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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베니스 비엔날 건축 에 나타난 환유 리얼리즘

The Metonymic Realism of the 2014 Venice Biennale of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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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14 Venice Biennale of Architecture, presented by general director Rem Koolhaas, has shown the distinct

difference between his present displays and past displays. Under the theme of FUNDAMENTALS and

ABSORBING MODERNITY, Rem Koolhaas has developed his own unique way which is a research-oriented

display technique to explain the difference at the exhib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a

research-oriented display technique as realism rhetoric for the opened dialectic and identify its aspect of a

methodic approach. This report investigated not only Rem Koolhaas’s thought and theoretical approach through

his work but also the comparison of between his present and past displays. His display is based on the

constellation of Central Pavilion, National Pavilions, and Arsenale display and reflected the reality of architecture in

self-deception through the metonymical interaction of various facts and records. Rem Koolhaas called it the

composition of contradiction. In his work, the spatial situation which is the present has been made with the

intervention of historical events and has revived the reality of architecture. Also, the present is a montage of the

strict control of architecture, the isolation from the architecture itself, and the autonomic communication with other

fields. Finally, as a result of his work, Rem Koolhaas has shown that his display is not the end of phase but a

phase of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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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2014년 베니스 비엔날 건축 은 기존 시와 달리

몇 가지 두드러진 차이 이 존재한다. 건축계의 이슈메

이커인 콜하스(Rem Koolhaas)가 총감독이 된 과 제시

한 체 주제로서 ‘본질 인 것들(Fundamentals)’과 국가

의 주제인 ‘근 성의 흡수(Absurbing Modernity)’가

가지는 의미와 이것들을 구체화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

로부터 구성된 시장의 연출에 있어서 많은 논쟁이 야

기되었다. 지 의 콜하스에 많은 향을 주었던 아이젠

만(Peter Eisenman)은 건축을 15개의 기본구성요소로 연

출한 주제 을 포함한 체 시구성에서 콜하스가 의도

으로 건축에 한 문법을 감추고 개별 요소들과 건축

이 아닌 것들로 시장을 구성하 으며, 네덜란드 건축

역사가인 미셀 로보스트(michelle provost)는 콜하스가

그동안 지배력이 강했던 건축가와 서구 심건축의 종말

을 야심차게 선언하 지만, 결국 이 시는 모든 건축가

를 지우고 콜하스 자신만이 남게 되었다고 평하 다. 하

지만 ‘리서치/아카이 (Research/Archive, 조사연구기록)’

기법으로 기획의도를 직 으로 드러낼 수 있는 시라

는 형식의 속성과 이에 부합하는 콜하스 특유의 사유방

식과 실천으로부터 이러한 반응은 이미 충분히 견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리서치를 기반으로

개되는 시디자인의 특징은 ‘객 사실과 기록’의

재료들을 텍스트로 주제의 달력을 극 화한다는 인

데, 콜하스는 이미 자신의 술과 작업으로부터 이러한

부분에 가장 탁월한 모습을 보여왔다. 본 연구에서는 당

면한 건축 실(Reality)의 성찰과 신을 해 실자체

에 동화되려고 하는 콜하스 특유의 리서치 기반의 리얼

리즘 수사(修辭, rhetoric)를 환유(換喩, Metonymy) 리

얼리즘의 표 특성으로 규정하여 련된 정신분석학과

미학 개념들과 연결하여 그 유효성과 시사 을 짚어보

고자 한다. 동시에 이러한 시방식에 내재된 논쟁 측

면의 심층구조를 제시하여 향후 개될 련 시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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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재료이자 실천 방법의 가능성으로서 연구의 의

의를 가지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범

2014년 진행된 베니스 비엔날 시내용을 심으로

문헌조사와 다양한 미디어 자료들을 통해 진행하 다. 2

장에서는 건축에 한 지향 과 이를 번역(인식-해석-표

)하는 방식을 콜하스의 이론과 건축 사유의 특성을

통해 살펴본다. 동시 건축 실 속에 코드화된 건축

기호의 해체를 해, 주어진 상황을 자신만의 운 방식

으로 구체화하고 드러나지 않은 잠재성들의 호출에 한

내용을 그만의 ‘모순구도’ 략을 통해 살펴본다. 3장에

서는 수사로서 환유의 개념 특성을 정리한 후 라캉

(Jacques Lacan)의 이론을 통해 콜하스 리얼리즘 수사의

생성 구조를 악한다. 그리고 아도르노(Adorno

Theodor)의 객체화 생성모델인 성좌개념과 연결하여

시디자인 해석의 심 틀을 체계화한다. 4장에서는 3장

의 체계를 바탕으로 이번 건축 의 주제설정방식과 각

주제별 시구성의 형식과 내용을 리얼리즘 수사의 측면

에서 그 특성을 규명하도록 한다. 이로부터 콜하스가 의

도하는 시의도가 열린 변증법으로서 환유 리얼리즘

수사임을 확인하도록 한다.

2. 콜하스의 리얼리즘 수사

2.1. 리얼(Real)에 한 자의 (모순)구도설정

르 코르뷔지에와 비교되며, 동시 건축과 건축사유에

큰 향력을 가진 콜하스를 표하는 많은 수식어가 있

지만 그 에서도 리얼리티(Reality), 리얼리스트(Realist)

라는 단어는 다른 건축가들로부터 뚜렷이 구별되게 한

다. 그 다면 여기서 리얼(Real)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학이나 미술, 그리고 화 등의 쟝르에서 ‘ 상을 사실

으로 재 하는, 혹은 상의 본질탐구'정도 수 에서의

언 이나, '리얼리즘(Realism)'이라는 기존 양식 안에서

의 특성과 개념 등을 떠 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실용

술인 건축에서 제기되는 ‘리얼’이라는 질문의 실체는, 건

축 그 자체와 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복잡하고 구체 인

그물망과 같은 실(상황, 조건)1)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것은 건축과 함께 건축을 가능하게 하지만, 규정 불가능

한 보이지 않는 역으로서2) 건축의 내부와 외부, 경계

1) 본 연구에서 ‘ 실’은 주제어인 리얼(real)과 연결되는 것으로, 주체

가 작품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객체’화 될 수 있는 모든 상들

로 마주한 상황, 조건, 사태이다. 정신으로서의 주체, 상징과

비되는 객체, 신체를 지시하며, 동시에 리얼리즘 수사에 동화되는

물질 , 비물질 재료들을 의미한다.

2) ‘보이지 않는 역의 의미’로서 본 연구에서 ‘리얼(Real)’의 의미를

염두해 두고 있는 유사개념은, 라캉이 말한 실재계(The Real), 시

와 틈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혼재된 상태를 지시한다고

할 수 있다. 리얼리스트로서 콜하스를 평가하는 가장 큰

특징은 이처럼 건축을 건축이 아닌 입장에서 근하는

새로운 시각과, 무엇보다도 이 복잡한 그물망을 상 하

기 해, 즉 혼돈을 재단하고 번역하기 해 당면한 사

태를 구체화 한 후, 자의 이지만 냉정한 모순구도를 간

극화해서 균열의 틈을 생성하는 부분이다.

콜하스는 서구인이지만 오랜 기간 인도네시아의 삶으

로부터 형성된 탈 심 세계 , 필름 작가로서의 문학

, 술 상상력과 편집능력, 시사에 능통한 리스

트로서의 리한 찰력과 통찰력을 무기로 근 건축의

역사 사건들에 집 하 다. 사건들에 구조화된 개념들

을 해체, 재배치하여 변화와 신으로 유도하 는데, 이

로부터 콜하스는 동시 건축의 인식과 구체화 과정에

총체성(總體性, Totality)의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자주 드

러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실제로 구 된 로젝트 경

험 이 에 서나 공모 과 같은 이론 실천으로 충분

히 내면화 되었는데, 이로부터 콜하스는 그 구보다도

근 건축을 가장 근본 인 층 에서 유(專有,

Appropriation)하고 용(detournement)―부친살해로서의

복감행―하면서 자신의 지 를 구축한3) 장본인이기도

하다.

