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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공성은 공적인 영역의 특성이나 규범적인 속성을 뜻한다. 이는 사람
들의 공동된 생활환경이나 삶의 조건을 다루기 때문에 중요하다. 공공성
은 공공장소의 성격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발현되기도 하며, 반
대로 공공장소가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규정하거나 특징 짓기도 한다. 우
리가 살고 있는 도시환경의 공공적인 성격을 구축하고 수정하는 것은 양
도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제다.

본인은 미술과 삶의 통합을 전제로 미술의 비판적 기능을 탐구한다.
비판적 미술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배적인 감각을 환기하고 스스로 변
화하려는 욕구를 일깨우려는 목표를 갖는다. ‘미학’의 의미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감성의 준거 전반으로 바라볼 때 비판적 미술의
과제는 이 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된다. 구체적으로 공적 영역에 개입해
서 논쟁적인 상황을 생산해 기존의 헤게모니와 ‘경합’하는 것으로 미
술의 사회적 기능과 정치적 의미는 탐구될 수 있다.

미술의 비판적 역할을 탐구하고자 본인은 참여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성을 다루는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위해 공공미술의 비교적 최근
흐름인 ‘새 장르 공공미술’을 참고했다. 관객을 적극적인 주체로 위치
시키는 이 범주의 미술은 사회문제를 소재로 일상의 영역에 개입해 새로
운 생활양식을 창출하려는 특징을 갖는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본인의
참여미술 프로젝트는 그 내용에 따라 ‘도시환경의 개선’과 ‘법제도의
문제’로 분류된다. ‘공공장소에의 개입’은 특정한 공공장소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 다양한 주체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던 감성을 드
러내는 것을 다룬다. ‘법제도의 문제’의 프로젝트는 공공성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법제도에 대해 발언하는 다양한 경로를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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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각각 기획의도와 진행과정, 그리고 성과와
한계로 나눠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입장에서 공공성
의 문제를 다루는 다채로운 미술의 전략과 과제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
각하며, 그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을 통
해 앞으로 나아갈 작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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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미술에는 여러 기능이 있다. 그중 하나는 ‘거리 두기’를 통한 비판적
기능으로, 우리의 무의식적인 일상이나 문화에 대한 감각을 환기하거나
직접적인 사건을 언급하여 그에 대한 질문을 관객에게 던지기도 한다.
비판적 미술은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고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욕망을
일깨우려는 목표를 갖는다. 일례로, 아방가르드 운동 이전 미술이 가진
당대의 부르주아 예술에 대한 비판적 성격은 실제 생활과 분리된 예술의
자율성을 통해 획득될 수 있었다.1) 하지만 예술의 자율성이 작품의 주제
가 되고 삶의 실천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미술은 사회적 충격을 결여하
게 되어 비판적인 기능을 잃게 되었다. 미술의 사회적 기능과 정치적 의
미를 강조한 미학자 뷔르거는 삶과 유리된 예술이나 예술과 유리된 삶
모두 의미가 없다고 봤으며, 예술가들이 아방가르드 운동을 통해 변증법
적으로 예술을 다시 삶 속으로 통합시키고자 했다고 한다.2) 자율적인 예
술이 사회와 소통하지 않았다고 보는 그의 시각은 오히려 그가 예술과
사회의 범주를 분리하고 있다거나, 그가 사회적 관습에 대한 도전으로
미술의 발전과정을 분석하면서 미술의 맥락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
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3) 하지만 본인은 그가 현실의 지배적인 감각을
정당화하고 이와 공생관계에 있는 미술에 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하며, 미술과 삶의 통합을 전제로 미술의 비판적인 기능을 탐구하고
있다.
사회와 적극적으로 관계된 미술 창작에 있어 유효한 비판적 과제를 설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 사회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서 ‘현 사회’는 본인이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장소인 서울을 범주
1) 페터 뷔르거, 『아방가르드의 이론』, 2013. 모더니스트들은 노동의 분업화에 대한 비
판적인 태도로 삶에서 분리된 자율적인 미술을 추구했다.
2) 위의 글.
3) 진휘연, 『아방가르드란 무엇인가』, 2002,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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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고 있음을 밝힌다. 본인은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아래 시민사회의
공공성 구현을 현 사회의 주요한 과제이자 필요라고 생각한다. 공공성은
공적인 영역의 특성이나 규범적인 속성을 뜻하는데, 이는 사람들의 공동
된 생활환경이나 삶의 조건을 형성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지만 도시
도처에서 나타나는 효율성을 우선가치로 삼는 신자유주의적 결정은 인간
관계를 이해관계로 치환시켜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생활환경이나 삶의 조
건을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부터 단절시킨다. 이에 본인은 공공성에 관해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는 역할에 주목하며, 시민
사회와 이들의 공공성을 구축해 나가는 활동에 특히 관심 갖는다.
또한, 본인에게 공공성은 개인이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그 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본인은 두
차례 유학을 경험하면서 소속감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기간
을 정해놓고 학업을 목표로 이주한 기간 동안 그 사회와 일정부분 단절
되어있으면서 정서적 빈곤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개
인경험은 사회에 속해 유기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과 활동을 추구하
게 하였으며, 이것이 시민사회가 공공성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
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한편 형식적인 측면에서 본인의 작업은 참여미술의 양상을 갖는다. 참
여미술은 공공미술의 흐름 안에서 ‘새 장르 공공미술’4)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본인은 미술제도 바깥에서 미술작품의 “경험과 수용을 재배치하
는”5) 참여미술이 공공성의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관객들이 자신의 입장이나 사회 안에서의 자발적인 활동을 상상해
보도록 독려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술의 비판적인 기능에서 출발해 동시대의 중요한 문제라

4) ‘새 장르 공공미술’은 1991년, 미술가 수잰 레이시(Suzanne Lacy, 1945- )가 사회에 개
입하려는 특징을 갖는 미술을 공공장소에 조형물을 세우는 형태의 공공미술과 구분
짓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5) 패트리샤 필립스, 「공공성의 구축」, 수잔 레이시 편,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지형
그리기』, 2010,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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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는 공공성의 재고를 다루기 위해 진행한 본인의 참여미술 프로
젝트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본인의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에 들
어가기에 앞서, 2장에서 비판적 미술과 관객의 참여에 대한 본인의 생각
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술의 비판적 성격을 강조한 자크 랑시
에르(Jacques Rancière, 1940- )와 샹탈 무페(Chantal Mouffe, 1943- )의
주장을 참고할 것이다. 또한, ‘새 장르 공공미술’은 본인의 참여미술 방
법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고자 한다. 3장과
4장에서 다루는 프로젝트들은 서로 다른 사안을 소재로 삼는데, 이 프로
젝트들을 의도와 진행과정, 그리고 성과와 한계로 나눠 그 내용을 분석
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들은 논쟁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사회 문제를 계기로 제작되었으며, 그 내용에 따라 ‘도시환경의 개선’
과 ‘법제도의 문제’로 분류했다. 3장에서의 프로젝트는 공모나 정책제
안을 조건으로 기획되어 비판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도시환경
의 개선을 목표한다. 이후 등장하는 이름인 ‘김소철’은 본인이 활동하
고 작품을 발표한 작가명이라는 것을 미리 알린다.
본인은 사회적 발언의 다양한 경로를 실험했다. 이는 판화를 전공하면
서 갖게 된 문제의식이다. 민주적인 성격으로 확장되는 판화의 매체적
특성인 복수성을 중심으로 탐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프
로젝트의 성격에 적합한 멀티플을 제작하고 유통했다. 별도의 장을 할애
하는 대신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설명하면서 해당하는 오브제에 대한
설명을 한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선행 프로젝트가 제시한 과제에 반
응해 진행된 것이라 공공성을 접근하는 방식이나 본인의 가치관에 다소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인의 프로젝트는 일관적으로 사회구
성원의 입장에서 공공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공
공성에 개입하려는 다채로운 전략과 과제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을 통해 공공성을 다룬 본인의 생각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비
판적 미술의 측면에서 작업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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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비판적 미술과 공공성

1. 미술과 비판적 태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인은 다양한 미술의 범주와 기능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고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욕망을 일깨우고자 하는 목표
를 갖는 비판적 미술을 추구한다. 세계 변혁의 주체를 구성하는 것에 미
술이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이 예술관은 미술과 정치의 유기적
인 관계를 전제한다. 미술과 정치와의 연관성은 자크 랑시에르와 샹탈
무페와 같은 동시대 미학자들에게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이들의
사회 변혁을 향한 미술 이론을 바탕으로 본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① 랑시에르의 ‘미학’
먼저 랑시에르는 미술과 정치의 서로 연관된 역할과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다소 독창적으로 ‘미학’에 대한 정의를 새로 내렸다. 그에게 ‘미학’
(l'esthétique)은 예술이론이나 예술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학문분야를 제
한적으로 뜻하지 않는다. 그의 미학은 우리의 행동과 생산, 지각, 그리고
사유의 형태들에서 무엇이 적합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만드는 것의 준거
전반을 말하는 것으로, 감성적인 것들의 분할된 체제로 이해할 것을 주
장한다.6) 그에 의하면 이 체제 아래 보이지 않게 된 것을 보이게 함으로
써 몫이 없는 사람과 몫이 있는 사람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치’가 일어
난다. 이렇게 정치와 분리할 수 없는 미학 체계 아래, 비판적 미술은 단
순하게 사회현상의 지배구조나 모순을 폭로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통적
으로 갖고 있는 감성의 지평을 물질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재편하는
6) 자크 랑시에르, 『감성의 분할』, 2008, pp. 92-93., 『미학 안의 불편함』, 2008,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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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과제로 갖게 된다는 것이다.
랑시에르의 미학 이론은 본인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있어 익숙하게 생
각했던 것들을 의심할 것을 요청할 뿐 아니라, 미술 작품을 통해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다. 한편, 미술에서 다루는 ‘아름다움’은 시각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
이 아닌 전반적인 감성의 문제로 확장된다. 이에 기존에 존재하는 감성
적인 지평을 드러내고 이에 개입해 수정하는 것으로 비판적 미술의 세부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한다.

