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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쿤스베르사유≫전을

통해본베르사유*

손 정 훈(아주대학교)

1. 들어가며

2008년프랑스에서열린전시회중에가장많은이야깃거리가되

고 논란과 소란을 만들어낸 전시회를 꼽으라면 단연코 ≪제프 쿤스

베르사유 Jeff Koons Versailles≫전1)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출

신으로현대의대표적인키치예술가로손꼽히는제프쿤스는금속

제 풍선을 주로 사용하여 다양한 설치미술작품을 만들어낸다. 보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

을받아수행된 연구(KRF-2007-354-A00157)이며, 2009년프랑스문화예술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발표한글을수정, 보완한것임.

1) 전시회는 2008년 9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열릴예정이었으나 20일연장되

어 2009년 1월 4일까지일반에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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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 마가진 Beaux-Arts Magazine이 “예술계 최초의 대중스타 premier 

people de l'art”라고 소개할 만큼 대중과 미디어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제프 쿤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고가로 팔리는 작가이기도 하다. 개
념예술을 추구하면서 팝아트와 키치를 표방하는 이런 부류의 작가

들이 대부분 그런것처럼, 제프쿤스 역시 마르셀 뒤샹과앤디 워홀

의 뒤를 잇는 위대한 예술가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상업

적인가짜예술이라며극도로혐오하는사람들도있다.2)

제프쿤스가이런작가이니만큼 ≪제프쿤스베르사유≫전은큰관

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그 전시회가 열리는 곳이

프랑스문화의상징과도같은베르사유였다는점은이전시회를그

자체로 하나의 이벤트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보자르 마가진은
“[베르사유] 정원에나타난나쁜소년Un bad boy à la Cour”, “태양왕나

라의 금속 [풍선] 왕자 Le prince de l'argent au pays du Roi-Soleil”3) 등 각

종자극적인수사를통해이전시회를표현하기도했다.

그러므로 이 전시회에서 논의와 논란의 초점이 된 것은 제프 쿤

스의 예술 세계라고할 수 있다. 그의 작품 전시회가프랑스에서 대

규모로열리는것이처음이라는이유도있었지만, 전시회를긍정적

으로보는사람이든부정적으로보는사람이든질문은제프쿤스의

예술에 대한 평가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긍정적으로 보는 측은

그의예술이베르사유의정신과조화롭게배치될수있다고주장했

고, 반대하는 측은 제프 쿤스와 베르사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

았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기

2) 보자르 마가진이 제프 쿤스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한 비유들만 보아도, 그가

어떤 성향을 지닌 작가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Koons est un soldat du 
kitsch, un kamikaze du fun, un guerillero prêt à passer au napalm les 
notions de bon et de mauvais goût.”(Jeff Koons Versailles, Beaux-Arts maga
zine hors série, septembre 2008, TTM éditions, p. 7)

3) Ibid.,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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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쿤스 베르사유≫전

카탈로그 표지

서우리가지적하고싶은것은찬성이건반대이건베르사유의성격

에대해서관심을가진사람은별로없었다는점이다. 
본 연구는 ≪제프 쿤스 베르사유≫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논란의

중심에서는 비켜나 있지만, 사실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베르

사유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이 전시회는 현대예

술과역사유적의만남, 이질적인것들의조합이라는최근에활발하

게나타나고있는문화적경향과맥락을같이한다. 그러면서도 ≪제

프 쿤스 베르사유≫전은 다른 행사들과 구별되는 몇 가지 독특한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특징들을 통해 이번 전시회를다시 생

각해보고, 그것을통해이전시회에서베르사유가차지하는위상은

무엇인지, 베르사유에게이전시회는어떤의미를가지는지짚어보

고자한다. 

2. ≪제프쿤스베르사유≫전을둘러싼논란

≪제프 쿤스 베르사유≫전은 전시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끝난 후까

지 많은 논란과 소란을 불러일으켰다. 전시회의 취소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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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사유정문 Cours royal에전시된
<풍선꽃 Balloon flower>

사람들의 서명이 문화부 장관에게 제출되었고 베르사유 앞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4) 언론은 찬반 양측의입장을 실은 기사들을

쏟아냈고 베르사유의 최고책임자 président 이자 전 문화부 장관인

장,자크 아야공 Jean-Jacques Aillagon 은 언론을 통해 이 전시회의 의

미를 적극적으로홍보해야 했다. 하지만 장,자크아야공은, 반발이

상당히 거세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이

고 공세적인 자세를 취했다. “역사유적을 보호하는 것은 그것을 나

프탈렌 속에 보관한다는 것은 아니다”5)라는 말은 그의 태도를 잘

4) 이 논란에 관해서는 다음 기사들을 참조할 것 : “Mariage du pop art de Jeff 
Koons et du classicisme de Versailles”(AFP 2008년 9월 10일자기사), “Con
troverse autour de l'exposition Jeff Koons à Versailles”(누벨옵세르바퇴르 Le 
Nouvel Observateur 인터넷판 2008년 9월 10일자 기사), “Si Koons fait un flop, on 
ne recommencera pas.”(장,자크아야공의 인터뷰, 르피가로 Le Figaro 2008년
9월 11일자 기사) 이 당시 전시회 관련 신문기사들의 인터넷판에 달린 댓글을

보면 ‘bidon', ‘n'importe quoi'와같은반응이많다. 
5) “Préserver le patrimoine ne signifie pas le plonger dans la naphtaline”, 렉
스프레스 L'Express, 2008년 9월 4일자기사, “Jeff Koons à Versailles: De l'art ou 
du hom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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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전시된<걸려있는하트

Hanging Heart>

요약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베르사유의 후원회이며

8,000명의회원을보유하고있어베르사유에강한영향력을미치는

‘베르사유의친구들 La Société des amis de Versailles’ 측은 유보적인 자

세를취하면서대중의반응을일단지켜보겠다는쪽으로입장을정

리하기도했다.

