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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맥락에서의 대지예술에 대한 비판적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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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late 1960s, Land art brought it with abstract and conceptual aspects including picturesque (anti-picturesque 
in some cases), sublime, beauty, minimalism etc, delivering them to the scope of landscape architecture. However this 
is not always the case. Therefore this study analysed land art in the context of landscape architecture, employing critical 
perspectives. Resulting remarks are that first, land art as coined by sculpture art (originated from Krauss’s ‘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 pursued expanded interpretation combining architecture and landscape, but where the 
interpretation was centered in sculpture conceptualisation with not-landscape and not-architecture: second, minimalism 
and maximalism excluded the key ‘spatiality’ as the location was far away from the public access physically and 
homogeneity abstractly: third, there is a big approaching gap to have an opportunity for understanding land art works 
between the artists and the public: forth, publicness was marginalised, resulting that the lifespan of land art was not 
prolonged. Concluding remarks that according to critical reviews on land art, the scope of landscape architecture does 
take account of firming the identity up and accompanying with contemporary paradigm including publicness.

Key Words: 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 Minimalism, Publicness, Identity

국문초록

1960년대 후반, 대지예술은 픽쳐레스크(동시에 반픽쳐레스크), 숭고미, 아름다움, 미니멀니즘 등 추상적 그리고 개념

적 의미는 조경, 건축을 포함하는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대지예술을 조경 맥락에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결과로서, 크라우스의 확장된 장에서

의 조각 개념 범주안에서 조각 예술 기반으로 출발한 대지예술은 건축 및 조경에 개념적 의미를 상호연관성 바탕으로

부여하였다. 그러나, 실제 탈 조경 및 탈 건축 영역의 포용을 전제로 조각을 중심에 두고 해석하였다. 비판적으로 반모더니

즘의 선구자로서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을 출현시켰으나, 장소성 측면에서 인간과 동질성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대지예술을 감상함에 있어서 대지 예술가와 일반 대중과의 이해를 위한 기회 불균형 속에서 그들의 표현을 지속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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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세기 중반 산업화, 모더니즘, 자본주의 시대의 지배는 환

경의 중요성에 관한 생각을 잠시 망각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에 맞추어 조경에서는 맥하그를 중심으로 생태적 계획으로

대지예술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대지예술은 환경예술의 한

영역으로 지구예술(Earth Art)로 불리기도 하며(Wines, 1971),

조각을 통해 공간을 구성한다(Beardsley, 1989). 주로 흙, 돌과

같은 자연적 재료를 주로 사용하며, 때로는 통합된 환경미학

개념으로 콘크리트, 금속 등과 같은 조형적 요소를 사용하기도

한다(Clay, 1971). 미국에서 현대 대지예술이 1960년대 출현하

였으며, 문화적, 사회적 혼란과 불안으로 인한 예술환경 속에서

물질문명에 의한 환경파괴가 고찰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를 야

기한 모더니즘에 반하는 선구자적 역할로 탄생하였다. 대지예

술은 추상적, 개념적 경향을 보이며, 주로 회화적 자연관의 대

표적인 대지예술 이론가인 Carlson은 아름다움, 숭고함, 픽쳐레

스크를 대표적인 대지예술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대지예술을

해석하는 다양한 연구에서 대지예술은 메모리얼을 중심으로

환경성, 장소성, 숭고미(임현진 등, 2011), 문화탈피, 환경복원,

공공장소의 구성을 위한 기능적(김신원, 1997), 미니멀리즘, 탈

픽쳐레스크, 선사 예술의 재현(최경원과 조정송, 1998), 회화적

자연관과 이미지로의 환원 속에서의 비판적(이명준과 배정한,

2010) 특징 등 다양하게접근하였다. 조경과의밀접한연관성에

관한 연구도 자주 발견된다. Peter Walker, Martha Schwartz,

Michael Van Valkenburgh, Lawrence Halprin, Isamu Noguchi,

George Hargreaves 등의 조경가 분석을 통해 대지예술과 조경

의 밀접함을 설명하기도 하였다(임현진 등, 2011). 특히, 대표

적인 대지 예술가인 로버트 스미스슨은 뉴욕 센트럴 공원을 언

급하며, 조경과의 밀접함을 자주 언급하기도 하였다. 반대로 조

지 하그리브스는 빅스비 공원을 선보이며, 대지예술로부터의

공원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공통적인것은 조경과 일부교집합

을 바탕으로 대지예술이 모더니즘 시대의 환경파괴에 대한 경

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대지예술의 주요 특징임을 주장

한다. 대지예술은 주요 추상적 개념을 등에 업고 1960년 후반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며,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

지 대지예술이 대지예술의황금기 ‘Golden Age’로 불리기도 하

였다(Malpas, 2004).

