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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Art’s engagement with urban space is not a new subject. The art form that is widely known as ‘public art’ has been practiced 

for many decades, primarily to defy the prevalent white cube of the modernism art. It has been presented mainly in the form of 

outdoor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focusing extensively on the interaction with the public. In spite of consistent efforts made 

by artists and critics to articulate the meaning of public art, the discourses have remained within the domain of fine art and 

determined by art’s relationship with the public: how artworks communicate with an audience or contribute to the community. 

What about seeing art through the lens of the urban or through urban studies? The essays on this issue attempt an alternative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broaden the meanings of art in/on urban space and understand art as a part of a specific yet 

broader urban fabric. The feature of this edition will examine how artists explore the urban spaces that have been laid to waste 

throughout the modern and postmodern era, thinking through what public space means today and considering how artists 

research the security issue in privatized-public space through an interview with Max Colson.

guest editor Jeong Hye Kim | edited by Woo Hyunjung | designed by Lee No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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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AND ITS 
PERMEATION 

INTO 
URBAN SPACE

시각예술이 도시공간에 개입하는 것은 결코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퍼블릭 아트(공공미술)라고 불리는 이러한 미술 형태는 

근본적으로 화이트 큐브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고, 주로 공공 또는 대중과의 인터랙션에  

초점을 둔 야외 설치나 퍼포먼스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퍼블릭 아트의 의미를 규명하려는 작가와 비평가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대체로 시각예술 영역 안에 머물거나 미술과 대중의 관계 문제—작품이 관객과 어떻게 소통하고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에 주로 집중되어 왔다. 그렇다면 도시적인 것 혹은 도시학의 관점에서 시각예술을 바라보면 어떨까? 이번 호에서는 도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공간에 관한 시각예술의 의미를 확장하고, 이것을 구체적이면서도 폭넓은 도시망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학제간 접근을 

시도해 본다. 여기에서는 시각예술가들이 근대와 근대후기를 지나는 동안 버려진 도시공간의 문제들을 어떻게 제기하는지, 오늘날의 

공공공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맥스 콜슨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유화된 공공공간에서 보안・감시의 문제를 시각적 

장치를 통해 어떻게 탐구하는지를 살펴본다. 
게스트 에디터 김정혜 | 진행 우현정 | 디자인 이노을

도시공간에
침투하는 

미술의 전략



Andrea Luka Zimmerman 
(director), Still from 
Estate, A Reverie, film,  
83 min, 2015
A film that illuminates  
the demise of Hackney’s 
Haggerston estate, 
exploring the 
reconfigeration of the 
East London landscape 
and the residents’ 
protest against it. 

Yong-taek Jung 
(director), Poster for 
Party 51, film, 102 m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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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학자 메리 더글러스가 『순수성과 위험』(1966)에서 ‘더러움/오물’(dirt) 

을 ‘제자리를 벗어난 모든 것’으로 정의한 후 이것은 여러 분야에서 근대성을 

논의할 때마다 부단히 거론되어 왔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쓰레기가 되는 

삶들』(2008/2004)에서 이것을 글로벌 경제의 맥락에 적용하고, 폐기된 것들에 

물질과 인간을 모두 포함시켰다. 그는 물리적, 사회적으로 폐기되는 것들을 

지칭하기 위해 ‘잉여’(surplus)라는 경제적 개념을 도입한다. 이 글에서는 

쓰레기(버려진 것)를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상실하여 철거되거나 방치된 곳을 

포괄하는 공간 개념으로 확장 해석하고 이것을 ‘잉여공간’으로 부르고자 한다. 

여기에서 교환가치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역사적인 영역과도 

관련된다. 특히 전후 급속한 재건과 개발 정책이 시행되면서 아시아와 유럽에서는 

도시 경관이 급변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축과 재건축이 반복되면서, 

소위 부적합한 것으로 여겨지는 공간들이 빠르게 제거되어 왔다. 20세기의 모든 

역사적 충격을 경험한 한국의 도시들은 지금도 과거와 현재가 끊어지지 않은 

채 중첩된 역사적 시간을 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미술가들은 

현재의 문제를 고발하거나 현재의 도시적 심리에 영향을 주는 과거를 들추는 등 

다양한 목적에서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실험해 가며 뒤엉킨 도시망에 관한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사회적 공간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는 작업이 있는가 하면 

일부 미술가들은 감각적 혹은 서사적 장치로 숨겨진 도시공간의 역사를 캐나간다. 

도시공간에 대한 미술적 실천은 대체로 작가 자신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공간을 

규명하려는 데서 시작된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근대화 및 산업화와의 관계 속에서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에 위치한 ‘도시적인 것’▼1의 의미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 

된다.

진행 중인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 아카이빙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문제에 대해 미술가들은 시위 형태로 공동체에 개입하여 

보존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장소를 지켜 내기도 한다. 이때 이들은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최대한 이슈화하기 위해 책, 영상, 퍼포먼스와 같은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한다. 런던 동부 해크니 지역의 재개발과 주민 퇴거 문제를 그려낸 영화 

‘집, 몽상’(Estate, A Reverie, 2015)을 한 예로 들 수 있다.▼2 또한 대중과 공동체 

문제를 공유함으로써 실제로 개발 계획을 변경해 내는 사례도 있다, 예컨대 ‘파티 

51’(책, 필름, 2012)의 경우 인디밴드들이 531일 동안 미학적 시위를 전개한 끝에 

결국 개발 계획을 무산시켰다. 이러한 실천에서는 예술가가 논픽션 스토리텔링을 

어떠한 방식으로 미학적 전략 장치와 통합하는가가 관건이다.

사진은 공간이 어떻게 변화하고 기억되고 재현되는가를 보여주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매체로서, 미술가들 역시 ‘그곳의 현재’를 포착하는 데 주요한 

도구로 활용한다. 그리고 그 사진은 다시 도시의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는 사진과 역사에 관한 논의에서 “오리지널의 진정한 내용은 역사 

속에 남겨지고, 사진은 역사가 배출한 잔여물을 포착할 뿐”이라고 말한다.▼3 

이것은 이미지가 실제의 기원을 망각했을 때 아케(arche)▼4가 되고 아카이브가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아케: 초기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본질 또는 주요 

기본 요소). 즉 아카이브 이미지는 시대정신과 접촉하고 의미를 계속 재형성하지 

못하면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5 하지만 사진 기록물들은 의도된 대로만 

이해되게끔 하기 위해 종종 다른 해석의 문을 닫아버리곤 한다. 도시 이론가 벤 

캠킨은 아카이브 사진이 대중에게 이해되기 위해 도시 이미지를 고착화하고 

시간을 ‘멈춰버린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6 그래서 우리는 미술가들이 이미지를 

하나의 의미에 고정시키지 않고, 시공간과 접촉 지점을 만들어 내는 내러티브를 

구성하면서 ‘아케’를 창출하길 기대한다.

미술가들은 공간의 현재를 기록하고 과거를 불러내려는 열망에서 도시개발에 

관한 사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때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기억’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독일의 미학심리학자 매튜 폴그라프는 사진이 기억의 구멍이며 

망각의 지점이라고 주장하면서, 환경의 일시적인 상태는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 

낸다고 말한다.▼7 그런 이유에서 작가들은 사진이 기억-이미지에 닿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도입한다.▼8 윤길중의 사진처럼 내러티브 층을 별도로 더하지 

않은 고전적인 도시재생 장면이 보는 이들에게 비교적 쉽게 다가오는 것은 그 

사진, 즉 기억의 구멍이 도시 변화에 대한 집단기억으로 채워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사진가들은 조작을 통해 이미지와 의식을 연결시키는 

매개장치를 고안하기도 한다. 많은 경우 이미지의 왜곡이나 병치를 통해 시각적 

내러티브를 만들어 내지만 강홍구의 ‘생선이 있는 풍경 - 제임스 딘’(1999)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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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거리에 생선 이미지를 확대, 배치함으로써 후각적이고 촉각적인 자극을 

더하여 기억을 증폭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도시재생과 연관된 사진 작업은 도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미술이 

내러티브 쓰기를 통해 도시에 대한 상상적 경험을 이끌어 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작품은 공간적인 것만큼이나 시간적인 재현을 이루게 

된다(과거의 흔적을 찾고 논/픽션 내러티브를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고고학이나 범죄과학수사와 유사하다). 나아가 방치된 공간이나 의미층이 

중첩된 공간에서 작가들은 더욱 다양한 감각 매체를 동원하여 다층적 내러티브를 

구성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장소에 축적된 시간층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억압·중첩된 공간: 감각적 경험 & 내러티브 쓰기

앞서 언급한 예들이 현재 사라져가는 공간, 즉 과거-현재에 관한 것이라면, 다른 

한편에는 일제강점기, 독재체제,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이미 철거되었거나 방치된 공간들에 관한 

작업들이 존재한다. 한국의 근대화는 이러한 정치적 사건들과 맞물려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장소의 재개발은 단순히 낡은 공간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회가 현재 도시망 안에서 과거를 받아들이는 방식과 

연관된다. 이 점에서 폐기물 처리의 문제는 공간적 이슈—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장소의 제거—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의 제거 혹은 방치라는 시간 영역으로 

확장된다. 공간적인 것에서 시간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작가들은 

폐기된 시간・역사에 끼어들고 그 시간을 다시 불러내려 한다.

