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구축주의와 사회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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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러시아 구축주의는 회화와 조각, 건축, 또는 문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
펙트럼 속에서 진행된 예술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타틀린이나 로드첸
코, 긴즈부르그 등이 스스로를 일종의 사회학자이자 혁명가, 정치가이자 기
술자로 규정하고 작업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구축주의를 단지 문화적 아방가
르드의 예술실험에 국한시킬 수는 없다. 그들은 건축물에 사회적 의미를 부
여하려 했고, 건축의 형식은 대중들에게 (무)의식적 효과를 방사함으로써 새
로운 사회의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이 추구했던 기능
주의적 구조는 생활공간의 디자인과 구성을 통해 대중들의 신체에 혁명을 각
인시키고 무의식적으로 체득하게 만드는 감수성의 훈련을 노정하고 있었다.
그것은 건축과 삶을 통합하여 자연스럽게 혁명을 체득하는 길이었고, 이로써
건축은 일종의 ‘혁명의 학교’, 즉 ‘사회적 응축기’로 부각될 수 있었다. 구축
주의자들에게 혁명은 무의식의 건축적 구조를 통해 완결되는 것이다. 이 기
획은 1930년대를 전후해 사회가 스탈린주의로 경도되면서 퇴락의 길을 걷게
된다. 체제의 안정과 공고화를 추진하던 스탈린 사회는 무의식의 점진적 훈
련보다는 즉각적이고 단기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의식화를 더 선호했다. 따
라서 아방가르드적 실험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되었고, 무의식을 통한
감성과 신체적 변화의 구축주의적 기획은 포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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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과 혁명의 문화정치학
자주 회자되지만, 그 맥락은 잘 알려지지 않은 언명들이 있다. 가령 현대 건
축이론의 대부라 불리는 르 코르뷔지에가 1923년에 던졌던 질문, “건축이냐 혁
명이냐”와 같은 문구가 그렇다. 통념상 의미론적 연관을 떠올리기 어려운 단어
짝인 건축과 혁명 사이에서 제기된 이 물음은 실상 하나의 답변이었다. 즉 그
것은 “오늘날 깨어져 버린 사회적 안정을 해결할 열쇠는 건축물의 문제에 있
다”1)라는 문장에 첨부된 질문으로서, 전통적 사회관계와 체제 및 제도적 질서
가 ‘모더니즘’으로 대변되는 기계적 현대성으로 대체되는 과정에 대한 일종의
응답이었던 것이다. 특히 이는 근대 유럽의 낡은 질서가 1917년의 러시아 혁명
과 같이 파괴적인 충격과 충돌할 위험에 맞서, 어떻게 하면 사회를 급격한 단
절 없이 연착륙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한 반(反)혁명의 기획이기도 했다.
따라서 책의 말미를 “건축이냐 혁명이냐. 혁명은 피할 수 있다”2)로 끝마친 것
은 반혁명으로서의 현대 건축적 기획에 제법 합당한 마무리라 할 법하다.
우리의 흥미를 끄는 지점은, 어떤 식으로 건축이 혁명을 저지하는 방법이
되는가에 관한 르 코르뷔지에, 혹은 현대 건축주의의 이론적 입안점이다. 근
대 예술의 한 분과였던 건축은 어떻게 사회혁명에 제동을 걸고 중단시키는
‘실천적 무기’가 되는가? 이에 답하려면 “주택은 살기 위한 기계”라는 르 코
르뷔지에의 또 다른 언명을 살펴보아야 한다.3) 여기서 기계(machine)로서의
주택이란 개별 주택들이 저마다의 개별성을 지닌 채 자연발생적이거나 임의
적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대량생산 시대에 걸맞은 공정과 생산에 의거해
편이성과 합리성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건축적 구조물이 됨을
뜻한다. 주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계적 단위가 되고, 주택-기계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역시 전체-기계에 결합하거나 분리되는 부분-기계로서 제작되고
활용된다. “주택은 욕조, 태양, 온수, 냉수, 자유로운 난방, 음식의 보존, 위
생, 비례를 활용한 아름다움 등을 갖춘 살기 위한 기계다. 의자는 앉기 위한
기계다. 손잡이가 달린 물병은 씻기 위한 기계다.”4)
1) 르 코르뷔지에(2002)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옮김, 동녘, 27쪽. 불어판을 참조해
수정하여 인용한다.
2) 르 코르뷔지에(2002), 283.
3) 르 코르뷔지에(2002), 25.

들뢰즈와 가타리라면 ‘일반화된 기계주의’5)라 불렀을 이러한 생산방식의
목적은, 그러나 건축물의 물리적 축조만을 지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건물이
건축으로서 작동하는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생활과 필요뿐만이 아니
라 예술로서의 건축적 작업에 상응하는 바, ‘조형적 감정의 대상’으로서 건축
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다. 즉 인간의 감각과 욕망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사
물을 배치하라는 것. “건축은 건설의 문제 너머에 있는 예술이며 감정의 현
상이다. 건설의 목적이 건물을 지탱하는 것이라면, 건축의 목적은 인간을 동
요[감동]시키는 데 있다.”6) 건축이 전달하는 감정의 동요는 전통적인 미적
조화(harmony)로서의 쾌감이 아니다. 평온과 관조를 불러일으키는 미적 가상
으로서의 건축은 이미 르네상스 양식에서도 충분히 구현된 바 있다.7) 차라리
관건은 “세련됨이나 거칢, 분방함이나 평온함, 냉담이나 격동을 분명하게 야
기시키는 감응”8)의 장치로서의 건축이다. 르 코르뷔지에가 단언하듯, 건축은
질료적 속성과 배치를 통해 감각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계인 것이다.
우리는 이로부터 현대 건축의 두 가지 근본 전략을 추출해 낼 수 있다. 하
나는 건축을 사물(신체)-기계의 배치로서 다룬다는 점이다. 곧 건축의 현대적
전략은 인간을 포함한 세계를 기계들의 결합으로 재설정하여, 미적(감각적,
aesthetica) 관계의 합리적 구축을 지향한다.9) 다른 하나는, 그러한 미적 관계
가 감각과 욕망의 만족에 불가분하며, 궁극적으로 정신적 일치를 추구한다는
4) 르 코르뷔지에(2002), 114.
5) Gilles Deleuze and Félix Guattari(2002)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trans. by B. Massumi,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 256.
6) 르 코르뷔지에(2002), 37. 또한, “작은 단위가 더해져 필요한 전체를 만든다.” 르
코르뷔지에(2007) 도시계획, 정성현 옮김, 동녘, 62쪽.
7) 루돌프 위트코워(1997) 르네상스 건축의 원리, 이대암 옮김, 대우출판사, 26쪽.
8) 르 코르뷔지에(2002), 36.
9) 르 코르뷔지에(2002), 35. 르 코르뷔지에는 수학적 계산의 이성과 인간 정신의 순
수성이 건축적 조화의 이념 속에 합치되리라 믿었다. 재미있게도, 그는 이성은 감
정과 공통의 근원에 놓여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듯하다. 즉, 데카르트적 코기토
는 감정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며, 그렇게 일체화된 이성과 감정의 능력을
통해서만 현대성이 완수되리라 전망했다. “현대적 감정은 기하학적인 정신, 구성
적이고 종합적인 정신이다”(르 코르뷔지에 2007: 50). 이성과 기묘하게 접붙은 감
정이란 무의식으로 연결되는 통로임을 우리는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

점이다. “건축은 관계(rapports)의 문제이며, 이는 ‘정신의 순수한 창조’이다.”10)
건축이 신체(사물)와 정념(감각과 욕망)의 충족을 통해 새로운 삶을 형성하는
기획임을 이보다도 명확히 표명할 수 있을까? 나아가, 신체와 감각, 욕망에
바탕을 둔 이러한 건축적 기획이 과연 르네상스 이래의 이상과 동일한 것이
라 부를 수 있을까?
르 코르뷔지에는 전통적 도시계획이나 건축구조의 혁신을 통해 사회혁명의
거대한 지각변동을 막아내고, 새로운 사회로 연착륙할 수 있다고 믿었던 듯하
다. “혁명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할 때, 새로운 사회는 그와 같
은 건축적 비전을 통해, 곧 사물과 인간의 기계적 배치 및 그로 인한 감각과
욕망의 만족을 통해 열리는 게 아닐까? 건축이 혁명을 회피하는 방법이 아니
라, 오히려 혁명을 불러내고 완수하는 급진적인 방법으로서 작용할 수는 없을
까? 과연 1924년에 출간된 도시계획에는 이와 같은 건축적 혁명의 기획이
반어적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우리는 혁명이 일어나는 가운데 혁명을 일
으키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혁명을 일으킨다.”11) 요
컨대 건축은 혁명을 저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혁명의 근본 동력으로 작동
할 수도 있다. 혁명이라는 ‘무질서’를 우회하려던 의도와 달리, 르 코르뷔지에
는 사회혁명의 진정한 방법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안겨다 준 셈이다.
건축이 혁명을 가동시키는 보다 극명한 예화를 우리는 혁명기 러시아의
구축주의적 실험에서 목격할 수 있다. 흔히 1910년대 미래주의 예술운동의
연장선에서 논의되었던 1920년대의 구축주의 실험은 한시적으로 개화했던
‘실패한’ 문화운동으로 치부되곤 했다. 사회주의 혁명을 예술영역에서 지지하
고 그 반대급부로 볼셰비키로부터 제도적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으나, 1920년
대 후반부터 소비에트 사회를 장악한 스탈린주의로 인해 그 실험적 성격이
축소되어 급기야 소멸했다는 평가가 대표적이다.12) 개괄적으로는 사실에 부
합하는 진술이라 할 수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즉, 구축주의 건
10) 르 코르뷔지에(2002), 37.
11) 르 코르뷔지에(2007), 306.
12) 이는 러시아 구축주의 운동을 소개하는 연구 일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관점
이다. Selim O. Khan-Magomedov(1987) Pioneers of Soviet Architecture. The Search
for New Solutions in the 1920s and 1930s, New York: Rizzoli, pp. 9-16; Christina
Lodder(1990) Russian Constructivis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p. 1-5;
Aleksandr Lavrent’ev(2000) Laboratorija konstruktivizma, M.: Grant, pp. 8-10.

