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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도시'인 파리는 미셀 카강의 작업에서 아주 중

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18세기 유럽에서 발생

한 계몽운동의 산물인 합리성과, 이 도시의 빛이 갖

고 있는 독특한 장엄함 외에도 파리는 상반된 표면

과 반사하는 면들을 가진 예술적인 건축물에 침투하

는 아주 특별한 프리즘적인 빛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현대적인 감성은 인상파, 입체파 화가들의 중심

테마가 되었을 뿐 아니라,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적

창의성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카강이 현대건축의 거장들인 르 코르뷔지에, 알바 알

토, 주세페 테라니 등에게 받은 영향은 직접적이고

도 분명하다. 그는 1992년 제네바의 공원에 설계한

전시관에서 추상적인 기하학에 근거한 이 건축가들

의 형태적 언어를 세련되게 변화하고자 욕망을 분명

하게 드러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작

업하는 건축가들은 모든 건축적 프로그램을 적절한

형태적 해답을 위한 보수적인 의무와, 화려한 광명을

찾는 근본적 공간 연구를 위한 구실로서 나타낸다. 

프랑스 문화사에서 파리는 아낌없는 후원의 도시이

기도 했지만 동시에 잔인하고 차가운 정부(情夫)이기

도 했다. 대규모의 작업을 꿈꾸는, 다른 많은 프랑스

의 재능 있는 건축가들처럼, 카강 역시 정부가 후원

하는 극도로 치열한 설계경기를 거치며 공공건축 분

야의 경력을 쌓아나갔다. 주택, 학교, 기관, 및 정부

건물의 적절한 모델을 준비하기 위한 이 기나긴 경

험은, 그로 하여금 건축적 유형과 도시성에 대한 심

화된 연구를 가능하게 했다. 반면 다른 형태의 후원

을 통한 건축적 기회를 그는 활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1980년대에 대규모 프로젝트 2건, 90

년대에 4건의 프로젝트에서 우승함으로써 상당한 설

계경기의 수입을 통해 많은 건축적 작품을 창조해냈

다. 프랑스의 설계경기 시스템은 공공작업의 공정한

분배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따르고 있지만, 동시에

수많은 가치의 프로젝트를 관료적 제약에 의해 백지

화시키는 실망스러운 면도 가지고 있다. 카강이 설계

경기에서 우승한 뢰이의 산업공장이나 짐바브웨의

프랑스 대사관 같은 몇몇 최고작들은 실제로 건축되

지도 못한 채 사장되고 말았다. 

그의 최초 프로젝트로 1978년 알베르티 상을 받은

‘교차로 위의 집’에서부터, 카강은 단면에서부터 건

물 설계에 접근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1920년대 르

코르뷔지에가 설계한‘아르티장 주택’의 원형에 가

까운 아이디어를 추구하면서, 그는 입방체를 비스듬

한 중층 로프트로 이등분하였다. 2개의 층을 이중높

이의 공간에 노출시키는 이 단면의 해방은 다른 건

축물에서도 되풀이되는데, 몽마르트르에 위치한 카

강 자신의 로프트나‘시테 다르티스테의 예술가 주

택’, 믈룅에 있는‘최고재판소’(1994) 와 같은 기관

건물에서도 반복되는 것이다. ‘세르지 퐁투와즈 대학

의 연구소 건물’(1999) 에서는, 개방된 단면이 순환

로를 각기 다른 층에 노출시키는 멋을 보여주면서

이 건물에 유기적인 여로의 느낌, 즉, 르 코르뷔지에

가 '건축적 산책로'라 명명한 공간의 느낌을 선사한

다. 건물의 단면을 따라 조성된 아름다운 통행로는,

그 수직적, 수평적 슬롯의 유희와 더불어, 쌍방향의

방위라는 압도적인 인상을 심어준다. 거의 모든 카강

의 프로젝트에는 내부 중정과, 빛을 모으기 위해 외

딴 곳에 조성한 개구부가 있다. 개방된 단면과 내부

의 중정이라는 이 핵심 건축 공간 주위로, 표면은 대

개 얇은 층으로 나뉘어 층층이 쌓인 면들을 구성한

다. 그리고 이 면들이 빛과 그림자 사이의 적극적 대

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미셀 카강은 최초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설계경기

‘홍콩 피크’(1982) 에서, 훗날 건축적 형태에 접근하

기 위한 그의 작업 공식이 될, 건축적 산책로를 전개

하는 네 가지 구성적 전략 중의 하나를 선보인다. 이

프로젝트는 반대 방향의 탁 트인 경관과 소통되는

개방된 언덕 꼭대기를 위해 설계된 것이다. 산등성이

를 따라 거대한 하나의 축을 그리며, 분리된 볼륨들

은 균형 잡힌 비대칭성을 이룬 채 그 축에 붙어 있

다. 척추와 같은 이 건축물은 카강이 가르치던 학생

의 논문 프로젝트(1978)에서 미완성의 상태로 구상

되어 있었던 것으로 0.5km 길이의 기다란 주택용

막대를 늘이거나 줄여 교차축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와 비슷한 기념비적

인 축의 개념을, 1970년대 말, 앙리 시라이니를 위해

일했던 2년 동안 시라이니의 주택계획에 적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략은 도시를 벗어난 환경 속에서 강렬하게

눈에 띄는 도시적 형태, 즉 이탈리아 이론가인 비토

리오 그레고티가 '영토의 건축'이라 부르는 것을 창

미셀 카강의 작업들 빛의 선물
리차드 잉게르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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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해 냈다. 그러므로 1984년 상당한 찬사와 주목을

받은‘테트 데팡스’설계경기처럼 광대한 개방성이

라는 조건과 맞닿았을 때나, ‘시테 다르티스테’와 같

이 노출된 통행로를 따라 입방체, 원기둥, 삼각기둥

볼륨이 위치한 프로젝트의 경우, 거대한 건축적 척추

들을 통해 광대한 스케일의 부지에 엄격한 질서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유럽의 거대한 도시적 규모와 소통하기 위한 그의

또 다른 전략은, 다양한 볼륨들이 배치될 수 있는 거

대하고 층층이 쌓인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프레임은‘누아지르그랑 재무부 건물 설계경기’

(1992) 처럼 수직적으로 구성되거나, 미셀 카강이 우

승했지만 실제로는 지어지지 못한 짐바브웨의‘프랑

스 대사관 설계경기’(1989) 와 같이 수평적으로 짜

지기도 한다. 또한 몽펠리에, ‘프랑스 중앙은행 설계

경기’(1993) 에서 중심볼륨은 가느다란 수평프레임

과 수직프레임 모두로 이루어져 있다. 대규모 도시

프로젝트에서‘어번 룸’을 창조하기 위한 앙리 시라

이니의 노력과 비슷한 이러한 구성적 방법론의 아름

다움은, 시테 테크니크(1991) 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여기서 독립적으로 서 있는 긴 평면을 통해, 고속순

환도로의 거대한 규모로부터 건물단지를 분리시켰

다. 또한 공중에 떠 있는 파동형 지붕은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세 개의 다른 볼륨에 통일감을 주는 보

호체 역할을 한다. 

직교하는 프레임의 구성은 주세페 테라니의 작업정

신과 가까운 것으로서, 메트로폴리스의 장엄한 규모

를 향해 통일된 블록으로 전통적인 기하학적 건축을

구사할 수 있고, 동시에 안뜰과 내부공간에 있는 작

업 및 생활환경의 친밀한 규모를 보호할 수 있다. 하

나의 형식으로서, 그것은 카강이 '유럽식 그리드'라고

이론화한 개념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다시 말해, 이

것은 미국식 그리드가 가진 총체적 합리성과 유연성

을 간직하면서, 동시에 평면과 표면의 추상적이고도

간결한 분배를 통해 중요한 문화적 요충지들 역시

그대로 보존하자는 의도인 것이다. 

