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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필라델피아 벽화 프로그램(The City of Philadelphia 

Mural Arts Program, 이하 MAP)에 관한 연구이다. MAP는 1996년 

필라델피아 시가 도시를 미화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주민을 갱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벽화를 제작하고 그것을 

사회적∙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시의 산하기구이다. MAP는 

1984년에 설립된 반-그래피티 네트워크(Philadelphia Anti-Graffiti 

Network, 이하 PAGN)가 확대, 개편된 것이다. 1984년 1월, 당시 

필라델피아 시장이던 윌슨 구드(W. Wilson Goode, 1984~1992)는 

도시의 벽화를 전문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작하기 위해 PAGN을 

설립했다. 1970년대부터 필라델피아 시에는 그래피티(graffiti)가 

유행했는데, 이것은 후에 그래피티 라이터(graffiti writer)라고 불리게 

된 젊은이들이 집단으로 도시 전역에 걸쳐 건물이나 담의 벽, 교각 등에 

각 집단의 구역 표시로 그림처럼 써 놓은 글자 형태를 의미한다. 이것이 

도시 미관을 훼손한다고 본 구드 시장은 이를 불법화하고 금지하면서 

그래피티 라이터들에게 그래피티를 쓰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은 후 

PAGN을 통해서만 도시 안에 벽화를 제작하도록 했다.  

구드의 후임으로 시장으로 선출된 에드 렌델(Ed Rendell, 

1992~2000)은 1996년에 도시 내의 벽화 제작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전문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벽화를 활용하기 

위해 PAGN을 MAP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를 위해 시 정부는 시 

산하의 독립 기구였던 PAGN을 시의 레크리에이션 부(Department of 

Recreation)의 관할 기구로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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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전문 책임자도 배치했다. 전문 벽화가인 제인 골든(Jane 

Golden)이 첫 책임자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골든은 시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기본적인 기금 외의 운영 자금을 확대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인 필라델피아 벽화회(The Philadelphia Mural Arts 

Advocate)를 설립했다. 현재 벽화회의 재원은 연방 정부, 시 정부, 

시티즌 은행(Citizen Bank), 골드만 자산(Goldman Properties)과 같은 

각종 기업, 독립 재단(Independence Foundation),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과 같은 비영리 재단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개인 후원자의 기부금, 더 나아가서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창출된 수익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MAP의 사업은 벽화 제작과 그것의 활용으로 이루어졌다. MAP의 

벽화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작된다. 전문적인 미술가가 지역 공동체와 

함께 제작하는 벽화가 주를 이루지만 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벽화를 제작하기도 한다. 

MAP에서 진행하는 도시 벽화의 제작과정은 일반적으로 여덟 

단계로 분류된다: 1)예술가 선정, 2)장소(site) 선택, 3)예산 편성, 

4)벽화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지역 주민들의 워크숍 참여, 5)벽화의 

디자인 및 관계자(주민, MAP, 벽화가들) 승인, 6)벽 보수 및 준비, 

7)벽화 제작, 8)제막식 개최. 제막식에는 지역 주민들, MAP 직원들, 

벽화가 등이 참여한다. 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되는 벽화 제작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공공미술을 교육하는 미술 교육 프로그램, 

범죄자들을 벽화 제작 등에 참여시키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프로그램, 그리고 예술을 통해 정신 질환을 치료하는 포치 

라이트 이니셔티브(The Porch Light Initiative)를 포함한다.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제작된 벽화는 MAP에서 제공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할 수 있으며 관광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창출된 수익은 MA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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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자금으로 이용된다. 

PAGN과 MAP를 통해 1984년 이후 필라델피아 시에는 3,600여 

개의 벽화가 제작되었다. 이를 통해서 필라델피아 시는 예술적 우수성과 

사회적 혁신을 모두 성취했다는 국제적 평판을 받아 “세계의 벽화 

수도(Mural Capital of the World)”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벽화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MAP의 제작 목표에 

따라 벽화의 주제를 세 가지로 분류했다: 1)지역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 고양, 2)사회와 사람의 화합, 갱생과 치유를 통한 

건설적인 도시 재건, 3)도시 미화. 이러한 주제는 벽화가 제작되는 

장소와 해당 지역 거주민들의 인종적∙산업적∙경제적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MAP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것의 사업 목표는 미술가와 지역 

공동체를 벽화 제작의 협업 과정을 통해서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MAP가 제시하는, 벽화가 그려지는 

지역의 공동체적 이상과 그에 따른 성과가 강조되었다. 실제로 MAP는 

벽화를 통해 필라델피아 시의 이미지를 개선해왔다. 더불어 MAP는 

필라델피아에서 미술가들을 가장 많이 고용하는 기구가 되었다. 이를 

통해서 MAP의 벽화에는 필라델피아 시와 미술가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가 반영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자는 벽화의 주제 

선정 과정에서 시 정부의 정치적인 목표와 미술가의 경제적인 이해가 

결합된 현상에도 주목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MAP에서 

미술가의 일자리 창출, 관광 유치와 같은 경제적인 효과를 고찰하는 

것과 함께 시 정부에서 관장하는 대규모 공공미술 프로그램의 효과와 

한계도 분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자는 벽화가 그려진 장소를 방문하는 

동안 발견한 현실적인 한계와 간극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도시 개발, 아시안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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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을 계기로 도시의 시각적 환경 개선을 위한 벽화 제작이 

장려되었다. 1990년대부터는 마을, 학교, 공원과 같은 공간을 대상으로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 표현과 도시 미화 등을 표방한 수많은 벽화 

프로젝트가 시행되어 왔다. 이처럼 높은 관심과 함께 많은 벽화가 

제작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제도가 수립되지 않았고 제작 이후의 사후 

관리도 미흡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자는 아직 국내에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MAP를 소개하고, 미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벽화 

프로젝트의 모델이 된 MAP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공공벽화 프로젝트, 더 나아가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설립할 때 국내 현실에 맞게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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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내용과 목적 

 

미국 펜실베니아(Pennsylvania) 주의 최대 도시인 

필라델피아(Philadelphia)에는 전 도시에 걸쳐 2013년 10월 현재 약 

3,600개 이상의 벽화가 있다. 이 벽화들은 1984년부터 제작되어 온 

것으로, “필라델피아 벽화 프로그램(The City of Philadelphia Mural 

Arts Program, 이하 MAP)”과 “필라델피아 벽화회(The Philadelphia 

Mural Arts Advocates)”가 제작과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시의 레크리에이션 부(Department of 

Recreation) 산하기관인 전자는 실질적으로 벽화를 제작하고 있다. 

후자는 비영리법인으로 벽화 제작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MAP는 필라델피아 시와 비영리 민간 기관이 벽화 

제작을 위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다.  

MAP는 필라델피아 시가 “세계의 벽화 수도(Mural Capital of the 

World)”라는 칭호를 얻게 할 만큼 미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벽화 제작 

프로그램이다. 뿐만 아니라 MAP에서 함께 운영되고 있는 미술 교육, 

범죄예방, 그리고 교도소 프로그램들은 전세계적으로 호평 받고 있다. 

더 나아가서 미술가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위한 사회 복지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과 도시들에서 성공적인 공공미술 

프로그램의 사례로서 벤치마킹의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MAP는 

정부, 기업, 재단 등으로부터 지원 받는 재정과 프로그램의 자체 수익을 

통해 공공미술 기관으로는 전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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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을 유치하고 있다. 

사실 MAP는 미국에서 정부 주도 하에 시작된 첫 벽화제작 

프로그램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미 1930년대에 뉴딜 정책을 통해 

제도적인 벽화제작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루스벨트 대통령(Franklin D. 

Roosevelt)은 경제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뉴딜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의 문화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행해진 “연방 예술 

프로젝트(Federal Arts Project, 이하 FAP)”는 미술가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FAP는 모든 연령과 환경의 

사람들에게 예술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어 정부가 지니는 시대의 

이상들을 선전하여 뚜렷한 미국 문화를 만드는 것에 일조했다. 

FAP는 벽화운동의 시초로 알려진 멕시코 벽화운동(Mexican 

Muralist Movement)을 모델로 삼았다. 1920년대에 발생한 멕시코 

벽화운동 역시 정부 주도 하에 실시된 프로젝트였다. 당시 문교부 

장관이던 호세 바스콘셀로스(José Vasconcelos Calderón)와 멕시코 

정부는 스페인 식민지 이전의 과거를 토대로 멕시코의 정체성을 

재창조하기 위해 벽화 제작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술가들과 협력했다. 필라델피아 시 정부가 미술가와 협업하여 벽화를 

제작하는 MAP의 구조와 사업 목표는 멕시코 벽화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는 뉴딜 정책의 FAP가 시행된 방식에서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한편 MAP가 설립되기 전 필라델피아에서도 도시 벽화운동이 

있었다. 1970년대 초, 필라델피아 미술관(Philadelphia Museum of 

Art)의 도시 지원부(Department of Urban Outreach)에서 시민들의 

예술 향유와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을 위해 시행한 환경 미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동체 벽화 제작이 진행됐다. 그러나 위의 두 사례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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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했다.1 

위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정부 주도의 도시 벽화는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필라델피아의 MAP 또한 

마찬가지였다. 1970년대에 필라델피아에서는 그래피티(graffiti)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 중반에는 도시 전역으로 급격히 

확산되었다. 2  이에 따라 1984년에 윌슨 구드(W. Wilson Goode, 

1984~1992)는 필라델피아의 시장으로 취임한 직후 그래피티가 도시의 

공공건물들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것을 법적으로 금지한 

후 반-그래피티 네트워크(Philadelphia Anti-Graffiti Network, 이하 

PAGN)를 설립했다. 당시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 정부는 그래피티를 

쓰는 이들을 주로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십대들로 여겼고 이 기구를 

통해 이들에게 “좋은 작업 습관”을 가르치고 그래피티를 쓰는 대신 

미술 교육을 통해서 “부정적인” 에너지의 방향을 재조정하려 했다.3  

필라델피아의 MAP는 1996년 이 PAGN이 개편되면서 탄생했다. 

구드의 후임으로 시장으로 임명된 에드 렌델(Ed Rendell, 

1992~2000)은 PAGN을 전문적인 벽화 제작 프로그램인 MAP로 확대, 

개편했다. 그녀는 전문 벽화가로서 PAGN에서 주로 청소년들과 함께 

                                            
1
 Jane Golden, Robin Rice, and Monica Yant Kinney, Philadelphia Murals and 

the stories they tell, Temple University Press, Philadelphia, 2002, p. 25. 
2
 일상적으로 그래피티(graffiti)는 분무기로 그려진 낙서 같은 문자나 그림을 

뜻한다. 그래피티의 어원은 ‘ 긁다, 긁어서 새기다 ’ 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graffito와 그리스어“sgraffito”이다. 그래피티는 글자 형식을 양식화하여 쓴 

것으로 19세기 말부터 등장한 폭력단이 자신들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그룹의 

이름을 쓴 “폭력단 그래피티(Gang Graffiti)”에서 연유한다. 1960년대 중반까지 

그래피티는 여러 색으로 구성된 형상이 아닌, 단순히 이름을 쓴 것에 불과했다. 

1960년대 후반 뉴욕의 브롱크스(Bronx) 지역을 중심으로, 건물 벽이나 지하철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자신의 이름이나 별칭을 써서 불법적으로 흔적을 남겼

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공기물을 파손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3
 Lindsey Gruson, “Project Hurts Philadelphia’s Mayor”, New York Times, 

September 7,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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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를 제작하던 제인 골든(Jane Golden, 1953~) 4 을 책임자로 

임명했다. 같은 해 골든은 벽화를 제작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 기구로 비영리법인인 필라델피아 벽화회(The Philadelphia Mural 

Arts Advocate)를 설립했다. 

벽화는 도시와 지역의 역사, 주민들의 삶과 정체성, 지역의 환경, 

그리고 도시적 삶의 이상 등을 주제로 제작되었다. MAP는 벽화 제작 

이외에도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벽화를 관람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 청소년들에게 공공미술을 교육하는 미술 교육 프로그램, 

범죄자들을 벽화 제작 등에 참여시키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프로그램, 예술을 통해 정신 질환을 치료하는 포치 라이트 

이니셔티브(The Porch Light Initiative) 등을 통해서 벽화를 사회적인 

                                            
4
 제인 골든(Jane Golden, 1953~)은 현재 필라델피아 벽화 프로그램(MAP)의 

상임 이사(Executive director)로 재직 중이다. 그녀는 미네소타에서 태어났고 

뉴저지의 마게이트에서 성장했다. 뉴저지의 주립대인 럿거스 대학교(Rutgers 

University)에서 순수미술 석사학위(MFA)를 받았고, 스탠포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에서 전공으로 미술을, 부전공으로 정치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그녀는 연방 보조금을 받아 1977년부터 2년간 산타모니카 지역에서 

어린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쳤다. 그 후 그녀는 1979년부터 3년간 캘리포니아 아

츠 카운실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로스앤젤레스 시의 벽화 프로그램인 ‘전 도시 

벽화 프로젝트(The Citywide Mural Project) ’ 를 운영하는 브록만 갤러리

(Brockman Gallery)에서 입주 작가로 일했다. 그녀는 벽화 제작 의뢰를 받아서 

산타모니카의 ‘해양 공원 부두(Ocean Park Pier)’ 벽화를 제작했다. 이 벽화는 

주디 바카(Judy Baca)가 설립한 SPARC(Social and Public Art Resource 

Center)로부터 기금을 받아 제작한 것이다. 이것은 골든이 처음으로 제작한 벽

화로,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벽화를 제작한 경력을 계기로 골든은 198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공공미술 재

단(Public Art Foundation)’을 공동으로 설립했다. 그녀는 어린이들에게 공공미

술을 제작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이와 함께 가석방된 사람들을 공공미술 프로젝

트에 참여시켜 그들이 지역 사회 서비스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그러나 그녀는 

1983년에 만성병인 낭창(루푸스, lupus)을 진단받았고 가족들이 있는 필라델피

아 근처의 의료 센터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에서 

벽화가로 활동했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병이 호전되자 1984년 6월에, 친구

의 소개로 알게 된 필라델피아의 반-그래피티 네트워크(PAGN)에 지원했다. 시

장이었던 윌슨 구드(W. Wilson Goode)는 골든을 고용했다. 골든은 11년 동안 

반-그래피티 네트워크(PAGN)에서 근무하다가, 벽화 프로그램(MAP)으로 바뀌

게 되면서 책임자로 승진했고, 현재까지 MAP에서 근무하고 있다. 더불어 그녀

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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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연결시키면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MAP가 설립된 배경과 과정을 알아본 후 MAP의 

사업들이 지니는 효과와 한계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는 MAP의 장단점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벽화 프로젝트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나온 MAP의 연구 자료들은 모두 2000년대에 

들어와서 발표된 것들이다. 대표적으로 두 개의 박사 학위가 있다. 

2001년에는 조나단 로먼의 논문이, 2005년에는 크리스틴 모스의 

논문이 발표됐다. 5  로먼의 논문은 MAP가 사회적으로 수행하는 

순기능을 벽화를 제작하는 과정과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했다. 모스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문화 간의 의사소통과 정체성 표현의 수단으로 

공공미술과 벽화를 선택했고 사례연구 중 하나로 MAP와 벽화를 

분석했다. 그 외에 미국에서 벽화를 소개하는 기사나 MAP에 대한 

소논문도 쓰였다. 여기에서는 MAP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에 그친다. 

한편 최근에 발행된 서적으로는 모린 오코넬의 『만약 이 벽들이 

이야기 할 수 있다면: 공동체 벽화주의와 정의의 아름다움』(2012)이 

있다. 6  이 책은 MAP를 통해 실천되는 필라델피아의 벽화주의가 

탈공업화된 도시의 경제와 “황폐한” 도시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치유한다는 관점을 중심으로 벽화를 분석했다. 그 

외에도 MAP는 벽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프로그램을 홍보 

                                            
5
 Jonathan M. Lohman, “The Walls Speak”: Murals and Memory in Urba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2001) 

Kristin L. Mos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Murals: Critical Visual 
and Discursive Analysis of Cultural Identifications and Representations in 
Mural Programs in Philadelphia, PA and Chemainus, BC, University of 

Denver,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2005) 
6
 Maureen H. O’Connell, If These Walls Could Talk: Community Muralism 

and the Beauty of Justice, Liturgical Press, Collegeville, Minnesota(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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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2002년과 2006년에 두 권의 서적을 자체적으로 발행했다.7 

이 책들은 MAP의 상임 이사인 제인 골든(Jane Golden)과 MAP와 

관련된 여러 명의 저자들이 공동으로 저술했으며 MAP의 탄생 배경과 

역사, 그리고 제작한 벽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MAP에 관해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MAP에 

대해 소개한 박선정의 석사 학위논문인 『공공미술사업으로서의 

주민참여벽화 연구 -《2009 마을미술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11)에서 MAP가 언급되긴 하지만 하나의 사례로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MAP에서 추구하는 이상과 그에 따른 

성과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기술되었다. 그러나 성공적인 벽화 제작과 

우수한 효과를 입증하는 데에만 국한되어 MAP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MAP가 목표하는 대표적인 활동을 잘 

드러내지만 본 논문은 기존에 분석`되지 않았던 MAP의 

사회적∙미학적∙경제적 효과와 한계점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공공벽화 

프로젝트의 사례를 분석하고 MAP의 장점과 단점을 토대로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론은 세 장으로 구성되었다. Ⅱ장의 1절에서는 필라델피아 시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고 MAP의 전신인 PAGN의 설립 

배경과 목표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2절에서는 공공미술로서의 벽화와 

벽화운동에 대해 소개한 후 MAP 설립 과정과 목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는 벽화 제작을 위한 재정 조달 방식과 벽화가 

                                            
7
 Jane Golden, Robin Rice, and Monica Yant Kinney, Philadelphia Murals and 

the stories they tell, Temple University Press, Philadelphia(2002) 

Jane Golden, Robin Rice, Natalie Pompilio, More Philadelphia Murals and 
the stories they tell, Temple University Press, Philadelphia(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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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Ⅲ장에서는 MAP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MAP의 사업은 크게 벽화 제작과 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1절에서는 벽화의 목표와 주제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세부적인 

주제를 벽화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2절에서는 MAP가 운영하고 

있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조사하면서 MAP가 사회 문제에 개입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Ⅳ장의 1절에서는 앞에서 연구한 MAP의 사업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2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 온 관 주도의 도시 벽화 

프로젝트의 사례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끝으로 이것을 MAP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서 발전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제 Ⅱ 장 벽화 프로그램(MAP)의  

탄생 배경과 운영 방식 

 

 

제 1 절 반-그래피티 네트워크(PAGN)의 설립과 

역사적 배경 

 

1. 필라델피아 시의 역사적 배경 

 

필라델피아 시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Geo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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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이 영국과 전쟁을 벌이면서 독립을 쟁취한 근거지로 

독립선언과 미국 헌법이 제정된 곳이다. 1790~1800년에 필라델피아는 

미국 최초의 수도로 워싱턴DC로 수도가 이전하기 전까지 미국의 

정치∙경제의 중심지였다. 19세기 말 필라델피아 시는 미국의 가장 큰 

공업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다. 정유, 기계, 섬유, 금속, 식품 가공, 화학, 

인쇄제본, 의료기구, 제지 등 모든 종류의 제조업이 이루어졌다. 공장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1820년부터 흑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아일랜드와 독일에서 온 유럽계 이주민들도 대거 유입되었다. 이에 따라 

1850년에 필라델피아에는 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이것은 전에는 한 명만이 설 수 있는 공간에 여덟 명의 사람들이 몰려든 

것과 같은 것이었다. 1880년에 인구는 그로부터 두 배 이상 증가해 

85만 명에 달했다. 필라델피아 시는 주위 도시들과 합병되면서 현재의 

지리적 경계선까지 도시가 확장되었고 1900년에는 인구가 1백만 명을 

넘어섰다. 8  20세기 말로 접어들면서 동유럽과 남유럽의 이민자들이 

급증하게 되자 도시 빈민의 대다수는 유럽 각지에서 막 도착한 

이민자들로 구성되었다. 시에서 가까운 뉴욕 항을 통해 입국한 뒤 

일자리를 찾아 필라델피아로 들어온 이들은 펜실베니아 산간지역에 

밀집한 광산과 공장으로 몰려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가 시내에 

잔류했다. 이에 따라 도시에 남은 이민자들은 기존의 빈민가를 더욱 

붐비게 만들면서 새로운 차원의 슬럼을 형성했다.9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미국의 남부 도시에 거주하던,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온 흑인 또는 그 후손들은 남부의 인종 차별 

                                            
8
 Stephanie G. Wolf, “The Bicentennial City 1968-1982”, Philadelphia: A 

300-Year History, W.W. Norton & Company, 1982, P. 706. 
9
 박진빈, 「보수적 도시개혁과 빈민정책의 한계: 20세기 초 필라델피아 혁신주

의 정부하의 개혁운동」 , 『미국사연구 제 16집』 , 한국미국사학회, 2002,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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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도피하여 더 나은 직업과 삶을 얻기 위해 북부 도시로 

이주했다. 이것은 “흑인 대이동(Great Migration)”으로 칭해진다. 

이것을 계기로 필라델피아의 공장은 노동자가 부족할 경우 남부에서 

이주해 온 흑인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같은 이유로 

1940년대 후반에는 라틴 아메리카계 민족, 특히 푸에르토리코 인들도 

필라델피아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수 차례의 대규모 이주로 인해 

1950년대 필라델피아에는 2백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게 되었다. 

이주민들은 백인, 흑인, 라틴 아메리카계 민족, 그리고 아시아인들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남 필라델피아에는 이탈리아인들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북 필라델피아의 노리스 스퀘어(Norris Square)에는 

푸에르토리코 인이, 차이나타운에는 중국인이 모여 살면서 공동체를 

형성했다. 이들은 주로 공장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도시 근처에 

위치한 “최후의 빈민가(ghettos of last resort)”에 거주했다. 그러나 

194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940년대와 

50년대에 시행한 ‘제대군인 원호법(G.I. Bill)’과 ‘연방 고속도로 

건설 법(Federal-Aid Highways Act)’으로 인해 1950년대부터 

인구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10  1950년대에는 인구의 5%가 

감소했고 1960년대에는 추가로 인구가 3% 더 감소했다. 

1944년에 시행한 ‘제대군인 원호법(G.I. Bill)’은 ‘G.I’로 

불리는데, 2차 세계 대전의 퇴역 군인들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혜택은 주로 백인 

퇴역군인들에게 주어졌다. 1956년부터 10년 동안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대통령은 전국 48개 주를 수도인 워싱턴과 연결하는 

프로젝트인‘연방 고속도로 건설 법(Federal-Aid Highways Act)’을 

                                            
10

 Bill McKinney, “Foreword”, My North Philly – Neighborhoods. Murals. 
Stories., City of Philadelphia Mural Arts Program, 2007,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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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했다. 이것은 독일의 아우토반을 모델로 삼은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공공작업 프로젝트였다. 이것은 본래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의 병력 이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후 고속도로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고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 두 사업은 도심지의 범죄를 우려한 백인 중산층의 교외 

이주(white flight)와 교외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20만 명 이상의 

백인들이 인구의 증가, 하락한 경제, 높아진 범죄율로 정의되는 ‘도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교외로 이동했다. 특히 간단한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들은 모두 교외 혹은 도심을 벗어난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970년대까지 16만 개의 제조업체가 도시를 떠났다. 산업의 손실은 

수십 년간의 고용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미국 전반의 경제 구조의 

변화였지만 필라델피아에의 산업구조에는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 

1951년과 1977년 사이 미국 전체의 제조업 노동자는 43%에서 29%로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에 필라델피아는 46%에서 24%으로 더욱 큰 

하락폭을 보였기 때문이다. 11  이것은 필라델피아에서도 특히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북쪽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1968년에 시행된 

‘공정 주택거래 행위(Fair Housing Act)’로 인해 유색인종들은 

과거에 이주가 금지되었던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해졌는데, 이 또한 북 

필라델피아의 백인 중산층의 교외 이주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1964년 당시 북 필라델피아는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60만 명의 

흑인 거주민들 중 40만 명이 밀집되어 있는, 대표적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한 실직과 

빈곤은 북 필라델피아 지역 거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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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북 필라델피아의 흑인 거주 지역에서 발생한 필라델피아 인종 

폭동(Philadelphia race riot)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경찰이 폭력과 

차별 대우 등의 만행을 저질러서 흑인 거주민들과의 갈등이 증폭되어 

나타난 결과였다. 인종폭동은 당시 필라델피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브루클린, 로체스터, 엘리자베스, 뉴저지 시와 딕스무어에서도 

발생했던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갈등이었다.  

 

 

범위 

 

2000 

 

2010 

2010년,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 

2000년과 

2010년의 

비율의 

증가율 

미국 36,419,434 42,020,743 13.6 15.4 

지역 

북동부 6,556,909 7,187,488 13.0 9.6 

중서부 6,838,669 7,594,486 11.3 11.1 

남부 19,528,231 23,105,082 20.2 18.3 

서부 3,495,625 4,133,687 5.7 18.3 

표 1 미국 내 지역의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인구 

자료 출처: U.S. Census Bureau, Census 2000 Redistricting Data (Public Law 
94-171) Summary File, Table PL1; and 2010 Census Redistricting Data 
(Public Law 94-171) Summary File, Table P1. 

 

 

이처럼 경제의 하향화와 인종갈등의 심화로 인해 필라델피아 시는 

북동부 지역과 펜실베니아 주의 다른 지역에 비해 독보적으로 많은 

흑인이 거주하는 도시가 되었다. 미국 인구 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필라델피아가 있는 북동부 내의 흑인 및 아프리카계 인구의 

비율은 13%로 흑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남부 지역에 비해 7.2% 

가량 낮은 비율을 보인다.[표1] 또한 2010년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백인의 인구 수가 81.9%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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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인구는 10.8%에 지나지 않는다.[표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의 인종 중에서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3.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표3]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는 2010년 미국 내 흑인인구 분포 비율이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자리잡았다.[표4]12  

한편 필라델피아에서 주로 교외에 거주하는 백인 인구는 흑인보다 

단지 2.4% 낮은 41%로 집계되어 여전히 많은 백인들이 필라델피아에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히스패닉 또는 라틴 아메리카계 

인구는 약 12%로 조사되었는데 그 중 푸에르토리코에서 이주해 온 

인구가 8%를 차지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같이 필라델피아 

시는 흑인 인구 외에도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되어 있어 인종에 따른 

지역 공동체가 다수 형성되어 있다. 

 

펜실베니아 주의 

인종 별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총 인구 12,702,379 100.0 

백인 10,406,288 81.9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1,377,689 10.8 

아시아인 349,088 2.0 

아메리칸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 26,843 0.2 

하와이의 원주민과 태평양의 섬 주민 3,653 0.02 

기타 300,983 1.5 

둘 혹은 그 이상에 해당 237,835 1.8 

표 2 펜실베니아 주의 인종 별 인구 비율, 2010 

자료 출처: 2010 Census Interactive Population Search: PA-Pennsylv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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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의 인종  인구 비율(%) 

총 인구수 1,526,006 100.0 

백인 626,221 41.0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661,839 43.4 

아시아인 96,405 6.3 

아메리칸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 

6,996 0.5 

히스패닉 또는 라틴 아메리카계 187,611 12.3 

-멕시코 인 

-푸에르토리코 인 

-쿠바 인 

-그 외 

15,531 

121,643 

3,930 

46,507 

1.0 

8.0 

0.3 

3.0 

표 3 필라델피아의 인종 별 인구 비율, 2010   

자료 출처: U.S. Census Bureau, 2010 Census. 

 

 

 

 

도시 

 

 

 

총 인구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단독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혼혈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단독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혼혈  

순

위 

숫자 순

위 

숫자 순

위 

숫자 

뉴욕, NY 8,175,133 1 2,228,145 1 2,088,510 1 139,635 

시카고, IL 2,695,598 2 913,009 2 887,608 3 25,401 

필라델피아

, PA 

1,526,006 3 686,870 3 661,839 4 25,031 

디트로이트

, MI 

713,777 4 601,988 4 590,226 13 11,762 

휴스턴, TX 2,099,451 5 514,217 5 498,466 8 15,751 

멤피스, 

TN 

646,889 6 414,928 6 409,687 58 5,241 

볼티모어, 

MD 

620,961 7 403,998 7 395,781 29 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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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

스, CA 

3,792,621 8 402,448 8 465,118 2 37,330 

워싱턴, DC 601,723 9 314,352 9 305,125 22 9,227 

댈러스, TX 1,197,816 10 308,087 10 298,993 23 9,094 

표 4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가장 많은 열 개 도시: 2010 . 

자료 출처: U.S. Census Bureau, 2010 Census Redistricting Data (Public 
Law 94-171) Summary File, Table P1. 

 

필라델피아의 지역 공동체는 인종에 따른 거주지역 영역화로 인해 

명확하게 구분된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인종들, 특히 백인들은 

교외로 나가서 녹지비율이 높은 곳에서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를 즐기며 

공간적∙환경적 여유를 즐기고 살았다. 이곳은 백인 중산층과 부유층의 

주거지역이 되어 흑인들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도심 

지역은 문화적 시설을 향유하는 부유층의 비율보다 주말에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주급제 생활을 하는 유색인종들이 주로 이용했다. 아시아 

계통의 이민자들은 흑인과 백인의 접경지역에서 주로 상권을 형성하지만 

백인들과 함께 교외에서 살면서, 보다 좋은 학군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다. 중국계 미국인들은 도심부에 있는 차이나타운에서 상점을 

운영하면서 주거를 겸비하고 있다.13  

한편 일자리의 손실, 소수 공동체의 고립, 도시의 황폐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초래된 가장 부정적인 결과는 1980년대 중반 균열 

코카인(crack cocaine)이라는 마약에 의한 새로운 경제의 등장이었다. 

