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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모더니즘 이후 공공미술의 범위와 사회적 역할은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화두의 하나
로 제시되고 있다. 공공미술은 일반적으로 미술관이라는 제도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도시나 지역의 공공의 공간이나 장소에 놓이는 미술작품 혹은 그러한 미술활동 전반
을 지칭한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공공(public)’의 개념은 물리적 장소로서의 장소(place)1), 제도적인 기관이나
권력으로 기능하는 공간(space), 일정하게 지정된 범위로서 영역(field), 지식과 담론의
영역을 가로지르는 사이트(site)의 개념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집단으로서의 주체인
대중(mass), 공공/대중(public)과의 소통과 참여 등 다양한 영역을 관통하고 있다. 확
* 본 학회 회원, 협성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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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된 공공미술의 영역은 단순한 미술 오브제 중심의 설치를 넘어 벽화나 포스터, 영
상 미디어, 거리 낙서화를 포함하기도 하며, 학교의 제도적 영역을 벗어나 다양한 미
술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미술활동, 미술가와 지역주민과의 공동협업과 프로젝트 등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문맥 안에서 고려되어야할 다양한 층위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
다. 특히 최근 공공미술에서 새로운 흐름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공동체 미술
(Community Art) 혹은 뉴장르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2)은 대중의 집단참여
와 상호작용 그리고 소통의 의미을 강조함으로써 미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공공성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미술에서 진정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공의 개념 즉 장소의 문제와 함께 공공 대중의 참여와 역할이 무엇
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오늘날의 변화하는 공공미술의 기능과 역할을 제시한 크리스토(Christo
Javacheff, 1935-)와 잔느 클로드(Jeanne-Claude, 1935-2009)3)의 공공프로젝트를 중심
으로 확장된 장(場, expanded field)4)에서의 대중의 집단참여와 협업을 통한 소통 문
제 및 그 의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결과론적으로 그의 프로젝트의 과정과 생산 방
식들이 최근 공공미술의 새롭고 다양한 양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 미술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점에 착목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기존 연구에서 다양하게 논
의된 바 있는 그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미술사적 문맥을 이론적으로 조망하되, 공공
미술 분야에서의 장소특정성(site-specificity)이 확장된 장으로서, 그의 프로젝트가 대
중과 사회 속에서 어떻게 상호소통하며 교호작용을 하는가에 주안점을 두었다. 논의
의 과정에서 우선 그의 프로젝트에서 공공성을 구현하는 방식이 미술관이라는 제도적
인 공간에서 벗어나 공공장소, 자연환경 그 자체에 실현된다는 점과 그의 작업이 하
나의 작품이라기보다는 계획부터 완성까지가 예술행위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을 조망한다. 이를 통해 그의 공공프로젝트가 최근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대안적
이고 소통적이며 참여적인 유형의 공공미술 즉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는 동시에
대중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살피고자 한다. 프로젝
트는 작품의 제작 단계에서부터 그 지역의 학생과 노동자들, 전문인력 등과 함께 완
성되어진다. 이러한 대중의 참여는 단순한 협업의 의미가 아니라 일반대중에 대한 교
육적 측면으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설명하고 강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환경론자들
과 시민들과의 토론과 공청회는 물론 행정당국과의 교섭 역시 대중의 참여와 소통이
작업 과정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철거되는 작품의 제작 방식,
그로 인해 남겨진 포장된 천들과 자재들이 다시 재활용되는 것, 도시와 자연환경 모
두를 고려하여 생태학적인 생산 방식을 택하는 것 등은 언급한 공공미술의 새로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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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연구의 대상은 1960년대 이후부터의 작품 가운데 포장작업에 기반 한 설치작업과
대규모의 공공프로젝트 작업을 분석하되,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피고자 한다. 우
선, 그의 ‘포장’ 작업의 이론적 배경과 문맥을 살펴보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의 모태
가 되었던 앗상블라주(Assemblage)5)와 오브제 포장작업 등을 실험한 초기작들을 조
망한다. 다음으로는 미국으로 이주한 후 본격적으로 제작 완성한 대규모 공공 프로젝
트들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대형 공공프로젝트들의 경우 그것이 구현되는 장소의 성
격에 따라 크게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미술관, 국회의사당, 다리, 공원 등 역사적
기념물이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공공건축물과 자연이나 대지, 풍경 등 자연환경
을 고려한 대규모 작업이 그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과 문맥
1. 포장의 전략

크리스토가 처음부터 미술관이라는 제도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공적인 장소에 작업
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불가리아 태생으로 파리로 이주하게 된 50년대 말부터 빈
병이나 깡통 등 작은 물체들을 포장하기 시작했고 1960년대부터 점차 큰 물건이나 다
리, 박물관, 해안, 섬 등 거대한 구조물을 포장하는 공공프로젝트 작업으로 변화하였
다. 불가리아 태생인 크리스토는 1958년에는 파리에 정착하면서 본격적으로 그의 미
술세계를 펼치기 시작한다. 그의 작업이 파리 정착 이후 전개되는 1960년대 누보레알
리즘(Nouveau Réalisme, 신사실주의), 팝아트, 개념미술, 대지미술 등과 불가분의 관
계를 맺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예술관의 형성은 불가리아에서의 성장기를 통해 형성
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공산화된 불가리아에서 성장기를 보내며, 크리스토는 마르
크스-레닌주의(Marx-Leninism)와 변증법, 사적 유물론, 사회주의 리얼리즘(Social Realism)
교육을 받았고, 혁명기 러시아 구축주의(Russian Constructivism)을 접하게 되었다.6)
당시 불가리아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표현방식의 선전(propaganda)미술 작업에 동참하
기도 했는데, 이러한 집단적인 작업과 협업의 경험은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선전 활동 가운데 건초더미 같은 것을 쌓아 올려 방수
천으로 포장을 하곤 했던 경험은 이후 그의 포장 작업과 앗상블라주/쌓아올리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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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파리에 정착한 크리스토는 파리에서 부인이자 예술적 동지가 된 잔느 클로드와 만
나 일련의 일상용품들의 포장작업에 착수하며 공동 작업을 하였는데, 캔과 같은 작은
오브제들을 천으로 포장하는 작업 <포장 Package, 1958>(그림 1)을 시도한다. 여기에
서 누보레알리즘 작가들 및 플럭서스 그룹의 작가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
포장작업은 ‘package’들로서, 후에 대형건축물이나 자연환경 자체를 감싸거나(surrounded)
포장한(wrapped) 대규모 프로젝트들과 구별된다. 이 시기 ‘포장(package)’ 작품들은
테이블, 의자, 오토바이, 손수레 등 소규모의 것들로서, 이러한 포장 방식은 명백히 본
래의 사물 또는 기성품 오브제(ready made object)를 감쌈으로써 그 가치와 역할을
위장하고 감추며 전도하는 전략이다. 당대 다른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기성품 오브제
의 사용은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영향을 보여주지만, 1920년대 만 레이
(Man Ray)의 포장작업(그림 2)과의 연관성7)이 보인다.

