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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AStudyontheEx-formalcharactersinDigitalArchitecture

OH,Ro-Ra
Advisor:Prof.Yoon,Gab-geun
DepartmentofDesign
GraduateSchoolofDesignChosunUniversity

Inrecentyears,variousfieldsofindustrysuchassociety,economy,
cultureandetchavebeenmadenew challengestokeepupwith
growth of computer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Mechanicalparadigm thatbegan by theindustrialrevolution has
alreadychangedtoElectronicparadigm whichisalsocalled‘Digital
paradigm by digitalcomputertechnology’in variousfields.Itis
moreimportantto focuson thefactthatdevelopmentofdigital
technology makes itpossible the fields ofhuman knowledge to
expandfrom real-spacetocyberspacethaninfiniteexpansionand
incrediblegrowthoftechnology.Therefore,thenew spaceconcept
shouldcomprehendmoreextendedspaceconceptaswellasdigital.
Althoughdigitaltechnologyisrepresentedbythedigits‘0’and
‘1’,ithasrapidlychangedtheworldandshiftedmostpartofour
lifeto virtualnetwork likeInternet.In theWorld WideWeb,
which is a virtual space binding all countries, we have
continueouslycreatedvaluesbygeneratingandexchangingnew
information.
This ha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with variety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Especially,deconstructiveinclinationofcontemporary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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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formal space composition following growth of digital
technology,destructive spatialcomposition influenced by chaos
andfractalgeometryandetcarestrengtheningEx-Formalspace
composition.
Ex-Formaldigitalwhichhasbeenkeepingupwiththechange
ofparadigm madetheterm ‘digitalarchitecture’buthasyetto
beformalizedandspecified.Ithasbeenusedasvariousterms
like digitalarchitecture,cyberarchitecture,virtualarchitecture
and etcwithoutany formaldefinition.However,following the
adventofthisparadigm,study aboutdigitalparadigm and its
charactersisgoing on in variousfieldsofindustry.Therefore,
thisstudyaimstoextractEx-Formalelementsfrom digitalspace
andhelpunderstandingpotentialityofEx-Formalspaceofdigital
architecture.

Inshort,themainsubjectsofthisstudyareasfollows.

At 2,'Consideration of digitalparadigm in the information
society',theadventofinformationsocietybasedontheeffortto
cope with inconsistent problems industrial society has is
considered.New mediasin theinformation society,theconcept
and characters of virtualspace,digitalarchitecture following
contemporary space and finally digital paradigm which
comprehendsallofthem arealsomentioned.

At3,‘TheoreticalconsiderationofEx-Formality,theconceptand
importance of Ex-Formality are presented and Ex-Formal
expression is formalized by extracting its expression elements
basedontheoreticalbackgroundofEx-F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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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4, ‘The characters of Ex-Formal space in Digital
architecture’, with various examples, potentiality of positive
digitalarchitectureisproposed by analyzing Ex-Formalspatial
compositionwhichisapplyingdigitaltechnologypositively.

At 5, the conclusion and importance of this study are
synthetically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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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1 1 1 1 장 장 장 장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1.1. 1.1. 1.1. 1.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및 및 및 및 목적목적목적목적

1.1.1. 1.1.1. 1.1.1. 1.1.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배경배경배경배경

최근 현대사회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변혁이 야기되고 있다. 과거의 산업혁명

에 의해 시작되었던 기계적 패러다임은 이미 정보혁명에 의한 전자적 패러다임, 

즉 디지털 컴퓨터 기술에 의한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류의 무

한한 확장과 기술발달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인류의 

인식과 생활의 범위를 실제공간(real-space)에서 가상공간(Cyber space)으로까

지 확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공간개념은 단순히 디지털뿐

만 아니라 더 확장된 공간개념까지도 수용해야만 한다. 

산업사회 이후, 컴퓨터와 미디어는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점차 지배적인 위치에서 디지털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 이에 대한 표현, 영

역, 활동의 경계를 허물며 가상공간을 통해 현실공간으로 표현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인류에게 농업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에 이은 제3의 혁명이라고 일컬

어지는 디지털 혁명에 의해 다양성, 모호성, 새로운 조합, 무한의 공간개념 등의 

사이버 문화는 이렇듯 디지털 건축의 확산을 그 경계의 끝도 모른 채 이끌어가

고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수반된 디지털화는 급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건축

형태를 구성하는 방법부터, 그에 따른 공간개념, 구축방식, 형태구성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변화를 수반하고 1980년대 이후 건축가들에 의해 건축가들은 어떠

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혁명이후 현대건축에 ‘다원

화시대’라는 말에 걸맞게 복잡하고 이질적인 경향들이 공존하면서 변화해 오고 

있다. 특히 현대건축의 해체적 경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무정형의 공

간구성, 카오스와 프랙탈기하학의 영향으로 파괴적인 공간구성 등은 탈정형적

(Ex-Formal space)공간구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체계의 변

화를 담을 수 있는 건축적 해답을 찾고자 하는 건축가들의 새로운 시도가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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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1.2. 1.1.2. 1.1.2.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목적목적목적목적

건축은 인간의 관계성의 산물이므로 그 시대성과 테크놀러지의 영향은 필연적

으로 이어졌다. 과거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건축은 철과 유리, 콘크리트 재료를 

이용한 단순한 형태의 모더니즘 건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단순한 형태에 다양성을 부여하게 되었고, 해체주의의 영향에 의하여 

건축은 구축되어진다는 전통적인 건축관을 부정하며 새로운 방식의 건축이 이루

어졌다. 이후 제3의 물결이라고 불리우는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시대성과 테크

놀러지에 의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건축의 변화로 연결되었다.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수반된 이러한 탈정형적 디지털은, 디지털 건축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었으나 아직 그 체계는 일반화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

러한 건축들에 대한 정확한 어휘나 개념이 정의 되지 못한 채 디지털건축, 사이

버건축, 가상건축 등과 같은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

다임의 등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패러다임과 그 개념요소에 대해 연

구중이며 진행중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패러다임과 탈정형을 이해

하고 디지털건축에서 나타난 탈정형적 요소를 추출하여 그 표현특성을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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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 1.2. 1.2.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범위 범위 범위 범위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

디지털 사고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미디어를 통해 우리에게 가시화되고 있

으며, 디지털 사고, 기술, 미디어, 건축..등 이러한 변화들은 공간개념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디자인 프로세스에서도 다양한 의미로서 디지털 혁명을 야기 시켜 

준다. 디지털 공간을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어떻게 생활 속으로 디지털을 수

용하였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연구하기 위한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 『정보화 사회의 디지털 패러다임 고찰』 에서는 인간과 현재 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적 혹은 기계적인 산업사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바

탕으로 정보사회의 등장에 따라 컴퓨터에서 생성된 디지털 가상공간의 개념에 

대해 고찰하고, 디지털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공간에 적용시킨 디지털 건축에 대

한 요소와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 『탈정형성의 이론적 고찰』 에서는 디지털 패러다임에서 등장한 탈정형

성에 관한 개념과 의미를 알아보고 탈정형적 표현요소를 첫째, 공간구성요소에 

의한 탈 정형성을 표현하는 방법과 둘째, 디지털 건축양상에 의한 탈 정형성 표

현 방법 정리하여 탈정형적 표현을 유형화한다. 

제4장  『디지털 건축의 탈정형적 공간 특성』 에서는 디지털건축의 다양한 사

례를 통해 근거를 제시하며 디지털건축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한 탈정형적 특징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디지털건축의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제5장 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의의와 결론을 제시한다. 



디지털 건축의 탈정형성(脫定型性)에 관한 연구

- 5 -

1.3.1.3.1.3.1.3.연구의흐름도연구의흐름도연구의흐름도연구의흐름도

[표 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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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 1.4. 1.4. 용어의 용어의 용어의 용어의 정의정의정의정의

본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하여 본 논문을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1) 1) 1) 정형정형정형정형[[[[定定定定型型型型]]]]

일정한 형식이나 틀을 이룬 형을 말한다.

2) 2) 2) 2) 탈정형탈정형탈정형탈정형[[[[脫脫脫脫定定定定型型型型] ] ] ] 

탈은(일부 명사 앞에 붙어) ‘그것을 벗어남’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서 일정한 

틀을 이룬 형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3) 3) 3) 3) 비정형비정형비정형비정형[[[[非非非非定定定定型型型型] ] ] ] 

일정한 형태나 형식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이며, 부정형[不定形]은 일정하지 

아니한 모양이나 양식으로, 같은 뜻으로 쓰인다. 

4) 4) 4) 4) 비선형성비선형성비선형성비선형성[[[[非非非非線線線線型型型型] ] ] ] 

비선형의 사전적 의미는 일차의 대수식관계를 가지지 않는 형을 의미한다. 따

라서 정형적이지 않는 선을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성을 공간에 대

입하여 직선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5) 5) 5) 5) 유동성유동성유동성유동성[[[[流流流流動動動動性性性性] ] ] ] 

유동성은 액체와 같이 흘러 움직이는 성질로서, 공간에 나타난 유동성은 유기

적인 흐름으로서 연속적인공간, 유기적 성질을 가지는 의미로 공간에서 사용한

다. 

7) 7) 7) 7) 액상화액상화액상화액상화[[[[液液液液狀狀狀狀化化化化]]]]

지층이 진동을 받아 강도를 상실한 결과 액체와 같이 물렁물렁해지는 현상으

로, 지진이 일어날 때 실제로 발생한다. 고체가 액체로 되는 현상을 주로 액화

현상(Liquefaction)현상, 또는 액상화라 한다.

8) 8) 8) 8) 역동성역동성역동성역동성[[[[力力力力動動動動性性性性]]]]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성질로서 어떤 물체나 형태에 나타난 심리적인 힘, 

긴장감 또는 운동감은 곧 역동성을 의미한다. 물체 내 또는 상호간에 서로 잡아

당기거나 억제하면서 작용하는 힘의 긴장을 이루며, 미학적 관점에서 역동성은 

건축에 표현된 형태 상호간에 작용하는 힘으로서 결국 그 자체는 인간의 인지력

에 따른 심리적인 힘으로 정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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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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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의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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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건축의 개념 및 표현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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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2 2 2 2 장 장 장 장 정보화 정보화 정보화 정보화 사회의 사회의 사회의 사회의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패러다임 패러다임 패러다임 패러다임 고찰고찰고찰고찰

2.1.2.1.2.1.2.1.정보화 정보화 정보화 정보화 사회의 사회의 사회의 사회의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2.1.1. 2.1.1. 2.1.1. 2.1.1. 산업사회와 산업사회와 산업사회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정보사회정보사회정보사회

인간은 현재 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와 물질자원, 자연파괴, 에너

지 고갈, 공해 및 환경오염 문제 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1차 산업의 모순적 

기계적인 산업사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미래지향적, 풍요로운 삶

을 위하여 사회를 발전시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사회는 지난 농경사회

에 비하면 엄청난 문명의 변화였다. 현재까지 지속되는 대부분의 기술은 산업사

회에서 비롯된 것이다.1) 프랑스의 사회학자 Raymond Aron은 산업사회의 특징

을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2)

첫째, 가족 체제와는 완전히 분리된 기업체제가 중심이 되는 사회

둘째, 새로운 형태의 분업을 파생시킨 산업구조 

셋째, 자본의 누적을 목표로 하는 기업 활동

넷째, 합리적인 연산의 개념을 도입하며 확장하려는 노동자의 자본 축적의도

다섯째, 작업장에 집중된 노동력의 집중현상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혁명은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적 

혁신과 이에 수반하여 일어난 사회 경제구조상의 변혁, 크고 작은 사회적 사건

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산업화가 낳은 결과중의 하나는 도시화였다. 사

회가 점점 도시화 되면서, 대도시가 형성되고 도로와 항만, 철도 등이 발달하고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사회의 중심을 이루는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문화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세계적인 동질화 현상이 두드러져서 대중문화가 꽃을 피우고 새로

운 노동 윤리관이 형성되었으며 과학과 기술에 대한 실용성이 수용되었다.3) 이

러한 산업화의 지배적인 형상은 새로운 산업적인 질서를 요구하게 되고 산업화

가 낳은 또 다른 부작용을 지켜보면서 태동된 것이 바로 정보화이다. 정보사회

1)전석호,정보화와 뉴미디어,p.59

2)Aron.R,18Lectures on Industrial Society(London:Weidenfeld&Nicolson,1967),p.73~74

3)전석호,정보화와 뉴미디어,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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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농경사회와 산업사회 변동만큼이나 새로운 형태를 굳혀가고 있다. 단순히 컴

퓨터의 증가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낳았다. 기업과 정부, 

정치와 경제적 수단과 방법이 과거 산업사회와는 다른 성격의 사회를 조성했던 

것이다.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수 있었던 정보기술의 특성을 

Manual Castells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4)

첫째, 기술이 정보를 다룬다. 정보가 기술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둘째, 정보란 우리의 주변 어디서나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기술의 편재성의 효과       

          (pervasiveness of effects)가 작용한다.

셋째, 정보기술간의 연계가 작용하는 네트워크의 논리(networking Logic)가 존재한다.

넷째, 모든 정보기술은 고정된 기능이라기보다는 유연성(flexibility)에 기반을 둔다.

다섯째, 모든 정보기술은 고도의 통합체계로 융합 (Concergence)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정보는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존재하며 이는 모든 네트워크와 관련하

여 정보를 통해 제3의 기술발전과 융합을 이끌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한다. 또한 

정보사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각가지 미디어를 제공하며 편리성을 주게된다.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그의 저서에서 『제 3의 물결』 에서 인류 문명의 

발달을 3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그는 신석기시대 농업혁명을 제1의 물결로 

산업혁명은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표현했다. 디지털혁명

은 현대사회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로 전반적인 사회적 환경 및 인간생활이 변화하여 가고 있으며, 이는 핵가족화, 

유선 TV 및 위성 방송의 보급, 자유 근무 시간제, 분리주의 운동 등은 새로운 

문명사회로 변화하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정보사회를 통해 나타난 여러 미디어들을 통해 우리는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접

하게 된다. 특히 정보란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디지털화 되었을 

때 효용가치가 증대된다. 디지털화 된 정보는 정보간의 혼합(Mixing)과 변환이 

자유로와 미디어의 혼합(Digital media)을 통해 광고나 간판, 사진, 영화, 위성

방송, TV, VTR, 컴퓨터 등의 형태로 정보에 접근하고 또한 재생산 할 수 있다.

정보매체가 전달하는 이미지와 메시지의 형태가 디지털이라는 전자데이터에 의

4)Castells,M.The Rise of Network Society(Cambridge,MA:Blackwell,1996),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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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3의 환경을 이루며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지식정보는 다음

세대의 주역이며 이는 디지털이 기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대적 시대적 시대적 시대적 양상양상양상양상 농업혁명농업혁명농업혁명농업혁명 산업혁명산업혁명산업혁명산업혁명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혁명혁명혁명혁명

기술영역

사회영역

정보영역

권력영역

▶

자급자족

지방분권적

상호단절

독재주의

▶

표준화

동시화

집중화

중앙집권화

▶

탈표준화

융합화

탈집중화

권력붕괴화

파급효과파급효과파급효과파급효과 제제제제1111물결물결물결물결 제제제제2222물결물결물결물결 제제제제3333물결물결물결물결

[표 2] 디지털화의 시대적 양상 

 

2.1.2. 2.1.2. 2.1.2. 2.1.2. 뉴미디어 뉴미디어 뉴미디어 뉴미디어 수용수용수용수용

정보기술의 결실은 뉴미디어로 구체화된다. 일반 대중들이 얼마나 뉴미디어를 

수용하는가에 따라 정보화의 진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일처럼 쏟아

지는 뉴미디어의 기술속에 우리는 디지털이라는 엄청난 변화속에 있다.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미디어 혁명은 말 그대로 사회 전체를 뒤바꾸는 ‘혁명’ 그 

자체이다. 작게 보아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은 미디어 자체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양적인 측면에서 미디어의 수를 엄청나게 폭파시켰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또한 미디어 구조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놓았다. 신문과 방송, 

출판으로 분류되던 전통적인 매체형식은 점차 사라지고 디지털이라는 하나의 원

리로 통합되고 있으며, 공중과 지상, 무선과 유선으로 구분되던 미디어 채널이 

통합되면서 미디어의 구조 또한 일방적 신호에서 상호작용적 대화채널로 바뀌고 

있다. 그 결과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불과 했던 미디어는 새로운 사회경

제적인 인프라의 핵심 항목으로 자리잡으면서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급속도

로 성장하고 있다. 미 과학산업연구소 로스네이의 말처럼 ‘미디어모포시스

(mediamorphosis)’라 불릴만큼 거대한 미디어 혁명이 지금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5) 

미디어란 커뮤니케이션 이전에 존재하는 ‘선험적인’ 질서로서 사회 내의 대상을 

구조적 질서 내에 편입시키는 구조화의 장치이자, 사회의 구조를 재현하는 하나

의 거대한 ‘표상체계’다. 곧 인간의 사고와 인식의 지반을 형성하는 대주체(The 

5) 라도삼,비트의 문명 네트의 사회,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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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로서, 커뮤니케이션 이전에 작동하는 사회적 질서이자 인간을 사회적인 

질서 내에 편입시키는 ‘선험적인 구조’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미디어가 변한

다면 어떻게 될까?’ 보다 쉽게 기술적인 양식의 발전으로 인해 미디어의 거리가 

확장되고, 언어가 아닌 영상이나 음성으로, 더 나아가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과 같은 시뮬레이션화된 환경으로 재현될것이다.6)

[그림1] Analogue tool/

Frank O,Gehry schech

 

[그림2] digital tool 

커뮤니케이션에서 상징의 수단은 아날로그 단계에서 상징적 유사물이나 기호

의 재현을 통해서 제시하지만 디지털단계에서는 정보의 3차원 시뮬레이션이나 

통합된 멀티미디어를 통해 제시하게 된다. 미디어의 확장은 사회적 공간의 확장

을 의미하며 공간이 확장함에 따라 아날로그 단계의 1:1 나 1:다 에서 디지털 

단계에서는 다:다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방성

이나 중심성을 갖는 아날로그 관계에서 탈중심의 상호작용성을 갖는 디지털 관

계로 공간구성이 변화되고 있다. 즉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수많은 관계만이 있을 

뿐이다. 아날로그 툴에서는 자리이동을 수반하는 대면을 통한 말 및 유선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인쇄를 매체로 글, 그림, 스케치, 모형 등을 매개로 의사소통

을 하였다. 의사소통을 위하여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지므로 실세계가 있어

야 하며 현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디지털 툴은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뛰

어넘어 비트의 네트라고 하는 전자적 매개환경을 통하여 전자적 언어로 의사소

통을 하고 있다. 컴퓨터를 매개로 한 대면적 의사소통으로 마치 거기에 있는것 

(being there)과 같은 공감각을 부여하는 현실에서 만나고 모든 것은 비트의 

형태로 전달되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된다.

6) 위의책,비트의 문명 네트의 사회, p.5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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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구    구    구    분분분분 analogue analogue analogue analogue tooltooltooltool digital digital digital digital tooltooltooltool

사용정보사용정보사용정보사용정보 변화하는 연속값
이산적인 숫자

(0과 1을 조합한 숫자)

작업위치작업위치작업위치작업위치 같은 위치 각기 다른 장소

시    시    시    시    간간간간 동시적 비동시적,동시적

도    도    도    도    구구구구 스케치,도면,모형,제도판,투시도 CAD,CAM,인터넷,Simulator,etc.

정보교환방식정보교환방식정보교환방식정보교환방식
일대 일

일대 다수

일대 일

일대 다수

다수대 다수

정보교환거리정보교환거리정보교환거리정보교환거리 face-to-face 원격 가능

특    특    특    특    성성성성
사고의 간편하고 신속한 

표현사고의 유연성

데이터의 편집,수정,압축이 뛰어난 

반복성, 조합성

정교하며 다양하고 복잡한 수준 표현

정보의 공유

정보의 저장과 재사용

3차원적 사고 유리

커뮤니케이션 증대

[표 3] 아날로그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 비교

 디지털 툴은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관계망이 형성되어 가상현실 등과 

같은 새로운 경험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절대적인 시공간은 의미가 없고 데이터

베이스에 의해 다중화되고 분산화 된다. 또한 상징적 기호의 전자적 전달에 의

해 해체 되면서 새로운 형체를 띠게 된다. 다채널화가 가능하므로 쌍방향성의 

정보 교환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상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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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 2.2. 2.2.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패러다임패러다임패러다임패러다임

2.2.1. 2.2.1. 2.2.1. 2.2.1. 가상공간 가상공간 가상공간 가상공간 cyber cyber cyber cyber spacespacespacespace

가상공간,  모든 나라에서 수천만의 합법적인 오퍼레이터(operator)들이 일상적으로 경

험하는 합의적 환각… 인간시스템 속에 있는 모든 컴퓨터로부터 추출해 낸 데이터의 그

래픽 표상. 상상을 넘어서는 복잡성(Unthinkable complexity). 정신 내부의 비공간, 데

이터의 다발과 행렬속에 정렬되어 있는 불빛들. 마치 도시의 희미한 불빛과도 같은….7)

1980년 초 캐나다 밴쿠버의 그랜빌 가. 비디오 가게에서 정신없이 몰두해 있

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고, 구식타자기를 이용해 소설 ‘뉴 로맨서’를 쓸 때조차

도, 깁슨(W. Gibson)은 자신이 사용한 이 개념이 이렇게 유명해지리라고는 생

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 그대로 소설적으로 쓰여진 이 개념은 그러나 점차 중

요한 인문사회학적 개념으로 떠오르더니 급기야 영화로 제작되는 기쁨까지 누렸

다. 

깁슨이 그렸던 가상공간은 전 세계 컴퓨터를 연결한 네트워크로서 가상현실이 

완벽하게 구현된 일종의 컴퓨터 매트릭스의 세계였다. 모든 컴퓨터로부터 추출

된 데이터베이스를 따라 사물은 완벽하게 ‘재현’되고, 재현된 사물은 네트워크를 

따라 공간과 공간을 꿰뚫고 흘러다닌다. 완벽하게 재현된 공감각적인 환영에 마

치 ‘거기에 있는’ 과 같은 혼동 상태를 느끼고, 가상의 세계에 몰입하게 된다. 

그로부터 현실과 가상의 경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그 자리를 대신해 그는 가상

의 세계에 머무르게 된다. 깁슨에게 있어 가상공간이란 그처럼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진 ‘허구적’ 세계에 불과했다. 한소설가의 환상에서 시작했던 가상공

간은 그러나 컴퓨터 테크놀러지가 급속도로 발전해 가면서 점차 현실의 모습을 

갖추어 가기 시작했다. 특히 1988년경 ‘VPL’ 사와 ‘오토데스크사’ 가 결합하여, 

데이터글러브의 입력을 머리에 쓰는 시연장치와 결합시킨 가상현실체계(VR 

System)를 개발하면서, 깁슨의 가상공간은 점차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정보고속

도로의 확장에 따라 컴퓨터 네트워크가 급속히 확장되면서 가상공간은 허구적인 

개념이 아닌 사회과학의 핵심 개념으로 받아 들여지기 시작했다. 

