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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다니엘 뷔랑(Daniel Buren, 1938-)은 전시될 장소와 공간에 맞추어 작

품을 제작하는 ‘인 시튜(in situ)’ 작업을 진행한다. 뷔랑은 자신의 모든

작업이 ‘인 시튜’임을 선언한다. 작가는 작품이 독자적으로 공간과 별도

의 자율성(autonomy)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모더니즘 미술을 비판하기

위해 주변을 읽는 시각적 도구(outil visuel)인 줄무늬 화면을 사용하였

다. 그는 줄무늬 화면을 통해 장소 및 공간에 있는 요소들을 개입시킴으

로써 그의 작업을 장소특정적(site-specific)인 것으로 만든다. 이것은 관

람자로 하여금 익명성을 지닌 줄무늬 화면 외에 화면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주변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도록 한다.

또한 관람자들이 미술관과 같은 제도가 정한 전시 맥락들에 의해 은연

중에 지배되는 것을 거부하도록 만든다. 뷔랑이 추구한 이와 같은 저항

의 태도는 초기 그룹 활동에서부터 시작되나, 작가는 점차 흑백이 교차

되는 수직 줄무늬 화면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저항의

태도를 추구한다. 그는 거리 곳곳의 벽에 무단으로 줄무늬 화면을 도배

하는 것에서부터, 미술관에서 관람자가 작품을 인식하는 기존에 방식을

뒤집기 위해 미술관 벽 전체를 줄무늬 화면으로 도배하는 등 다양한 시

각적 연출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뷔랑의 ‘인 시튜’ 작업이 단순한 흑백의 줄무늬 평면에서

연극 무대의 공간이 되고, 점차 색채가 화려해지면서 건축 공간에 개입

되는 등 그 기능이 스펙터클하게 확장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

히, 이러한 변화에 가교 역할을 한 반-건축적 입방체 구조물인 ‘위치 작

업(travail situé)’에는 공간이 복합적으로 개입되고 재료 및 색채가 풍부

하게 사용되어 관람자들이 작품과 공간을 입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가

능성을 높인다. 나아가 뷔랑의 ‘위치 작업’인 <파열된 오두막(Les

Cabanes Éclatées)> 시리즈는 이동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인



- ii -

시튜’의 사전적 정의와 상이하면서도 ‘인 시튜’에 적용될 수 있어, 그의

작업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작가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거나

미비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위치 작업’은 작가의 시각적으로 스펙

터클하게 확장된 현재 작업을 설명해주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뷔랑의 작업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시각적 장치들을

분류하여, 작가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던 관람 방식에 대해 자문

해 보는 매개체가 됨을 보여준다. 이 장치들은 관람자들이 공간을 유희

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특징을 가진다.

주지했듯이 뷔랑 작업의 시각적으로 스펙터클한 특징들은 ‘인 시튜’ 작

업이 방대한 규모의 건축 공간과 결합됨에 따라 다양한 색채와 투명한

인공재료 그리고 빛이 사용되면서 극대화된 것이다. 이 지점에서 본 연

구는 작업의 시각적 스펙터클이 자본주의의 상업적인 공간 및 시스템을

통해 상업적 스펙터클로 이동하면서 극대화되는 지점을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양태에 대해 비평가들 및 저널리스트들은 뷔랑이 보여준 저항의

태도가 변질되었다고 비판하지만, 본고는 여전히 작가가 제도와 시장을

비판하는 정치적 전략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스펙터클로 확장된 뷔랑의 ‘인 시튜’ 작업은 뷔랑이 모더니즘 미술과 제

도에 저항하고 관람자의 작품 관람 방식과 공간을 해석하는 방식을 전복

하고자 했던 초기 시도를 새롭게 환기한다. 이러한 변화의 방식을 통해,

뷔랑은 공간의 개념을 무한히 확장하고 작품에 대한 접근을 유연하게 하

며, 관람자를 대중과 소비자라는 일상적인 범위로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저항의 태도가 반드시 가시적이어야 한다는 편견을 극복하여, 관

람자에게 예술을 경험하는 것으로 저항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주요어 : 다니엘 뷔랑, 인 시튜, 제도비판, 위치작업, 스펙터클, 상업

적 스펙터클

학 번 : 2011-2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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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 다니엘 뷔랑, <색: 조각(Couleurs: Sculptures)>, 1977, ‘인 시튜’

작업, 조르주 퐁피두센터(국립현대미술관), 파리.

[도 27.] 다니엘 뷔랑, <지배하는-지배당하는, 공간을 위한 모퉁이

(Dominant-Dominé, coin pour un espace, 1465,5m² à 11°28’42”)>, 1991,

‘인 시튜’ 작업, CAPC 현대미술관, 보르도.

[도 28.] 다니엘 뷔랑, <거꾸로(Sens dessus dessous)>, 1994, ‘인 시튜’

작업, 셀레스텐 극장 지하주차장, 리옹.

[도 29.] 다니엘 뷔랑, <복합적인 색(Les Couleurs multipliées)>, 2001,

‘인 시튜’ 작업, 브레겐츠 미술관, 오스트리아.

[도 30.] 다니엘 뷔랑, <무질서한 벽보(Affichage Sauvage)>, 1968, ‘인 시

튜’ 작업, 파리.

[도 31.] 다니엘 뷔랑, <부착된 종이(Papiers Collés)>, 1969, ‘인 시튜’ 작

업, 와이드 화이트 스페이스 갤러리, 앤트워프.

[도 32.] 다니엘 뷔랑, <두 개의 고원(Les Deux Plataux)>, 1986, ‘인 시

튜’ 작업, 빨레 루와얄, 파리.

[도 33.] 다니엘 뷔랑, <두 개의 고원(Les Deux Plataux)>, 1986, ‘인 시

튜’ 작업, 빨레 루와얄, 파리.

[도 34.] 다니엘 뷔랑, <문을 조심하십시오!(Watch the Door, Please!)>,

1980-82, ‘인 시튜’ 작업,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시카고.

[도 35.] 다니엘 뷔랑, 기차 시간표, 1980,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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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 36.] 다니엘 뷔랑, <회화-조각(Peinture-Sculpture)>, 1971, ‘인 시튜’

작업, 구겐하임미술관, 뉴욕.

[도 37.] 다니엘 뷔랑, <모퉁이를 돌아가며(Around the Corner)>, 2005,

‘인 시튜’ 작업, 구겐하임미술관, 뉴욕.

[도 38.] 다니엘 뷔랑, <장미창(The Rose Window)>, 2004-05, ‘인 시튜’

작업, 구겐하임미술관, 뉴욕.

[도 39.] 다니엘 뷔랑, <색, 리듬, 투명성, 인 시튜 작업: 장식 면지를 붙

인 프리즈(Color, Rhythm, Transparency, work in situ: The Double

Frieze)>, 2004-05, ‘인 시튜’ 작업, 구겐하임미술관, 뉴욕.

[도 40.] 다니엘 뷔랑, <끝이 잘린 공간(Truncated Space)>, 2002, ‘인 시

튜’ 작업, 조르주 퐁피두센터, 파리.

[도 41.] 다니엘 뷔랑, <부유하는 천장(The Suspended Ceiling)>, 2002,

‘인 시튜’ 작업, 조르주 퐁피두센터, 파리.

[도 42.] 다니엘 뷔랑, <색의 상자(The Colour Box)>, 2002, ‘인 시튜’ 작

업, 조르주 퐁피두센터, 파리.

[도 43.] 다니엘 뷔랑, <끝이 없는 꼭대기 층(Endless Ceiling Floor)>,

2002, ‘인 시튜’ 작업, 조르주 퐁피두센터, 파리.

[도 44.] 다니엘 뷔랑, <중심을 이탈한 인 시튜(Excentrique(s), In-Situ)>,

2012, ‘인 시튜’ 작업, 그랑 빨레 네프관, 파리.

[도 45.] 다니엘 뷔랑, <중심을 이탈한 인 시튜(Excentrique(s), In-Situ)>,

2012, 드로잉 스케치.

[도 46.] 다니엘 뷔랑, <어린이 놀이처럼(Comme un jeu d’enfant)>,

2014, ‘인 시튜’ 작업, 스트라스부르 근현대미술관, 스트라스부르.

[도 47.] 다니엘 뷔랑, <어린이 놀이처럼(Comme un jeu d’enfant)>,

2014, ‘인 시튜’ 작업, 스트라스부르 근현대미술관, 스트라스부르.

[도 48.] 다니엘 뷔랑, 《어린이 놀이처럼(Comme un jeu d’enfant)》전

시, 건축창의 색면유리 인 시튜 작업, 2014, ‘인 시튜’ 작업, 스트라스부르

근현대미술관, 스트라스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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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9.] 다니엘 뷔랑, 《어린이 놀이처럼(Comme un jeu d’enfant)》전

시, 건축창의 색면유리 인 시튜 작업, 2014, ‘인 시튜’ 작업, 스트라스부르

근현대미술관, 스트라스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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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미술관, 스트라스부르.

[도 51.] 다니엘 뷔랑, 《스카프 위에 기념-사진(Photos-souvenirs au

carré)》전시, 2000, ‘인 시튜’ 작업, 파리조폐국, 파리.

[도 52.] 다니엘 뷔랑, <스카프 위에 기념-사진(Photos-souvenirs au

carré)>, 2000, 에르메스 에디뛔-스카프, 파리. (왼쪽 위: “달리아(Dahlia),”

일 드 프랑스, 프랑스, 09-09-01/ 오른쪽 위: “인테리어(Intérieur),” 일 드 프랑

스, 프랑스, 01-06-08/ 아래: “코리첼라 지구(La Corricella),” 프로치다,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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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3.] 다니엘 뷔랑, <봄/여름 2013 루이비통>, 2013, 패션쇼 전경, 파

리.

[도 54.] 다니엘 뷔랑, 루이비통 봄/여름 2013 컬렉션, 뉴욕 5번가, 파리

몽타뉴 매장 디스플레이, 2013.

[도 55.] 다니엘 뷔랑, <전류 종이 비닐(Electricity Paper Vinyl)>, 2013,

인쇄된 줄무늬 천, 직물 광학 섬유, 보르톨라미 갤러리, 뉴욕.

[도 56.] 다니엘 뷔랑, <전기광선의 사각형 다섯 개 #1(5 Squares of

Electric Light #1)>, 2011, 직물 광학 섬유, LED(파랑+하양), 메탈박스,

위치작업, 43.5 × 43.5cm(each), 리슨 갤러리,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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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다니엘 뷔랑(Daniel Buren, 1938-)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유럽과

미국 전역에 걸쳐 ‘인 시튜(in situ)’ 작업을 해 왔다. “‘인 시튜’에 살고,

‘인 시튜’로 작업한다”1)라는, 전시 및 언론의 아티클과 인터뷰 등에서 뷔

랑을 소개할 때 자주 등장하는 짧은 문구는 그의 작업 전반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어왔다. 뷔랑은 ‘인 시튜’를 바탕으로 그동안 후기미니멀리스트,

개념주의자 그리고 정치적 이슈화를 보여준 작가로 불린다.

‘인 시튜(in situ)’는 작품이 설치되는 특정한 공간을 작품으로 수용하

는 것이다. 즉, 관람자들에게 작품 자체만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

라, 우리가 접하는 장소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작품 자체에 가치를 두었던 전통적인 회화나 모더니즘과

는 달리, 우리가 놓치고 있던 주변 요소들을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

이 읽어낼 수 있도록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뷔랑은 특정 장소에서 작품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집중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시 문맥들의 지배로부터 종속되는 것을 거

부한다. 특히, 전시 공간을 하나의 틀로 바라보지 않는 방식은 작품들로

하여금 주최되는 위치 자체에 통합되어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해석이 이

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가능성들을 열어둔다. 본고에서 연구자는 뷔랑이

자신의 모든 작업을 장기간 ‘인 시튜’의 개념으로 지칭한 것에 주목하여,

고고학적인 개념을 내포하는 ‘인 시튜’가 시각예술에서 새로운 의미로 확

장되는 방식을 밝히고자 한다.

뷔랑은 초기에 ‘인 시튜’ 작업을 통해 미술관이라는 제도의 틀과 여기

에 함께 작동하는 당시 주류의 미술사조들을 완강히 거부했다. 1960년대

1) “...vit et travaille in-situ.” Jérôme Sans, Au Sujet de..., entretien avec Jérôme

Sans, (Paris: Flammarion, 1998), pp.16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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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에서는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저항이 일어났으며, 미술관 제

도와 공공미술의 의미 등에 대한 비평이 득세하고 있었다. 뷔랑은 인쇄

된 천의 사용과 반복, 교차되는 흰색과 유채색 수직 줄무늬를 통해 전통

적인 재료와 주제, 자율성(autonomy), 원본성(authenticity), 작가성

(authorship)을 부정하는 ‘시각적 도구(outil visuel)’를 제안하였다. 시각

적 도구는 관람자의 시선을 작품이 아닌, 그것이 놓인 공간(space)과 장

소(site)와 같은 주변 맥락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제도적 공간으

로서의 갤러리와 미술관의 전시방식 및 기능을 전복시킨다.

그러나 뷔랑의 초기 작업에 나타난, 저항의 성향이 강한 개념적인 작

업은 후기로 갈수록 시각적으로 화려한 설치작업으로 변화한다. 작가가

지속적으로 추구한 줄무늬 기호가 시각적 수단으로 제도를 비판하거나

공간을 읽는 데 사용되었다면 후기의 다채로운 색들과 가시성이 강한 재

료는 공간 뿐 아니라 건축물 자체를 읽어내는 데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는 이와 같은 작업의 변화과정을 통해 ‘인 시튜’ 작품의 특징과 개념이

점차 확장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가시성은 ‘인 시튜’ 작업에 ‘위치 작업(travail situé)’이라는 이동 가능

한 해체된 입방체의 새로운 형태의 작업이 등장하면서 더욱 부각된다.

특히, 뷔랑은 ‘위치 작업’인 <파열된 오두막(Les Cabanes Éclatées)> 시

리즈에서, 풍부한 색과 투명한 아크릴판, 플렉시글라스(plexiglas), 거울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시각적 양상은 실제로 뷔랑이

지속적인 저항의 태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1970-80년대에 주류

였던 모더니즘을 거부하는 정치적이고 비판적인 태도에서 비판적인 태도

를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게 만든다. 이와 같은 이론가들과 기자들의 이

분법적 태도로 인해 그는 비평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뷔랑의 ‘인 시튜’ 작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서 시각

적인 화려함이 공간과 뒤섞여 나타나는 스펙터클함과, 관람자들이 뷔랑

의 작업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제도에 저항하는 태도에 반(反)한다는 당시 비평가들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함이고 작가가 오히려 미술관이라는 공간 속으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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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시스템의 스펙터클을 역으로 드러내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밝히

고자 한다. 나아가 작업에서 드러나는 스펙터클로 인해 관람자가 작업과

공간 사이에서 보다 즉각적으로 지각 경험을 할 수 있음을 다루겠다.

오늘날의 작가들은 관람자에게 공간에 대한 즉각적이고 솔직한 경험

을 요구하지만 막상 작업을 실제로 접해보면 감상하는 이들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대다수이다. 이러한 작업들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장

기간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뷔랑은, 노년의 작업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관람자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통해 모험하도록 권유하며 감각적이고 더욱

쉽게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 ‘인 시

튜’ 작업이 확장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설치작품이 어렵다는 감상자

들의 편견을 깨고 뷔랑의 작업이 설득력 있게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을 강

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그의 작업에서 발휘되는 시각적으로 스펙터클한 요소가

최종적으로 자본주의의 소비사회와 결합하는 과정과 더불어 관람자의 위

치가 소비자로 변화하는 지점을 다룬다. 특히 시각적으로 화려해진 특징

과 상품 효과의 등장으로 인해 ‘인 시튜’ 작업에서 나타난 공간의 스펙터

클이 상업적 스펙터클로 이동 가능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이러한 연구는

지금까지 그의 작품세계에 대하여 공공미술 및 장소특정성, 제도의 비판

에 대한 원론적인 해석에 입각해 이루어지던 비평에서 나아가 예술적 활

동 범위의 시각적 영역에서 제대로 탐구되지 않았던 스펙터클에 집중하

여 접근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뷔랑이 초기에 모더니즘 미술과 제도에 저항하고 관람자의 전시

관람 방식과 공간을 해석하는 틀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자 했다면, 근

래의 작업들은 이를 비판하기 위해 역으로 그 제도와 시장 안에 들어가

스펙터클을 더 신랄하게 보여주고자 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

여 본 연구에서 뷔랑의 ‘인 시튜’ 작업의 확장이 시사하는 바는, 미술 제

도의 기능과 역할을 비판하는 작업이 반드시 겉으로 저항의 태도를 보여

줘야 한다는 등식이 아닌,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미적 특징을 오히려

부각시킴으로써 제도에 들어가 정치적 전략을 세우는 것 또한 한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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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다.

나아가 본 연구는 대상과 공간 그리고 관람자의 소통으로 작업을 구

성하는 전체를 아우르는 작가의 작업태도의 지표 역할을 할 것이며, 다

니엘 뷔랑의 40년 전 작품을 현재 대중들도 공유하고 작업의 의도를 진

정으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연구 내용

뷔랑이 자신의 작업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은 작업을 보

는 방식과 작업을 인식하는 방식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인 시튜’ 작업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중요한 본질

인, 작가가 만들어 놓은 시각적 장치와 공간에서 시작한다. 기존 연구는

뷔랑의 작업에 대해 제도에 저항하는 개념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때문에

작업의 뿌리를 정치, 사회와 같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해석해 왔다. 이러

한 이유로 시각적으로 화려해지는 작업 경향의 변화에 대해 비평가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확연히 변한 작업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본 논문은 뷔랑의 작업에 대해 한정된 장르에 치우친 연

구의 한계를 벗어나, ‘인 시튜’ 작업이 점차 색채나 재료와 같은 시각적

인 것에서부터 공간적, 건축적 그리고 상업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살펴

보면서 감상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관점의 해석을 보여주고자 한다.

제 Ⅱ장에서는 뷔랑의 작업 전체를 일컫는 ‘인 시튜’ 작업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개념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가가 참여한 그룹과 그룹이 해체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한 그의 대표적인 줄무늬 화

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룹 활동과 초기 평면 작업에 대한 실험은

그가 모더니즘 미술의 특징들에 대해 저항하기 위한 수단임을 밝힌다.

여기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인 시튜’ 작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거부

한 모더니즘 회화에서 주로 나타나는 자율성(autonomy)이다. 특히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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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큐브(white cube)라는 진공의 모더니즘 성역에 걸린 회화가 그 공간

과 상관없이 발휘하는 아우라(aura)를 거부한 뷔랑은, 관람자에게 그저

일방적으로 작품이 놓인 위치에서 관람하도록 요구하는 모더니즘의 제도

와 이를 촉구하는 미술관의 기능 모두를 비판한다.

작가는 초기 회화에 등장하는 줄무늬 화면을 ‘시각적 도구’로 명명하

여 작품이 읽혀지는 방식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작가가 명명

한 시각적 도구는 모더니즘 회화의 엘리트주의와 미술을 삶과 분리한 고

유의 영역에만 둔 것을 비판하는 데 있다. 이처럼 뷔랑이 ‘인 시튜’ 작업

에서 시각적인 개념을 어떻게 도입했는지 그리고 그의 작업이 기능하는

방식에 대한 의도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작업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될 것이다.

제 Ⅲ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인 시튜’ 작업이 어떠한 과정으로 확장되

는지, 작업에서 드러나는 공통되는 특성들을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줄무늬 화면은 캔버스에서 벗어나 점차 연극 무대의 공간으로 기능

하며 다양한 방식의 퍼포먼스에 적용되었다. 나아가 198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입방체의 ‘위치 작업(travail situé)’은 장소를 옮겨 다닐 수 있고,

장소마다 형성된 관계가 새로운 맥락으로 해석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러

한 반-건축적 구조물은 공간 전체를 활용하는 건축물로까지 확대되어,

복합적인 공간들의 개입과 재료와 색채가 가져다주는 풍부함으로 관람자

들이 공간과 작품에 대해 새롭게 입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본 장에서는 뷔랑이 도입한 시각적 장치들인 복도, 망원경, 거울

등이 등장한 ‘인 시튜’ 작업을 분류하여 각각의 장치들이 공간의 내/외부

에 어떻게 촉매의 역할을 했는지 다룬다. 이러한 ‘인 시튜’ 작업이 점차

화면에서 건축 공간까지 확장되면서 건축물을 포함한 밖의 공간들을 유

희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하게 해석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제 Ⅳ장에서는 건축 공간과 ‘인 시튜’ 작업이 결합되면서 시각적으로

방대한 규모와 부각된 색채, 투명한 인공재료 그리고 빛의 사용 등이 가

져다주는 화려함을 다룬다. 뷔랑이 초기부터 추구한 시각적 패턴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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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공간을 점유하게 되었고, ‘인 시튜’ 작업의 변화는 하나의 거대

한 시각적 스펙터클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작업에서 의

미하는 스펙터클은 단순히 다양한 색채가 용해된 시각적 화려함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제도를 비판하는 것임을 다루고자 한다.

즉, 미술관을 새로운 방식으로 비판하기 위해 화려함이라는 감각적인 장

치를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본 장에서는 뷔랑의 시각적 스펙터클이 자본주의의와 결합하여

상업적인 공간 및 시스템에 발휘되는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작

가가 제도와 시장을 정치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브랜드하우스라는 스펙터

클한 공간을 전략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패션이 현대미술

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문화적 활동(Cultural Activity)을 흥미롭게 받

아들인 작가의 긍정적인 태도를 다룬다.

각 장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인 시튜’ 작업에서 나타난 시

각적으로 화려해진 특징이 자본주의의 상품이 갖는 상업적 스펙터클로

이동 가능하게 한 요인임을 다룬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은 뷔랑이 초기

에 모더니즘 미술과 제도에 저항하고 관람자의 보는 방식과 공간을 해석

하는 틀을 또 다시 새롭게 환기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이를 비판하

기 위해 역설적으로 그 제도와 시장 안에 들어가 스펙터클을 더 신랄하

게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인 시튜’ 작업은 공간에 대한 무한한 확장과 작품에 대한 접근을

보다 유연하게 하고 관람자를 대중과 소비자라는 일상적인 범위로 확대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예술방법으로 관람자에게 경험

을 제공할 수 있다는 열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

처럼 본 연구는 뷔랑이 제도로 완전히 편입되었음을 비판하는 비평가들

의 시각에서 벗어나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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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및 선행 연구

본 연구에 사용된 1차 문헌으로는 뷔랑의 초기 예술에 대한 시각과

‘인 시튜’를 설명하는 ‘시각적 도구’인 줄무늬 화면이 주변 맥락에 기능하

는 방식에 대한 고찰, 그리고 미술계의 제도에 대한 비판 등을 뒷받침하

는 글들로 구성되며, 비평가 및 작가와의 인터뷰가 포함된다. 본 논문의

연구자는 작가와 대면하여 인터뷰를 함으로써, 작업에 대한 작가의 생각

과 기존의 비평들이 갖고 있는 오류 그리고 현재 작가가 취하고 있는 태

도를 이해함으로써 본 논문을 구체화한다.

뷔랑은 자신의 예술적 실험들과 병행한 저술활동을 작품을 제작하는

것과 별도로 독립된 작업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작업의 의도와 구상, 과

정, 실행에 있어 방법론적인 측면 등을 글로 남기며 저술에 대한 중요성

을 인식하였다.2) 그의 전집, 『글들(Les Écrits)』3)은 1991년 장 마르크

푸앙소(Jean-Marc Poinsot)에 의해 글과 인터뷰를 모은 세 권짜리 모음

집으로 출판되었고 이는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예술 오브제

를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작품이 기존 전시 방법에 따라 전시되어

하나의 예술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예술 외적인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장소성’에 대한 생각을 피력한 「경고(M ise en garde)」(1969-70)와 미

술관, 작업실, 전시의 제도적 기능에 대해 비판적인 「미술관의 기능

(The Function of the Museum)」(1973), 「작업실의 기능(The Function

of the Studio)」(1971), 「전시의 기능(The Function of an Exhibitio

n)」(1973), 그리고 「건축의 기능(Function of Architecture)」(1975)과

같은 여러 개의 주요 텍스트들을 포함하고 있다.4)

2) Daniel Buren, “Why Write?,” Art Journal (Summer 1982), pp.108-109.

3) Daniel Buren, Les Écrits 1965-1990, Volumes Ⅰ-Ⅲ, compiled by Jean-Marc

Poinsot, (Bordeaux: CAPC Musée d’art contemporain, 1991).; Daniel Buren,

Les Écrits 1965-2012, Volume Ⅱ: 1996-2012, (Paris: Flammarion, 2012).

4) Daniel Buren, “Beware!,” ed., Ursula Meyer, Conceptual Art (New York: E.P.

Dutton 1972), pp.66-77.; Daniel Buren, “Function of the Museum,” a brochure

of Daniel Buren show at Museum of Modern Art (Oxford, England 197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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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텍스트들은 주된 기능은 회화 그 자체에 관한 담론에 있어 회화의

무능함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한다. 그는 관람자가 오직 작업을 주최

하는 장소 안에서만 유효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을 언급한

다. 본 연구에서는 뷔랑의 텍스트를 참고하여 미술관, 작업실, 전시와 건

축 등 제도적 공간이 갖는 이념과 시스템에 도전하여 ‘인 시튜’ 작업이

현장에서 문화적, 물리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룬다.

반면에 후에는 뷔랑이 미술관, 갤러리 등과 같은 제도적인 성격을 부

정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소들을 피할 수 없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제도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 확

장된 ‘인 시튜’의 시각적 스펙터클을 통해, 역으로 제도를 새롭게 비판하

고자 하는 그의 태도를 뒷받침한다.