그러나, 대표적 대지 예술가 Richard Long은 대지예술과 타

영역과의 선을긋기도 하였다: ‘대지예술은 예술이지 경관이나

풍경이 아니다.’(Long, 1991). 또한, 영국의 버크는 예술의 목적

인교육적, 윤리적유용성과는무관한순수한쾌락으로규정하였

다(류주희와 김영석, 2007). 국내에서도 이명준과 배정한(2010)

의 연구에서도 대지예술은 그들만이 작품으로, 확대해석을 제

한하였다. 대지예술의 미니멀리즘을 반영한 조경에서의 대표작

조지 하그리브스의 빅스비 공원(Byxbee Park)이 생태공원으

로 탄생하며 회복의 의미를 전달하였다. 하지만, 공원으로서의

기능적 측면에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각 예술에서 출발한 대지예술이 추상적인 개념을 탑재하

여 조경과 일부 교집합을 추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각 예술

에서 대지예술로 그리고 조경을 포함한 복합예술로써 과연 조

각 예술에서 사고하는 대지예술은 그 연장선에서 조경의 영역

은무엇인지에 대한 선행연구가없다. 또한, 대지예술에서 나타

난 대표적 추상적 개념인 미니멀리즘이 무엇을 의미하였는지,

반대 개념인 맥시멀리즘은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자세히 들여

다볼필요가 있다. 이것은 조각 예술에서 대지예술이 추구하는

시각화하는 관점과 조경에서 또는 대중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다름을 이해할필요가 있다. 동시대 대중성과 지속가능성을항

시 품고 있는 사회, 자연과학 영역에서 대지예술은 타 영역의

포용 관점에서 어떠한 자세를 보였는지에 대한 분석은 대지예

술의 다른면모를 찾아볼수 있다. 이러한 대지예술이 남긴 추

상적인 개념이 조경과 일부 교집합이라 한다면, 교집합 외의

영역에 속하는 조경에서의 공공서비스로서 공원을 다루는 영

역으로 그교집합으로 확대되지 못하였다. 이는 동시대 대지예

술의 추상적 발자취를 찾기 힘들게 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

는 분명 동시대 조경에 시사점을 전달할 것이다. 반면, 조경에

서 대지예술과의 교집합을 무리하게 짜맞추려는 경향도 내비

치고 있는바, 공공서비스로서의 조경, 공원녹지를 제공하는 주

체로 그리고 주요한 기능으로서 대지예술이 내포하는 의미가

과연 같은 성질로서 정돈되어 섞여 있을 수 있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예술 세계에서작가의 시선이 아닌일반 대

중의 시선에서 대지예술은 다른 해석이 가능하게끔 하는 오해

의 소지가 있다. 이는 크라우스(Krauss)의 확장된 장에서의 조

각(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의 이해로부터시작될수

있다.

다. 대중성은 소외되었으며, 그 결과 대지예술의 생명력은 지속하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조경 영역에서는 조경 중심의

정체성을 확대 지속하며, 공공성이라는 동시대 패러다임과 동행하는 자세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확장된 장에서의 조각, 미니멀리즘, 공공성,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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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가진다.

첫째, 대지예술의 근원으로서 조각 예술이 추구했던 개념

‘크라우스(Krauss)의 확장된 장에서의 조각(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의 이해를 바탕으로 대지예술과 조경과의 교

집합과 조경 그리고 기타영역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둘째, 대지예술 작가들이 내포하는 추상적 의미로서 미니멀

리즘과 맥시멀리즘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셋째, 대지예술작품을 이해함에 있어작가와 일반인이 이해

하기 위한 기회의 균등 관점에서 바라보기로 한다.

넷째, 공공서비스로서의 조경과 대지예술과의 한계성을 분

석하기로 한다.

다섯째,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대지예술을 재해석함으로써

동시대 조경이 갖추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Ⅱ.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먼저 1960년대활발한활동을 보여준 대지예

술을 바탕으로 조경과 연관된 문헌과 연구를 고찰하였다. 대지

예술이조각 예술과환경미학으로서조경과 상호작용함을 전제

로 대지예술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내용적 범위로 대지예

술과 조경의 연관성에 대한 배경, 대지예술이 조경에 전달하는

비판적분석, 이를통한조경의눈에서의다른해석을그범위로

한다. 끝으로 동시대 대지예술의활발한활동이 정체또는정지

됨에따라, 조경맥락에서 대지예술에 대한 비판적분석을통해

동시대 조경의 나아갈 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Ⅲ. 대지예술과 조경의 비 교집합

대지예술과 조경의 상호관련성 또는 대지예술의 조경에의

영향 등 대지예술과 조경과의 연결성에 관한 연구가 상당하다.