콜하스 략의 특징은 사태를 극복하기 해, 백지상

태에서 실과 사태자체에 동화되기이다. 건축역사의

재화라는 입장에서 동시 건축의 문제해결을 해 시간

의 재인식으로서 과거, 역사의 깨우침을 사유운동의

매제로 투입시킨다. 이로부터 자신만의 모순구도로 구체

화하는데, 이러한 사유운동의 핵심은 투입된 시간 , 공

간 재료들의 잠재된 힘으로서, 이념들의 상호작용을

해 다양한 역학구도―과거로부터의 재, 정과 부정,

개념과 비개념, 통제와 자율, 단의 유보, 의도 인 소

외와 분리, 비감성 비도덕 상황 등―를 조직하여, 그

구도 안에서 각 재료들이 능동 으로 자기구조화하기,

즉 모순구도의 역동성을 자율 으로 조직, 텍스트화하기

이다. 이러한 구도설정의 목 은 코드화된 동시 건축

내면의 자연성을 흔드는 인식 교란을 통해 탈코드화,

탈맥락화 된 ‘새로운 생성’의 발 을 마련하기 함이다.

그런데 이 구도가 구체화되는 내용 층 는 정상 인

인식체계로는 포착하기 힘든 역이다. 따라서 일단 이

것들을 포착 가능한 상태로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언어를 통해 명확하게 규정 될 수 없는 언어화 이

몽동(Gilbert Simondon)과 들뢰즈(Gilles Deleuze)가 언 한 안정

, 잠재(태) 상황,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시 언어를 산출

하는 코라-세미오틱Chora-Semiotic), 벤야민(Walter Benjamin)의 문

지방(threshold)과 변증법 이미지, 아노르노의 성좌(Constellation)

개념, 바르트(Roland Barthes)의 시니피앙스(Signifiance) 등이다.

3) 박 태, 성찰 근 화 이후 건축의 복 미메시스 표 특성에

한 연구, 홍익 박사논문, 2013, pp.197-2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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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것들에 근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들뢰즈식 표

을 쓰자면 이것들은 오로지 ‘감각 으로만 포착’ 될 수

있는 것들이기에 주체(정신-이성, 지성)로부터는 말해질

수 없는, 스스로 드러내야 하는 객체(신체) 반응으로

근해야 한다. 콜하스가 리얼리스트로서 드러내는 특징

은 매 상황 이러한 부분의 포착을 해, 새로운 모순구

도의 형성에 몰입하기 때문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리얼리즘 수사’4)로 규정하여 심화해보고자 한다.

2.2. 사태( 실, Reality)를 재료로 하는 수사

콜하스는 최 의 서인『 기의 뉴욕』에서 ‘소 (遡

及)’ 선언을 통해 동시 건축의 모체역할을 한 근 건

축에 근해간다. 여기서 그의 입장이 유별난 것은 근

건축이 이루어낸 신성을 포착과 동시에, 바로 그 지

을 비 성찰의 발 으로 복시킨다는 이다. 컨

표 , 규격에 집 한 합리화를 내세워 ‘살기 한 기

계’의 의미에서 신 기능주의를 제시하여 근 건축의

쾌거를 이루어냈지만 동시에 폭력 , 보편 , 획일화로

문제가 된 근 건축의 ‘주체 심의 생산방식’에 하여,

동시 실상황의 반 에 의해 다양하게 변화한 ‘객체

심의 생활방식’의 입장에서 과거의 기능을 동시 의

성능의 개념으로 복을 시도한다.

물론 콜하스 이 에도 근 건축에 한 비 시도는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루이스 칸의 성찰 이후, 기호/의미

/기술 (포스트모던, 해체주의, 이트모던 건축)시도, 비

지역주의 건축과 지각, 상학, 정보기술 활용의 시

도 등이 있었지만 그리 큰 향을 미치지는 못하 다.

콜하스가 보기에 이러한 건축들이 실패한 원인은 모두

다 미련스러울 정도로 건축에 한정된, 즉 건축이외의

실을 외면한 입장이었기에, 즉 폐쇄 , 낭만 , 피상 ,

장식 이었다는 이다. 따라서 건축의 의미를 실에서

의 ‘작동과 수행’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콜하스에게는 ‘비

본질’ 이었다. 어쩌면 이러한 측면에서 시의 주제로

설정된 ‘본질(Fundamental)’에 담긴 의미를 충분히 짐작

할 수 있다. 시에 한 부정 입장의 평가자들이 강

조한 지 까지 건축의 ‘문법’보다는, 문법이나 언어로 규

정되어 동일화되기 이 의 상태로서, 즉 규정된 무엇으

로 말해질 수 없는 잠재태 혹은 크리스테바가 말한 가능

성을 담지한 질료 (코라-세미오틱의) 생성이 충만한 상

태로 만들기 해 ‘건축을 가능하게 해주는 15개 요소’로

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그의 의도와, 동시에 과거 어느

시보다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국가 에 요구한 주제인

‘근 성의 흡수’가 가지는 의미 역시 이러한 성찰 의지

와 기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본 연구에서 언 되는 리얼리즘 수사는 기존 리얼리즘의 양식 한

계를 월한 것으로, 즉 혼재되어 보이지 않는 실재에 다가가기

한 태도와 방편의 입장에서 ‘리얼리즘 형식’의 수사임을 밝 둔다.

콜하스를 인정하게 되는 배경은 그의 독특한 이론과

방법 체계, 구축된 로젝트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 연

구에서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로젝트에 한

의지와 욕망을 충족하고 작동시키기 해 동원하는 달

의 수법이다. 즉 자신의 감(inspiration)과 개념의 실천

과정, 특히 로젝트를 추동하는 근본이념을 어떤 방식

으로 표출하느냐 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달의 ‘본질’만

큼이나 의도하는 바를 상 에게 설득시켜 달을 성공시

키기 한 략의 ‘효과’의 차원에서, 충분히 요할 수

있다.5) 그리고 이것은 시라는 공론화 된 상황이 세계

의 객들을 상 로 어필 할 수 있는 부이기도 하다.

설득의 도구이자 방편이기도 한 건축에서의 ‘수사’는

근 건축 이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네오 아방가

르드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이탈리아 진주의자들과 국

제 상황주의 그룹이 보여 포토몽타쥬와 부정성의 드로

잉, 그리고 해체주의 건축가들이 건축이외의 형식들을

흡수해서 선보인 세련되고 란한 상호텍스트-수사에 의

한 철학 ·수학 · 술 다이어그램과 드로잉, 지어질

수 없는 건축인 페이퍼 아키텍쳐(paper architeture)가 내

세운 실 인 드로잉, 첨단화된 정보기술이 반 된

라메트릭(parametric, 매개변수조작) 수사에 이르기까

지 건축 고 미의 형성과 술의 비형식성, 그

리고 논리·과학 실증주의 사이를 왕복하며 다양한 면

모를 보여주었다. 어떤 작업들은 설득수단 이상의 독자

인 술 가치로서 주목을 받기도 하 으며, 순수 술

역 안에서 작품 진행의 주요 수단으로 흡수되기도 하

다. 6) 콜하스 역시 다양한 수사를 개하지만 선동 이

기만 한 메시지, 재 심의 감상 인, 따라서 장식 인

표 이나 술의 구축논리로서 이용되는 방법 용과

는 맥을 달리한다.7) 건축과 도시의 실질 인 작동을 목

으로 하며, 따라서 복잡한 실이라는 재료를 사실주

의 입장에서 ‘리서치/아카이 ’하여 인식-해석-표 이라

는 번역과정 체가 유기 /비유기 으로 병치되는, 따라

서 수사자체가 생성운동의 사태이자 로젝트가 되는 리

얼리즘 수사를 심화해 간다.