이렇듯다양한의견들중에서, ≪제프쿤스베르사유≫전에부정적

인 입장을 보인 사람들의 논점만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번째는, 제프 쿤스의 작품들이 베르사유에는 어울리

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화가이자 미술학자인

올리비에줄리앙Olivier Julien 을 들 수 있다. 그는 르몽드에 기고

한 글에서 제프 쿤스의 예술은 허식에 가득 찬 미학이라며 금융자

본주의가투기성 거품에 기대고 있는 것처럼 미학에서도투기자본

과 같은 예술, 인공과 과잉의예술이 태어나고 있다며강도높게 비

난한다.6) 제프 쿤스는 이탈리아의 유명포르노배우이자 정치인이

6) “L'arrogance pseudo-provocatrice qui envahit les monuments nationaux 
est assimilable à une nouvelle esthétique pompière. (...) de même qu'un 
capitalisme financier repose de plus en plus sur des bulles spéculatives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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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치치올리나와결혼함으로써언론의 주목을끌었고, 90년대에

는 “유혹과욕망”이라는 시리즈를 통해노골적인 표현을담은 작품

을 발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섰던 경력이 있다. 따라서내용은 없

으면서 겉만 부풀린 문제아로, 미디어의 관심을 끌어 몸값을 올리

는 장사꾼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올리비

에줄리앙의비난은제프쿤스와베르사유의조합이어울리지않는

다는의미라기보다는제프쿤스의예술적가치를인정하지않는데

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베르사유는 고전 미학의

절정인데 반해 제프 쿤스는 20세기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상품과

투기수단으로서의예술일뿐인것이다.

두 번째 비판은 상업화된 예술이라는 첫 번째 비판의 관점을 일

부 수용하며 이 전시회의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따진다. 간단

히말하자면, 이 전시회에는 제프 쿤스의 작품 가격을올리려는 의

도가숨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은, 프랑스의

재벌인 피노프랭탕,르두트 Pinault-Printemps-Redoute 그룹의 프랑수

아피노 François Pinault 회장이제프쿤스의작품을많이보유하고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베르사유의 관장인 장,자크아야공이 부

임하기전에프랑수아피노의개인컬렉션을모아놓은베니스의팔

라조 그라시Palazzo Grassi 의 관장이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실제로

제프 쿤스의 작품을 베르사유에 전시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도

프랑수아피노에게서 나왔다고 한다.7) 또한 전시회에 공개된 17개

작품 중 다섯개가 프랑수아피노의 소장품이었다. 이런 상황이니, 

des valeurs virtuelles, une esthétique, un art de la spéculation, de l'artifice 
et de l'excès voient le jour”, Olivier Julien, 르몽드 Le Monde 2008년 11월 27

일자기사 “Art contemporain, le triomphe des cyniques”.

7)피노는이전시회에아이디어뿐만아니라실질적으로재정적인도움까지주었

다. 전체 190만 유로의 전시회예산중 140만유로가민간메세나로충당되었는

데, 그가운데 80만유로를프랑수아피노가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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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수아피노가소장하고있는작품가격을올리려는의도를가지

고전시회를기획한것은아니라고해도결과적으로는작품가격을

올리는데기여한것은분명해보인다.

이처럼 ≪제프쿤스베르사유≫전을둘러싼논란은다양했지만, 대
부분의논의는제프쿤스라는예술가의미학에대한평가로모아졌

다. 그 반면에 베르사유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

지 않았다. 논쟁에 뛰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르사유의 성격을

고전 미학의 결정판이자 루이 14세의 왕궁으로 규정하는 것에 별

이견이 없었고, 문제는 제프 쿤스가 그것에 어울리는가 아닌가 하

는점뿐이었다. 
우리는 이 전시회에서 베르사유라는 공간이 제프 쿤스의 작품에

버금가는중요성을가지고있다고본다. 장,자크아야공이 보자르

마가진의 ≪제프쿤스베르사유≫전특집호 hors-série 와가진인터뷰

를 보면, 전시회의 기획 의도에서부터 베르사유는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자크 아야공은 전 세계의 유명한 박

물관들이 전시회를 열고 싶어 하는 유명 작가를 엄청나게 많은 사

람이찾는 베르사유에 전시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전시회를

개최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말한다.8) 요컨대 기획단계에서부터

제프쿤스의작품과베르사유라는공간의만남이주된주제였던것

이다. 이러한 관계는 제목에서도드러난다. 이런형태의 전시회 제

목은 흔히 ≪Jeff Koons dans Versailles≫와 같은 식으로 붙이는 것

이 보통이다. 그런데이번 전시회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제프 쿤스와

베르사유사이에쉼표를넣어분리시킨제목을제시하지도않았다. 

