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의 건축
빠리의 그랑 프로제1)

빠리는 각 시대의 특징적인 건축물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은 하나의 도시 건축 박물
관 같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시대의 고대유적부터 로마네스크양식, 노트르담 
사원의 고딕양식을 거쳐 주종을 이루어 루브르 박물관의 바로크 양식, 팡테옹의 네오 
클라식 그리고 현대까지의 대표적인 건축물의 집합장처럼 보인다. 그만큼 그들은 옛 
건축물을 보존하는데 강하게 집착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전체적인 빠리의 이미
지는 3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변함이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빠리는 전통만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이란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 갈 수도 있
다고 생각하며 전통과 현대를 잘 조화하려 한다. 
  프랑스인들이 얼마나 적절히 전통을 고수하며 빠리를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를 프랑스 혁명(1789년) 20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그랑 프로제의 몇 예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개선문 (La tête defense)
  
  인간 개선문은 빠리의 루브르에서 출발하여 뛰일르리공원, 콩코드 광장, 샹제리제, 
개선문을 통하여 서쪽축의 끝 지점인 라데팡스 (La defense)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
다. 각 면이 100m로 속이 빈 가장 단순한 형태의 정육면체로 된 인간 개선문은 세계
로 열린 창, 개방된 육면체, 현대의 개선문, 미래로 열린 창을 의미한다. 
  라데팡스의 역사적인 축선 상의 상징적인 건물을 세우려는 시도는 1931년 르코르 
뷔제, 말레 스티븐슨이 참가한 현상 설계에서 시작하여 1972년에 지명 현상설계에서 
아이 엠 페이 (I. M. Pei) 안이 당선되었으나 예산문제로 취소되어 프랑스 정부에서는 
그 대신 그에게 루브르 증축계획안을 일임하였다. 이처럼 여러 면의 현상 설계가 계
획되고 당선 안이 결정되었으나 모든 안이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취소되고 마침내 
1983년 423개의 현상공모에서 개선문을 현대화 한 덴마크 무명 건축가 슈프렉켈슨 
(Johan Otto von Spreckelsen)의 계획안인 인간 개선문이 당선되었다. 그런데 이 계
획안은 건축법규인 높이제한에 전혀 맞지 않았으나 최고의 작품을 건립하고자 하는 
프랑스인들의 의도에 따라 그 지역의 법규를 변경하여 건축한 건물이다.
  빠리시의 사무실을 수용하는 사무, 주거위주의 신도시인 라데팡스의 인간 개선문은 
현재 빠리에서 에펠탑 다음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새로운 빠리의 명물

1) 1981년 5월에 미테랑 대통령은 그의 7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1989년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몇 개
의 기념비적인 대형 건축물을 남기고 싶어했다. 그는 발레리 지스까르데스땡 대통령이 오르세이역의 19세기 박물
관 개조와 라빌레트 옛 도살장의 과학관 개조 작업을 완성하도록 하였고 1982년 3월에는 모든 건축가에게 공개 
현상 설계로 몇몇 그랑 프로제를 추진함 것을 공포하였다. 인간 개선문, 루브르 증축, 라빌레트 공원 계획 등이며 
지금도 진행중인 프랑스 국립 도서관, 국제회의장 등이다.



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 건축물의 양 기둥에는 정부기관들이 입주해 있고 최상층 
지붕은 국제 회의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루브르의 유리 피라미드 (Pyramid de Louvre)

