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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공공미술의 미션: 국제 미술 행사에 선보이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과거의 공공조각은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기능이 우선시 되었지만, 현재는 예술 자체로서의 이미지가 강조되면서 그 형태

와 성격도 다양하게 변화했다. 일률적 조각상 위주였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작가의 개성과 특징이 더욱 드러나고 존중되고 있다. 공공의 

관심과 가치 그리고 시대를 반영하면서 작가의 관심 주제가 특정 장소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가 상당히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공공

미술의 기획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비엔날레나 아트 페어 등에는 반드시 행사특정적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마련된다. 세계 아

트 피플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에 공공미술은 어느새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이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나? 도시에 영구구적으로 설

치되는 공공미술과 이 프로젝트들은 과연 어떤 형식과 방식의 차이를 지닐까? 지금 「퍼블릭아트」가 그 면면을 살펴본다.  

● 기획 편집부  ● 진행·글 전영 미국통신원·정송 기자·전민지 컨튜리뷰터

MISSIONS IN 
PUBLIC ART

우르스 피셔 <Untitled (Lamp / Bear)> 2005-2006 ⓒ Urs Fischer Courtesy the artistand Galerie Eva Presenhuber, Zurich. 

Photo: Christie's Images LTD, 2012 Installation view: <Untitled (Lamp/Bear)> Seagram Plaza, New York,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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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술과 현대 예술은 우리 주변의 세계에 관한 

것이다. 질문, 조사, 연구를 통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들이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며 사람들의 관심과 참

여를 유도한다. 대중이 이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

고 예술가들의 색다른 시선을 흥미로워하자 공공미

술 기관들이 늘어나면서 작품들의 숫자도 도시 안에

서 점차 확대되었다. 주로 청동, 대리석, 스테인드글

라스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재료도 예술가들이 원

하는 효과를 위해 문화, 기술의 한계를 넘는 것에 결

코 주저함이 없다. 주로 야외에 설치/전시되는 공공

미술은 일반 대중들을 만족시켜야 하면서도 변화하

는 날씨와 오염에 안전해야 하고 기획자, 조경 디자

이너, 건축가, 엔지니어들과 협업하며 심미적, 사회

적 역할을 감당해내야 한다. 건축물의 일부로서 영

구 설치되는 전통적 공공미술과 한정적 기간을 두고 

이벤트성으로 전시되는 공공미술은 어떤 과정으로 

진화해 왔으며 성장해가고 있는지 살펴본다. 

열린 공간에 설치된 전통적인 형식의 공공미술은 

개인의 일상 속 시각 경험을 시작으로 그 지역의 이

미지를 규정하면서 대중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 또, 도시 공간에 어떤 조형물로 시대를 

기억하고 대표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정치 및 역사의

식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결

코 작다 할 수 없다. 특정 장소에 건축물 또는 조형

물을 새로 짓거나 없애는 행위는 그곳을 지나는 수

많은 사람이 지속해서 겪을 총체적 경험을 설계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모든 건설과 설치에 있어 

책임감 있는 결정이 필요하고, 대중은 자신의 일상 

경험을 구성하는 거리, 동네, 건물, 도시의 구체적인 

경관과 그 변화에 주체적으로 관심 가져야 한다. 제

한된 수명을 가진 임시적 공공미술보다 영구적 공공

미술은 승인되기 전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뉴욕시에서는 1960년대부터 

“퍼센트 포 아트(Percent-for-Art)”를 실행하며 국

가 공공건물의 전체 건설비용 중 1%를 미술품 제작

과 설치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에 따라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설치될 작품의 요

소들을 까다롭게 제시하고 있다.

예술을 그저 최후의 추가물로 여기지 않고 설계

팀과 예술가들이 함께 작업하는 과정이 있을 때 성

공적인 예로 사랑받는 예술품으로서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다. 또한 재정적 자원이나 인력 자원과 같이 풀

어야 할 숙제로 공공미술 작품의 보존을 들 수 있다. 

