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미술학석사학 논문

서울 올림픽 조각공원에 한 

문화사회학  고찰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미술이론 공

김 지 은



서울 올림픽 조각공원에 한 

문화사회학  고찰

지도교수  정  목

이 논문을 미술학석사 학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미술이론 공

김 지 은

김지은의 석사 학 논문을 인 함

2012년 7월

원 장 김 정 희 (인)

부 원장 정 형 민 (인)

원 김 진 아 (인)



-i-

국문 록

본 논문은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회를 기념하여 조성된

서울 올림픽 조각공원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서울 올림픽 조각

공원을 둘러싼 권력과 이데올로기,공간 장소를 통해 드러나는

문화사회 특성에 하여 고찰한 논문이다.

서울올림픽 회를 계기로 조성된 서울 올림픽 조각공원의 형성

과정을 통하여 정부 권력의 헤게모니 획득 과정을 살펴본 뒤,정

부의 이데올로기 공간으로서 작용하는 올림픽 조각공원의 공간

장소성을 분석하고자 하 다.

본 논문은 크게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세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 두 번째 장에서는 정부가 서울올림픽 회를 개최하게 된 사

회 배경과 유치 과정을 살펴보았다.올림픽 회는 스포츠 경기

이지만 동시에 국제 정치의 장이기도 하며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닌 사회·정치·경제 인 목 을 가진 행사로 올림픽 조각공원의

조성 배경과 국내외 사회·정치 상황이 한 련이 있다.

이 장에서는 1980년 올림픽 유치 당시의 사회 상황을 살펴

본 뒤 제5공화국에서 추진한 조각공원 추진 과정 내용을 살펴

보았다.1980년 는 세계 으로 동구권과 서구권의 갈등이 첨 하

게 립되던 긴장의 시기 으며,한편으로는 이러한 냉 이데올

로기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세계평화,국제화

등의 키워드가 부상하는 시기 다.북한과 치상황인 국내의 경

우,KAL폭 ,아웅산 테러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정치 으

로는 1979년 오랜 독재를 유지하던 박정희 정권의 붕괴 이후 두

환 노태우 등의 군부를 기반으로 한 제5공화국이 시작된다.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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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타를 통해서 성공한 신군부정권은 정당성을 획득하기 해 다양

한 국제행사유치 스포츠 술문화정책 등을 통해 의 시선

을 돌리기 한 다양한 스펙터클을 창출한다.한편으로는 군부정

권의 탄압 공권력 행사에 항하는 87년 6월을 기 으로 민주

화 운동이 정 을 이룬다.이러한 정부와 국민의 감정이 치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고 올림픽을 기념하기

한 구 설치 목 의 기념비 인 조각공원을 탄생시켰다.조각

공원 추진 과정 진행에서의 두드러진 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

탕으로 군부 정권의 정부 주도 행사라는 이다.이러한 성향으

로 인해 다양한 이해 계자와의 소통 부족과 논란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6개국의 150명 이상의 200여개의 작품을 유치

한 규모 야외조각공원을 조성한 일은 이례 이고 기념비 인 행

사 으며 당시로서는 처음인 올림픽과 조각공원을 결합한 세계 최

의 ‘올림픽 조각공원’이 탄생하게 된다.

세 번째 장에서는 서울 올림픽 조각공원의 형성과정에 하여

살펴보았다.올림픽 조각공원은 86년 제10회 아시아 경기 회와

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회를 기념하기 하여 규모 종합 문

화, 술,스포츠 단지로 조성되었다.서울올림픽 회의 문화 술

행사의 일환인 ‘세계 미술제’를 통해 작품을 선정했으며 세

계 200여명의 조각가들이 참여하 다.올림픽 조각공원은 제24회

서울 올림픽 회 문화 술축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세계

미술제의 제 1,2차 <국제 야외조각 심포지움>과 <국제 야외조각

>을 통해 조성되었다.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32개국의 36명

의 조각가가 장에 참가해서 돌 등을 주제로 하여 장작업에 의

해 올림픽 공원을 조성하 다.<국제야외조각 >을 통해 세계의

66개국의 155명의 작가들이 작품을 출품하 고 총 200여 의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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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치된다.<국제 야외조각 >의 경우 국제운 원회에 의

해서 작가가 선정되었는데 그들의 기획의도 작가선정 문제와

작품의 배치 문제 등이 논란이 되어 결과 으로 작품을 재배치하

거나 작가 수를 늘리는 등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 다.이러한

올림픽 조각공원은 조성 이 후에도 조각품의 리,운 ,보존 문

제 등이 제기되어 서울올림픽미술 이라는 이름으로 2004년에 미

술 이 건립되었고 2006년 소마미술 으로 명칭이 바 어 재까

지 리,운 되고 있다.

네 번째 장에서는 본격 으로 올림픽 조각공원의 몇 가지 요소

를 심으로 문화사회학 인 분석을 시도하 다.먼 앞서 언

된 형성과정을 통해서 권력과 공간의 계를 조망하고 이에 따른

‘기념비성(monumentality)’에 하여 살펴보았다.당시 정치사회

상황에서 보았을 때 정부는 술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월한 조형

언어를 통해서 ‘술 올림피아드’를 시도하여 평화와 세계화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국내외의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상황을 타개하

고자 하 다.이에 한 아이디어로 ‘조각공원’이라는 공간이 정부

라는 강력한 권력에 의해서 ‘기념비성’을 띤 공간으로 생산 되었다.

한 정부의 ‘장소 만들기(placemaking)’에 따라 도시의 휴식

술 향유의 기능 공간으로써 조각공원이 만들어졌다 것을 알 수

있다.서울 올림픽 회 개최를 해 서울 도시를 재정비하고 도

시빈민을 이동시키는 과정은 서구의 근 도시화 과정과 흡사하

다.

한 정부 주도의 행사의 일환이라 반제도 인 특성이나 실험

인 작가군,민 미술 등이 제외된 취약 을 가지게 되었지만,한편

으로는 당시 세계 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던 국제 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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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을 통하여 해외작가의 작품의 경우 개념 이고 실험 인 작

품,혹은 반체제 인 작가의 작품과 그 당시 하기 어려웠던 동

구권 작가의 작품 등 새롭게 보여 이 의의가 있다.200여 의

다양한 국제 작가들의 작품은 다른 내용과 개념을 담고 있어 미술

의 다양성을 보여주지만,작품을 체 으로 살펴보면 조각공원

자체가 가진 기념비성과 정부에 의해 고안된 공간생산에서의 이데

올로기의 재 과 교묘하게 결합되어 수직 상승하는 기념비성이 강

한 미술품들이 다수 선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올림픽 조각공원의 공간은 몽 토성,잠실 주거지구,체육

시설,공연장,생태공원 등 다양한 기능 공간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열린 공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모더니즘 인 발상에서 시작된

공원 조성 기획 당시와는 달리 차 포스트모더니즘 공간 특

징이 보이는 혼재된 복합공간으로 변모하 다.공간의 기능이 다

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조각품은 여 히 그 로

양괴가 느껴지는 기념비 인 형태의 모더니즘 조각들이 공원에 자

리 잡고 있어 이질 인 요소들의 혼재성이 서울 올림픽 조각공원

의 특징이다.

한 올림픽 조각공원에는 공공미술의 다양한 단계의 개념이 복

합 으로 혼재되어 있는데,기념비성이고 통 인 공공미술과 장

소 속의 공공미술(ArtinPubicPlace),도시 계획 속의 미술 (Art

inUrbanDesign)등의 세 가지 공공미술 개념이 교차되고 있어 독

특한 공간임을 알 수 있다.올림픽 조각공원 조성을 둘러싼 논란

과 비 을 토 로 공공미술 담론에서 시되는 소통과 ‘공공성’획

득 부분이 보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올림픽 조각공원의 형성과정을 둘러싼 다양한 문화

사회 분석을 통해 술이 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생산되고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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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를 투 하는 지,권력에 의해 생산된 공간의 특징과 미

술이 공 공간에 놓이게 됨으로써 가지게 되는 ‘공공성’에 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한 ‘권력’과 ‘공간’에 한 문화사회학 고찰

을 통해 지 까지 거의 조명되지 못 했던 올림픽 조각공원이라는

다양한 개념이 혼성되어 있는 공간에 해서 작품 분석이나 공원

리에 한 미시 인 이 아닌 거시 인 에서 공간 자체

가 가진 문화사회정치 정체성과 특성을 드러냈다는 에 그 의

의가 있다.

주요어 :올림픽 조각공원,공공미술,문화사회학,권력,공간,공공성

학 번 :2008-2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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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목

1988년 서울올림픽 회의 개최는 한국 사회 반에 많은 사회문화 인

향을 끼쳤다.1980년 말 미국과 소련을 심으로 첨 하게 립했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 갈등은 동구권과 소련의 몰락으

로 주춤하 다.하지만 한반도의 경우,남한과 북한의 치상황으로 인해

냉 이데올로기의 립과 이념 갈등이 여 히 존재했으며 이러한 갈

등은 다양한 양상을 띠며 복잡하게 개되었다.이러한 한국 사회의 특

수한 사회정치 상황 속에서 서울 올림픽은 정부에 의해 기획되고 추진

되었다.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타개하기 하여 올림픽 유치를 추진

하 고 개발도상국이라는 국가 이미지를 벗고 세계 인 스포츠 경기인

‘올림픽’을 성공 으로 유치하여 국가 상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가

시 으로 보여주었다.물론 이면에는 올림픽 유치가 군사정권에 의한 스

포츠 정치의 일환이라는 비난이 존재하 으며 군사정권의 민 억압에

따른 80년 민주화 운동과 희생이 있었다.그러나 결과 으로 볼 때 서

울올림픽의 개최는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권 국가의 올림픽 참여와 화해

분 기 그 이후 공산권과의 수교와 북한에 한 해 조치,해외여행

자유화 등 개방화된 사회 분 기를 유도하 고,이는 미술계에도 지

않은 향을 끼쳤다.서울올림픽의 사회문화사 인 향에 심을 시작

으로 좀 더 미술 분야에 국한하여 서울올림픽 문화 술행사의 부산물로

서 생산된 ‘서울 올림픽 조각공원’에 을 두고 문화사회학 근을

고찰한다.올림픽 조각공원이 정부에 의해서 올림픽 회의 일환으로 기

획된 공간이라는 을 주목하여 ‘공간의 생산’이라는 측면과 정부 권력이

이 과정에서 어떻게 술을 활용하여 이데올로기를 반 하고 헤게모니를

획득하고자 하 고 어떻게 스펙터클을 창출 했는지에 해 살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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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 일반 으로 정부가 설립한 추모 공원이나 기념 공원의 기

념비 조각과 달리 세계의 유명 작가들의 미술품으로서 선별된 작품들

이 모여 있다는 에서 서울 올림픽 조각공원은 여타 다른 기념비 공원

과 구별된다.서울 올림픽 조각공원 작품의 미술사 특징 당시 미술

계와 정부 사이의 립,올림픽 조각공원 조성에 한 논란 등을 살펴보

고 야외조각으로서의 기능하는 공공미술로서의 특징과 공공성 논의

올림픽 조각공원의 공간이 가진 장소성 분석을 통해 올림픽 조각공원의

복합 인 문화사회 특성을 밝히고자 하 다.

선행 연구

서울 올림픽 조각공원과 직 으로 련된 연구 논문은 많지 않으며

서울 올림픽 조각공원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로는「환경조각의 보존 리

에 한 연구 :올림픽조각공원의 작품을 심으로」와 「고인돌,용,엄

지손가락,세종 왕-올림픽 조각공원 형성과정을 통해서 본 ‘미술과 공

공장소’의 계」가 있다.1)올림픽 조각공원을 다루는 경우,주로 조각공

원이라는 넓은 범 에서 근한 연구가 부분이며,연구 내용도 주로

조각공원의 작품 보존 리에 한 연구나 조각공원의 운 리

차원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서울 올림픽 조각공원에 한 문화사

회학 인 연구는 앞서 언 된 미술학회지의 논문 「고인돌,용,엄지

손가락,세종 왕-올림픽 조각공원 형성과정을 통해서 본 ‘미술과 공공

장소’의 계」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이 논문은 조각공원의 형성

과정 당시의 과거 상황에 주로 을 맞추고 있으며 미셀 푸코의 ‘헤테

1)직 으로 ‘올림픽 조각공원’이라는 소재에 을 둔 연구로는 이수경의

「환경조각의 보존 리에 한 연구 :올림픽조각공원의 작품을 심으로」(수

원 학교 석사학 논문,1998)학 논문과 양은희의 「고인돌,용,엄지손가락,

세종 왕 -올림픽 조각공원 형성과정을 통해서 본 ‘미술과 공공장소’의 계」

(『 미술학 논문집』, 미술학회,2008)학술지 논문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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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피아(heterotopia)’개념을 용하여 고인돌,용,엄지손가락,세종

왕과 같은 이질 인 개념들이 혼성으로 존재하는 조각공원 공간 형성에

을 두고 있다.하지만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개념만을 용하

여 공간을 분석하기에는 미시 인 부분이 있으며 당시 조각공원 조성 당

시에 정부는 유토피아 환상을 가진 공간을 생산하려고 한 측면과 재

의 공원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요소가 존재하지만,본 연구에서는 올림픽

조각공원 조성 당시에는 오히려 기념비 이고 일 성 있는 모더니즘 인

공간을 형성하려고 시도했었다는 을 밝히고자 한다.헤테로토피아

양상을 띤 공간이라는 측면은 올림픽 조각공원의 조성 이후 결과론 인

상황을 두고서 해석 가능한 부분이다.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권력과 공

간 조성에 을 두고 정부가 어떻게 ‘장소 만들기’를 통하여 공간을 생

산하고 기념비성을 구축하며 스펙터클을 창출하는 가에 한 것을

을 두어 살펴보았으며 한 공간성 장소성 분석 공공성 논의를 통

해서 선행연구에서 지 한 로,서울 올림픽 조각공원이 포스트모더니

즘 인 요소와 모더니즘 요소가 혼재한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보여주

는 복합 인 문화사회 공간임을 밝히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크게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세 장으로 구성되었다.먼

두 번째 장에서는 서울올림픽 회를 개최하던 1980년 사회 배경과

정부의 올림픽 유치 목 과정을 살펴보았다.올림픽 회는 스포츠

행사이지만 동시에 국제 외교 정치의 장이기도 하다.단순한 스포츠 경

기가 아닌 그 이상의 사회·정치·경제 인 목 을 가진 국제 인 행사로

올림픽 회 유치 국내외 사회·정치 상황은 한 련이 있다.먼

1980년 올림픽 유치 당시의 사회 상황을 살펴본 뒤,제5공화국에

서 추진한 조각공원 추진 과정 내용을 살펴보았다.1980년 는 세계

으로 동구권과 서구권의 갈등이 첨 하게 립되던 긴장의 시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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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한편으로는 이러한 냉 이데올로기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세계평화,국제화 등의 키워드가 부상하는 시기 다.북한과

치상황인 국내의 경우,KAL폭 ,아웅산 테러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

었으며 정치 으로는 1979년 오랜 독재를 유지하던 박정희 정권의 붕괴

이 후 두환 노태우 등의 군부를 기반으로 한 제5공화국이 시작된

다.쿠테타를 통해서 성공한 신군부정권은 정당성을 획득하기 해 다양

한 국제행사유치 술문화정책 등을 통해 의 시선을 돌리기 한

다양한 스펙터클을 창출한다.한편으로는 군부정권의 탄압 공권력 행

사에 항하는 민주화 운동이 87년 6월에 정 을 이룬다.이러한 정부와

국민의 감정이 치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고 올

림픽을 기념하기 한 구 설치 목 의 기념비 인 조각공원을 탄생

시켰다.조각공원 추진 과정 진행에서의 두드러진 은 강력한 군사

력을 바탕으로 군부 정권의 정부 주도 행사라는 이다.이러한 강한

추진력을 가진 정부의 성향으로 인해 당시 올림픽 조각공원 조성에 한

각종 논란과 비 이 끊이지 않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66개국의 150명

이상의 200여개의 작품을 유치한 규모 야외조각공원을 조성한 일은 이

례 이고 기념비 인 행사 으며,당시로서는 처음이었던 올림픽과 조각

공원을 결합한 세계 최 의 ‘올림픽 조각공원’이 탄생하게 된다.

세 번째 장에서는 서울 올림픽 조각공원의 조성의 구체 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올림픽 조각공원은 86년 제10회 아시아 경기 회와

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회를 기념하기 하여 규모 종합 문화, 술,

스포츠 단지로 조성되었다.서울올림픽 회의 문화 술 행사의 일환인

‘세계 미술제’를 통해 작품을 선정했으며 세계 200여명의 조각가들

이 참여하 다.올림픽 조각공원은 제24회 서울 올림픽 회 문화 술축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세계 미술제의 제 1,2차 <국제 야외조각

심포지움>과 <국제 야외조각 >을 통해 조성되었다.우리나라를 포함

한 세계 32개국의 36명의 조각가가 장에 참가해서 돌 등을 주제로 하

여 장작업에 의해 올림픽 공원을 조성하 으며 <국제야외조각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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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66개국의 155명의 작가들이 출품하 고 총 200여 의 작품이 배

치된다.<국제 야외조각 >의 경우 국제운 원회에 의해서 작가

가 선정되었는데 그들의 기획 의도 작가선정과 작품의 배치 문제 등

에 한 논란이 있었고 결과 으로 작품을 재배치하거나 작가 수를 늘리

는 등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 다.올림픽 조각공원은 조성 이 후에도

조각품의 리,운 ,보존 문제 등이 제기되어 올림픽 조각공원을 체계

으로 리할 미술 의 설립이 요구되었고 ‘서울올림픽미술 ’이라는 이

름으로 2004년에 미술 이 건립되어 2006년 ‘소마미술 ’으로 명칭이 바

어 재까지 올림픽 조각공원을 리,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장에서는 본격 으로 올림픽 조각공원의 특징 인 몇 가지

요소를 심으로 문화사회학 인 분석을 시도하 다.올림픽 조각공원이

‘올림픽’과 ‘조각공원’이라는 상이한 두 개념이 합쳐진 복합 공간이라는

것에 을 두고,올림픽 조각공원이라는 공간에 한 다각 인 근을

시도하 다.먼 올림픽 조각공원이 어떠한 목 을 가지고 정부에 의해

서 생산된 공간인지에 하여 살펴보았다.올림픽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권력과 공간의 계를 조망하고 이에 따른 기념

비성과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계가 어떻게 작용하 는지 살펴보았다.

당시 정치사회 상황에서 보았을 때 정부는 ‘술’이라는 조형 언어를

통해서 평화와 세계화 등의 키워드를 부각시켜 국내외의 복잡하고 어려

운 정치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 다.올림픽 술 행사에 한 한 가지

아이디어로 ‘조각공원’이라는 공간이 기획되었으며 정부라는 강력한 권력

에 의해서 정확한 목 을 가지고 추진되어 기념비성을 띤 공간으로 생산

되었다.서울 올림픽 회 개최를 해 서울 도시를 재정비하고 도시빈

민을 이동시키는 과정은 서구의 근 도시화 과정과 흡사하다.이처럼

올림픽 조각공원의 공간 형성 과정을 살펴 으로써 기념비성과 이데올로

기의 구 ,근 성이 드러남을 확인하고자 하 다.

한 정부 주도의 행사의 특성 상,반제도 인 특성을 가지거나 실험

인 작가군,민 미술 등이 제외된 취약 을 가지게 되었지만,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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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시 세계 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던 국제 원들의 섭외를 통하

여 해외작가의 작품의 경우,개념 이고 실험 인 작품 혹은 반체제 인

작가의 작품과 그 당시 하기 어려웠던 동구권 작가의 작품 등 새롭게

보여 에서 의의가 있다.200여 의 다양한 국제 작가들의 작품은 다

른 내용과 개념을 담고 있어 미술의 다양성을 보여주지만,작품을 체

으로 살펴보면 조각공원 자체가 가진 기념비성과 정부에 의해 고안된

공간생산에서의 이데올로기의 재 과 교묘하게 결합되어 수직 상승하는

기념비성이 강한 미술품들이 다수 선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올

림픽 야외심포지움 행사의 경우,조직 원회에서 처음부터 한국 특성

을 규정, 구 설치를 해 화강암과 같은‘돌’을 소재로 한정시켜 행

사를 진행하 다.결과 으로 양괴가 느껴지는 육 한 기념비 조각의

형태를 띠는 조각이 많은 공원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정부의 ‘장소 만들기(placemaking)’에 따라 도시의 휴식 술

향유의 기능 공간으로써 조각공원이 만들어졌다 것을 알 수 있다. 재

올림픽 조각공원은 단순한 기념 공원을 넘어서 복합 가 가능한 쉼터

의 역할과 몽 토성이라는 문화 유 지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공공

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장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올림픽 조각공원의 형성과정을 둘러싼 다양한 문화사회

분석을 통해 술이 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생산되고 지배 이데올로기를

투 하는 지,권력에 의해 생산된 공간의 특징과 미술이 공 공간에 놓

이게 됨으로써 가지게 되는 ‘공공성’에 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한 ‘권

력’과 ‘공간’에 한 문화사회학 고찰을 통해 지 까지 거의 조명되지

못 했던 올림픽 조각공원이라는 다양한 개념이 혼성되어 있는 공간에

해서 작품 분석이나 공원 리에 한 미시 인 이 아닌 거시 인

에서 공간 자체가 가진 문화사회정치 정체성과 특성을 드러냈다는

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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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서울올림픽 회 개최 배경

제 1 사회 배경과 미술계 상황

1.사회 배경

올림픽 조각공원의 조성은 1980년 의 사회 배경 국내외 상황

과 한 련이 있다.먼 1980년 후반,한국이 제24회 서울올림픽

을 유치했던 당시의 국제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1970년 말

부터 1980년 말까지의 시기는 공산권 국가와 자유주의 국가 사이의 냉

이데올로기의 립으로 인한 국가 간의 긴장과 와해가 반복되던 시기

다.반면에 당시 세계 경제는 호황을 이루었으며 자본주의가 차 확

되었으며 1990년 에 들어서 본격 으로 국제화,세계화를 추구하던

시기 다.

미국 심의 자본주의 진 과 소련 심의 사회주의 진 으로 나뉜

냉 체제가 수립된 이 후 1970년 에 들어서는 냉 으로 인한 긴장이 다

소 와해되었다.1969년 미국의 ‘닉슨독트린’ 1970년 략무기제한 정

(SALT)교섭과 1972년 미국 닉슨 통령의 모스크바와 베이징 방문 등

을 통해 미국과 소련 사이의 데탕트(긴장완화)가 조성되었다.2)하지만

1979년 말 소련의 아 가니스탄 군사개입 항공기 폭 등의 도발,카

터행정부의 일 성 부족과 소련의 정책 단상의 오류를 통해서 1970년

미국과 소련이 만들어 놓은 데탕트 분 가가 축됨으로써 냉 의 긴장

2)닉슨 독트린은 아시아에 한 외교 정책에 한 내용으로 미국이 베트남

쟁과 같은 군사 개입을 피하며 아시아 제국에 해 핵에 의한 을 제외하

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해 력하여 처하며 경제 심의 원조로 바꾸어 국

가 간의 력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략무기제한 정 교섭의 경우,핵군비

경쟁에서 오는 불안과 경제 탄 등의 한계를 느낀 미국과 소련이 공격용

략 무기를 제한 하고자 맺은 정이다.( 키백과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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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다시 만들어졌다.3)특히 한반도의 상황은 1983년에 사할린에서

일어난 한항공 KAL기 격추사건 당시의 상황은 냉 이 다시 정으로

치닫는 시기 다.그 밖에도 1983년 아웅산 테러사건,1987년 KAL기 폭

사건 등은 국내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하 고,소련 동유럽 국가의

공산주의가 해체되어 가던 것과는 달리 북한은 핵개발과 고립주의 정책

을 고수하여 한반도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특수한 긴장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북한과의 특수한 계와 지정학 특성,국제사회의 단 등 여

러 가지의 이유로 한반도의 냉 은 심화된 반면,소련과 소련의 성국

가 역할을 했던 동유럽을 심으로 공산권의 해체가 차 진행되었다.4)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던 1988년을 후로 한 시기는 반 으로는

차 공산권 국가들의 몰락해 가는 시기이기도 하 으나,한편으로 한반도

의 경우는 북한과의 립 구도 특수성 때문에 냉 이데올로기로 인

한 긴장이 오히려 고조되어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을 보여주는 시기 다.

5)

3)강규형,「한국과 냉 :제2냉 성립기의 KAL기 격추사건과 그 종식기의

서울올림픽이 냉 에 미친 향을 심으로」,『정신문화연구』,vol.26No.2,

2003.p.237

4)북한의 강경한 입장과는 달리 동구 공산권의 몰락으로 인해 한국은 외교 으

로 1989년 헝가리,폴란드,1980년 소련,1992년 국 등의 국가들과 수교를 맺

었다.