② 무페의 ‘경합적 공론장’
정치철학자인 샹탈 무페 역시 비판적 미술에서 정치적인 기능을 발견
하고 이를 강조한다. 현시대를 정치가 작동을 멈춘 탈정치 시대로 보는
무페는 랑시에르와 같이 공통의 감각을 허물고 기존의 헤게모니에 도전
하는 것을 회복되어야 하는 정치의 과제로 생각한다.7) 그는 비판적 미술
작품이 ‘경합적 공론장’(agonistic public space)을 생산해 헤게모니에
도전하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이 개념을 중심으로 무페의 주장을 정
리하자면, 먼저 ‘경합’은 심의민주주의와 대조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보완된 형태로 알려진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토론과 심의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합의된 공간을
창출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에 대해 무페는 심의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배제 없는 합의를 문제시한다. 이 제도 자체가 역설적으로 이질적인 존
재에 대한 근본적인 배제를 전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합의를 통해 도출
된 공간은 사회에 내재된 교차적인 권력 관계 혹은 지배와 예속관계를
인식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경합’을 주장한다. ‘경
합’은 적대와 제거의 관계가 아닌 설득과 공존의 관계이다. 공적 영역
에 개입해서 논쟁적인 상황, 즉 대안들이 가능한 하나의 상황을 생산해
7) 무페는 현시대의 정치가 옳고 그름의 문제인 윤리로 치환되어 상대를 배제하게 된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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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경쟁하는 것을 정치의 과제로 제시하며, 이것이 비판적 미술의 역
할이라고 주장한다.8) 유의할 것은 이런 행동주의적인 예술작품이 사회
변혁을 독립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며, 그 의의는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욕망을 일깨워주고 질문을 생산한다는 것에 있다.

랑시에르와 무페는 미술의 비판적 역할이 준거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
해준다. 랑시에르는 미학이 보다 폭넓은 의미를 통해 정치와 연관됨을
주장했으며, 무페는 경합이라는 개념을 통해 행동주의적 미술의 비판적
기능에 대해 말했다. 본인은 이 두 관점에 근거해 미술의 비판적 태도와
역할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2. 공공성과 참여미술
본 절에서는 본인이 공공성의 재고라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프로젝
트의 방법론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술가 수잰 레이시 (Suzanne
Lacy, 1945- )가 “‘일상적인’ 쟁점들에 주목하면서 ‘실제’ 사람과
함께 ‘실제’ 장소에서 작업하는 ‘자유’를 선택”한 미술작품을 설명
하기 위해 창안한 용어인 ‘새 장르 공공미술’을 참고했다.9) 일상과 실
제에 위치하는 활동적인 미술은 공통의 감성에 개입해 통합적인 활기를
취득하기 위한 시도다. 이 범주의 미술작품은 공공성을 다루는 미술의
의미, 주제와 형식, 그리고 경험되는 방식 모두를 크게 변화시켰다. 그
의미를 알아보기에 앞서 공공미술의 변천사를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미술사가 권미원은 “공원에 대포 놓기”가 끝난 이후 공공성을 다루
는 미술의 변화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설명한다.10) 먼저 ‘공공장소 속
8) Chantal Mouffe, “the Art of Criticial Art,” 2012, p. 3.
9) 권미원, 『장소 특정적 미술』, 2013, p. 173.
10) “공원에 대포 놓기”는 국가 주도로 프로파간다를 재생산하기위해 공공장소에 조형
물을 설치하는 방식의 공공미술을 가리키기 위해 미술가 주디 바카(Judy B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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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술’(Art in Public Space)로 광장이나 빌딩의 유휴공간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을 일컫는다. 미술관과 갤러리라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경험되던
미술이 공공장소로 나옴에 따라 보다 민주적이게 관람된다는 의미를 갖
는 이 범주의 공공미술은 예술가가 작업실에서 독립적으로 제작된 예술
작품이 공공장소에 던져졌다고 해서 ‘풍덩 예술’(plop art)로 불리며
비난받기도 한다.11) 이어서 폐쇄적인 미술제도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해
미술 실천의 장을 미술관이나 갤러리 너머의 비-미술 공간으로 확장시켜
나가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난 ‘공공장소로서의 미술’(Art as Public
Space)의 범주가 있다. “모더니즘 시대정신이 사회로 확장되었다”고
평가받는 이러한 미술은 대지미술이나 장소-특정적 미술을 포함한다. 이
러한 미술의 공공성을 향한 확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모더니즘적 태도
의 실천 장소로 대하기 때문에 위의 “풍덩 예술”의 제작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12)
‘새 장르 공공미술’은 앞의 두 범주와 달리 미술의 외연을 사회 내부
속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한다. 이 범주의 미술가들은 “모더니스트 추상의
보편화하는 경향들로부터 벗어나, ‘평범한’ 사람과 그들의 ‘일상적’ 경험
의 특수한 리얼리티를 찬양”하기 때문에 ‘공공적 관심의 미술’(Art
in Public Interest)이라고 불린다.13)

본인은 관객을 적극적인 행위자로 위치시키는 것이 공공성을 다루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비판적으로 기능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 칠레 국적의 미술가 알프레도 자(Alfredo
Jaar, 1956- )는 산티아고의 도심과 외곽의 옥외광고판 셋을 빌려 “당신
1946- )가 사용한 말로, 이런 독점적인 유형의 공공미술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11) 김장언, 「한국의 공공미술, 어떻게 변화하고 작동해왔는가 : 공공미술의 변천 양상
개괄」, 2008.
12) 위의 글.
13) Jeff Kelly, “Common Work”, in Lacy, ed., pp. 138-148. 권미원, 2013, p.173.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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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복하십니까?” (¿Es Usted Feliz?) 라는 질문을 설치했다. 단순한
행위라고 여겨지지만,

군사 독재정권 아래 정치적 발언이 억압되어 있

는 긴장된 상황에서 이 일상의 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은 개인
적인 상태와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밀접하게 연관 짓게 만든다. 독재정
권은 한 개인이 독점적으로 공공성을 구축하는 상황으로, 다중의 시민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획인 공공성에서 배제되어 이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없게 된다. 자는 독재 정권을 적나라하게 비난하는 것 대신 단순한 도시
적 개입 행위를 통해 그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세
계를 인식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발견하게 만드는 비판적인 상
황을 연출한다.
1993년 미국 시카고에서의 전시 프로그램《행동하는 문화: 시카고에서
의 새로운 공공미술》(Culture in Action: New Public Art in Chicago,
1993)은 ‘새 장르 공공미술’의 양태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작품이 발표된
장이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미술가 팀인 하하(Haha)는 지역공동체의 공
중보건을 증진시키고자 자원봉사자 네트워크인 <플러드>(Flood)를 조직해
채소를 수경재배하는 장소를 운영하고 유지했다. 면역력이 특히 낮은 에
이즈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이 같은 방식의 선택
은 비판적인 상황을 연출해 지배적인 감각을 환기할 뿐 아니라, 전략적
으로 ‘경합’으로 이끈다. 이 프로젝트는 정기적인 토론 모임과 대중 강연
등을 통해 점차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위한 공동체센터로 변해져갔으며,
전시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작은 시민사회로 작동하였다.14)
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뤄진 두 작품을 비롯한 ‘새로운 장르 공공미
술’ 범주의 작품들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문제를
소재로, ② 사람들의 비판적 의식을 환기하고자, ③ 일상의 영역에 개입
하며, ④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출한다. ⑤ 이때 관객을 작품의 수동적
감상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로 위치시켜 행동하게 유도하며, ⑥ 매체
의 전통적인 구분에 제약받지 않는다.15) 본인은 작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14) 권미원, 2013,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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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인 상황의 만들고 경합으로 작동하는 사건을 발생시키기 위한 전
제 조건으로 관객의 참여라는 방식을 염두에 두게 되었다.

