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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City, Busan : Opera House
Speech of Encouragement
The City of Busan will not be satisfied with being "the second city in Korea" any more.
Based on its geopolitical position of linking the Pacific Rim region and the Eurasian continent
and unlimited potential, Busan is moving forward to be the marine capital of Northeast Asia.
We are now facing a new paradigm which will open a new horizon of urban development.
The North Port Redevelopment Project promoted by the Busan City is the most important
project which will completely change the future of Busan. It will turn the North Port into a
world-class beautiful harbor and a center of international maritime/business center.
The theme of the symposium, the "Busan Opera House" will be the key cultural facility in the
North Port Redevelopment District. As a landmark, the Opera House will play a leading role
in promoting Busan to the same level as Sydney in Australia or Oslo in Norway.
The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International Idea Competition for "Busan Opera
House" is 699 teams from 62 countries, which shows the excitement instilled by this
competition. Expectations of the citizens of Busan are also high for this event.
Today, the City of Busan will look around the status of building, operating and administering
opera houses around the world in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f Architecture and be happy
to hear what your thoughts are on this issue. Your valuable and precious opinions will be a
good stepping stone for us and a starting point from which we will talk about our new
future. I firmly believe that the symposium will be of great help in making the "Busan Opera
House" as the most Busan-like architecture and a world-renowned building.
I would like to thank all of you, participants in the symposium and staff members who
prepared this event, as well as our sponsors - all of you contribute to materializing this
symposium. Please give the "Busan Opera House" your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Thank you.

Hur, Nam-sik
Chairman of BIACF
Mayor of Busan Metropolitan City

2011 Busan International Architecture Symposium
1

2011 Bus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Opera House

2011. 8. 11 목(Thu)
13:00~16:40

Cultural City, Busan : Opera House
Lecture Ⅰ: Cultural Institutions in the City and Region - David_Leatherbarrow
부산은 이제 더 이상 ‘한국 제2의 도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환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
는 지경학적 위치,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해양수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
시 발전의 새 지평을 여는, 새로운 패러다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 사업은 부산의 미래를 바꿔놓을 여러 프로젝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
한 사업입니다. 북항을 세계적인 미항이자 국제 해양·비즈니스 중심지로 바꿔놓을 야심찬 프로젝트입니
다.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인「부산오페라하우스」는 북항재개발 지역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문화시설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북항 지구 중심에 위치하는 문화 랜드마크로서, 부산을 호주 시드니나 노르웨이 오
슬로와 같은 반열에 서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오페라하우스」건립을 위해 진행한 국제아이디어 공모전에는 무려 62개국, 총 699팀이 응모하여 뜨
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부산시민들의 기대 또한 매우 큽니다.
우리 시는 오늘 국제건축 심포지엄을 통해 각국 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한 세계 문화시설의 건립, 운영,
경영 실태 등을 살펴보고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고견들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를 부산오페라하우스의 밑
거름으로 삼고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산오페라하우스」를 가장
부산다운 건축물이자 가장 세계적인 건축물로 건립해나가는데 오늘 심포지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심포지엄 준비에 애써주신 분들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산오페라하
우스」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장
부산광역시장

허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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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Institutions in the City and Region