그러나, 대지예술과 조경의 교집합 또는 배합됨에 있어서 그

배경에 대해 이해할필요가 있다. 이것은뒷부분에서의 1960년

대 대지예술의황금시대 ‘Golden Age’가 지속하지 못한 대지예

술의 다른시각과 조경과의거리에따른희귀성작품이라는 해

석과도 연결된다(Ⅶ장에 자세히 설명).

국내에서 2015년 ‘SeMA Collection: 확장된 조각_Expanded

Sculpture’이라는 전시가 개최되었다. 대지예술을 논술하기에

조각 확장의 시초라 불리우는 크라우스(Krauss)의 ‘확장된 장

으로서의 조각(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에 대한 이해

가 선행되어야 한다(Fig. 1).

확장된 장으로서의 조각은 1979년 크라우스에 의해 조각 영

역의 확장을 위해 건축과 풍경의 요소를 도입하여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풍경과 건축에서의 복잡성을 풍경도 아닌 것(not-

landscape)도 건축도 아닌 것(not-architecture)에서 도출된 중

성화를 시도하여 조각의존재감을독립하려 하였다. 기존의 모

더니즘과 미니멀리즘에서 조각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복잡

성을 포용하며, 풍경도 아닌 것(not-landscape)도 건축도 아닌

것(not-architecture)의 모호한 경계 속에 조각의 영역을 확대

하려 하였다. 풍경과풍경도 아닌것의 조합, 이를 우리는 표시

된 장소들(marked sites)이라 부를수있다. 즉, 조각에 장소를

개입시켜 영역을 확장하고자 함을 볼 수 있다. 대지예술과의

밀접한 연결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로버트 스미스슨의 작품

을 여기에 소개하며, 대지예술을 조각의 확장된 영역으로 분류

하기도 한다(조강제, 2007). 그의 설명에서 건축과 건축이 아닌

것의 공리적 구조들(axiomatic structure)에 대한 해석으로 예

로 에셔의 ‘포모나프로젝트’를 연류시키기도 한다. 크라우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역을 확장 및 특성화시키기 위해 개인적

인 조각 예술가들의 실천을 불러왔다(이현진, 2018).

대지예술에서 추구하는 풍경과 풍경이 아닌 것에서의 장소

성을 부여하여 추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픽쳐레스크와 미

니멀리즘의 대표 개념을 대지에 표현하고자 하였음은 조각 영

역 확장에 대지예술을품고자 함을 보여준다. 또한, 대지예술을

통해 실내에서 실외로의 영역 확장성도 동시에 보여준다. 그러

나, 다수의 대지 예술가들이 이와 같은 움직임을 유도하며, 조

각가로서 동행하고자 하는 또는 지속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개

념의 근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1960년대 대지예술의 황금기

와 연관하여 동시대 대지예술의 쇠퇴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

대지예술에 대한 해석이 조각과풍경과풍경이 아닌것의 상

호관련성에깊은유동체측면에서 전개되고 있으나, 실제 조각

가로서 대지 예술가는 건축과 풍경에 대한 복잡성을 포용하지

는않아 보인다. Fig. 1에서 나타내는 추상적 의미는, 조각이 대

Fig. 1. 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
자료:� Krauss(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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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예술을 개입시켜조경과 건축의 복잡성을 중성화시켜, 비 조

경화, 비 건축화를 포용하는 조각 예술의 주체성 확대를 보여

주고자 하였으나, 복잡함에 대한 현대화 탈피의 개념을 자주

표현하였기에 건축이 가지는 복잡성에 대한 동의는 이루어지

지않은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각의 영역 확장에서 연류된 대

지예술과 조경과의 교집합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에 대한 현상에 대한응답으로 Elizabeth Meyer가 조경의 확장

된 장(The Expanded Field of Landscape Architecture)에서

보여준다(Fig. 2).

Meyer는조경이다른영역의주변적인역할(marginal role)에

서 탈피하여 정체성을 찾고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였다(Meyer,

1997). 또한, 조경영역만의 설계와 이론에 대한 필수적인 특징

을 추구하는 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조각에서 대지예술

로 전개되는 과정에서의 확장된 조경은 대상지(site), 경관, 조

각, 건축의 상호연관성에 대한새로운해석을 추구한다. 고정관

념 속에서의 조경과 건축의 복잡함 속에서 탈피하고자 탈 인간

의 대지(no-man’s-land)를 중심으로 not-landsscape와 not-

architecture를 추구하였다.