축은 단지 예술의 영역에서 일어난 운동으로서 정치적 전환기의 ‘보조적’ 차
원에 그친 게 아니라, 사회혁명의 본래적인 방법과 형식으로서 ‘주동적’ 성격
을 갖고 있었다. 달리 말해, 건축은 새롭게 건설된 사회의 외양을 장식하는
겉치레도, 위대한 정치적 이념을 전시하는 상징적 배경도 아니었다. 또한 ‘삶창조’라는 예술적 이상으로만 구축주의를 평가할 수도 없다. 만일 그렇다면,
구축주의와 1930년대에 공고화된 스탈린주의 양식 사이에서 기능적인 차이
를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다.13) 구축주의 건축운동이 지향했던 실재적인 효과
를 통찰해야 한다. 정치적 보조제나 예술적 이상화가 아닌 방식으로 건축이
혁명을 견인하고자 했던 기능이 문제다.
이 글의 목적은 사회혁명의 문화정치학적 장치로서 구축주의의 이념과 기
능을 고찰해 보는 데 있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된 구축주의의
유파별 구분이나 인물별 활동 등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생략하도록 한다. 그
대신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구축주의적 사회혁명의 기획과 그 양상이
다. 어떤 점에서 구축주의는 자신의 과업을 혁명의 완결에 있다고 자신했으
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추진하려 했는가? 구축주의는 과연 어떤 이유로
실패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구축주의의 동학과 실
천 전략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평가의 지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팔랑스테르와 파밀리스테르: 사회혁명적 건축의 전사(前史)
건축을 통해 사회 전반의 변혁적 재구축을 노정했던 대표적 사례를 우리
는 19세기의 유토피아적 기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기획의 입안자들로는
로버트 오언(1771~1858)과 생 시몽(1796~1864), 샤를르 푸리에(1772~1837) 등이
거명되는데, 이들은 후일 엥겔스에 의해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비판받은 바 있다.14) 이로 인해 그들은 ‘공식적’ 공산주의 교의에서는 다소
13) 1933년 전 연방 건축가 아카데미가 창건되며 제출한 계획안은 소비에트 건축을
러시아의 ‘고전주의적’ 양식에 따라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것이었다. Nikolaj
Kruzhkov(2007) Vysotnye zdanija v Moskve. Fakty iz istorii proektirovanija i
stroitel’stva 1947-1956, Samara: Izdatel’skij dom, pp. 16-17.
14) 프리드리히 엥겔스(1990) ｢유토피아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의 발전｣, 맑스 엥
겔스 저작선집 5, 최인호 외 옮김, 박종철출판사, 403-475쪽.

‘허황되고’ ‘몽상적’이며, 심지어 ‘반동적’으로까지 치부되어 혁명운동의 역사
에서는 긴 침묵에 잠겨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 ‘유토피아적’ 선구자들이 추구
했던 것은 근대 부르주아 사회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대담한 발상과 실험이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건축을
통한 삶의 창조, 곧 건축적 혁명의 기획이다.
19세기의 건축적 전환은 건축 외부의 영역에서 일어난 세 가지 요인들로
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첫째는 인구의 증가가 야기한 도시화 및 도시계획의
발생이다. 자연적으로 성장한 이전의 도시형태로는 폭증한 인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거주민을 위한 주택 및 상하수도 시설, 도로건설 등이 맞물린
근대적 도시형태가 착안되어야 했다. 둘째는 산업혁명으로 유발된 공업화다.
18세기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의 여파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며 본격
화되었고, 이는 노동의 기계화와 생산의 대량화를 촉진하게 된다. 도시 인근
혹은 내부에 대규모 생산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으며, 집단화된 노동자들의 작
업장 조건과 주거환경이 동시에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물론 여
기에는 삶과 노동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 이외에도, 새롭게 등장한 노동계
급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경계심과 통치전략이 포함되어 있었다.15) 이 세 번째
요인이 도시와 인구, 산업에 대한 복합적인 지배전략으로서 이데올로기의 문제
다. 특히 주거단지의 계획과 조성은 단지 거주공간의 확보에 그치는 게 아니
라 인구의 효율적인 배치와 통제, 이데올로기적 훈육이 포함되는 건축적 전략
에 맞물렸다.16) 근대 사회에서 건축이란 인구의 신체와 정신을 동시에 포획하
여 지배 및 통제하기 위한 국가와 자본의 전략으로서 추구되었던 것이다.17)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사상가들의 건축적 기획은 정확히 그 반대편에서 설
정되었다. 근대 유럽의 도시가 산업화와 인구정책, 계급분할의 다양한 부르주
아적 전략의 실험장이었던 데 맞서, 오언과 생 시몽, 푸리에 등은 국가와 자
본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삶의 양식으로서 새로운 노동과 주거형태를 고안하
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기계노동으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문명의 속박에서
15) 레오나르도 베네볼로(1996) 근대도시계획의 기원과 유토피아, 장성수 외 옮김,
태림문화사, 19-37쪽.
16) 로버트 피시만(2000) 부르주아 유토피아, 박영한 외 옮김, 한울, 제3장; 이진경
(2007)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그린비, 제1, 5장.
17) 미셸 푸코(2000) 감시와 처벌, 오생근 옮김, 나남출판; 미셸 푸코(2011) 안전,
영토, 인구, 오트르망 옮김, 난장.

벗어나, 노동자들이 자립적인 삶의 기반을 찾을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가
능한 공동체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는 당대 사회주의의 이상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기획으로서18) 대단위의 밀집형 도시형태가 아니라 소단위의 노동
및 생활공동체의 형태에 가까운 것이었다. 가령 오언의 경우, 평균적으로
1000명 정도를 수용하는 공동의 주거공동체를 기획하였는데, 이 사변형 공동
체(paralellogram)는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일상과 노동, 여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최초의 건축적 계획이었다.
흥미롭게도, 오언은 자본주의적 생산을 위해 개발된 기계와는 다른 의미에
서 자신이 구상한 사변형 공동체를 ‘기계’라고 불렀다.19) 그것은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은 삶을 살아가며 노동의 즐거움을 누리고 안정적으로 세대간 재
생산을 할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가리켰으며, 이로써 자본주의 문명과
는 다른 차원에서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거나 건설할 수 있으리란 희망을 품
을 수 있었다. 마치 르 코르뷔지에의 기계와 비슷하게, 인간의 삶과 노동을
촉진시키고 계발하는 구축물로서 사변형 공동체는 일종의 기계(machine)라
불릴 만했다. 요컨대, 건축의 목적은 삶과 인간의 변형이었고, 궁극적으로 그
것은 사회혁명에 값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었다. 비록 오언의 시도는 재정적
이유로 인해 좌절되었으나, 사회구조적 문제를 건축적 기획을 통해 풀어나가
려 했다는 점에서 근대 도시계획의 선구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
다도 사변형 공동체와 같은 생활공동체의 건축적 발상은 이후 유사한 사례들
을 통해 꾸준히 반복될 만한 전형을 제공했다.
유기적으로 인구집단을 재구성해 새로운 공동체의 원리를 제안했던 생 시몽
과 더불어, 푸리에는 실제적인 건축적 기획을 통해 대안적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다. 이에 의거해 그가 제시한 팔랑스테르(phalanstère)는 가족 혹은 개인이 집
단적으로 결합된 집합주택의 건축적 형태였다. 이 역시 ‘ㅁ’자 모양의 사변형
으로 구축된 건물인데, 핵심은 거주자들이 외따로 분리된 채 생활하지 않도록
세심히 안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유보랑(遊步廊, street-gallery)이라 불
리는 연결통로는 사시사철 난방과 통풍을 공급하여 사람들이 개별 가구 바깥
으로 나와 서로 만나고 담소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공동의 사무
와 여가를 위한 연회장과 집회소, 중정(中庭) 등은 팔랑스테르의 어디서든 쉽
18) 베네볼로(1996), 76-77.
19) 베네볼로(1996), 85.

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다. 주거용 건축물 인근에는 학교와 강
당, 각종 소규모 편의시설을 마련해 생활을 통해 사람들의 교우를 증진시키려
했으며, 도보로 작업장을 왕래할 수 있게 만들어 일과 일상을 결합하는데 초
점을 맞추었다. 한 마디로, 생활과 여가, 노동이 동일한 권역에서 이루어지게
설계함으로써 삶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키려는 계획이 팔랑스테르였다. 그러나
19세기 초의 유럽은 여전히 보수적인 정서가 팽배해 있었기에 전통적 가족단
위를 벗어난 이 실험을 의심스런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자연히 토지와 건축비
용 등에 필요한 충분한 자본을 끌어들일 수가 없었다. 푸리에 생전에 빛을 보
지 못한 이 기획은 그의 후예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실현하게 된다. 1840~50년
사이 미국에서는 적어도 41개소의 실험적 집단주택이 건설되었던 것이다.
유럽에서 푸리에의 구상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킨 것은 장 고댕(1817~89)의
파밀리스테르(familistère)였다. 팔랑스테르를 현실적 조건에 맞게 변용시킨 파
밀리스테르는 이름 그대로 공동체의 기초 단위를 가족에 둠으로써 전통적 가
치관이나 질서에 애착을 갖는 사람들의 반감을 축소시켰다. 그 대신 푸리에
가 강조했던 공동성은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건축적 초안을 잡아 본래의 이상
을 구현하고자 했다. 사업가였던 고댕은 1859년부터 자기 소유의 주철공장
주변에 노동자들을 위한 집합주택을 지었고,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구축되었
던 파밀리스테르는 1870년에 완공을 보았다. 놀랍게도, 고댕은 1880년에 협
동조합을 설립하여 자신의 공장과 파밀리스테르의 경영권 및 관리권을 넘겼
으며, 이 조합은 1939년까지 계속되었다고 보고된다.20) 19세기의 사회주의적
주거모델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파밀리스테르는, 하지만 사적
인 공간과 코뮨적 공간을 병존시킨 타협안으로 실현된 것이었기에 좌우파의
어느 쪽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에밀 졸라와 같은 좌파 성향의
작가들조차 고댕의 시도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가족이라는 전통적이고
부르주아적 형태를 집단적 삶의 기본 요소로 남겨둔 데 대해 ‘부르주아적 빌
라의 속류화된 판본’이란 비난을 퍼부었다.
고댕의 모델은 1867년 만국박람회에서 은상을 수상할 정도로 획기적이었
고 실제로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는 못
했다. 왜 그랬을까? 첫째, 파밀리스테르는 그저 주택모델에 불과한 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계급투쟁의 상징적 전장을 구성하고 있
20) 베네볼로(1996), 108-109.

었다. 생활과 노동을 결합한 집단적 주거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조건
이 항상 불리한 게 사실이었다. 둘째, 대형 공동주거를 건설하기 위한 토지
와 자금이 항상 문제가 되었다. 요행히 고댕과 같이 헌신적인 자본가를 우군
으로 두기 전까지 그것은 대개 탁상공론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셋째, 동시
대의 사회주의자들조차 주거공간의 혁신을 통해 총체적인 사회혁명을 달성할
수 있으리란 기대를 갖지 못했다. 그들은 국가전복과 같이 극단적인 사태만
이 세계를 뒤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도시와 주거를 건축적으로 기획하는 것
이 혁명의 근본적 방안이 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 어떤 의미에서 19세
기의 혁명가들 대부분은 이데올로그로서 이데올로기의 문제만을 혁명과 연관
시켰던 한계에 머물러 있었다.21)
오언이나 푸리에, 고댕처럼 건축과 사회혁명의 상관성을 깊이있게 통찰했
던 것은 르 코르뷔지에와 같은 혁신적인 합리주의 건축가였다.22) 서두에서
살펴보았듯, 실제로 삶을 변형시키는 혁명의 과제는 당파적 이데올로기에 대
한 확신보다 인간의 욕망과 신체, 공간과 건축적 조형에 관한 깊이있는 이해
에 달려있었던 것이다. 만일 새로운 삶이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문제와 무관
하지 않다면, 새로운 인간은 이데올로기와 의식의 계몽을 통해서만 생성되진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무의식과 신체에 대한 훈련을 통해, 그것들을 직조하
는 공간의 배치와 건설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건축의 문제는
곧 혁명의 과제와 불가분하게 제기된다.

