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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술가로서 연구자가 미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관심을 가진 이래

로 도심 재개발에서 비롯된 사회문제는 오랜 기간 천착해 온 소재이다.

재개발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뉘어 발생하는 공동체 구성원 사이 갈등

과 영세한 거주민의 주거 불안은 연구자가 구성원 간 사회관계의 중요성

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연구자가 도심 재개발 지

역에 거주하는 공동체 구성원과 협업으로 수행한 공동체 미술 프로젝트

를 분석함으로써 공동체 미술이 재개발 과정에서 훼손된 구성원 사이 사

회관계 회복과 확장에 미친 영향을 살피고, 궁극적으로 미술을 통한 사

회 참여의 의의를 밝히는 데 있다.

공동체 미술은 1960, 70년대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대

중의 비판적 사고와 행동을 촉구했던 행동주의 미술에 바탕을 두고 있

다. 당대 행동주의 미술은 미술제도, 민주주의, 민족주의, 페미니즘 등 거

대 사회 담론을 전통적인 미술 매체뿐만 아니라, 시위, 교육, 출판, 방송,

영화 등 비-전통적 미술 실천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했다. 1980년대 이후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팽창은 계층 간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로 그 사

회적 인식이 옮겨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행동주의 미술은 사회

주변부, 소외 계층,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를 미시적으로 다루는 경향을

띠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의 삶의 문제를 작품의 주제로 삼아, 공동

체와 협업하고 연대하는 실천인 공동체 미술이 탄생하게 된다. 이처럼,

공동체 미술에서는 구성원의 실질적인 삶에 관한 논의의 장소 또는 공론

장으로서 공공영역의 정치적 측면이 강조된다.

연구자가 수행한 공동체 미술에서 구성원의 주체적 참여는 그 핵심이

다. 그들의 능동적 참여는 구성원에게 내재한 평등한 능력을 입증하는

행위이다. 공동체 미술 실천 과정에서 연구자는 구성원의 생각을 지속해

서 경청하고 공감을 표함으로써 구성원이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기 역량

을 자각하고,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연구자와 구성원 사이 개

별 접촉을 통해 형성된 ‘관계’는, 궁극적으로, 구성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기반이 된다. 아울러, 그 접촉 방식은 재개발에서 비롯된 공동

체의 쟁점에 관한 구성원의 다양한 생각과 주장을 조사하고, 프로젝트에

반영하는 방법론이다. 구성원의 개별성과 독립성의 강조는 현대사회에서

개체화되어 가는 공동체의 특징을 반영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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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화된 공동체와 협업으로 연구자가 수행하는 공동체 미술에서 텍스

트와 대화는 구성원이 공론장에 참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매개이다. 구성

원은 자기 생각과 주장을 텍스트로 표현하거나, 타인과 대화하는 방식으

로 공론장에 참여한다. 각각 프로젝트에서 그 언어는 비-전통적 매체에

담겨 미술 형식으로 전환된다. 공동체 미술을 통해 형성된 공론장의 요

체는 구성원의 사고가 미술 실천을 통해 감각적으로 발화되고, 전달되는

것이다. 여기서 감각은 이성의 반대 개념이기보다는 미적 판단과 이성적

사유를 포괄하는 의미로, 구성원이 감정을 이입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

는 상태 그리고 관객이 구성원의 행위를 지각하고 공동체의 쟁점을 이해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인 공론장이 이성적 사유를 통해 타인을 설

득하고 합의를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감각적 사유를 통한 공론장의

목적은, 미술품에 관한 관객의 주관적 인식을 평가할 수 없듯이, 특정한

결론을 내려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다양한 사고를 공유하고, 그 생각

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공동체 미술을 통한 사회관계 회복 혹은 확장이

의미하는 바는 구성원 사이 반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삶의 태도

에서 비롯된 생각의 차이를 수용하는 조건을 찾는 것이다. 특별히, 연구

자가 수행한 공동체 미술 실천에서 구성원이 한 장소에 모여 자기 언어

를 통해 각자의 생각을 공유한 경험은 그 관계 회복의 필수적인 요소이

다. 공동체 미술의 공유경험은 구성원이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구상하

고, 삶의 변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사고를 시작하는 계기인 것

이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사회변화가 거대 담론이나 권위를

가진 집단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의 주체적 의지와 개별적 사고를 교류

하는 과정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개체화된 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끌어내는 공동체 미술 방법론을 제시하고, 공동

체 미술을 통한 사회 참여의 의의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사회관계를

회복, 확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것에 있음을 논증했다

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도심 재개발, 공동체 미술, 개체화된 공동체, 공론장, 감각적

사유, 공유경험, 사회관계

학 번 : 2015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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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연구 배경과 목적

전통적으로 미술은 아름다움과 창안(創案)을 척도로 평가되었다. 대표

적인 예로, 19세기 후반 등장한 유미주의(唯美主義) 미술에서는 여타의

사회 분야, 예를 들어 미술이 과학이나 도덕과 구별되는 지점을 ‘그것이

지닌 독창적인 아름다움’에서 찾는다. 특별히, 미술 작품은 창의적 능력

을 지닌 미술가의 창조물이며, 미술가는 미의 근원으로 여겨졌다. 미술가

는 ‘미를 위한 미’, ‘미술의 순수성’을 추구함으로써 미술을 사회 내 어떤

것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독립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이로부터 미술은

외부 세계의 의미체계와 분리된 미술가의 창의적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분야로 인식되었다.

칸트와 니체 같은 근대 철학자는 미술가와 관객이 지닌 선험적, 형이

상학적 판단을 미술의 본질로 보고, 인간에게는 보편적인 미적 감각이

내재한다고 주장했다.1) 미에 관한 절대적, 보편적 인식이 존재한다는 가

정은 미술이 지닌 미적 가치의 근거가 되었고, 미술은 개인의 ‘미적 경

험’에 의존하는 자율적인 영역으로 이론화되었다. 미술가는 상상력과 감

정에 관여하는 미적 활동을 통해 미술품을 생산하고, 관객은 자신의 취

미(趣味)를 통해 미술품을 소비하는 자율적 주체가 된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인 아름다움’은 미술을 (인간) 주체의 사유와 개인의

경험으로 바라보는 ‘근대 미학’의 소산이다.

미술이 독립적인 사회 분야로서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는 명제는 미술을 실생활로부터 분리하고, 특수한 경험 영역(미적

경험)으로 편입했다. 이에 따라, 미술은 사회, 정치와 무관한 분야로 구

분되었다. 그러나, 미술가가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타인과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그, 그녀가 만든 미술품이 전시를 통해 관

객과 ‘공유’되는 한 미술이 사회와 분리된 독립적인 분야라는 주장은 설

득력을 갖기 힘들다. 만약, 공유의 목적이 ‘타인과의 소통’에 있다면 오히

려 미술은 소통 가능한 현실을 반영해야 하고, 그 현실은 우리가 사는

1) 마틴 하이데거(Heidegger, Martin), "세계상의 시대",『숲길』, 신상희 역(서울: 나
남출판, 2020),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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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밀접히 관련된다. 이러한 미술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비판적 고

찰은 동시대에 이르러 여러 형태의 사회 참여 미술 담론이 등장한 계기

가 되었다. 이의 연장선에서 연구자는 근대 미학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보편적 아름다움에 관한 관념과 개인적 미학에서 비롯된 미술

을 통한 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미술이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그 기능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행위로 국한된다는 관점에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

다.

형이상학적 미학에서 말하는 보편적 아름다움과 미적 감각은 연구자가

현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한다. 이에 따라, 연구자의 관심

사는 자연스레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었고, 연구자는 직접 경험으로 이

루어진 ‘생활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관찰하고,

이를 다양한 장르의 미술로 표현해 왔다. 이 중 재개발에서 비롯된 사회

문제는 연구자가 오랜 기간 천착해 온 소재이다. 이 관심사는 연구자가

정주할 집을 찾지 못한 데서 기인한 삶의 불안과 그 이웃이 철거와 강제

이주 과정에서 겪는 고통 그리고 집의 소유 여부에 따른 계층 간 사회적

갈등을 일상에서 느끼고,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연구자는 2010년 캐나다 재개발 지역에 수행한 프로젝트를 계기로, 특

정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과 협업으로 수행하는 미술 실천(Art

Practice)을 시작했다. 이러한 미술 실천은 구성원이 공동체의 쟁점을 주

제로 미술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해 미술품을 제작한다는 면에서 ‘사회

참여 성격’이 강하다. 제작 과정에서 매체는 구성원 사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하게 제시되는데, 구성원은 쟁점에 관한 자기 생각을 그 매체

를 이용해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한다. 이와 같은 미술 실천에서 구성

원 사이 소통 과정은 공동체 미술의 결과물만큼이나 중요하게 취급되는

데, 그 이유는 그 실천이 참여자 사이 ‘관계’를 기반해 수행되기 때문이

다. 그 관계는 공동체의 사회관계 회복과 확장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연구자가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공동체 구성원과

다년간 수행한 공동체 미술을 분석함으로써 미술이 공동체 구성원 사이

사회관계 개선 및 확장 그리고 주거권 보장과 같은 사회적, 공동체적 가

치를 회복하는 데 공헌한 바를 살피고, 미술을 통한 사회 참여의 의의를

밝히는 데 있다.

이 논문은 연구자의 작품론 성격을 띠고 있다. 그간 다양한 장르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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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실천을 수행해 왔음에도 공동체와 협업으로 수행한 프로젝트를 중점

적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협업 미술의 장르적 특징이 미술가

로서 연구자의 태도와 관심사를 선명히 드러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행자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협업 미술을 분석적으로 접근한 사

례가 많지 않다는 점도 이 연구의 동기가 되었다.

연구 내용

일반적인 작품론에서 미술가의 작품은 주제와 소재 그리고 형식(매체)

순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인과 관계에 따른 분석은 독자가 미술가의 관

심사와 매체 사이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

나, 이 논문의 핵심인 공동체 구성원과 협업으로 수행되는 미술 실천(이

후 ‘공동체 미술’로 표기)은 미술사에서 독립적인 장르로 다루어지지 않

을 만큼 많은 독자에게 생소한 미술 실천이다. 그리고, 그 형식적 특징에

미술과 미술가를 바라보는 연구자의 태도가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 따라

서, 이 논문에서는 공동체 형성 과정 및 형식적 특징 등, 장르적 속성을

논문 초반에 개괄함으로써 공동체 미술에 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미

술가로서 연구자의 태도를 분명히 밝힌 뒤 주제와 작품 분석을 진행하고

자 한다.

논문의 주된 목적인 연구자가 수행한 작품에 관한 분석은 각 프로젝트

의 결과물이 다른 매체 형식을 취하고 있고, 프로젝트별로 연구자와 공

동체 구성원의 역할이 다르므로 전체 프로젝트를 포괄하는 통일된 분석

방법을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무엇보다, 연구자와 구성원이 협업

하는 과정을 상당량 기술하게 되는데, 이런 분석 방법은 수행 내용과 분

석이 혼재되어 프로젝트에 관한 독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에 따라, 각 프로젝트는 연구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배경’,

‘수행 과정’, ‘참여 내용’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로 만들어진 결과

물이 가진 시각적, 내용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분석’, 마지막으로 연구자

가 프로젝트를 통해 성취하고자 했던 목표와 그 이면에 철학적 배경 그

리고 프로젝트의 성과와 한계 등을 정리한 ‘의의’를 목으로 나누어 기술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II 장에서는 공동체 미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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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그 형성 과정과 특징, 그리고 공동체 미술 수행 중 자주 발생하는

그 제 문제에 관해 기술하겠다.

공동체 미술의 형성 과정은 ‘공동체 미술의 정의’ 그리고 ‘공동체 미술

의 역사’로 나누어 기술하겠다. 본론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공동체

미술의 정의는 행동주의적 지향과 전통 미학 사이에서 여전히 정립되고

있는 과정임으로 특정 견해를 참조해 그 정의를 밝히기보다는, 공동체

미술과 연관된 단어의 사전적, 어원적 분석을 통해 그 근본적인 의미를

찾고자 한다. 공동체 미술의 역사는 공동체 미술이 특정 장소에 거주하

는 공동체 쟁점을 다룬다는 점과 사회적, 공동체적 문제에 관한 구성원

의 비판적 사고와 행동을 촉구하는 실천이라는 점에서 장소 특정적 공공

미술과 행동주의 미술의 역사를 경유한다. 따라서, 공동체 미술의 역사는

이 두 미술 장르의 역사를 연계해 기술할 것이다.

공동체 미술의 제 문제는 먼저 상당수 공동체 미술에서 공동체가 동일

한 정체성이나 이상화된 집단으로 정의됨으로써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집단의 이미지’를 만드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는 철

학적 기반으로서 하이데거와 장뤽-낭시(Jean-Luc Nancy)의 공동체 연

구를 살펴보겠다. 이 장에서는 공동체에 관한 철학적 고찰을 주로 다루

는데, 이는 자칫 논의가 사변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절의 말

미에는 그 철학적 고찰이 반영된 미술 실천 사례를 제시하겠다.

아울러, 공동체 미술의 비평에서 자주 거론되는 공동체의 대상화 문제

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이 논의는 공동체를 동일한 정체성으로 규정해

비롯된 문제의 연장선에 있다. 앞의 논의에서 철학적 고찰을 주로 다루

었다면, 이 장에서는 공동체 미술이나 장소 특정적 미술에서 취하는 미

술가의 태도, 전략이 지닌 문제점을 중심으로 기술하겠다. 이에 할 포스

터(Hal Foster)가 지적한 공동체 미술에서 나타난 ‘인류학적 문화 기술지

전략’의 특성을 기술하고, 미술가와 공동체 구성원 사이 협업에 내재한

불평등한 관계를 기술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술가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술 생산 주체로서 구성원이 공동체 미술에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

하겠다.

III 장에서는 연구자가 인식하는 도심 재개발의 문제점과 이를 바탕으

로 제작된 연구자의 작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연구자의 작품과 공동체

미술 실천을 관통하는 주제 의식과 두 미술 실천 사이 연속성을 밝히겠



- 9 -

다. 아울러, 이 논문의 목적인 공동체 미술을 통한 사회관계 회복의 의미

를 살피고, 이와 관련된 공동체 미술 사례를 제시하겠다.

IV 장에서는 연구자가 수행한 공동체 미술 프로젝트를 분석한 뒤 전

체 프로젝트의 포괄하는 특이점 그리고 공동체 미술과 연관된 연구자의

개인 미술 실천을 짧게 기술하겠다. 프로젝트 분석은 프로젝트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절 첫머리에 프로젝트의 수행 기간, 참여자,

개요를 표로 제시해 개괄한 후 기술을 진행할 것이다.

‘텍스트를 이용한 자기표현’에 포함된 《My Dear Friend Griffintown

프로젝트》(2011), 《사라지기 쉬운 현수막 프로젝트》(2014)는 공동체

구성원이 글쓰기를 통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최종적으로 연구자가 그

글을 모아 특정 매체로 옮겨 관련된 장소에 설치하는 형식을 취한다. 따

라서, 분석은 매개로서 텍스트의 의미, 구성원이 쓴 글의 내용과 매체 사

이 연관성을 중심으로 기술된다.

‘대화를 통한 사회관계 회복과 확장’은 《동네스토리닷컴 프로젝트》

(2011-2013)와 《깨진방 프로젝트》(2018)로 구성된다. 두 프로젝트 모두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두 프로젝트에서 구성원

은 대화를 매개로 타인과 접촉하고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분석의 내

용은 대화의 내용과 방식 그리고 매체의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아

울러, 《동네스토리닷컴 프로젝트》는 장기간에 걸쳐 수행된 만큼 공동

체 미술에서 미술가와 구성원 사이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

례이다. 따라서, 연구자와 구성원 사이 관계 형성 과정과 장기간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기술할 것이다.

대부분 작품론에서는 완결된 작품의 도판만을 제시하지만, 본 논문은

프로젝트의 결과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을 기록한 사진도 상당량 포함할

것이다. 작품 분석 이전에 제시되는 철학적 배경은 구체적인 미술 실천

사례와 함께 기술되는데, 이런 방식의 기술 방법은 자칫 프로젝트 분석

이 반복적으로 기술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수행한 프로젝트는

IV 장에서만 언급하고, 앞서는 기술한 이론과 밀접히 연관된 연구자의

작품이나 타 미술가의 프로젝트만을 간명히 기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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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동체와 미술

1. 공동체 미술

1) 공동체 미술의 형성

(1) 공동체 미술의 정의

미술 용어로서 공동체 미술(Community Art)은 ‘문화 민주주의

(Cultural Democracy)’2)에서 진화한 실천적 미술로서 지역 사회·환경에

기반을 둔 미술 장르로 정의된다.3)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Culture by

Everybody)’로서 문화수용자의 주체적 측면을 강조하는 문화 민주주의

에서는 미술의 전통적 미의 가치보다 정치, 젠더, 인종, 평등 등 사회적

쟁점을 우선 고려하며, 미술 실천 방법론에 있어 관객과 미술가 사이의

명확한 경계를 인정하지 않고, 관객의 참여와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객 지향성을 보인다.4) 미술 비평가 앨런 레이븐(Arlene Raven)은 이와

같은 미술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술(Art in the Public Interest)”5)이

라 칭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술은 정신적으로 행동주의적이며 공동

체주의적이라 주장한다.6) 그러나, 미술의 공공적 역할은 현재까지도 통

일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공공성에 관한 정의가 다양하

고, 미술의 공공적 역할이 주로 미적 가치를 향유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

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공동체 미술은 그 공공적, 사회 지향적 속성과 미학 사이에서

여전히 정립 중이다. 그 현실은 공동체 미술이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New Genre Public Art)7)’, ‘공동체 기반 미술(Community Based Art)’,

2) 김경욱,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서울: 문화경제연구, 6
권 2호, 2003), p. 33.; 문화 민주주의는 사회의 한 부분에 미술에 대한 인식과 감
상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문화의 민주화를 추구하며, 미술을 더 많은 관객이 접
할 수 있게 하도록 소위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를 허물려고 한다.

3) Tate Art Term; ‘Community Art’, <https://www.tate.org.uk/art/art-terms/c/
community-art, 2021. 04. 08)

4) 김경욱, 앞의 글, p. 36.
5) Arlene Raven. ed., Art in The Public Interest(NewYork: Da Capo Press, 1989)
6) Ibid.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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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제에 관여하는 미술(Socially Engaged Art)’, ‘행동주의 미술

(Activist Art)’8), ‘협업 미술(Collaborative Art)’, ‘참여 미술(participatory

art)’ 등 각각 어떤 유형의 작업에 더 주목하고, 또 작업과정의 어떤 국

면에 더 강조점을 두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상황에서 잘 드

러난다.9) 따라서, 연구자는 특정 견해를 참조해 그 정의를 밝히기보다는,

공동체 미술에 관한 사전적, 어원적 분석을 통해 공동체 미술의 근본적

인 정의에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공동체 미술이 공공적인 성격을 띤 미술 장르라는 점에서, ‘공공

성(publicness)’10)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공공성은 사전적으로 “어떤 사

물, 기관 등이 널리 일반 사회 전반에 이해관계나 영향을 미치는 성격,

성질”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

되는 성질”이라고 기술되어 있다.11) 사전적 의미의 공공성은 가치 중립

적이며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추상적이다. 이에 비해 헌법적 가

치로서 공공성은 특성상 시민의 권리를 명시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비교

적 구체적이다. 이에 공공성의 어원이 되는 의미요소를 추출함으로써 공

공성의 정의를 고찰한 헌법학자 조한상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한상은 ‘시민/인민’12), ‘공공복리’, ‘공개성’을 공공성의 의미 3요소로

7)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은 퍼포먼스 미술가이자 1970년대
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들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진 수잔 레이시가 1995년에 출
간한 저서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지형 그리기(Mapping the Terrain : New
Genre Public Art)』에서 사용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녀가 이 용어를
고안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앨런 레이븐(Arlene Raven)과 같은 미술
사학자가 이미 1989년 레이시와 비슷한 의미에서 새롭게 등장한 공공미술의 경
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다만, 레이시가 그녀의 저서를 통해 레이븐이 제시한
이론을 체계화했다는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다.

8) 행동주의 미술의 영문 표현인 ‘Activist Art’는 영국 테이트 모던에서 제공하는
미술 용어 사전에서 참조했다. 이는 행동주의의 주체가 되는 행동주의자가 수행
하는 미술로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행동주의 미술은 행동주의의 전략이 주로
길거리에서의 항의나 시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Protest Art’로 표기될 수 있
고, 실제로 두 용어를 혼용해 사용한다는 것을 언급하고자 한다.

9) Bishop, Claire, Artificial Hells: Participatory art and the Politics of
Spectatorship(London: Verso: 2012), p. 1.; 이 책은 비숍이 2004년 옥토버지
(October 110)에 기고한 글을 기반으로 2012년에 출간되었다.

10) ‘publicness’ 과 ‘being public’은 모두 공공화된 것(상태), 공유하고 있는 것, 공
공성 등으로 해석이 된다. 연구자는 이중 publicness가 공공성(公共性)이라는 한
자식 표현에 가장 가까운 의미를 지닌 명사 형태라 판단했다.

11) 김민수 외, 『금성판 국어 대사전』(서울: 금성 출판사, 1991)
12) 조한상은 그의 저서에서 ‘인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공공성의 어원이 영어
‘people’로 표현되고 있는 점과 그 해석이 인민이라는 점에서 참고문헌의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시민’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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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한다. 구체적으로, publicus라는 개념이 popuplus에서 나왔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성의 첫 번째 의미요소를 시민/인민(people)으로 규정한다.13)

두 번째 의미요소는 공동체의 복리, 줄여서 공공복리(salus pubilca)이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요소는 공공성과 관련된 독일어의 개념 öffentlich의

역사에서 추출한 개념인 공개성(pulizitat)이다.14) 그의 설명에 따르면, 공

공성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절차를 통해 공공

복리를 추구하는 속성’이라 정의된다.15) 이는 공공성의 주체가 국가가 아

니라 바로 시민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문제는 공공복리의 의미가 공공성

의 정의만큼이나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공공

복리의 의미요소인 ‘공동체’가 다양한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사전적으로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

또는 ‘인간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본질 의사에 의하여 결합된 유기적

통일체로서의 사회’로 기술되어 있다.16) 즉, 공동체는 일종의 동질성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정의된다. 과거 많은 사회학자 또한 공동체의 의미를

그 동질성에서 찾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사회학자 힐러리(Hillary)는 그

간 공동체에 관한 학술적 논의를 종합해 공동체의 세 가지 범주를 제시

한다. 첫 번째는 ‘지리적 범주(geographical category)’이다. 지리적 범주

는 단순히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인류학적 관점에서 ‘장소’

의 의미가 크다. 둘째는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이다. 힐러

리는 구성원 사이 직접 소통을 통해 발생하는 관계 맺기를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 칭했다. 셋째는 ‘공통의 유대(common ties)’이다. 이 개념은 영

문의 뜻처럼 혈연, 문화, 지연, 언어 등 구성원이 주어진 환경에 따라 공

통된 지향을 가진다는 의미이다.17) 다른 공동체주의자인 거스필드

민보다 독자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리라 판단했다.
13) 조한상, 『공공성이란 무엇인가?』(서울: 우리시대, 2009), pp. 17-18.; 라틴어
publicus는 영어 public에 어원이며, populus라는 말에서 도출된 형용사이다.
populus는 영어 people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이다. 로마시대 populus는 그냥 사
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
를 가진 자유민을 의미했다. 당시 로마에서 인민은 곧바로 국가를 형성하는 주
체로 여겨졌다. 즉, 로마 사람들은 인민이 구성하는 인적 단체와는 별도로 또
는 그것을 초월해 존재하는 추상적인 국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14) 위의 책, pp. 22-23.
15) 위의 책, p. 27.
16) Hillery Jr. and Geroge A.,"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RuralSociology 20, 1955), pp. 111-123.; 정유진(2014, 재인용),

17) 정유진, “이웃관계의 중요도와 공간적 특성에 관한 실증분석”(서울대학교 환경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pp.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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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field)는 공동체를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전통적인 역사와 문화예술,

행동양식과 일정한 영역 안에서 일상을 공유하는 구성원으로 정의한

다.18) 이렇듯, 두 학자는 문화·역사·지리적 환경을 공동체가 구성되는 준

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빈번한 이주로 인해 지역을 기반한 공

동체의 전통적 개념은 약화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가상공

간에서의 소통이 일반화되면서, 현대인은 자기 생각을 공유하고 지지하

는 전통적 공동체를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시간과 장소에 상

관없이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외부적 요인과 함께 개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우선시하는 현대인의 성향은 공동체를 빠르게 개체화

(individuation)했다.

공동체의 개체화는 생물학적, 언어적, 문화적, 그리고 지리적 동질성

개념이 현대사회의 공동체 특징을 설명하는 준거로서 부적절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현대사회의 공동체는, 오히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개

인의 집단이며, 그 집단은 더는 동일한 정체성을 지닌 구성원으로 일반

화되지 않는다. 공동체가 개체화되는 국면에서 공공성과 공공복리는 절

대적인 혹은 단일한 의미로 수렴되지 않고, 구성원의 자유로운 참여와

의사소통을 통해 지속해서 수정, 보완되어 가는 ‘패러다임적’ 성격을 띤

다.

이와 같은 공공성과 공공복리 그리고 공동체의 정의에 따라, 공동체

미술을 해설하면, 공동체 미술은 구성원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한 ‘공개

된 의사소통’을 기반한다. 핵심적인 요소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인

데,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 스스로 자기 삶에 ‘개입’하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 자기 삶의 주체로서 타인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의식

을 바탕으로 스스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자각해야 한다. 따라

서, 미술가의 역할은 구성원이 공동체 쟁점에 관해 자기 생각을 자유롭

게 표현함으로써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

상황은 공동체의 쟁점과 구성원 생각을 면밀히 파악하고, 공동체 미술의

주제를 구성원의 삶과 깊이 연관시킴으로써 만들어진다.

종합해 보면, 공동체 미술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이 자신들

의 삶과 직접 관련된 쟁점에 관해 대화하며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장

18) Gusfield, J. R., Community: a Critical Response(NewYork: Harper & Row,
1975); 정현일, 2009, p. 3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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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場)이라 말할 수 있다. 독일의 정치 이론가인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에 따르면, 이러한 공론장은 그 구성원들의 “공통적 속성”으로

인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입장과 관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같은 문제와 대상에 관여하고 관심을 가진다는 것에 의해 보장된다.19)

대부분 공동의 관심사는 구성원 사이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과 연

관된다. 따라서, 그 공론장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 요체는 미술 행위를 매개로 형성된다는 점이다. 이후 공

동체 미술의 특징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미술을 매개로 형성된 공론

장은 구성원이 현안을 ‘수용하는 방식’에 있어 일반적인 공론장과 큰 차

이를 가진다.

흔히, 공론장은 이성과 논리를 내세워 타자를 합리적으로 설득하거나

반대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20)을 도출하려 하지만, 미술을 매개로 한 공

론장에서 구성원은 공동체의 쟁점을 ‘감각적’으로 전달하고, 인식하게 된

다. 여기서, ‘감각’은 이성의 반대 개념이라기보다 미적 판단과 이성적 사

유가 함께 작동하는 상태이다. 구성원은 그 미적 판단에 따라 현안에 감

정을 이입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관객은 그들의 생각에 공감하게 되

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론장은 ‘이성적 사유’의 영역에서 ‘감각적 사유’

를 통해 인식되는 미술 행위로 변화한다.21) 미술품에 관한 주관적 감각

을 일반화할 수 없듯이, 감각적 사유를 통한 공론장의 목적은 특정한 결

론에 도달하기보다, 다양한 사고를 공유하는 데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할 점은 공공성과 공공의 이익이 지속해서 변화하는 가

치라는 점이다. 만약, 공공성과 공익이 특정한 절대적 가치로서 상정된다

면, 공동체 미술은 자칫 사회 선(社會善)을 추구하는 윤리적 실천이나 맹

19) 한나 아렌트(Arendt, Hannah),『인간의 조건』, 이진우, 태정호 역(서울: 한길사,
2014), p. 111.

20) 위르겐 하버마스(JürgenHabermas),『공론장의 구조변동』, 한승완 역(서울: 나
남, 2012), pp. 104-127.; 하버마스는 “합의는 인식 능력과 자유의지를 갖는 존재
로 정의되는 인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대화를 통해 획득된다.”라고 주장하는
데, 여기서 그가 말하는 ‘인간’은 비판적인 이성적 토론을 통해 국가의 규제를 비
판하고 거부하는 당대 지식인 계층을 지칭한다.

21) Rancière, Jacques, Aesthetics and Its Discontents, Trans. Steven
Corcoran(N.Y.: Polity press, 2009), p. 26.; 미술이 되는 속성은 행위 양식들
(modes of doing) 사이에서의 구별이 아니라, 존재 양식들(modes of being)
사이에서의 구별에 의거한다. 바로 이것이 '미학'이 의미하는 것이다. 미학적 미
술 체제 안에서 미술이 되는 속성은 기술적 완전함이라는 기준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감각적 파악(sensory apprehension)의 형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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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집단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술과 정치 사이

불가분의 관계를 주장했던 프랑스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eère)는 사회적 연대와 합의를 추구하는 동시대의 미술은 합의의 범

주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여기에서는 ‘불화(不和)의 무대’를 구성하는 정

치는 사라지고, 오직 분열 없는 공동체 구성만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22) 그의 비평은 절대적 사회선을 지향하는 공동체 미술이 이상

화된 공동체의 이미지만을 재현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공동체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개체화된 구성원의 집단으로 정의되는

한, 그 구성원과 협업으로 수행되는 미술 실천은 논쟁적인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동체 미술에서는 연대와 합의 같은 구성원 간 긍정

적인 인간관계만이 추구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이 논문에서 공동체 미술

은 갈등과 화합이 혼재하는 실재 사회관계 속에서 구성원이 소통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이다.

(2) 공동체 미술의 역사

지금까지 미술사에서 공동체 미술의 역사는 독립적으로 다루어지지 않

았다. 공동체 미술은 대체로 공공미술(Public Art)에서 분화된 장르로 여

겨졌는데, 실제로, ‘장소 특정적 공공미술(Site-Specific Public Art)’은 미

술품이 설치되는 장소와 그 장소를 이용하는 시민 참여의 상관관계 속에

서 진화했다는 점에서 특정 장소에 거주하는 공동체의 참여로 수행되는

공동체 미술과 깊이 연계되어 있다. 아울러, 공동체 미술이 사회적, 공동

체적 문제에 관한 구성원의 비판적 사고와 행동을 촉구하는 실천이라는

점에서, 공동체 미술의 역사는, 또한, 사회 운동(social movement) 성격

을 띤 행동주의 미술(Activist Art)’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공동체 미술의 역사는 공공미술과 행동주의 미술의 역사를 경유한다.

