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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OPENING REMARKS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 유연식입니다.

「서울은 미술관」의 작품과 예술 활동 또한 “대중문화”를 통해 서울시민 여

서울시 공공미술 정책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제5회 「서울은 미술관」 공공

러분들께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컨퍼런스가 오늘 개최됩니다. 현장에 참석해 주신 연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지금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공미술 컨퍼런스가 서울시 공공미술에 대한 중요한 담론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도시 전체가 미술관이 된다는 약속으로 공공미술 프

컨퍼런스를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연사 여러분들.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실

로젝트「서울은 미술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은 미술관」

시민 여러분들! 제5회 「서울은 미술관」공공미술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셔서

의 철학을 공유하고자 지난 4년간 공공미술 컨퍼런스에서는 세계 곳곳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공공 미술 성공사례를 살펴보았고, ‘형태와 활동’, ‘기념조형물과 기념비’ ‘건
축물 미술작품’ 등 매년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올해 개최되는 제5회 「서울은 미술관」공공미술 컨퍼런스의 주제는 “공공예
술과 대중문화”입니다. 공공미술은 공공장소에 작품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

감사합니다.

니라 축제,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
중문화”는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매개체로써 공공미술에서 핵심

2020.10.15.

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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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Afternoon,

Public Art is not limited to installation of arts in public space, but includes many

I am Yoo Yeon-Sik, the Head of Culture Divis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rtistic activities such as festival and experience-base program; therefore “popular
culture” is a key medium in the public arts that communicates and empathize with

Today, the 5th [Seoul Is Museum] Public Art Conference is going to be held and will

citizens.

discuss the future of Seoul’s public art policy.
Also [Seoul Is Museum] Public Art Conference’s art activities and works will try to
I would like to thank all the speakers with us here now and the dear citizens who are

be more accessible and approachable to Seoul citizens through “Popular Art” as well.

participating virtually.
I truly wish today’s Public Art Conference can provide opportunity for meaningful
Since 2016, Seoul has launched [Seoul is Museum] program to fulfill the promise of

discussion on Seoul’s public art.

turning city of Seoul into an art museum.
For all the speakers who have given their precious time to this conferences, and all
To share the philosophy of [Seoul is Museum], the Public Art Conference has

the citizens with us virtually, I would like to give thanks again to all for participating

examined all the successful cases across the globe, and held discussion on themes such

in the 5th [Seoul is Museum] Public Art Conference.

as ‘Shapes and Movement’, ‘Monumental sculptures and monuments’ ‘Arts of building
and Publicness ’ and many more, for the last four years.

Please continue your interest, support and participation for the upcoming projects
from Seoul as well.

The theme of this year’ 5th [Seoul is Museum] Public Art conference is “Public Art
and Popular Culture.”

Thank you!

Yoo Yeon-Sik
October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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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류가 다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멈춰있는 공공공간에서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서울시 공공미술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있는 안규철이라고 합니다.

부단히 노력해야합니다. 어쩌면 오히려 광장과 거리에서의 활동이 멈추고
공공공간이 텅 비어있는 지금은 우리가 그 공간들의 의미와 가능성을 새롭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서울시 공공미술 컨퍼런스는 시민사회에서나 주류미

게 재검토하고 새로 정의할 수 있는 더 나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술계에서나 진지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공공미술에 대한 논

그런 의미에서 공공미술의 대중성을 주제로 하는 오늘의 컨퍼런스는 팬데

의를 활성화하고 변화하는 서울의 환경에 맞는 공공미술의 방향성을 모색하

믹으로 잃어버린 공공공간과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탈환하려는 의지와 희

기 위해서 지난 201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망의 메세지를 담고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공공장소가 잠재적인 감염의 위험의 장소로 가급적이

참여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관객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면 회피해야할 금지된 영역으로 되어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공공공간에서의

인사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술에 대해 논한다는것이 어쩌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이 지금이 가장 중요하

감사합니다.

고 시급한 문제라는것을 아무도 부정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는 이 상황이 종식된 이후의 삶을 끊임없이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10.15.

안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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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Everyone,

As activities in squares and streets have stopped and public spaces are empty, maybe
this time is better than ever to re-examine and re-define the meaning and the

I am Ahn Kyu-Chul, the chairman of the Seoul Public Art Committee.

potential of the public space.

Now being held for the fifth time, the Seoul Public Art Conference started in 2016

In that sense, perhaps today’s conference entails our will to retrieve precious daily

to invigorate discussion on the public art that were often dismissed as not worthy of

life back from the pandemic as its theme discusses popularity of public art.

attention by society or the mainstream art and to seek an appropriate direction for
the public art policy in ever-changing Seoul’s landscape.

I would like to greet and give thanks to all the discussion panels, presenters and
audiences.

It may sound quite out of touch with reality to discuss the ‘art in the public space’ as
the public space became potentially dangerous place where people might contract

Thank you.

COVID-19 and thus, to be avoided at best in this situation.
No one can deny the apparent importance and need for social distancing and
disinfection in this dire time, but I believe we need to prepare the life after

Ahn Kyu-Chul
October 15, 2020

COVID-19.
Despite the grim prospect that humanity can never go back to the way it was before,
we need to work to regain the life in the public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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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소개
CONFERENCE INTRODUCTION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순수예술과 대중문화에서의 노력들은 전세계적
으로 공공미술의 확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비단 바이러스 전염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예술의 가능성이 아니라, 미디어테크놀로지의 확
장과 발전과 함께 그 어느 때 보다 모두가 함께 하는 예술의 공공적 실현에

변화된 문화지형도와 공공성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모두를 위한 공공성의 실현이 사회

_공공예술과 대중문화

적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순수예술과 대중문화의 위계화된 구분은

The Changed Topography of Culture_
Publicness of Public Art and Popular Culture

모호해졌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하에 대중문화 역
시 그 어느 때보다도 모두의 삶을 위한 공공의 실현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
는 시대가 되었으며, 이러한 공공성의 실현과 확장에 있어 본격적인 역할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협력큐레이터 김미령
Cooperative Curator Kim Mi-Ryoung

이에 ‘제5회 「서울은 미술관」공공미술 컨퍼런스’에서는 전통적인 공공
미술, 대중문화, 대중, 공공성 개념 등의 지형변화, 확장 등의 기본적 주제와
내용 이외에 최근의 이론, 실천에서의 지형변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유사 공
공성의 개념들을 검토함으로써 현 공공미술이 어떻게 대중들의 삶의 상태

196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공공미술은 각 국 도시의 사회,

와 지향과 맞물려 있는지 논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공공미술에서의 공공

문화적 지형아래 여러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변화발전을 거듭해왔다. 서울

성만이 아닌 대중들의 현재적 혹은 지향적 삶과 연관된 폭넓은 공공성의 개

시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2016년부터 ‘「서울은 미술관」공공미술 컨퍼런

념을 고민하고자 한다. 즉 좁은 의미의 공간적, 장소적 조형적 이미지, 장식

스’를 개최하여, 매년 공공미술에 대한 역할과 조망 개괄(2016), ‘공공미술이

의 차원을 넘어서는 대중과의 소통, 교감, 개입, 관계로 확장된 공공미술과

상상하는 도시(2017)’, ‘기념조형물과 동시대 공공미술(2018)’, 그리고 ‘건축

대중문화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물 미술작품과 공공성(2019)’이라는 주제를 통해 공공미술의 개념과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를 해오고 있다. 이번에 5회를 맞는 ‘「서울은 미술관」

먼저, 첫 번째 세션 ‘새로운 문화지형도, 공공미술’에서는 그 간에 연구

공공미술 컨퍼런스’에서는 새롭게 변화 확장된 문화지형도 속에서 순수예술

되어 온 미디어 테크놀로지 발전과 확장에 따른 공공예술의 변화를 다양한

과 대중문화가 공공미술 내에서 공공성의 실현과 확장에 어떠한 역할을 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최신 사례를 통해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는지에 관한 물음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한 캐나다 몬트리올 지역을 기반한 비영리기관인 QDS의 성공적인 도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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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공미술 사례를 통해 변화된 도시와 시민의 대중의식을 논한다. 그리고
세션 1 마지막에는 역사적으로 논의되었던 일상과 대중문화, 미술과 공공미
술의 접점을 논하면서, 현재 공공미술 현장 속에서 대중문화가 어떻게 상호

Public art, which began to appear in the late 1960s, has been developing
through various discussions and consultations under the social and cultural
topography of each city. Since 2016,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also held the "Seoul is Museum, Public Art Conference" annually, to

침투하고 있는지 분석 진단하고 아울러 대중문화적 코드를 접목한 공공미

discuss in-depth the concept of public art and its direction of development

술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일상의 대중화’라는 관점에서 향후 요청되는

hereafter through the themes of "an overview of the role and views of Public

공공미술의 과업을 논하고자 한다.

Art (2016)," "The City imagined by Public Art (2017)," "Monuments and public
art now (2018)" and "Arts of Building and Publicness (2019)". The 5th <Seoul
is Museu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ublic Art> will begin with the

두 번째 세션 ‘확장된 공공성과 대중문화의 가능성’에서는 공공성의

question of how fine art and pop culture play a role in the realization and

측면에서 문화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공공미술의 취지와 현

expansion of publicness within public art in the newly expanded cultural

실 조건을 점검하고, 문화정치적 대안을 위해 시민공동체, 행정, 예술가 기획
자의 간극 해결 모색을 위한 사례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예술의 공

landscape.
The recent efforts in fine art and popular culture, as a result of Covid-19,

공성과 경험으로서의 예술의 접근성에 대한 연구로 최근 국내외로 크게 반

are having a great influence on the expansion of public art throughout the

향을 일으키고 있는 CONNECT, BTS의 사례를 들어 공공예술의 새로운

whole world. This is not only due to the possibility of contact free art to

협업방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세션 2 마지막에는 도시문화 정책의 현실 속

prevent the spread of the virus but, the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media
technology together with, now more than ever, a shared growing interest in

에서 공공미술에서의 예술성과 대중성이라는 첨예한 가치가 어떻게 존재하

the public realization of art. It also shows that as the realization of publicness

고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 공공미술의 향후 발전 가능성과 개선방향에 대

for all has emerged as an urgent matter of social interest, the hierarchical

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distinction between fine art and popular culture has become blurred. In these
circumstances, we find ourselves in an era where now more than ever, popular
culture has no choice but to pay attention to the realization of publicness
for everyone’s lives. Thus, it is now time to consider the full-fledged role of
popular culture in realizing and expanding such publicness.
Therefore, at the <5th Seoul is Museum- Public Art Conference>,
in addition to the basic themes and contents such as expansion and
transformation in the landscape of the traditional concept of the publicness,
of public art, popular culture, and the masses, recent theories and practices
will be covered. By examining various similar concepts of publicness,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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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like to raise a question about how the current public art is in line with

of Session 2, we would like to look at how the sharp values of artistry and

the state and direction of the public’s life. Furthermore, we try to contemplate

popularity in public art exist and work in the reality of urban culture policy,

not only the publicness in existing public art but also the broad concept of

and take some time to collectively think about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publicness associated with the present or oriented life of the masses. In other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of public art hereafter.

words, we attempt to shed new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rt
and popular culture, which has been expanded through communication,
rapport, intervention, and relations with the public beyond the dimension of
decoration, formative images of places, or space in a narrow sense.
First, in the first session, 'New Cultural Topography, Public Art,' we will
look at the changes in public art in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media
technology that have been studied so far through various cases, and present the
future prospects through the latest cases. We will also discuss the transformed
city, citizens and public consciousness through the successful case of public
art in the city by the non-profit organization QDS based in Montreal, Canada.
Additionally, at the end of session 1, we would like to discuss the intersection
of daily life, pop culture, art, and public art, which has been historically
discussed, while analyzing and examining how pop culture is penetrating into
the current public art scene besides discussing the good and adverse effects of
public art that incorporates pop culture code, and the mission that public art
is being tasked with hereafter, from the perspective of 'daily popularization'.
In the second session ‘Expanded Publicness and the Possibilities of Pop
Culture’, we would like to assess the purpose and actual conditions of public
art to examine cultural and political possibilities in terms of publicness, and
present research case studies to seek the solution to the disparity between
civic communities, administration, and artist planners for cultural and
political alternatives.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introduce a new method
of collaboration in public art, citing the case of CONNECT, BTS, which
has recently been resonating greatly at home and abroad, as a study about
the accessibility of art as the experience and publicness of art. At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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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Speaker

기조연설

Session 1 | 새로운 문화지형도, 공공미술

Keynote Speech

New Cultural Topography, Public Art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이원곤

Hans Ulrich Obrist

Yi Won-Kon

스위스 | 서펜타인갤러리 아트디렉터

한국 | 단국대 예술대학 교수

Swiss | Art Director of Serpentine Gallery

Korea | Professeor at Dankook University of Arts

•前 파리시립미술관 큐레이터

•前 한국기초조형학회 논문편집위원장

•1991년 World Soup (The Kitchen Show) 이후 300회 이상 전시기획

•前 한국영상학회 회장

• the Curator of the Musée d’Art Moderne de la Ville de Paris

• the former Chairman of editorial board,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 S ince his first show WorldSoup (TheKitchenShow) in1991, he has curated more

• the former Chairman of The Korean Society of Media and Arts

than 300 sh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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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Speaker

Session 1 | 새로운 문화지형도, 공공미술

Session 1 | 새로운 문화지형도, 공공미술

New Cultural Topography, Public Art

New Cultural Topography, Public Art

캐서린 지라드 란타뉴

김성호

Catherine Girard Lantagne

Kim Sung-Ho

캐나다 | QDS 파트너쉽 프로그래밍 & 제작 디렉터

한국 | 2020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Canada | Deirector of Programing and
Production, Quartier des Spectacles
Parnership

Korea | Artistic Director of Changwon Sculpture

•現 QDS 도시활성화 프로그래밍 디렉터

•現 2020 창원 조각 비엔날레 총 감독

•前 몬트리올 예술위원회 심사위원

•前 여주미술관 관장

Biennale 2020

•프로그래밍&콘텐츠 디렉터-ComediHa Fest!(2019-2020)

• Programming Director Relance Centre-Ville - Quartier des Spectacles Partnership.

