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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공동체 미술의 미학을 “‘공동체 없는 공동체’의
예술적 실천”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미학을 통해 공동체 미술에게 기대
되었던 본래의 지향점을 성취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장-뤽
낭시의 공동-내-존재 개념을 통해 공동체를 새롭게 사유함으로써 기존의
공동체 미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공동체 미술을 제시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동시대 미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
체 미술(Community art)을 공공미술의 새로운 모델로서 파악한다. 공동
체 미술은 미술가와 공동체가 협업함으로써 미술가와 관객 사이에 존재했
던 전통적인 대립을 타파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져
야 할 ‘공공’의 영역에서 소외되어 온 주변부 공동체의 쟁점을 공론화
한다는 점에서 미술의 사회적 책임을 도모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 미
술은 그것의 비판적 실천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에 대
해서는 비판적 성찰이 부재하였기에 한계를 갖는다. 공동체 미술에서
‘공동체’는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
러한 개념을 토대로 한 공동체 미술은 미술가와 참여자 모두가 동일한 정
체성을 공유해야만 지배 담론에 저항하는 비판적 실천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지배 담론이 구축한 구조 안에
스스로를 주변부 공동체로서 확고하게 고립시키는 양상이 되었고, 공동체
미술은 미적 실천이라기보다 윤리적 실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고는 프랑스 철학자 장-뤽 낭시
(Jean-Luc Nancy, 1940-)의 공동체론을 공동체를 새롭게 사유하는
방법론으로서 도입한다. 낭시는 공동체를 내재적 원리에 의해 완결된 실
체가 아닌, 나와 타인이 존재의 유한성을 매개로 실존하는 상태인 공동내-존재로서 파악한다. 이는 자아를 고립된 절대적 개인으로서 파악하여
바깥의 타인과의 관계를 규명하지 못했던 기존의 이성철학을 거부하고,
나의 존재는 언제나 이미 타인의 존재로부터 규명된다는 사실을 실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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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한 것이다. 공동체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하여 존재의 문제로 귀
결된 낭시의 사유는, 그리하여 영원불변한 진리 대신 ‘우리는 매순간 세
계에 공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존재론적 사실로서 제시한다. 그리고
낭시는 자신의 예술론에서 이러한 존재론적 사실을 예술이 감각적으로 현
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에 공동으로 실존한다는 사
실은 보편성을 추구하는 철학적 언어로 개념 규정될 수 없으며, 공동체를
하나의 의미로 고정시키고자 하는 의미화 작용의 굴레를 벗어나 있기 때
문이다. 그리하여 낭시는 공동체를 현시하는 역할을 예술에게 요청한다.
예술은 감각을 매개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이 때 우리는 예술작품을 통해
나 바깥의 외부에 가 닿는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의 의미로 고정되지 않
고 매순간 지연되고 유보되는 미완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낭시적 의미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주는 동시대 미
술의 전략들, 곧 비-장소, 협업의 과정, 기념비의 해체 등의 전략을 기반
으로 공동체 미술의 미학을 ‘공동체 없는 공동체’의 예술적 실천으로
규정하고, 이로써 도출되는 새로운 공동체 미술의 한 사례로 현대 미술가
토마스 허쉬혼(Thomas Hirschhorn, 1957-)의 <바타유 모뉴먼트>와
<벨머 스피노자 페스티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 미술은
하나의 공유된 정체성이라는 ‘중심’으로 집결되어 나와 남을 가르는 폐
쇄적 실천이라기보다, 나의 가장자리에서 그 ‘바깥’의 타인에게로 계속
해서 접촉하는 열린 실천으로서 공공미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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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90년대 이후 동시대 미술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경향은 미술가가 관
객과 ‘협업’을 통해 작품을 생산한다는 것과, 이러한 협업을 통해 궁극
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에 참여하는 미술 실천을 수행한다는 것이다.1) 구
체적으로 400여명의 고령의 여성 참가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자신의 이
야기를 하는 퍼포먼스, 약물에 중독된 여성들, 공무원, 기자, 행동주의 단
체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여성들을 위한 숙소
를 제공하는 실천,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채소와 약초를 재배하는 프로젝
트 등과 같은 미술 실천들은 하나의 정해진 의미를 담지한 미술 오브제로
완성되지 않는, 일시적인 과정 자체를 작품으로 내세운다. 그리하여 하나
의 특정한 미술 언어로 규정되기 힘든 이러한 미술 실천들은 ‘사회문제에
관여하는 미술(socially engaged-art)’, ‘공동체 기반 미술(community-based
art)’, ‘실험적 공동체(experimental communities)’, ‘대화형 미술(dialogic
art)’, ‘주변부 미술(littoral art)’, ‘개입주의 미술(interventionist art)’,
‘참여미술(participatory art)’, ‘협업형 미술(collaborative art)’, ‘맥락주의
미술(contextual art)’,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2)
1)

그랜트 케스터는 자신의 책 대화형 작품들: 현대미술에서 공동체와 소통
(Conversation Pieces: Community and Communication in Modern Art, 2013)에
서 이러한 경향에 대해 정리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젊
은 미술가들 사이에서 두 가지 주요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첫째로 협업적, 집단적, 사회
적으로 참여하는 실천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로 신자유주의의
명령에 대항하는 정치적 저항의 실천들이다.”(Kester, H. Grant. Conversation
Pieces: Community and Communication in Modern Ar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reface) pp. ⅩⅧ-ⅩⅨ.)
2) Bishop, Claire. Artificial Hells: Participatory art and the Politics of
Spectatorship, London : Verso, 2012, p. 1.; 정확하게 미술사학자 그랜트 케스터는
Conversation Pieces: Community and Communication in Modern Art에서 ‘대화
형 미술’, 미술사학자 브루스 바버(Bruce Barber)는 ‘주변부 미술’, 클레어 비숍
은 Artificial Hells: Participatory art and the Politics of Spectatorship에서 ‘참
여미술’, 큐레이터 나토 톰슨(Nato Thompsom)은 Living as Form에서‘사회문제
에 관여하는 미술’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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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공동체 기반 미술’ 혹은 ‘공동체 미술(Community
art)’3)이라고 불리는 미술 실천은 공공미술(Public art)의 맥락에서 등
장하였다. 1960년대에 등장한 공공미술은 초기에는 공공‘장소’에 설치
된 미술 오브제의 형식이었으나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공공을 이루는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거나 공적인 쟁점을 주제로 하여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미술 실천으로 그 외연이 확장되었다. 이러한 공동
체 미술은 미술가와 외부 집단의 협업을 작품의 형식으로 삼을 뿐 아니라
미술 작품 생산에 참여하는 집단의 정체성을 미술의 내용으로 삼는 경향
을 보인다. 여기서 공동체는 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주변부 집단들을 가
리키며,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생산되는 미술은 그와 관련된 쟁점들을 주
제로 하여 사회적 참여를 이끄는 공적 언어로서 기능한다.4) 상대적으로
소외된 집단들이 생산하는 미적 담론과 실천들은 다수의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는 동시에 지배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체제에 의문을 갖고 성찰하며, 저항하도록 만든다.
1990년대 이후 급증한 공동체와 협업하는 미술에 대한 다양한 미술사
적 연구들은 주로 북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미술사학자
권미원(Miwon Kwon)은 장소 특정적 미술(One Place after Another:

site-specific art and locational identity, 2002)에서 장소 특정성의
맥락에서 공동체 특정적인 공동체 미술을 논하였다. 그랜트 케스터
(Grant. H. Kester)는 ｢미학적 복음주의: 동시대 공동체 미술에서의 개종
과 권한부여(Aesthetics Evangelists: Conversion and Empowerment

in Contemporary Community Art, 1995)｣와 대화형 작품들: 현대미술
에서

공동체와

소통(Conversation

Pieces:

Community

and

3) 본고에서는 공동체 미술이라는 용어로 1990년대 공공미술의 맥락에서 등장한 공동체
기반 공공미술을 가리키며,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이라는 용어 하에 미술
의 사회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미술 실천을 가리킨다. 이러한 미술 실천은 기존의
공공조각이나 공공 디자인 위주의 공공미술을 확장시킴으로써 공동체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적 쟁점을 미술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는다. 따라서 공적 발언의 기회가 상대적으
로 박탈된 소외된 공동체와의 협업은 이러한 미술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으로 제시된다.
4) 모더니즘 미술의 자기 완결적인 자율성의 미학을 벗어나 미술 외부의 사회와 관계를
맺고 책임을 갖고자 하는 공동체 미술의 바탕에는 정치적 행동주의와 공동체주의가 깔
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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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in Modern Art, 2013)에서 최근의 사회 참여적 공동체
미술에서 나타나는 ‘대화적 협업’에 주목하면서 담론의 교환과 교섭의
장소로서의 대화적 미술을 제시한다. 클레어 비숍(Claire Bishop)은 ｢적
대와 관계미학(Antagonism and Relational Aesthetics, 2004)｣, 인공
적 지옥: 참여미술과 관람성의 정치학(Artificial Hells: Participatory

art and the Politics of Spectatorship, 2012)을 통해 예술과 삶의 일
치를 꿈꾸었던 역사적 아방가르드 미술의 계보를 관객의 ‘참여’적 형식
을 중심으로 나열하면서, 참여미술이 정치적 주체로서의 관객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자크 랑시에르의 미학을 빌어 논한다. 큐레이터
마리아 린드(Maria Lind)는 ｢교착들: 협업, 대리인, 동시대 미술에 관하
여(Complications: on Collaboration, Agency and Contemporary Art,
2004)｣에서 협업적인 작업을 통해 미술가들과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소통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같은 연구들은 미술가와 공동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협업과 소통이
갖는 정치적 힘과, 사회참여를 통한 예술의 사회적 책임이 동시대에 의미
있는 예술 실천으로서의 공동체 미술이 갖는 의의라고 분석한다. 특히
‘공공’을 규정하는 지배 담론에서 소외되어 온 주변부 집단, 예를 들어
여성, 흑인, 이주 노동자, 노숙자, 난민, 동성애자 등과 같은 사람들을 공
공으로 포섭함으로써 공동체 미술이 공공미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는 것이다.5) 즉 전통적인 미술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미술가의 권위가 협업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이양되고, 미술의
내용 역시 참여자들과 관계된 사회적 문제가 됨으로써 점차 미술 실천은
지배 담론의 독점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공공’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
람들과 함께 하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실천이 되었던 것이다.
5) 특히 수잔 레이시가 1991년 11월에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OMA)에서 열린 ‘캘
리포니아 미술공예대학’과 ‘헤드랜즈 미술센터’가 후원한 “지형그리기: 새로운 장
르 공공미술(Mapping the Terrain: New Genre Public Art)” 심포지엄에 참가한
30명의 비평가, 이론가, 미술가들과 함께 저술한 동명의 저서에서 이 같은 공동체 미
술의 다양한 의의가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수지 개블릭, 알린 레이븐, 주디스 바카,
길레르모 고메즈-페냐 등은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이 주변부 공동체들에게 공공의 목
소리를 부여하는 장이 되고 있다는 데에 새로운 공공미술로서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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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시에 이 연구들은 공동체 미술의 한계 역시 지적한다. 그리
고 그 한계에 앞서 무엇보다 공동체 미술, 혹은 공동체와 협업하는 미술
에서 과연 ‘공동체’란 무엇이고, 공동체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흔히 공동체는 동일한 관심사나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러한 일반적 통념이 공동체 미술에
적용된다면 공동체 미술가는 다양한 사람들보다는 하나의 의미나 상징만
을 지니는 어떤 ‘대상’으로 공동체를 재현하게 된다. 뿐 아니라 신자유
주의 자본주의가 미술에 침투한 이래로 미술에 고유한 것으로 여겨졌던
독특성, 유일무이함, 다른 것과 차별화되는 정체성 등이 장소나 공동체로
옮겨짐으로써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자체는 자본에 의해 전
유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6)
물론 일관된 정체성에 의해 구성된 공동체와 함께 그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련의 공동체 미술은 나름의 가치를 가진다. 그
리고 여전히 동시대 미술 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
고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공동체 미술의 한계는, 그것이 공공미술의 발전
과정에서 등장했다는 맥락에서, 공동체 미술에게 요청된 지향점에 논리적
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의 한계인 것이다. 다시 말해, 공공장소에
주목했던 초기의 공공미술은 점차 공공을 이루는 사람들에 주목하는 공동
체 미술로 발전하였는데, 그 이면에는 공동체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의 공
공성 담론에 문제를 제기하는 미적 실천에 대한 요청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공동체 미술은 ‘하나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공
동체에 더 주목함으로써 또 다른 집단주의를 구축하거나, 미적 실천보다
는 사회 문제 해결에 천착한 윤리적 실천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이로써
공동체 미술은 공공미술에 의해 요청된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이
본고의 문제의식이다. 그리하여 본고는 이러한 공동체 미술의 한계 이면
에 ‘공동체’에 대한 일반적 가정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공동체가 구성
원들의 정체성을 본질로 삼고 있지 않음을 주장하기 위해 프랑스 철학자

6) 공동체 미술에서 ‘공동체’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침투한 미술 시장에서 그 독특
성으로 말미암아 전유될 수 있는 대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 권미원,
그랜트 케스터, 클레어 비숍 모두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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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뤽 낭시(Jean-Luc Nancy, 1940-)의 새로운 공동체 사유를 끌어들
이고자 하는 것이다.
기실 이와 같은 ‘공동체’를 둘러싼 관심은 위에 나열한 연구들에서
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 연구자들의 공통점은 공동체에 대한 새
로운 개념규정의 필요성에 동의함과 동시에, 이 새로운 규정을 위해 낭시
의 사유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7) 왜냐하면 낭시는 공동
체를 동일성을 바탕으로 한 단일체로 규정했던 기존의 형이상학적 규정을
해체하고, 공동체는 오직 존재론적 차원에서 타인에 대해 노출되어 있는
나의 상태, 곧 우리 모두의 상태가 공동적이라는 데에서 온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낭시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 집단이라는
공동체를 해체할 뿐 아니라, 스스로 완결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 근대적
개인 개념을 해체하여 ‘나’는 타인의 죽음이라는 실존적 사태에 의해
타인과 공동으로 존재하는 ‘공동-내-존재(Être-en-commun)’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낭시는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이며, 이는 존재론적 차원
에서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는 미완성의 사태이기 때문에 결코 어떤 완결
7) 각각의 경우에 낭시적 의미의 공동체를 받아들이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그랜트 케
스터는 자신이 주장하는 공동체의 대화적 모델에서, 공동체의 실체적인 정체성과 같은
것은 없다고 보는 낭시를 전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으로
일관된 공동체’가 있고 이러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대화를 통해 자신의 선험적인 정체
성을 넘어 타인의 정체성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한다. 권미원은 공동체에 어떤 동일성
도 전제되지 말아야 한다는 낭시의 주장을 긍정하면서, 끊임없이 고정된 정체성을 의
심하며 ‘차이’의 존재를 인식하는 불안정한 커뮤니티를 일시적으로 구성하는 ‘집단
적 예술 실천’을 제시한다. 마리아 린드는 미술가와 공동체 일원 사이의 협업의 과정
이 낭시가 말하는 단수적 존재들 사이의 소통에 기반한 ‘공동’이라고 분석하면서 공
통의 본질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단수적 ‘나’들의 소통이 협업을 통해 드러남을 제시
한다. 하지만 린드가 제시하는 협업은 구성원들 사이의 의도적인 파트너쉽을 강조함으
로써 얼마 간의 ‘연합’을 내포하고 있기에 전적으로 낭시적 의미에서의 공동체라고
보기엔 어렵다. 마지막으로 클레어 비숍은 ｢적대와 관계미학｣이라는 글에서 니콜라 부
리요가 제시하는 조화로운 유토피아적 소우주 공동체에 대한 비판의 아이디어를 낭시
에게 얻었다고 말하면서 ‘교감’으로서의 공동체가 아닌 적대적 공동체를 제시한다.
(각각 Kester, H. Grant. Ibid. pp. 154-163 참조, Miwon, Kwon. One Place
After Another: site-specific art and locational identity, Cambridge, Mass. :
MIT Press, 2002, pp. 153-55 참조, Lind, Maria. “Complications: on
Collaboration, Agency and Contemporary Art”, New Communities, ed. Nina
Möntmann, ThePowerPlant, 2009, pp. 54-7 참조, Bishop, Claire. Bishop,
Claire. “Antagonism and Relational Aesthetics”, October, 110, Fall, 2004, p.
68 및 유현주, ｢낭시의 ‘무위의 공동체’와 대화의 미학｣, 미학예술학연구, 제42집,
2014, pp. 2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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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대상으로 전유되거나 하나의 의미를 내포하는 철학적 개념으로 포섭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동체에 대한 낭시의 연구는 1986년에 출간된 무위의 공동체(La

Communauté désœuvrée)에서 구체화되었다. 여기서 낭시는 마르틴 하
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의 실존론적 현상학을 바탕으로
한 세계와 존재 개념에서 출발하되, 하이데거의 공동존재를 조르주 바타
유(Georges Bataille, 1897-1962)의 사유를 통해 공동-내-존재로 재
해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를 넘어서고 있다. 나치즘
과 스탈린주의로 대표되는 20세기의 전체주의적 공동체에 내포된 문제를
형이상학적 ‘내재성’의 폐쇄성으로 분석하면서 이를 ‘탈자태’라는 실
존적, 더 나아가 공동적 사태로 해결하고자 하는 낭시의 시도는 일견 정
치적 문제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존재에 대한 사
유에 다름 아니다. 뿐 아니라 독일 낭만주의 사상의 신화적 요소가 현실
정치에 곧이곧대로 반영되면서 신화적 혹은 허구적 공동체로 귀결되었다
는 그의 분석은 정치적 토대에 대한 사유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낭시가
무위의 공동체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공동체 사유는 예
술, 더 나아가 미학적 관심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는 공동-내
-존재를 이루는 탈자태의 형상을, 본질주의나 토대주의에 입각해 있는
모든 체계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유, 문학, 예술, 정치적 실천에서 찾는
다. 물론 이러한 실천들이 본질을 내포하거나 ‘재현’하는 실천이 아닌 한
에서 그러하다. 요컨대 하나의 중심으로 향한 체계의 가장자리에서 그 바깥
을 현시하는 이러한 실천들은 ‘문학적’ 혹은 ‘미학적’ 실천들이다. 이
와 같이 낭시에게 있어 공동체, 혹은 공동-내-존재 자체는 미학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낭시의 사유를 동시대 미술에 적용하는 연구들은 ‘공
동체’ 자체에 대한 개념적 재규정을 위해 이 사유를 받아들일 뿐, 공동
체 사유에 이미 전제되어 있는 미학적 의미는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
는 권미원, 그랜트 케스터, 마리아 린드, 클레어 비숍 모두에게 나타날 뿐
아니라 낭시의 공동체 사유를 시각예술과 영화 연구에 적용한 몇 안 되는
국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8) 즉 낭시의 공동체론을 구체적인 예술에
8) 낭시의 공동체 사유를 예술에 적용하고자 한 국내의 연구 사례는 김상철, 김진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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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을 때, 이 공동체가 혹은 이러한 공동체가 적용된 예술이 어떤
미학적 의미나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와 같은 비판은 어느 연구에서나 제
기된다. 왜냐하면 철학 이론을 구체적인 예술의 영역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도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를 통해 예술 작품에 내포되어 있는 보이지 않
는 의의를 미학적으로 규명하는 것도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낭시의 공동체론을 예술에 직접적으로 적용한
기존의 연구들과 다르게, 공동-내-존재 자체에 이미 미학적 의미가 내재
되어 있음을 밝힐 것이다. 그리하여 공동-내-존재는 감각을 매개로 하는
구체적인 예술 작품에서 가장 적절하게 현시될 수 있다는 낭시의 예술론
을 경유하여 공동체 미술의 한계를 넘어 그것에 새로운 지향점을 부여하
고자 한다.9) 다시 말해, 낭시적 의미에서 새로이 해석된 공동체는 그 자
체 내에 미학적 의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예술 작품은 이러한
공동-내-존재를 감각적으로 현시하고 있으므로 이제 ‘공동체 미술’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구성된 공동체와의 협업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 곧 ‘우리’가 이 세계에 공동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으로써 혹은 그러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지배담론에 이의를 제기
하는 가장자리의 실천이 되어야 하리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동체
미술이 공공미술의 맥락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의제기의 대상은 공
공, 공동체, 공중을 규정하는 기존의 체계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본고의 주된 목적은 낭시의 공동체 사유를 기존의 공동체
미술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적용하여 공동체 미술의
미학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Ⅰ장에서는 미술사의 맥락에서 공공미술로부터 공동체
미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며, 공동체 미술이 가진 문제와 한계를
분석한다. 본고는 공공미술의 맥락에 장소 특정성 논의가 적용되면서 두

화 <웰컴 투 동막골>에서 나타난 공동체의 특징: 장-뤽 낭시의 ‘무위의 공동체’ 개
념을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제20호, 2015, pp. 227-252, 유현주, ｢낭시의 ‘무위
의 공동체’와 대화의 미학｣, 미학예술학 연구, 42집, 2014, pp. 3-30, 강지선, ｢지
역공동체에 기반한 공공미술-영국 텔레비전 채널 4방송의 빅 아트 프로젝트를 중심으
로｣, 한국기초조형학연구, 제15권 4호, 2014, pp. 21-31가 있다.
9) 이 같은 낭시의 예술론은 1994년에 출간된 뮤즈들(Le Muses)에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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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장소 특정적 공공미술이 등장하였으나 양자 모두 한계에 부딪쳤
고, 뒤이어 등장한 공동체 미술이 이 장소 특정적 공공미술의 한계를 외
관상 극복하였음을 권미원의 논의를 기반으로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공동체 미술 역시 그 내부에 ‘공동체’ 자체에 대한 반성적 사유의
부재 및 미학적 담론 생산의 부재라는 문제점이 있었기에 결국 한계를 가
지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고는 1)공동체 미술에서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실체로서 간주된 공동체를 새롭게 사유할 필요
성과, 2)공동체 미술을 윤리적 실천이 아닌 미학적 실천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의 필요성을 각각 Ⅱ장과 Ⅲ장에서 전개할 것이다.
그리하여 Ⅱ장에서는 낭시의 공동체 사유를 그 대안적 사유로서 제시
하며, 그의 공동체론을 공동-내-존재 개념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분석한
다. 이 장에서는 낭시의 공동체론을 크게 공동-내-존재와, 이를 통해 가
능하게 된 ‘공동체 없는 공동체’로서의 무한한 소통으로 나누어 분석한
다. 20세기의 전체주의적 공동체라는 현상의 이면에 깔려 있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 즉 1)공동체를 하나의 실체 혹은 대상으로 여기는 철학적
태도와, 2)이상적 공동체를 상정하고 이것을 이루어야 할 과제로, 즉 현
실에서 실현시켜야 하는 과제로 여기는 낭만적 태도 양자를 넘어서기 위
해 공동체를 실존론적 현상학으로 사유하는 낭시의 시도는 결국 인간 존
재에 대한 근본적 물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 공동체는 인간 존재의
공동적 실존에 다름 아니며, 이는 철학의 보편적 언어로 의미화할 수 없
는 의미 바깥의 존재론적 사실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재현 불가능한 사
실을 우리에게 현시해줄 수 있는 문학 및 예술이 요청된다. 따라서 낭시
에게 공동체는 공동-내-존재이며, 이것은 철학 너머의 사유, 신화 너머
의 문학, 재현 너머의 탈재현과 관련된 존재론적 사태이다. 이에 낭시의
공동체 사유는 예술과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Ⅲ장에서 연구자는 낭시의 예술론을 분석한 뒤, 낭시에게
있어 공동체와 예술은 결국 하나의 맥락 안에 있다는 점을 1절에서 도출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공동체 미술의 미학은 ‘공동체 없는 공동체’의 예
술적 실천이 될 것인데, 이는 예술이 공동-내-존재에서 개시된 세계성이
라는 단수적이고 복수적인 실재를 현시하는 감각적 형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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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Ⅰ장에서 문제로 제기한 공동체 미술의 첫 번째 한계, 즉 공동체를
실체로서 파악하였던 문제가 Ⅱ장에서 제시한 낭시의 사유를 통해 극복되
고, 두 번째 한계, 즉 공동체 미술에 대한 미학적 담론의 부재가 Ⅲ장의
1절에서 낭시의 공동체론과 일맥상통하는 예술론을 통해 극복될 것이다.
그리하여 Ⅰ장에서 장소 특정적 공공미술의 실패로 인해 공동체 미술에게
기대되었던 공동체 미술의 지향점은 2절에서 공동체 미술의 미학에 의해
제기된 새로운 공동체 미술에서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3절
에서는 새로운 공동체 미술의 사례로서 현대 미술가 토마스 허쉬혼
(Thomas Hirschhorn, 1959-)의 두 작품, <바타유 모뉴먼트(Bataille
Monument,

2002)>와

<벨머

스피노자

페스티벌(Bijlmer

Spinoza

Festival, 2009)>을 분석한다. 허쉬혼 스스로가 팬이라고 밝힌 철학자를
위한 기념비적 구축물을 주변적 장소에 세워놓고, 협업을 통해 작품에 참
여하게 된 사람들을 ‘공중’으로 포섭하는 그의 작업을 분석하면서 ‘공
동체 없는 공동체’를 통해 공공장소, 공중, 타인의 문제가 어떻게 미학
적으로 제기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9

Ⅰ. 공공미술과 공동체 미술

1. 공공미술과 장소 특정성
1) 공공미술의 등장
1960년대에 시작된 약 40여 년간의 미국의 공공미술의 역사는 1967
년 NEA(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국립예술기금)의 공공장소
에서의 미술 프로그램(Art in Public Place program)의 수립과 그 뒤를
이은 주와 도시의 ‘미술을 위한 퍼센트 프로그램(Percent for Art
program)’의 형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10) 당시 NEA의 목표는 대중에
게 미술관 밖에서 우리 시대 최고의 걸작에 접근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권미원은 ‘공공장소 속의 미술’모델11)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공공미술 조각은 모더니즘적 추상조각을 확대·복제한 것
들로 그 조각이 놓이는 장소의 개별적 특성들은 문제시되지 않았다. 대표
적으로 NEA의 ‘공공장소 속의 미술 프로그램’이 의뢰한 첫 번째 작품
인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Calder)의 <라 그랑 비테스(La Grande
Vitesse, 1967)>[도판1], 시카고 시빅센터 앞에 설치된 <더 피카소
(The Picasso) 혹은 시카고 피카소(The Chicago Picasso, 1967)>[도
판2], 헨리 무어(Henry Moore)의 <여인와상>[도판3], 이사무 노구치
(Isamu Noguchi)의 <레드 큐브(1968)>[도판4] 등의 작품들이 이에 해
당한다.
10) Lacy, Suzanne. Ed. Mapping the Terrain: New Genre Public Art, Seattle,
Wash.: Bay Press, 1995, p. 22. ; 어떤 학자들은 라스코 동굴벽화에서 공공미술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며, 다른 학자들은 공공미술은 1967년이 되어서야, 즉 국립예술기금
(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공공장소에서의 예술 프로그램(Art
in Public Places program)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학자들은 공공미
술의 시작을 1935년으로 보는데, 이는 공공산업진흥국(W.P.A.; Works Progress
Administration)이 대공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
고자 만든 프로그램 중 연방미술프로젝트(F.A.P.; The Federal Art Project)도 포함
되기 때문이다.
11) Miwon, Kwon. op. cit.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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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작품들은 사람들이 주로 지나다니는 광장, 공원, 시청 앞, 건물
의 출입구 등에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즉 미술관에 굳이 가지 않고도 일
상적인 야외 장소에서 공중들에게 노출되었다는 점만으로 공공미술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하였다. 조각의 매체, 형식, 규모 등에 관계없이 이 추상 조
각들은 모더니즘의 자율성 미학을 그대로 간직한 채 좌대 없는 기념비 조
각처럼 전시되었고, 작품이 설치된 장소와의 관련성은 우연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공공장소 속의 미술에서 건축적인 존재로서의 장소와 시각예
술로서의 조각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미술의 입장에서
는 장소를 작품의 조형미를 드러내 줄 좌대로 간주하였고 건축의 입장에
서는 미술을 시각적으로 유익한 건물의 부속품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이러한 공공장소 속의 미술은 가능한 한 많
은 관객들에게 동시대의 최상의 미술을 제공하고, 도시환경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목표 하에 미국 전역에 퍼져 기념비적인 공공 추상조각은 도
시들과 건물들 도처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쯤부터
공공장소 속의 미술이라는 접근 방식은 미적 계도나 도시 미화 그 어느
면에서도 별다른 효용이 없다고 비판받기 시작했다.12) 비평가들은 그것
이 ‘공공’미술이라기보다는 여전히 권위 있는 미술가 개인의 성취와 그
후원자들의 위상의 홍보라는 미술관 활동의 연장선일 뿐이며, 공공의 참
여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그저 기업이나 건축의 장신구로서 기능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뿐 아니라 공공장소의 모더니즘 조각들은 주변 환경과는 무
관한 불청객으로 등장하여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미적 경험보
다는 오히려 위압감이나 불편함을 주었으며, 이에 공공조각들은 물에 풍
덩하고 떨어지듯 공공장소에 떨어졌다는 의미로 ‘플롭 아트(plop art)’
라고 불리어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공공장소 속의 미술 모델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미술에 ‘장소 특정성(site-specificity)’
의 원칙이 도입되었다.

12) Miwon, Kwon. op. cit.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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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미술과 장소와의 관계
공공장소 속의 미술 모델의 문제점들, 즉 공공미술임에도 공중들과 관
계 맺지 못하는 어려운 추상미술이었다는 점 내지 도시환경과 무관한 자
율적 조각들은 도시 미화에도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공공미술 후원 기관들은 공공미술에 ‘장소 특
정성’의 원칙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공공장소에서의 미술 모델을 개선
하고 갱신하기 위해 도입한 장소 특정성의 개념, 즉 장소에 설치되는 미
술이 ‘그 장소에 적합’해야 할 것, 장소와 조화를 이루고 장소와의 관
련성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라는 점은 미술이 장소에 대한 참여와 책임을
짐으로써 좀 더 공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974년에 NEA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지침에 장소 특
정성의 원칙, 즉 공공미술 작업이 ‘해당 장소에 적합한’ 것이 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명기하였다.13) 미술 작업과 장소 사이에 연속성을 확보
하려 한 이 노력들은 일종의 건축 결정주의에 기초해 있었다. 이는 공간
적 통합성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었고, 이 통
합주의적 목표는 1982년 NEA의 지침이 다시 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시
각예술과 디자인 전문가의 협업을 강조하는 ‘시각예술과 디자인’ 프로
그램과 맞물려 강화되었다. 이러한 공공미술의 패러다임을 권미원은 ‘공
공공간으로서의 미술’이라고 불렀다. 대표적으로 아테나 타차(Athena
Tacha), 네드 스미스(Ned Smith), 안드레아 블룸(Andrea Blum), 시아
아르마자니(Siah Armajani), 엘린 짐머만(Elyn Zimmerman), 스콧 버튼
(Scott Burton) 등의 작가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장소 특정성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가 중요
하다. 권미원은 장소 특정성의 유래를 1960년대 모더니즘 미학의 반발로
서 등장한 미니멀리즘 미술에서부터 보고 있다. 그리하여 이 때의 장소
특정성은 모더니즘의 자기 완결성에 대한 비판성을 담지하고 있는 개입적
(intervention) 개념이다. 하지만 이 장소 특정성이 공공미술의 맥락으로
침투하였을 때, 그것은 원래의 비판적 요지보다는 자본주의적 도시정책과
13) Miwon, Kwon. op. cit.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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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하에 단순히 그 도시를 사람들이 찾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장소
로

돋보이게

하기

위한

기능주의적인

공공미술에

필요한

통합적

(integration) 장소 특정성 개념으로 변환되었다. 이에 먼저 미니멀리즘에
의해 촉발된 비판적이고 개입적인 장소 특정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개입적 장소 특정성
1960년대에 미술에서 ‘장소’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모더니즘 미
학에 대한 반발로서의 맥락에서였다. 주로 미술에서 공간이나 장소는 조
각이라는

장르에

특정한

개념이었다.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Krauss)에 따르면, “조각의 논리는 기념비의 논리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논리 때문에 조각은 기념적인 재현이다. 그
것은 특별한 장소에 놓여 그 장소의 의미나 사용에 대해 상징적 언어로
이야기한다.”14) 기념비적 특성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전근대적 조각의
논리는 19세기 이후 모더니즘 조각에서는 사라지는데, 순수 추상조각의
내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외부 장소의 맥락이 탈각되었기 때문이다. 이
러한 ‘기념비의 부정적 상태’를 크라우스는 장소의 절대적 상실이라고
할 수 있는 무장소성, 무거처성으로 보았다. “모더니스트 시기의 조각
제작은 이처럼 장소성을 상실하면서 추상으로서의 기념비, 순수한 표지나
받침대(기단)로서의 기념비를 제작하였으며, 기능적으로는 무장소적이고
대개의 경우 자기 지시적이다.”15)
그런데 그린버그식 모더니즘 ‘회화’가 평면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한
나머지 캔버스라는 사물 자체가 3차원적 ‘조각’의 형태로 전환됨에 따
라, 이에 모더니즘을 거부하며 등장한 미니멀리즘은 그린버그가 나눈 예
술 장르간의 경계를 타파하고, 작품이 전시되는 장소와 그것을 관람하는
관객의 신체적 현전을 문제 삼으며 미술 외적인 원리에 눈을 돌렸다. 로
버트

모리스(Robert

Moriss),

솔

르윗(Sol

Lewitt),

도널드

저드

14) 로잘린드 크라우스, ｢확장된 장에서의 조각｣, 도널드 프레지오시 편저, 정연심·김정
현 책임번역, 꼭 읽어야 할 예술이론과 비평 40선, 미진사, 2013, p. 447.
15) 위의 글, p.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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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Judd),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 등과 같은 미니멀리즘 작
가들은 ‘좌대를 흡수해버린’ 모더니즘 조각의 유목적 성격을 배격하고,
그것이 전시되는 장소와의 관계와, 작품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관객의
현전에 주목함으로써 미술에서의 ‘장소성’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대표
적으로 로버트 모리스의 <L-빔(L-Beam, 1964)>[도판5]과 같은 작품
은 L자 모양의 대형 구축물 세 개가 각각 전시 공간의 바닥에 눕혀져 놓
여 있고, ᄀ자 모양으로 붙어 있고, 천장에 가까운 벽에 ᅳ자로 붙어있다.
이제는 더 이상 조각이 좌대 위에 올라가 있지 않고 전시 공간에 밀착해
있으면서 그 장소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으며, 관객들이 구축물 밑으로나
그 주변을 탐색하도록 되어 있다. 미니멀리즘을 장소 특정적 미술의 기원
으로 놓고 있는 권미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회화나 조각 같은 전통적인 매체의 한계들 뿐 아니라 그것들의 제
도적 배경을 넘어서려는 (네오-아방가르드적인) 미학적 열망, 의미
를 미술 오브제 내부로부터 그것의 맥락의 우발성으로 이동시키려
는 인식론적 도전, 낡은 데카르트적 주체 모델로부터 살아있는 신체
적 경험의 현상학적 주체로의 급진적 재구성, 예술 작품을 수송 가능
하고 교환 가능한 상품으로 유통시키는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의 물
리적 힘에 저항하려는 자의식적 욕망, 이러한 모든 긴급한 요구들이
장소의 실제성으로의 미술의 새로운 밀착에서 합쳐졌던 것이다.16)

미술에서의 장소에 대한 관심은 미니멀리즘 이후 대지미술, 제도비판
미술, 개념미술 등에 의해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 및 확장되었다. 특히 이
들은 미술시장과 미술제도, 미술자본의 논리에 잠식되지 않기 위해 장소
를 미술작품 자체로 제시하거나 미술의 장소를 물리적 장소 이외에도 사
회적·제도적 장소로 인식하여 미술을 둘러싼 암묵적인 제도와 관습을 폭
로하는 비판적인 실천들을 수행하였다. 대지미술에서 이와 같은 작업을
했던 대표적인 작가로는 로버트 스밋슨(Robert Smithson), 마이클 하이
저(Michael Heizer), 월터 드 마리아(Walter de Maria) 등이 있다. 이

16) Miwon, Kwon. op. cit. p. 12.(강조는 연구자)

14

들은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에 걸쳐 대지 작업을 전개해 나갔다. 대부
분의 대지미술가들은 미술관이라는 제도적 장소에서 벗어나 생활주변에서
멀리 떨어져있거나 거대한 부지에서 작업함으로써 미술 오브제를 미술관
과 미술시장으로 포섭하려는 제도적 관습에 저항하고자 하였다. 일례로
로버트 스밋슨의 <사이트/논사이트(Site/Non-Site, 1966-68)> 작업은
뉴저지의 쓰레기장인 베이욘, 버려진 비행장인 파인 배런, 죽은 바다로
불리는 모노레이크와 같이 산업사회의 폐허, 붕괴 등을 나타내는 장소17)
에 특정적인 작품으로, 이러한 사이트(Site)에서 채취한 자갈, 흙, 돌 등
을 사이트를 가리키는 사진, 지도, 경구들과 함께 논사이트(Non-Site)라
는 제목 하에 미술관에서 전시하였다.[도판6] 논사이트를 통해 관객은 사
이트를 연상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사이트를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었
다. 또한 논사이트가 가리키는 사이트 자체도 ‘열린 한계’이자 ‘가장
자리’로서 어떤 하나의 정체성을 갖는 장소가 아니며, 이에 의미로 환원
될 수 없으므로 “논사이트가 사이트를 지시할지라도 사이트 자체는 열려
있고 구속받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18) 이처럼 사이트와 논
사이트는 서로를 붙잡아두지 못하며 서로를 계속해서 구성하고 해체하는
변증법적 운동을 통해 하나의 고정된 의미를 생산하지 않는다. 스밋슨의
작업은 화이트 큐브19)라는 추상적 장소가 아닌 실제의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장소가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 의미나 내용과 관련된
17) 로버트 스밋슨은 사이트 선정에 있어서도 장소면서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하자면 그
자체도 중심이 없는 곳을 선정했다. 광활한 황무지, 버려진 폐허, GPS로 찾을 수 없는
곳을 사이트로 명명하고, 논사이트로서 이러한 부재의 감각을 오히려 물질적으로 보여
주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사이트로서 비물질성을, 논사이트로서 물질성을 함축함으로
써 장소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뒤바꾸어 버린다.
18) 김진아, ｢로버트 스미슨의 작품과 미술이론에 관한 연구 : 경계의 변증법｣, 서울대학
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 45에서 재인용.
19) 브라이언 오도허티는 모더니즘의 역사는 화이트 큐브로 대표되는 갤러리 공간에 의
해 만들어졌다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공간은 예술작품이 예술이라는 사실을 방해하는
모든 단서들을 작품에서 제거함으로써 이상적이고 영원한 관념적 공간이라고 설명한
다; “그늘 없이 하얗고 깨끗한 인위적 공간은 미학이라는 기법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미술작품들은 감상을 위해 액자에 끼워져 벽에 걸리고 여기저기 분산된다. 작품
의 청결한 표면은 시간의 흐름과 그에 따른 변화로부터 차단된다. 미술은 진열이라는
일종의 영원성 안에 존재한다. 거기에는 비록 수많은 ‘기간’이 존재하지만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브라이언 오도허티, ｢갤러리 공간에 대한 언급들｣, 윤난지 엮, 전
시의 담론, 눈빛, 2007, p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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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닌, 오히려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비판적 형태의 작업이었던 것이다.
미니멀리즘의 맥락적 사유 방식은 대지미술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제도비판 미술과 개념미술로 이어졌다. 말하자면 오브제가 전시되는 공간
과 오브제를 관람하는 관객 주체의 보편성이라는 가정에 도전했던 미니멀
리즘의 방식은 제도비판 미술과 개념미술에 이르러서는 관람 주체와 전시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틀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관람 주체의
계급,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가 중요해지고, 순수하고 중립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전시 공간의 온도, 습도, 채광, 조명, 공간 등이 제도적 위장, 곧
이데올로기적 기능에 복무하는 규범적인 전시 관습으로 이해되었다.20)
이에 1960년대 말부터 1970년에 등장한 제도비판 미술은 미술관, 미술
제도 등에 의해 미술이라고 규정되어지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적 탐구를
목적으로
Graham),