15) 이러한 특징을 공유하는 미술작품을 일컫기 위해 참여미술, 사회참여미술, 관계적 미
학, 협업미술, 대화적 미술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성
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기 위해 ‘새 장르 공공미술’을 주로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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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프로젝트 유형 1: 도시환경의 개선

앞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예술관과 형식적 범주에 대해 다뤘다. 본 장
과 이어지는 장에서 본인의 프로젝트를 분석한다. 본인은 사람들이 기존
에 갖고 있던 감성적인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특정한 공공장소에 개입
하는 것으로 비판적 상황을 만들고자 한다. 공공장소는 의례 특정한 방
식으로 그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은
일종의 불편함을 야기한다. 이런 불편함은 공론장을 야기할 수 있다. 먼
저 아르코미술관에서 진행된 <오프닝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
다.

1. <오프닝 프로젝트>
1) 의도: 공공미술관의 개방성 확장
대학로의 상징인 마로니에공원이 공공적으로 확장되고자 재정비 되었
다. 이와 연계해, 공원과 접해있는 아르코미술관은 마로니에공원의 공사
가 시작된 2012년에 공원을 대상지로 ‘퍼블릭아트 오픈콜 오디션’16)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오프닝 프로젝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당선되
어 실행한 프로젝트로 정해진 기간 동안 아르코미술관의 중앙부 후면에
위치한 너비 8m, 높이 3m 크기의 담벼락을 해체해 통로로 변모시키고,
설문과 사람들의 이용패턴을 조사해 토론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로의
개방 여부를 결정하려는 기획이다. 이 상황을 통해 담벼락을 둘러싼 다

16) 이 프로그램은 미술, 건축, 디자인 등의 다양한 분야의 신진 예술가에게 공공미술의
프로젝트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획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3개월 동안
전문가의 강의와 워크숍을 제공했으며, 2건의 기획을 선정해 프로젝트 구현비로 팀당
5,0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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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주체들의 입장을 드러냄으로서 공공성을 재고할 수 있는 비판적인
상황을 만들고자 했다.
또한, 본 프로젝트는 우연히 조직된 다섯 명의 공동작업임을 밝힌다.17)
미술 뿐 아니라 건축이나 조경 분야의 창작자가 참여했으며,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을 공유한다. 기획 단계부터 전반적인 과정을 공동으로 결정해
나아갔으며, 공공미술이나 도시환경을 대하는 방식에 서로 동의할 수 있
는 지점을 찾고자 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인 상황을 만들려는 목표
이외에 공공장소를 개선하려는 목표가 이중적으로 설정되었다.

[그림 1] 오프닝프로젝트팀, <오프닝 프로젝트>, “뒷길에서 바라본 담벼락” (2012-2013)
사진 김재경

본 담벼락은 아르코미술관의 설계자인 김수근(1931-1986)의 계획에 없
던 것이었다. 그는 건축물의 중앙부를 비우고 마로니에공원에서 뒷길로
사람들이 통행하면서 이곳 일대가 유기적으로 소통되는 문화의 메카가
되길 꿈꿨다. 하지만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받으면서 이 통로가 “이 건축
물의 용도의 명확한 개념을 저해하며, 사람들이 쉽사리 정부가 세운 미
술회관에 접근하여 보안상 허술해 질 수 있으며 관리상에 문제가 발생
[시키기 때문에...] 이를 허용치 않아야[하며] 이 통로를 폐쇄할 담장을
17) <오프닝 프로젝트>는 구보배, 김지연, 김소철(본인), 이철호, 정재연의 공동작업으로
미술 창작과 미술 기획 외에 건축 및 조경 설계의 배경을 가진 구성원으로 오디션 프
로그램 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조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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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할 것을 요구받아 이뤄지지 못했다.18) 하나의 건축 요소인 담벼락
은 건축물의 용도와 주변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미술관인 아르코미술관의 방침은 한국에서 미술관
의 지위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대변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보안이나
건축물의 관리 용이성을 사람들의 접근성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은
유의할만하다. 이에 아르코미술관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을 계기로 공공성
에 대해 상징성을 가진 담벼락에 개입하고자 했다.

2) 진행과정: 통로의 임시 개방과 토론회
<오프닝 프로젝트>는 마로니에공원의 개장이 늦춰짐19)에 따라 2013년
9월 28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시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의견을 받을 수 있
는 ① 다양한 장치와 상황을 마련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며, ② 직접적
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을 했다. 이후 ③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12월 20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문을 수신하면서 마무리되었다.

① 장치와 상황
본 프로젝트의 주 무대는 아르코미술관의 중앙부이다. 설명회에 앞서
해당 담벼락을 해체했고, 이곳을 통로로 이용하기 위해 양 끝에 60cm
높이를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을 목재로 간이 설치했다. 임시로 설치한
이유는 관객들이 당시의 모습이 완결된 상태가 아니며 <오프닝 프로젝
트>의 과정을 통해 이 공공장소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
기 위해서다. 철거된 담벼락의 벽돌은 영구적인 모습이 확정됨에 따라
재사용될 수 있게 보관되었으며, 일부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설문함과
리플렛 받침대를 만드는 데 이용되었다.
18) 이범재, 「담벼락의 제거 – 끝나지 않은 이야기」, 『오프닝 프로젝트』, 김소철 편,
2014, p. 103.
19) 2013년 5월 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었던 마로니에공원 재정비공사는 9월 27일
로 미뤄졌으며, 이 일정은 7월 14일에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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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오프닝프로젝트팀, <오프닝 프로젝트>, "임시로 개방된 통로” (2012-2013)
사진 김재경

[그림 3] 오프닝프로젝트팀, <오프닝
프로젝트>, "목재 계단” (2012-2013)
사진 김지연

[그림 4] 오프닝프로젝트팀, <오프닝
프로젝트>, "설문함과 윈도우 갤러리”
(2012-2013) 사진 김지연

② 설문
설문은 주로 담벼락이 있던 장소의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
로 공공장소의 변화에 따라 발현될 수 있는 다양한 욕구를 발견하기 위
해 진행되었으며, 의식되지 않는 행동양식의 변화도 파악하기 위해
CCTV를 두 대 설치해 담벼락이 있던 장소 안팎의 상황과 이용자의 행
동 패턴의 변화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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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오프닝프로젝트팀, "설문지” (20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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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다양한 장치들이 개방된 통로의 임시적인 성격을 부각시키는 방
향으로 설정되어 관객이 입장을 드러내는 것을 요청했지만, 설명 없이
프로젝트의 의도와 과정을 이해하는데 다소 난해한 지점이 있을 수 있었
다. 그래서 담벼락을 둘러싼 간략한 역사와 프로젝트의 의도를 정리해
신문의 형태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했다. 또한, 중앙부에 방범창으로
가려진 창을 윈도우 갤러리로 바꾸고 내부에 TV를 설치해 본 프로젝트
의 영상작업을 상영했으며, TV 옆에 담벼락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림 6] 오프닝프로젝트팀, <오프닝 프로젝트>, "신문 형태의 홍보물” (2012-2013)
타블로이드판, 종이에 오프셋 인쇄, 4p, 디자인 신동혁

한편, 프로젝트 기간 동안 담벼락을 철거하고 임시로 통로를 만들어
유지하려는 기획에 중대한 장애요소가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철거
한 담벼락의 흔적과 도로 사이에는 60cm 가량의 단차가 있었는데, 미술
관측에서 추락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곳에 난간을 설치할 것을 요청
한 것이다. 난간을 설치해서 통행의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막는 것
은 이 프로젝트의 기본의도와 어긋난다고 판단해, 낮에는 전시 지킴이를
고용하여 단 주변을 지키면서 전시를 설명하도록 했으며, 야간시간에는
안전펜스를 배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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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오프닝프로젝트팀, <오프닝 프로젝트>, "야간의 임시 통로”, 2012-2013, 사진
이철호

③ 토론회
프로젝트 말미에 담벼락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을 패널로 섭외해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20) 토론회는 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본 프로젝트
의 진행과정을 설문조사와 CCTV 분석자료 정리한 것과 함께 발표했으
며, 2부에서는 각 패널이 자신의 관점과 입장을 토대로 아르코미술관의
중앙부 통로가 향후 모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었다. 당시 참여자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중앙부 통로의 후면을 전면과 동일하게 개방하는 것으
로 동의했으나,21) 장소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통로를 유지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던 당시 아르코미술관 관장 이한신은 일
정상의 이유로 토론회에 불참했다. 이에 오프닝프로젝트팀이 아르코미술
관 측에 토론회의 결과와 함께 영구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통로 후면부
의 안을 전달했다. 하지만 미술관측은 더 이상 협의하지 않고 “관객의
20) 아르코미술관의 이한신 관장을 대신해 전계웅 대리, 마로니에공원 설계자인 이종호,
미술관 설계자인 김수근을 대신해 이범재 건축가, 동네 주민을 대표해 이건희, 미술
비평가 김장언이 <오프닝 프로젝트>의 구보배, 이철호와 함께 패널로 참여했으며, 본
인은 사회를 맡았다.
21) 아르코미술관 전면에는 최정화가 2008년 목재 건축폐자재를 쌓아 개폐가 가능하게
만든 문인 <눈이 부시게 하찮은?>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오프닝 프로젝트> 시행 바
로 전 철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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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관람 환경 조성, 공사 범위와 예산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답을 주었고,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었다.