미술사학자 권미원(Miwon Kwon)은 장소 특정적 공공미술의 패러다

임을 시기에 따라 세 가지로 정의하는데, 첫 번째는 ‘공공장소 속의 미술

(Art in Public Space)’이다. 두 번째는 출입이 가능한 공공공간으로서의

미술(Art as Public Space)로 대중의 물리적인 접근성, 사용성 그리고 기

22) Rancière, Jacques, The Politics of Aesthetics, Trans. Gabriel
Rockhill(NewYork.: Bloomsbury Academic, 2013),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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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강조된다. 세 번째는 앞서 레이븐이 언급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술과 비슷한 의미에서 공익 안의 미술(Art in the Public Interest)로

미술가와 대중 그리고 공동체 사이 상호작용을 통한 소통이 강조되며 물

리적 결과물보다는 대중의 참여 과정이 중요시된 형태이다.23)

공공미술에서 장소 특정성이 의미하는 바는 미술이 장소와 조화를 이

루고 장소와의 관련성을 부각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개념은 공공미술을

수행하는 미술가에게 장소에 대한 참여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미술을

좀 더 공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에서 수립된 개념이다.24)

장소 특정성은 공공미술을 위해 만들어 낸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권

미원에 따르면, 장소 특정성은 1960년 모더니즘 미학의 반발로서 등장한

미니멀리즘(Minimalism) 미술에서 유래했다. 그녀는 당시 장소 특정성을

모더니즘의 자기 완결성에 대한 비판성을 인식하고 있는 개입적

(intervention) 개념으로 평가한다.25) 이후 이 개념이 공공미술에 적용됐

을 때는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하에 그 도시를 사람들이 찾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장소로 돋보이게 하기 위한 ‘기능주의적인’ 공공미술에 필요한

‘통합적(integration)’26) 장소 특정성 개념으로 인식되었다.27) 공공공간으

로서의 미술 모델이 갖는 통합주의적인 목표는 공공장소 속의 미술이라

는 초기 모델이 지녔던 공공미술의 장식적 기능에서 벗어나 공공미술의

미학적 가치보다는 ‘대중의 사용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공공디자인’의

성격을 띠게 된다.28)

1970년대 미술가와 도시개발자 사이 협업으로 발전된 이와 같은 공공

미술은 ‘새로운 공공미술(New Public Art; NPA)’이라고 불렸는데, 새로

운 공공미술의 목표는 미술가가 작품을 창조한다거나 미술품을 건물 또

는 장소에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사고를 도시개발의 과정 안에

직접 편입시키고, ‘이용자(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었다.s29)

23) 권미원(Miwon Kwon), 『장소 특정적 미술』, 김인규, 우정아 역(서울: 현실문
화, 2013), pp. 96-97.

24) 위의 책, p. 107.
25) 위의 책, pp. 25-26.
26) 도시 디자인의 한가지 방법론으로서 ‘통합’이 의미하는 바는 건축, 조경, 미술 등
을 함께 고려해 도시를 설계하는 것이다.

27) 우베 레비츠키(Uwe Lewizky), 『모두를 위한 예술? 공공미술, 참여와 개입 그
리고 새로운 도시성 사이에서 흔들리다』, 최현주 역(서울: 두성북스, 2013),
p. 144.

28) 위의 책
29)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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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공미술의 대표적인 사례는 1980년대 추진된 뉴욕의 배터리파

크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의 기본설계에서부터 공공미술은 공원 내 장

식물 혹은 부속물로 취급된 것이 아니라, 통합적 환경의 일부로서 기획

됐다.30) 예를 들어, 미술가 메리 미스는 배터리파크의 <사우스 코브

(South Cove)> 프로젝트에서 조경사이자 미술가인 수잔 차일드(Susan

Child)와 건축자 스탠턴 엑스터트(Stanton Eckstut)가 함께 허드슨 강가

를 따라 산책할 수 있는 에스플러네이드(Esplanade)를 조성했다. 해안가

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에는 시민이 출입할 수 있는 다양한 조형물이 설

치되었다. [참고 도판 1]

하지만, 새로운 공공미술은 도시의 차별화, 상품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발생시키고,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하에 사회적 불평등을 은폐한다는 비판에 직면한다.31) 사회 전체의 심미

화(審美化)라는 사고가 점차 도심의 소비 공간을 장식적으로 조성한다거

나 이윤을 위하여 상품 세계를 미화한다는 의미로 축소된 것이다.32) 이

처럼 공공미술이 상징 자본의 역할을 한다는 비판은 다시 한번 공공미술

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을 재고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진다. 공동체 구

성원이 직접 참여해 사회적, 공동체적 쟁점을 주제로 다루는 담론 중심

적 공공미술은 이와 같은 비판의 결과로 등장한 공공미술의 새로운 패러

30) 김진아, “뉴욕의 (재)개발 사업과 공공미술 : 배터리 파크시티를 중심으로”(서울:
현대미학논문, 12권, 2008), p. 62.

31) 우베 레비츠키, 앞의 책, p. 169.
32) 위의 책, p. 147.

[참고 도판 1] 수잔 차일드(Susan Child) and 스텐턴 엑스터트 (Stanton

Eckstut), <산책로(Esplanade)>, 1987, 사우스코브(South Cove)



- 18 -

다임이다.33)

사실, 담론 중심적 공공미술이 지향하는 바는 1950-1970년대 여러 미

술 실천에서 선행됐다. 미술가 수잔 레이시는 공공미술에서 공동체와 그

들의 삶의 문제를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할 수 있었던 계기가 오랫동안

공공미술과 공공장소에서의 미술에 대한 공인된 서사, 즉 조각(Public

Sculpture)에 지배된 서사의 밖에서 작업해 온 주변부 미술가들의 담론

에서 유래한다고 진단한다.34) 레이시는 그 사례로 1950년대 후반의 해프

닝 및 행동주의 미술에서부터 시작하여 60년대의 페미니즘과 맑스주의,

소수 민족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미술 실천들을 제시한다. 특히, 행동주

의 미술가는 기성 미술의 형식과 제도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바탕으로

당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대중의 비판적 사고와 행동

을 추동하려 했다.35)

행동주의 미술 또는 미술 행동주의(Art

Activism)는 ‘Art/Artist’와 ‘Activism/Actvist’

의 합성 신조어인 ‘Artivism/artivist’라는 용어

로 흔히 표기되기도 하는데, 인간의 창조적 기

술이나 상상력을 발휘해 아름다움을 시각 매체

를 통해 표현하는 활동으로서 ‘미술(Art)’이라

는 사전적 용어와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일으

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시위나 캠페인을 전개하

는 행동을 의미하는 ‘행동주의(activism)’라는

일반 명사가 결합된 용어이다.36) [참고 도판 2]

미술가이자 비평가인 루시 라파드(Lucy Lippard)는 행동주의 미술의 특

33) 통합적인 장소 특정적 공공미술과 대중과 공동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새로운 형식의 공공미술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공공미술은 발생 시기보다는 공공미술이 지닌 패러다임의 변화 혹은 차이로
구분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34) Lancy, Suzanne ed., Mapping the Terrain : New Genre Public Art(Seattle:
bay press, 1995), p. 25.

35) 우베 레비츠키, 앞의 책, pp. 172-73.; 행동주의는 1960년대 미국에서 단호한 정
치적 동기를 가지는 예술적 실천으로서 발생하였다. 레이건 정권 시기에 그랜 퓨
리(Gran Fury) 또는 그룹 매터리얼(Group Material)같은 예술가 그룹이 이 흐름
에 있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사회 비용을 삭감한 사건으로 인해 행동주의가 중
요해졌다. 물론 그들은 사회의 폐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위해 다양한 전
략들을 구사했다. 그들이 보인 행동으로는 공공 시위 또는 각종 미디어에서의 선
전활동이 있다. 그들은 문제점들에 대해 공중이 관심을 갖게 하거나 의식을 제고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나 입장을 그런 식으로 전달하려 한 것이다.

36) Frank Abate and Elizabeth J. Jewell, The New Oxford American Diction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 16; p. 88.; 김기수(2020, 재인용)

[참고 도판 2]

미술노동자연맹, 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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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전통적 매체(액자나 대좌)를 포기하고, 실천적으로 공동체 안팎에서

시위, 교육, 출판, 방송, 영화제작 또는 조직을 포함한 다른 매체를 통합

하여 지금까지 투명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얼굴들을 들리게 하

고 보이게 하려고 유머, 아이러니, 분노, 연민으로 구성된 대안적 이미지,

은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정의한다.37) 그녀는 무엇보다 행동주의

미술은 과정-지향적(process-oriented)이며, 그 안에서 소통과 분배의 전

략이 미술적 장치로서 활용된다고 주장한다.38)

1960년대 ‘자본주의 체제’와 ‘문화적 헤게모니’39)에 대항하여 유럽과 미

국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저항문화운

동’은 이러한 행동주의 미술이 정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40) 그 대표적인 사례는 ‘68 혁명’ 당

시 에꼴 데 보자르(École des Beaux-Arts)에서

수행된 <민중의 작업장>이다. 혁명에 참여한 학

생, 시민, 노동자, 건축가, 그리고 미술가 등은 보

자르의 대형 건물을 점거하고 매일 밤 총회를 진

행하며 진전된 정치적 상황과 이를 대중에게 알

리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한다.41) [참고 도판 3]

그들이 제작한 전단과 포스터 이미지는 대상이

직관적으로 표현되고 대중의 감성 코드를 익히

37) Lucy Lippard, “Trojan Horses: Activist Art and Power,” Art After
Modernism, ed. Brian Wallis (N.Y.: The New Museum of Contemporary Art,
1984), pp. 342-343.; 라파드는 여기서 주요 행동주의 미술그룹으로 1960년대에는
‘미술 노동자연맹’과 ‘게릴라 미술 행동 그룹’ 등을, 1970년대에는 ‘문화변혁을 위
한 미술가모임(Artists’ Meeting for Cultural Change)’과 ‘반제국주의 문화노조
(The Anti-Imperialist Cultural Union)’ 등을, 1980년대에는 ‘정치적 미술 기록/분
배(PAD/D, Political Art Documentation/Distribution)’와 ‘그룹 머티리얼(Group
Material)’ 등을 거론하는데, 이들은 모두 미술제도, 베트남 전쟁, 페미니즘, 인종
주의 등의 문제와 관계한다.

38) Ibid.
39) Antonio Gramsci, Selection From the Prison Notebooks, ed. and trans.
Quintin Hoare and Geoffrey Nowell Smith, (N.Y.: International Publishers,
1971); 김영철(재인용, 2019); 그람시는 자본주의가 견고히 유지되는 것은 노동자
들에게 경제체제 작동에 관한 어떤 거짓된 이데올로기를 불어넣어서가 아니라
일종의 시민사회의 ‘문화적 헤게모니’가 확고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
다. 사실상 오랫동안 지속한 문화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한 형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버려야만 노동자 계급이 해방을 쟁취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40) 김영철, 위의 글, pp. 111-112.
41) 티라크 알리, 수잔 왓킨스(Susan Watkins, Tariq Ali), 『1968: 희망의 시절, 분
노의 나날』, 안찬수, 강정석 역(서울: 삼인, 2001), p. 172.

[참고 도판 3] 민중의

작업장에서 제작된

포스터,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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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역사적 사건의 맥락과 연계시켜 단순한 심벌(symbol)로 표현됨

으로써 당시 상황을 쉽고, 함축적으로 전달한다. 이처럼 행동주의 미술에

서는 대중적 소통을 목적으로 ‘직접적인 시각언어(판화, 일러스트레이션,

만화, 사진, 텍스트)’가 사용되고, 이는 향후 수행되는 행동주의 미술이나

공동체 미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42)

행동주의 미술은 이후 1980년대 전후 이래 신자유주의의 팽창과 권위

주의 문화에 맞서 다양한 지역에서 결성된 ‘아티스트 콜렉티브/공동작업

미술가(artist collective)’의 활동을 통해 이어진다. 그 사례로, 1985년 결

성되어 포스터와 광고(판) 형식으로 서구 남성 위주 미술 제도를 비판한

게릴라 걸즈(Guerrilla Girls) [참고 도판 4], 1989년에 설립되어 뉴욕 거

리에 노예제도, 식민지주의, 인종, 성별 및 계급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역

사적 정보가 담긴 표지를 세운 것으로 잘 알려진 ‘RepoHistory,’ 1991년

이래 거대기업의 독점체제를 비판해온 ‘Ⓡ™ark,’ 2003년부터 거대기업의

이윤추구 및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파헤치고 있는 ‘Yes Men’ 등을 꼽을

수 있다.43) 이 외에도 현재까지 많은 협업 미술가 그룹이 미술을 통해

사회문제를 다루는 미술 실천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행동주의 미술은 1980년대 소위 ‘민족민중미

술운동(이후 ‘민중미술’로 표기)’을 통해 시작되었다. 70년대 말에서 80년

42) 김영철, 앞의 글, pp. 115- 116.
43) 김기수, "‘1989년 이후 현대미술’의 담론의 전개양상 I, 개념미술과 비판적 전환
"(서울: 현대 미술학 논문집 19권 2호, 2015), p. 93.

[참고 도판 4] Guerrilla Girls, <Even Michele Bachmann Believes “We All

Have The Same Civil Right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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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초까지 독재정권에 저항하며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일어

난 일련의 시민저항운동은 민중미술이 전개된 배경이 되었다.44) 1979년

에 결성된 미술가 그룹 ‘현실과 발언’의 선언을 살펴보면, 당시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민중미술의 지향이 잘 드러난다.

‘현실과 발언’은 미술가의 현실 인식과 비판의식의 심화, 자기에 뿌리내

리고 있는 현실과의 관계, 소외된 인간성의 회복 및 미래의 긍정적 현실

에 대한 희망을 기치로 결성되었다. 특히, 그들은 미술적 발언의 주체와

수용자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며, 기성 미술의 소통 방식을 비판적으로

극복하고, 현실과 미술적 발언 사이 적합성과 수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중

요시했다.

이후 민중미술은 ‘민족적 형식과

민중적 정서’, ‘공동창작의 활성화’,

그리고 ‘대중적 소통전략의 개발’ 등

을 목표로 다양한 실천을 시도한다.

그 실천의 일환으로 그들은 전통 민

화 화법, 집회에서 사용되는 걸개그

림 및 벽화, 소비상품 등 다양한 매

체를 활용한다.45) 이러한 민중미술의

양식적 특성은 오늘날 행동주의 미

술과 공동체 미술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참고 도판 5]

그간 ‘저항운동’ 또는 ‘저항미술’로 평가되던 우리나라의 행동주의 미술

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한 1990년대에 접어들어 거대 사회 담론보다는

사회 주변부, 소외 계층 혹은 공동체의 문제를 미시적으로 다루는 경향

을 띠게 된다46). 그 주제는 일상 속에 남아있는 비민주적 장벽 그리고

차별적 요소들에 관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산업의 고도화와 신자유주

의 팽창 그리고 미디어의 발달은 사회 계층 간 경제적 격차와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을 확산시켰고, 이 과정에서 행동주의 미술가는 주제뿐만 아니

라 사회변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요구받게 된다.47) 따라서, 행동주

44) 김영철, 앞의 글, p. 120.
45) 위의 글, p. 122.
46) 김기수, 앞의 글, pp. 13-14.; 헹동주의 미술은 1989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접
근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1989년 이전의 냉전체제에서 서구의 행동주의 미술
은 대개 미술제도(제도권력), 정치적 상황(68혁명, 베트남 전쟁), 권위주의 문화
(인종, 성차별)등을 주제로 다루었고, 비서구권의 행동주의 미술은 대개 각 지역
의 억압적인 정치상황의 문제와 관계 했다. 반면, 냉전이 종식된 1989년 이후 행
동주의 미술은 서구권이든 비서구권이든 모두 글로벌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팽창에서 비롯된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참고 도판 5] 김환영 외,

<통일의 기쁨>,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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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술에서는 대중소비사회에 대항하는 방법을 찾고자 다시 한번 공동

체를 상대로 한 ‘소통’과 ‘소통방식’의 변화를 추구했다. 이는 행동주의

미술가가 다양한 매체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 매체는 ‘소통

을 위한 도구’로 인식되었다.

미술가 버지니아 막시모비츠(Virginia Maksymowicz)는 이러한 행동주

의 미술가를 미술을 통해 공중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론에 대해 오랫

동안 고민하고 특정 지역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인 사회, 정치적 사

건들을 다루어 미술과 거리가 먼 사람들과 직접적인 연계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48) 그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90년대 이

후 행동주의 미술은 ‘공동체’를 미술의 핵심적인 요소로 포함 시키는 공

동체적 실천이라 볼 수 있다. 미술사적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1960년

대 이후까지 이어진 모더니즘 미학을 해체하고자 했던 미술 실천 내부에

여전히 남아있던 요소인 ‘작품과 관객 사이의 보이지 않는 위계’를 실질

적으로 극복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49) 이처럼, 행동주의 미술은 공동체

와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사회변화를 추구한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이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행동주의 미술은 미술가와 공동체 사이의 관계

를 작품의 주제로 삼아, 공동체와 소통하고 공동체와 관련된 사회적 쟁

점(주로 소외된 공동체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을 중심으로 협업하고

연대하는 실천들을 지향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형적 미술이 가진 고유한

방향은 해체되고, 논의의 장소 또는 여론 형성의 장소로서 공공영역의

정치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이렇듯 대략 40년 동안 진행된 공공미술과

행동주의 미술 패러다임의 변화는 미술의 장소를 공동체로 확장함으로써

공동체 미술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귀결되었다.

지금까지 공공미술과 행동주의 미술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공동체 미

술의 형성 과정, 그 역사를 기술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동체 미술은

그것만의 역사로서 단선적인 전개 과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장소

특정성에 기반한 공공미술의 역사,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변혁을 추구하

는 행동주의 역사 안에서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다층적 역사성은 미술

47) 위의 글, p. 124.
48) Virginia Maksymowicz, “Through the Back Door: Alternative Approaches to
Public Ar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p. 147.

49) 과거 미니멀리즘이나 개념 미술 일부에서도 관객의 참여를 유도한 시도는 존재
한다. 그러나 그 시도에서 관객이 주체적으로 작품의 구성이나 제작에 참여한 것
은 아니다,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공공미술에서는 이러한 관객(공동체)을 작품의
주체로 상정해 그들이 작품의 창작자로 참여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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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공동체 미술이 독립된 미술 장르로서 분석되기 힘든 이유이다.

따라서, 공동체 미술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술사와는 별개로 당

대 시대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동체 미술은 당대를

성찰하는 사회적 인식이나 요구에 대한 미술가의 응답으로서 등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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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 미술의 특징

공동체 미술의 특징을 기술하기에 앞서, 그 형식과 내용이 행동주의

미술과 유사하다는 점을 미리 언급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행동주의 미

술에서 공동작업을 지향한다는 점, 다양한 매체를 전방위적으로 사용한

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공동체적 쟁점을 그 주제로 다루는 과정 중심적

미술 실천이라는 점은 공동체 미술의 주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이에 따

라, 그 특징이 반복적으로 기술될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절의 궁극적인 목표가 연구자가 추구하는 공동체 미술의 특성을 밝히

는 것에 있으므로 재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미술가가 아

닌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은 연구

자가 수행한 공동체 미술 실천이 여타의 사회 참여 미술과 구별되는 지

점으로 반드시 기술되어야 하는 특징이다.

(1) 협업을 통한 직접 소통

소통은 미술가와 관객 사이에서 발생

하는 본질적인 상호작용이자 관객과 사

회를 잇는 미술의 핵심적인 사회적 기능

이다. 일반적으로 미술가는 미술품을 매

개로 관객과 소통한다. 그 소통은 관객

이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미술가가 제

작한 미술품을 관람하며 이루어진다. 여

기서 미술가와 관객은 미술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독립적인 주체로 구분된다. 반

면, 공동체 미술에서 구성원은 미술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이중적인 지위를 갖는다. 구성원은 미술가 그리

고 이웃과 상호작용하며 공동체의 쟁점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기획·수행

한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미술에서 소통이 미술 작품을 ‘관조’하면서 발

생하는 ‘개인적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공동체 미술의 소통은 미술

가와 구성원 그리고 구성원과 구성원 사이 ‘상호작용’과 ‘대화’를 통해 서

로의 생각을 교류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도판 1]

이러한 공동체 미술의 소통 방식은 ‘개인이 창작자라는 오랜 관념’과

‘미술과 삶의 괴리’에 대한 오랜 문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20세기 초

[도판 1] 깨진방 프로젝트(망원동

홀몸 노인과 협업),

<내가 바라는 집> 워크숍,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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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방가르드(Avant-Garde) 미술가는 미술과 삶의 분리를 종결함으로써

생산 및 수용으로부터 소외된 미술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표방했다.50)

예를 들어, 대표적인 아방가르드 운동 중 하나인 다다이즘(Dadaism) 미

술가는 제도화된 미술 작품의 존재성, 제작방식, 미술가의 역할, 미적 범

주 등을 파괴하며 미적 무관심을 강조했다.51) 이는 “미술가와 관객이 가

진 선험적, 형이상학적 판단을 미술의 본질로 상정한 형이상학적 미

학”52)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가 그의 ‘예술론’에서 피력한 바 있듯이, 다다이즘 미술가 또한 실존을

가능케 하는, 우리가 현상적으로 인식 가능한 삶의 영역에서 미술의 본

질을 찾았다.53) 이러한 태도는 미술의 ‘사회적 전회(Social Turn)’54)를

통한, 미술가가 미술을 사회 제도 비평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미술

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관한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미술

사적 연원을 바탕으로, 공동체 미술은 그 관객과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

인 방식의 소통을 추구함으로써 구성원의 삶과 연관된 사회적 쟁점을 논

의하는 담론 중심 미술 실천으로 발전했다.

아울러, 미술의 생산사로서 관객의 역할이 변화하듯이, 기존 미술품 생

산자로서 미술가는 공동체 미술을 ‘조직(organize)’하고, 참여자 간 소통

을 ‘촉진(facilitate)’55)함으로써, 현안이 있는 공동체에 ‘개입’해 구성원이

프로젝트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마

르셀 뒤샹(Marcel Duchamp)이 소변기, 병 건조대에 서명하고, 그것이

미술가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확정 짓는 서명이 임의의 대량 생산품에

50) Peter Bürger, “Avant-Garde and Neo-Avant-Garde: An attempt to answer
certain critics of Theory of the Avantgarde”, trans. Bettina Brandt & Daniel
Purdy, (Baltimore: NLH 41. 4, 2010), p. 700.

51) 토니 고드프리(Tony Godffrey), 『개념미술』, 전혜숙 역(서울: 한길아트, 2002),
p. 27.

52) 마틴 하이데거(Heidegger, Martin), "세계상의 시대",『숲길』, 신상희 역(서울:
나남출판, 2020), p. 58.; 하이데거에 따르면 근대 미학은 형이상학적 주-객 관계
에서 주체가 중심이 됨으로써 존재자를 ‘대상화’하는 존재자적 사유의 연장선에
있다. 즉, 근대적 주체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각 주체, 미술가, 관객, 그리고 미술
품은 서로를 대상화함으로써 소통의 단절을 유발한다.

53) 서동욱 엮음,『미술은 철학의 눈이다』(서울: 문학과지성사, 2014), p. 23.
54) Bishop, Claire, op. cit., p. 2-3.; ‘사회적 전회’는 미술의 주제가 사회적인 것으로
귀환되었다는 뜻으로, 클레어 비숍이 그녀가 정의한 ‘참여 미술’의 특성을 설명하
기 위해 사용했다.

55) 촉진자로서 미술가는 공감적 이해와 수용적 태도를 기본으로 신뢰 풍토를 조성
해 구성원들의 감정과 사고의 자유로운 표현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 자를 뜻한
다. 공동체 미술에서 퍼실리테이팅(facilitating)은 미술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데, 그 활동 영역은 하나의 집단에 국한되지 않는다. 많은 경우 에이전트
(agent)가 되어 집단과 집단 사이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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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짐으로써 미술에서의 개인적 독창성에 대해 희화했듯이, 공동체 미

술에서 미술가와 구성원 간 역할의 분담 및 변화 또한 미술가만이 창작

의 주체라는 관념과 천재적 미술가 상에 대해 부정했던 아방가르드 운동

의 유산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이데거는 그의 ‘존재론’에서 인간을 홀로 살아가는 ‘존재자’가 아니

라, ‘세계 내 존재’로 규정했다.56) 그 세계 안에서 존재자는 ‘분리된’ 주체

가 아니라, 서로 ‘관계’ 맺고 있고, 그 관계는 ‘경험’을 통해 맺어진다. 이

처럼, 경험은 선험적 개인성을 배제하고 외재적 환경, 즉, 현실에서 타자

와 소통하며 얻어지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미술가와 구성원 사이 협업

을 통한 직접 소통이 의미하는 바는 미술의 소통이 ‘관계 형성’을 통해

타자에 대해 경험(이해)을 하는 실질적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공동체 미술의 소통은 ‘공동적(共同的)’이며, 미술은 미술

가와 구성원 그리고 관객 사이의 상호 교류를 통한 ‘소통의 장’으로서 기

능한다. 또, 미술의 본질을 그 소통적 본성에서 찾는 이와 같은 미술 실

천 과정에서 미술가는 사회적 문맥 속에서 미술 작업의 ‘(구성원 사이

소통을 위한) 기능적 활용’ 가능성과 공공영역의 행위자로서의 자기 역

할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갖는데, 이는 비-미술가와 협업으로 수행되는

미술 실천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작업의 구조 내부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미술가의 목소리를 위치시킬 것인가?”57)에 대한 해안을 제시한

다.

(2) 감각적 사유를 통한 공론장

이처럼, 공동체 미술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구성원이 공동체의 쟁점에

관해 생각을 교류하는 공론장 성격을 띤다. 대부분 공동체적 쟁점이 구

성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공론

장은 정치적 행위이다. 랑시에르는 시민에게 내재한 ‘평등한 능력’을 스

스로 입증하는 행위를 ‘정치’라 칭하며, 평등은 오로지 그것의 입증, 즉,

행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언제 어디서든 그 자체를 입증하는

것을 대가로 해서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58) 그가 말하는 정치의 개념

은 권력이나 사회질서와 관계시키는 사전적 의미의 정치와 다른데, 여기

56) 최상욱,『하이데거 vs 레비나스』(서울: 세창출판사, 2019), p. 69.
57) Suzanne Lacy ed., op. cit., p. 51.
58) 자크 랑시에르(Rancière, Jacques),『무지한 스승』, 양창렬 역(서울: 궁리, 2008),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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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치의 목적’으로 제시되는 ‘평등’은 ‘감각적 사유’를 통한 공론장의

핵심 요소이다.

흔히, 감각은 사물에서 받는 느낌이나 인상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유

작용을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 파악하는 직관(直觀)으로 이해된다. 따

라서, 감각은 이성적 작용인 사유와 하나의 용어 안에서 양립할 수 없는

단어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특정 현상이나 대상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감각과 경험 그리고 이성 작용인 개념, 구성, 추리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 다시 말해, 대상에 관한 최종적인

지각은 감각과 이성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감각적 사유’는

구성원이 감각적 행위인 미술 활동을 통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

고,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내재한 평등한 (소통)능력을 발견하며, 한편으

로는, 타인의 표현과 행위에 담긴 의미를 구성하고, 판단하는 이성 작용

을 포괄하는 합성어이다.

앞서 언급한 공동체 미술의 핵심적인 요소인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

는 스스로를 자기 삶의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자기 삶에 개

입함으로써 그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을 때, 공론장의 주체로서

참여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주체성은 자신이 평등한 시민으로서

타자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형성된다. 그렇다면, 어

떻게 평등이 전제될 수 있는가? 랑시에르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

미 감각적으로 불평등을 인식하고 있고,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스스로가

평등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59) 다시 말해, 위계적으로 주어진 불평등

한 질서를 문제 삼기 위해서 우리는 평등을 인식하고 잠재된 역량을 스

스로 발현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평등이 불변하는 원리가 아니라 개인

의 감각과 이성에 따라 달리 정의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등의 개념

은 개별적이며, 주관적이다. 따라서, 평등은 일반화될 수 없는 개념이다.

평등은 각자에게 이미 다르게 주어진 기존의 상황에 어떻게 ‘개입’할 것

인지의 문제를 다룬다. 따라서, 평등은 개념이 아닌 구성원의 실천을 통

해서만 증명될 수 있는 전제이자 가정이다. 구성원이 공론장의 주체로

‘참여’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행위가 그 실천인 것이다.

구성원의 자발적 실천은 일반적인 공론장과 공동체 미술을 통해 형성

된 공론장의 차이점을 만든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상적인 공론장은

“비판적인 이성적 토론”을 통해 국가의 규제를 비판하고 이를 거부하는

59) 서현정, “자크 랑시에르의 ‘허구’ 개념과 그 정치적 함의: 다큐멘터리 논의를 중
심으로”(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16),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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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인 구성원(부르주아)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60) 이와 같은 인식

은 현재까지 이어져,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공론장의 주체로서 비판

적 이성을 갖춘 부르주아의 역할을 대신한다. 일반적으로 공론장은 진행

자, 전문가 집단(패널) 그리고 청중 사이 관계가 분명하다. 최근 청중의

개입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공론장은 여전히 패널이 자신의 전문 지식

을 바탕으로 현안을 제삼자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설득하며 합의를 도출

하려 한다.

반면, 공동체 미술을 통한 공론장의

주체는 정치와 무관해 보이는 혹은

배제된 공동체 구성원이다. 그 공론장

에서 기존의 위계관계, 질서, 그리고

자격은 새롭게 정의된다. 구성원은 스

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와 역

량을 지닌 주체로 인식함에 따라 기

존의 공론장에서 전문가 집단의 역할

을 대신하는 것이다. 감각적 사유를

통한 공론장은 구성원이 사회의 불평등을 발견하고 평등을 실현하는 장

소이다. [도판 2] 그 장소에서 구성원은 공인된 사회적 원칙이나 범위가

아니라 그러한 원리나 범위에 대해 갈등적인 관계와 상황을 만들어 내는

행위로 만든다.61) 따라서, 그 공론장은 기존의 질서에 대해 의문을 던지

고 혼란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그 행위는 앞서 랑시에르가 언

급한 바 있는 ‘불화의 무대’로서 공론장이다. 공론장의 목적은 타인을 설

득함으로써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보고, 듣는 과정을 통해 ‘생각의 차이’를 감각하는 것이다.

또, 감각과 이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공론장의 양면성은 구성

원과 관객이 공동체의 쟁점을 ‘수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 양면

성은 ‘미술 행위’와 ‘공론장(쟁점에 관한 논의)’ 사이 이질성에서 비롯되

는데, 공동체 미술을 통해 형성된 공론장에서 관객은 구성원의 행위를

감각을 통해 ‘경험(experiencing)’하며, 실재, 즉 공동체의 쟁점을 지각한

다.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으로서 경험은 ‘사변(theorizing)’과 반대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인 공론장에서 전문가가 논리적으로 설득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통해 청중을 이해시키는 것과 달리, 감각적 사유를 통한 공론장

60)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공론장의 구조변동(Structural Transform
-ation Public Sphere)』, 한승완 역(서울: 나남, 2012), pp. 98-104.

61) 위의 글(주 60), p. 15.

[도판 2] 깨진방 프로젝트,

노인을 위한 공론장,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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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객은 자기 감각으로 구성원의 행위를 해석한다. 그 감각은, 또한,

개별적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쟁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상

황이 조성된다. 공론장의 주체로서 구성원은 자기 삶에 개입하고, 표현하

는 과정에서 그 감각을 강화하며, 관객이 공론장의 주제에 감정 이입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감각적 사유를 통한 공론장의 목적은 구성원이 공

론장의 주체로서 평등을 인식하고 자기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관객이 ‘공

감’할 수 있는 공동체적 쟁점에 관한 논의를 만드는 것에 있다.