5)이러한 긴장과 완화를 반복하던 냉 시기에 개최된 역 올림픽들은 개최국

의 체제 성향에 따라서 참가국이 보이콧을 하거나 참여하는 등,이데올로기에

따른 국가 간의 립 양상이 뚜렷이 보 다.하지만 올림픽 추진 원회가 주장

하듯이 1988년 서울올림픽이 사실상 미국과 소련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참여한 경기이자 ‘동서간의 화합’이 핵심 이었던 경기 다.즉,1988년 올림픽

게임은 냉 시기 마지막 올림픽이었다.바르셀로나에서의 1992년 경기에서 소련

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1940년 이후 부터 있었던 기본 인 이데

올로기 립이 계속 이어졌으며 1976년,1980년,1984년 경기 역시 공산권과

자유진 의 립으로 인한 보이콧이 있었으나,1988년 올림픽에서는 동독과 서

독이 함께 참여하 다.하지만 한국의 올림픽 개최와 련하여 북한과 남한의

공동 개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반미,반정부를 주장하는 시 와 함께 일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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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1980년 국내의 상황을 살펴보면 민주화운동,신군부정권의

탄압과 공권력 남용,제5공화국의 스포츠정치,국제행사 유치 등으로 요

약될 수 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유신체제의 종

식을 가져왔다.그러나 민주화 운동의 직 인 성과로 얻어진 민주주의

의 개가 아니라 기치 못한 돌발사태의 발생은 다른 군부 세력으

로의 권력 이동으로 환되었다.12월 12일 군사반란을 통해 군부의 하

나회 심의 강경 들이 군사권력을 장악하 고 두환 소장을 심으로

‘신군부’가 등장하 다.한편으로는 1980년 이른바 “서울의 ”을 후하

여 장기간 군사독재에 억 려온 국민들의 민주화에 한 열망은 사회

의 다양한 역에서 표출되었다.민주화 투쟁을 해 온 학생 운동 세력의

‘민주화행진’을 통한 선도 역할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 한 노동자들의 인권 운동, 국의 노동조합 결성과 임 인상,해고반

등의 노동조건 개선투쟁이 있었다.6)

하지만 1980년 5월 주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민간인 학살은

주시민의 항 이후 국민 항으로 이어졌고 1980년 를 민주화 운동

시 로 이끄는 결정 인 사건이 되었다. 주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

압하고 최규하 과도정부를 무력화한 신군부는 두환을 심으로 제5공

화국을 이어갔다.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사상과 이념의 자유를 억압하

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언론 탄압을 하 으며 ‘집회

시 에 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요구를 차단하 으며 이러한 두환

정부를 미국의 카터 통령은 지지하며 1981년 2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생들의 북한과의 올림픽 공동 개최를 주장하는 시 가 남한 학가 심으로

일어났다. 한 평양에서는 서울 올림픽 회 유치와 련된 사업을 AIDS

질병과 련한 기생 이라 비난하며 남한 단독의 올림픽 개최를 비난하 다.

AlfredErichSenn,Power,Politics,OlympicGames,HumanKinetics,1999,

p.220참조

6)강 만,『한국 사 산책 -1980년 편,제3권 주학살과 서울올림픽』

(인물과 사상사,2003),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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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백지화,한국군 화 지원 등 제5공화국을 지지하

다.7)민족 자율성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반미운동과 비민주 정권에

반 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민주화 운동은 다양한 사회 약자의 권리에

한 운동으로 확산되었다.농민운동,빈민운동,종교운동,노동운동,문

화운동,청년운동,여성운동 등으로 확 된다.이처럼 1980년 한국사회

는 강력한 군사 정권의 정부 주도에 의한 사회경제 성장 이면에 존재

하는 국민들의 규모 민주화 운동이 존재했다.

올림픽을 유치하고 각종 스포츠 정치를 펼친 제5공화국 정권의 1980

년 시기는 ‘최루탄 가스’와 ‘삼청교육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키워드

로 상징 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국민 정서와 정부의 입장은 확연히 차

이를 보이며 립하던 시기 다.1980년 후반 규모의 국제 행사가

국내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행사들은 결과 으로 볼 때 경제,의식,삶의

방식 여러 면에서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꾼 계기가 되었다.이 국제

행사들과 일련의 규모 국제 문화 술행사들을 통해 한국은 문자 그

로 세계와 직 만나게 되었고 각종 국제 행사들을 성공 으로 치름으로

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무 에 서게 되었다고 자평하던 시 다.당시

사회분 기는 사실상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정부 주도의 개발과 성장

주의 정치에 의한 가시 인 결과 다.8)

당시 국민들 사이에서 반미,반정권의 정서가 팽배하 고 정부는 올림

픽의 성공 인 개최를 해 도시정화를 감행하 다.9)특히 정부가 감행

한 도심지의 강제철거 과정에서의 주거 보상 문제로 인해 노동자

소외된 시민들에 한 인권운동이 두되었으며 정부는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시 를 진압하여 시 으로 민주화에 한 열망과 혼란으로

어두웠던 권력에 의한 강압 인 근 화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7)AlfredErichSenn(주5),pp.123-124.

8)강 만,앞의 책(주6),pp.80-88.

9)정부는 올림픽 개최를 해 도심의 경 을 해치는 빈민 철거 작업,학생운

동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의 올림픽 행사장 근 지, 고 학생들

의 규모 행사 동원,군사력 동원 등을 감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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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부의 언론 통제 탄압은 서울올림픽 매스미디어에 의한

장악의 측면과도 연결된다.정치 의도를 가지고 큰 사건을 기획 할

때 부 행사와 새로운 정책 개시를 통해 효과를 최 화 꾀하는데 매스미

디어가 극 활용되었다.하지만 올림픽과 컬러 텔 비젼의 출 기

술 발달과 올림픽 이후의 여행자유화와 같은 세계화로의 개방을 통해

의 감각이 변화되었던 것은 사실이며,올림픽 이후 1990년 에 들어서

는 새로운 감성과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로의 이행이 개되었다.10)

이처럼 서울올림픽 회 개최는 미국과 소련 사이의 긴장,북한문제

등의 당시 국제 상황 냉 문제와 한 련이 있었으며 국내

으로는 신군부에 의한 제5공화국 정권의 국제 스포츠 행사가 국가 이미

지 제고와 평화 국제교류 등에 기여하 지만 그 이면에는 신군부 정권

의 국민에 한 억압과 이에 한 항의 민주화 운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미술계 상황

서울올림픽 유치에 한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1988년 서

울올림픽 당시의 국내 미술계 흐름과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1980

년 국내 미술계 구도는 사회 실에 한 태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

를 보이는 시기 다.국제 으로는 1970년 후반부터 나타나는 월남

이 후의 무기력한 상태와 힘과 정의의 불균형 핵에 한 공포가 만연

했고 내부 으로는 박정희 통령의 시해사건,신군부에 의한 제5공화국

의 억압과 민주화에 한 열망 등이 있었다.이와 같은 배경에서 출발한

1980년 미술은 1960-70년 를 주도한 엥포르멜이나 모노크롬 같은

념론 추상 미술과는 달리 경험론 인 실인식의 도 이 강화되면서

실 인식 참여가 강한 민 미술 계열과 미술 내 인 요소와 념

10)김정희,김 기,안이 노,홍성민 「시 와 미술을 해석하는 입장들」,『월

간미술』,2007년 3월호,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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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이 짙은 모더니즘 계열로 나뉘어 서로 태도를 달리 하게 된다.11)

1987년 6월 항쟁은 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상 가장 큰 기 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큰 사건이었다.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두환 정권의

4.13호헌조치에 한 반 로 시작된 시 는 최루탄 추방 회,민주헌법

쟁취 행진 등 20여 일간 국 으로 500여 만 명이 넘는 학생들과 시민

들이 참여하여 반독재 민주화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인 사회 인 큰 사건

이었다.민주항쟁 당시 이한열 열사의 사진은 상징 인 그림이 되어 걸

개그림으로 <한열이를 살려내라!>(최병수 오,공동작업)으로 교정에 걸

렸으며 걸개 그림 벽화 운동 등의 실 참여 작업이 많이 나타났

다.반면에 정부의 개방정책과 경제성장을 통해 ‘다른 세계’가 경험되고

일부 미술인에게는 변화 되는 국내외 상황들 속에서 다른 방향을 모색

하고 추구하기도 하 다.12)

올림픽 조각공원과 련하여 살펴보면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난 비슷

한 시기에 다른 미술계 인사들은 90억 원의 산을 들여 수백 명의 외국

작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술행사인 <서울올림픽 세계 미술제>에

한 심이 높았고,이에 한 찬반 논의와 반 서명 운동에 당시 큰

이슈가 되었다.추상미술을 이어가던 념 성향이 짙은 부분의 작가

들은 복잡한 미술 밖의 사회 실보다는 미술계 내부의 사건과 행사에

좀 더 이 가있었다.이처럼 같은 시공간에서 같은 사건을 경험한 당

시 작가들은 사회 실에 한 근 방식 태도에 따라 미술에 한 양

상 태도가 다름을 짐작할 수 있다.

즉,당시 미술계의 양상을 살펴보면 실 인식 고발의 태도를 보여

민 미술 계열,미술 내 인 자율성을 추구하는 모더니즘 계열,포스

트모더니즘 이론을 수용하고 세계화를 하며 국제 인 패러다임을 인지

11)오 수,『한국 미술사 :1900년 도입과 정착에서,1990년 오늘의

상황까지』(열화당,2000),p.244

12)김정희,「6월 민주항쟁과 그후의 한국미술」,『역사비평』,No.78,2007.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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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개별 인 작업을 펼쳤던 은 소그룹 혹은 개인 등으로 다원화되는

경향을 보여 다.

1980년 에 들어서의 하나의 새로운 은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의

두이다.미술의 양상이 다원화되고 자본화되었다.70년 모더니즘 계

승한 기성작가들과 이들의 추상 양식에 반 하며 형상성을 부활시킨

민 미술,포스트모더니즘 진 의 신진 작가 그룹 등,당시 화단은 공통

으로 집단을 이루며 이념 ,양식 특성을 공유하는 높은 사회 자

본을 형성했다.13) 한 1980년 에는 상업화랑 증가하 으며 작품이 상

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하 다.

억압과 민주화의 열망과 함께 다원화 국제화의 물결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던 1980년의 미술은 념론 인 기존의 미술 체제에 경험론 인

실인식의 도 이 강화되어 각기 다른 방향으로 표출되었다.서구에서

는 포스트모더니즘,공공미술, 지미술,개념미술 등이 주를 이룬 반면

에 한국은 엥포르멜,모노크롬 등의 추상 작업을 이어가던 모더니즘 계

열과 기존의 모더니즘을 비 , 실 고발 성향의 민 미술 계열과 달

리 개별 으로 새로운 미술을 실험하던 포스트모더니즘 성향을 보이던

신진 작가 일부는 실정치에 한 조직 항이 아니라 기성 사회와

세 에 한 개인 인 반항을 표출하고 매체의 감각을 이용하는 등

차 다원화된 미술의 양상을 보여 다.

1980년 말 국내 미술계에 향을 가장 큰 요인으로 시민들의 민

주화 요구와 정부의 개방정책을 들 수 있다. 자가 미술의 사회비 과

참여를 강조하는 쪽으로 진행된 반면,후자는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해외

여행 자유화조치와 규모 국제행사들의 개최로 구체화 되었고 이것은

곧 해외유학생 수의 증,외국 작가의 국내 시의 증가와 미술품 수입

개방 등으로 이어지면서 미술계의 을 나라 밖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나

았다.14)1980년 의 아시안 게임과 서울 올림픽 회의 개최는 외부

13) 백,「1960년 이후 한국 미술에 한 사회학 논의」,『미술사

연구』,No.23,2009,p.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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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세계 인 미술 경향의 소개와 여러 국가 간의 미술 인 ,지

교류를 가져왔으며 내부 으로는 한국의 ‘민족 ’자부심과 정권의 민족

주의 유산에 의한 ‘뿌리 찾기’로 연결되었다.1980년 의 국제행사 주도

와 련하여 한국 인 것을 해외에 소개하는 취지의 행사들이 많이 열렸

으며 작가들은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국성’라는 것에 심을 갖고 작

업을 하 다.15)이러한 한국성에 한 정부 주도의 미술행사 이면에는

민족주의를 통해 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려는 목 과 한

련이 있으며 이러한 면은 올림픽 술행사에서도 드러난다.

14)김정희,앞의 (주12),p.88

15)1982년의 < 종이의 조형 :한국과 일본 >,1983년 <새로운 종이조형 -

미국 >을 통해 한지의 외양 인 특징만을 가지고 한국 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 무리가 있음을 인식한 몇몇 국내 미술가들은 닥이나 닥죽을 사용하기 시

작하 다.직 종이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통 수공업을 사용하여 질긴

한지의 속성 제조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수공성을 한국의 민족성과 연결하여

한국성으로 표출하고자 하 다.김정희,「한국 미술 속의 ‘한국성’형성

요인의 다면성」,『시각 술에서의 동양성 다시보기』,동서양미술문화비교 국

제심포지엄 자료집,2004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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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서울올림픽 회 유치와 기획

한국은 1960년 이후 연평균 8%의 고성장을 보 으며 1973년 화학

공업화 정책을 시작하면서 산업 발 을 이루었다.1978년 기 으로 1인

당 GNP가 1,242달러로 개발도상국 가운데 돋보이는 성장을 하 다.하

지만 1979년 오일쇼크의 향으로 세계 인 불황이 야기되었고 국내외

으로 어려움에 착하 다.과잉· 복 투자로 화학 공업의 공장 가동

률은 1979년 40-60%로 낮아졌고 17년의 박정희 정권에 한 반독재 투

쟁에 의해 정권 기반이 흔들리면서 1980년 에 들어서는 마이 스 성장

을 보이게 된다.16)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외 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묘안으로 올림픽 회 유치를 고안하게 된다.

올림픽 회 유치에 한 발상은 박종규라는 인물에서부터 출발한다.

1970년 당시 한사격연맹 회장이던 박종규는 1978년 제42회 세계사

격 회를 성공 으로 치르면서 국제 회 유치에 한 이 을 발견하게

된다.17)그 이후 1970년 동경에서의 제1회 아시아사격선수권 회에 참가

한 한국이 우수한 성 을 거두고 이를 계기로 1971년 육군공병 를 동원

하여 10만평 규모의 최첨단시설을 갖춘 태릉국제종합사격장을 세웠다.

한 은해 간부들을 통해 실업 사격부를 창설하여 10여개 사격 을 확

충하는 등 스포츠 기반을 다져 국제 사격 스포츠계에서의 발언권도 키워

가기 시작하 다.1978년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 회 개최신청을 하 지

만 당시 박정희 통력의 피격 사건으로 박종규도 직책상 실무에서 물러

나게 되었으나 결국 다른 이들이 추진하게 되고 세계사격 회를 유치하

나 한역도연맹 역시 1978년 세계역도선수권 회를 유치해왔다.국제

16)국민체육진흥공단,『서울올림픽사 제1권 -올림픽유치』(하산문화사,2000)

p.14.

17)박종규는 육군종합학교장교 출신으로 박정희 통령의 최측근이었으며 당

시 청와 경호실장을 역임한 인물로 올림픽 유치를 구상하고 주도 으로 추진

하는 데 핵심역할을 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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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동시에 두 번 치루는 것은 실 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세

계역도 회는 반납되었고 세계사격선수권 회를 1978년 9월에 치루었

다.18)

이 회는 한국에서 처음 열린 세계선수권 회라는 에서 의의가 있

었으며 이러한 국제 회 신청과 유치 과정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경험을

통해 세계사격선수권 회를 치룬 지 10년 만에 서울올림픽 회도 유치하

게 된다.당시 세계사격 회에는 IOC 원이 거 참석했으며 이들과의

교류와 친분 스포츠 외교의 경험을 통해 서울올림픽이 기획되고 비

될 수 있었다.제25 한체육회장으로 취임한 박종규가 처음 서울올림

픽 유치건의안이 제출된 것은 1979년 3월로 문교부에 제출되었고 올림픽

유치를 공론화시킨 최 의 문건이었다.이어 서울특별시에 올림픽

이 될 아시안게임 유치에 필요한 자료 조를 부탁하 다.하지만 서

울시는 올림픽 국제 행사를 치를 능력에 한 행정부 자체 내의 확신

이 없었다.이 후 박종규를 비롯한 올림픽 유치에 심을 둔 핵심 인물

들의 노력으로 박정희 통령이 올림픽 유치를 승인했다.하지만 박정희

통령의 피격 사건으로 인해 유치 추진 주체가 상실되어 한동안 유치에

한 추진이 단되었다.박정희 통령 피격 사건은 서울시,문교부,

한체육회 등 련 부서에서 유치신청작업을 서로 꺼려 유치 비 원회

자체를 구성하지 못 한 채 난항을 겪게 된다.81년 9월 국제올림픽 원

회 총회 결정 이 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신청을 진행할 구성체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었

다.결국 1980년 8월 쿠테타로 정권을 잡게 된 두환 통령의 취임으

로 행정 으로 다시 추진이 가능해졌다.19) 1980년 9월 1일 제5공화국이

18)국민체육진흥공단,앞의 책(주16),pp.15-22.

19) 의 책,pp.23-36.국제 스포츠계에서 유치 을 벌이기 해서는 유창한

외국어 실력 외교무 의 경험과 다양한 행정부 산하 기 의 긴 한 조와

올림픽 제반 산업시설 확충과 유치 마련 등의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았

다.그러나 당시의 한국은 아직 그럴 여력이 없다고 단하는 반 입장도 지

않았다.올림픽을 개최할 도시인 서울특별시는 반에는 올림픽에 하여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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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됨과 동시에 두환 통령이 취임하면서 올림픽 유치 신청이 다시

행정 으로 가능해졌으나 올림픽 유치신청을 불과 두 달 가량 남겨놓은

상태에서 긴 하게 진행되었다.20)이러한 국내정치 상황으로 인해 올

림픽 유치 계획은 단 시간에 기획되어야 했던 시간 인 한계와 유치경비

등의 항목에 한 경험이 없었던 경험 한계 때문에 실제 올림픽을

비하는 과정에서 막 한 경비 지출과 산업 인 라 구축을 한 인

도시 정비 과정 등을 상하지 못 하 다.이는 추후 올림픽 조각공원의

기획 과정과도 유사하여 부분의 행사가 단시간에 기획되고 실제로 실

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졸속행정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되었다.

올림픽 회 유치 계획안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제발 과 국력 과시,

한국 체육의 국제 지 향상,스포츠를 통한 세계 각국 간의 우호증진,

공산권 비동맹국가와의 외교 계 수립,국제 체육행사를 통한 국민

들의 지와 일체감 제고라는 다섯 가지 목 을 들어 올림픽 회 유치

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외 인 목 이면에는 올림픽

을 정치 으로 활용하여 어려운 국제 정세와 국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목 이 있다.특히 앞 장에서 언 된 사회정치 배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박정희 시 부터 기획된 올림픽 유치는 제5공화국에 들어

서는 냉 과 국제 정세,군사정권의 억압과 민주화 운동 정권에 한

항과 불신이 팽배하 고,정권의 정당성 획득 정권 유지를 해서

인 입장을 취하여 반 하 다.올림픽 기획 과정 진행을 두고 여러 가지

정치 사건이 발생하여 올림픽 유치의 핵심 주체가 사라지거나 기 간의

조가 미흡해지는 등의 행정 어려움로 인해 올림픽 행사가 짧은 기간동안

하게 추진하게 되어 많은 갈등과 문제 이 발생하 다.

20)1980년 11월 30일이 최종 마감일로 불과 두 달 가량을 앞둔 상황에서 문교

부 체육국장과 사무 ,서울특별시 사무 , 한체육회 문 원 등으로 이루어

진 9여명의 유치신청서 작성 실무반이 구성되어 설문답변 기획과 경기유치

에 한 계획서를 작성하 다.국민체육진흥공단,『서울올림픽사 제1권 -올림

픽유치』(하산문화사,2000)p.8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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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민들에게 규모 스포츠 국제행사라는 스펙터클을 창출해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었다. 한 국제 경기를 통해 한국이라는 민족성을 강조

하여 일체감을 고양시키고 평화 키워드를 내세워 민주 인 정권의 이미

지를 부각시키기 해 올림픽 경기는 효과 인 수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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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서울올림픽 조각공원의 형성과정

제 1 올림픽 조각공원의 기획 과정

1.올림픽과 조각공원의 만남

올림픽 조각공원은 ‘올림픽’이라는 규모 국제행사와 ‘조각’이라는 미

술 장르 그리고 ‘공원’이라는 도심지의 휴식 공간이라는 제 각기 다른

역의 키워드가 합쳐진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공간이다.상이하고 개별

인 역의 세 가지 키워드가 합쳐진 것은 1980년 말 국제화,선진화,

세계평화와 같은 냉 이념 용어가 난무하던 시 에 규모 스포츠 경기

를 통해 스펙터클을 만들고자 한 신군부의 략 의도에 의한 것이었

다.정권의 스펙터클 창출 과정에서 미술은 종종 축하성 행사로 이용되

었는데,당시 ‘야외조각’이라는 장르가 주목을 받던 차에 조각 개념과 올

림픽 공원의 정체성이 연결되면서 국가 스포츠의 문화 술행사가 ‘올림

픽 조각공원’으로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21)

올림픽 조각공원이 조성되기 이 ,국내에 조각공원 개념이 처음 도입

된 시기는 1970년 후반에서 1980년 반으로 볼 수 있다.‘조각공원’

이라는 명칭은 사용되지 않았지만 가장 일 조각공원 개념이 도입되어

조성된 곳으로는 1977년 동숭동 문 진흥원 미술회 주변에 조성된 ‘마

로니에 조각공원’이 있다.계획 인 야외조각공원은 아니었으나 도심 한

가운데 작품이 설치되어 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 다.