Paradoxical as it may seem, the task of designing an opera house in our time does not
involve the design of a wonderful building that fulfils all the needs of opera performance and
experience, at least not only that, for the success of a cultural institution depends equally on
the role it plays in its vicinity, particularly its urban and regional milieu. This second task –
the institution’s civic performance – is difficult to accomplish these days for two reason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building type and the state of contemporary cities, towns, and
regions. Let me address the urban condition first.
One does not need an advanced degree in urban history and theory to know that today’s
cities are seriously troubled by conflicting patterns of order: remnants of pre-industrial
settlements, fragments of modernist utopias, and post-industrial alternatives (commercial,
ecological, or recreational alternatives). Within these patterns one typically finds buildings
that are more orless isolated from one another, by virtue of the way they’ve been conceived
and the relative indifference of infrastructural arrangements. Just about any large size city
presents a version of this patchwork, no matter which country one visits. Yet, our urban
landscapes were not always this way. Current conditions differ greatly from what we recall
of traditional settlements, cities, towns, and villages, configurations that were ruled by
principles of reciprocity, structure and mutual orientation. With these memories in mind we
might wish for the character of our towns to be otherwise. I want to say no to that wish.
It is far better to accept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as our historical inheritance and
contemporary task.
Modern cities and our ideas about them were formed over long periods of time and
cannot be changed overnight. Moreover, meaningful change in urban order always results
from the contributions of many individuals. Design professionals obviously play a role –
planners, urban designers, landscape architects, civil engineers, and so on – but so do
professionals outside design, who are prepared to deal with the legal, economic, and political
dimensions of a project. No less important are the desires and decisions of thousands of
unnamed citizens whose patterns of behavior make up the real subject matter of architecture
and cities, for the typicalities of everyday life are surely what built works accommodate and
represent. I would like to define the cultural institution as the durable and legible form of
these habits of behavior.
Described in this way a cultural institution would seem to be historical in nature. That is
only partly true, for institutions are also projective, because the inheritance they represent
only preserves its meaning through renewal, and therefore transformation, which must happen
in the future. Seen in this way, an institution – and shortly I will speak of one type, the
show building – is as much a sign of survival as the promise of a sequel, an achievement
and an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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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thinking about the show building type is the second reason why the design of cultural
institutions is so difficult in our time. We tend to think of building types as internally
defined, each with its own elements, rules of configuration, purposes, and intrinsic order.
Further, we normally couple conceptions of internal definition with relative autonomy. The
principle of differentiation, which governs the formation of types, has a corollary in the
notion of individuation. Yet, when we distinguish school buildings from churches, or law
courts from theaters, we often neglect what they share, what their meaning and function
depend equally upon the urban and environmental context in which they are built. What
may be categorically unique in conception is never autonomous in realization. Essential
dimensions of built works derive from conditions that both pre-date the project and are
shared by other works, environmental factors, for example (light, fresh air, views), but also
attributes of the work’s orientation and spatial qualities, its front, sides, and back, the ways
it can be entered and exited, its appearance from several distances, and so on. Insofar as
every work is co-determined by its environmental and urban milieu, it is wrong to discuss
and design works as if they existed unto themselves. Still, this is the way we tend to think
of the various architectural types, including the several kinds of show buildings: theaters,
cinemas, and opera houses.
The urban consequences of this conception are apparent in a number of well known
examples from recent years. The case first I would like to briefly describe is the so-called
Kultur Forum of Berlin. I say so-called because what exists today is not a forum in any real
sense, and it is only cultural in a very narrow meaning of the word. This is not to say the
ambition for the project was not great, nor the effort behind its realization both intelligent
and well-meaning. The idea for a culture forum came about after World War II, in response
to the division of the city’s art collections on either side of the Wall. In an effort give the
West some equivalent to the Museum Island in the East, it was decided to create a new
center to house its cultural institutions and art collections, in the vicinity an important
survivor of the bombing, St.Matthew’s Church. The premise was that cultural buildings in
themselves would be sufficient tocreate an urban center. My thesis is the opposite: urban
order co-determines successful institution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most well-known buildings on this forum can be used to
demonstrate my point about the crisis in urban order when autonomoustypes are thought to
be constitutive of the public realm. The first building to be constructed was the
Philharmonic Hall, opened in 1963 and designed by Hans Scharoun. Its highly expressive and
entirely unique exterior houses an auditorium that seats 2000. Five years later Mies van der
Rohe completed the Neue National Gallery. A more sharply contrasting building can hardly
be imagined: a clearly articulated long span structure, appropriate for the display of art, but
also intended to express the character of our age. If the first was meant to be utterly
individual, the second was imagined to reveal qualities shared by all the great works of our
time – up-to-date building technology. Works this different can hardly co-exist on the same
ground. Their relationship to the old church is no less distant, conceptually and
topographically. Each building is so internally defined that it has no interest in th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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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it. As a consequence, the space in between, the so-called forum, separates more
than joins. It lacks sufficient content – the typical settings and structures of urban life –to
exercise gravitational pull on neighboring worlds. For many years the open space was filled
with parking, now with plantings. A forum it is not. When there, you feel lost.
Urban settings of this kind are hardly unique, especially in cities that have been given
"landmark" buildings. If you accept my thesis that we need replace notions of autonomy and
separation with conceptions of sharing and reciprocity you will also see the need to
understand better how we have come to current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type.
An important step in the consolidation of our modern notion of radically distinct
institutions is the development of the Ring Strasse in Vienna. The space for this city-wide
project was cleared when the city’s fortification walls were demolished in 1857.A competition
for the urban plan preceded the design of the individual buildings. The winning entry
proposed a very broad thoroughfare, parks, and gardens, which were to give the future
buildings proper viewing distance and relative isolation. Only rarely were the buildings
oriented toward one another. If anything centered the several buildings it was not a place,
but movement, the flow of traffic along the wide roadway. In short, the public buildings
"float," unorganized in a spatial medium whose stabilizing element is an artery of motion.
While the works themselves are marvelous indications of historical understanding, the urban
pattern couldn’t be more distinct from the texture of the existing city.
Unlike Berlin, where the effort was to make the buildings as modern as they could be, in
Vienna the desire was to use the styles of the past that would best express the individual
project’s unique function or cultural purpose. The most legible style for religious functions,
for example, was thought to be High Gothic, for that was the time when European religion
reached its highest form of development. As for city government, that style also came from
the middle ages, because the villages and towns of that period embodied the essence of
prosperous existence. As for national government, the architecture of the ancient Greeks –
who had pioneered democratic rule – was thought to be best. And lastly, when it came to
theater and opera, the architecture of the high baroque was believed to be best, because
that was when theater design was perfected and opera in the modern sense came into
being. Here, stylistic difference, based on the individuation of cultural purpose,reinforced the
isolation that had been proposed in the urban plan. The resulting sense of disorientation
was, of course, never intended.
Rather than outline further the subsequent history of this conception, I’d like to turn now
to its very beginnings in order to see more clearly the relationships between buildings and
cities that were displaced by the approach we now see as typical. From this point onward I
will concentrate on theaters and opera houses.
Neither the medieval nor renaissance performance took place in a permanent theatre
building; dramatic action unfolded in open air settings, in town squares or garden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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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ors, in large rooms within churches, hospitals, colleges, schools or palaces. One beautiful
example of the outdoor type is theatrical space Bramante designed for the Vatican court,
occupying the lowest of the terraces that rise toward the belvedere. Permanent settings were
initially established in court settings, among the very first and most beautiful were in Ferrara,
in 1531 and 39. Concurrent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se interiors in pre-existing buildings
was comprehensive research on ancient precedents, as described in ancient texts and partially
surviving in ancient ruins. A particularly impressive reconstruction is Cesariano’s, published in
1521.
This scholarly work gave way to early attempts at construction, but here, too, neither
autonomy nor permanence were intended. In 1539 Serlio constructed a wooden outdoor
theater in Vicenza. Previous plays organized by the Academy had been performed in the
Basilica, staged with demountable props and seating, designed by the young Palladio.
Palladio’s great accomplishment came slightly later, at Teatro Olympico, also in Vicenza.
His idea was to link three key elements: the auditorium, the stage (backed by a grand
proscenium, interpreted as a "window" wall), and the illusionistic space behind the wall. This
space was seen as an imitation of the existing city – as if what existed imperfectly outside
could be shown in perfect form on the inside. As before, his construction was an
installation in an existing building. Yet, Palladio’s design relegated the pre-existing shell to
the status of a background, hiding the irregularity of the masonry perimeter from the interior
images of timber, stucco, and paint. The next key example of this interior type is the
Farnese theater in Parma by Aleotti, 1618. It, too, transformed an existing setting, an arms
room in the Farnese palace.
The decisive breakthrough toward the modern type was made in a little Italian town named
Sabbioneta. The architect was Vincenzo Scamozzi, Palladio’s disciple, who had finished the
Vicenza theater after his master’s death. Credit for the Sabbioneta design cannot be given
to Scamozzi alone, just as important was his client, Vespasiano Gonzaga, who had embarked
in a comprehensive urban plan, substituting the inherited sense of medieval order with his
vision of a new renaissance town. Let’s first consider the theater’s interior, finished in 1588.
The space is wrapped on all sides by carefully composed building facades, or images of
them. As in Vicenza, the imagery represents the town outside, as if the theater were its
internalization and epitome. Three distinct spaces have been differentiated: the two-part
auditorium, with curved seats for commoners below and a colonnaded loggia for Gonzaga
and his courtiers above; then, a lower-level orchestra space, which had a floor that sloped
up toward the stage; and third, the space of the stage itself, with a façade-like screen wall,
sloping floor, and illusionistic urban architecture, around a square and along streets. While
distinct, these settings were also unified into one composition, thanks to the liner of facades
I described earlier, as well as the central axis and perspective, together with the carefully
controlled levels, which give hierarchical significance to Gonzaga’s plane of vision. From his
vantage, it would seem as though the prospect were toward the piazza just outside the
building, as if his auditorium seat were located in his palace and the stage the town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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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kes the design so interesting is that it derives from the town and separates itself
from it. This is especially clear on the outside, where the building stands rather mutely on
its corner site, largely concealing the riches within. Once cannot say it is isolated or
autonomous in the modern sense, but its introverted character points in that direction.
Before following that path back to our times and considering alternatives to this tradition,
I’d like to cite one more historical case, from the time before the emergence of the
independent and interiorized show building, a time when performance was not only
occasional, but allowed the theatrical setting to remain involved with urban conditions
dedicated to non-theatrical purposes, such as residential, commercial, or manufacturing
activities.
The place I want to briefly consider is the central square in Sienna, an important mid-sized
town in Tuscany. The striking thing about the campo is that it accommodates many distinct
purposes. For centuries it has been a market square. But it has also been used for political
gatherings and public decision making. Twice a year it also accommodates a splendid –if
dangerous – horse race. Similar contests occurred at various times in its history, as did
public singing and sermonizing. Obviously, plays were performed there too. All of these
events had theatrical aspects, some more than others, but so does the space itself, with its
amphitheater like shape, sloping ground plane, and town hall façade, which serves the
function of a stage backdrop. Here, the centuries-old connection between city and theater
was explicit:both the performance and its durable framework were seen as one and the same
representation of ideal reality, at least during the time of the event. It is precisely this
reciprocity and its representational content that was lost with the internalization and
individuation of the theater building.
The post-renaissance history can be simply characterized as step-by-step refinement of the
functional aspects of the viewing space. Certainly, the baroque stage represents a very
highdegree of sophistication, but Enlightenment theaters were no less effective in substituting
the town illusionistically. One of the more interesting examples of late Enlightenment theater
design is the Odeon in Paris, by Charles de Wailly. Its forecourt recalls the theatrical
dimension of public squares: visitors who witnessed the drama within the auditorium became
actors when they stepped back through the façade,onto the public stage of the square, in
view of the spectators occupying the apartment buildings that formits ampitheatrical
surround. Chief among the great show buildings of the 19th century is Garnier’s Paris Opera,
truly a world unto itself, even though the pattern of boulevards that cut through the old
quarter includes one that approaches the grand façade on axis. From this building it is just
a short step to the Opera in Vienna we have already seen: overwhelming in its historicist
perfection, sublime in its self-command, confident in its autonomy, and largely indifferent to
its surroundings.
In the context of this inheritance, the 20th century presents us with basically two
alternatives: continue the tradition of emancipation through the design of ever more
individualized works (so-called "signature" buildings), or seek alternatives that attemp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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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 traditional relationships between the individual project and its milieu. My thesis is that
the second of these alternatives should be considered. I am not opposed to landmark
buildings, only their typical indifference to the fabric in which they are inserted.
One case from recent years that can be used to make my point is Temple Bar in Dublin.
This series of projects was undertaken jointly by several groups of architects, financial
backers, and an enlightened city government. The site was a rather run-down and neglected
quarter of the city, very close to the Liffey River. The projects proposed a number of
insertions into the urban fabric, discovering unforeseen public space where it is rarely found,
within block interiors. Two mid-block squares now provide orientation for the entire quarter:
Temple Bar Square and Meeting House Square. Each is interesting, but I’d like to focus on
the second, to which the firm O’Donnell and Tuomey contributed a few designs. Before they
started their work the site consisted of typical perimeter buildings backing onto a largely
unused urban interior, home to parking and occasional repair shops. Their work consisted of
selectively demolishing some of the fabric, to make room for a number of cultural
institutions principally, a photographic center, children’s theater, film institute, school of
acting, and picture gallery. Yet, these high-grade institutions were not all that entered
intothe project; for there were also a number of mixed use buildings, as well as both
commercial and residential facilities. Even more interesting is the hybrid functioning of the
central space: the site of both theatrical and cinematic performances, as well as a weekly
fruit and vegetable market. While these additions and transformations were unprecedented in
the historical fabric, they can also be seen to extend and in some ways complete
pre-existing conditions. Cultural events –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for example – now
co-exist with habitual patterns of life, drawing upon them as widely shared experiences, but
bringing them into greater visibility and higher articulation. This bridges what might be
called low and high culture, overcoming the gap we typically accept, rebuilding connections
between practical and aesthetic experience, thereby enriching both.
Accordingly, what can be seen to make the new Opera House in Oslo – the so-called
iceberg –so compelling is not the sophistication and relative perfection of the spaces that
enclose operatic performance, at leastnot that alone, but equally its generosity with respect
to the public realm, for the huge sloping forecourt it presents to the city and harbor is as
much a part of the town asof the opera house. The building’s success results from the
quality and intelligence of its engagement with the pre-existing city. I believe this is also the
case in Sydney, although its link back to the town is rather more attenuated, less practical
and more scenographic. This is even more the case with Copenhagen’s Opera House, which
to my way of thinking is far too much of an object in the landscape. A sharply contrasting
project – fully integrated into the city, benefitting from and benefitting its milieu – is an
un-built designfor the same city by the Norwegian architect Sverre Fehn, with which I will
end. Fehn transformed an existing street, which had previously divided performance
functions. His aim was to rejoin and integrate parts of the institution that had been spread
apart, while recognizing the order of the existingurban pattern, its frontalities, movement
patterns, and scale. Yet, his contribution was far from pre-determined, in fact, his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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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red a new order on the site, while improving the institution, by giver it greater
integrity, more light, a clear point of entry, and a grand foyer for collective gathering. I like
this project and want to recommend this approach because it indicates how two goals that I
see as equally necessary can be achieved: the functional needs of a cultural institution and
the enrichment the cit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new settings for public life. The
promise of cultural institution is to enrich the very context on which they depend, for both
their real content and their true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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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Ⅰ : 도시와 지역 내에서의 문화시설
도시와 지역 내에서의 문화 시설
역설적이지만, 우리 시대의 오페라 하우스를 디자인하는 것은 모든 요구되는 오페라 공연과 경험을
이룰 수 있는 멋진 건물을 디자인하는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문화 시설의 성공은 그것의 환경 특히
도시 및 그 지역 환경에 대하여 그러한 시설이 수행하는 역할에도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과업 – 즉 시설의 도시에서의 역할은 2가지 이유에서 요즘은 달성하기가 어렵다 건물 유형의 역사적
발전과 현대 도시, 마을 및 지역의 상태이다. 우선 도시 조건에 대하여 말해보겠다.
오늘 날의 도시들은 상충되는 질서의 패턴에 의해서 심각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다 산업이전 주거상태의 잔존, 현대 유토피아의 부스러기 및 산업혁명 후 대체
방식 (상업, 생태 혹은 레크리에이션 방식) 등이 함께 상충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패턴 내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서로와는 다소간 독립적인 건물로서 기반구조와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건물을
찾고 있다. 모든 대도시들은 우리가 어디를 방문하더라도이러한 유형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도시 환경은 항상 이러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전통적인 주거지, 도시, 마음, 구성으로서
상호작용, 구조의 원칙이라고 회상할 수 있는 것에 비교하여 현대의 조건은 많이 다르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을들의 특징이 지금과 다르기를 원할 수도 있다. 나는 이러한 것을 거부하고
싶다. 현재의 상태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물려받은 것이고 현재의 과업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낫다.
현대의 도시들과 그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되었으며, 하루 아침에 변할 수는
없다. 또한, 도시 질서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는 많은 개인들의 기여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디자인
전문가들은 명확히 역할을 하지만 (입안자, 도시 설계자, 조경건축가, 토목기술자 등), 디자인 외의
분야의 전문가로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및 정치적 측면을 다루려고 하는 자들도
역할을 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시민들의 바램과 결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들은
건축과 도시의 주요 실제 사항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왜냐 하면 이들의 일상생활을 위하여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문화 시설이란 이러한 행위 습성에 대한 내구적 이해 가능한 형태라고
규정하고 싶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의한다면 문화시설이란 특성상 역사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일부만 그러하다.
왜냐 하면 이러한 시설을 미래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설이 나타내는 유산은 미래에
발생해야 하는 갱신 및 변경을 통하여 그 의미를 보존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면, 시설, 다른 말로
하면 공연 건물은 미래의 약속, 업적 및 기회임과 동시에 생존을 나타내는 것이다.
공연건물 유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문화 시설의 디자인이 우리의 시대에 아주 어려운 이유 중
2번째 이유이다. 우리는 건물유형을 내부적으로 정의된 것으로 생각하며 각 유형은 그 자신의 요소,
구성 규칙, 목적 및 내재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부적인 정의를 비교적 자유롭게 생각한다. 유형의 형성을 지배하는 차별화 원칙은 개별화와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가 학교 건물을 교회건물과 차이를 내거나, 극장을 법원건물과 차별화시킬
때에는, 우리는 종종 그들이 공유하는 것, 그것들의 의미와 기능이 서로 의존하는 것, 및 그러한
시설들이 건축된 환경적 조건은 종종 무시한다. 개념에서 구체적이고 독특한 것은 현실에서는 결코
자발적인 것은 아니다. 건물의 중요한 부분은 그러한 프로젝트 이전에 존재하고 다른 건물, 환경적인
요소(빛, 신선한 공기, 시야)와 공유하는 조건에서 도출될 뿐만 아니라, 건물의 방향 및 공간적인 질,
전면, 측면, 후면, 출입 방식, 원거리에서 바라보는 외관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모든 건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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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환경 및 도시 주변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러한 건물은 그 자체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건물을
디자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연 건물 (극장, 영화관 및 오페라
하우스)를 포함한 다양한 건축 유형을 고려하는 방식이다.
본 개념의 도시적인 결과는 최근의 잘 알려진 여러 예에서 명확해진다. 내가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른 바 베를린의 Kultur Forum (문화 광장)이다. 나는 "이른 바"란 말을 썼는데, 이는
오늘날 존재하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공간이기보다는 그것은 좁은 의미에서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프로젝트가 크지 않은 것이라는 말도 아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지적이고
의미가 좋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문화 광장이라는 개념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도시의 예술작품들이
베를린 장벽을 사이로 분리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동독의 뮤지음 아이런드(Museum
Island)와 유사한 것을 서독에게 부여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군의 폭격에서 살아 남은 중요한 건축물인
St. Matthew의 교회의 근처에 새로운 센터를 만들어서 문화 시설과 예술 작품을 보관해 두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에서의 전제는 문화 시설은 그 자체로 도시의 센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와는 반대되는 것이다. 즉, 도시의 질서는 이러한 시설이
성공적인가를 함께 결정하게 되는 요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광장에서 2개의 가장 잘 알려진 건물 사이의 관계를 사용하면, 자발적인 유형이 공공의
영역을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될 때 도시 질서 내에서의 위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보여줄 수가 있다.
첫 번째 건물은 1963년에 개관하고 Hans Scharoun이 디자인한 필하모닉 홀이다. 이 건물은 아주
멋지며, 전체가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좌석이 2000석인 청중석을 보유하고 있다. 5년 후에는
Mies van der Rohe 가 Neue National Gallery를 완공하였다. 더욱 날카롭게 대비되는 이 건물은
상상할 수도 없다 확실하게 구분된 긴 스판의 구조물로서 예술품 전시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대의 특성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첫 번째 건물이 완전히 개인적인 의미를 가진다면, 두 번째
건물은 우리 시대의 모든 위대한 예술품들이 함께 공유하는 질 (업데이트된 건축 기술)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건물들은 같은 근거로 함께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건물은 예전의
교회건물과는 개념적으로 지형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각 건물들은 너무 내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주위에 있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 결과적으로 이른 바 이들 사이의 공간은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이웃하는 세상과 함께 하기 위하여 유인할 수 있는 도시 생활의 일반적인 설정 및
구조라는 충분한 콘텐츠가 부족하였다. 수년 간 열린 공간은 주차장 및 나무들로 채워졌다. 그것은
어떠한 토론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당신이 거기에 있었더라도, 당신은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도시의 설정은 랜드마크 건물이 있는 도시에서는 드문 일은 아니다. 우리는 자발과
분리란 개념을 공유와 상호성의 개념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나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 지금과 같이 이해를 하게 되었으며 역사적 유형을 발전시켰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급진적으로 구별되는 시설에 대한 현대의 개념을 위한 첫 단계는 비엔나에서의 Ring Strasse 의
발전이다. 이 도시의 요새 벽체가 1857년 허물어졌을 때, 도시 전체에 대한 프로젝트 공간이
마련되었다. 도시 계획에 대한 경쟁 입찰이 있는 후 개별 건물에 대한 디자인이 시작되었다. 선정된
계획에는 넓은 중앙대로, 공원 및 정원 등을 제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향후 건축할 건물들은 적합한
시야와 상대적인 독립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서로에게 향하는 건물은 거의 없었다. 어떠한 것이 몇
개의 건물에 중심 지어 있다면, 이것은 장소가 아니라 움직임이었다. 즉, 넓은 도로를 따라 흘러가는
교통의 흐름이었다. 짧게 말하면, 공공 건물은 "떠 있으며", 이는 안전화 요소가 움직임인 공간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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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것들은 기적적으로 역사적인 이해를 나타내는 것인 반면에,
도시의 패턴은 기존 도시의 환경과는 구분이 확실히 된다.
건물을 가능하면 현대적으로 만들기 위한 베를린과는 달리, 비엔나에서는 개별 프로젝트의 독특한
기능 혹은 문화적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과거의 유형을 이용하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종교적
기능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유형은 고딕 건축으로 생각되며 이 때는 유럽의 종교가 가장 많이
발달한 때였다. 도시 정부에 대해서도 이 스타일은 중세로부터 왔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마음들은
번영의 본질을 구현하였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들은 민주주의의 선구자였던) 고대 그리스의
건축이 최고로 생각되었다. 마지막으로 극장 및 오페라에 관련해서는, 바로크 건축이 최고로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이 때에는 극장 디자인이 완성되었으며현대적 감각의 오페라가 완성된 때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개별적인 문화적 목적에 기반한 스타일의 차이는 도시 계획에서 제안된 독립성을
더욱 보강하였다. 물론 혼동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이후의 개념의 역사를 설명하기보다는 나는 이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건축과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보는 접근방식에 의해 쫓겨난 도시 간의 사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 시점에서부터 나는 극장과
오페라 하우스에 관한 것에만 전념하겠다.
중세 혹은 르네상스 시대의 공연은 영구적인 극장 건물에서 수행된 것이 아니며, 극은 주로 개방된
곳에서 펼쳐졌다. 즉 마을 공터 혹은 정원 혹은 교회, 병원, 대학, 학교 혹은 궁전 내의 큰 거실
등에서 실시되었다. 옥외 유형의 가장 멋진 에로는 바티칸을 위하여 디자인한 극장형 공간
Bramante가 있으며, 이것은 벨베데레를 향하여 쏟구치는 하부 테라스를 점유하고 있다. 영구적 세팅은
처음에는 궁전에서 설치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1531년과 30년에 페라라에 설치되었다.
기존 건물 내에서 이러한 인테리어를 설치하는 것과 동시에 예전의 예에 대한 총괄적인 연구가 있었다.
이는 고대 책자에 묘사되어 있으며 고대 유물 내에 부분적으로 보존되어 있다. 부분적인 감동적인
재건축은 1521년에 발간된 Cesariano이다.
이러한 연구는 초기 건축으로 연결되었지만 여기에서도 자발적, 영구적인 것은 의도하지 않았다.
1539년 Serlio는 Vicenza에서 목재로 된 옥외 극장을 건축하였다. 아카데미에서 조직한 이전의
연극들은 바실리카에서 공연되었으며, 무대에는 탈착이 불가능한 좌석, 지주 등이 있었으며, 이는 젊은
팔라디오가 디자인한 것이었다.
팔라디오의 위대한 성과는 약간 뒤에 나타났는데, 이는 Vicenza에 있는 TeatroOlympico였다. 그의
아이디어는 3개의 주요 요소 청중, 무대 (창 벽체라고 불리는 그랜드 프로시니엄이 뒤에 있는 것)과
벽체 뒤의 조명 공간을 연결하는 것이었다. 이 공간은 외부에 불완전하게 존재하는 것이 내부에서
완전한 형식으로 보여질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 도시를 모방한 것으로 보여졌다. 이전과 같이 그의
건축은 기존 건물 내에 설치한 것이었다. 그러나 팔라디오의 디자인은 기존의 쉘은 배경 상태로
올려놓고불규칙적인 조직 둘레를 목재, 스투코 및 도장의 내부 이미지로부터 감추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 유형에 대한 다음의 주요 예로서는 1618년 알레오티가 디자인한 파르마 지역의 파니스 극장이다.
이것도 기존 세팅을 변경하였다. 즉 파니스 궁전 내의 무기고를 개조한 것이었다.
현대 유형으로의 결정적인 돌파구는 사비오네타라는 작은 이탈리아의 마을에서 이루어졌다. 건축사는
바로 팔라디오의 제자인 Vincenzo Scamozzi였는데, 이 사람은 그의 스승이 죽은 후에 Vicenza 극장을
완성하였다. 사비오네타 디자인에 대한 업적은 Scamozzi에게만 돌아가서는 안 된다. 즉, 그의
고객이었던 Vespasiano Gonzaga는 그의 새로운 르네상스 마음에 대한 그의 비전으로 물려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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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의 질서를 대체하였으며, 그의 공로도 크다. 우선 극장의 내부는 1588년에 끝났다고 간주하자. 이
공간은 모든 면을 잘 만들어진 건물 전면 혹은 그 건물의 이미지로 둘러싸였다. Vicenza에서와
마찬가지로 극장이 내부화되어 있다면 이미지는 마을의 외부를 나타내는 것과 같다. 3가지의 공간으로
구분되었다 광장 및 거리를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되었다 2부분으로 된 객석으로서 아래의 일반인을
위한 곡선 좌석과 곤자가와 그의 조신을 위한 상부의 열주랑이 있는 곳, 그리고 낮은 레벨에 있는
오케스트라 공간 (이 바닥은 무대쪽으로 경사가 올라가 있음)과 세 번째로는, 무대의 공간 (여기에는
전면과 같은 스크린 벽체, 경사가 있는 바닥 및 환상적인 도시 건축)등으로 구분된다. 이것은 구분되어
있는 반면에 이러한 세팅은 내가 앞에서 설명한 전면의 라이너와 중심축과 원근감, 그리고 조심스럽게
조절된 레벨로서 Gonzaga의 시각평면에 레벨을 주는 요인으로 인하여 하나의 구성으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망은 건물 밖에 있는 관중 시트가 궁전 내에 있고 무대는 마을 광장에 있는 것처럼
전망이 건물 밖에 있는 광장을 향한 것처럼 보인다. 이 디자인이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마을
형식에서 도출했지만,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외부에서 보면 명확하다.
외부에서는 건물은 코너에서 조용히 서 있으면서 내부의 풍부함을 숨기고 있다. 현대 감각에서는
이것이 독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내부 특성은 그러한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한다.
이런 길을 따라 우리의 시대로 돌아오고 이러한 전통에 대한 대체안을 강구하기 전에, 나는 하나의
추가적인 역사적 경우를 인용하고자 한다. 이는 독립적인 내부화된 공연 건물이 나타나기 전부터의
현상으로서 이때에는 공연이 때때로만 열렸지만, 극장 세팅은 거주, 상업 혹은 제조 활동과 같은 극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시 조건에 관련된 것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하였다.
내가 간단히 고려하고자 하는 장소는 투스카니 지방의 중간 규모의 마을인 시네나의 중앙 광장이다.
이 광장에서 중요한 사항은 여기에서는 다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수백 년 동안 이곳은 시장
터였다. 그러나 정치적 집회 및 대중의 의사결정용으로도 사용되었다. 1년에 2회씩 여기에서는
멋지지만 위험한 말 경주도 열렸다. 대중 노래 사랑 및 설교와 같은 경연도 많이 시행되었다. 물론
연극도 공연되었다. 이러한 행사들은 극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공간도 그러하였다. 즉 원형
극장과 같은 형태, 경사진 지면 및 타운 홀 전면은 무대 배경과 같은 기능을 하였다. 여기에서 도시와
극장 간의 수세기에 걸친 관계를 명확히 볼 수가 있다. 즉 공연과 그 내구적인 구조는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적어도 행사 기간 동안은 이상적인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극장 건물의
내부화와 개별화로 인하여 또한 상호성과 대표 내용성이 분실되게 되었다.
르네상스 이후의 역사는 관람 공간에 대한 단계적인 기능의 향상 단계라고 규정할 수 있다. 확실히
바로크적인 무대는 고도의 정밀성을 나타내었지만 계몽주의 극장은 마을을 환상적으로 만드는데
효과적이었다. 후반 계몽주의 극장 디자인의 재미 있는 예 중의 하나는 Chalres de Wailly가 디자인한
파리에 소재한 오디온이다. 이 건물의 전면은 공공광장에 있는 극장을 생각나게 한다. 객석 내에서
극을 본 방문객들은 그들이 전면에서 뒤로 물러날 때에는 광장의 공개 무대에서 배우가 된다. 즉 이는
원형극장을 형성하는 아파트 건물을 점유하는 관찰자가 보는 경우에는 배우가 되는 것이다. 19세기의
위대한 공연 건물 중에 최고는 가르니에(Garnier)가 디자인한 파리 오페라이다. 이는 여기에서는 큰
대로 형상이 이전의 광장을 가로지르며 여기에는 축 방향으로 큰 전면에 접근하는 패턴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물로부터 우리가 이미 본 비엔나의 오페라까지 가깝다. 이 건물은 역사적으로 완벽하며
주변환경에는 무관심한 모양을 보여준다.
유산의 관점에서 보면, 20세기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2가지의 방식을 제시한다. 하나는 더욱
개별화된 건물 디자인을 통한 해방의 전통을 계속해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프로젝트와 그
환경 간의 전통적인 관계를 새롭게 하려는 대체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나의 이론은 이 대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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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두 번째 것을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랜드마크 건물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단지 자신이
놓인 상황에 무관심한 것에 반대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사용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근의 것으로서는 더블린의 Temple Bar가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몇 명의 건축가, 재무 후원자들과 시정부가 협력하여 수행하였다. 이 현장은
리피 강에 매우 가까운 도시에서 외곽지역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의 환경에서 몇 가지 새로운
요소를 제안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블록 내부에서 좀처럼 발견되지 않은 공간을 찾게 되었다. 이제는
2개의 중간 블록 광장은 전체 지역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즉, Temple Bar Square과
Meeting House Square이 바로 그것이다. 각자는 재미있지만 나는 두 번째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여기에 대하여 O’Donnell과 Tuomey가 수 개의 디자인을 기부하였다. 이들이 그들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현장은 사용되지 않은 도시의 내부에 일반적인 주변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주로
주차와 수선공장이 있었다. 이들의 작업은 일부 건물을 선택적으로 해체하고 수개의 문화 시설을
설치할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으며, 원칙적으로 이러한 시설로는 사진센터, 아동 극장, 영화극장,
연극학교 및 미술 갤러리 등이었다. 이러한 고급 시설만 프로젝트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거기에는
다목적 건물과 상업용 및 주거용 시설도 있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중앙 공간의 혼합 기능이다 연극
및 영화를 공연하는 현장이면서 매주 식품 및 과일 시장이 열렸다. 비록 이러한 것은 역사적으로는
전례가 없던 일이지만 이들은 또한 기존 조건을 연장하고 완료할 수도 있다. 문화적인 사건 – 공연 및
전시 등은 이제는 습관적인 삶의 형태와 함께 존재하며, 이러한 삶의 경험을 가져와서 이용하기도 하나
이러한 것을 잘 이용하여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저문화와 고문화라고 불리는 연결 다리로 인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도록 해주고 실제적인 경험과 미적인 경험 간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여 모두를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따라서 우리가 오슬로에 있는 새로운 오페라 하우스 (이른 바 빙산)을 멋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페라 공연을 둘러싸는 공간의 완전함뿐만 아니라 이 건물이 도시와 항구에 주는 전면
경사부분이 주는 풍부함으로 인하여 오페라 하우스가 더욱 좋아지는 것이다. 이 건물의 성공은 기존의
도시와의 조화에서 온다. 나는 이것이 시드니의 경우에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비록 시드니의 경우는
도시와의 조화는 약화되었으며 덜 실질적이지만 경관은 더욱 좋다. 이러한 것은 코펜하겐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여기에서는 나의 생각으로는 경치에 더욱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이것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프로젝트로서 도시와 완전히 통합되며 그 환경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노르웨이 건축가인 Sverre Fehn이 디자인한 것이다. Fehn은 이전에 공연 기능을 분할했던 기존
거리를 변형시켰다. 그의 목적은 분리된 시설을 합치는 것이며 기존 도시의 패턴의 질서, 전면, 운동
패턴 및 규모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헌신은 미리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의 디자인은 현장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며, 조명을 개선시키고, 출입구를 더욱 잘 보이게 하며 집회를 위한 넓은 로비 등
시설을 개선시키고 있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좋아하며 이러한 것은 내가 필요하다고 보는 2개의
목표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를 보기 때문에 이 접근방식을 추천하고 싶다 문화시설의 기능적
요구와 공공의 삶에 대한 이러한 세팅의 설치를 통한 도시의 풍부화. 문화시설은 시설의 실제 콘텐트와
그들의 진실된 중요성에 의존하는 상황을 풍부하게 하는 약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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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chitecture in third millennium.
What has been just unique architecture until 18 century is not any more.
It is not clear phenomena that have products in three centuries, field of knowing, of
representing, of telling the society, more adherent to the life in the continuous transformation
of which the architecture can testify.
Mies said that the world does not change every 5 years, in this we can find the point of
support, repeating ironically after forty years from K. Frampton with affirmation " the
architecture is not any more eternal, but resist sufficiently long period."
We work for an art that no longer has the burden of mean , alone and in full, the
civilization that we live and we think more immutable. Why not think more eternal society, the
values, and the costumes, especially the needs, material and cultural of those who live there.
We works, consciously, for the architecture that, for being durable, must resign to the
demand of representation
This resign is a conquist in real life. It is consciousness that the duration does not correspond
more to the duration of values, of institutions, of needs on which that was witness and
representation.
The duration resides in becoming material of the enjoy ability of the world, or at least, of
the portion that is possessed with some means that has a disposition,
A french poet, Boris Vian, has written a poem which is called, "J’aime la vie parce que c’est
jolie".
Only the better possible life.
Build the tenderness of live through the abstract, not modifiable instruments of architecture is
the task that awaits us.
Not a dilution of the precision and impersonality of discipline, not a contamination with the
sociology, the communication, the economy but the centrality of life with their predominant
appearance of necessity and desire.
Substance of architecture is therfore my opinion, construction of a artificial landscape that
leaves the character of welcome and freedom in heritage to the inherited things. For
obtaining "reasonable duration"the architecture should give more hospitable to the world,
putting in conversion of their solemn instruments and thinking them as like systems for giving
intelligent to the inhabited space,
as to the different scale to whom the architecture is called to restrain himself.

