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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본고는 니콜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의 포스트 로덕션(Postproduction) 개념에 토 하여 동시

술 형식의 상호성과 공유 가능성을 통시 에서 분석하 다. 표본 사례로 시한 올라퍼 알리아슨

(Olafur Eliasson), 리크리트 티라바니자(Rirkrit Tiravanija,), 아이 웨이웨이(Ai WeiWei)의 근작에서

술은 지구 안에의 여를 유도하는 실행 체계이자 업 시스템으로서 제시된다. 이러한 형식주의 작

업 양상은 탈 심을 넘어 사용자 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동시 IT 네트워크 환경과 경험을 투 한다.

술과 비 술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장주의 실에 한 응 방안으로서 술가들은 공유와 확장성을 지향

하는 사용자 문화를 극 포용하고 있다. 작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 수용자가 직 개입할 수 있도록 작업

체계는 분산 으로 구축되는데, 이는 기존의 객 참여형 술과 궤를 함께 하면서도 매체 실험을 넘어서는

것이다. 여기서 온오 라인을 넘나들며 탈정형 연 를 추구하는 사용자들이 서로에게 잠재된 가능성을

일깨워내는 쇄신 주체로 상정된다. 참여 양식이 집단 지성에 한 상호 신뢰를 토 로 유무형의 자원 공유

와 네트워킹에 기반하면서, 술은 안 실을 모색하는 공론장이자 랫폼으로 제시되고 있다.

■ 심어 :∣포스트프 ∣참여∣사용 ∣플랫폼∣상 ∣공 ∣

Abstract

The collective narratives on global crisis such as the displaced, uneven distribution of

resources, invasion of human rights is more than a recurring theme or polemics in the fields of

contemporary arts. In the latest projects from Olafur Eliasson, Rirkrit Tiravanija and Ai WeiWei,

art works are presented as performative ‘platforms’ for tackling these undiscriminating reality of

human conditions. Here, ‘the users’ as driving forces of possible change, are postulated as

prospective actors/players who lead and collaborate to defy the status-quo. Crossing over the

on/off lines, the everyday-activities of exchanging, sharing and networking are strategically

deployed and its meaning reconfigured within the context of post/production discourse. This

historical, yet unsettling juncture between art and life, dystopian reality and utopian idealism has

its formal-conceptual links to Russian Constructivism, Brechtian Learning-Play and Joseph

Beuys' Social Sculpture. Based on Nicolas Bourriaud's notion of Postproduction,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diachronic analysis on collaborative dispositions of participatory arts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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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 경과 목  

디지털 · 모바일 통신 문화가 일상을 잠식함에 따라

인간의 지각 체계와 소통 양식은 매체 형식의 향을

받고 있다. 미학의 상 한 매체학을 심으로 재편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과성보다는 상 성이 부각되는

네트워크시 에 술 담론은 창작뿐만 아니라 수용 과

정을 아우르고 있으며, 작품의 의미는 제작 시스템과

경험 양식과의 계 안에서 재정의되고 있다. 큐 이터

/비평가 니콜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 b.1965)는

인터넷 사용자 문화의 발달과 함께 피동 수용자 던

객의 상이 참여자로 격상되고 있는 술 장을 목

격하면서 ‘ 계의미학’(Relational Aesthetics)[1]을주창했

다. 나아가 부리오는 ‘포스트 로덕션’(Post-production)[2]

을 통해 술의 활동 범 가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 확

장하며창작의 주체가 다 화 되고 있는 동시 상을

시의 으로 포착해내고 있다.

90년 ‘ 계의 미학’이 인터넷 세 의 집단 감성을

읽어내는데 주안 을 둔다면, 2000년 출간된 ‘포스트

로덕션’은 실 참여 방법론으로서 술 제작 방식을

의미화하고 있다. 논제 임으로서 포스트 로덕션

은 카메라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태블릿 PC 등의 개

인 모바일 기기와 더불어 유튜 (YouTube)·인스타그

램(Instagram) 같은 사회 계망 서비스(SNS)의 사용

이 일상화되면서 공유 경제가 확산되고 있는작 의

실을 선견 으로 투 해낸다. 네트워킹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담을 공유하며, 공동 구매나 크라우드 펀

딩을 조직하는 집단 행 는 복제 재생산을 넘어 미래

비 을 열어내는 창조 개념과 연동되고 있다.

창조의 의미가 언제 어디서든 근 가능한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 재맥락화 되면서, 독창성과 독 성에 기

하던 술의 의미 가치 한 다변화되고 있다. 매체 시

스템을사용하며 함께 리는 일상의 교류속에서 술

개념이 확장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 구나’ 참여 가능

한 디지털 콘텐츠 문화가 발달하면서 장 술가들은

사용자 문화를 극 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술과 비 술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을 경계하는 학

계 일각에서 포스트 로덕션은 ‘아무나’ 하는 술의

화·상업화 상으로 폄하되기도 한다. 수용 에

서 포스트 로덕션은 시장 체제하 술이 처한 실을

드러내고 미래 향방을 투 하고 있다는 에서논의 가

치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포스트 로덕션 개념을

바탕으로 동시 술 형식의 상호성과 공유 가능성을

통시 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본문 2장에서는 포

스트 로덕션의 주개념인 ‘사용’(the use)을 3장에서는

‘형식’(form)의 의미를 근 와 탈근 의 맥락에서 비교

할 것이다. 4장에서는 로젝트 사례 분석을 심으로

작업 체계의 형태와 의미 양상을 논하고자 한다. 여기

서 명의 장에서 새로운 실을 구축하려했던 러시

아 구성주의(Constructivism), 일상 정치로서 술의

실천성을 피력하며 리얼리즘의 무 문법을 쇄신해낸

극작가/연출가 히트(Bertolt Brecht 1898-1956)의

학습극(Learning Play), 나아가 후(戰後) 실의 치유

와 재건을 추구하며 연 감을 일깨워낸 조셉 보이스

(Joseph Beuys, 1921-1986)의 사회 조각(Social

Sculpture)과의 연 성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미술과

공연 매체의 에서 부각되는수행성(performativity)

과 객성(specataorship)의 논의를 통해 온오 라인을

넘나드는 서사 구조이자 업 체계로서 포스트/ 로덕

션의 의미 규명을 목 으로 한다.

연구 지면의한계상, 본고에서 시된사례는 포스트

로덕션의 연장선에 치하고 있다. 이는 SNS 문화를

포용하면서 인지도를 구축한 후 세 작가 작

업 , 올라퍼알리아슨(Olafur Eliasson, b.1967, 덴마크/

아이슬란드), 리크리트 티라바니자(Rirkrit Tiravanija,

b.1961, 태국/미국), 아이 웨이웨이(Ai WeiWei b.1958,

국)의 근작을 선정해 분석한 것이다. 이를 ‘사회

술’, ‘미디어 아트’ 등의 범주로 분류해 한정 짓는 신,

개별 작업의제작 체계와제시 방식을 통하며부각되

는 상을 기술함으로써 동시 특이성을 도출하고

자 했다. 이의 의도는 첫째, ‘퍼포먼스’, ‘설치’, ‘장소 특

정 술’, ‘환경 술’, ‘공공 미술’, ‘개념 미술’ 등으로

참여 양태를 특정하기에 지난 10년 동안 역 간 융복

합화가 심화되었고, 둘째, 문화 술 콘텐츠 연구에서

상 으로 간과되었던 형식성의 논의가 어떤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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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화 되고 있는지의 논거를 마련하기 해서이다.