3. 볼셰비키와 아방가르드: 정치적 전위와 예술적 전위의 시차
여기서 잠시 정치와 예술의 문제로 논점을 돌려보자. 건축은 예술과 정치
의 이념적 매체이자 방법론으로서 우리 앞에 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러시
21) 노동자들의 주거문제에 깊이 있는 관심과 동정을 표명했던 엥겔스조차 주거공간
의 문제를 총체적인 사회혁명이 일어나면 저절로 해결될 만한 ‘부수적’ 문제로 치
부했다(베네볼로 1996: 212-213).
22) 르 코르뷔지에는 프랑스에서 ‘좌파’ 건축가로 분류되어 외면당하기도 했으나, 실
제로는 무솔리니 정부나 스탈린 정부의 건축 공모전에 가리지 않고 응모했던 ‘합
리주의’ 건축가였다. 데얀 수딕(2011) 거대건축이라는 욕망, 안진이 옮김, 작가
정신, 99-101쪽.

아 혁명의 문화적 동학을 연구했던 수잔 벅-모스에 따르면, 정치적 전위와
예술적 전위 사이에는 결코 사소하다고 말할 수 없는 차이가 내재해 있다.
사회 전체의 일대 변혁을 통해 새로운 집단적 삶을 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정치와 예술은 공통적으로 아방가르드, 즉 전위적 지향을 나누어 갖지만, 그
것의 추구와 실현, 지속을 위한 시간적 감각이란 점에서는 크나큰 편차를 포
함하고 있으며, 혁명기 러시아 문화운동의 역사는 이를 잘 실증하는 지표가
된다.23) 정치와 예술, 그것은 하나이면서도 또한 하나일 수 없는 불일치를
내장하고 있는 두 흐름이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정치적 전위의 목표는 국가권력의 전복과 그로써 야기되는 체제 및 제도
의 새로운 건설이다. 우선 전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전위는 기존 권
력의 인과적 시간관념을 교란시키고 와해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인다. 원인에
서 결과로 ‘자연스레’ 연결되는 사회적 시간에 개입하여 단절을 일으키고, 이
를 통해 기성의 사회질서를 뒤엎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 전복이 성공하면 건
설의 단계로 넘어가고, 새로운 시간의 질서를 도입하게 된다. 즉 새로운 권
력을 수립하고 체제와 제도를 재설정한다는 의미에서 이전과 유사한 시간적
모델을 재건한다. 사회의 규범과 관습, 일상을 조직하는 통상의 질서가 그것
이다. 혁명과 질서, 곧 정치적 전위의 능력은 이 두 가지 힘을 사회변혁의
수순에 알맞게 배치하는 데 있을 터이다. ‘역사화’는 이 공정을 정합적으로
봉인하는 방법이다.24) 반면 현실의 도약으로 특징지어지는 예술은 인과적 공
정을 넘어서는 데서 성립한다. 양식화된 예술제도를 저지하고, 이질적인 발상
과 형상화를 통해 ‘새로움’을 정초하려는 예술은 규범과 모델에 저항한다.25)
따라서 보수적이고 체제수호적인 정치적 입장과는 전적으로 대립되는 행위가
예술이다.26) 랑시에르 식으로 말해 예술적 전위가 정치적 전위와 일치하는
23) 수잔 벅-모스(2008) 꿈의 세계와 파국, 윤일성 외 옮김, 경성대학교출판부, 제2부.
24) 벅-모스(2008), 66.
25) 아방가르드 예술에서 ‘새로움’의 가치와 전략에 대해서는 Boris Groys(1993) “O
novom,” Utopija i obmen, M.: Znak, pp. 113-244를 보라.
26) 서술의 편의상 정치적 전위와 예술적 전위를 구분하였으나, 양자 사이의 본원적
인 구별이 가능할까? 랑시에르에 따른다면, 정치냐 예술이냐의 영역적 구분은 부
차적일 뿐이다. 오히려 문제는 단절을 통한 새로움을 창출하는가 혹은 창출된 새
로움을 규범화하는가에 있을 따름이다. 전자는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으로서 위
계화된 현실을 재분할하고 평등성의 감각을 창출하는 힘이라면, 후자는 치안
(police)으로서 현존하는 질서를 수호하고 유지하려는 보수적 경향이다. 자크 랑시

순간은 양자가 정치적인 것의 생성에 기여하는 때이며, 분리되는 순간은 어
느 한 편이 치안의 질서에 고착화되어 상대편의 정치화를 방해할 때이다.
1917년의 혁명은 기성의 사회체제와 제도적 규범, 국가장치의 연속성이 일
거에 무너지는, 인과성과 선형성이 단절되는 경험이었다. 새로운 사회는 그와
같은 급진적 절단이 없이는 성립할 수 없고, 그래서 시간감각의 분열과 착종
은 불가피한 현상이었을 것이다. 재미있게도, 우리는 혁명이라는 사건의 전후
사정 속에서 정치와 예술의 두 전위가 교차하고 분기하는 장면들을 목도한
다. 먼저 혁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정치와 예술은 공통적으로 익숙한
시간의 관념을 뒤흔들고 파괴하려 진력한다. 볼셰비키는 수백 년을 이어진
전제주의가 평등을 이상으로 삼는 새로운 사회적 질서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을 투쟁으로써 보여주었다. 혁명 이전의 미래주의와 아방가르드 역시 이
점에서는 볼셰비키와 대의를 공유했던 바, 아카데미의 낡은 창작지침들, 세계
관은 남김없이 혁파되어 새로움을 위해 봉사해야 했다. 하지만 혁명이라는
‘사건 이후’는 다르다. 국가를 전복하고 새로이 구축하려던 볼셰비키는 역사
의 진행을 완벽히 통제하여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했지만, 그것은 민
중의 일상생활에 지나치게 거대한 단절을 초래하는 방식으로는 달성할 수 없
는 것이었다. 대중의 감성구조는 보수적인 측면을 갖기에 혁명적 격변을 겪
은 뒤에는 안정을 추구하게 마련이고, 이러한 일상적 감각을 보존하는 가운
데 혁명의 결과들을 온전히 이식하는 것이 볼셰비키의 정치공학이었다.
반면,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이러한 인과율적 시간 개념과는 다른 방식
의, 역사의 급진적 도약으로 특징지어지는 삶의 창조를 부르짖었다.27) 그들
에게 혁명은 기성의 제도적 시간감각을 넘어서 자신들의 예술의지를 관철시
키는 강력한 출로를 제공하는 사건이었다. 제정을 전복시키고 기성 사회의
잔여들을 퇴치하는 데 이 전략은 효과적이었으나, 소비에트 정부가 성립되고
정착되면서 그것은 지극히 위험스러운 모험주의적 발상으로 치부되기에 이른
다. 1920년대의 다양한 사회 실험들의 사례가 그러한데, 1925년을 전후하여
스탈린의 1인 집권체제 및 관료제가 공고화되면서 아방가르드적 실천들은 점
에르(2013)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양창렬 옮김, 길, 112-116쪽. 이 글은
1917년 이후, 혁명적 상황이 종결되고 새로운 사회의 문화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볼셰비키 정부와 구축주의 운동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기에 편의상 양자를
정치와 예술로 호명했다.
27) 레나토 포지올리(1996) 아방가르드 예술론, 박상진 옮김, 문예출판사, 제1장.

차 기피되기 시작했고, 예술가들이 당의 공식적 시간관념을 수용하면서 자취
를 감추고 말았다. 주지하다시피 그것은 ‘정상’ 사회의 형성과 지속에 동원되
는 인과적이고 선형적인 시간감각이다. 벅-모스는 이렇게 말한다.
문화적 아방가르드의 ‘시간’은 전위정당의 시간과 같지 않다. 예술가들의
행위는 인지의 연속성을 방해했고 친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었으며, 판타지
의 힘을 통해서 역사적 전통을 절단해 버렸다. [...] 전체 역사의 진행과정을
알고 있다는 볼셰비키의 주장은 혁명의 정치를 이끄는 미래 ‘과학’이 예술
을 주도한다는 단정으로까지 이어졌다. 문화는 조작될 수 있는 것이었다.
문화생산물은 진보의 시각적 재현물로서 ‘진보’에 봉사할 것이다. [...] 예술
혁명은 정치혁명과 구분되었고, 예술혁명은 단지 정치 혁명의 징후를 나타
내는 한 증상으로 여겨졌다. 역사적 목표에 속박 당하게 되자 혁명문화는
역동성을 잃어버렸다.28)

오해를 피하기 위해 다시 강조한다면, 정치적 전위와 예술적 전위 사이의
차이는 어떤 본질적인 차원에 놓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치와 예술 사이의
차이는 양자의 본성적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이 정치적인 것의 생성에 참여하
는가, 또는 치안에 종속되어 있는가로 나뉘어져야 할 것이다. 오직 이런 관
점에서만 예술과 정치의 ‘행복한 일치’와 ‘불행한 분열’이 판가름될 수 있을
뿐이다. 벤야민을 빌어 말한다면, 전자를 예술의 정치화라 부르고 후자를 정
치의 예술화에 옮겨놓을 수 있을 듯하다.29) 어느 쪽이든 정치(적인 것)의 생
성에 관여할 때 그것은 혁명과 친화적인 사건이 될 테지만, 그 반대라면 기
존의 질서를 반복하고 복제하는 타성에 금세 노출될 것이다.
스탈린주의와 아방가르드를 다룬 글에서 그로이스는 ‘세상을 바꾸려던’ 아
방가르드 예술운동은 볼셰비키의 거대한 정치권력을 필요로 했고, 이를 이용
하여 ‘행복한 일치’의 순간을 맛보았으나, 혁명 이후 아방가르드가 더 필요없
어진 상황에서 버림받고 몰락했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30) 일견 일리있는 주
장이지만, 이런 관점이 갖는 문제는 예술은 본래 수동적이며 무력한 문화영
역에 속한다는 통념을 되풀이 한다는 점이다. 즉 예술이 현실 가운데 나래를
펴고 융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같은 강력한 권력장치가 불가피하며, 때문에
28) 벅-모스(2008), 69-73.
29) 발터 벤야민(2009) 발터 벤야민 선집 2, 최성만 옮김, 길, 96쪽.
30) Boris Groys(2003) Iskusstvo utopii, M.: Khudozhestvennyj zhurnal, pp. 19-21.