뷔랑은 1차 자료 중에 자신의 작업과정을 시각적으로 정리하는 것 또

한 중요시하였는데, 2000년에 카탈로그와 출판물로 분산된 자료들을 연

대기 순인 17권의 카탈로그 레조네(catalogue raisonné)로 분류하여 모아

놓은 것 중 두 권이 출판되었다.5) 추가적으로 2002년 이후에 그 동안의

작업의 변천을 주제별로 분류한 『한 마디 한 마디, 충실하게(Mot à

Mot)』가 발간되었기에, 여기에 수록된 작업 과정과 오고 간 편지, 이미

지 등을 참고하였다.6) 이 방대한 이미지의 자료는 일회적인 작업의 특징

글은 후에 Artforum (September 1973)에 발표되었다.; Daniel Buren, “The

Function of the Studio,” October 10 (Fall 1979), pp51-58.; Daniel Buren, “The

Function of an Exhibition,” Studio International 186 (December 1973), p.216;

Daniel Buren, “Function of the Architecture,” Studio International, (Sept-Oct

1975), pp.69-74; Daniel Buren and Cerizza Luca, Daniel Buren: P rospettive,

(Lugano: BSI Art Collection, 2005).

5) Annick Boisnard, ed., Daniel Buren: Catalogue raisonné chronologique, tome

Ⅱ, 1964-66 (Le Bourget: Editions 11/28/48, Villeneuve d’Ascq: Musée d’art

moderne de Lille Métropole, 2000); Annick Boisnard, ed., Daniel Buren:

Cabanes éclatées 1975-2000. Catalogue raisonné thématique, tomeⅡ (Le

Bourget: Editions 11/28/48, 2000); Annick Boisnard, ed., Daniel Buren:

Catalogue raisonné chronologique, tomeⅩⅢ, 1977-1999 (Le Bourget: Editions

11/28/48, Paris: Centre national d’art et culture George Pompidou, 2002).

6) Daniel Buren, Mot à Mot (Paris: De la martinièr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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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만큼 작업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시각적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작

가가 직접 촬영한 이미지들이다.

또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작가가 굉장히 꼼꼼하여, 작가가

일시적인 전시와 장소특정적인 작업을 위해 제작 및 전시 기관과 소통하

는 과정에서 매사에 철저히 짚고 넘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고가는

편지 글들을 살펴보면 비록 제도를 비판하는 작가지만, 제도와의 긴밀한

협력 과정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기

관들이 작가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를 발견하기도

한다. 나아가 과거에 자신의 작업에 대한 진실을 잘못 이해한 비평가들

의 오류에 대항하는 글들을 담고 있기도 하다.

이 외에도 평론가 제롬 상스(Jerôme Sans)와 큐레이터 안느 발다사

리(Anne Baldassari)와의 인터뷰를 모은 단행본인 『다니엘 뷔랑의 주제

에 관한(Au sujet de...Daniel Buren.)』(1998)과 『심사숙고한 발언

(P ropos délibérés)』(1991), 미술가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와 올라

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과의 대화록, 그리고 미술 월간지 등에 수

록된 인터뷰를 참고하였다.7) 특히 제롬 상스, 안느 발다사리와의 인터뷰

에서는 작업의 주요한 개념들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록이 목차 순으로 정

리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초기 회화에 등장한 새로운 줄무늬 화면

에 대한 그의 생각을 참고하였다. 또한, 감각적이고 화려한 스케일에 대

한 그의 긍정적인 태도는 점차 스펙터클하게 변화한 작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가 되었다.

다음으로 뷔랑의 초기 작업과 ‘인 시튜’ 작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

기반을 제공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는 북미권과 유럽 미

술학계에서의 평론가 큐레이터 중심으로 작가에 대한 비평이 이루어졌

7) Jérome Sans, Au Sujet de..., entretien avec Jérome Sans (Paris:

Flammarion, 1998), Anne Baldassari, P ropos délibérés (Lyon: Art édition,

1991).; Daniel Buren, “Conversation between Daniel Buren & Pierre Huyghe,”

Parkett n° 66/2002, Parkett, 2007 quoted in Daniel Buren, (Lisson Gallery,

2007).; Tim Griffin, “In Conversation: Daniel Buren & Olafur Eliasson,”

Artforum vol.43 (May 2005), pp.2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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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의 비평은 뷔랑의 작업이 공간과 제도, 관람자의 감상방식에 어

떻게 변화를 가져다 줬는지 짚어보는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북미권에서는 1968년에서 1975년 사이에 제도비판의 시각이 집중적으

로 조명된 글들을 참고하였다. 이와 같은 시각으로 읽혀지는 뷔랑의 작

업은 당시 60년대 사회정치, 경제적 배경과 맞물린 네오-아방가르드

(neo-avant-garde)8)의 특징을 보여 토마스 크로우(Thomas Crow), 벤자

민 부클로(Benjamin H.D. Buchloh)와 할 포스터(Hal Foster)등에 의해

개념미술이나 제도 비판(Institutional Critique)의 카테고리 안으로 흡수

되었다.9) 이러한 이유로 미국학계 전반에서는 뷔랑의 작업에 대해 새로

운 방향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하는 시각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뷔랑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나왔지만 대부분은 1960년대에

서 1970년대 개념미술과 제도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비평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사학자 알렉산더 알베로(Alexander Alberro)이 쓴 아

티클을 바탕으로, 뷔랑이 미술관의 제도적 기능과 건축 공간을 전복하고

자 이슈화되었던 작업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의

큐레이터 앤 로리머(Anne Rorimer)의 글을 바탕으로 건축 공간과 뷔랑

8) 할 포스터(Hal Foster)는 다다와 구축주의 등 전통적인 매체들의 관례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 그친 것을 역사적 아방가르드라 하고, 미술제도의 지각적이고 인

식적이며, 그 시스템에 대한 탐구로 발전시킨 것을 네오-아방가르드의 특징이라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미술관과 같은 제도적 공간에 대한 비판적 특징이 나타나

는 뷔랑의 작업은 네오-아방가르드의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9) Thomas Crow, The Rise of the Sixties, (New York: Harry N. Abrams, Inc.,

1996),; Benjamin H.D. Buchloh, “Daniel Buren,” in Neo Avantgarde and

Culture Industry: Essays on European and American Art from 1955 to 1975

(Cambridge, Mass.: MIT Press, 2000).; Benjamin H.D. Buchloh, “Conceptual

Art 1962-1969: From the Aesthetic of Administration to the Critique of

Institutions,” October vol.55, (Winter, 1990), pp.105-143.; Benjamin H.D.

Buchloh, “The Group That Was (Not) One: Daniel Buren and BMPT,:

Artforum, (May 2008).; Hal Foster, “Whats Neo about the

Neo-Avant-Garde?,” October 70 (Autumn 1994), pp.5-32.; Hal Foster, Return

of the Real, (Cambridge: The MIT Press, 1996).; Mark Rosenthal,

Understanding Institutional Art, (Munich; New York: Preste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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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업 사이에 형성되는 관람자의 관점을 본 연구에서 작품을 해석하는

데 적용하였다.10)

본 연구에서는 로리머의 비평문을 참고하여 당시 60년대를 대표하는

솔 르윗(Sol LeWitt)과 같은 미니멀리즘 작가와 유사한 의도를 적용하여

공간에 적용되는 ‘인 시튜’ 작업을 일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알베로의

비평은 당시 유일하게 ‘위치 작업’에 대한 매체의 설명과 시각적 효과들,

그리고 관람자가 작품과 공간에 지각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

져 있다. 이 문헌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뷔랑의

<파열된 오두막(Les Cabanes Éclatées)>이 나타내는 ‘인 시튜’의 확장된

특징들을 살펴보았으며, 작품에 개입되는 다양한 시각적 장치들을 분류

하고 각 요소들의 효과와 기능을 다루었다.

이처럼 1980년대 이후부터 뷔랑의 변화된 ‘인 시튜’의 공간과 ‘위치

작업’에 대한 비평이 거의 부재하였다. 북미권과 유럽의 큐레이터들은 제

도 비판적 시각에서 벗어나 확장된 시각으로 그의 작업을 재조명하였다.

앨리슨 진저라스(Alison M. Gingeras)와 클레어 도허티(Claire Doherty),

수잔 크로스(Susan Cross) 등의 변화된 시각은 뷔랑의 작업에 나타나는

시각적 화려함과 퍼포먼스 작업을 설명하는데 참고하였으며 특히, 초기

회화 작업과 평면 작업이 점차 공간에 개입되어 연극 무대의 장치로 확

장되는 등 과거 작업들을 재고하는 관점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었

다.11)

10) Alexander Albarro, “The Turning of the Screw: The Sixth Guggenheim

International Exhibition, Daniel Buren, and the New Cultural Conversation,”

October 80 (Spring 1997), pp.57-84.; Alexander Albarro and Nora M. Alter,

“Staging the Political: Repetition, Difference, and Daniel Buren’s Cabanes

Éclatées,” Grey Room 40, (Summer 2010).; Anne Rorimer, “Up and Down,

In and Out, Step by Step, A Sculpture, A Work by Daniel Buren,” Art

Institute of Chicago Museum Studies 11, no.2 (Spring 1985), pp.140-155.;

Anne Rorimer, New Art in the 60s and 70s Redefining Reality, (London:

Thames & Hudson, 2001).

11) Alison M. Gingeras, “Who is Daniel Buren?,” in The Eye of the Storm:

Works in situ by Daniel Buren, ed. Daniel Buren (New York: Guggenheim



- 12 -

프랑스의 미술사학계와 큐레이터들의 선행연구로는 앞에서 언급한 평

론가 제롬 상스나 안느 발다사리의 인터뷰 모음집과 철학가 장 프랑수와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12)의 비평들이 있다. 이 연구들은 뷔랑

의 ‘인 시튜’ 작업의 개념들에 집중하였고, 그의 작업 전반이 관람자에게

다가가는 방식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상자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평론

가 기 르롱(Guy Lelong)의 『다니엘 뷔랑(Daniel Buren)』(2002) 작품

집과 베르나르 블리스텐(Bernard Blistène), 도로테아 본 한텔만

(Dorothea von Hantelmann) 등의 비평은 본 논문에서 다루는 시각적 스

펙터클의 부각을 설명하는 데 2차 문헌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

다.13)

국내 학술 논문은 모두 뷔랑의 줄무늬 화면과 초기 작업에서 80년대

중반까지의 ‘인 시튜’ 작업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장소 특정성을

바탕으로 작업과 장소의 건축학적 관점과 뷔랑의 공공미술 작업 중심으

Museum, 2005), Section 3A; Claire Doherty, Daniel Buren (London: Lisson

Gallery) Köln: Distributed by Buchhandlung Walther Koenig, 2007, p.3.;

Susan Cross, “Reflections on the Guggenheim,” in The Eye of the Storm:

Works in situ by Daniel Buren, ed. Daniel Buren (New York: Guggenheim

Museum, 2005), Section A.; Bernard Blistène, “On the Power and Authority

of Painting, 1964-1966: Reflections on a Brief Period of Time,” in The Eye

of the Storm: Works in situ by Daniel Buren, ed. Daniel Buren (New York:

Guggenheim Museum, 2005), Section 2.

12) 장 프랑수와 리오타르(Jean François Lyotard)는 포스트모더니즘 철학가로서, 뷔

랑의 작업에 대해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에서 ‘인 시튜’ 작업을 분석하였다.

Jean-François Lyotard, “The Works and Writings of Daniel Bure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Contemporary Art,” Artforum, vol.19, (Feb

1981), pp.56-64.; Jean-François Lyotard, “Preliminary Notes on the Pragmatic

of Works: Daniel Buren,” October, vol.10, (Autumn 1979), pp.59-67.

13) Guy Lelong, Daniel Buren, (Paris: Flammarion, 2002).; Bernard Blistène,

“Thought in Motion,” “An Art of Time,” “An Art of the Spectacle,” all in

The Museum That Did Not Exist, trans. Simon Pleasance and Fronza

Woods, (New York: Prestel, 2010).; Dorothea von Hantelmann, “The meaning

of the decorative,” in The Museum That Did Not Exist, trans. Simon

Pleasance and Fronza Woods, (New York: Preste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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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되었다. 이 논문들은 뷔랑의 ‘위치 작업’에 대한 부재로, ‘인 시튜’

에 대한 작업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작가에 관한 국내 학술

논문은 모두 1960-70년대의 작업 또는, B.M.P.T 그룹 활동과 제도에 저

항하는 개념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어 뷔랑의 작업의 변화에 대한

다양성을 제시하는데 미흡했다.14)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과 함께 뷔랑의 ‘인 시튜’

작업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시각적 장치들이 공간과 기능하는 방식을 로

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Krauss)의 『현대조각의 흐름(Passages in

Modern Sculpture)』(1977)과 할 포스터(Hal Foster)의 『실재의 귀환

(The Return of the Real)』(1986)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 ‘인

시튜’의 형태가 과정으로서의 미술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설득하기 위해,

국내외 학술논문들을 참고하여 유사한 개념과 형식을 나타내는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의 작업에서 나타난 특징들과 태도의 사례들을 함

께 언급하였다.15)

14) 김미경, 「Daniel Buren의 “제안(proposition)”: Art/object의 부정으로부터 장소

(location)로서의 제안에로」, 『현대미술논집』, vol.2, 이화현대미술연구회,

1992.; 서영희, 「1960-1970년대 프랑스 현대미술의 단면-B.M.P.T와 쉬포르/쉬

르파스」,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vol.26, 서양미술사학회, 2007.; 성기문, 류

주희, 「장소 특성을 반영하는 다니엘 뷔랭의 인 시튜(in situ)작업 연구- 건축·

도시공간 작업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2, no.2, 대한건축학

회, 2006.; 신혜경, 「다니엘 뷔렝(D. Buren)의 탈역사주의와 공간의 재구조화

-‘in situ’ 작업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vol.13, 프랑스문화예술학

회, 2005.; 양은희, 「줄무늬 캔버스에서 줄무늬 스카프로- 다니엘 뷔렌의 미술

제도 비판」, 『현대미술학 논문집』, vol.15, no.2, 현대미술학회, 2011.

15) Rosalind Krauss, Passages in Modern Sculpture, (New York: Viking,

1977).; 윤난지, 『현대조각의 흐름』, 예경, 2011.; Hal Foster, The Return of

the Real: the avant-garde at the end of the century, (Cambridge: The MIT

Press, 1996).; James Meyer, The Genealogy of M inimalism: Michael Fried,

Art and Objecthood: Essays and Review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Carl Andre, Dan F lavin, Donald Judd, Sol LeWitt and Robert

Morris, PH.D. dis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1995).; Douglas

Crimp, “The End of Painting,” October, vol.16 (Spring, 1981), pp.69-86.; 윤난

지, 『현대조각 읽기』, 한길아트, 2012..; 정헌이, 「마이클 프리드의 미술비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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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뷔랑의 작업에서 점차 화려해지는 색채와 특수한 재료가 공간과

관람자에게 투영하는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매체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

일부 미학적 관점으로 설명하기 위해 모리스 메를로 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지각의 현상학(The Phenomenology of Perceptio

n)』과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을

참고하였다. 이는 작업에서 부각되는 색채와 거울 등과 같은 시각적 매

체의 효과를 보다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인 시튜’ 작업이

건축물 자체에 개입되는 과정에서 관람자에게 보다 입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16)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의 ‘인 시튜’ 작업에서 나타

난 무한한 공간의 해체와 건축물 자체가 곧 작품이 되어 버린 확장된 스

케일을 ‘스펙터클’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처음에는 작업의 표

현적 특징을 나타내기 위한 시·지각적 스펙터클이라는 의미로 언급되었

지만, 최종적으로 상업적 브랜드와 협업하여 새로운 형태로 제도와 시장

을 비판하는 ‘인 시튜’로 발전됨을 다룬다. 특히 스펙터클과 관련된 뷔랑

의 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지막 장에서는 뷔랑과의 인터뷰를 자주

언급하였으며, 자본주의 소비사회에서 예술이 함께 결합되는 현상을 설

명하기 위해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 기 드보르(Guy

Debord)와 할 포스터(Hal Foster)가 언급한 ‘상업적 스펙터클’을 적용한

다.17)

이론」,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vol.8, 서양미술사학회, 1996.; 전혜숙, 「‘과

정’ 개념을 통해 본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의 초기 작품들」, 『서양미술

사학회』, vol.8, 서양미술사학회, 1996.

16) 메를로 퐁티, 류의근 역,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지성사, 2010.; 발터 벤야민,

박성완 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92.; 메를로 퐁티, 오병남 역,

『현상학과 예술』, 서광사, 1983.; 이금희, 「20세기 회화공간에서 시지각과 신

체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조형예술학연구』, vol.11, 조형예술학회, 2007.

17) 기 드보르, 이경숙 역, 『스펙터클의 사회』, 현실문화연구, 1996.; 할 포스터,

『미술 스펙터클 문화정치』,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2.; Fredric Jameson,

“Postmodernism and Consumer Society,” The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ed. Hal Foster, (Washington: Bay Press,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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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 시튜(in situ)’ 작업의 개념

1. ‘인 시튜(in situ)’의 의미

다니엘 뷔랑은 작업실을 떠나 바로 그 장소, 즉 현장에서 제작을 하

고 전시가 끝난 후 철거하는 개념의 ‘인 시튜(in situ)’18)를 자신의 작업

으로 명명한다. ‘인 시튜’는 고고학에서 발굴된 오브제를 과거 유적지에

서의 원형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나, 뷔랑은 미술학

계에서 최초로 자신의 작업을 지칭하기 위해 이 용어를 차용하여 현재까

지 사용하고 있다. 1960년대 중반에는 평면의 줄무늬 화면을 공간에 갖

다놓는 단순한 작업을 진행한다.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장소의 특정 공

간 자체를 작품에 개입시키고 건축물을 활용하기 시작한다. 1980년대 중

반부터는 다양한 색채와 투명한 플렉시글라스, 거울 등을 사용한 ‘위치

작업(travaux situés)’이라는 입체적인 구조물을 공간에 설치하였다.

뷔랑이 작업 전반을 ‘인 시튜’로 지칭하는 것은 그의 글「미술관의 기

능(Function of the Museum)」과 「작업실의 기능(Function of the

Studio)」에서 제도를 비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한 사례로, 뷔랑은

피카소의 작품을 물감냄새가 나는 작업실과 같이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

는 특정 장소에서 접했을 때 느끼는 감동이 다른 전시공간에 놓일 경우

사라지는 것에서 오는 실망감에 대해 언급하였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작가의 작업을 보기 위해 작업실을 방문하는 미술 관계자들이 마치 상품

을 고르기 위해 상점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그 역기능에 대

해 논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그 공간이 갖는 특정한 분위기나 권

력 등의 체계에 의해 작품이 좌우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pp.111-125; 프레드릭 제임슨, 윤난지 역, 「포스트모더니즘과 소비사회」, 『모

더니즘 미술의 화두』, 눈빛, 2007, pp.66-68.

18) ‘인 시튜(in situ)’는 라틴어로 ‘바로 그 자리에서’를 뜻한다. 뷔랑은 이를 ‘travail

in situ(work in situ)’라고 하여 전시현장에서 바로 제작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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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하는 공간에서 직접 제작하고 제거되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또한

현장에서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을 통해 작업실 밖의 미술관의 보이지 않

는 권력을 비판하는 내용의 ‘인 시튜’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는 60년대

당시 파리 미술계에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누보레알리즘(Nouveau

Realism), 키네틱 아트(Kinetic Art), 스쿨 오브 파리(School of Paris) 등

미술관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제도에 주류를 탄 사조들을 매우 강하게

부정하였다. 즉 뷔랑은 이들 작업의 보여지는 방식과 규모가 큰 미술관

들의 주목 등을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제도를 비판하기 시작했으며,

자연스럽게 저항의 태도로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떠한 것이 진짜 미술

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언급한다.19)

한편으로 이러한 기존체제에 대한 저항 정신은 당시 프랑스의 사회적

인 분위기의 영향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1960-70년대는 프랑스 현대사

에서 급격한 정치·사회적 변화가 일어난 중요한 전환기라 할 수 있는데,

양차 세계대전 이후 문화와 예술의 사회 참여적 태도는 보다 적극적이고

투쟁적으로 변화하였다. 1968년 5월 학생 중심으로 진행된 혁명은 문화

혁명으로서 예술계에 몰고 온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미술, 영화, 연극 부

문에서 68 혁명의 이념을 반영하므로 정치·사회적 현실을 비판하는 시도

를 지속하였다.

나아가 1960년대 당시 문화정책으로 앙드레 말로(Andre Georges

Malraux, 1901-1976) 장관의 재임기간 동안에 그의 주력사업20)이었던

‘위대한 예술작품’, 즉 고급예술의 대중적 확산이라는 목표에 반대하던

당시 학생들은, 이 정책이 일반 대중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고급예술

정책이라 비판하였고, 결국 계급을 고착화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역할

을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그동안 사회로부터 멀어져 있

19) 다니엘 뷔랑(Daniel Buren)과의 인터뷰, 스트라스부르, 2014년 6월 10일.

20) 말로 장관의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 지방화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이를 효율적이

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원의 설립을 추진했다. 1961년부터 군

(départment) 단위에 하나씩 설립된 문화원들은 예술성이 높은 현대 창작물을

프랑스 전역에 소개하기 위함이었다. 김지혜, 「프랑스 68혁명과 예술운동-예술

의 대중화와 정치화」,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5, no.2, 2008,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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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미술의 시선을 다시 사회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사회 현실로

복귀한 1960-70년대 미술은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성향을 보였다.21) 이와 같은 저항의 움직임들은 특정 계급투쟁

에 한정되었다기보다 사회 전반에 대한 저항인 동시에, 전통적인 가치

체제를 기반으로 한 이전 세대의 가치관을 전복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뷔랑은 당시 68혁명 학생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며, 그의 작업

을 미술관이라는 권위적인 제도의 공간에 개입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인

시튜’ 작업이 갖는 일시적인 특성은 전시가 끝나면 사라질 원본도 복제

품도 존재하지 않는, 즉 소장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에

모더니즘 회화가 갖는 원본성과 그 자체의 예술성이 점점 신화화되어 사

회와 멀어지는 것을 거부하는데서 비롯된다. 다시 말하면, 뷔랑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작품들이 사실상 전시 맥락의 지배에 의해 종속되는 것을

거부하여 작품들을 주최하는 장소를 작업 자체에 통합하고, 그 위치들을

추론해 가는 과정에서 ‘인 시튜’라는 개념을 자신의 작업관에 끌어들인

다.

‘인 시튜’ 작업에서 가장 빠트릴 수 없는 특징은 장소성으로, 제작하

고 전시되는 특정 장소에서만 그 작품이 유효하며 해석 가능함을 보여준

다. 뷔랑의 작품을 접하는 관람자는 작품 안에 내포된 상징이나 내용보

다는, 작품을 통해 관람자가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주변의 맥락을 읽

는다. 이와 같은 특징은 모더니즘 미술의 형식주의에서 공간과 무관하게

작품 자체만이 존재하고 관람자와 눈으로만 작품을 바라보며 감상해야

한다는 것과 상이하다.

작품과 공간, 그리고 관람자의 밀접한 관계는 전시 공간 및 장소가

21) 국립미술학교와 장식미술학교에 구축된 ‘민중공방’은 학생과 노동자들의 투쟁과

저항정신을 반영하고, 전통적인 체제에 머물던 예술의 폐쇄성을 허무는 등 문화

혁명론을 주장하였다. 영화 쪽에서는 ‘프랑스영화삼부회’라는 독립단체를 통해

영화 자체와 영화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연극 부문은 ‘빌

뢰르반 강령(la plate-forme de Villeurbanne)’이라는 선언서를 통해 국가 주도의

고급 문화정책을 부정하고 일반 대중을 위한 연극개념을 시도하였다. 김지혜,

앞의 글,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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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서 미니멀리즘으로 확장

되며 나아가, 더글라스 크림프(Douglas Crimp)가 미니멀리즘에서의 장소

가 장소특정성의 개념으로 전환하였음을 언급한다.22) 이처럼 뷔랑의 작

업과 공간 및 관람자와의 관계는 그 상황에 위치해 있는 단순한 논리에

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다. 그는 자신의 작업이 특정 장소에

구속력을 가지고 그 공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여도에 대

해 한 차원 더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또한, 주최하는 사이트(site)에서

그에 걸맞게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인 시튜’

작업이 장소에 특정 도구로 기능하는 것과 장소가 작품에 영향을 주는

상호보완적 역할에 대해 강조한다.23)

‘인 시튜’ 작업의 장소성이 잘 드러나는 초기 작업에 대한 한 예로,

미술관의 공간 안에서 기본적으로 구성되고 기능하는 ‘벽’의 역설적 사용

이 있다. 그의 관심은 “미술관의 권력을 지닌 공간인 벽”24)에만 집중했

던 모더니즘 회화의 디스플레이 방식을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으

며,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던 벽의 기능과 틀에 고정된 관람자의

시각 방식을 들춰내고자 하였다. 1972년 제5회 카셀 도큐멘타

(Documenta Ⅴ, Kassel)의 “아이디어+아이디어/빛(Idea+Idea/Light)” 섹

22) Douglas Crimp, “Redefining Site-Specificity,” On the Museum’s Ruin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93), p.16-17.; 권미원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One P lace after Another)』에서 세 가지 패러다임의 장소특정성

을 제시하였다. 미니멀리즘으로 대표되는 1960년대의 ‘현상학적 장소특정성,’ 제

1세대 제도비판으로 대표되는 1960-70년대 ‘사회/제도적 장소특정성,’ 그리고

1980년대 이후의 ‘담론적 장소특정성’으로, 뷔랑의 작업 변천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드러난다. Kwon Miwon, Ibid., pp.88-100.

23) Daniel Buren, Les Écrits: 1965-1995, vol.1, (Paris: Flammarion)/CNAP, p.

1069.; 다니엘 뷔랑(Daniel Buren)과의 인터뷰, 스트라스부르, 2014년 6월 10일.

