. 그는 동료들이 그의 노동의 

결과를 납득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따라서 단순한 개인적 선호에 호소하는 것 이상의 권위가 

있는 이유들을 찾아야만 한다. 양식이란 단 한사람이 발명하는 것이 아니며 그 이외의 다른 사람도 

‘맞는다’고 인식할 수 있을 때에만 가치를 갖는다. 그럴 때에만 양식은 모호하게 되어 버릴 선택들의 

질서를 주고, 원초적인 선호들을 지속적인 가능성의 틀 속에 자리잡게 하는 제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것이다. 

양식을 통해서 선택은 결여하고 있는 고귀함을 얻는다.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예술가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양식을 창조할 수는 없다. 설령 그런 시도를 하더라도 그는 위험 부담을 안은 채 기성의 

방식을 무시하는 것이다. 양식들에 대한 선택이 ‘자유로운’ 곳에서는 더 이상 양식의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진정한 자유도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저 언어학적 유추를 우리가 중단했던 그 지점으로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양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단지 자연스러운 것과, 미적 선택을 

정교하게 하는 데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정도밖에는 정립하지 못하는―그 논증에는 중요한 

명제들이 딸려 있기 때문이다. 이 견해는 결국 추상 예술에서조차도 (양식이라는 형태를 취하는) 

규약과 의미 사이에 완전히 합법적인 연결이 있음을 보여준다. 에른스트 곰브리치 경 같은 

학자와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양식을 준 의미론적인 용어로 설명했다.218) 규약은 선택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선택되어진 속에서 그 의미를 ‘읽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에 따르게 되면 양식은 재현적 목적을 향하지 않는 한 쓸데없는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이론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재현적 예술의 경우에서조차도 그것은 분명 

옳지 않다. 양식은 간단히 말해 모든 미적 노력의 자연스런 결정체이며, 만약 그것이 

‘의미’라는 것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양식이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성격은 재현적 예술에서처럼 추상적 예술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양식은 

우리의 예가 보여주듯이 실제로 의미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왜냐하면 양식은 미적 이해에 



암시되는 의미들에 ‘근거를 주는’데 도움이 되며, 그 의미가 나오게 된 그 외관에다가 그 

의미를 결부시켜 주기 때문이다. 

  취미 판단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미적 선호를 단순히 시각적인 것만이 아닌 내용을 갖는 

관념들에다 관계를 지어볼 수도 있다. 우리의 그 집 짓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선택하는 그 치수가 

‘편안한’ 모습을 갖는 것으로 될 수도 있다. 그것은 하나의 가치를 드러내도록 시공된다. 

그리고 이 가치는 그의 경험 속의 모든 것들과 상관 관계가 있음을 찾아볼 수도 있다. 그 의미는 

특별히 ‘미적’인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취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감각적・지적 선택으로부터 구축되는 것이다. 특정한 형식들이 

우리의 마음에 든다. 우리는 그것들을 선택하는 다른 것보다 선호한다. 또 앞에서도 보았듯이 

우리의 선호를 결정하는 경험은 선호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이유를 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처음에는 없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현상은 원초적인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이유들을 찾기 시작하고 그러는 중에 

우리가 선택한 형식들에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그러고 나면 마치 우리가 일단 외국어를 어떤 

의미와 연상시킬 줄 알게 되면, 그 외국어의 억양을 전과는 다르게 들을 수 있는 많은 이유를 

찾아내기도 한다. 그리고 새로운 보는 방법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양식의 발견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경직된 규칙들의 모듬이 아니라 건축적 ‘어휘’의 창조인 것이며, 소양이 없는 

사람에게도 편안할 뿐 아니라 교육받는 사람의 눈에도 ‘이해가 되는’ 외관을 만들어내는 것을 

그 목표로 하는 것이다. 언어 그 자체는 이유들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고 그 이유들은 다시 또 

다른 이유들을 필요로 하게 되어, 위트루위우스의 설명이 종교와 역사, 도덕과 신화 등에 대한 

선호로써 끝나듯이, 결국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특정 건축 형식들의 ‘타당성’에 대한 감각에로 귀결되는데, 그 감각은 시각적 

경험으로서 전달된다. 특정한 형식들은 옳게 보인다. 그리고 그렇게 옳게 보임으로써 그 속에 

함축하고 있는 가치들을 우리들에게 재확인시킨다. 건축이란 이러한 취미 현상이 표현되는 여러 

가지 많은 활동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취미의 발휘라는 것이 건축가가 

선택할 대안의 수를 줄여 줌으로써 시각적인 문제를 ‘단순화시켜 주는’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될 위험이 있게 된다. 나는 그 반대로 취미는 우리에게 ‘꼭 맞음’에 대한 감각을 

키워 줌으로써 우리의 시각적 선택을 단순화시켜 주기보다는 복잡하게 하는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기에는 엄격한 규칙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무언가가 

고정되어 법처럼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무 것도 우리의 관심을 끌 정도로 옳거나 그른 것으로 

보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낙서를 하고 있는 아이에게서는 어떤 발달된 형식 개념을 볼 

수가 없다. 그들의 낙서는 상세에 대한 진정한 개념(재현적인 것이라고 보는 의미에서의 상세 

외에는)이 없이 소박하고 단순한 곡선 형태들이 되곤 한다. 발사 직전의 로케트로 보이기도 하고 

투명한 아교가 흘러내리는 것같이 보이기도 한다. 이런 유아적인 시각적 선호 상태로부터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채 일종의 시각적 ‘쾌락 원리’에 묶여서 외부 대상과 내부의 공상을 

전혀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가능하다. 앞으로 논증하게 되겠지만 취미의 발휘는 재료의 세계에 

그 자체의 요구를 부여함으로써 객관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건축가의 재료는 

단순히 그의 독립된 개념에 순응하도록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형성하는 데에도 

작용하는 것이다. 건축가는 그의 재료들을 (칸트적인 구절을 빌자면) 단순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는 그 재료를 단지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는 운반 기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의 목표들을 암시하는, 부분적으로는 자율적인 존재들로서 파악해야 

한다. 그렇다면 취미가 형식의 레퍼터리를 만들어 준다고 해도 놀랄 일이 못되는 것이다. 

‘적절한’ 상세 또는 ‘맞는’ 상세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완전한 표현을 갖게 되는 것은 

그러한 레퍼터리를 개발한 후에만 가능한 것이다.  

 

  만약 이런 식의 취미 발생론이 옳은 것이라면 이제 표현적 질에 대한 이해력, 즉 인간 생활을 

서술할 때 진정으로 적용되는 그런 개념들을 통해서 대상을 ‘읽어내는’ 이해력을 포함하지 

않는 미적 감각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미적 취미의 원초적 운동, 즉 

무엇이 ‘옳은가’를 지각하면서 그에 따라 선택하고 집을 짓겠다는 욕망은 필연적으로 표현적 

의미의 인식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자연에 대한 미적 감상에서조차도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성격을 부여한다. 동굴은 장엄하거나 음침하게 보이며, 절벽은 강건하거나 험상궂게 보이고, 

나무, 공원, 오솔길 등은 친근하고, 편안하고, 조화로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내가 말한 바와 

같은 똑같은 상상적 전이를 보여주고 잇다. 그러나 그것은 미적 경험에서 상당히 원초적인 

수준에 속하는 것들이다. 동시에 그런 원초적인 선택을 품격에 대한 인식에로 이끌어 주는 바로 

이 경향 때문에, 미적 선택을 합리적 이해의 수준에로 고양될 수 있게 해주는 여타의 지적인 

영향들이 미적 경험 속에 통합되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 원초적 선택과 비평적 판단은 하나의 

연속적 스펙트럼의 부분인 것으로 보이며, 후자가 전자의 이유를 제공하는 것과 똑같이 전자는 

후자를 예시하고 또 정당화하는 것이다.  

  미적 이해가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에로 이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미적 표현 개념을 대조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까지 나는 표현이라는 용어를 다소 

허술하게 써왔다. 그것은 하나의 대상이 그것이 갖고 있지 않은 풍격을 띠어 보이게 되는 

경우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런 의미에서 한 곡의 음악을 열광적이다 또는 우울하다는 

식으로 들을 때 우리는 그 표현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 우울하다고 듣는 것과 

그것이 우수의 표현이라고 듣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우리는 예술 작품이(또는 최소한 고급 형식의 

예술에 있어서의 예술 작품이) 표현적인 것과 같은 식으로 풍경이 표현적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풍경이란 거기에 붙게 되는 개념들을 정교하게 해주지도 않으며, 또한 그런 개념들을 

탐색(explore)하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풍경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는 의미에 대한 추구가 



들어 있지 않다. 거기에는 우리의 도덕적 삶의 요구와 미묘하게 섞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우리가 예술에서 보듯이 대상에 미묘하게 얹히게 되는 하나의 전갈이라는 짐이 없는 것이다. 

이런 높은 수준의 표현에서는 마치 형식과 재료들이 예술가의 손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 같고, 

그렇게 빌어온 생명을 갖고 우리에게 말하는 듯하므로, 예술가든 대중이든 그들의 공상에 자신을 

맡기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된다. 우리가 단순히 ‘품격’이 아니라 의미에 대해 말하게 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가시 형식과 도덕적 의의 사이의 그 세세한 일치―제 5 장에서 그 오라토리오 

성당의 예를 논할 때 들었던 그런 종류의 일치―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건물이 하나의 품격이나 개념에 대한 일종의 정교화 또는 세련화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마음의 상태가 그 건물에 의해 탐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건물 그 자체는 결코 없어도 좋은 껍데기가 아니고, 말하자면 거기서 그 의미를 뽑아낼 

때,219) 의미를 파악하는 주목 행위의 중심적 대상이 되는 것이다. 샤르트르에 대한 경험은 신성한 

빛이 모든 사물에 스며들고 있는 것을, 물질이 영혼 속으로 녹아들게 되는 것을, 또 모든 돌들이 

그 거칠은 물질 상태를 벗어나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의 섬세한 상징에로 변형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의미를―완전하게, 그 세세한 점 모두를―이해하려면 그곳에 가보는 것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충분하지 않다. 어떠한 서술로도 의미가 구체화되는 그 빛나는 경험을 

대신 하지는 못한다. 미적 경험의 내용이 아무리 지적인 것이라 해도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은 그 경험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표현적인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드러내고 있는 품격에 

이름을 붙이거나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기에 지식이 

개입한다고 하면 그것은 철학자들이 ‘친숙함으로써 얻은 지식’(Knowledge by acquaintance)이라고 

불렸던 것으로서―그것은 어떤 사물에 대해 갑작스런 ‘친밀감’을 갖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거기에 어떤 이름을 붙이기를 꺼려하는 것이 보통인 것이다.220) 비평가가 의미에 대해 언급할 때 

그것은 보조 수단으로서, 그가 보고 있는 것 속에 담겨있는 복잡성 전체에 대해 관찰자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방법인 것이다. 관찰자는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아야 하며 그것에 적절히 

반응해야 한다. 그 건물에든 또는 그 의미에 대해서든 관찰자가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만 할 

필요는 없다. 미적 이해란 실천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이론적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각과 감정의 조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 건물의 표현적 품격을 포착한다는 것은 그 

의의를 느끼는 것이며, 그 품격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고, 하나의 관념이나 삶의 방식이 

안으로 올리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또 그러한 앎에 힘입어 그 건물이 드러내고 있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반응할 줄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샤르트르 성당으로부터 중세 

신학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샤르트르의 그 시대 사람들이 보고 느낀 것처럼 세계를 보고 느낀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한 건물의 품격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건축의 



고차적 형식들을 보고 아무리 세밀히 서술한다고 해고 그 속에서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는 마치 동료들 얼굴에 보이는 감정들에 대해 담담하게 이름을 붙여줄 수는 

있으면서도 그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어떻게 적절히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느껴야 할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과 같다. 예술에 있어서의 표현을 이해하는 데는 공감이 

필요하다. 그것은 도덕 감각 그 자체만큼이나 전적으로 실천적인 문제인 것이다.  

  우리에게 경험으로서 설득력이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의 건물을 이해한다. 그 건물이 도덕적 

삶의 작용들과 관계를 갖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차지할 때에만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자리란 무엇인가? 건물의 의의가 갖는 성격을 완전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질문에 답해야만 한다. 이 장에서 말했던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원초적이건 지적인 형식이건 간에 

모든 미적 취미에 있어서 중심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상세 감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감각의 

작용을 통해 형식과 재료는 객관적인 것으로 되고 건축가를 제한하기도 하고 해방시켜 주기도 

하는 요구와 의미를 품게 되는 것이다. 제한한다는 것은 그를 양식에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며 

해방이란 공상으로부터 해방인 것이다. 건축적 의미가 경험에 뿌리를 내리고, 또한 가장 반성 

없이 건물을 짓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자신을 갖게 되는 것은 상세를 적절히 

구사하는데 따르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나는 이러한 감각에 대해 서술하고 그것이 건축적 

실천과 비평에 중심적 위치를 갖는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몇몇 미적 

용어들의 의미에 대한 하나의 설명을 제안하고 비평적 추론의 구조에 대한 한 이론을 제시할 

것이다.  

 

9  

상세감각 

 

  한 건물에 대해 미적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을 기능 따위의 미리 정해진 어떤 편협한 틀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정체로서의 그 건물의 모든 것에 대해 주위를 기울이고, 그것이 

갖게 될 모든 시각적 의의를 통해서 보는 것이다. 이러한 미적 주목 행위는 드물거나 세련되고 

어려운 것도 아니며, ‘뒤로 물러선다’든가 ‘초이해적’(desinterested) 태도라든가 ‘추상 

행위’같은 어떤 특수한 태도가 요구된다는 예술품 감정가의 초연한 몸짓도 아닌 것이다.1) 다른 

모든 주목 행위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그 강도와 완전함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더라도, 어떤 

순간에나 또한 어떤 기분 상태 하에서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실천적 삶으로부터 

떼어내어 그것이 마치 모든 기능이나 유용성 또는 가치에 대한 고려 바깥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 본질을 잘못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주목 정도가 어떻든 간에 미적 주목에 

있어서 보고 있는 것의 모든 부분과 모든 측면이 갖고 있는 의의와 그 상호 관련을 파악하려 할 



것이다. 미적 선택이라는 초보적 행위에 있어서도, 또 보다 세련된 비평적 반성 절차를 통해 

경험에 근거하는 의미를 찾아낼 때에도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세 감각은 미적 

주목에 있어 뺄 수 없는 성분인 것이다. 이러한 상세 감각을 탐구하면서 우리는 건축적 이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것이 자기 반성적 형식으로 작용할 때 뿐 아니라 원초적 

형식으로 작용할 때에는 어떤가를 알아볼 것이다.  

  그러나 우선 회의적인 입장에 대해 한마디하고 넘어가야 하겠다. 어떤 사람은 ‘상세 

감각’이란 것을 건축가의 지적인 도구 중에서 별도의 부분이거나 또는 별개로 떼어낼 수 있는 

것으로 상상하면서 그런 것은 없다고 불평할지라도 모른다. 도대체 ‘상세’란 것이 무인가? 

무덤이 상세인가? 메달 장식이나 음각한 것이나 목조 형판으로 찍어낸 무늬가 상세인가? 그 

자체로서는 작더라도 완성된 형식이 아니라면 무엇이 상세인가? 또 우리는 상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을 구성하는 더 세부적인 상세를 통해서? 분명 그런 식의 절차란 끝이 없을 

것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희생하면서까지 상세 감각을 강조한다면, 건축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 위험도 따를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완전한 형식에 대해 어떤 기여를 

하는가를 통해 상세를 설명하고, 전체에 대한 감각을 부분에 대한 감각보다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미적 주목 행위를 덜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세세한 

점을 파고들지 않게 될 것이고 눈을 자꾸 멈춰 관찰해야 하는 ‘무한 후퇴’도 없이 마감된 

전체에 대한 편안한 관조만이 있게 될 것이다. 언어와 유추에로 되돌아가 본다면, ‘의미 

단위’를 완성된 건물로 보고, 상세들의 의의는 그것들이 끼워질 수 있는 그 전체로부터 얻게 

된다고 보는 것이 분명히 더 타당한 것이다.2) 확실히 어떤 일관성 있는 개념이나 설계의 통제를 

벗어나서 상세를 임의로 쓰는 일만큼 건축에서 무의미하고 혐오감을 주는 것은 없다. (스페인식 

바로크의 유파 중에서, 건축가 3 형제의 이름을 따서 츄리게레스크라고 알려져 있는 양식을 생각해 보라. 

그것은 그림 72 에서 보이는 그라나다의 카르투지오 수도원에서 그 극치에 달했던 것이다. ) 

그림 72  L. 데 아레발로와 F. M. 바스케스 : 카르투지오 수도원, 그라나다, 제의실 

 

  이런 회의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무시될 수 있다. 첫째로 이들은 문제 설정을 잘못하고 잇는 

것이다. 나는 상세 감각이 미적 이해의 전부라거나 상세 감각이 한 부분으로 되는 더 큰 활동과 

별개로 충분히 서술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우리가 상세 감각에 대해 

논구하려는 것은 그것이 건축 이론 속에서 잘못 서술되어 왔을 뿐 아니라 미적 판단과 실천적 

판단 사이의 연관을 드러내 주기 때문인 것이다. 둘째로 상세 감각의 중요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는 바로 그 언어와의 유추에 의하면 오히려 다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언어에 있어서는 문장이 의미의 단위라는 것이 사실이다. 무언가가 말해지는 것은 그 

완전한 문장을 통해서인 것이다. 그러나 문장의 의미는 그것을 구성하는 낱말들의 의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또한 사실인 것이다. 낱말이 의미를 갖는 것은 문장이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또한 



낱말들을 구성하여 유의미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낱말들이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어적 의미를 ‘유의미한 상세’(significant detail)에 까지 추적해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 또 그것은 끝이 있는 과정인 것이다. 그 이상 넘어가면 의미가 소멸하게 되는 

지점이 있다. 진정 그런 식으로 우리는 낱말들과 그것을 구성하는 소리들을 구분하는 것이다. 

