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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행해져 온 공공미술 로젝트들이 어떤 개념과 형태를 가지고 재까지 이루어

졌는지 그 황을 알아보고, 2000년 이후 국내 시민단체나 에서 행해진 공공미술 로젝트들을 통해 

앞으로의 공공미술 로젝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해 공공미술 로젝트에 한 

사회  인식을 높이고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  힘과 사회 , 교육  효과, 사회의 원활한 흐름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미술을 새롭게 인식하는데 역 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 공공미

술 로젝트들을 진단하고 공공미술은 아트(Art) 자체가 아닌 커뮤니티(Community)가 되어야 한다는 방

향을 제언함에 있어 의의를 갖는다.

 
 ■ 중심어 :∣공공미술프로젝트∣공동체미술∣사회성∣

Abstract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observe concepts and forms of public art projects that have been 

performed so far since 2000 by the domestic Non-Government Organizations (NGO) and the 

Government. For public art to improve social awareness of practical power to change human 

life and the environments of social, political, cultural and economic by providing a smooth 

communication flow to the community and help them reach a new level. Therefore, in this 

paper, we try to find out the status and diagnosis of domestic public art projects and make 

recommendations that public art should focus on community not itself for the futur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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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는 미래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문화 술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개인

의 창의력이 모여서 국가의 경쟁력과 랜드 워를 증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이제 문화 술에 한 

시혜  범주의 지원을 넘어서 미래사회의 잠재력이자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문화 술은 

사회발 의 핵심 인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사

회  문제들을 풀어가는 매개체나 순기능으로서의 역

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우리 사회에서 발

생하고 있는 지역, 계층, 인종, 성별 간의 사회  갈등을 

풀어내고 이를 극복하기 한 유용한 도구로서의 가능

성도 매우 정 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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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공공미술은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설 때마다 

필수 인 부 시설처럼 소리 없이 추가되어 왔다는 의

미에서 항시 인 상이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심이 되어 공공미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표방하

면서 개방 인 공모 형식을 취하는 상이 최근 공공미

술이 붐을 이루는 변별 이다. 어디서 주최하든 기존의 

미술장식품 사업처럼 수용자  생산자들에게 겉도는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공동체에 한 고민이 있어야 한

다[1]. 최근  주도의 공공미술 사업이 많다 보니 공공

미술에 한 담론이 한창이다. 공공미술의 양상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실이다.  주도의 로젝트들 

에는 미술가들이 령군처럼 산을 집행하고 돌아

가 버리기도 하고 지역에 성공 으로 안착되기도 한다.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 형성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

느냐에 따라 로젝트 성공의 건이 되기도 한다.

공공미술에 한 사람들의 심과 욕구는 높아져가

고 있지만 여 히 많은 사람들은 술 생산자나 공 자

로부터 제작되어진 ‘작품’을 일방 으로 수용하는 ‘수동

 소비자’ 입장으로서 머물러 있는 실에 해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미술 로젝트를 심으로 그 

황을 살펴보고 좀 더 발 인 방향을 본 논문을 통해 

제언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공공미술의 개념
공공미술은 말 그 로 일반 (Public)을 한, 그

들을 향한 술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술 체계에서 

술가는 생산자로서 일반 은 소비자로서의 역할

구분이 명확했으나 공공미술의 등장은 개념의 확장과  

역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의 공공미술이 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많게

는 40년, 게는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 

단지 건물 내외를 장식하는 부속물로써의 치에서 벗

어나 삶의 일부로 스며든 ‘생활의 미술’이 되기까지 

지 않은 유무형의 투자와 심이 이어져 왔다. 많은 시

행착오를 거쳐 온 공공미술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하

는 지에서부터 그 실천  이념이 어떻게 표상될 수 있

는지에 해 이론 문가들이나 장 작가들 역시 각기 

다른 답을 내보 으며 때론 상충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공미술은 진일보했으며, 과거와는 다

른 분 기 속에서 증 인 안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여 히 불확실한 이 없진 않고 장과 개념이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 한 없지 않지만 시공을 딛고 

동시  미술의 한 장르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되었

음은 사실이다[2].