영구적 작품의 경우 지속적 관리가 필수이기에 정기

1. 존 제라드(John Gerrard) <Solar Reserve 

(Tonopah, Nevada)> 2014 Simulation 

Installation view, Lincoln Center, New York 

October 3 - December 1, 2014 Presented 

by Lincoln  Center in association with 

Public Art Fund Courtesy of the artist, 

Simon Preston, New York and Thomas 

Dane, London Photo: Inaki Vinaixa 

Courtesy Public Art Fund, NY  2. 행크 윌리

스 토마스(Hank Willis Thomas) <Ruth> 2015 

Painted Steel Courtesy the artist and Jack 

Shainman Gallery Photo: James Ewing 

Courtesy Public Art Fund,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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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작가나 전문가들이 보호하는 체제를 구축해두어

야 한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예산의 10%를 유지보수

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

한 실정이다. 또한 이미 설치되어있던 작품의 경우 현재

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장소에 더 이상 맞지 않다고 여

기면 위치를 옮기거나 교체되기도 해야 한다. 결국 영구 

보존할 작품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과 지역주민이 함께 오

랜 기간 준비하여 선정하고 사후관리에 힘을 쓰며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반드시 작품이 영구

적일 필요는 없다. 공공미술은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참

여와 인지를 높였을 때 성공적이라고 불릴 수 있기 때문

이다. 단기 프로젝트는 영구 프로젝트보다 일반적으로 

예산이 덜 들고 운영하기가 비교적 수월해 많은 도시가 

선택하고 있는 공공미술의 형태이다. 또한 다양성에 있

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도 충분하다. 예술가들로

부터 이미 제작된 작품을 빌려 설치하거나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게 해 전시 후 다시 작가에게 

돌려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작품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 참여적 형태를 띠는 공공미술도 심심찮게 이뤄

지고 있다. 예술가 입장에서도 단기 프로젝트는 제거되

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이 없이 색다

른 실험적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젝

트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경험이 공공미술의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국가 주도 아래 제작 지원을 받던 기념비와 인물상을 

뒤로하고 1960년대 중후반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도시 

재생과 연계한 공공미술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졌

다. 1970년대에는 시민 권리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공공미술의 개념이 점차 변화되었다. 또 미술계 내부에

서도 제도화된 예술, 도구화된 예술을 벗어나기 위한 여

러 시도가 나타났는데 자연 공간에서 임시로 나타나는 대

지 미술이나 여성주의 미술 등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

리기 시작했다. 점차 공공미술의 주최가 국가나 기업에

서 개인으로 옮겨지면서 진정한 공공미술이 이루어지게 

된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정치적 쟁점을 소재

로 다루는 공공미술 작업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제작 방

식도 예술가와 대중의 공동 작업, 일시적 퍼포먼스나 장/

단기 프로젝트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더는 관람객이 수동

적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참여자로서 작업을 최종적으

로 완성하는 협업자로서 더욱 능동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

다. 앞선 시대의 영구적, 고정된 형태의 공공미술이 아닌 

사회적 논의를 일으키며 사람 간의 교류를 작품의 중심에 

두었다. 공공미술이 이제는 다양한 관람객과 함께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쟁점에 관하여 대화하기 위한 시각 예술

이 된 것이다.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에서는 무엇보다도 

관람객과 예술가의 관계가 가장 우선한다. 계속해서 역동

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공공 공간과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예술가가 공공미술 프로그램 내에서 더 자유롭

게 항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술의 영역을 공공 영역으로 확장해 예술에 의한 사

회 활동을 더욱 확고하게 다져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

공미술이 도시와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1. 레디메이드(Reddymade) <X> Photo 

credit: Ka-Man Tse for Times Square 

Arts  2. 아이 웨이웨이(Ai Weiwei) 

<Harlem Shelter 1> 2017 Galvanized 

mild steel Courtesy of the artist Photo: 