24) 현대미술 작품을 걸기 위해 하얗게 칠해지는 미술관의 벽은,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가 “이상화된 공간의 표현을 위한 지적(知的) 작업을 투시도를

그리기 위해 공간에서 실제로 있는 것을 지워 없애고 공백으로 만든다”고 언급

한 것을 바탕으로, 뷔랑은 미술관 공간의 기능을 해체하고자 하였다. 맬컴 마

일스, 박삼철 역, 『미술, 공간, 도시-공공미술과 도시의 미래』, 학고재, 2000,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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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에서의 작업과 묀헨글라트바흐(Mönchengladbach)의 시립미술관

(Städtisches Museum)에서 전시한 <거기로부터(A partir de

là)>(1975)(도 1)는 전시 기획자가 선정한 다른 작가의 작업을 벽에 걸도

록 하였고, 자신의 줄무늬 화면을 작업이 걸린 벽면 전체에 도배하였

다.25) 여기서 발생되는 관람자들의 시선은 실제 그림이 걸렸던 위치에서

줄무늬 벽으로 이동하였다.

일반적으로 전시에서의 벽은 관람자의 시선이 잘 인지하지 않는 부분

으로 배경이었던 줄무늬가 돋보이게 되어 전후가 뒤바뀌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뷔랑은, “벽은 그림을 위한 배경인가, 아니면 그림이 벽

을 위한 장식인가? 어떠한 경우이든 하나는 다른 하나 없이 존재하지 않

는다”26)고 지적함으로써 관람자의 눈높이에 맞춘 벽의 위치, 작품의 크

기, 그리고 그 사이의 거리를 고려한 기존에 전통적으로 그림이 걸렸던

방식을 드러냈다.

이와 같이 제도적 공간의 물리적이고 개념적인 특성은 ‘인 시튜’ 작업

의 시각적 특징과 규모가 점차 변화하면서 작품이 놓이는 공간들 또한

다양해졌다. 미술관에 놓였을 때는 그가 비판하고자 했던 미술관에 대한

이야기나 그 건축물이 부각될 수 있으나, 그것이 특정 장소나 실외의 풍

경일 경우에 그 장소가 담고 있는 지리적 특징이나 역사, 문화, 지역성

등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뷔랑이 자신의 작업을 ‘인 시튜’라고

정의한 것은 그것을 하나로 규정하지 않기 위함이고, 자신의 작업이 장

소와 어우러짐에 따라 풍부한 해석을 유추해 내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

한 것이 아닐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뷔랑은 피에르 위그(Pierre

25) 뷔랑은 지난 10년간 미술관 요하네스 클라더스(Johannes Cladders)가 전시한

작품들에 초점을 맞추어 전시가 큐레이터의 개인적 선호에 따라 조직됨을 비판

하고자 했다. 작가는 미술관이라는 제도가 예술작품을 위치시키는 방법에 대해

획일화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전시되었던 작품이 벽에 걸린 위치를 동일하게

재현하여 그 부분을 여백으로 남기고 나머지 벽을 줄무늬 화면으로 도배하

였다. Anne Rorimer, “Daniel Buren From Painting to Architecture,” Parkett

66/2003, (New York: Parkett, 2003), p.65.

26) Daniel Buren, “On Statuary,” Daniel Buren: around “Ponctuations” (Lyons,

1980), not pag.



- 20 -

Huyghe)와의 인터뷰에서 주변 환경이 담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관람

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소재가 되었음을 보여준

다.27)

1980년대 중반부터의 ‘인 시튜’ 작업은 점차 색면 작업으로 집중되어

시각적이며 지각적이기까지 해서 시각예술 영역 안에서의 요소들을 극대

화한다. 시각적으로 화려한 설치물은 현장을 중시하고 전시되는 장소 외

로 이동 불가능하지만, ‘위치 작업’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유사한 구조와

특징을 가진 곳을 다니면서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등 이동가능하게 한

다. 이러한 변화는 유동적인 현장성을 드러내고, 유연하게 다룰 수 있는

‘인 시튜’로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 ‘위치 작업’에 대한 본격적인 언급은

제 Ⅲ장 2절(Ⅲ-2.)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27) Daniel Buren, “Conversation between Daniel Buren & Pierre Huyghe,”

Parkett n° 66/2002, (Munich; London: Parkett, 2007) quoted in Daniel

Buren, Lisson Gallery, 2007,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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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더니즘 미술 비판

1960년대 중반까지 모더니즘28)은 서구 현대 미술사를 지배해왔다. 모

더니즘 미학은 미술을 삶과 분리된 고유한 영역에서 머무는 것으로 여

겨, 미술은 미적인 것 외에는 어떠한 현실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예술

의 자율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모더니즘 미술이 현실을 의도적으로 배제

하여 부르주아와 같은 엘리트주의적 지위를 유지한다는 비판이 대두된

다. 이와 같은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비판은 전복과 해체를 주장한 후기

구조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등장한다.

모더니즘 회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등장한 추상표현주의

(Abstract Expressionism)29)가 색면추상(Color-Field Abstract)30)으로 이

어지면서 표현주의의 우연성, 개인적인 독창성과 자율성, 그리고 색채의

자율성을 추구하게 된다. 이로써 캔버스와 물감이 일체화되는 화면의 평

면성이 강조된다. 당시 미술비평가인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 1909-1994)는 파티잔 리뷰(Partisan Review)에 기고한 두 글,

「아방가르드와 키치(Avant-Garde and Kitsch)」(1939)31)와 「더 새로

28) 미술에서 ‘모더니즘’ 용어는, 역사적 흐름으로써 근대성을 의미하는 ‘모더니티’라

기보다 어느 특정한 시기의 특정한 미술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양식적인 개념으

로 축소하여 불리고 있다.

29)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1912-1956)과 윌렘 드 쿠닝(Willem de Kooning,

1904-1997)은 캔버스 화면 안에서 제스처의 흔적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폴록의 경우, 캔버스 위에 페인트를 뿌리는 드리핑(dripping) 기법

을 통해 화면 전면에 매체의 특성을 두드러지게 하였고, 드 쿠닝은 강렬한 색채

와 날카로운 붓질로 캔버스 표면 위에 회화적 특징을 표현하였다.

30) 색면추상은 바넷 뉴먼(Barnet Newman, 1905-1970), 마크 로스코(Mark Rothko,

1903-1970) 등에 의해 등장하였다. 이들은 캔버스 전면에 물감을 넓게 펴 발라

화면 전체를 색채로 뒤덮는 등 회화 본래의 평면성에 주의를 기울였고, 극도로

미니멀한 형태를 추구하였다. 색면추상은 후에 모리스 루이스(Morris Louis,

1912-1962), 캐네스 놀랜드(Kenneth Noland, 1924-2010) 등을 중심으로 발전되

었다.

31) 그린버그는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도전에서 탄생된 아방가르드는 곧 사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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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라오콘을 향하여(Towards a Newer Laocoon)」(1940)를 통해 형식주

의 예술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그는 정치, 사회, 문화, 미술의 폭넓은

연계 속에서 아방가르드의 당위성과 사회적 흐름과의 단절을 모더니즘

회화의 특징으로 지적한다. 그린버그는 자기비판이라는 방식32)을 통해

각 분야의 고유한 매체적 성격을 탐구하고 미술 외 다른 분야의 매체나

효과를 제거하여 각 장르가 지닌 순수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형식주의

모더니즘은 작품에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서술을 배제한 것

으로, “예술을 위한 예술(art for art’s sake)” 및 극단화된 추상의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니엘 뷔랑은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모더니즘에 부정적인 입

장을 보이면서, ‘회화’라는 장르가 중심세력에서 머무는 것은 미술계에

존재하는 관습적인 시스템에 불과하다. 그린다는 것이 무엇인지와 무엇

을 어떻게 그리는지 등 회화의 시각적인 부분과 그 시각적인 것이 그것

을 둘러싼 주변과 관객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는지, 회화의 본질 및 기능

에 대해 질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모더니즘 회화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작업의 시각적 개념 정립은 1960년대 중반 B.M.P.T라는 그룹으로 활동

했던 그의 초기 작업 형성에 밑거름이 된다.

와 단절하고 자신들만의 장르에서의 독자적인 가치를 발전시키므로, 미술에서는

주제의 배제와 미술의 매체(캔버스의 형태나 재료, 안료, 그리고 물감의 촉감

등)에 대한 탐구가 중심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김영나,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미술이론과 비평」,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vol.8, 서양미술사학회, 1996,

p.57.

32) 모더니즘 회화 비판은 칸트적 자기비평(self-criticism)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미술을 순수화시켰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Critique of Judgment)」에서 순수

한 미적 판단은 그 내용이 윤리적인지와 별개로 본질적으로 작품의 형식적

성격에서 온다는 것과, 내용의 영역과 형식의 영역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술의 독자성(autonomy)을 인정했다. 김영나, 위의 글, 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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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화의 자율성에 대한 저항의 태도

필자가 뷔랑과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한 용어는 바로 자율

성(autonomy)이다. 그는 ‘인 시튜’ 작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거부하고자

하는 것은 작품에서 드러나는 자율성, 독자성이라 한다. 이는 모더니즘

회화가 추구하는 자율성(autonomy)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화이트 큐브

(white cube)라는 진공의 모더니즘 성역에 걸린 회화나 세워진 조각이

그 공간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발휘하는 아우라(aura)를 말한다. 즉 오

브제(object)는 어느 장소에 놓이느냐에 구애받지 않는 독립적인 물체로,

주변 환경이나 관람자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도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

는 것이다. 뷔랑은 관람자에게 일방적으로 작품이 놓인 위치에 따라 관

람할 것을 요구하는 모더니즘 제도와 이를 촉구하는 미술관의 기능 모두

를 거부한다. 그러므로 ‘인 시튜’ 작업이 갖고 있는 장소특정성은 작품의

자율성을 거부한다는 전제 아래 있으며 초기에 회화로 시작한 그의 작업

활동 또한 이를 기반으로 시작된다.

1960년대 중반 미술제도에 저항하기 위해 시작한 뷔랑의 그룹 활동은

1년간 진행된다. B.M.P.T는 4명의 성(姓)에서 첫 문자를 따서 만든 명칭

으로 뷔랑(Buren), 올리비에 모세(Olivier Mosset), 미셸 파르망티에

(Michel Parmantier) 그리고 니엘 토로니(Niele Toroni)가 함께 참여한

그룹이다.33) B.M.P.T는 1967년 1월, 《청년회화전(Salon de la Jeune

Peinture)》(도 2)34)에서 각 작가의 기호를 담은 1×1m의 정방형 캔버스

33) 뷔랑은 인터뷰에서 B.M.P.T는 어떤 저널리스트에 의해 만들어진 명칭으로 그룹

의 이력을 하나의 환상(fantasy)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하였다. 실제로 이들

이 활동할 때는 단 한 번도 이 약어를 사용한 적이 없었고 항상 Buren Mosset

Parmantier Toroni로 썼으며, 이 중 두 명이 빠질 경우 두 이름만 사용하는 등

자신들의 이름을 넣고자 하였다. 뷔랑은 B.M.P.T로 불리는 것을 몹시 싫어했

으며 그렇게 명명되면서 누가 활동하는 것인지 사람들이 모르게 되어 이러한

점에 늘 항의했다고 한다. 다니엘 뷔랑(Daniel Buren)과의 인터뷰, 스트라스부

르, 2014년 6월 10일.; 본고에서는 문장의 단축과 실용성을 위해 약어(B.M.P.T)

로 사용하고자 미리 언급한다.

34) 《청년회화전》에서는 ‘베트남을 위한 붉은 방’(1968/69), ‘경찰과 문화’(19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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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점을 나란히 전시함으로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B.M.P.T는 각각 수직 줄무늬, 수평의 띠, 넓적한 사각형 붓 자국, 검

은 원 등을 하얀 종이나 천에 그려 화면 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

을 알리고자 하였다. 이들은 익명성의 특징을 지닌 단순한 그리기 행위

를 하나의 기호로 바라보며 회화에 대해 침묵하려는 의지를 표명한다.

평론가 미셸 클로라(Michel Claura)가 이들의 퍼포먼스에서 기계적 반복

성에 주목하여 물감을 화면 위에 올려놓는 행위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말한 바처럼,35) 뷔랑의 화면은 시각적으로 비개성적이고 중성적

인 특징을 추구하여 익명적 기호만을 제시할 뿐이다. 이러한 형태의 전

복에 대한 태도에 대해 카트린느 미예(Catherine Millet)는 “기호화된 화

면은 세계를 재현할 수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미술은 자

연히 신화적인 허구를 벗고 회화 그 자체의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36)이라고 언급한다. 즉, 이 그룹의 퍼포먼스는 모더니즘 미술이 추구

했던 예술의 독자성이 가지는 내적 의미를 제거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으로 기호화된다.

한편 본고는 이 저항에서 모더니즘 미술의 근간이 된 그린버그 이론

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려 한다. B.M.P.T가 화면 정 중앙에 그

린 검은 원과 줄무늬 등의 추상적 형태는 어떠한 재현도 담지 않고 회화

그 자체를 나타내고자 한 그린버그의 예술의 자율성 개념과 유사하다.

앞서 설명한 형식주의의 선언서인 「더 새로운 라오쿤을 향하여(Toward

a newer Laocoon)」에서 그린버그는 주제가 문학성을 가진다는 이유로

이를 배제하고, 추상미술에서 내용은 형식에 녹아든다는 태도를 보여주

‘가브리엘 뤼시에를 누가 죽였나?’(1970)와 같은 정치 사회적인 주제들을 다루었

다. 살롱전은 많은 젊은 작가들이 전시에 참여하여 서로 상이한 미관을 옹호하

면서 얼마 동아 자신을 주장하는 장소가 되어 주었다. Catherine Millet, L’art

contemporain en France, 염명순 역, 『프랑스 현대미술』, 시각과언어, 1987,

p.83..

35) Michel Claura, “Actualité,” VH1015 (1971), pp.46-47; 서영희, 「1960-1970년대

프랑스 현대미술의 단면: B.M.P.T.와 쉬포르/쉬르파스」,『서양미술사학회 논문

집』, vol.26, 서양미술사학회, 2007, p.36 에서 재인용.

36) Catherine Millet, 위의 책,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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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통해 미술에서의 내용이 형식과 매체로 대체되는 것을 강조한

다. 그는 회화 매체의 독자적인 성격은 캔버스의 네모 형태와 화면의 평

면성(flatness)에서 온다고 하면서 미술의 순수성을 주장한다.

순수성을 통해 회화 안에 내용을 제거하고자한 점은 뷔랑과 B.M.P.T

가 추구한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회화의 순수성은 문

자 그대로 현실과 같은 외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미술 자체의 신화적인

면을 부상시킨다는 점에 있다. 반면에 1967년에 제작된 B.M.P.T의 캔버

스는 전통 회화의 모든 역할과 기능 그리고 회화 작품이 지닌 권위조차

무(無)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뷔랑은 “당시 내가 추구한 것은 무에

가까운 회화였다. 즉 인간적인 색채가 완전히 지워진 중립성을 추구했

다”37)고 언급하여, 그가 회화에 어떠한 기능도 부여하지 않고 제거하고

자 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B.M.P.T는 회화를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는 단순한 물적 단위의 기호

로 취급하여 그 자체로 어떠한 의미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는 점에

서 그린버그보다 회화를 더 극단으로 몬다. 뷔랑을 포함하여 B.M.P.T는

회화를 영(zero, 0)으로 되돌려 놓은 상태를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로써 그들은 모더니즘 이후 새로운 회화 형식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

성을 열어두었다. 회화의 제로 상태의 추구는 작가들이 공동으로 서명한

선언문에도 나타난다.

“회화는 게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화는 색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화는 구성의 법칙을 적용한 화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회화는 특정 이론이 실천된 것이기 때문에,

회화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며,

회화는 외부 세계의 창에 불과하며,

회화는 타당한 이유에 불과하며,

37) Daniel Buren, 「예술의 의미」, 『문화란 무엇인가』, 시공사, 2003. p.598; trad.

de Qu’est-ce que la culture? , anthologie dirigée par Yves Michaud, (Paris:

éditions Odile Jacob,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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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는 어떤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화라는 것은 꽃, 여성, 에로티시즘, 일상생활, 예술, 다다이즘,

정신분석학, 베트남 전쟁 등에 미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가(painters)가 아니다.”38)

B.M.P.T는 선언문에서 회화란 작가의 순수한 미학적 가치가 담긴 것

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것을 미학적인 것으로 환원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들은 모더니즘 회화가 평면성을 추구함으로써

추상적이 되어야 한다는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이론을 거부하고, 마지막

문장처럼 화가가 아님을 선언함으로써 기존의 화화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는 극단적 의지를 보여준다.

이 그룹에서 뷔랑은 단일한 색의 수직선들이 인쇄된 광목천 위에 흰

색의 선들을 연속적으로 덧칠함으로써 짧거나 긴 수직선들이 흰 바탕에

드러나는 화면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도 3). 이러한 방식은 회화를 개인

의 감정을 담거나 전달하는 매개체로 취급하는 전후 추상 화가들과 차별

된다. 또한 그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작품의 독창성과 작가의 창의성이

근대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이 만든 허구적 장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이들은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전시 도중에 보여줌으로써 모더

니즘 회화가 주는 시각적 아우라가 허구에 불과한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

다. 또한 작품을 전시장 내에서 직접 제작하는 과정을 노출하는 것은 제

1절에서 언급한 바처럼 뷔랑이 「작업실의 기능」에서 비판한 것과 일맥

상통한다.

나아가 회화적 기호들을 통한 “의미화 작업(pratique signifiant)”은

주변 공간과 연결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가능성을 열어

둔다. 즉, 아무 환상도 불러일으키지 않는 형태와 개성 없는 색의 사용,

38) 《청년회화전》에서 뷔랑과 3명의 작가들은 “뷔랑, 모세, 파르망티에, 토로니는

여러분이 똑똑해지기를 권합니다”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회화의 정의를 내린 선

언서를 관객들에게 나누어주었다. “Manifestation 1”, repris in Buren, Daniel,

Les Écrits: 1965-1990, TomeⅠ: 1965-1976, p.21.; Guy Lelong, Daniel Buren,

(Paris: Flammarion, 2002),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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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화가의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작품을 주변 공간과 사회·문화적

관계망 안에서 읽혀지게 만들어, 감상자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B.M.P.T는 앞에서 언급한 비개성적, 중성적, 익명적 기호들을 특징으

로 회화 자체의 가시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시성은 세 번째 공동 선언

문인《표명3(Manifestation no.3)》(도 4)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이들은

파리 국립장식미술관 강당 무대에 작업을 걸어놓고, 관객들에게 네 개의

캔버스에 그려진 시각 기호만을 바라보도록 한다. 이들은 관객들에게 다

음과 같이 제시된 해설서를 나눠줌으로써 회화에 대한 가시적인 것 외에

상상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적색과 백색의 동일한 수직 밴드를 29개가 지나가는-그 중 양쪽 가

장자리 밴드들은 백색으로 덮여 있다―2.50m×2.50m 크기의 캔버스

(뷔랑).

검은 원이 중앙에 그려진 백색 캔버스(모세).

2.50m×2.50m 크기의 캔버스 위에 폭과 길이가 각각 0.38m×2.50m인

회색과 백색의 수평 밴드들이 교대로 지나가는 작품. 마지막 일곱 번

째 밴드는 폭과 길이가 0.22m×2.50m다(파르망티에).

2.50m×2.50m 크기의 백색 표면 위에 50호 평붓으로 30cm 간격을 두

고 찍은 85개의 청색 붓자국들(토로니).”39)

평론가 미셸 클로라(Michel Claura)는 “4명의 작가가 제시한 형태와

방식이 너무나 명확하고 그 자체로는 어떠한 것도 가리킬 수 없기 때문

에 회화에 대한 이의제기가 달성되었다고 하였다.”40) 또한 이러한 결과

는 회화를 한계에 달하게 하므로 가장 효율적인 자기비판의 수단이 되었

다고 지적한다. 이로써 그들은 전통적으로 유지해 오던 회화의 재현이나

39) 서영희, 앞의 글, p.35.

40) Michel Claura, “Groupe Buren, Mosset, Parmantier, Toroni,” introduction dans

le catalogue d’exposition Cinquième Biennale de Paris, Paris 1967,

pp.174-176; “Paris-Commentaire,” Studio International, (janvier 1969),

pp.47-49; 서영희, 앞의 글, p.35-3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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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성, 자율성, 순수성을 해체하였다. 나아가 뷔랑을 포함한 이 그룹의

취지는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을 간접적으로 미술로 보여주는 것이 주된

것이기 때문에 회화 내부의 일루전이 아닌 기호로써 외부/주변을 가리키

게끔 한다. 여기에 뷔랑은 회화의 모든 구성요소를 부정함으로써 회화를

‘그 자체의 시각성(Visuality of the painting itself)’으로 남게 하고 회화

에 대해 침묵하게 하며 삶의 실재로 향하고자 하였다.41)

결과적으로 뷔랑은 기존 회화가 가지고 있던 틀을 해체하여 모더니즘

회화가 추구했던 물질성의 잔재마저도 개념적으로 부정하고, 그림의 내

적 의미보다는 주변 환경과 관람자로 하여금 외적 요소들을 통해 회화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 그가 만들어 놓은 반복성의 줄무늬 화면은 아

무 벽에나 그저 걸어 놓는 것이 아니라, 벽의 어느 위치에 어떻게 걸 것

인지, 미술관 건축물의 어느 부분에 세워 놓을 것인지 등 각각의 공간과

장소에 맞게 설치되므로 그의 작업 전반을 다루는 ‘인 시튜’ 개념의 시작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1) 김미경, 「Daniel Buren의 “제안(proposition)”:Art/object의 부정으로부터 장소

(location)로서의 제안에로」, 『현대미술논집』, vol.2, 이화현대미술연구회,

1992,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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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각적 도구의 줄무늬 화면

흰색과 다색이 8.7cm의 폭으로 교차되는 수직 줄무늬는 다니엘 뷔랑

의 작업을 상징하는 모티브이다. 뷔랑은 이것을 ‘시각적 도구(outil

visuel)’라고 하였는데, 이는 줄무늬 화면에 어떠한 의미도 내용도 담겨있

지 않고 그 존재만을 알리는 하나의 기호(sign)로 기능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이 시각적 도구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 유연성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개개인에게 매우 사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42)

뷔랑의 줄무늬 화면은 그가 1960년대 초기에 회화 작업에 다양한 실

험을 하면서 등장한다. 작가는 1960년 11월부터 1961년 8월까지 생크루

와(St. Croix)의 섬에서 체류하면서 회화에 대한 그의 작업관을 발전시킨

다. 본고는 뷔랑의 초기 회화 작업을 추적하는 것을 통해 ‘인 시튜’ 작업

을 대표하는 줄무늬 화면이 최종적인 결과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보이고자 한다. 이후 이는 시각적으로 색채 및 재료의 사용이 부각되는

‘인 시튜’ 작업들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된다.

초기 1960년대 생크루와에서의 작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매우 구상적인 형태가 있는 작업으로 나무 판넬에 그린 벽화작업

과, 두 번째는 형태가 점점 추상적으로 변화한 작업이다. 22살부터 파리

의 예술직업학교(École des métiers d’art)에 3년간 다니면서 그는 티보

트 드 생팔(Thibaut de Saint-Phalle)과 팔레 디킨슨 주니어(Farleigh

Dickinson Jr.)로부터 카리브 섬의 그레입트리베이 호텔(Grapetree Bay

Hotel)에 있는 벽화 시리즈를 제안 받는다. <닭싸움(Cockfighting)>(1961)

(도 5)은 각각 92½ × 47¼인치의 크기로 17개의 거대한 스케일의 작업으

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그는 형태가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

한다. 이 판넬은 사람들이 자주 활동하는 구역에 위치해 있었으며 뷔랑

은 체육과 여가에 대한 테마를 정하여 섬의 관광지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로 벽화작업을 진행한다. 여기서 뷔랑은, “나는 작업이 완성된 후에

42) Daniel Buren interview with Angela Tecce, Les Écrits: 1965-1995, vol.1,

(Paris: Flammarion) / CNAP, pp. 1323-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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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회화 방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깨달았다...”43)고 말하여, 그

가 초기에 경험했던 방식들을 통해 차츰 자신만의 작업을 발전시키고 있

음을 보여준다.

작업의 문체상으로 뷔랑의 최초 작업은 페르낭드 레게르(Fernand

Léger),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그리고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와 유사하다. 또한 뷔랑이 1957년과 59년에 멕시코에서 공부했

던, 호세 클레멘트 오로츠코(José Clemente Orozco), 디에고 리베라

(Diego Rivera), 데이비드 알파로 시케이로스(David Alfaro Siqueiros)와

같은 멕시코 벽화 작가들에게도 영향을 받았다.44)

일찍이 멕시코 작가에 대한 뷔랑의 연구는 그들이 서구의 이젤 회화

를 거부하고 파리 미술학교(École de Paris)를 비판했다는 데서 비롯된

다. 뷔랑의 벽화 그림은 피카소와 마티스와 같은 근대의 유산과, 자연을

안으로 들여온 부르주아를 비판한 멕시코 벽화가들의 비평에 대한 화해

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45) 이러한 결합에는 생크루와에서의 뷔랑의

초기 회화가 구상적임에도 불구하고 근대 회화에 대한 깊은 열망과 존중

을 명백히 표현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전통 밑에 깔려 있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경멸하는 이중적인 사고가 내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중

적인 사고는 최근까지도 그의 작업에서 드러나는 모호함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1965년 1월 두 번째 벽화작업 <모자이크(Mosäique)>(1965)

(도 6)는 건물 벽에 4개의 모자이크를 작업한 것으로 색채와 추상, 형태

를 사용하여 다양한 모양을 잘라내어 서로 겹치게 하고 줄무늬 무늬를

그려 넣은 것이다. 그는 회오리 형태와 유동적인 기하학적 구성을 한 마

티스의 ‘종이 오리기’46)를 표현하기 위해 작은 베네치안 유리 타일을 사

43) Jérôme Sans, Au Sujet de..., entretien avec Jérome Sans (Paris:

Flammarion, 1998), p.20.