• Artistic Directo of Changwon Sculpture Biennale

• t he former of Jury member - Conseil des arts de Montréal (Montreal Council of Arts)

• the former director of Yeoju Art Museum• Museum Berggruen, member of the

• Programming and Content Director – ComediHa Fest! (20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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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Speaker

Session 2 | 확장된 공공성과 대중문화의 가능성

Session 2 | 확장된 공공성과 대중문화의 가능성

Expanded Publicness and Creative Consumer Culture

Expanded Publicness and Creative Consumer Culture

임산

이대형

Lim Shan

Lee Dae-Hyung

한국 |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교수

한국 | CONNECT BTS 아트디렉터

Korea | Professor at Dongduk University of

Korea | Art director, CONNECT BTS.

curatorial

•前 아트센터나비 큐레이터

•前 현대자동차 아트디렉터

•前 ㈜월간미술 기자

•2017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

• the former curator of art center Nabi

• the former Art director, Hyundai motors.

• the former Journalist, Monthly Art Magazine

• Artistic Director, Korean Pavilion of Venice Biennal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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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Moderator

Session 2 | 확장된 공공성과 대중문화의 가능성

Wrap-up Session | 공공미술, 대중미술의 변화 정리 및 미래의 발전

Expanded Publicness and Creative Consumer Culture

최범

백기영

Choi Bum

Peik Ki-Young

한국 | 미술·디자인 평론가

한국 |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

Korea | Art · Design Critic

Korea | Director of Buk Seoul Museum of Art

•現 한국디자인사연구소 소장

•前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

•前 공공미술추진위원회 상임위원
•「최범의 서양 디자인사」 등 다수 저서 출간

• Director, Korea Institute of Design History

•the former director of curatorial department, Seoul Museum of Art

• Member of Public Art Committe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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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01
새로운 문화지형도, 공공미술
New Cultural Topography, Public Art

기조연설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Hans Ulrich Obrist
공공미술로 다가가기

이원곤 Yi Won-Kon
미디어 테크놀로지 발전, 확장에 따른 공공예술의 변화
캐서린 지라드 란타뉴 Catherine Girard Lantagne
도시변화와 문화활동이 시민에게 주는 의미
김성호 Kim Sung-Ho
일상의 대중문화와 공공미술

공공미술로 다가가기

키는 힘을 믿는다. 사람들을 예술로 데려오는 문제만이 아니라, 예술을 사람

To make Art public

들에게 가져다 줄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공 미술이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다.
예술은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경종을 울릴 수도 있는데, 공공 미
술은 그 힘이 훨씬 더 강력하다. 현재 우리는 심각한 생태적 위기를 절감하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고 있다. 공공 미술은 공감과 함께함(togetherness연대성)이라는 아이디어

Hans Ulrich Obrist

를 새롭고 절박한 사고 방식으로 확산시켜 줄 수 있다. 런던 서펜타인 갤러
리에서 현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생태학을 중심으로 두는 이유는, 우리
와 환경을 분리시키는 벽과는 정반대로, 생태학이 우리와 환경과의 일체감
(togetherness함께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 장소 내에
미술을 만나는 새로운 구역을 만들어, 관람객들과 함께 신선하게 공감의 상

지난 몇 년 동안, 새로 생겨나는 사립 뮤지엄과 공공 뮤지엄이 대단

황을 창출해내기 시작해야 한다.

히 많아지면서, 전시 공간에 중점이 실리는 반면, 공공 미술을 위한 공간은

공공 미술은 생태학, 불평등, 연대 안에 공동 미래, 그리고 가장 긴급하

비교적 등한시되었다. 따라서 이제 공공 미술에 다시 신경을 쓰는 것이 매

게는 사회 정의라는 주제를 다루기에 좋다. 시인 에텔 아드난(Etel Adnan)의

우 시급하다. 나는 항상 마르티니크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에두아르 글리상

말을 빌자면, “세상은 분리가 아니라 연대가(togetherness함께함이), 의심이

(Édouard Glissant)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 글리상은 후기 작품에

아니라 사랑이, 고립이 아니라 공동의 미래가 필요하다.” 나는 공공 미술이

서 전통적인 전시 공간들을 면밀히 관찰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미술 작

우리를 연대, 사랑, 공동의 미래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중 예술은

품을 쉽게 접할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예술에 참여하는 형태를 재고해 볼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무엇이 긴급한지 지적해 줄 뿐만 아

필요가 있다. 이동성을 높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오픈 소스

니라,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를 해야 한다. 물론 여기서 참여의 개념

전시 모델을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 나의 최근 포스트 전시인 두 잇(Do It)

은 대단히 중요하다.

은, 찬찬히 둘러보며 즐기는 공간과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픈 소스 전시 모델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관람객이 전시를 보기 위해 전시공간 안으로 문턱을 넘어 들어와야 한
다는 기존의 생각은 사람들을 망설이게 만들 수 있다. 공공 미술은 이런 사

마지막으로, 후한 인심이라는 공공 미술만의 아이디어를 강조하고 싶
다.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도심뿐만 아니라 모든 동네에 무료로 입장
하도록 미술을 전시하여, 대중 예술을 진정으로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만드
는 것이다.

람들에게 다가가는 하나의 길이 된다. 나는 예술이 가지고 있는 변혁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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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last few years, we have seen a great increase in new museums, both
private and public ones. With this development comes a strong focus on exhibition
spaces and less on spaces for public art. This is why now it is ever more urgent to

should not only point to something urgent but also help us, in that sense, to find
solutions. And of course, the idea of participation is very important.
Finally, the idea of generosity within public art is one I would like to stress:

bring the focus back to public art again. I have always been very inspired by the

by making art accessible to everyone, free of admission and presented in all

Martinican writer and philosopher, Édouard Glissant. The later work of Glissant

neighborhoods, not merely the city centers, is what makes art in the public truly

carefully observed the spaces in which exhibitions were traditionally presented.

inclusive and diverse.

Art remains invisible to the large part of society, which is why we have to rethink
the forms of engagement with art and create a more generous model of opensourced exhibitions, which are more mobile and can reach more people. My recent
post exhibition, DoIt, would be an example of that, asit can happen completely
independent from an amuseal space.
This is important because within exhibition spaces, there is this idea that
visitors have to cross the threshold in order to see an exhibition, which can hold
people back. Public art can therefore be seen as a way to reach these people. As I
have always believed in the transformative power of art, and it is very important
to think about not only how we can bring people to art but also how we can bring
art to the people. That is really what public art can do.
Art can create empathy. It can be a wakeup call and within the realm of
public art even more powerfully so. We are finding ourselves in a moment of great
ecological danger and public art can help to proliferate the ideas of empathy and
togetherness as new and urgent ways of thinking. This is why now ecology is at
the heart of everything we do in our work at the Serpentine Galleries in London.
Because ecology has to do with togetherness with our environment. It is the
opposite of the wall of separation from the environment. We therefore need to
create the situation of empathy as the new way to start with the visitors; enable
new contact zones within public spaces.
Within the realm of public art, we can address themes of ecology, inequality,
our common future in solidarity, and, most urgently, social justice. Etel Adnan,
a poet, says “the world needs togetherness, not separation; love not suspicion;
a common future, not isolation.” I think public art can lead us to togetherness,
to love, to a common future. Art in the public can produce new realitie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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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전,
확장에 따른 공공예술의 변화
Changes in Public Art with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Media Technology

1. 뉴욕의 링컨센터와 LA의 센츄리센터백화점 사이에는 인공위성으로
중계된 상대편 장소의 시민들이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Hole in
Space” by Kit Galloway & Sherrie Rabinowitz. 1980년. 그림1)1)
시민들은 우연히 도시의 한 장소에서 마주친 다른 도시 시민들의 실시
간의 모습을 서로 보며, 인사하고, 교류하는 경험을 했다.

이원곤
Yi Won-Kon

공공장소에 전시되는 미술작품들은 대체로 시민들의 관심, 문화적 관

▲ 그림 1

습을 고려하게 되므로, 대부분 대중적 취미 혹은 사회적 이념에 적합한 작품
들이거나 장식적이다. 이에 반해 현대미술은 작가의 개성을 중시하고, 작가

2. 1997년 오스트리아 그라츠의 Landeszeughaus military arsenal에

는 그 차별성을 존재이유로 삼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러한 작품들이 공공장

서 실행된 <공포의 재배치>(Re:Positioning Fear. 그림2)는 14세기 몽골의

소에 전시될 때, 대중의 문화적 태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침입을 대비하기 위하여 건설한 곳으로, 실제로 전쟁에 사용된 적은 없었으

흔히 ‘공공’과 ‘미술’은 물과 기름의 관계라는 말도 있다. 그럼에도 현대

나 2차대전때 병기창으로 사용되어 주민들의 공포가 빚어진 역사적 건축물

의 정부/도시들의 문화정책은 이러한 ‘미술’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공공의 영

에서 전세계의 네티즌들의 소통이 이루어진 이벤트였다. 그리고 1999-2000

역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행위이다.

년 이른바 새로운 밀레니엄의 개막을 축하하는 행사로서 멕시코시티 조칼로
광장에서 실행된 <Vectorial Elevation> 그림32)은 아즈텍문명의 폐허, 스페

그런데 근래의 시각미디어테크놀로지는 가상성(virtuality)의 임장감

인정복자들이 세운 성당과 광장, 그리고 현대의 도시마천루가 같이 있는 장

(presence)이 확대되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과 소통의 양식을 취한다는

소에서 행하여진 뉴밀레니엄 축하 이벤트였다. 이 두 작품은 역사적, 장소의

점에서 ‘PUBLIC ART’로서의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글에서는 공공미
술로서의 미디어아트의 경향과 방향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https://www.youtube.com/watch?v=SyIJJr6Ldg8
2) https://www.youtube.com/watch?v=C4xx8sirB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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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위에 영상미디어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대중이 참여했던 공공이벤트였

4. 21세기에 들어서 옥외 LED스크린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월(Media
Wal), Beam Projection 등을 이용한 미디어 파사드가 도시공간에 범람하

다.

고 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가 이러한 경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미디어스킨(media skin)이라는 외피로 마감된 건축물들이 많이 등장했다.
publicis DrugStore(프랑스. 그림5)3), 국내에도 POSCO Media Facade. 그
림64), SMTown Coex Atrium LED Facade. 그림7) 등이 같은 예에 속한다.

▲ 그림 2

▲ 그림 3

3. 한편 소규모의 미디어아트 실험이 대중의 참여에 의해 실행되
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981년에 “전 우주적 생명체의 모임”을 표방하며
CCC(Chaos Computer Club)가 실행한 ‘Blinkenlights’, 프로젝트는, 한 예

▲ 그림 5

▲ 그림 6

▲ 그림 7

▲ 그림 8

로 파리의 프랑스 국립도서관 빌딩의 창(가로 20개, 세로 26개)들을 픽셀로
사용하여 일반 유저들이 제작한 이미지들을 전시했다. 이 행사에 전시된 이
미지들은 이모티콘, 애니메이션, 게임, 심지어 연인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등
다양한 내용이었으
며, 시민들은 행사기
간 중에 핸드폰을 이
용해 테트리스, 퐁,
팩맨 등 다양한 게임
을 했다. (그림4)

3) https://www.youtube.com/watch?v=x3SKVknRmYs
4) https://www.youtube.com/watch?v=BStt2McJSr8
5) 대
 표적으로는 2016년 스페인 바로셀로나 LLUM BCN 페스티벌에서 공개했던 ‘Axioma’(https://www.
youtube.com/watch?v=CpRLwLcLHNA&t=388s)가 있으며, 해마다 부카레스트에서는 3D매핑콘테스
트‘iMapp Bucharest’개최.(https://www.facebook.com/iMappBucharest/ 참조)
6) https://www.youtube.com/watch?v=2MUcBG21P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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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형 스크린이나 빔프로젝션에 의한 영상연출은 주변의 모든 공간을

7. 가상성과 현장성(장소)의 중첩: 개인기기(personal media)를 사용

영화관의 객석과 같은 공간으로 만들고, 한 작품이 지닌 단일한(공공적인)

하는 퍼블릭아트: 2000년대 이래로 확산/보급된 모바일기기는 공공장소에

문맥이 한 장소/공간을 점유하게 되므로 “그 공간을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

대한 개인적 접근과 소통이 가능해졌으며, 그 활용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다. 시민의 일상적 삶이 영위되는 도시공간에서는 작품의 노출시간과 연출의

TSG(tactile Sound Garden) 그림119)은 참여자들이 모바일기기로 어떤 장

강도가 신중하게 조절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많은 사례가 있는 3D 매핑 프

소에 ‘소리를 심는(plant)’행위로 시작되고, 누구든지 그 소리를 장소에서 다

5)

로젝션 의 경우에는 정해진 짧은 시간내에 종료되는 기획이 적절하고, 건물

운로드 받고 재생하고, 가공해서 다시 심는 등으로 타인과 공유하는 프로

(혹은 스크린)이 지역시민의 생활공간 속에 친밀한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의

세스를 통해 (공공)장소의 기억을 소리로 공유하는 프로젝트이다. 예를 들

환경조형물처럼 기능하는 경우에는 연출의 강도를 조절함으로써 공공장소

어 로마의 재탄생(Rome Reborn. 그림12)10)의 가상공간과 GPS코드를 싱

와의 관계를 맞출 수 있다.(예: 2018년 평창문화올림픽 사업의 일환 - “서울

크(sync, 또는 整合)시키고, AR등의 기술을 이용한 LBS(location based

6)

스퀘어 미디어 파사드” 그림8 등)

service)등으로 이용한다면 도시전체를 미술관, 역사체험장, 관광명소 혹은
게임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현재 R&D가 진행되고 있는 Google Glass 등

6. 새로운 기법과 연출: 2010년대에 들어 제작기술이 비약적으로 발

AR기기의 활용은 이와 같은 서비스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달한 드론과 출력 및 연출력이 강해진 레이저가 퍼블릭미디어아트에 사용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드론에 의한 연출은 2015년 11월 오스트리아
린츠의 Ars Electronica Futurelab이 선보인 ‘Drone100’. 그림97), 그리고
‘SkyCompass’ (NTT+AEC. 2017.6) 그림108)가 대표적이다.

