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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현대미술에서 논의되는 장소성의 문제들

현대미술에서 장소는 다양한 역할과 의미를 가진다. 단순히 작품이 놓이는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기능을 넘어서, 장소는 작품의 성격과 내용을 제한하며 의미를 발생시키고, 

때로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닌 담론이나 비평의 장으로 개념화되며, 작품을 감상하는 관

람자의 사회적 활동의 장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현대미술의 장소성에 관

한 논의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현대미술의 전개와 함께 미술사적 고찰의 대상이 되어

왔다. 본 논문은 현대미술에서 논의되어 온 장소성의 문제들을 디륵 플라이쉬만(Dirk 

Fleischmann)의 <나의열대우림농장 myforestfarm 리움버전>(2010)을 해석하는 틀로 삼

아 분석하고, 플라이쉬만의 작품이 어떻게 기존에 논의되어 온 장소성의 개념을 비껴가

는가를 드러내려 한다(도 1). 이를 통해 현대미술에서 장소성에 대한 담론들이 제기해 

온 모더니즘 미술의 자율성이나 초월성에 대한 비판에 못지않게, 장소성에 기반하고 있

는 작품이 발생시키는 다층적인 문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현대미술에서 장소성을 다루는 대표적인 논의로는 미술사학자 권미원의 저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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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미래의 기억들 전시장면 2010. 8.

특정적 미술 One Place after 

Another(2002)를 들 수 있다. 

권미원은 저서에서 미술작품의 

장소를 1. 면적과 높이, 채광, 

인구밀집 정도까지를 포함하는 

실제 공간, 2. 제도로서의 미술

관, 3. 큐레이터의 전시기획 주

제에 따른 기획전이라는 프레

임, 4. 앞의 모든 것들을 포함

하는 작품이 촉발하는 비평으

로서의 담론으로 구분하였다.1) 

미니멀리즘의 등장과 함께 작품의 제작과 감상에 결정적인 요소로 등장하게 된 장소특

정성(site-specificity)은 기존의 모더니즘 미술작품이 작품이 놓인 장소와 무관하게 스스

로의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며, 장소와 맥락을 초월하는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에 대한 비

판에서 시작되었다.

모더니즘 미술작품이 전제하는 오브제로서의 미술은 작가 주체(subjectivity)의 독창

성을 담보하는 물화된 실체로, 오브제가 놓인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 자체로 완전

하기에 장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작품이 단 하나만 존재한다는 유일무이

성은 곧 작품의 진품성(authenticity)의 조건으로 취급되어 예술작품 특유의 아우라

(aura)를 생성하고, 이는 또한 자본으로서의 교환가치로 직결되어 왔다.2) 초기의 장소특

정적 미술은 바로 이런 모더니즘 미술의 절대적 권위를 허물고자 일회성에 기반하고 특

정 장소를 떠나서는 그 가치나 진품성을 주장할 수 없는 비상업적 미술의 이상을 꿈꾸

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장소특정적 미술이 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제도권에 흡수되

고, 순회전 등 이동을 조건으로 하는 전시에 장소특정적 미술작품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작품이 속해있던 물리적인 공간을 떠나 재조립되거나 복제되고, 심지어는 문서상으로 

존재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동하게 되었고, 장소특정성이라는 정의 자체가 “적절한 상

황에서는 이동 가능함”3)으로 바뀔 정도로 본래의 비판적 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런 

1) 권미원, 장소특정적 미술, 김인규, 우정아, 이영욱 옮김(현실문화, 2013), 44-45.

2) Walter Benjamin, “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Mechanical Reproduction,” in Illuminations: Essays 
and Reflections, trans. Harry Zohn (New York: Schocken Books, 1968), 21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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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의 이동은 때로는 편의에 의해 한 작품에 하나 이상의 에디션이 존재하는 경우를 

초래하기도 한다. 여기서 불거진 문제들은 일련의 질문들을 수반한다. 작품의 장소성은 

그 제작 장소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전시 장소에 따른 것인가? 특정 미술관의 환경에 

맞추어 제작된 작품이 다른 곳에서 전시되었을 때, 이들 작품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가? 같은 작품의 에디션을 작가가 두 군데 이상의 장소에서 전시할 경우, 이 작품들은 

동일한 작품으로 인정되는가? 

장소특정적이라고 여겨지던 작품의 물리적인 이동이 용인되면서 결국 작품의 진품

성의 증거들은 작가의 의도와 계획, 계약서의 조건 등 물리적 측면 밖의 영역으로 확장

되었다. 이런 경우, 결국 작품과 장소가 맞물려 생성되는 장소특정적 측면보다 작가의 

의도나 법적 근거들이 장소성에 우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결과적으로 작가 

주체의 귀환으로 연결된다. 또한 작품이 문서나 사진자료로 변형되거나 작업 결과물의 

형태로 미술관이나 개인에게 소장 가능한 오브제로 전환되면서 결국 장소특정적 미술은 

스스로가 비판하던 모더니즘 미술과의 변별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작품의 이동 뿐 아니라 작가의 이동 역시 현대미술의 장소성에 논란을 제공했다. 동

시대 미술 환경 속에서 점점 더 빈번해지는 국제전과 프로젝트 전시들은 작품의 순회 

뿐 아니라  작가의 이동을 초래했고 이른바 유목민적 작가군의 탄생을 이끌어내었다.4) 

미술계의 주요 거점들을 순회하며, 자신들을 초빙한 기관의 의뢰나 기획전의 의도에 맞

추어 현지에서 작품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일들이 일반화되면서 작품의 장소는 다시 한 

번 재정의 되어야 했다. 더구나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작품들

이 늘어나면서 장소는 문화적 차이와 지리적 여건 뿐 아니라 역사와 사회정치적 맥락, 

통계와 정보를 총괄하는 ‘행정가로서의 예술가’를 요구하게 되었다.5) 그렇다면 이 경우, 

3) Susan Hapgood, “Remaking Art History,” Art in America 34:2 (July 1990): 120.