2. 공공미술의 변천 과정
공공미술은 그 개념이 생성될 무렵 ‘작품’이라는 유형

물에서 재는 지역민과의 ‘공동체 형성’이라는 에 보

이지 않는 무형물로 진화했다. 공공미술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건물의 미 가치를 창출하기 한 장식에서 

공원이나 장 등 공공장소로 확장되었고, 도시계획에 

의한 공공미술, 다음으로 지역민과 문화 공동체를 형성

하는 뉴 장르 공공미술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지  재 

4단계에 와 있다 할 수 있다. 4단계에서는 주민과의 커

뮤니티 형성이 잘 된 것과 그 지 못한 것으로 나  수 

있는데 주민과 미술가 혹은 문화매개자들과의 교류의 

성패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건축 속의 미술

(Art in Architecture)
1단계

공공장소 속의 미술

(Art in Public Places)
2단계

도시 계획 속의 미술

(Art in Urban Design)
3단계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 

(New Genre Public Art)
4단계

그림 1. 공공미술의 개념 변천과정

1단계 건축 속의 미술은 1934년 미국에서 실직미술가

를 한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미술가들에게 공공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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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장식할 벽화나 조각을 의뢰하기 해 처음 고안되어 

미술 작품을 통한 공공건물을 장식하도록 하는데서 시

작되어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2단계 공공장

소 속의 미술은 공원, 장 같은 지역의 공공장소를 활

성화하고 차 공공장소에 합한 미술로 변화되면서 

공공미술은 미술의 역에서 일상의 역으로 확 를 

도모하기 시작했다. 3단계 도시계획 속의 미술은 공공

미술을 활용한 도시네트워크화를 목 으로 시작해서 

라데팡스, 바르셀로나, 필라델피아, 꾸리 바 등에서 시

행하여 문화 인 도시환경 조성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

며, 서울시 한 디자인 서울을 표방하며 미술품 이외

에 미술가가 디자인한 가로시설물, 공원, 문화시설, 문

화 로그램 등으로 공공미술 역이 확장되기에 이르

다. 4단계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은 미술을 통한 시

민간의 커뮤니 이션 확 와 시민 문화공동체 형성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수잔 이시(Susan Lacy)는 공공

미술을 “ 통  는 비 통  매체를 사용하여 보다 

범 하고 다양한 객과 함께 그들의 삶과 직  련

된 이슈들에 해 의견을 나 고 상호작용하는 시각

술”로 정의했으며 결과보다는 과정 시, 특히 주민참

여가 필수 인 요소로 되어가고 있으며 하드웨어 심

에서 소 트웨어 심으로 변화하고 있다[3]. 4단계를 

조  더 세분화한다면 문작가 주도로 일시 으로 소

집된 공동체와 자연 발생  업 공동체로 나  수 있

다. 

3. 한국에서의 공공미술 변천 과정
한국에서는 1982년 '1% 건축조형물법'을 권장사항으

로 도입하면서 ‘건축 속의 미술’이 뿌리를 내린다. 1%법

은 1995년 의무화 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재 

‘1% 이하’로 하향 조정돼 공공  민간 건축물에 용, 

유지되고 있다[4]. 공공 역을 술 으로 향상시키기 

해 건축비 의 1%를 미술장식에 할애하는 미술장식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지방법을 둘러싼 정치

인 이슈들에 의해 공공미술 작품들이 놓인 환경과 

 사이에서 심미 으로 소통할 수 없을 때 공공미술의 

의미자체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공공미술 

작품에서 그 본질  의미가 결핍되어 있을 때 그것의 

요성이 부차 이거나 고려의 상으로 삼지 않는 것

으로 통일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공공 역을 술

으로 향상시키려는 기획의도와는 상반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공공미술 개념은 하드웨어 심

으로 확산되기 시작하 으며 한 민간 역에서는 

학가를 심으로 1980년  민 미술이 활성화 되었다. 

