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미술  개

먼 ‘설치(installation)’라는 용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

진다기보다 ‘ 시(exhibition)’, ‘진열(display)’과 같은 평

범한 의미를 지닌다. 설치는 이미 미술의역사 속에서 지

속 으로 시도되어온 시의 한 방법으로 특정 장르 혹

은 사조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미술의 한 방법론이

라 할수 있다[1]. 나아가 설치미술은 통 인 회화나 조

각에서처럼 하나의 매체를 사용하기보다 몇가지 매체들

이 작품의 완성을 해 동원되는 융·복합 인 경향을 보

인다.

설치가 이루어질 장소 혹은 좀더 넓은 의미에서설치

환경 안에서 작가 내면의 깊은 창조성과 그 장소가 가지

는 개념성에 한 경험의 조우에서 비롯되어 비로소 작

품으로 구체화 된다. 설치미술가는 미술 의 텅 빈 시

실과 같은 공간을 직 사용하기도 하고, 도시나 자연의

특정 장소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주

어진 공간에서 오 제를 분리하여 수동 으로 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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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설치미술은 특정한 이념이나 형식을 고수하지 않으며 다양한 매체를 융·복합 으로 활용하여 설치(installation)하는

작품을 극 으로 시도한다. 그럼으로써, 결과 으로 일상 인 장소에 한 새로운 인지를 자극한다. 설치미술은 공간에

설치되는 것인 만큼 설치되는 장소에 따른 공공미술 인 성격도 갖게 된다. 따라서 설치미술은 그 시작부터 과의 소통,

사회 이슈에 한 행동을 잠재하고 있다. 이러한 설치미술은 가운데는 지속 으로 공간을 유하지 않는 일시 인 설치미

술도 존재한다. 일시 인 설치미술은 구성에서 벗어남으로써 창작과 소통에 가벼움을 갖는다. 이는 곧 열린 공간에서의

인간과 세계의 소통을 한 새로운 융·복합 술로서 시도할 수 있는 술 양식으로 고려하고 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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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stallation art is another methodology of modern art appeared in 1970’s. Installation art does not seek 

for a particular ideology or specific form to express, but rather it endeavors to produce a work produced by mutiful 

media convergence and integration. Therefore, this leads to inspire new cognition on ordinary places. Installaton art 

is strongly related with public art in terms of most works are to be exhibited. Thus from this point of view, 

installation art contains public art which aims to better communication among people, nature and artificial things. 

Eventually, temporary installation art contains communication and convergence of people and object in public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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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없으며, 작가의 의도를 가지고 공간을 재해석하

여 작품을 시하고 공간을 변형하는 것이 일반 이다.

설치미술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 물(物,

object)’이다. ‘물’은 작가가 자신의 미의식을 표 한 사물

즉, 작품이다. 두 번째는 이 물을 특정한 공간에 설치

(installation)하는 것으로, 그 장소에 어울리게 잘 둔다는

‘안치(安置)’의 뜻에서 ‘안(安)‘이라고 한다. 이어서 인(人)

은 설치미술 가운데 술성을 해석하는 매개체이다. 여

기서 ‘인’은 설치 술가본인은 물론이고, 람을 해찾

아온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다[2]. 이러한 ‘참여자’는 작

품과 무 한 찰자이기보다는 설치 행 를완성하는 요

소로서, 설치 작품을 완성하는 하나의 집단 행동으로

이해된다.

설치미술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미술의

한 장르로서 이 설치미술은 장소 특정 미술(site

specific art)의 한 종류에 속하며[3], 이 에서 이것들은

이들이 창작된 특정한 공간 안에서만 존재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설치미술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공공공간에

더불어 시된다면 공공 술(public art)로 불릴 수 있다

[4]. 이러한 경우마다 구분하는 명확한 개념 경계는 없

어서 일반 으로 상호 간에 뒤섞이고 겹치는 것이 일반

이다.

장소에 따라서보면, 설치미술은미술 , 박물 , 호텔,

공항, 장, 공원 등 어떠한 특정한 장소와 공간 가운데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작품의 수명의 측면에서

보면, 설치미술은 한 일시 인 것과 구 인 것으로

나 수 있다[5]. 한 번설치되면 철거되지않고 지속 으

로 시되는 것을 구 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고 반면,

미술 에 시되는 술품과 같이 시가 종료된 후 철

거되는 경우를 일시 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시성에 한 분류에서 연구자가다루고자 하는

일시성이란 단순히 시 기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 이

슈와 맞물려 특정 기간 동안 설치되는 것을 다루고자 한

다. 물론 구 인 설치미술 역시 사회 이슈를 반 하

여 설치되기도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일시 설치미술의 사례로 이탈리아의 작곡가

겸 연주가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Elegy For The

Arctic(북극을 한 비가)’를 살펴볼 수 있다. 국제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Green Peace)가 기획하고 북극해에

치한 노르웨이 스발바르도의 빙하 에서 이루어진 이

연주는 음악으로서는 물론이고 빙하 의연주라는 시각

인 연출을 통해 력을높인다. 이 연주를 시청한 참

여자들은 북극을 보호하고자, 석유탐사축소를 요구하며,

과도한어획행 에반 하는서명에각국의 약 800만 명

이 참여하게 된다[6].

