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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본 논문은 1970년 이후 개념과 방식이 확장된 공공미술과 그것

을 통해서 활성화된 공공미술의 공론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한 연구이다.

공공미술은 20세기 이 의 제국가나 20세기 반의 나치 독일

이나 소련과 같은 체주의 국가들에서 정치 선 도구로서 공공

기념비,기념 동상 등의 형식으로 공공장소에 시되었다.이와

조 으로 1930년 에 미국에서는 벽화,포스터,추상 조각과 같은

형식의 공공미술이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한 국가 정책의 일환

으로 등장하고 장려되었으며,1960년 에는 미국의 공공미술 정책과

제도가 유럽까지 확산되었다.이처럼 공공장소 속의 다양한 형식의

미술이 국가 차원에서 계획 으로 발달되면서 그것을 일컫는 “공공

미술”이라는 용어가 1960년 에 정립되었고,이는 “ 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거나 시되는 조형물”이라고 정의되었다.

국가 주도형 공공미술과 함께 1970년 이후에는 공공미술이 시

정부 차원에서 도시 재개발,도시 미화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반

기업들의 자사 홍보와 이미지 제고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한편,1970년 후반 이후, 와 같은 도구 차원의 공공미술에

한 회의 인 시각을 가진 미술가들이 등장하면서 소수의 정부와

기업 계자들의 취향이 에 강요된다는 지 이 제기되었다.학

계에서도 공공미술의 사회 향과 공공성에 한 논의들이 이루

어졌다.이와 함께 1970년 에 여성,유색 인종,노인,노동자 계층,

학생, 은 세 등,다양한 정체성을 변하는 집단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드러내고,요구를 표출할 수 있는 공론장의 필요성

이 두되었다.

이와 같은 미술 내·외 인 변화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공공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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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시도한 미술가들이 나타났다.이들은 국가나 기업의 이념이나

취향을 재 하기 해 장소,형태,내용,매체,진행 과정에서 특정

는 다양화된 공 ( 객)의 존재를 배제했던 공공미술에서 벗어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공 의 의견을 반 하면서 사회·정치 쟁

,공 의 일상생활,특정 지역의 역사나 사회 갈등을 공공미술의

주제로 다뤘다.제작 방식도 미술가와 객의 공동 작업,일시 퍼

포먼스 는 장·단기 로젝트 등으로 다양해졌다.이처럼 공공미술

의 주제와 제작 방식이 다양해지는 과정에서 공 의 참여,공 과의

소통과 업이 시되면서 공공미술의 개념이 확장되었으며 미술가

와 공 ,혹은 공 들끼리의 교류과정과 이를 통해 활성화되는 공론

장 자체가 공공미술이 되었다.

공공미술이 항시 이고 권 인 조형물을 넘어 참여자의 역할이

시되고 어떤 기구나 조직까지도 포함하게 된 것은 요젭 보이스

(JosephBeuys)의 “확장된 술 개념”,“사회 조각”개념과 “모든

사람은 술가다”라는 술 의 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이스는 사회의 핵심 인 문제에 향을 미치는 것을 미술이라고

여겼고,자기 자신과 그의 로젝트 참여자들로부터 실질 인 사회

변화를 기 하고 실 했다.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간섭받지 않고 작

동하는 토론의 장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의견교환 활동들이 그가

말하는 술이자,사회 조각이다.

일부 공론장으로서의 공공미술은 미술가와 객의 공동작업,퍼포

먼스와 같은 비 통 매체의 측면에서 수잔 이시(SuzanneLacy)

가 정리한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의 방식과 일맥상통한다. 이시

가 통 인 매체들 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그것들 간의 결합이 이

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해 “새로운 장르”라는 용어를 도

입한 반면,보이스는 미술이 공 의 일상생활과 직 연결되고,사

회를 변화시키는 자율 인 공론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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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가 확장된 개념과 방식의 공공미술이 해야 할 역할과

필요성으로 강조하는 요소인 공론장은 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공론장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정치·경제·사회

기를 해결하는 방편으로,그가 자유로운 의사소통 합리성의 회

복과 공론장의 활성화를 주장한 것,그리고 그가 제시한 “공공

(public)”의 의미가 공공미술에서 요하게 논의될 수 있다.아울러,

그의 이론에 한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들의 비 과,다양한 정체

성을 가진 공동체들에 의해 새롭게 정립된 공론장이 확장된 개념의

공공미술과 어떤 측면에서 연 성을 갖는지도 요하게 보았다.

본 연구자는 공론장으로서의 공공미술 사례들을 크게 세 가지 범

주로 나 고,각 범주를 다시 두 가지 하 범주로 나 어 총 여덟

개의 사례들을 분석했다.

첫 번째 범주인 “역사의 망각에 한 경고비로서의 공론장”의 사

례들은 카운터모뉴먼트(Gegendenkmal)와 민주화된 기념비로 분류

했다. 자는 국가 이념을 공 에 주입하는 역할을 한 19세기 공공

기념비와 그 방식을 이어받은 공공미술의 개념과 메시지 달

방식에 항하기 해 탄생한 미술로,독일 미술가 요한 게르츠와

호르스트 호하이젤의 작품을 로 들었다.후자는,역사 사건에

한 공 의 기억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유지하기 한 일반

인 기념 들과 목 ,형태,건립 방식,재료의 측면에서 차별화된 마

야 린의 작품을 로 들었다.

두 번째 종류인 “지역 역사에 한 공론장”은 정부 주도 도시계

획에 항하는 로젝트와 주민에 의한 역사기록 로젝트를 세부

사례로 제시했다. 자에는 경제논리에 치우쳐 지역민들이 소외되었

던 국 정부의 도클랜즈 재개발 계획에 항해 주민들에 의한

안 인 재개발 계획을 추진했던 도클랜즈 커뮤니티 포스터 로젝

트의 사례가 해당된다.후자는 북아일랜드 데리 시의 시민권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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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한 역사 기록화에 한 데리 시민들의 요구로 실 된 보그

사이드 아티스트 사례를 분석했다.

세 번째 종류인 “환경 생태 문제를 둘러싼 공론장”은 환경·생

태 공동체 로젝트와 정부 로젝트 속 확장된 개념의 공공미술로

분류했다. 자는 공공미술 작업이 사회·문화·환경 교육 로그램

으로 나타나 이를 바탕으로 도시 공동체가 형성되어 후속 행동을

이끌어낸 사례로 미국 미술가 보니 서크의 작업과 한국 미술가 단

체 리슨투더시티의 작업을 연구했다.후자는 국가 주도 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극 으로 반 되어 공론장이 활

성화된 사례로,공 의 참여와 소통에 을 둔 미술과 유사한 과

정 효과를 발휘한 랑스 리의 롬나드 랑테를 로

들었다.

본 연구자가 분석한 사례들 에서 앞의 일곱 개 사례는 미술가

와 공 의 상호작용에 의해 탄생한 공론장이며,마지막 것은 주

도 사업으로 활성화된 공론장 사례이다.이들은 공론장으로서의 기

능,환경 목 , 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추 인 역할,

후속 활동 유도 등에서 서로 공통된 특성을 공유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자는 공공미술의 개념과 방식이 확장

하게 된 배경과 미술가와 객의 역할 변화를 1970년 이후 미술

안 의 역에서 나타난 변화들과 연결지어 분석하고,공론장으로서

의 공공미술 사례들을 토 로 그것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그

필요성에 해 고찰했다.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진행

되는 마을 미술 로젝트,마을 공동체 로젝트,거리 벽화 사업

등에서 일반 사람들의 인지도와 참여율이 낮은 이유를 찾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고,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논의하게 되

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 한다.

끝으로,본 논문의 핵심이 되는 확장된 개념의 공공미술과 공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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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공공미술 개념에 한 기본 인 아이디어와 이러한 맥락

에서 해석될 수 있는 여러 작업 사례들을 소개한 지도교수께 감사

드린다.

주요어:공공미술,확장된 개념의 공공미술,새로운 장르 공공미

술, 공론장, 요젭 보이스(Joseph Beuys), 카운터모뉴먼트

(Countermonument),공동체 미술

학 번:2011-2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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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 장 서 론

제 1 연구 배경 목

오늘날 공공미술에는 기념비,동상,벽화,포스터 등 야외에 놓이

는 미술 작품들과 행동주의,퍼포먼스,마을 공동체 미술과 같이 과

정 심 미술까지,사실상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종류의 미술이 포함된다.그 지만 “공공미술”이라는 용어가 하나의

장르로서 화되기 시작한 1960년 에는 후자와 같은 방식의 미

술은 공공미술에 포함되지 않고 자만 포함되었다.이 용어는 미국

과 유럽에서 국가 이념을 공 에게 달하는 방편이자 술가 후원

정책으로 공공장소에 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정부 정책이 완 히 정

착된 1960년 후반 존 렛(JohnWillet)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

었다.그는 자신의 서 『도시 속의 미술(ArtinaCity)』에서 공

공미술을 “ 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거나 시되는 조형물”이

라고 정의했다.1)

앙 정부의 이데올로기 달 수단이나 정책으로 활용된 공공미

술은 1970년 부터 도시 재개발,문화도시,문화산업 담론이 확산되

면서 더욱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그리고 여러 가지 목 을 해서

제작되었다.시( )정부와 일반 기업들이 도시 미화,도시 경쟁력

제고,기업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될 작품을 미술가들에게 의뢰하여

공공기 이나 기업 건물 앞 장,도시 공원 등지에 설치했다.

이처럼 공공미술은 정부와 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탄생하고 활용

되었기 때문에 순수 미술로 인정받거나 학문 으로 연구되기보다는

문화정책,경제 효과,자 문제와 같이 주로 실무 이고 도구

1)JohnWillet,ArtinaCity,London:Methuen,1967,pp.22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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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리처드 세라,

<기울어진 호>,1981

인 차원에서 논의되었다.그러나 1970년 에 들어 이러한 미술의

‘도구화’경향과 공공성이 부재한 공공미술에 해 회의 인 시각을

가지고 비 하는 미술가들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방식의 공공미술이

등장했다.이 미술가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비평가나 학자들은 ‘공공’

을 표방하는 공공미술이 정작 공 을 배제하고 소수의 의사 결정자

들의 심과 취향이 반 된 미술을 강요한다는 을 지 하 다.그

리고 이들은 공공미술의 공공성을 들의 취향이나 삶과 계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단지 ‘공개된 장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는 입

장 역시 비 했다.2)

리처드 세라(RichardSerra)의 <기울어진 호(TiltedArc)>[도 1]

는 특히 이와 련된 논쟁을 거세게 일으켰

다.1981년에 뉴욕 제이콥 제비츠 연방 건물

(JacobJavitsFederalBuilding)앞 장에

설치된 이 작품은 논쟁 끝에 시민들의 시야

와 보행에 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의

결로 1989년에 철거되었다.이 사건을 계

기로 미술 비평가와 학자들은 범학문 차

원에서 공공미술을 근하고 그것의 사회

향력에 해 고찰하게 되었다.그리고 공

공미술의 명확한 개념과 이론의 정립,그리

고 비평의 필요성에 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1970년 부터 유색 인종,여성,노동자 계층,학생,

은 세 등,여러 집단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확인하고

이를 인정받기를 요구하며 자신의 입장을 극 으로 표출하는 사

회 분 기가 고조되었다.알랜 맥키(Alan McKee)가 “ 편화된

2)미술가들 에는 표 으로 수잔 이시를 들 수 있고 비평가나 학자

들 에서는 페트리샤 필립스,말콤 마일즈, 리엄 미첼 등을 들 수 있

다.이에 해서는 제 Ⅱ 장에서 구체 으로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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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gmented)공동체들”이라고 표 한 이러한 집단들이 사회 안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실 하기 한 공론장의 필요성이 두되었다.3)

1970-1980년 의 이러한 미술 내·외 변화들 속에서 일부 공공

미술가들은 새로운 방식을 통해 이 보다 큰 공공 책임을 가지고

이를 실 하기 한 작업들을 고안했다.4)이들은 기념비나 야외 조

각품과 같은 ‘통 인’공공미술처럼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미술가와 객의 공동작업과 참여,

력,소통의 과정이 요한 부분을 이루는 공공미술 작업을 진행했

다.남성,백인,지식인 심의 사회에서 상 으로 소외되었던 여

성,노인,유색 인종,노동자 계층의 목소리를 변하거나 이들이 직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작업,가정 폭력이나 환

경오염과 같은 사회 쟁 을 다룬 작업,특정 정치 입장을 내세

운 작업 등,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공공미술이 등장했다.수잔 이

시는 이와 같은 미술을 통틀어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이라고 칭했

다.5)

통 인 공공미술이 국가나 기업의 이념과 이해를 재 하기

해 장소,형태,매체와 진행 과정에서 객을 배제한 것과 달리,새

로운 방식의 공공미술을 추구한 미술가들은 공 과의 상호작용을

시하면서 공공미술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도 후자의 의견을 반

하고 일상생활과의 연계성을 추구했다. 를 들어 요한 게르츠

(JochenGerz)와 같이 자신의 작품에 객의 자유로운 낙서를 허용

하거나,수잔 이시나 보니 서크(BonnieSherk)처럼 작업과 련된

후속 행동과 모임들을 유도하는 등,이 미술가들은 사회 교류를

3) Alan McKee,The Public Sphere:An Introduction,Cambridge

UniversityPress,2005,p.21.

4)수잔 이시,『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지형 그리기』(1995),이 욱·김

인규 번역,2010,p.30.

5) 의 책,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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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미술이 완성되어가도록 하 다.6)이를 통해서 사회에서 자율

으로 작동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즉 공론장 자체가 이들의 공공미

술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공미술은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는 조형물

과 같은 형태에서 일시 인 행 나 한시 으로 존재하는 작품의 형

태로 확장되었고,조성 방식 역시 정부나 기업의 의뢰에 의해 만들

어지는 방식으로부터 공 의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그들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확장된 공공미술을 통해 활성화된 공론장

을 ‘공론장으로서의 공공미술’로 규정하고,그것이 등장하게 된 사회

,미술사 배경을 분석하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그러한 공공미술

의 사회 역할과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

문에서는 미술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물론,미술가의 작품 제작 의

도와 상반되는 사람들까지도 공공미술의 객으로 포용되면서 미술

이 공 의 일상생활과 직 맞닿게 되고 가공되거나 미화되지 않은

나라한 생각과 느낌을 반 한 공론장이 형성되었다는 을 요

하게 여겼다.그 이유는 공론장이 공공미술에서의 ‘공공’의 의미를

공권력의 역으로부터 비 이고 합리 으로 자신의 권익을 실

하는 시민과 그들 간의 자유로운 교류로 이행시켰기 때문이다.7)

다른 이유는 공론장으로서의 미술이 미술 내에서뿐만 아니라

넓게는 공공 문화,공공 정책 그리고 국가의 운 과 련하여 공

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수 있기 때문이다.8)이러한 이 본 논문에서 강조하는 공공미술

6)이 미술가들의 구체 인 작품과 활동에 해서는 제 Ⅳ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7) 르겐 하버마스(JürgenHabermas),『공론장의 구조변동』(1962),한승

완 역,나남,2012,p.104를 참조했음.

8)AlanMcKee(주 3),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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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이다.그 지만 공론장만이 유일하게 의미있는 공공미술이라

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미술의 등장 개 과정과 문

제 들을 분석한 뒤 그로부터 나타난 변화들을 살펴보고 그것의 필

요성과 의의를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우선 서론인 본 장에서 연

구 목 과 배경을 설명하고 난 후,제 Ⅱ 장에서 다양한 학자들이

제시한 공공미술의 정의들을 서술하고,공공미술의 역사와 유형을

살펴보면서 공공미술이 어떻게 등장하고 확산되었는지를 다룰 것이

다.이와 함께 ‘통 인’공공미술이 공공성과 “미술을 삶 속으로

(artintolife)”라는 가치를 실 하는 데 있어 지니고 있던 문제 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할 것이다.

제 Ⅲ 장에서는 그 문제 들을 기반으로 공론장으로서의 공공미

술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개념 기반에 해 논의할 것이다.미술

사 으로는 요젭 보이스(JosephBeuys)의 “확장된 술 개념”과 “사

회 조각”개념을 출발 으로 제시하고,수잔 이시가 주창한 새

로운 장르 공공미술의 등장 배경과 의미를 고찰하려 한다.이와 함

께 사회 으로는 1960-1970년 항문화의 향과 공공장소에

한 인식의 변화를 들고,공론장 개념을 다룰 것이다.먼 공론장

개념의 등장과 련해 한나 아 트(HannahArendt)의 정의를 간략

하게 살펴보고, 르겐 하버마스(JürgenHabermas)의 공론장 이론

을 설명할 것이다.아울러,후자의 이론에 한 비 을 제시하고,다

양한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들에 의해 새롭게 정립된 공론장이 확장

된 개념의 공공미술과 련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할 것이다.

제 Ⅳ 장에서는 공론장으로서의 공공미술에 해당하는 구체 인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이 사례들은 역사의 망각에 한 경고비로

서의 공론장,지역 역사에 한 공론장,환경 생태 문제를 둘러

싼 공론장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각 범주를 다시



6

두 개의 하 범주로 나 어서 분석할 정이다.이 사례들을 토

로 공론장으로서의 공공미술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필요성은

무엇인지,그리고 어떻게 공공미술의 개념을 확장하고 미술가와

객의 역할을 변화시켰는지에 해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인 제 Ⅴ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룬 미술 작품과 활동들의

의의를 비 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연구를 마무리할 것이다.

연구는 공공미술에서의 공공성 문제와 공론장의 요성을 다룬

문헌들에 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말콤 마일즈(Malcolm

Miles)의 『미술,공간,도시(Art,SpaceandtheCity)』(1997),

리엄 미첼(William J.T.Mitchell)의 『미술과 공론장(Artandthe

PublicSphere)』(1992),카티에와 리스(C.CartiereandS.Willis)

의 『공공미술의 실천(ThePracticeofPublicArt)』(2008),수잔

이시의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지형 그리기(Mapping the

Terrain:New GenrePublicArt)』(1995;번역 2010)가 논의의 토

로 도움을 주요 문헌들이고 공론장 개념은 특히 하버마스

(Jürgen Habermas)의 『공론장의 구조 변동(The Structural

TransformationofthePublicSphere)』(1962;번역 2012)을 토 로

설명할 것이다.사례들은 의 마일즈의 서,아서와 러 (E.

AutherandA.Lerner)의 『 심지의 서쪽:1965-1977년 미국에서

의 미술과 항문화 경험(West of Center: art and the

countercultureexperimentinAmerica,1965-1977)』(2012),그리고

제임스 (JamesYoung),조셉 히트코트(Joseph Heathcott)등의

학자들의 연구에서 발췌하여 분석했고,이 외에 본 연구자가 직

방문한 우리나라 미술가 단체인 리슨투더시티의 워크샵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 로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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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 장 공공미술의 등장과 변화

제 1 공공미술의 정의와 역사

20세기 들어 정부 주도 하에 공공장소에 미술 작품이 규모로

설치된 것은 1930년 에 미국에서 공황을 극복하기 한 정부 정

책을 통해서다.이후 구미지역에서 정부에 의한 미술 정책이 완 히

정착된 1960년 후반에 이러한 미술 작품을 지칭하는 “공공미술”이

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1970-1980년 에는 앙 정부보

다 하 단 인 시( )정부나 일반 기업들에 의해 도시 재개발,도

시 미화나 기업 홍보의 수단으로 공공미술이 활용되었다.

이처럼 공공미술은 정부나 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탄생하고 활용

되었기 때문에 미술사학자나 비평가들로부터 순수 미술의 한 분야

로 인식되지 않았고,학문 인 연구나 분석의 상으로도 주목받지

못했다.연구자들이 공공미술을 정의하고 유형 분류를 시도하고 그

것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에 들어서의 일이다.그

러나 공공미술은 시 ·사회 배경과 깊은 연 이 있고 연구자마다

공공장소나 사회에서 공공미술의 역할을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그

들의 입장과 시각에 따라 다양한 정의들이 나왔고, 재까지도 공공

미술에 한 통일되거나 합의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본

장에서는 공공미술에 한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들을 살펴보고 역

사를 짚어본 뒤 본 논문이 취하는 입장을 제시할 것이다.

1.공공미술에 한 정의들 공공미술 범주의 확장

공공미술에 한 기의 연구 하나로 알려진 존 렛의 『도

시 속의 미술』은 1967년에 출 되었다.당시는 미국과 유럽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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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의한 공공미술 정책이 완 히 정착되어 실행되고 있었다.여기

서는 공공미술을 “ 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거나 시되는 조

형물”로 정의하여 당시에는 개방된 장소와 하나의 완성되고 고정된

조형물에 공공미술의 개념과 범주를 한정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9)

렛의 책이 나온 후로도 약 20년간 공공미술은 문화정책, 술가

후원,도시 미화 등 실무 역에서 종종 논의되었을 뿐,큰 학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그 이유는 공공미술이 순수 미술과 달리

소유권이나 자 후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그에 상응하는 이론

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학문 연구나 비평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0) 그러나 1989년에 리처드 세라의 <기울어진

호>(1981)가 첨 한 립과 논쟁 끝에 철거된 사건은 학자와 비평

가들 사이에 공공미술의 개념과 기능과 련된 이론과 논의가 발

되는 계기가 되었다.11)

9)JohnWillet(주 1),pp.228-229.

10)CameronCartiere,"Cominginfrom theCold:aPublicArtHistory"

inCameronCartiere& ShellyWillis,ThePracticeofPublicArt,

Routledge,2008,pp.2-3.

11)리처드 세라와 작품을 옹호하는 비평가들은 작품의 장소 특정성

(site-specificity)과 우수한 미 가치 주장했고 시민들은 통행과 시야의

제한을 들어 철거를 요구했다.이 작품은 결국 법원의 결로 1989년에

철거되었다.해리엇 세이니(HarrietSenie)는 이 사건을 두고 당시

들에게는 오직 ‘공공미술’만이 강요되었을 뿐,그에 한 어떠한 종류의

정보나 교육도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라의 작품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공미술도 받아들일 비가 되지 않은 상태 다고 지 했다.

Senie, Harriet F., Contemporary Public Sculpture: Tradition,

Transformation,and Controversy,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1992;김윤경,「공공미술, 하나의 근법-「행동하는 문화」

사례를 심으로」,『 미술사연구』,제16집,2004,pp.239-240에서

재인용.



9

1970-1980년 의 도시 재개발 붐을 통해 공공미술에 한 심이

증가한 한편,<기울어진 호>사건이 있게 되자 1980년 후반-1990

년 에 공공미술에 한 서 들이 출간되면서 학술 인 연구가

진행되었다.여러 학자들이 공공미술을 정의하고 유형을 분류하고

사례들을 연구했다. 를 들어 미술사학자 알 이 (Arlene

Raven)은 1989년에 『공익 속의 미술(ArtinthePublicInterest)』

에서 “오늘날에는 공공미술이 어떠한 형태를 가져야 하는지,혹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한 합의가 없다”라고 공공미술의 분명한 정의

를 유보했지만,12)시기에 따른 공공미술 유형 분류를 시도했다.그

는 1960년 이 을 공공 기념비 건립 시기로,1960년 와 1970년

를 거 한 추상 조각들이 유행했던 공공장소 속의 미술(artin

publicplace)시기로,그리고 1980년 를 공공미술의 지형에

격한 변화를 일으킨 새로운 방식들 -거리 미술(streetart),비디

오,게시 ,포스터,벽화 등 -이 등장한 시기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 은 공공미술이 시기에 따라 변화한 원인을 극

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그는 “1970년 반까지의 미술 제도가

사회의 변화에 한 미술가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공공미술이 등장했다고 보았다.13)그런데 이것은 그가 1970

년 에 사회·정치 쟁 들에 한 논의에 공 들,특히 주류 사회

에서 소외되었던 공동체들이 참여하고자 한 사회 분 기가 미술

에 반 된 것을 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입장은

통 인 공공미술에서와 같이 미술가가 공공미술을 주도하고 공

은 수동 인 치에 놓이게 한다.

1990년 의 연구들 말콤 마일즈가 1997년에 발표한 서 『미

술,공간,도시(Art,SpaceandtheCity)』는 학문 역과 실천

12)ArleneRaven,ArtinthePublicInterest,UMIResearch Press,

1989,p.15.

13) 의 책,p.18.



10

역에서의 연구,비평,보고서 등을 정리하여 도시 내의 공공장소

를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미술과 도시 사회학,문화지리학 등 미술

외의 학문을 연결 지은 연구이다.이 책에서 자는 공공미술을 “일

반 으로 공 에게 근 가능하도록 개방된 장소에 의뢰되어 설치

된 작품으로 조각,벽화,디자인 등 다양한 형식을 가졌다.”라고 보

면서,구체 으로 “야외 조각 에서부터 지역 공동체의 벽화 작업,

지미술(land art),장소 주 미술(site-specificart),가로 포장

(paving)과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술

내용을 포 한다.”라고 규정했다.14)여기에는 공공 기념물과 기념비,

지하철이나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 시되는 도시 조형물,병원이

나 공공기 건물 안 에 놓이는 공간 디자인으로서의 미술품,그리

고 사회 과정으로서의 미술(artasasocialprocess),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등 다양한 유형과 시기의 공공미술에 한 분석과 더불어

도시와 공간에 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마일즈는 공공미술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그것들은

첫째,어떤 주어진 장소(givensite)에 맞추어서 설치되는 “장소 특

정 (site-specific)”미술과 여러 개로 제작되어 동시에 여러 장소에

설치되는 “장소 일반 (site-general)”미술과 둘째,지역 인 맥락

(localnarratives)을 활용하여 작품이 설치된 장소 안으로 통합되어

들어가는 미술,세 번째로는 카운터모뉴먼트(countermonument),그

리고 마지막으로 공공 역에 비 으로 개입하는 “과정으로서의 미

술”이다.15)특히 마일즈는 요젭 보이스(JosephBeuys)의 “사회 조

14)Malcolm Miles,Art,Spaceand theCity:Publicartand urban

futures,Routledge,1997,p.1.