Ⅱ. 포스트프  미 맥락

근 기술 발 과 산업 명을 계기로 범 불가의

역에 치하던 술이 일상의 삶 속으로 들어오면서,

술/디자인, 작품/상품, 가상/ 실을 구분 짓던 경계

의식은 희미해지고 있다. 심화되는 자본주의 실에서

술의 존재 딜 마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다다(Dada)

뒤샹(M. Duchamp)의 ‘ 디메이드’(readymade)에서

팝아트(Pop Art)와 보 알리즘(Nouveau Réalisme)

계열의 ‘아상블라주’(assemblage), ‘재활용’(recycling),

‘차용’(appropriation)등의 테크닉으로 이어지면서, 술

과 일상, 매체 간 경계 와해 상을 진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미학은 술-개인-공동체의 계성을 정립해

내는 방법론으로서, 술은 실 변 의 매개 통로로

인식된다[3]. 이에 상을손수 그리고 만들면서내면세

계를 투사 으로 외 화 하던 작업은 기성(旣成)의 형

식을 체제 복 으로 용(轉用)하는 격 행 로

체되게 된다.

탈권 와 무정부주의를 추구하는 아방가르드 술의

이미지 략은 문화와 오락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시장 논리에 수렴되어 왔다. 실 항의 이미지가 상

업 으로 유용되면서 정치 의미는 희석되었다. 역설

이게도 이러한 변형 ‧ 변용의 테크닉은 모바일 기기

와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불특정 다수에

의해 창발 으로 구사되고 있다. 트랜스미디어 환경에

서 ‘형식’은소비자/ /시민이 혼재된 ‘사용자’를 심

으로 임의 재편과유용이 가능한 가변 개념으로 이

해되고 있다. 오늘날 은 ‘시스템 유 ’로서 문화 생

산/소비/유통 역을 상시 으로 가로지른다. 익명성에

의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에게 잠재된 시

민의식을 일깨우며 자발 참여와 연 를 통해 로듀

서이자 스토리텔러의 역할을 터득해가고 있다. 이 지

에서 부리오는 실성찰이자 쇄신의 행동태로서 ‘사용’

의 수행성과 실천력을 쟁 화하고 있다.

‘후기’ 혹은 ‘탈 생산 체계’로 직역되는 포스트 로덕

션에서 형식은 정치 사회 문화 소통 코드가 새겨진

‘자원’(source)이다. 여기서 ‘세계’(world)는 유무형의

자원이 분류된 ‘상품 목록’(catalogue)에 비유되며, 창조

는 ‘목록’의 사용법과 직결된다. 량생산 된 기성품이

나 유행이 지난 양식을 ‘차용’하고 ‘재활용’하는 제작 방

식은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소비주의 생활양식을 극복

하고, 자본 권력이 주도하는 실을 주체 으로 인지하

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컨 부리오는 개발도상국에

서 량 수입된 가 생필품이나 산업 자재를 활용한

설치 작업을 통해 교환 행 의 계 역학을 고찰하는

수라시 쿠솔롱(Surasi Kusolwong, b.1965), 도시 괴담,

만화, 밴드음악 등의 비주류 십 문화 이미지를 차용

한 몽타주작업을 통해제도 으로억압된 유년의 기억

을 재가공해내는 마이크 캘리(Mike Kelley, b.1954), 벼

룩시장에서 수집한 기념엽서나 가족사진, 아날로그 필

름을 재편집하며 상실과 부재를 서술하는 테시타 딘

(Tacita Dean, b.1965) 등, 후 세 작가들의 작업에

방법론 으로 투 되어 있는 실 인식을 읽어낸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일상의 언어로 시스템의 산물을

사용해 안 비 을 제시하고 있는 술가들의 작업

태도는 ‘거주’, ‘ 로그래 ’, ‘환경’, ‘생태계’, ‘지속 가능

성’, ‘호혜’ 등의 사회 구조 행동학 용어와 연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은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로 집약되는 자본주의 삶을 지속시키는 행동 양식이자

생활 습 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사회에서의 과잉과 소

외 상을 맥락으로 하는 포스트 로덕션에서 ‘사용’은

무한경쟁 체계 속 불평등과 잉여를 양산해온 시장주의

에 공조하면서도 쇄신력을 가진다. 여기서 ‘사용자’는

일상이라는 미시 차원에서의 변화를 주도하고 노동

의 가치를 재정립해내는 실천 주체이다. 생산자-소비

자, 술가- 람자 모두가 ‘시스템 유 ’로 상정되면서,

‘사용’은 서로의 상을 등하고 상호 인 구도로 치환

해내는 행동태로이해된다. 이러한 수평 계 인식은

가상/ 실을 상시 으로 넘나들게 되면서, 문화 생산과

수용 역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는 IT 네트워크

환경을 반 하고있다. 다시 말해 포스트 로덕션은 탈

심을 넘어사용자 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경험 양식

과 분리해 설명될 수 없는 술 형식의 문제를 논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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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이다.

Ⅲ. 식  미 양상 변  

포스트 로덕션의 부제 ‘스크린 이로서 문화:

술은 어떻게 세계를 재 로그래 하는가’(Culture as

Screenplay: How Art Reprograms the World)[2]가 명

시하듯이, 부리오의 논제는 스크린 매체의 메커니즘을

일상 언어로 체화해내고 있는 동세 의 감성구조와

술 형식 사이의 상 성을 드러내고 있다. 구조주의

임에 제한 부제에 반하여, 여기서 형식은 의미를

장, 달, 보 하는 ‘하드웨어’나 ‘컨테이 ’ 개념을넘

어 집단 활동과 연계되며, 경험주의 에서 이해되고

있다. 형식은 유구한 시간 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되면서 패턴화 되고, 이해 계의 각축장에서 공증(公

證)된 것으로서 지속성과 공표성을 가진다. 례와

습으로서 형식은 기계 으로 반복되는 공식이 아닌 사

회 삶의 실 이다. 무엇보다 형식이 실행될 때마다

생성되는 에피소드나 경험담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시

나리오처럼 각색되고 공유된다. 서로 다른 생각과 욕망

을 투사하며 공동체의 내러티 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놀이성에 근간한 유 감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형식은 ‘공유 자원’으로서, 이는 고정 념에 상

충하며 상호 상 성을 가진다.