유사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반응은 문화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트라우마가 새겨진 장소는 적극적으로 보존하기도, 과감히 철거하기도 어려워, 

결국 역사의 모순적인 심리 사이에 끼어, 집단기억에서 잊혀진 채 방치되곤 

한다. 일본의 미술가 시타미치 모토유키의 ‘도리이’ 프로젝트(2006~2012)는 

한국이 역사적 트라우마가 밴 산물을 도시공간에서 얼마나 애써 제거하고 외면해 

왔는가를 보여준다. 타 지역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도리이(鳥居)가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었고, 특히 대만에서는 도리이를 공공 벤치로 사용하는 등 일상 환경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단 두 개의 도리이가, 

그것도 거의 방치된 상태로 발견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경향은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그리고 독재체제하에서 전개된 폭주적 산업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산업시대, 소비시대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공간 중에 하나로 매립지를 들 수 

있다. 난지도 매립지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서울시 지정 매립지로 기능했고, 

폐쇄 후에는 안정화 사업을 거쳐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공원으로 개발되어 

유지되고 있다. 공원 안에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난지미술창작 

스튜디오가 자리하고 있다. 이원호는 이곳 레지던시 프로그램 기간 동안 

공원(외부)과 매립지(하부) 사이의 충돌, 그리고 불안한 장소감의 재현을 

시도하는데, 이 다층적인 장소감을 드러내기 위해 그는 통합적인 감각적 내러티브 

쓰기를 선택한다.

항공대 학생들의 훈련용 비행기는 거의 매일 수십 번씩 난지도 위에서 굉음을 

내며 거대한 원을 그린다. 틈틈이 군용헬기도 제 역할이라는 듯 하루에 

몇 번씩 더 요란한 굉음을 내며 난지도의 하늘을 가른다. … 지금 난지도 

위에서는 모든 것을 과거뿐만 아니라 현실까지 교묘하게 은폐하며 기꺼이 

망각의 공간을 제공하려 하지만, 저 밑 어둠 속에서 풍기는 악취에 대한 낡은 

의구심 또한 지속적으로 동반한다.  

- ‘(난)지’에 관한 작업노트 중

Feature _ A
rticle

이렇게 시각적인 것(평화로운 공원 경관), 청각적인 것(공원 옆 항공기 훈련장의 

소음), 후각적인 것(지하 쓰레기에서 나오는 정체불명의 악취) 사이에서 작품의 

내러티브는 현상적 사실과 도시에 관한 상상 사이를 오간다. 

전혜주의 ‘환각지’(幻覺肢: 절단된 팔, 다리가 아직 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증상)(2004)는 베를린 시내에 위치한 건물 외벽에 남아 있는 총탄 자국을 

캐스팅한 주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전쟁으로 전국이 폐허가 되어, 전후의 

도시재건은 말 그대로 백지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전혜주는 한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전쟁의 흔적을 취하고 그것에 심리적 동화를 불러일으키면서 

자신과 한국의 집단적 기억 안에 그 자국들을 이식한다.

서도호의 ‘탁본’ 프로젝트(2012)는 5・18 광주민주화운동(1980) 기간 

동안 도시가 전면 봉쇄되고 150여 명의 일반 시민이 군부대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했던 사건에 대한 작가의 반응을 보여준다. 이 프로젝트에서 작가는 현재 광주 

시내에 방치된 건물들을 선택하고 학생들과 함께 눈을 가린 채 건물 내부의 벽면을 

탁본하는 퍼포먼스를 시행한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상태를 통해 

1980년 당시에 정치 정보가 차단되었던 상황을 행위자들이 감각적으로 체험하게 

한다고 말한다. 즉 차단되고 억압된 상황을 감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작가는 촉각적 

방식을 채택하여 민주화운동 당시 일반인이 거주했던 공간에 배어 있는 이야기를 

들춰내는 것이다.▼9 이 프로젝트는 촉각적 경험의 과정을 통해 의미를 획득한다는 

점에서, 흔적을 채집하는 행위나 그 결과물 자체보다는 고고학적 ‘경험’에 가깝다.

전혜주와 서도호의 작업에서 사용된 주물 성형과 탁본은 예술적 실천과 

고고학적 실천 사이의 친연성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또한 주목되는 점은 감각적, 

특히 촉각적인 경험이다. 감각적 경험은 장소(물질성)에 담긴 역사적 내러티브를 

들춰내고 작가 자신의 내러티브를 재기술하는 과정에서 다시 촉각적 물질성으로 

재현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그곳’에 대한 새로운 경험의 잠재성이 열린다—경험과 

내러티브 쓰기의 순환이 형성되는 지점이다.

김성환의 ‘게이조의 여름 - 1937년의 기록’은 한국 근대화의 중층적인 

면모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게이조는 경성의 일본어 표기). 이 영상은 

스웨덴의 동물학자인 스텐 베리만이 1935년부터 1937년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쓴 기행문 『한국의 자연과 마을』에 기초하여 준픽션 다큐멘터리로 재구성한 

것이다. 비디오에 등장하는 네덜란드 여배우는 베리만의 행로를 추적하면서, 주로 

1950년대 이후에 재건된 현재의 서울을 돌아다니는데, 이 장면들은 다시 베리만이 

1930년대에 근대 도시 서울을 묘사한 내레이션과 겹친다.▼10 주인공이 머무는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은 전후에 근대적 건축 양식으로 변모되었고, 경복궁 자리에 

세워졌던 조선총독부 건물은 1995년 철거되어, 책에 나오는 1930년대 서울 

풍경—일제의 전 아시아(pan-Asian) 스타일 도시기획 및 건축에 기초한—은 

영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작가는 베리만의 기록 위에 전쟁 고아의 삶과 

현재의 구축 환경을 통해 한국전쟁과 후기산업화의 이야기를 덧입히는데, 

김수근이 르 코르뷔지에의 유토피아 도시에 관한 아이디어를 따라 디자인한 

세운상가 건물 등이 근대 한국에 관해 확장된 이 내러티브의 무대가 된다.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베리만의 논픽션은 점차 작가가 어디선가 들어봤던 이야기에 기초한 

픽션으로 변화해 간다. 이렇게 작품은 공간 경험과 내러티브 쓰기를 번갈아 가며 

근대 서울의 중첩된 시공간에 관한 총체적 경험을 재현한다. 요컨대 베리만의 

공간 경험은 그의 방문기로, 영상 속 배우의 공간 경험으로, 또 다시 새로운 

준내러티브로 재창출되고, 그것은 관객이 자신들의 내러티브를 써 나갈 수 있는 

경험 공간을 열어준다. 

이렇게 도시적 환경・무대는 도시공간뿐만 아니라 공간에 축적된 시간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철거되거나 방치된 혹은 잊혀진 장소에서 미술가들은 역사적 

시간들을 파헤치고 끄집어내어 현재의 문맥으로 불러들인다. 한국전쟁은 반세기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임과 동시에 아직도 계속되는 현재적 사건이기도 하다. 

비무장지대에는 마치 계속되는 전쟁의 과거-현재성을 드러내듯, 낡은 설비와 

새로운 시설물이 공존하면서 두 개의 시간 영역 사이에 멈추어 ‘현대적 과거’의 

장면을 만들어 낸다. 한편 사진 작가 박진영은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건 이후 도시에 남겨진 잔해들을 포착해 오면서, 이 대재앙의 

장소에 관해 “부수기엔 위험하고 버리기엔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이 

같은 트라우마적인 역사적 사건에는 결정적인 종결의 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사건의 시간은 사실상 지옥의 변방 또는 연옥에 머물며 현재와 미래의 

도시공간 경험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

고도의 압축적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을 지나면서 한국의 근대 공간은 부단히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해 왔다. 그러나 잉여가치로 인해 제거되고 폐기된 공간들은 

(물리적, 정신적으로) 하부에 남아 도시적 상상에 불안한 충돌을 빚어낸다. 바로 

이 정체불명의 불안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술가들은 감각적 재현 방식을 

도입한 고고학적 퍼포먼스를 통해 시각적으로 가려진, 비가시화된 환경과 그곳의 

시간들을 소환해 낸다. 그렇게 미술적 실천은 새로운 관점으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내러티브를 제시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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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TAMICH Motoyuki, 
torii project - torii in 
Taiwan used as a public 
bench, Photograph, 
2006 – 2012 

SHITAMICH Motoyuki, 
torii project - torii in 
Russia, Photograph, 
2006 – 2012

Kang Hong Goo,  
A Landscape with  
a Fish - James Dean, 
1999,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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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ropologist Mary Douglas’s idea of ‘purity,’ explored in Purity and 

Danger (1966), describes a modern tendency to maintain an order while 

removing ‘any matter that is out of place,’ which has become a maxim 

applied to a diverse range of disciplines. Zygmunt Bauman, in his Wasted 

Lives: Modernity and Its Outcasts (2004), applied this idea to the context 

of a globalised neoliberal economy; he employed the economic concept 

of ‘surplus’ to refer to physically and socially wasted matter, including 

industrial materials and human beings. Building upon these ideas, I will 

attempt to interpret waste matter as spatial, considering demolished 

spaces or zones abandoned due to their lack of use value or exchange 

value as ‘surplus space.’ The exchange value here is concerned with 

the political, the social and the historical, as well as with economic 

viability, and ‘surplus space’ refers to an intersection between physical 

and socio-politico-historical territories.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when war-torn countries across Asia and Europe facilitated rapid 

reconstruction and governmental policies of development, the shape 

of the urban environment has changed so drastically that parts of the 

city have continued to be re/built upon each other, while hastily erasing 

those spaces considered improper within this totalizing vision. The cities 

of Korea have weathered many of the shocks of the last century and 

are still undergoing an extended period of negotiation between past 

and present histories. The artists in this liminal historical space have 

been working with the entangled fabric of the city by experimenting with 

diverse approaches and methods trained towards different purposes, 

including problematizing present situations or excavating aspects of the 

past which affect our present urban psychology. Some challenge the 

current socio-spatial inequality, others excavate the hidden histories of 

urban space by employing sensorial and/or narrative instruments. Artistic 

practices within urban space, mostly begin as an attempt to identify 

the space in which they are presently located but can also become one 

way by which one may unravel the meanings of the urban▼1 in relation to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in a given spatial-temporal context.   