▲ 그림 11

▲ 그림 9

▲ 그림 12

▲ 그림 10

7) h
 ttps://www.youtube.com/watch?v=7cegKFOW5fM
https://www.youtube.com/watch?v=aOd4-T_p5fA
8) https://www.youtube.com/watch?v=9222tuSu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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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the artworks displayed in public places are either decorative or

이상에서 보듯이 공공예술의 정체성과 위상은 미디어기반이 교체되면
서 점차 달라지고 있다. 기존의 공공예술과 미디어파사드 등의 퍼블릭미디어
아트가 어떤 장소성의 문화적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는 것임에 비해, 미래

suitable for popular preferences or social ideologies, as they usually take into
consideration the interests of citizens and cultural customs. On the other hand,
contemporary art values the artist’s individuality and the artist tends to use that

의 퍼블릭미디어아트는 다층적, 개별적 참여에 의한 경험이 중요시 되는 형

distinction as a reason for its existence so when such pieces are on display in

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public places, they are likely to clash with the public’s cultural attitudes.
There is often a saying that “public” and “art” have a relationship like that of
water and oil. Nevertheless, the cultural policies of modern governments and cities
are intended to incorporate these ‘arts’ into the public domain as much as possible.
However, in recent years the presence of visual media technology’s virtuality has
expanded and is drawing attention as a possibility of ‘PUBLIC ART’ in terms of
the of the various ways it offers a form of communication with the audience. In
this writing we will briefly examine the tendencies and directionality of media art
as a public art.
1. Between Lincoln Center in New York and Century Center Department
Store in Los Angeles, citizens of the other location were shown in real time as

기존 공공미술(초록) 미디어파사드(빨간) 모바일네트워크, AR을 이용한 퍼블릭 미디어아트(보라)

broadcast by satellite (“Hole in Space” by Kit Galloway & Sherrie Rabinowitz.
1980. Figure 1)1)Just as citizens accidentally run into each other in a spot of the
city, citizens of other cities can see, greet, and interact with one another in real
time

▲ Figure 1

1) https://www.youtube.com/watch?v=SyIJJr6Ld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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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Positioning Fear, which was conducted in 1997 at the Landeszeughaus

3. On the other hand, many small-scale media art experiments were

Military Arsenal in Grazz, Austria. (Figure 2) was built to prepare for the invasion

conducted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The “Blinkenlights” project, launched

of Mongolia in the 14th century and was used as a military base during World

in 1981 by the Chaos Computer Club (CCC), which advocated “a meeting for

War II. Though it was never actually used in war, it was an event where netizens

all universal life,” for example, displayed images produced by ordinary users

from all over the world communicated in historical buildings caused by fear of

using windows of the French National Library building in Paris (20 horizontal,

residents. And <Vectorial Elevation>. Figure 3 2) which was held at Zocalo Square

26 vertical) as pixels. The images displayed at the event included emoticons,

in Mexico City in 1999-2000 as event to celebrate the commencement of the so-

animations, games, and even love letters to lovers, etc. There was a variety of

called new millennium. Figure 3 was a New Millenium Festival in held in the ruins

content and citizens played various games such as Tetris, Pong, Pacman, etc. using

of the Aztec civilization, a cathedral and a square built by the Spanish conquests,

their mobile phones during the event. (Figure 4)

and a place where modern urban skyscrapers are located together. These two
pieces of work, which were historic in the context of location, were public events
in which the public participated by using video media and the Internet.

▲ Figure 2

▲ Figure 3

▲ Figure 4

2) https://www.youtube.com/watch?v=C4xx8sirB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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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 the 21st century, media facades that use media walls and beam

5. Video productions by large screens or beam projectors make the

projections, which focus on outdoor LED screens, are flooding the urban space.

surrounding space similar to seats in a movie theater. The single (public) context

Times Square in New York is representative of this trend, and many buildings

of masterpiece occupies one place or space, so it can be said that it “takes over that

with Media Skin exterior finishings have appeared. publicis DrugStore (France.

space”. In urban spaces where citizens carry out their daily lives, it is thought that

3)

4)

Figure 5) , POSCO Media Facade. (Korea, Figure 6 , SMTown Coex Atrium LED

the exposure time and the intensity of the production should be carefully regulated.

Facade. (Korea, Figure 7) and others are similar examples.

In the case of 3D mapping projections, which is included in many examples, a plan
to end in after a specified short time is appropriate, and if a building (or screen)
functions like an environmental sculpture that conveys intimate messages in the
living space of local residents, the relationship with the public space can be adjusted
by adjusting the intensity of the production (e.g., part of the 2018 Pyeongchang
Cultural Olympiad project – “Seoul Square Media facade”, Figure 8 etc.)" 5)
6. New techniques and production: In the 2010s, drones with rapid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lasers with stronger output and
production power were often used in public media art. In particular, production

▲ Figure 5

▲ Figure 6

by drones is illustrated by ‘Drone100’ by Ars Electronica Futurelab of Linz,
Austria, in November 2015, Figure 9 6), and ‘SkyCompass’ (NTT+AEC. 2017.6)
Figure1 10 7) are representative.

▲ Figure 7

▲ Figure 8
▲ Figure 9

▲ Figure 10

5) A typical example would be 'A xioma' (https://www.youtube.com/watch?v=CpRLwLcLHNA&t=388s)),w
hich was unvieled at the 2016 LLUM BCN Festival in Barcelona, Spain. This 3D mapping contest 'iMapp
Bucharest' is held annually in Bucharest (see https://www.facebook.com/iMappBucharest/)
6) https://www.youtube.com/watch?v=7cegKFOW5fM
3) https://www.youtube.com/watch?v=x3SKVknRmYs
4) https://www.youtube.com/watch?v=BStt2McJS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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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verlapping virtuality and field (place): public arts using personal

As seen above, the identity and status of public art are gradually changing

media: Since the 2000s, widespread and distributed mobile devices have become

as the media base is replaced. While current public media art such as public art

available for personal access and communication to public places, and their use

and media facade are based on cultural ideology of a placeness, experience based

8)

is becoming more diverse. TSG(tactile Sound Garden) Figure 11 is a project in

on multilayered, individual participation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part of

which participants share their memories of (public) places with sound through a

public media art in the future.

process that begins by planting a sound at a place on a mobile device, and anyone
can download and play the sound from a place, process it and replant it, etc. For
example, if the virtual space and GPS code of "Rome Reborn." Figure 12 9) are
synced and used as location-based services (LBS) using technologies such as AR,
the entire city can be used as an art museum, a history experience center, a tourist
attraction, or a game venue, and the connection of AR devices such as Google
Glass, where R&D is currently underway, is expected to be used.

Current Public Art (Green circle) Media Facade (Red circle) Mobile Networks,
Public Media Art using AR (Pink One)

▲ Figure 11

▲ Figure 12

8) http://www.tacticalsoundgarden.net/
9) https://www.romerebor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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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변화와 문화활동이 시민에게 주는 의미
city change, cultural activities and citizens implication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카르티에 데 스펙터클 지역은 언제
나 몬트리올에서 문화와 오락으로 인기 있는 명소였다. 2003년에 카르티에
데 스펙터클 파트너십(Quartier des Spectacles partnership)이 창설되면서
공식적으로 카르티에가 성취하려는 목적이 정해졌다. 카르티에는 자체적인
시각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살며, 배우며, 창조하고 즐기는 도심지 : Live,

캐서린 지라드-란타뉴

Learn, Create and Entertain Downtown>라는 비전을 공유하였다. 카르

Catherine Girard Lantagne

티에 데 스펙터클 파트너십의 사명은 공공 기관 및 다양한 지역 이해 관계
자들과 협력하여 도시, 관광, 사회 및 경제적 고려사항을 모든 액션에 통합
함으로써 카르티에의 문화적 가치를 개발하고 증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기
여하는 것이다.

몬트리올 시내에 위치한 카르티에 데 스펙터클(Quar tier des
Spectacles)은 이 도시의 문화 중심지이다. 북미에서 최고로 다양하고 큰 문
화 공간들이 이 문화 특구 안에 있다.

카르티에 데 스펙터클의 예술-문화 활동과 도시의 변화 : 자르뎅 가멜린
다양하고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축제 생활공간!
자르뎅 가멜린(Les Jardins Gamelin)은 카르티에 데 스펙터클에서 주

몬트리올 시민들과 방문객들은 무려 40개나 되는 축제와 8개의 활기

목할 만한 도심 공공 공간 재생 실험 결과물이다. 평화로운 공동 거주와 포

넘치는 공공 공간에 매료되어 흥미를 느끼며, 연중 내내 밤낮 없이 무리를

용에 중점을 두고, 사람들을 환영하도록 독특하게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몬

지어 카르티에로 향한다. 카르티에 데 스펙터클 면적은 1km이며, 총 28,000

트리올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고 다양한 예술 현장을 반영하는 무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갖춘 30여 개의 공연장과 바(Bar)가 있고,

프로그래밍과 인간적인 규모로 유명하다. 활기차고 즐거운 생활 공간으로

전시공간이 약 40개, 영화관도 여러 개 있다. 젊은 층과 노년층 모두가 신진

설계되어, 따뜻한 계절을 최대한 활용하기에 매우 이상적인 장소이다. 그러

및 기성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려고 카르티에에 찾아온다. 예술적인 조명 디

므로 수천 명의 몬트리올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자르뎅 가멜린에서 함께 모

스플레이들은 이 독특한 장소에 활기를 넘치게 하고 들뜬 분위기를 반영하

이고, 즐기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고 있어 인상적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적어도 한 장소에서는 문화 활동이 일
어나고 있다.

2015년 봄. 플라스 에밀리에 가멜린 광장은 5월부터 9월까지 자르뎅 가
멜린을 오픈하여 카르티에 데 스펙터클 거주자들과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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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선보였다. 카르티에 데 스펙터클 파트너십은 그 지역의 이해관계자들

안전한 공공 공간 / 예술 / 생기(animation)

과 긴밀히 협력한다. 몇몇 지역 단체들은 자르뎅에서 사회 구조(outreach)

몬트리올에 기반을 둔 창작자들은 사람들이 공공 광장에서 지역 사업

역할을 하거나, 광장을 자주 찾아오는 소외 계층들을 참여시키는 공중 보건

체가 판매하는 음식을 사 먹도록 몇몇 광장들을 디자인했다. 정오부터 밤11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카르티에 데 스펙터클 파트너십은 사회봉사 역할을

시까지 주 7일 동안 문을 열었으며, 광장마다 살균 스테이션을 설치했다. 몬

수행하는 주요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요

트리올 시는 임시조례를 제정하여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것을 예

한 도심지가 널리 인정받는 명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도와준 단체들로는 빌

외적으로 허용했다.

레 마리 자치구, 몬트리올 경찰청, 사회복지단체 및 도심녹지개발 비영리단
체 등이 있다.

공공미술로 꾸며진 휴식 공간인 "플라콧 아트(Placott’arts)" 형태로
수많은 예술적 "정차지(피트스톱 : pitstops)들"이 설치되었다. 몬트리올에
서 활동하는 예술가, 디자이너, 사업체들이 디자인했고, 시내에 있는 상징적

공공 미술의 방향 및 시민과의 협력 : 몬트리올의 COVID-19에 대한 반응
몬트리올 시내는 팬데믹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여름철을 맞아 지

인 장소들을 신선한 시각으로 보게 만들어 주었다. 예술기관인 매시브아트
(MASSIVart)와 협력하여 제작되었다.