건축에 있어서도 의미 추구에는 끝이 있는 것이다. 건축적 의미의 진정한 ‘단위들’―고전과 

고딕의 몰딩, 석재의 유형, 장식 없는 수직면, 등등―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은 언어에 

있어서의 낱말들과 같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의의는 그 부분들의 의의로부터 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상세를 탐구해 보면서 우리가 점점 더 깊이 무한한 작업에로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할 이유는 없다. 언어적 유추 중에 그래도 쓸 만한 것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상세와 

형식이 분명히 상호 보완적이라는 사실인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건축은 언어가 아니며, 전체와 부분의 관계는 의미론적으로도 통사론적으로도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와 부분간의 관계에 건축적 성공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왔다. 예를 들어 알베르티는 한 건물의 미란 ‘부분들간의 

조화(concinnitas)에 있으며 그것은 정당한 반성에 의해 조합된 것으로서 거기에 무엇이든 가하거나 

감하거나 또는 변경하게 되면 더 나빠질 뿐 3) 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 부분들에 대한 

주의와 이해가 없이는 건물의 미를 음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알베르티의 말은 미에 대한 정의라고 볼 때 전혀 만족스러운 것이 못 된다. ‘더 나빠질 

뿐’이라는 구절은 당연히 ‘어떤 측면에서 나쁘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야기시키는 것이고 

만약 그 대답이 ‘미라는 측면에서’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설명은 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알베르티의 정의 귀에 깔려 있는 그 ‘유기적’ 미개념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설득력있는 것일까? 베니스에 있는 도제 궁은 개펄 쪽으로 향한 창문들이 정연하게 줄을 

맞추도록 변경한다면 분명 더 좋게 될 수 있으며 그것은 브라만테의 템피에토에서 확실히 너무 

높은 그 꼭대기 탑(브라만테의 반원형 평면을 후대에 수정함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다.)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면서도 이 건물들은 우리가 건축미에 대해 시금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세가 참하거나 활기있으면 가장 엉성한 형식들 속에 끼어있어도 

여전히 아름다울 수가 있다. 보로미니가 그 멋없고 조그만 성 죠반니 인 올레오 성당에 덧붙힌 

프리이즈와 둥근 지붕을 보라 (그림 73) 

그림 73  성 죠반니 인 올레오 성당 

 

  실상 알베르티는 미에 대해 어떤 규정할 수 있는 성질보다는 미에 대한 감각과 그 감각을 

구사할 때 따르게 되는 사유와 지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도제 궁을 더 낫게 

고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현재의 상태에서조차도 아름답다고 보는 것은 부분과 부분 

사이의 상응과 상세의 조화를 보고, 본질적으로 옳다고 느껴지는 하나의 시각적 완성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미의 개념은 어떤 특정한 추론 방식에 끼어들게 되며 이때의 용어들은 

지적이면서 동시에 시각적인 것이다. 알베르티도 알아차렸던 것으로 보이자만, 이 분야에서의 

정의란 성공할 가망이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미적 지각의 

정신 현상과 거기에 내재하는 추론을 조사해 보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했듯이(역시 알베르티의 

생각대로)미적 추론에 대해 적합한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과 같은 개념이 그 지적 중심에 

놓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념은 명백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그 개념 속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주관성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정말로 그 개념의 진정한 의미를 그 

대상의 성질 속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 속에서 찾아보고 싶음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그 개념들은 객관성에 대한 암시를 담고 있다. 적절한 것에 대한 

감각은 그것이 항상 그 대상에 근거를 두도록 해주는 하나의 추론 형식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가 만약 부분과 부분 사이의 의존 관계 속에 건축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느낀다면 그 추론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볼 도리도 없을 것이다. 

  일단 이 점을 인식하게 되면(우리는 이미 그것이 참임을 시사하는 논증들을 제시해 놓았다), 우리는 

또한 (알베르티의 고전주의에 함축된 견해로서) 상세에 대한 이해와 시행이 모든 건축적 실천에 있어 

기본적 특성이 되어야 하며, 상세를 단순히 ‘형식’을 목표로 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식의 (건축) 양식은 미적 감각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으며, 따라서 형식 그 

자체의 미적 본질도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부분들 그 자체가 

활기있고, 공감이 가며, 알아볼 수 있는 것이기만 하면 우리는 균형잡히지 않고 잘못 구상된 

어떠한 종류의 구성에 대해서도 참을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잘 알고 있다. 반면에 가장 완벽한 

‘비례’일지라도 싸구려나 추한 상세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언제나 혐오감을 준다. 어느 

의미에서는 이것은 알베르티의 이상이 가진 그 절대적인 힘을 깨뜨려 버리게 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보면 적어도 알베르티의 ‘미’가 큰 것에서 뿐 아니라 작은 것에서도 드러나서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것이 갖고 있는 완전한 형식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에 대해 건축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산세 감각이 탁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죠지 왕조식의 

주택은 그 비례의 우아함 못지 않게 그 새시창의 몰딩이나 벽돌 쌓은 모양, 문틀, 철제 난간, 

옥외 계단 등으로 해서 더욱 우리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앞에서 논했듯이 비례의 개념이란 그것을 

구체화하는 상세의 개념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림 74 와 75 에 보이는 다우닝 대학에 대한 

두 계획안을 비교해보자. 하나는 L.W. 와이어트의 안이고 다른 하나는 윌리암 포든의 안인데 둘 

다 전통적인 팔라디오식의 모티프를 따르고 있으며, 중앙부를 강조하고 그에 연결된 양식의 

건물로 되어 있다. 두 안 모두 ‘비례를 잘 맞추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한 

쪽의 구성(고전적 상세에 의한 것)은 낮은 형태로써 안정되고 압축된 모습을 하고 있다. 반면에 

(‘고딕’식 설계인) 또 하나의안에서 전적으로 수직성이 강조되어 있고 형태는 거기에 맞춰 

수정되어 있다. 고전적인 상세가 그것들끼리 서로를 얼마나 제한하고 있으며 또 마찬가지로 



고딕의 상세도 그런 식으로 호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한, 아마 이해할 만한 어떠한 

이상적 비례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림 74  L.W. 와이어트 : 다우닝 대학 계획, 케임브리지 

그림 75  윌리암 포든 : 다우닝 대학 계획, 케임브리지 

 

  건축에 있어서 상세를 강조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철학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그 만큼 실천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상세만이 한 

건축가가 밀고 나갈 수 있는 전부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건물의 평면과 입면은 대개 (꼭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건축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해―대지라든가 건축주의 요구 등에 

의해―영향을 받는 반면 상세만은 그의 소관으로 남아 있다. 가장 유별나고 골치 아픈, 또는 

무질서의 범벅 같은 것(건물)에다가 건축가가 우아함과 인간성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은 상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인 것이다. 그림 76 에 있는 이상하게 갖다 붙힌 바로크식 창이나 월버햄프턴 

양조장의 무질서한 지붕 꼭대기를 보라. 이들은 모두 아름다운 구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들이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아함과 매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림 76  성 에우스타키오 관자의 창문, 로마 

 

  많은 근대 건축이 이러한 상세에 대한 안목을 결하고 있다는 점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실상 

근대 건축가들은 종종 ‘장식’이라는 측면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적대감을 표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적대감 때문에 전체주의 체제가 좋아했던 저 밋밋한 

고전주의가 탄생했을 뿐 아니라 종합 예술 작품(Gesamtkunstwerk)으로서의 건축이라는 이상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한 전체 개념은 건축가가 통제할 수 있을 때에만 미적으로 진지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진지한 건물은 브라질리아나 샹디가르처럼 미개발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용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전람회나, 영국의 ‘축제’, 또는 성채의 건설을 위해 행했던 그런 

철거 작업이 선행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거리가 아니라 ‘대지’(site)인 것이며 그 대지 자체가 

종종 부자유스런 틀에 맞춰지거나 아니면 균일한 건물군으로 채워져서, 볼품없게 포장된 

도로라든가 추하게 돌출된 벽이나 또는 산만하게 드문드문 흙바닥을 남겨 강인한 잔나무들이나 

겨우 자라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전람회 건축’이 일상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저주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근대 운동에서 목격했던 가장 세련된 상세 기법 중 일부가 바르셀로나 

전시장 독일관의 십자형 기둥과 흠잡을 데 없는 선들 속에 나타났었다. 그것을 지은 건축가인 L. 

미스 반 데어 로에는 규모가 커서 우선은 시각적인 적합성을 제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같이 

보이는 그런 건물들(유명한 시그램 빌딩 같은 건물)에다가 시각적 적합성의 감각을 불어넣으려는 

노력에 혼신을 다한 몇 안 되는 건축가들 중의 하나이다. 그런가 하면 공간과 비례, 형식의 

규준을 변화시킨 그 영향력으로 해서 자주 숭앙되어 왔던 바로크 건축가들이, 거대한 규모의 



철거 작업을 할 필요 없이 그들의 교회와 궁 등을 비좁은 모퉁이에, 구부러진 길에 맞춰 넣거나, 

또는 렌의 교회들처럼 그들의 건물들을, 줄지어 있는 토착의 건물들에 하나의 매듭을 짓는 

랜드마크로 놓아서 건물들에도 영광을 주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건축가들이 이룩한 형식과 비례상의 변화는 상세의 변형을 통해서, 난간과 코니스, 벽감, 기둥 

등의 형태와 만듦새에 의해서, 건축의 부분들을 완전히 새롭게 정교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상세를 존중함으로써 바로크 건축가들은 어떤 공간이 주어지든 만족스럽게 작업할 수 

있었다. 그들은 상세에 대단한 애착을 가졌기 때문에 구아리니는 예를 들어 그의 설계안을 

출판할 때 완성된 정면 삽화뿐 아니라 각 부분의 몰딩들을 똑같은 비중으로 강조하면서 함께 

펴내고 있는데, 이것은 오직 그 각 부분의 시각적인 복잡 미묘함을 감지함으로써만 전체에 대한 

경험이 이루어딜 수 있다는 행동으로부터 나온 행동인 것이다.4) 

  어떤 이는 고전적 전통이 전수받은 형식 ‘어휘’들 속에서 상세 감각을 구체화시키려 한다는 

사실에 무언가 독특한 점이 있다는 주장을 반대할지도 모르겠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바로크 

‘언어’의 변조된 형식들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며 동시에 한편으로는 자의적인 

장식이나 세련되지 못한 부분들을 미리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어휘’ 라는 

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쓴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그것을 모든 ‘고전적’ 

양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특징이라고 보아 버린 것도 곤란하다. 원주와 엔타블러쳐에 

열렬하게 탐닉했기 때문에 자신을 고전주의자로 자처했던 A. 페레는 ‘어휘’로서 상세를 쓴 

일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상세 감각을 결하고 있었더라도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주의를 환기시켰던 그 언어적 유추에 대한, 그리고 건축의 본질을 공간과 

형식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교의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반복하기 위해서라도 바로크의 

예로 시작하는 것이 나으리라. 나는 고급 예술의 예로부터 시작해 보겠다. 그리고 뒤에 가서 

일상적 건물들에서의 상세 감각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쉘에 대한 인습적인 고전 상세를 생각해 보자. 벽감 윗구석에 조개 껍질 모양을 씌워 

놓는 예를 보자. 이것은 로마 건축에서 보이는 것으로서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부터 바로 고전적 

‘어휘’의 본질적 요소로 되어 왔던 것이다.5) 그림 77 은 브라만테의 템피에토에서 보이는 

예인데 부분적으로는 든든한 도리아식 원주 뒤에 놓여 있다는 이유로 해서, 또 그 강한 상승선과 

조화있는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림 77  브라만테 : 템피에토, 로마, 벽감 

 

이제 우리는 얼마나 탁월한 업적이 이러한 상세 곡에 나타나 있는가를 알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오랫동안 말로 표현하려고 애를 쓰다가 거기에 꼭 맞는 

낱말을 발견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표준으로서의 중요성을 띠는 하나의 형식이 이룩된 것이며 

이로 해서 우리 앞에는 의미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 상세가 세우게 된 



규범에 비추어서 우리는 예를 들어 그림 78 과 79 의 보르미니의 건축에서 쉘 벽감의 독창적인 

변형을 보고 그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이 어떤 의의를 갖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첫 번째 것에서 

우리는 후에 크리스토퍼 렌 경이 성 폴 성당의 채광탑에 쓴 형식으로 강렬하게 상승선과 

배경으로 한 똑같은 병렬 형식을 보게 된다. 그러나 벽감은 이제 벽면 공간에로 내밀고 있고 그 

형식에 맞춰 엔타블러쳐가 놓여졌다. 따라서 그것은 벽을 파낸 벽감이라기보다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벽으로 보이게 된다. 동시에 판테온 신전에서처럼 완전히 제단을 둘러싼 형식을 

빌어오고 있다. 쉘은 불꽃같은 느낌으로 그 공간에 움직임과 빛을 채워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 고전적인 배열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패인 부분을 관을 씌워진 벽감으로 생각하고 

조각상을 안치하는 곳이나 휴식의 장소로 본다면, 우리는 그러한 의미와 실제로 이루어진 생동감 

사이의 긴장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하나의 규범을 떠나가면서 동시에 그것을 긍정한다는 

바로 그 점에서 보로미니의 형식들은 이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림 78  프란체스코 보로미니 : 성 카를리노 성당, 로마, 벽감 

그림 79  프란체스코 보로미니 : 성 카를리노 성당, 로마, 벽감 

 

  이 첫 번째 예를 통해 우리는 비평과 철학에 있어 중대한 의의를 띠는 논점에 이르게 된다. 

뵐플린은 당연하게 이름이 난 그의 바로크 수법에 대한 분석에서 그 유동적이고 흐르는 듯한 

표면 질감을 가리키기 위해 ‘회화적’(painterly)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즐거움을 주는 

것은 보로미니의 벽면에서 보이는 그 유동적인 측면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고전 언어의 

제약을 시사하는 뚫린 부분과 몰딩된 부분을 조금씩 발전시켜 가면서 보로미니가 이러한 형식에 

도달하게 된 방법인 것이다.(그림 80 과 81 을 참조) 

그림 80  프란체스코 보로미니 : 성 카를리노 성당, 로마, 입면 

그림 81  프란체스코 보로미니 : 성 카를리노 성당, 로마, 입면 

 

뵐플린의 언급에는 건축 운동 전체가 각 개별 부분의 생동감으로부터 발전하는 이런 식의 미세한 

정교함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없다. 그는 ‘어휘’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유동성, 일종의 

강요된 유동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건물 양식―A. 가우디의 카사 밀라나 에릭 

멘델존의 아인슈타인 탑의 양식―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양식화된 유동적 형태의 틀에 맞춰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상세 감각은 아예 없거나 억제되는 것이 나을, 그런 아주 다른 관심에 대해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의미’가 뿌리를 내릴 것으로 보이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다. 우리는 

부득이 어느 색을 좋아한다든가 또는 거친 것보다 부드러운 것을, 삐죽삐죽한 것보다 곧은 선을 

좋아한다는 그런 원초적인 수준에서 즐거워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은 그 ‘콘크리트로 된 

바로크’의 기를 꺾으려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에 자연히 따르게될 미적 판단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가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마찬가지로 잘못되어 있고 또한 근대 건축에 대한 많은 논의를 오염시키고 있는 

근본적인 허구―건축적 상세의 본질에 대해 계속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나오게 된 

허구―를 보여주는 예는 바로크 형식과 근대 운동의 형식에 대한 기디온의 비교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기디온은 르 코르뷔게의 알지에 계획안을 배스의 랜드다운 크레센트와 비교한다. 

(차라리 아알토의 베이커 하우스와 비교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 그 비교의 근거는 두 건물의 

전체적인 형식상의 ‘성격’(mould)이 비슷하다는 것이다.6) 그 결과로 르코르뷔제의 개념의 

허세(기존 도시의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파괴하고 경관과 해안의 윤곽을 변경해야만 지어질 수 있었을 

법한 거창한 건물 덩어리들)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그 겸허하고 신중한 죠지 왕조 시대 

건축가의 경우는 각 집들에 대한 섬세하고 자상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런 파상의 형태가 온 

것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시각적 전통을 통해 완전히 이해될 수 있는 각 요소로써 만들어졌고, 

따라서 그 최종 효과는 강제로 주어졌다기보다는 발견된 것같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기디온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죠지안 테라스의 ‘조화’ W. 호가스의 ‘S 자형 인공 연못’의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오히려 알베르티의 콘시니타스와 같은 것으로서 서로 호응하는 부분들간의 

온화한 상응이며, 우리가 그 상세들을 ‘읽을’수 있기 때문에 지각되는 조화인 것이다. 우리가 

한 건물의 어느 한 특성이 다른 특성에 대해 적절한 시각적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상세를 읽음으로써 가능한 것이며, 또 그때에만 우리는 전체의 통일과 융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과정은 하나의 성취인 것이다. 지금까지 흔히들 생각해 왔던 

것처럼 그것이 역사상 어느 시대 어느 건축가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르 

코르뷔제의 계획안은 그 길게이어진 곡선이나 그 인상적인 장관에도 불구하고, 랜스다운 

크레센트 옆에 놓고 본다면 오만하고 이 세계와 동떨어진 느낌을 주는 것이다. 