사회에 한 참여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미술을 

통해 드러내는 민 미술의 지향 은 재 진행되고 있

는 소 트웨어 심의 공공미술의 지향 과 공통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술이 삶과 분리되어 소수자에 의해 소유되어지고 

향유되고 있는 것을 거부하며 사회  참여를 통해 세상

과의 소통을 시도했던 민 미술이 한때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나, 시 의 변화로 인해 공동체문화는 사라져

가고 개인주의 문화로 변해가면서 더 이상 작가들은 사

회문제 참여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 재 진행 인 공

공미술은 다시  술가들을 작업실에서 사회로의 참

여를 통한 소통의 매개자로 변신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지자체들이 도심재생, 문화도시 등의 이름으로 

공공미술 로젝트에 일제히 뛰어들면서 공공미술 움

직임은 어느 때보다 극 이다.  재 서울시는 디자

인 총 본부 ‘도시갤러리’를 운 하면서 도시디자인과 

결합한 공공 술 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는 도시 체를 ‘아트 시티’로 만든다는 목표로 

‘안양 공공 술 로젝트’를 가동, 지난 2005년부터 안

양유원지와 평 신도시 등 일 에 미술품을 설치해오

고 있다. 

2006년 문화 부가 ‘공공미술추진 원회’라는 공공

술 지원 공식기구를 만들면서 국내에서도 ‘커뮤니티 

아트’ 범주의 공공 술이 확산되기에 이른다. 2006년과 

2007년 공공미술추진 원회는 국 각 12곳과 15곳에

서 ‘아트 인 시티’ 사업을 시행하 으며 2009년부터는  

마을 미술 로젝트를 통해 공공미술 로젝트를 지원

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격한 변화 속도는 이러한 공공미

술을 다시 한때의 유행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나 이를 잘 활용하여 발 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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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로서의 환 한 가능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Ⅲ. 공공미술의 현재

1. 공공미술의 역할 
공공미술의 사회  역할은 다양한 역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 인간 개인의 정서 , 신체  부조화로 인한 

문제에서부터 계층, 종교, 세 , 지역 간 등에서 발생하

는 사회  문제들을 풀어가는 매개체로서 공공미술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으며, 국가  입장에서도 다양한 

사회  문제들로 발생하는 사회  비용지출을 사 에 

방하고 이기 해 공공성을 담보로 한 로젝트 공

모사업을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국 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미술 로젝트의 사

회  역할에 한 심도 있는 논의나 토론 등이 아직 합

의에 이르진 못했으나 그 필요성과 기능에 해서는 많

은 공감 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공

미술 로젝트들이 가지는 다양한 효과의 측면을 4가

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서 인 측면이다. 공공미술은 지역 환경 개선

을 통한 자존감 회복  지역 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 

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 지역  특성과 정체성 

형성을 통한 공동체 문화를 부활시킬 수 있다.

둘째, 사회 · 정치  측면이다. 인구유입  교육향상, 

정신 건강향상, 범죄감소, 반사회  행동 감소, 인간  

권리 혹은 사회정의에 한 행동 강화, 다른 문화와 생

활방식에 한 이해증가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서는 개인과 그룹의 사

회  유 감을 강화시키고 지역정체성을 개발하며 

와 여가선택의 다양화를 가져와 삶의 환경을 변화시

켜 사회 비용 감소 효과를 가져온다.

셋째, 문화  측면이다. 문화에 한 근성 증 를 

통한 문화 민주주의를 구 하며 문화권을 확 하여 새

로운 객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경제  측면이다. 공공과 민간의 투자 진  

공공, 민간의 자발  섹터의 력 강화를 통해 고용창

출  지역민과 객의 소비 진, 재산가치 증가 등

을 들 수 있다[5].

2. 공공미술의 방향
최근 정부의 문화 술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첫째, 

자발  술 활동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둘째, 

문화를 인간의 기본  권리의 하나로 보는 것이다. 유

네스코 세계문화보고서(World Culture Report)는 ‘국가

의 정책은 문화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하여야 

하며, 문화권의 신장을 정치 , 경제  사회정의를 구

하기 한 노력의 일부로 규정하여야 한다.’ 고 명기하

고 있다. 