5) 물론 콜하스에 한 평가는 그가 구사하는 수사만큼이나 리서치

된 내용을 처리하는 기법으로, 문학 · 술 상상력에 기반한 논

리로부터, 과학 유연성으로 합리화된 진행과정, 이에 부합하는

생경한 조형미로 구축된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드러

나는 독특한 자기주도 ‘설득력’의 진행구조 때문이기도 하다.

6) 드로잉 자체가 독립 역으로 활성화 되었으며, 포스트 미디엄,

포스트 로덕션의 시 이후 술가들은 건축의 도구 수

사인 다이어그램, 공간 용, 복잡계 입장에서의 통계 수사, 데

이터베이스로서의 아카이 (archive as database)를 술작품에 활

용한다. - 박 태, 성찰 근 화 이후 건축의 복 미메시스 표

특성에 한 연구, 홍익 박사논문, 2013, pp.135-158 참조

7) 물론 그가 효과 으로 사용하는 실증주의 수사의 실증성 역시 방

법 차원의 용으로 이것들은 유사논리, 유사과학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리서치/아카이 략의 객 화와

그 활용양상이 가지는 한계 역시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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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유 리얼리즘

3.1. 환유 운동의 특성

실에 한 모순인식의 구도설정은 논리·이성 단

을 월하는데, 여기에는 감각 ‘직 ’이 개입된다. 마주

한 사태는 립과 충돌( 정/반 ↔부정/굴 )의 기제 안

에 혼돈스런 실의 이질 재료를 개입시켜 인식 상

호작용을 추동한다. 리얼리즘 수사의 가장 큰 특징은 별

도의 의미개입 없이 실 자체를 상으로 하기에 사태

와의 인식 거리가 최소화되며, 따라서 인식의 운동과

운동시간 역시 순간 으로 응축된다는 이다. 이러한

응축은 다른 사태의 인식작용으로부터 해체되거나 연

결, 재배치된다. 이로써 주체의 인식은 비규정 이고 우

연 으로 응축, 해체되는 자율 수축-이완 운동을 통해

딱딱하게 동일화된 인식의 틈을 해체해가며, 사태를 향

해 근해 간다. 이러한 운동양상을 수사 유형 하나인

‘환유’ 개념과 연결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주어진 상, 혹은 작품에 해서 정신·이성으로부터

포착되는, 즉 ‘유사성’에 근거한 ‘개념화’의 과정을 거쳐

그 의미가 해석되어 달되는 ‘은유’와 달리, 환유는 정

신·이성의 개입이 배제되어 거리와 시간이 최소화되는

‘인 성’으로부터 신체·감각에 의한 직 으로서의 ‘지각

화’로 달된다. 8) 콜하스가 보여주는 훈련된(타고난 기

질, 성장배경과 탈 심 사유방식으로 내면화된), 하지

만 진 , 이 (離接) ‘직 ’에 의한 표 은 이러한

‘지각화’와 연결된다. 자연화, 신화화 된 인간의식의 해방

은 ‘개념’ 신 ‘지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

한 과감한 직 의 감행이 의지하는 것은 ‘객 사실’과

이것들의 환유운동인데, 이로부터 날것이었던 ‘지각’은

‘개념화 된 지각’이 된다.

환유의 이해를 해 시각 술작업으로서 ‘은유-회화’,

‘환유-사진’의 계를 살펴보자. 우선 작가개입이 강한

회화작품은 상의의 번역을 해 작가와 감상자의 주

성, 즉 정신·이성의 의미개입(connotation, 내포-기의(記

意), 시니피에)이 불가피하다. 상이 무엇이건 그것

이 아무리 원 , 본능 이라 하더라도 ‘개념, 혹은 의

미의 설정’ 이후 그것의 유사성에 의지하여 진행된다. 이

처럼 은유는 공간 , 시간 거리가 발생한다. 하지만 사

진은 작가의 개입보다는 빛과 상이 찰나의 순간에 빚

어낸 기록으로, 재에는 없지만 과거에는 분명히 있었

던 사실이다. 이것은 정신과 이성의 개입 없이 신체·감각

8) 언어학자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은 「언어의 두 양상과 실

어증의 두 유형-은유와 환유를 심으로」에서 선택(은유)과 결합

(환유)을, 정신분석학자 로이드(Sigmund Freud)는 이와 련 무

의식의 구조화에서 은유(압축)와 환유( 치)를 통한 언어화 과정을

언 하 다. 실을 벗어난 새로운 인식 상황을 제시하기 해,

실주의 술가들은 이러한 무의식 언어화 이론을 극 활용

하 다.

인, 즉 빛과 시각의 내 한 의 깨우침에 의한 지

각 반응으로 외연(dennotation-기표(記標), 시니피앙)으

로서의 효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유의 인 성이 가지

는 요한 특징은 ‘경제성’이다. 이것은 시간 , 공간 으

로 인 된, 즉 ‘자명성’을 본성으로 사태에 한 인식의

운동을 최소한의 에 지로 진행한다. 태고이후 상을

빠른 속도의 인식으로 규정해야만 기를 극복할 수 있

기에, 즉 혼돈의 자연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수단이기에

환유는 진화, 생존권 확보를 가능하게 한 선택불가의 자

족 , 생득 반응운동9)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유

수단으로서 환유의 요한 인식 능력은 상의 특징

인 부분을 통해 상의 체를,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확장하여 ‘ 상이 아닌 것(부정성)’을 통해 상의 실체

에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가게 한다는 이다.10) 이 부정

성의 략은 라캉이론에서 ‘결여’된(부정성의) 주체가 행

하는 욕망의 작동방식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인식에 도래한 모순구도는 부분과 체, 정과 부정이

라는 립과 충돌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환유운동과

한 계를 가진다.

3.2. 콜하스 환유의 짜임구조

이제 2014 베니스 건축 에 나타난 환유운동의 체계

이해를 해 라캉의 정신분석 이론과 연결시켜보도록 하

자. 콜하스가 설정한 모순구도 역시 보이지는 않지만 보

려고 하는 실재계(The Real)11)에 다가가기 해, 즉 상

징계(The Symbolic, 언어로 규정된, 구조화된 실사회)

의 결여를 충족시키기 해 욕망하는 상을 리할 수

있도록 상상계(The Imaginary)를 작동시킨다. 이로부터

습화, 코드화 된 모순으로서의 실(Reality)을 벗어나

려고 한다.

리얼리즘 환유구조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상상계의

작동재료로서 상징계의 ‘객 사실’을 끌어들이기인데,

여기서 상징계의 결여충족으로부터 실재계에 도달하기

한, 욕망을 작동시키는 상상계의 략으로서 오히려

9) 벤야민과 아도르노는 이러한 은유(유사성)와 환유(인 성)에 한

인식 개념을 ‘미메시스’ 개념으로 근하 다. 이에 한 개념은

다음을 참조할 것 - 박 태, 성찰 근 화 이후 건축의 복

미메시스 표 특성에 한 연구, 홍익 박사논문, 2013

10) 비유법 에서 사물의 명칭을 직 쓰지 않고 사물의 일부분이나

특징으로 체를 나타내는 방법을 일컬어 유법(代喩法)이라 하

는데, 여기에는 환유법(換喩法)과 제유법이 있다. 환유법은 표 하

고자 하는 사물의 특징으로 체를 나타내는 방법이지만( : 수강

산→ 한민국, 요람→탄생, 무덤→죽음), 제유법은 같은 종류의 사

물 에서 어느 한 부분을 들어 체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네이

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모두 환유개념

안에서 다루도록 한다.

11) 라캉이 말하는 실재계(The Real)는 인간의 언어로 규정될 수 없는,

언어화 될 수 없는 혼돈스런 실 내부에 잠재된 욕망의 근원으로,

도달할 수 없지만 끊임없이 다가가야 하는 잠재된 진리, 이념이다.