4) 지속적으로 이동하며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미술사학자 권미원은 “떠돌아다니는 

미술가(itinerant artist)”를 쓰고 있고, 제임스 마이어(James Meyer)는 “미술가-여행자(artist-traveler)”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Miwon Kwon, “One Place after Another: Notes on Site-Specificity,” October 80 

(Spring 1997): 80-99; James Meyer, “Nomads,” Parkett 49, (1997): 205-14 참조. 이동으로 인한 작가 주

체의 강화에 대해서 권미원은 ‘작가의 회귀’라는 표현을 쓰며 일부 장소특정적 미술에서 보여지는 모더니

스트 주체의 귀환을 우려했다. 앞의 책, ｢4장. 장소로부터 공동체로—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159-219; 

Gill Perry, “Border Crossings: Installation, Location and Travelling Aritsts,” in Art & Visual Culture 
1850-2010: Modernity to Globalization, eds. Steve Edwards and Paul Woods  (London: Tate 

Publishing, 2012), 249-283; 이지은, ｢유목적 미술가를 통해 보는 전지구화 시대 미술의 난제들｣, 미술

사와 시각문화 13호 (2014): 62-83 참조.

5) Benjamin H. D. Buchloh, “Conceptual Art 1962-1969: From the Aesthetics of Administration to the 

Critique of Institutions,” October 53 (Winter 1991): 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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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Mykiosk 모습

작품의 장소는 작품이 제작, 전시되는 특정지역에 한정된 것일까? 협업을 통한 작가 주

체의 제한적 개입은 모더니즘 미술가의 주관주의(subjectivism)을 와해시킨 것일까?  

본 논문은 플라이쉬만의 작업을 분석하며 장소성에 관한 이 같은 쟁점들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논문에서 다루는 <나의열대우림농장>은 작가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명칭이다. 제목이 암시하는 환경에 대한 문제는 작품이 이미 ‘정

치적으로 올바른’ 프로젝트라는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듯 보인다. 설치작품의 형태로 전

시된 <나의열대우림농장: 리움 버전>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층위의 의미는 오히려 전시

장을 떠나 작가의 홈페이지를 살펴보았을 때 비로소 드러났다.

 

Ⅱ. <나의열대우림농장>의 장소들

플라이쉬만은 1974년 독일 쉬바인푸

르트 출생으로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과 

서울을 오가며 활동 중이다. 처음에는 물리

학을 전공하다가 미술로 전향한 후, 2002

년 슈테델슐레 예술 아카데미(Staatliche 

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를 졸업

하였고, 4년 동안 큐레이터 다니엘 번바

움(Daniel Birnbaum)의 어시스턴트로 일

했다. 플라이쉬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경제활동을 예술 창작의 방법이

자 주제로 삼아온 독특한 작가이다. 미술

대학 시절부터 이어온 그의 프로젝트는 

초콜릿 등을 판매하는 가판대를 운영하거

나(도 2), 양계장을 만들어 계란을 생산하

고(도 3), 트레일러 대여, 태양광 에너지 

사업(도 4), 사이버 공간에서의 부동산업, 패션 브랜드 런칭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있다.6) 플라이쉬만의 <나의열대우림농장: 리움 버전>은 실제 농장이 있는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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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My forest farm 전경

도 3. My free range egg 모습

도 4. My solar power plant 모습

의 오지와 인터넷의 사이버 공간, 그리고 

리움이라는 미술관의 공간을 동시에 점유

하고 대지미술과 인터넷 아트, 개념미술과 

사회 참여의 형태를 포괄하는 작업이다. 

2008년 5월, 작가는 필리핀의 수도 마

닐라 동쪽에 위치한 리잘(Rizal)주 안티폴

로(Antipolo)에 약 2 헥타르(17,000 제곱

미터)에 달하는 임야를 구입하고 임목 9 

종, 과실수 16 종으로 구성된 총 1,838 그

루의 나무를 심었다(도 5).7) 이는 작가가 

기획한 “탄소 상쇄”(Carbon Offsetting)를 위한 나무심기 프로젝트이다. 1997년 12월 쿄

토의정서(Kyoto Porotocol)를 통해 발의되고 2005년 2월에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의 이행

방안에 따르면 선진국의 온실가스 발생 감축의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 간 ‘탄소배출권(Carbon Credit)’의 거래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런 ‘배출권거래

(Emissions Trading)’는 선진국에는 자국 영토에서의 감축의무를 완화하는 완충장치로 

6) Dirk Fleischmann, http://dirkfleischmann.net

7) 심어진 나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임목 : 아카시아 맹기엄(Acacia Mangium), 아피통(Apetong), 카마 공(Kamagong), 나왕(Philippine 