하였다.
마르셀

마이클

애셔(Michael

브로타에스(Michael

Asher),

댄

Broodthaers),

그레이엄(Dan
다니엘

뷔랭

(Daniel Buren), 한스 하케(Hans Haacke) 등에 의해 주로 행해진 제도
비판 미술은 미술 공간의 물리적 요소를 확장시키거나 강조하는 것을 기
법으로 삼았다. 미니멀한 구축물에 습기가 침투하도록 하여 미술관의 습도
를 강조한 한스 하케의 <응결 큐브(Condensation Cube, 1963-65)>[도
판7], 미술관 벽의 치수를 직접 그 벽에 기록하여 물질적 요소를 가시화
한 멜 보크너(Mel Bochner)의 <측정(Measurement, 1969)>[도판8], 미
니멀리즘적 줄무늬 작업이 갤러리의 내부로부터 창밖까지 이어짐으로써
전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노출한 다니엘 뷔랭의 <틀 안, 그리고 그 틀을
넘어서(Within and Beyond the Frame, 1973)>[도판9]와 같은 작업들
은 물리적인 전시 공간을 둘러 싼 제도적 압력을 폭로하고자 하였다.
제도비판 미술이 미술을 둘러싼 미술 외부의 제도적 한계를 주로 비판
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개념미술은 ‘미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지면서 미술의 개념 자체를 의문시하였다. 미술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여겨지는 양식과 기법, 재료와 매체, 내용과 형식 등을 떠나 무엇
이 미술이 될 수 있는가를 연구함으로써 미술 개념을 이루는 ‘의미’나
‘언어’에 주목하였다. 이에 개념미술은 주로 미술 오브제로 구축되기
20) Miwon, Kwon. op. cit.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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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아이디어, 언어와 개념과 같은 ‘비물질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졌
다. 초기의 개념미술은 솔 르윗의 <붉은 색 정사각형, 흰색 문자들(Red
Square, White Letters, 1963)>[도판10], 로버트 모리스의 <미학적 철
회에 대한 진술(Statement of Aesthetic Withdrawal, 1963)>[도판11]
등과 같이 미니멀리즘과 팝, 레디메이드의 혼합적 양상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1968년21)에 조직적으로 등장하게 된 개념미술가들은 그 당시의 모
더니즘 미학 및 사회적으로 억압적인 권위에 대한 비판에 일부분 동참하
게 되었다.
권미원은 이 같은 실천들에서 미술의 장소가 물리적 장소로부터 사회
적·제도적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이러한 장소 특정성
은 미술의 한계 내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것에 미술가들이 ‘개
입’하는 실천을 가리킨다.
이러한 장소에 “특정적”이라 함은, 제도적 관습들의 숨겨진 작동
들을 폭로하기 위해, 즉 제도들이 미술의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가치
를 조절하기 위해 미술의 의미를 만드는 방식들을 밝히기 위해, 오
늘날의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과정들에 연루된 그것
들의 관계를 명백하게 만듦으로써 미술과 그 제도들의 자율성의 허
상을 깨뜨리기 위해, 그것들을 독해하고/하거나 재부호화한다는 것
이다.22)

(2) 통합적 장소 특정성
그렇다면 다시 공공미술에서의 장소 특정성으로 돌아와서 통합적 장소
특정성이 공공미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갔는지를 살펴보자. 공공공간으

21) 1969년 1월에 세스 지겔라우프(Seth Sigelaub)에 의해 첫 번째 개념미술 전시가
개최되었다. 지겔라우프는 1월 31일에 뉴욕의 52번가에 있는 빈 사무실을 빌려 전시
기간 내내 비워둔 채 ‘개념으로 이루어진’ 전시를 진행하면서 <1969년 1월 5-31
일>이라는 제목의 전시 카탈로그만 제작하였다. 이 전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언
어와 개념으로 이루어진 카탈로그 자체였다.
22) Miwon, Kwon. op. cit.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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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미술 모델이 갖는 통합주의적인 목표는 공공장소 속의 미술이라는
초기 모델이 지녔던 공공미술의 장식적 기능에서 벗어나 공공미술의 미학
적 가치보다는 사용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공공디자인의 성격을 띠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미술의 새로운 목표는 장소의 미적 경험 외에 감상자
를 작품 안으로 통합시키려는 예술적 실천이었다.23) 이렇게 하여 1970년
대 말에 미술가와 도시 개발자들과의 공동작업으로 발전된 공공미술은
‘새로운 공공미술(New Public Art; NPA)’이라고 불렸는데, 새로운 공
공미술의 목표는 예술가가 작품을 창조한다거나 예술작품을 건물 또는 장
소에 부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사고를 도시개발의 과정 안으로 직
접적으로 편입시키고 이용자들 또는 주민들 사이에 소통의 과정들을 창출
하는 것이었다.24)
이러한 새로운 공공미술의 대표적인 사례는 1980년대 뉴욕의 신축 구
역인 배터리파크 시티 개발 사업이다. 배터리파크 조성사업의 마스터플랜
에서는 공공미술이 공원 개발 이후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의
첫 단계에서부터 통합적 환경의 일부로 고려되어 기획되었다.25) 그리하여
배터리파크의 공공장소에서는 미술가가 건축가, 조경사와 긴밀히 협업하여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미술가 메리 미스는 배터리파크의 <사
우스 코브(South Cove)> 프로젝트에서 조경사 수잔 차일드와 건축자 스
탠턴 엑스터드와 함께 허드슨 강가를 따라 산책할 수 있는 에스플러네이
드를 조성하였다.[도판12] 이는 일반 보행자들을 위한 산책로로 세계적으
로 유명한 미술가들의 공공미술로 꾸며졌다. <노스 코브(North Cove)>
프로젝트에는 건축가 세자르 펠리, 조경 건축가 폴 프리드버그, 미술가 스
콧 버튼, 시아 아르마자니가 협업함으로써 이용자들을 위한 <네 개의 화
강암 의자>, 뉴욕의 열기를 축하하는 월트 휘트만, 프랑크 오하라의 시구
가 새겨진 청동 울타리 등을 만들었다.[도판13]
기실 뉴욕의 배터리파크 시티 개발 사업은 여러 저명한 건축상과 도시
23) 우베 레비츠키, 모두를 위한 예술? 공공미술, 참여와 개입 그리고 새로운 도시성 사
이에서 흔들리다, 난나 최현주 역, 두성북스, 2013, p. 144.
24) 위의 책, 같은 곳.
25) 김진아, ｢뉴욕의 (재)개발 사업과 공공미술 : 배터리 파크시티를 중심으로｣, 현대미술학
논문, 12권, 2008,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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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상을 수상했으며 미술과 건축 간의 성공적인 융합 및 도시개발 사
업에 있어 참고할 만한 롤모델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모니카 바그너, 로잘
린 도이치 같은 미술 비평가들은 도시개발 계획에 적용된 장소 특정적 공
공미술의 통합주의적 적용이 자본주의적 체제 하에서의 도시의 차별화, 상
품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이렇게 개발된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을
추방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은폐한다고 비판하였다.26)
이렇듯 장소 특정성이 도시개발 및 도시정책과 맞물려 통합주의적 목
표를 산출하는 공공미술이 될 때,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로 인한 도시
의 심미화, 관광지화, 차별화 전략에 종속되어 미술의 공적인 참여와 실천
은 소비주의로 변질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 전체의 심미
화라는 사고는 점차 도심의 소비 공간을 장식적으로 조성한다거나 이윤을
위하여 상품 세계를 미화한다는 의미로 축소되었다. 그리하여 이 때의 장
소 특정성이란 개념은 앞서 미니멀리즘 미술에서 유래한, 미술이 자리 잡
고 있는 장소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그것을 해체하는 실천이 아니라, 단
지 도시 마케팅의 목적으로 특성 있는 장소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능이
라고 할 수 있다.27)

3) 장소 특정적 공공미술의 한계
이와 같이 장소 특정성 개념을 두 가지로 살펴보았을 때, 미니멀리즘에
서 유래한 장소 특정성은 미술의 개입적, 비판적 실천으로, 공공미술의 도
시계획적 목표로 유입된 장소 특정성은 장소와 공중들에 대한 통합적 실
천이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펼쳐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미술에서
개입적 장소 특정성을 실천한 미술과 통합적 장소 특정성을 실천한 미술
의 승자는 누구였을까? 권미원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 두 가지 장소 특정
적 실천들의 사례를 들면서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었음을 기술한다. 권미
26) 우베 레비츠키, 앞의 책, p. 169.; 이는 서울의 청계적 복원 사업과 일맥상통한 현상
이다.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청계천 일대를 이루고 있던 자영업자들은 축출되고 그 지
역은 관공서 및 세계적 기업의 빌딩, 상업시설 등이 자리 잡게 되었다.
27) 우베 레비츠키, 앞의 책,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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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개입적 모델로 당시의 기능주의적·통합주의적 장소 특정적 공공미
술을 비판한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와, 작품이 세워질 장소의 주민
들에게 통합되고자 했던 존 에이헌(John Ahearn)의 실패 사례를 통해 공
공미술에서 장소 특정성의 효력이 사그라졌으며 이는 장소 특정적 공공미
술의 한계라고 설명한다.
리처드 세라의 <기울어진 호(Tilted Arc, 1981-1989)>[도판14]는
1979년 미 행정관리청(GSA;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의 의뢰
를 받고 제작되어 1981년에 설치되었던 미니멀리즘 형식의 조각으로, 높
이 365센티미터, 길이 36미터의 육중한 강철 조각이 연방 광장을 가로지
르며 놓였다. 세라는 당시 공공미술의 건축적 유용성을 중시한 건축과 도
시 디자인의 기능주의 모델에 개입하여 조각의 무용성과 장소 특정성이라
는 양자의 언어로 이를 비판하고자 하였다. 즉 세라는 작품이 설치되는
장소 혹은 건물에 통합적이어야 하고 장소를 이용하는 공중들에게 휴식과
편안한 경험을 선사해야 한다는 통합적인 장소 특정적 공공미술에 대한
비판 뿐 아니라, 도시의 공공공간이 모든 공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
가 아니라 배제와 차별, 축출 등을 감추고 있는 장소라는 사실에 대한 비
판을 장소 특정적 미술로서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세라는 <기울어진 호>
라는 개입적인 실천을 통해 이것을 관람하는 주체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
해 비판적으로 자각하길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연방 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의 소리가 커지면서 <기
울어진 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1985년에 있었던 일련의 청문
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로 제시되었고, 판결 과정을 관장하는 공무원
들은 조각의 제거를 요구하는 것이 곧 대중의 입장에서 그들의 필요와 이
해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28) 세라의 작품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란 이 철벽 때문에 광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고, 이 철벽
이 세워지기 이전의 시민친화적인 광장을 되찾고 싶다는 것이었다. 사실
상 광장의 거주자들이나 이용자들은 사람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건물
에 대항해 직접 시위를 하는 대신 세라의 작업을 향해 분노를 분출하였던
것이다.29) 따라서 세라의 작품이 구현하는 개입적인 장소 특정적 공공미
28) Miwon, Kwon. op. cit.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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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도시 발전과 미화, 통합에 용이한 공공미술을 지키고자 하는 보수주
의자들과, 장소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작품을
설치한 엘리트 미술가에 대해 반대하는 진보주의자들 양자의 기묘한 제휴
에 의해 ‘대중’이라는 이름으로 폐기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1989년에 <기울어진 호>는 철거되었고, 이 사건은 공공미술에 대한 공동
체 지향적 접근 방식이 암시적으로나마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건이 되었으
며, 공공미술 후원의 심사에 ‘공동체’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30)

이에 따라 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이 공공미술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
지해야 한다는 여러 지적들을 바탕으로 사우스 브롱스 44번 구역 경찰서
의 ‘미술을 위한 퍼센트’ 프로그램은 해당 작가로 그 지역에서 오래 살
면서 지역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주민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기
도 했던 존 에이헌을 선정하였다. 장소 특정성에서 이러한 공동체 특정성
으로의 전환은 세라식의 장소 특정성이 아닌, 지역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지역 주민들에 동화되는 공공미술 작품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에이헌은 범죄율이 높고 폭력적인 장소라는 브롱스에 대한 부정
적 이미지에 대항하여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온 몇몇 주민들을 재현
한 인물상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들이 정감 있고 긍정적이며
유쾌한 모습으로 재현되도록 하였다.[도판15] 뿐 아니라 에이헌은 이 작품
이 특권적이고 권력을 가진 기관들의 상징이 되기보다 그 지역의 아프리카
계 미국인과 푸에르토리코계 이민사회를 위한 작품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1991년, 지역의 세 인물을 청동으로 주조하여 색을 입힌 조각
상이 경찰서 맞은편에 설치되었을 때 그의 작품은 세라의 작품과 마찬가
지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마주치게 되었다. 먼저 경찰서 건물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하던 행정관리국의 흑인 공무원들은 에이헌이 ‘백인’이기
때문에 지역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대변할 수 없으
며, 이 작품들은 인종차별적이라고 비판했던 것이다. 또한 한 지역 주민
은 이 작품이 사우스 브롱스 지역의 불량한 범법자들을 미화한다고 비판
29) 우베 레비츠키, 앞의 책, p. 159.
30) Miwon, Kwon. op. cit.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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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즉 에이헌이 이 세 인물을 마치 지역 공동체의 대표인 냥 제시함
으로써 근본적으로 브롱스에 대해 외부인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들
을 재생산한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과 지역의 주민들에게 동화되
고자 시도했던 에이헌의 작품들은 미술가 개인의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지
역 주민들에게는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작품으로 다가왔기에 실패한
공공미술이 되었다.
이러한 실패에 대해 권미원은 에이헌의 작업에서 나타난 통합적 장소
특정성 모델이 지역 공동체에 적용되었을 때 기대되는 지점들이, 물리적
인 공공장소에 적용되었을 때 기대되는 지점과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한
다. 즉 에이헌이 브롱스 지역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에이
헌의 세 조각상이 지역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미술가와 공
동체 사이에 그리고 미술 작업과 공동체 사이에 동일한 정체성이 있을 것
이라는 기대와 가정을 보여준다는 것이다.31) 다시 말해, 에이헌은 지역
주민들과의 친밀성과 그것이 구현된 작품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강조
했다. 이것은 공공미술이 건축 디자인이나 주변 환경에 통합되는 것과 다
른 양상인데, 이 경우에 장소는 사회적 실체로서의 공동체인 것이다. 에
이헌은 브롱스에 오래 살았고, 브롱스 지역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이
연속적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생각했던 브롱스 사람들의 쾌활하고 자부
심이 강한 정체성을 작품으로 재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브롱스 공동체의 정체성은 흑인 공무원들이 생각한 그것과, 여타 지역 주
민들이 생각한 그것과 일치되지 않았다. 아니, 그것은 일치될 수 없는 것
이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동일성은, 이후 Ⅱ장에서 살펴볼 테지만, 처음부
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작품은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에이헌은 조각상을 자진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
이상의 두 가지 사례로 살펴본 장소 특정성의 개입적 모델과 통합적
모델 양자의 외관상의 실패는 장소 특정적 공공미술의 한계를 보여준다.
먼저 개입적인 장소 특정성은 작품이 놓인 장소가 은폐하고 있는 공공,
공공성의 문제를 폭로하고 일깨우려는 비판적 예술실천으로서 의의를 갖
지만, 그 의미가 관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힘들 경우 혹은 일상에 대
31) Miwon, Kwon. op. cit.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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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침해로 간주될 경우 엘리트적 미술가의 독단이라는 비난이 따른다. 반
면, 통합적인 장소 특정성은 관객들의 자아 정체성을 그와 동일한 정체성
을 갖는 작품 혹은 미술가를 통해 긍정함으로써 문화적으로 강화된 주체,
정치적으로 힘이 강화된 사회적 주체를 생산한다.32) 하지만 공동체를 구
성하는 것으로 여겨진 동일성, 정체성이 갖는 모호함 때문에 ‘공공’이라
는 같은 영역을 두고 이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과 더불어 윤리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렇다면 장소 특정적 공공미술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본고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한 공동체 기반 공공미술
(community-based public art), 즉 주로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이라고 불리는 미술 실천에서 이러한 한계가 ‘외관
상’ 극복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공동체 기
반 공공미술은 사회적으로 주변부에 있는 공동체와 협업함으로써 ‘공
공’이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에서 배제된 이들을, 공동체와의 협업이라
는 평등한 방식을 통해 다시 ‘공공’의 영역으로 포섭시키고자 한 것이
다. 이에 본고는 공동체 기반 공공미술은 공동체를 미술 생산에 있어 가
장 중요한 생산자로 끌어들임으로써, 그리고 공동체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쟁점들을 미술가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함으로써 장소 특정적 공공
미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
럼 이러한 극복은 외관상의 극복일 뿐이며, 공동체 기반 공공미술 역시
그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는 동일성의 문제와 사회적 참여의 문제로 한계
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2. 공공미술과 공동체 미술
1) 공동체 미술의 등장 : 공동체 기반 공공미술
1980년대 후반부터 미술가와 관객 사이에 존재하는 위계를 없애고,

32) Miwon, Kwon. op. cit.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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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람들의 참여를 작품의 중심에 놓는 미술 실천들, 다시 말해 ‘공
동체’ 자체를 미술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포함시키는 공동체적 미술 실천
들은 주류 미술 담론의 외부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60년대 이래로
모더니즘 미학을 해체하고자 했던 미술 실천들 내부에 여전히 남아 있었
던 요소, 즉 미술작품과 관객 사이의 보이지 않는 위계가 와해되는 결정
적 지점에 오게 된 것이다.33) 또한 미술가가 특정 공동체와 협업을 하고,
공동체의 목소리를 미술에 참여시키려는 민주적 열망은 이제 더 이상 미
술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체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문화적 실
천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페미니즘 미술가 수잔 레이시(Suzanne Lacy)는 공공미술에서 이 같
은 변화를 가능하게 한 주요한 계기는 오랫동안 공공미술과 공공장소에서
의 미술에 대한 공인된 서사, 즉 조각에 의해 지배된 서사의 밖에서 작업
해 온 주변부 미술가들의 담론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한다.34) 그리하여 레
이시는 1950년대 후반의 해프닝 및 행동주의 미술에서부터 시작하여 60년
대의 페미니즘과 맑스주의, 소수민족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미술 실천들을
그 기원으로 놓는 대안적 역사를 제시한다.35) 레이시는 이러한 운동들이 80
년대 후반까지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았고, 중심적인 미술담론이나 혹은
공공미술 그 자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지만, 80년대에 정치사회적 영역에
서 발생한 보수주의적 선동과 인종차별, 문화전쟁, 검열, 에이즈와 생태계
의 위기 등의 요인들이 공공적 성격을 지니는 미술에 대한 관심을 낳는 일
에 협력했다고 주장한다.36)
33) 미니멀리즘에서 관객의 신체적 현전을 작품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다고 해도, 관객이
작품의 구상과 제작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작품의 주체는 여전히 미술
가 자신이었고, 작품의 완성을 위해 관객이 요구된다는 것은 미술가의 구상에서 드러
난 것일 뿐이었다.
34) Lacy, Suzanne. op. cit. p. 25.
35) 행동주의는 1960년대 미국에서 단호한 정치적 동기를 가지는 예술적 실천으로서 발
생하였다. 레이건 정권 시기에 그랜 퓨리(Gran Fury) 또는 그룹 매터리얼(Group
Material)같은 예술가 그룹이 이 흐름에 있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사회 비용을 삭감
한 사건으로 인해 행동주의가 중요해졌다. 물론 그들은 사회의 폐해를 지적하고 개선
을 요구하고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했다. 그들이 보인 행동으로는 공공 시위 또는
각종 미디어에서의 선전활동이 있다. 그들은 문제점들에 대해 공중이 관심을 갖게 하
거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나 입장을 그런 식으로 전달하려 한 것이
다.(우베 레비츠키, 앞의 책, pp. 172-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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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공공미술의 세 번째 패러다임, 즉 공동체와의 협업과 사회적 참
여를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공공적 관심을 위한 모델’이 등장하게 된다.
이 모델은 비평가 알린 레이븐(Arlene Raven)이 이름을 붙였고,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이라는 표제 아래 레이시가 가장 설득력 있게 이론화한 것
이다.37) 레이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공미술이라고 불려왔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장르 공공미
술, 즉 폭넓고 다양한 관객과 함께 그들의 삶과 직접 관계가 있는
쟁점에 대하여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인 매
체를 사용하는 모든 시각예술은 사회 참여에 기반을 두고 있다.38)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은 미술가와 관객(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작품의 주
제로 삼아, 공동체와 소통하고 공동체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주로 소외된
공동체와 관련된)을 중심으로 협업하고 연대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지며
윤리적으로 건전한 실천들을 지향하였다.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에서는 전
형적 예술이 가진 고유한 방향은 해체되고, 논의의 장소 또는 여론 형성
의 장소로서 공공영역의 정치적 측면이 매우 강조되었다.39) 이렇듯 대략
40년 동안 진행된 공공미술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미술의 장소를 공동체로
확장시킴으로써 공동체 기반 미술(community-based art), 곧 공동체 미
술(Community art)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귀결되었다.
앞서 개입적인 장소 특정성이 공공, 공공성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의미하
는 바와 그 안에 속하는 공간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비판
적 성찰을 이끌어낸다고 말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동체 미술은 주
로 사회적으로 주변부에 위치한 집단들, 곧 ‘공공’의 영역에 편입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들을 주제로 미술가와 협업하면서
공중으로서 자리 잡도록 하는 실천과 관련된다. 그리고 공동체 미술가들은
36) Lacy, Suzanne. op. cit. p. 28.
37) 존 맬페드(John Melpede), 다니엘 마르티네즈(Daniel Martinez), 호프 샌드로
(Hope Sandrow), 길레르모 고메즈-페나(Guillermo Gomez-Pena), 팀 롤린스(Tim
Rollins)와 K.O.S., 페기 딕스(Peggy Diggs) 등의 작가가 이에 해당한다.
38) Lacy, Suzanne. op. cit. p. 19.
39) 우베 레비츠키, 앞의 책,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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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천이 공공미술의 진정한 목적이자 기능이라고 보았다. 요컨대 공
공미술은 단지 공공장소에 작품을 설치하거나 장소와 조화로운 디자인적인
작품들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공공장소와 공중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반성과 주류 담론에 속하지 못한 소수자 담론을 공공의 관심사로 돌리
는 미술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체 미술은 구체적으로 어떤 미
술을 말하는 것일까? 이에 공동체 미술의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993년에 독립 큐레이터 매리 제인 제이콥(Mary Jane Jacob)이 기
획한 <행동하는 문화 :

시카고에서의 새로운 공공미술(Culture In

Action: New Public Art in Chicago)>은 레이시가 새로운 장르 공공미
술이라고 부른 일련의 공동체 기반 공공미술의 전형을 보여주는 전시였
다. 기존의 장소 특정적 공동체 기반 미술들이40) 물리적이고 현상학적인
장소를 기반으로 한 전시들이었던 반면에 <행동하는 문화>에서는 장소를
정치·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이전 전시들
과 다르며, 이 장소에서 실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와 협업한다는 점에서
예술가들의 관심이 사회적 개입과 공동체로 옮겨졌음을 보여준다.41)
<행동하는 문화>는 시카고 시 전체를 무대로 삼아 진행된 8개의 프로
젝트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전의 공공미술 모델들에 대한 대안으로써 <행
동하는 문화>는 미술 작업의 창작에서 다양한 공동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초점을 맞췄다.42) 이 전시에 초청된 작가들은 전시를 주최한 스
컬프처 시카고의 행정원들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단체나 조직과 연계하
여 협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43)
40) 1987년에 열린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Sculpture Projects Münster)>, 1991년에
열린 <과거와 함께하는 장소: 찰스톤의 스폴레토 페스티벌에서의 장소 특정적 미술
(Places with a Past: New Site-Specific Art at Charleston's Spoleto Festival)>
과 같은 전시를 말한다.
41) Bishop, Claire. op. cit. p. 195.
42) Miwon, Kwon. op. cit. p. 100.
43) 전시에서 수행된 8개의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① 케이트 에릭슨(Kate Ericson)
과 멜 지글러(Mel Ziegler)가 오그던 코츠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만든 공공주택 거주
민의 생활을 반영하는 채색도표인 <토지 소유권(Eminent Domain)>, ② 이니고 망글
라노-오발(Iñigo Manglano-Ovalle)과 웨스트타운 베키노스 비디오 채널, 그리고 <스
트리트 레벨 비디오(Street-Level Video)> 그룹의 비디오 설치 작업인 <텔레-베신
다리오(Tele-Vecindario)>, ③ 사이몬 그레난(Simon Grennan)과 크리스토퍼 스페
란디오(Christopher Sperandio)가 제과 회사의 노동자들과 함께 초콜렛 포장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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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는 공동체와 협업하고 사회적 쟁점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오브제로 영구히 남지 않는 과정 중심적인 일시적인 이벤트로 진행되었
다. 공동체와의 상호 소통에 미술 작업의 주안점을 두면서 그들을 미술
생산자로 끌어 들이고 미술의 사회적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러한 공공미
술은 모더니즘의 개인주의적 미학에서 탈피해 공동체주의적이면서 사회적
참여를 실천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갔다.44) 그리하여 공공미술의 초
기 장소 특정성은 공공 조각의 형태로 시작하여 관객 특정적 관심(주어진
장소를 점유한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작업)으로 옮겨가면서 공
동체 특정성으로 교체되었다. 이는 공공미술의 기능이 미학적 기능에서
사회적 기능으로 이동한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장소가 민족, 젠더, 지리
적 접근성, 정치적 입장, 종교적 신념,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계급 등의 경
험에 기초한 공동의 정체성을 공유한다고 가정된 사람들로 교체되었음을
보여준다.45)
이렇듯 장소 특정성이 공동체 특정성으로 교체되면서 미술의 내용은
미술가가 협업하고 있는 공동체의 정체성 혹은 미술가와 공동체 공동의
관심사인 사회적 쟁점과 관련되었다. 그리고 공동체 미술에서 공동체의
유형은 전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되고 해체되거나, 혹은 전시를 위해
구성되었지만 전시가 끝난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지속되는 공동체가 있는
반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와 협업하거나 프로젝트의 주제가 하나의
고정된 정체성과 이미 밀착되어 있는 프로젝트도 있었다.

을 제작한 <We Got It>, ④ 다니엘 J. 마르티네즈(Daniel J. Martinez)가 시카고의
멕시코계 미국인 집단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집단과 함께 연출한 퍼레이드인 <제스처의
결과(Consequences of a Gesture)>, ⑤ 로버트 피터스(Robert Peters)의 전화 여
론 조사 <타인에게 욕설하기(Naming Others)>, ⑥ 시카고 출신 4명의 작가들로 구성
된 하하(Haha) 그룹이 시카고 지역의 에이즈 환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채소와 약초
를 재배한 프로젝트인 <플러드(Flood)>, ⑦ 마크 디온(Mark Dion)이 시카고에 있는
두 곳의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중앙아메리카의 밸리즈 강을 여행하면서 그곳의 생태
문제를 체험하고 연구한 <시카고 도시 생태활동그룹(Chicago Urban Ecology Action
Group)>, ⑧ 공동체를 통한 사회 공헌과 사회 복지 활동에 헌신한 100명의 시카고
출신 여성들의 이름을 돌에 새겨 전시한 수잔 레이시의 <풀 서클(Full Circle)>과 여성
들과의 저녁식사[도판16].
44) Gablik, Suzi. “Connective Aesthetics: Art after Individualism,”Lacy,
Suzanne. op. cit. p. 76.
45) Miwon, Kwon. op. cit.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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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로 대표되는 공동체 미술
에서 ‘공동체’라는 용어에 대한 이론가/비평가, 미술가, 참여자들의 합
의가 부족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 개념 자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부재
하다는 것이다. 기실 미국에서 공동체라는 용어는 미술에서보다는 정치사
회적 영역에서 더 먼저, 더 자주 사용되고 있었다.46) 그리고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의 뿌리가 정치적 행동주의 및 공동체주의와 맞닿아 있다면 자연
적으로 여기서의 공동체는 진보주의 진영에서 사용해 온, 정치경제의 지
배적 담론에서 체계적으로 소외되어 온 집단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사회
공헌을 위해 힘써왔으나 주목받지 못했던 시카고 출신 여성들을 대상으로
작업한 레이시나 미국에서 여전히 주변부에 머무르는 멕시코계 미국인 집
단, 아프리카계 미국인 집단과 함께 작업한 마르티네즈의 실천들은 젠더
와 민족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상정한다고 볼 수 있다.
<행동하는 문화> 이외에도 이후에 등장한 여러 공동체 미술 실천은
소수자 집단, 사회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체 등과 협업하는 형태를
유지하였는데, 미술가 개인의 관심이 투영된 사회적 쟁점에 관련된 공동
체와 협업함으로써 미술가가 해당 공동체의 문화적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
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호프 샌드로우(Hope Sandrow)는
1989년부터 1994년까지 사회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홈리스들과 함께

46)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정치적 영역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적 좌파는
기성체제의 타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혁명 사상, 즉 신마르크스주의, 무정부주의, 트로
츠키주의, 흑인 민족주의, 공동체주의, 히피사상, 여성해방운동, 동성애 운동을 받아들
였다. 이들은 1970년대 베트남 전쟁 이후 문화혁명을 통해 미국의 보수적인 가치인
개인주의적 생활방식을 공동체주의적인 생활방식으로 바꾸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나타
나게 된 새로운 생활방식은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대신할 대항문화라고 불렸다.
그들은 새로운 대항문화를 미국 사회에 널리 퍼뜨리고자 하였으며, 그렇게 되었을 때
나타날 새로운 사회는 참여민주주의의 원리에 토대를 둔 공동체사회라고 믿었다. 이러
한 대항문화는 다문화주의 이론으로 변형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백인남성 위주
의 근대 서양문명의 우월감이 파괴되고 해체되는 동시에, 소수인종과 소수세력의 문화
가 존중되는 문화적 다양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처럼 미국에서 공동체
는 정치적 영역에서 진보적 좌파의 사상과 맞물려 공산주의적 이념과 더불어 등장하였
다. 그러나 이후 보수적 우파 역시 공공기관과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를 확대하고 국가
의 권위를 탈중심화하기 위해 공동체 개념을 차용했다. 그들은 좌파적 용법의 공동체
와 대조적으로, 비즈니스 공동체, 의료 공동체, 과학 공동체 등과 같이 지배적인 사회
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 세력들의 몰개성적 정체성을 묘사하는 데 공동체라는 용
어를 동원하였다. (Miwon, Kwon. op. cit. pp. 112-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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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C(Artist and Homeless Collaborative)>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A&HC>의 목표는 홈리스들의 예술 활동을 도와 그들이 자아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들이 함께 수행한 대표적인 작업은 <공동체
퀼트(Community Quilt)>[도판17]인데, 폴라로이드로 찍은 사진들을 벽
면에 배열하고 사진 옆에 보호소 거주자들에게 의미 있었던 인생의 사건
혹은 이슈 등을 적도록 한 작업이다.47) 샌드로우는 1987년부터 뉴욕 차
이나타운에 있는 캐서린 스트리트 가족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는데, 홈리스 문제에 대한 그녀의 개인적인 관심과
연민에서 비롯된 프로젝트는 정치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대중
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예술가 개인에게는 삶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또 다른 사례는 교도소에 수감된 청소년 수감자들과 협업한 던 디도
(Dawn

Dedeaux)의

<영혼의

그림자:

도시

전사의

신화들(Soul

Shadows: Urban Warrior Myths, 1990)>[도판18]이라는 비디오 설치
작업이다. 이 작품은 그녀가 뉴올리언즈에서 작업했던 ‘감옥 안의 미
술’ 프로젝트를 발전시킨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그녀가 18개월 동안 수
감자들과 함께 수행한 다양한 프로젝트들, 비디오 제작, 마스크 만들기
워크샵, 아티스트 북 만들기 등이 포함되었다. <영혼의 그림자>는 여러
대의 모니터와 감시 카메라, 벽화 크기의 사진들, 테이프 음악, 비디오들
의 세트로 결합된 거대한 설치작업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특수하게 디
자인되고 구성된 건축적 공간에 들어가 있었다.48) 그녀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수감자들에게 창조적 과정이 주는 기쁨을 소개하는 것이며, 이러
한 창조적 힘이 영혼을 치료하고 마약과 범죄를 대체해줄 것이라고 생각
하였다. 또한 그녀는 뉴올리언즈의 악명 높은 마약 중개인이자 갱 조직원
인 웨인 하디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그를 인터뷰한 비디오를 제작한
뒤, 하디를 따르는 청소년 수감자들에게 비디오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외부자가 청소년 수감자들을 교육하고 계도하기보다 선망의 대상
47) 김하림, ｢1990년대 공동체-중심 공공미술 : <컬처 인 액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
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 13.
48) Kester, H. Grant. “Aesthetic Evangelists : Conversion and Empowerment in
Contemporary Community Art.” Afterimage, 22, 1995.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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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내부자를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두 사례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인정받으면서 더 많은 민
영재단, 공공기관, 예술 조직의 후원을 받을 수 있었고, 자주 회자되는 진보
적 공동체 미술 모델이 되었다.
공동체 미술은 위에서 본 세 가지 사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미술가
가 공동체와 협업을 통해 비판적이고 사회적인 쟁점을 다루는 미술 실천
이라는 틀은 동일하지만,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들과 관련된
쟁점은 무엇인지, 미술가와 공동체의 협업의 방식은 어떤 것인지, 어떤
미술 매체를 이용하는지 등등에 따라 하나의 장르로 포섭될 수 없이 다양
한 미술들이 생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공동체 미술을 구성하
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 공동체 미술의 핵심을 이루는 ‘공동체’란 과연
무엇인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공통성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을 공동체라고 할 것인가? 미술가와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관객들 전부를 공동체로 간주할 것인가,
아니면 미술 작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공동체로 간주할
것인가? 사실상 공동체 미술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정의되고 무엇을 내포
하는지에 따라 공동체 미술의 양상은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의 미술
가와 비평가, 이론가들에게서도, 공동체 미술가라고 규정되는 작가들의
작품들에서도 드러나 있지 않다. 물론 공동체라는 세 음절의 용어 뒤에는
아주 오랜 시간동안 논쟁되어 온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사유가 있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논쟁 중이기에 섣불리 규정하고자 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
는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공동체 미술에서 공동체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
는 일반적인 수준의 의미, 즉 하나의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여져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를 규정한다고
해도 공동체를 둘러싼 복잡한 사유의 실타래를 가볍게 건너뛸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술가가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고 소통하고 협업하는
공동체는 하나의 대상과도 같은 ‘실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
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공동체 미술은 사회적 참여와 공공적 책무라는 목
표 달성을 위해 ‘공동체’라는 단일한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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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점들을 손쉽
게 뛰어넘으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에 공동체 미술이라는 현상에
드러나 있지 않은, 공동체 미술이 품고 있는 그 이면의 난점들을 알아보
기 위하여 공동체를 둘러싼 담론들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2) 공동체를 둘러싼 담론
(1) 주변화된 집단으로서의 공동체
앞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을 지지하는 작가들, 이론가들,
비평가들 사이에서 공동체에 대한 정의나 공동체 미술로서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
러나 행동주의 미술을 그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본
다면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은 자율적인 미학의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여
성, 노동자, 동성애, 생태계, 식민지 역사, 난민, 그 외에도 사회의 주류에
속하지 못했던 많은 비주류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 내는 쟁점들을 ‘공
공’이라는 언어로 편입시킴과 동시에 역전시키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 지형그리기의 필자 중 한명이었던
주디스 바카(Judith F. Baca)는 공공미술은 그것을 생겨나게 한 사람들
의 일상생활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바카는 “공공미술은
공공공간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개발될 경우, 공동체 내부에서 어떤
기능을 가질 것이고, 심지어 그들이 소리낼 수 있는 현장을 제공할 것이
다. 따라서 사유화된 공공공간에 저항하는 소수민족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으며, 공공미술은 스스로 공적인 발화 현장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자리를 돌려줄 수 있다.”49)고 말한다. 길레르모 고메즈-페냐(Guillermo
Gómez-peña)는 타자성을 억압하는 검열에 대항하여 비무장지대로서의
미술계의 생존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메즈-페냐는 20세기 말의
세계는 정치적, 경제적, 성적, 생태계적인 혼성화와 변화를 겪고 있으며
49) Baca, F. Judith. “Whose Monument Where? Public Art in an Many-Cultured
Society”, Lacy, Suzanne. op. cit.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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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화된 공동체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분석하면서 분할된 공동체를 예술
을 통해 다시 세울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지닌 예술가는 주변화된 공
동체와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하며 공동체성을 세워가야 한다고 주장
한다.50) 또한 비평가 알린 레이븐은 동시대의 사회적 쟁점과 관련된 공공
미술이 다른 공공미술과의 차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 그 미술의 소통적 특
성으로부터 끄집어 낸 비평 언어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에 ‘공동체’
라는 언어는 주변의 배제된 소수자 집단을 포용하며, 상징적 언어라기보다
는 실제적이고 행동적인 것을 가리키는 언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한다.51) 이를 통해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을 지지하는 필자들이 생각하는
공동체는 미국의 정치적 진보진영에서 주장한 공동체주의와 맞물려 사회
적으로 소외되고 주변화되어 공적인 목소리조차 갖지 못한 집단을 가리킨
다고 볼 수 있다.