조금 더 협소한 부지들에서 카강은 단일축이나 단일

축을 가로지르는 두 번째 축을 구성하여 그 도시의

다양한 방향성에 맞는 십자형 축을 만드는 전략, 또

는 부지의 한쪽 끝을 향해 머리와 몸통을 연상케 하

는 편심적 볼륨을 구성하는 전략을 종종 사용해왔다.

‘낭테르 음악학교 설계경기’(1991) 에서는 강당과 실

습실의 볼륨이 교차축에 매달려 있어 건물 전체를

역동적인 바람개비 형상으로 만든다. 또한‘낭테르

어린이 레크리에이션 센터 설계경기’(1992) 에서는,

미술교실, 주간 탁아소, 전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

는 일련의 소규모 중정을 간결하게 배치하여 축 구

성의 유연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 설계는 전체적인

축 구성의 명료성을 잘 보여주고, 동시에 센터를 아

이들만의 비밀스런 마을처럼 느껴지게 한다. 

1993년, 카강이 2위를 차지한 제네바의 세계기상기

구 설계경기의 안은 기존의 도시적 배열을 유지하면

서도 가장 번화한 교차로를 향해 회의실을 품고 있

는 계란형 볼륨을 더한 중심 구성축을 잘 보여준다.

이 스타일은 알랑송의 사회센터에서 조금 더 작은

규모로 다시 시도되며, 이 프로젝트에서 둥근 형태의

볼륨은 부지의 날카로운 코너를 완화시키면서 동시

에 엇갈린 면을 가진 내부 중정의 느슨한 구성을 보

호해 준다. 

카강이 초대된 설계경기 대부분의 부지들은 아주 빽

빽하고 밀집된 배경을 가졌다. 이를 위한 그의 가장

일반적인 해결책은 비스듬히 볼륨을 구성하는 것이

다. 우승을 했지만 준공되지 않은‘뢰이 산업단지 프

로젝트’(1991) 에서는 두 볼륨 사이의 비스듬한 공간

을 통행로, 안뜰, 그리고 반사하는 표면들로 구성된

예술적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극도로 협소한 부지를

갖고 있던 파리 10구의 로쉬슈아르 거리에 위치한

‘음악학교’(1995) 역시 위와 비슷하게 비스듬한 볼

륨구성을 통해 개원할 수 있었다. ‘렌느 샹 망쏘 문

화센터’의 경우를 보면 수평면들이 마치 열려진 서

랍처럼 비스듬하게 배치되어, 통행로 중심부에 역동

적인 빛의 향연을 창출해 낸다. 

카강의‘파리 브레떼이어 22주택 설계경기’(1989)

나‘시테 푸제르’와‘아미랄 무셰 거리의 두 파르티

장’프로젝트를 포함한 많은 주택계획들은 파사드에

미묘한 볼륨의 미끄러짐을 활용하고 있다. 후자의 경

우 박스 모양의 브리제-솔레는 우아한 방식으로 벽

에서 분리되어 지상층과 끝 벽에서부터 올려져있고

이를 통해 차양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건축적 구

성언어로부터 카강은 한때 르 코르뷔지에가‘정확한

구문과 알맞은 단어’라고 불렀던 구성 원리에 점점

다가선다. 파리 근교인 누이지르그랑에 위치한‘쥘

페리 유치원’에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현대건축의 언

어인 가늘고 긴 창, 지느러미 모양의 햇빛 차양, 분

리된 볼륨, 컷 아웃, 및 층층이 쌓은 벽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알맞은 규모와 크

기로 조성되어 있다. 전면 파사드의 낮은 곳에 위치

한 차양은 위쪽으로 접혀 출입구를 나타내주고, 여기

서 아주 역동적인 빛과 그림자의 아름다운 대조가

탄생한다. 각 교실은 외부 가장자리에 구획된 공간을

가진 아파트처럼 조성되어 어린이들에게 집과 같은

느낌을 선사한다. 

그의 모든 프로젝트에서처럼‘쥘 페리 유치원’에서

도 카강은 창문의 슬롯과 통로, 깊은 차양, 기다란

개구부 등 고체와 허공의 아름다운 유희를 위해 사

용된 분할면 등을 조성하는데 대가다운 솜씨를 발휘

한다. 그 결과 각각의 형태들은 아름다운 자연광 밑

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주세페 테라

니의 코니스, 알바 알토의 채광창, 심지어 아르데코

양식의 창문 문설주의 영향이 느껴지지만, 카강의 설

계에는 불필요하거나 혹은 하나의 스타일에 편중된

부분이 없다. 각각의 형태적 결정은 구획된 공간의

요구 및 프로그램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 그는 건축

을 따로따로 떨어진 직각 파편으로 구성된 도시를

위한 언어로 간주한다. 각각의 작업은 인간의 방위와

순환이라는 전통을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한편 기하

학적 형태를 향한 열정도 언뜻언뜻 엿보인다. 

건물 내부의 탁월함은 부분적으로 카강의 아내이자

파트너인 나탈리 레니에에게 빚지고 있다. 그녀는 지

난 10년 동안 그의 작품의 인테리어만을 전문적으로

설계해 왔다. 현대적 합리주의 전통에 대한 카강의

존중은 도시성의 제약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그는 공공연한 독창성보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층과 벽 사이의 공간, 빛의

슬롯, 면들의 회전, 볼륨의 반향, 반복된 요소들의 역

전 등에서 그가 보여주는 명석한 기하학적 게임은,

깔끔한 모더니티를 품고 있는 현대적 형태들에서 유

래하는 것이며, 이들이 빛을 부리는 그의 재능을 통

해 참으로 신선하게 탈바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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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 대한 나의 아이디어는 수많은 경험과 프로젝

트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속한 문화는 프로젝트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건축을 배우기에 가

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배움은 1976년, 오

늘의 건축에서 제창한 알베르티 상을 받은 설계경기

에서의 우승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러나 다른 설계

경기에서 우승하기까지 나는 10년을 더 기다려야 했

다.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로의 전전은

내가 여러 아이디어에서 모두 방랑했다는 뜻은 아니

다. 일관성보다 더한 기쁨은 없다. 나의 모든 프로젝

트에서, 저는 변하지 않는 몇몇 개념들을 발전시키며

현대적인‘트랜스-트렌드’, 다시 말해 지나치게 신

성시되거나 신화화된 건축이 아닌, 현대건축의 위대

한 거장들의 가르침을 품고 있는 그러한 건축을 모

색해 왔다. 

‘사물의 상태’(빔 벤더스)

나의 세대를 특징짓는 것은 전후시기, 석유와 관련된

최초의 두 파동을 겪는 동안 학교에 다녔다는 점이

다. 건축가로서의 나의 교육은 내가 발견하려고 애썼

던 개념(공간성)과, 내가 배운 것들(잃어버린 도시에

대한 향수) 사이의 중요한 괴리로 요약된다. 학생들

이 급격히 늘었던 1968년 5월, 당시 우리를 가르쳤

던 스승들은 25세가량의 베이비붐 세대였고, 대부분

우리에게 위대한 거장들의 작품을 가르치기를 거부

했다. 1974년에서 1975년 사이, 알바 알토와 루이스

칸을 별다른 언급 없이 지나친 우리의 스승들은‘도

시로의 회귀’를 주장했고, 나는 그 원리에 반발을 느

낀 학생들 중 하나였다. 내가 현대건축의 살아있는

유산을 접하게 된 것은 외국 출신으로 그동안의 나

의 스승들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앙리 시리아

니의 강의를 듣고 나서였다. 