Mahogany), 몰라베(Molave). 나 라(Narra), 적나왕(Red Lauan), 백나왕(White Lauan), 티크(Teak), 과실수 

: 아보카도(Avocado), 카카오(Cacao), 치코(Chico), 코코넛 (Coconut), 달란단(Dalandan), 두핫(Duhat), 

구아바(Guava), 가시여지 (Guyabano), 칼라만시 (Kalamansi), 캐슈 (Kasoy), 바라밀 (Langka), 자바사과

(Macopa), 망고(Mango), 포멜로(Pomelo), 호꼬 떼(Siniguelas), 산톨(Santol), http://www.myforestf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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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는 이른바 ‘산소’를 파는 조림/재조림(Forestation/ 

Reforestation) 사업의 길을 열었다. 작품이 착안한 것은 ‘탄소의 감축’이라는 이런 실체 

없는 상품이 매매된다는 사실이다. 탄소배출권은 조림사업을 하는 농장이 앞으로 수 십 

년에 걸쳐서 흡수하게 될 탄소의 양을 예측하여 그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나무들

이 실제로 예상량만큼의 탄소를 흡수하여 기대만큼의 산소를 배출할지, 그리고 이런 광

합성 작용이 실제로 선진국이 배출해내는 탄소를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8) 하지만 대동강 물을 팔았다는 김삿갓의 일화처럼 신선한 공기를 파

는 탄소배출권 사업이 낭만적인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준다는 것은 자명하다. 플라이쉬

만은 이 프로젝트를 <나의열대우림농장> (2008~ )이라고 이름 붙였다.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원래 열대우림이었던 해당 임야는 지역 주민

들의 무분별한 벌채로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고 수익성 있는 재조림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설상가상으로 작가가 구입한 임야는 지역주민들 간에는 임의로 사고파는 거

래가 이뤄지고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국유지였다. 따라서 재산권을 법

률로 인정받기는 힘들다. 더 큰 난관은 작가의 계획대로 ‘탄소 배출권’을 발행하려면 이 

임야에 꾸린 농장이 국제적인 ‘자발적 탄소 인증 기준’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인데, 소유

권도 불분명한 농장이 과연 국제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 문제가 대두된

다.9) 

<나의열대우림농장>에서 실제 경작을 맡은 사람은 지역 농민인 로돌포 페레르

(Rodolfo Ferrer)로, 그는 매달 160시간(하루 8시간씩 20일에 해당) 일하는 조건으로 

7000 필리핀 페소(한화 약 17만2,900원)를 받는 조건으로 조림과 관리 뿐 아니라 일주

일에 한 번씩 디지털 사진기로 농장의 사진을, 유실수의 경우 한 그루씩 따로 찍어 기록

해야 한다(도 6). 촬영한 사진들은 한 달에 한 번, 작가의 지인인 토머스 다퀴아그

(Thomas Daquioag)를 통해 플라이쉬만에게 전송되고, 작가는 전달받은 자료로 매달 웹

페이지(www.myforestfarm.com)를 업데이트한다. 그 결과 <나의열대우림농장>에 관심

8) 플라이쉬만의 <나의열대우림농장>에 관한 설명들은 우혜수 외, 미래의 기억들 (리움, 2010), 36-51. 와 

홈페이지 http://www.myforestfarm.com 참조.

9) 작가는 산 호세 자유농민조합(San Josef Free Framners Association)에 명예회원으로 가입하고 지역 환경

자원부(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에 조림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등 

“합법적 경작권”을 얻기 위한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현지상황은 앞의 웹사이트 

http://www.myforestfarm.com 와 임근준, "디륵 플라이쉬만의 예술적 도전 <나의열대우림농장>", 『두

산웹진』, 2010년 4월, 37-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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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나의열대우림농장> 세부 도 7. <나의열대우림농장> 전시광경

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에서 재조림지의 상태를 세밀히 모니터링 할 수 있

다.10)

여기까지 보면, 대지미술로서 <나의열대우림농장>의 장소는 묘목이 심어진 필리핀 

안티폴로의 임야이며, 법적으로 플라이쉬만의 소유로 존재하지 않는 땅이지만 개념미술

로서는 엄연히 플라이쉬만이 경영하고 있는 농장이며, 퍼포먼스의 측면으로 보면 대리

경작을 통해 작가가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감독의 역할로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작가 자

신은 작품의 물리적 장소에 개입하지 않는다. 한편, 2010년 리움에서 <나의열대우림농

장>은 설치미술의 형태로 전시되었다. 임야의 형태를 딴 합판 위에는 농장의 모습을 보

여주는 웹사이트를 연결한 두 대의 모니터가 놓여있고, 농장에서 자라는 1838 그루의 

나무 사진들 (모두 764장)을 모아놓았다 (도 7). 합판의 중앙부분에는 각 나무들의 개별 

사진을 담은 1838개의 CD로 쌓아올린 기둥이 세워졌고 (도 8), 설치물 주변의 벽에는 

하나하나의 나무를 대변하는 각각의 CD 표면을 촬영한 사진들이 걸렸다 (도 9). 