8) “les plus grands musées au monde rêvent de faire une exposition Koons, et 
peu y parviennent. C'est un critère suffisant pour moi. Koons est un mythe, 
et pourtant il n'a quasiment jamais été exposé en France. A Versailles, nous 
lui offrons un public sans commune mesure.”(Jeff Koons Versailles, Beaux- 
Arts Magazine, op. cit.,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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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제프 쿤스와 베르사유의 관계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

이, 또한그둘사이에어떤완충장치도제시하지않고그대로병치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제목은 제프 쿤스와 베르사유가 이 전시

회의두주제(혹은두주체)로서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

으로 해석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 전시회에서 베르사유가 가

지는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수있을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 전시회가 ‘회고전’의 형태를 취하고 있

다는 점에 우선 주목한다. 즉제프 쿤스에게새로운작품의 제작을

의뢰해서 그것을 전시한 것이 아니라, 제프 쿤스가 1980년대부터

제작했던 작품들 중 대표작 17점을 작가가 직접 선정해서 전시한

것이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유명 역사유적이 현대

예술작품을수용할때는해당유적의역사성이나특징등을고려하

여 특별히 만들어진 작품을 전시하는 경우가 더흔하기 때문이다.9) 
특정한역사성과문화적의미를지닌공간이예술가에게영향을주

어 창작 행위를 통해 유적과 공간의 의미가 재해석된다는 것이 이

런전시회들이일반적으로내세우는의미이다. 그렇기때문에유명

하고 역사적 의미가 깊은 유적일수록 주문 제작 형식을 더 선호하

게 된다. 그런데 ≪제프쿤스 베르사유≫전은 이런통념을깨고, 베르

사유의 전통적 이미지와는 매우 다른 작품을, 그것도 회고전의 형

태로 들여왔다. 따라서 베르사유에 전시된 제프 쿤스의 작품들은

베르사유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작품이라는 뜻이 된다. 그렇다

면이때베르사유라는공간은마치일반적인미술관이나박물관이

9) 연극이나 뮤지컬의 경우에는 기존 작품을 가져다 상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

나, 이런 경우에도 해당공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작품의내용이나 구성

에변화를 주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렇게 상연되는 공간의 특징을 고려하여 만

들어지고상연되는연극을 ‘장소특정연극 site specific theater’이라고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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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것처럼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데 필요한 ‘틀’에 머무르는

것인가? 그 경우에 궁궐로서 베르사유의 특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

가? 베르사유 궁은 완전히 사라지고 무의미한 틀이자 테두리로서

의 베르사유만 남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이 전시회에서 베르사

유의의미는어디에남아있을까?

3. Genius loci와현대예술의수용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현대예술과 역사유적의접목이

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역사성이 깃든 공간에 현대예술

활동을 접목시킨 초기 사례 중 가장 성공적인 경우라면 장 빌라르

Jean Vilar 의 아비뇽축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장 빌라르는 교황청

건물과그주변의구시가지한가운데현대극예술축제를집어넣음

으로써, 동시대연극에새로운가능성을열어주었으며, 관객들에게

도새로운체험을가능하게하였다. 
자비에 로랑 Xavier Laurent 은 역사유적감독관 inspecteur des monu

ments historiques 인 미셸 파랑Michel Parent 이 1971년에 남긴 정부기

록문서에대한분석을통해아비뇽의성공에대해흥미로운관점을

제시한다. 그에따르면, 아비뇽축제를 기획한 장빌라르의 시도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 축제의 새로움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비뇽연극제가 자리를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새로운시도인동시에과거전통의회복이라는측면도가지

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황청 건물 한가운데에서 상연되는 연극은

고대의 극장에서 공연되던 연극, 즉 서구인들이 가장 순수한 비극

의 시대로 여기고 있던 고대의 연극 무대10)와 연극이 축제의 장이

10) “s'installer au milieu d'un amphithéâtre de vieilles pierres, c'est un p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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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시대를재현한것처럼받아들여졌던것이다.

1950년에서 1960년까지, 역사적 건물앞에서 공연된 연극은 연극

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이 연극은 역사유적

과 예술의 마을들이 제한적인 고고학적 성찰에서, 또는 진부한 관광

유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연극은 그 건물들의 본래

모습을, 그건물들의과거의모습이었던것을드러내보여주었다. 그

것은 그 건물들이 어느 정도 연극적 가능성을 지닌축제의 장소, 만

남의장소였다는점이다.11)

이분석은역사유적이현대예술을수용하는데있어서그건물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한 공간이 가지고있는 의미이자 그 공간안에 속

해 있는 모든 사물과 사람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추상적 실체를

‘공간의 정신Genius loci’12)이라고 한다. 그런데한 공간에 있어서 그

renouer avec la pureté originelle de l'art dramatique, celle de la tragédie 
grecque et des mystères médiévaux.”(Xavier Laurent, Grandeur et misère du 
patrimoine: d'André Malraux à Jacques Duhamel, Paris, Ecole des Chartes; 2003, 
p. 280.)

11) “De 1950 à 1960, le théâtre devant les monuments a profondément mar
qué le théâtre tout court, et en retour, ce théâtre a arraché le monument, la 
ville d'art, aux restrictives contemplations archéologiques ou à la banalité 
de la fréquentation touristique. [Ce théâtre] les a révélés pour ce qu'ils sont 
d'abord, pour ce qu'ils furent d'abord à leur naissance: des lieux de fêtes, 
des lieux de contact, possédant en somme une certaine disponibilité théât   
rale.” 역사유적감독관미셸파랑Michel Parent 의 1971년 7월 11일자기록, 프랑스

국립문서보관소 CAC 1991044/3.(Xavier Laurent, Ibid.에서재인용)
12) 로마 신화 속에서 Genius loci는 특정 장소를 지키는 수호신을 의미한다. 그
래서크리스티안노르베르그슐츠Christian Norberg-Schulz 의책 Genius loci를우리