[그림 8] 오프닝프로젝트팀, <오프닝 프로젝트> "토론회” (2012-2013) 사진 정재연

3) 성과와 한계: 통로의 제한된 개방
<오프닝 프로젝트>는 공적인 제도와 인식에 개입해 비판적인 상황을
창출하려는 프로젝트였다.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한국에서 공공미술을
선도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과 아르코미술관이었으며, 공공성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가진 담벼락을 소재로 삼았다. 이에 프로젝트 기간 동안
담벼락 인근의 환경이 변화한 것을 최대한 감각하게 만들어 시민의 관심
과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직간접
적인 장치와 상황을 연출했으며, 개방적인 공간의 필요에 대한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또 다른 공공성의 주체인 아르코미술관 측
이 공론장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아
르코미술관은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 해당 장소에 낮은 담벼락을 추가로
설치했으며 목재 계단을 벽돌로 교체하는 것으로 공공성을 독점적으로
구축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이 모습은 현시점에서 아르코미술관이 생각
하는 공공미술과 공공미술관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공공성은 1979년 서울시에서 건축 허가를 낼 때 미술관의 권위를 내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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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담벼락을 세웠을 때보다는 시민을 중심에 둔 개방적인 것으로
변했지만, 그 절차와 결과에는 기관의 편의와 직관이 우선시 된다. 본
프로젝트는 공공장소를 적절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에는 성공적이지
못했으나,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주체, 특히 아르코미술관의 입장
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있다.

[그림 9] 아르코미술관 후면 현황 (2019년 11월 7일)22)

2. <길 한가운데에서>
1) 의도 : 주차장의 공원화
홍대앞은 대학로와 유사하게 서울에서 문화생산거점 역할을 한 지역으
로 여전히 인디음악의 생산과 유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다.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인 조한은 홍대앞이 매력적인
이유를 이곳이 과거에 문화 생산지 역할을 했고, 이에 대한 기억의 흔적
22) 아르코미술관 뒷길인 대학로8가길에는 2019년 10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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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현
재의 지나친 상업화가 이전의 흔적과 정체성을 지워가면서 과거와 단절
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23) <길 한가운데에서>는 홍대앞의 주된 보행도
로인 주차장거리를 가상의 열린 공간인 공원으로 제시함으로 비판적인
상황을 야기하려는 프로젝트다.24)
주차장거리는 홍대 정문으로 향하는 길을 기준으로 ‘서교365’부터 당
인리발전소를 향해 서쪽으로 나있는 거리로, 도로의 가운데에 주차장이
조성되어있는 특징 때문에 주차장거리라고 불린다. 이 길은 예전에 기찻
길이 있던 곳으로, 당인리발전소가 석탄을 떼지 않게 되면서 기찻길이
철거되고 노점 먹자골목이 형성되었다가 2002년 서울시와 마포구의 주도
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되었다. 이러한 미화 정비
사업 덕분에 많은 이들이 홍대앞을 찾게 되면서 상업화는 가속화되었고,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본인은 주차장거리의 주차시설이 홍대앞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일부
를 위해 제한적으로 기능한다고 본다. 이 공공장소가 상업적이지 않은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 될 때 과거의 정체성이 유지되고 강화되
며, 매력적인 장소로 변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이 변화는 소
수에게 불편함을 야기할 것이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기관인 지자체
가 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장소인 주차장을 빈 공간으로 제시하고, 현재
의 홍대앞을 경험하는 관객에게 이곳의 활용 방안에 대해 묻는 것으로
비판적인 상황을 창출하고자 했다. 이 과정을 통해 관객에게 문화적인
정체성을 지닌 장소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진행과정: 모형 제작과 워크숍
본 프로젝트 <길 한가운데에서>는 크게 ① 모형 설치와 ② 워크숍, 그
23) 조한, 『서울, 공간의 기억, 기억의 공간』, 2013.
24) <오프닝 프로젝트>의 공동창작자 중 하나인 이철호(건축)와의 협업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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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③ 정책 제안의 과정으로 구성된다.25)

① 모형 설치
공동작업자인 이철호와 본인은 해당부지의 평면도와 인근 건축물의 입
면도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주차장거리의 건축모형을 100대1 비율로
제작했다. 이 가구는 업라이트 피아노 형태로 두 단의 상판과 이를 잇는
기울어진 면으로 구성되었다. 위의 상판에는 건축모형을 설치하고, 아래
상판에는 평면도를, 그리고 기울어진 면에는 입면도를 부착했다. 이 가
구 위에 기획의도를 알리는 문구를 남기고 여러 색상의 펜을 배치해 관
객이 도면 위에 글과 그림으로 주차장거리의 활용방안을 남길 수 있게
했다.

[그림 10] 김소철+이철호, <길 한가운데에서>, 2014, 목재 가구 위에 도면과 모형, 펜,
스탠드 램프, 360x100x140cm (가구), 사진 홍철기

25) <길 한가운데에서>는 2014년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KT&G 상상마당에서의 기획전
시 《반사적 바깥》을 통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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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김소철+이철호, <길 한가운데에서>, 2014, 세부사진, 사진 홍철기

② 워크숍
전시장에 설치된 가구가 간접적인 장치라고 한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의견을 유도하기 위해 워크숍이 기획되었다. 워크숍은 <주차
장이 공원이 된다면>이란 제목으로 ‘소셜 픽션’을 참고해 기획했으며, 총
3회로 각각 다른 요일과 시간대로 배정해 다양한 상황에 있는 관객이 참
여할 수 있도록 했다.26) ‘소셜 픽션’은 원하는 미래상을 먼저 그리고
이를 위해 현재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지 상상하는 방법론인데,27) 현재의
모습에 제약 받지 않고 생각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본 워크숍은
홍대앞에서의 기억과 각자 소망하는 30년 후의 홍대앞의 모습을 묻고,
해당부지에서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공유하고 방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미리 준비된 도면에 기록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전시장에
설치된 도면은 워크숍 전후 새것으로 바뀌어 총 10세트의 참여형 드로잉
이 생산되었으며, 전시장 벽면에 비치되어 열람할 수 있게 했다.

26) 11월 7일 (금) 오후 3시, 11월 10일 (월) 오전 11시, 11월 16일 (일) 오후 2시
27) 이원재, 『소셜 픽션 지금 세계는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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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워크숍 <주차장이 공원이 된다면> 전경

③ 정책 제안
마지막 단계는 관객의 의견을 종합해 서울시와 마포구에 제안하는 단
계이다. 이를 위해 ‘천만상상 오아시스’에28) 제안하는 것을 목표했다.
변화된 홍대앞 주차장거리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게 드로잉된 아이디어
에 따라 건축모형을 수정했으며, 이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 시뮬
레이션된 모델을 관객의 의견과 본 프로젝트의 기획의도와 함께 엮어 영
상으로 제작해 제안했다.

28)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서울특별시 창의시정 추진본부의 주도로 서울시민의 상상
과 제안을 정책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2006년 만들어진 웹사이트 기반의 시민제안
창구로, ‘민주주의 서울’로 재편되었다.