15)마일즈의 분류에는 19세기까지 거의 유일한 공공장소 속 미술의 형식

으로 존재했던 공공 기념비와 기념물은 제외되어 있다.네 가지 유형의

공공미술에 한 표 인 사례로는 각각 조나단 보로 스키(Jonotham

Borofsky)의 <망치질 하는 사람(HammeringMan)>(1979년 최 제작

이후 2010년 인 재까지 다수 제작되었음-연구자), 빈 애서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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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socialsculpture)”도 마지막 유형인 과정으로서의 미술의 한 형태

로 보았다.16)1960년 후반에 시작된 공동체 미술과 특정 산업이나

사회 상황에 여하는 작품,그리고 언론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유

색인종과 여성의 인권 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주민들의 벽

화 작업 등도 마지막 유형에 포함된다.마일즈는 이러한 미술을 수

잔 이시가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이라고 부른 것과 동일시하면서

통 인 공공미술과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의 차이 으로,후자는

자와 달리 일반 사람들의 창의력과 정치 생각을 드러내는 매

제(catalyst)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석했다.17)

권미원은 앞서 살펴본 알 이 과 유사하게 공공미술을 시기

에 따라 단계별로 분류하 지만 객의 참여가 높아지는 순서를 기

으로 장소-특정 공공미술의 시기를 세 가지 단계로 나 었다는

에서 그와 차이를 보인다.첫 번째 단계는 공공장소 속의 미술(art

inpublicplaces)로,“흉한 도시화의 해결책”으로서 유명한 미술가들

이 거 한 조각 작품을 설치하는 1960년 의 롭 아트(plop-art)를

그 로 들었다.두 번째 단계는 출입이 가능한 공공공간으로서의

미술(artaspublicspace)이다.여기서는 물리 인 근성이 요한

문제로 부상하 고 미술의 기능성이 강조되었다.세 번째 단계는 권

미원이 주의 (populist-spirited)경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

(KevinAtherton)의 < 랫폼 조각들(PlatformsPiece)>(1986),요한 게

르츠(Jochen Gerz)의 <반(反) 시즘 경고비(Mahnmal Gegen

Faschismus;MonumentAgainstFascism)>(1986),강가를 따라 걸으며

쓰 기를 주웠던 도미니크 마조드(DominiqueMazeaud)의 작업 <리오

그란데의 한 정화(TheGreatCleansingoftheRioGrande)>(1987)

을 들었다.

의 책,pp.5-8.

16) 의 책,p.8.요젭 보이스에 해서는 제 Ⅲ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

이다.

17) 의 책,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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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안의 미술(artinthepublicinterest)이다.그에 따르면 “새로

운 장르 공공미술”혹은 “공동체 미술”이라고 불린 이 단계의 미술

에서는 과정이 시되고 력 인 방식이 고수되면서 행동주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공 의 역량 강화(empowerment)가

요해졌다.18)

권미원은 객의 참여와 시기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공공미술의 단계를 나 었다.그러나 마지막 단계는 더욱 세분화되

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마지막 단계로 분류된 공공미술 에서도

객이 미술가의 활동이나 퍼포먼스에 참여하는 치에 있는지,아

니면 미술가와 일반 공 들과 상호작용하는 극 행 자로서의

역할을 맡는지를 구분해야 “공 의 역량 강화가 요해졌다”라는 말

의 의미가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셰어 크라우스 나이트(CherKrauseKnight)는 2008년에 출간된

서 『공공미술:이론,실천 그리고 포퓰리즘(PublicArt:Theory,

Practice& Populism)』에서 공공미술은 “정신을 고양시키거나,무

언가를 기념하거나,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등의 미 경험을 제공하

는 의도로 넓은 범 의 람자들의 이목을 끌기 해 설치되며 보

편 이 이해할 만한 내용을 갖는다.”라고 규정했다.19)나이트

는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공공미술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했다.

기념물과 기념비로서의 미술(artasmonuments,artasmemorial),

생활 편의 시설로서의 미술(artasamenity),공원 안의 미술과 공원

으로서의 미술(artinthepark,artasthepark),그리고 장으로서

의 미술(artastheAgora)이 각 유형이다.

나이트는 19세기의 공공 기념물을 비롯하여 하나의 공원으로서

18)Miwon Kwon,One Place AfterAnother:Site-SpecificArtand

LocationalIdentity,2002;CherKrauseKnight,PublicArt:Theory,

Practice& Populism,Blackwell,2008,p.109에서 재인용.

19) 의 책,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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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미술부터 의사소통을 시하는 장으로서의 미술까지,

존하는 부분의 공공미술의 형태와 종류를 망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에 앞서 공공미술에 한 그의 정의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제 Ⅳ 장에서 살펴볼 사례 호르스트 호하이젤

(HorstHoheisel)의 <네거티 형태의 기념비(Negativ-Denkmale;

Negative-Form Monument)>(1987)나 마야 린(MayaLin)의 <베트

남 참 기념 (Vietnam VeteransMemorial)>(1982)과 같이,공공

미술 에는 미 경험을 제공하거나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

목 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20)뿐만 아니라 페트리샤 필립스

(PatriciaPhillips)가 “보편성”의 기 에 따라 양산된 공공미술의 “평

범성(mediocrity)”을 비 으로 보면서,논쟁 인 공공미술 작품들

이 등장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공통 으로 1970-1980년 에 리 확산된 공공미

술 유형인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을 독특한 경향으로 보았다.이

용어는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퍼포먼스 미술가이자

1970년 의 표 인 페미니스트들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수잔 이시가 주도한 것이다.21)그는 1955년에 출간된 자신의 서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지형 그리기』에서 이 용어를 “폭넓고 다

양한 객과 함께 그들의 삶과 직 계가 있는 쟁 에 하여

화하고 소통하기 해 통 는 비 통 인 매체를 사용하는 모

든 시각 술”이라고 정의했다.22)그는 사회 쟁 을 다루며 객들

의 참여와 미술가와의 소통이 요한 부분을 이루는 미술을 기존의

물리 인 작품 심의 공공미술과 구별하기 해 자를 지칭하는

20)호하이젤과 린의 작품은 각각 [도 15]와 [도 18]을 참조할 것.

21)김지연,『필라델피아 벽화 로그램(MAP)연구-사회 정화와 교육을

한 공공미술 활용 방식의 다양화-』,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2014,p.34.

22)수잔 이시(주 4),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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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용어를 만든 것이다.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은 사회·정치 쟁 을 미술에 끌어들임으

로써 공 의 삶과 직 인 연계 을 찾고,창작의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나 행동을 미술 작품으로 제시하면서 공공미술의 개념,범주

와 매체의 확장을 가져왔다.여기에서 가장 요한 은 공공미술의

개념과 방식이 확장되면서 객의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

이다.이 의 공공미술의 장소,형태,매체,진행 과정 등과 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없던 객들이 특정 형태나 내용의 미술

을 요구할 수 있는 치에 서게 되고,만들어 놓은 작품에 낙서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공공미술을 ‘완성해’가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확장된 개념과 방식의 공공미술로 인해 자율 인 공

론장이 활성화되고 그 자체가 미술이 된 을 요하게 본다.23)이

이 본 논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공공미술의 역할이다.본 논문에

서는 공공미술에 한 수잔 이시의 정의를 참고하여 “공 이 핵심

인 행 자가 되어 그들의 삶과 직 계가 있는 쟁 에 해

화하고 소통하기 해 미술의 통 ,비 통 매체를 사용하여 형

성되는 공론장”으로 본다.

23)공론장으로서의 공공미술은 기본 으로 르겐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

념과 요젭 보이스의 미술에 한 입장을 기반으로 한다. 자는 자율성

이 시되며 “공권력에 항하는 공 을 이루기 해 모인 사 개인들

의 토론회”를 지칭한다.

하버마스(주 7),p.104.

후자는 사회의 핵심 인 문제에 향을 미치고 사회의 변화 가능성에

을 둔 미술 개념을 지칭한다.

김정희,「국립 뒤셀도르 쿤스트아카데미:보이스와 베허의 교육과 그

들의 제자들」,『세계 미술 학의 교육:제도와 방법,미술가-교수와

학생-미술가』,제 16회 서울 학교 조형연구소 정기학술 회 발표논문,

2013,p.219.

하버마스와 보이스에 해서는 제 Ⅲ 장에서 보다 상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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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미술의 역사

공공미술의 역사는 연 순으로 통시 인 에 따라 서술하되,

지역 으로는 미국과 유럽을 심으로 다룰 것이다.1930년 부터

1960년 까지는 주로 미국 심의 국가 주도형 공공미술 정책에

해 살펴보고 1970년 부터는 유럽 도시들에서 시 정부와 일반 기업

들에 의해 유행한 ‘문화도시’혹은 ‘술 친화 기업’정책으로서의

공공미술에 해 살펴볼 것이다.그리고 1970년 와 1980년 에 이

러한 미술에 한 비 과 문제 의 극복을 해 등장한 새로운 방

식의 공공미술을 제시할 것이다.

말콤 마일즈에 따르면 공공미술의 기원은 19세기 말과 20세

기 유럽을 심으로 유행했던 아르 보(ArtNouveau)에서 찾을

수 있다.24)이는 건축,실내 장식,가구,의류 등 실용 인 역에서

의 미(美)를 추구함으로써 미술과 일상,미술과 의 경계를 타

하고자 한 진보 인 미술 흐름이었다.물론 공공미술은 국가나 기업

에 의해 공공장소에 설치되고 기념비,벽화,야외 조각품 등의 형태

로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아르 보와 직 인 유사성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그 지만 후자가 “미술을 삶 속으로(artinto

life)”와 “삶을 미술 속으로(lifeintoart)”라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미

술과 삶의 조화를 이루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자의 미술사 근원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미술의 보다 직 인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20

년 에 디에고 리베라(DiegoRivera)가 주도한 멕시코 벽화 작업이

24)『미술,공간,도시』에서 말콤 마일즈는 “공공미술”이라는 용어의 시

는 1907년 벨기에에서 출간되기 시작한 『공공미술(L'artPublic)』이

라는 계간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Malcolm Miles(주 14),p.91,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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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디에고 리베라,

<멕시코의 역사:내일의

멕시코>,1935,멕시코 국립궁

다.그는 멕시코 명 정부의 공공

기 건물 내·외부에 멕시코의 민

,노동자,고유의 풍습 등을 그

리면서 1910년 부터 시작된 명

분 기를 선도했다.[도 2]멕

시코 사례를 통해 벽화가 에

게 달력과 향력이 있다는 것

을 알게 된 미국 정부는 1930년

에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한 한 방편으로 리베라에게 벽화

작업을 요청했다.미국 정부는 벽화뿐만 아니라 기념비나 추상 조각

과 같은 공공미술 제작 의뢰와 후원을 국가의 공식 인 사업으로

설정하고 추진했다.25)

25)이러한 공공미술은 특히 1870년에서 1920년 사이 유럽과 미국에서 활

발하게 제작되었던 공공 기념비,기념물,조각상(public memorials,

monuments,sculptures)의 형식을 이어받은 것이다.19세기에서 20세기

에 이르기까지 이 국가들에서는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받거나 공 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해 역사 웅이나 국가 원수의 동상, 쟁 승

리 기념비 등을 제작하여 공공장소에 시했다.권력의 지속성과 국가의

건재함을 강조하기 해 재료 한 단단한 돌이나 론즈가 주로 사용

되었다.1930년 미국에서 진행된 공공미술 사업에서 정부가 의뢰한 미

술 작품들은 벽화나 추상 조각으로 형태 인 변화가 있었지만 근본 으

로는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달하는 역할을 수행하 다는 측면에서 유

사한 목 을 가지고 있었다.실제로 미국의 미술사학자 리엄 미첼

(William J.T.Mitchell)은 자신의 서 『미술과 공공 역(Artandthe

Public Sphere)』(1992)에서 “공공미술(public art)”과 “기념비

(monument)”두 용어를 같은 의미로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면서 공공미

술에 내재된 국가 폭력(violence)을 비 어조로 설명했다.

William J.T.Mitchell,Artand thePublicSphere,University of

ChicagoPress,1992,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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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데올로기를 반 하는 공공미술이 미국에서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등장하여 여러 국가로 확산되고 도시 미화의 수단으로 활

용된 과정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공공미술 발달 사례를 연구한 나이트(C.K.Knight)는 다

음 세 가지 정책이 국가 후원에 의한 공공미술의 석이 되었다고

보았다.26)

첫 번째는 1930년 뉴딜(New Deal)정책의 미술 로그램이다.

뉴딜은 미국의 사회 변화를 이끌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해

만든 정책으로,여러 단 들에도 불구하고 막 한 실업 인구를 다시

일터로 복귀시키고,미술가들을 정부 설립 이래 가장 큰 미술 로

젝트에 고용시킨 로젝트 다.1933년부터 1943년까지 수많은 미술

가들은 정부의 후원 아래 10만여 의 벽화와 이젤회화(easel

paintings)를 제작하고 1만8천여 의 조각 작품들을 만들었다.27)그

러나 이 로젝트는 미술가들의 미 활동을 시하고 이를 후원하

는 것이 아니라 “지독한 경제 환경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의 정책이자 국가의 비틀거리는 경제를 다시 일으키게 하며 국가

자랑거리를 만들기 한 의도”에 따른 정책이었다.28)실제로 작품을

의뢰받은 미술가들은 뉴딜 정책으로부터 주어진 주제로 가이드라인

을 따라 작품을 제작해야만 했다.29)

26)CherKrauseKnight(주 18),p.3.

27) Justin Wolf, "Federal Art Project of The Work Progress

AdministrationWPA",http://www.theartstory.org/org-wpa.htm에서 원

문 검색(2014년 6월).

28)CherKrauseKnight(주 18),p.3.

29)특히 풍속화가 가장 권장되었다고 한다.

Patricia Raynor,"OffThe Wall:New DealPostOffice Murals",

EnRoute,Volume6,Issue4,1997,

http://www.postalmuseum.si.edu/resources/6a2q_postalmurals.html에서

원문 검색(2014년 4월).

추상화를 포함한 유럽 모더니즘풍의 그림과 조각은 배제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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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정책은 국가 공공건물 건설비용의 일부를 미술에 활용하

는 정책인 미국연방조달국(TheGeneralServicesAdministration;

이하 GSA)의 “건축 속의 미술(Art-in-Architecture)”이다.이 로

그램은 공공건물 건설비용의 1퍼센트를 미술품에 배당하게 한 제

도이다.이는 뉴딜정책 미술 부문의 책임자 던 에드워드 루스

(EdwardBruce)의 건의로 1930년 에 처음으로 논의되었다가 GSA

를 통해 1963년에 실행되었다.보통 “Percent-for-Art”로 불린 이

제도는 계획된 직후부터 미국의 지방 자치단체들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 외 많은 나라들의 미술 로그램의 모델이 되어 건설비용 기

을 포함하여 학교나 공원 등지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기반이 되

었다. 랑스,독일, 국,네덜란드,핀란드 등,일부 유럽 국가들에

서는 이미 1950년 부터 공공건물 건축비의 0.5% 내지 2%를 건

물 내·외부의 미술품 설치비용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법제가 마련되

었다.“Percent-for-Art”정책의 시행 근거는 “ 미술에 한

근성 향상,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미 가치 향상,미

술가들의 고용창출 효과,미술가와 다른 분야 문가들 사이의 연계

성 강화 등이었다.30)한국에서는 이 법이 1982년에 의무 규정이 아

닌 권장사항으로 도입되었다.

세 번째 정책은 지역 사회에 정한 술 기 을 제공해 미국

국립 술기 원회(NationalEndowmentfortheArts;이하 NEA)

의 정책이다.1965년 존슨 정권 하에 설치된 NEA는 “여러 사회

장벽에 계없이 미술에 한 근성을 높이고 미술 경험(art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쟁 주제와 같이 어둡

고 자극 인 테마도 제외되었고 정치 입장을 드러낸 그림이나 드가

들어간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문소 ,「정부 간섭 많았던 뉴딜벽화,창의 걸작은 못 남겨」,『 앙

SUNDAY』,2010.12.12.

30)Malcolm Miles,"CriticalSpaces:Monuments and Changes" in

CameronCartiere& ShellyWillis(주 10),p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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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알 산더 칼더,

< 속력으로>,1967

experience)을 확산시키는 것을 강조하

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양질의

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교양 있는 선

택(educatedchoice)’을 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31)

NEA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그것의 후

원으로 제작된 작품은 1967년에 미시

건의 그랜드 래피즈(GrandRapids)에

설치된 알 산더 칼더(AlexanderCalder)의 < 속력으로(LaGrande

Vitesse)>[도 3]로,말콤 마일즈는 이 해를 공공미술의 시작으로 보

았다.32)

1960년 의 호황기 이후 1970년 들어 경제 기가 오자 미국,

국 등의 경제 강국들은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기 해 시장에

한 국가의 간섭을 이면서 시장을 키우는 방안을 모색하 다.국가

는 시장경제에서 자신의 규모와 향력을 여나갔고,거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주체가 되는 도시 재개발을 경제 부흥의

핵심으로 여겼다.1970년 후반부터 본격화된 도시 재개발에서는

제조업과 같은 2차 산업을 탈피하여 서비스업 주의 3차 산업과

문화 산업을 발달시키는 것이 요시되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배제되었거나 쇠락한 지역의 복구와 재활에

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재개발지역을 최첨단 소비공간,문화공간,그

리고 상 계층 주의 주거공간으로 재탄생시키려는 움직임은

이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아울러 미술 이나 콘서트홀과 같은

술공간이 건립되고 다양한 문화 술 로젝트가 유치되며 유명한

건축가와 미술가의 건축물 는 조형물이 지역에 세워지는 것의

31) Wyszomirski,Controversies in Arts Policymaking,1982.Cher

KrauseKnight(주 18),p.15에서 재인용.

32)Malcolm Miles(주 30),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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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강조되면서 ‘문화도시’에 한 심과 투자가 유도되었다.이

것은,사회학자 샤론 주킨(SharonZukin)의 지 로,지역 특수

성이 잠식되더라도 도시가 시장경제에 단히 매력 인 것이 되고

경쟁력 있는 것이 되도록 만들기 한 일련의 과정들이었기 때문이

다.33)

이처럼 1970년 와 1980년 에 도시 재개발,문화도시,문화산업

담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북미와 유럽 지역 정부와 기업들의 공공

미술에 한 심이 증가했다. 표 인 로는 1979년에 출범한

처 정부가 추진한 국의 문화 정책들이 있다. 처 정부는 1980년

반부터 술을 여타 산업 분야와 같이 경제 측면에서 근

하 고 정책을 수월하게 집행하기 해 아츠 카운실(ArtsCouncil

ofGreatBritain)에 친(親)정부 인사들을 배치했다.34)이에 아츠 카

운실은 기업과 한 계를 형성하면서 기업들에게 상업 인 스

폰서십을 제공해 것을 요청하 고,1980년 에 부상한 융·법

률·회계·제조업·부동산 기업들은 처 정부에 의해 추진된 도시 재

개발 사업 아래 주요 공공미술 고객이 되었다.35)

와 같은 과정 ,공공미술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어떤 공공미술은 도시 발 의 경제 논리를 상징 으로

나타내는 상징 자본의 역할을 수행했고,어떤 공공미술은 지역민들

는 공통의 심사를 가진 공 의 참여와 그들과 미술가의 상호작

용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유도했다.이들 가운데

1970년 에 등장한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은 후자와 같은 역할을

33)샤론 주킨(SharonZukin),「탈 도시조형:문화와 권력의 지도

그리기」,스콧 래쉬,조나단 리드먼 편,『 성과 정체성』,윤호

병·안정석·차원 ·임옥희 역, 미학사,1997,p.253.

34)김정희,『문명화,문화주의,기업문화: 국정부와 술 정책』,서울

학교출 문화원,2010,p.272.

35) 의 책,p.276,p.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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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했다.이러한 목 을 해 객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일시

퍼포먼스나 장·단기 인 로젝트가 진행되었다.이때는 미 완성

물이 시되기보다 커뮤니티와의 소통이 심이 되었고 개방된 장

소에 설치된 물리 이고 구 인 미술 작품만이 공공미술이 아니

라는 이 부각되었다.

1980년 를 후로 많은 미술가들이 이러한 공공미술 개념과 방

식에 동조하게 되었다.미국의 미술가 버지니아 막시모비츠(Virginia

Maksymowicz)는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가들을 “미술을 통해 공 에

게 의미를 달하는 방법론에 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특정 지역의

사람들에게 요한 문제인 사회·정치 사건들을 다루어 미술과 거

리가 먼 사람들과 직 인 연계 을 찾으려는 노력을 한”사람들이

라고 정의했다.36)일각에서는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을 향한 비 의

목소리도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은

단지 미술에서의 새로운 시도로 남지 않고 오히려 공공미술과 련

된 요한 문제제기를 하고,그에 한 인식을 환한 유형으로 오

늘날까지 지속 으로 행해지고 연구되고 있다.37)

지 까지 여러 연구자들이 제시한 공공미술에 한 정의들과 유

형을 살펴보고 공공미술이 어떤 역사 배경을 통해 등장했는지,그

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제 2 에서는

공공미술의 공공성과 “ 술을 삶 속으로”라는 가치가 실 될 수 없

36) Virginia Maksymowicz,“Through the Back Door: Alternative

ApproachestoPublicArt”inW.J.T.Mitchell(주 25),1989,p.147.

37)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을 표방하는 일부 미술가들이 “공동체

(community)”개념과 공동체와의 소통을 미화시키면서 사람들 간의 모

든 상호작용에 존재하는 긴장과 갈등을 도외시한다거나 지역민들의 자

발 인 참여가 아닌 동원에 기반을 둔 권 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했

다는 등의 비 을 받는다.

MichaelKimmelman,"OfCandy Barsand PublicArt",The New

YorkTimes,September26th,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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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원인과 1970년 후반 확장된 개념의 공공미술이 등장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통 인’공공미술의 문제 들을 짚어볼 것이다.

제 2 ‘ 통 인’공공미술의 한계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공공미술은 1930년 미국에서 실직한

미술가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 주기 한 정책으로 시작되었고,

1950년 후반에는 유럽에도 확산되어 정책 으로 육성되었다.1970

년 와 1980년 에는 도시 재개발의 일환으로 낙후된 도시에 ‘문화

인’도시 이미지를 부여해주거나 수입을 가져다주기 해서

는 시민들이 미술 에 직 가지 않아도 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민주 인’목표를 표방하면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0년 에 들어 여러

학자들이 국가와 기업이 주도한 ‘통 인’공공미술이 갖는 문제

과 한계를 지 하기 시작했다.여기서의 ‘통 인’공공미술은,형식

인 측면에서 19세기에는 미술로 분류되지 않았으나,1967년 존

렛의 책이 출간된 이후로 공공미술에 편입된 기념비를 비롯하여

장,공원,공공기 이나 기업 건물 내·외부에 놓인 조각 작품,스트

리트 퍼니처 등을 일컫는다.이념 인 측면에서는 국가,기업,도시

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제작된 벽화나 추상 조각 등도 포함된다.

말콤 마일즈, 리엄 미첼(William J.T.Mitchell),제임스

(JamesYoung),조앤 샤 (JoanneSharp)등은 이러한 통 인 공

공미술 이면에 감추어진 국가의 정치·경제 이데올로기를 지 했

고,공공미술이 젠트리피 이션과 같이 도시 개발로 인해 나타난 사

회 문제들과 직결되었다는 에 주목했다.마일즈와 페트리샤 필립

스는 통 인 공공미술이 ‘공공’을 장소 개념에 한정지어 결과

으로 일반 공 들의 심이나 일상과는 거리가 먼 모더니즘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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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술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을 비 했다.이것은 와

같은 공공미술이 공공성을 민주 인 측면에서 공 의 삶에 계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개방된 장소에

서 비롯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공공’의 의미를 희석시켰다고 하는

비 이다.이밖에 필립스,알 이 ,수잔 이시 등은 소수가 결

정한 공공미술의 형태와 방식에 한 취향을 다수에게 강요하고 소

통이 부재한 통 인 공공미술의 배타 성격에 한 문제제기를

하 다.

1.정치·경제 이데올로기 은폐

국가 정책에 의한 공공미술과 도시 이미지 향상 는 기업 홍보

를 해 설치된 공공미술은 공 으로부터 도입 주체들의 정치·경제

이데올로기를 은폐하고 이를 변하는 기능을 하 다.국가의 이데

올로기가 술작품을 통해 사회에 달되는 방식을 취하면 그것이

술 행정 체계나 작품의 양식에 가려져 명시 이지 않고 매우 은

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38)

이와 같은 논리를 따른 ‘통 인’공공미술은 19세기에 미국과

유럽 정부들이 세운 공공 기념물과 기념비의 목 과 기능을 그 로

이어받은 것이다. 통 인 공공미술은 표면 으로는 미술에 한

의 근성과 이해를 높이기 한 목 으로 제작되었지만,소수

의 권력과 자본의 주체가 자신들의 목 이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

품의 주제,형식,내용 등을 결정해 제작된 것이라는 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말콤 마일즈와 리엄 미첼은 이러한 측면에서 공

공 기념물과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공공미술이 이념 으로나 내용

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39)따라서 ‘통 인’공공미술의 한계

38)Malcolm Miles(주 14),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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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세기 공공 기념물이 보여 한계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이를 해 그것의 한계와 문제 을 지 한 미술사학자들과

평론가들의 주장을 살펴보겠다.

근 도시계획을 비 한 미국의 역사학자 루이스 멈포드(Lewis

Mumford)는 일 이 1938년에 출간된 자신의 서에서 “기념비의

죽음(deathofthemonument)”을 선언했다.40)그는 19세기의 산물

인 기념비의 형식,양식과 재료는 20세기의 문명을 표 하고 담아낼

수 없으며 사람들의 변화된 생각에도 반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기

념비의 주된 재료인 돌을 로 들면서,“ 구성에 한 거짓된 감각

과 삶에 한 허황된 자신감”을 심어 다고 비 했다.41)그는 “기념

비는 일 수 없고 인 것은 기념비일 수 없기 때문에 ‘

기념비(modern monument)’라는 개념은 근본 으로 모순된

것”이라고 해석했다.42) 한편,독일의 역사학자인 마틴 로차트

(MartinBroszat)는 기념비를 시스트 시 와 연 지으면서,이는

역사 사건들을 국가 신화(nationalmyths)아래 묻는다고 비

했다.43)기념비는 역사 의미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그것을 감소시

39) 의 책,p.58;W.J.TMitchell(주 25),pp.34-35.

40)Lewis Mumford,The Culture ofCities,New York :Harcourt,

Brace,1938(1940printing),p.433.

41) 의 책,p.435.

42) 의 책,pp.436-438.우리말로 ‘근 ’혹은 ‘ ’로 번역되는 ‘modern’

은 오늘날에는 주로 19세기에서 20세기 를 지칭하는 ‘근 ’라고 번역

된다.그 지만 본래 이 단어는 ‘최신의’,‘당 의’,‘ 인’이라는 의미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1930년 에 멈포드가 이 을 쓴

상황을 고려하여 ‘modernmonument’를 ‘근 ’가 아닌 ‘ 기념비’라

고 번역했다.