    옛 프랑스 궁을 개조하여 사용하던 루브르 박물관은 박물관 개념의 변천과 용도 
변경에 따라 증축이 필요하였다. 전통적인 박물관은 미술품을 보존 전시하는 장소였
으나 현대의 박물관은 용도 면에서 상설  전시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관람자 즉 시민
이 참여하여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부대 시설과 기획전시의 주요성이 부각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점에서 루브르 박물관의 현대성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유리피라미
드의 증축이다. 증축된 부분은 전시장과 부대 시설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리볼리가
의 재무성이 사용하고 있던 북측 날개부분을 전시장으로 개조하였고 부대 시설은 유
리 피라미드 하부의 진입 홀, 학교, 회의장과 귀금속, 보석, 의류를 판매하는 상업시설 
부분이다. 이와 같이 현대의 박물관은 아카데믹한 전시개념에서 벗어나 도시의 한 부
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재무성 건물의 이전과 함께 면적이 (30000m에서 55000m으로) 확장되었고 증축된 
유리피라미드는 순수한 기하학적인 형태로 전통적인 건축과 연결되어 현대와 고전사
이의 양극화 된 대립으로 언뜻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은 듯하나, 유리로 되어 있어 투
명성으로 인해 존재 자체가 인식되지 않아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재무성 건물이 박
물관으로 재 사용되어 U자형의 전시장 길이는 1.7m에 달하였으나, U자형 의 중앙에 
유리 피라미드의 진입 홀을 설치함으로서 동선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었다. 
   건축 계획적인 면에서 전통적인 궁의 중정에 초현대적인 유리와 철이라는 유리 피
라미드의 이질적 재료사용을 받아들인 프랑스 정부가 놀랐다. 이 유리 피라미드를 통
하여 전통은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전통과 현대가 적절히 조
화된 좋은 예를 볼 수 있다. 

오르세이 박물관 (Musee d'Orsay)

   1900년에 세계 박람회를 위한 빅토르 라루 (Victor Laloux)에 의해 건설되었던 옥
세이  역은 1936년에 전기 기관차로 대치되면서 역의 플랫홈 길이가 짧아 무용지물
이 되어버렸다. 철거가 결정된 1971년에 객실 1000개를 수용하는 호텔을 지을 계획
이었으나 이 결정은 취소되어 박물관으로 용도 변경되었다. 더 이상 유용성이 없는 
옥세이 철도역을 이탈리아 출신 건축가 오렌티 (Aulenti)가 리노베이션을 한 이 박물
관은 역사 건물의 특징인 중앙의 대공간을 전시장으로 전환하여 역의 옛 모습을 
유지하면서 19세기의 철골조의 건축물을 보존하였다는 점과 고전적인 루브르 박물관



과 현대 예술 전시장인 풍피두 (Pompidou) 센터를 시대적으로 연결하는 전시 장 소
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 곳에 전시되는 작품은 1848년부터 1914년에 제작된 그림인 인상파 그림, 조
각, 건축, 장식미술품들이다. 대표작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세잔느, 고호, 고갱, 들라크
로와, 드가 등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오페라 바스티유 (Opera Bastille)
 
     프랑스 혁명으로 유명한 바스티유 감옥이 있었던 역사적인 곳에 위치한 대중의 
오페라인 바스티유 오페라는 캐나다 건축가 오트(Carlos Ott)가 설계한 유리와 금속재
료로 된 현대적인 건축물로 우리 나라에는 정명훈씨가 상임 지휘자로 있었던 곳으로 
잘 알려져있다. 건축가는 압도하는 듯한 기념비 성을 거부하면서 오페라 정면이 광장
을 지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기존도시의 한 단편으로서 도시의 조직 속에 스며드는 형
상을 추구하려 했다. 따라서 오페라의 볼륨구성은 작은 조각의 집합인 반원형의 객석, 
육면체의 무대 그리고 외부에서 인지되는 투명한 얇은 피사드의 홀로 구성되어있다. 
이 건물에는 다양한 상징성이 있는데 현관의 사각 아치는 광장으로 열려 있는 화려한 
문을 상징하고 계단모양의 전면의 벽면 장식은 축제의 이미지를 형상화 한 오페라의 
대규모의 내부 계단을 상징하고 있다. 야간에만 개방되는 오페라와 달리, 평소에도 인
근시민에게 일상생활에 개방되어 오페라 홀은 지하철 출입구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내부의 일부분이 상가로도 활용되고 있다.
  빠리의 음악 연주장에는 전통발레 오페라 공연은 19세기의 세워진 오페라 가르니
에, 현대 음악공연은 퐁피두 센터의 음악홀, 18세기와 19세기의 음악공연을 하는 오
페라 바스티유가 있다. 기능적인 면에서 가르니에 (Garnier) 오페라가 전통적이라면, 
바스티유 오페라는 2700석 규모의 관람석과 대형 후면무대, 작업장을 가진 현대식 오
페라이다.