(2) 타자로서의 공동체
미술사학자 할 포스터(Hal Foster)는 ｢민족지학자로서의 미술가｣라는
글에서 1970년대 이후 미술에 유입된 인류학적 문화 기술지 전략이
1990년대 미술가들의 장소 지향적(site-oriented) 프로젝트52)에서 유용
한 방법론으로 사용되면서 나타난 양상들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전 세계의 미술관이나 관련 기관들이 장소 특정적 프로젝트를 위해 더 많
은 미술가들을 초대하면서, 90년대 초에 개인적 르포르타주와 현지 조사
를 기반으로 한 기록물 조사가 미술에 널리 보급된 양상을 말한다.53)
50) Gómez-peña, Guillermo. “From Art-mageddon to Gringostroika: A Manifesto
against Censorship,” Lacy, Suzanne. op. cit. p. 104.
51) Raven, Arlene. “Word of Honor,” Lacy, Suzanne. op. cit. p. 165.
52) 클레어 비숍은 1989년의 정치적 상황(동구 유럽의 붕괴)에서 나타난 ‘거대 서사’
의 파열 이후로 1990년대에 나타난 주된 변화 중 하나로 ‘예술 작품(work)’에서
‘프로젝트(project)로서의 예술’로의 전환을 든다. 완결된 오브제로서의 예술 작품
을 대체하는 프로젝트로서의 예술은 열린 결말, 포스트 스튜디오, 연구 기반, 사회적
과정, 형식에 있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1990년대 이후
로 이 프로젝트는 예술의 많은 유형들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이 되었다 : 협업적 실
천, 자기-조직적 행동주의 그룹, 초학제적 연구, 사회적으로 참여적인 예술, 실험적 큐
레이팅. (Bishop, Claire. op. cit.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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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소 지향적 프로젝트 중에서 장소에 거주하는 공동체와 협업했
던 대표적인 사례는 프랑스의 피르미니(Firminy) 지역에서 열린 <위니테
프로젝트(Project Unité, 1993)>였다.54) 큐레이터 이브 아페티탈롯(Yves
Aupetitallot)이 기획한 이 프로젝트에서 미술가들은 공통적으로 르 코르
뷔지에가 설계한 위니테 다비타시옹(Unité d'Habitation)이라는 공동 주택
과 관련된 설치미술을 할 것을 요청받았고, 그곳에 거주하는 이민자 공동
체와 협업을 하도록 요청받았다. 아페티탈롯은 위니테 다비타시옹에 거주
하는 알제리 이민자 노동자들이 작가들과 함께하는 토론에 참여할 것을
소망했다. 그는 이 장소를 예술이 사회 내부와 관계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라고 보았고, 이 주택이 이러한 문제제기를 위한 완벽한 틀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55)
하지만 할 포스터는 위니테 프로젝트에서 나타난 두 가지의 준-인류
학적 패러다임을 분석하였는데, 하나는 위니테 다비타시옹이 민족지적 장
소로 취급되었다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곳 거주자의 대부분인 이민
자 공동체가 미술가들의 민족지적 작업을 위해 제공되었다는 점이었
다.56) 또한 할 포스터는 위니테 거주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기증받은 디
Foster, Hal. and Others, Foster, Hal. and Others, Art Since 1900
Modernism, Antimodernism, Postmodernism, Thames&Hudson, 2004, p. 625.;

53)

주로 로타 바움가르텐(Lothar Baumgarten), 프레드 윌슨(Fres Wilson), 마크 디온
(Mark Dion), 르네 그린(Reneé Green) 등과 같은 미술가들에 의해 행해진 장소 특정
적 프로젝트는, (미술관으로부터 요청받은) 특정한 장소를 탐구하고 그 탐구한 결과물
을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로타 바움가르텐의 <도큐멘타 설치 프
로젝트(Documenta
Installation
Project,
1982)>나
<미국
창안(American
Invention, 1993)>, 일 년 동안 메릴랜드 역사협회와 함께 작업하면서 협회의 영구소
장품들을 한시적으로 재배치한 작업인 프레드 윌슨의 <박물관 채굴하기(Mining the
Museum, 1992)>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바움가르텐이 위의 작업을 통해 계몽이라
는 이름으로 억압받았을 토착민들을 탐구했다면 윌슨은 미술관 안에서조차 은폐되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를 탐구했다. 이들은 인류학이라는 똑같은 방법론으로 과거
에 이루어졌던 위계적이고 억압적인 탐구들(원주민에게 탐험가의 시각으로 붙인 이름
들이나 백인 미국인 위주의 전시품들의 배치)을 해체하고 새로운 지도를 그림으로써
미술가 스스로 민족지학적 권위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재배치는 다시금 미술관 내
부에서 전시된다.
54) 피르미니 지역은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지역이었으며, 공동 주택에는 주
로 편부모, 학생들, 이민자들, 노령의 연금 수급자들이 살고 있었다. 주택의 반은 사람
이 살지 않은 채 버려져 있었고, 프로젝트를 위해 초청된 29개 팀의 작가들은 이 빈
방에 직접 거주하면서 주민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55) Bishop, Claire. op. cit. p.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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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텍용 카세트들을 편집한 뒤, 전체 빌딩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아파트
들과 층에 따라 전시한 클레그 앤 구트만(Clegg & Guttmann)의 사례를
들면서[도판19], 작가들은 거주자들이 협업을 위해 기증한 문화 대용물
들을 단순히 인류학적 전시품으로 바꾸었다고 비판하였다.57) 이와 같이
장소 지향적 프로젝트에서 그 장소에 사는 사람들과의 협업으로 프로젝트
가 확장되면서, 준민족지학자라는 지위를 스스로 맡은 미술가들의 작업들
에서 이전의 비판적 장소 특정성의 언어는 사라지고 오히려 비판과 저항
의 대상이었던 권위, 저자성, 독특성, 정체성, 타자성 등과 같은 이슈들이
되돌아왔던 것이다.
장소 지향적 프로젝트에서 나타난 인류학적 모델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미술가들이 민족지학자로서의 권위를 가짐에
따라 협업하는 공동체를 타자화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인류학적 미술 실
천은 주로 타자성을 근거로 하여 타자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거나 그들의
정체성에 동일시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에 할 포스터는 “민족지적
참여관찰자의 원리들은 비판되기는커녕 준수되는 일조차도 드물고, 공동
체는 단지 제한적으로만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그 프로젝트가 협업으로
부터 자기-만들기로, 문화적 권위로서의 미술가를 탈중심화하는 작업으로
부터 신-원시주의의 모습으로 타자를 개작하는 작업으로 빗나가는 것은
거의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하였다.58) 더 나아가 민족지적 권위를 획득
한 미술가가 협업하기로 한 공동체의 정체성 내부에 있게 되면, 미술가는
공동체를 대표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미술가와 공동체가
양자의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환원을 통해 연계될 경우, 장소 지향적 프로
젝트는 정체성의 정치학이 될 위험이 크다.59)
둘째로,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배격해 온 진품성, 독창성, 특이성 같은
모더니즘적 가치들이 장소와 공동체에서 재발견됨으로써, 장소가 고정된
정체성을 생산하고 그 장소에 거주하는 지역 공동체 역시 이러한 정체성
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었고 탐구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장소와 공
56)
57)
58)
59)

할 포스터, 실재의 귀환, 조주연 역, 경성대학교출판부, 2010, p. 302.
위의 책, 같은 곳.
위의 책, 같은 곳.
위의 책,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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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가 갖는 독특한 정체성은 차별화 전략을 따라 수익을 창출하는 신자
유주의 자본주의 원리가 결합됨으로써 경제 개발을 유인하는 문화 상품이
된다. 이에 권미원은 모더니즘 미술 이후로 배격되었던 독창성과 진품성,
독특성 같은 가치들이 미술작품이 아닌 장소로 이동함으로써“진정한 경
험과 역사적, 개인적 정체성의 소재지로서의 장소가 문화적으로 승인받는
결과를 낳았다.”60)고 지적하였다. 즉 여기에는 장소나 장소에 거주하는
공동체가 갖는 독특성을 미술의 새로운 내용으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미술
을 통해 장소와 공동체를 매력적인 곳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자본주의의 논리가 작용하게 된 것이다.

(3) 동일성을 공유하는 공동체
미술사학자 그랜트 케스터(Grant H. Kester)는 앞서 살펴본 공동체 미
술의 두 사례, 즉 호프 샌드로우의 작품과 던 디도의 작품이 홈리스 공동체,
교도소 수감자 공동체라는 ‘정치적으로 일관된(politically-consistent)’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다고 말한다. 물론 이러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정치
적으로 일관된 정체성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기보다 정치사
회적으로 부과된 것임과 동시에, 미술가에 의해 혹은 프로젝트를 위해 구
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케스터는 이러한 공동체 미술은 계도적인 실
천이라고 통렬히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공동체 기반 공공미술 작업들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에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참여자들을 사회적으로 고립된 개인들로 정의하려는 경향
이 존재한다. 즉 미술가에 의해 운영되는 미학적으로 개선된 경험이
이러한 개인들 간 상호연결의 토대와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에 제공
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역동 내부에서 예술가는 대표자의 역
할을 맡고, 후기 자본주의의 원자화된 사회적 폐기물 바깥에서 공동
체 의식을 문자 그대로 ‘창조하려고’ 시도한다.61)
60) Miwon, Kwon. op. cit. p. 52.
61) Kester, H. Grant. op. cit.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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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공동체 미술에 나타나는 미술가-공동체 간의 협업에는 불평
등한 관계가 내재되어 있으며 사회적 약자로 제시되는 공동체는 미술가가
발동하는 미학적 경험을 통해서만 주체로서 임명되거나 그들이 가진 경험
을 미술가에게 착취당할 수도 있다. 유일무이함, 독특함, 독창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 장소가 공동체로 전환됨으로써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
성을 착취하는 문제는 앞서 인류학적 탐구 모델의 장소 특정적 프로젝트
에서 이미 제기된 것이었다. 이는 미술가가 실제 전시를 보러 온 관객들
과도 차별화된 공동체를 스펙터클로서‘전시’할 뿐이다.62) 더 나아가
공동체의 정체성이 더 확고하고 뚜렷할수록 미술가들이 협업하기에 더 편
한 공동체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 집단의 정체성은 단순하고 구체
적인 방식으로 이러저러한 사회적 이슈들을 재현하는 미술작품의 주제이
자 내용이 되고 마는 것이다.63) 이렇듯 공동체 미술에서 나타나는 문제
점들은 공동체 미술과 담론에서 ‘공동체’를 하나의 동일한 조건을 공유
하는 실체로 파악했기 때문에 생겨난다. 이러한 인식은 공동체를 통합된
하나의 주체로 가정하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협업 프로젝트는 공
동체의 정체성 자체를 전달하는 것으로 제시되는 것이다.64)
한편, 케스터가 자신의 논의에서 공동체를 정치적으로 일관된 공동체로
보았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권미원은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을 분석하면
서 나타난 공동체 미술에서의 동일성의 문제를 언급한다. 즉 공동체 미술
에서 미술가와 공동체의 협업은 그 과정에 큐레이터와 미술 행정가들의
개입과 더불어 하나의 정체성을 공유함으로써 차이와 불일치는 암묵적으
로 금기시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다. 권미원은 1992년 르네 그린과

62) 그랜트 케스터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공동체 미술은 전형적으로 ‘예술가’와
(‘권한을 받은’, 창의적으로, 지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적으로, 재정적으로, 제도적으
로, 기타 등등으로 이해되는), 정해진 주체(권한부여, 창의적/표현적 기술들에 대한 접근
을 선험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체로서 정의된) 사이의 교환에 중점을 둔다. 그리하여
‘공동체 미술’에서 ‘공동체’는 주로, 항상 명백하지는 않지만, 예술가 그 혹은 그녀
자신 모두와 문화적, 경제적, 혹은 사회적으로 다른, 혹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관객과
는 다른 것으로 표시된 개인들을 지칭한다.”(Kester, H. Grant. op. cit. p. 14.)
63) Miwon, Kwon. op. cit. p. 146.
64) Miwon, Kwon. op. cit.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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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제인 제이콥, 스컬프처 시카고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를 밝혀낸다. 그린은 <행동하는 문화> 전시 참여 가능성과 관련한 토
론을 위해 시카고에 방문하였는데, 제이콥과 스컬프처 시카고는 그린의 의
사와 상관없이, 그녀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프로젝트를 미리 구상
해놓고 있었다. 그 프로젝트란 그린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과
관련하여 도심 저소득층 구역의 인종갈등에 대한 쟁점을 다룬 것이었다.
실상 그린은 시카고의 건축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생각 중이었으나, 전시
관계자들에 의해 이미 선별된 아프리카계 미국인 게토 지역으로의 여행,
지역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화 조직 대표자들과의 만남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다. 기관의 이 같은 예상으로 인해 그린은 스컬프처 시카고에 참여하
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례 또한 공동체 기반 공공미술에서 작가와 공동체
의 협업이 주로 공통된 정체성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65)
이렇듯 공동체 미술을 둘러싼 여러 담론에서 공동체는 주변화된 집단,
타자, 동일성을 공유하는 집단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
세 가지 공동체 모델 모두 하나의 고정된 본질을 기반으로 하는 단일한
실체로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새로운 장르 공
공미술에서의 공동체와 케스터 및 권미원의 사례에서 나타난 공동체는
‘미술가를 포함하는’ 공동체인 것이다. 이에 미술가가 공동체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반면, 할 포스터에게서 공동체는 미술가의
외부에 놓인 타자로서, 이 때 발생하는 협업은 미술가가 민족지학자라는
권위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용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물론 두 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 미술가와 공동체 사이에는 그 관계를 합의의 협업으로 이끌
어가고자 하는 큐레이터와 미술 행정원들의 조율이 숨겨져 있다.
공동체를 둘러싼 담론 상에서 섬세한 차이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결
과적으로 단일한 실체로 정의된 공동체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공동체 미술
은 “미술가 + 공동체 + 사회적 쟁점 = 새로운 비판적/공공적 미술”66)
이라는 성급한 공식으로 단순화되었다. 이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존중 없이 그들을 하나의 공유된 집단으로 추상화시키거나
65) Miwon, Kwon. op. cit. p. 141.
66) Miwon, Kwon. op. cit.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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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화시키고 마는 폭력적인 행위에 비견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
는 공동체 미술이라는 이름하에 다양한 작품들과 실천들이 생산되었지만
이면에는 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공동체
미술이 다다를 수밖에 없었던 막다른 골목, 그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극
복할 수 있는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3) 공동체 미술의 한계
본고는 공동체 미술의 문제의식, 곧 공공, 공중, 공공장소 등을 규정하
는 지배적인 방식을 비판하고, 그 영역에 포함되지 못하고 배제된 사람들
과의 예술적 협업을 통해 그러한 패러다임에 개입하는 태도에는 옹호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위해 택한 협업과 집단적 생산이라는 방식
은 공동체 미술에 있어 유의미한 방식임에 분명하다. 이는 오늘날의 공동
체 기반 공공미술(comunity-based public art),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New Genre Public Art), 사회문제에 관여하는 미술(socially-engaged
art), 대화형 미술(conversative art), 협업 미술(collaborative art) 등으
로 불리는 미술 실천을 ‘참여미술(Participatory art)’이라는 비평언어
로 정립한 미술사학자 클레어 비숍(Claire Bishop)의 논의에서도 분명하
게 드러난다.
비숍은 자신의 저서 인공적 지옥: 참여미술과 관람성의 정치학
(Artificial Hells: Participatory art and the Politics of Spectatorship)
에서 동시대 미술에서 나타나는 관객의 참여와 미술의 정치적 발언 등과
같은 형태는 이미 20세기 초 다다와 같은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실천들
및 그 이후 네오 아방가르드, 상황주의 인터내셔널 등의 미술 실천에서도
주요한 방식으로 나타났음을 역사적 고찰을 통해 분석한다. 즉 예술과 삶
의 일치를 추구하는 아방가르드적 지향점은 예술의 영역에서 예술가와 참
여자 간의 위계를 없애고, 예술이 곧 삶(정치)이고 삶(정치)이 곧 예술임
을 협업과 집단 생산의 방식으로 구현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방가르드
의 이러한 실천들은 1990년대 이후 ‘사회적 전회(social turn)’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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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예술의 윤리적 실천으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비숍은 동시대 미술에
서 나타나는 사회적 연대와 그 실천에 미학적 가치나 의의는 설 자리를
잃었다고 분석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는 공동체 미술은 그
러한 연대를 요청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기능보다는 “공통
세계의 잃어버린 의미를 다시 부여하고 사회적 관계(연대)의 균열들을 보
수하는 기능으로 전화”67)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미술은
“합의의 범주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데, 이는 불화의 무대의 구성으로서의
정치는 사라지고 오직 분열 없는 공동체의 구성”68)만을 문제로 삼는다.
비숍의 이러한 분석은 공동체 미술의 한계를 분석하는 본고의 논의에
적절한 통찰을 가져다준다. 여기서는 공동체 미술의 한계를 두 층위로 나
누어 살펴보겠는데, 하나는 공동체 미술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
미술에 대한 비평이다. 먼저, 공동체 미술의 주된 방식은 협업이다. 공공
미술에서 이 같은 협업에 대한 강조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라의 공공미
술 이후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작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공공미술
기금 지침의 변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물론 변경된 지침으로 선정된
에이헌이 재현 방식의 문제로, 그리고 그에게 기대된 인종적 동일성의 문
제로 실패하긴 했지만 공공미술에 있어 미술가와 공동체 사이의 위계질서
를 없애기 위해서는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식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협업에서 미술가가 공동체와 갈등 없이 협업하
거나 공동체를 대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공동체와 하나
될 수 있는 미술가의 수행적 능력”69)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
무리 일시적이라고 할지라도 한 미술가가 어떤 공동체의 합법적인 대표로
서 혹은 그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와 함께, 그 공동체를 위해 발언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이 되었다. 동시에 이러한 ‘통일성’의 특성은 그 작품의
예술적 진정성과 윤리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기능한다.”70) 이 같
67) 이영욱, ｢참여미술의 윤리에서의 미학 : 클레어 비숍의 논의를 중심으로｣, 미학, 제
78집, 2014, p. 153.
68) 위의 글, 같은 곳.
69) Miwon, Kwon. op. cit. p. 94.
70) Miwon, Kwon. op. cit.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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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석은 권미원의 탁월한 통찰이다. 결과적으로 에이헌의 실패는 그가
백인이면서 흑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여겼기 때문이며,
스컬프처 시카고와 제이콥이 그린에게 요구한 프로젝트 미팅에도 그린이
가진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
와 마찰 없이 융화될 것이고 이에 윤리적으로 타당한 미술 실천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던 것이었다. 이로써 공동체 미술에서의 협업
은 정체성의 강화를 위한 협업으로서, 공동체 미술은 그 바탕에 미술가와
공동체 사이에 무조건적인 동의와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만 정당한 비판적
미술 실천이 될 수 있다는 난점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것이 난점
인 이유는 공동체 미술의 정당성을 보증해주는 이 정체성이 오히려 공동
체 미술이 비판하고 있는 지배 담론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붙잡는 덫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미술 실천
이 공동체가 바로 그 지배 이데올로기를 넘어서기 보다는 인정하면서 주변
부 정체성에 영구히 남도록 만드는 기제로 작동하지는 않는가? 이에 케스
터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오히려 나는 예술가들이, 공동체들이 그들 스스로를 그것에 반대되
는 것으로 정의하기 위해 투쟁해왔던 지배적인 정치적 이데올로기
들을 강화하는,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발언을 개별화하는 어떤 것을
사용한다는 데에 직면하는 위험에 주목하고 싶을 뿐이다.71)

공동체 미술의 방식에서 나타난 이 난점, 곧 동일성을 강화하는 협업의
방식이 공동체 미술 본래의 비판적 실천에 덫이 되었다는 점이 방식상의
한계라고 한다면 공동체 미술의 비평 또한 이러한 난점들을 강화한다.
비숍은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동시대 미술의 사회적 전회가 이러한 미
술 실천들에 대한 비평 역시 윤리적 성과를 평가하는 비평으로 축소시켰
다고 분석한다. 즉 미술 비평은 공동체 미술에서 나타나는 미적 경험이나
미적인 질보다는 문제해결과 구체적인 성과를 더 결정적인 요소로 평가한
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평이 공동체 미술의 실질적인 효능을 평가
71) Kester, H. Grant. op. cit.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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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미학적 의의에 초점을 둔 전통적인 미술 비평과
거리를 둔, 좀 더 진보적인 시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공
동체 미술의 실천이 전통적인 미술 실천들과 다른 사회적 참여, 즉 미적
경험의 창조나 미학적 질을 성취하기 보다는 사회적 변화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리하여 미술 영역 외부의 사회적 프로젝트와 외관상 더 가깝다
면, 비평 또한 전통적인 미술과 공동체 미술의 비교가 아닌, 공동체 미술
프로젝트와 사회적 프로젝트의 비교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비숍의
주장이다. 따라서 공동체 미술의 사회적 성과를 비평의 기준으로 삼는 이
같은 사태는, 비숍이 보기에 비평이 참여적 미술의 예술적 가치를 기술하
는 일이 쉽지 않자 그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윤리적 기준을 도입한 것
에 기인한다는 것이다.72) 그리하여 공동체 미술은 정체성이 분명한 공동
체와의 협업을 통한 비판적 실천과, 이러한 실천의 윤리적 효과와 기능에
주목한 미술 비평 양자의 상호 보완으로 인해 더 이상 미학적 담론을 생
산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고는 공공미술에
서 나타난 개입적 실천과 통합적 실천이 공동체 미술에서 결합됨으로써
기존의 공공미술이 가지고 있던 한계들이 극복된 것처럼 보였음을 제시하
였다. 즉 기존의 공공미술은 그것이 설치되는 ‘장소’를 우선으로 하였
기 때문에 오브제의 형식으로 장소를 점유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장소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독단적인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이
다. 이후 공공미술이 장소가 아닌, 공공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중심으
로 한 공동체 미술로 전환되면서 공동체 미술은 ‘공공’을 구성하는 보
이지 않는 지배담론과 권력을 비판하는 미적 실천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
다. 하지만 공동체 미술은 오히려 주변부 집단을 중심으로 한 소수자 공
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통해 예술이 사회적 참여에 복무하도록
하였다. 이는 미적 실천보다는 윤리적 실천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뿐 아
니라 공동체 미술에서 나타난, 고정된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으로서의
공동체는 오히려 지배담론에 저항하기 위해 소수자 정체성을 강화시킴으
로써 지배담론이 구축해 놓은 구조에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형국이 되어버
72) 이영욱, 앞의 글,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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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기에 공동체 미술은 그마저도 윤리적 실천으로서의 정당성을 잃어버렸
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동체 미술은 그것이 토대로 삼은 하나의 공통성
을 공유하는 폐쇄적 공동체 개념으로 인해, 공동체 미술이 지향했던 미학
적 의미는 사라지게 되었고 그 스스로도 미적 담론을 생산하지 못하는 한
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공동체 미술의 한계는 앞서 1절의 (3)에서 장소 특정적 공공
미술의 한계가 공동체 미술에 이르러 ‘외관상’ 극복되어졌다고 한 본고
의 분석에 상응한다. 다시 말해 장소 특정적 공공미술의 개입적 실천과
통합적 실천 양자 각각의 한계는 공동체 미술에서 ‘공공’에 대한 비판,
공동체의 참여와 협업, 공동체와 미술가의 통합, 공동체의 삶과 관련된
쟁점 및 사회적 참여라는 내용과 형식으로써 극복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
나 2절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이러한 문제 해결은 오히려 공동체 미술 내
부에 있는 동일성의 문제, 정체성의 정치학, 지배 이데올로기의 인정 등
을 더 선명히 드러나게 하였고, 이에 공동체 미술에 가해진 여러 비판들
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장소 특정적 공공미술에서 야기된 문
제는 공동체 미술에서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 권미원이 말했듯
“만약 우리가 공공미술 작업의 비판적 능력을 작품 자체가 무엇이 공공
적인가에 대한 논쟁의 장이 되는 방식과 관련하여 측정해야 한다면”73)
공동체 미술은 이에 적합한 실천인가? 공동체 미술에서 사회 복지나 사회
적 프로젝트와 차별되는 미학적 가치나 의의를 찾아야 한다면 그 방법론
은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무슨 방법으로 공동체 미술의 한계를 넘어
그것에게 요청되었던 지향점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본고는 공동체 미술에서 협업의 대상인 공동체에게 주어진 통합
적 실체라는 폐쇄적 범주를 열어 버림으로써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일
성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해명하고자 한다.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이해 방
식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미술가와 공동체 사이의 합의 및 협업의 문제,
미술가의 대표권의 문제, 공동체와 관련된 사회적 실천의 정당성의 문제
등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공동체 미술의 중요한 방
식인 협업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됨으로써
73) Miwon, Kwon. op. cit.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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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이 갖는 미학적 의의, 곧 타인과의 차이와 불일치를 경험하는 가능성
이 가려져 왔던 것이다. 협업을 통해 차이와 불일치를 경험하고 더 나아
가 미술 작품을 통해 공동체의 부재를 경험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정치적 공중을 창조하고 유의미한 공공공간을 창조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리하여 본고는 ‘공동체’라는 것이 사실상 인간이 구성한 허구적인
산물이고, 우리는 단지 존재론적으로 공동인 상태로서 불가능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장-뤽 낭시의 이론을 통해 공동체 자체를 해체하는 데로
나아갈 것이다. 이에 공동체를 다르게 사유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채택
된 낭시의 공동체론은 다음의 Ⅱ장에서 상세히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되
면 낭시적 공동체가 어떻게 미학적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Ⅲ장의 1절에서 낭시의 예술론을 통해 해명되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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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뤽 낭시의 공동체론 :
공동-내-존재와 무한한 소통

1. 낭시의 문제의식
1) 20세기의 전체주의적 공동체
20세기는 참으로 여러 이데올로기들이 충돌했던 시대였다. 20세기 초
시작된 양차대전과 전체주의의 등장, 20세기 말 소련의 해체와 미국의
절대적 우위, 미국식 개인주의와 실용주의가 결합된 미국식 자본주의의
독식까지. 이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와 손잡고 그것의
유일한 경쟁자였던 공산주의를 물리친 이후, 영원히 타자의 자리에 있는
공산주의의 망령을 힘입어 전 세계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유효한 정치
경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보인다.
낭시의 무위의 공동체(La communauté désœuvrée)74)는 1986년에
74) 낭시의 무위의 공동체는 조르주 바타유의 정치적 참여와 후기 저작들, 곧 <에로티
즘>이나 <저주의 몫>에 비해 대체로 주목받지 못한 정치적 사유를 낭시가 독창적으로
독해하여 재해석한 공동체에 대한 연구서이다. 그는 바타유의 1930-40년대의 정치적
(공산주의적) 참여들과 그의 저작들에 대한 독해를 통해 공동체를 존재론적으로 해명
한다. 먼저 1930년대에 걸쳐 바타유는 혁명적 맑스주의에 동조하여 여러 정치적 활동
을 하였는데, 다양한 논평지와 잡지들을 발간하기도 하고 무두인(Acéphale)이라는 급
진적인 비밀의 공동체를 구성하기도 하였으며 1937년에는 사회학회(college de
sociologie)를 설립하여 미셸 레리스, 로제 카이유와 같은 인류학자들 및 반정부 지식
인들과 교류하였다. 정치적 참여에 대한 바타유의 초기의 관심사는 혁명적 좌파 진영
에 동조하여 ‘이종학’이라는 그의 사유를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발상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비판과 공동체에 대한 재사유와 결합시키려는 것이었다. 낭시가 무위의 공
동체에서 주로 참고하고 있는 바타유의 저서는 프랑스의 갈리마르(Gallimard) 출판사
에서 출간된 조르주 바타유의 전집(Œuvres complétes, 1970-88) 중에서 ‘무신론 대
전(La Somme athéologique)’이라고 불리는 <내적 체험(L'Expérience intérieure)>,
<성찰의 방법(Méthode de méditation)>, <죄인(Le Coupable)>이 포함된 Volume Ⅴ
(무신론 대전 1)와, <니체에 관하여(Sur Nietzche)>, <각서(Mémorandum)>가 실린
Volume Ⅵ(무신론 대전 2), <저주의 몫(La Part maudite)>과 <종교의 이론(Théorie
de la religion)>이 포함된 Volume Ⅶ, <에로티즘의 역사(L'Histoire de l'érotisme)>,
<최고주권(La Souveraineté)>이 포함된 Volume Ⅷ이다. 무위의 공동체는 출간 당시
자크 데리다, 모리스 블랑쇼, 조르조 아감벤 등과 같은 동시대 사상가들에게 이론적 영
감을 주었다. 여기서 낭시는 바타유에게 있어 이성적 상태를 벗어난 탈자태의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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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되었다. 1980년대는 양차 대전 이후 아직 파시즘적 전체주의의 상흔
이 남아 있는 시대이자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상징되는 동구권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가 예고되고 있던 시대이다.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는
각기 다른 정치경제적 배경 하에 생성되었으나 ‘하나’의 공동체를 제작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의 양상은 동일하였다. 다시 말해, 하나의
이념 하에 모든 차이를 억압하고 독일 민족의, 더 구체적으로는 우월한
아리아인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 나치의 공동체와, 해방을 위한 이념 하
에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간상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스탈린 개인에 대한
숭배와 소련의 국가이데올로기를 위한 교조적 성전화로 변질된 스탈린주
의 양자 모두는 동일성의 공동체를 제작하겠다는 일념 하에 개별적 실존
들을 위협하고 차이를 억압하는 폭력적인 시스템이 되었던 것이다. 이는
공동체를 제대로 사유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형태
의 공동체가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낭시에게, 그리고 동시대의 여러 사상가들에게 환멸을 가져다주었
을 것이다.75) 그리하여 전체주의가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붕괴된 후 현대
곧 공동체이며, 이는 주체와 대상이 융합된 소통의 상태라고 보았다. 말하자면 이성에
의해 억눌려 있던 인간 본연의 정념들이 에로티즘, 비합리적 소모, 희생제의 등과 같은
광기의 상태로 분출되면서 분리되었던 나와 타자는 서로 연속선상에 있게 되는 것이
다. 그리하여 낭시는 나와 타자의 연결을 통해 나의 기원이 타자에게 있으며, 이런 이
유로 타인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으로서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낭시에 따르면
바타유는 공동체를 주체와 타자의 융합으로 파악함으로써 헤겔의 변증법적 지양을 자
신의 사유에서 포기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바타유는 주체와 대상의 융합으로서의 공
동체가 결국 그가 격렬하게 거부했던 전체주의적 공동체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음을 보
았고, 이에 연인들의 공동체나 예술가의 공동체와 같은 사적인 공동체의 사유에만 머
물렀던 것이다. 낭시는 이를 바타유가 정치적 공동체를 논하고자 했던 최고주권, 종
교의 이론과 같은 그의 저서가 미완성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분석하며 바
타유의 한계를 논한다. 따라서 “무위의 공동체에서 낭시의 독해는 하이데거와 바타
유 모두에게 있어 그 사유에 주체성이 잠재적으로 함축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하
이데거가 단수적 현존재를 사유한 방식과 바타유가 공동적 실존을 사유한 방식을 결합
시킴으로써 공동체를 새롭게 사유하고자 한 것이다. 이로써 귀결된 낭시의 철학적 어
법은, 역사적 운명으로서 인류의 공동체에 대한 요청이 빠진 하이데거적 어법임과 동
시에 주체와 객체의 관계로서의 단수적 실존에 대한 요청이 빠진 바타유적 어법이
다.”(James, Ian. The Fragmentary Demand: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Jean-Luc Nancy, Stanford University, 2005, p. 180 참조)
75) 그리고 이는 낭시, 바디우, 아감벤, 블랑쇼 등과 같은 철학자들에게 있어 ‘공동체’
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거부를 나타나게 하였다. 낭시 자신도 공동체라는 말보다는 그
의 개념인 공동-내-존재, 더 나아가 공동으로 나타남(comparution)을 사용하기를 선
호하였다.(미하일 리클린, 해체와 파괴: 현대 철학자들과의 대담, 최진석 역, 그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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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공동체’는 모두 사라졌으며, 남은 것은 오직 개인주의, 즉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가장 적합한 형태인 개인주의인 것이다. 이
에 낭시는 무위의 공동체의 서두에서 동시대를 인간의 사회적인 삶이
개인주의와 경제 교환의 질서에 예속되었으며 자유나 발언, 단순한 행복
조차도 배타적인 사유화의 질서에 종속된 상태라고 진단한다.76)
한편, ‘인간의(혹은 인간적)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공산주의적
실천들 역시 하나의 원리를 토대로 한 공동체를 제작하는 데에 그쳤고,
그 결과 역시 전체주의와 동일한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공동체였다는 점에
서 낭시가 보기에 실상 지금까지 어떠한 형태의 공산주의적, 공동체적 대
항 세력은 없었다.77) ‘인간의 공동체’에 있어 심각한 문제는 바로 그
저변에 ‘인간’을 최고의 내재적 존재라고 절대적으로 여기는 철학(형이
상학)이 깔려 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인간’에 대한 기존의 철학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불변하고 영원한 고유의 본질(예를 들어, 이성이나
욕망, 구조 등)이 있다고 전제하며 그러한 인간들이 만드는 공동체는 자
신의 본질을 공동체로 확장시켜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만들
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나 정치의 영역에서 하나의 체제나
한 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제작된다.
이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진단이다. 근
대의 동일성의 철학, 곧 동일성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에 적합한 원리는 ‘차이’의 원리이다. 그런데 차이의 철학이 중요시되
면서 나와 다른 남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관용적(tolerance) 삶의 방
식은 차이를 다양성의 문제로 환원시키면서 다양성의 이데올로기 하에 제
작되는 어떠한 공동체도 인정해버리는 식이 되었다. 그러나 차이의 인정
2009, p. 192 참조)
그러나 본고에서는 공동체라는 단어의 사용을 거부한 채 공동적 존재방식을 언급하는
것이 까다로우므로 공동체와 공동-내-존재를 함께 사용하였다. 낭시에게 있어 공동체
는 늘 공동-내-존재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일반적으로 공동체라고 언급하는 것은 낭
시가 해체하고자 하는 철학적 공동체, 곧 동일성의 공동체이며, 낭시적 공동체를 언급
할 때는 그 앞과 뒤에 그것이 공동-내-존재임을 가리키는 별도의 언급을 붙여 이름
하였다.
76) Nancy, Jean-Luc. La Communauté desœuvrée, Paris: Christian Bourgois,
1986(이하 CD), p. 21.
77) CD, p. 14.(강조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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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태도 이면에는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동일하게 존속하겠다는
동일성의 철학이 여전히 깔려 있는 것이다. 일례로, 인종적 차이, 민족적
차이, 젠더적 차이, 성 정체성의 차이, 계급의 차이, 종교적 차이 등을 바
탕으로 각각의 정체성을 공유함으로써 구성되는 공동체들의 목소리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확장시켰고, 이 세계는 서로 다른
작은 전체주의적 공동체들과, 그에 속하지 않은 채 분열되어 존재하는 개
인들로 구성되었다.
나치의 전체주의든 포스트모더니즘의 작은 전체주의든, 이러한 전체주
의적 공동체를 배태하는 사유는 여전히 근대적 동일성의 철학이다. 어떤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을 찾고자 했던 시대, 유동적이고 유한적인 것은
인간의 ‘결함’으로 보던 시대, 그리고 사유의 근본이 되는 ‘인간 주
체’라는 관념을 만들어낸 근대의 인간 중심주의적 사유에서는 영원불변
한 동일성을 담지하는 본질이 인간을 구성하는 것이 되어야만 했다. 그것
은 데카르트 이후로 곧 ‘생각하는 주체’로 귀결되었고, 이러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개인, 자아, 주체 등의 이름으로 불리면서 하나의
‘완결된’ 개체로서 간주되었다.
개인, 자아, 주체라는 실체로서 완결된 인간 존재는 내재성(immanence)
의 구조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내재성은 모든 실재가 인간의 의식 안에
있다는, 즉 실재와 의식이 동일함을 가리킨다. 여기서 내재주의(immanentism),
내재성이란 자신의 존재를 위해 더 이상의 다른 존재 원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실체(substance)의 성격으로78), 이 실체는 모든 사물의 근본이 되
는 요소로서 자립적·자족적으로 존재하기에 절대적으로 고립된, 닫힌 체
계를 갖는다. 그리고 낭시에게는 이 내재성, 내재주의가 개인주의, 더 나
아가 전체주의와 동일한 구조를 지닌다. 즉 낭시는 하나의 원리를 토대로
하여 무한히 순환하는, 그 원리로 인해 자기 자신의 내부에만 닫혀 있는
절대적인 체계를 내재주의라고 일컫는다.
내재성의 구조를 갖는 개인은 자신의 탄생과 죽음이 자기 안에서 시작
되고 완결됨으로써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이며, 절대적으로 고
78) 신승환, ｢근대성의 내재적 원리에 대한 존재해석학적 연구 : 실체와 재현의 사고를 중심
으로｣, 존재론연구, 9권, 2004,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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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존재로서 그 바깥을 설정하지 않고 타자와의 관계를 구성하지 않는
다. 낭시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절대적 내재성을 휴머니즘이라고, 공동체
에 대한 공동체의 절대적 내재성을 공산주의라고 말한다.79) 여기서 “개
인은 내재성의 또 다른 표현이며 그것과 짝을 이루는 표현이다. 말하자면
기원이자 확실성의 근거로 여겨지는, 절대적으로 분리된 대자”80)이다.
만약 우리가 인간 존재를 설명함에 있어 그 시작을 나라는 개인 혹은 자
아에 놓는다면, 나 아닌 다른 존재와의 관계는 불가능할 것이며, 공동체
자체에 대한 사유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개인은 타인에게로
향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내부로만 향하는 고립된 개인이기 때문이
다. 이에 낭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인주의는, 원자의 문제가 세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망각한 자가당착
의 원자론이다. 이는 왜 공동체의 문제가 분명하게 주체-즉 개인 혹
은 전체 국가-의 형이상학에서, 즉 절대적 대자의 형이상학에서 부재
한지에 대한 이유인 것이다. 이 절대적 대자의 형이상학은 또한 절대
일반의 형이상학을, 완벽하게 떨어져 나와 구별된, 닫힌, 어떠한 관계
도 없는 것으로서 분리된-유일한 존재의 형이상학을 의미한다.81)

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분리된 인간 존재인 개인을 바탕으로 한 주체
의 형이상학으로는 결코 공동체를 사유할 수 없음이 낭시에게 문제로 주
어진다. 각각의 개체로 존재하는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은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낭시의 생각이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들이 공동체가 되기 위
해서는 동일성의 이념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과제로서 구성하고 제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진대, 이렇게 제작된 공동체는 다시 그 공동체 자체를
소멸시키는 전체주의적 공동체가 되어버리기에 문제 해결의 적합한 방법
이 될 수가 없다. 낭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나아가는 사유의 길에 절
대적 내재성의 독재를 무너뜨리고, 전체성으로 나아가는 변증법적 논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탈자태(脫自態; Extase; Ecstasy)’의 사유가 필요
79) CD, p. 24.
80) CD, p. 16.
81) CD,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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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역설한다.82) 말 그대로 자신의 바깥에서 존재한다는 이 탈자태는
셸링과 하이데거, 바타유로 이어지는 철학의 역사에서 등장한 것으로, 종
래의 형이상학적 휴머니즘이 망각했던 인간의 본질을 실존에서 찾으려는
시도이다. 이후에 더 자세히 기술하겠지만, 낭시에게 이 탈자태는 “절대
적 내재성의(혹은 절대적인 것의, 그리하여 내재성의) 불가능성, 그 존재
론적이고 인식 형이상학적 불가능성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개체성의, 그
용어의 정확한 의미에서, 순수한 집단적 전체성의 불가능성을 의미한다
.”83) 낭시는 공동체를 존재자들의 집합, 연합 따위로 보고 있지 않으며,
고립되고 닫힌 개인의 내재적 체계를 벗어나는 인간의 공동적 실존의 상
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공동체는 고독한 내재성을 깨뜨리는
탈자태의 사유와 연결된다. 그리하여 낭시는 개인이라는 주제와 공산주의
라는 주제는 탈자태에 대한 거부라는 점에서 서로 묶여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 공동체의 문제는 탈자태의 물음, 더 나아가 존재의 물음과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한다.84)

2) 내재주의와 탈자태
낭시가 현대사회의 공동체에 대해 분석한 두 가지 한계-인간의 공동
체를 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긴 것과 개인 혹은 공동체에 있어 자신의
본질을 원리로 삼아 내재주의적인 닫힌 체계로 남아 있는 것-를 넘어서
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하나의 대상이나 사물처럼 제작될 수 없는 것임을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관념론적 철학의 내재성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론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낭시가 공동체를 새롭게 사유하고
자 채택한 방법론은 하이데거의 실존론적 현상학이었다. 하이데거는 인간
82) 낭시는 CD. p. 31 각주 5번에서 탈자태, 곧 공동체를 사유하는 자신의 주제가 변증
법을 벗어나는 두 가지 방식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고 밝힌다. 그 중 하나는 내재성 가
운데에서 거기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변증법이 (바타유가 말하듯)
‘쓸모없게’ 되기까지 그 부정성을 밀고 나가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부정성이 갖는
내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知) 뿐만 아니라 역사와 공동체의 탈자태가 존재한다.
83) CD, p. 30.
84) CD,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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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현존재(Dasein; Being-there)’라고 파악하고 이 현존재의 본
질을 탈자태적 속성으로 분석함으로써 형이상학적 개인 주체를 벗어나고
자 하였다. 그리하여 하이데거는 개인의 닫힌 체계에 균열을 냄으로써 공
동체를 존재론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단초를 낭시에게 제공하였다. 공동
체를 하나의 본질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상으로 파악한 기존의 형이상학을
따르면 공동체는 인간이 제작할 수 있는 어떤 사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
다. 그러나 탈자적 속성을 본질로 하는 실존적 존재인 현존재를 통해 공
동체를 사유한다면 공동체는 우리에게 존재론적으로 도래하는 것으로, 단
지 우리의 공동적 실존을 가리키게 되므로 공동체는 인간이 임의로 구성
하고 해체할 수 있는 대상의 속성을 벗어난다.
하이데거는 어떤 동일한 본질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 개념 자체를 거부
하고, ‘존재란 무엇인가?’라고 존재의 의미를 묻는 존재자를 현존재라
고 규정한다. 현존재로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존재 및 다른 존재자의 존
재를 끊임없이 염려(Sorge; Care)하고 있는 특수한 존재자이다. 이렇듯
자신의 존재에 대해 항상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현존재의 존재양식이
바로 ‘실존(Existenz; Existence)’이며, 이 실존이 현존재의 유일한
본질이다. 다시 말해, 현존재는 고정불변하고 영원한 토대가 되는 본질을
가지지 않는, 단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존재의 유한성을 사유한
다는 의미에서 ‘실존’만을 ‘본질’로 삼는 존재이다.85) 하이데거는
인간적 현존재의 본질을 탈자적이라고 파악하였으며, 이를 위해 실존을
그 어원인 라틴어 existentia로부터 다시 규정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원래 실존이라는 말은 어원을 따져 볼 때 ex-sistere(밖으로 나온다; 탈
-존)라는 의미로서, 이것은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파악하는 형이상학적
85) “이 존재자의 ‘본질’은 그의 존재해야 함에 있다. 이 존재자의 무엇임(본질)은-도
대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될 수 있는 한- 그의 존재(실재)에서부터 개념파악되어야
한다. 이때 존재론적인 과제가 제시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즉 우리가 이 존재자
의 존재를 지칭하기 위해서 실존을 선택할 때, 이 칭호는 전수된 용어인 실재와 같은
존재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실재는 존재론적으로
눈앞의 존재 정도를 말하며, 따라서 현존재와 같은 성격의 존재자에게는 속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양식을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재라는 칭호 대신 언제나 눈앞에 있음
이라는 해석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실존은 존재규정으로서 오직 현존재에게만 배정한다
면 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역, 까치글
방, 1998,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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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규정 혹은 합리주의 체계의 밖으로 나와 자기 자신의 바깥에 초월하
는 존재를 뜻하게 되는 것이다.86) 낭시가 하이데거의 실존철학을 받아들
인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하이데거의 사유에서 등장하는 탈자태에 관한
논의 때문이다. 공동체를 사유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내재성의
고립된 체계를 파열시킴으로써 내재성의 바깥에 있는 공동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재적 완성을 이룬 고립된 개인을 토대로 해서는 공동
체를 사유할 수 없으므로 내재적 개인을 벗어나는 것이, 주체의 형이상학을
벗어나는 것이 공동체에 있어 관건인 것이다.
내재성의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눈앞의 대상으로 파악된 존
재자가 아닌, 존재자의 근거로 여겨지는 존재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 이
성 철학에서 눈앞의 대상은 인간이 이성을 근거로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사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공동체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동
체라는 실체로서의 존재자가 아닌, 공동체의 존재 그 자체에 주목해야 하
는 것이다. 이성을 가진 개인-주체를 인간 존재의 토대로 삼은 근대의
철학은 하이데거가 보기에 존재를 존재로서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대상인
존재자로 파악함으로써 존재를 여전히 은폐시키고 있었다. 하이데거는 존
재자의 존재를 탐구하지 않고 존재자성만 파악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철학
자로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를 든다. 데카르트는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견고한 토대로서 주체를 상정하는데, 방법서설
(Discours de la methode, 1637)에서 주체는 눈앞에 현전하는 것-사물
뿐 아니라 자아까지도-을 대상으로 삼고 그것의 의미를 취하고자 한다. 하
이데거는 데카르트의 명제인 ‘코기토 에르고 숨(cogito ergo sum;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에서 자아의 코기타레(사유함)는 탐구
가 되었으나, 이와 똑같이 근원적인 단초로 설정된 숨(존재한다)은 논의
가 안 된 채로 놔두었다고 말하면서87), 숨의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물음
을 제기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의 인간학, 중세의 신학, 근
대의 방법론적 회의의 사유의 방식에 이르기까지 인간 존재에 대한 존재
물음은 망각된 채로 남아있고, 오히려 인간, 자아, 주체, 대상, 경험, 사물,
86) 기다 겐 외, 현상학 사전, 이신철 역, 서울:b, 2011, p. 399.
87) 마르틴 하이데거, 앞의 책, pp.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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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등의 만들어진 개념이 존재자 혹은 존재를 역으로 규정하려고 하기
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이에 하이데거는 자기 자신의 존재와 관계를 맺는 존재자로서 현존재를 규
정하고,