이것은 상징계의 ‘결여’를 본성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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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계의 상황을 다시 끌어들인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참조 환유, 즉 환유주체 자신의 환유로서 ‘ 복(顚覆,

subversion) ’ 환유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환유는 개

념을 극복하기 해 개념 신 지각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하 는데, 복 환유는 지각화를 해 ‘비개념 개념

화12)’를 진행한다. 비개념 개념은 기존의 건축 개념

이 아닌 ‘결여된’, 채택되지 못한 소외되고 분리된 부분

이지만, 동근원 , 내재 , 잠재 이념들을 의미한다.13)

이것들을 근 건축 상징계의 역사 시간 내부의 상상계

에 재배치한다. 이는 욕망하는 상이 건축의 상징계 내

부에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신체·감각운동의

지각화의 재료역시 상징계 내부에서 찾아내게 된다. 이

것은 건축 실의 상징계가 행하는 ‘개념의 자기극복과정’

으로 새로운 상징계 구축을 한 생성운동’이다.14)

이러한 상징계의 부정성을 흔들기 해, 상징계의 재

료들 가장 ‘견고한, 자명한’ 객 사실로서, 리서치/

아카이 형식으로 수집된 사진, 수학 통계와 이를 구

조화한 직 , 간 화법으로서의 다이어그램 등을 기표로

서 흡수한다. 아카이 의 환유 구성은 이성화된 감각

으로서, 즉 정신·이성이 개입된 비개념들을 정신·이성이

아닌 신체성의 감각 안에 새겨 넣는 작업으로서 수축-이

완운동이다. 컨 화가 세잔느(Paul Cézanne)의 작업

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인상 화가들이 빛과 상이 마주하는 순간

포착을 ‘감각(색면의 붓터치)’에만 의지하여 표 한 것과

달리, 세잔느는 다양한 시 으로 포착되는 빛, 상의 사

실과 상의 객 화15)로부터 ‘색면’의 감각 반복표 ,

환유에 의해 상의 ‘윤곽으로서의 진실’을 구축하고자

했다. 빛에 의한 상의 순간 변화포착이 아니라, 주체

의 시 과 빛, 상과의 상호작용 내부에 잠재된 ‘ 원불

변’의 진실에 색면으로 다가가고자(하지만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했다. 이러한 태도와 방법은 리얼리즘의 환유운

동과 연결될 수 있다. 결국 세잔느는 인상 가 추구한

12) 보충 설명하자면 이것은 기존의 개념이 아니며, 새로운 개념이

기보다는 ‘개념화’ 과정이다. ‘개념’으로 추상화되거나 고정될 수 없

으며, 언어로 구조화, 동일화 될 수 없는 잠재된 이념, 욕망으로서

술했듯이 감각 으로만 포착이 가능하다.

13) 개념과 비개념의 문제는 바로 개념을 형성하는 내포(內包)와 외연

(外延)의 재구성으로서, 즉 기의와 기표들의 연속 상호작용을 의

미하는데 리얼리즘 수사는 ‘ 월 기의 생성’을 지속하기 해 이

러한 것들을 해체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

14) 포스트 모던 건축의 ‘상상계의 동일화’양상, 해체주의 건축의 ‘실재

계의 동일화’양상과 달리, 콜하스는 실재계 상징계의 동일화를

해 상상계와의 략 충돌을 진행한다. 콜하스는 상상계와의 동

일화를 목 이 아닌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즉 실에 한 부정

인식에 의한 실의 해체와 재조립을 해 과거의 객 사실들

을 실 상황 안에 재배치한다.

15) 이것은 인식-해석-표 을 해, 즉 카오스 실체인 상의 실재

계를 열어젖히기 해 뛰어드는 리얼리스트의 자세로서, 지각과

함께, 정신·이성과 지성이 감각에 다시 개입되어 잠재된 이념을 개

념화하기이다.

감각에의 의존을 벗어나 결여되었던 ‘새로운 이념이 탑

재된 감각’을 통해 상의 ‘추상화’라는 회화 역에서의

새로운 사건 계기로서 개념을 마련하 다. 이처럼 리

얼리즘 환유운동은 실재에 다가가기 해 정신·이성과

신체·감각이 수축-이완의 순환운동을 지속시킨다. 그리

고 이것은 개념이기보다는 감각으로만 포착가능 한 무형

의 이념의 운동체로서, 변증법 합으로 승화되는 결과

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이념들의 자기구조화 운동이 응

축된, 시간화 과정을 통해 비재 으로 재 된다.16) 따

라서 이것은 인식의 겉모습을 함이 아니라 ‘구조’이자

‘모델’의 형상화를 한 운동이다.

3.3. 환유운동의 기표화와 성좌구도(constellation)

환유는 논리와 개념으로 구축된 연역구조를 해체시킨

다. 이를 해 귀납(歸納)17) 상황을 사태 안에 투입시

키는데 리얼리즘의 환유는 이 귀납 상황을 실재계의

욕망에 한 결여와 충족을 한 상상계와 상징계의 운

동 계로 유비한다. 환유운동으로서 욕망의 작동방식은

리서치/아카이 에 내재된 귀납 인과 계를 흡수하여

반 과 굴 의 립 계로 구조화하는데, 이러한 결여로

서 객 사실들의 환유운동의 구체화 과정은 아도르노

의 성좌구도와 연결된다.

환유운동의 핵심은 ‘비 계성’이다. 이것은 수집된 리

서치/아카이 재료의 배치, 조합과 련되는 것으로 주

체는 결여로서 잠재된 이념들을 드러내기 해 우선 그

것들을 고정시켜야한다. 하지만 이것은 공간화로의 동일

시가 아니라 환유운동을 한 잠시 동안의 ‘기표되기’이

다. 따라서 이러한 고정을 해 결여된 재료의 배치는

열린 방식으로 근되어야 한다. 앞에서 환유 인 성

의 인식 특징을 ‘정신과 신체의 자율 순환운동’이라

고 언 하 는데, 자율 이기 해서 인식은 최소한의

통제방식으로서 비 계성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각 재

료들에 내재된 개별 사실이나 원리를 최 한 존 해야

하기에 인 된 각 기표들의 치가 동등한 거리에 포진

되어야한다. 주체의 의도에 의해서 별들의 치를 변형,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차(parallax)에 의한 다양한

시 으로부터 동등한 지 와 거리―의미상의 동일거리,

반복순환의 기회균등, 체계와 계의 확정부정―에 치

한 별(객체, 상징계의 재료)들을 연결하도록 하여 그로부

16) 바르트는 자를 의미효과(시니피 이션, Signification), 후자를 의

미생성(시니피앙스, Signifiance), 크리스테바는 자를 생볼릭

(symbolic)과 페노텍스트(Phónotext, 상텍스트), 후자를 세미오틱

(semiotic)과 제노텍스트(Genotext, 생성텍스트) 개념과 연결한다.-

Gaham Allen, 송은 역, 문제 텍스트 롤랑/바르트, 앨피,

2010.6, pp.220-221

17) 귀납법은 개별 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제로 하여 일반 인

사실이나 원리로서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연구 방법. 특히 인과

계를 확정하는 데에 사용된다. - 국립국어원, 네이버 국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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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로 별자리가 생성되도록 하는 구도를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잠재된 이념의 개념화 과정이다.

이러한 환유운동의 비 계성으로 유발되는 가장 큰 특

징은 주체의 개입이 배제되었기에 주체에게 익숙한,

상 가능한 결과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이다. 비규정 ,

우연 상황이 발생되며 따라서 기존의 습 조화와

완결성으로서의 ‘상징’18)과는 비된다. 성좌구도의 이러

한 특성은 연쇄 , 응축 환유운동을 내부운동이 자유

로운 상태로 종합하게 되어 병치와 이 에 의해 낯설고

불편한 응축 상황으로 달된다. 따라서 이것은 객

사실이라는 상징계 내부의 재료들을 운동시킨 과정으

로서의 결과이기에, 기존 상징계와는 다른 새로운 생성

을 지속시킬 수 있다.

