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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플러리(Sylvie Fleury)»



‘더플로어플랜의 (불규칙한) 컬럼(The Floorplan’s 
(Irregular) Column)’은 더플로어플랜이 초대한 

다양한 필자의 글을 전자출판물 형식으로 선보입니다. 

첫 번째 필자로 1990년대 말부터 큐레이터와 비평가로 

활동하는 김성원 큐레이터의 컬럼을 소개합니다. 

김성원 큐레이터는 불문학과 미술사학, 미술관학을 

전공했고, 2000년부터 아트선재센터, 아뜰리에 에르메스, 

스프링웨이브 페스티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APAP, 

문화역서울 28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조원 등에서 

큐레이터이자 예술감독으로 일했으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이 컬럼에서 

김성원 큐레이터는 2001년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린 «실비 

플러리(Sylvie Fleury)»전에 관한 글을 시작으로, 

지난 20여 년간 기획한 전시를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살펴보며 쓴 글을 기고합니다. 

김성원 큐레이터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2000년대 

초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문화가 다양화·세계화되기 시작한 

시기이고, 글로벌 흐름에 발맞춘 큐레이터십이 구축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흐름의 중심에 있었던 김성원 

큐레이터의 전시에 관한 글은 한국 현대미술의 큐레이팅과 

전시의 흐름을 되짚으며, 한국 큐레이팅의 역사들 중 

한 부분을 조망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컬럼은 

국문으로만 발행되고, 연재가 끝나는 2021년에는 국문 책, 

그리고 2022년에는 영문 책으로 출판될 예정입니다. 

 

«실비 플러리(Sylvie Fleury)»

 전시 기간: 2001년 9월 7일 – 11월 11일 

 전시 장소: 아트선재센터 

2001년 9월 7일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린 «실비 

플러리»는 큐레이터로서 나의 첫 번째 기획 전시였다. 

나는 전시와 함께 이미지 위주로 구성된 작은 책을 

만들었고, 여기에 오프닝 당일에 작가와 진행한 

인터뷰를 수록했다. 작가 인터뷰는 언제나 생생하며 

흥미롭고 작업의 이해를 돕는다. 

김성원 

  당신의 작업이 조금은 생소한 국내 관객을 위해 이번 전시 컨셉을 초기 작업인 패션과 뷰티, 쇼핑에 관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당신의 이미지가 너무 패션과 쇼핑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 그리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제시하더라도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면을 먼저 보거든요. 또 제 작업이 패션계를 

주로 다루고 쇼핑을 컨셉으로 한 작업이 많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동안 저는 쇼핑이나 패션뿐만 아니

라 다양한 분야를 다뤘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미디어 매체는 아직도 저를 패션과 쇼핑에 연결시키지요.  

  이 전자출판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국내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필자와 더플로어플랜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Copyright ©김성원 Sungwon Kim 

 이 인터뷰는 2001년 9월 7일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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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제가 원래 제 작업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관객 또는 비평

가의 자유로운 반응을 기대해요. 의외로 이들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답니다. 저는 그것을 즐기죠. 

관객들이 제가 말한 대로 작업을 바라보고 이해

한다면 재미없지 않겠어요?

 

당신이 초기에 제시한 작업들이 대부분 쇼핑과 연

결된 작업이었고 그래서 당신의 이미지가 그 쪽으

로 굳어졌나 봅니다.

그렇겠죠. 1989년에 만든 ‘쇼핑 백’ 작품이 제 첫 

번째 작업이었죠. 사실 그 전에 저는 미술계에 있

지 않았죠. 물론 미술인들과 가깝게 지냈지만, 아

웃사이더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가 존 암레더(John Armleder)를 만나며 미술계

를 좀 더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고, 제 자신의 

문제를 예술 언어로 표현하고 싶어졌지요. 예를 

들어, 루브르 박물관이나 오르세 미술관의 작품

들을 감상하며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양

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하지만 20세기 현

대미술사를 살펴보면, 언제부터인가 동시대의 패

션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작품들을 찾아보

기 힘들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 패션 스타일을 예술 언어를 통해 

전환시켜 보고 싶었습니다.

현재 당신에게 부여된 ‘쇼핑 작가’라는 피상적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없나요?

저는 관객이 제 작품을 통해 갖게되는 제 이미지를 거부하지 않아요. 거기서 굳이 벗어나야 할 필요성

도 느끼지 못하구요. 저는 관객의 상상을 위한 일종의 도구가 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을 겉

모습만 보고 판단해 버리면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듯이 제 작업도 보이는 것 그 자체만이 전부가 아닙

니다. 반면에 보여지는 것도 역시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일부이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단 말이죠. 