◎ 모든 사람은 그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

하고 술을 즐기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공

유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 , 문화  는 

술  작품에서 생기는 정신   물질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발  술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생활 속의 

술 활동을 증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를 매개로 지

역의 공동체 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하여 지역 내 문화공동체 형성을 궁극 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제 술의 생산과 소비의 패러다

임은 공동체를 통해서 작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는 문화도시를 한 기본이다. 몇 

년 부터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 분야 마을만들기 운

동, 지역가꾸기 문화운동, 공공미술, 생활문화공동체 등

의 공공  문화사업에 이어 민간 역에서도 안문화

공간, 지역화폐를 원용한 문화화폐, 문화 동조합 등 지

역에 기반을 둔 다양한 공동체 문화운동이 등장하고 있

다. 한 지역에 뿌리내리는  안 술로서 커뮤니티아

트가 각지에서 실험되고 있다. 이 게 각지에서 공공미

술이라든지 생활문화공동체 로젝트, 문화마을만들기 

사업 등 각종 공공  문화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문화공동체 형성을 해서는 아

직까지 보완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지 되고 있다.

특히 공공미술이나 문화 술교육 로그램의 경우에

는 많은 공공자 이 투입되고 확장되었지만 그만한 성

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술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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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집단이 국가 단  문화정책을 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업이 지속성을 갖기 

해서는 물  토  등 재생산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이

고, 외부인을 상으로 하는 로그램이 지역 주민들에

게 활력을 불러 일으켜 서서히 주민 자신의 활동으로 

변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3.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기대효과
재 시민단체나 공공기  주도로 진행 인 공공미

술 로젝트는 크게 4가지 범주에서 효과를 기 하고 

있다.

첫째, 소외지역 주민의 문화 술 욕구를 충족시켜 문

화 술에 한 근성과 향유권을 높임으로써 개인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의 한 애향심을 유발시켜 공

동체간 공간 활성화를 극 화 한다. 

둘째,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아내고 발굴하여 지역성(Locality)을 강화

함으로써 문화산업 활성화를 꾀한다.

셋째, 일자리 창출 효과이다. 사회취약계층  미술

공자를 한 일자리 창출  지자체별 공공근로 인력을 

공공미술 로젝트에 투입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넷째, 공공미술의 역확장을 들 수 있다. 지역의 문

화콘텐츠를 바탕으로 인문학, 사회학등과 연계를 통한 

개념의 확장을 통해 일반주민들을 단순한 문화향유자

에서 생산자로서의 역할 증 로 공공미술 역을 확장

시킨다.

Ⅳ. 사례 분석 및 문제점

일반인들은 공공미술하면 공공장소를 미술품으로 장

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공공미술에

서는 미술작품의 자리는 축소되고 있다. 지역사회 주체

들 간의 네트워크가 살아야 공공미술이 가능하다는 것

이 추세이다. 공공미술은 ‘작품’이라는 유형물에서 지역

민과 ‘공동체형성’이라는 에 보이지 않는 무형물로 진

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공공미술의 분류  사례분석은 최근 정

부의 문화 술정책 방향인 자발  술 활동의 요성, 

문화를 인간의 기본  권리의 하나로 보는 과 부합

되며 연구자가 2000년 이후 국내에서 행해져왔던 공공

미술 로젝트들을 ‘조형물, 술 행 , 주민참여, 문화

술교육으로서의 공공미술’ 이라는 4가지 과 이것

들이 복합된 ‘공공미술을 활용한 공동체 구 ’이라는 총

5가지로 분류하 고 각각의 특성이 잘 드러난 로젝

트들을 사례분석의 로 삼았다. 

1. 조형물로서의 공공미술
2장 2 의 개념변천과정 분류  공공장소의 조형물

에 해당하며 3장 1 의 공공미술 역할부분에서 정서  

측면과 문화, 경제  측면을 충족시키는 사례이다.