본격 인 야외조각공원의 시작은 1982년 남 목포에 조성된 ‘유달산

조각공원’이라 할 수 있다.22)그 이후 1986년 ‘제주도 조각공원’이 설립되

21)양은희,「고인돌,용,엄지손가락,세종 왕 -올림픽 조각공원 형성과정을

통해서 본 ‘미술과 공공장소’의 계」,『 미술학 논문집』, 미술학회,

2008,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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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이후 1988년 ‘서울올림픽 조각공원’이 생겨나게 된다.주로 경기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되거나 개인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1990

년 에 들어서 속도로 증가하 고 1990년 후반에 정 을 이루어 설

립되었고 재는 국 40여개 가량의 조각공원이 조성되어 있다.23)

올림픽 조각공원의 경우,설립 당시 비교 조각공원 도입 창기에

설립된 공원이며 스포츠와 술이 결합된 형태 가운데서도 이례 이고

드문 시도 다.일반 으로 스포츠,올림픽과 술의 결합의 형태로 포스

터,엽서와 같은 디자인 부문과 술 올림피아드 경연 회나 체험활동과

같은 일회성 행사가 주를 이룬다.하지만 조각공원 부지를 확보하여 행

사의 결과물을 구 으로 보존하고자 한 것은 이례 이다.24)

스포츠와 술의 결합은 본래 올림픽의 기원과 역사에서도 알 수 있

듯이 본래 아주 하고 강력한 근원을 이룬다.고 올림픽을 보면 통

치자들에게 그들의 기량을 알리고 역사를 불멸의 것으로 규정짓는 데

술은 매우 요한 구실을 하 다.제사를 드릴 때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완 한 상태에서 아름다움과 술을 조화시키려고 하 고,그것에

한 가장 요한 술 형식은 조각이었다.건강한 육체를 가진 운동선

수들은 조각의 모델이 되었고 술가들에게 올림픽 경기장은 작업 스튜

22)윤철 ,「한국 조각 문미술 ,조각공원의 황과 문제 에 한 연구」,

『 미술연구소논문집』,경희 학교 미술연구소,2002,p.131참조

23)한국 조각공원 연구에 따르면 2000년도를 기 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올

림픽조각공원,마로니에조각 장,성곡미술 야외조각 시장,신라호텔 야외조

각 시장,일산호수조각공원,목암미술 야외조각 시장,모란미술 조각공원,

토탈미술 야외 시장,김포야외조각공원,국립 미술 야외조각공원,호암

미술 야외조각공원,이천설 조각공원,수원올림픽 조각공원 등 13개 조각공

원이 있으며 그 밖의 지역의 조각공원을 포함하여 총 40여개의 조각공원이 있

다.윤철 ,「한국 조각 문미술 ,조각공원의 황과 문제 에 한 연구」,

『 미술연구소논문집』,경희 학교 미술연구소,2002,p.131참조

24)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공원과 2000년 시드니 올

림픽공원 내에 조각품이 설치되었으며,‘올림픽 조각공원’이라는 명칭으로 별도

로 설립된 공원은 2007년에 시애틀 올림픽조각공원이 서울 올림픽조각공원 이

후 두 번째로 등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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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가 되었다. 한 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이 선정되어 시되는 것을

롭게 생각하 으며 이것이 뒤에는 경쟁이 되었던 것이다.그리고 후

에 경기에 이긴 승리자에게 실물 크기 그 로의 조각 작품을 만들어 헌

정 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25)

이처럼 올림픽과 술,특히 조각은 고 부터 한 련이 있었으며

주로 경연과 시의 형태로 진행되어왔다.근 올림픽이 출 한 이 후

에도 계속해서 경연 심의 올림피아드 행사와 시 형태는 지속되었고

때로는 경연 형태가 주는 경쟁으로 인해 논쟁이 존재하 다.그 이후 경

연보다는 축제 인 면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올림픽 술행사의 성격이

환된다.26)

이처럼 올림픽이 술과 결합하는 방식은 고 부터 존재해왔고 주로

여러 술가들이 경합을 벌여서 선정된 작품들이 박물 이나 미술 등

의 기존 시 공간에서 시가 되는 방식으로 미술 행사가 주로 이루어

졌다.하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의 경우에는 기존의 그러한 방식도 채택

하는 동시에 작품의 구 설치를 목 으로 하는 조각공원이라는 새로

운 방식을 시도한다.27)

25)이상만,「역 올림픽의 문화 술 행사」,『문화 술』,1982년 3월호,한

국문화 술 원회,1982

26)올림픽 술행사에 경연 인 형태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동

안 끊임없이 논쟁된 사실이며 이러한 문제는 1921년에서 1948년 시기에 주로

두되었다.주로 어떤 부문에서는 입상자를 많이 냈고 어떤 부문에서는 입상자

가 게 나는 등 문제가 있었고 많은 비 도 뒤따랐다. 술 올림피아드 형태가

축제로 환되었고 이는 고 올림픽의 제 의식이 심이 된 인간의 놀이와도

유사하다.올림픽의 축제 측면과 제의 측면은 오늘날의 올림픽 의 술 행

사들의 기념비 축제 행사의 측면과도 비슷하다.이상만, 의 참조

27)제24회 서울올림픽 문화 술축 행사 내용 시 부문 련 행사를 살

펴보면 《국제야외조각 》,《서울미술 》,《서울 상 》,《황룡사지 특

별 》,《백제와당 특별 》,《가야토기 특별 》,《동서 도 >,《한

국 호랑이 민 특별 》,《한국의 미 특별 》,《국제 회화 》,《세계아

동미술 》,《국제스포츠우표 》,《한국복식 2천년 》,《스포츠미술 공모

》,《한국풍물사진 》 등이 있다.서울올림픽 회 조직 원회,「제24회 서

울올림픽 회 문화 술축 」,서울특별시,198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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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회 비에 한 다양한 회고록을 살펴보면 상 외로 조각공

원에 한 발상은 한 미국인을 통한 아이디어 제시에서 출발하 음을 알

수 있다.당시 올림픽 회 원장의 회고록 『서울올림픽의 묻 진 이야

기』에 따르면 그는 1986년 3월경,올림픽공원의 토목과 조경공사가 마

무리 단계에 어들 때 리처드 앨런(RichardAllan), 이건 미국 통령

고문 역임과 둘이서 공원을 내려다보며 화를 하다가 조언을 얻게 되었

다고 언 되어 있다.체육 시설과 기념 조형물이 들어서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단을 하 고 이에 리처드 앨런은 세계 청소년들을 불러 야

외조각 경쟁 시회를 개최한 뒤 입선된 작품들을 구 시하는 것을 제

안했다.그 후 조각가,미술평론가,조형디자이 ,조경학자로 구성된

문가들을 꾸려 세계야외조각공원 조성기획 원회가 탄생하고 회의를 통

해 올림픽 참가국의 각국 표 작가들의 술작품을 1 씩 기증받는 방

향으로 기획이 되었다.그 후 스 스 로잔에서 개최된 IOC회의에서 우

연히 만난 스 스 작가 한스 에르니(HansErni)에게서 조각공원에 한

조언을 얻고 일본의 하코네 조각공원과 삿포로의 에지쓰노 모리,세타가

야미술 과 교토의 신축 국립미술 을 시찰하여 구체 인 조각공원을 구

상해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28)

올림픽 공원 구상 단계 기부터 조각공원 계획한 것이 아니라 다소

개인 이고 사 인 계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확장해나간 것을 알 수 있

다.이처럼 사실상 조각공원에 한 뒤늦은 발상과 짧은 기획 실행

기간은 진행과정에 있어 많은 논란과 문제 을 야기된 원인이 되었다.

올림픽 조각공원은 ‘올림픽’이라는 규모 국제행사와 ‘조각’이라는 미

술 장르 그리고 ‘공원’이라는 도심지의 휴식 공간이라는 제 각기 다른

역의 키워드가 합쳐진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공간이다.상이하고 개별

인 역의 세 가지 키워드가 합쳐진 계기는 1980년 말 국제화,선진화,

세계평화와 같은 냉 이념 용어가 난무하던 시 에 규모 스포츠 경기

를 통한 스펙터클 만들기의 신군부 정권 가시 략이라 볼 수 있다.정

권의 스펙터클 창출 과정에서 미술은 종종 축하성 행사로 이용되었는데,

28)박세직,『서울올림픽의 묻 진 이야기』(고려서 ,1991),pp.28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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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야외조각’이라는 장르가 주목을 받던 차에 조각 개념과 올림픽 공

원의 정체성이 연결되면서 국가 스포츠의 문화 술행사가 ‘올림픽 조각

공원’으로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29)

2.올림픽 조각공원 조성 계획 내용

「제24회 서울올림픽 회 공식보고서 제1권( 회 비 운 )」에 따

르면 올림픽조각공원 계획은 서울 올림픽 회의 문화 술행사 하나인

‘세계 미술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세계 미술제는 세계 각국의

표 인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시함으로써 세계미술의 교류

를 꾀한다는 문화 술축 의 공통된 목표 가지고 있으며,서울특별시 송

구 방이동에 조성된 165,2900㎡의 활한 올림픽공원을 세계 각국의

조각 작품으로 채우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30)

문화 술축 은 서울올림픽 개막 한 달 인 1988년 8월 17일 국립극

장에서 개막제의 막을 올렸으며 서울과 지방의 6개 국립박물 과 국립

미술 ,서울시립미술 ,세종문화회 등에서 시가 열렸으며 국립극

장,세종문화회 , 술의 당,국립국악당,문 회 ,호암아트홀,여의

도 장 등을 배경으로 다양한 공연행사를 벌 다.그 미술 련 행사

로는 세계 미술제,한국미술 ,한국문화재특별 ,문화소개특별 ,올

림픽기념종합 등 5개 분야에 걸쳐 24건의 시행사가 열렸으며,그

에서도 ‘세계 미술제’가 올림픽 조각공원의 형성에 계한 큰 행사로

행사경비 91억 가량이 들었으며 문화 술축 의 총 경비 280억 여 원의

32.6%에 해당하는 규모가 큰 행사 다.31)

29)양은희,앞의 (주21),p.230

30)서울올림픽 조직 원회,「제24회 서울올림픽 회 공식보고서,제1권, 회

비 운 」,1988,p.448

31)「제24회 서울올림픽 회 공식보고서 제1권/ 회 비 운 」보고서를 보

면 제14장 문화 술행사 부문에서 1.문화 술축 2.세계 미술제 -국제야

외조각심포지움,국제야외조각 ,국제 회화 ,한국 미술 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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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3월 세계 미술제 운 단에 의해서 작성된 「제24회 서울올

림픽 회 세계 미술제운 단 세부운 계획」을 살펴보면 제2차 국제

야외조각심포지엄과 국제야외조각 의 운 계획에 한 사항을 알

수 있다.32)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야외조각 심포지움’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동서양의 술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올림픽의 이념인 화합과

진을 술 인 차원에서 구 하여 문화올림픽의 극치를 이루고,서울올

림픽의 장인 올림픽공원을 세계 최고의 각공원으로 조성하여 후세에

길이 빛날 문화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세계 미술제의 가장 핵심 인

행사로 추진되었다.’고 언 되어 있어 동서간의 ‘화합’을 강조하며 ‘세계

미술제’의 한 일환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심포지움에는 총

36명의 작가(국내작가 5명과 외국작가 31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한국을

직 방문하여 50일간 머물면서 작품제작 과정을 공개하고 세미나를 통

해 토론과 의견교환의 자리를 가짐으로써 동서 술의 교류를 꾀하 다.

1차 심포지움은 돌과 콘크리트를 소재로 하여 1987년 7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2차 심포지움은 철,주물,합성수지,알루미늄,나무 등을 소재

로 하여 1988년 3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작품의 배치

는 세계 미술제 운 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구 설치되었다.국

제야외조각 의 경우,이미 완성된 작품을 출품하여 수송,설치하

으며 세계 66개국의 155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155 의 작품이 설치되

픽 련 문화 술행사의 카테고리와 종류와 간략한 개요가 소개되어 있다.

32)야외조각심포지엄 외에도 세계미술제운 단의 「행사본부결과보

고서」 「제24회 서울올림픽 회 문화 술축 」을 보면 “돌의 축제”행사에

한 내용이 자세하게 언 되어 있으며,「제24회 서울올림픽 회 공식보고서

부록/ 회여건조성」의 제3장 환경 정비를 통해서는 환경미화,도시공간 정비에

한 내용을 알 수 있고,제7장 문화환경의 조성에서는 술의 당,국립

미술 ,국립국악당,국립청주박물 건립,국립 앙박물 의 건립에 한 자세

한 계획을 알 수 있다.이를 통해 올림픽 조각공원 건립 외에도 문화 술축

차원에서 다양한 미술 행사 술 인 라 구축의 사업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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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이미 배치가 끝난 야외조각심포지움 작품 36 과 함께 총190여

에 달하는 조각을 보유한 조각공원이 조성되었다.33)

서울올림픽의 5 목표는 최다 참가,최상의 화합,최 의 안 과

사,최 의 흑자올림픽을 달성하는 것이었으며 5 특징으로는 화합,문

화,복지,번 ,희망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서울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

로 치러야한다고 처음 주장하고 나선 것은 당시 문화공보부 다.1983년

문화공보부는 문화올림픽 추진 원회를 발족시키고 문화행사의 기본방향

을 ‘우리 문화와 술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선양하고 국제 공감 를

확산시키며 문화역량을 총결집하여 다양하고 격조 있는 문화 술 축제를

조직하며,인류의 화합과 진을 서울에서 구 하는 범세계 축제로 운

하여 한국문화 술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설정하 다.34)서

울올림픽조직 원회의 문화식 본부장이었던 김찬동은 올림픽 조각공원

에 한 기획안을 총 한 담당자로 당시 조각공원 구상은 리처들 앨런이

라는 한 미국인에 의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음을 회상하고 있다.35)이

미 올림픽공원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조각공원 조성은 원래 산에 반

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술 활동과 계있는 6개의 기업의 후

원을 받아 한 기업 당 15억씩 총 90억의 산을 확보하여 진행하 다.

33)올림픽야외미술 ,『올림픽 조각공원』도록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

공단,1993),p.257

34)박세직,앞의 책(주28)p.279

35)조각공원의 구상에 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회고록에 기술되어 있다.

‘1986년 3월.올림픽 공원의 토목공사와 조경공사가 이미 완료되고 경기장 시설과 기념

조형물 공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어든 때 다.내부 시설공사가 한창인데 박세직

원장은 리처드 앨런 이건 미국 통령 고문 역임과 단 둘이서 올림픽공원을 내려다보

며 화를 나 다가 리처드 앨런이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청소년들을 불러서 야외조각

경쟁 시회를 개최하고 입선된 작품들을 공원에 구 시하는 것이 어떨까요?”라고 제

안한다.이 한 마디가 계기가 되어 야외조각 에 한 구상과 기획이 진행되게 된

것이다.조각가,미술평론가,조형 디자이 ,조경학자 등 문가로 구성된 세계야외조각

공원 조성기획 원회가 구성되었다.몽 토성을 제외한 45만 6천평에 설치할 야외조각

작품은 20내외가 정하다는 결론을 냈다.’인천 박세직 원장 진갑문집기획 원회,

『서울 올림픽의 묻 진 이야기』(고려서 ,1994),p.282-283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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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직 원장이 스 스 로잔에서 개최하는 IOC회의에 참석했다가 우

연히 스포츠를 소재로 작품활동을 하는 한스 에르니를 만났고 그의 도움

을 약속받았다.이 후 한스 에르니와 기획 원들이 일본의 하코네 조고

쿠노모리와 삿포로의 에지쓰노 모리 그리고 세타가야미술 과 교토의 신

축 국립미술 을 시찰하여 올림픽 조각공원에 한 구체 인 기획안을

만들어 추진하게 된다.36)

올림픽 조각공원은 86년 제10회 아시아 경기 회와 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 회를 기념하기 하여 규모 종합 문화, 술,스포츠 단지로

조성되었다.서울올림픽 회의 문화 술 행사의 일환인 ‘세계 미술제’

를 통해 작품을 선정했으며 세계 200여명의 조각가들이 참여하 다.

올림픽 조각공원은 제24회 서울 올림픽 회 문화 술축 행사의 일환

으로 개최된 세계 미술제의 제 1,2차 <국제 야외조각 심포지움>과

<국제 야외조각 >을 통해 조성된 것이다.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32개국의 36명의 조각가가 장에 참가해서 돌 등을 주제로 하여 장작

업에 의해 올림픽 공원을 조성하 다.37)더불어 동시에 개최된 <국제야

외조각 >은 세계의 66개국의 155명의 작가들이 출품하 다.조성 당

시의 보고서에 의하면 ‘1980년 후기의 세계조각의 상과 양태,그리고

미래에 한 망까지 조감할 수 있는 유일한 세계 조각공원을 소유하

고자 함’이라고 설립 취지를 밝히고 있다.38)세계 미술제의 경우 거

한 물량을 투입해서 세계 인 조각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목 에 의해 진

행되었으나 그러한 실 욕구를 실 하는데 필요한 구체 인 수행 목

표의 설정,주제,방법의 구 이 모호하고 부재했다는 행정상의 문제 이

있었던 것으로 일반 으로 평가되고 있다.작품의 설치의 경우도 료주

의와 비 문성으로 인해 작품의 배치 치 선정에 허술함이 보 다.

삼분의 일 정도는 나무와 부속물에 가려져 있는 이 지 을 받고 있다.

36)박세직,앞의 책(주28),p.117-119

37)올림픽야외미술 ,앞의 책(주33)p.115

38)같은 책,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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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7월부터 1여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국제야외조각

심포지움>을 개최하 고,세계 32개국의 36명의 조각가를 청하여 장

에서 직 작업하여 설치하 고, 한 <국제야외조각 >을 개최하

여 세계 66개국의 155명의 작가들이 출품한 작품을 출품하여 올림픽 조

각공원의 200여 의 조각들이 놓이게 되었다.39)조직 원회는 ‘1980년

후기의 세계조각의 상과 양태,그리고 미래에 한 망까지 조감할

수 있는 유일한 세계 조각공원’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40)

서울올림픽 참가국의 특성상 ‘동서간의 화합’은 여러 면에서 강조되었

다.소련과 국을 비롯한 쿠바,유고슬라비아,베네수엘라,폴란드,헝가

리,루마니아,볼리비아,불가리아,동독 등의 공산권 국가의 참여는 그때

까지 하기 힘들었던 공산권 국가의 술을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야외조각심포지움의 경우,올림픽 원회 측에서 소재를 한정시킨 한계

로 인해 작품이 다소 일 인 경향을 띄지만 이와 다르게 야외조각

을 통해 들어온 부분의 많은 해외작가 작품들은 고국의 미 형식과

언어를 포함하거나 혹은 작가 개인의 개별 이고 다양한 작업을 선보임

으로써 보 알리즘(NouveauRealism),키네틱 아트(Kineticart),아

르테 포베라(ArtePovera), 지미술(Landart)등 당시의 세계 인 미술

사 경향들을 어느 정도 골고루 보여주는 면도도 갖추고 있다.

제1차 조각심포지움에서는 돌과 콘크리트를 재료로 하여 동유럽 지역

을 심으로 한 15개국 15명의 외국작가와 2명의 한국 작가를 상으로

진행하 다.작품의 소재인 돌은 모두 국내에서 조달되어 자연석 작품에

는 철원산 무암 67 ,인제산 화강암 21 ,합천산 화강암 21 등 450

톤의 자연석이 사용되었다.원석 작품에는 포천산 원석 760톤과 포천산

39)제1차 국제야외조각심포지움(1987.7.3-8.20)과 제2차 국제야외조각심포지움

(1988.3.11-4.29)과 국제야외조각 (1988.8.15-10.5)의 행사들을 통해 조각공

원이 형성되었다.

40)문화공고부,한국문화 술진흥원,「서울올림픽 문화 술축 평가보고서」,

1988,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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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국 작가명 작품명 소재 규모(m)

1 유고
시메 뷜라스 Sime

Vulas
형상의 설 원석 2.5x1.4x8.4

2 쿠바
아구스틴 카르데나스

AugustinCardenas
가족 원석 2.2x3.3x6

3 알제리
모한 아마라 Mohan

Amara
화 원석 6x1.8x3.3

4
루마니

아

알 산드르 아귀라

AlexanderArghira
열림 콘크리트 1.5x5x6.5

5 페루
알베르토 구즈만

AlbertoGuzman
무제 원석 15x5.8

6 스페인
호세 수비라치 Josep

M.Subirachs
하늘기둥 콘크리트 5.5x3.5x15

7 스웨덴
에릭 디이트만 Erik

Dietman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자연석 7x3x4

8
한민

국
심문섭 87 원석 15x4x3

9
한민

국
박석원 87-07

원석,

자연석
10x5.9x7.9

10 네덜란 마크 뤼스 Mark 개의 세계 콘트리트 5.5x3.5x15

사가잡석 480톤이 사용되었으며,콘크리트 작품에는 철근 88.25톤,석고

459포(20kg),콘크리트 일 92본,기타 재료 1만 772 이 사용되었다.

장비로는 자연석 운반용 헬리콥터7 와 다이아몬드 톱 2 ,에어 콤

셔 2 ,45톤 크 인 1 ,지게차 2 ,트럭 116개 등 많은 장비가 동원

되었다.작가들은 통역원과 작업요원의 보조를 받아 제작하 다.다음은

제1차 심포지움에 참가한 작가들의 명단으로 주로 유럽지역의 작가들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41)

[표 3-1]제1차 국제야외조각심포지움 참여 작가 명단

41)서울올림픽 회조직 원회,「세계 미술제 제1차 국제야외조각심포지움

결과보고서」,1987,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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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Brusse

11
불가리

아

크롬 다미아노

Kroum Damianov
구성 원석 2x4.5x8

12 체코
죠셉 얀코비치Josef

Jankovic
정상

원석

콘크리트
3.2x5x9.2

13 헝가리
죠르지 죠바노빅스

GyorgyJovanovics
트로이 콘크리트 5.6x1.8x8.9

14
이스라

엘

다니 캬라반 Dani

Karavan

세종 왕을

하여

원석

콘크리트
25.2x24x6

15 그리스 디오한디 Diohandi

제24회

서울올림픽

회

원석,

자연석
30x18x12

16 이태리
마우로 스타치올리

MauroStaccioli
서울 88 콘크리트

37.5x2x27.

5

17 소련

알 산더

루카비쉬니코

Alexander

Rukavishnikov

탄생 콘크리트 4x2.5x6

[표 3-1]제1차 국제야외조각심포지움 참여 작가 명단

「제24회 서울올림픽 회 세계 미술제운 단 세부운 계획」에

따르면 제2차 야외조각심포지엄 행사의 기간은 1988년 3월 11월부터 4

월 29일까지 50일간이며,한국작가 3명을 비롯한 총 16명의 작가들이 참

여하 고 벨기에, 랑스,덴마크 출신의 총3명의 작가가 수상하 다.제

2차 야외조각 심포지움에서는 철,주물,합성수지,알루미늄,나무 등 비

교 다양한 소재를 재료로 하 다. 철조각의 실험이 활발히 개

되는 미주 지역이 세계 철조각의 심지임을 착안하여 미주지역과 서유

럽 작가를 상으로 주로 철이나 스테인리스틸의 재료를 사용한 작품을

선보 다. 랑스의 세자르와 벨기에의 폴 뷔리,덴마크의 로베르트 자콥

센은 자국에서 완성한 작품을 보냈으며 그 외의 작가들은 모두 청하여

장에서 제작되었다.다음은 제2차 야외조각 심포지움에 참여한 작가의

명단이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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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작가명 작품명 작품 소재

아르헨티나
귤라 코시체

Gyulakosice
승리 서울-88 합성수지

호주
나이젤 헬리어

NigelHelyer
딘:딩댕동 철재,동 ,유리

벨기에
폴 뷔리 Pol

Bury(수상작가)
움직이는 분수 스테인리스

캐나다
에트로그 소

EtrogSorel
힘찬 혼 철재

덴마크

로버트 자콥센

RobertJacobsen

(수상작가)

바 라 와르 철재

랑스
세자르 Cesar

(수상작가)
엄지손가락 주물

서독
권터 우에커

GuntherUecker
칼조각 목재,철재,돌,로

국
나이젤 홀 Nigel

Hall
통일성 주물

일본
스스무 싱구

Susumushingu
날개짓 스테인리스,철

멕시코
조르쥬 뒤

JogeDubon
무한 의 다리 철재

폴란드

막달 나

아바카노비치

Magdalna

Abakanovic

용의 공간 주물

스 스
뒤바크 알로이즈

DubachAlois
증인 Ⅲ 철재

미국

데니스 오펜하임

Dennis

Oppenheim

장지 철재

베네수엘라 라 엘 소토 잠재의 구 철재(알루미늄,

[표 3-2]제2차 국제야외조각심포지움 참여 작가 명단

42)서울올림픽 회조직 원회, 의 책,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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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faelSoto 쇠 이 )

한국 이종각 확산공간 88 주물

한국 이우환 계항- 감속에서 철재

한국 박종배 다른 두개의 교차 주물

[표 3-2]제2차 국제야외조각심포지움 참가 작가 명단

야외조각심포지움의 경우, 구 설치를 목 으로 하 기 때문에 내

구성 있는 재료로 국한하여 작품을 선정한 것은 결과 으로 돌,철재 등

의 육 하고 무거운 무게감이 드러나는 모더니즘 계열의 추상작품들이

집 한 공간으로 만들었다.주최 측의 미술 공공미술에 한 이

해 부족과 한계가 드러난다.하지만 국제야외조각 의 경우 기존의

작업 경향을 그 로 들여오는 방식을 취하 기 때문에 비교 다양한 작

품들이 소개된다.