이러한 문제는 제게 있어 일종의 게토(ghetto)와 같지만, 저는 이러한 게토를 즐깁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피상성에 좌우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외향에 민

감하고 만들어진 이미지에 쉽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현대 사회의 이런 속성에 대한 문제 제기

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사실 제 작업이 바로 그런 ‘피상적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비판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미지의 포로들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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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 우리는 이러한 외향에 의해서 판단되고 판단하죠. 제가 작업을 통해 말하

고자 하는 부분이 이러한 ‘외향’, ‘피상성’이고, 저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피상성을 앞세우는 패션세계

를 주로 다루어 왔죠. 하지만 이 피상적 세계는 우리에게 정치, 경제, 페미니즘, 다양한 문화, 성(性), 페

티시즘 등의 깊이 있는 사회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쇼핑 매니아’라기 보다는 ‘패션 빅팀(victim)’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빅팀’이

라는 용어가 조금은 부정적으로 들리는데요? ‘아트 빅팀’도 마찬가지구요.

하지만 제가 ‘패션 빅팀’, ‘아트 빅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매니아’의 입장보다 ‘빅팀’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어요. 모든 것을 선택 없이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부정적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닙니

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러

한 정보를 취하고 이용하며 그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저는 물론 제 방식이기는 하지만, 이러

한 정보들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조금 전에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당신의 작업은 1980년대 여성작가들의 작업에 나타난 비

평적 페미니즘의 측면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페미니티(femininity)’가 부각되어 있죠? 비평가들은 

당신의 이러한 작업을 포스트페미니즘의 입장에서 평하기도 하지요.

제가 의도적으로 페미니티를 부각시킨 것은 아니예요. 제가 여성이니까 제 작업에서 당연히 여성성이 

나타날 수 밖에 없죠. 저는 이것을 일부러 감추고 싶지는 않아요. 1980년대 제가 만난 바바라 크루거

(Barbara Kruger), 제니 홀저(Jenny Holzer), 신디 셔먼(Cindy Sherman) 등의 여성 작가들의 행동

은 제게는 남성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은 남성 세계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찾기 위해 남성과 똑같이 행동

한 것이죠. 남성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들이 여성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성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지

만 제 작업이 페미니티로 가득 찬듯 보이는 것은 사실 제 작품의 ‘외향’이죠. 하지만 우리는 벌써 이러한 

외향을 통해서 페미니즘과 미술사의 여성 작가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미술사의 남성 작가들의 작품을 차용해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프로

젝트에서도 워홀(Andy Warhol)의 월 포스터, 코수스(Joseph Kosuth)의 네온의 차용과 ‹칼 안드레 

위를 걷기(Walking on Carl Andre)›(1997) 등을 볼 수 있구요. 이러한 차용 또는 ‘후기 차용(post 

appropriation)’ 방식은 당신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컨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칼 안드레 위를 걷기›는 제네바 현대미술관에서의 개인전의 프로젝트 중 하나죠. 그 당시 독일의 크레

펠트 현대미술관에서 마침 칼 안드레 회고전을 하고 있었죠. 저는 어시스턴트들에게 제 구두를 주고 그 

곳에 가서 칼 안드레 작업 위를 걷고 그것을 비디오로 찍어 오라고 했죠. (제가 여행중이어서 직접할 수 

없었어요.) 제네바 현대미술관에서는 이러한 제 요청을 잘 실행하기 위해 크레펠트 현대미술관에 연락

해 동의를 구하려 했는데 허가를 안해줬어요. 저는 이 요청이 잘 진행되어 다 끝난 줄 알고 제네바에 돌

아와 보니 전혀 안된 상태더군요. 그래도 이 계획을 포기할 수 없어서, 제네바에서 칼 안드레 작업을 가

지고 있는 컬렉터들을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이번에 전시된 작업은 바로 그 때 컬렉터의 집에 가서 직접 

찍은 비디오 작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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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제 2의 인생이 전개되는 사적인 공간으로 살짝 침입해 찍은 비디오군요. 거기에 여성들의 다리 

부분만을 찍어 이중적으로 ‘훔쳐보기’를 암시하는 작업이란 생각이 드는군요.

칼 안드레와의 만남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답니다. 얼마 후 빌라 메르켈의 큐레이터가 기획한 «멀리! 