예술은 근본적으로 자립적일 수 없다는 뜻이다. 과연 그럴까? 앞선 절의 ‘유토
피아적 사회주의’의 사례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건축이 인간의 신체와 무의
식에 작용하여 인간을 변형시키는 실질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이었다. 여기서
건축은 미적인 화려함과 조화라는 전통적 관점이 아니라 공간을 배치하고 감각
기관에 호소하여 무의식적 감응을 이끌어내는 조형적 힘에 관계된다. 예술의
정치화란 바로 이를 의미하는 바, 감각적 경험의 변용을 통해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변형시키는 사건이다.31) 예술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무력한 관조의 영역
에 속해 있지 않고, 차라리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사회변혁의 첨점으로 드러난
다. 즉 예술은 사회를 안정시키고 균열을 봉합하는 선형적 인과율(역사화)에 복
무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술의 기능은 인식보다 먼저 감각을 촉발시켜, 기성의
현재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이탈하도록 촉구하는 문제화(problematic)
의 장치라 할 수 있다. 시간의 이음매를 엇나가게 함으로써 익숙한 감각을 탈
각시켜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인간을 강제로 던져 넣는 힘이 예술에 있다.
우리가 정치와 예술의 교차라는 주제를 통해 혁명기 러시아의 상황을 조
망해 보고, 그 가운데 구축주의 건축운동의 사례를 조명하려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건축이 단지 사회의 외양을 꾸미고 미화하는 미학주의의 산물
이 아니라면, 그것은 정치공학이 할 수 없는 영역, 즉 인간의 무의식과 신체
에 접근하여 변혁과 이행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회혁명적 기획의 일환으로
읽혀야 한다. 만일 생산양식과 사회적 관계, 상부구조를 본원적으로 전복시키
는 것이 혁명이라면, 다시 말해 삶의 물질적 양식과 인지구조 및 지각의 방
식을 변용하는 게 혁명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감각의 혁명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와 예술이 1917년의 상황 속에서 결합하여 발산했던 사건적 효
과는 여기에 있었다. 러시아 아방가르드가 추구했던 예술혁명이 감수성의 본
질적인 변형을 지향했다면, 이는 실상 모든 혁명이 감각의 혁명이자 예술의
혁명을 포괄함을 뜻한다.32) 역으로 말해, 모든 예술혁명은 실상 정치와 사회
혁명을 지향하고 준거짓는 근본적 차원에 있다고 말해도 좋을 듯하다. 정치
와 예술은 하나로 통일되지 않으면서도 동일한 힘을 갖고 움직이는 경향성이
며, ‘일치’의 사건적 경험을 공유한다.

31) 자크 랑시에르(2008) 미학 안의 불편함, 주형일 옮김, 인간사랑, 64-65쪽.
32) 이진경(2014) ｢러시아 구축주의 건축과 감각의 혁명｣, 시대와 철학 25:3, 한국
철학사상연구회, 14쪽.

4. 질료의 물질성과 무대상적 절대성: 구축주의의 세계감각
좁게는 건축운동으로 한정짓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구축주의는 본질적으
로 아방가르드의 전체적 흐름 가운데 파악되어야 한다. 물론, 그 출발점은
예술로서의 아방가르드이다. 그것은 전통적 예술관이 갖고 있던 질료에 대한
2차성의 관점, 즉 색과 소리, 물질 등을 화폭이나 음률, 석재나 목재 등을 통
해 구현하는 관점으로부터 질료 그 자체에로 시선을 돌리는 비전의 혁신을
포함한다. 이는 한편으로 세계의 질료적 본성을 조감하여 대상으로부터 물질
성 자체를 직접 길어내려는 시도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대상 속에 갇힌 예술
의 힘을 해방시켜 현실과 질료가 직접 대면하게 만들려는 폭발적인 발상을
함축한다. 예컨대 구축주의자 타틀린은 재료의 물질성에 촉수를 뻗어 관성화
된 예술의 규칙을 타파하려 했고, 말레비치는 대상 없는 예술을 추구함으로
써 형상이 갖는 억압을 해체하고 무대상의 새로운 세계상을 드러내고자 했
다.33) 이러한 초기 아방가르드의 세계감각은 구축주의자들에게도 다양한 방
식으로 전수되어 그들의 건축적 세계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문화적 제도에 의해 선(先)규정된 사회적 심미안 및 규범성을 깨고 새로운
감각을 형성할 미적 준거를 제안했던 아방가르드는 전통적인 미학(aesthesis)
의 범주를 밑바닥부터 뜯어고치길 주저하지 않았다.34) 그것은 세계에 대한
익숙했던 감각을 거부하고 낯선 것과 접속하려는 감수성의 전환을 가리켰고,
기존 문화의 가치관에 침윤되어 있던 지식인과 예술가, 대중들의 취향에 말
그대로 ‘따귀를 갈기는’ 파격에 비유될 만했다.35) 따귀를 얻어맞는 얼얼하고
도 생생한 감각의 충격, 그것은 이성적 깨어남과는 다른 차원의 변화다. 즉
의식 너머에 있었기에 눈에 보이거나 들리지 않던 사물과 세계의 실재를 충
격 속에 목도하는 것이며, 합리성의 틀에 속박되었던 신체의 낯선 감수성을 일
깨우는 사건이다. 무엇보다도, 사물과 세계를 향한 무의식의 촉수마저 틀어버리
는 일대 변전이 아닐 수 없다.36)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양상은 어떤 것들인가?
33) 존 밀너(1996) 문화정치가의 초상화, 조권섭 옮김, 현실비평연구소, 85-95쪽;
Kazimir Malevich(1998) Sobranie sochinenij v 5 tomakh, T. 2, M.: Gileja, pp. 36-50.
34) 랑시에르(2008), 제1장.
35) 블라디미르 마야코프스키 외(2005) 대중의 취향에 따귀를 때려라, 김성일 옮김,
책세상, 245-246쪽.
36) 1920년대 전반기 러시아에서 벌어진 정신분석 운동과 무의식 논쟁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서구의 미학은 형상(form)과 질료(material)을 대립시
키며 후자를 전자에 종속시키는 입장을 지켜왔다.37) 하지만 20세기 아방가르
드 운동에 와서 이 구도는 역전되어 질료 자체를 주목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는 오랫동안 관행화되어온 서구 미학의 근본 질서에 균열을 가하고 전복시
키는, 말 그대로의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가령 타틀린은 관습적 범
주에 얽매인 대상성이 아니라 대상이 갖는 본래의 물질성에 착안했으며, 강
철과 유리, 흙이나 나무 등의 재료들을 한데 모아 재배치할 때 빚어지는 효
과에 주목했다. 그가 보기에 예술은 규정된 미적 범주를 준수하는 데서 성립
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질료의 흐름, 그것의 변환적 힘 자체를 포착함으로
써 구현되기 때문이다. 타틀린 자신은 이를 ‘유물론적 시도’라 불렀는데, 여
기엔 약간의 부언이 따라붙지 않을 수 없다. 흔히 소비에트 예술의 유물론을
물질 자체의 견고한 실체성에 기반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체화된
물질에 대한 이론으로서의 유물론은 기실 레닌이 기초를 세우고 스탈린이 완
성시킨 변증법적 유물론, 곧 서구의 ‘관념론’에 대립된 물질적 실체 위주의
사고방식을 가리킨다.38) 그것은 일정 정도 부르주아 미학과 인식론을 전복시
키려는 시도임에 틀임없으나, 물질을 실체화하고 이를 규범화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유형의 관념론이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39)
타틀린 등이 지향했던 러시아 아방가르드 문화운동에서의 유물론은 이와
결이 다르다. 그들에게 유물론이란 강철과 유리, 흙이나 나무 등의 질료들
자체의 물질성에 충실히 다가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재현’하는 게 아
니었다. 달리 말해, 유물론이란 대상의 형식을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물
질과 형식의 일치를 찾아내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유물론이란 물질이 그
것의 형식을 초과하는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서 성립한다. 예컨대 재현된 대
상의 이미지가 대상과 닮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연유하는 생경함, 그리하
여 대상의 형태와 의미, 기능에 대해 낯선 지각의 용출을 경험하는 것이야
최진석(2013) ｢혁명기 러시아의 정신분석 운동｣, 외국학연구 24, 외국학연구소,
589-613쪽을 보라.
37) 뤽 페리(1997) 미학적 인간, 방미경 옮김, 고려원, 14쪽 이하.
38) 프랑크 피들러(2009) 변증법적 유물론, 문성화 옮김, 계명대학교출판부, 제1장.
레닌의 관점에 대해서는 Vladimir Lenin(1947) “Materializm i empiriokrititsizm,”
Sochinenija, T. 14, M.: OGIZ를 참조하라.
39) 도미니크 르쿠르 외(1995) 유물론 반영론 리얼리즘, 이성훈 편역, 백의, 제3장.

말로 예술이 준거하는 유물론의 정의라 할 수 있다. 20세기 예술의 혁신이
라 불리는 인상주의의 사물에 대한 지각을 떠올려 보라. 재현의 질서 속에
물질적 이미지를 포착하여 박제화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물질
의 변이와 이행을 파악하고 그것을 표현할 때 예술작품은 전통의 가르침을
벗어난 기이한 감각의 전달자가 된다. 예술의 유물론적 임무란 이러한 초과
성을 그려내는 것, 그로써 인식의 한계영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사유의 지평
을 여는 것을 가리킨다. 특히 조형예술 분야, 미술과 건축 등에서 이러한 초
과적 이미지들의 시각성은 단연 최고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했다. 이런 점으
로부터 구축주의는 형상의 독재에 대립하는 ‘질료의 봉기’라 지칭될 수 있으
며, 질료의 잠재성을 통해 감수성의 다른 표현적 경로를 구축하려는 시도라
볼 수 있다.40)
이와 같은 물질성 자체를 향한 호소는 형상의 극한을 추구했던 말레비치의
절대주의와도 연결된다. 그는 사물의 본원적 형상을 궁구하기 위해 모든 일상
적 현상성을 제거한 기본적 이미지를 찾는 데 골몰했다. 사선과 빗금, 십자
가, 원, 삼각형과 사각형 등이 만들어 내는 기하학적 이미지들은 이러한 본원
적 형상의 단편들이다. 그는 이것들을 지고한 형상들(supremus), 절대적인 것
이라 불렀는데,41) 관건은 그가 이 형상들을 ‘재현’이 아니라 ‘표현’의 차원에
서 보았다는 점에 있다. 무슨 말인가? 재현에 충실할 경우 우리는 화면 속에
서 본원적 형상의 모자이크만을 보게 된다. 즉 자연에서 만나는 구체적 사물
들은 ‘본원적인’ 기하학적 단편들로 해체되어 캔버스 위에 무의미하게 흩뿌려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표현에 방점을 찍는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그 경우,
우리는 본원적 형상들의 발생과 소멸이라는 원초적 장면을 목도하게 된다.
가령 말레비치의 두 장면에 관해 생각해 보자. 하나는 1915년에 출품된
｢검은 사각형｣이다. 흰 바탕 위에 검은 색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이 그림은
자연계의 모든 대상들을 본원적 차원으로 환원시켜 표현한 작품으로서 대상
성이 0에 가깝게 수렴되는 근본적 형상을 드러낸다. 자연의 대상들은 소거되
는 반면, 근원적인 사물로서 검은 사각형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반면 1918년
에 제출한 ｢흰 바탕 위의 하양｣에서 말레비치는 흰색의 배경 위에서 흰색
사각형이 점자 지워지고 있는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근원적인 사물로서의
40) 이진경(2013), 18-19.
41) Selim O. Khan-Magomedov(2007a) Suprematizm i arkhitectura, M.: Arkhitektura-S,
pp. 35-36.