43)Martin Broszat& SaulFreidländer,"Um die'Historisierung des

Nationalsozialismus': Ein Briefwechsel", Vierteljahreshefte für

Zeitgeschichte36,Apr.1988;JamesYoung,“TheCounter-Monument:

MemoryagainstItselfinGermanyToday”,CriticalInquiry,Vol.18,

No.2.Winter,1992,p.27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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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거나 심하게는 퇴색시킬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의 미유 문화학자인 제임스 (JamesYoung)은 2차 세계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한 홀로코스트 기념비(Holocaust

memorials)세우기와 같은 국가사업의 의미를 분석한 에서 멈포

드와 로차트의 견해에 동조했다. 에 따르면 공공 기념비는 국민

에 해 국가의 상을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국가의 기억을 스스

로 강화하는 근원 이 되고,국가의 설립을 정당화하고 신성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44)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근 국가의 기념비는

쟁 승리를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한 것으로,보통 역사 으

로 비난받는 사건이나 승리하지 못한 쟁에 해서는 국가에서 기

념물이나 기념비를 만들지 않는다는 에서 그의 주장이 타당하다

고 볼 수 있다.45)그는 인들이 기억에 그와 같은 기념비 인 형

식(monumentalform)을 부여하면 우리는 ‘기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덧붙이면서 이러한 상을 “기억의 부담(memory-burden)”

이라고 불 다.46)

이와 련하여 랑스의 역사학자 피에르 노라(PierreNora)와 독

일문화학자 안드 아 휘센(AndreasHuyssen)은 공공 기념물 건립

을, 인들이 역사 사건이나 인물을 기억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

지고 그것에 집착하는 이유와 연결시켰다.역사를 시각 ,청각

형태로 기록하는 의 경향에 해 연구한 에서 노라는 역사

기억이 내 경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기억은 외부 인 형태와 기

44)JamesYoung,"From theTextureofMemory:HolocaustMemorials

and Meaning"(1993) in MichaelRossington & Anne Whitehead,

Theories ofMemory:A Reader,Baltimore:The Johns Hopkins

UniversityPress,2007,p.178.

45)JamesYoung(주 43),p.270.

46) 의 ,p.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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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서 존재하게 되며,기록에 한 의 집착을 강화시킨다고 주

장했다.47)휘센은 이 연장선상에서, 인들이 망각에 한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 있다고 지 했다.48)그래서 사람들이 지속 으로 수

많은 기념비와 박물 들을 짓고 있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기억은 가변 이고 구 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물리 인 틀에

의해 보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49)

학자들의 주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하게 마련인 기억에 기념물이나 기념비처럼 하나의 고정된 형태와

의미가 부여되면 그 기억에 한 재와 미래의 공론장이 원천 으

로 차단된다.그것은 설치 주체가 객들에게 하려는 분명한 메시

지가 수직 으로 강요되기 때문이다.

미첼은 이러한 에서 기념비와 공공미술은 공통 으로 압 이

고 폭력 이라고 비 했다.50)물론 어떠한 경우에라도 특정 역사에

한 기억이나 사람들에게 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고정된 형태로

남겨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다만 기억의 가변 인 특성과

상 인 특성을 고려하고 공 의 다양하고 편화된 특성을 고려

하여 압 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 형태에서 벗어날 필요성을 말하

는 것이다.51)더 나아가, 통 인 공공미술에 한 와 같은 비

47) Pierre Nora,"Between Memory and History: Les Lieux de

mémoire",trans.MarcRoudebush,Representations,no.26,1989,p.

13.

48)AndreasHuyssen,"PresentPasts:Media,Politics,Amnesia",Public

Culture,2000,pp.24-25,38.

49) 의 ,p.38.

50)W.J.T.Mitchell(주 25),p.35.

51)이를테면 독일 미술가 볼 강 뤼펠(WolfgangRüppel)의 <1953년 6월

17일(17Juni1953)>(2000)나 이스라엘 출신 미술가 미하 울만(Micha

Ullman)이 1933년 나치의 분서(焚書)를 기억하기 해 만든 <도서

(Bibliotek)>(1995)을 그 로 들 수 있을 것이다.

http://commonthejournal.com/author/stefanie-endlich/에서 원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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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작품의 주제가 되는 사건이나 인물에 해 람자들이 스스로

의미를 도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형태를 강조하기

한 것이다.

2. 의의 공공 개념

여러 국가의 정부,도시,기업들이 개방된 장소에 설치한 공공미

술은 비록 형태면에서는 19세기 기념비와 다르지만 사실상 동일한

개념,목 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을 살펴보았다.표면 으로

이들은 공공미술이 미술에 한 공 의 근성을 향상하고 장소의

미 가치를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을 갖는다고 홍보했다.

이를테면 1970년 부터 진행된 도시 재개발 재생 사업에서 개발

주체들이 공공미술을 도입한 목 은 세계화 추세에 응하여 차별

화된 도시 혹은 기업 이미지를 만들고,새로운 문화 경 (cultural

landscape)을 조성하고 제공하여 시민들 스스로가 차별화된 도시에

(2014년 4월).작품의 이미지는 독일 미술사학자 스테 니 엔트리히

(StefanieEndlich)의 “Kunstim Stadtraum /Kunstam Bauund

Denkmalskunst – ZweiArbeitsbereiche mit Schnittmengen und

fliessendenÜbergängen(Artinpublicspace/artinarchitectureand

monumentalart-Twoworkareaswithintersectionsandsmooth

transitions)”,2013을 참조.

이 기념물들 역시 미국 워싱턴 기념비(WashingtonMonument),런던

넬슨 제독 기녑탑(Nelson'sColumn),암스테르담 쟁기념비(Nationnaal

Monument),헤이그 독립기념비 등 통 인 공공미술처럼 특정 사건에

한 기억을 하나의 고정된 형태에 담고 있다.그러나 이들과 같은 상향

이고 수직 인 방식이 아니라 하향 이고 평면 인 방식에서 새로운

양식 시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작품을 하늘을 향해 솟아

있게 하기보다 땅에 가까이 착된 형태를 갖게 함으로써, 람자들에게

인 인 경외감이나 압감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람자와 같은 치

에서 사건이나 인물에 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한 방편일 것이다.



28

살거나 그 혜택을 받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도시개발 기획자인 찰스 랜드리(CharlesLandry)와 문화정책학자

랑코 비앙키니(FrancoBianchini)는 여러 도시들의 개발과 신

사례를 보고 ‘성공 요인’을 분석한 서에서 “도시 디자인은 본질

으로 서로 다른 부분들을 같이 엮어 ‘일 된 인공물(coherent

artefact)’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52)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도시의 각 요소들, 를 들어 공공 기 ,건물,교육 시설,교통 시

설,공원 등은 하나의 통일된 도시 이미지에 맞추어 설계되어야 하

고 건축물과 야외에 설치되는 미술 작품도 도시의 한 부분으로서

체 인 이미지에 잘 부합해야 한다.특히 공공미술은 내 으로,

외 으로 외견상 도시의 문화·경제 기반이 풍요롭고 삶의 질이

높다는 인상을 주는 상징 자본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그리고 이

와 같은 맥락에서 탄생하는 공공미술은,샤론 주킨이 지 한 바와

같이,도시의 산계 화(gentrification)를 문화의 본질 인 모습이

되게 만드는 데에 일조하게 된다.53)

랜드리와 비앙키니의 논의에서 ‘일 된 인공물’로서의 도시는 근

본 으로 도시가 ‘어떤’일 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그리고 그 기

을 가 결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낳는다.도시를 ‘일 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도시가 통제를 목 으로 한 어떤 구체화된 이미지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이는 결국 공공

미술을 재개발의 동력인 문화 산업 인 측면에 종속시키게 하고,도

시 속의 공공장소는 도시의 경제 가치 상승을 한 자본의 시

장으로 기능하게 만든다.조앤 샤 와 그의 동료들 역시 이와 유사

한 맥락에서 도시 재생이나 재개발 과정에 활용되는 공공미술은 ‘사

회 응집(socialcohesion)’을 이끌어내기 한 방안으로 활용되지만

52)CharlesLandry & FancoBianchini,The Creative City,London:

Demos,1995,p.28.

53)샤론 주킨(주 33),p.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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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미술에 한 공동의 소유의식을 형성하지 못하고,공간

과의 상호작용에서도 미흡하기 때문에 사회에 갈등을 래하는 요

인이 될 수 있다고 지 했다.54)

이 게 볼 때 통 인 공공미술의 공공성은 단지 ‘개방된 장소’

라는 요인에 국한된다는 을 알 수 있다.이 경우 공원, 장,기업

건물 앞의 부지와 같이 개방된 장소에 놓인 미술 작품이 구에게

나 감상 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모두에게 동등한 가치, 요성과 물

질 부가 돌아간다는 표면 인 공공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이

러한 공공미술은 작품에 내재된 도시 개발의 논리와 산계 화의

문제가 은폐되도록 하고,내용 면에서도 공 의 삶과 미술 간의 거

리를 좁히지 못한 채 모더니즘의 월 미학(transcendent

aesthetic)을 재생산하게 된다.55)그 기 때문에 도시 개발 차원에서

의 공공미술은 실제로는 모더니즘과 같이 자율 인 미 역을 구

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으로는 공 을 배제

한 모더니즘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56)이 게 볼 때 공

공미술의 공공성은 장소의 개방성이나 근 가능성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그리고 그들의 일상생활과 직 으로 연계되는 방식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페트리샤 필립스의 에서도 확인된다.특히 이것

은 공공장소에 한 그의 정의를 보면 잘 알 수 있다.2003년 에

서 필립스는 공공장소를 단순히 일반에 공개되고 열린 장소가 아니

라,“어떤 행 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구의 소유도 아니지만

54)JoanneSharp,VendaPollock,RonanPaddison,"JustArtforaJust

City:PublicArtandSocialInclusioninUrbanRegeneration",Urban

Studies,Vol.42,2005,pp.1002-1003.

55)알랜 맥키는 모더니즘 태도를 평등,계몽,조화,자유,정의 등을 이

루기 해 문화 차이들을 사회 문제로 본다고 지 하 다.

AlanMcKee(주 3),pp.7,28.

56)Malcolm Miles(주 14),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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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으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규정했다.57)이것은 공공장소를 정의할 때 물리 인 개방성이나

근 가능성과 같은 통 인 기 에서 벗어나 그곳에서 행해지는 사

람들의 행 와 일상생활에 더 의미를 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1989년 에서도 필립스는 앙 지방 정부 주도의 공공미술에

서 정부의 의미 없는 장소 선정을 비 하면서,공공미술의 ‘공공성’

이 작품이 놓여 있는 장소에서 비롯된다는 당시의 일반 견해를

반박했다.이 에서 필립스가 지 한 다른 문제는 도시 개발 측

면에서 도입되는 공공미술로 인해 미술의 “평범함(mediocrity)”이

래된다는 것이었다.그는 1퍼센트 법과 같은 정부 정책을 보편 이

고 단일한 취향의 공공미술을 만들어내는 “기계(machine)”에 비유했

다.그는 마치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주택 정비 사업이 쾌 한 삶의

기 이 아니라,허용 가능한 최 기 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었던 것

과 같이 공공미술 “기계”는 평범함을 양산해 낸다고 비 했다.58)

3. 객의 취향, 심 참여 배제

지 까지 개방된 장소에 놓이는 통 인 공공미술이 과거의 공

공 기념물과 기념비의 특성과 기능을 그 로 이어받고 재생산한다

고 비 한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았다.이러한 문제는 공공미술이

지역 주민들을 주제로 하고 이들을 해 제작되었으며 도시,기업,

객 등이 아니라 실제 그 지역의 주민들을 람자로 설정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소수의 의사결정자들에 의해 도입되고 설치

되는 공공미술 방식을 다른 에서 비 으로 근하기 해

57) Patricia C. Phillips, "Creating Democracy: A Dialogue with

KrzysztofWodiczko",ArtJournal,Vol.62,No.4.2003,p.35.

58)이 단락은 PatriciaPhillips,“OutofOrder:ThePublicArtMachine',

Artforum,December1989,pp.92-96을 참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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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빈 애서튼,

< 랫폼 조각>,1986

여기서는 런던 릭스턴 역(Brixton

Station)에 설치된 빈 애서튼(Kevin

Atherton)의 < 랫폼 조각(Platforms

Piece)>(1986)[도 4]을 로 들어 설명할

것이다.

애서튼의 작품은 웅을 형상화한 조형

물이 아니라,작품이 놓인 장소를 일상 으

로 이용하는 지역민들을 재 했다는 에서

노골 으로 국가 이데올로기를 반 하고

달하려는 기념물과 차이를 보여 다.이

에서 그의 작품은 일견 19세기 공공 기념물에서 한 발짝 ‘민주 으

로’나아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그러나 이 작품은 인종,성별,학

력,사회 지 ,소득 등 지역 내에서 다양한 층 를 구성하는 집

단들 구를 어느 기 으로 선택했고 재 했는지에 해서는 명

확한 설명이나 기 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에서 한계를 지닌다.작

가는 ‘권력’이 아닌 것을 묘사하고,지역민들이 갖는 장소에 한 기

억을 재 함으로써 기념물의 민주화를 시도했다고 한다.59)하지만

그의 작품 역시 지역에서 ‘보편 ’ 는 ‘평균 ’이라고 여겨지는 구

성원들과 그들의 행동과 태도가 암묵 으로 따라야 하는 가치들을

재 하고 있다는 에서 결과 으로 지역 내의 다양한 편화된 공

동체들을 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 인 공공미술의 틀에서 벗

어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60)

그 기 때문에 애서튼의 작품과 같은 공공미술도 여 히 특정 지

역의 ‘표 인’모습을 재 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탄생한 것이며,

작품이 상기시키고자 하는 특정 이미지와 그 지역민들을 일치시키

고자하는 상과 가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59)Malcolm Miles(주 30),p.83.

60) 의 ,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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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도를 가진 공공미술이 실제로 좋은 결과를 낳는가?그리고

공익을 표방한 미술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가?”라

는 알 이 의 질문에 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61)공공미술

을 단순히 ‘좋은 의도’에서 평가하거나 사회의 ‘평균 인’구성원과

가치에 을 두어 평가하는 시각은 지나치게 편의주의 이다.사

회 선(善)혹은 공익을 근거로 소수의 의사 결정자들,미술가들,

행정가들이 특정 취향을 공 에 강요하게 될 험이 있기 때문이다.

1981년에 뉴욕의 한 장에 설치되어 첨 한 논쟁을 일으킨 리처

드 세라의 앞서 소개한 작품인 <기울어진 호>는 소수의 결정자들

이 에게 자신들의 취향을 강요한 표 인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62)미술사학자 해리엇 세이니는 이 사건을 두고 당시 들

에게는 오직 ‘공공미술’만이 강요되었을 뿐,그에 한 어떠한 종류

의 정보나 교육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비 했다.63)

지 까지 통 인 공공미술이 가진 문제 들을 살펴보았다.국

가 이데올로기 은폐,제한된 의미의 공공성,공 의 일상생활과의

괴리,소수의 취향 강요, 구 이고 고정된 형태로 인한 소통의 부

재 등을 그 문제 으로 분석했다.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애

서튼의 작품처럼 단순히 지역 주민들을 주제로 작품을 만들고 상

가능한 형태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마일즈의 주장과 같이

근본 으로 통 인 공공미술이 지닌 “기념비성(monumentality)”에

항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64)이와 같은 인식이 확산되

61)ArleneRaven(주 12),pp.1-2.

62) 세라의 작품을 둘러싼 논쟁의 구체 인 내용은 Harriet Senie,

“RichardSerra's"TiltedArc":ArtandNon-ArtIssues”,ArtJournal,

Vol.48,No.4,Winter,1989,pp.298-302를 참조.

63) Senie,Harriet F.,Contemporary Public Sculpture: Tradition,

Transformation,and Controversy,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1992;김윤경(주 11),pp.239-240에서 재인용.

64)Malcolm Miles(주 30),pp.83-84;마일즈가 말하는 “기념비성”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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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일부 미술가들은 구 이거나 고정 이지 않고 변화하는 작

품, 객의 참여를 통해 완성되는 작업 등,새로운 방식의 공공미술

을 시도했다.이들의 작품에서 객은 수동 인 람자라기보다 미

술가와 함께 작업하면서 동등한 치에 서게 되었고 이들의 상호작

용을 통해 활성화된 공론장 자체가 공공미술이 되었다.

성,제한된 객 참여,일상생활과의 분리 등 통 인 공공미술의 문제

들을 일컫는다.마일즈는 이러한 기념비성에 항하고 이를 복

(subvert)하는 것은 “기념비는 아니지만 ‘기념비를 패러디하는 것 같은

(spoofmonument)작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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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장 공공미술의 개념과 실 방식의

확장

제 1 확장된 개념의 공공미술

공론장으로서의 공공미술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

인 공공미술의 문제 들에 한 비 과 이를 극복하려 한 미술가들

의 반복 인 시도의 결과로 나타났다.그 배경에는 보다 넓은 차원

에서 미술 개념의 확장 그리고 미술가와 객의 역할에 한 인식

의 변화가 깔려있다.본 장에서는 이와 련하여 미술사 배경으로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과 요젭 보이스의 술 개념을 살펴보고,미술

외 배경으로 1960년 와 1970년 의 사회 상황과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분석할 것이다.

1.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1970년 에 들어 일부 미술가들은 공공 기 이나 일반 기업의 의

뢰를 받아 제작되는 공공미술의 틀을 벗어나 공 의 참여를 기반으

로 한 새로운 방식의 공공미술을 추진하기 시작했다.이들은 건축물

장식으로서의 미술,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조각품,도시 계획 속의

미술 등 통 인 공공미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개방된 장소에

서가 아니라 공 으로부터 공공성을 얻고자 했다.

이를 해 미술가들은 낙후된 지역 주민들과 벽화를 그리거나 간

을 바꾸는 작업,소외된 집단의 사람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제공하

고 이들에게 심을 구하는 작업,환경이나 가정 폭력과 같은 사

회·정치 쟁 에 한 논의를 일으키는 작업 등을 진행했다.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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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업에서는 작품이 하나의 고정된 형태를 지닌 물리 인 사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업과 교류 자체가 미술 작품이 되었다.

수잔 이시는 이러한 형태와 의도를 가진 공공미술을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이라고 칭하고,이것을 “폭넓고 다양한 객과 함께 그들

의 삶과 직 계가 있는 쟁 에 하여 화하고 소통하기 해

통 는 비 통 인 매체를 사용하는 모든 시각 술”이라고 정

의했다.65)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의 개념과 이론을 정립하고 사례들을 분석

한 서에서 이시는 본래 공공미술은 “사회 개입”이라고 주장했

다.66)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미술가와 객의 공동작업과 참여가

요한 부분을 이룬 미술을 공공장소에 놓인 조각이나 설치 작품들과

목 ,형태,의도 등의 측면에서 구분하기 해 이 개념을 도입했다.

그는 기성의 공공미술이 가진 한계가 무엇인지,그리고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에서 요시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

했다.

“( 통 인 공공미술이)비록 미술 시를 해 공공장소로 이동한

일은 진보 이었지만,미술가들 부분은 미술 비평가들과 미술 을

시하는 감식가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들 자신을 기존 미술

시스템에 순응시켰다.( 략)모든 미술은 미술가와 작품의 수용

자 사이에 하나의 공간을 가정한다. 통 으로 그 공간은 미술 오

제로 채워졌었다.그런데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에서 그 공간은 미

65)수잔 이시(주 4),p.24.

66) 이시는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지형그리기』의 도입 부분에서

1960년 후반부터 매체의 통 경계구분을 개의치 않는 술을 설명

하기 해 부터 사용되어 왔던 “새로운 장르(new genre)”라는 용어

를 차용하 다고 밝히고 있다.

의 책,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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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가의 작업 략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객과 미술가의

계에 의해 채워진다.”67)

이시 자신도 1970년 와 1980년 에 객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규모 작업들을 진행했다.그의 작업은 보통 노년의 여성과,아

리카계 여성 등이 주를 이루는 많은 수의 참여자들을 포함시켜

공 에게 특정 의미를 달하는 방식이었다.그는 상,녹음,인쇄

매체를 활용하여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객에 호소하려 하

으며,그의 활동은 여러 비평가와 미디어의 심을 끌었다.68)

이시의 작업들은 보기 드물 정도로 큰 규모로 진행되었기 때문

에 수백 명을 참여시키는 방식이 참여자들이나 사회에 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그리고 그 향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의

질문에 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요했다.다시 말해 로젝트

가 참여자와 객에게 질 으로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 는지,참여

자들이 로젝트 이후에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는지,

혹은 그 잠재성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와 련하여 미국의 미술사학자 모이라 로스(MoiraRoth)는

이시의 작업이 참여자와 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 다는 측

면에서 성공 이라고 평가했다.69)그러나 그는 객들에게 지속 인

상호작용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성의 측면에서는 이시의 작업이

한계를 보인다고 지 했다.그것은 이시의 작업이 미디어의 심

을 끄는 데에는 성공 이었지만 보다 구체 이고 민감한 정치 인

쟁 들과 련된 로젝트의 모델이 될 만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

다.70)

67) 의 책,p.31.

68)ArleneRaven(주 12),p.155.

69)MoiraRoth,“SuzanneLacy:SocialReformerandWitch”, 의 책,

pp.15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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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수잔 이시,

<크리스탈 퀼트>,1987

로스는 이시의 작업에서 그것이 지

닌 장기 인 향력을 일컫는 “지속력

(staying power)”을 요하게 여겼다.

그는 지속력의 측면에서 1987년도의

<크리스탈 퀼트(The CrystalQuilt)>

[도 5]가 비교 성공 이었다고 평가

했지만 체로 이시의 작업들은 높은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고 보았다.71)그

것은 이시가 작업 이후에 참여자나 객들 스스로 조직하여 행동

하는 후속 활동들을 기 하 으나 이들이 실제로 강력한 동기를 얻

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이시의 퍼포먼스는 큰 규모에서 비롯되는

70) 의 책,p.159.

71) 이시는 1985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에서

500명의 자원 사자,20명의 스태 ,15명으로 구성된 공동작업 미술가

네트워크를 만들었다.이후 1987년 ‘어머니의 날’에 60-100세 노년 여성

430명이 IDS센터의 크리스탈 정원에 모여 1시간 동안 <크리스탈 퀼트>

에 동참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이 퍼포먼스는 KTCA 공 방송에

생방송으로 방 되었고 각종 매스컴에 의해 보도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김지연(주 21),p.35.

이 작업은 참여자들이 각각 4인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 면서 천

천히 통일된 동작으로 검정색 식탁보를 펼쳐 노랑과 빨강색의 천이 드

러나게 함으로써 시각 인 효과를 연출하는 것이었다.이 퍼포먼스는 미

국 원주민들의 노래와 새 소리 등과 함께 미리 녹음된 참여자들의 화

의 청각 효과와 더불어 진행되었다.참여자들의 화 내용은 나이 들

어가는 것,죽음,삶,역사에 한 개인 인 경험들이었다.<크리스탈 퀼

트>는 다양한 연령과 문화 ,인종 ,계층 배경을 가진 150여 명의

여성들이 흰 옷을 입고 라 호야(LaJolla)해변에 놓인 흰색 벤치에 앉

아 화를 나 <속삭임, 도,바람 Whisper,the Waves,the

Wind>(1983)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MoiraRoth(주 69),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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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성과 향력은 있었으나 실제 행동으로 이끄는 힘은 부족했다

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미술에서는 로젝트를 진행

하는 미술가와 참여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와 외부 사회 간에 경계

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한다. 로젝트의

규모나 공동체의 문제에 지나치게 집 한 나머지 다양한 공 을 포

용하지 못하고 ‘하나의 통일된 공론장’을 추구하게 될 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72)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은 “공공

(public)”이라는 용어가 미술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추구되어야 할지

에 한 논의를 확산시켰고 20세기 후반 미술에서 주변 치에

있던 공공미술을 보다 활발한 토론의 상으로 이끌었다는 데에

요한 의미가 있다.이외에도 메리 제인 제이콥(MaryJaneJacob)이

지 한 바와 같이,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은 단순히 ‘존재’하기 함

이 아니라 ‘발언’하기 한 강력한 수단으로 공공장소를 활용했다는

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73) 를 들어 이시의 <크리스탈

퀼트>의 경우 한 지역의 랜드마크 건물 안에서, 매체에서 표

되는 노화 상과 고령자의 역할을 노년 여성이라는 사회 비주류

집단의 직 인 ‘발언’을 통해 담론화하고 이슈화했다.74)즉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을 통해 이 까지 소외되거나 간과되었던 사회 부분

의 이야기를 달하는 행 자체가 미술 작업이자 활동이 되었고

미술이 공 의 생활과 직 인 연 성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

72) Miwon Kwon,“PublicArtasPublicity”,2002,p.3in Simon

Sheikh (Ed.), In the Place of the Public Sphere? On the

establishmentofpublicsandcounter-publics,Berlin:b_books,2005;

http://www.republicart.net/disc/publicum/kwon01_en.htm에서 원문 검색

(2014년 5월).

73)메리 제인 제이콥,「유행에 뒤떨어진 객」,수잔 이시(주 4),p.

70.

74)김지연(주 21),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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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요젭 보이스의 술 개념

미술 개념의 확장,그리고 미술가와 객의 역할 변화와 련하여

독일의 미술가 요젭 보이스는 미술계 안 으로 큰 향을 미쳤다.

그는 술 측면에서 “확장된 술 개념(expandedconceptofart)”

을 정립하고 “모든 사람은 술가다”를 표방하 으며,정치 측면

에서는 국민 투표에 의한 직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등,매우 진

인 민주주의 술·정치 이념을 받아들이고 실천한 미술가이다.

독일의 미술사학자 볼 강 울리히(WolfgangUllrich)는 보이스가

확장된 술 개념 자체를 자신의 주제로 삼았으며 이를 해 “한 발

로는 술의 기존 토를,다른 한 발로는 목표로 삼은 새로운 땅을

딛고 있어야만”했다고 비유 으로 설명했다.75)이 말은 보이스가

자신의 술 활동에 해 스스로 “평행 과정(parallelprocess)”이

라고 지칭한 두 가지의 방식을 일컫는다.“ 술의 기존 토”는 조

각,오 제,설치,퍼포먼스 형식의 작업들을 말하고,“목표로 삼은

새로운 땅”은 보이스가 만들어 활동한 ‘제도 항

(counter-institutional)조직’들과 교수로서의 그의 교육 활동을 지칭

한다.76)

75)볼 강 울리히,『 술이란 무엇인가』(2005),조이한·김정근 번역,휴

머니스트,2013,pp.295-296.

76)‘제도 항 (counter-institutional)조직’은 미국의 미술사학자 클라우

디아 메쉬(ClaudiaMesch)가 요젭 보이스의 사회 조각 개념을 연구한

“Institutionalizing SocialSculpture:Beuys‘Office for Direct

DemocracythroughReferendum Installation(1972)"에서 사용한 용어

이다.