- 22 -

[그림 13] 김소철+이철호 <주차장이 공원이 된다면> (2014)
단채널 비디오, 13분 21초, 영상 스틸, 촬영 및 편집 민경수

3) 성과와 한계: 시민 정책의 제안과 공공기관의 무응답
<길 한가운데에서>는 관객에게 문화적인 정체성을 지닌 장소인 홍대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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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재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관객의 적극적인 참
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와 마포구에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을 포함했
다. 이 의도를 전제로 본 프로젝트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먼저 본 프로젝트는 설치된 주차장거리의 모형과 도면을 통해 관객이 익
숙하게 생각했던 도시환경에 의문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성격
을 갖는다. 또한, 일정 기간마다 도면이 새것으로 바뀌어 이전의 드로잉
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기적으로 수정되는 건축모형을 볼 수
있었기에, 시민이 도시환경 구성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감각이 공유되
어 많은 관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다만 관객을 충분히 다양하게 확
보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젊은 문화소비계층 이외의 지역주민과 상인을
포함한 폭넓은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직접 방문해 초대하는 등의
노력했으나 제한된 부류의 사람들이 주로 참여했다. 많은 상인이 해당
주차장이 사라지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본인에게 전했으나, 해당 의견
이 가시적으로 포함되지 못했다. 이는 본 프로젝트가 기존의 공공장소가
무의식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을 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에는 성
공적일지 몰라도, 상업적인 이해관계를 드러내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뜻
한다. 또한 참여자 간의 일종의 합의된 공간을 마련하게 되어 무페가 주
장한 ‘경합적 공론장’을 창출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적으로 개입하고자 한 기획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본 프
로젝트는 정리되어 애초에 목표했던 ‘천만상상 오아시스’에 제안되었으
며,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 정책 검토를 위한 조건을 갖추었다.
하지만 정책 검토 과정에서 담당기관인 마포구로 해당 정책이 이양되고,
검토가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답이 없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기본적으로
관료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적 현상이라고 보이며, <오프닝 프로젝트>에서
드러난 관리기관의 태도와 유사한 입장이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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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프로젝트 유형 2: 법제도의 문제
본 장에서는 공공성의 재고를 위해 경합에 참여한 프로젝트를 다루고
자 한다. 앞장에서 다룬 두 프로젝트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비판적인
상황을 창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본 장에서 다루는 프로젝트는
법제도를 문제 삼아 일종의 대안적인 상황을 마련하는 것을 다룬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는 <즐겁지만 차분하게>, 《시작은 담배》그리
고 《시민 행동》으로, 각각 경범죄 처벌법 개정, 담뱃세 인상, 국내 거
주 난민의 지위와 상황을 다룬다. 아래의 절에서 각 프로젝트의 의도와
진행과정, 그리고 성과와 한계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즐겁지만 차분하게>
1) 의도: 공공질서를 위한 생활양식 통제 비판
2013년 3월,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었다. 경범죄는 경중이 낮은 죄를
뜻하는데, 해당 법률은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의 조건을 정함으로써 국
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에 이바지”하기 위해 재정된다
고 그 의의를 밝힌다.29) 이 법안의 의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법규범은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제한하며, 그 근거는 최근 범죄의 유형에 따라 시
대에 맞게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본인은 법규범의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에 끼치는 영향이 도시
환경과 공공장소의 영향만큼이나 크기 때문에, 법규범의 내용은 제한적
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법안의 개정안은
그 내용이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았다. 예를 들어, “여
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

29) 경범죄 처벌법, 제 1장, 제 1조. 1954년 최초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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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야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
람”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한다는30) 과다노출에 대한 항목은 그 노출
행위의 장소, 빈도, 노출부위에 대해 암시적이어서 문제적일 뿐만 아니
라, 그 위법의 근거가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받았다는 주관적인
감각에 근거하기 때문에 문제적이다. 법규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하는 기능을 하기 전에, 개인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자신의 행동을 과
도하게 억압하거나 자의적으로 타인의 생활양식을 힐난하고 제한하는 용
도로 기능하는 것을 우려했다. 이는 시민의 주체적인 판단과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공공성을 획득하는 것에 큰 제약이 된다. 그래서 이 상황에
경합할 수 있는 사건을 마련하고자 했다.

2) 진행과정: 거리시위와 역할극
본 프로젝트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을 통해 ① 거리시위와 ② 역할극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시 연극의 제목은 <경범죄 처벌법에 저항하는
것에 대해>였다.31) 이 연극은 배우가 공공장소인 거리에서 관객을 대리
해 정해진 경범죄 항목을 수행하는 것을 골조로 삼으며, ③ 관람방식도
유기적으로 고려되었다.

① 거리시위
먼저 새로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의 내용 중 앞서 예로든 항목을 상징
적인 소재로 선택했다. “여러 사람의 눈에 띄고” 도시를 광범위하게 무
대로 삼기 위해 오토바이를 활용해 속옷만 입고 도로를 주행하는 것을
시위의 방식으로 삼았다.

30)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3. 해당 조항은 2017년 10월 24일,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
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
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개정되었다.
31)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13》, 서교예술실험센터, 9월 12일 목요일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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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역할극
공공적인 장소에서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사건을 만들 때, 그것을 실행
하는 형식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본인은 대의민주주의 방식을 참조해 일
종의 역할극을 연출했는데, 이는 일상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발언할 때
연대나 대리인이 없는 일인시위나 당사자 운동은 그 발언자의 삶의 피폐
하게 만드는 경우를 종종 목격했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식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법안이 재정
되는 의회의 방식을 차용해, 본 퍼포먼스를 제시하고자 했다.
“과다노출”에 대한 범칙금이 5만원이란 점에 착안해 만원을 입장료로
책정했다. 관객이 다섯 명 입장하면 한 명분의 범칙금이 모금된다. 이에
5배수의 관객이 배우가 “노출법”을 어겼을 때 내야하는 범칙금을 부담하
는 것으로 관객과 배우의 관계를 국민과 의회의 비례대표와 유사한 것으
로 설정했다. 관객은 만원을 지불함으로, 배우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세
우게 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4] 연극 <경범죄 처벌법에 저항하는 것에 대해> 관객과 배우의 관계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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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13》을 통해 총 15명의 관객이 모집되었으며,
이는 3명의 대리인-배우에 대응하는 인원이었다. 하지만, 본래 연극은
20명의 관객과 4명의 배우를 전제로 계획되어, 서울도심-강북권을 순환
하는 3개의 구간으로 (2번 구간에 2인의 배우가 동승함) 나눠놓았다. 관
객이 15명밖에 모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3번 구간의 배우가 주행하지 않
는 것으로 결정했다. 3번 구간이 중단된 구간으로 선택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번 구간은 관객에게 직접 위임 받아 극장에서 출발하였으며, 2명
의 배우가 주행하는 2번 구간은 적합한 배우를 섭외하지 못해 본인이 운
전자로 주행하여 사전에 녹화를 했다.

③ 관람방식
본 연극은 사전 녹화된 영상과 실제 사건의 중계 방식으로 관람되었
다. 먼저 관객은 극장에 입장해 만원을 제공하며 위임장을 쓴다. 이것은
배우에게 전달되며 각 배우는 정해진 노선을 주행한다. 각 배우의 공공
장소에서의 모습을 전달하기 위해 영상촬영자와 차량을 타고 뒤따른다.
각 영상은 개별적으로 극장에 상영된다. 또한, 관객은 본 연극을 총괄하
는 ‘작전 지휘 본부’가 배우들과 통신하고 지원하면서 실시간으로 편집
하는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그림 15] 연극 <경범죄 처벌법에 저항하는 것에 대해> 관람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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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연극 <경범죄 처벌법에 저항하는 것에 대해> 전경 (2013)

극장은 무대와 객석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열린 공간으로, 배
우의 영상과 ‘작전 지휘 본부’의 실시간 편집된 영상이 산개해 동시에
상영되었다. 관객이 자신을 대리하는 배우의 모습을 시청하거나 연극이
진행되는 과정을 이동하면서 볼 수 있게 공간을 배치했다.
종합적으로 ‘작전 지휘 본부’를 맡은 본인의 선언 하에 본 연극이 시
작되었다. 1번 구간의 배우가 관객의 의견을 위임받아 환복 후 출발했으
며, 2번 구간의 위임이 선언되며 준비된 영상이 송출되었다. 3번 구간의
배우는 중단이 선언되고 극장으로 복귀가 요청되었다. 1번과 2번 구간의
배우 모두 별 문제없이 완주했으며, 주행 후 다시 환복해 극장으로 입장
했다. 각각 이상 없이 거리시위를 완료한 것을 보고하고 본 연극이 종료
되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에 저항하는 것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본
공연은 사후에 영상자료와 지도, 서류 등을 엮어 전반적인 내용을 조망
할 수 있는 혼합매체의 작품으로 제작되었다. 이 도큐멘트에 <즐겁지만
차분하게>라는 제목을 붙여 대리인-배우의 수에 해당하는 4세트의 영상
과 멀티플로 제작했다. 또한, ‘즐겁지만 차분하게’는 본 연극을 기획할
때 배우들에게 요청했던 퍼포먼스의 톤으로, 속옷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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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할 때 즐겁게 하되 흥분은 가라앉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
다. 동시에 이 제목은 사회에 개입하고자 하는 비판적 미술을 수행할 때
스스로 다짐하는 정서적으로 명랑하고 이성적으로 명석함에 대한 바람이
기도 하다.

[그림 17] 김소철, <즐겁지만 차분하게>, 2013, “중계 영상”
단채널 비디오, 90분, 영상 스틸

[그림 18] 김소철, <즐겁지만 차분하게>, 2013, "도큐먼트",
돈, 종이에 인쇄와 먹지 전사, 지도에 스크린 프린트, ed. 4, 83.5x117cm (액자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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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와 한계: 퍼포먼스의 대의성과 미숙한 연출
<즐겁지만 차분하게>는 시민사회의 주체적인 공공성 구현의 제약이 될
수 있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의 억압적 성격에 대해 발언하고자 기획되
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의 특정 조항을 관객의 후원과 배우의 퍼포먼스
를 통해 어기는 형식의 연극으로 진행되었다. 비록 단순한 내용의 퍼포
먼스지만, 본 연극의 공공성에 대한 대의적인 발언을 위해 다소 복잡한
관객과 배우의 역할이 설정되었다. 소재로 삼은 법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공유하는 관객의 참여가 본 연극이 성립하는 조건이 된 것이다. 이런 개
념적인 설정은 관객이 단순하게 퍼포먼스를 시청하는 것을 너머 헤게모
니에 경합하는 상황에 동참하게 만든다.
개념적인 기획과 틀거리가 성취한 의의에 비해 간과한 것은 연극의 실
행에 있어서의 완성도다. 각 역할에 적합한 배우를 섭외하지 못해 일부
미리 영상을 촬영해 사용한 것이나 본인이 진행과 지휘를 맡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본 연극이 연출하고자 하는 상황에 진입하는데 방해 요소
로 작동했다. 또한, 연습했을 때와 다르게 본 연극에서 어느 배우도 경
찰에 의해 중단되지 않았다. 본 거리시위가 공공장소를 이동하며 기존의
지배적인 감각을 재고하게 만드는 비판적인 상황일 때, 경찰의 개입은
치안을 유지하려는 공권력이 비판적인 상황을 마주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된다. 이처럼 중대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은 큰 손실이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섬세한 연출이 부족했으며
의도로 진입하는데 방해요소를 발생시켰다.