현존재의

근본

구조를

‘세계-내-존재(In-der-Welt-sein;

Being-in-the-world)’라고 분석한다. 세계-내-존재라는 양식은 세계
‘안에’ 있다는 범주적 해석이 아닌, 세계에 ‘몰입해 있다’라는 실존
론적 표현이다. 이는 모든 존재자가 그 탄생에서부터 자신의 의지와는 상
관없이 세계에 던져져 있다는 것으로, 고립된 인간이 그 자체로 완결된
외적 세계에 대해 인식 주체로서 서로 향하여 접근해 간다고 하는 근대
철학의 기본적인 구조를 배제하고, 자신이 ‘언제나 이미’ 일정한 세계 내
에 존재한다는 것을 기성사실로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방식을
강조하는 것이다.88)
그런데 세계-내-존재로서 다른 현존재들과 더불어 존재하는 현존재
는 그의 일상성에서 남들(das Man; 세인)과 구분되지 않은 채 비본래적
으로 존재한다. 하이데거는 일상적 현존재가 본래적 현존재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로

현존재를

‘죽음에-이른-존재(Sein

zum

Tode;

Being-Toward-Death)’로 규정한다. 이것은 현존재가 시간성의 구
조89)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에 기초한 것이다. 즉 현존재
는 미래에 닥칠 죽음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기의 독자적인
가능성으로 수용함으로써 자기의 완결성에 이르지 못하고 언제나 ‘아직
아님’의 상태로 있기에 유한한 존재이다. 다시 말해, 현존재는 시간적
구조 안에서 언제나 동일한 자기 자신으로 있지 못하고 항상 자기 바깥으
로, 즉 탈자적으로 초월해 있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현존재 분석을 통해 이성 중심 철학의 토대주의, 정초주의
를 비판하고, 토대주의가 가정한 실체성이란 없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88) 기다 겐 외, 앞의 책, p. 184.
89) “시간성의 본질적 특정은 ‘탈-자’이다. 탈자란 자기를 벗어남을 의미한다. 장래는
‘...을 향해’, 기존성은 ‘...에로’, 현전화는 ‘...에 몰입해’ 라는 탈자적 성격을 지
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장래, 기존성, 현전화를 탈자태라고 명명한다. 시간성은 근원
적으로 탈-자 그 자체이다.” (이선일,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해제, 서울대학교 철
학사상연구소, 2004, 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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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하는 현존재만 있을 뿐인데 이 현존재는 본질적으로 시간성의 구조를
가짐으로써 유한하며, 탈자적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낭시는 하이데
거의 설명이 시간의 유한성을 도입하는 동시에 나 자신을 벗어난, 즉 주
체성을 벗어난 탈자태로서의 현존재를 제시하기에 “‘죽음에 이르는 존
재’에 대한 하이데거의 모든 성찰은 ‘나는 주체가 아니다.’라고 선포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90) 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지금 여기서
가능한 것으로서의 죽음의 수용은 우리 실존의 근본적인 ‘유한성
(finitude)’를 드러내는 것이다.91) 다시 말해, 비-존재(not-Being)로서
죽음 곧 ‘무’는 우리 존재 안에 핵심적인 요소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인간은 이러한 무를 두려워하는 ‘불안’의 기분을 세계 속에서 늘 경험
한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기의 실존에 이 ‘아님’을 떠안고 살아가는 유
한적인 존재이다. 말하자면 인간이 유한한 것은 그가 한정된 존재 이해
속에서 살고 움직이기 때문인 것이다.92)
하이데거의 실존론적 현상학은 관념적 주체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본
질이 아닌, 개별적 주체의 실존적 차이를 사유함으로써 동일성보다는 차
이를 강조하는 자크 데리다, 낭시 등과 같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주었
다. 하지만 낭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개별적이고 주체적인 실존이 아
닌, 공동적 실존으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즉 낭시에게 있어서는 “공동체
의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공동체, 혹은 공동체의 본질이 아니라 실존의
공동체”93)가 관건이 된다. 하이데거에 있어서 개별적 존재에게 고유한
것으로 주어진 존재의 유한성이 낭시에게는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적 조건
이 된다.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낭시는 공동체를 공동-내-존재라는 개
념으로 다시 사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90) CD, p. 40.
91) 윌리엄 바레트, 비합리와 비합리적 인간, 오병남·신길수 역, 예전사, 2001, p.
303.
92) 위의 책, p. 304.
93) CD,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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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내-존재
1) 타인의 죽음
존재의 유한성이 존재의 공동체, 공동체의 실존을 구성하는 탈자태의
전제 조건이 된다면 존재의 유한성이 가리키는 ‘죽음’ 자체에도 주목해
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죽음’은 무엇이며, ‘죽음’이 공동체를 사
유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여기서 죽음은 단순히 생
물학적 단명을 의미하지 않으며, 존재의 무(無), 즉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음’의 가능성의 상태를 가리킨다. 죽음은 존재의 한계로서 탈자태라는
초월적 사건에 필수적인 조건이며, 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은 유한성이라는
실존적 사태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내재성에 균열을 일으키
려면, 다시 말해 그 닫혀 있는 체계를 깨뜨리고 공동성으로 나아가려면 존
재는 실존적으로 유한하며, 이 유한성으로 인해 개인의 탄생과 죽음이 자
신에게 있지 않고 계속 자신을 벗어나 있다는 사유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하이데거가 죽음을 개별적 현존재에게 고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면, 낭시에게 죽음은 공동의 실존에 고유한 것으로서 공동체의 실존을 드
러내는 계기가 된다. 낭시는 하이데거의 현존재가 죽음을 자신에게 고유
한 가능성으로 여김으로써 늘 자신과만 관계하는 존재라면 이 존재 역시
결국은 유아론적인 혐의를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세계 안에서 관계
하는 죽음은 나의 죽음이 아니라 오직 타인의 죽음이며, 타인의 죽음만이
내가 공동-내-존재임을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나의 죽음을 알지 못하며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만 내 존재가 유한하다는
것을 보증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음은 그 자체로 공동체적 사건이다.
우리가 다른 존재들과 세계 안에서 더불어 사는 존재인 한, 나와 관계되
는 유일한 죽음은 타인의 죽음이다. 낭시는 더 나아가 타인의 죽음을 통
해 열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조르주 바타유의 사유를 끌어들인다.
조르주 바타유(Georges Bataille, 1897-1962)에게 있어서 관심사는
인간의 합리적 질서를 벗어나기 위한 잉여적 힘의 소모와 정념(passion)
의 분출이었다. 이는 고대사회의 희생적 제의와 전쟁, 포틀래치라고 불리
는 증여의 관습, 남녀의 에로티즘, 금기의 위반 등과 관련된 바타유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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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서 일관되게 드러난다. 바타유에 의하면 희생제의, 축제, 성관계, 죽
음, 폭력 등에서 드러나는 정념들의 분출은 사물의 세계, 세속적 세계에
사로잡혀 있던 인간을 합리성으로부터 해방시켜주면서 동시에 나 바깥의
세계와 소통의 길을 열어준다. 그는 저주의 몫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이렇게 가정한다: 광기가 아니면 현실적 질서에 전혀 종속되지
않는, 오직 현재에만 열중하는 자유로운 주체는 없다고. 주체는 미
래가 염려되는 순간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떠나 현실적 질서의 사
물들에 종속된다. (…) 내일만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 무익한 소모는
나를 즐겁게 한다. 제한 없는 소모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내밀한
부분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래서 소모는 고립된 존재들을 소통하게
해주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94)

바타유에게 있어서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인 소모의 가장 특권적인 형
상은 같은 인간을 제물로 삼았던 고대 사회의 희생제의였다.95) 바타유는
아즈텍인의 원시 공동체의 희생제의에서 죽음에 대한 공유된 관계에 기반
한 공동체의 본성을 발견하였다. 아즈텍인들의 세계관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적인 노동보다 희생에 기반한 소모적 제의였다. 바타유에게 “희생제
의는 공동의 작업 체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내밀성을 되찾게 해주는
광적 행위이다.”96) 보통 고대의 희생제의는 공동체 내부의 폭력으로 인
한 죽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 공동체 내부의 내밀성을 강화하기 위해
94) 조르주 바타유, 저주의 몫, 조한경 역, 문학동네, 2000, p. 100.
95) 희생제의에 대한 바타유의 사유는 종교의 이론(국내에서는 어떻게 인간적 상황을
벗어날 것인가: 인간과 종교, 제사, 축제, 전쟁에 대한 소묘라고 번역되었다)에서 구
체적으로 나타난다. 바타유는 이 책에서, “제사의 원칙은 파괴이다.(…) 제사는 유용성
의 세계에서 제물을 건져내서 알 수 없는 변덕의 세계에 옮겨놓는다.”(조르주 바타유,
어떻게 인간적 상황을 벗어날 것인가 : 인간과 종교, 제사, 축제, 전쟁에 대한 소묘,
조한경 역, 문예출판사, 1999, p. 55), “제사는 살해가 아니라, 버림이며, 줌이다. 제
사는 깊은 의미의 드러냄 자체이다. 중요한 것은 지속의 질서-그곳은 모든 재원이 지
속의 필요성에 의해 소모될 뿐이다-에서 무조건적 소모의 폭력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 제사는 미래를 염려하는 생산의 반대명제이며, 오직 순간에만 관심을 갖는 소모이
다.” 라고 말한다. 즉 합리적인 노동의 세계, 사물의 세계에 갇혀 스스로의 내밀성을
지각할 수 없는 인간은 그 진정한 내밀성을 희생제의라는 폭력적인 소모를 통해 발견
하였다는 것이다. (위의 책, pp. 62-3.)
96) 조르주 바타유, 저주의 몫,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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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제물로 바치게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희생제의를 통해 제물 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치명적인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었다. 뿐
아니라 바타유는 시체를 땅에 매장하는 관습 역시 죽음을 공동체를 위협
하는 전염병으로 여겼기에 죽음의 전염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의식
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바타유에게 있어 ‘죽음’은 합리적인 사물의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지속의 부재’를 각성시키며, 삶의 위대한
긍정을 통해 현실의 위선을 상기시키는 사태이다. 그리하여 죽음이라는
폭력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지속의 불가능성이다.97)
그런데 여기서 희생은 살해가 아니라 비운다는 것, 내어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희생에 따라 공동체는 어떠한 형태의 현전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시혜(施惠)의 시간에 내맡겨진다.98) 다시 말해, 희생제물은 집단에게 주어
진 죽음을 대신 떠맡음으로써 남겨진 집단에게 공동체의 내밀성을 선사해
준다. 그리하여 이 공동체는 권위를 가진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한 폐쇄된
집단이 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집단에게 내밀성을 가져다 준 주체인
희생제물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타인의 죽음을 통해
소통의 계기를 발견하고, 공동체를 연합으로 이끌 우두머리 혹은 우두머리
가 될 소지가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면서 탈중심화시키는 이러한 사건
97) 조르주 바타유, 어떻게 인간적 상황을 벗어날 것인가: 인간과 종교, 제사, 축제, 전
쟁에 대한 소묘, pp. 59-62.
98) 모리스 블랑쇼, ｢밝힐 수 없는 공동체｣, 장-뤽 낭시, 모리스 블랑쇼, 밝힐 수 없는
공동체/ 마주한 공동체, 박준상 역, 문학과지성사, 2013, p. 33.; ｢밝힐 수 없는 공동
체(La Communauté inavouable, 1993)｣는 잡지 알레아의 4권에서, 1983년에 출간된
낭시의 공동체에 대한 작업의 초기 버전에 대한 블랑쇼의 응답이다. 이 글에서 블랑쇼
스스로가 언급했듯이, 그것은 ‘공산주의적 요구’에 관한 반응의 반복이기도 하다. 이
반응은 ‘모든 공동체들을 상실한 것처럼 보여진 시대에 공동체의 가능성이나 불가능
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산주의적 이념에 의해 생각되어진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다. 글의 시작에서 블랑쇼는, 낭시의 관심이 이미 이전부터 자신의 것이었음을 가리킨
다. 이것은 아마도 어느 정도 그가 낭시와 함께 특정한 여정을 공유했음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밝힐 수 없는 공동체｣는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관심사들을 강
조하지만, 더 나아가 낭시의 설명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바타유에 대한 블랑
쇼의 독해, 특정하게는 공동체에 대한 바타유적 이해에 대한 독해를 제시한다. 이것은
공동체의 실존이 사유된 방식에 대한 다른 접근, 혹은 더 특정하게는 낭시의 공식들에
반대하는 많은 함축들을 낳는다. 무위의 공동체가 갖는 중요성은 그것이 공동체나
공동-내-존재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학적 언어에 있다. 즉 여기서 주체와 객체에
대한 헤겔적 언어는 공동존재의 하이데거적 언어에 의해 거부된다. 낭시가 하이데거의
용법을 받아들인 데 반해 ｢밝힐 수 없는 공동체｣에서 블랑쇼는 레비나스의 언어로 공
동체의 문제를 분석한다.(James, Ian. op. cit. p. 1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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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바타유가 ‘무두인(Acéphale)’99)이라는 모임을 조직하고, 그 모임에
서 모의로 행했던 희생제의나 희생제의를 위한 매뉴얼에서도 나타나는 최고
주권의 부정, 현전하는 권위의 부정,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하게끔 만드는
동일성의 부정에 대한 일관된 사유를 보여준다. 바타유와 사상적 우애를
나누고,

낭시의

공동체

사유에

영향을

준

모리스

블랑쇼(Maurice

Blanchot, 1907-2003)는 타인의 죽음을 통해 밝혀지는 공동체의 경험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죽어가면서 부재에 이르는 타인 앞의 나의 현전, 죽어 가면서 결정
적으로 멀어져 가는 타인 가까이에 자신을 묶어 두는 것, 타인의 죽
음을 나와 관계하는 유일한 죽음으로 떠맡는 것(…) 거기에 공동체
의 불가능성 가운데 나를 어떤 공동체로 열리게 만드는 유일한 분
리가 있다.100)

즉 타인의 부재 혹은 분리에 의해서만 밝혀지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우
리의 일상적 현실태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의식하지 못하지만 타
인이 죽어갈 때, 부재할 때에야 비로소 타인과 내가 공동으로 존재했었음
을 알게 되는 것이다. 타인과의 분리가 공동체의 근거를 이룬다면 이는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공통의 ‘동일성’, 즉 타자를 포섭할 수 있는
동일성으로는 공동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다른 말로,
이 “각자의 것일 수 없는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사건(탄생, 죽음)이 만약
각 사람에게서 공통된 것이 아니라면 공동체는 있을 수 없다.”101) 결과
적으로 이는 공동체의 부재이다. 그리하여 공동체의 원리는 포착될 수 없
는 이 ‘부재’이며, 타인의 부재의 경험에 대한 공유인 것이다.102)
99) 바타유는 ‘무두인’이라는 비밀의 공동체를 만들고 희생제의를 통해 드러나는 공동
체를 실험해보고자 했었다. 그것은 물론 모의에 그쳤다. 희생제물로 바쳐진 사람을 실
제로 죽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무두인에서 행한 모의실험은 공동체의 부재라는 비밀,
말해질 수 없는 비밀의 공유가 부재의 공동체를 드러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리고‘무두인(Acéphale)’이라는 단어 자체가 머리 없는 사람을 뜻하므로, 어떤 집단
의 우두머리, 최고주권, 혹은 최고의 이성적 존재로 여겨지는 인간에 대한 관념의 부정
등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100) 모리스 블랑쇼, 앞의 글, p. 23.
101) 모리스 블랑쇼, 앞의 글, p. 24.

57

낭시는 바타유의 사유에서 나타난, 타인의 죽음에 의해 밝혀지는 부재
의 공동체를 탈자적 존재의 사유에 접목시켜 재해석한다.103) 즉 나의 죽
음이 아닌 ‘타인의 죽음’이 공동체를 여는 열쇠임에 주목한다. 낭시는
죽음이 개별적 존재에게 고유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내재성을 파열시킨
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통제하고 체험할 수 없으며
오직 타인에 의해서만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적·공동체적 사건
이며 죽음은 어떤 방식으로든 공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타인들과 공통점으로 똘똘 뭉쳐서 존재하든, 타인과 아무 상관
없이 무관심하게 존재하든 그렇게 존재하는데, 타인과 분리되어 있거나
타인과 공통성이 드러나는 순간은 타인의 죽음을 마주할 때이다. 하이데
거는 타인의 죽음을 우리가 결코 경험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104), 실상
타인의 죽음은 절대적인 외부인 ‘무’에 대한 경험으로서 우리가 공동내-존재임을 일깨워준다. 더 이상 나의 죽음을 내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
들이지 못하는 대신, 오직 나의 존재의 극한인 그 죽음을 타인의 죽음에
의해, 즉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타
인의 죽음을 통해 드러나는 함께-있음은 하나의 원리에 의해 융합된 공동
체에서 드러나지 않고, 오직 자아의 내재성의 상실에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실존적 존재로서 나의 존재가 내재적으로 닫힌 체계가 아니라 본질적
으로 탈자적인 속성을 갖는다면 나 바깥의 타인의 존재는 나의 존재에 있
102) 모리스 블랑쇼, 앞의 글, p. 33.
103) 바타유의 사유에서 나타난 공동체를 낭시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바타
유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헤겔식의 변증법의 유산, 즉 주체와 객체가 자신의 바깥에서
‘융합’되는 것을 공동체로, 그리고 소통으로 간주한 사유의 결과 때문이었다. 결국
바타유는 인간 존재의 탈자태가 공동체로 연결됨을 밝혀냈으나 그 공동체가 주객체의
융합이라는 결과에서 당시에 바타유 자신이 격렬하게 저항했던 파시즘적 공산주의를
발견했던 것이다. 이에 낭시는 바타유에게 있어서 이러한 한계가 탈자태로 정치적 공
동체를 사유하지 못하고 연인들의 공동체나 예술가의 공동체라는 사적인 공동체만을
사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고 밝힌다.
104) “고인의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음이 현상적으로 더 적합하게 파악되면 될수록 그
만큼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러한 식의 죽은 자와의 더불어 있음은 바로 그 고
인의 본래적인 종말에 이르렀음을 경험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죽음은 분명히 상실로
서 드러나지만, 그 상실은 남아 있는 자들이 경험하는 상실 그 이상이다. 어쨌거나 상
실의 감수 속에서도 죽는 자가 ‘감수하는’ 존재의 상실 그 자체에는 접근할 수 없
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기껏해야 고작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마르틴 하이데거, 앞의 책, p.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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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절대적인 조건으로 자리 잡는다. 다시 말해 나는 언제나 이미 타인과
‘함께’ 세계에 실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와 타인의 공동체는
내가 주체가 되어 구성하고 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닐뿐더러, 하나의 본
질을 원리로 삼아 나와 타인이 융합되어 있는 연합의 공동체도 될 수 없
다. 왜냐하면 나의 탄생과 죽음을 나의 것으로 인식하는 고정되고 완결된
주체의 내재성의 파열 자체가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공동체를 하나의 실
체로서 인식하는 인식주체인 근대적 주체의 내재성이 파열되고, 나와 타
인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실존적 유한성인 한, 공동체는 제작될 수
없고 매순간 도래할 뿐이다.
이와 같이 낭시에게 있어 죽음은 그 자체로 공동적인 사건이며, 타인
의 죽음을 통해 나와 타인이 서로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나와 타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함을 깨닫게 된다. 실제로
우리는 친밀한 관계였던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은 말할 것도 없고, 친밀하
지 않던 누군가의 장례식장에서도 왠지 모를 숙연함과 허탈감, 상실감을
느낀다. 이는 타인의 죽음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태가 아니라 타인과의
공동적 관계가 단절됨을 우리 존재가 느끼기 때문이다.

2) 외존 : 유한성의 분유
공동체를 밝히는 ‘죽음’의 원리가 낭시에게는 주체의 내재성을 파열
시킴으로써 바깥의 타자에게 나의 존재가 노출된다는 유한성의 사유로 발
전되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죽음은 나의 죽음이 아닌 타인의 죽음
으로서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만 나와 타자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는 어떤 본질을 공유함으로써 연
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라 존재의 유한성이라는 공통성을 유일하게 공
유함으로써 공동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 공동으로 존
재하는 상태는 단순한 공-존, 즉 나와 타자가 공동으로 존재하나 아무
관계도 없이 존재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낭시는 나와 타인 ‘사이’에 분
명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이 사이의 존재로 인해 나와 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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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계에 공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렇듯 나와 타인 사이
의

존재로

인해

공동으로

실존하는

상태를

낭시는

‘공동-내-존재

(Être-en-commun; Being-in-common)’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공동-내존재가 가능해지는 원리를 먼저 짚어보겠다.
낭시는 하이데거의 실존, 나아가 탈존 개념을 외존(exposition)으로
발전시킨다. 말 그대로 ex-position, 혹은 노출된-존재(Being-Exposed)
를 의미하는 외존은 나 자신의 한계, 가장자리, 다시 말해 바깥에서 ‘나
에게로’ 향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실존이 존재의 본질
이라는 하이데거의 명제는 외존이 존재의 본질이라는 낭시의 명제로 전환
된다. 이에 낭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어떠한 역설을 발견할지라도
자기는 주체가 아니다. 자기에게 있으며 자기인 채로 있지 않다는 것이
외존이라는 실존의 존재 조건이다.”105)
그런데 나 자신의 한계인 죽음은 바깥의 타인과 함께 나누어 가진 한
계이다. 나와 타인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계에서 나는 타인에게로
노출되고 타인은 나에게로 노출된다. 그러나 이 노출은 한계를 공유하고
있는 차원에서 나와 타인의 ‘접촉(touching)’만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접촉일 뿐 연합이나 융합이 될 수 없다. 여기서 접촉, 노출
(exposure), 외존은 낭시에게 모두 동일한 사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외
존이 가능한 까닭은 나와 타자가 유한성만을 나누어 가지기 때문이며, 이
유한성은 하나의 토대나 본질이 아닌, 존재의 무한한 심연이기에 이를 토
대로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죽음에 대한 가능성으로의
노출은 주체의 논리에 귀속되지 않는 공동체 안에서 공유된 것이며 동일
성이나 공동적 본질의 원리가 아니다.106) 그리하여 공동체는 오직 유한
성만을 공유한다. 다시 말해 공동체는 죽음에 대한 나와 너의 공유된 관
계이다. 하지만 이 죽음은 무한한 심연이기에 공동체가 유한성을 공유한
다는 것은 하나됨이 아니라 분리됨을 의미한다.
한편, 낭시는 이 유한한 존재를 단수적 존재, ‘단수성(singularité)’107)
105)
106)
107)
만

CD, p. 187.
James, Ian. op. cit. p. 181.
단수성(singularité)이라는 단어는 들뢰즈에게서는 특이성 혹은 독특성으로 번역되지
여기서는 복수성(pluralité)과 늘 쌍으로 쓰이고, 분할 불가능성을 내포하지 않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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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 단어로써 ‘개인’이라는 분할 불가능
한(in-dividual) 개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오히려 ‘분할’로 인해 구성되
는 존재적 상태를 가리킨다.
단수적 존재는 존재자들의 카오스적이고 혼란스러운 동일성의 토대
위에서, 그것들의 단일한 가정의 토대 위에서, 생성의 토대 위에서,
의지의 토대 위에서 나타나거나 등장하지 않는다. 단수적 존재는 단
지 유한성 자체로서 나타난다(apparaît). 단수적 존재는 또 다른 단
수적 존재의 피부(혹은 심장)와의 접촉의 끝에서(혹은 시작에서), 동
일한 단수성 -언제나 타자이고 언제나 공유되고, 언제나 노출된의 경계에서 나타난다.108)

따라서 단수성은 유한한 경계를 가진 존재적 상태를 이르기 때문에 단수
적 존재는 그것이 접촉하고 있는 다른 단수적 존재와 그 경계를 공유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유한하다는 것 자체는 자신의 한계 외부의 초월
성, 다시 말해 ‘외재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단수적 존재는 다른 단
수적 존재와 공유하는 한계가 있어야만 단수적 존재가 된다. 이 한계로
인해 외재성을 내포하는 단수성은 그리하여 고립되어 닫혀 있을 수 없고
한계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단수적 존재와 늘 ‘함께’ 나타날 수밖에 없
는 것이다. 그리하여 낭시는 유한성이 공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외
존이며, 이 사실이 바로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결론을 내린다.109)
나와 타자가 공동으로 나누어 갖는 것은 다름 아닌 유한성, 즉 단수적
한계이다. 나의 한계를 타자의 한계와 나누어 갖는다는 것을 낭시는 ‘분
유’라고 표현한다. 여기에서 분유란 프랑스어로 ‘le partage’이다.110)
직 분할로 인해 ‘하나씩’ 존재한다는 점에서 ‘단수성’이 더 어울리는 번역어가 될
것이다.
108) CD, p. 70.
109) CD, p. 73.
110) “주로 분배(distribution)나 분할(partition)로 번역되는 나눔 혹은 분유(le partage)
은 불어에서 '분리'를 의미함과 동시에 '공유'를 의미한다. 분리가 '따로'라면 공유는 '
함께'로서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따로'와 '함께'가 나눔이라는 단어 속에 공존
한다. 나눔과 공유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보이지만 나눔이 없다면 공유도 없고 공통적
인 것도 있을 수 없다. 단순하게 말하면 세계를 분할하고 나누지 않는다면 거대한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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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로는 ‘공유(share)’라는 단어가 있지만, 공유는 분할하지 않아도
하나의 공통된 무엇을 다수가 함께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된 반
면, 분유에는 나눔, 분할, 분배 등의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낭
시는 분유를 10여개의 다른 단어로 설명한다: “분할(partition), 분배
(repartition), 부분(몫; part), 참여(분배에 참여하기; participation), 분리
(separation), 소통(communication), 불화(discord), 분열(cleavage), 분권
(이행; devolution), 송달처(destination).”111) 분유라는 말을 통해 분할
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함으로써 이 존재론적 공동체는 연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직 분할을 통해서만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다. 또한 낭시는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 우리가 ‘공동으로 나타난다
(comappaît; comappear)’는 말의 의미를, 단일한 실체로부터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닌 근본적으로 ‘본질의 부재’를 분배하는 실체의 부재로부
터 만들어졌다는 의미로 해석한다.112) 따라서 전통적으로 공동체를 ‘나
와 너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어떤 본질의 공유’로서 해석한 이해는 단절
되며, 오직 공동체는 ‘너는 나의 외부이자 나는 너의 외부인 외존(노출)
으로서, 너는 나를 분유한다’는 사실로서 이해된다.
정리하자면 외존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존은 주체의 내
재성으로의 어떠한 귀환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공동-내-존재는
나를 외재성 안에, 우리의 공유된 존재의 탈자태 안에 위치시킨다. 둘째,
외존은 대상, 과제, 실체 등과 같은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으며, 어떠한
‘기획(program)’으로 존재를 제작하지 않는다. 셋째, 그리하여 이러한
비-가역성은 ‘미완성’을 함축한다. 타인의 죽음에 노출된 존재는 결코
완성될 수 없으며, 어떠한 지점에서도 닫히거나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외존은 항상 지연되고 유보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급진적 외
오스에 불과하다. 나눔은 인식의 출발이며 어떠한 분할과 나눔 없이 세계도 인간도 가
능하지 않다. 나누고 분류한다는 행위 없이 공유에 대한 인식도 없다.”(정혜욱, ｢랑시
에르의 미학적 공동체와 따로·함께의 역설｣, 비평과 이론, 제18권 1호, 2013, pp.
193-94.)
111) Nancy, Jean-Luc. “The Compearance”, trans. Tracy B. Strong, Political
Theory 20, no. 3. Newbury Park, Calif.: Sage, 1992.(La Comparution, with
Jean-Christophe Bailly, Paris: Christian Bourgois, 1991), p. 374.
11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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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은 타자성이다.”113) 이를 낭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외존된다
는 것, 그것은 안과 밖이 동시에 있는 곳에서, 안도 바깥도 없는 곳에서 한
계 위에 놓인다는 것이다.”114) 이와 같이 너와 내가 한계에서 공동으로
나타난다면 이제 중요해진 것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나와 너의
‘사이(l'entre)’, 즉 공동-내-존재에서의 ‘내(en)’의 중요성이다.

3) 공동-내-존재
낭시는 나와 타자가 외존함으로써 공동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공동-내
-존재라고 부르며 이 공동-내-존재를 나와 타인이 아무 관계없이 떨어
져 존재하는 상태가 아니라 유한성을 분유함으로써 그 한계에서 분리되어
있으면서 접촉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름한다. 공동-내-존재는 하이데거의
공동존재(Mitsein; Being-with)를 확장하고 발전시킨 것이지만 하이데
거가 설명할 수 없었던 나와 타인 사이의 관계를 해명한다는 점에서 궁극
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죽음에-이른-존재로서 현존재는 불안의 방식을
통해 자신의 실존에 열려 있으며 예기(선구)를 통해 자신의 한계인 끝으
로부터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도래하기에 자신을 벗어나 있다. 그리고 다른
현존재도 나와 같은 존재론적 구조를 가진다면 타인의 죽음은 단순히 경
험될 수 없는, 나와 다른 것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타인의 죽음을 통해
타인의 실존 역시 열려 있는 상태가 되므로 나의 현존재와 타인의 현존재
는 ‘공동’ 내에서 만남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낭시의 관심은 타인의 죽음을 통해 타인의 실존이 현존재에게 열
려 있다는 사실에서 죽음에-이른-존재가 존재론적 토대로서 드러날 수
있는지, 그리하여 죽음에-이른-존재가 공동-내-존재를 확립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것이다.115)
113) Rehberg, Andrea. “Exposure: Nancy and Heidegger on Community”, in: Journal
of the British Society for Phenomenology, Vol. 35, No. 3, October, 2004, p. 242.
114) CD, p. 203.(강조는 연구자)
115) 낭시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 인류 혹은 민족의 역사적 존재로서의 공동체
에 대한 언급이 근본적인 존재론의 핵심적 통찰에 대한 배반이라고 비판한다. ‘죽음
에-이른-존재’로서 현존재는 실체성이나 주체성의 어떤 위상학도 초과하는 것 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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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시는 ‘나와 너’에서 이 ‘와’는 병렬적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외존의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말한다.116) ‘함께’, ‘더불어’, ‘내(le
en)’ 등은 나와 타자의 연속성보다는 나와 타자의 ‘사이’에 놓여 있는
극단의 분리를, 즉 그러한 ‘사이’의 존재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외존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의 일상적 관계
는 무엇인가? 이에 낭시는 기차의 같은 칸에 있는 여행자들의 예를 든다.
이 여행자들은 우연히, 임의적으로, 외부에서 주어진 대로 서로가
서로의 곁에 있다. 그들 사이에는 어떤 친밀한 관계나 소통은 없지
만 그들은 또한 그 기차에서 여행자들로서 같은 시공간에 더불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들은 분열된 군중과 연합을 이룬 집단 사
이에 있으며 매순간, 잠재적으로 둘 모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유
예 상태가 ‘함께 있음’을 이룬다. 그것은 관계없는 어떤 관계, 또
는 관계와 관계의 부재로 동시에 외존되는 것이다.117)

외존으로 인해 존재가 본질적으로 공동적인 실존이라면 우리는 동시에
공동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앞서 외존의 구조를 가진 존재를 단수적 존
재, 단수성이라고 설명하였는데, 단수성은 그 자체로 ‘복수성’을 함축

만 공동체 그 자체의 문제와 관한 한, 하이데거는 인류에 대한 그의 시각과 더불어 주
체로서의 부분으로 인식되는 목적과 함께 길을 잃는다. 그러므로 하이데거의 실존론적
현상학은, 그것이 실체성이나 주체성의 위상학을 풀려고 시도하는 한, 공동체에 대한
비-전체주의적 사유를 위한 방법을 개시하지만, 그 스스로는 숙명적으로, 혹은 경솔
하게 인류의 역사적 운명(민족)이라는 언급에서 이러한 위상학에 묶여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낭시는 존재와 시간에서 죽음으로-향하는-단수적 현존재가 공동체의 집
단적 실존에 어떤 영향력도 혹은 어떤 관련성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지적한다.
하이데거에게 현존재는 죽음으로-향하는-존재이며, 죽음은 현존재의 ‘가장 자기적인
가능성’인 한 필연적으로 매번 나의 고유의 죽음이며, 내가 홀로 투사한 것으로의 죽
음이다. 오직 현존재가 죽음, 또한 타자들과 ‘함께-존재하는’ 죽음을 향해 그 자신
을 투사함으로써 단수화되는 한, 내가 타자들의 죽음과 맺는 관계는(하이데거가 세인
의 죽음이라고 언급한 것) 결코 내가 내 자신의 죽음과 맺는 그것과 같지 않다. 존재
와 시간에서는 인류의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존재가 단수적 현존재의 방식으로, 유한
성에 집단적으로 노출되어있지 않기에 “현존재의 ‘죽음으로-향하는-존재’는 결코
그것의 함께-존재함(공동존재)에 급진적으로 연루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
다.”(James, Ian. op. cit. pp. 177-78 참조.)
116) CD, p. 75.
117) CD, pp. 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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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복수성이 없다면 단수성은 ‘단수성’이라는 언어도, 특성도 가질
필요가 없다) 공동-내-존재는 단수적이면서 동시에 복수적인 ‘단수적
복수의 존재(Être singulier pluriel; Being Singular Plural)’118)라고 말할
수 있다. 단수성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singuli’는 이미 그
자체로 복수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하나’를 ‘하나씩’에 속하는 것으
로 지명하기 때문이다.119) 단수적인 것은 바로 각각의 것이며, 그렇기에
또한 다른 단수적인 것들과 함께하고 그것들 사이에 있다. 다시 말해, 단
수적인 것은 복수적이다. 이러한 단수성들이 복수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단수적 존재가 다른 단수적 존재로 향할 때, 이 존재들은 연속적
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만 근접할 뿐이다. 즉 유한성을 분유하면서 서로에
게 노출될 뿐인데 이것은 나와 타자의 ‘접촉’만을 가능하게 한다.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와 접촉한다. 그러나 접촉의 법은 ‘분리’이다. 기차
안의 여행객들의 사례에서, 이 여행객들은 연합과 단절 사이에서, 충만함
과 공허함 사이에서 오직 접촉함으로 있다.
결국 공동-내-존재란 나와 타인이 세계에 ‘공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관념적으로 공동체에 ‘선험적’인 주체를 상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공동체가 구성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개인, 자아, 주
체, 타자 등의 실체를 미리 상정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하이데거

118) ‘단수적 복수의 존재’는 낭시의 개념이자 1992년에 출간된 저서의 제목이다. 낭
시는 ‘단수적 복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단수적 복수적 존재: 어떤 구문
이나 조사를 결정하지 않는, 이 세 개의 아주 적절한 단어들(‘존재Being’는 동사이
거나 명사이다; ‘단수적’과 ‘복수적’은 명사이거나 형용사이다; 이 모든 것은 다
른 조합으로도 재배치할 수 있다)은 혼연하고 명석한 방식 모두에서 절대적 등가성을
표시한다. 존재는 단수적으로 복수이고, 복수적으로 단수이다. 그래도 이것은 마치 존
재가 어떤 특정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속성인 것처럼 나타내는, 존재에 대한
특정한 술어를 구성하지 않는다. 반대로, 단수적 복수는 존재의 본질을 구성한다. 이
구성은 매순간 존재 자체의 실체적 본질을 무효화하거나 전위시킨다. 이것은 단순한
말하기의 방식이 아닌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해체시켜야 할 선행의 실체가 없기 때문
이다. 존재는 그것의 단수적 복수로 선-실존하지 않는다. 존재는 절대적으로 선-실존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선-실존하지 않는다; 오직 실존하는 것만 실존한다. (…) 이 명
제를 펼쳐놓는 것은 그리하여 철학이 해야만 하는 단 하나의 것이다.”(Nancy,
Jean-Luc. Being Singular Plural, Trans. Anne E. O'Byrne and Robert D.
Richardson.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이하 BSP), pp.
28-9 참조)
119) BSP,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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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존재 분석을 통해 내가 내 존재의 한계로 던져서 존재하기에 나는
닫힌 개인이 아니라 열린 존재임을 파악한 바 있다. 이처럼 다른 현존재
인 타인도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와 타인은 공동이라는 존
재적 상태 안에서 공존이라기보다 외존하는 방식으로 있다. 그렇다면 공
동 내에서 만나는 나와 타인은 연합이 가능한 존재인가? 반복하자면, 외
존은 나와 타인이 ‘죽음’이라는 존재론적 ‘무’를 나누어 갖는 실존의
방식이다. 나와 타인은 외존함으로써 서로에게 노출되어 있지만 단지
‘접촉’만 할 뿐 근본적으로 어떠한 결합, 연합은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모든 존재가 전-근원적으로 단수적 복수의 존재이고 단수적
존재들은 서로 외존의 방식을 통해 관계 맺고 있기 때문에 낭시는 우리
‘사이’를 제일 철학(First Philosophy)이라고 명명한다.120) 우리 ‘사
이’의 존재가 공동-내-존재이다. 공동-내-존재인 우리는 나의 기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타인에게 있으며, 타인의 기원은 나에게 있는 존재이
다. 즉 우리의 기원은 공동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공동으로 존재하게 한다. 유한한 존재인 내가 각기 그때마다 나의 한계에
가 닿음으로써 타인에게 노출된다는 이 접촉이라는 사태에 대해 낭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끝(한계)에 가 닿는 것’은 또 다시 그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기원은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끝은 타자
의 형식이다. 기원에 가 닿는 것은 그것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
것은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존재의 존재에 대한
복수적인 단수성이다. 우리는 그 한계에 이르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
에게 접촉하고 남은 존재들에게 접촉하는 정도에서 그러하다. 우리는
우리가 실존(존재)하는 한에서 우리 자신과 접촉한다. 우리 자신과
접촉하는 것이 우리를 ‘우리’로 만들고, 이러한 접촉 너머에, 공존
의 ‘함께’ 너머에 발견하기 위해 묻어 둔 비밀이란 없다.121)

따라서 이제 나는 ‘내’가 아니고 ‘우리’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
120) BSP, p. 25.
121) BSP,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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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거는 일상적 현존재가 비본래적인 상태로 ‘남들’과 섞여서 존재한
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남들’은, 나를 기준으로 할 때는 그들(they)
이다. 하지만 공동-내-존재인 우리는 이제 인식과 발화의 토대로서 상정
된 1인칭 단수(나; I)의 시점으로 3인칭 복수(그들; they)를 지칭할 수
없다. 나와 타인은 공동으로 나타나기에 오직 1인칭 복수인 우리(we)만
이 가능하다.122) 존재는 그 자신을 익명적 ‘우리’라는 유일한 방식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이제 에고 숨(ego sum; 나는 존재한
다)의 진리는 노스 수무스(nos sumus; 우리는 존재한다)이다.123)