이리하여 1970년대 프랑스의 건축 너머를 탐구할 필

요성을 느꼈다. 나는 영토의 건축을 창조하려는 옛

시도를 이해하기 위해 로마 외곽, 마리오 피오렌티오

의 1km나 되는 블록들을 방문했고, 구성주의의 의미

를 이해하기 위해 1974년, U.P.5에서 제임스 스털링

의 강의를 들었다. 로말도 기어골라가 쓴 루이스 칸

에 대한 최초의 연구서에서 개념들에 질서를 부여하

는 것, 즉‘사물의 질서’와 그 시작에 대한 사실을

접하기도 했다. 리처드 마이어와 같은 건축가들을 발

견한 것도 그 무렵이다. 벽돌로 지은 브롱크스의 주

택블록, 런던 바비칸 센터, 로스앤젤레스의 케이스

스터디 하우스. 뉴욕 루스벨트 섬에 설계한 호세 루

이스 세르트의 아파트나, 진정한‘도시적 실체성’을

구현한 까를로 아이모니노 및 알도로시의 밀라노 갈

라라테세와 같은 작품들을 접한 것도 이때였다. 단순

한 진실성을 가진 마리오 보타의 첫 번째 주택들도

있었다. 당시 내가 흥미로웠던 것은 또 다른 모더니

티와 도시성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였다. 그것은 프랑

스 건축학교를 지배하고 있던 사조 저 편의 먼 곳에

서 들려오는 외침이었다.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사멸, 해체주의의 급격

한 부흥 및 쇠락, 만프레도 타푸리의 죽음과, 모든

종류의 개념주의자들이 언급하던 학문적 미니멀리즘

의 도래 이후 건축의 미래와 그것의 반복적인 테마

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21세기를 향해 우

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것은 미국강연(1985)을

통해 이탈로 칼비노가 물었던 근본적인 질문이다. 그

는 우리가 다음 세기로 넘겨줄 여섯 개의 테마를 선

정했는데, 그것은 각각 경량성, 속도, 정확성, 가시성,

증식성, 그리고 끊임없이 그가 글로 써 왔던 일관성

이라는 주제였다. 건축가로서 내 견해로는 우리가 다

음 세기에 물려줄 유산에서 공간의 탁월성, 빛의 물

질성, 기능에서 편안함으로의 전환, 움직임의 인간적

스케일, 핵심적 형태의 가독성, 형태의 결정인자로서

의 아키텍토닉스 등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들은 건

축이라는 문화 고유의 중요한 테마 또는 등식으로,

다른 의미에서 경제 및 사회적 목표와도 깊은 연관

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창조하는 건축은 더 이상 단

순화된 이상적인 상황 속에 머물 수는 없다. 건축은

우리를 실제 세계의 복잡성 속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이것이 건축이 순수한 이론에서 탄생할 수 없

는 이유이다. 머리 속의 생각과 실제의 설계 사이에

는 어떠한 간극도 없다. 그것은 동일한 과정의 일부

이다. 엘 리치스키는‘프룬’의 성질을 설명하면서,

그것이‘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작품들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이론과 실습 사이에는 어떠한 분리

도 없는 것이다. 그것이 살아 있는 세계에 눈을 감고

현대 도시의 도시적 재앙을 알아채지 못한 비평가

및 역사가들에게는 성가신 일이겠지만, 미니멀리즘적

이고 단언적인 역사적 가설에 골몰하며, 그들 역시

그러한 도시적 재앙에 일조한 것이다. 새로운 유혹의

물결을 찾으며 그들은 키치를 촉진시키고, 현재 프랑

스 도시주의의 열악성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르 코

르뷔지에와 미국 도시들에게 돌리고 있다. 내 생각에

이것은 역사적 거짓이다. 근대건축운동에 대한 찬동

으로, 우리의 건축학교들은 아무런 공통점도 없는 잃

어버린 도시에 대한 개념으로 이끌려 간 것이다. 

‘편견’프랑시스 퐁주

세계화된 우리의 건축적 환경에서 미디어 스타급으

로 부상한 건축이 아닌, 21세기 초에 시작된‘매일매

일 마주치는 건축’은‘척도화된 창의성’을 품고 있

는데, 이를‘온건한 모더니티’로 규정할 수도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철학의 표현으로서, 한 마디로 말해

보편성을 향한‘편견’이다. ‘보편성이란 벽이 없는

지역성’이며, 아마 이것이 내 작품을 묶어주는 공통

요소일 것이다: 사물의 적합성에 대한 원리, 세심한

건축인 관계성의 건축. 그것은 비판적인 이해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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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건축사에 대한 객관적 해석을 뜻하지 않는다.

이 접근방식은 건축을 창조하는 과정에서의 새로운

비판적, 미학적 접근을 의미한다. 편안함과 지속적인

재개발을 아우르는, 합리성과 기능성 사이의 분명한

유대를 설정하는 확실한 변증법, 시간의 비전에 반대

하지 않으면서 동시대성과 모더니티를 연결하고, 경

관의 일부로서의 건축과 도시성을 연관시키며, 전체

적인 아키텍토닉스로서의 공간성과 건축을 결합시키

는 그러한 변증법. 이것은 구조로서의 공간이며, 공

간으로서의 구조이다. 그리고 공학자 및 건축주와 건

축가의 상호의존성은, 경제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요

구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건축가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동시

에 모순되는 현실과 직면하기 위해 진화하는 규범들

(그 자체의 창의성으로 인해 해방적이면서 동시에 관

대한)과 더불어 그에게 주어진 것들로 이 세계에 영

향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21

세기의 도시가 어떤 모습일지 알지 못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 도시가 어떤 방향성을 갖출 기회라도 주

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열망한다면 오늘의 건축은

내일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나는 미래

도시의 도시적 요구 및 프로젝트들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 1920년대의 건축가

들처럼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험의 출발

점에 있다고 느껴야 한다. 건축과 도시성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도시를 반영하지 않는 창문을 상상

할 수 없듯이 말이다. 진정한 공간은 사물들 사이에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설

정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개념이 아닌 이

미지와 더불어 산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도시는 인류의

모든 역사를 품고 있다. 인간의 접촉이 필요한 도시

및 경관의 일부가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부

분도 있다. 동시대성과 함께 시간의 개념을 숙고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와의 필수적인 대화와도 같다.

과학자인 일리야 프리고진이 지적했듯이 서구사회는

우리에게 두 가지 명제를 남겼다. 그 첫 번째는 자연

세계 및 인간사회에 대한 앎(지성)을 통해 긴요하고

도 명료한, 인간 경험의 모든 요소를 위해 봉사하는

지식체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자유, 창의성 및 책임에 대한 신뢰에 의거한 민주주

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 사실들이 다만 개념일 뿐이

라고 해도 그것들이 서로 모순될 필요는 없다. 

오늘날 도시 정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미

래의 도시를 이룩하기 위해 건축가들은 그들 자신의

예측들에 대해 숙고해야 하고, 관계성에 대한 고찰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건축가가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무언가 새로운 것들

을 제안하고 덧붙이고 기존의 것들을 반복적으로 활

용할 기회가 항상 있다. 건축가가 새로운 도시를 설

계할 때, 처음에 그에게 주어진 것은 자연지형 뿐이

다. 통찰력은 우리의 능력 중 하나이며, 그러므로 만

약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도시, 즉 우리도 모르는 사

이에 규모 없이 아무렇게나 설계된 것과 같은 주택

들의 집합더미이자 끝없이 변모하고 있는 공간이며,

한계가 없고 그런 한계와 중심들마저 끝없이 태어나

고 있는 광대한 영역을 갖는 도시의 미래를 창조하

고 싶다면 우리는 대담하게 꿈꾸고 가정하는 야심을

가져야 한다. 