  위의 바로크의 예들은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가 상세를 보는 방식은 

그 상세를 만들어낸 활동에 대한 이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지도 모른다. 조각가가 흔히 

구분하고 있는 깎아내기(carving)와 빚어내기(modeling) 및 그에 따른 깎여진 형태와 빚은 형태 

사이의 구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것은 아드리안 스톡스가 클라인 학파식의 용어로 생생하게 

서술하고 잘 다듬어 놓은 것이다.7)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이런 구분에서 우리는 하나의 형식이 

생산되는 방식이, 그 형식의 외관적 특징으로서 지속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식의 

주장만으로는 또 다른 주장을 배제할 수도 없고 또 충분한 주장이 되는 것도 아니다. 형태를 

만드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깎아내기, 빚어내기, 떠내기, 쪼아내기, 켜내기 등 또 그 모든 

방법들은 결과로 나타나는 형식에서 느껴지는 특징으로서 지속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형틀로 

떠낸 형식은 하나의 자국을 담고 있는 형식이다. 그것은 누르거나 혹은 형에 부어 넣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아무리 거칠은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사용된 재료나 또는 그 재료를 

가두고있던 형틀로부터 나올 결과인 것이다. 근대 건물의 회색 표면에서 아주 흔히 자국으로 

보이는 나무판의 결을 생각해 보라. 그러나 깎아낸 형식에는 자국이 없다. 그것은 하나의 활동을 



보여준다고 하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코린트식 주두나 세로홈을 판 기둥에서처럼 깎는 

활동이라든가, 또는 지붕의 석판이나 터스칸식 기둥 또는 ‘한 줄의’ 고전적인 석계(형틀로 

찍어서 ‘띄워 놓은’ 계단과 혼동하면 곤란하다)에서와 같이 모양내는 활동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식의 구분은 세밀하게 말하기가 어렵고 또 그 구분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어느 

의미에서 틀로 떠낸 겉면은 깎아낸 표면과 마찬가지로 활동을 드러낸다. 모든 형태는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을 필요로 하며 그것은 심지어 유리 섬유로 된 현대식 요트 선체를 만들 

때조차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선원들은 누구나 그렇게 떠낸 것과 건조해낸 선체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며 떠낸 것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의 활동에 대한 흔적을 건조된 배에서는 느끼게 된다. 

이러한 지각이 그 배에 대한 애착이나 그 배의 미를 판단하는 데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미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여기서 흥미있는 사실은 형태가 여려 가지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결과들을 그렇게 다르게 지각한다는 것이다. 깎아낸 형식과 떠낸 형식이 아무리 

‘기하학적’으로는 차이점이 없게 되어 있다 해도 지각의 관점에서, 특히 건축적 경험에 

특징으로 되어 있는 그 상상적 지각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차이는 절대적인 것이 될 

것이다.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그 떠낸 형식 속에서 지각하게 되는 것은 그 결과물인 것이며, 

판테온의 돔이나 시드니 오페라 극장의 돛처럼 생긴 지붕 등에서와 같이 가장 세련된 떠낸 

형식들은 그 결과물 속에 담겨 있는 리듬과 운동감 때문에 높은 질을 갖게 되는 것이다. 깎아낸 

형식 속에서는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또는 그 과정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으리라―높이 사는(appreciate)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미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미세한 구분인 것이다. 깎아낸 형식은 독특한 생명을 갖고 그 

표면에 인간 노동의 표지를 달고 있다. 고딕 성당의 돌들이 죽어 있는 돌덩어리에서 생명력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표지 때문인 것이다. 그리하여 고딕 성당은 근대 

마천루들이 보여주는 그런 위협적인 비인간성에 빠지지 않고도 사상 최대의 높이와 규모를 

감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러스킨 8) 논했던 저 루앙 대성당의 몰딩(그림 82)을 생각해 보라.  

그림 82  루앙 대성당 몰딩 단면 

 

우리는 이 몰딩들을 단순히 형태로 본다든가 그 평행을 잘 맞춘 선들을 점토나 회반죽으로 

눌러서 만들 수도 있는 것을 우연히 돌을 깎아서 만들게 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만약 

그런 식으로 보려고 한다면 그 몰딩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질서 정연함에 대한 감각은 

와해되어 버릴 것이다. 그 돌 깎는 행위에 주목하게 되고, 그리하여 그 형식을 성취하게 된 

방법과 형식 자체가 뗄 수 없는 것으로 보이게될 때에 우리는 그런 감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볼 때에 몰딩은 그 돌에 생명을 부여하며 또한 진정으로 건축적인 경쾌함과 

정교함을 거기에 주게 되는 것이다. 오직 그러한 지각의 덕택으로 우리는 예를 들어 W. 보링거가 



고딕 양식을 돌에 ‘혼을 불어넣는 것’(spritualization)으로 9) 보았듯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우리의 지각의 그런 특수한 사례에서 특유의 생생함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파르테논 신전의 세로홈 패인 도리아식 기둥을 생각해보자. 이제는 깨지고 닳아 

버려서 원래 의도했던 그 윤곽의 명쾌함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지경이다. 그러나 그 장인들의 세공의 대단히 정밀하기 때문에 그 조각된 외관은 잔존하고 있다. 

그 기둥들은 아무리 손상을 입어도 줄어들지 않는 선명함을 갖고 있으며 멀리서 관찰하더라도 

산뜻하며 예리하게 보인다. 

  깎아내기와 떠내기 사이의 이러한 구분이 우리의 믿음에 어긋나는 경험을 가려내는 데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만 할 것이다. 하나의 형식이 깎아 만든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것이 

실제 깎여진 것임을 지각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그때에 그 형식은 스터코로 떠냈거나 또는 

철근 콘크리트로 쳐낸 것으로 관찰될 수도 있는 것이다. (62 페이지 그림 14 의 성 이보 성당에 있는 

산뜻한 스터코 몰딩을 보라.) 반대로 로마인들이 (어쩌면 오히려 에트루리아인들이) 건축에 도입하여 일상 

건축물에 유효한 요소로 남게 된, 조각된 벽돌 벽면 기둥과 처마처럼 조각된 형식이면서 영락없이 빚어낸 

것 같은 외관을 하고있는 예도 있다.) 

  이런 조각상의 구분은 보다 일반적인 구분의 한 특수한 경우로서 우리는 이미 그 예를 

바로크적 상세 처리에서 보았던 것이다. 즉 강제된 형식과 발견된 형식 사이의 구분, 또는 제약을 

가하고 있는 어떤 힘으로부터 그 본질을 빌어온 것으로 보이는 형식과 그 부분들을 발견하고 

정교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진 형식들 사이의 구분인 것이다. 우리가 보았듯이, 보리미니의 

입면에서 보이는 곡선 형태들은 고전 언어로부터 각각 유래된 것으로서, 그것이 힘차고 빛나는 

구성이 되도록 형식을 정교하게 하면서 사려 깊게 상세들을 배열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도달하게 된 형식과 강요된 형식들 사이의 이러한 일반적 구분은 이제 건축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아드리안 스톡스의 이론 같은 것)에서도 깨닫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을 가장 잘 

서술할 수 있는 방식은 아마도 인간 본성에 대한 헤겔적인 이론을 통해서일 것이다. 분명 

헤겔주의자들은(다음 장에서 명백히 설명하게 될 그런 이유들로 해서) 인간 노동의 흔적이 있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려 할 것이다. 

기계로 제작된 물건도 인간 의도의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간 행위의 표현이 

아닐 수 있다. 단지 기계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게 되면,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소외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원천으로부터 

생겨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기계로 생산된 형식이 우리에게 거리감을 중 수 

있는 것만큼 그 조각된 형식은 우리에게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이미 인간 삶의 

움직임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 점은 앞서 내가 묘사했던 그 ‘발견된’ 것같이 

여겨지는 모든 형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러스킨이 건축가들 앞에 그의 ‘삶의 

등불’(Lamp of Life)을 치켜들면서 머리 속에 지녔던 생각 중의일부이다. 진정한 바로크 양식의 그 



겸허한 적응과 상세를 인간적으로 사용하던 자세, 그리고 각 부분에 대해 알아들을 만한 이유를 

제시하려던 노력 등을 열거하면서 나는 러스킨이 자기의 등불을 비춰 줄 필요가 있다고 믿었던 

그 건축적인 매너에 대해 칭찬밖에는 할 말이 없다. 동시에 독자는 내가 여하한 비평적 원리도 

제시한 것이 아니며, 어떤 형식들을 다른 것들보다 선호하는 것을 근거라든가, 또는 그 P. C.로 

찍어낸 공장 생산 부품들이 널리 사용되는 것을 미리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지금까지 나는 다소 정확하지 않은 뜻으로 ‘상세’라는 낱말을 써왔다. 그 의의에 

대해 철학적인 서술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제시한 사례들의 범위를 넓혀서 하나의 전체로서의 

건축보다는 작은 것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처마의 쇠시리나 주두의 

조각들은 상세이다. 멀리온의 위치를 잡는 일이나 모서리의 모양을 가다듬는 것도, 재료의 성질 

등도 모두 상세인 것이다. 바로크의 예를 든 목적은 유의미한 부분들의 변형으로서 이해할 

때에만 양식의 발달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보이려는 데 있었다. 새로운 가치가 경험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은 이러한 변형을 통해서인 것이다. 그러나 그 ‘뿌리내리는’ 과정은 그 

건축가가 형식에 대한 하나의 고전 ‘어휘’를 갖고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어떠한 상세에도 

따를 수 있는 것이다.  

 

  건물을 짓는 사람의 활동은 효과적인 입면과 내부를 설계하는 데 있으며 때로 그 크기가 

정해져 있는 대지에 맞도록 하면서 그의 작품을 주위의 경관에 적응시키려는 목표를 갖기도 하는 

것이다. 상세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그가 갖추어야 할 주요한 능력인 

것이다. 건축은 이런 점에서 의상 예술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재단사는 형식이나 크기, 무게, 

재료 등의 선택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작다. 게다가 그런 면에서 그의 자유는 자신의 

관할 바깥의 요인들에 의해 제한 받으며 그가 미적 판단력을 발휘할 기회란 주로 효과적으로 

부분부분을 재치 있게 선택하는 데에 국한되게 된다. 그의 예술(art)은 질감이나 색채, 무늬, 또는 

여러 가지 재봉의 촉감이나 형식들 사이의 적절한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데에 놓여 있다. 의상에 

있어서도 건물과 마찬가지로 전체를 조직하는 원칙이나 상세 속에 포함될 질서에 대한 추구는 

자동적으로 하나의 양식에로 발전되는 것이다. 양식이 없고 상세가 없으면 장식 예술 같은 것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건축이 단지 생활에 응용되는 예술이기 때문에 상세가 그렇게 

중요시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모든 응용되는 예술은 장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만 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예측 못한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 (우리가 치수도 

정해지지 않은 방에 가구를 놓아야 한다든가, 아니면 취미가 아니라 법규에 의해 위치가 지정되는 정원의 

담을 꾸며야 한다고 가정해 보라.) 이런 의미에서 장식이 없는 건축을 이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터무니없는 일인 것이다. 도대체 장식이란 무엇인가? 장식이란 전체를 미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따로 즐길 수 있고 감상될 수 있는 상세 이외의 것이 아니다. 이미 미적이 아닌 

문제들에 대해 예술을 응용한다는 것은 그러한 상세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인 문제들이 건축에는 실제로 있다. 예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스스로 

부여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다. 하나의 예술 형식의 순수성이란 정도 문제인 것이며, 또한 가장 

‘순수한’ 건축적 과제(예를 들어 토디의 교회처럼 제약이 없는 지방에서 교회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에서조차도 단순히 ‘미적인’ 문제는 거의 없는 것이다. 건축적 문제의 해결은 항상 미적 

능력과 공학적 능력의 종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종합은 성 소피아 대성당, 성 

베드로 대성당, 또는 플로렌스 대성당의 거대한 돔에서 가장 웅장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건축에조차 상대적인 ‘순수성’이 있으며 많은 미적인 상세가 그 의미를 얻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순수’한 예로부터인 것이다. 전적으로 순수한 예술(스트라빈스키가 음악에 대해 

구상했던 식으로 구상된 예술)10)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스스로 부여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술의 많은 부분의 문제의 해결보다는 문제의 창조에 있게 된다. 왜냐하면 예술적 제약이 

주어진 후에 라야 예술적 자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형식’이라는 이름으로 

음악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제약에 대해 생각해 보라. 바하는 《황금산 변주곡》(Goldberg 

Variations)의 표준적인 계기를 부분들 사이의 간격이 계속 커지게 하는 식으로 작곡해야만 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으며 스스로 그와 같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문제의 창조와 그 해결은 

미적 과제에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의 주목을 끌고 그에 대해 보람을 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건축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창조하는 것은 인위적인 감을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건축의 경우가 음악의 경우와 정확하게 닮을 때가 자주 있다. 건축보다 더 

순수한 예술의 특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식의 고의적인 문제 제기가 없다면 도대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상세들이 몇 가지나 생겨났을 것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을 가장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서리 처리의 문제’이다. 그것은 그리스로부터 

오늘날의 건축가들까지 사로잡고 있는 문제로서 그 중에도 아마 알베르티가 가장 그 문제에 

몰두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11) 브루넬레스키는 모서리에 벽기둥을 두게 되면서 놀라운 미적 

문제를 창안해냈고 또한 해결했다.(그림 83).  

그림 83  브루넬레스키 : 파치 부속성당, 내부 모서리 

 

상갈로가 성 마리아 데이 카르체리에서 했던 것처럼 벽기둥을 겹으로 하지 않았는데 이는 

브루넬레스키의 주범의 주된 특징인 경쾌함과 차분함을 깨뜨리기 때문이었다. 대신에 그는 두 

기둥 중 하나는 완전히 벽 속에 묻히게 하고 극히 일부부만이 돌출되도록 하였다. 단 두 군데 

비례상 필요한 부분에만 그러한 기둥 흔적을 남겨 놓았다. 이 해결책 (후대에 많은 건축가들, 예를 

들어 깁스에 의해 성 메리 르 스트랜드에 채택되고 세련화되었다)의 성공 여부는 그 문제 내적인 제약 



조거들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다. 브루넬레스키로서는 그런 식의 벽기둥 주범을 채택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주는 즐거움은 바로 그 주범에 따른 상세부들로부터 오는 것이다. 

스스로 만들어낸 ‘모서리 문제들’에 대한 좀더 후대의 예를 두 가지 들어보자. 그 중 

하나는(그림 84 에 있는 안드레아 팔라디오의 성 죠르지오마죠레 성당)그 찬란하고 복잡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며, 또 하나는 (그림 85 에 있는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시그램 빌딩) 상세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단지 고전주의에 국한된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 84  안드레아 팔라디오 : 성 죠르지오 마죠레 성당, 베니스 

그림 85  미스 반 데어 로에 : 시그램 빌딩, 뉴욕, 바깥 모서리 

 

  상세 감각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논의를 통해 

우리가 미적 판단의 중심에로 끌어낸 관념―‘적절’이라는 관념―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알베르티가 건물의 ‘부분들’이라고 했던 개념이 우리가 ‘상세’라는 이름 아래 놓았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였다면, 우리는 그가 서술했듯이 미적 감각이란 건물의 각 부분을 옳고 

적합한 상태로 맞아 들어가게 하려는 목표를 갖는다는 것을 시인해야할 것이다. 각 부분은 다른 

부분에 대해 어떤 ‘적절성’의 관계로써 맺어져야 하는데, 이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한 부분의 

존재가 다른 부분의 존재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생각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게 되었다.  

  취미의 발생 기원을 보여주고 그것이 불가피하게 ‘표현적’ 의미와 연합된 것임을 보이기 

위해 들었던 예에서, 우리는 미적 선택이 초기에는 원초적이라는 것을 언급하였다. 어떤 형식이나 

형태, 색채들은 옳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 원초적 

상태를 초월하여 건축적 선택의 본질과 의의에 대해 추론하고 반성해 보려는 경향이 내재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렇게 반성에 의해 그 반성 대상의 외관이 변모되고 그리하여 반성 자체가 

상상적 이해의 일부로 확인되는 것이다.  

  알베르티의 설명을 통해 볼 때 ‘미’보다는 ‘적절함’(aptus, decens, commodus, proprius)12) 

것이라는 관념이 훨씬 더 그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과 미는 그의 적절 개념의 연장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분명해졌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다. 

무든 장식 예술에 있어서 주된 지적 몸짓이라 할 수 있는 저 사리에 맞게(reasoned) '맞추어 

넣는‘(fitting together) 과정을 하나로 종합하는 것은 바로 그 ’적절‘이라는 관념인 것이다. 또한 

건축가가 하나의 양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양식이 있음으로써 그 개념이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또한 더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대문인 것이다. 양식은 상세의 

집적이 아니고 상세를 맞게 펼쳐 놓는 것이다. 이 점이 (얼핏 ’고전주의‘의 단순한 진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양식을 규정해 주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양식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 모든 

작업이 구석구석에 ’적절한 상세‘가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를 보아야만 할 것이다. 