‘복합’(mixed)과 ‘혼종’(hybrid)으로 표상되는 포스트

모더니즘 술에서 해체 상이었던 형식이 다시 부

각되는 것은 근 를 탈피하는 과정에서 경시되던 가치

가 재고되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 후 모더니즘에서

형식은 환원 불가한 순수 원형(原形)으로서, 이를 추구

한다는 것은 사회 구조 으로 억압된 실을 거부하고

성찰을 도모하는 것이다. 형식주의는 스펙터클로 표상

되는 상업주의 소비문화를 양산하는 실 환경에서 스

스로를 분리하고 해방의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론이 된

다. 술이 시장 논리를 따라 쾌락을 좇는 문화 산

업에 편입되는 실을 부정함으로써, 자본 권력에 속

되길 거부하는 것이다. 이는 일상으로부터 철 한 격리

를 통해 본질과 가까워진다는 환원주의로 귀결된다. 이

러한 맥락에서 술은 실에서는아무런 ‘쓸모’가 없어

야 성립 가능한 것이다. 이에 개별 매체의 성과 자

율성이라는 불변 념이 추구된다.

엘리트주의로곡해될만큼경계의식과통제기 이강

한 모더니즘에서수용방식은 조 vs. 여의 립구도

로 이원화되며, 순수와 응용, 술과 비 술은구분된다.

반면포스트모더니즘의 술은이상/ 실, 지성/감각, 이

성/감성, 공/사 등 우열법 계 논리로 고착된 근

계질서를 복하고 념을 해체하는 과정으로 개된

다. 어디에 속해있는지 ‘ 재’(present)의 상보다는 어

떻게 존재하는가를 성찰하는 ‘ 존’(presence)의 문제가

시된다. 이에 불가항력 이고 측 불가한 ‘우

연’(chance), ‘사건’(event), ‘해 닝’(happening) 등이 조

형 략으로 도입되고, ‘비정형성’(informality), ‘과정’

(process), ‘불안정성’(precariousness)이 조형 담론의

심으로 부상한다. 진행형의 시간과 주 성이 요시되

면서 ‘형식’이 아닌 ‘형성’(formation)이 부각된다[4]. 한

시 으로 존재하는 술은 소유 될 수 없기에 ‘형성’은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실에 역작용 한다. 생산주의와

물질주의에 역행함으로써, 착취와 소외를 야기하는 근

의 시공간 념은 해체된다.

반면 포스트 로덕션에서 형식은 그 자체로 시스템

이자 산물로 인식된다. 여기서 술가는 ‘사용자’로서,

통용되고 있거나 역으로 배제되고 용도 폐기된 유무형

의 기성 형식을 선별 으로 가져다 재구성해 유통시키

는 테크닉을 구사한다. 심화된 자본주의 실에 한

비 은 유지되면서도 생산 태도로 환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성 형식을 자신의 언어로 유

용하는 과정에서, 이의 가용 여부와 쓰임새를 놓고 묻

고 따지는 공론의 장이 열린다. 여기서 술가는 제도

권의 수칙을배우면서도기존의 가치체계와 집요히

상하며 안 비 을 도출해낸다. 형식은 유용할 때마

다 사용법이 개정되는 개방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리오는 ‘ 로덕션’과 결합된 두어 ‘post’가

체제 부정이나 월 탈피가 아닌, 상호 작용이 활발

한 “활동지 ”(zone of activity)[2]라 주장한다. 시스템

의 산물을 용하며 공론의 장이 활성화 될 때, 사회

변화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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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리요의 논제는 구조 모순 속개인이 느끼는무력

감과 냉소주의를 극복하려는 향 태도를 포착해내

고 있다. 이러한 실주의 정신은 원본과 사본, 후

의 인과 계를 따지는 일이 무의미해지는디지털 이미

지 환경이 주요 동인으로 작용한다. 기하 수 으로 축

되는 정보량은 빅데이터 시장을 열어내기 이르 고,

비선형 사고 패턴이 확산되면서 술가들은 수렴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공동체의 경험이 새겨진 기성 형

식을 부정하기보다 오 소스로서의 가용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에 해부리오는 2007-08년도세계 융 기

로 발된 인터넷 세 의 기감이 투 되어 나타나는

상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부리오는 로벌리즘과 시

장만능주의로 표상되는 신자유주의의 안이 모색되는

작 의 상황을 포스트-포스트모더니즘으로의 환기

로 보았다. 포스트 로덕션의 연장선에서 부리오가 주

창하는 ‘The Exform’은 제도권에서 도태되거나 배제된

잉여/불순물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 들어와 재생(再生)

하는 작업, 산물, 징후 등을 뜻한다[5]. ‘탈정형’을 의미

하는 ‘exform’은 내부에 알리는 ‘inform’에 반하는 용어

이다. 이는 인터넷이 화됨에 따라 비정보가 공존하

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를 구별하는데 있어 혼란을

겪는 상을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은

역사의식과 비 성이 부재한 혼성 모방(pastiche)이나

충주의(eclecticism)와 구별된다[2]. 탈정형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계에 착한 술 장의 동향을 표상하

고 있으며, 부리오는 이를 포스트-포스트모더니즘의 이

미지 략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Ⅳ. 공공 플랫폼  술 식

1. Reconstruction : 재건  재

앞서 언 했듯이, 포스트 로덕션에서 ‘사용’은 제도

권 시스템 이의 산물을 이용하며 소비 행태와 유통

경로에 향력을 행사하는 주체 행동 양식이다. 이는

시장 략에 의해소외되고 소모되는 식의피동 수용

양식을 거부한다. ‘사용자’는 로벌리즘과 인터넷 문화

의 수혜자로서 상품가치 로 계화 된 실에 능동

으로 응하면서 좀 더 호혜 인 시나리오를 상상한다.

컨 공유 소비나 공정 무역처럼, 착취 거래 계

를 넘어 상호 심과 상생이 가능한 안 시스템을

체제 내에서 구상하는 것이다. 때문에 여기서는 음원

샘 링, 디제잉(DJing), 리믹싱(remixing), 매슁

(mashing) 기법이나 상 후반 작업 체계에서처럼, 소

스 자체의 가치보다는 이의 발굴, 발췌, 각색, 재배치해

내는 편집 기술과 수집 방식이 요시 된다. 방법론

으로 이는 재해석과 구성력이 요구된다는 에서 계

인식이 부재한 혼성모방(pastiche)과 양식 으로 구별

된다[2]. 이러한 조직 사고는서로 연 하고 공유하며

실 문제를 타결하려는 공조 체계로 시화 되고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포스트 로덕션은 사회 네트워

킹을 통해새로운 실을구축하고자했던 근 러시아

구성주의의 개 성을 계승해낸다.