 URBAN REGENERATION IN PROGRESS: 
STORYTELLING AND THE ARCHIVE

On the basis of ongoing regeneration plans, artists engage with the 

community in the form of protest, in attempts to save the place that 

they believe is worth preserving. By employing diverse methods of 

publicity, including books, films and performances, they attract wide 

public attention. A film titled Estate, A Reverie (2015) which engaged with 

the displacement of the residents of the Hackney Haggerston estate 

in London, and its subsequent corporate redevelopment, shows how 

visual artists, architectural and urban planning experts can engage with 

the community and present necessary debate.▼2 By sharing community 

issues with the wider public, some projects—even if not always the 

result—practically accomplish their goals, reorienting the development 

plans, as in the case of Party 51 (book and film, 2012) which frustrated 

development plans through a 531 day protest by a number of indie music 

bands. The key to these works is how the artist incorporates non-fiction 

storytelling with aesthetically strategic apparatus. 

As photography remains one of the most prevalent media through 

which an individual may reveal the ways in which an area has been 

transformed, remembered or represented, artists continue to use the 

camera as an instrument to grasp the present moment. The photographic 

outcome, in this way, constitute an archive of the city. Siegfried Kracauer 

argues that ‘The truth content of the original is left behind in its history, 

[and] the photograph captures only the residuum that history has 

discharged.’▼3 It is only when the image forgets its origin that it becomes 

an arché (a substance or primal element in the early Greek philosophy), 

making the archive possible.▼4 In other words, archival images have 

no autonomous existence without contact with the Zeitgeist and their 

meanings must be continually reconstituted.▼5 However, photographic 

documentation often closes the door to further interpretation. The urban 

theorist Ben Campkin reminds us that archival photographs may serve 

to fix an urban area and even ‘freeze’ time so it can be better understood 

through this composite of instants.▼6 Thus, we expect the artist to create 

arché while rendering a narrative, which will create a moment of contact 

within space-time, without anchoring the image to a fixed frame.

Artists documenting the city often conduct a photographic project 

within urban development activities, guided by the aspiration to record 

the present and evoke the past of the space. The major concern here 

is ‘memory.’ Ironically, however, an aesthetic psychologist Matthew 

Vollgraff asserts that a photograph is a memory hole, not a site of 

remembering but a site of forgetting.▼7 He suggests that it is incumbent 

on our consciousness to establish the provisional status of given 

configurations.▼8 Thus, artists employ different operative modes to make 

the photographic works reach one’s memory-image; the photographs of 

Gil Jung Yoon disclose scenes of classical urban regeneration accessing 

the wider public with relative ease, lacking in narrative layers as their 

image-holes are ready to be filled with collective memories of urban 

change. Meanwhile, some photographers manipulate their work to 

render it as a mediating instrument that will link the image to a viewer’s 

consciousness. Visual narrative-writing through distortion or juxtaposition 

of images is often used, but in some cases, such as Kang Hong Goo’s A 

Landscape with a Fish (1999) detailing an enlarged fish image set in an old 

street scene, this aspect also stimulates the olfactory and the tangible, 

amplifying the resonance of one’s memories.

Photoworks focused on the urban landscape suggest that art in 

urban space is associated with narrative writing, an art which seeks to 

elicit an imaginary experience of the city. In so doing, the works represent 

the temporal as much as the spatial. They search for traces of the past 

and reconstitute a non/fictional narrative for a contemporary past, much 

akin to archaeology or forensic studies. In the case of images featuring 

abandoned or conflated urban spaces, artists typically employ more 

various sensorial media and constitute their own narratives, which would 

ultimately dredge up remnants of past temporalities that permeate the 

sedimentary layers of the site.

 SUPPRESSED OR CONFLATED SPACES: 
SENSORIAL EXPERIENCE AND WRITING NARRATIVES

If the aforementioned cases are concerned with spaces that are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re are also works that are concerned for 

historico-political reasons with erased spaces or abandoned zones, 

particularly those which relate to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910 – 

1945), dictatorial regimes (1960s – 1980s) or to the Korean War (1950 

– 1953). As the dawning of modernization in Korea arose in parallel with 

these political incidents, urban regeneration across related sites did not 

merely replace the old derelict area with a new one, but occupied itself 

with how a society accepts the past within its present urban fabric. The 

treatment of architectural ‘waste’ is therefore no longer limited to that 

of a spatial issue i.e. the removal of supposedly improper elements from 

the urban space; but extends to temporal matters, i.e. the removal or 

abandonment of the past. The transition from the spatial to the temporal 

is the very point at which artists intervene into the dismissed histories. 

Responses to foundational periods of political and social upheaval 

vary from culture to culture, and Korean society does not seem to willingly 

preserve nor eradicate sites of historic trauma. Korea is often perceived as 

rooted between conflicting psychologies of history, periods and areas left 

neglected or forgotten in the collective mind. For example, the Japanese 

artist SHITAMICH Motoyuki’s torii project (2006 – 2012) reveals the vigour 

with which the Korean government has cleaned up its country’s traumatic 

past in urban space (torii is the traditional Japanese gate of Shinto shrine); 

whereas many countries preserve or use toriis for new purposes (e.g. as a 

public bench in Taiwan), only two toriis are left abandoned in Korea. Such 

a tendency also applies to the case of the Korean War and to the era of 

excessive industrialization under dictatorial regimes.

One of the most monumental urban spaces of the industrial/

consumerist era may be the landfill site. The Nanjido landfill, Seoul’s 

main municipal landfill from 1978 until 1993, has now been transformed 

into the World Cup Park (2002 – present) and the site for an artists’ 

residency program (run by the Seoul Museum of Art). Wonho Lee, during 

his residency program attempted to represent the conflicting nature 

of the two spaces—the present park and the past landfill now buried 

underneath—by revealing the uneasy sense of the site. His choice of 

representational instrument to illustrate the multi-layered sense of the 

space was the authorship of an integrated sensorial narrative: 

Everyday, aircrafts handled by training pilots circle above Nanjido 

dozens of times, making a thunderous noise. Occasionally, military 

helicopters fly across the sky generating even greater roaring sound 

[…] Now Nanjido provides us with an amnesic space, skilfully hiding 

not only the past but also the present. However, we cannot banish 

our perpetual doubt over the stench that emerges from the deep 

under the dark.

- from the artist’s note for (Nan) Ji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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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n the urban in comparison to the city, see Andy Merrifield, The Politics of the 
Encounter: Urban Theory and Protest under Planetary Urbanization  
(GA: University of Georgia Press, 2013).

2.  Regarding urban regeneration in London, see Urban Pamphleteer #2  
(The UCL Urban Laboratory, 2013).

3.  Siegfried Kracauer, The Mass Ornament: Weimar Essays, trans. by Thomas Y. 
Levi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p. 55.

4.  ‘arche,’ Merriam-Webster dictionary.
5.  Matthew Vollgraff, ‘The Archive and the Labyrinth: On the Contemporary 

Bilderatlas,’ October 149 (Summer 2014), p. 146. 
6.  Ben Campkin, Remaking London: Decline and Regeneration in Urban Culture 

(London: I. B. Tauris, 2013); see Timothy Wray and Andrew Higgott (eds.), 
Camera Constructs: Photography, Architecture and Modern City (London: 
Ashgate, 2012), p. 18 and Robin Wilson, ‘At the Limits of Genre: Architectural 
Photography and Utopic Criticism,’ Journal of Architecture 10, no. 3 (2005), 
pp. 265 – 273.

7. Vollgraff, p. 143.
8. Kracauer, p. 62.
9. Refer to the exhibition introduction, Lehmann Laupin, 2014.
10. Refer to the exhibition introduction, MIT List Visual Arts Center, 2009.

LAb[au], SMArt, 
Workshop view at  
ACT Studio 2 during 
25th-27th November 

LAb[au], SMArt, 
Workshop view at  
ACT Studio 2 during 
25th-27th November 

Do Ho Suh, Rubbing 
Project-II: Company 
Housing of Gwangju 
Theater, Graphite on 
paper, wooden frame, 
video monitor and  
player, speakers, 
368×273×292cm,  
2012. Photos taken at 
Company Housing of 
Gwangju Theater

The Saewoon Arcade, 
Atrium of walking-deck 
(3F), 2010

Jin-young Park, 
Fukushima Archive - 
Sanyo Fan,  
Photograp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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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visible (the peaceful landscape on the surface), the 

audible (the military training next to the park and the noise from the flying 

aircraft) and the olfactory (the unidentified stench emanating from the 

garbage underground), the narrative oscillates between factual accounts 

and imaginaries of the city.

Hyejoo Jun’s project titled Phantom Limb (2014) consists of casts 

made of gun-shot traces found in building walls in Berlin. During the 

Korean War, almost the whole country was devastated by the conflict and 

the cities have been built on what had become tabula rasa after the war. 

Jun, found barely any physical traces of war in Korea, thus collected war 

traces from a different regional context, sympathizing and replanting them 

into her individual and our collective memory.