저기!(Fort! Da!)»전에서 저는 다시 한 번 칼 안드레 작업을 사용했죠. 이 전시는 참여작가들이 이 미술

관 컬렉션 중 한 작품을 선택해 각자의 작업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공교롭게도 그 미술관에 바로 칼 

안드레 작업에 있었어요. 저는 칼 안드레 작업 위에 디종의 콘소르시엄 전시 때 만든 작업인 ‹몬드리안 

부츠(Mondrian Boots)›(1992)를 전시했어요. 칼 안드레와 몬드리안(Piet Mondrian)의 만남 또는 대

결(?)이라고 할까요. 매우 흥미있는 작업이었어요. 하지만 칼 안드레는 이 작업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

했고 전시에서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어요. 결국에 미술관은 이 작업을 치워버렸고 전시도록에서도 제외

되었답니다. 

당신 얘기를 들으니까 «웨더 에브리싱(Weather Everything)»전에서 당신의 ‘인조 털’로 만든 벽에 베

르나르 뷔페(Bernard Buffet)의 작품이 걸려있던 장면이 생각나는군요. 당신이 빌라 메르켈에서 했던 

작업을 큐레이터가 제안했었다면 칼 안드레의 반응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러한 전시에 

칼 안드레 작품은 없었지만, 얼마든지 상상이 가능한 대응이 아닙니까?

제 생각에 칼 안드레 시대의 작가들은 유머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원칙론자

들인 것 같아요.

당신 작업 중 로켓, 자동차, 자동차 모터, 면도날 등은 어떤 맥락(context)에서 선택되었나요? 쇼핑이나 

패션과는 달리 남성적 상징을 연상시키는 오브제인데요.

모터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모터의 매커니즘에 관심

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자주 보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매우 아름답다는 걸 발견했죠. 면도날도 마

찬가지예요. 집에서 항상 보는 물건이고 반짝이는 메탈과 날카로운 선은 매력적이죠. 이러한 관심은 어

느 날 밀라노에서 존이 구입한 베르사체의 면도날 커프스버튼(cuffs button)을 보면서 커졌죠. 저는 

이 소재를 크게 확대해 월 페인팅으로 만들었고 독일 카를수루에에 있는 ZKM(Zentrum für Kunst 

und Medien)에서의 전시에서 그것을 대형 확대를 했던 것이죠. 이렇듯 제가 선택하는 오브제는 여성

적이든 남성적이든 모두 제 주위에 늘 존재해 왔던 것들이고, 그 형태는 시간과 함께 제 작업의 일부로 

정착하게 됩니다. 제 작업에 등장하는 모든 형태는 본래의 맥락에서 벗어나 기호화되고 관객은 그것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지요. 비단 모터나 자동차, 면도날뿐 아니라 제가 선택하는 모든 화장품 광고 카

피나 향수 이름, 그리고 잡지 커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평가들은 당신 작업을 ‘소프트 터치(soft touch)’라고 평하는데, 이번 전시의 ‹메이크 업 크러쉬 바이 

엑스퍼트(Make-Up Crush  by Expert)›(2001)는 비교적 과격한 작업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로 

화장품들을 부수는 작업을 하게된 계기가 있습니까?

뉴욕에서 시작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길거리를 지나다가 우연히 샤넬 화장품이 길거리에 깨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제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그걸 폴라로이드로 찍었고 그 후 한동안 그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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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다녔어요. 이 사진이 작업으로 나오게 된 

직접적 계기는 제가 「셀프서비스 (Selfservice)」라

는 잡지의 뷰티 에디터로 잠시 있는 동안이었죠. 

그 시기에 화장품 회사들은 제게 테스트용 신상

품을 보내오곤 했죠. 저는 그 화장품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뉴욕에서 찍

은 사진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자동차로 메이크

업 화장품들을 부셔보았는데 화장품의 색조들이 

어우러진 형태가 마치 페인팅 같았죠. 그것을 폴라

로이드로 찍어서 잡지에 실었고, 그 다음 제 개인

전에서 이 퍼포먼스를 했었지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전시 오프닝이 시작되는군요. 이렇게 전시 준비를 끝내고 당신 작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니까 전시 준비 초기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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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플러리: 쇼핑이 예술이 될 때

내가 아트선재센터에서 실비 플러리의 개인전 준비를 시작한 건 프랑스에서 돌아온 직후인 2000년 가

을이었다. 프랑스에 있을 때부터 실비 플러리는 나의 관심작가 리스트에 올라있던 작가로 한국에 돌아

오자마자 그의 개인전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건 나에게 행운이었다. 플러리는 1990년대 유럽 

미술계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작가였지만, 국내 관객에게는 완전히 생소한 작가였다. 국내에서는 ‘럭셔