소위 ’국제 양식‘(그로피우스가 괴벨스 박사에게 고전 형식과 고딕 양식의 종합으로서 독일 특유의 

것이라고 변호했던 양식 13))을 생각해보라. 이 양식도 그에 특징적인 상세들―금속제 창호, 면으로 

된 모서리, 날카로운 수평선들과 섬세한 수직선들―을 갖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트루위우스식의 부품들을 모아 놓는다고 고전 양식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세들의 집적이 그 양식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국제 야식의 그 부자연스런 장식 혐오 때문에 

제약이 있는 어떤 지역에서는 그 양식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제 양식이 자율적인 미적 세력(바우하우스의 공장뿐 아니라 맥스웰 프라이의 주택들이나 또는 훨씬 

후에, 예를 들어 벤츄리와 로치의 작품에서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미적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것은 주로 상세의 창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상세들은 단순히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고전 양식에서 부분이 부분에 서로 상응하듯이 서로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상세가 적절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는 우선 이러한 판단이 

배타적인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다른 상세가 마찬가지로 적절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적절한 것이 필연적으로 최선의 것은 아니다. 다양한 선택들을 인지하고 그들 사이에 잠재하는 

질서를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것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발달하는 것이다.14) 그것은 

규칙에 얽매인 까다로운 격식이 아니라 융통성 있는 편안함을 지향하며 무엇이 온당하며, 맞고, 

적합한 것인가를 감각하는 능력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융통성은 앞에서 보았듯이 

분석하기가 곤란하다. ‘적절한’ 것이라는 개념은 미적 반응을 세밀히 드러내는 다른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명백히 정의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 전개의 배경이 되고 있는 

기대라든가 관습・태도 등을 설명함으로써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감을 잡아볼 수는 

있다.  

  우리는 즉각 ‘적절한’것이라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그 뜻이 

유래한 어떤 특정한 ‘미적’ 용법에 한정시키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합리적 행위의 모든 분야에서 적절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적절한 행동, 적절한 감정, 

적절한 몸짓, 적절한 옷, 음식, 술, 장식 등등. 이렇게 실용적인 것들이 끼여든다고 해서 놀랄 

것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건 무슨 일을 할 때, 그때의 우리의 목표가 그 실행 

방식까지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주어진 목표의 실현을 위해 최대한 

완벽하게 몰두하고 있는 활동인 경우조차도―이러한 활동은 거의 없지만―그에 이르는 동등하게 

유효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해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반성해 보지 않는다면 그의 추론 능력에는 뭔가 불완전한 데가 있다는 

것이 된다. 그는 단순히 그것을 하려고만 할 뿐, 그것을 적절하게 하려고 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어떤 이는 여전히 수단과 목표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적절한 것이라는 개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무엇이 적절한 것인가를 결정할 때에 단지 

그 즉시의 목표와의 관련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통해 진전될 수도 위축될 수도 있는 목표들 

전체와의 관련을 통해 하고 있는 일을 고려하게 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식탁에서의 

적절한 행동에 대한 감각은 곁의 사람들이 불쾌해 하거나 우리를 싫어하게 되지 않도록 하려는 

요구, 음식과 음료를 자신의 얼굴이나 옷에 튀지 않게 하려는 욕구, 고생스럽지 않고 처량함을 

느끼거나 조마조마함이나 트림 등이 없이 먹고 소화시키려는 욕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적절한’ 행동의 규준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단지 여러 가지 곤혹을 피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목표에 대한 ‘최적해’를 찾아내는 것일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런 견해는 건축을 일종의 

‘문제 해결’로 보는 설계 이론가들의 입장에 다시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2 장에서 보았듯이 그러한 접근방식은 실천 이성에 대해 진지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에 중 많은 부분은 실현되기 전에는 진술될 수 없는 것이며 목표에 

대한 수단을 통해서 ‘해’를 구하려는 시도는 대개 그 해결하려는 대상 문제를 임의로 한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은 의상 재단이나 장식, 건물을 짓는 일 등 ‘일상 생활의 미학’을 반영하는 활동들에 

있어서 분명한 것으로―우리는 그 결과물에 대해 가장 밀착된 상태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Weltanschauungen)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목표를 위한 수단의 관계로 이해될 수 있는 어떤 것을 넘어서서, 적절이라는 관념이 

발달하게 되며 목표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진술―그것은 불가능하므로―이라기보다는 그에 근사한 

근사치를 시사하는 것으로서, 또한 ―그것들을 표현할 기회가 이제 막 생겨난 것이므로―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드러내질 수 없는 목표와 만족들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다. 예법을 익힐 때 

적절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발달하게 되는가를 보자. 이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우선 단순하게 

어떤 관례들(convention)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 관례들이란 집단과 공동 사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목표는 모두 정해진 기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사회적 교제의 진정한 자유가 계발되는 것이다.15) 그러나 그러한 관례에 얽매여 격식을 

차리면서, 그것을 좀 바꾸거나 벗어버린다든가 유머나 풍자적인 감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사람, 

특히 관례가 통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말해서 크게 

불행한 사림인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단순히 어떤 가장 중요한 목표―즉 항상 타인과 자신을 

즐겁게 해야 할 목표―를 일러줌으로서 그의 어리석음을 치유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타인들을 즐겁지 않게 해야 하는지 또는 자신을 어느 때에 즐겁지 않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배워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어떻게 무례함이나 부당함 또는 

모욕 등에 반응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적절이라는 예술(the art of the appropriate)을 

습득하려면 그는 자신의 행동 속에서 그 행동이 성공했을 때의 상태를 암시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는 그러한 성공에 막 도달되는 순간이 오기 전에는 제대로 자신을 바쳐 추구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다. 예절의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히 

알게 되기 이전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를 알아보는 예술인 것이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해 나는 하나의 예를 들겠는데, 그것은 포크를 잡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서 

언뜻 보기에 다소 경솔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수세기 동안 그러한 일들이 모든 미적 노력의 

최고봉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다도(茶道)의 대가들은 최고의 예술가로 존경받고 있는데, 16) 그런 

나라에서라면 식탁 예절을 통해서 예술의 본질을 논한다는 일이 조금도 불경스러운 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일상사를 강조하는) 비극적인 세계관을 나눠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들에게도 예절의 현상이란 우리가 ‘미적’이라고 부르고 싶어지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과 당신 이웃이 예절바르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함으로서 이미 그러한 문제에 관련된 뭔가 

심각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포크를 잡는 어떤 특정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당화하는가를 살펴보자. 우리가 이런 일을 미적인 문제로 그려 보이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우선 어떻게 보이는가에 따라서 정당화된다는 사실 때문인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게 보인다는 식으로. 그러나 추론이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은 

드문 일이며, 왜 그것이 더 낫게 보이는가 하는 질문이 곧 생겨나게 되고 그에 대한 대답이 

적절한 것이려면 하나의 사회적 문제의 핵심에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보다 조화로움, 

또는 우아한 손놀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든가, 또는 그런 식으로 해야 음식이 직접 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옆으로 비껴 들어와 턱을 쑥 내밀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낮게 보인다, 그것이 

당연히 보기에 더 유쾌하다. 왜냐하면 입을 쩍 벌리고 정면으로 쑥 내미는 것은 조심성 없고, 

탐욕스럽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보이며 어딘가 명예스럽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운운하는 식으로. 분명 이러한 추론 과정에는 도덕적 의의를 띠지 않은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몸짓이 ‘점잖은’(decorous) 것인가를 논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적용될 때 그 의의를 얻게 되는 여러 개념들을 쓰게 되는 것이다. 그 

점잖은 것이라는 개념―키케로가 도덕성의 핵심으로 보았던 저 데쿠스 17)―은 개인적 선택의 

세계가 도덕적 이해라는 세계에로 초월되도록 해주는 또 다른 개념인 것이다. 품위(dignity)란 

인간의 이상 중에서도 최상의 것일지도 모르며, 호레이스가 애국적인 자기 희생을 둘체 에 

데크룸이라고 서술했을 때에도 그것은 결코 그 희생의 숭고성을 깎아 내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예에서 보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즉 일단 사람이 하나의 적절한 

외관이라는 것을 통해 추론해 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는 자신의 추론을 특유하게 ‘미적인’ 

뜻만을 갖는 그런 개념에 한정시킬 수가 없게 된다. ‘미적인’ 용어들―단순히 미적 판단에 

사용됨으로써만 의미를 갖게 된다는―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는 참으로 



의심스럽다. 알베르티도 암묵적으로 이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며, 여러 곳에 보이는 그의 미적 

판단에 대한 해명들 속에 구사되고 있는 용어들은 보다 넓은 용법으로부터, 더 나아가 실천적 

추론에 전체 구조로부터 그 의미를 가져오게 되는 것들이었다. 그가 그렇게도 미적 중요성을 

부여했던 저 콘시니타스라는 개념조차도 그에게는 우선 도덕적인 의의를 지닌 것이었다. 그는 

아나도 그 용어를 키케로의《웅변가》(Orator)에서 끌어왔을 것이다. 거기서는 그 말이 일종의 

달콤하고 설득력있는 소리를 가리키고 있다. 알베르티는 그의 초기의 여러 저작들 속에서, 특히 

《가족록》(Della Famiglia)에서 그 말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는 교양 있는 행동에 고유한 조화와 

품위를 가리키고 있다. 알베르티가 미적인 분야에 옮겨 놓으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도덕적인 

의의인 것이다. 이러 식으로 항상 보다 넓은 용법으로부터 의미를 갖게 되는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우리가 ‘적절’이라는 개념을 통해 귀결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미적 

취미로부터 실천 이성에로, 사물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에 대한 감각으로부터 그것이 

어떠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판단에로의 길을 나아가고 있었을 뿐인 것이다.18) 적절에 대한 

감각이란 도덕적 사유가 구체적화된 것으로 존재하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보다 먼 곳에 좀처럼 

잡히지 않는 존재계에 묻혀 있는 목표와 가치들에 대해 지각하는 것이다. 참으로 현실적인 

의미에서 예법에 고유한 그 미적 가치들을 배양하는 일은―‘시각적인 점잖음’(decorum)을 익히는 

일―개인 생활 속에서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선택들을 질서 있는 것으로 되게 하는 과정의 

일부인 것이다. ‘적절’에 대한 감각을 통해 사람은 지금의 바로 이 순간 속에서 즉각적으로는 

말해질 수 없는 그의 인생의 목표들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외관을 추구하는 

일은, 사태가 복잡하여 어느 하나의 목표로 환원시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활동들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 것이다. 그리고 건축은 그러한 활동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도 적절한 것에 대한 감각을 갖는다는 것은 그 과제를 완전히 수행하는 데에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 그것은 또한 끊임없이 현재의 즉각적인 충동을 넘어서는 문턱에서는 

것이기도 하며, 나아가 더 멀리에 놓여 있는 목표를 내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 

감각을 발휘함으로써 우리는 ‘문제’라는 생명없는 덩어리를 하나의 광범위한 실천적 과제에로 

변환시키게 된다.  

  내가 상세 감각에 대해 예를 들었던 것들은 고급 예술로부터 취해진 것이었고, 부분적으로는 

미적 노력의 최상의 형식을 특징 지우는 저 자율적인 문제들이 건축에 있어서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상세 감각이란 건축의 응용 예술로서의 성격 

때문에 더욱더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 우리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일상적(vernacular)인 건축을 

생각해 보라. 그 불규칙함과 불균형과 서투른 장식에도 불구하고 17 세기의 일상적 건축은 여전히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지만 20 세기의 것은 (아니면 최소한 20 세기의 집단주의를 선전하는 경향의 

것은) 번번히 적의를 보이며, 소외되고, 개인의 충족감과는 상반되는 그런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놀랄 만한 일이 되는가?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담벽을 



‘브루털리스트’식으로 전혀 상세가 없는 모습으로 세운다고 하자. 기껏 문제되는 것은 그 

높이와 길이가 충분하고 예상되는 충격을 견뎌내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는 정도이다. 

우리는 재료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채 회색의 콘크리트를 치거나 또는 거칠은 경량 콘크리트 

블록으로 처리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벽이 우리의 눈에 조금도 평안을 주지 못하며, 

바라다볼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외면하게 만든다고 말할 것이다. 부분과 

부분 사이의 적합성 여부를 묻는 질문은 회피되고 있으며 그 재료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목표에 

대한 수단으로서밖에는 달리 서술해볼 도리가 없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여기서 그 건설자가 자기의 벽에 공을 들이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즉 그 벽의 모양과 형식이 

(어떤 활동을 통해) 도달된 것으로, 그 규칙들이나 전례나 목표, 사례 등의 그 각각의 부분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활동의 산물로 보이도록 하려 한다고 하자. 그림 86 

a 와 86 b 에 있는 철로변 담벽은 바로 그러한 공들인 흔적이 보이는 간단한 일상적인 예이다.  

그림 86  a 와 b 웨스트번 파크 빌라스의 철도변 담벽, 런던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고전적인 선례들을 따르고 있다. 줄지어 서 있는 버팀 벽돌(버트리스)은 

한편으로는 반기둥인 셈이고, 밑둥의 돌출 부분은 기둥 받침대의 모양이 남아 있는 것이며 

콘크리트로 만들어 씌운 윗부분은 코니스(처마)의 느낌을 낸 것이다. 버팀벽의 모서리는 파란색의 

견고한 벽돌로 기초 부분과 어울리도록 해놓은 반면 그 틈새는 부드러운 무광택 분홍색 벽돌을 

채워 넣어서 닳고 거칠어진 면으로 되어 있다. 담벽은 가로와 나란히 가고 있지만, 그 자체의 

리듬을 갖고 있으며 ‘주범’의 흔적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로써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굽어 있는 보도와 맞는, 기분 좋은 율조를 이루고 있다. 버팀벽은 서로 

화답하고 있어서 그 사이사이에로 우리의 눈길을 끌어가게 된다. 담벽 윗부분이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코니스’(처마)를 잘 강조해 주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묵중한 느낌이 나도록 

해준다. 이러한 담길을 지나면서 자연히 느껴지게 되는 즐거움은 단순히 그것이 튼튼하고 

꼼꼼하게 잘 지어졌다고 생각되는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잘 짜여진 각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에서 오는 것이다. 미적인 물음을 제기할 만한 대상이 

되므로 해서 그 벽은 인간적인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적절’에 대한 설명에서도 

암시되었듯이 부분들 사이의 상응은 또한 외부와 내부의 상응이며, 건물과 관찰자 사이의 

상응이기도 한 것이다. 적절한 것을 판단하는 근원은 우리들 안에 있다. 앞의 일상적인 

예로서조차도 그러한 판단력은 그것을 살펴보는 사람의 요구와 가치를 그 대상에 옮겨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이다. 적당한 상세를 가진 벽은 도덕적 인격의 축적을 가지며 그 표현에서 

교감을 나누는 것으로서, 내가 그와 대조시켰던 브루털리즘적인 안과는 달리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과 동일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취미의 규칙 같은 것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해 가능한 

상세에 대한 편애일 뿐이다. 말할 것도 없이 앞의 일상적인 예에서 우리는, 확립되어 있는 장식의 

전통으로부터 차용하여 적용한 형식들을 볼 수 있다. 또 그 전통이 있으므로 해서 그 건설자는 

자기의 구조물의 최종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예견하기가 쉬워졌다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고전적 전통의 감점들 중의 하나는 바로 공간을 다듬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며 심지어 

창이 없는 벽까지도 인간적인 의미를 강하게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87 참조). 그림 

88 에 보이는 니콜라스 혹스무어의 대담한 구성에서처럼 그 효과는 때로 평온보다는 고뇌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과감하고 무사적이면서 마치 미켈란젤로의 포로 조각처럼 억눌린 

힘이 충만해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생명이 없는 벽체와 창문에다가 인간이 

모든 다양한 성격을 옮겨 놓을 수 있게 해주었던 풍요로운 전통을 우리는 잃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건축에서의 의미에 대한 추구는 일상적인 것에서건, 고급 예술에서건, 우리가 

앞에서 보아왔듯이 부분들이 잘 들어맞아서 생기는 상응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그 적절에 대한 

감각을 항상 요구할 것이다. 