1962년에는 파리의 비스콩티 거리(Rue Visconti)의 일방통로에 드럼통을 쌓아올려
일시적으로 도로를 차단하는 불법적인 작품 <기름통의 벽, Wall of Oil Barrels-Iron
Curtain, 1962>(그림 3)을 선보임으로써 그의 작업공간을 환경으로 확대하기 시작하
였다. 이러한 앗상블라주(Assemblage)(주5참조)은 아르망(Arman)과 같은 누보레알리
즘 작가들이 흔히 사용했던 쌓아올리기(accumulation)의 작업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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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보레알리즘은 1960년대 초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여 등장한 유럽의 새로운 경향
의 전위 미술운동이다. 당시 구미 화단을 지배한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반발로 태동되
었는데 추상미술의 현실도피성에 회의를 품은 일련의 젊은 작가들이 일상적인 오브제
를 작품에 도입함으로서 ‘현실로의 복귀’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추구하였다. 바로 1960
년대의 대량생산 및 소비를 기조로 한 산업사회의 실상을 직시한, 따라서 시대흐름에
부응하는 예술운동이었으며 당시 미국에서는 성격이 다른 팝아트가 전개되고 있었다.
<기름통의 벽>(그림 3)에서처럼 쌓기 작업은 1999년 13,000개의 기름 통으로 만든 대
규모의 설치작업 <벽 The Wall>(그림 4)의 모태가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크리스토의 작업이 당대 앗상블라주 작업에서 추구했던 대량생
산의 산업사회를 비판하고자 했던 현실의 제시로서뿐 아니라, 일상의 공간을 일시적
으로 점유하고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장소의 개념과 관람자의 인식을 변화시
켰다는 점이다. 작품이자 동시에 퍼포먼스가 된 이러한 실험적인 작업은 도널드 프레
지오시(Donald Preziosi)가 ‘모더니티(modernity)의 위조와 보존을 위한 사회적 도구’8)
라고 언명한 바 있는 미술관에서 벗어나 외부 공간을 점유하며 사회, 환경을 담아낸
다. 파리에서의 실험적인 작업들에 기반 하여 1964년에 미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면
서 그의 작품세계는 더욱 다양성을 띄게 된다. 무엇보다도 미국이라는 물질적으로 풍
요롭고 넓은 나라에 어울리는 작품규모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후 그의 작품들은 도
시 및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삼으며 막대한 경비와 투입인원, 특수한 재료들과 과학기
술의 사용 등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다. 특히 ‘포장’을 통한 독특한 작업 방식은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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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탐구로 주목되며 포장의 매체로 사용된 천은 또 다른 오브
제로서 작품을 구성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에는 미술관에 전시되는 단순한 물체
의 포장이나 앗상블라주 작업을 시도하였고, 대규모 프로젝트의 작업에서는 구조물
혹은 자연을 그 장소와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포장하는 방식을 택한다. 본래의 구
조물 또는 환경을 감추고, 가리는 방식은 그것이 일시적인 것임을 암시하며 일종의
연극적 요소를 보여줌으로써 모더니즘 미술에서 중시한 작품의 현존성과 보존에 대해
비평적 관점을 제시한다.
2. 과정으로서의 미술

크리스토의 작업은 일반 대중의 집단적인 협업과 참여로 함께 완성해가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한 작품을 구성요소로 상호작용한다. 그의 프로젝
트 작업은 구상단계에서부터 실현의 과정 그리고 작품을 철거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작품의 일부로 수용하는, 어쩌면 완성된 작품보다 그 ‘과정’ 자체가 더욱 중요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른바 ‘과정으로서의 미술’(Process Art)로서 이러한 과정의 미
술의 핵심은 일시성과 변화성에 있다. 1970년대의 퍼포먼스 아트, 프로세스 아트, 대
지미술 등 소위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하는 미술가들은 그들의 매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소멸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마멸되는 효과를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얼음, 유리, 흙, 펠트 천,
톱밥 등 서서히 혹은 단시간 안에 소멸되어 가는 매체들을 이용하여 무작위적이고 비
구성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어느 한 장소에 놓는다. 바람, 중력, 온도 등 자연의 힘에
의해 작가가 선택한 매체는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자체가 작품의 일부 혹은
작품 그 자체가 된다. 그런데 그의 ‘과정적인’ 작업들은 1970년대 일군의 과정미술, 대
지미술 작가들과 구별된다. 가령 변하기 쉬운 매체들을 선택하여 그것을 어딘가에 ‘놓
기만’하는, 그래서 자연적인 힘에 의해 서서히 변화되고 소멸해가는 작품들에 비해,
크리스토의 작업은 역설적으로 자연과 주변 환경을 일시적으로 변화시키고 완성된 후
에 철거한다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과정으로서의 미술
이 아닌 프로젝트 실행 그 자체의 과정 이를테면, 준비작업, 부지 소유자들과의 협상,
환경 보호론 자들과 관료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 설치에 필요한 전문 인력 혹은 자원
봉사자들의 동원 등이 실제적인 프로젝트 완성의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특성상 그의
프로젝트는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
예를 들자면, <포장된 박물관 Wrapped Kunsthalle, 1967-68>, <포장된 베를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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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사당 Wrapped Reichstag, 1971-95>, 파리의 다리 퐁 뇌프를 포장한 <포장된 퐁
뇌프 Pont Neuf Wrapped, 1975-85>, 뉴욕의 센트럴파트에 설치한 <게이트 The
Gates, 1979-2005>와 같은 공공건축물일 경우에나, 콜로라도의 계곡에 설치한 커튼
작업, <계곡 커튼 Valley Curtain, Rifle, Colorado, 1970-72>, 샌프란시스코 북쪽 39.4
키로 미터에 천으로 울타리를 세운 작업 <달리는 울타리 Running Fence, 1972-76>, 호
주의 해안을 포장한 작업 <포장된 해안 Wrapped Coast, 1968-69>, 마이애미의 섬들
을 천으로 둘러싼 작업 <둘러싸인 섬 Surrounded Island, 1980-83> 등 자연환경을
이용한 작업일 경우에도 장소를 물색하고, 경비를 마련하고 공적인 인허가를 얻어 완
성하는데 적게는 수년에서 십 수 년이 걸려 완성되었다.