Build and does not represent.
2011 Busan International Architecture Symposium
17

2011 Bus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Opera House

2011. 8. 11 목(Thu)
13:00~16:40

Cultural City, Busan : Opera House
Lecture Ⅱ : The architecture in third millennium - Mauro Galantino
Exist an different depth between narration and portrayal.
In the each narration, every listener, reader, observer, produce his representation of the
narrative contents. In the portrayal, the spectator rebuilds personally; one system of the value,
of icons, more or less, related to the stage from a dramatization of the story.
The narration, yet treating "realistic painting", remains abstract, looks for having complete
from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which gives it cheer, sounding it, reading it, loking it,
repeating it.
The narration products figure, the simbolic portrayal.
The narration needs an particular eye that activate the immagination.
The portrayal needs a specific contribution that we call an evaluation
When I say that the architecture lose his representative character, I refer to the egyptian
wall, covered completely signes that (along with wall) they tell and dramatise a story
It looks like inseparable the erection value ofthe word thanks to the wall and the legitimation
of construction at the end of education.
It is a writing that needs the wall or the wall is conformed like this for
grafic-icon completion ? What justify the other?

receiving his

In reality, a binomial is Architecture and a binomial is inseparable, at least 45 centuries.
This unity, in anycase, is necessarily broken when the images have started to appear, first in
patrician houses and at the end to be accessible with the stamp.
The represetation that dramatized the structure and the endless derivative of the society, is
widely substituted by flexible means more adherent with volatile character of the world
organized socially.
Attempts to change the constituent character of the architecture because it "represent"better
stable society in the continuous transformation, have been done. But everything is confronted
with indisputable fact.
The architecture, in any case, is constructed to last much more physically when the society
remains stable or is stable with another significant manners that the fashion and the
advertisement is better witnessed.
The adhesion to Zeitgeist, at the spirit of the period, if it is interpreted as like cloth, showing
an moment, but it is already old season afterward.
A famous house, a school, a service center, a university, registers social, economic, legislative
change that prevents (an exception to the partial or total demolition every 10 years) to
refound discipline on the concept of evolution-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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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we think afterward that the architecture must also represent the ‘values", the ethic face of
one civilization, then the duration is unforeseeable.
Return therfore in the point of departure.
With above all with Kraus, we repete "if somebody has something to tell, he is to step
forward and keep silence !

Significant use
In the year of sixty, with a good dose of amateurism, some architecture have thought to
change the role of the architecture from relation on the significant - use
Nothing that see with semiotic interpretation of the architecture, that, in the same years, has
deciphered
and . recodified the architecture as like a sign system in communicative
function(that I have just told definitely "expired" in 1910), I am speaking of the work of
architects who tried to follow up the modern tradition of relevance in the
dimension-construction.
In the word "use", there is to include functionalist’s experience, but the force of the
architecure is not more(if not has been) in his functional technicalization. His justification is to
step aside in appropriation that the space consented for special and funtional aim oriented to
the goal of the diverse practice, which will be able to define "consciousness through
development of an activity".
So It is no more representation and optimization.(machine) of the instrument in order to
develop an activity, but an capacity of the instrument to make it develop, giving information
to the user something else.
The first, reporting him of information silently about that was completing in carrying out
action in order to do it( to learn frequenting at the Montessori school) . Second, inform him
of the grade of the additional freedom which does it in the certain innovative way. Third, to
stimulate the self-consciousness to be social, to be citizen who utilize in more intelligent
service, building his "right" to be such(and to be treated as like that) also thanks to the use
of the building.
An architecture that does not represent values, but that produce, through the new and
intelligible use, (that building satisfies) and so produce demands of the right where they are
not satisfied entirely.
The passage is important.
Not only architecture that strike a pose for reciting principles and values(also important and
legitimate), but also that realize it and do it with the silent mode of corresponding space.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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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ther scenery that has been consumed after the second world war is, for the
architecture, an aim of innocence.
From the idea of the "progress", inherited hastily from eight hundred, in which was inherent
for every sector of the knowledge and the life which has overcoming idea, is passed to the
main consciousness, and has definitively verified not to be the science
The architecture use materials which science has rendered operabile through theories(different
for each scope), but it is not science.
The architecture organize science and knowledge, so it has to be provided a epistemological
system capabe to negotiate with complex products in the fields that do not communicate
among them if not through the project of architecture that give them compatible.
But the architecture is an art.
Or, it goes ahead getting through the own concept of science, but the concept of
accumulation
Everything that the architecture has produced till today is, in the line of principle, still active
as for material of the project.
Consciousness of world such as complex system of cultural heritage, move to do of the
architecture in a new, double, sphere.
The first distructs the old concept of expansion, of growth.
The second is over the relation context-object.
Let’start from the first.
An equation of original installation, its evolution, its growth and eventually expantion, assumes
one local-centric vision and dualism city – country that has exceeded occidental capitalism, but
yet before the modernity of renaissance, and in the east, territorial planning at the productive
and military use of the great empires.
Today, I speak of expansion assumed an idea "versus(contro) that it is not possible. There is
not except, from other endless points, produce a "versus of us" analogue. Every expansion is
in reality reduction that remains among some elements more aggressive in terms of land
consumption.
Infrastucture, transportation, energy, have definitely reduced the concept that expansion had
a sence and still more, sustainable economic drop..
Objective of the future will be much more "concentration" and demolition of "città
diffusa"(EXTENDED city) to an advantage of "città compatta (compact city)", such as
contentiously I have already written in course of last twenty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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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iteria of this modification will put into effect procedure in an urban strategy and in the
criteria of analogue value to hand down without theory from development of the historical
city, which grow in itself using history.
The future territory is draw back verticalized and saving geography
To build on construction will be updated criteria of selection which must be destructed(not
only that "can be") with social dynamic more complexed. To densify acts the elimination of
historicized installation and the mobility of the social groups that become variable and
constitutive project, suffer a authoritarian and antipopulate programming .
Gerverning the complexity will be therefore essential part of this process that does not move
only to capital, but can activate rights and services if well governed.
The first establishment which it seems, clearly, more shifted on the side of political culture.
The second, the crisis context-object, is more internal as to the word of discipline.
Construct the instrument of the new government together for the landscape to be sheared.
The crisis context-object is already started with revision operated by V Gregotti, regarding the
theme of modification.
As for me, it is treated go further. Not only study the compactibility of a new project in the
certain place, his capacity of taking positions and proportions dictated from relations. It is
treated to conceive the binomial such as un unit.
Not an object in landscape but landscape in an object as like one artficial handmade.
We do not product contextualized objects. We " reset" landscope with modification aimed.

Public Space
The close examination of Auger in reference of places without identification registers an
actual date: the landscape grows with system of accumulation of the intervention that ignore
the specific fall of a installation with minor scale of total for whose project is considered as a
whole.
One line of railroad, a highway, a drilling, but also a commecial center, a managerial center,
right from a line of houses have one general and installed logic that determines the reason
and economic character.
One railroad and a highway have layout of kilometers that establish the logic in every point
of the own path. But a line of sixty meters of specail housing, in small, set to reproduct this
tyranny of general logic that would be reflected in every meter of realization.
When the landscape report occurs between one and only one of some tranformations cited
and one natural pre-existence (now almost impossible to find) is finished the extraord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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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cle of the spectacle of viaduct Nervi’s that get through a forest or the Meyer’s Douglas
house. If two interventions put together with or still worse, if one of them interacts with a
landscape with complex and disunitary whole fabric, with historical pre-existence, the general
logic of the technic- engineering system for the net (or the reproduction of the typological
concept for the houses) leaves endless portion of the space adjacent to the case game.
Projects with low definition, which does not deal with all aspects of its presence in the world.
The grade and installation for this control, a deffernt scale, of a project, is the core of the
attention planning brought from better tradition of the eighty in Europe.
It is more than a question of resources has a high cost of intelligence and work, but the
great enemy of the project thought of as a landscape to be treated as a unique composed of
infinite differences and especially regulatory
The inclusive project must first "digest" the regulatory system and return it as quality by the
future landscape.
Another task occurs when the interventions determine a change in rules, when they have the
possibility to propose an overview together that is able to establish new ways of coexistence
between existing spaces.
In both cases what guide the project "between things" has similar analogue nature to which
guide the project "in things". It treats always a space.
The limit and the greatness of the Modern Movement was to appear with a character of
unity between the project of architecture and social project.
In this view, the over run between city and countryside presupposed a support, a plan of
support interventions thought of as a "garden of Eden", an ideal public park designed and took
care of which housing systems deposit also ideals.
A free land liberated from private property, or at least not marked by it.
This utopia, also criticized in some occasions to CIAM from J. J. Oud that it operated in
dense contexts and historicized of dutch territory, has arrived to us the common derivative
that speculation has achieved. The support, from a garden of Eden, is often only the plan of
the lot left clear (cheaper) but between lot and lot remained, well visible, the properties with
the relative enclosure.
Thus the dream has become a nightmare, a space, often, a loss of an eye, all unfeasible
socially.
It is clear that we must start the public-private relation. And, what is more, use the
contribution of private quota in order to enhance each other's relation.
The path of the limits and the mode of employment of the attack to the ground of every
installation thus becomes additional material, at moderate cost, to think about this interface
missing, onc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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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realized with the welcome of the shops or the cold detachment of patrician rusticated
ashlar-work.
The public space is therefore, in the first inst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dimension (often
dates, a few times designed) the detachment between things and mode of be provided in
contact of things.
Visual-tactile-penetration, the three main elements of which the "basement", the contact on
the ground, must deal with.
The actual debate about the need for increased quantities of green in every place they
manifest the inability of thinking according to the criteria that I outlined before. It is not by
coveringover sauce that improves a dish.
No one could think that a square of Signoria or Place Vandôme would be best with a green
filtering, but similarly, unresolved relations from a morphological point of view and use, can
only be diverted, circumvented by an similar ideology.
Public space is eminently a problem of freedom.
The device, each time different, enabling behavior and awareness of them more adherent
possible to a free positioning (also only psychological) of the individual in it.
When I speak of the individual, I always think to a suject aware of being part of a group
meeting, or gathering in that place, not from a pre-existing principle (social, ideological) but
from the same place and its characteristics. A short-lived community of soiable individualists.
Some positions tend to considered a greater extent a space deliberately chaotic (difficult to
reduce to a single glance), or not defined (not steering in geometric and regulating structure),
or intentionally unfunctional (beautiful because fatiguing as a climb in the mountains).
Remember that these dutch superficial theories that there exist, are the comparison between
the ruffled room of son in age of sixty-eight and the glacial and civilian formalities in the
living room of the parents. A little what is perceived to Den Haag between the House of
Dance and the adjoining Town Hall. But these are problems to be dealt with by the
psychoanalyst, not urban problems.
Italo Calvino , in the american"Lessons" wrote that to describe the disorder should be the
maximum precision.
Therefore the only possible indication for an area where we play (with the dimensions and the
relations from time to time) the role of public place is that of the its definition of the edges,
his being counter-shape, his being defined and defining. The precision of its definition involves
his being-for , its reality is in place to relation of things. Things have reality if combine to
exist the system that puts in report.
Nothing of ideological pre – existence, formal, nobody prior significant. The meaning derives
from the use of awareness. If it will "square" become only if those who practice will remember
you as such. Otherwise, it will be a invaded mor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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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
Thus was born the idea that the main task of the project of landscape is to build sequences.
To establish that is limits to the size and shape of the public space. I repeat: without any a
priori.
The legality of the sequences will be the establishment of the use of these variations. It will
be in recognizability, in the capacity of guidance, in the facility of route and of stop, but
especially in the capacity to establish a link cognitiv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transformation in the perception of the inhabitants.
Work for sequences and variations motivated implies the examination of the entire register of
existences, their arbitrary classification second value systems, putting them in report,
distinction, or scrapping.
The construction of sequences and variations constitutes a reasoned cultural judgment on the
portion of the world to transform with the project.
A second element of the work of sequences refers to the need to establish a Maximum
possible (in a certain place and program) to the size of projects unitary.
Acts of transformation could be controlled with a single project of architecture.
This is to recognize, on a case by case basis, the limit of tolerance of the landscape with the
figuration produced by one operation, person, group.
The plan thought as chorology of quantitative areas (zooning) to plan entirely designed by a
group, believing that this is the case of a choice that individuals areas-project whose limits are
certain to be able to entrust the architectural design the definition of the urban space and the
relapse as man-made landscape.
In a project of great dimension this attention to the division of the territory preexistence in
figures, some pieces sufficiently homogeneous and justifiably bounded, capable of receiving a
single project, is the beginning of a design conscious.

Major Form
With a technique similar to what defines the space between things, enrolling in the work of
formalization of what it contains space inside itself.
My generation has found an orphan of the great tradition functionalist, but above all, where
has sought has forgotten to read what L. C. recounting of technique and function in "Vers
une architecture" in which the author claimed not to believe "that what is needed is also
sufficient."
The fuel in modern function presupposes an engine that has a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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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construction follows paths much more complex in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hand
and its mold in the sand.
The tradition interrupted of functionalism interwoven with interest in the history and the
progressive overvoltage of the concept of type, which is also present in the debate of the first
Werkbund.
Between Type and Function being played a battle, apparently, without prisoners. It is always
the work of L. C. , wrongly considered as father of functionalism, which makes us appear,
however, necessary to work on the concept of type. Work on a three-dimensional formal
structure inherited from the use and construction consolidated, mock as a brick with which
compose a building more complex, until his transfiguration on a new system, although
produced by pre-existing elements.
If the guide, very indirect, this process can be considered as a function, the materials that
meet derive from past forms of architecture worked in endless permutations.
We can say that all the villas of period"purist" are increasingly complex combinations of type
originating in the house Citroen, derived from space of parisian coffee between the two walls
of the limites of gothic lots.
In definitive what produces the invention has deep roots, contemporary necessity, what the
combines is the idea of space that is not exhausted by one or the other.
The theme of this research, which unites the Mies berlin and L. C. purist, so distant formally,
lies in the idea that dwell requires the construction of a microcosm.
An artificial landscape formalized not on the necessity(function) of life, but on its ability to do
so in an environment technically, offering lower performances, and especially shape capable of
returning the bourgeois uses consolidated in a chorography "liberated by construction"
Perhaps It is for this motive, the dream of a liberation from material, that in the very
important text "Tectonics in architecture" Frampton do find it difficult of the location of L. C.
Build the intangible asset to live beyond the domain of nature.
Gravity, weight, protection from atmospheric agents, are solved by space characters, bright
and material of the new microcosm.
And if in L. C. remains a rigorous morphological distinction between building and nature in
Mies, in its villas carried out or not costruitie until '33,the distinction almost disappears up to
make legible in the result the call augustinian to consider human life (and the opera derived)
as the "perfection" of Creation.
Live in a dream of eternity because they were protected and transfigured, processed by the
elements of nature in elements of pure desire.
It is Difficult to contradict the fact that the Stein aging much slower than the Voisin
photographed in front of her. It is not too difficult allocating that this duration was the result
of something deeper than a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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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o the values, the architectural duration is founded perhaps in a persistence of
certain desires. In analogy to what has said was quoting Vian.
Projects that embody a dream of life beyond the practical ways in which history organizes.
Architecture not as the testimony of a civilization (what Mies), but architecture as
formalisation of the persistence of a desire that a civilization has aroused.
The beautiful definition of Prospero in the Tempest ( "We are made of what are made of
dreams") or the citation of Dante in Persico( "Architecture,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refer to a value of life and a desire for completeness of the architecture interprets the
continuing, giving a configuration that challenge the time.
The concept of microcosm is the basis of my projects. Of course a school or a system of
Housing is being declined otherwise, the space of work or a church are yet another.
Common to all of them, a diversity of programs, surfaces, dimensions, the idea that we think
a space in a contemporary context, as a condition of the best psychological well-being for
those who lives.
The best available use eliminates friction and, as has graphically ruled AND, "makes us think
of anything else". This elementary sense of the concept of freedom (or liberation) is what
architecture can produce.
The major form, the general framework that is at the base of the production of microcosm,
the idea of contemporary space that guide the development of the project and immediately
addressed by the use of this space will be inhabited.
Between the major form and use establishes a second concept, the reception, that way of
preparing the major form to receive a certain activities. Between form and manifestations of
use remains a distance, an unbridgeable gap, as that which separates the dreams of life.
Life ends up dreams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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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까지의 독특한 건축이 되어왔던 것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앎의 영역에서, 묘사하는 것에서, 사회
를 말하는 것에 있어서 세 개의 세기후에 건축이 증언할 수 있는 지속적인 변화에서의 삶에 보다 천착하
는 산품들이 있었는가하는 현상은 분명하지 않다.
마이스(Mies)는 세상이 5년마다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K. Frampton이 "건축은 더
이상 영원하지 않으며 다만 오랜 기간을 충분히 견딜뿐"이라고 단언했던 것으로부터 40년이 지난 뒤에
반어적으로 반복하면서 그것을 지지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그리고 그 전체로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더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명이라는
수단의 짐을 더 이상 가지지 않는 예술을 위해 일한다. 왜 좀더 영속적인 사회, 가치들, 그리고 풍속,
특히 거기에 사는 이들의 필요와, 재료 그리고 문화를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는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 표현(representation)의 수요에 복종해야만 하는 건축을 위해 의식적으로
일한다.
이러한 복종은 실제 생활에서는 일종의 정복이다. 그것은 지속성이 증언이자 묘사가 기반하고 있던
가치, 제도, 필요의 기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식한 것이다.
그 기간은 세상의 즐길만한 재료가 되는 데에 혹은 최소한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어떤 수단을 가진
부분의 재료가 되어가는 것에 존재한다.
한 프랑스 시인, 보리스 비앙(Boris Vian)은 "J’aime la vie parce que c’est jolie(나는 삶을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시를 쓴 바 있다.
초절적인, 종말론적인, 지향적인, 고통스러운 왜냐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직 더 나은 삶이 더
좋은 것이다. 추상적이고, 즐겁고, 변경할 수 없는 건축의 도구들과 우리를 기다리는 일들을 통해 삶의
부드러움(tenderness of live)을 지어라.
학문분야의 정확성과 비인격성이 아닌, 사회학, 의사교환, 경제로부터의 오염이 아닌 그들의 필요와
욕구로부터 삶의 중심성이 지배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건축의 실질은 따라서 내 생각에는 물려받은 것들에 물려주는 것에서의 환영할만하고 자유로운 특징을
남기는 인공적인 조망을 짓는 것이다. "합리적인 지속기간"을 얻기 위해서 건축은 세상에 보다 더 호의를
보여야 하며, 그것은 그들의 장엄한 도구들에 변화를 주면서 그것들을 건축이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으로
불리우는 서로 다른 규모에 대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에 보다 지적인 면을 부여하는 체계들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다.

