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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ims at researching on crises manifested in the American architect Lebbeus Woods's (1940-2012) experimental
works. In particular, a 'war' as an extreme expression of a crisis had been a major theme of his projects in 1990s, for example,
warfare in the traditional sense as in Sarajevo, warfare of restricting capital as in Havana, and warfare of building against
natural forces as in San Francisco. His conceptual healing process of a war-damaged building with the phases of 'injection',
'scab', 'scar' and 'new tissue' is a biological metaphor, more symbolic than realistic. And his ideas of the 'heterarchy' and the
'freespace', characterised arguably by 'the assemblage of fragments and their folded ways', could be seen as a critical reaction
against modern rationality and mass consumer/technological culture. Architecture as an instrument for social transformations is a
political act to Woods, and he has proposed 'anarchitecture', an architecture for an anarchic society. Finally, this paper asserts
that his heterarchic anarchitecture implies 'a fundamentally unlivable modern condition', being accompanied by 'the uncanny' as
an aesthetic effect; and that the visionary Woods's projects, though mostly remained unbuilt, should be considered meaningful
since they have let us realise existing crises in the present society and see modern culture with a critical view.

……………………………………………………………………………………………………………………………

키워드 : 레비우스 우즈, 위기, 전쟁, 헤테라키, 자유공간, 아나키텍처, 언캐니
Keywords : Lebbeus Woods, crisis, war, heterarchy, freespace, anarchitecture, uncanny

……………………………………………………………………………………………………………………………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표
지난해 타계한 미국의 건축가 레비우스 우즈(Lebbeus
Woods, 1940-2012)는 지구상의 전쟁이나 지진과 같이 현
존하는 인류의 위기를 직시하며, 그것을 자신의 주요한
작품 소재로 삼았다. 특히 보스니아 전쟁의 참사를 주제
로 한 사라예보 프로젝트(1993-96), 쿠바에 대한 미국의
정치·경제적 제재를 배경으로 한 아바나 프로젝트
(1995-96), 그리고 대지진의 기억을 되살린 샌프란시스코
프로젝트(1995-97)는 그의 작품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분
수령이 됐다. 그에게 있어 우리의 ‘위기’는 그 위기 자체
보다 “위기가 없는 척 하는” 태도이며, “최소한 ‘여기’는
없다”고 여기는 태만이다.1) 엄연한 현실에 등을 돌리고
쾌락에 안주하려는 타성은 그가 싸워야할 대상이었고, 따
라서 그가 그리는 신세계는 일반 건축가들의 유토피아적
청사진과 달리 무척 어둡고 우울한 인상을 갖는다.
이와 같은 우즈의 급진적 입장은 그가 굳이 자기 디자
인을 관습적 건물로 구축하고자 의도하지 않았기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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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bbeus Woods, Radical Reconstruction,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1997, p. 13.

했던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는 자기 프로젝트가 항상 건
물로의 실현을 목표한다고 주장하나(1997, p.30), 실제와
는 분명 거리가 있다. 아론 베츠키는 우즈가 “짓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자유를 획득했다”고 정확히 지적한다.2) 다
양한 실험적 디자인과 강력한 논제로 인해 ‘이상가
(visionary)’로 불려온 그의 작품은 설치작업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계획안으로만 남아있다. 그러나 그만큼
그의 도면과 모형은 자체로서의 생명력을 가지며, 많은
이들에게 자극을 주고 영감을 고취시켜왔다. 그런데 여기
서 주목할 점은 전술했던 사라예보 등에서의 전형적 ‘위
기’를 다룬 프로젝트 이외에도 우즈의 작품 대개가 바로
그 위기라는 관점으로 독해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한반도의 <DMZ>(1988-89)나 <Berlin Free Zone>(1990)
처럼 정치적 분단의 상황과 관련된 위기의 개념이 직접
표출된 프로젝트는 무론하고, <System Wien>(2005)이라
는 설치작업에서는 아주 평온하고 안정된 비엔나에서조
차 위기를 간파한다: “위기가 없다는 것이 위기다.”3)
우즈의 작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책자가 출판돼
왔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우즈 스스로가 자기 계획안이
나 설치물을 프로젝트별로 묶어낸 1차 문헌의 성격이 크
2) Aaron Betsky, 'Lebbeus Woods: Materialist Experiments and
Experiences', in Toshio Nakamura (ed.), 1991, p.p. 8-25[11].
3) Lebbeus Woods, 'Vienna is the perfect city', in Peter
Noever (ed.), 2005, p.p. 9-10.

大韓建築學會論文集 計劃系 제29권 제11호(통권301호) 2013년 11월 201

김현섭

다. 『War and Architecture』(1993)나 『Earthquake: A
Post-Biblical View』(2001) 등이 그 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우즈의 여러 프로젝트를 엮은 작품집에 비평가의
글이 동반된 경우도 간혹 발견되는데, 『Lebbeus Woods:
Terra Nova』(1991)와 『Radical Reconstruction』(1997)
이 그러한 유형이다. 이러한 출판물에서 가장 영향력 있
는 요소가 우즈의 생동감 넘치는 스케치임에 틀림없지만
그의 텍스트가 선보이는 아젠다의 힘, 예컨대 ‘헤테라키’,
‘자유공간’, ‘에너지’, ‘사회변혁’ 등과 같은 단어의 함의도
간과할 수 없다. 그의 실험적 디자인에 대한 비평가들의
견해는 전술한 책에 출판된 베츠키(1991)와 마이클 멘서
(1997)의 글에 잘 표명됐다. 전자는 그를 영국의 수공예
전통 가운데 자유를 갈구한 ‘유물론적 이상가’로 규정했
고, 후자는 스피노자와 들뢰즈의 사유에 기대며 우즈 건
축의 ‘불확정성’에 대해 논한다.4) 이에 더해, 안소니 비들
러(2005)는 <System Wien>에 표명된 에너지의 흐름을
국제상황주의자(The Situationist International) 그룹의
‘표류(dérive)’ 개념과 견주기도 했다.5) 비록 브루스 토마
스(Thomas, 1997)처럼 우즈를 포함한 아이젠만, 리베스킨
트 등의 전위주의자들이 미디어 시대에 새로움만을 계속
추구하느라 인간의 중심성을 상실했다고 혹평하는 이도
있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거나 개척하는 것이 아
방가르드 예술가의 역할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즈의 작품에 대한 몇몇 비평가들의 이 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본격적이고 포괄적인 논의
는 아직 시작됐다고 볼 수 없다. 그가 이제 막 세상을 떠
났음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본고가 주시하는
‘위기’의 관점에서 그의 디자인을 조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이 연구는 우즈의 작품에
나타난 위기의 표상, 즉 위기의 현존에 대한 상징적 표현
(symbolic expression)을 고찰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현대건축의 한 극단을 들춰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위기를 자각하고 현대
문화를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고는 ‘위기’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춘 만큼 우즈의 디
자인 중 위기의 개념이 드러난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삼
는다. 여기서 위기라 함은 직접적으로는 각종의 전쟁이나
재난으로 인한 불안의 상태를,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현대
문명의 폐해로 인한 편치 않은 정서를 지칭한다.