언급한 작품들 가운데 몇몇 프로젝트의 과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 서부 콜로
라도에 위치한 산과 산 사이의 계곡을 연결하여 천으로 커튼을 만든 <계곡 커튼
Valley Curtain>(그림 5)의 경우, 콜로라도 주의 325번 고속도로면에 위치한 계곡에
381미터의 오렌지 색깔의 천이 커튼처럼 드리워져 있는 작품이다. 이 프로젝트는
1970년 3월에 구상하여 1972년에 완성되어 28개월의 제작기간이 걸렸음에도 다른 프
로젝트보다 제작기간이 짧게 걸린 편이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계곡에 매단 커튼은
강풍에 찢어지고 결국 무기한 연기되어 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보완하였지만 두 번째
설치에도 커튼이 강풍으로 찢어져서 철수하여 세 번째 시도에 성공한 경우이다. 이러
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작품은 바람이 거센 계곡에 오렌지 빛 커튼을 드리우며 주변
의 푸른 하늘과 녹색의 산들과 생생한 색조의 조화를 만들어내며 그 지역의 경관을
일시적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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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72년과 1976년 사이에 캘리포니아의 소노마와 마리나에 제작한 작품 <달리
는 울타리 Running Fence>(그림 6) 역시 약 5년간에 걸친 작업과정이 필요했다. 환
경훼손을 우려하는 환경 보호론 자들에게 선동되어 프로젝트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
았던 관료들의 방해를 극복하기 위해 3년간 법적 투쟁을 벌여야 했다.9) 또한 작품 설
치를 거부하는 59명의 목장주들과 소노마와 마린카운티와 주, 연방당국을 설득하여야
했으며, 적대적인 지역의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줄기찬 개인적 캠페인과 주민들에 대
한 교육과 서명운동이 행해졌다.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진, 책, DVD는 물
론 구상단계에서 작업한 스케치와 드로잉, 콜라주를 팔아 자체적으로 경비를 마련하
였다. 자금이 마련되고 설치에 필요한 모든 허가가 떨어지자 크리스토와 잔느 그리고
프로젝트 팀은 숙련된 노동자들을 모집하여 수개월에 걸쳐 39킬로미터에 이르는 기본
구조(강철 케이블 2000여개)를 설치하고 흰 천으로 펜스를 쳤다. 마침내 작업이 완성
되었을 때 그것은 마치 중국의 만리장성과도 같이 천으로 이루어진 장관의 물결을 이
루었다. 이 울타리는 이동로와 고속도로, 여러 지선도로 등에 의해, 혹은 소떼들의 이
동에 의해 끊기기도 했지만, 들판, 언덕, 계곡들을 지나 마침내 태평양의 바다(Bodega
Bay)에까지 뻗어갔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진행 중에 있는 <Over the River>(그림 7)의 경우 어떠한
과정으로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가는지를 잘 보여준다. 프로젝트가 설치될 장소에 대
한 면밀한 탐구와 조사, 실행될 장면이 완성된 작업처럼 드로잉과 스케치를 통해 나
타난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크리스토와 잔느 부부는 1992년부터 94년까지 적합한 강
의 지류를 찾기 위해 록키 산맥의 일곱 개 주에 걸쳐있는 89개의 지류를 조사하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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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찾아냈다. 1996년 이들 지역을 다시 방문한 후 마침내 콜로라도의 아칸서스
강으로 확정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아칸서스 강에 대한 수 십 번의 탐사와 조사
가 이루어졌고 많은 양의 스케치와 드로잉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실현되지 못하
고 있다. 2009년 크리스토의 부인이자 공동작업자였던 잔느 클로드가 타계한 이후로
도 이 강에 대한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크리스토와 프로젝트팀이 2014년
8월에 완성을 희망하며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10) 약 2주 동안 설치될 이 프로젝트
는 강을 끼고 나있는 도로와 산책로에서 자동차나 버스를 타고 혹은 강가를 걷거나
뗏목을 타고 가면서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3. 일시성

그의 프로젝트에서 ‘과정’만큼이나 중요한 개념은 일단 공공적인 장소에서 전시된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해체된다는 소멸성, 일시성이다. 이러한 특성은 일정
한 장소를 점유하면서 작품이 영구히 그 장소에 놓이는 조형물의 경우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서 미술작품의 원본성에 대한 문제와 작품의 소유의 문제를 재고하게 한다.