Meyer는 조경이 과도하게 건축에 기대는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조경에 대한 역사와 배경에 대한 광활한 해석과 근본이

되는 개념의 재소환을 통한 조경의 확장성을 주장한다. 최경원

과 조정송(1998)의 연구에서도 대지예술의 개념적 검토와 예

술성을 기반으로 하는 조경 영역의 확장성을 주문하였다. 마이

클 하이져는 대지예술과 경관을 다루는 조경과의 선을 긋기도

하였다. ‘대지예술은 예술이지 경관이 아니다.’(류주희와 김영

석, 2007. 재인용). 즉, 조경과 건축의 요소는 조각 예술의 중심

에서 새로운 해석과 영감을 위한 소재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

은 근본개념을 내포하는 대지예술은 기존의 조경과 건축의 복

잡한 표현에 동의하지않았기에, 대부분의 대지예술의작품장

소는 인간, 인공건물과의 장소성 탈피한 곳에 둥지를 두었다.

이러한 장소에서 조각 예술의 근간을 둔 대지예술의 픽쳐레스

크와 미니멀리즘을 겸비한 숭고함(sublime)을 나타내려 하였

다. 그러므로, 조경은 조경 그 자체로서의 깊은 의미와 개념을

부과한 자체개념에 대한 확장성 측면에서 다른 분야와의 교집

합 또는 또 다른 확장성, 그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그

러기에, 조각 영역의 확장에서 보여준 대지예술의 소속감은 조

경과 대지예술과의 교집합을 무리하게 찾을 필요가 없음을 보

여준다.

Ⅳ. 패러다임과의 역행: 대지예술의 미니멀

리즘과 맥시멀리즘

대지 예술가들이 추구하는 대지예술에서 나타나는 추상적

개념화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아름다움, 숭고미 그리고 픽쳐레

스크라는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는않을것이다. 대표적인

대지예술 학자 겸 철학자인 Carlson도 18세기 유럽 정원에서

개념화한 아름다움, 자연 표명에서의 숭고미, 자연을 감상함에

있어서 픽쳐레스크를 대지예술에서의 독특한 개념화로 정의하

였다(Carlson, 2009). 아름다움과 숭고미는 이미 대지예술을 포

함하는 여러 예술에서의 기본적인 추상적인 개념화로 자리 잡

았다. 대지예술에서의 픽쳐레스크는 아름다움과 숭고미와의깊

은 상호관계성을 가진다. 그러나, 대지예술에서의 모더니즘으

로부터 파생하는 두 상대적 개념 미니멀리즘 ‘minimalism’과

맥시멀리즘 ‘maximalism’은 내포하는 바가 크다. 기존 연구에

서 미니멀리즘에 대한 대지예술의 특징은 모더니즘의 특징에

반하여 복잡성을 탈피한 단순성을 상당히 내포하기 위함이었

다. 그러나, 대지예술에서 미니멀리즘의 상대적 개념인 맥시멀

리즘을 불러와 미니멀리즘과 반미니멀리즘이라는 중립적이며,

상대적 개념이 대지예술에서 소개된다. 반미니멀리즘은작품에

있어서의 오브제를 가능한 만들려 하지 않으려 노력한다(김광

우, 2010). 그러나, 다양한 미술과 조각 예술의 특징을 나타내

기 위해 맥시멀리즘이란 용어를 창안해 사용하였다. 미니멀리

즘에서 다른 패러다임을 추구함에 있어서, 패러다임 정립 및

정착 과정에서 반미니멀리즘, 맥시멀리즘, 포스트미니멀리즘이

라는 다양한 개념이 생산된 듯하다. 즉, 미니멀리즘이 가지는

집중된 예술성에서 벗어나 대중의 이해와의 타협을 진행하기

위해 중화된 맥시멀리즘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대지예술에서의 미니멀리즘은 모더니즘에서 나타나는 복잡

성을 탈피한 재료의 단순성이다. 그들만의 작품세계로 모더니

즘에서 영속적으로 나타나는 복잡성이라는 패러다임을 포용하

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확장된 장에서의 조각에서도
Fig. 2. The expanded field of landscape architecture
자료:�Meyer(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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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잘나타나 있다. 여기서, 모더니즘 그리고 대중적 포용

에 반하는 대지예술은 스스로 모더니즘과의 동행의 기회를 놓

쳐버리고 스스로 격리, 도태되는 길을 선택하였다. Tiberghien

(1993)도 조경은 대지예술이 펼쳐놓은 반모더니즘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과 거대한 추상적, 예술적 디자인을 추구하다 피할

수 없는 패러다임과의 동행을 놓쳐버릴 수 있다고 호소하였다.