역 활성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했다. 발레리 플랜테(Valerie Plante)
시장은 이 지역에 방문객 왕래를 증가시키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행동

매주 주말이면 음악가, 무용수, 배우, 거리 예술가, 서커스 공연자, 즉흥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을 카르티에 데 스펙터클 파트너십과 몬트리올

예술가들이 지역 공공 광장 보행로에 활기를 불어넣는 깜짝 공연을 했다. 매

상공 회의소에 위임했다.

주 주말마다 지역 신흥 아티스트들이 모바일 카바레에 출연했다.

7월 중순부터 10월까지, 5개 구와 9km2에 이르는 지역에 걸쳐, 공공
공간을 재설계했고 광범위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졌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여 일하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공공장소를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도심

1. 몬트리올 시, 메트로폴리탄 몬트리올 상공회의소, 몬트리올 관광청과 협력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 몬트리올 시내는 하루 유동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제안

인구가 60만으로, 근로자 31만 명, 학생 10만 명이 지나다니고, 연간 관광객

• 공동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략

은 천백만 명이 오는 곳이다. 도심 속 체험이 도시를 탈바꿈했고, 새로워진

• 공유 자원 및 이니셔티브

환경과 일련의 활동들로 더 매력적이고 안전하며 친근하고 재미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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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ed in downtown Montreal, the Quartier des spectacles is the city’s

2. 5개 CDA(상업개발협회)와 협력
• CDA와 함께 창조적인 협력 및 공동 자금 지원

cultural heart. Within its boundaries, you will find the highest concentration and
the greatest diversity of cultural venues in North America.
All year round, day or night, Montrealers and visitors head to the Quartier

• 주간 통신 가이드라인

in droves, captivated and intrigued by its eight vibrant public spaces and no

• CDA에 대한 물류 및 통신 지원

less than 40 festivals. The Quartier des spectacles covers an area of 1 km2,
encompassing some 30 performance halls and bar venues with a collective seating

3. 기타 협업

capacity of more than 28,000, approximately 40 exhibition spaces and several
cinemas. A plethora of locations where both young and old come to discover the

• 전국 방송 매체와의 콘텐츠 및 가시성(visibility) 파트너십

work of emerging and established artists. During their visit, they discover artistic

• 지역 스튜디오와의 콘텐츠 파트너십

luminous displays that highlight the Quartier’s effervescence and mirror the

• 운송 당국 및 주요 기관들과의 가시성 파트너십

4. 시민, 기업, 예술가를 위한
• 16개의 야외 도시 광장, 테라스
• 7개 장소에 9개의 예술 설치물·시설
• 575명 이상의 창작자 및 아티스트 참여 및 280개 이상의 팝업 공연

vitality of this unique destination. Not a single day goes by without some cultural
activity taking place at one of its venues.
With a history stretching back more than 100 years, the Quartier des
spectacles neighbourhood has always been a popular cultural and entertainment
destination in Montreal. In 2003, the Quartier’s purpose was officially defined
with the creation of the Quartier des spectacles Partnership. The Quartier
acquired its own visual identity and a shared vision: Live, Learn, Create and
Entertain Downtown. The mission of the Quartier des Spectacles Partnership
is to actively contribute, in collaboration with public authorities and various
area stakeholders, to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the cultural value of the
Quartier by integrating urban, touristic, social and economic considerations into
every one of its actions.

QUARTIER DES SPECTACLES’ ARTISTIC CULTURAL ACTIVITIES AND
CITY’S CHANGE : THE JARDINS GAMELIN
A diverse, culturally rich, festive living space !
Les Jardins Gamelin is a remarkable downtown public-space revitalization
experiment in the Quartier des Spectacles. With a focus on inclusivenes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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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ful cohabitation, the space features a uniquely welcoming setup, notable for

essential to the vitality of Montreal’s economic core, usually home to more than

its human scale and free programming reflecting Montreal’s incredibly rich and

600,000 persons per day or 310,000 workers, 100,000 students and 11M tourists

diverse arts scene. The space is designed to be a lively, enjoyable living space –

per year. The downtown experience was transformed. A refreshed environment

an ideal place to make the most of the warm season. It comes as no surprise that

and a series of activities made the districts more attractive, safe, friendly and fun,

thousands of Montrealers and visitors have adopted Les Jardins Gamelin as a place

for all.

to gather, have fun and relax.
In the spring of 2015, Place Émilie-Gamelin showed a new face to Quartier

SAFE PUBLIC SPACES / ART / ANIMATION

des Spectacles residents and visitors with Les Jardins Gamelin, open from May

Several public squares were designed by a Montreal-based creatives to

to September. The Quartier des Spectacles Partnership works closely with the

encourage the purchase of meals from local businesses. Open 7 days a week from

area’s stakeholders. Several local organizations play a social outreach role in

noon to 11 p.m. they all included sanitizing stations. A temporary ordinance by

the Jardins or run public health projects involving members of marginalized

the city of Montreal exceptionally allowed alcohol consumption in these spaces.

groups who frequent the square. The initiative is produced by the Quartier des
Spectacles Partnership in close collaboration with organizations that play a key

Numerous artistic “pitstops” were set up in the form of “Placott’arts” – rest

social outreach role. The borough of Ville- Marie, the Service de police de la Ville

areas decorated with public art. Designed by Montreal-based artists, designers and

de Montréal, Sentier Urbain, the Société de développement social and Cactus are

collectives, they provided a fresh perspective on iconic downtown locations. They

among the organizations that help make this important downtown location an

were produced in collaboration with MASSIVart.

appreciated destination.
Surprise performances popped-up every week-end, with musicians,
dancers, actors, street artists, circus performers and improv artists animating the
pedestrian streets the area’s public squares. A mobile cabaret also featured local
DIRECTION OF PUBLIC ART AND COLLABORATION WITH CITIZENS :

emerging artists every week-end.

DOWNTOWN MONTREAL REACTION TO COVID-19
Downtown Montréal was seriously impacted by the pandemic. Concerted
efforts were required to revitalize the area for the summer season. The Quartier
des Spectacles Partnership and the Chamber of Commerce of Metropolitan

Working hand-in-hand
1. Collaborating with the City of Montreal, the Chamber of Commerce of
Metropolitan Montréal and Tourism Montreal

Montréal were mandated by the mayor, Ms. Valerie Plante, to develop and

o Strong proposal to encourage the local economy

implement an action plan to stimulate activity and increase visitor traffic in the

o Joint marketing-communications strategy and toolbox

area.

o Shared resources and initiatives
From mid-July through October, a wide array of cultural activities and

redesigned public spaces emerged over an area encompassing five districts and

2. Collaborating with 5 Commercial Development Associations (CDAs)

spanning over 9 km2. Animating the downtown area, in safe public spaces, was

o Creative collabs and co-funding with C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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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Weekly communications guidelines
o Logistical and Communications support to CDAs
3. Other collaborations
o Content and visibility partnership with national broadcast media
o Content partnership with local studios
o Visibility partnership with transport authority and major institutions
4. For citizens, businesses, artists
o 16 outdoor urban squares, terrasses and concepts
o 9 artistic installations in 7 locations
o 575+ creatives and artists involved & 280+ pop-up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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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대중문화와 공공미술

트적 미술의 위상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다. 르네상스 이래로 천재의 개념

Popular Culture in Everyday Life and Public art

과 연동하면서 일상과 별리된 채 순수 예술의 세계를 공고히 했던 시대가 종
말을 고한 것이다.
20세기 중반은 비로소 ‘일상=미술’의 도식화가 기정사실처럼 받아지는
시기였다. 단토(A. Danto)가 1984년 그동안 예술을 설명하는 거시적 내러티

김성호

브가 사라진 것으로 살피면서 ‘예술의 종말’을 선언했던 근본적 성찰에는 일

Kim Sung-Ho

상과 미술의 ‘식별 불가능성(indiscernibility)’에 대한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슈퍼마켓의 브릴로 박스와 전시장에 있는 앤디 워홀의 브릴로 박스 사이의
차이 없음이 그것이었다. 오늘날은 오브제 아트와 팝아트의 언어를 미술의
언어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일상=미술’이라는 도식이 더는 새로운 것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 보드리야르(J. Baudrillard) 역시 ‘일상 속 미적 과포화’

오늘날 일상은 대중문화의 물결 속에서 지속한다. 동시대, 복잡다기한

의 상태를 우려하면서 예술의 무가치를 주장하지 않았던가? 그의 염려처럼

삶을 사는 현대인에게 있어 문화는 많은 부분 미디어를 통해 재생산되고 반

예술이 일상과 같아졌기에 예술의 가치는 이제 무의미해진 시대가 된 것인지

복되는 대중문화가 차지한다. 생활계를 잠식하는 이러한 미디어는 물리적 거

도 모를 일이다.

리를 두고 있는 전 세계를 복수의 대중문화로 연결하거나 잠식시키고 그 속

미술은 이제 일상과 다를 바 없으며 ‘미술이 일상이고 일상이 미술’인

에서 현대인이 삶을 지속하게 만든다. 하버마스(J. Habermas)가 언급했던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다. “태양 아래 새것이 없다”는 성서의 아포리즘이 오

공론장(public sphere)으로서의 살롱이나 커피 하우스는 오늘날 SNS와 같

늘날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처럼 오늘날의 미술은 개인의 고유한 세계를 담

은 쌍방향 미디어로 옮겨 와 '새로운 공론장'으로서의 위상을 공유한다. 이러

은 독창성만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다. 일상에서 소비되는 대중문화를 적

한 미디어 속에서 현실과 정치에 대한 엘리트적 비평 담론이나 자잘한 가십

극적으로 재생산하면서 패러디와 패스티시를 조형의 전략으로 삼기도 한다.

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대중문화의 담론은 서로 뒤섞이면서 전문가와 비
전문가 그리고 주류와 비주류의 영역마저 뒤섞어 놓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공미술은 대중주의와 쉽게 접목한다. 지배자의
담론을 국민에게 계도하고 홍보하던 기념비와 같은 공공미술의 시작으로부

다른 예술의 영역도 별반 차이가 없지만, 동시대 미술은 이미 이러한 대

터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장식품과 같은 공공미술로 전개되는 시기를 거쳐

중문화적 담론과 서로 몸을 뒤섞은지 오래다. 1960년대 폭발적인 대중문화

오늘날은 일상의 영역으로 침투한 친근한 대중문화를 공공미술에 소환하기

와 맞물려 유행했던 영미의 팝아트나 프랑스의 누보레알리즘과 같은 대중

에 이른 것이다.

지향의 미술 언어는 일상과 별리된 채 순수의 세계를 강조하던 이전의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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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등장하는 인기 콘텐츠나 가십거리가 아이콘처럼 재등장해서 일상의 공

촉발했던 기업형 생산 매개자들이 대중문화 생산자들을 새로운 협력자로

공 공간에 자리하거나 미술가에 의해 재현된 인기 스타의 형상이 우상처럼

끌어들여 ‘천편일률적인 형식의 유사한 조형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미술관 안으로 잠입하기도 한다. 그것은 대개 무대 의상처럼 반짝거리거나

오늘날 공공미술이 당면한 화두가 있다면, 이러한 ‘지나친 대중주의’를

초콜릿처럼 달콤하거나 추잉 껌처럼 가벼운 대중주의 미학 안에서 작동한다.

극복하는 일이다. 특히 대중문화를 공공미술의 영역에 접목하는 시도에 있

오늘날 대중문화의 얕은 감수성에 호소하는 ‘깃털처럼 가벼운 형식과 사탕

어서도, 미술이 지니는 창의성과 실험성 그리고 ‘낯섦’을 함유하는 아방가르

처럼 달콤한 내용’의 공공미술이 도처에서 발견되기에 이른 것이다. 오늘날

드적 미학을 방기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미술은 대중의 기호와 수요를 위

일상 속 공공미술은 대중문화의 아이콘과 같은 친근한 내용으로 대중에게

한 ‘맞춤형 가구’가 아니라 때로는 대중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대중에게

다가선다는 취지로 지나친 대중주의에 매몰된 채 조악한 조형미의 공공미술

언어적 사유로는 쉽게 도달하지 못했던 사회 비판적 성찰마저 담는 ‘불편한

을 양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대중의 기호와 눈높이를 맞추는 이러한 공공

무엇’이기 때문이다.

미술은 도시의 공간을 일순간에 ‘대중주의화’함으로써 미술의 자율성 미학
을 유행과 같은 속성으로 변질시킨다.
여기서 대중문화적 코드를 접목한 공공미술에 당면한 미술 수용과 미

공공미술이 대중적 콘텐츠를 ‘완성된 조형적 결과물’로 생산하는 일에
매진하는 이상, 오늘날 대중문화와 공공미술의 접점에 대한 조롱과 비난에
가까운 비판적 논의는 지속될 것이다.

술 소비에 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그간의 공공미술이 기념비적인 매스와

이러한 관점에서, 하드웨어 중심의 공공미술로부터 변화하고 있는 소

볼륨으로 엘리트 미술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프트웨어 중심의 커뮤니티 아트 유형의 공공미술은 대중문화와 접목하는

공공미술은 많은 부분 대중문화 코드가 접목한 친근한 형식의 미술을 대중

새로운 공공미술의 위상에 대해 성찰하게 만든다. 이것은 엘리트 미술로부

에게 소개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미술의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키기도 한다.