짓되 표현하지 마라.
서술과 묘사간에는 다른 깊이가 존재한다.
각각의 서술에 있어서는 모든 청자, 독자, 관찰자가 그 서술되는 내용에 대해 그의 진술을 내놓는다.
묘사에 있어서는 관객은 개인적으로 그것을 재조합한다. 많게나 적게나 그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드는
것으로부터의 무대와 관련하여 가치, 상징의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서술은 그러나 "현실주의적인 회화"를 추상적인 것으로 남겨두며, 즐거움을 주고, 그것을 듣고, 읽고,
보고, 반복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완전해지려고 한다.
서술은 인물을 만들며 상징적인 묘사를 해낸다.
서술은 상상력을 활성화시키는 특별한 눈을 필요로 한다.
묘사는 우리가 평가라고 부르는 특정한 기여를 필요로 한다.
내가 건축이 그 묘사하는 성격을 잃었다고 말할 때에 나는 이집트의 벽이 온갖 상징으로 뒤덮여
그것들이 말하고 드라마로 꾸미려는 이야기를 가진 그 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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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그 벽과 교육의 말미에 건축의 정당성 덕에 그 낱말의 서있는 가치를 분리해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그래픽적인 상징의 완성을 얻어내기 위해 그 벽이나 혹은 그 벽이 이와 같은 모양이 되어 있다는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은 글로 쓰는 것이다? 무엇이 그 다른 것을 정당화하는가?
실제로는 이항식이 건축이며 이항식은 최소한 45세기 동안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통일성은 어떤 경우에나 이미지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때에 필요에 의해 깨어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귀족적인 봇짐(case)에서였고 결국에는 도장(the stamp)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구조를 드라마화하는 묘사와 사회가 끝없이 파생되어 나가는 것은 사회적으로 조직된 세상의 휘발적인
성격에 보다 점착하는 유연한 도구들에 의해 대체되었다.
건축이 연속적인 변환에 있어서 더 안정된 사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건축의 구성적인 성격을 바꾸려는
시도가 행해졌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 다툴 수 없는 사실에 직면하였다.
어떤 경우에도 건축은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혹은 패션과 광고가 더 잘 목격 되어지는 다른
중대한 방식으로 안정될 때에 훨씬 더 물리적으로 오래가게 지어진다.
시대정신(Zeitgeist), 당대의 정신에 점착하는 것은 만약 그것이 의류로 해석된다면 한 순간을
보여주지만 그것은 이미 나중에는 철지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유명한 집, 학교, 서비스 센터, 대학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법적인 변화들을 기록하는데, 이들은
진화-변화의 개념 위의 학문분야를 재정립하기 위해 예방(매 10년마다 부분적인 혹은 전반적인 철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변화들이다. 만약 우리가 나중에 건축은 또한 "가치들",한 문명의 윤리적인 면, 을
나타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지속기간은 예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가자.
루스(Loos)와 무엇보다도 우선 크라우스(Kraus)와 함께 우리는 "만약 누군가 할 말이 있다면 그는
앞으로 한 걸음 나와서 비판해야 한다!" 라고 되뇌인다.

중대한 사용
60년이라는 해에, 상당한 정도의 아마츄어정신으로 어떤 건축은 중대한 사용이라는 관계로부터 건축의
역할을 변화시키는 것을 생각해왔다.
건축의 기호학적인 해석으로 보는 어떤 것도 같은 해에 의사전달상의 함수(1910년에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말한 바 있는)의 상징 시스템처럼 건축을 해독하여 다시금 성문화한 것은 없는데, 나는
차원을 짓는 데에 있어 현대의 관련성의 전통이라는 것을 따르려는 건축가들의 작업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사용"이라는 단어에 있어 기능주의자들의 경험을 포함하여야겠지만 건축의 힘은 그가 기능적으로
전문화하는 데에 있어서는 (만약 아예 없다면) 그다지 많이 나아가지 못했다. 그의 정당화는 특별하고
기능적인 목표에 합의된 공간이 다양한 실행의 목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유(appropriation)에서는
비켜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실천은 "활동의 발전을 통한 의식화"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더 이상 어떤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의 표현과 최적화가 아니라 그 그것을
발전시킬 수단의 역량으로 그 사용자에게 무언가 정보를 주는 것이다.
첫번째는 그것(몬테소리 학교에서 종종 배우는 것)을 하기 위한 행동을 수행하는 데에서 완성중인
정보에 대해 조용하게 그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그에게 어떤 혁신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하는
추가적인 자유의 등급을 그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자의식이 사회적이 되고 보다 지능적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시민이 되도록 자극하는 것으로 그의 권리가 그 건물을 사용한 덕에 (그와 같이
대우받도록)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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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고 알기 쉬운 사용(건물이 만족시키는)을 통해 가치들을 표현하지 않고 만들기만 하는 건축가는
그들이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는 권리의 요구들을 그렇게 생산해내는 것이다.
그 부분은 중요하다.
건축가가 원칙들과 가치들(또한 중요하고 정당한)을 뒤따라 표현하기 위해 자세를 취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대응되는 공간의 고요한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평
2차대전이 끝난 뒤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다른 풍경은 건축에 있어서는 순수한 목표였다.
800년으로부터 급하게 물려받은 "진보"라는 사상으로부터 그 안에서 모든 분야의 사상을 극복한 지식과
삶이 주된 의식으로 전해져 과학이 되지 않도록 단정적으로 검증되어 버렸다.
건축은 과학이 이론들(각각의 분야에서 다른)을 통해 조종하기 쉽게 만들어버린 재료들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과학이 아니다.
건축은 과학과 지식을 조직하며, 따라서 그것은 만약 그것들에 호환성을 주었을 그 건설사업을 통하지
않았다면 서로 의견을 교환하지 않는 분야들에서의 복잡한 산품들과 절충할 수 있는 인식론 상의 체계로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건축은 하나의 예술이다.
혹은 그것은 자신만의 과학의 개념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 개념은 쌓여가는 것이다.
건축이 오늘에까지 만들어낸 모든 것은 원칙의 선상에서 여전히 그 사업의 재료로서 살아있는 것이다.
문화적인 유산의 복잡한 체계로서의 세상의 의식은 새롭고, 2중적인 구형의 건축으로 나아간다.
첫번째는 확장, 성장이라는 옛 관념을 파괴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맥락과 대상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처음것 부터 시작해보자.
원초적인 건설의 공식은, 그 진보, 성장과 실제적인 확장이 하나의 주변-중심의 관점과 도시-시골의
이중성을 가정한 것으로 이것은 서구의 자본주의를 넘어서 왔는데 아직 르네상스의 근대성 이전에는
동방에서 위대한 제국들의 생산적이고 군사적인 사용에 있어서의 영토적인 계획은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날 나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반대의 생각을 가정하는 확장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른 끝없는
점들로부터 "우리에 대항하는" 과 같은 유사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 외에는 없다. 모든 확장은 사실상
땅을 사용하는 데 있어 보다 공격적인 요소들 간에 잔존하는 환원이다.
사회간접자본, 운송, 에너지는 확장이 감각을 가지고 여전히 더 많은, 지속 가능한, 경제적인
몰락(drop)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을 환원시킨 바 있다.
미래의 목표는 훨씬 더한 "집중"과 "빽빽한 도시(citta compatta:compact city)"를 위해 "인기있는
도시(citta diffusa)"를 없애는 것이며 지난 20년간의 과정에서 이에 대해 저술한 바 있다.
이러한 변경의 기준은 도시 전략에 있어서 절차들을 집어넣을 것이며 역사적 도시의 발전으로부터의
이론 없이 아날로그 가치의 기준이 그 자체로서 역사를 이용해 성장하는 것이다.
미래의 영역은 다시 수직적이고 지형을 구하는 쪽으로 그려질 것이다.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다 복잡한 동학(dynamic)으로 (그럴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닌)
파괴되어야만 하는 새롭게 개선된 선별의 기준이 될 것이다. 역사화된 건설과 변수가 되어 구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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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단체들의 이동성을 제거하는 행동의 밀도를 높이는 것은 독재적인 그리고 민의에 반하는
계획들로 시달렸다.
복잡성을 지배하는 것은 따라서 자본으로만 이동하지 않는 이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지만 잘
지배되기만 한다면 권리들과 서비스들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첫번째는 그것이 명백하게 더 정치적인 문화의 측면으로 옮겨나는 것 처럼 보이는 것을 짓는 것이다.
두번째는 위기의 맥락-대상이 학문분야의 말에 대해 보다 내부적인 것이다.
공유될 지평에 대한 새로운 지배의 도구를 건설하는 것이다.
위기의 맥락-대상은 이미 V 그레고티(Gregotti)에 의해 수정의 주제에 관해 운영된 변경과 함께
시작되었다.
나에게는 그것이 좀더 나아간 것이 된다. 어떤 장소에서의 새로운 사업의 빡빡함(compactibility)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입지를 정하고 구획을 나누는 그의 역량이 관계로부터 명령되어져 나온다. 그것은
하나의 단위와 같은 이항적인 구조를 생각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직접 손으로 만든 것과 같은 것이 지평에 있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이 아니라 사물에서의 지평인 것이다.
우리는 맥락에 맞는 대상들을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목표한 바의 변경으로 지평을 "복구(reset)"한다.

공적인 공간
아우거(Auger)를 실제 등록날짜를 파악하지 않은채 면밀히 조사하여보면, 그 지평은 그 이의
사업(project)가 하나의 전체로서 생각되어지는 이의 작은 규모로 어떤 건물의 특정한 붕괴를 무시하는
개입이 쌓이는 시스템으로 성장한다.
한 줄기의 철로, 고속도로, 배치는 또한 상업 시설들, 관리 센터, 빽빽하게 몰려있는 한 줄기의 집들은
하나의 이성적이고 경제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일반적이고 내재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철로와 고속도로는 그 경로의 모든 점마다 논리를 수립한 수 킬로미터의 배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60미터의 특별한 주택군들은 적게는 그것이 실현된 모든 미터들에 반영된 일반적인 논리의
전제성을 재생산 하도록 되어 있다.
지형적 기록이 하나와 언급된 변환들 중의 오직 하나사이에서 존재하고 자연적으로 존재이전의
것(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이 네르비(Nervi) 고가교의 철로가 있는 풍경이 숲을 뚫고 지나가
기적적으로 끝나는 곳에서 더글러스 디 메이어의 집에서 만약 두 개의 간여가 한데 합쳐지거나 혹은 더
나빠진다면 그들 중의 하나가 사람들에 의해 간섭된 지평과, 복잡하고 조각조각난 전체의 직물로,
역사적으로 존재이전의 것으로 기술적-공학적 넷 혹은 주택들을 위한 위상적 개념의 재생산으로,
간섭되었다면 그것은 그 케이스가 적용되는 문제에 인접한 공간에 끝없는 부분을 남길 것이다.
대부분의 언급되지 않는 장소들은 사업안(projects)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낮은 정의의 프로젝트들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존재의 모든 측면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업안의 통제, 다른 규모에 대한 등급과 설치는 유럽의 80년대의 더 나은 전통으로부터
불러일으켜진 계획을 하는 관심의 핵심이었다.
그것은 자원들이 지능과 일에 있어서 돈이 많이 드는가라는 것 이상의 문제였으나 그 사업안의 큰 적은
지평을 무한대의 차이점들과 특별히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것으로 취급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한 포괄적인 계획안은 우선 그 규제체계를 "소화"해야했고 그것에 미래의 지평에 의한 질로
돌려주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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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작업은 그 간섭이 규정을 변하게 했을 때에 발생했는데, 그들이 현존하는 공간들 사이에 공존의
새로운 방식을 마련할 수 있는 대략적인 검토를 제안할 가능성이 가졌을 때였다.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그 사업안을 많은 것들 사이에서 이끄는 것은 많은 것들 안에서 그 사업안을
이끄는 것과 비슷한 아날로그적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항상 공간을 다루었다.
근대 운동(Modern Movement)의 한계와 사업안은 건축의 사업안과 사회적 사업안 사이의 통일성의
성격으로 드러날 것이었다.
이러한 견해에서 도시와 시골사이 전반에 걸쳐 "에덴 동산"으로 생각되어진 지원, 지원을 위한 계획이
제안되었는데, 이것은 주택 시스템들이 또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설계하고 고려하는 이상적인
공원에 관한 것이었다.
사적인 재산으로부터 해제된 자유로운 땅 혹은 최소한 그것에 의해 표시가 되지 않은 것이었다.
이러한 이상향은 또한 J.J. 우드(Oud)로부터 CIAM에 어떤 기회에 비평되었다. 우드는 그것이 빽빽하게
들어찬 맥락에서 작동되어 독일인의 영토를 역사화하였다고 말하며 투기로 인해 공통적으로 파생되어져
우리에게 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그 지원은 종종 깨끗하게(저렴하게) 남겨진
필지의 계획일 뿐이었지만 그러나 필지와 필지사이에는 잘 보이는 상대적으로 갇힌 토지들이 남아있었다.
이렇게 그 꿈은 악몽이 되었고 공간은 종종 시야에서 사라져 모두 사회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우리가 공공-사적 관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더욱이 각각의 관계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사적인 부분의 헌납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 제한들의 경로와 모든 건물들의 토지를 공격하는 방식은 이렇게 부가적인 재료가 되어 적당한
비용에 이러한 잃어버린 계면(interface)이 다시 한번 상가들과 혹은 귀족적인 시골로 내쫓긴 각석작업을
환영하는 것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공공의 공간은 따라서 처음으로 차원간의 관계(종종 날짜들, 몇 번 정도는 설계된)로 사물들과 사물들과
접하는 방식간의 분리로 일어난 것이다.
시각-촉각-관통 이라는 "토대"의 주된 구성요소들은 지반에 대한 공격으로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모든 곳에서의 더 증가된 녹화량(green)에 대한 필요에 대한 실제적인 논쟁은 내가 이전에 간략히 다룬
바의 기준에 따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요리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소스를 얼마나 뿌리느냐가 아닌 것이다.
아무도 시그노리아의 광장이나 플레이스 밴덤이 녹지로 최고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그와 비슷하게 변화하는 시각으로부터 중재되지 않은 관계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비슷한 사상체계로
주의를 돌리고 회피될 수 있는 것이다.
공적인 공간은 두드러지게 자유의 문제이다.
그 장치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른데, 그들의 행동과 지각을 보다 자유롭게 그것 안에 있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리를 잡을 수(또한 오직 심리적으로만)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내가 개인에 대해 말할 때, 나는 항상 어떤 주체가 단체 회의나 그 자리의 모임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전에 존재하는 원칙(사회적이건, 사상적이건 간에)으로부터 왔다고는 생각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그의 특징들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개인주의자들의 단명하는 공동체인
셈이다.
어떤 이들의 위치들은 상당히 복잡한(단일한 시각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확장시키거나
정의되지 않은 것(기하학적이고 규제적인 구조에서 움직여지지 않는) 혹은 의도적으로 반기능적인(산에
올라가서 피곤하기 때문에 아름다운)것으로 확장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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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독일인들의 피상적인 이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들은 68세의 어지럽혀진
방과 부모님들의 얼음과 같은 잘 정리된 형태의 방을 비교하는 것과 같다. 단스의 집(House of
Dance)와 그에 인접한 시청(Town Hall) 간에 Den Hagg에게 조금 인식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심리분석학자에 의해 다루어져야할 것이지, 도시의 문제들은 아니다.
이탈로 칼비노(Italo Calvino)는 미국의 "레슨즈(Lessons)"에서 그 무질서를 최대의 정확성이라고
묘사했다.
따라서 그 유일하게 우리가 (차원들과 때때로 관계들로) 유희를 즐겼던 지역을 지칭할 수 있는 것은
공적인 공간이 그것의 가장자리의 정의의 그것이며, 그것이 반-형태적인 것으로 그것의 실제는 사물들의
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사물들은 그것을 기록에 옮기는 체계로 묶이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 어떤 사상적인 존재이전의, 형태적인 것에 대해 아무도 그보다 우선하는 중요성을 가지지는 못한다.
파생이라는 것의 의미는 인식의 사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단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직 그것을 실행하는 이들이 그것을 그렇게 기억하는 경우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더 침범되게 될
것이다.

한계
이렇게 해서 그 지평의 사업안의 주된 작업이 순서를 짓는 것이라는 생각이 생겨났다. 그것을 설립하는
것은 규모에 대한 한계이자 공적인 공간의 형태이다. 나는 반복한다: 아무런 선험적인 것도 없이.
그러한 순서들의 적법성은 이러한 변화상들을 사용하는 것을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인식의
범위 안에서 지침의 역량 속에서 경로와 정지의 편의 속에서 존재할 것이나, 특히 그러한 전환이 그 곳에
사는 이들의 인식 속에서 일어나기 전과 후 사이의 인식의 연결고리를 세울 수 있는 능력에 있다.
그러한 동기가 부여된 순서들과 변화상들을 위한 작업은 존재들의 전체의 기록, 그들의 자의적인 분류의
2등위의 가치 체계들을 암시하며 그들을 기록, 구분 혹은 폐기의 대상으로 구분한다.
순서들과 변화상들을 만드는 것은 그 사업안으로 변화시킬 세계의 부분에 대한 추론된 문화적 판단을
구성한다.
그 순서의 작업의 두번째 구성요소는 단일한 사업안들의 규모에 (어떤 장소와 프로그램에서) 가능한
최대한을 수립할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
변환의 행동들은 단일한 건축 사업안으로 통제되어질 수 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 달리 어떤 작업, 사람,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모양으로 그 지평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인지하는 것이다.
양적인 영역들(zooning)의 분포학으로 생각되는 계획은 완전히 어떤 집단으로 설계된 것이며 이는
이것이 선택의 경우이며 그 선택은 개인들의 영역별0사업안들을 고르는 것으로 이들의 한계는 건축학적인
설계와 도시 공간의 정의 그리고 인간이 만든 지평이 퇴보하게 되었음을 믿는 것이다.
거대한 차원의 사업안(project)에서 이러한 사물들에 이미 존재하는 영역들의 구분에 대한 주의는 어떤
조각들은 충분히 동질적이고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나 단일 사업안을 수용할 수 있어 설계 의식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주요 형태
사물들 간의 공간을 정의하는 것과 비슷한 기술로, 그것이 그 내부의 공간에 담고 있는 것의 유형화의
작업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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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세대는 위대한 전통 기능주의자들의 고아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 L. C 가
"어떤 건축에 대해(Vers une architecture)"에서기교와 기능을 하나하나 열거한 것을 읽을 것을 잊었던
것이다. 거기서 저자는 필요한 것이 또한 충분한 것이라고 "G지 않는다고 말한다.
근대의 ipostatizzato 기능에서의 연료는 어떤 논리를 가진 엔진을 가정한다.
그것의 건설은 손과 그것이 모래에 찍힌 틀 사이에 일치하는 훨씬 더 복잡한 경로를 따른다.
기능주의에 의해 간섭된 전통은 역사 속에서의 흥미와 그 진보적인 유형의 개념의 과전압과 엮이어
있으며 이는 또한 첫번째 Werkbund의 논쟁 속에서도 존재한다.