필리핀 안티폴로에 있는 농장의 존재는 우리에게 인터넷 상의 구글 지도(Google 

map)와 홈페이지를 통해 사진과 동영상으로, 자라나는 묘목을 담았다는 사진에서, 그리

고 그 사진파일들이 담겨있다는 CD 더미에서, 심지어 그 하나하나의 CD 들이 각 나무

들을 대변한다는 작가의 설정에 의해 나무의 초상이라 여겨지는 CD의 표면을 찍은 사

진(도 10)에서 증명된다. 안티폴로의 임야에 꾸린 <나의열대우림농장>에 대한 재현

(representation)인 셈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땅, 작가가 직접 경작하지 

10) http://www.myforestfarm.com, 임근준, “디륵 플라이쉬만의 예술적 도전 <나의열대우림농장>”, 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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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나의열대우림농장> 세부

도 10. <나의열대우림농장> 세부

도 8. <나의열대우림농장> 세부

않은 묘목들, 그리고 인터넷으로만 확인하는 데이터로서의 실재라는 조건들은 실체 없

는 재현을 암시한다. 거기에 있지만 여기에도 있는, 혹은 거기에 존재하지만 여기에는 

없는, 나아가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여기에는 존재하는, 어쩌면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 작품은 가능한 것인가? 이런 존재의 불확실성은 ‘탄소의 감축’이라는 추상적인 상

품만큼이나 모호하다. 

우리는 이미 현대미술에서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이 모든 경우들이 불가능이 아님을 

안다. 대지미술과 개념미술의 예에서 우리는 이미 사진으로만 존재하거나 문서로 명시

된 작품들을 본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장소 특정적 미술의 경우, 한 작품의 존재론적 

조건은 작품이 갖는 물리적 조건들, 즉 작품을 이루는 재료와 크기, 작품이 차지하는 공

간과 작품이 설치된 특정한 장소의 조건 등 제반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미니멀리

즘이 제시했던 현상학적 경험의 조건들은 “지금, 여기”라는 돌이킬 수 없는 일회성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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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한 것으로 작품의 감상이 더 이상 모더니즘의 초월적 시공간에 머무르지 못함을 

천명했다. 하지만 장소 특정적 미술은 더 이상 일회성의 물리적 공간에 머무르지 않는

다. 장소는 작품이 제작되거나 전시되는 물리적 공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임스 마

이어(James Meyer)가 말하는 ‘기능적 장소(functional site)’로서 “과정이자 장소들 사이

에서 발생하는 작용, 제도와 담론과 그 둘 사이에서 이동하는 몸의 지도 만들기

(mapping)이다. 그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이며, 텍스트, 사진과 비디오기록, 물리적 

장소, 사물들이 겹쳐지고 덧 쓰이는 장소이다.”11) 이렇듯 장소가 담론과 서사의 영역으

로 확장되면서 우리가 마주한 작품의 장소(지금, 여기)와 실제 작품이 작용하는 장소 사

이의 간극 역시 확대된다.  

다시 돌아가 <나의열대우림농장>에 나타난 장소(site)의 문제들을 짚어보자. 먼저 탄

소배출권 생산이 이루어지는 임야가 그것이다. 안티폴로의 임야는 작가가 영국 런던의 

RSA 예술과 생태 센터(Art and Ecology Center)와 독일 카를스루에의 ZKM 아트와 미디

어 센터에서 받은 지원금 2000파운드(한화 약 361만원)를 기반으로 구입하였고 작가의 

이전 작업이자 사업인 태양광 에너지 사업에서 매달 얻는 수익 50유로(한화 약 8만1000

원)와 기타 자금이 투입되어 유지되고 있다. 임야는 실재하는 부동산이나 법적으로는 

플라이쉬만의 소유지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으로 문서상으로 <나의열대우림농장>은 존

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장소이다. 심어놓은 나무 1,838그루는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법(permaculture)을 이상으로 하는 사업고문인 가비 몬드라곤(Gabby Mondragon)의 

디자인에 의해 상반부의 열대우림수종과 하반부의 유실수로 나뉘어 경사면에 토사유출

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짓기 (inter-cropping)’ 방식으로 식수되었다. 모든 나무들은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기계를 쓰지 않는 친환경 농법으로 관리되어 가능한 CO²의 배출

을 없앤다.12) 

물론 리움의 관람자가 이 묘목들을 실제로 확인하기란 힘든 일이다. 리움의 관람자

들에게 제공된 수단은 각 묘목들의 재현이자 기록인 사진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되

는 동영상을 찾아보는 것이다. 여기서 대지미술의 경험에서 제기된 실제장소(site)와 보

이는 것(sight)간의 괴리가 재연된다. 전시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묘목, 즉 묘목의 성장

11) James Meyer, “The Functional Site; or, The Transformation of Site Specificity,” in Space, Site, 
Intervention: Situating Installation Art, ed. Erika Suderburg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0), 25.