2. 《시작은 담배》
1) 의도: 담뱃세 인상에 따른 비판적 대안
《시작은 담배》는 앞에서 다룬 <즐겁지만 차분하게>와 유사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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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개정을 계기로 삼는다. 이 프로젝트는 인상된 담뱃세를 계기로
국가와 기업의 사이에서 시민이 수행할 수 있는 비판적 역할과 대안적
활동을 다루고자 기획되었다.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세가 2,000원 인
상되었다. 정부는 금연을 장려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세금을 올
렸다고 주장했으나, 이 금액은 최적의 세금 수입을 위해 결정되었다.32)
국가 역시 경영을 위해 세금을 걷어드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최적의 세
금 수입을 위한 가격 결정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결정이라고 보기 힘
들게 만든다. 담배는 각 시대와 나라의 효율적인 세수 수단이 되어 꾸준
히 세금이 인상되어왔다. 이는 흡연이 부정적이고 죄악시되기까지 해서
세금 인상에 대한 저항이 가장 적은 항목이기 때문이다. 이에 부담을 느
끼고 반감을 갖는 유럽이나 미국 등의 흡연자들은 담배를 말아 피우거나
심지어 직접 재배·제조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도 한다.
이 시점에 서울에서 담배를 스스로 소비할 목적으로 키우고 만들어 피
우는 것은 개인의 저항적 행위로 의미를 갖게 된다. 하지만 더 나아가
개인의 행동과 발언이 사회적 개입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문제
로의 인식과 연대가 필요하다. DIY가 DIT(Do-It-Together)로 확장될 때,
그 행위가 개별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서 국가와 기업에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합적 공론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에 본인은 담배
를 직접 재배·제조해서 소비하는 취미활동을 제안하고 참여자들이 이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통해 가상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했다.

2) 진행과정: 담배 경작과 홍보 공간 운영
<시작은 담배>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담
배를 직접 만들어 피우는 것을 실제로 기능할 수 있는 취미활동으로 개
발하기 위한 ① 선행 연구의 진행과 이를 바탕으로 이 취미활동을 공개
32) 최성은,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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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참여를 요청하기 위한 ② 홍보 공간의 운영이다.

① 선행 연구
낯선 식물을 재배하고 새로운 취미활동을 개발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정보와 공간, 시간과 사람이 필요하다. 먼저 독립적인 공간을 마포구 염
리동 주택가에 마련했다. 이 옥상 온실이 포함되어있는 다세대주택은 담
배센터로 일상과 지역에 개입하는데 용이하다고 생각되었다.
담배를 키우고 만드는 정보를 찾기 위해 국내외의 여러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중 영국의 한 신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출판한 팜플렛과33)
미국에서 1990년대에 출판한 안내서를34) 도시 환경에서 담배를 키우고
만드는데 참고하고자 번역해 소책자를 만들었다.
담배 키우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앞의 자료에서 알려주는 내용의 제조
과정을 먼저 실험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미 다 자란 담뱃잎이 필요했
는데, 전라남도 영광의 한 농가가 수확하고 남은 담뱃잎과 씨앗을 제공
해, 이를 채집할 수 있었다.
본격적인 실험을 같이 진행할 참여자를 모집했다. 지인을 중심으로 비
공개로 실행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모집했다.35) 이 연구원들에게 번
역한 담배 매뉴얼과 그동안 본인이 조사한 내용을 공유했으며, 준비한
담뱃잎을 가지고 숙성과 제작 과정을 시작했다. 이 참여에 기반을 둔 과
정의 목표는 기준을 삼을만한 레시피를 찾는 것이었다. 안내서에 나와
있는 설명만으로는 피기 적합한 담배를 만드는 것이 어려워, 다양한 실
험을 거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흡연이 기호와 취향에 연관된 것이기에
그 결과를 평가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여럿이서 진행하고자 했다. 결과적
33) 전세계의 조합원들에게 담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커스베르손 (Cuthberson)
신부가 1947년 제작된 팜플렛이다. 이후 틸티 협동조합 (the Tilty Tobacco Centre
and Cooperative)이 설립되어 딸이 이어 운영하였으나, 2016년 딸의 노화로 인해 중단
되었다.
34) A. N. Daly, “Tobacco: Easier than You Thought”, 1999, in Jim Johnson ed.,
“Growing and Processing Tobacco at Home”, 연도 미상.
35) 안민혜, 강지윤, 장근희, 박성천, 이인혁, 김상엽, 키키 이상 7명. 지인이 아닌 연구원
도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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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구모임을 통해 기준을 삼을 만한 레시피를 만들었으며,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기 위해 추가로 연구원을 모집해 2차 연구회를 진행했다.
연구원을 모집한 것은 파종부터 여럿이 같이 시작하려는 의도도 있었
다. 국내 담배 관련 법안을 보면, 허가받지 않은 기업 또는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잎을 포함한 담배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양도하는 것은 불법
적인 행위가 된다.36) 이에 공동으로 재배한 담배를 새로 참여하는 사람
들이 수확해 제조를 진행하는 순환을 상상했다. 이런 방식은 경제적인
대안을 실행하는 협동조합의 방식을 참조한 것으로, 본 프로젝트를 통해
협동조합을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평가할
때 보다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② 홍보 공간의 운영

[그림 19] 개인전 《시작은 담배》 리플렛, 디자인 이상협

공식적으로 본 프로젝트의 장소인 ‘염리동 담배센터’를 개방하고 본
취미활동을 홍보하는 기간을 2015년 8월 21일부터 10월 11일로 정했다.
이는 연구원들과 3월부터 키우기 시작한 담배가 다 성장한 시기로, 관객
이 도시 환경에서 연구원들이 키운 담배의 모습을 보고 수확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이 이벤트는 두 종류의 워크숍을 통해 담배를 키
우고 제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주된 골조로 삼은 개인전의 형식으로
36) 담배사업법, 제5장 벌칙, 제27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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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으며, 본 전시가 진행된 ‘염리동 담배센터’는 2층과 옥상에 워크
숍에 필요한 소품들과 자료가 비치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전의
제목은 《시작은 담배》라 지었는데, 이는 담배에서 시작해 다양한 대안
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사안에 개입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
다. 본 전시에 대한 홍보는 담배를 말아 피우는 동호인들의 인터넷 카페
와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진행해 미술 공간 바깥으로 확장하고자 했다.

[그림 20] 김소철, <염리동 담배센터> (2015)
워크숍을 위한 공간 운영과 소품 설치(좌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재배장, 육묘실, 제작실)

워크숍은 <생각보다 쉬운 담배>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매
주 월요일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었다. 워크숍은 ‘담배
키우기’와 ‘담배 만들기’로 나뉘어서 번갈아 진행되었으며, 한 회 정원을
6명으로 했다. 양 워크숍 모두 본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취지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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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담배 키우기’ 워크숍이 끝날 때 참여자는
서울시 지도 위에 자신이 담배를 키울 위치를 표시했으며, ‘담배 만들기’
에서는 함께 완성한 담배를 나눠 가져갔다. 총 23명의 관객이 워크숍에
참여했다.

[그림 21] 김소철, <담배 만들기> (2015)
인포그래픽, 종이에 디지털프린트, A1, 디자인 이상협

[그림 22] 김소철, <생각보다 쉬운 담배> (2015) 단채널 비디오, 10분 26초, 촬영 민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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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워크숍 <생각보다 쉬운 담배>, 전경 (2015)

[그림 24] 김소철, <아마추어담배재배지지도> (2015-2016)
참여형 드로잉, 지도에 스티커, 76x109cm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담배 워크숍의 참여자들에게 본 프로젝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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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해 서로 가르치고 배울 워크숍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총 세
워크숍이 개설되었다. 모두 본 프로젝트에서 추구한 대안적인 생활양식
을 통한 경합에 호응한 결과로, 두 워크숍의 결과물은 10월 11일에 진행
된 ‘갈무리 파티’에서 일부 사용되었다. ‘갈무리 파티’는 본 프로젝트에
참여한 관객들이 전시 이후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
간으로 준비되었으며, 익년 봄에 파종에 맞춰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것
으로 결론 지어졌다.