그림 87  퀴리날레 언덕의 벽, 로마 

그림 88  미콜라스 혹스무어 : 성 메리 울노스 성당, 런던 

 

  그런 주장들은 다 좋다. 그러나 당신은 미적 판단에 있어 중심적인 많은 다른 

요인들―균형・비례・선・통일성 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단순히 ‘적절’에 대한 감각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그와 같은 용어들의 의미는 고사하고 

그 말들이 가리키는 성질들에 대해 우리가 왜 관심을 갖는가에 대해서조차 거의 설명해 줄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러한 반론을 통해서 우리는 예술 철학의 중심을 이루면서 계속 되물어지는 

문제에로 되돌아가게 되며, 그 점만으로도 이것은 심각한 반론인 것이다. 내가 알베르티의 제안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미’라든가 ‘비례’ 또는 다른 어떤 ‘미적’ 

용어에 대해서 어떠한 정의도 내리지 않았음을 독자는 알아차리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와 같은 

일을 고의로 생략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나로서는 ‘미적인’ 용어라는 관념을 쓰지 않고, 미적 

판단이 근거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와 추론의 양상을 탐구함으로써 그것을 설명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미적 용어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공허하거나 

편파적이며, 어쩌면 불필요한 것일지도 모르는 어떤 특정한 취미 규준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미적 판단의 본질에 대해 조명해 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의 직접적인 경험이 추론적인 반성을 통해 사회적이고 지적・도덕적인 가치에 대한 

‘기호’ 내지는 예보로 되는 과정에 대해 기술했다. 그러한 반성 과정 속에 채용되는 각각의 

개념들에 어떤 특정한 역할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그 과정을 기술해내는 데에 나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미 시사했던 바대로 미적 판단에 쓰이는 개념들은 특이하게 초연하고 ‘유동적인’ 



성질을 갖고 있으며, 주로 다른 비미적인 용법으로부터 의미를 끌어내면서, 그 개념들을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고정된 기반을 주지 않고 떠 있는 것으로 보인다.19) 칸트조차도 그것들이 

사실상 전혀 개념이 아니라고 믿었으며, 미적 판단은 ‘개념과는 무관’(free from concepts)한 

것이고 따라서 ‘미’ 같은 말은 그것이 적용되고 있는 대상의 어떤 색별 가능한 특성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20) 칸트의 견해에 동의하든 말든, 적어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판단 형식이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의 변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의라든가 

분석을 제시하는 일에 주의를 해야만 한다. 적절이라든가 미 같은 개념들은 이러한 미적 논의 

과정 중에 자유롭게 떠다니는 것으로서 어떤 때는 이것에 또 어떤 때는 저것에 우리의 주의를 

끌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개념들의 뜻은 그것들이 적용되는 대상들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개념들을 통해 자세히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반론에 응답할 여지를 갖고 있다. 상세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왜?’―왜 여기에, 이것인가?―라는 질문의 느낌을 미적 판단의 

중심에 놓게 되었다. 여기서의 질문은 하나의 사물이 왜 그렇게 보여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비례’의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면 우리의 

설명은 정확하게 바로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비례에 대한 고전적 정의나 

신고전적・복고적, 또는 르꼬르뷔제의 정의 등은 정의라기보다는 오히려 절차에 대한 규준이었다. 

예를 들어 비례에 대한 수학적 이론은 그 어떠한 신플라톤주의적 변종들에 있어서도 ‘비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말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단지 비례가 맞는 부분들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절차나 규칙을 제시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규칙은 앞에서 보았듯이, 정확히 그 

용어의 의미를 다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보편 타당성을 주장할 수가 없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비례’라는 말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적절한 것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됨에 따라 이해될 수 

있다. 건물의 각 부분들이―장식이 아니라 모양과 크기로 판단했을 때―각각 서로의 존재에 대해 

적합한 시각적 이유를 줄 때에 그 건물은 비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불균형한’ 비례란 

‘왜?’―왜 이런 모양인가, 왜 그렇게 높은가, 왜 그렇게 넓은가, 그렇게 긴가?―라는 질문을 

야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 질문에 대해 하나의 시각적인 답변을 해낼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비례에 대한 규준을 개발해내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이에 하나로 양식을 

개발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건설자의 예가 충분히 이 

점을 설명해 준다.) 그러나 실제로 미적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비례가 ‘실제로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 진정한 미학적 뜻을 줄 어떤 한 가지 성질이나 또는 여러 성질들의 집합을 

꼭 집어내 얘기한다는 식으로 말할 필요는 결코 없다. 그 뜻은 실제의 미적 논쟁에 있어 

수행하게되는 일종의 포괄적인 역할에 의해 주어지며, 적절한 것이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미적 

이유들과 일상의 실천적 판단 사이의 관계를 해명해 주는 하나의 이론에 비추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통해, 비례에 대한 이해와 상세에 대한 이해는 미적 의미의 추구에 



있어서 결코 서로 적수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보여질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그것들은 동일한 과정의 상호 보완적인 측면들이며 어느 쪽도 그러한 과정에 들어있는 추론을 

통해서가 아니면 뜻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는 ‘미’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미’를 정의하는 일이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취급된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없다. 지은이의 생각으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모두 잊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미를 강조하는 일은 

동등한 자격을 갖는 여러 가지 미적 용어들 이상으로 그것을 격상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문제가 마음의 철학의 문제가 아니고 의미의 문제라고 아는 것이 된다. 우리는 미적 

판단의 근저에 깔려 있는 마음의 상태를 연구함으로써 상세의 우선성을 알게 되며, 모든 미적 

선택을 ‘적절’이라는 개념이 주도하고 있음도 알게된다. 이러한 것들이 ‘왜?’라는 질문을 

비적인 문제에 제기할 때에 결정 요인이 되는 것이다. 건축가로서는 그런 질문에 대처할 

재능이나 자신감이 결여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는 여러 가지 손쉬운 임시방편에 호소할 수도 

있다. 즉 창을 ‘무작위적으로’ 배열한다든가, 우리가 다가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낡아지지 

않도록 고의로 간결하게 처리하거나 압축시키는 일 등으로. 그러나 그런 식으로 양식에서 

후퇴하는 것은 헛된 일이며 또한 무가치한 일이다. 상상력을 가진 눈을 피할 수는 없으며 우리의 

질문은 보편적이고도 반증할 수 없는 의의를 지닌다. 그리하여 우리의 눈은 그 의의를 찾아 

움직이게 되며 필경 만족 아니면 혐오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적 감각이 객관성이라는 

일종의 이상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나, 또는 전통적으로 ‘유미주의’에서 회피해 왔던 

도덕성의 문제에로 매순간마다 넘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놀랄 일이 못된다.  

  그렇다면 이제 이 객관성이란 무엇이며 그 도덕성이란 무엇인가? 객관성은 얻어질 수 있는 

것인가? 또 도덕성이란 기술될 수 있는가? 나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뭔가를 말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나는 그 두 가지가 2 개의 진술이 아니고 하나임을 논증할 것이다. 

 

10  

결론  :  건축과 도덕 

 

  이제 우리는 비평적 판단의 객관성이라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철학적 미학의 모든 문제들 중에도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건축에서 옳고 그른 것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소박한 태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종종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은 명백하게 구분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확신한다. 앞서 우리는 취미에 관해 논하면서 어떤 다른 결론을 얻어낸 것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그와 같은 확신이 근거 없다는 것임은 분명히 밝혀 놓았다. 어느 의미에서 미적 판단은 개인적인 



경험을 명료화하려는 시도이므로 미적 판단은 자기 자신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그 경험을 정당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의 판단이 객관성을 얻으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러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비평적 주장이 타당한가의 여부는 바로 그러한 객관성을 성취할 수 있는가에 

그 핵심이 놓여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객관성을 진리와 구분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비평적 판단이란 실천적 추론의 한 형식이며, 하나의 경험을 옹호하거나 비평하는 것으로서, 이는 

그 경험 대상의 적합성・부적합성 여부를 논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추론을 

실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추론의 결과가 우리가 믿어야 할 어떤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느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1) 따라서 비평적 판단이 무언가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는 일을 목표로 

삼는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실천적 추론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느끼고 행할 것인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여전히 객관적일 

수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칸트가 윤리학과 미학에 관한 그의 두 대 저작에서 강력하게 

정립하여 놓고 있다.2) 예를 들어 칸트는 도덕적 판단은 명령문이며 따라서 그것은 참이나 거짓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판단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술해 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목표로 삼는 이상의 세계(목적의 왕국)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덕적 판단이 객관적임을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각각 그 체질이나 환경, 

또는 욕망이 다르더라도 모든 이성적인 존재들이 그것을 지지하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덕적 판단을 지지하는 방식에도 타당한 방식이 있는 것이며, 우리가 그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판단들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러한 

타당성에 해당되는 것이다. 칸트의 이론은 대담한 것이며 내가 말한 것은 단지 그 윤곽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더 깊이 탐구해 보면 그와 같은 진리를 갖지 않는 표준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도덕적 추론에서 진리가 들어설 자리를 

부정하면서 적어도 일관성이라는 초보적인 표준에는 여전히 의존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러나 이 

이론은 객관성에 대한 일반적 관념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그것은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도무지 ‘과학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인간의 사유 영역 안에서, 어떻게 그 

객관성이라는 관념이 표현될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객관성에 대한 그러한 관념을 미적 논증 속에 끌어들일 수가 있겠는가? 

칸트를 위시하여 많은 철학자들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것은 그러한 주장이 

항상 경험이라는 것에로 위착되어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나의 비평적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그 상대편과 동일한 경험을 갖게 될 때에만 그 주장을 수긍하게 외는 것이다.3) 

이렇게 경험에 대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평이란 것이 어떠한 규칙을 적용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된다. 각각의 경우는 일종의 특유한 성격을 띠는 

것이며 우리는 그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장을 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미적 



판단이란 것이 아무런 규칙도 없는 것이라고 해보자. 그렇게 되면 건물 짓는 일에도 어떤 규칙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기능과 안전성이외에는 어떠한 법칙도 없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객관성에 대해 논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건물을 보편 법칙을 

세워 보려는 시도들은 이상하게도 모두 종잡을 수 없는 것으로 끝나 버렸고, 이들로부터 

유도되는 비평적 판단들을 엎어 버리는 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것도 분명 사실이다. 

그러나 보편 법칙이 없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주관적인 것으로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의 건축적 형식 또는 주어진 건축 작품은 그것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것들보다 미적 관심의 대상으로서 더 적절한 것일 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형식이나 그 사례에 대해서, 그것들을 보는 올바른 방법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식으로 

봄으로써 미적 충동이 어떤 식으로든 충족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도덕적 판단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아도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성이라는 것이 일련의 

규칙들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철학은 단순히 이런 규칙들이 어떻게 정당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4) 이런 식의 법률주의적인 도덕론은 도덕적 인간의 

실상―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록 칭찬 또는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쉽게 

알아낼 수 있어도, 행위의 절대적인 규칙을 명시하는 일은 꺼려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행동을 인지하는 능력은 부분적으로는 선한 인간들을 알아보는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즉 행동 속에서 미덕을 인식하고, 특정한 행동이 본받거나 칭찬할 

만한 그런 심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인데, 우리는 도덕적 존재에만 특유한 

방식으로 그러한 심성에 대해 ‘감응’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옳다면―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이에 동의하는 도덕 철학자들의 전통은 분명 유구하게 이어지고 있다―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한 어떤 목록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 덕이 있는 사람의 동기나 감정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상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교훈은 그렇게 간접적으로 얻어졌고 또 무슨 보편 법칙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만 

여전히 객관적일 수가 있다. 그런 교훈을 가져다주는 그 미덕에 대한 관념만큼이나 그것은 

객관적인 것이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도대로) 우리의 이상적인 미덕이라는 것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합리적 선택의 본질 그 자체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보일 수가 

있다면, 모든 도덕 판단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것이 될 것이다. 모든 도덕 판단이, 이성적 

인간이라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추론으로부터 그 타당성을 얻게 될 것이다.5) 

  미학에서의 객관성에 대해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또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보자. 우리는―제 

6 장에서 살펴본 프로이트 학파나 헤겔주의자들처럼―미적 경험에 대해 아주 일반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미적 주의력을 기울였을 때 보람을 줄 그런 유의 건축 또는 

건축관에 대해 상상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식의 추론은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려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전적으로 객관적인 것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체계화된 

규칙이나 교훈을 끌어내게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객관적인 미학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갈 것인가에 대해 보다 명료한 개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타당성이라는 관념이 

특정 건축 이론이 갖고 있는 경직된 규준들과는 다른 것임을 알게 된다면 그 만큼 더 다행이라고 

하겠다. 

  이제 우려는 미적 경험의 가치 즉 미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해 가장 추상적인 

수준에서 고려해볼 때가 되었다. 이 책의 전방에 걸친 나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적이다. 즉 

하나의 대상을 관조 그 자체를 목적으로 상상적으로 관조한다는 의미의 미적 이해는 일상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예술 형식이나 고급의 예술 형식이 아무리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비록 음악이나 그림, 또는 언어 구사에 대해 취미가 없는 

사람이 분명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이성을 가진 합리적인 존재로서 미적 충동이 

전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앞서 내가 주장했듯이, 일상 생활의 

미학이 있는 한,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이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세계에 대한 이해에 하나의 결함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기능적인 것이라 

해도 모든 일에는 무한히 많은 진행 방법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택은 

기능적으로는 등가일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이 얽혀 있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목적뿐 아니라 먼 후일에 대한 (그리고 아마도 말로 할 수 없는) 소망에까지 영향을 주게될 모든 

선택에 있어서 최상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우리 마음 밑에 깔려 있는 비공리적인 

잔재물인 것이다. 건물을 잘 짓는다는 것은 적합한 형식을 찾는 일이며, 이것은 곧 소멸할 것이 

아니라 오래 지속될 것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적절한 

형식이란 앞에서도 주장했듯이 단순히 현재의 목적에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목적과 욕망의 합계를 초월하는 어떤 자기 동일성을 갖는 존재라는 사실보다 뜻깊게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적절한 형식이 옳은 것으로 보이는 형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천적인 문제에 대해서 온전한 추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그 시각적 타당성에 대한 

감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점은 가구나 의복, 예법에 대해서나 마찬가지로 건물에 대해서도 

진리이다. 시각적 타당성의 감각이란 모든 사람이 습득해야 할 이유가 있는 감각이며, 그것을 

습듭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활동들을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어떤 질서의 한 부분으로 보게 

된다는 점을 지은이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관념으로부터 

나오는 명령에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제 실천 이성은 이론 이성이 무엇을 사유하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아는 이론적 지식을 

목표로 삼듯이―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느낄 것인가를 아는―실천적 지식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6) 이론적 지식은 진리에 대한 신빙성있는 견해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진리를 그 



고유한 목표로 채택해야 한다. 실천적 지식은 신념을 주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행위와 감정들을 

다루기 때문에 진리 대신에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하게 된다. 다시 말해 실천적 추론의 목표와 

보상이 될 행위(또는 정서)에 있어서의 이상적인 성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한 이상(행복이라는 이상)은―나의 주장이 조금이라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면―반드시 미적 이해에 우위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취미가 없을 때 사람은 

자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부분적으로 무지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설령 그가 보다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실천적 문제들을 대하면서, 그러한 단순성과 직접성이 

더 고차적인 지식이라는 오인에 빠지고 싶어지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개된 논의로써는 충분치 못하다.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천 이성에 대한 철학을 

설명할 필요가 있게 되고, 그러자면 다시 자아 개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철학적으로 완전히 다듬어진 상태로 주어질 때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일은 다소 흥미가 있는 일일 것이다.  

  나는 ‘적절한’것에 대한 판단이, 현재로서는 언급하거나 추구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만족의 

가능성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목적이나 가치들을 우리의 현재의 행동 속으로 모아주는 데에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주장해 왔다. 나는 제 2 장에서, 의복의 선택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면 미적 취미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었다. 이어서 나는 취미가 우리의 만족을 결정할 모든 언급될 수 없는 

목표들을 그 취미 대상 속에 결합시켜 주며, 또한 공리적인 추론의 혼돈을 벗어나 진지한 목표를 

체득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하였다. 미적 판단은 이 세계를 가치에 대한 암시들로 가득 채운다. 

칸트가 미적 주목에 있어서는 대상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떤 뜻에서 ‘합목적적’인 것으로 보이게 된다고 주장했을 때, 그는 아마도 그러한 사실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7) 외관이 문제되는 모든 분야에서 그러하듯이 의복을 선택할 때에도 

사람은 자연히 현재에 선택된 그 옷을 통해 자신이 받아들이고 있는 인품을 드러내 보이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성은 단지 일시적인 만족에만 몰두하게 된다. 여기서 미적인 이해란 

관조적이기 때문에 항상 수동적이어야 하고, 일종의 자아 상실이며 결국 우리의 활동을 

손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위험도 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미적 이해는 경험을 

능동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나로 하여금 건물을 짓거나 의복을 

차려입는다든가 장식을 하게 만든 현재의 목적들과는 별도로, 내가 만들어 내고 있는 것에 대한 

경험이 현재에 냇가 갖게 되는 것의 전부인 것이다. 생활 속에서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관심과 

관계가 없는 이 부분에 뛰어들고, 현재의 선택 속에다 멀리 도덕적 공간에까지 펼쳐지는 삶의 

현실 전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는 그 경험을 찰나적인 것의 차원으로부터 끌어올려 어떤 

보편적인 것에 대한 하나의 기호로 바꾸어야만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적절이라는 개념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경험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고 그리하여 경험을 

항구적인 가치의 기호로 변형시켜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89 에 있는 2 개의 포크를 생각해보자.  