3. ‘공동체 없는 공동체’ : 진정한 소통을 위하여
1) 신화적 공동체
Ⅱ장을 시작하면서 언급한 20세기의 공동체의 실패에 대한 낭시의 문
제 제기 중에 두 번째 문제, 즉 공동체를 하나의 과제로 여기고 제작하려
고 했다는 인간의 시도에 대한 분석이 본 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2절이
실존론적 방법론에 의한 공동체의 공동-내-존재로서의 재사유라고 한다
면, 3절에서는 정치적 영역이라는 실제 영역에서 공동체를 인위적으로 구
성했던 문제를 다룬다. 즉 이는 낭만주의 시기에 독일의 낭만주의 사상가
들에게서 나타난 신화적 인간성에 대한 것이다.
먼저, 독일 낭만주의는 프랑스의 계몽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계몽주의
에서 나타난 과학적 이성에 대한 대립, 즉 인간은 이성보다 감성, 정념,
창조적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해명이다. 계몽주의가 이성적
인간과 과학을 연결시킨 것처럼, 낭만주의는 정념적 인간을 신화와 연결
시킨다. 그리하여 ‘새로운 신화학(mythology)’을 만든 낭만주의 사상
가들은 신화라는 허구적 토대를 바탕으로 한 인간성을 제작하고자 하였
122)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언명의 주체(subject)가 아니다. 낭시는 인간, 자아, 개
인 등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공동으로 존재하는 익명의 단수적 존재들
모두를 지칭하기 위해 ‘우리’라는 전환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서 이
‘우리’는 내재성의 중단으로 인한 ‘열림’을 가리킬 뿐이다.
123) BSP,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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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인간성으로 구성되는 유기적인 공동체를 꿈꾸었던 것이다. 고
대 그리스에서, 중세 기독교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이상적 공동체에 대한
낭만주의자들의 노스탤지어는 독일에 있어 민족, 인종, 땅, 혈연 등을 바
탕으로 한 신화를 창조하게 된다. 낭시는 이러한 낭만주의적 시도에 대해
그것이 가진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이성이 아닌, 이성적 존재
를 벗어나는 인간 본연의 정념과 감정, 창조, 생성 등에서 비롯되는 공동
체에 대한 아이디어는 낭만주의자들의 혜안이었다.124) 그러나 그들이 신
화로부터 표상된 이상적인 동시에 허구적인 인간상을 현실에서 ‘실현’
시키고자 했기에 그 기획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결국
나치즘에 일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낭시는 신화에 나타난 표상된 것과 대
상과의 일치에서 ‘소통’이 억압됨을 보았다. 즉 신화는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에 현실을 일치시키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의 단일한 목소
리’125)로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의 신화에 하나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이 공동체에는 동일성 자체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본질적으로 내재주의
적이고 밖으로의 소통이 부재한 신화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신
화는 앞서 살펴본 개인 주체의 내재성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신화라고 하는 것은 기원과 관련된다. 신화를 통해 현재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과거에서의 시작이 말로써 전해진다. 그것은 우리
의 기원에 관한 것이다. 신화는 전해지면서 그 신화를 전해‘받는’사람
들의 의식과 세계관을 구축한다. 다시 말해, 신화가 전해지기 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세계가 신화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현시된다. 물론 이러
한 신화는 그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 세계의 기원, 인간의 기원에 대한
요청이 신화에 대한 요청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신화
자체라기보다는 신화가 갖는 기원적 또는 원리적 ‘기능’이다. 그리고
신화가 가진 이 목적성은 공동체와 직결된다. 왜냐하면 개인을 위한 신화
는 없기 때문이다. 신화의 주인공이 고립된 영웅일 수는 있어도 개인의
구축과 완성을 위한 신화는 전해질 수 없는데 그것은 그 개인에게만 존재
하기 때문이다. 신화는 본래적으로 공동체적이고, 이 신화는 동일한 하나
124) CD, pp. 160-61 참조.
125) CD,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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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대를 공유하는 연합의 공동체를 구성한다.
그런데 낭시는 왜 공동체를 설명함에 있어 ‘신화’를 끌어들이는가?
신화를 설명함으로써 공동체와 소통을 어떻게 이해하고자 하는가? 낭시는
1980년대부터 그가 비판하고 있는 형이상학의 구조가 정치적인 영역에
침투해 왔음을 여러 활동을 통해 폭로해왔다.126) 말하자면 형이상학에서
발견되는 토대와 본질에 대한 형상들이 정치적인 영역, 인간의 공동체에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지가 신화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적인 쟁점인 것이
다. 하나의 고정된 기원에 대한 욕망은 신화라는 장치를 요청하고, 이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기원을 공유하는 공
동체가 된다. 고정된 단일한 기원에 대한, 최초의 시작점에 대한 욕망은
기존 형이상학과 근대의 이성철학을 추동하는 힘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이제 신화는 다양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들을 정당화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내러티브의 집합일 뿐만 아니라, 주체의 존재가 그 자체로 구성되도록 허
용하는 실천의 형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127)
신화가 ‘많은 사람들의 단일한 목소리’로서 연합의 공동체를 구성한
다는 낭시의 논의는 독일 낭만주의를 연구한 초기의 연구에서부터 그의
관심사였다.128)

낭시는

19세기

낭만주의

시기에

‘새로운

신화학

126) 낭시는 1980년대에 필립 라쿠-라바르트(Philippe Lacoue-Labarthe)와 함께 정
치철학 세미나를 운영하였으며, 이는 주로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철학적인 것이 ‘후
퇴’해야 한다는 방향성 하에 진행되었다. 낭시와 라쿠-라바르트의 <정치적인 것에
대한 철학연구소>는 1980년 11월 파리에 있는 에콜 노르말에서 문을 열었고 1984년
11월까지 운영되었다. 이 기간 동안 2권의 책이 발간되었는데, <Rejouner le
politique(정치적인 것을 다시 시작하기)>(1981), <Le Retrait du politique(정치적인
것의 후퇴)>(1983)이다. 낭시와 라쿠-라바르트가 데리다의 제안에 의해 설립한 이
연구소의 기원은 1980년 7월에 <인간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열렸던 콜로키움이었
다. 이 콜로키움은 데리다의 해체 철학을 출발점으로 하여 정치적인 차원의 논의들을
진전시켰다. (James, Ian. op. cit. p. 155 참조)
127) George, D. Theodore. “The Myth of the West Interrupted; Community and
Cultural Difference in Nancy’s ‘Literature Communism’”, International
Studies in Philosoph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2003, p. 52.
128) 대표적인 연구로 필립 라쿠-라바르트와 함께 저술한 독일 낭만주의 문학 연구인, 
문학적 절대: 독일 낭만주의 문학 이론(L'Absolu Litteraire: Theorie de la
litterature du romantisme allemand)(1978)이 있다. 여기에서 낭시와 라쿠-라바
르트는 독일 예나의 낭만주의 그룹들이 1800년을 기점으로 <아테네움> 같은 잡지 등
에 실린 텍스트들을 선별하여 싣고 있다. 낭시와 라쿠-라바르트는 슐레겔 형제, 슐라
이어마허, 노발리스, 셸링 등에 의한 낭만주의 사상에 이미 배태되어 있던 진정한 현대
성을 연구하였고, 이들의 텍스트에서 아우토포이에시스라는 자기생산성을 인간 정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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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uvelle mythologie)’을 창안해내려는 일련의 사상가들에 의해 신화
가 근대적으로 재창안되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그는 낭만주의 자체
를 ‘토대로서의 신화의 장면을 창안한 것’으로, 동시에 ‘기원의 살아
있는 힘과 그 힘의 기원을 동시에 되찾으려는 욕망 또는 의지’로 정의한
다. 낭만주의에서 신화를 향한 시적인 운동은 근대적 국가의 설립을 위한
토대가 되는데 이것이 이어져서 독일의 전체주의라는 결말을 맞이했기에
낭만주의적 신화는 전체주의적 공동체와 불가피하게 연결된다.
낭만주의와 독일 관념론 철학이 성행하던 바로 그 시기에 독일은 나폴
레옹의 침공을 받았으며, 계몽정신과 자유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이상은
급격하게 국수주의와 민족주의를 기치로 내세우면서 정치적 낭만주의라는
새로운 신화를 창조해나가고 있었다.129) 피히테와 슐레겔과 노발리스가
독일정신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의 신화정신이나 중세 기독교의 국가에서
발굴하려고 시도하면서, 낭만주의자들의 신화 해석의 지향성이 선명하게
부각되었다.130) 낭만주의에서 나타나는 고대 그리스와 중세의 기독교적
국가에 대한 시(詩)적·민족적 노스탤지어와, 도덕적 선을 이룰 수 있는
신성한 인간성의 신화화는 보편적 인류애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
상은 서구 세계의 자기의식을 재규정함으로써 스스로 완성되고자 하는 형
이상학적 운동이다. 이에 대해 낭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일한 가능성임을 직시한 사상사적 공헌을 재구성하였다.
129) 김 진, ｢낭만주의의 신화해석 : 문화적 정치신학의 기원｣, 사회와 철학, 18호,
2009, pp. 127-28.
130) 예를 들어, 피히테, 노발리스, 슐레겔, 셸링 등으로 대표되는 독일 낭만주의 사상가
들은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위한 보편적이고 문화적인 세계 정부를 요청하였다. 칸트
의 도덕적 의지에 영향을 받은 피히테는 국민들의 도덕적 발전이 국가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성국가로서의 독일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노발리스는 기독교
적 사랑을 바탕으로 인간의 정신을 풍요롭게 해 주었던 중세 유럽의 기독교 국가를 이
상적 국가모델로서 지향하였다. 슐레겔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최대로 보장하여야 하
며 모든 국민이 자유를 누리는 평등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였다. 그리고 국민 모두의
의견을 보편의지로 하여 자유, 평등, 신성한 보편의지를 바탕으로 모든 국가들이 공화
제를 수립함으로써 총체적인 세계 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독일 낭
만주의에서 보여지는 민족주의와 연합을 위한 파토스는 공통의 언어, 공통의 의사소통,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파괴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 점에서 파시즘은 ‘낭만주의의
후예’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뿐 아니라 낭만주의는 인류 보편적 국가 설립이라는 목
표에도 불구하고 당시 독일 사회에 만연했던 반유대주의를 심화시켰고, 이는 나치 신
화의 유대인 학살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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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의 이념에 집중한다는 것은 아마도 서양이 자신 고유의 기원을
전용하기 위한 혹은 그것의 비밀을 제거하기 위한 전적인 위장일
것인데, 그리하여 결국에 서양은 자기 고유의 선언과 탄생과 관련
해, 절대적으로 그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화의 이
념 그 자체는 아마 서양의 이념 자체를 보여주는데, 인간성의 운명
으로서 자신의 근원을 다시 발생시키고자 자기 고유의 근원으로 되
돌아가려는 욕망의 반복되는 재현과 함께 보여준다.131)

그런데 이러한 낭만주의적 신화는 공동체의 세계관을 창조하는 기능을
갖지만 바로 그 창조적 기능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허구적인’ 속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신화는 세계를 창조하기도 하지만 그 신화적 토대가
허구적이라는 이중적 속성을 갖는 것이다. 낭만주의가 지향한 자유롭고
창조적인 힘인 상상력은 신화로부터 비롯된다. 말하자면 신화의 존재 발
생에는 이미 허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낭만주의 시기에 신화에 대
한 의식적 관심은 신화가 이미 허구적임을 알면서도 인간 정신의 완성을
위한 정치적 토대로 삼았다는 것이 신화가 가진 존재론적으로 모순적인
‘틈’이다. 이것은 형이상학으로서의 ‘철학’이 표상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를 지닌다. 철학이 실체의 토대를 이루는 기체(subjectum) 혹은 본
질을 상정하고, 이렇게 상정된 토대 위에 이론을 세워왔던 것처럼, 신화
역시 본질적으로 허구인 그 자신의 진리 위에 공동체를 세운다.
낭시가 낭만주의에 등장한 신화에 대한 관심을 ‘새로운 신화-학
(mytho-logie)’이라고 부른 까닭은 그 어원에서 뮈토스(muthos)와 로
고스(logos)가 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어 로고스와 뮈토스
는 동시에 ‘말’, ‘이야기’라는 뜻을 공유하고 있지만, 전자가 상대방
을 설득하는 논리적이고 과장된 말이라면 후자는 세계의 기원과 신들의
행위를 뮤즈 신에게 영감을 받아 시인들이 노래로 부른 시적이고 창조적
인 말이다. 일반적으로 로고스와 뮈토스는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여겨지
지만, 낭만주의는 이 둘을 결합시켰다고 낭시는 보았다. 뮈토스는 지성의
131) CD, pp. 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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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을 채워줄 어떤 물음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어떤 기다림에 대한,
또한 세계 자체의 기다림에 대한 답이다. 신화를 통해 세계가 알려지고,
세계는 어떤 선언이나 완벽하고 결정적인 어떤 계시에 따라 알려진
다.132) 그리고 뮈토스에서 발견되는 세계의 구조화와 근원적 계시는 로
고스를 재현한다. 다시 말해, 로고스가 이성의 말, 진리의 말로서 그 스스
로에게 이성중심의 최우선 등급을 수여하는 구조 자체가 뮈토스의 구조인
것이다.133)
이렇듯 창조적이면서 허구적인 신화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를
호명한다. 신화는 공통의 언어로 공통의 이념을 전달하고 공동체는 신화
를 집단적으로 수용한다. 그리고 신화 안에서 신화가 전달해주는 공통의
이념에 대한 상상적 동일시가 일어난다. 이에 따라 공동체는 동일성을 공
유하고, 하나의 동일성을 중심으로 연합한다. 낭시는 신화에 신화 자체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았는데, 이 의지는 신화 자신이 표상하는 것을 그
것의 현실에 일치시키려는 의지이다. 그 자신을 전하면서 신화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존재하게 하고 자신이 허구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신화의
효과적인 자기 소통, 그것이 의지이다.134) 그리하여 이러한 신화로 인해
구성된 공동체는 절대적이고 내재적인 공동체이다. 하나의 신화에 하나의
공동체가 세워진다. 이러한 신화의 의지는 본질적으로 전체주의적인데 이
의지는 언제나 연합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신화는 자신이 표상
하는 허구에 다수의 실존을 결집시키고, 공동의 형상을 다수의 실존에 부
여하는 것이다.135)
창조적인 동시에 허구적인 신화의 토대는 공동체 역시 허구적인 것으
로 만든다. 신화에 존재하는 모순되는 이 지점에서 신화는 단절된다. 신
화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 말하면서 완성에 이를 때, 이 때 완성되는 닫힌
체계는 중단된다. 말하자면 내재성의 완성은 곧 내재성의 파열이다. 다시
말해, 내재성에 도달하는 순간에 내재성 자체는 중단된다. 왜냐하면 그러
한 내재성은 없기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고립된 내재성에 이르는 순간 그
132)
133)
134)
135)

CD,
CD,
CD,
CD,

p.
p.
p.
p.

123.
138.
143.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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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성이 내재적이기 위해서는 초월성이 전제되어야 한다.136) 따라서 이
러한 내재성은 허구이며, 새로운 신화학의 허무주의적 논리 또는 무화의
논리는 신화 고유의 허구 안에서 내부 파열을 일으킨다. 그리고 신화가
있기에 필연적으로 공동체가 생겨난 것이라면 신화가 중단될 때 연합의
공동체 역시 중단된다. 신화와 그 토대가 공동체에 본질적이라는 것은,
곧 신화 밖에서 공동체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 문학적 공동체
(1) 소통 : 바깥으로의 열림의 사태
그렇다면 신화가 단절된 후, 즉 연합의 공동체가 단절된 후에 우리에
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신화에 의해, 신화로만 이해되고 인식되었
던 공동체가 신화의 단절로 여분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고 공동체적이기 때문이다. 낭시에 따르면 존재론적으로 이미 공동체적
인 우리의 존재로부터 공동체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곧 우리 존재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다. 낭시는 신화로 인해 구성된 연합의 공동체가 단절된
후, 그 ‘두꺼운 외양’에 가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허구적 신화를 토대로 한 단일한 공동체가 아닌, 하나의 기원과 본
질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론적으로 공동인, 공동-내-존재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개인의 절대적 내재성의 완성에서 탈자태, 즉 공동-내
-존재가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신화적 공동체의 완성 및 단절에서 공

136) Nancy, Jean-Luc. “The Forgetting of Philosophy”, The Gravity of
Thought, trans. Francois Raffoul and Gregory Recco, Atlantic Highlands, N.J.:
Humanities Press, 1997(이하 FT), p. 67.; 낭시는 내재성을 부인했는데 초월성이
없는 내재성이란 존재하거나 관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존재를 구성하는 것은 초월성
이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바깥에 위치한다. 또한 초월성 역시 순수한 외재성이 될 수
없다. 즉 어떤 공간에 정박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각각의 시간에 노출되어 있음을 넘
어서는 움직임, 진동, 떨림이다. 어디로의 노출은 곧 유한성을 나타낸다. 한계에 닿는
다는 것은 한계가 우리에게 도착하거나 일어난다는 의미로서 그것은 우리에게 그 자신
을 항상 새로운 것으로 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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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내-존재가 드러남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서 드러난 이 공동체는 무
한한 내재성에 저항하는 공동체이고, 연합의 신화를 단절하는 공동체이
다. 낭시는 신화가 단절됨으로써 단수적 존재들이 공동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의 나타남은 그들의 존재에 부과되는 것이 아
니라, 그들의 존재가 그 공동의 나타남 가운데 존재로서 ‘도래’한다.
공동으로 나타남에 대한 이러한 공동체를 위한 신화가 존재하는가?
만약 신화가 언제나 공동체의 교감과 재결합에 대한 신화라면, 그러
한 신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공동체의 분리적인, 혹은 숨겨
진 본성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신화의 단절이다. 신화에서, 공동체
는 선포되어 왔다 : 단절된 신화에서, 공동체는 블랑쇼가 ‘밝힐 수
없는 공동체(La Communauté inavouable)’라고 부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137)

이것이 ‘밝힐 수 없는’ 공동체인 까닭은, 그것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
을 언어로 발화하거나 개념적 차원에서 관념화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리
고 공동체라는 이름하에 연합을 단행하려 하는 순간, 공동체는 또 다시
형이상학적 허구화와 의미 작용의 굴레에 갇혀 내재적인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다.
존재를 ‘인간’, ‘주체’, ‘개인’, ‘자아’라고 지정하지 않고 단수
적 존재라고 명명하는 한, 연합 대신에 언제나 ‘소통(communication
)138)’이 있다. 이 소통은 그것이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메시지나 의미의
전달이나, 그것의 주체성 혹은 상호 주체성에 대한 함의를 가리키지 않는
다. 낭시는 합의와 합일을 위한 소통이 아니라 고립된 상태에서 공동적
상태로의 존재론적 열림의 사태를 소통이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 존재

137) CD, p. 147.
138) 이 소통이라는 단어는 합의와 일치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궁극적으로
낭시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이 단어가 공동체(communauté)라는 말과 공
명하기에 그는 소통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쓴다. 그러나 이 단어에 (그것을
대체하기도 하는) 분유라는 단어를 겹쳐놓는다고 덧붙인다. 뿐 아니라 프랑스어
communication에는 전염, 전달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낭시는 이를 단수적 존재
의 한계에서 다른 단수적 존재로의 전염, 전달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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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열림은 타인과의 분리를 바탕으로 하기에 낭시에게 소통은 결속이
아니라 “사이 그 자체의 나타남 가운데 있다.”139) 즉 내재적인 신화에
의해 억압되어 있던 소통은 신화가 단절됨에 따라 풀려난 단수적 존재들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정치적 영역에서 낭만주의가 구축했던 신화적 공동체,
곧 전체주의 공동체의 단절로 인해 풀려난 ‘소통’의 문제는 다시 존재론
적 공동체, 공동-내-존재의 문제로 되돌아온다.
존재론적 차원에서 공동-내-존재와 연결되는 소통에 대해 설명하자
면 다음과 같다. 소통은 단수성을 정의하는 바깥으로의 외존을 구성한다.
말하자면 나와 타인은 각각 자신의 한계에서 유한성을 분유함으로써 노출
되고 접촉한다. 이러한 유한성의 분유가 외존을 가리킨다면 나의 바깥으
로의 외존은 나의 존재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나의 단수성의 어떤
영역을 구획한다. 이렇게 단수적 존재가 한계를 기준으로 영역이 구획된
다는 것은 곧 그 한계 바깥에 나와 같은 존재의 영역이 있음을 뜻하므로
다른 존재와의 소통은 이 한계의 분유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나와 타인
이 공동으로 공유하는 것은 바로 유일한 이 한계, 각각의 존재의 유한성
인 것이다. 그리고 이 소통은 타인의 죽음으로부터 비롯된다. 하지만 우
리는 매번 타인의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타인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소통 혹은 공통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출구는 자아의 상실, 자
기의 고유성을 버리는 데 있다.
낭시는 바타유가 일종의 황홀경에 대한 공동 체험(내적 체험)을 통해
자신을 버릴 때, 타인의 죽음을 마주할 때와 같은 공통성 곧 소통이 열린
다고 분석한 사유에서 공동-내-존재와 소통이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
였다. 바타유는 ‘나’라는 ‘인간’의 내재성이 파열되는 순간을 ‘찢긴
상처’, ‘벌어진 틈’이라는 은유로 설명한다.140) 찢긴 상처나 벌어진
틈은 내부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표면이다. 즉 단수적 존재의 모든
‘안’은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다.141) 벌어진 틈이 가리키는 내부와
외부의 분리, 그러나 내부와 외부가 서로를 구성하는 외존이 소통이며,
139) CD, p. 74.
140) Botting, Fred. and Scott Wilson, eds. The Bataille Reader, Oxford, UK; Malden,
MA: Blackwell, 1997, p. 10.
141) CD,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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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은 단수적 존재들의 공동체에서만 가능하다. 블랑쇼는 바타유의 내적
체험(inner experience)142)을, 즉 탈자태를 공동체 자체인 타인과의 관
계를 보다 깊은 기원으로 갖는 이의 제기의 움직임으로 보았다.
바타유는 내적 체험(Inner Experience)에서 ‘비-지(un-knowing)’
상태의 경험을 말하는데, 이 상태는 “일체의 감각, 일체의 언어, 일체의
지식이 상실되고, 육체의 힘, 정신의 힘, 영혼의 힘이 남김없이 소모될
때”143) 이를 수 있으며, “이 절대적 소모, 이 순수한 상실, 이 완벽한
빈손의 상태가 바로 바타유가 최고주권(souveraineté)의 경지라고 부르는
인간 경험의 최고 영역”144)이다. 이러한 상태는 종교적 황홀경, 성적 황
홀경과 같이 나 자신의 바깥, 즉 탈자태를 체험하게 해준다. 이러한 탈자
태의 경험은 주체를 절멸로 이끌기 때문에 하나의 ‘재앙’이다. 따라서
고립되고 불연속적인 주체를 한계 즉 죽음의 상태로 몰고 가는 내적 체험
을 통해 존재는 ‘자기-밖에’ 있게 된다. 이 내적 체험은 결코 단독자에
게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의 특성이 개체의 특수성을 깨뜨
리는 데에, 개체가 타인에게로 노출되는 데에, 즉 본질적으로 타인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내적 체험은 소통 가능해야만 그 자체
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며, 내적 체험은 그 본질에 있어 바깥으로의 열림 그
리고 타인에게로의 열림이기에 소통 가능한 것이다.145)

142) “바타유에게 ‘내적 체험’은 정확히, 참을 수 없이 낯선 혹은 이질적인 상태-의
식의 편안함과 방어의 외부에 있는-로의 개시를 나타낸다. ‘내적 체험’의 글쓰기는
경험의 절정에 대한 앎의 도달-성찰에서 혹은 황홀경에서- 너머로의, 그리고 부지 혹
은 비-지식의 심연으로의 운동을 설명한다. 내적 체험은 개별적 경험, 그리고 그 자체
의 내부로부터 그리고 그 자체 없음으로의 실존의 고통스러운 찢김, 가능성의 극단적
한계에서 힘들과의 마주침을 설명한다. 내적 체험의 ‘시’는, 우리 너머에 있는 죽음
을 통한 소통으로서의 소통을, 우리 스스로가 사라지지 않고서는 결코 이를 수 없는
소통을 개시한다.(…) 소통의 이러한 형식은 어떤 것을 파괴하는 불꽃, 전기 방전, 번개
의 강렬함이다. 내적 체험, 그리고 그것에 연루된 소통은 개별화된 존재를 ‘가능한 것
의 극단적 한계’로 이끈다. 이러한 한계에서 ‘모든 것은 항복한다.’ 비-지식은 고통
스러운 황홀경의 강렬함에서 폭발한다: ‘비-지식은 벌거벗었다.’ 비-지식 혹은 부지는 ‘지식의 부재에 대한 지식’으로 설명된다. 황홀경과 소통하면서, 내적 체험은
주체와 객체가 (융합되어) 사라지는 ‘벌어진 틈’을 드러내면서 고통과 증오를 유발
한다.”(Botting, Fred. and Scott Wilson, op. cit. pp. 8-10.)
143) 유기환, 조르주 바타이유: 저주의 몫, 에로티즘, 살림, 2006, p. 34.
144) 위의 책, 같은 곳.
145) 모리스 블랑쇼, 앞의 책,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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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진정한 소통은 ‘내가 아닌 나’에게만 일어난다. 소통은
바깥으로의 열림이기에 연합보다는 단절을, 내재성보다는 외재성을, 신화
적 공동체보다는 그것의 단절에 의해 드러나는 ‘문학적 공동체(Literary
community)’에 더 가깝다. 이 문학적 공동체는 바타유에게서는 ‘부정
의 공동체’, 블랑쇼에게서는 ‘밝힐 수 없는 공동체(La Communauté
inavouable)’, 낭시에게서는 ‘공동체 없는 공동체(Communauté sans
Communauté)’ 혹은 ‘무위의 공동체(La Communauté désœuvrée)’라고
명명된다.146) 이러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체는 우리가 어떤 완결
된 대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는 미완의
지향점인 것이다.147)

(2) 공동체 없는 공동체 : 무한한 소통
‘무위의 공동체’는 어떠한 형태의 공동체도 제작하려는 모든 행위를
배격한다. 다시 말해 합일이나 합치의 이념 속에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
는 모든 시도를 제외한 공동체이다. 부정의 공동체, 밝힐 수 없는 공동체,
공동체 없는 공동체는 모두 신화적 동일성에 대한 부정적 사유의 방식으
로 표현된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사유의 전통에서 공동체는 모두 전체주
의적 방식으로 사유되어 왔기 때문이며, 이는 소통이 없는 연합의 공동체
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다.148) 공동체에 대한 부정의
146) 이렇듯 공동체를 부정형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유의 전통을 가로지르
는 공동체의 표상이 이미 전체주의의 유혹/혐오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전체
주의의 유혹이란 “전체와 합치하고 싶다는 ‘신화적 동일성’의 욕망이자, 이질성의
배척이라는 오래되고 나쁜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고병권·이진경 외, 코
뮨주의 선언 : 우정과 기쁨의 정치학, 서울:교양인, 2007, p. 274) 또한 “공동체란
공동체를 만들려하지 않는 곳에만 존재함”을 뜻하기에 부정의 방식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는 것이다.(이진경, ｢코뮨주의에서 공동성과 특이성｣, 탈경계인문학, 제3권, 제2
호, 2010, p. 293.)
147) CD, p. 177.
148) “그에 따라 공동체에 대한 어떤 표상이 철학의 전통을 가로질러 계속 이어져 내려
오고 있다는 생각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 표상은 바타유가(이전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마르크스가) 철학의 전통을 극복하거나 넘어서는 가운데에서조차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 표상은 공동체는 스스로 구축되는 것을 자신의 고유한 과제로 삼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 표상이 보여주고 있는 공동체의 본질적 특성을 나는 ‘전체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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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본다면, 기실 공동체는 부재한다기보다는 이미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죽음이라는 존재의 한계 앞에 존재의 유한성만을
분유함으로써 내재적 주체는 사라지고 공동체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나 과
제가 해체될 때 공동체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이것이 과제(œuvre;
work)의 해체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dés-œuvrement(unworked)가 ‘무
위(無爲)’라고 번역되는 까닭이라고 생각한다. 무위는 무엇을 계획하지
않음이나 행위하지 않음이라는 능동적인 부정형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언제나 이미 공동-내-존재라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라는 무조건적인 수동의 상태를 가리키기도 한다. 따라서 공동체는
완성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완성은 그 소멸이기 때문이다. 그리
하여 낭시는 공동체의 원리가 그 ‘미완성’에 있다고 말한다.
공동체의 부재는, 공동체가 완성될 수 없거나 새로운 개인으로서 발
생될 수 없는 한, 공동체를 완성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혹은 공동체
그 자체를 재현한다.(…) 공동체의 부재에서 공동체의 과제도, 과제
로서의 공동체도, 공산주의도 그 자체를 완성시킬 수 없다; 오히려
공동체에 대한,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정념은 개인의 형식에 갇혀
있는 모든 한계와 모든 완성을 넘어서기 위해 과제를 무위로 만들
면서, 호소하면서, 요구하면서 그 자신을 전파한다. 그리하여 이것은
부재가 아니고 운동이다. 이것은 단수적 ‘행위’로서의 무위이며,
전파이며 심지어 전염이고, 그 자신을 전파하는 혹은 자신의 단절
자체를 통해 전염을 전달하는, 공동체 자체의 소통이다.149)

이렇듯 낭시가 공동체의 원리가 미완성이라고 했을 때, 이는 단수적
존재들 사이에 ‘무한한 소통’이 있음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
은 단수적 존재들 사이에 무한한 분리가 있음을 암시한다. 이 무한한 소
통, 무한한 분리는 하나의 중심을 향해 집결하는 공동체를 절단하고, 오
대한 성찰을 통해 구명하게 되었다. 한편 까다롭고 불안정하며 부분적으로는 흡족치
않은 바타유의 성찰에 따라 사유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나로서는, ‘무위의 공동체’
라 부를 수 있어 보이는 것이었다.”(장-뤽 낭시, ｢마주한 공동체｣, 밝힐 수 없는 공
동체/ 마주한 공동체, 박준상 역, 문학과 지성사, 2013, p. 119.)
149) CD,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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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 바깥, 즉 존재의 한계로만 무한히 뻗어 나가는 공동체를 양산한다.
이러한 소통과 바깥으로의 운동을 낭시는 단수적 존재들이 공동으로 나타
난다는 사실의 전염, 접촉, 진동, 정념의 전달이라고 말한다.
단수적 존재들은 공동으로 나타난다: 그들의 공동으로 나타남은 그
들의 존재를 구성하며, 서로 서로에게 전달(소통)되도록 한다. (…)
그것은 접촉이고 전염이다: 접촉, 존재의 가장자리에서 전율의 전달,
우리를 동류로 만드는 정념의 전달 혹은 동류가 되는, 공동 내에 존
재하려는 정념의 전달.150)

결론적으로 공동체라는 단일체도, 그 실체도 없다. 왜냐하면 존재의
가장자리에서 한 존재로부터 타자로 이행하는 그 이행은 완성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낭시는 이러한 미완성을 공동체의 원리로 본다. 하지만
미완성을 불충분성이나 결핍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분유의 역동성으로
또는 단수적 균열들에 따라 끊이지 않는 이행의 역학을 가리키는 역동적
표현으로 받아들인다.151) 이제 더 이상 공동체를 구성하거나 제작하는
것은 관건이 아니고, 공동체의 분유를 미완성으로 내버려두는 것이 관건이
다. 공동체가 존재로서 우리에게 언제나 이미 드러난다면 공동체를 상실한다
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우리는 공동으로-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152)
하지만 공동체가 존재론적으로 항상 이미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이 수
동적으로, 공동체는 그저 있을 뿐임으로 나약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내재성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이다. 내재성에 대한
저항으로서 공동체는 어떤 의미에서 초월성이다. 이 초월성은 어떤 신성
한 의미를 결코 갖지 않으면서 내재성에 대한 저항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내재성에 대한 저항 자체로서 이러한 공
동체는 전체주의에 반(反)하는 공동체이다. 공동-내-존재로서 나와 타자
가 공유하는 유일한 것이 존재의 한계로서의 유한성뿐이라는 사실이 우리
에게 의미하는 바는, 유한성을 제외한 모든 것은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150) CD, pp. 152-53.
151) CD, p. 87.
152) CD,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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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존재론적 사유를 떠나 일상적인 현실에 적
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문화적·역사적·실존적 경험의 차이에 대한 인
정과 인식이 없으면 진정한 공동체, 소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한 소
통이란 타자를 동일자로 포섭하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타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153) 결론적으로 존재는 유한하
지만 유한성을 분유하는 공동체와, 공동체의 소통은 무한하다.154) 그리고
나와 타자의 무한한 소통이 바로 낭시가 말하는 ‘공동체 없는 공동체’
인 것이다.
한편 낭시가 공동-내-존재를 ‘문학적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만 소통하는 신화와 반대로 문학 혹은 글쓰기는 언제나 그 외
부에 있는 타인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문학에 대해 블랑쇼는 “문
학의 궁극적 가능성은 글쓰기가 어떻게 독서를 통해 타자의 현전에 대한,
또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155)라고 말한다. 앞서 보았듯이 신화는 많은 사람들의 단일한 목소리,
‘하나의 목소리’이다. 낭시가 신화를 하나의 목소리라고 일컬은 데에는
하나의 근원적인 목소리에 대한 플라톤 이래로의 전통 형이상학의 논의를
반박하고자 한 의도가 있다. 하나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저자의 존재가
불가피하며, 그 목소리는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임과 동시에 그것을
말하는 주체와 동일하다. 그러나 글쓰기나 텍스트, 문학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타자에 의해 읽혀지고 다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 문학은
그 본질이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인, 문학 자체의 부적절성에 있다.
뿐 아니라 문학의 용어는 여타 다른 학문의 용어와 같지 않다. 학문의
용어는 보편적인 의미를 담지하고, 그 보편적 의미를 바탕으로 새로운 탐
구를 발전시킨다. 그러나 문학의 용어는 하나의 의미만 가리키는 것이 아
니라 다수의 의미가 중첩될 수 있으며 그렇기에 그 성격은 동일성이기보
다 비동일성, 즉 차이에 가깝다. 그래서 바르트나 데리다, 블랑쇼 등과 같
은 후기 구조주의 사상가들은 글쓰기와 문학에 특히나 그 가치를 부여한

153) 고재정, ｢모리스 블랑쇼와 공동체의 사유｣, 한국프랑스학논집, 49, 2005, p. 183.
154) CD, p. 151-52.
155) 박준상, ｢옮긴이 해설｣, 밝힐 수 없는 공동체/ 마주한 공동체,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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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데리다는 문학을 ‘~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에 이의를 제기
하는 실천으로 보았다.156) 이러한 질문은 불변하는 본질, 의미, 토대에
관한 것이며, 위계질서를 설정하는 ‘하나의 답’을 낳는다. 그러나 문학
은 이렇게 설정되는 이분법적 위계를 무효화한다. “문학은 안팎을 나누
는 경계로 명백히 분리된 형이상학적 대립 개념 사이에 처하는 대신, 양
자택일과 동일성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영역에서 작동한다.”157)
그렇다면 문학은 어떤 기능을 갖는가?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앞서
언급했듯이 문학의 본질은 ‘자기 자신이 아닌 것’으로서 자체의 부적절
성이다. 데리다는 문학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경우
에도 문학의 본질은, 문학의 진리는, 문학의 문학적-임이라는 것은 없다
는 선언일 것이다.”158) 데리다의 경우에서처럼 문학이 철학이 구획한
이분법적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낭시에게 있어서 문학은 신
화를 단절시키는 행위이다. 한 공동체의 기원이자 토대가 되는 내재적 신
화는 닫힌 체계로서 같은 기원과 토대를 공유하지 않는 그 바깥의 존재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이에 대해 낭시는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무분별한 집
단적 폭력(국가, 민족, 종교, 가족 등)에 대해 그 원인이 내재적인 공동체
에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하나의 기원에 따른 동일성을 공유하는 공
동체는 그 동일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하나의 주체나 자아, 확장된 개인이
다. 그리고 이 확장된 개인은 자기 바깥의 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
만 문학은 그 발생에서부터 바깥의 타자를 불러 세운다. “문학적 텍스트
는 말하자면 읽기의 행위를 불러내는 글쓰기의 행위이다.”159) 그리하여
태생적으로 타인에게 열려있는 문학은 공동체의 단절과 해체를 가리키는
데에 적합한 실천이 된다. 내재주의가 스스로 닫힌 체계라면 문학은 한없
이 열려 있다.
156) 자크 데리다, 문학의 행위, 데릭 에트리지 편, 정승훈·진주영 역, 문학과 지성사,
2013, p. 67,;“데리다가 궁리하는 것은 ‘~란 무엇인가?’와 ‘문학’과의 관계이다.
이 질문은 ‘후자의 단어가 전자의 두 단어에 내포된 본질, 정체성, 진리에 대한 가정
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아닐까?’라고 데리다는 묻는다.”(데릭 에트리지, 문학의
행위, p. 14.)
157) 위의 책, p. 170.
158) 위의 책, p. 19.(강조는 연구자)
159) 위의 책, p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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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은 작품이 한 저자로부터 한 독자에게로, 그리고 이 독자로부터
또 다른 독자 혹은 또 다른 저자에게로 넘어가는 곳에서 완성에 이
르지 않는다. 문학은 작품이 동일한 저자에 의해 또 다른 작품으로
넘어가는 곳에서 혹은 그것이 다른 저자들의 다른 작품들로 넘어가
는 곳에서 완성에 이르지 못한다.160)

따라서 문학은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완성된 동일성이 아니며, 어떠한 동
일성도 아니다. 낭시에 따르면 이러한 문학은 비-동일성, 문학의 문학 자
체에 대한 비-동일성이다.161)
절대적 내재성을 단절하면서 문학은 가장자리에 놓인다. 말하자면 늘
타인과 맞닿아 있는 문학은 자신의 경계를 타인의 경계와 ‘분유’한다.
이에 문학은 자신의 끝, 극단의 가장자리에서 발생하고, 타인과 나를 분
리시키는 그 경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신화는 중심을 향해 집결하고, 문학은 가장자리에서 바깥으로 향한다. 말
하자면 문학은 한계이자 가장자리에서 발생한다. 바타유에 따르면 문학은
집단적 필연성을 지시하는 임무를 맡을 수 없다. 문학은 하나의 중심으로
환원되려는 (신화적) 움직임을 차단하고 유예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러한 차단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기획이 될 수는 없다.
블랑쇼도 낭시도 이러한 문학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종사
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문학일 수 없다는 데에 동의한다. 말하자면
무언가를 하기 위한 문학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목적
에 문학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그 문학은 어느새 그 반대의 목적을 위
해서 봉사하고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문학의 언어는 ‘원초적 중의성’을
그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162) 낭시도 문학은 정치적이든 미학적이
든 철학적이든 모든 정의(定義)와 프로그램에 저항하는 것에 부합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 문학은
하나의 오락이거나 하나의 거짓이라고 말한다.163)
160) CD, p. 162.
161) CD, p. 164.
162) 고재정, 앞의 글, p.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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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은 이제까지 진리라는 영원불변하는 실재가 있다고 보고, 그 실재
를 하나의 의미로 포획하려고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은 바로 그 한
계에 도달했는데, 그 철학의 토대가 되는 인식 주체가 그 힘을 다했기 때
문이다. 대상세계를 자신에게 본유적인 이성으로서 인식한 주체가 단지
인간적 혹은 철학적 산물임이 밝혀진 바, 객관적 실재는 없으며 철학의
의미작용은 더 이상 보편적 앎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를 인도해주지 못한
다. 그리하여 고정불변하고 영원한 하나의 실재나 의미는 없으며 오직 존
재의 공동성, 단수적 복수성이라는 존재론적 ‘사실’이 존재한다. 하지
만 이 사실은 철학에 의해 말해질 수 없다. 하나의 보편적 의미를 추구하
는 철학적 언어로 규정되는 순간 단수적 복수성은 스스로의 소통을 잃고
의미 작용 안에 하나의 의미로서 포획되고, 전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문학 그리고 예술만이 공동-내-존재라는 존재론적 사실을, 그 재현
불가능한 바깥의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것이다.