그림 1. : 라드미르 타틀린(V.Tatlin)  사 주   

노동  ,  3  공산주  념

(Monument to the Third International) 1920, 

 등 한 에트 가  행진

       : 알 산드  첸 (Aleksandr Rodchenko), 

닌 노동  클럽(Lenin Worker's Club) 리 122 

러시아 리  시, 1925

       우: 라 스 노 (Varvara Stepnova), 니

폼 , 1923 

무산 계 인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사회주의 명을

배경으로 출몰한 구성주의자들은 반자본주의 ‧ 반부르

주아를 표방하며, 작업실에서 거리로 나와 실 환경에

극 개입하며 정책에까지 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시 [그림 1] 화, 연극뿐만 아니라 로 간다 기념

비, 그래픽 홍보물, 텍스타일, 노동자 유니폼, 가구 등,

생활용품에서 실내 환경, 건축에 이르기까지, 구성주의

술은 개념-내용-형식을 유기 으로 통합하며 공산주

의의 삶을 실천하는 실행 체계로 제시되었다. 이들은

감과 재능을 부여받은 천재 술가라는 신화와 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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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공학기술과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지식습득과 응

용을 도모하 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공 는 ‘산업

술’로격상되었으며, 생산 장에서형식을가지고 삶을

디자인하는 ‘기술자/설계사가 술가의 역할 모델이 되

었다[3]. 여기서 구성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을 생산 주체

로 교화시켜 산업 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측면에

서 교조주의 자세를 보인다. 반면 한 세기 후, 포스트

로덕션의 ‘유 ’는 생산자이자 시장 소비자로서 그

상과 역할이 복합 다 이며 개별화 되어 있다.

역과 토를 월한 무한 경쟁 체계인 신자유주의

실에서 무엇이 살아남고 도태될 것인지의 기 은 시

장 논리로 결정된다. 다만 이의 거를 설정하고 실행

하는 과정에는 사회 윤리 가치 단이 개입한다. 제

도권 시스템과 술가 사이의 팽팽한 계 역학 속에

서, 술은 사회 정치 으로 거부당한 존재가 핍박받는

실을 재 하거나 표 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동시

술가는 문제의식과 함께 공공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안 비 을 투사해낼 의 랫폼 역할을 모색하

고 있다. 로덕션 참여자들은 ‘시스템 유 ’로서 기성

형식이 과거에 사용되었던 방식과 사용 황, 나아가

추후 사용법에 한여러 가능성을 상상력속에서 가늠

하면서 시스템 메커니즘에 해 질문을 던지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

상호성에 근간하는 사용의 행동 양식은 기존 규약에

속되거나 매몰되지 않기 해 정한 거리를 유지하

며 등한 계성을 지향한다. 기성의 것을 선별 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기능 활용을 넘어, 사회 으로 이미

합의된 규약을 공공 역에서 실시간 ‘재생’(replay)하

는 것이다. 이는 참여자 상호간의 수행력을 상향 진

시키며 잠재력을 견인해낸다는 에서 단체 게임이나

스포츠시합에 비유되고 있다[2]. 규약은 일방 수가

아니라 사회 화 속에서 갱신되는 것이다. 공존을

넘어 공조 체계로서 술은 랫폼 사용자개개인이 사

회 자원으로서, 서로에게 잠재된 가치를 발굴하도록

이끄는 갱생 로젝트로 실체화 되고 있다. 시 [그

림 2] 올라퍼엘리아슨의 <그린 라이트> (Green Light,

2016-17)에서 공조는 분산 네트워킹[6]을 통해 이루

어진다. 여기서알리아슨은워크 과 시형식을 빌려,

유럽 국가들이 당면한 난민/이민자 수용 문제를 주류

술 장 한가운데 치시키고 있다.

기본 으로 조직 구성은 NGO를 통해 다국 난민/

이민자 청소년들과 지 학생들이 연 하고, 여기에 멘

토 역할을 하는 엔지니어, 공 가, 건축가, 행정가 등의

문가 그룹이 연결되는 아웃소싱 시스템을 표방한다.

이어 알리아슨은 자신의 스튜디오에 한 기학학자

와 공동 개발한 램 유닛의 형태와 설치 얼개를 함께

고안해가는 워크 을 주최한다. 여기서 램 는 각

매개로서, 노드간 합· 재· 배치가 자유로운 형태와

스 일로변조 가능하도록모듈화되어있다. 재활용 자

재와 노드마다 록빛 LED를 사용하는 제작 방식은

“환 의 행 ”(act of welcoming)[7]를 상징하며, 은유

으로 개된다. 개별 단 에서의 속과 확장이 무한

한 램 모듈 한 [그림 2 상-좌]분산 유형으로디자

인되어 참여자들의 소통 방식에 직 으로 향을 끼

치고 있다. 유무형의 자원을 공유하며 네트워킹이 이루

어지고, 이를 통해 술 생산과 소비, 이론과 실습의 장

이 동시에펼쳐지면서 사회 기여는 방 으로 실

행되게 된다.

그림 2. 상- : 폴  통신  다 어그램 1964: 측

 심-탈 심- 산  1

       스  라  엘리아슨(Studio Olafur 

Eliasson), 그린 라 트(Green Light), 57  니

스 엔날 , 20172

1 여러 심 하나가 괴되면 불통되는 심과 탈 심 유형에비해

분산 유형은 서로독립 이며개별 사용자가 심이 된다. 이는 인

터넷 시스템 모델로 고안되었다.

2 2016년 오스트리아 빈(Vienna)에서 처음 시작한 워크 은

Thyssen-Bornemisza Art Contemporary와 력 로젝트로서, 시리

아, 이라크, 아 카니스탄,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국 국 등의 난

민/이민자청소년 40명이참가했다. 3개월단 로진행되는 워크 은

반-난민/이민자 정서가 팽배해진 오스트리아빈과 미국텍사스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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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워크 ”(artistic workshop)[7]으로 명명된

력 로젝트는 무 진 일상을 복구하고 포용과 확장

의 가치를 실행하는 랫폼으로 제시되며 구조 이고

도 융합 인 사고를 도모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는

장에서 제작된 램 매와 모 행사를 통해 국제 난

민 구호단체를 실질 으로 후원하는 지원체계로 설계

되었다. 로젝트는 더 나아가 어학 코스와 정책 세미

나 등의 이주민 정착 지원 로그램과 연동되면서, 일

상으로 고든 로컬 난제에 한 해법이 체계 으로

강구되고 있다. 여기서 술은 변 (變位)와 표류, 거부

감과 불안정의 표상이 된 난민/이민자청소년들이소속

감을 느끼며 지학생들과 함께세계 시민으로서의 책

임감과 사회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공간 으로 이는 워크 을 유선형으로 가로지르는

공동작업 테이블 좌우로 강의/수업/세미나가 진행되는

원형 극장과 휴식용 라운지로 구성되며, 상층 발코니에

서 장을 한 에 망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로 구

역화 되어 있다. 진열장 책장 등의 모듈 가구 한

램 공정 과정처럼용도/용처에 따른조합이 용이하도

록 가변 으로 배치된다. 작업장/교육장/ 시장/극장

등의 다 역할을공시 으로 해내는 워크 은 약자/강

자, 교수/학생, 생산자/소비자 등의 이원 계 도식을

벗어나, 램 구입자를 포함한 참여자 모두가 ‘ 랫폼

사용자’로서 술 장에 직간 으로 교차되도록 유

도한다. 이는 난민 정책에 해 폐쇄 경향을 보이고

있는 유럽 연합(EU)의 료주의에 한 비 을 넘어,

탈정형 네트워킹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시스템 모델을 제시한다.