(3) 과정 중심 미술을 통한 사회관계 형성

구성원이 자기 생각을 타인과 교류하며, 소통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해서 미술가는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며 그들의 생각을 파악하고, 공동체

의 쟁점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 목적은 미술가와 구성원 사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고, 이렇게 형성된 관계는 구성원이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공동체 미술을 수행하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관계 형성은 공동체 미술

의 결과 만큼이나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라파드가 행동주의 미술의 특징을 정의하며 언급했듯이, 공동체 미술

은 이처럼 관계 형성을 위한 ‘과정이 중심되는 미술 실천’이다. ‘과정 중

심’이 의미하는 바는 프로젝트의 결과와 함께 프로젝트 참여자 사이 ‘관

계 형성’과 ‘소통의 과정’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공동체 미술에서 발생하

는 미술가와 구성원 그리고 관객 사이 관계는 일종의 사회관계이다. 그

사회관계는 프로젝트 참여자 사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결국, 공동체 미술이 지닌 과정 중심적 특징은 공

동체의 본질이 사회적 소통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소통 과정을 통

해 각 공동체 구성원과 미술가가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그것이 무

엇이 되었든 간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미술에서 미술가와 관객 사이 관계는 화합이나 융화 등 긍정적

인 의미로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니콜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

는 그의 저서『관계 미학 Relational Aesthetics』에서 이러한 관계를 기

초로 만들어진 미술을 “미술 작품이 재현하고, 산출하고, 촉진하는 ‘인간

의 상호관계’에 기초해 미술 작품을 판단하는 미학”62)으로 설명한다. 그

‘관계’는 동질적이거나 적어도 이질적이지 않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사

62) Bourriaud, Nicolas, Relational Aesthetics, Trans. Pleasance & Fronza
Wood(Dijon: Les Presses Du Reel, 1998), pp.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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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목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관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그가 대

표적인 관계 미학의 미술 실천으로 언급한 리크리트 티라바니자(Rirkrit

Tiravanija)가 갤러리에서 음식을

만들어 관객과 나누었던 행위는

미술을 관람하러 온 관객에 대한

미술가의 환대(hospitality)였으며,

이 행위를 통해 미술가와 관객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참고

도판 6] 갤러리와 미술관은 관객의

공통된 지향을 대변하는 장소이다.

그들은 미술품을 관람하기 위해

모였고, 미술과 관련된 행위를 받

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다시 말해, 갤러리에서 형성된 사회관계는 상호

갈등이나 경쟁 같은 부정적 관계성을 내포하기 힘들다.

반면, 앞서 공동체의 정의에서 언급했듯이, 공동체 미술이 개체화된 공

동체 구성원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쟁점을 주제로 다룬다는 점을 고려

하면, 대부분 공동체 구성원 사이 사회관계에는 화합과 갈등이 공존한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프로젝트를 수행한 재개발 지역 구성원 사이 사회

관계는 구성원이 오랜 기간 한 장소에서 거주하며 쌓아온 친분과 일상에

서 일어나는 분쟁에서 비롯된 갈등이 혼재되어 형성됐다. 재개발이 추진

된 이래로 그 관계는 오히려 갈등이 지배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비

평가 클레어 비숍(Clair Bishop)은 공공영역이 민주적일 수 있는 경우는

그 영역에서 논쟁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때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사회는 갈등 관계가 지워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는 사

회인 것이다.63)

실제로, 단기적인 이벤트나 구호만으로 오랜 기간 반목해 온 구성원의

사회관계가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관계로 변화되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 미술을 통한 사회관계 회복 혹은 확장의 목적은 구

성원 사이 반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견해차를 공론화하는 것이

다. 이 과정에서 미술가와 구성원, 그리고 관객 등 각 주체가 지닌 개별

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사회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표면화된

다. 여기서, 미술의 기능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

고, 그 논의가 투쟁적이거나 파괴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것이

63) Bishop, Clair, op. cit., p. 52.

[참고 도판 6] 리크리트

티라바니자(Rirkrit Tiravanija),

<무제(Untitle:Free/Stil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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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공동체 미술은 구성원 사이 실제적인 사회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논의의 틀’로 기능한다.

(4) 다매체의 활용

미술 비평가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가 정의했던 것처

럼, 미술에서 ‘매체 특수성(Medium-Specificity)’64)은 자기 반영적인(자기

비판적인) 미술가로 하여금 각각의 미술 매체가 지닌 모든 독특한 본성

에 일치하는 그 미술의 고유한 권한 영역을 규정하도록 요구했다. 이런

미술가의 자기비판 임무는 다른 모든 미술로부터 빌려올 수 있는 효과를

각각의 미술 효과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각각의 미술은 ‘순

수’해지며 그 순수함 속에서 질적 기준과 독립성을 보장받게 된다는 주

장이다.65) 이와 같은 논리는 매체 중심으로 구분된 미술 체계의 미학적,

논리적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반(反)모더니즘 미술운동으로 전개된

다양한 실험적, 개념적, 사회적 미술에서 ‘다매체의 활용’은 동시대 미술

의 주요한 특성으로 자리잡았다.66) 그 구체적인 양상은 크게 언어, 비물

질화(Dematerialization), 제도비판에 초점을 둔 ‘개념미술(Conceptual

Art)’과 당대 사회, 정치, 문화 제도의 문제를 실천적으로 다루어 온 ‘행

동주의 미술’로 구분될 수 있다.67) 행동주의 미술의 특징을 분석했던 라

파드는 개념미술이 “두 가지 방향, 즉 개념으로서의 미술(Art as Idea)과

행동으로서의 미술(Art as Action)로부터 출현했다”라고 분석하며 행동

주의 미술가 그룹의 미술을 개념미술의 맥락에서 분석했다.68) 이러한 미

술 실천에서는 미술가의 각기 다른 관심사를 그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64) 할 포스터 외, 『1900년 이후의 미술사: 모더니즘, 반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
즘』, 배수희 외 역(서울: 사이언스북스, 2007), p. 859.; 그린버그는 모더니즘 미
술에“제시해야 할 것은 단지 미술 일반에 고유하고 환원 불가능한 그것뿐만 아니
라 각각 개별적인 미술에 고유하고 환원 불가능한 것”이라 썼다. 그에 따르면, 모
더니즘의 본질은 “한 분야의 특유의 방법을 사용해 그 (매체에 따라 구분된) 분
과 자체를 비판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그 비판의 목적은 그 분과를 전복시키기 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권한 영역 내에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65) 위의 책, p. 864.
66) 김기수, 앞의 글, p. 9.
67) 위의 글, pp. 8-9.
68) Lucy Lippard, ‘Escape Attempts’, Six Years: The Dematerialization of the
Art Object from 1966 to 1972(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p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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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구분을 넘어 다양한 매체를 혼용해 활용함으로써 동시대 미술

의 탈-장르화를 추동했다.

미술가에 따라 탈-장르화의 미술사적 배경에 관한 이해도는 다르겠지

만, 공동체 미술에서 다매체의 활용은 동시대 미술에서 탈-장르가 일반

화되고, 미술가가 이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측면이 있

다. 아울러, 비-미술가와 협업으로 수행되는 공동체 미술의 특성상, 다양

한 매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는 과거 행동주의 미술

가의 매체에 관한 인식과 동일하다. 즉, 공동체 미술에서 매체는 미술가,

구성원, 그리고 관객(사회) 사이 소통의 도구로서 ‘목적 지향적’이다. 이

와 같은 맥락에서 수잔 레이시는 지금까지 전통적인 미술과 달리 이 새

로운 장르의 미술, 폭넓고 다양한 관객과 함께 그들의 삶과 직접 관계가

있는 쟁점에 관하여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인 매

체를 사용하는 모든 시각예술은 사회 참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한

다.69) 이에 더해, 공동체 미술의 주제가 그 구성원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에서 그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한 매체는 전통적인 방식으

로 양식화되기 힘들다. 그러므로 공동체 미술을 수행하는 미술가는 자연

스레 매체 중심적 사고를 탈피해 구성원의 삶의 내용에 따라 공동체 구

성원 사이의 소통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고려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동체 미술의 네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다. 공동체 미술의

특징은 각 공동체와 구성원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특징을 띨 수 있

다. 따라서, 언급된 특징은 공동체 미술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규정될 수

없다. 다만, 이 네 가지 특징은 연구자가 공동체 미술을 수행하며 원칙적

으로 고수했거나,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점들이다.

예를 들어, 연구자는 프로젝트가 공동체 쟁점을 주제로 다룬다는 점에

서 그 주체인 구성원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 자기 생각을 타인과 공

유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는 물화(物化)

된 결과물보다는 구성원이 자기 생각을 텍스트나 대화와 같은 언어로 표

현하는 형태로 귀결되었다. 아울러, 재개발 찬성과 반대로 갈등을 겪는

공동체 구성원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사회관계 회복은 구성원이 이

웃과 함께 자신의 터전을 결정할 권리를 사회에 알리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자 목표였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술가와 구성

원 사이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관객 그리고 사회와의 ‘소통’을 고려

69) Lacy, Suzanne ed., op. cit.,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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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전파성과 확장성을 가진 매체를 활용하거나 공

개된 장소에 조형물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언급된 공동체 미술의 특징은 미술가와 구성원이 공감대를 이룰 때 드

러난다. 공감대는 미술가와 구성원이 동등한 위치에서 자기 생각을 교류

하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다. 이 점에

서 공동체 미술의 첫 번째 특징으로 언급된 ‘직접 참여’는 구성원이 공동

체의 현안을 주제로 프로젝트 기획에서 실현까지 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공동체 미술에서는 미술가

와 기획자가 주축이 되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단순 참여자로서 구성원

을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공동체는 때때로 그 구성원

이 동의할 수 없는, 미술가나 기획자에 의해 정의된 정체성을 가진 집단

으로 일반화되거나, 공동체가 미술 작품의 소재로 전락하기도 한다. 따라

서 공동체 미술을 수행하는 미술가는 개체화된 사회에서 공동체의 성격

을 새롭게 정의하고, 공동체가 미술의 소재로 대상화되는 상황을 비판적

인 시각에서 되짚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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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 미술의 제문제

1) 공동체 구성원의 개체화

개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이 우선시되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은

빠르게 개체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도시화로 인해 거주자의 유입과 유

출이 반복되면서 지역적 동질성 혹은 일체감을 지닌 공동체의 사전적 의

미는 통용되기 힘들게 되었다. 실제로 연구자가 활동한 대부분 지역에서

공동체 구성원은 정착한 시기에 차이는 있지만, 타지에서 서울로 유입된

이주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과 다르게, 많은 수의 공동체 미술

프로젝트에서 공동체는 여전히 비슷한 혹은 단일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

으로 여겨진다. 특히, 재개발 지역 공동체는 재개발 찬성과 반대로 이분

화된 의사 표현을 근거로 구성원의 다양한 생각과 삶의 방식이 일반화되

어 평가되기 쉽다.

이처럼, 공동체가 단일한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수행되는 공

동체 미술은 구성원 개개인의 공감과 참여를 끌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

라, 구성원이 동의할 수 없는 작위적인 ‘집단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구성원 개개인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 미

술을 기획하기 위해 개체화된 현대사회에서 설득력이 있는 공동체 정의

를 재정립해야만 했다.

랑시에르는 “미학은 주체(we)의 구성, 즉 주체의 집단적 출현이 사회

적 역할의 분할체계를 파열시키는 요소가 되는 사람들, 즉 아무런 역할

을 갖지 않는 (하지만 파산한 사람들이 아닌) 익명의 사람을 구성하는

것에 있다”70)고 말한다. 다시 말해, 미술 혹은 그 행위의 결과는 사회적

분할체계, 지위와 역할을 구분했던 제도, 통념, 그리고 인식 등 계급 체

제의 변혁을 일으키는 도구이다. 그의 주장을 공동체 미술과 연관하자면,

익명의 사람들은 공동체 구성원을 의미한다. 그들은 익명성 아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공동체의 정체성은 바로 그

‘익명성’으로부터 생겨난다. 이 익명의 공동체는 합일이나 합치의 이념

속에서 집단화될 수 없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인 것이다.

이와 같은 공동체의 속성은 그 정체성을 ‘불확정적(不確定的)’ 상태로

만든다. 공동체의 정체성이 지닌 불확정성은 이 항에서 중점적으로 기술

70) Rancière, Jacques(주 22), op. cit.,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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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장뤽-낭시(Jean-Luc Nancy)의 공동체 연구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낭시는 그의 저서『무위(無爲)의 공동체』에서 공동체는 역사적인 것으

로 정의한다. 그것은 물질도 아니고 주체도 아니다. 그것은 진보적인 과

정의 성취나 목표가 될 수 있는 공동의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공동 내의 존재로서 단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단순히 “존재하는

것” 이상의 우발사건이나 이벤트이다.71)

그는 지난 역사를 반추하며 동일한 정체성의 집단을 구성하려는 시도

아래 만들어진 공동체를 ‘인간적 공동체’로 명명했다. 그리고 인간적 공

동체가 전체주의와 같은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형태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을 강조한다.72) 인간적 공동체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그 저변에 인

간을 최고의 내재적 존재라 절대적으로 여기는 철학(주체 중심 철학)이

깔려 있다는 사실이다.73) 다시 말해, 인간에 대한 기존의 철학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불변하고 영원한 고유의 본질(예를 들어, 이성, 구조 등)

이 있다고 전제하며, 그러한 인간들이 만드는 공동체는 자신의 본질을

공동체로 확장해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요체는 ‘공동체는 인위적으로 제작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

라는 것’이다. 낭시가 제시하는 공동체는 합일이나 합치의 이념 속에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제외한 공동체이다. 이에 따라 그

는 ‘공동체 없는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 용어에 담긴 함의는 동

일성에 대한 인간의 허상을 부정하는 것이다.74) 그러나, 근·현대의 공동

71) 장-뤽 낭시(Nancy, Jean-Luc),『무위(無爲)의 공동체』, 박준상 역(서울: 인간사
랑, 2010), p. 185.

72) 위의 책, pp. 22-23.
73) 위의 책, pp. 21-25.; 낭시는 인간의 공동체라는 목표에, 즉 고유의 본질을 본질
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여기며 더 나아가 자신의 본질을 공동체
로 만들어 내려는 인간 존재들의 공동체라는 목표에 뿌리 깊게 종속되어 오지 않
았거나 아직도 종속되어 있지 않은 공산주의적 대항 세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
적한다. 모든 대항적 공산주의에, 모든 좌파적, 극좌파적 또는 노동의회주의적 모
델에, 그 장점들이나 유효성이 어떠하든 간에, 변함없이 함축된 것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절대적 내재성-휴머니즘-과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의 절대적 내재성-공산
주의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에 대한 내재성이, 또는 최고의 내재적 존
재라고 절대적으로 여겨지는 인간이 바로 공동체를 사유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
고 있다고 말한다.

74) 고병권, 이진경 외,『코뮨주의 선언 : 우정과 기쁨의 정치학』(서울: 교양인,
2007), p. 274.; 이렇듯 공동체를 부정형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유의
전통을 가로지르는 공동체의 표상이 이미 전체주의의 유혹/혐오에 감염되어 있
기” 때문이다. 이 전체주의의 유혹이란 “전체와 합치하고 싶다는 ‘신화적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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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동일한 정체성을 가정해 구성된 허구적 존재라는 낭시의 주장을 일

견 수긍하더라도, 많은 사람은 여전히 ‘공동체’를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

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75) 그렇다면, 그의 주장은

현상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

낭시의 주장을 더 살펴보기 전에 언급해야 할 점은 공동체 미술이 공

동체 구성원과 협업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공동체에 관한 구성원의 인

식이 공동체 미술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구성원이 가

진 공동체에 관한 인식은 공동체를 동일한 정체성 혹은 비슷한 지향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는 사회 통념에 더 가깝다. 따라서, 낭시의 공

동체론을 살펴보는 목적은 연구자가 공동체의 성격을 탐구하는 것과 더

불어 구성원이 개체화된 공동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를 수용

할 수 있는 공동체 미술 형식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낭시는 공동체의 의미를 명료하게 정의하지 않는다. 이 같은 태도는

공동체를 다루는 그의 관점에 비춰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공동체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분명히 밝힌다. 공동체를 드러내기 위한

선결 조건은 고립되고 닫힌 ‘개인의 내재적 체계’를 벗어나는, ‘인간 공동

의 실존 상태’로 나가려는 의지이다.76) 낭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나

아가는 방향에서 ‘내재성’77)을 극복하고, ‘전체성’78)으로 귀결되는 변증법

적 논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탈자태(脫自態; Extase; Ecstasy)’의 사유

가 필요함을 주장한다.79) 탈자태는 말 그대로 ‘자신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신에게서 벗어나 타인과 마주하는 상태를 공동체라

의 욕망이자, 이질성의 배척이라는 오래되고 나쁜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이다.

75) 표준국어 사전, ‘공동체’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6ac65e51
a9e420791a7408e6cc6fed9, 2020. 01. 20>

76) 장-뤽 낭시, 앞의 책, p. 30.
77) 낭시는 나치즘과 스탈린주의로 대표되는 20세기의 전체주의적 공동체에 내포된
문제를 형이상학적 ‘내재성’의 폐쇄성으로 분석한다. 이는 독일 낭만주의 사상의
신화적 요소가 현실 정치에 반영되면서 사회적 혹은 허구적 공동체로 귀결되었
다는 그의 분석과 연관된다.

78) 전체성은 형이상학적 내재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의 성격을 의미한다.
전체성은 전체주의로 해설될 수 있으나, 특정 주의를 의미하기보다는 동일성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포괄적인 성격에 가깝다.

79) 낭시는 곧 공동체를 사유하는 자신의 주제가 변증법을 벗어나는 두 가지 방식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고 밝힌다. 그중 하나는 내재성 가운데에서 거기로부터 빠져
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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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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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것이다. 자신으로부터 빠져나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탈자태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낭시가 공동체를 새롭게 사유하고자 채택한 방법론은 하이데거의 실존

론적 현상학이었다.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를 ‘현존재 (Dasein;

Being-there)’라고 파악하고 이 현존재의 본질을 탈자태적 속성으로 분

석함으로써 형이상학적 개인 주체를 벗어나고자 하였다.80) 그는 개인의

닫힌 체계에 균열을 냄으로써 공동체를 존재론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실

마리를 제공하였다. 여기서, 개인, 현존재와 세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

는 하이데거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존재에 관한 해석

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공동체의 기본 단위이자, 개체화된 공동체 안

에서는 그 자체가 공동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이데거는 자기 자신의 존재와 관계를 맺는 존재자

로서 ‘현존재’를 규정하고, 현존재의 근본 구조를 ‘세계 내 존재’라고 분

석한다.81) 세계 내 존재의 의미는 세계 ‘안에’ 있다는 범주적 해석이 아

닌 세계에 ‘몰입해 있다’라는 실존론을 기반으로 한 표현이다.82)

현존재는 인간 존재를 제외한 다른 존재자들에게는 발생하지 않는 존

재자이다. 현존재는 실존한다. 다른 말로,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다.83)

이 점에서 현존재와 다른 존재자는 구별된다(하이데거는 다른 존재자를

‘눈앞의 존재자’ 혹은 ‘손안의 존재자’라 지칭한다). ‘자신의 존재를 문제

로 삼는 행위’는 일종의 자기 성찰,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태

도를 의미한다. 연구자는 이것을 낭시가 언급한 ‘자신으로부터 빠져나오

는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 해석한다. 자신의 주관으로부터 빠져나옴으로

써 자신과 세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성찰의 기회가 열려 있다. 따라서, 현존재는 모

든 사람의 현존재이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현존재, 이미 존재가 있는 곳

80) 마틴 하이데거(Heidegger, Martin), 『존재와 시간』, 전양범 역(서울: 동서문화
사, 1992), pp. 73-85.

81) 위의 책, p. 73.
82) 위의 책, p. 75.; 독일어 in은 innan에서 유래하며 ‘어디에 산다’, ‘거주한다’, ‘머
무른다’는 의미를 갖는다. innan의 an은 ‘익숙하다, 친숙하다’, ‘어떤 것을 돌보다’
를 의미하는 독일어 ‘ Ich bin’에서 bin은 bei(곁에)와 연관되어 있으며, 그것은
‘······에 몰입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존재가 세계 안에 존재한다(Ich
bin in der Welt)는 현존재가 ‘친숙한 세계 안에서 존재자들에 몰입해 있는 채로
거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83) 위의 책,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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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지만, 반드시 모든 현존재가 존재를 드러낸다고는 말하지 않는

다.84) 이는 모든 사람이 자기 성찰을 하는 것도 그런 기회를 얻는 것도

아님을 뜻한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 존재에 관해 자신의 태도를 보이고,

‘존재 가능성’을 ‘실현’할 때, 비로소 현존재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즉, 스스로 자기 삶을 돌아보려 ‘노력’할 때, 각자 존재 의미가 드러

나는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의 현존재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공동체 이전에 각각

현존재임을 인정한다면 그 집합인 공동체도 단일한 지향을 가진 존재로

정의될 수 없다. 또, 공동체는 그곳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의 존재는

그 자체로 드러나지 않는다. 공동체는 그것의 존재 가능성을 실현할 때

비로소 공동체로서 공동체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이 관점에

서, 연구자는 공동체 미술이 구성원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로써 구성원이 타인 그리고 세계와 소통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구성원은 공동체의 본질이 ‘나의 세계’에 갇혀있

지 않고 상호작용을 통해 무한히 변해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다. 연구자가 수행한 공동체 미술 실천에서 구성원은 인식의 영역에 머

무르던 생각을 텍스트와 대화를 통해 표현하고, 타인의 생각을 경청함으

로써 자기 생각을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경

험을 하게 된다. 여기서 공동체 미술은 자기 생각을 ‘언어화’하고 타인과

의 소통을 통해 자기 생각을 확장하는 도구이다. 이것이 연구자가 의도

한 성찰의 과정이다.

아울러, 공동체 미술이 미술의 한 장르임을 고려하면 공동체 미술이

지닌 미적 가치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미적 기준이 다양해지고 확장되

는 현대미술에서 공동체의 불확정성은 미술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데, 여

기서 낭시의 공동체론에 담긴 미학적 의미를 제시함으로써 공동체 미술

의 미학적 가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낭시에 따르면 공동체의 미학적 의미는 개인이 내재성을 극복하는 한

계지점에서 타인과 ‘접촉함’으로써 발현된다. 그 논증의 핵심적인 개념은

‘접촉(touching)’과 ‘감각(sense)’으로, 우리가 공동 내에 존재한다는 실존

적 사실이 접촉이라는 감각을 통해 증명된다는 점이다. 그는 접촉의 의

미는 아래와 같이 해설한다.

84) 위의 책,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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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은 신체의 감각 전체로서의 감각이다. 접촉 그 자체는, 그것이 느끼는

한,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 자체의 느낌을 느끼는 한, 혹은 그것이

감각을 느끼고 있는 그 자신을 느끼는 한, 그것은 오직 스스로에 접촉함

으로써 접촉하기에, 그것이 접촉하고 있는 것에 의해 접촉 당하며 그것이

접촉하고 있으므로, 감각적(ensuous)인 외재성(exteriority)의 적절한 순간

을 현시한다; 그것(접촉)은 그런 식으로 감각으로서 자신을 현시한다. 접

촉을 위해 준비된 것은 이러한 중단, 자기-접촉(self-touching)의 접촉을

구성하는, 접촉을 자기-접촉으로서 구성하는 중단이다. 접촉은 근접하게

떨어져 있는 거리이다. 거리의 근접성, 근밀함에 근접한 것이다.85)

감각은 개인의 오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매번 벗어나 ‘외

부와 접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낭시는 이러한 감각의 ‘외재적 운

동’을 ‘접촉’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외재적 운동은 ‘감각’을 생성하는 기반이다. 감각은 고정되고 불변하는

본질이나 속성을 가진 외부 대상의 인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각 그

자체의 현시, 감각이 자기를 벗어나 외부의 다른 감각에 노출되는 것이

다.86) 이것이 “아이스테시스(Aisthesis)로서 감각의 감각”이다.87) 여기서

아이스테시스는 그리스어로 ‘감각적 지각’을 의미한다.88) 낭시는 아이스

테시스를 인식 주체로서의 인간이 외부 대상을 주관적인 감각으로 지각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벗어남으로써 외부와 접촉하는 감각 그 자

체”로 규정한다.89) 따라서 이러한 감각은 공동적이며, 공동 내로 전달된

다.

공동체가 지닌 미적 가치를 판단 가능케 하는 낭시의 접촉과 감각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공동체 미술에서 구성원이 미적 경험을 하

는 방식, 즉 ‘공유경험’과 결부되기 때문이다. 공유경험은 구성원이 공동

85) Nancy, Jean-Luc. The Muses, Trans. Peggy Kamuf. Stanford(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p. 17.

86) Nancy, Jean-Luc., The Sense of World, Trans. Jeffrey S. Librett(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7), p. 129.

87) Ibid., p. 128.
88) 아이스테시스는 독일의 미학자 비움가르덴에 의해 미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유
사 이성으로 격상되었던 미학(Aesthetica)과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 하지만 비움
가르덴 또한 여전히 인간을 인식의 주체로서 규정한 합리주의 철학을 토대로 하
여 감각을 파악했다는 데 한계가 있다.

89) Ibid.,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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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미술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경험이다. 랑시에르는 공동체 미술이 익명

자(공동체)에게 집단적 목소리를 부여하지 않지만 대신 ‘공유된 비개인적

경험’의 세계로서 ‘공유경험’의 세계를 재구성한다고 말한다.90) 여기서 공

유경험은 자기 생각을 타인과 교류하며 형성되는 소통의 경험을 의미한

다. 공유경험은 누군가에 의해 대리될 수 없는, 경험하는 사람의 ‘감각’에

의해서만 획득된다. 공동체 미술의 공유경험이 특별한 이유는 구성원이

미술 제작 과정에서 끊임없이 미술 그리고 타인과 접촉한다는 데 있다.

이것은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의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주목할 점은 공유경험이 타인과의 관계 혹은 영향 아래 통제되거나 규

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흐른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의미가 단일하게 특

정될 수 없듯이, 공동체 미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적 경험 또한 타인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언제나 변화한다. 결국, 공동체 미술을 통한 소통

은 공유경험을 통해 느껴지는 ‘감각으로만’ 가능하다.

이처럼, 미술가가 공동체를 정의하고 그 실체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일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공동체 미술에서 미술가와 공동체 구성원 사이

의 소통은 공동체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활동이라기보다, ‘소통’ 그 자

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동체의 존재를 느낄 수 있

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개체화된 사회/공동체에서

미술가와 구성원이 각자 생각을 표현하면서도 ‘공동화(共同化)/함께 관

계’하는 미술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이다.

공동화가 가능한 조건은 구성원이 공감하는 공동의 쟁점과 구성원이

처한 개별적 상황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구성원의 생각과 공

동체, 공동의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은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재개발과

같은 금전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공동체의 쟁점을 다루는 프로젝트는

모든 구성원이 동의하고 동참하기 힘들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

하고, 미술가에게는 구성원 사이 이해관계를 조정해 그들을 논의의 장으

로 이끄는 역할이 부여된다. 앞서 언급한 촉진자로서 미술가의 역할은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사이의 소통을 촉진하는 것이다. 미술가가 공

동체의 쟁점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구성원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일은 가

능하다. 논의를 통해 구성원의 다양한 생각을 공동체와 사회에 유통함으

90) Rancière, Jacques(주 22). op. cit., pp. 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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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그 의미를 따져 볼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술가 마사 로슬러(Martha Rosler)가 기획한《만약 당

신이 이곳에 산다면(If You Lived Here…) 프로젝트》(1989)는 미술가가

조직자이자 촉진자로서 공동체 쟁점에 관한 개체화된 공동체 구성원의

생각을 사회적 의제로 부각한 좋은 사례이다. 1989년 디아 아트 파운데

이션(Dia Art Foundation)의 후원으로 그녀는 도시 주택, 노숙자, 젠트리

피케이션 등 도시개발에서 비롯된 사회문제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기획했

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몇 달에 걸쳐 예술가, 운동가(activist) 그룹, 노숙

자 그룹, 지역 사회 그룹, 어린이, 건축가, 도시 계획가, 언론인 등 다양

한 개인과 집단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이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정부의

주택 정책, 그리고 부동산 투기 문제를 공론화했다.91)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담론, 과정 중심적 공동체 미술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관객이 전체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

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 전시로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 과정과

91) e-flux, ‘If You Lived Here…’, 2010. 01. 05 <https://www.e-flux.com/announ
cements/37338/if-you-lived-here-still-an-archive-project-by-martha-rosler/,
2020. 10. 13.>

[참고 도판 7] 마사 로슬러(Martha Rosler), 《만약 당시이 이곳에 산다면(If

You Lived Here…)》, 1989, 뉴욕(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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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를 보여준다. 이 전시는 형식적으로 미술과 비-미술의 영역을 구

분하지 않고, 회화, 사진, 비디오, 신문, 광고, 데이터 그래프에서부터 건

축 모델, 임시 사무실과 도서관 공간까지 다양한 시각 자료들 활용함으

로써 일반적인 ‘미술관 패턴’의 전시와 다른 형태를 띤다. [참고 도판 7]

주목할 점은 미술가가 참여자의 생각을 일반화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아

니라, 그 다양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이다. 이로써 갤러리를 참여와

개입을 지원하는 영역으로 변화시켰고, 개인이나 그룹에 권한을 부여하

는 새로운 상황을 연출해 냈다.92)

도시개발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다루는 로슬러의 프로젝트는 공동체 구

성원과의 협업 방식에 있어 연구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연구자는

조사 단계에서 개별 구성원의 생각과 공동의 쟁점을 파악하고, 개인과

집단적 관심사 사이 접점을 찾음으로써 구성원의 개별성과 독립성이 훼

손되지 않으면서도 공동의 쟁점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 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구성원과 개별 접촉을 통해 공동체의 쟁점에 관한

구성원 개개인의 생각을 파악하고, 소규모 토론과 워크숍을 기획해 구성

원이 타 구성원과 그 생각을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아울러, 주거 공

동체뿐만 아니라 지역 내 관심사를 같이하는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유도

함으로써 쟁점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92) Dia Art Foundation, ‘Marth Rosler’ <https://www.diaart.org/exhibition/exhibi
tions-projects/martha-rosler-if-you-lived-here-exhibition, 2020. 10. 25.>



- 43 -

2) 공동체의 대상화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공동체의 쟁점을 공론화해 논의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구성원 스스로 공동체 미술을 통해 그 쟁점을 다루는 경우는 거

의 없다. 그 이유는 공동체 미술이 여전히 미술가에 의해 수행되는 미술

행위로만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공동체 미술은 미술가나

기획자에 의해 기획, 수행되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은 단순 참여자로서

프로젝트의 소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미술가나 기획자 주도의 프로젝트에서도 수행 초기 단계에서 구

성원의 의사를 반영해 프로젝트를 재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공

동체 미술이 정부나 문화 단체의 예산으로 수행되는 단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는 힘들다.

또, 미술가는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를 미리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절차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 미술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술가는 조사 과정에서 공동체의 쟁

점과 그 쟁점에 관한 구성원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거쳐 구성원의 공감을 얻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기획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경우 이와 반대로 과정과 결과를 미리

결정한 후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이처럼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미술가와 구성원 사이 상호작용이 결

여된 경우, 미술가는 자신의 의도대로 공동체의 쟁점과 성격을 규정할

여지가 많다. 더 큰 위험성은 미술가가 공동체를 미술 작품의 소재로 삼

을 때 발생한다. 이때 공동체는 제작할 수 있는 어떤 특수한 사물로 가

공되기 쉽다. 다시 말해, 공동체가 물화(物化)된 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이

다.

미술사학자 할 포스터(Hal Foster)는 1970년대 이후 미술에 유입된 ‘인

류학적 문화 기술지 전략93)’이 1990년대 미술가들의 장소 지형적 프로젝

트 (Site Oriented Project)에서 유용한 방법론으로 사용되면서 나타난

93) 문화기술지(文化記述誌 ethnography)는 인간 사회와 문화의 다양한 현상을 정성
적, 정량적 조사기법을 사용한 현장 조사를 통해 기술하여 연구하는 학문의 분야
이다. 문화기술지는 어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각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통해 전체 시스템의 총체적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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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들을 비판한다. 그는 공동체 미술이 미술가와 공동체의 협업을 통해

상실된 문화적 공간을 회복하고 역사적인 대항 기억을 제안하는 미학적,

정치적인 성과를 낳을 수는 있지만, ‘타자’를 진정한 역사와 정체성을 향

한 동시대의 열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또다시 대상화하게 되는 위험, 곧

차이를 식민지화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94) 그가 진단한

장소 지향적 프로젝트에서 나타난 인류학적 모델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

이 정리될 수 있다.