사각형마저 사라지는 지점이 그것이다. 대상과 배경 사이의 근소한 차이마저
모호하게 소진되는 이 ‘제로 포인트’야말로 역설적으로 근원적 ‘발생’의 지점
이라 할 수 있다. 즉 소멸의 원초적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역으로 그 기원마
저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무(無)라 부를 수 없는, 차라리 현존 자
체의 충만함이라고 부를 만한 원초적 광경에 다르지 않다. 들뢰즈와 가타리
라면 강도=0의 ‘기관없는 신체’라 불렀을 이러한 충만함은42) 이후 모든 현실
적 형상화의 근원적 모티브를 이루며, 건축과 회화를 비롯한 모든 가능한 표
현성의 잠재적 차원을 제공한다. 근원적 형상의 원초적 장면까지 거슬러 올
라가 그것의 발생과 소멸의 순간을 보여줌으로써, 현실적 대상의 이행과 변
형의 완전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셈이다. 요컨대, 맑스 식으로 말한다면 현
실의 모든 견고한 사물들은 대기 속에 산산이 흩어질 것이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간의 가능성이 이로부터 생겨난다.
대상적 실체의 소멸, 즉 무대상적 표현은 구축주의자들이 아방가르드 예술
에서 받아들인 (실제로는 함께 만들어낸) 건축적 작업의 전제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대상성은 세계를 바라보는 기성의 조건으로부터 형성된
인식적이고 지각적인 결과이며, 특정한 가치나 의미에 침윤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의 변혁을 위해서는 기존의 대상성, 즉 대상에 함입된 가치와 의미를 삭
제해야 하는데, 이는 대상화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사물의 질료적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지각할 때 가능한 일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인식과 지각의 탈
각을 사회와 민중 전체가 경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적어도 그와 같은 인
식과 지각의 가능성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그래서 예술적 실천(구축
주의 건축)을 통해 0으로 환원된 인식과 지각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재구
축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구축주의적 실천은 부르
주아 자본주의 사회의 건축과는 다른 방식의 인간 조형에 뛰어들 수 있었으
며, 사회 전반의 혁명적 변형마저도 노정할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 회화와
조각에서 지각되었던 형상의 사건적 원풍경은, 이렇게 구축주의자들에 의해 건
축적 사유와 실천으로 전이되어 새로운 표현성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42) Deleuze and Guattari(2002), 153. 강도=0이란 현상적으로는 정체된 상태처럼 보이지
만, 실제로는 모든 방향으로의 운동이 예비되어 있는 힘의 충전 상태를 가리킨다.

5. 구축주의와 사회혁명의 이론과 실천
5-1. 구축주의의 역사적 개관43)
1920년 12월 제8차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의 전시장에는 ‘제3인터내셔
널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그것은 타틀린이 1919년 인민위원회 산하의 조
형예술분과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것으로서 구축주의적 ‘선언’의 의미를 갖
는 상징적 대작이라 할 만한 조형물이었다. 원래의 도안에 따르면 400미터
높이에 네바강을 가로지를 만한 너비를 가질 이 기념비는 철골과 유리를 기
본 재료로 삼아 물질성을 최대한도로 표현하고, 나선형 입방체 내부에는 인
터내셔널 사무실을 결합시켜 회전시키는 입체성을 자랑할 예정이었다.44) 신
생 소비에트 국가를 전위적인 형식으로 압축해서 보여주기로 했던 이 기계는
자금력과 기술의 한계로 말미암아 나무와 그물망을 이용한 5미터짜리 조형물
에 그치고 말았으나, 구축주의의 기념비로서는 손색이 없었다.
타틀린의 전시가 있기 두 달 전, 1920년 10월에 니콜라이 라도프스키와 알
렉산드르 로드첸코, 이반 졸토프스키 등이 주축이 된 고등예술기술학교, 즉
‘브후테마스(Vysshie khudozhestvenno-tekhnicheskie masterskie)’가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구축주의 운동의 모태로서 건축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공예 등의
다양한 관심사를 공유하던 예술가들이 모여들어 자신들의 이상을 구현하고자
했다. 같은 해 모스크바에는 예술문화대학 ‘인후크(Institute khudozhestvennoj
kul’tury)’가 세워졌는데, 그것은 브후테마스의 구성원들 중 좌파 계열이 주축
이 되어 결성된 학교로서 칸딘스키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 처음 그가 제출
했던 강령은 예술에서 ‘정신적인 것’과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및 타틀린의
‘질료들의 문화’를 총괄하는 것이었는데, 예술에 대한 심리주의적 분석을 바탕
으로 기념비적 창작물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정신적인 것
에 대한 칸딘스키의 지나친 강조는 곧 좌파 계열의 예술가들에게 반발을 사게
43) 구축주의 건축의 연대기적 양상은 장지연 외(2005) ｢1920년대 러시아 아방가르드
건축의 형태특성에 관한 연구 — ASNOVA와 OSA 작품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
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5:1, 대한건축학회, 267-270쪽; 손봉균 외(2004)
｢1920년대 러시아 건축상황에 관한 연구 — OSA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
술발표대회 논문집 24:2, 대한건축학회, 861-864쪽을 참조했다.
44) 밀너(1996), 141-146.

되었고, ‘실험실 예술’이라는 강령 하에 새로운 이념이 제창되기에 이른다. 이
로부터 인후크는 다시 분열되는 바, ‘실험실 예술파’와 ‘생산예술파’의 두 분파
가 그것이다.45) 두 입장 간의 대립과 반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었다.
1921년 인후크는 ‘구성(kompozitsija)’과 ‘구축(konstruktsija)’ 사이의 일대
논쟁에 휩싸이게 된다.46) 이는 타틀린의 제3인터내셔널 기념비로부터 자극받
은 예술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란으로서, 그해 봄부터 3개월 동안 총 9차례
에 걸쳐 소집된 회의를 통해 크게 확산되었다. 논점은 구성과 구축의 차이를
명확히 개념화하고, 그 기능과 목적을 예시하는 데 맞춰졌다. 예를 들어, 구
성은 예술가의 자의적 요소에 의지하며 개별적인 취향을 드러내는 목적없는
제작에 속하는 반면, 구축은 목적을 갖고 과학과 기술에 의존하는 잉여없는
제작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구성은 요소들 사이의 장식성에 의존함으로써 과
잉과 낭비를 드러내는 부르주아적 향락성을 보이는 데 비해, 구축은 동기화
된 기호의 집합으로 정의됨으로써 제작의 구조적 합리성을 반영하는 행위에
연결되었다. 후자의 입장을 강하게 견지했던 것은 그림과 조각, 사진 등의
다방면에서 재능을 보이던 로드첸코였는데, 그와 그의 동지들에 따르면 타틀
린의 작업은 사회주의적 기념비주의가 아니라 실상 부르주아적 개인주의의
낭만적 소품에 불과했다. 물론, 니콜라이 라도프스키처럼 구성에서 논리와 합
리를 파악하여 인간의 심리를 연관시킨 이론가도 없지 않았으나, 로드첸코와
바르바라 스테파노바, 알렉세이 간 등이 결성한 구축주의 노동자그룹이 큰
힘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구성이 기성의 예술이론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비판했고 기술공학에 기반한 질료의 조직과 구축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을 ‘생산주의 예술가’ 또는 ‘생산예술파’로 부르면서,
그들은 예술을 삶과 밀접히 결합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주
장했고, 예술은 결국 산업과 동일한 뿌리를 갖는 노동이라 간주했다.47) ‘예술
45) Lodder(1990), 81-94.
46) 기계형(2013) ｢1920년대 소비에트러시아의 사회주의 건축 실험: 구성주의 건축가 모
이세이 긴즈부르크와 ‘코뮌의 집’｣, 러시아연구 23:2, 서울대 러시아연구소, 196197쪽; 봉일범(2002) 구축실험실, 스페이스타임, 29-33쪽; Briony Fer(1993) “The
Language of Construction,” in D. Batchelor et al.(eds.) Realism, Rationalism,
Surrealism: Art Between the Wars, Yale: Yale University Press, pp. 94-95. 참고로
‘구성’과 ‘구축’ 사이의 논쟁으로부터 ‘구축주의’의 명칭도 파생되었던 바, 이전까지
번역어로 통용되던 ‘구성주의’는 이제부터 구축주의라고 제대로 옮겨져야 할 듯하다.
47) Maria Gough(2005) The Artist as Producer. Russian Constructivism in Revolution,

을 삶 속으로!’라는 슬로건으로 표명되는 이들의 입장은 예술이 사회와 분리
되어 있지 않으며, 예술을 통해 삶을 보다 진정한 것으로, 즉 공산주의적인
것으로 변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구성과 구축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은 물질과 그것의 형식적
표현에 대한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전선을 긋는 과정이기도 했다. 후자를 옹
호하던 이들은 구성을 기성의 예술적 표현형식으로서 부르주아적 미학개념에
서 연원한 것으로 보였던 반면, 구축은 사회주의적인 유물론적 입장을 견지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꽤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이론적 공방에도 불구하
고 다소 도식적인 결론으로 이어진 감이 없지 않으나, 구축주의는 바로 이
논쟁을 통해 비로소 두 발로 건축과 혁명의 무대에 등장했다고 말해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과정에서 예술이 할 수 있고 해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정
의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온 계기였던 까닭이다. 이와 같은 경로로 1910년대
의 미래주의 예술운동과 긴밀히 결부되어 움직이던 구축주의의 흐름은 ‘일상
적 삶’을 향해 일보전진하게 되고, ‘예술’보다는 삶 자체에 더욱 결착된 모습
으로 운동을 진전시켜 나가게 된다. 결론을 앞서 말한다면, 이는 구축주의가
문화적 영역의 혁명만이 아니라 삶의 혁명을 지향하고, 그로써 사회혁명적인
정치와 예술의 결합을 추구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생산예술파와 대비되는 ‘실험실 예술파’는 1923년 인후크를 해체하면서
‘아스노바(ASNOVA, Assotsiatsija novykh arkhitektorov)’, 즉 신건축가동맹을
결성했다. 이들은 건축의 기하학적 표현과 그 심리적 효과에 주목하였는데,
구성을 지지하던 라도프스키 등이 이끄는 합리주의적 건축의 흐름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구축에 더 큰 의의를 부여했던 이들은 브흐테마스의 교수로 일
하던 알렉산드르 베스닌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그는 다른 형제들인 레오니
드와 빅토르와 함께 1923년 모스크바 중앙 노동궁전 공모전에 설계안을 제
출하여 구축주의의 명성을 일으켰고, 1925년에는 모이세이 긴즈부르크와 함
께 ‘오사(OSA, Ob’’edinenie sovremennykh arkhitektorov), 즉 현대건축가동맹
을 결성하여 1927년 모스크바에서 현대건축박람회를 개최하기에 이른다.48)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38-41.
48) 이 단계의 구축주의에서 다시 일어난 것이 팍투라(faktura, 물질에 대한 충실함),
텍토닉(tektonic, 물질의 상징적 역동성), 구축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쟁이다.
궁국적으로 구축을 조직화 원리이자 기능으로 자리매김한 이 논쟁은 구축주의가

이때가 구축주의 아방가르드가 절정에 도달한 시기였고 사회주의적 주거양식
과 건설기획안 등이 활발히 제출되었으나, 1928년 오사 총회를 끝으로 해산
되면서 구축주의 운동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그 원인에 대해 다양한 분석
이 내려진 바 있지만, 스탈린주의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사회주의적 건축양식
과 생활방식이 실험적 급진성보다 체제의 안정에 더욱 기여하는 방향으로 선
회한 결과라는 게 공통의 결론이다.