<그린라이트>는 ‘창조력=자본’(Creativity=Capital)임

을주창하며, “사회 유기체로서 술”(social organism

as work of art)을 피력했던 조셉 보이스의 ‘사회 조

각’을 실화하고 있다. 보이스는 사회주의 명에 동참

했던 구성주의의 연장선에 있으나 사상 으로 공산주

의와 결별했다. 신 개별성과 다양성을 시하는 사회

민주주의를 시스템 모델로 삼고, 구성원 개개인이 각자

의 자리에서 창의 노동자로 자유롭게 활동하며 력

하는 안 시스템을 구상했다. 실천 방법론으로서 사

턴(Houston)을 거쳐, 이탈리아의 베니스(Venice에서 진행되었다.

회 조각은 드로잉, 다이어그램, 오 제, 퍼포먼스, 장

소 특정 설치, 다학제 교육 로그램과 강연에 이르

기까지 매체 으로 확장하며 개되었다[8]. 궁극

으로 이는두 차례의 세계 을 거치며 좌 된 명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와해된 이상의 재건을 한 사회

논의 과정으로서 개진된 것이다. 여기서 보이스는

주술사/교육자/퍼포먼스 술가로 직 나서며 그룹을

선도했다. 반면 알리아슨은 다양한 분야의 트 들과

의 력으로사용자 심의 실행 체계를 만든 설계자이

자 로듀서로 나서면서 사회 조각의 확장 을 보여

다. ‘그린 라이트’를 매개로 병합된 워크 과 시 형

식은 지정학 이해 계가 얽 있는 안에 해

의 근이 용이한 용처(用處)로서 제공된다. 여기서 참

여는 해 닝이나 설치에서처럼 술이 만들어지고 있

는 과정 안에 객이 융화되는 형성과 달리 층 역

할 구조를 이룬다. 노동을 제공하는 워크 참여자와

알리아슨의 조력자를 포함한 ‘그린라이트’ 사용자 모두

가 기회 생산자/윤리 소비자/자원 공유자가 된다. 이

러한 맥락에서 술은 인본주의 가치와 공익을 실 하

는 랫폼으로 기능하며, 이는 공동체 의식과 집단 지

성의 창발력에 제하는 실행 체계로 제시되고 있다.

2. 공  시스  프

알리아슨은 설치 형식을 주축으로 지각 상의 메커

니즘을 실험하며 자연과 인공의 계성을 탐구해왔다

[9]. [그림 3] <작은 태양>(The Little Sun, 2012- 재)

에서는 행동주의(activism)와 운동(movement) 개념이

극 도입된다. 로젝트는 사회 사업 모델이자 캠페

인으로 제시된다. 이는 태양열 램 의 생산, 매,

활동을 통해 력망이 부재한 개발국에 독립형 태양

발 기를 보 하기 한 로벌 트 십을 구축해

동참을 구한다[10]. 알리아슨이 디자인한 ‘해바라기’

램 는 량 생산품으로서, 제품의 유통망이 확산되고

소비가 늘어날수록공유경제가실 된다. 여기서 알리

아슨은 선진국에서의 매가를 높게 책정하여 발생하

는 수익이 개발 지역참여자가 소속된 공동체에 귀속

되도록 시장에 개입한다. 이에 따라 개발 지역 참여

자들은 배당된 램 를 종자돈 삼아해당 공동체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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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을 도모하는 사회 사업가로 훈련받고 활동할

수 있게 된다[11]. 궁극 으로 개별 사용자들은 집열

이 장착된 휴 용 램 가 ‘노드’가 되는 로벌 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편 된 자원과 자본을 재분

배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일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3.  태양(The Little Sun), 2012- 재3

그림 4. 후 프 트(The Weather Project), 2003, 

       치 트, 트 (tate Modern),  런  

[그림 4] <기후 로젝트>에서 술 수용은 객의

존과 시지각 여를 제로 하고 있다. 반면 <작은

태양>에서는개별 사용자들이 시스템 변화를 매개하는

실 참여로 환된다. 미술 내부를 비추며 객을

감화하던 인공조명은 일상을 밝히며 지구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는 ‘창조 자본’으로 변환된다. 여기서 알

리아슨은 제품 디자이 이자, 랜딩 마 터이며, 랫

폼 제공자이다. 작가는 트 들과 함께 ‘산업 술’과

‘사회 조각’의 연장선상에서 로덕션의 의미를 확장

해낸다. ‘작은 태양’ 사용자를 포함한 로젝트 참여자

3 장시간 유지되는 태양열 LED 램 와 모바일 기기 충 기는 세컨드

라인인 Little Sun Diamond 로 매되고 있다.

각자가 생산 주체가 되어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착취와

노동 소외를 야기하던 근 의 로덕션은 삶과 술을

융합해내는 통합 시스템으로 갱신된다. 무엇보다 여기

서 로덕션은 로젝트 참여자들 간, 역할 분담을 통

해 조직 으로 실행된다.

반면 부리오가 ‘ 계 미학’의 실천 사례로항시 으로

인용하는 리크리트 티라바니자의 경우, 로덕션은

장에서의 즉흥 참여를 통해 념화 되는 아이러니를

보여 다. [그림 5] <무제 2015(14,086 unfired)>에서

작가는 기계 공정의 몰개성과 획일성을 표상하는 벽

돌 생산 라인에 람자가 개입시킨다. 형식 으로 이는

장소 특정 설치, 퍼포먼스, 이벤트가 교차되고 있다.

로젝트는 세 베니스의 조선소 창고를 시실로 개

조한 공간의장소성을 이용해 벽돌공장/출고장으로 제

시된다. 바닥에는 실제 가마와 함께 자연 건조 인 벽

돌이 미니멀리즘작품처럼 재되어 있다. 벽돌은 작업

년도 수를 명기한 ‘무제’의 부제에서 드러나듯이, 1에서

14086까지 일련번호로 리된다. 벽돌 표면에는 “

일하지 않기”(別干了)를 뜻하는 한자 슬로건이 상표처

럼 찍 있고, 이는 장당 10유로에 한정 매되면서

람자가 소장품처럼 구입해갈 수 있도록 시된다[12].