4. 시에 나타난 환유 리얼리즘

4.1. 시기획 의도와 주제어

베니스 비엔날 건축 은 몇 회 부터 건축가나 건축

작품에 집 하기보다는 지구 차원의 비 과 성찰에 포

커스를 맞추었다. 건축에서의 윤리의 문제와 건축을

월한 역과 상황에 한 고민을 제시하기도 하 는데,

주제나 기획의도 만큼 구체화되지는 못하 다. 콜하스는

발제문에서 작용-반작용의 운동 계 입장에서, 권투선수

가 펀치를 뻗기 해 감당해야 할 상황을 주제어인 ‘흡

수’에 유비하며 시기획에 긴장된 모순구도 의지를 표

명하 다. 콜하스는 ‘흡수’라는 개념에 있어서도 정의

모색보다는 그것의 부정성이 달하는 의미에 무게를 실

었다. 동시에 시의 핵심어인 ‘모더니티, 역사들, 국가건

축의 진화, 근 의 미 특성, 살아남은 것’을 살펴볼 때

콜하스는 꽤 큰 그림을 기획하 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이번 시에서 콜하스의 환유는 ‘부정성’과 ‘이질성’을

기제로 ‘부분들’과 ‘그것 아닌 것들’의 인 운동으로 본질

에 다가간다. 결여로서 실 건축에 요구되는 신을

해 동시 가 아닌 과거의 역사를 ‘부분들’로, 그리고 건

축이 아닌, 건축을 포함하거나 련되지 않는 상황

들을 ‘아닌 것들’로 환유한다. 과거라는 시간 층 는

부분으로부터, 공간 층 는 아닌 것으로부터 부정 으

로 흡수하는데 그 재료들은 이질 속성( 립과 모순을

야기)을 제로 한다. 기존 시가 보여 , ‘국가 -국가

표 건축가’, ‘주제 -스타건축가’, ‘ 앙 시 -총감독

18) 낯선 상황으로서 이와 유사한 해체주의 건축의 환유는 간 화법에

의한 낯섬으로,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알 고리(Allegory)’ 역할을

한다. 즉 비 과 부정성에 의한 ‘환유 은유’가 되어 주체 안으로

숨어버릴 수 있다. 이에 반해, 리얼리즘의 환유는 직 화법이기에

주체의 인식에 집 인 상처를 남기게 된다. 물론, 이러한 상처

역시 동일화되기에 갱신을 필요로 하지만, 실용 술인 건축 역에

비교 최근에 등장한 이러한 리얼리즘 수사로서의 환유는 항상

변화되는 실자체를 재료로 하기에 그 생성 가능성이 유효하다.

스스로의 시 구성’에서 탈피하여 ‘본질 인 것

(Fundamentals)’이라는 동일한 주제아래 국가 은 <근

성의 흡수>, 주제 은 <건축의 요소>, 앙 시 은

<몬디탈리아(이탈리아라는 국가 특수성에서 건축의 본

질에 다가가기)>’로 구성하여 세 개의 역을 통합하

다. 거 주제로서 ‘본질 인 것’ 이라는 보편성을 의미

하는 은유 기의를 해체하기 해 세 개의 커다란 시

안에 각기 다른 세부시 들을 몽타쥬 한 것으로, 이

것은 잡히지 않는 실체로서의 보편성을 리서치/아카이

재료들의 변증 상호작용에 의한 환유 병치로 다가가

기 한 략이다.

4.2. 주제 -환원된 요소들의 생성 자기구조화

<그림 1> ① 목재로 1:1로 제작한 입구 Dom-ino model ② 빌리온

앙 천장과 설비시설의 비 ③ 창 요소에 한 시공간

자르디니 앙 빌리온에서 열린 가장 논란이 되었던

주제 <건축의 요소, Elements of Architecture>은 건축

의 역에서 지 까지 가장 소외되고, 분리되었던 15개

의 구성요소들을 비 계 구성으로 병치시킨다. 콜하스

는 하버드 학(GSD) 학생들과 함께 진행했던 건축물울

구성하는 15개 요소들인 바닥, 벽, 천장, 지붕, 문, 창,

사드, 발코니, 복도, 벽난로, 화장실, 계단, 에스컬 이터,

엘리베이터, 경사로의 연구 성과<그림 2>(④)를 바탕으

로 역사 진화과정을 찰할 것을 요구한다. 요소들에

잠재된 과거- 재-미래라는 시간 재인식을 재화하

여 성찰 입장을 취해보자는 의도이다. 100년 동안 진

행된 서구 심의 건축을 다양체로서 하나의 몸통으로 유

비하여 몸통 속에 깊숙이 자리했던, 요하지만 인지하

지 못하고 있던 내장기 들의 각 외형을 기표차원에서

샅샅이 나열하여 그로부터 새로운 속과 특이 으로서

의 생성 계를 악하고자 했다. 이 시가 가장 화려할

수 있었던 은, 다시말해 환유운동이 역동 일 수 있었

던 은 언어나 문법이 아닌 최소단 인 요소로서 환원

되어, 마치 디지털의 0과 1처럼 그것들을 재료로서 다루

기에 용이했다는 이다. 따라서 환유의 인식 능력들

‘부분’으로서 본질에 다가가기 한 몽타주로서의 편집

장 을 최 한으로 끌어올렸다. 엄청난 도로 각 요소

들은 오 제(부조와 설치), 타이포, 사진, 상, 다이어그

램 등 다양한 크기와 조합으로 각 으로, 연쇄 으로

개념과 지각에 달된다.

시 외부에는 르 코르뷔지에의 돔-이노(Dom-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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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콘크리트가 아닌 목조로 물성의 의미를 비틀어 일

일 크기<그림 1>(①)로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살기 한

기계’로서 은유된 근 건축의 종말과 해체를 상징한다.

이러한 은유로서의 인식은 내부에 들어서면서 곧 바로

해체된다. 앙 빌리온 입구부분에 과거의 복원된 천

장 돔 아래 온갖 기계 인 설비가 가득한 식 천장의

단면<그림 1>(②)을 비시켜 낯설고 불편한 인식 충

격을 가한 후, 15개 요소들이 시된 방으로 유도된다.

역설 인 부분은 지 까지 각 요소들을 표했던 기의로

서 연출된 공간 구조 안에는 그러한 기의들을 해체하

고 재조합하려고 하는 다양한 기표(리서치/아카이 재

료)들의 연출<그림 2>로 가득 채워졌다는 이다.

<그림 2> ①인간공학 다이어그램② 발코니 요소 시공간

③ 벽 요소 시공간 ④ 15개 요소에 한 책자

건축을 요소로서 환원하여, 그것들이 건축 역사 안에

서 작동되었던 상징계의 흔 들을 감각 으로 환유운동

시켰는데, 이것은 그가 거 도시 건축물에서 유효한 작

동, 수행의 실체로서 발견한 ‘엘리베이터’라는 요소에

한 감과도 연결된다. 언어나 문법이 의 상황으로서,

즉 크리스테바가 언 한 코라-세미오틱 상황으로서. 시

몽동이 언 한 기술 상으로서 개체화되기 이 요소

들의 안정 상태를 생성하여 객들에게 그 조합과

배치를 고민해보라고 던져 정교한 인식 재조합 장치

이다.

4.3. 아르세날 앙 시 -몬디탈리아 : 다양체에

내재된 보편과 고유, 유희

<그림 3> ① 스와로 스키와 OMA가 업한 입구의 루미나이트 ②

역사의 궤 으로서의 시통로 ③ 좌담회가 진행되는 앙공간

아르세날 시인 몬디탈리아(Monditalia)는 이탈리아

에 한 리서치/아카이 이다. 주제 에서 선보인 ‘건축

의 요소’와 마찬가지로 ‘Fundamentals’에 한 내용들을

표하는 상징계의 재료로서 연 기(chronos) 역사서

술이 아닌, 카이로스(kairos) 순간들을 다양한 기법으

로 환유한다. 콜하스는 몬디탈리아를 통해 ‘역사들

(histories)’이라는 이번 시 핵심어에 주목하 다. 한 국

가가 처한 시공간 사태에 한 객 자료들을 제시

함으로써 건축의 실을 드러내기 해 건축 결여부분

을 환유하게 된다. 정치와 경제, 문화 등 한 국가의 보편

상황을, 반도국가로서 가지는 이탈리아에 내재한 여

러 가지 혼돈 상황(기후변화, 범죄, 보존, 난민, 인종

등)을 역사의 진행과정 안에서 살펴 으로써, 즉 이탈리

아를 세계의 보편화된 혼잡성을 표하는 국가로 설정한

후 여기에 이탈리아에 내재한 고유한 역사성을 환유하

다. 여기서 이러한 객 자료들을 감각 으로 드러나

게 하는 역할은 건축이 아닌 다른 비엔날 - 화, 무용,

음악, 연극-와의 업이 맡게 되었는데, 이로부터 시기

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따라서 건축 이

다른 비엔날 이상의 형식 상을 확립하게 되었다.