5-2. ‘새로운 기능주의’의 실천적 강령들
구축주의 운동의 역설은 그것이 전통적 의미에서의 ‘건축’을 반대하고 ‘삶’
으로의 회귀를 지향했다는 점에 있다.49) 즉 전통적으로 건축이란 삶을 예술
적 표현이란 목적의식 하에 형성하는 것, 그럼으로써 현실을 넘어서는 미적
완성으로서 건축적 조형을 완수하는 활동을 가리켰다. 고대로부터 신전건축
은 일상과 분리된 공간을 만드는 일이었고,50) 자연환경과 분리된 주거공간을
집이라 부른 점을 상기해 보면 이를 어렵잖게 이해할 수 있다. 분리의 일차
적 목적은 삶과 구별되는 공간을 확보하고, 자연적 직접성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려는 실용성에 놓여있었다.51) 그런데 이러한 분리가 가속화될수록 건
축은 점차 삶 자체로부터도 단절되어 건축 자체의 미적 이상만을 추구하는
양상이 벌어진다. 즉 예술이 삶과는 이질적인 낯선 현상으로 변형되고, 일상
과 무관한 특권적 공간의 조형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근대의 전형적 현
상으로서 예술과 삶의 분리는 바로 이를 가리킨다. 예술과 삶이 다시금 통일
하나의 완결된 체계로서 사회실천적인 건축 강령을 내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Catherine Cooke(1984) “‘Form is a Function X’: The Development of the
Constructivist Architect’s Design Method,” in C. Cooke(ed.) Russian Avant-Garde
Art and Architecture, New York: St Martins Pr, pp. 35-38; 이진경(2013), 23-25;
심광현(2015) ｢혁명기 예술의 과제: 1920년대 초반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6:4, 한국철학사상연구회, 146-148쪽.
49) 구축주의 운동이 다양한 작업영역과 분파를 이루었어도, 일상생활의 실천이라는
혁명 본래의 대의에 충실했던 것은 기본적인 공통감각이었다. 캐밀러 그레이
(2001) 위대한 실험 러시아 미술 1863-1922, 전혜숙 옮김, 시공사, 267-272쪽.
50) 크리스티안 노르베르그-슐츠(1987) 서양건축의 본질적 의미, 정영수 외 옮김,
세진사, 16-17쪽.
51) 아모스 라포포트(1985) 주거형태와 문화, 이규목 옮김, 열화당, 제2장.

되어야 한다는 근대 예술의 과제는 이로부터 연유한다. 단, 우리는 그것을
소박한 낭만주의적 소명으로 치부할 수 없다. 전술하였듯이, 혁명기 러시아에
서 이 과제는 하나의 정치적 실천으로서, 예술의 정치화라는 확고한 목적의
식을 통해 표명되었다.
19세기 후반, 러시아 상징주의 전통은 삶-창조(zhiznetvorchestvo)를 예술가
들의 창작이념으로 제시한 바 있다.52) 삶과 예술은 본래 하나였는데, 근대의
어느 시점에 이르러 불가피하게 분열되었다는 것이다. 통일과 회복의 당위적
문제제기가 따라 나오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53) 삶과 예술의 통일을 위한
비전이 포함하는 긍정성과 적극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원래부터 하나
였기에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테제는 통일을 불가역적인 의무이자 명령
으로 강제하는 족쇄이기도 하다. 도대체 예술이 도덕적 의지에 따라 창조되
었던 적이 있었던가? 반면, 예술과 삶의 통일을 선험적인 이상으로 전제하지
않는다면, 통일에 대한 강박은 양상을 달리하게 될 듯하다. 오히려 예술은
통일된 세계, 그리하여 균열없는 완전성으로 표상되는 세계를 이격(離隔)하
는 분리와 도약의 운동이 아닌가? 예술적 전위의 유일한 목적은 안온한 현실
의 감성에 ‘따귀를 때려’ 각성시키고, 일탈을 부추기는 예외성에 있지 않은
가? 그것이 정치적인 것으로서 예술의 유일한 과제이며, 전위로서의 예술이
정치적 전위와 일치하는 보기드문 상황이 아닐까?
일상의 순차적 인과성에 기반한 정치(치안)와 그것의 탈구와 도약에 근거
한 예술이 동일한 세계감각을 갖고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 삶과 예술 역시
마찬가지일 터이다. 안정과 지속을 추구하는 삶의 보수성과 변형 및 전환을
목적으로 삼는 예술은 상충할 수밖에 없다. 삶과 예술을 묶어주는 것은 의무
나 당위가 아니라, 필요 즉 기능적 연관이다. 이때 기능연관은 근대적 합리
성을 뜻하지 않는데, 그것은 순차적 인과성에 기반한 기계론(mechanism)적
특징을 갖는 탓이다. 오히려 여기서 삶과 예술의 기능적 연관이란 변형가능
성과 잠재성을 토대로 한 실용성을 가리킨다. 달리 말해 예술과 삶의 연관은
그것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접속하는가라는 용법의 문제를 뜻하며, 새로운 변
형과 생성에 열려있는 항상적인 기계주의적(machinistic) 접속능력에 다르지
않다. 삶의 창안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새로운 기능주의가 가능하다면,54) 구
52) Irina Paperno et al.(1994) Creating Life: The Aesthetic Utopia of Russian Modernism,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51-82.
53) 미하일 바흐친(2006) 말의 미학, 김희숙·박종소 옮김, 길, 26쪽.

축주의의 기능추구 또한 이런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오사의 지도자였던 긴즈부르크는 구축주의를 ‘기능적 건축사유’라 불렀는
바, 이는 건축물의 실제적 사용에 연관된 개념이지만 사용의 편의나 합리성
만을 지시하지는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와 정반대다. 건축물의 용도와
그에 맞춘 동선의 배치, 개별공간의 분배와 집합 및 연결, 이를 실현하기 위
한 재료와 기법의 선택 등은 그 이상의 목적을 갖는다. 그것은 건축을 사용
의 대상성에 결박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통해 삶과 인간을 변형시키는 적극
적인 사용을 위해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뜻한다. 즉 건축은 삶과 혁명의 문
제의식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론적 사유에 다르지 않다.55) 건축은 미학이
아니라 감각학의 대상으로서, 건축물을 사용하는 인간의 감수성을 자극하고
변형되도록 유도하는 사회적 기계로서 존립해야 한다. 그러므로 건축가는
“더 이상 삶을 장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하는 사람”으로 불리게 된다.56)
건축은 이제 인간의 변형 혹은 생산의 조건으로서 제시된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관한 방법론적 질문이다.
건축은 예술의 한 분과이다. 건축은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공간을 확보하
는 단순 작업이 아니다. 건축이 공학과 대립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삶을 만드는 공간’을 생성시키는 활동인 까닭이다. 20
세기의 기능주의 건축이 끝내 예술로서의 건축이라는 지위를 버릴 수 없던
것은 건축이 갖는 예술적 기능을 포기할 수 없었던 탓이다. 다른 한편으로,
건축은 예술의 한 분과가 아니다. 예술이 기능을 벗어난 낭비와 과잉의 장식
물이라면, 건축은 예술에 속하지 않는다. 삶의 형성과 인간의 변형이라는 기
능에 부응하는 건축만이 예술이자 예술을 넘어선 정치, 즉 혁명의 목적에 부
합할 것이다. 구축주의의 건축적 사유는 새로운 삶과 인간을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기계의 실천이라 할 만하고, 긴즈부르그는 이를 ‘사회적 응축기
(sotsial’nyj kondensator)’라 명명하였다.
우리의 작업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정치‧사회적 환경을 기초로 한 주도면밀
한 연구여야 한다. 우리가 하려는 작업의 본질적 목표는 우리 시대를 위한 사
회적 응축기의 창조이다. 이것이 건축에서 구축주의의 본질적인 목적이다.57)
54) 질 들뢰즈(2003) 푸코, 허경 옮김, 동문선, 48쪽.
55) Selim O. Khan-Magomedov(2007b) Moisej Ginzburg, M.: Arkhitektura-S, pp. 65-108.
56) 아나톨 콥(1993) 소비에트 건축, 건축운동연구회 옮김, 발언, 36쪽 이하.

기계장치로서의 건축이란 무엇인가? 만일 인간이 주체적인 역량을 가진 의
식적 존재라면, 그의 주거공간은 단지 그를 위한 환경적 요인에 불과하며 그
의 활동을 보조하고 보완하는 부차적 기능에 머물 것이다. 그때 인간은 자신
의 삶과 환경을 완벽히 지배한다. 대신, 그는 삶과 자기 자신을 다른 것으로
변형시킬 아무런 계기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맑스가 말했듯, 의
식이 존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의식을 지배한다는 테제를 따른다면
상황은 어떻게 바뀔까? 주거공간은 인간의 신체를 훈련시키고 다시 정신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강력한 매체가 아닐까? 건축이란 바로 그렇게, 삶의 환
경으로서 주거공간을 만들고 작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실천의 하나가
아닐까? 사회적 응축기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집
단적인 차원에서나 특정한 방식으로 그의 신체와 정신을 훈련시켜 다른 신체
와 정신으로 변용하게끔 유도하는 기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예전의 생활관
습과 신체적 습관에 젖어있는 인간은 건축적 기계를 통과함으로써 새로운 인
간으로 개조되고 새로운 삶 역시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응축기
는 미래의 이미지이자 미래 사회를 위한 주형틀(modul)이다.”58)

5-3. ‘사회적 응축기’ 또는 새로운 삶과 인간의 형성
삶의 변형이란 삶을 미리 결정된 규범이나 틀에 맞추어 넣는 게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삶을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용법에 적합하게 변형시키되, 그
변형의 잠재성을 항구적으로 열어두는 개방적 실천에 다름 아니다. 이 점에
서 ‘새로운 인간’에 대한 이해도 그 진폭을 넓히게 된다. 구축주의가 소멸되
었던 1930년대 무렵, 스탈린의 문화혁명이 새로운 인간을 창조해야 한다고
역설했을 때 그것은 스탈린주의라는 유일무이한 이데올로기에 인간을 끼워
넣는 방식을 가리켰다. 즉 당파성으로 무장하여 새로운 사회에서 살기에 적
당한 인간을 주형해내는 것이었다.59) 반면 구축주의자들이 염두에 두었던 새
로운 인간이란 당파성에 의해 미리 규정된 인간형이 아니었다. 스탈린주의
57) 콥(1993), 108에서 재인용.
58) 콥(1993), 108.
59) 최진석(2015) ｢트로츠키와 문화정치학의 문제｣, 마르크스주의연구 40, 사회과학
연구원, 22-27쪽.