말로 번역한 이들은 “장소의혼”이라는 표현을택했다. ‘정신’이라는 용어 대신

에 ‘혼’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인격적인 위상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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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 무엇인지 규정하기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공간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파리 근교에 있는 루

아요몽수도원Abbaye de Royaumont 에서 문화재단을운영하고 있는

프란시스마레샬 Francis Maréchal 의경험을통해우리의논의에도움

을줄수있는실마리를찾아보고자한다. 
파리북쪽발두아즈Val-d'Oise 지역에 자리잡은루아요몽수도원

은 현대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역사유적을 활성화시킨

사례로서 잘 알려져 있다. 루아요몽 재단의 사무총장인 프란시스

마레샬은자신의경험과사례를소개하는글에서 ‘공간의정신’이라

는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구체화하기 힘든 것인지 설명한다.13) 
일반적으로 ‘공간의 정신’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먼저 찾아보기 마련인데, 루아요몽 수도원에 얽힌 역사를

보면 매우 다양하면서도 서로 상반된 성격의 요소들이 뒤섞여 있

다. 루아요몽수도원은규율이엄격하기로소문난시토회수도원이

었으면서도파리에근접해있다는지리적요인때문에권력과매우

가까운 수도원이었다. 루이 13세는 이 수도원에서 직접 발레 공연

르그슐츠역시 이책에서 Genius loci란 “매일의일상생활을 통하여접하고관

계하는 구체화된 실체”라고 규정한다.(p. 6) 그러나 우리는 역사유적이 예술 활

동과 예술의 향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

에, 인격적인 의미를띄는 ‘혼’ 대신 ‘정신’이라는 표현을택했다. 또한 ‘장소’ 대
신에 ‘공간’이라는 용어를택한 것은 구체적형태를갖춘건축물이 차지하는물

리적인 범위를 표현하기에는 장소보다 공간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르베르그슐츠의 Genius loci 이론에 대해서는 장소의 혼－건축의 현상학

을위하여(원서출간 1976년, 민경호외 3인역, 태림문화사, 1996) 참조.

13) 이내용은 프란시스 마레샬이 Association des Centres culturel de rencon
tre (ACCR)의 소식지 La lettre de Travées 1호(1992)에 실은 “Esprit, es-tu là?”

(pp. 32~33)라는 글에 들어 있다. 우리는 François Dobrzynski, Quand les arts 
vivants entrent dans les monuments: animation du patrimoine et création contem
poraine, 2001의 pp. 21~23에정리, 소개된내용을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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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대혁명 이후로는 일부 건물에 여러 공장

들이 들어서서산업 시설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나머지 건물에서는

각종 축제와 유희가 주로 이루어졌다. 20세기에 들어와 세계대전

때는 병원으로 사용되다가 최종적으로 파리의 부유한 부르주아지

가문이구입하여별장으로사용했다. 오늘날의수도원건물에는이

모든 역사의흔적들이 조금씩다 남아 있다고 한다. 수도사들이 사

용하던흔적이 그대로 있는가 하면, 공장 건물의흔적과병원 시설

의흔적도 남아 있는 것이다. 프란시스 마레샬은 이런 이야기를 하

면서, 루아요몽수도원의특징을하나로규정한다면그것은무엇이

며거기에따라오는 ‘공간의정신’은무엇이라해야할지묻는다. 루
이 13세와 관련된 종교적이고 권력적인 측면인가? 19세기를 물들

였던수많은노동자들의삶의흔적인가?
결론적으로말하자면, 프란시스마레샬은이런질문이사실상무

의미하다고 말한다. 오랜 세월의 무게와 의미가 켜켜이 중첩되어

쌓여 있는 역사유적에서 어느한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선택한다는

것은결국 다른수많은 측면들을 무시하는결과가될 것이며, 그 무

시된 측면들이란 결국 그 장소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이기 때문이

다. 그래서 그는 ‘공간의 정신’이란 역사성에 의해 규정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그것을바라보는 오늘날우리의 시각이라는 가변적

인정의를제시한다.

이 공간의 정신 (...) 그것은 우리가 역사유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순간적이고현대적인정신적비전과다른것일까? 어쩌면우리는주

고받는 관계 속에 있는 것 같다. 우리의 활동을 통해 공간에 정신을

부여하고 그 공간은 다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영감을 불어넣으면

서말이다.14)

14) “cet esprit du lieu (...) est-il autre chose que la vision mentale con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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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우리는장빌라르가아비뇽교황청에서연극과축제의공간

이라는 특성을 끌어낸 것이 아비뇽 축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라는 분석을 보았다. 그러나 설사 장 빌라르가 아비뇽이

라는공간에서종교적인측면을 ‘공간의정신’으로선택하거나역사

적인 부분을 더 부각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아비뇽에 연극제를 수용하고 지방축

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필요성에서 보자면 종교나 역사보다는축

제라는 성격을끌어내는 것이 더 유용했을뿐인 것이다. 따라서 ‘공

간의 정신’이란 단일하고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여러 가능성 중

에서 선택된 하나이며, 선택의 의도와필요에따라 그결과는달라

진다고말할 수있다. 그리고그 선택을내리는 것은고정된 과거의

시각이 아니라 역사유적을 바라보는 현대의 시각인 것이다. 결국

‘공간의정신’이란과거에형성되어오늘날까지전해지는것이아니

라현대에우리의시각으로규정된것이라고할수있다.