163) CD,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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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동체 미술의 미학 :
‘공동체 없는 공동체’의 예술적 실천

1. 공동체의 미학적 의미와 예술과의 관계
1) 공동체의 미학적 의미 : 접촉의 감각
본고는 Ⅱ장에서 낭시의 공동체에 대한 존재론적 사유를 통해 공동체
란 ‘나의 바깥의 타인과의 접촉’에, 다시 말해 ‘나의 바깥의 타인에게
로의 열림’에 다름 아님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는 내재성
에 저항하는 공동-내-존재이자, 모든 내재적 실천의 중단에서 발생하는
‘공동체 없는 공동체’로서 규정되었다. 요컨대 공동-내-존재란 단수적
존재가 그 한계에서 다른 단수적 존재와 ‘접촉’함으로써 단수적 존재들
이 세계에 공동으로 드러나는 사태이다. 그리하여 Ⅱ장의 말미에서 이러
한 공동-내-존재는 ‘문학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신화의 바깥에
서 문학은 신화의 내재성을 중단시키고, 하나의 본질이나 의미작용
(signification)으로 환원될 수 없는 바깥의 사태를 전달하는 실천을 가리
키기 때문이다. 이에 더 나아가 본고는 이 장에서 낭시의 ‘문학적 공동
체’가 미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공동체의 미학이
예술작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절
에서는 낭시의 공동체가 어떻게 미학적인지를 ‘접촉’이라는 감각을 중
심으로 밝힐 것이다.
낭시적 공동체가 암시하고 있는 미학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낭시가 공동체 사유를 통해 기존의 형이상학, 즉
이성 철학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의미작용, 토대주의, 본질주의를 벗어나
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가 주체의 내재성이 중단되는 바로
그 한계에서 외부와, 즉 타인과 접촉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이 두 가지 방식은 내재성의 중단이라는 점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것
인데, 여기서 특이할만한 점은 우리가 공동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실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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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접촉(touching)’이라는 ‘감각(sens; sense)’을 통해 규명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낭시에게 있어 공동-내-존재, 혹은 단수적 복수
의 존재라는 존재론적 사태는 하나의 고정된 본질이나 의미(meaning),
의미작용으로 포섭되고 규정될 수 없는, 철학적·언어적 실천 너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세계 안에서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을 직
접적인 감각으로밖에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낭시의 공동체 사
유에서 이 접촉은 무엇이고, 감각이란 무엇인가?
먼저 낭시는 예술에 대한 짧은 책인 뮤즈들(Les Muses, 1994)에
서 접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접촉은 신체의 감각 전체로서의 감각에 다름 아니다.(…) 접촉은 모
든 감각들의 부딪침 혹은 접촉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감각들끼리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접촉 그 자체는 -그것이 감각인 한,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 자체의 느낌을 느끼는 한, 혹은 그것이 감각
을 느끼고 있는 그 자신을 느끼는 한, 그것은 오직 스스로에 접촉함
으로써 접촉하기에, 그것이 접촉하고 있는 것에 의해 접촉 당하며
그것이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감각적(sensuous)인

외재성

(exteriority)의 적절한 순간을 현시한다; 그것(접촉)은 그런 식으로,

감각으로서 스스로를 현시한다. 접촉을 위해 준비된 것은 이러한 중
단, 자기-접촉(self-touching)의 접촉을 구성하는, 접촉을 자기-접촉

으로서

구성하는

중단이다.

접촉은

간격이며,

접촉의

이질성

(heterogeneity)이다. 접촉은 근접하게 떨어져 있는 거리이다. 거리
의 근접성, 친밀함에 근접한 것이다.”164)

이러한 낭시의 설명에 따르면, 접촉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규정한 전통적인
5가지 감각 중 하나인 촉각에 해당되는 의미에서의 감각이 아닌, 감각 그
자체를 벗어나는, 감각이 스스로를 감각하고 있음을 현시하는 외재성의
운동이다. 기실 우리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라는 다섯 가지 감
각의 분류에 익숙해져 있지만, 감각은 이런 식으로 특정 신체기관과의 상
164) Nancy, Jean-Luc. The Muses, Trans. Peggy Kamuf.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이하 TM),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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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통해 각각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면서 나뉘어져 있다기보다는
서로의 이질적 조합과 병치가 무한히 가능한 운동인 것이다. 예를 들어,
색감, 어조, 밝음, 그림자, 표면, 질감, 원근감, 윤곽, 제스처, 운동감, 충
격, 입자, 음색, 리듬, 풍미, 냄새, 분산, 공명, 특질, 길이, 깊이, 지속, 빠
르기, 경도, 스치기, 증기 등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각하는 것들이지만
이것들은 하나의 감각으로 규정되기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감각
들이다. 이와 같이 감각들은 무한정한 복합이 가능한데, 이는 인간이 감
각적 인식의 ‘주체’로서 감각을 분류하고 규정한다기보다 감각들이 그
스스로, 즉 ‘감각들끼리’ 서로 이접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감각은 오감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를 매번 벗어나 외부와 이접하는 운동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감각의 외재적 운동을 낭시는 ‘접촉’이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접촉’인 까닭은 앞서 Ⅱ장의 단수적 존재의
설명에서처럼, 자신의 한계 외부에서 다른 존재와의 한계를 분유하는 것,
즉 한계에서 서로 ‘맞닿아있음’이 접촉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감각은 무엇인가? 낭시가 감각이라고 지칭하는 프랑스어
sens는 영어의 sense에 정확하게 상응하는데, 양자는 모두 지각, 방향,
직관, 이유, 오감, 의미 등 하나로 확정되지 않는 다양한 뜻을 동시에 내
포한다.165) 낭시 역시 이 단어를 그것이 모호하게 포괄하는 모든 뜻을
가리키면서 사용한다. 먼저 낭시는 ‘감각(sense)’이라는 단어를 고정
되고

주어진

어떤

것을

가리키는‘의미(meaning)’와

‘의미작용

(signification)’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감각은 일반적
으로 그것이 가리키는 두 가지 의미인, 감각적인 것(the sensible)과 지
적인 것(the intellectual)의 분리에 선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감각은 어떠한 의미작용도 초월하거나 넘어서는 것이다.166) 따라서 감각
165) 우리말로 sense는 그것이 내포하는 여러 뜻(의미, 감각, 방향, 지각, 정신 등) 중에
서 본문의 맥락에 어울리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본고에서는 낭시가 비판하는 고정된
의미(meaning)와 의미작용(signification)과 구분하기 위해 ‘의미’가 아닌 ‘감각’
이라고 번역하되 그것이 오감으로서의 감각을 가리킬 때에는 부연의 설명을 덧붙였다.
박준상은 ｢무위의 공동체의 몇몇 표현들에 대하여｣에서 sens를 ‘의의’라고 번역
하였으나, 이 의의 또한 signification이 내포하는 뜻 중 하나라는 점에서 어울리지 않
는다고 보았다.
166) Heikkilä, Martta. “Jean-Luc Nancy : Presentation and the Interval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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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전의 전통적인 의미에서 주체가 외부 대상의 인식을 위한, 즉 대상
이 가진 고정되고 불변하는 본질, 속성 등을 인식하기 위한 저급한 방식
으로서의 감각적 지각이 아닌, 감각 그 자체의 현시, 감각이 자기를 벗어
나 외부의 다른 감각에 노출되는 것, “아이스테시스로서의 감각의 감각
(the sense of sense as aisthesis)”167)이다.
여기서 아이스테시스는 그리스어로 ‘감각적 인식’, 혹은‘직접적 감
각’을 의미한다. 플라톤 이래로 전통 형이상학에서 아이스테시스는 진리
를 인식하는 이성에 비해 저급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근대에 이르러 바
움가르텐에 의해 이것은 미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유사 이성으로 격상되
었다. 그리고 이는 감각적 인식으로서의 아이스테시스가 예술작품에 내재
된 완전한 ‘미’를 주관적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
지만 이 역시 여전히 인간을 인식의 주체로서 규정한 합리주의 철학을 토
대로 하여 감각을 파악한 것이다. 그리하여 인식을 위한 감각이나 감성은
인간에게 귀속되어 있는 고정된 속성으로, 즉 대상으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Ⅱ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낭시는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을 나누었던 근대적 합리주의 철학을 철저히 거부하고, 세계-내-존재로
서 단수적 존재는 어떠한 토대나 본질을 갖지 않고 자신의 유한한 존재를
세계에 드러낼 뿐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세계에 드러내
는 것은 자기 밖으로 자신을 노출시킨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태는 고정된
의미작용에 언제나 선행하는 것으로서의 현전(presence), 낭시적 용어로
서 ‘현전의 발효(coming-into-presence)’이다.168) 그리고 이 현전의
발효는 결코 이데아(Idea)나 자연(Nature)처럼 스스로 완성된 것이나 성
취된 것이 아닌, 즉 현전된 것(the presented)으로서 이미 완결된 사태
가 아닌, 매순간 한계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존재의 유한성을 무한히 반
복하는 미완성의 사태, 곧 현전이 발효되는 순간인 것이다. 왜냐하면 존
재의 의미는 시간에 기반하며, 이것은 존재의 지평으로서 죽음이라는 유
Nordisk estetisk tidskrift, 29-30, 2004, p. 31. 각주 3번 참조.
167) Nancy, Jean-Luc. The Sense of World, Trans. Jeffrey S. Librett.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7.(Le Sens du monde, Paris:
Galilee, 1993.)(이하 SW), p. 128.
168) FT,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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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에 늘 자기 자신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아이스테시스는 인식 주체로서의 인간이 외부 대상을 주관적
인 감각으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벗어남으로써 외부와 접촉
하는 감각 그 자체”169)를 의미한다. 이러한 감각은 복수적이고 외재적
인 행위이다. 다시 말해, 감각은 공동적인 것이다. 낭시는 이 감각이 “공
동적이며, 본래 공동 내에서 전달하고 전달된다.”170)라고 말한다.
나의 실존의 어떤 ‘감각’을 ‘갖는다’라고 가정하면, 그 감각은
나의 실존을 소통하게 하는 그것, 또한 나의 실존을 나와 다른 것에
로 소통시키는 그것이다. 감각은 나에 대한, 그러나 타인과 연관된 나
의 관계를 이룬다. 오감적인 감각을 비롯해서 모든 다른 감각들 가운
데 ‘감각의 감각’은 어떤 바깥을 통감하는 것이고, 어떤 바깥에 영
향을 받는 것이며, 어떤 바깥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171)

이에 따르면 우리는 감각을 편의상 설명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다섯 가
지로 분류하거나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본질상 감각은 늘 그 자
신으로 동일하게 있을 수 없기에 그 한계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유보되
고 지연되는 운동인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눈앞에 있는 빨간색 책상
을 ‘본다’고 할 때 그 책상에 대한 시각적인 정보만 수용하는 것이 아
니라 책상의 날카로운 모서리, 반질반질한 책상의 표면, 기울어진 책상의
각도 등을 동시에 감각한다. 여기서 ‘날카로운’, ‘반질반질한’, ‘기
울어진’이라는 형용사는 책상에 대한 시각적 정보, 즉 형태, 색깔, 개수
등을 초월하는 다른 감각들을 동시에 가리킨다.
이로써 감각의 구조는 탈자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172) 감각은 끊임없
이 자기 자신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으로는 포획할 수 없다. 기
실 우리가 무언가를 감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외부에 닿는다는 것을 말한
다. 감각 자체에 외재성이, 공동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단
169)
170)
171)
172)

SW, p. 129.
CD, p. 211.
CD, p. 211.
Heikkilä, Martta. op. cit.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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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 존재가 다른 단수적 존재에게 노출되어 있는 외존을 낭시는 ‘접
촉’이라는 감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공동체가 감각
으로 드러난다는 것, 감각에 의해 현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공
동체를, 공동체의 존재를 결코 개념 규정할 수 없고 그것을 하나의 인식
대상으로 사유할 수 없으므로 그 정체를 철학적·언어적으로 규정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우리가 공동 내에 존재함은 오직 ‘감각적 지
각’에 의해서 가능하며, 이는 단수적 존재들의 접촉이라는 감각이 공동
-내-존재를 현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낭시적 의미에서 ‘공동체’는
그 자체로 ‘미학적(aisthesis)’이다.
이처럼 우리가 매순간 자기 자신을 벗어나 외부와 접촉하고 있다면,
공동-내-존재라는 존재론적 사실을 전달하고 현시하는 임무는 공히
‘예술’에게 돌려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술 혹은 예술 작품이야말
로 감각 자체를 매개로 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표적인 실천이기 때문
이다. 여기서 예술은 미의 이데아를 담지하고 있는 물질도, 고정된 대상
으로서 자연이나 세계, 이념을 재현하는 실천도 아닌, 내재성에 대한 중
단, 그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의 실천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내재성의 중
단과 한계에서 외부를 드러내는 것이 예술이라면 공동체와 예술은 서로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연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공동체의 현시
(presentation)’라는 임무를 맡은 예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예술의 임무 : 공동체의 현시(顯示)
아도르노는 “아우슈비츠 이후에 나타난 모든 문화는 쓰레기 더미에 지
나지 않는다.”173)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우슈비츠’는 근대가 쌓아온 모
든 합리성의 세계가 무너진 사태의 이름이다. 이제껏 예술, 더 나아가 인간
의 문화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성으로 파악 가능한 질서정연하고 보편적
인 우주적(cosmos)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면, 이러한 세계의 붕괴로 예

173) Adorno, W. Theodor. Negative Dialectics, trans. E. B. Ashton,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3, p.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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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그 자신의 토대를 잃어버린 쓰레기에 다름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포스트모던의 상황에서 이제 예술은 더 이상 세계의 보편성을
‘재현(representation)’하는 임무를 맡을 수 없을 뿐더러 재현할 어떤
고정된 대상 자체를 갖지 않는다. 선재하는 것으로 여겨진 실재를 모방하거
나 재현하는 예술은 그 자체로 환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대상으로서의
세계, 실재 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표상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예술이 더 이상 재현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예
술을 ‘진리(이념)의 감각적 현현’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러나 이것도 불가
능하다. 왜냐하면 헤겔 철학에서 진리는 이미 스스로 완성에 이르렀기에 예
술은 그 역할을 이미 다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예술의 임무는 무엇인가? 낭시는 “오늘날 예술은 이 세
계에 대해 응답할, 혹은 책임 질 임무를 가진다.”174)고 말한다. 낭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생각하는 주체’라는 실체에 기반을 둔 모든 의미
작용의 논리 바깥에 실존하는 공동체를 존재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낭시는 예술 역시 객관적 실재에 대한 재현과 모방의 논리를
중단시키는 문제제기의 한 이름이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모든 의미 작
용의 사슬을 끊는 공동체에 대한 사유는 문학적 실천으로, 나아가 예술이
라는 실천으로 이어진다.
낭시의 예술론은 그의 공동체론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낭시의 사유를 공동체론이라고 이름하였지만, 기실 그의 사유는 공
동체 자체에 대한 사유라기보다는 존재에 대한 사유에 다름 아니다. 요컨대
존재는 낭시에게 공동적 실존이고, 이러한 존재는 세계를 하나의 ‘그림
(picture)’처럼 불변하는 외부 대상이 아닌 자신의 실존의 한 형식으로 받
아들인다. 그런데 이 존재는 또한 단수적 복수의 존재이기에 이러한 존재가
거주하는 세계 역시 마찬가지로 단수적이면서 복수적이다. 단수적 존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완성되지 않고 자신의 한계에서 바깥으로 열려 있기 때
문에 이러한 존재에 관여하는 세계 역시 하나의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운동
과 생성의 세계로서 존재한다. 그리하여 철학은 이 세계를 결코 고정된 언
어로, 보편적 의미로서 가두어둘 수 없으며 우리는 세계라는 실재에 매순간
174) TM,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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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할 뿐인 것이다. 그리고 이 접촉을 통해 감각이 발생하는데, 예술
은 바로 이 감각을 감각적으로 현시(presentation)하는 활동이다.
여기서 ‘현시’란 낭시에게 있어 ‘외존’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의미
작용을 넘어서는 감각의 한계에서의 현시이다.175) 이를테면 한계에서의 감
각적 명멸로서, 존재의 구조인 유한성에 따라 나타남과 사라짐을 반복하며
외부와 접촉하는 것이다. 앞서 감각이 그 스스로를 벗어나는 외재성의 운동
이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이것은 Ⅱ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수적 존재가
매순간 동일한 자기 자신으로 있지 못하고 자신의 유한성을 토대로 그 자신
의 바깥에 있는 타인과 접촉하는 외존과 연결된다. 그리고 이 현시가 전달
하는 접촉이라는 감각은 예술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다. 왜냐하면 예술작
품은 언어나 개념적 규정을 넘어서고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감각들을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즉 예술은 우리에게 외부 대상을 인식하거나 탐구하게 하는
실천이 아닌, 감각을 통해 우리의 내재성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실천이다.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는 이 세계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한다. 즉 예술
을 통해 감각이 생성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문학작품이든 시각
예술이든 공연예술이든 간에 상관없이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하는, 일상
을 벗어나는 새로운 감각을 예술작품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
나 이 경험은 말로 규정하기 힘들다. 왜일까? 예술은 하나의 중심으로 자
꾸만 귀환하려는, 즉 내재적인 안정성을 획득하려는 인간의 의지에 반해
불안정하고 두려운 바깥의 공동성으로 자꾸만 우리를 내몰기 때문이다. 예
술이 선사하는 이 안정성·지속성·완결성의 중단과 유보의 상태에서, 즉
한계에서 현시 자체가 현시된다. 따라서 예술은 ‘현시를 초월하는 것’의
현시 자체로서 “현시의 현시(presentation of presentation)”176)이다.
낭시에게 예술작품은 회화, 문학, 영화, 조각, 음악 등의 미학적 형식
175) Heikkilä, Martta. op. cit. p. 35.
176) TM, p. 34; “현시의 현시는 재현이 아니다: 이것은 현시가 발생하는 주체와 관련되
지 않는다. 현시의 현시는 그 스스로에 관계된다. (…) 현시가 그 스스로에 접촉해야 한다
는 것, 그것의 나타남과 사라짐이라는 통로에서 지연된 채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 예술
은 내재성 자체의 초월성이고, 초월함으로써 그 자신을 벗어나지 않는 내재성의 초월성,
이것은 무아지경이 아니라 실존, 탈-존이다. ‘초월내재성(transimmanence).’ 예술은 이
것을 노출한다. 다시, 예술은 이 사실을 재현하지 않는다. 예술은 자신의 외존이다. 세계
의 초월내재성, 혹은 개방성은 예술에서, 예술작품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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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모두를 가리키는데, 이 작품들은 우리에게 감각적 물질성을 통해 세계
를 제시하며, 고정된 의미작용 혹은 시니피에의 질서로 환원될 수 없는
방식으로 감각을 만든다. ‘현시의 현시’로서 예술이 현시하는 감각은
존재의 시간성으로 인해 그것이 고정되고 완결되어 하나의 의미로 굳어지
기 전에 이미 그 자신을 벗어나 있는데, 이를 감각이 현전에 이르지 못하
고 오직 ‘현전으로-발효되는(coming-into-presence)’ 중단, 간격이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예술작품은 유동적인 감각의 운동을 오직
‘흔적(vestige)’으로만 전달할 뿐이다.
흔적 혹은 자취는 일반적으로 인과율에 입각한 지표적 관계를 가리킨
다. 예를 들어, 저 먼 곳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연
기의 흔적으로 불이 난 것을 알아챈다. 흰 눈 위로 길게 이어지는 발자국
이라는 지표는 얼마 전에 누군가가 그곳에 있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흔적
은 주로 신학에서 신의 현시로서의 흔적을 가리킨다. 신약성경에서 디두
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가 부활하여 그 앞에 현전하였을 때 그를 예수로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린 흔적을 눈으로 보길 요청하였다. 그 때 예수
가 보여준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힌 흔적, 로마 군인의 창에 의해 찔린
옆구리 상처의 흔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낸 하나님
의 언약, 혹은 하나님 자체를 현시하는 흔적이다. 이러한 흔적은 그것이
현시하고 있는 불변의 대상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미지(image)이다.
하지만 이미지로서의 흔적은 그것이 현시하고 있는 대상이 시간적 운동에
의해 계속 변화하고 있음에도 대상에 불변하는 본질을 상정하고 그 본질
을 고정된 이미지로 현시하기에 존재로부터 떨어져 나온 허상이다. 따라
서 진정한 의미에서 흔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예술은 불변하는 대상을 재현하거나 현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외재적 운동을 현시하는 흔적을 현시한다. 즉 고정된 대상의 현시
가 아닌, 매순간 운동 중인 현상의 그 ‘간격’을 현시한다. 따라서 예술
은 기원이 없는 흔적으로서 흔적의 흔적을 보여준다.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기에 주인이 없는 흔적이다. 예술은 어떤 하나의 의미나 내용을 전달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흔적을 보여주는 모든 활동인 것이다. 그리하여
낭시는 “예술은 불 없는 연기, 신 없는 흔적이며, 이데아의 현시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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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것은 이미지-예술(image-art)의 종말, 흔적-예술(vestige-art)의
탄생, 혹은 더 나아가 이것의 밝힘으로의 발효이다.”177) 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낭시가 예술을 ‘현시의 현시’, ‘감각의 감각’, ‘흔적의
흔적’이라는 용어로 설명할 때, 예술은 그 자신의 외부에 있는 세계를
재현하지 않고 오히려 감각을 만드는 감각적 형상 혹은 형식을 구현한다.
예술은 이미 선재하는 담론들과 재현들을 방해하고, 단절하고, 지연시킬
뿐 아니라 이러한 재현들이 뒤에 삭제하고 생략해 놓은 세계의 실재를 노
출시킨다. 그리하여 예술은 결코 장식 혹은 오락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
나 세계에 대한 감각의 생성이다. 예술은 예술(작품)로서 감각, 진리, 세
계를 제시하거나 노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낭시의 예술론은 ‘리얼리즘(realism)’이라는 잠정
적인 이름으로 귀결될 수 있다.178) 물론 외부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사실주의라는 예술의 한 장르가 아닌, 존재를 인간적 방식으로 섣불리 규
정하고자 하지 않고, 그것의 미완성과 불안정성을 있는 그대로 의미작용
의 초월로서 제시한다는 차원에서의 리얼리즘이다. 즉 그는 예술 전반에
대해 논하되 모방이나 미메시스로서의 예술에 대한 어떠한 관념도 거부하
며, 결정 가능한 그리고 이미 결정된 선재하는 실제에 대한 이미지를 제
공하거나 그것을 반영하는, 거울 같은 것으로 예술을 이해하는 어떠한 재
현의 논리도 거절한다.179) 낭시의 사유에서 예술은 세계와의 관계, 공유된
유한한 실존과의 관계 내에, 혹은 그 ‘관계로서’ 존재한다. 그리하여 예
술은 ‘사실적’인데, 그것이 항상 이미 있는 내재성의 초월로서 공동체의
미완의 움직임을 가리키는 한, 그리고 이 움직임이 실존적인 한 그러하다.
공동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무위의 상태로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사실’이기 때문이다.
본고의 Ⅱ장과 Ⅲ장의 1절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자면, 낭시는 존
재 자체를 공동-내-존재라고 보았으며, 이로써 공동체는 인식대상으로
취해질 수 없고, 실현시켜야 할 과제로서 주어지지 않는 존재론적 사실임

177) TM, p. 96.
178) James, Ian. op. cit. p. 202.
179) James, Ian. op. cit. pp.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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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게 되었다. 뿐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 외존이고, 그것이 늘 자신을
초월한 외재성을 전제로 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비-동일성으로만 존재하
는 것이라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합을 구축할 수 없는 분리에 의해서만
구성된 ‘공동체 없는 공동체’이다. 따라서 매순간 자기 자신을 벗어나
타인에게 접촉하는 단수적 복수의 존재이다. 낭시에게 있어 이 단수적 복
수성은 존재론적 ‘사실’인데, 이 사실은 곧 불변하는 진리 혹은 실재가
아니라 매순간 단수적 존재가 개시하는 실존적 장소로서의 세계인 것이다.
낭시에게 예술은 이러한 존재론적 사실, 즉 존재의 공동성으로서 구성
되는 실재를 현시하는 감각적 형식이다. 그리하여 예술은 실재에 대한 재
현이 아닌 재현 불가능한 실재를 현시하는 감각적 형상으로서, 즉 단수적
-복수성이라는 세계 자체의 파편들을 현시하는 예술작품이다. 철학의 의
미작용으로 결코 규정될 수 없고 포섭될 수 없는 이 바깥의 사실은 오직
예술을 통해서만 구현된다. 따라서 예술은 매순간 생성되는 공동-내-존
재만을 현시하기 때문에 공동-내-존재와 예술은 서로 다른 두 실체가 아
니라 양자 모두 말해질 수 없는 바깥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서로가 서로를
구성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낭시의 공동-내-존재는 하나의 본질을 토대로
동일성을 공유하는 연합의 공동체를 중단시킴과 동시에, 매순간 자기 자
신의 바깥으로 노출되면서 외부와 접촉하는 감각을 생성하는 ‘미학적 공
동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가 공동으로 세계에 나타난
다는 존재론적 사실은 감각을 매개로 하는 실천인 예술작품을 통해 현시
되며 이제 자신의 존재를 외부로 현시하는 사태 자체를 현시하는, 즉
‘현시의 현시’로서 예술작품을 간주할 때, 그 구체적인 양상의 하나로
공동체 미술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때의 공동체 미술은
Ⅰ장에서 살펴 본 기존의 공동체 미술이 아닌, 낭시의 공동체 사유를 적용
한 새로운 공동체 미술, 곧 ‘공동체 없는 공동체의 예술적 실천’이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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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시대 공동체 미술의 미학 : 새로운 지향점을 위하여
이제 다시 동시대 미술의 논의로 돌아와 보자. Ⅰ장에서 살펴본 것처
럼 기존의 공동체 미술은 특정한 정체성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구
성함으로써 그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다수의 지배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소수의 연대를 통해 정치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비판적 실천을 하고자 하
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미술가와 관객들 사이의 관계 및 소
통에 주목하고 예술작품의 생산을 위한 협업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소통,
곧 다름의 인정이 정치적인 주체를 생산해내는 윤리적 실천이 될 것이라
고 믿었다.
그러나 다시 언급하자면, 공동체 미술의 윤리적 실천은 그 자체로는
동시대 미술 현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의미한 실천일 수 있지만, 그
것이 공공미술의 맥락에서 출현하게 된 논리에 따르자면 공동체 미술이
그것에 대한 공공미술의 요청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이 본고
의 입장이다. 왜냐하면 공공미술은 공동체 미술이 공공미술의 한계를 구
체적이고 가시적인 사회 개선을 위한 ‘기능’이 아닌, 새로운 공공미술
로서의 미학적 의미로 극복할 수 있다고 기대했으나, 공동체 미술은 내재
적인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윤리적 실천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 낭시의 공동체 사유를 철학적·정치적·미학적으로 살
펴본 결과, 낭시의 논의를 적용하게 된다면 새로운 공동체 미술은 기존의
공동체 미술이 성취할 수 없었던 그 미학적 요청에 효과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미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을 선취하자면 새로운 공동체 미술
은 공동체를 ‘구성’하기보다는 나와 타자가 공유할 수 없는 것을 공유하
면서 공동으로 존재하는 그 상태를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미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공동체 없는 공동체’를 하나의 원리로서
받아들여 재현하는 형태의 작업이 아니라, 나와 타자가 공존하지만 결코
단일한 이념 하에 융합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고는 낭시의 공동체론과 예술론에서 살펴본 논의들을 적용하여 새로
운 공동체 미술의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동시대 미술에서 나타난 여러 현
상들과 연결하여 크게 세 부분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먼저 간단히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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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면 첫째, 공동체 미술은 구성원들의 연합을 통한 하나의 유기적 공동
체를 창출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일종의 비-장소 전
략을 통해 바깥의 타인에게로 열리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 둘째, 공동체
미술의 핵심적인 방식인 ‘협업’은 그것의 ‘완성’보다는 ‘미완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 마지막으로는 공동체 자체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
에 공동체 미술은 ‘부정’의 방식으로 공동체의 포착할 수 없는 속성을
오로지 자취와 흔적으로 드러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첫째로, 공동체 미술을 ‘공동체 없는 공동체’의 예술적 실천으로 파
악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연합의 환상을 깨뜨리는 미술적
장치가 요구된다. 공동체를 하나의 공통된 속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유기
적 공동체로서 인식하는 일반적인 흐름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소
격효과’180)가 필요하다. 친숙하고 예측 가능한 일상에 예기치 않은 장
면들을 끼워 넣음으로써 그 흐름에 간섭하는 소격효과는 지배 이데올로기
를 인식하고 현실을 개혁하고 저항할 수 있는 주체를 생산하는 미적 경험
을 제공하는 아방가르드 예술 실천들이 수행해온 주요 기법 중 하나였다.
동시대 미술에서 이러한 미적 경험은 주로 일관된 정체성을 재확인시
켜주는 친숙한 고향의 장소가 아닌,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만남이 이루어
지는 ‘비-장소(non-place)’181) 혹은 ‘잘못된 장소(wrong place)182)’
180)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가 창안한 개념으로, 현실의 친
숙한 주변을 생소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극중 등장인물과 관객과의 감정적 교류를 방지
하는 서사적 기법을 의미한다. 즉 일상적인 것을 예기치 못한 것으로, 극적 환영을 깨
트림으로써 무대 위의 사건에 대해 새롭고 친숙하지 않은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다.
181) 프랑스의 인류학자 마크 오제(Marc Augé)는 비장소에 대한 논의를 그의 저서 비장
소: 초현대성의 인류학에 대한 서론(Non-Places: Introduction to an Anthropology
of Supermodernity, 1995)에서 발전시킨 바 있다. 여기에서 오제는 장소를 인류학적
장소(anthropological place)와 비장소(non-place)로 구분한 뒤, 전자를 특정한 사람
들 사이에 생겨나는 관계, 역사성, 고유한 정체성을 지니는 곳으로, 후자를 사람보다는
텍스트나 이미지에 의한 매개가 중심이 되는 곳, 즉 텍스트에 의한 공간에의 침투가
발생하는 곳으로 규정한다. 오제의 논의에서 대표적인 비장소의 예는 고속도로, 국제선
공항, 대형 할인점 등으로 사람들은 이곳에서 인류학적인 문화, 역사, 인간성을 접하기
보다 해당 장소를 단지 스쳐지나가는 곳으로 인식한다. 이와 같은 비장소의 특징은 비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해당 공간과 일시적인 ‘계약관계’에 놓이게 한다
는 것이다. 비장소에서는 기존의 정체성이 아닌 비장소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정체성,
즉 관객, 승객, 운전자, 고객 등을 부여받으며 항상 신분확인을 통해 자신의 ‘결백’
을 입증할 것을 요구받는다. 오제는 비장소의 또 다른 특징으로 현재성의 지배를 제시
한다. 단지 거쳐 지나가는 곳일 뿐인 비장소는 물리적인 공간을 갖는 장소임에도 불구

96

에서 발생한다. 여기서 장소(place)는 전통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물
질적 토대로서,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함으로써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기억을 제공하고 고정된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으로 여
겨져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20세기 이후의 현대사회에
서는 이러한 장소로 설명될 수 없는 일시적으로 유동적인 장소들이 발생
하는데, 대형 쇼핑몰, 테마 파크, 국제선 공항, 고속도로 등과 같은 곳이
생겨난 것이다. 이에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귀속될 뿐인 이러
한 장소를 비장소라고 정의한 마크 오제(Marc Augé)와 같은 인류학자의
논의가 주목받게 된다.
정체성을 구축하는 전통적인 장소 개념에 입각해 그 곳에 거주하는 공
동체는 장소의 정체성과 연결되며, 장소가 주는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
는 유기적인 공동체로 제시된다. 그리고 이러한 친숙하고 역사적인 장소
를 예기치 않은, 낯선 장소로 변환시키는 아방가르드적 시도는 장소와 연
결된 자아의 정체성을 깨뜨림으로써 자기 바깥의 알 수 없는 경험을 선사
해준다. 동시대 미술이 수행하는 비장소에서의 방향상실의 전략들, 감각

하고 시간 단위에 의해 측정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현재성의 지배 하에 비장소의
이용자들은 친숙하면서도 유명한 보편성을 지니는 우주관이 만들어내는 이미지 속에
둘러싸인다. 이는 두 가지 결과를 야기하는데, 우선 이러한 이미지들은 비장소의 공간
법칙으로 설명되는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바로 그 새로운 우
주관에 어울리는 인지 효과를 생성해 낸다. 이로 인해 낯선 곳에서 길을 잃은 이방인
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장소성과 무관하게 분리된 비장소의 익명성을 통해 오히려 편
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Augé, Marc. Non-Places : introduction to an
anthropology of supermodernity, Trans. by John Howe, London: Verso, 1995,
pp. 99-107 참조.)
182) Miwon, Kwon. op. cit. pp. 154-164 참조; 권미원은 장소 특정적 미술의 말미
에서 공동체 기반 공공미술에 대한 대안으로 ‘집단적 미술 실천(collective art
practice)’을 제시한다. 그녀는 이러한 실천의 사례를 미술에서 들고 있지는 않으나
소설가 돈 드릴로(Don DeLillo)의 1999년 희곡 <밸파라이소(Valparaiso)>의 주인공
마이클 매저스키의 일화를 언급한다. 주인공은 인디애나 주의 밸파라이소로 향하는 비
행기를 탔(다고 착각했)으나 그가 내린 곳은 칠레의 밸파라이소였다. 그는 이후 그의
잘못된 여행을 회고하는 미디어 인터뷰에서 당시의 친숙한 장소가 아닌 낯선 장소에서
경험한 자아의 불안정성에 대해 말한다. 정해진 여정에서 벗어나 ‘잘못된 장소’에
도착했을 때, 즉 일상적인 시공간의 경험이 갑자기 와해되었을 때 주인공은 해방감과
동시에 안정된 자아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한다. 권미원은 이 연극에 나
타난 주인공의 경험에서 집단적 미술 실천의 가능성을 본 듯하다. 그녀는 매저스키의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속해 있는 ‘올바른 장소’ 자체는 어디에
도 없으며, 장소에 뿌리를 둔 근원적 정체성이란 불가능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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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박탈과 부조화의 전략들을 통해 존재의 감각을 개시하려는 예술가들은
종종 참여자이자 관객인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 장소에 도달하는지에 대한 예상했던 관념들을 불안정
하게 만든다.183) 이러한 아방가르드적 시도는 최근의 공공미술에서도 나
타나는데, 방향상실의 전략들은 관객들에게 낯선 환경이나 예상치 못한
만남 등을 선사함으로써 불안정한 자아의 감각을 경험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이러한 실천들은 대부분 자아나 주체의 동일성을 교란시키는
데에 멈추고 있으며, 이 경험을 내재성의 파기에 따른 공동적 경험을 제공
하는 ‘공동체 없는 공동체’의 실천으로까지는 확장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공동체 미술에서는 자아의 파기와 더불어 동시에
일어나는 타자와의 만남과 공존을 화두로 삼아, 자아를 기반으로 하는 모
든 전체주의적 공동체는 해체되고 서로의 한계를 분유함으로써 공동으로
나타나는 반전체주의적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는 미학적 언어가 요청된다.
동시대 미술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장소나 비장소에서의 미적 경험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고정된 정체성을 공유하는 신화적 공동체가 아닌,
정체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유하는 문학적 공동체, 다시 말해
‘공동체 없는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는 초석을 제공한다. 하나의 본
질, 중심,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단절시키는 문학적 공동체는 비
위계적인 동시에 평등의 가치를 실현한다. 낭시에 의하면 우리는 본질적
으로 공동-내-존재이며, 하나의 중심으로 모여들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외존하므로 무한히 수평적인 공동체이다. 따라서 ‘공동체 없는 공
동체’는 자아가 파기되는 경험을 통해 발생되는 비위계적인 평등의 공동
183) Doherty, Claire. Ed. Out of Time, Out of Place : Public Art (now), London : Art
Books Publishing Ltd, in association with Situations, Public Art Agency Sweden and
the European Network of Public Art Producers, 2014, pp. 126-27. ; 동시대의 공공미
술에서 나타는 이러한 전략들은 예술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관객들을 초청하는데,
주로 관객들의 시공간에 대한 감각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구조를 갖는다. 가이드로서의
예술가가 안내하는 도보, 버스투어, 택시 탑승, 보트 트립 등은 예상치 못한 만남들을
위한 플랫폼의 기능을 갖는다. 관객들의 예상은 예술가에 의해 조작되며 종종 전복된
다. 하지만 이러한 실천들은 자아의 불안정성과 정체성의 불안정성을 촉구시키기는 하
지만, 이를 토대로 공동체의 불가능성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이러한 실천의 사례로
Myriam Lefkowitz의 <Walk, Hands, Eyes(A City)>(2013), Anthony Johnson의
<Eclipse>(2011), Shimabuku의 <Boat Trip(Ice Cream with Salt/Ice Cream with
Pepper)>(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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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며, 새로운 공동체 미술은 나와 타자의 비위계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
어지는 불안정한 공동체를 제시하는 미술이어야 한다.
둘째로, 공동체 미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협업’은 그 자체로
미술가와 관객 사이의 전통적인 대립을 무마시키고, 미술 생산에 관객들
을 적극적인 주체로서 끌어들임으로써 작품을 그 자체로 소통의 장으로
제시한다. 또한 이 협업은 시간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완결된 오브제
로 제시되기보다는 협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미적 경험들과 그 과정 자체
가 작품으로서 제시된다.
하지만 기존의 공동체 미술에서 이 협업은 미술가와 관객 사이의 대립
을 없애고 소통에 중점을 두었기는 하였으나 동일성에 바탕을 둔 협업이
었기에 동의와 일치가 협업에 있어 우선적인 가치가 되었다. 말하자면 협
업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불화는 은폐되기 십상이었던 것이다. 낭시의 논
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동체는 나 자신을 벗어나 타인에게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며, 이 노출, 이 접촉이 바로 소통인 것이다. 그러나 이 소통은
하나의 일치된 경험이 아니며 서로의 무한한 분리, 존재론적 차이를 바탕
으로 한 소통이다. 협업을 통해 하나의 일치된 연합, 융합에 이르게 되는
즉시 소통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공동체 미술에서의 협업
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동일성으로 타인을 포섭하려는 폭력
에서 벗어나 타인에게로 자꾸만 ‘부딪치는’ 소통의 경험을 제공하는 협
업이 되어야 한다.
한편, 이렇게 자신을 벗어나 타인에게로 노출되는 협업은 그것이 ‘시
간성’에 바탕을 둔 유한한 과정이기에 가능할 수 있다. 동시대 미술에서
미완성은 의미의 미완성 혹은 과정 중심의 형식적 미완성으로서 나타난다.
1950년대에 출현한 해프닝과 퍼포먼스 미술의 실천들과 더불어 1960년대
의 반모더니즘적 실천들, 예를 들어 미니멀리즘 이후의 개념미술, 대지미
술, 프로세스 아트 등은 미술에 ‘시간성’을 삽입하여 작품 생산의 절대
적 주체로 여겨지는 저자성이나 미술작품의 의미를 하나의 의미로 환원시
키려는 움직임, 고정된 오브제 등을 해체하고자 하였다. 그린버그식 모더니
즘 추상미술에서 나타난 미술 내재적 논리를 파열하여 그 바깥으로 나아가
고자 한 네오 아방가르드의 실천들은 낭시가 말한 것처럼 이미 주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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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된 현전을 그 한계에서 중단시킴으로써, 한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움직
임, 제스처, 운동과 같은 사건들을 작품에 현시하고자 하는 실천인 것이다.
뿐 아니라 이러한 미완성은 일치되지 않는 것, 동일화되지 않고 영원히
타자로 남는다는 문학적 비동일성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들
이 관객들 및 지역의 주민들과 협업하는 미술실천들로 발전되었을 때 기대
되는 것은 소통을 발생시키는 하나될 수 없음, 불일치, 분리와 같은 것들이
다. 예술가와 관객과 주민들이 예술이라는 수단을 토대로 하나의 과제를
위해 융합되는 것은 낭시에게서는 전체주의적 소통, 즉 ‘많은 사람들의
단일한 목소리’로서 소통의 억압을 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
주의적 소통의 사례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에서 나타
난 대표적인 양상이다.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에서는 작가와 주민들, 단체들
이 협업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나 마찰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아가 전시의
기획을 주관하는 큐레이토리얼의 권위가 공동체와의 마찰 없는 협업을 강
조한 나머지, 작가와 공동체 각각이 가진 정체성을 짝짓기해주는 사태에까
지 이르렀다.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은 협업에 유리한 공동체를 제작하고자
한 것이다. 기존의 공동체 미술은 협업의 과정을 중시하면서도 그것을 미
완성의 협업으로 놔두지는 않았다. 즉 하나의 정체성, 고정되고 완결된
정체성이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완성된 협업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고정된 대상이 되어버린 공동체의 정체성은 다시 그것과 다른
정체성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재성의 실천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다양성의 인정의 매커니즘과 맞물려 다른 정체성을
인정하는 관용(tolerance)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지만, 거꾸로 작은 전체
주의라고도 볼 수 있다. 낭시에 따르면 존재의 유한성은 그 기저에 시간
성의 구조가 놓여 있기에 시간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지연의 작용에 의해
존재론적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다양한 정체성 사이의 차이가 아닌 단수
적 존재들의 차이인 것이며, 이 차이는 늘 완성을 벗어나기에 무한히 미완
성이다. 말하자면 단수적 차이는 결코 여러 개의 다양성, 각각의 동일성을
담지한 다양성이 아니며, 접촉의 외재성의 운동을 통해 매순간 동일성을 벗
어나는 존재론적 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동시대 미술에서 공동체 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동일성의 차이가 아닌 단수적 차이, 무한한 차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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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것이 협업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진정한 소통인 것이다.184)
따라서 새로운 공동체 미술에서의 협업은 그것이 진정 시간성을 기반
으로 하고 있다면 미완성의 협업이 되어야 하며, 이는 완성된 공동체를
벗어나는 공동체 없는 공동체, 단수적 존재들의 무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공동체 미술은 공동체 없는 공동체를 현시함에 있
어 ‘부정’의 방식으로 그 자취와 흔적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동체 미술은 전체주의적 공동체를 더 이상 재현하거나 현시함
으로써 긍정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러한 공동체를 구성하거나 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낭시는 공동체의 흔적을 예술이 전
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동체는 고정될 수 없고 매순간 나타났다 사라
지며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취나 흔적으로밖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
이다. 이 자취나 흔적은 ‘부재’를 가리키는데, 이 부재는 현전과 대립
되어 늘 부정적인 사태로 간주되어 왔다.185) 그러나 동일성과 총체성, 전
체성 등과 같은 이미 구축된 근대적·형이상학적을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
운 개념을 규정할 수 없으며 기존의 개념을 해체하고 중단시킴으로써, 즉
부정의 방식으로써 기존의 개념이 가리고 있던 그 이면의, 그 바깥의 사
태를 현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의 방식은 앞서 Ⅱ장에
서 언급한 바타유의 부재의 공동체, 블랑쇼의 밝힐 수 없는 공동체, 낭시
의 공동체 없는 공동체 등과 같은 공동체의 부정의 형식에 상응한다.
이렇게 사라짐, 부재, 부정의 방식이 미술에 적용된 것은 앞서 시간성
이 도입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괴되어가는 작품을 제시하는 대지
미술이나 프로세스 아트에서 그 선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184) 낭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차이는 동일성의 반대가 아니다; 왜냐하면 차이는 동
일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일성의 중심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각인시
킴으로써, 그것을 이 사실에 노출시킨다: 그것의 의미(meaning)는 그것에 동일할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동일성이고, 우리는 - 다시 한번, 우리의 ‘단수성들’과 우리의
‘공동체’에 관련하여 동시적이고 결정 불가능한-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사이
에서 분유되는 동일성을 지명한다. 차이는 이 분유에서 발생한다. 즉시 모든 의미작용
들로의 의미의 분배와 모든 의미작용으로부터 의미의 철수인. -각각의 의미작용이 한
계에서 가리키는 철수.”(FT, p. 64)
185) TM,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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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와 관련하여 하나의 이념을 재현함으로써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
는 대표적인 장르는 공공조각으로서의 ‘기념비(monument)’이다. 미술
에서 기념비는 주로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국가 혹은 정부가 지향하는 이
데올로기나 이러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을 재현함으로써 이 기념비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단일한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구축하
고자 하였다. 공공장소에 세워지는 기념비는 “중요한 문화적 관례나 의식이
응축되어 있는 상징물”186)로서 “공공기념물의 설립을 통해 공동체가 합의
를 ‘도출’하는 과정을 겪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187)
특히 1930년대에 나치즘과 파시즘, 공산주의와 같은 전체주의 체제가
심화되었을 무렵, 이러한 기념비는 각각의 이념을 재현하는 효과적인 미
술로서 이용되었다.188) 전체주의적 기념비는 각각의 체제가 지향하는 이상
을 재현한 뒤 공공장소에 배치함으로써 기념비를 바라보는 누구라도 기념
비가 재현하는 이상향을 자신의 것으로 동일화하여 소통이 불가능한 신화
적 공동체를 구성한다. 여기서 장소는 추상적인 공공장소로서 기념비를 가
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광장이나 국가건물, 역사적 부지 등으로 한정된다.
이렇듯 기념비 조각이 내포하는 근대적 동일성은 포스트모던 이후 철
학에서 동일성의 해체와 더불어 미술에서도 기념비의 해체로 발전되었다.
즉 기념비를 파괴하고 해체하는 미적 형식을 통해 기념비가 내포하고 있
는 바로 그 동일성의 철학을 해체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반-기념비
작업의 선구자로 로버트 스밋슨을 들 수가 있다. 스밋슨은 이미 1960년
대의 사이트/논사이트 작업을 통해 특정한 ‘장소’에서의 작업을 통해
오히려 장소성이 내포하는 고정된 의미의 부재를 가리키는 작업을 해왔으