44) Bernard Blistène, “On the Power and Authority of Painting, 1964-1966:

Reflections on a Brief Period of Time,” in Solomon R. Guggenheim Museum

(ed., The Buren Times, New York, 2005), Section 2-1.

45) Daniel Buren, Ibid., p.21.

46) 뷔랑은 오히려 초기에는 마티스와 반대되는 작업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나중

에 뷔랑이 일부 마티스의 색을 하나의 팔레트(palette)로 사용하여 작업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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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고, 가우디의 모자이크로부터 영감을 받아 돌, 자갈, 깨진 유리, 바

닥 타일, 그리고 도자기 그릇을 포함하여 넓은 범위의 재료들을 사용하

였다.

벽화작업과 동시에 그는 개인적인 회화작업에서 침대보 위에 애나멜

물감을 사용하는 등 같은 시기에 전통적인 회화의 재료와 표현에서 벗어

나는 시도를 한다. 초기 벽화작업에 나타나는 다양한 시도는 캔버스 위

의 애나멜 회화에서처럼 그가 캔버스의 범위를 정하는 대신에 벽 자체를

기본적인 재료로 사용하였다. 나아가 그가 다채로운 색을 사용하므로 그

의 관심이 색채의 활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색의 사

용은 그룹 활동에서부터 다른 동료들과 달리 유일하게 강한 색의 줄무늬

화면을 보여준 것과도 연관된다.

이처럼 초기 회화에 나타나는 표현과 재료의 사용은 뷔랑이 다양한

색채를 또 다른 방식의 시각적 도구로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색은 순수

한 사고이며 수학공식이나 철학적 개념의 추상적인 것과 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예술에서 색은 공간과 유희하며 공간을 이해하는 것이

기도 하다.”47)라고 뷔랑이 언급한 것처럼, 줄무늬 화면을 포함한 강렬한

색채의 사용은 그가 미술을 제작하는 것에서 항상 강력한 무기로 작용한

다.

벽화작업 이후 뷔랑은 1964년에서 1966년까지 공장에서 생산된 산업

재료인 천과 애나멜 페인트를 이용하여 의미와 내용이 제거된 다양한 방

식의 추상적인 형태의 화면을 구사한다. 비평가이자 미술 역사가인 크리

스티앙 베송(Christian Besson)은 1966년에 이루어진 뷔랑의 초기 회화

작업을 분석하면서 1964-66년까지 이루어진 작업을 “뷔랑이기 전의 뷔

랑(Buren Before Buren)”48)이라 소개한다. 1965년, 뷔랑이 미국 버진 아

례가 있다. 암스테르담, 스테델릭 미술관(Stedelijk Museum)에서 전시한 <만화

경, 인 시튜(Kaleidoscope, un travail in situ)>(2010)(도 7) 참조. 뷔랑은 실제로

인터뷰에서 마티스를 하나의 대상으로 인용하였다고 하였다. 다니엘 뷔랑

(Daniel Buren)과의 인터뷰, 스트라스부르, 2014년 6월 10일.

47) Jérôme Sans, Ibid., pp.178-180.

48) Bernard Blistène, Ibid., Section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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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랜드(Virgin Island)에서 행한 생크루와에서의 회화작업 전시 투어는

그의 데뷔작이 된다. 이는 그가 오늘날 회화를 ‘시각적 도구’49)로써 작업

하는 작가로 잘 알려진 것과 달리, 처음에는 회화 작가로 데뷔한 사실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 그는 카리브 해의 생크루와에서 구한 옅은 청색, 옅은 녹

색, 분홍색, 노란색, 그리고 흰 바탕에 청색의 가는 줄무늬가 있는 침대

보 시트에 그림을 그린다. 초기에 뷔랑은 접착력 있는 종이띠(마스킹 테

이프)를 무작위로 붙였지만, 이것을 체계화하여 바탕에 동일한 방향으로

‘줄무늬’가 만들어지도록 하고, 종이가 접착된 부분들 사이를 다양한 색

으로 채색한 후에 접착 종이를 모두 떼어 냈다. 또한 여기에 다시 붓으

로 직접 모양을 그려 넣거나 연필로 데생한 후에 색을 덧칠하는 것을 반

복했으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인간의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을 기

계화한다.

마스킹 테이프의 사용으로 교차되는 줄무늬 형태에서 드러나는 다색

의 모티브는 앙리 마티스의 종이 오리기의 특정 원리들을 환기시킨다.

실제로 뷔랑은 “색의 살집들을 자르는” 행위가 기초적인 아이디어라 했

으며, 이 개념은 마티스의 작품에서 되찾고 싶은 붓질의 불확실성과 확

실성 사이에서의 긴장감이라고 하였다.50) 이처럼 초기에 뷔랑은 시각적

으로 장식적인 디자인의 요소인 색을 사용하면서 후에는 다색 줄무늬가

인쇄된 천을 이용한다. 그는 다양한 폭과 사선 줄무늬, 수직적인 줄무늬,

가장자리 등 조형적 디자인의 요소들을 추구한다.

애닉 부아스나르(Annick Boisnard)에 의해 집필된 카탈로그 레조네

(Catalogue raisonné) 제2권은 1964-66년에 행해진 다니엘 뷔랑의 작업

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한 것으로,51) <변화무쌍한 형태를 지닌 회화

49) 캐서린 프랭크블린(Catherine Francblin)은 “시각적 도구”를 “시각의 확장을 위

한 장치”라고 정의했으며, 뷔랑이 1967년 구축적인 작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일

반적으로 언급하는 용어가 되었다. Catherine Francblin, Daniel Buren, (Paris:

Art Press, 1987), p.65.

50) Bernard Blistène, Ibid., Section 2-2.

51) Annick Boisnard and Daniel Buren, eds., Daniel Buren 1964/1966: Cat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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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inture aux formes variables)>(1966)(도 8)는 후에 뷔랑의 서명

(signature)이 된 줄무늬 천의 시초가 되었다고 언급한다. <변화무쌍한

형태를 지닌 회화>에서 볼 수 있듯이 뷔랑은 물결무늬 및 기하학적 무

늬를 줄무늬 천 위에 그려 넣는 등의 구성적인 시도를 했으나, 1966년부

터는 줄무늬가 인쇄된 천, 종이 등의 기성품을 그대로 전시장에 설치하

기 시작한다.52) 나아가 인쇄된 줄무늬 천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양끝에

채색된 두 띠에 흰색 아크릴로 붓질을 하므로 이 부분을 시각적으로 중

립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도 9). 즉 양끝에 흰색으로 덧칠된 두 띠는 기

존에 시각적 효과를 주었던 여백이 사라지면서 흰색과 채색이 반복되는

리듬 효과가 좌우로 확장되는 느낌을 가져다준다.

또한 인쇄된 줄무늬 천을 벽에 거는 것이 아니라 액자를 끼지 않고

천의 끝자락이 바닥에 닿도록 기대어 두는 디스플레이 방식은, 뷔랑이

“회화에 속하는 내 작품들은 전시하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실제로

어떻게 전시하느냐의 문제가 작품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면 수집가나 박

물관 큐레이터의 취향대로 작품이 전시될 것”53)이라고 말하는 바에서 알

수 있듯이, 전시 벽이라는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기존 제도에 대해 저

항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더욱이 작품의 높이와 관찰자의 눈높이는 밀접

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시 방식은 ‘전시’가 관찰자와의 물리적

인 접촉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모더니즘 회화에서 요구되어왔던 일방적

인 관람방식에서 벗어나 관람자가 작업을 읽는 방법을 달리 할 수 있게

한다.

뷔랑의 줄무늬에 등장하는 ‘색’은 내재적인 의미나 상징성이 제거된

중성적인 색으로 나타난다. 이 색은 오히려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데, 캔

버스에서 색의 위치가 직접 관계되어 그림을 폐쇄된 공간에 설치했을 때

채색된 부분보다 바탕(줄무늬 캔버스)을 더 돋보이게 해 주고 여백을 없

raisonné chronologique, vol. 2, with a text by Christian Besson, Le Bourget,

(France: Éditions 11/28/48, 2000).

52) 할 포스터, 로잘린드 크라우스, 이브-알랭 부아, 벤자민 H.D. 부클로, 배수희 신

정훈 외 역, 『1900 이후의 미술사』, 세미콜론, 2007, p.520.

53) 다니엘 뷔랑과의 인터뷰, 스트라스부르, 2014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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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람자의 시각은 줄무늬 천 자

체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눈과 움직임으로 살펴보게 되어

시각이 확장된다.

이처럼 평면적인 줄무늬 작업에 대한 관람자의 시선이 극대화된 것은

<회화의 벽(Murs de Peintures)>(1966-77)(도 10)에서 잘 나타난다.

1966년-77년에 실행된 20개의 페인팅은 당시 컬렉터인 마크 마르탱-말

뷔레(Marc Martin-Malburet)에 의해 선정되었고, 현재는 파리근대시립

미술관(Musée d’art moderne de la Ville de Paris)에 소장되어 있다. 이

페인팅은 단독으로 분류된 작업으로 마주보는 두 벽에 설치되었으며 뷔

랑의 줄무늬가 유행할 것을 알리는 상징적인 작업이 되었다.54)

<회화의 벽>은 자칫하면 벽에 건 방식에 따라 회화의 자율성과 독자

성의 특징이 드러날 우려가 있다. 특히 연구자가 경험한 바로는 각각의

캔버스가 여러 개로 모여서 거대한 아우라를 발산하는 기분이 들었기 때

문이다. 그러나 뷔랑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므로 이 또한 하나의 ‘인 시

튜’ 작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회화의 벽>은 다른 어떤 작업보다도 페인팅에 가까우며 나의 마

지막 페인팅이다. 이 작업은 벽을 위한 페인팅으로 이 또한 ‘인 시튜’

에 해당한다. 다만, 미술관의 흰 벽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율성의 특징에 가장 가까울 뿐이다. 그리고 이 작업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은 작가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각각의 캔버스가 걸

리는 방식이 제각각인데 소장가가 자신의 뜻대로 바꾼 것이다. 작가

가 정한 가이드라인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 작품은 의미가 없다”55)

당시 뷔랑은 초기 회화 작업에서 통행인(passerby)으로서의 작가의

54) 뷔랑의 1966년 초기 작업들을 1984년과 1986년에 전시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으로 카탈로그 레조네 제2권에 실린 그의 초기 작업이 공식적으로 표명된 전시

는 2000년 1월 22일-5월 14일, 릴 메트로폴 현대미술관(Musée d’art moderne

Lille Métropole)에서 열린 <교차지점: 회화, 1964-1999(Une Traversée:

Peintures, 1964-1999)>이다. Bernard Blistène, Ibid., Section 2-1.

55) 다니엘 뷔랑과의 인터뷰, 스트라스부르, 2014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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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현실과 주관의 차용으로 묘사하는 것의 결합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의 작업들은 형태와 비정형, 직선과 곡선, 칠해짐과 칠해지지 않은 등

물리적 충돌에 대한 표현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뷔랑의 줄

무늬 화면은 두 가지 색의 수직선이 기계적으로 나열됨으로써 형상

(figure)과 배경(ground)의 구분이 퇴색된다.56) 반복되는 줄무늬의 중성

성은 화면 내에서의 구성을 소거(cancelling-out)시키고, 모든 표현과 저

자의 현존을 제거함과 동시에 형태의 익명성을 추구하는 규칙을 만든다.

뷔랑은 이와 같은 자신의 회화를 “0° 회화(Peinture degré zéro)”57)라고

명명한다.

이처럼 그는 줄무늬 화면에 주체와 내용에 대한 의미를 일체 부여하

지 않기 위해 반복의 방법으로 중성적이고 익명적인 특징들을 강조하여

천이 놓인 주변으로 시선을 돌리게끔 유도한다. 내용이 없는 줄무늬 화

면은 보여주거나 서술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관람자들은 다양한 방식으

로 작업을 해석하게 된다. 즉 회화를 제거하여 회화를 재발견함으로 ‘인

시튜’ 개념이 포함되어 그것을 주변 환경과 장소, 관람자의 시선과 움직

임으로 확장시켜 작품에 대한 감상 및 경험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한다.

56) Jean-François Lyotard, “Preliminary Notes on the Pragmatic of Works:

Daniel Buren,” October, vol.10, (Autumn 1979), p.62..

57) “0° 회화”라는 명칭은 뷔랑이 중립적인 글쓰기를 지향하는 롤랑 바르트의 저서

인『글쓰기의 영도(Le Degré zéro de l’écriture)』에서 차용한 것이다. 바르트는

글쓰기가 더 이상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듯, 회화도 환영이 아닌 회화 자체의

시각성(visuality)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뷔랑의 영도 회화는 회화를

보이게 하기 위해 회화를 사라지게 하는 역설적인 개념을 추구하였다. 그의 줄

무늬 천에서는 기존에 회화를 구성했던 요소인 캔버스와 지지대를 없애고, 물감

또한 축소되어 인쇄된 줄무늬 천으로 대체된다. 또한 바탕의 흰 줄무늬는 양

끝에 덧칠한 흰색 두 띠와 구별되지 않아 그 덧칠한 물감은 사라지게 되는 것

이다. 즉 영도 회화는 칠해진 것과 칠해지지 않은 것, 그리고 회화의 구성요소

를 없애고 축소시키는 변증법적 관계를 형성하여 진정한 회화가 무엇인지 자문

해 보는 것에서 시작되다. Roland Barthes, 김웅권 역, 「정치적 글쓰기」, 『글

쓰기의 영도』, 동문선, 2007.; Jean-François Lyotard, “The Works and

Writings of Daniel Bure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Contemporary Art,” Artforum 19, no.6 (Feb. 1981),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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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 시튜(in situ)’ 작업의 확장

뷔랑은 ‘일시성’과 ‘이동불가능성’, 그리고 ‘현장성’이라는 ‘인 시튜’의

개념을 줄무늬 화면이라는 평면적인 회화의 작은 캔버스를 통해 실현한

다. 그러나 점차 줄무늬 화면은 캔버스에서 벗어나 연극 무대의 공간에

서도 출현하였으며, 다양한 방식의 퍼포먼스에 적용되기도 한다. 줄무늬

화면이라는 시각적 도구는 항상 그의 작업에서 빠질 수 없는 소재가 되

었으며 ‘인 시튜’ 작업을 여러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인 시

튜’ 작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변화한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 시튜’ 작업은 장소를 옮겨 다닐 수 있게 된다. 이 시기의 ‘인 시튜’

작업은 장소가 달라짐에 따라 작업과 장소와의 관계 역시 달라져, 장소

가 작업 해석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위치 작업(travail

situé)’이라는 용어로 등장하여 기존 작업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을 낳았

다. 이러한 ‘위치 작업’은 구조물로 제작되었으며 회화에서 벗어나 공간

전체를 활용하는 건축적인 작업까지 포섭하고, 다양한 시각적 장치들의

개입과 매체의 변화로 관람자들이 공간과 작품에 대해 새롭게, 입체적으

로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뷔랑의 작업에서 시각적 도구가 장소 및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관람자

들이 작업과 그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방식 또한 함께 확장되었다. 공간

의 기능과 의미는 시대와 양식에 따라 변모해왔지만 특히 현대미술과 관

련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물리적 차원의 실제적

공간(real space)과 결부된 장소, 상황, 환경 등이다. 이러한 공간은 작품

의 형식적 요소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도적인 공간으로 기능했던 미술관

의 역할을 비판하고 변화를 주는 동시에 관람자의 역할이나 의미변화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의 작업에서 확장되는 ‘인 시튜’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그의

작업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시각적으로 다른 형태로

등장하는 작업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특정 공간 및 제도에 얽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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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기존의 틀을 벗어나 어떤 식으로 주변과 사물, 그리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1. 과정으로서의 ‘인 시튜(in situ)’

뷔랑의 작업에서 실제 장소와 실제 시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다. 특히 일상 공간에서 이루어진 몇몇의 작업은 실제 작업이 지속된

시간이 작업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관람자의 반응 또한 작

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결과를 가져다준다. 나아가 ‘연극성’은 뷔랑의

작업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등장하는데, 그는 연극이 행해지는 극장의

무대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그의 시각적 도구인 줄무늬 화면을

하나의 연극 무대로 제공하기도 한다.

<3막(ActⅢ)>(1973)(도 11)은 미국에서의 연극적인 특징의 데뷔 작품

으로 뉴욕의 신극장(The New Theatre)에서 공개되었다. <3막>이 시작

되기 전에 좌석에 앉은 관객들은 무대에 이미 걸려있는 뷔랑의 기호화된

흰색과 주황색의 교차되는 줄무늬 배경막을 볼 수 있다. <3막>은 일종

의 퍼포먼스로 몇 분이 지난 후에도 극장 안에는 정적이 흐르고, 관객들

은 연극이 시작되지 않을 것임을 깨닫게 된다. 뷔랑은 “미술관과 극장

사이의 연결고리는 다양하다. 박물관학적 전시는 연기자들 없이 일반적

으로 움직이지 않는 스펙터클이라 해도 극장보다 덜 즉각적이다”58)라고

말하며 전시를 조직하는 것과 연극적 스펙터클의 결합을 시도한다.

58) Daniel Buren, “Essai Hétéroclite,” in Essai Hétéroclite, exh. cat. (Eindhoven:

Van Abbemuseum, 1981.); Alison M. Gingeras, “North America in Review,”

‘ACTⅢ work in situ’ in Solomon R. Guggenheim Museum (ed., The Buren

Times, New York, 2005), Section 3B-7. 무대는 “액자(틀)”로써, 극장은 “그릇,

용기”써 스펙터클한 본질이 작품을 암시하며, 전시를 하고 발표를 하는 행위는

거대한 미장센(mise-en-scène)이 된다. 이러한 점은 미술관이나 극장의 무대 모

두에 해당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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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뷔랑은 바라보는 것에 대한 행위를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아닌

극장으로 바꿔 관람자들로 하여금 발표와 수용의 관습에 대해 여러 가지

자문을 해보게 한다. 또한 뷔랑은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

“관람자들에게 예술작품을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가능한지의 문제

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설치된 작품이 충

분히 감상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을까? 극장에서는 이러한 기능에

대해 역점을 두며, 감상하는 것은 정확히 지속되는 주어진 시간에 의

해 일어난다.”59)

이와 같이 뷔랑은 극장과 미술전시의 관습적인 설정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탐구를 했다. 극장이 갖고 있는 요소인 지속되는 시간을 즉각적

으로 개입시키기 위해서 무대를 직접적으로 이용한 경우는 벨그라드에서

의 <선언 2막(Manifestacija ActeⅡ)>(1972)60)(도 4와 동일)에도 해당된

다. <선언 2막>은 연극적인 관습에 기초한 협동 작업으로 뉴욕에서의

<3막>과 유사하게 기능한다. 관람석에 앉은 관객들은 무대에 정면으로

배치된 네 개의 그림을 바라보는 와중에 15분 후에 “그들이 본 것에 대

해” 묘사한 글을 받게 되었다. 이 독창적인 선언은 그 어느 회화와 전시

의 전통적인 방식보다도 기존 관람방식을 뒤엎는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비평으로 작용한다. 또한 <선언 2막>에서 드러내고자 한 취지는 뷔랑의

‘시각적 도구’로써 관람자의 시선을 미술 대상에 대한 가치가 아닌 장소

와 상황의 주변적 맥락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뷔랑은 자신의 작업을 직접적으로 무대에 올리기도 하며, 무대에 있

지 않더라도 설치 작업을 하나의 무대장치로 언급한다. 연구자는 뷔랑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가 극장이라는 공간과 미술관 또는 갤러리의 전시

59) Daniel Buren, “Act Ⅲ,” in Rudoph Herman Fuchs, Discordance: a

book/Cohérence: un livre (Eindhoven: Van Abbemuseum, 1976.)

60) <선언3: 뷔랑, 모세, 파르망티에, 토로니(Manifestation no.3: Buren, Mosset,

Parmentier, Toroni)>라는 제목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B.M.P.T 시절의 작업

으로 이들은 장식미술학교에 있는 극장에서 보여줄 퍼포먼스를 홍보하기 위해

작업에 참여하는 네 명의 얼굴사진이 실린 포스터를 파리 전역에 도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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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의 연결고리를 즐겨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전시했을 때 마치 극장에서 전시한 것 같은

느낌이 든 경우가 많았다. 프레임이 없을 뿐이지 둘의 차이점이라면,

하나의 극에서는 관객들이 배우자를 향한 집중도가 높지만, 갤러리에

서는 전시 오프닝의 경우에 작품이 아닌 관람자들이 배우가 된다. 작

품은 이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관람자들을 구경하는 상황이 비일비

재하다. 이러한 시스템은 극장과 전시 공간이 다르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발언은 뷔랑이 끊임없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방

식으로 보여준다는 점을 암시한다. 여기서는 무엇이 ‘좋고 나쁘다’라는

의미보다는 상이한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완전히 다른 방

식으로 관람자들이 바라보고 경험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와 동일하게 여러 공간에 의해 재규정되는 작품은 관람자의 시선과

움직임, 즉 지각에 의해 다시 규정된다. 관람자의 지각은 시간의 ‘실제성

(literality)’인 실제 시간이 지속되는 과정(duration)과 함께 이동되며, 구

체적인 경험들을 총괄하면서 이루어진다. 여기에 로잘린드 크라우스

(Rosalind Krauss)가 “관람자가 작품과 만나는 구체적인 시간 속으로 이

끌려지게 되는 것”61)이라 언급한 바처럼 관람자의 움직임이 공간과 작품

에 작용하는 시간이 작품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관람자의 역할이 확대된

다.

작가에서 관람자로 이동했다는 점은 롤랑 바르트의 『저자의 죽음

(The Death of the Author)』과 연관성이 있는데, 바르트는 이 글에서

“독자의 탄생은 저자의 죽음을 대가로 치를 때 나온다”(“the birth of

the reader must be at the cost of the death of the Author”)고 말한

61) Rosalind Krauss, Passages in Modern Sculpture, New York: Viking, 1977.;

로잘린드 크라우스, 윤난지 역, 『현대조각의 흐름』, 예경, 2011. 크라우스는 미

니멀리즘을 조각에 집중하여 설명했지만, 본고에서는 뷔랑의 회화도 아닌, 조각

도 아닌(때로는 회화이기도 조각이기도 한)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여 회화와

조각 모두에 해당시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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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는 것과 같이,62) 그린버그의 미학에서 비중을 차지했던 작가의 중

요도는 관람자로 대체된 것을 볼 수 있다. 관람자의 해석에 더 많은 가

능성을 부여했던 태도는 뷔랑이 반복되는 줄무늬 화면을 통해 익명성을

추구하고, 작품이 놓인 외부 공간을 통해 관람자들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처럼 작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뷔랑은 <3막>이래로 연극적 모형과 행위의 전략을 지속적으로 이용

한다. 일상적인 장소에서의 인 시튜 작업이 제작된 예로 <맨하탄에서의

일곱 번의 발레(Seven Ballets in Manhattan)>(1975)(도 12)63)가 있다.

<맨하탄에서의 일곱 번의 발레>는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가 시

간 안에서 신체가 움직이는 과정에 집중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 드러난

다.64) 모리스는 무용가 시몬 포르티(Simone Forti)와 함께 무용가, 미술

가, 음악가들이 모인 샌프란시스코의 ‘즉흥적인 무용그룹’을 형성하여 일

62) Roland Barthes, “The Death of the Author,” Image-Music_Text, (New York:

Hill and Wang, 1978), p.148.; 윤난지 역, 「저자의 죽음」, 『모더니즘 이후 미

술의 화두』, 눈빛, 2007, pp.27-34.; 양은희, 「줄무늬 캔버스에서 줄무늬 스카프

로–다니엘 뷔렌의 미술제도 비판」, 『현대미술학 논문집』, vol.15, no.2, 현대

미술학회, 2011, p.149.

63) 이 퍼포먼스는 5월 27일과 6월 2일에 행해졌고, 존 웨버 갤러리(John Weber

Gallery)의 후원 아래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진행되었다. 일곱 무용수들로는

지원자인 수 베일리(Sue Bailey), 조안 케링(Joanne Caring), 피터 프랭크

(Peter Frank), 수잔 하이네만(Susan Heinemann), 그리고 마크 레빈(Mark

Levine)이 참여했다. Susan Cross, “North America in Review,” ‘Seven Ballets

in Manhattan’ in Solomon R. Guggenheim Museum (ed., The Buren Times,

New York, 2005), Section 3B-8.

64) 모리스는 5개의 퍼포먼스 작품에 관한 “무용에 관한 노트(Notes on

Dance)”(1965)의 글에서 “내가 무대 예술에 연관된 것은 움직이고 있는 신체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나의 목적은 대안적(代案的)인 움직임을 찾는 것이

다”라고 말하면서, 내적인 것을 표현하거나 제스처에 앞서서 취한 감정과

개념을 외부화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세계 사이의 교차에서 발생하는 의미를

중시하였다. Robert Morris, “Notes on Dance,” Tulane Drama Review (New

Orleans) 10, no.2 (winter 1965), pp.179.; 전혜숙, 「‘과정’ 개념을 통해 본 로

버트 모리스(Robert Morris)의 초기 작품들」,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vol.8, 서양미술사학회, 1996, p.12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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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이고 즉흥적인 움직임과, 움직임을 위한 소도구를 이용한다. 이들은

공연자로 하여금 높이의 변화나 공간적 위치의 변화에 반응하도록 요구

하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맨하탄에서의 일곱 번의 발레>와 동일한 방

법을 취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맨하탄의 공공장소와 여러 거리에서 이루어진 작업은 참여자들이 각

각 흰색과 여러 색(검정, 파랑, 초록, 빨강, 노랑)이 교차하는 수직의 줄

무늬가 앞뒷면 전면에 부착된 플래카드를 들고 뷔랑이 만든 동선이 그려

진 지도(도 12-1)를 바탕으로 일렬로 걸어가는 것이었다. 각각 차이나타

운(Chinatown)에 이어 이스트 빌리지(East Village), 그린위치 빌리지

(Greenwich Village), 타임스퀘어(Time Square), 소호(Soho), 센트럴 파

크(Central Park), 그리고 월스트리트(Wall Street)의 순서대로 ‘공연’되었

는데, 각 구역이 갖는 사회, 문화, 정치적 특성마다 관람자들의 반응은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각 환경이 가지는 특정 성격은 퍼포먼스가 시작되

는 시간을 좌우했다.