작품의 제작 설치의 과정에의 다른 몇 가지 일화를 살펴보면,

이탈리아의 스타치올리(MauroStaccioli)의 작품은 작가가 직 몽 해

자 에 치를 선정하 으나,문화재보호단체와 미술계의 반발로 인해

기 공사를 하다가 다시 치를 재선정하 는데,당시 스타치올리의 딸

이 체조선수로 올림픽에 참가하 고,그의 딸의 승리를 기원하며 승리의

팔을 벌린 형상의 조형물을 체조경기장 앞에 설치하게 되었다.그리스

출신 작가 디오한디(Diohandi)의 경우도,작품 설치 시에는 주변경 에

방해받지 않았으나 후에 크텔이 들어서자 자신의 작품 뒤의 경 을 해

친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등 작가들의 요구가 많고 까다로웠다고 회고하

고 있다.이우환의 작품의 경우도 사람들이 철 사이로 가려진 부분에

쓰 기를 버리고 가는 등의 행동을 하여 비교 구석의 잔디밭으로 장소

를 이동시켰다고 한다. 한 문신의 작품은 2012년 에 지하철 9호

선 설치 때문에 소마미술 입구 앞으로 옮겨질 정이며 세자르가 그

자리로 옮겨질 정이다.43)

43)당시 올림픽 조각공원 조성 행정 소속이었으며 재 소마미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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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은 조각공원 안내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국제조각 당시 참

여한 라질 작가 란스 크라즈버그(FransKrajcberg)의 작품은 당시

설치된 부분의 기념비 이며 모더니즘 추상 작품과는 달리 ‘시간성’

이 작품 개념 안에 내포되어 있어 인 개념미술의 작업이었다.(그

림28)아마존 강에서 수집한 베네수엘라 고목을 가지고 작업하는 작가

로,우리나라의 고목을 구해주길 요구하여 국을 돌면서 찾다가 결국

양평에서 구한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서 토치로 불을 태워 작업을 하

다.테니스 경기장 앞에 설치하 으나 얼마 안가 나뭇잎이 변하고

썩어서 변형되고 으스러지다가 소멸되었다.소멸되는 것이 작품의 개념

이라는 것을 설명한 설명문만 남긴 채 작품은 소멸되었고 이후 조각공원

측에서는 치워버렸다.이러한 지미술이나 개념미술의 경우에는 다큐멘

터리의 기능이 요한데,작품의 한 소멸의 과정이나 흔 에 한 기

록이 제 로 이루어지 않아 조각공원 설립 당시 만든 도록에 있는 설치

사진 외에는 어떠한 기록도 없으며 재는 이 작품에 한 설명이 홈페

이지나 안내서에도 나와 있지 않아,당시 계자들의 미술에 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44)

올림픽 조각공원은 ‘올림픽’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국가 규모의 행사’

의 일환으로 시도된 조각공원으로 정부의 개입이라는 제약 조건 때문에

술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없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한 그러한

국가 사업의 특징으로 인해 ‘모뉴멘탈리티’가 강조되는 기념비성을 가

진 수직 상승 구조를 가진 작업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한 미술사 으

로도 미니멀리즘 혹은 포스트미니멀리즘의 양식을 한국 으로 충한 형

태의 작업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부분의 작품이 구

상보다는 추상이 으로 많았으며 이는 한국의 1960년 이후 확산

된 추상 조각의 유행과도 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좌 가 사라진

형태의 조각을 통해 로댕 조각의 모더니티를 읽을 수 있었으며,더 나아

원인 이용만과의 인터뷰 내용을 토 로 작성함.(2012년 1월 17일 인터뷰)

44) 의 인터뷰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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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미술 혹은 포스트 미니멀한 작업을 통해 조각의 확장된 역을

시도하는 작품도 살펴볼 수 있었다.하지만 반 으로 올림픽 조각공원

은 올림픽 행사 시기에 맞춰져 1년 가량 비되어 기획된 공원이기에

‘일회성’행사 작품의 ‘구 ’설치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모순을 가지고

있어 다양하게 작업이 시도되거나 진정성을 갖지 못 하고 올림픽이라는

행사를 주로 기념하고 상징하는 추상조각으로 구성되는 한계를 가진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작가 선정 과정의 경우 많은 논란을 야기시

켰고 이는 미술계 내의 반 서명 운동을 래하게 되는 데 이와 련된

논란은 다음 장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올림픽 조각공원 추진 원회 결성 진행

랑스 보 알리즘의 표 이론가 피에르 스타니를 비롯하여 미

국 구겐하임 장직을 역임한 토마스 메세 등 5명의 국제운 원들과

국내 주요 미술 학 조소과 교수님들로 구성된 조각자문 원회,올림픽

운 본부의 본부장 한창조, 리사무소장 문장철 등의 노력으로 올림픽

조각공원의 구체 인 작품 선정 세부 사항들이 결정되고 추진되었

다.45)특히 국제작가 선정 과정의 경우,1인 1 륙이라는 범 한 탁

선정 과정은 조직 원회가 문인력풀을 구성하기엔 박한 일정과 부족

한 인 정보라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조직도를 보여 다.46)

45)문장철은 조각가 문신의 아들로 한창조와 함 당시 랑스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46)피에르 스타니의 경우,박세직 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발굴한

작가인 세자르의 <엄지손가락>작업을 추천하며 올림픽 장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결정을 독 하는 편지를 보낸다.Restany,"LettertoParkSe-jik",

1988년 1월 15일,소마미술 자료실 소장.양은희,「고인돌,용,엄지손가락,

세종 왕,」,p.237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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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문

분야
경력 직

체

운

원회

감독

Gerard

Xuriguera

(불란서)

미술

평론

° 불란서 문화성 미술고문

° 멕시코 미술 개 기념

주 기증 (50개국 50 )

° 불란서 앙데빵당 유럽미술 주

( 리)

° 86세계야외조각 ( 리)

200여회 국제교류 주

세계평

론가

회부

회장

서유럽

아 리

카

담당

Pierre

Restany

(불란서)

미술

평론

° 보 알리즘(신사실주의)창시자

° 보 알리즘 세계 순회

° 불란서 미술 문지 씨메 속

평론가

° 한불수교 100주년 미술교류 주

자

° 유명조각가 쎄자르,알망텔겔리

발굴

술잡

지사

편집장

미주지

역

담당

Thomas

M.Messer

미술

평론

° 1949소르본느 수학

° 1951하버드 석사

° 1955-56New MexicoAmerican

FoundatonArt 장

° 1956-61 Institute of

ContemporaryArtBoston 장

° 1961뉴욕 구겐하임 장

뉴욕

구겐하

임 장

[표3-3]세계 미술제 국제운 원 명단47)

47)세계 미술제운 단,「세계 미술제 행사본부결과보고서」,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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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담당

Yuske

Nakahara

미술

평론

° 교 학

° TamaArtUniv.WakoUniv.

강의

° 1968Film ArtLtd.창설

° 1969 제10회 동경 비엔날

GeneralCommissioner

° 1977 San Paolo 비엔날

JanpaneseSectionCommissioner

Tama

Art

Univ.

조교수

동구라

담당

Ante

Glibota

미술

평론

°FranceParis에서 작품활동

° 유고슬라비아 태생

° 유고, 리 ArtCenter 화랑

운

° 동구 공산권작가에 향력 있는

평론가임

리-유

고 Art

Center

재단

이사장

[표 3-3]세계 미술제 국제운 원회 명단

<세계 미술제 운 단 행사본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운 원

제라르 슈리게라(GerarXuriguera)는 랑스 문화성 미술고문으로 멕시

코 미술 개 기념 , 랑스 앙데팡당 유럽미술 , 리에서 86세

계야외조각 200여회의 국제교류 주 한 경험이 있는 미술평론

가로 세계 미술제의 체운 원회 감독을 맡았다.피에르 스타니

(PierreRestany)의 경우 보 알리즘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며 랑스

미술 문지 편집장을 역임하고 세자르나 텡겔리 등의 작가를 발굴한 평

론가 다.그는 행사에 있어 서유럽 아 리카 국가를 담당하 다.그

외에도 뉴욕 구겐하임 미술 장을 역임한 것으로 유명한 토마스 메세르

(ThomasM.Messer)는 미주지역을 담당,동남아시아 지역은 일본의 유

명 미술평론가 유 나카하라(YuskeNakahara),동유럽을 비롯한 공산

권은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미술평론가 안테 리보타(AnteGlibota)가

담당하게 된다.48)이들 국제 원회의 선정과정은 서울올림픽에 한 박

48) 세계 미술제운 단, 의 보고서,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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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직 서울올림픽 원장의 회고를 통해서 알 수 있다.1986년 10월 스

스 로잔느에서 IOC총회가 열렸고 박세직 원장은 조각공원 조성 계획

을 보고하고 승인하기 하여 참석하 다.만찬장에서 스 스 화가인 한

스 에르니(HansErni)를 만나게 되고 사석에서 나 올림픽 조각공원

계획에 한 조언을 계기로 그를 공식 청하여 일본의 하코네 조각공원

도 둘러보고 자문을 부탁한다.49)그 이후 1986년 12월 ROTC장교 출신

이며 리에서 활동하는 조각가 한창조와 문장철이 귀국하여 박세직

원장과 인사를 나 다가 조각공원의 계획을 듣게 되고 상세한 추진 계획

서를 제시하게 된다.한창조와 문장철 조각가 두 명을 심으로 작성된

기안서가 핵심 역할을 한 것이다.한창조가 추천한 5명의 유럽에서 활동

하던 제러드 슈리게라,피에르 스타니,토머스 메서,나카하라 유스 ,

안테 리보타가 국제 원으로 되었다.50)미술에 한 문 인력을

심으로 자문을 받거나 조직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 인 자리나 개인

인 인맥을 통해서 이 행사가 시작된 것은 나 에 국내 미술계와의 긴

한 조가 부족했기에 많은 마찰과 논란을 래하게 된다.장교 출신인

군사정권의 군경력을 통한 박세직 원장과 조각가 한창조의 만남과

랑스에서 활동하여 국내 미술계와의 긴 한 조가 어려웠던 랑스

심의 조직 원회 구성은 당시 정부의 비체계성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

다.추진 계획 자체의 박한 일정과 작스러운 상황 어려운 여건과

미술계 국제 인 인물들과의 미미한 교류와 문 인력 부재 등의 이유로

고충을 겪었다고 회고록에서도 기술되고 있다.51)

49)박세직,『하늘과 땅 동서가 하나로』(고려원,1990),p.303.

50)박세직, 의 책,p.304.

51)당시 국제운 원회 조직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조각가 한창조는 1979년

제28회 국 에서 ‘역사의 문’조각으로 통령상을 수상한 직 후 리로 유학을

간 인물이다.그는 1986년 서울에서 개인 을 연 계기로 박세직 서울올림픽 조

직 원장을 알게 된다. 원장과의 화 이후 조각공원 구상을 해 랑스 문

화성, 피두 미술 ,시립미술 등을 찾아다니고 리의 유명 평론가와 작가

들을 만나서 조각공원을 비롯한 올림픽 미술제에 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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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 원회의 경우는 국내 주요 미술 학의 교수직을 맡고 있

던 미 교수들이 주축이 되었으며 그 외에 국립 미술 장,학

실장,한국미술 회장,작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체 운 원은 이일,

이경성,유 상,오 수,유근 ,정 헌으로 구성되었으며,회화 소분과

원회에는 이 ,하종 ,이 원,박서보,박노수,서세옥,민경갑이 조각

소분과 원에는 최만린,정 모,문신,김찬식,강태성으로 구성되었다.

3.조각공원 조성 추진 결과

먼 작품의 공간 배치 논란을 살펴보면,올림픽 조각공원의 부지로

선택된 공간은 백제 시 의 유 이 포함된 몽 토성이라는 문화재 지역

으로 이미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장소가 병치되어 있어 필연 으로 여러

계가 교차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안고 있다.(그림31)처음부

터 문화재와 미술이 어우러진 장소로 기획되어 진행된 ‘제1,2차 야

외조각심포지움’때에도 이미 여론과 문가 집단에 의해 반 가 있었다.

몽 토성은 사 297호로 기 백제 시 의 유 이라는 이유로 한

시기에 발굴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 로 보존하고자하는 고고학 사학

계의 반발이 많았으나,“표토 설치”라는 조건으로 문화재 원들을 설

득하여 작품설치를 승인 받았다.하지만 실제로 많은 해외 작가들의 의

견 수렴 설치 과정에서는 그러한 기 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었고 결

과 으로 작품의 배치와 설치와 련된 사항에 해 문화재 문가 측과

여론의 지속 인 반 에 부딪히게 된다.52)

미술인들의 반 입장에도 불구하고 조직 원회는 국제외교 정치

역할을 한다.그가 내용을 종합계획서로 만들어 제출한 시기는 1987년 1월말이

었다.하지만 다른 분야들은 서울올림픽 유치와 더불어 최소 3,4년 부터 기획

되고 비되었기에 뒤늦게 돌발 으로 기획된 올림픽 미술행사는 처음부터 미

술계와의 논쟁을 피할 수 없었다고 회고하고 있다.박세직,『서울 올림픽의 묻

진 이야기』 p.300참조

52)양은희,앞의 (주21),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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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고려하여 외국작가들과의 계약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내세워 면

수정은 불가피함을 밝혔고,미술인들의 반 서명 반 의견은 일간

지와 신문 지면을 통해 지속 으로 등장하 다.53)

반 하는 미술인들이 ‘88올림픽세계 미술제 변칙운 지를 한

범미술인 책 원회’를 설립하여 장비평과 각종 미술인 성명서,기

자료 서명자 명단,공개토론회 내용 신문기사,논평 등의 자료를

수록하여『서울올림픽 미술제,무엇을 남겨나』라는 제목을 책을 발간하

기도 하 다.그들은 서울 올림픽 조직 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미술제를 놓고 이 행사의 단 등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 으며 세계

미술제의 단,공개토론회 개최,국제운 원 선정경 와 작가선정

경 공개,몽 토성의 사 지훼손여부,행사내용공개 등을 집 으로

질의했으며 특히 몽 토성외곽에 설립되는 올림픽조각공원에 한 문제

을 지 했다.

작품의 배치와 설치 문제로 인해 결국 박석원,다이아노 ,카르데나

스,디오한디, 뤼스,디트만,스타치올리 등의 7개 작품이 몽 토성 보

53)‘88올림픽세계 미술제 변칙운 지를 한 범미술인 책 원회’에서 발

간한 『서울올림픽미술제 백서 :무엇을 남겼나』에 따르면 미술인들은 몽 토

성의 조각공원에 해 “당 조직 측은 문공부로부터 작품의 구설치가 아니

라 시기간 에 일시설치하거나 자연경 을 해치지 않도록 표토 에 소형조

각 작품을 설치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사 지보호구역 사요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덩이를 경 을 해치고 작품을 구히 시하도록 한 것은 잘못”

이라고 주장하 다.이에 조직 측은 “이미 외국작가들과 계약이 이루어져 행

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문제 은 수정보완해 나가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것

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 몽 토성의 둘 에 세워지는 1차 심포지엄에서의 작

품 10 은 토성순환로에 가까이,7 은 외곽에 설치될 정이었다.특히 10 의

조각작품 콘크리트 조형물이 5 이나 되며 그 3 은 해자(垓字)가까이에

세우고 있어 지반이 약해 깊이 5-7m의 구덩이를 고 기 작업을 하고 있어

문화재 훼손에 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형 콘크리트 조각물이 세워짐으로써

사 지의 경 을 훼손한다는 것 한 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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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역 밖으로 이 하는 방향으로 타 을 하게 되었다.54)(그림35) 문화

재 훼손과 작품 배치 문제에 있어서의 올림픽 조직 원회와 참여작가,

미술계인사,문화재 원회 사이의 갈등 속에는 각각의 집단이 내세우는

공동선이 다름을 알 수 있다.55)

올림픽 조각공원의 공정성 여부를 문제 삼고 있지만 사실상 미술계

내부의 논쟁이라고 볼 수 있는 올림픽 조각공원을 비롯한 각종 문화 술

축 행사의 작가 선정 과정에서의 논란이 있었다.<세계 미술제>를

둘러싼 한국미술계 내의 갈등이 첨 하게 립되었는데,야외조각심포지

움의 경우도 박종배,이우환 등 소수의 한국작가만 참여시킨 반면 국제

작가 선정을 모두 외국인 국제 원에게만 맡긴 등이 한국 미술계와의

긴 한 조 없이 진행되어 반발을 사게 된다.특히 ‘세계 회화 ’과

련하여 특정 장르 경향이 소외되었고 특정 학교 출신으로 배분되었

다는 을 들어 많은 작가들이 작가선정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선다.56)

54)양은희,앞의 (주21),p.243

55)몽 토성 주변 야외조각 5 을 이동하기로 결정한 것과 련한 동아일보의

1987년 7월 23일자 기사를 통해 미술계 인사들의 의견이 일부 반 되었으나 서

로 입장이 팽배하게 맞서는 것을 알 수 있다.“서울올림픽 조직 원회 박세직

원장은 22일 조직 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미술제의 일환인 제1차 국제야

외조각심포지엄과 련,사 297호 몽 토성 둘 에 조성하고 있는 올림픽 조각

공원 설치작품 17 토성의 훼손가능성이 있는 10 의 조각작품 가운데 1차

로 5 의 치를 변경,사 보호구역 밖에 설치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최근 공개질의서를 낸 미술계 인사들과 문화재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사 의 훼손가능성이 있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나머지 5 은 24일 문화재 문 원 회의에서 결정되는 로 설치장소를 변경토

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제1차 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에 참가하고 있는 외국작

가 15명과 국내작가 2명 등 17명은 조각 작품은 놓이는 치에 따라 작품의 형

태가 바 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하고 작품제작이 60%이상 진척되고 있는 마당

에 설치장소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동아일보 1987

년 07월 23일자 『동아일보』

56)양은희,앞의 (주21),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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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우회 신기회 등 서양화구상계열 15개단체와 한국여류조각가회 등 조각

그룹 4개 단체 그리고 일부 한국화가들이 「88세계 미술제 한국

미술 작가선정 백지화추진 원회」를 구성하고 작가선정백지화추진

회를 가졌다.57)이에 한 해결방안으로 올림픽 원회 측은 한국

미술 을 1부와 2부로 나 어 더 많은 작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변

경한다. 한 조각공원 조성에 있어서도 민 미술 계열의 작가들이 거센

반발을 보이는데,주로 작가 선정기 과 사 지 몽 토성 훼손 우려,

소요 경비 규모 등을 이유로 조각공원 계획 자체의 단을 요구하는 서

명운동과 기자회견을 벌인다.이에 해 올림픽 조직 원회는 1987년 7

월 15일 12명의 미술계 인사들과 올림픽회 에 모여 6시간에 걸친 토론

을 벌인다.58)결국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별 소득 없이 끝이 났

지만 추후 의견을 반 하여 ‘국제야외조각 ’을 통해서 강은엽,이승

택,최만린 등의 한국 작가들을 더 추가하게 된다.결국 서양화,한국화,

모더니즘,추상,구상,민 미술,여성화가 등 다원 인 갈등의 축과 층

를 가진 미술계의 황을 숙지하지 못 하고 몇몇의 운 원들에게 의존

하여 행사를 진행하 던 조직 원회의 이해 부족에 의한 결과 다.하지

만 이러한 반발과 수용의 과정을 거쳐서 공원과 문화재,올림픽 기념탑,

체육시설에 야외조각이 덧붙여진 올림픽공원의 정체성이 구축된다.59)

이와 같은 다양한 논란은 미술계,문화재,건축계 각각의 집단의 문제를

공공의 장소로 이동시켜 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 지만 결과 으로는

민주 공론장 형성에는 실패를 하 다.표면 으로는 ‘공정성’과 ‘합리

57)“원로서양화가 이종무,임직순,최덕휴 미술평론가 김인환이 토론자로 나

와서 구상계열 서양화와 한국화의 소외에 한 부당한 처사에 해 주장하 다.

성재휴,박득순,김원,황유엽,이한우,박창돈,정건모,김 덕,신수진,이태길,

김숙진,김호걸,장순업 씨 등 190여명의 작가들이 참여하 다. 한 한국여류조

각가회 등 조각가 379명이 동참하여 백지화 추진에 동참한 작가 수는 1천32명

으로 늘어났다....”.1988년 2월 24일자 『동아일보』

58)박세직,앞의 책(주28),p.123

59)양은희,앞의 (주21),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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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내세워 ‘공공성’획득이 목 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각 집단의

이해 계에 의한 논쟁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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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서울 올림픽 조각공원에 한

문화사회학 분석

지 까지 살펴본 서울올림픽 개최 당시의 사회 상황과 올림픽 유치

기획 과정을 통해 서울올림픽의 사회정치 의미를 알 수 있었으며,

서울 올림픽 조각공원이 어떻게 기획되었고 추진되었는가에 하여 구체

으로 살펴보았다.

제1 에서는 올림픽 조각공원 조성이 ‘정부의 이데올로기 공간’의 생산

이라는 에 주목하여 올림픽 조각공원 형성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권

력과 이데올로기’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조각을 통해 지배 이데올로

기를 구 하는 사례 소개 정부의 헤게모니 형성과 스펙터클 창출에

하여 알아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조각공원 조성 당시 상황에 국한되어있어 한계

를 가지며 시 의 올림픽 조각공원에 한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근이 요구된다.따라서 제2 에서는 정부에 의해 생산된 올림픽 조각공

원의 ‘공간’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올림픽 조각공원의 공간을 살펴

보면 이데올로기와 기념비성이 지배 이며 한국의 근 성이 표출되는 공

간임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더니즘 공간이나 담론이 첩되는 측면이

있다. 한 공간 구성 기능에 있어서는 포스트모더니즘 인 측면이,

공간 안에 놓인 미술작품에서는 모더니즘,개념미술,반체제 미술 등

다양성이 드러나며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교차와 혼재성을 보여

주는 독특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제3 에서는 공공미술로서의 서울 올림픽 조각공원을 조명하여 올림픽

조각공원 조성을 둘러싼 논란과 비 을 토 로 조성 당시에 획득하지 못

한 공공성에 한 문제에 해서 짚어보고 시 는 앞으로의 서울

올림픽 조각공원이 추구해야할 공공성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3-

제 1 올림픽 조각공원 형성과정을 통해 본 권력과

이데올로기

1.조각을 통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구

서울 올림픽 조각공원의 조성은 국가 권력,특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제5공화국 정권의 헤게모니(hegemony)를 획득하기 한 정치 도구

로 이용되었다.60)즉,취약한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하여 제반의

올림픽 문화 술행사들을 기획하고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지배 이데올로

기를 구 하고자 하 다.특히 기념비 조각은 지배 이데올로기가 가장

직 으로 드러나는 형태이다.올림픽 조각공원은 올림픽을 기념하고

국가 상을 드러내기 한 목 으로 설립된 기념 인 측면과 동시에

미술품을 선별하여 시한 미술사 인 측면이 있어 복합 인 양상을 나

타낸다.하지만 올림픽 조각공원의 형성과정과 내용의 이면을 자세히 살

펴보면 비슷한 사회정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 군부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두환 통령에 의한 제5공화국

정권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정작 인권을 유린하는 무리한 민간인 진

압과 고문 등의 강압 인 정치로 인해 시민의 거센 항을 받았다.이러

한 국민들의 반발과 국내 혼란을 잠재우기 해서 이를 상쇄할만한 사건

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고자 했다.주로 경제,문화 성과를

60)헤게모니는 그람시(Gramsci,1971)에 의해 정립된 개념으로,커뮤니 이션

연구에서는 문화론 근에서 많이 사용되며 패권이라고도 번역된다.문화론

연구에서 헤게모니는 체로 특정한 역사 시기에 지배계 이 국가의 정치,경

제,문화에 한 자신들의 지배를 유지하기 해 피지배계 에 한 직 인

강압보다는 이데올로기 수단을 통해 사회 ,문화 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능

력을 의미한다. 한 헤게모니라는 개념은 국가기구나 정치사회가 그들의 법률

제도,군 ,경찰,감옥 등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을 어떻게 지배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다른 한편으로는 지배집단이 상황을 유지하기

하여 국가기구들을 강제 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설명해 다.( 키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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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고 그 성과가 가시 으로 보여 수 있는 볼거리 제공이 필요했

다.특히 제5공화국은 정권의 출 부터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 하고 민주

주의에 역행하 다는 가장 큰 약 을 갖고 있었다.즉,군 장교들이 쿠테

타를 일으켜 새로운 정권을 만들었으며 이 쿠테타는 1980년 5월 주 민

주화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고 진압과정에서의 학생과 민간인 학살이 일

어났으며 민주화운동은 더욱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다.정권의 권력 유지

와 존속을 해서는 정치가 아닌 경제와 문화,스포츠와 같은 다른 분야

로의 시선을 돌리는 작업이 필요했다.과거 독일의 나치가 올림픽 경기

를 유치해서 ‘독일’이미지를 한 스펙터클을 창출했던 것처럼,제5공

화국 정권 역시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회와 같은 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는 데 공을 들 다.61)

제5공화국 정권은 국가 권력을 유지하기 해 주로 스포츠와 련된

스펙터클을 창출한다.1982년 로야구를 시작으로,1983년 로축구 경

기를 시작했다. 한 당시 컬러TV의 출 은 미디어를 통한 장악을

진시킨 매역할을 하 고 스포츠 경기 계와 같은 여가시간을 소비

하게 만들었다. 한 스포츠 이 외에도 1986년 국립 미술 , 술의

당의 건립과 같은 규모 미술 시설 건립은 술 인 라 구축에 도

움이 되었지만,이는 애 부터 술계를 한 기획에서 시작 된 것이 아

니라 아시안 게임과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 상을 높이기 해서

설립된 도시 계획의 일부 다.

올림픽 조각공원은 올림픽 행사의 ‘문화 술축 ’행사의 일환으로 조

성되었음을 앞장에서 살펴본 바 있다.세계 5 조각고원 의 하나 임

을 내세우면서 단일 조각공원으로는 가장 많은 미술 작가들의 작품

을 소장하고 있음을 주장한다.43만여 평에 이르는 넓은 녹지를 배경으

로 서울 올림픽에 참여한 세계 66개국의 193명의 작가들이 출품한

200여 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 최 의 올림픽 조각공원으로써의 면모

를 강조하고 있다.이는 규모를 통한 스펙터클 제공을 통해서 국가

61)양은희,앞의 (주21),p.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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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높이는 면과 동시에 스포츠와 문화에 한 공헌과 국가 상에

한 공헌을 통해 정부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과시 략도 내포

하고 있다.

조각공원은 도시 공 인 장소에 놓이는 미술에 비해서 공원이라는 도

심의 휴식 기능을 목 으로 한 기능 공간에 놓여있어 비교 자본

권력에 의한 헤게모니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하지만 조각공원

도 조성 주체와 기 혹은 세부 주제에 따라서 이러한 헤게모니가 더욱

크게 작용하기도 한다.즉,조각공원의 설립 주체와 목 에 따라 기념비

성이 더욱 드러나고 뚜렷한 목 을 가지고 다수의 작품을 집 한 형태를

보여주기도 하는데,본 연구에서 다룰 핵심 인 소재인 올림픽 조각공원

이 기념비성이 드러나는 표 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올림픽 조각공원은 공공의 장소로 기능하며 조각공원 안의 조각품

기념물은 일종의 ‘공공미술(publicart)’이라고 볼 수 있다.기념비 인 형

태의 공공미술은 1960년 한국 정부의 각종 기념비 건립 사업에서부터

출발한다.1960년 에는 한국 쟁과 독립과 련된 승기념비나 기념탑

이 국에 건립되었고,1970년 에는 맥아더,이순신,강감찬,권율 등의

무인 동상이 주로 세워졌다.62)1980년 들어서는 모더니즘 조각이 공공

건물 앞에 세워졌고,이는 1% 건축법의 시행과 아시안 게임과 서울올림

픽과 같은 규모 행사에 의한 도시미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미술이 진

행되었다.주로 자국의 민족 웅을 기리는 서구의 19세기 인물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다가 모더니즘 조각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순수미술

62)1960-70년 에는 민주주의 기념물 역사 조형물들이 주로 건립되었는데,

1960년 4년 19일 독재와 부정선거에 맞서 일어난 시민 명을 계기로 이승만

시 에 세워진 동상들이 해체되었으며 민주주의를 기념하는 상징물들을 세우게

된다.이 외에도 1960-70년 에는 국난 극복의 무인상이나 독립운동가,문화

술인 등의 역사 인들의 인물상이 많이 건립되었다.민족주의와 반공주의가

크게 여하 으며 한국 쟁 련 기념비 경제발 장에 놓인 산업화 도

시화 기념물도 등장한다.김미정,「1960-70년 한국의 반공미술:박정희 시

공공기념물을 심으로」,홍익 학교 박사학 논문,201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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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율 에 지와 힘에 의한 변화라기보다는 정부 주도로 진행된 제도

지원과 후원이 강력하여,국가 권력에 의한 정권 과시 략의 측면

이 크다.63)

권력이 지배이데올로기나 체제이데올로기를 효과 으로 달하기

하여 미술 특히 조각을 활용하는 사례로 러시아의 닌과 스탈린의 집권

당시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와 지도자로서의 권 강화 유지를 하여

공공기념조각상을 다수 건립한 를 들 수 있다.