Do Ho Suh’s Rubbing project (2012) responded to the May 18 

Gwangju Democratic Uprising of 1980, during which the city was 

completely blocked and hundreds of civilians were killed by military 

troops. For this, Suh chose buildings currently abandoned in the city and 

performed the rubbing of all the walls of the rooms in collaboration with 

blindfolded young local artists. According to Suh, ‘blindness’ conveys 

the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political conditions available during 

the incident. The tactile approach, in the state of visual blockage, brings 

forward untold stories from the space once inhabited by the people 

who had lived through the uprising.▼9 In the sense that the project gains 

its meaning through tactile experiential processes, it resembles an 

archaeological experience rather than the activity of collection per se.

Casting and rubbing in both artists’ projects hint at the kinship 

between artistic practice and archaeology. What is also notable here are 

the sensorial experiences of the tangible in particular. Such experiential 

processes are again represented in this tactile materiality, unravelling the 

historical narrative harboured in the material itself and rewriting the artist’s 

own narrative, which opens up a potential new experience of the space, 

devising a cyclical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and narrative-writing.

Sung Hwan Kim’s work Summer Days in Keijo - written in 1937 

(2009) reveals an overarching view of Korea’s modernization rather than 

focusing on a particular historical incident (Keijo was the Japanese name 

for Gyeongseong, current Seoul). This film is a reconstructed fictional 

documentary based on a non-fiction travelogue, In Korean Wilds and 

Villages written by Swedish zoologist Sten Bergman, who stayed in Korea 

from 1935 to 1937. A Dutch female protagonist traces Bergman’s path 

in current city space rebuilt from the 1950s onwards, and the scenes 

are dubbed with Bergman’s written description of the modern city of 

1937.▼10 The buildings and the downtown cityscape depicted in the book 

are rooted in Japanese Pan-Asian style urban planning, which cannot 

be found in the video. The Westin Chosun Seoul (the Chosun Hotel in 

1937) was rebuilt in a modern style of architecture after the Korean War 

and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Building of Korea, constructed 

on the palace site of the Joseon dynasty, was demolished in 1995. Kim 

also layers the stories of the Korean War and post-war industrialization 

upon Bergman’s stories, through the lives of war orphans and the present 

built environment respectively. An exemplary building, the Saewoon 

Arcade, designed by renowned modern Korean architect Swoo Geun Kim, 

followed Le Corbusier’s idea of utopian city and set the stage for these 

extended narratives of modern Korea. As the story progresses, the work 

becomes more fictional juxtaposed with the stories the artist has heard. 

The work, in this way, represents a total experience of conflated historical 

space-time in the modern city of Seoul—a shift from Bergman’s spatial 

experience to his personal narrative, to the filmic character’s spatial 

experience, to a new semi-fictional narrative that opens up the audiences’ 

experience in order to create their own urban narrative. 

Urban settings include not only the space of the city but also the 

time over which the markers of that place have accumulated within the 

space. In demolished, abandoned or forgotten sites, artists have long 

endeavoured to excavate what has been consumed by the march of the 

present and to introduce traces of history back to the present context. 

The Korean War itself is one of the ongoing historical events of the 

past-present. In the DMZ (demilitarized zone) area, as the war straddles 

the past and the present, old and new facilities co-exist, suspended in 

between the two time zones, creating a scene of the contemporary past. 

Meanwhile, Jin-young Park, in his Fukushima Archive (2014), has captured 

the remnants of the city since the nuclear accident in Fukushima on 

March 11, 2011. Of the zones struck by the disaster, he remarks that ‘[It 

is] dangerous to demolish, yet impossible to refuse.’ This demonstrates 

that there is no definite end to such traumatic incidents of the past; the 

events, in effect, stay in purgatory, forever affecting our present and future 

experiences of urban space.

Throughout the Korea’s highly contracted ventures in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urban spaces have constantly changed shape. The 

excised or wasted spaces, for their surplus value, however, still remain 

buried underneath (physically and mentally) while generating uneasy 

conflicts within our urban imaginaries. And the artists, sensitive to this 

very uneasiness, conduct archaeological performances using increasingly 

sensorial methods of representation to interrogate the visually concealed 

aspects of our built environment, thereby portraying a new narrative 

through which to experience the space, in a new way.

김정혜는 도시공간을 배경으로 한 건축디자인과 미술의 의미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연구자 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2015년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후원으로 런던 UCL 어번랩의 리서치 

펠로우로 연구를 진행했다. 현재 UCL 바틀렛 스쿨 오브 아키텍처 건축사/이론 박사과정에서 

서울의 도시 생태 안에서 난지도 매립지의 장소성과 그곳의 공원으로의 변모가 가지는 의미를 

연구하고 있다.

Jeong Hye Kim is a researcher and editor/translator in Korea with a primary focus on 

architectural design and art in urban settings. A former research fellow at the UCL 

Urban Laboratory (2015), funded by the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she is also 

a PhD candidate at The Bartlett School of Architecture researching the identity and 

meaning of the Nanjido landfill-park within the urban ecolog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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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wis Bush, Metropole, 2015 
Metropole records the effect 
of this capital influx on 
London by documenting the 
numerous new corporate 
high rises and luxury 
residential blocks as they are 
constructed and occupied.

신자유주의 도시의 공공공간

신자유주의 시대 도시공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문제는 

아마도 젠트리피케이션일 것이다. 본래 건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아직 수명이 다하지 않은 건물을 새로운 

목적을 위해 재건축하는 것을 뜻하는 반면, 우리 시대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더 나은 환경을 만든다는 정책적 목적하에 

시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을 의미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치를 높여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재산을 증식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높은 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점점 더 도시 외곽으로 밀어내는 현상을 일으킨다. 

즉 서로 다른 소득 계층 사이에 더욱 선명한 경계선을 그어 

도시공간을 계층 간 영역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즉 지역의 고급화는 주택이나 

오피스 공간 같은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공공공간도 

변화시킨다. 고급 아파트 주변에는 종종 단지 전체를 둘러싸는 

벽을 세워 말 그대로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를 

만들기도 한다. 이것은 인근의 다른 주민들에게 단지를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 먼 길을 돌아가게 하는 물리적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두 공동체 사이에 교류와 소통을 차단시킨다. 

도시 커뮤니티 전체에 유기적인 흐름을 막아 도시사회적 

생태계의 흐름을 끊어내는 것이다. 어느 시대에나 지역별로 

빈부의 차이는 존재했지만 과거에는 그 영역이 지금보다 작은 

단위로 분리되어 어느 정도 다른 계층들이 가까이 서로를 

마주하며 살아왔고(누구네가 이 동네 부잣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같은 공공공간을 오가면서 어느 정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경제 계층의 공간이 보다 큰 

영역 단위로 구분되어 서로 접근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면서 

고소득층의 지역에서는 공공 영역에까지 외부인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상황이 흔히 벌어지고 있다. 

한편 공공공간의 통제는 소위 지역의 랜드마크로 

일컬어지는 대형 건물의 확장으로 인해 강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건물은 대체로 사기업 소유이지만, 지난 십여 년 

사이에는 지자체 단위에서 기획, 건설하는 공공시설물(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 역시 유래 없이 대형화, 랜드마크화 되는 

경우가 증가해 왔다. 소유주와 관계 없이 이러한 대형 

건축물에서는 공통적으로 주요 시설물(사무실 혹은 

문화시설)과 함께 쇼핑몰이나 영화관 같은 상업시설과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이 함께 들어서는 것이 특징적이다(물론 

아직 시, 도 단위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물에서는 적극적인 

상업성을 지양하려 한다). 다시 말해 문화활동, 상업활동, 

엔터테인먼트 활동 사이에 구분이 사라지고, 공공활동이 한 

기업(또는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공공활동과 공공공간의 관계가 모호해졌으며, 공공공간의 

의미도 변화시켜 ‘사유화된 공공공간’(privatized-public 

space)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모든 

공공공간이 사유화되고 있으며 그것은 곧 나쁜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다. 시 소유의 공간이라 하여 반드시 모든 

이들에게 자유롭게 열린 공공공간이라 할 수 없고, 기업 소유의 

공간이라 하여 반드시 사적 영역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 즉 

공간의 소유 관계나 사용 목적만으로 성격을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편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유화된 

공공공간에서는 건축물의 내부뿐만 아니라 인근 

외부공간에서까지 보안・감시를 통해 (광범위한 의미의) 

청결(purity, sanitation)과 안전, 질서를 유지관리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 시대 공공공간의 통제와 관리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구체적인 통제 관리 테크닉에 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것은 본질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무언가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통제, 관리의 주체인 ‘그들’의 입장에서 차단이란, 그들 자신의 

삶의 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으로 보면, 그들의 기준에서 깨끗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것, 메리 더글러스의 표현으로 ‘제자리를 벗어난’ 

부적절한 것, 즉 더러움/오물(dirt)을 제거하는 일은 그들에게 

적절한 삶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부적절한 것을 제거해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다분히 근대적 사고에 기반한 태도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근대 

도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쓰레기 처리산업과 보안산업이 

불가피했다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주장을 다시 떠올려보자. 질서 

잡힌 근대적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규범’에 

맞지 않는 것들, 그리하여 버려져야 하는 것들(쓰레기)을 

그들의 공간에서 말끔히 폐기시켜야 하고(정해진 환경의 규모  

안에서 폐기란 곧 폐기 구역으로의 분리를 의미한다), 그들의 

영역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안・감시를 통해 관리・통제해야 

한다. 요컨대 바우만이 말하는 보안・감시는 쓰레기 처리를 

관리하는 일종의 메타 통제 시스템인 셈이다.