미래를 고대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이해해야 한다. 그

러나 이해하려면 먼저 관찰해야 한다. 어떻게 관찰하

는가를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창조의 행위이다. 건

축가들은 그 말의 본래 의미에서‘기하학적인’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적인 형태의

정의를 넘어서서 르 코르뷔지에가 건축에 요구한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있다. 그것이 바로‘감동시키

는 건축’이다. 감동받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이다. 모든 건축은 우리의 감각과 관

계되어 있으며, 예술적 고상함 및 일상생활의 평범함

모두와도 관련을 맺는다. 인간은 보면서 움직인다.

그것이 근대건축운동의 가장 뛰어난 발견 중의 하나

이다. 고정된 명상적 세계에서부터 우리는 가로지르

는 공간의 세계에까지 도달했다. 건축에 의해 감동받

는다는 것은 또한 사회적 활동 및 문화의 기억을 일

깨운다는 것이다. 재료들로 장소를 구축하고 빛과 공

간을 조직하는 것은 혼자만의 노력이나 그 영향력은

사회적이다. 건축의 자율성은 인간과 도시세계 사이

의 상호관계에 의해 상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적 공간의 장소성

루이스 바라간은 한 대담에서 루이스 칸과 나눈 대

화내용을 들려주었다. “이봐 칸, 누가 나더러 솔크

연구소의 정원을 설계해 달라고 하더군. 부지에 그들

은 몇 그루의 오렌지 나무를 이미 심어놓은 상태였

어. 작은 나무들이었지. 나는 그에게 내가 건축가이

자 조경가라고 말을 하고, 그 부지를 처음 봤을 때

거기엔 오직 단 하나밖에 있는 것이 없었다고 했지.

‘처음에 여기엔 잎 하나도 없고 식물원도 없었습니

다. 아시겠죠? 단 한 그루의 나무나 꽃, 잎사귀, 먼지

하나도 거기에 심지 말아요. 완벽하게 아무 것도 없

는 상태였으니까’그리고 나는 그 친구에게 말했네.

‘두 개의 건물을 통일시켜 주고 마지막으로 저 먼곳

의 해안선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요’그

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말하더군. ‘좋아요. 저도 그

런 게 좋습니다’그리고 말했어. ‘10분 안에 솔크 박

사가 도착할거에요. 곧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

게 해야 하는지는 그가 결정하겠죠.’그렇게 10분 후

에 솔크 박사가 도착했어. 나는 그에게 똑같은 사실

을 설명했지. 솔크 박사는 이렇게 말하더군. ‘그건 장

소였군요.’”

이 일화 속에 내가 제목으로 삼은 것의 의미가 들어

있다. 즉 인간성으로서의‘장소’. 그것은 기하학이자,

대지 및 지형과의 관계, 거기에 따르는 특수한 구성

및 형태, 그리고 공간적 선택과 경관의 적절성을 의

미하는 것이다. 이 일화에서 건축가는 현명한 판단을

내린 고객과 더불어 부지의‘존재이유’를 결정짓고

있다. ‘장소’라는 말은 항상 나를 제약한다. 우리는

그것을 물리적인 범위, 사회적인 개념, 그리고 도시

적 형태로 간주한다. 우리의 목표는 도시적 프로젝트

를 창안해 내는 것이다. 장소의 개념은 과거의 도시

적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건축 프

로그램과도 상관없는 인간의 일상적 생활에 대한 관

심이기도 하다. 공간성을 가진 장소란 건축가가 창조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관홀은 장소이다. ‘내면성

은 외면성’이며, 현관홀이라는 장소는 건물의 외부와

실용적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상대적인 영역이다. 거

기에는 건축이 창조할 수 있는 매혹적인 공간이 존

재한다. 

장소의 개념은 공유된 공간에 대한 민주주의적 이해

이다. 우리 세기의 건축은 그 말의 가장 좋은 의미에

서 민주주의적이어야 한다. 도시성을 지닌 장소란 프

로그램, 경제, 사회학 및 미학의 다양한 논리들을 전

체 속에 통합시키는 공간이다. 어떤 나라에 의해 둘

러싸인 타국의 영토처럼, 장소란 개방되어 있으면서

폐쇄되어 있고, 연속성의 근원이 되기도 하면서 분열

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장소란 긍정적인 총체성이어

야 하고 예술을 벗어난 예술이어야 하며 다양한 상

황 속에서 일련의 개념 및 건축 작업을 통해 현실성

이 풍부한 공간 시스템을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사회적 맥락 및 그들의 특수한 역사와 상

호작용하면서 건축은 그 모든 조건을 적절한 원리

속에 수렴하여 건축된 공간이 사회적 연관성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건축의 적절성에서 이것이 가장 핵심

적인 포인트이다. 

도시성을 지닌 장소란 수렴되는 영역으로서의 일종

의 중심성이다. 장소란 소중하고 가정적인 공간이며

일상생활에 직관적인 지각의 대상을 부여하는 공공

의 공간이다.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의 신체를

인체공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현상학적으로, 환경

적 평형 및 조화로 이끌어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한

나 아렌트가‘공공에게 보여지는 공간’이라고 명명



한 이 공간은, 사회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토대이지

만 아직 분명히 건축적 공간으로 이해되지 않은 채,

그 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간이 사회 속에서

그 자신 및 다른 이들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의 문명 기저에 자리하고

있는 이 감정은 자연을 극복한, 인간화된 구조적 공

간 속에서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것이다. 

로마의 경우 바실리카는 시민들이 단일한 지붕 밑에

서 종교적 제약이나 야만에서 벗어난 채 대화하기

위해 모이는 공간이었다. 그 곳은 공공의 공간이었고

거기에는 움직임의 자유와 발언의 자유가 존재했다.

그것이‘도시적 상태’이다. 고대 바실리카에서 건축

적 구조는 공간이 되었다. 포룸 로마눔의 막센티우스

바실리카는, 파르테논이 가지지 못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도시의 어디에 우리의

일들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가? 20세기 말, 삶의 질과 관대함, 인간 조건의 향상

이라는 주제는 그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그 시

기에 사람들은‘버추얼리즘’, 비어 있음, 중립성, 덧

없음 등의 주제에 더 골몰했다. 그 시기에 건축가들

은 우리의 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

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소의 개념은 도시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의 기관 건물에서부터, 우리의 손발과 맞닿는 작은

규모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모두 영향을 미친다. 이러

한 커다란 규모와 작은 규모, 근과 원의 결합은 도시

공간의 응집성을 결정하며 건축을 그 자체의 문맥적,

지형적 스케일 속에 위치시킨다. 지어진 공간, 도시

성의 공간은 또한 변형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건축의 역할은 환경적 문맥의 본질을 밝혀내는

일이며, 동시에 그것을 변화 가능한 수단을 통해 창

조하는 것이다. 프로젝트의 특수성은 부지의 중요성

과 더불어 도시계획의 개념에 모두 의존하고 있다. 