시 은 체가 300m길이로 간의 터 (②)과도 같

은 긴 구간을 거치는 동안 리서치 자료들과 상과 공연

을 감상하며 이탈리아의 실로부터 세계의 이슈를 비교

해볼 수 있다. 건축을 바라보기 해서 건축을 제외한

실의 몸통으로서 이탈리아의 시간과 공간에 건축이 아

닌 순수 술 역의 감각으로 환유운동을 개한다.

체를 악하기 힘들게 복합 이고 혼재된 성격으로 구성

하 는데, 이러한 간 성을 흥미와 유희로 극복하기

해 ‘놀이와 축제의 상황’으로 구성하 다.

<그림 4> 몬디탈리아는 리서치/아카이 들과 다양한 공연

(발 , 연극, 필름, 음악)들이 상호작용한다.

시장의 앙에는 진 인 동시 교육에 하여,

그리고 ‘슈퍼스크립트’ 라는 단체가 은 건축가 30여명

과 좌담회(③)를 열었으며, 건축에 도래할 측불허의 미

래(디지털기술과 문화유산)에 한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념과 의미의 차원에서 활력을 불어 넣는다. 몬디탈리

아가 보여 환유 특징은 건축을 작동시키는 내부, 외

부와 경계의 상보 계를 동시 으로 악하고자 하

다는 과 객 사실의 리서치/아카이 들이 주재료이

기는 하지만 그것들의 처리방식은 문화 술 역의 감각

층 에서 <그림 4>다양하게 연출되었다는 이다.

4.4. 국가 : 통제된 집 , 자율 다양성

콜하스는 과거 건축가 심의 보여주기식 시의 실패

사례를 극복하기 해 자율 통제수단을 제시한다.

체 주제로부터 비교 자유롭게 연출했던 과거와 달리,

2년이라는 긴 비기간과 함께 <모더니티의 흡수>라는

통일된 질문으로부터 국가별 개성을 드러내 것을 주

문한다. 이러한 통제는 체주제인 <Fundamentals>를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5권 1호 통권114호 _ 2016.0220

환유한 것으로 이로부터 강화된 집 력으로 각 사태들의

특수성을 생성해내고자 하는, 어찌보면 좋은 시를 구

성하기 해 각 국가간의 경쟁의식을 자극하여 집 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한 콜하스의 치 한 책략이다. 이는

3장에서 언 한 비 계성으로서 객체들에 동등한 지 를

부여하기 한 성좌구도 형성과 비교될 수 있는데, 마치

『 기의 뉴욕』에서 맨하탄의 그리드를 ‘최소한의 질서

(자율 통제)’와 그로부터 다양하게 표출된 도시 삶의

욕망실 과정으로 언 한 것을 연상하게 한다. 각 국가

들은 명확한 주제의 메세지로부터 다양한 환유운동을

개한다. 100년 동안 실제 모더니티 흡수과정에 있었던

것들의 성찰 재화라는 질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

을 하 는데, 환유 리얼리즘의 입장에서 수상작들을

심으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상작들은 우선 모두 정교한 ‘모순구도의 설정’으로부

터 독특성을 드러냈다. 둘째로는 자국에 내재한 가장

민하고(따라서 효과 인) 강도 높은 모순률의 상황을

상으로 모순구도를 자기구조화 하 다는 이다. 이런

면에서 황 사자상을 수상한 한국 은 주제의 질문에 가

장 교과서 으로 응답했다.

(1) 한국 <Crow’s Eye View, The Korean Penisula>

<그림 5> 한국 ① 내부 시장 경 ② 유토피안 투어 ③

유토피아를 한 커미션 한 작품

우선 한국 은 액면으로서의 상황자체가 모순구도이

다. 분단국가로서 두 국가의 총체 (정치·경제·사회·문

화)상황을 립구도로 형성하여 다양한 리서치/아카이

재료들을 상호작용 시킨다. 주목할 부분은 일제 강 기

이후의 주목할 만한 사건들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사실

재료들을 타국가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모범 으로 분석

해가는 부분인데, 한국 은 객 사실에 해당되는 상

징계의 자료들에 내재된 기표 층 를 기의로서의 개념

과 의미에 머무르기 에, 즉 은유로서 의미가 승화되기

에 재빨리 다양하고 연쇄 으로 충돌/지속시켜, 기민하

고 도 있는 환유 몽타주로 구성하 다. 다른 국가들

처럼 별도의 상상계 구성을 한 충돌장치나 실재계를

암시하는 알 고리의 설정은 찾아볼 수 없다. 상징계를

벗어나기 한 상상(환상)에 해당되는 재료들 역시 과거

에 존재했던 리서치/아카이 재료들에 근거하며 그것들

을, 술한 성좌구도의 별들처럼 오롯이 ‘까마귀의 시선

<Crow’s Eye View, The Korean Penisula>이라는 제목

으로 즉, 결여의 시선으로 은유하여, 역동 병치(倂置)

구도만 개시킬 뿐 의도 개입은 최소화하 다.

첫 번째 주제인 <삶의 재건>에서는 서로 다른 방식으

로 쟁의 상처를 극복해 가는 서울과 평양에 한 이야

기를 사진자료를 통해 비시킨다. 서울은 도시의 성장

과 그로부터 상실된 과거의 기억들을, 평양은 폭격으로

폐허가 된 모습 에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신화로서의 주

택, 공공시설물, 각종 기념비들을 닉 보 (Nick Bonner)

라는 외부인의 객 화된 시선을 함께 비시킨다.

두 번째 주제인<모뉴멘트>에서는 남한 건축가로 김수

근, 북한 건축가로 김정희를 비시켜 서울과 평양의 재

건과정을 정치 이데올로기 입장에서 건축에 개입된 국

가주의의 특성을 보여 다. 흥미로운 부분은 북한에서

1970년 부터 아 리카에 수출한 동상과 기념물들을 다

큐멘타리화한 부분으로 체체선 을 한 자국의 건축을

외교 경제 상황으로 진화시킨 부분인데 이처럼 한국

은 리서치/아카이 에 내재된 이념들의 립구도를 드

라마틱하게 편집했다. 동시에 이와 같은 상징계로서 객

사실들의 상호작용만큼 탁월했던 부분은 상상계를

체내용에 삽입한 감각이다. 충분히 지루할 수 있는 리

서치/아카이 나열과정에 특별코 인 <유토피안 투

어>(②)에는 북한의 화, 동양화, 선 포스터와 만화

‘건축가의 하루’를, 그리고 ‘유토피아를 한 커미션’에서

는 북한 건축가들이 상상으로 그린 미래 도시(③)를

몽환 으로 제시한다. 이 부분은 객 사실들을 신체·

감각 인식에 주입시키는 ― 형 인 사회주의 리얼리즘

의 연출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략 으로 성공한―결

정 인 역할을 하 다. 한국 은 그 밖에도 두 국가 사

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다가갈 수 없는 역으로

서 실재계를 유비한 DMZ인 <경계>를 다양한 분석 자

료들과 술작품으로 환유한다.