그의 일시적이며 소멸되어 없어진 작품의 의미는 미술관에 대한 정립된 담론에서 필
수적이었던 미술작품의 현존 개념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사소통의 수단을 제
공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로젝트를 완성해가는 과정이 복잡 다양한 외부환
경과의 문제와 논쟁들을 극복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에도 불구하고 일단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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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성되고 나면 대략 2주 정도의 기간 동안에만 설치되고 영구히 철거되는 특성은
그가 중요하게 고려했던 의도적인 전략임을 알 수 있다.11) 작품을 의도적으로 철거해
버린 후 작품의 실체는 사라졌지만, 그것의 과정과 그것이 존재했었던 장소는 관람객
의 기억과 경험 속에 개념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그의 작품은 장소특정적
인 동시에 시간 특정적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전략은 물론 완성된 실제 작품은 영원
히 사라졌지만, 프로젝트를 위한 스케치와 드로잉, 콜라쥬와 프린트 등은 또 다른 예
술작품으로서 남겨진다.
완성된 작품을 영구히 철거하는 크리스토 프로젝트의 일시적인 성격은 미술의 생산
문제와 소유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 대부분의 미술 작품이 미술관 또는 화랑의 제도
적 장치에 의해 판매되고 콜렉터에게 소장되는데 반해 크리스토는 이러한 상업적 경
로를 거치지 않고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한다. 작품의 준비 단
계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스케치와 드로잉, 콜라주, 포토몽타주, 축
소모형으로 제작하고, 이를 판매한 비용으로 재원을 스스로 마련함으로써 기존의 화
랑제도의 생산방식과 판매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판매를 통해 얻어진 수입은 다음
프로젝트의 준비를 위해 사용되는데, 이러한 재원조달 방식까지도 그의 프로젝트를
이루는 한 과정으로써 미술품의 생산(미술가와 미술작품)과 판매를 사회적 방식으로
도입한 것이다.
Ⅲ. 확장된 장에서의 대중과의 소통
1. 확장된 장, 다중적 공간

장소의 개념은 공공미술을 다룰 때 반드시 거론되는 용어 가운데 하나이다. 장소
(site)는 작품과 그것이 놓이는 공간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1960년대 이후 미술계의
화두로 떠오른다. 새로운 미술 공간과 영역은 미술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에서부
터 출발한다. 미술과 미술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최초의 기본적 의미의 장(the field
of meaning)으로서 구실을 하는 곳이 바로 미술관이나 갤러리와 같은 특정한 장소였
기 때문이다. 미술과 비미술의 경계를 규정하는 개념으로 촉발된 ‘장소성’, ‘장소특정
성(site-specificity)’에 대한 논의는 미니멀 조각처럼 독립된 존재로서의 개념이 상실
된 중성의 구조물이 풍경이나 건축 등의 공간에 놓임으로서 구조화되는 특정한 공간
을 지칭하면서 대두된다. 나아가 대지미술과 공공조각에서 미술관의 성역화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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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큐브(white cube)’ 공간이나 미술 제도를 벗어나 특정한 외부적 공간, 장소에
놓이게 됨으로써 더욱 활발히 논의되었다. 일차적으로 그것은 1960년대 미니멀조각과
같이 관람자의 지각, 경험을 중요시했던 물리적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1970년대에 이르면 탈 물질화의 경향에 의해 그 개념도 변화되며 ‘대지’, ‘자연’을 지
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특히 60년대 말, 일군의 개념미술가들에 의해 태동된 대지
미술은 미니멀아트의 영향 속에서 ‘물질’로서의 예술을 부정하려는 경향과 반문명적
문화현상이 뒤섞여서 생겨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미술을 화랑과 사회로부터 떼
어내 자연 가운데 설치하려는 생각에서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장소성에 대한 논의는 단지 장소의 지리적 물리적 이동만의 의미가
아니라 매체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로잘린 클라우스의 의하면 70년대 작업
공간의 논리에서 조각은 더 이상 재료 혹은 그 재료에 대한 지각을 근거로 하여 취해
진 매체개념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대신 문화적 상황 안에서 대립되는 것으로 보이는
개념들의 총체성을 통해 구성12)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가는 특정매체에 구애받지
않고 사진, 책, 또는 조각 그 자체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작품제작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예술가는 어느 한 장소를 점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지미술작
가들이 선택한 ‘장소’는 인적이 미치지 않는 동떨어진 자연, 대지로서 이러한 환경적
특성을 지닌 작품들이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려면 사진이나 지도, 소묘 등과 같은 대
중문화의 정보전달매체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문서들은 미술 및 회화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고 작품으로서 화랑에 전시되고,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취급되었으
며, 상업적인 미술관, 콜렉터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장소조각’
들은 개념주의가 미술에서 제거하려고 시도했던 바로 그 대상의 또 다른 변형으로 복
귀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는다. 이후 70년대와 80년대의 환경적 사고를 가지고 작품을
제작하였던 공공미술의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대상들은 대지미술의 생태학적 정신도
어느 정도 계승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대중에 대한 공공성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물론 이러한 공공성의 문제는 사회정치제도와 미술계와의 밀접
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대부분이 사업이 미연방 조달청과 미국국립예술기금인
NEA(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공공장소 안에서의 예술계획13), 주립지방
예술관청 등 많은 공공기관의 협조와 공적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고, 급속한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장소의 개념은 미술을 넘어서 확장된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글로벌
화와 장소의 이동성으로 인해 유목적 성격을 띠게 된다. 그만큼 장소 공간에 대한 문
제는 이제 다의적이고 다중적인 역할과 속성을 포괄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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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프로젝트 작업은 모더니즘의 제도적 장치인 ‘눈속임’으로서의 미술관14)에서 벗어
나 확장된 장에 설치되는데, 이때 장소는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서 대중과 만나는 소
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확장된 장, 다중적 공간은 한 장소의 특정성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문화, 정치적 컨텍스트를 개입시키며 보다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크리스토의 프로젝트 작업이 설치되는 장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
나는 미술관, 국회의사당, 다리, 공원 등 역사적인 기념물이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공건축물이 있는 공공장소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 대지, 풍경을 이루는 곳이다. 공
공장소에서의 건물을 포장하는 프로젝트는 1960년대부터 구상되었지만 대부분 실현되
지 못했고, 실제로 완성된 프로젝트는 스위스 베른의 미술관을 포장한 <포장된 박물
관, Wrapped Kunsthalle, 1968>(그림 8)이었다. 이후 그의 작업은 명실 공히 공공의
장소에 대규모의 프로젝트라는 개념의 공공 프로젝트로 실현되는데 1969년 시카고 박