유형과 기능간에 벌어진 전투에서 분명하게 포로들은 없었다. 그것은 항상 L.C의 작업이 기능주의의
아버지로 잘못 생각했던 것으로 우리가 그러나 유형의 개념에서 작업할 것이 필요하도록 만든 것이다.
3차원의 형식적 구조에서의 작업은 그 사용과 통합된 건축으로부터 전해내려온 것으로, 더 복잡한 것으로
지어내는 벽돌로서 비웃음을 샀는데, 그것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그의 변모가 비록 존재 이전의
구성요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시스템에 도입되어서야 가능했던 것이다.
만약 그러한 지침이 매우 간접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어떤 기능으로 생각될 수 있다면 과거의 건축의
형식으로부터 파생된 자료들이 끝없는 치환들에서부터 작동했다.
우리는 모든 순수주의자들의 기간의 빌라들이 점점더 복잡한 조합으로 Citroen의 집에서 유래된 유형의
것을 따르고 있어 그것이 포도주를 숙성시키는 고딕풍의 지역의 두 개의 벽 사이에있는 파리인의 커피를
위한 공간으로부터 파생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는 그 발명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것에는 당시의 필요성, 그것을 조합하는 것은 그
한 사람 혹은 다른 이에 의해 소진되지 않은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들이다. 이 연구의 주제는, Mies
베를린과 L.C 순수주의자들을 연합하는 것으로 형태적으로는 너무나 멀지만 소우주를 건설하는 것을
요구하는 데에 놓여있는 사상에는 함께 놓여있다.
어떤 인공적인 지평이 삶의 필요(기능)의 위에서 형성되지 않았지만 환경 속에서 기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이 더 낮은 성과를 보이며 특히 부르조아들이 "건축에 의해 해방된" 지형도에 통합되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이러한 동기에서 였을 것이며 그것은 재료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는 것으로 바로 그
중요한 텍스트인 "건축에 있어서의 축조(tectonics)"에서 프람프톤(Frampton)이 L.C. 의 위치에서
발견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자연의 영역을 넘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을 지어라.
중력, 무게, 대기중의 전달물질로부터의 보호는 공간의 특성, 밝기 그리고 새로운 소우주의 재료에 의해
해결된다.
그리고 만약 L.C안에서 엄격한 변이적 구분이 건물과 Mies의 자연 간에 이루어진다면 그 빌라들 안에는
33년까지는 수행되지도 건설되지도 않을 것이며 그 구분은 거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사들이 인간의
삶(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오페라)를 생각하게 만들만큼 명료하게 할 것이다. 창조의 "완성"으로서
말이다.
영원의 꿈 속에서 살아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보호되고 미화되고 처리되는데 모두 순수한 욕구의 요소들
속의 자연의 요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스타인(Stein)이 그녀 앞에서 브아젱(Voisin)보다 훨씬 천천히 노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반기를 들기는
어렵다. 이러한 기간이 언어보다 더 깊은 무언가의 결과라고 나누어 버리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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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치들에 더해서 그 건축의 기간이라는 것은 아마도 어떤 멜로드라마와 같고 손에 넣을 수 없는
욕구들이 계속되는 가운데에 세워진 것일지도 모른다. 비안(Vian)을 인용하여 말하여진 것에 따르자면
말이다.
역사가 조직하는 실행가능한 방법을 넘어 삶의 꿈을 체화하는 계획안인 것이다.
건축은 문명의 증언(Mies)으로서가 아니라, 문명이 일으켜세운 욕구의 영속이 형태를 갖춘 것으로서이다.
템페스트에서 프로스페로의 그 아름다운 정의("우리는 우리가 꿈으로 만든 것으로 만들어져 있다") 혹은
페르시코에서 단테의 인용("건축, 모든 희망하는 것의 실체"), 는 삶의 가치와 건축의 완전성에 대한
욕구를 계속되는 시간에 도전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소우주의 개념은 나의 사업안들의 기초이다. 물론 어떤 학교나 주택지의 체계는 이와 달리 감소했지만
작업의 공간 혹은 교회는 또 다른 것이다.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라면 프로그램들, 표면들, 차원들, 그리고 사상들의 다양성으로 우리는
동시대인의 맥락에서 최고의 심리학적인 건강함을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고의 쓸 수 있다는 것은 마찰을 제거하며 그리고 그래픽적으로 웬트를 지배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다른 것을 생각하도록 했다". 이러한 초보적인 자유의 개념에 대한 감각(혹은 해방)은 건축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주요한 형태는, 그 일반적인 골격은 소우주의 생산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그 사업안의 전개를 이끄는
동시대인의 공간에 대한 생각으로 즉각적으로 이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다루어지는 것은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다.
주요 형태와 사용 간에는 두번째 개념인 환대가 도입되어 그러한 준비의 방식은 그러한 주요한 형태가
어떤 활동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형태와 그 사용의 표현 사이에는 멀고 채워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해
삶의 꿈들을 분리하는 것이다.
인생은 끝이 나고 꿈들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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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audience,
It is a great honor and pleasure for me to be invited from my small country, located at the
edge of Europe towards the north pole, to come to your great country in the heart of the
vast continent Asia. And my congratulations to you on your plan to build an opera house in
this exciting city of Busan. Just this city’s population accounts for more than 3 / 4 of the
total population in Norway,- and six times more than Norway’s capital Oslo. These clear facts
of course makes me humble.
To build and run an opera house is by many consideredto be complicated - and expensive!
But then bear in mind that an opera house is at the same time also the basis of, or the
final building stone, in a country's cultural infrastructure. The arts of opera and ballet lie at
the core of western culture. An opera house accommodates a variety of artistic, theater
technical and education-related disciplines. At its best, an Opera House may function as a
motor, inspirer and leader of the cultural development in a city or in a country as a whole.
And you will easily experience and then draw the conclusion that the investment in such an
undertaking is definitely worth the money.
I have had the privilege during twenty years of my career to contribute in the long process
leading up to the Opera House we now finally have in our nation's capital, Oslo. An opera
house that in a radical way has changed the majority of all Norwegians' perception of opera,
ballet, yes, in fact of culture and architectural significance at all. And I am happyto share
some of my experiences with you.
Norway has - in contrast to most countries in Europe- no long opera and ballet traditions.
Our national opera was first established in 1959, and until 2008 the institution was located
in a movie and drama theater facilities. Currently our little country, however, holds one of
Europe's architectural seen most exciting and functionally seen most modern opera houses,
and in addition is considered a success in people's eyes.
I have noticed that the city of Busan has big ambitions for its future opera project.
(The opera house as a meeting place for compromises)
I will therefore just as well start my reflections and commentswith the following possibly
discouraging assertion: The perfect opera house does not exist!
A ballet and opera houses is by definition a compromise: a compromise between functionality
and aesthetic form. A compromise based onthe fact that an opera house usually will house
several art forms - opera, ballet and music, as well as a number of technical, craft and
administrative functions, as each has its inherent specific and largely different requirements,
which sometimes are conflicting both in terms of form and function. It goes without saying
that a sewer in costume production has other claims to the working enwironment than an
opera soloist in his/her rehearsal studio. That a carpenter's workshop has other work
challenges than a ballet dancer in the studio. The list can be very long. One can argu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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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challenges by far have to be solved if we look at each subject and each art form
individually. But problems loom easily when we have to take into account the "third factor",
namely logistics and interaction within the same house, the same organization. All these
subjects and functions have to be integrated and processed together towards a unified
artistic experience and attainment. It is in this striving towards the seamless interaction that
friction and conflict of functional requirements clarifies. The strongest is this expressed at the
place in the theater where the moment of truth shall be revealed, again and again - in the
transition between stage and auditorium, where theart institution meets his real client, the
audience. Not without reason, this area - under the proscenium arch over the orchestra pit bearsthe expressive term "war zone". Here the different demands of singers, dancers,
orchestra musicians, conductors, directors, choreographers, stage designer, lighting designers,
to mention only the most important, unifie into a product that carries integrated to the
public, both audibly and visually, and create the magic and emotional experience that only
opera and ballet can bring.
The stage defines the heart of every theater, that is undeniable. If the institution has a high
heart beat or a resting heart beat depends on the stage activity and intensity. The heart as
a stage metaphor also refers to another strong feature: All theater functions want to be
as close to the heart, the stage as possible, whether this is the studios, changing rooms or
workshops. Individually considered, virtually all functions - from efficiency and logistical
considerations – should be on the same level as the stage. Nearly impossible to implement,
of course. Compromises need to made.
Another perspective must be drawn in, which in most cases contribute to amplify the
compromise image: Every project will have to be subject to spatial and financial constraints. I
expect this to be relevant also here in Busan. This therefore requiresthe will and ability to
prioritize. Some functional requirements are more important than others, certain functions
should not be compromised. But when you have to prioritize, you have to relate to the goals
and objectives that are seen as the most important ones for the new house. These aims
then have to be defined as the first step in the long process of building an opera.Having
done that, the perfect optimum for a new house may be reached.

(Objectives and areas of operation)
The objectives and ambitions for anew opera house and the intended areas of operation are
the most important design requirements for developing an appropriate functional and space
program. At the same time it must be added that in the opera world it does not exist what
you in other sectors of society may define as international standards. Neither in terms of
design nor technology. The prototype of an opera house does not exist, just as the perfect
opera house can not be said to exist.
A part of the Oslo Opera functionality-related success, I believe can be attributed to a long
maturation period for the preparation of the space and functional program, and to an
extensive studying of other, esepcially newer opera houses in Europe. I use to say that our
planning process respectively building process took a total of 10 +10 years. Already in 1989
we started to describe the aims and activity areas for a new opera house as the basis f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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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and space program. Processing and development of these objectives and areas of
activity and associated functional and space program took place continuously throughout the
1990s and through to the finished pre project and the Parliament decisions on site and cost
frame in 2002. But also in the detailed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phase, we made
changes and adjustments in the program to optimize the end result. It commanded often
significant challenges to achieve this, as the building project's inherent logic and dynamics
normally implies that space and functional program should be changed as little as possible
from the time the project scope is defined.
Already in the mid nineties we presentedour arguments for a new opera house and with the
following description of what we wanted to achieve with a new house - goals that still
apply:
• A new opera will allow an activity that can reach and engage a large and diverse
audience, both adults and children and youth, domestic as well as foreign visitors.
• Itwill enable a large and versatile repertoire of activities including opera and ballet, music
and dance theater. It should be possible to offer varying repertoire from day to day.
• It will enable arts performances of the highest standard and provide the public with the
opportunity for full-fledged opera and ballet experience.
• Itwill enable the Norwegian and international opera and musical theater repertoire, ballet
and dance theater repertory to be preserved, disseminated, developed and renewed.
• It will provide good, efectiveand appropriate working conditions for all professional groups
within the enterprise and thereby promote the institution's productivity and artistic
performance.
• Itwill provide opportunities for the reception and presentation of international opera and
ballet guest performances.
• The operas nationwide activities will be givenfurther growth potential and development
opportunities. The opera as a national resource and competence centre will be strengthened.
• A new opera house should have a location and a design that appears in the urban
landscape and thus may mark the institution and the importance of these art forms in the
nation and the capital's cultural and social life.
At Parliament's final treatment of the building project in 2002 , the politicians joined on
these ambitious goals:
• A new opera house will be constructed for the production and presentation of opera and
ballet on an international level to a wide audience for generations to come.
• The building will become an important monumental building that marks both Norwayas a
cultural nation and the Norwegian National Opera's importance in the nation's culture and
society.
It is a great satisfaction to see that our new opera house will largely be able to meet all
these goals and desires. Norway has finally been given its first purpose builthouse for opera
and ba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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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titution's goals and operationalareas have obviously gone through a development and
refining through almost 20 years, parallel to programming, design and construction. Now,
the institution under its new name The Norwegian Opera & Ballet has defined extended goals
and ambitions for the operations in the new Opera House:
First and foremost: The institution's mission is to be the opera house for the whole country
of Norway .
And further:
• The artistic level of the institution's repertoire and on the opera and ballet performances
offered the public, is to place DNO & B among the foremost opera houses in Europe.
• In the new house, the number of performances and concerts will be doubled compared to
the production at the old premises, that is, to almost 300. The audience figures will just be
doubled to almost 250,000.
• Opera and Ballet will be considered as equal art forms.
Own productions and
co-productions will make up most of the repertoire.
•Opera repertoire will include an expanded core repertoire, operettas and musicals, as well
as Norwegian and international contemporary works and commissions. It will be focused on
both classic and innovative productions.
•Ballet repertory to include the best of international and Norwegian dance. It will be aimed
almost equally split between classics and modern works. The repertoire will include Norwegian
and international contemporary works and commissions. It will be focused on productions
with innovative choreography.
• There will be emphasis on showing opera and ballet in various formats.
•It will be produced and displayed performances geared specifically towards new audiences,
particularly children and young people.
• There will be concert series, both from its own ensemblesand in the form of guest
performances.
• The nationwide activities will be strengthened. Both opera and ballet will be developing
their own touring productions in different formats.
• The Norwegian Opera and National Ballet will not coat the entire house capacity with
their own productions. Both Norwegian and international guest performances of opera and
ballet will be important to include in the program.
• Efforts to increase public knowledge of and familiarity with the arts of opera and ballet
will be strengthened. The effort will target both existing and new audiences of all ages, but
an emphasis will be on children and young people.
• The activities will include introductory training, outreach, children and young people's own
participation, workshops, exhibitions, use of new media, publications, etc.
• Increased focus will be on providing performance-oriented and other text-based materials,
as well as the introduction of multilingual text system to strengthen the art form's availability
from existing and new audiences.
•Opera House as a national resource and competence centre will provide knowledg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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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 opportunities for the production of opera and ballet by assisting with its expertise
and equipment to other arts companies in Norway.
• DNO & B will invest aggressively to make opera and ballet accessible to broad audiences,
including those groups not given or have the opportunity to visit our performances, through
audio and video productions / TV transmissions and use of new media.
• DNO & B will drive multiple forms of education, both artistic basic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in small crafts. This means first and foremost the ballet
school,thechildren's choir, vocational training and internships.
•DNO & B will facilitate a quality overall experience for the audience during a visit to the
Opera. This involves commercial contingent features a restaurant, a brasserie, bars, beer
garden, shop, business lounges, tours, conferences and banquets.
The total picture of all of the abovementioned illustrates the diversity, complexity and
richness of havingan opera house in his city. But it also reveals one important element of
the process here in Busan, that is at an early stage to define the ambitions and goals
andwhat areas of activity are envisaged in the new house, before getting started with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It is the objectives of the business that provides the basis for
and are essential guidelines for the space and functional program.To ensure a well thought
out space and function program before completion of the architectural competition and the
selection of an architect is very important. And it is important to choose a robust
architectural concept that in its main form can be kept unchanged from the architectural
competition to completion, but which nevertheless is flexible within these outer limits. And
not least: It is very important to be aware of the different and often conflicting dimensions
of time-cost-quality. What is defined as the governing parameter during the different phases
of the construction project? In our case, budget was the frame (after completion of pre
project), and quality was defined more important than time.

(The main design and functional requirements)
For the opera project in Oslo, there were some key design assumptions and critical choices
that early was the basis for the design of the building project:
The number and types of stages: The institution's ambitions for the program and activity
scope can not be conducted on just one stage. It was essential to require at least two,
preferably three stages.
The heart of the opera house is without doubt the main stage and auditorium.
The room may appear to be one hundred percent successful for the presentation of opera
and ballet, music and dance theater. It had to have excellent acoustics and optimal
sightlines, it had to have atmosphere, character and intimacy. And as a general criterion for
success was the acoustics. Stage and auditoriumhad to have optimal acoustics for the
performance of music without amplification. Acoustics were thus at a very early stage,
defined as more important than all other criteria related to the design of the stag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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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ence.
To succeed, we made fundamental choices related to the shape of the auditorium.
From our side, we didnot doubt that the form had to be based on the classic horseshoe. We
were of course aware that such a form did not give any guarantee for a successful acoustic,
but experience indicated that it would provide the best starting point.And I am happy to say
that we were right. Our new house is already internationally renowned for its excellent
acoustics.
A very significant additional function was to be able to set up acoustic walls and ceilings on
stage at concert performances. Without such a concert cabinet, the risk is high that the
sound disappears in the large open stage instead of projected onto the audience. The Opera
in Oslo has consequently become one of the best concert halls in Norway. A remarkable
bonus.
The artistic development often takes place in the smaller format. We assumed therefore a
rehearsal room to attend the Opera's "black box" function. Here largely the workshops and
development projects take place. The Studio is 200 seats.
We did not want the Stage 2 to be designed as a pure black-box fora solely experimental
repertoire. For us, it was essential that this scene can be perceived as aesthetic complete
with a consistent architectural expression. Beside beingas optimal as possible for a versatile
repertoire, albeit in a smaller format than the main stage. Stage 2 represents the most
radical growth of the venues we offer in the new opera house. At the same time, we soon
assumed a specific functional condition, essentially different from the main stage: The hall
was to be flexible.
So the question of a fully integrated house: As a national self-producing institution, we early
in the process established as a basic premise that this had to be afully integrated opera
house. This means that the house would contain all the features needed to protect the
entire value chain of a production schedule, from idea to finished show. All trades and
professions that contribute to this process, should have their physical residence in the
building. In sum, these are over 50 different professions. Everything from workshops to the
regular ensembles of opera soloists, chorus, dancers and orchestra. But this was our
concept strategic choice. Other projects may consider this differently.
Audience capacity: What is the appropriate audience size for an opera and ballett
auditorium? What is the optimum size in relation to population and audience potential? What
is the proper sizing compared to central, but conflicting criteriassuch as acoustics and
intimacy on the one hand and the economy on the other? Based on the experience-based
norm data, we considered the optimal seating capacity to be in the range 1300-1600 for the
new main stage. For the second stagewe estimated the optimum to be between 400 and 600
seats. In addition, the biggest rehearsal roome with seating for 200 spect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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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size: A fully integrated opera house with a variety of tasks and functions also requires
a large and broad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staff. The organization is both a
manufacturing business, a presenting and educational-oriented institution and a creative arts
institution at the same time. Dozens of disciplines and professional working groups will have
their place in the building. The opera is a society in miniature. An opera and ballet House is
also a very labor-intensive operation. The artistic performance can not be replaced with
machines and equipment. It therefore requires a large artistic staff to meet the objectives
of doubling the level of activity and improved quality, in a context where the quality
dimension , not least, is volume-dependent to some extent. Also the technical production
staff must be comprehensive. Although the efficiency increases significantly as a result of the
house's advanced theater technical equipment, the increase in activity, however, require
increased staffing. The specialized craft has only a limited rationalization potential. And the
administrative support must provide an opportunity to plan, implement and monitor the
overall activities in a professionally appropriate manner.
Overall, at a relatively early stage in the programming phase it was established a consensus
that the staffing level should be around 600 people. This of course also is a concept
strategic choice one must make in relation to the actual project and its specific objectives
and ambitions. In European conteext the Norwegian approach represents a medium level
compared to other national opera and ballet Houses, and is comparable with the levels in
Stockholm and Helsinki. At the same time we can easily look to houses with much larger
staffs than this, with the Paris Opera with its more than1500 employees possibly the most
extreme reference among Western Europe's premier opera and ballet institutions.
Roughly speaking, the permanent personnel staff in our project are distributed as follows:
Orchestra and orch management 110
Choir and choir administration 60
Ballet, staff, administration and school 95
Opera Soloists, staff and administration 50
Production and technical 220
Marketing, sales, information, public service 30
Administrative and house operation support staff 60
A total of 625 employees
In addition to this, personnel necessary to operate the house's commercial functions, such
as restaurants, retail, business lounges, guided tours, banquets, and current business
cooperation, as well as staff for the management,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building.
Rehearsal rooms : Optimally designed rehearsal rooms have beena core task in the
preparation of functional program. There are different functional requirements for orchestra,
choir, opera soloists and dancers, and generally there are specific requirements for th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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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ghts, volumes, floor, walls and ceilings, ventilation, relative humidity, acoustics, and
equipment installations.
The orchestra studio will be able to accommodate about 100 musicians plus up to 100
singers. It requires large volumes of the acoustics will be full with so far many
instrumentalists and singers in action simultaneously.
The choir studio has to make room for the opera choir and its separate musical rehearsals.
We are proud to have developed one of the opera world perhaps best choir rehearsal rooms.
It was also important to incorporate a sufficient number of smaller studios for individual and
group rehearsals. Opera Soloists, accompanistsand orchestral musicians have about 25
acoustically studios available.
Ballet dancers have very different demands on their daily work than the musicians and
singers. As the acoustics are priority number one for those, the ballet floor functionality is
most important for the dancers. And the dancers have now five large studios.
Opera rehearsal rooms are also required. Based on the business objectives we considered the
need for a minimum of three such studios.
All local and visiting singers, dancers and musicians have specific functional requirements for
their respective locker rooms.
A number of functions require storage capacityavailable within the Opera House. An
assessment had to be taken early in the programming phase abouthow much storage capacity
the house would have with respect to decorations, costumes and props. This is very
volume-intensive functions, and there is several examples of European opera houses with very
large decoration magazines. Our need was to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model forthe house in the future. An intensive repertoire of operations, ie, alternating
performances from night to night, requires substantial internal storage capacity. A clean
block model, however, which meansthat a performance is fixed on the stage until it is
completed, then the internal storage needs lies at the other low end of the scale. Our
operating model for the main stage is based on an intermediate solution, a form of block
repertoire. This means that two productions, preferably one opera and one ballet, is played
alternately with each other, while a third production of either opera or ballet, is in a final
rehearsal phase and then is to take the place of an opera or ballet in the performance
phase.
In parallel with the development of the opera house project, we in addition worked hard to
establish an appropriate remote storage.
The stage area wasdevoted considerable attention. It is at the stage where "moment of
truth" is revealed. Here the theatre techniques and the living art will meet, and hopefully
enhanced and refined the artistic product comes out of this meeting.
At an early stage it appeared as self-evident that the main stage had to have dimensions
and technology that allow our future productions to be compatible in the international op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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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allet world. In addition to the main stage, we assumed four side stagesfor storing
decorations of the current repertoire and for use under rehearsals and performances.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of opera houses, this is relatively moderate. In addition, we have an
assembly hall on the level of the main stage for the assembly / disassembly of decorations
prior to a production to be in / out of a rehearsal or performance situation.
The project was given room for an extensiveprogram within the theater technical area. In this
complex universe of large steel installations, lifting equipment, stage machinery, equipment
for light, soundand image management systems and advanced computer programs, it has
been important for us to focus on what purpose it will serve: namely to support and
enhance the theatrical artistic expression at thesafe and effective way possible.