월스트리트의 경우 사람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오는 시간대인 정오에,

타임스퀘어는 네온 빛이 켜진 밤 9시, 소호는 갤러리 방문객들이 전시를

둘러보는 시간대인 토요일 오후에 퍼포먼스 시간을 정하였다. 뷔랑의 줄

무늬는 아무런 의미를 내포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줄무늬를 읽

고 싶은 대로 받아들였다. 예를 들면 차이나타운의 경우 몇몇의 행인들

은 이 “춤”을 하나의 도발, 시위로 받아들였고, 최근에 일어난 리틀 이탈

리아(Little Italy)의 싸움으로 인해 뷔랑의 녹색과 빨간색 줄무늬 카드를

본 시민들은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즉 작업이

행해지는 장소가 관람자들의 수용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관람자들은 일

상생활이라는 환경 및 장소라는 무대의 일부가 되어 작업을 완성시킨다.

이를 통해 실제의 장소와 시간이 극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시간성 및 연극성이 드러나는 뷔랑의 과정으로서의 작업은 작

품 제작의 모든 요소들이 작품에 표면화되고, 미완성의 상태로 지속되며

실제 시간성과 함께 관람자들에게까지 확장된다. 특히 작품들이 실재와

변화를 동시에 강조하고 ‘비결정성’의 의미를 드러낸다는 모리스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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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65)은 뷔랑의 <프레임의 안과 밖(Within and Beyond the

Frame)>(1973)(도 13)에서도 나타난다.

<프레임의 안과 밖>은 존 웨버 갤러리의 창문과 동일한 크기로 19개

의 줄무늬 천을 제작하여 창문을 중심축으로 갤러리 내부에 9조각을, 창

문을 넘어서 외부에 9조각을, 그리고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창문에 나

머지 한 조각을 걸쳐서 케이블로 연결하여 대칭적 구도를 이룬다. 여기

서 뷔랑은 줄무늬 화면이 화이트 큐브(White Cube)66)라는 갤러리의 제

도적 기능을 발휘하는 영역에서 보호받고 있는 반면, 외부에 설치된 줄

무늬 화면은 실제 변화하는 일상의 삶을 담고 있는 프레임 밖의 상황 속

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리의 줄무늬 화

면들은 바람에 의한 움직임 속에 존재하며 햇빛, 비, 대기에 의해 점차

변형 및 변색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주변 도시공간의 물리

적·건축적 요소들의 모습에 용해됨으로써 원래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보

존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67)

65) “미술이란 계속된 변화의 행위이자 무방향적, 불확정적, 우연성과 비결정성이 존

재하는 과정의 전 영역이다” Robert Morris, “Notes on Sculpture, Part Ⅳ:

Beyond Objects,” Artforum 7, no.8(April 1969), reprinted in Continuous

P roject Altered Daily: The Writings of Robert Morri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New York: Solomon R. Guggenheim Museum, 1993),

pp.67-68.; 전혜숙, 앞의 글, p.118에서 재인용.

66) 모더니즘 미학을 지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술을 삶과 분리한 통제 장치와 같

은 화이트 큐브의 흰 벽은 외부 현실을 지워버리는 장치이며, 작품에 대

한 관조 이외의 행위를 모두 차단한다. 관람자는 신체적인 주체로서 관람을 행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 즉 눈을 중심으로 한 감상만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다.

Brian O’Dohery, Inside the White Cube: the ideology of the gallery

space,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브라이언 오도허티, 김

형숙 역, 『하얀 입방체 안에서』, 시공아트, 2006, p.20.

67) 이 작업에서의 또 다른 해석은, 뷔랑의 글 「미술관의 기능(The Function of

the Museum)」에서 보존(preservation), 수집(collection)과 함께 은거(refuge)를

미술관의 주요 기능으로 보았다. 작품의 이상적인 상태는 외부변화를 차단하는

은신처와 같은 미술관, 갤러리의 환경 조성으로 유지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Daniel Buren, “The Function of the Museum,” Artforum, vol.12, (no.1, 1973),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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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의 안과 밖>은 5년 후에 동일한 장소에 다시 설치되었는데,

<풍경의 변화(Change of Scenery>(1978)(도 14)라는 부제가 추가되었

다. 5년 동안 이곳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갤러리 안에 새로 생긴 칸막

이와 소호 구역의 상점과 술집의 증가와 패션과 예술의 중심지로 변화한

것―를 고려하여 줄무늬 화면을 다시 전시함으로써 새로운 문맥을 창출

한다. 뷔랑은 시각적 기호인 줄무늬의 불변성과 주변 환경의 시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내 작품에 빈번히 나타나는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는 시간이다...

불변성에 시간의 개념을 도입해 보았다. 시각 기호는 변하지 않지만

그 주변의 것은 어김없이 변한다...따라서 시각 기호는 내 의도대로

사용되어 중요한 역할을 해 내는 것이다.”68)

뷔랑이 언급한 시각기호인 줄무늬는 익명적이고 중성적인 기능을 하

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는 우연

적 효과와 결정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 다양한 맥락으로 읽혀지기도 한

다. 나아가 이러한 외현적인 작업은 기존의 회화나 조각에서 의미하던

환영(illusion)을 거부하고 관람자들이 환영이 아닌 실재를 경험하는 것에

서 비롯된다.

68) 다니엘 뷔랑, 이브 미쇼 외 저, 앞의 책, p.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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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치 작업(travail situé)’의 등장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한 ‘위치 작업(travail situé)’은 이동성의

부분에서 ‘인 시튜’ 개념과 상충된다. ‘위치 작업’은 ‘인 시튜’와 달리 이

동가능하고 영속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되는 <파열된 오두막(Les

Cabanes Éclatées)>시리즈는 새로운 시각적 형태로 나타난다. 우선, ‘위

치 작업’은 뷔랑이 만든 새로운 작업 유형으로 이동불가능하고 일시적인

‘인 시튜’ 작업과 구별된다. 그는 ‘위치작업’에 대해 “한 곳에서 다른 곳

으로 이동 가능하나 단, 그 장소의 상황과 형태는 유사해야 하는 간단한

규칙이 존재한다”69)고 언급한다. 특정 장소와 관련 없이 미리 제작되어

여러 전시장을 이동하면서 설치되는 오브제는 전시 장소의 맥락을 이동

할 때마다 새롭게 규정한다.

‘위치 작업’의 유형은 1984년 뒤셀도르프의 콘라드 피셔 갤러리

(Konrad Fischer Gallery)의 《‘인 시튜’ 장소(Site in situ)》전(展)(도

15)을 계기로 처음 등장한다. 그러나 ‘위치 작업’의 기본 개념은 1975년

묀헨글라트바흐(Mönchengladbach)의 시립미술관(Städtisches Museum)

에서 시작된다. 미술관은 뷔랑에게 특정 공간에 맞춰진 제작을 의뢰했으

나 뷔랑은 전시 오프닝 바로 전에 제작된 작업을 다른 갤러리에 위치시

키기로 결정했다. 뷔랑은 작업을 다시 디자인하거나 새로 만들어내는 대

신에 처음의 설치 개념과 형식을 지키기로 결정했고, 본래 전시 공간의

모델을 그것의 출입구들과 창문 및 벽에 걸린 그림들과 함께 그 주위에

설치하여 주변 환경을 재구성하기로 하였다. 그는 소격효과를 생성하는

가짜 창문들과 문들을 제외하고서, 새로운 조각적 설치 안으로부터의 시

야와 투시도적 시각을 이루는 구조물을 정확하게 복제한다.70)

69) ‘위치 작업’은 영문으로 번역하면 “situated work”를 말하며, ‘위치해 있는, 자리

해 있는 작업’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기존에 있는 뷔랑의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

또한 ‘위치 작업’이라 번역하였기에 본 논문에서도 동일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Daniel Buren, Mot à Mot, (eds.) Xavier Barral, de La Martinière,

(Paris: Centre Pompidou, 2002).

70) Alexander Alberro and Nora M. Alter, “Staging the Political: Re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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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위치작업이 갖는 이동성(mobility)은 작업에서 구조물을 해체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동 가능한 설치

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에 언급된 바와 같이 뷔랑

은 이동 가능성과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 간단한 규칙을 정하기도 하였

다.

“‘위치 작업’은 다른 곳에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가

지고 실현된 작품들도 있고, 전시와 설치의 특정한 변수들을 정의하

는 간단한 규칙을 포함하기도 한다...작가는 ‘위치 작업’을 통해 제공

된 이러한 규칙들을 존중하면서, 그 장소가 적절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면서, 누군가는 그 작품들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

다.”71)

초기에 제작된 ‘파열된 오두막’은 <파열된 오두막, no.2(La Cabane

Éclatée, no.2)>(1984)(도 16)로 입방형의 나무골조에 흰색-파란색의 줄

무늬 천이 둘러진 간단한 형태이다. 그 이후에는 나무골조 부분들이 조

금씩 해체되고 통합되면서 마치 ‘폭발한’72) 것 같은 구조로 변한다. 또한

<파열된 오두막(Cabane Éclatée)>(1996)(도 17)처럼, 거울을 외관 전체

에 부착하여 시각적 환영을 조성하고, <도금한 파열된 오두막(Cabane

Éclatée Galvanisée)>(2000)(도 18), <세 개의 파열된 오두막 또는 세 개

Difference, and Daniel Buren’s Cabanes Éclatées,” Grey Room 40, (Summer

2010), pp.8-9.

71) Daniel Buren, Marc Sanchez, “Entretien” in the catalogue of the exhibition

Arguments topiques, capcMusée d’Art Contemporain de Bordeaux, (1993),

p.15.; Guy Lelong, Ibid., p.79에서 재인용.

72) “파열된 오두막”이라는 용어는 뷔랑이 1975년 묀헨글라트바흐 시립미술관에서의

작업 당시에, 마치 아이들이 나무를 가지고 장난삼아 만든 것처럼 간단하게 만

들어졌다는 이유로 “오두막”이라는 용어를 생각해냈다고 한다. 동시에, “파열된

(폭발한, exploded)”이라는 용어는, 구조물에서 해체된 파편들이 전시공간의

벽에 걸린 형태와 자신을 둘러싼 장소에 통합되는 이미지에 착안하여, 영속적으

로 이동 가능한 설치물의 기능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기인한다. Alexander

Alberro and Nora M. Alter, Ibid., pp.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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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껍데기로 파열된 오두막(Les trois cabanes éclatées en une ou La

cabane éclatée aux trois peaux)>(1999)(도 19) 등과 같이 다양한 색채

의 투명/불투명 플렉시글라스(plexiglass)의 벽들, 빛이 비춰지는 구역들,

적은 수의 착시 기법과 아연도금을 한 금속 프레임의 거울들로 된 만화

경(kaleidoscope)의 모습을 띤다. ‘파열된 오두막’은 점차 변형되고 작업

의 개수가 방대해짐에도 불구하고, 기초가 되는 줄무늬 모티브와 입방형

의 구조와 파편 등 오두막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그대로 유지된다. 더

욱이 관람자들이 그 영역으로 들어가게끔 개방된 건축적 형태를 다루는

기본 구조 또한 일정하게 유지한다.

개방된 구조와 전시 공간 요소들의 관계를 가리키기 위해 뷔랑이 ‘파

열(éclament)’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듯이 갤러리 및 미술관의 벽과

작품의 건축적 요소는 효과적으로 해체되며 동시에 통합되기도 한다. 그

는 “오두막들은 그것들이 ‘파열되었던(exploded)’ 이미 존재하는 건축 내

에 위치한 매우 간단한 건축적 구조를 생산하고, 외피와 외피에 쌓여진

것은 이와 같이 완전한 관계 안에 놓여있다”73)고 말한다. 장소 속에 개

입하지만 천장과 벽, 그리고 창문과 출입구가 있는 ‘폭발한 오두막’은 그

자체가 하나의 장소임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전시의 장

소가 시각적 결과물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되게 하는”74) 특징은 ‘인 시

튜’ 작업들과 완전히 상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이중 과정과 반복에 대한 뷔랑의 관심은 “사이트(site)75) 안에

사이트, 장소(place) 속에 장소(des sites dans des sites, des lieux dans

des lieux)”76)로써 특징지어진다. 관람자들은 오두막의 외부뿐만 아니라

73) Daniel Buren, “Entrevue avec Anne Baldessari,” in Les écrits, vol.3, (1987),

p.236.; Alexander Alberro and Nora M. Alter, Ibid., p.11에서 재인용.

74) Daniel Buren, Les Écrits, vol.3, op. cit., p.155.; Guy Lelong, Ibid., p.80에서 재

인용.

75) ‘사이트(site)’는 ‘부지’ 또는 ‘현장’으로 번역될 수도 있겠지만 현대미술의 용어로

서의 사용에 있어서는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장소에는 ‘place’를 사용하고, 공간

들이 맺고 있는 비가시적인 상호관계를 전제로 할 경우에는 ‘sit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본고에서는 ‘site’인 경우 영문으로 표기하였다.

76) Daniel Buren, “Entrevue acec Anne Baldessari,” Ibid.,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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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이루는 평면들의 구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지만, 일단 설치물

안으로 들어가면 반전효과가 일어나 그 내부를 투시적으로 매끄럽고 완

전하게 봉합된 듯이 볼 수 있어 공간 안과 밖을 들락거리며 이중의 장소

를 경험하게 된다.

한편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시각적 도구’인 줄무늬 천과 파편화된 형

태는 그가 항상 염두하고 있던 연극적 요소를 내포한다. 평론가 알렉산

더 알베로(Alexander Alberro)는 미리 제작된 구조물을 장소마다 옮겨

다니며 설치하는 과정이 ‘극장’에서 일어나는 연극이라는 텍스트(희곡)와

유사하다고 한다. 알베로는 극의 대본은 항상 동일하지만 연출자, 관객,

그리고 무대마다의 특수한 양식이나 상연의 방식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

는 것이 극예술에서 일어나는 일과 흡사하다고 언급한다.77) 우연의 일치

지만 “반복(repetition)”이라는 단어를 프랑스어로 읽으면, 연극의 리허설

이라는 뜻을 지니게 된다.78)

알베로의 지적처럼 은연중에 드러나는 연극적 개념은 초기에 직접 무

대에 올린 줄무늬 화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뷔랑의 작업에 적용

된다. 유사한 틀의 장소마다 그대로 이동하여 전시할 수 있는 <파열된

오두막> 시리즈는 하나의 간단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무대장치와 같은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명쾌하게 놓인 공간과 관람자의 지각에 의

해서 하나의 독립체를 이룬다. 뷔랑은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독립체로

만드는 것은 여러 명의 “저자” 즉, 관람자들이 가능하게 함을 언급한

다.79)

이와 같이 관람자의 신체가 작품 해석의 중심이 된다는 점은 뷔랑의

‘위치 작업’이 현상학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모리스 메를로

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지각의 현상학(The Phenomenology

of Perception)』에서 대상들이 신체의 작용과 본질적으로 결합되어 있

어 ‘본다는’ 지각현상이 주변을 능동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 주장한다.80)

77) Alexander Alberro and Nora M. Alter, Ibid., p.12.

78) Ibid., p.13.

79) Daniel Buren, Mot à Mot, (eds.) Xavier Barral, de La Martinière, 2002,

(Paris: Centre Pompid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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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를로 퐁티가 말하는 지각에서 본다는 것은 드러나는 존재 세계에 들어

가는 것으로써, 거리 두기가 아니라 참여하기, 어떤 행위, 형태와 배경이

라는 조망의 조건을 능동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81)

뷔랑은 특히 자신의 <파열된 오두막> 시리즈에서 드러나는 시각적인

구조와 공간과의 관계의 가능성들이 솔 르윗(Sol LeWitt)과 유사한 점이

있음을 인터뷰에서 언급한다. 실제로 그는 솔 르윗과 오랜 친분이 있으

며 작업도 다르고,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도 다르지만 작업의 기저에 깔

려 있는 유사한 연결고리가 있다.82)

연구자는 그가 언급한 연결고리의 일부 중 솔 르윗의 <아홉 부분의

모듈 입방체(Nine Part Modular Cube)>(1977)(도 20)와 뷔랑의 <파열

된 오두막> 작업을 연결하여 유사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르윗의 작업에

서 관람자는 대상을 다양한 위치에서 그리고 조명과 공간적 맥락이 여러

가지로 다른 조건들 아래에서 대상을 파악하면서 바로 그 자신이 관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신체의 지각경험과 관련된 공간-시간의

구조가 중시되는데, 르윗은 “모듈식 구조들”을 벽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서 있는 대상으로서 육면체와 입방체의 다양한 변화를 주었다.

르윗은 관람자들이 그의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무한한 수의 각도를

보여주며 어떠한 부분도 분리되지 않는다고 한다.83) 3차원의 그리드 조

각은 그곳에 동등하게 참가하는 동안에 공간을 나누고 관람자들이 모듈

사이사이를 다양한 시선으로 지각할 수 있다고 하여 뷔랑의 <파열된 오

80) 메를로 퐁티, 류의근 역,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81) Rudolf Arnheim, Toward a Psychology of Ar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1966), p.57-58.; 이금희, 「20세기 회화공간에서 시지각과 신체의 상

관성에 관한 연구」, 『조형예술학연구』, vol.11, 조형예술학회, 2007, p.120에서

재인용.

82) 특히 그는 솔 르윗과 자신이 벽에 직접적으로 그린 최초의 작가라고 강조했

다. 다니엘 뷔랑과의 인터뷰, 스트라스부르, 2014년 6월10일.

83) New York, The Museum of Modern Art, Sol Lewitt, exh. cat. (1978), p.53.;

Anne Rorimer, “Up and Down, In and Out, Step by Step, A Sculpture, A

Work by Daniel Buren,” Art Institute of Chicago Museum Studies 11, no.2,

(Spring 1985), p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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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막> 시리즈와 그 맥락을 함께 한다.

이처럼 뷔랑의 <파열된 오두막>에서 구조물로부터 공간으로 향하는

관람자의 지각방식은 “장소 속에 장소”로 인해 르윗의 모듈 작업에서 등

장한 공간보다 확장된 개념이지만 르윗의 작업에서 요구되는 지각경험과

동일하다고 본다. 또한 <파열된 오두막>의 내부구조에서 핵심을 차지하

고 있는 “입방체(cube)”는 르윗의 모듈 구조물이 지닌 전형적인 형태와

관련되어, 바닥에 놓인 채 체계적으로 바닥과 오브제, 수직성과 수평성

그리고 가상과 현실 공간의 구분을 통합시킨다.

그러나 “오두막 시리즈 작업은 주변 환경의 네 모서리로 파열되는 것

이다...주변 공간으로의 그것들의 파열에 의해서 이들의 필수적인 특징을

표명한다...중심부에는 입방체가 있다”84)고 뷔랑은 언급한다. 이처럼 작가

가 입방체를 파열시켜 각기 다른 재료들의 조합―플라스틱, 플렉시글라

스, 유리, 나무, 거울, 철, 종이, 천―과 단순한 형태들―수직의 줄무늬―

그리고 변화하는 색깔들의 결합은 작품을 개방시켜 오브제의 표면과 특

정한 환경 및 관람자의 지각에 대한 범위를 확장한다.

나아가 캔버스, 종이, 나무 판넬처럼 지지하는 구조들 위의 줄무늬 형

태와 작품을 반복적으로 설치하는 실제 행위는 뷔랑으로 하여금 차이를

드러내고 생산하게 해준 반복의 과정으로써, 화면―조각―공간으로 확장

되어 관람자들이 주변을 더 잘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각적

도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84) Alexander Alberro and Nora M. Alter, Ibid., p.2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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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적 장치의 개입

지금까지 줄무늬 화면이 2차원적 상태로 장소에 놓이는 것에서부터

입방체의 구조물인 <파열된 오두막> 시리즈가 공간에 설치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뷔랑의 작업이 의미가 발생되는 원천

을 외부에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작업 전반은 관람자가 작

업과 그 주변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질문이 내재해있으며,

이로 인해 ‘보는 방식’이라는 개념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연구자

는 이를 바탕으로 뷔랑이 사용한 몇 가지의 시각적 장치―복도, 망원경,

거울―를 작업에 추가하여 뷔랑이 장소에 대한 문맥을 전복시키고 관람

자들이 작업에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

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장소 속에 장소’의 <파열된 오두막> 시리즈는 관람자들이 공간의 안

팎으로 이동하면서 자신의 신체 전체를 이용하여 작업과 공간 사이에 있

는 물리적인 형태를 탐색하며 공간과 관계를 맺는다. 여기에 착안하여

뷔랑은 작업이 설치될 공간 전체를 사용해 그 안에 반복적으로 꺾이는

미로와 같은 ‘복도(corridor)’의 구조를 시각적 장치로 개입시킨다. 사실

상 현대조각가들은 통로(passage)의 개념을 자주 사용하였는데, 브루스

나우만(Bruce Nauman)의 <복도(corridor)>(1968-70)(도 21)와 모리스의

<미로(Labyrinth)>(1974)(도22), <리옹 미로(Lyon Labyrinth)>(도 22-1),

<통과하는 길(Passageway)>(1961)(도 23)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크라

우스는 이러한 통로의 개념에 대해 “정적이고 관념화된 매체로부터 시간

적이고 물질적인 매체로 전화되는 과정이 완결되는 것”이라 하면서, “통

로의 이미지는 관람자에게나 작가 모두로 하여금, 작품과 세계 안에서

그것과 자신 간의 상호교류를 경험하기 위한 태도”라고 언급한다.85)

이처럼 ‘복도’의 기능은 신체 및 움직임, 신체에 통제를 가하는 공간,

그리고 통과에 필요한 시간 등을 내포하여 물리적인 통과와 시간성을 지

닌 과정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즉 신체가 통과하도록 공간을

85) 로잘린드 크라우스, 앞의 책, 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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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내는 도구와 신체의 관계는 관람자가 대상을 바라보는 이전의 안

정된 관계를 전복시켜 “상호교환 작용을 통해 세계와 맞닿는 신체의 현

상학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만든다.”86)

파리 시립현대미술관 ARC에서 전시된 <관점, 또는 복도경(Points

de vue ou le Corridorscope)>(1983)(도 24) 작업은 ARC 전시 공간 전

체를 대상으로 흰색과 검은색 줄무늬 천으로 긴 복도공간을 구성한 작업

이다. 벽과 천정으로 감싸진 복도공간은 입구에서부터 전시공간을 감추

는 역할을 하였고, 반투명 재료의 줄무늬 표피로 둘러싸여진 복도 구조

물의 표면에는 빛이 투과되는 효과를 이용하여 내부공간의 조형적 효과

를 증폭시킨다. 복도의 벽면은 단지 가리기 위한 벽면이 아닌 다양한 크

기와 기능에 따라 배열되어 있는 사각형의 작은 창들이 곳곳에 뚫려있

어, 지그재그(zigzag) 형태로 구성된 긴 복도공간을 관람자들이 이동하면

서 다양한 시점으로 복도 밖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뷔랑은

이러한 시점들이 복도를 “‘복도경(Corridorscope)’이 되게 한다”87)고 하여

3차원적 조각 또는 건축으로 인식되는 복도 전체를 하나의 시각적 장치

로 변환한다.

여기에 기존 창들의 높이에 맞추어 배열된 일정한 크기의 첫 번째 창

들은, 그림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동시에 벽면을 구성하는 단순한 시각적

요소로서 줄무늬로 반복되는 벽면에 리듬감을 주는 작용을 한다. 두 번

째 창의 기능은 복도를 감싸고 있는 기존 건축 공간의 구조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때로는 복도를 형성하는 틀의 뒷면을 관찰하고 미술관 벽에

걸려있는 소장품을 엿볼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복도경의 역할이 기존

전시공간을 감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역설적으로 그

공간을 부분적으로 더욱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제안한 장치라고 볼 수 있

다.88) 뷔랑은 복도라는 공간의 폐쇄성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관람자들

86) 전혜숙, 「‘과정’ 개념을 통해 본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의 초기 작품

들」,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vol.8, 서양미술사학회, 1996, p.121.

87) 뷔랑은 복도(corridor)와 영역, 시야(scope)라는 단어를 합성하여 이 작업을 지

칭하기 위해 만들었다. Guy Lelong, Ibid., p.94.

88) 성기문, 류주희, 앞의 글,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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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체와 사물의 관계 안에서 자신들의 움직임에 제약을 주어 신체적인

답답함과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도록 하지만, 공간 전체를 하나의 망원

경과 같은 ‘시각적 도구’로 변형하여 그것이 제공하는 시점의 변화와 주

변 맥락의 변화를 준다.