미술가들이 ‘민족지학자’95)로서의 권위를 가짐에 따라 협업하는 공동체

를 타자화했다. 이러한 인류학적 미술 실천은 주로 타자성을 근거로 하

여 타자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거나 그들의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96) 이에 할 포스터는 “민족지적 참여관찰자의 원리들은 비판

되기는커녕 준수되는 일조차도 드물고, 공동체는 단지 제한적으로만 참

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협업으로부터 자기-들기로, 문화적 권위로

서의 미술가를 탈-중심화하는 작업으로부터 신-원시주의의 모습으로 타

자를 개작하는 작업으로 빗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97)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더해,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배격해 온 진품성, 독창성, 창조성 같

은 모더니즘적 가치들이 장소와 공동체에서 재발견됨으로써, 장소가 고

정된 정체성을 생산하고 그 장소에 거주하는 지역 공동체 역시 이러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인식, 탐구되었다.98) 장소와 공동체가 가지

는 독특한 정체성은 차별화 전략을 따라 수익을 창출하는 신자유주의 자

본주의 원리가 결합함으로써 경제 개발을 유인하는 문화 상품이 된다.

권미원은 모더니즘 미술 이후로 배격되었던 독창성과 진품성, 독창성 같

은 가치들이 미술 작품이 아닌 공동체와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진정한

경험과 역사적, 개인적 정체성의 소재지로서의 장소가 문화적으로 승인

받는 결과를 낳았다”99)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장소와 공동체가 가지는

특수성을 미술의 새로운 내용으로 끌어들이고, 그것들을 매력적인 것으

94) 할 포스터(Hal Foster), 『실재의 귀환(Tthe Return of the Real)』, 최연희, 이
영욱, 조주연 역(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0), pp. 304-310.

95) 민속지학자는 문화기술지(文化記述誌 ethnography) 또는 민속지학(民俗誌學), 민
족지학(民族誌學)은 인간 사회와 문화의 다양한 현상을 정성적, 정량적 조사기법
을 사용한 현장 조사를 통해 기술하여 연구하는 학자이다.

96) 위의 책
97) 위의 책
98) 위의 책
99) 권미원, 앞의 책,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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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탈바꿈시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자본주의의 논리

가 작동하게 된 것이다. 포스터와 권미원의 문제 인식은 공동체 미술에

서 구성원이 주체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하고 대상화되고, 공동체 미술이

구성원을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특별한 집단’으로 가공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공동체가 일종의 문화 상품으로 전락한다는 데 있다.

앞서 포스터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술가

와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협업에 내재한 불평등한 관계에 있다. 사회적

약자로 제시되는 공동체는 미술가가 발동하는 미학적 경험을 통해서만

주체로서 임명되거나 그들이 가진 경험을 미술가에게 착취당할 수도 있

다. 결국, 미술가와 공동체 구성원 사이 협업의 결과물은 미술가가 실제

전시를 보러 온 관객들과도 차별화된 공동체를 스펙터클(볼거리)로서 ‘전

시’할 뿐이라고 비판될 여지가 많다.100)

누가 그들의 정체성을 증명하는가? 누가, 그들을 통해 어떤 사회적 쟁

점들을 언급하고 재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가? 미술가? 공동체 집단?

기획자? 후원기관? 파트너인 공동체는 미술 프로젝트 이전부터 존재했

는가, 아니면 프로젝트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협업적 관계의 본질은 무

엇인가?101) 이 질문들은 미술 실천의 주체에 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

과이다. 제기된 문제의 핵심은 공동체 구성원이 미술 생산자로서 주체적

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이것은 구성원의 선택과 의지의 문

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구성원이 주체적으로 공

동체 미술에 참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들 대부분은 일상에서 당면

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대

다수 구성원은 미술 프로젝트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따라서, 공동체 미술 실천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술가는 구성원과 지

속해서 소통하고 때로는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 소통은 즉각적으로 발생

100) Kester, H. Grant. The One and the Many: Contemporary Collaborative Art
in a Global Context.(Duke University Press, 2011), p. 14.; 그랜트 케스터는 다
음과 같이 지적한다 : “공동체 미술은 전형적으로 ‘미술가’ 와 (‘권한을 받은’, 창
의적으로, 지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적으로, 재정적으로, 제도적으로, 기타 등등
으로 이해되는), 정해진 주체(권한 부여, 창의적/표현적 기술들에 대한 접근을 선
험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체로서 정의된) 사이의 교환에 중점을 둔다. 그리하여
‘공동체 미술’에서 ‘공동체’는 주로, 항상 명백하지는 않지만, 미술가 그 혹은 그녀
자신 모두와 문화적, 경제적, 혹은 사회적으로 다른, 혹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관객과 는 다른 것으로 표시된 개인들을 지칭한다.”

101) 권미원, 앞의 책,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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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아니다. 미술가는 소통이 오랜 과정을 겪으며 점진적으로 일

어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만 한다.

만약, 미술가가 구성원과 소통을 도외시하면, 공동체 구성원이 프로젝트

의 소재로서 대상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구성원의 개별성과 다양성은 사장

되고 만다. 더 나가서는 공동체 미술이 미술가나 기획자에 의해 정의된 ‘하

나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공동체에 더 집중함으로써 또 다른 집단주의를

구축하거나, 사회문제 해결에 천착한 윤리적 실천으로 귀결될 수 있다. 문

제는 이 같은 공동체 미술의 사례가 도시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예

를 들어, ‘도시 재생’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의해 기획된 몇몇 공공미술사

업에서는 심지어 공동체 구성원의 반발을 사는 경우도 발생했다.

2006년 ‘아트 인 시티(Art in City)’는 주민참여에 기초한 공공미술의

새로운 모델 창출을 목표로 기획되었다.102) 그 중 《낙산 프로젝트》는

이화동 전체를 예술 밸트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된 사업이다. 70

여 명의 작가와 미술학도, 지역 학교, 주민 등 약 300여 명이 작품 제작

에 참여했다. 이들이 만든 총 70여 개의 작품은 대부분 벽화나 조각 설

치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 제작 과정에 주민이 참여한 경우는

1개 뿐이었다.103)

프로젝트 완료 후 이화동은 ‘벽화

마을’로 이름이 알려지며, 각종 드

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 도판 8] 이후 카페와

식당이 들어서고, 유동인구가 증가

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

생했다. 결국, 마을 주민들이 불편

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불만

을 가진 마을 구성원 몇몇이 벽화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4)

《낙산 프로젝트》는 미술을 통해 소외지역을 재생시키고 주민들의 소통

과 참여를 북돋우려 했던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오히려 주민의 사적 영역

을 침해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인위적으로 조직해 상품화한 전형적인

102) 정윤정, 김진아, “이화동 마을벽화 훼손 사건을 통해 본 공공미술의 문제”(서
울: 인문콘텐츠 42, 2016), p. 86.

103) 위의 글, p. 87.
104) 위의 글, p. 88.

[참고 도판 8] <낙산 프로젝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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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이다.

이와 반대로, 공동체 구성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구성원의 삶과 관

련된 사회적 쟁점을 주제로 협력 미술을 실천한 미술가의 사례도 존재한

다. 2001년 플라잉시티(FlyingCity)는 한국의 특수한 도시주의(urbanism)

에서 비롯된 사회 문제를 주제로 다루며, 자신들의 또렷한 이념을 제시

하고 그것을 현장의 공동체 속에서 실천한 예술가 그룹이다.105) 도시의

형성 과정 발생하는 도시 공동체의 소외에 관한 플라잉시티의 연구와 실

천은 《청계천 프로젝트≫에서 잘 드러났다.

《청계천 프로젝트》는 <청계천 구

축주의>, <청계천의 힘>, <생산자의

표류>, <이야기 천막>, <만물 공원>

등 청계천을 도시의 진화 과정에서 발

생한 문화적 서사로 편입시키고, 미술

적 실천과 결합했다.106) 그 중 <이야기

천막>에서 그들은 청계천 복원공사로

강제 이주를 해야 하는 노점 상인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때, 천막을 치고 노점상 토크쇼를 진행했다.

[참고 도판 9] 주목할 점은 이 퍼포먼스가 단기 이벤트로 끝난 것이 아

니라 위에 언급된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지속해서 거론되고 논쟁을 일으

켰다는 점이다. 이처럼, 그들이 수행한 미술 실천의 의의는 사회 운동과

미술을 연계함으로써 공동체의 쟁점을 구성원과 직접 공유하고, 구성원

이 당면한 현실을 공론화하는 데 일조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장기간

수행되는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체의 쟁점이 지속해서 회자할 수 있는

형식을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공동체 미술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논의는 2000년대 들어 우후죽순처

럼 수행되고 사라진 프로젝트에 관한 환류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보여주

기식 단기 성과에 치중한 프로젝트에서 공동체 구성원은 인위적으로 조

직될 수 있는 소재로 전락했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의 생각이나 의지는

프로젝트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오히려 공동체 미술은 구성원에게

105) 김준기, 사회예술 비평(16), 공동체예술Ⅱ: 예술가 그룹, 2016. 06. 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0612
2150015#csidx8e31b8336fcbc27aa1c7cab68e1361d, 2020. 08. 30>

106) 위의 글

[참고 도판 9] 플라잉시티,

<이야기천막(청계프로젝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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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기까지 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앞서 언급했듯이, 해당 공동체에 관한 미술가의 이해와

분석에서 시작될 수 있다. 또 플라잉시티의 사례처럼 구성원과 직접 소

통하며 관계를 맺고 함께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다. 공동체가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듯이, 공동체 미술을 수행하는 미술

가는 장기간 계획에 따라 공동체의 쟁점을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술가와 구성원 사이 지속 가능한 관계 형

성은 공동체가 대상화되지 않고, 구성원이 공동체 미술 활동을 주체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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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도심 재개발과 공동체의 사회관계

1. 도심 재개발의 문제

연구자는 특정 사회 현상을 관찰하고, 경험하며 이에 관한 개인적 사

유를 영상, 설치, 그리고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 형식으로 표현

해 왔다. 이중 재개발에서 비롯된 사회문제는 오랜 기간 천착해 온 소재

이다. 그 문제 인식은 자신이 정주할 집을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

안감, 이웃이 철거와 강제 이주 과정에서 겪는 고통, 그리고 집의 소유

여부에 따른 계층 간 사회적 갈등을 보고, 느끼며 형성된 것이다. 그 미

술 실천은 최초 공동체와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다가 재개발 지역에 거

주하는 공동체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을 보며, 그 구성원과 협업으로 도

심 재개발에서 비롯된 문제를 논의하는 공동체 미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연구자가 수행한 공동체 미술 실천을 분석하기에 앞서, 도

심 재개발에 대한 연구자의 문제 인식과 그 문제 인식을 주제로 제작된

연구자의 작품을 기술함으로써 연구자의 작품과 공동체 미술을 관통하는

주제 의식과 두 미술 실천 사이 연속성을 밝히고자 한다.

1) 주거권의 박탈

도심 재개발의 표면적인 목적은 도시 인구의 증가나 산업 기술의 발달

로 이미 만들어진 도시 환경이 그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가는

것을 막고, 변화에 계속 적응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다. 특히, 건축물이 전반적으로 낡은 지역이나 배치 상태가 아주 좋지 못

한 지역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시가지를 정리하여 토지 효용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07) 아울러, 빈민촌을 중심으로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늘림으로써 거주자의 주거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처럼, 재개발은 근본적으로 도시화, 즉 도시 중심의 경제 구조

에서 기인한다. 특히, 도시 중심의 경제 개발을 바탕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룬 우리나라에서는 대단위 도심 재개발이 활성화되어 있다.

상당수 도시 거주자는 과거 공업화로 인한 생산구조의 변화에 따라 일

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온 노동자였다. 그러나, 도시에는 급속하게 유입

107) 표준 국어 대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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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주민을 감당할만한 거주지가 마

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많은 사람

은 공유지에 직접 집을 짓기 시작했

고, 그것이 우리나라 ‘판자촌’의 시작

이었다. [참고 도판 10] 판자촌은 한

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기형적 도시화

로 인해 형성된 집단적인 빈민촌이다.

주로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서울

등의 대도시로 상경한 빈민들이 대도

시 변두리의 구릉지, 하천 변에 지어진 불량주택인 판잣집들로 이루어진

무허가정착지로 달동네로 불리기도 했다. (당시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53%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현재까지 그 비율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108)

무허가정착지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했기 때문에, 70년대 이

후 도시공간의 재편성을 위한 철거, 재정착, 해체의 과정을 되풀이한

다.109) 이 과정에서 상당수 무허가정착지가 사라졌지만, 도시 빈민층의

거주 환경은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실제로, 정부 주도로 개발된 초기

거주지는 이주민이 지은 판자촌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무엇보다, 도시의

주택 공급능력으로는 저소득 도시 노동자가 일반적인 집을 장만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개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빈민촌을 중심으로 집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생활환경

을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의 주거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단위 도심 재개발 방식은 근본적으로 그 목표를 성취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있다. 재개발은 주택시장 밖에 있는 소위 불량주택을 정상주택으로

변환시켜 시장 안으로 진입시키는 것이다. 그 과정은 일반 상품의 생산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낙후된 주택이 정상주택, 아파트로 건

축되기 위해서는 자본이라는 생산요소의 투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저소

득층 계층 사람이 주택을 개량하는 데 자본을 투자하기란 거의 불가능하

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필연적으로 부동산 자본이 재개발을 주도하게 만

108) 도시재개발사업의 전개와 정책변화, (사)나눔과 미래, 2016. 07. 15
<https://www.yesnanum.org/node/542, 2020, 03, 02>

109) 위의 글

[참고 도판 10] 잠원역 나루마을,

사진 촬영, 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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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지는 부동산 자본에 의해 상업 및 업

무지역 또는 중산층 이상의 주거지로 바뀌게 된다.110)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젠트리피케이션’은 이처럼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

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거주민(이후 ‘원주민’으로

표기)을 대체하는 현상을 가리킨다.111)

이처럼, 재개발이 진행되는 낙후지역 거주자의 대부분이 저임금 노동

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개발에서 이들을 위한 주거 대책이 사회 정책

적 차원에서 마련되지 않는 한 저소득층 원주민의 주거상황은 개선되지

않는다.112) 다시 말해, 재개발이 사적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면, 세입자는 물론 영세한 주택 소유자도 재개발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재개발은 저소득층 원주민으로 구성된

지역 공동체를 해체하고, 구조적인 주거결핍을 재생산할 뿐이다.

《당신의 자리(Where do you belong to?)》(2018)는 사적 소유권을 근

간으로 한 재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주민의 문

제를 다룬 연구자의 개인전이다. 이 전시에서 연구자는 재개발로 원치

않는 이주를 했던 원주민의 경험과 그 거주지의 변화 양상을 소재로 다

루었다. 이 전시는 설치 미술 두 개와 오브제 한 개로 구성되었다. 이 중

하나의 작품인 <원치 않는 이주의 경험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

습니까?>(2018)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강제로 퇴거한 세입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거주지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그 작품은 원치

않는 이주 경험을 가진 관객이 참여해 자신의 경험담을 짧은 글로 남겨

다른 관객과 공유하는 공간과 다양한 계층의 세입자들이 말하는 원치 않

는 이주의 경험을 인터뷰해 편집한 사운드 설치물로 구성되었다. 14일의

전시 기간 동안 500여 명의 관객이 원치 않는 이주의 경험을 글로 공유

했다. 아울러, 4채널 사운드 설치물을 통해 원치 않는 이주를 겪은 세입

자 네 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출력되었는데, 관객은 각 세입자의 목소리

를 듣기 위해 벽면 한쪽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다. [도판 3-6]

110) 위의 글, pp, 289-292.
111)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gentrification’
112) 이덕복, "불량주거지역 재개발사업의 정당성 문제"(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
경논총 제31권, 1993),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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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 원치 않는 이주의 경험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 관객참여형 설치작품, 2018, 4채널 사운드 설치, 엽서, 펜, 가변크기

[도판 4] 원치 않는 이주의 경험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관객이 적은 원치 않는 이주의 경험에 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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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 원치 않는 이주의 경험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사운드 설치; 원치 않는 이주 경험을

가진 세입자와 인터뷰

[도판 6] 사운드 설치, 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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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시의 두 번째 설치물인 <모던 가든(Modern Garden>(2018)은 원

주민이 떠나고 난 뒤 그들의 거주지가 나무와 잡풀로 덮여가는 과정을

관찰하며 만들어진 작품이다. 재개발 지역에 자생하는 잡초는 전시장 안

으로 옮겨 심어지고, 천정에 설치된 파이프라인에서 새는 물을 공급받아

자랐다. 이 설치물의 일부인 영상은 계절이 변화함에 따라 잡초로 덮여

가는 마을 풍경을 공중촬영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 영상은 버려진 건축

물과 자연이 결합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데, 여기서 잡초는 질

긴 생명력을 지닌 이주민의 삶을 비유한다. [도판 7-10]

[도판 7] 모던 가든, 2018, PVC 파이프, 물, 잡초, 야생화, 이끼, 2개의 비디오,

가변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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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8] 모던 가든, 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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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9] 모던 가든, 영상설치

[도판 10] 모던 가든, Video St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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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시의 유일한 오브제인 <사이 공간>(2018)은 망원동 재개발 지역

홀몸 노인과 함께 수행 중이던 《깨진방 프로젝트》(2018)의 진행 과정

중 듣게 된 한 홀몸 노인의 넋두리, “살아서도 살 곳 한 평 갖지 못하더

니, 죽어서도 묻힐 땅 한 평이 없네”라는 말에서 비롯된 작품이었다. 이

작품의 내부 구조는 최근 장례에서 주로 사용되는 목재 간이 상여이다.

전통 상여와 달리 간이 상여는 일화용으로 제작되어, 운구(運柩)가 끝난

뒤 사자(死者)의 유품과 함께 태워진다. 이 오브제는 간이 상여의 장식을

제거한 뒤 그 표면에 콘크리트를 발라 완성되었다. 상여의 내부 공간은

평생을 속할 곳이 없던 사람들이 그 삶을 마감한 후 잠시 소유할 수 있

는 마지막 장소를 상징한다. [도판 11]

《당신의 자리(Where do you belong to?)》는 개인의 주거권, 자유와

존엄에 관한 연구자의 고민이 투영된 개인전이다. 이 전시에서 연구자는

도심 이주민이 당면한 현실을 다각적으로 탐색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하

비(David Harvey)가 지적한 바 있듯이, 자본주의 제도에서 도시는 본래

잉여 생산물(剩餘 生産物)이 사회, 지리적으로 집적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고, 그 자본은 계속해서 잉여를 증식하기 위해 도시에 대한 독점적

[도판 11] 사이 공간, 2018, 일회용 나무 상여 위에 시멘트,

240 x 150 x 133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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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을 강화하려 한다.113) 다시 말해, 자본을 축적한 사람은 그 자본을

증대하기 위해 지속해서 자본을 순환시켜야 하는데, 부동산, 특히 우리나

라에서는, 아파트 건설이 자본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재개발의 근본

적인 목적이 자본 증식에 있다면, 재개발 과정에서 영세한 원주민의 삶

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개인과 공동체는 과잉 축적을 처리하

는 욕망의 희생물이 되어 버렸다.114)

113)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 『반란의 도시』, 한상연 역(서울: 에이도스,
2014), p. 28.

114) 위의 책,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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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의 사회관계 해체

사회관계(social relations)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인간

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용어로 사회학, 심리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

에서 쓰이는 개념이다. 특히, 사회관계의 해체는 현대사회의 문제로 자주

언급되는 ‘개인의 소외’와 ‘불안’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사

회관계의 해체를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대부분은 삶의 불안도

를 높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항에서 연구자는 도심 재개발이 사

회관계를 해체하는 과정과 그 결과 가중되는 사회적 불안을 기술하고자

한다.

사회관계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타인과의 ‘상호활동(상호접촉, 상호

작용)’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대인적 상호활동을 내용으로 하

는 사회과정(社會過程)이 반복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속하고, 그 방향이나

성격이 명확한 동시에 안정을 얻고 있는 상태”115)이다. 여기서 ‘상호작

용’, ‘지속’ 그리고 ‘반복’이 사회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인간이 사회관계를 통해 집단을 이루고 또 사회를 구성

한다는 점에서 사회관계에는 애초 공동체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이처

럼, 지역 공동체의 사회관계는 구성원이 오랜 기간 같은 장소에서 지속

해서 상호작용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간관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산업화 시기 형

성된 도시 영세민의 거주지는 제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

태에서 조성된 경우가 많았다. 그

대표적인 주거지의 형태는 좁은 골

목길을 따라 작은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였다. 프라이버시가

거의 고려되지 않은 개방형 구조로,

집과 집 사이의 구획은 낮은 담벼

락이나, 특별한 구획 없이 집과 집의 벽면이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건축 구조는, 거주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주자의 일상을 이웃과

공유하게 만들었다. [참고 도판 11]

115) 두산백과사전, ‘사회관계’<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8182&ci
d=?40942&categoryId=31614, 2021. 02. 06.>

[참고 도판 11] 성북동 제3 정비지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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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거주지의 형성 과정을 비춰볼 때, 당시 거주자는 경제적, 사회적 배

경을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도심 거주지에는

시골 마을과 비슷한 정서를 가진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그 사회관계는

‘상호 의존적’이었다.116) 하지만, 이러한 지역 공동체는 도시개발 과정에

서 급변한다. 넓은 토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인

해 주택이 대량으로 멸실됐고, 이에 따라, 원주민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

이 이주해야만 했다. 그 결과, 오랜 기간 지역 공동체 구성원이 형성한

사회관계는 자연스레 소멸했다.

사회관계 형성과 소멸 과정에 관해 사회학자 레오폴트 폰 비제

(Leopold von Wiese)는 사회관계를 ‘통합관계’와 ‘분리관계’로 구분함으

로써 그 관계에 내포된 양가적(兩價的) 특징을 해설한다. 통합관계는 그

친화성(親和性)의 정도에 따라 접근, 적응, 동화 등의 합일관계가 있고,

분리관계는 반대의 정도에 따라 경쟁, 대립, 투쟁 등이 있다.117) 그에 따

르면, 사회관계는 공동체 내·외부의 여건에 따라 협동, 경쟁, 갈등의 상

태가 혼재되어 나타남으로써 때때로 해체되거나 새롭게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관계의 해체는 그것의 한 단면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생활환경의 개선과 주택 보급이 시급한 구도심지에서 거주지 변화

에 따른 구성원 사이 사회관계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도심 재

개발에 따른 공동체의 사회관계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자는 도심 재개발에서 비롯된 사회관계 해체의 문제를 크게 두 가

지 측면에서 파악한다. 첫 번째 재개발이 유발하는 사회적 차원의 불안

이다. 지역 공동체는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구성된 집단이

다. 사회학자 에곤 버젤(Egon Bergel)은 이웃을 “지역적으로 근접해 사

는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는 일차적이고 비공식적인 집단이며, 이 규모는

뚜렷하지 않지만 비교적 작아서 주민 상호 면식(面識) 관계가 성립되고

유지되는 집단”이라 정의하였다.118) 이처럼, 공동의 지역이라는 물리적

장소를 기반한 공동체는 구성원 사이 지역적 근접성으로 인해 이웃과 빈

번하게 대면 접촉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은 끊임없이 그 이웃

과 면대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은 우리가 하는 일에 구조와 형태를 만들어 주며, 공동체 구성

116) 위의 글
117) 위의 글
118) Bergel, Egon, Urban Sociology(N.Y.: Mcgrow Hill, 1975), P. 478.; 정유진
(20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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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그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을 얻기도 한다.119)

사회학자 만(Mann)은 안정적 이웃 관계를 실제적 이웃 관계(manifest

neighborliness)와 잠재적 이웃 관계(latent neighborliness)를 포함하여

설명하였는데, 전자는 상호가 도움 주기, 대화, 빌리고 빌려주기 등의 명

백한 형태의 사회관계이다. 후자는 질병 등과 같이 이웃에게 필요가 발

생했을 때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행동이 발현되는 관계를 의미한

다.120) 이처럼,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이웃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비록, 현대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이 개체화됨에 따라 그 사회관계

의 성격이 개인적으로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랜 기간 한 장소에서 거

주한 사람으로 구성된 지역 공동체에서는 상호 의존적 이웃 관계를 어렵

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사회관계의 중요성은 이처럼 일상에서 공동체

내 사회적, 정서적 안전망의 형성과 이에 따라 구성원 삶의 질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121)

재개발에 비롯된 사회관계의 해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로 공동체

구성원이 개발 찬성과 반대 그룹으로 나뉘어 반목할 때 나타난다. 연구

자가 프로젝트를 수행한 성북동의 경우,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이전

공동체는 오랜 이웃으로서 상호 의존적, 친화적 관계에 있거나, 적어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반적인 주거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재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구성원은 소유주와 세입자 또는 재개발의 수혜

자와 그 수혜에서 소외된 사람으로 이분화됐다. 구성원 사이 사회관계가

거주지의 소유 여부와 경제적 득실에 따라 빠르게 재편된 것이다. 이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제 공동체의

한 유형이다. 이로써, 재개발은 기존의 이웃 간 정서적 유대 관계를 계층

적, 경제적 관계로 변화시켰다.

계층화에 따른 상호 의존적 관계의 결핍은 ‘사회적 배제’로 인해 전체

구성원이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

나, 참여하지 않는 상황을 만든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정당한 주거권을 포기하거나,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122) 강조할 점은 구성원의

119) 정유진, “이웃관계의 중요도와 공간적 특성에 관한 실증분석”(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4, p. 31.

120) Mann, P. H., "The Concept of Neighborliness"(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0(2), 1954), p. 164.; 정유진(2014, 재인용)

121) 정유진, 앞의 글, p. 21.
122) 박인권, “도시의 사회적 약자 불안정화 과정”(서울: 공간과 사회 제27권 4호,
2017),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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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성이 개인에게 주어진 선택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재개발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서울시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뉴타운 개발 당시 관련

지역의 거주자 중 세입자의 비율은 75%였다.123) 그러나, 재개발은 토지

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가진 25%의 주민 혹은 외지인의 의견만을 반영해

진행되었다. 애초에 개발 사업에 있어 거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세입

자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 재개발 정책에 내재한 배제적 의사

결정 과정이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재개발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

결과 비자발적 이주, 재개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진 구성원 간 반목

등 사회관계 해체로 이어지는 것이다.124)

두 번째 사회관계 해체의 문제는 공간적 차원의 불안과 연관된다. 앞

서, 사회관계 해체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구성원의 존재로 드러났다면, 공간적 차원의 불안은 주로 특정

장소에서 타인을 배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재개발로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는 출입구를 통해 거주자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심지어 아파트 단지 내에 학교가 만들

어져 외부세계와 단절된 구획화된 지역이 만들어진다.125) 특히, 이러한

장소는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사람의 통행을 더 엄격히 통제한다. 아이

러니하게도, 정보화된 현대 도시에서 그들은 타인과의 교류나 삶에 필요

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126) 이처럼, 공간적 차원의 배제

는 사람들,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사회관계를 단

절한다. 더해서, ‘어디에 사는가?’가 거주자의 정체성을 만들고, 이에 따

라 사회 계층이 표면화된다. 이처럼, 공간적 배제가 사회적 배제로 이어

지고, 그 결과는 계층간 불신과 이에 따른 사회적, 심리적 불안정으로 이

어지는 것이다.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는 그의 저서『장소와 장소의 상실

(Place and Placelessness)』에서 장소의 원형은 집, 보금자리이며, 이는

개인적인 안정감과 의미의 중심을 제공하기에 바로 인간 실존의 근원적

중심이라고 주장한다.127) 하지만, 공간적 분리가 일상화된 현재, 집은 과

123) 위의 글
124) 위의 글, p. 31.
125) 위의 글, p. 36.
126)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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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와 달리 정주를 위한 장소라기보다 잠시 머물다 가는 ‘가치 중립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또, 상당수 도시 거주자가, 집의 소유 여부

와 상관없이, 직장, 학업, 교육 여건 등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이주

가 빈번해짐에 따라, 과거와 달리 공동체 내 사회관계의 중요성이 작아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함께, 한 장소에서 시간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 형성되던 ‘장소성’

의 의미는 과거와 달라졌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되는 경험은 거주

자가 장소 그리고 이웃과 맺는 관계를 의미하는데, 거주지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이웃과 상호작용을 통해 최초의 사회관계를 맺는 장소로서

‘집’과 ‘마을’의 기능이 약화된 것이다.

이처럼, 도시 재개발은 공동체의 사회관계 소멸을 가속한다. 사회관계

가 공동체 내 사회적, 공간적 안전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면, 재개발 지역에서 벌어지는 공동체 구성원 사이 갈등은 이웃

간 연대를 후퇴시키며 고립감과 불신감, 무력감을 일으키며, 구성원의 사

회적, 정서적 불안을 가중한다.128) 안타까운 점은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

는 상당수 공동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

이다. 그 무력감은 집에 대한 애착 상실과 공동체 구성원이 이웃과의 사

회관계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하는 악순환의 고리

를 만든다.

연구자는 공동체 미술을 통해 주거권을 가진 구성원이 공동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방법을 모색했다. 연구자가 수행한 공동체 미술은

재개발 과정에서 소외되었거나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했던 구성원이

주거권에 관한 자기 생각을 타인과 교류하기 위한 도구였다. 이 교류를

통해 연구자와 구성원은 계층적, 경제적 관계로 변질한 사회관계를 인식

하고, 그 본래의 정서적 관계를 성찰했다. 공동체 미술은 사회관계를 회

복하기 위한 공동의 구상이자, 그 회복의 시작점이다.

127)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 , 『장소와 장소상실(Place and Placelessness
)』,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역 (서울: 논형, 2005), p. 100.

128) 윤정우, “사회적 교류의 관점에서 본 저층주거지 공공공간에 관한 연구”(서울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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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심개발 방식의 획일화

렐프는 도시를 객관주의적 기술을 기반한 기능적, 효율적, 공적 장소로

설명했다. 그곳에서 ‘장소’는 의미가 제거된 등질적인(homogeneous) 공

간으로, 오로지 효율성 측면에서만 측정되고 평가될 뿐이다.129) 다소 극

단적으로 보이는 도시 장소에 관한 그의 인식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

단위 도심 재개발로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의 공간 특성을 잘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도심 재개발의 역사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다른 양식의 주택

에서 살던 마을을 한 번에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어 구매력이 있는 사람

들이 입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주택의 유형이나 거주하는 가구의 사

회 계층이 획일화되는 과정이었다.130)

한편으로, 도시 인구밀도가 지나치게 높은 환경에서 많은 거주민을 수

용하기 위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문제

는 그 특정 건축 양식이 그 목적과 필요성과 무관하게 보편적인 거주형

태로 고착되었다는 데 있다. 이로써, 도심을 새롭게 구성하는데, 아파트

를 제외한 거주형태는 좀처럼 고려되지 않는다.

콩트(Auguste Comte)나 뒤르켐(EmileDurkheim)의 실증철학은 ‘사회

는 개인에 선행하는 독립된 실체’라는 집단주의(collectivism) 사고이

다.131) 이는 도시 대단위 재개발 정책의 기반이 되는 19세기 실증주의

도덕철학의 인식론이다. 실증주의 철학에서 ‘전체로서의 유기체’는 부분

조직들이 각각의 고유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때 그 유기체는 하나의 조화

있는 ‘통일체’로 기능할 수 있다. 자연 세계의 구성요소들이 자연법칙에

따라 작동될 때 자연적 질서가 유지되는 것처럼, 사회가 ‘전체로서 통합’

되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부분 조직들도 사회를 움직이는

법칙에 따라야 한다.132) 이런 점에서 도시가 전체로서 통일되는 데 저해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도시 전체의 발전법칙에 따라 제거되어야만

했다.