그림 89  2 개의 포크 

 

하나는 현대의 스웨덴식 디자인의 것이고 다른 것은 ‘바이올린 모양’의 것으로서, 일찍이 

고전적인 언어를 재발견하여 일상 생활의 요구에 맞게 만들어진 후에 어느 정도 전통으로서 

내려온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 재래식의 ‘화려하고’ ‘무거운’ 게에 비해 현대식의 

‘깔끔하고’ ‘기능적인’ 곡선이 낫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이 그것을 선호하는 이유의 

일부분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 얼핏보기에는 이러한 판단이 단지 실리적(utilitarian)인 것 

같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적으로 미적인 판단임이 드러나게 된다. 왜냐하면 기능을 

명백하게 드러나는 목표라고 한정할 수 있는 한, 포크의 기능이란 접시에서 음식을 입으로 찍어 

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포크는 잘 알 수 있듯이, 그런 목적에 잘 맞지 않는다. 그것은 

끝의 가닥이 짧고 살이 붙어 있어서, 좁다란 가닥을 가진 그 옆의 것에 비해 음식을 찍는 데에 

불안정하고, 손잡이가 좁기 때문에 손에서 잘 빠져나간다. 또 그것은 손에 잡기보다는 놓아두고 

싶어지는 그런 촉감을 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두 번째 포크의, 세심하게 만들어진 손잡이는 

손에 잘 맞으며, 턱이 져 있어서 붙잡기가 쉽고 음식 위로 떨어뜨릴 염려가 없다. 고전적인 

포크의 모든 것이 명백히 ‘편안’하고, 심지어는 그 무게까지도 접시의 가장자리에 잘 균형을 

잡고 안정되게 놓이게 해주므로 유용성을 더해 준다. 스웨덴식의 포크가 뽐내는 

‘기능성’이라는 이상은 미적인 이상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이상은 시각적인 가치에서 

실용적인 가치에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장식이 없는 기능을 연상시키는 그 순수한 선에 대한 

추구로 해서 윤곽선은 천진스러운 것이 되었고 또한 식탁에서의 쓸모나 미적 감각에 대한 만족도 

주지 못하는, 유선형의 불안정한 유동적 형태를 낳는 것이다. 고전적인 포크는 기둥처럼 주초석, 

주두와 가닥으로 된 프리즈로 비례를 맞추고 있어서, 함축적인 의미가 풍부한 하나의 언어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을 반복하거나, 이 포크에 어울릴 칼과 숟가락을 찾아내는 

일이라든가, 또는 보가 덮힌 이상적인 식탁 위에 그 3 가지가 어울리게 차려 놓는 일 등은 조금도 

어렵지가 않다. 우리의 눈은 그 손잡이의 꺾여 들어간 부분을 만족스럽게 바라본다. 모든 

사용법은 바로 그 형태 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용법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조금도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2 개의 포크는 대조적인 2 가지의 생활 양식을 

휘장처럼 두르고 있다. 일사불란한 기능에 대한 추구(사실로서가 아니고 상징으로서)와 대조적으로 

겉보기에는 기능을 경멸하면서도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여유 있는 

몸짓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형태를 미적인 견지에서 선택할 때에 우리는 동시에 그 중 

어느 한쪽의 생활 양식에 대해 충실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비평적 



판단이란 반드시 내가 지금가지 행해왔던 식의 생활 양식에 대한 비교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미적 감각 교육이 동시에 실천 이성에 대한 교육인 것이며 이 점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단순한 시각적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는 만족들에 대해서, 아무리 

개략적인 것이 될지라도 어떤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미적인 고려가 무시되는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기로 하자. 극단적인 경우로서 그 

스칸디나비아의 병원에서나 쓰일 듯한 미학조차도 사치로 또는 부적당한 것이라고 배격해 버리는 

경우를 보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로 건설을 생각해보자. 특히 도시 환경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된 구역내 소방 도로나 환상(ring) 도로를 생각해보자. 도로라는 것이 한 가지의 주목적을 

갖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도로란 사람들이 한 지점에서 다른 곳으로 편리하게 옮겨 갈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바로 그 ‘편리하게’라는 말에서 우리는 ‘목적’이라는 것이 결코 

명백한 것이 아님을 암시 받게된다. 도로가 건설되기 전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데에 

어떤 만족이 있었다고 하면, 그 만족은 건설 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며, 한층 더 큰 만족이 있어야 

한다. 목표 추구란 그것의 성취로 얻는 만족에 비례하는 정도로만 합당한 것이다. 이전 

상태보다도 덜 만족스러운 사태를 가져온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모든 사람이 객관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실천 이성의 기본 원리 중의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는 예를 들어 표면상으로는 이동의 편리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는 코벤트리 내의 도로들이 로마의 시스틴로처럼 합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시스투스 4 세는 여러 곳에 있는 성역이나 대바실리카 같은 곳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놓으려 

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의식 행렬시에 필요한 적절한 도로를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건축가였던 폰타나는 시각적인 일관성과 조화를 그러한 목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강렬하고 웅장한 건물들에 면해야 하며, 조각상이나 오벨리스크, 

분수 등으로 장식되고, 당대의 취미에 맞는 종류의 문이나 창문, 코니스와 주랑 현관 등이 길 

양쪽에 이어져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8) 이 가로들은 그 성역의 신성함과 신비를 보존하는 외에도 

그곳을 돌아다니는 재미와 미력, 그리고 순례라고 하는 부수적인 보람도 주고 있다. 원래의 

목표가 일부 없어진 후에 이들 거리는 건재하고 있으며, 종교가 없는 시대에도 그곳을 여행하는 

일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때 특정한 개인들을 억지로 시켜서 만들었던 

코벤트리에서는, 그들이 사라지고 난 후에는 여행할 만한 장소라고는 여겨지지 않게 되어 버렸다. 

속도라는 유일 목적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9) 차 도로 건설자는 ‘편리’라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개념을 갖지 못한 채 일을 하기 때문에, 왜 속도가 중요한가에 대한 앎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더 바르게 이동하는 세계에 사는 것이 한 곳에 영원히 머물면서 

만족해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란 말인가? 만약 그 도로 건설자들이―로스앤젤레스의 

계획가들처럼―속도의 미학에 관심을 두고 도로와 철도, 교차로나 고가 교차로 등을 시각적인 

켜뮤니케이션에 적절한 것으로 만들고, 그것들이 어떤 용도로 쓰이든 간에 신속한 이동이라는 



관념이 표현되도록 하려고 했었더라면, 그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각이 반드시 

바뀌었을 것이다. 즉 무심한 채로 기능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삶의 양식을 의도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도로를 만드는 이들은 자신들의 노동한 

결과로 생길 것들을 두고 사는 생활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동기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이들은 어떤 광범위한 실천적인 암시를 통해서 자신들의 작업을 예상했던 것이지만 그러한 

암시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아무리 잘못된 관점을 전제로 하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안다는 것은, 그 목표를 사리에 

맞게 추구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며 또한 본질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대하여 아는 

이론적 지식과는 달리) 실천적인 지식이며 동시에 애초부터 미적인 지식인 것이다. 어떤 것을 

경험하기 전에,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안다는 것은 그 경험에 대한 상상적인 견해를 갖는 일이다. 

장래 경험에 대해 상상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능력은 미적 교육의 목표 중의 하나로서, 그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에 대한 분별력과 현재 무엇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감각을 기름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목적이라는 것이 덧없이 사라져 버려도 여전히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구조물이나 가로를 건설할 수 있었던 능력은 바로 이 미적 교육의 

덕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제 논의를 풀어갈 길을 넓게 열어 놓은 셈이다. 그것은 건축에 대한 저 공리주의적인 

입장이 이제는, 도덕과 정치학에서의 공리주의에 퍼부어졌던 반론들에 대해 응수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헤겔이나 브래들리, 마르크스 같은 사상가들이 제기했던 바와 같은 

과격하고 강력한,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항해야 하는 것이다.10) 이들의 비판의 근거를 

이해함으로서 우리는 미적 취미가 불가결한 것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선험적 연역’과 ‘반리’(paralogims)로 알려진 《순수 이성 비판》중의 절들 속에서 칸트는, 

자아에 대한 데카르트적 견해―자아를 단순하고 비물질적인 실체로 보는 견해―와 자아가 단지 

인상과 신념과 욕망들의 한 ‘묶음’에 불과하다는 경험론적인 자아 이론 양쪽에 대해 반론을 

펼치고 있다. 경험론에 대한 반론으로 그는 심리 상태의 합계만이 아닌 하나의 통일성이 실제로 

자아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통일성은 데카르트와는 달리 ‘선험적인’ 것으로서 

자각의 결과가 아니고 그 전제 조건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아무런 내용도 갖지 않는 빈 것으로서, 

데카르트식으로 비물질적인 단순 영혼에로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주지 못하는 것이다. 칸트는 

이 ‘선험적 통일성’의 진정한 내용이 실천적 지식 속에 있음을 몇 군데에서 제안하고 있다. 

나는 행동 속에서 나 자신을 안다. 그러나 내가 알게 되는 그것은 일종의 명제나 신념, 판단 

등으로 다시 정식화될 수 없는 것이다. 나 자신을 하나의 개체로 아는 지식은 세계에 대한 어떤 

자세와 분리되지 않는 것이며, 이 자세란 달리 말하자면 내가 내 자신의 것이라고 지적하는 

행동들, 감정, 지각 등에 대해 달리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11) 



  이러한 생각은 그 이후의 철학자들에게 직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어서 헤겔류의 

자아 실현의 이론에로 직결된다. 헤겔식의 이론에 따르며 지각이란 결코 사적인 내관의 결과가 

아니고 실은 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활동이며, 공적 세계를 창조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활동이다. 또한 자신을 그러한 세계의 일부분으로서, 많은 합리적 존재들 중의 하나인 것으로 

경험하게 되는 활동인 것이다.12) 이 견해에 따르면 사적인 세계에는 자각이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인간 행위의 흔적이 없는 세계에는 자각이란 없다. 이 이론은 실천 이성의 철학에 직접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는데, 이는 행복―이성적인 존재의 완전한 만족―이 그러한 충분한 자기 의식을 

갖고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신과 세계를 돌아보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의식인 것이다. 이 세계는 내게 괜찮은 세상이다(it is well with me)라고. 따라서 

행복에는 자아 실현이 필요한 것이며, 만약 헤겔식의 견해가 옳다면 자아 실현이란 인간 행위의 

흔적이 있는 세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곧바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소외된 노동의 이론이다. 여기서 인간은 환경에 의해 자기 자신 바깥에서는 자기를 찾을 수 

없게끔 다루어짐으로써, 결국 자기 내부에서조차 자아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 소외된 

인간은 틀림없이―최소한 어느 정도만이라도―자아를 결하게 된다는 것을 상당히 현실적인 

모습으로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 자아 획득이 정도차의 문제이며, 자아 의식의 통일성이 전체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초월적’일 수 있다는 생각은―결국 분석 철학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이해되어 가고 

있는데 13)―헤겔의 생각에 본질적인 진전을 이룩할 것이다.) 소외된 인간은 문자 그대로 그의 이상 노동 

속에서 그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며, 이는 그가 하고 있는 활동이 

진력할 만한 의미가 있는 대상이라고 기술할 능력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 식으로 

기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활동이 자신 속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강요된 것으로 보게 된다. 그의 활동은 이성적 존재로서 가치 감각을 행위로 펼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기계의 손아귀에 붙들린 육체가 하고 있는 활동인 것이다. 이제 세계가 자신을 이렇게 볼 

것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는 자신을 보게 된다. 즉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며 인간이 

아니라 단순한 생물체로 본다. 따라서 그의 자기 소외를 치유하는 일은, 그에게 그런 이미지를 

강요하는 그의 세계를 치유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사물들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기록으로서 세계가 변형될 때에만 인간은 거기에 자신을 위한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자리가 없을 때에는 그것을 채워 넣을 자아도 없게 된다. 

  이러한 교의에는 많은 철학적 진리가 들어 있지만 그것들을 모두 뽑아낸다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상의 간단한 언급들만을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이 책을 

통해 명백하게 거부해온 경험주의와 공리주의 철학이 도덕적 삶을 이해하는 데에 부적절하며, 또 

우리가 미적이라는 딱지를 붙힌, 도덕적 삶에 따라 다니는 그 특이한 것을 이해하는 데에도 

그렇게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자아 개념의 빈곤에, 그리고 저 

관념론적인 사색의 힘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닌 것이다. 인간을 한 



묶음의 욕망이라고 보고, 또 인간의 만족이 인간 종족의 영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되도록 

많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에 있다는 식의 서술은 완전한 것이 못된다. 왜냐하면 자아 의식이 

있는 존재의 만족이란 동물의 만족과 같은 것으로 말해질 수는 없으며, 그런 구분을 가능케 

해주는 어휘들을 끊임없이 철학으로부터 내몰아 버리는 철학이라면 도대체가 철학의 주제에 

관해서도 진지한 이해가 불가능할 것이다.14) 우리는 한 욕망의 충족을 한 사람(person)의 만족과 

구분하는 것이며, 후자는 반드시 영속성과 충만함을 모두 갖추어야 가능해지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 대해 조금이라도 수긍이 갈 수 있는 개념 설정이라면 인간이 자기 의식적인 

반성을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욕망과 

목표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는 것이다.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이 어디서 오는 것이며 또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다. 자의식적인 존재는 자신을 하나의 유(kind)에 속하는 성원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무엇이 만족스러운 것인가―어느 욕망이 격려되어야 하고 어느 것이 억제되어야 

하는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도 자신을 그런 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행복이란 바로 자의식적인 숙고와 반성의 가능성에 달린 것이다. 또한 인간 자유라는 일관성 

있는 이상, 즉 이런저런 욕망을 추구하느라고 자기를 잃어버리게 될 뿐인 그런 이상과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이상이 있는 한, 한 인간이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 또 그가 보기에 지속적인 

가치가 잇는 욕망과 목표들을 자기 내부에 받아들이기 위해 걸머질 수도 있는 책임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다. 단순한 공리주의의 모델에서도, 자유란 자신의 욕망이 그 근원이나 가치야 어떻든 

간에 그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15) 자유에 대해 이런 식의 허망한 개념을 

설정하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자아 관념은 전혀 부적절한 것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의 여러 욕망들 가운데 어느 것을 충족시켜 나갈 것인가를 자문하게 되면 그는 이내 

자의식적 반성에 고유한 결론들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은 어느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가에 대한 결론인 것이다. 분명히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가 기존의 욕망들의 총체를 

넘어서 그 위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한다. 자의식적인 반성의 판단 형식은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하라. 그것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니까. 

그것은 오히려 다음과 같은 식인 것이다. 이것을 원하라. 만족이 놓여 있는 곳은 바로 거기니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말하자면 자신을 바깥으로부터 보면서 어떤 상태는 바람직하고 

어떤 상태는 그렇지 못하다고 반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의식적 반성 

과정에는 세계에 대해 본질적으로 반개인주의적인 자세, 즉 자신을 한 유의 일원으로 보고, 

자신의 보람과 만족이 개인적인 충동의 영역을 넘어서는 가치들을 통해서만 말해질 수 있는 

것임을 아는 그러한 자세가 따르게 되는 것이다. 가치란 단지 지금, 여기서의 나에게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가치는 나로 하여금 남들과의 교류 

속에서 배우고 얻게 된 그러한 찬탄과 경멸의 자세에로 되돌아가도록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자의식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의 자아를 획득한다는 일이 결코 단순한 일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데카르트식으로 영혼의 유무에로 환원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상징이나 언어의 

사용, 또는 어떤 다른 특수한 행동 형식과 동일시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다. 헤겔의 이론으로 

하면 자아란 하나의 복잡한 사회적 활동 형식이며 정확하게 자기 발견의 정도만큼만 존재하는 

것이다. 행복과 자유는 그런 과정 속에 들어 있다. 이 ‘자아’라는 관념이 여기서 쓰기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생각보다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못 된다. 문제는 개인의 복리에 

불가결한 어떤 것이, 정신성에 대한 공리주의적 이론에서는 간과되고 있으며 또 그것은 전적으로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인간에게 ‘자연 상태’ 속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획득되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 이러한 자기 발견 활동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시간의 경과 속에서도 자신의 연속성을 갖는 

존재임을 감지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로크가 인격의 자기 동일성에 대해 논구한 이래로 

철학자들은 자아를 안다는 것과 16) 자신이 시간을 넘어서 연장될 수 있는 존재임을 아는 것 

사이에서 깊은 관련을 보곤 하였다. 칸트와 헤겔에 있어서는 이런 개념이 바로 그 자의식적인 

경험이라는 관념에 중요한 것이 된다. 이런 연유로 우리는 그들의 견해에도 일말의 진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에 비해 경험주의적인 자아관에 의하면, 실천적 추론이란 단순히 현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을 찾아내는 일에로 전략해 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미래의 

욕망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알 수 없으며 과거의 욕망에 대해서는 단지 그것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있어 무엇이 합당한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단지 

그러한 욕망들인 것이다. 이것은 역시 현재에 갇혀버린 자아관인 것이며, 이런 사람이라면 무슨 

원리로 자신의 현재의 자아와 그의 미래의 자아가 동일한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지 극히 

의심스럽다. 그의 목표와 관심이라는 것이 타인들로서는 도대체 수수께끼로만 여겨지게 데 

말이다. 사람이 자기가 미래에도 지속되는 존재임을 제대로 생각할 수 있으려면, 예를 들어 그의 

욕망이 원치 않는 사태에 대해서도 반성할 줄 알아야 하며, 또한 그것이 결국 바람직한 것이라고 

결정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가 현재를 결정할 때에도 그의 현재의 욕망과 거의 또는 아예 

관계가 없는 문제들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17) 

  따라서 자아 실현이란 그 당사자가 현재에서 미래에의 자신의 지속성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다. 현재의 욕망의 대상이 아닐지라도 그의 미래의 만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계산 속에 넣을 줄 알아야 한다. 한때의 자기와 또 다른 때의 자신 사이에 

그러한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는 아무래도 현재의 순간에 소모되어 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균형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관념론적 견해로는 예술과 미적 

충동이 객관 세계에 ‘자아를 펼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건물을 짓는 예술(art of 

building)에 대해 생각해 본 우리는 이런 견해를 지지할 수 있다. 즉각적인 욕망의 감옥을 벗어나는 

‘자아 실현’ 과정은 주체로부터 객체에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종이며, 사적이고 혼돈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그런 것을 공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아 

실현의 사다리에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가질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서 결코 주관적인 명령에 의해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선 세계 속에서, 

공유되고있는 가치와 야망들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활동의 목적을 

우리 자신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공적인 세계에 적합한 목표로서, 단순히 

‘진정한’(authentic) 선택 이상의 더 큰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지각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격정적인 성적 욕망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바로 현재에 살아 있는 충동으로서 동물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부인할 수 없는 긴박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관념론자는―셰익스피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쓴 단시를 믿어야 한다면 관념론자만 그런 것은 아니다.18)―욕정의 추구가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 상태대로라면 그것은 초조한 자기 상실일 뿐이며, 하나의 충동으로부터 그 다음의 

충동에로 끊임없이 쫓겨가는 것으로서 욕망의 순간적인 해소 이상의 어떤 만족도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행위의 더 큰 의의나 가치에 대한 반성도 없게 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셰익스피어가 말한 ‘수치스런 허비로 영혼을 희생한다’는 말의 뜻인 것이다. 인간 사회에서는 

이러한 욕구 해소의 다급함이―춤이나 노래, 청혼 또는 결혼 등의―교묘한 형식과 의례로 

번역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공유된 가치나 개념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순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영속적인 자아를 이해하는 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개인에게는 

현재의 충동이 급박함에도 불구하고 자아의 성취(self-fulfilment)라는 임무가 부과되어, 충동에 

굴복했더라면 잃게 되었을 일종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는 현재의 동기들을 초월하는 어떤 

열망들에로 다가가게 된다. 그는 단지 희열만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 방식, 삶의 형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청혼이라는 제도(또한 이 제도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는 격정을 일종의 합리적인 일로 변형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주체와 

그의 현재의 요구사이에 다소간 거리를 두게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그의 자아 성취를 가능한 

것으로 보게 해준다는 것이다. 플라톤적 의미에서 사랑이 일종의 지식―자신과 타인을, 욕망 

충족을 넘어서는 어떤 보람을 갖는 존재로 보게 되는 지식―으로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형식과 

규약들을 통해서인 것이다.  