Ai Weiwei Studio Courtesy Public 

Art Fund, NY On view as part of the 

citywide exhibition <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s> presented 

by Public Art Fund October 12, 2017 

- February 11, 2018  3. 버지니아 오버

톤(Virginia Overton) <Untitled (Gem)> 

2018 Courtesy the Artist, Socrates 

Sculpture Park, White Cube, and 

Bortolami Gallery Image by Nicholas 

Knight Studio  4. 데브라 프리랜더

(Devra Freelander) <Fluorescent 

Sunrise> 2017 Courtesy the Artist and 

Socrates Sculpture Park Image by 

Scott Ly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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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행크 윌리스 토마스 <The  T ru th 

is I Love You> 2015 Painted Steel 

Courtesy the artist and Jack Shainman 

Gallery Photo: James Ewing Courtesy 

Public Art Fund, NY  2. 사비에라 시

몬스(Xaviera Simmons) <Convene> 

2018 Aluminum canoes, paint, rope 

Dimensions variable Installation view 

Hunter’s Point South Park, Long Island 

Ci ty, New York Commissioned by 

SculptureCenter, New York Courtesy 

the artist and David Castillo Gallery, 

Miami Photo: Kyle Knodell  3. 타츠 니

시(Tatzu Nishi) <Discovering Columbus> 

On view September 20 - November 

18, 2012 in Columbus Circle, New York 

City Presented by Public Art Fund 

Photo: Tom Powel Imaging Courtesy 

Public Art Fund, NY  4. 제페 헤인(Jeppe 

Hein) <Modified Social Bench NY #05> 

2015 Powder-coated aluminum 66.5 x 

70.5 x 18.5 inches Courtesy of Konig 

Galerie, Berlin; 303 Gallery, New York; 

and Galleri Nicolai Wallner, Copenhagen 

Photo: James Ewing Courtesy Public Art 

Fund,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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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프로젝트보다도 어쩌면 임시적 프로

젝트들이 오히려 특정한 장소, 공간, 풍경의 

특징과 역사를 보여주는데 있어서 사람들의 

심리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일

시적인 공공미술 작업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

간 무시되던 장소가 전혀 새로운 공간으로 보

여지기도 하는데, 뉴욕에서는 이러한 장소 기

반 공공미술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을 보여주

는 프로젝트들이 다양한 공공미술 기관들을 

통해 수시로 열리고 있다. 도시의 다양성을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고 로컬 작가들 뿐만 아

니라 해외 작가들, 소수민족이나 비주류 작가

들의 작품에도 많은 비중이 실린다. 

1974년 설립된 임시적 장소별 공공미술 프

로젝트를 생산하는 뉴욕 기반의 비영리 기관

인 크리에이티브 타임(Creative Time)은 뉴

미디어 아트나 웹 베이스 아트 같은 실험적 

작업을 공공 공간에서 실현해왔다. 사회적으

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예술과 예술가들의 목

소리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고

민하는 곳이다. 장소 기반 설치 작업의 장점 

중 하나는 그 작업이 꼭 필요한 때에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인 것뿐 아

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걸려있는 답답한 것을 

꺼내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실현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자유

를 가질 수 있다. 임시작업으로 곧 사라질 예

정이니 말이다. 대표적으로 크리에이티브 타

임은 세계 무역 센터 ‘9.11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푸른 빔을 쏘아 올려 국가적 차원의 행

사로 만든 2002년의 ‘Tribute in Light’나 닉 

케이브(Nick Cave)가 그랜드 센트럴(Grand 

Central)에 실물 크기의 말 모형 30마리를 끌

어와 퍼포먼스를 하게 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

트들을 남겼다. 직접적으로 도시재생에 도움

을 주기 위한 프로젝트로 지진 발생 지역에 

예술가들을 보내 현지 주민을 위한 주거 작업

을 하게 한 글로벌 레지던트 프로그램이나, 

아티스트들이 우리 시대의 긴급한 이슈를 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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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웹사이트인 ‘크리에이티브 타임 리포트

(Creative Time Reports)’도 운영 중이다. 