7) W.Gibson,Neuromancer,Ace Books,1984,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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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에 대한 연구가 그러하듯, 가상공간에 대한 연구, 즉 사이버네틱 환경을 

연출하는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종종 기술주의로 오해받아 왔다. 그

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엄숙주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낳은 사회적 결과들에 있다.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데 어느 정도 동의한다

면, 우리는 그러한 기술로부터 기술이 낳은 사회적 결과를 살펴보아야 할 의무

가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컴퓨터 테크놀러지가 낳은 탈근대적 문명으로부터 가

상공간을 이해하고자 하며, 그런 차원에서 가상공간이 갖는 중요한 함의로부터 

논의를 출발시키고자 한다.  

근대적 공간 가상공간

매스미디어(TV,라디오, 신문 등) 인터넷

일방적인 정보흐름 쌍방향의 상호작용

직렬방식(방사형) 병렬방식(그물형 네트워크)

폐쇄형 시스템 개방형 시스템

몰적 집합체(수목모델) 분자적 덩어리(리좀적 사고)

중세의도시(교회의 첨탑)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미로)

통제·조정 항해·분산

중심화의 공간 탈중심화의 공간 

[표 4] 근대적 공간과 가상공간

첫째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가상공간은 비트의 공간이다. 곧 물질이 아닌, 비

트로 전환된 물질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가상공간이라는 것이며, 그것은 곧 하나

의 물적 상태로부터 각각의 질료가 대등한 단위의 독립된 단위로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가상계에서는 현실계와 같은 구조란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구조적 결박상태로부터 벗어나 단형의 형질로 ‘비트화’ 

된 분자들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가상공간을 ‘탈 물질화된 비

트들의 공간’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상공간은 현실계의 원리와 경계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가상공간

의 영토는 네트에 따라 결정된다. 네트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상공간의 영

토가 되지만, 네트가 없는 곳은 아무리 가까운 곳이라 할지라도 가상공간의 영

토가 되지 못한다. 가상공간은 이미 현실계의 물리적인 한계, 곧 시간과 거리, 

정치적인 국경, 인종과 민족, 계급과 성 등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문제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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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오직 네트의 구성 방식과 비트의 활동조건 이른바 호환성일뿐, 그런 점에

서 가상공간은 현실계의 경계로부터 벗어난 ‘탈영토화된 네트의 공간’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상공간의 영토는 현실과 같은 특정한 구조와 질서의 체계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에서도 설명하였듯 가상공간은 비트와 네트를 매개로 한 커

뮤니케이션의 공간이다. 그것은 다만 컴퓨터를 켜는 순간 등장하고, 끄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장소없는 공간’8)으로서 가상공간은 단지 컴퓨터와 네트

워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얻어지는 체험의 공간일 뿐이다. 따라서 현실

계와 같이 영토의 경계를 확정하고, 영토 내의 성원을 특정한 구조에 질서화시

키는 구조화의 원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컴퓨터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형성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순간적’ 으로 존재할 뿐이다. 모든 것이 

커뮤니케이션으로만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사회, 가상공간이란 곧 특정한 

구조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본질적으로 생성적이고 역동적인, 탈구조화 된 커뮤

니케이션의 공간이라 볼 수 있다.

넷째 그처럼 가상공간이란 커뮤니케이션으로 형성되는 사회이기에 ‘육체’를 매

개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상공간은 육체의 흔적을 지움으로써, 육체를 통한 

직접적인 만남을 대체시키고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인간’, 곧 사이버노트를 만

들어낸다. 

아날로그 미디어 시대에 있어 커뮤니케이션은 고도의 상호작용성과 분권화를 

바탕으로 한다. 그것은 마치 컴퓨터를 매개로 한 대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슷하

다. 그들은 마치 한자리에 있는 것처럼 컴퓨터 네트워크를 따라 육체적인 만남

을 대신한다. 그들은 모두가 송신자이자 수신자이며, 생산자이자 소비자이다. 가

상공간에는 그 어떠한 중심도 주변도 없으며, 마치 비트처럼 모두가 동등하고 

대등한 커뮤니케이션 이용자만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가상공간이란 특별한 

중심이 없는 ‘탈중심화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현실계의 물질로부터 

8) M.R.Ogden, politics in parallel Universe : Is there a future for cyberdemocracy,futue

r,volume26,butterworth-heinemann Ltd,1994,p.7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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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비트들이 네트의 공간을 항해하면서 가상공간은 현실계의 원리를 뛰어넘

어 현실계를 해체하고 재구성한다. 곧 탈물질화, 탈영토화, 탈구조화, 탈중심화

된 새로운 가상공간의 문명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9) 

2.2.2. 2.2.2. 2.2.2. 2.2.2.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DigitalDigitalDigitalDigital

우리는 현재 디지털 세상에서 살고 

있다. 최첨단의 속도로 디지털 기술

은 우리의 생활 곳곳에 깊이 침투하

여 컴퓨터, 인터넷, 메신저, 전자우

편, 온라인 은행업무 등 우리의 생활 

자체에 거대한 디지털 혁명이 이루어

지고 있다.[그림3] 현재 삶 속에서 

디지털의 기술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속도가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 디지털기술은 1970년대 까지 주로 

컴퓨터의 연산기능에만 이용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방송, 통신기

술로 응용분야가 확대되면서 이들 산업들에 있어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은 

물론 신산업을 출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디지털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은 ‘정보’ 와 ‘지식’이라는 개념

이다. 인간생존의 환경 및 조건이 되는 것으로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통신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그래서 인터

넷은 지식 미디어가 되고, 제 4세대 통신수단이 되고 있다. 현재 0과 1이라는 

단순한 코드로 정보를 표현하는 디지털 기술은 세상을 빛의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우리들의 생활권역은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네트워크로 급속히 옮겨 가

고 있는 추세이다. 전 세계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이라는 가상공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고 교환하면서 새로

운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움직이는 모든 인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의 형태

도, 미래도 달라지는 것이다.

9) 라도삼,비트의 문명 네트의 사회,p.33~36

[그림3] 1946 최초컴퓨터‘에니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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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디지털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1990년 컴퓨터의 급속한 보

급에 이어 1994년 한국통신, 데이콤 등이 상용인터넷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일반

인에게 보급되어, 국내에 있으면서도 통신망을 통하여 외국과 각종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인터넷 확산은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라는 구체적은 모습

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즉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미 MIT교수가 ‘디지털이

다(Being Digital)’라는 책에서 ‘이제 세계는 물질(Atom)의 시대에서 비트(Bit)

의 시대로 옮겨지고 있다’는 주장이 국내에서도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1) 1) 1) 1) 아날로그사회 아날로그사회 아날로그사회 아날로그사회 ․․․․    디지털사회디지털사회디지털사회디지털사회

디지털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와는 다른 사회구조, 행동양식, 문화기제의 성향

을 발생시키고 있다. 디지털 시대는 네트워크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사이

버로 대변되는 행동 양식, 참여적인 문화(참여주의문화)를 강조하고, 이것을 대

변한다.10) 

아날로그 아날로그 아날로그 아날로그 사회사회사회사회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사회사회사회사회

사회구조사회구조사회구조사회구조

 · inwork

 · 아마추어의 독자적 생존가능

 · 신뢰 또는 능력 요구

 · network

 · 프로를 중심으로 생존

 · 신뢰와 능력 동시에 요구

행동양식행동양식행동양식행동양식

 · 물리적인 공간(physical)접촉

 · 생산자 주도의 경제생활

 · 대의민주주의

 · 사이버 공간(cyber)접촉

 · 소비자 주도의 경제생활

 · 전자,직접민주주의

문화기제문화기제문화기제문화기제

 · 이성적 사고

 · 엘리트 문화

 · 문화와 산업의 분리

 · 감성적 선택

 · 참여주의 문화

 · 문화 산업 중요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2000.4)

[표 5] 아날로그 사회와 디지털 사회 비교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아날로그 공간이다. 아날로그는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전후좌우가 있는 현재 사회를 나타내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다면, 디지털 사회

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도 아니고,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4차원 아

닌 컴퓨터상에서 존재하는 가상공간 즉 3.5차원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10) 송해룡.김원제,디지털미디어길라잡이,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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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보는 세상은 디지털이 아닌 연속성의 아날로그 세계이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지고, TV를 켜는 방송국 스케쥴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이 계속 

나오고,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날 쉬는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아날로그세계로, 아날로그의 세계에서는 디지털세계에서와 같이 컴퓨

터가 갑자기 켜지거나 꺼지는 일, 검정에서 흰색으로 바뀌는 일이 없이 연속적

인 순환으로 이루어진 세계이다. 이제 비해 디지털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

인 비트는 색깔도 무게도 없고,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 비트는 켜진 상태이거나 

꺼진 상태, 참이거나 거짓, 흑이거나 백이든 둘 가운데 한가지 상태로 존재한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시계바늘이 연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날로그시계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패션성이 강한 전자손목시계는 불연속으로 

변하기 때문에 디지털시계이다.

2) 2) 2) 2) 아톰과 아톰과 아톰과 아톰과 비트 비트 비트 비트 

디지털이란 데이터를 한자리씩 끊어서 다루는 방식이며 이는 아날로그와 데이

터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1과 0의 분절된 단위로서 이분법

적 상태인 비트열(a string of bits)로 이루어진 이진법 데이터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비트란 곧 실재계의 물질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최소의 정보단위로 

전환시킨 후 미세한 단위로 분리되어 정보형태로 전환된 물질이라 할 수 있으

며, 디지털 방식은 [0],[1]의 조합을 통하여 숫자와 분자는 물론 소리와 영상까

지 포함하는 모든 정보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11)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N.Negroponte)는 비트를 물질세계의 최소 단위인 아톰

과 비교해 설명하고 있고, 들뢰즈 (G. Deleuze)12)는 몰과 분자로 구분하여 설

명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아톰이 구조적 존재이며 몰(mole)적 결합체로서 연

속적인 특성을 가진다면, 비트는 외부로부터 독립적 존재이며 분자 (molecule)

적 결합체로서 불연속적이며 단절적인 특성을 가진다. 실재 세계에서의 아톰이 

구조적 결합에 의해서만 기의를 가질 수 있는 복수의 형질을 가진 물질적이고 

11) 이수참,디지털 기술 사회의 특성이 적용된 현대 건축 경향에 관한 연구,홍익대석사논

문,2003,p.8

12) 들뢰즈(G.Deleuze)는 물을 몰(mole)과 분자(molecule)로 구분한다. 몰은 여러 층이 결합

되어 있는 원자 (atoms)를 말하고 분자는 어떤 것에도 구속 받지 않는 단절되어 있는 분

자적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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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적인 존재로 환경에 따라 형질을 드러낸다면, [표 6]에서 보면 비트는 존재 

자체가 기의 없는 기호로 단형의 형질을 가지고 탈물질화(dematerialized), 탈

구조화(destructuralized)된 자유로운 존재이다. 이렇게 비트가 가지는 독립적인 

성격은 정보가 순수한 원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정보의 논리적인 활용과 

가공, 저장, 복제 등을 무한히 가능하게 해 주며, 이러한 특성을 가진 디지털 기

술은 우리 생활에 혁명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아톰아톰아톰아톰(atom)(atom)(atom)(atom) 비트비트비트비트(bit)(bit)(bit)(bit)

아날로그세계 디지털 세계

연속성 불연속 · 단절

복수적 형질(모호성 · 다중적 기의) 단형의 성질

몰(mole)적 결합체 분자적(molecule)적 덩어리

구조적 존재

[물질적 결박 상태]

탈구조적 존재

[물질적 결박으로부터 이탈된 상태]

기표와 기의(결핍된 욕망)

물질의 공간

기의 없는 기호(충족된 욕망)

탈 물질의 공간

[표 6] 아톰과 비트

다음으로 독립적인 단위인 비트의 결합에 대해 살펴보면 본질적으로 아날로그

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날로그 상태에서는 하나의 중심을 축으로 결합

하며 그 중심에는 본질이 있다. 따라서 ‘원인과 결과’, ‘안과 밖’이라는 이분법적 

세계로 분리되며 그들의 관계는 대등하지 않은 힘들의 차이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비트의 결합은 대등하고 수평적인 일대일 관계

이다. 특정한 중심으로 결합하는 경우도 없고, 현상과 본질도 없으며, 원인과 결

과도 없다. 이미 그 자체로 탈중심적이고 탈구조적이다. 예정된 질서를 통해서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원래 상태를 복원하며, ‘원본 아닌 원본’으로 새

롭게 탄생하여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13)

비트뱅으로 인한 새로운 문명은 모든 것이 비트처럼 존재하는 가상 속 사회를 

말한다. 즉 각 개인은 비트와 같이 존재하며 이전에 개인을 압박하며 구속해 왔

던 중심과 구조와 영역으로부터 이탈한다. 디지털 세계 안에서 계급과 국가, 성

별과 같은 이분법적 체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재현을 

13) 라도삼,비트의 문명 네트의 사회, 커뮤니케이션 북스,1999,p99~101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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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쉽게 다른 사람들(비트)와 결합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디지털 

공간 안에서의 인식의 변화는 실재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사회 구조를 바

꾸고 있다.14)

“마침내 정보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내보내는 0과 

1의 조합들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대 폭팔을 일으킨 것이다. ···그 폭팔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언론, 의학, 데이터 등 모든 것이 불과 50년 전에 발명된 컴

퓨터에 의해 완전히 뒤바뀌었다. ‘빅뱅 (Big Bang)', 아닌 ’비트뱅(Big Bang)'이라 부를 

수 있는 컴퓨터 혁명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벌써 우리를 압도하기 시작하고 있

다. 컴퓨터는 법을 구시대적인 것으로 만들고 관습을 변모시키며 경제를 재편하고 작업

장을 뒤바꾸고 헌법논쟁을 유발하고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다.15)

문명의 출발은 자그마한 ‘비트’에서 기원한다. 비트란 컴퓨터가 인식하는 물질

의 자그마한 입자에 불과한다. 그러나 이 비트들이 모여 지금 디지털 혁명을 일

으키고 있다. 모든 것이 비트로 전환되고, 비트가 모든 것을 대신하는 비트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비트뱅(Bit Bang)이라는 혁명을 

사회에 토해내기 시작했다. ‘비트뱅’은 아직 진행 중이다. 모든 것을 비트로 바꾸

는 ‘비트뱅’은 토플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제3물결 (The third wave)이요, 권력

이동(Powershift)이며, 지식과 정보 중심으로 사회를 전환시키는 대변형 (The 

great reckoning)이다.16) 문명을 전환시킨 비트뱅에 대한 뉴 만 (W. R. 

Neuman)은 디지털화가 갖는 장점으로부터 설명한다. 그에 따른 모든 미디어는 

비트로 통합되어 갈 것이라고 예측되며, 그 근거로 그는 1)정보처리의 효율성, 

2)정확한 재생과 수용의 능동성, 3)상호작용성, 4)지능화 등등으로 설명한다.17) 

보다 더 폭넓게 네그로폰테(N.Negroponte)는 비트와 아톰의 비교를 통해, 비트

의 장점을 1) 에러 수정의 용이성과 에너지의 절약, 2) 신호의 완벽한 복제, 3) 

신호 혼합의 용이성, 4) 비트에 관한 비트의 제공 등등으로 제시한다.18) 이들의 

14) 이은정,디지털 패러다임에 의한 유기체적 공간에 대한 연구,건국대석사논문,2005,p.  

22~24

15) 정진홍,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제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연구,한국언론학보 제 36호,1996년 

봄호,p.77 재인용

16) J.D. Davidson & L.W. Rees-Mogg, The Great Reckoning, Simon & Schuster,1991

17) W.R. Neuman, The Future of the Mass Audience, 1991,전석호, 「뉴미디어와 사회변

동」, 1995, 나남,p.10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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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종합하여 비트뱅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패러다임의 패러다임의 패러다임의 패러다임의 변화변화변화변화

국가중심주의

생산자 중심

성장지상주의

제로섬(Zero sum)

굴뚝공장

대외경쟁과 대내보호

지방화 · 세계화 · 전 인류적 시각

생산소비자

생활의 질적향상

상호협조(win/win)

지식과 정보, 서비스중심

무한경쟁과 협조의 공존

사회규범의 사회규범의 사회규범의 사회규범의 변화변화변화변화

악평등

규제와 관리 중심적

문제해결·반응

외형적 질서

정태적·질서유지

기회균등

목표 중심적

미래예측·기회제공·문제발견

자유개방적 질서

역동적변화

사회조직의 사회조직의 사회조직의 사회조직의 변화변화변화변화

수직적 계층구조(hierarchy)

중앙집권적

분석적·기계적

명령·복종

전체우선·보편적 이익의 중시

수평적 네트워크화(networking)

분산적·협조적·업무중심적

총합적인 생명체적 시각

비전에 따른 자율적 참여 

부분·특수·개별화의 원칙

인식구조의 인식구조의 인식구조의 인식구조의 변화변화변화변화

닫힌 사회

양적인 증대

정보의 축적과 저장

경직적·인위적 구분

총체론·결정론적 시각

획일성·단일성·단선형

집단가치의 우선

열린사회

질적인 향상

정보의 흐름과 이용

탄력적·자연스런 혼합

개별적·카오스적

다양성·복합성·복선형

개별가치 중심

[표 7] ‘비트뱅’의 사회적 결과들

첫째, 비트는 아톰에 비해 정보를 정확히 복제한다는 점이다. 익히 알다시피, 

아톰의 방식인 아날로그는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조하여 전송하는 방식이

다. 이 방식은 개별신호들을 전압이나 전류의 강도에 따라 전기적인 강약의 신

호로 변환시키고, 이것을 전파나 유선망을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한다. 때문에 

신호가 전송과정이나 재생과정에서 왜곡이나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외부

적 환경의 변화에 신호가 왜곡되지 않고, 원래 입력된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다. 

18) N.Negroponte, Being Digital, A.knopf,Inc.,1995, 백욱인 옮김, 「디지털이다」, 박영률

출판사, 1995,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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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디지털은 주어진 환경에 관계없이 원래의 정보를 정확하게 재현해 낸다

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신호의 압축과 에러 수정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전기적인 신호를 사용하

는 아톰은 애초에 압축할 수도, 그 에러를 정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디지털은 

압축해도 관계가 없으며, 여분의 다른 비트를 이용하여 잡음의 형태나 미디어의 

종류에 관계없이 정교하게 에러를 보정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은 동일한 채

널을 사용하여 더 많은 화상을 얻을 수 있음을 물론, 아톰과는 비교할수 없는 

고선명의 화질과 음질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게 된다. 

셋째, 다양한 종류의 호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는 음성이나 음

향, 영상 등과 같은 신호는 주로 아날로그로 처리되었고, 문자나 수치와 같은 

데이터는 디지털로 처리되었다. 그 결과 각기 다른 미디어를 이용하여 커뮤니케

이션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지만, 아톰에 비해 비트는 손쉽게 혼합되기에, 뒤

섞어 함께 사용할 수도 ,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멀

티미디어란 이처럼 혼합된 비트, 즉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를 섞어놓은 것을 말

한다.

넷째, 비트는 아톰에 비해 정보의 이동능력을 극대화시킨다. 우선 비트는 정보

이동의 대역폭을 무한대로 확장시킨다. 기록과 저장 기술, 압축기술을 이용하여 

현재의 커뮤니케이션 가용능력을 극대화시킴은 물론, 신호와 신호 사이의 간섭

을 배제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하나의 라인을 통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손쉽게 혼합될 수 있기 때문에 유선과 무선 등 어떠한 전송채널과

도 쉽게 결합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의 이동능력은 무한대로 확장되며, 다매체·

다채널이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낳게 된다.

다섯째, 비트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비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날로그 녹음기는 음을 정확히 재생할 수 있지만, 무엇이 연주되고 있는지를 

알 방법이 없다. 그러나 비트는 각각의 비트에 자신의 정보를 담은 라벨이 붙어 

있어 사용자는 그 라벨을 읽고, 앞으로 뒤로, 증폭, 에러 수정, 요약 , 축약,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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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이 라벨을 이용하여 임의대로 편

집하고, 재생하고, 압축하고, 변형함으로써 정보조작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원래

의 비트와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 밖에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복제의 용이함과 대량화로 인한 비용 절감을 기

대할 수 있으며, 정보이동의 측면에서 거리 감소와 속도의 도약, 그리고 정보의 

수용 면에서 선택의 유연성, 상호작용성, 확장성의 강화 등등을 꾀할 수 있다. 

그러기에 오늘날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미디어는 디지털이라는 하나의 형식으로 통합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디지털 자체가 아니라. 그와 같은 기술적 결과들에 의해 사회의 중

심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 ‘아톰에서 비트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

시 말해 모든 것이 비트처럼 움직이고 비트처럼 활동하는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

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기술은 사회에 우선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

으로 작동한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비트화된 사회란 곧 그처럼 

모든 것이 ‘비트’로 변환된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디지털 건축의 탈정형성(脫定型性)에 관한 연구

- 24 -

2.3. 2.3. 2.3. 2.3.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건축의 건축의 건축의 건축의 개념 개념 개념 개념 및 및 및 및 표현특성 표현특성 표현특성 표현특성 

2.3.1. 2.3.1. 2.3.1. 2.3.1.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건축 건축 건축 건축 개념개념개념개념

 디지털 건축이란 인간의 지각과 디지털의 정보가 만나 다차원을 이루면서 비

기하학적인 공간과 자연 그대로의 공간까지 창출하여 기하학적인 인위성을 배제

한 건축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디지털 건축은 마치 건축가들이 회화라는 방식

을 통해 건축작업의 이전에 하는 시도나 실험과 유사한 것이다. 마치 르꼬르뷔

지에가 순수파라는 회화 유파를 창안, 회화적인 실험을 거쳐서 건축에 적용시켰

다는 일화나 최근 스티븐 홀이 수채화의 드로잉을 통해 건축적인 전개를 다각화

시키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19)

‘공간’이란 개념은 인류 역사 이래 계속되는 논란의 대상으로 과학, 철학, 건축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이다. 공간의 개념은 인간 인식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포괄적으로 확장되고 있어서 정의하기가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공간은 ‘무

엇인가가 작용하는 넓은 퍼짐’ 으로 생각해볼 수 있으며, 크게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현실 세계인 ‘실재적공간’ 과 상상이나 꿈과 같은 ‘관념적 공간’ 으

로 나누어 볼 수있다.[그림4] 앞서 밝힌 것처럼 인류 역사를 통해 관념적 공간

에 대한 실현의 욕구는 계속되어 왔지만 표현 매체의 한계로 인해 간접적이거나 

소극적인 방법에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디지털은 관념적 공간을 실재적 공간처

럼 느낄 수 있게 하는 매개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매체로서, 획기적

으로 공간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19) 김문덕. 렘콜하스와 네델란드 근 현대건축, p.200

[그림4] 디지털 공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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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디지털 공간이란 두개념에 입각

한 디지털 공간에 대해 정의해 보자면 

‘가상현실인터페이스’,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환경’, Global Network 

System 등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기반

위에 형성된 ‘관념적 공간’ 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디지털 공간은 ‘디지털 

기술적 기반 위에 구축된 정보로 구성된 상호작용적 커뮤티케이션 환경’ 이

라고 할수 있다. 디지털 공간은 디지털의 특징인 탈 물질화, 탈 구조화, 탈

영토화, 탈중심화를 포함한 공간으로, 아날로그 환경과 구분되는 상호작용적 

매체라고  할 수있다.20)[그림5] 탈물질화란 실재 세계에서의 아톰이 구조적 

결합에 의해서만 기의를 가질 수 있는 복수의 형질을 가진 물질적이고 집합

적인 존재로 환경에 따라 형질을 드러낸다면, 비트는 존재 자체가 기의 없

는 기호로 단형의 형질을 가지고 탈물질화로 불리우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탈영토화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디지털 네트워

크는 국경을 초월하여 연결되어 국가의 경계 ‘밖’ 에 있을 뿐만 아니라. 조

정과 통제라는 국가적 장치로부터 이탈되어 있다. 본질적으로 ‘장소없는 공

간’이란 의미로써  표준화된 장치또는 영역의 구분이 없는 오로지 자신의 

욕망으로 표출된 비트로만 존재하는 공간이다. 탈구조화란 특정한 구조를 

전제하지 않은 말그대로 ‘탈 구조화된 공간’이다. 구조란 대상에 깊이를 부

여하고 질서화 시키는 체계이다. 그러나 ‘개방형 시스템’으로 구성된 인터넷

은 기표를 부여하는 구조자체가 없다. 따라서 TCP/IP21)를 탑재한 컴퓨터라

면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인터넷과 같은 탈구조화된 공간이다. 탈중심화공간이란 정보의 분산과 공유

를 목적으로 탄생한 인터넷은 모두가 정보이용자이자 제공자로서 각각의 독

립적인 병렬적인 노드를 결합한 그물형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20) 이은정,디지털패러다임에 의한 유기체적 공간에 대한 연구,홍익대석사논문,2004,p.30

21)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컴퓨터 간의 통신을 위해 미국 국방부

에서 개발한 통신 프로토콜로, TCP,IP를 조합한것, TCP,IP는 현재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통신 프로토콜로, 통신 프로토콜이 통일됨에 따라 세계 어느 지역의 어떤 기종과도 정보

를 교환할 수 있다. 