맬컴 마일즈은 도시의 구조를 파악하는 두 가지 물리적 시점을 비교함

으로써 도시를 통일체로 파악하는 관점에 내재한 ‘인식론적’133) 문제점을

129) 위의 책(주 123), p. 237.
130) 박인권, 앞의 글, p. 34.
131) 이덕복, 앞의 글, p. 286.
132) 위의 글
133) 인식의 기원과 본질, 인식 과정의 형식과 방법 따위에 관하여 연구하는 철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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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엽서나 스냅 사진처럼 도시의 이미지는 어떤 도

시의 특정 이미지가 만드는 개인적 체험이나 도시를 바라보는 시점에 따

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134) 스냅 사진이 의미하는 바는 도시의 다양

한 양태와 상관없이 그 일부 구성요소로 도시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우리 인식의 특성이다. 건물이나 풍경 등 그 지역을 특정하게 지시하는

요인들이 특별한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냅 사진의 이미지

는 도시 전체나 생김새, 경계 등에 관해 설명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도

시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높은 곳에서 도시를 조망하는 시각은 마치

그곳에 늘 그 도시가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도시의 이미지와 개념을 단

일하게 만든다.135)

축도 혹은 수직적 시점에 따라 대상의 개념이 정의된다는 마일즈의 견

해는 도시의 구조를 파악하는 ‘인식의 상대성’을 설명하는 흥미로운 발상

이다. 그의 말대로, 도심지 고층 빌딩에서 근무하거나 고층 아파트 단지

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것이 여전히 도시 일부라 할지라도, 상대

적으로 넓은 공간을 한눈에 파악함으로써, 도시를 하나의 통일된 단일체

로 인식하기 쉬워진다. 마일즈는 이처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시점

은 도시의 복잡한 세부적 변화를 걸러내고, 척도에 따라 공간을 균질화

한다고 주장한다.136) 반면, 거리의 시점에서, 특히 도시의 골목길에서 도

시를 바라보는 시점은 그것과 상당한 차이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 시점

을 통해 우리는 주변의 환경을 미시적인 관점에 더 세밀히 들여다볼 수

있다.

마일즈 견해는 현대 도시개발자의 공간 인식과 긴밀히 연결된다. 그

인식은 지도 위에 구획된 경계를 기준으로 도시를 균질하게 취급하는 것

이다. 균질화된 공간에서 같은 크기의 공간은 같은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각 공간은 지도처럼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채 크기로만 종이

한 부문. 예로부터 인식의 기원에 관하여는 경험론과 이성론(理性論), 그 대상에
관하여는 실재론과 관념론의 대립이 있었다. (표준 국어 대사전 참조)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자의 미술 실천이 사회 현상의 관찰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 말하는 인식론은 경험론에 가깝다. 하지만, 인식의 내용은 경험
만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 경험을 해석하는 주체의 의지와 이해가 반영된다는 면
에서 경험이 곧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134) 맬컴 마일즈(Miles, Malcolm),『미술 공간 도시』, 박삼철 역(서울: 학고재,
2000), 앞의 책, p. 41.

135) 위의 책
136) 위의 책, pp. 44-45.



- 66 -

위에 그려져도 무방하다. 여기서 종이 위에서 그려진 도시가 상징하는

바는 도시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 곧 실제 도시를 만들게 하고 그 과

정이 거주민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137)

연구자는 효율성과 공간성을 극대화한 모더니즘 양식의 대표 건축물로

불리는 ‘고층 빌딩’을 통해 균질화된 도시 공간을 상징화했다. <My

Dear Friend, High-Rise Building>(2010)은 시카고(Chicago)에 소재한

현대 고층 빌딩(Morden High-Rise Building)을 소재로 제작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연구자가 고층 빌딩에 보내는 편지글이었다. 편지글에서 그

빌딩은 연구자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로 의인화되었다. 이 글을 통

해, 연구자는 최초 그 건축물을 설계했던 모더니스트(Modernist) 건축가

의 유토피아적 이상, 공간 규격화와 수직적 확장을 통해 절약된 토지를

효율적 이용함으로써 거주자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주장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은유적으로 비판했다. 편지글에서 묘사된 한낮 고층 빌딩의 그림

자에 둘러싸여 어두운 시카고 시내의 풍경은 실패한 모더니스트의 이상

137) 위의 책

[도판 12] <My Dear Friend, High-Rise Building>, 2018,

투명 플라스틱 스트 위에 액상 분필, 520 x 24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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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想)을 상징했다. [도판 12] 이 작품에서 ‘건축물의 의인화’는 그 존재

를 사유하는 방법이었다. 그 존재를 친구로 가정하고 편지글을 씀으로써

연구자의 삶을 해당 건축물과 더 깊이 연루시킨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

론은 이후 캐나다 몬트리올 재개발 지역 그리핀 타운(Griffintown)에 거

주하는 공동체 구성원과 협업으로 진행한 ≪My Dear Friend

Griffintown 프로젝트≫(2010)에서도 활용된다.

20세기 모더니스트 건축가의 목표는 공간을 ‘기능적으로 구획’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대단위 재개발 지역을 살펴보면, 아파트를

중심으로 용도와 기능에 따라 공간이 철저히 구획된 것을 여전히 확인할

수 있다. 20세기 대단위 재개발의 주요한 특징은 이처럼 각각에 단일 용

도를 부여해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었다. 시점을 넓혀 공공기관들이 있는

행정구역(도시 중심), 노동 구역(공장지대 또는 업무지대), 휴식 구역(멀

티플렉스, 스포츠센터, 미술관, 문화유적지)과 소비구역(쇼핑센터) 등으로

부터 가정을 꾸리는 공간(교외 베드타운)이 분리된다.138)

반면, 역사가 깊은 도시, 유럽 전역의

도시들과 서울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한 나라의 수도나 중심지 역할을 한 도

시에는 현대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간이 존재

했다. 이 공간은 다기능적 건축물로 구

성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저

층 주상 복합 건물, 일, 이 층이 상점과

거주지로 활용되는 건축물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이 건축물은 일터와 집이 서로

가까이 있다는 의미인 직주근접(職住近

接)을 통해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을 줄

이는 대안이 되었다.139) 여기서 우리에게 익숙한 ‘가게’ 말이 탄생하는데,

‘가내수공업’으로 집안에 생산을 위한 공간이나 간단한 시설이 들어 물건

을 생산한 후 집의 한구석에서 판매한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140) 이처럼

109) 맬컴 마일즈, 위의 책, p. 64.
139) 서울신문, [건축가 황두진의 무지개떡 건축을 찾아서] 1층은 상점·2층은 주거…
‘무지개떡 건축’의 탄생, 2016. 05. 16.<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
hp?id=20160517017006, 2020. 02. 12.>

140) 위의 글

[참고 도판 12] 1940년대 건립된

중층주상복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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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당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다. [참고 도판

12] 조금 더 시선을 넓혀, 마을에는 거주자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장소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혼합 공간을 기능

과 효율에 따라 분리하고, 용도를 미리 정해 구분 짓는 도시계획이 재개

발이다.

규격화된 공간에서 공간을 변화시키는 일은 제한된다. 거주자는 공간

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이는 과거 거주자가 자기 필요에

따라 오랜 시간 동안 공간을 조성했던 방식과 대조된다. 그만큼 거주자

의 공간 선택의 자유는 사라진 것이다. 재개발이 인식론에 미치는 영향

과 그 문제점은 공간에 대한 ‘결정론적(決定論的) 사고’141)가 우리의 인

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결정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것으로는 ‘자

유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란 어떤 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

때, 신이나 자연 따위에서 벗어나 행동할 수 있는 의지를 뜻하는 낱말로,

결정론에서는 인간의 의지마저 결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142)

언뜻, 공간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자유의지가 제한된다는 주장은 지나

친 비약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재개발 과정에서 영세민의 주거

권이 제한되고 공동체가 해체되는 국면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가 자

기 삶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정론적 사

고의 궁극적인 문제점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이들이 시민으로서 평등

한 권리와 이를 자기 역량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삶의 변화에 새로운 가능

성을 배제한다는 데 있는 것이다.

공동체 미술을 통한 사회관계 회복은 개별 구성원의 주거권, 평등권

등 인간 기본권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공동체 미술은 구성원이 그 권

리를 표현함으로써 사회와 소통하는 도구인 것이다. 이의 연장선에서 연

구자의 개별 미술 실천은 그 인간의 기본권을 탐구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2020)는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난 일련의 민주주의·인권

운동을 소재로 제작된 작품이다. 비록, 그 소재가 재개발과 직접 연관되

지는 않았지만, 개인의 평등, 자유의지, 그리고 군중 속 개인의 존재 가

치를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141) 표준 국어사전 참조;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일정한 인과 관계에 따른 법칙에 따
라 결정되는 것으로, 우연이나 선택의 자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론

142)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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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3]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2020, 재활용 박스 위에 수집된 사진, 드로잉,

아크릴 페인팅, 3개의 영상, 938 x 392 cm, 설치전경, (일)사가국립대학교 미술관

[도판 14]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세부사진)



- 70 -

공동체 미술 실천과 연관된다.

작품의 형식은 수집된 갈색 포장 상자 위에 60년대 말 일본의 전공투(全共

闘)143), 1980년대 한국의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2019년 홍콩 시위 사진 기

록물의 콜라주와 드로잉, 텍스트, 영상 등을 혼합했다. 작품의 큰 스케일은 관

객이 작품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에 따라, 관객은

이동하며 세부 이미지를 보고, 그 내용을 파악해야만 했다. 관객은 자기만의

동선을 따라 작품을 감상했는데, 그 움직임은 작품의 서사(敍事)를 만들었다.

시각적으로 두드러진 점은 시위대 중 몇몇 사람이 페인팅 기법으로 처리됨

으로써 사진과 분리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군중 속 개인의 독립성과 개별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의도에서 배경이 되는 콜라주 위에 일인 시위를 하

는 사람의 이미지도 층을 이뤄 배치됐다. 세 개의 영상은 과거 시위에 참여했

던 사람의 인터뷰와 그 시위를 기록한 영상으로 구성되었다. [도판 13-14]

지리학자 존레니 쇼트(John Rennie Short)는 도시 형태가 정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도시는 사회적 변화의 메타포이며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해가는 변화의 한 가장자리인 현재의 아이콘이다. 도시에 대한

태도는 미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다”144)라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도시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은 사회가 진일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른 한

편으로 이 변화는 ‘누가 도시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 도시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의 도시이냐고 묻는 것은 정치적

인 문제이다. 도시의 주인인 거주자는 평등함을 주장하고, 도시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145) 도시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자유와 자치를 극

대화하면서 모든 계층과 집단이 이를 공유하기 전까지는 도시 공동체의

사회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사회관계의 해체는 한 개인

이나 특정 공동체만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도시 주거 공동체 해체에

담긴 사회적 함의는 도시의 재편과정이 언제나 계급적 성격을 띠고, 문

제가 발생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정치 권

143) 전공투는 전학공투회의의(全学共闘会議)의 약칭이다. 전학공투회의(일본어: 젠
가쿠쿄토카이기)는 1968년에서 1969년 사이 일본의 각 대학에서 일어난 학생운동
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는 특정한 조직이나 단체가 아닌 당대 학생운동 ‘현상’을
뜻한다. 따라서, 전공투운동은 특정 정파가 자기 사상과 정책을 내거는 조직운동
이라기보다는 대중운동이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144) Short, John R., Imagined Country : Environment, Culture, and Society(N.Y.:
Syracuse University Press, 1991), p. 41.

145) 데이비드 하비, 앞의 책,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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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

다는 사실이다.146) 이러한 도시민이 도시개발의 가치관을 자신들의 요구

에 맞도록 수정하려면, 사회적 가치와 그에 어울리는 도시 형태를 설정

하는 일, 즉, 도시의 변화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도시 거주자가 자신의 권리를 자각해야만, 그들의 마음속 열망에 따른

주거지의 변화도 외칠 수 있을 것이다.

146) 위의 책,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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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 미술을 통한 사회관계 회복

현대적인 계획도시가 즐비한 미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대단위 재

개발이 지닌 문제점을 공론화했고, 이에 대안적 도시개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중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는 도시를 태어나고, 자라고,

성숙해지고, 쇠퇴하는 생명체와 같다고 바라본 도시학자로서 도시 구성

요소로 주민, 거리(street), 근린(近鄰: 가까운 이웃), 정부, 경제를 들고,

이들 요소는 필수존재로서 상호작용하며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147)

그녀가 주장하는 도시개발의 핵심은 개인과 개인 사이 관계 그리고 공

동체 내 사회관계 등 거주자 사이 관계 유지와 회복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그녀는 일상 속에서 형성되는 ‘근

린 중심’의 도시 계획을 주장한 것이다. 즉, 바람직한 도시는 성공적인

이웃 환경을 형성, 유지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주거, 상업, 공원, 제조업

등의 활동이 서로 어우러진다고 보았다. 조화롭고, 활력있는 근린은 곧,

범죄, 질병 등의 도시 문제를 예방,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

다.148)

그녀는 거주자 사이의 사회관계를 회복하거나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녀의 말처럼 도시가 유기체처럼

지속해서 변화하는 존재라면, 60여 년 전에, 그것도 미국 대도시의 개발

문제를 다룬 그녀의 연구는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

나 현재까지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대단위 재개발 방식의 기원이 미국이

라는 점에서 그녀의 지적은 상기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 특별히, 그녀의

연구는 현대 도시 계획에서 지금까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던 ‘공동체

의 기능’과 ‘이웃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대안적 도시개발 방식을 제

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도시 거주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공동체와 사회관계를 형성하

는 것에 있다는 그녀의 주장은 우리나라처럼 재개발이 대단위 아파트 단

지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유발된 부가가치가 먼저 고려되는 사회에

147) Jacobs, Jane,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can Cities(NewYork:
Vintage Book Edition, 1992), pp. 30-33.

148) Ibid. p.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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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접근은 집을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하는

사회적인 통념을 넘어서 공동체 구성원 사이 사회관계의 장으로 인식하

는 연구자가 실천하는 활동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기능과 효율

성 그리고 통일성을 추구하는 현재의 도시개발 방식은 다양성의 가치가

주목받는 동시대의 흐름에도 더는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특별히 거주지를 급격히 소멸시키는 가장 큰 요인인 대규모 재개

발은 지양되고 있다. ‘도시 재생(Urban Regeneration)’이라는 새로운 개

발방식은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도시의 건축물과 지역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그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기존의 재개발에서

발생했던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 재생 사업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설령, 지금처럼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개입이 있다 하더라도 자본

주의 제도가 유지되는 한, 이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재개발로 인해 발생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실질적으

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법률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 과정

은 거주민의 주거권과 공동체 내 사회관계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변화가

선행되고, 이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사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으

로 이루어진다. 어려운 점은 그 인식이 현실에 기반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재개발을 통해 얻는 경제적 가치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

체적인 가치보다 크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공동체 미술을 통해 그 현실 인식이 변화할까?

그 답변을 찾기 위해, 현대사회에서 도시민의 현실 인식이 형성된 사

회 구조를 살펴보아야 한다.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에 의하면,

“오늘날 ‘소비사회’는 외관(appearance)의 세계를 나타낸다. 이는 더 깊은

실체를 숨긴다. 소비는 생산 수단을 장악한 자, 이윤을 위해 생산하는 자

에 의해 제조된다.”149) 소비주의 사회에 대한 르페브르의 비평에서 연구

자가 주목하는 점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는 그 자체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를 통해 총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하지만, 개인이 전체적

인 연관 관계(타인과의 사회관계)에서 ‘단절’되면서 자신의 욕구조차 ‘생

산 수단을 장악한 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을 통해 유추

할 수 있는 사실은 사회관계가 단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149) Lefebvre, H., Critique of Everyday life: vol.1(London: Verso, 2002/1961),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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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인식을 정립하는 성찰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즉, 그것은 나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한데 바라보며

자신과 세계의 가치를 살피는 일이다.

르페브르는 현대 도시에서 사람들이 겪는 이와 같은 상황을 ‘소외

(alienation)’로 정의하는데, 그것은 낯섦, 소원함, 생소함 등과 같은 주관

적 느낌이라기보다 이러한 느낌을 만들어 내는 사회, 장소의 조건이나

과정을 의미한다. 즉, 소외란 인간의 전통적인 사회관계와 다른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상품, 화폐, 제도 등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낯설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억압하는 외적 힘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150) 이에 따라, 대부분 사람은 현실에 순응하

거나, 천착해 결과적으로 사회와 자신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킨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소비주의 사회에서 삶의 성찰과 이를 기반으로 공동체

내 사회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공동체 미술의 실현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

다.

그럼에도, 르페르브는, 비록, ‘일상생활’이 다양한 형태의 소외로 황폐

해지고 있지만, 일상생활은, 여전히, 이렇게 소외된 인간성을 회복할 가

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장이라고 주장한다.151)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

는 과제는 우리가 ‘소외’를 인식하는 것과 이를 통해 ‘탈-소외’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상생활에서 소외를 의식할 수 있다면, 이는

바로 일상생활에서 탈-소외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된다. 이를 위해

르페르브는 일상생활의 리듬이 반영된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152) 일상생활의 리듬은 구성원의 매일매일 삶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미술이 구성원의 일상과 긴밀히 연결되는 만큼 공동체 미술을 통한 구성

원 사이 관계 형성과 소통의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공동체 미술은 크게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원의 일상과 연결될 수 있

다. 구성원의 생활 양식, 예를 들어, 생산, 소비, 그리고 취미 활동 등 외

형적 활동은 그 형식을 구성한다. 앞서 공동체 미술의 주제로 언급한 공

동체적 쟁점은 그 내용이라 말할 수 있는데, 공동체의 쟁점은 외부적, 내

부적 요인 혹은 양자의 인과 관계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구성원의 일상

150) 최병두,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과 도시 공간적 소외”(서울:『대한지리학회
지』 53, 2018), p. 151.

151) 위의 글, p. 158.
152) Lefebvre, H., Critique of Everyday life: vol.2(London: Verso, 2002/1961),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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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술가는 구성원과 접촉하여 대화하고, 관찰해야 한

다. 미술가는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미술의 내용과 형식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다. 미술가의 개입이

지닌 의미는 구성원이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 해

석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미술가는 끊임없이 구성원과 소통하며, 그들이 공동체 미

술에 흥미를 느낄 만한 요소를 찾고, 그것을 구성해야 한다. 그 과정은

많은 시간과 인내를 요구한다. 설령, 그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미술가의 노력이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진

다는 보장은 없다. 만약, 구성원이 탈-소외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공동체 미술을 통한 사회관계는 형성되기 힘들다.

구성원이 탈-소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은 공동체의 쟁점에 의해 발생

한다. 연구자와 협업한 공동체의 경우, 재개발로 인해 발생한 구성원 사

이 갈등이나 자신의 터전이 소멸될 위기가 그 사례이다. 하이데거는 흥

미로운 비유를 통해 이와 같은 상황이 인간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존재 인식은 어떤 것이 ‘있다’는 깨달음에 머

물지 않는다. 있음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앎이 수반되어야 한다. 도로의 존재 인식은 단

지 도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선다. 도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도로가 어떤 구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야 한

다. 오히려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기능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153) 하이데거의 비유를 빌어 설명하자면, 공동체 구성원은 자신의

거주지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거주지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구성원은 재개발이 초래한 위기감으로 인해 거주

지와 이웃에 대한 자기 성찰, 즉 탈-소외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

동체 미술은 구성원이 탈-소외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술가의 노력이

더해질 때 실현될 수 있다.

수잔 레이시가 1991년에서 2001년까지 수행한 <The Oakland

Projects>는 이처럼 공동체 구성원 사이 소통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그

들 사이 관계 회복을 지향한 공동체 미술이다. 10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

트에서 그녀는 미국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청소년, 경찰 그리고 공동체

153) 마틴 하이데거(주 80), 앞의 책, pp. 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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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과 함께 공동체의 쟁점과 공공정책에 관해 탐구했다.154) 이 프로

젝트 중 눈에 띄는 활동은 방해 전파를 제거하기 위한 경찰 무선 코드의

이름을 딴 <Emergency Clear the Air!>(1997-1999)이다. 이 활동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적대감을 줄이고, 청소년에게 지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을 제공하며, 청소년의 요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155)

구체적으로, 100명의 경찰과 150명의 청소년은 오클랜드의 City

Center West Garage 옥상에 100대가 넘는 자동차를 모아, 전조등을 켜

고 범죄, 권위, 권력, 안전이라는 지역적, 공동체적 문제에 관해 소그룹

토론 수행했다. 이 그룹 토론을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된 제작팀은 오클

랜드 지역의 안전과 공포에 관한 비디오를 제작했고, 그 비디오는 도시

가 내려다보이는 벽에 설치된 30대의 모니터에서 연속해서 재생됐다.156)

이 프로젝트가 공동체 미술을 통한 사회관계 회복의 좋은 사례인 이유

는 그 그룹 토론에 1000명의 주민이 초대되어 청소년과 경찰 사이 대화

154) 수잔 레이시의 홈페이지, ‘The Oakland Projects’ <https://www.suzannelacy
.com/performance-installation#/the-oakland-projects/, 2021. 02. 25.>

155) 위의 글
156) 위의 글

[참고 도판 14] Suzanne Lacy, <Emergency Clear the Air!(The Oakland

Projects)>, 1997-1999, Oak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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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청취했다는 데 있다. [참고 도판 14] 그들은 청소년과 경찰 사이 토론

을 재논의하며, 청소년과 경찰 사이 대결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자기 역

할을 고민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청소년과 경찰 사이 갈등이 당사자

간 분쟁이 아닌, 공동체적 문제로 다루어졌으며,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공

동체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강조되었다.

사실, 공동체 미술의 역사에서 이 사례에서처럼 특정 공동체의 사회관

계 회복을 주제로 수행된 프로젝트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 이유는 미술

가의 섣부른 개입이 특정 집단을 대리하는 행위로 비쳐 결과적으로 구성

원 사이 갈등을 증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동체적 쟁점에 관해

미술가가 자신의 견해를 완전히 배제한 채 ‘중립적인’ 촉진자나 조직자로

만 활동할 수는 없다. 공동체적 쟁점에 관한 미술가의 진지한 문제인식

은 구성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논의를 촉발하는 원동력이다. 공동체 미술

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술가의 뚜렷한 지향

점이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지향은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통한 학습과 관찰 그리고 당사자인 구성원과의 긴밀

한 협력과 소통으로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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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협업을 통한 공동체 미술 실천

1. 글쓰기를 통한 자기표현

1) 건축물에 보내는 편지글: 《My Dear Friend Griffintown》

- 장소의 가치

[도판 15] 《My Dear Friend Griffintown》/ Fiona Annis와 협업 , 2010, 거울

위에 액상 분필, CN building 설치전경

프로젝트명 My Dear Friend Griffintown

수행기간 2010. 12 – 2011. 01 (1개월 10일)

참여자 캐나다 몬트리올 그리핀타운(Griffintown) 거주민 5명

개요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참여자는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연

관된 철거 되었거나, 철거될 건축물에 보내는 편지글을 썼다.

편지글에서 건축물은 글쓴이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로

묘사되었다. 최종적으로 편지글은 거울에 옮겨져 해당 건축물

이나 장소 주변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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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경

<Dear My Friend Griffintown 프로젝트>는 어반 아큐페이션 서밴즈

(Urban Occupation Surbaines)의 공모에 당선되어 수행된 프로젝트이

다.157) 총괄 기획자인 샤나 젠슨(Shauna Janssen/이후 젠슨으로 표기)은

도심 젠트리피케이션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공모해 작가를 선정하고, 몬트

리올로 초청했다. 최초 공모에서 연구자는 재개발 지역 거주자가 사라질

자신의 집에 보내는 편지글을 쓰는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재개발 지역 중 한 곳인 그리핀타운(Griffintown)은

1800년대 아일랜드 이주민이 정착한 이래로 연구자가 방문한 당시까지 그

후손들이 터전을 이루고 사는 곳이었다. 이곳은 과거 운하를 끼고 발달한

공장지대와 거주지가 혼합된 지역이었다. 대부분 거주자는 공장 노동자로

생활했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았다. 1970년대 후반 몬트

리올의 경제가 쇠락하고, 산업 구조가 재편됨에 따라 그리핀타운에 위치한

많은 공장은 폐업한다. 이에 따라 대다수 원주민은 생계를 위해 그리핀타

운을 떠났고, 몇 안 되는 사람들만이 남아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다.

157) 콘코르디아 대학 홈페이지 <https://www.concordia.ca/finearts/research/urban-
futures/Research/urban-occupations-urbaines.html. 2020. 03. 12>; 어반 아큐페
이션 서밴즈(Urban Occupation Surbaines)는 몬트리올 소재 콘코르디아 대학
(Concordia University)산하 도시 미래 연구소(Institute of Urban Futures) 디렉
터인 셔나 젠슨(Shauna Janssen)이 기획한 공동체 기반 프로젝트로, 미해결된 건
축과 불확실한 도시 환경에 대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기
획됐다.

[참고 도판 14] 그리핀 타운 전경,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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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그리핀타운에서는 몬트리올 도심과 인접성이 고려되어 대

단위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었고. 영세한 원주민은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재개발은 2014년에 완료되었다) [참고 도판

14]

② 수행 과정

이 프로젝트는 한 달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수행된 프로젝트였다. 때

문에 젠슨은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한 공동체

구성원을 미리 모집했고, 연구자는 그리핀타운 도착 전에 전자 우편으로

구성원에게 프로젝트의 요지를 전달했다. 최종적으로 구성원 5인이 프로

젝트 참여를 희망했고, 연구자는 그리핀타운에 도착함과 동시에 그 구성원

을 만났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구성원 대부분은 그리핀타운에서 평생 거주한 사

람들이었다. 그들이 그곳에서 보낸 시간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집에 애착

을 두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구성원은 연구자가

기대했던 그런 애착을 두고 있지는 않았다. 적어도 재개발을 막고 자신의

집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더구나, 그들이 편지

글을 쓰고자 하는 대상은 자신의 거주지가 아니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내용을 수정해야만 했다.

연구자는 구성원이 소재로 삼고 있는 건축물이나 장소를 파악하고, 선정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개별적인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애초 집에

[도판 16] (좌) 델러니 데니스(Denis Delaney)와 인터뷰

(우) 바우어 주디(Judith Bauer)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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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편지글 쓰기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했던 질문을 수정해 연구자가

묻고 참여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도판 16] 질문은 구성원이 건

축물 혹은 장소에 관한 기억을 상기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 내용은 ‘그리핀타운에서 거주한 기간’, ‘관심이 있

는 건축물이나 장소’, ‘그곳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 만약 그 이유가 개인

사와 관련이 있다면 ‘그곳에서 일어났던 구체적인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해

느꼈던 감정’ 등이었다. 인터뷰 결과, 참여자가 관심을 가진 건축물은 집이

아니었을 뿐, 자신의 개인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건축물이었다. 따라서 건

축물에 보내는 편지글 형식은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는 건축물과 같은 인공물이 자신의 친구로 의인화된

다는 사실을 감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다. 그 과정이 더 어려웠던 이유는

구성원이 개념적인 과정을 거쳐 자의식을 표현하는 이와 같은 형식의 프

로젝트를 미술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③ 참여 내용

네 명의 구성원은 재개발 계획에 따라 철거될 건축물이나 이미 건축물

은 철거되고 터만 남은 장소에 보내는 편지글을 썼다. 그 대상은 자신이

과거 일했던 공장이나 집 가까이 위치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건축물이었

다.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던 고령의 구성원은 글쓰기를 대신해 연구자와

협업으로 그리핀타운에서의 일생을 담은 회고적 성격의 영상을 제작했다.

최종적으로 연구자는 구성원의 글을 거울에 옮겨 적은 후 해당 건축물이

나 장소에 설치했다. 구성원이 쓴 편지글은 아래와 같다.

참여자 소재

1 애니스 피오나(Fiona Annis) 철거될 등대 건물

2 라이언 마이클(Michael Ryan)
과거 자신이 일했던 모터 공장

(철거됨)
3 바우어 주디(Judith Bauer) 자신의 집 옆에 있는 철거될 마구간

4 빅타 스테파니(Stephanie Victa) 자신이 일했던 철거될 식료품 창고

5 델러니 데니스(Denis Delaney) 세인트 앤 성당 터 (회고 영상)

[표 2] 구성원이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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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dear friend CN building,

Downstairs, out the door, check the mailbox - it’s Sunday I

remind myself, as I spot the moon still up in the afternoon sky.

Cross the street, black latex wedding dresses coupled with

cinema’s faux snow soap residue arrive and depart, ceaselessly

displacing the nomads that live under the bridge.

Tracing the curve of the canal, I find you again, still here,

patient in your own decay.

Crumbling shell, the constant slow weight of being that pulls

you closer to the ground with crowbar grip and a fairytale

view.

From your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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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나의 벗 CN 빌딩에게,

아래층, 문밖, 우편함을 확인합니다. 오후 하늘에 여전히 떠 있는

달을 보니 일요일이 생각나네요.

길을 건너면 영화 속 흰 인조 비누 찌꺼기가 낀 검은 라텍스 웨딩

드레스가 오가며 다리 아래 유목민들을 끊임없이 쫓아냅니다.

굴곡진 운하를 따라가다가, 나는 자신의 쇠락을 인내하며 여전히

여기에 머무는 당신을 발견합니다.

허물어진 껍질, 지렛대 손잡이와 동화 같은 전망의 땅으로 당신을

더 가깝게 이끄는 변함없이 더딘 존재의 무게.

친구로부터

애니스의 편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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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Dear Friend Triton Motors Factory,

To be honest, it had been years since I’ve given you more than

a passing thought. That’s rude perhaps: from 1977 until 1984,

we spent quite a bit of time together. There wasn’t much to

you–a single storey of painted bricks and cinder blocks

squatting on the corner of Wellington and Prince. In the

summer you were hot as Hades, and we struggled constantly

with Sam, the foreman, to open the windows, but he always

refused.

One day the temperature in the factory soared to 112°F–

most people still thought in farenheit at the time–and Martin

couldn’t take it anymore–well, really none of us could, but

Martin took the situation in hand: he opened the windows. Sam

closed the windows. Martin opened the windows. Sam hit him.

All of us–me, Roman, Henry, Martin and even Dave, the often

hostile member of the Nation of Islam–marched into Tony’s

office. I was the selected spokesman. After explaining the

situation, I said, "So, either Sam goes or we go." Bye bye, Sam!

(중략)

Anyway, old buddy, history steamrolled over you and now it’s

steamrolling over all of your neighbors, pushing out the old and

the poor, making room for the middle class that wants to live in

heritage buildings (or next door to them) in easy spitting

distance from the city core.

Michael R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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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나의 벗 트리톤 자동차 공장에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잠시나마 너를 생각 한 것조차 몇 년이 지

났어. 어쩌면 무례했지: 1977년부터 1984년까지 우리는 꽤 많은 시

간을 함께 보냈지. 웰링턴과 프린스가의 모퉁이 페인트칠한 벽돌과

콘크리트 블록으로 이루어진 단층의 너에게는 그다지 많은 것이 없

었어. 여름철 너는 하데스처럼 더웠고, 우리는 창문을 열려고 감독

인 샘과 끊임없이 싸웠지만, 그는 항상 거절했지.