▷ Living Light Project (월드컵공원)

그림 2.양수인 & 데이빗벤저민(David Benjamin)

 이는 공공장소를  새로운 공간 뿐 아니라 환경의 

요성을 자각시킬 수 있는 조형물 설치사례이며, 시민참

여를 통해 서울의 기환경 정보를 시시각각 불빛을 통

해 알려주는 공공미술이다. 서울시 공공미술 로젝트

인 도시갤러리는 친환경 생태공원인 월드컵공원 입구

에 서울 25개구의 기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

로써 시민들이 자신의 거주지역의 건강상태를 직  묻

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미디어 조형물을 설치했다. 우

리가 숨 쉬는 서울시 각 구 별 공기의 오염도를 확인해 

맑으면 밝게 반짝이고, 탁하면 어둡게 되도록 디자인된 

이 작품은 실제 서울의 환경 정보와 이에 한 시민의 

반응을 조형물에 이입해 살아 숨 쉬도록 하고 있으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향 환경조형물이자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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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별한 심을 유도해내는 조형물이란 에서 큰 의

미가 있다.

▷ 인천국제공항 랜드마크 환경조형물

그림 3. 미래로의 비상(Flying to the Future)김무기

조형물로서 국내 공공미술의 최근양상을 잘 보여주

는 작품이다. 기존의 공공미술이 리석, 속주형과 같

은 통 인 방식으로 만 구성되었다면 최근에는 디지

털과 자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빠르게 앞서나가는 국

내 기술과 함께 자미디어의 다른 형식 뿐 아니라 비

디오, LED와의 결합으로 표 되는 공공미술 조형물이 

늘어나고 있다. 이 작품은 속주형과 LED의 결합으로 

표 되었으며 인천공항의 랜드마크로서의 비 과 미래

를 상징하고 인천공항의 역동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

다.

  

2. 예술 행위로서의 공공미술
2장 2  변천과정의 3단계 도시계획속의 미술과 4단

계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에 해당하는 사례로 공공미

술 역할의 4가지 측면  정서, 문화  측면이 강조된 

사례이며 술 활동으로의 공공미술이 핵심이다. 로

젝트들이 부분 벽화 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성

이 부족하고 부분 공모사업에 의해 일시 으로 구성

된 공동체를 이루며 사업종료 후 해체되었다. 로젝트

에 사후 리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을 시사하

고 있다.

▶ 아트인시티(Art in City)  - “아트인시티” 공공미

술 로젝트가 문화 부와 복권기 의 후원 아

래  2006년 10개 지역,  2007년 16개 지역에서 공

모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크게 공모사업

과 기획사업으로 추진되어 소외지역의 주민과 사

회단체를 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안 받아 선정

된 로젝트에 해 공공미술 문가들이 참여했

다. 여러 곳에서 공모사업과 기획사업을 실시, 생

활환경 개선에 한 사회취약계층의 구체 인 요

구를 담아내면서 술가의 창의성이 결합된 문화

공간을 만드는데 을 두었다. 그  몇 곳은 지

속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트인시티”사업

은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지역민과의 소통을 한 

공공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던 국가 단 의 

첫 사례로 볼 수 있다.  재는 서울시의 ‘도시갤

러리 로젝트’, 문화체육 부의 ‘마을미술 로

젝트’, 국토해양부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그

리고 각 지자체의 작은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미

술 로젝트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 까지의 공공

미술이 공 자의 입장이었다면 수혜자의 입장이 

극 으로 고려되기 시작했다는 면에서 큰 의의

가 있다.

▷ 광주중흥동프로젝트_지속사업

그림 4. 아트인시티-광주중흥동프로젝트

흥동 로젝트에서는 재개발 지역민들을 상으로 

골목길, 텃밭, 빈집 등을 상 로 40여개 작업이 진행되

었다. 2006년에는 지속성이란 면에서 별 소득이 없었으

나 2007년에는 생태공원 로그램인 ‘꿈틀이 공원’은 주

민생활과 보다 착되어 있어 근본 인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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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안창프로젝트_일반공모사업

그림 5. 아트인시티-안창고프로젝트

안창고 로젝트는 단순히 마을에 벽화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술을 통해 도시 속 소외된 지역

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도시 공간의 역사와 기억을 담

아낸 공공미술 형태이다. 지역 미술가, 학생, 주민들

이 서로 소통하고 힘을 합쳐 안창마을을 술 공간으로 

변모시켰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로젝트 진

행당시 선풍 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종료 후 벽화 보존 실패로 사후 흉물로 

락해버려 지역사회 주체간의 네트워크가 실했던 

로젝트이다.