리 상품 쇼핑 백’ 작가 정도로 가볍게 다루는 정도였다. 바로 그 ‘쇼핑 백’ 작업이 1990년대 현대미술의 

흐름에서 보면 무척 의미심장한 작업인 것을... 예술과 삶의 관계를 이색적 방식으로 실험하는 1990년

대 유럽 현대미술이 아직 국내 미술현장에 소개 되지 않았던 시기에 실비 플러리 개인전을 연다는 것에 

부담이 있기는 했지만, 나는 이 전시가 플러리의 작업을 제대로 알리고 동시에 1990년대 새로운 예술실

천을 시차없이 국내에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1990년대 현대미술은 예술과 일상의 경계

를 허무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술 안에서 일상/삶의 방법에 대한 모델을 고안하고 그것을 가동시키는 것

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비 플러리의 작업은 현대인의 피상성, 소비와 욕망 등 현대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상황과 장치를 고안하고 가동시킨다. 동시에 샘플링 및 믹싱, 커스터마이징 등 현대 문화를 생

산하는 대중적 방식을 통해 미술의 저자성이나 독창성 이슈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가동시킨다는 점에

서 흥미로웠다.

 플러리는 일상의 쇼핑을 예술작품으로 전환시킨다. 실비 플러리는 패션에 정통하고 고급브랜드 

쇼핑을 즐기며 유명 패션잡지를 보면서 티타임을 즐긴다. 여유 많고 할 일 없는 여성들의 전형적 일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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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사하다. 이렇듯 쇼핑이 본업이라 할 정도로 쇼핑을 즐기는 플러리가 작업의 컨셉을 자신의 일상/쇼핑

에서 찾았다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전시장에서 보게되는 쇼핑에서 돌아와 여기저

기 아무렇게나 놓아둔 럭셔리 브랜드 쇼핑백들은 모두 실비 플러리 개인의 것이면서 동시에 예술작품

이 된다. 플러리의 ‹쇼핑 백›(1990 – )  작업은 쇼핑 행위가 예술실천으로 이행되는 순간을 보여 준다. 플

러리 작업에서 일상적 쇼핑 행위와 작품 제작 행위가 오버랩되며 쇼핑의 결과물(쇼핑백)은 현대인의 피

상성 이슈를 가동시키는 ‘상황/도구’가 된다. 

 전시장에 무심하게 흩어져 있는 것은 고급 브랜드 로고가 찍힌 쇼핑백들이다. 다시 말해 쇼핑

백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모른다. 실제 실비 플러리가 쇼핑한 상품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없을 수

도 있고, 이것이 고가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우리가 보는 건 껍데기일 뿐이고, 우리는 이 껍데기에 있는 

정보로 모든 것을 판단하곤 한다. 플러리의 ‹쇼핑 백›은 현대인의 피상성을 반영하고, 치장하고 엿보려

는 심리를 가동시킨다. 단 작가는 이에 대해 그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는다. 외모를 가꾸고 치장하며 아

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은 소비를 부추기고 더 고급스런 상품을 소비하고 싶게 한다. 인간의 피상적 단면

을 플러리는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며 우리 모두가 피상성의 진실을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을 제

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플러리의 이러한 작업은 ‘기능과 행위’(현실/쇼핑)와 ‘관조’(예술실천)가 공존하

며 하나의 미학적 형태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기능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선언

은 실비 플러리뿐만 아니라 안젤라 블로흐(Angella Bulloch), 리암 길릭(Liam Gillick), 호레 파르도

(Jorge Pardo), 도미니크 곤잘레스-포에스터(Dominique Gonzalez-Foester), 필립 파레노(Philippe 

Parreno) 등 1990년대 주요 작가들이 각기 다른 방식과 컨셉으로 다루었던 중요한 쟁점이었다. 

 한가롭게 패션잡지를 뒤적이며 신상을 쇼핑하고 가꾸고 치장하는 행위가 예술 실천으로 이행되

는 실비 플러리의 작업은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을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비판하는 1980년

대 페미니즘 미술에 신선한 충격이었다. 뉴욕과 유럽에서 1990년대 열렸던 실비 플러리의 ‘쇼핑 백’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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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녀평등을 위한 투쟁적 이슈를 다루었던 페미니즘 미술에 반해 여성성과 피상성을 부각시킨다. 플러

리의 이러한 작업은 남녀평등을 위해 여성성과 여성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지만 그것을 부각시키는 행위

는 과거와 같이 여성을 욕망의 대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스트페미니즘의 이슈를 점화하

며 새로운 전망을 열어 놓았다. 물론 플러리는 (포스트)페미니즘에 대해서 그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지