그림 5. 리크리트 티라 니 , Untitled 2015 (14,086 unfired),

       2015, 니스 엔날  4

여기서 역설은 한낱 건축재에 불과한 벽돌 한 장 한

장에 술 가치가 편의 으로 부가된다는 과, 이에

4 로젝트는 2008년 올림픽 비 기간부터 도시 재개발 사업이 방

으로 추진되었던 베이징의 거리 곳곳에 쌓여있던 벽돌과 이주

노동자들의 모습에서 감을 받아 발되었다. 이는 2010년 Tang

Contemporary Art에서 시되었다. “ 일하지 않기”는 기 드보르

(Guy Debord)가 1963년 랑스 리의 소르본 학 건물 담벼락에

그래피티로 남겼던 유명 슬로건 “Ne Travaillez Jamais"를 한문자로

차용한 것이다. 드보르는 앞서 구성주의가 여되어 있던 사회주의

국제 노동자 연맹의 계보를 이으며 ‘국제상황주의자’를 주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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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발생하는 수익 액이 국제노동자들의권익 증진

에 쓰인다는데 있다. 단 ‧ 단가로 비인격화된 산업주

의 시스템의 상징물이자 연 업을 서약하는 항의

징표인 벽돌의 매출이 늘어날수록, 로덕션은 술화

되는 동시에 상업화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더욱이 작품의 부제는 핵가족 주택 1호를 짓는

데 사용되는 벽돌 단 수 ‘14,086’과단어 ‘unfired’의 조

합으로서, 이는 재고 물량과 고용 상태의 함수 계를

환유 으로 드러낸다. 나아가 술이라는 개념이 생산·

유포되고 사회 차원에서 입증되는 일련의 과정이 임

노동의 시장 가치를 재설정하는 일과 연동되면서,

술과 비 술의 구분은 모호해진다.

티라바니자는 불특정 다수의 자발 참여로 작동되

는 계 역학을 복합 형식을 빌려 드러내고 있다. 실

제 실과 연동된 술제작 시스템으로서 ‘ 로덕션’의

의미 그 자체를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

쇄신 형식주의에 해 부리오는 통념 밖의것을 시스

템 망에 유포시키기 합한 형식으로 갖춰내고, 경로를

확보하는 작업으로 설명한다[2]. 술 수용자가 상황의

매개체이자 매가 되는 작업 양식은 작에서도 일

으로 용된다. 이는 갤러리 사무용 공간에 주방 구

색을 갖춰놓고 즉석해서 태국 음식을 요리해 방문객들

과 나 는 [그림 6 좌] <무제 1992(free)>, 음악가인 지

인이 고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소유물들을 가져와 아

트 구조를 본 딴 세트장에 재배치하고, 이를 람자

편의 로 사용하도록 개방한 [그림 6 우] <무제 2012

(그 시 17E 런던 테라스에서)> 등, 먹고 마시고쉬고,

일하거나어울리는지극히 일상 인 행동은공/사를넘

나들며 공동체 차원에서 실시간 환기된다. 람자는 타

자와 직간 으로 하며, 재 소에서 기능하던

사물과 공간을 공유하며 사용법을 갱신해낸다.

이처럼 역할 경계의식 없이 즉흥성이 부각되는 작

들에 반해 [그림 7] <The Land> 에서 참여는 분업에

따른 동 체계로 양식화 된다. 이는 지 거주 로그

램을 통해 술가, 건축가, 엔지니어 등의 참여자 각자

에게 할당된 땅을지속 가능한형태로 일궈가는 실험

로젝트로서[13], 참여의 범 는 시공간 으로 확장되

고 있다. 친환경 집을 짓고, 태양열 에 지 시스템을

구축하며 유기농을 재배하는 등, 지역 생태계를 복원해

나가는 일련의 로덕션 과정은 무소유를 원칙으로 인

마을과 공조 아래 진행된다. 여기서 토지의 사용 방

안을 놓고 공론장이 열리고 궁극 으로 자생 인 공동

체 모델이 추구되면서, 사회 조각은 농경 사회의

통과 테크놀로지의 융화 속에 실화되고 있다.

그림 6. :  1992(free) 2012년 재연, 뉴  MoMA 

PS1

      우: 린 (Arto Lindsay)  업,  2012 

(All those years at NO. 17 London Terrace), 

2012, 시 시티

    

그림 7. Land 재단, Kamin Letchaiprasert  공동 

커미 , 1998- 재, 태 , Sanpathong

반면 [그림 8] <그린 고 홈>(Green Go Home, 2014)

에서 참여는 선동 슬로건에 의해 발되며, 항 문

화의 표상인 그래피티, 선 포스터, 콜라주, 린트, 벽

화 기법 등이 혼용되는장소 특정 설치와 퍼포먼스를

통해 형식화 된다. 퍼포먼스의 서 텍스트가 되는 작품

명에 직설 으로 드러나듯이, 로덕션은 설화/논픽션,

이해/곡해, 억압/ 항, 감/동경심, 긴장감/놀이성이

상충 으로 혼재하는 집단 내러티 로 이미지화 된다.

실제 작업은 지 뉴스 매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섹

션에서 발췌한 인물 사진을 확 복사해 시장벽면에

포스터처럼 직 도배하고, 그 에 은색 페인트로 텍

스트를 병치하는퍼포먼스로 개시된다. 이와 동시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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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역 람자들은 장 곳곳에 그래피티를 남기

고, 티셔츠에 록색 슬로건을 날염해 나눠입는 이벤트

와 세미나가 진행된다. 여기서 텍스트와 이미지의 생산,

소비, 유통 과정은 시각 으로 첩되며, 로덕션은 복

제 재생산과 창조 사이에서 여러 층 의 의미를 포용해

낸다. 더욱이작업은콜롬비아의수도보고타(Bogota)에

서시작해라틴계이민자가 집해있는미국과역이주지

가 되는 스페인에서 재연되면서, 지정학 계 역학과

역사의식에 따라 각양각색의 해석을 수반하게 된다.

그림 8. 마스 뷔(Tomas Bu)  업, 그린 고 (Green 

       Go Home)5,2014/2017, 미 , 워키(Milwaukee)

 라스 가스(Las Vegas)

수평 연 와 동의 유토피아성이 부각되는 <The

Land>와달리, <그린고 홈>은병치와상충 효과를이

용해 해석과 상상력의 공간을 열어내는데 방 을 두고

있다. 화이트 박스로 표상되는 갤러리 공간은 길거리

담벼락처럼 공유되면서, 주/종, 내/외, 주류/비주류, 공/

사의 구분과 상의식은 와해되고 이야기의주체는 다

화 된다. 여기서 이미지는 덮어쓰기와 재구성이 반복

되고 축 되면서, 그 의미 한 끊임없이 재수정된다.

오 소스처럼 개방된 벽면 이미지는 참여자각자의 방

식 로 해석되고 사용되면서, 내러티 는 비선형 으

로 개되며 확장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로덕션은 ‘사

회 유기체’로서 화합과 일치의 이상을 추구하기보다

는 차이와 다름의 실을 부각시킨다.

5 남미 문화권에서 주로 북미권 외국인, 특히 미국인을 경멸 으로

이르는 ‘그링고’(gringo)에 근간한다. 이는 19세기 멕시코와 미국 간

토 쟁 후 배치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구호로서, ‘양키 고 홈’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

참여 양상에 있어 자기 주도성과 다양성이 시되는

경향은 앞서논했던 <무제 2015 (14,086 unfired)>와더

불어 시 [그림 9] <무제(One Dollar Do We Dream

Under the Same Sky)>(2015)에서 심화되어 나타난다.

작품은 로벌 시장질서의 상징 척도 단 인 1달러

지폐 에 검정 잉크 스탬 로 반어 문구를 찍어낸

것으로, 온라인 술품 경매 사이트에 매물로 공개되었

다[15]. 20매 한정 으로 거래되는 작품의 본질은 훼손

화폐이자 시스템 폐기물로서, ‘창조력이 곧 자본’이 된

다는 보이스의 이상주의 신념은 직설 으로 수행된다.