Tiberghien은 대지예술의 미니멀리즘이 야기한 문제의 초월성

에 대해 고민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대지예술의 미니멀리즘과

광대한오브제 사용으로 맥시멀리즘을 반영한 모더니즘의폐해

를 표현한 조경에서의 대표작 조지 하그리브스의 빅스비공원

(Byxbee Park, Fig. 3)이 쓰레기 매립장을 생태공원으로 변모

시킨개념적작품이라는점에서 높게평가될수있으나, 대중적

포용을 간과한 격리된 장소로서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지예술에서의 맥시멀리즘은 동시대 해석 ‘화려하고 장식

적이며 과장된 형태의 문화 예술적 경향’이 아닌 대중의 포용

을거부하고, 스스로격리되어거대함을 표현하는 장소성을 표

현한다. 즉, 대지예술에서의 맥시멀리즘 역시 1960년대 모더니

즘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니멀리즘에

대한집중이며, 대중의 이해에 대한타협과거리가 멀다. 즉, 개

념적 측면에서의 대지예술이 나타나는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

즘은 추상적 의미를 전달할수있겠으나, ‘반’이라는단어를 서

두에 두어 동시대 포용 사회에 반하는 포용하기 힘든초월성에

대해 고민할필요가 있다. 현대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니

는 복잡성과 다시 동행하나, 공공서비스로서의 조경, 포용 사회

를 추구하는 조경의패러다임의색채를 진하게띠어야 할것이

다. 대지예술과 공공서비스로서의 대표적인 조경요소인 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담론은 제Ⅵ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Ⅴ. 대지예술과 이해의 기회와 소멸성

대표적인 대지 예술가인 Robert Smithson의 주요 작품에서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힘든불편함이 보여진다. 그의작

품에서 나타내는 개념에 대한 해석의 기회차별과 소멸성이 그

이유이다.

1. 이해를 위한 기회의 차별

그의 대표작 Spiral Jetty의작품을 바라보는 다른시각은 개

념 해석을 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Fig. 4에서 나타나는

두 개의 같은 작품은 작품을 바라보는 구도에 따라 이해를 위

Fig. 3. Byxbee park
자료:�Weilacher(1996).

a.� Spiral� jetty-ground� view

b.� Spiral� jetty-sky� view

Fig. 4. Spiral Jetty
자료:� Holt-Smithso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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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상이 달라진다. 대지예술에서 나타나는 미니멀리즘과 맥

시멀리즘을 동시에 구현하여 재료의 최소화와 동시에 규모의

거대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작가 본인도 결국헬리콥터라는 도구를 이용하여작

품을 감상하고 해석을 시도하였으며(Fig. 4b), 이는 일반인은

체험이 아닌 헬리콥터에서의 사진을 통한 간접 체험으로 작품

이해를 시도해야만 한다. 실제 일반인의 시각에서(Fig. 4a) 본

작품을 이해한다면 이해의 강요조차 시도하기 힘들 정도로 형

상을 해석하기 힘들다. 미니멀리즘 조각가 Serra의 언급을 인

용하자면, ‘사람들이 스미스슨의 Spiral Jetty에 대하여 이해한

다고 할 때, 그것은헬리콥터의 시각에서 찍은단일의 사진 이

미지에 의한것이다. 만약우리가 그작품을 실제로 본다면, 그

것의 순수한 그래픽적 특성은 찾을 수 없다.’(이명준과 배정한,

2010. 재인용). 즉, 대지예술이 추구하는 반 모더니즘의 개척자

정신에서의 자연의 경험은 비현실적 주장이 된다.

2. 소멸성 작품에 대한 이해의 강요

소멸성 또는 이벤트성 작품으로서의 대지예술은 기존의 스

튜디오 또는 실내 전시장에서의 조각작품을 탈피하여, 선구자

적 측면에서의 추상적 개념을 형상화하기 위한 실외 작품으로

발전하였다. Robert Smithson의다른대표작인Asphalt Rundown

(Fig. 5)은 뜨거운 아스팔트를 붕괴한 토지에 부어 반 모더니

즘에 대한 반증을 보여주는 선구적인 작품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위 작품은 이벤트성 그리고 소멸성 작품으로, 작품

행위 당시(Fig. 5a)와 행위 이후(Fig. 5b)를 보여준다. 공통적

인것은 우리는 위의작품을 대지에서가 아닌사진과 미디어를

통해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로버트 스미스슨이 추구하

는 추상적인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경의 공공성 또는 지

속가능성의 잣대에서 해석을 강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반 모더니즘에 대한작품성은 의미가

크다. 이에, 로버트 스미스슨이 행한 작품성에 대해 비판의 시

선으로 접근하는 것은 과도하게 바라보는 시선에 의한 해석이

다. 즉, 대지예술이 추구하고자 하는 추상적 개념 그리고 반 모

더니즘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의미 표명을 조경의 시선

을 통한 이해의 강요는 우리 스스로 지향되어야 한다.