▷ 대구성서공단프로젝트_지속사업

그림 6. 아트인시티-성서공단프로젝트

소외계층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미술을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며 이를 통

해 공공미술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자 했다. 구 

성서공단 로젝트’는 거리가 아닌 성서공단 노동조합 

건물 5층과 옥상 등에 작품을 설치해 다른 로젝트와

는 차별성을 두고 있다. 이번 로젝트는 ‘ 술-노동자 

창작네트워크-工場公場共場-PUBLIC FACTORY’라

는 주제로 노동자와 함께 작업하며 노동의 공간을 문화

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함께 작업한 이주노동자의 얼굴

을 그린 벽화 등을 만날 수 있는데 제도 속에 있던 미술

이 그 제도를 버리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미술은 술의 새

로운 장이고 실험의 무 라 하겠다.

▷ 안양천프로젝트와 석수시장프로젝트 -스톤앤워터

그림 7. 안양천, 석수시장프로젝트

안양천 로젝트에는 몇 가지 차별 이고 실험 인 

특징들이 있다. 그 첫째는 생태미술과 문화생태 다큐멘

터리의 장이었다. 둘째, 공공미술의 실험과 역 확장의 

장이었다. 세 번째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 

로그램의 장이었다.  안양천 로젝트와 석수시장 로

젝트는 안양이라는 지역성, 지속성, 환경 등의 고민을 

가지고 어떤 문화의 장을 만들어 나간다는 에서 공통

성이 있다. 자연과 인간의 환경 인 문제를 유기 인 

근으로 모색하는데 주안 을 두고 있는 것이 안양천

로젝트라면, 석수시장 로젝트는 때론 다소 다른 성

격의 오 제의 조합이나 엉성한 구조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역사성, 공간성을 존 한 소통이라는 이 특

징이다. 

3. 주민 참여를 통한 공공미술
공공미술 역할의 4가지 측면을 골고루 충족하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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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 계획 속의 공공미술의 성격이 강하다.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긴 하지만 기획자나  술가의 역할이 

요한 형태의 로젝트인데 로젝트의 심은 주민보

다는 술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획자나 술가에 

의해 로젝트의 성과가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 서울낙산프로젝트_지속사업

그림 8. 아트인시티-낙산프로젝트

도심 내 소외 지역인 낙산 일 의 환경을 술을 통

해 개선하고 인 해 있는 문화의 심지인 학로와 연

계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며, 주민참여 미술작품을 

통해 주민의 정서  개입과 의견 발표, 자 심을  고취

시켰다.

▷ 공공문화개발센터 - 유알아트
시민 술을 기반으로 하여 세워지는 공공문화를 추

구하는 유알아트는 시민 술가들이 삶을 표 하는 

술,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공공문화를 통해 주체 으로 

문화를 생산하고 릴 권리를 확 하려 노력한다. ‘배움

과 나눔-작은 술가’는 작은 워크 을 통해 찾아가는 

직  문화 술 로젝트이다. 소규모 지역과 공동체

에서, 일상 으로 일어나는 술  행 와 표 을 통해 

문화 술이 성장하는 즐거움과, 이미 가지고 있던 문화

술을 재조명해 보는 체험을 토 로 시민 술가임을 

발견하게 되는 로그램이다. 높은 술 수 의 시각

인 결과물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과정자체만으로 큰 의

미가 있는 로젝트라 할 수 있다. 