인간이 주로 이데올로기적 내용에 목표를 두고 그것을 내면화하는 인간을 지
시한다면, 구축주의가 노정한 인간형은 내용보다는 삶의 실천에 적합한, 변형
가능성과 잠재성을 보유한 인간이었다. 우리는 ‘코뮨의 집’과 ‘코무날카’ 사
이의 차이를 통해 이 차이를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구축주의자들은 새로운 사회의 주거공간 모델로 코뮨의 집(dom kommuna)
을 내세웠다. 이는 주거공간을 생활의 방편이 아닌 새로운 사회구성의 기초
로 삼아 개별화되고 단독화된 삶의 형태를 집합적인 것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물적 토대를 의미한다. 이때 물적 토대는 상부구조를 지지하기 위한 밑받침
이란 의미에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물적 토대는 상부구조를 창출해내는
주요한 장치, 사회적 응축기로서 기능하도록 요구되는 기계다. “현재 우리의
목표는 수많은 개인적 주거지들의 군집으로서의 주택으로부터 주거공동체로
의 변환에 있다”60)라는 발언은 이 점에서 타당성을 얻는다. 코뮨-주의
(commune-ism)라는 새로운 사회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생산의 토대가 바
로 코뮨의 집을 통해 기획된 것이었다.61)
이런 기획은 앞서 언급한 오언의 사변형 공동체나 푸리에의 팔랑스테르,
고댕의 파밀리스테르와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그중 푸리에는 자본주의적 생
활양식을 벗어나 사회주의적으로 사회를 재편하려면 인식과 관점의 전환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간의 정념적 구조를 변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62) 정
념의 구조란 신체의 자극과 반응의 역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동물적’ 부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정신과 연관된 감각성의 차원에
관련된 문제였다. 다시 말해 신체를 기축으로 삼는 감수성의 측면에서 인간
을 변형시켜야 새로운 사회가 나타나지 단지 계몽주의적 교육을 통한 인식의
혁명만으로는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는 통찰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거
와 공동취사 및 육아 등등 일상의 공유를 통해 인간을 개별적 존재자가 아
니라 집합적 존재자로 바꾸는 과제가 제시되었다.63) 팔랑스테르는 새로운 인
간과 새로운 삶을 창출하기 위한 주거-기계였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실패했
으나, 팔랑스테르의 아이디어가 꾸준히 참조되고 실현을 위해 고안되었던 사

60) 엘 리시츠키(2006) 세계혁명을 위한 건축, 김원갑 옮김, 세진사, 37쪽.
61) 더 자세히는 기계형(2013), 209-212를 보라.
62) 샤를 푸리에(2007)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외, 변기찬 옮김, 책세상, 99쪽 이하.
63) 베네볼로(1996), 96-108.

실은 건축적 사회혁명이 갖는 강력한 흡인력을 반증하고 있다. 결국 적절한
방법론과 실천력을 구비한다면 건축을 통한 새로운 삶과 인간의 형성이 상상
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음을 구축주의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구축주의자들은 기념비적 건축물보다는 노동자 주택이나 공동회관 등의 일
상 공간의 구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오사의 구성원들은 소비에트 주
거모델 공모전에 활발히 응모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이거나 가족적인 관습
적 태도를 존중하는 동시에 그것이 공산주의적 집단생활과 연계될 수 있는
주거모델을 개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64) 물론 그것은 사회주의적 변형의
이행기적 모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인과 가족이라는 전통적 형태는 점차
줄여나가고 공동영역은 더 확장시키기 위한 과도기적 제안들이었다. 이는 주
택의 구조뿐만 아니라 복도의 동선, 현관형태, 화장실과 쓰레기장의 위치까지
도 고려하는 매우 세심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다. 긴즈부르그는 이 ‘세심함’
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우리는 새로운 건물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 중 하나가 삶
의 변증법적 발전이라는 것을 믿는다. [...] 건축물들은 일련의 전체 공간에
서 공동의 서비스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통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어져야 한다. [...] 우리는 이것이 사회적 삶의 상승
된 형태로의 전환을 자극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창조하는 데 핵심적인 것
이라 믿는다. 이 요소들은 사회적 삶의 형태를 발전시키기는 하겠지만 강제
로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이다.65)

여기서 우리는 혁명기 정치적 전위와 예술적 전위가 교합하고 분기한 대
단히 중요한 차이를 마주치게 된다. 알다시피 1917년 이후 볼셰비키 정부의
과제는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인간형, 즉 공산주의적 인간형을 창출
하는 것이었다. 확고한 계급의식으로 무장하고 근면한 노동윤리를 몸에 익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인간이 그것이다. 기묘하게도 여
기엔 눈에 잘 띠지 않는 함정이 하나 있다. 그것은 새로 들어선 소비에트 국
가의 완전성이 전제된 상태로 새로운 인간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는 점이
다. 달리 말해, 완전한 국가는 이미 주어졌으니, 새로운 인간을 하루속히 만
64) Elena Sidorina(1995) Russkij konstruktivizm: istoki, idei, praktika, M.: Viniti, pp.
158-161.
65) 콥(1993), 101에서 재인용.

들어서 그 속을 채우라는 뜻이다. 하지만 인간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 것인가?
레닌의 집권기부터 공산주의적 인간 창출의 과제가 국가적 사업으로 제출
되었으나, 그 대부분의 정책적 시도들은 의식화 교육에 집중되어 있었다. 배
우고 또 배우라는 레닌의 요구는 존재와 의식의 맑스적 테제가 어쩐지 뒤집
어져 버린 인상마저 주고 있다. 1920년대 중엽 트로츠키가 일상생활의 혁명
에 관심을 가지며 습관과 습속, 곧 무의식의 주형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새로운 인간을 창출하는 관건이 의식교육과는 다른 차원에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 아니었을까? 신체적 존재로서 인간의 감각과 무의식이야말로 인간을 새
롭게 변형시키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아닌가?66) 그러므로 순서가 바뀌었다.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회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서 인간을 새롭게 생산해야 한다. 구축주의자들이, 긴즈부르그가 사회
적 응축기의 프로젝트를 통해 관철시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건축적
공간의 창안을 통해 인간을 변용시키는 것이었다. 속담이 가르치듯, 물이 끓
고 있는 뜨거운 솥에 개구리를 넣는 게 아니라 솥을 서서히 데워 개구리를
삶아버리는 게 요점이다. 새로운 생활방식을 강제로 주입하여 인간을 바꾸기
는 힘들다. 세심하게 설계된 생활공간에 자연스럽게 인간을 밀어넣어 ‘공산
주의적으로’ 응축시키는 것이야말로 구축주의의 사회혁명적 과업이 된다. 하
지만 문제는 속도, 그 응축의 속도다.
그렇다. 문제는 주거형태의 변형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창출하고, 그 기능
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상태의 인구집단의 구성이 불가능하도록
저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인간형을 생성하도록 추동하는 데 있다. 이데올로기
교육을 통해 ‘새로운 인간’을 만들 수 없다면, 신체와 감각, 욕망이란 측면에
서 인간을 촉발하여 무의식적으로 변용되게끔 만들어야 한다. 구축주의적 건
축이 예술의 한 장르로서 고찰되고 이해되어서는 곤란한 까닭이 여기에 있
다. 그것은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인간 형성의 건축적 장치로서 간주되고 수
행되었던 사회혁명적 전략이었다.67) 공동의 생활을 통해 공동적 삶을 창안하
66) 최진석(2015), 17-22, 28-30.
67) 혁명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건축을 제안했던 르 코르뷔지에의 입장은 구축주의 기
획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주거와 주거공간의 기능주의적 배치라는 점에서 양자
는 일치점들을 드러내지만, 르 코르뷔지에가 고도의 계산적 이성이 발휘하는 합리
주의를 중시했다는 점은 구축주의와 부분적인 교점만을 갖는다. 신건축가동맹
(ASNOVA)이 그러한데, 러시아 구축주의의 사회혁명적 특징은 현대건축가동맹

는 건축적 실천만이 혁명을 마무리짓는 마무리 단계가 될 수 있다. 당연하게
도, 이러한 새로운 건축적 실험은 개인적 프라이버시와 사적 소유의 원칙에
입각한 근대적 주거양식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다. 집단화된 형태의 거주
지 배치와 상호소통하는 연결로의 채택, 공동 활동의 공간 확보 등을 통해
고안된 새로운 주거양식은 낡은 부르주아적 가족형태를 해체하고 프롤레타리
아적인 집합주의적 삶을 생산할 것이었다. 이렇듯 사람들에게 “겁은 주지만
발사되지는 않는 총”68)으로서 만들어지는 건축적 기계야말로 새로운 인간을
양성하는 가장 빠른(‘응축하는’) 길이라는 게 긴즈부르그를 포함한 구축주의
자들의 생각이었던 셈이다.
기능주의를 형식주의가 아니라 잠재성의 차원에서 사고할 때, 그것은 획일
적 삶이 아니라 삶의 유연성과 다양성에 복무하는 원칙이 된다. 나아가 삶
(존재)이 인간(의식)을 조형하고 생산하는 조건이자 환경, 기계로서 조직되는
가능성을 포함한다. 건축이 예술과 삶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연관짓고, 새
로운 방식으로 접속시켜 삶의 양식을 창출하는 힘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의
미이다. 삶의 건축적 조직화가 궁극적으로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게 될 것
이다. 따라서 구축주의의 건축적 기획은 사회혁명의 대의와 불가분하게 연결
되어 있다. 이는 인간의 현재적 조건, 즉 전통의 가족주의에 결박되어 있고
사적인 맹목에 사로잡혀 있는 개인들을 집합적 존재로 변형시키는 정치적 기
획의 연장선 상에 구축주의가 놓여있었음을 입증해 준다.

6. 건축이냐 혁명이냐: 구축주의는 실패했는가?
구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운동이 단지 예술운동의 일부가 아니라 사회운동
의 일부로서 기능하길 욕망했다. 이는 그들의 건축적 사유와 실천이 ‘먹고
자는’ 공간의 확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삶을 ‘바꾸고 만들어가는’ 혁명에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당연히 이 과제는 계몽주의적 비전에 따른
(OSA)에서 더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긴즈부르그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구축주
의자들의 일단은 인간의 신체에 직접 작용하여 정념(무의식)을 촉발하고, 공산주
의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일종의 행동학적 건축-기계를 만들고 싶어했다. 이는
합리주의에 입각한 라도프스키의 심리주의와는 매우 다른 입장이다.
68) 콥(1993), 129.