ClaudiaMesch& ViolaMichely,JosephBeuys:TheReader,The

MITPress,2007,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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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 항 조직들’과 뒤셀도르 쿤스트아카데미

(KunstakademieDüsseldorf)에서의 교육 활동들이 바로 그의 확장

된 술 개념에서 비롯된 미술 작품이자 참여자들에 의해 사회의

변화를 기 할 수 있는 “사회 조각”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요하

다.보이스는 미술을 “사회의 핵심 인 문제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여겼고,미술을 통해 문화 역뿐만 아니라 근본 인 사회·정

치 변화가 실 될 수 있다고 믿었다.77)이것은 “미술이 우리의 기

존 문화의 심장 깊이 도달하여 그곳을 변형시키는 효과를 내지 못

하면 ...사회를 조형할 수 없고,이러함으로써 당연하게 우리 사회

의 핵심 인 문제에,궁극 으로는 자본주의 문제에 깊은 향을 미

칠 수 없는 미술은 미술이 아니다.”라고 한 그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78)

보이스가 만든 조직들을 살펴보면, 기에는 1967년 뒤셀도르

에서 설립한 ‘독일 학생당(DSP:DeutscheStudentenpartei)’과 같이

정치 정당 형태의 조직을 만들었다.이 당시에 보이스는 이미 뒤셀

도르 에서 교수로 재직 이었는데,교원이 창당을 하면 안 된다는

학교 측의 통보에 해 그는 “확장된 미술 개념이 요하다.여기서

행해지는 것은 미술이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79)

보이스는 1970년 반부터는 비(非)정치 형태의 행동주의 단

77)김정희(주 23),pp.219-220.

78)Wolfgang Zumdick,Ueberdas Denken beiJoseph Beuys und

RudolfSteiner,WieseVerlag,Basel1995;김정희,「요제 보이스

(JosephBeuys:1921-1986)의 십자가」,『그리스도교 미술 연구 총서

1:‘십자가’』,인천가톨릭 학교 종교미술학부,2006,p.84에서 재인용.

79)JohannesStüttgen,DerGanzeRiemen:DerAuftrittvonJoseph

BeuysalsLehrer-dieChronologiederEreignisseanderStaatlichen

Kunstakademie Düsseldorf 1966-1972, Herausgegeben vom

Hessischen Landesmuseum Darmstadt,Verlag der Buchhandlung

WaltherKönig,Köln,2008; 의 ,p.21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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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요젭 보이스,

<직 민주주의를

한 사무실>,1972

카셀 도큐멘타 5

도 7요젭 보이스,

<작업장의 꿀 펌 >,1977

카셀 도큐멘타 6

체를 구성하 다.“자유국제 학(FreieInternationaleUniversität:

이하 FIU)”과 “국민투표에 의한 직 민주주의를 한 기구(Büro

der Organization für direkte Demokratie

durchVolksabstimmung)”가 표 인 사례이

다.후자는 보이스가 1972년 카셀 도큐멘타

(Documenta)5에서 여러 사회·정치 쟁 들

에 해 객들과 토론을 하기 해 설립한

것으로,도큐멘타의 한 공간에서 100일 동안

진행되었다.[도 6]미술에 의해 실 된 자유

로운 공 논의와 그것으로부터 도출된 결론

을 정치 으로 실행하는 것이 “직 민주주의

를 한 기구”의 목표 는데,여기서 보이스

의 확장된 술 개념이 기본 으로 일상생활

과 미술 창작 활동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 을

들어 미술사학자 클라우디아 메쉬는 이 사무실이 기존에 “개념 미

술”이라고 불린 미술의 변을 넓혔다고 평가했다.80)

1977년 도큐멘타 6에는 보이스가 FIU 참여자들과 함께 제작한

설치 작품 <작업장의 꿀 펌 (Honigpumpeam Arbeitsplatz;Honey

PumpintheWorkplace)>[도 7]로

참여했다.인간의 생물학 순환계를

본떠 만든 이 꿀 펌 는 2톤의 꿀을

라스틱 을 통해 100일 동안 순

환시키면서 객들과의 토론의 매

제 역할을 했다.이 작품을 통해 인

간의 창의력, 술 과정, 술의

개념과 역할,자본에 한 안 정

80)ClaudiaMesch(주 76),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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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카셀 도큐멘타 7에서

리드리치아눔 앞에 쌓여 있는

무암 더미,1982

도 9도큐멘타 7에서 요젭

보이스가 처음으로 떡갈나무와

무암을 심는 모습,1982

의 등에 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1982년 도큐멘타 7에서 보이스가 FIU 참여자들과 함께 진행한

<7000그루의 떡갈나무(7000Eichen;7000Oaks)>는 “직 민주주

의를 한 기구”와 달리 도큐멘타

시 공간뿐만 아니라 카셀 시

체에서 진행되었다.이것은 떡

갈나무 한 그루와 기둥 모양의

무암이 한 을 이루도록 하여

총 7000 을 카셀 시 역에 심

는 규모의 로젝트 다.도큐

멘타의 주 시장인 리드리치

아눔(Fredericianum)앞에 무암

더미를 만들어놓고 개막을 몇 달

앞둔 시 인 5월 16일에 보이스

가 처음으로 떡갈나무와 무암

을 심는 것으로 로젝트가 시작

되었다.[도 8,9]

이 로젝트는 독일에서 진행

되던 도시화로 인해 도심에 녹지

공간이 받는 상에 경각심

을 가지고 이에 한 심과 논

의를 구하기 해 기획되었다.

이 사실은 참여자이자 보이스의 제자 하나인 요하네스 스튀트겐

(JohannesStüttgen)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는 “나는 이

나무들을 심는 것이 단지 생물학 차원,다시 말해 생태 맥락에

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 의식을 고취하는 데에 필수 이라

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81)이들이 심는 각각의 나무와 무암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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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

뒤셀도르 에서 수업

인 요젭 보이스,

1967

이는 그 자체가 하나의 기념비이자 살아 있는 도시의 한 부분으로,

그리고 도시 안에 공공 녹지공간을 심는 것으로 해석되었다.82)

로젝트는 보이스와 FIU에 의해 기획되었지만,나무와 무암을

도시의 어느 곳에 심을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과 실제로 심는 과정

에는 카셀 시민들이 극 으로 참여했다.실제로 카셀 시 거주민,

지역 의회(neighborhoodcouncil),학교,유치원,지역 조합 등에서

나무와 무암 을 심을 공간을 보이스와 FIU에 제안했다고 한다.

노버트 츠(NorbertScholtz)는 이 경험이 “시민들이 직 개방된

‘공공(public)’공간을 차지하고 이용하는 요한 기회” 다고 평가했

다.83)

클라우디아 메쉬는 이러한 FIU,독일 학

생당,“직 민주주의를 한 사무실”과 같

은 조직들에서의 활동을 그의 작품이자 “사

회 조각”개념의 실천이라고 설명했다.84)

이와 더불어 미술사가 김정희는 미술가이자

교육자로서 보이스의 미술 개념과 교육 철

학을 연구한 에서,뒤셀도르 에서의 교

육 활동 -미술이나 아카데미의 문제에

한 학생들과의 토론,정치·사회 사안에

한 문답식의 집단 화 등의 교육 방식과

활동 -역시 그의 미술 작품이었다는 을

81)JohannesStüttgen,Beschreibung einesKunstwerkes(Düsseldorf:

FreeInternationalUniversity,1982);LynneCooke,“7000Oaks”에서

재인용.DiaArtFoundation홈페이지,

http://www.diaart.org/sites/page/51/1295에서 원문 검색(2014년 5월).

82) 의 .

83)NorbertScholtz,“Joseph Beuys-7000 Oaks in Kassel,” Anthos

(Switzerland),no.3,1986; 의 에서 재인용.

84)ClaudiaMesch(주 76),p.201.



44

강조했다.85)[도 10]

독일 학생당,직 민주주의를 한 사무실 등의 조직들과 뒤셀도

르 쿤스트아카데미의 교실은 보이스가 받아들인 제자와 학생들뿐

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구성된 지원자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정치

쟁 들을 둘러싼 토론과 논의들을 해 만들어진 공론장이었다.민

주주의,독일의 미술 교육,학생들의 미술 작업 등,다양한 주제들이

이러한 공론장의 내용을 이루었다.여기서 행해지는 범 한 논의

들을 통해 보이스는 “사회 조각”과 “확장된 술 개념”이라는 자

신의 이론 체계를 실 사회에서 실제로 실 하고자 했다.이 게

볼 때 그는 자신의 이론을 실제로 실에 용하여 1960년 알랜

카 로(Allan Kaprow)의 미술에 한 입장과 “삶을 술 속으로

(lifeintoart)/ 술을 삶 속으로(artintolife)”라는 구호를 실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86)

에서 살펴본 보이스의 술 활동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모두

에게 열려 있는 공 토론과 논의들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의

견교환이 바로 보이스의 사회 조각이며,여기서 간섭받지 않고 작

동하는 공론장이 사회 조각의 실 물(realization)이다.87)그는 인

간과 인간의 교류와 의사소통이 사회 심을 받고 술로 인정받

85)김정희(주 23),p.204.

86)카 로는 미술이 복수의 매체를 통해서,복합 이고 종합 으로

사고된다는 면에서 인의 정신 삶(mentallife)과 닮았다고 표 했

다.그는 “ 술의 역을 구분짓고 미술과 삶을 구분짓는 경계들을 없애

야 한다....미술과 미술이 아닌 것 사이의 구분은 허 인 구분

(pseudo-distinctions)으로,그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할 뿐이다.”라

고 주장했다.

Allan Kaprow,"Manifesto"(1966) in Jeff Kelley,Essays on the

Blurring ofArtandLife,UniversityofCaliforniaPress,2012,pp.

81-83.

87)ClaudiaMesch(주 76),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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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사회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88)확장된 술 개

념은 이러한 측면에서 “ 술을 한 술”이라는 가치와 상반된다.

그것은 술이 가치 있는 것이지만 바로 그 이유로 인해 특별하고

일상생활과 분리된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확 되고 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그의 생각을 반 하

고 있다.89)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보이스는 미술 시 기 의 맥락 안에서

공론장을 제도화함으로써 미술 을 사회·정치 변화와 련된 범

한 공 담론의 장으로 개 했다.90)그리고 사람들의 토론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론장으로서의 미술을 개인 창조성의 발 으로 보았

다.그는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은 교류와 계 속에서 실제로 술가

가 될 것이라고 믿었으며,“ 술가로서의 인간은 부차 인 직업

목 을 해서가 아니라 술 그 자체와 계된 일로 조화를 이루

어서 공통의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91)모

든 개인을 미술의 생산자와 동일시하는 “모든 사람은 술가다”라는

보이스의 구호는 이러한 맥락에서 탄생한 것이다.

보이스의 술 개념,이론,활동들을 상기해 볼 때 본 논문에서

살펴볼 공론장으로서의 공공미술은 작업의 목 과 사회 역할의

측면에서 보이스가 말한 사회 조각과 일맥상통한다.그것은 공공

미술에서 미술가만의 의도,미술가가 정한 작품의 의미와 형태에서

나아가 공 이 의미의 생산자가 되고,미술 작품이나 행 를 둘러싸

고 그것과 련된 의견교환 활동을 하면서 극 인 행 자가 되며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88)볼 강 울리히(주 75),p.299.

89) 의 책,p.302.

90)ClaudiaMesch(주 76),p.201.

91)볼 강 울리히(주 75),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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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동시 사회사 담론의 수렴

1. 항문화로부터의 향

확장된 개념과 범주의 공공미술은 사회 측면에서 1960년 에

미국에서 시작된 항문화의 향을 받아 등장했다.92) 항문화는

1960년에 미국의 사회학자 존 턴 잉거(JohnMiltonYinger)에 의

해 새롭게 등장한 용어이다.그는 이 용어를 “주류 사회에 한 불

만과 갈등에 직면하여 사회에 항하는 역( )의 가치들을 만들어내

는 규범 체계”라고 정의했다.93)그러나 그는 이 정의만을 가지고는

체 사회보다 작은 단 인 집단으로 이루어지며 언어,가치,종교,

생활 방식 등이 지배문화와는 다른 양상을 띠는 규범체계를 일컫는

“하 문화(subculture)”와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다.이에 따라

그는 하 문화와 구별되는 항문화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

했다.

첫째,하 문화는 상 문화와 립되는 가치들을 일부 가지고 있

기는 하지만, 항문화에서는 갈등 요소가 더 핵심 이다.실제로

많은 가치들이 지배문화의 가치와 모순되는 계에 있다.둘째,상

92)Elissa Auther& Adam Lerner,WestofCenter:Artand the

Counterculture Experiment in America, 1965-1977, London:

UniversityofMinnesotaPress,2012p.xxiii.

93) John Milton Yinger,“Contraculture and Subculture”,American

SociologicalReview,Vol.25,No.5October1960,p.627;존 턴 잉

거가 “ 항문화”라는 용어를 제안한 1960년에는 “contraculture”라고 표

기하 으나 후에 그는 counterculture라고 용어의 어미 부분을 변경하여

1982년의 작인 『 항문화:거꾸로 뒤집어진 세계의 약속과 험

(Countercultures:ThePromiseandPerilofaWorldTurnedUpside

Down)』,New York:FreePress에서는 후자만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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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하 문화 모두 구성원의 개성을 포함하기는 하나,개성의

향력은 문화를 형성하는 특정 주제에 한 변주로서(bywayof

variation)나타난다.하지만 항문화는 그것을 이루는 주제 자체가

항문화를 형성하는 사람들의 경향을 드러낸다.셋째,하 문화의

규범체계는 엄 한 의미에서 상 문화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

진 산물이 아니다.그러나 항문화는 체 사회와 갈등을 이루는

집단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94)

잉거의 항문화 개념은 이후 테오도르 로작(TheodoreRoszak)

과 같은 후 사회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부 미술사학자,미술 비평

가와 미술가들에게도 반향을 일으켰다.캐나다의 미술사학자인 엘리

사 아서(ElissaAuther)와 아담 러 (Adam Lerner)는 “ 항문화 미

술(artofthecounterculture)”은 1960년 와 1970년 에 상

상(publicimagination)의 요한 부분을 차지했지만,이에 한 학

자들의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고 한탄하 다.그만큼 항문화는 미

술계 안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소수를 제외한 다수의 미술

사학자들은 이를 미술과 계없는 것으로 보았다.95)

하지만 아서와 러 는 이러한 시각은 항문화가 새로운 방식의

미술이자 정치 표 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자

미술에서 이 두 요소의 상호작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미술의 여러 측면에서 항문화의 흔 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 다.이를테면 항문화는 “미술을 삶 속으로(artinto

life)”,그리고 “일상 속의 미술(artineverydaylife)”을 표방한 아방

94)이 단락은 의 ,p.629를 참고했음.

95)아서와 러 는 1960년 의 정치 상황과 미술의 연계성을 연구한 토

마스 크로우(ThomasCrow)마 도 항문화 미술을 연구 상에서 제

외하 다는 을 들면서 학자들이 미술에서의 항문화의 요성을 간

과한 것을 비 했다.

ElissaAuther& Adam Lerner(주 92),pp.xxiii-x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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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드와 완 히 별개의 경향이 아니라,그것과 유사한 감수성을 가

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를 실천하려 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96)

2.공공장소에 한 인식의 변화

공공미술의 개념과 범주가 확장된 것은 공공장소를 규정하는 특

성들이 역사 으로 변화한 것과도 깊은 련이 있다.과거에는 공공

장소에서 근성과 개방성이 요하게 여겨졌다면 1990년 부터는

필립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특정 행 가 이루어지는 곳” 는 “

구의 소유도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으면서 의미를 부

여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요해졌다.97)미국의 문화

이론학자인 루스 로빈스(BruceRobbins)도 “공공장소는 사람들의

화,생각,그리고 사고방식이 만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98)공공

장소에 한 인식은 어떤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람들의 행 와 일상

생활과의 연계성에 보다 을 둔 시각으로 발 했다고 볼 수 있

다.

공공장소의 특성은 다시 그것을 포 하는 도시 특성들의 향을

받는다.도시 역사 기에 일차 공공장소(primarypublicspaces)

들은 도시를 기반으로 한 사회의 핵심이었으며 비교 작고 단일

인 도시 인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활동들을 통합하 다.이러한

일차 공공장소의 로는 고 그리스의 장(agora)과 세 로마

도시들의 시장 장(marketsquare)을 들 수 있다.그 외의 공공장

소들,이를테면 길거리나 교차로,소규모의 장 등은 일상 인 사

회 교류활동과 교역에 필수 인 공간들이었다.99)

96) 의 책,pp.xviii-xxxii.

97)PatriciaC.Phillips(주 58),p.35.

98)BruceRobbins(ed.),ThePhantom PublicSpace,1993,p.xvi;Alan

McKee(주 3),p.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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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 에 들어 도시와 인구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도시민들

은 공공장소와의 근 성이나 상호 만남만으로는 복잡한 생활의 범

와 활동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는

다수의 익명의 개인들이 비 성의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통,통신,정보 기술은 통 인 네트워크의 기반과 형태를 바꾸

어 놓았다.이러한 변화들은 공공장소의 특성에 반 되어 통 으

로 요했던 일차 공공장소의 기능들이 부차 인 역할을 수행하

게 되었다.100)

장소의 개방성보다 일상생활과의 연계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

심을 둔 필립스와 루스의 공공장소에 한 정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오늘날 공공장소와 공 은 더 이상 지리 인 기 을 토

로 규정되거나 형성되지 않는다.신문,잡지,사진 등의 통 인

매스미디어와 텔 비 ,인터넷 등의 매스미디어는 기존 공론

장의 역할을 일부 신하면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 탈(脫)지리

공공장소를 형성했다.

르겐 하버마스는 이러한 맥락에서 “인구가 증가하면 의사소통

에는 확산되고 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필요해진다.오

늘날의 신문,잡지,라디오,텔 비 이 공론장의 매체(mediaofthe

publicsphere)이다.”라고 주장했다.101)미디어 학자 알랜 맥키 역시

하버마스의 견해를 이어받아,거 한 인구의 사회에서는 매스

미디어가 공론장의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102)그는

공동체 내에서 특정 쟁 에 한 생각들과 응 방안이 어떻게 논

99)AliMadanipour,WhosePublicSpace?InternationalCaseStudiesin

UrbanDesignandDevelopment,Routledge,2010,pp.5-6.

100) 의 책,p.6.

101)JürgenHabermas,'ThePublicSphere'inRobertE.Goodin&Philip

Pettit,Contemporary PoliticalPhilosophy:An Anthology,Oxford:

BlackwellPublishers,1997;AlanMcKee(주 3),p.6에서 재인용.

102)AlanMcKee(주 3),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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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고 어떻게 합의를 도출하는지 등의 과정을 지칭하는 용어로 학

계에서는 “공론장”이 쓰이고 일상생활에서는 “매스미디어”가 쓰일

정도로 두 용어가 한 연 성을 갖는다고 했다.103)

반면,텔 비 과 같은 매스미디어가 항상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

은 아니라는 견해를 가진 학자도 있다.미술에 나타난 매스미디어의

향에 하여 연구한 미술사학자 존 워커(JohnA.Walker)는

에 텔 비 로그램이 동시에 수많은 공동체와 개인들에게 달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이 수용자들의 경험이 늘 공공 이고 집단

인 것은 아니라고 지 했다.104)오히려 그러한 로그램으로부터 생

성되고 달된 쟁 과 메시지들은 수용자들 각자 고유의 지각방식

과 느낌을 거쳐 개인 인 것이 된다고 하 다.워커는 이것은 매스

미디어가 앙집권 인 반면, 객들은 원자화(atomize)되고 해산

(demobilize)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105)그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텔 비 이라는 매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통의 경험거리를

제공하고 쟁 을 던져주지만 그것을 심으로 상호작용하는 공 이

실제로 형성되는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106)

이상과 같이,공공장소와 련된 실제 인 변화와 인식상의 변화

103) 의 ,p.6.

104)JohnA.Walker,ArtintheAgeofMassMedia,PlutoPress,1994,

pp.9-11.

105) 의 책,p.47.

106)인터넷 상에서 존재하는 사이버공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공론장의

기능을 부분 으로 수행한다.사이버공간은 소수의 사람들,심지어 한

개인에 의해서 갑자기 탄생할 수 있고 일시 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참

여자들은 익명으로 공간에 들어올 수 있어 사회·경제 요인이 서로에

게 노출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그러나 사이버공

간의 참여자들은 자 시스템으로의 근이 가능한 사람들로 사실상 한

정되어 있으며 참여자들에게 공통 으로 요한 한두 가지의 쟁 을 기

반으로 형성되어 향력의 범 가 제한 이기 때문에 공론장이라고 부

르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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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공공장소와 공 을 새로운 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구

했다.그 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단순히 미술 작품이 일반 사람들에

게 개방된 장소에 치한다거나 근 가능한 곳에서 술 활동이

벌어진다는 것만으로 공공미술을 규정할 수 없고,미술이 어떻게 상

호작용의 장을 열고 교류를 진시키는지,사회의 심에 있는 사람

들뿐만 아니라 주변화되는 사람들까지 사회 행 자로 포용될 수

있게 하는지 등의 사회 역할을 토 로 규정하게 되었다.

제 3 공론장 개념

본 논문에서 확장된 개념의 공공미술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 필요

성으로 강조하는 요소 하나인 “공론장”은 르겐 하버마스

(JürgenHabermas)의 공론장 개념에 기 하고 있다.107)1962년 그

가 부르주아 공론장의 발달과 쇠퇴에 한 서를 출 하기에 앞서,

한나 아 트(Hannah Arendt)는 1958년에 『인간의 조건(The

Human Condition)』을 통해 정치 역에서의 공론장을 분석했

다.108)아 트와 하버마스가 규정한 공론장은 개념 범 에서 차이

107) 본 논문은 하버마스의 표 서인 『공론장의 구조변동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 Untersuchungen zu einer

Kategorie)』에서 정의되고 분석된 공론장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이

책은 1962년에 독일에서 처음 출 된 후,1989년에 어 번역본이 출

되었다.

108)아 트는 “publicrealm”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하버마스는 “public

sphere”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국내 연구들에서는 두 용어 모두 의

미상 유사성을 고려해 “공론장”이라고 번역되고 있다.

김경희,『공론장 이론의 정치 이해 :아 트,하버마스,월쩌를 심

으로』,서울 학교 석사학 ,1996,p.2;주선미,「공론장 이론을 통한

시민성 연구」,『한국사회과학연구교육학회』,Vol.49No.2,2010,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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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하는데, 자의 경우 공론장을 정치 역에 한정된 개념으로

악한 반면,후자는 문화나 과학과 련된 토론과 같이 사회문화

역에서도 실행되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에서는 공론장 개념의 등장과 련해 먼 아 트의 정의를

간략하게 살펴보고,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을 설명할 것이다.그

후,그의 이론에 한 포스트모더니즘 학자들의 비 을 제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장이 확장된 개념의 공공미술과 련해 어

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1.아 트와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

아 트에게 공론장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동의 심사를 둘러

싸고 결집하여 그것에 해 의사소통함으로써 존재하는 곳으로,사

회에 잠재해 있는 기본 인 장소라고 할 수 있다.그는 공론장이 특

정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필연 이거나 지속 으로 존재하

는 것도 아니며,언제 어디서나 일반 사람들의 행 와 말에 따라 발

생하고 유지되고 소멸하는 “잠재 인 공간”이라고 말했다.109)그에

따르면 공론장은 그 구성원들의 “공통 속성”으로 인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다양한 입장과 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같은 문제와

상에 여하고 심을 가진다는 것에 의해 보장된다.110)

아 트는 이와 같이 공동의 심사에 해 발언하고 행동함으로

써 생성되고 유지되는 공론장을 정치의 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악했다.그 기 때문에 그의 공론장 개념은 정치 조직이나 권력과

같은 정치학 맥락에서 볼 때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를

171-183.

109)한나 아 트,『인간의 조건』(1958),이진우·태정호 번역,한길사,

2014,pp.261-262.

110) 의 책,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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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그는 특히 “권력(power)”을 공론장과 련하여 기존과 다른

에서 바라보고 해석했는데,행 하고 말하는 사람들 간의 잠재

공간인 공론장에서 존재하는 권력만이 폭력을 체하고 독

이지 않은 권력이라고 인정했다.111)그는 권력을 강제 이거나 불변

하는 것, 는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집단에 속하며 집단이

함께 유지되는 한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여겼다.112)

이에 반해,아 트보다 약 5년 뒤에 발표한 서인 『공론장의 구

조변동』에서 하버마스는 공론장을 정치 역뿐만 아니라 문학,

술,과학 등 일반 사회나 문화 역에서도 실행되는 것으로 악했

다.

하버마스는 이 서에서 근 사회에 국가와 사 역 사이에

형성된 역이자 부르주아 계층에 의해 만들어진 간 활동 역

의 발달과 쇠퇴를 연구했고,이를 “부르주아 공론장”이라고 불

다.113)그는 부르주아 공론장의 발생과 발달을 국, 랑스,독일

등 근 서구 국가들에서 나타난 사회·문화 변화와 18세기부터 19

세기 반의 정치경제 조건들과 연결 지어 설명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상 인 통 부르주아 공론장은 “비

인 이성 토론”을 통해 국가의 규제를 비 하고 이를 거부하는 구

성원들로 이루어진다.물론 사유 재산과 계층과 성별이 이 토론회에

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 이 되었는데,주로 행정 리,법률가,

의사,목사,장교,교수 등의 지식인들 주로 구성되었다.이들 신흥

부르주아의 토론 문화는 본래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인쇄 매체를

비롯하여,실제로 면 인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인 국의

커피하우스(coffeehouse)나 랑스의 살롱(salons)에서 문학, 술

111)한나 아 트(주 108),pp.263-264.

112)Hannah Arendt,On Violence,Harcourt,Brace,& World,New

York,1970;김경희(주 108),p.12에서 재인용.

113)하버마스(주 7),pp.9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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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과학 등에 해 토론한 지 활동에서 시작되었다.이들은 토

론 문화를 차 조직화하고 제도화하여 기존의 주의 체제에

한 항과 비 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이른다.하버마스는 당 부

르주아의 이러한 토론 문화가 술 습득의 매체라고 보았다.114)

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에는 공권력의 역이라고 여겨

진 “공공”의 의미가 그것으로부터 분리된 역을 일컫게 되면서,비

이고 합리 으로 자신의 권익을 실 하는 근 시민과 련된

것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그리고 이로부터 하버마스는 “여론을

변하고 공권력에 항하는 공 을 이루기 해 모인 사 개인들

의 토론회”라는 공론장의 의미를 도출하 다.115)그의 이러한 논의

를 통해 19세기 공공 기념비와 그 개념을 이어받은 공공미술,그리

고 공론장으로서의 공공미술에서 일컫는 “공공”의 의미상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자는 공권력이 개입되어 그것의 이념이 에 달

되는 수단이며 후자는 공 에 의해 자발 으로 형성된 토론의 장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하버마스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역에서 발생한

기들을 해결하는 방책은 자유로운 의사소통 합리성을 회복하고

공공 역을 활성화함으로써 생활세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

다.116)그의 주장을 공공미술의 맥락에서 볼 때,그가 말하는 “공공

역 활성화”와 “생활세계 복원”은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과 보이스

의 확장된 술 개념과 그 실천 작업들처럼,미술이 공 의 삶과

114)하버마스는 당 의 지배 술론에 한 비 과 옹호를 다룬 책자들

은 커피하우스나 살롱과 같은 토론 공간의 화에 의해 발행되고, 면

인 토론은 다시 그 책자를 상으로 논의를 이어나가면서 술비평의

성립된다고 하 다.