뷔랑은 복도라는 구조적 공간을 하나의 거대한 망원경으로 전환했을

뿐 아니라, 망원경과 같은 직접적인 시각적 장치를 설치하기도 한다. 미

국 토론토의 데이비드 벨만 갤러리(David Bellman Gallery)에서 전시된

<뚫고 나가는(Breaking Through)>(1982)(도 25)은 관람자들이 끊임없이

작품을 응시하는 동안에도 공간을 아울러 움직일 수 있도록 복합적인 지

각 방식을 의도한다. 갤러리의 벽 일부에 절개된 5개의 직사각형은 몇몇

의 창문을 드러내기도 하였으며 벽을 차단하는 역할도 한다. 그는 시각

적 장치인 망원경과 유사한 빈 쇠파이프 5개를 전시 공간의 중앙 열에

맞추어 기둥 가운데에 고정시켜 줄무늬 천이 부착된 창문과 마주보도록

한다. 이 파이프의 구멍 너머에는 맞은 편 건물의 창문에 부착된 또 다

른 줄무늬 화면을 엿볼 수 있도록, 관람자의 눈이 전시가 눈에 비치는

상의 순서를 정해 놓은 것대로 움직이게 하였다. 여기서 망원경을 통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오려진 기하학적 원이나 사각형이었으며, 다음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잠만경으로 관람자들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

지 그 위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89)

망원경과 같은 뷔랑의 시각적 장치의 개입은 <색: 조각(Couleurs:

Sculptures)>(1977)(도 26)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색: 조각>은 퐁피

두센터에서부터 파리 시내의 건물 지붕에 게양된 깃발들을 볼 수 있도록

89) 이 전시는 뷔랑의 작업에서 정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여

준다. 우선 <파열된 오두막>처럼 존재하는 지지대로부터 기하학적인 형태들

을 자르고 다른 방식으로 재설치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또한, 보이지 않는 건

축적 요소를 폭로하는 것과 내부(갤러리/미술관)와 외부(도시) 공간 간에 물리

적 대화를 새로 창출하는 것이 해당된다. Alison M. Gingeras, “North

America in Review,” ‘Breaking Through, work in situ,’ in Solomon R.

Guggenheim Museum (ed., The Buren Times, New York, 2005), Section

3B-6.



- 53 -

망원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뷔랑은 “퐁피두센터의 구조와 관

람객을 비롯한 모든 것을 내 작업의 일부라 생각한다”고 하면서, 절반은

공공건물의 지붕을, 나머지는 개인 주택의 지붕을 볼 수 있게 줄무늬 화

면의 깃발을 각각의 지붕 위에 꽂아두었다. 이 깃발들은 서너 부분은 육

안으로 보이는 반면에 나머지는 망원경으로만 관찰이 가능한 위치에 있

어, 관람자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과 도구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을 결합

한다. 나아가, 그는 바라보는 것에 대한 도구의 사용을 다음과 같이 피력

한다.

“무엇인가를 보기 위한 도구로서의 망원경이고 현미경이지만 피사체

의 확인을 위해 그 도구를 사용하는 순간 도구들은 사라진다. 반대로

‘미술관’이라는 도구는 언제나 동일한 곳에 존재하며 관찰을 허용한

다. 따라서 미술관은 시각적으로 언제나 눈에 띈다. 또한 보게 만드

는 것과는 무관하게 시각적으로 거의 언제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

한다.”90)

뷔랑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색: 조각>에서 두 가지 도구가 존재한다

고 밝힌다. 하나는 퐁피두 미술관 자체로서 미술관은 작업을 보기 위한

거대한 시각적 도구로 사용되며, 다른 하나는 옥상에 설치된 작은 망원

경이다. 더욱이 관람자들이 각자의 취향에 맞게 마음에 드는 장면을 철

저히 “시각 중심적(ocularcentric)인”91) 망원경을 통해 바라보게 함으로써

시각적 장치가 또 다른 ‘액자(frame)’로 대체되어 지각하는 방식에 변화

90) 다니엘 뷔랑, 이브 미쇼 외 저, 앞의 책, p.612-613.

91) 마샬 맥루한(Marshall McLuhan)과 왈터 옹(Walter J. Ong)은 망원경을 과학혁

명과 더불어 시작된 모더니티의 시각 중심적인, 시각적인 것에 대해서 특권을

부여하는 발명품이라 하였다. 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New York: McGraw-Hill, 1964); Walter J. Ong, The

P resence of the Word: Some P rolegomena for Cultural and Religious

H 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7); 마틴 제이, “모더니티의

시각체제들,” 할 포스터, 최연희 역, 『시각과 시각성』,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4, p.2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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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줄 수 있도록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관람자들이 망원경을

통해 보는 순간 오브제만 보일 뿐이지 망원경은 사라진다. 즉 원하는 상

(想)을 발견하는 순간 시각적 도구는 사라진다. 그러나 미술관은 입장하

자마자 미술관이라는 도구는 절대 사라지지 않으며, 작품을 보는 동안에

도 미술관의 벽은 항상 존재하고 그 공간을 떠날 수 없다. 뷔랑은 이 점

을 비판하기 위해 이러한 장치를 활용하였으며 제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망원경을 설치한 미술관 밖인 옥상을 작

품 설치의 장소로 선정하였다고 언급한다.92) 이처럼 <뚫고 나가는>과

<색: 조각>에서 시각적 장치를 사용한 것은 바라보기의 행위의 메타포

(metaphor)이다.

복도, 망원경 외에도 ‘거울’은 관람자들이 작업에 반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장치로 그들이 인지하고 지각하는 방식을 극적으로 왜곡시

키는 기능을 한다. 거울은 재료 자체가 지니는 물리적인 특성과 반영하

는 기능으로 인해 실재와 일루젼을 넘나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서구

미술가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다.93) 뷔랑은 거울을 1990

년대부터 <파열된 오두막>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거울의 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거울은 자신의 존재를 그것의 형식과는 이질적인 다른 현실과 통합

시킨다. 거울은 사용되는 즉시, 모든 작품이 더 큰 앙상블 안의 파편

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자각하게 한다.”94)

92) 다니엘 뷔랑과의 인터뷰, 스트라스부르, 2014년 6월 11일.

93) 그림을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한 르네상스 미술가들과 얀 반 아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1434), 벨라스케스의 <시녀들>(1656), <거울 앞의

비너스>(1649-50), 19세기 초 앵그르의 초상화들 또는 하이퍼리얼리즘, 거울을

직접 사용하여 세계 자체를 만들어내는 피스톨레토 등과 같이, 현대회화에서

거울이나 반사표면은 ‘현실의 복사’라는 그림의 본성을 강조하는 소재로 차용

되었다. 윤난지, 『현대미술의 풍경』, 한길아트, 2005, p.236-237.

94) Daniel Buren, “Epreuves d’écriture,” in Les écrits, vol.3, (1985), p.83.;

Alexander Albarro and Nora M. Alter, Ibid.,, p.2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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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울들은 반영 또는 이중효과를 생성하면서 내부와 외부공간을 증

식시키고 실재하는 현실로 확장한다. 그것들은 주변의 외부공간을 작품

안으로 포함시키고 결과적으로 작업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시사한다. 뷔

랑은 거울을 ‘가상의 만화경(virtual kaleidoscope)’이라고 비유하였는데,

만화경의 구조는 거울 표면에 비친 상을 다시 배열하여 새로운 것을 창

조하게 되어있어 실제적이고 상징적인 특징을 지닌다.95) 또한 그것을 다

루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작은 조각들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특정 이념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96) 관람자들에게 ‘움직이면서 생각하기(thought in motion)’97)

라는 복합적인 지각 방식을 제시한다.

보르도(Bordeaux) 지역의 CAPC 현대미술관에서《화제의 논쟁

(Arguments topiques)》(1991) 전시에 설치된 거울 작업 <지배하는-지

배당하는, 공간을 위한 모퉁이(Dominant-Dominé, coin pour un espace,

1465,5m² à 11°28’42”)>(1991)(도 27)는 미술관 바닥 전체를 아우르는 대

형 거울을 경사지게 설치하여 1층과 2층에 있는 아치형 기둥 안쪽의 흑

백 줄무늬를 반사시킨 작업이다. 여기서 아치형 기둥은 거울로 인해 마

치 데칼코마니 기법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의 원으로 연결되어 보이고,

미술관 내부가 원통형과 같은 구조로 보는듯한 착시현상을 준다. 한편,

평면의 경사진 거울은 관람자가 자신을 볼 수 없게 하여, 거울이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도 그 일부를 숨긴다는 역설 속에서 작동한다. 그리고

반사표면으로 인한 왜곡된 이미지를 담는 효과는 관람자들을 위한 무대

장치로 작용하여 반영된 형상들이 변화하여 공간과 시간의 불가분리성을

시각적으로 목격하게 한다.

95) Bernard Blistène, “An Art of Time,” The Museum That Did Not Exist,

trans. Simon Pleasance and Fronza Woods, (New York: Prestel, 2010), p.58.

96) Daniel Buren, “Conversation between Daniel Buren & Pierre Huyghe,”

Parkett n° 66/2002, (Munich; London: Parkett, 2007) quoted in Daniel

Buren, Lisson Gallery, 2007, p.12.

97) ‘움직이면서 생각하기’는 뷔랑이 관람자들이 걷는다는 은유적 차원을 총체적으

로 생각하였다. 그는 누구나가 삶과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자유롭게 받아들이

는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움직임을 상징한다. Bernard Blistène, Ibid.,,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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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의 반사작용98)으로 인해 무한으로 연장되는 공간은 프랑스 리옹

의 셀레스틴(Célestins) 국립극장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거꾸로(Sens

dessus dessous)>(1994)(도 28)와 오스트리아의 브레겐츠 미술관

(Kunsthaus Bregenz)의 《색을 넘어서(Les Couleurs traversées)》

(2001) 전시에도 나타난다. <거꾸로>는 19세기에 건립된 셀레스틴 국립

극장 앞 광장 중앙에 전망경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지하 주차장의 대형

거울로 이동하는 주차장 전경을 관찰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이탈리아 피사탑 형태의 경사진 일곱 층계로 이루어진 지하 주차장 하부

는 대형 거울이 회전하면서 아치형으로 된 구조들을 거꾸로 반영하고 반

사된 빛 또한 좁고 긴 공간 전체를 비춘다. 거울의 반사체로 인해 반영

되는 연속적인 이미지는 구분이 모호한 벽과 바닥, 다양한 이미지들이

혼재된 원근감 등 관람자들로 하여금 공간의 착시현상을 일으켜 공간이

기존에 갖고 있던 성격과 기능의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만든다.

또한 스위스 건축가 피터 줌터(Peter Zumthor)가 설계한 브레겐츠 미

술관은 입방형의 단순한 구조로 콘크리트의 외부 벽면에 반투명한 직사

각형의 유리 판넬이 덮여져 있다. 건물 3층에 설치된 <복합적인 색(Les

Couleurs multipliées)>(2001)(도 29)은 벽 전체가 거울로 둘러싸여 있어

모든 각도와 시점에서 서로가 서로를 반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거울

은 건축적으로 폐쇄된 공간을 수평적으로 확장시키므로 건축물의 콘크리

트 벽은 사라지고 건축 내부에 무관심했던 공간의 요소들이 드러나게 된

다. 천장에는 각 군의 색이 대각선 방향으로 청록색(cyan), 파랑, 노랑,

초록, 연두색(apple), 자홍색(magenta) 순으로 동일하게 정사각형 구두점

98) 뷔랑은 거울의 반사에 의한 작품들로 파울로 우첼로(Paulo Uccello)의 <산

로마노의 전투(The Battle of San Romano)>(1456)를 손꼽았다. Daniel Buren,

Les Écrits, vol.3, op. cit., pp.83-84.; Guy Lelong, Ibid., p.132에서 재인용.; 존

화이트(John White)에 따르면, 파울로 우첼로는 오목거울을 캔버스 위에다가

평평한 공간이 아니라 구부러진 공간을 생기게 하는 “종합적 원근법”을 도입한

화가라 하였다. John White, The Birth and Rebirth of P ictorial Space, 3rd

ed.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1987), p.208.; 마틴 제이, 위의 책, p.33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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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찍어내면서 벽에 있는 거울은 천장의 구두점을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하여 소실점을 경험할 수 있는 효과를 자아낸다.99)

이와 같이 뷔랑의 작업에서 거울이라는 장치의 사용은 관람자와 작품

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든다. 거울은 주체가 객체가 되는 지점으

로 이동하여 관람자에게 새로운 지각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메를로 퐁티는 “거울은 보는 행위의 신체(seeing body)로부터 가시적 신

체(visible body)로 이행시키는 열려진 회로이다”100)라고 언급했듯이, 거

울이 사용된 ‘인 시튜’ 작업에서 관람자는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

적으로도 작품의 일부가 되고, 자신의 움직임에 의해 작품의 형태를 지

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거울 장치는 관람자들이 지각

하는 것과 심리적 의미 부여에 의해 작품을 완성하게 만듦으로써 관람자

가 궁극적인 ‘참여’에 이르러 능동적인 관찰자가 되는 것을 유도한다.

99) Guy Lelong, Ibid., pp.163-167.; Daniel Buren, Daniel Buren: Les Couleurs

Traversée, (Köln: Kunsthaus Bregenz, 2001), p.59.

100) 메를로 퐁티, 오병남 역, 『현상학과 예술』, 서광사, 1983,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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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 공간 밖의 유희적 표현

뷔랑은 1960년대에 수직의 줄무늬 회화들과 거리의 포스터들(도 3

0)101)로부터 1970년대의 도심의 무용극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서부터 2000년대 전반의 반-건축적인 작업인 <파열된 오두막> 시리즈

에 이르기까지 장소의 맥락에 대해 비판적인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생산

해낸다. 그는 반-건축적 형태의 ‘위치 작업’에서 건축물을 구성하는 요소

자체를 활용하므로 공간을 확장 및 해체하여 작품의 해석이 장소 자체에

기반을 두게 한다.102)

‘위치 작업’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인 시튜’ 작업을 보여준 <파열된

오두막> 시리즈는 그 자체로 건축물의 의미를 축소시킨다. 반면에 또 다

른 형태로 ‘인 시튜’ 작업이 확장되는 경우는 그가 건축물 밖의 공간을

활용하여 관람하는 방식을 유희적으로 환기할 때이다. 뷔랑은 이와 관련

하여 『경고(Beware)』103)에서 장소(place)와 위치(location), 그리고 작

101) 뷔랑의 줄무늬 화면이 거리로 나가게 된 작업인 <무질서한 벽보(Affichage

Sauvage)>(1968)는 자신의 글 「예술은 예술이라는 높은 위치에서 내려와 거

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Can Art Get Down From its Pedestal and Rise to

Street Level?)」(1997)에서 미술관의 제도적이고 인위적인 통제에 대해 비판한

다. 뷔랑은 여기서 미술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거리로 나가야 한다고 언급

한다. Daniel Buren, “Can Art Get Down From its Pedestal and Rise to

Street Level?,” (ed). Klaus Bußmann, Kasper König, Florian Matzner,

Verlag Gerd Hatje, Skulptur, (Projekte in Münster, 1997) quoted in Daniel

Buren, Lisson Gallery, 2007, p.33.

102) 해체의 지지자인 자크 데리다(Jacque Derrida)는 “건축이라 불리는 인공물을

해체하는 것은 아마도 그것을 하나의 인공물로서 생각하고, 그것의 인공물성

(artefacture)과 그 때문에 주거하기에 부적합하게 된 지점에서 건축의 테크닉

을 재고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므로, 뷔랑의 초기작이 회화와 표현의 관례적

인 연관성을 깨트렸듯이 건축과 주거의 일반적인 연관성을 해체하였다.

Jacques Derrida, “Cinquant-deuxaphorisms pour un avant-propos,” in

Psyche, (Paris: Galilée, 1988), p.513.; Alexander Albarro and Nora M. Alter,

Ibid., p.16에서 재인용.

103) 『경고(mise en garde)』는 묀헨글라트바흐의 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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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work)과 제안(proposition)이란 용어를 각각 구별하여 사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의 작업에 다양한 형태로 등장했던 ‘틀(frame)’―장소, 망원

경, 복도경, 창문 등―은 실내와 실외 모두를 포함한 그의 작업이 위치하

는 장소 자체 곧 공간 전체가 된다. “작품은 그것이 보이는 위치

(location)와 관련된다...작품이 보여 지는 장소(내부든 외부든)가 ‘틀

(frame)’, ‘경계(boundary)’가 된다”104)고 뷔랑이 말했듯이, 건축 공간에

용해된 그의 줄무늬 화면은 관람자와 더불어 두 영역의 형태적 그리고

의미론적 특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서로를 완성하게 된다.105)

파리의 길거리에서 행해진 뷔랑의 벽보작업이나 퍼포먼스는 그의 작

업을 독자적인 예술의 영역이 아닌 구체적인 장소의 맥락으로 전환시킨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1969년 앤트워프의 와이드 화이트 스페

이스 갤러리(Wide White Space Gallery)에 설치한 줄무늬 화면(도 31)에

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갤러리 건물 외관에 건축적 구조물인

창문 위 아치형의 플린트(plinth) 아래의 벽에는 줄무늬 띠를 둘렀으며

그 띠는 갤러리의 문을 지나 내부의 공간으로 이어진다. 뷔랑은, “갤러리

내부에 있는 줄무늬 작업과 달리, 외부 벽에 붙여진 작업은 이미 주어진

건축물의 결과에 의해 작용하여 그 공간에서만 사용된다”106)고 하였듯

이, 관람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건축의 특정 요소들을 사용하여 작업

의 일부가 되게 한다.

이처럼 벽의 개념에 대한 전복과 건축적 요소를 적용한 과정은 점차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 건축 공간 전체를 활용하게 된다. 발터 벤야민

《Conception》전시를 위한 것으로, 전시작품을 보기 전인 1968년에 쓰여 졌고,

다시 Studio International, vol.179, no.920, 1970년 5월에 출간되었다. 이것은

Daniel Buren, “Beware,” Ursula Meyer (ed.), Conceptual Art, E.P.

Dutton, New York, 1972, pp.60-77에 재수록 되었다.

104) Daniel Buren, “Beware,” Ursula Meyer (ed.), Ibid., p.74.

105) Charles Jencks, “A Modest Proposal: On the Collaboration between Artist

and Architect,” Art within Reach ed., Peter Townsend, (London: Thames

and Hudson, 1984), p.19.; 윤난지, 위의 책, p.122.

106) Rudi Fuchs, ed., Discordance/Coherence, exh. cat. (Eindhoven, Holland,

1976),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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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ter Benjamin)은 시각에서 촉각적 지각방식으로의 변화를 건축물에

대한 경험과 비교하였는데, 이러한 설명은 뷔랑의 건축공간에서 관람자

가 감상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건축물에 대한 경험은...촉각과 시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촉각적

수용은 주의력의 집중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익숙함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건축의 경우 그러한 촉각적 수용은 상당할 정도로 시각적 수용

까지도 결정한다.”107)

이와 같이 벤야민은 건축 공간에 대한 경험에서 촉각적 수용은 시각

적 수용이 촉각적 지각 안에 내포되어 발생하는 감각적 경험임을 말한

다.

특히 공공미술 중 하나인 빨레 루와얄(Palais Royal)에서의 <두 개의

고원(Les Deux P lateaux)>(1986)108)(도 32, 33)은 건축 공간의 양식들,

즉 건축적인 특징들을 그대로 착안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뷔랑은 연구자

와의 인터뷰에서 빨레 루와얄의 안마당은 대부분 프랑스 광장들이 그렇

듯이 볼록한 형태라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둥글게 만들어진 광장의 형태

는 사람들을 광장의 가장자리로 밀어 넣는 심리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의 최종 목표는 지층 위로 나타나는 볼록한 효과를 대중들이 지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109)

그리하여 <두 개의 고원>은 왕궁 안마당 가장자리 네 면 중 한 면에

있는 오를레앙 갤러리(Galerie d’ Orleans)의 이중 열주(a colonnade)들에

서 착안하여, 다양한 높이의 기둥 조각들을 광장의 지면에 표시된 균등

한 그리드(grid)에 위치시킨다. 이 그리드의 크기가 오를레앙 갤러리의

열주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광장의 측면들을 본래 기둥들의 축들 사이의

107) 발터 벤야민, 박성완 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92, p.226.

108) <두 개의 고원>은 파리 빨레 루와얄에 공공미술을 설치하도록 정부로부

터 공공 커미션을 받은 작업이다. 궁의 본 안마당을 위해 1985년에 착상되고

1986년에 완성된 것으로 이 커미션 이후에 ‘프랑스 공식작가’라는 타이틀이 따

라 다녔다.

109) 다니엘 뷔랑과의 인터뷰, 스트라스부르, 2014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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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같게 하고, 공간에 대한 측정을 동일하게 하여 자신의 작업을 반

복적이고 구획된 구성에 따라 공간에 설치한다. 또한 그리드 안에 순차

적으로 세워진 기둥 조각들의 표면은 동일한 열주에 평행하는, 교차하는

흑백의 8.7cm 폭의 줄무늬들로 지속된다.110)

실제로 관람자들은 이 다양한 높이에 흥미를 가졌으며 기둥들의 꼭대

기가 모두 수평으로 맞춰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뷔랑이 이

수평을 맞추므로 기둥들의 다양한 높이는 외견상 크게 두 개의 고원을

보는 것과 같은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결과적으로 지평면의 볼록함

때문에 생긴 지각효과를 상쇄시키고, 고전적인 건축물 안에 유쾌함을 주

는 것이 아닐까. 이처럼 <두 개의 고원>은 특히 뷔랑의 작업 중에서도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장치의 의도를 담고 있다. 관람

자들은 기둥들이 나타내는 높이를 직접 탐지함으로써 이 같은 의도를 확

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이야말로 진정으로 ‘인 시튜’에 해

당되는 작업이 아닌가 싶다. 또한 방문자의 추론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두 가상의 고원을 공간적으로 알맞게 배치될 수 있도록 자극하나,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재미를 위해 이 다각형 위에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등 독특한 자세를 취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품을 서술하게 됨을

보여준다.

시카고 현대미술관(Chicago Art Institute)에서 전시된 <문을 조심하

십시오!(Watch the Door, P lease!)>(1980-82)(도 34)는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와 외부 환경을 결합하여 공간과 시간에 적극적으로 개

입된 관람자들에게 풍부한 해석을 가능토록 한다. 1980년 10월부터 1982

년 5월까지 장기적으로 선보인 <문을 조심하십시오!>는 철로를 따라 건

설된 작업으로 주전시관이 철로 위를 가로지르고 있다는 미술관의 독특

110) 뷔랑은 이 기둥들을 “다각형들(polygons)”이라고 부르는 걸 더 선호하였는데,

그것은 횡단면의 정확한 모양 때문이다. 이 다각형 기둥들은 드로잉과 조각,

건축 분야의 결합을 보여준다. 드로잉적인 이유는 교차하는 검정과 흰색 줄무

늬 때문이고, 조각적인 이유는 입체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축적인 이유는

기둥 둘레에 장식적인 세로 홈을 흉내 내고 있기 때문이다. Guy Lelong,

Ibid.,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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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조에서 착안되었다. 뷔랑은 관람자들이 유리창 밖에 줄무늬 화면이

설치된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관람하도록 유도한다. 그는 비바람에 견디

는 비닐에 인쇄된 줄무늬―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색의 줄무늬 종류

―를 사용하여 기차의 문마다 설치하였다. 미술관 창문에는 기차가 지나

가는 시간표(도 35)를 붙여놨으며 관람객들은 거대한 유리 창문 앞에서

기차시간에 맞추어 지나가는 기차를 유심히 봐야했다. 여기에 관람자는

어떤 색의 줄무늬가 보일지, 기차가 빠른 속력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집

중하여 감상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이 작업에서는 전통적인 작품 감상을 역설적으로 뒤엎는

방식이 드러난다. <문을 조심하십시오!>는 벽에 고정되어 있거나 갤러

리 공간 안에 있지 않고 우연한 시공간에 놓여 있는 것이므로 관람자가

그 작업을 항시 볼 수 있지 않다. 즉 관람자가 기차가 지나가는 시간표

를 확인하고 봐야하는 것처럼 작업을 보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요구된다.

움직이는 기차로 인해 줄무늬 문은 관람자의 시선에서 빠르게 지나가므

로 마치 움직이는 회화와 같은 기능을 자아내기도 한다. 또한 기차로 통

근하는 사람들에게는 환승할 시에 조심하라는 경고로 읽히거나 광고 등

다양한 기호체계로 인식됨을 보여주어 예술 공간이 아닌 실제 현실에서

줄무늬 문을 접했을 때는 그 자체로서 순수하게 장식적인 요소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와 같이 뷔랑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요소를 즉각적으로 이용하여 관

람자들이 공간을 새롭게 지각하고 공간의 건축적 특징들을 활용하여 건

물 전체를 작업에 개입시키는, 점차 지각의 방식이 확장되는 과정을 밟

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은 관람자들에게 공간과 작품이 분리된 것이 아

닌 하나임을 보여주고, 그들의 시선과 움직임에 영향을 주어 대상과 공

간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에 대해 유희적인 방식을 첨가

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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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각적 스펙터클로의 변화

뷔랑의 ‘시각적 도구’는 줄무늬 화면이자 장소, 그리고 액자와 같은

하나의 ‘틀’로 간주되는 외적 요소를 통해 주변을 해석하는 기능을 한다.

이처럼 뷔랑의 작업은 가시성의 한계에 대해 탐구하고자 장소와 주변의

맥락을 끌어들이는 전반적인 특징을 지니나 이러한 비판적 태도는 역으

로 가시성에 다시 집중되기 시작한다. 특히 건축 공간과 작업이 결합되

면서 방대한 스케일을 내포하는 점과 투명하고 반짝거리는 인공적인 산

업재료를 사용하는 점, 그리고 더불어 색을 풍부하게 개입시키는 점은

관람자들이 작업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보다 감각적이고 표피적인 효과를

지각하도록 한다.

