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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설명

   요한 하위징아(Johan Huizinga)는 ‘호모 루덴스’ 를 통해 인류 문명은 놀이
에서 시작되었다 하였고, 로제 까이유와(Roger Caillois)는 저서‘놀이와 인간’에
서‘놀이란 결국 자유를 얻는 일’이라고 하였다. 시민 참여형 재미 폴리를 지향하
는 광주폴리III (Fun-Pun폴리)는 거칠게 말해‘놀이를 통해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이어야 한다고 믿으며 우리는 여기에‘폴리-황금률(The 
Golden Rule)’을 제안한다.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 부지 한 귀퉁이에 위치하게 될 폴리-황금률(The Gold-
en Rule)은 아이디어 컴페티션의 우수작인‘다리집’에서는 호기심과 가벼운 경
계에 대한 생각을, 당선작인‘Folly as Urban Library’에서는 도시의 틈과 일상, 
우연, 관람자의 행위로 비로소 완성되는 참여적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의 영감을 얻
었다.

   황금률(The Golden Rule)이란 결국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로‘연결’되어 
있음을 말한다. 불경의 인과 응보, 성서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 등은 시인 임태주의 어머님이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의 한 구절 ‘네가 아프면 남도 아프고, 남이 힘들면 너도 힘들다’와도 일맥
상통한다. 제안된 폴리-황금률(The Golden Rule)에서는 바닥에 숨겨진 3개의 시
소 구조를 통해 이용자의 수와 사용자의 위치에 의해 5개의 플랫폼은 서로 그 배열
을 바꾸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새로운 공간과 행위의 배경을 만들어낸다. 숨겨져 있
는 연결로 인해 사용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받는다. 사용자들이 뜻
을 모으면 다른 이용자를 - 아이디어 공모의 다른 입상작인 Sky Networking에서
처럼 - 지붕 위의 세상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밀어 올릴 수도 있다. 감싸진 외
피와 내부에서 수직으로 움직이는 플랫폼은 느슨한 반투명의 경계와 그 경계에 위
치한 여러 오프닝을 통해 내부의 일상을 외부로 노출시켜 지나가는 시민들의 호기
심을 자극하기도 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조그마한 열린 공간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반응하는 새
로운 놀이기구이다. 또한 시민들이 앉아 책을 읽는 공간이자 휴식처이며, 연인을 기
다리는 장소이자 토론하는 포럼, 조그만 공연과 전시가 열리는 곳이자, 건축적인 조
형물로서 그 재미를 계속해서 생산해 낸다. 결정되지 않은 우연과도 같은 이 놀이폴
리(Play-Folly)를 통해 우리는 자유를 느끼며, 이 폴리를 경험하면서 이 사회와 나
아가 지구생태계를 이루는 일원으로 우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 본질임을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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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률: 연결된 우리들

하나의 장대로 중심이 받혀진 판 위에 한 명의 부자

와 많은 수의 가난한 사람이 양쪽으로 나뉘어 위태로

운 균형을 잡고 있다. 부자가 사과를 더 많이 차지해 

무거워질수록 못 가진 가난한 자들은 더욱 판의 가장

자리로 밀려나야만 무게 중심이 잡혀 판은 안정해 진

다. 결국 판이 부자 쪽으로 심히 기울어져 떨어질 정

도가 되어야 부자는 하나의 사과를 다른 저편의 가난

한 사람들에게 던져준다. 아까워한다. 어쩌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과를 얻으려 부자에게로 기어오면 기우는 

무게중심의 조정을 위해 부자는 사과를 그냥 판의 아

래로 던지기도 한다.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플랫폼

을 구상하며 만화가 조남준의 시사만화 ‘균형’시리

즈를 떠올렸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공간을 

넘어 결국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가끔씩 그 사실을 

우리가 잊을 뿐이다. 폴리-황금률을 통해 사용자들은 

분리된 플랫폼이지만 하나의 그라운드에 서있음을 느

끼게 되고, 우리들이 따로 떨어져 고립된 존재가 아니

라 결국엔 연결된 하나임을 체험하게 된다. 