Ⅵ. 공공성으로서의 대지예술

전적으로 동의하긴 힘드나, 이명준과 배정한(2010)의 연구

에서는 대지예술이 대지의 체험과 자연과의 교감에는 긍정적

이었다고평가한다. 그러나, 대중성 또는 공공성의잣대로평가

하였을 때의 주장은 크게 동의되는지 의문이다. 대지예술가의

작품은 유명작가의 작품이었지, 대중의 것은 아니었다(이명준

과 배정한, 2010). 조경이 예술인가 공공서비스인가에 대한 논

제는 자주 등장하나(최경원과 조정송, 1998), 장소성과 대중성

은 동시대 조경이품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주요 개념에는 이의

를 제기하기 힘들다. 대지예술작품이 인간, 체험, 그리고 자연

과의 교감을 나타내기 위함인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

한다. 대지예술을 포함하는 환경미학은 단순히 장소, 대지, 건

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인간이 참여자로서 통합된 상황에 참

여하는 조건들을 다루어야 한다(Berleant and Carlson, 2007).

1960년대 이후, 대지예술의 작품에 대한 장소에 대해 깊게 살

펴보지 않아도 답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Michael Heizer

의 ‘Double Negative, 1969’(Fig. 6b), Richrd Long의 ‘A Line

Made by Walking, 1970’(Fig. 6a), Robert Smithson의 ‘Spiral

Jetty, 1970’(Fig. 6d), Walter De Maria의 ‘Desert Cross, 1970’

(Fig. 6c), Nancy Holt의 ‘Sun Tunnels, 1976’(Fig. 6e), 최근의

Gianfranco Gorgoni/Christo & Jeanne-Claude의 ‘Surrounded

Island, 1983’(Fig. 6f)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작품은 자연과의

교감에는 충실했으나, 인간 그리고 대중과의 교감을 시도했다

고 보기 어렵다(Fig. 6).

대지예술의 작품이 추구하는 바는 환경미학에서의 특징, 동

시대 공공미술에서의 특징, 조경이 추구하는 개념과거리가 있

는 대지예술 그 자체의작품이다. 대지예술에서 대중성, 공공성

을 기대하지 않은 것은 그것의 태생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이다. 확장된 장에서의 조각은 공공성은 개념에서의 요구조건

이 아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로서의 조경, 대중성을 중요시하

는 조경의 영역에서는 중요한필수조건이다. 그러기에 공공 공

원의 조성 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접근성이겠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이 사진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한계는 대지예술 작가가 추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현실

�

a.� Asphalt� Rundown� in�

process� �

b.� Asphalt� Rundown�

afterward

Fig. 5. Asphalt Rundown (1969)
자료:� Holt-Smithso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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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크라우스 또한 이러한 비판에 대한 고려를 매체영역

의 확장으로 암시하고 있다. 비디오: 나르시즘의 미학(Video:

The Aesthetics of Narcissism)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전개

되는필연적 구조에서새로운미디엄의 속성을 포괄하여, 또 다

른 영역의 확장을 이야기 하였다. 이현진(2018)은 크라우스의

구조주의적 시각을 포스트모더니즘적 분석을 가미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자연지역에 설치

되고, 사진매체의 활용으로 대중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성을찾아볼수있다. 이는디지털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관점에서 사이버공간에 대한 주목, 에어랜드스케이프, 원본없

는 사본의랜드스케이프등 공공성에 대한 추가적인논의가필

요해 보인다.

그럼에도 일부 대지예술 작품의 미디어 매체의 활용으로 공

공성을 고민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높지않다. 시기적인 측면

에도 1960년대, 70년대는 이러한 미디어매체의 대중적 접근은

극히 제한되었음은 예상할수있다. 대지예술의격리된독립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조경과의 상호연관성을 보여주었

던 이론은 환경파괴에 대한 경각심에서 의미에서의 제한적 해

석이 가능하다. 즉, 대지예술의 대중성, 인간과의 교감의 배제

는 소멸성 작품과 더불어 제한적 개념화를 보여준다. 이에 반

해 동시대 조경이 추구하는 자연과 대중과의교감과 더불어 지

속가능성을 꾸준히 추구함은 바람직한 패러다임과의 동행이

필요할 것이다.

Ⅶ. 대지예술을 통한 조경 주체성

대지예술에 대한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여 비판적 담

론을 펼친바, 조경의 주체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조경

중심의 조경 확장성, 패러다임과의 동행, 이해의 장벽을낮추는

접근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1. 조경의 주체 확장성

건축에서의 확장성 이론 ‘Architecture in the Expanded

Field’에서는 건축 중심 확장성을 나타낸다(Fig. 7).