일시 설치미술은 설치미술로서 물(物), 안(安), 인

(人)이라는 요소와 더불어 사회 이슈를 반 하는 시의

성을 갖추는 특징을 가지며 개인 인 감상이 목 이 아

니므로 공공공간에서 이루게 되며, 따라서 공공미술로서

의 성격을 지닌다.

Fig. 1. A scene from Ludovico Einaudi, 

<Elegy for The Arctic> 

2. 공공공간에  미술  활용

공공공간에서 설치미술은 공공공간과 의 소통양

식을 드러낸다. 이 가운데 특히 일시 설치미술은 잠시

설치되었다 사라진다는 시간 인 특성과 설치미술이 가

질 수 있는 구성 사이에서 작가는 물론 참여자에게도

자유로움과 창조성을 부여한다.

공공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설치미술은 공공미술과

첩되어 이해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미술의 역사는 고 의 조각상이나, 장과 도시의 심

이 되는 사원건축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이러한 미술의

형태는 그 주체가 작가에게만 한정되지 않은 공동체

행 로서[7] 이미 사회 인 미술로서 ‘소통’의 문제를 내

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과거에는 단순히 공공장소에 오 제를 설치

(installation)하는 것에 머물 다면 에는 공공미술의

개념과 첩되면서 설치미술이 하나의 사회 이벤트로

서 의 이목을 집 시킨다는 에서 작가는 물론 참

여자에게 소통과 담론형성을 자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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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공간  과  상호 용

오늘날 공공공간은 공공이 재산권과 이용권을 가진

공간은 물론 사유재산이지만, 이용자가 공공인 그러한

공간 한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공간은 주로 도시의 일

부로서 도시의 외부공간 즉, 공원이나 장, 가로(街路)

등을 의미한다[8]. 설치미술이 이러한 공공공간에서 이루

어지는 경우 설치미술은 공공미술로서의 요건을갖출 필

요가 있다. 리차드세라의 <기울어진 호>의 사례에서 보

듯이, 공공공간의 설치미술은 공공공간에 한 시민의

상식 인 기능요구에 만족해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정

신 이고 문화 인 욕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공간의 미

감을 해치지 않는 미학 인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기의 공공미술들이 장소에 상징물을 두는 것을

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차 지역사회의

공동 이슈나 커뮤니 이션을 심을 두게 된다[9]. 상호

소통을 수월하게 하는 여러 가지 디지털 매체의 발달은

이러한 경향에 더욱 일조하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설치미술 역시 설치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해치지 않아야 하고

이들이 그 장소에 해 부여하는 가치를 고려해야 할 것

이다.

4. 공공공간에  시적 미술  

역할 

4.1 품  매개로 한 감정 류  확

통 으로 설치미술은 일반 인 상황에서 조형 형

식으로 재 도시 공공 공간에 주로 나타난다[10]. 장식

미술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러한 설치미술은 정감 체

험이라는 측면에서는 단지 에게 단순한감상을 제공

해 뿐이다. 그런데 에서 언 한 ‘북극을 한 비가’

와 같은 사회 이슈에 한 의도를 분명히 반 한 일시

설치미술은 짧은 시간 안에 과 빠르게 교류할 수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설치미술은 SNS를 비롯한

각종 기술 매체를 통하여 들 사이의 감정교류를 확

시킬 수 있어서 인의 개성 인 심미 욕구를 만족

시킬 수 있으며, 범 한 감상자들에게 양방향 인 체

험형식을 제공해 수 있다.

4.2 참여  심미적 충족과 고양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설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생리 욕구, 안 의 욕구, 소속ㆍ사랑의 욕구, 존

경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 의 욕구로 구성된다. 그리고

욕구의 충족은 반드시 인 것은 아니지만 생리, 안

과 같은 하 의 욕구가 충족되고 난 이후에 상 의 욕

구 즉, 존경이나 자아실 의 욕구가 충족될수 있다. 특히

상 인 자아실 의 욕구는 다른 욕구와 달리 욕구가 충

족될수록 확 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성장욕구’라

고 부르기도 하며 인지욕구나 심미의 욕구가 이에 해당

한다[11].

와 같은 욕구충족이론에 근거하면 인터넷에서 시작

하여 재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4차 산업 명은 환경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산업이나 생활의 구조를 변화시키

고 있다[12]. 그러므로, 각종 신기술과 매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창작을 병행하는 일시 설치미술은 인간의 고유

한 심미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 으로는 의 미술에

한 향유력을 높이는데 매우 합하다고 할 수 있다.