현실적인 면에서 보자면 역사유적이 만들어내는 공간은 현대예

술을 보여주기에 최적화된 장소는 아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장애요인이더많은공간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이러한장애요

인은역사유적이유명하고가치가있을수록더많아진다.15) 따라서

poraine, instantanée, que nous avons du monument historique? (...) Peut- 
être sommes-nous dans un terme d'échange, donnant par l'action que nous 
y menons autant d'esprit à ces lieux qu'ils nous en inspirent.”(François 
Dobrzynski, op. cit., p. 22에서재인용). 

15) 역사유적 속에 현대예술을접목시키려는 시도 중에서 프랑스에서 논란이 되

었던경우는, 루브르, 팔레루와얄, 베르사유등유명하고많은사람들이찾는유

적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현재는 별다른 용도가 없고 사람들이 그다지찾지 않

는 유적의 경우에는 현대예술 활동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별한

논란이 되지도 않는다. 그 장소의 개성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ACCR Association des Centres culturels du rencontre 가이런방향으로역사유적을활용

하려는시도를 활발하게펼치고 있다. 이 주제는 추후 별도의 논문에서 다룰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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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유적의공간에접목된모든예술활동이대중과예술가와그것

을 허용한 공공기관을 만족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그공간에서어떤정신을찾아내고부각시키고예술활동과

연결되는맥락을만들어내는가하는문제는기획자체의성패를좌

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오늘날프랑스뿐만 아니

라 세계 모든 곳에서, 역사유적을 활용한 예술 활동에 대해 가해지

는비판중가장대표적인것이바로이점이다. 역사적으로유서깊

은 장소에서 제공되는 무용, 미술, 연극 등의 활동이 실은 역사유적

을 가치중립적인 공간으로만 활용할 뿐, 그 공간의 의미를 확대하

고 널리 알리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내용을 갖추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유적이 예술 활동의목표가 되지못하고핑

계거리가 될뿐이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점을염두에두고, 
≪제프 쿤스 베르사유≫전이 이끌어내고 있는 ‘공간의 정신’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그것은성공적으로수행되고있는지살펴보고자한

다.

4. ≪제프쿤스베르사유≫전과 ‘공간의정신’

전시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 전시회가 베르사유의 정신에 손

상을 입혔다 provocation 는 비난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한다. 이들의

대응논리는크게두가지로 구분할 수있다. 첫번째가박물관이라

는 시설의 특성과 관련된 논리라면 두 번째는 베르사유의 역사적

측면과관련된다.

첫번째논지는박물관이란새로운미학적실험의공간이어야한

다는당위성이다. 장,자크아야공은 “모든박물관은옛것과새로운

것이 충돌하는 공간이어야 한다”16)라고말한다. 이말은흔히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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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기 때문에 특별히새로울 것은 없지만, 우리의 주의를끄는 것

은 베르사유를 이끄는 최고책임자가 직접 베르사유를 박물관으로

규정한 부분이다. 이 점은 나중에 결론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

다.

두번째논지는 베르사유의 ‘공간의 정신’과 관련되는 것인데, 베
르사유는 언제나 새로운 예술적 실험의 장이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 논리는 이번 전시회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

한것이다. 그때문인듯장,자크아야공은전시회카탈로그의서문

에서맨먼저그이야기를하고있다.

베르사유는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 유행의 대실험실이었

다. 이런 점에서 베르사유 궁은 계속 이어지는변화 속에 있는 전당

이었다. 집권자는때로는놀라울정도의과감성을가지고그이전집

권자가해놓은것을뒤엎기를주저하지않았다.17)

아야공은 이렇게 베르사유에서 다양한 미학적 실험들이 이루어

졌던 역사를 읊은 후에는 다시, 앙드레 말로가 가르니에 오페라의

천정화를샤갈에게, 오데옹극장의천정화를앙드레마쏭에게주문

했던사례까지들면서자신들의시도가프랑스문화의역사와전통

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18) 또 전시회의 기획자이자

퐁피두센터의큐레이터Conservateur 인 로랑 르봉 Laurent Le Bon 도

16) “Tout musée doit être un lieu de confrontation entre l'ancien et le moder
ne.”(Jeff Konns Versailles, Beaux-Arts Magazine, op. cit., p. 18.)

17) “Versailles fut pendant plus d'un siècle, (...) un formidable laboratoire des 
modes. Le château fut, de ce fait, un palais en perpétuelle transformation, 
un règne n'hésitant pas à bousculer ce que le précédent avait fait, avec une 
audace qui parfois déconcerte.” Préface de Jean-Jacques Aillagon, Jeff Koons 
Versailles, Catalogue de l'exposition, Paris, Editions Xavier Barral, 2008, p. 7.

18) Ibid.,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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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그는 제프

쿤스 예술의 전위적 경향과 베르사유에서 이루어졌던 예술적 모험

을같은맥락에서파악하고있다 : “군주는자신의축제를위해언제

나 예술가들을 불러들였다. 베르사유는 언제나창작의 실험실이었

다.”19) 
이렇듯전시회를옹호하는사람들의견해를종합해보면, 제프쿤

스의 실험적 정신이 베르사유가 역사적으로 수행해온미학적 실험

의 공간이라는 전통과 어울린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도

적으로과장되게화려하고거대한것을추구하는제프쿤스의취향

과 베르사유의바로크적 미학이맞아떨어졌다는 의견도 많이찾아

볼수 있다. 현대문화를 비틀어보고 가볍게 비웃는 제프 쿤스의 시

각이베르사유의실험적예술관과큰불협화음없이어울린다고보

는 것이다.20) 이런 평가에 대해 우리의 의견을말하기에 앞서, 베르

사유에 전시된 제프 쿤스 작품의 몇몇 사례들을 통해, 위에서말한

조화와만남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살펴보는것이필요할것

이다. 
제프 쿤스의 작품 17점은 베르사유의 각 방의 역사성과 특징을

고려하여 1점씩 설치되었고 베르사유의 정원에도 설치되었다. 왕
의침실, 왕비의침실, 거울의 방 등 베르사유의 대표적인 공간들이

모두작품 전시 공간으로 선택되었다. 어떤 공간에 어떤 작품을 설

19) “Le monarque faisait constamment appel à des artistes pour ses fêtes 
éphémères. Versailles a toujours été un laboratoire de création.” 르 몽드 
인터넷판 2008년 9월 6일자기사 “Questions autour de l'exposition Jeff Koons 
au château de Versailles”.