어느 날 공장(너)의 온도가 112°F까지 치솟았지-당시 대부분 사

람은 여전히 화씨로 생각했어-마틴은 더는 참을 수 없었어. 글쎄,

우리 중 누구도 그럴 수 없었지만, 마틴만이 실행했지. 마틴은 창문

을 열었고, 샘은 창문을 닫았지. 샘이 그에게 한 방 날렸고, 나, 로

만, 헨리, 마틴, 심지어 이슬람 국가에 적대적인 데이브까지, 우리는

모두 토니의 사무실로 급히 달려갔어. 나는 대변인으로서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 "샘이 나가거나, 우리가 나가거나"라고 말했지. 안

녕, 샘! (중략)

어쨌든, 오랜 친구여, 역사는 너를 휩쓸었고 이제 그것은 너의 모

든 이웃을 휩쓸고 있어. 도심 근처 헤리티지 건축물(혹은 그 옆집)

에 살고 싶어 하는 중산층을 위해 공간을 만들고, 노인과 가난한

자는 쫓겨나고 있어.

마이클 라이언

라이언의 편지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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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dear friend Horse Palace,

You who have been described as a mortis and tenon bijou

an integral part of a larger patrimonial treasure

you are a sad sad falling down thing

you who once were and still are known as a Horse Palace

though you never had the sparkle of a Buckingham or Versailles

you had the grandeur of sky and tree and beast

you have stories to tell

of hauling ice

of travelers

of neighbourhood bonfires

you have sounds and smells

unique in an urban landscape

jangling harnesses

woodsmoke

snorting and whinnying

the clatter of hooves and wooden wheels rattling

along a cobblestone lane

lined with wildflowers

surrounded by cottonwood highrises

(중략)

my dear friend

you don’t stand a chance

it’s heritage for sale

holes are being dug

there will be underground parking

and foolish new neighbors

who bought condos

next door to stables

but can’t appreciate

the sweet smell

of horseshit.

Your Friend

judith s ba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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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나의 벗 호스 팔리스에게,

죽음을 맞은 장부의 걸작으로 묘사되는 당신

전해 내려온 보물의 필수적인 부분

당신은 슬프디 슬피게 떨어지는 것

당신은 한때 그리고 여전히 호스 팔리스라 알려졌다

버킹엄이나 베르사유처럼 반짝이는 빛은 없었지만

당신은 하늘과 나무와 짐승의 웅장함을 가졌다

당신에게는 스토리가 있다

어름을 달고

여행객을 태우고

이웃의 모닥불로

당신은 소리와 향기를 가지고 있다

도심 풍경 속 독특함

쨍그렁 마구소리

훈연냄새

(말의) 킁킁거리는 소리

발굽 소리와 나무 바퀴의 덜컥거림

자갈길을 따라

야생화가 늘어선

미루나무 고층 빌딩에 둘러싸인

(중략)

친애하는 나의 벗에게

당신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다

팔기 위한 유산일 뿐

구덩이가 파헤쳐지고

(그곳에는) 지하 주차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구간 옆집 콘도를 사들인

어리석은 새 이웃들

그러나 그들은 향기로운 말똥 냄새의 진가를 모른다

당신의 친구

주디스 바우어

바우어의 편지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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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7] (Video Stills) Denis Delaney와 협업, <The Existence

of Absence>, HD Video, 7분 47초,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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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8] 《My Dear Friend Griffintown》 / Michael Ryan와 협업, , 2011,

Triton Motors Factory(공장터) 설치전경

[도판 19] 《My Dear Friend Griffintown》, Fiona Annis와 협업, 2011, CN

building 설치전경



- 90 -

④ 결과 분석

이 프로젝트에서 건축물의 의인화는 그

존재를 사유하는 시작점이다. 구성원은 그

존재에 말을 걸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건축

물과 깊이 연루시키게 된다. 다시 말해, 건

축물의 의인화는 장소의 의미를 존재론적으

로 사유하는 한 방식이다.158) 이 과정에서

‘텍스트’는 거주자의 생각을 표현하는 매개

이다. 개념미술의 토양에서 텍스트의 사용

은 보편적인 형식으로 자리 잡았는데, 개념

미술은 언술(言述)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기능적으로 텍스트를 활용한다.159) 또 텍스트는 다른 시각적 요소와 결합

이 되며 그 기능이 강화된다. [참고 도판 15] 작가의 의도나 메시지를 이미

지만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텍스트를 함께 사용할 때, 보다 효율적이라는

인식은 사진이 등장하는 개념미술의 다양한 작품 속에서 텍스트를 발견하

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160)

《My Friend Griffintown 프로젝트》에서 텍스트가 활용되는 방식은

‘문학적인 글쓰기’와 이미지가 결합된 형태이다. 구성원이 쓴 글은 일인칭

시점에서 기술된 주관적이며, 감성적인 글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개념미

술에서 사용되는 텍스트에 비해 설명적이다. 이에 따라, 텍스트의 분량이

늘어나고, 관객은 개념의 분석이나 텍스트의 조형성보다는 일반적인 문학

작품과 같이 작품을 읽고, 해석하게 된다. 종종 존 발테사리(John Anthony

Baldessari)와 같이 상대적으로 긴 글로 개념미술을 실천하는 작가도 있지

158) 마틴 하이데거, “건축함, 거주함, 사유함”,『강연과 논문』, 이기상, 신상희, 박
찬국역(서울: 이학사, 2008), pp. 187-188.; 여기서 건축물의 ‘존재론적 의미’는 거
주지에 관한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관점을 의미한다. 그는 건축하고 짓는다는 의
미의 독어인 ‘bauen’의 어원이 되는 ‘buan’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그것은 보호하고 돌본다는 의미, 그리고 건물의 건립함을, 끝으로 처음부
터 여기에 거주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거주한다는 의미에서의 익숙함 내지 습관
을 뜻한다. 그는 ‘거주함’이 인간의 본질인 존재 방식이라 주장하며, 거주함에
는 성장을 돌보고 보살피는 의미와 건축물을 건립한다는 의미가 동시에 내포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159) 정무환, “개념미술 이후 텍스트의 조형성 변형에 관한 고찰”(한국 기초 조형학
회, 2012), PP. 509-510.

160) 위의 글

[참고 도판 15] Barbara

Kruger,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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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구성원의 글은 일반적인 편지글 양식이라는 점과 거울의 물질성과 결

합되어 장소의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참고 도판

16]

연구자가 수행한 대부분 프로젝트에서 텍스트는 중요한 매개로 활용되

는데, 그 이유는 텍스트가 보편적인 소통 수단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텍스트는 구성원의 참여도를 높이고, 관객과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활용된다. 물론, 매개가 지닌 보편성과 미술 작품을 독해하는 것 사이 관련

성은 그리 크지 않다. 관객은 오히려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개념미술이나

해프닝 등 비-물질화된 현대미술을 더 어렵게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

다. 그러나, 《My Friend Griffintown 프로젝트》에서 텍스트는 편지글의

형식을 띠고 있고, 글에서 소재가 명시된다는 점, 그리고 참여자의 편지글

이 장소 특정적 미술로 변화되면서 관객이 편지글에 등장하는 장소를 물

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해의 어려움은 줄어든다.

한편, 데니스와 협업으로 제작한 영상, <The Existence of Absence>는 아

일랜드인들이 그리핀 도시에 정착할 당시 건립한 세인트 앤 성당(St.

Ann's Catholic Church)에서 유년 시절 그가 보낸 기억을 바탕으로 성당

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교차해 보여주는 영상이다. 세인트 앤 성당은 아일

랜드인이 그리핀 도시에 정착한 1800년대부터 아일랜드 공동체 구성원의

사랑방 역할을 하던 곳이었으나 1982년에 철거되었다. 데니스는 자신의 기

억 속 성당의 모습과 그 안에서의 자기 경험을 음성으로 기록했고, 연구자

는 자전거에 카메라를 설치해 성당 터를 맴돌며 찍은 영상과 인터넷을 통

[참고 도판 16] (좌) John Baldessari, 1967 (우) My Dear Friend Griffintow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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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집한 과거 세인트 앤 성당 사진을 교차편집 해 그의 음성과 결합했

다. 터만 남은 성당의 현재 모습이 등장할 때, 데니스의 음성으로 그가 기

억하는 성당의 모습과 그 안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묘사되고, 철거되기 전

성당의 과거 모습이 등장할 때는 음성이 제거된다. 관객은 데니스의 기억

속 성당과 실재한 성당을 비교하며, 장소가 기억되는 방식과 의미화되는

과정을 살필 수 있다.

⑤ 의의

에드거 앨런 포(Edgar Allan Poe)는 그의 소설 『어셔가의 몰락(Fall of

the House of Usher)』에서 ‘버려진 집’을 바라보는 인간의 심리에 관해

치밀하게 분석했는데, 저자는 건축물의 물리적 변화와 거주자의 삶의 궤적

을 연계함으로써, ‘사람’과 ‘거처’를 동일시했다. 이 때문에 그의 소설 속 폐

허가 된 집이 내뿜는 음울함과 괴기스러움은 단순히 냉혹한 공포로만 다

가오는 것 아니라, 서서히 몰락해 가는 한 인간의 삶에 대한 비애로 이해

되는 것이다. 포의 소설에서처럼 시간이 누적됨에 따라 건축물은 거주자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존재자로 인식될 수 있다. 거주자는 공간과 시간을 결

합해 자신만의 장소를 만들고, 그 장소에서 거주자는 안식할 수 있는 것이

다.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장소성’이란 장소와 장소 경험의 주체인 사람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장소의 고유한 특징이다.161) 장소의 정체성은

인간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때문에 장소성을 인식

한다는 것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안정감과 안전감을 느끼며, 애착을 가지

는 것이다. 또한, 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마다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장소 정체성이 하나로 정의될 수 없고, 다양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162) 다시 말해,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한 장소성’을 갖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장소가 지닌 의미를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기회는 많지 않다. 대부분 사고(思考)는 생활 속 편리함이

나 불편함, 그리고 경제적 가치에 머무른다. 설령, 일상에서 그 의미를 찾

는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이주가 빈번해진 현대사회에서 장소(건축

161) 국토연구원 ,『현대 공간이론의 사상가들』(파주:한울, 2005), p. 4.
162) 위의 글,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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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지니는 정서적 가치는 지속적이기 힘들다.

연구자가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공동체 구성원과 협업한 이유는 재개

발이 공동체의 주거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

해 그들은 평소 고민하지 않았던 장소의 의미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

하게 된다. 공동체 구성원이 가진 가치 지향점이 재개발 찬반이라는 단순

한 의사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어느 쪽이든 장소를 자신의 삶과 깊이 연루

시키는 동기를 발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된다. 더불어, 대부분 재개발의 여파는, 그것이 집단적 위기의식으로 발현

되든, 공동의 이해에 부합하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이 되든지 간에,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 내 공동체 미술 실

천은 현대사회에서 변화하는 공동체 성격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My Dear Friend Griffintown 프로젝트》는 구성원이 재개발을 앞두

고 무의미한 공간으로 취급되거나, 이미 사라진 건축물에 장소성을 부여함

으로써 개별 장소의 가치를 드러내는 실천이었다. 만약, 재개발로 인해 장

소가 사라졌다면 혹은 접근하기 힘든 상태로 버려졌다면, 그것은 더는 장

소로 기능하기 힘들다. 그 장소는 그저 공간일 뿐이다. 공간은 형태가 없

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고, 또 직접 묘사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공간을 느끼고 설명할 수 있다

면 거기에는 항상 장소성이 관련되어있다.163) 구성원은 과거 그 장소에서

의 경험을 현재 시점에서 반추하며 건축물에 보내는 편지글을 쓰고, 이를

해당 장소에 설치함으로써 그 장소가 지닌 개별적 가치를 타인과 공유한

다.

말하기와 달리 글쓰기는 글을 쓰는 사람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

하는 표현 방법이다. 때때로 글쓴이는 하나의 글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 번

의 다시 쓰기를 반복한다. 특히, 편지글을 쓰기 위해서 글쓴이는, 그 목적

에 따라, 받는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글쓴이는 받는 이와 관계를 정립하며, 동시에 연계된 자신의 삶을 돌아보

는 기회를 갖는다. 이처럼, 편지글은 구성원이 자기 장소의 의미를 살핌으

로써 자기 성찰의 기회를 얻는 매개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글쓰기의 어려움만큼, 스스로 장소를 통해 삶을 성찰

하는 일은 쉽지 않다. 당사자가 그 가치를 찾으려 노력하지 않으면, 대부

163)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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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장소와 함께 잊힌다. 설령, 당사자의 노력이 충분하더라도, 외부자

의 조력 없이는 그 가치를 표현하기 힘들다. 공동체 미술에서 ‘미술가의

개입’의 의의는 구성원의 사고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형태로 실현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데 있다. 앞서 언급한 ‘촉진자’로서 미술가의 역

할은 구성원이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다.

아울러, 미술가는 구성원이 만든 결과물을 관객과 공유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한다. 연구자와 젠슨은 《My Dear Friend Griffintown 프로

젝트》의 결과물을 공공 장소에 설치 위해서 장소의 관리자와 시정부 관

계자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시정부는 설치물에 공공적으로 유해한 이미

지나 글이 없다는 전제하에 한시적인 설치를 허가했다.

상당수 공동체 미술은 공동체와 미술 작품 사이의 통합을 이루어내려

한다.164) 구체적으로, 공동체를 기반한 장소 특정적 미술의 중심 목표는

관객이자 동시에 작품의 주체인 공동체 구성원이 작품 속에서 비판되기

보다 긍정적으로 그려지거나 인정되는 의미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창출하는 것이다.165) 이 점에서 시정부는 그리핀타

운과 공동체가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미술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My Dear Friend Griffintown 프로젝트》는 공동체 구성원

특정 장소에 관한 개인의 기억을 소재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결과물

이 공동체의 이미지를 대표하거나 통합을 추구하지 않는다. 글의 내용은

주로 표면적으로 해당 장소와 건축물에 얽힌 구성원의 개인사와 이에 따

른 애착이나 안타까움 같은 감정의 표현이지만. 그 안에는 도시개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반영되었다. 다시 말해, 도시개발로 사라져가는 자

기 공간에 대한 애착에는 도시개발의 주체인 시정부와 개발업자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겨 있었다.

구성원의 글이 적힌 거울은 역사 보존 건축물로 지정된 마구간을 제외

한 세 장소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설치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공터에 설

치된 작품은 정부 관계자에 의해 철거되었다. 그는 구성원의 글에 적힌

몇몇 모욕적인 단어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라이언이 자신이 일했던 모

터 공장에 보내는 편지글 글은 그가 몬트리올의 경제 호황기 공장에서

일할 당시 이루었던 성취와 노동자로서 고된 삶을 회상하며 표출한 감정

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 글 전체를 읽어보면 글쓴이의 의도를 충분히 이

164) 권미원, 앞의 책, p. 151.
165) 위의 책,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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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 관계자는 몇몇 단어만을 문제 삼아 설치물을

철거한 것이다.

이 일화는, 물론, 정부와 같은 조직 사회가 미술을 대하는 보수적이고,

경직된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위 고급 미술, 제

도 미술이 지닌 미술과 관객 그리고 사회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

해 등장한 개념미술에 기반한 이 같은 공동체 미술이 직면한 어려움을

보여준다.

비평가 메리 제인 제이콥스(Mary Jane Jacobs)는 그녀의 에세이 "유

행에 뒤떨어진 관객(an Unfashionable Audience)"에서 이러한 미술이 새

로운 미술로 인식되거나, 혹은 사회적인 관심이 있지만, 미학적으로 무의

미한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이나 그것에 대한 인정과 무시가 혼재된 상황

이라 진단한다.166) 이로써 새로운 형태의 미술 실천이 기존의 형식적인

틀 안에서 수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167) 같은 이유로 프로

젝트 수행 초기 구성원은 이 프로젝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

려움을 겪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평소 생각했던 미술과 프로젝트 사이

에 큰 형식적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회적 쟁점을 주제로 다루는 미술가와 미술에 주어지는 또 다른 어려

운 질문은 그 사회적 실효성 혹은 미술의 경험 방식에 대한 물음이다. 미

술을 통해 상실된 장소성이 회복될 수 있는가? 미술이 거처를 잃은 참여자

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특별히, 연구자가 수행한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물음이 중요한 이유는 장소성과 인간의 삶을 연계한 인식론이 현상학적인

분석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만약, 공동체의 쟁점이 공동체 미

술 혹은 미술의 소재가 된다면 이는 미술가가 객관적인 실체,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의식구조를 그 실천의 주제로 삼았다는 방증이다. 그만큼 그 결과

도 구성원이나 관객이 현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관점에서 《My Dear Friend Griffintown 프로젝트》의 한계도 분명

하다. 그 한계는 연구자가 존재론이란 ‘철학적 탐구’를 공동체 미술이라는

‘실천적 미술’로 실현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애초에 그 결과물은

현학적으로 귀결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

166) Mary Jane Jacobs, “an Unfashionable Audience”, Suzanne Lacy ed.,
Mapping the terrain: New Genre Public Art (Seattle: Bay press, 1996), p.
55.

167) Ibid, pp. 56-58.; 메리 제인은 스타일에 있어서도 혁신적이고 또한 정치적으로
진취적인 새로운 공동체 미술의 아방가르드로서의 자격은 미술계의 매체와 제도
들 안에서는 스스로를 구별할 수 있는 장소를 쉽게 얻어내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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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과 형식의 부조화가 생겨난 주된 이유는 연구자가 공동체 미

술의 실천적 지향을 성찰하지 못한대서 기인한다. 미술을 통한 사회 참여,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통한 협업, 구성원의 개입을 통해 지속해서 변화되는

결과물 등, 공동체 미술의 핵심 인자는 연구자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심각하게 고려했던 사항이 아니었다. 건축물에 편지글 쓰기는 연구자가 무

분별한 재개발로 생산되는 현대 건축물에서 거주 기능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은유하기 위해 생각해 낸 방법론이었고, 이 프로젝트는 당사자인

재개발 지역 거주자가 이 방법을 통해 재개발에 관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그 의도에는 개인 작업을 공

공으로 확대한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을 뿐이다. 연구자는 애초 구성원과

의 상호작용으로 완성되어 가는 공동체 미술의 생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 과정 중 연구자는, 그것이 프로젝

트에 관한 것이든, 나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든 간에, 내적 혼란을 겪

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한 가지 문제점은 연구자가 구성원과 공동체에 관한 조사 과정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구성원의 특

성이나 관심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미술가 주도의 많은 공동체 미

술이 그러하듯, 연구자 또한 공동체의 쟁점과 정체성을 어느 정도 규정한

후 해당 프로젝트를 기획했는데, 공동체 구성원을 자신의 집에 대한 애착

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프로젝트의 주

제와 소재를 결정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와 같은 방식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미술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현’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프로젝트에서 구성원은 능동적인 참여자라기보다, 작품의

소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수행

된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들이 ‘대상화’되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구성원이 주체가 되는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

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공동체 미술에 관한 성찰이 부족했고, 시간과 장

소의 제약으로 인해 구성원과 깊이 있는 협업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My Dear Friend Griffintown 프로젝트》에서 드러난 한계는

연구자가 개체화된 공동체 정체성의 재정립하고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통

한 협업 방식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이전까지 구성원의 자기표현을 위한 도구로 국한됐던 공동체 미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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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구성원 간 사회관계 형성에 이바지하는 실천으로서 고려하는 시발

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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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화하는 텍스트: 《사라지기 쉬운 현수막》

- 집의 의미에 관한 자기 성찰

프로젝트명 사라지기 쉬운 현수막

수행기간 2014. 01 – 2014. 07 (6개월)

참여자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제3 정비구역 거주민 3명

개요

성북동 공동체 구성원과 연구자는 집집이 내걸린 원색조의 재

개발 반대 현수막 중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형태의 현수막을

제작했다. 구성원은 자신이 생각하는 집의 의미를 글로 쓰고,

연구자는 거울 구조물을 제작해 그 글을 햇빛을 반사해 구성원

의 집 주변에 비췄다.

[도판 20] 《사라지기 쉬운 현수막》/ 김순례와 협업, 2014,

거울, 가공 철사, 포맥스, 아크릴, 햇빛을 반사해 만든 텍스트, 김순례의 집 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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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경

《사라지기 쉬운 현수막 프로젝트》는 앞서 2011년에서 2013년까지 대

략 3년 동안 성북동 재개발 제3 정비구역에서 수행한 《동네스토리닷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공동체 구성원과 다시 협업한 사례이다. 이에 구

성원에 관한 사전 조사와 관계 형성 과정은 이어질 《동네스토리닷컴 프

로젝트》의 분석에서 자세히 기술하겠다.

성북동 제3 정비구역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대

표적인 혼합거주지역이다. 이 지역은 공동체 구성원 사이 소득 격차가

적고, 대로를 중심으로 소상점과 거주지가 혼재되어 과거부터 구성원 사

이 교류가 비교적 활발한 곳이었다. 그러나,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재

개발 찬성과 반대로 의견을 달리하는 구성원 사이 갈등이 시작되었다.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재개발을 반대하는 몇몇 구성원은

자신의 집이나 일터에 재개발 반대

현수막을 걸기 시작했고, 2010년경에

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대부분 구성

원의 집에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

의 문구는 주로 붉은색 배경에 노란

색으로 쓰여 있었고, 글의 내용은 아

래와 같았다. [참고 도판 17]

“죽음을 불사하고 내 집을 지키겠다!”

“내 재산을 강탈하는 재개발 결사 반대!!!”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내 재산 지키자!!”

“이대로 살고 싶다. 내땅 내집 사수하자.”

[참고 도판 17]

성북동 제3 정비구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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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행 과정

애초 《사라지기 쉬운 현수막 프로젝트》는 《My Dear Friend

Griffintown 프로젝트》와 같이 거주자가 자신의 집에 보내는 편지글을

쓰는 프로젝트로 시작됐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긴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

었고, 그들은 자기 생각이 다른 양식으로 표현되기를 원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연구자는 구성원이 원색조의 현수막과 현수막에 쓰인 문구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구성원에게 기존의

현수막을 대신할 ‘집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적은 ‘새로운 현수막’을 제안했

다.

프로젝트는 구성원이 자기 집에 설치될 현수막의 글귀를 직접 써 보는

것으로 시작됐다. 연구자는 몇 가지 질문을 만들고 구성원에게 질문에 대

한 답변을 요청했다. 그 질문의 내용과 순서는 ‘집에 관해 생각나는 것’,

‘집에서 살면서 가장 기뻤던 일’, ‘가장 슬펐던 일’, ‘앞으로 성북동이 어떻

게 되었으면 좋겠나?’로 구성됐다. 구성원은 글의 구성이나 양식에 구애받

지 않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술했고, 기술된 글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의

미를 지닌 단어를 선별했다. 선별된 단어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조합되었다.

③ 참여 내용

구성원이 글쓰기를 마친 후 연구자는 구성원의 집 외부 벽면과 같은

모양으로 제작된 패널 위에 상하, 좌우로 움직임이 가능한 작은 거울들

을 부착하고, 햇빛을 반사해 구성원이 쓴 문구를 집 주변의 길이나 담벼

락에 비췄다. 거울 하나는 하나의 점을 만드는데, 여러 개의 거울을 같은

방향을 향하게 해 각각 자음과 모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빛의

현수막’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사라지고 나타나기를 반복했다.

참여자 문구

1 김순례 아름다워라. 삼대가 사는 이 집

2 노정순 십 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가끔 이 집에 놀러 오시나요?

3 최성수 폭염 세월 견디고 곱게 물들 성북동

[표 4] 구성원이 쓴 글



- 101 -

[도판21]《사라지기쉬운 현수막》/ 김순례와 협업, 2014, 유리거울, 가공 철사, 포맥스 ,

700 x 100 cm, 김순례의 집

[도판 22] 《사라지기 쉬운 현수막》, 햇빛을 반사하는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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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3]《사라지기쉬운 현수막》/최성수와협업, 2014, 아크릴거울, 철사, 포맥스, 260 x

289 cm, 최성수의 집

[도판 24] 《사라지기 쉬운 현수막》, 햇빛을 반사해 만든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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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과 분석

구성원이 쓴 글은 기존 현수막에 쓴인 문구와 확연히 구분된다. 기존

현수막에 쓰인 문구에서는 주로 집의 재산적 가치를 지키고자 구성원의

의지가 직접 표현됐다면, 구성원이 쓴 글은 가족과 마을의 중요성을 강

조하는 정서적 가치를 통해 집의 의미를 드러냈다. 앞서 수행 과정에서

언급되었듯이, 구성원의 글은 연구자가 만든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과 순서에 따라 글의 내용이 결정된다. 질문

은 구성원의 사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집의 의미’를 상기할 수 있는 구

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했다. 이에 질문의 순서는 집에 관한 추상적

혹은 관념적 인식에서 구체적인 경험에 관한 기술까지 단계를 나누어 구

성했다. 질문에 대한 구성원의 답변은 구성원의 심상(心象)이 글의 양식

이나 구조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기술된 형태였다.

이와 같은 질문과 답변 과정은 아이디어 발전 방법과 유사하다. 즉, 구

성원은 답변 과정에서 집에 관한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을 하며

자유롭게 발상하고, 발언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질의자가 구성원

의 답변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도 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

라, 그 생각은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이다. 그 답변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추출하는 과정은 사고를 명료화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자, 짧은 문장으로

자기주장을 피력하기 위해 제작하는 현수막의 매체 특징이 고려된 방법

이다. 아울러, 물리적으로도 햇빛을 반사해 만들어지는 글의 특성상, 관

[도판 25] (좌) <Talking to Sullivan Center for 2 Hours>, 2010

(우) <My Dear Friend High-Rise Buildin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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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이 햇빛의 조합을 글자로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했기 때문에 글은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야만 했다.

햇빛을 반사해 텍스트를 건물에 투사하는 형식은 연구자가 이전에 수

행했던 두 가지 작품의 형식을 혼합해 만들어졌는데, <Talking to

Sullivan Center for 2 Hours>(2010)에서 연구자가 햇빛을 반사해 건축

물에 투사하는 퍼포먼스와 <My Dear Friend High-Rise Building>(2010

)에서 건물 외벽 유리에 직접 글자를 써넣던 것이 그것이다. [도판 25]

이 결합을 통해 햇빛이라는 상징성 풍부한 매체는 구체적 내용을 얻었

고, 말과 비교해 영속적인 특징을 갖던 글자 매체는 ‘사라지기 쉬운’, ‘순

간성’을 가졌다. 글자 매체의 ‘영속성’은 글자 자체의 속성이라기보다는

글자가 쓰이거나 새겨지는 물질(종이, 나무 등)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

햇빛으로 쓰인 글자의 ‘순간성’은, 다른 매체를 통한 글자에 비해 좀 더

시적인 성격을 띤다.

순간적이며, 영속적인 햇빛의 물질성은 이 프로젝트가 시각적으로 강

한 인상을 받게 한다. 그러나, 햇빛은 시각적 새로움이나 즐거움이 우선

고려되어 선택된 재료가 아니다. 그 재료는, 재개발 과정에서 도외시 된,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거주지에 대한 거주자의 목소리를 상징한다. 따라

서, 햇빛은 거주자의 글에 담긴 함의를 강조하기 위한 재료이다.

④ 의의

공적 공간에서 현수막은 적극적인 자기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해당

장소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14년 성북동에서는 재개발의 광풍

이 잦아들기는 했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은 언제든 그 위협이 다시 시작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들이 그 집단적 위기감을 표명하기 위해 선택

한 방법은 붉은색 현수막을 걸어두는 것이었다(현수막은 2010년부터 설

치되었다). 현수막에 쓰인 “죽음을 불사하며 내 집을 지키겠다!”라는 문

구에서는 구성원이 처한 상황의 절박함이 투영되어 있었다.

한편, 현수막에 쓰인 문구는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

다. 다른 재개발 반대 현장과 마찬가지로 재건축 반대 그룹의 대표자가

대량 생산된 현수막을 가져오고, 동참하는 구성원이 자신의 집에 그 현

수막을 설치한 것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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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에 쓰인 문구가 자신의 정서뿐 아니라 마을

의 분위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현수막을 제안했고, 그 현수막의

특징은 해당 건축물의 거주자가 현수막에 쓰일 글귀를 직접 써 본다는

데 있었다. 글쓰기의 목적은 거주자가 자의식 속에 잠재된 집의 가치를

성찰함으로써 삶과 집을 더 깊이 연관 지어 보는 것이었다.

누구에게나 성찰하는 것, 삶을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일은 어렵다. 그것

은 자의식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외부 세계

를 인식하기 전의 상태로서 자의식은 인식의 시작점이라 볼 수 있다. 구

성원이 스스로 자의식을 확인하는 일은 대부분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관

찰하는 것에 그치기 쉽다.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에 의하

면 그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형식적 자의식이다.168) 그 관찰 행위는 ‘나

를 바라보는 활동’이 나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자기를 의식하는 활동과 거기서 드러나는 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

다. 헤겔은 나와 나는 같으므로 이 단계의 자기의식을 ‘동일성의 단계’라

고 부른다.169)

헤겔은 내가 선명하게 드러나려면 자기 분열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다. 자기 분열은 나와, 나를 보는 내가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나와 나의

차이는 ‘불만’에 의해 만들어진다. 내가 나에 대해 불만족할 때 나와 나는

실질적으로 맞서는 다른 것이다. 부정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분열의 정도

도 크다.170) 자기 분열이 클수록 나는 나를 명확하게 의식하게 되는 것이

다. 여기서 자기 분열은 자기와 자의식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 주는 과정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자의식은 자신을 타자로서 구별된 존재로

조망하게 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자기 분열을 촉발하는가? 현대사회에서 불안과 불만을

168) 배학수, “헤겔과 하이데거의 삶 개념 : 자기의식과 거처존재”,『인문학논총』
5권(부산: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2), p. 4.

169) 위의 글
170) 헤겔 (Hegel. G. W. F),『정신현상학』, 김은주 역 (서울: 풀빛, 2018, p. 121);
결국, 자기의식이 다른 또 하나의 자기의식과의 관계 속에서 펴나가는 운동은 실
상 자기의 행위인 동시에 타자의 행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타자 역시도 자립적
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기의식이 욕구의 대상으로 삼는 존재는 그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찬가지로 능동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자기의식이
행하는 것을 또 다른 자기의식도 똑같이 행한다. 이런 점에서 결국, 이 운동은 전
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두 개의 자기의식이 펴나가는 이중 운동이다. 즉, 이
들은 서로 다름이 아닌 자기가 행하는 것을 또 다른 자기의식도 똑같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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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발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자본주의와 소비주의는 개인의 불만을 부

추기는 주요 요소이다. 집이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적인 상품이 되었다는 점

을 고려한다면 집의 상실은 이 사회에서 기댈 경제적 기반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하이데거의 언급에서 확인했듯이, 존재자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기능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의 말처럼, 거처가 거

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거주자는 거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다. 비로소 거처에 대한 자기 성찰이 시작되는 것이다.

거처가 그 기능을 못 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파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다. 구성원이 그 이웃과 갈등을 겪으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면,

그 안에서 안식하기는 힘들다. 비록, 재개발이 추진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성북동 공동체 구성원의 거처는 그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 심리적 불안감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거처의 본질도 회복되기 힘들다.