[그림5] 디지털건축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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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하나의 권력중앙지대를 갖지 않으며 욕망은 다양한 비트의 종류와 양 

그리고 배치방법등에 의해 구성되고, 접속되는 ‘수’와 이용자의 ‘질’의 차이

에 따라 흐른다. 

2.3.2. 2.3.2. 2.3.2. 2.3.2.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건축의 건축의 건축의 건축의 표현요소표현요소표현요소표현요소

 ‘임지훈’ 의 논문에서는 건축디자인에서 디지털 특성을 비선형성, 유기성, 복

합성으로 세가지로 나누고 있으며 비선형성은 개방된 창조성을 허용하고 사고의 

불확정적 방식을 통한 급속한 변화에 적용시킴으로써 변형을 하는 비선형 디자

인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건축 작품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유기체의 자체적인 특성, 조화적 관계성에 관한, 즉 유기체가 형성되기 위한 원

리적인 측면의 유기적 구성에 관한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복합성은 불연속

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데이터화하여 프로그램의 변수로 삽입, 결합하여 구성하

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희주’ 의 논문에서는 디지털 공간의 특징을 탈유기공간에서 탈중심화로된 공

간과 탈영역화된 공간, 탈구조화된 공간, 개별화된 공간,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구조보다는 개인으로부터 개인이 구성하는 세계에서 바라보는 ‘전복적사고’, ‘인

식론적 전환’의 특징과 라이좀적 사고의 비위계적이고 접속과 이질성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승호’의 논문에서는 디지털 건축을 하이브리드화와 하이퍼화 상호작용, 비물

질화, 탈중심화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하이퍼의 특성에서 비선형화와 무경

계화 다연결화에대해 이야기하고있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디지털 공간은 변형, 

혹은 변모하며, 형태들이 극도로 모호해지는 비물질적 현상이라 설명한다.

‘이현정’의 논문에서는 디지털 디자인의 특성을 비선형, 형태변이성, 하이퍼스

페이스, 하이브리드, 복잡한 비위계성, 네트워크성으로 분류하여 액상화공간을 

분석하여 점차 변이되는 불확정적인 현상을 갖고, 하나의 오브제와 같이 표현되

며 이는 도시적인 차원에서 랜드마크로서 영향력이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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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의 논문에서는 디지털 건축은 연속적인 운동성, 복합적 상호작용, 비선

형적 우연성등의 현상이 나타나며 디지털건축을 유기체의 특성과 함께 분석하여  

유기체가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신진대사 하며 움직이는 것과 같이 

공간에 연속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 또한 유기체가 환경의 자극에 대해 감지하

고 반응하는 것처럼, 불연속적이고 실시간 자극반응이 나타난다. 그리고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유기체처럼 각 특징의 상호작용에 의해 조직적으로 공간의 부분

과 전체의 조화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박경진’의 논문에서는 디지털 건축의 광의적으로 개념을 파악하고 그특성과 원

리는 비유클리드적, 유기적디자인, 복합성, 프랙탈 기하학, 카오스이론, 급변론, 

폴딩 기법 으로 나우어 설명하고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유기적 디자인 경향이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성민’의 논문에서는 디지털 공간의 유동적 특성을 연속성 개념의 적용, 매개

변수에 의한 디자인, 실시간 상호반응, 혼성화, 폴드, 비물질화, 다이어그램 접

근법, 프랙탈 형상, 상호작용, 유동적 개념, 알고리즘 접근법, 액상화, 유기체적 

개념, 복잡성, 하이퍼 현상으로 나누고  유동성을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직접적

인 움직임을 가지고 공간에서의 변화성을 표현하는 ‘실재적 유동 공간’과 건축물 

자체는 움직이지 않으나 인간의 움직임과 연관되어 지각적으로 움직임을 연상시

키거나 인간의 움직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잠재적 유동 공간’으로 구분된다. 

이는 ‘유동성’ 자체가 운동성을 포함한 변화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논문 논문 논문 논문 제목제목제목제목 표현요소표현요소표현요소표현요소

디지털 건축의 디자인 경향에 대한 연구

이지훈,동국대석사논문
비선형성, 유기성, 복합성

디지털건축에 의한 공간디자인 형태특성에 관한 연구

김희주,홍익대석사논문
탈유기공간,탈중심,탈영역,탈구조

디지털시대의 공간디자인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여승호,건국대석사논문

하이브리드화, 

하이퍼화,비물질화, 탈중심화

디지털 기법에 의한 공간의 액상화 표현 경향에 관한 연구

이현정,국민대석사논문

비선형,형태변이성,하이퍼스페이

스,하이브리드,복잡한비위계성

[표 8]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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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2.3.3. 2.3.3. 2.3.3.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건축의 건축의 건축의 건축의 표현양상표현양상표현양상표현양상

위의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keyword를 추출하여 디지털 건축의 공간 표

현 요소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수 있으며, 이는 디지털건축이라 불

리우는 현 시대의 대표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1) 1) 1) 1)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건축의 건축의 건축의 건축의 해체적 해체적 해체적 해체적 양상양상양상양상

비선형은 원인과 결과가 비례적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하다. 즉 절대성과 확실

성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절대성에 대한 부정은 해체의 개념과도 일맥상

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체는 탈구조주의 의미를 가지며, 본질적인 것으

로부터 그들이 구축해 놓은 것들을 그 근본부터 해체하는 것이다. 해체이론은 

이론적, 철학적 선두주자인 쟈크 데리다(Jacqes Derrida)에 의해서 1960년대 

이후부터 문학의 영역에서 사회비평의 영역에 이르기가지 서구의 지적 환경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형이상학전반에 대해 도전하게 된다. 주로 문학

비평 분야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해체는 그동안의 경직되고 고정된 서구의 이성

중심주의에 종말을 고함으로서 문학비평의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게 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절대적 의미의 안정적 근원을 교란시키고 해석의 불가능함을 시사

하며, 모든 결론을 유보시키려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해체주의는 동일성보다는 

‘차이’를 포학하기 위하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불안정함’과 ‘불안’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여 한다. 나아가 전체성과 구조화된 체계의 지배를 받는 개체의 

해방과 사고의 틀을 벗어나 열린 시스템을 지향한다. 따라서 탈구조주의란 구조

주의적 확신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려는 작업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해체주의는 

절대적 진리나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시도로서, 흔적(trace), 

중첩, 의미의 불확정성의 개념을 갖기도 하지만, 어떠한 단일한 디자인 방법론

디지털 패러다임에 의한 유기체적 공간에 대한 연구

이은정,홍익대석사논문

연속적인운동성, 복합적 

상호작용, 비선형적 우연성

디지털 건축 형태에 나타난 유기적 디자인 경향에 관한 연구

박경진,숙명대석사논문

비유클리드적, 유기적, 

복합성,프랙탈 기하학, 폴딩

디지털 공간의 유동적 표현 특성연구

이성민,국민대석사논문

유동성, 연속성,매개변수, 

실시간상호반응,혼성화,폴드, 

비물질화,상호작용,액상화,복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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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구조주의를 근본적으로 ‘기호’에 관한 학문이라고 한다면, 

해체주의에 있어서의 ‘기호’는 더 이상 확실하지 않고 의미 역시 유동적이다. 해

체주의 건축에서는 유클리드 기하학이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체주의 건축에서의 형태들은 중첩, 변형, 조작, 뒤틀림, 꼴라쥬 기법 

등의 사용으로 나타난다.22) 

2) 2) 2) 2)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건축의 건축의 건축의 건축의 하이브리드적 하이브리드적 하이브리드적 하이브리드적 양상양상양상양상

하이브리드 스페이스는 품종개량의 개념이나 우성과 열성, 형태가 있는 것과 

없는것, 실제적인 것과 가상의 것과 같은 대조와 이종(異種)의 개념에 의해 생

산된 건축물, 그리고 상반된 기하학 도형들과 공간의 선결조건들을 해명하고 소

비하면서, 서로 맞서는 개체들의 통합을 통해 진화하는 건축물을 정의 한다. 이 

새로운 건축은 이상적인 형태의 신화를 영속시키기 보다는 공간을 사물들 사이

에 배치함으로써 세계를 조직한다. 하이브리드 스페이스는 포함과 흡수, 재결합

과 혼합의 건축을 풀어놓는다. 하이브리드 스페이스 저자. 피터젤너(Peter 

Zellner)에 의하면 하이브리드 스페이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 Hybrid spac란, 건축에서의 서로 상대되고 이질적인 아이디어나 개념(강하거나 약하

거나, 형태화 되어지거나 형태가 없거나, 현실적이거나 비현실적인것과 같은)에 의해 나

타내어지고 치열하게 전개되는 정체성의 구체화를 통해 발전되는 형태이다. 이 새로운 

형태의 건축은 끊임없는 이상적 형태의 신화로부터 공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세계를 조직

화 하고 있으며 경쟁적인 특성들(이질적인 형태 또는, 특이한 가설을 합치시키거나 엮는

것)의 구체화를 통해 서서히 발전되어 지고 있다. 즉 Hybrid Space는 포괄과 병합, 재

조합과 혼합으로부터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의 사전적 의미는 생물학적으로 [잡종]을 의미하는 용어로, 국내에

서는 이러한 하이브리드라는 용어가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복합구조나 합

성구조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하이브리드의 기본적인 의미는 서로 다른 

2개의 기술이나 시스템이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이브리드란 용어

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보다는 다른 용어와 연결 지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22) 비선형 공간에 나타난 유동적 특성에 관한연구,건국대학교석사논문,2005,6월,김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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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시간은 공간 속으로 녹아 들어가서 공간을 분절시키고 중첩시키기도 하고, 

무중력 상태로 띄워 놓기도 한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 즉 동선이 

주체가 되어서 공간 속에 시간의 행위처럼 형상화되는 것이다. 물론 동선만이 

시간의 구체적 표현은 아니다. 오프닝-문, 창, 구멍 등을 통해 내부에 전해지는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명암이나 공간이 성질에서 오는 구조적 차이 등도 시간이 

공간 속에 녹아들어 있는 구체적인 형상화이지만, 최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화의 과정에서, 건축은 이제 도시에서의 셋백(Set-back) 규정이나 건물의 

고도 제한과 같은 지역적인 도시 규정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증

가하는 세계 경제효과(e-trade), 이민 유형과 전자통신 인프라구조 또는 하이퍼

마켓에 의해 정의된 규정의 거센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진화하고 있다. 지역적이

며 동시에 세계적인 이러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건축은 궁극적으로 건축 계획 방

법론을 변화시킬 것이다. 또한 그 하이브리드 건축은 이러한 세계적인 효과들에 

대해 빠르게 반응 하면서 적응성이 좋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수행하는 

시·공간적인 조절·공간에서의 전통적인 정적 점유 공간의 특질들을 변형시킨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이러한 세계화는 문화적 변화를 수용하고 통합하기 위

해 복잡한 반응 메커니즘을 요하는 외부·내부적 자극을 만들어내고 있다.23)

3) 3) 3) 3)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건축의 건축의 건축의 건축의 리좀적 리좀적 리좀적 리좀적 양상양상양상양상

리좀적 양상은 많은 점에서 디지털 문화의 성격과 닮아있다. 디지털 문화를 선

도한 것은 비트(bit)를 가상공간이라는 사회적 이슈로 떠올리는 역할을 한 인터

넷의 등장 때문이었다. 인터넷은 송신자와 수신자의 구별없이, TCP/IP라는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해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개방형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의 세계와 같은 물리적인 구조도, 중심도, 국경도 존재하지 않

는다. 이는 가상공간이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23) 이철재,디지털건축에서 추구하는 하이브리드한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9호. 2001,p.29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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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아날로그형 구조와 가상네트워크 구조 

 리좀 또한 이질적인 다중적 코드화 된 관계로 설명되어질 수 있으며 이는 네

트워크 상의 가상공간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 네트워크 가상공간의 특징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한 중심점이 없는 그물형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24) 

아날로그형의 구조는 하나의 지점을 중심으로 다수가 수신자의 구조로 직렬 

결합되는 방사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공간구조는 지극히 폐쇠적인 중

앙집중형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정보의 흐름은 주변에서 중심으로, 중심

에서 주변으로의 일방향으로만 흘렀다. 그러나 가상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특별

한 중심지대가 없이 모두가 수신과 송신의 입장을 취한다. 마치 대립적인 그물

망과 같아 ‘탈 중심화된 공간 (decentralized space)’으로 규정된다.

둘째, 가상공간의 네트워크는 개방형 시스템을 띤다. 여기서는 흐름을 통제하

는 특정의 기구가 존재하지도 않고 어디서든 열려있으며 접속과 이탈이 가능하

다. 접속의 수나 이탈의 수 또한 알 수가 없다. 이러한 경계없는 개방적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일정한 구조를 지닌다고 할 수 없고, 근대적 구조에서 이탈한 

‘탈구조화의 공간 (destrucyualized space)’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전 세계를 통합하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베네딕

트(M.Benedict)의 가상공간에 대한 다음의 글에서 쉽게 설명되어 질수 있다.

가상공간 : 시스템에 연결된 어떠한 컴퓨터를 통해서 접근된다. 그곳은 하나의 장소이

지만 무제한적이다. 벤쿠버의 지하실, 포트아우프린스의 보트, 뉴욕의 택시, 텍사스의 주

24) 라도삼, 비트의 문명 네트의 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1999,P.13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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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로마의 아파트, 홍콩의 사무실, 동경의 바, 킨샤사의 카페, 문 위의 도서관 등등 

어디에서든지 동등하게 접근할수 있다.25)

넷째, 분자적 상태인 수많은 노드로 이루어져 있다. TCP/IP로 이루어진 주소체

계는 물질적 상태에서 벗어나 분자적 상태로 이탈하게 된다. 그에 따라 각각의 

단위는 그 본래의 형질을 잊은 채 자신의 질료를 스스로 증명하게 되며, 물질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가상공간은 ‘탈물질화된 공간’ 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가상공간은 고유한 주소체계를 이용하여 각각의 단위로 모든 정보를 

분리함에 따라, 말 그대로 ‘구조 이전의 공간’, 즉 비트처럼 자기 스스로를 대표

하고, 스스로의 욕망을 드러내는 ‘개별화된 공간(individualized space)을 만들

어 낸다.

4) 4) 4) 4)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건축의 건축의 건축의 건축의 하이퍼스페이스적 하이퍼스페이스적 하이퍼스페이스적 하이퍼스페이스적 양상양상양상양상

사이버 건축에 있어서 그것의 표면은 고정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공

간요소의 추상성을 표출한다. 물질은 고유의 물성에 의한 표면을 가지지만 사이

버 건축을 구성하는 요소의 표면은 특정한 성질을 보유하지 않고 유동적이며, 

때로는 전송되기도 한다.26) 하이퍼스페이스 내에서의 공간은 기존의 실물 건축

에서의 빛, 재료, 구조 등의 조건들은 더 이상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전자기적 

표상으로서의 공간으로 존재하게 된다.

네트워크공간은 수많은 텍스트로 가득차 있다. 예컨대 우리가 인터넷의 검색프

로그램인 인포시크(infoseek)를 통해 ‘cyberspace’에 관련된 텍스트를 검색한다

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cyber space’에 관련된 무려 7만 6,320페이지에 달하

는 텍스트 항목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이 분량도 이 글을 쓰고 난 순간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인터넷은 그만큼 수많은 종류의 텍스트들로 둘러싸

여 있다. 이 수많은 텍스트들, 이들 텍스트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것이 하

이퍼 텍스트이다. 간단히 말해 하이퍼텍스트란 각각의 텍스트에 텍스트 내외로 

25) 라도삼, 비트의문명 네트의 사회,커뮤니케이션북스,1999,p139에서 재인용

26) Architecture in Cyberspace ∥,AD,1988,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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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는 지점 (Linkmaker)을 만들어 놓고, 이 연결지점을 통해 모든 종류의 

텍스트를 하나의 단위로 묶는 새로운 형식의 텍스트의 구성 및 배치 방법을 말

한다. 무엇보다도 하이퍼텍스트가 주목받는 점은 첫째, 텍스트의 현실적인 위치

에 관계없이 텍스트 내-외부로 순간적인 자유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둘째, 어느 

지점에서라도 동일한 지점에 있는 것처럼 모든 텍스트에 접근할수 있다는 점 때

문이다. 하이퍼텍스트는 1945년 부시(v.bush)에 의해 메멕스(Memex)라는 개

념으로 제시되었다. ‘아무 뜻 없이(at random)’ 사용된 이 개념은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볼 수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어떤 특별한 장치적 고안이 아

닌, 깁슨의 가상공간처럼 상상적인 것에 불과했다. 부시의 사고를 반영한 형태

의 하이퍼텍스트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5년에 넬슨(T.Nelson)에 의

해서였다. 당시 넬슨은 텍스트 사이를 연결하여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노력하였는데, 그 결과 상호 참조기능 혹은 연결점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들의 집합을 가리키기 위해 하이퍼텍스트란 개념을 처음 사

용하게 된다.27) 하이퍼텍스트의 원리는 탈 중심화와 상호작용성에 있다. 즉 특

정한 중심,구심력이 없이 부유하고, 대등하고 동등한 노드가 분산적으로 배치되

어 서로 관계하는 문명, 텍스트의 구성원리라고 볼 수 있다. 파울러(R.Fowler)

에 따르면, 하이퍼텍스트는 적극적 독자 전제로 하고, 유동적, 중층적이지 고정

되거나 단일하지 않으며, 시작이나 종결, 중심과 주변, 안과 바깥이 없다. 그리

고 다중심적이고 한없이 재중심화할 수 있으며 방을 이루는 텍스트이고, 협동적

이며 반위계적이고 민주적이다. 곧 여러 가지 텍스트를 하나로 묶어놓은 덩어

리, 그것이 바로 하이퍼 텍스트인 것이다.28)

27) 라도삼 ‘비트의 문명 네트의 사회’ p.20

28) 여국면,“전자시대의 글씨기와 문학패러다임의 변화”,대학원 연구논집 제 16집 제1권,중앙

대학교 대학원,1996,114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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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디지털현상과 특징 

이상에서 살펴 본 기술철학이나 디지털 건축은 과거의 진부한 코드나 정해진 

식에 집착하는 고전적 경향의 패러다임이나 규칙으로는 건물 형태에 대한 새로

운 시도를 더 이상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디지털 이론에 맞춰 디지

털 건축의 구조와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공간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

다. 

1. 실시간으로 변하는 형상

2. 유연한 외피를 가지고 있는 구조

3. 바닥, 벽, 천정의 경계의 모호

4. 인간과 공간의 상호작용적 구조

5. 디지털 기술을 반영한 구조

6. 변종의 특성으로 정형적이지 않는 탈 정형적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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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탈정형성 표현방법
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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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3 3 3 3 장 장 장 장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건축에서의 건축에서의 건축에서의 건축에서의 탈정형성탈정형성탈정형성탈정형성

3.1. 3.1. 3.1. 3.1. 탈정형성의 탈정형성의 탈정형성의 탈정형성의 개념과 개념과 개념과 개념과 공간의미공간의미공간의미공간의미

3.1.1. 3.1.1. 3.1.1. 3.1.1. 탈정형성의 탈정형성의 탈정형성의 탈정형성의 개념개념개념개념

탈정형성 공간이란 흔히 사용하는 정형적이고 틀에 박힌 공간구성을 하는 방

법과는 반대로 ‘일정한 틀에서 벗어나는’, ‘형식적이지 않은’ 이라는 뜻으로 정해

진 틀을 이룬 형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근대이후 사회는 급속한 과학

의 발전과 사회, 문화 등의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더

욱 가속화되어져 건축은 이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시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예술과 건축에 있어서 다양한 장르의 발생과 영역의 확

장은 무수히 많은 이즘들이나 양식들의 난무로 귀결되어 이후 여러 형태로의 탈

구축계획이 진행되게 되었다.29) 또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체계는 여러형태로 변화하고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방향이 전

환되었다. 예를들면 포스트모던 이라든가, 신과학 운동등의 조류가 나타나고, 카

오스,엔트로피, 변이등의 과학용어가 대중의 관심대상이 되고 이러한 사회적 분

위기는 모더니즘의 건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경향30)으로 나

타나게 되는데 근대건축의 모더니즘을 부정하면서 탈근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

로 상대론적 페러다임을 기저로 한 건축을 전개했던 경향으로 포스트모던과 네

오모던을 들수 있다. 1960년대 이후의 건축의 움직임은 근대공간의 획일화되고 

균질화도니 보편적이고 추상적 공간에 대한 반발로서 새로운 건축공간을 이루고

자 하였다. 