  이 예는 자아 실현 과정의 특징을 보여주며 또한 우리가 미래를 진지하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것에서 공적인 것에로, 충동에서 의식(ceremony)에로, 개인에서 사회적 규범에로의 이행이 

불가피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이런 점들을 관념론자들은 도덕 질서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런 생각들이 필연성을 갖는다고 믿게 되는 이유를 완전히 밝히는 것은 여기서는 

불가능하다. 여하튼 내가 언급할 수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을 통해볼 때, 개인주의와 거기서 

나오는 공리주의적 도덕이라는 것이 철학적으로 빈약한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물론 이제 우리는 미적 판단이 일상 생활 속에서 불가결한 요소라는 견해에 대해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자아 실현 과정은 세계가 나의 활동에 반응할 때, 즉 내가 진정으로 



성취하고 난 후의 이미지를 내게 반사해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미적 감각이란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바로 그런 유의 질서와 의미를 세계에 부여하는 일에 쓰이는 것이다. 건물을 짓는 

사람뿐 아니라 지어진 건물에서 사는 사람도 그 건물이 자신과 관계하면서, 자기와 세계 사이의 

‘상호 작용’과정 속의 한 객관적 부분이 됨을 인식해야 한다. 그 과정 중에 그의 인간성은 

반박되기도 하고 확인되기도 한다. 모든 사람은 그의 합리적 본성이 요구하는 광범위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 둘레에 있는 세계를 보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는 

세계에 대해 ‘소외된’ 관계에서야 하는 것이며, 이는 곧 자신의 활동으로 그 세계에 채워 

넣으려고 했던 의미에 대해 공적 질서가 저항한다는 뜻인 것이다. 단순히 기능적인 건물은 공적 

의미라는 의무를 지지 않으려 한다. 그것은 세계에 대해 마치 개인주의적인 자기(ego)의 자세를 

취하면서 타인의 목표에 거슬리면서, 또는 무관심한 채로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식으로 관찰자는 그 건물을 보고 이해하게 된다. 그것은 그 건물을 있게 한 개인적 목적을 

넘는 생명이나 현실성을 결하고 있으며, 제한된 욕망의 추구를 넘어서는 객관적 가치의 세계에 

다가지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그 건물이 건축적 개인주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게 되면 

관찰자는 그 건물이 자기에게 이방인인 것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반면에 그의 미적 감각에 

호응하는 건물은 자기를 이해하고 알아달라고 환영의 팔을 벌리면서 동시에 객관적 가치에 

호응하는 세계, 개인을 단순히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실현시켜 주는 세계의 공적 질서를 

그에게 은연중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성적인 목표 추구의 증거라고 알 수 있는 ‘적절함’을 

찾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건물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세계가 우리에게 

낯설고 적대감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게된다. 이런 세계에서는 우리는 단지 개별적인 목표들을 

식별할 수 있을 뿐 그것들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어떤 것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게된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많은 개인들 중의 하나이며 욕구 충족의 밀림 속에서 싸우고있는, 

그러면서도 그런 싸움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도록 강요될 것이다. 예를 들어 가로(street)에 대해 생각해 보자. 가로에 대해 우리가 

미적으로 이해할 때 거기에는 내부와 외부 사이, 내용과 겉모양 사이의 관계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사람을 볼 때와 마찬가지로 건물이 공적인 면과 사적인 면을 지닌 

것으로 보는 것이다. 세계를 향하여 얼굴을 내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내부의, 가정적이고 

사적이며 독특한 개성을 지닌 부분이 있다. 공공 건물은 공적인 인물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정당한 연고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석구석 뒤져 볼 수 있는 자아를 지니고 있다. 

가정용 건물은 누비아 지방 아랍인들의 컴컴한 문간처럼 들여다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든 가로는 공통된 공적 질서에 대한 갈구를 반영해야 하며 그 가로 측의 벽면은 바로 그러한 

질서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점은 다른 어느 경우보다도 영국의 죠지 왕조식 

도회지의 길거리와 테라스 그리고 그 참된 바로크의 인간적인 비정형성에서 잘 나타난다. 가장복 

같은 고딕이라든가 팔라디오식 고전주의 양식 등 ‘그리스풍의 바로크’라고나 불러야 할 그런 



양식, 그 밖에 온갖 유의 전통 장식을 섞어가면서 과시의 자유 시장에서 눈에 뜨이려고 경쟁을 

하던, 빅토리아 시대의 그 열띤 ‘개인적’ 매너의 극성 속에서도, 또한 그렇게 화려한 절충주의 

속에서도 공적인 제휴(alignment)에 대한 욕구, 점잖게 서로 다투어 공동의 가로를 형성하려는 

욕구는 지워지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은 플리트가와 찬서리레인 거리의 대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A.W.N. 퓨진을 분노케 했던 그 가면적인 입면이며, 그는(내부와 외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의 많은 미묘한 점들을 보지 못하고 그 양자를 병적으로 데카르트적인 뜻으로만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단순히 위선을 드러낸 건물이라고만 여겼던 것이다. 우리가 저광적인 유토피아적 구상이 

실현되어 나타난 개방 평면의 주거 단지를 보고 느끼게 되는 살벌함은 바로 그 퓨진과 같은 사고 

방식의 귀결을 보여주는 것이다. 거기서는 거리는 텅빈 공간으로 대체되어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데 이들 건물에는 공동체적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고 또 각 집들이 눈에 띄는 

개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면에서 공동 사회와 개인 모두를 허물어 버리는 그 집단적 

개인주의의 승리를 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심한 것은 가로는 단지 ‘빛나는 도시’(cite 

radieuse)를 가로지르는 도관으로만 보는 자세이다. 그리하여 건물들은 등을 돌리고 앉아 있고, 

아니면(대개는 돌릴 만한 등조차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마치 빛나는 유리 암벽처럼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은 모습으로 냉랭한 빛을 발하며 버티고 서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분개하는 것을 단순히 ‘취미의 문제’로 보아 넘긴다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한 일이다. 그것은 

그들의 도덕 감정이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생각이 이쯤에 미치면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양식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그려 보인 공공 질서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성취인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성취 여부가 결정되는 그런 것이다. 

공적인 질서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바쁘고 번잡한 하루 일과 중에 매일 매순간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될 수 있는 

어휘와 같이 우리가 앞장에서 서술하였던 어떤 인지될 수 있는 형식이라든가 재미있는 

구석(detail)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일상 생활의 미학’에서 끌어낸 도덕적 관제라는 

것은, 예술의 진지하고 유일한 이상으로서 번번히 제시되고 있는 독창성이라든가 우리를 

‘감싸는 경험’ 따위를 추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표현이란 개인주의를 

미학 분야에 오래 살려두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물론 미적 이해에 특별한 종류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자유란 스피노자의 말이 잘 표현하고 있는 듯 

‘필연성에 대한 의식’19)이라는 뜻을 갖는 것이다. 건축가는 반드시 복종해야 할 규칙에 의해 

제한을 받아야 한다. 그는 자신의 직관을, 공적으로 이해 가능한 어휘에로 번역하여, 그의 건물이 

전문가뿐 아니라 교육받지 않은 보통 사람들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질서에 합치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나의 이런 말들은 내가 제 6 장 끝 부분에서 서술했던 헤겔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또는 그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으리라. 

분명 뵐플린은 건축의 미적 측면에 있어 내가 서술하려 했던 그런 유의 인간 생활에 대한 공적 

표상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건축적 형식들이 표현하고 있는 생활 감정을, 형식과 

인체 운동에 대한 직관적 감지(apprehension)에 결부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건축적 형식들은 분명히 

인간적인 표현의 옷을 입게 되었다. 고전적 기둥과 같은 건물의 각 부분을 분할하는 일은, 우리가 

인체를 해부하는 일과 일치한다. 건물은 사람과 같은 자세로 ‘발을 

맞추고’,  ‘춤추거나’,  ‘서서’, 마치 인체인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식의 

관찰을 하는데 에는 정묘한 헤겔주의까지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 생각은 위트루위우스와 

알베르티에게도 있었던 것으로서 다시 소생되곤 하였다. 예를 들어 18 세기의 이론가 르 끌레르는 

그의 《건축론》(Traite d`Architecture)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위트루위우스는…도리아식 기둥이 헤라클레스와 같이 건장하고 근육이 튀어나온 남자의 나신을 

본으로 하여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기둥 받침을 두면 안 된다고 한다. 주초석이 마치 인간의 신발과 

같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기둥을 인간에 비교하면서 받침을 두지 

않는다는 일은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신발 없는 사람보다는 발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관념에 놀라고 있는 것이다. …20) 

 

  이는 윌리엄 체임버스 경이 상당한 동감을 표하면서 인용했던 구절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다소 희화적인) 관찰들을 내가 앞에서 대충 제시했던 생각들과는 구분해야 한다. 건축이 

인체를 지각하는 방식으로 보인다는 말은 대단히 모호한 말로서, 그 인체라는 것이 유기체로서 

얘기되고 있는 것인지, 자아의 표현으로서 말해지고 있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은 것이다. 뵐플린은 

그의 생활 감정 개념을 신체의 특정한 경험과 동일시하면서, 그 신체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문화적・합리적 가치를 그런 경험들 속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로서는 

인체란 모든 건축 작품이나 마찬가지로 결코 단순한 ‘유기체’의 측면에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대조적으로 안드리안 스톡스는 그러한 관점을 건축이(자아와 마찬가지로) 결정적으로 

유기적인 경험―젖을 빨던 유아기의 전-합리적인 경험―에 주목하도록 하는 데에 써먹고 있다.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은 좋다. 그러나 어째서 그런 경험이 인과적인 것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는 말인가? 왜 그런 것이 범형(paradigm)이 되는가? 스톡스식으로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단 하나의 신체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신체들도 그런 젖 빠는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인가? (독자가 이런 것을 믿는다면 다음에는 아무 것이나 다 믿게 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뵐플린의 견해에서는 유기체로서가 아니라(헤겔식의 구절을 빌자면)정신의 

표현으로서의 신체를 강조하고 있다.(그렇다고 해서 신체와 정신이 두 개의 별개 사물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인격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인체는 그 움직임이나 몸짓, 표현, 습관 또는 옷 입는 행위 

등에서, 우리가 건축에서 우리 자신의 위안으로 삼게 되는 저 합리적 활동의 표지 바로 그것을 

겉에 드러내게 된다. 

  그러나 인체에 대한 유추를 그런 식으로 분석하고 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이해를 조금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된다. 건물을 짓는 활동이 공적 세계와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에 

속하는 것임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건축과 인간의 기분 사이에 뜻깊은 상응점이 있다는 

주장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다. 나는 성공적인 건축에서 보이는 부분과 부분 사이의 상응이 곧 

내부와 외부 사이의 상응하기도 함을 주장했었다. 그것은 생명 없는 재료가 원래 우리 속에 

뿌리를 갖는 그런 충동들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충동들을 건축에서 충족시킴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의 개념을 ‘실현하게’되는데 

그것은 고립된 주관들로서가 아니라 공적인 세계에 지속적인 자기 동일성을 갖는 자의식적인 

존재로서인 것이다. 건물을 통한 이러한 자아 실현 과정은 독립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 또한 

건축과 인체(자아 표현으로 이해된 인체)의 여러 자세 사이의 깊은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것의 독립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바를 

설명해주는 것은―합리적 경험의 전제 틀을 프로이드 학파의 잠재 의식이라는 범형에로 

환원시키지 않는 한―신체와의 관계는 아닌 것이다.  

 

  독자는 아마 나의 논의들을 통해, 건물을 짓는 이를 위한 어떤 교훈을 뽑아내 주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건축 활동을 도덕 질서의 한가운데에 놓으려함으로써 미적 판단에 스며 

있는 객관성에 대한 주장을 지지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면서 건물에 있어서의 양식을 

지지하는 주장도 하였다. 그러나 양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그것을 구사하는 규칙이나 

비법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좋은 건축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기껏해야 

암시(intimation) 정도밖에는 얻어내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도덕적 이해와 미적 이해 사이에 깊은, 

선험적 연관이 있음을 느끼는 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느낌을 어떤 식으로 비평적 

규준의 수중에로 번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칙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놀랄 일은 못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제들에 대해 

돌이켜 본다면, 우리는 취미의 가치가 그 취미 구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이유들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로부터는 어떠한 비평적 판별 규칙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 

내가 6 장에서 보이려 했듯이 프로이트식의 건축적 가치론을 비평 방법에로 번안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와 유사한 생각으로 우리는 헤겔식의 가치 이론으로서 ‘헤겔식의’ 

비평이 확립될 수 없음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미적 취미의 도덕적 본질을 공식으로―옳고 

그름에 대한 단순한 규칙으로―바꾸려고 하는 것은 미학에 있어서의 도덕주의의 한 징표이다. 

(예를 들어 퓨진으로 하여금 첨두 아치의 양식으로 지어야만 한다고 믿게 한 것이나, 근대 운동의 



주창자들이 지신들을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그들의 과업이 참으로 도덕적 필연이라고 믿게 했던 것도 

바로 이 도덕주의의 결과인 것이다.21)) 그러나 이런 식으로 도덕과 미적 기준을 결부시키는 것은 

환상이다. 미적 이해에 있어 항상 유지되어야 할 자율성의 표준을 먼저 인식함이 없이 도덕 

감각을 미적 표준에로 번안하여 억지로 그러한 연결을 시도할 때, 그것은 단순한 이데올로기로서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적 가치들은 도덕 감각(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질서에 매여 있는 사회적 존재임을 아는 감각)을 은연중 드러내고 있지만, 도덕적 가치 쪽에서는 

어떠한 미적인 모양으로 드러나야 하는가에 대해 어떠한 암시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섬뜩한 취미를 갖고 있으면서도 선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도덕적 진실을 건축적 

형식에 구현하는 일은 하나의 업적으로서, 짓는 이의 나날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항상 한눈은 

필요한 것들에 두고, 다른 한눈은 그의 미적 감각이 생겨나게 된 시각적인 전통에 두면서 작업을 

해나가는 중에 계속 새롭게 성취해 나가야 할 그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미적 취미의 가치에 

대해 하나의 객관적인 이론을 제시할 수 있다면, 우리의 비평적 판단의 축적을 통해 건축적 

이상을 알아내는 데에 어떤 기반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건축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것을 진전시키는 것과 위축시키는 것이 어떤 양식인가를 

알게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적어도 좋은 건축의 어떤 특성들에 대해서, 그것이 모든 

성공적인 양식에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건축적 성공이 결코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거기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과거의 건물들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두 가지 특성에서 볼 수 있는 영원한 가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금까지의 

사색에 매듭을 짓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첫 번째는 몰딩의 사용이다. 경직한 수평선과 딱딱한 모서리들을 깎아내고 그림자가 지도록 

파내기도 하고,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강조하기도 하는 몰딩의 습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양식들에 있어서 결코 우연한 특성이 아닌 것이다. 몰딩은 많은 근대 건축에 있어서는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미스의 판스워스 저택에서 평행선을 서로 바짝 눕혀 사용했던 것처럼 단지 흔적으로만 

남아있다.) 그러나 분명 그것은 공간이나 선을 풍부하게 해주는, 분명하고 알기 쉬운 방법인 

것이다. 몰딩을 통해서 선은 더 예리해질 수도 있고 부드러워질 수도 있다. 강조하거나 차분하게 

할 수도 있고 안정감을 줄 수도 있으며 운동감을 줄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해 몰딩을 정교하게 

함으로써 의미의 축적이 가능해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몰딩을 쓰지 않은 건축가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어떤 것을 찾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의 건물 외관의 선 

하나 하나가 경직되고, 맺고 끊는 데가 없으며, 수학적 증명처럼 냉랭하고 추상적인 것이 되어 

버리게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두 번째는 안과 밖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건물 외벽에 건축적 의의를 주는 일이다. 외벽은 

건물의 얼굴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서는’ 것이다. 거기에 전체의 ‘표현’이 담겨 있다. 