의 책,p.127.

115) 의 책,p.104.

116)이은희,『후기근 지역공동체의 성찰 동학』,이화여자 학교 박

사학 논문,2008,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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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되고 공공장소를 소통의 장으로 만드는 것을 통해 실 될 수

있다.즉,공공미술에서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은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공 이 어떤 사회·문화·

정치 쟁 들에 직면해 있는지 알 수 있는 곳으로서,그리고 개별

시민들이 특정 쟁 에 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토론하고

국가에 문제 해결을 구하는 곳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정리할

수 있다.117)

2.공론장 개념의 다양화와 확장된 개념의 공공미술

하버마스는 공론장에서의 의사소통 합리성을 통해 사회에

서 상호 이해를 추구하며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지만 여러 가지 비 에 직면하기도 했다.그 리오타르(Jean

FrançoisLyotard)의 하버마스에 한 비 은 포스트모더니즘 철학

자들의 입장과 태도를 보여 다.하버마스가 “합의는 인식능력과 자

유의지를 갖는 존재로 정의되는 인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화

를 통해 획득된다.”라고 주장한 것에 해,리오타르는 모든 형태의

합의를 사회와 역사에 한 통합 망이라고 규정하며,이것은

체주의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고 비 했다.118)

그 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들은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각 역의 자율성을 옹호하고 그 역들에는 서로 다른 의사

소통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버마스가 말한 “이상 인 공론장”은

존재할 수 없다고 여겼다.그리고 설사 그러한 이상 인 공론장이

존재하더라도,그들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것을 지키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강요이자 폭력이라고 생각했다.이러한 측면에

117)AlanMcKee(주 3),pp.5-10.

118)안성찬,『이성과 감성의 평행선:문화사로 본 독일 사상』,유

로,2004,p.56,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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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리오타르는 오히려 개인주의 불일치와 무정부주의 충동을

옹호했는데,그의 반체제주의 이고 반권 주의 인 태도는 데리다

(JacquesDerrida)와 같은 탈구조주의자들에게서도 나타난다.119)

그러나 독일 철학 연구자인 안성찬에 따르면,포스트모더니즘 철

학자들이 옹호하는 다원주의는 실천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

동의 가치실 을 해서는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 이성,다시 말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합리성”을 제로 한다.120)하버마스가 말

한 의사소통 개념은 단순히 사람들 간의 화를 일컫는 것이 아니

라 사회의 문화와 제도를 포 하는 상부구조의 역과 그 안에

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정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121)

포스트모더니즘 학자들의 비 외에도 하버마스는 19세기의 제도

와 조직이 사라진 이후에 공론장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

명해내지 못했다는 것과 비자유주의 ,비부르주아 이거나 부르주

아 공론장과 경쟁 계에 있는 다른 자율 역을 설명하는 데 실

패했다는 비 을 받았다.미국의 정치철학자 낸시 이 (Nancy

Fraser)는 「공론장 다시 생각하기(RethinkingthePublicSphere)」

에서 페미니즘 을 토 로 부르주아 공론장은 기본 으로 여

성,노동자,유색 인종,게이와 즈비언 등의 사회 집단에 해 배

타 인 성질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것임을 간과한다고 비 했

다.122)

이러한 비 에도 불구하고 하버마스의 부르주아 공론장은 최 로

국가와 시민 사회의 간에 생성된 역으로 참여자들의 보편 인

심사와 련된 요한 논의가 제도 으로 보장된 곳이었다는

119)이 단락은 의 책,p.205를 참고했음.

120) 의 책,p.207.

121) 의 책,p.67.

122)Nancy Fraser,Justice interruptus:criticalreflectionson the

"postsocialist"condition,Routledge,1997,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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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견교환 활동과 경험의 공유가 심이 되는 확장된 개념의

공공미술을 연구하는 데에 개념 토 를 제공해 다.

한편,19세기에 성장한 부르주아의 향력은 20세기 들어 거 자

본이 집 된 기업의 탄생으로 이어졌으며 자본주의 사회가 서구에

정착하면서 이들은 과거 건사회 군주의 권력에 비등한 권 를 가

지게 되었다.생산수단의 소유자로 발 한 기업과 자본가들은 자본

주의 사회에서 정치·경제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배타 입지

를 공고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사회 변화는 지식인 부

르주아를 주로 형성된 공론장에 사 권력이 침투하는 계기가 되

었고 공론장은 자본과 권력의 시장으로 변모하면서 재 건화

(refeudalization)되었다.123)공론장의 공공성이 일부 개인들의 이익

을 한 사 역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그리고 이것은 상업

는 산업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도시 공간이 시장경제에 매력 인

것이 되고,추상 인 이론보다 구체 인 경험들과 다양성이 요시

되는 포스트모더니즘 특징이 공론장 역에도 반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124)

하버마스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비 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공론장의 합리 ,조직 측면을 발 시켜 이를 재활성화 해야 한다

고 믿었다.문화 토론의 장이 문화 소비의 장으로 변모하게 된 것은

거 자본이 스스로의 생존을 하여 상업화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

이다.문화의 상업화 상은 매스미디어 고를 통하여 빠르게 진행

되었고 지식인들의 토론의 산물이었던 문화 비평잡지 등은 선

지(popularadvertises-financedillustratedmagazines)등으로

체되었다. 들은 그만큼 근 사회가 들어선 이후에도 그 이 과

123)김경희(주 108),p.30.

124)김정희,「“복원된 청계천”과 그 후 :계몽주의 로젝트의 포스트

모던 실 」,『 미술학회 미술학 논문집 12』,2008.12,pp.

202-20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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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공론장에의 참여가 제한되고 사회에서 문화 생산자들로

부터 분리된 채 문화를 수용하는 수동 인 치에 놓 다.125)

이와 련하여 랑크푸르트학 의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Adorno)와 막스 호르크하이머(MaxHorkheimer)는 1947년에 출 한

문명비 서인 『계몽의 변증법』 「문화산업: 기만으로서의

계몽」에서 문화와 문화산업을 신랄하게 비 했다.이들은 매스

미디어가 심미 소재의 빈곤화를 가속화시키는,단순히 장사

(business)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며 화,라디오,잡지는 개별 분

야에서나 체 으로나 획일화된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

다.126)매스 미디어와 문화에 한 이러한 평가는 그 수용자인

에 한 회의 인 시각으로 이어졌다.

표 으로 허버트 마르쿠제(HerbertMarcuse)는 생산성과 효율

성의 논리가 지배하는 선진산업사회에서는 사람들의 비 의식이

사라지고 체제 순응 태도가 확산된다고 보았는데,그는 이를 “1차

원 사회(one-dimensionalsociety)”라고 불 다.물질 풍요와 획

일 인 문화가 확산되는 “1차원 사회”에서는 이성의 주요 기

능인 비 이 마비된 체제순응 인 “1차원 인간”이 양산되고 효율

성이 인 가치로 받아들여져 비 과 항은 비효율 인 것으

로 간주된다.127)마르쿠제의 “1차원 사회”개념에는 이 에 사회

변 의 주체 던 노동자 계 을 비롯한 민 들이 후기 산업사회에

서는 사회 안으로 통합된 다른 구성요소가 되어 버렸다는 시각

이 포함되어 있다.그 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민 이 아닌 다

른 계층에서 변 의 힘을 찾으려고 하 는데 부조리한 사회를 변화

시키기 해서는 기존 실을 월하는 “상상력”이 특히 요하다고

125)이 단락은 김경희(주 108),pp.31-32를 참고했음.

126)테오도르 아도르노,막스 호르크하이머,『계몽의 변증법』(1947),김

유동 역,문학과 지성사,2001,pp.183,233.

127)손철성,『허버트 마르쿠제』,살림,2005,pp.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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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128)

마르쿠제는 아도르노,호르크하이머 등과 함께 랑크푸르트학

를 구성하는 비 이론가로 분류되지만 그는 비 이론이 가진 한계

를 지 하기도 하 다.그에 따르면 비 이론은 재와 미래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며 새로운 기 를 불러

일으키거나 성공을 보여주지 못하고,단지 부정 인 것으로만 존재

할 따름이었다.129)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해서는 단순한

비 과 부정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극 으로 유토피아 망

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유토피아 망을 실 하는 데에서

“미학 상상력”의 역할을 시했다.130)

비 이론이 “상상력”,특히 “미학 상상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

다는 마르쿠제의 견해는 1970년 부터 나타난 새로운 장르 공공미

술과 공론장으로서의 공공미술의 등장을 뒷받침해주기도 한다.물론

술 역은 기존 질서를 월하는 유토피아 의식을 간직하고 있

으며 술이 비 진성과 해방성의 이미지를 보여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믿음은 당 의 비 론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과장된

면을 보여 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에서 사회의 개

선 가능성과 삶의 실질 인 변화에 향을 미치고자 하는 확장된

개념의 공공미술이 갖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확장된 개념의 공공미술을 통해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하버마스

의 공론장과 마르쿠제의 “미학 상상력”은 요젭 보이스의 “사회

조각”개념으로부터 구체화된 생각인,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자 사

회 교류로서의 미술이라고 할 수 있다.앞의 제 Ⅱ 장에서도 강조

한 바와 같이, 요한 것은 공공장소에 놓인 오 제로서의 미술이

아니라 사회·정치 상황 혹은 공 의 일상생활과 연계된 맥락화된

128) 의 책,p.73,p.83

129) 의 책,p.74.

130) 의 책,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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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과정이다.이는 보이스의 미술 개념과 작업들에서와 같이 공

론장 자체가 미술 작품이 되고 논의와 화가 조형물이나 일시 인

사건보다 오래 남는 ‘본질’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미국의 철학

자 힐데 하인(HildeHein)에 따르면 이러한 특성은 장소 맥락,

료 정당성,기업의 소유물 등으로 규정되는 ‘공공장소 속의 미술’

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보다 분명해진다.그는 참여와 소통이

심이 되는 공공미술에서 ‘작품’은 ‘공공장소 속의 미술’과 달리 미술

가와 공 이 맺는 계 그 자체로,특정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라

고 설명했다.131)

이상과 같이 본 장에서는 공론장으로서의 공공미술이 등장하고

발 하게 된 배경으로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을 비롯하여 요젭 보이

스의 확장된 술 개념과 사회 조각,공공장소에 한 변화된 인

식과 1960년 이후의 항문화,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 등을 살펴

보았다.본 장에서 비록 미술사 배경을 사회 배경과 분리하여

살펴보았지만 양자는 서로 별개의 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사회 ,미술사 배경에

한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 장에서는 공론장으로서의 공공미술 사

례들을 세 가지 범주로 나 어 분석할 것이다.이 사례들을 통해 공

론장으로서의 공공미술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이러한 미술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어떤 변화들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공미술의 개념을 확장하고 미술가와 객의 역할

을 변화시켰는지 등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31)HildeHein,PublicArt:ThinkingMuseumsDiffertly,Lanham Md.:

AltaMiraPress,2006;LambertZuidervaart,ArtinPublic:Politics,

Economics,andaDemocraticCulture,CambridgeUniversityPress,

2011,pp.120-12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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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Ⅳ 장 공론장으로서의 공공미술:

사례분석

제 1 역사의 망각에 한 경고비로서의 공론장

20세기 후반 독일에서는 “카운터모뉴먼트(Gegendenkmal;

Countermonument혹은 Antimonument)”라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

는 미술가들이 등장했다.카운터모뉴먼트는 국가의 이념을 반 하고

이것을 공 에 달하는 역할을 한 19세기 공공 기념비와 그 방식

을 이어받은 공공미술의 개념과 메시지 달 방식에 정면으로

도 하려 한 미술가들에 의해 탄생한 경고비(mahnmal)로서의 미술

을 말한다.132)

본 논문에서는 그 사례로 20세기 반의 시즘을 둘러싼 공 의

나라한 생각들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한 요한 게르츠와 에스터 샬

게르츠(JochenGerz& EstherShalev-Gerz)부부의 작품과 나

치에 의해 강제 철거되었던 조형물의 “부재(absense)”자체를 기념

하기 해 제작된 호르스트 호하이젤(HorstHoheisel)의 작품을 분

석할 것이다.이와 더불어,카운터모뉴먼트의 연장선상에서 통

인 기념비나 기념 의 권 인 성격,목 ,수직 형태, 람자와

의 일방 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한 마야 린(MayaLin)의

작품을 다룰 것이다.133)

132)“mahnmal”은 여러 종류의 기념물(기념비,기념 ,기념 동상 등) 에

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달하는 “경고비”로 번역될 수 있다.

133)이 작가들은 제임스 ,말콤 마일즈 등의 연구에서 카운터모뉴먼트

의 표 인 사례로 등장한 미술가들을 선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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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요한 ·에스터

샬 게르츠,<반 시즘

경고비>,1986

1.카운터모뉴먼트

1)요한 게르츠의 <반 시즘 경고비>

요한 게르츠는 카운터모뉴먼트를 주도한 표 인 미술가이다.

그를 비롯한 몇 몇 독일 미술가들이 카운터모뉴먼트를 만들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첫째,독일에는 히틀러와 나치

가 통 인 방식의 공공미술을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달하

는 수단으로 극 활용하 기 때문에 이에 한 근본 인 불신이

있었다.둘째,이 미술가들은 유 인을 상 로 학살을 자행한 앞

선 세 와 자신들이 속한 후속세 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바람을 가

지고 있었다.그 기 때문에 카운터모뉴먼트 미술가들은 공공 기념

비식 미술(publicmemorialart)의 개념과 형태에 경멸에 가까운 태

도를 취하며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 다.134)

제임스 에 따르면,이 미술가들은 람자들을 로하거나 비극

인 사건을 만회하려고 하거나 희생자들을 치유한다고 주장하는

기념 조형물은 미술을 남용(abuse)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오히려 미술작품을

보았을 때 람자들을 놀라게 하고 순

화된 람자들의 생각에 도 하여 불쾌

감을 주는 것이 미술의 요한 기능이

라고 생각했다.135)이러한 면에서 카운

터모뉴먼트 작가들은 기념비의 존재 자

체를 거부하 다기보다 그것이 설립되

는 목 ,형태,방식 등을 비롯한 개념

134)JamesYoung(주 43),pp.271-272.

135) 의 ,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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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 차 땅 속으로 사라져가는

게르츠의 작품

도 13 재 윗면만 남아 있는

게르츠의 작품

에 항하기 해 탄생하 다고 볼 수 있다.

요한 게르츠와 그의 부인인 에스터 샬 게르츠의 <반 시즘

경고비(Mahnmal gegen Faschismus; Monument against

Fascism)>(1986)[도 11]는 이러한 경향을 표하는 작품이다.1983

년 독일 함부르크(Hamburg)시는 “ 시즘, 쟁,폭력에 항하고

평화와 인권을 한 기념비(MonumentAgainstFascism,Warand

Violence-andforPeaceandHumanRights)”를 주제로 디자인

공모 을 주최했다.여기서 게르츠 부부가 선발되어 주어진 주제로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이들은 본래 함부르크 시에서 작품 설치 장

소로 제공한 공원을 거 하고,시 외곽에 있는 하부르크(Harburg)의

한 쇼핑센터 앞 공터를 선택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Gegendenkmal

(반기념물)”이라고 불 다.

<반 시즘 경고비>는 윗면과 아랫면이 사각형으로 된 육면체의

속 기둥으로,처음에 세워질

당시의 높이는 12미터 지만

미리 마련해 놓은 땅 속의 공

간으로 차 사라져 가도록 설

계되었다.[도 12]게르츠는 작

품과 함께 속 필기구를 제공

하여 시민들이 작품 표면에 자

신의 이름을 써 넣도록 유도했

다.[도 13] 속 기둥은 람

자들의 낙서와 흔 으로 네 면

이 채워지면서 동시에 정기

으로 땅 속으로 내려 보내졌

다.기둥이 완 히 사라질 때

까지는 깨끗한 면들이 유지되



64

면서 사람들에게 ‘낙서장’이 마련된 것이다.즉,작품이 얼마나 빨리

땅 속으로 들어가는지는 작품 표면이 얼마나 빨리 낙서들로 채워지

는지에 따라 으로 시민들에게 달려 있었다.게르츠는 자신의 작

품에 일반 사람들이 이름을 써 넣기를 바란 이유를 일곱 개의 다른

언어( 어,독일어, 랑스어,러시아어,투르크어,아랍어,히 리어)

로 설명해 놓았다.아래의 인용문은 게르츠 부부가 이 작품 에

어 두었던 내용이다.

“우리는 하부르크의 시민들과 객들이 우리 작품에 이름을 남

기고 가기를 요청합니다.그 게 함으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하

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더 많은 이름들이 이 12미터 높이

의 기둥을 뒤덮을수록 더 땅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언

젠가는 완 히 사라질 것이고 하부르크의 시즘에 항하는 기념

비가 있는 장소는 텅 비게 될 것입니다.장기 으로는,불의

(injustice)에 항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136)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게르츠 부부는 미술의 역할이 보는 사

람들에게 어떤 생각이나 감정,반응 등을 복합 으로 불러일으켜서

작품과 연 성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임스 ,앙드 한센(AndresHansen),앤드류 코시(Andrew

Causey),노암 루푸(Noam Lupu)등 여러 학자들이 게르츠의 작품

과 카운터모뉴먼트의 의미를 연구했다.이 연구들을 제임스 이 종

합하고 정리했는데 그는 “이 작품의 목 은 사람들을 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하려는 것이고, 원히 남아있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라

지려는 것이며,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136)EstherShalevGerz,“ThePerpetualMovementofMemory”,2004.

작가 홈페이지 www.shalev-gerz.net에서 원문 검색(201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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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시민들의

낙서로 채워진

게르츠 작품의 표면

있(다)”라고 설명했다.137)

<반 시즘 경고비>가 설치된 장소는 이 작품이 객을 자극하고

작품의 주제인 시즘이나 독일 역사 등에 한 생각을 표출하는

데에 향을 주었다. 술한 바와 같이 이 작품은 하부르크의 한 쇼

핑센터 앞에 설치되어 있다.미국의 미술사학자 앙드 한센은 사람

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친숙한 장소에 작품을 설치한 것은 게르

츠의 의도 인 공간 략이라고 설명했다.138)미술가인 자신은 객

들에게 낙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객인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과 고 싶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작품을 그래피티의 장으

로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되었기 때문이다.제임스 도 이러한 맥락

에서 이 작품은 사람들로 하여 미술작품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

록(enterintoart)”하며 작품을 땅 속으로 집어넣음으로써 새

로운 소통을 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한다는

진취 인 계를 형성한다고 평가했다.139)

작품에 낙서를 허용하도록 하는 에 해

서는 작품 구상 단계에서 게르츠 부부와 함부

르크 시 사이에 약간의 의견충돌이 있었다.

시에서 이 작품을 승인해 때,시 계자들

은 일반 사람들이 작품에 씨를 써 넣는 것

에 해 반달리즘을 우려했다.140)게르츠 부

부도 이에 동의하 지만 자유로운 의견 교환

의 장을 제공하여 솔직하고 생생한 “사회

137)JamesYoung(주 43),p.277.

138)AndersHøgHansen,“MemorialsandMemoryPoliticsinHamburg

andHaifa”inPieterFrançois,TainaSyrjämaa,HenriTerho,Power

andCulture:New PerspectivesonSpatialityinEuropeanHistory,

Plus-PisaUniversityPress,2008,p.166.

139)JamesYoung(주 43),p.280.

140) 의 ,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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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socialtemperament)”을 기록하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

득했다고 한다.141)

실제로 함부르크 시와 게르츠의 상 로 작품은 낙서장으로 변

모했다.[도 14]시민들은 낙서뿐만 아니라 스크래치를 남기고,심지

어 스와스티카도 등장하면서 일부 사람들은 작품이 무분별한 그래

피티의 장으로 변하는 것을 비난하기도 했다.하지만 이는 오히려

사회의 거울로 작용하면서 게르츠 부부가 의도와 목 이 실 되었

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앞서 언 한 바와 같이,20세기 후반에

독일 미술가들이 카운터모뉴먼트 작품을 만든 것은 “미술작품을 보

았을 때 람자들을 놀라게 하고 순화된 람자들의 생각에 도 하

여 불쾌감을 주는 것”을 미술의 요한 기능으로 생각했기 때문이

다.

<반 시즘 경고비>를 구상할 당시 게르츠 부부의 고민은 작품의

체 제목에 나열된 쟁,폭력,평화 등을 어떻게 상기시킬 것인지,

나치의 폭력을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바람을 묵살하지 않고 어떻

게 기념비를 만들 것인지,그리고 통 인 기념비의 권 이고 강

압 인 성격을 재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반 시즘 기념비를 만들

것인지에 한 것이었다.142)따라서 그들의 작품은 결국 기념비의

개념에 한 도 이자,넓게는 람자들을 수동 인 존재로 축소시

켜 버리는 미술의 권 주의 경향에 한 도 이었다고 할 수 있

다.

2)호르스트 호하이젤의 <네거티 형태의 기념비>

게르츠의 작품과 함께 다른 카운터모뉴먼트 사례로 이야기 되

141) 의 ,p.283.

142) 의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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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호르스트 호하이젤,

<네거티 형태의 기념비>,1987

도 16본래의

아슈롯트 분수,

1908

는 것은 아슈롯트 분수(Aschrott-Brunnen)에 한 반기념비인 호르

스트 호하이젤(Horst Hoheisel)의 <네거티 형태의 기념비

(Negativ-Denkmale;Negative-Form Monument)>(1987)[도 15]이

다.

1908년에 카셀 시에 세워진 아슈롯트 분수는 본래 시청을 지은

건축가 칼 로스(KarlRoth)가 설계하고 당시의 성공한 유 인 사업

가 던 지그문트 아슈롯트(SigmundAschrott)의 후원으로 설치된

조형물이었다.[도 16]그러나 그것은 1939년에 나치로부터 유 인

이 여된 술작품이라는 이유로 철거당했다.그로부터 45년 후인

1984년에 독일의 “역사 기념비 재건을 한 회(Societyforthe

RescueofHistoricalMonuments)”는 이 분수를 재건하기로 결정했

다.

분수를 재건하는 일을 맡게 된 카셀의 지역 미술가 호르스트 호

하이젤은 원작품의 잔재를 재활용하거나 같은 모양으로 체를

다시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단하고,카운터모뉴먼트 개념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그는 깔때기 모양의 분수를 12미터 아래 지

하까지 들어가도록 설계하고,표면은 평평하게 남겨 두고 물이 에

서 아래로 흐르도록 만들었다.[도 17]이러한 모양 때문에 호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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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작품에 한

호하이젤의 스 치

젤의 작품이 있는 카셀 시청 앞 장에서는

그곳에 작품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치기 쉽

지만 작품이 있는 지 에 근할수록 물이

땅 속으로 흐르는 소리에 의해 그 장소에

분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작

품의 앙으로 다가갈수록 그 소리는 차

크게 들린다.

호하이젤은 <네거티 형태의 기념비>

의 개념과 목 을 “새로 짓는 분수는 기존

것의 거울 이미지(mirrorimage)이다.이는

이 장소의 다친 역사와 열린 역사를 구원하

기 한 것이고,카셀 시민들의 의식에 침투하기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143)제임스 은 호하이젤의 작품은 “어떻게 부재(absence)

를 기억하는가?”라는 모순 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았다.144)

다시 말해 그 장소에 존재하던 기념비가 ‘없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상기된다는 것이다.이 게 볼 때 이 작품은 역사 인 사건에 여

한 한 개인이나 그 사건 자체를 기념하거나 추모하는 기존의 기념

비와 정반 의 개념으로 구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게르츠와 호하이젤의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카운터모뉴먼트는

사실 기념비나 미술을 통해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한 기억을 불

러일으키려는 의도 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하지는 않는다.이것은 다

만 통 인 형태의 기념비의 구성에 한 환상을 부정하고 미술

가 혹은 기념비 제작자와 람자 사이의 방향 인 계를 지향한

다.더욱이 게르츠 작품의 경우 “반 시즘”이라는 작품의 제목이자

143) Horst Hoheisel,"Rathaus-Platz-Wunde" in Aschrott-Brunnen:

OffeneWundederStadtgeschichte,Kassel1989;앞의 ,pp.288-290

에서 재인용.

144) 의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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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마야 린,<베트남 참

기념 >,1982

목 을 비웃는 듯한, 객의 나치우호 인 내용의 낙서마 도 포용

한다는 에서 공 이 기념비의 건립 목 에 순응하고 이를 받아들

여야 한다는 기존의 통을 깨트렸다고 볼 수 있다.

2.민주화된 기념비:마야 린의 <베트남 참 기념 >

말콤 마일즈는 게르츠와 호하이젤의 작품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마야 린의 <베트남 참 기념 (Vietnam Veterans

Memorial; 이하 VVM)>

(1982)[도 18]을 카운터모뉴

먼트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했

다.145)VVM은 땅 속으로 사

라지거나 그곳에 감추어져 있

는 형태인 앞의 두 작품과는

다르지만,기억의 상을 이

상화(idealize)하거나 사회

계질서를 그 로 되풀이

(replication)하지 않는 방식을 추구했다는 면에서 토론을 발하고

사회 모순을 들추어냈다고 설명했다.146)

워싱턴 D.C의 내셔 몰(NationalMall)안에 치한 VVM은 약

125도 각도로 벌어져 넓은 V자 형태를 이루는 두 개의 검은 화강암

벽으로 구성되어 있다.VVM 벽 양쪽 끝은 <워싱턴 기념비

(Washington Monument)>(1884)[도 19]와 <링컨 기념 (Lincoln

Memorial)>(1922)[도 20]을 가리키고 있다.

145)Malcolm Miles(주 14),p.81.

146) 의 책,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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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VVM>의 오른쪽

끝으로 보이는 <워싱턴 기념비>

도 20<VVM>의 왼쪽 끝으로

보이는 <링컨 기념 >

완 한 칭을 이루고 있는 두 벽의 표면에는 1959년부터 1975년

사이에 베트남 쟁 사망자와 희생자 약 5만 8천 명의 이름과 그들

의 사망일이 새겨져 있다.여기에 그들의 계 은 있지 않으며,

이름이 나열된 순서 역시 계 과 계없이 사망한 순서를 기 으로

새겨졌다.

내셔 몰에는 VVM 외에도 제퍼슨 기념 (JeffersonMemorial),

동·서 포토맥 공원(East·WestPotomac Park),컨스티튜션 공원

(Constitution Gardens), 한국 쟁 참 기념비(Korean War

VeteransMemorial),백악 ,국회의사당 등,여러 개의 역사· 쟁

기념 ,기념비,공원,그리고 국가 기 들이 몰려 있다.미국의 철학

자인 찰스 그리스올드(CharlesGriswold)는 내셔 몰의 여러 기념

비,기념 들과 VVM의 상 인 치의 의미와 VVM의 형태 자체

의 의미를 연구했다.이 연구에서 그는 내셔 몰은 과거를 보존하

고 회상하고 숭배하며 실천하는 유일한 장소이자,과거의 미덕을 이

어나가기 해 재와 미래의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고양시키기

한 곳이라고 정의했다.147)내셔 몰은 미국 역사 에서 무엇을

147)CharlesL.Griswold,"TheVietnam VeteransMemorialandthe

WashingtonMall:PhilosophicalThoughtsonPoliticalIconography",

CriticalInquiryVol.12,1986,p.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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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무엇을 생략할 것인지를 결정함으로써 미국인들로 하여

국가와 자신들에 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

인 공간인 것이다.