논문 전체는 크게 네 장으로 구성되며,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2, 3장이 본론에 해당된다. 우즈에 대한 짤막한
소개에 이어 그의 디자인을 작품별로 분석한 2장에서는
전술했던 사라예보, 아바나, 샌프란시스코의 프로젝트가
중심을 차지하며, 그 전후의 작품도 간략히 언급될 것이
4) Betsky, 앞의 글; Michael Menser, 'We Still Do Not Know
What a Building Can Do', in Woods, 1997, p.p. 156-167.
5) Anthony Vidler, 'Drawing into Space: Notes on Lebbeus
Woods' System Wien', in Noever (ed.), 2005, p.p. 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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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는 그의 작품 전체를 개괄함으로써 잘 알려지
지 않은 건축가를 소개한다는 의도도 내포돼있다. 3장에
서는 위기의 표현을 가능케 했던 우즈의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고, 우즈의 위기가 표상하는 정치적 함의와 미학적
효과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4장 결론에서
는 모든 논의를 종합하고 요약하도록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우즈의 디자인과 텍스트 두 가지 모두를 병
행해 분석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를 위해 우즈가 출판한
10여권의 모든 작품집과 주요 에세이를 탐구했고, 대부분
의 작품 스케치와 사진을 연대순(1977-2007)으로 정리한
그의 웹사이트(http://www.lebbeuswoods.net)를 참조했
다. 더불어 2013년 2~6월,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Lebbeus Woods, Architect> 전시회를 참관하여
그의 스케치와 모형을 실물로 관찰하기도 했다.
2. 레비우스 우즈의 위기에 대한 자각과 대응
1940년 미국 미시건주의 랜싱(Lansing)에서 태어난 우
즈는 처음에는 퍼듀대학에서 공학을 공부했으나(1958-60)
곧 전공을 바꿔 일리노이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한다
(1960-64). 학교를 나와서는 에로 사리넨/ 케빈 로쉬 존
딘커루 사무실에서 실무를 익힌(1964-68) 후에 개인 작업
을 시작했으며, 1976년부터는 이론과 실험적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특히 1988년에는 RIEA(Research Institute for
Experimental Architecture)를 창설하여 정치, 경제, 기술,
문화의 변화에 발맞춘 건축의 실험과 연구를 확대해나간
일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는 가운데 다양한 전시와 강연,
출판을 수행하며 미국과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 가르쳤고,
2000년대 초부터 뉴욕의 쿠퍼유니온에서 재직했다. 그의
실험적 디자인과 아이디어는 대중과 전문가 사이에 호응
을 얻어 ‘크라이슬러 디자인혁신상’(1994), ‘미국 문예아카
데미상’(2007) 등 여러 영예를 안았고, 그의 작품은 뉴욕
현대미술관,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을 비롯해 다양한
기관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그가 처음부터 ‘위기’라는 특정 단어와 개념에 천착하
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초기 작품에서부터 이미
현대의 도시와 건축에 내재한 ‘위기감’이 짙게 표출돼있
다.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한 1970년대 후반의 스케치를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여러 방향의 철제 바들이 불규
칙하게 연결돼있어 그 공간에 불안의 감정을 야기한다.
그가 처음으
로 출판한
작품이라 할
수 있는
<Einstein
Tomb>(198
0) 역시 현
대 과학이론
이 제시하는
그림 1. 도시공간 연구를 그림 2. Four Cities, 1981 불확정적 시
공간에 대한
위한 스케치, 19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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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외가 검은 우주를 배경으로 한 구상과 추상의 조합 가
운데 깃들어 있다. 그리고 <Four Cities>(1981)나
<Centricity>(1985) 등의 여러 스케치에서는 폐허가 된
도시구조물의 디스토피아적 스산함을 피라네시의 <감
옥>(c.1761)이나 닐스-올레 룬트의 1970,80년대 콜라주에
서처럼 느끼게 되며, 20세기 전반 휴 페리스의 메트로폴
리스 스케치에서도 그러한 어두움이 감지된 바 있다.6) 이
와 같은 우즈의 잠재적 ‘위기감’이 극단적으로 분출된 것
은 그가 1990년대 초 보스니아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재건을 구상하게 되면서부터다.
2.1 우즈가 인식한 ‘전쟁과 건축’
보스니아 전쟁(1992-95) 발발 이듬해 출판한 『War
and Architecture』에서 우즈는 그간 자신이 감지했던 현
대사회의 위기를 ‘전쟁’과 결부시킨다. 서문의 선언서에서
“건축은 전쟁이며, 전쟁은 건축이다”라고 단언한 그는,
“나는 나의 시대와, 역사와, 고정적이고 위협된 형태로 존
재하는 모든 권위와 전쟁한다”라고 선포했던 것이다. 여
기서 우즈가 말하는 전쟁이란 고전적 의미의 물리적 충
돌이기도 하고, 인용했듯 시대와 역사를 포함한 모든 유
무형의 권위에 대한 투쟁이기도 하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서론에서 언급했던 아바나와 샌프란시스코 프로젝트 등
1990년대 중반의 후속 작업을 통해 더 발전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전쟁을 전통적 개념의 전쟁, 경제적 전쟁, 지진
과 같은 자연의 힘과의 전쟁으로 구분하게 되며, 이에 대
한 건축적 대응을 선보인다(1997, p.p.14-15).