20) “Son goût pour le brillant et le pompeux s'accorde au décor des apparte
ments.”, “Le plus souvent, aucun heurt ne se produit entre le néopop de 
Koons et les décors royaux. L'artiste se glisse ici avec souplesse.” 르몽드 
2008년 9월 12일자기사 “Jeff Koons honore Louis 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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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상조각>과<루이

14세>. 아래사진은두
작품이베르사유에전시된

모습

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프 쿤스가직접선정하였다. 따라서 관객

들은 베르사유 내부를 관람하면서 각 방을 지날 때 방마다 새롭게

설치된제프쿤스의작품도 1점씩감상하게되는것이다. 그중에서

몇작품은특히우리의관심을끈다. 

<자화상조각 Self-portrait>과<루이 14세 Louis XIV>

<자화상조각>은제프쿤스자신의상반신을조각한것으로서아

폴로의 방에 전시되었고, <루이 14세>의흉상은머큐리의 방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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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밝은
푸른색)>과
베르사유에

전시된모습

시되었다. 각기다른방에전시된이두조각작품은여러가지측면

에서 재미있고 짓궂은 대조를 보여준다. 우선 화가 자신의 자화상

은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수정 모양으로 장식된 높은

받침대 위에 있다. 그 위에서 작가의 초상은 거만하게 고개를쳐들

고 있다. 반면에 루이 14세의 흉상은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 있으

며약간은무표정한인상을짓고있다. <루이 14세>를받치고있는

제단은 높지도 않고 장식도 없어서 초라한 모양이다. 루이 14세의

궁궐에서정작루이 14세의초상은상대적으로초라한재료인스테

인리스(가짜 은)로 만들어 머큐리의 방의 측면에 배치하고(앞쪽 사

진의 오른쪽 귀퉁이), 작가 자신의 상반신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아폴로의방한가운데높은기단위에전시하는짓궂음이관객으로

하여금웃음짓게한다. <루이 14세>조각은이번에만들어진것이

아니라 1990년대의 작품으로서, 전형적인 서민의 금속인 스테인리

스를 사용해 왕족을 대표하는 루이 14세를 만들어봄으로써, 그의

권위를다른시각에서묘사해보고자했다고한다.

거울의방에전시된<달(밝은푸른색) Moon(Light blue)>

이 작품은 베르사유에서 가장 유명한 방 중의 하나인 거울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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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꽃병>과

<최신형후버

청소기>

Gallerie des Glaces 한가운데 설치되었다. 양쪽으로 샹들리에와 거울

과창문들이나란히 있는긴방의 한쪽끝에 정면을 향해설치된 이

작품은 금속제 풍선을 반으로 잘라낸 것과 같은 반구 모양을 하고

있다. 표면이 매우 매끄러워서 가까이서 보면 마치 거울처럼 거울

의 방 전체, 거울과창들이반사시키는빛을 다시또반사시키고 있

다. 이 작품에 대해 베르사유의 사무총장Directeur général 인 피에르

아리졸리,클레망텔 Pierre Arizzoli-Clémentel 은 빛의 반사와 거울 놀

이효과를 최대한 살린 거울의 방과 그런효과를 이용한 제프 쿤스

의 작품이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는 또한 루이 14세를 상징하는 태양의 빛과 작품이 보여주는 푸르

스름한달빛의만남도매우흥미롭다고지적하고있다.21)

이밖에도마리앙투아네트의방에전시된가짜꽃병인 <큰꽃병

Large vase of flowers>, 마리앙투아네트의공식초상화아래전시되어

현대적인여성의개념과 17세기여성의모델을함께비교하게만든

<최신형 후버 전기청소기New Hoover Convertibles>(1981년작) 등이

공간의 특징과 제프 쿤스의 작품세계를 흥미롭게 배치한 작품들이

21) Jeff Koons Versailles, Catalogue de l'exposition, op. cit.,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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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할수있다.

*

이렇게 베르사유는 제프 쿤스의 현대미술작품을 받아들여 전시

함으로써, maison-musée 또는 demeure historique-musée라고

불리는박물관의 한형태를 취하게 된다. maison-musée는 ‘공간의

정신’이투영된역사유적이새로운전시품을받아들여박물관이될

때 그것을 이르는말로서, 우리말로는 아직마땅한 대역어가 없다. 
이 개념은 미국에서 먼저 생겨났으며 1998년 국제박물관협회 ICO 

M 산하에 Demhist라는이름의독립된분과위원회 comité 가만들어

지면서박물관의한형태로정식으로인정받았다.22) 하지만 maison- 
musée에 속하는박물관들은 사실상너무도 다양한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Demhist 설립에주축역할을 했던이탈리아의 지오바니피

나Gionvanni Pinna 는 분류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이 분과에서 가장

먼저할 일이라고말하기도 한다.23)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다양한

종류의 기관들을 하나로 인식하게 하는 기준은 그것이 원래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집이나 역사적 건물에박물관을 설치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이런박물관에서핵심적인 것은 그안에 있는 소장품 col

lection 이 아니라박물관의틀 cadre 그 자체이다. 여기서 소장품이나

전시품은그중요성을잃거나최소한소장품을둘러싼틀과의관계

22)영미권에서는 historic house museum이라고 부른다. 프랑스에서는 Deme
ure historique-musée, maison-musée 등이별차이없이사용되고있다. 이주

제에 대해서는 유네스코가 펴내는 잡지 Museum international 210호를 참조할

것.