1980년대 초반을 계기로 건축계의 전반적인 이슈가 바뀌게 되는데 포스트모

던 건축이 표피적 변형만을 시도하여 더 이상 건축적 논의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 한계를 드러낸 반면 네오모던의 한 경향인 해체주의는 신표현주의,신구성주

의,기술형태주의로의 극단적 형태주의 유희에 빠져들게되었다.31) 20세기 후반 

29) 스키모토 도시마사,건축의 현대사상,최재석역,1998,발언,p.98

30) ibid,p.6

31) George Rand Mophposis,모포시스,정용태역,1991,영문출판사,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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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말의 현대건축은 또한 ‘다원화의 시대’라는 말에 걸맞게 복잡하고 이질적인 

경향들이 공존하면서 변화해오고 있다. 특히 현대건축의 해체적 경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무정형의 공간구성, 프랙탈기하학의 영향에 따른 파괴적 공

간구성 등은 탈정형적 공간구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3.1.2. 3.1.2. 3.1.2. 3.1.2. 탈정형성의 탈정형성의 탈정형성의 탈정형성의 발생배경발생배경발생배경발생배경

건축에서 1960년대에 접어 들면서 예술과 건축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기존의 많은 이즘이나 양식들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반 모더니즘, 탈 모더니즘을 

추구하는 젊은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카오스 이론, 프랙탈 기하학, 해체 이론 

등의 과학적 철학적 이론과 문화적, 보편적인 사회규범의 관계속에서 각자의 의

미를 가지며 전통적인 건축에서 추구하던 공간개념을 탈피하고 탈 획일화, 다변

화, 혼돈, 혼란, 다양성 등이 건축에서 새롭게 다루어지는 이론들과 함께 보다 

자유로운 공간구성과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는 탈 정형적 공간구성이 활발하게 

전개 되고 있다. 이러한 탈정형적 형태 표현의 방법 및 기술이 발달되면서 탈 

정형적 공간 표현 양상이 더욱더 적극적이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3.1.3. 3.1.3. 3.1.3. 3.1.3. 공간에서의 공간에서의 공간에서의 공간에서의 정형성과 정형성과 정형성과 정형성과 탈 탈 탈 탈 정형성정형성정형성정형성

건축의 역사를 통하여 살펴볼때 건축공간을 구성하는 기본 형상은 기하학적 

형상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신전 등의 

건축물에서 보여지는 삼각형, 사각형, 원형, 원기둥, 구형, 반구형 등으로 이루

어진 정형적 형태이다. 유클리드기하학에 바탕을 둔 이러한 정형적 공간의 건축

은 모더니즘 건축 시기에 들어오면서 더욱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산업

혁명 이후 기계문명의 영향에 의한 생산성 증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모더니

즘 건축은 데카르트 이후 계속된 합리주의의 축, 새로운 시대정신의 발현, 과학

적 기능주의 추구라는 절대명제들로 인해 기계론적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 건축

공간은 수학적 비례체계를 가지는 순수한 기하학의 영향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있으며, 기능주의의 구조미는 의미론적이고 장식적인 요소들을 건축에서 제외시

켰다. 정형적 건축은 특히 합리주의 건축에서 강하게 나타나는데 합리주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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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 형태언어는 분명하고 일정한 평면, 

풍부한 전면유리, 직각, 백색, 그리고 장식

의 부재등을 통하여 정형적 건축을 더욱 

강화 하고 있다. 합리주의 건축의 대표적 

건축가인 미스 반 데어 로헤는 ‘보다 적은 

것이 보다 많은 것이다’ 라고 하여 불필요

한 장식을 배제한 엄격한 기하학적 기하공

간을 조형적 특징으로 표출하고 있다. 미

스의 이러한 이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으로 바르셀로나 박람회의 

독일전시관을 들 수 있는데 이 전시관의 공간구성은 매우 단순하고 정형적

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32)

한편 탈 정형적 공간은 합리적이고 기능성을 중시하는 정형적 공간과는 반대

의 개념으로 자유롭고 다소 무질서한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간은 변형되

고, 구부러지고, 느슨하고, 해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탈정형적 공간은 정형

적 공간이 가지는 무표정하고 무미건조한 조형적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에게 시

각적 유희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현대건축에서 탈정형적 

공간구성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있으나 탈정형적 공간구성 특징이 본격적

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1960년대 이후로 ‘앵포르멜(infomel)’이라는 큰 조형적 

주제에 의해 주도되었다. 좁은의미에서 앵포르멜이란 1950년대 회화운동인 ‘아

트 앵포르멜’ 이나 ‘비정형 추상회화’의 명칭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때의 

앵포르멜의 의미는 추상회화의 객관주의에 반대하는 반추상적 주관주의를 의미

했다. 반면 넓은 의미에서의 앵포르멜이란 사각형과 원호의 신성불가침한 권위

에 반대하는 모든 종류의 자유조형의지를 일컫는 것으로 정의 될 수 있다. 따라

서 앵포르멜 조형 운동은 그러한 신성불가침한 권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논리적 

합리구조와 규율적 질서를 거부하며 그 대안으로 예술가의 직감에 의해 제시되

는 즉흥적 조형성과 다양성을 추구하였다.33)

32)장훈익,현대건축에 있어서 탈정형적 공간구성의 다의적 표현에 관한연구,영남대 박사논문, 

2003년,p12~14,요약인용.

33)임석재,형태주의 건축운동,시공사,1999,p.81~82

[그림7]Barcelona pavillion/ Mies 

Van der R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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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 3.2. 3.2. 탈정형성의 탈정형성의 탈정형성의 탈정형성의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3.2.1. 3.2.1. 3.2.1. 3.2.1. 카오스 카오스 카오스 카오스 (Chaos (Chaos (Chaos (Chaos Theory)Theory)Theory)Theory)

카오스 이론은 물리학, 생태학, 화학, 경제학, 사회학, 예술학 등 폭넓은 분야

에 적용될 수 있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실제 자연계에는 많은 비선형 현상들

이 존재하지만 전통적 학문으로는 이를 거의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선

형 현상을 다루는데 카오스 이론의 적용 가능성이 상당히 크며 복잡성의 과학에 

대한 연구가 여러 학문간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자연과학은 다양한 현상 속에 숨어 있는 규칙성 즉 질서를 찾아내고, 이를 바

탕으로 생물유기체로서의 인간을 포함한 우주전체, 즉 자연을 이해하려는 인간

의 노력이다. ‘카오스’라는 말에는 불규칙하고 무질서한 운동이라는 의미가 내포

되어 있다. 보편적인 정의로는 혼돈속에 내재된 질서, 시스템의 불규칙하고 비

예측적인 상태, 무질서와 규칙성 그리고 다양성이 혼재된 현상 등으로 설명된

다. 그리고 그 개념 속에는 무질서, 비가역성, 비선형성, 비규칙성, 비평형성, 불

안정성 등의 개념이 상관되어 있다. 카오스는 1960년대에 영국의 로렌츠라는 

기상학자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는 기상학자로서 대기의 움직임을 함수로 포학

하려는 시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생기는 물리적 방정식의 값들을 일일

이 대입함으로써 풀고 또 그래프까지 그리도록 컴퓨터 작업화 시키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34) 오늘날 문명에서 카오스는 알수 없는 세계의 경계를 

넓히고, 그 자체가 의미하는 바를 재구성하고 재정의하려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구성원리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영향 또한 점점 확대되고 있다.

카오스는 동력학계에서 비선형성 효과가 두드러질때 생기는 현상으로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를 비선형 동력학이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카오스는 우선 

비선형성을 갖는다. 그리고 카오스의 특성은 간단한 법칙에 의하여 복잡한 현상

이 나타난다는점, 또 그 역으로 복잡한 현상 속에 보편적인 질서가 숨어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인 ‘초기조건에 민간함 의존성’을 갖게 되어 미

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 등이다. 그래서 결국 확론적인 방법에 

의존하게 된다는것이다.35)

34) 이현정,디지털 기법에 의한 공간의 액상화 표현 경향에 관한연구,국민대석사논

문,2007,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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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3.2.2. 3.2.2. 3.2.2. 프랙탈 프랙탈 프랙탈 프랙탈 기하학 기하학 기하학 기하학 

‘프랙탈’은 폴란드 태생으로 프랑스에서 성장한 수학자이면서 경제학, 생리학, 

물리학 등 많은 분야를 섭렵한 만델브로트(Benoit Mandelbrot)가 1975년 

IBM에 근무할 때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그것은 만델브로트가 ‘불규칙적 형상의 

집합’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한 언어로, 라틴어 프락투스(fractus)를 어원으로 하

고 있고 분해, 해체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그림8] 프랙탈 이미지

프랙탈 형상은 부서진 ,불규칙한, 분할된 등의 의미를 지니며 사각형 ,삼각형, 

원구, 원통 등의 유클리드적 형태와는 전혀 다른 기하학적 형상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랙탈 기하학에서는 해안과 산, 혈관과 나무의 가지 뻗기, 그리고 

구름의 모양, 양치식물의 잎이나 콜리 플라워(꽃양배추)의 모양처럼 통상적으로

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다루지 않았던 자연계의 자기유사성 도형, 불규칙적인 

패턴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선은 1차원, 평면은 2

차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사는 공간은 3차원으로 정의되었으며, 이제까지 모든 

계들은 정수로 된 차원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자연은 그렇게 

단순한 형태를 나나태는 일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1.4차원이라든가 2.7차원 

등의 비정수차원으로 수량화된다. 이러한 비정수 차원을 프랙탈 차원이라고 한

다. 무작위적 프랙탈은 여러종류의 생성자가 각각의 규모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다. 즉 반복 점진의 척도를 불규칙적이고 우연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복잡한 프랙

탈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신선하고, 생동감있으며, 자연스러

35) 박정남,시대적 변천에 따른 유동적 공간의 특성에 관한연구,건국대석사논문,2002,박정

남.3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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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성장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그 위에 우연적이고 비예측적인 요소인 낯선 끌

개를 투입하여 조절함으로써 생동감은 더욱 강화될 수 있고, 또 무작위적인 프

랙탈에 위상 수학을 결합시킴으로써 더욱더 입체적이고 변화무쌍한 프랙탈 구조

를 얻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변환의 방법은 공간디자인의 창조성을 자극

하고 무한히 확대하는 새로운 가능성이 되고있다.36)

프랙탈 이론은 부분들의 차이를 배제하고 전체가 지니는 공통적인 뼈대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형태를 부여한 부분을 무한히 반복하고, 자기유사적인 

특성을 가지는 이론이다. 프랙탈이란 ‘부서지다’라는 라틴어인 부서진 상태를 뜻

하는 ‘fractus'에서 유래된 말로 자기유사 혹은 자기닮음으로 해석된다. 만델브

로트(Benoit Mandelbrot)에 의해 처음 사용되어진 프랙탈기하학은 무한히 세

분되고, 무한한 길이를 가지며, 또한 연속적인 반복 작업등의 특징을 가진다. 고

전 기하학이 수식으로 전개되고 특정한 크기와 스케일에 의존하여 인공물에 적

합한 반면, 프랙탈 기하학은 알고리즘으로 전개되며 특정크기와 스케일에 의존

하지 않는 복잡한 자연현상을 표현하는데 적합하다. 

[그림9] Cardiff Opera House/Greg Lynn

[그림9]의 그렌린, Cardiff Opera Hause의 경우 땅에서 물로 뻗어나가며, 땅

을 잘게 써는 패턴을 이용해 사이트 내부에 흐르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물과의 

접속을 유도해 단일체가 아닌 프로그램과 공간이 어우러진 새로운 공간을 창출

하려는 그의 의도는 잠재된 땅과 물의 맥락을 읽어 드러내는 주름과 리좀의 사

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기하학적인 타원형의 형태 생성

자를 스케일링과 디포메이션을 하는 프렉탈 기하학의 형태 생성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풀고있다.37)

36) 시대적 변천에 따른 유동적 공간의 특성에 관한연구,건국대석론,2002,박정남.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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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3.2.3. 3.2.3. 3.2.3. 폴딩폴딩폴딩폴딩(Folding) (Folding) (Folding) (Folding) 이론이론이론이론

프랑스 후기구조조의 철학자인 들뢰즈 (Gilles Deleuze)의 저서 『주름 Lepli』에

서 차용된 개념으로 폴드공간으로 명명되고 있다. 들뢰즈는 폴드개념을 통해 연

속성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건축에서 폴드개념은 규범적 그리드, 데카르트 공간

에 대한 거부로 새로운 유동적 관계성을 강조한다. 폴드 건축은 위상기하학, 형

태발생학, 컴퓨터공학과 관계된다. 특히 카타스트로프 이론과 최근 카오스, 복잡

성의 과학, 후기구조주의 철학에 의해서 생성되었으며, 건축조형의 특성과 방법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미술과 건축디자인에서의 다원주의, 혼성미술 기법인 꼴라쥬와는 다

른 방법으로 다수의 차이들을 전체 안에서 변형하고 그들의 상호관련성을 강조

한다. 따라서 폴딩기법은 복잡한 도시공간과 빌딩들을 조화시키는 방법에 유용

하다. 위상기하학적 변형으로 고무처럼 잡아당기고 접음의 반복 통해 역동성과 

운동, 탄성을 공간 내에 실현시키게 된다. 특히 고전 기하학에서의 공간적 위계

성을 전복시키고 복잡화, 탈위계화를 통해 전체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둘째, 연속성과 이질적인 차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부드러운 변형이 강조되는 

조형특성을 나타낸다. 부드러운 변형은 전혀 다르고 자유로운 이질적 요소들을 

연속적 장으로 혼합하면서 전체적 특성을 유지시켜준다. 들뢰즈가 제안한 부드

러운 혼합은 동일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분으로 환원할 수 없다. 따라서 부드러

움은 ‘형태의 연속적 발전과 연속적 변화’를 의미한다.

부드러운 혼합에 의해 유연성과 융통성을 갖게 되며 형태적 특징은 카타스트

로프 즉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더 점성적이고 유동적 구조를 띄게 된다. 이

러한 유연한 건축의 감수성은 요소, 상호간의 충돌이라기보다는 결합을 강조하

며 비관계적 요소들을 통합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폴딩기법은 형태 조직뿐만 아

니라, 확대된 문화적 장으로서의 다양한 잠재적 가능성과 힘들을 연결하는 데에 

유용한 디자인 방법이다.38)

37) 강훈, 디지털 디자인 건축,p.105

38) 박정남,시대적 변천에 따른 유동적 공간의 특성에 관한연구,건국대석사논문,2002,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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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Any회의부터 논의되면서 그 다음해 1993년 ‘폴드건축’ 을 현대 건축

의 새로운 흐름의 하나로 규정하고 ‘Architectural Design’지에 소개된다.39) 설

계과정에 있어서 유사한 성질을 지니는 건축외적인 분야의 법칙과 특성을 도입

함으로써 설계 이전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개념과 형태를 끌어낼 수 있게 되었

고 기존의 엄격한 기하학적 설계방식에서 간과되었던 주변 컨텍스트와 설계과정

상 일어나는 우발적 요소를 중요 요소로 다룰 수 있는 특성이 있다.40)

 

"Fold에 대한 본질에서 우리의 주요한 관심은 접혀진 면의 형태적인 질에 기반하고 있

지 않다. 오히려 서로 다른 장소가 밀접하지만 차이가 있는 공간을 통해 연결되는 공간

성을 제안함으로서 파편화의 전략을 극복하려는 건축을 발전시키는 가능성에 있다.41)

이처럼 폴딩기법은 분할 가능한 실체로서 건축공간을  성립시키기 위한 전략

으로 그 안에 힘, 운동을 내재시키고 있다. 계속적인 차별화와 불연속성을 통해 

스스로를 유지시키는 능동적인 힘을 의미한다. 건축이 갖는 고정적 중력체계에 

대한 거부로 다수의 역학관계 속에서 복수적인 힘의 방향이 존재하는 위상적 공

간을 의미한다. 특히 단면에 대한 건축적 가능성의 탐구로서 공간을 구성하는 

선형적 요소들인 벽/기둥, 천정/벽, 바닥/벽, 바닥/지붕, 수평/수직간의 위계를 

없게 하는 위상적 변환을 강조한다. 

39) 김한규,건축형태 생성방법으로서의 Fold에 관한 연구,울산대학석사논문,1999,p.41

40) 김경희,폴드건축의 특성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제20권 2호,2000,p.559

41) Expoiting foreigness: conversation with Farshid Moussave & Alezandro Zaera 

Polo,Elcroquis 76,1995,p.33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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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 3.3. 3.3. 공간의 공간의 공간의 공간의 탈정형성 탈정형성 탈정형성 탈정형성 표현 표현 표현 표현 방법방법방법방법

건축에서 탈 정형적인 특성을 표현하기위해 건축가들은 여러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탈정형성 표현을 정리하고 있

다. 

첫 첫 첫 첫 번째는 번째는 번째는 번째는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탈 탈 탈 탈 정형성을 정형성을 정형성을 정형성을 표현하는 표현하는 표현하는 표현하는 방법이다방법이다방법이다방법이다. . . . 공간을 구성

하는 요소로는 바닥, 벽과 기둥, 천장과 외부볼륨의 구성을 들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요소의 변화에 따라 왜곡시키기도 하고, 중첩시키기도 하며, 반복형태

를 이루면서 현대건축에서의 탈정형적 공간을 구성하게 된다. 

두 두 두 두 번째는 번째는 번째는 번째는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건축양상에 건축양상에 건축양상에 건축양상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탈 탈 탈 탈 정형성 정형성 정형성 정형성 표현 표현 표현 표현 방법이다방법이다방법이다방법이다.... 2장에서 언급한  

해체적, 하이브리드적, 리좀적, 하이퍼적인 디지털 양상에서 탈 정형적인 요소를 

추출하여 공간에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3.1. 3.3.1. 3.3.1. 3.3.1.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탈정형성 탈정형성 탈정형성 탈정형성 표현표현표현표현

1) 1) 1) 1) 탈정형적 탈정형적 탈정형적 탈정형적 벽벽벽벽

벽은 인간의 시선과 동선에 단절과 유도의 기능을 하며 벽을 기준으로 ‘이쪽’

과 ‘저쪽’이라고 자연스럽게 구분되는 두개의 공간을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되는 

중요한 수직적 요소이다. 그 분리성 정도는 벽의 높이 및 구성재료에 의해 결정

적인 영향을 받는다. 벽의 일차적 기능은 대지경계의 재설정, 외부로부터 방어, 

물리적 자연요소의 조절 등에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한 장소를 다른 장소로부터 

구분하며 영역을 형성하는 심리적 공간감을 충족시키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구

분이란 시각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시각적 단절은 서로 다른 공

간 정서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벽의 높이 뿐만아니라 벽을 통해 인

간의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벽의 구성이 완전 폐쇠적이라 하더라도 유리와 

같은 투명재료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비록 행위와 제약과 공간의 단절성을 가지

고 있지만 심리적, 지각적으로는 벽의 밖의 영역까지도 인지를 통해 연속성을 

부여받기도 하며 인지할수 있게 된다.

 파사드에 새겨진 불규칙적 곡선은 하나의 추상적인 조각작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가로 41,13m, 세로13.13m, 그리고 7m높이의 이 벽은 사람들의 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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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12개의 입구와 빛을 통과시키는 30개의 창구가 있다. 벽의 줄무늬에 의해 

연출되는 빛의 이동은 평범한 통행로를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 한다.

[그림10] 스트라이프/Architect EASTERN design office

그 형태만으로도 살아있는 듯 한 빛을 연출한다. 250m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은 불규칙적인 구조물로 기능한다. 구조벽 표면이 여러 개의 입구에 의해 몇

개의 벽으로 나누어지긴 하지만, 이들은 지붕과 이층의 슬라브에 의해 하나로 

연결된다. 

2) 2) 2) 2) 탈정형적 탈정형적 탈정형적 탈정형적 바닥바닥바닥바닥

바닥은 천정이나 벽과 같은 요소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공간을 한정하

고, 공간의 형태를 결정하는 통합적인 

요소의 성격을 가진다. 인간생활에서

의 땅이 수평으로 아무런 장애 없이 

확대 연장되어 있으면 인간은 불안해

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 시켜줄만

한 것을 찾게 된다. 땅에다 단순히 막

대기와 동그라미를 그린다던가 돗자리를 펼침으로서 주위공간과 다른 개별

적인 무엇인가를 느끼게 된다.42) 이러한 바닥은 탈정형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차, 면의색, 재질감의 비선형적 변화, 방위, 형태, 크기로 표현된

다. 특히 수직적 요소와 결합하면 그 영역성은 한층 강화된다. [그림11]의 

독일에 있는 주거의 형태에서 보이는 것처럼 외부 건축의 영향을 받아 바닥

의 모양의 형성은 일반적인 직사각형이 아닌 외부의 유기적인 흐름에 따라 

형성된다. 또한 외부형태는 공간구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이는 상호작용적 

42) 이형준,현대건축의 경계인식에 따른 표현에 관한 연구,전남대석사논문,2004,p.19

[그림11] Germany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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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 

[그림12] 네슬레 초콜릿 박물관/Rojkind Arq.

[그림12]의 멕시코에 지어진 네슬레 초콜렛 박물관은 단차와 면의 분절을 통

해 바닥의 변형을 표현하고 이는 수직적요소인 벽과 연계하여 기학적인 면의 분

절을 통해 공간의 탈정형성과 역동성을 부여한다. 

3) 3) 3) 3) 탈 탈 탈 탈 정형적 정형적 정형적 정형적 천정천정천정천정

탈정형적 요소로 천정은 기능과 물리적 성질

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될수 있다. 천정의 처리

는 기술적 인자 등에 의해 종종 결정되지만, 

벽체보다 커다란 자유를 제공하기도 한다. 천

정은 건물의 내부 공간을 태양, 비 ,바람 ,눈으

로부터 보호해 줄 뿐만아니라, 인간에게 영역

성을 부여해주며 건물 전체의 형태와 그 내부

공간에 영향을 주는데 내부공간을 형성하는 지

붕면의 형태는 재료, 기하학, 구조체계 등에 의

한 시각적 효과를 보여준다. 천정은 보통 고정

된 위치를 지니고 있어 멀리 있는 것으로 지각되는데, 고대의 천정은 종교

적 상징화를 위한 적극적인 것으로 사용되었었다. 또한 천정에 의해서만 공

간을 한정할 수도 있으며, 그것은 실내에서나 실외에서든지 역할을 하며 영

역감을 준다. [그림13]의 게스트하우스의 천정의 표현특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디지털건축에 있어서의 천정은 더 이상의 지붕의 역할이 아닌 불규칙

한 비선형적 특성들로 공간에서나 건축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그림14]의 

하라주쿠에 있는 교회의 천정은 유기적인 곡선을 이용하여 규칙적인 곡선의 

형태를 반복시킴으로서 천정과 벽의 연속된 면을 이용하여 탈정형성을 표현

[ 그 림 1 3 ] 게 이 트 하 우 스 /      

바코우라이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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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벽사이의 창을 통해 자연광을 공간을 비춰줌으로써 벽과 천정, 

벽과 창의 경계가 모호함을 알 수 있다.

[그림14] Harajuku protestant Church/kaneko Fuiko&Henri Gueydan 

4) 4) 4) 4) 탈정형적 탈정형적 탈정형적 탈정형적 기둥기둥기둥기둥

기둥은 평면에서는 점으로 인식되어지며, 3차원 공간 내에서는 하나의 선으로 

인식되며, 점과 선의 긴장요소를 가지고 있다. 공간의 기본적인 형태들은 자유

로이 서 있는 기둥들에 의해 변화될수 있다. 한정된 공간 내에 위치한 기둥은 

주변공간을 분할하며 공간을 둘러싼 부분과 서로 작용하여 영역을 규정하기도 

한다. 공간 내의 기둥이 지니는 상징성은 공간 내에 하나의 장을 형성하는데 이

는 주변과 기둥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공간이 아닌 무

한 공간에 위치한 기둥의 경우에는 그 의미가 달라진다. 한정된 공간 내에서의 

기둥은 주변과 상호작용으로 주변의 영역을 분할하는 기능이 두드러지지만 무한

공간에서의 경우에는 주변과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기둥의 상징성은 강해지게 

된다. 따라서 영역은 그 기둥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영역의 힘은 중심으로 멀어

질수록 감소하게 된다. [그림15]는 두바이에 2011년에 완공될 박물관은 네델란

드의 건축회사 UN studio가 설계한작품이다. 