물관 전체를 포장한 <시카고 박물관, Museum of Contemporary Art, Chicago
Wrapped, 1969>, 이태리 스폴레토(Spoleto)에서 레오나르도 기념물을 포장한 <레오나
르도 기념물의 포장, Wrapped Monument to Leonardo, Piazza Scala, Milan, 1970>
등의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또한, 그의 완성된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과 사회적인 관심과 정치적 이슈
를 불러일으킨 작품은 베를린의 국회의사당을 포장한 <포장된 국회의사당 Wrapped
Reichstag>(그림 9)일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구상단계에서부터 완성까지 무려 25년
이 걸렸다.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현장을 소재로 삼았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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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의미가 있다. 냉전시대 베를린 국회의사당은 동독과 서독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정치, 사회, 역사의 상징적 장소로서 크리스토가 이 건물을 포장하기로 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비판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치적 진술을 담은 작품은 <기름통의 벽 Wall of Oil barrels-Iron Curtain,
그림 3>과 같은 이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파리 비스콩티 거리에 기름통을 쌓아올
려 7시간동안 보행과 교통의 흐름을 차단하여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베를린 국회의사당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념의 대립과 사회적 모순을 탐구한 것으로 주목된다. 프로젝트의 작업과정에서 통
독 이전에 베를린국회의사당은 독일 정부뿐 아니라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 정부의
관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5개국 정부와의 협
상이 필요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실행은 단순한 미술작품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정
치적 이슈로 부상하였고, 소련과 동독의 공산국가들과 자유 서방 국가 사이에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과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베를린 국회의사당 건물이
구상단계부터 완성되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고, 결국 베를린 장벽이 허
물어지고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다. 1994년 9월부터 독일
에 위치한 10개의 기업들에서 설치와 관련된 다양한 자재들을 기술자들의 지시 하에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1995년 4월부터 6월까지 철공업자들이 탑, 지붕, 조각상 등에
천을 접어 얹어놓기 위한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건물을 덮기 위해 10
만 제곱미터의 두꺼운 알루미늄으로 표면 처리된 폴리프로필렌 천과 15,600 미터의
직경 3.2 센티미터의 푸른색 폴리프로필렌 로프가 사용되었다. 이 작업에는 90여명의
전문산악인과 120명의 설치 노동자들이 투입되었는데 14일간 전시된 후 모든 철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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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들은 재활용되었다. 역시 프로젝트의 모든 경비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고 자체적
으로 조달하였다. 역사의 종말과 통제에서 새로운 시작과 자유라는 동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오랜 작업의 ‘과정’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된 프로젝트이다.
2. 소통의 장: 집단적 참여와 협력 작업

일반적으로 우리는 미술관이나 갤러리의 내부 공간에서 벗어나 도시나 지역의 공공
장소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미술작품들을 통칭하여 공공미술이라고 지칭해왔다. 그
러나 지금까지 공공미술에 대한 고찰 과정에서 볼 때, 공공장소라는 개방되고 물리적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놓여진’ 대부분의 각종 기념물이나 조각품들이 진정한 공공성
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수없이 제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리차드 세라
(Richard Serra)의 <기울어진 호 Tilted Arc>는 작품이 놓인 장소와 그 장소를 이용
하는 공중(public)과의 소통 문제를 야기 시킨 유명한 예로 남아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도 1982년부터 제정된 이른바 1%법안(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법)의 부정
적인 측면들이 상존하고 있어 새로운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포
스코 건물 앞에 있는 구조물 <아마벨>일 것이다.15)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장소가 그 장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 공동체와의 의사소통 공간으로 즉 공
공영역(Public Sphere)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공공미술에서의
장소가 확장된 장(expanded field)인 것처럼, 그 작품을 보고 향유하는 사람들도 확장
된 관객으로서의 대중 혹은 공중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프로젝트로서의 크리스토의 작업은 거대하고 방대한 동시에 진보
적인 과학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친근하게 보아왔던 기존 공공조각 또는 공공기
념조형물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물론 대지미술의 일반적인 작업 역시 규모가
크고 대규모의 인력이 동원되며 엔지니어들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적이 미
치지 않는 장소에 만들어져 실제로 관람자가 작품을 온전히 본다는 것이 불가능한 대
지작업과는 달리 크리스토의 작품 대부분은 비록 도시와 동떨어진 외딴 자연환경에
설치된 것일지라도 대중/관람자가 작품 제작 과정에 참여하여 미적 체험을 작가와 공
유하고 공동제작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중의 참여는 경제
적인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
였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장소에서의 프로젝트 가운데 공적 장소의 주변 환경을 변화
시키고 대규모의 인력이 동원된 공공 사업적 성격을 띠는 대표적인 작품은 파리의 퐁
뇌프 다리 프로젝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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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된 퐁뇌프 The Pont Neuf Wrapped, 1975-1985>(그림 10)는 300여명의 전문
인력이 동원되어 약 4만 제곱미터의 황금빛의 반짝이는 천으로 다리 전체를 포장하는
대규모의 작업이다. 퐁뇌프는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로서 역사적인 기념물 일뿐
아니라, 인구가 밀집된 파리의 한 복판을 가로지르는 다리로서 많은 자동차들과 시민
들이 오가는 곳이다. 다리를 포장하는 동안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내무
부와 문화부 등 각 관청과 단체의 행정적 법적 허가를 받아야만 했고16), 완성까지 10
년이 걸렸다. 프로젝트에 동원된 수많은 인력들은 작품의 설치에서부터 철거에 이르
기까지 학생, 일반 시민, 전문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고 고용되었다. 이들을 모
집하는 과정에서 필요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하였다. 대중의 참여는
동원된 인력들뿐 아니라 그 프로젝트를 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관람자/대중
들 때문에 파리의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안겨주었다. 오히려 인
구가 밀집한 도시환경뿐 아니라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된 노동력과 관광
수입으로 인해 소외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확대된다.