[그림 26] 백현주의 “솔찬히 쉬운 수제
맥주 만들기” 포스터

[그림 25] 강지윤의 “첫 술에 배부른
막걸리 만들기” 포스터

익년 봄, 신진공간 800/40의 초대로 서울시립미술관의 SeMA Blue 2016
《서울 바벨》에서 하루 동안 전시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
취미활동을 보다 공공적인 장소에서 유통하는 기회로 삼고 ‘담배 키우기
키트’를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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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안민혜의 “덤스터 다이빙” 취소 공지37)

[그림 28] 김소철, <생각보다 쉬운 담배> “담배 키우기 키트” (2016)
17.5x10.5x23cm, 멀티플, ed. 50 (번역된 매뉴얼, B6, 56페이지, ed. 300)

37) 이 공지는 미국과 유럽에서 주로 진행되는 활동인 덤스터 다이빙(Dumster Diving: 쓰
레기통에 버려졌으나 이용가능한 물건들을 주워 재사용하는 활동을 의미)에 대해 소
개하고, 이 활동을 국내에서 진행하고자 했으나 유통과정이 달라 불필요 또는 불가능
해 취소됨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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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와 한계: 공동체의 형성과 대안의 실효성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시작은 담배》 프로젝트는 취미활동
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 경합에 참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취미와 기호
라는 방식으로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착안한 것은 개인의 생활양
식의 생산이 대안의 지속적인 작동을 이끌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본 프로젝트를 경험한 대다수의 관객들은 워크숍을 포함한 본 활동에 흥
미를 갖고 참여했으며, 대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에 공감했다. 이는 멀
티플 형식으로 제작된 키트를 포함한 본 취미활동이 유통됨에 따라 지도
에 표시가 늘어나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특히, 소수지만 본 프로젝트
와 연계된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포스터를 디자인하고 영상을 제작해준
사례 등은 다양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내용과 진행과정을 풍요롭
게 만드는 참여미술의 특징과 장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 본 프로젝트의 공동체 내에 공유하는 즐거움을 통해 비판
적으로 기능하려는 성격은 협동조합의 의의에서38) 발견한 가능성으로,
본인은 ‘염리동 담배센터’를 협동조합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하지
만,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했기 때
문에 그 의의만 가져오기로 했다.
또한, 2016년 이후 본인의 사정에 따라 ‘염리동 담배센터’는 운영을 하
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단한 정보 공유와 지원 정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는 본 프로젝트에서 목표했던 작동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과 활동하
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한계를 뜻한다. 하지만, 경합적 공론장을 지속
하려는 취지는 유효하게 성취된다고 생각한다.

38) 협동조합 또는 협동경제 영역은 단체 내에 (폐쇄적으로) 공유하는 활기, 또는 즐거움
을 통해 시장경제 영역과 사회경제 영역, 양쪽에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활동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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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 행동》
1) 의도: 국민국가와 자유주의적 시민성 비판
앞의 두 프로젝트에서 헤게모니에 대한 경합을 대의적인 발언이나 생
활양식의 생산이라는 방식으로 공적인 공간에서 표현하고자 했다. 이는
앞서 본인이 공공성에 있어 핵심적이라고 생각한 자율적으로 자신의 정
치적 기획을 표출하고 행동으로 이끌어나가는 경로에 대한 것으로 자유
로운 시민 또는 중산층을 전제로 기획되었다고 생각한다. 선택을 통한
대안의 실천과 사회적 개입은 결국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고 강화하게 된
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이런 자유에서 배제된 상황에 주목하게 되었으
며, 특히 국민이 아닌 상태에 있는 난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난민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통제하는 즉각적인 요인에서 벗어나
기 위해 기존의 거주국에서 새로운 국가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또한, 이
주를 위해 자신의 효용가치를 개발하는 수단을 택하지 않는다는 특징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법칙에 따른 노동과 자본만이 자유롭게 이
동할 수 있게 재편된 세계화 세상 속에서 난민의 이동은 통제되고 문제
시 된다. 이는 이주국이 난민을 잉여자본을 생산하는데 기여하는 주체가
아닌 사회적 자본을 소비하는 대상이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
다. 이러한 인식은 난민의 행위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만든다. 하
지만, 난민은 실상 적극적인 정치적이고 미학적인 주체이며, 국민 중심
의 국가관과 시장 원칙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적인 존재이다. (난민신청
자를 포함한) 국내거주 난민의 정치적 기획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통해 국민국가와 자유주의적 시민성에 문제제기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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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과정: 난민의 퍼레이드와 시위 푸티지 수집
본인은 난민을 통해 비-난민 국민인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을 환기하
고자 ① 퍼레이드를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이들이 별도의 공공장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② 시위의 푸티지를 수집하고 전시하는 활동을 했다.
본 절에서는 먼저 퍼레이드의 진행과정과 퍼레이드에 참여한 난민공동체
를 위한 배너를 제작하면서 염두에 뒀던 것들을 설명하고, 시위 푸티지
의 배경과 이들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① 난민의 퍼레이드
퍼레이드는 2018년 6월10일, 서울로7017에서 국내의 난민을 지원하고
옹호하는 시민단체와 공익법단체들의 모임인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주최
로 개최되었다. 이 모임은 2014년 이후 매해 세계난민의날을 기념하여
시민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난민영화제 등의 행사를 기획해왔다. 그동안
의 행사에서 난민들이 배제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2018년에는 영화
제 사전 행사인 문화제의 기획과 운영을 난민공동체들에 제안하기로 했
다.39) 이는 그전까지 난민 없는 세계난민의 날 행사를 한다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오던 내부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난민과 각지에서 생기기 시작
한 난민공동체가 당사자로서 참여할 기회를 시민단체가 열어주어야 한다
는 비판에 따른 것이었다.40) 이에 호응해 3개의 난민공동체가 공동주관
하기로 결정하고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시민에게 자신의 고유어로 인사
건네기, 전통복 체험, 버스킹 공연 등을 하기로 하면서, 난민이 시민을
마주하는 기회로 문화제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문화제의 말미에 난민과
시민단체, 국제기구, 자원봉사자, 시민이 행진하는 퍼레이드를 기획했다.
39) 본인은 난민인권네트워크에 속해있는 시민단체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에 자원활동가
로 활동하면서 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퍼레이드를 주로 책임
졌다.
40) 김영아, 「전통복에서 단식농성까지 – 정치적 주체로서의 난민」, 김소철, 안민혜 편,
『용기와 시: 유동성 시대의 난민과 예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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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퍼레이드는 난민이 공공장소를 상징적으로 점유한 것을 연출하기 위
해 기획된 것으로, 참여자 간 즐거움과 활기를 공유하면서 참여자들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통해 기존의 헤게모니에 경합할 수
있는 사건으로 기능하고자 했다.

[그림 29] 2018 세계난민의 날 기념 퍼레이드: 재한줌머인연대, 파키스탄 공동체, 콩고
공동체, 동두천 난민 공동체 (좌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반적으로 난민신청자들을 포함한 난민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위험을 느낀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자신이 난민 신분으로 한국에 있다는 것이
출신국에 알려질 경우, 출신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위협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를 공
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에서 함께 미래를 구
축해나가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41) 다시 말해, 난민이 공공장소에서
41) 2018 세계난민의날 기념 문화제 개회 때 파키스탄-인도 공동체 대표인 나자르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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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공개한다는 것은 여느 시민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다른 복합적
인 의미를 갖게 되며, 그 모습을 재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갖게 만든다.
이에 본인은 퍼레이드에 참여한 난민공동체를 대표하기 위해 배너를 제
작했다. 배너는 각 공동체를 대변하는 얼굴과 같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동체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직접 만든다. 하지만 난민의 현
실적 상황에서 배너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올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인이 개입해 각 공동체를 상징할 수 있는 사물을 제작했다. 이
배너는 사후에 이 상황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배너는 참여를 신청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색상을 중심으로 구상했으며, 천으로 제작
해 공동체가 퍼레이드 이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림 30] 김소철, <퍼레이드 배너> (2018)
옥스퍼드 방식으로 직조된 PVC, 160x60cm, 80x60cm, 사진 이의록.

② 시위 푸티지의 수집
국내거주 난민의 시위 푸티지를 수집하고 이를 전시하게 된 것은, 결
론적으로 난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정치적 행동을 통해 본인이 추구하
는 비판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적극적으로

설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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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예술가로서의 역할을 편집자 또는 사서의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수정하고 이들이 제시하는 비판적인 상황을 공공성에 대한 경합으로 제
시하고 싶었다. <퍼레이드 배너>와 함께 본인의 개인전 《시민 행동》
(원앤제이 플러스원, 2018) 에서 발표한 2점의 푸티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31] 김소철, <20180702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 (2018) 단채널 비디오,
1분 15초, 영상 촬영: Abdelrahman Zaid, 연설: Alan Aladdin, 사진 이의록.

첫 푸티지는 2018년 7월 2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 앞에서 있었
던 난민의 시위다. 이 시위를 대표해 알라딘은 법무부를 향해 현 법제도
가 난민신청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구
체적인 개선의 필요를 주장하며 차별과 혐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난민은 법무부의 인정을 받아야 국내에 거주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
서 이들은 결정적인 위계를 갖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정치 참여
가 제한되고, 이를 어길 시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42) 이들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의 시위는
한국에서의 인권에 대한 외면할 수 없는 재고를 요청한다.