23) Giovanni Pinna, «Présentation des demeures historiques-musées», Mu
seum international, n° 2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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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만 자신의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인 박물관에서는 소장품, 
전시품이 가장 중요한 지위를 가지는 데 반해 maison-musée에서

는 공간과 소장품과 그 공간의삶(혹은 역사)이 이루는덩어리의 한

부분으로서만소장품은의미를지닌다. 중요한것은소장품과건물

과 삶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망이지 그 각각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닌 것이다.24) 이를두고 지오바니피나는 ‘공간의 정

신’과의상호작용이라고말한다.25) 이렇게박물관에서 소장품이 아

니라 그틀과 공간을강조한다는 것은 그것이 가지는환기 évocation

능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maison-musée에 대한 Museum inter
national의 특집호에 글을 실은 필자들은 모두들 이 환기라는 주제

를매우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maison-musée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그 공간안으로 들어서는것이다. 방문자는이 공간/틀에대한

인식을기본으로받아들이면서, 그후에전시품을인식하고이해하

게되는것이다. 

5. 베르사유박물관

우리는 일정 정도는 타당한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프

쿤스가자신의작품과베르사유라는틀사이에새로운대화의통로

를 만들고 보여주는 데 부분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앞서 인

용한 몇 개의 작품을 보면, 작품들이 베르사유 바깥에서 전시되었

을때와는확연히다른의미를획득하고있음을알수있다. 

24) “L’édifice, la collection et le propriétaire ne peuvent être dissociés, et de 
ce fait les relations établies entre les trois favorisent la communication (...)”, 
Magaly Cabral, “Exposer et communiquer dans les maisons-musées: racon
ter l’histoire et la société”, Museum international, n° 210, 2001, p. 41.

25) Giovanni Pinna, op. cit.,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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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를 기획한 로랑 르 봉은 이 전시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

을 낸 동료들에게 예술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베르사유의 힘을

믿으라는말을 했다고 한다.26) 우리는 이말이 이번 전시회에서 베

르사유가가지는의미를설명해준다고생각한다. 베르사유궁은제

프 쿤스를 받아들이면서 궁궐이라기보다는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틀로 전환되지만, 단순히 무의미하고 중립적인 틀이 아니라 힘을

가진틀이 되는 것이다. 비록틀로서의 베르사유가 작품의창작 단

계에서는영향을주지않았다할지라도, 작품을선정하고배열하는

작가에게영향을 주었으며, 무엇보다도 작품을감상하는 관객에게

큰영향을 미치는점은 부인할 수 없을것이다. 그러므로이 전시회

에서 베르사유는 일반적인박물관 같은 단순한골격구조로서의틀

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역사성으로 현대의 작품을 압도하는

위압적인 거인도 아니다. 제프 쿤스가 그의 짓궂은 시선으로 발견

한 작은 틈새를 통해 베르사유는 오히려 수월하게 현대의 관객과

소통하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경우 비틀어 보고 과장되게 가벼운

척하는 키치적 특성이 오히려베르사유라는 거인과의 대화를 가능

하게한요소라고할수있을것이다.

역사유적과현대예술이만날때, 역사유적의요소를미리고려해

서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전시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은 이미 앞

서지적한바있다. 그런경우, 우리가보는것은역사유적을바라보

는현대예술가의시각인셈이다. 그러나 ≪제프쿤스베르사유≫전처

럼 미리만들어진 작품을 유적속에삽입하는경우 관객은 좀더 다

른 체험을 하게 된다. 물론작품의 선택과 배열에 예술가의 시각이

26) “Certains de mes collègues ont considéré ces opérations comme un scan
dale. Mais je préfère partir du principe qu'il faut faire confiance aux artistes 
et à l'énergie du château.”(Jeff Konns Versailles, Beaux-Arts Magazine, op. 
cit.,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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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기는 하지만, 그리 강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관객이 즐기게

되는 것은 예술가의해석이 아니라두미학의충돌그 자체이다. 이
충돌이 미학적 쾌감이 될지 미학적 고통이 될지는 순전히 관객의

몫으로 남겨진다. ≪베르사유 제프 쿤스≫전이 노린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아닐까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베르사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흔히 베르사유궁전

이라고 한다. 틀린말은 아니지만, 베르사유의 정식명칭은 그것과

는조금다르다. 현재베르사유의공식명칭은 Etablissement pub
lic du musée et du domaine national de Versailles이다. 이 명칭

을그대로이해하자면베르사유는국가소유의궁궐 domaine national

인 동시에 박물관인 것이다. 그런데 베르사유는 과연 우리가 흔히

말하는박물관과동일한가? 
박물관은컬렉션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그리고컬렉션이란 수집