<게이트 The Gates, 1971-2005>(그림 11) 역시 대도시 뉴욕의 시민들이 자주 찾는
센트럴 파크 전 지역을 변화시킨 프로젝트이다. 이 작업은 무려 26년이 걸려 완성되
었다. 약 5미터 높이의 7503개의 오렌지색 천으로 만들어진 패늘들이 센트럴 파크의
산책로를 따라 설치되었다. 오렌지색 천들은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구조물이나 장소
를 감싸는(wrapping) 작업과는 달리 문(gate) 역할을 하는 패늘에 드리워진 커튼처럼
매달려있어 바람에 의해 자유롭게 나부낀다. 일시적으로 뉴욕의 한복판을 오렌지색 천
으로 뒤덮은 이 프로젝트는 뉴욕시민들은 물론 이를 보기 위해 세계각지에서 온 적극적
인 관람객들과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에게 모두 일상생활 속에 예술을 경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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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프로젝트는 오랜 준비 기간만큼이나 대규모의 인원이 동원
된다. 일정한 보수가 지급되는 전문적인 엔지니어와 노동자들 외에도 모니터 요원, 자
원봉사요원들의 집단적 참여와 협력 작업으로 완성된다. 이들은 프로젝트의 진행 과
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하며 작품에 참여할 뿐 아니라 적극
적으로 개입한다. 대중의 참여가 작품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크리스토는 작품을 구상
하고 설치될 장소에 대한 사전조사를 거쳐 작품이 완성될 장면을 스케치, 드로잉, 콜
라주 등을 제작한다. 이 사전 작품들은 일반 시민, 행정당국 등 이해 당사자들에게 보
여주고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이어진다. 여기서부터 대중은 제작요소로서
작품에 참여하게 되는데,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은 언제나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경
우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이들은 작품이 설치될 장소와 환경에 대
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한다. 이 과정에서 크리스토는 관계되는 사람들뿐 아니라
일반대중과 언론, 행정 공무원 등 수많은 대중들과 만나 의도를 설명하고 소개하고
방문하여 대화하고 강연을 열어 교육한다. 사실, 앞에서 언급한 공공미술의 부정적인
한계점을 극복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적 미술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공무
원, 이해 당사자들, 일반시민, 학생들에게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교육
이 필요하다. 공공미술을 향유할 대중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미술은 미술관 내
에서 전시되는 자족적이고 배타적이며 개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크리스토는 프로젝트에 관한 지지나 논쟁, 토론, 반대 등 모든 경우의 대중 참여를
작품의 한 과정으로 수용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가끔 참여자
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어진다. 가령, 행정당국이나 환경론자들의 반대
에 부딪혔을 때 대중들이 나서서 공청회에서 지지의견을 밝히거나 찬성 서명운동을
벌인다든지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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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크리스토의 작업에서 참여자들과의 소통과 상호관계는 작품을 이루는
요소이면서 매개체이다. 프로젝트에 참여자들은 관객인 동시에 작업 구조의 일부분으
로서 미술가와 함께 창조성의 중심이 된다. 미술가와 작업 참가자들과의 공동 협업으
로 이루어진 공공프로젝트는 그 ‘과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며, 서로간의 상호작
용과 공동의 경험과 상황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공공적인 의미를 갖게 되며 프로젝트
의 설치 장소는 열린 ‘소통’의 장으로 확대된다. 크리스토 프로젝트에서 나타난 특성
과 대중들에게 끼친 효과는 비단 퐁뇌프 프로젝트와 같이 인구가 밀집된 도시나 공공
장소에서뿐 아니라 인적이 드믄 자연환경에 설치된 프로젝트일 경우(그림 12, 13, 14)
에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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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는말
-새로운 공공미술의 대안 제시

현대의 공공미술은 모더니즘의 제도적 장치인 미술관에서 벗어나 확장되고 다중적
인 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장소성에 대한 풍부한 담론들을 재생산해 내고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의 지형도를 그려내고 있다. 공공미술에서의 확장된 장과 다중적인 공간은
장소 특정성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맥과 연결되면서 보다 복합적
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자는 크리스토의 공공프로젝트에서 나타난 특
징들과 개념들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공공미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 보고, 공공미술에서의 집단적 참여와 소통의 의미를 크리스토의 공공프로젝트의
실현방식을 통해 궁구하고자 하였다. 본문을 통해 지금까지의 이론적 배경과 문맥을
토대로 각 프로젝트의 사례들을 분석하였고, 그의 작업이 하나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제한된 미술관의 공간으로부터 나와 공공장소, 자연환경 그 자체에 작업이 이루어짐
으로써 계획부터 완성까지가 예술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살폈다. 또한 ‘포장’이라는 독특한 작업 구현 방식을 통해 작품이 설치되는 장
소의 공공성 문제뿐 아니라 미술가와 관람자/작품 참여자 간의 소통의 문제를 재고하
게 하였으며, 일반대중의 집단적인 프로젝트 참여와 협업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미술
을 제시하였음을 고찰하였다. 결과적으로 크리스토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공적 장소
의 주변 환경을 변화 시키는 ‘과정’을 통해 미술가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이고 공
적 개념으로서, 미술작품의 의미와 미술관제도의 문제, 제도적 생산 기구 속에 존재하
고 있는 권력관계에 대한 사유를 확장시킨 사회적, 문화적 실천으로 평가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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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특히 프로젝트 작업 전 과정에 걸쳐 대중의 다각적인 참여와 협력 작업의 방식은
그간 전통적인 미술 생산의 범주에서 소외 또는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광범위한 대중
/공중과 소통하는 방식으로서 작가와 관람자가 함께 미술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공적