잡지 및 비디오 스크린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상상

력은 모호함과 오류가 뒤섞인, 이미지와 형태의 범람

으로 인한 심각한 혼란 속에서 동요하고 있다. 우리

는 금지된 형이상학적 공포와 기능적 질서, 상식의

제약과 만족의 필요 사이에서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

다. 오늘날 우리의 도시에는 한계가 없다. 그것은 가

장자리를 벗어나 팽창한다기보다, 한계를 정할 수 없

는 영역 속에서 내부적으로 확산되어, 도시-지역, 도

시-국가라고나 불러야 할 만한, 이탈리아인들이‘라

치타 디푸사’라고 부른 상태 속에 빠져 있다. 나는

우리가 이 한계 없는 도시에 한계를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건축가는, 우리를 둘러

싼 도시의 새로운 규모에 적합한 실험적 구조들을

통해 우리 도시의 얼굴을 재정의해야 한다. 케네스

프램프턴이 지적한 대로, ‘거대한 형태들은 도시적

경관이다’. 이것이 새로운 도시주의의 영토인 것이

다.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중심지, 경계, 및

생태적 통로(베르나르도 세치와 같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지어졌거나 지어지지 않은

것, 도시적이거나 농촌적인 것, 그리고 자연과 인공

모두를 보존, 갱신해야 한다. 오늘날 도시는 발견되

거나 재발견되어야 할 카오스적인 경관이다. 이 새로

운 경관은 역사적 문맥에 근거한 도시의 통합과는

별개로 복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건축의 과제는 단순히 세계를 본떠 놓은 듯

한 건축이나 또 하나의 짐이 될 뿐인 건축을 제안하

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공간적 풍부함과 가능한 질

서, 관용, 그리고 도시에서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창조하는 것이다. 건축가는 추상 속에서 건축행위를

위한 최적의 수단과 삶의 공간을 찾아낸다. 2028 뉴

욕 블록은 1804년,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기 위해 퐁

텐느를 정복했을 때, ‘리볼리 거리’를 설계한 건축가

가 페르시에와 함께 노트르담의 내부를 재설계하여,

‘고딕 성당’을 나폴레옹을 기리기 위한 그리스식 신

전으로 만들었을 때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 스타일의

문제처럼, 내게는 기하학이 그 자체로 스타일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그것은 지성의 도구이며, 규칙의

도구화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아마

직접 설계를 하지 않거나, 측량을 위한 규칙을 잊은

자들일 것이다. 만약 기하학이 스타일을 창출한다면

그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기하학이 매너리

즘만을 이끌어낸다면, 그것은 실패이다. 그러나 프로

젝트 자체가 훌륭하지 않다면 스타일적 해석의 문제

는 그 자체로 거의 중요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케네

스 프램프턴은 언젠가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 리

처드 뉴트라의 한 건물을‘뛰어난 작품’이라고 평했

다. 1950년대 푸에르토리코에 지어진 이 작은 학교

는, 각각의 교실이 커다란 천막에 의해 보호되어 따

뜻한 날이면 각 교실의 학생들이 야외로 나와 머무

를 수 있었다. 그 합리주의적 건축 언어는 테라니의

그것과 비슷하다. 다시 말해 아주 훌륭한‘스타일’을

갖추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내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점은 교실을 야외에 옮겨놓을 발상을 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프램프턴이‘뛰어난 작품’이라고 평했던 이

유이다. 스타일의 문제는 그 자체로 자신을 망치는

경우가 흔하다. 내가 현대적인‘트랜스-트렌드’를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단순성, 명료성, 평이성’(쳇 베이커)

나는 좋은 건축물에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첫째, 그것은 부지와의 적합성을 가져 서로

공명을 이끌어낸다. 둘째, 그것은 알레고리나 은유로

부터가 아니라, 건축의 추상적인 규모에서 우러나오

는 상징적 실재성을 가진다. 셋째, 그것은 하나의 양

식을 대표한다. 만약 그러한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면 건축가는 이를 발명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세

기엔 우리의 새로운 욕구에 알맞은 새로운 양식이

필요하다. 칸이 당신은 건축물에‘무엇이 되고 싶

니?’라고 물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하나의 질

문을 더 추가하고 싶다. ‘어디에서 우리를 이끌고 싶

니?’이것은 물론 르 코르뷔지에의‘건축적 산책로’

라는 개념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건축물을 경험하면

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고, 가로지르고, 삶의 필요

들을 충족시키며 그 안에서 살아간다. 건축적 산책로

란 가벼운 제안이 아니라, 통행로를 위해 마련된 명

료한 암시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 개념은 그 곳에

사는 존재들과, 거리에서 거주지로의 변화, 기능적인

형태적 가변성 사이의 심오한 변증법을 포함하고 있

다. 건축적 산책로는 민주주의적 건축에서 사회적 유

대에 기여하며, 현대적 맥락성에 있어 진정한 미학적

질문을 제기한다. 나는 렘 쿨하스를 존경하지만, 건

축가는 건물이 우리의 밀집된 문화 속에서 숨 쉬고

투쟁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건축적 산책로란

오늘날의 필요악적인 밀집 상태 속에 삽입된 공간,

인간에게 시각적인 소유감을 제공하는 공간을 창출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내 프로젝트 설계의 방법론은 단면이다. 단면은 건축

에 있어 근본적인 것이다. 이것은 파사드 이전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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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되어야 하며 거기에서 파사드가 탄생한다. 그러나

단면은 보여줄 수 있는 드로잉이 아니다. 인지가 불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빛과 공간에 핵심적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건축에서 가장 추상적이고 난해한 것

이기도 하다. 나는 사물의 비물질화보다 물질화를 좋

아하며, 단면을 통해 이것을 건축에서 어떻게 성취해

야 하는지 이해해 간다. 사물을 비례 속에 배치하고

경관의 프레임 너머를 보는 것, 공간의 내부를 들여

다보고 인물이 어디로 움직이며,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하는지, 움직임을 어떻게 자유롭게 선택하는가 하

는 것을 보는 것, 모든 것을 제어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북에서 남으로, 동에서 서로

빛을 조절하는가 하는 것. 이렇듯, 단면을 통해 개인

에게 필수적이면서 편안함을 주는 효과들이 내부적

으로 발생한다. 종종 우리는 물리적으로 무언가와 맞

붙거나, 일련의 연속된 시점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

다. 이 때 우리 몸의 문제는 하나의 게임이 된다. 건

축이 주는 생활의 안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르 코르뷔지에가 1930년, 제네바에 지은 클라르테

아파트를 떠올린다. 이것은 투명성의 전개나, 발코니

에서의 목재의 활용, 프리패브 철제 구조 등에서 아

직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인 작품

이다. 여기서 건물의 재료는 더 이상 내부에서 일어

나는 일들을 숨기기 위한 마스크가 아니다. 이것은

장식에 관한 담론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한 세기적

변화를 담고 있는 특징처럼 보인다. 옷에 비유하자

면, 옷은 인간의 신체를 감추는 것만큼이나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곳이 시골이든 도시이든, 건축예술은 생활과 결합

되어 있다. 건축가들이 이를 좋아하든 아니든, 그것

은 건축적 프로젝트의 모든 요구들 아래에 있는 것

이다. 르 코르뷔지에가 설명한‘우아한 해답’의 개념

과 더불어 건축내부와 외부의 편안함이라는 전통은

단순히 그 하나만 덩그러니 존재하는 건물이라는 개

념을 무효화시킨다.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강

제된 개인주의뿐임을 인정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이것은 벤야민, 프루스트, 바벨과 같은 저자들이 자

주 묘사한대로 산책과 권태가 정신의 필수품이 되어

버린 문화, 그리고 물리적인 전체성의 개념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개인의 여가시간은 이제 자신과

맞닥뜨린 개인에게 형이상학적 공허감까지 선사할

지경이 되었다’마르크 딜레트는 1996년, 갤러리

MA에 대한 에세이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모든 건축물이 형태적 고귀함을 지녀야 한다

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의 언어는 기계적인 것이

다: 선형성, 자료, 각도, 폭, 깊이, 높이, 개구부, 구

멍, 파티션, 벽, 불투명함, 반복, 분할, 모듈화, 방위,

횡단, 파동, 기하학적 형태 등등. 자유는 제약의 한가

운데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그것이 상호성을 위한 원

리이다. 받은 만큼 주는 것. 추상이란 기하학을‘질

서를 부여하고, 연관성을 맺게 하며, 제어하기’위한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체계이다. (광장에 대한

오마쥬- 조셉 앨버스) 추상은 비일상적인 것이 아니

라, 유아기 이후 인간이 갖게 되는 의식의 일부이다.