이것은 지역과 거주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2백만 명 이상이 

거주하던 도시의 인구는 1990년대에 150만 명으로 급격하게 하락했고 

이로 인해 3만여 채의 주택이 버려졌다. 거주민들은 주택의 가치가 

                                            
13

 송하엽, 「필라델피아 도시의 계획에 관해서 – 건축미학과 현실 사이의 갈

등」, 『건축과 사회』, 2010 가을호, 2010,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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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하자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환영하지 않았고 이것은 결국 인종간의 

세력권 분쟁으로 이어졌다. 소수 인종과 흑인들은 과거에 백인과 중산층 

계층이 차지했던 지역을 장악했지만 지역의 은행은 그들에게 대출과 

주택 개조를 허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거주민들은 그들의 주택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빈민가를 특정 경제 지구로 지정하는 것(redlining)과 같은 

제도화된 차별적 상 관례는 많은 사람들의 재건을 방해했고 얼마 남지 

않은 지역의 자원마저 빼앗는 비윤리적인 행동이 관행화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 필라델피아 시는 도시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지역을 재활성화 

하려는 시도로 ‘지역 변화 계획(Neighborhood Transformation 

Initiative)’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해 온 

사람들은 배제하면서 빈민가를 고급화하려는 기업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필라델피아의 서부와 북부 지역은 주택 문제의 

완화와 경제 발전에 있어서 필라델피아 시 정부로부터 소외된 지역이 

되었다. 

 

2. 반-그래피티 네트워크(PAGN)의 설립 배경과 목표 

 

그래피티(graffiti)는 글자 형식을 양식화하여 쓴 것으로 폭력단이 

자신들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그룹의 이름을 쓴 “폭력단 

그래피티(Gang Graffiti)”에서 유래한다. 폭력단 그래피티는 19세기 

말에 등장해 1850년대부터 필라델피아의 신문사들에 의해 다뤄졌다. 

20세기에 들어서자 폭력단 그래피티는 미국 주요 도시들에서 나타났다. 

특히 20세기 미국 최대의 신흥도시였던 로스앤젤레스는 그 중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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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왜냐하면 멕시코 이주민들이 로스앤젤레스의 변두리에 빈민가를 

형성하면서 폭력단으로 자리잡았고 도시 곳곳에 그래피티를 썼기 

때문이다. 멕시코 이민자들은 경찰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고 정규 

노동 조합의 일원이 될 수 없는 차별 대우를 받아, 이에 대항하여 

폭력단을 구성했다.14 

초기의 폭력단들은 페인트 붓에 구두약을 묻혀 그래피티를 썼다. 

1960년대에 스프레이 통이 처음으로 등장하자 그래피티는 급격하게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까지 그래피티는 여러 

색으로 구성된 형상이 아닌, 단순히 이름을 쓴 것에 불과했다. 1960년대 

후반 뉴욕의 브롱크스(Bronx) 지역에는 건물 벽이나 지하철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자신들의 이름이나 별칭(tag)을 쓰는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젊은 흑인들이 나타났다.15 이들은 “그래피티 라이터(graffiti 

writer)”로 칭해졌다. 당시 뉴욕에서는 강렬한 색으로 그려진 

그래피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뉴욕타임즈 

New York Times』같은 신문이나 잡지들에 게재된 그래피티에 대한 

기사와 비평은 1950~1964년의 15년 동안에 하나뿐이었지만 

1969년까지 5개, 그리고 1972년까지 40개로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 사이에 그래피티가 급속히 증가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필라델피아의 그래피티 역시 폭력단 그래피티로부터 시작되었다. 

폭력단 그래피티의 영향을 받은 그래피티 라이터들은 공공장소의 벽에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이나 태그를 써서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다.[도판1] 필라델피아에서 처음으로 쓰여진 태그는 1950년대 

                                            
14

 Roger Gastman & Caleb Moelon, “Gangs & Graffiti” , the History of 
American Graffiti, Harper Collins Publishers, New York, 2010, p 42. 
15

 그래피티 라이터들은 자신들의 별칭을 태그(tag)라고 불렀다. 본 문장 이후부

터 이를 외국어 그대로 태그로 명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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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 사이에 필라델피아 고속도로에서 보이기 

시작했던 “바비 벡(BOBBY BECK)”이었다. 그 후 

“콘브레드(CORNBREAD)”라는 그래피티 라이터가 북 

필라델피아에서 자신의 태그를 쓰면서 그래피티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쿨 얼(COOL 

EARL)”, “쿨 클렙토(KOOL 

KLEPTO)”와 “츄이(CHEWY)” 

등의 그래피티 라이터들도 그들의 

태그를 필라델피아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쓰기 시작했다. 쿨 

클렙토는 초기에 그래피티가 확산된 

목적은 공공기물 훼손에 가까웠다고 회상했다.16 

그래피티 라이터 집단은 1970년대에 규모를 확장시키면서 각 집단 

고유의 양식을 만들어갔다. 1960년대 초반에 지역의 십대들이 모여 

파티를 여는 집단인 “소셜 클럽(social clubs)”이 출현했다. 각 

클럽들은 그래피티 라이터들과 결탁하였고 점차 그래피티 집단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기존에 필라델피아 서부와 북부 지역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했던 그래피티 라이터들은 1969년을 기점으로 결집하여 

하나의 집단을 형성했다. 집단의 규모가 도시 전역으로 점점 확장되면서 

그래피티의 재료와 양식도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이 양식들 가운데 대표적인 예는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1970년대 초반에 확립된 “필라델피아 갱 핸드(Philadelphia Gang 

Hand)”이다. 이것은 실제 폭력단이 그린 그래피티가 아니라, 그들이 

주로 쓰던 양식을 그래피티 라이터들이 모방한 것이었다. 이 양식은 

그래피티의 글자들이 길게 늘어지고 과장되며 끝부분이 고리처럼 변해서 

                                            
16

 Roger Gastman & Caleb Moelon(주 14), pp. 48-50 참조. 

도판 1 콘브레드(CORNBREAD)가 

쓴 태그,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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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돌이같이 말려 들어가는 특징을 지닌다. 이것은 이전 그래피티의 

양식보다 독창적으로 보였다. “필라델피아 갱 핸드” 양식은 이후 

그래피티 라이터인 “톱캣 126(TOPCAT 126)”에 의해 뉴욕으로 

넘어가, “브로드웨이 엘레간트(Broadway Elegant)”로 명칭이 

바뀌면서 더욱 널리 쓰이게 되었다.17 

한편 1980년대 중반, 동부 지역의 그래피티 양식들은 서부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로스앤젤레스는 폭력단과 촐로(cholo)18 

문화의 중심지였는데 이곳에는 1982년까지 폭력단 그래피티만 있었다. 

그러나 동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뉴욕의 힙합 

문화에 자주 노출되면서 1980년대 중반부터 뉴욕 양식의 그래피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19 

1980년대 중반까지 필라델피아 전역에는 그래피티가 널리 

퍼져있었다. 『타임 Time』지는 1972년 기사에서 필라델피아에 1만 명 

내외의 상습적인 그래피티 라이터가 있다고 추정했다. 20  1980년대 

중반에 그래피티 라이터로 활동했던 “서브(SUB)”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나의 전성기가 왔을 때 남아있는 벽 공간은 거의 없었다. 

우리는 그래피티를 더 크고 더 뛰어나게 그리고 더 높게 해야 했다. 

우리는 올라가기 시작했다.” 21  이 시기까지 그래피티는 필라델피아 

풍경의 일부분이었고 그 지역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거리에 그래피티를 

쓰는 것은 그들의 성장과정의 일부분이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여러 매체들은 그래피티의 가치에 대해 

                                            
17

 앞의 책, “Philadelphia: CONBREAD”, pp. 51-52 참조. 
18

 촐로(cholo)는 스페인계와 아메리카 원주민 피가 섞인 라틴 아메리카인을 칭

한다. 
19

 앞의 책, “Los Angeles”, p. 210. 
20

 “Time”, March 13, 1972, p. 44, David Ley and Roman Cybriwsky, “Urban 

Graffiti as Territorial Markers” ,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64, No. 4, 1974, p. 492에서 재인용. 
21

 Roger Gastman & Caleb Moelon(주 14),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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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에서 기자이자 작가로 활동한 리처드 

골드스타인(Richard Goldstein)은 1980년에 『빌리지 보이스 Village 

Voice』지에 기재한 기사에서 그래피티는 미적 가치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의미를 지니며 도시 생활의 진상을 명확하게 표현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그래피티가 개념 미술이나 팝 아트 같이, 

예술이 평가되는 맥락에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22 

콜롬비아 대학에서 수학한 ‘소울 예술가들(Soul Artists)’의 대표인 

알리(ALI)는 그래피티가 다른 범죄들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라고 

주장하면서 그래피티의 뜻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도시 환경과 도시의 

주민들에 대해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그는 

“그래피티는 아프리카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리오 전통(griot 

tradition; 서아프리카 여러 부족의 전승 시인)’과 같은 의사 전달의 

기능을 지닌다”고 역설했다.23  

그러나 필라델피아 시의 그래피티에 대한 생각은 달랐다. 1983년 

12월에 필라델피아 시장으로 선출된 윌슨 구드(W. Wilson Goode, 

1984~1992)는 시장 업무를 시작한 직후인 1984년 1월, 새로운 반-

그래피티 네트워크(Philadelphia Anti-Graffiti Network, 이하 

PAGN)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한 없이 증가하던 

그래피티의 확산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구드는 티모시 

스펜서(Timothy Spencer)가 개발한 소규모 지역 프로그램이던 반-

그래피티 대책 위원회(Anti-Graffiti Task Force)를 기반으로 PAGN을 

설립했다. 이 네트워크는 현재의 MAP로 바뀌기 전까지 12년간 

존속되었다.  

                                            
22

 Margo Thompson, “Graffiti Art and the East Village Art Scene, 1980-

1981” American Graffiti, Parkstone Press International, New York, 2009, P. 

104 에서 재인용. 
23

 위의 책, P. 10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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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 스펜서는 필라델피아 서부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술과 스포츠 등을 교육하는 지역 문화 센터인 하버포드 레크리에이션 

센터(Haverford Recreation Center)의 젊은 감독이었는데, 그의 친근한 

스타일은 10대들을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쉽게 인도했다고 전해진다. 24 

1984년 6월 스펜서는 뉴저지(New Jersey)의 마게이트(Margate)에서 

온 젊은 벽화가인 제인 골든을 6주간의 여름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고용하여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그녀가 고용된 

이유는 기록된 바가 없지만 로스앤젤레스에서 벽화가이자 공공미술 

교육가로 일했던 그녀의 경력이 PAGN에 적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25  

PAGN은 연방, 주 그리고 시로부터 받은 기금으로 운영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 PAGN의 연간 예산은 50만 달러였다. 초기에 

PAGN은 시의 감사 없이 재정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필라델피아 시 정부에서는 이례적인 방식이었는데, 그 이유는 PAGN이 

시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시의 공식적인 부처가 아닌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1986년 여름에 PAGN은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두 명의 스태프가 직원들의 

급료를 횡령한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다. 26  이 사건은 시가 PAGN의 

재정을 인수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 

연방과 주의 기금이 삭감되자 시의 재정은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르게 돼, 

PAGN에 지원되는 시의 기금도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에 

200만 달러였던 연간 예산은 1991년에 50만 달러가 줄어 150만 

달러가 되었고 1992년에는 71% 삭감되어 43만 5천 달러가 되었다. 

                                            
24

 Jane Golden, Robin Rice, and Monica Yant Kinney(주 1), p. 27 참조. 
25

 제인 골든의 경력은 주 4를 참조. 
26

 Beth Gillin(Inquirer Staff Writer), “Possible Theft Of Anti-graffiti Pay 

Probed”, The Philadelphia Inquirer, August 27, 19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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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N`의 목표는 그래피티를 제거하는 것, 건물 외관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 범죄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이 문제에 대해 공공의 의식을 높이는 것이었다. PAGN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선 그래피티로 덮인 건물들과 그 주변 지역에 

대청소를 시행했다. PAGN은 불법화한 그래피티 라이터들에게는 그들의 

에너지와 재능을 지역 미화로 쏟기 위해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경찰에게는 그들이 그래피티를 쓸 경우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 지방법원들은 그래피티를 쓰는 것을 

심각한 형태의 공공 시설물 파손(vandalism)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범죄자들에 대한 다양한 대체 형벌을 수립하였다. 그 외에도 PAGN은 

그래피티에 대한 불편 사항들을 받는 상담전화를 개설해 현장에 있는 

대리인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게 했다. 

한편 PAGN은 그래피티를 제거하고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벽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래피티 라이터들이 벽화가 그려져 있는 벽에는 

그래피티를 거의 쓰지 않았던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벽화가 그래피티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27 

더 나아가서 PAGN이 벽화 제작에 착안한 것은 주민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제작해야 하는 벽화를 통해 인종간의 적대감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28  당시 벽화를 제작했던 PAGN의 벽화가들은 대부분 

백인이었던 것에 비해 벽화가 그려지는 지역의 주민들은 거의 흑인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벽화가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다는 

단점은 오히려 시가 벽화라는 장르를 선택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만약 벽화가 지역민들에게 인기가 없을 경우 벽화가 손상된 

이후 복원을 중단하거나 제거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벽화는 

                                            
27

 Jane Golden, Robin Rice, and Monica Yant Kinney(주 1), p. 26. 
28

 위의 책,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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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석이나 청동으로 만드는 공공미술보다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이 되었다. 

그러나 시의 기대와 달리, 초기 PAGN의 벽화 제작 업무는 지역 

주민들에게 단순한 환경 미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었다. 주민들은 주로 

풍경 벽화를 제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벽화가 제인 골든은 자신의 

이상과는 동떨어졌어도 주민들의 요청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반복적으로 

풍경 벽화를 제작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녀의 목표는 “지역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주제를 뛰어난 미술 제작 활동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녀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형상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PAGN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주제에 주민들의 이야기를 반영하는 방식을 추구했다. 그녀는 주민들이 

인식하는 공공미술의 지평을 넓히고 싶어 공공미술을 “공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공동체 벽화”로 정의를 내렸고 그런 의미에서 “돌파구 

벽화(breakthrough mural)”를 추구했다.29 더불어 그녀는 많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벽화가를 선정하여 기술적으로 뛰어난 벽화를 제작하기 

원했다. 이에 따라 PAGN은 그녀의 목표에 따라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골든은 1990년에 민간 재단으로부터 기금을 출연하여 유명한 

로스앤젤레스의 벽화가 켄트 트위첼(Kent Twitchell)에게 벽화를 

제작해 줄 것을 의뢰했다. 트위첼은 골든이 추구하는 “돌파구 벽화”에 

부합하는 <닥터 제이 Dr. J>(1990)[도판2]를 제작했다. 이것은 ‘닥터 

제이(Dr. J)’로 불리는 전설적인 농구선수 줄리어스 어빙(Julius 

Erving)의 전신을 3층 건물의 벽에 가득 차도록 그린 벽화이다. 

트위첼은 낙하산 천에 그림을 그린 후 천을 벽에 부착하는 ‘천 

페인팅(cloth painting)’ 기법을 도입했다. 이 기법은 트위첼이 기존에 

                                            
29

 앞의 책,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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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 온 방법이었지만 PAGN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기법이었다. 

골든은 <닥터 제이>가 PAGN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은 <닥터 제이>에 많은 

찬사를 보냈다. 그것은 벽화가 위대해질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우리의 벽화를 무시해 온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벽화에 기대하는 수준이 높아졌다. 이와 

동시에 기금과 보조금이 생겨나는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30  

 

한편 PAGN은 14~21세의 젊은이들을 포스터나 에세이 콘테스트에 

참여하도록 장려했고 벽화 프로젝트의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도시 예술 

워크숍도 후원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전 그래피티 라이터들은 로고, 

티셔츠, 뉴스레터 등을 만들었으며 참가자들의 워크숍 결과물들은 반-

그래피티 미술 전시회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31  PAGN은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파괴적인” 그래피티에서 “건설적인” 벽화 

제작으로 전용하기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32 

                                            
30

 앞의 책, “The Mural Arts Program Comes of Age”, p. 82. 
31

 "Philadelphia Anti-Graffiti Network (PAGN)",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National Agriculture Library. 2006-08-27에 기록됨.  

http://web.archive.org/web/20060827162118/http://www.nal.usda.gov/pavn

et/ce/cepagn.htm 
32

 Jane Golden, Robin Rice, Natalie Pompilio, More Philadelphia Murals and 
the stories they tell, Temple University Press, Philadelphia, 2006, p. 12. 

도판 2 켄트 트위첼,       

<닥터 제이>,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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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피티를 근절한다는 목표 하에 구드 시장은 시의 제안에 응한 

그래피티 라이터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에 주력했다. MAP의 역사에 

대해 기록한 글에 따르면, 이것은 “바른 행동(correct behavior)”에 

대한 보상으로 표현된다. 33  시는 필라델피아의 10대 그래피티 

라이터들이 그래피티를 포기하는 것과 벽을 다시 칠하기 위해 청소하는 

작업에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조건에 서명하는 대가로 이전의 “그래피티 

범행”에 대한 기소로부터 사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들은 이것을“서약(The Pledge)”이라고 명했다.34 미국 사회 내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Pledge of Allegiance)에 쓰이는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선거 공약을 하거나 대중 앞에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를 할 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약속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그래피티 라이터들에 대한 시의 강경한 입장을 

반영한다. 

당시 그래피티를 제도적 차원에서 금지한 것은 필라델피아 시만이 

아니었다. 뉴욕 시의 교통 당국(Transit Authority)은 1970년에 버스와 

지하철의 공공기물 파손을 복구하기 위해 25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 파손에는 그림, 외설을 쓰는 그래피티와 광고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 외에도 창문을 깨거나 공공용품을 부수는 행위도 

포함되었다. 3,000명의 사람들이 대중 교통의 공공기물 파손 사건으로 

교통 당국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600명의 사람들이 파손으로 인해 

버스나 지하철에서 부상을 입었다.35 

결국 1972년 뉴욕 시의회의 의장인 산포드 개를릭(Sanford D. 

                                            
33

 MAP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이콘 이미지 컬렉션 홈페이지, “ History of 

Mural Arts”, 검색일: 2013-09-04, 

 http://iconic.muralarts.org/about/history-mural-arts 
34

 위의 글. 
35

 Frank J. Prial, “Bus and Subway Vandals Cost City 2.6-Million in ‘70”, 

New York Times, March 30,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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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elik)은 환경 보호청의 원조 하에 한 달에 하루를 ‘반-그래피티의 

날’로 지정하면서 뉴욕 시민들에게 그래피티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 

단결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한 연설에서 “그래피티는 눈과 마음을 

오염시키고 우리가 싸워야 할 최악의 공해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지구의 날’과 유사한 방식의 ‘반-그래피티의 날’은 시민들이 직접 

벽, 울타리, 공공건물, 지하철과 전철을 닦는 날이 되었다.36  

한편 필라델피아의 윌슨 구드 시장은 기자 회견을 통해 기존의 

그래피티 라이터들이 PAGN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었음을 알렸고 아직 

이에 동참하지 않은 그래피티 라이터들의“서약”을 촉구했다. 그래피티 

라이터들은 자신들이 범죄자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래피티는 범법행위로 간주되었다. 그래피티 라이터였던 서브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나는 갑자기 윌슨 구드 시장과 그의 사면 프로그램으로부터 

이상한 편지를 받았다. 그들은 나에게 근무일 5일 내에 자수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내가 자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나를 찾아 올 것이라고 

했다. 나는 1980년대에 내가 원하는 그래피티를 시작했기 때문에 몹시 

충격을 받았다.”37  

 

이 밖에도 당시의 상황은 그래피티 관련 홈페이지에서 “직업 혹은 

감옥(job or jail)”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38  서브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도시들로 옮겨가서 1990년대까지 그래피티 

                                            
36

 Donal F. Holway, “Garelik Calls for War on Graffiti”, New York Times, 

May 21, 1972. 
37

 Roger Gastman & Caleb Moelon(주 14), p. 143. 
38

 Art Crimes - The Writing on the Wall - graffiti art worldwide 홈페이지, 

“Interesting Facts and Biographical sketches”, 검색일: 2013-09-25 

http://www.graffiti.org/index/trueheadzvide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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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계속 이어 나갔다.  

이처럼“서약”은 그래피티 라이터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이 존중된 

제도가 아닌, 사면 조건으로 제시된 강제성을 띤 제도였다. 1984년부터 

1991년까지 “서약”한 그래피티 라이터는 1천여 명에 도달했고 4만여 

개의 벽이 청소되어 복구되었으며 31명의 그래피티 라이터들은 

PAGN의 벽화가로 취직하여 전 시간제의 임금을 받았다. PAGN은 

이들을 통해서 MAP로 개편되기 전인 1996년까지 필라델피아 전 

지역에 1,400여 개의 벽화를 제작했다. 이처럼 PAGN은 전 도시적 

차원에서 그래피티를 성공적으로 제거했고, 이러한 업적이 치하되어 

1991년에 ‘미국정부혁신상(Innovations in American Government 

Awards)’39을 수상했다.40 

지금까지 살펴본 PAGN의 탄생 배경은 멕시코 벽화운동의 그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멕시코 벽화운동은 1910~1920년에 걸친 농민 

혁명이 끝나면서 도래한 낙관주의 시대에 등장했다. 멕시코의 

문교부장관이었던 호세 바스콘셀로스는 공공미술이 민중을 교육하고 

열광케 하며 새로운 정부를 위한 역량을 결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정부 차원에서 벽화 프로그램을 창시했다. 

당시 멕시코 정부는 문화 개혁을 위해 미술가와 협업하여 벽화를 

제작함으로써 국민들이 국가 발전과 새로운 국가적∙문화적∙지적 정체성 

정립에 참여할 힘을 얻고자 했다. 이에 따라 유럽과 미국 등에서 

                                            
39

 ‘미국정부혁신상’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Harvard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시 정부가 도시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를 새로운 전략을 통해 우수하게 해결한 사례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Harvard University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Introducing 

The 2007 Winners”, The Innovations in American Government Awards – 
Celebrating 20 Years, Ash Institute for Democratic Governance and 

Innovation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2007, p. 13. 
40

 하버드 케네디 스쿨 홈페이지 참조, “Philadelphia Anti-Graffiti Network, 

1991 Winner City of Philadelphia, PA”, 1991, 검색일: 2013-08-30 

http://www.innovations.harvard.edu/awards.html?id=3525  

http://www.innovations.harvard.edu/awards.html?id=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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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활동을 하던 미술가들은 새로운 민족 미술과 문화적 정체성을 

창조한다는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멕시코로 귀국하거나 방문했다.41 

멕시코 벽화운동에 참여한 미술가들은 정부의 새로운 방향에 

자발적으로 동참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PAGN에서 그래피티 

라이터들과 청소년들은 강제적인 법 집행을 통해 그래피티 근절 운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기존의 그래피티 라이터들에게“서약”의 

내용을 이행한 이후에서야 시에서 제공하는 보수를 받는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은 정부가 가장 기초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그래피티 라이터들을 제도권의 시스템 안에 편입시키려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 2 절 MAP의 운영 방식 

 

1. MAP의 탄생 배경과 목표 

 

1) 공공미술로서의 벽화와 벽화운동 

 

벽화는 작게 보면 거리의 미술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공공미술(public art)의 한 범주에 속하기도 한다. 이에 본 항에서는 

MAP의 운영 방식과 사업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공공미술로서의 벽화의 개념과 범위를 설명하고 벽화운동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공공미술은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 전시되는 

                                            
41

 할 포스터, 로잘린드 크라우스, 이브-알랭 브아, 벤자민 H.D 부클로, 『1900

년 이후의 미술사』(2005), 배수희, 신정훈 외 역, 김영나 감수, 세미콜론, 2007, 

p.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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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지칭한다. 42  공공미술은 조각, 회화, 벽화, 설치미술, 

대지미술(Land art)43,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44 

등을 포괄하고 최근에는 도시 디자인, 스트리트 퍼니쳐(street 

furniture), 더 나아가서는 인터넷의 소통 공간을 이용한 작업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과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45  

공공미술에 내포된 공공성의 의미는 많은 경우 미술품이 놓이는 

장소와 연결되기도 하고 공공미술의 제작을 주도하는 주체와 제작된 

목적을 뜻하기도 하며 때로는 공공자금 등의 재원의 출처에 따른 

소유권을 가리키기도 한다. 따라서 공공미술은 미술품의 설치 주체, 

장소, 목적, 소유권 등을 기준으로 의미가 세분화될 수 있다.  

공공미술이 설치되는 공공장소는 모든 공공에게 공개된 야외 

장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야외 전시장의 미술은 사적 미술의 야외 

전시에 국한된다. 법원과 같은 국립 기관의 외부와 내부는 모두 

공공장소이지만 민간 소유의 건물이나 영토의 야외 공간과 실내 공간은 

모든 공공에게 개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럽의 교회나 

성당의 프레스코 벽화들은 한정된 계층이지만 대중의 속성을 지닌 

일반인들에게 보여지는 미술이기 때문에 공공미술로 분류되지 않는다.46 

따라서 사적 미술과 공공미술의 차이는 단지 조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것이 내포한 사회적 공간과 제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42

 맬컴 마일스(Malcolm Miles), 『미술, 공간, 도시-공공미술과 도시의 미래』

(1997), 박삼철 역, 학고재, 2000, p. 21. 
43

 대지미술(Land Art)은 1960년대 후반 영국, 독일과 미국에서 성행했던 미술 

양식으로 자연을 재료로 재인식하여 이것을 창조적으로 응용하는 성격을 지닌

다.  
44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은 “폭넓고 다양한 관객과 함

께 그들의 삶과 직접 관계가 있는 쟁점에 관하여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전통

적 또는 비전통적인 매체를 사용하는 모든 시각예술”을 지칭한다. 이것은 본 논

문의 34쪽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45

 맬컴 마일스(주 42), p. 14. 
46

 위의 책,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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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47  이 때문에 사유 공간과 국유지의 경계에 전시된 개인 소유의 

미술과 공공미술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사유 공간에 설치된 미술품도 그것의 제작 목표와 원인에 

따라 공공미술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건축물의 1%를 미술품의 

설치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퍼센트법(Percent for Art 

Legislation)’에 따라 미술품을 제작한 경우가 포함된다. 비록 이것은 

모든 공공에게 개방되지 않은 곳에 놓일 수 있고 사적 소유물이지만 

도시 미화라는 국가적 목표에 의해 시에서 주도하는 심사 과정을 거쳐 

설치된 것이므로 공공미술의 범주에 포함된다. 반대로 기업이나 개인이 

자신의 사유지에 자발적으로 미술품을 설치한 경우, 그들의 사유지가 

공공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더라도 그 공간은 엄격한 의미에서 

공공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된 미술품은 공공미술로 간주되기 어렵다. 

공공미술은 제작을 주도하는 주체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공공주체의 선택이나 사회적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둘째는 시민의 요구나 예술가의 접근에 의해 예술가 개인 혹은 

소수의 미술가 집단이 사적으로 주도권을 지니며 제작하는 것이다.  

첫 번째 경우는 국가의 소유지에서 정부가 주체적으로 공공적인 

목표나 이슈를 표현하기 위해 공공기금으로 재원을 출연하여 미술품을 

설치한 경우로, 명백하게 공공미술로 분류될 수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대중에게 국가의 정치적 이념을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기념조형물, 

회화, 설치미술, 벽화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제작된다.  

반면, 두 번째 경우는 미술품의 제작 목적에 따라 그것의 성격이 

결정된다. 개인이 소수의 이해를 반영하여 제작한 미술은 공공미술로 

보기 어렵지만 제작 주체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참여와 개입을 

통해 공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미술은 공공미술로 분류될 수 있다. 