[그림15] Museum of Middle East Modern Art/UN studio

중동 모던아트 박물관은 마치 모래언덕을 연상시키는 곡선의 미가 예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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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규칙한 기둥이 나무의 뿌리모양을 연상시키며 이는 무한한 중첩구조로서 

서로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비선형적인 형태이다. 

5)  5)  5)  5)  탈정형적 탈정형적 탈정형적 탈정형적 외부 외부 외부 외부 볼륨볼륨볼륨볼륨

내부 공간의 영역이나 평면을 구성하는 모양으로써 외부 볼륨에 의한 탈 정형

성은 랜드마크적인 기능과 함께 현대 사회에 이르러 부각되고 있는 표현이다.  

[그림16]의 슈헤이 엔도 시그너처 작업 중 하나는 비누 거품 형태의 건축물 시

리즈다. 슈헤이 엔도의  버블테크 H는 오사카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사요쵸라

는 산악지대의 숲 속에 자리하고 있다. 효고현 정부가 의뢰한 이 ‘그린’ 건축물

은 이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강당, 도서-정보 공간, 워크샵 공간 등 3개의 버블과 중앙의 중정으로 이루어진 

이 건축의 내부 공간은 서비스 공간, 사무공간, 그리고 주 입구 사이를 유동적

으로 만들어주는 셀을 중심으로 동선이 구성된다. ‘순환’이라는 키워드에 입각해 

버블테크 H 는 기능을 통해서뿐 아니라 소재와 건축을 통해서도 자연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 

[그림16] 버블테크 H/슈헤이엔도

이 건축의 유기적 형태는 지형에 대한 합리적 결정이다. 두 개의 버블은 경사

와 ‘부표면’에 나란히 배열하고, 세 번째 버블은 건물 부지와 동일한 높이의 지

면에 배치함으로써, 건축가는 원래의 지형을 유지함으로써 공사를 하는 동안 환

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동시에, 건물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

로써 보기 드문 평평한 구역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다. 3개의 연결된 구

들은 1.2mm 두께의 방한용 강철판들로 완전히 감싸여 있고, 붓으로 완성한 서

체를 연상케 하는 스킨-지붕-벽 구조는 엔도의 일본식 컨셉을 다시 한 번 상기

시킨다. 금속 외피는 일부가 마모되고 부분적으로 이끼 및 잔디 등이 푸르스름

하게 뒤덮여 여름철에 인공냉각제 사용을 줄여줄 단열재를 제공하는 동시에, 생

태학적 느낌을 완성해 준다. 이 건축은 우거진 수풀 속의 카무플라주 그 자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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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주변 환경으로 뻗어나가 변화를 유발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지면과 

화재방지용 물탱크를 지탱하고 있는 RC ‘공중부양(suspended)’ 밥(bob) 건물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는데 1.5m 지름의 16개의 초석이 돌출부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활용되었다. 또, 내부의 결구 구조는 일본산 삼나무로 지어

져 주변의 숲과 잘 어울릴 뿐 아니라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를 경감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그린’ 건축물은 광전기와 풍력에 의해 생산되는 

전기와 빗물의 이용, 또는 화장실 하수에서 나온 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 자급자

족을 실현한다. 

[그림17] 2008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

[그림17]은 새로운 형태의 베이징의 국립경기장이다. 올림픽 종합 경기장 중심

부에서 약간 솟은 채 베이징 북쪽을 바라보며 둥지를 틀고 있다. 먼 거리에서 

보면 거대한 그릇처럼 보이며, 경기장의 일렁이는 테두리를 따라 상승했다. 하

강하는 경사로들이 경기장 안쪽의 관중을 에워싼다. 기하학적으로 선명하게 분

할된 합리적인 전체 라인 구조는 가까이 접근할 수록 점점 희미해지다가 결국 

거대한 별도의 구성물로 나뉘어진다. 지지구조물은 복잡한 숲처럼 보이며 외부 

파사드는 수직으로 약 13도가량 경사져 있으며, 구조물의 전체 깊이는 12m정

도이다. 경기장의 테두리의 연속적인 결합은 바닥으로 연결되거나 서로상호작용

하고 있어 모호한 경계를 형성하며 공간에서 사람들은 이를 거대한 기둥으로써 

인지하게 된다. 

3.3.2. 3.3.2. 3.3.2. 3.3.2.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건축양상에 건축양상에 건축양상에 건축양상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탈정형성 탈정형성 탈정형성 탈정형성 표현 표현 표현 표현 

디지털건축의 양상은 선행연구에 따라 해체적, 하이브리드적, 리좀적, 하이퍼

라는 용어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디지털 양상들이 건축에 적용되면 비선형적인 

선들과 곡선에 의해 유동적인 흐르는듯한 힘을 표현하였고, 또한 개체들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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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왜곡, 중첩을 통해 연속적인 반복을 나타냄으로서 사선적인형태의 힘과 함

께 역동적인 공간을 구축한다. 이러한 양상들은 공간에서나 건축에서나 경계가 

모호하고 중심이 없은 무경계적 성격으로 나타나며, 디지털 건축에서 다양한 탈

정형성 표현이 되고 있다.

1) 1) 1) 1) 비선형적 비선형적 비선형적 비선형적 유동성의 유동성의 유동성의 유동성의 탈정형성탈정형성탈정형성탈정형성

공간디자인에 있어서 비선형 개념은 근대건축의 원과 직선, 삼각형, 그리드에 

의한 유클리드 기하학 중심의 결정론적 선형구조에서 벗어나 복합적이고 무질서

한 자연현상과 사회현상들을 비선형 개념[표11]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와 다양

성과 의외성을 공간에 표현하려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계론적이고 

절대적이고 반듯한 근대 모던 건축 패러다임에서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상대적인 

공간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건축의 형태와 공간은 시공간의 제약 

속에 구축되어 왔다. 즉 동시에 이루어지는 대면의 장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공

간의 형성과 장소의 신뢰, 그리고 그것들과 더불어 항구적인 만남의 장을 구축

하는데에 관심을 두어왔다. 그러나 컴퓨터의 발달과 더불어 이러한 구축된 공간

과 그 공간에서의 경험 간의 고전적인 통합은 와해되고, 전통적인 시간과 장소

에 대한 확정적인 태도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시공

간 개념의 변화는 건축의 형태나 공간에 있어 비동시성, 비고정성이라는 새로운 

시공간 개념을 받아들이도록 하여 전자적인 인터페이스로서 인식될 수 있는 공

간이라는 경계에서 탈피한 건축은 ‘고정적이지 않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

는’,‘ 영원성의 무가치함’을 표출하면서 이것을 단순함과 일시적으로 표현되는 유

[표 10] 탈정형적 요소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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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형태와 공간으로 표출하고 있다.43)

구  구  구  구  분 분 분 분 선  선  선  선  형형형형 비선형비선형비선형비선형

자연과학적개념

단순계

폐쇄계

질서

규칙적

인과성

계획성

예측 가능성

복잡계

개방계

무질서

불규칙적

우연성

임의성

예측불가능

공간적 개념

유클리드기하학

균질공간

보편성

정직성

중력

귀납적 구성 방식

비유클리드기하학

이질공간

의외성

동적인

비중력

연역적 구성방식 

[표 11] 선형과 비선형의 개념비교 

  특히나, 디지털에 사이버스페이스는 중력, 인력 등의 제약이 없는 새로운 시

공간 개념을 건축에 부여함으로써, 연속적으로 부드럽게 통합된 유동적 형태와 

신축적이고 유연하며 가변적인 공간으로 변형시켰다. 이러한 ‘유동성’ 개념은 내 

․ 외부 데이터의 제어를 통해 다양한 공간의 변화로 치환하는 건축가와 정보의 

접속량에 따라 공간의 외피가 유동하는 방법, 유체변형을 통한 액체의 유동성을 

공간에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축에 접목되어지고 있다.44)

[표 12]  유동성의 탈정형적 표현

 [표 12] 유동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액체와 같이 흘러 움직이는 성질, 또는 

형편이나 경우에 따라 이리저리 변동 될 수 있는 성질로서 Fluidity(유동성,유체)

는 Fluid유동체,액체)에서 기인한다. 최근 눈부신 컴퓨터의 발달로 이러한 액체

43) 이성민,디지털 공간의 유동적 표현 특성 연구,국민대석사논문,2007,p.8

44) 특집/디지털 건축2001,대한건축학회지,45(9),p.20~22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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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흐르는 듯한 형상이 손쉽게 시뮬레이션 됨과 동시에 공간디자인에서 실

현되고 있으며, 공간에 나타나는 유동성을 이러한 액체, 혹은 고무찰흙을 주물

러 놓은것과 같은 부정형의 조형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18] Trans Ports 2001/Kas Oosterhuis

[그림18]의 이 작품은 Marcos Novak 과 Kas Oosterhuis 가 공동으로 작업

한 것으로 로테르담과 세계각지의 항구도시들을 위해 디자인된 이 프로젝트는 

방문자들이 센서나 이펙터를 컨트롤함으로서 부표들을 검색할 수 있고 컴퓨터제

어를 통해 건축 구조물을 검색할 수 있는 대화식의 형태변형 Liquid 

Architecture 의 물리적 영역으로서 건축에서의 정보에 관한 기술적 주제들을 

잘 나타내 주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나타내어진 작품이다. 

Trans-Ports 2001은 실시간에 따라 형태와 내용을 변화시키는 데이터들의 집합

체라고 할 수 있으며 물리적 공간과 비물리적 공간을 연결시켜준다. 이렇게 해

서 건물은 능동적인 반응들은 연출하고 이 반응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져 

건물은 더 이상의 변형에 버티려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 건물은 이곳

을 이용하는 인간들의 정보를 흡수하여 실시간으로 변형함으로써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적인 구조가 될 것이다. Trans-Ports 2001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실시간 변형게임을 즐김으로써 가상적인 구조물을 탐색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내부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유기체적인 피부 형태로 직각은 없으며 

많은 영상 이미지로 구성된 벽체는 그 화려함을 보여주며 스크린 프로젝션에 단

어들을 영사하는 끊임없는 변형의 공간이고, 직교하는 공간 내에는 바닥과 벽, 

천장과 개구부 사이에 어떠한 파티션도 없다. 외피는 부드럽고 양감 있는 볼륨

을 형성하기도 하고 웨이브 형태로 변하기도 한다. 형태와 정보 상의 충분히 변

화 가능한 프로그램 때문에 구조는 다양한 사용에 대응하는 유동적인 수단이 되

는 것이다.45)

45) 김태수,비선형 공간에 나타난 유동적 특성에 관한 연구,건국대석사논문,2006,p.75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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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연속성에 연속성에 연속성에 연속성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탈 탈 탈 탈 정형성정형성정형성정형성

연속성은 점과 점사이, 선과 선 사이, 형태와 형태 사이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연속되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써, 프랙탈 기하학에서의 반복으로 복잡한 구

조를 만들 수 있다. 실제 자연의 경치는 매우 복잡하지만, 그 안에서는 자연의 

법칙과 원리가 프랙탈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찾아 법칙과 원

리 정보만을 되풀이 하여 조작함으로써 복잡한 구조를 재현할  수가 있고 단순

한 법칙을 착안 할 수도 있다.46) 이러한 현상과 마찬가지로, 프랙탈 기하학을 

통한 디지털 건축 형태가 형성하고 변이하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데는 반복 연산

이 되었을 때 갑작스런 비예측적 거동을 나타내는 비선형 방정식과 미묘한 규칙

성을 가지는 무한한 반복이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고 탈정형적인 공간을 이루게 

된다. 단조로운 동질적인 반복이 아닌 반복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

이 스케일의 변형이라 하겠다. 한 반복된 형태를 확대와 축소를 가하는 것은 다

양한 비율로 변화시켜 다양한 매스 형태를 만들 수 있고 크게 형태가 틀리더라

도 기본적인 속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태의 특성을 보존하고 변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연속적인 건축형태에서의 공간은 내부의 흐름을 가지고 있

고 자체에 유기적이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조형요소 간 또는 

부분 집합사이의 극적인 변화, 즉 의미의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빠르

게 전환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의해서 대립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축형태의 

공간을 나타낸다. 여기에서의 차이, 대립은 계속 반복, 중첩되어서 공간의 유연

성을 형성한다.[표13] 따라서 이런 건축형태 공간은 전체 안에서 부분 관련성을 

강조하며 연속적 속성을 나타낸다.47) 

인용

46) 김용운.김용국, 프랙탈과 카오스의 세계,서울,우성,1998,p.148

47) 김주미, 폴드 공간의 인지생태론적 특성과 그 효과,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제14권 3

호 통권 50호,2005년 6월,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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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연속성의 탈정형적 표현

[그림19] Mobius House/Ben Van Berkel

[그림19]의 뫼비우스 주택은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공유공간이자 각자의 개인

적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계획된 주거공간이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내외부의 

구분이 없이 하나로 유동적으로 연결되는 동선 체계는 끊임없이 공간적 흐름을 

연속시켜 외부가 내부로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또한 내부가 외부로 연결되는 위

상적 공간의 흐름을 보인다. 영역이나 깊이에 따른 위계가 없이 엇갈리고 교차

하며 겹쳐지는 공간구조는 마치 미로처럼 불규칙하며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조차 예측하기 힘든 내적 흐름을 만들게 된다. 

[그림20] Cubic Houses/Piet blom

[그림20] 큐빅하우스로 알려진 이 기괴한 주택들의 원래 개념은 '큐빅'이 아니

라 Paalwoningen이다. Paalwoning은 Dwellings라는 뜻으로 '기둥식 주택, 막

대형 주택' 으로 볼수 있다. 건축가 피에트 블롬(Piet blom)은 나무가 모여 숲

을 이루듯, 한그루 한 그루의 집들이 모여 마을 숲을 이룬다는 개념으로 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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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형 주택을 설계했다. 피에트 블롬은 처음에 헬몬트라는 독일의 도시에 큐빅 

하우스를 제안하고, 후에 네델란드 로테르담에 단지가 조성되었다. 이 건물은 

사선의 사각형을 연속적인 반복에 의해 탈정형적 건축을 표현하였다

3) 3) 3) 3) 경계의 경계의 경계의 경계의 모호에 모호에 모호에 모호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탈정형성탈정형성탈정형성탈정형성

근대건축에서는 ‘명확하면서 애매함이 없는 위대한 단순형태’ 에 관하여 언급하

고 있다. 그러나 현대로 오면서 건축가들은 하나의 전체 속에서 보다 풍부한 복

합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공간 내에 혼돈과 복잡성의 도입은 우연과 모순에 의

해 부분과 전체가 복잡하게 얽힌다. 이로써 대상의 의미가 다변적,다의적 성격

을 지니며 내용을 구현하기보다는 희미한 암시만이 존재하는 개괄되고 증식되는 

구조를 이룬다.48) 

[그림21] 2002 CTIA 올란도 컨벤

션센터 내에 완공된 백색의 소니 에릭

슨 전시장은 주변의 부스들과 강렬한 

대조를 이룬다. 우아하게 굴곡진 형태

는 기업의 상호를 대표하는 두 대문자

를 표현한다. 육중하면서도 매스감이 

있으나 가볍고 액체와 같은 단순화된 

‘S+E’ 문자 형태는 힘과 미래의 잠재

력을 지닌 두 거대 기업의 위상을 시각적으로 상징한 것이다. 두 글자의 공

통 기하 형태로 전시장 중앙선을 따라 서로 결합되는데 이 때문에 문자 

‘S+E’는 모든 전시장 복도에서 적절히 판독된다. 이 전시장의 모형은 외부 

매스에 의해 벽과 바닥, 천정과 공간이 함께 생성되면서 경계가 모호해 진

다. 

48) 김진영,실내공간에 나타난 경계의 모호성 연구,국민대석사학위논문,2005,p.23

[그림21] 소니에릭슨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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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경계의 모호의 탈정형적 표현

[표1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하나의 대상 또는 공간을 놓고 ‘모호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상 자체가 분별 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거나, 또는 현대 

과학이나 철학 등에서 등장하는 규정할 수 없는 현상, 대상과 대상의 섞임, 관

계에 의해서 정의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본래 대상의 의미가 다변적, 다의적 

성격을 지니게 변환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어느쪽도 아닌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환적 현상 속에서의 공간의 모호성은 불확정성, 불연속, 

우연, 다원론, 임의성, 변형, 혼성 등의 다양한 개념들을 총괄하고 또한 해체, 

분해, 분산, 차이, 환원, 탈 신비와 ,아이러니 등 증후들을 수반한다. 탈정형적인 

요소로서 경계는 내부와 외부에서나 혹은 내부에서도 공간의 기능 뿐만 아니라 

공간 요소의 기능이 경계가 없어서 바닥, 벽, 천정의 요소들이 위계를 찾을 수 

없다.

3.3.3. 3.3.3. 3.3.3. 3.3.3. 탈정형성의 탈정형성의 탈정형성의 탈정형성의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요소요소요소요소

1) 1) 1) 1) 방울방울방울방울(blob)(blob)(blob)(blob)

방울은 물방울처럼 표면 장력을 지닌 덩어리를 말하며, 최근에는 주로 컴퓨터 

애니메이션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메타볼이라고도 하는 방울은 한마디로 말해 

자연스러운 유기체 형태를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모델링 기법이다. 이 방울은 

덩어리 사이의 장력에 의한 결합효과를 응용하기 때문에 매끈하고 유기적인 형

태를 만들어낸다. 블럽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

는데, 이는 유클리드적 기하학의 이상적인 형태인 구형으로만 말할 수 없는 보

다 복합적인 형태를 가진 곡선적 요소로 나타나며 시간이나 공간을 매개로 해서 

연속된 상태를 말한다. 곡선 형태는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이 아니라 매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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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방식의 표현은 바로 복합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블럽은 마치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처럼 행동하며 주변에 가까이 있는 다른 물

체 등을 변형 시키고 이것들을 자신과 단일체로 만들어 합쳐버리는 특성이 있

다. 블럽은 내부로 가까이 갈수록 인력이 강해져 다른 것을 혼합한다. 이때 합

쳐지면서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49)

[그림22] Blob/Greg Lynn

 하나의 볼륨과 또 다른 볼륨과의 결합을 시도하면, 각각의 속성과 방향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연결하는 생태조직화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서로의 간

섭에 의해 본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스럽게 변형되는 이러한 변

이를 그렌 린은 블럽[그림22]이라고 한다.50)

2) 2) 2) 2) 주름주름주름주름(Fold)(Fold)(Fold)(Fold)

주름이란 주름, 접다, 끼다, 싸다, 포개다, 재료를 나무숟갈로 뒤척이며 다른 

재료에 섞다 등의 사전적 의미의 갖으나 실제로는 여러 분야에서 일반적 의미보

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주름의 부드러운 변형은 위상기하학적 변형

으로 고무처럼 잡아 당이고 접음의 반복을 통해 역동성과 운동, 탄성을 전혀 다

르고 자유로운 이질적 요소들을 연속적 장으로 혼합하면서 전체적 특성을 유지

시켜준다.51) 1990년대 이후 다양성의 의미를 좀 더 심층적으로 탐구하려는 새

로운 움직임이 전개되고, 해체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어 건축에서의 새로운 흐름

을 제시하 기위해 본격 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한으로 내부의 

요소를 비롯하여 주변 맥락 및 건축 외적인 개념들을 일체화, 융합하여 지속적

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 즉 우리

가 ‘fold' 공간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흐름에는 모든 물질과 개념의 불확정성, 연

49) 명일,디지털건축에 있어 Hybrid 성향을 나타낸 Greg Lynn과 Marcos Novak의 디자인 특

성에 관한 비교분석 연구, 단국대학석사논문, 2003,p.80~83

50) 강훈,디지털 디자인 건축,p.98

51) 김희옥,특집 세기말 건축의 풍경,접기IDEA 9007,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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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인식, 표현하는 철학, 수학, 과학의 새로운 방식들도 영향을 주었다. 해

체주의 건축의 개념에서도 불확정성, 비정형성이 기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면이 과학, 철학, 미학 등의 학문 분야의 불확정적 성격을 좀 더 적극적, 직접적

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각 영역 간의 경계를 부정하는 태도에 의해서 뒷

받침되고 있다.52) 주름의 개념은 17세기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비판한 라이프니

츠의 모나드 이론에서 출발하고 있다. 라이프니츠의 주름 개념은 '세계는 무한

히 접힌 주름이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모나드

가 다양한 관계와 접속에 의해 속성이 변하면 새로운 관계와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무한히 연속적으로 변이하는 역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23]은 피터 아이젠만의 막스 라인하르트 하우스이다. 비선형적요소가 도

입된 접혀져 있는 매스는 대도시가 갖

고 있는 밀집성의 의미를 긴장된 역동

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건물의 기본

적인 형태 생성언어는 ‘뫼비우스의 띠’

이다. 아이젠만의 주름사유의 형태화 

작업에 사용하는 접기(Folding)각법을 

이 건물에도 사용하고 있다. 주름공간

은 본질 개념을 부정하고, 모든 것들

의 불확정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연속

성, 비선형성, 상호 관계를 중시한다. 따라서 주름공간의 프로그램과 형태는 

앞선 해체주의와 포스트모던과 같이 불확정성을 전제로 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들과 혼합, 일체화하는 경향을 띤다. 디자인 방법에서 이러한 경향이 그대

로 실현되는데 관습적인 기능과 분리되어 스스로의 에너지와 형태, 주변의 

맥락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생성 논리는 추출하여 일체화된 조합을 계속 변

형시켜 나간다. 이 과정에서 토폴로지나 카타스트로피 이론, 생물의 증식과

정, 에너지의 불연속적 변화 등이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절대적 

창조자로서 관람자의 동선과 시선까지 결정해 온 건축가의 의도는 형태논리

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건축가는 가능성만을 제시 할 뿐 행위와 사건들은 

사용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다. 현대 사회의 불확정성을 건축

52) 전영지,fold건축의 디자인 개념과 구현에 관한 연구,2003,p.9~10

[그림23] Max Reinhardt Haus/Peter D. 

Eisen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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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이들은 불확정성을 분석, 탐구하는 학문이 각 

분야의 현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건축에서도 그대로 형태노리로 채택하여 쓰

고 있다. 또한 이 개념과 형태는 흐르는 프로그램과 자기 스스로 진화하는 

형태라는 유기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건축 형태를 생성 

할 때에 절대적 위치와 비례의 점,선,면 등, 유클리드기하학의 요소에서 시

작하지 않는다. 이중 들뢰즈의 주름 공간은 세계를 임과 에너지 그리고 생

성의 원리로 보면, 만물은 질적으로 다양한 개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무한히 많은 내적 주름들로 접혀 있고, 어떤 외적 계기가 주어질 때 그러한 

접힘을 내적 힘, 에너지에 의해서 펼치고 있다고 본다.  