◎ 네트워크 로젝트 - 걸어 다니는 술가

◎ 각 술센터 - 빛을 만지는 아이들

◎ 시민문화 술 - 당신도 술가

◎ 문화 활동가 - 이리더

그림 9. 유알아트 

4.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공공미술
공공미술의 역할  사회  측면과 문화  측면이 강

조된 공공미술이며 공공미술의 기 효과를 기술한 3장 

2 의 첫 번째와 네 번째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형태이

다. 

▷ 사회적 기업 - 공공미술프리즘
공공미술 리즘은 시민들이 미술이라는 공통분모로 

따뜻한 추억을 함께 만들 수 있는 장(지하철역, 기차역

장, 쇼핑몰, 고속버스터미 , 재래시장, 아 트단지, 

공원, 거리, 문 회  등)을 마련하고 미술과 호흡하고

자 한다.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요하고 스스로 무언가

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문화 술  참여이며 한층 나아간 공공미술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작이라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는 로젝트들이라 하겠다.

◎ 이야기가 흐르는 우리 동네

◎ 세 가 어우르는 공공미술 로젝트

◎ 움직이는 화분수  공원 

◎ 함께 사는 세상, 우리가 만드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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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움직이는 화분수레공원

5. 공공미술을 활용한 공동체 구현
공공미술 개념 변천과정  4단계에 해당하며 공공미

술의 정서, 사회, 정치, 문화, 경제  측면을 모두 충족

시키는 사례이나 공공미술의 기 효과 4가지에도 가장 

근 하다고 볼 수 있다. 자연 발생  업 공동체는 지

속 가능성이 높다. 구 삼덕동 로젝트가 이에 해당

되는데 문작가가 아닌 지역민이 주인공 이다. 타일이

나 기왓장 등 지속 가능한 소재를 이용, 재까지 작품

이 잘 보존되어 있다. 하지만 로컬리티의 비  제시 부

족이라는 단 이 있다. 인천에서 활동하는 단체 ‘반지

하’는 앞의 두 가지를 혼합한 형태로 의식을 가진 지식

인이 지역주민과 동화되는 형태이다. ‘반지하’는 삶과 

일상이 없는 공공미술은 껍데기라는 인식 하에 스스로 

지역에 고들었다. 직 미술 선생이나 술가들이 

2007년 인천시 동구 창 동 한 마을에 둥지를 틀고 주

민이 되어 기존 주민들과 함께 ‘지  살고 있는 이곳에

서’ 삶과 공공미술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 사회적 기업 - 공공미술프리즘
2009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 흰돌 4단지

에서 부르는 ‘하여가’ - 본 사업을 통해 문화 술 로

그램이라는 매개  연계 지 으로 삶(생활)과 문화 술

과의 간극을 좁히는 작업에 집 하여 흰돌 4단지 주민

들로 하여  마음의 여유, 이해하고 계하기를 꾀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지역주민들이 자발 -자생 -주

체 으로 문화 술 활동에 참여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

록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6]. 

◎ 흰돌 사진 쟁이

◎ 릴 이메시지 로그램

◎ 별거별거 달구지

◎ 팔순회고

그림 11. 별거별거달구지

그림 12. 팔순회고전
                            

주민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호흡하여 문화 술을 주

체 으로 함유하는 아 트 문화공동체를 형성하 다. 

만남은 소통을 이끌고 소통은 심과 나눔을 만들어내

는 새로운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일깨워  로젝트

이다.

▷ 성남문화재단
2005년, 성남문화재단은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만들

기’라는 사업계획을 3단계(15년)라는 장기 계획을 세

웠다. 우선 1단계 3개년(2006~2008) 동안 유형별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동네별 특성에 맞는 문화공동체 만들

기를 추진하 다. 2단계 5개년(2009~2013)은 문화공동

체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요한 목표로 삼았다. 그 

시스템의 핵이 ‘동네 만들기 지원센터’이다. 동네 만들

기 지원센터는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고 4개의 날개사

업(우리 동네 생활이야기, 공공(커뮤니티) 술, 동네클

럽 네트워크, 계층별 로그램)을 축으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3단계 7개년(2014~2020)은 

1단계 시범모델과 2단계의 문화공동체 시스템 성과를 

바탕으로 각 동네마다 주민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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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만의 색깔과 문화상징을 가진 우리 동네 문화공

동체 만들기’를 창조해 나가려 하고 있다[7]. 이는 로

젝트의 결과 못지않게 과정을 시하는 로젝트들로

서 향후 자생 인 모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진정한 지역민의 공공미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라 

할 수 있다.