                                            
47

 최범, 『공공미술이 도시를 바꾼다』, 문화관광부, 2006,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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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미술품이 지니는 성격은 정부나 시의 법안에 따라 필연적으로 

합법성 또는 불법성을 지니게 된다. 그 예로, 앞서 살펴본 PAGN은 

공공장소에 그려진 불법적인 그래피티를 제거하고 그것을 대체하는 

벽화를 제작하게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활동한 그래피티 라이터들을 

합법화된 제도권으로 편입시킨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공공미술이 지니는 공공성은 시민국가가 세워진 이후 형성된 공론장, 

공공장소와 같은 일반 대중을 전제로 한 개념을 토대로 한다.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근대 이전이 사적 권력과 공적 권력의 

구분 없이 둘이 하나로 합쳐져 있던 시기라고 말했다. 48  그에 따르면 

19세기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과 시민사회의 발전을 토대로 태동된 

공론장(public sphere)은 봉건시대의 귀족과 전제 정치에 대항하여 

정치의 주체로 등장한 시민이 참여하여 스스로 만든 곳이다.49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유럽과 미국에는 국가적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목적 아래 거리나 광장과 같은 공공장소에 기념동상과 

기념조형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정부가 공공교육과 공공계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작한 것들로 미술 소장품과 함께 국가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그 외에도 

공공미술은 유럽과 미국이 새로 획득한 힘을 합법화하고 이들 국가의 

기업들이 축적한 막대한 부를 정당화하는 일과 깊은 관련을 맺었다. 50 

기념미술과 공공미술은 모두 공공영역에 설치된다는 점 외에 사회의 

공공적 가치를 생산하고 가시화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작품은 

단순히 장식적인 기능을 넘어서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48

 Jürgen Haberma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Cambridge: MIT Press, 1989, p. 5, 김경희, 『공론장 이론의 정치적 이해- 아

렌트, 하버마스, 월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1996, p. 26에서 재

인용. 
49

 김경희(주 48), 1996, p. 2. 
50

 맬컴 마일스(주 42), pp.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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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맬컴 마일스(Malcolm 

Miles)에 따르면, 권력자의 위치에서 역사를 중재하는 것은 기념조각의 

핵심이며 공공미술 역시 대부분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취향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51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취향을 반영하는 공공미술의 

기능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예시로는 영국의 <넬슨제독 기념비 

Nelson's Column>(1843) 

[도판3]를 들 수 있다. 영국 

정부는 1805년에 나폴레옹 

전쟁기간 중 프랑스-스페인 

연합함대를 상대로 영국해군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트라팔가 해전(Battle of Trafalgar)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런던 중심부에 트라팔가 광장(Trafalgar Square)을 

만들었다. 트라팔가 해전의 ‘기념의 공간’으로서의 트라팔가 광장은 

원래 ‘윌리엄 4세 광장’이라는 이름을 지녔지만 트라팔가 해전 

직후에 건축가인 조지 리드웰 타일러의 제안에 의해 ‘트라팔가 

광장’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그로부터 35년 후인 1840년에는 이 

광장에 영국해군의 영웅인 호레이쇼 넬슨(Horatio Nelson)제독을 

기념하기 위해 <넬슨제독 기념비>가 제작되기 시작했다.52 이 기념비는 

                                            
51

 앞의 책, p. 107. 
52

 트라팔가 해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해군 지휘관 호레이쇼 넬슨제독은 전투 중 

저격을 당해 전사하였지만 이 전투 후 그는 영국의 위대한 해전영웅으로 오랫

동안 기념되었다. 이 승리로 인해 영국은 18세기부터 이어져온 제해권을 확고

하게 만들었고 1793년부터 1815년 동안 지속되어 온 프랑스 혁명전쟁 및 나폴

레옹 전쟁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영국에 대한 침공을 단념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트라팔가 해전은 제국주의 시절 대영제국의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사건

도판 3 <넬슨제독 기념비>,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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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9m의 거대한 크기로 트라팔가 광장 중앙에 자리 잡았다. 기념비 

하단에는 프랑스 군인의 총과 대포를 녹여 만든 4개의 사각형 부조가 

만들어졌는데, 각각의 면은 넬슨제독이 승리했던 4대 해전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작품에 형상화되는 장면과 작품을 만든 재료를 통해 

나폴레옹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현재까지 당시 

영국의 패권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적 영웅의 형상과 

함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공간”으로 개발된 트라팔가 광장은 

현재의 런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사회적∙정치적 공간이 

되었다.53 

한편 196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정부 단체 건물, 도시 중심부, 

공원, 광장, 학교, 역 주변, 주택 외벽 등에 현대미술이 설치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것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공공미술의 제작이 

법적·제도적 틀을 갖추기 시작한 것에 기인한다. 필라델피아 시는 

1959년에 최초로 공공미술 ‘퍼센트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건축물을 건설할 때 건축비용의 1%가 공공미술 작품 설치 비용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영국 예술원도 

‘1% 예술정책’을 통해 공공미술을 진흥시켰다. 현재 미국에서는 

90개 이상의 도시와 주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주의 조례에 

따라 공공미술 작품 설치 비용에 할당되는 비율은 0.5%~2%의 차이를 

지닌다. 우리나라에서도 1982년 문화예술진흥법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조항이 신설되면서 공공미술에 대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도시문화 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이 조항으로 인해 

공공미술의 개념은 기념동상에서 도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이 되었다. 
53

 Rodney Mace, Trafalgar Square: Emblem of Empire. London: Lawrence & 

Wishart, 1975,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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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조각가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는 1979년 미국 정부의 <건축 

속의 예술 Art-in-Architecture> 프로그램으로부터 작품 제작을 의뢰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건축비의 0.5%를 기탁 받아 공공미술을 

설치하는 건축법에 따라 시행된 프로그램이었다. 리처드 세라의 <기운 

호 Tilted Arc>(1981)[도판4]는 살짝 휘어있는 높이 3.7m, 너비 

36.6m 크기의 강판으로 1981년 뉴욕의 공공장소인 페더럴 

플라자(Federal Plaza)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광장을 오가는 시민들의 

시선과 동선을 가로막아 작품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생겨났고 수 차례의 

법적 공방 끝에 1989년에 철거되었다. 

수지 개블릭(Suzi Gablik)에 따르면, 이 

사건은 개인주의와 손잡고 예술가의 

정체성을 고독하고 사회와 분리된 존재로 

만들었던 ‘모더니스트 미학’의 패배를 

의미한다. 또한 이 사건은 공공영역에 

끼워 넣어진 미술이 공동 선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 

이후 공공미술의 공공개념은 장소적 개념 보다는 관객, 공간, 환경 

등으로 확대되었다.54 관객은 더 이상 일방적인 수용자가 아닌 참여자로 

위치가 전환된 것이다. 

‘퍼센트법’을 통해 설치된 공공미술과 대조적으로, 1990년대에는 

미술가가 개인 혹은 집단으로 지역 공동체에 개입하여 지역민들과의 

                                            
54

 수지 개블릭, 「접속의 미학: 개인주의 이후의 미술」, 수잔 레이시(Suzanne 

Lacy),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지형 그리기』(1995), 이영욱·김인규 역, 문화

과학사, 2010, p. 106에서 재인용. 

도판 4 리처드 세라,         

<기운 호>,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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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중시한 사회적 공공미술이 등장했다. 이것은 1995년에 수잔 

레이시(Suzanne Lacy)가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지형 그리기 

Mapping the Terrain: New Genre Public Art』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로 명명한 것으로, 공공미술을 

결과물이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보여주고자 했다.55  

레이시는 1995년에 확장된 공공미술의 개념에 대해 서술하며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을 “폭넓고 다양한 관객과 함께 그들의 삶과 직접 

관계가 있는 쟁점에 관하여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인 매체를 사용하는 모든 시각예술”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56  여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개념은 관객의 참여로, 그녀는 

미술가와 관객 사이의 관계 자체가 미술작업이 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과정을 중시하며 그 형태가 종종 일시적인 모습을 띠고 

전세계적인 것보다는 지역적인 이야기에 충실하며 정치적 주장을 

포함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57  이와 같이 생활영역에서 지역의 특성을 

발견해 내고 장소를 담론의 장으로 만들어 가는 경향은 하버마스가 정치, 

사회, 문화에 걸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자유로운 의사소통 

합리성을 회복하고 공공영역을 활성화함으로써 생활 세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지을 수 있다.58 또한 맬컴 마일스에 따르면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은 지속적으로 사회 비판을 형성하고 노숙자, 열대 

우림, 가정폭력, 에이즈와 같은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서 특정한 대중을 

각성시키며 다다이스트의 반미술조차도 미술관에 채워 넣는 권력과 부의 

                                            
55

 수잔 레이시는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퍼포먼스 미술가로 1970

년대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로 알려져 있다. 
56

 수잔 레이시(주 54), p. 24. 
57

 맬컴 마일스(주 42), p. 267. 
58

 이은희, 『후기근대 지역공동체의 성찰적 동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2008,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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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에 저항하는 일에 그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59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의 대표적인 

퍼포먼스로는 수잔 레이시의 

<크리스탈 퀼트 The Crystal 

Quilt>(1987)[도판5]를 들 수 있다. 

레이시는 1985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미니애폴리스에서 500명의 

자원봉사자, 20명의 스태프, 15명으로 

이루어진 공동작업 미술가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후 1987년 어머니의 날에 60~100세 할머니 430명이 IDS 

센터의 크리스탈 정원에 모여 1시간 동안 <크리스탈 퀼트>에 동참하는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이 퍼포먼스는 KTCA 공영방송에 생방송으로 

방영되었고 각종 매스컴에 의해 보도돼 큰 주목을 받았다. 

퍼포먼스의 참가자들은 붉은 색과 노란 색 커버가 씌워진 테이블에 

앉아서 그들의 삶과 공통적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리 

편집된 할머니들의 녹음된 대화는 대회장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전 너희들이 할머니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집에서 흔들의자에 앉아서 뜨개질이나 하면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우리 할머니들은 더 이상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다. (…) 아무도 네게 

말하도록 요청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은 곧 당신의 기억을 잃어버린다. 

나는 사람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매우 고통 

받는다.”60 

 

                                            
59

 맬컴 마일스(주 42), p. 267. 
60

 수지 개블릭(주 54), p. 109. 

도판 5 수잔 레이시,       

<크리스탈 퀼트>,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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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 레이시는 이 대화를 통해 할머니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기억을 

고령자의 쓰이지 않는 잠재력에 대한 사회적 분석과 함께 다루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여성들은 위에서 보았을 때 퀼트 모양이 달라지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미리 연습된 안무로 10분마다 서로의 손을 다시 

잡았다. 마지막에는 관객 중 일부가 직접 무늬를 그린 스카프를 갖고 

‘퀼트’ 안으로 들어와서, 엄격한 퀼트 디자인의 무늬를 붕괴시켰다. 

이후 퍼포먼스에 참여했던 할머니들 중 10명은 할머니들을 위한 주의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the Crystal Quilt leadership team)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아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줬다.61 

<크리스탈 퀼트>는 여성성을 상징하는 ‘퀼트’의 질서에 혼돈을 

줌으로써 ‘여성적’으로 카테고리화 되는 관습에 저항한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대중 매체에서 노쇠 현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사회에서 고령자의 역할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이슈를 

노인이라는 주류 사회에서 배제된 집단의 직접적인 ‘발언’을 통해 

담론화한 것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잔 레이시는 미술가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들의 가장 심각한 몇 가지 사회 문제들에 시급한 치유 방법이 

없을 때, 아마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생생한 사실들을 증언하고 느끼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느낌을 

가지는 것이 미술가가 세계에 제공할 수 있는 봉사이다.”62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MAP는 이전 시대에 일어났던 미국의 

공공미술 정책의 제도화된 틀 안에서 벽화의 전통을 수렴하면서 새로운 

                                            
61

 수잔 레이시 홈페이지, http://www.suzannelacy.com/ 
62

 수지 개블릭(주 54), p. 110. 

http://www.suzannelac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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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공공미술의 공동체 참여 과정을 결합한 도시 벽화 프로그램이다. 

공공미술의 여러 장르 가운데 MAP가 선택한 벽화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벽화는 다른 공공미술 장르들보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으며 그림의 구도와 소재를 통해 서술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벽화는 주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수의 공공에게 전달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별도의 

도시의 공간을 점유하게 되는 기념조각이나 설치미술과 달리, 벽화는 

기존에 세워진 건물의 벽에 그려지기 때문에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벽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벽화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술가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 

반면 벽화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벽화는 대부분 야외의 건물 

외벽에 내구성이 약한 재료인 페인트로 제작되기 때문에 빠르게 

노후화된다. 이에 따라 시간이 경과하면서 도시 미화의 기능과 의미가 

점차 퇴색된다. 그러므로 벽화가 제작된 이후에는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개인 혹은 기관이 필요하다. 노후화된 벽화는 관리를 전담한 

기관 또는 공동체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제거되거나 복원될 수 있으며 

새로운 벽화로 덮일 수 있다. 이러한 관리 과정은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하게 하지만 벽화는 지역 주민들의 최근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고 

일자리가 다시 창출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녀 가장 대중적인 공공미술 

장르가 되었다.  

 한편 MAP와 같이 도시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제작되는 벽화는 

1950년대부터 큰 변화를 겪은 미국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서 일어난 

벽화운동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950년대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 

시작된 흑인민권운동은 1963년 봄부터 전국적인 규모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후반에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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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에 대한 청년들의 반전운동이 있었으며 흑인들의 인종차별 철폐와 

평등권 쟁취를 위한 민권운동이 심화되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인종차별에 대한 흑인들의 비폭력 

시위는 주로 필라델피아,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 

등의 대도시에서 일어났고 워싱턴에서는 1963년 여름에 20만 명의 

시위 군중이 행진하는 대대적인 행사가 열렸다. 흑인만이 아니라 동양인, 

푸에르토리코 인, 필리핀 인, 유대인과 다양한 소수민족들도 여러 

인종의 문화가 주류 문화로 융합, 동화되는 ‘멜팅 팟(melting-pot) 

이데올로기’에 맞서 그들의 언어와 유산을 지키고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표면화되었다. 

흑인들의 민권운동에 힘입어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제3세계 사람들의 자유와 문화적 

정체성 표현을 위한 벽화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도심 지역의 

흑인들은 집단의 정체성과 

그들의 공동체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벽화를 이용했다. 63  이러한 

배경 하에 1967년에 시카고에서 제작된 <존경의 벽 The Wall of 

Respect>(1967)[도판6]은 처음으로 공동체 중심의 벽화운동에 

기반하여 제작된 벽화다. 이것은 간판장이로 일하면서 실내 벽화를 

                                            
63

 Alan W. Barnett, Community Murals: The People’s Art, The Art Alliance 

Press, 1984, p. 48. 

본 절에서 연구자는 『 공동체 벽화: 사람들의 예술 Community Murals: The 
People’s Art』(1984)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이 책은 미국의 지역 사회 기반

의 공동체 벽화운동에 대하여 쓴 책이다. 저자는 벽화운동이 시작된 이후의 14

년에 대하여 상술했으며, 벽화운동의 진행 단계를 창안, 발전, 규모, 문제와 전

망을 각각 3년씩 네 단계로 나누어 구분했다.  

도판 6 윌리엄 워커, <존경의 벽>,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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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윌리엄 워커(William Walker)에 의해 고안되었다. 그는 흑인 

공동체 집단과 협력하여 흑인 영웅들을 명예롭게 하고 지역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벽화를 제작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술, 문학, 

행위 예술 등을 교육하는 문화 단체인 ‘OBAC’는 <존경의 벽>의 

제작에 동참했다. 그들은 벽화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흑인 

미술가와 흑인들의 생활 모습에 대한 그림은 미국의 미술계로부터 

의식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우리는 흑인 미술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류”사회의 편견이나 요구에 통제되지 않는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64 

<존경의 벽>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인 과거의 초상화, 

흑인 영웅들, 민족 역사의 주요 

사건으로 구성되었다. 65  벽화는 

지역에서 주목 받았고 

흑인들이 음악을 연주하거나 

시급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더 나아가서 

벽화는 그들의 정체성의 상징이 되었다. <존경의 벽>의 제작에 참여한 

벽화가들은 디트로이트에 초빙되어 지역 미술가들의 벽화 제작을 도왔다. 

이에 따라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 <위엄의 벽 The Wall of 

Dignity>(1968)[도판7]과 <긍지의 벽 The Wall of Pride>(1968)이 

제작되었다. 벽화가들은 이듬해 시카고로 돌아와 <존경의 벽>의 맞은 

편에 <진실의 벽 The Wall of Truth>(1969)을 제작했으나 1971년 이 

두 벽화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소실되었다. 

                                            
64

 “Wall of Respect”, Ebony, December 1967, p. 49, 앞의 책, p. 50에서 재인

용. 
65

 Alan W. Barnett(주 63), pp.49-52 참조. 

도판 7 윌리엄 워커 <위엄의 벽>, 1968 



 

 40 

벽화운동의 확산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불러일으켰다. 1969년 

시카고의 성 도미니크 교회 청년들은 미술가 존 웨버를 도와 37피트 

길이의 벽화를 함께 제작했다. 이것은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지역 

주민들과 전문 미술가가 팀을 이루어 공동으로 작업한 첫 번째 야외 

벽화가 되었고, 이후 공동체 집단의 참여는 벽화 제작의 핵심적인 

방법이 되었다. 66  벽화운동은 시카고에서 다른 동네에 있는 

미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까지 시카고의 

흑인, 노동자 계층, 소수민족의 거주지역에는 30개 이상의 벽화가 

제작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오클랜드에서도 처음으로 인종 차별에 대한 

저항으로 흑인 또는 푸에르토리코 인 선구자를 주제로 다수의 벽화가 

제작되었다.  

1968년에 공동체를 기반으로 제작된 치카노(chicano, 맥시코 계 

미국인) 벽화들은 캘리포니아의 여러 도시들과 덴버,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여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다. 67  캘리포니아에는 3백만 

명의 치카노가 거주했는데 이들은 흑인 인구 수의 두 배에 달했다. 

그러나 그들은 흑인과 백인에 비해 실업률이 높고 급여는 낮아 범죄율이 

높았으며 많은 폭력단을 형성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치카노의 절반은 불법 이민자들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벽화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 외에도 보스턴, 

세인트루이스, 뉴욕, 워싱턴, 필라델피아, 샌디에고, 뉴올리언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의 도시에도 많은 벽화가 제작되었다. 벽화는 주로 

폭력단이 모여있는 지역과 마약이 성행하는 곳에 집중되어 제작되었는데 

이것은 벽화가 인종 차별주의에 저항한 결과물이었기 때문이었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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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책,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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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책,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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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책,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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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에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사회 등이 벽화운동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1970년에 윌리엄 워커, 유진 에다, 존 웨버, 마크 

로고빈에 의해서 최초의 벽화운동 선언문인 ‘예술가의 선언문(The 

Artists’ Statement)’을 발표했고 1971년 초에는 시카고 

현대미술관에서 <민중을 위한 벽화 The Murals for the People> 

전시회가 열렸다.69  

1970년대 초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된 공동체 벽화운동은 필라델피아 

미술관(Philadelphia Museum of Art)에서 창설한 도시 

지원부(Department of Urban Outreach, 이하 DUO)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필라델피아 미술관은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문화 

활동을 요구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페니 바흐(Penny Balkin 

Bach)의 지휘 아래 DUO의 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환경 예술 

프로그램(Environmental Art Program)을 시행했다. 이것은 공공벽화를 

제작한 것만이 아니라 지역문화회관에서 비디오 프로젝트(Video 

Project)를 진행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그림 전시회를 열고 

도심지역에서 페스티벌이나 행위예술 같은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포함했다.  

DUO는 필라델피아 시로부터 전체 예산의 75% 이상을 지원받았다. 

그 외의 예산은 국가 예술기금(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펜실베니아 예술 위원회(Pennsylvania Council on the Arts), 그리고 

지역의 재단과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 받아 충당되었다.70 

당시 미술가로 활동했던 돈 카이저(Don Kaiser)와 클래런스 

우드(Clarence Wood)는 환경 예술 프로그램을 전담하여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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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현, 『거리의 벽화』, 열화당, 1988, p. 53. 
70

 Barbara Y. Newsom, Adele Z. Silver, “The Philadelphia Museum of Art’s 

Department of Urban Outreach”, The Art Museum as Educato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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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프로그램이 종료된 1983년까지 필라델피아에 약 130여 개의 

벽화를 제작했다. 위의 두 미술가는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벽화의 

주제와 구체적인 이미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연 

풍경을 벽화의 주제로 선정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흑인 민권 운동가 맬컴 

엑스(Malcolm X), 교육자 메리 맥러드 베튄(Mary McLeod 

Bethune)이나 가수 아레사 프랭클린(Aretha Franklin)같은 그들의 

영웅을 기념하는 주제를 선택하기도 했다.71 벽화의 제작 과정은 현재의 

MAP의 벽화 제작처럼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큰 제약이 없었던 

반면, 제작 전략이나 기본적인 자세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72 

한편 1979년 로스앤젤레스에는 천여 개 이상의 벽화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다른 주에는 도시에만 벽화가 있던 반면 로스앤젤레스에는 

교외, 소도시와 시골 지역에 벽화가 널리 확산되었다.73 벽화가로 알려진 

라틴계 여성 주디 바카(Judy Baca)는 1976년에 환경미술의 실천, 전시, 

보존 등을 관심사로 두면서 사회변혁에 관한 주제, 혁신적인 실천, 

관객과의 깊은 소통을 목표로 ‘SPARC(Social and Public Art 

Resource Center, 사회 공공미술 자원 센터)’라는 민간단체를 

설립했다. 이 단체는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 사는 로스앤젤레스 베니스의 

종합예술센터에서 운영되었으며 대중예술 전반에 걸친 활동을 벌였다. 

이 센터는 감옥으로 쓰이던 건물로 SPARC는 감옥의 철창을 그대로 

놔둔 채 이곳을 화랑으로 활용하면서 반전, 반핵 운동에도 깊이 

참여하는 정치적인 성향도 보였다. 더불어 벽화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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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조사교육센터, 자료실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벽화에 대해 

연구하기도 했다. 

주디 바카는 SPARC의 기금으로 로스앤젤레스 근교의 강둑에 

<로스앤젤레스의 위대한 벽 The Great Wall of Los Angeles>(1976-

1983)[도판8]을 제작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긴 벽화로 알려졌다. 

바카의 지휘 아래 다섯 번의 여름 동안 250명의 청소년들과 70명의 

미술가, 역사가, 기타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캘리포니아의 기원에서부터 

1950년대까지의 소수민족의 역사를 그렸다. 이 벽화는 히스패닉, 흑인 

중심의 분리주의적인 민권예술운동을 종식하고 인종 간, 민족 간의 

이해와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다문화주의를 구현했던 기념비적인 벽화로 

평가된다. 제인 골든도 SPARC에서 벽화가로 일한 경험이 있다. 바카는 

골든에게 처음으로 공공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두 

사람은 그들의 프로그램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다른 도시들에 모범적인 모델로 

만들기 위해 기술과 태도를 

공유했다.74 

그러나 1950년대부터 미술가가 주도한 벽화운동은 그들의 기술과 

평판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사적인 의도로 벽화를 제작했기 때문에 

공적인 재정 후원을 얻지 못했다. 이들은 제작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벽화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공 

기금의 지원 없이는 공공벽화를 제작하기 어려웠고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시, 주, 연방 정부, NEA(미국국립예술기금위원회) 

등이 공공벽화사업을 주도하면서 벽화운동은 사실상 정부의 통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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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목적에 상응하는 예술 단체만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입장료를 받는 미술관 

같은 주요 문화 기구에는 많은 예산을 할애하면서 기존의 공동체 주도 

벽화운동에는 거의 지원하지 않았다. 일례로 NEA는 시카고 벽화 

그룹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거절했으며 SPARC에도 치카노 

벽화가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았다. 75  정부 기관은 

공공벽화사업을 문화를 위한 투자로 다루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술가에게 최저급료를 지급하기 위한 공공구제사업으로 활용했다.  

이처럼 정부의 주도 하에 발생한 벽화운동은 대표적으로 

1920년대에 일어난 멕시코 벽화운동과 1930년대의 뉴딜정책의 미술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현대벽화의 근원이 된 멕시코 벽화운동은 

1821년에 3세기에 걸친 스페인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멕시코가 스페인 

예술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76 

문교부장관이었던 호세 바스콘셀로스와 멕시코 정부는 문화 개혁을 위해 

미술가와 협업함으로써 멕시코의 정체성을 재창조하기 위해 벽화를 

제작했다. 

1930년대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제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뉴딜정책을 시행했다. 멕시코 벽화운동은 1930년대에 시작된 미국의 

뉴딜벽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미국 행정부는 뉴딜정책의 문화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공미술사업국(Works Progress 

Administration, 이하 WPA)을 설치했다. 이 기구는 예술가를 포함한 

일반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미술품을 제작하는 

‘연방 예술 프로젝트(FAP)’를 도입했다. WPA는 미국 정부의 이상을 

선전하였다. 이것은 당시 검열과 허가를 주관하는 우체국들의 벽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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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영웅들 또는 독수리가 발톱으로 국기를 움켜쥐고 우체국 문에 

날개를 펼치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연방정부의 힘을 표현한 점에서 잘 

나타난다. WPA의 프로젝트는 5천여 개의 벽화를 제작했고 이것은 22만 

5천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필라델피아의 MAP는 앞서 살펴본 정부 주도와 민간 주도 

벽화운동이 지니는 특징들을 모두 수렴한다. 민간 주도의 벽화운동이 

공동체의 문화와 여러 인종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듯이, 

MAP도 벽화 제작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을 

벽화 제작에 참여하게 하는 공동체 벽화운동의 전략을 이용했다. 그러나 

MAP는 필라델피아 시 정부에 의해 탄생한 기관이므로 멕시코 

벽화운동과 WPA와 같이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으면서 정부의 

이상과 목표가 반영된 벽화를 제작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2) MAP의 설립 과정과 목표 

 

윌슨 구드의 후임으로 취임한 에드 렌델(Ed Rendell, 

1992~2000)은 1996년 PAGN을 전문적인 벽화 제작 프로그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벽화 프로그램(Mural Arts Program, 이하 

MAP)’으로 개편했다. 동시에 렌델은 그 해 3월 PAGN을 지휘하던 

티모시 스펜서가 사망하자 PAGN에서 전 시간제로 근무하던 제인 

골든을 MAP의 책임자로 임명하여 이 단체를 개편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MAP는 그래피티의 제거와 벽화의 제작을 병행했던 업무에서 

전문적인 벽화 제작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골든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벽화 제작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한 공로가 인정되어서 MAP의 

책임자로 발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골든은 그래피티 

라이터들과 빠르게 친화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기록되었다.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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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서 가공되지 않은 예술적 재능과 독학으로 습득한 미술사에 

대한 지식을 발견했고 그들에게 그들이 지닌 창조적인 재능을 벽화를 

제작하는 작업에 쏟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된다.77  

에드 렌델은 MAP를 필라델피아 레크리에이션 부(Department of 

Recreation)의 산하기관으로 편성했다. 레크리에이션 부의 위원이던 

마이클 디베라디니스(Michael DiBerardinis)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나는 우리 부가 MAP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확신했다. 

우리는 골든의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고 그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것이 매우 좋은 ‘결혼’이라는 것은 

명백하다.”78  

한편 골든은 1990년대에 들어서자 유명한 미술가들에게 벽화를 

의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 연방과 주의 

기금이 삭감되고 시의 예산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면서 시로부터 지원받는 

기금은 줄어들었다. 당시 MAP는 시 정부의 관리 하에 있는 공공 

기관이었기 때문에 시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사적으로 

기금을 모금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골든은 MAP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MAP의 출범과 동시에 ‘필라델피아 벽화회(The 

Philadelphia Mural Arts Advocates)’를 설립했다. 필라델피아 

벽화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민간 재단과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MAP의 벽화 제작 업무와 운영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벽화회가 세워진 해에 게재된 한 기사에 따르면 MAP는 

시로부터 연간 17만 달러를 지급받았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10만 

                                            
77

 벽화프로그램(MAP) 공식 홈페이지, “History”, 검색일: 2013-09-10 

http://muralarts.org/about/history 
78

 Jane Golden, Robin Rice, and Monica Yant Kinney(주 1), “The Mural Arts 

Program Comes of Age”,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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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는 기업들의 후원을 통해 충당했다.79  

에드 렌델 시장의 후임으로 선출된 존 스트리트(John F. Street, 

2000~2008)는 2000년에 취임한 직후 에스텔 리치먼(Estelle 

Richman)을 사회서비스 부(Division of Social Services)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리치먼은 새로운 직위를 부여 받기 전부터 MAP를 지지해 온 

사람이었다. 그녀는 사회서비스 부와 레크리에이션 부와의 교류를 

강화시켜서 MAP에 지원되는 기금을 확대했다. 이로써 MAP는 시의 

전례 없는 지원을 받게 되었다. 또한 그녀는 MAP가 레크리에이션 부의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회서비스 부 내의 독립기관으로 

만들었다. 제인 골든은 다른 주요 부서의 위원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었고 이것은 MAP 사업의 확대에 주요한 기점이 되었다.80 

MAP의 사업은 벽화 제작과 제작된 벽화의 운영으로 구성된다. 

벽화의 제작은 MAP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도시에 벽화를 제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벽화를 제작하는 것이다. MAP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매년 50~100개의 벽화들을 제작하면서 대표적인 벽화 

프로그램으로 명성을 얻어갔다. 더 나아가서 MAP는 벽화 제작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에 개입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면서 사업의 범위를 

확장해갔다. 이에 따라 2009년에 MAP는 수감자, 범죄 피해자가 함께 

벽화를 제작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Restorative Justice 

Program)’을 만들었다. 또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지역농산물의 중요성, 

건강한 식사, 그리고 녹지 공간을 보존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아가츠톤 도시 영양 이니셔티브(Agatston Urban Nutrition 

                                            
79

 Rose DeWolf, “ Painting The Town 1,500-plus Murals Beautify 

Philadelphia's Walls”, Philadelphia Daily News, December 27, 1996. 
80

 Jane Golden, Robin Rice, Natalie Pompilio(주 32),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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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tive)’와 지역의 레스토랑과 협업하여 학생들을 교육했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도시농장을 방문하여 농작물을 시식하고 지속 

가능한 농사에 대하여 배우도록 설계되었다. 그 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미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과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MAP의 목표는 전통적인 벽화 제작 방식에 뿌리를 두면서 협업 

과정을 통해 예술가와 지역 사회를 단결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예술이 

삶을 구한다(Art Saves Lives)”는 제인 골든의 슬로건으로 표현된다. 

이와 관련하여 그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예술은 힘든 삶에 위안을 

준다. 예술은 사람들을 변화하게 하고 더욱 발전하도록 고무한다. 

예술은 지역 공동체를 재건하는 방법이다. 예술은 구원의 도구로 역할 

한다.”81 이와 같이 예술을 교육이자 도덕적 개념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것은 18세기와 19세기에 영국에서 행해진, 예술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국 정부는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을 

통해서 국가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권력과 중요성을 재현하고 미술을 

통해서 국가의 명예를 높이며 국민을 도덕적으로 교육시키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은 모든 사람에게 

교육을 최대화하기 위해 무료입장 원칙을 고수했다.82  이러한 맥락에서 

하원 의원 크로커는 1824년 의회에서 “미술 작품들은 특히 대중을 

자유로이 문명화하고 인간화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83 

골든은 사람들이 벽화 제작을 위해 상호간에 대화를 나누면서 

공동으로 미술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고 

                                            
81

 Jane Golden(주 32), “Preface”, p. 10. 
82

 김정희, 『문명화, 문화주의, 기업문화: 영국정부와 예술 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pp. 56-63 참조. 
83

 Parliamentary Debates(Commons), 2ne ser., 10(29 March 1824): 1474. 