사유화된 공공공간과 보안·감시 테크닉

공공공간은 전통적인 의미의 공공공간이건 사유화된 공간이건 

관계 없이, 공간 계획과 구조적 디자인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에의 접근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동 방식을 규제해 왔다. 

19세기 바롱 하우스만이 주재한 파리의 도시 계획에서 

불바르로 불리는 넓은 시내 중앙 대로는 당시 권력의 모체인 

나폴레옹 3세와 부르주아 사회의 지배 이념을 반영했고, 푸코가 

파놉티콘을 통제의 건축적 구현물이라고 했듯이 건축 디자인은 

종종 공간을 코드화하고 그 구조 안에서 특정인들의 접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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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제약한다. 또한 볼라드나 팔걸이가 있는 공공 벤치 같은 

퍼블릭 퍼니처도 공공공간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분리의 

도구로 사용된다. 이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보안・감시의 

문제는 최근 들어 점점 더 사유화되는 공공공간, 그리고 

디지털화된 보안・감시 시스템 환경에서 더 중대한 사안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같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우리는 

공공공간이 왜 문제가 되는지, 보안・감시는 공공을 위한 

것인지, 공공은 누가 구성하는지와 같은 본질적인 물음들을 

재고하게 된다.

공공공간 전문가이자 법률학자인 네이선 무어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연결된’ 개인들의 무리를 생산할 뿐인 데 반해, 

실체화된 존재로서의 공공은 몸(체)을 필요로 하고 이들은 

어딘가에 실재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실체화된 공공은 

공간을 점유하기 때문에 바로 공간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무어는 법률적인 의미의 공공공간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공공공간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타의에 의해) 불려나갈 수 없는 곳이다. 즉 

공공공간에 있는 자는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그곳이 공공공간이다.”▼1 그러나 무어는 이것이 공공공간에 

대한 매우 이상화된 생각이라는 것, 그리고 실제 

공공공간에서는 언제나 논란과 배제가 일어난다는 점을 잊지 

않고 지적한다. “오늘날 그러한 공간에 있기 위해 우리는 

그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곳에 있는 것을 

정당화해야 하고, 아무 것도 감추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2 요컨대 실제로 공공공간을 점유하기 

 PUBLIC SPACE IN THE NEOLIBERAL CITY

Gentrification may be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subjects in the discussion on urban space in the 

neoliberal age. Originally in architecture, gentrification 

refers to the demolition of not decrepit existing 

architecture in order to rebuild a new one for new 

purposes. The gentrification of today, however, 

is more closely related to the urban regeneration 

implemented by municipal policies to create a better 

living environment. Consequently, it raises the real 

estate value, contributing to expanding the wealth of the 

buildings and land-owners, while further marginalizing 

the low-income tenants who cannot afford the higher 

rents. Within the urban fabric, such gentrification draws 

even thicker borderlines between territories of different 

income groups—encouraging the territorialization of the 

classes.

Gentrification brings about change not only to the 

private domain, such as in houses or offices, but also to 

public spaces. For example, high walls set around the 

luxury apartment complex contribute to the deliberate 

isolation of gated communities, blocking non-residents 

from passing through their wider residential area. It not 

only causes the neighbours physical inconvenience, 

forcing them to reroute and take a longer way, but also 

ultimately cuts off basic communications between 

different communities. That is, contributes to the 

disconnection of the socio-ecological flow in the city 

by closing off of the organic fluid within the community 

as a whole. The regional separation between different 

income classes has existed in every society; in the past, 

the region would have usually been divided into smaller 

units so that different socio-economic groups could live 

rather more closely (we used to call a certain family the 

wealthiest in the town) and had communal exchanges 

while passing and using the same public spaces. On 

the other hand, as recently as different income groups 

are divided into larger territorial units, mutual contact 

between them is reduced and the residents in higher 

income regions more actively close off an outsider’s 

access to their living zone.

Meanwhile, the increased numbers of large-scale 

landmark buildings also reinforces the control of public 

spaces. These buildings are largely owned by private 

corporations, but over the past few decades, local 

governments have built numerous public facilities (e.g. 

museums, concert halls and libraries etc.) housed 

witin these enlarged regional landmarks—spectacles 

that we have never seen before. Regardless of the 

ownership, such large-scale buildings hold commercial 

facilities such as shopping malls and entertainment 

facilities such as movie theaters as well as main cultural 

facilities (of course, governments try to avoid complete 

commercialization of these publically owned buildings). 

In other words, all under one roof, there is no division 

between cultural, commercial or leisure activities. 

As public activities occur within one architectural 

space owned by a corporate (or government) entity,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ctivities and public 

space has become ambiguous and indistinguishable. 

Moreover, it has transformed the existing concept of 

public space, creating a new notion of ‘privatized-public 

space.’ This does not mean that all public spaces are 

becoming privatized, in turn determining that it is a 

bad phenomenon. Rather, it would be more accurate 

to say that the situation surrounding the idea of public 

space is becoming so complicated that we can hardly 

determine whether it is public space or not just based 

upon its ownership and/or its use. For example, we 

cannot take all publicly owned spaces as a public space 

seemingly open to everyone, and all corporate-owned 

spaces are no longer be defined as within the private 

realm. Nevertheless, it is obvious that in privatized-public 

spaces—both inside the building and the surrounding 

outdoor spaces—they attempt to reinforce the security 

system to maintain the (broader sense of) purity/

sanitation and the safety of the area.

How do they control and maintain public space 

today? Before discussing the specific control and 

management techniques, it might be necessary to point 

out that control is facilitated by blocking something that 

is presumed to be improper by ‘their’ measure. From 

their (the controlling subject’s) point of view, blocking is 

a means to maintain their clean and safe environment. 

In other words,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m 

to remove the unclean and unsafe things, as in Mary 

Douglas’s expression, ‘any matter that is out of place,’ or 

dirt, in order to keep their living environment proper. It 

is such a modern idea and attitude to believe that they 

can maintain order by eliminating inconvenient obstacles 

or improper matter. Let us recall Zigmunt Bau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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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우리는 그들의 암묵적인 요구에 대하여 우리의 무고함을 

증명해야 하고 그들이 마련해 놓은 비가시적 필터링 시스템을 

통과해야 한다.

보안・감시 시스템은 도시적 삶의 한 장치로서, 주체의 

통제적 감시의 눈과 그 통제의 시선에 사로잡힌 대상 간의 

이분법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 여기에서 시선 주체의 역할은 

주어진 영역 안에 들어올(포함될) 자격 요건이 되는 자와 자격이 

되지 않는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감시 서비스의 

본질은 포함된 것과 배제된 것을 가르는 ‘경계’ 만들기에 토대를 

두게 된다. 결국 이것은 배제의 정치학이다. 보안・감시 

시스템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감시의 주체를 위한 

것인지는 공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공공간이 사유화될수록 특별한 법률적 정의나 규제가 없는 한 

공공을 규정하는 권한도 함께 사적 소유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고 여겨지는 

공공공간에서도 그 사회가 요구하는 행동과 태도를 가진 적합한 

시민과 부적합한 자를 구분해 내는 특정한 분리의 체계를 

만들어 낸다. 특히 이 시대의 사유화된 공공공간에서 포함과 

배제를 나누는 경계는 제한된 사회경제적 그룹(이를테면 특정 

수준의 소비가 가능한 사회경제적 계층)만을 포함하는 선으로 

축소되고, 실체화된 공공, 즉 말 그대로 모든 이들에게 자율적인 

행위가 허용된 공간은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 간다.

이 시대의 보안・감시 시스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시스템의 주체가 자신의 존재를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제는 여기에서 나아가 현재 위치한 장소(보안・감시 

영역의 내부 혹은 외부)의 경계까지 감추기 때문에 

보안・감시의 대상은 자신이 포함과 배제 중 어느 영역에 

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전자 매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장치와 그것으로 인해 생성되는 보이지 않는 

경계, 또 그것으로 작동되는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은 

다름 아닌 디지털 정보학이다. 이것은 권력의 메커니즘과 

더불어 ‘개인의 권리와 책임’까지 함께 감추어버리기 때문에, 

공공은 스스로 행동을 어디까지 규제해야 하는지를 가늠하기가 

어렵고, 명시되지 않은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묻는 책임을 져야 하는 보다 더 수동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3 보안・감시 시스템이 도처에 눈에 띄지 

않게 비가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유화된 공공공간은 이처럼 

공공이 능동적으로 공간적 자유를 행사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정치적 행위를 포함한 공공활동에 

개입할 수 있는 공공의 잠재적 힘을 무력화시킨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떠한 사회정치적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불구화한다는 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공공연히 또는 공식적으로 모두에게 열려 있는 장소로 

인식되는 공공공간. 그러나 신자유주의 도시에서 점점 더 

사유화되어 가는 공공공간에는 소유자의 공간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배제의 장치들이 곳곳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공간보다 배제의 정치학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디지털 기술로 인해 그것은 특히 은밀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 만큼 이 문제를 노출시키고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략적 접근과 기술이 요구된다. 

Rodrigo Firmino, 
Cameras on  
street sign in a 
neighbourhood of 
Araraquara, Brazil, 
2015 

Soluanny Barbosa, Security walls in Cristo Rei, Curitiba, Brasi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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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Colson,  
Figure 21- Roadside 
arrangement from  
the series,  
Hide and Seek, 2012 

argument that the waste treatment and security 

industries are the inevitable creations in the preservation 

of modern city society. In order to keep the modernized 

urban environment, we have to waste the things that do 

not fit to ‘the norm of the society’ (the act of destroying 

things within the limited scale of environment means 

moving things to a separate zone), and ban their invasion 

by way of security. In sum, security, in this context, is the 

meta control system of waste management.