일시적인 공공미술은 테스트로서 기능하며 

앞으로 발전될 프로젝트를 더 공고히 하기도 한

다. 임시적인 작업이 짧게 끝나버려 덧없을 수도 

있지만, 그 장소 조성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

일 수 있다. 그곳에 있었던 예술 작품 때문에 예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을 갖

게 되기도 하는데, 카라 워커(Kara Walker)가 

2014년 뉴욕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의 오래된 

도미노 설탕공장에 설탕으로 만든 거대한 흑인 

여성 조각(스핑크스)을 설치한 것이 그 예다. 지

금까지도 제3세계 어린이들이 사탕수수와 카카

오 등의 재배에 이용, 착취되고 있는 실정을 폭

로하기 위해 만든 이 프로젝트는 과거의 흑인 노

예들의 삶과 아직도 진행형인 제3세계 노동 착

취를 연결해 작가만의 방식으로 작품을 풀었다. 

1882년 세워진 노란 설탕을 하얗게 정제하던 설

탕공장이 철거되기 직전 퍼블릭 아트 펀드와 크

리에이티브 타임이 함께 전시를 기획했다. 노동

자에게는 감사를, 곧 없어질 공장에는 애도를 비

추며 도미노 설탕공장의 운명과 함께 스핑크스

는 철거되고 어린 설탕 노동자들은 녹아 사라졌

지만, 브루클린 강가에 자리하던 그 오래된 공장

의 눅눅한 냄새와 설탕의 단내를 기억하는 이들

은 그 언저리를 방문할 때마다 여전히 카라 워커

의 스핑크스를 언급하며 여전히 그 대화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일시적 프로젝트 중에는 관람객이 함께 참

여함으로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경우가 유독 많

다. 미드타운 한복판에 자리한 타임스퀘어 아츠

(Time Square Arts)의 프로젝트 중에서도 2013

년 프랑스 출신의 예술가 JR의 ‘인사이드 아웃

(Inside Out)’ 프로젝트는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

는 관람객의 체험 자체가 작품을 완성한다. 짧은 

기간 동안 타임스퀘어를 배경으로 한 시민 참여

형 퍼포먼스이다. 이 작업은 버스를 개조한 포토 

부스를  설치해 누구나 자신의 얼굴 사진을 찍으

며 작업에 참여하도록 했고 참여자들의 얼굴이 

포스터 사이즈로 프린트되어 더피 스퀘어 바닥

을 가득 채웠다. 타임스퀘어 특성상 보행자가 워

낙 많은 곳이다 보니 무엇인가를 설치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대부분의 전시 작업들은 모

두 외부에서 제작해 가져다 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택한다. 

최근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는 인터렉티

브한 작업의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 점차 아트와 

테크놀로지의 접점이 넓어지고 있다. 그중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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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HRUMEN> Courtesy of FoldHaus ⓒ Rene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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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전영은 뉴욕의 큐레이팅/아트 컨설팅 회사인 스파크 아트 매니지먼

트의 프로젝트 매니저이자 독립 큐레이터이다. 고려대학교에서 한국화와 

불문학을 전공했고 프랫인 스티튜트에서 문화예술경영으로 석사학위를 취

득했다. 브루클린 미술관(Brooklyn Museum), ‘아시아 컨템포러리 아트위크

(Asia Contemporary Art Week)’, ‘아모리쇼(The Armory Show)’ 등에서 근

무했었으며, 현재 뉴욕 동시대 미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도 기계공학적 움직임을 부여한 키네틱아트(Kinetic 

Art)가 눈에 띈다.

최근 ‘아트 바젤 홍콩(Art Basel Hong Kong)’ 