3) 3) 3) 3) 중 중 중 중 첩첩첩첩

중첩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층이 겹쳐 있는 것을 뜻하고53) 회화적 의미로는 

꼴라쥬, 파피에 꼴레(Papoer Colle),그리고 앗상블라쥬(Assembliage),라는 의미

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인식의 대상들이 동시에 이중구조를 같은 의미를 지닌

다. 꼴라쥬는 프랑스어로 풀칠, 풀칠하여 붙이기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사전적 

의미로는 하나의 받침판 위에 여라 가지 재료의 파편들을 붙이고 조립하는 방법

을 말한다. 건축에서 중첩성은 동시성, 침투성, 다층, 불안정, 투명성, 중합, 등

과 같은 종종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프랙탈 기하학을 이용한 디지털 건축 형

태 생성에서의 알고리즘은 동시성, 중합, 투명성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혼합되

어지며 사용되며, 이로 인해 둘 사이의 중첩된 공간은 서로 맞물려서 발생되는 

공유 공간이 생기며 또한 엇갈린 공간들은 대치된 방향성을 갖게 된다. 이로 인

해 구성된 중첩된 공간은 위의 특징들과 함께 탈정형적인 공간이 된다. 중첩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이라고 볼수 있지만, 디지털 건축의 형태 변이 측면에서 

보면 건축물의 축의 형성이 없어진다고 느껴진다. 그 밖에 프랙탈 기하학에서의 

형태 알고리즘으로는 곡선이나 면이 결합할 때 생성되는 각 부분을 통합하고 결

합시키는 형태를 하나로 유지하는 방법인 ‘상호관입’ 개념과 형태를 만들어 가는 

공간의 구축에 있어서 중첩 등 여러 가지 알고리즘 적용과 함께 디지털 건축 형

태를 변이시키는 형태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접기’ 개념이 있다. 물론 회전, 변

형, 자르기, 이동, 교차, 꼬기, 점증, 감싸기, 확장, 뭉개기 등 프랙탈 기하학에

53) 새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1974,p.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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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알고리즘으로써 작용을 하여 다양한 형태변이를 이루는데 기여를 한다. 이를 

통하여 복잡한 형태라도 통일감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다양한 형태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4) 4) 4) 4) 곡선형곡선형곡선형곡선형

곡선은 직선보다 흥미가 더하고 일반적으로 우와하며, 부드럽고 미묘하다. 길

이나 굵기 형상 등에 따라 온화하고 느슨하게 움직이는 느낌이나 유쾌한 리듬

감, 따듯함 등을 가져온다. 곡선은 꽃들이나 다른 장식적 종류의 형태에서와 같

이 어떠한 형성자보다 더욱 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미

의 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프랭크게리의 네덜란덴 빌딩은 두개의 타워중 하나

는 순수한 원통형의 볼륨이며 다른 것은 뒷부분이 가늘어지는 형태로서 유리로 

되어있다. 두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대지의 특성을 감안해 강렬한 시각

적 구심점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곡선의 유동적인 흐름을 통해 한 타워를 역동

성 있게 표현함으로써 왜곡된 비선형적 형태를 이룬다. 

[그림24] 네덜란덴 빌딩/Frank O, Gehry

5) 5) 5) 5) 직선형직선형직선형직선형

점, 평면과 함께 기하학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기하학 기초 론에서는 이것을 

무정의술어(無定義述語)로 하여 공리(公理)에 의해서 그 내용과 성질을 규정하

는 것이 보통이다. 점·직선·평면 사이의 관계는 예컨대 ‘두 점을 지나서 직선을 

그을 수 있으며, 그 직선은 오직 하나만이 존재한다’, ‘두 직선이 만날 때는 오

직 한 점을 결정한다’, ‘동일 직선 위에 없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오직 하나 



디지털 건축의 탈정형성(脫定型性)에 관한 연구

- 61 -

존재한다’ 등의 공리로서 표현된다. 이와 같이 공리군을 만족하는 원소가 각각 

점·직선·평면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직선이 공간에서 수평과 수직으로만 쓰이게 

되면 안정감, 정리된, 간결함을 유도하고 이는 모던건축과 미니멀경향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직선의 사용이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그은 선으로서 공간에 적용되

면 공간에 역동성과 긴장성,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기하학의 직선은 기

울어지려는 작용 때문에 운동, 불안정, 변화, 활동적인 느낌을 준다. 사선성은 

수평이나 수직선에 비해 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불안정하고 속도감과 운

동성이 있다. 따라서 건축공간에서 사선성이 적용되는 매스는 관찰자에게 강한 

역동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사선성은 건축물에 힘을 부여하며 회전력을 주

어 건축물 자체에 에너지를 극대화 시킨다. 사선성은 주로 매스를 기울이거나 

불규칙한 각도로 전단하여 박스형의 단조로운 형태를 탈피함으로써 강화된다. 

이러한 사선의 2차원적 표현과 3차원적 표현 사이를 구별시켜주는 필수 불가결

한 속성이 되고 있다.54) 오늘날 대부분의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수평과 수직의 

직교좌표와 사각형을 구조로 하는 순수기하학적 디자인은 정적이고, 논리적며,질

서를 갖추고 있다. 이에 반해 해체주의로 일컬어지는 최근 현대건축의 흐름은 

기존의 정형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적 기하학을 사용한 극단적 추상을 낳고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주된 디자인 요소는 운동감을 지닌 사선과 그들이 겹쳐

져 연출해내는 날카로운 삼각형 예각, 수평 ․ 수직에서 교묘히 이탈하여 추상적 

결합을 표출해내는 축의 회전, 그리고 지면에 비스듬히 박힌듯 한 사선 구조물

의 탈중력적 이미지 등이다.55)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선성을 사용하

여 역동성을 강조하였다. [그림25]의 덴버미술관의 프로젝트는 이탈리아 건축가

인 지오 폰티 (Gio ponti) 가 디자인한 기존의 덴버 미술관을 증축한 것이다. 

금속 도금의 기하학적 형태와 부드러운 질감의 반투명 유리 표현 결합은 바

로 이웃한 티타늄 도금의 덴버 미술관 증축부분과 함께 기품있는 짝을 이룬

다. 특히나 사선형의 뻣어있는 직선은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불규칙한 직

선형으로 건물의 역동이미지를 구축한다. 

54)장훈익,현대건축에 있어서 탈 정형적 공간구성의 다의적 표현에 관한 연구,영남대박사논

문,2003,p.27재인용

55)김홍기,건축조형 디자인론,기문당,2001,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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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형태표현형태표현형태표현형태 공간에 공간에 공간에 공간에 적용된 적용된 적용된 적용된 특성특성특성특성

방  울
  예측할수 없는 자유로운 형태

  부드러운 액체성 

주  름
  접음을 통해 역동성표현

  부드러운 변형을 강조

중  첩
  중첩된 공간의 긴장과 압축

  변화와 전환성을 제시

곡 선 형
  자연과 인체의 유기적 형태

  긴장감과 부드럽고 자유로운 형태

직 선 형
  수평․ 수직선의 안정감

  사선의 공간 자체에 긴장과 방향성

[표 15] 탈정형의 적용요소 

3.4. 3.4. 3.4. 3.4. 소 소 소 소 결결결결

디지털 건축의 다양한 표현은 카오스, 프랙탈, 폴드건축의 영향을 받아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이용과, 새로운 경향의 건축을 추구하는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정

형적인 건축공간에서 탈피하여 탈 정형적이고, 자유로운 공간구성을 시도하고자 

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건축의 탈 정

형성을 표현하는 방법은 미래의 건축공간에  나타날 다양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

한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건축의 탈 정형적 

공간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공간구성요소에 대한 탈정형성과, 디지털건축양상에

서 추출해낸 특징을 분석하기위해 표현적용 요소로서 방울, 주름, 중첩, 곡선, 

직선의 형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25]덴버미술관/Gio po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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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구        구        구        분분분분  표 표 표 표 현 현 현 현 인 인 인 인 자자자자

 공간구성요소의 탈정형성표현 벽, 바닥, 천정, 기둥, 외부볼륨

 디지털건축양상의 탈정형성표현  유동성, 연속성, 경계의 모호

 탈정형성 적용요소  방울, 주름, 중첩, 곡선형, 직선형

[표 16] 탈정형성 표현방법 

앞의 정리된 표를 다음 4장 사례분석에서는 건축가의 작품분석을 통해서 현대 

건축의 표현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들이 공간에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요

약하여 디지털 건축의 탈정형성 두드러진 표현인자를 추출해 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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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디디디지지지털털털 건건건축축축의의의 탈탈탈 정정정형형형성성성 특특특성성성

조사개요
사례분석
분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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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4 4 4 4 장 장 장 장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건축의 건축의 건축의 건축의 탈 탈 탈 탈 정형성 정형성 정형성 정형성 작품분석작품분석작품분석작품분석

4.1. 4.1. 4.1. 4.1. 조사개요조사개요조사개요조사개요

4.1.1. 4.1.1. 4.1.1. 4.1.1. 분석 분석 분석 분석 대상의 대상의 대상의 대상의 범위범위범위범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작품은 현대건축의 기점을 1956년 C.I.A.

M56)의 해체시점이라고 가정하였으며, 1980년이후부터 최근까지의 건축물또는 

가상건축 계획안을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 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1980

년대 이후의 해체주의, 표현주의, 디지털 테크놀러지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경

향의 건축을 추구하는 건축가들의 작품을 통해 앞서 2장의 이론적 고찰과 3장

의 표현요소의 고찰을 통하여 추출해낸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품의 형태와 내부

공간에서 나타나는 탈정형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 작가 · 작품 선정 

작품번호작품번호작품번호작품번호 작  작  작  작  가가가가 작  작  작  작  품품품품 년 년 년 년 도도도도

01 NOX  Soft office 2002

02 NOX  Son-O-House 2004

03 Frank O, Ghery  DG Bank Building 2001

04 Frank O, Ghery  Guggenheim Museum Bilbao 1997

05 Zaha Hadid  Mobile Art Pavilion For CHANEL 2008

06 Zaha Hadid  Hotel Puerta America 2005

07 3Deluxe  Leonardo Glass Cube 2007

08 Peter Cook&Colinfoumier  Kunsthaus Graz 2003

09 Coop Himmelblau  UFA Cinema Center 1998

10 Daniel Liveskind  Imperial War Museum North 2002

4.1.2. 4.1.2. 4.1.2. 4.1.2. 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3장에서 서술한 [표16]과 같이 첫째, 공간구성요소에 

의한 탈 정형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바닥, 벽, 기둥, 천장과, 외부볼륨의 구성

이  디지털 건축에 있어서 나타난 탈 정형적인 표현을 분석하고 둘째, 디지털 

건축양상에서 추출한 비선형적 유동성과, 연속성, 경계에서 나타난 모호성이 건

56) 근대건축국제회의:유럽 각지의 신진(新進) 건축가들이 1928년 발족한 회의로, 근대건축 

및 도시계획의 이념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1956년 제10회 

회의를 끝으로 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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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 내부나 외부조형에 방울, 주름, 중첩, 곡선형, 직선형의 적용요소를 통해 

나타난 탈정형적 표현특성을 분석하였다.

4.1.3. 4.1.3. 4.1.3. 4.1.3. 작품분석표 작품분석표 작품분석표 작품분석표 

1) 1) 1) 1) 작품개요작품개요작품개요작품개요

건축 건축 건축 건축 외부 외부 외부 외부 형태형태형태형태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작    가

년    도

위    치

실현여부

2) 2) 2) 2) 작품설명 작품설명 작품설명 작품설명 

3) 3) 3) 3) 분석내용분석내용분석내용분석내용

NumberNumberNumberNumber 번 번 번 번 호 호 호 호 

건 건 건 건 축 축 축 축 물물물물

작    작    작    작    가가가가

 

• 건축물 이미지 첨부 •  건축물 이미지 첨부

분  석  내  용

•  건축물 이미지 첨부 •  건축물 이미지 첨부

분  석  내  용

공간구성요소에 따른 탈 정형성표현 디지털건축양상의 탈정형성 표현 

구 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구 분 방울 주름 중첩 곡선 직선

바 닥 유 동 성

벽

연 속 성천 정

기 둥
경계의모호

외부볼륨

분 석 내 용

탈 정형성 표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표 17] 디지털 건축에 나타난 탈 정형적 공간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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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2. 4.2. 4.2. 사례분석사례분석사례분석사례분석

4.2.1. 4.2.1. 4.2.1. 4.2.1. Soft Soft Soft Soft office office office office - NOX

1) 1) 1) 1) 작품개요작품개요작품개요작품개요

건축 건축 건축 건축 외부 외부 외부 외부 형태형태형태형태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작    가 NOX

년    도 2002

위    치 ENGLAND

실현여부 시공

2) 2) 2) 2) 작품설명작품설명작품설명작품설명

 소프트 오피스는 일과 놀이가 싶이 서로 섞어 짜여져 있는 건물이다. 아이들

에겐 놀이를 즐기는 곳이고 어른들은 본인들의 직장인 곳이다. 건물의 반은 어

린 아이들을 위해 인터렉티브한 놀이를 즐길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공간

이고 또 다른 반은 이 회사의 본사로서 소위 Flexi-office (유연한 업무공간)이

라 불리는 각자의 자리가 정해지지 않고 유동적으로 바꿔가며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무공간으로, 기능적이고 격식이 갖추어져야하는 업무들과 더불어 격식

이 덜 요구되며 창의적인 업무, 예를들어 각본쓰기, 소규모회의, 프리젠테이션등

의 업무가 자연스럽고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된 환경의 공간이다.

소프트 오피스의 경우 첫 번째 그룹은 본인들 색상 앞에서 일과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의 직무형태이고, 두 번째는 오피스 안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긴 하나 회의나 다른 사람의 자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의 직무형태

이고, 세 번째는 출장이 잦아 호텔, 차안, 비행기, 식당 등 외부에서 보내는 시

간이 아주 많은 경우이다. 이러한 유동적인 구조는 675m²의 면적을 가지고 60

명을 수용할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전통적인 플래닝에 따르면 그것의 32%필요

치 않는 것이라는 결론이다. 잘못 계산된 효율성은 부동적 사고로 직결된다. 하

지만 이렇듯 면적의 수치상만으로 업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

무자세와 업무 운영구조가 그대로인 상태로 면적만 줄인다고 해서 오피스의 효

율적인 이용과 업무환경이 개선될 수는 없다. 기존의 넓은 복도형태의 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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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게 줄인다고 해서 사원들간에 유동성이나 상호작용이 늘기를 기대할수는 없

다. 그리하여 그 공간과 가구들은 특정한 사람을 위해 디자인되거나, 특정한 업

무형태를 위해서만 디자인 되기보다 특정한 사고적 정신적 상태를 위해 고려되

어야 한다. 표준적 업무에 적합한 평범한 사무공간을 좀더 자유스럽고 개방된 

회의실과 개인적으로 몰두 할수 있는 캡슐형의 업무공간에 연결하여 배치하고, 

능동적인 프로그램은 팽창과 수축의 연속이다. 수동적인 프로그램은, 좀 더 세

부화된 프로그램으로서, 화장실, 청소실, 편집실 등의 것이다. 

건물의 다른 반을 차지하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는 위에 말한 오피스공간과

는 대조적으로 물체들의 공간이다. 이 필드나 랜드스케이프적인 공간에는 이 회

사에서 제작된 어린이 TV프로그램들에 등장하는 세트들의 실제 모형 등이 상당

한 부분의 움직임이나 행동들이 만들어내고 있다. 오피스의 환경에선 어른들이 

목적과 일의 직선적 동선과 행동 관계에서 그 관계 사이에 다른  변형들이 유도 

될 수 있게 직선적 동선이 측면적으로 헐거워 질 수 있는 범위가 주어지고, 아

이들의 공간에선 주로 아이들은 관심대상의 물체들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돌고 

맴돌면서 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인력과 회전의 관계의 움직임과 행동이 이루

어진다. 나머지 아이들의 행동들은 이미지들과 인공조명에 의해 유도된다. 이런

것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물체에 조명이 더하여지는 경우이고, 둘째는 

물체 자체가 발광체인 경우인데, 조명이 가해진 물체는 인터렉티브한 면이 적지

만, 그 자체가 발광체인 경우인데, 조명이 가해진 물체는 인터렉티브한 면이 적

지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TV에서 보아온 모습의 재현이라는 특징만으로도 

충분하다. 한편 다른 부분에서는 좀 더 인터렉트브한면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한

데, 그 공간에선 건물이 마치 살아있듯이 아이들과 같이 놀수 있는 공간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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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분석내용분석내용분석내용분석내용

NumberNumberNumberNumber 01010101

건 건 건 건 축 축 축 축 물물물물 Soft Office UK

작    작    작    작    가가가가 NOX

• 외 외 외 외 부 부 부 부 형 형 형 형 태태태태 •    형태 형태 형태 형태 ProcessProcessProcessProcess

분  분  분  분  석  석  석  석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외부모형은 액체니스를 늘려 주름으로 형성된 

우연적 모양으로 니스의 서로 엉킴으로 인한 

공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액체니스와 털실로 인해 자생적으로 생성된 

공간을 실제 공간에 대입

• 아이들을위한공간아이들을위한공간아이들을위한공간아이들을위한공간 • 사무공간사무공간사무공간사무공간

분 분 분 분 석 석 석 석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유기적 곡선에 의한 유도된 공간이 아닌 자연

스럽게 생성된 공간에서 아이들은 맴돌면서 

놀 수 있다.

업무공간을 어떤 벽이나 기둥에 따라 서로 분

리하지 않음으로써 공간내의 경계가 매우 모

호하다.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탈 탈 탈 탈 정형성표현정형성표현정형성표현정형성표현 디지털건축양상의 디지털건축양상의 디지털건축양상의 디지털건축양상의 탈정형성 탈정형성 탈정형성 탈정형성 표현 표현 표현 표현 

구 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구 분 방울 주름 중첩

곡선

형

직선

형

바 닥 ∎
유 동 성 ∎ ∎

벽 ∎

연 속 성 ∎천 정 ∎

기 둥 ∎
경계의 

모호
∎ ∎

외부볼륨 ∎

탈 탈 탈 탈 정형성의 정형성의 정형성의 정형성의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요소요소요소요소

Soft Office는 외부볼륨 형성 과정으로 인해 벽과 천정의 우연적 구성으로 공간이 유기적으

로 흐름으로써 유동성을 표현하였고, 주름과 유기적 곡선의 표현으로 공간 내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며 이는 정형화되어있지 않은 공간구축으로 공간생성을 자연스럽게 생성해낸 결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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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4.2.2. 4.2.2. 4.2.2. Son-O-House Son-O-House Son-O-House Son-O-House - NOX 

1) 1) 1) 1) 작품개요작품개요작품개요작품개요

건축 건축 건축 건축 외부 외부 외부 외부 형태형태형태형태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작    가 NOX

년    도 2004

위    치 HOLLAND

실현여부 시공

2) 2) 2) 2) 작품설명작품설명작품설명작품설명

건물에 정착된 23개의 센서와 20개의 스피커를 통해, 방문자들의 움직임과 

흐름, 위치의 패턴을 감지하고 분석함으로서 24시간 살아있는 소리의 흐름을 

만들어 낸다. 사운드 아티스트인 에드윈 반 데어 하이드 (Edwin van der 

Heide)는 밀접하게 연관된 주파수들 간의 간섭현상을 이용함으로서, 움직임의 

인풋이 음악을 직접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이 아닌 작곡방식에 영향을 주는 간접

적인 인터랙션을 유도하도록 프로그래밍 하였다. 공간, 사운드, 사람에 의해 끊

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해가는 ‘발생’ 사운드 환경이다. 방문자의 공간의 전이에 

따라서 발생되는 변화의 요소들은 계속적인 S동선의 이동을 유발하고 다양한 자

세를 통해 건축에 능동적 참여할 수 있다. 센서와 스피커를 장착하여 방문자의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임의적인 형태를 창출하는 능동적 자기감응이 분석되어 

진다. 특히 NOX는 경험하는 신체에 관해서, 즉 신체가 습성과 행위 사이에서 

어떻게 이동하는가에 대해 이해하고 물론, 건축에 있어서 이들을 결합하려는 빈

번한 시도가 있어왔지만, 이러한 작업은 결국 실현되기 어려운 일로 판명되었으

며 대부분 이것을 선택하느냐 혹은 저것을 선택하느냐라는 개념의 출현으로 끝

나고 말았다. 명백히, 이러한 기하학은 단면과 입면, 그리고 평면의 기하학이 아

니라 하나의 개념적 연속성 속에서 이러한 구축과 지각, 그리고 행위라는 세 가

지 인자를 시각화 하도록 시도하는 기하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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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분석내용분석내용분석내용분석내용

NumberNumberNumberNumber 02020202

건 건 건 건 축 축 축 축 물물물물  Son-O-House

작    작    작    작    가가가가 NOX

••••    외 외 외 외 부 부 부 부 형 형 형 형 태태태태 ••••    형태 형태 형태 형태 ProcessProcessProcessProcess

분  분  분  분  석  석  석  석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공기방울의 부분 형태로 살아 움직이는 듯 한 

유동성 표현

주름을 통해 접힌 형태를 그대로 공간에 적용

함으로써 불규칙하고 우연한 주름 생성

• 내 내 내 내 부 부 부 부 공 공 공 공 간 간 간 간 • 외부형태와 외부형태와 외부형태와 외부형태와 조명조명조명조명

분 분 분 분 석 석 석 석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방문자의 흐름에 대한 대화식 반응으로 음악, 

소리, 조명등이 조절된다. 