 PRIVATIZED PUBLIC SPACE AND 
SECURITY TECHNIQUE

Public spaces, not only privatized ones but also those 

under government management, regulate access and 

enforce certain kinds of behaviours through diverse 

means, such as spatial planning and structural designs. 

In Baron Haussmann’s urban planning for the city of Paris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boulevard was planned to 

represent the ideology of the authority of Napoleon III 

and of the bourgeois society. Just as Foucault described 

the Panopticon as the architectural embodiment of 

control, building designs often codify the space, regulate 

the access of certain people and determine behaviour 

within the structure. Public furniture such as bollards or 

benches with armrests are also used as an instrument 

for direct control of the attitude of the public in these 

spaces. In spite of historical footage, security is a serious 

concern arguably more than ever in today’s increasingly 

privatized-public spaces and digitalized environment. 

Such environmental changes encourage us to 

reconsider questions such as why public space matters, 

if security serves for the public and who constitutes the 

public and so forth.

Nathan Moore, a nomologist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space and control, argues 

that digital technologies can only produce an aggregate 

of ‘connected’ individuals, whereas the public as an 

embodied entity requires embodiment and has to exist 

somewhere. Moore interprets the legal sense of public 

space as follows: ‘Public space is the space where those 

present cannot be called upon, legally, to justify their 

presence. In other words, nobody in a public space has 

to defend their right to be there: the fact that they are 

there is sufficient in itself.’▼1 Meanwhile, he does not 

forget to clarify that this is an idealized meaning and 

public spaces have always had their controversies and 

exclusions. ‘To be in such spaces today, we must accept 

being exposed in them: we must be prepared to justify 

our presence there, to show that we have nothing to 

hide.’▼2 In short, in order to occupy public space, we 

have to testify to our innocence and pass their invisible 

filtering systems.

The security system is inherently premised on a 

binary relation between the subject’s eye of control and 

the object seized by the subject’s gaze. Since the work 

of the subject is to distinguish the objects ineligible to 

be in a given zone, the essence of security lies in the 

making of a ‘boundary’ to divide the included from the 

excluded, creating the politics of exclusion. Whether 

or not the security systems serve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 depends on the definition of the public. However, 

unless particular legal definitions and regulations are 

applied, subject to a situation in which more public 

spaces are becoming privatized, private owners obtain 

greater rights over the definition of the public. Moreover, 

in privatized-public spaces, the border between inclusion 

and exclusion is reduced to the division between 

different socio-economic groups (e.g. inclusion of certain 

groups of people who are capable of a certain level of 

consumption and exclusion of the people who are not), 

thereby resulting in fewer spaces of free activities for all 

in an embodied public.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racteristics of 

today’s digitalized security system is that the subject of 

control rarely reveals its existence; furthermore, it makes 

the boundary of one’s location of presence invisible, too, 

frustrating one’s recognition on whether one is included 

or excluded. It is digitalized informatics that renders 

the invisible medium, such as the electron, a boundary 

made by, and a control system operated by this invisible 

medium. It conceals not only the power system but also 

the ‘individual’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nd thus the 

public can hardly measure to what degree they have 

to regulate themselves; only after they violate the rules 

and regulations should they be responsible for their 

behaviour—it is a still more passive situation than ever.▼3 

The ultimate problem with a privatized-public space 

inundated with invisible security systems is that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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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han Moore, ‘Virtual Control’ (unpublished),  
from the symposium for Max Colson’s exhibition  
(August 11, 2015 at RIBA, London), pp. 1 – 2.

2. Ibid.
3. Ibid.

potentially incapacitate the public’s engagement with 

public activities including political ones, and paralyse the 

public’s awareness of the kind of socio-political context 

in which they are positioned.

Public space is the one that is generally and/

or officially presumed to be open to all people. In 

neoliberal cities, however, the privatized-public spaces 

are almost fully equipped with security devices, allowing 

more serious exclusionary politics, and, due to digital 

technologies, the security device operates in highly 

covert way. Under these circumstances, unraveling the 

problematic aspect of security in public spaces and 

proposing alternatives require even further strategic 

approaches and smarter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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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공공공간과 공간의 통제가 왜 문제인가?

2014~2015 UCL 어번랩 아티스트-인-레지던시 작가인 맥스 

콜슨은 도시공간 도처에서 나타나는 감시와 통제의 문제를 

제기한다. 초기작 ‘숨바꼭질’ 프로젝트에서 콜슨은 흔히 

식물(일반적으로 정치적 의도가 없는 긍정적이고 이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로 덮여 감추어져 있는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는 지점을 포착하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이 연작에서 

작가는 아담 워커-스미스라는 이름으로 가장하고 연극적인 

상황을 연출하여 보안장치를 의인화된 실체로 담아냄으로써 

장치 뒤에 숨겨져 있는 감시의 시선과 그 주체의 실체를 

드러낸다. 뒤이어 ‘고도의 통제 환경을 위한 친근한 제안’ 

연작에서 콜슨은 조작되고 변형된 디지털 사진을 통해 말 

그대로 친화적인 통제 시스템이라는 역설적이고 풍자적인 

내러티브를 제시하여, 이 시선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공공간에, 또 삶의 환경에 침투해 있는가를 폭로한다.▼1  

2015년 어번랩 레지던시에서 진행한 최근 프로젝트에서 

콜슨은 점점 더 기술과 사유 자본에 잠식되어 가는 몰입형 

공간을 재현하는 시각적 기제를 고안해 냈다. 그것은 납작하게 

평면화된 2차원 공간이 아니라, 압축적으로 모든 것을 삼키는 

무차원의 공간이다. RIBA에서 열린 전시에서 그는 사진 이미지 

옆에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스펙터클한 비전을 반영하는 상투적 

문구의 배너를 결합해 선보였다. 이러한 이미지-텍스트의 

결합은 사회적 코멘트를 담은 작업에서 비교적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방식이지만 여전히 기호학적인 방식으로 강렬한 

힘을 발휘한다. 차용의 힘은 ‘그들’의 목소리를 빌려와 다시 

‘그들’에게 되돌려주는 데서 발생한다. 이것은 1980년대에 

미술비평가 크레이그 오웬스가 ‘메두사 효과: 시각적 책략’에서 

말한 시각적 주체와 대상의 이미지적 정체화, 즉각성, 사로잡힘/

사로잡음, 스테레오타입화 개념을 상기시킨다.▼2 

이미지-텍스트의 변형적 조합은 전복적인 충돌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간다. ‘즐거움과 

스펙터클의 이미지’ 시리즈에서 콜슨은 절제되면서도 풍자적인 

어조로 디지털 환경에서 일어나는 도시재생의 문제를 비판한다. 

밝은 색조의 그라데이션으로 표현된 구획 없는 공간은 텍스트가 

표명하는 희망적인 슬로건과 아무런 충돌도 빚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가 창출한 무차원의 공간에서 어디로 향해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익명의 사람들은 미묘한 불편함을 

자아낸다. 이 ‘개성 넘치는 새로운 미래 공동체’(배너 텍스트 

문구)에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 공간의 실체 자체를 확실하게 규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터뷰 김정혜 | 자료제공 작가

김정혜(김): 지그문트 바우만은 쓰레기 처리와 보안을 근대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탄생한 산업으로 보고, 사회가 그 존재를 

감추려 한다고 말한다. 이 두 산업의 목적은 ‘공공’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근대 도시 풍경을 만드는 것이다. <버추얼 

컨트롤> 전시는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것과 관련되고, 또 이것은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가에 물음을 제기한다. 

여기에서 ‘공공’ 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당신의 

작업에서 공공공간은 무엇을 지칭하고, 전반적인 논의에서 

‘공공’을 규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맥스 콜슨(콜슨): 공공은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누구나 

동등하게,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할 필요 없이(규범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공공공간에 있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공공간은 완전한 공적 소유 영역으로, 거리, 공원, 마을과 

도시의 중심 공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공간들은 지역 

당국에서 관리하지만 개인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공간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 심문당하거나 쫓겨날 염려 없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물론 그 행위는 다른 공공 

구성원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공공공간은 공공의 

행동/태도가 역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환경이다. 

행동/태도는 개인과 다른 공공 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의해, 그리고 개인이 가진 매너와 도덕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공공공간은 개인이 타인과 협의하고 

타인의 행동/태도를, 이성적 논리를 가지고, 참아내는 

공간이다. 공공공간에 있다는 것은 공간의 복합적 사용 방식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중에는 모든 사람들의 취향에 

다 맞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공간들에서는 경제적인 

요인들(특정한 그룹이나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들의 

행동/태도와 인구의 혼합을 규제하는 것)보다 ‘공공의 선’이 

우선한다. 공공공간의 핵심은 사람들의 행동/태도가 일어나는 

그대로, 하나하나의 사건에 기반하여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사건이 일어나기에 앞서 미리 관리되는 

것이 아니다.