Minihan, 1977, p. 26, 위의 책, p. 5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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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으며 이에 따라 미술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을 고무시키는 것을 공공 

벽화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2. 재정 조달 방식 

 

필라델피아 벽화회(Philadelphia Mural Arts Advocates)는 MAP의 

업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벽화회는 민간 재단과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MAP의 운영에 사용되는 모든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이것은 세법 501조 (c)(3)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미국 국세청(IRS)에서 독립적인 조직이자 

정부 대행 기관(government instrumentality)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벽화회에 후원하는 기부자는 그들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84  

필라델피아 벽화회는 30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 

이사회는 벽화회에서 직접 선출한 이사들로 구성되며 공석이 생길 경우 

MAP의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통해 모집하기도 한다. 이사들은 제인 

골든을 포함하여 기업의 대표, 시 의원, 은행원, 의사, 광고 제작 감독, 

자선가 등 지역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MAP에 최대한 많은 기금을 유치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이사들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지만 벽화회의 실질적인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운영 책임자(COO), 부회장(Vice President for 

                                            
84

 미국의 세법 501조 (c)(3)호는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

한 항목은 종교, 교육, 자선, 과학, 문학, 대중의 안전에 대한 실험, 국가 또는 

국제 아마추어 체육 대회의 육성, 또는 아동이나 동물의 학대 방지 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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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회계 담당자와 개발 이사는 임금을 지급받는다. 이 중 

부회장은 벽화회의 모든 금융 기능을 담당한다. 그는 조직의 인사들을 

지도하고 한 명의 수석 회계사와 두 명의 회계 보조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책임지며 최고 운영 책임자를 도와 예산 관리와 관련된 모든 

전략과 전술 문제, 비용 편익 분석, 요구 사항과 위기 관리를 예측하는 

업무도 맡는다.85  

  
 

기초 (2009) 기말 (2010) 

자산 

현금 573,631  745,733  

저축, 일시적 현금투자 271,211  515,739  

미수금 기부액 1,900,062  2,421,024  

판매/사용용 재고액 86,839  111,810  

선급비용, 이연자산 10,361  3,644  

1) 부동산과 장비자산   2,117,495  

2) 누적 감가상각   -465,557  

계 (1 - 2) 1,727,221  1,651,938  

기타 자산 1,785  5,616  

총 자산 4,571,110  5,455,504  

부채 

외상매입금 648,814  601,001  

선수수익 15,605  250,217  

관계없는 제 3자에게 

지불해야 할 

담보보증부채, 지급어음 

285,883    

총 부채 950,302  851,218  

순자산 

비제한 순자산 1,149,915  2,293,274  

단기제한순자산 2,470,893  2,311,012  

총 순자산 3,620,808  4,604,286  

표 5 필라델피아 벽화회의 대차대조표, 2010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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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화프로그램(MAP) 공식 홈페이지, “Current Job Opportunities” , 검색일: 

2013-11-10, 2013년 11월 현재 MAP는 벽화회의 부회장을 모집하고 있다. 

http://muralarts.org/about/jobsartist-opportunities-0 

http://muralarts.org/about/jobsartist-opportuniti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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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필라델피아 벽화회 비영리기구 국세청 세금신고서(Form 990), 2010, 

p. 11. 

 

 

2010 회계연도의 필라델피아 벽화회의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2010년 6월 말의 벽화회의 자산은 약 545만 달러로, 비영리법인 

중에서 비교적 큰 규모를 지닌다. 86  이 규모는 필라델피아 시, 

펜실베니아 주, 그리고 전국의 비영리기관의 평균 자산총액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2010 회계연도에서 필라델피아 시의 비영리기관의 

경우 약 32만 달러, 펜실베니아 주의 비영리기관의 경우 약 21만 달러, 

그리고 미국 전 지역의 비영리기관의 경우 약 14만 달러의 평균 

자산총액을 보유했다. 벽화회의 자산총계는 이 중 가장 많은 필라델피아 

시의 평균 자산총계보다 약 17배가, 미국 전 지역과는 약 37배가 많다. 

벽화회의 수입금(revenue amount)도 필라델피아 시, 펜실베니아 

주, 전국에 있는 비영리기관의 수입금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필라델피아의 비영리기관의 경우 약 18만 달러, 펜실베니아의 

비영리기관의 경우 약 11만 달러, 미국 전 지역의 비영리기관의 경우 

약 10만 달러의 평균 수입금을 지닌다. 이에 비해 필라델피아 벽화회의 

2010 회계연도의 수입금은 약 802만 달러로, 일반적인 비영리기관보다 

월등히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87 

 

 

 

 

                                            
86

 MAP의 2010 회계연도는 2009년 7월 1일에 시작하여 2010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벽화회의 재정 규모와 흐름은 벽화회가 제출한 비영리기구 국세청 세

금신고서(Form 990)를 토대로 파악했다. 
87

 비영리기관 평가에 대한 평가는 ‘FindTheBest’사의 정보를 인용했다. 

http://non-profit-organizations.findthebest.com/l/503768/Philadelphia-

Mural-Arts-Advocates 



 

 52 

    기초 (2009) 기말 (2010) 

수입 

기부금 2,720,291  3,438,762  

프로그램 제공 수입 3,368,286  4,330,375  

투자소득 2,492  246  

기타 수입 474,061  257,657  

총 수입 6,565,130  8,027,040  

지출 

보조금 지출 0  650  

인건비, 복리후생비 1,971,958  3,001,521  

전문 모금 활동비 85,699  111,033  

기타 비용 4,382,035  4,110,262  

총 비용 6,439,692  7,223,466  

수입 - 지출 125,438  803,574  

 
  기초 기말 

순자산 

총 자산 4,571,110  5,455,504  

총 부채 950,302  851,218  

순자산 3,620,808  4,604,286  

표 6 필라델피아 벽화회의 2009-2010년의 주요 재정 운용 (단위: 달러) 

자료 출처: 필라델피아 벽화회 비영리기구 국세청 세금신고서(Form 990), 2010, 

p. 1. 

 

필라델피아 벽화회의 2009년과 2010년의 주요 재정 운용 사항을 

살펴보면 2009년과 비교했을 때 2010년에는 기부금, 프로그램 제공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총 수입이 크게 늘었다.[표6] 벽화회의 지출은 

크게 지원금,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전문 모금 활동비, 기타 비용으로 

분류된다. 수입의 증가와 함께 지출액도 증가했지만 수입의 증가액이 더 

크기 때문에 순 수익 또한 증가했다. 벽화회의 수입과 지출 항목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표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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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수입 

정부의 보조금 1,002,084 

기업, 재단의 기부금 2,436,678 

합계 3,438,762 

 

 

프로그램 제공 수입 

  

  

공동체 벽화사업 2,058,941 

예술 교육 1,475,558 

개인의 기부금 391,450 

기타 프로그램 제공 수입 404,426 

합계 4,330,375 

 

기타 수입 

  

투자소득(배당, 이자 등) 246 

모금회 개최 순 수입 215,575 

기타수입 42,082 

총 수입   8,027,040 

표 7 필라델피아 벽화회 수입, 2010 회계연도 (단위: 달러) 

자료 출처: 필라델피아 벽화회 비영리기구 국세청 세금신고서(Form 990), 2010, 

p. 9. 

 

  총 지출 
프로그램  

제공 지출 

운영 및 

일반비 

모금 활동 

비용 

미국 내 개인에게 지원 650  650      

임원, 관리자, 신탁자,  

주요 직원에 대한 

보상액 

159,043    100,967  58,076  

기타 인건비 2,318,629  2,050,844  194,016  73,769  

기타 직원 복리후생비 236,791  199,589  21,175  16,027  

지불 급여세 287,058  251,825  22,254  12,979  

회계 비용 36,215  5,000  31,215    

전문 모금 활동비 111,033      111,033  

기타 외부지출 463,403  440,863  22,540    

광고 홍보비 151,800  149,231  700  1,869  

사무실 유지비 205,326  136,814  55,989  12,523  

IT 비용 78,502  54,547  23,955    

임대료 98,178  90,363  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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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비 75,946  64,392  7,392  4,162  

이자 지출 5,610  5,610      

감가상각 146,299    146,299    

보험료 130,370  47,916  82,454    

기타 지출         

1) 예술가 비용  1,275,485  1,275,413  72    

2) 벽화 비용 763,189  762,902  287    

3) 미술과 프로그램 

물품비 
165,061  164,591  470    

4) 관광 비용 153,000  153,000      

5) 청소년 봉급 148,887  148,701  186    

6) 기타 비용 212,991  197,678  15,313    

총 비용 7,223,466  6,199,929  733,099  290,438  

표 8 필라델피아 벽화회 지출, 2010 회계연도 (단위: 달러) 

자료 출처: 필라델피아 벽화회 비영리기구 국세청 세금신고서(Form 990), 2010, 

p. 10. 

 

 

필라델피아 벽화회의 2010 회계연도의 수입을 살펴보면, 벽화회의 

수입은 크게 정부, 재단, 기업, 개인으로부터 받는 기부금과 벽화 제작과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는 수입, 투자 소득과 기타 수입으로 

나뉜다.[표7] 이 중 벽화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수입은 433만 달러이다. 이것은 MAP의 공동체 벽화 제작, 

관광 프로그램, 기념품 판매, 미술 교육 등으로부터 발생하며 802만 

달러의 총 수입 중 절반 가량인 약 53%에 해당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벽화가의 인건비, 재료비만이 아니라 MAP 직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임대료, 유지비, 모금회 개최비, 홍보비 등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비용도 소요된다. 총 지출 비용 중 프로그램을 제공 하기 

위해서는 약 620만 달러의 비용이 지출되며 이것은 프로그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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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수익에서 187만 달러의 비용이 초과되는 금액이다. 프로그램 제공 

비용이 높은 이유는 MAP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무상으로 

진행되고 하나의 벽화를 제작하기 위해 최소 2만5천 달러에서 최대 3만 

달러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에 기인한다.  

필라델피아 벽화회는 자체적인 재정 조달 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벽화회는 정부, 기업, 

재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은 약 

100만 달러로 전체 기부금 수입의 29%의 비율을 차지하고 기업과 

재단으로부터 받는 기금은 약 243만 달러로 71%에 달한다. 그 외의 

수입에는 개인 후원자들의 기부금, 투자 수입, 기금 모금회 개최 순 

수입이 포함된다.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약 39만 달러로, 위의 

보조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수이다. 이와 관련하여 MAP는 매년 

평균적으로 제작되는 100여 개의 벽화 중 12개의 벽화만이 시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그 외 88개의 벽화들은 대부분 개인, 

재단과 기업의 자선사업에 의해 모금된 기금을 통해 제작되었다고 

밝혔다.88  

 

기부금액 효과 

$50의 효과 그래터포드 교도소(Graterford Prison)에서 진행하는 

MAP의 미술 수업에 새 페인트 붓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 선물: 티셔츠 

$250의 효과 하나의 미술 교육 수업에 스케치북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 선물: 한정판 벽화 머그잔 

$500의 효과 한 명의 미술 교육을 받는 학생의 1년 교통비를 제공할 

수 있다. 

기부 선물: ‘러브 레터(Love Letter)’ 관광 티켓 두 장 

                                            
88

 Jane Golden, Robin Rice, and Monica Yant Kinney(주 1), “The Mural Arts 

Program Comes of Age”,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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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의 효과 지역 공동체의 ‘페인트 날(Paint Day)’을 개최할 수 있다. 

기부 선물: 기부자가 가장 좋아하는 벽화를 8x10사이즈로 

프린트 한 사진 

$2,500의 효과 하나의 벽화를 복원할 수 있다. 

기부 선물: ‘월 볼(Wall Ball)’ 티켓 두 장 

표 9 기부 금액의 단계별 효과 

자료 출처: 벽화프로그램(MAP) 공식 홈페이지,“Donate” 

https://muralarts.org/support/donate 

 

벽화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개인 기부자와 후원 기업을 

모집한다. 홈페이지의 기부(Donate) 페이지에서는 기부를 통해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표9] 오프라인으로 기부하기 원하는 사람은 직접 후원약정서를 

작성하여 MAP 사무실에 제출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기부하기 원하는 

사람은 MAP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다: 1)온라인 후원약정서를 작성하고 후원금액을 결제하는 방식, 

2)기부자 선택 기관인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를 통해 지정 

기부하는 방식, 3)‘매칭 기부(Matching Gifts)’를 통해 기부자와 

고용주가 공동으로 기부하는 방식. 

개인 기부자는 MAP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후원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 외에 기부자들은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를 통해 벽화회에 후원할 수 있다. ‘유나이티드 웨이’는 

필라델피아와 뉴저지 남부 지역을 대상으로 기부자와 기관을 매개하는 

기관이다. 필라델피아 벽화회는 이 기부자 선택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12472번 코드번호를 부여 받았고 기부자들은 이 코드번호를 

선택하여 벽화회에 기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칭 기부’는 

기부자가 벽화회에 기부할 경우 기부자의 고용주가 기부자의 기부금액에 

두 배 혹은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매칭 

https://muralarts.org/support/d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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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근무처에서 작성한 매칭 기부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MAP의 2012년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기부자는 기부 

금액에 따라 1,000달러 이상, 999~500달러, 499~250달러, 

249~100달러로 분류된다. 각각의 분류된 범주의 명칭은 기부 금액이 

큰 순서대로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 키스 해링(Keith Haring), 

막스필드 패리쉬(Maxfield Parrish), 화가(Painter), 

연습생(Apprentice)으로 붙여진다.89 

 

단계 기부 금액 혜택 

연습생(Apprentice) 1~99 연습생과 화가는 최신 정보를 담고 있는 

MAP의 소식지인 Off the Wall과 한 해 

동안의 특별한 행사 초대장을 

전자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화가(Painter) 100~249 

막스필드 패리쉬 

(Maxfield Parrish) 

250~499 앞의 두 단계의 혜택을 포함하여 벽화가 

컬러 인쇄된 카드 세트를 받을 수 있다. 

키스 해링 

(Keith Haring) 

500~999 앞의 세 단계의 혜택을 포함하여 제인 

골든의 저서인 More Philadelphia 

Murals and the Stories They Tell 책 

한 권을 받을 수 있다. 

키스 해링 기부 단계의 구성원만을 위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디에고 리베라 

(Diego Rivera) 

1,000~2,499 디에고 리베라 기부 단계의 구성원만을 

위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이 

행사에는 MAP의 설립자와 제인 골든 

이사가 함께 참석한다.  

데이비드 맥쉐인이 그린 벽화의 한정판 

프린트를 받을 수 있다. 

표 10 개인 기부자의 기부 단계 (단위: 달러) 

 

자료 출처: MAP가 배포한 후원약정서 

 

                                            
89

 Steve Weinik, Mural Arts Program Annual Report 2010-2011, City of 

Philadelphia Mural Arts Program, 2012, 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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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벽화회는 개인 기부자 외에 후원사도 모집한다. 기업의 

후원금은 MAP에서 주최하는 벽화 제작 활동과 프로그램 운영 비용, 

연간 모금 행사인‘월 볼(Wall Ball)’, 해마다 한달 동안 진행되는 

벽화 축하 행사인 ‘벽화의 달(Mural Arts Month)’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된다. 벽화회는 후원 단체들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벽화회는‘펜실베니아 공동체와 경제개발 부(Pennsylvania Department 

of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의‘교육개선 세금 

공제(Educational Improvement Tax Credit, 이하 

EITC)’프로그램으로부터 교육개선기관으로 공인 받은 단체이기 

때문이다. EITC는 그들이 공인한 단체에 기업이 후원을 할 경우, 기업의 

조세채무를 경감해주는 지정 기부를 주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EITC를 통해 MAP를 후원하는 기업은 기부금 총합의 90%에 달하는 

금액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MAP에 1만 

달러의 후원금을 낼 경우 9천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공제를 받아 

소득세도 감면 받을 수 있다. 

벽화회는 위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기금 모금 방식 외에도 대규모 

후원 행사를 개최하여 개인 기부자와 기업 등으로부터 기금을 

모금하기도 한다. 이것은 2005년부터 해마다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업적을 축하하고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돕는 ‘월 

볼’이다. 이것은 일년 중 하루 동안 저녁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이벤트 

식의 후원 행사로, 예술 작품 만들기, 경매, 칵테일 제공, 춤추기, 저녁 

식사 및 라이브 공연이 이루어지는 연회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매년 

5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월 볼’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다른 장소에서 ‘젊은 친구들의 모임(Young Friends Collective)’으로 

명명된 ‘월 볼이 끝나고(Off-the-Wall Ball)’라는 2부 행사가 진행된다. 

‘월 볼’의 참여 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이곳에 입장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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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을 구매해야 한다. 2013년의 ‘월 볼’의 입장권은 두 가지 

금액으로 분류되었다. 기존의 후원자의 입장권 가격은 500달러에, 

손님일 경우는 200달러에 판매되었다. 입장권이 고액으로 책정된 것은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 또한 벽화회에 대한 기부의 일환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2010 회계연도의 ‘월 볼’에서는 식대와 직접비용 등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보다 입장료 수입이 더 컸기 때문에 약 21만 

달러의 순 수입을 낸 것을 볼 수 있다.[표11] 

 

수입 총 입장료 337,320  

지출 

시설사용료 6,500  

식대 73,024  

유흥비 6,040  

기타 직접비용 36,181  

총 지출 121,745  

순 수입   215,575  

표 11 필라델피아 벽화회의 모금활동 ‘월 볼’의 수익과 비용, 2010 회계연도 

(단위: 달러) 

자료 출처: 필라델피아 벽화회 비영리기구 국세청 세금신고서(Form 990), 2010, 

p. 2. 

 

 

2013년의 ‘월 볼’은 도심부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진행되었다. 이 

곳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정도로 큰 규모를 지녔으며 벽화회는 

‘월 볼’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이 장소를 대여했다. ‘월 볼’이 시작되기 

전에 벽화회는 기존의 후원 기관들의 이름표를 레스토랑의 탁자에 세워 

놓았다. 후원 기관에서 온 후원자들은 이것을 통해 지정된 좌석에 앉게 

된다. ‘월 볼’은 경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즉석에서 후원 약정서를 

받아 새로운 후원자를 모집하거나 기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벽화회는 ‘월 볼’을 위해 후원 책자(patron book)를 발행하여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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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회를 후원하는 기업들은 비용을 지불하면 후원 책자에 그들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었고 추가 금을 낼 경우 그들의 광고에 개인적인 

메시지를 덧붙일 수 있었다. 90  이 후원 책자 또한 일종의 기금 모금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책자에 기록된 광고는 대부분 해당 기업이 그들의 

후원을 통해 제작된 벽화의 사진을 게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후원 

업체(sponsor)들은 그들의 광고에 대부분 “MAP를 지원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문구를 함께 기록했다.  

2013년의 ‘월 볼’을 지원한 후원 업체는 총 41 곳으로, 업체의 

등급은 후원 금액에 따라 5가지 단계로 나뉜다. ‘월 볼’에 가장 많은 

후원금을 지원한 스폰서는 시티즌 은행(Citizens Bank)이었다. 이에 

따라 후원 책자의 앞쪽에는 시티즌 은행 회장의 인사말이 게재되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기금을 후원한 업체는 순서대로 백금, 금, 은, 

청동으로 분류되어 기록되었다.91  

이처럼 MAP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 MAP는 시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때때로 시립 학교나 레크리에이션 부 같은 시 

기관들이 벽화의 주제를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MAP는 원칙상으로 

벽화의 주제와 내용을 결정할 때 후원자와 기금을 제공하는 

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벽화의 디자인은 벽화가가 지역 

공동체와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MAP는 

공동체의 참여를 벽화 제작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밝혀왔다.92 이를 테면 

                                            
90

 후원 책자 광고 예약 신청서에 따르면, 전면 광고는 1,000달러, 반 페이지 

광고는 500달러, 4분의 1페이지 광고는 250달러, 그리고 추가적인 디자인 

비용은 50달러로 책정된다. 개인적인 메시지를 추가할 경우 디자인 비용 

50달러를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91

 City of Philadelphia Mural Arts Program, 2013 Wall Ball, City of 

Philadelphia Mural Arts Program, 2013, p. 6. 
92

 벽화프로그램(MAP) 공식 홈페이지, “ Community Engagement is our 

Focus”, 검색일: 2013-12-15 

http://muralarts.org/programs 

http://muralarts.org/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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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에는 후원 단체가 만드는 상품이나 기업의 이미지와 관련된 형상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후원 단체들이 벽화를 통해 홍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MAP가 후원 단체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앞서 설명한 세금을 

공제받게 하는 것과 벽화의 가장자리 하단에 표시된 캡션에 후원 

단체명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곳에는 벽화의 기본 정보가 표시되는데, 

해당 벽화를 후원한 단체는‘Sponsored by’, ‘Sponsors’, 

‘Funders’, ‘Partners’등의 표기를 통해 기록된다. 일반적으로 

후원 기관 또는 업체의 이름만이 기록되지만 일부 벽화의 캡션에는 

이들의 로고 이미지가 함께 그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MAP에 벽화 제작 비용의 전체 또는 대부분을 지불하는 

외부 자금 출처의 의견은 벽화의 주제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벽화가 특정 기업, 재단 또는 개인 후원자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제작될 경우, 후원 단체가 벽화의 주제와 방향성에 

관여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93  그럼에도 불구하고 MAP는 벽화의 제작 

비용을 후원하는 대상과 무관하게 벽화가 그려지는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거실’에 제작될 벽화의 디자인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94  이러한 MAP의 양가적 

태도에 대한 사례는 다음 장의 벽화의 주제와 목표를 분석한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3. 벽화 제작 과정 

 

                                            
93

 Jane Golden, Robin Rice, Natalie Pompilio(주 32), p. 124.  
94

 위의 책,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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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는 예술가 고용에서부터 벽화의 주제를 선정하고 벽화를 

완성하기까지 체계적인 제작 과정을 거친다. 벽화 제작에 대한 요청은 

MAP의 제작 역량을 초과해, 한 관계자에 따르면, 2013년 5월 

1,200건의 벽화가 대기 중이었다. 현재 MAP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벽화가 제작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여덟 단계로 분류된다.95  

 

단계 과정 

1 예술가 선정 

2 벽 선정 및 사용 허가 

3 예산 편성 

4 지역 주민의 참여 

5 벽화 디자인 

6 벽 보수 및 준비 

7 벽화 제작 

8 벽화 완성 및 제막식 

표 12 벽화 제작 과정  

 

벽화 제작의 첫 번째 단계는 예술가를 선정하는 것이다. MAP에 

고용된 전업 벽화가들은 대부분 미술대학 혹은 대학원을 졸업한 후 전업 

미술가로 그림을 그려왔거나 미술교육가로 일한 경력을 갖추었다. 이들 

중 다수는 펜실베니아 미술 학교(Pennsylvania Academy of the Fine 

Arts)에서 수학했으며 다른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전공을 

변경하여 미술로 석사학위를 받은 벽화가들도 있다. MAP는 매년 250명 

이상의 예술가들을 벽화가, 보조 벽화가, 강사로 고용하고 있어 

필라델피아에서 예술가에게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95

 벽화프로그램(MAP) 공식 홈페이지, “ How Are Murals Made? ” , 검색일: 

2013-09-23 

http://muralarts.org/about/making-m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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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는 그들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한다. 예술가 

지원서는 항상 접수되지만 선정은 매년 1월 중순에 한 번에 이루어지며 

MAP의 행정 직원들을 통해 선발된다. 예술가 지원서는 MAP의 예술가 

선발 기준을 담고 있다. 이 기준은 지원자들의 예술 양식, 협업 능력, 

경험으로 나뉜다.  

지원자들은 예술가 지원서에서 그들의 예술작업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예술 양식을 드러내야 한다. 지원서에 제시된 예술 

양식의 종류는 형상적인(figurative), 양식화된(stylized), 

종교적인(religious), 풍경(landscape)의 4가지 종류로 복수 선택이 

가능하다. 이 항목들은 MAP에서 제작되어 온 벽화들의 양식 성향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지원자들은 기존에 작업했던 10개의 포트폴리오 

작품 이미지를 제출해야 한다. MAP는 지원자들의 벽화 양식을 

포트폴리오와 함께 검토함으로써 그들이 추구하는 벽화의 양식에 적합한 

예술가들을 선별할 수 있다. 한편 벽화가들은 기술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관심을 반영한 디자인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주제를 

표현하는 능력과 지역 주민들과 다른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선정 기준에 포함된다. 

 지원자들의 경험은 벽화가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MAP에서 작업한 경력, 비계에 올라가 본 경험, 벽화를 제작해 본 

경험으로 나뉜다. 지원자가 비계에 올라가 본 경험과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지는 중요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벽화 제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 중 하나가 비계에 오르는 것이 때문이다. 96  반면 지원서에는 

지원자들이 벽화를 제작해 본 경험은 필요하지 않다고 기록된다. 이에 

                                            
96

 벽화프로그램(MAP) 공식 홈페이지, “Artist Application”, 검색일: 2013-10-

30 

http://muralarts.org/about/jobs-volunteers/artist-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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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MAP의 홈페이지에는 지원서의 검토 과정을 통해 지원자들을 세 

집단으로 나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지원자가 벽화 의뢰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벽화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집단에 배정된다. 그러나 지원자가 벽화를 제작한 

경험이 많아서 이미 상당한 실력을 갖추었지만 곧바로 벽화 의뢰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향후의 벽화 프로젝트를 돕거나 

벽화 훈련 프로그램(Mural Training Program)에 들어갈 수 있는 

집단에 배치된다. 이 훈련 프로그램은 이미 상당한 실력을 갖추었지만 

MAP만의 고유한 벽화 제작 방식을 배우고자 하는 예술가들에게 

150달러의 수업료를 대가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벽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벽화 제작, 벽화 제작 기술의 교육과 벽화 

프로젝트의 견습생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마지막으로 

MAP는 위의 두 범주에 속하지 못한 지원자들에게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더욱 발전시켜서 향후에 다시 지원할 기회를 제공한다.97  

이처럼 MAP는 벽화를 제작한 경험이 많아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습득하여 단기간의 훈련을 통해 벽화 제작이 가능한 지원자를 벽화가로 

선발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MAP에 전속으로 계약된 벽화가는 

40~50명이며 그 외의 벽화가들은 프리랜서 벽화가들이다. 이들은 

해마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 중 새롭게 선발되기도 하지만 

기존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시 고용되기도 한다. 프리랜서 벽화가들은 

한 시즌이 시작될 때 혹은 한 벽화 프로젝트가 시행될 때마다 계약을 

체결해 단기적으로 고용된다.  

예술가 선정에 이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벽을 선정하는 것과 그 

벽을 대상으로 벽화를 제작하는 것에 대해 벽의 주인에게 허가를 받는 

것이다. 벽화가 그려지는 벽은 MAP에서 선택한 벽과 개인 또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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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글, 검색일: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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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신청한 벽으로 나뉜다. MAP의 직원과 벽화가가 직접 벽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그들은 위치, 외형 상태, 환경적 요인들, 소유자의 

관심과 허가,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을 토대로 벽화를 제작할 수 

있는 벽과 장소를 선택하고 상태를 확인한다. MAP의 직원과 벽화가는 

벽화 제작이 시작되기 전에 벽의 주인에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벽의 옆에 공터가 있다면 MAP의 직원은 땅의 소유인에게 땅을 

임박하게 판매하거나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벽화가 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한편 벽은 개인 또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기증받을 수도 있다. 

MAP의 홈페이지에서는 벽화 제작을 위해 벽을 기증하는 양식이 

제공되며 이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기증된 벽은 MAP의 벽 목록에 

기록된다. 그러나 기증된 모든 벽에 모두 벽화가 제작되는 것은 아니다. 

벽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벽의 상태, 위치, 적합한 프로젝트, 그리고 

예술가와 지역 공동체 등의 선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벽화가 그려질 벽은 평평하고 거칠지 않으며 반드시 

습기가 없도록 건조되어야 한다. 만약 벽에 틈이 있다면 이 틈 사이로 

물이 새어 들어가게 되어 결과적으로 벽화가 파괴되기 때문에 

벽화가들은 향후에 갈라져 틈새가 생기지 않을 견고한 벽을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벽화가들은 장기간 동안 벽화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사광선이 비추지 않는 방향에 있는 벽을 선호한다. 벽의 위치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행인이 지나가며 멀리에서도 전체를 볼 수 있는 

장소여야 하고, 이에 따라 교통량이 많은 자동차의 통행 방향에서 

보이는 벽이 더 선호된다.  

벽화제작을 위한 지원서 또한 MAP의 홈페이지에서 항상 접수 

받는다. 2014년에 제작될 벽화의 지원서 제출은 2013년 11월 15일에 

마감되며 MAP는 2014년 1월 12일에 지원서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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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를 신청한 사람들은 벽화를 제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제작 비용이 해결된 후에야 벽화 제작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원자가 일부의 비용을 지불하면 제작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예산 편성이다. 필라델피아 벽화회는 매년 새 

벽화를 제작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다. 아래의 표는 앞 절의 2010 

회계연도의 필라델피아 벽화회의 지출 항목에서 벽화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발췌한 것이다.  

 

  총 지출 
프로그램  

제공 지출 

운영 및 

일반비 

모금 활동 

비용 

1) 예술가 비용  1,275,485  1,275,413  72    

2) 벽화 비용 763,189  762,902  287    

3) 미술과 프로그램 

물품비 
165,061  164,591  470    

4) 기타 비용 212,991  197,678  15,313    

벽화 제작 총 비용 2,416,726 2,400,584 16,142  

     

벽화회의 총 비용 7,223,466  6,199,929  733,099  290,438  

표 13 필라델피아 벽화회의 항목별 지출, 2010 회계연도 (단위: 달러) 

자료 출처: 필라델피아 벽화회 비영리기구 국세청 세금신고서(Form 990), 2010, 

p. 10. 

 

벽화회는 벽화 제작 비용을 벽화가의 인건비, 재료비를 포함한 

물품비, 벽화 제작에 필요한 비용, 기타 비용으로 분류한다.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벽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 

벽화가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약 5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벽화 비용과 물품비는 총 제작 

비용의 3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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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벽화를 

위한 기금은 정부, 재단, 기업, 개인 

기부자, 모금회 등으로부터 온다. 

그러나 벽화가가 직접 벽화를 위해 

기금을 모금한 사례도 있다. 벽화가 

데이비드 귄(David Guinn)은 

롬바르드 가(Lombard St.) 