186) 팸 미첨,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을 읽는 8가지 새로운 눈: 현대 미술의 이해,
이민재·황보화 역, 시공사, 2004, p. 75.
187) 위의 책, p. 99.
188) 전체주의적 기념비의 전형은 1937년에 열린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극명하게 나타났
다.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등의 전체주의 국
가들은 자국의 체제와 문화를 효과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자국의 전시관을 모두 신고전
주의 양식을 활용하여 장식하였다. 나치는 육중한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아리아인의 독
일을 고대 그리스의 계승자인 전사로 제시하였다. 파시스트는 날렵한 신고전주의 양식
으로 파시스트 이탈리아를 고대 로마의 현대판 부활로 제시하였다. 소비에트의 키치적
아카데미즘인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고대 신화에 구속되지 않고 현재의 이데올로기에
집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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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로써 기존의 관념을 해체하는 작업을 해왔다. 뿐 아니라 그는 작품
에 ‘엔트로피’ 개념을 적용하여 사라지는 기념비 작업, 즉 반(反)기념
비 작업으로도 유명하다. 스밋슨은 1966년에 ｢엔트로피와 새로운 기념비
(Entropy and the New Monument, 1966)｣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엔트
로피 법칙은 열역학 제2법칙으로, 이에 따르면 자연현상은 일정한 방향으
로만 진행하며 이미 진행된 변화는 돌이킬 수 없기에 무용한 상태로 전환
된 에너지의 총량인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역사가 진행될
수록 점점 더 폐허가 되어가는 장소를 탐구한 스밋슨의 엔트로피적 작업
들은 과거를 기억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모든 기념비의 쇠퇴에 대한 기념
비를 창조하는 반기념비적 작업들로 확장되었다.189) 로마 교외의 한 채
석장 언덕 위에서 경사진 사면으로 아스팔트를 퍼붓는 작업이었던 <아스
팔트 런다운(Asphalt Rundown, 1969)>[도판20], 헛간 위에 진흙을 퍼
부어

붕괴하도록

만든

<부분적으로

매장된

헛간(Partially

Buried

Woodshed, 1970)>[도판21], 3년에 걸친 건물의 해체를 사진으로 찍은
<호텔 팔렝끄(Hotel Palenque, 1969-72)>[도판22] 등의 작업을 통해
스밋슨은 ‘쇠퇴로서의 시간’을 시각화하였으며 낭만적인 폐허의 반대말
로 ‘역전된 폐허’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낭만적 폐허는 인간의 문화가 쌓아 올린 건축물이 시간이 지나
면서 낡고 부스러져 생겨난 폐허로, 이 흔적 자체가 과거의 영광을 기억
하는 기념비이다. 하지만 역전된 폐허는 건축을 위해 땅을 개간함으로써
황폐해진 폐허로, 지어지기 전부터 무너져 버린 반기념비이다.190) 하여
과거에 무엇이었든지 간에 결국에는 똑같이 붕괴되는 평형 상태에 도달한
다. 이는 또한 어떤 중심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고, 어떤 위계도 가
189) Foster, Hal. and Others, op. cit. p. 506.
190) “이와 같은 장비들로 인해 건축은 파괴의 모양새를 띤다. 아마도 이 때문에 몇몇
건축가들은 불도저와 증기 삽을 싫어하는지도 모른다. 이들은 지형을 정돈된 잔해들로
세운 미완의 도시로 만들어버린다. 적하기가 사방의 흙을 쓸어 담으면서 건축은 일회
적으로 땅을 황폐하게 한다. 발굴로 인해 쓰레기, 작은 산사태, 진흙, 모래, 그리고 자
갈로 이루어진 무형의 언덕이 형성된다. 이와 같은 중건설의 과정은 파괴적이고 원시
적인 장엄함을 지니면서, 여러 방면에서 완성된 프로젝트보다 더 놀랍다.”(Smithson,
Robert. ｢A Sedimentation of the Mind: Earth Project｣, Artforum, September,
1968, Ed. Jack Flam,
Robert Smithson, the collected writing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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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지 않음을 의미한다.191) 이와 같이 스밋슨은 폐허로서의 장소를 통해
기념비가 내포하는 특정 장소의 영원성, 초월성, 동일성 등을 거부하고, 엔트
로피로 인해 축적된 모든 권력과 의미와 질서가 파열된다는 것을 나타냈다.
스밋슨의 사례에서처럼 기존의 기념비가 내포하는 동일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현시되는 반기념비의 형태는 조금 더 최근의 공공미술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홀로코스트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의 하
르부르크 지방에 세워진 반파시즘 기념비인 <파시즘과 전쟁, 폭력에 반대
하는 평화와 인권을 위한 기념비(The Harburg Monument against
Fascism, War and Violence and for Peace and Human Rights,
1986-1993)>가 그것이다. 미술가 요헨 게르츠와 에스더 샬레브 게르츠
는 이 작품이 서서히 사라지는 반기념비의 형태가 되도록 디자인하였다
[도판23]. 이 기념비의 외관은 밑면이 1제곱미터의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높이 12미터에 무게가 7톤인 검은색 알루미늄 기둥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작품은 하르부르크 시민들과 방문객들에 의해서 그 표면이 추모
의 메시지로 채워질 때마다 한 번에 140센티미터씩 총 8회에 걸쳐서 지하
로 가라앉았고, 1993년에 그 형상은 지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192)
뿐 아니라 이 하르부르크 반파시즘 기념비는 기념비를 위해 마련된 공
식적인 장소에 세워지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에 세워졌다.
일상의 장소에서 불편한 진실을 기억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마
주치는 익명의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이들의 여과
되지 않은 그대로의 생각들이 기념비를 채웠고, 이 메시지들은 그것이 홀
로코스트를 부정하든 긍정하든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직접적인 생각들
로서 공론화되었다.
동시대 미술에서 이와 같은 반기념비, 부정의 기념비는 그것의 현전보
다는 이미 사라지고 난 뒤의 자취와 흔적으로서 존재한다. 기념비의 부
재, 혹은 ‘기념비 없는 기념비’는 낭시적 의미에서 공동체 없는 공동체
와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낭시적 의미의 공동체란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

191) Foster, Hal. and Others, op. cit. p. 506.
192) 허효빈, ｢<하르부르크 반파시즘 기념비>에 나타난 반기념비(counter-monument)
의 특성과 공공성에 관한 연구｣,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42, 2015, pp. 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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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곳에만 존재함을 뜻한다. 다시 말해, 공동체를 원한다면 공동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193) 왜냐하면 인간에 의해 제작된 공동체에는
소통이 억압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공동체 미술에서 나타난 공동체가
소통 없는 전체주의적 공동체라면, 이제 새로운 공동체 미술에서의 공동체는
어떤 이루어야 할 과제 없이, 서로의 무한한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소통을
전제로 하는 반전체주의적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낭
시의 ‘공동체 없는 공동체’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나 욕망이 있다고 해
도 어떤 목적이로든 공동체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다만 분리와 균
열, 타자성에 열린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윤리적 교훈을 준다.194)
이로써 본고가 앞서 Ⅰ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공동체 미술의 한계로서
분석한 두 지점, 즉 공동체 미술에서 공동체는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단일한 실체로서 여겨지고 있다는 점과, 그리하여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미술의 실천이 더 이상 미학적 담론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점은 여
기서 해결된다. 낭시의 ‘공동체 없는 공동체’를 바탕으로 하여 이제 공
동체 미술은 정체성의 차이, 다양성의 논리로서 자신의 정체성으로 타인
을 포섭하거나 배제하는 실천이 될 수 없으며, 그리하여 정체성의 정치학
을 통한 사회적 참여가 불가능해진다.
뿐 아니라 이 ‘공동체 없는 공동체’는 재현되거나 의미작용으로 표
상될 수 없는 것으로서 오직 그러한 존재론적 사실을 현시하는 예술에 의
해서만, 예술의 감각적 형상인 예술작품으로만 구현될 수 있다. 이에 공
동체 미술은 타인과의 분리를 전제로 한 존재론적 차이를 현시하는 예술
이 됨으로써 주요 방식인 협업을 통해 타인과의 연합이 아니라 끝없는 차
이와 불일치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존재의
소통을 억압하는 타인과의 연합을 단절시키고,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인
분할을 통한 무한한 소통의 경험으로서 미학적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공동체 미술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체 미술을
‘공동체 미술’이라는 프레임 안에 가두려는 이론적·비평적 시도는 중

193) 이진경, ｢코뮨주의에서 공동성과 특이성｣, 탈경계 인문학, 제3권, 제2호, 2010, p.
293
194) 위의 글, p.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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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고 역시도 기존의 공동체 미술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체 미술’이라는 장르를 확립하려는 것이 아니다. 본고는
‘공동체 미술’이 미니멀리즘, 개념미술, 추상표현주의처럼 어떤 미술의
한 장르나 분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공동체 미술’이라고 했을 때
전자의 공동체가 후자의 미술을 수식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공동체 기반 공공미술과는 다른 것이다. 공동체 ‘기반’이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용법에서는 공동체라는 단일체를 상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는
공공미술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앞으로 어떤 미술을 공동체 미술
이라고 부르고자 할 때, 그리고 공동체 미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 두 단어가 이미 서로를 구성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다
시 말해, 이미 공동체 안에 미술(예술)이 있고 미술(예술) 안에 공동체가
있다. 낭시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이미 그 안에 예술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이에 따라 예술 안에는 공동체적 존재의 방식,
사유의 방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기에 ‘새로운’이라는 수식어를 다시 붙인 이유는, 기존
의 용법에서 공동체 미술이라고 불리는 미술실천에 이미 공동체 기반 공
공미술로 분류되는 많은 작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주로 그러한 작업을 가
리키기 때문이다. 낭시의 이론을 적용한 ‘공동체 없는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공동체 미술은 그리하여 이러한 미학을 바탕으로 한 미술이 되어
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공동체 미술’은 또 다른 미술의 장르나
분파가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지향점이다.

3. 사례 : 토마스 허쉬혼의 작품 분석
이제 새로운 공동체 미술의 사례를 현대 미술가 토마스 허쉬혼
(Thomas Hirschhorn, 1957-)195)의 작업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허쉬
195) 토마스 허쉬혼은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고 그래픽 디자이너 그룹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다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활동에 눈을 돌려 상업 디자인과 결별하였고, 1986년부
터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주로 판지, 테이프, 상자, 알루미늄 호일, 골판지
등의 일상적 재료를 활용해 강박적으로 공간을 메운 설치작업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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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은 두꺼운 판지, 테이프, 플라스틱, 네온 조명 등과 같은 저렴한 재료들
을 사용하여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조각을 제작하고, 그 조각을 주로 사람
들이 지나다니는 거리나 길모퉁이, 특정 지역의 동네에 설치하여 사람들
이 작품을 우연히 마주치도록 하는 작업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1990년대 초반 2차원 콜라주 작업을 시작으로 1990년 후반부터는 특정
인물을 위한 제단(Altar), 가판대 형식의 키오스크(Kiosk), 그리고 모뉴
먼트(Monument)를 제작하면서 조각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그 중에서도
모뉴먼트 시리즈가 유명한데, 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모뉴먼트 작업의
전례가 되는 제단과 키오스크 작업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허쉬혼의 제단, 키오스크 작업은 모두 공공장소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이 장소들은 도시의 중심지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거리, 모퉁
이, 골목, 건물 로비, 지역의 동네 등과 같이 일상적이거나 주변적인 장소
이다. 이미 죽은 인물들을 기리는 제단, 그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는 키오스크를 이렇게 평범한 장소에 설치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일상적이고 평범한 곳에서 죽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도시의 중심지나 번화가, 전략적 요충지에서 죽지 않는다. 누가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서 죽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허쉬혼은
그저 장소일 뿐인 곳을 선택한다. 그리고 여기에 설치된 제단은 교회나
신전의 신성한 제단이기보다는 이미 죽은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제작된 세속적인 제단이다.
허쉬혼은 총 네 명의 예술가 및 작가를 위한 제단을 만들었는데, <피
에 몬드리안 제단(Piet Mondrian Altar, 1997)>[도판24], <오토 프라운

는 벤자민 부클로(Benjamin Buchloh)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업의 롤모델로 요셉
보이스와 앤디 워홀을 꼽았다. 허쉬혼은 요셉 보이스의 사회적 참여의 실천들 뿐 아니
라 이전까지는 조각의 매체로 쓰이지 않던 펠트 천, 동물의 지방, 구리 등과 같은 재료
들을 사용하였으며, 보이스 특유의 샤머니즘적인, 즉 종교적인 요소를 예술적 표현을
위한 매체로 삼았던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앤디 워홀에게서는 대중문
화, 광고, 소비, 상업적 디자인, 개인숭배적 컬트문화에서 보이는 급진성을 받아 들였
다고 말한다. 그리고 둘 모두에서 가져온 요소들을 예술 작품의 산업적 생산과, 가능한
한 많은 관객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소통적 구조를 자신의 작업에서 혼합한다.
(Hirschhorn, Thomas. Ed by Lisa Lee and Hal Foster, Critical Laboratory:
The Writings of Thomas Hirschhorn, Cambridge, Massachusetts : The MIT
Press, 2013(이하 CL), pp. 3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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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히 제단(Otto Freundlich Altar, 1998)>[도판25], <잉게보르크 바
흐만 제단(Ingeborg Bachmann Altar, 1998)>[도판26], <레이먼드 카
버 제단(Raymond Carver Altar, 1999)>[도판27]이 그것이다. 제단의
형식은 사고나 자살, 살해, 심장마비로 죽은 각각의 사람들을 위한 불안
정한 오마쥬(Homage)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자발적
인 형식이다. 주로 촛불, 꽃, 박제된 동물, 곰인형, 메시지가 적힌 종이 등
으로 꾸며진 제단은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개인적으로
헌납한 것들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기리고자 하는 인물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그 인물에게 바치고 싶은 개인적인 물품들을 제단에 놓는다. 그래
서 이 제단은 어떤 미학적인 관심이나 형식적 질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전
달하고자 하는 진심과 메시지로 구성된다.196)
허쉬혼은 그의 작업 전반에 걸쳐 이 ‘아래로부터’의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허쉬혼은 작품의 구상이나 제작, 실행에 있어 어떠한 위계질
서도 용납하지 않는데, 바로 이것이 제단, 키오스크, 모뉴먼트가 일시적으
로만 존재할 뿐인 저렴한 재료들로 만들어진 이유일 것이다. 그는 제단을
평균적으로 2주 정도만 지속시키고 철거하였다. 허쉬혼은 재료의 취약성
뿐 아니라 작품이 지속되는 기간에도 제한을 둠으로써 작업의 일시성과
불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키오스크는 매점 혹은 가판대의
형식을 취한 설치 조각인데, 특정 예술가와 작가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센터의 기능을 갖는다. 허쉬혼은 공공장소에서의 미술 위원회의 Kunst
am Bau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취리히 대학에 있는 두뇌·분자 생물학 연
구소의 입구 로비에 키오스크를 설치하였다[도판28].197) 그는 건물의 로
196) 이러한 제단의 형식은 허쉬혼이 다이애나 비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파리의 한 지역
에서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기념비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
다. 원래 그 지역에 있던 기념비는 자유의 불꽃을 재현한 조각상이었는데, 시민들이 그
모뉴먼트에 다이애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덧입힘으로써 기존의 기념비를 변형시켰던
것이다.(CL, p. 40.)
197) 허쉬혼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다음과 같이 총 8개의 키오스크를 한 개당 6개
월씩 설치하여 전시하였다: <로버트 발저 키오스크(Robert Walser Kiosk, 1999)>,
<잉게보르크 바흐만 키오스크(Ingeborg Bachmann Kiosk, 1999), <엠마뉴얼 보프
키오스크(Emmanuel Bove Kiosk, 2000)>, <메레 오펜하임 키오스크(Meret
Oppenheim Kiosk, 2000)>, <페르낭드 레제 키오스크(Fernand Léger Kiosk,
2001)>, <에밀 놀데 키오스크(Emil Nolde Kiosk, 2001)>, <리우보프 포포바 키오스
크(Liubov Popova Kiosk, 2002)>, <오토 프라운드리히 키오스크(Otto Freund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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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중립적이면서 기능적인 방식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토대로, 공항이
나 터미널에 담배, 신문, 사탕 등을 파는 가판대가 있는 것처럼 그와 비
슷한 형식을 한 키오스크 구축물을 군데군데 설치하였다. 키오스크 역시
제단과 마찬가지로 테이프로 고정된 판지와 나무, 네온 조명 등과 같은
저렴한 재료들로 제작되었고, 한 사람 정도 들어갈 규모로 만들어졌다.
각각의 키오스크에는 예술가와 작가의 저서나 기록물, 사진, 텔레비전 등
이 있어서 키오스크 안에서 관객은 외부와 단절된 채 고립되어 그 정보에
만 몰두할 수 있었다.[도판29]
마지막으로 모뉴먼트는 앞서 살펴 본 제단의 종교적인 방식과 키오스
크의 정보적인 방식이 결합된 형식을 취한다.198) 허쉬혼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이 팬이라고 밝힌 네 명의 철학자를 위한 네 개의 모뉴
먼트를 제작하였다. 1999년 <스피노자 모뉴먼트(Spinoza Monument)>
[도판30]를 시작으로 2000년 <들뢰즈 모뉴먼트(Deleuze Monument)>
[도판31], 2002년 <바타유 모뉴먼트(Bataille Monument)>, 가장 최근의
2013년 <그람시 모뉴먼트(Gramci Monument)>[도판32]가 그것이다. 기
존의 모뉴먼트가 영웅이나 전기적인 인물, 혹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주요 사건을 기리기 위해 그 형상을 조각으로 재현한 뒤 누구나 접근
할 수 있는 광장이나 중심가에 설치되는 반면, 허쉬혼의 모뉴먼트는 이러
한 기존의 모뉴먼트가 갖는 자격들과 사회적 지위에 의문을 제기한다.
먼저 내용적인 부분에서 허쉬혼은 그가 팬이라고 밝힌 철학자들을 위
한 모뉴먼트를 제작하였다. 그가 철학자들을 선택한 이유는 철학이 우리
에게 사유할 용기, 반성의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며, 예술가들에게는 예술
자체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나는 철학자들을 위한 기념비를 만드는데 그들은 오늘날에 무언가
말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철학은 우리에게 생각할 용기, 반
성의 즐거움을 준다.(…) 나는 윤리적 질문들에 흥미가 있다. 그것이
왜 내가 기념비를 위해 철학자들을 선택했는지의 이유이다.(…) 인
Kiosk, 2002)>.
198) 현오아, ｢토마스 허쉬호른(Thomas Hirschhorn) 작품에 나타난 시각적 표상과 민
주주의의 비판적 모색｣,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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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존재들은 사유하고 반성하고, 그들의 두뇌를 계속 작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매우 아름다운 무언가를 가진
다. 스피노자, 들뢰즈, 바타유, 그람시는 인간의 반성적 능력에 신뢰
를 주는 철학자들의 사례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사유할 힘을, 행동
할 힘을 준다.199)

허쉬혼이 직접 밝힌 이유와 더불어 그의 초기 작업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계질서와 권위, 예술을 예술로서 규정하는 고정된 규범들이나 제도 등을
거부하고 비판해 온 것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철학자들을 선별한 데에는
어느 정도 그들의 사상과 허쉬혼의 예술관에 공통된 지점들이 있기 때문
일 것이다.
다음으로 형식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면, 이러한 모뉴먼트는 두 부분으
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고전적인 요소’이고, 다
른 하나는 ‘정보적인 요소’이다. ‘고전적인 요소’란 모뉴먼트가 다루
고 있는 철학자들의 인물을 재현한 조각상을 가리키고, ‘정보적인 요
소’는 철학자들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물질들로서, 책, 비디오테이프,
진술들, 전기적 기록물 등을 가리킨다. ‘고전적인 요소’가 ‘누구’에
상응한다면 ‘정보적인 요소’는 ‘왜’에 상응한다.200) 관객들은 철학자
들을 재현한 조각상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철학자
들에 대한 기록물들을 접하면서 일차적으로는 정보나 지식을 얻게 되지만
그들의 사유를 따라가다 보면 반성의 행위로서 당연하게 주어진 모든 것들
에 의문을 갖게 된다.
허쉬혼의 모뉴먼트 시리즈가 갖는 중요한 특징 중 또 다른 것은, 각각
의 인물을 주제로 한 모뉴먼트는 기념비가 세워질 만한 ‘공식적 장소’
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스피노자 모뉴먼트>는 스피노자의 고국인
암스테르담에 세워졌지만 술집이 즐비한 홍등가에, <들뢰즈 모뉴먼트>는
들뢰즈의 고국인 프랑스 아비뇽에 세워졌지만 말리 출신의 북아프리카인
들이 사는 구역에 세워졌으며, <바타유 모뉴먼트>는 《도큐멘타 11》이

199) CL, pp. 45-6.
200) CL, pp.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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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카셀에 설치되었지만 본 전시장과 떨어진, 터키인들이 모여 사는 구
역에 세워졌다. <그람시 모뉴먼트>는 뉴욕시 사우스 브롱스의 포레스트
하우스에 세워졌는데, 이곳은 1956년에 지어진 주거 단지로 국가 차원에
서 빈민들에게 공급한 붉은 벽돌집이 즐비한 곳이었으며 높은 범죄율로
악명이 높은 장소였다. 또한 이러한 모뉴먼트들은 기념비로서 영구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에만 지속되는 일시적인 이벤트로서 구성
되었다. 이는 단순히 작품의 전시 기간 내에만 설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작업 자체가 오브제로 미술관에도 남지 않고 반복되지도 않으
면서 오직 그 시간에 그 곳에서만 경험되었다는 것이다.
뿐 아니라 <들뢰즈 모뉴먼트>를 기점으로 하여 <바타유 모뉴먼트>에
서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벨머 스피노자 페스티벌(Bijlmer Spinoza
Festival, 2009)>에서 더욱 확대된 지역 주민들과의 협업이 허쉬혼의 작
업에서 중요한 특징이다. 이는 기존 모뉴먼트가 위로부터 하향식으로 결
정되어 설립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래로부터 상향식으로 지역 주민들이
작업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허쉬혼의 모뉴먼트 작업은
기존의 기념비를 탈피하고 허무는 해체적 작업이며, 그 과정에서 작품의
설치와 유지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과의 공동체적 협업과 외존의 경험이
발생된다. 그리하여 앞으로 이러한 협업과 외존의 경험이 가장 잘 드러나
는 두 작품인 <바타유 모뉴먼트>와 <벨머 스피노자 페스티벌>을 분석함
으로써 ‘공동체 없는 공동체’의 예술적 실천이라는 새로운 공동체 미술
의 한 양상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바타유 모뉴먼트(Bataille Monument)>
허쉬혼의 대표작인 <바타유 모뉴먼트>는 2002년에 열린 제11회 카셀
도큐멘타에서 이루어졌다. 카셀에 있는 주 전시장에서 수마일 떨어진 북
부 지역의 프리드리히-뵐러 주택 단지(Friedrich-Wöhler Siedlung)에 설
치된 <바타유 모뉴먼트>는 허쉬혼의 서명(signature)과 같은 일상적인
저렴한 재료들, 나무합판, 판지, 포장용 테이프, 알루미늄 호일,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되었으며, 바타유에 대한 다양한 기록물과 자료들을 열람할

111

수 있는 여러 가건물들로 구성되었다. 허쉬혼이 철학자 바타유를 기념할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른 모뉴먼트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그가 바타유
의 팬이었기 때문이며, 바타유가 경제, 정치, 문학, 예술, 성, 인류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개진한 위계질서의 배격, 기존의 이성 중심적 사고에 대
한 끊임없는 회의와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그의 작품에서 개시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타유를 기념하는 이 모뉴먼트가 설치
된 장소는 바타유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곳이다. 허쉬혼은 자신의 작업을
기존의 전통적인 기념비나 최근의 장소 특정적 작업과 구분하기 위해 이
러한 탈배치 전략을 사용한다. 탈배치와 관련된 허쉬혼의 ‘비장소’에
대한 논의는 이후에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바타유 모뉴먼트>는 총 8가지의 상호 연결된 요소들로 구성된다. 그
리고 이 요소들 사이에는 어떠한 위계질서도 없다. 이 요소들은 한 요소
가 다른 요소로 연결됨과 동시에, 각각의 요소들은 그 자체로도 기념비로
서 이해되어야 한다. 8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나무, 판지, 테이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나무 형태의 조각[도판33], ② 바타유 도서관(바
타유와 관련된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수집된 책; 단어, 이미지, 예술, 스
포츠, 섹스)[도판34], ③ 바타유의 삶과 작업에 대한 정보를 담은 전시관
[도판35], ④ 전시 기간동안 실행된 다양한 워크숍들, ⑤ 카셀의 공공채
널에서 <바타유 모뉴먼트>에 대한 짧은 쇼를 매일 중계하는 텔레비전 스
튜디오[도판36], ⑥ 간단한 먹을거리와 마실거리가 있는 가판대(지역 주
민이 운영하는 바(bar)), ⑦ 《도큐멘타11》이 열린 카셀에서 <바타유
모뉴먼트>가 있는 북부 지역까지 도큐멘타 관객들을 태워주는 택시 운전
자들의 셔틀 서비스[도판37], ⑧ <바타유 모뉴먼트>에 설치된 웹 카메라
로 찍힌 사진들을 업로드하는 웹사이트.201)
<바타유 모뉴먼트>의 가건물들 내부에는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도큐
멘타의 관객들이 와서 스스럼없이 정보를 이용하고, 쉬고, 잡담하며 머무
를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낡아 빠진 소파들, TV, 비디오가 덧붙여 제공된
다. 관객들은 이곳에서 미술 작품을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 없이 기
념비를 돌아다니며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모뉴먼트에
201) CL, pp. 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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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재료들과 그 시각적 형식들이 위협적이기 보다 친숙하고 편하기
때문이다. 허쉬혼의 설치작업에서 나타나는 저렴한 재료의 사용, 그리고
구체적이고 섬세한 계획 없이 허술하게 대충 만들어진 것 같은 조각 형식
에 대한 고집은 그가 탈피하고자 하는 미학적 질(quality), 정례화된 규
범에 대한 저항을 보여준다.
그의 불안정한 기념비는 관습적인 영웅을 기리는 위계적인 기념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다. 허쉬혼은 자신의 기념비에 대해 다
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새로운 종류의 기념비를 만들고자 한다. 바로 불안정한 기념
비. 제한된 시간을 위한 기념비.(…) 나는 기념비가 다양하게 접근되
도록 하고 싶다. 그리하여 기념비는 그곳에 단지 서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관람자들이 정보를 얻을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
는 능동적 요소와 수동적 요소가 있다. 이 기념비는 위협적이지 않
은 것이다. 이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헌신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것은 아래로부터 오는 것이다. 기념비는 그곳에 영원
히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기념비의 일회적인 성질은 -즉, 카드보
드, 나무, 테이프, 쓰레기봉지, 네온전구- 기념비에 주어진 제한적
시간과 불안정성을 강화한다. 이 형식은 기념비가 사라질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전달한다. 오직 남아 있는 것은 사유와 반성이며, 지속
될 것은 반성의 행위가 될 것이다.202)

주로 영웅들을 기억하는 전통적인 기념비는 대리석이나 청동과 같이 단단
한 재료로 제작된 후 중요한 장소에 영구적으로 세워져서 그것을 바라보
는 사람들에게 공통의 이념을 공유하게끔 하는 반면, 허쉬혼의 기념비는
기념비의 주인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불안정한 재료로 만들어짐
으로써 시간과 환경의 흐름에 따라 스스로 허물어져간다. 이러한 불안정
한 시간 속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현재성’ 혹은 ‘순간성’203)이
202) CL, pp. 45-6.
203) 이러한 현재성은 마이클 프리드가 ｢미술과 사물성(Art and Objecthood)｣에서 모
더니즘 미술의 속성으로 제기한 현재성과는 다르다. 프리드는 “현재성은 은
총”(Fried, Michael. “Art and Objecthood,” Artforum, 5, June, 1967,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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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허쉬혼이 자신의 작업을 조각의 확장, 즉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벤트
로서의 조각으로 확장시킨 것은 정해진 시간 내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재료들로 구성된 구축물 내에서 작업에 연루된 모든 관객들이 그 순간을,
그 현재를 있는 그대로 즐기게 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바타유 모뉴먼트>가 설치된 카셀 북부 지역의 프리드리히-뵐러
주택 단지는 카셀 내에서 터키계 이주민이 살고 있는 저개발 구역이
다.204) 이 장소는 카셀의 주 전시장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허쉬혼
의 작품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외부의 전시 관객들을 위해 허쉬혼은 터
키계 택시 회사와 협력하여 관객들이 이곳에 오고 갈 수 있도록 셔틀 서
비스를 제공하였다. 미술작품이 있을 것 같지 않은 낯선 장소,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낙후된 지역을 모뉴먼트의 장소로 선택한 허쉬혼의 전략은 이
후 상세하게 분석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허쉬혼이 이 장소에 모뉴먼트를
설치하기로 결심하였고, 이를 위해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협업이 필
수적이었다는 것이다.
허쉬혼은 그의 제단 시리즈에서 사람들이 유명인을 기리는 형식, 즉 자
발적으로 유명인을 기억하기 위해 개인적인 소품들과 메시지 등을 축적하
여 신성한 제단처럼 정해진 형식은 없어도 소박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헌신으로 구성된 제단의 형식을 강조한 바 있다.
모뉴먼트 시리즈에서도 이러한 참여와 헌신의 방식은 지속되는데, 지역 주
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작업의 결정적 요소로 도입한 것은 <들뢰즈 모뉴먼
트>에서부터였으며 <바타유 모뉴먼트>에서 더 발전되었다.
그는 《도큐멘타 11》이 시작되기 전부터 프리드리히-뵐러 주택단지
이라고 말하며 모더니즘 미술에서 나타나는 현재성으로서 물리적 조건과 일상성을 초
월하는 영원성과 보편성을 말하고자 하였으나, 허쉬혼에게 현재성은 영원성보다는 오
히려 지금 이 순간, 곧 지나가 버릴 순간적인 시간으로서의 현재를 가리키며, 그렇기에
다시 올 수 없는, 오직 자취나 흔적으로밖에 포착할 수 없는 시간이다.
204) 1999년에 카셀의 인구는 약 2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터키계 이주민들은 약
11,000명이었다. 이는 카셀의 전체 거주자들의 5% 이상을 차지한 것이었으며, 카셀
에 사는 외국인 거주자 총 30,796명 중 거의 반을 차지한 것이다. 따라서 <바타유 모
뉴먼트>가 터키계 노동자들과 함께 실행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허쉬혼은 유럽
도시들의 대다수가 이주민 인구에 대해 완곡하게 돌려 말하고 있는 것, 즉 소수의 터키
계 노동자들이 사실상은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장소를 선택
하여 터키계 이민자들과 함께 작업했던 것이다. 이들은 독일에서 일하면서 독일에 세금
을 납부하는 ‘시민’이었고, 이는 이 작업에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중심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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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작업의 장소로 결정하면서 함께 작업을 만들어 갈 파트너를 정하기 위
해 고심하였다. 고심 끝에 그는 그 지역에 있는 Philippinenof Boxing
Camp의 청년들과 협업하게 되었다. 허쉬혼이 주민들과 협업하게 된 이유
는 간단하다. 그는 많은 노동이 소요되는 <바타유 모뉴먼트>를 혼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했고,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도움과 관용을 요청했던 것이다. 또한 이 장소
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바로 그 주인이므로, 무엇을 설치하든 그
것은 그 주민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복싱 캠프의
청년들이 허쉬혼의 부탁을 듣고 수동적으로 응했던 것은 아니었다. 허쉬
혼은 그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렸으며 그들과 자신은 비슷한 목표
를 가졌었다고 이후에 서술하였다.205)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허쉬혼이 기존
의 공동체 미술이 그랬던 것처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특징
들을 작업의 주제나 내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과 함께
만드는 과정 자체를 중시했다는 것이다. 허쉬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요한 것은 Philippinenof Boxing Camp를 프로젝트를 위해 착취
하려는 것이 아니며, 혹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득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다. 나에게 있어 이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점은
프로젝트의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새로운 것, 중요한
것,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과 함께 더불어 만
든다는 것이다. 《도큐멘타 11》을 위한 나의 안내 지침은 내 스스
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것을 새로운
것으로 함께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206)

이에 허쉬혼은 《도큐멘타 11》이 열리기 5개월 전부터 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거주하며 청년들과 함께 작품을 완성했다. 허쉬혼은 그들
에게 시간당 8유로의 임금을 지급하였다.207) 허쉬혼은 지역에 설치되는
205) CL, p. 229.
206) CL, p. 229.
207) 물론 이들의 협업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허쉬혼은 프로젝트 이후에 미술
사학자 Iris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가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겪은 주민들과의 마찰과,
프로젝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소지품들을 도난당했던 일들을 서술하였다. 그는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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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타유 모뉴먼트>가 어떤 위계질서에 의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
니라 지역에 직접 거주하는 바로 그 주민들에 의해 아래로부터 세워지는
것임을 강조하였고, 나무 합판, 판지, 호일, 테이프, 플라스틱 등의 재료들
을 가지고 함께 노동하는 그 과정 자체를 중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작
업에는 정해진 규율이나 완성이 없었으며, 감독자나 비평가도 없기 때문
에 작업은 열린 결말로, 즉 미완성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허쉬혼은 위계
질서와 가치 판단에 대한 어떠한 형식도 신뢰하지 않았기에 그의 직접적
인 ‘핸드메이드 미학’은 예술 내에서의 모든 합의의 가능성에 반대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구성한다.208)

대신

그의

작업은

‘머리

없음

(Headlessness)’209)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 작업의 ‘낮은(low)’ 품질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은 ‘고귀한(high)’
에너지이다.210) 허쉬혼은 이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질은 신경쓰
지 않는다. 나는 오직 예술작품의 바깥에서 오는 에너지를 신경 쓸 뿐이
다.”211)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는 바로 배제되지 않은 관객, 즉 아래에서
부터 오는 에너지이다.

2) <벨머 스피노자 페스티벌(Bijlmer Spinoza Festival)>
2009년 여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벨머미어(Bijlmermeer) 지역에
서 진행된 허쉬혼의 <벨머 스피노자 페스티벌>은 <바타유 모뉴먼트>에서
구축되었던 여러 가지 실험적 요소들, 그 중에서도 지역 주민들과의 협업
과 공존이 한층 더 발전된 양상으로 전개된 작업이다. 이것은 작업의 제
목에 그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의 명칭이 붙은 것에서부터 발견된다. 벨머
미어 지구는 암스테르담의 남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암
사건을 통해 프로젝트의 완성을 낙관적으로 볼 수 없었다는 소회를 털어놓으며 그 시
간이 매우 괴로웠지만 이러한 사건을 통해 그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점검
할 수 있었으며, 누구도 프로젝트의 작업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한 그의 목표를 재확인
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CL, p. 235.)
208) Raymond, Yasmil. op. cit. p. 276.
209) 바타유의 사유에서 무두인을 가리킨다.
210) CL, p. 229.
211) CL, p. 229.