여기서 티라바니자는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로벌리

즘과 신자유주의의 실을정면비 한다. 동시에 작가

는 경매 수익을 국제 술가와 큐 이터 지원 로그램

을 운용하는 비 리 단체에 귀속시킴으로써 사회 조

각을 실 하는 역설을 구사한다. 이에 따라 랫폼 사

용자들은 창조력을 으로 환산하는 일에 공모하

며 술 제도에 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여기서 술

과 자본, 자원과 자산, 소유와 공유, 투자와투기 개념을

놓고 다양한 의미 조합이 가능해진다. 컨 입찰 과

정에서 입찰자 간 경쟁의식과 소유욕이 강하게 작동할

수록 자본의 재분배가 원활해지고, 공동체 의식은 함양

되는 반면, 반체제 행 가 주류 술로 수용되는 모

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결과 으로 여기서의

람자는 랫폼 사용자이자 시장 소비자이며 자본가로

서, 술의 가치를 규명하고 로덕션의 방향성을 설정

하는 결정권자로서의 역량을 테스트하게 된다.

그림 9. 라  플 폼 Paddle 8과 International Studio & 

Curatorial Program과  업, Untitled(One 

Dollar Do We Dream Under the Same Sk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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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객 과 실 식 

앞서 논하 듯이 수용자가 시스템을 쇄신하는 역할

을 분담 수행하게 되는 포스트 로덕션 문화에서 객

성은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구 극장 시스템

에서 객성을 재정립하려는 시도는 몰입 극 양식

을 타 하려했던 근 극장주의(Theatricalism)에 기인

한다. 방법론 으로 이는 리얼리즘이 추구했던 극사실

성(verisimilitude)과 환 주의(illusionism)에 속박된 재

체계에 반하며 개되었다. 리얼리즘 극 술은 실

상황의 완벽한 모방을 추구하 고, 이에 객은 감정이

입과 동일화를 통해 드라마에 몰아 으로 빠져듦으로

써 무 가상세계의 환 성이 유지될 수있었다. 여

기서 독일의 극작가/연출가 던 히트는 의 의

식을 지배하는 통치 이데올로기의 메커니즘이 작동하

는 과정을 포착하고, 이에 역작용을 꾀하는 형식주의

방법론으로서 ‘서사극’(Epic theatre)을 주창하 다[16].

이러한시도의 궁극 목표는 실 도피처가된 극장의

장소성을 공론장으로 재정립해 일상 정치를 미학의

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보는 장소’를 뜻하는 테

아트론(theatron)의 어원처럼, 객들이 실시간으로 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장을 목격하면서, 실

시스템에 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가능성을 탐색하

는 논쟁의 장으로서 극장이 거듭나길 원한 것이다.

히트는 이 과정에서 실제 변화를 강구하기보다, 가상

의 드라마 세계에 몰입하며 실의 무력감을 처리하는

방어기제로 축소된 ‘play’를 쇄신해낼 실천 강령으로

‘학습극’을 제시하 다.

이는 객과 배우, 내면과 외 의 끊임없는 ‘합성’

(synthesis) 과정으로서, 역할 놀이(role play)나 자세

잡기 등의 신체 활동을 통해 실성(reality)을 습득하

는데 목 을 두며, 쓰기와 리허설의 병합 형식으로

개된다[16]. 여기서 ‘actor’는 가상 세계에 몰입 된 상

태로 캐릭터를 모사하는 연기자, 혹은 이에 동화되는

객도 아닌 ‘행 주체’로서 교훈 우화같이 설정된

상황에 해 개별 시나리오로 응한다. 자신의 입장을

상 으로 인식하면서, 특정 선택이 래할 장과

향에 해 가설을 세우고 단력을 시험하고, 서로의

이해 계가 충돌하는 사회 상황을 풀어가는 법을 공

조 으로 체득해가는 것이다. 이에 ‘acting'은 극작가의

비 을 따라 합의된 메시지를 달하는 순응 과정이

아닌, 상 에서 상황을직시하며 통찰하는 자기

주도 수행으로 이해된다. 궁극 으로 여기서 히

트가 추구한것은 시스템이 짜놓은각본 로 역할을 연

기하는 리 (代理的) 삶을 거부하는 신 스스로의

내러티 로 실을 재구성해내는 창의 삶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play’는 사회 인식 과정을공유하

는 실천 형식이자 참여 양식으로 이해된다. 이는 앞서

2장에서 논하 던 재생, ‘replay’와 맞닿아 있으며, 모바

일 기기와 SNS의 사용이 일상화 된 포스트 로덕션에

서 이는 ‘screenplay’로발 하고 있다. 행동주의 술가

로 일컬어지는 아이 웨이웨이의 경우에서 ‘play'는 표

의 자유를 실천하는 연 정치 행 로서, 여기서

개인사는 사회와의 상 에서 구축된다. 작가는

국제 팬덤을 가진 스타이자 반체제 인사이며 정치

난민으로서, 소셜미디어를 수행 랫폼으로써 자신

의 지 와 향력을 공개 으로 행사하고 있다.

그림 10. #안 통행 (#SafePassage) 

        상: 스타그램 게시 과 참여 들 공  미지, 

2016

        하- : 엘리 에 동승한  공안  거울에 

  습  프 카 라  찍  아 웨 웨 , 

2009

        하-우: 스마트폰 사진 프린트 미지 벽  시 경, 

Foam Fotografiemuseum, 암스 르담, 2016 

시 [그림 10] <#안 통행권>(#Safe P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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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에서 시장 벽면을 가득 매운 해상도 사진

은 작가가 지 해 해안을 따라 형성된 임시 난민 방

문길에서 만난난민 가족, 자원 사자, 인권운동가, 정

치인, 문화계 인사들과 찍은 ‘인증샷’이다. 여기서 이미

지는 스마트폰 사진 폴더 보 형태 그 로, 그리드 패

턴의 아카이 로 제시된다. 여기에 헤시태그(#)로 이어

진 팔로워들의 댓 과 자화상까지 더해지면서, 셀 마

과 나르시시즘으로 연결되던 ‘셀카’ 행 는 국경,

계층, 온오 라인을 월해 실 변화의 이상을 추구하

며 연 기 내러티 를 이루고 있다.