Thus, the new Norwegian Opera House has become the technically most advanced theater
in Europe.
Workshops: As a fully integrated opera houses, all workshops are fit in the opera house.
Roughly, we distinguish between two types of production workshops, the hard and soft. In
the hard areas there should be room for metal, plastic and woodworking manufacturing and
/ or painting of three-dimensional decorations, props, furniture and stage carpets.
Costume Production is the soft engineering features that are also land-and labor-intensive.
Thousands of costumes must annually either be repaired, sewn on or cut and sewed new.
Wigs, shoes and hats will be produced or purchased.
Administrative and operational support functions: It is invested considerably in moder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Moreover, it has been important to achieve
area solutions that are flexible to meet changes in the organization over time.
The public areas: Over the past 20 years, the focus on the Opera's educational and outreach
challenge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In a fairly early stage we decided to incorporate a
sort of classrooms - now called the education center - in the foyer area. Another important
aspect is the multilingual text system. As the first house in Scandinavia we installed the text
display on the back of each seat, both at the main auditorium and at Stage 2. The
audience can choose between several languages 
or reading of the libretto.
A significant expansion of the project was the fact that the opera was accepted to
incorporate areas of commercial functions, such as restaurants, bars, shops and business
lounges. In the context of Norwegian culture political tradition, it was a controversial step to
build the 10 lounges, designed for the corporate market. To allow for conferences and
banquets, the equipment program expanded to include audio-visual equipment and banqueting
furn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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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leted Opera House)
No other opera houses in ourregion can offer such an overall concept that the Oslo Opera
represents.
The total area of the house is about 49,000 sqm.
Total construction cost was NOK 4.4 billion - EUR 550 million.
Norway has previously never used such large funds on a cultural building.
The opera is state owned and the Norwegian state paid for the construction costs, apart
from the commercial space. Even though we had long and wide public discussions through
many years about the appropriateness of using this amount of public money on such a
project, it was interesting to see how the choice of the unique architectural concept of
Snøhetta in the year 2000 represented a sort of turning point in the discussion. When seeing
the results of the architectural competition taking form, this gradually contributed to unite
public opinion in the view that this was a project well worth using public funding. This
shows that a visual image that makes it possible for the societyto envisage the greatness of
the project may enhance support and public enthusiasm.
And the overall experience after the completion, opening and use of the opera shows that
the project now is seldom perceived as controversial.A fact that I find quite remarkable.
In my view, the following explanatory factors are important:
• Early in the process we developeda vision of creating an open, accessible and inviting
opera house. This was consistently followed up by the architect and builder throughout the
construction process and implemented by the institution in the operation of the house.
• The architects unique concept, which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created an opera
building where the public not only may " go to the Opera" , but also "walk on the opera."
The Opera House's unique form-related concept gives the capital of Norway a new urban
space as a bonus: The building's sloping roof surfaces. In addition, it allows for open air
concerts on the roof.
• The artistic programming, with a greater degree of diversification than has often been the
case in European opera houses, that is, opera, musical theater, ballet, dance theater,
classical concerts, but also some elements of jazz, rock and popular genres.
•The institution's self-produced program in combination with guest performances.
• A visible and committed leadership of the house project and the institutution in operation
and a dedicated and highly competent organization.

One basic result of thisis that the opera experiences about 2.0 million visitors annually inside
and outside the building. The building has acquired a position as one of the leading signal
buildings of Norway and has become an icon of our capital. Virtually no one any longer
puts serious question on the investment made. Thepublic has taken the building to its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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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ng of current operations)
What then about the funding of ongoing operations and management of the opera?
Norway has - like the other countries in Scandinavia and Europe - a strong tradition of
significant public support for cultural life in general and the basic art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is fact relates first and foremost to the understanding that arts and culture is
a a welfare good, a social benefit on an equal basis as hospitals, defense, education, public
transport and other infrastructure in the society. We see culture as the "glue" in our society,
which binds us together as a people and nation. It gives identity, meaning and meaning in
life. It follows that cultural products should be fairly available to all people, regardless of
income. In order to achieve this, ticket prices shouldnot be so high as to exclude the public
from attending. Opera and ballet are among the most costly forms of art one can imagine.
If one were to implement a model with all operating costs fully spelt over to the audience,
ticket prices would become prohibitively high. Theatre , concerts and opera performances
would be reduced to a luxury good and no longer be a social benefit to regular use. It
would exclude large parts of the population who really had wantedto let quality arts from
the professional field of culture enrich and stimulate their lives. Only a minority of the
population would afford to visit the Opera House regularly, and the institutions would
quickly become insolvent and get bankrupt. And equally important: If the financial basisfor
theater, opera and orchestra companies was cut down, th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that is
necessary for all creative and performing arts in Norway will be torned away. This would in
turn indirectly greatly affect other areas, such as the voluntary cultural and educational
sector. There is a strong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voluntary and educational sectors
and the professional performing arts. The volunteers and schoolsare dependent on
professional key personnel, instructors, conductors, teachers and the like. Many of these must
of course have their professional roots in a professional performing environment. Institutions'
performances and concerts on the other hand represents both the top-spot in an artistic
career and a very important point of reference for practitioners in the voluntary and amateur
cultural sector. As within the sport fields, a country or a city is dependent on both the
broad amateur activities and the top-spot arenas to provide outstanding performance. Such
provisions should therefore be defined among society's basic goods, goods with a social value
beyond the individual's presumed self-interest. It is interdependencies like these that justify
governmental intervention in the cultural market with subsidies.
This wiew not at least applies to the field of artistic innovation. People will naturally seek the
familiar. Whether we're talking about theater or music - the audience often chooses the easy
way. But society and its individuals must also approach or be confronted with the unknown.
As arts institutions we have to challenge the audience -from the well knownto the unknown.
Society needs people who, through their professional creativity, challenge the customary. The
opera and other performing arts institutions are among society's most important venues for
creative impulses, ideas and aesthetic experiences. Institutions that enhances and enriches the
tradition and cultural heritage through impulses and experiences that may bring the
community further in it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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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light of these important recognitions most countries in Europe defines a public funding
strategy heavily relying on the society’s collective taxes and duties.
However, cultural institutions must constantly exert themselves in relation to legitimize their
business’ right to large government subsidies. One cannotand should not take these
subsidies for granted. We increasingly have to demonstrate "value for money".
So let me say a little more about the steering system between the state and cultural
institutions, and the opera, more specifically, in Norway.
The state, or the ministry of culture, is acting in two different roles towards the national
opera house: As owner and as main financial contributor.
The ministry of culture is gradually adapting new public management practices also in the
field of cultural Institutions.
Formerly there was a regime of compensation and detailed regulations. Now we see a
governmental steering system based on economical frames accompanied by strategic goals
measured by specific indicators or parameters.
The state is more and more acting in the role as a customer on behalf of society, which
wants value for money. The opera institution continously has to prove its right of existence
in order to keep or, even more difficult, to raise its level of subsidy.
The institutional brand –how we are perceived among the general public and then as a
consequence among the political bodies – is being increasingly crucial.
One interpretation of this could be that the traditional steering principle of "armlengths
distance" from ministry toinstitution is at stake, or at least it is being redefined. The opera
house as an autonomous, selfgoverning artistic body is a diminishing feature of the
institution.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however, could be that the institution is being challenged to
be more concious on strategic choices and priorities, and in order to respond to
governmental expectations it – among other things - has to strengthen its business planning
system.
The mission and vision and self-defined ambitions from side of the institution management
have to be tuned with the goals and expectations from the government.
Long term goals and measuring indicators from the ministry have to be converted and
implemented into specific operating goals for the different units of the institution.
Once again this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the goal definition process we did before
building the opera. Define the ambitions first – get these ambitions confirmed by ministry –
then describe operating cost consequences.
The "value for money" in our project clearly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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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ghest possible performance quality
Enhanced audience experiences
Enlarged national cultural prestige
Improved organizational efficiency
Doubling number of performances
Doubling audience number
Broader and greater variety of repertory
New development possibilities for creative and performing artists
New audience groups
More outreach and education
Enabling other opera and ballet entities throughout Norway to develop

Key indicator of improved productivity and hence value for money: More than 100%
increase in number of performances and audience enabled by 50% increase of staff and
50% increase in public subsidy! Society’s payback per 1NOK increases in the new house.

(Operating budget)
Let’s now take a look at the operating budget – first the income side:
DNO&B in the new modern opera house had to foresee the necessity of a stronger mix of
financial sources in the future:

state

audience

Sponsoring/commercial

75-80 %

15-20%

5-10 %

Previously – 10/20 years ago - private income was hardly to reckon with or sponsorships
was even seen as controversial as dirty money. Now the government explicitly expects us to
develop its volume of private income. Earned income from box-office has to increase.
Totally we may experience greater risk, but the risk of shortfalls in the different areas may
differ in different times and may counterbalance each other and makes us less vulnerable, :
Governmental subsidies may depend on political shifting winds and trends
Private income and sponsors may depend on shifting state of the market
Earned income – box office may depend on shifting loyal public
The price level for tickets have to be tuned according to customers paying willingness, and
you have to develop tools of measuring demand elasticity to price. In Oslo we developed a
differentiated pricing system, dependent on type of performance, seating category, day in
the week, and an increasing number of event pricing.
In the commercial area we – in addition to an extensive sponsorship program - developed a
broad range of private income generating elements :
�
vip-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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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rivate lounges for rent
restaurant, cafe and bars – catering
shop –licence products
rent a chair

Commercial activities have the following goals related to them:
• Reach a wider audience with our art forms through other channels and means than
traditional performances and ordinary marketing.
• Contribute to strengthen the public's overall visitor experience.
• Supporting and strengthening the brand name DNO & B
• Provide income to core business by utilizing the DNO&B's resources in thecommercial
market.
Then the costs side:
Artistic and financial planning has to be consistent. It must follow "hand in hand".
The most efficient artistic planning obviously is the long term one. You have to fix your
artistic plans two or three years ahead in order to secure the best artistic recourses.
This on the other hand conflicts with the unpredictability or uncertainty of the financial
conditions. These are normally fixed only for a short term period, independent if we are
talking about private or governmental funding. Keeping a financial buffer due to uncertainty
is undoubtedly necessary. You may therefore only plan your artistic activities up to x% of
todays financial level. You have to identify substantial and critical cost elements, and make
prognosis of most likely development on especially wages and pensions, as we are talking of
a highly labour intensive industry.
Critical for an optimal resource utilization is the need for visibility of all cost elements
generating of an activity or project. In order to make the right priorities between projects
you need to know the total picture, also the manhours needed for a production. This also
will stimulate efficiency.
We see that opera houses – also the Norwegian one - increasingly cooperate on productions
(co-productions, buying, selling, renting) and many houses also outsources the producing of
scenography or costumes to external entities. In such a setting you perhaps want to let your
workshops compete/bid on the different enterprises.
An important privilege in our project obviously was that capital costs are not included in
our annual budget, since the state has paid for the building once and for all.
On the other hand, there lies a big challenge in the maintenance of the house, bothering
bothin the long run and short term (LCC Life Cycle Costs).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thorough analysis of the estimated operating and maintenance costs. In our project, this has
been the most challenging part of ongoing operations, and the risk that it consumes a
disproportionate share of the total operating budget is certainly present. Standing thus in
danger of not having sufficient funds to operate the institution according to its real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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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titution DNO & B reports the following key figures for 2010:
Total budget NOK 590 million
State grants NOK 441 million
Ticketrevenues NOK 87 million
Sponsorship Income / commercials NOK 46 million
Other income NOK 16 million
Self-funding ratio 26%
The total number of performances and concerts 413
Number of premieres 16
Number of commercial events 150
Total audience 275000
Employees 625
Benchmarking against some selected European opera house gives the following indicative
figures (subject to error):
Government grants per performance (1000 NOK)
Total costs pr. Performance (1000 NOK)
Self-funding ratio
Oslo
Copenhagen
Stockholm
Amsterdam
London
Brussels
Paris
Vienna

1100
1100
1200
1000
800
1900
2600
1700

1400 26%
1400 21%
1400 15%
1200 19%
2600 66%
2600 24%
3900 32%
2700 38%

As you maysee, the opera in Oslo is comparable with those of the smaller capitals in Europe.

(Management Structure)
How are the institution directed and managed structural wise at the new opera house in
Oslo?
The much larger institution in the new opera house demanded a new and changed
management structure. In a house where several art forms are expected to flourish and
develop side by side, while the house is to accommodate large production and performance
activities, education and outreachactivities and commercial operations, it was essential to
define a structure that ensured equality between art forms, and which made possible a
professional management and coordination of the house’sother functions. We therefore
decided to close down the old structure where the general director also was the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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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ne of art forms (opera director).

The new structure now is as follows:
• One top executive - the CEO - who is responsible for the institution's total activities
towards the Board.
• The following directors and executives to report directly to CEO:
o opera manager (artistic director for opera repertoire)
o ballet manager (artistic director of the ballet repertoire)
o Music Director (artistic directorfor the house's musical forces, foremost the orchestra)
o Marketing and Communications Director (responsible for marketing, sales, information and
commercial functions)
o Technical Director (responsible for production operations and theater technical operations)
o Finance and Administration Director (responsible for financial, operational and administrative
functions).

The CEOreports to a board appointed by the state, but which also has two representatives
selected by the institution's employees. It is an important quality of the Norwegian and
Nordic working life that it is largely based on cooperation and dialogue with the employees
unions, and the employees take participation in the corporate decision-making bodies.

This management structure of the opera is new in Norway, but it has Nordic and
international references. To ensure artistic autonomy of the various artistic fields provided by
the model a high degree of delegated decision-making authority to the artisticdirectors, as
the CEO is assumed not himself having to make artistic programming. I believe that this
model could be interesting to study also in Busan's case.