만, 칼 안드레, 로버트 스미스슨(Robert Smithson), 댄 플래빈(Dan Flavin) 등 남성 작가들의 작업이

나 자동차 커스터마이징 문화가 플러리에게 럭셔리 상품이나 쇼핑과 동일하게 소비가능한 대상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뉴욕이나 유럽에서처럼 플러리의 작업을 중심으로 포스트페미니즘에 대한 다

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던 것과는 달리 1970-80년대 페미니즘 미술의 영향이 지배적이던 2000년도 한국 

미술계에서는 실비 플러리 전시가 이렇다 할  (포스트)페미니즘 이슈를 끌어내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2001년 아트선재센터에서의 전시는 신작 커미션 작업과 조각과 영상 등 기존 작품들로 구성

되었다. 전시장 2층은 랑콤의 신상품 향수 ‘Ô’ 로고를 차용한 월 포스터가 전시공간 벽 전체에 설치되

었고, 역시 화장품 광고 문구들을 네온 사인으로 제작해 월 포스터 위에 겹쳐 설치되었다. 전시장 바

닥 한 가운데에는 화장품들 위로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거대한 ‘플로어 페인팅’을 탄생시켰다. 2층 전시

는 플러리의 ‘화장품 쇼핑’이 앤디 워홀의 월 페이퍼 디스플레이, 댄 플래빈의 네온,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의 올오버(all-over) 페인팅을 통해서 하나의 거대한 작업/전시로 재탄생한 것이다. ‘커스터마

이징’ 컨셉은 플러리 작업의 주요 컨셉이기도 하다. 대량생산된 획일적 디자인의 자동차나 바이크를 자

신만의 스타일로 변조하고 치장해서 유니크한 모델로 전환하는  ‘커스터마이징’ 방식은 플러리 작업 전

반에 적용되며 일상의 커스터마이징 문화를 예술 실천으로 이행시킨다. 이 작업은 자동차 커스터마이

징의 일종인 튜닝된 자동차가 굉음을 내며 다양한 종류의 색조화장품 위로 움직이면서 으깨는 퍼포먼

스였는데, 튜닝된 자동차 소리도 무척 압도적인 데다가 화장품들이 마구 터지면서 바닥으로 번져나가

는 장면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했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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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플러리 작업들 가운데 ‘쇼핑 백’ 작업은 그의 첫 작업이자 작가를 알리게 된 결정적 작업이며 동시

에 가장 래디컬한 작업으로 알려져있다. 나는 이 전시에서 에르메스 켈리백, 프라다 구두 등 럭셔리 상

품을 캐스팅한 조각 작품들과 더불어 ‹쇼핑 백› 작업과 같은 래디컬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러던 중 작가의 작업실에서 우연히 화장품이 바닥에 깨지면서 색조 페인팅처럼 흔적을 남긴 폴라로이

드 사진 한 장을 보게되었다.  이 사진에 대해 플러리는 자신이 작가로 활동하기 전 뉴욕 길거리에서 우

연히 발견한 장면을 찍은 것이며 작가가 된 후에 1990년대 초 갤러리에서 ‹메이트 업 크러쉬›라는 작업

으로 처음 소개된 작업이란 설명과 더불어, 그 이후 이 퍼포먼스를 미술관에서 실현해보고 싶어서 전시

가 있을 때마다 제안을 했지만  유럽에서는 미술관 구조상 혹은 안전 문제로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나

는 순간 이 프로젝트를 이 전시에서 보여주고 싶었다. 화장품으로 만드는 플로어 페인팅 아이디어가 나

에게는 쇼핑 백 작업만큼 래디컬하게  다가왔고, 이 작업과 함께 설치될 랑콤 향수 광고로 제작된 월 페

이퍼와 네온 사인 작업의 조합이 아트선재센터 2층을 완전히 이색적인 공간으로 전환시킬 거라는 확신

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아트선재센터는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구조와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로 했다. 디자인을 받아서 주문 제작한 월 페이퍼와 네온 작업과는 달리 

‹메이크 업 크러쉬›는 퍼포먼스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화장품이 펼치는 작은 공연

을 준비하는 과정과도 같았다. 튜닝된 자동차와 운전자를 섭외하고 대량의 색조 화장품을 협찬해줄 기

업을 찾고, 1시간 남짓의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일은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초보 큐레이터에겐 힘들었지

만 의미있는 경험이었고, 결과적으로 실비 플러리의 이 퍼포먼스는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다.  

*이 글은 그동안 여기저기 노트의 형식으로 흩어져있던 
이 전시에 관한 나의 생각을 이 컬럼 기고를 통해 회고의 형식을 빌어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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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view of Sylvie Fleury at the Art Sonje Center, Seoul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t Sonje Center, Seoul 

Photo: Jong-myeong 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