조각 예술의 중심에서 해석된 조각의 확장성 ‘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Fig. 1)을 Rosalind Krauss에 의해 기존의

조각과 경관과의 상호작용성과 주요 건축영역인 실내장식(인

테리어)를 불러와 건축을 중심으로 한 확장성을 보여준다. 그

러나, 조각에서 대지예술로의 경로에 따른 또는 조각 예술이

보여주는 그 자체에 대한 수용성은 배제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다. 여기서 조경도 식물, 생태 등과 같은 조경의 주요 영역을

불러들여 조경이 주체가 되는 확장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조각 예술 또는 기타다른영역에서의 전달되는 양분은수용하

며 조경이 주체로서 확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

a.� A� line� made� by� walking b.� Double� negative

c.� Desert� cross d.� Spiral� jetty

e.� Sun� tunnels f.� Surrounded� island

Fig. 6. Land arts far away from the public
자료:�Weilacher(1996)

Fig. 7. Architecture in the expanded field
자료:� CCA�Wattis�WBA(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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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러다임과의 동행과 포용

모더니즘에 대한 반항적인 모습으로서의 대지예술은 시사하

는 바가 크다. 모더니즘에 반하는 행위들이 피난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도 한다. 대지예술의작품에서 나타나는 미니멀리즘

의 재료의 최소화, 맥시멀리즘에서 보여준거대함이 과연 시대

적패러다임에 이바지한 바는무엇인지 고민해볼필요가 있다.

조경의 맥락에서 들여다보면, 이러한 반 모더니즘의 표현은 조

지 하그리브스의 Byxbee Park를 탄생시켰다. 그당시 이 공원

은 조경영역에 상당한흥분을 불러왔다. 그러나, 동시대 조경맥

락에서 바라본다면 대지예술과 동일 선상에서 반 시대적 반항

의 모습에 가깝다. 공원으로서의 시대적패러다임은 포용이 아

니던가. 국내의 사례 월드컵 공원을 본다면 사뭇 다를 것이다

(Fig. 8).

쓰레기 매립장에서 시민공원으로 생태적, 공공성을 겸비한

탈바꿈은 Byxbee Park가 주창하던 반 모더니즘, 미니멀리즘,

생태적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 동시에 공공성으로서의 공

원이 지녀야 할 기본자세를 지킨 충실한 포용의 모습을 보여

준다. 월드컵 공원이 가지는 의미는 대지예술에서 나타내는

추상적 의미와 공공성 패러다임과 동행하는 좋은 예가 된다.

작품이 가지는 다양성을 추구하는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으나, 패러다임을 배제한 격리된 추상적 표현은 우리

가 포용하기 힘들다. 이에 우리는 세계 최초의 공공 공원 버큰

헤드 공원(Buckenhead Park)의 탄생을 되새겨야 한다. 공공

공원이라 함은 ‘Open to All’, 즉 모두에게 열려있어야 함이다.

여기서의 모두(All)는 대중으로 해석됨은 어렵지 않다. 즉,

Byxbee Park이 본 연구의 비판적 대상이 되었으나, 누구에게

열려있는 장소인지에 대한 다른 사례에도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3. 이해를 위한 기회의 균등

베리어프리(Barrier Free)는 장애인 및 노약자와 같은 신체

적 약자를 위한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함이며, 이미 일

본, 유럽, 한국 등에서 공원 내 필수 고려사항이다(강형근 등,

2007). 최근 ‘Barrier Free – A New Memphis Public Art

Installation’ 프로젝트(Fig. 9)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베리어프

리의 물리적 장애물 제거는 조각의 공공예술로서 일반인과의

작품 이해 및 해석에 대한 이해의 장해물을 제거하기 위함으

로 해석된다.

대지예술을 이해하기 위함은 기회의 균등에서부터장애물의

턱이 높다. 대지예술의 대표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물리적 기

회(감상을 위한 물리적 시각과 거리의 차이)의 박탈은 작품해

석을 위한 또는 이해를 위한 가독력을 떨어트린다. 결국 사진

과 같은 가공된 매체를 통해 자칫 이해를 위한 강요로 비추어

질 수 있다. 동시대 조각 및 설치예술이 공공예술로서 인간과

의교감을 통해 이해를 구하는행위는 예술의 이해적베어리프

리를 지향하는 바와 같다. 대지예술과 같은 과도한 이해를 구

하려는 시도 없이, 과도한 이해를 요구하는 행위는 그들만의

작품세계에 도태되어 인간과의 교감에 확장된 대지예술의 베

어리(Land art as barrier in expanded field)와 같은 부산물을

생산할 것이다.

a.� Seoul�World� Cub� Park� -� before

b.� Seoul�World� Cub� Park� -� now

Fig. 8. Seoul World Cub Park
자료:� Seoul� City.