《사라지기 쉬운 현수막 프로젝트》의 주된 목표는 아니었지만, 재개발

찬반 과정에서 훼손된 구성원 사이 사회관계의 회복은 구성원이 사회적 안

정감을 찾는 근본적인 방법의 하나였다. (연구자가 성북동 공동체 구성원 사

이 사회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수행한 《동네스토리닷컴 프로젝트》는 2011

년 중순에서 2013년까지 2년여에 걸쳐 수행됐다). 《동네스토리닷컴 프로젝

트》의 목적이 재개발로 찬반으로 대립하는 구성원 사이 소통을 유발함으로

써 구성원 간 생각의 차이와 오랜 기간 쌓아 온 공동체의 유대를 재인식하

고, 수용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에 있었다면, 《사라지기 쉬운 현수막 프로젝

트》의 목적은 구성원의 집에 관한 자기 성찰을 통해 자기 생각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사라지기 쉬운 현수막 프로젝트》는 공동체

미술을 통한 사회관계 회복의 연장선에서 해석되어야 의미를 띨 수 있다.

이 점에서, 《사라지기 쉬운 프로젝트》의 한 가지 의의는 ‘공동체 미술

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얼마나 공공연히 의도를 드러내

는가는 미술가마다 다르지만, 만일 그가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 왔다면, 그

경우 ‘지속성’이 미술가의 책임감과 작업의 성공 양자 모두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171) 여기서 지속성은 미술 행위의 지속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미술가와 구성원 사이 관계의

지속성을 의미한다. 그 관계는 단기간에 형성되기 힘들다. 연구자는 《사

라지기 쉬운 현수막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이전부터, 2011년부터 약 2년

171) Suzanne Lacy, op. cit.,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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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간 성북동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한 경험이

있었다. 만약, 그 경험이 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구성원의 참여와 협조를

요구하는 이 프로젝트는 실현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 프로젝

트를 위해 구성원은 글쓰기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형물이 자신의

집에 설치될 수 있게 협조해야 했다. 자신의 사적 공간을 타인에게 공개

하거나 대가 없이 빌려주는 일은 쉽지 않다. 작품 설치에는 짧게는 일주

일, 길게는 열흘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는데, 프로젝트에 참여한 구성원은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

한편, 이 프로젝트에서 미술가가 만든 조형물이 결과물을 만드는 필수적

인 장치가 된다는 점은 구성원이 전 과정을 전문적인 미술의 영역으로 인

식하게끔 만드는 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구성원은 관찰자 혹은 관람자로

자신의 역할을 제한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소재로서 ‘현수막’은 구성

원이 조형물을 기능적으로 이해하고, 프로젝트의 목적이 자기 생각을 표현

하는 것에 있음을 상기시키는 소재였다. 아울러, 조형물이 자신의 집에 설

치된다는 점, 즉 장소 특정성은 프로젝트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였다.

공동체 미술의 성공 여부는 그것이 지닌 사회적 파급력에 의해 평가되

곤 한다. 때때로, 그 지향과 무관하게 결과물이 지닌 창의성과 미적 가치

가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논의에서 가장 긴급하고, 주요하

게 다루어져야 할 요소는 당사자인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는 개체화된 개

인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모든 사회적 개인은 내면에 ‘사적

인 개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공동체 감각과 또 그 어떤 의미 있는

‘공공적’ 감각, 공공서비스 감각에도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172) 이는 낭시

가 말한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 느끼는 개인의 감각’만이 ‘공동적’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다시 말해, ‘타인이 나와 비슷한 (독립적인) 내면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공동체의 사회관계를 이해하

고,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사라지기 쉬운 현수막 프로젝트》

의 의미는 구성원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한 만큼 타인의 생각과 주

장을 깊이 있게 관찰했다는 점이다.

172) Ibid.,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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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화를 통한 사회관계 회복과 확장

1) 주민 인터넷 방송: 《동네스토리닷컴》

- 미술을 통한 사회관계 회복

[도판 27] 《동네스토리닷컴》 2기 / 성북동 구성원과 협업, 2013,

인터넷 공개방송 전경, 성북동 제3 정비지구

[도판 26] 《동네스토리닷컴》 1기, ‘로드쇼’: 세금이 많아 큰일이야, 2011,

자전거에 컴퓨터, 인터넷 송출기, 마이크, 캠코더, 가변크기, 성북동 제3 정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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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경

《동네스토리닷컴 프로젝트》는 연구자가 서울문화재단 성북예술창작

센터에 입주 작가로 있을 당시 성북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로 인해

발생한 공동체 구성원 간 분쟁을 접하면서 시작되었다. 성북동은 1970년대

시행된 성북천 복개 공사 이외의 대형 개발이 없었고 이후 일부 지역에서

진행된 주택재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도시형 한옥을 비롯한 지난 80여 년

간의 도시 조직과 구성원이 유지되는 몇 안 되는 마을이었다.

2000년대 들어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상업화의 영향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했기는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는 급진적이지

않았으며 거주자 이탈, 무분별한 신축, 골목 상권 파괴 등의 일반적인 도시

적 문제점 역시 두드러지게 발생하지 않았다.173) 성북동은 토박이라고 부

173) 이민정, "1980년대 이후 성북동 주거지역 건축물의 용도변화 특성 연구"(서울대

프로젝트명 동네스토리닷컴

수행기간 2011. 07 – 2013. 09 (2년 2개월)

참여자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제3 정비지구 거주민 37명

개요

동네스토리닷컴 1기
공동체 구성원의 재개발에 관한 의견을 파악하고, 연구자와 구
성원 사이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시각 조사로서 연구자는 인
터넷 영상 송출 장치를 설치한 자전거로 성북동을 맴돌며 구성
원과 나눈 대화와 연구자가 재개발을 주제로 기획한 주민과의
토크쇼를 기록하고, 《동네스토리닷컴》이라는 웹사이트를 만
들어 영상을 게시했다.

동네스토리닷컴 2기
2기 프로젝트에서는 성북동 공동체 구성원과 연구자가 4회의
공개방송을 기획, 제작했다. 마을에 있는 갤러리를 방송 장소로
활용하며 주민들을 초대해 한 달 동안 주 1회, 총 4회 공개방송
을 진행했다. 각 방송의 주제는 게스트로 초대된 구성원이 결정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구성원과 연구자가 함께 구성했다. 방송
은《동네스토리닷컴》웹사이트와 방송 장소로 활용된 갤러리
에서 시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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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원주민 거주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었고, 공동체 구성원 간 유대가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2005년에 재개발 정비지구로

지정되면서 공동체 구성원 사이 분쟁이 시작되었고, 연구자가 조사를 시작

한 2011년에는 개발의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구성원 사이 내홍이 심각한

상태였다.

② 수행 과정

이 프로젝트는 재개발에서 비롯된 갈등을 겪고 있는 구성원 사이 사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으로서의 큰 틀을 유지했지만, 구성원과의 협

업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이 지속해서 변화했다. 그만큼 과정이

도식적으로 나누어지기 힘들다. 그럼에도 결과물이 만들어진 시기와 형

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프로젝트는 1기(2011)와 2기(2013)로 구분해 분

석된다.

1기

2011년 6월 시작된 조사에서는 재개발

에 관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집했다. 그

목적은 재개발 찬성과 반대 의향과 그

결정을 내리게 된 구체적인 동기를 알아

보기 위함이었다. 조사 방법은 면대면 질

의응답 방식으로 연구자가 마을을 방문

해 구성원과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전 연구자는 구성원에게 성북예

술창작센터의 입주작가 명함을 전달했으

나 구성원 대부분은 연구자를 재개발에 관심을 가진 기자로 인식했다. [도

판 28]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표면적으로 재개발을 찬성하는 구성원 중

상당수는 주거환경만 개선이 된다면 재개발을 하기보다 거주하는 집에 살

기를 원했고, 반대로 재개발을 반대하는 구성원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 금

전적 보상이 있다면 집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구

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2015), p. 2.

[도판 28] 주민 인터뷰, 2011,

성북동 제3 정비지구



- 111 -

성원 모두는 가능한 한 빨리 이웃과의 분란을 끝내고 싶어 했다.

《동네스토리닷컴》 1기에서는 최종 목표를 미리 설정하기보다는, 성북

동 공동체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마을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구성원과 교류를 했다. 조사

초기 연구자와 구성원 사이 대화의 주

제는 재개발과 집의 가치에 관한 이야

기로 국한되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

구성원과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 주제

도 확장됐다. 그것은 ‘성북동에 정착하

게 된 계기’, ‘사는 집’, ‘이웃과의 관

계’, ‘자신의 취미’, ‘오늘 있었던 일’ 등 개인사나 일과였다. [도판 29] 연구

자와 구성원 사이 대면 접촉이 늘고 일상적 대화가 오가면서, 구성원은 연

구자 개인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고, 연구자는 비로소 미술가로서

정체성을 밝힐 수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연구자는 조력자 없이 모든 일을

혼자 수행했기 때문에 구성원과의 대화 흐름을 끊

지 않으면서 그 대화를 기록할 수 있는 매체가 필

요했다. 그리고 대화의 당사자인 구성원도 (재개발

찬성이든, 반대이든지 간에) 자기 생각과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외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연구자는 자전거에 영상

녹화와 송출이 가능한 컴퓨터 및 캠코더 그리고

마이크를 설치해 구성원과의 대화를 기록하는 장

치를 만들게 되었다. [도판 30]

2기

《동네스토리닷컴 프로젝트》 2기는 1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몇몇 구

성원이 연구자가 활용한 인터넷 방송 매체에 관심을 가지면서 2013년 5월

경에 시작됐다. 그들은 인터넷을 기반한 영상 매체를 이용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과 구성원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 했다. 이

시점부터 연구자는 프로젝트를 주도하기보다는 구성원이 프로젝트의 주제

[도판 29] 주민 인터뷰, 2011

[도판 30]

《동네스토리닷컴》

1기, 자전에 설치된

방송 장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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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내거나,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조력자 역할을 했다.

연구자와 2기 프로젝트를 기획한 구

성원은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이 인터넷

방송에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특히 최

근 성북동에 유입된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성북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프로

젝트에 반영하고 싶어 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성북동에서 활동하는 ‘비혼

(非婚)’ 공동체나 ‘독서’ 모임 등 삶의

태도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소규모 공동체와 접촉했다. [도판 31]

연구자는 그들의 대화를 청취하며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의 특성을 파악

할 수 있었다. 그룹의 관심사나 구성원의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

분 그룹은 적은 수의 인원이 비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의 취향을 공유

하고 담소를 나누는 형태였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점에서 주거 공동체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사회관계에

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의를 참관한 뒤, 연구자는 《동네스토리닷컴 프로젝트》의 취

지 를 설명하고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했다.

이후, 연구자와 최초 프로젝트를 기

획한 성북동 구성원 그리고 비혼 모

임 구성원 등 성북동에 살거나, 성북

동에서 활동하는 구성원을 주축으로

프로젝트 기획이 시작됐다. 연구자는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섭

외하고, 회의에 필요한 기초 자료,

《동네스토리닷컴 프로젝트》 1기의

취지와 내용, 인터넷 방송을 위한 기

술에 관한 정보 등을 준비했다. [도판 32]

이 모임의 주된 목적은 프로젝트의 취지와 형식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

는 것이었다. 2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연령대는 20대에서 70대

까지 다양했는데, 대부분 성북동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었

[도판 31] 2기, 비혼자 모임, 2013

[도판 32] 기획 회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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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최초 기획 방향은, 1기 프로젝트와 같이, 인터넷 방송을 통

해 재개발 반대의 정당성을 타 구성원 그리고 사회에 알리는 쪽으로 설정

됐다. 그러나, 몇몇 구성원은 재개발의 문제점을 직접 언급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그 이유는 이 활동이 오히려 잦아든 공동체의 반목을 다시 표면

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성원은 재개발에 대한 직접

적인 언급 없이, 집의 중요성과 구성원 사이 사회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이

야기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③ 참여 내용

1기

구분 방송 제목 참여자
1 로드쇼 세금이 많아 큰일이야 김복자
2 로드쇼 우리 마을 좋아요 이민지, 김수정, 김아영

3 로드쇼
행복한 주거권을 보장해 줄
다음 대통령님께 드리는

말씀
재개발 반대 모임 회원 9인

4 토크쇼 이웃, 주민, 그리고 마을 김선정, 이혁종, 최성수

5 토크쇼
문화, 예술, 그리고 마을

사람
서준호, 이혁종, 최성수

[표 6] 동네스토리닷컴 1기 프로그램 구성표

1기 영상은 ‘로드쇼’ 와 ‘토크쇼’로 구분된다. ‘로드쇼’는 연구자가 자전거

로 마을을 오가며 만난 구성원과 나누는 일상 속 잡담을 수집해 만든 영상

이고, ‘토크쇼’는 재개발과 공동체 해체를 주제로 연구자가 기획한 토크쇼

에 구성원이 참여한 프로그램이었다. 연구자는 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영상을 주제별로 나누어 게시하는 《동네스토리닷컴》 웹사이트를 만들었

다. 이후 ‘동네스토리닷컴 시청방법’이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제작해 마을에

배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구성원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게도 인터넷 방

송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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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3] 동네스토리닷컴, 웹사이트(dongnestory.com), 2015까지 운영

[도판 34] 동네스토리닷컴 시청방법(홍보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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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5] 1기, <로드쇼, 이 마을 좋아요>, 2011,

성북동 제3 정비지구

[도판 37] 1기, <로드쇼, 세금이 많아 큰일이야>,

2011, 성북동 제 3 정비지구

[도판 36] 1기, <로드쇼, 행복한 주거권을 보장해

줄 다음 대통령님께 드리는 말씀>, 2011, 성북동

재개발 반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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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8] 1기, <토크쇼, 이웃, 주민, 그리고 마을>, 2011, 성북동 카페

[도판 39] 1기, <토크쇼, 문화, 예술, 그리고 마을 사람>, 2011, 성북동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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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방송 제목 참여자

1 사진, 추억, 그리고 현재
김기민, 손연옥, 최성수, 김홍식,
북정마을노인회 부회장

2 성북동 그리기 김철우, 이현숙, 최성수

3 음악으로 다시 짓기 김정희, 노정순, 최성수

4 마을 이야기 성북동 공동체 구성원 13인

[표 7] 동네스토리닷컴 2기 프로그램 구성표

2기 프로젝트에서 구성원은 한 달간 주 1회 총 4회에 걸친 공개방송을

기획했다. 형식은 집단 대화 방식이었다. 기획자로 참여한 최성수 씨가 진

행을 맡고, 공동체 구성원을 출연자로 초대해 그들의 관심사를 주제로 함

께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이었다. 방송의 주제는 출연자가 결정하고, 구체

적인 내용은 출연자와 연구자가 함께 구성했다.

2기 프로젝트에서는 구성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장소와 시간을 미

리 정해 정기적으로 방송을 했다. 연구자는 1기에서 ‘토크쇼’를 진행했던

마을 초입에 있는 갤러리를 방송 장소로 섭외해 방송 날에는 골목길에 관

객이 앉을 수 있는 간이 의자를 설치했다. 방송 직후, 영상은 《동네스토리

닷컴》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었고, 방송이 진행되는 한 달간 갤러리 내에서

상영됐다.

[도판 40] 2기, 동네스토리닷컴 웹사이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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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1] 2기, 공개방송 전경, 2013

[도판 42] 2기, 공개방송 전경,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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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3] 2기, <공개방송, 1회 사진, 추억, 그리고 현재>, 2013

[도판 44] 2기, <공개방송, 2회 성북동 그리기>, 2013

[도판 45] 2기, <공개방송, 3회 음악으로 다시 짓기>, 2013

[도판 46] 2기, <공개방송, 4회 마을 이야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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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과 분석

1기

《동네스토리닷컴 프로젝트》 1기는 완결된 프로젝트라기보다 일종의

시각적 조사다. 이 시각 조사는 재개발과 관련된 공동체 내 쟁점을 영상

기록물로 남기고, 연구자의 활동을 마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로드쇼’는 구성원 연구자가 자전거로 마을을 오가며 만나는 구성원과

나누는 일상 속 대화를 수집해 만든 영상이다. 연구자는 ‘청자’가 되고 구

성원이 ‘화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 형식은 인터뷰보다 비정형적이며 자유

롭다. 대화는 인사에서 시작해 말문을 열고, 서로의 정체성을 알아가며 자

신의 일상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대화는 직접적인 ‘접촉’이자 보편적 ‘소통’ 방법이다. 그 소통의

전제조건은 화자와 청자 사이 호응이다. 다시 말해, 화자의 말에 대한 청자

의 공감은 대화를 촉발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공감은 다른 자아에 이르려

는 자아와 함께 시작된다.174) 다시 말해, 공감은 타자를 향한 접촉의 시도

이며, 그 접촉은 사회관계 형성의 기초가 된다.

《사라지기 쉬운 현수막 프로젝트》에서와 같이 공동체 미술 실천을 위

해 제작되는 오브제는 기능적·도구적 측면이 강조된다. 특별히, 구성원 사

이 소통을 매개하는 기능이 강하다. 이 프로젝트에서 인터넷 방송 장치는

물리적으로 면대면 상호작용이 가능하지 않거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구

성원이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한 도구였다. 따라서, 구성원이 그 도구에 관

심을 두고, 실제로 도구를 이용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

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구성원은 매체보다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다. 결과적으로, 구성원이 매체를 직접 조작

해 자기 생각을 기록하는 상황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이 마을 좋아

요>의 경우에서와같이,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장비의 구조와 방송 형식을

익히고, 자신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한 사례는 향후 다양한 세대가 함께 미

디어에 기반한 공동체 미술을 기획·수행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연구자의 활동이 마을에 알려지면서, 구성원이 인터넷 방송을 자

신을 대변하는 집단의 생각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수단으로 활

174) Suzanne Lancy, op. cit.,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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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예를 들어, 재건축을 반대하는 구성원은 연구자

를 초대해 그들의 모임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복한 주거권을 보장해 줄 다음 대통령님께 드리는 말씀>은 모임을 대

표하는 구성원이 본인이 쓴 글을 낭독하는 상황을 담은 영상이다.

‘토크쇼’는 재개발과 공동체의 해체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공동체

구성원과 연구자가 협업으로 만든 영상이었다. 이 영상은 과거 공동체 구

성원이 평상에 모여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의도

에서 시작됐다. 프로젝트의 목적이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는

것에 있었던 만큼 관객인 구성원이 언제든지 대화에 참여해 자기 생각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했다. 토크쇼는 구성원의 개인사를 소재

로 성북동의 변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이 이웃과의 관계가

마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이야기였다.

공개방송은 구성원의 실질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플랫폼(platform)

이었다. 이는 프로젝트의 목표 관객(Target Audience)을 분명히 밝힘으로

써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미술 실천의 ‘증인’으로 제시하는 것

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주요 관객은 바로 장소에서 발견되는 구성원이었

다.

2기

2기 프로젝트에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기억을 바탕으로 거주지와 이웃

사이 사회관계의 중요성을 구성원의 대화를 통해 드러내는 방법을 고려했

다. 이에 따라,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을 게스트(guest)로 초대해 그들의 관

심사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 형식의 공개방송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 방송

의 소재는 초대된 구성원에 의해 결정, 구성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구성원과 연구자가 고려한 또 한 가지 점은 공

동체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동성이었다. 구성원과 연구자는 그 역동성을

‘잔치’라는 전통적인 형식에서 찾았다. 마을 잔치는 전통적인 사회관계 활

동이다. 잔치는 주인이 손님을 불러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며, 흥겹게

노는 일련의 행위이다. 그 과정은 배타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 누구나 이

공개방송에 초대되고, 참여할 수 있었다.

4회에 걸친 방송의 소재는 대부분 게스트의 개인사로 구성됐다. 각 게스

트는 자신의 기억을 반추하는 매개로 사진, 노래, 그림 등을 활용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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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사진의 경우, 사진 속 인물은 달랐지만, 그 배경은 같은 장소인 경우가

많았다. 그 사진 속 장소는 구성원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소재가 되었다.

장소에 관한 집단적 기억이 구성원 사이 소통의 매개가 된 것이다. 루시

라파드가 언급한 바 있듯이, 우리의 정체감은 본질에서 우리가 장소, 그리

고 그것들이 체현하는 역사와 맺고 있는 관계에 묶여 있다.175) 그래서, 구

성원의 개인사는 개인의 미시사임과 동시에 공동체의 역사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공개방송을 관람한 구성원이 갖은 공감의 지점은 화자와 청

자가 오랜 기간 ‘마을’이라는 한 장소에 거주하며 쌓은 ‘공동의 장소와 시

간의 기억’에 있다.

또 다른 소재인 풍경화는 실재 경관과 장소에 관한 미술가의 해석이 결

합하여 하나의 미술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장소성을 형성하는 요소는 다

양하지만, 크게 물리적 실체(nature), 사회관계(social relationship), 의미화

(meaning)로 구분해 볼 수 있다.176) 풍경이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경험되

는 만큼 그 장소성 또한 공간적·사회적·상징적 영향력에 따라 각각 독특한

의미체계를 형성하여 기억되고 재현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간성

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기억되고 해석된다. 개인의 기억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그 기억, 좀 더 구체적으로, 경험을 통해 얻은 감각에 관한

개인적 해석은 시간에 따라 지속해서 변한다. 풍경화는 시간에 따라 변화

하는 장소에 관한 기억 일부분을 기록한 것이다. 다시 말해, 풍경화는 시의

성을 갖는다. 풍경화는 그 풍경이 담고 있는 시대의 일상을 볼 수 있는 ‘창

(窓)’으로서 내부에서 외부로의 시각 전환을 의미하며 또다시 내부로의 시

각 전환을 의미한다. 구성원은 무대 앞에 설치된 대형 TV 화면을 통해 제

삼자의 시각에서 성북동의 오래된 건축물(집)과 골목길 그리고 주변 자연

환경이 묘사된 풍경화를 바라보며 마을에 축적된 시간과 장소의 의미를

살필 수 있었다.

⑤ 의의

175) Lucy Lippard, The Lure of the Locals: Senses of P lace in a Multicaultural
Society(NewYork: New Press, 1977), p. 7.

176) R, Sack, Home Geographicus: a Framework for Action, Awareness and
Moral Concern(Baltimore: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97), pp.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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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연구자는 공동체 내 반목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미술을 기획하겠다는 다소 거창

한 목표를 설정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미술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

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에 따라, 사회 참여 미술의 사회적 기능은

언제나 비평과 의구심의 대상이 되었다. 실제로, 공동체의 사회관계는 몇

몇 이벤트나 구호만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회관계 회복을 위

한 공동체 미술의 기능은 무엇인가?

앞서 언급했듯이, 성공적인 공동체 미술은 미술가와 구성원 사이 장기

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소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그 관계를

발판으로 미술가는 구성원의 자발적, 주체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고, 구

성원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공동체 미술은 지속 가능한 형태를 띠게 된

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 미술은 미술가와 구성원 그리고 관객 사이 지속

적인 상호작용을 유발하고, 그 상호작용을 통해 현안에 관한 구성원과

관객의 인식이 형성되며, 궁극적으로, 사회변화의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이렇게, 사회변화를 위한 공동체 미술의 의미는 그 변화를 위한 장기적

이고, 점진적인 ‘과정’으로서 공동체 미술의 기능과 역할을 말한다. 이 점

에서 《동네스토리닷컴 프로젝트》는 미술가와 구성원 사이 관계 형성,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미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구성원은 대화 형식으로 자신의 개인사를 다른 구성

원 혹은 관객과 공유하면서 서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동시에 확인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

이 아니라 그 차이를 수용하는 조건을 찾는 것이었다. 많은 공동체 미술

가는 기억을 통해 종족, 젠더, 가족 또는 공동체의 전통에 대한 ‘연계’를

표현한다.177) 연구자는 그 조건을 공동체 구성원이 같은 장소에서 오랜

시간 공유한 경험에서 찾았다. 그 ‘공유경험’은 대화에서 오가는 사적 기

억을 매개로 발화된다. 이 사적 기억은, 앞서 랑시에르가 언급했듯이, 구

성원에게 집단적 목소리 부여하지 않지만, 대신 ‘공유된 비개인적 경험’,

즉,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얻은 경험의 세계로서 공유경험의 세계를 재

구성한다.178) 결국, 구성원이 그 공유경험에 가치를 부여하고 공감할 때,

다양한 생각을 하는 구성원이 공존하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

177) Suzanne Lacy ed., op. cit., p. 36.
178) Rancière, Jacques(주 21), op. cit.,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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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특징은 연구자가 수행한 공동체

미술과 사회 운동 사이 차이점이기도 하다. 사회 운동은 대체로 같은 생

각을 공유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특정 이념이나 생각을 대외

적으로 주장하는 형태를 띤다. 이에 비해, 그 공동체 미술은, 궁극적으로

는 사회변화를 추구하지만, 다양한 성향과 사회적 지향을 가진 구성원

사이 대화를 매개로 수행된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은 자기 생각을 말하

고, 타인의 생각을 듣는 것을 반복한다.

2기 프로젝트에서 재개발을 반대하는 구성원과 찬성하는 구성원이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던 일화는 그 사례이다. 사실, 이 자리도 생

각의 차이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개발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각각

구성원의 생각은 프로젝트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 다른 의

견을 가진 구성원이 한자리에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상대방을 대화

의 상대로서 받아들인 경험은 사회관계 회복 과정의 진척이다.

물론, 일회성 경험을 통해 구성원 사이 사회관계가 회복되지는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관계 회복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 미술은 개체화된 구성원 사이 소통의 도구이다. 도구

스스로 기능을 하지 못하듯, 만약 구성원이 관계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공동체 미술은 단기 이벤트로 끝나고 말 것이다.

이와 관련해《동네스토리닷컴 프로젝트》가 지닌 한 가지 의의는 구성원

이 능동적인 참여자 혹은 주체자로 참여해 재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공동체 내 사회관계의 중요성을 공론화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연구자와 구성원 사이 관계가 깊어지며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이후에도 구성원과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이 프로젝트

의 큰 성과이다. 비록, 물리적인 시간이 인간관계의 깊이를 측정하는 유

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연구자가 성북동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해 공동체의 쟁점

에 지속해서 개입하고, 구성원과 협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것은 《사

라지기 쉬운 현수막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장기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이다.

관계는 시간만으로 형성되지는 않는다. 앞서 청자로서 미술가의 역할

을 기술했듯이, 미술가에게는 구성원의 생각을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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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자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청자는 이미 그들의 삶 속에

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여기서 미술가는 인류학자와 마찬가지로 타

자의 영토에 들어서며, 자신의 내면적 경험에 대해 보고를 통해 사람과

장소들에 대한 관찰들을 제시하는 것이다.179) 또, 미술가의 내면적 경험

은 단순히 구성원을 관찰, 그들의 말을 듣는 것으로만 형성되지는 않는

다. 미술가 자신도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며 자기 생각을 교류할 때 만들

어지는 것이다. 연구자는 구성원의 개인사에 함축된 보편적 가치를 연구

자 자신의 삶과 연결 지으며 공감하려 노력했다. 구성원 개인의 경험에

내포된 주관적 가치를 공감하는 일은 구성원과 협업을 위해서 필요한 상

호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 되었다.

《동네스토리닷컴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동안 연구자는 공동체의 의미

에 대해 재고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외부에서 공동체를 정의하는

방식은 구성원들이 가진 다양한 사고를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화된다. 연

구자도 조사를 시작하기 전 비슷한 시각을 가졌었다. 특히, 재개발 지역 거

주자처럼 자신의 삶과 직접 연관된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양극단의 선

택을 강요받는 이들에 관한 판단은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너무도 쉽게 이

분화해 구별 짓는다.

이 논문에서 공동체를 한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집단으로 정의하는 시

각이 지닌 문제점은 여러 번 지적되었다. 그 궁극적인 문제점은 공동체를

바라보는 일반화된 시각이 공동체 내부로 유통되어, 구성원이 서로를 판단

하는 준거가 된다는 데 있다. 앞서 르페브르가 현대사회에서 구성원 간 사

회관계가 끊어짐에 따라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요소가 내적 기준이

아닌 외재적 환경에 의해 결정됨을 기술한 바 있는데, 성북동 주민이 겪고

있는 공동체 내 반목도, 결국, 외부로부터 유입되고 유통된 물질 중심적 가

치판단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에서 비롯되었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인식에서 반목과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화된 공동체’는 여전히 동경의 대상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를 찾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성북동에서의 경우처럼 공동체 구성원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통념 속

공동체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더구나, 현대사회에서 개체화된

구성원과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의 양상이 다양해진다는

179) Suzanne ed., op. cit., p.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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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고려하면, 이상화된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자는 동질성에 기반한 공동체에 관한 통념을 부정했

고, 이와 같은 연구자의 태도는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공동체 구성원이

프로젝트의 지향점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일으켰다. 다시 말해, 구성원의

관념 속에서 공동체는 여전히 동질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집단을 의미했고,

이 프로젝트는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구성원의 결속을 다지는 이벤트로

인식됐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런 이벤트는 자신과 생각을 달리하는 구

성원을 배제하는 집단적 배타성이나 그 집단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

르기 쉽다.

랑시에르가 말한 공동체의 사회적 연대와 화합만을 추구하는 현대미술

의 경향성이 지닌 문제처럼, 선택적 배제주의(differential exclusionary) 또

한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실제 사회관계는 화합, 연대, 경쟁, 그리고 대

립 등 ‘통합적 요소’와 ‘분리적 요소’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결과일 뿐만 아

니라, 시간에 따라 그 관계성이 변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는

그 관계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해 수행된 미술 실천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

는 공동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프로젝트에서 개별 구성원이 자기 생각

과 판단을 독립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 이런 측면

에서 인터넷 미디어는 구성원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이를 전파하는 적

절한 도구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프로젝트의 문제점 중 하나가 인터넷 영상

매체의 특성에서 비롯되었다. 인터넷 매체가 가진 전파성과 편의성은 많은

사람이 그 매체를 활용하는 이유이다. 그것이 가진 대표적인 편의성은 영

상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시청자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영상에 담긴 구성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했다. 문제는 인터넷 방송 매체가 가

진 특성과 현대인이 영상을 소비하는 방식에서 발생했다. 대부분 사람은,

특히 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는 시청자는, 단시간에 더 많은 정보나 자극을

주는 영상을 요구한다. 이런 측면에서 주민의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한 사

람들은 많지 않았다.

시간을 제한해 방송시간을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었겠지만. 그것은

구성원의 생각을 가감 없이 담아내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취지와 상충했다.

때문에 《동네스토리닷컴 프로젝트》에서 공개방송이라는 틀은 더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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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식이 되었다. 비록, 공개방송이 앞서 언급한 대중의 시청 방식을 변화

시키지는 못했지만, 공개방송을 통해 구성원은 타인과 직접적인 접촉과 소

통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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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의 공론장 : 《깨진방》

- 노인을 위한 집

[도판 47] 《깨진방》, 2018, 퍼포먼스 기록(촬영: 현린)

프로젝트명 깨진방

수행기간 2018. 06 – 2018. 12 (6개월)

참여자 망원동 재개발 지역 거주 노인 (8명)

개요

이 프로젝트는 재개발 계획에 따라 강제 이주를 해야 하는

망원동 거주 홀몸 노인과 협업으로 수행됐다. 연구자는 ‘내가

바라는 집’을 주제로 7회의 워크숍을 기획해 진행하고, 이후

워크숍에 참여했던 홀몸 노인과 함께 노인 공동체의 주거지

를 모색하기 위한 공론장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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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경

《깨진방 프로젝트》는 2018년 망원동에 소재한 노인을 위한 봉사단체

인 ‘마포희망나눔’의 초청으로 시작됐다. ‘마포희망나눔’은 ‘성미산 마을

공동체’180) 구성원이 주변에 거주하는 홀몸 노인을 돕기 위해 만든 비영

리 단체이다. ‘마포희망나눔’의 활동은 반찬을 만들어 노인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위한 오락 성격의 정기모임을 주관하는 등, 홀몸 노인이 느끼는

고독감을 줄이기 위한 노인 돌봄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단체의 관계자

는 연구자가 수행한《동네스토리닷컴 프로젝트》를 접하고, 재개발 지역

에 거주하는 홀몸 노인을 위한 활동을 연구자에게 제안했다.

