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의 스펙터클, 그 심원한 공간의 문화사를 꿈꾸다 

-mioon(김민선, 최문선)의 <Visible City> 속을 거닐며 

 

윤동희(미술젂문기자,도서출판 북노마드 대표) 

 

 

mioon(김민, 최문)은 스펙터클의 사회적 풍경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는 예술가이다. 두 

사람은 스펙터클이라는 문화의 한 지점에서 작업의 계기를 찾는다. <관광객 프로젝트> 

<오실로스코프> <노래방 프로젝트> 등의 작업에서 이들이 담고자 했던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을 장악한 스펙터클이라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었다. 

(짧게 쓸 수밖에 없는) 이 글은 이들의 근작 <Visible City>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Visible 

City>는 mioon(한글로는 ‘뮌’이라고 읽기로 하자)이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또 다른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연구과제이다. 두 사람이 이 작업에서 도시를 ‘보여주는’ 방식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런데 이 간단함이 보는 이를 질리게 한다. 얘기는 이렇다. 

두 사람에게 도시란 지금 이 순간도 ‘팽창’하는 존재다. 산업이라는 거대한 도식 아래 

정보와 이미지를 먹고 몸집을 불리는 거대한 생명체다. 그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존엄성을 보유한 ‘개인’이라기보다 도시를 부유하는 ‘소비자’라는 이름으로 해석된다. 도시가 

뿜어내는 스펙터클은 도시를 표상화 하는 ‘껍질’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물이다. 두 사람이 

누굮가 먹고 버린 과자상자를 일일이 모아 검게 칠한 뒤, 하나하나 붙이는 방식을 택한 건 

바로 이 때문이다. 도시 공간을 형성하는 인간, 아니 소비자의 욕망을 파고드는 정보와 

이미지의 파편을 보여주는 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테니 말이다. 

<Visible City>가 갖는 미덕은 그 동앆 서울과 독일을 오가며 한국 미술계에서 자리매김하는 

데 다소 애를 먹었던 mioon 의 작업을 해독하는 열쇠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상업화 되어가는 미술제도가 작가들의 등을 떠다미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사회적 현상을 

비추는, 다시 말해 ‘돆이 앆 되는’ 작업을 만난다는 건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동시에 

이는 mioon 이 갈림길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단순히 예술가로 살아가는 

자싞들을 둘러싼 사회적․역사적 ‘현상’을 중계하는 데서 그치느냐, 혹은 한 발 더 나아가 그 

현상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느냐 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얘기다. 비록 

‘정치적’이라는 단어가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도시라는, 두 사람이 설정한 

의제를 문화의 연속체에 삽입해 나간다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듯하다. 그런 점에서 

역사를 포기하면서 그 속에 내재한 역사의 문화적 내용물을 포착했던 벤야민적 방식이 

이들의 ‘멘토’가 될런지도 모를 일이다. 도시(공간)와 현재(시간)라는 문화적 내용물을 

바라보는 두 사람만의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이기도 하다. 

물롞 두 사람의 작업이 도시에 관한 해석에 머문 찿 정지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빼어난 글솜씨를 보이는 작가의 저작이 반드시 고젂의 반열에 들지 않듯이, 두 사람의 

작업이 도시라는 주제의 바깥을 맴도는 주석에 머물 수도 있음을 이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들의 작업이 단순히 도시의 스펙터클을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에 관한 새로운 텍스트와 이미지,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해 본다. 

이것만으로도 이야깃거리가 부족한 미술계에 ‘스펙터클함’을 부여할 테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