116

스테르담의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구성한 아파트형 주택
단지이다. 하지만 높은 임대비와 13,000여 가구가 사는 거대한 공동주택
에서 쏟아져 나온 쓰레기, 증가하는 범죄율 등의 문제로 인해 정책이 실
패하면서

정부는

여기에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수리남

(Surinam) 이민자들이 살도록 권장하였고, 이에 따라 이곳은 네덜란드의
첫 번째 흑인 동네가 되었다.212) 또한 이 벨머 지역에는 <벨머 재앙>이
라고 불리는 가슴 아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곳이었는데, 1992
년 10월 4일에 이스라엘의 엘 알 항공기가 벨머 지역에 추락해 아파트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승무원과 아파트 주민 4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
었던 것이다. 이후 주택 단지에는 희생자를 위한 기념비가 세워졌고, <벨
머 스피노자 페스티벌>은 비행기가 아파트와 충돌한 바로 그 장소에 설
치되었다.
<바타유 모뉴먼트>가 크게 세 개의 가건물로 구성된 반면, <벨머 스
피노자 페스티벌>은 하나의 거대한 파빌리온으로 구성되었으며, 파빌리온
의 지붕에는 스피노자의 책 에티카를 확대하여 판지로 제작한 모형이
놓여 있다[도판38].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잔디 위에 세워진 <벨머 스
피노자 페스티벌>은 나무합판으로 만들어진 넓은 무대 위에 가판대와 도
서관, 전시관 등의 여러 작은 공간이 있는 형태로 구성되었다[도판39].
그리고 무대의 옆에 주차되어 있는 일명 ‘스피노자 자동차’는 술잔들,
스피노자와 관련된 책들, 텍스트들, 스피노자에게 헌정된 사물들로 덮였
다. 물리적인 요소들 외에도 페스티벌 기간 동안 행해진 워크숍, 연극, 강
의 등도 모두 <벨머 스피노자 페스티벌>의 구성요소들이었다. <벨머 스
피노자 페스티벌>을 구성하는 16개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① 페스티
벌 기간 동안 발행된 일간 신문, ② 벨머 지역의 역사와 ‘벨머 재앙’이
라고 불리는 비행기 추락 사고의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벨머 기록물 보
관소[도판40], ③ 스피노자 자동차[도판41], ④ 스낵 바[도판42], ⑤ 스
피노자 도서관[도판43], ⑥ 페스티벌 기간 동안 운영되는 각종 이벤트들,
⑦ 인터넷 카페[도판44], ⑧ 지역 아이들로 구성된 ‘Child's Play’[도
212) 현오아, ｢토마스 허쉬호른의 공공미술프로젝트와 민주주의의 비판적 모색｣, 미술사
학, 제41집, 2013, p.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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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45], ⑨ 웹캠으로 찍은 사진을 올리는 웹사이트, ⑩ 스피노자 전시관,
⑪ 철학자, 미술사학자 등이 주관하는 강의, 세미나, 마스터클래스, ⑫ 지
역 주민들이 공연하는 ‘스피노자 연극(Spinoza Theatre)’, ⑬ 워크숍,
⑭ 미술사학자 비토리아 마르티니(Vittoria Martini)가 거주하는 작업공
간인 ‘Ambassador of Art History’, ⑮ 텔레비전과 라디오 커넥션,
⑯ ‘Tank TV’ 커넥션.
<벨머 스피노자 페스티벌>의 여러 구축물들은 <바타유 모뉴먼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재료들, 즉 판지, 나무합판, 포장 테이프, 알루미늄 호
일,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전시 기간이나 설치 작업의 확장
으로 허쉬혼은 <바타유 모뉴먼트>에서처럼 벨머 지역의 주민들에게 협
조를 구하였다. 그는 2년 동안 수차례 벨머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앞으로 할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그들의 동의를 구한 뒤 프로젝트를 준비
하였다. 그리고 8주 동안 벨머에 거주하면서 동료가 된 지역 주민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바타유 모뉴먼트>와 동일하게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였다.
하지만 <벨머 스피노자 페스티벌>이 <바타유 모뉴먼트>와 결정적으로
달라진 지점은 작품의 제목에서처럼 모뉴먼트보다는 페스티벌에 더 가까
운 여러 이벤트들과 강연, 연극, 세미나 등이 폭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벨머 스피노자 페스티벌>이 전시되는 기간 동안에는 매일 정해
진 스케쥴대로 무대에서 강의와 공연이 열렸는데, 예를 들어 오후 4시
30분에는 지역 아이들의 연극이, 오후 5시 30분에는 철학자 마르쿠스 스
타인베그(Marcus Steinweg)의 철학 강의가, 오후 7시에는 ‘스피노자
연극’이 상연되었다. 이러한 야외 공연들은 비가 오는 날씨여도 중단 없
이 계속되었으며, 지역 주민들은 전시 기간 내내 능동적으로 페스티벌을
즐겼다. 이를 위해 허쉬혼은 철학자인 마르쿠스 스타인베그 외에 미술사
학자 비토리오 마르티니 등을 초청하여 강의와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지
역의 아이들과 주민들이 직접 대본을 읽고 공연을 하는 연극들을 감독하
였다. 그런데 이러한 강의, 세미나, 연극 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것
들이 아니었고, 허쉬혼의 일상적 재료들 마냥 허술하고 산만하며 즉흥적
으로 구성되었다. 스타인베그는 “자율성이란 존재하는가?” 혹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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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행복” 등과 같은 주제로 철학 강의를 하였고, 지역 주민들은 잔디
위에 마련된 플라스틱 의자 위에 앉아서 강의를 들었다. 비숍이 진행한
페스티벌 사후 인터뷰에 의하면, 페스티벌에 참여한 주민들은 스타인베그
가 하는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했으며 조롱하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
수록 그들은 강의를 경청하였고 철학적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대충
어떤 내용인지 짐작할 수는 있었다고 말했다.213) 사실 스타인베그의 강
의는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철학을 가르치려는 것이기보다는 무대 위에서
‘철학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 가까웠으며 실제로 스타인베그는 즉흥
적으로 횡설수설하며 강의를 하였다.
뿐 아니라 스타인베그가 시나리오를 쓰고 허쉬혼이 감독을 한 ‘스피
노자 연극’은 지역 주민들이 연기자로 참여하였는데, 주민들은 손에 대
본을 쥔 채 런닝머신, 샌드백을 이용하거나 에티카의 구절을 쓴 거대한
판지를 들고 근력운동을 하면서 대사를 읽어 내려갔으며, 스피노자가
1656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추방당한 칙령을 읽기도 하였다. 앞서 살펴보
았듯이 허쉬혼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미학적 규범에 따른 질이기보
다는 배제되지 않는 관객들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에너지의 발현이었기 때
문에, 허쉬혼은 이러한 불안정한 양상들에서 오히려 역동적인 에너지를 보
았다. 그는 <벨머 스피노자 페스티벌>을 에너지의 빛줄기(Beam)으로 묘
사한다 : “(페스티벌은)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다양한 열림을 가능케 하는
빛줄기이다. 이것은 스피노자로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공중을 만드는 다양
한 에너지를 창조한다.”214)
하지만 이러한 허쉬혼의 전략을 섣불리 ‘참여미술’이나 ‘공동체 미

213) <벨머 스피노자 페스티벌>이 끝나고 난 뒤, 비숍은 공동체와의 협업이 미술의 주된
형식인 미술 실천에 대한 미학적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다가 협업에 직접 참여
한 참여자들과의 인터뷰가 이에 필수적인 기록물로서 의의가 있다고 여겨 인터뷰를 진
행하였다. 비숍은 총 6명의 참여자들과 인터뷰 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허쉬혼의
인간적인 리더쉽과 성격, 예술관 등이 협업에서 주요한 동인으로 작동하였으며, 자신들
이 행한 것은 구체적인 미술 작품의 생산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경험, 자기 주도적 참여,
페스티벌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체적 경험이라고 진술하였다. 보다 자세한 인터뷰 내
용은 Bishop, Claire. “And That is What Happened There”, Hirschhorn.
Thomas, and Others, Thomas Hirschhorn : Establishing a Critical Corpus, Jrp
Ringier, 2012, pp. 7-45 참조.
214) CL, p. 29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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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관계적 미술’이라는 규정 하에 행해지는 다른 미술 실천들과 함
께 분류해서는 안 된다. 허쉬혼은 예술을 통해 어떤 직접적인 사회적 변
혁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예술을 수단으로 하여 시민단
체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수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오히려 그는 동시대
의 ‘참여미술’이라는 규정을 대체하는 ‘현전과 생산(Presence and
Production)’215)이라는 문구를 선호한다. 이는 그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예술가의 현전과 예술가의 생산을 가리키며, 허쉬혼 자신이 예술가로서
수행하고 있는 태도를 규정하는 문구이다. 허쉬혼은 자신의 작업을 ‘참
여미술’로 규정짓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나는 지루하고 형편없는 ‘민주적’이고 선동적인 용어인 ‘참여’
를 대체하는 것을 실행하고 싶다. 나는 ‘참여미술’을 하지 않는
다. 이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것인데 왜냐하면 모든 옛날의 회화들은
당신을 오늘날의 ‘참여미술’보다 더 ‘참여적으로’ 만들 수 있
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진짜 참여는 사유의 참여이기 때문이다!
‘참여’는 ‘소비’라는 또 다른 단어일 뿐이다!216)

그의 주장처럼 <벨머 스피노자 페스티벌>에서는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사회적 참여를 요구하거나 대놓고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시도하지 않는다.
스타인베그의 횡설수설하는 강의도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토론하기
위한 논쟁을 시도하기보다 단지 철학적 퍼포먼스에 불과할 뿐이다. 중요
한 것은 페스티벌에서 진행 중인 사람들의 ‘공존’이며, 타자들을 배제
하지 않는 ‘함께하기’인 것이다.

3) 분석 : 부정의 기념비가 내포하는 공동체의 부재
215) 허쉬혼은 전시의 개막일에만 등장하는 다른 작가들과는 달리 전시 기간 내내 현장
에 나와 있는 작가로 유명하다.
216) Bishop, Claire. “And That is What Happened There”,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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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제 낭시의 ‘공동체 없는 공동체’가 어떻게 허쉬혼의 작
업에서 구현되고 있으며, 새로운 공동체 미술의 사례로서 허쉬혼의 작업
이 갖는 미학적 의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이를 위해 본고는 앞
서 2절에서 낭시의 논의를 적용하여 도출한 새로운 공동체 미술의 세 가
지 지향점을 토대로 허쉬혼의 작업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로, 허쉬혼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의 형태가 고정된 정체성
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아닌, 나 바깥의 타인에게로 열리는 공동체임을
그가 사용한 비장소의 전략을 통해 살펴보겠다. 허쉬혼은 1986년에서
1993년 사이에 진행된 초기의 제단, 키오스크 작업에서부터 자신의 작품
이 놓이는 ‘장소’에 대해 고민하였고, 추모나 기념을 위한 공식적인 장
소

혹은

역사적으로

규정된

장소가

아닌

‘비-장소(non-place;

non-lieu)’에 작품을 설치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허쉬혼의
모뉴먼트 시리즈는 모두 해당 철학자들과 상관없는 지역에 설치되었을 뿐
더러 도시의 중심부보다는 주변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고, 소외된 지
역에 설치되었다. 이처럼 전시를 위해 선택되는 비장소’는 역사적 의미
가 있는 고고학적 장소와는 거리가 먼, 잘 알려지지 않은 곳, 친숙하지
않고 의미가 없는 곳이다. 다시 말해, 미술관이 아닌, 식당의 계산대나 텅
빈 부지, 보행자 도로 등 예술작품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야외 장소에 작
품을 전시하는 것이다.
<바타유 모뉴먼트>가 세워진 프리드리히-뵐러 주택단지도, <벨머 스
피노자 페스티벌>이 열린 벨머미어 지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비장소에
속한다. 각각의 주택지구는 터키계 이민 노동자들이나 수리남 이민 노동
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장소라기보다 이들이 살 수 있는 곳이 도심과
떨어져 있는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생겨난 곳으로 사회문화적인 인프라
가 빈약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그리하여 이 지역들은 자본이 몰리는
곳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도 아닌, 그러한 중심의 바깥, 가장자
리인 것이다. 다시 말해, 공적인 담론이 생산될 수 없는 곳, 공공장소나
공중의 문제에서 벗어난 곳이다.
이처럼 허쉬혼의 비장소는 기억할 만하거나 유일한 것으로서의 장소를
정의하는 질적인 것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가 그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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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위해 결정한 장소들은 결코 미리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연히
마주친 장소였다. 무엇보다 허쉬혼은 이렇다 할 지형적인 특징이 없고 의
미 없는 과도기적 장소가 정치적인 함축을 지닌 곳이라고 여겼다.217) 말
하자면 이러한 비장소는 유일무이함이나 특권적인 가치를 초월하는 일상
적이고 보통의 행위들의 무대로, 여기서는 의미나 가치가 고정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지나갈 뿐이다. 그렇기에 고정된 의미보다는 의미가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예측만이 전달됨으로써 위계질서가 없는 평등한,
단수적인 공간으로서 정치적 함의를 지닌다. 그리하여 비장소는 낭시가
말했던 접촉이 발생하는 장소로서의 한계 혹은 경계라고 말할 수 있다.
낭시에게 있어서 단수적 존재들의 접촉이 발생하는 한계는 존재의 단
수적 복수성을, 다시 말해 ‘공동성’을 내포한다. 어떤 동일한 본질로
인해 존재자의 다양성을 생산하기보다 그 자체의 유한성을 토대로 모든
존재가 단수적 복수적이라는 공동적 사실을 말이다. 단수적 복수성이 발
생하는

한계로서의

이

비장소는

‘비배타적인

관객(non-exclusive

audience)218)’이라는 허쉬혼의 용어와 동시에 일어난다. 이 비배타적인
관객이란, 그의 작업을 마주치는 사람들 - 여행자, 지역 주민, 보행자 등
- , 즉 예술 관객으로 규정되지 않은 보통의 모든 사람들이다.219) 허쉬
혼은 그의 작업에 모든 가능한 관객들을 연루시키고자 하며, 누구도 배제
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타유 모뉴먼트>
는 지식과 정보가 소통되도록 의도하였다.(…) <바타유 모뉴먼트>는 사람
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그것은 배제되지 않는 관객을 위해 만들어졌다
.”220) 또한 <벨머 스피노자 페스티벌>과 관련해서는 “이 프로젝트(벨
머 스피노자 페스티벌)는 오직 공존으로, 벨머 동네의 거주자들과의 공존
으로만 완성될 수 있다. 공존, 왜냐하면 벨머는 그들의 장소이기 때문이
217) Raymond, Yasmil. “Take Care-Take Care”, Hirschhorn. Thomas, and
Others, Thomas Hirschhorn : Establishing a Critical Corpus, Jrp Ringier, 2012,
p. 269.
218)‘비배타적인 관객’은 경제 용어인 비배타성 혹은 비배제성을 암시하는데, 비배타성
이란 일단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지고 나면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제주체라
할지라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는 특성으로 주로 공공재가 갖는 특성을 의미한다.
219) Raymond, Yasmil. op. cit. p. 271.
220) CL, p.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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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존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호하게 그 거주
민들과 함께, 그 거주민들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지역 주민들과 가장 먼
저 함께하고 그들을 위하는 것이다 - 타자들의 배제 없이.”221) 라고 말
한다. 이러한 그의 신념은 주로 비장소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이 그 사회에
서 ‘타자’로서 소외되어 있었음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모뉴먼트의 설치
를 위해 그들과 협업함으로써 그들을 작품의 주체로 임명한다.
그런데 허쉬혼의 비배타적인 관객의 추구는 협업에 참여한 지역주민들
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이 비배타적인 관객에는 작품을 보러 외부로부
터 유입되는 전시 관객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허쉬혼의 비장소 전략
은 지역 주민들과 전시 관객들의 만남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데, 작
품의 주체로서 지역 주민들과 주요 미술관객으로서 외부 방문객의 조우는
각자의 정체성이 탈-배치되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바타유 모뉴먼트>에서 카셀 도큐멘타의 방문객들은 주 전시장에서
떨어진 장소로 오려면 허쉬혼이 마련한 터키계 운전기사의 택시를 의무적
으로 탑승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 경우 관람객들은 타고 온 택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바타유 모뉴먼트>에 발이 묶이게 되며, 그동안 그들은 불
가피하게 바를 이용해야 했다.222) 관객들은 <바타유 모뉴먼트>에 가기
위해서 낯선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바타유 모뉴먼트> 외에는 아
무것도 없는 곳에서 일시적으로 머물게 된다. 다음 택시가 오기 전까지
모든 관객은 <바타유 모뉴먼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루되는 것이다.
그리고 관객들이 도착해서 맞이하는 풍경은 철학자 바타유에 대한 작품과
정보들을 즐기는 뵐러 단지 주민들의 모습이었다. 비숍은 허쉬혼이 <바타
유 모뉴먼트>를 인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큐멘타의 주요 관객일 수
없는 커뮤니티의 한가운데 배치함으로써 예술 여행객들의 유입과 지역 주
민들 간의 기묘한 관계개선을 시도했다고 말한다. 비숍은 이 프로젝트가,
지역 사람들을 허쉬혼이 ‘동물원 효과’라고 부른 것에 종속시키기보다
방문객들이 스스로를 불청객으로 느끼게 만듦으로써 미술계 내부에 있는
그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다고 분석한다.223) 지역의 주민들과 도큐
221) CL, p. 304.
222) Bishop, Claire. “Antagonism and Relational Aesthetics”, pp.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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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타 관객들 사이의 낯설고 융합되지 않는 관계는 니콜라 부리요
(Nicolas Bourriaud)의 관계의 미학(Esthétique Relationelle)에서 제
시된 친밀하고 따뜻한 소우주적 관계가 아닌, <바타유 모뉴먼트> 안에서
임시적으로 바타유의 독자가 된 두 집단의 수평적이면서 동시에 분리된
관계이다.224)
<벨머 스피노자 페스티벌>의 경우 파빌리온의 무대에서는 매일의 스
케줄대로 스피노자 철학 강의와 연극 등이 진행되었는데, 무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와 상관없이 무대 위아래를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가판대
에서 구입한 술을 마시며 떠드는 사람들, 외부에서 방문한 전시 관객들
등으로 인해 산만한 광경이 펼쳐졌다. 비숍은 이러한 모습이 처음에는 어
수선하고 혼란스러웠지만 페스티벌이 진행될수록 각각의 장면들의 병치는
작품에 본질적인 의미가 따로 있지 않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같은 시공
간에서 나누어 갖는 경험 자체에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서술한다.225)
비장소에서 벌어지는 의미 없는 공연들과 불안정한 조각들은 미술가와 참
여자, 미술가와 관객들, 참여자와 관객들 간의 환대와 친밀감을 조성하여
유기적인 공동체를 꿈꾸기보다는 익숙해지지 않는 낯섦과 불편함이 각 집
단의 고정된 정체성을 중단시킨다. 그리하여 비장소에 설치된 허술한 가
건물에서 비배타적인 관객들의 조우는 지역 주민들, 외부의 관객들이라는
각각의 공동체를 지탱하던 정체성이 파열되고 어떠한 위계질서나 동일시도
없는 ‘공동체 없는 공동체’가 개시되는 접촉의 순간이다.
둘째로, 허쉬혼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협업의 방식은 목적의 달성이나
완성을 지향하는 단선적인 협업이 아니라 계속 지연되고 유보되는 미완성
의 협업이라는 점을 그의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조각의 형식과 페스티벌의
223) Bishop, Claire. “Antagonism and Relational Aesthetics”, p. 62.
224) 클레어 비숍은 ｢적대와 관계미학(Antagonism and Relational Aesthetics)｣이라는
자신의 글에서 니콜라 부리요가 관계의 미학에서 주장한 공동체, 즉 미술가의 작업
을 통해 생성되는 조화로운 공동체를 비판한다. 이 관계들은 너무도 쉽게, 주체성은 완
전한 전체이고 공동체는 내재적 함께함이라는 이상 안에 머무르고 있으며, 따라서 이
관계는 완전한 합의(만장일치)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적이지 않다.
예술은 그런 이견이 없는 합의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없고 오히려 관객들이 비판적으
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비동일성의 관계가 공동체의 핵심임을 알게
해 준다는 것이다.
225) Bishop, Claire. op. cit. p.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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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에서 찾아보겠다.
그는 초기의 제단 작업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발적인 추모의 방식을 작
품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켰다. 추모의 대상을 향해 사람들이 남기는 메시
지와 여러 물건들을 제단에 놓는 행위는 미술가와의 협업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기념물들은 불안정한 제단으로서 일시적으로 그 장소를 추모의 장
소로 만들었다. 특히 이 추모의 행위는 추모의 대상과 각각의 사람들의
개별적인 기억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의 의미로 환원될
수 없는 단수적 목소리로, 단수적 차이로 남았다. 허쉬혼은 제단 작업에
서 나타나는 다수의 사람들의 개별적인 참여를, 다수의 참여자들의 협업을
통해 연합이나 융합보다는 단수적 차이를 강조하는 모뉴먼트 작업으로 확장
시켰다.
허쉬혼은 <바타유 모뉴먼트>에서 카드보드, 청테이프, 은박지 같이 값
싸고 변질되기 쉬운 재료들과 함께 결합된 발견된 이미지, 비디오, 복사
물 속에 관람객들을 파묻히게 하는 방식으로 기념비, 기념관, 제단을 발
명한다. <바타유 모뉴먼트>는 TV 스튜디오, 전시관, 도서관 등과 같은
가건물로 구성된 대규모의 설치작업이기 때문에 허쉬혼은 작품이 세워지
는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지역 주민
들과의 협업을 통해 작품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의 도움으로 전시 기간
동안 운영된 뒤 철거되었다.
물론 이러한 협업은 모뉴먼트의 설치와 운영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
함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뉴먼트는 불안정한 모뉴먼트로서 허물어지
고 붕괴되어질 것을 암시하는 여러 재료들로 만들어졌기에 결국 이 협업
은 어떤 완성을 위한 하나의 움직임이라기보다 미완성을, 완성의 부재를
향한 협업인 것이다. 수명이 짧은 저렴한 재료로 만들어져 일시적인 기념
비의 특성에 대해 허쉬혼은 “기념비의 사라짐은 그것의 존재만큼이나 중
요하다. 중요한 것에 대한 기억은 기념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226)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하여 허쉬혼의 작업에서 협업은 모두가 공통으로 공유
하고 공감할 만한 완성된 기념비를 구축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성취감이
나 연대의식과 같은 연합의 감정을 고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코 완성될
226) CL,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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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협업의 과정에서 단수적 소통 자체를 미완성으로 놔두는 것이다.
허쉬혼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협업과 소통의 미완성은 <바타유 모뉴먼
트>나 <벨머 스피노자 페스티벌>에서 나타나는 기념비의 형식이 어떤 조
각상이나 고정된 오브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공간’의 건설이라는 데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공간은 주로 해당 철학자의 텍스트와 관련 영상
들, 정보들을 제공하는 전시관이나 도서관, 인터넷 카페이며 지역 주민들
이 간단한 먹거리를 파는 바(bar) 등 철학자와의 접촉,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에 관해 허쉬혼은 “<바타유 모뉴먼트>는
지식과 정보가 소통되도록 의도하였다; <바타유 모뉴먼트>는 연결을 허
용해야 하고 참조를 구축해야 한다.”227)라고 말한다. 사실 ‘공간’은
그것을 채우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다. 어떤 공간도 그 공간만
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내재적인 공간, 절대적으로 비어있는 공간
이란 없다. 공간은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허쉬혼의
모뉴먼트는 전통적인 기념물, 기념 조각과 다르게 건물이라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그곳을 사람들로 채운다. 그리고 모뉴먼트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의로든 타의로든 해당 철학자를 기념하는 행위에 참여하게 된다.
이처럼 협업은 물질적인 모뉴먼트의 설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
뉴먼트라는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의 참여로서 계속 이어진다. 사람들은
해당 철학자를 기념하는 동일한 행위에 참여하지만 그것을 공유함으로써,
그것을 토대로 한 공동체를 구성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념하는
철학자와 그의 사상이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이다. 허쉬혼의 작
업에서 주제가 되어 왔던 바타유, 들뢰즈, 스피노자, 그람시 등의 철학자
들은 모두 형이상학적 위계질서를 배격하고 평등과 다양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사상을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배타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철학자들과 그들
의 사상에 대해 거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 기실 허쉬혼의 의도는
사람들에게 철학자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접촉하는 장으로
서의 모뉴먼트를 만드는 것이었지,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벨머 스피노자 페스티벌>에서 철학자 스타인베그의 철학
227) CL, p.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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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퍼포먼스가 바로 그런 것이다. 허쉬혼은 전문가나 비전문가 모두에게
낯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 환경 안에서 경험하는 익숙하지 않은 조건
들 하에 발생하는 경험만을, 그 불편함만을 소통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낯선 경험은 나로 하여금 나의 바깥인 타자를 마주하게 만든
다. <바타유 모뉴먼트>와 <벨머 스피노자 페스티벌>에 연루된 모든 관객
들은 작품의 내용인 철학자의 사상보다도 나의 바깥을 체험하는 낯선 경
험의 감각을 획득하며 이로써 타자들의 현존을 의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어떤 공동체를 구성한다기보다는 이 구축물 안에서 언제나 이미
발생한 공동체를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것, 타자들과의 접촉의 순간을 소
통하는 것이다.
한편 <벨머 스피노자 페스티벌>에서의 또 다른 협업의 미완성의 양상
은 페스티벌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참여한 퍼포먼스에서 찾아볼 수 있
다. <페스티벌>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연극 뿐 아니라 스타인베그
의 스피노자 강연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공연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매
일 정해진 시간에 파빌리온의 무대에서 펼쳐졌는데, 분명한 내용과 직접
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공연이 아닌, 매일 매일 공연이 공연되는 것이 바
로 그 의미인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참여와 협업은
이전의 공동체 미술에서 나타난 사회적 참여를 통한 연대의식의 강화를
위한, 즉 하나의 목적을 위한 참여와 협업이라기보다는 그것과 대조적인,
협업의 과정 그 자체가 목적인 협업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페스
티벌의 완결되지 않는 ‘진행 중인’ 실존이며, 이것은 사람들이 공연하
도록 동기를 부여하려고 하는 예술가에 의해 지속되기로 의도된 것이
다.228) 실제로 허쉬혼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연극의 질이 낮건 높건,
스타인베그의 강연을 사람들이 듣건 말건, 페스티벌의 성공은 질이 아니
라 그것이 페스티벌 기간 동안 멈추지 않고 매일 매일 지속되었는가에 달
려있다고 서술한다. 그리하여 비숍은 페스티벌을 기계 혹은 기술과 유사
하다고 말하는데, 기계/기술은 그것이 무엇을 생산했는지는 부차적인 요
소이고, 먼저는 기계/기술의 끊임없이 계속되는 생산과 협업적 현전이 중
요하기 때문이다.229)
228) Bishop, Claire. “And That Is What Happened There”,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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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허쉬혼의 작업에서 보여지는 협업은 기존의 공동체 미술에서처
럼 보이지 않는 위계질서와 가치판단에 의한 합의와 동의가 바탕이 된,
완성된 협업이 아니라 예술에서의 합의의 가능성 자체에 반대하는 ‘의도
적인’ 반대 행위를 구성한다.230) 그리고 이러한 미완의 협업은 허쉬혼
의 모뉴먼트가 하나의 의미작용으로 환원될 수 없도록 만든다. 기실 허쉬
혼의 작업에서 모든 것은 의미화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바타유 모뉴먼
트>와 <벨머 스피노자 페스티벌>에 참여한 관객들이 겪는 그 경험들과,
스타인베그의 엉터리 강의, 지역 주민들의 해괴한 연극들 등 모두는 하나
의 의미로 환원될 수 없는 것들이다. 단지 그것이 그러하다고 감각적으로
느낄 뿐이다. 우리가 보는 것은 바타유,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들에 대한
정보들과 낯선 풍경들, 하나의 이념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채로운 에너지
의 빛깔들뿐인 것이다. 허쉬혼은 이로써 그가 예술을 통해 하고자 했던
것, 즉 예술이라는 수단을 통해 세계를 알고, 현실을 직면하고, 우리가 살
고 있는 이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231)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사회운동가가 아니다; 나는 이 동네를 부흥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나에게 예술은 세계를 알도록 해주는 수단이다. 예술은 내가 현실
을 직면하도록 해주는 수단이다; 예술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경험
하도록 해주는 수단이다.”232) 이는 낭시가 예술을 재현이 아닌 ‘사실’
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을 때, 즉 재현으로서의 사실주의가 아니라 공동
-내-존재라는 존재론적 사실을 현시하는 실천으로서 예술은 의미화 작
용으로 포섭되지 않는 바로 그 바깥의 공동성이라는 사실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허쉬혼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허쉬혼의 작업이 전통적인 기념비의 형식을 해체하는 부
정의 방식을 통해 공동체의 흔적, 자취, 간격을 현시하고 있음을 살펴보
겠다. 허쉬혼의 작품은 그가 차용한 기념비의 형식, 즉 기존의 기념비 조
각이 함축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해체를 통해 나타나는 미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기념비 조각은 그 제작에서부터 위
229)
230)
231)
232)

Bishop, Claire. “And That Is What Happened There”, p. 11.
CL, p. 276.
CL, pp. 225-27.
CL, p.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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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내려온 권위에 의존하며, 주로 제작을 의뢰한 주체가 공통으로 공
유하길 원하는 사상을 재현한 것이었다. 이러한 기념비는 사람들에게 영
웅적 인물의 재현을 통한 신화적 효과를 전달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영구
적으로 설치되었다. 이는 하나의 의미에 대한 다수의 암묵적 동일시의 효
과를 생성하기 때문에 낭시적 의미에서 신화적 공동체와 연결된다. 그런
데 허쉬혼의 모뉴먼트는 아래로부터 제작된다는 점에서, 즉 주민들의 협
업을 통해서만 작품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위계질서를 전복한
다.233) 이에 ‘많은 사람들의 단일한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 억압하
고 있던 것이 드러난다. 그 억압된 것은 바로 타인과의 자유로운 공동성,
차이와 불일치가 자유롭게 발생하는 타인과의 소통이며, 이 소통은 공동
체의 비결정성 혹은 낭시의 어법에 따르면 ‘기념비 없는 기념비’에서만
나타난다.
허쉬혼의 모뉴먼트는 하나의 이념을 ‘재현’하지 않으면서도 그 이념
을 감각적으로 ‘구현’하지도 않는다. 하나의 이념, 하나의 공동체는
‘이래야 한다’는 윤리적 강령을 전달하지 않는다. 단지 불안정하고 일
시적인 모뉴먼트를 만드는 협업의 과정 자체를 현시함으로써 유한적인 시
간 안에서 하나의 의미로 정박되지 않는 다양한 장면들을 만들어낸다. 이
러한 협업은 어떤 완성을 목표로 하지 않으므로 <벨머 스피노자 페스티
벌>에서 나타난 것처럼 무질서하고 의미화될 수 없는 광경들로서 펼쳐진
다. 어떤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공동의 목표가 부재하기에 이들
의 협업은 미술가와 관객, 미술가와 참여자들, 주민들과 관객들 사이의
끊임없는 불일치가 선사하는 낯설지만 유쾌한 경험을 공동으로 나누어 갖
는 것으로 귀결된다.
허쉬혼은 기념비라는 아이디어를 차용하면서 기념비의 해체를 통해 그
것이 내포하고 있는 공통성에 기반한 공유된 관계를 해체한다. 이와 동시
에 지역 주민들과의 협업을 작품의 필수적인 방식으로 삼으면서도 공동체
자체를 비결정적인 것으로 유보시킨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살펴 본 허
쉬혼의 작품의 미학적 의의는 ‘공동체 없는 공동체’의 예술적 실천으로
233) 허쉬혼은 다수의 인터뷰와 글들에서 자신의 작품은 타인에 의해서만 제작될 수 있
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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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적절하게 해명될 수 있으리라 본다.
허쉬혼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의미의 부재, 비장소, 미완성, 비배타적인
관객, 불안정성, 일시성과 같은 부정의 키워드들은 낭시의 ‘공동체 없는
공동체’와 상응한다. 내재적인 공동체, 곧 전체주의적 공동체를 긍정할
수 없는 지금의 시대에서 오직 부정의 방식으로만 공동체를 사유하고 현
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의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감각
적으로 주어진 실존의 공동성, 매순간 자신의 바깥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저항의 움직임이 유일한 공통점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이 하나의 의미로
정박될 수 없는 지연, 간격의 운동은 우리를 단수적 존재, 존재론적 차이
를 가진 공동적 존재로 일깨워줌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공공, 단수적 차이
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주체로서의 공공을 창조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공
동체 미술은 이러한 공공을 창조하는 미학적 실천들로서 공공미술의 새로
운 패러다임의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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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연구자는 장-뤽 낭시의 공동체론의 핵심인 ‘공동-내-존
재’ 개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미술에 적용하여 기존의 공동체 미
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공동체 미술을 제안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기존
의 공동체 미술이 가진 문제점과 한계의 원인이 무엇인지 미술사적 맥락
에서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1960년대 공공미술에서 나타난 장소 특
정성이 공동체 특정성으로 변화됨으로써 장소와 공동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 정체성, 혹은 동일성이라는 추상적 본질이 공동체 미술의
기반에 놓여 있었음을 밝힌 것이다. 이에 공동체 미술에서 미술가가 특정
정체성을 소유한 것으로 여겨진 공동체와 협업함으로써 공동체의 정체성
을 재현하거나 공동체와 협업함으로써 연합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미술가와 공동체가 서로를 동
일시하고 공통된 속성을 강화함으로써 배타주의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고는 공동체를 공통성의 항목을 공유하는 집단이 아니라
나와 타자 사이의 관계의 존재를 규명함으로써 ‘우리’는 본질적으로 공
동-내-존재임을 천명한 낭시의 공동체 사유를 대안적 사유로서 제시하
였다. 이를 통해 나와 타자는 존재의 한계인 유한성만을 공동으로 분유함
으로써, 즉 하나로 융합될 수 없는 존재의 유한성만을 유일한 공통성으로
분유함으로써 나와 타자 사이에 놓인 차이와 분리에서 기인하는 무한한
소통을 원리로 하는 ‘공동체 없는 공동체’를 낭시의 반-전체주의적 공
동체의 핵심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보편적 의미를 추구하는 철학과 대조적으로 보편
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모든 의미작용의 바깥의 영역을 가리키는 문학적
실천으로 제시되었다. 왜냐하면 낭시에게 공동체란 보편적 의미 생산에
필수적인 토대로서의 실체가 부재한 채, 각기 그때마다 도래하는 미완의
지향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존재의 기원을 타자에게 놓음으로써
자아의 자기 동일성과 자기 지시성을 원천적으로 해체하는 낭시의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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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의 의미와 해석의 권한을 타자에게 부여하는 본질적으로 비동일성인
문학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의미작용을 벗어난 바깥은 구
체적인 언어로서 파악될 수 없고 그것을 감각적으로 포착해내는 미적 언
어로만 발화될 수 있음을 가리키며, 이에 낭시의 공동체는 철학의 바깥을
사유하는 미학과 연결된다. 그리하여 문학적 공동체의 사유는 공동체 미
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려도 무방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공동
체 미술의 미학이 논리적 불편함 없이 성립되는 것이다.
본고는 이를 통해 공동체 미술의 미학을 ‘공동체 없는 공동체’의 예
술적 실천이라고 규정할 수 있었고, 새로운 공동체 미술의 사례로 허쉬혼
의 <바타유 모뉴먼트>와 <벨머 스피노자 페스티벌>이라는 두 작품을 제
시하였다. 허쉬혼의 작업에서 공동체는 하나의 이념과 목적을 중심으로
한 닫힌 공동체가 아닌, 고정된 의미를 벗어나는 협업을 통해 타인을 향
한 열린 공동체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이러한 실천은 위계적이고 내재적
인 지배 담론을 비판하는 새로운 공동체 미술로 제시될 수 있었다.
낭시의 사유를 통해 기존의 공동체 미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공
동체 미술의 미학을 제시한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낭시의 공동체 사유가 여타의 연구에서 주로 ‘무위의 공동체’라
는 용어를 중심으로 단순하게 다루어진 데 반해, 본고는 낭시의 공동체론
을 크게 공동-내-존재와 무한한 소통으로 나누어 서로를 상호구성하는 둘
의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낭시 이론의 이해를 높였다. 그리고 이
는 ‘공동체’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유토피아적 환상과 동시에 소통 없는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전체주의를 ‘공동체’라는 바로 그 용어를 통해 전
복시킴으로써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를 새롭게 사유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둘째, 낭시의 사유를 미술에 적용하여 새로운 공동체 미술의 미학을
규정하고자 한 본고의 시도는 공동체라는 용어 자체가 동시대 미술을 이
해하기 위한 유용한 비평 언어로 기능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낭시에게
있어 공동체는 철학적 사유 방식을 뛰어 넘는 문학적 실천으로, 그리고
모든 의미작용에 의문을 제기하는 예술적 실천으로 확장되는 광범위한 개
념이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영역에서만 유효한 공동체가 아니
라 인간 존재의 말할 수 없는 존재적 사실이자, 공동체가 이런 존재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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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임을 ‘아는’ 것 자체가 보편에 저항하는 예술적 실천이라는 것을 가
리킨다. 따라서 낭시적 의미의 공동체는 존재 방식, 사유 방식, 저항으로
서의 실천 모두를 망라하는 폭넓은 개념이기에 구체적인 미술 작품을 비
평하는 방법론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공동체 미술의 미학을 허쉬혼의 작품에 접목시켜
‘공동체 없는 공동체’의 예술적 실천으로서 공동체 미술의 새로운 방향
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위에 언급한 비평의 방법론으로서의
공동체 개념을 미술 비평에 적용한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는 허쉬혼의 작품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공동체 미술의 전
망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본고의 논의가 더 건전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동체 담론들이 철학
과 정치의 영역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분석하는 장이 필요하고,
낭시의 사유가 가진 한계를 비판하는 논자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나 본
고에서는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낭시의 사유를 토대로 기존
의 공동체 미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시한 새로운 공동체 미술의 미학
은 이후 공동체 미술을 시작하려는 현장의 미술가들과 공동체 미술을 비
평하는 비평가들에게 이론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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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aesthetics of Community art :
based on Jean-Luc Nancy's
Being-in-common
Hyunsoo, Suh
Department of Aesthe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essay aims to define the aesthetics of community art as
“The artistic practice of ‘community without community’”,
and also aims to achieve the original goal of community art.
Specifically, this essay proposes a new community art which
overcomes the existing community art by re-thinking the concept
of community through Jean-Luc Nancy’s Being-in-common.
First of all, this essay understands community art which takes
an important location in the contemporary art as the new model
of public art. Community art not only breaks down the traditional
separation between artist and audience by collaboration with
community, but also promotes social responsibility in taking notice
of issues of the marginaliz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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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m have been alienated

from the public realm, while it should be should be offered to
everyone.

However,

despite

the

critical

practice

of

such

community art, community art faces limitations due to the lack of
critical thinking on the concept of ‘community.’ A community in
community art indicates people who share the same identity.
Community art based on such concept can be recognized as a
critical practice which resists a predominant discourse only by
sharing the same identity between the artist and participant.
However,

this

also

made

community

itself

isolated

as

the

marginalized group in the structure which a predominant discourse
built, so that community art was evaluated as an ethical practice
rather than an aesthetical practice.
This essay, focusing on such perspective, introduces French
philosopher Jean-Luc Nancy(1940-)’s theory of community as
a

methodology

to

re-think

community.

Nancy

understands

community not as a completed substance under the immanent
principle, but as Being-in-common which is an existential state
mediated finitude of Being between I and the other. It refuses the
rational philosophy which cannot reveal a relationship with the
other who is outside of I by it regards ego as the isolated and
the absolute individual. Also it existentially examines that Being
of I is always already due to Being of the other. Therefore,
Nancy's thought which starts from a question of community and is
concluded as a question of Being suggests ‘we com-appears in
the world each time’ as an ontological truth instead of an eternal
truth.
Nancy also regards that art can present this ontological truth
sensuously in his art theory because this truth that we exist in
the world in common cannot be defined by philosophical words
which seek universality, so it escapes restraints of si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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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ntend to fix community as a single meaning. Therefore,
Nancy requests the role of presenting community to art. When art
comes to us by sense, we can experience being outside of
ourselves by art works, as well as we can experience an
incomplete community which is not defined in one meaning and is
deferred and suspended each time.
So this essay defines the aesthetics of community art as the
artistic practice of ‘community without community’ based on
contemporary artistic strategies, such as non-place, collaboration,
destruction of monument which can give us an experience of
Nancy's community, and proposes contemporary artist Thomas
Hirschhorn(1959-)'s art works, <Bataille Monument>, <Bijlmer
Spinoza Festival> as an example of the new community art. In
conclusion, Community art can be a new paradigm of public art
not as an exclusive practice which divides I and the other by
concentrating on‘center’ which is one shared identity, but as an
opened practice which continuously touches the other outside of I
at the limit of Being.

key words : Jean-Luc Nancy, Public art, Community art,
Being-in-common, Communication, Community
without community, Touching, Thomas Hirschh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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