금속망으로 비물질적 공간을 추구 하였고,내 

외부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연계되어 있어 경

계가 모호하다.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탈 탈 탈 탈 정형성표현정형성표현정형성표현정형성표현 디지털건축양상의 디지털건축양상의 디지털건축양상의 디지털건축양상의 탈정형성 탈정형성 탈정형성 탈정형성 표현 표현 표현 표현 

구 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구 분 방울 주름 중첩

곡선

형

직선

형

바 닥 ∎
유 동 성 ∎ ∎ ∎

벽 ∎

연 속 성 ∎ ∎ ∎천 정 ∎

기 둥 ∎
경계의 

모호
∎ ∎

외부볼륨 ∎

분 분 분 분 석 석 석 석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Son-O-House 는 건물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방문자의 흐름에 따라 위치의 패턴을 감지해 

살아있는 소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디지털 기술구축의 공간이다. 바닥과 벽 천정은 외부볼륨

에 의해 형성되어 경계가 없고 공기 방울형태구성을 통해 정형적이지 않은 공간적 특징을 

갖는다. 특히 유기적으로 흐르는 듯한 공기방울의 곡선은 역동적인 흐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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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4.2.3. 4.2.3. 4.2.3. DG DG DG DG Bank Bank Bank Bank Building Building Building Building - - - - Frank Frank Frank Frank O, O, O, O, GheryGheryGheryGhery

1) 1) 1) 1) 작품개요작품개요작품개요작품개요

작품사진작품사진작품사진작품사진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작    가 Frank O, Ghery

년    도 2001

위    치 GERMANY 베를린 

실현여부 시공

2) 2) 2) 2) 작품설명작품설명작품설명작품설명

역사적, 도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베를린시 중심의 Pariser 광장에 위치

한 DG은행 빌딩은 컴퍼런스 영역과 독립된 주거 블록으로 구성되는 다기능의 

금융 오피스 센터로 복합용도의 건물이다. 이 지역은 시 당국이  Pariser 광장

의 건물들을 ‘폐쇠적인 입면의 건물’로 규정했기 때문에 게리는 이용 가능한 대

지 전체를 모두 이용했으며, 고도의 표현적인 시각화가 요구되었다. 그 결과, 전

통적인 거리에 의해 규정된 역사적인 제약은 디자인을 위한 하나의 모티브가 되

어 상상력이 강한 내부 공간으로 야기되는 긴장감을 유도하였는데 이는 다른 작

품에서도 많이 보여 지는 전형적인 프랭크 게리의 접근 방법이다. 이 공간에서 

보여지는 자유롭고 창조적인 프랭크 게리의 작품은 현대 문화와 예술뿐 아니라 

비즈니스 고려사항까지 반영하는 접근 방법을 취했고, 이 프로젝트는 몇 개의 

건물이 혼합된 형태로써, 오피스 건물의 내부는 곡면 천정으로 되어있는 아트리

움으로 연결되고, 이곳에 생물학적 형태를 이용하여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듦으로

써 유동적이며 역동적인 아트리움을 창조하였다. 아트리움 내부에 형성된 마치 

말머리의 형태와 같이 자유롭게 형성되어있는 금속마감의 회의실은 100여명 까

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그 내부는 나무와 유리로 마감되어 

있다. 이 회의실 공간은 자칫 평범해질 수 있는 일반적인 사무공간에 충격으로 

다가온다. 또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리셉션 공간은 1층 곡면 유리천창 하부에 

둬, 지하에서 보면 유리천창 너머 다시 하늘에 면하는 유리지붕의 이중 아트리

움을 형성하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디지털 건축의 탈정형성(脫定型性)에 관한 연구

- 73 -

3) 3) 3) 3) 분석내용분석내용분석내용분석내용

NumberNumberNumberNumber 03030303

건 건 건 건 축 축 축 축 물물물물  DG Bank Building

작    작    작    작    가가가가 Frank O, Ghery

• 아 아 아 아 트 트 트 트 리 리 리 리 움 움 움 움 •    아 아 아 아 트 트 트 트 리 리 리 리 움 움 움 움 

분  분  분  분  석  석  석  석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유리지붕의 왜곡적인 표현으로 건물에 투명성

을 주었다. 아트리움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건물의 시설이 배열되어 있다

말머리같은 형상으로 주름으로 살아있는 유기

체로 표현하여 역동성을 부여함

• 회 회 회 회 의 의 의 의 공 공 공 공 간간간간 • 휴 휴 휴 휴 게 게 게 게 공 공 공 공 간간간간

분 분 분 분 석 석 석 석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회의룸은 외형볼륨에 의한 벽체나 천정의 연

결이 매우 탈정형적인 표현으로 경계가 없는 

형태이다.

유리속 내부 리셉션 공간은 마치 외부에있는

듯한 연속적인 느낌을 갖게 한다.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탈 탈 탈 탈 정형성표현정형성표현정형성표현정형성표현 디지털건축양상의 디지털건축양상의 디지털건축양상의 디지털건축양상의 탈정형성 탈정형성 탈정형성 탈정형성 표현 표현 표현 표현 

구 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구 분 방울 주름 중첩

곡선

형

직선

형

바 닥 ∎
유 동 성 ∎ ∎

벽 ∎

연 속 성 ∎천 정 ∎

기 둥 ∎

경계의모호 ∎
외부볼륨 ∎

탈 탈 탈 탈 정형성의 정형성의 정형성의 정형성의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요소요소요소요소

공간 내부에 또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이 빌딩은 아트리움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건물의 

시설이 배열되어 있으며 흐르는 듯한 게리의 주름의 왜곡적인 표현은 공간에 강한 역동성을 

부여한다. 이는 정형적인 것을 거부하는 게리의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디자인 컨셉을 잘 나

타내준 공간의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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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4.2.4. 4.2.4. 4.2.4. Guggenheim Guggenheim Guggenheim Guggenheim Museum Museum Museum Museum Bilbao Bilbao Bilbao Bilbao - Frank O, Ghery

1) 1) 1) 1) 작품개요작품개요작품개요작품개요

건축 건축 건축 건축 외부 외부 외부 외부 형태형태형태형태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작    가 Frank O, Ghery

년    도 1997

위    치 Bilbao,Spain

실현여부 시공

2) 2) 2) 2) 작품설명작품설명작품설명작품설명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바스크 지방정부와 솔로몬 구겐하임 재단의 남다른 

공조작업에 의해 탄생된 작품이다. 바스크 지방정부는 프로젝트의 재원을 담당

하고 프로젝트를 소유하며, 구겐하임 재단은 미술관을 운영하고 주요 소장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미술관이 자리한 네르비온강 남쪽 강변의 이 구역은 과

거에 교역 및 보세창고로 이용되던 곳으로 미술관은 이 지역 재개발의 신호탄이

라고 할 수 있다. 미술관 출입구에는 공공광장을 조성하여 구겐하임 미술관과 

구 시가지가 강변 지역 사이의 통행을 자연스럽게 유도했다. 구겐하임 미술관의 

대부분의 출입문은 커다란 중앙 아트리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곳에는 곡선형 

다리와 유리 엘리베이터 및 계단탑들이 3개 층에 분산되어 있는 전시관들과 체

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흡사 조각품과도 같이 중앙 아트리움에서 솟아오른 지

붕에는 유리 천창이 나있어 아트리움에는 햇살이 넘쳐난다. 수면 위로 50미터 

이상 솟아오른 유례없는 초대형 규모의 중앙 아트리움은 오직 이곳에서만 설치

가 가능한 작품들과 특별 이벤트를 자랑하는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우리를 손짓

해 부른다. 미술관의 주요 외장재료는 스페인산 석회암과 티타늄 패널을 사용했

는데, 건물의 직사각형 부분에는 석회암을, 조각작품 같은 곡선 부분에는 티타

늄을 입혔다. 대형 유리 커튼월을 통해 강과 이를 둘러싼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빌바오시의 규모와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였

고 강변의 유명한 건축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이 지역의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전통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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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분석내용분석내용분석내용분석내용

NumberNumberNumberNumber 04040404

건 건 건 건 축 축 축 축 물물물물  Guggenheim Museum Bilbao

작    작    작    작    가가가가 Frank O, Ghery

•    외 외 외 외 부 부 부 부 형 형 형 형 태 태 태 태 •    외 외 외 외 부 부 부 부 형 형 형 형 태태태태

분  분  분  분  석  석  석  석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건물전체의 매스는 자유로운 유기적 곡선으로 

티타늄 마감재로 흐르는듯한 자유로운 조형적 

형태를 나타낸다. 

티타늄과 유리의 만남으로 차가운느낌의 재료

를 자유롭게 흐르는 곡선을 이용하여 다소 부

드러운 느낌이 들게 한다. 

• 내 내 내 내 부 부 부 부 사 사 사 사 진진진진 • 내 내 내 내 부 부 부 부 사 사 사 사 진진진진

분  분  분  분  석  석  석  석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천정의 조형적인 디자인을 반복시킴으로서 천

정과 벽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전시공간의 내부에 다른재료로 분리시켰으며,

마치 종이를 말아 놓은듯한 동선의 흐름에 유

기적인 흐름을 느끼게 한다.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탈 탈 탈 탈 정형성표현정형성표현정형성표현정형성표현 디지털건축양상의 디지털건축양상의 디지털건축양상의 디지털건축양상의 탈정형성 탈정형성 탈정형성 탈정형성 표현 표현 표현 표현 

구 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구 분 방울 주름 중첩

곡선

형

직선

형

바 닥 ∎
유 동 성 ∎ ∎

벽 ∎

연 속 성 ∎ ∎천 정 ∎

기 둥 ∎

경계의모호 ∎ ∎
외부볼륨 ∎

탈 탈 탈 탈 정형성의 정형성의 정형성의 정형성의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요소요소요소요소

구겐하임 미술관은 외부볼륨에 의한 형태가 매우 유기적인 곡선으로 인해 흐르는듯한 느낌

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외부볼륨에 의한 내부공간에서도 영향을 미쳐 자유로운 공간구축이 

이루어 지는데 특히 곡선을 이용하여 외부와 내부를 연계시킴으로서 역동적인 공간을 형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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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4.2.5. 4.2.5. 4.2.5. Mobile Mobile Mobile Mobile Art Art Art Art Pavilion Pavilion Pavilion Pavilion For For For For CHANEL CHANEL CHANEL CHANEL - Zaha Hadid 

1) 1) 1) 1) 작품개요작품개요작품개요작품개요

건축 건축 건축 건축 외부 외부 외부 외부 형태형태형태형태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작    가 Zaha Hadid 

년    도 2008

위    치 Hong Kong

실현여부 시공

2) 2) 2) 2) 작품설명작품설명작품설명작품설명

자하 하디드는 샤넬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자연

과 인공의 시스템을 엄격하게 통합시키고,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흐르는 듯한 공

간을 찾아 최첨단의 테크놀로지를 실험적으로 적용, 파빌리온을 설계했다. 

‘우리의 건축은 직관적이고 급진적이며 국제적이고 역동적이다. 마치 새로운 

나라에 간 것 같은 경험에 비교할 만 한 새롭고도 생경한 느낌을 주는 그런 경

험을 일깨우는 건물들을 지으려고 한다. 샤넬의 모바일 아트 파빌리온은 그러한 

샤넬로부터의 영감을 그래도 담고 있다.’ 라고 자하 하디드는 말한다. 자하 하디

드가 최근에 자연에서 발견한 조직적인 시스템은 샤넬 파빌리온에서 흐르는 듯

한 유동성을 만들어 주었다. 모바일 아트 파빌리의 유기적인 형태는 바다 조개

의 나선형에서 진화되었다. 이러한 조직과 성장의 시스템은 자연에서 가장 빈번

하게 발견되며, 주변으로 적절하게 확장되고, 파빌리온에 128㎡의 테라스가 달

린 널찍한 공동 구역을 만들었다. 파빌리온에는 토러스가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비틀어져있다. 매우 기하학적인 형태의 원형 토러스는 전시공간을 가장 

근본적으로 설명해 준다. 파빌리온에서 눈에 띄는 비틀어짐 때문에 주변 환경 

속에서 전이공간의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창조되는 반면, 한복판에 자리한 자연

채광의 65㎡ 대형 뜰은 관람객들이 만나고 전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영역을 제

공한다. 관람객들이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은 서로 보일 수 있어서 전시와 

교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바로 이런 건축물 구조를 통해 예술 관람이 

공공적인 경험이 되도록 했다. 중앙의 뜰은 전시기간 동안 매 주최 도시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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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닝 이벤트의 장소로도 활용된다. 모바일 아트 파빌리온의 유기적인 외형은 연

속적으로 크기가 줄어드는 조각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져 있다. 파빌리온이 3개 

대륙을 순회하는 동안 이 분해 가능한 조각들을 통해서 적절한 공간분할도 가능

하게 되어 파빌리온은 분리되고 다루기 쉬운 부분들로 운반이 용이하게 된다. 

각각의 구조적 요소들은 2.25m가 넘지 않는다. 파티션들의 이음매는 외부 전면

부의 외장에 있어서 강력한 형태적 요소가 되는 동시에 내부 전시공간의 공간적

인 리듬도 만들어 준다. 샤넬의 모바일 아트 파빌리온을 만드는데 있어 자하 하

디드는 자연 시스템이 가진 유기적인 기하학을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의 연

속으로 발전시켰다. 내부와 외부, 밝음과 어두움, 자연과 인공적인 풍경의 대립

이 합성되는 것이다. 파빌리온 내부 에너지의 라인들은 지속적으로 각 전시공간

의 질을 새로 규정함과 동시에 전시 전체의 동선을 안내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 

전시 공간에 최고의 작가들이 모바일 아트를 위해 제작한 작품들이 전시 된다. 

하디드는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닌 작가들의 작품이 놓일 풍경 전체를 만들어 냈

다. 관람객들은 예술가들과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최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며 

공간 속으로 안내될 것이다. 

“모바일 아트 파빌리온의 매력은 지적이면서도 물리적인 것들이 감각적으로 변화된다는 

점이다. 나는 파빌리온을 아시아에서 미국, 유럽으로 움직일 때 마다 계속해서 새로 태

어나는 종합 예술 작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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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분석내용분석내용분석내용분석내용

NumberNumberNumberNumber 05050505

건 건 건 건 축 축 축 축 물물물물 Mobile Art Pavilion For CHANEL

작    작    작    작    가가가가 Zaha Hadid 

•    외 외 외 외 부 부 부 부 형 형 형 형 태 태 태 태 •    외 외 외 외 부 부 부 부 형 형 형 형 태태태태

분  분  분  분  석  석  석  석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샤넬 파빌리온은 바다조개의 나선형에서 진화

한 모형으로 유기적 곡선을 사용한 흐름으로 

만들어 졌다. 

외부의 바닥 조명에서도 속도감을 주어 역동

적인 느낌을 준다.

• 내부사진내부사진내부사진내부사진 • 내부사진내부사진내부사진내부사진

분  분  분  분  석  석  석  석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여성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이미지만큼 나선형 

곡선들을 이용하여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는다

내부의 다양한 전시매체 또한 곡선으로 인한 

유동성, 벽체와 천정의 흐름은 경계를 모호하

게 보여진다.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탈 탈 탈 탈 정형성표현정형성표현정형성표현정형성표현 디지털건축양상의 디지털건축양상의 디지털건축양상의 디지털건축양상의 탈정형성 탈정형성 탈정형성 탈정형성 표현 표현 표현 표현 

구 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구 분 방울 주름 중첩

곡선

형

직선

형

바 닥 ∎
유 동 성 ∎ ∎

벽 ∎

연 속 성 ∎천 정 ∎

기 둥 ∎
경계의 

모호
∎

외부볼륨 ∎

탈 탈 탈 탈 정형성의 정형성의 정형성의 정형성의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요소요소요소요소

샤넬 전시관은 자하 하디드의 자연 시스템이 가진 유기적인 기하학을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흐름으로 공간을 연속적으로 발전시켰다. 파빌리온의 눈에 띄는 비틀어짐 때문에 주변 환경

속에서 전이공간의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창조됨과 동시에 자연채광의 뜰은 전시과 인간을 

서로 교감할 수 있게 디자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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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4.2.6. 4.2.6. 4.2.6. Hotel Hotel Hotel Hotel Puerta Puerta Puerta Puerta AmericaAmericaAmericaAmerica - Zaha Hadid 

1) 1) 1) 1) 작품개요작품개요작품개요작품개요

건축 건축 건축 건축 외부 외부 외부 외부 형태형태형태형태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작    가 Zaha Hadid 

년    도 2005

위    치 SPAIN

실현여부 시공

2) 2) 2) 2) 작품설명작품설명작품설명작품설명

스페인의 호텔 사업자인 실큰 호텔사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일컬어진 바 있는 

푸에르타 아메리타 호텔은 국제적인 건축가 및 디자이너 19인이 참여한 이 프

로젝트는 디자이너들이 예산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저마다 독특한 스타일과 기상

천외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디자이너들은 ‘인테리어 

디자인의 테마 공원’ 이라는 별명에 맞게 저마다 독특한 스타일과 창의력있는 

디자인을 표출 하였다. 약 1만 300여 평의 면적. 총 13개 층으로 이루어 졌으

며, 총 342개의 객실엔 층별 28개의 객실과 2개의 스위트룸이 위치하며, 최상

층은 12개의 펜트하우스가 있다. 객실들이 저마다 다른 스타일로 펼쳐지는 감각

경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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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분석내용분석내용분석내용분석내용

NumberNumberNumberNumber 06060606

건 건 건 건 축 축 축 축 물물물물 Hotel Puerta America

작    작    작    작    가가가가 Zaha Hadid 

•    객 객 객 객 실 실 실 실 내 내 내 내 부부부부 •    화 화 화 화 장 장 장 장 실실실실

분  분  분  분  석  석  석  석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가구나 어떤 객체가 하나로 연결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으며,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 있는 형태이다. 

객실의 화장실은 자하하디드의 여성적인 곡선

으로 전체가 하나가 된 연속적인 느낌.

•    객 객 객 객 실  실  실  실  내 내 내 내 부부부부 • 호 호 호 호 텔 텔 텔 텔 복 복 복 복 도 도 도 도 

분  분  분  분  석  석  석  석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깨끗하고 신선한 느낌의 객실 내부 디자인을 

표현함으로써 곡선을 이용한 디자인이다.

호텔 내부도 우연적인 구성으로 쉴 수 있는 

의자와 최대한의 절제된 디자인이다.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탈 탈 탈 탈 정형성표현정형성표현정형성표현정형성표현 디지털건축양상의 디지털건축양상의 디지털건축양상의 디지털건축양상의 탈정형성 탈정형성 탈정형성 탈정형성 표현 표현 표현 표현 

구 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구 분 방울 주름 중첩

곡선

형

직선

형

바 닥 ∎
유 동 성 ∎

벽 ∎

연 속 성 ∎천 정 ∎

기 둥 ∎
경계의 

모호
∎

외부볼륨 ∎

분 분 분 분 석 석 석 석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자하 하디드는 벽이나 천정의 유기적 연결로서 침대나 가구가 필요없이 모두 연결되어있는 

형태이다. 매우 부드러운 곡선을 이용하여 공간의 유기적인 흐름성을 나타내고 또 절제된 장

식에 의해 매우 고요하고 신성한 느낌의 디자인이다. 특히 자하하디드의 공간은 곡선의 흐름

으로써 부드러운 비정형적인 조형 형태를 디자인에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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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4.2.7. 4.2.7. 4.2.7. Leonardo Leonardo Leonardo Leonardo Glass Glass Glass Glass Cube Cube Cube Cube - 3Deluxe

1) 1) 1) 1) 작품개요작품개요작품개요작품개요

건축 건축 건축 건축 외부 외부 외부 외부 형태형태형태형태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작    가  3Deluxe

년    도 2007

위    치 독 일 

실현여부 시공 

2) 2) 2) 2) 작품설명작품설명작품설명작품설명

레오나르도 글라스 큐브는 가건축물과 가상 건축개념 디자인로 경력을 쌓는 3

디럭스의 최초 영구건물이다. 이 건물은 복합적 성격을 지니는 하나의 미학적 

존재로 건축, 인테리어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및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설계 과정을 통해 완성됐다. 독일 Bad Driburg의 법인 회사인 Glaskoch 

Corporation 을 위해 디자인되었으며, 회사의 접대와 비공식적인 미팅을 위해 

사용된다. '레오나드로'라는 세계적인 브랜드명으로 5대째 혁신적인 고급 유리와 

선물용품을 선보여온 글라스코 기업은 이 건물을 통해 '현대적 삶을 위한 영감'

이라는 기업 철학답게 스스로를 다시 한 번 선구적 방법으로 내보여 주고 있다. 

파사드 유리 파사드는 건물 내부와 외부 간의 연결을 나타낼 뿐 아니라 미적 매

력을 높인 초자연주의적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가 된다. 건축물과 주변경관을 바

탕으로 일러스트 요소가 가미된 투명한 프린트는 보일듯 말 듯한 내부 또는 외

부로 시선을 미끄러지듯이 이동시킨다. 이들은 현실 속 사물의 반영과 섞여들어 

알 듯 모를 듯한 퍼즐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시각적 농축과정의 결과로서 현실

에 대한 인상이 실제 사물로부터 직접 받아들일 때보다 더 강렬하게 지각된다. 

나아가 관점 및 시간별, 계절별로 바뀌는 빛에 의해 외관의 다양한 변화가 가능

해진다. 곧 건물은 시적성격이 부여되고, 인공의 경관을 탐색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파사드 디자인은 레오나르도 브랜드 제품의 위치와 물질성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상상력에 불을 지펴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을 늘 새롭게 인식하고 

형성하도록 해주는, 현대적이고도 영감을 자극하는 디자인' 이라는 브랜드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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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조하고 있다. 일러스트의 이미지는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된 픽셀 이미지

와 아날로그 사진을 접합해 판유리 사이의 공간에 있는 유리 뒤편에 28개 조각

의 라미네이트 PVB 포일로 프린트된 것으로 거대규모의 건축에 처음 이용되었

다. 구조는 본질적으로 형태적 대비를 이루는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된다. 기하학

적으로 엄격한 육면체 형의 외피 볼륨, 그리고 인테리어 중앙에 배치된 자유로

운로운 형태가 그것이다. 기복을 이루는 곡면의 백색 벽은 구부러진 안쪽부분에

서 전시공간을 감싸안고, 그 반대쪽 부분은 유리 파사드를 따라 복도를 이룬다. 

이와같은 '공간 내의 공간' 배치는 인공조명을 이용한 제품진열이라는 용도와 

건물 내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높은 수준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 낮 동안 자연광이 쏟아지는 복도는 대부분 맞춤 제작된 가구가 설치되어 잠

깐의 휴식 뿐 아니라 비공식적 화합이나 행사에도 활용할 수 있다. 구부러진 벽

면에 나 있는 개구부 밖으로 '유전체'라는 이름이 붙은 세계의 백색 구조물이 

일부 확장되면서 건물 내의 분리된 구역을 서로 다시 이어준다. '유전체'중 한개

는 로비의 진입점을 나타내는데, 이 부분은 내부에 파사드로부터 물러나 위치해 

있다. 2층 구조인 이 건물의 수직 통로는 부드러운 형태를 띠는 가장자리를 따

라 이어진다. 그 중심부는 꼭대기 층부터 지하층까지 열려있고 이 공간을 가로

지르는 다리가 군데군데 있다. Leonardo Glass Cube BY 3Deluxe 1층의 주 

출입구를 통해 글라스 큐브 안으로 들어서면 수평으로만 아니라 아래위로도 펼

쳐지는 공간을 마주대하게 된다. 1층의 다리는 한 층 아래에 있는 전시공간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어, 건축물 전체 내에서 방향을 잡는 첫번째 기

준점이 된다. 2개 층에서 벽면이 말려들어가면서 니치를 이루는데, 이런 공간은 

주제별 제품 전시라든가 화합을 위한 장소등 다양한 기능으로 이용된다. 유전체

는 벽면에 장식 기둥 형태로 유리 파사드에서도 나타나며 내부에 있는 구조물이 

2차원 상에 비친 실루엣 같은 인상을 준다. 이들은 계속 가지를 치면서 건물을 

에워싸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건물과 함께 성장하는 백색의 콘크리트 통행로 망

을 이룬다. 각기 8평방미터 정도의 요소 150개가 사용되었으며, 하나하나 형틀

을 따로 만들었다. 통로사이의 공간은 식물이나 작은 연못 또는 지하층을 조망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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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분석내용분석내용분석내용분석내용

NumberNumberNumberNumber 07070707

건 건 건 건 축 축 축 축 물물물물 Leonardo Glass Cube 

작    작    작    작    가가가가 3Deluxe

•    외부 외부 외부 외부 건축 건축 건축 건축 형태형태형태형태 •    내부 내부 내부 내부 휴게 휴게 휴게 휴게 공간공간공간공간

분  분  분  분  석  석  석  석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내부의 모형이 보일 듯 말듯 신비로운 느낌

으로 건물자체는 정형적인 건물의 형태이지만 

지붕과 바닥과의 연결을 통해 비정형적인 형

태이다. 

휴게 공간으로써 곡선의 유기적인 연결을 이

용하여 편한한 느낌을 준다. 여러 방울들을 

연결시켜 놓은 것 같은 공간이다.