그리스올드에 따르면 VVM은 내셔 몰의 다른 기념비나 기념

들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 특성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148)첫째, 자와 달리 후자는 특정 인물이나 사

건에 한 기억을 유도하고 유지하기 한 목 을 지닌다.반면,

자는 질문을 던지고 객들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는 데에 목 을

둔다.여기서 VVM이 람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베트남 쟁에 미

국이 참여한 것이 양 에 치한 워싱턴 기념비와 링컨 기념 이

하는 메시지와 조화를 이루는지,즉 그 쟁에 한 미국의 참여

가 정당한지에 한 것과 VVM 벽면에 힌 희생자들의 죽음이 그

것의 한 가인지에 한 것이다.

말콤 마일즈도 이 작품에 해 “ 쟁을 발하는 사회 구조에

한 문제제기와 사회의 모순이 감아지는지,아니면 지속 으로

논의되는지”가 요하다고 지 했다.149)이처럼 VVM이 “memorial”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역사 사건에 한 “기억”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논의를 발하려는 것을 일차 목 으로 두었다는 에

서 그것은 기존의 “기념비성”개념에 항 인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150)

둘째,VVM은 국가에 의해 계획되고 설립된 것이 아니라 참

군인들이 자발 으로 세운 베트남 참 군인 기념비 기 (Vietnam

148)이 부분은 의 ,pp.696-712를 참고,정리했다.

149)Malcolm Miles(주 14),pp.82-83.

150) 본래 “monument”와 “memorial”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의

“monere”로,이는 “회상시키다,충고하다,경고하다.조언하다,가르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그 지만 마야 린의 VVM은 “memori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차 목표로 두지 않았다.

의 책,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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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워싱턴 기념비>,

1884

도 22<링컨 기념 >,1922

VeteransMemorialFund)과 개인 후원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실

제로 VVM에는 “이 기념비는 여러 미국인들의 개인 후원으로 설

립되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그리스올드는 이 문구가 VVM

은 베트남 쟁을 한 것이 아니라 베트남 참 군인(veterans)을

한 것이라는 을 강조한다고 설명하면서,“참 군인들은 이를

자신들의 기념비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가를 한 자신들의 희생

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긴다.”라고 주장했다.151)이러한 면

에서 VVM은 내셔 몰의 다른 기념 들처럼 웅 인 요소를 강

조하면서 교훈 인 의미를 수직 으로 달하기보다는 ‘참 ’이라는

공통 으로 형성된 공동체에 을 맞추면서 람자와 수평 인

계를 형성한다.

셋째,VVM은 형태와 재료 측면에서 내셔 몰의 다른 기념비

나 기념 들과 차이가 있다.VVM

의 동쪽으로 보이는 워싱턴 기념비

의 오벨리스크는 땅에서 하늘을 향

해 솟아있는 형태이고,서쪽에 있는

링컨 기념 의 건축 양식은 고 그

리스 신 을 연상시킨다.[도 21,

22]그에 반해 VVM은 두 개의 벽

면이 지표면에 기 어 서 있는 모습

을 하고 있어 멀리서는 잘 분간이

되지 않으며 특히 북쪽에서 바라볼

때에는 땅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다.형태면에서 자는 상향 ,수직

이고 후자는 하향 ,평면 이다.

한 후자의 경우는 표면이 매끄럽

151)CharlesL.Griswold(주 147),pp.708-709.강조는 원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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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처리된 검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고 작품의 정면이 남쪽을 향해

있어 최 한 많은 양의 햇빛을 받는다.그 기 때문에 작품에 다가

간 람자들은 거울처럼 자신의 모습이 비추어진 것을 볼 수 있는

데 여기서 람자를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작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152)

이처럼 VVM이 기존의 기념비와 기념 들의 의미,형태,그리고

람자와의 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그

다고 해서 통을 완 히 거부한 것은 아니다.사실 검은 화강암

에 사망한 자의 이름과 사망일을 써 넣는 것은 역사 인물의 기념

동상이나 일반 사람들의 비석에 흔히 쓰이는 매우 이고 통

인 방식이다. 한 돌이라는 재료 자체도 오래 부터 기념비에

쓰인 것이다.

통을 거부하지 않고 그로부터 새로운 방식과 의미를 도출한 것

은 앞서 다룬 게르츠 부부의 <반 시즘 경고비>도 마찬가지이다.

게르츠의 카운터모뉴먼트 역시 설치 당시 맨 처음 모습은 하늘을

향하는 듯한 오벨리스크 형태로,워싱턴 기념비와 유사하다.그러나

이러한 습의 틀을 깨듯이 사각 기둥은 땅속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완 히 사라지면서 ‘기념비’의 통 기능,성격,개념에 항했다.

한편, 의 사례들을 통해 확장된 개념과 방식의 공공미술이라고

해서 통을 완 히 거부하거나 폐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여기서 살펴본 작가들(요한 게르츠,호르스트 호하이젤,

마야 린)은 모두 앙 혹은 지방 정부의 승인을 얻어 작업을 진행했

고 정부기 으로부터 지원을 얻기도 하 다.이는 통 인

공공미술의 개념과 방식,형태에 항 이더라도 반드시 공공기 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 다.공공기 이 미술가들의 작업

에 직 으로 개입하지 않고 작품이 치할 장소의 마련이나 승인,

152) 의 ,p.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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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유지 정도에 여하면 공공기 이데올로기의 재 을 피하면

서 람자들과 미술 작품의 방향 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2 지역 역사에 한 공론장

일부 미술가들은 특정 지역 안에서 그 지역의 쟁 이나 역사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 공동체를 형성했다.소수의 정

부나 기업 계자들이 이념 달이나 경쟁력 제고의 차원에서 설치

하는 공공미술과 조 으로,이 미술가들은 지역민들의 목소리나

요구를 수렴하여 표 할 수 있는 방식의 공공미술을 택했다.이와

련해 본 에서는 1979년에 시작된 런던 도클랜즈(Docklands)지

역 재개발 사업의 공공미술 정책에 항했던 지역 미술가 단체인

“도클랜즈 커뮤니티 포스터 로젝트(DocklandsCommunityPoster

Project;이하 DCPP)”와 북아일랜드의 데리(Derry/Londonderry)시

에서 역사 사건을 추모하기 해 결성된 미술가 단체인 “보그사이

드 아티스트(TheBogsideArtists)”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1.정부 주도 도시계획에 항하는 로젝트:도클랜즈 커뮤

니티 포스터 로젝트

1960년 후반부터 일본과 한국 등 개발도상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려난 국의 조선업은 산업의 심지 던 국 런던의 도클랜즈

지역에 큰 경제 타격을 입혔다.조선업 종사자들의 량 실업과

부두의 폐쇄로 도클랜즈에 버려진 공간들이 양산되었다.이에 1974

년 국의 노동당 정부는 몰락한 도클랜즈의 재활성화 정책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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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재개발 이 모습의

도클랜즈

“도클랜즈 연합 원회(DocklandsJointCommittee;DJC)”를 설립했

다.그러나 그것은 1979년 보수당의 집권으로 이내 폐지되고 “런던

도클랜즈 개발공사(LondonDocklandsDevelopmentCorporation;이

하 LDDC)”가 이를 체하면서 사실상 LDDC에 도클랜즈 재개발과

련된 부분의 권한을 임하게 된다.

LDDC는 개발사업 기부터 도클랜즈의 “몰락한 산업도시”와 “2

등 시장(second-ratemarket)”이라

는 지역 이미지가 재활을 막는다고

단했다.153)[도 23]이들은 도클랜

즈의 지역문화를 바꾸고 신화 인 도

시 경 을 만드는 것으로 이러한 지

역 이미지와 지역에 한 사람들의

인식,나아가 토지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LDDC는 이를

해 도클랜즈의 부가가치와 개발 잠재력을 선 하고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기 해 도클랜즈와 련하여 “기회와 생명의 새로운 상징”이

라는 도시 신화를 만들어냈다.이들은 도클랜즈를 “21세기를 선도하

고 창조 능력과 새로운 사고,표 의 자유가 가능”하며,“우리 시

의 활력과 기업을 상징”하는 지역이라고 선 했다. 집된 고층

건물과 거 쇼핑 공간,런던 도심으로부터 연장된 지하철 노선,가

이드라인에 따라 인 으로 조성된 공공 공간,그리고 여기에 놓인

공공미술 작품들 등은 이러한 도시 신화를 창조하기 해 건립되었

다.

이와 련하여 미술사가 김정희는 재개발 지역에 유입된 미술은

153)이 부분은 Mark Goodwin,M."The City as Commodity:The

ContestedSpacesofUrbanDevelopment"inGerryKearns& Chris

Philo,Sellingplaces:thecityasculturalcapital,pastandpresent,

PergamonPress,1993,p.158을 참고,정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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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도클랜즈 카나리

워 에 있는 세자르 펠리의

건축물과 콘스탄틴

그리치치의 작품

서비스업 심의 규모 기업 단지를 만들려는 도시 재개발 붐의

심이라고 설명했다.154)도클랜즈에 설치된 공공미술은 조형물뿐

아니라 벤치와 같은 도시 가구,장신

구,건축물 등 다양한 장르를 포 한

다.[도 24]작품의 경향은 특정 방향

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국제 융

단지와 21세기형 산업 심지라는 성

격에 맞게 여러 국 의 미술가들의 작

품이 포함되었다.

LDDC를 비롯한 개발 주체들이 도

클랜즈 사업에서 유명 건축가를 기용

하거나 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주

목하 다는 은 공공미술에 한 논

의에서 요한 함의를 갖는다.공공미술은 도시의 정치 이데올로

기를 립화시키고 도시가 홍보하는 새로운 이미지에서 배제된 이

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감추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155)본

논문의 제 Ⅱ 장에서도 지 한 바와 같이 공공미술은 도시의 시각

매력에 공헌하며 도심 공간을 미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

만,사회·환경 문제에 한 지배 계 의 시각을 에게 주입하기

도 한다.156)

도클랜즈 사례에서 공공미술과 건축물이 활용된 도시 미화 작업

들에 감추어진 것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소외된 지역 주민들과

민간 거 기업에 의해 사유화된 공공장소 다.실제로 침체된 경제

를 회복하려는 보수당 정권은 LDDC에 재개발 사업에 한 막 한

154)김정희(주 34),p.364.

155)Deutsche,R.Evictions:ArtandSpatialPolitics,1996;J.Sharp,V.

Pollock,R.Paddison(주 54),p.1002에서 재인용.

156) 의 ,p.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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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겨 으로써 지방 정부(BoroughGovernment)와 지역 주민

들의 의견이 무시되었고,사업의 이익 역시 그들에게는 거의 분배되

지 않았다고 한다.157)

이러한 상황에서 도클랜즈 지역 주민과 공동체들은 LDDC의 재

개발 계획에 포함된 국제 기업과 자본의 유입,주택 정책,토지 정

책 등에 항의하면서 자신들이 심이 되는 안 인 재개발 계획을

제시하 다.LDDC가 정부로부터 임받은 막 한 권한과 자본과

토지를 바탕으로 도클랜즈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 지만,마크 굿

의 지 로,재개발 계획 단계에서 LDDC만이 유일한 실행 기 으

로 활동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158)

157) 를 들어,주택 정책을 통한 인구 재배치(repopulation)를 요하게

본 LDDC는 실질 인 토지 매매권을 이용하여 기존의 주택 지구를 싼

값에 사들이고 고가의 주택단지를 새로 개발하면서 산계 화

(gentrification)를 래했다.이는 기존에 도클랜즈에 살던 약 4만 명의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지가의 등을 래하여 공공임 주택과

사회 시설들의 유치를 막는 요인이 되었다.

최근희,「서울시의 청계천복원정책과 국 런던 도클랜드 재개발정책에

한 비교 연구」,『도시행정학보 제21집 제 3호』,2008,p.307.

고 화된 주택단지는 문직이나 사무직의 산층을 겨냥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LDDC는 주택지구를 런던의 통 인 주택의 모습으로 재탄

생시키면서 ‘낭만 ’이고 ‘역사 ’인 경 이미지를 형성하려 했다.

J.Sharp,V.Pollock,R.Paddison(주 54),p.1015.

고용 부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나타났다.투자유치 성과가 본격

으로 나타난 1990년 반,사업체와 일자리 수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클랜즈 지역민들 극히 낮은 비율만이 재고용되었다.이마

도 부분은 청소 용역과 이터링 직원,운 기사,가사 도우미 계약

직이었다고 한다.

JonBird,"DystopiaontheThames",inJonBird,BarryCurtis,Tim

Putnam,LisaTickner,MappingtheFutures:LocalCultures,Global

Change,London:Routledge,1993,p.127.

158)Goodwin(주 152),pp.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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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인 계획을 발표한 지역 공동체의 표 인 사례로는 1983

년 도클랜즈 주민으로 구성된 소규모 단체들에 의해 발의된 “사람들

에 의한 계획(ThePeople'sPlan)”을 들 수 있다.159)여기에 참여한

단체들 하나인 “도클랜즈 커뮤니티 포스터 로젝트(Docklands

CommunityPosterProject;이하 DCPP)”는 1982년에 두 명의 지역

미술가인 피터 던(PeterDunn)과 로 인 리슨(LoraineLeeson)이 결

성한 단체다.이들은 LDDC의 정책에 항하는 지역민들과 단체들

의 문제 이 그들의 활동이 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 살고 있으며 우리는 맞서 싸울 비가 되어 있다”라는

결의를 보여주는 상징 이고 시각 인 요소가 필요함을 역설했

다.160)

DCPP는 독립 인 단체 지만 독자 으로 활동하지는 않았다.이

는 앞서 언 한 시민단체들과 연합하 으며,이 일부는 경제

략들을 세우고 일부는 안 인 발 계획을 세웠다.DCPP는 이러

한 략들을 시각 으로 표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던과 리슨은

“우리는 시민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었다....그들은 우리에게 특정

이슈를 시각화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다만,어떠한 문제가 요한

지,어떻게 하면 시각성(visibility)을 극 화 할 수 있을지,그리고

이미지의 해석(reading)-메시지가 어떻게 달되고,이미지에 포

함될 문구는 무엇인지 - 에 해 서로 논의하 다”라고 회고했

다.161)

159)이 계획은 주된 내용은 로열독스(RoyalDocks)에 새로 설립되는 공항

을 반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뉴햄 도클랜즈 포럼(Newham

DocklandsForum),연합 도클랜즈 액션그룹(JointDocklandsAction

Group; JDAG), 도클랜즈 커뮤니티 포스터 로젝트(Docklands

CommunityPosterProject;DCPP)와 같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

단체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160)PeterDunn& LoraineLeeson,"TheArtofChangeinDocklands"

inJ.Bird,B.Curtis,etal.(주 157),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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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도클랜즈에 설치되어

있는 DCPP의 작품,1980년

두 미술가는 1981년부터 1991년까지 도클랜즈 역에서 두 번의

사진벽화(photomural)시리즈를 진행했다.그들의 작업은 건물의 빈

벽이나 담벼락을 이용하는 등 통 인 방식의 벽화는 아니었다.도

클랜즈 각 장소에 설치한 가로 5.5미터,세로 3.7미터 크기의 옥외

게시 (billboard)에 사회 기록

성격의 사진을 콜라주하거나,사

진 에 드로잉을 추가한 회화

형식의 작품을 게시하는 방식이

었다.[도 25]던과 리슨에 따르

면,이와 같은 작업방식은 시민단

체들과의 의 하에 이루어졌으

며,게시 에 실릴 이미지의 주된

람객(mainaudience)이 구여야 할지, 어느 장소에 게시 을

설치할지에 해 함께 논의하 다고 한다.162)각 시리즈는 여러 개

의 개별 이미지로 구성되었는데,하나가 일정 기간 동안 각 장소의

게시 에 시되었다가 이후 다른 것으로 체되었다.여기서 앞의

이미지들과 뒤의 이미지들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내러

티 를 이루며 이어지도록 제작되었고,각 이미지에는 이 로젝트

의 항 성격을 보여주는 문구들이 함께 삽입되었다.

DCPP가 진행한 첫 번째 시리즈는 <도클랜즈의 변화하는 모습

(TheChangingPictureofDocklands)>(1980년 반)[도 26-33]

으로,총 8개 이미지의 연속으로 완성되었다.도클랜즈 지역구

(bourough)에 의한 재개발 계획이 LDDC로 인해 무산된 것을 비

하는 내용의 이미지를 시작으로 거 자본이 려들어오는 것에

한 비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와 거주권이 박탈당할 것에 한 우

161) 의 책,p.139.강조는 원문에서.

162)http://www.cspace.org.uk/cspace/archive/docklands/photo.htm에서 검

색(201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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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DCPP,<도클랜즈의

변화하는 모습>1,1980년

반

도 27DCPP,<도클랜즈의

변화하는 모습>2,1980년

반

도 28DCPP,<도클랜즈의

변화하는 모습>3,1980년

반

도 29DCPP,<도클랜즈의

변화하는 모습>4,1980년

반

려와 경고,LDDC의 재개발 계획에 한 반발과 감,그리고 주

민들이 염원하는 도클랜즈의 미래가 차례 로 나타나 있다.

각각의 포스터에는 상징 이라기보다 직 이고 실제 인 이미

지가 사용되었고,직설 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에서 이 작가

들이 달성을 요하게 여겼다고 생각된다.물론 마지막 두 장의

이미지는 지역의 경제재건 측면에서 지나치게 이상주의 으로 보이

기도 한다.그러나 총체 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시리즈는 도시

재개발을 둘러싼 정치 이데올로기를 시각 인 요소를 통해 뒤집고,

지역 주민들의 실을 고려한 안 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는 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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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0DCPP,<도클랜즈의

변화하는 모습>5,1980년

반

도 31DCPP,<도클랜즈의

변화하는 모습>6,1980년

반

도 32DCPP,<도클랜즈의

변화하는 모습>7,1980년

반

도 33DCPP,<도클랜즈의

변화하는 모습>8,1980년

반

DCPP의 두 번째 작업은 <주택(Housing)>(1980년 후반)[도

34-39]이라는 사진벽화 시리즈로,이 역시 던과 리슨 두 미술가뿐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함께 고안해 낸 주제이다.첫 번째 시리즈가

끝난 뒤,이들은 주민들의 가장 근본 인 삶의 바탕인 주거권이 박

탈당할 기에 놓인 것을 시 한 문제로 인식했다.<주택> 시리즈

는 앞서 진행했던 시리즈와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

우선 <주택>은 LDDC의 재개발 계획에 한 우려를 직 으로

표 하고 이를 비 하기보다 1920-1930년 의 주택가와 그 근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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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어난 사회운동의 모습을 상세하게 나타내는 우회 인 방법을

택했다.즉,재개발로 사라져 가는 주택가의 역사와 경험들,그리고

지역의 문화를 보여 으로서 주민들의 기의식을 고취시킨 것이다.

반면,사진과 드로잉을 결합한 방법은 첫 번째 시리즈와 유사하다.

던과 리슨은 기본 으로 사회 기록 성격의 사진을 사용하 으나

일부 이미지에서는 사진과 조 으로 드로잉을 통해 20세기 반

당시의 풍경을 재 했다.163)

<주택>의 마지막 두 이미지에서는 변화를 시도하 는데,이 까

지의 화면 구도에서 벗어나고 상업 고 기법을 차용했다.화면 상단

의 “ 웅들에게 집을(Homes forHeroes)”이라는 문구는 실제로

1920-1930년 후(戰後) 국에서 참 군인들을 한 주택 정책

을 홍보할 때 활용된 슬로건이다.그러나 실제로는 미 책일 뿐이었

다는 비 을 받았던 이 정책 슬로건을 차용함으로써 DCPP는

LDDC의 주택 정책을 우회 으로 비 했다.이 비 은 마지막 이미

지에서 주택에 걸려 있는 “RONANPOINT”라는 명칭으로 한 층 강

해졌다.“RONAN POINT”는 1960년 런던에서 새롭게 추진된 주

택정책으로 설립된 연립주택으로,지어진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 에서 건물의 한 쪽 모서리가 무 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한 곳

이기 때문이다.즉,DCPP는 LDDC에 의해 지어질 주택을 “RONAN

POINT”에 비유하면서 그 실체는 혜택보다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

고 비 했다.

163)피터 던은 자연주의와 사실주의 기법을 구사한 19세기 랑스 화가

구스타 도 (GustaveDoré)의 <런던 순례(London:APilgrimage)>를

보며 이 드로잉에 해 구상하 다고 설명했다.

의 홈페이지에서 검색(201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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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4DCPP,<주택>1,

1980년 후반

도 35DCPP,<주택>2,

1980년 후반

도 36DCPP,<주택>3,

1980년 후반

도 37DCPP,<주택>4,

1980년 후반

도 38 DCPP,<주택>5,

1980년 후반

도 39 DCPP,<주택>6,

1980년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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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DCPP의 작업은 포스터가 달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도 요하지만 작업의 진행 과정에 주목했을 때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그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첫째,DCPP는

지배 인 이데올로기를 변하거나 반 하는 공공미술이 아니라,그

로부터 억압되고 주변화 된 ‘소외 담론’을 담아내는 데에 주안 을

두었다.164)DCPP사례에서의 ‘소외 담론’은 도클랜즈가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 공간인지에 한 것이다.

둘째,공공미술에서 ‘공동체’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한 부분이다.

공동체는 여러 가지 층 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에서 공동체의 어떠한 특성에 주안 을 두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던과 리슨의 경우에는 장소나 공익의 의미보다는 소통

의 장,즉 공론장을 형성하는 면에 주목했다.이들은 이몬드 리

엄스(RaymondWilliams)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이 말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설명했다.

“공동체의 과정은 사실상 소통의 과정이다:공동의 의미를 서로

나 고,그 후 공동의 활동들과 목 을 나 며;성장과 변화의 긴장

감과 성취를 얻기 한 새로운 의미들의 제안과 수용과 비교를 말

한다.”165)

즉, 의 두 미술가에게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DCPP가 작품의 주

제와 설치 장소 등을 선정할 때 시민단체와 의하 다는 은 공

동체에 한 자신의 개념을 실천으로 옮기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고 할 수 있다.

164)PeterDunn& LoraineLeeson(주 160),pp.142-143.

165)RaymondWilliams.CultureandSociety,1960;J.Bird,B.Curtis(주

157),p.142에서 재인용.강조는 연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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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공론장에 한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한 부분이

다.DCPP의 작업에서 주민의 참여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나타났다.

우선,그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단계에서

시작해 자신과 연 할 의지가 있는 다른 공동체와 연계하는 단계를

거쳤다.그 후 그들은 이러한 지역 공동체에 직 인 련은 없지

만,소통과 교환의 과정에 심을 갖는 다른 제 3자들과 연계했다.

물론 이 과정이 반드시 순차 으로 진행되거나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았지만 리엄스가 말한 “공동의 의미의 나눔”이라는 측면과 연

된다.

2.주민에 의한 역사기록 로젝트:보그사이드 아티스트

DCPP사례와 유사하게 특정한 지역 쟁 에 한 주민들의 요

구를 반 해 활동하고 그것과 련된 공론장을 활성화한 미술가 단

체로,북아일랜드에 치한 데리(Derry/Londonderry)시의 한 미술

가 단체를 들 수 있다.세 명의 미술가 톰 리(Tom Kelly), 리엄

리(William Kelly)와 빈 하송(KevinHasson)은 데리 시 보그사

이드(Bogside) 지역에서 “보그사이드 아티스트(The Bogside

Artists)”라는 이름으로 북아일랜드의 역사,특히 시민권 운동과 유

폭력사건을 주제로 한 벽화들을 제작했다.이 세 미술가들은

1993년에 지역 주민들의 후원과 논의 아래 1969년의 “보그사이드

투(Battle ofBogside)”와 1972년에 발생한 “피의 일요일(Bloody

Sunday)”사건을 추모하고 상기시키기 해 “보그사이드 아티스트”

를 결성했다.

리 형제와 하송이 그린 벽화들은 보그사이드의 로즈빌 거리

(RossvilleStreet) 체에 지어 있는데,1994년부터 가장 최근인

2008년까지 총 12 이 완성되어 있다.보그사이드 아티스트는 이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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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0데리 시 건물들에

그려져 있는 <주민들의

갤러리>벽화들

도 41보그사이드 아티스트,

<피의 일요일>,1995

화들을 <주민들의 갤러리(The

People’sGallery)>[도 40]라고 부

른다.이 단체의 표자인 톰 리

는 <주민들의 갤러리>를 만든 이

유에 해 “상처는 치유되기 에

자세히 조사되어져야(examined)한

다.조사되지 않은 상처들은 곪고

마음을 오염시킨다.우리 작품들은

그 상처를 보여 다.”라고 설명했

다.166)이 은 카운터모뉴먼트에 한 논의에서 다뤘던 제임스

의 미술의 역할에 한 생각을 연상시킨다.“미술작품을 보았을 때

람자들을 놀라게 하고 순화된 람자들의 생각에 도 하여 불쾌

감을 주는 것이 미술의 요한 기능”이라는 그의 주장과 “(카운터모

뉴먼트의 목 은)사람들을 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하려는 것”이

라는 설명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피의 일요일”사건을 심으로

한 사회 ,정치 ,문화 요소들

을 연구한 에서 콘웨이(Conway)

는 <주민들의 갤러리> 벽화들은

일시 이지 않지만 원한 것도 아

니기 때문에 그래피티 성격과 기

념비 인 성격이 반씩 섞여 있다고

보았다.167) 표 인 로 로즈빌

166)http://www.bogsideartists.com/index.html,“Thefamousmuralsof

TheBogsideArtistsofDerry,NorthernIreland”에서 검색(2014년 3

월).

167) Brian Patrick Conway,Texts,bodies,and commemorations:

BloodySunday(1972)asacasestudy(NorthernIreland),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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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2풀비오 그리말디가 은

“피의 일요일”사진,1972

거리에 있는 <피의 일요일>(1995)[도 41]이다.이 벽화는 네 개의

서로 다른 원본 사진에 기반을 두고 있다.168)사진은 이탈리아 출신

의 사진가 풀비오 그리말디

(FulvioGrimaldi)가 은 것으로,

“피의 일요일”사건에서 가장 유

명한 사진이 되어 언론에서 지속

으로 등장하 다.[도 42]여기

에는 손수건을 흔들며 사람들을

이끄는 에드워드 달리(Edward

Daly)신부를 선두로 하여 재키 두디(JackieDuddy)라는 시민이 로

즈빌 거리의 주차장으로 피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사진에는

국군,피로 얼룩진 시민권 배 (civilrightsbanner),크 간 거리

(CregganStreet)에서 리 데리 코 (FreeDerryCorner)로 행진하

고 있는 시 의 모습도 있다.169)

이 벽화는 1995년 가을에 보그사이드 아티스트에 의해 지역의

개인 사업가로부터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다.벽화는 “피의 일요일”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친지들이 의뢰했는데,이들은 벽화를 승인해주

ofNotreDame,2005,p.183.