터 대중적 미술로 자리 이동하는 현대 미술과 공공미술의 장에서 매우 주요

그것은 때로는 예술적 메시지 수용의 문제보다 대중적 이미지 소비의 문제

한 변화의 지점이다. 특히 고급문화 수용에 있어서 대중화를 주창하는 ‘문화

로 전환되는 경향과 맞물리기도 한다. 예술의 맥락과 관계하는 비평적 미학

의 민주화(démocratisation culturelle)’의 개념을 벗고 일반 대중 혹은 국

의 속성보다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상업주의 속

민이 문화 생산의 적극적인 주체가 되는 개념인 '문화 민주주의(démocratie

성이 작동하는 까닭이다.

culturelle)’가 주창된 이래, 이제 공공미술은 ‘예술의 민주화’로부터 ‘예술

이처럼 공공미술의 대중주의는 자신의 예술 세계에 천착하는 예술

민주주의’로 이동한 지 꽤 오래되었다. 공공미술의 생산 주체가 미술가뿐만

가보다 돈벌이에 나서는 공공미술 작가를 어렵지 않게 양산한다. 게다가

아니라 그간의 미술 소비 주체였던 대중과 자리를 함께 하는 시대에 직면해

1960~1970년대 이래 관성적으로 제도화된 부패한 공공미술 생산 시스템이

있는 것이다.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카르텔처럼 작동하면서 공공미술의 부정적 면모를 고

하드웨어로 구축되어 경직된 공공미술 안에, 관객의 참여와 소통을 도

스란히 계승하기도 한다. 예술가들과 결탁해서 엘리트 미술의 공공미술화를

모하는 움직이는 미술, 시간을 투여하면서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미술,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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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작품은 사라지고 의미만 남는 개념적 미술, 공공미술이 자리하는 맥
락에 대한 자료 조사와 성찰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리서치 아트 등이 요청
될 필요가 있다. 대중문화가 생산한 이미지의 기념비적 재연에 집중하기보다

Today, daily life continues amidst the wave of popular culture. For people
who live a complex life in these present times, most parts of culture are dominated
by popular culture that is reproduced and repeated through media. This media
encroaching on the living world connects the whole world, which is physically

대중문화 콘텐츠의 내러티브를 담은 커뮤니티 아트 유형의 작품도 주목할

distant, with multiple popular culture, and sustains media dependability of

만하다.

modern day people. Salons and coffee houses as public spaces, mentioned by J.

오늘날, 공공미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공공조각과 커뮤니티아트,
엘리트주의와 대중주의 등 다양한 유형과 담론이 넘치면서 그것에 관한 순

Habermas, move into interactive media such as SNS today, and share their status
as "new public forums." In this media, elitist criticisms of reality and politics as
well as popular culture discourse that produce and consume small gossip are

기능과 역기능이 병존한다. 특히 공공미술에서 ‘일상의 대중화’라는 것이 이

mixed with each other, mixing the areas of experts and non-professionals, and

론보다 실제가 앞섰던 것인 만큼, 대중문화에 대한 심층과 저변에 대한 이해

even mainstream and non-mainstream.

는 필수적이다. 대중문화와의 접점에서 오늘날 공공미술이 ‘지나친 대중주
의’에 집중하는 경향으로부터 벗어나가기 위해서는 미디어로부터 생산되는

Other areas of art are not much different, but contemporary art has
long been mixed up with this popular culture discourse. Popular-oriented
art languages, such as pop art in Britain and USA as well as Nuborealism in

대중문화의 유형적 이미지에 골몰하기보다 대중이 삶 속에서 공유하고 있는

France, which were popular in the 1960s in line with explosive popular culture,

다양한 하위문화와 소수적 대중문화에도 관심을 기울여만 할 것이다.

have completely reversed the status of the former elite art, which emphasized
the world of authenticity, separated from everyday life. Since the Renaissance,
the era of solidifying the world of pure art separated from everyday life, while
interconnecting with the concept of genius, has come to an end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was the time when the schematic diagram of
"daily life = art" was accepted as established fact. In 1984 Danto was aware of the
problem with the "indiscernibility" between daily life and art. With fundamental
reflection, he declared the "end of art" by looking at the disappearance of macro
narratives that has described art before. That was,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Brillo Box in the supermarket and Andy Warhol's Brillo Box in the exhibition.
Today, the "daily life = art" formula, which accepts objet art and pop art's language
as art's language without any doubt, is nothing new. Didn't J. Baudrillard also
contend the worthlessness of art out of concern about the state of "the aesthetic
overpopulation in everyday life"? Like his concerns, the value of art may have
become meaningless now that art has become like everyda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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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is not different from everyday life, and we are entering an era where

than a problem of accepting artistic messages. This is why commercialism that

art is everyday life and everyday life is art. As the biblical apocalypse of "There

meets preferences at the level of public standards works rather than the critical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teaches us today, today's art does not pursue

aesthetics associated with the context of art.

only originality that embodies an individual's unique world. While actively

As such, popularism in public art easily produces public art artists who

reproducing popular culture that is consumed in everyday life, parody and

try to make money rather than artists who are deeply immersed in their artistic

pastiche are sometimes used as a formative strategy.

world.

Under these circumstances, public art easily combines with popularism.

In addition, since the 1960s and 1970s, the systematically institutionalized

From the beginning of public art, such as a monument, which was used to guide

and corrupt public art production system has taken control of hegemony and

and promote the discourse of the ruler to the public, to the time when it was

acted like a cartel, inheriting the negative aspects of public art. Corporate

developed into public art, such as decorations that create sculpture parks, today, it

production mediators who collaborated with artists and caused the publicization

has reached the point of summoning friendly popular culture that has penetrated

of elite art, sometimes attract popular culture producers as new collaborators and

into the realm of everyday life to public art.

create "similar results in a uniform format.“

How is popular culture penetrating the scene of public art today? Popular

If there is a topic that public art is facing today, it is to overcome this

content or gossip that appears in the media reappear like icons that sit in everyday

"excessive popularism." In particular, attempts to incorporate popular culture

public spaces, or the image of a popular star reproduced by an artist infiltrates

into the realm of public art must not abandon the avant-garde aesthetics that

into the museum like an idol. It usually works in popularist aesthetics that glitters

contain the creativity, experimentation, and "unfamiliarity" of art. This is

like stage costumes, or as sweet as chocolate or as light as chewing gum. Public art

because art is not a "tailored furniture" for the public's tastes and demands, but

that has "light format like a feather and sweet content like a candy," which appeals

an "uncomfortable thing" that sometimes makes the public uneasy and sometimes

to the shallow sensibility of popular culture today, can be seen everywhere. Today,

contains social critical reflections that could not easily be achieved by verbal

public art in everyday life is imbued with excessive popularism with the intention

discourse. As long as public art is devoted to producing popular content as a

of reaching out to the public with friendly contents like icons of popular culture,

"completed formative outcome," critical discussions, close to ridicule and criticism,

and is blundering in producing public art with a shoddy aesthetic value. This

on the interface between popular culture and public art today will continue.

public art, which aligns with the public's taste and standards, instantly make the

In this regard, the changing public art type of software-oriented community

city space 'populist', turning the aesthetics of art's autonomy into an attribute of

art from hardware-oriented public art makes us reflect on the status of new public

trend.

art that blends with popular culture. This is a very important point of change in

Discussion on the acceptance and the consumption of art that public art,

the field of contemporary and public art, which moves from elite art to popular

which incorporates popular culture codes, is facing is essential. If public art has

art. It has been quite a long time since public art moved from "democratization of

been to introduce elite art to the public with monumental mass and volume,

art" to "art democracy," especially since the concept of "démocratisation culturele,"

today's public art degrades its status by focusing on introducing familiar forms

which advocates popularization in the acceptance of high-end culture was

of art that incorporate popular culture codes to the public. This sometimes

abandoned, and the idea of “démocratie culturelle“ in which the general public

coincides with a tendency to shift to a problem of consuming public image rather

or the people are the active main players in cultural production was adv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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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now facing an era in which the production entity of public art is not only
artists but also the public, who has been the consumer of art.
Within the rigid public art built on hardware, moving art for audience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process art headed for completion while
administering time, conceptual art that eventually disappears but meaning
remains, and research art continually carrying out data research and reflection
on the context in which public art is located, need to be requested. Rather than
focusing on the monumental reenactment of images produced by popular culture,
the works of community art featuring narratives of popular culture content are
just as noteworthy.
Today, public art is full of various types and discourse, including hardware
and software, public sculpture and community art, elitism and popularism, and
there are both net and adverse functions related to it. In particular, understanding
the depth and base of popular culture is essential, just as "the popularization of
everyday life" in public art was actually ahead of theory. At the point of juncture
with popular culture, in order to move away from today's public art's tendency
to focus on "excessive popularism", we will also have to pay attention to various
subculture and minority popular culture that the public shares in their lives,
rather than focusing on the tangible image of popular culture produced by th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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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형 Lee Dae-Hyung
경험경제 시대 예술의 공공성_
CONNECT, BTS 공공미술의 확장
최 범 Choi Bum
공공미술의 공공성을 찾아서: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에서

동시대 공공미술의 문화정치적 실현가능성

인 지향적 주체에 끼칠 영향력에 대한 숙고를 요구한다. 대중문화는 문화적

Cultural and Political Feasibility of Contemporary Public Art

산물과 그 의미화작용 주변에서 특유의 역동적인 친밀감을 구사하며 대중
의 정체성, 상상력, 주체성 등을 별다른 저항 없이 변모시키고 있다. 수동적
인 이미지 소비자로서의 대중 혹은 어떤 합의적 실체로서의 대중을 대상으
로 하는 공공미술, 그리고 의도된 이데올로기의 단일 대오로서의 표상을 자

임산

랑스러워한 공공미술은 이제 대중문화의 일상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

Lim Shan

는, 하지만 더욱 다층적이고 분화되는 대중의 의식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즉 대중문화가 수반하는 취미의 체계적 표준화, 사적 수사
의 세속화, 디지털미디어의 인간화 등의 전략은 공공미술에 대한 새로운 사
유의 길에서 저항하고 동시에 접속해야 하는 것이다. 비판적 사유로서의 새
로운 풍경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공미술은 대중문화에 대한 재인식의 과정

본 발표에서는 한국의 공공미술이 심미적 도시 구현의 조형물로서의

에서 스스로의 성찰의 괘선을 면밀하게 그려야 할 것이다.

제한된 존재론을 극복하고, 시민공동체의 미적 사유와 문화정치적 의식의

공공미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공적 영역에서의 여러 체험의 단면들

표현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자한다. 특히 이번 컨퍼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것은 공공적인 예술작품으로 불리는 것의 현시에 반

런스가 주목하는 공공미술과 대중문화와의 관계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예술의 ‘공공다움(publicness)’에 대한 질문을 품고

동시대 공공미술이 특정한 공적 위치화의 상태에 기반한 전통적인 관조적

있다. 박물관이나 갤러리 같은 미술계 제도권 공간의 맥락에서가 아니라 (하

대상화로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그 제안의 한 배경을 이

버마스의 용어인) “공적 영역”에서 그 과정과 결과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공

룬다. 우리가 ‘공공미술(public art)’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개별 예술가와 예

공미술은 공공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공공미술의 생산과 수용의 여러

술작품은 물론이고 정부의 문화행정과 정책, 제도적 권력, 지리적 장소성, 공

과정은 공적 선과 관련하는 이슈들을 논하는 대중이 구축하는 담론적 공간

동체 의식, 재정적 규모, 심미적 스타일 등의 범주들을 포괄하는 무척 복합

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만큼 많은 주제들이 대화에 열려있다. 개인의 이해

적인 영역이다. 애초에 공공미술에서 ‘공공적인(public)’이라는 개념은 공동

관계와 미적 취향에 따른 의견 개진도 가능하고, 그 범위는 정치적·사회적·경

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 공유되고 기획된 사회적 서비스와 정책으로부터 유

제적 문제들에 폭넓게 걸쳐 있다. 대중문화를 주도하는 여러 종류의 매체를

무형의 혜택을 받는 대중(public)을 지향해 왔다. 그런데 오늘날 온라인 커뮤

통해 그러한 대화가 수행되고 소통되기도 한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잘 표현

니케이션 미디어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그에 따라 대중의 사회 참여 경로

하고 있는지, 작품 제작과 설치에 소요된 공적인 자금 규모는 적절하였는지,

도 무한 확대되는 상황은, 대중문화와 그 산업적 체계가 공공미술의 전통적

작품을 창작한 예술가를 선정하는 절차는 공정하고 전문적이었는지, 자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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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파괴한 것은 아닌지 등의 질문들은 20세기 중반 이후 공공미술이 일

중문화와 새로운 현실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 공공미술이 그간의 형식을 갱

으킨 여러 문제적 상황에서 오고갔다. 이러한 논의는 때로 공적 권위의 결정

신하고 그 정체성의 문제를 재구성하는 변화를 제기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에 영향을 미쳐 공공미술 작품을 철거하거나 설치된 위치를 변경하기도 했

일일 것이다. 공공다움에 대한 물음은 물론이고 공적 영역의 전형적 판단까

고, 작품 자체의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현대 공공미술의 실천이 지닌

지 포괄하는 기획이어야 하는 그 작업은, 앞에서 언급한 공공미술의 복합적

복합성 자체를 상징하면서도, 공공미술의 공공다움을 그것의 수용의 맥락의

성격을 이루는 데 연루되는 여러 요소들이 변화된 문화적 지형도 속에서 예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술생산과 사회의 관계성을 문화정치적 관점에서 다시 읽어내는 일이다. 즉,