기간 전시되었던 폴드하우스(FoldHaus)의 

‘LUMENous GARDEN’이 단연 돋보이는 키네틱

아트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이 작품은 홍콩의 대형 

쇼핑센터이자 호텔이 있는 퍼시픽 팰리스(Pacific 

Place) 중앙 광장에서 올해 3월 18일부터 4월 14

일까지 약 한 달여간 전시되었다. 폴드하우스는 공

동 예술가 그룹으로 능력과 열정이 있다면 기꺼이 

누구나 참여해 작업을 함께할 수 있는 ‘메이커 문화

(Maker culture)’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샌프란시

스코 실리콘 밸리 지역에 기반을 두고 디자인회사 아

이데오(IDEO)의 출신 직원들이 대부분인 이 콜렉티

브는 수평적 구조로 함께 이끌어가면서 예술과 기

술로 사람들을 하나로 잇는다는 기치를 갖고 다양

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폴드하우스의 파운더 중 

한 명인 외르크 스튜던트 (Joerg Student)는 설치한 

‘SHRUMEN LUMEN과 BLUMEN LUMEN’을 두

고 “다른 잡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이 작품에 놀라워

하는 마음으로 순간에 집중하게 만들고자 빛과 크기, 

움직임을 이용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면서 

“쇼핑몰 내에 설치하게 되었기에 이 작품이 사람들

을 쉴 수 있는 매개가 되고,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느낌

을 주고 싶었다.” 고 말했다. 이는 본래 네바다주 블

랙 락 사막(Black Rock Desert)의 ‘버닝맨 페스티벌

(Burning Man festival)’을 위한 설치 작품이었다. 

사막의 특성상 황무지이고 아무것도 자랄 날 수 없

는 환경이기에 그곳에 생명과 아름다움을 피워내고

자 꽃봉오리와 버섯 형태를 거대하게 만들고 아주 천

천히 움직이는 구조물을 만들었다. “작품과 서로 소

통하며 놀면서 사람들이 어린아이 때 느끼던 기분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다.” 작업이 본래 야외공간에 설

치하도록 디자인 된 것이기에 바람과 비에 강하고 땅

에 잘 지지되면서도 작품 간에 전기가 서로 통하게 

되어있다. 이번 실내 설치의 경우는 인공 잔디와 나

무, 강철로 만든 마운드가 전력과 데이타 라인을 가

려주면서 작품을 지지하게 했다. 작업이 크고 형태

가 복잡해 설치와 운송 작업이 꽤 까다로워 폴드하우

스 팀 멤버들이 홍콩에 가서 직접 설치했다. 작품은 

종이를 접고 펴면서 노는 방식의 오리가미(Origami)

에서 영향을 받고, 식물의 이파리와 꽃 등에서 찾

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패턴들에서 영감을 얻었다. 

‘SHRUMEN LUMEN’과 ‘BLUMEN LUMEN’의 

버섯형태와 꽃봉오리는 골판지와 같은 플라스틱 조

각으로 접혀서 낮에는 종이처럼 희고 불투명해 보이

는 플라스틱이지만 버섯 내부에 4,000개, 꽃봉오리

에는 800개의 LED가 설치되어 밤에는 색색의 빛을 

부드럽고 고르게 분산시켜 준다. 겉 재료는 골판 형

태의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플라스틱은 상대적으로 값이 싸면서도 방수가 잘 되

고 내구성이 있어 포장이나 건축 재료로 자주 사용된

다. 재료의 미적, 물리적 특성 때문에 거의 모든 작업

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재료를 규모에 맞게 사용하

기 위해서, 폴드하우스만의 독특한 기술도 개발했다. 

“우리는 어른들이 어린이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설치

물을 디자인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순수한 기

쁨을 보는 것이 예술을 만드는 데 가장 보람 있는 부

분이다”라며 자부심을 비쳤다. 대부분의 작업은 전

시 후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가게 된다. 이들의 작업

은 짧은 기간 동안 시각적으로 큰 임팩트를 끌어와야 

하는 페스티벌이나 대형 행사들을 위한 작업이기 때

문에 영구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공간 조건에 맞는 보

완을 거쳐야만 한다. ‘BLUMEN LUMEN’ 시리즈 중 

한 점은 현재 아이데오사의 실내 로비에 영구 전시되

고 있고, ‘SHRUMEN LUMEN’은 다섯 개 모두 여

러 도시에 옮겨 다니며 전시되고 있다. 이러한 단기 

공공미술 프로젝트들은 일상에 찾아온 깜짝 서프라

이즈 같은 역할을 하며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

들 사이를 연결해준다. 즉,  예술가의 눈을 통해 도시

를 바라보고 체험할 기회를 선사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