Fig. 9. Barrier Free: A New Memphis Public Art Installation Project
자료:� Barrier� Fre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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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결론

1960년대 후반 대지예술이 전달하는 선구자적 메시지는 추

상적 개념으로서, 픽쳐레스크(동시에 반 픽쳐레스크), 아름다

움, 숭고미, 미니멀리즘 등을 전달하였다. 조경에서도 위의 개

념에서 파생된 생태와 대지와의 융합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받

아들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와 같

은 긍정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대지예술과 조경과의 관련성부

터 대지예술이 추구하고자 함에 대해 크라우스의 확장된 장에

서의 조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확장하였

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조경의 맥락에서 의미를 도출하였

다. 조각의 영역 확장의 시도를 다시금 조명해볼 필요가 제기

된다. 조각 예술에서 출발한 대지예술의 영역에 조경영역을무

리하게 교집합을 찾기보다, 조경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조

경 중심의 확장성을펼칠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대지예술의

시대적 패러다임과의 동질성 측면에서 동떨어진 공공성을 배

제하며, 인간과의교감 실패는 조경영역에 전달하는 바가 크다.

References

1. 강형근, 박광재, 장현정, 강지혜, 이주형(2007) 일본 베리어프리 공원의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 도시공원의 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
회지 23(12): 95-102.

2. 김광우(2010) 포스트미니멀리즘과프로세스아트 https://blog.aladin.co.
kr/797865117/popup/4112935

3. 김신원(1997) 미국의 대지예술에 관한 고찰. 한국정원학회지 15(1):
1-15.

4. 류주희, 김영석(2007) 숭고미의 표현방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9(2): 17-22.

5. 이명준, 배정한(2010) 대지예술의 자연관과 시각매체의 문제. 한국조경
학회 추계학술대회집. pp. 69-72.

6. 이현진(2018) 크라우스의 기호사각형을 통해 바라본 포스트-미디엄의
조건, 그리고 그 확장된 이해.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49: 165-198.

7. 임현진, 이승민, 김한배(2011) 현대 메모리얼의 대지예술적 특성연구.
한국조경학회 추계학술대회집. pp. 72-76.

8. 조강제(2007) 현대미술의 미궁속으로 - 로잘린드크라우스, 1970 -. 아
트앤스터디.

9. 최경원, 조정송(1998) 대지예술의 재조면. 한국조경학회지 26(2): 181-

193.
10. Beardsley, J. (1998) Earthworks and Beyond; Contemporary Art in

the Landscape. New York: Cross River Press.
11. Berleant, A. and Carlson, A. (Eds.)(2007) The Aesthetics of Human

Environments. Toronto: Broadview Press.
12. Carlson, A. (2009) Nature & Landscape: An Introduction to Environ-

mental Aesthe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3. Carlson, A. (2010) Environmental aesthetics, In E. N. Zalta, ed.,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Winter 2010 Edition.
14. Clay, G. (1980) Earthworks move upstage. Landscape Architecture,
January 1980: 55-57.

15. Krauss, R. (1979) 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 Vol. 8 (Spring,
1979). The MIT Press. pp. 30-44.

16. Long, R. (1991) Richard Long: Walking in Circles. London: Thames
& Hudson Ltd.

17. Malpas, W. (2004) Land Art: A Complete to Guide. Kent UK:
Crescent Moon Publishing.

18. Marshall, R. (2014) Retracing the expanded field. In S. Papapetros
and J. Rose, eds., Retracing the Expanded Field: Encounters between
Art and Architecture. MIT 2014.

19. Meyer, E. (1997) The expanded field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G.
F. Thompson and F. Steiner, eds., Ecological Design and Planning,
New York: John Wiley. pp. 167-170.

20. Serra, R. (1980) An Interview of July 1980. The Hudson River
Museum, Editor.

21. Tiberghien, G. (1994) Land Art, Paris: Editions Carre. 1993, in
Critique d'art. NO.3 (April 1994). pp. 73-75.

22. Weilacher, U. (1996) Between Landscape Architecture and Land Art.
Basel: Birkhäuser.

23. Wines, J. (1971) The case for site oriented art. Landscape Architecture
61(4): 317-319.

24. CCA Wattis WBA (2011) Architecture in The Expanded Field.
https://wba3.wordpress.com/2011/11/27/architecture-in-the-expand
ed-field-the-diagram/

25. Guerin, F. (2008) Ruhr Valley Secrets, Richard Serra’s Bramme fü das
Ruhrgebeit. Fx Reflects Blog. http://fxreflects.blogspot.com/2008/12/
ruhr-valley-secrets-richard-serras.html

26. Holt-Smithson Foundation: https://holtsmithsonfoundation.org/

Received

Revised

Accepted

2인익명�심사필

:

:

:

16�November,�2020�

� 4�December,�2020�

13�December,�2020�

18�May,�2021�

18�May,�2021

(1st)

(2nd)

(3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