닌은 볼셰비키 명을 통하여 임시정부를 해체시키고 인민 원회를

정부로부터 선임하여 러시아의 사회주의 체제를 가져온 인물로,그는 역

사 인들의 기념동상을 건립하여 볼셰비키 명으로 집권하게 된 새

로운 정권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강조하고자 하고 명을 정당화하기

하여 미술을 극 활용하 다. 닌은 1917년 10월 명으로 정권을 잡

고,이듬해 1918년 4월 러시아 사회주의 명을 선 하기 한 기념 로

젝트(planofmonumentalpropaganda)를 계획했다.짜르(Tsar)의 조각상

들을 끌어내리고 톨스토이(Tolstoy),도스토 스키(Dostoevsky),루블

(Rublev),쇼팽(Chopin) 바이런(Byron),마르크스(Marx),앵겔스

(Engels),로베스피에르(Robespierre),스 르타쿠스(Spartacus)등 문화

술계 인물, 사회주의 웅, 명가 등,60여명 이상의 유럽과 러시아

의 역사 인들의 흉상이나 신상을 세웠다.모스크바 내 수많은

장과 거리에 세워져 유럽 역사 안에서 자신의 명의 연속성과 역사

정당성을 주장하려 하 다.64)

닌과 달리 스탈린식의 조각상은 정치지도자의 거 조상이 인민들

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도처에 존재하는 국가권력과 감시의 손길을 상

기시키는 장치가 되었다. 닌의 경우는 선동 이고 일시 인 미술로

롤 타리아 명의 역동 축하행사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으나 후에 스탈

63)진혜윤,「박정희 정권시기 기념동상에 재 된 이데올로기」,서울 학교

학원 석사논문,2006,p.52

64)진혜윤, 의 논문,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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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에 의해서 집권자의 기념상 건립이 필수요소가 되는 례로 차 자리

를 잡게 된다.65)그가 1918년 60여명 이상의 유럽과 러시아의 정치가,

사상가와 술가의 동상을 사실주의 기법으로 제작하여 모스크바 시내

에 세우기 해 발표한 기념동상제작법령은 ‘통 부르주아 문화에서

선하고 유익한 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완 무결한 당의 독트린과 일치시

키는 과정’의 실천이었다.66)하지만 체제 붕괴 이후 공공장소의 미술품

의 경우 군 에 의해서 괴되었다.후르시 에 의한 스탈린 비 은

1956년 2월에 시작하여 수천 의 미술 작품들이 괴되거나 감춰지거나

책과 미술 같은 공공 역에서 사라졌다.67)

지배자의 도상학은 사회주의 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매스미디

어를 통해 정치 연출이 이루어졌다. 1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ton)때부터 지 까지 변함없이 성경을 놓고 선서하는 미국 통

령 취임식과 부 행사가 증거한다.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는 사진이나

매체를 통해서 집권자 이미지를 생산하고 국가 체제의 유지에 도움을

다는 것은 비슷하다.68)우리나라의 경우도 스탈린처럼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면 건립사업회를 통해 행정 인 정책을 통한 공공미술의 형태로

진행되었다.박정희 정권은 쿠테타 정권의 정통성과 당 성 확보를 해

민족주의를 활용한 다양한 국책들로 국민들을 효과 으로 설득시키고 강

력한 국가권력을 행사하 다.이 과정에서 문화 술 분야는 정부의

정치 선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모든 매체를 통해 재생산되었다.이승

만 정권부터 기념동상건립사업이 시작하 지만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애국선열조상건립 원회>를 설치하여 명확한 목표와 일 된 정책에 따

라 추진된다. 한 기념조각상의 건립 뿐 아니라 민족기록화,TV 드라

마, 화,소설,교과서 등에 역사 인들을 반복 등장시키고 련 문

65)진혜윤,앞의 논문(주63),p.53

66)김정희,「포스터 속의 닌 이미지에 나타난 닌과 스탈린 시 의 권력의

도상학」,『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Vol.15,2001,p.83

67)김정희, 의 논문,p.101

68)김정희,앞의 논문(주66),pp.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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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유 을 복원하고 보수하는 등 역사기록의 재정비 보수가 정책 으

로 이루어졌다.69)

소련의 닌과 스탈린의 집권 시기와 서구를 모델로 격한 근 화를

추진했던 메이지 시 의 일본,그리고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모

택동 집권기의 국,히틀러의 나치정권이나 마오쩌둥의 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이어받은 북한의 김일성 모뉴멘트 등 많은 근 국가들이

조형물을 통해 상을 드러내려하 다.70)국가의 엘리트들이 격한 사

회변화를 통제하고 선거권을 가진 시민들의 정치 유입을 리하기

해 만들어낸 통이라 규정했던 이 조각 열풍은 부분의 나라에서 몇

십 년을 넘기지 못하고 조각 공포증(statuophobia)라는 후유증을 남긴 채

가라앉았다.71)서구의 이러한 기피 상과 달리 한국은 뒤늦게 1960-70년

군사정권의 등장과 함께 기념비 동상과 조형물이 붐을 이루게 되고

1980년 에는 기념비 인 조각공원 다양한 도시조형물이 생긴다.

특히 1960년 에는 경제 개발로 변되는 서구 근 화가 강조되었으

며 국가 최우선 목표는 경제발 이었고 그에 한 정신 원동력은 민족

주의에서 구하 다.특히 박정희 정권은 문화 술정책을 통해 지배이데

올로기를 국민들에게 효과 으로 주입시키는 수단으로 극 활용하 다.

이에 한 로 각종 역사 인 인물이나 지도자의 기념동상을 공공장소

에 건립한 사업을 들 수 있다.지배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역사를 선별

하고 재구성하여 그 내용을 미술,음악, 화,TV,드라마,연극,교육을

비롯한 모든 매체를 통해 반복 으로 재생하 다.72)

문화원형의 복원은 단지 과거 지향 이고 박제화된 문화의 재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와 미래의 민족문화 창조에 역사가 극 활용되

69)진혜윤,앞의 논문(주63),pp.4-5

70)이혜원,「기획:불명의 공공미술,공공미술의 유령들」,『월간말』통권 271

호,2009p.194

71)EricHobsbawm,AnthonyD.Smithd의 『Nationalism anModernism』

(London:Routledge,1998),p.120.이혜원, 의 ,p.194에서 재인용

72)진혜윤,앞의 논문(주63),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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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과거에 한 공 기억을 구성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동원된다.73)

올림픽 조각공원은 일반 인 국가 권력의 지배이데올로기 정당화 과

정.통치자의 과정과는 다르다.통치자 1인에 한 숭배보다는 정권 자체

의 정당성 부여 국제 정치,안정 의 시선을 돌리기 한 스펙

터클 창출에 을 두고 분석 가능하다.하지만 기본 으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정권의 역사 정통성 당 성 확보를 해 술을 활용하고

공간을 생산하 다는 에서 의도와 방법이 비슷하다.

올림픽 조각공원은 올림픽을 ‘기념’하기 한 목 과 의도를 가지고

조성된 곳이기에 더욱 기념비성이 두드러진다.특히 올림픽 조각공원 내

의 기념조형물들은 국가 형성에 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의 안정성과

발 을 웅변하고 역사의 격동을 월하는 존재로써의 역할을 한다.74)기

념조형물은 과거나 역사를 주로 조명하지만 그 기념비를 통해 기리는 것

은 기념비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상 그것을 활용하는 재의

권력자에 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념조형물들은 숭고화

(sublimation)를 통해 합리화되고 기호화된다.

올림픽 조각공원의 가장 표 인 기념조형물 에 하나인 김 업의

‘세계 평화의 문’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높이 24미터,두께 37미터,

비 62미터의 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조형물이다.당시 올림픽조직

원회는 리의 에펠탑과 같은 랜드마크 기능을 할 수 있고 객이 조

형물에 올라가서 람도 가능한 지 기능의 거 한 건축물을 계획했

으나,설계공법상의 이유 여론의 반발로 인해 축소 조정되었다.75)

평화의 문에 한 작품 설명을 살펴보면,‘한민족의 역량을 한껏 펼친

'88서울올림픽'을 원히 기념하고 기리기 해 세워진 상징 조형물이

다.이 문은 지하1층과 지상4층 규모로 한민족의 민족성과 그 속에 스며

있는 역사의식을 표 하려 한 작품으로서 처마 형태의 지붕과 단청의 개

73)진혜윤,앞의 논문,p.23

74)맬컴 마일스,『미술,공간,도시』(학고재,2001),p.114

75)박세직,앞의 책(주49),p.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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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도입되어, ,청,백색 계열의 색감 등은 우리 민족의 피 속에 고

로부터 녹아 내려온 정서들이며,고구려인의 힘찬 기백을 가장 잘 나

타낸 '강서 묘의 사신도'를 인 디자인 기법으로 표 하 다.

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청룡,백호 그리고 주작, 무는 동서와 남북을

수호하는 신이다.’이라고 설명되어 있다.76)처마의 형태,단청의 색,고

구려의 사신도를 재 하여 민족성과 역사성을 드러내는 문 기능을 하

는 조형물을 세웠다.

기념비 특성을 갖는 조각공원이 ‘몽 토성’이라는 백제 역사의 유

지에 자리 잡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77)웅장하고 화려한 과거의 ‘역

사 장’과 재 정권에 의해 창출되는 ‘새로운 장소’의 유기 연결을

꾀하여 자연스럽게 정권의 역사에 한 정통성을 획득하는 것에 일조한

다.기념물이 헤게모니를 만들어내듯 유 지는 어떤 과거에 재 해내며

의 기호에 합하게 사회 안정을 공고히 하는 기능을 펼친다.78)

‘올림픽’이라는 국가 스포츠에 한 기념비 특성을 가진 조각공원이

기에 ‘ 미술’을 표하는 명목으로 참가한 세계 여러 작가들의 작품들

의 경향 역시 올림픽과 국가를 기념하는 기념비성을 띄는 작품들이 많

76)소마미술 홈페이지 참조

http://www.somamuseum.org/contents/sculpture/sculpture.asp

77)몽 토성은 한성백제시 의 토성으로 1980년 에 들면서 주변 일 가 88서

울올림픽 체육시설 건립지로서 확정됨에 따라 이 성의 성격 악과 아울러 유

공원으로 복원키로 결정하고,고증자료를 얻기 해 서울 학교 박물 에서

1983~1988년까지 5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얻어진 자료를 토

로 재의 모습으로 복원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이 토성은 한강지류의 자

연 지형을 이용하여 진흙을 쌓아 성벽을 만들었고,특히 북벽의 단을 이룬 곳에

서는 나무울타리를 세웠으며,그 외곽에는 해자가 둘러져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성은 북쪽방향으로 부터의 침공에 비한 방어용 성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

는 한성 백제시 의 토성으로 밝 졌다.성 내부에서는 움집터,독무덤, 장 구

덩이 등 유구와 함께 백제토기를 비롯하여 무기,낚싯바늘,돌 구 등 각종 유

물이 출토되어 한성백제시 연구에 귀 한 자료를 얻게 되었다.올림픽공원 홈

페이지 참조 http://www.olympicpark.co.kr/

78)맬컴 마일즈,앞의 책(주74),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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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좀 더 구체 으로 작품 경향을 살펴보면 모뉴멘트의 성격의 수직 상승

형태의 거 화된 기념비 인 조각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당시 한국

에서는 공공조각이나 공공미술에 한 개념이 기념조형물을 세우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는 공공미술의 창기 단계의 인식을 갖고 있었

다.

앞서 올림픽 조각공원 형성과정 조성 배경에서도 알아보았듯이

<국제 미술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작품을 선별하여 조성한 공원이

며,‘1980년 후기의 세계조각의 상과 양태,그리고 미래에 한 망

까지 조감할 수 있는’이라고 설립 취지에서 언 하고 있어 미술의

동향을 나타내는 술 가치의 조각공원을 면에 내세웠음을 살펴본

바 있다.하지만 조성된 야외 조각 작품의 반 이상이 형 인 모뉴멘

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해외작가의 경우에도 공원에 한 공간 ,

역사 ,환경 ,문화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

의 본인 작업을 크기만 확 하여 그 로 가져온 경우가 많아 작품 주

의 장소 보편 미술의 경향과 기념비 인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작품들

이 많다.

모뉴멘트란 기념 인 목 을 해 제작된 일종의 공공 조형물 일반을

총칭하는 용어이다.살아있는 자들이 과거의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 으로서 일반 으로는 개인의 업 을 기리거나 어떤 장소에

련된 역사 ·종교 사건을 서술 으로 달하기 해 제작된다.주

로 엄,고귀함, 속성을 연상시키는 특징을 가지며 거 한 기념비 인

규모와 수직 상승하는 형태를 보인다.모뉴멘트는 기념조형물이라고 번

역되기도 하는데 기념조형물은 주로 국가(혹은 권력자)가 많은 것 에

서 선별해낸 하나의 과거를 ‘역사’로 선택하여 공공장소에 제시하는 이데

올로기 특징을 가진다.79)이런 특성은 헤게모니(hegemony)를 획득하

기 한 것으로 보인다.헤게모니에 해서 르네이트 홀럽(Renate

79)맬컴 마일스,앞의 책(주74)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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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ub)은 이 게 정의 내리고 있다.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재의 상태’에 동의하도록 만들기 해 특정 경제그룹이 후원

하거나 는 거꾸로 그 그룹을 후원하는 정부기구나 정치단체가 법,경찰,군 와 감옥

등을 활용해서 일반 을 어떻게 조종하는 지 설명해주는 개념이 헤게모니이다.”(홀

럽,1992)

한마디로 모뉴멘트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구 해내는 헤게모니를 가

진 조형물이라고 볼 수 있다.허버트 마르쿠제가 개념화한 ‘문화의 구체

특징’에 따르면 부르주아 사회는 문화를 특정한 목 으로 떼어내어

질서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일반 인 특징으로 가진다고 한

다.80)이러한 맥락은 올림픽 조각공원의 다수 작품에서도 그 로 용

된다.

올림픽 조각공원은 한민국 역사 으로 기념할만한 국제 행사인

‘올림픽’사업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며 1980년 의 당

시 한국 사회를 ‘스포츠’행사를 통해 하나로 통합시키고 에게는 다

양한 문화 술행사를 통해서 국가 이데올로기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어주었다.국가 목 과 취지가 드러나는 한민국의 상과 권 를

높이기 한 거 한 크기와 수직 상승하는 형태,‘세계평화’,‘화합’등의

가치를 설명하는 서술 조형언어,역사 무게감을 상징 으로 나타내

는 육 한 덩어리감이 표 된 작품들이 주로 조성되었다.

올림픽 조각 공원에 설치된 작품들을 구체 인 살펴보면 야외조각

이나 심포지움을 통해 출품된 작품들의 다수가 형 인 모뉴멘트

형식으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특히 한국 작가들의 작품의 경우,한

국 재료를 화강암으로 인식하는 통성에 한 태도 때문인지 돌을 재

료로 하는 작품들이 많아 외국 작가들과 달리 덩어리감을 갖는 작품들이

두드러진다.

80)맬컴 마일스, 의 책(주74),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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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모의 <운명론을 한 하나의 제안>(1988)의 작품(그림1)은 두 개

의 화강암 돌기둥 서 있는 작품으로 제목에서도 암시할 수 있듯이 모든

세계인이 공동체 운명을 가지고 서로 화합할 것을 암시하는 듯 하다.

공식 홈페이지의 작품 설명에서는 ‘아름다운 삶이란 행복과 불행의 조화

에서 찾을 수 있다는 생의 철학을 조형화한 작품이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어 보편화된 내용을 다루는 듯 하지만 ‘올림픽’행사와 연 한 주제가

더 자연스럽게 연상된다.국가 아이덴티티에 부합하는 작품을 했다는

식의 직 인 설명은 자제하는 것 같은 공식 홈페이지의 작품 설명은

오히려 헤게모니를 드러내는 역설을 갖는다.이 외에도 조성묵의 <5개의

불꽃을 하여>(1988)의 작품(그림2)도 직설 으로 올림픽을 기념하여

올림픽의 상징 알 고리를 약간 간략화,추상화 시켜 표 하고 있다.5

개라는 숫자는 5 양 6 주를 상징하며 불꽃의 형상은 올림픽 성화와 함

께 인류의 발 을 향해 타오르는 형상으로 구 되고 있다.거친 질감과

화강석의 량감은 여 히 이 작품에서도 한국 조형성으로 표 되고

있다. 의 <소리-삶 속에서>(1998)의 작품(그림3)은 앞서 나온 작품

과 비슷한 모뉴멘탈리티를 갖는다.수직상승하는 형태와 거 한 크기,화

강암 재료는 동일하지만 시기 으로 올림픽 당시에 조성된 것이 아닌 10

년 후에 설치된 작품이다.그러한 이유인지 작가 고유의 <소리-삶의 기

억에서>작업 시리즈를 확 시킨 듯 하며 올림픽의 상징성을 변하지

않은 조각공원 속의 작가 고유성을 가진 작업으로 보인다.하지만 거

화 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뉴멘탈리티의 속성은 여 히 갖고 있다.

한국작가들의 작품에서 주로 보이는 특징인 화강암의 재료는 조각

당시 주최 측에서 ‘돌’이라는 재료로 제시하여 작업을 한정시켰다는 과

련하여 국가 정체성을 개입시킨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반면에 해외작가의 작품의 경우 청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본

래의 본인 작업을 주로 한 작업들이 많아 상 으로 (한국의)국가

헤게모니가 개입되지 않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세계 미술

의 동향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작품이 아닌 모뉴멘탈리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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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작품이 많은 것은 아이러니하다.여기서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아

마도 청하는 주최 측의 선별에서 한국 취향 혹은 목 인 반 된 선

택이었기에 모뉴멘탈리티를 갖는 작품만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하지만 한국 인 덩어리감이나 양괴는 비교 덜 드러난다는 에서 한

국작가들의 작품과는 차이가 난다.그리스 작가 타키스의 <서울을 한

표지>(1988)의 작품(그림4)은 우리나라의 솟 와 비슷하게 길게 솟아있

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이 외에도 뉴질랜드 작가 헬리야 코리스던의

<오타마>(1988)(그림5), 랑스의 스탈리- 랑소아의 <화살>(1988)이나

닉슨 존의 <자화상>(1988)(그림6)역시 얇고 길게 수직 상승하는 형태로

솟아있다.닉슨 존의 작품의 경우 넓은 잔디 에 쇠막 기 하나가 서있

으며 ‘모든 선수들과 술가들이 서로 만나고 경쟁하기 해 세계 각지

로부터 올림픽을 해 이곳으로 오기까지의 여정이 그것이다.나는 이

작품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 까지 개최되었던 모든 올림픽과 참가

자들을 되새겨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언 하고 있어 올림픽의 상

징성을 보여 다.81)헬리야 크리스던의 작품의 경우 작가 고유의 작업

경향이 두드러지며 수직 상승하는 힘을 가진다는 은 남성 이며 기념

비 인 특성이지만 얇은 두께감으로 인해 그러한 힘은 다소 약화되어 보

인다.작품을 구성하는 4개의 막 기는 각각 동서남북을 나타내며 지

로부터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힘을 나타내기 해 육 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매우 정교하게 다듬어 만들어졌다.뉴질랜드의 목에서 느껴지

는 이미지뿐 만 아니라 다른 이미지도 나타내고 있는데,양치류를 보고

만든 연 모양의 조각,장 풀을 이용한 깃발 모양의 조각,야자수로 만든

날개 모양 그리고 역시 양치류로 만든 생명체의 태아 모양으로 표 했

다.82)푸른색으로 채색한 것은 이 작품이 하늘 그리고 지와 연 되었

다는 것이며,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서도 하늘은 '남성'

을, 지는 '여성'을 그리고 하늘과 지 사이의 목들은 '자식'이라 여

81)소마미술 조각마당 홈페이지 (주76)

82)같은 홈페이지 (주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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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랑소와의 <화살> 작품의 경우,연속 으로 겹

쳐진 수직 상승하는 물체의 추상 표 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며 원래 재질은 참나무이지만 야외 시 보존을 해

청동으로 복제품을 제작한 것이다.83) 이 외에도 강태성의 <실루엣

88>(1988)이나 김찬식의 <사랑>(1982),문신의 <올림픽-화합>(1988),

박석원의 <축 87-07>(1987),이상 의 <해탈의 하늘>(1998)그림12,

디오한디의 <제24회 서울올림픽 회>(1987),콜란도 페냐의 <트라이토

템>(1988), 펠릭스 롤렝의 <무제>(1975), 조셉 바스부스의 <무

제>(1988),지 까마르고 세르지오의 <무제>(1977)(그림7-16)등의 작품

에서도 공통 으로 수직상승하는 형태를 통해 기념비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한 공산권 국가들의 작가의 경우,기념비성이 두드러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조각공원에 조성된 작품들은 고유성과 개별성을 가

진 작가의 창조물로써 조각 작품이 미술 에 출품된 것임에도 불구하

고 국가가 제작한 모뉴멘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작품이 많다.물론 올

림픽 공원 안에는 조각공원 구역 외의 공간에도 많은 조형물이 있다.올

림픽 공원 내 지하철과 연결되어 나오는 통로에 치한 서문 입구 근처

의 공간에는 기념조형물로 기획된 작품이 치한다.기념조형물로 기획

된 작품으로는 민철홍의 < 의 벽>(1989)(그림17),최만린,수비라치-

호셉마리아의 공동 작품 <서울의 만남>(1989)(그림18),김 업의 <세계

평화의 문>(1988)(그림19)등 이 있다.올림픽 ‘조각공원’의 작품과 그 외

의 공원 공간에의 작품을 구분 짓는 다는 것은 작품의 성격을 어느 정도

구분 짓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즉,국가(올림픽 원회)에서 직

테마를 정해서 기념조형물을 만든 것과 개별 작가를 선별하여 작품을 모

아 조각공원으로 구성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것인데 조각공원 내부와

외부의 작품들이 부분 모뉴멘트 형식을 띤다는 에서는 별 차이가 없

어 보인다.올림픽 시기를 앞두고 조각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단

83)소마미술 조각마당 홈페이지 (주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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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에 조성된 행정 인 문제 때문에 작품들은 결국 미 개별성을

크게 갖지 못한 채 기념조형물에서 보여지는 모뉴멘트의 성격을 띤 올림

픽과 련한 기념비 형식의 작품들이 거 등장하게 된 것으로 단된

다.

조각공원은 도시 공 인 장소에 놓이는 미술에 비해서는 공원이라는

도심의 휴식 기능을 목 으로 한 기능 공간에 놓여 비교 자본 권

력에 의한 헤게모니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하지만 조각공원도

조성 주체와 기 혹은 세부 주제에 따라서 이러한 헤게모니가 더욱 크

게 작용하기도 한다.즉,조각공원의 설립 주체와 목 에 따라 기념비성

이 더욱 드러나고 뚜렷한 목 을 가지고 다수의 작품을 집 한 형태를

보여주기도 하는데,본 연구에서 다룰 핵심 인 소재인 올림픽 조각공원

이 표 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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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서울올림픽 회와 근 도시화 과정

올림픽 회 유치를 해 도시를 재정비하는 과정은 계몽주의 모더니

즘의 축출방식과 유사하다.

올림픽 조각공원을 비롯한 다양한 올림픽 인 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권력의 헤게모니 획득의 시도 에 하나는 도시미화 작업이었다.