내 작업에서 ‘공공’이란 용어는 열림, 자유로운 움직임, 포함, 

접근성 등의 개념과 연관되면서 동시에 고도로 규제된 사유화된 

환경과 관련된다. 공공공간은 대단히 낭만적인 개념이고, 

그러한 측면은 사유화된 공공공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김: 공공공간을 통제하는 데는 정부나 기업과 같은 권위적 힘이 

존재할 텐데, 현재 그러한 공간을 창출하고 통제하는 힘의 

주체가 누구이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콜슨: 사유화된 공공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권력은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쥐고 있다(영국의 경우, 랜드 시큐리티스, 해머슨 

브리티시 랜드, 브로드게이트 에스테이트 등). 이들은 보안을 

통제함으로써 사유화된 공공 영역을 손에 쥐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한다. 이들의 목적은 건물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고 사유화된 공공 환경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진정한 공공공간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보다 주주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브리티시 랜드의 CEO가 한 

인터뷰에서, 회사가 어떤 결정을 거쳐 패딩턴 인근의 대지를 

매입하고 패딩턴 센트럴 사적 공공 단지를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사고방식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개발업체들이 존재하고 토지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들을 둘러싼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이다. 법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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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 콜슨: 
비가시성의 
책략

MAX COLSON: 
THE RUSE 
OF INVISIBILITY

Max Colson, Effortlessly Cool and Always Fashionabl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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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Walker-Smith (Max Colson), Natural Surveillance from the series, Hide and Seek: The Dubious Life of Plant Life in High Security Spaces, 2012 



Max Colson, Cleaner, 
Greener and More 
Sustainable from the 
series, Images of 
Enjoyment and 
Spectacle, 2015 

Max Colson, “Smart” 
Light in Private Park 
from the series,  
Friendly Proposals for 
Highly Controlling 
Environment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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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기업들의 토지 강제 매입과 (‘공공의 선’보다) ‘경제적 선’의 

추구를 허용하는 변화가 계속 있어 왔다(애나 민턴은 『그라운드 

컨트롤』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다). 일부 지역 당국자들은, 

새로운 공공 영역을 만들어 유지관리할 여건이 안 되는 

중앙정부의 자금을 제한하고, 대신 토지 개발업체들이 

공공자산을 매입하도록 하기도 한다. 런던 시 정부와 시장은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방치해 오고 있다.

권력이란 전체가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서 

어느 한쪽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공공공간을 

공적 권한만으로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공공 영역의 일부를 타인의 자금과 서슴없이 맞바꾸려는 태도가 

존재하는데, 사유화된 공공 환경은 바로 그러한 토대 위에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 당신이 생각하는 감시와 통제 개념은 푸코가 말하는 

권력체계를 전제로 하는가?

콜슨: 사유화된 공공공간을 지배하는 통제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스스로 부과한 통제 

형태에서는 푸코의 시스템이 작동한다. CCTV 녹화,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인식과 부유한 사용자들의 움직임, 타 

기업공간의 소재를 따라 흉내내는 것 등은 (완전한) 공공공간이 

아닌, 일정한 지점에서는 선을 지켜야 하는 전문적인 공간을 

계속 상기시킨다. 

둘째,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디지털 시스템이 분명히 

작동하기도 한다. 브로드게이트 에스테이트가 판매하는 

비시니티(Vicinitee)라는 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가 있는데, 

이를 통해 건물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흐름을 향상시키고, 

누구든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 얻을 수 있다. 패스 

 WHY DO PUBLIC SPACE AND  
ITS CONTROL MATTER?

Max Colson, a Leverhulme Trust Artist-in-Residence 

of the UCL Urban Laboratory (2014 – 2015), has 

explored the issues of security and control in urban 

space. In his early project Hide and Seek, he captured 

sites of these systems in operation, often cloaked by 

greeneries that are generally conceived as being free 

from any political connotations. In this series, Colson, 

under the pseudonym of Adam Walker-Smith, set up a 

theatrical situation in which a security devise sits still as 

a personified character captivated by Walker-Smith’s 

shot. As in the Friendly Proposals for Highly Controlling 

Environments, he sometimes proposed alternative forms 

of control devices with digitally altered photographs, 

delineating a satirical narrative about control.▼1 

In the recent project at the UCL Urban Laboratory, 

Colson crafted another visual apparatus to feature 

an immersive space increasingly dominated by digital 

technology and private capital; it is not a flattened two-

dimensional space but a contracted yet inclusive one of 

no dimension. In his solo exhibition ‘Virtual Control’ at the 

RIBA (Royal Institute of British Academy, Jul. 9 – Sep. 27, 

2015), he incorporated each photographic image with 

a banner of cliche-esque text that manifested the real 

estate developers’ spectacular vision. The image-text 

combination, a relatively traditional strategy, is still one of 

the strongest defiant instruments for social commentary. 

The power of appropriation here derives from borrowing 

‘their’ voice and returning it back to ‘them.’ It reminds 

us of what Craig Owens once called the Medusa Effect: 

specular ruse, by which the author accounted for the 

imaginary identification of seer and seen, its immediate 

capture and making of stereotype.▼2 

Variations of picture-words arrangement have opened 

up a wide spectrum of subversive clashes representing 

different voices. In his Images of Enjoyment and 

Spectacle, Colson creates his own tone of modest yet 

satirical critique about urban regeneration in digitalized 

environment; his brightly gradated space with promising 

slogans does not seem to cause any conflicts, yet his 

space generates a subtle sense of discomfort as the 

anonymous people in the space are headed nowhere. In 

this ‘visionary new community with characters’ (quotes 

from a text banner), we habitually suppose that we are 

located in a space whose embodied existence, however, 

cannot be identified or confirmed.

interviewed by Jeong Hye Kim | materials provided by the Artist 

Jeong Hye Kim(Kim): Zygmunt Bauman claims that 

modernization has produced two inevitable industries: 

the waste treatment and security industries, which 

the society endeavors to hide. The purpose of these 

industries is to provide a clean and safe modern 

cityscape for the ‘public.’ I want to discuss the concept 

of the ‘public’ as your work is about the public rather 

than the private, questioning if the system works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 In your practice what does public 

space mean and who constitutes the public in this 

overall discussion? 

Max Colson(Colson): The public is everyone. It is the 

rights of anyone to be in a public space as an equal, 

without having to justify oneself (unless you have broken 

the law). Public spaces are completely publicly ow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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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스(Path Intelligence) 같은 모니터링 스마트폰 

시스템은 상업적인 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판매되지만 실제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면 레이더망 같은 형태의 모니터링이 

어김없이 이루어진다. 브로드게이트 에스테이트는 또한 거대한 

CCTV 사무실에 앉아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지켜본다. 

물론 이것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김: 논란이 되는 주제를 다루는 예술 작업이란,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사안을 드러내는 감각적 장치를 찾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디지털 

환경에서 이것은 더 중요하면서 동시에 쉽지 않은 일이다. 

‘즐거움과 스펙터클의 이미지’ 프로젝트에서 당신은 현재 

당면한 이 문제를 들춰내는 데 효과적이고, 스마트하면서도 

단순 명료한 장치—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현존에 파고드는 

거대한 통제 시스템을 시각화하는 장치—를 만들어 낸 것 같다. 

이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사진은 어떠한 매체인가? 

콜슨: 지금은 감시장치가 구축 환경의 기능적인 디자인에 

완전히 동화되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식별해 내기 어려운 이 

문제를 제기하기에 전통적인 사진 형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진은 스펙터클이나 미적으로 유쾌한 것들을 기록하는 데에 

주로 초점이 맞춰진 매체이다. 그러나 특히 사진계에 있는 

이들은 평범하고 기능적인 도시 디자인의 이미지를 단순히 

소비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권력은 특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은밀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나는 사진을 

증거로서의 결함(‘숨바꼭질’ 프로젝트), 인위적인 재현에서 

일어나는 공모 관계(‘즐거움과 스펙터클의 이미지’), 디지털 

조작을 위한 캔버스로의 활용(‘고도의 통제 환경을 위한 친근한 

제안’) 등을 인식하는 일종의 도구로 사용한다. ‘숨바꼭질’은 

도시의 녹지대에 숨겨져 있는 감시장치에 대해 편집증적인 또 

다른 자아(아담 워커-스미스)를 등장시켜, 갈수록 정의하기 

어려운, 그러나 도처에 산재하는 감시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에 관한 하나의 내러티브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김: 올리 팔머는 얼굴인식 감시장치를 설치물로 제작, 설치하여 

전시에 컬래버레이션으로 참여했다. 팔머와의 협업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콜슨: 올리 팔머와의 컬래버레이션은 모니터링 시스템이 (식물 

등으로) 가장한 것을 인식할 때 나타나는 편집증적인 

다이내믹을 통해 관람객을 능동적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우리는 기존의 감시 시스템 중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얼굴을 

트래킹 하는 테크놀로지를 택했다. 이 작업은 유쾌한 

스펙터클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보는 이들은 장치의 진정한 

의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관심이 분산된다. 조각적인 형태는 

구축 환경에 자리하는 통제 구조에 한결 더 쉽게 동화되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물음을 던지고 싶은 부분이다. 