12) http://www.myforestf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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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기록된 사진파일을 담은 1,838개의 CD로 만든 기둥 (도 8)과 각 CD의 표면을 

촬영한 디지털 사진들(도 9, 도 10)은 이른바 실재 묘목의 재현에 대한 재현(meta- 

representation)이다. 이는 재현의 공간에 대한 문제, 즉 평면에 인화된 사진이라는 매체

와 인터넷 상의 장소(site), 그리고 3차원으로 구현된 CD기둥이 점유하는 공간의 문제이

다. 물론 장소의 문제는 물리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는다. 관람자는 제도(system)이라는 

또 다른 장소를 고려해야한다. 이것은 ≪미래의 기억들≫이라는 기획전이 갖는 프레임

이자 ‘리움(Leeum)’이라고 하는 공인된 미술관의 공간이기도 하다. 거기에 <나의열대우

림농장>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더해진다. 바로 탄소배출권(carbon credit)을 

둘러싼 담론의 공간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나의열대우림농장>은 탄소배출권을 팔고 있지 않다. 플라

이쉬만은 이제껏 ‘비지니스’를 자신의 예술적 수단으로 삼고, 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고스란히 다음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작가의 

의도이건 아니건, <나의열대우림농장>은 법적인 제약으로 자발적 탄소 인증기준에 미치

지 못하는 점 때문에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통한 수익은 다분히 “예술적인” 부분에서 발

생할 뿐이다. 작가는 앞서 본 CD 표면을 찍은 사진을 웹사이트를 통해 장당 10유로에 

판매하고 있다. 물론 이런 정도의 수익으로 농장이 유지되기는 힘들 것이다. 작가의 예

상대로라면 임야를 지역 환경자원부(DENR) 소속으로 하여 국유지의 상태를 인정하면서 

경작권을 얻어서 심어놓은 유실수의 수확으로 농장이 자립할 수 있기까지 10년은 족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나의열대우림농장> 프로젝트는 수익성을 위한 프로젝트

이기를 포기하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미술로서 지구온난화 방지와 훼손된 산림의 친환

경적 복구에 대한 관람자의 관심을 환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일까? 물론 프로젝트는 

지역주민인 페레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황폐화된 임야에 조림사업을 했으며, 얼마일

지는 모르나 탄소의 양을 줄이는데 일조한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그

리고 전시를 통해 관람자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 

작품은 우리가 미술작품의 공간이라도 여겨왔던 장소들을 교묘히 빠져나간다. 작품

은 작가가 이제껏 작품을 구상하고 작품제작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수익을 내 온 사

업의 근거지인 프랑크푸르트, <나의열대우림농장>의 임야가 있는 필리핀, 그리고 작품

이 전시되는 서울이라는 공간의 물리적 장소 어디에도 온전히 속해있지 않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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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가상공간(cyberspace)과 구글의 지도가 오히려 관람자들에게 작품이 실재함을 증

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작품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기’에 증거 한다. 따라

서 작품의 장소(site)는 우리가 보고 있는 광경(sight)으로 대체된다. 

그렇다면 담론의 장소는 또 어떠한가? 작가가 작품의 주제로 삼은 탄소배출권은 그 

자체로 추상적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나의열대우림농장>의 재조림 사업이 실제로 얼마

만큼의 탄소배출을 상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의 정량화라는 

측면에서 어쩌면 탄소배출권의 매매는 예술작품의 매매와 견줄 만하다. 한편 공간적 제

약에 매어있지 않다는 측면은 영토적 경계나 이념을 넘어 자유로이 이동하는 자본을 닮

았다. 작품은 작가가 작업의 모토로 삼는 ‘비지니스’의 주역, 즉 자본을 모방한다.13) 이

는 작가의 이전 프로젝트 <나의패션산업 myfashionindustries>(2008~ )이 보여주었던 

생산과 분배, 수익의 구조와도 흡사하다. 

Ⅲ. <나의패션산업: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의 장소들

2008년부터 작가가 계속하고 있는 <나의패션산업>의 한 부분인 <메이드 인 노스 코

리아 Made in North Korea>(2010)는 플라이쉬만이 개성공단의 한 의류공장에 주문자상

표부착방식(OEM)으로 위탁하여 제작한 셔츠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수익구조를 내용으

로 하는 작업이다 (도 11). 글로벌 시대에 다국적기업의 활약은 이미 나이키가 메이드 

인 USA가 아니라 스리랑카나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된다는 것을 자연스레 받아드릴 수 

있게 만들었다. 이른바 국적을 대표하는 유명 브랜드들도 제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주

문자상표부착방식을 통해 생산하는 풍경이 일반화 된 것이다. 작가는 2005년 전시를 위

해 처음 방문한 한국에서 개성공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자본주의 국가인 남한의 기

업들이 사회주의 독재체제이자 현재 휴전 중인 북한의 도시에 공장을 경영한다는 사실

은 작가의 비즈니스 모델에 새로운 의미를 끌어들이기에 충분했다. 

플라이쉬만은 OEM 방식의 셔츠를 주문하기로 하고 개성의 한 공장에 연락을 해서 

13) 자본과 동시대 미술의 관계를 추적하는 최근의 연구로는 Sabine B. Vogel, “Bridging the World: The 

Role of Art Criticism Today”와 David Spalding, “Priceless Images, Heatless Paintings: The Critical 

Complicity of Liu Ding” in The Global Contemporary and the Rise of New Art Worlds eds. Hans 

Belting, Adrea Buddensieg and Peter Weibel (Karlsruhe: ZKM, 2013), 255-260, 266-271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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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 <메이드 인 노스코리아> 도 12. <메이드 인 노스코리아>

제품가격을 협상하기 위한 방문비자를 획득했다. 개성에는 4만 여명의 근로자들이 120 

여개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공장들은 주로 전자제품의 부품, 주방기구나 신발, 의류봉

제업 같은 노동집약적인 생산시설로 이중 봉제업체가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만들어진 제품들은 모두 남한 기업의 상표를 부착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표기되어 북한 외부로 유통된다. 작가는 개성공단 내 거주하는 문창기업에 흰색과 검은

색의 남녀용 반소매 셔츠의 제작을 의뢰했다 (도 12). 135 유로라는 다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셔츠는 프랑크푸르트와 서울, 마닐라, 말레이시아, 비엔나, 뉴욕 등지의 뮤지

엄 샵이나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14)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에는 제작된 셔츠들과 

작가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일어난 천안함 사건과 개성공단 관련 1000여 개의 신

문기사 스크랩을 묶어 펴낸 책자, 그리고 개성공단 비자발급을 위해 받았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함께 전시되었다. 