표 1. 공공미술프로젝트의 5가지 유형
유형

1 조형물로서의 공공미술
2 예술행위로서의 공공미술
3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미술
4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공공미술
5 공공미술을 활용한 공동체구현

6. 공공미술프로젝트의 문제점
부분 로젝트의 사업기간이 1년 단 의 공모를 통

해 이루어지다 보니 공모 비와 결산에 많은 에 지를 

소비하고 나면 실제 진행의 완성도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 까지 진행된 공공미술 로젝트들은 공모사

업이 끝나고 난 뒤 흉물로 락해버린다던지, 유지보수, 

사후 리, 다양성 등의 문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

황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사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한 

지 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성격이 비슷한 로젝트들

이 유행처럼 이루어지고 지역민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

은 로젝트가 끝난 뒤 공공미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멸되는 등 문제 들이 속출하고 있다. 로젝트들은 

시민 단체에서 주도하는 것도 있고 에서 주도하는 것

도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되어 나

오는 ‘주민의 주체  역량’이 받침이 되지 않고는 지

속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도 이어졌다. 주민들의 자발

인 공공미술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문화매개자의 역할

도 아주 요하다. 문화매개자에 의해 지역민과의 문제

들이 발생하여 로젝트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어려

움을 겪기도 하기 때문이다.

로젝트가 이루어지는 지자체를 심으로 장기 인 

지원과 정책들이 요구됨을 웅변하는 목이다. 지역단

에서 장기  랜이 가동될 때 공공미술의 시 지 효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한 지역 술가들의 고용

창출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게 되고  술가들의 사회

 치 확보와 가치 증 가 가능해질 것이다.

공모 사업을 한 공공미술, 즉 기 수혜를 한 사

업이 그 본질이 될 수는 없다.  국가단 의 사업들은 

단기 인 성과 심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체계

인 지원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사회의 새로운 

담론을 담을 수 있는 제도  장치를 장기 으로 마련해

야  할 것이다. 

Ⅴ. 결론

공공미술의 장르를 공공미술 로젝트를 심으로 

살펴보았다. 공공미술은 경기부양을 한 벽화사업에

서부터 출발해 1% 미술, 공동체미술(Community Art)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사례분석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공미술의 경제 ․사회  가치와 효용

성은 많은 로젝트들에서 증명되고 있으며 소통의 도

구로서 공공미술은 소외지역의 문화 술 향유 여건 증

진, 도심재생, 지역 활성화, 문화 술교육, 공동체 구 , 

일자리창출이라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공

공미술은 지역에 기반을 둔 다양한 공동체 문화운동 형

태로 바 어 가고 있으며 미술의 폭도 범 해지고 다

른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포 인 공공미술의 형태로 

바 어가고 있다. 공공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로

그램의 기획단계에서 부터 포  다양성과 사회구성

원의 극  참여를 통해 단순소비자가 아닌, 주도  

생산자이고 유통자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로젝트들이 지역의 특성을 시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무형 문화를 고려한다면 지역마다 독특한 소재

와 특성의 로젝트들이 이루어 질 수 있다. 한 이런 

다양한 로젝트를 개발하고 지역에 잘 정착 시킬 수 

있는 기획자나 문화 술매개자의 양성도 실한 시

이다. 

공공미술은 결과 심이 아닌 과정 심이어야 하고 

공공미술은 아트(Art) 자체가 아닌 커뮤니티

(Community)가 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자발  힘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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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공공미술은 단순히 시각 인 질을 높이는 것이 아

닌 공공미술 편의 의미를 찾아내고 만들어가는 것이

고  시 의 공공미술이 추구해야하는 모습이라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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