그림 11. <웨 웨  캠>(WeiweiCam)6

이 과정에서 아이 웨이웨이는 국 공안에게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는 일상을 스마트폰으로 촬 하거나

복수의 CCTV를 설치해 온라인으로 생 계했다. 상황

의 ‘actor'로서 스스로를 상화하는 동시에 행 주체

가 됨으로써, 옵티콘(Panopticaon)의 시선구도를 역

시키는 역설을 구사하는 것이다. [그림 11] <웨이웨

이 캠>(WeiweiCam, 2012-13)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앞서 히트가 피력한 ‘ 실성’은 시스템 메커니즘을

복 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획득된다. 작업은 베이

징 공항에서 세 탈루 명목으로 국 공안에게 여권을

압수당한 후, 출국 지 1년을 기념하는 날로부터 강제

차단되기까지 46시간 동안, 자신의 일상을 사 내/외

부에 설치된 웹캠을통해 24시간 라이 스트리 한 것

이다[18]. 이는 공유 방식이나 콘텐츠에 법요소 없이

자기 검열과 사찰(査察) 메커니즘의 동어반복일 뿐임에

도 불구하고 셧다운 조치되었다. 이는 국 당국 스스

6 작가의 베이징 사 에 웹캠 4곳(작업실, 화장실, 침실, 정원)에 설치,

라이 캡처 이미지: 2012년 4월 3일부터 46시간 동안

weiweicam.com에서 라이 스트리 후 강제 차단되었다. 상은

유튜 에서 공유되고 있다.

로 공안(公安) 시스템의 법성과 부조리를 인정한 것

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낳았다. 무엇보다 사이트는 같은

시각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트래픽과 520만 조회 수를

기록하면서, 한시 구경거리로 상을 소비하던 스펙

터클 문화와 음 시선이 실 자각의 장을 펼쳐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림 12. 헨 과 그 (Hansel & Gretel), 티  

        치, 2008년 징 림픽 스타 움7

반면 시 [그림 12] <헨젤과 그 텔>(Hansel &

Gretel, 2017)[19]에서 실 인식 과정은 오락과 경

계가 풀린공공미술의 장을 드러내며, 온건히 사용자

심으로 개된다. 여기서 이미지 로덕션은 첨단기

술과 결합한 감시 통제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되는 반

면, 로덕션 장은 참여자들에 의해 놀이터처럼 용

되는 역설 상황이 개된다. 실제 이미지는 천장

이 그리드에 설치된 수십여 의 외선 카메라와 드

론 캠이 다시 · 다각도에서 객들의움직임을 지속

으로 추 하며 촬 한 것이다. 캡처 된 조감 이미지는

실시간으로바닥에 투사되는 동시에정보로 장· 축

되며 버퍼링과 시차로 인한 잔상을 남긴다. 1550평에

이르는 거 한 공간은 외부와 차단된체 블랙박스 극장

처럼 제시되며, 시야각이 제한 된 객들은 그림자 놀

이하듯 서로의 궤 을 쫓으며 다양한 포즈와 패턴으로

이미지를 변형해낸다. 로덕션 장은 라이 스트리

되는 동시에 셀 카메라의 사용과 SNS 공유가

극 권장되면서, 개인 정보가 술 마 에 유용· 유통

되는 과정까지 그 로 드러낸다.

여기서아이 웨이웨이는 ‘모르는 사람을믿지 말라’는

교훈을 설 하는 독일 민담을 서 텍스트로 제공한다.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로덕션 시스템과 상

7 디자인 업자 던 건축가 그룹 헤르 크와 모이론(Herzog and

Meuron)과의 업 로젝트, 근 격납고를복합문화공간으로개조

한 크 에베뉴 아모리(Park Avenue Armory), 뉴욕,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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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하는 모순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다. 공사 구분과

시스템의 성격을 규정하고 단하는 일은 오로지 객

의 선택에 맡겨진다. 무엇보다 교화 상이었던 이

개별 이어로 상정되면서, 체주의의 통치 메커니

즘으로 운용되던 첨단기술이 정치 도덕주의를 해체

하는 작동기제가 되는 아이러니를 보여 다. 이러한 맥

락에서 술은 개방주의의 양면성을 실험하는 자치구

를 열어낸다. 시스템 문제는 개별 사용자의 경험과 더

불어 집단의식과 연계된다는 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는 매체로서 극장 시스템에 내재되어있는 공공

성과 논쟁 기능을 활성화시켜내며, 사회 구성원 개개

인이 개 의 주체임을 입증하려 했던 히트의 논제

와 맞닿아 있다. 공유와 오 소스에 제하는 포스트

로덕션의 맥락에서 볼 때, 아이 웨이웨이의 작업은 집

단 지성에 한 신뢰를 토 로거버 스의문제를 쟁

화 해낸다는 에서, 학습극과 동일한 궤를 그리며 공

공 랫폼으로서 술 로덕션의 가능성을 확장해내

고 있다.

Ⅳ. 맺 말  

본문에서 표본 사례로 분석한 올라퍼 알리아슨, 리크

리트 티라바니자, 아이 웨이웨이의 작업 양식에서 드러

나고 있듯이, 술은 개인과 공동체와의 상호 계 속

에서 의미화 되고 있다. 술과 비 술의 경계가 모호

해진 작 의 상황에서 로덕션은 실행 체계이자

의 장이며 변용과 변형이 가능한 형식으로서, 실 시

스템의 메커니즘을 그 로 투 해내는 동시에 쇄신을

진하는 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기

서 계질서를 따라 이원화 되던 창작자-수용자 계

구도는 다 이고 복합 이며 호혜 인 계로 환

되고 있다. 본고에서 시한 업 로젝트들은 워크 ,

사회 사업, 캠페인, 운동, 펀딩, 학습장, 온라인 경매,

라이 스트리 , SNS 셀 카메라 등, 온오 라인을

넘나들며 유무형의 자원 공유와 네트워킹을 통해 체계

으로 구 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 양상은 매체 간의 융복합 실험 단계

를 넘어서는 것이다. 술은 실 문제와 구조 으로

연동되고 있으며, 시스템 사용자들이 모여 공론의 장을

열어내는 포스트 로덕션을 통해 공공 차원에서의 해

법이 모색되고 있다. 여기서 술가는 기획가/설계가/

연출가로 활약하며 포용 이고 수평 인 계 양식을

추구한다. 이와 더불어 람자의 상은 로덕션 참여

자를 넘어 랫폼 사용자이자 개별 이어로 격상된

다. 이들은 시지각 여를 넘어 시스템의 잠재성을

활성화하고재생해내는 매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맥락

에서 술은모순 실의 산물인동시에 쇄신을 추구

하며 근 아방가르드 술의 개 성을 계승하고 있다.

포스트-포스트모더니즘의 기조로 어들고 있는 시

류 속에서 술가들은 기성세 와의 연속성을 유지하

면서도, 탈정형 연 를 추구하는 사용자 문화를 쇄신

동력으로삼고 있다. 도제식 스튜디오에서 명의 거리

로, 지(大地)에서 지(垈地)로, 화이트 박스에서 블

랙박스 극장으로, 팝아트의 팩토리(factory)에서 소셜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로덕션의 의미는 공간과 장소

를 가로지르며 제도권 시스템과의 계 역학 속에서 확

장하고 있다. 이제 질문은 어떻게 실에 항할 것인

가에서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의 물음으로 선

회하고 있다.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포용과 다양성을 지

향하며 개되어 온 포스트/ 로덕션 술의향방은 사

물 인터넷 시 의 도래와 함께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주의로의 퇴행을 우려하는 비평 시선을 극

복하는 문제 한 구 미제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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