   재무성 건물 (Ministère des Finances)

  재무성은 루브르궁의 확장에 따라 그 자리를 증축된 박물관에 내주고 새로운 청사
가 필요함에 따라 빠리 동쪽의 벡시 지역에 건립되었다. 건축 계획적인 측면에서 강
에 면하는 건물 형태가 전통적인 배치 방법이나 대지 여건이 불가능해 이 건물은 세
느 강의 흐름에 직각으로 배치하였다. 강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으로 건물의 마지막 
교각을 세느 강에 발을 담그고 있는 떠있는 교량과 같은 형태로 프랑스 남동쪽에서 
빠리 진입시 문을 상징하고 있다. 석재의 사용은 전통적인 다리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건물의 게이트형은 공공건물로서의 개방을 상징한다. 건물 하부로 고속도로가 관통하



고 세느 강에 발을 담그고 있는 듯한 이 청사는 서쪽의 인간 개선문이 수직적 문이라
면 동쪽의 수평문인 것이다. 빠리의 서쪽과 대조적으로 전통적으로 낙후된 이 지역은 
프랑스 내륙에서 오는 포도주 집산지의 창고가 밀집된 곳이다. 이 계획안이 빠리 도
시 계획된 측면에서 낙후된 동쪽에 청사를 이주함으로써 빠리시의 좌우 균형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랍 문화원 (Institut du Monde Arabe)
 
   전통적으로 아랍 사회와 교류를 가져온 프랑스는 제국주의 시대에는 아랍권 나라
들의 식민지였으며 알제리 전쟁 등으로 두 사회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로 
아랍문화를 프랑스에 알리는 교두보로서 프랑스 정부와 아랍국가들의 협력으로 이 문
화원이 건립되었다. 세느 강가의 노트르담 사원 맞은 편에 자리잡고 있는 이 곳은 초
기에는 스포츠 센터 건립 부지로 정하였으나 99년 동안 대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아
랍문화원을 건립하게되었다. 전통적인 격자문양인 아랍 전통문양을 현대 재료인 철을 
사용하여 현대화시킨 이 건물은  도서관 쪽의 수천 개의 빛막이 장치는 자동 렌즈식 
조절이 가능하다. 도서관과 박물관 사이의 좁은 골목은 중정으로 인도하는데 그것은 
아랍건축의 내부중정을 현대화한 것이다. 이처럼 아랍문화권의 디자인 요소를 현대적
으로 재해석하여 사용한 장 누벨 (Jean Nouvel) 건축가의 디테일이 놀랍다. 미래 공
상 영화에서 나오는 듯한 개방된 내부처리, 오픈된 엘리베이터, 카메라 조리개를 연상
하는 차양은 주위의 전통적인 건축물과 큰 대비를 이루고 있다. 도서관은 사각형 볼
륨은 인접한 쥬쉬유 대학의 형태를 빌려 온 것이고 곡선의 박물관은 셍 제르멩 (St 
Germiain) 가로 형태를 따르며 경관이 노트르담으로 열려져 있어 이질적인 재료의 사
용에도 불구하고 현대화 된 이 문화원과 옛 빠리 건물들이
조화롭게 대화하는 것처럼 주위 환경과도 잘 어울린다. 

   라 빌레트 계획(La Villette)
  
   라빌레트 공원은 건축가 베르나르 취미(Bernard Tschumi)에 의해 18, 19세기의 
전통 공원이 가지고 있던 자연스런 휴식의 평온한 공원과 달리, 3차원의 동선으로 계
획된 움직임이 있는 30헥타르의 빠리에서 가장 큰 21세기의 현대식 공원이다. 2km의 
열식의 수목가로와 수 헥타르의 풀밭으로 각각의 주제를 가진 60개의 작은 공원과 공
원 위에 기능을 담은 100m그리드 위에 놓여진 10m큐빅의 붉은 철제 건물로 강한 축
선의 3차원의 동선으로 구성되어있다.
    낙후된 빠리의 북쪽을 개발한 라빌레트 지역계획은 단일의 건물 계획이 아닌   
과학관, 21세기의 현대식 도심공원 그리고 음악대학, 무용학교를 수용하는 도시 속 