1236번지에 위치한 모리스 동물 보호시설(Morris Animal Refuge) 

건물의 벽에 <안식처가 필요해 Gimme Shelter>(2004)[도판9]라는 

벽화를 제작했다. 그는 벽화의 제작비와 모리스 동물 보호시설을 

후원하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복권을 판매했다. 복권의 가격은 

10달러였으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귄이 제작하는 <안식처가 

필요해>에 자신의 애완동물을 그려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 결과 이 벽화에는 복권을 구매한 사람들이 키우는 개, 고양이, 

카멜레온, 새, 금붕어, 다람쥐, 거북이 등의 애완동물들이 그려졌다. 

복권은 대부분 판매되었고 귄은 복권기금을 통해 벽화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 이후 처음에 이 벽화에 참여하지 못한 동물 애호가들은 

귄에게 기금을 후원하는 것을 전제로 또 하나의 벽화를 제작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98 

네 번째 벽화 제작 단계는 지역 주민의 참여이다. 벽화가는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그들의 생각, 관심사와 가치를 

조사한 후 이를 반영하여 벽화를 구상한다. 따라서 벽화가들은 벽화가 

그려지는 지역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공동체와 접촉하게 된다. 

벽화가들은 지역 근린조직, 공립학교, 지역 개발 업체, 지역 비영리 기관, 

다른 도시와 지역사회 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재활성화 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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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e Golden, Robin Rice, Natalie Pompilio(주 32), p. 125. 

도판 9 데이비드 귄,          

<안식처가 필요해>,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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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벽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벽화가 학교에 그려질 경우, 

벽화가들은 학생들과 함께 미술교육 수업을 운영하기도 하며 수업에서 

나온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벽화에 반영하기도 한다. 벽화가는 이 

과정에서 다른 벽화의 사진이나 그의 이전 작업들을 보여줌으로써 

벽화의 디자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만약 벽화를 함께 의논할 조직된 집단이 없을 경우, 벽화가들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벽화의 디자인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반응을 듣기도 

한다. 벽화가들은 소수의 적극적인 주민에 의해 공동체에 대한 벽화가 

정해지더라도 다양한 도안을 그려 주민들에게 한 가지 안을 선택할 것을 

부탁한다.99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려진 벽화들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제로 그려지게 된다.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 남부 지역에는 프랭크 

시나트라(Frank Sinatra) 같은 유명한 가수들의 벽화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 출신의 유명가수들을 

존경하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북 필라델피아 지역에는 유명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운동선수가 벽화에 많이 그려졌다. 한편 도심부와 

근접한 차이나타운에 그려진 벽화는 초기에 그곳에 정착했던 동양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어 벽화를 통해 주민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벽화를 디자인하는 

과정이다. 벽화의 디자인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는 벽화의 예산, 주제, 위치, 

일정과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를 들 수 

있다.  

MAP는 벽화를 구상하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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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e Golden, Robin Rice, and Monica Yant Kinney(주 1), “The Mural Arts 

Program Comes of Age”, p. 87. 

도판 10 벽화를 구상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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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도판10]으로 묘사한다. 한 변은 지역 주민들이다. 앞의 단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 주민들은 벽화를 요청하는 주체이자 그들의 의견이 

벽화의 주제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른 한 변은 후원 단체이다. 

재단, 비영리 기관과 기업들이 벽화를 제작하는 기금을 후원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 변은 필라델피아 시이다. 여기에는 제인 

골든과 그녀의 대리인들도 포함된다. 벽화가는 이 삼각형의 중심에 

위치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벽화를 구상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100  

벽화 디자인은 최종적인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여러 가지 

안으로 제시된다. 벽화가는 벽화를 제작하기 전에 그의 디자인 안에 

대해 모든 주민들이 동의를 구해야 한다. 최종 디자인 안이 구상되면, 

그것은 MAP의 직원, 예술가 동료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검토를 

거친 후 승인 받는다.  

벽화의 디자인이 결정된 후, 여섯 번째 단계는 벽과 장소를 

준비하는 단계이다. 대부분의 벽들은 벽화를 제작하기 전에 보수를 

포함한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MAP의 직원들이 벽의 상태를 검사하고 

부분 보수, 배수, 그리고 지붕과 방수 판의 상태와 같은 구조와 표면의 

문제들을 해결한다. 어떤 경우에는 벽의 준비가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전체 벽의 표면 처리를 다시 해야 해서 준비 단계가 

벽화 제작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비계에 올라 벽에 칠해져 있던 

페인트를 제거하는 것, 페인트 밑 칠 작업, 벽에 뚫려 있는 구멍을 막는 

것, 방수 코팅을 하는 것, 마지막으로 투명한 아크릴 제를 벽 전체에 

도포하는 것이 모두 벽을 준비하는 단계에 포함된다. 때때로 벽화가 

그려질 건물에 굴뚝, 선반, 혹은 창문과 같은 요소로 인해 벽화를 

그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벽화가들은 벽화의 구도를 바꾸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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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책,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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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가 칠해지는 구역을 변경하기도 한다.  

일곱 번째 단계는 벽화를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페인트를 칠하는 제작 과정을 포함하는데, 일반적으로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페인트를 벽에 직접 칠하는 방법과 벽과 

동일한 크기의 천에 그림을 그린 후 완성된 천을 벽에 부착하는 ‘천 

페인팅(cloth painting)’ 기법이다. 벽화가들은 일반적으로 비계를 

설치하여 벽에 직접 벽화를 제작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천 

페인팅 기법은 지역 주민들, 미술 교육 프로그램의 학생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수감자들과 같이 다수의 참여자들과 벽화를 함께 제작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벽화가가 벽에 직접 페인트를 칠하는 경우, 구상된 디자인 안을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벽에 옮기기 위해서 ‘격자 방식(grid method)’ 

[도판11]을 이용한다. 벽화가들은 벽화 디자인 안에 격자 선을 그려 

넣은 후 작은 사각형의 패턴이 만들어지면 벽화가 칠해질 벽에도 디자인 

안에 그린 격자와 동일한 

비율로 확대된 격자를 그려 

넣는다. 이에 따라 디자인 안의 

사각형은 벽의 사각형에 

비례하여 확대되어 그려진다. 

이를 테면 디자인 안의 1cm2의 

사각형에 있는 그림이 벽의 1m2의 면적에 그려지는 것이다. 그 외에도 

벽화가들은 밤 시간대에 영사기를 통해 벽화의 디자인을 벽에 비춰 

스케치하기도 한다.  

두 번째 방법인 천 페인팅 기법은 벽화를 어느 장소에서나 날씨의 

제약을 받지 않고 벽화를 그릴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비계에 오를 수 

도판 11 격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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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어린이와 노인 자원 봉사자들을 MAP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감옥, 소년원, 병원 및 다른 제한된 환경 같은 장소들에서도 벽화 판을 

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벽화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천 페인팅 기법은 

벽화가 켄트 트위첼이 PAGN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당시 트위첼은 

낙하산 천과 함께 독일의 ‘노바 컬러(Nova Color)’사의 고급 페인트 

물감을 사용했으며 천에 그림이 완성되면 아크릴 젤을 도포하여 벽의 

표면에 부착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낙하산 천은 표면이 부드럽기 때문에 

시멘트 벽에 직접 페인트를 칠하는 것보다 더욱 정교하게 그릴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더 나아가서 천을 여러 조각으로 분할하면 장소의 

크기에 상관없이 벽화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낙하산 천 대신 

부직포와 유사한 재질의 얇은 천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이 천이 

낙하산 천보다 물감 흡수가 잘 되고 비가 오거나 수분이 침투되더라도 

뒤틀리지 않는 장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천과 고급 페인트를 

사용하는 기법의 도입은 벽화의 제작 방식뿐만 아니라 내구성의 

향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MAP의 벽화는 모두 전문 벽화가에 의해 완성되지만 벽화를 그리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진다. MAP는 지속적인 사회 참여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벽화를 제작하는 워크숍과 페인트 

날(Paint Day)을 개최해왔다. 2011 회계연도 동안에는 3,7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100일 이상 벽화 제작에 참여하여 총 174개의 벽화를 

제작했을 정도로 높은 주민 참여율을 보인다.101  

워크숍은 지역의 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벽화의 제작 방식을 

가르치고 제작하는 모임이다. 워크숍의 수업 중에는 세라믹 타일에 

그림을 그리는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벽화의 테두리를 장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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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ve Weinik(주 89),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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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벽화의 가장자리에 부착되는 용도로 사용된다. 페인트 날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벽화를 칠하는 행사로 숫자 페인팅(paint by number) 

방법을 통해 진행된다. 이것은 벽화가가 벽화를 미리 스케치 해두고 

칠해질 페인트의 숫자를 모든 구역에 써 넣는 방법이다. 그 후 페인트 

날에 주민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붓과 페인트를 제공하고 그들이 직접 

벽의 면적들을 메워 나가도록 한다. 예를 들어 2013년 5월에 서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코메지 초등학교(Comegys Elementary 

School)에서 열린 페인트 날에는 벽화의 후원 단체인 ‘필라델피아 

이글스(Philadelphia Eagles)’ 미식축구팀의 선수, 감독과 직원 300명, 

코메지 초등학교 학생 450명, 그리고 MAP에서 온 100명 등 총 9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벽화가가 미리 스케치 해 둔 벽화에 해당 페인트 

물감을 칠하며 벽화 제작에 동참했다. 

페인트 날 행사가 종료된 후 벽화가들은 수개월 동안 벽화를 

수정하고 완성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벽화에는 주민들이 칠한 

흔적이 남기보다는 숙련된 기술을 지닌 벽화가의 손을 거쳐 완성된 

벽화가 제작되게 된다.  

벽화가 완성되면 가장자리 

하단에는 벽화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캡션[도판12]이 작성된다. 

캡션은 벽화의 제목, MAP의 로고, 

제작연도, 간략한 벽화의 의미, 협력 

단체(Partners), 후원 

기관(Sponsors), 프로젝트 매니저, 주 예술가, 보조 예술가, 지역 

파트너, 페인트 팀, 인턴, 세라믹 타일, 특별한 감사 등의 항목으로 

분류된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벽화 프로젝트를 위해 벽화의 예산을 

도판 12 벽화의 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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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고 공동체 사람들을 모집하며 워크숍의 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특별한 감사에는 벽화 제작을 위해 큰 도움을 준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기록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벽화의 테두리에 세라믹 

타일이 붙어 있을 경우, 특별한 감사에 타일을 제작한 공동체 혹은 

기관의 이름이 기록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단계는 축하 행사이다. 각 

벽화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시작된 것처럼 MAP는 

제막식[도판13]을 통해 이웃 

주민들과 협력자들과 함께 

벽화의 완성을 축하한다. 

제막식은 벽화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강력한 상징과 의미를 지니며 

지역의 활성화에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 제막식은 지역 음악가, 

어린이들, 행위 예술 단체, 시인 등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공연을 하고 

음식을 나누는 등의 마을 축제로 구성된다. 이것은 완성된 벽화가 

벽화가들의 손을 떠나서 지역 주민들에게 소유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벽화는 완성되는 순간부터 그것이 그려진 건물 주인과 지역 

주민들의 재산이 된다. 벽화의 소유권과 관련해 제인 골든은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많은 벽화가들은 그들의 작업 중 가장 의미 있는 측면이 바로 

그들이 완성된 작업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지역 사회 

벽화의 이웃 ‘소유자’는 익명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교회의 

일원이다. 그들은 학교의 학생들이다. 그들은 구멍 가게를 운영한다. 

도판 13 제막식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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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40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산 노인들이다. 공공미술가들은 어떻게 

그들이 이 공동체의 소유권을 시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노력과 꿈을 얘기하는 예술을 창조하는 

데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벽화 제작은 이것을 할 

수 있다. 어떤 행동주의자도 벽화보다 지역 사회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장기간의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없다. 벽화는 지역 사회의 지지를 받고 

협력적으로 실행되는 형식으로 공공미술의 유례없는 민주적 

형식이다.”102  

 

벽화를 제거하는 것을 제한하는 시의 조례는 제정되지 않아, 만약 

집 주인이 벽화를 원하지 않으면 벽화는 그가 원하는 대로 벽화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 주인은 벽화를 그린 미술가나 후원자에게 

벽화 제거를 허락 받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오래된 집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올 경우, 새 주인이 벽화를 싫어하면 벽화를 덮어서 없앨 수 

있다. 벽화가 있는 집 옆 공터에 새로운 집이 지어질 경우에도 벽화를 

                                            
102

 Jane Golden, “The Mural Arts Program & My North Philly”, My North 
Philly – Neighborhoods. Murals. Stories., City of Philadelphia Mural Arts 

Program, 2007, p. 7.  

도판 14 데이비드 귄, <가을>, 2001 도판 15 데이비드 귄, <가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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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기도 하며 개발자가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될 경우 벽화가 그려진 

건물을 파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계절을 묘사한 4개의 벽화 중 

하나인 <가을 Autumn>(2001)[도판14]은 남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공지 옆의 건물 벽에 제작되었는데 2011년에 공지의 소유자가 그곳에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서 철거 위기에 봉착했다. 이 벽화를 그린 

데이비드 귄과 지역 주민들은 벽화를 지키기 위해 1,100여 명으로부터 

벽화 제거를 반대하는 서명을 받았고 공지를 구매하기 위해 25만 

달러를 모금했다.103 그러나 결국 벽화는 철거되었고 귄은 기존의 벽화와 

근접한 거리에 있는 건물에 새로운 <가을 Autumn>(2012)[도판15]을 

새롭게 제작했다. 

이처럼 벽화 제작을 위한 여덟 단계의 과정을 살펴보면 각 단계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벽화 제작이 완료된 후에도 지역 주민들은 

벽화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벽화를 훼손하기도 하며 때때로 벽화가 

자신들의 예상과 다르게 그려지면 그것을 수정할 것을 요청한다. 예를 

들어 지역의 종교 지도자이자 사회 운동가인 신부를 그린 <폴 워싱턴 

신부 Father Paul Washington>(1990)은 그의 얼굴이 실제 모습 닮지 

않았다고 지역 주민들의 항의를 받아 벽화의 일부가 새로운 벽화가에 

의해 다시 그려지기도 했다.104  

이와 비슷하게 도심부(Center City)에 제작된 벽화들도 여러 가지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 도심부는 주중에 필라델피아에서 백인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면서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번영한 지역으로 

                                            
103

 Peter Crimmins, “ Bella Vista Neighbors Work to Prevent ‘Autumn ’ 

Mural’s Fall to Development”, Newsworks, October 20, 2011. 

http://www.newsworks.org/index.php/local/arts-culture/28580-bella-vista-

neighbors-work-to-prevent-autumn-murals-fall-to-development 
104

 Jane Golden, Robin Rice, and Monica Yant Kinney(주 1), “The Mural 

Arts Program Comes of Age”, p. 87. 

http://www.newsworks.org/index.php/local/arts-culture/28580-bella-vista-neighbors-work-to-prevent-autumn-murals-fall-to-development
http://www.newsworks.org/index.php/local/arts-culture/28580-bella-vista-neighbors-work-to-prevent-autumn-murals-fall-to-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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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MAP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도심부에서 생활하는 일부 사람들은 벽화를 황폐한 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벽화는 번화한 도심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 예로 도심부의 한 지역 공동체 집단은 이곳에 

위치한 벽화인 <높이 오르면 더 멀리 갈 것이다 Reach High and You 

Will Go Far>(2000)[도판16]를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벽화에는 하늘로 손을 뻗고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녀의 상체가 

화면 가득히 그려져 있고 그녀의 손 끝에는 

나무가 자라나고 있는 모습이 이어져 있다. 

소녀의 팔은 나무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벽화의 하단 왼쪽에는 

판자로 막힌 건물의 창문 풍경이 함께 

그려져 있는데 이러한 풍경은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소녀의 염원을 그린 것이다. 그러나 벽화의 

희망적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도심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 지역 

공동체 집단은 도심부 지역이 번화한 지역이기 때문에 벽화의 내용이 

지역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벽화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녀가 그려진 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해석했다. 비록 

이것은 소수 공동체 집단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여 수용되지 않았지만 벽화를 통해 도시에 잠재되어 있는 갈등이 

표면화 된 경우로 볼 수 있다.105 

                                            
105

 앞의 책, p. 89. 

도판 16 조쉬 사란티티스, 

<높이 오르면 더 멀리 갈 

것이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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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장 MAP의 사업 내용 

 

 

제 1 절 벽화의 목표와 주제 

 

필라델피아에는 MAP에 의해서 30년 동안 3,600개 이상의 벽화가 

제작되었다. 이 숫자는 벽화를 제작했던 프로젝트의 합계로, 현재는 

남아 있지 않은 벽화와 새로운 벽화로 덮인 기존의 벽화, 지속적으로 

복원된 벽화, 그리고 새롭게 제작된 벽화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MAP는 

벽화의 제작을 “공공 공간과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술을 창조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106  이에 따라 벽화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과 정체성을 반영하였으며 개인의 삶과 지역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육, 범죄 및 인종 차별 반대, 공동체 화합과 치유 

등을 주제로 제작되었다.  

기존에 MAP의 벽화를 분류한 기관으로는 펜실베니아 대학교가 

있으며 관련 연구로는 선행연구인 학위논문이 있다. 2002년, 필라델피아 

레크리에이션 부와 MAP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지도 모형 제작 

실험실(Cartographic Modeling Lab)에 벽화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줄 것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지도 모형 제작 실험실은 ‘muralBase’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였고 벽화를 주제, 벽화가, 우편번호, 제작 년도, 

                                            
106

 벽화프로그램(MAP) 공식 홈페이지, “Art Is Power”, 검색일: 2013-10-15 

http://muralarts.org/arti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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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시의 지역으로 분류했다. 107  ‘muralBase’에서 분류된 벽화의 

주제는 여러 세부 항목으로 나뉘는데 이것은 추상화, 형상화, 

트롱프뢰유(trompe-l’œil), 모자이크, 다중 매체, 초상화, 헌정, 대표작, 

청소년, 도시 경관, 동물, 풍경, 물이 있는 풍경,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 아메리카계, 아시아인, 종교, 흡연 반대, 사회적 관심사, 스포츠, 

다문화, 지식, 역사, 예술, 기타로 분류되었다. 웹사이트에서는 분류된 

각각의 벽화에 대하여 사진, 제목, 제작 년도, 벽화가, 주소, 지도 정보를 

제공한다. 

조나단 로먼의 『“벽들이 말한다”: 필라델피아의 벽화와 

기억』(2001)에서 저자는 제작 과정에 따라 벽화를 세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진행 중인 벽화(the mural in process), 제막식(the 

dedication), 장소 속의 벽화(the mural in place)가 그것이다. 저자는 

각각의 분류에 적합한 벽화를 제작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진행 중인 

벽화에서는 공동체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벽화의 디자인을 선정하는 

과정을, 제막식에서는 벽화가 제작된 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벽화의 

완성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의 모습을, 장소 속의 벽화에서는 벽화가 

제작된 후 지역 사람들이 벽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과정을 

서술했다.108  

본 연구자는 MAP의 제작 목표에 따라 벽화의 주제를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지역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 고양, 둘째, 

사회와 사람의 화합, 갱생과 치유를 통한 도시 이상 실현, 그리고 셋째, 

도시의 미화. 첫 번째와 세 번째 주제는 지리적, 물리적 환경에 기반한 

                                            
107

 펜실베니아 대학교 ‘muralBase’ 웹사이트, http://cml.upenn.edu/murals/ 
108

 Jonathan M. Lohman, “The Walls Speak”: Murals and Memory in Urba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2001, pp. 62-148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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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반면, 두 번째 주제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개입하고 그들을 변화시킴으로써 건설적인 도시를 재건하고자 하는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벽화의 수는 지역의 인종 비율, 산업적 특성,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벽화의 주제 

 

1. 지역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 고양  

 

1) 지역의 특정 사건이나 유명 인사에 대한 기념 또는 추모 

 

MAP는 지역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와 그들의 영웅들에 대한 

벽화의 주제 세부 주제 

 

 

지역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 고양 

  지역의 특정 사건이나 유명 인사에 

대한 기념 또는 추모  

  이주민의 역사와 생활풍경을 통한 

정체성 표현 

 미국의 역사 또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 

고양 

 

도시의 이상: 사회와 사람의 

화합, 갱생, 치유를 통한 

건설적인 도시 재건 

 범죄 및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어린이 계몽 

 공동체의 화합과 사랑 

 

도시 미화 

 자연 풍경  

 건물의 구조나 기능이 반영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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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를 제작해왔다. 이러한 벽화의 제작은 앞서 설명한 <닥터 제이 Dr. 

J>(1990)[도판2]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MAP에는 1990년대부터 

초상화 벽화를 제작해달라는 요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이듬해 MAP는 PAGN을 설립한 구드 시장의 업적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윌슨 구드 W. Wilson Goode>(1991)를 

제작했다. 그는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필라델피아의 시장을 역임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업적을 기리는 초상화를 제작한 것은 PAGN을 

홍보하고 그들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한편 이 벽화의 

영향으로 인해 이탈리아계 미국인 공동체로부터 그들 공동체에서 배출된 

필라델피아 시장인 프랭크 리조의 초상화 벽화 제작이 요청되었고  

‘리조 프로젝트’는 벽화가 기념비적인 성격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프랭크 리조 Frank 

Rizzo>(1995)[도판17]는 남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이탈리아 

시장의 중심에 제작된 벽화로 

필라델피아 시와 여러 명의 개인 

후원금을 통해 제작되었다. 

벽화에 그려진 프랭크 리조의 

얼굴은 그의 성격을 반영하여 엄격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그의 뒤로 

보이는 배경은 이탈리아 시장 풍경으로 벽화 주변의 실제 풍경과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그는 경찰관을 거쳐 시의 경찰국장을 지낸 후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필라델피아의 시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그는 범죄에 대해 강경한 처벌을 하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처벌의 

대상은 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벽화는 다른 

벽화들에 비해 인종적인 갈등이 내포되어 정치적인 목적으로 행해지는 

도판 17 다이앤 켈러,          

<프랭크 리조>,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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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피티의 표적이 되어 왔다. 2012년에 리조의 얼굴에 검정색 

페인트가 칠해지고 벽화의 하단에 “Fascista”라고 쓰여지는 벽화의 

훼손(vandalism)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2010년에 이미 한 차례 

복원되었던 벽화는 MAP에 의해 다시 수정되어야 했다.109 

한편 필라델피아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역사, 전통과 문화는 47개의 벽화로 이루어진 <알버트 

그린필드 아프리카계 미국인 도상 이미지 컬렉션 Albert M. Greenfield 

African American Iconic Images Collection>(2011)으로 표현되었다. 

MAP는 이 컬렉션의 벽화에 담긴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 했으며 수 년간 주요 관광 프로그램 중 하나로 운영하기도 했다.110 

<알버트 그린필드 아프리카계 미국인 도상 이미지 컬렉션> 중 

하나로 선택된 <재키 로빈슨 Jackie 

Robinson>(1997)[도판18]은 

메이저리그에서 최초로 활동한 

필라델피아 출신의 흑인 야구선수 재키 

로빈슨(Jackie Robinson)이 1947년에 

‘엘에이 다저스(LA Dodgers)’ 팀의 

선수로 활동했을 당시 월드 시리즈에서 

‘홈 스틸(home steal)’을 하는 장면을 

흑백 사진처럼 그린 벽화이다. 그의 ‘홈 

                                            
109

 Chris Lipczynski, “Worst Social Activist Ever Defaces Frank Rizzo ’s 

Giant Head”, AroundPhilly 홈페이지 참고, 

 http://www.aroundphilly.com/blog/2012/07/02/worst-social-activist-ever-

defaces-frank-rizzos-giant-head/ 
110

 알버트 그린필드 아프리카계 미국인 도상 이미지 컬렉션 홈페이지

http://iconic.muralarts.org/ 

도판 18 데이비드 맥쉐인,      

<재키 로빈슨>,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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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은 월드 시리즈의 전환점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당시 흑인과 

백인의 인종 갈등을 완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벽화가 데이비드 맥쉐인(David McShane)은 야구 경기 장면이라는 

벽화의 성격을 반영하여 이 벽화를 필라델피아의 오래된 야구 경기장과 

근접한 서머셋 가(Somerset Street) 근처의 북 브로드 가(North 

Broad Street)의 건물에 제작하였다. 111  그는 여러 장의 사진을 

종합하여 구도를 구성했으며 흰색, 회색, 검정색과 같은 무채색을 

이용하여 벽화를 제작함으로써 신문에 실린 사진처럼 보이도록 제작했다. 

또 다른 <알버트 그린필드 아프리카계 

미국인 도상 이미지 컬렉션>의 대형 벽화인 

<폴 로브슨 Paul Robeson>(1999) 

[도판19]은 필라델피아에 거주했던 흑인인 폴 

로브슨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작되었다. 112 

이것은 체스트넛 가(Chestnut Street)에 

위치한 4층 건물의 벽면 전체에 거대한 

크기로 그려졌다. 폴 로브슨은 인두세에 

저항했고 흑인들의 투표권을 보장받기 위해 

투쟁했던 인권운동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 받는 인물이다. 그는 운동선수, 학자, 변호사, 배우와 가수 등 여러 

직업을 섭렵하여 영웅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벽화에는 그의 

전신상과 함께 그가 가졌던 직업이 기록되었다.  

앞서 살펴본 벽화가 모두 특정 사건이나 유명 인사의 모습이 초상화 

형식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남쪽 가(South Street)에 위치한 <열린 

                                            
111

 Jane Golden, Robin Rice, and Monica Yant Kinney(주 1), “artist’s profile: 

David McShane”, p. 128. 
112

 위의 책, p. 35. 

도판 19 피터 패거스트, 

<폴 로브슨>,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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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Open Hearts>(2009)[도판20]은 유명 인사가 직접 벽화 제작에 

참여한 사례이다. 이 벽화는 영화배우 제인 세이모어(Jane Seymour)가 

MAP의 벽화가인 캐틀린 휴즈(Cathleen Hughes)와 공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여러 개의 하트 모양을 

다양한 색채로 그렸다. 다른 초상화 

벽화들에 그려진 인물들이 

필라델피아 지역 출신이거나 

성공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선정된 것과 달리, 세이모어는 

필라델피아에서 거주한 적이 없는 영국 출생의 백인 여성이기 때문에 

벽화 제작 단계부터 논란이 일어났다. 

게다가 이 벽화의 중앙에 있는 가장 큰 하트 모양은 세이무어가 

만든 쥬얼리 컬렉션 ‘Open Hearts’[도판21]의 로고였다. 그녀는 이 

하트 모양 벽화의 하단에 ‘“Open 

Hearts Jane Seymour”라는 

글귀를 삽입함으로써 자신의 

브랜드를 직접적으로 광고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세이모어는 

배우 생활을 함과 동시에 미술 작품을 제작하여 전시하고 판매해 온 

경력이 있었다. 그녀는 벽화를 제작한 해인 2009년에 열린 ‘월 볼’ 후원 

행사에 참석하여 큰 환영을 받았다. ‘월 볼’에서 그녀는 그녀의 쥬얼리 

컬렉션의 하트 로고를 만든 조각상을 판매하였다. 이에 따라 <열린 

마음>은 여러 매체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MAP의 

“추한(ugly)” 벽화로 손꼽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매체는 MAP가 

도판 20 제인 세이모어, 캐틀린 휴즈, 

<열린 마음>, 2009 

도판 21 제인 세이모어, 쥬얼리 컬렉션 

‘Open He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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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사들에게 벽화를 “판매한다”고 비판했다.113  

 

2) 이주민의 역사와 생활풍경을 통한 정체성 표현 

 

필라델피아는 오랜 이주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민족과 인종이 구분되는 양상을 띤다. 아래의 표에 따르면 필라델피아에 

이주한 사람들 중 외국 태생 이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2000년 이전에 필라델피아로 이주한 것을 알 수 있다. Ⅱ장에서 

살펴본 필라델피아의 인종 구성은 MAP의 벽화에도 반영되었다. 벽화는 

흑인, 히스패닉, 인디언, 아시아인, 백인, 등의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되었으며 이주민들이 기억하고 상상하는 그들의 상징적인 

“고향”은 도시 전역에 걸친 MAP 벽화에 표현되었다. 

 

필라델피아로 이주한 년도 인구 

미국 외에서 태어난 총 인구 229,263 

원주민(Native) 52,890 

2000년 또는 그 이후에 이주 13,251 

2000년 이전에 이주 39,639 

외국 태생 176,373 

2000년 또는 그 이후에 이주 70,111 

2000년 이전에 이주 106,262 

표 15 필라델피아로 이주한 년도에 따른 인구 수 

자료 출처: U.S Census Bureau, 2007-2011 American Community Survey 

앞서 살펴본 <알버트 그린필드 아프리카계 미국인 도상 이미지 

컬렉션>에서 표현된 유명한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백인을 

                                            
113

 Dan Mcquade, “Why Are Philadelphia’s Murals So Ugly?”, Philadelphia 
Magazine, January 27, 2012. 

http://www.phillymag.com/news/2012/01/27/philadelphias-murals-u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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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인종은 히스패닉 또는 라틴 

아메리카계 민족으로 이들은 12.3%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푸에르토리코 인의 비율은 8%로 가장 높으며 이들의 인구 비율은 

미국 내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전체 인구에서 히스패닉 또는 

라틴 아메리카계의 인구 비율은 16.3%로 2000년에 비해 3.8% 

증가했다. 이와 유사하게 펜실베니아 주에 이주해 온 히스패닉 또는 

라틴 아메리카계의 인구도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2.5% 증가했다. 