•    진 진 진 진 열 열 열 열 공 공 공 공 간간간간 • 내부 내부 내부 내부 휴게 휴게 휴게 휴게 공간공간공간공간

분  분  분  분  석  석  석  석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내부모습은 유기적인 선의 연장으로 미를 더

한다. 
천정과 기둥과 바닥의 연결로 연속성 표현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탈 탈 탈 탈 정형성표현정형성표현정형성표현정형성표현 디지털건축양상의 디지털건축양상의 디지털건축양상의 디지털건축양상의 탈정형성 탈정형성 탈정형성 탈정형성 표현 표현 표현 표현 

구 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구 분 방울 주름 중첩

곡선

형

직선

형

바 닥 ∎
유 동 성 ∎ ∎

벽 ∎

연 속 성 ∎ ∎천 정 ∎

기 둥 ∎

경계의모호 ∎
외부볼륨 ∎

분 분 분 분 석 석 석 석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유전체 같은 기둥은 벽면에 장식 기둥 형태로 유리 파사드에도 나타나며 내부에 있는 구조

물이 2차원상에 미친 실루엣 같은 인상을 주면서 신비로운 느낌으로 가상건축같은 느낌이 

들게 한다. 이러한 기둥의 유기체적 표현으로서 건물의 형태의 경계가 모호해 지면서 기둥인

지, 천정인지 알수 없는 구조로서 탈정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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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4.2.8. 4.2.8. 4.2.8. Kunsthaus Kunsthaus Kunsthaus Kunsthaus Graz Graz Graz Graz - Peter Cook&Colinfourmier

1) 1) 1) 1) 작품개요작품개요작품개요작품개요

건축 건축 건축 건축 외부 외부 외부 외부 형태형태형태형태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작    가 Peter Cook & Colinfourmier

년    도 2003

위    치 Austria

실현여부 시공

2) 2) 2) 2) 작품설명작품설명작품설명작품설명

오스트렐리아에 위치한 박물관이다. 혹처럼 튀어나온 부분들 혹은 16개의 '라

이트 노즐'을 유기물체처럼 보이기도 하고 연속된 반복을 통해, 건물 내부의 갤

러리들에 빛을 비춰주며, 외벽의 틈들은 주변의 역사적 도시를 엿볼 수 있게 한

다. 이 건물은 전통적인 주택들과 문화재들로 둘러싸인 매우 이질적인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의 형태 또한 주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마치 

연체동물을 연상시키는 형상을 하고 있다. 청색 아크릴로 이루어진 건물의 전체

외관은 매우 파격적이고 유기적인 형태를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지붕에는 연체

동물의 빨판 같은 환기통과 채광창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건물에서

의 굴뚝과 대비되는 요소이다. 이 건물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를 연상시

키고 있는데 천장에 설치되 조명이 밤이 되면 아크릴 천정을 통해 투사되면서 

생동적인 움직임을 그려낸다. 한편 내부공간에서 보여지는 자유로운 곡선을 통

한 유기적인 비선형의 표현은 디지털 테크놀러지가 결합되면서 전통적인 유기적 

건물보다 더욱 발전된 공간구성을 보이고 있다. 평면구성에서도 외부형태와 마

찬가지로 연체동물이 꿈틀거리는 것 같은 매우 독특한 형상을 표출하고 있으며, 

곡면진 내부 벽체에 의해 유동적인 공간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유연한 곡선

에 의한 내부공간은 인접한 기존 건물들의 정형적인 틀로 짜여진 평면과는 분명

히 구별되는 탈 정형적 건축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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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분석내용분석내용분석내용분석내용

NumberNumberNumberNumber 08080808

건 건 건 건 축 축 축 축 물물물물 Kunsthaus Graz

작    작    작    작    가가가가 Peter Cook & Colinfourmier

•    외부모형 외부모형 외부모형 외부모형 •    외부건축형태외부건축형태외부건축형태외부건축형태

분  분  분  분  석  석  석  석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연체동물의 모양 같은 독특한 외형의 연속

적 반복을 통해 사람들의 시선을 이끈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연상시키고 조명이 아크릴 

천장으로 투사되면서 생동적인 움직임이 생성

된다. 

•    전시실 전시실 전시실 전시실 내부내부내부내부 • 전시실입구전시실입구전시실입구전시실입구

분  분  분  분  석  석  석  석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외부의 유기체의 빨대 같은 조형은 또한 공간

내부에서도 전시공간의 하나의 유닛을 이루어

져 연속성을 부여한다. 

천정의 조형물의 사선적 중첩과 연장으로 속

도감과 연속성을 부여한다.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탈 탈 탈 탈 정형성표현정형성표현정형성표현정형성표현 디지털건축양상의 디지털건축양상의 디지털건축양상의 디지털건축양상의 탈정형성 탈정형성 탈정형성 탈정형성 표현 표현 표현 표현 

구 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구 분 방울 주름 중첩

곡선

형

직선

형

바 닥 ∎
유 동 성 ∎ ∎

벽 ∎

연 속 성 ∎ ∎천 정 ∎

기 둥 ∎
경계의 

모호
∎

외부볼륨 ∎

분 분 분 분 석 석 석 석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살아있는 유기체의 형상을 한 쿤스트 하우스는 유동적 양상을 표출한다. 독특한 형태에만 그

치지 않고 내부까지 연계하여 전시의 한 영역으로써 이용을 하여 연속성을 부여한다. 사람들

의 이목을 집중시킴으로써 공간에 장소성을 부여해주고 신기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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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4.2.9. 4.2.9. 4.2.9. UFA UFA UFA UFA Cinema Cinema Cinema Cinema Center Center Center Center - Coop Himmelblau

1) 1) 1) 1) 작품개요작품개요작품개요작품개요

건축 건축 건축 건축 외부 외부 외부 외부 형태형태형태형태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작    가 Coop Himmelblau

년    도 1998

위    치 독일 드레스덴

실현여부 시공

2) 2) 2) 2) 작품설명작품설명작품설명작품설명

UFA 시네마 센터는 공공 공간의 창출에 기여한 쿱 힘멜브라우의 최초의 작품

이다. UFA 시네마 센터는 두 가지 상호 연관된 개념에 근거한 공간 정의와 조

형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대표한다. 아치형의 덮게에 의해 통일된 3차원적인 

형태의 자유로운 구성이다. 이 건물은 크게 두 개의 블록으로 특정지어지는데 

하나의 8개의 상영관이 위치하는 시네마 블록이고, 다른 하나는 로비와 공공광

장으로서 유리 커튼월로 구성되어 있다. 시네마 블록의 거대한 콘크리트 매스와 

유리 커튼월의 역동적인 매스는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을 구분하는 공간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건물은 영화관이 건물의 주 용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커다란 로비와 광장을 통하여 도시의 공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휠씬 강조하

고 있다. 이러한 공적인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건물전체의 볼륨을 상당히 높

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대지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크기를 가능한 작게 

하기 위해 유리 크리스탈의 수직적 볼륨이 비스듬하게 공간 속으로 돌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모든 측면에서 다른 전망이 보이는데 여기에서의 파사드는 예

측될 수 없는 계획적으로 계속 변화된다. 내부공간은 수직으로 상승하는 공간 

시퀀스가 전개되며, 한 번에 예측될 수 없는 계획으로 계속 변화하는 공간을 연

출하고 있다. 유리 홀은 공중에 떠 있는 이중 원추모양의 스카이 바에 의해 전

체공간이 분할되고 있다. 평면에서 보여 지는 사선에 의한 다각형의 공간은 계

단과 경사로, 유리벽 등을 통하여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경사진 커튼월의 공간

은 매우 불안정한 긴장을 유발하면서 도시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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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분석내용분석내용분석내용분석내용

NumberNumberNumberNumber 09090909

건 건 건 건 축 축 축 축 물물물물 UFA Cinema Center

작    작    작    작    가가가가 Coop Himmelblau

•        건축 건축 건축 건축 형태 형태 형태 형태 •    내부 내부 내부 내부 휴게공간 휴게공간 휴게공간 휴게공간 

분  분  분  분  석  석  석  석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사선으로 인해 기울어진 벽면처리를 통해 

긴장감을 유발한다. 

공간내부의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마치 

새장에 있는 느낌

•    계단의 계단의 계단의 계단의 탈 탈 탈 탈 정형성정형성정형성정형성 • 건물의 건물의 건물의 건물의 계단계단계단계단

분  분  분  분  석  석  석  석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질서가 없는 계단의 모양으로 긴장감과 역동

성을 준다. 

공간에 면과 사선적인 선들로 체험자에게 극

적인 긴장감과 날카로운 사선적 형태를 보인

다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탈 탈 탈 탈 정형성표현정형성표현정형성표현정형성표현 디지털건축양상의 디지털건축양상의 디지털건축양상의 디지털건축양상의 탈정형성 탈정형성 탈정형성 탈정형성 표현 표현 표현 표현 

구 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구 분 방울 주름 중첩

곡선

형

직선

형

바 닥 ∎
유 동 성

벽 ∎

연 속 성 ∎ ∎천 정 ∎

기 둥 ∎

경계의모호 ∎ ∎
외부볼륨 ∎

분 분 분 분 석 석 석 석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UFA Cinema Center는 경사진 계단과 레벨 차이 사선의 날카로운 면들과 선들의 중첩으로  

극적인 긴장감과 공간적 역동성을 제공해 준다. 이는 곡선형 보다는 직선형의 중첩, 반복, 

연속을 통해 건축외부모형이나 내부공간에까지 표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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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 4.2.10. 4.2.10. 4.2.10. Imperial Imperial Imperial Imperial War War War War Museum Museum Museum Museum North North North North - Daniel Liveskind

1) 1) 1) 1) 작품개요작품개요작품개요작품개요

건축 건축 건축 건축 외부 외부 외부 외부 형태형태형태형태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작    가 Daniel Liveskind

년    도 2002

위    치 영국

실현여부 시공

2) 2) 2) 2) 작품설명작품설명작품설명작품설명

대영전쟁박물관은 20세기를 형성하는 그리고 미래를 계속적으로 형성해 나가

는 것들 사이의 충돌을 다루고 있다. 즉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가까움과 멈, 그

리고 어제와 오늘에 대한 또한 전쟁에 의해 삶을 형성해 가는 방법을 담고 있

다. 따라서 이 건물은 대중들에게 전통과 새로움을 즉각적으로 조명하는 상징을 

주기 위해서, 문화와 재생, 기교와 디자인을 맺는다. 이 박물관은 세 개의 서로 

겹치는 파편들의 조합과 배열로 이루어져있다. 땅의 파편(The Earth Shard)은 

보편적이고 유동적인 박물관 공간을 형성하는데, 이는 전쟁과 투쟁의 영역을 의

미한다. 그리고 프로젝트화 된 이미지, 관측소, 교육공간을 대기의 파편(The 

Ear Shard)으로 박물관으로 드라마틱한 입구를 제시한다. 물의 파편(The 

Water Shard)은 레스토랑, 까페, 데크, 퍼포먼스 공간을 위해 운하로의 시야가 

트인 플랫폼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형태와 기능 그리고 관계성을 

조화시키고 배치하는 것은 이 박물관이 위치해 있는 전체대지를 완전하게 만드

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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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분석내용분석내용분석내용분석내용

NumberNumberNumberNumber 10101010

건 건 건 건 축 축 축 축 물물물물 Imperial War Museum North 

작    작    작    작    가가가가 Daniel Liveskind

•        건축 건축 건축 건축 형태 형태 형태 형태 •    내부 내부 내부 내부 전시 전시 전시 전시 공간공간공간공간

분  분  분  분  석  석  석  석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3개의 파편들이 중첩되어 큰 공간의 형태가 

형성되는데 이들은 무질서한 조합으로 구성되

어있다.

전시공간의 다양한 유닛들이 서로 질서없이 

배열되어 공간의 동선을 유도 한다. 

•    내부 내부 내부 내부 전시 전시 전시 전시 공간공간공간공간 • 휴게공간휴게공간휴게공간휴게공간

분  분  분  분  석  석  석  석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천정의 다양한 기하학 직선을 이용한 조명과

전시공간의 벽면이 사선적인 형태를 보인다. 
사선의 기둥으로 공간의 역동성을 주고 있다.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공간구성요소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탈 탈 탈 탈 정형성표현정형성표현정형성표현정형성표현 디지털건축양상의 디지털건축양상의 디지털건축양상의 디지털건축양상의 탈정형성 탈정형성 탈정형성 탈정형성 표현 표현 표현 표현 

구 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구 분 방울 주름 중첩

곡선

형

직선

형

바 닥 ∎
유 동 성

벽 ∎

연 속 성 ∎ ∎천 정 ∎

기 둥 ∎
경계의 

모호외부볼륨 ∎

분 분 분 분 석 석 석 석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건물은 세 개의 상호 결합된 파편들로 구성된다. 매스들의 중첩으로 건물은 탈 정형적인 특

성이 나타나고 공간구성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하학적인 직선을 이용과 천정의 조명형태도 정

형적이지 않는 조명의 사용으로 긴장과 방향성을 제시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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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3. 4.3. 4.3. 분석종합분석종합분석종합분석종합

건 건 건 건 축 축 축 축 물물물물
공간구성요소공간구성요소공간구성요소공간구성요소

바닥바닥바닥바닥 벽벽벽벽 천정천정천정천정 기둥 기둥 기둥 기둥 외부볼륨외부볼륨외부볼륨외부볼륨

Soft office

Son-O-house

DG Bank Building

Guggenheim Museum 

Bilbao

Mobile Art pavilion 

CHANEL 

Hotel Puerta America

Leonardo Glass Cube

Kunsthaus Graz

UFA Cinema Center

Imperial War Museum 

North

[표 18] 공간구성요소에 따른 탈 정형성 표현 결과 (1)

5단계 표시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사례를 통한 공간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간구성요소에 따른 탈 정형성 표현의 결과 [표18]에서 살펴보면 벽의 

변형으로 인한 탈정형적 표현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벽과 천

정이 연계하여 경계가 모호해짐과 동시에 정형적이지 않은 연속적인 구축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외부볼륨에 의한 탈정형성이 현대에 많이 나타나

고 있는데 외부볼륨에 의해 공간내부에도 연계 작용하여 벽과 천정의 상호작용

적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건축에서의 기둥은 더 이상의 기둥의 

의미가 아닌 모호한 경계로서 표현되고 있으며, 바닥에서의 탈정형적 표현은 아

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며 심리적, 지각적인 인지로서의 경계 정도만 표현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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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건 건 건 축 축 축 축 물물물물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표현요소표현요소표현요소표현요소

방울방울방울방울 주름주름주름주름 중첩중첩중첩중첩 곡선형곡선형곡선형곡선형 직선형직선형직선형직선형

Soft office

유동성

연속성

경계의 모호

Son-O-house

유동성

연속성

경계의 모호

DG Bank Building

유동성

연속성

경계의 모호

Guggenheim Museum 

Bilbao

유동성

연속성

경계의 모호

Mobile Art pavilion 

CHANEL 

유동성

연속성

경계의 모호

Hotel Puerta America

유동성

연속성

경계의 모호

Leonardo Glass Cube

유동성

연속성

경계의 모호

Kunsthaus Graz

유동성

연속성

경계의 모호

UFA Cinema Center

유동성

연속성

경계의 모호

Imperial War Museum 

North

유동성

연속성

경계의 모호

[표 19] 디지털 건축양상의 탈 정형성 표현분석 결과 (2)

 두 번째로 디지털 건축양상의 탈 정형성 표현분석 결과[표19]를 살펴보면 모

든 작품에서 유동성과 연속성의 경계의 모호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를 표현

하는 요소로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디지털 건축에서 유기적 곡선으로 인한 탈 

정형적 건축과 공간구축이 많이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하학적

인 곡선이나 직선을 이용한 중첩으로 공간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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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는 디지털 테크놀러지를 활용한 비선형적인 방울, 주름 등의 현상이 두드

러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건축은 유기적인 곡선형태로 유동적인 흐름을 가장 많이 표현하

며 액체처럼 흐르는 공간적 표현을 통해 경계를 구분할 수 없는 비경계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전체적인 유기적 연결로 연속적인 흐

름의 건축과 내부 공간에서도 많이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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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5 5 5 5 장 장 장 장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최근 현대사회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 

경제, 문화, 건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되어지고 있다. 과거의 형

식이나 양식이 무시되고 파괴되면서 새로운 공간이념과 형태가 등장하고 이러한 

변화는 산업혁명 이후 현대건축에 ‘다원화 시대’ 라는 말에 걸맞게 복잡하고 이

질적인 경향들이 공존하면서 변화해 오고 있다. 이는 컴퓨터라는 등장과 함께 

디지털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수반하여 디지털건축이라고 불리우는 건축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나 디지털건축의 해체적 경향과 무정형의 공간구성, 파괴

적인 공간구성 등은 탈정형적(Ex-Formal Space)공간구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

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대건축에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는 디지털 건축의 탈

정형적인 표현특성을 분석하였다. 

디지털건축의 탈정형 공간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하였

다.

제1분석방법에 대한 디지털 건축의 탈정형성 표현 형태에서는    첫째, 공간구성

요소에 따른 탈 정형성 표현의 결과는 벽의 변형으로 인한 탈정형적 표현이 두

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벽과 천정이 연계하여 경계가 모호해짐과 동시에 

정형적이지 않은 연속적인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외부볼륨에 의한 탈

정형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부볼륨에 의해 공간내부에도 연계 작용하여 벽과 

천정의 상호작용적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건축에서의 기둥은 더 

이상의 기둥의 의미가 아닌 모호한 경계로서 표현되고 있다. 바닥에서의 탈정형

적 표현은 미비한 실정이며 심리적, 지각적인 인지로서의 경계 정도만 표현되고 

있다.  

제2분석방법에 대한 디지털 건축양상의 탈 정형성 표현 형태에서는 디지털 건

축의 유동성과 연속성, 경계의 모호를 표현하는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디지털 

건축에서 유기적 곡선으로 인한 탈 정형적 건축과 공간구축이 많이 시도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하학적인 곡선이나 직선을 이용한 중첩으로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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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인 힘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며, 최근 디지털건축의 작품에는 비선형적인 

방울, 주름 등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적으로 볼때 디지털 건축은 유기적인 곡선형태로 유동적인 

흐름을 가장 많이 표현하며 액체처럼 흐르는 공간적 표현을 통해 경계를 구분할 

수 없는 비경계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전체적인 유기

적 연결로 연속적인 흐름이 건축과 내부 공간에서도 많이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 보여진 결과들은 새로운 공간 질서에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특성

들의 실현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결과이다. 이러한 디지털 건축에

서 나타나는 탈 정형적 특성들의 실험적인 정신은 과거의 정형[定型]적인 건축

공간에서 벗어나 현대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건축표현에 있어서 역동적이고 활

기 넘치는 공간을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건축의 탈 정

형적 건축공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과 건축의 다양한 체험과 감동을 줄 수 

있으며 인간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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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건축의 건축의 건축의 건축의 탈정형성탈정형성탈정형성탈정형성((((脫脫脫脫定定定定型型型型性性性性))))에 에 에 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연구연구연구연구

A Study on the Ex-formal characters in Digital Architecture

최근 현대사회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정보통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 경

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되어지고 있다. 과거의 산업혁명

에 의해 시작되었던 기계적 패러다임은 이미 전자패러다임, 즉 디지털 컴퓨터 

기술에 의한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불리우며 사회의 모든 영역에 다방면으로 변

화되어가고 있다. 인류의 무한한 확장과 기술발달보다 더 주목해야하는 것은 디

지털 기술의 발달이 인류의 인식과 생활의 범위를 실제 공간(real-space)에서 

가상공간(Cyber space)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공간개념은 단순히 디지털뿐 만 아니라 더 확장된 공간개념까지도 수용해야만 

한다. 디지털 기술은 현재 0과 1이라는 단순한 코드로 정보를 표현하고 세상을 

빛의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우리들의 생활의 여러 부분을 인터넷이라는 가

상의 네트워크로 급속히 옮겨 가고 있는 추세이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가상공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고 교환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혁명이후 현대건축

에 ‘다원화시대’라는 말에 걸맞게 복잡하고 이질적인 경향들이 공존하면서 변화

해 오고 있다. 특히 현대건축의 해체적 경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무정

형의 공간구성, 카오스와 프랙탈 기하학의 영향으로 파괴적인 공간구성 등은 탈

정형적(Ex-Formal space)공간구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수반된 이러한 탈정형적 환경은, 디지털 건축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었으나 아직 그 체계는 일반화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

러한 건축들에 대한 정확한 어휘나 개념이 정의 되지 못한채 디지털건축, 사이

버건축, 가상건축 등과 같은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디

지털패러다임과 탈정형성을 이해하고 디지털건축에서 나타난 탈정형적 요소를 

추출하여 그 표현특성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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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연구하기 위한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정보화 사회의 디지털 패러다임 고찰 에서는 인간의 현재 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적 기계적인 산업사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바탕으

로 정보사회의 등장과 함께 수반된 뉴 미디어와 가상공간의 개념, 디지털 패러

다임을 공간에 적용한 디지털 건축에 대한 이해와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은 디지털 패러다임에서 등장한 탈정형성에 관한 개념과 의미를 알아보

고 탈정형적 표현요소를 첫 번째 공간구성요소에 의한 탈 정형성을 표현하는 방

법과 두 번째 디지털 건축양상에 의한 탈 정형성 표현 방법을 정리하여 탈정형

적 표현을 유형화한다. 

제4장 디지털 건축의 탈정형적 공간 특성에서는 디지털건축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근거를 제시하며 디지털특성을 공간디자인에 적극적으로 사용한 탈정형적 

특징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적극적인 디지털건축의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제 5장은 본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위와 같이 연구의 흐름

에 의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건축의 탈정형성 표현 형태에서는 첫째, 공간구성요소에 따른 탈 정형

성 표현의 결과에서는 벽의 변형으로 인한 탈정형적 표현이 가장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벽과 천정이 연계하여 경계가 모호해짐과 동시에 정형적이지 

않은 연속적인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셋째, 외부볼륨에 의한 탈정형성이 나

타나고 있는데 외부볼륨에 의해 공간내부에도 연계 작용하여 벽과 천정의 상호

작용적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건축에서의 기둥은 더 이상의 기

둥의 의미가 아닌 모호한 경계로서 표현되고 있다. 바닥에서의 탈정형적 표현은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며 심리적, 지각적인 인지로서의 경계 정도만 표현되고 

있다.  

디지털 건축양상의 탈 정형성 표현 형태에서 디지털 건축의 유동성과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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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의 모호를 표현하는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디지털 건축에서 유기적 곡선으

로 인한 탈 정형적 건축과 공간구축이 많이 시도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기하학적인 곡선이나 직선을 이용한 중첩으로 공간에 역동적인 힘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며, 최근 디지털건축의 작품에는 비선형적인 방울, 주름 등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때 디지털 건축은 유기적인 곡선형태로 유동

적인 흐름을 가장 많이 표현하며 액체처럼 흐르는 공간적 표현을 통해 경계를 

구분할수 없는 비경계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전체적

인 유기적 연결로 연속적인 흐름이 건축과 공간디자인에 많이 나타남을 알수 있

다. 

본 연구에서 보여진 결과들은 새로운 공간 질서에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특성

들의 실현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결과이다. 이러한 디지털 건축에

서 나타나는 탈 정형적 특성들의 실험적인 정신은 정형[定型]적인 건축공간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활기 넘치는 공간을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할 수 있을것이다. 

디지털 건축의 탈 정형적 건축공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과 건축의 다양한 체

험과 감동을 줄 수 있으며 인간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할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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