공간을 물질로 간주하면서, 리처드 롱은‘기초적 형

태, 그것들이 알아서 내 일을 해 준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인간의 척도를 공간에 적용하길 거부하는 순

진한 미니멀리즘적 발언이 아니다. 이 말엔 기존의

것, 다시 말해 프로젝트의 상황과, 새로운 과정 사이

의 긴장에 대해 깊이 숙고한, 일상적 우주의 척도와

관찰이 포함되어 있다. 설계 과정에서, 건축가는 측

량 가능한 것과 만나기 위해 맥락, 경관, 도시적 상

황, 건물등의 측량할 수 없는 것들과 무수히 부딪쳐

야 한다. 이것을 매우 잘 이해했던 프랭크 라이트 로

이드는, 마르셀 뒤샹의‘질문은 없다- 해답도 없다’

라는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면서, ‘단순성은 이론적이

다’라고 말했다. 순수한 형태에 알맞은 본질적 요소

들은 단순성보다 명쾌함을 창조한다. 그러므로 그것

은 인간의 요구를 드러내고,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권리를 부여한다. 
<미셀 카강의 강의 발주>

기록: 나탈리 레니어
영역(英譯): 리처드 잉게르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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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s studios model

Students projects of M. Kagan for a ‘green grid’

PK: 당신의 배경에 대해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아직까지 프랑스에서 최고의 학교로 인정받고

있는 그랑 팔레와 벨빌의 건축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당신이 재학중일 당시의 학교 분위기는 어떠했나요? 

MK: 앙리 시리아니와 베르나르 위에가 당시 우리

학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

고요. 이 둘의 개성은 상호보완적이었어요. 시리아니

는 공간의 개념과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위

에는 역사와 도시문화에 관심이 많았지요. 나는 우리

가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우리 스스로의 사상이 무

르익기 전까지 그러한‘아버지 상’이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이 초기 시기에, 몇몇 모범들은 우리의 가

치정립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70년대 말

에 저 역시 시라이니의 사무실에서 한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곧 나는 이론과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

는 것, 다시 말해 이탈리아인들이‘프로젝테이션’이

라 부르는 것의 차이를 깨달았어요. 저에게 실습은

필수이면서, 직관일 수만은 없는 어떤 노하우가 되었

습니다. 지금 저에게 규칙들은 건축행위에 있어 상당

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뒤에 저는 이론과 실제를

분리시키지 않고, 그 둘을‘이론적 실제’로 통합시키

는 방식으로 제 자신의 작업을 발전시켜 갔습니다. 

PK: 졸업 후 얼마 안 되어 뉴욕으로 간 이유는 무

엇입니까?

MK: 그건 프랑스 정부로부터 빌라 메디치 장학금을

받았고, 또한 제가 가서 공부하고 싶은 곳을 직접 선

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뉴욕을 택했습니

다. 뉴욕은 나름의 독특한 건축문화를 갖고 로마적인

전통을 거부하는 근대성을 지닌 도시입니다. 유럽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뉴욕의 도시 구조적 요소들이

특히 흥미롭더군요. 거기엔 합리적인 격자구조 외에

유럽의 거리풍경과 비슷한 점이 없었습니다. 또한 네

개의 파사드 대신 모든 면에서 바라보이는 건물들이

있었지요. 이러한 입방체적 풍경은 유럽이나 오스만

식 경관과 대조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스카

이라인의 수직성과, 도시공장의 수평성이라는 의미

를 깨달았습니다. 뉴욕에 있는 동안 저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조교수로 근무했는데, 거기에 훗날 저항의

건축 및 비판적 지역주의에 대한 중요한 에세이를

쓰게 될 케네스 프램프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와

나는 공동으로‘현대 건축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책

을 펴냈습니다. 학문적으로 뉴욕에 있던 시간은 정말

알찬 시간이었어요. 저는 안도 타다오, 마리오 보타,

후미이코 마키, 리처드 마이어, 도널드 저드등과 같

은 건축가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지 못

했다면 저는 학교에서 좀 외로웠을 거예요. 당시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위세를 떨치던 시기였는데, 저는

말하자면 사회적 주택 프로그램이나 빛, 구조, 공간

성에 대한 작업들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또

다른 건축을 창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역사상의

저속한 작품에 대한 대안으로서, 관계성과 고요함의

건축을 말입니다. 현재의 저의 작업도 이 최초의 자

리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다고 느낍니다. 

PK: 퀘벡, 토론토, 시러큐스에 있는 대학들에서도

강의를 하셨더군요. 파리에 돌아와 벨빌 건축학교에

서 교편을 잡기 전에, 제네바에서도 교수직을 맡으셨

는데, 당신이 보기에 유럽과 미국의 건축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MK: 르 코르뷔지에의‘동방으로의 여행’이 뉴욕에

있었지요! 제가 보기에 미국엔 훨씬 훌륭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 대학의 에이버리 피셔

홀 도서관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자료의 보고예요.

제 경험으로 비추어 이곳의 수업수준은 유럽의 수준

과 많이 다르지 않아요. 유럽에는 공유된 문화적 전

통 속에서 동시대 건축을 공부할 수 있는 바르셀로

나, 로잔, 포르투 등과 같은 학교들이 있지요. 하지만

미국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자료와 더

불어, 좋은 건축학교는 의욕적인 학생들을 필요로 합

니다. 

PK: 현재 건축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MK: 건축은 사회전체와 연관지어볼 때, 그 자체의

법칙을 가진 상대적으로 독립된 영역입니다. 현재 저

는 건축이 너무 많은 미학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느

낍니다. 건축의 세계 바깥에서 그러한 자료들이 끝없

이 생산되고 있어요. 비주얼 아트, 출판, 영화 등...

모두 어떤 권위나 설명, 또는 품격에 대한 기준을 찾

미셀 카강과의 인터뷰
건축가 펜티 카레오아(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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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당신은 몇몇 기하학적 원리에 매력을 느낍니

까? 예를 들어, 황금비나 르 코르뷔지에의 모듈러 등

이 보여주는 특정한 설계원리들을 의식적으로 사용

한 적이 있습니까?

MK: 의식적이든 아니든, 그런 적은 있겠지요. 하지

만 저는 몇몇 재발견된 수학적 비율을 저의 기하학

적 직관에 의해 관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원리

들이 다른 많은 것들처럼 건축적으로 도움이 될 수

는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강박관념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규모

의 리얼리티나 거기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는 데 거

기에만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PK: 건축적 개념이라는 주제에서, 모더니즘의 고전

적인 정의- 예를 들어 형태와 기능의 일치 - 등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MK: 최근에 저는 룸 프로젝트들이 공간이나 빛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기능’의 개념

은 건축사에서 지나치게 간단히 해석된 경향이 있습

니다. 저는 공간과 빛이 기능이라는 개념 안에 통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네바나 파리에서 교수

직을 맡고 있을 때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물었지요.

너희들에게 건축은 어떤 의미인가? 라고요. 제게 건

축이란‘삶을 바라보고 가시적인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공간을 창조하는 예술’입니다. 개념의 구축을

통해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각에 호소하

는,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빛은 사람들에게 비율의 감각, 사물들의 사이와 그

내부에 존재하는 비례를 부여합니다. 

PK: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 다면 당신은 건축을 우

선 시각적 표현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MK: 시각적 현실성이나 감각성 없이는 건축이 존재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건축과 철학의 가장 큰 차

이점 이예요. 철학에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PK: 저는 건축이 그 자체의 법칙을 가진 독립된 영

역이라는 당신의 견해가 마음에 듭니다. 저번에 당신

은 당신을 관찰자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이나 건축적 표현에 있어 대안적인 접근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로도 들립니다. 