이렇듯 공공미술의 공공다움은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불화의 논리를 내

대중문화가 재편하는 현실의 구성적 양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사회의 변

재하고 있다. 즉 공공미술의 형식은 형식의 이유와의 싸움을 필연적으로 수

형을 이끄는 문화적 노동의 가치를 대중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대중문화가

행하며 스스로의 신뢰를 쌓아왔다.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공공적 수행의 상

지배하는 생활양식의 제도와 심리의 차원을 정치적 의식으로 비판할 수 있

태는 공공미술이 스스로의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공동체 내에서 미적 가치

는 예술적 주체성을 표현하는 데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변통의 지혜를 강구하게 한다. 전통적으로

해 본 발표에서 살펴볼 전범을 꼽자면, ‘프리이(Freee)’ 그룹과 ‘사회변화를

공공미술 작품은 시민들의 관조의 대상이 되어 지각적이고 인지적인 개입이

위한 예술(Art for Social Change)’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겠다. 프리이의

라는 미적 체험을 일으켜 왔다. 그 기능은 어찌 보면 공공미술의 공공다움으

경우, 슬로건과 대형광고판, 출판물 등의 형식을 주로 사용하지만 모든 형식

로서의 실제적 목적에 적합한 선택일지 모른다. 하지만 조각, 미디어아트, 혹

의 예술적 행동의 확장을 제안하는 예술 콜렉티브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행

은 디자인으로 포섭되는 그것의 시각적 형식과 그것의 특정한 장소성은 동시

동주의 예술가로 칭하지 않지만 정치화의 형식을 실험하는 예술가로 규정한

대 대중문화의 이미지가 추동하는 자본의 길에서 자신의 공공다움의 언어

다. 그들에게 예술은 해방적 실천으로서의 예술이 비즈니스가 되는 것을 막

를 침묵한 채 친근함과 동일시의 미적 경험을 소환하는 재귀적 오브제에 대

고 공동체 공간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활용되는 것을 멈추게

한 내성만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 무용함을

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의지는 예술을 사회적 가치, 문화적 비평, 주체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공공미술이 지닌 불화의 측면이 일으키는 공

의 자유 등의 공통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예술의 특성을 방해하는 경제주의

동체의 비평적 개입의 열의를 한국 공공미술의 새로운 미래형식 모색으로

자, 그리고 생산의 자본주의적 형태로 예술적 생산을 전환하는 예술의 상업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더 강하다.

화 전략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저항한다. 주요 프로젝트 <공공미술을 이야기

따라서 공공미술에서의 ‘공공적인’이라는 용어의 분절을 시도하는 예

하는 방법(How to Talk to Public Art)>은 수행적인 연설 행위를 통해 정치

술적 기획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묻는 해묵은 행동

적 사상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수단을 개발한다. 또한 참여적 워크숍을 통해

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그 테제는 “건축 속의 미술”에서 “뉴장르 공공미술”에

공공미술이 말하는 ‘공공성’의 맥락 속에서 예술의 지평을 확장하는 방법

이르는 공공미술 역사에서 줄곧 붙잡았던 핵심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다. 대

을 대중과 함께 모색한다. ‘사회변화를 위한 예술’ 프로그램은 시각예술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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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가, 심리학자, 의료전문가, 기획자,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대표와 시
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제적 협업 프로젝트로서, 공동체 구성원이 사회적
이고 문화적인 고립을 극복하고 공동체의 삶과 시민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This presentation proposes that public art in Korea should overcome its
existential limit as a sculpture for actualizing an aesthetic city, and establish
its identity as the civic community’s expression of aesthetic rationale as well as
cultural and political consciousness. In particular,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준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불가리아에서 운영

between public art and popular culture, which is the focus of this conference,

되었다.

contemporary public art can no longer stay as a traditional objectification (just
to look at) based on a particular state of public positioning. Awareness of that
problem is the backdrop of this proposal. The phenomenon we call "public art"
is a very complex realm that encompasses a wide range such as the government's
cultural administration and policies, institutional power, geographical placing,
community consciousness, financial scale, and aesthetic style, as well as individual
artists and works of art. To begin with, the concept of "public" in public art
has been directed toward public who receive tangible and intangible benefits
from social services and policies that are planned and shared in pursuit of the
common good. Today, however, online communication media is rapidly evolving
therefore infinitely expanding paths for public's social participation. In these
circumstances, we need to consider how popular culture and its industrial system
impact the traditionally oriented subject of public art. Popular culture uses its
unique dynamic intimacy surrounding cultural products and their semantic
functions, transforming the identity, imagination, and autonomy of the public,
without much resistance. Public art, which targets the masses as passive image
consumers or any consensual entity, and public art, boastful of its representation
as a single alternative to the intended ideology, now need to pay attention to
changes in public consciousness and lifestyles that are more multi-layered and
divergent, but not free from the daily influence of popular culture. In other
words, strategies such as systematic standardization of hobbies, the secularization
of private rhetoric, and the humanization of digital media, which popular
culture accompanies, should resist and simultaneously connect on the path of
new deliberation for public art. In order to create a new landscape as a critical
deliberation, public art will have to draw a close line of self-reflection in the
process of re-recognition of popular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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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awareness of public art is one of the many aspects of experience in the

of public art as a publicness. However, its visual form and its specific placeness,

public domain, but it bears the question of art's "publicness" in that it responds to

which are embraced by sculpture, media art, or design, cannot help but make

the present state of what is called public art. Public art can be said to be public by

us look back on whether it is only nurturing resistance to a recursive objet that

showing the process and results in the "public domain (Habermas’ term),“ not in

recalls the aesthetic experience of friendliness and identification, while keeping

the context of institutional space in the art world, such as museums and galleries.

silent the language of one's public nature on the capital path, where the image

Therefore, the various processes of the production and acceptance of public art

of contemporary popular culture is driving. Of course, it doesn't mean it’s futile.

can function as a discourse space established by the public who are discussing

I rather think that it is time to seriously explore the transformation of the

issues related to the public good. That many topics are open to conversation.

community's enthusiasm for critical intervention, which is caused by the aspect of

Opinions can be expressed according to individual interests and aesthetic

discord in public art, into a new future form of Korean public art.

tastes, and the scope ranges widely i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ssues. Such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have artistic planning that attempts to

conversations are also carried out and communicated through various kinds of

segment the term "public" from public art. This can be seen as an old-fashioned

media that lead popular culture. Questions such as whether the identity of the

action, asking ‘the social function of art,’ but the theme has been held throughout

community was well expressed, whether the size of the public funds required

the history of public art, ranging from "art in architecture" to "new genre public

for the production and installation of the works was appropriate, whether the

art." It must be a key question. Perhaps it is natural that public art, which needs

process of selecting the artists who created the works was fair and professional,

to have a new real relationship with popular culture, brings about a change

and whether they destroyed nature and the environment, were asked, and various

in renewing its form and reconstructing the identity issue. The project, which

problematic situations arising from public art since the mid-20thcentury were

should cover not only the question of publicness but also the typical judgment

raised. These discussions sometimes influenced the decisions of public authority,

of the public domain, is to re-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production

forcing the removal of public art works or changing the location of installed

and society from a cultural and political perspective, amid the changing cultural

works, as well as requiring modifications to the works themselves. Thisre presents

landscape of various elements combined to form the complex nature of public art

the complexity of the practice of contemporary public art, but it is also contrary

mentioned above.

evidenc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public nature of public art from the context
of its acceptance.
As such, the publicness of public art embodies the logic of rational and

In other words, we can carefully observe the structural state of reality that
popular culture reorganizes and share with the public the value of cultural labor
that leads the transformation of society, thereby we can find a clue in expressing

creative discord. In other words, the form of public art has built up its own trust

the artistic subjectness that can criticize, with political consciousness, the

by inevitably carrying out the fight against the reasons of form. Such a state of

institutional and psychological dimensions of lifestyles dominated by popular

public performance, which is very basic, makes the public art seek the makeshift

culture. In this regard, good examples to be considered in this presentation

wisdom of how to build aesthetic values within the community where it must

include the ‘Freee’ group and the ‘A rt for Social Change’ program. In the case

function itself. Traditionally, public artworks have been objects for citizens

of Freee, they are art collectivists who mainly use the form of slogans, large

to contemplate, creating an aesthetic experience of perceptual and cognitive

billboards, publications, etc. but propose the extension of all forms of artistic

intervention. The function may be an appropriate choice for the practical purpose

behavior. They don't call themselves activist artists, but they define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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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rtists who experiment with the form of politicization. For them, art as a
liberating practice aims to prevent art from becoming a business, and stop the
use of community space for gentrification. In addition, such will continue to
resist the economists who set art into a common sphere of social value, cultural
criticism, freedom of subject, etc., and interfer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rt, and risks of the commercialization strategy of art that transforms artistic
production into a capitalist form of production. The main project, How to Talk
to Public Art, develops a means of sharing political ideas with citizens through
performing speech acts. It also explores ways to expand the horizon of art, in the
context of "publicness" that public art calls, through participatory workshops with
public. The "Art for Social Change" program is an academic collaboration project
involving visual artists, performing artists, psychologists, medical professionals,
planners, and representatives of local communities and civic groups, which was
operated in Bulgaria from 2000 to 2004, with the aim of enabling community
members to overcome social and cultural isolation and prepare for active
participation in community life and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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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경제 시대 예술의 공공성 CONNECT, BTS 공공미술의 확장
CONNECT BTS, An Expansion of Public Art

지난 여름, 빅히트 관계자분들과 예술과 사회, 예술과 인간, 예술과 미래
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음악계와 미술계가 공감대를 이루는 부
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장르, 지역, 세대의 경계를 초월해 서로 협업하고, 연
결하며, 형식의 제약을 넘어,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미술에 대한
공통된 고민의 결과 5개 도시의 22명의 예술가들을 연결하는 CONNECT
BTS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가져온 초연결 시대 우리는 같은 생각, 같은 관심

이대형

사의 지구 반대편 사람들과 연결되는 동안, 다른 생각과 취향을 가진 이웃,

Lee Dae-Hyung

심지어 가족과의 대화는 단절되는 현실을 목격합니다. 이 같은 현실은 타인
에 대한 공감능력 부재와 이분법적 사고, 편 가르기 등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만들어지는 좋은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개인은 고립되고, 소외됩니다. 예술의 역할이 시대와 국경

예술은 철학과 사상, 이성과 감성, 역사와 사회적 가치로 가득한 보물섬

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서로 다른 역사, 문화, 인간에 대한 종합

입니다. 그러나 그 섬이 고립되어 있다면? 혹은 그 섬에 접근하는 권한을 소

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예술의 사회적 역할, 공익적 역

수의 특정인이 독점하고 있다면? 암울하고 슬픈 상상입니다. 이제 예술의 공

할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CONNECT, BTS는 음악과 현

공성은 예술경험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술이 존재할 수 있

대미술 사이에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형식적인, 장르적 결합이 아

는 공간과 시간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예술가들이 고민에

닌 시대 가치를 어떻게 읽어 내고, 그 속에서 예술은 어떤 역할과 실천을 할

주목해야 합니다.

것인지 질문합니다.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며, 주변부의 작

1967년 조지 케페스(Gyorgy Kepes)는 MIT에 “선행 비주얼스터디 센
터”를 론칭하며,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예술적 미디엄으로 흡수하고; 예술가

은 부분까지 주목하는 BTS의 철학이 장르와 표현 방식만 다를 뿐, 그 본질
에 있어서는 현대미술이 추구하는 가치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엔지니어 그리고 산업계과 서로 협업하는; 그래서 작품의 사이즈

CONNECT, BTS는 5개 도시 연결합니다. 여기에는 숨은 이유가 있습

가 건축적, 도시적 규모로 커질 수 있고; 모든 감각에 대응하는 미디어 아트;

니다.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기획하며, 국제비엔날레와 환경문

구름, 물, 빛, 날씨 등 자연적 변화, 과정을 반영한 미디어 아트; 관객의 참여

제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소에서 거대한 글로벌

방식이 예술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지는 아트 앤 테크놀로지의 융합”을 새로

전시를 추진하기 위해 디젤 화물선의 바다오염, 전시해체 후 어김없이 발생

운 비전으로 세웠습니다.

하는 폐쓰레기 등 환경문제가 심각함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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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의 주제를 글로벌 클라우드에 띄우고, 각 지역/도시/국가에서 전시를 추

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다양한 예술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것

진하고 철학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서로 연결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을 과감하게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참여작가들의 다양한 표현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디젤에 의한 해양오염을 줄일 수 있고, 지역

방식과 그 속에 담긴 철학적 메시지의 깊이에, 참여 미술관과 작가들은 방탄

공동체까지 예술창작과 경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상상했습니

소년단이 이번 프로젝트 내내 보여준 문화와 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다. CONNECT, BTS가 5개 도시에서 펼쳐진 이유입니다.

놀라워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참여작가들 사이에 오간 편지가 소중한 흔적

그러나 5 개 도시를 연결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흥미롭고 매력적이

으로 남았습니다.