작가가 개성공단을 처음 방문한 것은 2010년 5월 21일이었다. 작품의 기획은 2009

년부터 진행되었는데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

인 PCC-772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침몰의 원인이 피격으로 추정되면서 

남북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고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작가가 개성공단을 방문하기 

전날, 대한민국 정부에서 2005년 개성공단 설립 이후 중단되었던 확성기 선전방송 재개

를 고려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북한은 이에 맞서 확성기를 사격하겠다고 엄포를 놓았

고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막상 개성공단에 도착해서 작가가 체감한 현실은 매우 

14) http://www.myfashionindustri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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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1. <메이드 인 노스코리아> 세부 도 13-2. <메이드 인 노스코리아> 세부

달랐다. 현대아산 수석부사장을 비롯한 남한 측 기업인들은 남북 간의 긴장이 어제 오

늘 일이 아니며 주기적으로 생겼다 사라지는 일상으로 취급했다.15) 

개성공단은 그 자체로 남한도 북한도 아닌 중성적인 개념의 공간이다. 거기서 생산

되는 제품들에서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는 은폐되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표기된다. 비

록 프로젝트의 명칭에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라고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플라이쉬만

이 주문제작한 셔츠에서 역시 제조회사인 문창기업은 --목 뒤쪽으로 붙어있는 레이블 표

시에서는 볼 수 없고, 셔츠를 뒤집었을 때 보이는 세탁표시 뒤쪽에 위치함으로-- ‘디륵 

플라이쉬만’의 상표에 가려진다 (도 13). 남한과 북한의 분단현실은 개성공단이라는 추

상적 공간에서 숨겨지며 천안함 사건을 위시한 정치적 이슈들은 헤드라인 속에 존재할 

뿐 개성공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여기서도 작품/상품의 장소는 특정적이 아니라 모

호하다.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독일이 분단과 통일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개성공단에 관심

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독일인이기에 이곳에 왔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것보다 특히 용어와 수사학의 맥락에서 실재와 실재의 재현과의 관계를 경험

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욱 흥미로웠다......[중략] 개성공단은 자본주의 생산을 제공하는 장

소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다른 해석을 비출 수 있는 스크린이다.16)

15) Nicolas Pelzer, “Dislocated North Korea,” (디륵 플라이쉬만과 니콜라스 펠처의 대담, 2011년 11월 7일 

서울), http://www.samuso.org/wp/words_02_03_dirk_nicolas_eng/
   이 밖에 <나의패션산업>에 대한 글로는 Nils Plath, “Limuranin, Kaesong und Rosario,   Bielefelder 

Kunstverein,” Frieze 136 (January-February 2011): 45-46 참조.

16) Nicolas Pelzer, “Dislocated North Korea,” http://www.samuso.org/wp/words_02_03_dirk_nicolas_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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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말에 따르면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천안함 사건을 위시한 분단현실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아니다. 플라이쉬만은 미술평론가 그랜트 케스터(Grant Kester)가 

우려하는 것처럼 지역의 문제를 끌어내어 사람들을 선도하려고 하는 식의 전도사적 미

술가의 폐해를 범하지 않는다.17) 마찬가지로 대중매체들이 보도하는 서로 다른 관점들

이 <나의패션산업>의 주제라고 생각한다면 이 역시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다양한 해석

들을 열거하는 것은 작품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일 뿐, 작가가 전달하려는 메시

지는 아닌 듯하다. 작가가 말하는 “실재와 실재의 재현과의 관계”에 대한 경험이야말로 

작품을 통해 관람자들이 얻게 되는 메시지일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플라이쉬만의 <나

의열대우림농장>이나 <나의패션산업>에는 고정되고 단일한 실재란 존재하지 않는다. 

재현은 실재를 증명하거나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재의 존재를 무력하게 하고 

추상적으로 만든다. 

플라이쉬만의 작품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규칙이 있다면 그것은 비즈니스의 법칙, 즉 

자본의 투자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여 그 이윤을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는 끊임없는 연속

이 있을 뿐이다. 작품의 제작과정이나 전시를 통해 작품이 제시하는 여러 층위의 장소

성에 대해 작가는 면밀한 조사와 분석, 설명을 제공하지만 실제로 비판적 담론을 구사하

기보다는 그 구조에 편승하여 “예술적 개입”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입지를 마련한다. 