4.3 가  념과 참여  담론

통 인 술 에서는 술이 천재 작가의 순수한

찰에 의해 드러난 상 머의 본질로서의 이념을 담

고 있다고 본다. 실존주의 사상에 입각한 경우에라도

술은 술가가 선취하고 있는 미의 이념에 의해 선택된

상을 모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술에 담긴 이

념은 왜곡 없이 감상자에게 달된다고 보았다[13]. 즉

특정 이념을 하는 능력은 고 인 술형식의 작품

들도 모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설치미술 역시 작가가 달하고자 하는 이념이나 의

도를 빠르게 하고 사회 충격을 주기도 한다. 를

들어 최근의 많은 작품이 환경보호의 이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언 한 ‘북극을 한 비가’에서처럼, 다른

술형식에 비하여 일시 설치미술은 특정한 사건과 그

사건에 한 의미부여를 함축한 술창작의 결합된 형태

로 의 이목을 집 시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는 2014년 상하이에 설치된 로 테인 호

만(Floretijn Hofman)의러버덕 로젝트에서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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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rentijn Hofman, 

       <Rubber Duck Project>

러버덕은 북극을 한 비가와 비교할 때 상 으로

가벼운 의미성을 갖는다. 작가인 호 만은 러버덕이 어

떤 정치 의도도 없으며 러버덕 로젝트를 통해 세

계의 긴장이 해소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하 다[14]. 그

다고 러버덕이 즐거움이라는 키워드에만 머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비록 작가의 불만을 야기했지만 러

버덕은 여러 모사품으로 생되었고, 천안문을 행진한

차를 러버덕 이미지로 체한 사례로 인해 검색 지

어가 되기도 하 다.

이와 같이 설치미술에서 작가의 의도는 이념의

라는 일차원 계를 지양하고 오히려 담론(discourse)

의 장(field)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미셀푸코(Michel Foucault)는 일련이 말들의 집합을

가리키던 담론을 어떤 상이나 개념에 한 지식을 생

성시킴으로써 마주한 실에 하여 설명하는 응집되고

자기지시 인 언표의 집합이라고 보았다[15]. 설치미술

이 참여자들이 일상공간에 하여 이 과는다른 양상으

로 인지하도록 자극한다고 할 때 이것은 곧 푸코가 말하

는 담론의 형성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술한 바 있는 ‘북극을 한 비가’의 경우에도 그린피스

의 기획이 배후에 있지만 ‘자연을 보호’라는 이데올로기

를 일방 으로 달한 것이 아니라 북극에 한 인상을

새롭게 함으로써 환경보호라는 가치를 참여자가 새롭게

인지하고 석유의 시추나 어류남획을 제한하는데 자발

인 서명을 하도록 하는 담론의 장을 형성하 다고 평가

해 볼 수 있다.

4. 결론

이상으로설치미술에서나타나는일시성(temporariness)

을 심으로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설치미술에서 고려해

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설치미술은 사 인 공간에

시되어 객이 작품과 거리를 두고 감상하는 것이 아

니라 객이 곧 작품의 참여자가 되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16].

이는 설치미술이 공공미술(public art)의 역과 첩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공간에

서 설치미술의 응용은 참여자와 양방향 인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설치미술은 창작자뿐 아니라 의

참여를 통해서 완성되며, 에게 그 공간을 새롭게 인

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본문에서 언 한 ‘북극을

한 비가’에서처럼 참여자들을 사회 참여와 행동으로

이끌기도 한다.

한, 설치미술은 장소에설치됨으로써참여자들과소

통을 통해 완성되면서 작품으로서의 술성을 높이며

의 날로 더해지는 술심미욕구를 만족시킨다. 동시에

미래 발 도상에서 공공공간에서 설치미술의 응용은

그 공간을 새롭게 인지하게 되는 기회를 통해 공공의 공

간과 사용자들 사이의 인터랙티비티(interactivity)를 진

일보시킬 것이다.

일시 설치미술은 미술이라는 방식을 통해 사회

이슈에 극 으로 참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참

여는 고 인 방식처럼 설치를 통하여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그 장소에 나타남으로써 그 공간을 새롭

게 인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설치미술에서 일시 설치미술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라는 질문도 제기되지만 정리하자면 일시 이라는

은 구 설치가 가질 수 없는 창작과 소통의 인터랙티

비티와 장성을 담보해 다고볼 수 있다. 일시 설치

미술은 소셜미디어와 결부된 그 력과 이 스스로

이끌어내는 행동의 변화를 발시킨다는 에서, 수잔

이시가 지 한 바와 같이 필연 으로 의도를 함축하게

되는 미술 행 에 있어 미술가의 책임과 의미로서의 미

술에 해반성하도록 한다[17]. 따라서, 설치미술은 작품

과 작가, 작품과 , 과작가의소통에서 보다자생

력이 폭넓은 변화를 만들어 내는 미술 양식으로 발 해

갈 것을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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