MK: 건축의 미학은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제

는 아닙니다. ‘~주의’라는 것은 아무런 수확을 내지

못하는 땅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양식

적 개념을 믿지 않습니다. 역사가들은 사물을 지나치

게 성급하게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

것도 확신을 갖고 말입니다. 새로운 기술의 대두는

종종 새로운 건축적 트렌드를 낳습니다. 단순한 재료

가 상징적 아이콘이 되죠. 그러나 이러한 덧없는 대

안은 건축의 본질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매우 존

경하는 건축가들로는 루이스 바라간, 르 코르뷔지에,

쉰들러, 테라니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건축적 진실

성을 추구함에 있어 그들만의 대안적 접근방식을 가

지고 있었어요. 

PK: 건축은 종종 엘리트주의의 산물로서, 사회적 목

표와 대립된다는 견해가 많지만 저는 당신의 작품에

서 강한 사회적 요소를 느낍니다. 제가 정확히 본 것

입니까?

MK: 이 문제는 교육 및 일반적 지식과 관련된 것입

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품 속에서 사회적 요소들을

발전시켜야 하고, 그것을 인기를 얻기 위해 사용해서

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건축과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의 하나입니다. 

PK: 건축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K: 우리는 윗세대들의 실수와 성공을 보았고 거기

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우리는 우

리의 가치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건축적 가치

를 위해‘근대건축 국제회의’와 같은 상태를 창출하

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럽 도시의

문제를 미국이나 동양의 도시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까요? 건축의 미래는 오늘날 우리의 도시에 놓여 있

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인간성을 계발

하는 바른 건축을 제안하며, 우리의 지속가능한 세계

에 현명히 대처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에

아마 건축의 미래가 놓여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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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려는 거지요. 하지만 이와 비슷한 신뢰가 정작 건

축 자체에는 별로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가들

은 그들 문화의 보편성을 통해서, 그들의 자기 존중

을 재발견해야만 해요. 

PK: 환경적 문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MK: 환경적 문맥을 읽는다는 것은 거기에 이미 있

던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역사, 경관, 구

조물 및 그 특징들을 말이죠. 환경적 문맥엔 부지와

그 부지의 채광, 방위, 형태적 지형들이 포함되지요.

사실 완벽하게 평평한 부지란 없습니다. 나는 변용이

라는 건축의 원리를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존

재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여전히 건축은 그 자신의

내적인 삶을 창조합니다. 그러한 모티브는 방을 만드

는 프로그램이나, 방위, 그리고 부지 등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설계를 할 때는,

당신이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주어진 문맥에 대

한 당신의 해답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종종

건축이 기존의 상황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잊

고 있지요. 

PK: 당신은 동일한 건축물을 반복해서 설계하고 있

다고 느끼십니까?

MK: 먼저 저는 저의 모든 건축적 노력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두 가지 도시적

상황과 관계되어 있어요. 즉 근과 원이죠. 이 말은

주어진 건물에서 가능한 다양한 전망을 찾는다는 것

이고, 그걸 어떻게 창조하고 활용하느냐에 관한 일입

니다. 두 번째는, 건물의 내부와 빛에 관해 제가 갖

고 있는 관심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건물 내

부의 규모에 대한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

째는, 제가 특히 유념하고 있는 건축적 장치, 다시

말해‘건축적 산책로’와 관련된 것입니다. 제 작업의

사회적 토대가 되는 이 문제를 저는 기능적인 규모

의 설정을 통해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흐르는 듯한

점진적인 건축적 산책로는 거리 및 입구 공간을 떠

나 아파트의 은밀한 내부공간으로 진입하는 것을 준

비해 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한 개념과 모순

되지 않는 몇몇 주제들이 반복되는데, 왜냐하면 이러

한 주제들은 작업 방법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

문이죠. 이것은 최종 프로젝트를 위한‘목표 루트’를

설정하기 전에 다양한 방식의 구성을 가능하게 합니

다. 예를 들면 빛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들

요. 하지만 저는 건축가는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만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고 믿습니다. 하나의 보편적 토대에 근거하여 건축물

을 짓는다는 것은, 일체의 지역적 제약 없이 건축물

을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로‘시트로엥

공원’의 스튜디오 건물을 들어보죠. 거기서 기본적인

건축적 개념은 부지의 일상적 요구로부터 나온 것입

니다. 자유롭게 흐르는 듯한 공원의 풍경과는 대조적

으로, 저는 강력한 윤곽을 창조했고 동시에 스튜디오

가 북쪽에서 오는 빛을 받도록 했습니다. 거기서 저

는 기능 및 주위경관의 요구조건에 적절한 해답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들에 어떻게 대답할

까 하는 점이 당시 저의 통일된 주제였습니다. 이 건

축물은 풍부한 자료와, 이해하기 쉬운 명료한 시각

성, 그리고 공간을 효과적으로 장악하는 기준선을 가

지고 있습니다. 

PK: 당신의 건축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경향, 다시

말해 침묵의 건축과 비교할 때 다소 사치스러운 경향

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K: 미니멀리즘의 문제점과 위험은 그 지나친 단순

성에 있습니다. 새로운 형식주의에 함몰된 듯한 스타

일상의 극한에 도달해 있어요. 그 본질은 공허하고

건축은 그림 같은 외관을 빼고는 아무것도 말할 것

이 없는 셈이죠. 저는 인간에게 봉사하는 명료한 건

축을 원합니다. 삶의 방식, 삶의 기술, 삶의 질 등의

본질적 건축요소들은 단지 보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

다. 표현되어야 해요. 물론 건축은 이해하고 감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쉬워야 합니다. 오늘날 판도라

의 상자라고나 할 만한 미니멀리즘에 대응해서, 저는

장 폴 사르트르적‘실존주의’, 다시 말해‘사물의 상

태’를 통한 본질적 주제의 구축이라는 입장에 찬성

하는 쪽입니다. 

PK: 기술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는 당신의 작품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요?

MK: 제 작품에서 구조(대부분 콘크리트인)는 동시에

공간적 구조이기도 합니다. 저는 공간과 구조가 상호

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구

조의 개념은, 철저하게 기술적인 것과 건축적인 것으

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변화가 가능

하기 때문에 저는 콘크리트를 좋아합니다. 콘크리트

는 실체감을 갖고 있고, 당신이 이를 멋지게 활용한

다면 거기에는 건설과 건축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콘

크리트는 추상적이면서도 지극히 유형적인 재료입니

다. 아주 정직하고 엄격한 재료이죠. 재료로서 철이

나 목재는 다른 방식의 활용, 개념화, 변용을 통해서

건축적 언어로 편입됩니다. 그러나 콘크리트는 우리

를‘대지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시 말해 그것은 지구

의 중력에 가장 영향을 덜 받습니다. 저는 콘크리트

가 특히 수평적 건물과 관련이 있다고 느낍니다. 철

이 수직적 구조재인 것처럼 말이죠. 콘크리트는 빛이

나 그림자와도 반응하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축의 재료는 빛입니다.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으면

서도 공간에 형태를 부여하는 것은 빛뿐이니까요. 

PK: 언젠가 당신은 대담에서 기하학은 건축에 가장

중요한 주제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건축과 기하

학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MK: 제게 기하학은 하나의 원리, 아주 개념적인 방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기하학은 공간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건축의 가장 심오한 내면에 위치

하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이죠. 르

코르뷔지에에 의하면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의 척도는

우리의 몸입니다. 