(1) 전통적 전쟁과 건축: 사라예보 프로젝트(1993-96)
우즈에게 있어 보스니
아 전쟁의 참화를 겪은
수도 사라예보는 전통적
전쟁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구
유고슬라비아의 해체과
정에 있었던 이 잔혹한 그림 3. 사라예보 일렉트로빌딩
무력 충돌에서 사라예보 (Elektroprivreda Building) 재건 계획안
는 4년 가까이 세르비아
계 군인들에게 포위되어 수많은
시민이 학살되고 도시와 건축물은
파괴된다. 우즈는 포격으로 불타
는 이 도시의 고층 건물들이 “이
성의 시대의 종말에 대한 표시”라
여기며, 이러한 파괴의 현실을 직
시하고 대면할 때에라야 만이 비
극을 극복할 희망이 싹튼다고 주
장한다(1993, p.3). 그는 사라예보
현지 건축가의 제안으로 공습에 그림 4. 사라예보
파괴된 두 사무소 건물의 재건에 아파트 프로젝트
6) Vidler, 앞의 글; Nils-Ole Lund, Collage Architecture, Ernst
& Sohns, Berlin, 1990; Hugh Ferriss, The Metropolis of
Tomorrow,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rinceton, 1986.

협업했고(그림 3), 그 밖에도 파손된 아파트와 국회의사
당 건물을 위한 계획안을 수행한다. 이 프로젝트들의 특
징이라면 파괴된 공간과 형상을 가급적 보존하는 가운데,
그 바깥으로 여러 조각의 외피를 덧대 마치 몸에 난 상
처를 싸매는 듯한 형식을 취한다는 사실이다. 모든 파괴
의 흔적을 소거하고 새로운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기보다
그는 “전쟁의 실존적 잔존물” 위에서 작업하길 원했는데,
폭력과 창조성 그리고 파괴와 건설 사이에 상호의존성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1997, p.18).
(2) 경제적 전쟁과 건축: 아바나 프로젝트(1995-96)
쿠바의 공산화로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이 나라에
대한 미국의 무역제재는 1990년대 들어 더욱 강화됐다.
우즈는 이것을 쿠바 수도 아바나에 대한 “의도적이고, 파
괴적인 경제·정치적 포위”로 여기며(1997, p.19), 사라예보
의 경우와 비교할만한 또 다른 전쟁으로 본다. 특히 공산
권의 붕괴 및 해체로 이전의 우방들과의 교역 역시 어려
워진 상황은 쿠바를 더욱 고립시키고, 위기와 긴장 속으
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물론 그가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극단의 상황에 대한 우즈의 건축
적 해결책은 사회개혁을 위한 연구소(Meta-Institute) 설
립을 제안한 것 이외의 두 가지 프로젝트였다. 하나는 도
시 북쪽의 기존 방파제를 개량하여 효과적으로 태풍을
방어함과 동시에 레크리에이션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다. 또 하나는 퇴락한 도시의 역사적 흔적을
되살리기 위해 옛 아바나의 성곽 자리에 새로운 벽을 짓
는 것이다. 이 벽은 옛 도시의 경계와 보호막으로 역할
하지만 다른 기능을 미리 정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변화
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의도됐다. 비록 우즈 스스로도 이
제안이 일부 “순전히 공상
적으로” 보일지 모른다고
인정했지만(p.19), 그의 계획
안이 도시 재건을 위해 시
민들의 참여를 추구한 점과
자본이 아닌 노동집약적 작
업에 기초한 점은 매우 현
실적인 방법론으로서 중요 그림 5. 아바나 프로젝트
한 가치를 갖는다고 하겠다.
(3) 지진과 건축: 샌프란시스코 프로젝트(1995-97)
1995년 일본 고베의 대지진이 가져온 참사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역시 전통적 개념의 전쟁에 의한 것과 다
름없음을 깨닫게 된 우즈는, 1906년과 1989년의 대지진을
비롯해 크고 작은 지진을 경험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를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그는 지진이 빈번
히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인간이 지속적으로 거주한다는
사실과 대부분의 건축물이 지진파의 방향과 무관하게 직
교 좌표체계에 따라 지어진다는 사실로 인해 그 피해가
커짐을 인식하게 됐다. 특히 후자의 경우가 치명적인데,
여기서 그는 ‘인간 對 자연’이라는 오랜 대립구도를 감지
하며, ‘자연(nature)’에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 합리적이라
는 신념이 ‘인간의 본성(human nature)’마저 복속시키려
한다고 지적한다. 그 대안으로 그가 구상한 바는 지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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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동과 공존할 수 있는 건축, 더 나아가 지진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이었다(1997, pp.20-21).