미술의 개념과 함께 앞으로 공공미술이 전개되어야할 바람직한 방향성과 가능성을 열
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공공 미술의 새로운 기능에
관한 논의에서 강조되어온 문제는 공공미술이 공적인 외부공간에 놓인 장소적 특징만
으로 규정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관객 또는 대중이 함께 만들어가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앞서 리처드 세라의 <기울어진 호>와 우리나라
포스코 건물 앞의 <아마벨>의 예에서처럼, 작품이 놓인 장소와 그것을 향유하고 상
호작용해야할 대중/공중과의 소통부재에 관한 예들은 빈번하게 볼 수 있으며 향후 공
공미술이 해결해야할 필수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크리스토의 공공프로젝트의 경
우 시작 단계부터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위가 수반되어왔음을 살펴보았다. 프로
젝트 실행의 첫 단계부터 그는 일반대중과 언론, 행정 공무원, 학생들과 만나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강연을 열고 교육하였는데, 공공미술을 향유할 대중이 공감하고 수용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열린 공간에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공공미술의 홍수 속에서, 이제 대중
이 문화생산자로서 작품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는 체계적인 교육은 진정한 공공성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단
적 참여는 단순한 공동작업과 협업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견의 개진, 논쟁, 토론 등을
작품의 과정을 수용하면서 통합된 함의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생산 방식으로 다양한
공공의 의견이 작품의 완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자연과 인간과의 생태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다양한 삶의 방
식과 자연과 환경적 특성을 적용하였다는 점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태적인
특징은 그의 독특한 작품 생산인 일시성에서 도출된다. 살펴보았듯이 그의 작업에서
중요한 제작 방식 중 하나는 단 2주간만 대중에게 공개, 전시되고 철거되는 일시적이
고 소멸적인 특성이다. 완성된 작품이 미술관이나 콜렉터에게 소유되어 영원히 남는
대신에 실체는 철거되어 사라지고, 또 다른 형태의 매체인 예비드로잉, 콜라주, 스케
치, 모형 등의 대안적인 개념의 작품으로 남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시과정을 찍은 사
진, 영상은 물론 작업의 구상부터 철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책은 완성된 하나의 작
품보다 어쩌면 작품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사실들을 대중들에게 전달해준다.
이러한 일시적인 성격은 공공미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작품 소유와 보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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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작품을 철거한 후 프로젝트에
사용한 모든 재료들을 재활용한 점은 크리스토의 공공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공공미술의 대안으로 지역이나 마을의 주민들과 지역공동체
와 연계하여 공동체미술프로젝트 혹은 마을미술프로젝트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주
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벽화를 꾸미기도 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신화나 역사의 이
야기를 작품에 도입하기도 한다. 사업목적은 흔히 ‘취약지역 및 저소득층 가구가 밀집
한 지역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꾸미는 것’을 표방하면서 콘크리트 벽에 벽화를 그리고
마을 곳곳에 조형물을 만든다. 사업에 드는 재원은 지자체와 공공단체에서 지원받는
다. 공공미술프로젝트의 사업 소개에는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문화적 삶을 풍요롭
게 하기위해 그리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할 목적 등이 명시되
어 있지만 함께 만들어낸 공공미술의 보존과 사후관리에 대한 문구를 찾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젝트에 사용된 모든 재료들을 재활용하는 생태학적 방식은 향후
공공미술의 방향을 제시하고, 심미적 환경을 저해하고 자연을 황폐화시키는 공공미술
의 부정적인 측면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크리스토의 공공프
로젝트에서 생태학적 측면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깊은 성찰의 결과이기도 하며 앞으
로의 새로운 공공미술의 방향과 관련하여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본문 주(註)

1) 장소 혹은 장소성에 대한 어의적 특성에 따라 장소 대신에 현장, 입지, 공간, 경관, 지역, 영토, 공동체 등 다양한 용어
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규모나 범위도 매우 모호하거나 중층적이다.
2) 뉴장르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과 공동체 미술(Community Art)은 모두 공동체와의 소통 및 교류를 중요시
한다.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이라는 명칭은 페미니스트 미술평론가인 알렌 레이븐(Arlane Raven)이 처음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담론화되기 시작한 공공미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서 수잔 레이시(Suzanne Lacy)가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미술가와 관객 사이의 열린 소통과 상호 작용을 지향하는 사
회적 미술을 말한다. 공동체 예술은 80년대 이후 미국에서 퍼포먼스와 비디오를 매체로 작업하는 실험적인 프로젝트
를 말하는데, 우리시대의 당면한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며 미술가와 지역 주민들 간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강수미,
2008과 이영욱, 2010 논문 참조).
3) 크리스토와 잔느 클로드(Cristo & Jeanne-Claude)는 부부이자 예술적 동지로서 1958년 파리에서 만나 병이나 의자와
같은 작은 오브제를 포장하는 작업을 해오다 1962년 결혼하였고 수많은 프로젝트를 공동 작업하였다. 그의 모든 프로
젝트들이 잔느의 도움 또는 협업으로 이루어졌고, 2009년 잔느가 타계할 때까지 예술적으로나 정신적인 동지였다. 이
후 논문에서는 편의상 크리스토로 대표하여 단수 호칭하기로 함.
4) 로잘린느 클라우스는 “확장된 장에서의 조각”이라는 논문에서 장소의 문제뿐 아니라 매체의 다양성 역시 미술의 범주
를 확장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Rosalind E. Krauss(1978), “Scupture in the Expanded Field,” The
Originality of the Avant-Garde and Other Modenist 참조.