한국 에 등장한 과거라는 시간에 잠재되었던 이념

재료의 배치는 양 으로도 질 으로도 가장 강력한 환유

운동을 연출하 는데, 특히 외국인 작가와 작품을 개입

시킨 다시 ·시각차 략과 이질 으로 병치된 재료들의

자율 조합으로부터 효과를 극 화하 다.

(2) 칠 <MONOLITH CONTROVERSIES>

<그림 6> 칠 ① KPD 콘크리트 패 이 설치된 내부 경 ② 28개의

조립식 주택모형 ③ 1:1로 재 된 KPD 주거실내

은사장상을 수상한 칠 은 강력한 시간의 편으로

KPD 생산의 형 콘크리트 패 한장을 시장 한 가

운데 설치하여 <MONOLITH CONTROVERSIES>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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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를 부각시켰다. 특징 부분으로 체를 환기시키는

환유 략을 취한 칠 은 비록 부분이지만 당시 아 데

통령의 문구와 사인이 새겨진 거친 콘크리트 질감을

강렬하고 몽환 인 색상의 조명으로 비<그림 6>(①)

시켜 객 재료로서의 물성에 감각 몰입의 효과를

배가시킨다.

입구에 시된 KPD 주거의 1:1 크기의 실제 거실풍

경(③)과 식당은 내부에 연출된 거 한 설치물과 벽면에

장식된 28개의 조립식 주택모형(②)과 기표로서 상호작

용한다. 번듯한 독립된 시환경은 부재하 지만 건축

요소 하나를 건축의 시선이 아닌 정치 시선에서 서사

하 으며, 이를 다양한 역사 재료로서 상, 모형들과

함께 환유하 다.

(3) 러시아 <Fair Enough: Russia’s Past Our Present>

<그림 7> 러시아 ① 국제박람회장을 연출한 안내데스크

② young pioneer palace atrlier ③ 다차 동조합(Dacha Co-op)

스페셜 멘션상을 수상한 러시아 은 <Fair Enough:

Russia’s Past Our Present>주제로 가장 극단 인 상상

계 실을 구성하 다. 리서치/아카이 를 국제무역박

람회<그림 7>(①)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연출하 는데

자본시장, 상업주의의 지구 실에 한 향력과 흡

수과정의 모순을 그 로 풍자하 다. 가장 형 인 러

시아 주택에서부터 사회주의 체제하 과거 동조합(③)

의 진화과정, 정치체제의 변화와 함께한 건축 교육시스

템(②) 등 역동 인 모더니티의 모습들을 기록 시하

다. 가장 돋보이는 환유 략은 한국 과 유사한 명료

한 모순구도의 설정으로서, 물신화된 자본과 교환가치에

포 된 실을 환유한 박람회장을 20여명의 도슨트와 함

께 구성한 역설 상황이었다.

(4) 랑스 <Modernity : promise or menace?>

<그림 8> 랑스 ① 자크타티 화소개 ② 모형과 상의 비교상

③ 수공업과 량생산의 생산방식

의심 가득한 질문으로 던진 <Modernity : promise or

menace?>라는 주제로 스페셜 멘션상을 수상한 랑스

은 모더니티 흡수과정 체를 풍자와 역설로 연출하

다. 부 4개의 공간에 4개의 질문을 던져 모더니티와

건축발 과정의 모순을 구성하 다. 자크 타티(Jacques

Tati) 화와 빌라 아펠(Villa Arpel)의 모델을 충돌(①,

②)시켜, 모더니티 과정에 문명화되어가는 사회와 인간들

의 삶을 풍자하며, 기술에 의지하며 비젼을 제공하는 유

토피아 허상을 연출하 다. 한쪽에서는 디자이 쟝

루베(Jean Prouvé)를 통해 수공업과 량생산시 의

생산방식(③)과 이론에 한 차이와 모순 을, 한쪽에서

는 국가주도 로젝트와 연결하여 규모 콘크리트 패

의 실용 권력성과 규모 사회주택의 문제 에 내재한

랑스 모더니티의 이상과 허상을 고발하 다. 랑스

은 부정과 의심을 엔진으로 다양한 모형과 상의 교차

편집으로 모더니티의 비젼과 자조의 이 성을 세련된 개

념과 감각으로 구성하 다.

(5) 캐나다 <Arctic Adaptation: Nunavut at 15>

<그림 9> 캐나다 ① 시장 내부 경 ② 각 지역의 동석조각 연출 ③

지역사회를 치한 지형모델

캐나다 은 가장 진 인 부정의 략으로 스페셜 멘

션상을 수상하 다. 이들은 모더니티의 흡수과정에 완

히 소외되고 분리된 독특한 상황을 <Arctic Adaptation:

Nunavut at 15>이라는 주제로 연출하 다. 캐나다 최북

단의 나부트 주(territory, 準州)를 통해 모더니티가

극한의 환경으로부터 생성된 진 인 생활방식과 연결

될 수 있는지에 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즉 모

더니티의 흡수과정을 지 까지 상징계의 건축이 아닌 곳

에서 성찰하 는데 어찌보면 자국에 내재한 가장 민하

고 독특한 상황으로서, 이번에 캐나다의 토가 된

지 15주년째 되는 해라는 배경을 자기구조화, 략화 한

것이다. 생소한 상으로서 이 이트족의 역사를 각 지

역을 표하는 동석조각<그림 9>(②)을 통해 건축을 소

개하 으며, 두 번째 시공간에는 25개 지역사회를 얕

은 돋을 표 한 지형모델(③)을 사진과 함께 보여주었다.

회백색의 모노톤의 건축모델과 지형모델(①), 여기에 이

들이 변화된 건축 환경에 동화되는 과정을 애니메이션기

법으로 제시하 다. 새로운 이 시도되는, 총체 변

화가 진행되고 있는 캐나다 북부지역 건축의 역할을 과

거와의 화이기보다는 국가와 건축을 알 수 없는 역

(미지와 미래, 기후환경)에 한 탐구에 해 묻고 있다.

그 밖에 일본 의 경우 <In the real world>라는 제목

으로 자국의 건축에 한 변곡 이 된 1970년 의 상

황에 주목하 다. 한국 과 비교되는 충실한 리서치/아카

이 <그림 10>(①)를 구성하 지만 민한 모순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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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드러내지는 못해 이질성에 의한 환유운동의 역동성

의 효과는 시장의 생경함 자체에 머무르고 말았다. 스

스 은 애 서펜타인 갤러리의 디 터인 한스 울 리

히(Hans Ulrich Obrist)를 큐 이터로 선정할 때부터 주

목을 받았다. 실 되지 못한 ‘Fun Place’를 통해 루치우

스 루트하르트(Lucius Burckhardt, 정치경제, 사회학,

미술사학자)의 산책학의 내용과 건축가 세드릭 라이스

(Cedric Price)의 재료로부터 제기되는 물리 실에

한 화(②)로 건축과 사회에 한 질문을 던지도록 하

다. ‘Fun Place’의 의미와 이것이 시사하는 문제의식을

채움보다는 비움으로, 환경 상황과 시간 만남을 지

이고 세련된 시형식으로 연출하 다. 하지만 ‘개념과

의미’로 은유 상황을 강조한 모순구도의 설정으로부터,

리서치/아카이 에 내재된 이념들의 환유운동의 감각

강도는 미미하 다.

<그림 10> ① 일본 시 - 다이소 마트를 연상하게 하는 시공간

② 스 스 시 –비움과 시간(산책학)이 교감하는 시공간

4.5. 소결

시의 기능과 목 은 인식 강도와 효과를 담보해야

한다. 이번 시는 세련된 미술에서 체험되는 의미

와 개념에 한 새로운 형식미보다는 주제가 이야기하고

자 하는 바를 얼마나 명확한 감각으로 보여주느냐이다.