김: 2015년 가을 PAMELA(Pedestrian, Accessibility, 

Movement, Environment and Laboratory) 전시에 

선보인 3D 애니메이션과 설치를 결합한 작업에서는 

공공공간과 자본, 점유의 문제를 공공 교통수단으로 

확대시켰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사진적 매체 그리고 

공공공간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콜슨: ‘새로운 투자 교통수단’이라는 제목의 이 3D 

애니메이션은 런던의 버스 시스템에 프리미엄석과 일반석으로 

구분된 공간 디자인을 적용하여 중국인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가상의 투자유치 제안 비디오이다. 이 작업은 구축 환경의 

재개발에 있어서 3D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도시공간 

통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관한 문제 제기의 연장선상에 

있고, 아울러 사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관한 

생각도 담고 있다. 도시개발 업체의 마케팅 도구로도 사용되고 

건축에서 실행가능성을 테스트하는 데도 사용되는 3D 

애니메이션은 계속 탐색하고 싶은 분야이다. 다음 작업에서는 

또 다른 ‘미래’ 시나리오를 가지고 혼돈을 야기하는 새로운 

내러티브를 선보일 계획이다. 도시의 물리적인 공공공간이 

계속해서 사적 공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도록, 경계선이나 장벽들이 더욱 비가시적이고 

침투적으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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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s, e.g. streets, parks, town and city centers. They 

are maintained by local authorities. They are places 

where individuals are free to roam and do anything they 

want without fear of being questioned or asked to leave 

(as long as they are not harming or harassing other 

members of the public). They are environments in which 

the behavior of the public is dynamic and spontaneous; 

behavior is governed by an individual’s interaction with 

other members of the public and individual notions of 

manners and morality. In this way, they are also spaces in 

which one must negotiate and put up with the behavior of 

others, within reason. To be in public space is to be open 

to mixed uses of space, some of which might not always 

be to the taste of everyone. Such spaces prioritize this 

‘public good’ over economic factors (such as regulating 

the behavior and demographic mix of a space for the 

benefit of certain user groups or commercial priorities). 

I think a key signal of public space is that behavior is 

generally dealt with as it happens, on a case by case 

basis (rather than being preemptively managed out 

before it even happens).

In my work, the ‘public’ is a term which is used to 

associate highly regulated private environments 

with notions of openness, free movement, inclusivity 

and accessibility. Public space is of course a highly 

romanticized area and no more so than in private public 

spaces.

Kim: There must be any kinds of authoritarian power, 

either government or corporate systems, that controls 

the space. Who/what do you think is the authoritarian 

power that creates and controls such spaces now? 

Colson: The power directly in control of private public 

environments are land development companies (e.g. 

Land Securities, Hammerson, British Land, Broadgate 

Feature _ Interview

Estates). They own and visibly control what goes on in 

privatized public areas, as they control the security. Their 

goal is the production of office buildings and private 

public environments which increase in real estate value, 

and offer profits from long-term office and retail rents. 

Their bottom line is profit for their shareholders, not the 

production and maintenance of genuine public space. 

However, these land developers are part of a much more 

complex system which has allowed such companies to 

exist and to develop their estates. There have been law 

changes which have allowed companies to complete 

compulsory purchase orders of land by making cases to 

‘economic good’ of an area (rather than ‘public good’)  

(Anna Minton talks about this in her book Ground 

Control). There are local authorities who have limited 

money from central government who cannot afford to 

build and maintain new public areas and so ask land 

developers to purchase public assets. There is the 

government or the Mayor in London who has allowed this 

process to keep on happening. 

It is difficult to suggest that the power lies with one 

single party within this system, as they are all totally 

interrelated. What can be said is that these private public 

environments have been created on the understanding 

that providing full public rights costs too much money 

and that most people are happy to trade away some of 

theirs at the expense of everyone else’s. 

Kim: Is the control that you are concerned about 

premised on the Foucauldian idea of power system?

Colson: Generally, I would say that there are two forms of 

control in privatized public spaces. 

1. There is the self imposed control, which demonstrates 

the Foucauldian system at work. The awareness of being 

recorded by CCTV, being observed by security guards, 

the to and froing of well-heeled users, the mimicking of 

materials from other corporate spaces continually remind 

one that these are professional, not public, space and 

that we should keep in line.

2. There are clearly digital systems at work too, which 

are not open to us. I refer you to Vicinitee, a property 

management platform service sold by Broadgate Estates, 

which ‘improves the flow of communication in your 

building, ensuring that everyone has the information 

they need when they need it.’ Smart-phone monitoring 

systems such as Path Intelligence are sold to provide 

commercial data, but if these exist I’m sure there are 

under the radar forms of monitoring also going on. 

Broadgate Estate also have a vast CCTV office, where 

they watch all activity on site. Also, not open to the public. 

Kim: The job of the artists seems a process of creating 

perceptional apparatuses to reveal the issues, which 

is more important yet difficult in today’s digital 

environments where things are becoming invisible.  

I guess that you have found a simple and smart method 

particularly in Images of Enjoyment and Spectacle—

the visualization of the bigger system unconsciously 

penetrating into our presence—to unravel the issues at 

hand. Please tell us about your general thoughts about 

your medium, photography, in dealing with your subject 

of concern.  

Colson: I feel that traditional forms of photography are 

deficient at interrogating the difficulty that we have with 

visually identifying security apparatus when it has been 

totally assimilated with the functional design of the built 

environment. Photography is traditionally a medium 

which is only interested in documenting spectacles and 

the aesthetically pleasing. People, particularly people in 

photography, don’t want to consume images of banal and 

functional urban design. 

Power works in many covert ways, precisely because 

it does not want to be seen. Therefore, my use of 

photography has always been to acknowledge its 

deficiency as evidence (as with Hide and Seek), its 

complicity in artificial representation (Images of 

Enjoyment and Spectacle), or its use as a canvas for 

digital manipulation (Friendly Proposals for Highly 

Controlling Environments). With Hide and Seek, the use 

of an alter ego, who was paranoid about the security 

apparatus hiding in urban planting, was important as 

it is a narrative that speaks to people’s fears about an 

increasingly undefined but ubiquitous surveillance 

culture.

Kim: How was the collaboration with Ollie Palmer, who 

featured a specially commissioned new installation, a 

face-recognition security device, at your show?

Colson: The collaboration with Ollie was a way to actively 

engage people in the dynamics of paranoia which comes 

from being made aware of such systems of monitoring 

and their use of camouflage. We took a system of 

surveillance which is already being used (the face 

tracking technology in the camera is used in churches 

from the USA). The playful, spectacle of the piece was 

a way of distracting viewers from its true purpose. 

Using sculptural form to explore these interests further, 

particularly the role of artifice (particularly the aesthetics 

of landscape design) in assimilating control within the 

fabric of the built environment, is something I really want 

to explore. 

Kim: In the PAMELA (Pedestrian, Accessibility, 

Movement, Environment and Laboratory) exhibition held 

in fall 2015, you attempted to expand the issue of public 

space to the realm of transportation. Please tell us 

about this new project in terms of photographic medium 

and public space.

Colson: I’ve recently finished a 3D animated video 

entitled A New Investment Vehicle. It presents a proposed 

segregation of the London bus service—for premium and 

budget customers to potential Chinese investors. This 

carries on my exploration of the role 3D space has in the 

redevelopment of the built environment, how the control 

of urban space occurs, but also where photography 

is going next. The role of the 3D rendered animation, 

Max Colson, stills from 
3D animation, A New 
Investment Vehicle, 
Presented at  
PAMELA 2015

3D animation: https://
vimeo.com/144571800

both a marketing tool in urban redevelopment and a 

tool in which to test out the feasibility of architectural 

arrangements before they appear in reality, is an area 

that I want to keep on exploring. My next project will be 

a new narrative animation which explores the confusion 

created by another ‘future’ scenario, in which the physical 

manifestation of boundary lines and barriers in the city 

have moved to more invisible and permeable versions, 

inducing the unsettling sense that the transition from 

public to private space is always in process for the user. 

1.  For the Adam Walker-Smith project on high-security public 
spaces, see Max Colson, ‘Dubious Nature’ (Urban Pamphleteer 
#3, The UCL Urban Laboratory, 2014), pp. 13 – 14.

2.  Instead of the psychoanalytic concept of the term suture 
(derived from surgical terminology, to join the two lips of a 
wound), Craig Owens proposed to rename it the Medusa 
Effect. Of course, we cannot make sure if this strategic devise 
would be as effective in this socio-economic spatial issue—
class—as in the case of gender stereotypes (Craig Owens, ‘The 
Medusa Effect,’ Beyond Recognition: Representation, Power, 
and Culture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and LA, 1992] p. 198).

This research at the UCL Urban Laboratory was supported by 
the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Korea.

맥스 콜슨은 사진, 애니메이션, 인스톨레이션을 활용하여 도시공간에서 눈에 

띄지 않게 또 낯선 구축물을 통해 감시와 통제가 일어나는 문제를 탐구한다. 

런던 컬리지 오브 커뮤니케이션에서 다큐멘터리 사진과 사진저널리즘을 

전공한 콜슨은 2014~2015년 레버흄 트러스트에서 후원하는 UCL 어번랩 

레지던시 아티스트에 선정되었다. 2015년 런던 RIBA에서 열린 <버추얼 

컨트롤> 전시를 계기로 그의 작품은 건축, 사진, 미술 등 각 분야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런던, 베를린, 네덜란드에서 열린 그룹전에 참여하였고, 현재 

센트럴 세인트 마틴의 어소시에이트 강사이다. 

http://www.maxcolson.com/

Max Colson is an artist using photography, animation and installation 

to explore hidden and unfamiliar architectures of control in urban 

space. A graduate of London College of Communication, he was artist-

in-residence at the UCL Urban Laboratory between (2014 – 2015), a 

position funded by the Leverhulme Trust.  With ‘Virtual Control: 

Security and the Urban Imagination,’ his solo exhibition hosted at the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2015), his work has been featured 

in a broad range of publications across architecture, photography and 

fine art. He has exhibited in group shows in London, Berlin and 

Holland. He is an associate lecturer at Central Saint Martins. 

http://www.maxcolson.com/

Ollie Palmer and Max Colson, CRM v1.14, 2015, Shown at Max Colson’s exhibition ‘Virtual Control’ at the RIB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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