그가 제안한 <Quake City>, <Shard House>, <Fault
House> 등은 지진파의 그래프와 더불어 그 힘이 지반을
흔들었을 법한 경로를 단절된 선들로 조합한 스케치에
근간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지진에 의해 조각난 파편들이
건물을 형상화한 듯한 인상을 주는데, 그가 주장한대로
지진의 흐름과 에너지
에 대한 수용을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
히 2차원의 이미지 위
에 전선과 같은 여러
가닥의 철사를 구부려
덧붙인 콜라주 기법은
지진의 발생과 여파를 그림 6. 샌프란시스코 Quake City
3차원적으로 다이내믹하게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2.2 급진적 재건으로서의 치유과정
이제까지 살펴봤듯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와 건축을
재건하기 위한 우즈의 방법은 매우 급진적인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의 두 가지 원칙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파괴 이전 상태로의 복원에 대한 반대다. 왜냐하면 그 같
은 복원은 현재적 상태를 거부하는 것이자 새로운 도시
조직의 출현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비
극의 기억을 말소하는 것에 대한 반대다. 파괴된 도시와
건축을 완전히 지우고
아예 새로운 것으로 교
체하고픈 욕망은 일면
자연스러울 지도 모르지
만, 이는 근대 아방가르
드 건축가들의 예에서
보듯 끝내 도달할 수 없
는 목표이기 때문이다
(1993, p.10). 이 두 가
지 원칙은 결국 현재를
소거한 과거나 미래로의
투사에 대한 거부이며,
거꾸로 말해 현재적 조
건에 대한 긍정이라 할
수 있다. 전술했듯 우즈
는 “전쟁의 실존적 잔존
물” 위에서의 재건을 상
정한다. 이것은 우리 몸
의 치유과정과 유사한
데, 그는 이 과정을 ‘삽
입(injection)’, ‘딱지
(scab)’, ‘상처(scar)’, ‘새
조직(new tissue)’이라는
순서로 설명한다. 우즈
의 서술에 다소 모호한 그림 7. 파괴된 건물의 치유과정:
부분이 없지 않으나 이 삽입-딱지-상처-새 조직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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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삽입’은 파괴로 생성된 건물의 빈 공간에 새로운
구조물이 끼워지는 단계다. 삽입된 구조물은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기에 빈 공간과 꼭 들어맞지 않아 틈이 생기며,
이는 오직 시간에 의해서만 메워질 수 있다. 둘째, ‘딱지’
는 ‘삽입’ 이후 노출된 내부 공간이나 틈을 보호하기 위해
생기는 치유과정의 첫 번째 막이다. 우즈는 이를 상처 위
에 생성되는 딱지와 동일한 것으로 견주며, 비록 관습적
기준으로는 아름답지 않으나 “실존적 관점에서는 아름답
다”고 주장한다. 셋째, 치유과정의 깊은 단계에서 옛것과
새것이 봉합되고 흔적이 남는데, 그것이 ‘상처’다. 상처는
잃은 것뿐만 아니라 얻은 것에 대한 영예의 표시로서,
“상처를 받아들이는 것은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
지막으로 ‘새 조직’의 형성과 함께 치유가 완료된다. 이는
재건된 도시가 요구하는 새로운 건축으로서, 무한한 변화
와 생성의 건축이라 요약할 수 있다(1993, pp.20-37).
우즈가 제안한 치유과정은 생물학적 유비(類比)로서 비
현실성이 강하지만, 파괴된 건축과 도시의 급진적 재건을
위한 내적인 단위 논리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이 과정은
포격으로 손상된 건물에 대한 치유책이라는 측면에서 사
라예보의 재건 프로젝트에 가장 부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나 아바나에서도 유사하게, 혹은 상
징적으로 적용됐다고 볼 수 있고, 이후의 프로젝트를 위
한 보이지 않는 바탕이 됐다고 하겠다.
2.3 위기의 지속과 공간적 형상화
1990년대의 세 가지 전쟁에 대한 프로젝트가 단지 스
케치와 모형의 구상으로만 머물렀다면, 우즈의 이후 작업
가운데는 그러한 아이디어의 직접적 구현을 목표로 한
설치작품도 여럿 생겨났다. 특히 뉴욕 쿠퍼유니온에서 전
시한 <The Storm>(2001-02)과 파리에서 전시한 <The
Fall>(2002-03)은 2001년의 9.11 테러로 인한 세계무역센
터 붕괴 사건과 밀접히 연관된다. 전자에 관해 우즈는 사
라예보를 강타했던 ‘폭풍’이 뉴욕에 상륙했다고 적으며
(2004, p.64), 위기의 지속성을 암시했다. 그러나 이전의
작업이 파괴된 건물과 도시라는 대상의 변형에 관심을
뒀다면, 이제 그의 관심은 “공간적 장의 조건”으로 맞춰
졌다. 이 작품에서는 철제 케이블과 튜브, 나무막대가 불
규칙하게 조립되어 3차원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커다란 힘이 각종의 파편을 휩쓸고 지나가는 듯한 인
상을 준다. 건물의 붕괴를
추상적으로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는 <The Fall>
은 두 세 차례 꺾인 철제
파이프가 빽빽하게 운집하
여 섬으로써 수직적 힘에
의한 공간의 변형과 긴장 그림 8. The Storm, 2001-02
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System Wien>(2005)은 “위기가
없는 위기”의 도시 비엔나의 “부자연스런 평온함”(2005,
p.10)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설치 및 행위예술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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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우스 우즈의 건축에 나타난 위기의 표상에 관한 연구

이 프로젝트에서 우즈는 철제
파이프를 힘과 방향성을 갖는
‘벡터’, 즉 “에너지의 구현”으로
전제한 뒤, 그 에너지를 조직하
는 일을 건축으로 여겼다. 행위
예술가들은 도시 곳곳을 다니
며 벡터의 조립과 해체를 반복
함으로써 에너지 흐름의 다변
성을 보여줬다. 이는 변화를 거
부하는 비엔나의 보수성에 충
격을 주기 위한 상징적 행위라 그림 9. System Wien, 2005
하겠다. 이 사례가 우즈의 작업
을 행위예술로까지 확장시킨 면에서 의의가 크다면, 중국
청도의 <Light Pavilion>(2007-12)은 그의 유일한 영구적
건축물로 의미를 갖는다. 이 작품은 스티븐 홀이 설계한
건물(Raffles City Complex)의 중앙에 마련한 ‘구멍’에 삽
입된 구조물로서 불특정의
경험을 위한 실험적 공간이
다. 계단과 전망대를 중심으
로 하여 구부러진 막대들이
주변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 밤이 되면 이들은 거대한
등이 되어 빛을 밝힌다. 하
그림 10. Light Pavilion, 2007-12 지만 이 파빌리온에서는, 자
하 하디드도 언급했듯(Woods et al, 2013, p.23), 이전의
작품들이 보여준 급진성이 다소 희석됐다고 하겠다. 현실
세계에서의 부득이한 타협으로 인한 결과일 것이다.