이번 장에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굵직한 전시들을 통해 뷔랑의 작업에

서 나타난 스펙터클한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공간과 관람자들을 이용하

는 그의 전략이 작업에서 나타나는 비판적인 특성들을 어떻게 적용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연구자는 뷔랑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작업에

서 드러나는 그의 태도에 대해 질문하면서 그에게 스펙터클은 어떤 의미

를 지니는지,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1. 뷔랑의 작업에 나타난 스펙터클의 의미

뷔랑은 1990년 이후부터 줄무늬 화면을 거울과 색으로 변화시켜 ‘인

시튜’와 ‘위치 작업’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초기에 감정적이거나

일화적인 의미를 소거하기 위해 어떤 특정한 색채를 선호하지 않고 작업

한 것과는 상이한 방향을 보여준다.111) 최근 작업들은 전통적인 회화와

111) 뷔랑의 ‘반복’은 매너리즘에 빠짐으로 또 다른 이상화된 원형(prototype)이 되

는 것을 경계하였다. 그는 “...내부 구조가 불변하다면 그것은 곧 유사 종교적

원형(quasi-religious archetype), 중성 상태의 이상화된 이미지가 된다”고 언급



- 64 -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표시하기 위해 줄무늬 화면을 사용했던 초

기 작업들에 비해 시각적인 화려함이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벤자민 부클로(Benjamin H.D. Buchloh)나 카트린느 미예(Catherine

Millet) 등의 비평가들은 그의 작업의 의미가 변화했거나 사라졌다고 비

판한 바 있다. 미예는 그의 작업에서 장식성이 부각되면서 대중 친화적

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였으며112), 부클로는 기 드보르(Guy Debord)를 흠

모했던 뷔랑답게 드보르의 ‘스펙터클’을 차용하여 점차 예술의 ‘스펙터클’

한 형식을 추구했다고 지적한다.113)

스펙터클이 가져다주는 시각적 화려함의 부각에 대한 비평가들의 비

판은 제도에 저항하는 태도를 취했던 뷔랑의 작업 철학에 반(反)하는 것

이라 한다. 부클로를 포함한 미국과 유럽의 비평가들은 뷔랑이 작업 초

기부터 선보였던 장식성을 간과하고, 단지 그의 작업에 나타나는 급진주

의와 사회정치적인 특성을 기존 제도의 비판이라는 관점에서만 읽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뷔랑의 작업이 미국학계에서 개념미술이나 제도 저항

적 작업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미술사가 블레이크 스팀슨(Blake

Stimson)은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개념미술이라면 모더니즘을 거부해야

만 한다고 여기는 당시 미술계로 인해, 뷔랑에게서 나타나는 장식성이

제대로 비평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114)

특히 뷔랑이 흰색과 유채색이 교차하는 수직의 줄무늬 천을 사용하고

이러한 형태를 반복하는 행위는 전통적인 재료와 주제, 우연성, 자율성,

원본성, 그리고 기교와 같은 예술을 부정하는 방법에서 읽혀진다. 부클로

는 뷔랑의 이러한 저항의 태도를 옹호하면서 “이전의 역사적 모형과 명

백하게 다른, 관람자의 받아들임과 유통 방식 그리고 제도적 비판에 대

하였다. Daniel Buren, “Beware,” Ursula Meyer (ed.), Ibid., p.66.

112) 카트린느 미예, 앞의 책, pp.326-333.

113) Benjamin H.D. Buchloh, “The Group That Was (Not) One: Daniel Buren

and BMPT,” Artforum, (May 2008), pp.310-311.

114) Blake Stimson, “I Am the Social: The Line of Edward Krasinski,” Artforum

52, no. 3 (November 2003), p.146.; Alison M. Gingeras, “North America in

Review,” ‘Who Is Daniel Buren?,’ in Solomon R. Guggenheim Museum (ed.),

The Buren Times, (New York, 2005), Section 3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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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안하는”115) 미술의 한계에 대한 자의식적인 도전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뷔랑은 자신은 현재도 여전히 시스템을 비판

하고 있으며 여기에 반(反)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카트린느 미예와

벤자민 부클로의 변화된 비평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시각적으로 화려해진 자신의 작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아래와 같이 반론한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시스템에 대항하는 태도를 취한다. 카트린느 미

예는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비판적으로 얘기한 것 같

지만 그녀의 지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벤자민 부클로의 경우,

미술 비평가이기에 그가 이론적인 부분을 심도 있게 잘 알지만 정작

내 작업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얘기하는 것 같다. 어떤 경우에

는 그의 글이 내 작업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나의 작업을 직접 보지

도 않고 자신의 취향대로 써 내려 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다. 나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작가에 대한 작업 또한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비평하는 경우가 많다.”116)

뷔랑은 물론 부클로가 말한 것처럼, 자신은 기 드보르를 흠모한다고

한다. 그러나 부클로가 비판했던 스펙터클이 대체 어떤 기준에서 말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부클로가 자신의 작업이 스

펙터클하게 변화된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면, 1971년 뉴욕 구겐하

임 미술관(Solomon R. Guggenheim Museum)에서 개최된 《제6회 구겐

하임 국제전(The 6th Guggenheim International)》의 <회화―조각

(Peinture-Sculpture)>(1971)(도 36) 설치물 역시 가장 스펙터클한 작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뷔랑은 부클로가 <회화―조각>이 미술관이라는

제도를 비판하고 있다고 하며 이 작업을 지지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115) Benjamin H. D. Buchloh, “Introduction,” in Neo-Avantgarde and Culture

Industry: Essays on European and American Art from 1955 to 1975,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2000), pp.ⅹⅹⅳ-ⅹⅹⅸ.

116) 다니엘 뷔랑과의 인터뷰, 스트라스부르, 2014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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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회화―조각>은 구겐하임 미술관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인 텅

비어 있는 중앙 공간을 활용하여 길이 20m, 폭 10m의 흰색과 푸른색이

교차하는 거대한 줄무늬 천막이 천장에 설치되면서 만들어진 작업이다.

그는 건물의 독특한 구조로 인해 중앙 공간 그 자체가 전시실에 전시된

작품보다 관람자의 눈길을 더 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를 이용해 공간

과 시선을 전복시키고자 한다. 적극적으로 공간에 개입한 이 설치물은

관람자가 더 이상 나선형으로 된 건축물의 가장자리를 돌지 않고, 건축

물과 같은 높이에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돌게 되어 시점 변화에 따른 다

양한 공간체험을 제공한다.

뷔랑은 구겐하임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의 미술관에 대해, “구겐하임의 모순되는 점 중 하나는 이곳에서

전시된 작업들은 대부분 숨겨져 있다...전시된 모든 작품은 미술관 건축

에 종속되거나 부차적인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어떠한 작업이 디

스플레이 되어도 나선형과 건축의 곡선이 삼켜버릴 것이라고 지적한

다.117) 그리하여 뷔랑은 미술관 자체를 작업의 진실된 ‘틀’의 일부로 여

기고 실제로 그 공간에서 권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압도적인 시각과 제

스처를 의도하기 위한 작업을 실행한다. 부득이하게 <회화-조각>은 당

시 전시에 참여한 미국 미니멀 아트 작가들의 항의에 의해 전시 오프닝

전날 철거되었다.118)

117) Susan Cross, “The Eye of the Storm,” ‘Reflections on the Guggenheim,’ in

Solomon R. Guggenheim Museum (ed.), The Buren Times, (New York,

2005), Section 1A-1, 2. 여러 비평가, 언론의 기자단과 대부분의 대중은 구겐

하임 미술관 건축물을 “실패작”이라 비난하였다. 건축물이 채 완공되기도 전에

드 쿠닝, 프란츠 클라인을 포함한 군단의 미술가들은 회화를 전시하는 것이 적

합하지 않을 우려에 미술관 디자인에 항의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반면,

건축가 라이트는 이들이 선호한 예술의 충분한 명상을 위한 직선화된 틀을 그

저 “습관”이라 비판하였다.

118) 이 전시에 참여한 댄 플래빈(Dan Flavin)과 도날드 저드(Donald Judd)를 주축

으로 몇 명의 미술가들이 위의 작품을 철거하지 않으면 전시에 불참하겠다고

미술관을 협박하였다. 뷔랑은 이러한 제도적 권력과 검열에 미술가들이 공생하

는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당대 건축과 미술관의 이데올로기와의 관계에 대해



- 67 -

이처럼 뷔랑은 자신이 가장 스펙터클한 작업이라고 여기는 <회화―

조각>이 전시 오픈 전에 철거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직접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흑백의 거대한 줄무늬 천의 스펙터클은 긍정적으로 보

는 것이고, 현재의 스펙터클한 작업은 시각적으로 화려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도를 비판하지 않는다고 바라보는 것은 오류이며 자신

의 작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지적한다.

나아가 뷔랑은 자신은 풍부한 색의 사용과 같은 장식적 관점을 거부

한 적이 없다고 반론한다.

“피카소, 리베라, 몬드리안 등의 모든 작품에서도 장식성은 찾아볼

수 있다. 시각 예술이 장식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장소와 함

께하는 작품들은 장식적이라고 쉽게 연관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

도 우스운 일이다. 나의 작품은 장식성을 가짐과 동시에 다양한 의미

를 지니고 있다”119)

“그 누구도 미술 작업이 장식적이라고 믿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

나 믿고 싶지 않은 순간, ‘이 캔버스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캔버스는 공간에서 무엇이 될까? 라는 질문이 주어진다면, 그 어떤

대상이 벽에 걸리거나 바닥에 놓였을 때 장식적인 효과에서 벗어나

기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바로 깨달을 것이다.”120)

장식성에 대한 그의 긍정적인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후기 작업

에서는 색이 현란하게 교차되면서 더욱 더 시각적으로 스펙터클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동일하게 2005년 구겐하임 《태풍의 눈(The Eye of the

Storm)》(2005) 전시에서 설치된 <모퉁이를 돌아가며(Around the

언급한다.

119) Daniel Buren, Daniel Buren: Les Couleurs Traversée, (Köln: Kunsthaus

Bregenz), p.61.

120) Daniel Buren, Les écrits: 1965-1990/Daniel Buren, vol. 3 (Bordeaux:

Capc Musée d’art contemporain, 1991], p.88.; Alison M. Gingeras, Ibid.,

Section 3A-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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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r)>(2005)(도 37)는 표면과 지탱하는 구조를 노출시키고 반전시켜

관습적인 위계질서와 관람자들의 기대에 실망감을 주어 그들의 표준화된

관점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의도한다. 또한 관람자가 구겐하임에 입장

했을 때 가장 먼저 시선을 두는 것은 거대한 여백의 로툰다(rotunda)이

지만, 일반적으로 행해진 시선과는 달리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텅 빈 중

앙이 아닌 설치작업을 우선적으로 상대하므로 관습적으로 행해지던 관람

자의 경험이 도치된다. 나아가 <모퉁이를 돌아가며>는 벽이 작품을 보

여주기 위한 건축적 기능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재적(literal)이고 물

리적 공간으로 인지되도록 만든다.

관람자들은 신체와 시선의 움직임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설치물과 주

변 공간을 보다가 거울에 반사된 건물의 선들이 실재의 건물 모습과 완

벽히 들어맞게 되는 순간 뷔랑의 탑이 시각적으로 사라지는 효과를 경험

한다. 이러한 점은 <회화―조각>에서도 마찬가지로 천장에 걸린 긴 천

막을 측면에서 보았을 때 면의 형태가 사라지고 수직의 가는 선으로만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모두 스펙터클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므

로 그의 작업은 온전히 미술관의 건축물을 관람자들에게 보여주고, 뷔랑

이 초기에 거부하던 시각적 환영에 대해 관람자들의 감각적 경험을 극대

화시키기 위한 요소로 기능한다.

뷔랑은 여전히 미술관의 시대가 스펙터클로서 존재한다고 인정하였고

그 뒤에 존재하는 환상에 불과한 실재를 드러내기 위해 거대한 일루전을

재창조한다. 그는 미술관이라는 제도를 비판하기 위해 역설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전략을 취했으며 이는 구겐하임에서의 <장미창(The Rose

Window)>(2004-05)(도 38)에서도 드러난다.121) 구겐하임 천장에 <장미

창>은 미술관과 성당 간의 연결고리를 암시한다. 이 작업은 미술관을 더

이상 하나의 초석으로 보이게 하지는 않지만, 미술관이라는 형식 자체가

121) <장미창>은 마치 프랑스의 고딕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차용하여 미술관의

숭배에 대한 창문과 벽, 장소에 내포된 이데올로기적 내러티브를 드러내기 위

한 것으로 라이트의 건축물을 “영혼의 성전(temple of spirit)”으로 불리어 기념

비적이고 신성시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 역으로 장식적 요소를 부각시켰다.

Susan Cross, Ibid., Section 1A-5.



- 69 -

제도 안에서 기념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는 이에 대

해 “성당으로서의 미술관”과 “극장으로서의 미술관”이라는 비유적 표현

을 사용한다.122)

이와 같이 뷔랑의 작업에 나타나는 스펙터클이 단순히 다양한 색채가

용해된 시각적 화려함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편협한 발상으로, 이

때 나타나는 스펙터클 역시 여전히 제도비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작업에서 무채색으로 이루진 것은 제도에 저항하는 태

도를 나타내고, 색채가 많이 개입된 것은 제도에 조금 더 결속되었다는

이분법적 논리는 부클로의 관점이 오류를 지니고 있다고 뷔랑이 지적한

바처럼 비판의 여지가 있다. 앞에서 주지했듯이 뷔랑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새롭게 하는 것이며 작업 자체의 자율성(autonomous)

을 띠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더더욱 그의 작업은 매번 스펙

터클하게 작용하며 제도를 새로운 방식으로 비판하기 위해 화려함이라는

감각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다.

122) 역사적으로 성당의 후원자들은 그들의 모습을 예배당의 프레스코나 제단에 그

려 넣듯이, 벤자민 부클로는 근대의 미술관은 후원자들의 이름을 제도의 건축

물에 새겨 넣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보아, 이를 “문화의 성당”이라 하였다.

Benjamin H.D. Buchloh, “Daniel Buren’s Les Couleurs/Les Formes,” in

Neo-Avant-garde and Culture Industry: Essays on European and

American Art from 1955 to 1975,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2000),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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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각적인 색채와 재료의 부각

뷔랑의 작업은 장식적인 요소가 가져다주는 시각성에 뿌리를 두어

색, 패턴, 반사되는 성질, 빛, 그리고 투명성이라는 요소 등의 분석적인

도구를 통해 관람자가 감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작품과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들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색은 나의 작업에서 필수

적이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완전히 피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드문

요소들 중의 하나다.”123)라고 뷔랑이 말했듯이, 색은 기존의 장소를 새로

운 공간으로 조작하고 변형시키는 ‘시각적인 접착제(visual glue)’124)의

기능을 하고 관람자들로 하여금 전시 장소의 새로운 가능성에 관해 탐구

하도록 한다.

구겐하임의 공간 중에 탄호이저 갤러리에서의 <색, 리듬, 투명성, 인

시튜 작업: 장식 면지를 붙인 프리즈(Color, Rhythm, Transparency,

work in situ: The Double Frieze)>(2004-05)(도 39)는 갤러리 창문에

색으로 입혀진 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빛을 걸러내며, 빛이 작업과

건축물의 일부가 되어 관람자들이 주위를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

다준다. 특히 삼각형의 할리퀸(harlequin)125)식의 유희적인 패턴과 색은

공간에 연극적인 느낌을 자아내어 즉각적으로 미술관의 몸체에 반사되어

미술관의 구조를 파악하게 한다.

이와 같이 뷔랑은 색채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빛을 투과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유리에 투명한 시트를 부착시켰다. 이러한 특징은

사물의 성질과 같은 색깔, 경도, 무게를 통해 이것들을 담아내는 공간을

123) Beatrice Salmon, “Entretien avec Daniel Buren”(1998), in Daniel Buren:

Implosion ou la Cabane aux Quarte P iliers, exh. cat. (Nancy, France:

Musée des Beaux-Arts, 1999), p.8; Alexander Albarro and Nora M. Alter,

Ibid., p.23에서 재인용.

124) Daniel Buren, “Conversation between Daniel Buren & Pierre Huyghe,”

Parkett n° 66/2002, (London: Parkett, 2007) quoted in Daniel Buren,

(London: Lisson Gallery, 2007), p.12.

125) 할리퀸이란 일부 전통 연극에 나오는 어릿광대가 다이아몬드 무늬의 알록달록

한 옷을 입은 것을 뜻한다. Alison M. Gingeras, Ibid., Section 3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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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으로 지각하도록 역할을 한다. 메를로 퐁티가 색을 ‘실재적 항상

성’126)이라고 한 것과 같이, 이는 관람자들이 경험한 압도적인 색들이 조

명이나 유리에 투영되고 벽에 부딪히는 외부적인 변화에도 남아 있는 것

은 ‘색깔의 실체’ 뿐인 것을 말한다. 더욱이 공간의 세 차원들을 차지하

는 투명한 물체들의 색깔인 빛나는 색깔, 반짝이는 색깔, 방사하는 색깔

은 공간과 대상에 부딪혀 관람자들의 감각적 경험의 지평을 확장시킨다.

2002년 퐁피두센터에서의 회고전 《존재하지 않았던 미술관(Le

Musée qui n’existait pas)》(2002)은 더욱 다양한 형태의 공간 분할과

지금까지 사용한 모든 재료의 집합체와 화려한 색의 향연을 보여준다.

전시 제목처럼《존재하지 않았던 미술관》은 은연중에 미술관의 전시가

규격화된 ‘틀’을 요구했던 제도적 기능이 아니라 관람자들이 목적 없이

걷는 경험과 물리적 활동으로 관람에 있어서 변화하는 방식을 요구한다.

뷔랑은 공간을 체크판 형식인 그리드 체계를 바탕으로 일흔일곱 개의 입

방체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파티션으로 나눠진 공간들은 시작과 끝, 통

합과 중심, 그리고 내용이 없는 공간을 반복적인 리듬을 주어 무한히 확

장시킨다. 여기서 각 방마다의 특징은 공간의 무한한 변화와 해체를 반

복시키는 기능을 하고 벽들은 더 이상 기존 벽이 갖는 의미에서 벗어나

작업의 일부분이 된다.

뷔랑은 인터뷰에서 이 전시에서 작업을 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 열

려있는 시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그는 관람자들에게 모든 가

능성을 개방하고자 하였고 입구와 나가는 것만 남겨둘 뿐, 그 안에서 자

유롭게 움직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126) 메를로 퐁티, 류이근 역,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지성사, 2002, pp. 457-459.

메를로 퐁티는 색깔의 실체가 공간과 대상에 투과되어 지각되는 것을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림자가 드리워져 우리가 그렇게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하얀 종이는 순수하고 무결하게 하얗지가 않다...그림자가 드리워진

하얀 벽과 빛 속의 회색 종이가 있다면 사람들은...그 종이는 시선에 더 많은

인상을 남기고 더 빛나며 더 밝고, 그 벽은 더 짙으며 더 불투명하다. 말하자

면 조명의 변화에도 남아 있는 것은 ‘색깔의 실체’ 뿐이다.” 메를로 퐁티, 앞의

책, p.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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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모험을 해야만 자신의 작업의 구석구석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언급

한다.

뷔랑은 인공적인 빛의 사용과 노출된 건축물의 구조물, 그리드, 다양

한 각도의 거울과 색 등을 이용하여 일흔일곱 개의 방마다 다른 연출을

선보였는데, 23번째 방의 <끝이 잘린 공간(Truncated Space)>(2002)(도

40), 59번째 방의 <부유하는 천장(The Suspended Ceiling)>(2002)(도

41), 63번째 방의 <색의 상자(The Colour Box)>(2002)(도 42), 그리고

55번째 방의 <끝이 없는 꼭대기 층(Endless Ceiling F loor)>(2002)(도

43) 등을 설치하여 관람자의 시선을 파편화한다. 또한 전시장에서 레스

토랑으로, 레스토랑에서 전시장으로, 전시장에서 도심 주변부로 그리고

추가적인 줄무늬들을 로비입구와 지하까지 확장시켜 내부로 이끄는 외부

에 대한 공간을 개방한다.

이와 같이 공간의 무한한 해체로 부각되는 색과 재료들은 2012년 그

랑 빨레(Grand Palais)의 네프(Nef) 전시관에 설치된 제5회 모뉴멘타

(Monumenta)127)의 <중심을 이탈한 인 시튜(Excentrique(s), In situ)>(2012)

(도 44)에서 극대화된다. 그랑 빨레는 투명한 둥근 유리 지붕을 지탱하기

위해 회녹색 철근 골조가 빽빽이 줄을 지어 있고, 아치형의 철근 기둥들

은 뼈대처럼 공간의 틀을 그대로 노출하는 구조로 구성된다. 뷔랑이 둥

근 창에서 따온 원의 모티브는 여기에 투과되는 외부의 자연광이라는 빛

에서 착안하여 그랑 빨레에 가득 찬 밝은 빛과 철근 골조물이 주는 곡선

의 연장선상인 시각적 효과를 드러낸다(도 45).

직선의 흑백 줄무늬 기둥 위에 얹혀 있는 377개의 투명한 색 원판은

노랑, 초록, 파랑, 보라 등으로 시간과 날씨에 따라 농도와 색 그리고 빛

에 비쳐 바닥에 투영하는 선명도가 다각도로 비친다. 또한 다색의 원판

127) 프랑스 문화통신청(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에서 주관

하는 국제적인 전시로 매해 국제적으로 명성을 가진 작가를 선정하여 그랑 빨

레의 네이브관에 전시하도록 되어있다. 2007년 첫 전시에 선정된 작가로는 안

젤름 키퍼(Anselm Kiefer)에 이어 2008년에는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

2010년에는 크리스티앙 볼탄스키(Christian Boltanski), 그리고 2011년에는 아니

쉬 카푸어(Anish Kapoor)가 전시하였다. www.culturecommunication.gouv.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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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열은 그랑 빨레가 가지고 있는 선적인 특징의 구조적 공간과 대비

되어 더욱 극대화 되고 위와 아래로 끊임없이 연결되어 마치 공간이 무

한하게 반복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색으로 입혀진 투명성에 빛이 투

과되어 바닥과 주변에 충돌하는 효과들은 시지각적으로 공간이 갖고 있

는 스케일과 더불어 스펙터클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투명성’은 공기와 빛을 통과시키는 자연의

성질로서 광범위한 공간의 질서체계를 통합시키는 특징을 지닌다. ‘투명

하다’는 의미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의 현상을 나타내지만,

작업에서 나타나는 투명성 자체는 주변 요소들로 인해 눈으로 지각할 수

있는 색을 부각시켜 관람자들이 반사된 색들을 눈으로 두루 만지는 촉각

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러한 촉각적 경험은 크림프가 언급

한 ‘자의식적 지각(self-conscious perception)’128)과 더불어, 벤야민이 관

람자들의 촉각적 수용이 주체적인 비평의 태도로 이어진다고 언급한 것

과 부합한다.129)

또한 전시에서 사용되는 ‘소리’는 뷔랑의 작업에서 공간을 측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는 소리가 시각에 대항하여 그것을 방해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기본요소이자 작업을 보다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

는 효과를 준다고 언급한다.130)

앞에서 언급한 특징들은 그의 작업이 관람자에게 가장 감각적으로 받

아들일 수 있는 요소들임을 증명한다. 인터뷰를 하면서 뷔랑은 작업을

128) ‘자의식적 지각’은 관람자가 스스로 자신이 체험하는 방식의 의미와 형태를 자

각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Douglas Crimp, Ibid., p.17.

129) 발터 벤야민, 앞의 책, p.226.

130) 뷔랑의 작업에서 ‘소리’의 사용은 이번 작업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다.

뷔랑은 <두 개의 고원>에서 기둥이 있는 안마당 측면과 평행한 금속성 창살

로 덮인 그리드 아래에 노출된 도랑(배수시설)에서 분수의 이미지와 사운드를

이용하였다. 물이 흐르는 소리는 관람자들이 그것을 보기 전에 들리도록 하여

상상할 수 있는 장치의 역할을 한다. 또한 <관점, 또는 복도경>에서도 관람자

들이 설치된 복도의 벽에 귀를 기울이면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거리가 얼마

만큼 되는지 걸음의 수를 알려주는 소리를 결합하기도 했다. 다니엘 뷔랑과의

인터뷰, 스트라스부르, 2014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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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안 관람자가 자신의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지

와 같은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항상 전시장에서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의 작업을 수용하고 가장 먼저 시각적으로 반응하는 관

람자는 ‘어린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가

장 최근의 작업에 해당되고 연구자가 직접 스트라스부르 근현대미술관

(Musée d’Art Moderne et Contemporain de Strasbourg, MAMCS)에서

경험한 뷔랑의 《어린이의 놀이처럼(Comme un Jeu d’Enfant)》(2014)

(도 46)은 작가가 어린이의 놀이에 집중했음을 보여준다. 이 작업은 뷔랑

이 직접적인 놀이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어른들의 삶 또한 아이들이 쌓

는 나무 블록처럼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하며 어른 또한 삶속

에서 하나의 시련과 기쁨 등을 한 블록 한 블록씩 맞추어 나가는 삶의

방식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131)

<어린이의 놀이처럼>은 지금까지 해 온 작업과 완전히 새로운 오브

제로서, 미술관의 전시공간을 완전히 비워내고 세 개의 사각형으로 나란

히 연결되어 있는 공간을 측정하여 두 개로 통합한 작업이다. 그리하여

전체 공간의 1/2은 흰색의 직육면체, 원기둥, 입방체, 각뿔, 그리고 아치

의 조각들을 조합하여 아이 블록 성(城)처럼 구성하였고, 나머지 반은 배

열이 동일하되 다양한 색으로 덧입혀졌다. 또한 각 블록마다 구멍이 뚫

린 내부의 가장자리와 아치형태의 안쪽 폭에는 흑백의 줄무늬 띠를 칠해

놓았다.(도 47)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 갖고 노는 블록의 확장판 같으며

거대한 건축물과 같다.