가의의지로일정한장소에그장소와는무관한물건들을모음으로

써형성되는 것이다. 이 때수집되는물건들은 그것이놓여있던 원

래의맥락을제거당한다. 그런데베르사유는박물관을만들기위해

컬렉션을 형성한 곳이 아니다. 베르사유는 그곳에서 원래 쓰이던

물건들의 역사적･미학적 가치를 고려해서 보존하기로 결정하고, 
거기 있는 그대로 박물관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

면, 베르사유는 오히려 조르쥬 앙리리비에르Georges Henri-Rivière 

가 1970년대에 내세웠던 안티뮤제 anti-musée 라는 개념에 더 가깝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27) 베르사유가 박물관이라는 말이 대중에

게쉽게받아들여지지않는이유는바로컬렉션이사실상부재하기

27) 조르주 앙리리비에르는 물건들을 원래 있던 장소에서 분리시켜놓음으로써

형성되는박물관의 개념을 비판하면서물건들이 본래사용되던 맥락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공간 전체를 박물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이를특정지역에적용시킨것을에코뮤제 écomusée 라고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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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프 쿤스 베르사유≫전은 베르사유의 방향

전환을 보여주는 신호처럼 보인다. 그동안 ‘박물관’을 표방해왔으

나 사실상 ‘박물관’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베르사유가, 외부 작품들

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들을 전시하는 틀/공간으로서의

기능을확대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것이다. 베르사유는 제

프 쿤스의 회고전을 받아들임으로써 박물관 혹은 미술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강화시켜 나가기로 한듯보인다. 그리고 이런새로

운방향성은 관객들로 하여금 베르사유를 다른 시각에서바라보도

록 하겠다는 큰 틀의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28) 베르사유는 크리스

틴 알바넬이 관장으로 있던 2003년부터 매년 ≪베르사유 오프Ver
sailles Off≫라는이름의현대예술축제를이틀정도씩개최해왔다. 여
러명의유명작가들이베르사유곳곳에서자신들의작품을전시할

수 있도록한 것이었다. 그결과는 비교적 고무적이었고, 이에 자극

을 받은 장,자크 아야공이 ≪제프 쿤스 베르사유≫전이라는 대규모

전시회를 열게 된 것이다. ≪제프 쿤스 베르사유≫전 이후 베르사유

는매년현대미술가의대규모전시회를한차례씩열겠다고공언하

였다. 2009년에는 프랑스 예술가인 자비에벨랑 Xavier Veilhan 의 전

28) “Désormais, la promotion du château auprès du public se résume à cette 
maxime: 'visiter ces lieux autrements'(...)” Pascal Torres Guardiola, “Ver
sailles et ses visiteurs”, Museum international, 2001, p. 48. 2001년에발표되었

으나 1999년에 쓰여진 이 글의 요지는 베르사유의 관람객 중 내국인의 비중이

30%에불과한 이유를 그들이 베르사유를잘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에서찾으

면서,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베르사유를 다시 찾게 할 방법으로서 베르사유의

감추어진 모습을 발견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목표와 제프

쿤스 전시회의 수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베르사유를 다른 방식으로 만

나도록 한다는 전략 하에서 2003년부터 ≪베르사유 오프≫ 행사가 시작되었고, 
그 연장선상에 ≪제프 쿤스 베르사유≫전이 위치한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여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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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회가 9월부터 열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프 쿤스전과는달

리 회고전이 아니라 이번 전시회를 위해, 그러니까 베르사유를 염

두에두고만들어진작품이대부분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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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Versailles vu au travers de l'exposition 
≪Jeff Koons Versailles≫

SON Jeong Houn
(Universié Ajou)

Cette étude s'interroge sur le statut de Versailles dans l'ex
position ≪Jeff Koons Versailles≫ ayant eu lieu en 2008 à Ver
sailles. Jeff Koons, artiste kitsch et du pop art, étant un des plus 
controversés de l'art contemporain, l'exposition fait l'objet de 
nombreuses critiques qui n'aiment pas voir dans la Chambre du 
roi, Labster rouge gonflable de l'artiste américain. Le débat se 
déroule donc principalement autour de l'univers artistique de 
Jeff Koons. Mais, nous croyons que cette rétrospective de Jeff 
Koons aura un sens particulier pour le château de Versailles 
même.

Pour expliquer le rôle de Versailles, nous nous servons du 
concept Genius loci. Ce dernier désigne un caractère spécifique 
d'un lieu exerçant l'influence sur tout objet et tout être qui se 
trouve dedans. Mais, Genius loci n'est pas une entité invariable 
et fixée sur le passé mais un variable determiné par nos regards 
contemporains. L'initiateur de l'exposition ≪Jeff Koons Versail
les≫ choisit comme Genius loci le fait que Versailles est dep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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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jours un laboratoire de l'esthétique. 
Cette optique éclaire la nature (ou le statut) de Versailles dans 

cette exposition, ce qui est le cadre puissant de l'exposition, un 
cadre qui exerce l'influence sur l'acception par le public des 
œuvres exposées. Nous avons cité quelques exemples qui pro
pose au public une autre façon de regarder Versailles, tels que 
<Self-portrait>, <Louis XIV> et <Moon (light blue)>.

En effet, le Château de Versailles est doté d'une vocation du 
musée sous la règne de Louis-Philippe. Mais, comme il n'y 
guère de collections au sens strict du mot, l'image du château 
est dominante dans la représentation du public. Donc, au tra
vers de cette exposition-événement, Versailles veut, nous sem
ble-t-il, renforcer son statut d'un musée. Il se présente comme 
un maison-musée qui est tout à fait différent d'un musée tout 
court. Cette prise en position semble relever de la nouvelle 
stratégie de Versailles qui consiste à faire voir ce lieu aut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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