3. 우즈의 위기가 표상하는 정치적 함의와 미학적 효과
앞장에서 본고는 현존하는 ‘위기’에 대한 우즈의 인식
과 건축적 대응을 고찰했다. 그 가운데 중심은 사라예보,
아바나,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전쟁과 건축’이었고, 그 전과
후의 프로젝트 중에서도 위기와 관련된 작품에 대한 논
평이 동반됐다. 요컨대, 우즈의 초기 작품은 ‘위기’라는 말
을 직접 내세우진 않았으나 이미 현대문명이 지닌 ‘위기
감’을 표출했었고, 1990년대에는 사라예보의 참사를 목도
하면서 위기의 극단적 분출인 ‘전쟁’의 개념에 천착하게
됐다. 이후의 9.11 사태도 그의 작품에 지속적인 영감을
줬으며, 심지어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는 위기가 없는
평온 자체를 오히려 위기로 간주하기에 이른다. 물론 우
즈의 작품 모두를 ‘위기’라는 주제로 다 설명할 수는 없겠
지만, 본고는 위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 그의 경력을 관통
하는 주요 개념이라 간주한다. 그렇다면 우즈의 위기는
어떠한 건축적 특성을 동반하며 무엇을 표상할까? 이번
장에서는 우즈의 건축적 특성을 먼저 살펴보고, 그가 내
세우는 위기가 표상하는 바를 정치적 함의와 미학적 효
과로 나누어 고찰토록 하겠다.
3.1 ‘헤테라키’와 ‘자유공간’: 파편과 분절의 조합
1990년대를 가로지르며 우즈의 텍스트에 가장 빈번히

등장한 건축개념으로 ‘헤테라키(heterarchy)’와 ‘자유공간
(freespace)’을 들 수 있는데, 그만큼 이들은 그의 건축 개
념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인식한 위기를 표현하는
매개라 할 수 있다. ‘헤테라키’란 자율적 개인들의 역동적
인 네트워크를 뜻하며7) 위계를 뜻하는 ‘하이어라키
(hierarchy)’와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다. 헤테라키는 하이
어라키를 포용할 수 있지만, 하이어라키는 헤테라키를
(때로 전쟁을 통해) 억압한다. 헤테라키적 시스템은 권위
적이고, 단선적이고, 고정적이고, 억압적인 하이어라키와
달리 자발적이고, 복합적이고, 유동적이고, 자유로운, “혼
돈 속의 새로운 질서 형태”다(1997, p.14). 헤테라키에 대
한 우즈의 설명은 리좀(rhizome)을 비롯한 들뢰즈적 개념
과 밀접한 유사성을 띠는데,8) 실제 그는 이를 들뢰즈의
노마드(nomad)와 흐름(flow)으로 직접 결부한 바 있다.9)
또한 그가 초기 작품들의 키네틱(kinetic)한 작동과 변화
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1989, p.11) “생성의 건축
(architectures-of-becoming)” 역시 들뢰즈적 사유를 곧바
로 상기시킨다고 하겠다. 한편, ‘자유공간’은 헤테라키의
한 요소로서 미리 예정된 용도와 의미가 없는 공간이지
만, 특정 사람들에 의해 거주됨으로써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불확정성’과 ‘불확실성’의 공간이다. 하지만 우즈는
자신의 자유공간이 미스 반 데어 로에의 ‘보편적 공간
(universal space)’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미스의 공간은
비록 ‘(다)기능주의((multi)functionalism)’로 가장했지만
순전히 미학적인데 반해, 자유공간은 물질적 조건으로부
터 점유의 가능성을 얻기 때문이다(1997, p.26).
이와 같은 우즈의 헤테라키와 자유공간은 그의 실제
작품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 개념과 디자인, 혹은 텍스
트와 스케치 사이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그의 개
념의 형상화를 ‘파편과 분절의 조합’으로 규정하고자 한
다. 바로 이런 특성이야말로 정적이고 안정된 구조와 다
른 우즈의 헤테라키와 자유공간을 가능케 하는 인자로서
그가 감지한 위기감을 노출한다. 여기서 부서진 조각이라
는 ‘대상’을 지칭하는 ‘파편(破片)’은 파쇄된 건물의 잔해
일 수도 있고, 새로이 생성된 조직(tissue)일 수도 있으며,
철제 케이블과 튜브의 단위 조각일 수도 있다. 그리고
‘분절(分折)’은 파편이 나뉘고 꺾이고 잘린 ‘방식’을 의미
하는데, 불규칙한 절단이나 굽힘이 그 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상(파편)과 방식(분절)이 묶이거나
집합된 양태다. 파편과 분절의 조합은 특정 질서나 위계
7) Lebbeus Woods, 'Terra Nova', in Nakamura (ed.), 1991,
p.p. 21-25[21]. 이 용어는 그가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즉 인
공두뇌학으로부터 차용한 말로서, 이에 대해서는 그 분야 권위자
이자 대학시절 스승이었던 하인츠 폰 푀스터에게 빚지고 있다.
8) 질 들뢰즈 & 펠릭스 가타리, 「서론: 리좀」, 『천 개의 고
원』, 김재인 옮김, 새물결, 서울, 2001, p.p. 11-55.
9) Woods, 1993, p. 6. 우즈의 들뢰즈적 개념을 폭넓게 연구한
이는 서론에서 언급했던 마이클 멘서다. 추가적으로 다음을 보시
오. Michael Menser, 'Becoming-Heterarch', in Stanley
Aronowitz et al (ed.), Technoscience and Cyberculture,
Routledge, London, 1996, p.p. 29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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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임의적 혼돈 속에 형성되기도 하고, 어떤 질서가 있
더라도 단일한 흐름이 아닌 다방향의 유동성을 갖는다.