지만, 현실적으로 상상 이상의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5개의 서로 다른 시

참여작가들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표현방식, 경험방식, 주제의 다양성,

간대를 연결하기 위한 수면부족으로 인해 체력적인 한계를 테스트 했고, 5

그리고 가능하면 지역, 젠더 등의 균형에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

개 도시의 서로 다른 제도, 행정, 법규를 연결하기 위해서 써내려간 이메일과

금의 방탄소년단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금 방탄소년단이 어디

각종 계약서는 전시 콘텐츠 기획 이상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남겼습니다. 그

를 바라보고 있는가의 문제 즉 시대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러나 무엇보다 우려했던 점은 유럽의 주류 문화예술계가 가지고 있는 K pop

이는 방탄소년단이 추구하는 다양성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더 진정성 있게

에 대한 냉소적인 시선과 몰이해, 편견이었습니다. 그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구현하기 위한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트 타이틀 CONNECT가 말해

BTS의 유엔 연설 영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의 음악세계가 내포하고 있

주듯이 서로 다른 가치, 문화, 장르, 예술, 사람을 연결한 한다는 의미로 동질

는 철학, 문학, 신화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방탄소년단과의 화상

성이 아닌 서로의 차이점에 주목하고 그것들이 잘 보이도록 노력했습니다.

인터뷰 이후 큐레이터들과 작가들이 모두 방탄소년단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오늘 같은 팬데믹시대 메시지는 글로벌 디지털 구름 위에 띄우고 행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예술에 대한 이해와 호기심, 그리고 질문의 깊이

동은 지역 공동체와 연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

에 참여 작가들이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취지와 목적, 그

서 새로운 형태의 공공미술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창의적

리고 작가들의 다양한 면면이 구체적으로 소개되면서 우려했던 냉소는 호평

인 협업과정 속에서 그 해법이 나옵니다. 기억할 명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

으로 변했습니다. 그 결과 전세계 1200여개의 외신에서 CONNECT BTS의

이는 것은 결코 첨단 테크놀로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트 앤 테크놀로

소식을 타진했습니다.

지 협업의 가장 성공적인 모범 사례로 아르헨티나 출신의 세계적인 설치미술

주요 매체에서 호평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프로젝트 기획 초기부터

가 토마스 사라세노(Tomás Saraceno)의 “에어로센 Aerocene” 프로젝트를

음악은 미술의 콘텍스트(context)가 되어주고, 역으로 미술은 음악의 콘텍

들 수 있습니다. 에어로센은 예술, 과학기술, 그리고 환경 운동의 교차점에서

스트가 되어주며, 서로가 서로의 콘텐츠에 대해서 전혀 간섭하지 않고 독립

지역 원주민부터 여성 비행사 그리고 세계적인 과학자, 철학자들이 함께하는

성을 존중해 준다는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야만 이번 협업이 단순 브랜

프로젝트입니다. 화석 연료, 태양 전지판, 배터리, 그리고 열기구에 사용되는

딩이 아닌 예술의 공익적 역할,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는 문화현상으로서 사

헬륨조차 없이 우리가 숨 쉬는 대기의 공기와 하늘의 태양 에너지만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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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날아오를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아르헨티나의 소
금사막 살리나스 그란데스 지역의 33개 지역 공동체의 대표들을 초청하여
함께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제기하는 “에어로센 파차”는 철학적으로는 인류

Art is a treasure island which is full of philosophy and ideas, reason and
emotion, history and social values but what if that island is isolated? Or what
if a few specific people monopolize access to the island? It's a gloomy and sad
imagination. Now, the publicness of art means access to the art experience

세의 문제를, 과학적으로는 에너지문제를, 사회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생존의

therefore, many artists have to pay attention to this concern, ‘how to expand the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공미술에 대한 ‘접근성’은 물리적인

space and time that art can exist.’

접근성을 넘어선 철학적으로 시대적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
성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공감능력이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결국 본질은 인간, 인간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테
크놀로지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을 이용해 무엇을, 어떻게 해석해서 새로운 의
미와 경험을 만들어 낼 것인가란 근본적인 질문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협업 중 사람들한테 기억되는 의미 있는 사례는 기술과 기술의 결합

In 1967, Gyorgy Kepes launched the "the Center for Advanced Visual
Studies" at MIT, and set up a new vision which is: “absorbing new technology into
an artistic medium; collaborating with artists, scientists, engineers and industry;
so that the size of the work can grow on an architectural, urban scale; media art
that responds to all senses; media art reflecting natural changes and processes
such as clouds, water, light, and weather; the convergence of art and technology,
in which the audience's participation is accepted as a form of art.”
Last summer, I talked with Big Hit officials about various things such as

이 아닌 기술과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가치가 협업하는 경우입니다. 예술의

art and society, art and human beings, art and the future, and there was a lot of

역할이 시대와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서로 다른 역사, 문

consensus between the music and art circles. As a result of the shared concern for

화, 인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예술의 사

public art that goes beyond the boundaries of genres, regions, and generations
to collaborate, connect, beyond the constraints of form, and be easily access by

회적 역할, 공익적 역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anyone, the CONNECT BTS project, which connects 22 artists from five cities,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형식적인, 장르적 결합이 아닌 시대 가치를 어떻게 읽

was launched.

어 내고, 그 속에서 예술과 테크놀로지는 어떤 역할과 실천을 해야 하는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In the hyper-connected world brought by digital technology, we see that
while connecting with people of similar ideas and interests on the other side of the
globe, conversations with neighbors and even family bearing different ideas and
tastes are cut off. This reality has become a good condition for creating invisible
barriers among people, such as lack of empathy for others, dichotomous thinking,
and dividing sides. In this reality, individuals with different ideas are isolated
and alienated. I thought about the social and public role of art, recalling that the
role of art connects people across borders and generations, and also enable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different histories, cultures, and human beings.
So Project CONNECT BTS asks the question, how to read the values of
the times, not just the physical, formal, and genre combinations that are visible

84

The 5th Seoul Is Museum Public Art Conference

Public Art and Popular Culture

85

between music and contemporary art but also what roles and practices art will

the purpose and goal of the project, and the artists’ various facets were introduced

play in them. I think BTS' philosophy of respecting the value of diversity, not

in detail, the cynicism that I was worried about turned into a favorable review. As

uniformity, and paying attention to even a small part of the surrounding is only

a result, more than 1,200 foreign media outlets around the world have reported on

different in genre and expression but in its essence, it is not different from the

CONNECT BTS.

value pursued by contemporary art.
CONNECT, BTS connects 5 cities; there's a reason behind that. When I

The reason for the favorable comments in the major media was simple. From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planning, music became the context of art, art became

was planning the Korean Pavilion for the 2017 Venice Biennale, I thought about

the context of music, and as a basic principle both were to respect, without any

the problem between the International Biennale and environmental issues. I

interference, the other’s context. Only then did I believe that this collaboration,

also witnessed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sea pollution by diesel

unlike simple branding, can give people various true artistic experiences as a

cargo ships and waste generated after the dismantling of the exhibition in order

cultural phenomenon that considers the public interest’s role and social role

to promote a huge global exhibition in one place. So I thought it would be great

of art, and we boldly put it into action. BTS was amazed by the artists’ diverse

if we could bring the theme of the exhibition onto the global cloud, promote

ways of expression and the depth of the philosophical messages they contained,

the exhibition in each region, city, country, and connect it on a philosophical

likewise, the participating art galleries and artists were amazed by BTS's in-depth

and communicative level. That way we can reduce marine pollution caused by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and art they had shown throughout the project. The

unnecessary diesel, and, I hope, that even the local community can be the main

letters exchanged between BTS and the participating artists remain a valuable

character of art creation and experience. That's why CONNECT BTS took place

vestige.

in five cities.
However, even though the idea of connecting the five cities was conceptually

In selecting participating artists, we also focused on their way of expression,
the way of experience, the variety of topics, and, if possible, the balance of region,

interesting and attractive, in reality, the difficulties that followed were beyond

gender, etc. And instead of focusing, if possible, on the identity of the BTS today,

imagination. The lack of sleep to connect five different time zones tested physical

we tried to focus on where they are looking: the values of the times. It was also a

limitations, the emails and contracts written to connect different systems,

principle to implement the value of diversity that BTS pursues visually, with more

administration and regulations in five cities left a vast amount of data beyond

sincerity. As the title of the project, CONNECT, suggests, we tried to focus not

planning for exhibition content.

on homogeneity but on differences and make them stand out more, in terms of

However, above all, I was concerned about the cynical view, lack of
understanding, and prejudice towards K pop in the mainstream culture and arts
community in Europe.
In order to overcome the prejudice, we showed a video of BTS' speech at the

connecting different values, cultures, genres, arts, and people.
In this Pandemic era today, we need planning to upload the message onto
the global digital cloud and practice in solidarity with the local community.
In the process, a new form of public art can be created and in many cases, the

United Nations and explained the philosophy, literature, and myths that their

solution comes from creative collaboration. A proposition to remember is that

world of music embodies. Then, after the video interview with BTS, both curators

moving people's heart is never advanced technology. One of the most successful

and artists became enthusiastic supporters of BTS. Participating artists were all

best cases for art and technology collaboration is the "Aerocene" project by

amazed by BTS' understanding and curiosity of art, and depth of questions. As

Tomás Saraceno, a world-renowned installation artist from Argentina. Aeros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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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a project that brings together local natives, female pilots, and world-class
scientists and philosophers at the intersection of art, science and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movements. It proved that humans can fly only with the air we
breathe and solar energy in the sky, without any fossil fuels, solar panels, batteries,
and even helium used in hot air balloons. Especially in 2020, Aerosen Pacha,
which invites representatives from 33 communities in the Salinas Grandes region
of Argentina to raise the issue of local water shortages, deals with the problem of
Anthropocene in philosophy, the problem of energy in science, and the survival of
the community in society. In conclusion, the 'accessibility' of public art should be
based on, beyond physical access, insight that can provide the philosophical value
of the times, inclusiveness, and empathy from it.
After all, the essence is to understand the various values of humans and
human society. We need to be able to think about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at and how we're going to interpret it and create new meanings and experiences,
not technology itself but in using technology. Among many collaborations, a
meaningful case that is remembered by people is not a combination of technology
and technology, but a collaboration between technology and the various values
surrounding human beings. Considering that the role of art is to connect people
across borders and generations, and to enabl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different histories, cultures, and human beings, one must be constantly concerned
about the social and public role of art. We need to be able to read the values of
the times, more than just the physical, formal, and genre combinations that are
visible, and ask what roles and practices art and technology should play in them.

88

The 5th Seoul Is Museum Public Art Conference

Public Art and Popular Culture

89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작품에 대해 변호를 좀 하고 싶다. 그것은

공공미술의 공공성을 찾아서: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에서

이 작품이 여느 평범한 흉물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괴물이라는 것이다.

In Search of the Publicness of Public Art:
Between Artistry and Popularity.

조에 달려 있다. 나는 발신자가 단일 코드를 폭력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야말

흉물과 괴물의 차이는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메시지의 전달방식과 코드의 구

로 진정 흉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각종 기념비를 비롯한 한
국 사회의 거의 모든 환경조형물들은 흉물에 해당된다. 그것들은 거대한 권
력과 고정관념의 산물들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정치적·예술적 상상력도 허용

최범
Choi Bum

하지 않기 때문이다.”1)
나는 이 작품을 ‘실패한 공공미술이자 성공한 현대미술’이라고 규정했
다. 대중의 호감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공미술로서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지만 대중의 통념을 위반하고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감각을 투척했다는
점에서는 성공한 현대미술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작품을 흉물이 아닌 괴물

예술이냐 흉물이냐

이라고 말한 것도 그러한 경계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물론 공공미술도 현

2017년 ‘서울로 7017’의 개장에 맞춰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조형물 ‘슈

대미술이지만 그것은 미술관을 기반으로 하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 그래서

즈 트리(Shoes Tree)’가 논란에 휩싸였다. 가든 디자이너 황지해의 재능기부

대중의 시선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슈즈 트리’는 시민들의 외면 속에

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서울로 7017’ 위에서 서울역 광장 아래로 폭포수처

서 9일 만에 철거되고 말았다. 원래부터 일시적인 작업으로 계획되었다고는

럼 쏟아지듯이 구성된 것인데, 3만 켤레의 버려진 신발로 구성되었다. 이 작

하지만 서울시로서는 뼈아픈 경험을 한 것이다. ‘슈즈 트리’는 그렇게 짧은 생

품은 즉각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보기 흉하다.” “냄새가 날 것 같다.”

을 마쳤지만 강렬한 기억과 함께 한국 공공미술의 역사에서 피할 수 없는 물

다수 시민들의 반응은 한 마디로 ‘흉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학자 진

음을 남겼다.

중권은 “예술이 예뻐야 하나? 흉물도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옹호했고 미술
평론가 반이정도 문화적 소양에는 인내력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대중의 관용
을 주문했다. 이 작품에 대해 대중은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에 전
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 지지를 보냈다. 대중은 흉물로, 전문가들은 예술로
본 것이다. 당시 나는 이 둘 중 어느 쪽도 아닌 제3의 관점을 견지했다.
1) https://www.huffingtonpost.kr/bum-choi/story_b_167614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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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술의 주체는 누구인가

고난도의 게임인 것이다.