조남준‘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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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기억, 역사와 폴리: 잊고 있던 근원과 

이상의 단서

시인 함성호는‘폴리가 아무리 생각이 없는 구조물 이라
지만 그것이 광주라는 장소에 들어섰을 때 가지는 의미
는 어쨌든, 어떻게든 생기기 마련이고 누구도, 그 무엇도 
광주라는 기억에서 빠져날 수 없다’고 하였다. 문화수
도 육성이라는 기치 아래 아시아문화의 전당 설립, 광주
비엔날레의 추진 등은 일련의 광주 상처 보듬기이고, 광
주폴리도 그런 연장 선상에 있다. 광주라는 장소와 오월
의 기억에 갇히게 되면 폴리는 종국에 추모비가 되며 기
념탑이 된다. 무엇을 짓는다는 건축의 행위가 미래에 대
한 믿음과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폴골드버거(Paul 
Goldberger)의 언술을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광주폴리
III는 과거의 기억을 넘어 미래에 대한 어떤 믿음에 기반
한 것이어야 한다. 미래란 희망차고, 새롭고, 기대가 되
는 것이지만 엄밀히 말해 우리가 원래 그러해야 하는 본
연의 위치와 역할을 향해, 즉 근원과 이상을 향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상태라고 믿는다. 예전부터 이상적인 
인간행위 본연의 지침으로 황금률(The Golden Rule)
이 전해진다.

SITEPLAN

황금률

0 1 2 4M

소통의 오두막

서원문 제등

광주사람들

유동성조절

99칸

열린장벽

기억의 현재화

열린공간

광주사랑방

잠망경과 정자

민주광장 분수대

황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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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담담히 보여주는 것 

일상이란 말 그대로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말한다. 날마다 반복되
기에 지각의 범위를 벗어나기 마련이다. 서울대 김광현 교수는 그
의 저서에서 도시를‘사람이 살아가는 다양한 유동체의 모습 그 자
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상은 무심히 흐르는 계곡의 물과 같아 
끊임없이 변화하고 소리를 내지만 당연하고 항상 거기에 있어 지각
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다. 도시는 이런 사소하고, 변화무쌍한 일상
으로 구성된 유동체라는 것이다. 도시에서 일상의 자각은 삶의 활력
과 직결된 기분좋은 자극이다. 일상의 탐지를 위해 우리가 구사하는 
낯설게 하기, 새롭게 하기, 그리고 발견되도록 하기 등의 전략은 고
전적이지만 유효하다. 폴리-황금률은 반투명의 경계와, 시소의 포
지션닝에 따라 개폐되는 여러 오프닝을 통해 이용자의 모습을 거리
로 노출시킨다. 호기심을 자극하고 시선을 끌어당긴다. 유유히 기대
어 책을 읽거나, 연인을 초조히 기다리는 모습, 친구와의 정겨운 담
소를 나누는 풍경을 담담히 노출시켜 일상의 재발견을 유도한다. 그
리고 이 폴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다양한 유동체의 모습 그 자체로서
의 도시의 축소판이 된다.

ROOF PLAN

UNDERGROUND PLAN

GROUND LEVEL PLAN

0 1 2 4M

0 1 2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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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D STL DIAMOND 
PLATE LIFT

놀이: 완결되지 않은 건축과 자유

“놀이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결국 자유를 
얻는 일이다.”
로제 카이유와, [놀이와 인간], 1958
 
인간은 본질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은 
최대한의 자유를 바탕으로 이룰 수 있다. 
그 시작은 놀이이다. 이미 정해진 규칙이라도 재미를 위해서라
면 바꾸기도 하는 자유가 있어야 놀이가 된다. 어떤 놀이터에 가
더라도 항상 발견할 수 있는 놀이기구 세가지가 있다. 
‘그네, 미끄럼틀, 시소’가 그것이다. 이들은 간단한 구조로서 
사람들의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그들을 움직이고 속도를 만들
고, 집중하게 하고 그리하여 순수하게 만든다. 이 놀이기구 중 
온전히 자신의 몸무게만큼의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올라탄 서
로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시소다. 폴리-황금률에서는 이런 시
소의 지렛대 구조를 이용하여 5개의 플랫폼이 서로 연동하게 하
였다. 이로서 폴리의 플랫폼에 들어서는 순간 사용자들은 기대
하지 않게 순수한 놀이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이 놀이
의 건축은 완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형태를 바꾸며 사용자와 
반응한다. 이 상호작용이 놀이이며, 느슨한 건축인 폴리에게도, 
사용자에게도 자유를 허락하게 한다.