그야말로 헤테라키적이다. 예컨대 치유과정의 마지막 단
계인 ‘새 조직’을 형상화한
스케치(그림 7)는 건물 위로
수많은 파편(조직)이 불규칙
하게 겹쳐지며 생성되는 모
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샌프
란시스코 프로젝트에서 발
전된 <Terrain>(1998-99)의
경우 수많은 조각들이 지각 그림 11. Terrain, 1998-99
의 흐름에 따라 다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한편, <The Storm>과 같은 설치작품 역시 분절된 파이
프와 다른 파편들이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 얽히며 커다
란 세력을 형성하는 듯 보이고, <System Wien>에서는
에너지 벡터들이 임의적 방향으로 흐르다 충돌하고 탈주
하는 양상을 엿보인다. 이와 같은 파편과 분절의 조합 속
에 생성되는 것이 자유공간이라 하겠으며, 이는 치밀한
계획으로 도출되는 것이라기보다 우발적으로 생성되는
공간이다. 그는 치유과정의 첫 단계에서 옛 건물에 삽입
되는 새 구조물이 자유공간을 포함한다고 말하는데(1993,
p.21), 옛것과 새것 사이에 생기는 틈 역시 ‘딱지’의 형성
으로, 즉 파편의 덧댐으로 자유공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
겠다. 파편과 분절의 외적 조합이 내부의 자유공간을 이
룬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라예보의 아파트 프
로젝트(그림 4)다. 여기서 기존 건물의 기능주의적 공간
과 우즈의 자유공간은 극명하게 대비되는데, 새로이 생성
된 공간은 평면적으로나 단면적으로 어떠한 위계도 갖지
않으며 데카르트적 좌표축으로도 쉬이 파악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유공간의 예는 1990년의 <Berlin Free Zone>으
로부터 시작해, 사라예보를 거쳐, 샌프란시스코 프로젝트
와 그 후의 작품에 줄곧 나타나는 바다.
우즈의 작품에 나타난 파편과 분절의 조합 및 그것에
내포된 헤테라키와 자유공간은 일차적으로 근대 기능주
의 건축에 대한 반동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
는 초기 출판물(1980)에서부터 근대 건축가들이 기반하고
있는 뉴턴의 인과적 결정주의나 데카르트의 좌표축적 기
하학에 대한 거부를 표명해왔다. 그가 “디자인된 모든 공
간은 사실 인간의 ‘기능’보다 수학적 시스템에 더 적합한,
순전한 추상이다”라고 그간의 건축을 비판한 바는10) 그
러한 기능주의 건축의 오류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하
지만 우즈의 건축은 20세기 전반의 건축뿐만 아니라 포
트스모더니즘의 가벼운 형식주의에 대한 반동이기도 하
다. 그리고 현실을 초월하는 ‘급진적 재건’의 아이디어는
니체와 같이 “모든 가치의 재검토”를 촉구한 측면에서
(1997, pp.24-25) 궁극적으로는 위기를 내포한 현대의 사
10) Woods, 1997, p. 23. 이 언설은 미스와 대립했던 휴고 헤링
의 기능주의 이론을 떠올린다. 그러나 우즈의 자유공간은 미스의
추상미학뿐만 아니라, 이미 암시됐듯, 헤링의 결정된 기능공간과
도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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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문화 전반을 향한 비판의 칼날이라 하겠다.
3.2 정치적 행위로서의 ‘아나키텍처’
기존의 사회에 대한 비판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변
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우즈는 “철학자들이 세계를 다양
한 방식으로 해석하기만 했는데, 문제는 그것을 변화시키
는 것이다”라는 마르크스의 유명한 언설을 인용하며 새로
운 변화를 위한 전략을 제안한 바 있다.11) 그렇다면 그는
현대사회의 어떤 측면을 비판했고, 어떤 사회와 건축을
지향했을까? 우즈가 직접적으로 비판한 주요 대상은 현
대의 대중 소비문화에 다름 아니다. 그는 현재의 ‘위기’를
자각하지 못하는 수동성이 쾌락에 길들여진 소비문화로
부터 나왔음을 지적하며, 이를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1932)가 그린 디스토피아적
사회와 비교한다(1997, p.13). 헉슬리가 보여줬듯 사람을
통제하는 방법은 ‘고통’이 아닌 ‘쾌락’이라 하겠는데,12) 이
는 현 사회에 대한 신랄한 문제 제기다. 그의 비판 대상
인 현대사회는 또한 “대중 기술주의문화”이기도 하다. 이
대중 기술주의문화는 옛 도시의 헤테라키를 말소시킨 ‘매
스미디어’와 (위기의 극단인) ‘전쟁’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
다(p.14). 현대 대중문화의 소비주의와 기술주의에 대한
우즈의 비판은 독일 프랑크푸르트학파 철학자들의 사유
와 거의 흡사한 궤적을 이룬다. 특히 아도르노와 호크하
이머(1944)가 ‘문화산업’을 ‘대중기만’으로 여기며 계몽주
의가 낳은 기술주의와 소비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한 바가
그렇다.13) 비록 두 철학자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현
대사회의 ‘진보’가 “양으로부터 질로의 전환을, 즉 새로운
방식의 이성과 자유를 갖는 새로운 존재방식의 출현을
무한정 유예시킨다”는 같은 학파 마르쿠제의 말을 전면에
내세운 그는, 건축이 그러한 “새로운 존재방식”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주장한다(pp.22-23).
이와 같은 건축을 통한 ‘사회변혁’이라는 아이디어는
르 코르뷔제의 “건축이냐, 혁명이냐”라는 슬로건을 연상
시키지만, 우즈의 디자인은 지금까지 서술했듯 코르뷔제
11) Woods, 1997, p.p. 27-31. 우즈가 제시한 “새로운 실천을 위
한 20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Initiate projects; Instigate
change; Engage paradox; Make second-order designs; Be
alone, be together; Be human first: Fragment, then flow; Stay
on the move; Let it go; Challenge old ideas of shaping space,
thus of living; Recycle, re-form; Be political, not ideological;
Design heterarchy of spaces, not hierarchy of space; Speak
and write; Draw; Seek plasticity; Draw architecture as though
it were already built; Build architecture as though it had
never been drawn; Create the vernacular, not monuments;
Make great plans, realize small ones; Liberate choice."