《깨진방 프로젝트》에 참여한 홀몸 노인은 대부분 망원동 2동에 거주

했다.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당시 망원동은 ‘망리단길’로 불린 만큼 많은

젊은이가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고, 이에 따라, 지역 개발과 상업화로 인

해 젠트리피케이션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곳이었다. 특히, 망원 1동과

2동을 중심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는데, 망원동 2

동도 재개발 인가가 승인됨에 따라 홀몸 노인은 가까운 시일에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② 수행 과정

연구자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기에 앞서 당사자인 망원동 거주 노인과

만났다. 그 목적은 재개발로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당사자들이

느끼는 위기감이나 바람 같은 감정을 살피고자 함이었다. 기관과 관계를

180)성미산 마을, ‘마을소개’, <https://sungmisan.org/마을소개. 2020. 04. 27>; 성미
산을 중심으로 연결된 크고 작은 70여 개의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일컬어 ‘성미산
마을’ 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최초로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인 ‘신촌공동육아협동조
합 우리어린이집’이 1994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를 ‘마을 형성의 씨앗이 심어진
해’라고 마을 사람들은 인식한다. 2001년도에 서울시에서 성미산에 배수지 개발
계획을 발표한 이후부터 이를 보류한 2003년까지, 주민들의 반대 활동과 투쟁의
과정이 언론으로 보도되면서 성미산을 지키는 주민들을 ‘성미산 지킴이’, 성미산
지킴이들이 사는 마을을 ‘성미산마을’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개별 단위
로 활동해왔던 마을 사람들은 이웃의 존재, 마을 주민으로서의 자각, 단체 간의
연대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되었고, 1차 성미산 싸움의 성공적인 경험은 마을 일
에 필요한 각종 커뮤니티 생성과 활성화에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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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고 있는 망원동 거주 노인의 대부분은 같은 연립주택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이미 나름의 주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

다.

연구자는 구성원의 모임을 참관하는 것으

로 사전 조사를 시작했다. [도판 48) 그들은

매주 두세 번씩 구성원 중 한 사람의 집에서

만나 식사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 상황은 해당 연령대 공동체 구성

원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정기적인 만

남을 통해 고립감을 줄이고, 서로의 안위를

확인하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화 시대 대부

분 도시 이주자가 그러하듯, 그들도 일거리

를 찾아 서울로 이사 온 사람이었다. 구성원

의 비슷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도 서로를 이

해하고 어울릴 수 있는 이유였다.

구성원이 나누는 대화의 소재는 대부분 당일 겪은 일이었다. 구성원은

대화의 소재에 따라 자기 생각을 비교적 명료하게 말했다. 구성원은 그

들만의 대화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각자 고향의 지역 방언을 사용하

면서도 그들만의 은어를 섞어 소통을 원활히 했다. 한편, 그들은 재개발

과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후, 구성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구성원은 주거권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자기 권리

라는 인식을 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비-정기적으로 구성원의

모임에 참석하며, 구성원과 심층 인터

뷰를 진행했다. 그 목적은 ‘집’에 관한

생각과 친우와의 관계 등, 구성원 개

개인의 거주 환경에 관한 ‘현실 인식’

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도판 49]

구성원이 서울에 정착하게 된 계기

와 시기는 조금씩 달랐지만, 대부분

경제적 궁핍이 중요한 이유였다. 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가난이 대물림되어 그 자식에게도

[도판 49] 《깨진방》, 개별인터뷰,

2018

[도판 48] 《깨진방》, 정기

모임 참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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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을 바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형태를 지닌 건축물은 아니었지만, 구성원은 거처에 필수적

인 요소를 분명히 밝혔다. 구성원이 생각하는 집의 의미는 조금씩 달랐

지만, 오랜 기간 머물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친우 가까이 살고

싶다는 것은 공통적인 바람이었다. 연구자는 구성원의 공통된 생각을 정

리해 프로젝트의 지향점을 찾고자 했다. 정리하자면, 구성원이 집의 가치

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은 친우와 관계를 유지하며 오랜 기간 한 장소

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이었다.

연구자와 기관 관계자는 구청의 노인 복지과 담당자, 건설과 공공주택

담당자 등 노인의 주거 문제를 실무로 다루는 공공기관 담당자와 소통하

며, 구성원에게 재개발의 진척 과정과 노인을 위한 주거 대안에 관한 정

보를 제공했다. 이와 동시에 구성원이 생각하는 ‘거주지’의 모습을 구체

화하기 위한 워크숍(workshop)을 기획했다. 그 워크숍은 구성원이 고령

인 점과 그들이 처한 현실, 거주지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 깊게 생각해

볼 시간적, 정서적 여유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 구성됐다.

③ 참여 내용

워크숍 및 공론장

워크숍은 7회차로 구성되었다. 그 목표는 연구자와 구성원이 ‘내가 바

라는 집’을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고, 구성원이 바라는 집의 모습

을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워크숍의 형식은 연구자와 구성원이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가 아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의 상대로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었다. 애초 워

크숍의 최종적인 목표는 설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워크숍 과정 중 구성

원과 연구자 사이 나누었던 이야기를 지역 공동체 구성원과 공유되었으

면 하는 바람이 생기면서, 구성원이 주도하는 공론장을 만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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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내용 참여자

1
망원동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조망하기

박앵화, 김영자, 김맹순,
박금례, 이남순, 김태선, 강판례

2
사진을 통해 자신의 집과
망원동에 관한 기억을

반추하기

박앵화, 김영자, 김맹순,
박금례, 김태선, 강판례, 남순옥

3

재개발을 주제로 쓴 동화책을
매개로 자신이 겪은 원치
않았던 이주의 기억을

말해보기

박앵화,김영자,김맹순,박금례,
이남순, 김태선

4

노인을 위한 공유 거주지
방문 경험과 지자체가

지원하는 노인 주거지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바라는 집의 모습을 말해보기

박앵화, 김영자, 김맹순,
박금례, 김태선, 강판례, 남순옥

5 연구자의 노인생애체험
활동에 대한 소회 공유하기

박앵화, 김영자, 김맹순,
박금례, 이남순, 김태선,
강판례, 김영자

6 노인을 위한 집에 필요한
장치 고민해 보기

박앵화, 김영자, 김맹순,
박금례, 이남순, 김태선,
강판례, 김영자

7 공론장 기획 회의

박앵화, 김영자, 김맹순,
박금례, 이남슌, 김태선,
강판례, 김영자

[표 9] 워크숍 구성표

주제 참여자

공론장

홀몸 노인이 처한 불안정한
주거환경 실태를 지역 사회
내 공론화하고 노인

공동체를 위한 주거지 모색

박앵화,김맹순,박금례, 이남슌,
김태선 최영환

[표 10] 공론장 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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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1] 《깨진방》, 2018, 워크숍 2

[도판 50] 《깨진방》, 2018, 워크숍 1

[도판 52] 《깨진방》, 2018, 워크숍 4

[도판 53] 《깨진방》, 2018, 워크숍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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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5] 《깨진방》, 2018, 퍼포먼스 기록(촬영: 현린)

[도판 54] 《깨진방》, 2018, 퍼포먼스 기록(촬영: 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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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6] 《깨진방》, 2018, 퍼포먼스 기록(촬영: 현린)

[도판 57] 《깨진방》, 2018, 퍼포먼스 기록(촬영: 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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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과 분석

워크숍

연구자가 구성원의 모임에 참석해 대화에 참여하는 방식은 비-형식적이

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만남 과정

중 다양한 대화가 오가는 만큼, 프로젝트의 주제가 난삽해질 염려가 있었

다. 따라서, 연구자는 재개발에 관한 구성원의 현실 인식을 깊이 있게 알아

보고, 그들이 바라는 집의 모습을 구체화하기 위해 워크숍을 수행했다.

워크숍은 각자의 삶을 반추하는 것에서 시작해 자신의 바라는 집의 모

습을 찾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자기 삶을 반추하는 것은 구성원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늘리고, 삶을 객관적으로 조망함으로써 구성원

이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적절한 언어로 설명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

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매회 워크숍에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연구자의

개인사를 먼저 언급함으로써 구성원이 자기 경험을 상기할 수 있도록 유

도했다.

다른 한 가지 주안점은 구성원의 관점에서 재개발이나 이주의 문제가

쉽게 이해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연구자는 사전 조사 과정에서 수행한

구성원과의 인터뷰를 함께 시청하거나, 구성원의 집이나 주변 환경의 과

거와 현재 사진을 자료로 활용하며, 거주지의 소멸이 구성원의 삶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해 이야기 나누었다.

아울러, 구성원의 주거권에 관한 인식을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려 했

다. 예를 들어, 연구자와 구성원은 노인 공동체를 위한 대안 주거지인

‘보린 주택’181)을 함께 방문해 거주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 실정을 파악

했고, 시각 자료를 통해 국가보조로 운영되는 다양한 양식의 노인 주거

지를 살펴보았다.

181) 시울시 공동체 주택 플랫폼, <https://soco.seoul.go.kr/unitHousing/unitHousing
Main.do;jsessionid=3BD57E004046BCC0E6BCA12C8C6D8AE6?homeType=C&hom
eCode=10001281, 2020. 09. 01.>; 보린주택은 서울시와 금천구가 함께 기획하고,
공급한 홀몸 노인만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보린주택은 서울시의 수요
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로 금천구의 정책 제안을 서울시가 받아들여 지
금까지 총 4개의 보린주택이 공급되었다.



- 137 -

공론장

공론장의 핵심은 홀몸 노인이 당사자로서 거주지에 관한 자기 생각을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 그리고 관객과 직접 공유하고, 구성원의 사회

관계를 공동체 외부로 확장하는 데 있었다. 평소 구성원의 대화 주제는

친우와 관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애정 같은 노인을 위한 주거 조건으로

서 ‘사회관계’가 지닌 중요성을 방증하는 요소였다. 이에 따라, 공론장은

홀몸 노인이 나누던 대화의 주제를 그들의 일상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으

로 구성됐다. 그 대화에 내포된 사회적 함의는 사회관계를 단절하는 외

적 요소로 재개발의 영향과 고령화 사회의 필수적인 주거 조건으로서 사

회관계의 중요성이었다.

연구자와 구성원은 평소 모임과 워크숍에서 나누던 대화를 주제별로

정리해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성원의 연령이 높은 만큼 스크립트를

외우거나 읽는 방식은 배제했다. 대신, 평소 구성원 사이 대화 내용과 거

주지에 관한 그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있는 연구자가 공론장의 패널로 참

여해, 구성원이 대화를 진척할 수 있도록 화두를 던지는 역할을 맡았다.

애초 공론장은 마을 어귀, 열린 공간에 원탁을 설치해 구성원과 관객이

뒤섞여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구성원의 건강과 추워

진 날씨 등 고려되어 성미산 마을에 소재한 소극장으로 장소가 변경됐

다.

목표 관객의 측면에서, 극장을 찾는 대부분 관객은 홀몸 노인과 인연

이 있는 마을공동체 구성원과 쟁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관계자들로 제한되었다. 이에 비해 노상에서 열리는 공론장에서는 더 다

양한 마을 구성원이 관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 관객의 차이

는 공론장의 형식이나 내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앞서 언급했듯이, 극장을 찾은 관객은 홀몸 노인과 인연을 맺고 있는

마을공동체 구성원이거나, 평소 노인 주거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

다. 이에 따라, 그들은, 익명의 대중보다,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여지

가 많았고, 그만큼 쟁점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한편으로, 대부분 관객이 구성원에게 호의적인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

면, 사회 쟁점을 다루는 ‘공론장’에서 기대하는 토론과 논쟁이 벌어질 가

능성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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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극장에 설치된 장치는 공론장에 대한 관객의 인식에 큰 영향

을 미친다. 분명, 극장에는 관객이 구성원의 대화에 집중할 수 분위기가

조성되어있다. 예를 들어, 극장에 설치된 조명이나 음향 장치는 관객의

집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는, 또한, ‘스펙터클

(spectacle)’을 만든다. 그 스펙터클은 구성원과 관객을 분리함으로써 구

성원의 행위를 ‘극장화’182)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구성원의 대화가 연극

의 한 장면처럼 비침으로써 관객이 구성원의 행위를 비현실적으로 받아

들이며, 결과적으로 구성원의 제기한 쟁점이 논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

라, 볼거리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무대와 객석 사이 경계를 없앰으로써 관객이 대화에 몰입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화의 참여자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했다. 또, 무대 단상을 없애고 원형 탁자를 설치함으로써 구성원 사이

관계뿐만 아니라 구성원과 관객 사이 수평적 관계가 강조되었다.

공론장에서 홀몸 노인은 망원동에 정착하게 된 계기부터 친우와 친분

을 쌓아 간 과정을 일상적인 대화 형식으로 이야기했다. 이는 앞서, 《동

네스토리닷컴 프로젝트》에서 공개방송과 비슷하게 구성원이 화자와 청

자의 역할을 바꿔가며 서로의 말에 호응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홀몸 노

인 사이 대화는 그들이 평소 사용하는 일상 용어나 은어로 이루어져 있

어, 이전 프로젝트에서와 비해 더 비형식적이었다. 《깨진방 프로젝트》

의 주제는 구성원이 원치 않는 이주를 해야 하는 친우에 대해 느끼는 안

타까움과 그 현실에 대한 무력감을 표하면서 드러났다. 그러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주지의 한계를 이야기했다.

구성원이 수행한 공론장은 상황극(theatre of situations)과 비슷한 형

태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해프닝(happening)적 요소가 상당수 있었다.

구성원 사이 대화는 연출(choreography)되지 않았다. 연구자가 화두를

던지긴 했지만, 대화는 구성원의 기억과 의지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진

행될지 알 수 없었다. 구성원 또한 자기주장이나 생각을 피력하기 위해

극적 상황을 연출하기보다 친우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술회(述懷)했다.

이 공론장이 지닌 특징은 홀몸 노인, 마을공동체 구성원, 그리고 노인

182) 이정헌(2014, 재인용); 마이클 프리드(Michael Fried)는 오늘날 연극은 예술의
부정이라 말한다. 더 나아가서 그는 연극 혹은 연극성(theatricality)은 미술 일반
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연극은 장르로서 연극을 의미하
기도 하고 ‘연극적인 성격’ 혹은 ‘작위성’을 의미하기도 하며, 구체적으로는 미술
작품에 재현된 ‘동세나 감정의 표현’, ‘연출법(dramatugy)’과 관계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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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주거지에 관련해 행정을 담당하는 관계자 사이 토론에서 더 분명

히 드러난다. 여느 토론 형식의 공론장과 달리, 홀몸 노인과 관객은 대화

형식으로 서로의 생각을 교류했다. 다시 말해, 참여 관객은 홀몸 노인에

게 단순히 정보나 관람평을 전달하기보다는, 홀몸 노인에게 말을 걸듯,

자신의 궁금증을 묻고 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공론장에 참여했다.

⑤ 의의

한나 아렌트는 공론장을 특정 장소에서 필연적이거나 지속해서 존재하

는 것이 아닌 언제 어디서나 일반 사람들의 행위와 말에 따라 발생하고

소멸하는 잠재적인 공간으로 정의한다.183) 공론장은 다양한 생각을 하는

구성원들이 공동의 쟁점에 관해 결집하여 의사소통함으로써 존재하는 곳

으로, 사회에 비-가시적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공론장은 사회적

쟁점에 관한 공론, 여론 형성의 제도적 장소로서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

하는 근대 정치의 핵심 공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반적인 공론장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주체가

되어 쟁점에 관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을 바탕으로 상대방 패널

과 청중을 설득함으로써 합의를 도출하려 한다. 그리고 진행자, 전문가

집단(패널) 그리고 청중 등 참여자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된다. 그러나,

《깨진방 프로젝트》의 주체는 홀몸 노인이다. 그들은 일반 시민임과 동

시에 때때로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다고 인식되는 계층이다. 무엇보다 그

들은 재개발과 노인 공동체 해체 문제의 당사자이다. 이러한 구성원의

특성은 일반적인 공론장이나 토론회와 《꺠진방 프로젝트》가 구별되는

특성을 만든다.

먼저, 주제를 다루는 형식이 다르다. 일반적인 공론장에서는 전문가가

주제를 포괄적, 객관적, 그리고 논리적으로 대중을 설득하는 방식이지만,

《꺠진방 프로젝트》에서는 구성원 사이 ’일상적 대화(dialogue)’가 논의

를 전개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매우 사적이다.

또 다른 특징은 예술과 공론장이라는 이질적 행위에서 비롯된 양면성

이다. 다시 말해, 관객이 《깨진방 프로젝트》를 미술 행위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노인이 만든 퍼포먼스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 공론장으로

183) 한나 아렌트, 앞의 책, pp. 26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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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는 순간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논의로 인식된다. 이와 같은 다

면성은 쟁점에 관한 관객의 인식에 영향을 준다. 낭시의 ‘감각’ 개념을

빌리자면, 노인의 대화는 관객이 피로도가 높은 사회적 쟁점을 ‘감각적’

으로 경험하게 한다. 이것은 보통의 공론장이 이성과 논리를 기반으로

타자를 설득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통해 대중의 이해를 구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노인의 대화가 끝난 뒤 이어진 노인과 관객 사

이 대화에서 잘 드러난다. 분명, 그 대화는 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애

처로움, 불쌍함, 공감 등 관객의 감정이 표출된 행위였다. 동시에 그 대

화의 의미는 관객이 노인의 구체적인 삶을 기반해 대안을 찾고자 노력했

다는 데 있다. 이처럼 《깨진방 프로젝트》에서 관객은 ‘감각적 사유’를

통해 구성원에 대한 공감과 쟁점에 관한 대안 제시를 함께 수행했다.

이 프로젝트가 지닌 또 하나의 의의는 그간 ‘돌봄’과 ‘복지’의 ‘대상’으

로만 인식되던 홀몸 노인이 공동체 내에 주체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노인 스스로 자신의 주거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이들의 이해와 협력을 끌어내려 노력했다는 점은 이 프로젝트의 큰 성과

이다. 이처럼, 《깨진방 프로젝트》는 공론장의 주체를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 사회 각 구성원의 자율성을 옹호하고, 구성원이 서로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전통적 공

론장의 구성요소 및 기능과 역할을 확장한다.

이 논문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듯이, 일반적인 공론장이든, 예술

형식의 공론장이든 간에 그것이 반드시 사회의 변화로 귀결되지는 않는

다. 《깨진방 프로젝트》의 경우에서도 구성원의 대화에서 언급된 개별

적 문제는 우리 사회 구조와 제도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연구자가 이 프로젝트를 마을공동체 구성원에게 소개하

는 글에서 “공동체와 함께 모색한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도 여기에 있

다. 고령이긴 했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한 구성원 모두는 그들의 바람이

가까운 시간 안에 실현되기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어떤

구성원은 자신의 생전에 그 바람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

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을까? 프로젝트 환류(還流)

과정에서 김태선씨는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이 겪은 고통을 자식과 손자

세대에게 물려 주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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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관한 그녀의 평가는 홀몸 노인이 그간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되던

재개발로 인한 거주지 소멸의 문제를 공동체적 관점에서 인식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 의식의 확장은 비단 홀몸 노인에게서만 일어난 것이 아

니다. 관객은 홀몸 노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의 삶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무엇보다,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우리 사회에서 홀

몸 노인이 당면한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관객 자

신을 포함한 더 큰 공동체의 미래와 연관된다는 사실을 재인식하는 계기

가 되었다. 이렇게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과정은 구성원이 공동

체의 사회관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프로젝트의 주체임과 동시에 직접 이해 당사자인 홀몸 노인이

노인 주거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의제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생계를 꾸리는 일조차 버

거운 상황이었다. 이 문제는 흔히 소외 계층과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 미

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 문제를 완화할 방안은 프로젝트

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획해 미술가와 구성원 사이 관계가 충분히 형성

된 이후에 공동체 쟁점을 점진적으로 재기하는 것인테, 앞서 언급했듯이,

이 프로젝트는 당사자가 아닌 ‘마포 희망 나눔’ 관계자의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프로젝트 수행 전까지 홀몸 노인은 재개발이나 거주지

에 관한 문제의식을 피력한 적이 없다. 이 상황은 그 의제가 당사자들과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과거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연구자는 이와 같은 절차적 오류를 범한 적

이 있었다. 공동체 구성원의 생각이나 문제의식이 반영되지 않은 프로젝

트에서는 구성원이 프로젝트의 소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아울

러, 당사자가 문제 삼고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해 타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오만함이나 그들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따라

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비평의 지점도 분명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술

가와 구성원 사이 상호작용 통한 소통에 기반하지 않은 프로젝트에서는

공동체 구성원이 너무도 쉽게 대상화된다. 이 관점에서 《깨진방 프로젝

트》도 노인을 대상화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노인 구성원의 주체성을 바

라보는 사회 인식에 있다. 다시 말해, 홀몸 노인의 활동은 여전히 복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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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차원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을 위한 공공미술 혹은 공동체

미술은 주거환경을 개선 사업이나 그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미술

치료 등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노인을 위한 미술이 가진 궁극

적인 문제점은 형식의 창의성이나 다양성의 부족이라기보다는 미술을 복

지 혜택 일부로 인식한다는 데 있다. 그 기저에는 노인을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주체’로서 인식 못 하는 사회적 편견이 깔린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미술의 ‘사회적 전회’가 ‘윤리적 전회’의 양상을 취하게 되는 지점

이기도 하다.184) 이는 공동체 미술이 ‘타자를 위한 윤리적인 행위’을 목

적으로 수행됨으로써 그것의 정당성을 찾을 때, 미술로서의 가치를 평가

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찾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미술 장르로서

공동체 미술은 행동주의와 전통 미학 사이에서 그 위치를 찾지 못하게

된다.

더불어, 망원동 노인이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은 그들을 바라보는 또

다른 사회적 편견을 시사한다. 많은 노인이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표현

하는 일에 익숙지 않겠지만, 가부장제도 안에서 여성에게는, 많은 경우,

자기 의견을 표현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

은 누군가의 딸, 아내, 그리고 어머니로 자신의 정체성을 대신했다. 이처

럼 망원동 홀몸 노인은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경제적, 사회적 약자로

서 ‘대상화’ 되어 온 사람이다.

《깨진방 프로젝트》에서 여성 홀몸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연구

자와 참여자가 극복해야 했던 인식임과 동시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제시

한 사회변화의 내용이었다. 그럼으로써 재개발로 인한 공동체의 사회관

계 해체가 특정 계층만의 문제로 치부되지 않고, 현대인이 당면한 전 사

회적 문제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184) 이영욱, “참여미술에서의 윤리와 미학-클레어 비숍의 논의를 중심으로”(서울:
『美學』제78집, 2014),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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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이 연구는 공동체 미술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연구와 공동체

의 사회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수행된 프로젝트 분석으로 구분되어 기술

되었다. 사전 연구에서는 공동체 미술의 정의와 형성 과정을 분석했는데,

공동체 미술을 사전적, 어원적으로 분석, 정의함으로써 공동체 미술이 구

성원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공개된 의사소통을 기반함을 규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수행한 공동체 미술이 공동체의 쟁점에 관해 구성원의

생각을 교류하는 공론장으로서 기능함을 밝혔다. 이어 재개발에 관한 연

구자의 문제 인식과 그 문제 인식을 주제로 제작된 연구자의 작품을 제

시함으로써. 재개발에 비롯된 주거권의 박탈, 공동체의 사회관계 해체,

그리고 획일화된 도심개발 방식이 연구자의 작품과 공동체 미술을 관통

하는 주제임을 밝히고, 연구자의 작품과 공동체 미술 사이 연속성을 해

설했다. 이 연구의 핵심인 프로젝트 분석은 구성원이 텍스트와 대화를

매개로 재개발에 관한 자기 생각과 주장을 타인과 교류하는 과정을 중심

으로 기술되었다. 그 과정을 통해 연구자가 수행한 공동체 미술의 요체

가 구성원이 능동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구성원 사이 사고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구성하는 것에 있음을 역설

했다. 이를 위한 연구자의 역할은 구성원이 자기 역량을 자각하고 발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었으며, 연구자와 구성원 사이 사적

관계 맺기를 통한 직접 소통은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제

시되었다.

공동체 미술을 통해 형성된 공론장에서 구성원의 사고는 미적 판단과

이성적 사유를 포괄하는 감각을 통해 발화되고, 전달되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그 감각적 사유를 통한 공론장의 목적은 다양한 사고를 공유하고,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것에 있음을 밝혔다. 그 결과, 공동체 미술을 통한

사회관계 회복 혹은 형성이 의미하는 바는 구성원 사이 반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생각의 차이를 수용하는 조

건을 찾는 것이며, 구성원이 한 장소에 모여 미술 언어를 통해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경험은 그 관계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기술되었

다. 공동체 미술의 공유경험은 구성원이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구상하

고, 삶의 변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사고의 시작점인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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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공동체 미술은 즉각적인 사회변화를 위한 사회 운동이 아니라 그

변화의 바탕이 되는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미술 실천이다.

한편, 각 프로젝트에서 거주지와 관련된 구성원의 개인사가 재개발에

서 비롯된 공동체의 쟁점을 부각하는 소재가 되었다는 점은 연구자가 수

행한 공동체 미술의 특이점이다. 구성원의 언어는 개별 프로젝트에 따라

다른 매체에 담겨 표현되었지만, 그 내용은 개인의 미시사임과 동시에

개별적 경험이었다. 경험을 반추하는 행위는 자신과 세계의 가치를 살피

기 위해 의도되었다. 그것은 개인적 성찰의 과정이며 결국 세계와 나의

관계, 타인과 나의 사회관계를 되돌아보는 계기인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그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인했다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연구자

와 구성원 사이 사적 관계 형성을 기반한 프로젝트 수행 방식은 구성원

이 타인에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는 구성원의 개별

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공동체의 쟁점을 공동화하는 방법이었다.

공동체 미술의 성과는 정량적(定量的)으로 평가되기 힘들다. 연구자가

공동체 미술의 의의를 구성원과의 관계와 협업 과정에서 찾으며, 그 결

과물을 그 파생물로 여긴다는 점에서 평가의 기준은 더 불분명해진다.

더구나, 사회관계는 정서적 가치이다. 이런 점이 고려되어 본론에서는 공

동체 미술이 사회관계 회복과 확장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단기적인 환류 및 평가로는 지속성을 요구하는 사회관계

회복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대신해, 연구자는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후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추적, 관찰했다. 《동네스토리닷컴 프로젝트》가 수행된 성북동의

경우, 인터넷 매체는 아니지만,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이라는

제목으로 공동체 구성원이 직접 쓴 다양한 양식의 글을 정기 간행물로

만들어 지역 사회에 배포하고, ‘성북동천(정기 간행물 출판자)’의 주도로

공동체의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 연구자는 마을 간행물에 투고(投稿)를

하거나, 분기별로 개최되는 출판회에 참여해 구성원과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다. 아울러, 마포희망나눔 관계자와 망원동

노인 공동체 구성원은 연구자와 함께 수행한 프로젝트의 형식을 발전시

켜, 마을과 지역에서 노인 공동체 해체와 노인 주거 문제를 다루는 공론

장을 지속해서 만들고 있다. 그들은 이미 관공서에서 주최하는 노인을

위한 대안적 주거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꺠진방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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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해 진행한 바 있다.

구성원의 개별성을 드러내는 프로젝트 특성상 분석된 공동체 미술은 기

존의 공동체 미술이나 행동주의 미술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그리고, 그 주제가 재개발로 국한되어 있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

는 계층이 국한될 수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공적 기능, 사회적 파급력

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더해, 이 논문에서

연구자가 지속해서 자문하는 ‘미술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 또한 유보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변화는 오랜 기간

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

미술의 수립 조건은 본 연구 이후에도 지속해서 검토되어야 할 숙제이

다. 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금에 의존한 공동체 미술은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현재까지 연구자가 찾아낸 대안은 미술가가 구성원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프로젝트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체 활

동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미술가의 활동 거점과 해당 지역 공

동체 사이 물리적 거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공동체 미술을 수행하고 있

는 미술가가 미학, 철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의 관점에서 직접 수행한

프로젝트를 분석했다는 데 일차적인 의미가 있다. 아울러, 개체화된 사회

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개별 접촉을 통한 방법론

을 제시하고, 공동체 미술을 통한 사회 참여의 의의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사회관계를 회복, 확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것에

있음을 논증했다는 것에 있다. 끝으로, 이 연구를 발판으로 연구자가 향

후 수행할 공동체 미술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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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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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I have been interested in the social functions and roles of art

as artists, social problems stemming from urban redevelopment have

long been discovered. Conflicts between members of the community,

which are divided in opinion against the pros and cons of

redevelopment, and residential anxiety among poor residents have

become an opportunity for me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social

relations in the 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Community Art projects conducted by myself in collaboration with

community members living in redevelopment areas to examine the

impact of community art on recovering and expanding social

relationships.

Community Art is based on Activist Art, which called for critical

thinking and action by actively intervening in social issues in the

1960s and 1970s. Those days, Activist Art delivered metadiscourse

such as art institutions, democracy, nationalism and feminism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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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through traditional art and non-traditional art practices such as

demonstrations, education, publishing, broadcasting, and cinema. Since

the 1980s, the expansion of capitalism and neoliberalism has led to a

shift in social awareness to the problem of economic inequality

between classes. Accordingly, Activist Art tended to micro-treat

problems in the periphery of society, the underprivileged, or the

community. In the process, Community Art, a practice of collaborating

and solidifying with the community, using the problems of members'

lives as the theme of the work, is created. As such, in Community

Art, the political aspects of the public domain are emphasized as a

place of discussion or a public sphere.

The independence of members in Community Art conducted by

myself is key. Independence is demonstrated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as an act of demonstrating the equal ability inherent in

members. I continue to listen to members' thoughts and express

empathy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members can recognize

and exercise their capabilities as equal subjects. These relationships

formed through individual contact are the groundwork for inducing

active participation of members. In addition, the contact method is a

methodology that examines and reflects various ideas and arguments

of members on community issues arising from redevelopment in

projects. As a public sphere, Community Art is a place where

members of different ideas interact, a result of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ies becoming individualized in modern

society.

Text and Dialogue in the Community Art are the medium that

members use to participate in public sphere. Members participate in

the public sphere by expressing their thoughts and arguments in text

or by talking to others. In each project, the language is translated

into art form in a non-traditional medium. The key point of the

public sphere is that members' thoughts are sensuously expressed

and conveyed through art practice. The ‘Sense’ is more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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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thetic judgment and rational thinking than the opposite concept of

thinking, which refers to the state in which members engage in

emotions, express their thoughts, and the way in which the audience

perceives members' actions and understands community issues. A

general public sphere aims to persuade and reach agreement with

others through rational reasons. In comparison with general public

sphere, the purpose of the public sphere through ‘sensory thinking’ of

Community Art is to share various ideas and recognize differences

rather than to make certain conclusions, just as it cannot evaluate the

audience's subjective perception of art cannot be evaluated.

As such, the meaning of recovering or expending social relations

through Community Art is not to eliminate antagonism among

members, but to find conditions that accept differences in ideas

stemming from the attitudes of others' lives. In this thesis, the

experience of members gathering in one place and sharing their

thoughts through art language is an essential factor in restoring the

relationship. The Sharing Experience of Community Art is an

opportunity for members to devise ways to communicate with others

and begin long-term and gradual thinking for life change.

Despite many limitations, this thesis suggests that social change

can begin in the process of exchanging individual thoughts with the

subject will of community members, not with metadiscourse or

authoritative groups. It is also meaningful that it presented a

Community Art methodology that draws community members'

participation in individualized society, and argued that the meaning of

social participation through Community Art was to recover and

expand social relations and, ultimately, drive soci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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