(Conclusion)
Finally, my, and many others assessment is that Norway's new Opera House has radically
changed perceptions and attitudes in several ways:
• Opera and ballet are in Norway perceived even less as elitist art for the few - the Opera
House and its diverse activities have lowered the threshold into these art forms for new and younger - audiences
• Opera House as an institution i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itself as one of the
strongest brands in Norway - Opera is for everyone.
• Internationally Opera House has strengthen Norway's reputation as not only a land of
natural beauty, but also as a country of important architecture and culture.
• The importance of architecture in urban design and urban development and the
importance of architecture for art's accessibility to a wide audience is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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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ish you all good luck with your big and important project! The implementation will
require endurance in the implementation and strength of goals, but I hope that enthusiasm
and commitment will be the motivating force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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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Ⅲ: 새로운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부산 국제심포지움에서의 강연
청중들께, 북유럽의 북극에 가까운 상단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부터 아시아 대륙의 심장부에 있는 위대
한 나라로 초청받은 데에 매우 영광과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부산이라는 대단한 도시에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려는 계획에 대해 축하를 드립니
다. 부산시의 인구는 노르웨이 인구의 3/4을 넘고, 노르웨이의 수도인 오슬로 인구의 6배가 됩니다. 이
러한 명백한 사실로 인해 저는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여 운영하려면 매우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여러 사람들이 인식합니다.
그러나 오페라 하우스는 한 국가의 문화적 인프라의 기반 또는 주춧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
시오. 오페라와 발레는 서구 문화의 핵심에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는 다양 한 예술적, 극장 기술적 및 교육 관련 원칙들을 수용합니다. 최선의 오페라하우스
는 한 도시나 한 국가 전체의 문화 발전의 견인차, 고취자 및 선도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리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일에 대한 투자가 분명히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쉽게 경험하고 도출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저는 제 경력의 20년 동안에 오페라하우스로 이어지는 긴 절차에 기여하는 특권을 누렸으며, 노르웨이
의 오슬로 시에도 드디어 건립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오페라하우스는 노르웨이 인 다수의의 오페라, 발
레 및 그래요, 문화 및 건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인식을 급진적으로 변화시켰읍니다. 그리
고 너는 노르웨이에서의 경험을 여러분과 기꺼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노르웨이는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
과 대조되게 오페라와 발레에 대한 전통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국립오페라단은 1959년에 창
립되었고, 2008년 까지 이 기관은 영화 및 연극 극장 시설에 소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나라는 현재 유럽에서 건축 관점에서 가장 멋지고 기능적으로 가장 현대적인 오페라하우스들 중 하나
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중들에게 성공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시가 야망 찬 오페라 프로젝트 (화합의 장으로서의 오페라하우스)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파악
하였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단언과 함께 저의 회고와 코멘트를 시작하고자 합니
다. 저의 단언은 완벽한 오페라하우스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발레와 오페라하우스는 그 정의
상 타협입니다: 기능과 미학적 형태 간의 타협인 것이죠. 오페라하우스는 오페라, 발레, 음악 및 다수
의 기술적, 공예, 행정 기능 등 통상 몇 가지 형태의 예술을 수용할 것이며, 이는 각 장르가 고유하고
주로 상이한 요건을 가지고 있고 이들 간에는 형태 및 기능 면에서 상반되는 때가 있습니다. 의류 생
산에서 재봉사가 작업환경에 대해서 갖는 요구는 오페라 솔리스트가 그/그녀의 리허설 스튜디오에 대한
요구와 다를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목수의 작업장은 발레 무용수가 스튜디오에서 필요로 하는 것
과 다른 작업환경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들자면 매우 많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도전
과제들은 우리가 각 주제 및 개별 예술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행계획과 오페라하우스 내부의 상호관계라는 제3의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문제가 드러
납니다. 이런 모든 주제들과 기능들이 통일된 예술의 경험과 획득을 위하여 통합되고 함께 처리되어야
합니다. 기능적 요건 간에 마찰과 충돌이 드러나는 곳이 이같이 끝없이 상호작용을 지향하는 노력 과정
에서입니다.
가장 강력한 것이 극장 안에서 진실의 순간이 반복하여 표현되는 즉 무대와 청중석 간에서 예술가들이
진정한 고객인 청중들을 만나는 과도 구역에서입니다.
오케스트라석 위의 앞 무대 아래의 이 지역이 "전쟁 구역"이라는 생생한 용어로 불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 인물만을 열거해서 가수, 무용수, 교향악단 연주자, 지휘자, 감독, 안무가, 무
대 설계자, 조명 설계자 들이 대중들에게 청각 및 시각적으로 통합되어 전달되는 단일 작품으로 통일되
며, 오페라와 발레 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마술적이고 감성적인 경험을 창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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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Ⅲ: 새로운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부산 국제심포지움에서의 강연
무대의 비유로서 심장은 또 하나의 강력한 모습을 일컫습니다: 스튜디오, 대기실, 공장이든극장의 모든
기능은심장인 무대에 가능한 한 가까와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고려한다면, 거의 모든 기능들이 효율 및
물류 고려사항들로 인해 무대와 동일한 층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실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타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한가지의 관점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타협의 이미지를 확대시키
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모든 프로젝트는 공간적 및 예산의 제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측면이 부산에서도 적용된다고 예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우선순위를 수립할 의지와 능력이 요구
됩니다.
일부 기능적인 요건이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성을 가지며, 특정한 기능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
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정립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오페라하우스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
는 목표와 목적을 관련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오페라하우스 건립의 긴 과정의 첫 단계로서 정의
되어야 합니다. 이를 하고 나면, 새로운 오페라하우스의 완전한 최적점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목적과 운영 범위
새로운 오페라하우스의 목적과 야망 및 의도된 운영이 적절한 기능 및 공간 계획을 발전시키는 데에
가장 중요한 설계 요건들입니다. 동시에 오페라의 세계에는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 국제 기준이라고 정
의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첨언해야 합니다. 디자인에서나 용어에서나 동일합니다.
완벽한 오페라하우스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듯이, 오페라하우스의원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
슬로 오페라하우스가 기능성에 관련하여 성공한 일부는 당해 공간에 대한 오랜 준비기간 및 기능 계획
과 특히 유럽의 신형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계획 절차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합니다. 건축 과정은 총 10년과 10년이 추가되
었습니다. 우리는 1989년에 이미 새로운 오페라하우스의 목적과 활동범위를 기능과 공간 프로그램의
기반으로서 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대 내내 이러한 목적과 활동 영역 및 관련 기능 및 공간적 프로그램 들을 처리하고 발전시켰으
며, 2002년에 예비 프로젝트를 완결하고 현장과 예산을 결정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엔지니어링과 건축 단계에서도 우리는 최종 결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변경
과 조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도전 과제가 제기되었는데, 그 이유는 건축
프로젝트의 고유한 논리와 역학 상 당초 프로젝트 범위가 정의되었던 시점으로부터 공간과 기능 프로
그램이 최소한으로만 변경되어야 함을 의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우리는 이미 신규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우리가 달성하려는 것들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표현을 담아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
• 새로운 오페라는 성인과 청소년, 내국인 및 외국 방문객을 포함하여 대규모이고 다양한 청중들에게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오페라, 발레, 음악 및 무용 극장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다재다능한 활동 레퍼터리를 소화해야 한
다. 오페라하우스는 매일 다른 레퍼터리를 제공 가능해야 한다.
• 최고 수준의 예술 공연이 가능해야 하며, 대중들에게 본격적인 오페라와 발레의 경험 기회를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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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 노르웨이와 국제 오페라와 뮤지컬 극장의 레퍼토리, 발레와 무용 극장의 레퍼토리가 보존되고, 전파
,개발되고 갱신되도록 해야 한다.
• 사업 내부의 전문직 그룹에게 우수, 유효 및 적절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따라서 조직의 생
산성 및 예술적 성취를 촉진해야 한다.
• 국제적인 오페라와 발레 초청 공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전국적인 오페라 활동이 성장 잠재력과 개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오페라는 국가적인 자원 및
역량으로서 강화되어야 한다.
• 신규 오페라하우스는 도시 지평선에서 부각되는 입지와 설계를 가져야 하며, 따라서 지표성과 국내
예술에서 예술형태 및 수도의 문화와 사회 생활의 중요성을 나타내야 한다.

2002년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의회의 예산 처리에서, 정치가들도 이러한 원대한 목표에 동참하였다 :
• 신규 오페라하우스는 차세대를 위한 폭넓은 청중들을 대상으로 오페라와 발레를 국제적 차원에서
제작하고 공연하기 위하여 건립될 것이다.
• 건물은 중요한 기념비적 건축물이 되어 노르웨이를 문화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노르웨이 국립 오페라
가 국가의 문화 및 사회에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음을 나타내게 된다.
우리의 신규 오페라하우스가 이러한 모든 목표 및 염원을 대부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만족스
러운 일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드디어 오페라와 발레를 위한 최초의 목적건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관의 목표와 운영 영역은 20년 동안 기획, 설계 및 건축과 함께 발전과 정교화 과정을 거쳤읍니
다. 이제 기관은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Norwegian Opera & Ballet 는 새로운 오페라하우
스의 운영을 위하여 확장된 목표와 야망을 정의하였습니다: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관의 임무가 노르웨이 국가를 위한 오페라하우스가 되었습니다. .

또한:
• 이 기관이 대중에게 제공하는 레퍼토리 및 오페라와 발레 공연의 예술적 수준은 DNO & B 를 유
럽의 선도 오페라하우스의 반열에 올려 놓을 것입니다.
• 신규 오페라하우스 내에서, 공연과 연주회의 빈도는 과거 구 시설에서에 비해 배증하여 거의 300회
가 될 것입니다. 청중의 수도 거의 25만 명으로 배증할 것입니다.
• 오페라와 발레는 동등한 예술형태로 간주될 것입니다. 자체 제작과 공동제작이 레퍼토리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 오페라 레퍼토리에는 확장된 핵심 레퍼토리, 오페레타, 뮤지컬 및 노르웨이와 국제적인 현대 작품과
위촉작품 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클래식 및 혁신적인 제작에 공히 중점이 주어집니다.
• 발레 레퍼토리는 국제 및 노르웨이 무용의 최고를 포함할 것입니다. 클래식과 현대 작품 간에 균등
한 배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레퍼토리는 노르웨이와 국제 현대 작품 및 위촉작품 들을 포함할 것
입니다. 혁신적인 안무의 제작에 집중할 것입니다.
• 다양한 형태의 오페라와 발레의 연속 공연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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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청중, 특히 청소년에 대해 배려한 작품을 제작하고 공연할 것입니다.
• 자체 앙상블 및 초청 앙상블로 연주회 시리즈가 개최될 것입니다.
• 전국적인 활동이 강화될 것입니다. 오페라와 발레가 여러 형태로 순회 제작을 개발할 것입니다.
• 노르웨이 오페라와 발레는 자체 제작물로 시설을 독점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르웨이 및 국제적인
게스트의 공연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 오페라와 발레에 대한 대중들의 지식과 친밀도를 높이는 노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모
든 연령대에서 기존 청중 및 신규 청중을 목표로 하며, 아동과 청소년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 활동에는 입문 훈련, 아웃리치, 아동 청소년의 참여, 워크숍, 전시회, 신 미디어 활용, 발간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공연 지향 및 다른 교재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늘릴 것이며, 다국어 교재를 도입하여 기존
및 신규 청중에게 예술 형태의 가용성을 높일 것입니다.
• 오페라하우스는 국가자원 및 역량으로서 노르웨이 내의 타 예술 회사들에게 기량과 설비를 지원함
으로써 오페라와 발레의 제작에 지식과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DNO & B 는 우리의 공연에 와 볼 기회가 없었던 그룹을 포함하여 폭넓은 청중들에게 시청각 제
작/TV방송과 신매체 활용을 통해 오페라와 발레가 접근하도록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 DNO & B 는 기본 예술 및 소규모 기술의 직업훈련의 여러 가지 형태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발레 학교, 아동 합창단, 직업훈련 및 인턴십을 의미합니다.
• DNO & B 는 오페라를 방문하는 동안 청중들에게 양질의 전반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
에는 식당, 매점, 바, 맥주 가든, 비즈니스 센터, 여행사, 회의실 및 연회장 등 수시 필요한 시설들이
포함됩니다..
위에 언급된 모든 양상들이 시내에 오페라하우스를 가진 경우의 다양성, 복잡성 및 풍요함을 보여 줍니
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부산에서의 절차에 한 가지 중요요소를 보여 줍니다. 즉, 설계와 공사를 시작
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야망과 목표 및 어떤 활동을 의도하는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공간과 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핵심 가이드라인의 기본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 됩니다. 설계 입찰 및 설계자
선정 이전에 잘 기획된 공간과 기능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축 입찰부터 완성
시까지 주된 형태가 불변할 우수한 건축 개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도 외부적 한계 내에서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최소한은, 시간과 비용,품질 의 차원들 간에 상반 요소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건축의 각 단계에서 지배적인 변수가 무엇으로 정의되는가? 우리의 경우에는 예산이 큰 틀이었고 (예
비 프로젝트 이후에는) 시간보다 품질이라고 정의되었읍니다.
(주 설계와 기능적 요구사항들)
오슬로에 오페라 프로젝트는 빌딩 프로젝트 설계에 기본이었던 주요 디자인 추정과 중요한 선택들이
있었다.
무대의 숫자와 타입: 이 프로그램과 활용 범위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바람은 단 하나의 무대에서 실현
될 수는 없었다. 최소한 두 개 무대가 필수이며, 세 개의 무대가 선호되었다.
오페라 하우스의 핵심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주 무대와 객석이다. 공연장은 오페라, 발레를 공연하기에
그리고 음악, 댄스 극장으로서 완벽히 성공적으로 보일 것이다. 공연장은 훌륭한 음향 시설을 갖고 있
고, 최상의 시야를 보장하고 있어야 했다. 또한 분위기와 개성, 친밀감을 갖고 있어야 했다. 성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하나의 조건은 음향 시설이었다. 무대와 객석은 앰프가 없는 음악 공연을 위한 최상의
음향 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야만 했다. 그래서 음향 시설은 무대와 객석 설계와 관련된 다른 어떤 기준
들보다 중요하게 매우 이른 시기에 결정 되었다.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객석의 모습과 관련된 핵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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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선택을 했다. 우리측에서는 그 형태가 전통적인 말굽 모양에 기초해야 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
었다. 물론 그런 형태가 성공적인 음향 효과를 낼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지만, 경험에서 그것이 최상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우리가 맞았다는 것을 말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우리의 새로운
오페라 하우스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그 훌륭한 음향시설로 명성이 높다.
매우 중요한 추가 기능은 콘서트 공연 시에 음향 벽과 천장을 무대에 설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런 콘서트 캐비닛이 없다면 관객들에게 음악이 전달되기 보다는 커다란 개방 무대에서 소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오슬로에 이 오페라 하우스는 노르웨이에서 최고의 콘서트 홀 중 하나가 되
었다. 엄청난 보너스라고 할 수 있다.
예술적 발전은 자주 작은 형식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페라 하우스의 "블랙 박스" 기능에
연습실이 수반한다고 가정한다. 연습실에서 워크숍과 개발 프로젝트가 이뤄진다. 이 연습실은 200개의
객석을 갖추고 있다.
무대 2가 실험적인 레퍼토리만을 위한 순수 블랙 박스로 설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무
대가 건축적 표현과 일치하면서, 미학적 완성을 이루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비록 주 무대보다 작은 형식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레퍼토리의 소화가 최대한 가능하게 최적
화 되기를 또한 바랬다. 무대 2는 이 새로운 오페라 하우스에서 우리가 제시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연
장의 성장을 의미한다. 동시에 주 무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정 기능적 상황을 곧 상정했다: 홀이 가
변적이라는 것이었다.
종합 오페라 하우스의 문제: 국가적 자생 기관으로서 우리는 초기 과정에서 이 오페라 하우스는 종합
오페라 하우스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했다. 이는 이 오페라 하우스가 아이디어의 발상에서부터
완성된 쇼까지 제작 일정의 모든 중요한 부분들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가질 것이라는 것
을 의미했다. 모든 거래와 이 과정에 관련 된 직업군들이 이 건물 내에서 실제 거주해야만 한다. 총
50개 직업군이 넘는다. 워크숍에서부터 오페라 솔로이스트, 코러스, 댄서들과 오케스트라의 합주단까지
모든 것. 그렇지만 이는 우리의 개념적 전략적 선택이었다. 다른 프로젝트들은 이를 다르게 인식했을
것이다.
수용 관람 인원: 오페라와 발레에 대한 적절한 관객석 규모는 얼마일까? 인구와 잠재적 관객을 고려할
때 최상의 규모는 얼마일까? 한 쪽에는 음향시설과 친밀감 또 한 쪽에서 경제와 같은 서로 상충하는
기준을 고려하면서 중앙과 비교해서 적절한 규모는 얼마일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새로운 주 무대 수용 인원은 1300내지 1600석이 최적이라고 생각했다. 무대 2는
400에서 600석이 적절하다고 추산했다. 그리고 가장 큰 연습실은 200석 규모로 생각했다.
스태프 인원: 다양한 공연과 기능의 종합 오페라 하우스는 많은 숫자의 다양한 직업군의 인력을 필요
로 한다. 이 조직은 제작 사업, 공연,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기구와 창조적 예술 기구로서의 기능을 동
시에 한다. 수십 명의 훈련생들과 전문 작업 그룹들은 건물 내에 그들의 장소가 있어야 한다. 오페라
하우스는 세상의 축소판이다. 오페라, 발레 하우스는 또한 노동 집약적 과정이다. 예술적 공연들은 기
계나 장치에 의해 대체 될 수 없다. 그래서 단지 양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질적인 관점에서, 활동 수
준과 향상된 질을 배가 시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예술 스태프들이 필요하다. 기술적인
생산 스태프들도 포괄적이어야 한다. 오페라 하우스의 발전 된 극장 기술적 장치들 때문에 효율성이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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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게 향상되지만 활동의 증가는 스태프의 증가를 필요로 한다. 특화된 기술은 단지 제한된 합리화 가
능성을 가진다. 그리고 행정적 지원은 전문적인 방법으로 모든 과정들을 계획, 실행,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만 한다.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른 시기에 전체적인 스태프 규모는 약 600명 정도 되어야 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물론 이는 개념적 전략적 선택이다. 이는 실제 프로젝트와 그것의 목적과 야망을 고
려해서 해야 한다. 유럽 관점에서 이 노르웨이 프로젝트는 다른 국립 오페라 발레 하우스들에 비교하면
중간 사이즈이고 스톡홀름과 헬싱키 수준과 견줄 만 하다. 동시에 서유럽의 프리미어 오페라 발레 기관
들 중에 가장 극단적인 예인 파리 오페라 하우스는 1500명 이상의 고용인원을 갖고 있으며, 이런 많은
스태프를 가진 오페라 하우스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대략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영구 스태프는 다음과 같이 구성 되어있다.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관리: 110
합창단과 합창단 행정: 60
발레, 스태프, 행정과 학교: 95
오페라 솔리스트, 스태프 그리고 행정: 50
제작과 기술: 220
마케팅, 판매, 정보, 공공 서비스: 30
행정과 오페라 하우스 활동 보조 스태프: 60
총 고용인원: 625
추가적으로 건물 관리, 작동, 보수 인원뿐만 아니라 오페라 하우스의 상업적 기능들, 예를 들면 식당,
상점, 비즈니스 라운지, 가이드 투어, 연회 그리고 현 사업 협력을 위한 인원들이 필요하다.
연습실들: 최적으로 설계된 연습실들은 기능적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오케스
트라, 합창단, 오페라 솔로이스트와 댄서들에 대해 각각의 기능적 요구사항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소, 높이, 음량, 마루, 벽, 천장, 환기, 상대 습도, 음향 설비와 장치 설치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들이
있다.
오케스트라 스튜디오는 100명의 연주자와 추가로 최대 100명의 가수를 수용할 수 있다. 오케스트라
스튜디오는 많은 기악연주자들과 가수들이 동시에 연주 하더라도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커다란 볼륨의
음향시설을 필요로 한다.
합창단 스튜디오는 오페라 합창단과 그것의 독립적인 음악 연습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는
아마도 최고인 합창단 연습 룸을 만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개인과 그룹 연습을 위
한 충분한 숫자의 작은 스튜디오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오페라 솔로이스트, 반주자와 오케스트라 연
주자들을 위한 약 25개의 음향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다.
발레 댄서들은 그들의 일상 연습을 위해 음악가들과 가수들과는 다른 요구 사항이 있다. 음악가들과
가수들에게 음향시설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댄서들에서 발레 마루 기능성이 최우선시 된다.
또한 댄서들은 현재 다섯 개의 커다란 스튜디오를 갖고 있다. 오페라 연습실도 또한 필요하다. 사업적
목적에 기초해서 최소 3개의 이런 스튜디오의 필요성을 고려했었다. 모든 지역 그리고 방문 가수, 댄
서, 음악가들은 그들 각자의 락커룸에 대한 특정한 기능적 요구사항들을 갖고 있다.
많은 기능들은 오페라 하우스안에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한다. 프로그램 상 초기에 데코레이션과 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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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구 각각에 대해 오페라 하우스의 얼마나 많은 저장 공간을 가져야 할 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만 했다. 이는 매우 부피가 큰 기능들이며, 매우 큰 데코레이션 창고를 지닌 유럽 오페라 하우스의 몇
몇 예들이 있다. 우리의 니즈는 미래의 오페라 하우스의 운영적 모델에 따라 고려 되어져야 했다.
매일 밤마다 공연을 번갈아 하는 것과 같은 운영의 집중적 레퍼토리는 충분한 내부 저장 공간을 필요
로 한다. 하지만 공연이 끝날 때가지 고정 된 공연을 의미하는 클린 블록 모델은 매우 적은 규모의 내
부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주 무대에 대한 우리의 운영 모델은 중간적 해결책, 일종의 블록 레퍼토리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선호하는 것은 하나의 오페라와 하나의 발레와 같은 두 개의 제작이 각각
번갈아 되고, 그 와중에 오페라나 발레 중 하나의 세 번째 제작이 최종 연습 단계에 있고 그런 후에
공연 단계에 있는 오페라나 발레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페라 하우스 프로젝트의 발전과 함께 우리는 추가적으로 적절한 외부 저장 공간을 마련하려고 노력
했었다.
무대 공간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무대가 바로 "진실의 순간"이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극장 기
술과 살아있는 예술이 만나고, 이 만남에서 향상되고 정제된 예술적 작품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초기 단계에서 주 무대가 우리의 미래 제작이 국제 오페라, 발레 세계와 비견 될 만한 차원들과 기술
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확실한 것처럼 보였다. 이런 주 무대에 더해서 현 레퍼토리를 위한 데코레이
션을 저장하기 위해 보조 무대와 연습과 공원을 위한 보조 무대를 고려했다. 국제 오페라 하우스 기준
에서 봤을 때 우리 것은 중간 정도이다. 게다가 조립/ 제작 전에 데코레이션의 해체/ 연습과 공연 상황
을 위한 조립 홀이 주 무대 층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극장 기술 지역 안에 확대 프로그램의 위한 룸이 주어졌다. 이런 복잡하고 커다란 철제
설치물, 기중기, 무대 기계들, 조명, 음향 장치들과 이미지 관리 시스템과 최신 컴퓨터 프로그램들 세상
에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위해 사용될 것인지에 촛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가능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극장의 예술적 표현을 지원 향상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노르웨이 오페라 하우스는 유럽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 된 극장이 되었다.
워크숍: 종합 오페라 하우스로서 모든 워크숍은 오페라 하우스 안에 있다. 대략 우리는 하드와 소프트
의 두 개의 타입으로 워크숍을 분리한다. 하드 부문에는 금속, 플라스틱, 목재 제작과 또는 3차원 데코
레이션, 소도구, 가구, 무대 카페트의 색칠을 위한 방을 의미한다. 소프트 부문은 의상제작을 의미하며
공간과 노동력이 많이 든다. 수천 개의 의상들이 매년 보수, 꿰매지고, 자르고 붙여져야 한다. 가발, 신
발, 모자들은 제작 또는 구매 된다.
행정적 운영적 보조 기능들: 현대 정보 커뮤티케이션 기술에 괄목할 만한 투자가 있었다. 게다가, 세월
의 흐름에 따라 조직의 변화에 발맞출 수 있는 유연함을 갖춘 공간 해결책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 공간: 지난 20년 동안, 오페라 하우스의 교육적이고 외부 도전에 대한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초
기에는 우리는 일종의 교실(지금은 교육센터라고 불린다.)을 현관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중요
한 면은 다국어 자막 시스템이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최초의 오페라 하우스로서 우리는 각각의 객석
뒤에 스크린을 설치했다. 주 객석과 무대 2 모두. 관객들은 오페라 대본을 읽기 위해 여러 가지 언어
중에서 고를 수 있다.
프로젝트의 엄청난 확장은 오페라 하우스가, 예를 들면 식당, 바, 상점 그리고 비즈니스 라운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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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기능들을 도입하는데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사실이다. 노르웨이의 문화적 정치적 전통적 관점에
서 기업 시장을 위해 10개의 라운지를 만든 것은 논쟁을 불러 일으킨 시도였다. 회의실과 연회석을 위
해 기구 프로그램은 영상음향 기구와 연회 가구를 포함하는 단계로 확장됐다.