특히 전체가 흰색으로 칠해진 오브제와 공간은 오히려 색채가 다양한

공간보다 더욱 압도적이고 스펙터클한 인상을 준다. 하얀 공간은 무중력

한 느낌이 듦과 동시에 심리적으로 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는 기분이 들

었으며 블록 안쪽마다 그려진 흑백의 줄무늬 띠가 더더욱 부각되어 현실

이 아닌 공간에 있는 느낌이 들게끔 하였다. 흰 공간을 체험하고 색이

131) 다니엘 뷔랑과의 인터뷰, 스트라스부르, 2014년 6월 11일.; MAMCS 디렉

터 에스텔 피트리츠크(Estelle Pietrzyk)과의 인터뷰, 스트라스부르, 2014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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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연결된 공간으로 이동하는 순간 오히려 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으며, 색이 다채롭게 오브제들을 둘

러싸고 주변을 감싸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는 오히려 색의 풍부함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연구자는 이 공간을 체험하면서 뷔랑이 이러한 효과를

의도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의 작업들에서

역설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고자 했던 사례들을 비추어 볼 때, <어

린이의 놀이처럼>에서도 색이 꼭 화려해야만 스펙터클함이 드러나는 것

이 아니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나아가 조각들 중간 중간에 6미터 정

도의 높이로 둥근창이 있는 여러 개의 블록이 공간을 평행하게 종단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망원경과 같은 효과를 주기도 하였는데, 실제

로 관람자들은 이 둥근창을 통해 중간에 있는 또 다른 둥근창들을 보고

다시 그 너머에 있는 마지막 둥근창 내부에 둘러싼 줄무늬 화면을 보았

다. 여기서 흑백의 줄무늬는 그 이미지들이 겹쳐 공간에 착시현상을 일

으킨다.

이외에도 MAMCS의 건축물 양 끝에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있는 정

사각형 체크판 모양의 전면 유리와 건축의 가로 면의 가장 윗면 끝자락

에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유리에 다양한 색 시트를 붙여 바깥에서 흘러

나오는 빛에 의해 미술관 내부에 색들이 혼합되어 반사된다(도 48, 49,

50). 이번 전시에서 블록과 색면 유리 작업은 관람자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건축 공간을 부각시키기 위한 ‘인 시튜’의 작업에 해당되며 늘 그

랬듯이 그는 장소에 맞게 작업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공간에 대한 감각과 이해의 결합은...예술적인 작품이 단 하나의 존

재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작품이 가진 형언할 수 없는 특

성을 가장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고, 가장 감각적인 방법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것들을 공유하는 것이다.”132)

위와 같이 뷔랑은 시각적 효과에 대한 증가로 인해 자신의 작업을 단

132) Jérome Sans, Ibid., pp.17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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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피적인 부분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주변에 대한 비판

적인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한다.

3. 상업적 스펙터클

뷔랑은 화려한 스펙터클을 역이용하여 미술관이라는 제도가 기능하고

있는 공간과 관람자의 역할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보여준다. 그는 여전

히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비판만 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작업을 관람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방식을 이용한다.

반면에 크림프와 안드레아 프레이저(Andrea Fraser)는 공간과 관람자

에 대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도적 공간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고 비평한다.133) 동시에 한스 하케(Hans Haacke) 역시 예술이 곧

“사회-정치적 가치 체계”로 그것을 비판하는 예술가와 예술 후원자 또한

예술의 협력자이기 때문에, 예술과 변증법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

다고 지적한 바 있다.134)

이러한 현상은 예술과 자본주의 소비사회의 관계를 바탕으로 등장한

다. 제도 기관들을 지배한 모더니즘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포스트모

더니즘적 소비사회에서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간에 경계가 불분명해지

고 통합된다. 이를 통해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미술가

들의 작업이 상품과 협업하고 관람자가 소비자로 대체된다고 말할 수 있

으며, 할 포스터가 “소비와 통제의 형식으로서의 문화는 확장되었다”고

133) Douglas Crimp, “The End of Painting,” October, vol.16 (Spring 1981), p.72.;

Andrea Fraser, “From the Critique of Institutions to an Institution of

Critique,” in John C. Welchman, ed., Institutional Critique and After,

(Zurich: JPR/Ringier, 2006), p.123.

134) Hans Haacke, “All the Art That’s Fit to Show,” Art into Society-Society

into Art, exhbition catalogue, 1974; in John C. Welchman, “Introduction,”

Institutional Critique and After, p.15.; 양은희, 앞의 글, p.16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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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듯이, 오늘날에는 예술이 대부분 오락이나 스펙터클(무엇보다도 금

전적인 품목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끄는)로 간주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135)

앞에서 언급한 하케의 주장처럼 뷔랑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논리와 결합하여 작업을 한다. 부클로가 비판한 뷔랑의 스펙터클 중 하

나는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써 무채색 위주였던 줄무

늬를 버리고 점차 다양한 색면으로 전환하면서 시각성을 부각시킨 점이

다.136) 즉 부클로는 시각적 화려함의 부각으로 변모된 그의 작업이 자본

주의의 틀 안에서 상품으로서의 작품을 후원하는 체제로 편입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뷔랑은 인터뷰에서 에르메스 에디뛔(Hermès Editeur, H2)”137)

에 참여하여 《스카프 위에 기념-사진(Photos-souvenirs au carré)》

(2000)(도 51)처럼, 스카프 제작에 협업한 것을 매우 특이한 경험이라 하

면서 고급소비 시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아래와 같이

피력한다.

“고급소비 시장(luxury goods market)과 함께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생각해 볼 때, 결국 미술도 고급소비재와 마찬가지이다. 이것

은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술은 근본적으로 ‘럭셔리’이다. 예술을 좋아

하고 작업을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럭셔리이다...그리고 내

작업에서의 시각성(visuality)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오늘

135) 할 포스터, 조주연 역, 『미술·스펙터클·문화정치』,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2,

p.24.

136) Benjamin H.D. Buchloh, “The Group That Was (Not) One: Daniel Buren

and BMPT,” Artforum, (May 2008), pp.310-311.

137) 이 프로젝트는 피에르 알렉시스 뒤마(Pierre-Alexis Dumas)의 기획으로 지금

까지 요세프 알버스(Josef Albers), 다니엘 뷔랑, 그리고 히로시 스기모토

(Hiroshi Sugimoto)와 협업하였다. 뷔랑의 《스카프 위에 기념-사진》 설치작

업은 La Monnaie de Paris(2010)에서부터 도쿄, 뉴욕, 멕시코, 런던, 홍콩, 이탈

리아, 스페인, 싱가포르를 거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계 각국의 갤러리에

전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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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에 예술 시스템은 미술관 안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무조건적인 저항의 태도를 표출한 과거와 달리 시대적 상황이 많이

변하였으며, 제도의 장치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곳에 얽혀 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데 있다. 특

히, 환타지를 보여주는 브랜드하우스(Brand House)에서 이를 이용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38)

이처럼 뷔랑은 브랜드하우스에 존재하는 스펙터클의 공간을 이용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전략이라 언급함을 시사한다. 또한 뷔랑은 에르메스

가 고급 사치품만을 파는 공간이 아닌, 스펙터클의 정점에 서 있는 공간

으로서 기존 미술관조차 신인작가상을 수여하는 것에 대해 옹색한 데 반

해 패션 브랜드가 현대미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화적 활동

(Cultural Activity)을 하는 것에 대해 흥미를 지니며 이에 대해 부분적

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스카프 위에 기념-사진>(2000)은 에르메스를 가장 대표하는 상품인

스카프에 뷔랑이 1950년대부터 여행하며 찍은 사진들 중 365개 이미지를

골라 제각기 프린트한 작업이다. <스카프 위에 기념-사진>은 브뤼셀에

새롭게 개관한 에르메스의 전시공간인 “라 베리에(La Verrière)”에 설치

되었다. 뷔랑은 줄무늬 화면이 처음 등장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작업

과 설치 과정 등을 촬영한 사진들을 “기념-사진(photo-souvenirs)”이라

고 명명하였는데, 그는 이를 “허세와 가식이 제거된 그 어떠한 의미도

지니지 않는 사진”이라고 하면서 그저 하나의 기록의 기능만을 한다고

말한다.139)

스카프에 인쇄된 기념-사진들의 테두리에는 그의 서명이자 ‘시각적

도구’인 흰색과 유채색의 교차된 줄무늬가 둘려진다. 줄무늬는 그가 여행

하면서 찍은 길거리, 기하학적 건축물, 지중해의 어선 정박지, 노을, 바로

크 양식의 돔, 하늘 등의 이미지들을 화면에 드러낸다(도 52).140) 기념-

138) 다니엘 뷔랑과의 인터뷰, 스트라스부르, 2014년 6월 11일.

139) Guy Lelong, Ibid., p.78.

140) www.editeur-fr.her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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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줄무늬 화면의 이미지를 스카프에 인쇄하는 작업 방식은 할 포스

터가 상품과 스펙터클로 구성된 세계에서 기호가 우선임을 제시한 것처

럼, ‘시각적 도구’이자 하나의 기호가 선행되는 점은 상품과 결합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뷔랑의 시각적 도구와 에

르메스의 협업은 기 드보르가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스펙터클은 인

간 감각의 시각에서 찾는다”141)는 말을 대변하듯이, 기획자 피에르-알렉

시스 뒤마(Pierre-Alexis Dumas)가 “관람자들의 눈으로 다가가는 것만

으로도 작업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한지”의 물음에 대한 시작으로 기획된

전시의도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그는 스카프 작업 중 22개를 추려내어 그것들을 세계 곳곳에

있는 에르메스 매장에 한정 상품(limited edition)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사

회의 스펙터클을 예술작업으로 이끌어온다. 또한, 뷔랑은 2006년 서울 청

담동에 위치한 메종 에르메스 도산공원(Maison Hermès Dosan Park) 개

관을 기념하여 스카프 작업을 상업공간에 다시 전시하고 동시에 5개의

한정품목을 지정해 판매함으로써 기업과 상품의 경제논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스카프 위에 기념-사진>은 줄무늬 화면과 기념-사진의 화면이 스

카프라는 상품 위에 얹어지면서 미술 오브제에 가해지는 경제적 조작 기

호로서 유통되고 소비되는 스펙터클한 예술 작업으로 변모한다. 드보르

는 스펙터클이 곧 상품세계임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는데, 그의 발언은

뷔랑의 작업에서 드러나는 스펙터클한 요소가 에르메스와 협업하면서 상

업적으로 전도되는 현상을 증명한다.

“스펙터클이 가시화하는, 현전하면서도 동시에 부재하는 세계는 바로

삶에 속하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상품세계이다.”142)

뷔랑은 에르메스와의 협업 외에도, 루이비통(Louis Vuitton)의 매장

건물의 디스플레이 창에 자신의 줄무늬 화면을 상품과 결합시키고 패션

141) 기 드보르, 앞의 책, p.16.

142) 앞의 책,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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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의 공간에도 개입한다(도 53, 54).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디스플레이

된 상품과 뷔랑의 작업을 함께 보면서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

킴과 동시에 상품에 미학적 기능을 부여하는 데 일조 했을 것이다. 뷔랑

의 스펙터클은 관람자이자 소비자에게 화려한 시각적 즐거움을 적극적으

로 제공하고, 그가 만든 다채로운 색면 작업은 장소의 원래 맥락을 변형

하여 소비자인 대중들이 그 장소를 예술적이면서도 일상적인 공간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상업적 스펙터클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뷔랑은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루이비통 디자이너인 마크 제이

콥스(Marc Jacobs)로부터 협업을 제안 받았을 때, 다카시 무라카미

(Takashi Murakami, むらかみたかし)처럼 가방에 직접 디자인하는 작업

을 거절했음을 밝힌다. 왜냐하면 자신은 공간/장소를 중심으로 작업을

하는 작가이므로 루이비통의 전시 공간이 쇼윈도와 패션쇼 장에서 작업

하는 것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70개 국가

의 모든 루이비통 매장의 디스플레이 공간을 이용한 작업을 했고 그 작

업이 중복되는 것 없이 모두 다 달랐다고 말한다.

그러나 관람자-소비자가 부각된 상업적 스펙터클은 초기에 「미술관

의 기능(The Function of the Museum)」(1973)에서 금전적인 가치를

예술에 부여하는 제도권을 지적한 미술관의 경제적 기능과, 「전시의 기

능(The Function of an Exhibition)」(1973)에서 예술이 상품으로서 배열

되고 고객에게 노출되는 현장인 시장화된 미술 제도를 비판한 것과 모순

되는 것을 볼 수 있다.143) 나아가 뷔랑이 패션 브랜드의 기업과 협업하

여 자신의 작업을 상품화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점은 간접적으로 예

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제도권의 관념적 형태보다도 즉각적

이다.

뷔랑은 이에 대해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오늘날에는 과거와 달리 패션이 예술과 연결고리가 강함을 알 수

143) Daniel Buren, “The Function of the Museum,” Artforum, vol.12, no.1, 1973.;

Daniel Buren, “The Function of an Exhibition,” Studio International, vol.186

(December 1973),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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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심지어 고급 브랜드가 작가들을 후원하고 상을 만들어 주는 시

스템까지 나온다.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시대가 많이 변했음을 보

여주고 이제는 40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 예전에는 상업적인 장르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지금은 고급 브랜드와 예술이 함께 간다는 것

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자 하지 않는다. 미술과 패션은 매우 유

사하게 가고 있다.144) 루이비통이 내 작업을 바꾸지는 않는다. 내가

관심 가는 부분은, 결국 이것 또한 보여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질

뿐이다.”145)

상업 공간인 갤러리에 전시된 최근의 오브제를 보면 ‘인 시튜’ 작업과

달리 매우 미니멀한 조각으로, 관람자에게 상품으로 여겨진다. 물론, 작

품을 판매하는 갤러리의 역할에서는 당연지사겠지만, 2010년 이후 직물

광학 섬유(woven fibre optic)와 같은 신소재를 사용하면서 조각의 스펙

터클한 효과가 극대화된다. 뉴욕 보르톨라미 갤러리(Bortolami Gallery)

에서 전시된 <전류종이 비닐(Electricity Paper Vinyl)>(2013)(도 55)은

여러 가지 도형의 줄무늬 화면 빗면 끝자락에 광학 섬유를 평행하게 붙

여져 미니멀한 조각처럼 벽에 걸렸다. 리슨 갤러리(Lisson Gallery)에서

의 새로운 형태의 위치 작업인 <전기 광선의 5개의 사각형 #1(5

Squares of Electric Light #1)>(2011)(도 56)은 기존 작업과 달리 조명

과 같은 장식적이고 장소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미적

인 외양이 상품의 성격으로 기능하게 되는 지점”을 재현하는 갤러리에

놓여 오브제가 상품의 ‘아우라’로 대체된다.146)

144) 문화의 새로운 형식의 출현은 프레데릭 제임슨이 후기자본주의의 소비사회, 미

디어 사회나 볼거리 사회, 혹은 다국적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새로운 사회적 삶

의 유형과 경제적 질서의 출현과 연결된다고 언급한다. Fredric Jameson(1982),

“Postmodernism and Consumer Society,” The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ed. Hal Foster, (Washington: Bay Press, 1983),

pp.111-125.; 프레드릭 제임슨, 윤난지 역, 「포스트모더니즘과 소비사회」,

『모더니즘 미술의 화두』, 눈빛, 2007, pp.66-68.

145) 다니엘 뷔랑과의 인터뷰, 스트라스부르, 2014년 6월 11일.

146) Theodor W. Adorno, In Search of Wagner, trans. Rodney Livingstone,

(London: NLB, 1981), p.90.; 할 포스터, 앞의 책, p.17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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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랑은 최근 들어 인공적이고 기술적인 시도에 흥미를 가졌으며, 이

를 작업에서 나타난 새로운 원형(prototype)이라 한다. 이것은 페인팅과

또 다른 느낌이면서 불빛이 필터링하여 색을 다르게 뽑아내는 기술적인

부분에 접근한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연구자는 뷔랑이 판매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 굉장히 미적이고 상품성을 강하게 띤 현상에 대해, 이 현상

이 그가 미술시장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달라고 하였다. 그는 물론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

했으며, 미술계에서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자신의 방식만으

로 미술시장에 대항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들과 대항할 수 있는지, 왜

대항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뷔랑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나는 미술시장에 여전히 대항하지만, 작업을 판매한다고 해서 미술

시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팔지를 모색하

는 것도 중요하다. 미술시장 밖에서 완전히 나와서 활동할 수는 없

다. 왜냐하면, 그렇게 활동하게 된다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왜 그

런지 물어볼 것이고, 그것에 대해 또다시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술시장이든, 미술관이든, 상업적 고급 브랜드이든, 이들

을 비판하려면 이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하며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역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147)

이처럼 미술 제도에서의 상업적 공간인 갤러리와 직결되는 협업은 제

도적 틀 안에 놓임과 동시에 작업이 자본주의 사회의 상징인 하나의 스

펙터클로 변화한다. 이 공간들은 뷔랑이 자신의 글에서 하나의 ‘틀’로 간

주했으며, 제도적 틀은 이런 개입을 통해 폭로되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입의 생산을 결정하기도 한다. 또한 작품이 연관되는 유통 시스

템과 작품을 하나의 상품 기호로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뷔랑이 스펙터클

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그의 작업에서 시각적으로 화려해진 특징과 장식적 효과

147) 다니엘 뷔랑과의 인터뷰, 스트라스부르, 2014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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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장으로 인해 ‘인 시튜’ 작업에서 나타난 공간의 스펙터클이, 자본주

의의 상품이 갖는 상업적 스펙터클로 이동 가능하게 한 요인이 된다. 그

러나 이러한 현상은 뷔랑이 초기에 모더니즘 미술과 제도에 저항하고 관

람자의 보는 방식과 공간을 해석하는 틀을 새롭게 해석하기 위한 방편으

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이를 비판하기 위해 역으로 그 제도와 시장 안

에 들어가 스펙터클을 더 신랄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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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다니엘 뷔랑은 그동안 내용과 형식의 한계에 대한 거부, 틀 짓기, 그

리고 그에 따른 제한을 인지하는 경계의 넘나듦을 통해 작품이 주변 맥

락에 따라 해석되는 방식을 보여 주고자 한다. 그는 작품을 통해 공간을

닫고, 그것을 둘러싸고, 다른 공간의 경계를 넘어가는 지점까지 확장하였

다. 뷔랑에게 ‘경계’의 개념은 모더니티에 대한 미적이고 정치적인 도전

이자, 틀의 가장자리를 오가면서 계속되는 실험이다.

이러한 실험은 초기에 그룹 활동에서 시작되었고, 점차 뷔랑 자신이

줄무늬 화면을 독자적으로 보여주므로 모더니즘 미술에 대해 비판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또한 관람자들이 작품을 통해 자신과 주변 공간을 새

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인 시튜’ 작업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초기

부터 은연중에 연극의 무대의 개념을 도입했던 줄무늬 화면은 이제 전시

공간 전체가 마치 하나의 화려한 무대인 것처럼 관람자들에게 시각적 즐

거움을 준다.

‘인 시튜’ 작업의 종착지라고 말하기에는 섣부르겠지만, 작업이 변화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근래의 작업은 시공간적이고 시각적으로 스펙터

클하다. 이러한 변화는 뷔랑이 초기에는 관람자의 시각을 확장하기 위한

장치인 ‘시각적 도구’를 내세워 초기에 단순한 화면을 구상하였지만, 점

차 평면의 단일한 화면이 입체적으로 발전되어 공간과 뒤섞이게 되면서

나타난다. 뷔랑이 제롬 상스와의 대화록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생각하는

예술적 경험은 기존에 작품을 향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열린 예술작업

(L’æuvre ouverture)”148)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위치 작업’인 <파열된 오두막> 구조물은 다양하고 복잡한 패턴

을 사용하면서 공간과 관람자가 어우러져 시간의 지속성 위에서 입방체

148) 뷔랑은 제롬 상스와의 인터뷰에서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가 사용한 “열

린 예술작품(L’æuvre ouverture)”의 개념을 자신의 작업에 적용하였다고 한다.

Jérôme Sans, Ibid.,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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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열된 구조물과 공간을 능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경험은 뷔랑이 관람자에게 자신의 작업에 대해, 미술관이 만들어 놓은

전시방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험을 하도록 권유하며, 모든

방향성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관람자가 창조하도록 의도한다.

연구자는 다니엘 뷔랑의 ‘인 시튜’ 작업이 확장되는 것을 살펴보면서

작가가 관람자에게 자신의 작업을 최대한 솔직하게 보여주고자 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언뜻 보기에 이 화려함은 미술관이라는 거대한 공간

과 혼합되어 실제가 아닌 삶과 유리된 허구의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초기 작업에서부터 경계 밖의 실제 세계의 맥락에 대

한 질문을 던져왔던 ‘인 시튜’ 작업이 관람자들에게 작품 해석의 자유를

주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작가가 화려함이 담을 수 있는 허구가 아닌

진실한 예술을 보여주고자 유도한 것이 아닐까.

뷔랑의 초기 작품들은 비판적인 의도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반면,

뒤이은 작품들은 점점 시각적인 관심사를 피력한다. 하지만 시각적 관점

이 그의 초기작에 결코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최근의 작품들에 비판적

인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시각적 효과가 증가한 작품의 표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효과에 주변에 대한 비판적인 영향력이 내재되

어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이처럼 뷔랑은 초기 작업부터 시각성(visuality)을 포기하지 않고 회

화에 대해 비판하며, 공간과 건축으로 확장하여 관람자의 적극적 참여를

중요시한다. 작가는 역설적으로 예술의 틀에 박힌 해석과 기준을 가능성

들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끌어와 공간과 작품의 형식 등 모든 것을 개방

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더욱이 작품의 시각적 스펙터클은 상업성과 대중

적인 영역에 직결되는 고급 브랜드하우스로 이동하면서 자본주의 체계에

포함된 또 다른 ‘인 시튜’를 제공한다.

비록 비평가들은 뷔랑이 상업적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작품을 전시하

고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 제도에 포섭되어 더 이상 논할 것이 없

다는 극단적인 결론까지 내린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평의 오류에 맞서

뷔랑의 태도가 여전히 제도와 시장을 비판하는 데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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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특히 관람자의 위치가 소비자로 이동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

험은 경제적 위치에서 예술적 경험을 흡수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받아들

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질서체계와 권력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재까지도 비판의 대상을 포기하지 않고 그 대

상을 이용하는 정치적 전략으로 접근하는 양면적인 태도로 바라볼 수 있

다.

예술의 경험과 예술작품의 위치를 달리 설정하여 감각하는 것은 뷔랑

이 핵심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식적이고 미적인 것이 반드

시 무비판적이고 일차원적인 예술방법이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다. 이것은 종종 예술적 가치의 우위를 논할 때 비판적인

태도를 표출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며,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관람자들

에게 유희적인 측면을 제공하는 작품은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단내리는 미술계의 태도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뷔랑의 근작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경험들

이 스펙터클이 주도하는 오늘날의 미술계에서 일상과 맞닿는 예술로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근래 작품들

에서 나타나는 작가의 태도를 통해 미술 시스템에서 작가의 위치가 어디

에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작가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간접

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관람자들이 꿈과 소망, 열정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또 다른 관점

과 태도로 현실에 접근하도록 하는 역할을 기대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

들이 이루어졌을 때,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한 진실한 이해야말로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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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Abstract

A Study on Daniel Buren’s

‘in situ’: Concentrating on

Visual Spectacle

Sungah Choo

Arts Management, Interdisciplinary Program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aniel Buren’s (1938-) ‘in situ’ work is designed for each specific

location and space of exhibition. Buren declares that all of his work

is ‘in situ.’ The artist uses the stripe pattern on the plane as a visual

tool(outil visuel) in response to the surroundings in order to criticize

Modern art, which argues that the artwork is autonomous and takes

up the space independently. He lets the elements of the location and

space intervene through his striped canvases, and in so doing makes

his makes his work site-specific. This allows viewers to not only

focus o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stripes, but the anonymous

stripes also empower them to interpret the surroundings in new

ways.

As a corollary, Buren’s work enables viewers to question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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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onscious subordination to accept the context of the exhibition that

has traditionally been controlled by institutions like the art museum.

The resistant attitude as such that Buren pursues start in his early

group shows, however, the artist gradually pursued the attitude of

resistance in his own unique way, using vertical stripes that alternate

between black and white. In order to reverse the viewer’s usual

perception of looking at artwork in the museum, he presents various

visual displays ranging from non-authorized striped wall coverings in

the streets to papering museum walls with stripes.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process by which the function of

Buren’s ‘in situ’ works spectacularly extend, as simple stripe plane of

black and white becomes a theatrical stage and it intervenes into the

architectural space with even more splendid colors. In particular how

the ‘located work(travail situé)’, that functions as a bridge for this

change,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the viewers’ three dimensional

perception of the work and space as the work complexly engages the

space using rich materials and colors. Furthermore, Buren’s ‘located

work’ and the series Les Cabanes Éclatées, have mobility as an

attribute. This is an important point showing the variously changing

processes of his work as it is in discord with the literal definition of

‘in situ’ but applicable to ‘in situ’ too. The existing studies on Buren

haven’t mentioned this aspect at all or dealt with it adequately.

However, ‘the located work’ takes a pivotal role in explaining the

artist’s current works that are by extension visually spectacular.

Additionally, this thesis categorizes visual devices appearing in

Buren’s work and deals with how the devices act to catalyze viewers

in and out of physical space. These visual devices become the

medium and as such, make us question the way we look at each

space that is persistently claimed by the artist, by allowing vie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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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layfully re-experience the space.

As I discuss in this study, the visually spectacular characteristics

of Buren’s work are maximized by using various colors, transparent

artificial materials and lights as a result of overcoming the massive

scale of architectural space in his ‘in situ’ work. My thesis deals with

this exact point where the visual spectacle is maximized as it

transforms into a commercial spectacle through capitalism. For this

aspect, whereas critics and journalists have criticized that his attitude

of resistance as turncoat, this study discusses how the artist uses

spectacle as a political strategy to criticize the institution and art

market.

Buren’s ‘in situ’ work - that is extended to spectacle - newly

recalls his initial attempt to resist Modern art and the institution and

to subvert the way viewers perceive artwork and interpret the space.

Through this change Buren extends the concept of space infinitely by

making one’s approach towards artwork flexible, while functioning in

the role of expanding viewers towards the public mass and

consumers on a daily level. Furthermore, by overcoming the prejudice

that his attitude of resistance makes visible, his work opens the

possibility for viewers to participate in the resistance by experiencing

the artwork.

keywords : Daniel Buren, In situ, Institutional Critique, Travail

situé, Spectacle, Commercial Spect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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