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도살장이 있던 곳으로 과학관 역
시 도살장으로 계획되어 골조까지 공사가 된 상태에서 용도를 시민을 위한 과학관으
로 변경하였다. 275m의 길이에 110m의 폭을 가진 퐁피두 센터보다 4배가 더 큰 이 
과학관은 남쪽의 전면을 대부분이 유리로 구성되어 과학관과 외부환경을 밀접한 교감
을 이룰 수 있게 계획하였다. 전시장의 과학관 전면의 온실은 박물관의 쇼윈도처럼 
형성되어있다. 과학관 앞의 원형의 제오드 (Geode)는 19세기의 프랑스이상주의 건축
가 르두 (Ledoux)와 불레 (Boulée)의 이상적인 구 형태를 차용한 듯하고 제오드의 순
수한 기하학적인 형태는 이 과학관을 형태적으로 상징하는 것 같다. 단지의 남쪽 끝
에는 프랑스 건축가 크리스티앙 뽀잠팍(Christian de Portzamparc)이 계획한 현대화 
한 음악대학의 정적인 이미지와 무용학교의 동적인 이미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런 그랑 프로제들은 프랑스만이 가지는 독특한 건축물들이다. 현대는 경제의 사
회이므로 부가가치가 없는 건축물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세기를 대표
하는 도시인 뉴욕을 보면, 도시의 대부분이 상업주의의 부산물인 다국적 기업의 사무
실 건물로 가득하다. 이런 의미에서 그랑 프로제는 공공을 위해 비 상업적인 모뉴멘
탈한 건축물을 국가 구도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프랑스만이 지니고 있는 프랑스 사
회의 특징이라 생각된다. 
  그랑 프로제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거의 모든 건축물들이 외국인들에 의해 설계
되었다는 점이다. 루브르의 피라미드는 중국계 미국인 아이 엠 페이, 인간개선문은 덴
마크의 슈프렉켈슨, 오페라 바스티유는 캐나다인 카를로 오트, 옥세이 미술관은 이탈
리아 여류 건축가 오렌티, 라빌레트 공원 계획안은 미국 건축가 베르나 취미이다. 다
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랑스가 내세우는 예술가를 보면 프랑스 국적의 사람들은 
드물다. 현대 미술의 거장 피카소, 고호, 고갱, 건축가 르코르뷔지에 등 그 들은 외국
에서 출생하였으나 프랑스에서 성장한 예술가들이다. 프랑스는 그들이 성장할 수 있
도록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준 셈이다. 이와 같이 문화의 포용력을 가지고 건축가가 외
국인일지라도 프랑스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건축물을 세우
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랑 프로제는 실질적인 도시 문제는 제기되지 않고 에펠탑 같은 기념비적인 전시
용 건물을 추구2)하여 건축적 차원의 계획이라기보다 정치적 목적의 계획이었다는 한
계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비평을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프랑
스는 오늘날 유럽에서 건축 실현의 가능성이 가장 활발한 나라”3)라고 대부분이 찬사
를 아끼지 않는다. 따라서 그랑 프로제로 인해 국제 건축계에 프랑스를 개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건축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건축가의 위상
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2) Oriol Bohigas. Occasioni perdute. n.-194. sept.. 1983.
3)  Vittorio Gregotti. ll caso Francia. in Casabella. n. -189. mars.1983.



   결국 그랑 프로제는 옛 빠리를 현대화된 도시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
을 수 있다. 유럽 전통도시인 로마, 런던과 비교할 때 빠리는 현대의 도시이고 젊은 
도시이며 살아 성장하고 변화하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올해는 건축 문화의 해마다. 이번 기회에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과거 역사적인 건물을 잘 보존해야 할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새로운 다가올 시대의 문
화유산을 만드는 것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중요한 몫이다. 명성만 가진 외국 
건축가의 무조건적인 선호는 지양해야 되겠지만, 공정한 국제 현상 설계를 통한 경쟁 
속에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지금 당장의 상업적인 건물로서가 아닌 영원히 남는 
건축물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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