<나의열대우림농장>이 탄소배출권 사업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의혹도 내세우지 않듯이, 

<나의패션산업> 프로젝트 역시 생산자와 상표가 다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이나 남북한

의 분단현실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다. 여기서 일견 장소와 작품/상품, 작가라는 구도로 

완결되어 보이는 프로젝트는 관람자/소비자와 장소라는 또 다른 문제를 대부분 비껴간

다. 그렇다면 플라이쉬만의 <나의열대우림농장> 프로젝트를 통해 보는 장소와 관람자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Ⅳ. 결론을 대신하여: 관람자와 장소 

미술계의 전지구화(globalization)가 작품의 제작과 수용에서의 현실이 되면서 작가

17) Grant Kester, “Aesthetic Evangelists: Conversion and Empowerment in Contemporary Community 

Art,” Afterimage 22:6 (January 1995):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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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더 이상 특정 지역에 정주하며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미술현장을 떠돌며 

기관의 주문과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작품을 기획, 제작해야 하는 강도 높은 일정을 소

화하고 있다. 마치 영업사원을 연상시키는 꽉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 방문객이나 여행자, 

장기/단기체류자, 객원 큐레이터나 비평가, 혹은 민속지학자로서의 역할을 오가며 해당 

지역의 장소성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들 미술가들은 종종 유목인에 비유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작가 플라이쉬만 역시 이런 유목적 미술가에 해당한다. 그는 2009년 

한성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한 이후로 서울과 프랑크푸르트를 오가며 작업하고 있고, 

현재는 청주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동시대 대표적 미술가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유목적 미술가의 경우, 프로젝트

가 진행되는 지역의 장소특정성은 작가 개개인의 성향이나 문화적 배경, 해당 작품이 의

도하는 바에 따라 그 반영 정도의 차이가 크다. 이는 실제 작업의 장소나 전시의 장소가 

갖는 맥락보다도 그런 맥락을 소재로 하여 작업하는 작가의 개인적 스타일이 우선시 되

는, 즉 새로운 작가주체의 부상을 알리면서 장소특정적 작업이 다른 장소들에서 순회되

는 풍경을 초래했다. 이것은 오늘날 장소특정적 작업이 이미 이전에 가졌던 모더니즘의 

고정불변한 주체와 초월성에 대한 비판기능을 상실했음을 말한다. 비록 장소특정성의 

정의가 물리적 장소를 떠나 담론의 장소로 옮겨왔다고 해도 실제 작품의 역할은 여전히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보완적 스펙타클로 머문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18) 그렇다면 현대미술에서 장소성은 이제 그 효력을 잃은 것일까? 

다른 한편으로 작품의 물리적, 혹은 담론적 공간은 무엇보다도 그 공간을 점유하는 

관람자와의 관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나의열대우림농장>이 제시하는 탄

소상쇄를 위한 조림사업의 청사진은 과연 서울에 위치한 리움의 관람객들과 얼마나 공

유되는 것일까? 비판성의 측면에서 볼 때, <나의열대우림농장>의 수위는 미약하다. 미

술가는 작품의 여러 장소들—농장이 있는 필리핀의 안티폴로,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런

던의 RSA 예술과 생태 센터와 독일 카를스루에의 ZKM, 서울의 리움--이 담보하는 공동

체와 언제나 거리를 두고 있으며, 실제로 각 공동체에 기반한 담론들—탄소배출권 사업, 

18) 유목적 미술가와 장소특정적 미술의 스펙타클화에 관해서는 권미원, 앞의 책, 74-89 참조, 부상하는 작가

주체에 관해서는 전영백, ｢여행하는 작가주체와 장소성: 경계넘기 작업의 한국작가들을 위한 이론적 모

색｣, 미술사학보 제41집 (2013): 165-193이 있다. 글로벌리즘과 유목민적 미술가가 초래하는 장소성

에 관한 논의로는 이지은, ｢유목적 미술가를 통해 보는 전지구화 시대 미술의 난제들｣, 미술사와 시각

문화 , 13호 (2014): 62-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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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를 다루는 예술의 지원, 기획전 ≪미래의 기억들≫--은 작가에게 작품의 소재

나 수단으로 제공될 뿐, 작가의 정체성이나 작품의 정체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마찬가지

로 개성공단에서 제작된 디륵 플라이쉬만 상표의 셔츠도 남북분단과 이데올로기의 대립

이라는 사회정치적 담론에 대해 거리를 고수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사를 작

품이 만들어지는 지역성의 문제에서 작품을 대하는 관람객들, 즉 작품이 보여지는 지역 

공동체로 돌려놓는다. 

동시대 미술에서 유목적 작가들에 의한 장소특정적 작업은 많은 경우 지역(local)에 

대해 관찰과 번역, 해석이라는 제3자적 시선을 고수한다. 한편 관람자가 속한 지역의 장

소특정성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작가가 제시하는 타 장소특정성을 기반으로 한 작업

의 경우, 관람자의 입장 역시 관찰과 번역, 해석이라는 제3자적 시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작가와 관람자 양측의 문화적 차이 뿐 아니라 작품이 기반하는 장소특정

성(들)의 다층적인 연계와 불일치가 초래하는 다양한 차원의 접점 혹은 어긋남이 발생

하게 된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의 질문은 작품이 대상으로 하는 관람자로 향하게 된다. 