168)흑백으로 그려져 있는 이 벽화 맨 앞에는 시 가 국군에 의해 희

생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피로 얼룩진 시민권 배 를 한 국 군인이

밟고 서 있고 그 배경에는 원래의 시민권 시 가 그려져 있다.

도 43 리 데리 코 박공벽

169)1969년 1월에 존 이시(JohnCasey)가 은 귀 “당신은 이제 자유

데리에 진입하고 있습니다(YOU ARE

NOW ENTERING FREE DERRY).”

가 있는 랜드마크성 박공벽(gable

wall)[도 43]을 말한다.여기서 자유

데리(FreeDerry)는 1969년과 1972년

사이에 데리 시의 독립주의자들이 선

언한 자치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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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뿐 그 구체 인 내용은 지정하지 않았다고 한다.170)

한편,지역 주민들의 요청으로 그려진 보그사이드 아티스트의 벽

화들이 정 인 평가만 받은 것은 아니었다.앞서 요한 게르츠의

<반 시즘 경고비>가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과 같

이 이 벽화들도 지역에 크고 작은 논쟁을 일으켰다. 표 인 는

1995년에 데리의 언론인인 넬 맥카페티(NellMcCafferty)로,그는

비 인 페미니스트 에서 벽화의 남성 심성

(androcentricity)과 그로 인해 젠더화된(gendered)시민권 투쟁의 역

사를 비 하면서,그림에 내재된 성별 이데올로기를 문제시했다.그

는 데리의 역사에서 여성들이 완 히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벽

화를 그린 미술가들을 강하게 비 했다.171)

맥카페티의 비 은 “피의 일요일”을 비롯하여 북아일랜드의 시민

권 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에 한 토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벽화를 둘러싼 지역민들의 토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데리

(DerryJournal)”에 편지를 보냈다.일부는 1970년 의 북아일랜드는

남성 지배 인 사회 기 때문에 여기서 여성들의 역할을 표 해 내

는 것은 힘들다고 주장했고,일부는 보그사이드 아티스트의 벽화들

에서 여성들이 과소평가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려져야 한다고 요구

했다.172)

앞서 살펴본 DCPP의 경우 LDDC가 진행하는 재개발 과정에서

도클랜즈 지역 주민들의 소외 문제를 런던 역에 알리고 그들이

원하는 재개발 방향에 한 논의를 확산시켰다.보그사이드 아티스

170)BrianPatrickConway(주 167),p.186.벽화를 그리는 작업은 단계별

로 진행되었다.맨 처음에 배경이 그려졌고 물감이 마르면 미술가들은

희생자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사진에 기반을 둔 스 치(paperimage)

를 다시 참고하여 벽화를 그렸다고 한다.

171)NellMcCafferty,DerryJournal,September1,1995,p.31; 의 ,

pp.187-188에서 재인용.

172) 의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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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경우는 벽화를 통해 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잊 져서는 안

되는 사건들을 지속 으로 상기시키고 그것을 둘러싼 지역 차원

에서의 논의를 일으켰다.국가나 기업과 같은 도시 개발 주체에 의

해 설치된 공공미술과 의 두 미술가 단체가 진행한 공공미술 작

업의 가장 큰 차이 은 자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 작품을 놓는 것

에서 공공성을 찾으려 한 반면,후자의 경우에는 작품 자체보다 ‘공

동체와의 소통’을 요시했다는 이다.후자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

과 의로 공공미술 작업이 이루어졌고 완성된 미술 작품보다는 그

들의 의사를 표 하는 데에 주력했다.

물론 DCPP의 경우 결과 으로 국가에 의해 도시 재개발이 완성

되어 지역 주민들과 미술가들의 작업은 실패로 돌아갔다.작업의 구

상과 실행 단계에서 미술가와 주민들 간의 합의와 력이 이루어졌

다고 하더라도 LDDC와의 자본력의 차이에서 간과할 수 없는 한계

를 지녔기 때문이다. 한 DCPP와 보그사이드 아티스트는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공 논의를 활발히 일으켰지만 그것을 지속하

고 후속 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력이 부족했다.그럼에도 불구

하고 작업의 과정에 주목할 때,앞서 인용한 이몬드 리엄스의

말과 같이,이 미술가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공동의 활동과 목 을

나 고 공통 으로 요한 의미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을 활성화하

다는 에서 작업의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173)

제 3 환경 생태 문제를 둘러싼 공론장

1970년 부터 유럽과 미국의 여러 미술가들은 환경과 생태 문제

에 심을 가지고 이를 작업의 주제로 삼았다. 를 들어 헬 마이

어 해리슨(Helen Mayer Harrison)과 뉴턴 해리슨(Newton

173)주 16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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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4보니 서크,<교차로

공동체(농장)>,1974-1980

Harrison)부부는 환경과 공동체 사이의 불가분의 계에 한 화

를 이끌어나가면서 그 화를 기록한 텍스트,퍼포먼스,사진,드로

잉,지도 제작 등의 작업을 진행하 다.조 핸슨(JoHanson)과

래더만 유 스(MierleLadermanUkeles)는 각각 샌 란시스코와

뉴욕 시의 승인을 받고 도시의 거리 청소와 생태 쟁 을 연결짓

는 로젝트를 이끌어나갔다.요젭 보이스의 <7000그루의 떡갈나

무>(1982)와 도미니크 마조드의 <리오그란데의 한 정화>(1987)

역시 표 인 사례이다.

많은 사례들 본 에서는 1970년 에 미국에서 환경과 생태에

련된 장기 로젝트를 진행했던 미술가 보니 서크(Bonnie O.

Sherk)의 사례와 한국의 미술가 단체인 리슨투더시티의 사례를 분

석해보려 한다.공공미술 작업이 사회 ,문화 ,환경 교육 로

그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 공동체가 형성되었

으며 후속 인 움직임을 이끌어낸 사례로 하다고 단되었기

때문이다.

1.환경·생태 공동체 로젝트

1)보니 서크의 <교차로 공동체(농장)>

미국 샌 란시스코 출신의 미술가

보니 서크와 잭 커트(Jack

Wickert)가 공동으로 진행한 <교차

로 공동체(Crossroads Community;

통상 으로는 “농장(The Farm)”이

라고 불렸다.)>(1974-1980)[도 44]

는 지역 주민들의 후원과 참여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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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5보니 서크,

<교차로

공동체(농장)를 한

드로잉 원본>,1974

진되고 발 한 로젝트다.두 미술가는 1974년에 포트 오(Potrero)

와 시 차베즈(CesarChavez)의 고속도로 교차 에 7에이커(약

8570평)의 땅에 로젝트의 이름과 같은 <교차로 공동체>라는 이름

의 도시 농장을 만들었다.이 농장이 바로 그들의 미술 작품이 되었

다.

서크와 커트는 자연과의 공생이라는 생태학 원칙을 공공미술

로서 이곳에 실 하기 해 미술가들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무용 등,

다른 장르에서 활동하는 술가들,그리고 마을의 지원자들과 함께

도시의 버려진 창고와 공터를 거 한 작업 공간으로 만들었다.이

공간에는 채소밭과 과수원이 형성되었고 닭,염소 등의 동물들이 살

아가고 심지어 벽 없는 학교,사람과 동물이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극장도 설립되었다.174)서크는 이 작업을 “도시 공공공간을 한 미

술의 맥락 안에서의 농업 ·생태 으로 지속가능한 일련의 풍부한

환경”이자 “놀이,조각,사회 모델”이라고

설명했다.175)

<농장>에 한 구상은 <교차로 공동체

(농장)를 한 드로잉 원본(Original

DrawingforCrossroadsCommunity,The

Farm)>(1974)[도 45]과 같은 스 치 작업

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었다.색연필로 그려

진 이 그림은 실 되기 의 <농장>의 지

도를 그린 것으로 여기에는 사람,식물,동

물 극장 등,서크가 상상한 마을 공동체의

모습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서크는 <농장>을 통해 도시와 농 이

174)http://www.alivinglibrary.org/Sprouts_Crossroads.html에서 검색(2014

년 4월).

175)ElissaAuther& Adam Lerner(주 92),p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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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할 수 있는 비정통 (unorthodox)이지만 생산 인(productive)

공간을 구상하 고 “미술이 무엇인가에 한 생각의 폭을 넓히기

해 노력하 다.”라고 밝혔다.176)이러한 생각은 미술가들이 극 으

로 새로운 방식의 작업을 시도한 1970년 의 분 기에서 탄생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농장>에 참여한 지원자들 하나인 호암 홀

덴(Joam Holden)은 “당시에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 다.사회를 재

창조하는 것이 가능해 보 다.”라고 당시의 분 기를 회상했다.177)

여기서 홀덴을 비롯한 참여자들과 보니 서크가 지향한 “재창조되는

사회”는 사람들 간의 평등 계 속에서 생태 요성이 강조되는

사회로,1970년 이후의 항문화 미술이 공통으로 추구한 가치

이기도 하다.

<농장>은 미술가와 지원자들의 의지만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시 계자,다른 술가들과의 합의가 선행되

어야만 실행될 수 있는 로젝트 다.178)작업의 시작 단계인 땅 매

입 과정에서부터 서크와 커트는 샌 란시스코 시와 방치된 땅의

주인들과 오랜 상을 거쳐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이들은

허물어져 가는 컨테이 가 있는 1.5에이커(약 1840평)의 콩크리트

공터에 공동 임 계약을 맺고,공유지 탁 사업체(Trustfor

PublicLand)와의 력 하에 근처에 있는 나머지 버려진 땅을 렴

하게 매입했다.1974년부터 1975년 사이에는 <농장>을 한 서명운

동을 벌여 수천 명의 주민들의 서명을 얻어 이듬해인 1976년에 공

원으로 만든다는 조건 하에 시로부터 최종 으로 5.5 에이커(약

6730평)의 땅을 받았다.179)<농장>에 사용된 땅은 개간 작업을 거

쳐 정원사들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기증을 받아 꾸며진 채소밭,정

176) 의 책,p.47.

177) 의 책,p.45.

178)www.alivinglibrary.org에서 검색(2014년 4월).

179)ElissaAuther& Adam Lerner(주 92),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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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6<교차로

공동체(농장)>을 이용 인

시민들

원,그리고 과수원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될 수 있었다.

<교차로 공동체(농장)>의 표이자 기획자 던 보니 서크는 미국

술진흥원(NationalEndowmentfortheArts),캘리포니아 술

원회(CaliforniaArtsCouncil)와 기타 민간단체에 자신의 로젝트

에 쓰일 공 ·사 보조 지원을 요청했다.이들은 미술 교사와 정

원사를 고용하기 한 기 을 따로 지원받았으며 미술가,무용수,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해 이사회를 구성했

다.180)

서크와 커트는 두 개의 버려진 창고들을 각각 “농가(The

Farmhouse)”와 “헛간 극장(The Barn Theatre)”이라고 명명했다.

“농가”는 1층에 일반 가정집과 같이 부엌,거실,빈 방으로 구성되었

다.이곳의 빈 공간은 시 낭송회,

음악 련 모임,연극 모임 등의 주

민 공동체 모임 공간으로 활용되었

고,미술가들의 워크샵이 이루어졌

으며 시와 공연이 열리기도 하

다.[도 46]“농가”의 지하에는 샌

란시스코 시에서 후원하는 유치원

이 커리큘럼의 일부를 진행하기

한 공간이 마련되었고,그 밖에도

75개의 학교가 이곳을 동식물을 가지고 활동을 하거나 미술작품을

만들면서 “벽 없는 학교(schoolwithoutwalls)”로 활용했다.“농가”

에서 모임을 가진 수많은 비 리 단체들 하나인 “어스워크

(Earthwork)”라는 단체는 농업과 양소 연구를 한 정보를 얻

었다고 한다.181)

<농장>의 “헛간 극장”은 두 개의 공연장으로 구성되었다.하나는

180) 의 책,p.49.

181) 의 책,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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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단체들이 사용하기 한 곳이고 다른 하나는 서크가 직 설

립한 “TheRaw EggAnimalTheatre(이하 TREAT)”라는 비 리

단체의 주요 무 로 사용되었다.TREAT은 미취학 아동을 한 교

육 로그램을 운 하 는데 TREAT의 교사인 비키 폴락(Vicki

Pollack)은 이곳을 미술가,음악가,무용수와 생태학자들과 력하여

“농가”의 동물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182)“농

가”와 “헛간 극장”의 창고 건물 밖에서는 아이들이 직 흙에 식물

이나 과일,채소 등을 심어 정원을 만들고 허수아비를 만드는 작업

을 하고 가을에는 수확하는 작업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참여자 수가 많아지면서

조직이 확 되자 <농장>의 설립자·운 자들과 샌 란시스코 시 사

이에 공간 운 에 한 마찰이 생기게 되었다.1980년에 시 계자

는 <농장>이 있는 자리에 새로운 공원을 짓기 해 배수 이 를

설치하겠다고 통보했다.서크는 자본과 행정력에서 시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단하여 무조건 인 거부 의사를 밝히기보다는,시에서

계획하는 새로운 공원을 자신의 작품인 <농장>의 연장선상에서 농

장 공원 복합단지로 만들자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서크는 “우리는 결국 물러나게 될 것이다”라며 이사회

에서 사임하고 떠났다.183)<농장>이 진행되던 자리에 만들어진 공

원은 “라 라자 공원(LaRazaPark. 다른 이름은 “포트 오 델

솔;PotrerodelSol”)”이라는 이름으로 재까지 운 되고 있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장>은 연극 ,정치 ,교육 요소

가 합쳐진 규모의 장기 로젝트 다.미술가들은 공간을 마련하

는 데에서 시 계자와 토지 주인들에게 작업에 해 설명하고 승

인을 구했다.구체 인 작업 내용을 기획하는 데에서 주도 인 역할

을 수행하면서 다른 역의 술가들,그리고 일반 참여자들과 생태

182) 의 책,pp.49-50.

183) 의 책,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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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심으로 한 공론장을 형성했다. ,일부 공간을 지역 단체나

비 리 단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

여했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농장> 로젝트를 진행한 미술가들은

생태계를 구축하여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의미 있는 계를 형성하

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장을 형성하는 데에 주안 을 두었다.그러

나 운 자들은 <농장>을 지속 으로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데에서

한계를 보여주었다.미국 술진흥원과 캘리포니아 술 원회의 보

조 에 상당 부분 의존하면서 결과 으로 시 정부의 정책에 편입되

었기 때문이다.물론 로젝트 자체가 리를 목 으로 한 것이 아

니었기 때문에 유지를 해 국가의 후원을 완 히 배제하기는 사실

상 불가능하 을 것이다.그 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조직의 규모가

커져 정부의 후원이 없이는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보니 서크를

비롯한 운 자들의 운 계획과 방침은 시에 통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장>은 진행 과정뿐만 아니라 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도 샌 란시스코에서 공론장을 활성화하고 지속시켰다

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특히 수잔 이시의 작업 후의 상

황과 <농장>이 종료된 후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

다.제 Ⅲ 장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로스(M.Roth)는 이시의 작업

이 지닌 한계로 후속 행동이 거의 없었다는 을 들었다.이와 조

으로 <농장>에 참여한 미술가들과 일반 사람들은 <농장>이 1987

년에 완 히 해체되고 나서 유사한 문제의식과 방식을 토 로 작업

을 개하기도 하 다.잭 데이비스(JackDavis)는 “이웃공동체

술 운동(NeighborhoodArtsMovement)”을 설립하여 20여 년간 운

했고 르네 야네즈(ReneYanez)는 “갤러리 드 라 라자(Galeriade

laRaza)”와 “샌 란시스코 술 원회 갤러리(SanFranciscoArts

CommissionGallery)”를 설립했다.비키 폴락(VickiPollack)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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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를 한 책 로젝트(Children’sBookProject)”를 진행했고 <농

장>의 공동 설립자인 커트는 “샌 란시스코 무언극 극단(San

FranciscoMimeTroupe)”등 기타 지역 비 리 미술단체에서 활동

했다.책임자 던 보니 서크는 사임하고 나서 1981년에 “다시 살아

있는 도서 (A LivingLibrary;ALL)”에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했다.

2)리슨투더시티의 <내성천 1평 사기>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술가 단체인 리슨투더시

티(ListentotheCity;박은선,김 호,우에타 지로,정 훈,권아

주)의 작업을 <농장>과 유사한 문제의식과 방식을 가진 공론장으로

서의 공공미술 사례로 볼 수 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술의 역할,

그리고 도시와 술의 계에 한 물음을 작업의 출발 으로 삼는

다고 밝힌 이 단체는 주로 도시와 환경 문제를 주제로 삼는다.184)

리슨투더시티는 활동 기에는 주로 도시에서 진행된 거 로

젝트에 가려진 행정 ·과정 문제를 겨냥하여 디자인과 만화를 통

해 풍자했다.시민들과 함께 한 장 찰 작업에서는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녹조 상과 그것을 감추기 한 시의 노

력을 고발하 고,자연 인 것이 아니라 인공 으로 조성된 하천,

즉 시뮬라크라를 선호하게 된 오늘날의 세태를 풍자했다.이들은 행

동주의 작업 외에도 “어반드로잉”이라는 잡지를 출간하면서 도시

와 환경 련 과 사진,드로잉 등을 게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리슨투더시티의 작업들 2010년 반부터 재

까지 진행되는 장기 로젝트를 확장된 공공미술의 사례로 제시하

184)갤러리 팩토리(임혜진,홍보라),「식물 사회(florasociety)」,2014년

4월 시 설명 (미출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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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7리슨투더시티의

시공간 “스페이스 모래”

고자 한다.이 로젝트는 한국 정부의 ‘4 강 사업’을 비 하고

안을 마련하는 목표를 가지고 종교인이나 일반 공 과 같은 비 술

가의 극 인 참여와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이 로젝트가 진행

되기 부터 1인 사회운동의 형태로 강의 문제를 연구하고 고발한

내원사의 승려 지율은 4 강 사업이 추진되기 의 강의 모습을

사진과 비디오로 촬 했다.리슨투더시티는 지율의 작업에서 기록

자체의 의미와 요성을 발견하여

본래 강의 모습과 강 사업의 문제를

알리는 이미지와 비디오 상 작업

을 진행하고 있다.그리고 시각 기

록 작업과 함께 다른 미술가들과의

업,비미술가들과의 장 찰,워

크샵, 로젝트를 진행하며,“모래

갤러리(스페이스 모래)”라는 소규모

이동식 시공간을 운 하며 시활동을 병행하고 있다.[도 47]

본 연구자는 2014년 4월 12일에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진행된 리

슨투더시티 워크샵에 방문했다.이 워크샵에서 단체의 리더인 박은

선은 미술가로서 실제로 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에

해 고민하 다고 이야기했다.특히 2012년과 2013년에는 두 번에 걸

쳐 불교계 인사들과 함께 600여 명의 사람들로부터 각각 5만 원씩

을 모 하여 <내성천 1평 사기> 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이를 실

행에 옮겼다.내성천은 낙동강 상류에 있는 자연하천으로,박은선은

이 워크샵에서 내성천 상류에 건설 인 주 으로 인해 이곳 인

근의 약 300만 평이 수몰될 기에 있다고 주장했다.리슨투더시티

는 시민단체 “내성천 습지와 새들의 친구”와 함께 이러한 환경

으로부터 하천의 생태를 보호하기 해 <내성천 1평 사기> 로

젝트를 진행했다.이 로젝트를 통해서 실제로 근방에 새로 계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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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8<내성천 1평 사기>의

매매 계약 부지

어 있던 내성천 하류 삼강보 공사

가 백지화되었다.185)600명의 참

여자가 하천 근방의 평당 5만원의

땅을 1평씩 매입하여 국가가 개입

할 수 없도록 사유지화 했기 때문

이다.186)[도 48]즉,이 로젝트

는 4 강 사업의 문제 을 조사

하고 알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공사를 실질 으로 지할 수 있게

만들었다.다음은 워크샵에서 박은선 씨가 직 리슨투더시티의 작

업들과 배경을 설명한 내용이다.

“지율스님이 사진으로 의 모습이 어땠는지 기록해 놓지 않았으

면 아무도 몰랐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래서 기록도 요하구

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략)강의 문제에 해 더 이야기하고 싶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어떻게든 많은 작업을 하고 심

있는 작가나 디자이 와 콜라보 이션을 했습니다....주변의 식생

을 조사하고 (일반 사람들,학생들과)같이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자연의)이런 아름다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공유할 수

있을까,이런 걸 많이 고민하게 습니다.공사를 실질 으로 막기

해서 내성천 하류에 보 공사가 정돼 있던 데에 600명이서 돈을

모아서 500평의 땅을 샀습니다.지 도 땅을 다른 데에 구입을 하려

185)리슨투더시티,『우리 강이 달라졌어요,4 강 공사 2009-2012』,

UrbanDrawings,2012,p.64.

186) 행법상 법 권한은 이해 당사자에게만 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이나 단체가 정부가 불법공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공사 지를 요구하더

라도 직 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 문제제기를 하기 쉽지 않다.<내

성천 1평 사기> 로젝트는 토지를 사유화하여 내성천 유역에 한 법

률 권한을 인정받기 해 진행된 로젝트이다.

www.naeseong.org에서 검색(201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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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 입니다.모래 병은 땅 1평을 산 사람들에게 증표로 나눠

것입니다....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미지들 혹은 페이스북(facebook)

‘좋아요’나 SNS리트윗 정도로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걸 어떻게 실질 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리슨투더시티는 자신의 목표와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우리는 자유로운 개인의 자발 인 창작 공동체를 지향하며,

삶과 술이 하나 되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한다.리슨투더시티는

술가의 새로운 역할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술가들,비

술가들이 술 외부 조건들을 좀 더 자발 으로 사유하고 표 하

기 해 고안된 하나의 장치이다.....우리는 직 행동(directaction)

과 술을 굳이 구분 짓지 않는다.”187)

의 설명에서 기울어진 씨로 강조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요젭 보이스의 술 개념과 이론의 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미술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공 의 자발 사유와 창작과 표 을

강조하는 것은 보이스의 “모든 사람은 술가다”라는 강령과 일맥상

통한다.이와 함께 삶의 역과 술의 역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은 보이스의 확장된 술 개념의 향이라고 볼 수 있다.끝으로

미술가와 참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공 토론의 장을 통해서 실질

인 사회 변화를 기 한다는 은 보이스의 사회 조각 개념이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이러한 측면에서 리슨투더시티는 한국에서

의 공론장으로서의 공공미술 사례로 그것의 사회 역할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그와 련된 쟁 을 던져 다.

187)리슨투더시티 홈페이지 www.listentothecity.org에서 검색(2014년 4

월).강조는 연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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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9 리 롬나드 랑테

2.정부 로젝트 속 확장된 개념의 공공미술: 롬나드

랑테

본 논문의 제 Ⅱ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정부가 주도한 공공미

술 정책과 일반 기업의 의뢰로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들은 부분의

경우 료제의 폐해,지역 주민들의 소외,경제제일주의,공공성의

부재라는 이유로 여론의 비 을 받게 되었다.새로운 장르 공공미

술,카운터모뉴먼트,공동체 미술,공론장으로서의 공공미술이 이러

한 비 을 토 로 참여와 소통에 을 둔 미술로 등장했는데,역

설 으로 일부 정부 로젝트들은 이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

기도 했다.국가,시,기업 등의 로젝트 시행 주체가 면에 드러

나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이나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장

을 마련해 경우이다.즉,도시에서 공론장이 활성화되고 그 과정

에서 시민의 의견이 극 으로 반 된 경우가 반드시 미술가들만

의 주도로 실 되는 것은 아니다.본 에서는 그 사례로 1970년

와 1980년 에 폐쇄된 철로를 직선형의 도시 공원으로 만든 랑스

리의 롬나드 랑테(PromenadePlantée)를 제시할 것이다.[도

49]

롬나드 랑테를 분석하기에 앞서 공공미술과 새로운 장르 공

공미술에 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정부 주도로 사람들이 일상생

활에서 공공공간을 즐기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되었던

사례는 논의에서 제외되었다는

을 상기시키고자 한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다른

에서,정부 주도로 탄생한 도

시 공간을 “삶과 미술의 통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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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에서의 미술”을 실 하는 방법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에 착안하여 공론장으로서의 공공미술에 포함시켰다.

우선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도시 공원을 주장한 리엄 화이트

(William H.Whyte)의 연구를 논의의 토 로 제시하고자 한다.미

국의 도시 공간 연구자인 화이트는 1970년 반에 뉴욕 도심의

공공장소를 참여 찰 기법으로 연구했다.이 연구에서 그는 “사람들

의 마음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다.일반 으로 사람들

은 복잡하고 북 이는 곳을 기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찰한 결과,사람들은 ...동행자와 화하기 해 의사소통이 주요

흐름(mainflow)이 되는 공간을 찾는다.”라는 결론을 도출했다.188)

그의 견해를 공공미술과 연 지어보면 일반 공 이 필요로 하고 선

호하는 공간은 무엇보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

다.189)

화이트는 이러한 조건의 도시 공간은 공간의 규모와는 큰 연 성

이 없다면서 비교 작은 면 인 뉴욕의 페일리(Paley)공원과 그린

에이커(Greenacre)공원을 바람직한 도시 공간의 로 들었다.그에

따르면 특히 페일리 공원은 뉴욕 시에서 조성한 공간이고 공공미술

작품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390제곱미터로 매우 작은 규모이지

188)William H.Whyte,TheSocialLifeofSmallUrbanSpaces,The

ConservationFoundation,1980,pp.19-21.

189)이와 함께 화이트는 자신의 연구에서 도시민들은 해가 잘 드는 곳을

선호하며 해가 진 이후에도 남아 있는 온기로 인하여 그 장소에 한

선호가 녁까지 지속되는 것을 찰했다.그는 도심에 심어진 나무는

겹겹이 자란 나뭇잎이 해를 당히 비추고 가려서 가장 쾌 하고 평온

한 공간을 생성한다고 해석하 으며 도심을 가득 메운 고층 건물들이

삭막한 분 기를 조성한다는 일반 인 견해와 달리,오히려 고층 건물들

의 유리가 해를 여러 방향으로 반사시켜 일조량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

다.

의 책,pp.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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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0뉴욕 페일리 공원

만 길거리와의 유기 인 연결성이 뛰어나 항시 많은 시민들이 이용

한다고 설명했다.190)[도 50]

본 논문에서는 리엄 화이트가

말한 조건에 부합하는 도시 공

간으로 랑스 리의 롬나드

랑테(PromenadePlantée)를 들었다.