 

 

 

 

지역 

2000 2010 

 

 

총 인구 

히스패닉 또는 

라틴 아메리카계 

 

 

총 인구 

히스패닉 또는 

라틴 아메리카계 

 

숫자 

총 

인구

의 

비율 

 

숫자 

총 

인구

의 

비율 

미국 281,421,906 35,305,818 12.5 308,745,538 50,477,594 16.3 

지역 

북동부 53,594,378 5,254,087 9.8 55,317,240 6,991,969 12.6 

중서부 64,392,776 3,124,532 4.9 66,927,001 4,661,678 7.0 

남부 100,236,820 11,586,696 11.6 114,555,744 18,227,508 15.9 

서부 63,197,932 15,340,503 24.3 71,945,553 20,596,439 28.6 

주 

펜실베

니아 

12,281,054 394,088 3.2 12,702,379 719,660 5.7 

표 16 미국 전국과 주 별 라틴 아메리카 계와 히스패닉 인구: 2000년과 2010년 

자료 출처: U.S. Census Bureau, Census 2000 Summary File 1 and 2010 
Census Summary File 1. 

  

MAP는 이들의 역사를 주제로 2005년부터 3년 동안 <나의 북 

필리 My North Philly>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북 

필라델피아의 전 지역을 다루기보다는 작은 단위의 지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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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로부터 전해 들은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벽화 연작으로 

제작함으로써 그들의 삶과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필리(Philly)’는 필라델피아의 줄임 말이자 애칭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프로젝트 명에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북 필라델피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애정을 나타내며, ‘나의(my)’라는 표현은 

‘너의(your)’라는 표현과 반대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북 필라델피아에 대한 외부인과 거주자의 시선이 

상반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 필라델피아는 한 

때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큰 공업 중심지였지만 현재는 과거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과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시에서 가장 높은 살인율과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고 주택 개발과 발전이 가장 저하된 지역으로 전락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북 필라델피아에 거주한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외부인들은 이곳을 황폐하고 마약이 성행하는 희망 없는 도시로 

인식하고 있다.114 

<나의 북 필리> 프로젝트는 북 필라델피아에 있는 4개의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필라델피아의 중심인 ‘브로드 가’를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에 있는 각각 두 개의 지역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니스타운(Nicetown), 켕신턴(Kensington), 딸기 

맨션(Strawberry Mansion), 북 필라델피아(El Norte de 

Filadelfia)이다. MAP는 벽화 제작을 위해 지역의 교회, 도서관, 거주민 

협회, 그리고 지역 주민 집단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2007년 가을에 

7개의 벽화가 완성되었고 마지막 하나의 벽화가 제작 중이었다. 완성된 

7개의 벽화 중 4개의 벽화는 북 필라델피아(El Norte de Filadelfia)에 

                                            
114

 Bill McKinney(주 102), “Foreword”,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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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졌고 나머지 세 지역에 각각 한 개의 벽화가 제작되었다. 

<나의 북 필리> 프로젝트에서는 MAP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 과정과 다른 방법이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MAP는 우선 주민들에게 그들이 벽화에서 보고 싶은 주제와 이미지를 

물어본 후 벽화가들이 벽화를 구상한다. 그러나 <나의 북 필리> 

프로젝트에서 벽화가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벽화가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한 생각을 묻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보낸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후 벽화가들은 기존에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 주민들을 모두 초청하여 집단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벽화가들은 그들이 수집한 기록과 녹음한 자료를 토대로 두 집단의 

사람들과 질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3년 동안 벽화가와 지역의 구술 

역사가들은 90명 이상의 북 필라델피아 거주민들로부터 지역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듣고 논의의 과정을 거쳐 벽화를 제작했다. MAP는 

집단 토론 인터뷰를 통해 구전 역사와 그들이 묘사하는 주제, 이미지, 

사건들에 대해 자세히 조사했다. 벽화가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소수의 

사람들만이 기억하는 역사보다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집단적인 기억과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지역민들의 

전체를 대변하는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115 

북 필라델피아(El Norte de 

Filadelfia)의 라틴 아메리카계 

주민들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며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115

 Maria Möller(주 102), “Introduction”, p. 11.  

도판 22 조세 알리 파즈, 미셸 오리츠, 

<삶은 자연을 반영한다-        

과거의 기억: 현재의 전통>,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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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라는 공통의 경험을 통해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 왔다. 

1970년대부터 리하이 강의 ‘황금 단지(Golden Block)’로 불리는 사업 

지구와 5번가의 교차점은 이 공동체의 중심지였다.  

2005년에 북 필라델피아(El Norte de Filadelfia)에 제작된 <삶은 

자연을 반영한다-과거의 기억: 현재의 전통 Life Reflects Nature - 

memories of the past:  traditions of the present>(2005) 

[도판22]에는 3명의 푸에르토리코 인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왼쪽에 

있는 편지는 푸에르토리코 여성이 그녀의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편지이며 

중앙의 남성은 과거 푸에르토리코에 거주할 때 그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들판에서의 풀 뽑기 작업을 하는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벽화는 103세의 고령의 나이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여성의 

모습을 그렸다.  

한편 도심부에 있는 차이나타운에는 중국계 미국인들이 

가게와 주거를 겸비하여 거주하고 있다. 차이나타운의 벽화들은 

초기에 정착했던 동양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빛의 색 Color 

of Light>(2009)[도판23]은 차이나타운 입구에 있는 대표적인 

벽화로, 동양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도상인 두루마리, 한문, 용 등의 

도판 23 조쉬 사란티티스,       

<빛의 색>, 2009 도판 24 아르투로 호, 지스, 풍, 

트란, <차이나타운의 역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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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그렸다. <빛의 색>과 근접한 거리에는 <차이나타운의 역사 

History of Chinatown>(1995)[도판24]가 제작되었다. 이 벽화에는 

중국인들이 차이나타운을 지켜 온 역사가 그려졌다. 그러나 이것은 

MAP에서 제작된 것이 아닌, 차이나타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차이나타운의 설립 125주년을 기념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이다. 

따라서 <차이나타운의 역사>는 그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차이나타운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미국의 역사 또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 고양 

 

필라델피아의 도심부에는 다른 

지역보다 역사적인 의미나 사건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회적인 주제의 

벽화가 다수 제작되었다. <평등을 

향한 사람들의 진보 A People’s 

Progression Towards Equality> 

(2007)[도판25]는 링컨 대통령의 

동상을 만드는 과정을 그린 벽화로, 

세 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층은 미국의 노예제와 인종차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등을 향하여 

개선되어 온 과정을 상징한다. 이 벽화는 필라델피아 벽화회가 설립된 

후 두 번째로 제작된 벽화로, 링컨 금융그룹(Lincoln Financial 

Group)이 100주년을 맞이하여 후원한 기금을 통해 제작되었다.  

도판 25 자레드 베이더,      

<평등을 향한 사람들의 진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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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하게 

노예제도의 역사를 표현한 

<링컨의 유산 Lincoln 

Legacy>(2005)[도판26]은 

거대한 규모와 높은 완성도로 

인해 MAP의 대표적인 벽화 

중 하나로 꼽힌다. 이것은 

일반적인 벽화와 달리 베네치아 산 유리 타일을 사용한 모자이크 방식과 

페인팅 방식이 결합되어 제작되었다. 중앙의 흑인 소녀는 노예제 

폐지론자인 링컨 대통령과 프레드릭 더글라스의 모습이 묘사된 동전을 

목에 걸고 있으며 손에는 ‘자유의 불꽃’을 들고 있다. 배경에는 

노예들이 타고 다닌 배의 널빤지가 미국의 국기로 변하는 장면을 

나타냄으로써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흑인들이 자유를 얻어 온 과정을 

상징적인 구조로 보여준다.116  

그 외에 <미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America>(1999) 

[도판27]와 <국기에 대한 경의 Tribute to the Flag>(2001)[도판28]는 

성조기를 그린 벽화로, 성조기를 큰 규모로 그려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116

 Jane Golden, Robin Rice, Natalie Pompilio(주 32), “A Philadelphia 

Legacy”, p. 74. 

도판 26 조쉬 사란티티스, <링컨의 유산>, 2005 

도판 27 에릭 오크데,         

<미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1999 

도판 28 메그 샐리그먼,     

<국기에 대한 경의>,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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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했다. 특히 <미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는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다수의 성조기를 표현했는데 ‘필라델피아 주차 기관(The Philadelphia 

Parking Authority)’에서 관리하는 시 소유의 주차장 벽면에 그려져 

시의 위상과 국가적 자부심을 동시에 드러낸다.  

 

2. 도시의 이상: 사회와 사람의 화합, 갱생, 치유를 통한 

건설적인 도시 재건  

 

1) 범죄 및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2009년에 실시된 대도시 범죄율 조사에 따르면 필라델피아는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 살인, 강간, 강도, 가중 폭행, 절도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높은 범죄율은 필라델피아 사회에서 인종 차별, 교육의 

질 저하, 인구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MAP가 제작한 

벽화의 주제에도 반영되었다. 

 

도시, 인구가 

많은 순서로 

정렬, 2009 

폭력 범죄 재산 범죄 

합계 살

인 

강간 강도 가중 

폭행 

합계 빈집 

털이 

절도 자동

차 

절도 

뉴욕 552 5.6 9.9 221 315 1,690 224 1,339 127 

로스앤젤레스 625 8.1 23.5 317 276 2,449 479 1,492 478 

휴스턴 1,126 12.6 36.2 500 577 5,319 1,288 3,389 642 

피닉스 547 7.6 32.7 235 271 4,108 1,109 2,482 607 

필라델피아 1,238 19.5 57.9 584 577 3,611 709 2,452 451 

라스베가스 947 8.1 50.7 326 562 3,461 981 1,832 648 

샌안토니오 571 7.2 45.7 195 323 6,671 1,322 4,926 422 

표 17 대도시 범죄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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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Uniform Crime Reporting Program Return A Master Files. 

 
*12월 31일에 끝나는 연도. 인구 10만 명 당 비율. 법 집행에 보고된 범죄. 미국 

인구조사국이 7월 1일에 현재 상주 인구를 추정. 

 

* 일리노이 주와 미네소타 주 프로그램에 의해 사용되는 강간 범죄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방법론은 FBI의 통일 범죄 총계 보고서(UCR) 프로그램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강간 및 강간이 포함된 폭력 범죄에 대한 수치는 이 표에 게시되지 않는다. 이 같은 

이유로 시카고는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지만 강간 범죄율에 대한 수치가 

게시되지 않아서 본 표에서 제외됐다. 

 

 

<가족들도 희생자이다 Families Are Victims, 

Too>(1999)[도판29]는 MAP의 벽화가 바바라 스몰른(Barbara 

Smolen)이 1999년에 제작한 것으로 필라델피아의 남서쪽에 위치한 

벽화이다. 이 벽화는 도시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들로 인해 사망한 

15명의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벽화의 

도판 29 바바라 스몰른, <가족들도 

희생자이다>, 1999 

도판 31 <가족들도 희생자이다> 부분 

도판 30 <가족들도 희생자이다> 부분 

도판 32 <가족들도 희생자이다>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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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함께 그림으로써 

폭행 사건의 비극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했다.  

<가족들도 희생자이다>는 건물의 세 벽면에 걸쳐 이어지며 각 

벽면에 따라 세 가지 그림으로 나뉜다. 각각의 벽에는 살해된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도판30], 어두운 밤 바다와 일출하는 산과 

바다를 배경으로 그려진 그리스 식 기둥 풍경[도판31], 그리고 

피해자들의 남은 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도판32]이 그려졌다. 그리스 

식 기둥의 위쪽을 포함해서 벽화의 곳곳에는 피해자들의 초상화와 함께 

그들의 이름, 출생 년도, 사망 년도가 기록되었다. 또한 “기억”이라는 

단어와 “우리의 치유는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고 보고 기억하기 

위해 크고 넓게 울려 퍼진다”라는 문구가 기록되어 벽화가 단지 그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작된 것만이 아니라 희생자의 가족들이 벽화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해 나가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한편 MAP는 인종 간의 대립이 심화된 그레이 페리(Grays Ferry) 

지역에 인종차별을 완화하는 주제의 벽화를 많이 제작했다. 남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그레이 페리 지역은 북 필라델피아와 유사하게 

많은 공장이 밀집되어 경제적으로 부흥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제조 산업이 

붕괴되자 경제적으로 낙후된 

슬럼가가 되었다. 이 지역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매년 

백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구역에 위치한 공공 실외 수영장에 

병을 던지는 전통이 생길 정도로 도판 33 제인 골든, <평화의 벽>,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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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들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인종 갈등은 매우 심각했다.117 1997년 

2월, 한 가톨릭 교회에서 백인들이 파티를 벌이다 흑인 남자 두 명과 

싸우게 되었고 이 폭행 사건이 크게 번지면서 극심한 인종 갈등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제인 골든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벽화를 함께 만들자고 설득했다. 이를 통해 

제작된 벽화는 <평화의 벽 The Peace Wall>(1997)[도판33]으로, 여러 

인종의 어린이들이 손을 겹쳐서 쌓은 모습을 그렸다. 제인 골든은 이 

벽화가 차이를 넘어선 통합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가장 큰 성공작이라고 

말하며 “이것은 인종 차별주의를 치유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평가했다.118  

이와 유사하게 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벽화로는 북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추모 Remembrance> 

(2005)[도판34]가 있다. 이 

벽화에는 사람들이 촛불을 켜고 

추모하고 있는 모습과 함께 

가난과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문구가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어린이 계몽 

 

MAP에서 제작된 벽화 중 어린이, 청소년과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벽화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은 PAGN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각종 프로그램들에서 중심적으로 다루는 대상이었다. 

                                            
117

 Jane Golden, Robin Rice, and Monica Yant Kinney(주 1), “The Peace 

Wall”, p. 52. 
118

 앞의 책, p. 50. 

도판 34 에릭 오크데, <추모>, 2005 



 

 95 

제인 골든도 도시를 훼손시키는 주체가 “성난 젊은이들”에 의한 것으로 

생각했고 이들에게 미술 교육, 창조적인 작업, 고정적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직업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교화시키고자 했다.119  

MAP는 필라델피아의 낮은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들에게 장래의 꿈을 제시하는 내용과 독서를 장려하는 교육적인 

내용의 벽화를 제작해왔다. 실제로 필라델피아의 25세 이상 성인의 

교육수준 조사에 따르면 25세 이상 인구 중 9~12학년을 마쳤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인구는 학사 학위를 취득한 비율보다 0.6% 

더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은 35.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필라델피아 사람들의 교육과 학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라델피아의 교육 수준 인구 숫자 비율 

25세 이상 인구 973,241 100.0 

9학년(중학교 3학년) 미만  60,034 6.2 

9~12학년, 고등학교 비 졸업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 

134,260 13.8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포함) 342,508 35.2 

대학(교) 입학, 학위 없음 163,895 16.8 

준학사 학위 52,146 5.4 

학사 학위 128,491 13.2 

석사 학위 또는 전문 학위 91,907 9.4 

표 18 필라델피아의 25세 이상 인구의 교육수준, 2011 

 자료 출처: U.S Census Bureau, 2007-2011 American Community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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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e Golden, Robin Rice, Natalie Pompilio(주 32), “ An Ounce of 

Prevention”,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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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벽화들은 대부분은 

필라델피아의 학교에 제작되었으며 

벽화의 내용과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대부분 유사한 내용과 

형식을 지니게 되었다. 벽화에는 

주로 어린이들이 등장하며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여러 직업의 특징적인 모습이나 다양한 학문의 분야에 대한 

이미지가 벽화에 그려졌다. 아울러 벽화에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적인 글귀나 문구가 포함되기도 하며 지역 사회로부터 배출된 

성공한 인재나 선구자적인 업적을 쌓아 모범이 될 만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롤모델의 모습도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프레드릭 더글라스 

차터 학교(Fredrick Douglass Charter School)[도판35]에는 미국의 

노예제 폐지론자이자 여성 인권 옹호론자로 활동한 프레드릭 

더글라스(Fredrick Douglass)의 모습과 명언이 학교 외벽 곳곳에 

그려졌다. 

학생들의 장래의 직업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벽화로는 북 

필라델피아에 있는 <직업들: 

하늘을 향하여 Careers: 

Heads to the Sky>(2005) 

[도판36]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벽화가 캐빈 존스(Cavin Jones)가 음악 

고등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작업한 것으로 학생들은 숫자 페인팅 방식을 

통해 벽화의 색을 칠하는 역할을 맡았다. 벽화의 하단에는 하늘을 

올려다 보는 학생들의 얼굴이 그려졌고 상단에는 배우, 

도판 35 프레드릭 더글라스 차터 

학교의 벽화 

도판 36 캐빈 존스,              

<직업들: 하늘을 향하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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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스타일리스트, 그래픽 디자이너, 과학자, 권투선수, 경찰, 건축가 등 

각종 직업 명이 나열되었다. 이를 통해 존스는 학생들에게 직업선택의 

폭이 무수히 넓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120  

한편 서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코메지 초등학교(Comegys 

Elementary School)에는 두 벽화가에 의해 벽화가 제작되었다. 세자르 

비베로(César Viveros)는 2005년에 코메지 초등학교의 

벽화[도판37]에 어린이들이 꿈꾸는 직업과 관련된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그렸다. 캐빈 존스가 그린 <나도 꿈이 있다 I Too Have A 

Dream>(2007)[도판38]도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그려졌다. 비베로가 

그린 벽화를 제외한 벽면에는 

2013년 5월에 벽화가 데이비드 

맥쉐인(David McShane)이 벽화 

제작에 착수했다.[도판39] 이 

벽화는 어린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유명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모습과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구성되었다. 벽화의 

도안에는 프레드릭 더글라스를 포함하여 블루스 음악 가수이자 

                                            
120

 앞의 책, p. 24. 

도판 37 세자르 비베로,         

코메지 초등학교 벽화, 2005. 

도판 38 캐빈 존스,             

<나도 꿈이 있다>, 2007 

도판 39 데이비드 맥쉐인,        

코메지 초등학교 벽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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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리스트인 B.B. 킹과 흑인 최초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 선 

성악가인 매리안 앤더슨(Marian Anderson),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 

미식축구 팀의 선수 브라이언 도킨스(Brian Dawkins)와 링컨 대통령 

등이 포함되었다.[도판40,41] 이와 더불어 도안에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 그린 그림이 위의 인물들과 함께 그려져 사실적인 형상의 인물들과 

어린이들이 서툰 솜씨로 그린듯한 그림이 결합되어 구성되었다. 이러한 

형식은 윌리엄 딕 공립학교(William Dick Public School)의 

벽화[도판42]에서도 볼 수 있다. 이 벽화에는 본보기가 되는 인물은 

그려지지 않았지만 어린이들이 그린듯한 서툰 그림이 벽화의 곳곳에 

그려져 이들이 벽화의 구상에 참여한 단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것 외에도 

MAP는 어린이들에게 독서를 

장려하는 벽화도 제작했다. 

<비밀의 책 Secret Book>(1999) 

[도판43]과 <독서: 여행 

Reading: A Journey>(2005) 

[도판44]은 모두 책에 몰두하고 있는 여학생의 모습이 그려졌다. 

벽화에는 마치 여학생이 책을 읽으면서 상상을 펼치는 것처럼 책에서 

여러 동물과 풍경이 나오는 장면이 표현되었다. 

도판 41 데이비드 맥쉐인,      

코메지 초등학교 벽화 도안, 2013 

도판 40 데이비드 맥쉐인,       

코메지 초등학교 벽화 도안, 2013 

도판 42 윌리엄 딕 공립학교 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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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체의 화합과 사랑 

  

MAP는 가족과 이웃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거나 손을 잡는 등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공동체의 화합과 사랑을 나타내는 벽화를 제작했다. 

이러한 주제는 소재와 내용에 있어서 범죄나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주제와 이주민의 생활풍경을 그린 벽화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인종과 

역사적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화목한 모습을 

이상적으로 보여주는 데에서 차이점을 지닌다. 예를 들어 세 개의 

벽화로 구성된 <포옹: 두 번째 기회 Embrace: Second 

Chances>(2009)[도판45]에는 어머니와 아들이 포옹하는 모습, 

학생들과 선생님이 손을 잡고 도는 모습, 경찰과 사람들이 서로 손을 

도판 43 조쉬 사란티티스,     

<비밀의 책>, 1999 

도판 44 도널드 젠슬러,         

<독서: 여행>, 2005 

도판 45 도널드 젠슬러, <포옹: 두 번째 기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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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네며 웃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저먼타운에서의 성장 Growing up in Germantown>(2004)[도판46]은 

교회의 외벽에 그려진 벽화로, 사실적으로 묘사된 주변 풍경과 함께 

주민들의 삶, 가족간의 사랑과 이웃 간의 화목한 모습이 그려졌다. 

<마법의 벽 The Magic Wall>(2005)[도판47] 또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이웃들이 함께 건물의 지붕에 올라가 밤하늘을 보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었다. 별과 달이 밝히고 있는 빛은 사람들의 몸과 연결되고 

있으며 건물 내부의 창문에도 가족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윤곽으로 

표현되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화목한 모습에 대한 이상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주제는 MAP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단위에서 

범죄자와 피해자 집단으로 확장되는데 이것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3. 도시 미화  

 

1) 자연 풍경  

도판 46 앤 노스럽, 

<저먼타운에서의 성장>, 2004 

도판 47 아나 우리베, <마법의 벽>,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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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에서 제작된 벽화 중 자연 풍경을 그린 벽화의 대부분은 

PAGN 시기 때 제작된 것들이다. 1990년대 초 제인 골든은 PAGN을 

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벽화 제작을 요청 받았는데 이들은 자연 환경이 

부재한 도시의 모습에 활기를 주고자 산, 바다, 폭포가 그려진 자연 

풍경을 벽화로 제작해 주기를 원했다. 물론 이후 MAP에서도 풍경 

벽화들을 제작했지만 PAGN의 그것과 형식적으로 차이점을 지닌다.  

PAGN에서 제작한 풍경 벽화는 거시적인 시점에서 바라 본 

폭포[도판48,49]와 산[도판50,51]을 그린 벽화가 주를 이룬다. 이것은 

전통적인 풍경화 양식으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제작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벽화의 제목과 제작 년도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벽화 앞에 나무가 자라거나 새로운 설치물이 생겨서 벽화를 보기 힘든 

경우도 많았다. 반면 MAP에서 제작된 풍경화는 특정한 주제를 

선정하여 특정한 대상을 그림으로써 PAGN의 그것보다 세부적인 요소가 

도판 48 제목 없음, 폭포 도판 49 제목 없음, 폭포 

도판 50 제목 없음, 산 도판 51 제목 없음,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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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물에 비친 벚꽃 모양 Waters Under Blossom 

Shape>(2002)[도판52]은 산을 미시적인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벚꽃이 물에 비친 모습을 상세하게 표현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을이 

되기 바로 전 Just Before Fall>(2006)[도판53] 도 계절성이라는 

특정한 주제를 표현한 풍경화로 볼 수 있다. 이 벽화는 일반적인 

풍경화와 반대의 시점에서 그렸고 입체적인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낙엽을 

더욱 부각시켰다. 

 

2) 건물의 구조나 기능이 반영된 소재 

 

MAP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혀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MAP는 벽화 제작의 재정을 후원한 단체로부터 독립적인 위치를 지켜야 

하지만 때때로 MAP는 후원 단체와 관련된 건물의 기능을 홍보하는 

벽화를 제작함으로써 후원 단체의 성격이나 특징을 드러내는 벽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것은 벽화의 주제나 방향성이 후원 단체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시의 부처들에 의해 후원 받은 벽화에서 잘 

도판 52 케네스 밀링턴,            

<물에 비친 벚꽃 모양>, 2002 

도판 53 제임스 번스, 제인 골든, 

<가을이 되기 바로 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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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다.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 북동 치료 센터(Northeast Treatment 

Center, 이하 NET)의 벽면을 따라 그려진 긴 벽화인 <가족의 가치 

The Value of Family>(2006)[도판54]는 NET의 사장이 재정을 

지원했고 그녀 역시 벽화에 그려지게 되었다. NET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가족의 가치>는 고객들에게 가족의 안정성을 보여주면서 NET의 사회 

복지 사업과 보육 서비스를 강조한다고 평가된다.121 

<여덟 가지 행운의 상징 Eight Signs of 

Fortune>(1999)[도판55]은 20번 가와 버크스 가(Berks Street)에 

위치한 지역 건강 센터(Community Health Center)에 그려진 벽화이다. 

이것은 레크리에이션 부, 필라델피아 공중 위생국(Department of 

Public Health)과 독립 재단(Independence Foundation) 등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다. 벽화가는 팔각형의 건물 벽에 맞춰 8개의 장면을 

그렸는데 각각의 장면은 건강한 삶의 모습을 표현하여 지역 건강 센터의 

사업 목표를 소개한다. 더 나아가서 이 벽화는 건강 센터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역할을 한다.122 

                                            
121

 NorthEast Treatment Centers, Behavioral Health & Social Services 홈페

이지, “Out Mural”, 검색일: 2013-10-25 

http://netcenters.org/about/ourmural/ 
122

 Jane Golden, Robin Rice, and Monica Yant Kinney(주 1), “A Wall of 

Neighborhood Heroes”, p. 138. 

도판 54 에릭 오크데, <가족의 가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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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이상의 건설 Building 

beyond Expectations>(2005) 

[도판56]은 도심부의 랜드마크인 

고층 빌딩을 바라보는 관람자의 

시점에 맞게 풍경을 그린 장소 

특정적 벽화이다. 벽화에는 두 

명의 사람들이 창문을 달면서 

도시의 풍경을 완성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는데 벽화의 하단에 있는 한 

소녀는 창문의 위치에 실을 올려서 마치 그녀가 직접 이 풍경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연출했다. 이 벽화는 필라델피아 주택사업국(Philadelphia 

Housing Authority)에서 후원했으며 벽화의 제목인 ‘상상 이상의 

건설’은 주택사업국의 로고에 쓰이는 문구이다. 주택사업국은 

연방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아 저소득층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거나 

주택사업국에서 관리하는 주택을 임대할 수 있게 관리하는 정부의 

기관으로 <상상 이상의 건설>은 이 기관의 사업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와 유사하게 2004년에 주택사업국에서 건설한 ‘존 스트리트 

시민문화회관(John F. Street Community Center)’에도 

벽화[도판57]가 제작되었다. 존 F. 스트리트는 당시 필라델피아의 

도판 55 클리프 유뱅크스 주니어, 

<여덟 가지 행운의 상징>, 1999 

도판 56 D.S. 고든,             

<상상 이상의 건설>, 2005 

도판 57 버톤 다지, ‘존 스트리트 

시민문화회관’ 벽화,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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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었는데 주택사업국은 그에게 헌정하는 의미에서 벽화에 그의 

이름을 붙이고 벽화의 전면에도 그의 얼굴을 그려 넣었으며 이와 함께 

주택사업국의 로고를 마치 광고판이 세워진 것처럼 크게 그려 

삽입하였다. 

 ‘라이트하우스(LightHouse)’ 

라는 건물에는 <지역 공동체를 위해 

밝게 빛나는 등대 The Lighthouse 

Shining bright for the 

community>(2003)[도판58]가 

제작되었다. ‘라이트하우스’는 북 

필라델피아에서 성인, 청소년, 

가족들을 대상으로 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경제적 개선 등을 돕는 주식회사이다. 이 

벽화에는 어린이, 성인,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스포츠, 예술, 기술 등을 

배우는 모습과 함께 중앙에는 큰 전구가 빛을 밝히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라이트하우스’의 사업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물의 기능과 

직결되는 벽화 외에도 건물의 

구조와 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벽화 프로젝트가 

제작되기도 했다. 2012년 

MAP는 북 필라델피아의 

리하이 가(Lehigh Avenues)와 

저먼타운(Germantown) 지역의 두 개의 블록에 있는 건물에 

형형색색의 색채를 칠함으로써 낡은 쇼핑지구를 관광 명소이자 번화한 

상업 지대로 만들기 위해 <필리 페인팅 Philly Painting>[도판59] 

도판 58 세자르 비베로,        

<지역 공동체를 위해 밝게 빛나는 

등대>, 2003 

도판 59 하스 & 한,                 

<필리 페인팅>,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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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계획했다. 이를 위해 MAP는 두 명의 네덜란드 예술가 

‘하스 & 한(Hass & Hahn)’을 고용했다. ‘하스 & 한’은 브라질의 

빈민가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의 전 지역을 무지개 색 벽화로 

변화시켜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MAP는 이들이 브라질에서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건물을 장식하기 위해 이들을 초빙했다. <필리 

페인팅>은 기존의 벽화가 대부분 형상적인 양식으로 그려진 것과 달리 

다양한 색으로 줄무늬와 사각형을 칠하는 추상적인 구성으로 장식 

되었다. MAP는 이 프로젝트가 전례 없는 규모로 지역을 미화시켜 

도시를 치료하고 경제적 자극제로 기능하는 사회적∙예술적 실험이라고 

밝혔다.123 이 프로젝트에 쓰인 대부분의 재정은 시와 주의 부처로부터의 

후원을 통해 충당되었다.124  

그러나 ‘하스 & 한’의 브라질에서의 프로젝트는 지역 거주민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반면, 필라델피아에서는 건물주가 소재지에 살고 

있지 않아서 벽화 구상에 대한 논의 없이 그들에게 벽화 제작에 대하여 

허가를 받는 것에 그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125  브라질의 벽화와 

외형상의 모습은 유사하지만 벽화가 제작된 과정은 전혀 달랐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의 일간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The Philadelphia 

Inquirer』의 건축 비평가 잉가 사프론(Inga Saffron)은 MAP가 ‘하스 

                                            
123

 Philly Painting 홈페이지, “About”, 검색일: 2013-11-18 

http://phillypainting.org/ 
124

 <필리 페인팅>은 필라델피아 시의 상무부(City of Philadelphia Department 

of Commerce)와 복지부, 존 S. & 제임스 L. 나이트 재단(John S. and James L. 