5) 앗상블라주는 불어로 모으기, 집합, 집적(集積)의 뜻으로, 평면적인 회화에 3차원성을 부여하기위해 일상적인 오브제들
을 모아 쌓아놓는 기법을 말한다. 앗상블라주에 관한 중요한 전시는1961년 말과 1962년 말 뉴욕에서 열린 두 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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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현대미술관(MoMA)의 <앗상블라주 미술전>과 제니스 화랑의 <신사실주의 작가전>이다. 이들 큐비즘의 2차원적
인 파피에 콜레와 사진 몽타주에서부터 모든 종류의 다다와 초현실주의 오브제를 거쳐 폐품조각과 본격적인 실내 환
경 조각에 이르기까지 오브제를 집적시키는 그런 현대미술의 양상을 개괄하는 전시로서, 영국과 미국에서 인정받는
수많은 팝아트 미술가들, 프랑스 누보레알리즘을 대표하는 화가들,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이탈리
아와 스웨덴 화가들이 대거 참가했다. 앗상블라주는 아르망, 니키 드 상 팔, 세자르등의 신사실주의, 네오 다다, 정크
아트, 핑크 아트, 아르테 포베라, 환경미술 등과 결합하여 일종의 다양한 예술영역에 영향을 주며 현대미술의 중요한
표현방식이 되고 있다.
6) Saniel Thomas(1990), “Australia, Bulgaria, Christo,”:<John Kaldor Art Project>(Cat.)(Sydney:Art Gallery of New
South Eales), p.29. 김희승(2000), p.30.
7) 만 레이의 사진 작품 <이시도르 듀카스의 수수께끼>(1920)는 마르셀 뒤샹과 같이 기성품들을 이용하여 포장한 작업
을 1920년대 선보였다. 미술사가들이 이 작품과 크리스토의 포장작업의 유사성을 언급하였으나 정작 크리스토 자신은
유사성과 영향을 부인하였다.
8) Donald Preziosi, “Modernity Again:The Museum as Trompe L'oeil,” <Deconstruction and the Visual Arts: Art,
Media, Architec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141. 이영철(1998), pp.369-382 참조.
9) 이 프로젝트는 환경 보호론자들의 반대에 부딪쳐 450페이지에 달하는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al Impact Report)까
지 제출해야 했는데, 이 평가서는 식물학자, 동물학자, 교통문제 전문가, 농학자, 통계학자, 도시계획전문가 등의 과학
자를 동원하여 8개월 동안 약 4만 달러에 이르는 경비를 들여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책으로 만들어져 각 관련기관
에 200부가 보내졌고 소노마 지역에서는 오랜 공청회 끝에 행정집행위원회에 의해 인증되었다. 김희승(2000), p.39.
10) 크리스토와 잔느 클로드의 홈페이지에 이 프로젝트의 진행상황과 그동안의 계획, 구상, 과정 등 각 작품에 관한 상세
한 정보와 내용이 들어있다. http;//www.christojeanneclaude.net 참조.
11) “나의 작업은 짧은 기간 동안만 존재하기 때문에 간단하다. 나는 작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강제적인 절박성을 보여주
고 싶다. 왜냐하면 작품이 내일이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기 때문이다. 나의 작업이 짧은 시간만 존재한다
는 사실은 다른 작품보다 더욱 독보적인 존재로 만든다.” Shane, Eric(1989), “Christo and Boundaries of Sculpture,”
<Art and Artist>, Aug., p.111.
12) 주4 참조.
13) NEA는 1979년부터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체의 풍부한 반응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러한
요구는 1983년에 공동체를 교육하고 준비시키는 계획 행위와 공동체가 참여하고 준비하며, 대화할 수 있는 계획들을
포함하는 것까지 확장되었고, 90년대에 이르면 공동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교육적인 활동들을 장려하는 지침을 만
들어낸다. 권미원, “공적 발언으로서의 미술, ｢미술과 공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국제학술 심포지움 자료집, 이영욱
(2010),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과 그 비판,” ｢미학｣ 제61집 참조.
14) 도널드 프레지오시는 미술관에 대해, “욕망을 각색하고 정의하고 훈련시키며 과거를 배열하고 방향을 주어 완결짓고
사람들 간의 상호관계의 형식을 구성하는 틀을 주조해낸다. 미술관은 모더니티의 중개자로서, 우리 시대의 역사로 변
장하고 신성한 체하는 유미주의적 양식을 집행하는 사제(司祭)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에 시작된 억제된 욕망의 상징
이라 할 수 있다. 프레지오시는 미술관의 기능을 근대민족국가의 정체성, 자본주의 과정과 동일시하며 환상을 산출하
는 기구, 놀라운 힘과 복잡성을 가진 눈속임”이었다고 규정하였다. Donald Rreziosi, “Modernity Again:The Museum
as Trompe L'oeil,” <Deconstruction and the Visual Arts: Art, Media, Architec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141-50.
15) 포스코 건설 앞에 있는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의 작품으로 <꽃이 피는 구조물> 혹은 <아마벨>은 통행을 방해
하며 미학적으로 흉물스럽다는 이유로 일반시민은 물론 미술전문가들 사이에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작품이다. 현재
이 작품은 잘 보이지 않도록 소나무들에 둘러싸여 있다.
16)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리스토 부부는 1979년에 당시 파리 시장이었던 자크 시라크(Jacques Rene
Chirac) 전 대통령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기도 했다. 퐁뇌프 프로젝트의 구상부터 완성까지의 전과
정이 기록되어 있는 책 <Christo: The Pont Neuf Wrapped>(1990). New York:Harry N. Abrams.Inc. Publishers.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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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ning of the Collective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in Public Art
- A Study of the Christo's Public Project -

Youngmi KI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collective
participation and the communication in public art through Christo's public project.
The works of Christo have been executed in public places and natural environment
out from ‘the white cube', in that they are more a kind of projects in what the
whole process is itself a part of art. His public projects use a peculiar method of
wrapping. It raised the problem of the publicity of the place, and of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artist and the audiences/participants. Here the artist
secured finances for himself and the wrappings were removed after a short
periods. It was a new way of doing art, where the general public participated in
and collaborated in a collective project. with this, the key concept of Christo's
project, the expansion of participant, interactivity and collaboration that take place
of the concept of artist as a private creator. In short, it is significant that the
public art project of Christo not only changed the environment of the sites but
extended the meaning of work of art into a social and public re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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