12) 기계문명의 극단을 보여주는 헉슬리의 신세계에서 모든 인
간은 전체주의 사회의 통제에 따라 배양되며, 가족제도는 사라지
고, 모든 고통은 ‘소마’라는 쾌락의 약으로 해소된다. 올더스 헉
슬리, 『멋진 신세계』, 이덕형 옮김, 문예출판사, 서울, 1998.
13) Theodor Adorno and Max Horkheimer, Dialectic of
Enlightenment, Verso, London, 1997. 특히 ‘The Culture
Industry: Enlightenment as Mass Deception’ 장을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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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것에 비해 훨씬 상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언설은 그만큼 더 직설적인데, 「아나키텍처: 건축은 정
치적 행위다」(1992)라는 글이 대표적 예다. 그는 건축가
들의 작업이 스스로 인정하든 안 하든 정치적인 것과 연
관돼있다고 단언하며, 지금의 건축가들 대부분이 기존의
정치적 시스템을 비롯한 권위구조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
면서도 스스로를 창조자이자 혁신가라고 믿고 있음을 비
판한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소수의 뛰어난 건축가는 작
품에 그 사회의 존재조건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기에 결국 일거리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즈가
자신을 염두에 두고 후자를 서술했음은 자명하다. 그는
자기 작업이 “기존 사회의 형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제시한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라” 이야기하는데,
그가 제안한 새로운 형식이 모호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무정부적 사회”에 맞도록 의도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무정부적 사회야말로 현존하는 위기에 대한 상징
적 대응이며, 여기서는 중앙 집중화된 정치구조 대신 사
회의 환원 불가능한 단위로서의 ‘개인’에 집중한다. 이러
한 탈중심적 구도 속에서의 개별자에 대한 강조와 유동
적 변화는 전술했던 헤테라키의 시스템과 바로 연관되는
데, 그가 지향하는 이런 무정부적 사회를 위한 건축이 ‘아
나키텍처(anarchitecture)’인 셈이다.
한편, 건축가들이 사회를 혁신하지 못하고 거기에 복속
돼있다는 우즈의 주장은, 여러 각도에서의 차이점에도 불
구하고, 근대 전위주의자들의 유토피아적 프로젝트가 사
회를 변혁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본주의 헤게모니를 더 견
고히 만드는 도구가 됐다는 이태리 역사가 만프레도 타
푸리(1935-94)의 논점을 연상시킨다. 타푸리에 따르면 건
축실무가 자본주의 체제를 벗어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유일한 희망은 ‘비평’의 영역뿐이다. 우즈는
(물론 실제의 작품 실현을 바라긴 했지만) 실무의 영역보
다 ‘페이퍼 아키텍처(paper architecture)’의 영역에 머물
렀기 때문에 타푸리가 말하는 ‘비평’의 역할에 크게 효과
적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의 실제적 기능과
무관한 그의 작품은 타푸리가 언급한 “순수 건축(pure
architecture)”과 관련된 자율성(autonomy)에도 일부 맥이
닿는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을 위한 그의 전략은15)
자율적 스케치에 비해 의외로 실질적이고 소박하다(이 둘
은 어느 정도 모순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기념비가 아닌 토속적인 것을 창조하라”든가, “위대한
계획을 세우되 작은 것들을 실현하라” 등이 그러한 항목
이다. 위기의 사회를 변혁할 정치성은 결국 이 같은 작은
실천전략을 통해 획득된다고 우즈는 믿었던 것이다.16)
14) Manfredo Tafuri, Architecture and Utopia, MIT Press,
Cambridge MA, 1976, p. ix.
15) 주 11을 참조하시오.
16) 하지만 ‘건축가’ 우즈에 비해 ‘비평가’ 타푸리는 이러한 변혁
의 가능성에 사실상 크게 비관적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건축이 사회변혁의 도구가 될 수 있으리라는 우즈의 존재론적
희망마저도 타푸리적 견해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결속시키는
요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3.3 미학적 효과로서의 ‘언캐니’
현 사회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 할 수 있는 우즈의
헤테라키적 ‘아나키텍처’는 실천적 측면에서 정치성을 함
의하는 한편, 예술적 측면에서는 일종의 미학적 효과를
동반한다. 본고는 그러한 효과가 ‘언캐니(uncanny)’라는
‘편치 않은 감정(das unheimlich)’으로 대변된다고 주장한
다. 에드문트 버크(1757)의 ‘숭고(the sublime)’로부터 파
생되어 프로이트(1919) 등에 의해 정립된 이 개념은 익숙
한 분위기 속에 감지되는 불안과 공포의 정서를 의미한
다.17) 안소니 비들러는 이러한 언캐니의 개념을 건축과
도시 영역으로 도입하여 “본질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현
대의 조건(fundamentally unlivable modern condition)”으
로 서술한 바 있다.18) 예컨대 절단된 몸을 상징하는 힘멜
블라우의 해체적 건축, 코르뷔제의 기계주의가 진화한 사
이보그의 집, 콜하스의 편집증적 ‘정신착란증의 뉴욕’은
비들러가 제시한 현대도시와 건축의 언캐니한 사례에 속
한다. 이는 결국 현대도시의 급격한 성장과 대중사회의
확산 가운데 오히려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인간성의
‘위기’가 드러난 징후라 할 수 있다.