국제화,선진화를 주창하던 시 에 정부는 잘 정비되고 쾌 한 선진국가

로의 도약을 해 올림픽 개최 결정 이후 도시미화를 한 인 작

업과 각종 시설 건립 건설에 착수한다.그러한 과정은 서구의 축출과

배제의 원리가 용된 근 도시 형성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

81년 9월 서울이 88년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된 이후 정부는 미디어를

통해 올림픽 공식 운동화,공시 가방,공식 화제에 이르기까지 올림픽

심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이 ‘애국’하는 국민의 자세인 것처럼 조장한

다.주거마 도 ‘올림픽 공식 주거지’에서 살 것을 강요하여 4,5평 조그마

한 공간에서 살아가던 도시빈민들을 도시미 을 이유로 이 시키고 30평

이상의 고층아 트에서 살 것을 강요하며 불량주택철거,재개발 사업을

시작한다. 한 국제 스포츠 행사를 기 으로 시작된 도시재개발 사업은

80년 해외건설업의 축으로 내수시장에 돌 구를 찾던 재벌 건설기업

에게 돌 구를 마련하기 한 수단이 되어주었고 주택난 심화와 부동산

투기와 같은 특정 계층의 집단에게 유리한 상황을 제공한다.84)

빈민 을 철거하고 들어선 재개발은 그 수익을 극 화 하기 해 고

층 고 도 아 트로 평균 평형 31평 이상으로 지어졌는데,가옥주의

80% 이상이 산층 혹은 아 트 투기꾼들로 구성된 외부가옥주가 부

분이며,기존의 주거인들인 도시빈민들은 유지 리능력이 없기에 도시에

서 도심 외곽으로 축출되었다.특히 올림픽 행사나 시설물 인 한 지역

의 철거와 재개발이 주로 이루어졌는데,올림픽 선수 ,기자 의 오

84)주민학,「올림픽 공식주거와 도시빈민들」,『월간말』 통권26호,1988,p.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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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재개발 지구,백제고분터 의 석 돈 개발,서울 에서 탁구경기가

열린다는 이유 만으로 신림2동의 재개발이 이루어졌고,워커힐 호텔 맞

은 편이라는 이유로 암사동 재개발이 이루어졌으며,많은 장소들이 ‘가시

권내’라는 이유로 재개발이 실시되어 올림픽 행사를 해 국가의 주택

정책 자체가 면 개편되고 개발되었다.85)도시경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데,무허가 주택이 집된 산기슭에 고층 아 트들이 들어섬으로 인

해 어색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었고 주택난은 갈수록 심화되었고 이러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과 실행은 학생,노동 운동에서 더 확산되어 도시빈

민운동으로까지 확산되었다.86)

이러한 정부에 의한 도시계획 정비 사업은 근 도시 형성과정에서

의 타자에 한 축출을 의미한다.서구의 근 도시 형성 과정을 보면

한 때 빈곤계층이라는 ‘세균’이 도시를 오염시킨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되

어 사회 약자이며 타자인 집단을 축출하고 구획화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15세기 베니스의 게토(getto)87)는 이방인에 한 격리,즉 타

자에 한 이질감의 표시와 격리와 고립,축출을 의미하 다.근 에 들

어서는 부르주아 계층이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시키고 차별화하고 질병과

도덕 오염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고자 하는 형태로 자본에 의한 계

층 축출이 도시에서 일어난다.빈곤계층은 병든 사람들이나 미친 사람들

85) 주민학, 의 ,p.92

86) ‘1981년 서울올림픽 유치가 결정되면서 본격화된 정부의 빈민 집단철거

를 계기로 도시빈민운동이 84년 ‘목동 투쟁’이 후 국 각지의 4백만 도시 빈

민들이 독자 투쟁 역을 개척하면서 이론,조직,양면에서 체계를 갖추어 나

가고 있다‘는 기사를 통해서 당시 정부가 올림픽의 성공 인 유치를 해 벌인

다양한 사업과 도시미화 측면은 국민들에게 반발을 샀으며 오히려 다양한 민주

화 운동의 차원으로 발 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격동의 80년

변 운동.1.어디까지 왔나 노동자 농민 핵으로 성장」1989년 11월 29일자

『한겨례신문』

87)14-15세기 유럽에서는 유태인 격리지역을 만드는 통이 있었으며 게토란

명칭은 1516년 이탈리아 베니스가 유태인 등 이민족 격리지역에 붙인 이름에서

유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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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찬가지로 도덕 ,의학 으로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어 기피 상이

되었다.도시의 구획화와 재정비는 경계 짓기를 통한 타자에 한 축출

이었다.국가가 장이나 공원과 같은 넓은 개방형 공간을 통해 국가권

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것은 빈곤층,병자,죄수 등의 사회 으로 비 생

이고 불순하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을 수용한 근 기능공간들이 생겼

기 때문이기도 한데,달리 말하면 수용소,병원,감옥 등의 제한된 공간

으로 불필요한 타자들은 감 되었기 때문이었다.88)

88)맬컴 마일즈,앞의 책(주74)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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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올림픽 조각공원의 장소성과 공간 분석

1.공간의 생산

공간 생산은 르페 르가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이다.‘주체’의 실천을

통해 ‘사회 공간’이 생산되는데 이러한 사회 공간은 ‘이 환상’을 통

해 ‘주체의 실천은 구조 속에 가려지고 명확하게 드러난 구조가 ’주체‘의

상상력을 가로막으면서 인간은 사회 공간을 사회 산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한다.사회 공간을 사회 실천의 공간으로

악하고 있다.공간을 생산하는 것은 구조가 아니라 인간의 창조 실천

이라고 보면서 구조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주체를 복원하고자 한다.생

산의 결과만이 아니라 생산의 과정에 주목하여 주체와 상이라는 철학

사고의 립물을 통합시키고 주체를 생산과정 속에다 복원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르페 르에게 공간은 물질 구조와 인간의 창조

실천이 투쟁하는 곳이다.89)

사회에 들어서면서 서구에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패러다임의

환이 있었다.이른바 ‘공간 선회(spatialturn)’이라 불리는 패러다임

의 변화로,1980년 에 서구의 도시 변화를 설명하기 한 도시 연구의

새로운 방법으로 주장된 이 공간 패러다임은 문학, 술,역사,건축,정

치,경제 등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제 역들의 방법론을 심으로 확

되었다.‘공간 선회’란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시간 계열의 축(역사)으

로만 구성했던 계몽주의의 일면을 넘어서 공간의 축을 동시에 사유

할 것을 주장하는 사회-공간 변증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문,사회과학에

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 다.90) 하비(David Harvey),푸코

89)김병욱,「공간의 생산과 미디어 담론:청계천의 1960년 복개공사와 2005

년 복원공사에 한 신문 기사를 심으로」,고려 학교 언론학과 석사학 논

문,2008,p.15

90)이성백,「공간 선회:도시연구의 신 패러다임 -E.소자의 포스트모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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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elFoucault),르페 르(HenriLefèbvre),소자(EdwardSoja),등의

맑스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 인 논의들을 바탕으로 공간에 한

담론이 형성되고 확장되었다.에드워드 소자는 ‘사회-공간의 변증법’의

의미로 제시한 ‘공간 선회’란 개념을 통해 지리학 연구 방법론을 체

계화하 으며,이에 입각하여 도시의 변화,특히 미국 로스엔젤 스

의 사례를 들어 탈근 도시화 상을 설명하 다.91)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성과 공간성 사이에 의미의 환이 발생

하 다.고 산업자본주의 시 에는 생산 장에서 투입된 노동시간이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주요원천이었다면, 재는 기술의 속한

발달과 자본의 유기 구성 변화,국가 역할 증 로 인해 생산 역 외의

다른 역이 강조되었으며 사회 생산 계를 재생산하고 조 하는 총체

체계의 구성이 필요해졌다.이에 한 요구로 공간에 한 방법론

문제와 담론의 요성이 부각되었다.특히 로벌리즘으로 인한 서구

심주의의 벗어나려는 공간 범주와 지구 동시성,공간 정치 연계성,

자본의 지구화로 인해 동시 의 다양한 장소의 동시다발 인 상들이

요시 되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아닌 공간에 한 시각으로 옮

겨가게 되었다.

시론에 한 비 고찰」,『시 와 철학』,Vol21,No.3,2010,p.345

91) 포드주의 축 체제,즉,자본주의가 체제가 재생산 능력이 소진되고

1973-1976년 범세계 인 경기후퇴와 불황이 일어나면서 서구 사회는 반 인

구조 환(restructuring)과정에 진입하는데 도시에서도 해체와 재구성이

일어난다.로스엔젤 스는 자동차가 도시 내부의 이동에 본격 으로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발달하게 된 도시로 심도시 주변에 많은 교외도시가 발달한 확

산되는 형태의 도시 구조를 가진다.후기포디즘 산업 도시로 형성되어 외부

에서 유입된 다양한 이민자들로 구성된 도시 공간은 노동의 새로운 공간 분

업과 유연 생산체계에 따른 새로운 조직공간을 형성한다.다양한 민족 인종

사회집단 간의 불평등과 양극호가 증가되어 편화된 도시의 특성을 보이며,가

상공간을 통해 재구조화되는 경향을 보여 다. 한주연,「에드워드 소자의 도시

연구 로스엔젤 스」,『공간과 사회』,Vol.19,2003,p.188-18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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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리 르페 르의 경우,맑스주의의 도시이론 수용한다.고 산업주의

로부터 국가가 리하는 독 자본주의로 이행하면서 계 투쟁의 형태

와 공간이 변화하 다는 계 투쟁에 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 다.더

이상 생산 역에서 노동자 계 의 자본가 계 을 향한 투쟁 뿐 아니라,

자본주의 안에서 사회 계가 재생산되는 공간조직인 도시에서의 착취

와 지배에 의해 ‘주변화’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투쟁으로 확 시켰

다.그의 작 『공간정치학에 한 투 』(1976)에서 “공간은 이데올로

기와 정치로부터 벗어난 과학 상이 아니다.극서은 항상 정치 이고

략 이어 왔다.( 략)공간은 역사 이고 자연 인 요소들로부터 형

성되고 주조되었다.그것은 문자 그 로 이데올로기들로 채워진 산물이

다”라고 주장하 다.92)

데이비드 하비(DavidHarvey)의 경우 도시의 정치경제학 인 에

서 포스트모더니즘 공간을 설정한다.20세기의 부분을 ‘포디즘’시

에 있다고 규정하며 자본가들이 유연한 축 이라 부르는 체계를 통해 생

산 라인을 속하게 변화시켜 지속 으로 새로우면서 트 디한 생산물에

한 요구에 맞춰 변화를 산출하기 해 고 다른 략들을 사용하

고,끊임없이 생산 라인을 변화시킴으로써 변덕과 유행을 조장하고 소비

주의와 자본주의의 바퀴가 계속 돌고 있다는 소비와 자본주의에 한 정

치경제 을 토 로 공간을 설정하고 있다.93)

공간을 ‘계’의 에서 바라보는 푸코는 물리 으로 실재하는 장소

는 ‘장소(place)’를,그 장소에 채워진 문화 내용과 가치들을 통해 의미

를 획득한 장소에는 ‘공간(space)’을 사용하고 있다. 한 공간들이 맺고

있는 비가시 인 상호 계를 제로 하는 경우 ‘장소(sit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장소(site)'는 사로 다른 공간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호간의

92)김정희,「“복원된 청계천”과 그 후」,『 미술학회 논문집』,Vol.12,

2008,p.20.

93)포디즘은 자동차 제작자 헨리 포드를 본떠 만들어진 개념으로 표 화된 물

품의 산업 량생산을 지칭한다.필립 스미스,『문화이론』(이학사,2008)p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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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제로 하는 개념을 의미한다.94)푸코는 장소가 권력을 ‘생산’하

며 그 안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무의식 으로 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권력과 공간의 계와 련하여 1960년 반 이후부터 헤테로토피아

(heterotopia)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다.95)헤테로토피아는 유토피

아(utopia)에 비되는 개념으로,이질 이고 혼성 인 공간으로 설명된

다.모든 인간 사회와 공동체에는 헤테로토피아가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한 사회의 구성 조건을 형성하는 일종의 반(反)공간(contre-espace)으로

서의 공간으로 사회의 특정 구성원들이 속하는 공간으로,이런 공간들은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이용되는 침 ,옥상 ,놀이터로부터 나

병 환자 수용소,감옥,병원,학교,공장 그리고 이질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장소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푸코는 일반 으로 하나의 장소에

보통은 양립 불가능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 으로 기능하는

공간으로 설명하기도 하며 시간 이질성을 두고 시간이 ‘무한하게 축

되는’것으로 가정되는 도서 이나 미술 박물 의 공간도 헤테로토피

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달리 말해 헤테로토피아는 한 사회 내의

여타 공간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구분되는 특이성을 갖는 공간들이며 복

수 ,분산 ,이질 공간이다.여기에서의 이질성은 한 사회가 ‘일상

인 것’혹은 ‘정상 인 것’으로 규정한 것의 바깥에 치하는 무엇인가에

한 이질성을 말한다.96)

94)MichelFoucalt,'Ofotherspaces'inNicholasMirzoeff(ed.),TheVisual

CultureReader(Routledge,2002)p.236.이지희,「장소특정 미술에 한 담

론 연구:1960년 -1990년 를 심으로」,홍익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p.6재인용

95)푸코는 1966년 12월 7일과 21일에 걸쳐 랑스의 라디오 방송인 랑스-

튀르(France-culture)를 통해 자신의 신체 공간 개념을 밝히는 두 개의 연속

강연을 행하는데, 이 두 강연의 제명이 「유토피아 신체」(Le corps

utopique)와 「헤테로토피아」(Leheteropies) 다.다음 해인 1967년 3월 14일

푸코는 한 랑스 건축가들의 모임에서 공간에 한 다른 논문 「다른 공간

들」(Lesespacesautres)을 발표한다.푸코의 공간 기 개념인 이 일련의 논

문들을 시작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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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푸코가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용한 공간론을 선보일 당시만

해도 베르그송의 랑스 철학이 지배 이었으며 공간에 한 념 한

무엇인가 죽은 것,경직된 것으로 간주되며 시간성 앞에서 부차 인 것

으로 간주되었던과는 다르게 공간에 한 지 한 심과 지 부여로 인

해 비난받기도 하 다.97)그 당시 역사가 아닌 공간과 지역에 한 연

구는 낯선 것이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 에 의해 반동 인 것으

로까지 여겨졌다.그러나 푸코는 “공간은 모든 공동체 삶에 근본 인

것이며,모든 권력 행사에도 근본 인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공간

을 통해 권력과 지식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계를 발견한다.98)푸코는

1975년 『감시와 처벌:감옥의 탄생』을 통해 공간의 배치와 구성,구체

으로는 수용소,감옥,병원,학교,군 의 형성 과정을 통해 근 이래

권력과 지식의 작용과 계를 드러낸다.

이처럼 공간에 련된 다양한 이론들은 공간과 주체,권력 사이의

계 조명 공간생산론,공간의 상품화,사회경제 향 계 속에서의

공간 설정 변화 등에 한 담론을 제공하고 있다.이 에서도 르페

르의 ‘공간의 생산’개념을 토 로 올림픽 조각공원의 공간 구성을 통

해 도출되는 특징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96)허경,「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기 공간 개념에 한 비 검

토」,『도시인문학연구』,vol3.No.2,2011,p.242-244

97)허경, 의 ,p.238

98)허경,앞의 (주77),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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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올림픽 조각공원의 공간의 특징

올림픽 조각공원은 계몽주의의 모더니즘의 출축방식과 포스트모더니

즘의 측면이 결합된 혼성 성향의 공간이다.에드워드 소자가 말한 시

간이 공간화된 공간성(spaciality)을 살펴볼 수 있다.백제시 의 과거 유

과 몽 토성에서부터 미술의 기념비 상징물까지 한성백제박물

몽 토성역사 을 통해 역사성을 한 공간에서 보여주고 있다.올림픽

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스포츠 경기에 한 기념비성 공원임과 동시

에 락페스티발,클래식 공연,퍼포먼스,어린이 행사 등 끊임없는 이벤트

와 공연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 산물들이 창출되고 진행 인 공간으로

서로 이질 인 요소들이 공존하는 포스트모던 인 공간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올림픽 조각공원의 공간은 재 크게 9구역으로 나 어져 조성되어

있다.평화의 장,만남의 장,피크닉 장,88호수,88마당,올림픽홀,

원,조각의 숲,기획 시마당으로 나 어서 구역을 설정하 으며,

재 조각공원 안에는 서올올림픽미술 에서 출발하여 환된 소마미술

이 있으며 그곳에서 조각공원의 작품 교체 리를 담당하고 있다.99)

올림픽 공원은 여섯 개의 출입문이 있어 공간 자체가 비교 방사형

으로 연결되고 통해 있다.서울올림픽미술 은 건축가 조성룡에 의해 연

면 1000여 평에 지상 2층의 건물로 노출 콘크리와 다듬어지지 않은 목

재 마감재를 이용하여 외 을 구성하고 있고 자연채 이 가능한 면창

을 통해 확트인 시야를 확보하여 자연과 공존하고 소통하는 공간구조의

건축물이다.(그림32-34)

서울올림픽미술 당선작과 련한 건축물 소개에 따르면 이 건물은

주변의 역사 인 자연경 과 새로 정비될 조각공원을 유기 으로 연결하

고 통합하는 경 과 조우하고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다.5개의

99)소마미술 조각마당 홈페이지 (주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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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과 올림픽 회 ,평화의 문, 크텔이 들어서 있고 남동쪽의 넓은

지역에는 200여개의 조각을 배치한 조각공원으로 이루어져있는데,특히

조각공원 쪽은 주변 일 의 개발로 조성 당시보다 산만한 경 을 이루고

있어 정비하는 과정이 함께 진행되었다.미술 과 외부공간으로 확장되

는 동선을 자연스럽게 여러 경로와 마당 등 주변 역으로 뻗어나가

체를 하나의 산책로로 구축하 다. 한 몽 토성의 경 을 해치지 않도

록 미술 의 지상 부분을 최소한으로 이고 지표면 아래의 꺼진 마당을

활용하여 시공간을 외부로 연장시켜 최 한 지형의 모습을 그 로 살

린 채 공간을 구성하 다.100)(그림22,23)

올림픽 조각공원의 다수의 작품이 기념비 이고 모더니즘 추상 조각

이 많았던 반면에 조각을 담은 공간은 열린 공간이자 혼성공간으로 탈경

계와 탈 심 인 양상을 띄고 있어서 포스트모던한 공간을 연출하고 있

어 아이러니하다.올림픽 공원 내에는 여러 가지의 기능 공간들이 함께

있으며 조각은 미술 주변에 집 분포 되어 있으나 공원 구석구석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다른 기능 공간과의 상호작용하며 계를 맺는다.

올림픽 공원 내의 몽 토성 주변은 산책길로,올림픽 체조경기장 등은

본래의 1차 기능인 스포츠 경기 이외에도 종교 행사 해외 유명 가

수의 청공연장이 되기도 한다.88마당이나 평화의 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야외문화행사로 인해 문화공원으로써의 기능이 주를 이루고 있

다.기존의 경기장 올림픽 회 , 크텔을 비롯하여 생태공원,문화재,

커피 식당과 같은 소비공간,한성백제박물 등의 공간으로

더 다양한 기능공간으로 분화되고 있다.조각마당 코 외에 올림픽 공

원 역에 걸쳐 드문드문 있던 조각들은 방치되어 우거진 나무 사이에

숨어 있거나 흙으로 덮어져서버려 공원 내의 수직 이고 기념비 인 작

품은 묻히게 되어 모더니즘 요소가 약화되고 혼성의 기능공간으로의

면모가 부각되어 공공조각은 오히려 시민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미술 으

100) 조성룡,최수익,「서울올림픽미술 당선작」,『CONCEPT』,제14호,

2000p.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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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시 들어오거나 재정비되어 공공미술로서의 ‘공공성’을 획득하지 못

한 것을 알 수 있다.

3.조각 작품을 통해 살펴본 장소성

다음으로는 공간에 한 것과 다른 인 장소성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좀 더 넓게는 올림픽 공원 자체의 장소성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장소성’이라는 말은 공공미술과 련하여 흔히 거론되는

단어로,작품이 놓여진 장소와의 물리 ,역사 ,환경 ,문화 계를

고려한 개념으로 쓰인다.101)이는 샤론 주킨의 문화 유로서의 도시

조형에 한 시각과도 비슷한데,그는 역사 ,구조 외에도

사회 으로 공간이 구성되는 것에 해 을 두고 있다.102)특히 올림

픽 공원 조성처럼 장소로부터 정체성을 추출하는 과정에서는 물질 역

사,모양,공간의 형식 뿐 만 아니라 하나의 안을 상상하려는 사람들의

사회 실천이 개입된다는 것을 설명하며 공간 안에서 문화와 권력의 지

도 그리기가 펼쳐진다는 에 주목하고 있다.103)올림픽 공원이 서울 도

심 안에서 몽 토성이라는 역사 공간을 끼고 치한다는 은 장소성,

특히 샤론 주킨이 설명한 공간에 한 도시조형 과 연결된다.

송 구의 Y자형 삼거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구성을 가진 곳은 단연

올림픽 공원의 북서쪽 입구인 올림픽 공원 삼거리이다.104)(그림1)업무의

심지인 강남의 테헤란로와 잠실 재개발 주택 지구의 올림픽 로의

101)이 푸 투안의 『공간과 장소』(1977,Univ.ofMinnesotaPress)에 따르면

공간을 움직임,개방,자유, 으로 ‘장소’를 정지,안 ,안정,애정으로 비

유한다.그러면서 무차별 인 공간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공간의 장소가 된다고 말한다.공간

은 장소보다 추상 인 것이고,인간의 경험이 공간에 녹아들 때 장소가 된다

는 것이다.인본주의 에서 장소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2)샤론 주킨,「탈 도시조형:문화와 권력의 지도 그리기」,『 성

과 정체성』,p.253

103)샤론 주킨, 의 ,p.279
104)http://blog.naver.com/archur?Redirect=Log&logNo=4006499673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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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만나는 곳,이 곳에 올림픽 공원의 입구가 있고 평화의 문이 있다.

하지만 조성 당시 이러한 상징 인 도시 설계 흐름을 고려해서 평화의

문 사이트 포지셔닝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본의 아니게 올림픽 메인 스

타디움과 그 부속 경기장들이 올림픽로로 연결돼 있다는 것과 그 동선이

올림픽 공원으로 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곳에 치하게 되었

을 뿐이다.105)여하튼 올림픽로를 따라 흐르는 동지구의 큰 흐름이 올

림픽 공원을 통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민들로 하여 ‘만들어진 장소’

로의 올림픽의 기념성과 몽 토성의 역사성을 하도록 되어있다.굳이

샤론 주킨의 ‘문화와 권력의 공간조형’이라고까지 정치 으로 바라볼 필

요는 없지만,거시 으로 국가 의도가 개입된 공간조형임에는 틀림없

는 듯 하다.결국 올림픽 공원은 역사 으로 백제의 수도 던 한성,서울

의 역사를 기념할 수 있는 몽 토성이라는 장소를 포함하는 장소로써 문

화 ,역사 맥락을 포함한 공간을 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한 평화의 문을 설계한 건축가 김 업은 로부터 ‘탑’과 ‘문’이 일종

의 통과의례이자 상징 인 기념비로 사용되었음을 고려하여 거 한 문의

형태로 고안하게 되었고 동시에 도시 맥락까지 고려하여 설계하 다.

106)

이처럼 올림픽 조각공원은 올림픽 공원 계획의 일부로서 도시공학

계획과 몽 토성 유 지라는 역사공간 배경이 고려되어 조성된 공간으

로 물리 ,지역 ,문화 공간으로서의 장소 의미가 요한 공간이

다.

105)http://blog.naver.com/archur?Redirect=Log&logNo=40064996739참조

106) “기념비는 경계를 지우는 방법과 더불어 원시시 부터 무한한 공간을 한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사용되었다.그것은 쉽게 에 띄는 높이와 규모의 구조물을 세워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역감을 부여하 다.김 업은 기념비의 형태는 ‘탑’

아니면 ‘문’의 모양이 되어야 한다고 가정하 다.탑은 그 수직 지향성으로 인하여

인간의 의식을 고양하고 간결하면서도 역동 인 모습을 갖는다.문은 수평 인

방향성과 축의 의미가 있다. 이것을 통해 다른 역으로 넘어간다는 통과의식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도시 맥락이 필요하다”정인하,『김 업 건축론:시

울림의 세계』(산업도서출 공사,1998)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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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성’과 련하여 작품을 분석할 때 언 되기도 하는 용어인 ‘장소

보편 (site-general)’이라는 말은 ‘장소 특정 (site-specific)’이라는 말

과는 반 로 어떤 작품이 어느 공간에서나 거의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내

는 경우를 일컫는다.한 작가의 같은 작품이 설치되는 장소의 문맥에 따

라 달라지는 형식과 다른 의미와 내용을 달하게 되는 경우는 ‘장

소 특정 인 미술’이라고 불리게 된다.그러나 올림픽 조각공원에 설치된

세자르의 <엄지손가락>처럼 본래 본인의 작업의 시리즈의 하나가 어느

장소에 놓이던지 작가 고유의 작업 세계를 보여주며 작품 주의 문맥을

보여주는 경우에는 ‘장소 일반 미술’이라고 분류되게 된다.장소 일반

미술은 작품이 설치되는 지역이나 장소에 작가 네임밸류를 통한 일종

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행정의 일환으로 공공미술

이 추진되는 경우,유명 작가를 빙하여 지역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의

도가 개입되어,인지도 높은 유명작가의 작품이 설치될 장소나 지역의

문맥,특히 주변 환경과의 조화는 고려되지 않은 채 ‘수입’된다.