콜하스가 던진 질문의 의도는 주제에도 드러나듯이 무

흔해서 실체를 악하기 힘든 보편성이다. 따라서 그가

의도한 것은 직 이고 솔직한 따라서 지 까지의 건축

에 해서 명료하고 객 인 인식 환기를 던질 수 있

어야 했는데, 4장의 디자인 해석을 통해 여기에 동원된

수사가 환유 리얼리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가지 시를 부정성과 이질성, 그리고 모순구도라

는 환유 특성으로 생성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선 주

제 은 건축의 내부에서 건축의 소외와 분리의 시 을

취했다. 그리고 그 상을 최소화(요소)로 환원하여 가장

역동 인 인식운동을 생성하 으며, 두 번째 앙 시

은 건축의 외부에서 시 을 형성하여 혼잡성으로 종합

된 이탈리아라는 국가의 보편성과 고유성의 리서치/아카

이 를 건축 비엔날 가 아닌, 외부로서 문화 술 비엔

날 의 시선을 개입시켜 유희와 놀이로서 개념화된 감각

깨우침을 유도하 다. 세 번째 국가 은 의도된 통제

와 집 으로 각 국가에 내재된 의미 있는 다양성을 생성

하 다. 공통 은 모두 다 건축 실에 당면한 사태에 동

화되기 한, 즉 열린 변증법의 시 략으로서 주체의

성찰과 신을 한 ‘시각의 교정술’이라는 이다.

베니스 비엔날 건축 으로부터 악된 콜하스 리얼

리즘 수사의 태도와 방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 사태에 임하는 제로서의 태도는 기존에

한 비 과 ‘부정성’에 의한 명확한 이념의 설정이다.

둘째, 상과 사태에 최 한 동화된다. 자신이 처한,

가지고 있는 모든 재료들도 동화시킨다.

셋째, 사태에 깊숙이 개입하기 한 동력으로서 내재

하는 강력한 모순을 찾아내어 다양한 ‘이질성’들의 립

구도로 자기구조화한다.

넷째, 모순구도 체를 자기 주도한다.

다섯째, 재라는 공간에 역사(카이로스로서 의미가

있는 상황들을 소 ) 시간성을 인식의 깨어남으로서,

암시 이념들을 명시화한다.

여섯째, 끊임없는 비 과 부정, 항을 개하기 해

정, 부정, 내부, 외부, 경계등의 다양한 시각차를 형성

한다.

일곱째, 이로부터 주체의 시각에서 벗어난 객체 심의

짜임(성좌) 계를 구도화 한다. 이것은 결정론 제시이

기보다는 느슨하고 자율 인 인식의 생성 자장권이다.

여덟째, 이러한 인식 교란으로서 건축 리얼리티에

한 의미효과인 시그니피 이션을 해체, 재코드화가 아

닌 탈코드 양상으로, 의미생성으로서 시니피앙스의 권

리와 자유를 회복시킨다.

5. 결론 제언

지 까지 2014 베니스 비엔날 건축 의 리서치/아카

이 심의 연출내용을 환유 리얼리즘이라는 태도와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악한 환유 리

얼리즘의 방법 유효성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객 , 논리, 이성 기표들을 감각 으로 인 ,

연쇄시키며 해당 재료들을 비 계 상황에서 병치되도

록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간 간에 의미

화와 개념화를 감각 으로 삽입시켜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것을 인 으로 구성하게 되면 ‘환유 은유’

로 굳어질 수 있다. 이 게 되면 하나의 기의로 정착된

다. 따라서 이것의 완 조 이 핵심이다. 그래야 ‘새로운

이념화가 탑재된 감각’으로서의 연출이 가능해지며 다양

하지만 지향 을 내재한 실재에 근하게 된다. 리얼리

즘 수사는 실재계를 향하지만, 이를 해 잡히지 않는

실재계나 상상계 이념이 아닌, 상징계의 잠재된 이념

을 호출하여 이것을 감각 으로 병치하도록 한다. 이 상

태 자체는 완성이 아니며, 명확한 규정이 불가능하다.

리얼리즘 형식에서 주체가 당면한 사태를 맞이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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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 사태가 존재하는 실에 동화되는 목 과 의미는

어떠한 해결이나 정답의 제시를 해서가 아니다. 사태

그 자체에 뛰어들겠다는 자세와 태도, 동시에 이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과정과 방식에 있다. 단지 그로부

터 무언가를 생성할 수 있는 바탕과 체계를 구성할 뿐이

다. 바르트식 표 로 방법이기보다는 하나의 ‘사례’로

서 가치를 갖는데, 여기에는 진리, 본질로서의 이념 방

향성이 내재되어있다. 그리고 수사자체가 로젝트로서,

형식과 내용이 하나인 즉물 , 응축 결정체이다. 공간

속성인 논리와 개념, 이성의 시간화-감각화라는, 즉

속 불가한 이질 두 층 를 끊임없이 운동하게 한다.

한편 부정성과 이질성을 내재한 모순구도로부터 개념

과 의미로서의 은유 정체의 한계를 넘어서기 해 기

표들의 신체·감각 깨우침을 통한 환유와, 그 과정에 개

입되는 환유 은유의 연속 반응구조를 확인하 다.

그런데 사태에 다가가는 이러한 환유 구조가 가지는

특징은 바로 상에 다가가기 해서는 바로 그 방법

실천 역시 ‘비규정 자장권’으로서 사태와 ‘닮아’가야 함

을 의미한다. 콜하스를 비 하는 부분이 여기이다. 상

에 다가가기 한 방법을 해, 즉 결여로서의 혼돈스런

비규정성을 극복하기 해 주 주체인 자신을 객

실체로서 던지는 ‘자기주도성’이다. 여기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우선 시의 효과를 극 화기 해, 시를 콜

하스 개인의 것으로 로젝트화 하는 부분이다. 자신의

서와 연구(하바드 학원생들과의 연구 로젝트,

AMO의 개입)의 연장선상 안에 로젝트를 구체화하

는데, 이것은 한 건축가 개인이 세계 으로 공론화된 행

사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지 받을 수 있는 부분

이다. 따라서 의심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투입은 순

수한 환유 과정이기보다는 이러한 상태를 응시하는 주

체의 개입으로 진행된 의도된 환유라는 이다. ‘은유

환유’는 아니지만 주체가 개입된 불순한 환유로서 신체

성과 지각 깨우침으로서 직 의 순수강도는 떨어진다.

하지만 어떤 목 , 이념을 향해 진행되는 데에 있어서

과연 순수한 환유과정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다른 한

편으로 콜하스 입장에서 자신의 고민과 사유지 의 내용

이 자신과 세계, 그리고 건축이라는 실이 지향하는 충

분한 공통 이 있다면 부정 으로만 바라 볼 수 없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냉정한 인식을 한 부정 , 비

생산방식으로서의 리얼리스트가 되고자 했기에 발생한

진 , 복 태도 19)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 입장에서 추론해보면 이것은 시나리오 작가로

서의 문학 · 술 상상력으로부터 추동되어 형성된 자

신만의 구도설정으로, 즉 각 마주할 사태에 내재한 힘들

19) 이러한 복 태도는 건축 상징계에 자리하고 있는 지배 합

리성에 해 복 이기보다는, ‘ 정과 비 의 구분을 붕괴’시킨다

는 에서 그 유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의 복합체에 동화되기 한 자신만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총체성을 의식하는, 의식해야만 하는 건축이라

는 혼돈의 실재계’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잠재된 이념의

방향타’로서 자신을 투입시키는 것으로, 즉 ‘의도된, 지향

하는’ 객체성을 확보하기 해 어쩔 수 없이 개입해야만

하는 최소한(정교하지만 무의도 인)의 주체라는 모순구

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이것이 스

스로를 추동하는 엔진역할을 한다는 이다. 로젝트를

주체의 시선에서 거리를 두기보다는 건축 실이라는

객체에 스스로를 깊숙이 착하는 방식으로, 즉 사태내

부에 최 한의 역동성을 담보하기 한 내 기제로, 자

기주도와 자기구조화와 연결된다. 따라서 이것은 ‘목 ’

을 한 수단으로서, ‘비 ’ 을 유희로서 지속해야만 하

는 환유 리얼리즘이 가지는 욕망의 작동방식과 닮아있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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