파편과 분절이 조합된 우즈의 건축은 외견상 힘멜블라
우 식의 언캐니와 유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러나
<Terrain>에서처럼 중심을 상실한 다방향식 흐름이 상징
하는 현대사회의 불안은 그의 작품에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한다. 특히 전쟁을 소재로 삼은 우즈의 스케치에는
여타 어떤 건축가들의 작품보다도 언캐니가 노골적으로
표현됐다고 하겠다. 전술했듯, 전
쟁이야말로 위기의 극단적 표출
이기 때문이다. 공습으로 파괴된
사라예보의 도시와 건축물을 표
현한 스케치는 좋은 예다. 이는
마치 초현실주의자 살바도르 달
리의 그림인 <내란의 예
감>(1936)이 보여주는 전쟁의 공 그림 12. S. 달리,
포를 느끼게 하는 듯한데, 우즈의 내란의 예감, 1936
스케치가 SF적이면서도 사실적
묘사에 충실하다면 달리의 그림
은 몽환적인 특성이 더욱 두드러
진다. 또한 파괴된 건물이 치유가
됐음에도 깊은 ‘상처’를 간직한
형상(그림 7)은 프란시스 베이컨
(1909-92)의 일그러진 <자화
상>(1969)에 표현된 변형의 기괴
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새로운 생
성의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하겠 그림 13. F. 베이컨,
자화상, 1969
다. 한편, 2000년대 들어서서 보
여준 우즈의 설치작품은 이전의 구상적 스케치가 표현했
던 노골적 공포보다 훨씬 추상화된 긴장으로 전이하는
17) Sigmund Freud, 'The Uncanny', The Uncanny, Penguin,
New York, 2003, p.p. 121-162.
18) Anthony Vidler, The Architectural Uncanny, MIT Press,
Cambridge MA, 1992, p.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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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Storm>과
<The Fall>의 내재적 불안은 여전하며, <System Wien>
의 평온한 위기는 “본질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현대의 조
건”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처럼 언캐니한 우즈
의 작품은 위기의 현존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라 하겠다.
4. 결 론
어떤 사회나 문화가 타성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실적 층위의 실천가뿐만 아니라 이상적 층위의 비평가
역시 필요하다. 현대 건축계의 지배적 패러다임과 관습에
균열을 내고 비판을 가한 레비우스 우즈야 말로 그러한
이상가 중 하나였다. 우즈의 디자인은 너무 비현실적이라
고, 심지어 이것이 건축에 속할 수 있느냐고 비판받기도
하지만, 바로 그러한 급진적 실험성의 까닭에 그의 디자
인은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특히 현대사회의
위기에 대한 직시는 우즈를 다른 건축가들과 구별 짓는
인자로 간주할 만하다. 이 연구는 레비우스 우즈가 자각
한 위기와 그 위기의 표상에 대한 고찰을 목표로 했고,
사라예보 프로젝트를 비롯해 전쟁과 관련된 1990년대의
작품을 탐구 대상의 중심에 뒀다. 전쟁이야말로 위기의
극한이며, 우즈가 이를 자기 디자인의 중요 소재로 삼았
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보자.
첫째, 우즈는 전통적 개념의 물리적 충돌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정치·경제적 제재나 자연재해 또한 전쟁으로
여겼고, 이로 인해 파괴된 건축과 도시의 ‘급진적 재건’
역시 전쟁으로 간주했다. 사라예보, 아바나, 샌프란시스코
프로젝트는 전쟁이라는 위기를 배경으로 한 대표적 사례
다. 둘째, 파괴된 건물의 치유과정으로 우즈가 내세운 ‘삽
입’, ‘딱지’, ‘상처’, ‘새 조직’의 단계는 생물학적 은유로서
현실적이라기보다 상징적이다. 그럼에도 이는 현존의 위
기에 대한 직설적 표출이기도 하다. 셋째, 우즈의 위기에
대한 인식은 1990년대의 전쟁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와서
야 직접적으로 표명되지만 1970년대의 초기 스케치에서
부터도 이미 현대의 도시공간에 대한 불안과 위기는 팽
배하게 드러났고, 2000년대의 작품으로도 지속된다. 특히
그는 <System Wien>에서 위기 없는 상황 자체를 위기
로 진단하기에 이른다. 넷째, 자율적 개인들의 역동적 네
트워크로서의 ‘헤테라키’와 그 요소로서의 불확정적 ‘자유
공간’이라는 개념은 우즈가 인식한 위기를 표현하는 매개
인데, 본고는 이 개념들이 ‘파편과 분절의 조합’으로 형상
화됐다고 본다. 이러한 개념과 형상은 근대적 이성에 대
한 반동이자 위기를 내포한 현대사회 전반에 대한 비판
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우즈가 비판한 위기의 현대사
회가 갖는 속성 가운데 대중 소비문화와 기술주의문화는
그 핵심에 있다. 그는 건축이 사회변혁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내비치며 건축을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는데, 그가
지향하는 ‘아나키텍처’는 말 그대로 상당한 무정부성을 갖
는 건축이다. 우즈 건축의 무정부성은 기존 사회의 위기
를 타계할 그의 중요한 방편이었다. 여섯째, 우즈의 헤테
라키적 아나키텍처는 왠지 모를 불안의 정서인 ‘언캐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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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적 효과로 동반함으로써 위기의 현대도시에서 감지
되는 거주 불가능성을 상징적으로 함축했다고 하겠다.
이처럼 그저 공상적 이미지에 지나지 않아 보이는 우
즈의 작품에서 우리는 사회 전체를 향한 다양한 시사점
과 비판성을 독해하게 된다. 서론에서 적었듯, 세상을 떠
난 지 얼마 안 된 우즈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일 뿐이
다. 본고는 위기의 표상이라는 관점에서 우즈의 건축을
조망하고 그 특성과 의미를 살펴봤지만, 그의 실험적 스
케치와 비판적 개념에 대한 개개의 연구는 앞으로 더 깊
이 진행돼야 할 터이다. 이 연구는 그 출발점으로도 의미
를 갖는다. 한편, 현재 준비 중인 우리나라의 ‘DMZ 평화
공원조성사업’을 생각하면, 사반세기 전 우즈의 <DMZ>
계획안이 비판적 참조점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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