Knight Foundation), 펜실베니아 주의 지역 경제 개발부(Commonwealth of 

Pennsylvania Department of Community and Economic Develpoment), 골드

만 자산(Goldman Properties), 글렌메드(Glenmede)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Philly Painting 홈페이지, “About”, 검색일: 2013-11-18 

http://phillypainting.org/ 
125

 Fred A. Bernstein, “Urban Bright: Philly Gets a Paint Job”, the New York 
Times Style Magazine, May 21, 2012. 

http://tmagazine.blogs.nytimes.com/2012/05/21/urban-bright-philly-gets-

a-paint-job/?_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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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 명성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126  

 

제 2 절 사회 연계 프로그램 

 

MAP는 벽화 제작과 벽화 관광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여러 시의 

기관들을 지역 사회와 연계하는 실천적인 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크게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프로그램, 미술 교육 프로그램, 포치 라이트 이니셔티브(Porch 

Light Initiative)로 나뉘며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벽화를 제작한다.  

MAP의 홈페이지는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인 골든은 벽화주의 과정을 많은 지역 주민들의 공공적 성과와 

연결시켜 왔다. 그녀는 다양한 시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지역 교도소와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과 성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정신적 외상, 정신질환과 중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치 라이트 이니셔티브를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들은 사람들을 그들의 지역 공동체와 연결시키고 그들이 미래를 

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가 되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벽화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반복적인 범죄와 

폭력을 중단하고 정신건강 장애를 지닌 사람들과 공동체를 치유함으로써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술의 힘을 경험하고 목격하게 한다.”127 

                                            
126

 Inga Saffron, “Changing Skyline: Mural Arts”, The Philadelphia Inquirer, 
December 08, 2012. 

http://articles.philly.com/2012-12-08/entertainment/35672878_1_mural-

arts-program-haas-hahn-sisco  
127

 벽화프로그램(MAP) 공식 홈페이지, “About Jane Golden”, 검색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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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MAP에서 운영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범죄의 순환을 막으며 

현재의 형사사법제도의 영향과 결과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투옥된 수감자, 미성년 범죄자, 가석방된 사람과 

집행 유예 중인 사람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이전에 야기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역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28  MAP는 여러 해 동안 ‘필라델피아 

교도소 제도’로부터 지원 받았고 3년 동안 ‘연방 자극 법(Federal 

Stimulus Act)’으로부터 기금을 받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 외에 낮은 삶의 질과 상습적인 범죄로 인해 고통 받는 필라델피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필리라이징 

협업(PhillyRising Collaborative)’과 협력했다.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특정범죄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범죄의 결과와 그것이 장래에 갖게 될 의미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129  기존의 

사법제도의 핵심이었던 응보적 사법(retributive justice)이 범죄자의 

처벌에 중점을 두는 반면, 회복적 사법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 범죄자 및 사회공동체를 가능한 한 범죄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과거 범죄행위의 

규명보다는 향후 범죄자나 사회공동체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10-12 

 http://muralarts.org/about/about-jane-golden 
128

 벽화프로그램(MAP) 공식 홈페이지, “Restorative Justice Program”, 검색일: 

2013-10-13 

 http://muralarts.org/programs/restorative-justice 
129

 이호중, 「회복적 사법-이념과 법이론적 쟁점들」, 『피해자학 연구 제9권 

제1호』, 2001,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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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장래의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130  MAP는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미술 교육, 벽화 제작, 지역사회 봉사와 결합시켰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부 기관 및 비영리 기관들과 협력했다.131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매주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여러 단기 

프로그램들을 통해 해마다 300여 명의 수감자들과 200여 명의 

소년범들에게 미술 교육 수업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시, 글, 

세라믹 등, 다양한 매체를 다루는 법을 배우며 매년 4~8개의 대규모 

벽화를 제작하는 것에 동참한다. 그 외에도 이 프로그램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인‘길드(Guild)’를 하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132  

MAP는 벽화를 통해 그들이 추구하는 사법 프로그램을 시각적으로 알릴 

뿐만 아니라 전과자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법 제도에 개입하고 있다. 

제인 골든은 2002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시초가 된 <치유의 벽 

Healing Walls>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그녀는 

수감자들에게 예술을 통해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범죄 피해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을 마련해주고자 

                                            
130

 강영은, 『회복적 소년사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2008, p. 

3. 
131

 MAP와 협력관계를 맺은 정부 및 비영리기관에는 City of Philadelphia 

Youth Violence Reduction Partnership, Pennsylvania Prison Society, 

Philadelphia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Philadelphia Prison System, St. 

Gabriel's System, State Correctional Institution at Graterford가 있다. 
132

 벽화프로그램(MAP) 공식 홈페이지, “Restorative Justice Program”, 검색일: 

2013-10-13 

 http://muralarts.org/programs/restorative-justice 

도판 60 세자르 비베로, <피해자의 여행>,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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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범죄 피해자들 또한 수감자들과 함께 벽화를 제작하고 그들과 

대화함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따라서 그녀는 

벽화의 내용만이 아니라 벽화가 제작되는 과정도 중시했으며 범죄자와 

피해자 두 개의 집단을 연결하기 위한 벽화 제작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이에 따라 MAP는 <치유의 벽>을 통해 수감자와 피해자로 구성된 두 

집단의 화해 과정을 묘사한 두 개의 벽화인 <피해자의 여행 The 

Victim’s Journey>(2004)[도판60]과 <수감자의 여행 The 

Inmate’s Journey>(2004)[도판61]을 제작했다. 

골든은 전국에서 6번째로 경비가 삼엄한 펜실베니아의 주 교도소인 

그래터포드 교도소(State Correctional Institution at Graterford)와 성 

가브리엘의 전당(St. Gabriel’s Hall) 소년원을 연계했다. 그녀는 

소년원에 수감 중인 소년범 집단이 매달 그래터포드 교도소에 있는 성인 

수감자들을 방문하게 하여 

향후 필라델피아에 설치될 

벽화를 공동으로 작업하게 

했다. 수감자들은 교도소 

밖의 삶과 투옥 중의 삶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아울러 그들은 벽화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원했고 벽화가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고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랐다. MAP는 이 프로그램이 수감자와 MAP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설명했다. 수감자들은 새로운 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예술적 에너지를 발산할 방법을 갖게 되고, MAP는 열성적인 노동자들을 

도판 61 세자르 비베로, <수감자의 여행>,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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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51센트의 적은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133  

이와 더불어 골든은 피해자회(Victims’ Advocate)의 펜실베니아 

지부와도 접촉했다. 그녀는 수감자들과 피해자들이 벽화를 함께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회의 책임자인 캐시 버클리(Kathy 

Buckley)는 <치유의 벽> 프로젝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과정은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단계의 치유가 될 것이다. 이것은 

범죄자에게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미움 받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 줄 것이다.” 그러나 몇몇 지역 주민들은 

두 집단을 만나게 하는 프로젝트의 과정과 그것을 토대로 벽화를 그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을 

존중해주는 행위는 어떤 것일지라도 잘못된 것이며 피해자들은 벽화 

제작 과정을 통해 그들의 잊고 싶은 기억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134  

<치유의 벽> 프로젝트의 제작을 전담한 벽화가 세자르 비베로스는 

수감자, 범죄 피해자, 피해자회와 지역 주민들의 모임에 참여하여 

그들이 나눈 대화를 기반으로 벽화를 구상했고 최종적인 벽화의 내용은 

반 년에 걸쳐 진행된 토론을 통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비베로스는 

가해자의 관점에서 폭력의 순환이 중단되어야 하는 생각에 초점을 맞춘 

벽화 <수감자의 여행>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치유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피해자의 여행>을 구상했다. 

수감자와 피해자들은 교도소와 교회 내부에서 벽화를 제작해야 했다. 

따라서 MAP는 벽화를 실제 크기와 동일한 낙하산 천에 그려 벽에 

부착하는 제작 방식을 선택했다. 비베로스는 낙하산 천에 스케치를 한 

                                            
133

 Jane Golden, Robin Rice, Natalie Pompilio(주 32), “Healing Walls”,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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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책,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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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좁은 공간에서도 벽화를 그릴 수 있도록 80개 조각으로 천을 

나누었다. 그는 정식으로 그림을 배우지 않은 수감자, 피해자 집단과 

지역 공동체 봉사자들을 위해 앞서 설명한 ‘숫자 페인팅’ 방식을 

사용하여 스케치에 물감의 번호를 매겨서 이들이 쉽게 페인트를 칠할 수 

있도록 했다. 수감자와 피해자는 실내에서 천 조각을 채색했고 페인트 

칠이 완성된 후 비베로스는 벽화를 정교하게 수정했다. 최종적으로 

하나로 연결된 천 조각들은 마약 밀매와 인종 갈등으로 인한 강도, 폭력, 

살인 등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북 필라델피아의 

저먼타운(Germantown)에 나란히 서 있는 두 건물에 부착되었다.135 

<수감자의 여행>[도판61]은 수감자들의 감정, 생각, 희망, 두려움을 

표현한 벽화이다. 중앙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에 그려진 사람들의 

색감은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좌측에 위치한 뒤돌아보는 남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남자, 손을 들고 있는 남자, 철창문 안에 있는 남자는 

모두 어두운 붉은 색 의상을 입고 있다. 반면 우측에 있는 어린이들과 

여자들은 주로 푸른 빛이 들어간 의상을 입고 있다. 그러나 인물들의 

의상은 화면 곳곳에 나오는 심장의 색과 반대된다. 왼쪽에 서 있는 

대머리 남자의 가슴에는 파란색 심장이 그려져 있지만 오른쪽과 철창문 

위의 남자의 가슴에는 붉은 심장이 그려져 있으며 우측의 손 위에 있는 

불타는 듯한 심장은 푸른색과 붉은 색이 모두 혼합된 색상으로 그려져 

치유의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치유의 벽> 프로젝트의 책에 

따르면 심장은 수감자들이 느끼는 회한, 분노, 슬픔, 수치스러움 등의 

감정으로 그들의 이러한 마음이 교도소 밖의 피해자와 공동체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의도로 그려졌다.136 또한 철창문 안의 남자는 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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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에 있는 흐릿한 형상의 남자와 동일 인물로, 이 남자는 왼쪽의 붉은 

상의와 푸른 치마를 입고 있는 소녀의 손을 잡고 있다. 이것은 

수감자들이 교도소에 있을 때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대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여행>[도판60]은 <수감자의 여행>보다 어린이들과 천사 

모양으로 조각된 묘석이 벽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사람들은 모두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는 등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앙에 그려진 

중절모를 쓴 중년의 흑인 여성은 오랜 기간 북 필라델피아에서 거주한 

주민이자 교도소의 상담사인 빅토리아 그린(Victoria Greene)이다. 

그녀의 왼쪽에 있는 소녀는 손을 잡고 눈을 뜨고 있는 데 비해 오른쪽의 

소녀는 눈을 감은 채 작은 초를 들고 빛을 밝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 오른쪽에 있는 소녀는 그린의 우측과 상단에 무채색으로 반복하여 

그려졌는데 그 배경에 밝은 빛이 표현되어 소녀가 살해된 피해자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좌측의 중년 여성 두 명과 흑인 소년은 분노와 

슬픔의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들의 오른쪽에 그려진 남녀 또한 눈을 

감고 있는 소녀의 손을 잡고 있다. 이들의 모습은 모두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MAP는 이와 같이 벽화에 유족들의 심정을 반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여행>이 단순한 벽화 제작 프로젝트가 아닌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들, 더 

나아가서 지역 사회의 삶을 잠재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137 유사한 맥락에서 실바나 팝(Silvana Pop)도 <치유의 벽>이 

대화를 이끌어내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개인, 

집단의 목소리, 그리고 공공 공간을 재통합시키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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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킨다고 평가했다.138 

<용서 Forgiveness>(2007)[도판62] 또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작된 벽화이다. 이 벽화는 총격으로 살해 당한 아들을 둔 

제니스 잭슨-버크(Janice Jackson-Burke)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그의 첫째 아들은 

2003년 필라델피아의 남서쪽에서 

5명의 십대 청소년들에 의해 

총격을 당했다. 그녀는 용의자들이 

처벌 받기 바랐지만 그녀의 

아들인 케빈 존슨(Kevin 

Johnson)은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했다. 그는 목 아래로 모두 마비되었고 한 달 동안 병상에 누워 

지내다가 얼마 후 사망했으며 벽화는 이 내용을 토대로 디자인되었다.139 

<용서>는 ‘그래터포드 교도소’의 종신형 재소자들, ‘성 가브리엘의 전당’ 

소년원, 시의 교정 시설 청소년들, 북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여성, 

MAP에서 교육받는 학생들, 그리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협력하여 

제작했다. 종신형 재소자들과 소년원의 청소년들은 벽화의 워크숍을 

통해 일년 동안 함께 미술 작업을 했고 때때로 피해자의 어머니인 

잭슨-버크가 그들에게 존슨과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용서>의 중앙에는 피해자 존슨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 그려졌다. 

그의 앞에는 그가 전신이 마비되었을 때 타던 휠체어가 함께 그려졌고 

우측에는 그의 어머니가 두 손을 모으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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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었다. 좌측에는 교도소가, 우측에는 등을 

보이면서 고개를 돌린 다른 청소년이 그려졌는데 이 청소년은 

가해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벽화의 상단에 부착된 스테인드글라스 

모자이크로 만들어진 비둘기가 위쪽을 향해 날아가고 있어 피해자의 

가족들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해자에 대한 미움을 없애고 용서를 

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것을 암시한다.  

같은 맥락에서 MAP는 2011년부터 <차단된 가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수감자들이 그들의 생각이나 후회와 같은 감정을 

표현하거나 지역 주민들과 그들이 해를 입힌 가족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기회 없이 고립되어 복역해야 하는 사법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미국 내의 여러 재단, 시 기관의 후원 하에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벽화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 구성원과 

지역 공동체로부터 범죄자의 투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140  

MAP는 많은 사람들을 프로젝트에 참가시키기 위해 교도소의 

면회실과 소년원 시설, 범죄가 일어났던 지역에 그림이 그려진 우편함을 

설치했다. 이 우편함에는 투옥이 가족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우편함을 통해 수감자, 

지역 주민, 정책 입안자 등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 편지들 

중 내용이 공개되는 것에 동의한 글들은 벽화의 내용에도 포함되었고 

프로젝트의 홈페이지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있다. 14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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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토대로 벽화가 에릭 오크데(Eric Okdeh)는 2012년 여름에 

<차단된 가족> 프로젝트를 통해 북 필라델피아의 도핀가(Dauphin 

Street)에 <차단된 가족 Family Interrupted>(2012)[도판63]을 

제작했다. 이 벽화의 제작에는 그래터포드 교도소, 필라델피아 교도소 

제도, 재판 받은 청소년, 지역 주민들과 가족 구성원들을 포함하여 보호 

관찰자와 전과자들이 동참했다. 기존의 벽화와 달리 이 벽화가 지니는 

독특한 점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를 벽화 

곳곳에 그린 것이다. 벽화가는 QR코드를 통해 여러 사람들이 공유한 

경험을 녹음한 음성 파일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만듦으로써 그림으로 

미처 표현하지 못한 참가자들의 경험과 생각을 벽화에 담았다. 

한편 MAP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8년에 

‘필라델피아 교도소 제도(Philadelphia Prison System)’에서 차용한 

성인을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인 ‘길드(Guild)’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길드’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전과자들이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 견습 

기간을 거치고 ‘취업 기회 전문가(Employment Opportunity 

Specialist)’로부터 조언을 받음으로써 실용적 기술을 양성하여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습 공간이자 재취업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미국의 법무부와 필라델피아 시로부터 후원 받아 운영되며 전과자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지역 공동체와의 강한 결속력을 경험하게 하며 

그들이 검정고시(GED)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궁극적으로는 

프로그램 기간과 이후 

18개월 동안 참가자들의 

재범률을 낮추는 것을 

도판 63 에릭 오크데, <차단된 가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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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한다.142  

참가자들은 ‘길드’에서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받는다. 그들은 

목공, 공사, 타일 부착, 벽 보수, 벽화 제작, 거리 청소, 조경 같은 지역 

재활성화와 같은 필수적인 교육 외에도 벽화 제작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을 배운다. 이와 더불어 ‘길드’는 시의 ‘청소년 폭력 감소 

파트너십(Youth Violence Reduction Partnership)’을 통해 모집된 

18~24세의 젊은 사람들을 보호 관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1 

회계연도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는 수감자, 지역 취업알선 센터에 

있는 청소년과 ‘길드’의 참가자들, 총 400여 명이 참여했다. 실제로 

전국 평균 재범률이 67.5%인 것에 비해 ‘길드’의 참가자들의 

재범률은 13.5%에 그쳤다는 통계는 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입증해주고 있다.143 

 

2. 미술 교육 프로그램 

 

MAP가 운영하는 미술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와 지역 사회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학 외 미술교육 수업이다. MAP는 매년 50개 

장소에서 1,900명 이상의 교육받지 못한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미술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0~22세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44  미술 교육 

프로그램의 지도 강사들은 시간제 근무자이며 이들은 모두 전문 

                                            
142

 City of Philadelphia Mural Arts Program, “In Good Company: Restorative 

Justice & PhillyRising Partnership”, Off the Wall, City of Philadelphia Mural 

Arts Program, Spring/Summer 2013, p. 7. 
143

 벽화프로그램(MAP) 공식 홈페이지, “Restorative Justice Program”, 검색일: 

2013-10-13 

 http://muralarts.org/programs/restorative-justice 
144

 벽화프로그램(MAP) 공식 홈페이지, “Program”, 검색일: 2013-10-12 

http://muralarts.org/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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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가이자 미술 교육가로, 필라델피아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MAP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시의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필라델피아 학구(Philadelphia School District), 형사 

사법제도와 장기간 협력 관계를 맺어 왔다. 

미술 교육 프로그램은 총 5가지의 수업을 제공한다. 10~21살의 

어린 청소년들을 위한 과정인 “기초와 혁신”, 14~21살의 청소년을 

위한 고급 과정 프로그램인 “초보 벽화가”, 창업자 정신을 주제로 한 

과정인 “회사 창업”, 위험한 상태에 있거나 불안상태에 있는 범죄 

청소년 집단을 위한 과정인 “청소년 갱생”, 그리고 10~21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환경을 주제로 진행되는 수업인“A20"이 그것이다. 

MAP는 때때로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에게 주요 벽화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이들이 벽화 제작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자들은 MAP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메일로 

보내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다. 지원자들은 

프로그램 등록 시 그들의 인종, 가족 구성원 수, 총 월 수입, 가족이 

공공 복지혜택을 받는 지에 대한 항목을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MAP는 이러한 정보를 후원자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145 신청서에는 이 외에도 수업 중에 떠드는 것과 폭행하는 것, 

마약과 술을 복용하는 것, 무기를 소지하는 것, 도둑질 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다. 학생은 이것을 세 번 

위반할 경우 프로그램에서 퇴출된다. 이처럼 미술 교육 프로그램은 

미술만이 아니라 행동 규범과 책임감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는 

                                            
145

 벽화프로그램(MAP) 공식 홈페이지, “Enroll in Program”, 검색일: 2013-

11-12 

http://muralarts.org/programs http://muralarts.org/programs/enroll-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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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공 시민(Public Citizens for Children 

and Youth)’의 2009년 통계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공립 학교는 

일반적으로 한 명의 미술 선생님이 500~800명의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에 비해 2011 회계연도에 MAP의 미술 교육 프로그램에는 

1,815명의 학생들이 38곳에서 등록하여 한 명의 미술 선생님이 약 

48명의 학생들을 가르쳐 미술 교육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존스홉킨스 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의 룻 커랜 네일드(Ruth 

Curran Neild)의 조사에 따르면, 필라델피아의 고등학생들 중 평균 

50%만이 제 시기에 졸업을 한다. 이에 비해 MAP의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학생들은 전원이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했다는 집계가 

나왔다. 이를 통해 미술 교육과 벽화 제작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포치 라이트 이니셔티브 

 

 ‘포치 라이트 이니셔티브(The Porch Light Initiative, 이하 

PLI)’는 2011년에 창설된 이후 3년째 운영되고 있는 MAP의 사회 

연계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포치 라이트”는 현관 등을 뜻하며 

따스함과 안전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였다. 이것은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의 치료와 회복을 목표로 예술과 사람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PLI로 명칭이 바뀌기 전에는 행동 건강 프로그램(Behavioral Health 

Program)으로 불렸다. 146  PLI는 필라델피아 시의 행동 건강 및 지적 

장애 부(Department of Behavioral Health and Intellectual Disability 

                                            
146

 행동 건강(behavioral health)은 정신건강(mental health)과 신체 건강

(physical health)을 모두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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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와 협업하여 북 필라델피아의 도심부와 북 필라델피아 지역의 

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147  PLI는 감옥이나 소년원, 강제수용소에 

있는 젊은이들, 유아 및 성인 범죄자들, 그리고 트라우마, 정신 질환과 

중독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PLI의 목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예술가, 서비스 제공자, 개인 

참여자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고 이웃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시키는 다른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협력하는 것이다. 둘째는 미술을 

사람들, 서비스 제공자들, 그리고 더 큰 공동체와 연결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지역 사회의 참여를 고무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행동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낙인을 없애고 같은 처지의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행동 건강 문제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진행된 PLI는 메타돈(Methadone, 

헤로인 중독 치료에 쓰이는 약물), 심리 상담과 다른 중독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북 필라델피아의 JEVS 복지관(JEVS Human 

Services)에서 진행되었다. 제임스 번은 PLI에서 제작하는 벽화 

프로젝트와 MAP의 일반적인 벽화 제작과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예술가들이 벽화 작업을 위한 대화와 

발표를 이끌지만 PLI에서는 지역민 참여자들의 핵심 그룹(core 

group)이 벽화를 구상하고 편집하며 벽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예술가와 지역 주민들 사이의 균형을 

이룬다.” 148  2010년에는 PLI가 진행되는 세 곳의 센터에 마약이나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94명의 지역 

                                            
147

 세 지역은 우편번호 19123, 19132, 19140에 위치한다. 
148

 Steve Weinik, “Meet Porch Light Muralist James Burns”, Off the Wall, 
City of Philadelphia Mural Arts Program, Fall 2012, p. 3.  



 

 121 

주민들이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필라델피아 시,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아카데믹 오디언스, 그리고 

세계 행동 건강 위원회 같은 국가적인 단체에 의해 후원 받고 있다. 

 

 

제 Ⅳ 장 MAP를 통해서 본 관 주도 벽화 

프로그램의 효과와 한계  

 

 

제 1 절 MAP의 효과와 한계 

 

       1. 사회적 측면 

 

MAP는 벽화를 통해 사회 현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공미술 프로젝트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미술이 ‘공공성’을 획득함으로써 

사회에 참여하여 발언권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것은 

제인 골든이 점점 더 많은 공공기관, 기업, 재단 등과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미술이 기능하는 범위를 확장시킨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녀는 벽화가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미학적 세계의 

연결점에 위치한다고 주장한다. 149  더 나아가서 그녀는 MAP가 

그래피티를 제거하고 벽화를 제작함으로써 황폐화된 건물을 아름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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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East Treatment Centers, Behavioral Health & Social Services 

홈페이지, “Out Mural”, 검색일: 2013-10-25 

http://netcenters.org/about/ourm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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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필라델피아 시의 학생들을 정상적인 

시기에 졸업시키며 재범률을 낮추는 등 도시에 많은 이익을 

제공해왔다는 것을 강조한다.150  

그러나 필라델피아의 여러 매체들은 MAP의 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효용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한 매체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대해 “살인범이 추구하는 바를 돕기 위해 시장이 MAP에 

5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을 발표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가 MAP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했다. 151  또 

다른 매체는 MAP가 시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회를 개선하는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예술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MAP를 통해 도시를 장식하는 것보다 사회 안전망 구축이나 

의료 서비스 제공과 같은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예를 

들어 마이클 맥핏(Michael Macfeat)은 시와 정부로부터 MAP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많으며 그러한 기금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같은 다른 문화 기관이나 

사회적 프로그램에 지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더 이상의 

벽화는 필요하지 않으며 벽화 제작보다 더 직접적으로 범죄율을 

낮추면서 노숙자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우리의 나이 든 시민들의 

가난과 범죄가 지속되는 한, 장식된 벽은 고급스러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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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ctor Fiorillo, “What’s With All the Mural Arts Hatred?”: Jane Golden’s 

exalted program is under attack”, Philadelphia Magazine, January 27, 2012

에서 재인용. 
151

 위의 글. 
152

 Michael Macfeat, “Editorial Mirrors the Heretical Society Ess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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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MAP가 많은 비판 받으면서도 프로그램을 사회 저변의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필라델피아 시가 도시 전역에 확산된 

그래피티라는 사회적 “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해 PAGN을 설립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MAP는 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 

질환자, 범죄자, 불량 청소년들과 같이 ‘통제가 필요한 대상’을 

관리해왔는데 이러한 통제와 개입의 바탕에는 도시를 몸으로 이해하는 

전형적인 계몽주의적 도시 정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필라델피아 시에서 백인 인구가 41%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MAP의 벽화에는 유색인종들의 모습만이 등장하는 것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물론 많은 백인들이 도심부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마을보다는 교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벽화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공동체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MAP는 벽화를 통해 백인을 제외한 유색인종들, 

특히 흑인과 라틴 아메리카계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범죄와 인종차별이 

만연한 도시를 건설적으로 재건하려는 시의 이상을 교육했고, 더 

나아가서 필라델피아 시의 우범지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은 MAP가 유색인종들에 의해 도시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들을 갱생하고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설정한 것을 반영한다.  

 

2. 경제적 측면 

 

MAP는 1999년부터 벽화를 관람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관광 프로그램은 도보, 자전거, 트롤리 버스, 철도 등의 

수단을 이용하며 벽화의 장소, 주제, 제작 시기, 제작 의도 등에 따라 

                                                                                                               

More Ugly Murals’, the Philadelphia Inquirer, January 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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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테마로 기획된다. 하나의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관람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MAP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표를 예매해야 한다. MAP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객들에게 프로그램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이에 따라 

MAP의 관광 안내자는 매년 1월 새로운 관광 노선과 벽화 설명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이들은 활발한 성격을 지녀야 하고 필라델피아 시의 

여러 지역과 벽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을 

지닌다. 이들은 한 번의 관광 일정 당 50달러의 보수를 받기도 하지만 

관광 안내자들 중 보수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들도 많다.153  

이처럼 MAP가 체계적인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를 경제적으로 

개선해가고 있는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이다. 2010년의 ‘그레이터 

필라델피아 마케팅 관광 회사(Greater Philadelphia Tourism 

Marketing Corporation)’의 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필라델피아에 

3억 7천 4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했으며 이를 통해 하루 2천 4백만 

달러, 연간 87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다. 이 중 2011 회계연도에 

MAP에서 운영하는 관광 프로그램에는 70개국에서 온 1만 8천 명의 

방문객이 방문했다. 이에 대해 한 매체는 벽화가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고 

“어두운 그림자(blight)”와 싸우며 소비 영업과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킨다고 평가했다.154  

MAP는 도시를 상업 지구로 만드는 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E컨설트 회사(Econsult Corporation)’가 선정한 

필라델피아의 상위 5개 투자처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153

 벽화프로그램(MAP) 공식 홈페이지, “Jobs/Artist Opportunities”, 검색일: 

2013-10-10 

http://muralarts.org/about/jobsartist-opportunities-0 
154

 Alex Wigglesworth, “Painting Great Pictures with “Shameful” Funding”, 

Metro, Weekend April 6-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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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는 한 해에 250여 명의 예술가를 전임직, 파트타임직,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그들에게 지급하는 봉급으로 약 220만 달러를 지출하여 

필라델피아의 “창조 경제”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155 

 

   3. 미학적 측면 

 

MAP는 벽화 제작을 위한 모든 과정을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여 주민들이 벽화에 대해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MAP는 벽화를 통해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고향의 

추억, 존경하는 인물과 생활풍경 등의 주제를 환기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자부심을 강화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들은 지난 

30년 동안 반복적으로 그려져 일각에서는 MAP가 다양성이 결여된 

상투적인 주제와 미술형식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미학적 관습의 진부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댄 맥쿼드(Dan Mcquade)는 MAP가 1980년대에 보여준 신선함을 

되찾으려면 새로운 경향의 미술가들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156  심지어 필라델피아 예술가 집단인 “이단 사회(Heretical 

Society)”는 「추한 벽화를 멈춰라」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인터넷 상에 

게재하면서 MAP의 벽화 사업 중단을 요청했다. 그들은 필라델피아에 

많은 예술가들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에 대한 시 정부의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벽화의 디자인이 관습적이고 예술성 또한 

비전문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그들은 건축가 존 파우슨(John 

                                            
155

 Steve Weinik(주 89),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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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 Mcquade, “Why Are Philadelphia’s Murals So Ugly?”, Philadelphia 
Magazine, January 27, 2012. 

http://www.phillymag.com/news/2012/01/27/philadelphias-murals-u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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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wson)의 말을 인용하여 시 정부에게 “아무 장식 없는 벽의 단순한 

아름다움”을 요구했다. 157  더불어 벽화라는 획일화된 공공미술 장르가 

필라델피아 전역을 ‘점령’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표출되었다. 