입면에서 위로 솟는 직선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 자태의 도덕적인 힘을 느낀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우리는 이러한 건축 구성의 법칙이 도외시된 채로 정체되고 부당하게 무시되어 왔음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부분적으로는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그에 

따른 미적 결과는 르 코르뷔제가 그의 책《하나의 건축을 향하여》(Vers une Architecture)에서 

제대로 예상했던 그대로인 것이다.  

 

  철근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미학에 혁명을 일으켰다.…지붕을 치워 버리고 거기에 옥상 테라스를 

두고 …이렇게 뒤로 물리고 벽을 들이밀면…밝은 부분이 덜 밝아지고 음영은 더욱 짙어진다. 또 

상하로 움직이는 시선이 아니라 수평 방향에로, 좌우로 움직이는 시선을 강조하는 것이다.22) 

 

  그러나 자아를 내밀어 형식에로 투영하는 데에 대단히 불리할 것 같은 그런 수평 시선의 

만연을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아 감각으로부터 건물의 통일성과 

인간성의 개념을 끌어내는 것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건물들이 우리 앞에 ‘서’있는 것으로 

보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그림 90 을 보라). 또한 가로라는 것이 일련의 

벽면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려 하며, 브루탈리즘 건축가들이 제안한 ‘공중 

가로’23)라는 것이 그 이전 상태의 다닥다닥 붙은 슬럼에 대해서 별로 보기 좋고 적절한 대안이 

못된다고 보게 되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 것이다. 

그림 90  성 마리아 인 캄피텔리 성당, 로마, 입면 

 

  재능있는 근대 건축가 한사람이 고전적 입면에 담겨 있는 가치와 공공성과 질서, 그리고 인간 

생활에 대한 느낌의 재현이 가치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그런 이의에 대해 대처하려고 하였다. 

그는 외벽면이, 말하자면 해체되어 버릴 수도 있고, 면으로 구성하여 캔틀레버로 내민 몇 개의 

단으로 될 수도 있음을 보이려했다. 이것을 아래에서 보면 그 밑면은 고전적인 벽면과 

마찬가지로 위로 솟는 상세들의 적층으로 보이지만, 앞에서 보면 전혀 벽면이 없이 인간 생활의 

수평 이동에 따라 어느 레벨에서나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그러한 시도에 대해 회의를 가질 수도 있다. 벽면은 그 건물에 대해 다소 독립적인 

자세를 부여하는 것이며 단순히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에 따른 의미가 아닌 하나의 의미를 

주는 것이다. 거주자들이 떠들썩한 것이 보인다고 해서 그 건물에 인간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마치 송장에 벌레가 꿈틀댄다고 해서 생기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사물의 혼은 그 본질의 혼인 것이다. 그것은 어떤 이방의 관계없는 것을 모조하거나, 빌거나 또는 

훔쳐와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외벽면이 없는 건물은 단순히 얼굴없는 건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표현 없는 건물이며, 따라서 생명이 없는 건물인 것이다. 적어도 이런 식으로 

논박할 수는 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 문제가 그다지 

‘주관성’을 띠고 있는 문제는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 외벽면의 문제는 근대의 공학과 미적 

감각 양쪽이 모두 시인할 수 있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사유로써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미적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모든 이성적인 존재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유와 통찰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앞서 얘기했던 건축가―데니스 래스던 경―도 자신의 수평면 처리가 뭔가 그 가치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 없는 어떤 다른 것을 재구축하려는 시도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모든 관념들은 그리스의 영원한 교훈에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기하학적 형식, 대지 조성 방식과 

장소의 혼―시간, 장소, 사람들 사이에 속하고 있다는, 그리고 세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느낌―사이에 이룩했던 그 절묘한 호응 관계를 다소 소박한 방식으로 회복하려고 하는…시도인 

것이다.24) 

 

  래스던처럼 우리도 고전적 전통에 의해 대표되는 그 업적들이 단순히 목례로써 지나칠 수 있는 

신비한 취미의 일시적 특징이 아니고, 그 반대로 건물에 있어서 좋은 모든 것, 의젓함이라든가 

평정함, 절제 등을 통해 건물이 지니게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완벽한 표상임을 알아보게 된 

것이다. 그것은 합의와 융통성을 함께 갖춘 기호의 언어, 어떠한 때에도 자아의 실현과 

외부에로의 투영을 쉽게 해주는 언어로 미적 요구를 번역해낸 전통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성으로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양식에 대해 적절한 명분을 연역해내는 일은 독자에게 남겨두는 

것이 아마도 가장 나은 길일 것 같다. 다만 어떤 양식이든 괜찮다든가 또는 아무런 양식을 갖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미신만은 거부하도록 하자. 

 

제 3 부 

 

요 약 

 

  이 책에서 나는 철학과 건축 양면에 걸치는 수많은 주제들을 다루었다. 서로 다른 분야들을 

대조시켜야 했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논점을 우회하거나, 또는 늦출 필요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논리 전개에 대해 좀 혼동이 가게 된 사람이나 또는 전체의 문맥을 놓친 이들을 위해서 

여기에 짤막한 요약을 엇붙이려고 한다.  



  제 1 장에서는 미학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쓰이면서도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개념, 즉 낭만파와 후기 낭만주의의 영향 밑에 형성되었던 예술의 개념에 대해 검토하였다. 

나는 그러한 예술 개념―그리고 그 개념을 명료하게 보여주기 위해 거론되어 왔던, 예술과 기예 

사이의 구분 등―이 건축을 논하는 데에 얼마나 부적당한 것인가를 보여주려 했다. 모든 장시 

미술과 마찬가지로, 건축이 그 본질을 찾게 되는 것은, 어떤 재현의 행위나 극적인 

몸짓으로부터가 아니고 매사를 제대로 하려고 애쓰는 일상적인 일들에서 찾아지는 것이며, 또한 

그런 노력들은 낭만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소위 예술적 의도라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다. 

나의 논지는 미적 감각이 바로 이러한 노력들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이로부터 귀결되는 

‘일상 생활의 미학’도 실천 이성이 관여하는 다른 어떠한 영역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이후의 논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앞 뒷부분 모두 뒤로 갈수록 논조가 상승하고 

있다. 앞부분에서는 건축적 경험의 이론을 제시하였고 뒷부분에서는 그 이론을 건축의 실천과 

비평에 적용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논의들을 한데 묶어 결론을 냄으로써, 서론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즉 건축 행위에 있어서 미적 판단이 어떤 가치를 갖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였다. 

  제 2 장은 건축으로부터 미학을 분리시키려는 시도들, 곧 미적인 집착을 보다 중요한 다른 

목표에 종속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들의 견해에 의하면 건축은 일종의 

‘문제 해결’이며, 미란 분명히 목표는 아니다. 그것은 건축가가 구하려고 하는 그 이상적인 

해답의 결과에 불과한 것이다, 나는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유독 ‘타당하다’고 자주 주장되곤 

하지만 실은 실천 이성의 본질에 대한 오해를 드러낼 뿐이라는 것을 보였다. 그리하여 나는 이 

책의 후반부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지게 되는 이성적 행동의 철학을 독자들에게 소개하였다. 

그럼으로써 건축에 대한 저 ‘합리주의적’ 인 입장이 설명하지 않은 채 남겨 놓은 것이 있으며, 

또한 그것이 건축가의 노력 중에서 결코 부차적인 것이 아니며 가장 중요한 성분임을 보였다. 

마는 우선 잠정적으로 (뒤에 가서 논증하고 있다) 그 남겨진 부분이 미적 경험 또는 그 경험이 담고 

있는 가치임을 시사하였다. 

  그러면 이 ‘미적’ 경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대상은 무엇이며, 또 

그것을 이끌어 가는 것은 무엇인가? 제 3 장에서는 계속해서 건물의 본질에 관한 영향력 있는 몇 

가지 교의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들은 건축 형식의 본질이라는 데에 착안하여 건축의 경험을 

기술하려 하고 있다. 이들의 교의는 각각 어떤 주도 개념―기능, 공간, 역사적 의미, 비례 등―을 

애써 정립해 놓고 그에 의존하고 있지만, 나는 그러한 개념들이 그들이 주장하려는 목표에 

적절치 못함을 논급하였다. 건축 이론에 대한 몇몇 지적이고 수사학적인 주장들의 근거를 캐묻고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모색의 길을 터놓으려는 의도에서 이 장은 씌어진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건축의 ‘근대 운동’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주변에서 지지 세력이 되어 왔던 이론들이 

지적으로 공허한 것임을 또한 드러내었다. 



  제 4 장은 건축의 경험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제시했고 미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인 상상력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우선 나는 건축의 경험을 단순한 감각적 경험과 구분하고, 

전자에 있어서의 경험은 사유와 개념에 의해 정보가 주어지며 또한 그것들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경험이 개념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있는 그대로의 

지각의 방법과 상상의 방법이 그것으로서, 건축의 경험에 있어서는 상상력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는 단지 건축적 경험이 본래부터 해석되어지는 것임을 뜻할 뿐 아니라, 그 

경험이 논증을 통해 수정될 수 있고 경직된 어떤 선입견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보통의 

지각과는 전혀 다른 지위, 소위 상징이라는 지위를 갖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에 나는 이 

이론을 계속 적용하여, 건축에 대한 우리의 경험의 통일성과 그 대상으로부터 느껴지는 통일성에 

대해 기술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건물을 장식으로부터 구분할 수 있고, 상상력의 숭고한 

세계와 기만적인 취미의 세계를 대비시키는 낭만주의자들이 전적으로 오류에 빠져 있음을 보여줄 

수 있었다. 건축이 옳고 그름이 판단될 수 있는 것은, 건축의 경험이 상상적이기 때문인 것이다. 

또 상상적 경험이 관심을 끌고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은 그러한 미적 판별력 때문인 것이다. 

 제 5 장에서는 취미나 미적 판단의 관념을 분석해 가고 있다. 나는 상상적 경험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험과 비판적 선택이나 숙고하는 행위 등이 별개의 것이 아님을 보였다. 취미를 행할 

때에 우리의 경험은 보다 깊은 가치의 기호로 변형되는 데 그것은 비판적 숙고나 비교 과정과 

관련을 갖게 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전혀 분명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감수성을 가진 눈으로 지각할 때에 정보를 주는 것이다. 나는 경험과 이성과 선호라는 

것이 어떻게 각각 미적 판단을 한정하게 되는가를 보이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 

판단은 객관성이라는 이상을 유지하며 더구나 도덕적 삶과 연속선상에 놓이는 것이다. 미적 

경험은 이성적인 존재에 특유한 것일 뿐 아니라, 그들 자신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도 불가결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적 경험은 

그 경험의 대상에 대한 비판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그 대상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실재하는 객관적 도덕 질서의 단서를 찾아내려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논의는 전환점을 맞는다. 나는 건축의 영험을 최대한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그것이 미적 취미를 발휘하는 일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보이려 했다. 나는 또한 모든 건축적 

경험이 객관적 타당성이나 참된 비평 기준, 건물을 짓는 방법의 옳고 그름에 대한 암시를 담고 

있다는 취미의 본질에 대한 하나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제 2 부는 그러한 주장을 논제로 삼고 

있다. 나는 그리 복잡하지 않은 방법으로 몇몇 비평 이론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는데, 

한결같이 건축 형식에 대해 이해하고 해독(decipher)하는 일반적 방법을 제시했다고, 따라서 건물 

평가의 일반적인 절차를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 6 장은 프로이트와 마르크스식의 분석을 그들의 지적인 선조라고 할 몇몇 관점들과 함께 

고찰하였다. 양자는 모두, 단지 인간의 예술적 활동뿐 아니라 다른 모든 활동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그 둘 다 비평에 있어서 상당한 중요성을 갖게되었고, 또 

한편 어떠한 미적 취미 이론이라도 만족스러운 해답을 주어야만 할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즉 비평과 심리 분석간의 관계, 미적 판단과 도덕적 또는 정치적 판단의 

관계 등의 문제이다. 나는 프로이드나 마르크스식의 분석 모두가 대체로 보아 건축을 이해하는 

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비평 방법이라는 허상을 제시하기 위해, 미적 

의의를 소멸시킬 정도로 지나치게 일반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건축적 경험을 체계적으로 

부인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이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진리를 갖고 

있음을 말하였다.  

  제 7 장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을 다루었는데, 이는 건축이 하나의 언어이거나 또는 언어와 

같은 어떤 것으로서 그에 따른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나는 영향력 있는 

‘의미론적’ 또는 ‘기호학적’인 예술 이론들을 논의했는데 이들은 모든 예술과 건축을 

준언어적 상징의 형식으로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 역시 이론적 근거나 비평적 적용력이 

없기 때문에 공허한 것임이 드러났다. 미적 이해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이 어딘가 독특한 

데가 있으며, 이들 수위 비평적 ‘방법’ 옹호론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명백하고 

훨씬 더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임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언어와 유추에는 아직 문제가 

남아 있다. 건축적 ‘통사론’이라는 개념은 건축적 ‘의미론’ 개념과 함께 거부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되는대로 모여지는 의미가 아니라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의미라는 느낌이 모든 미적 

작업과 마찬가지로 건축에서도 주된 특징으로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며 우리의 논의는 계속해서 

그러한 특징에 대해 말하게 된다.  

  제 8 장은 제 1 부에서 제기된 지적인 문제들을 다시 다루면서 시작된다. 나는 미적 이해의 

중요한 고유한 대상이 될 그런 유의 ‘의미’에 대해 논하였다. 그리고 미학에서 중요한 두 개념, 

재현과 표현에 논하였다. 이들 중 전자는 건축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표현이라는 개념은 단지 

특별한 뜻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며 바로 이 특별한 뜻이 순수 예술과 장식 예술을 갈라놓는 

것이다. 하나의 건물과 그 ‘의미’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란 없으며 그 

둘 사이가 서로 맞붙게 되는 과정은 우선 분석적으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나는 주위를 돌려, 건물을 짓는 이의 실제에 있어서 미적 판단의 발생과, 

형식과 의미가 맞물리게 되는 방식에 대해 논하였다. 

  이 점에 대해 나는 제 9 장에서, 미적 이해가 상세 감각과 뗄 수 없는 것이며, 그 안에 딸린 

모든 주된 개념들―적절한 것, 비례가 맞는 것, 표현적인 것, 아름다운 것 등의 개념들―의 

의미는 바로 그 상세 감각을 발휘하는 데서 얻어진다는 주장을 폈다. 이런 주장에는 미적 논증에 

있어 ‘옳다’, ‘그르다’고 하는 용어들의 의미에 대한 언급, 비평적 판단의 객관성이 어느 

곳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암시 등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양식이란 건축적 지식에 있어 

불가결한 것이며, 어떤 순수한 ‘비례’나 ‘형식’을 추구하는 일보다는 적절한 상세에 대한 



감각을 함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또한 미적 감각의 요구에 대한 

해답은 오직 형식과 상세에 대한 특정한 접근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도 명백해졌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를 휩쓸고 있는 유행으로부터 좀더 정착된 ‘고전적’ 양식에로 

인도하는 것이다. 

  고전주의(역사적 의미가 아미라 보다 포괄적인 뜻으로서의)에 대한 옹호는 제 10 장에서 재론되고 

있는데 미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의 관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장에서 다루고 있다. 나는 

앞에서의 논의의 실마리들을 모아 처음 두 장에서 제기되었던 질문들에로 되돌아갔고 거기서 

고찰했던 합리주의적 접근 방식들이 고려되지 않은 바로 그 미적 감각이었음을 보였으며, 그것이 

또한 건축가의 과업을, 파악되지 않은 기능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식을 

진정으로 발휘하게 하는 것에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것임을 보였다. 우리를 쫓기게 만드는 

기능이나, 한 양식의 ‘도덕적인 정당성’등에 미적 표준을 종속시키려는 시도는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뭔가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혼동이 인간 행위의 본질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어떤 오인들로부터 유래하는 것임을 보였다. 이런 오인은 다시 자아에 대한 잘못된 

개념화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런 오류가 근대 건축 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건축의 이론과 실천 

깊숙이 스며들어 내려 왔던 것이다. 자아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미적 

가치의 근본적 중요성을 존중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가치가 암묵적으로 주장하게 되는 

객관성에 대해서도 중시하게 되었다. 이제 비평적 추론의 개념화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미적인 동시에 도덕적인 것이며, 그러면서도 도덕주의의 오명을 띠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일단 건물을 짓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것은 옳으며 그 이외의 것들은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많은 방식들을 포함하여) 그르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