42)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
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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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김소철, <20180716 미루시스템즈> (2018) 단채널 비디오, 6분 44초, 영상 스틸
연설: Alain the counselor of Freedom Fighters Activists from DR Congo

두 번째 푸티지는 2018년 7월 16일 미루시스템즈 본사 앞에서 이뤄진
콩고민주공화국 난민공동체의 시위를 기록한다. 미루시스템즈는 콩고의
대선을 위해 전자투표 개표기를 납품 계약한 국내 기업으로, 콩고의 난
민공동체는 콩고의 정치적 상황에서 이 개표기가 부정선거로 이용될 가
능성을 우려하여 보내지 말 것을 요청한다. 이들은 전자투표 방식으로
대선이 진행될 경우 사전에 조작이 가능할 뿐 아니라 비밀투표가 보장되
지 않아 수 만 명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책임이 국내
기업인 미루시스템즈에 있다고 주장한다. 본 시위와 푸티지는 신자유주
의 상황에서 쉽게 감각되지 않는 연결고리를 드러내기 때문에 관객에게
책임을 느끼고 비판적인 사고를 요청하는 상황을 제공한다.

3) 성과와 한계: 타자의 공공장소 점유와 경합
본 프로젝트에서는 난민이라는 타자와의 시민의 관계를 통해 이전 작
업에서 감지되었던 신자유주의적 한계를 비판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물
리적인 공공장소인 서울로7017에서 퍼레이드를 기획했으며 제도적 공적
공간인 미술 공간에서 난민의 시위 푸티지를 수집해 발표했다. 이 두 방
식 모두 일시적으로나마 타자인 난민이 공공적 공간을 점유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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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며 공공성에 대해 경합하는 사건으로 제시해 난민의 정치적 기획을
읽을 수 있는 미학적 사건으로 만든다.
퍼레이드는 국내거주 난민들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발화 욕구를 끓어오
르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행사 이후 난민의 직접 시위로 이어졌다고
문화제를 공동으로 기획한 활동가는 평가한다.43) 이는 난민이라는 타자
가 본 퍼레이드를 통해 공공장소를 점유하고 경합할 수 경험을 했기 때
문이다. 이 역시 관객이 적극적인 행위자로 위치된 참여미술의 장점이라
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참여미술이라는 본인의 미술창작 방
법론에서 약간 결을 달리하는 창작 태도가 발생하게 되었다. 퍼레이드에
서 난민은 공론장에서의 경합을 위해 참여 또는 협력한 주체가 되기 때
문에 일반적인 참여미술 방법론에 포함될 수 있다. 그에 비해 시위 푸티
지의 수집의 방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미술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작가 본인과 시위를 진행한 난민들 사이에서 교환된 관계를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하다. 난민에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시성을
획득하는 것이며, 본인에게는 지배적인 감각을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은 난민의 정치적 기획이 국민국가 체계와 자유주의 시민성에 대한
감각을 환기시킨다고 생각해 당사자에게 푸티지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으
며, 그들은 본인의 기획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면서 당사자 운동의 가시성
을 확보한다.44) 이런 의식적인 교환 행위 덕분에 시위 푸티지의 수집은
서로의 기획에 상호적으로 참여하게 만들며 참여미술의 범주를 확장시키
게 된다.

43) 김영아, 2018.
44) 콩고공동체의 알레인은 본인에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라고 말하
며 흔쾌히 참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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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환경과 공공적인 것의 성격을 수정하는 것은 양
도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제다. 공공성의 재고에 대한 프로젝트를 통해 본
인이 속해 있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본인을
포함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배적인 감각을 환기하고
스스로 변화하려는 욕구를 일깨우는 것을 다루고자 했다. 본인은 이러한
미술창작을 위해 관객을 적극적인 주체로 위치시키는 ‘새 장르 공공미
술’의 특징을 참고해 연구를 진행했다.
본 논문에서 본인의 프로젝트를 공공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으며, 세부적인 성격에 따라 ‘도시환경의 개선’과 ‘법제도의 문
제’로 분류할 수 있었다. ‘공공장소에 개입’은 특정한 공공장소의 성
격을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 다양한 주체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던 감각
을 드러내는 것을 다루며, ‘법제도의 문제’에 관한 프로젝트는 공공성
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법제도를 소재로 비판적인 상황을 만들어 기존의
헤게모니에 경합하기 위한 다양한 경로를 탐구한다.

다소 긴 기간 동안 공공성이라는 폭넓은 주제를 다루면서 본인의 입장
과 가치관이 많이 변했으며, 모순되는 지점도 발견된다. 초반의 작업에
서는 공공장소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목표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토론이나 워크숍을 통해 일종의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는 숙의민주주의의 방식을 적용해보았기 때문인데, 합의를 통해 도출
된 공간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배제한다고 생각해 직접적인 변화를 추
구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경합’을 향해 전환했다. 하지만 이 서로 다른
두 태도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공공성의 문제를 사회구성원의 입장에서
다루고자 다채로운 전략과 과제를 시도했으며, 비판적인 방식으로 접근
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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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과정을 통해 본인이 공공성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정리하게 되
었다. 본인은 공공성을 사회문제에 대한 자율적인 의사표현과 그 행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가독성의 문제로 접근한다. 헤게모니를 비롯해 국가
나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독점적인 상황을 자율적인 의사표현과 행위를
방해하는 일종의 장애요소로 바라보며, 이를 드러내고 경쟁하는 것을 추
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다루는 미술에 있어 특정한 상황에 개
입하는 사건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아, 지속될 수 있는 대안과
발언의 방식을 표현한다. 한편, 이질적인 존재인 주변인은 자율적인 의
사표현을 하더라도 가독성으로부터 배제된다. 이는 ‘합의된 공간’의
대표적인 한계다. 역으로 이를 적극적인 주체로 포함하고 이를 통해 변
화되는 것이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타자의 사건을
읽을 수 있는 사건으로 수정하는 것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될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한편, 본인은 작업의 개념적 의미나 구조에 치중한 나머지 연출의 완
성도에 예민하지 않았다. 미술과 정치의 일치된 역할과 과제는 미술작품
내의 감각을 폄훼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작품 내에서 감각을 섬
세하게 바꾸는 것을 통해 정치를 다룰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의 의미를 사회적 역할에서 찾는 실제 공간과 시간에서의 미술은 더
욱 섬세하게 작품을 경험하는 방식을 다뤄야하며, 이를 통해 지배적인
감각과 경쟁해야한다.

지금까지 본인의 작업에 대한 근거와 한계를 정리해보았다. 종합했을
때, 공공성을 구축하는 문제에 있어 이질적인 존재를 자율성의 주체에
포함하고 이를 통해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를 방향성으로 갖는 생활양식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 미술과 삶의 통합
을 전제한 미술의 비판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상호 기획으로 확장된
참여미술과 멀티플의 유통은 비판적 미술을 실천하기에 적합한 방법론이
다. 공동의 문제 인식과 연대는 경험을 통한 감성에의 개입으로 접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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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에 보다 섬세한 연출을 본인의 미술 창작에 있어 향후 과제
로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앞으로의 작업에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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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Reconsidering Publicness through Participatory Art
- based on my projects -

Kim, Chongjae
College of Fine Arts, Department of Painting (Printmaking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cness refers to the nature of public sphere or normative
property. It is important because it means people's shared living
environment or living conditions. Publicness is often expressed by the
nature of public spaces and events that take place in there. On the
other hand, public spaces define and characterize people's way of
living. Constructing and modifying the public nature of the urban
environment in which we live is a critical task that cannot be
transferred.

I explore the critical function of art on the premise of integrating art
with life. Critical art is art to evoke the dominant sense that people
have and to awaken the desire to change themselves. Defining
‘aesthetics’ as the criteria of senses that we share, the task of
critical art is to reorganize the sensible system. Specifically, the social
function and political meaning of art can be explored by interven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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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pheres to produce argumentative situations and ‘agonize’
with existing hegemony. Exploring the critical role of art, I conducted a
study on publicness through participatory art projects. I referenced
"New Genre Public Art,” which is relatively recent current of public
art. This category of art, which places audiences as active subjects is
characterized by intervening in the realm of everyday life under the
theme of social issues to create a new lifestyle. My participatory art
projects in this paper can be categorized as ‘Improvements on Urban
Environment’ and ‘Problem of Legal System’ according to their
contents. "Interventions in Public Spaces” deals with changing the
nature of particular public spaces to reveal unconscious senses of
various subjects. The project of the "Problem of Legal System”
explores various channels of social speaking about the legal system that
can be constrained to publicness. The corresponding projects will be
analyzed

in

planned

intentions,

progress,

and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These projects reveal a variety of strategies and tasks
dealing with the problems of publicnes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embers of soci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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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ness, critical art, participatory art, Socheo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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