Competition: musée ethnographique,
M. Kagan, Geneva,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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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el Kagan was born in Paris in 1953 and stud-

ied architecture at the University of Paris 7 -

Grand Palais. He received his diploma in architec-

ture (DPLG) in 1979 with Henri Ciriani and was

awarded the Thorlet Prize in Arts-Sciences-Letters

from the Académie Française. He received the

Alberti Prize in 1977; obtained the ‘Albums de la

jeune architecture’ and won the grant ‘Villa Médi-

cis hors les murs’ in 1981; he was nominated for

the Mies van der Rohe European Architecture

Prizein 1990 and 1992 as well as the Prize for a

First Work in 1991, and for the ‘Prix de l’Equerre

d’Argent du Moniteur’in 1992. He was awarded

the First Prize in International Architecture from

the Buenos-Aires Biennial in 1991 for the

‘CitéTechnique et Administrative de la ville de

Paris’ and the Silver Medal from the Académie

d’Architecture in 1997 for his work. In 2006,

Michel Kagan was the Lauréat of the ‘Pyramide

d’Or,’ the annual grand prize of the Fédération

des Promoteurs Constructeurs de France

(Federation of Developers and Builders of France),

for his apartment building constructed in Rennes

in 2005.

Michel Kagan is currently Professor at the

Architecture School of Paris-Belleville, Architect-

Consultant of France for the Ministry of Public

Facilities, and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Le Corbusier Foundation. He is also the

consulting architect for the tramway project of the

city of Reims, and a member of the scientific

committee of LIPAU of the University of Milan.

His career in architecture and teaching began in

the United States at Columbia University in New

York where he taught from 1981 to 1984, produc-

ing his first projects. Subsequently he was a visit-

ing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Quebec in

Montreal in (1982-83-86), Syracuse University in

New York (1986), Director of the Study Abroad

program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1984-1988).

In 1985, he was curator and coauthor with

Kenneth Frampton of an exhibition and work enti-

tled ‘New Directions in Modern Architecture’.

Upon his return to France in 1986, he was profes-

sor at the Architecture School of Geneva from

1989 to 1994, at the Architecture School of Lille

from 1994 to 1998 and since 1998, at the

Architecture School of Paris-Belleville. 

His agency has been locatedin Paris since 1987

and is dedicated to the conception and project ex-

ecution of public edifices, schools, university

buildings, administration centers and apartment

complexes. The agency participates in many na-

tional and international architecture competitions.

It is also developing renovation and interior design

projects of private residences and stores as well

as renovations of apartments in association with

the architect Nathalie Régnier. Its first buildings

attracted international attention, in particular the

‘CitéTechnique et Administrative de la ville de

Paris’ built in the thirteenth arrondissement in

1991, and the ‘Cité d’artistes’ situated the length

of the Parc Citroën-Cevennes in the fifteenth ar-

rondissement in 1992. It also designed the head

office of the OPHLM (social housing organization)

of Alençon in 1997; a university building in Cergy

Pontoise in 1999; housing in Paris in the twenti-

eth arrondissement in 1998 and in the fourteenth

arrondissement in 2000; a school in Noisy-Le-

Grand in 2001; the renovation of a town house in

Paris’ seventeenth arrondissement in 2003 and

an apartment building in Rennes completed in

2005. 

For Michel Kagan, the architectural project is use-

ful in revealing and analysing the city’s particular

set of problems. He works towards the reinter-

pretation of the ‘architectural promenade’, not

only as a comtemplative exercise, but also for

what it can best offer culturally to the urban

space: it assures the identification of functions

and spaces that find their purpose in the quotid-

ian, to put into proportion the near and the far.

Rather than a culture of congestion, Michel Kagan

prefers ‘apartment blocks that breathe, buildings

that draw in the light, so that the people live the

architecture.’ 

BIOGRAPHY
Michel W. Kagan (Paris, 1953 -  )

미셀 카강은 1953년 파리에서 태어나 파리 7구 그랑

팔레에서 건축을 공부했다. 1979년 앙리 시리아니에

게 사사하여 졸업학위(DPLG)를 받았고, 아카데미 프

랑세즈로부터‘토를레트 상’을 받았다. 1977년에는

‘알베르티 상’을 수상하였으며, 1981년에는 그의 작

품이‘젊은 건축’에 선정되었고‘빌라 메디치 오르

레 뮈르’상을 받기도 했다. 1990년 및 1992년에는

‘미스 반 데 로에 유럽 건축가상’의 후보에 올랐으

며, 1991년에는‘퍼스트 워크 상’, 1992년에는‘모

니뛔르의 은삼각자상(프랑스 올해의 건축상)’의 후보

에 오르기도 했다. 1991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비

엔날레의 국제건축부문에서‘파리 기술·관리 센터’

로 1등상을 수상했고, 1997년에는 건축아카데미에서

은메달을 수상하였다. 2006년에는 2005년 렌느에

건축한 아파트 작품으로, 프랑스 건설·중개업자 연

합에서 수여하는 연례 대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미셀 카강은 파리 벨빌 대학의 건축학부 교수

로 활동 중이며, 프랑스 공공시설부문 건축자문위원,

르 코르뷔지에 재단의 이사회 임원이기도 하다. 또한

랭스의 철도프로젝트 자문 위원이자, 밀라노 대학

LIPAU 과학 위원회 임원직을 맡고 있다. 1981년에

서 1984년 사이에 그는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건

축교수직을 시작하며 최초의 프로젝트들을 발표했

다. 1982에서 1986년에는 몬트리올 퀘백 대학,

1986년에는 뉴욕의 시라큐스 대학의 방문교수로 초

빙되었고, 1984년에서 1988년, 토론토 대학에서는

해외교육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1985년 그는 케네스 프램프턴과‘현대 건축의 새로

운 방향’이라는 책을 공동집필하였고, 전시회의 공동

큐레이터로서 활동했다. 1986년 프랑스에 돌아와

1989년~1994년까지 제네바 건축학교, 1994~1998

년까지 릴 건축학교의 교수직을 거쳐, 1998년부터

파리 벨빌 건축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1987년 개업한 파리의 사무실에서는 공공시설, 학

교, 대학건물, 행정센터 및 아파트 단지 등의 프로젝

트를 수행하였다. 다수의 국내외 현상설계에 참여하

기도 했으며, 건축가 나탈리 레니어와 함께 개인주

택, 상점 및 아파트 등의 리노베이션 작업을 맡기도

했다. 그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첫 작품들은 1991

년, 파리의 13구에 지은‘파리 기술·관리 센터’와,

1992년, 파리 15구의 시트로엥 공원에 건축한‘예술

인의 도시’이다. 1997년에는 알랑송에 OPHLM(사회

주택기관)의 본사를 설계했고, 1999년에는 세르지

퐁트와즈의 대학건물을, 1998년과 2000년에는 각각

파리 12구와 14구에 주택건물을 설계하였다. 2001년

에는 누이지르그랑의 학교를, 2003년에는 파리 17

구 타운하우스의 리노베이션을, 그리고 2005년에는

렌느의 아파트 건물을 완성하였다. 

미셀 카강에게 건축 프로젝트는 도시의 특수한 문제

를 드러내고 분석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건축적

산책로’의 재해석을 위한 그의 노력들은, 그 자체로

사색적인 작업이면서, 동시에 건축이 도시공간에 어

떤 문화적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과정이

기도 하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그 목적을 다하는 건

축의 기능과 공간을 규명하여, 근과 원에 적절한 비

율을 부여한다. 밀집되고 과잉된 건축문화 속에서,

그는‘숨을 쉬는 아파트 블록, 빛을 끌어들이는 건축

물’을 추구하여‘사람들이 건축 자체를 살아갈 수

있는’환경을 창조하고자 한다. 

바이오그래피
미셀, W. 카강(파리, 19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