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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건축의 다양함을 접하다 

“대중들이 원하는 집을 이 시대의 건축가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고민하고 또 상상하는가?

저렴하게 짓거나 작게 짓는 것만이 

진정 대중이 원하는 집인가?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거주할 장소로서 집은 

어떠한 곳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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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건축계의 전시는 

건축가를 위한 전시였다. 우리 전시는 

좀더 대중을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그리고 ‘최소의 집’이란 타이틀이 붙었지만 

거기에 너무 구애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각자 생각하는 최소는 

상대적 개념이지 않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너무 없다. 디테일도 물론 없고. 

피상적인 최소의 개념 외에 

구체적인 것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전시장을 찾는 대중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말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다. 

그것은 집이 보고 싶다는 거겠지. 

그 다음은 “얼마예요”다. 그것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단 얘기다. 부지런히 

대중과 대화하고, 우리가 한 것을 보여 

준다면 좀더 나은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

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 전시가 편하게 

나를 보여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전시에서 특정 유형을 제시하지 

말자는 게 전제가 됐다. 또 하나의 소형 

주택 문화를 끌어내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이었다. 나는 건축의 ‘다양성’이 

중요하고 집에 대한 가치 공유가 우선이

라고 생각했다. 사실 대중과 건축 사이의 

괴리는 여전히 크다. 지금 당장 좁힐 수는 

없지만 집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을 거다.

저변이 확대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람들에게 

설계의 가치, 디자인의 가치를 알리는 

것, 좀더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건축에는 너무나 다양한 건축, 

너무나 다양한 방법론이 있다. 자신이 어

떤 건축가인지를 계속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일례로 우리는 책을 써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킨다. 

사실 그런 통로는 무척 제한적이다. 

건축 잡지에 발표하는 정도랄까. 나는 

여러 가지 통로를 좀 넓혀서 사람들이 

건축가를 고를 수 있는 기준이 

다양했으면 좋겠다. 이번 전시가 하나의 

사례가 될 듯하다. 

적은 공사비로 어렵게 설계하는 것보다 건축주들이 

아직 설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다. 

그것은 돈이 많은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다. 설계는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들을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인식을 계속 바꿔주는 

시도들이 필요할 것 같다.

건축가들이 다양화되지 않았다. 

다양한 것을 제시하고 다양한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최소의 집>  

첫 전시를 열었지만, 이후 27명의 
건축가들을 통해 다양한 건축들을 

노출시키는 게 이 전시의 역할이 아닐까.

요즘 달라진 생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고민하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시대의 공간의 변화에 대한, 심지어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것도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 

어떤 공개 세미나에서 들은 발제자의 말. “상업으로서의 건축은 있지만 

문화로서의 건축은 없다.” 문화적인 것을 사고 싶어서 오는 건축주도 있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집짓는 것을 산업의 행위로 취급해 왔다. 그 사이에 건축가의 

자리는 없었고, 그러는 사이 한쪽에서는 너무 고급화된 설계를 해 왔다. 

그리고 양 극단의 중간에서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애매한 입장으로 문화도 

아닌, 산업도 아닌 행위를 해 왔다. 이젠 젊은 건축가들이 

어깨에 힘을 좀 빼고 자주 대중과 소통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글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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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주택 

건축 면적 75.6 (22.9
연면적 75.6 (22.9
층수 1F
준공년도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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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ECT BOX

퍼펙트 박스

(compact) (smart)
(light) 3m  3m  3m (interest) 

건축 면적 27m2(8.1
연면적 18m2(5.4
높이 6m
준공년도 2009. 08

2.7m 2.7m

스
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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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ced in the place

스
튜
디
오 

아
키
홀
릭

9 9

건축 면적 78.32m2(23.73
연면적 93.24m2(28.25
층수 2F
준공년도 2013.06

9
(Trenton bath house, 

1955)

70

2
(mandala)

9 9

9 9 (furniture 
corridor)

 750~1000mm
(6

6 HOUSE)

1000~12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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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itrary area)

150mm

(Porosity)

6 6

room

Furniture corridor : 최소 기능의 수납 장치

9!9 

room
6!6 

9!9

6!6

6!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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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가 열린 건물을 직접 설계한 것으로 안다. 

전시 기획의 계기가 되었을 것 같은데. 

2011 < >

<
> 2012 < > < >
<JA+U> 2013

<AREA129> 2013

왜 의식주 관련 전시인가. 

2011 3 4
2013 6 3,4

3,4

전시의 방향이 건축계 내부가 아니라 건축 바깥을 정조준하고 있다. 

전시의 배경은 무엇인가. 

9 9 2011 2013 6

INTERVIEW
가장 시급한 것? 

서로의 간극을 좁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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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가 선정의 기준은 무엇이었나.

< >
< >

70
<9 9 >

릴레이 전시인 것으로 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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