리움의 관람객들은 작품이 예상하고 있는 특정한 관람자(들)인가, 만약 작가나 작품이 

대상으로 하는 특정한 수신인(addresee)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작품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인종과 민족, 성별과 연령, 계급, 지역과 문화적 배경을 초월하여 작품의 의

미가 통용된다는 전제는 추상미술의 보편성(universality)을 주장하던 모더니즘의 환상으

로 밝혀진지 오래이다. 그렇다면 특정 수신인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장소성에 대한 작업

은 관람자의 주관적 판단과 감상이라는 다소 무책임한 개방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은 아닌가.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이미 국제

적으로 시효성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지적과 함께 중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의 제조업 

강국들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실행하는 것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국가 간의 경쟁체제가 환경을 위한 공조보다 시급한 

것이 경제적 현실이라면 과연 환경선진국이라는 이상이 얼마만큼 설득력을 가질 수 있

을까? 이른바 선진국이 주축이 되어 출발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어쩌면 개발도상국

들의 경제 성장의 가속도에 대한 일종의 견제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혹은 이미 망가져버

린 환경에 대한 경제선진국들의 죄책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라면 <나의

열대우림농장>은 여기 서울이라는 장소에서 비판성을 가질 수 있다. 작가는 탄소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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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관한 프로젝트를 통해 그 비현실성을 논하고 있는지 모른다. 영토적 경계를 넘

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은 탄소나 초미세먼지만이 아니다. 실은 자본이야말로 그 모든 

이데올로기와 문화적 차이들을 넘어 가장 자유롭게 이동한다. 어쩌면 경계를 넘어서는 

이러한 이동이 자본에 의해서만 완전하게 자유롭다는 것이야말로 플라이쉬만이 비즈니

스의 형태로 미술을 끼워 넣은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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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미술에서 장소는 작품이 놓이는 물리적인 공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작품의 성

격과 내용을 제한하며 의미를 발생시키고, 때로는 담론이나 비평의 장으로 개념화되며,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자의 사회적 활동의 장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본 논문은 현대미술

에서 논의되어 온 이런 장소성의 문제들을 디륵 플라이쉬만(Dirk Fleischmann)의 <나의

열대우림농장 myforestfarm 리움버전>(2010)을 해석하는 틀로 삼아 분석하고, 작품이 

어떻게 기존에 논의되어 온 장소성의 개념을 비껴가는가를 드러내려한다. <나의열대우

림농장>은 “탄소 상쇄”(Carbon Offsetting)를 위한 나무심기 프로젝트로, 실제 농장이 있

는 필리핀의 오지와 인터넷의 사이버 공간, 그리고 리움이라는 미술관의 공간을 동시에 

점유하고 대지미술과 인터넷 아트, 개념미술과 사회 참여의 형태를 포괄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땅, 작가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묘목들, 그리고 인터넷

으로만 확인하는 데이터로서의 실재라는 조건들은 실체 없는 재현을 암시한다. 관람자

들에게 제공된 수단은 각 묘목들의 재현이자 기록인 사진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되

는 동영상을 찾아보는 것이다. 여기서 대지미술의 경험에서 제기된 실제장소(site)와 보

이는 것(sight)간의 괴리가 재연된다. 장소의 문제는 물리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는다. 관

람자는 제도(system)이라는 또 다른 장소를 고려해야한다. 기획전이 갖는 프레임이자 

‘리움(Leeum)’이라고 하는 공인된 미술관의 공간이다. 거기에 <나의열대우림농장>이 제

시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 탄소배출권(carbon credit)을 둘러싼 담론의 공간이 더해진다. 

논문은 현대미술에서 장소성에 대한 담론들이 제기해 온 모더니즘 미술의 자율성이나 

초월성에 대한 비판에 못지않게, 장소성에 기반하고 있는 작품이 발생시키는 다층적인 

문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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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blems of Site-Specificity in Dirk Pleischmann’s 

<Myforestfarm>

Jieun Rhee (Myongji University)

Dirk Fleischmann’s unusual artistic career is defined by the way in which he 

treats his “businesses” as an artistic practice of earning enough profit to finance his 

future artistic projects. Since he started his first modest business of selling chocolate 

bars and refreshments in his art school in 1998, the artist has been engaging in many 

businesses including chicken farm, solar power plant, trailer rental service, and 

garment industry. 

What is increasingly apparent in his “business-art” practice is the way in which 

it tends to highlight and profit from, if ironically so, the waning of site-specificity in 

the capitalist market of commodity exchange as the ideal of border crossing. 

Consider for instance <myforestfarm>, which he embarked on as another 

money-making project: It is a carbon-dioxide-offset program through reforestation. 

Capitalizing on the idea of reduction in emissions of carbon dioxide made in order 

to compensate for or to offset an emission made elsewhere, this project, however, 

treats as commodity—so called “carbon credit”--clean air. The farm is located in the 

mountains near Antipolo, in Rizal Province, Philippines. 

This paper delves into the problems of site-specificity in <myforestfarm: the 

Leeum version> (2010) which consists of the internet homepage 

(www.myforestfarm.com), the installation at Leeum, the photo images of the tre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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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rm, and the representation of the trees (via photographing the surface of the 

CD that contains the digital files of the images of trees). Drifting across such a wide 

range of physical sites and media, this installation has no “site”-specificity. In 

articulating what can be seen as a carbon-offset discourse in its commodification of 

something immeasurable like clean air, <myforestfarm> mirrors the spectral form of 

commodity as defined in the capitalist market. In doing so, the work itself is a grim 

reminder, if not a parody, of the fate of art in the market-driven soc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