올림픽 조각공원이 조성될 당시에는 한국에서는 ‘장소 특정 ’인 공공

미술에 한 개념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던 시기이다.그래서인지 조각공

원은 어떠한 주제나 테마도 없이 올림픽에 참가된 국가들에 의해 청된

작가들이 그 집합 으로 모인 ‘작품 집합소’가 되어 버렸다.특이한

은 이미 미술사 입지가 있거나 명성이 높은 작가들의 ‘장소 일반 미

술’이 많이 조성되었다는 이다.각 참가국에서 인지도 높은 유명 작가

를 추천하여 빙하 던 국제 행사의 성격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

을 것이다.물론 심포지움을 통해 작가들을 빙하여 한국에서 작업하도

록 하 기에 작가들의 노력과 연구에 의해서 장소 특정 미술이 시도되

었을 수도 있다.그러나 모두가 한국에서 작업을 한 것도 아니었으며

부분은 작가 고유의 작업 스타일을 고수한 작업을 선보 다.

표 인 작품으로는 랑스 작가 세자르의 <엄지손가락>(1988)(그림

20)이다.이 작품은 올림픽 공원 외에도 세계 7개의 도시에 세워져있으

며 좀 더 작은 청동 제작의 엄지손가락은 야외조각으로도 많은 곳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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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어 있다.그는 주로 손,유방 등 신체의 한 부분을 떼어내어 확 하

여 추상화시키는 조각 작업을 하 다.기능 으로 손과 연결된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최고’‘최상’을 나타내는 추상 인 엄지손가락은 기념비

이며 동시에 상징 이다.어느 도시에 설치된 엄지손가락 작품이든 단

된 신체가 확 되어 공간을 유하는 작품 자체의 특징이 두드러지며 주

의 공간은 장식 인 배경에 지나지 않는 것 처럼 보인다.이러한 작품

자체의 특징이 강조되고 유지되어 설치된 작품은 어느 장소에도 유사한

상황과 분 기를 연출하므로 ‘장소 보편 미술’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다른 장소 보편 미술의 사례로는 솔 르윗의 <입방형 모서

리>(1987)(그림22)가 있다.솔 르윗은 미니멀리즘을 표하는 작가로 그

의 작품은 입방체 구조물을 기본으로 한다.107)최소의 단 가 개념의 규

칙과 논리에 의해 무한의 형태로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는데,한국에서의

‘환원과 확산’의 개념과도 비슷하다.솔 르윗은 1960년 당시 유행하던

추상표 주의와는 다르게 인식과 언어,반복의 문제에 심을 가졌다.큐

에서 출발한 기본 모듈을 토 로 반복과 칭으로 나타난 시각 질서

를 탐구하 다.108)올림픽 조각공원에 출품된 솔 르윗의 작품은 기하학

로 ‘입방체의 모서리’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큐 의 맞닿은 선

에 해당하는 부분이 확장되어 놓여진 것 같은 느낌을 다.작품이 내재

으로 가지는 성격은 여 히 미니멀리즘에 입각한 것이지만,표 된 형

태에 있어 기존의 작품들과는 조 다른 느낌을 다.해외에 설치된 그

의 다른 야외조각 작품의 경우에는 온 한 입방체의 반복 규칙에 따라

건축 구조물을 쌓은 반면에 올림픽 조각공원에서의 작품은 양괴가 느

껴진다.이 작품이 과연 한국 특징을 연구하고 몽 토성 근처의 올림

픽 공원이라는 장소특정성(site-specificity)109)을 고려하여 돌을 재료로

107)데이비드 배츨러,정무정 옮김,『미니멀리즘』 (열화당,2003),p.12

108) 의 책,p.15

109)권미원의 에 의하면 장소 특정성이란 장소의 공간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

,역사 ,정치 인 맥락까지도 포 하는 개념이다.『OnePlaceafterAnother:

Site-SpecificArtandLocationalIdentity』,(MITPress,200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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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쌓는 형태의 구조물을 만든 것은 아닐 것 같다.거 한 벽면에 드

로잉을 하는 작품은 이미 선보인 바 있으며,그러한 벽면 드로잉의 형태

도 아닌,입방체 형태의 건축 구조물도 아닌 시멘트 벽돌을 쌓은 ㄱ자

형태의 단순한 구조의 이 작품에 해 소마미술 홈페이지나 작가에

한 조네에서도 별다른 서술이나 언 이 없다.작품의 스타일을 최소화,

단순화시켜서 손쉽게 작업한 작업으로 간주되어 장소 보편 미술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 외에도 루이스 부르주아의 <단편들>(1983)

(그림21)의 경우,그녀의 표 인 작품인 거미나,신체의 일부를 조각한

작품 시리즈가 아닌,나무로 된 둥근 원형의 이 여러 개 조합된 작품

을 선보이고 있다.그러나 이 작품 역시 미국 일 학교 아트갤러리에

있는 야외조각과 동일한 작품이 한국에 설치된 것이며 기존의 작품 스타

일에서 일 되게 보여지는 특징인 개인 과거의 상처(트라우마)표 과

치유를 주제로 하고 있다.부르주아의 작품 역시 작품 자체가 시되어

장소성이 크게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950년 이후 기하학 형태와 스테인리스스틸을 가지고 키네틱 작업

을 한 조지리키의 경우도 그의 작품 스타일은 이미 어느 정도 정립이 되

었으며 그의 <TwoLinesOblique>(그림23)시리즈는 세계 곳곳에 설치

되었다.이 작품을 형성하고 있는 두 개의 날 바람에 의해 움직일 때마

다 자연스럽게 흔들리며 형성된 공간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열어

버리기도 한다.바람이 불 때 세 개의 받침 에 고정되어 있는 이 두 개

의 날은 아주 다양하게 각도에 따라 서로 겹치면서 그들의 존재를 표

한다.항상 같은 힘이 작용하고 있고,항상 변화하면서 많은 것을 보여주

는 자연과도 연 이 있다.110)이 시리즈의 작품 하나로 시되고 있

는 올림픽 조각 공원의 조지 리키 작품 역시 바람이 부는 트인 야외 공

간이라는 필요조건이 충족되기에 같은 상황이 연출되며 동일한 작품이

된다.이 작품 역시 특별히 다른 야외조각에 설치된 시리즈 작품과 별다

른 차이 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 특징이다.

110)소마미술 조각마당 홈페이지 (주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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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살펴본 것과 같이 이미 미술사 으로 한 사조를 이끌어가거나

주도했던 유명 작가들이 올림픽 조각 야외조각 에 정되어 참석하

기 때문에,작품 자체의 스타일이 시되는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는 국내 작가들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이미 미술계에서

인정받은 견 작가들과 교수들이 참여하 기에 작품 스타일이 고정된

채 크기만 거 확장된 경우가 많다.엄태정의 <무제>(그림29), 의

<소리-삶 속에서>(그림3),신 의 <유제류를 하여>(그림30)모두

본래의 작업 시리즈의 일환으로 선보여진 것이다.

올림픽 조각공원의 작품들이 부분 유명 작가 청에 의해 이루어진

특징 때문에 작품 보편성을 띤 작품이 많으며,공산권 국가들의 참여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미술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헤게모니가 가미된 기념

비 작품이 두드러졌다.그러나 모든 작품이 장소일반 이거나 기념비

인 것만은 아니다.라 엘 소토의 작품(그림26)처럼 본인의 스타일은

살리되 원형의 구에 태극을 상징하는 빨강과 랑을 사용한 이라던가,

이승택의 <기와를 입은 지>(그림25)에서 몽 토성을 연상하게 하는

땅 속에 묻힌 고고학 유물의 메타포를 보여주는 작품은 올림픽 개최국

이라는 한국의 특징과 공원 자체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장소 특정성이

엿보이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장소와의 연계된 맥락의 악이나 공원으로서 쉼터의

기능을 하며 람객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공간에 한 계가 고려된 작

품이 은 것은 올림픽 조각공원이 작품을 단순히 수집,설치한 자칫 ‘조

각무덤’으로 될 우려가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이미 조성된 공원을 리

하고 보수 유지함에 있어서는 공원의 상징성 보다는 장소성을 토 로 한

‘소통’이 가능한 조각공원으로서 변모해 가야할 것이다.

올림픽이 세계 여러 나라의 건 한 ‘화합’과 ‘평화’를 모토로 각 나라를

표하여 화합하는 행사라는 에서 올림픽의 참가자 개인이 국가라는

큰 개념을 표한다는 과 각 국가의 이데올로기나 이미지 등을 상징하

며 표성을 띈다는 것,즉,올림픽 자체가 큰 상징성을 띄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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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하다.특히 1988년에는 동유럽, 국의 공산권 국가의 참여가 두

드러졌는데,소련,동독,루마니아,체코, 국,헝가리 등의 공산권 출신

의 작가들의 참여를 통해 가시 인 교류가 이루어졌다.111)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화해’와 ‘평화’가 더욱 요한 키워드로

제시되었다.올림픽은 국가 간의 행사로 국가 목 이 뚜렷하며 국가

정체성 내지는 방향성을 가져 표성을 띠며 내 으로는 국가 이데올

로기도 반 하게 된다.분단의 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거나 이

를 통한 세계의 화해의 의지를 표방할 필요성을 주로 강조하 으며 막연

히 화강암을 한국 소재로 하여 추상 으로 세계의 화합과 진을 내세

우는 것에 그쳤다.요컨 왜 무엇을 어떻게 이룩하고자 이 시 에 이러

이러한 조각공원을 세웠다는 문맥으로는 표 되지 못 하 다.행사 주

로 진행되었고 시된 작품들이 기증을 통해 장기 설치됨에 따라 조성된

것이며 올림픽과 련한 국가 이데올로기와 사명이 개입된 행사용 작

품들의 진열이 될 수 밖 에 없었던 것이다.

즉,이 조각공원은 여타 다른 일반 인 해외 조각공원과는 달리 ‘올림

픽’조각공원이라는 기념비 행사의 일환으로 조성된 을 감안하여야

한다.올림픽 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조성되어 놓인 작품들이기에 작

품 경향에 있어서도 작가 고유의 작품 형식이 드러나기 보다는 행사를

기리기 한 기념비성이 짙은 작품들이 많은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11)올림픽야외미술 ,앞의 책(주33)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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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공공미술의 공공성과 올림픽 조각공원

공공미술(publicart)은 기본 으로 공공 는 공 (public)이라는 개

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공공에 한 해석 개념 확장에 따라 공공

미술은 다르게 정의된다.공공역역과 미술의 결합은 이론 으로 는 실

제 장에서 때때로 상충되어 잦은 립과 논란을 가져왔다.112)

올림픽 조각공원의 경우,국가에서 조각공원의 기획 조성을 담당하

으며 정부에 의한 행정 성향이 강한 제도 공공미술의 형태를 띠고

있다.일반 으로 행정은 일반 개인이나 사기업과 달리 체 국민들이

임해 권력과 자원,다시 말해 공권력과 공 자원을 사용하는 활동으

로 사 이익이 아닌 사회구성원 다수의 공통된 이익을 추구해야할 당

성을 가진다.113) 행정에 의한 공공미술 집행은 필연 으로 공공성

(publicness)을 기 로 하여 기획되고 집행되며 공익을 한 합의와 소통

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이러한 공공미술의 특성은 과거의 모더니즘 미

술 개념과는 다른 근을 요구한다.먼 공공미술에 거론되는 공공성이

112)공공미술의 공공성과 미학에 한 화두를 제시하게 해 가장 표 인

사례로 리처드 세라의 작품 철거 문제가 자주 언 된다.1980년 미국에서 리

처드 세라(RichardSerra)의 <기울어진 호(TitledArc)>(1981-1989)는 1981년

정부의 건축 속의 미술(ArtinArchitecture) 로그램의 일환으로 길이 36미터,

높이 3.6미터의 녹슨 을 장을 가로질러 설치하 다.하지만 장을 가로막

아 시미들의 불편과 불만을 샀으며 작품의 이동을 제안했으나 작가는 작신의

작품을 장소특정 (site-specific)이다 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작품을

괴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 고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되었다.결국 들의 요

구가 받아들여져 1989년 작품은 철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미술이 공공

일 수 있는 가에 한 미학 인 문제와 공공미술의 가치 공공성에 한 문

제가 두 되었다.F.Senie,Harriet., and Webster, Sally., Critical issues 

in Public art : Content, Context, and Controversy, IconEditions, 1992 참

 

113)김정수,「행정학 에서 본 술과 공공성의 계」,『문화 술경

학연구』,Vol.2,No.2,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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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에 한 다양한 시각을 살펴본 뒤,올림픽 조각공원을 통해서

드러나는 서울 올림픽 조각공원 조성을 둘러싼 논란과 공공성 문제에

하여 살펴보고자 하고자 한다.

1.공공미술과 미술의 공공성

앞서 언 된 바와 같이 공공미술은 공공(public)에 한 개념을 어떻

게 정의하고 그 범 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

다.공공의 개념을 '공공의 장소(publicplace)'에 두거나 혹은 '공공의

이익(publicinterest)'에 두는 지에 따라 공공미술의 형식과 내용이 조

씩 달라진다.

공공미술은 일반 으로 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 시 되는 작

품을 지칭하 으나 오늘날에는 차 개념이 확장되어 야외 조각에서부터

지역 공동체의 벽화작업, 지미술(land art), 장소 특정 미술

(site-specific art), 가로 포장(paving)과 스트리트 퍼니쳐(street

furniture)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술 내용을 포 하는 개

념으로 사용되고 있다.114)

1967년 존 렛(JohnWillett)이 처음 사용한 이래 일반화된 ‘공공미

술(PublicArt)’란 용어는 모더니즘 미술을 거부하는 상징처럼 되었으며

1960년 에서 1980년 에 이르기까지 공공미술은 ‘장소’를 심으로 설정

되었으나 1990년 에 들어서면서 장소 자체보다는 그 장소에서 발생하는

114)맬컴 마일스,앞의 책(주74),p.14.공공미술에 한 정의는 시 의 흐름과

새로운 유형의 지속 인 개발에 따라 가변 이다.19세기 공 공간에서 설치된

기념동상과 기념조형물을 비롯하여 공공기 이 주 하는 도시 심부나 정부

건물, 장,공원,학교,병원,주택 등에 미 을 장식하는 술,더 나아가 오늘

날에는 산업이나 사회에 개입하는 미술가의 작업 뿐 아니라 1960년 후반에

시작된 공동체 미술 로그램이나 공동체 벽화 작업도 공공미술의 범주로 인식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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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징

건축 속의 미술

(ArtinArchitecture)

°미술작품을 통한 정부 건물의 미 가치 제고

° 랑스의 1%법(1951년),미국 연방정부 공공시

설청의 ‘건축 속의 미술 로그램’(1963년)시작

°작품 경향:순수미술 주

공공장소 속의 미술

(ArtinPublicPlace)

°공원, 장 같은 지역의 공공 공간 활성화

°NEA ‘공공장소 속의 미술 로그램’(1967년)시

작.자치 단체의 ‘미술을 한 퍼센트법’시행

°순수미술 주 다가 공공미술의 독특한 정체

성이 형성됨 기에는 작품의 크기만 확 하여

‘소통’에 을 둔 형태로 공공미술의 개념이 확장되었다.115)

공공미술은 개념 정의와 범 에 따라 공공미술의 역사를 고 부터도

찾을 수 있으나 일반 으로 공공미술의 역사를 언 할 때 서구의 근

도시,공간,사회의 문제 안에서 ‘공공(Public)'에 한 해석을 심으로

공공미술의 개념이 논의된다.116)서구 공공미술의 개념은 미술 역의

확장에 따른 공공미술의 개념의 변화를 보여 다.

먼 공공미술의 개념 개에 한 논의에서 일반 으로 다루어지는

서구의 공공미술 개념의 변화를 네 가지 구분으로 나 어 정리한 표를

살펴보자.117)

115)임성훈,「미술과 공공성:공공미술에 한 미학 고찰」,『 미술학회

논문집』,Vol.12,2008,p.6.

116)공공미술에 한 ‘공공(Public)’개념의 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공공

미술의 범 는 가변 이다.공공의 해석을 주체에 두고 공동의 목표를 한

술 혹은 공공을 한 술로 간주할 때 고 의 주술 이고 공공 인 기능을 하

는 조형물들이나 벽화 역시도 공공미술로 해석할 수도 있다.그러나 공공미술에

한 최 의 정의는 1967년 존 렛(JohnWillett)의 <도시 속의 미술>(1967)에

서 찾을 수 있다.그는 공공성격의 미술 소장품과 19세기의 기념동상 기념

건축 장식물 등을 공공미술에 포함시켜 정의하고 있다.맬컴 마일스,『미술,공

간,도시』(학고재,2001),p.17.참조

117)박찬경,양 미,「공공미술과 미술의 공공성」,『문화과학』,No.53,

2008,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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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 설치하는 럽아트(plopart)라는 비

난을 받음.

° 차 공공장소의 컨텍스트에 합한 미술로 변

화되면서 공공미술은 미술과 삶의 결합을 지향

하는 미술로써 미술 이나 화랑에서 시되는

미술과 달라짐.

도시 계획 속의 미술

(ArtinUrbanDesign)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 공 공간의 네트워크

화,도시계획이 요해짐.

°도시 디자인 에 미술가 참여가 제도화됨.도

시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미술 종합계획(publicart

masterplan)수립.

°라데팡스,바르셀로나,필라델피아,달라스,로

스엔젤 스 등에서 시행하여 문화 인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

°미술품 이외에 미술가가 디자인한 가로시설물,

공원,문화시설, 로그램 등으로 공공미술 역

이 확장됨.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

(New GenrePublicArt)

°미술을 통한 시민간의 커뮤니 이션 확 와 시

민 문화공동체가 형성됨.

°수잔 이시(SusanLacy)는 “ 통 는 비

통 매체를 사용하여 보다 범 하고 다양

한 객과 함께 그들의 삶과 직 련된 이슈

들에 해 의견을 나 고 상호작용하는 시각

술‘로 정의함.

° 1970년 미숙 주민벽화운동(Community

Mural)과 1980년 시카고 공공미술 로그램

(ChicagoPublicArtProgram)에서 시작도미

°결과보다 과정을 시하며 특히 주민 참여가

필수 인 요소임.(CommunityArt)

°비디오 제작,퍼포먼스,미술공방 운 ,정원

꾸미기 등 하드웨어 심에서 소 트웨어 심

으로 변화,장르도 시각 술을 벗어나 화,비디

오,공연 등으로 확장됨.

표 3-1.공공미술 개념의 변화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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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술의 가장 기 개념인 ‘건축 속의 미술’의 경우,공공기 의

건물의 외 에 한 미 인 ‘장식’개념에 머물고 있다.미국의 경우,뉴

딜 시 미술가 실업구제 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공미술 사업이 진행되

었으며 이는 연방정부 건물에 벽화를 그리거나 조각을 설치하는 것을 의

미하 다. 랑스의 경우,1951년 공공건물의 신축 증축 시 건축비의

1%를 미술품 주문에 사용하도록 하는 ‘1%법’을 제정하 다.1963년 미

국 연방정부 공공 시설청 (GSA,GeneralServicesAdministration)이 연

방건물 건축비의 0.5%를 공공미술에 할당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

고 이 제도는 ‘건축 속의 미술(ArtinArchitecture)’로 아직까지도 시행

되고 있다.118)

그 이후 차 공공미술은 건축물의 장식 수 의 개념에서 벗어나 공

공에 한 해석이 ‘장소’개념으로 환 확장된다.처음에는 공공

장소 속에 놓여지는 ‘공공장소 속의 미술(artinpublicplace)’로 시작되

었다가 ‘공공장소로서의 미술(artaspublicplace)’로 차 변모한다.미

술의 자율성이 지상목표 던 모더니즘 미술은 작품 밖의 것은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았고 이러한 모더니티를 유지하는 장치는 폐된 백색의

시공간의 ‘화이트 큐 (whitecube)’에서 의해 더욱 미 자율성이 보장

되었다.이러한 모더니즘 미술은 개념 특성상 무장소성(sitelessness)을

가지고 어느 장소에 놓여도 그 작품 자체의 아우라(aura)를 갖고 이동하

는 가동성(movability)을 갖고 있다.119)

118)박찬경,양 미, 의 ,p.111

119)윤난지,「장소의 계보학:비장소에서 특정장소로」,『 미술의 풍경』(한

길아트,2005),p.126.이 책에서 자는 미술 속에서 장소는 단지 작품의 배경

에 불과하 으며 그림 안에 그려진 풍경이 바깥보다 요했던 은 일루젼이

실재를 능가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계는 모더니즘 미술에서 극 화 되었고,

화이트 큐 는 천편일률 으로 흰색으로 칠해진 폐된 사각의 공간을 통해 장

소가 아닌 장소 ‘비장소’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그것은 끊임없이 복제되는

뿌리 없는 장소로,특정장소에 의거하지 않고 술의 미 자율성을 획득한다.

이는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모더니즘의 유랑(nomadism)을 가져왔는데,즉 상업

유통이 가능하게 되고 작품이 머무는 장소가 돈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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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더니즘 작품이 미술 밖으로 나가 처음으로 야외조각공원

을 형성하지만 처음에는 이러한 미 자율성이 유지된 채 모더니즘 조각

이 크기만 확 되어 놓임으로서 장소와의 유기 계나 환경 고려 없

는 독립된 작품으로 치하여 럽 아트(plopart)라는 비난을 받게 된

다.120)1960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모더니즘을 극복하기 한

다양한 시도 에 등장한 미니멀리즘이나 지미술은 공공미술의 개념에

서의 ‘장소’개념을 더욱 확장시킨다.특정한 환경 공간,장소 그 자체

가 미술이 되며 작품이 설치된 공간과의 조화와 계를 포함한 작품 개

념이 등장한다.담론 이며 맥락 인 공간들이 형성되고 공공미술은 장

소 그 자체로서 공 인 담론을 형성하고 공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

이처럼 공공미술 개념이 ‘장소 속의 미술’에서 ‘장소로서의 미술’로 변모

하며 기본 으로 공공미술이 장소와 연결되어있는데,이와 다른 양상

으로 특정장소 개념에서 더 확장되어 도시 개념으로 공공미술을 조명하

게 된다.그것이 ‘도시 계획 속의 미술(ArtinUrbanDesign)’이라 할 수

있다.

‘도시 계획 속의 미술’은 도시경 분석과 련하여 도시를 설계할 때

체 인 경 을 조망하여 미술가와 력하여 기획하고 술과 력하는

건축과 미술과 조경 역의 동이라고 볼 수 있겠다.다양한 근 도

시들이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설계되었으며 정부 주도의 문화 술정책과

다.작품의 정체성에 작가가 요해지고 ‘원본성’의 신화가 강조되는 것이 모더

니즘 미술에서의 특징 의 하나이다.

120) 럽 아트란 풍덩 놓이게 된 작품을 뜻한다.공공미술에서 주로 크고

추상 이고 모더니스트의 조각 혹은 조각이 주변 환경에 한 고려 없이

부조화를 이루며 장,공원,정부기 건물 앞 등 도심지의 공공장소에 그 로

풍덩 빠뜨려진 술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인다.이 용어는 1969년에 건축가

제임스 와인즈(JamesWines)에 의해 처음 쓰 다.건축물과 공공미술 사이의

환경 심의 근(environmentally-orientedapproach)과 계의 요성을

언 할 때 반 의미로 형태도 없고 의미도 없으며 도시경 을 해치는 추한

조형물을 표 할 때 ‘plopart’라는 표 을 사용한 것에서 유래한다.

http://en.wikipedia.org/wiki/Plop_art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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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에 의해서 추진된 제도 인 측면이 강하다.‘도시 계획 속의 미

술’개념을 통해 공공미술은 술 작품 자체만을 상으로 하는 것이 아

닌 거리 조형물이나 간 ,도시 경 을 구성하는 공 인 공간에 놓인 심

미 요소들을 모두 포 하는 역으로 확장되었다.121)

그 다음의 다른 공공미술의 개념 확장으로는 ‘새로운 장르의 공공

미술’을 들 수 있다.이 경우 공공(public)에 한 해석을 장소(place)

심이 아닌 공동체(community)혹은 공익(publicinterests)에 을 두

고 있어 ‘커뮤니티 아트(communityart)’라는 개념과도 종종 결합되어

설명되기도 한다.‘새 장르 공공미술’의 경우,미술의 창작 결과물보다 창

작의 과정을 시하며 그 과정에서의 여러 이해집단이나 공동체가 함께

공공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에 심을 둔다.새 장르 공공미술은 주제,매

체,그리고 제작방식에 있어 기존의 공공미술 개념과 차이를 보인다.주

제는 개 미술가와 주민이 공동으로 결정하며 미술가의 술 심이

나 도시 경 보다는 지역사회가 당면한 공동체의 이슈 등에 심이 많

다. 한 사용하는 매체도 통 인 회화,조각 뿐 만 아니라 퍼포먼스,

미디어아트와 같은 실험 인 매체도 자주 사용한다.제작과정과 방식

한 술가 혼자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기획,제작,설치의

여러 과정을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긴 히 교류하는 방식을 택

한다.122)

공공에 한 개념이 정책,제도 인 측면에서 시작되어 차 장소에

한 문제,도시라는 공간에 한 문제와 공동체,소통,공익에 한 문

제로 차 확 되고 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이는 공공성에

한 해석을 어디에 두는 지에 한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미술은 미술의 공공성에 한 문제와도 연결된다.공공에 한

해석은 공공성에 한 정의를 어디에 두고 용하느냐에 한 문제이기

도 하기 때문이다.미술의 공공성에 한 논의는 특히 모더니즘의 미

121)박찬경,양 미,앞의 (주117),p.114.