KINETIC 
DETAIL 01

PATTERNED PERFORATED 
METAL PANELS

(Interchangeable to Many 
Optional Materials)

40X80 GAL’V
STL PIPE 

ROOF FRAME

40X40 GAL’V STL PIPE 
ENCLOSURE FRAME

ø80 GAL’V STL 
ROOF SUPPORT

PATTERNED 
PERFORATED 
ENCLOSURE 
PANELS

CONC. FOUNDATION

SAFETY SPRING

PTD STL SEE-SAW

BASEMENT CONC. WALL

KINETIC 
DETAIL 02

JOINT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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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면전략: 교체, 중첩, 위장, 그리고 공존

사용자에 의해 폴리의 입면은 유동적이다. 내부 플랫폼과 인클로져의 위치 변화와 그로 인
한 오프닝의 개폐가 그 변화를 주도한다. 예술가의 이미지를 타공(Perforation)으로 표현
한 Mirror Finish의 스테인리스 스틸 입면패널들은 주위의 풍경을 폴리의 몸체에 반사시켜 
여러 이미지가 중첩되게 하기도 하고, 폴리 자신을 사라지게 하기도 한다. 이 패널들은 교체 
가능하여, 어떤 때에는 빌보드 그래픽으로, 어떤 때에는 Vertical Green으로 뒤덮힌 바이오
패널들로, 패턴이 라미네이트된 유리패널, 수축성이 있는 패브릭으로 필요에 따라 교체 가
능하다. 이렇게 변화하는 입면은 폴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며, 폴리의 기능도 하나에 국한
되지 않고 계속해서 개발되게 한다.

WEST ELEVATION

LED IMAGE 
PROJECTION

PUBLIC AD. 
PANEL/FABRIC

METRAL 
PERFORATION
IMAGE

VERTICAL
GREEN WALL

SOUTH ELEVATION

0 1 2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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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전략: 변화하는 시선, 변화하는 세계

단면은 평면처럼 느슨한 경계를 이루어 보이고 보여지는 시선의 변화를 끊임없이 만들어 낸다. 폴리에 들어선 사용자들은 플랫폼에 안거나, 기대거나, 눕거나 설 
수 있다. 플랫폼의 승강에 따라 사용자의 시선은 그 높이를 바꾼다. 가장 높이 올라가면 지붕의 오프닝을 통해 머리를 내밀고 지붕 위의 고요한 세상을 볼 수 있고 
가장 낮게 내려오면 플랫폼 밑으로 지나가는 거리의 사람들의 빠른 걸음을 목격할 수 있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중심을 향해 내향의 시선을 유도하지만 오프닝
을 통해 외부로도 시선을 발산 시킨다. 보통 시선의 높이는 권력의 크기를 상징해 왔지만 폴리-황금률에서의 시선은 끊임없이 승강하며 재미와 순수한 경이를 만
들고 그로 인해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관점을 소개한다. 

SECTION WEST-EAST

MOVING PLATFORM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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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찾아내고 만들어 가는 것

폴리는 태생적으로 이국적이거나 고전적인 형상으로 현실과 분리된 특정한 용도가 없는 향유적 구조물이다. 이처럼 폴리-황금률에서도 따로 정해진 기능은 없다. 
사용자들은 반쯤 둘러 쌓여진 공간의 플랫폼에서 그저 앉거나, 기대거나, 설 수 있다. 이 플랫폼들은 이용자의 수와 위치에 의지해 그 높이를 달리하며 그 사잇공
간의 Configuration을 바꾼다. 홀로 앉아 차분히 독서를 하는 공간에서 연인을 기다리는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수다의 공간이자 진지한 토론이 일어나는 
조그만 포럼으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 사용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폴리에 개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니 음악회를 열기도 하고, 조그만 전시를 할 수도 있을 것
이며, 어떤 의미 있는 행사의 홍보 부스가 되기도 할 것이다. 사용자에 의해 위치가 바뀌는 플랫폼과 반투명의 인클로져, 그리고 오프닝들과 지붕으로 만들어지는 

동적이며 느슨한 경계는 안과 밖을 정확하게 나누며 공간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더 많은 기능과 행위, 이벤트를 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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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폴리 III (뻔뻔폴리) 작품 현상공모 개략사업비산출내역서

   작품명: 황금률_The Golden Rule
(단위: 원)

구분 가격 주요내역

설계비
(기본디자인, 기본설

계 실시설계 등)
20,000,000

- 작가인건비
- 설계팀인건비
- 전문분야 컨설팅 비용
- 진행비/ 간접비

작품제작
설치비 150,000,000

- 토목 및 지하구조물공사 23,000,000
- 지상 철골 및 철제구조물 공사 및 금속패널 공사 84,000,000 
- 도장공사 11,000,000
- 조명공사 12,000,000
- 포장공사 5,000,000
- 기타공사 15,000,000

합계 17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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