교육혁명에 한정될 수 없었다. 오히려 보수화된 감수성의 변환과 그에 따른
신체의 훈련이야말로 삶을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선결조건
으로 제기되어야 했다.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 문제였고, 무의식이 문제였던
한에서 구축주의의 과제는 1920년대에 그들과 다른 방면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정신분석 운동과도 접점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구축주의자들과 정신분석 활동
가들은 새로운 인간의 창출가능성을 사회주의적 의식화가 아니라 무의식적 차
원의 개입에서 발견했고 이를 실천하고자 했던 까닭이다.69) 또한 그것은 트로
츠키가 사회주의적 일상생활의 성패는 새로운 관습과 의례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전망한 것과도 불가분하게 연관된다. 민중의 신체와 무의식
에 깊이 뿌리내린 전통의 굴레를 제거하는 것, 제거된 자리에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의례들을 채워넣는 것이야말로 사회를 바꾸는 첩경이 될 것이다.70)
하지만 정신분석 운동 및 트로츠키가 맞부딪혔던 것들과 마찬가지의 난관
을 구축주의 운동 역시 마주치지 않을 수 없었다. 192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
며 스탈린주의 체제가 공고화되면 될수록 혁명의 실험성은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되었고, 체제를 수호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사회공학들이 그 자리를 메
우게 된다. 정치적 전위의 시간이 물러가고 치안의 질서가 엄습한 것이다.
예술적 전위는 정치적 전위와 구가하던 ‘행복한 시절’을 상실하고, 고독한 분
투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이른바 기념비주의 건축물들이 소비에트 연방의
곳곳에, 특히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분주하게 세워지기 시작했고, ‘신고전주
의’라 명명될 만큼 그것은 전통적 건축의 특징들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
다.71) 삶을 새롭게 창출하려는 구축주의의 건축적 실천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역전된 방식으로 수용되었을지도 모른다. 스탈린주의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가속화한 신고전주의 양식은,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가
의식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에트 민중에게 권력의 장엄한 위용을 받아들
이도록 종용하는 물리적 전시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72) 이렇게 소비에트의
69) 최진석(2013), 594-600.
70) 최진석(2015), 36-42.
71) Dmitrij Khmel’nitskij(2007) Arkhitektura Stalina. Psikhologija i stil’, M.: ProgressTraditsija, Ch. 3.
72) 1930년을 전후해 르 코르뷔지에와의 공모전 경쟁에서 승리한 보리스 이오판의
설계안은 높이가 427미터에 달했고, 꼭대기에 얹혀진 레닌의 동상은 101미터짜리
였다. 하지만 당시 소련의 기술력은 결코 그런 장대한 위용의 건축물을 실현시킬

일상은 다원성과 다양성보다는 획일성과 일관성에 방점을 둔 근대적 도시계
획에 종속되었다. 스탈린주의라는 이념이 사회 곳곳을 지배하는 중심성을 확
보하고, 이는 자율성의 지대였던 예술에도 영향을 미쳐 구축주의를 포함한
아방가르드 운동 전체의 쇠퇴를 초래했다. 정신분석 운동과 트로츠키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구축주의 운동 역시 일차적으로는 스탈린주의라는 강력한 제
도에 패배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정신분석 운
동이 대중적 실천에 근거한 것이어도 실제로는 이론에 밝은 지식인들이 주도
했으며, 트로츠키의 혁명이론이 아무리 심원한 것이었어도 근본적으로는 정
치엘리트가 주관했던 기획이었단 사실은 그 운동들의 한계를 미리부터 적시
한다. 그럼 구축주의 건축은 어떠했을까? 이 역시 예술가-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된 운동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그렇지만 건축은 지식인들 사이의 학술
적 논쟁이나 고립된 창작자의 개인 작업이 아니라 대중의 생활에 상시적으로
접촉하는 공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염두에 두자. 건축물은 외딴 곳에 지어
지는 게 아니라 일상의 현장에서 건설되는 대상이며, 대중과 직접 맞부딪히
는 소통의 문제를 안지 않을 수 없다.
혁명기 소비에트의 대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체제는 전제주의에서 사
회주의로 바뀌었어도 그들의 감수성 일반은 여전히 제국시대의 연장선에 놓인
게 사실이었다. 그래서 ‘성스러운 구석(krasnyj ugol)’에 놓여있던 성상을 레닌
의 흉상으로 바꾸었을 때 소비에트 민중은 별 부담을 갖지 않은 채 예전과 같
은 생활방식을 유지할 수 있었다.73) 무신론을 바탕으로 한 소비에트 사회가
러시아 정교를 공식적으로 배척했어도 일반 민중의 감정과 무의식에는 여전히
종교적 신앙이라 할 만한 요소가 남아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추정이 아니다. 바로 이 때문에 혁명은 의식이나
제도가 아니라 습관과 무의식, 신체적 감수성에서부터 일어나야 했던 것이다.
민중이 스탈린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모스크바 대학이나 외무부 건물 앞에 섰
을 때, 예전의 정교 대성당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의 감성으로 그것들을 본다
면 과연 혁명의 성공을 운위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주거공간을 세심하게 재
배치해 생활의 양태를 변형시키고 인간을 서서히 새로운 형태로 변용하게끔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지 않았다(수딕 2011: 102-104).
73) 스티브 스미스(2007) 러시아 혁명. 1917년에서 네프까지, 류한수 옮김, 박종철
출판사, 185-186쪽.

만들려던 구축주의의 기획은 목표와 방법론을 설정함에 있어 그리 나쁘지 않
은 판단을 내렸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문제는 개구리를 서서히 끓여 잡는
다는 계획이 아니라 충분히 끓이지 못했다는 점에 있었을지 모른다.
역사적 평가와는 정반대로 구축주의는 결코 실패한 기획이 아니었을지 모
른다.74) 발상과 기획, 방법과 입장은 명확했고, 한때이긴 하지만 추진의 명분
과 힘도 그들 편에 있던 적이 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는 구축주의가
사회적 응축의 고유한 프로젝트를 완전히 전개하기도 전에 저지당하고 해소
되어 버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물이 충분히 끓기도 전에 솥
을 뒤집어 물을 버렸다고 할 수 있다. “겁은 주지만 발사되지 않는 총”으로
천천히 사회를 변형시켜 나가려던 구축주의의 방법론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직접 쏘는 총’을 채택한 스탈린주의적 기획에 의해 추월당하고 신속히 꺾여
버린 것이다. 다시 벤야민을 빌린다면, 예술의 정치화를 정치의 예술화가 압
도해 버렸다. 구축주의의 ‘실패’는 구축주의가 전위의 충분한 가속도를 내기
도 전에 치안화된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감속당했던 점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이를 이전의 연구들이 보여주었듯 스탈린주의 권력에 의해
패배당한 예술혁명으로 간주해서는 곤란하다.
우리를 당혹에 빠지게 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다. 예술적 전위로서의 구축
주의는 사회적 응축의 속도를 세밀하게 계산하는 가운데, 치안의 권력과 시
간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밀려났다고 볼 수는 없을까? 그리하여 예술적
전위의 혁명 전략을 모방한 치안의 권력이 소련 사회에 ‘전위적(극약) 처방’
을 내림으로써 일거에 혁명을 종결시켜 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다시 말해,
저 유명한 ‘7대 고전주의 건축’을 내세움으로써 민중을 경악시키고, 그들을
강제로 ‘새롭게’ 바꾸어 버린 게 아닌가? 물론, 스탈린 혁명에 의해 출현한
74) 구축주의야말로 1930년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소비에트 문화정책의 근본 기
저가 등장할 수 있게 만든 기반이란 논의는 새삼 경청할 만하다. 한편으로 그것
은 구축주의가 결코 무익하게 실패해 사라진 운동이 아니란 점을 보여주며, 다른
한편으로 구축주의의 급진적 사회전략이 사회의 전체주의화에 얼마든지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Boris Groys(1996) “The Birth of Socialist Realism
from the Spirit of the Russian Avant-Garde,” in J. Bowlt(ed.) Laboratory of
Dreams. The Russian Avant-Garde and Cultural Experimen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193-218. 다른 한편, 구축주의의 ‘실패’는 민중이 이 감각의
혁명에 익숙해지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있다(이
진경 2014: 43 이하).

사회의 ‘새로움’은 결코 전위적 의미에서의 새로움은 아니었다. 그것은 제국
시대의 공포와 위압의 반복이었으며, 정치와 예술의 전위가 노정했던 감각의
새로운 분할을 가져오지도 않았다. 단적으로 말해, 사회혁명을 동반하지 않
은, 혹은 역행적인 사회혁명으로서의 ‘전위적 절단’만을 초래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스탈린주의의 전위적 절단은 분명 사회를 일신했고 인간을 변형하
는 데 성공했다.75) 하지만 그렇게 완수된 사회와 인간의 변형은 (무)의식을
자유롭게 개방하는 창조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의식을 속속들이 억압당한
불구의 존재들에 불과했다. 사회는 혁명 이전으로 환원되었고, 감각의 질서와
시간의 관념은 이전의 상태로 복원되었다. 과연 구축주의는 실패했는가?
퇴행한 시간, 순차적인 인과의 질서가 지배하는 시간. 구축주의의 역사로
부터 우리가 배운 바는, 물질성으로 환원된 감각과 강도=0의 상태는 퇴행적
시간의 인과율을 깨뜨리고 새로운 출발을 예기하는 순간들이기도 하다는 점
이다. 그것은 일상의 안온하고 평이한, 그러나 지루할 만큼 계기적인 시간의
흐름이 절단되는 감각의 시발점이다. 예술적 전위가 정치의 전위보다 먼저,
정치적 전위를 만나 사회혁명의 촛불을 밝히는 시점이 그때인 것이다. 역설
적으로 말해 치안이 지배하고 일상이 엄존하는 현장이야말로, 말 그대로의
‘전위’가 발생하는 영도의 시간일 것이다. 만일 우리가 구축주의 역사에서 얻
는 교훈이 있다면, 일상과 인과의 지배는 언젠가 깨어지고 무의식과 신체성
의 감각에로 길어 올려진 어긋난 이음매의 시간이 부상하는 순간은 필연적으
로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구축주의의 역사와 교훈을 곰곰이 되살펴 보고 다
시 연구해야 할 이유는 여전히 충분하다.

75) 올랜도 파이지스(2013) 속삭이는 사회 1, 김남섭 옮김, 교양인, 3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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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blems of Russian Constructivism and Social Revolution:
An Experiment for the “New Life” and “New Man”
Choi, Jin Seok*
This article is dedicated to the history of the Russian constructivism as a
social revolution. The Russian Constructivism has been generally known as a
cultural movement, or an art tendency which spreaded broadly in the period
of Bolshevik Revolution in 1917. This may be true, because a large number
of the people who worked as Futurists or Avant-Garde in 1910s were poets,
painters, sculptors, musicians, and architects. However, I insist that they were
not only artists in many cultural areas, but also practical activists in
socio-political areas in very strong ways. The ideas of their artistic vision
were based on the social revolution which could be fulfilled with the special
way of cultural practice,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revolutionary” ways.
Especially, the experiments of some constructivists were worthy of notice,
because the architectural constructivists, for example V. Tatlin, A. Rodchenko,
or M. Ginzburg and so on, attempted to change the people’s (un)conscious
base with practical architectural experiments. As Leon Trotsky thought, a
society could be fundamentally changed only by changing their customs and
habits. So Ginsburg would like to call his work as social condensator for the
authentic social revolution. This is why we have to investigate the Russian
Constructivism as a social revolutionary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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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성: 제도와 탈제도의 정치적 계보학｣ 등이 있다. 공저서로 국가를 생각
한다, 불온한 인문학 등이 있고, 누가 들뢰즈와 가타리를 두려워하는가?,
러시아 문화사 강의(공역), 해체와 파괴 등을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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