122)박찬경,양 미,같은 ,pp.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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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문제와 치되어 미술이 공 인 것인가에 한 문제,미술이 제

도의 후원을 받고 행정 으로 여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인가에 한 미

학 논쟁을 포함하고 있다.특히 공공미술 개념 구분 ‘공공장소 속의

미술’형태를 띤 경우,모더니즘 조각이 미술 밖으로 나와 야외 공간에

자리 잡는 단계의 공공미술에서 주로 야기된 문제이다.123)

국의 미술행정가 렛(JohnWillett)이 『아트 인 더 시티(Artin

theCity)』(1967)를 통해 “소수 만이 미술을 즐기려는 의를 지울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미술을 즐길 수 있는 공공미술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124)즉,공공미술은 처음에는 미술 의 제도로

서 권 와 소수 특정 계층의 유물로 여겨지는 것에 항한 제도비

미술의 형태 하나로 제시되었다.이는 미술품이 미술 밖으로 나와

공원이나 거리로 사 소유물이 아닌 공공성을 띤 공 자원 형태의 변

화를 가져왔다.이러한 맥락은 1960년 당시 지미술,제도비 미술,

퍼포먼스 등의 모더니즘에 항한 개념미술의 흐름과도 비슷한 듯 보인

다.하지만 미술 안의 모더니즘 작품이 권 와 미 자율성을

유지한 채 그 로 자리만 야외로 옮겨놓은 형태가 되어 결과 으로 공

장소라는 장소에 놓 을 뿐 장소 일반 특성(site-general)을 가진 공공

미술로 기능하여 하나의 제도가 되고 권 가 된다.125)주로 ‘공공장소

속의 미술’단계에서 보이는 공공미술의 특징이며 올림픽 조각공원 안에

놓인 모더니즘 조각 작품들이 이에 해당한다.

올림픽 조각공원의 경우,앞서 살펴본 공공미술의 다양한 단계의 개

123)가장 표 인 로,1980년 미국에서 리처드 세라(RichardSerra)의

<기울어진 호(TitledArc)>(1981-1989)(도 33)의 철거 문제와 마야 린의 <베

트남참 용사기념비 (Vietnam VeteransMemorial)>(1982)을 들 수 있다.

124)박삼철,『왜 공공미술인가』(학고재,2006),p.11
125)장소 일반 미술 (site generalart)라는 용어는 장소 특정 미술

(site-specificart)와는 반 로 주로 복수로 제작되어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어도

작품 그 로의 권 와 아우라를 유지한 채 기능하는 모더니즘 조각이나 설치를

주로 지칭할 때 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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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복합 으로 혼재되어 있다.즉,기념비 이고 통 인 공공미술과

장소 속의 공공미술,도시 계획 속의 미술 등의 세 가지 공공미술 개념

이 교차되고 있다.

올림픽 조각공원은 세계 으로 유명한 조각가들의 작품을 국제 문

운 원들에 의해 선별하여 출품 받아 200여 이 넘는 조각품을 설치한

규모 미술품 조각공원이다.실제로 많은 조각 작품들은 세자르의 엄지

손가락과 같은 ‘공공 장소 속의 미술’단계에서 유행한 추상이나 구상의

모더니즘 작품들이 다수이다.외 으로는 미술의 상징으로만 보이

는 세자르의 엄지손가락도 사실 기념비성을 내포하고 있다.인체의 일부

를 확 시켜 모뉴멘탈리티(monumentality)를 부여하여 세계 도시 곳곳

에 치하여 하나의 국가 랜드마크로 기능하게 됨으로서 술품임에도

불구하고 기념비성을 띄게 된 것이다.올림픽을 기리기 해서 만든 올

림픽 기념조형물과 함께 올림픽 조각공원은 기념비 이고 통 인 공공

미술의 측면이 포함되어있다.

한 제4장 1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올림픽 조각공원 체를 두고

보았을 때 올림픽 조각공원 조성은 ‘도시계획 속의 미술’혹은 환경디자

인 인 공공미술의 범주에도 속한다.올림픽을 한 도시 정화 사업

주거 정비 사업은 물론 올림픽 아 트 등 잠실과 몽 토성 일 를 계획

으로 선수 아 트로 개발한 후 이러한 아 트 주 에 공원을 계획

으로 배치시켰으며 올림픽 후에도 시민들의 휴식처로 기능한다는 목 을

가지고 공원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공미술의 다양한 개념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이

올림픽 조각공원이 가진 다양성과 복합 인 특성을 보여 다.하지만 공

공미술의 최근 개념인 뉴장르 공공미술에서 보여지는 소통이나 공동체의

합의,공공성에 한 부분은 올림픽 조각공원 조성 당시부터 부족한 부

분으로 지 되었고 당시 많은 논란거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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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울 올림픽 조각공원의 공공성

서울 올림픽 조각공원의 경우,조성 과정을 살펴보면 ‘올림픽’이라는

행사의 상징성과 기념비성을 제로 설립된 공원이기에 정부 주도로 진

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행정 이고 제도 인 공공미술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본론 제3장의 4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조각

공원의 기획 조성 과정에서 일방 인 국가의 사업 진행과 운 원회

의 선정 작가 선정,몽 토성 문화재 지역의 훼손 등의 문제를 놓고

미술 잡지와 신문을 심으로 많은 비 과 논란이 있었다.

올림픽 조각공원을 둘러싼 논쟁은 크게 작가 선정 논란,작품의 공

간 배치 문제,작품 제작 문제가 있었다.작품의 공간 배치 논란을 살펴

보면,올림픽 조각공원의 부지로 선택된 공간은 백제 시 의 유 이 포

함된 몽 토성이라는 문화재 지역으로 이미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장소가

병치되어 있어 필연 으로 여러 계가 교차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원

인을 안고 있다 처음부터 문화재와 미술이 어우러진 장소로 기획되

어 진행된 ‘제1,2차 야외조각심포지움’때에도 이미 여론과 문가 집단

에 의해 반 가 있었다.몽 토성은 사 297호로 기 백제 시 의 유

이라는 이유로 한 시기에 발굴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 로 보존하

고자하는 고고학 사학계의 반발이 많았으나,“표토 설치”라는 조

건으로 문화재 원들을 설득하여 작품설치를 승인 받았다.하지만 실제

로 많은 해외 작가들의 의견 수렴 설치 과정에서는 그러한 기 을 모

두 충족시킬 수 없었고 결과 으로 작품의 배치와 설치와 련된 사항에

해 문화재 문가 측과 여론의 지속 인 반 에 부딪히게 된다.126)

올림픽 조각공원의 공정성 여부를 문제 삼고 있지만 사실상 미술계

내부의 논쟁이라고 볼 수 있는 올림픽 조각공원을 비롯한 각종 문화 술

축 행사의 작가 선정 과정에서의 논란이 있었다.<세계 미술제>를

둘러싼 한국미술계 내의 갈등이 첨 하게 립되었는데,야외조각심포지

126)양은희,앞의 (주21),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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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의 경우도 박종배,이우환 등 소수의 한국작가만 참여시킨 반면 국제

작가 선정을 모두 외국인 국제 원에게만 맡긴 등이 한국 미술계와의

긴 한 조 없이 진행되어 반발을 사게 된다.특히 ‘세계 회화 ’과

련하여 특정 장르 경향이 소외되었고 특정 학교 출신으로 배분되었

다는 을 들어 많은 작가들이 작가선정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선다.127)

목우회 신기회 등 서양화구상계열 15개단체와 한국여류조각가회 등 조각

그룹 4개 단체 그리고 일부 한국화가들이 「88세계 미술제 한국

미술 작가선정 백지화추진 원회」를 구성하고 작가선정백지화추진

회를 가졌다.128)이에 한 해결방안으로 올림픽 원회 측은 한국

미술 을 1부와 2부로 나 어 더 많은 작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변

경한다. 한 조각공원 조성에 있어서도 민 미술 계열의 작가들이 거센

반발을 보이는데,주로 작가 선정기 과 사 지 몽 토성 훼손 우려,

소요 경비 규모 등을 이유로 조각공원 계획 자체의 단을 요구하는 서

명운동과 기자회견을 벌인다.이에 해 올림픽 조직 원회는 1987년 7

월 15일 12명의 미술계 인사들과 올림픽회 에 모여 6시간에 걸친 토론

을 벌인다.129)결국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별 소득 없이 끝이

났지만 추후 의견을 반 하여 ‘국제야외조각 ’을 통해서 강은엽,이

승택,최만린 등의 한국 작가들을 더 추가하게 된다.결국 서양화,한국

화,모더니즘,추상,구상,민 미술,여성화가 등 다원 인 갈등의 축과

층 를 가진 미술계의 황을 숙지하지 못 하고 몇몇의 운 원들에게

127)양은희,앞의 (주21),p.244

128)당시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서양화,한국화,여류조각회 등 다양한

장르의 많은 미술인들이 올림픽미술행사 백지화 운동에 동참한 것을 알 수 있

다.“원로서양화가 이종무,임직순,최덕휴 미술평론가 김인환이 토론자로 나

와서 구상계열 서양화와 한국화의 소외에 한 부당한 처사에 해 주장하 다.

성재휴,박득순,김원,황유엽,이한우,박창돈,정건모,김 덕,신수진,이태길,

김숙진,김호걸,장순업 씨 등 190여명의 작가들이 참여하 다. 한 한국여류조

각가회 등 조각가 379명이 동참하여 백지화 추진에 동참한 작가 수는 1천32명

으로 늘어났다”1988년 2월 24일자 『동아일보』

129)박세직,앞의 책(주28),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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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여 행사를 진행하 던 조직 원회의 이해 부족에 의한 결과 다.

하지만 이러한 반발과 수용의 과정을 거쳐서 공원과 문화재,올림픽 기

념탑,체육시설에 야외조각이 덧붙여진 올림픽공원의 정체성이 구축된

다.130) 이와 같은 다양한 논란은 미술계,문화재,건축계 각각의 집단의

문제를 공공의 장소로 이동시켜 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 지만 결과

으로는 민주 공론장 형성에는 실패를 하 다.표면 으로는 ‘공정성’

과 ‘합리성’을 내세워 ‘공공성’획득이 목 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각

집단의 이해 계에 의한 논쟁이었기 때문이다.

올림픽 조각공원을 둘러싼 ‘공공성’획득을 한 다양한 논쟁과 논란

은 공론화되고 기사화됨으로서 의사결정 수렴에 있어 소통을 시도하

게끔 변화를 유도하 지만 결과 으로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 획득에 실

패하 다.이는 일방 인 국가 주의 사업 진행과 공공 장소 속의 미술,

즉 술품을 공간에 치시켜 권 를 드러내고자 하는 단계에 머물러있

는 미술계의 시각과 미술계의 내부의 시스템 인 갈등이 표출된 논쟁이

기 때문이다.진정한 공공성 획득을 한 논쟁이라고 볼 수 없으나 표면

으로 ‘공공성’에 한 인 질문과 비 재고를 불러일으켰다는

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역사에서 요한 계기가 되었다.

올림픽 공원이 조각공원,생태공원,미술 ,공연장,호수,자 거 도

로 등 도심 속의 쉼터로서 기능하며 국가의 유의 공공장소가 아닌 시

민들의 공간으로 이용됨에 따라 공원 이용객과 개별 작품과의 소통과

계에 하여 공원 안의 조각품에 한 커뮤니티 아트로의 변용에 해

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시민들의 사용과 소통’에 목 을 둔 공

공성에 한 제고를 통해서 앞으로 올림픽 조각공원이 나아가야할 방향

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30)양은희,앞의 (주21),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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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본고에서는 서울 올림픽 조각공원의 조성 당시의 배경 형성과정

을 통하여 사회정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 으며,정부의 지배 이데올

로기가 투 된 공간으로서 생산된 서울 올림픽 조각공원의 공간을 토

로 올림픽 조각공원의 문화사회 특징을 도출하 다. 한 올림픽 조각

공원 조성 당시에 실패한 공공성 획득과 련한 공공미술로서의 올림픽

조각공원의 논의를 통해 다각 인 사회문화사 분석을 시도하 다.

올림픽 조각공원이 ‘올림픽’과 ‘조각공원’이라는 상이한 두 개념이 합

쳐진 복합 공간이라는 것에 을 두었으며,올림픽이라는 정부 주도의

행사가 가지는 제도 인 특성과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계 등에 주목하

여 정치사회사 인 부분을 밝 내고자 하 다. 한 ‘조각공원’이라는 공

간에 주목하여 공간의 특징 장소성과 공공성에 한 문제를 통해 문

화사회학 인 근을 시도하 다.

당시 정치사회 상황에서 보았을 때 정부는 ‘술’이라는 조형 언어

를 통해서 평화와 세계화 등의 키워드를 부각시켜 국내외의 복잡하고 어

려운 정치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 다.올림픽 술 행사에 한 한 가

지 아이디어로 ‘조각공원’이라는 공간이 기획되었으며 정부라는 강력한

권력에 의해서 정확한 목 을 가지고 추진되어 기념비성을 띤 공간으로

생산 되었다. 한 정부는 서울 올림픽 회 개최를 해 서울 도시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도시빈민을 이동 축출시켰는데 이는 서구의 근

도시화 과정과 흡사하다.이처럼 올림픽 조각공원의 공간 형성 과정

을 살펴 으로서 기념비성과 이데올로기의 구 ,근 성이 드러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정부의 이데올로기 공간으로서의 올림픽 조각공

원에 을 맞추어 문화사회학 인 분석을 시도하 다.서울 올림픽 조

각공원의 형성과정을 통해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제5공화국 정권이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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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모니(hegemony)를 획득하기 한 정치 도구로 이용하 음에 주목하

다.즉,당시 정부는 취약한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하여 제반의

올림픽 문화 술행사들을 기획하고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지배 이데올로

기를 구 하고자 하 다.특히 기념비 조각은 이데올로기 구 이 가장

잘 드러나는 형태이며 올림픽 조각공원의 기념조형물과 작품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올림픽 조각공원은 올림픽을 ‘기념’하고 국가 상

을 드러내기 한 목 으로 설립된 기념 인 측면과 동시에 미술품을 선

별하여 시한 미술사 인 측면이 혼합되어 있어 복합 인 양상을 나타

낸다.하지만 올림픽 조각공원의 형성과정과 작품 선정 작품 내용을

살펴보면 비슷한 사회정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올림픽 조각공원은 이데올로기와 기념비성이 지배 이며 한국

의 근 성이 표출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더니즘 공간과 담

론이 첩되는 면이 혼재되어 있어 복합 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 기

념비성을 띤 통 인 공공미술 뿐 아니라 공공디자인,환경 공공미술

의 측면이 존재하여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교차하는 지 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올림픽 조각공원의 ‘조성’당시의 과거 시 에 을 둔 분석에서는

정부와 권력과 이데올로기라는 사회정치 인 측면이 강조되었으나,조성

이후 형성된 올림픽 조각공원의 ‘공간’을 통해서는 재 올림픽 조각공원

의 동시 치에 한 비평과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 다.

한 올림픽 조각공원에는 공공미술의 다양한 단계의 개념이 복합

으로 혼재되어 있는데,기념비성이고 통 인 공공미술과 장소 속의 공

공미술(Artin Pubic Place),도시 계획 속의 미술 (Artin Urban

Design)등의 세 가지 공공미술 개념이 교차되고 있다는 이 특징 이

다.하지만 오늘날의 공공미술 개념에서 시되는 소통과 ‘공공성’획득

부분이 미흡하여 보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올림픽 조각공원의 형성과정을 둘러싼 다양한 문화사회 분

석을 통해 술이 공 공간에 놓이게 됨으로써 가지는 ‘공공성’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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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권력’과 ‘공간’에 한 문화사회학 고찰을 통해 지 까지 거의

조명되지 못 했던 올림픽 조각공원이라는 다양한 개념이 혼성되어 있는

공간에 해서 작품 분석이나 공원 리에 한 미시 인 이 아닌

거시 인 에서 올림픽 조각공원이 가진 문화사회정치 정체성과 특

성을 드러냈다는 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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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ultural-sociologicalstudyon

theSeoulOlympicSculpture

Park

Ji-eunKim

MajorinArtTheory

DepartmentofPainting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ispaperpondersoverhow SeoulOlympicSculptureParkwasbuilt

to honor the 24th Seoul Olympics in 1988,thereby exploring

socio-culturalpropertiesmirroredinthemechanism ofpower,space,

andplacesurroundingSeoulOlympicSculpturePark.

In particular,thispaperlooksathegemonicacquisition ofstate

powerthroughthecreationprocessofSeoulOlympicSculpturePark

commemorativeoftheSeoulOlympics,therebyexaminingspaceand

siteness of SeoulOlympic Sculpture Park according to modern

theoriesofspace.

Overall,thispaperfallsintothreechapters(Chapter2~4),ex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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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introductionandconclusion.Chapter2givesamacroscopicoutline

ofasomewhatunfamiliarcombinationof‘Olympics’and‘sculpture

park.'In the history ofwestern art,a sculpturepark ismainly

discussedfrom thestandpointofpublicarts.Particularly,anopen-air

sculptureparkfollows'artinpublicplace'amongnumerousconcepts

ofpublic arts because 'public'thereofis interpreted within the

contextof'place.'Asartisplacedoutdoorswithitsexpansionintoa

public space,it decorates a type of urban space or lays the

foundationformonumentality.SeoulOlympicSculptureParkfurther

reinforcesinstitutionalcharacteristicsofitsownbyintegratingsuch

anartisticform extendedtoapublicspace('sculpturepark')witha

state-ledsportingeventonamassivescale(‘Olympics').

Chapter2 takesa closerlook atthelaunch ofSeoulOlympic

SculpturePark.Afterreviewingsocialconditionsinthe1980swhen

SeoulwaschosenastheOlympichostnation,itexaminesindetail

how theFifth Republic proceeded with theconstruction ofSeoul

OlympicSculpturePark.Inthe1980swhentheworldfacedfierce

confrontationandtensionbetweenEasternandWesternEurope,some

pushedfortangibleactionsforanendtosuchacoldwarideology

withnewlyemergingkeywordslikeglobalization,global,andpeace.

AsSouthKoreastoodfacetofacewithNorthKorea,itcameunder

serioustension with theKorean AirFlight858Bombing andthe

RangoonbombingofOctober9,1983.In1979,thenationunderwenta

politicaltransitionintotheFifthRepublicbuoyedbymilitaryjunta

likeChun,Doo-hwanandRoh,Tae-wooamidthecollapseofPark,

Chung-hee's longstanding dictatorship.This new military regime

overthrew anexistinggovernmentviaamilitarycoup,soitgenerated

various spectacles through diverse internationalevents and policy

initiativesforsport,arts,andculturetogainitspoliticallegitimacy

andturnthepublic'seyeselsewhere.Meanwhile,thedemocratization

movementreached apeak in June1987when citizensnation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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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sted againstthemilitary regime'soppression and exerciseof

governmentpower.Insuchanemotionalconfrontationwithcitizens,

thegovernmentembarkedonamonumentalprojectforSeoulOlympic

Sculpture Park as a permanentinstallation aimed athosting and

commemoratingtheSeoulOlympics.Itisnotablethatallpreparations

andinstallationswerespearheadedbythegovernmentequippedwith

a strong military power. Such tendency led to insufficient

communication and extensive controversy among wide-ranging

stakeholders.Nevertheless,itseems monumentalto build such a

large-scaleopen-airsculptureparkwithover200sculpturesproduced

bymorethan150artistsacross66nations.Moreover,itrepresents

theworld'sfirst'OlympicSculpturePark'whichcombines‘Olympics’

and‘sculpturepark.'

SeoulOlympicSculpturePark wasconstructed asalarge-scale

integratedcomplexofcultural,art,andsportsfacilitiestohonorthe

10thAsianGamesin1986andthe24thSeoulOlympicsin1988.With

theinvolvementofover200sculptorsworldwide,exhibititemswere

chosenthroughtheInternationalModernArtFairaspartofcultural

andarteventsoftheSeoulOlympics.Inotherwords,SeoulOlympic

SculptureParkwasconstructedthroughthe1standthe2ndsessions

of<InternationalOpen-AirSculptureSymposium>and<International

Open-AirSculptureExhibition> undertheInternationalModernArt

Fairwhichconstitutedculturalandartfestivalstocelebratethe24th

Seoul Olympics.36 sculptors from 32 nations including Korea

participatedincreatingSeoulOlympicSculptureParkthroughon-site

artworks using stone,etc.,and <InternationalOpen-AirSculpture

Exhibition> showcasedover200entriesby155artistsin66nations.

<InternationalOpen-AirSculptureInvitedExhibition> assignedthe

selectionofexhibitorstotheinternationalsteeringcommittee,butit

sparkedcontroversiesoverplanninggoals,selectionofexhibitors,and

displayofexhibits.Consequently,itraisedtheinevitablenecessity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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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coordinationlikerearrangementofexhibitsorincreasein

thenumberofexhibitorsamidconflictsanddiscordsamongmultiple

stakeholders like the artistic or historical arena. Even after

completion,SeoulOlympicSculptureParkfacednumerousproblems

with exhibit management,operation,and preservation,and this

resultedintheopeningof'SeoulOlympicMuseum ofArt'in2004

whichwasrenamed'SOMAMuseum ofArt'in2006.

Chapter4 conducts a full-scale socio-culturalanalysis centered

upon severalelements of SeoulOlympic Sculpture Park.After

examiningtherelationshipbetween'power'and'space'embodiedin

theaforesaidthecreationofSeoulOlympicSculpturePark,itsheds

lightonthecorresponding monumentalitythereof.Undertheabove

sociopolitical circumstances, the then government attempted the

so-called'ArtOlympiad'throughthefigurativelanguagebeyondthe

ideologyofarts,therebyseekinganew turnofpoliticalsituations

somehow athomeandabroadunderthebannerofnewlyemerging

keywords:peaceandglobalization.Accordingly,itconceivedanidea

ofreproducingasculptureparkintoaspaceofmonumentalityunder

thestrongauthorityofitsown.Thissculptureparkalsoshowcaseda

functionalspaceforurbanrefreshmentandartisticenjoymentonthe

government'sso-called'PlaceMaking'platform.

Theprogressoflandartandconceptualartalsoencouragedthe

advent of specific forms of public arts with anti-institutional

characteristics.Ofcourse,SeoulOlympicSculptureParkmighthave

few anti-institutionalproperties because itwas builtas partof

Olympics, sporting events fully supported and driven by the

government.But,'public'elementsofpublicsculpturesconstituted

'publicsphere'asshown in artisticargumentspluswide-ranging

controversies and resultant dialogue regarding across cultural

properties and architecture, which arose altogether during the

constructionofSeoulOlympicSculpture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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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artofthegovernment-led events,SeoulOlympicSculpture

Park has some drawbacks of excluding anti-institutionalism,

experimentalartistorpopularart.But,itattractedtheinvolvementof

highlyacclaimedartistsworldwideatthattime,soitcoulddisplaya

varietyofartisticcreationsabroadincludingconceptual,experimental,

anti-establishmentarian ones orrare works sourced from Eastern

Europe.

Over200artworksbywide-ranginginternationalsculptorsillustrate

artisticdiversitywithdifferentcontentsandcontents.However,we

can senseata whole glance thatSeoulOlympic SculpturePark

embodiesa dexterouscombination ofmonumentality inherentin a

sculptureparkandideologicalreproductioninspatialoutputconceived

bythegovernment,andthat'swhythemajorityofexhibitsdisplay

strongmonumentalityofverticalascent.

SeoulOlympic Sculpture Park represents a mixture ofdiverse

functional spaces across Mongchon Toseong, Jamsil residential

quarter,athletic facility,performance theater,and ecologicalpark.

Whiletakingtheform of'openspace,'itrepresentsaspatialmixture

wherepeoplecangoinandoutthroughmultipleentranceswithno

clearboundaryofentryorexitamongdiversefunctionalspaces.This

park wasinitially plannedbasedon modernisticconception,butit

graduallybecameacomplexspaceintertwinedwithspatialfeaturesof

postmodernism.Asdistinctfrom diversificationandsegmentationof

spatialfunctions,sculptures cherish modernistic dimensions in the

form ofmonumentwhose voluminousfeatures stillremain intact,

thereby manifesting uniquecharacteristicsofsculpturepark where

differentelementsmingletogether.

Asmentionedabove,thispapergivesawide-rangingsocio-cultural

analysisconcerningthelaunchofSeoulOlympicSculptureParkto

clarify'public'elementswhicharisewhenartisplacedinapublic

space.Moreover,itssocio-culturalanalysisof'power’and‘spac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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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tounveilrevealingcultural,social,andpoliticalidentities

andfeaturesofSeoulOlympicSculpturePark,spaceofconceptual

combination almostnotunder the spotlight,from a macroscopic

viewpointratherthanfrom amicroscopicperspectiveacrossartwork

analysisorpark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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