‘슈즈 트리’ 논란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공미술이 누구의 것이
어야 하는가이다. 다시 말하면 공공미술의 주체에 대한 물음이다. 공공미술

공공미술의 공공성,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은 ‘사적 미술(private art)’과는 달리 다양한 주체들이 개입되고 충돌하는 장

공공미술은 일단 ‘미술과 공공성의 만남’2)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

이다. 그것은 공공미술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public access) ‘열린 미술’이기

면 다양한 주체들의 서로 다른 이해(理解)와 이해(利害)가 얽혀 있는 공공미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형식적인 정의에 불과하다. 실제로 공공미술과

술에서 공공성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 그것은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에서 찾

관련된 주체들은 균일하지도 평등하지도 않다. 공공미술과 관련된 주체는 공

아야 한다. 이 역시 ‘슈즈 트리’의 사례가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준다고 본

급자인 관(官), 제작자인 예술가/전문가, 수용자인 대중이다. 문제는 이 세 주

다. ‘슈즈 트리’에서 충돌한 것은 전문가와 대중, 예술성과 대중성이었다. 이

체들의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理解)와 이해(利害)가 다르다는 데 있다.

미 언급했다시피 전문가들은 공공미술의 예술성을 강조했다. 그에 반해 대

공공미술에는 공급자인 관 주도의 공공미술이 있을 수 있고, 예술가 중
심의 공공미술이 있을 수 있으며, 대중이 원하는 공공미술이 있을 수 있다.

중은 대중적 호불호를 내세웠다. 그리하여 전문가의 관점과 대중의 취향이
날카롭게 충돌했다. 결과는 대중성의 승리였다.

그런데 이것들이 정치적으로나 미학적으로 일치되기는 쉽지 않다. 사실 그동

그런데 나는 이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바로 그 과

안 공공미술은 주로 관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 이런 경우 공공미술은 도시

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날카롭게 충동하는 예술성과 대중성, 바로 그 사이야

정치의 도구로 이용되기가 쉽다. 가장 나쁜 것은 엘리트 카르텔, 즉 관과 전문

말로 공공미술이 파고들어가야 할 지점이기 때문이다. ‘슈즈 트리’에서 이러

가들이 결탁하는 것이다. 이 역시 종종 목격하게 되는 경우이다. 한편 한국

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더 이상 논의는 진전되지 못

의 공공미술에서 최악의 영역으로 꼽히는 ‘건축물미술작품’의 경우는 대중

하고 끝났다. ‘슈즈 트리’는 사라졌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왜냐하

(건축주)과 전문가의 결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술계와 시민사회

면, 바로 ‘슈즈 트리’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의 지점, 거기에서부터 공공미술

의 거듭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아성은 여전히 견고하다.

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은 미술관’ 프로젝트는 일방적인 관주도 공공미술이나 건축

‘미술과 공공성의 만남’이라고 할 때의 그 ‘공공성(publicness,

물미술작품과는 다른 방식과 경로로 공공미술을 제공하기 위한 기획으로

Öffentlichkeit)’이란, 원래 서구의 공화주의 전통에서 나온 가치이다.3) 그것

알고 있다. ‘서울은 미술관’의 접근방식을 보면 공공성과 대중성을 조화시키

은 ‘시민적 덕성(virtu civile)’에 기반하여 ‘공공선(bonum publicum)’을 실

려는 의도가 보인다. 하지만 앞서의 지적에서 보듯이, 공공미술이 그 이름과

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서구적 전통이 결여되어 있는 한국

는 달리, 실제 현실에서는 얼마나 폐쇄적이고 타락하기 쉬운 장르인지에 대
해서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슈즈 트리’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

2) 최 범 외, <공공미술이 도시를 바꾼다>, 문화관광부, 2006. 22쪽

로 제기한 것이다. 공공미술은 관과 전문가와 대중, 이 3자 사이에 벌어지는

3) “ 공공성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populus)이 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절차를 통하여(Publizität) 공공복리
(salus publica)를 추구’하는 속성이다.” 조한상,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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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유감스럽게도 그저 허울 좋은 외재적 관념에

시킴으로써, 사실은 생생한 공공성을 생성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공공미술의

가깝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적 공공성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미술과 공

공공성은 처음부터 공공미술 속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공성의 만남’인 공공미술의 공공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던

공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분출되는 것이다. 공공성은 그렇게 도시 정

져진 근본적인 물음은 이런 것이 아닐까.

치와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효과이자 경험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

나는 한국적 현실에서 공공미술의 공공성은 바로 예술성과 대중성 사
이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슈즈 트리’에서 날카롭게 부딪친 바로 그것들

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대립과 충돌과 교섭을 지켜보고 인내하는 힘, 심지어
는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역능인 것이다.

사이에서 말이다. 이것은 단순히 예술성과 대중성의 대립도, 그중에서 무엇

그런 점에서 한국의 공공미술 씬에서 보기 드물게 대립하는 가치들이

이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도 아니다. 설사 전문가들이 손을 들어준 공공미술

충돌하는 공공성 생성의 장이었던 ‘슈즈 트리’의 소란을, 우리가 더 지켜보지

의 예술성이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반대로 대중의 취향이 승리한다 하더라

못하고 일찍 막을 내려버리게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공공미술의 공공성

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예술성과 대중성, 둘 중에서 어느 것도, 그것만으

은 공공미술 바깥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공공미술의 육체 안에서의 갈등과

로는 공공미술의 공공성을 보장해주는 절대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립과 상처들을 통해서 조금씩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예

공공성은 그 사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술성과 대중성은 대립을 넘어서 미술의 공공성이라는 장 속으로 통합되어가

그래서 사실 ‘슈즈 트리’에는 공공성이 빠져 있었다. ‘슈즈 트리’의 실패

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미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러다보니 예술성과 대중성이 아무런 매개 없이 벌
거벗은 채 충돌했던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 공공미술에는 바로 이러한, 도시
문화가 추구해야 하는 공공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 빠져 있다. 이처럼
공공성의 매개가 없는 상태에서는 예술가적인 전문성과 생활세계의 대중성
은 바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성과 대중성
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하기만 하는 것은 너무 관념적이며 무책임하다.
그렇게만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공공성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공공성은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과정(차라리 공정(工程))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도
시 속에서 예술성과 대중성이 충돌하고 교섭하는 곳, 그것이 바로 공공성의
자궁으로서의 공론장인 것이다. 사실 ‘슈즈 트리’에 공공성이 없었던 것은 아
니다. 오히려 ‘슈즈 트리’는 예술성과 대중성이 날카롭게 충돌하는 장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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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it art or an eyesore.

temporary work, it was a painful experience for the Seoul Metropolitan city.

The sculpture "Shoes Tree," which was set up at Seoul Station Plaza in 2017
in time for the opening of "Seoullo 7017," was in controversy. Garden designer
Hwang Ji-hae made this sculpture, as a talent donation. The work was designed
just like a waterfall pouring down Seoul Station Square from the top of 'Seoullo

"Shoes Tree" ended with such a short life like that, but left an inevitable question
in the history of Korean public art with intense memories.

Who is the subject of public art?

7017', consisting of 30,000 pairs of abandoned shoes. The work immediately faced

What has been left from the "shoes tree" controversy? That is, whose public

resistance from citizens. "It's ugly." "It might smell." The reaction of many citizens

art should be? In other words, it is a question of the subject of public art. Unlike

was that it was, in a word, an "eyesore." In response, esthetician Jin Joong-kwon

"private art," public art is a place where various subjects are involved and collide,

said, "Should art be pretty? Even a hideous object can be art." Art critic Ban Yi-

because public art is accessible to anyone, "open art." However, this is only a

jung also called for public tolerance, saying that patience is required for cultural

definition out of formality. Indeed, the subjects involved in public art are neither

literacy. While most of the public reacted negatively to the work, experts generally

uniform nor equal. The subjects involved in public art are the government,

gave positive support. The public saw it as an eyesore and the experts as art. At

the supplier, the producer, the artist/expert, and the public, the acceptor. The

that time I held a third view, neither of these two perspectives.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the three main players have different interests and

“Nevertheless, I'd like to defend this work a little. That is, this work is not
an ordinary eyesore. I mean it's a monst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eyesore and

understanding of public art.
There may be public art led by the government, which is a supplier, public

the monster depends on the way the message is delivered and the structure of the

art centered on artists, and public art desired by the public. However, it is not easy

code, as I mentioned earlier. I think it would be a real eyesore if a sender delivers

for these to be politically and aesthetically matched. In fact, public art has been

a single code violently. From this point of view, almost all the environmental

mainly led by government. In this case, public art is likely to be used as a tool for

sculptures in Korean society, including various monuments, constitute eyesores

urban politics. Worst of all is the elite cartel, or collusion between government

because they are the products of enormous power and stereotypes that do not

and experts. This is also a case that is often observed. Meanwhile, "Architecture

1)

allow us any political or artistic imagination.”

I defined this work as 'failed public art and successful contemporary art.' It
can be said that it failed as a public art in that it did not win the public's favor, but
it could be a successful contemporary art in that it violated popular conventional

Art Works," one of the worst areas of public art in Korea, can be attributed to the
collusion between the public (architecture owners) and experts, whose stronghold
remains solid despite repeated criticism from the art community and civil society.
Of course, I know that the "Seoul is Museum" project is designed to provide

ideologyand crossed boundaries. The reason why I called this work a monster, not

public art in a different way and path from the one-sided government-led works of

an eyesore, was because I paid attention to such vigilance. Of course, public art is

public art or architectural art works. Looking at the "Seoul is Museum" approach,

also contemporary art, but it should be different from the museum-based ones.

the intention is to harmonize publicness with popularity but as seen in the

That's why public art can't resist the public gaze. The“Shoes Tree“ was removed

previous comments, it is also necessary to fully recognize how, unlike its name,

in nine days amid the public's neglect. Although it was originally planned as a

closed and easily corruptible a genre public art is in reality. The “Shoes Tree” has
raised this issue fundamentally. Public art is a highly difficult game played among

1) https://www.huffingtonpost.kr/bum-choi/story_b_167614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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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blicness of public art, how to make it.
Public art, first of all, can be defined as "The Meeting of Art and
Publicness."2)
Then, how can we find publicness in public art, where different
understanding and interests of various subjects are intertwined? It must be found
between artistry and popularity. I think that the case of the "shoes tree" provides
a clue. It was experts and the public, artistry and popularity that clashed in the
"Shoes Tree." As already mentioned, experts emphasized the artistry of public art.
On the other hand, the public has put forth public likes and dislikes. Thus the
expert's point of view and public’s taste clashed sharply. The result was a triumph
of popularity.
However, I think what we need to pay attention to in this case is not the
outcome, but the very process. This is because the sharp conflict of artistry and
popularity is the point where public art must penetrate. Unfortunately, the
discussion ended with no further progress, despite the issue being raised in the
"Shoes Tree." The "shoes tree" is gone, but it doesn't end with that because the
point where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shoes tree" started is where we have
to start discussing public art.
The "publicness (Öffentlichkeit)" when we say "the meeting of art and
publicness" is a value originally derived from the republican tradition of the
West.3)
It aims to realize a 'bonum publicum' based on 'virtu civic'. However, in
this Western tradition-deficient Korean society, the concept of publicness is,
regrettably, more of a good external conception. How can we make Korean
publicness in this reality? Where can we find the publicness of public art, the
"meeting of art and publicness"? Isn't this the fundamental question thrown at us?
I said that in Korean reality, the publicness of public art must be found right
2) Choi Beom, "Public Art Changes the Cit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page 22, 2006.
3) " Publicness is the attribute of 'free and equal people (populus) pursuing public welfare (salus publica)
through open communication procedures (Publizität)." Cho Han-sang, <What is Publicness>, Book
World, page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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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artistry and popularity; the very ones that clashed sharply in the "shoes
tree." It's not just a conflict of artistry and popularity, and it's not a question of
which is more important. Even if the artistry of public art recognized by experts is
accepted by the public, or, on the contrary, even if public taste wins, problems still
remain. Neither artistry nor popularity is an absolute value that alone guarantees
the publicness of public art. Rather, publicness should be seen as in between.
So, in fact, publicness was missing in the "Shoes Tree." The failure of the “Shoes
Tree” was right there. As a result, artistry and popularity collided naked, without
any medium. Most Korean public art is missing the question: what publicness should
be pursued by urban culture. In such a state without the medium of publicness,
artistic expertise and the popularity of the everyday life world are bound to collide.
However, it is too ideological and irresponsible to just say that publicness and
popularity should be harmonized. It doesn't mean anything to say that.
We must change our thinking about publicness. Publicness is not given from
the beginning, but is created in a certain process. Where artistry and popularity
collide and negotiate in the city, that is the public forum as a womb of publicnesss.
In fact, it is not that there was no publicness in the "Shoes Tree." Rather, the
"Shoes Tree" was actually creating a vivid publicness by creating a sharp clash of
artistry and popularity. The publicness of public art is not embedded in public art
from the beginning but it is only released through the process of public debate.
Publicness is such, an effect and experience occurring in urban politics and
culture. So what we need is the power to watch and endure such confrontations
and conflicts and negotiations, even the ability to enjoy them.
“Shoes Tree” was the venue for creating publicness, where conflicting
values collide, and it was rarely found in Korean Public art. In this regard, it is
regrettable that the uproar over the "Shoes Tree" was brought to an end early so
that we couldn’t watch anymore because the publicness of public art is not from
outside of public art, but rather is carved through such conflicts, confrontations
and wounds in the body of public art. In this way, artistry and popularity go
beyond confrontation and integrate into the field of publicness of art. That's how
we ultimately create an "esthetic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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