롬나드 랑테는 정부 차원에서

지역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탄생했

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본 장에서 다루었던 도클랜즈 재개발 사업과

유사한 을 발견할 수 있다.그러나 재개발에 한 근본 인

에서 리 시 계자들과 도클랜즈 재개발을 주도했던 LDDC는 매

우 조 이다.

롬나드 랑테는 도클랜즈와 달리 재생사업 과정에서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것을 요시하지 않았다.물론 자의 도시 계획자

와 개발자들 역시 도시의 문화· 술 요인을 시하고 고려했지만

그것을 미술 작품을 통해서만 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소규모 상 들과 함께 술가들을 한 작업 공간을 마련

함으로써 “ 술 창작”을 지원하는 방식을 추구했다.정부가 진행하

는 재개발 사업의 문화· 술 향력이 반드시 유명 작가의 미술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기

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도클랜즈의 경우,넓은 도심 외

곽 지역을 국제 인 융업무지구를 조성한다는 재개발 목표 하에

진행되었다는 측면에서도 도심의 특정 장소에 한 재생사업이었던

롬나드 랑테와 구별된다. 리에서 이 공원을 조성하게 된 배경

은 다음과 같다.

롬나드 랑테의 신은 바스티유-뱅센(Bastille-Vincennes)선

190) 의 책,pp.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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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1859년 당시 리의 산업 심지 던 12구역에 완공되었다.

이는 약 한 세기 동안 리와 스트라스부르(Strasbourg)를 잇는 도

심 연결 의 역할을 하 다.이 철도의 개통은 랑스의 속한 산

업 성장에 을 두는 권 주의 성장 정책의 상징이었다.그러나

1945년에 끝난 제 2차 세계 은 세계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서서히 도시 계획자들이 도시 활용방안에 한 생각을 조정하게 하

는 계기가 되었다.자본을 새롭게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와 무엇에

투자할 것인지에 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20세기 반에는 리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도시에 있던 19세기

의 산업 기반시설이 “해체(unbundling)”와 “재건(rebundling)”에

직면했다.191)바스티유-뱅센 선과 같은 형 인 근 시설들이 가

장 먼 논의의 상이 되었다.결국 이 철도는 1960년 반에

리의 행 철인 RER(RéseauExpressRégional)이 개통되고 나서

그 필요성이 완 히 없어져 1969년에 폐선이 결정되었다.이로써 바

스티유-뱅센 선은 랑스 산업 명의 유산으로 남게 되었다.

1950년 와 1960년 에 랑스의 도시 계획자들 사이에서는 리

재개발에 한 논의가 진행되었다.1970년 부터 폐선된 바스티

유-뱅센 선 주변이 미성년 음주자와 마약 매상들이 찾는 장소가

되면서 12구역 거주민들 역시 버려진 철로 근처에 사는 것에 차

불만을 품으면서,정부와 시에 해결을 구했다.낡은 철로의 철거

에 한 요구,새로운 노선 개통에 한 요구,재건에 한 요구 등,

주민들은 다양한 방향으로 지역의 변화와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12구역 주민들과 리 시민들은 인근 지역을 최첨단

소비공간으로 만들기 한 정부의 발표와 재개발 계획들에는 반

했다. 리의 통 인 상 과 장인들에 한 향수와 그들이 사라져

191)JosephHeathcott,“ThePromenadePlantée:Politics,Planning,and

UrbanDesigninPostindustrialParis”,JournalofPlanningEducation

andResearch33(3),2013,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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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것에 한 우려와 환경에 한 염려가 반 의 주된 이유 다.

리 시민들은 정부의 재개발 정책은 오래된 도시의 활력을 약화시

킨다고 비 하면서 과잉 재개발에 반 의 목소리를 표명하 으며

여러 비평가들도 리의 작은 상 과 장인 활동들이 사라져갈 것을

안타까워했다.192)

거창하기만 하고 시민들을 한 녹지 공간은 부족한 재개발 계획

에 실망한 리 12구역의 거주민들은 처음부터 다시 도시 재생 차

원에서 근할 것을 요구했다.여기서 도심 재개발 계획이 소수 권

력이나 자본의 주체들 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자들의

의견이 그 과정에서의 요한 한 축이었다는 을 알 수 있다.실제

로 리 도시계획 회(AtelierParisiend'Urbanisme)는 이들의 의견

을 수용하여 녹지 공간을 심으로 도시 편의 시설과 문화 시설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바스티유-뱅센 선의 역사

요성과 도시에 녹지 공간이 실히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아들여 정

부,비 리 단체,일반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철로 주변을

공공 공원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1983년에 출범한 “ 리동부 도시계획 합동경제 회(Société

d'Economie Mixte d'Aménagement de l'Est Parisien; 이하

SEMAEST)”는 바스티유-뱅센 선을 직선형의 산책로(greenway)로

만드는 제안을 받아들 다.193)도시의 새로운 산책로에 가장 합한

192) 의 ,p.282.

193)1977년에 공화국 연합당(RassemblementpourlaRépublique)의 자크

시라크(JacquesChirac) 리 시장이 취임한 후 시라크는 계획경제를 추

진하는 곳을 앙 정부에서 민 력체(public-privatepartnership)로

변경하 다. 리 시의 이러한 계획을 시라크 이후 1981년에 취임한 사

회당의 미테랑(MItterrand) 통령도 그 로 이어받았다.두 사람의 정

치 성향은 달랐지만 그들은 리의 정치 ,경제 요성에 강하게

동의하면서 리 재개발 과정에서의 민 력의 요성에도 동의한 것

이다.미테랑 통령은 “건축과 도시 계획에 한 사업(Gran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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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찾기 해 SEMAEST는 1988년에 디자인 공모 을 열어 건

축가 패트릭 베르거(Patrick Berger)와 필립 매튜(Philippe

Matthieu),그리고 조경사 자크 베르졀리(JacquesVergely)를 우승

으로 선발하 다.

이들이 설계하여 만들어진 롬나드 랑테는 바스티유 장

(PlacedelaBastille)부터 도시 외곽의 뱅센 숲(BoisdeVincennes)

까지 4.7킬로미터에 달하는 직선형의 산책길이자 공원이다. 롬나

드 랑테는 붉은 벽돌로 쌓여진 60여 개의 아치 에 조성되어 구

간별로 지상과 같은 고도이거나 건물 2층 높이 등 다양한 고도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산책길은 12구역을 구성하는 네 개의 지역 - 깽즈뱅

(Quinze-Vingts),베씨(Bercy),픽퓌스(Picpus)와 벨에어(BelAir)-

을 가로지른다.베르거-매튜-베르졀리 디자인 은 롬나드 랑테

를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거쳐서 공개했다.첫 번째

시기에는 체 구간의 약 반을 차지하는 고가 의 산책길을,두

Operationsd'Architectureetd'Urbanisme)”혹은 “ 사업(그랑 로제;

GrandsProjets)”이라 불리는 계획을 발표했다.이 계획에는 리에 큰

변화를 가져온 랑스 국립 도서 (BibliothèquenationaledeFrance)과

라데팡스 개선문 (LaGrandeArchedelaDéfense),그리고 바스티유

오페라(OpéraBastille)가 포함되어 있었다.1977년에 출범한 리 도시

계획 회(AtelierParisiend'urbanisme)가 리 재개발에서의 토지 이용

에 한 결정권과 책임을 가졌다.계획의 실행은 합동개발구역(zones

d'aménagementconcerté;이하 ZAC)이라 불린 지역들을 심으로 이루

어졌다.이 지역들에서 도시 계획자들은 철거,장소 비,시설,기반 등

에 한 공공 지출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조사했다.1983

년에 리 시는 SEMAEST를 출범시키면서 이를 ZAC개발 로젝트의

심 개발자로 두었다.SEMAEST는 민 혼합형의 회사로 리 시가

회사 주식의 6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리 계

획 로그램(Plan-programmeEstdeParis)’에 따라 개발을 진행했다.

의 ,pp.28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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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1 롬나드 랑테

아래에 있는 술의 고가

번째 시기에는 베르거가 직 총

한 “ 술의 고가(Viaduc des

Arts)”를 공개했다.[도 51]끝으로

세 번째 시기에는 동쪽 끝까지의

구간을 공개했다.특히 술의 고

가는 공원으로 만들어진 철로 아

래에 골동품과 공 품 상가,가구

공방,그리고 술가들의 작업 공

간이 모여있는 곳이다.

철로 상부의 공원은 2층 건물 높이와 지상 높이의 산책길을 모두

걸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롬나드 랑테를 둘러싼 도시계획 과

정을 연구한 조셉 히트코트(JosephHeathcott)는 이러한 설계가 도

시에 한 새로운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고도화

된 도시 생활(elevatedurbanism)”이라고 불 다.194)그는 “고도화된

도시 생활”에서의 새로운 경험에 해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

했는데,이것이 베르거-매튜-베르졀리 디자인 의 롬나드 랑테

가 다른 도시 공원이나 장과 차별화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2층 높이에서 이 산책길은 도로에서 잘 보이지 않던 건축물의

면면에 주목하게끔 한다.보행자를 건물과 같은 높이에 둠으로써 지

상에서 수직으로 건물을 올려다보는 것보다 건물의 규모와 선(line)

에 동시에 집 할 수 있게 해주고 자동차와 건 목 횡단으로부터

보행자들을 분리시켜 도시 안에서 매끄러운 유동성(softmobility)을

제공해 다.이러한 방식으로 롬나드 랑테는 건축물과 땅과 하

늘의 선형 포락(linearenvelope)이라는 새로운 도시 조건을 만들

어냈다.”195)

194) 의 ,p.286.

195) 의 ,pp.28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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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모습의 롬나드 랑테에서 리 시민들과 객들은

산책,운동,휴식, 화 등,다른 일반 인 도시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한다.그러나 바스티유-뱅센 선이 폐쇄되고 나서 그곳이

공원으로 재생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리 시민들 간에,그리고 정부

와 거주민들 간에 공동의 목 을 둘러싼 논의의 장이 형성되었다는

을 알 수 있다.그 과정에서 실제 거주자인 리 시민들의 요구가

심이 되어 폐선이 철거되지 않고 모습을 유지했으며, 통 인 상

들도 남게 되었다.뿐만 아니라 공공미술 작품 설치로 재개발 사

업의 문화 역량을 추구하지 않고 술가들의 작업 공간을 마련하

여 창작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 게 볼 때 롬나드 랑테는 앞서 다룬 도클랜즈 커뮤니티

포스터 로젝트(DCPP)의 사례와는 달리,시민들의 요구를 실 했

다는 에서 결과 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물론 이 두 가

지 경우에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자본력을 소유한 정부와

도시 재개발 계자들이 자본과 권력을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활

용했는지 아니면 그들의 의견을 반 했는지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

문이다.

그 지만 롬나드 랑테가 결과 으로 성공 이었다고 하더라

도 그 과정에서 활성화된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이 지속되기 해서

는,히트코트가 지 한 바와 같이,“사람들의 몸,상호작용,자취,그

리고 기억의 재성(presence of people-their bodies, affects,

trajectories,andmemories)”이 지속되어야만 한다.196) 재 롬나

드 랑테는 리 시민과 객들에게 편의시설이자 휴식 공간,

지로 활용되고 도시,생태,조경,원 학 등 여러 학문의 연구자와

학생들에게 연구 상지로 활용되기도 한다.

196) 의 ,pp.28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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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간이 사람들에게 여러 종류의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논의

들이 활성화되는 매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본 장에서 살펴보

았던 보니 서크의 <농장> 로젝트가 추구하고 실 하고자 한 공

간의 목 과 유사하다.<농장>에서는 미술가가 그것을 주도했고

롬나드 랑테의 경우 정부 로젝트로서 진행되었다는 차이가 있

다.그 지만 공론장으로서의 기능,환경 목 , 로젝트 진행 과

정에서 시민들의 추 인 역할,후속 활동 유도와 같은 측면에서

롬나드 랑테는 앞서 살펴보았던 사례들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

될 수 있다.

지 까지 역사의 망각에 한 경고비로서의 공론장,지역 역사에

한 공론장,환경 생태 문제를 둘러싼 공론장과 같이 세 가지로

범주화된 “공론장으로서의 공공미술”사례들을 살펴보았다.본 논문

에서는 이 사례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 지만 각각에 해당

하는 사례들은 상호 배타 이지 않고,이 분류 방식이 이지도

않다.연구자에 따라서는 더 세분화되거나 일부 하 범주들이 통합

될 가능성도 있다. 요한 것은 통 인 공공미술에서 수동 인

람자로 인식되었던 공 이 공공미술의 참여자이자 미술가와 같은

생산자로 변화되었고,공공미술이 사회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교류

에서 공공성을 얻게 되었으며,사회에서 자율 으로 작동하면서 그

것이 실 되는 공론장이 되었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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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Ⅴ 장 결 론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공론장으로서의 공공미술은 통 인

공공미술의 문제 과 사회에서 공론장이 작동되는 것의 요성이

인식되면서 소통을 공공미술의 핵심 가치이자 목표로 여긴 미술가

들에 의해 등장했다.이들은 공공미술에서 장소의 개방성보다 공

의 참여,발언,그리고 이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핵심으로 생각하고

작업을 통해 활성화되는 공론장 자체를 공공미술로 만들었다.이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거나 시되는 조형물”로 인식되었던 공

공미술은 공 의 삶과 직 련이 있는 쟁 , 객과의 소통,비

통 인 매체,과정 심 로젝트 등이 시되는 방향으로 개념과

범주가 확장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미술에 나타난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과 공론

장으로서의 공공미술이 갖는 의미와 그 필요성을 연구했다.이를

해 먼 시 와 학자 별로 다양하게 제시된 공공미술에 한 정의

들을 살펴보고 그 역사를 짚어본 뒤 ‘통 인’공공미술의 문제

들을 분석했다.이 과정에서 작품의 이면에 감추어진 정부의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공 의 심이나 일상과 거리가 먼 모더니즘

습과 술 인식,소수가 결정한 공공미술의 형태와 방식에 한 취

향을 다수에게 강요하는 방식,소통의 부재,배타 성격 등을 다루

었다.

그 다음에는 공공미술의 개념과 범주가 확장하게 된 미술사 ,사

회 배경을 살펴보았다.공론장으로서의 공공미술은 공 의 참여를

시하고 이들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 인 사회 변화를 기 하 다

는 에서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을 포함하고,요젭 보이스의 “사회

조각”개념과 “모든 사람은 술가다”라는 견해를 이어받았다.

그리고 바로 이 에서 보이스가 확장된 미술 개념을 주장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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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공미술의 개념과 범주를 확장했다고 볼 수 있다.공 이 수

동 인 람자에서 극 인 행 자의 치로 이동하고 미술이 그

들의 일상생활과 직 맞닿게 되었으며 미술가나 국가와 같은 제 3

자에 의해 ‘순화’되지 않은 나라한 생각과 느낌을 반 한 공론장

이 활성화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공공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공론장으로서의 공공미술 사례들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각각의 진행 과정과 의미를 분석해 보았다.첫 번째는 “역

사의 망각에 한 경고비로서의 공론장”으로 분류된 사례들이었다.

19세기 공공 기념비에서부터 비롯된 공공미술의 이념과 형식에 반

하면서 등장한 ‘사라지는’혹은 ‘에 잘 띄지 않는’미술인 카운터

모뉴먼트와 그 연장선상에서 통 인 기념비나 기념 의 목 ,형

태, 람자와의 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한 마야 린의 작품

을 이 범주에서 다뤘다.

둘째,“지역 역사에 한 공론장”에서는 특정 지역 안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그 지역의 역사 사건이나 사회 문제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며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 되는 공공미술 사례들을 분석

했다.주민들이 소외된 채 추진되었던 국 정부의 도클랜즈 재개발

사업에 항한 지역 미술가 단체와 북아일랜드의 데리 시에서 역사

사건을 추모하기 해 주민들의 요청으로 결성된 미술가 단체의

사례가 이 범주에 포함되었다.

세 번째 범주는 “환경 생태 문제를 둘러싼 공론장”으로 분류

된 사례들이었다.여기에는 환경·생태학 문제에 심을 가지며 그

문제를 심으로 일반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워크샵을 열어 넓

은 범 의 객들과 소통하는 로젝트로 진행된 공공미술 사례가

포함되었다.이와 더불어,국가 주도 로젝트 에서 진행 과정에

서 시민의 의견이 극 으로 반 되어 공론장이 활성화된 사례로,

공 의 참여와 소통에 을 둔 미술과 유사한 과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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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휘한 랑스 리의 롬나드 랑테를 분석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사례들 외에도 물론 세계 으로 유사한 목

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된 공공미술 작업들이 많이 존재할 것이

다.여기서는 공공성의 측면에서 통 인 공공미술의 한계를 비

하고 공 의 참여를 요시 한 문헌들에서 주요 사례들을 발췌했고,

연구자가 참여한 미술가 워크샵에서 조사한 사례를 분석했다는

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이들 에는 작업을 통해 이루고자

한 목표를 실 한 경우도 있고 실 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를 들

어 도클랜즈 커뮤니티 포스터 로젝트(DCPP)는 도클랜즈가 융

과 문화산업의 심지로 재개발되어 주민들이 려나게 된 것을 막

지 못했고,보니 서크가 진행한 <농장> 로젝트는 샌 란시스코

시의 공원 개발 계획에 포섭되었다.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사례들이

의도한 바를 실 했는지 여부보다는 어떤 배경에서 공론장으로서의

공공미술이 등장하고 유행했는지,그리고 확장된 개념의 공공미술을

통해 공론장이 어떻게 발생하고 유지되었는지 잘 보여주는 작업들

을 선택하여 분석했다.

물론 본 논문의 사례들을 포함하여 공론장으로서의 공공미술은

단순히 “의도”만으로 그 가치나 향력을 평가할 수는 없다.진 성,

지속성,후속 행동,공동체의 반응과 평가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

는 것이 필요하다.이러한 측면에서 사회학자 존 턴 잉거가 항

문화 집단(counterculturalgroup)을 설명하고 그것의 가치를 평가

하는 데에 있어 요하다고 지 한 세 가지 요소를 공공미술 평가

에 용해 볼 수 있다.첫째,“진 (authenticity)와 정직함(sincerity)

이 고려되었는가?”라는 질문이 요하다는 그의 견해를 공공미술 평

가에도 반 해 보아야 한다.197)잉거가 “ 항문화를 이끈 일부 사람

들은 그들이 처음에 그렸던 이상 인 세계보다 권력과 명 와 돈이

197)JohnMiltonYinger(주 93),1982,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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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매력 이었다고 고백하 다.”라고 밝힌 것이 공론장으로서의 공

공미술 사례에도 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작업을 시작할 때의 목

에서 벗어났는지,국가나 기업의 지원에 의존했는지,주민의 자발

인 참여가 아닌 ‘동원’에 기반을 두었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하다

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미술을 통해 활성화되는 공론장이 사회의 다른 부분이나 다

른 문화에 해 계층 ·민족 ·성 ·문화 편견으로 배타 태도를

보이지는 않은지에 한 평가가 필요하다.본 논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공론장으로서의 공공미술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오늘날의

다원주의 사회의 향을 받아 나타났다.이러한 다원주의 사회에서

는 잉거의 지 로,사회의 부분들이 편견에 사로잡 ,그 상

부분에 항하기 해서 발생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198)

셋째,공공미술에 의해 활성화되는 공동체나 지역의 문제가 지나

치게 과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잉거는 “( 항문화 집단들은)자

신의 장 을 강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과장되기

십상이다.”라고 지 했다.199)이를 공공미술에 한 논의에 용해보

면,공동체나 지역 내에서의 평가와 반응을 살펴보고 공공미술 작업

에 종료된 이후에도 그 문제에 한 공론장이 지속되거나 참여자들

사이에서 후속 행동이 이루어지는지에 한 찰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과 연구자가

참여한 미술가 워크샵에서 조사한 사례를 주로 연구되었기 때문

에 양 인 한계를 지닌다.카티에와 리스도 지 한 바와 같이 공

공미술에 한 비평과 가치 평가의 명확한 기 을 제시하지 못한

역시 한계로 남는다.200)그러나 공론장으로서의 공공미술이 나타

198) 의 책,pp.27-28.

199) 의 책,p.28.

200)CameronCartiere& ShellyWillis(주 10),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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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게 된 배경으로 통 인 공공미술의 문제 들을 분석하고 1970

년 를 후로 미술과 사회의 제반 역에서 나타난 변화들을 연결

지으면서 자의 의미와 필요성을 짚어본 것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아울러,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부

터 진행되고 있는 “마을미술 로젝트”,“마을공동체 로젝트”,“거리

벽화 사업”등에서 일반 사람들의 인지도와 참여율이 낮은 문제의

원인을 악하고,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참고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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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oleandFunctionof

PublicArtasPublicSphere

Kim,SoEun

ArtsManagement,Inter-disciplinaryProgram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purposeofthispaperistoresearchtheroleandfunction

ofpublicartas publicsphere,and to analyzethe expanded

conceptandmethodsofpublicartsincethe1970s.

IntheUnitedStates,publicartsuchasmurals,posters,and

modernabstractsculptureswereencouragedbythegovernment

toovercomeeconomicalcrisisinthe1930s.Itspublicartpolicies

andinstitutionsspreadouttoEuropeinthe1960s.Thus,various

forms ofartin public spaces developed methodologically in

nationallevel,andtheyweredesignatedastheterm "publicart",

definedas"artthatisdisplayedorinstalledinspacesopenedto

thepublic."

Alongwiththepublicartledbythegovernment,ithadbeen

usedasameansofredevelopmentandcity-beautifulmovements

by local governments, and of public relations o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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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sbybusinesscorporationssincethe1970s.

Moreover,sincethelate1970s,artistswhowereskepticalof

theseinstrumentaldimensionsofpublicartemerged,pointingout

that tastes of few parties concerned with governments or

businesscompaniesarebeing implanted tothepublic.In the

academicworld,discussionsaboutsocialinfluenceofpublicart

anditspublicnessproliferated.Withthesephenomena,socialneed

forpublicspheresarose,formanygroupsofvariousidentitiesto

expresstheiridentitiesandcultures,andtoclaim theirrights.

Thesegroupsincludewomen,non-whiteraces,theelderly,the

workingclasses,andstudents.

Withthechangesabove,bothinsideandoutsidetheartworld,

artistswhoattemptednew formsandmethodsinpublicartfield

emerged. These artists avoided art which exclude the

public(audience)from processesofdiscussionregardingtheplace,

form,theme,andmaterialsofitinordertoreflecttheideology

andtasteofgovernmentsandcompanies.Instead,theyaccepted

thepublic'sopinionintheseprocesses,whichledthem todeal

withbroadthemesinpublicart,suchassocial·politicalissues,

thepublic'severydaylives,andhistoricaleventorsocialconflict

ofparticulararea.Themethodofpublicartalsodiversifiedin

relationtobroaderthemes,includingcollaborationoftheartists

and the audience,temporalperformance,middle orlong term

project.Intheprocessofdiversificationofthemesandmethods,

participationofthepublicandcommunicationamongthepublic

andartistsbecameessential.Thisledtheconceptofpublicartto

expand,andtheprocessofinteractionsamong artistsand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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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nd thepublicspheresthatareactivated through this,

becamethepublicartitself.

Itisclearthattheideaof"theexpandedconceptofart"and

"socialsculpture"realizedbyJosephBeuys,andhisbeliefthat

"everyoneisanartist"hadagreatinfluenceforpublicartto

overcomeconstantandauthoritativeform,puttingimportanceto

the audience's participation and include apparatuses and

organizations.Beuys considered artas whatinfluences core

issuesofthesociety.Heexpectedandrealizedsubstantialsocial

changesfrom himselfandtheparticipantsofhisartprojects.A

socialspherefordiscussionthatisopentoeveryone,andthatis

free from politicalinterference,and the action ofexchanging

opinionsinthespherearewhatBeuysrefersasart,orsocial

sculpture.

Somepublicartaspublicsphereand"new genrepublicart"

thatSuzanneLacydefinedarerelatedtoeachotherinthatthe

formerapplies nontraditionalmedia including group works of

artistsandaudience,performances,andsoon.Lacyintroduced

the term "new genre"to emphasize thesituation ofblurring

boundariesamongtraditionalmediaandcombinationsofthem.On

theotherhand,Beuysstressed thatartshouldhaveadirect

connection topeople'severyday lives,and mustconstitutean

autonomouspublicspherethatchangesthesociety.

Publicsphere,which Iemphasizeasan importantroleand

functionoftheexpandedconceptofpublicart,isbasedonthe

notion "publicsphere"by Jürgen Habermas.Thatheinsisted

restoration of unconstrained communicational rationa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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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ation of public sphere as a way to overcome

political·economical·socialcrisis,andthemeaningofthe"public"

thathepresentedwerediscussed.Furthermore,criticism against

Habermasfrom thepostmodernism philosophersispresentedin

thisresearch,andalso,from whataspectthepublicspherenewly

definedbygroupsofvariousidentitiescouldbeconnectedwith

publicartisdiscussed.

Thisresearch analyzed eightcasesof"publicartaspublic

sphere"intotal.Thecasesareclassifiedintothreecategories,

witheachincludingtwosubcategories.

The cases thatfallinto the firstcategory,"public sphere

regarding obilivion of history", are divided into

"Countermonument(Gegendenkmal)"and"democratizedmemorial".

Thesecondtype,"publicsphereregardinglocalhistory",includes

twosubcategories,"projectresistingagainstgovernment-leadcity

redevelopment" and "historical-documentation project by local

residents".The third category,"public sphere concerned with

environment and ecology", includes two subcategories of

"environmental,ecologicalcommunity project" and "expanded

conceptofpublicartingovernmentalproject".

The firstseven cases are the public sphere generated by

interactionsofartistsandthepublic,andthelastcaseistheone

thatwas vitalized in the process ofgovernment-led project.

However,allthecasessharecommonfeaturessuchasfunction

asapublicsphere,environmentalpurpose,significantroleofthe

publicinprocess,generationoffollow-upactivities.

As discusses above, this research analyzed the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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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ofthe expansion ofthe conceptand methods of

public art,and the changed role ofartists and audience,in

relationtothesocialchangesinsideandoutsidetheartworld

sincethe1970s.Moreover,thisresearchstudiedwhatrolethe

"publicartaspublicsphere"playsandwhatnecessityithasin

thesocietythrougheightcases.Throughthisresearch,Iexpect

thatattempts to find why many "Village ArtProjects"and

community art projects in Korea are suffering from low

awarenessandparticipationbestudied,andthatthesolutionto

thisproblem couldbefound.

Finally,Iappreciate my academic advisor,Prof.Dr.Kim,

Jung-Hee,whoprovidedthebasicideaoftheexpandedconcept

ofpublicartandtheideaofpublicartaspublicsphere,which

arethecorepartofthisresearch,andintroducedvariouscases

thatcanbeinterpretedinthiscontext.

keywords:publicart,expandedconceptofpublicart,new

genre public art, public sphere, Joseph Beuys,

countermonument,community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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