빅토르 피오릴로는 벽화가 공공미술의 풍부한 언어 중 하나의 방언에 

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의 공공미술은 벽화에 의해 

지배당했다고 주장했다. 158  유사한 맥락에서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에 실린 사설에서도 도시 전역에 제작된 공공미술 중 

벽화가 3천여 개인 것에 비해 다른 장르의 공공미술 작품들은 1,400여 

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159 

이러한 맥락에서 PAGN이 1990년을 기점으로 벽화의 패러다임을 

바꾼 현상은 주목할 만 하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벽화는 이 시기부터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정해지기보다는 골든과 시 정부가 우선적으로 

결정한 주제를 주민들에게 제안한 후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제작되었다. MAP는 표면적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질적으로 그들은 시의 산하기관이면서 

시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 정부의 이념적 목표를 벽화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팔 길이 거리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의해 운영되었다.160 이에 따라 MAP는 명확한 시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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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eretical Society, “No More Ugly Murals: Demands the immediate 

cessation of the Mural Arts Program in Philadelphia”, 검색일: 2013-12-10 

http://www.angelfire.com/wv/sethsanarchypage/murals.html 
158

 Victor Fiorillo, “What’s With All the Mural Arts Hatred?”: Jane Golden’s 

exalted program is under attack”, Philadelphia Magazine, January 27, 2012. 
159

 “DN Editorial: Strauss’ Very Public Art”, the Philadelphia Inquirer, 
January 17, 2012. 

http://articles.philly.com/2012-01-17/news/30635407_1_public-art-jane-

golden-mural-arts 
160

 ‘팔 길이 거리 원칙’은 원래 ‘팔 길이 정도 거리를 둔 독립 운영 원칙(arm’s 

length principle)’으로 국가가 교육 분야에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이유로 간섭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는데 예술 분야에도 국가가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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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기 때문에 미학적인 독창성보다는 상투적인 소재를 형상적인 양식으로 

제작해야 하는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앞서 서술했듯이 이러한 경향은 

특히 시의 다른 부처들로부터 지원받은 기금을 통해 제작된 벽화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팔 길이 거리 원칙’은 

때때로 시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재단에 의해 후원 받은 

벽화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지식의 나무 The Tree of 

Knowledge>(2003)[도판64]는 

아이젠하워 협회(Eisenhower 

Fellowship)가 MAP에 벽화 제작을 의뢰하여 마이클 웹(Michael 

Webb)이 제작한 벽화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한 이 

협회는 과학과 교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단체로, 협회의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벽화 제작을 

의뢰했다. 협회는 웹에게 조직의 이상을 표현한 벽화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웹은 벽화에 큰 나무를 그려 사람들이 나무에 오르기 위해 

사다리를 오르고 나뭇가지에 걸린 책, 주판, 악기, 열쇠 등의 다양한 

물건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161 교육과 지식을 

얻는 과정을 암시하는 이 벽화는 아이젠하워 협회의 사업 내용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벽화의 캡션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문구, 협회의 

                                                                                                               

예술에 대한 국가의 정치적 검열과 다른 ‘악덕’을 피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그

러나 1976년 영국의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교부금을 주던 정부의 간섭이 

증가하자 아츠 카운실의 독립적인 지위를 옹호하기 위해서 당시 옥스퍼드 대학

교의 학장이던 레드클리프 모드(Redcliffe-Maud)가 대중화시킨 구절이다.  

김정희, 『문명화, 문화주의, 기업문화: 영국정부와 예술 정책』 , 서울대학교출

판문화원, 2010, p. 131. 
161

 Jane Golden, Robin Rice, Natalie Pompilio(주 32), p. 146. 

도판 64 마이클 웹, <지식의 나무>,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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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리더십, 진보, 국제적 이해 육성”이라는 협회의 목표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MAP가 후원 단체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자금의 출처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양상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캡션을 통해 보통 여러 주 동안 열리는 미술 전시에 비해 벽화는 

그것이 지워지기까지 반영구적으로 홍보 단체의 이름을 노출한다는 

점에서 단체의 홍보 효과는 배가된다. 

후원 단체의 이름을 

공개하는 혜택을 제외하고도 

기업의 상품을 벽화에 이용하는 

사례로는 지역 간호사들에게 

헌사 하는 <발전해 가는 간호 

Evolving Face of 

Nursing>(2010)[도판65]을 들 

수 있다. 이 벽화는 벽화가 메그 샐리그먼이 제작한 것으로, LED 조명 

회사인 ‘럼지 전기(Rumsey Electric)’ 사, ‘바야다’ 사의 

간호사들(Bayada Nurses), ‘드렉셀 보건전문 간호대학(Drexe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and Health Professions)’, ‘독립 

재단(Independence Foundation)’ 등의 후원을 통해 30만 달러에 

이르는 비용이 소요되었다. 샐리그먼은 벽화를 처음 디자인할 때부터 

‘럼지 전기’ 사로부터 제공받은 조명의 색상을 고려하여 벽화를 

제작했다. 따라서 벽화는 밤 시간대에 조명이 여러 가지 색으로 

변화함에 따라 벽화의 일부가 보이거나 사라지면서 낮에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을 연출한다.  

 

4. 벽화의 사후관리: 복원 프로그램 

 

도판 65 메그 샐리그먼,      

<발전해 가는 간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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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는 새로운 벽화를 만드는 것 외에도 복원 프로그램을 통해 

벽화의 복원, 재활성화와 유지를 담당한다. 2000년에 시작된 복원 

프로그램(Restoration Program)은 매년 30~40개의 벽화를 복원해 

왔다. MAP는 해마다 약 50~100여 개의 벽화를 제작하므로 최소 

30%에서 최대 80%의 벽화를 복원하는 것이다. 복원에 필요한 기금은 

필라델피아 벽화회에서 2011년에 개설된 ‘복원 기금’으로 충당되지만 

자세한 집행 내역은 기록되지 않았다. 이 기금은 일반적으로 기존에 

필라델피아 벽화회에서 모금하는 방식을 통해 마련되지만 벽화의 내용과 

주제 등과 관계 있는 재단이나 단체로부터 전액 후원 받기도 한다.  

벽화의 복원은 세부적인 부분을 수정하는 것부터 전면 개조, 새로운 

벽화로의 교체와 벽화의 제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로 이루어진다. 

벽화는 일반적으로 처음에 벽화를 제작한 원작자에 의해 복원되지만 

원작자가 참여하지 못할 경우 MAP에 소속된 다른 벽화가가 복원을 

담당하기도 한다. MAP는 벽화의 복원을 위해 지역을 재방문하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재활성화 시켜서 기존 벽화의 주제가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벽화가의 원래 의도가 정확하게 

표현되었는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하여 벽화의 복원 

범위에 반영한다.  

벽화의 복원 기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보한다. MAP에 따르면 

초기에 제작된 벽화의 복원 주기는 10년이었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해 

2012년에 30년으로 늘어났다. 162  복원작업은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복원이 완료되면 MAP는 벽화가 처음 제작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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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ral Arts Month Brings The Restoration And Re-Dedication Of 

Richard Haas’ Chestnut Place”, Philebrity, October 17, 2012. 

http://www.philebrity.com/2012/10/17/mural-arts-month-brings-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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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hilebrity.com/2012/10/17/mural-arts-month-brings-the-restoration-and-re-dedication-of-richard-haas-chestnut-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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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주민들을 초청하여 제막식을 다시 개최한다.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 남부에 위치한 <젊은 우리 We the 

Youth>(1987)[도판66]는 유명한 미술가인 키스 해링(Keith Haring)이 

그린 공공벽화 중 유일하게 처음에 그려진 장소에 온전히 남아있는 

벽화이다. 이 벽화는 2004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복원될 정도로 

MAP에서 매우 중요한 벽화로 

여겨졌다. 2013년에 이루어진 

복원은 키스 해링 재단(Keith 

Haring Foundation)에서 기금을 

지원받아 이루어졌는데 이 때 

벽화의 복원만이 아니라 주변 

공간의 재설계도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펜실베니아 원예 

학회(Pennsylvania Horticultural 

Society)가 지역 정원 위탁 

사업체(Neighborhood Gardens 

Trust)와 협력하여 벽화 주변을 

정원으로 개조했으며 조경 건축가 

마이클 로푸르노(Micheal LoFurno)는 

벽화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선을 재설계했다.163  

<젊은 우리> 외에도 메그 샐리그먼(Meg Saligman)에 의해 제작된 

<공통점 Common Threads>(1998)과 <필라델피아 뮤즈 Philadelphia 

                                            
163

 벽화프로그램(MAP) 공식 홈페이지, “ We Youth Restoration ” , 검색일: 

2013-12-08 

http://muralarts.org/collections/projects/we-youth-restoration 

도판 66 키스 해링, <젊은 우리>, 

1987 

도판 67 메그 샐리그먼, 

<공통점>, 1998 

http://muralarts.org/collections/projects/we-youth-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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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s>(2000)도 복원되었다. <공통점>[도판67]은 필라델피아 

도심부의 브로드 가(Broad Street)와 스프링가든 가(Spring Garden 

Street)의 교차로에 위치한 8층 건물의 벽에 그려진 대형 벽화이다. 

벽화의 웅장한 크기와 높은 완성도만이 아니라 벽화가 위치한 교차로가 

매일 5,800여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의 요충지인 점 덕분에 

<공통점>은 필라델피아의 랜드마크 격인 벽화가 되었다. 벽화는 마치 

제단화처럼 그려졌는데, 현대의 의상을 입은 사람과 고전적인 의복을 

입은 사람이 한 쌍을 이루며 동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 제목과 마찬가지로 벽화는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두 이질적인 문화와 세대를 혼합한 모습을 

보여준다.164 1998년에 제작된 이 벽화는 2011년에 복원되었다. 복원은 

벽화의 표면을 깨끗하게 닦은 후 색상이 다시 선명해지도록 

광택제(varnish)를 바르는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165  같은 벽화가가 

제작한 <필라델피아 뮤즈>[도판68]도 빛이 바래져서 2013년에 

복원되었다. 이것은 샐리그먼이 

시의 유명한 연기자, 작가, 

예술가들을 그린 벽화로 

<공통점>과 더불어 MAP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166  이것은 

원작자인 메그 샐리그먼에 의해 

직접 복원되었다. 

필라델피아 서부에 있는 유명한 벽화인 <폴 로브슨>(1999) 

                                            
164

 Jane Golden, Robin Rice, and Monica Yant Kinney(주 1), “Meg Saligman 

Thinks Big”, p. 116. 
165

 Heritage Preservation 홈페이지, “Common Threads”, 검색일: 2013-12-

14 

http://www.heritagepreservation.org/RPM/archive7.html 
166

 위의 책, p. 127. 

도판 68 메그 샐리그먼      

<필라델피아 뮤즈>, 2000 

http://www.heritagepreservation.org/RPM/archive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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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9]도 2013년에 그의 115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어널 

마르티네즈(Ernel Martinez)에 의해 복원되었다. 로브슨은 그의 업적과 

명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의 벽화를 마치 서 필라델피아의 불멸하는 “수호자”와 같은 존재로 

인식했다. 167  이에 따라 시민들은 그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벽화가 

희미해지는 것을 막으려 노력했고 마르티네즈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벽화의 색을 밝게 하고 작품을 선명하게 보정하는 작업을 했다. 

그러나 앞의 사례들과 대조적으로 도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서부나 

북부의 거주 지역에 있는 벽화들은 단 한 차례도 복원되지 않은 채 

노후화된 상태로 머물러 있거나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제거되기도 한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벽화를 제거하는 것을 제한하는 시의 조례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북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벽화[도판69]는 2011년에 구글(Google)에서 제공되는 ‘스트리트 뷰’에 

기록되었을 때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었지만 2013년 5월에 MAP의 복원 

프로그램에 의해 제거되었다. 2009년에 기록된 다른 벽화[도판70]도 

벽화가 그려진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해 갈색 페인트 물감으로 

                                            
167

 Cherri Gregg, “Paul Robeson Mural Restored, Rededicated on Activist’s 

115th Birthday”, CBS Philly, April 9, 2013. 

http://philadelphia.cbslocal.com/2013/04/09/paul-robeson-mural-restored-

rededicated-on-activists-115th-birthday/ 

도판 69 복원 프로그램에 의해 제거된 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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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여 지워졌다. 주민들은 벽화가 낡았고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 했다고 말했다. 

 

 

도판 70 주민들에 의해 제거된 벽화 

이처럼 MAP의 복원 프로그램은 주로 많은 제작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기 때문에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벽화나 유명 미술가에 의해 

제작된 벽화를 복원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그 외 지역에 설치된 

대부분의 벽화들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색이 바래고 

표면이 손상되거나 벽화의 가장자리에 부착된 세라믹 타일이 떨어지는 

등의 노후화 과정을 겪고 있어[도판71] MAP의 편중된 복원 기준을 

보여준다.  

 도판 71 노후화 과정을 겪고 있는 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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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국의 벽화 프로젝트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도시 개발,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계기로 도시의 시각적 환경 개선을 위한 벽화 제작이 

장려되었다. 1990년대부터는 마을, 학교, 공원과 같은 생활공간을 

대상으로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 표현과 미화 등을 목적으로 벽화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 벽화 

프로젝트가 전면에 내세워지게 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였다. 

벽화 프로젝트는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시립 미술관 

등의 관 주도형 공공미술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루어졌지만 때때로 지역 

주민들이나 미술가 단체가 자발적으로 벽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는 2006년을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 나눔 실천의 해’로 지정하고 그 해에 전국구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아트인시티>를 시행했다. 비슷한 시기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역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다. 이 두 사업은 벽화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으나 매해 프로젝트에서 “벽화마을” 또는 

“벽화거리”로 불릴 만한 곳을 양산했다. <아트인시티>에서 추진한 

벽화마을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전북 군산시 해망동, 부산 연제구 

말만골, 서울 종로구 이화동, 강원 태백, 대전 대통, 부산 안창마을 등 

7개 지역이다. <아트인시티>의 후속으로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마을미술프로젝트>는 경기 부천시 삼곡본동, 강원도 철원군, 경북 

안동시 신세동, 부산 사하구 감천동, 경기 김포시 사우지구, 대전 중구 

중촌동, 울산 남구 야을동 등에 벽화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진행했다. 

행안부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중 ‘경관∙미관형’ 시범마을에 

선정된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은 마을 일대와 공장에 담장 그림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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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실시했고 대구 삼덕동도 골목 가꾸기를 진행해 담장을 허물고 

벽화장식을 덧붙이는 작업을 했다. 이와 더불어 행안부가 진행한 

<희망근로사업> 중에는 지역 작가를 고용해 진행한 벽화 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부산시 금정구 죽전마을,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대전시 서구 

매노동, 경북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등에서 개최되었다. 168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벽화조성사업은 현재는 중단된 <서울 

도시갤러리프로젝트>의 2010년 <생명의 벽, 열린 미술 프로젝트>와 

김포시의 <김포 사랑 벽화 그리기 사업>, 전주시의 <아트스페이스 

프로젝트>, 부산시의 <벽화거리 시범사업>, <그림 있는 마을 가꾸기>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서울문화재단에서 추진한 

<예술마을가꾸기>는 주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장소를 지정한 

사례이다. 이것을 통해 성북구 정릉동 벽화마을에는 청덕초등학교 인근 

150미터 구간에 어린이 850여 명의 작품으로 벽화가 제작되었다. 

그 외에 예술단체에서 진행했던 벽화조성사업도 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 2006년부터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진행한 

벽화제작교실과 충북 청주시 수암골 벽화마을이 있으며 한국미술협회가 

2010 마을미술프로젝트와 함께 진행한 울산시 남구 야음동 신화마을이 

있다. 이 밖에도 부산자연예술인협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도 

벽화 조성 사업을 실시했다.169 

대표적인 벽화마을로 알려진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의 “이화 

벽화마을”[도판72]은 문광부에서 기획한 공공미술사업인 

<아트인시티>(2006)에서 “소외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조성되었다. 사업에 선정된 이화마을은 서울 도심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 

                                            
168

 이정헌, 「담벼락 꽃의 생명력」, 『월간 퍼블릭아트』, 2013 5월호, 2013. 

우리나라의 벽화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는 위의 글을 인용했다. 
169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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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이다. 이것은 <아트인시티>의 7개의 프로젝트 중 하나인 <낙산 

프로젝트> 하에 진행되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68명의 미술가들과 

대학생들은 이화동의 좁은 계단과 주택의 벽에 주로 꽃이나 새, 사람, 

동물 등을 그렸다.  

 <이화 벽화마을>은 대중매체에 

자주 소개되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의 

명소가 되었다. 이에 따라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밤낮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의해 사생활을 침해 당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와 함께 담벼락에 수많은 

낙서가 생겨 경제적 피해도 입게 되었다. 

그러나 이화마을의 용도는 주거지로 

정해져 있어 상품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관광객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대가도 얻지 못했다. ‘소외 지역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사업의 취지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경제적 생활환경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급기야 

마을의 한 벽화가 유명해져서 수많은 인파가 몰리게 되자 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이해한 벽화가는 스스로 자신이 그린 벽화를 삭제하기에 

이르렀다.170  

한편 <아트인시티>의 후속으로 기획된 <2010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문광부가 주최한 생활공간 공공미술 가꾸기 

사업으로 2010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년간 전국 15개 지역을 

                                            
170

 김경민(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벽화마을 프로젝트 성공사례 ‘동피랑 벽

화마을’」,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3-11-2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1127224644 

도판 72 아트앤시티,      

<이화 벽화마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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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010 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와 민간단체인 “(사)한국미술협회”가 함께 주관했다. 

<마을미술프로젝트>는 2009년에 시작돼 2013년까지 총 5회 개최된 

문광부의 야심찬 공공미술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것은 예술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미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171  일자리 창출 외에도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마을미술프로젝트의 기능과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찾아가는 미술, 생활 속의 미술, 삶이 

녹아나는 미술로 마을을 환기시키고 그 지역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을 발굴하여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 예술로 승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마을 단위의 공공미술 단지를 조성하여 특색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를 창출하고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172 

 

<2010 마을미술프로젝트>에서 주관한 10개의 프로젝트에는 대부분 

                                            
171

 마을미술프로젝트 홈페이지, 「마을미술 소개」, 검색일: 2013-12-17 

http://maeulmisul.org/new/gnuboard4/sub1_1.php 
172

 2010 마을미술프로젝트추진위원회, 『2010 마을미술프로젝트』 , 에이엠아

트, 2011, p. 10. 

도판 73 2010 마을미술프로젝트, 

<신화마을 - 음악의 골목> 

도판 74 2010 마을미술프로젝트, 

<신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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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가 포함되는데 울산시 남구 야음동의 <신화마을>은 벽화만을 

제작한 프로젝트로 총 8개의 벽화를 제작했다. <신화마을>에는 이 

마을을 촬영지로 선정한 영화 <고래를 찾는 자전거>의 주제에 맞게, 

‘돌고래 별자리 이야기’라는 동화의 내용이 그려졌다. 또한 골목마다 

이름을 붙인 벽화가 제작되기도 하여 각각의 골목은 <채색의 골목>, 

반구대 암각화를 묘사한 <암각화의 골목>, 음악의 선율을 표현한 

<음악의 골목>[도판73] 등으로 명명되었다. 그 외에도 <신화마을>은 

“지붕 없는 미술관”을 목표로 명화[도판74]들을 곳곳에 그려 넣었다. 

이와 같이 <신화마을>은 하나의 벽화 프로젝트에 총 3가지 주제가 

혼재되어 있어 벽화의 주제가 통일되지 않고 목적도 불분명해졌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술단체들은 벽화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벽화를 제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인 제도와 사후 관리는 미흡하다. 벽화들은 재료와 제작 방법에 

있어서 내구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벽화를 만지거나 비와 눈 등의 자연환경에 노출되면서 표면이 손상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벽화 제작이 일회성의 

프로젝트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미술가들이 공동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벽화의 관리와 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예산편성에서도 드러난다. <2009 

마을미술프로젝트>의 21개 

공모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도판75]에 따르면 

제작설치비는 각 공모사업 당 

지원액의 5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나 사후관리비는 전체 

도판 75 2009 마을미술프로젝트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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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3%로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173  

이러한 배경에서 2013년 문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4년간 57곳에 48억을 들여 조성한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수시로 보수를 하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혀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그려진 마을 벽화의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전체 사업비의 3%를 사후 

유지관리비로 책정해 2년간 별도계좌로 사용하고 있으나 2년 이후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협의 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하여 문광부와 지자체가 서로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며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174  

이처럼 우리나라는 일회적인 도시 환경 미화의 수단으로 벽화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미화를 위한 공공미술 장르 중 조각이나 조형물을 

제작하는 것보다 벽화를 그리는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벽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벽화는 조각, 설치미술,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 등의 다른 장르의 공공미술보다 

주제의 설정이나 벽화의 채색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빛이 바래져 정기적으로 복원하지 

않으면 지저분한 흉물로 남게 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벽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초기 제작비용과 함께 정기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보수, 복원의 비용도 반드시 책정되어야 하며 관리 책임자를 명확하게 

                                            
173

 앞의 책, p. 48. 
174

 이언주, 「’흉물’로 전락한 마을벽화, 사후관리 시급」, 머니투데이, 기사입

력: 2013-10-15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01517352326841&

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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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회적 행사에 그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인 벽화 제작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처럼 벽화의 사후 관리 비용이 적게 배분된 것은 벽화의 지속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비록 MAP의 복원 프로그램이 

도심부에 위치한 벽화나 유명한 미술가에 의해 제작된 벽화를 중심으로 

복원한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벽화의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고 

‘복원 기금’을 별도로 개설해 매년 30~80%라는 높은 복원 비율을 

달성하는 방식은 참고할 만한 점이다.  

더 나아가서 MAP는 벽화 제작을 전담하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벽화의 제작부터 복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행정처리와 벽화 제작 경험이 

축적되고 MAP에 고용된 벽화가들은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게 된다. 

이것은 벽화의 복원 주기 또한 점점 단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문광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벽화 프로젝트는 고정적인 

전담 기구 없이 프로젝트를 주최할 때마다 새로운 책임자와 미술가를 

모집하여 임시적인 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더 많은 

미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일회적인 

벽화 제작 행사를 양산해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마을미술프로젝트의 경우는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예술가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MAP에 고용된 벽화가들도 

전속으로 계약된 벽화가, 프리랜서 벽화가, 보조 벽화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되었기 때문에 전담 기구를 설치하더라도 유동적으로 

예술가를 선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벽화는 주로 마을 단위에서 제작되지만 

벽화의 제작 과정이 체계화되지 않아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고 홍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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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마을미술프로젝트의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 응답자의 70.5%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76.2%가 프로젝트의 홍보 

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주민 참여율은 1.4%에 

그쳤다.175  

이처럼 벽화가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은 채 지역 사회나 주민들과 

분리되어 피상적인 주제로 제작될 경우, 주민들에게 환경 미화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러한 점은 MAP가 벽화를 제작할 때 지역 

공동체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벽화에 대해 인식하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벽화 또한 제도의 재 수립과 벽화에 

대한 전문화된 연구가 선행될 때 지속 가능한 공공미술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제 Ⅴ 장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PAGN은 공공 시설물 파손의 

원인이었던 그래피티를 제거하고 그래피티 라이터들을 교화함으로써 

도시와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 탄생했다. 이후 MAP는 벽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에 깊게 개입하여 공동체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더 나아가서 

미국 건국 초기의 수도에서부터 현재까지 형성되어 온 필라델피아의 

역사, 시의 인종적∙문화적 특성과 시와 주민들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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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 2009년 마을미술프로젝트 평가보고

서」, 2009, p. 125. 



 

 142 

아울러 MAP는 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인종 갈등, 낮은 교육률, 

높은 실업률과 범죄율 등으로 야기된 사회적∙경제적 도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공미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 참여방식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MAP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미술가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일조했다.  

MAP의 사업은 필라델피아 사회에 사회적∙경제적∙교육적 파급효과를 

일으켰고 이를 통해 벽화는 공공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MAP가 필라델피아 벽화회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해 기업과 재단 등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사업을 

확장한 점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MAP의 사업 성과는 시의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PAGN이 시의 체계적인 지휘 하에 

그래피티 라이터들의 발언을 제한한 것에서 시작되었듯이, MAP는 

벽화를 통해 범죄자, 주민과 어린이들을 지속적으로 교육, 갱생하고 

시의 여러 부처들의 사업 내용을 홍보하는 등, 시의 정치적인 목표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미술가들 또한 주민들과의 

협업 과정이 벽화 제작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후원 

업체와 시 정부로부터 벽화 제작 비용과 임금을 받기 때문에 벽화의 

주제를 선정할 때 자금의 출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인 골든이 2015년 필라델피아 시장 보궐 선거의 

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골든은 한 인터뷰에서 

예술이 경제 발전, 도심지의 회복과 사회 복지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며 벽화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였다.176 또한 그녀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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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 Katz, “Power Lunch: Jane Golden for Mayor”, Phillymag, July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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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들이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끌렸다”고 언급하면서 정치적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177  이것은 골든이 벽화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시의 

정치적∙경제적 이해와 결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연구자가 직접 관찰한 500여 개의 벽화만을 대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MAP가 제작한 모든 벽화 사례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MAP를 소개하고 MAP의 사업이 주민들의 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며 도시의 문제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면서도 시 정부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여 도시와 시민을 정화하고 

교육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공공미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한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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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is a study of The City of Philadelphia Mural Arts 

Program(hereafter abbreviated to MAP). MAP is an affiliated 

organization of the City of Philadelphia made in 1996, to utilize it 

socially and educationally by producing the mural not only to glam 

up the city and to establish its identity but also with the object of 

rehabilitating the residents.  

MAP is an extended reorganization of the Philadelphia Anti-

Graffiti Network(hereafter abbreviated to PAGN), which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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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ed in 1984. In January 1984, the then mayor of Philadelphia, 

Willie Wilson Goode(tenure:1984~1992) has founded PAGN in 

order to produce city change systematically through experts. 

Graffiti, which became popular in Philadelphia from the 1970s, are 

forms of letters written like drawings on buildings, walls or piers 

etc. all over the city in groups as to mark the territory of each 

group by youngsters dubbed as the graffiti writers. Mayor Goode, 

who figured that this is desecrating the fine view of the city, has 

legalized and forbidden it along with having the graffiti writers 

signing to renounce graffiti. He, thereafter, had mural produced in 

the city solely through PAGN. 

Ed Rendell(tenure:1992~2000), who was elected as the 

incoming mayor in 1996, has not only quantitatively expanded and 

qualitatively specialized the intracity mural production but has also 

expanded and reorganized PAGN to MAP in order to avail mural 

paintings in various ways. Owing to do so, the city government not 

only has categorized PAGN, which was an independent city 

affiliated organization, to a competent organization of the city’s 

Department of Recreation but also has assigned a special expert to 

be exclusively in charge of this. Jane Golden, who’s a professional 

mural artist, was the first to be selected as the one in charge and is 

still currently on duty. Jane Golden has founded the Philadelphia 

Mural Arts Advocate which is a nonprofit corporation in order to 

increase operating funds other than the government supported 

elementary fund. Currently, finance for the Philadelphia Mural Arts 

Advocate is composed of subsidies offered by the Federal and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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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Citizen Bank, Goldman Properties and other diverse 

enterprises, by non-profit foundations such as the Independence 

Foundation or the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contribution 

donated by individual supporters, and furthermore by profits 

created from program managements, etc.  

The undertaking of MAP consists of mural production and its 

application. Mural pieces of MAP are produced in two methods. 

Though professional artists hold a large majority, participants of 

program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community do produce the 

mural as well. 

City murals proceeded by MAP is generally classified under 8 

steps; 1)Artist selection, 2)Site selection, 3)Budget compilation, 

4)Gathering opinions about the mural & Local residents 

participating the workshop, 5)Design the mural and seek approval 

from persons concerned(residents, MAP, mural artists), 6)Wall and 

Site repair and preparation, 7)Paint and Install the mural, 8)Open a 

dedication event. Local residents, staffs from MAP, mural artists, 

etc. join the dedication event. The socially associated mural 

producing programs include Art educations that train Public Art to 

teenagers, Restorative Justice Program which involve criminal in 

mural producing and The Porch Light Initiative which is to heal 

mental illness through art. Mural pieces produced in these two 

methods can be viewed through touring programs offered by MAP 

and profits created through the touring programs are spent to run 

MAP. 

Through PAGN and MAP, from 1984 and after, approxim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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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mural pieces were produced in the City of Philadelphia. In 

result, Philadelphia has acquired international reputation for 

achieving both artistic superiority and social innovation which led to 

obtain the title “Mural Capital of the World”. 

I have classified the topic of mural under 3 themes in order to 

inspect the efficacy of mural arts; 1)Enhancement of pride and 

identity about one’s region and nation. 2)Rebuilding a constructive 

city through concord, rehabilitation and healing of the society and 

people. 3)Beautification of the city. These themes hinge on where 

the site of production is, and what racial, industrial and economical 

propensity the corresponded local residents have.  

According to MAP’s homepage, their business goal is to 

combine artists and the community together through the procedure 

of mural producing collaboration. On this analogy, in most existing 

studies the communal ideal of the regions that mural pieces are 

drawn and the relative achievement are stressed, which correspond 

with what MAP suggests. MAP, actually has bettered the image of 

Philadelphia through mural paintings. Furthermore, MAP has 

become the organization that hires the most artists in Philadelphia. 

Through this, Mural pieces of MAP resulted to reflect political and 

economical understanding of the City of Philadelphia and the artist. 

Pertaining to this, the fusion phenomenon of the city government’s 

political purpose and artists’ economical understanding occurred 

in the course of selecting the theme of the mural art has come to 

my attention. Therefore, I have also analyzed the effect and limit of 

the large scale program of Public arts which is promoted by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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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long with contemplating economical effects such as 

job creation and tour inducements from MAP. Meanwhile, I have 

proposed the realistic limitation and gap I have discovered during 

my visit to sites of mural paintings.  

In the case of Korea, by the beginning of the 1980s, Urban 

Development, Asian Game, and the Olympics paved the way for 

mural production being encouraged for improving visual 

environment of the city. Since the 1990s, various mural projects 

advocating to express identity of region communities and city 

beautification etc. has been carried out targeting places like villages, 

schools or parks. Though numerous mural paintings are being 

produced with high profile, methodical system hasn’t been 

established and post management is insufficient after being 

produced. Thus, I introduce MAP, which isn’t yet known in detail 

in Korea and by analyzing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 of MAP, 

which became the model of Mural Project, not only in the United 

States but around the globe, I hope this study can be a reference 

that suits the domestic reality when Public Mural Projects, and 

furthermore, when Public Arts Projects are to be established in 

Korea.  

 

Key Words : The City of Philadelphia Mural Arts Program(MAP), 

Philadelphia Anti-Graffiti Network(PAGN), The Philadelphia Mural 

Arts Advocate, Mural Movement, Public Art, Jane Golden, Culture & 

Ar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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