Øverst i skjemaet

(완공된 오페라 하우스)
우리 지역에서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가 제공하는 종합적인 개념을 제공할 수 있는 오페라 하우스는 이
전에 없었다. 본 오페라 하우스의 면적은 약 49,000제곱 미터에 달한다. 전체 건설 비용은 노르웨이 통
화로 44 억 크로네, 즉 5억 5천만 유로가 소요되었다. 일찍이 노르웨이가 문화 공간 건설을 위해서
이렇데 많은 투자를 한적은 없었다.
본 오페라 하우스는 국가 소유이며,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제외한 건설 경비는 노르웨이 정부가
지불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그렇게 많은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 길고 광범위한 공개 토론이 있었지만, 2000년에 스토헤타 (Snøhetta)의 독특한 건축 개념을
선택한 것은 이러한 토론에 아주 흥미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건축물이 형태를 갖추고 완공되어 가는 결
과를 보면서, 이 프로젝트에 그렇게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자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었다는 생각으로 여
론이 점진적으로 통합되어 갔다. 이것은 해당 프로젝트가 가진 위대함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시각적 이미지를 우리 사회에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지원과 공공의 열정을 고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완공 후의 오프닝 행사 및 오페라 공연을 위한 사용 등의 전반적인 경험을 한 후, 본 프로젝트가
논란의 대상이 된 경우는 거의 찾아 보기 힘든다. 그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
에 설명하는 요인들이 매우 중요하다.
• 초기 과정에서, 개방적이고, 접근이 용이하고,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고
자 하는 비전을 세운 것. 이러한 비전은 건설 과정을 통해서 설계자 및 건설자들을 통해서 구현되었고,
본 오페라 하우스를 운영하는 기관에 의해서도 지속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 건축가들은 독특한 컨셉트를 이용해서, 대중들이 오페라를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오페라 속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것과 같은 역사상 초유의 건물을 창조해 낸 점. 본 오페라 하우스 건물의 경사진
지붕 표면의 독특한 형태학적 컨셉트는 노르웨이 수도인 오슬로에 새롭고 특별한 도회적 공간을 제공
해 주고 있는데, 또한 이 지붕 위에서는 열린 야외 콘서트도 할 수 있다.
• 일반적인 유럽의 오페라 하우스들과 비교해서 더 많고 다양한 종류의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공연할
수 있다는 점. 오페라, 뮤니컬, 발레, 댄스, 클래식 콘서트는 물론 재즈, 록 뮤직 및 대중 문화 분야까
지도 포함된다.
• 초청 공연과 결합된 운영 기관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유치.
• 오페라 하우스 프로젝트 및 기관 운영 그리고 헌신적이고도 고도의 경쟁력을 갖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열정적인 리더십.
본 오페라 하우스가 창출한 가장 기초적인 결과 중 하나는 공연장 안밖을 통 털어서 연간 약 200만명
의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건축물은 노르웨이에서 가장 대표적인 첨단 건물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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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잡고 있으며, 수도 오슬로의 아이콘이 되어 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제 누구도 이 건축물에 투여
된 자금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 대중들을 이 건축물을 각자의 가슴으로 받아 들
이고 있다.

(현재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
그렇다면 본 오페라 하우스를 계속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다른 스칸디
나비아 국가 및 유럽 국가들 처럼 노르웨이도 전반적인 문화 생활 그리고 특히 기본 예술 기관에 대해
서 대중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강력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술과 문화란 의료, 국
방, 교육, 교통 시설 및 기타 사회적인 인프라와 동등한 기초적 개념으로 취급되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복지이며 사회적 특권이라는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문화를 우리 사회를 결합시키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보는데, 이 문화는 우리를 하나의 국민 그리고 하나의 국가로 묶어주어서,
일체감과 정체성,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 준다. 따라서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문화는 모든 국민들이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티켓 가격은 일반 대중들이 엄
두도 못 낼 정도로 높아서는 안 된다. 잘 알려진 대로 오페라와 발레은 공연 예술 형식 중 가장 경비
가 많이 든다. 만약 관객들에게 공연 및 운영 비용을 전부 부담시켜려 한다면, 티켓 가격은 상상 초월
로 높아지에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극장, 콘서트 및 오페라 공연은 사치스러운 취미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사회적 혜택이라고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자신들
의 삶을 더욱 풍요하게 하고 활발하게 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문화 분야로부터 수준 있는 문화를 접
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대중들 중 다수로부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극히 일부 제한된 관
객들만 본 오페라 하우스에서 받아 들인다면, 그런 기관은 금방 재원이 고갈되어서 파산하게 될 것이
다. 그리고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극장, 오페라 및 오케스트라 단체 (기업)을 위한 기본 재정을
삭감하는 경우, 노르웨이에서의 모든 창조 및 공연 예술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
이다. 그 결과는 자율적인 문화 및 교육 분야와 같은 다른 영역들에게 심각한 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자율적인 문화 및 교육 분야와 전문적인 공연 예술 사이에는 뗄레야 뗄 수 없는상호 연관
관계가 있다. 자원자들과 학교들은 교사, 지도자, 교사 등과 같은 전문적인 핵심 인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전문 공연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전문 교육 과정을 받아야 한다.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기관에서의 공연 및 콘서트들은 지원자들 및 아마추어 문화 분야 종사자들이 보여 줄 수 있는
예술적인 경력에 고도의 체험과 매우 중요한 경험을 제공해 준다. 스포츠 분야와 같이, 국가 또는 도시
는 저변에 있는 많은 아마추어 활동과, 걸출한 공연 무대를 제공하는 절정의 무대, 이 양쪽에 함께 의
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각 개인들이 추구하는 사리 추구를 넘어서 사회적
가치로써 사회의 기본 상품, 자원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예술적인 혁신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중들은 자연스럽게 더 익숙한 것을
추구한다. 누군가 공연 또는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관객들은 더 쉬운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
다. 하지만 사회와 개개인 각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접근하고 부딫쳐야 한다. 따라서
예술 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맡은 우리는 대중적인 분야는 물론 아직 알려지지 않는 분야까지도 관객들
에게 소개해야 한다. 오페라 하우스 및 기타 공연 예술 기관들은 창의적인 충동, 아이디어 및 심미적인
경험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공간에 속한다. 기관들은 지역 사회의 미래 발전을 가져다 줄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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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의 전통과 문화 유산을 강화하고 윤택하게 한다.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
이 이러한 중요한 인식을 배경으로, 사회적으로 징수하는 조세 공과금에 거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공공
자금 지원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 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막대한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걸 맞는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분투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주어지는 보조금들을 받지 않을 수 있거나 받을 필
요가 없는 기관은 없다. 따라서 기관들은 투자 금액에 걸 맞는 것을 점점 더 많이 보여주어야 한다. 정
부와 문화 기관 사이에서의 운용 시스템, 특히 노르웨이, 오페라 하우스의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언
급하기로 한다.
국가 또는 문화부는 국립 오페라 하우스에 대해서, 소유권자 및 주 재정 기여자라는 두가지 다른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문화부는 점진적으로 새로운 공공 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문화 기관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이전에는 보상 체계 및 그에 관한 상세한 규정들만 있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전략적 목표를 가진
경제적 토대를 기초로 한 정부 운용 시스템을 통해서 특정 지표들 또는 변수들을 통해서 성과를 측정
한다.
정부는 투자한 금액에 걸 맞는 가치를 보기 원하는 사회를 대신해서, 고객의 입장에서 더욱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본 오페라 하우스는 정부 보조금을 유지 또는 쉽지는 않겠지만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속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일반 대중 사이에 인식되고, 또 그에 따라서 정치 집단
들 사이에서 인식되는 본 기관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점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손을 내밀면 닿을 거리에 있던 정부와 공연 기관 사이의 거리로 인식되
던 전통적인 운용 원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최소한 재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적이고
자체 관리되던 예술 단체인 본 오페라 하우스는 그러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
하지만 달리 해석한다면, 본 기관은 전략적 선택 및 우선 순위 설정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며,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른 조치들과 함께 자체 사업 계획 시스템을 강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기관 관리의 측면에서 사명과 비전 그리고 자체에서 결정한 포부들은 정부가 제시한 목표 및 기대에
부응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장기 목표 및 측정 지표들은 본 기관에 있는 여러 부서들이 수행할 구체적인 운영 목
표로 전환되어서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오페라 하우스 건설을 하기 전에 목표 확립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
준다. 먼저 목표를 정하고 정부로부터 그 목표를 확인 받은 후, 그에 따르는 운영 경비를 설명할 수 있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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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걸맞은 가치를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가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가능한 최상의 공연 수준 유지
관객들의 경험 향상
국가 문화 명성 확대
조직적인 효율성 증대
공연 회수의 배가
관객 숫자의 배가
레파토리의 다양성 확대 및 고급화
예술가들이 창의성과 새로운 공연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제공
새로운 관객 층 확보
더 많은 복지와 더 많은 교육 기회 제공
노르웨이에 있는 많은 오페라 및 발레 단체들에게 발전의 기회를 제공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 지표는 투자에 걸 맞은 가치의 창출이다. 공연 및 관객의 숫자가 100% 더
증가한다면, 오페라 하우스는 50% 직원을 증원할 수 있고, 공공 지원금을 50% 더 받을 수 있다. 1크
로네씩을 더 내고 사회는 새로운 오페라 하우스로 돌려 받게 될 것이다.

(운영 예산)
자 이제 운영 예산에 대해 살펴봅시다.
– 맨 먼저, 수익 면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새 현대 오페라 하우스인 NO&B는 향후의 재정 자원을 강하게 혼합해야 하는 필요성을 예견하지 않
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 관객 후원/광고 75-80 % 15-20% 5-10 %
예전에는 – 10/20년 전 – 봉급 외 소득은 거의 상대하기 힘들었으며 후원금조차도 더러운 돈으로 여
겨지며 논쟁의 여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우리로부터 봉급 외 소득의 볼륨을 증가하기를 명백
하게 기대합니다. 매표소로부터의 근로 소득은 증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큰 위험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다른 영역에서의 부족함의 위험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
고 서로 균형을 찾을 수도 있고 우리를 덜 취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정부 보조금은 정치 변화 바람과 동향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 소득과 스폰서는 시장의 변화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 - 박스 오피스는 대중의 충성도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티켓 가격의 수준은 고객이 얼마를 지불하고 싶어하느냐에 따라 조절되어야 하고, 가격에 대한 요구의
탄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오슬로에서는, 차별화된 가격 책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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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형태, 좌석 위치, 날짜, 행사의 증가 수에 따라 가격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업 지역에서는 - 광범위한 후원 프로그램 이외에 - 봉급 외 소득 창출 요소를 광범위하게 개발하
였습니다.
�
VIP – 시설
�
10개의 전용 라운지 임대
�
레스토랑, 카페와 바 - 취사
�
쇼핑 - 라이센스 제품
�
의자 임대
상업 활동은 이것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 전통 공연과 일반 마케팅 이외의 다른 채널과 수단을 통해 우리의 예술 양식을 더 많은 청중에 전
달.
• 대중의 전체적인 방문자 경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
• 브랜드 이름 DNO & B를 원 및 강화
• 상업 시장에서 DNO & B의 자원을 활용하여 핵심 사업에 소득을 제공합니다.

그런 후의 비용 측면 :
예술 및 재정 계획이 일관되어야한다. 그것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예술 기획은 분명히 장기적인 것입니다. 최고의 예술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신은
2 ~ 3 년 앞서 예술적 계획을 미리 수정해야합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 조건의 예측 불가능성이나 불확실성과 충돌합니다. 우리가 개인 또는 정
부 기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 이것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단기 기간에 대해서만 해결됩니다. 불확
실성으로 인해 금융 버퍼를 유지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오직 현재의
재정 수준의 X %에 맞춰 당신의 예술 활동을 계획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매우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당신은 실질적이고 중요한 비용 요소를 식별하여야 하고, 특히 임
금 및 연금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개발의 예측을 해야합니다.

최적의 자원 활용을 위한 중요한 것은 활동이나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모든 비용 요소의 가시가 필요
합니다. 프로젝트 사이의 우선 순위를 잘 정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전체 그림과 프로젝트 제작에 필요
한 시간당 작업량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페라 하우스가 – 노르웨이 오페라 하우스 역시도 – 점점 더 프로덕션 (공동 제작, 구입 판
매, 임대)과 협력하는 것과, 많은 오페라 하우스가 제작에 필요한 배경이나 의상을 외부 기관에 위탁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에서 당신은 아마도 당신의 워크샵이 다른 엔터프라이즈에
서 경쟁 옥은 입찰되도록 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권한은 분명히 자본 비용이 우리의 연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습니
다. 왜냐하면 정부가 늘 그래왔듯이 건물에 대해 지불을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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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Bus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Opera House

2011. 8. 11 목(Thu)
13:00~16:40

Cultural City, Busan : Opera House
특강 Ⅲ: 새로운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부산 국제심포지움에서의 강연
반면에, 오페라 하우스를 유지하는 데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LCC의 수명주기 비용 ) 우리
는 괴롭히는 커다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예상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의 철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
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프로젝트에서, 이것은 진행중인 작업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전체 운영 예산의 불균형한 양을 소비하는 위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목적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위험의 한 복판에 서있습니다.
DNO & B는 2010의 다음과 같은 주요 요인을 보고합니다 :
총 예산 NOK 590,000,000
국가 보조금 NOK 441,000,000
티켓 수익 NOK 87,000,000
후원 수입 / 광고 NOK 46,000,000
기타 수입 NOK 16,000,000
자기 자금 비율 26%
총 공연과 콘서트 수 413
개봉(초연)수 16
상업 이벤트수 150
총 관객수 275,000
종업 원수 625
개중 몇 개의 선택된 유럽 오페라 하우스에 대한 벤치마킹은 다음 수치를 제공 (오류 가능성) :
공연 당 정부 보조금 (1,000 NOK)
공연 당 총 비용 (1,000 NOK)
자기 자금 비율
오슬로
코펜하겐
스톡홀름
암스테르담
런던
브뤼셀
파리
비엔나

1100 1400 26%
1100 1400 21%
1200 1400 15%
1000 1200 19%
800 2600 66%
1900 2600 24%
2600 3900 32%
1700 2700 38%

보시다시피, 오슬로의 오페라 하우스는 유럽의 더 작은 수도들의 오페라 하우스와 비슷합니다. .
(관리 구조)
오슬로의 새로운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이 기관이 구조면에서 어떻게 감독되어지고 관리되어집니까?
새로운 오페라 하우스에서 훨씬 더 큰 기관은 새롭고 변화된 관리 구조를 요구했습니다. 여러 예술 형
태가 나란히 번창과 발전을 기대하는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큰 규모의 프로덕션과 공연 활동, 교육 및
봉사 활동과 상업적인 운영을 수용하면서도, 미술 양식 간의 평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구조를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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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페라 하우스의 다른 행사의 전문적인 관리 및 조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체장이 예술 양식 중 하나의 매니저(오페라 감독)를 겸했던 오래된 구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의 새로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한명의 최고 경영 간부 - CEO -위원회를 향한 기관의 총 활동에 책임이 있습니다.
• 다음 이사 및 임원은CEO에게 직접보고하도록 합니다 :
O 오페라 관리자 (오페라 레퍼토리에 대한 예술 감독)
O 발레 관리자 (발레 레퍼토리의 예술 감독)
O 뮤직 디렉터 (오페라 하우스의 뮤지컬 류 - 특히 오케스트라 - 에 대한 예술 감독)
O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마케팅, 영업, 정보 및 상업 기능에 대한 책임)
O 기술 디렉터 (프로덕션 운영 및 극장 기술 업무에 대한 책임)
O 재정 관리 디렉터 (재정, 운영 및 관리 기능을 담당).
CEO는 국가에 의해 임명된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하지만 이 이사회에는 또한 기관의 직원들에 의해서
뽑힌 두 대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직원 조합과의 협력과 대화를 기반으로 하고 직원들이 기업의
의사 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노르웨이 사람들과 북유럽의 일하는 삶에 있어서 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오페라 하우스의 관리 구조는 노르웨이에는 새롭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북유럽과 국제적인 견해를 참조
로 했습니다. CEO가 스스로 예술적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고 가정되므로, 모델이 제공하는 다양한
예술 분야의 예술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위 결정 기관에서 예술감독을 임명하도록 한다. 이 모
델은 또한 부산의 경우에 있어서도 연구하기에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마지막으로, 나의, 그리고 많은 다른 평가는 노르웨이의 새로운 오페라 하우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식 및 태도를 크게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
• 노르웨이의 오페라와 발레는 소수에 의해서는 엘리트 예술 이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오페라 하
우스와 이의 다양한 활동이 새롭고 연령층이 낮은 관객을 위해서 이러한 예술 양식으로의 문턱을 낮추
었습니다.
• 오페라 하우스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강한 브랜드의 하나로서 자신을 확립하는 과정에 있는 기관입
니다 - 오페라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 국제적으로 오페라 하우스는 자연의 아름다운 나라로서만 아니라 중요한 건축과 문화의 나라로서의
노르웨이의 명성을 강화시켰습니다.
• 광범위한 청중에게로의 예술의 접근을 위해 도시 디자인과 도시 개발의 중요성 그리고 건축의 중요
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크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 행운을 빕니다!
이러한 구현은 시행 과정에 있어서 강한 목표와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열정과 헌신이 동기
를 부여하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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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 888 - 4760
Fax. 051) 888 - 4759
www.biacf.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