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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을 밖으로 나가 팔면서 말 그대로 ‘팝아트’로 만든 우찬송의 모험에 대하여
우찬송이 <찾아가는 대중미술 no. 1>(2013)을 제작한 의도는 다음과 같다. 동시대
미술이 겪어 온 역사에는 조형적 아름다움이나 예술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것 외에, 미
술의 공공성 또는 대중성에 대한 고민도 큰 비중으로 존재한다. 후자는 주로 미술관 등
의 개방된 장소에서 작품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시각적 향유를 장려하는 형태로 추구된
다. 예술계가 쓰는 ‘대중’이라는 말에 그어진 이런 한계에 의문이 든다. 미술관을 일부
러 찾는 소수의 사람들이 대중을 충분히 대변하기는 힘들 듯하다. 미술에 대해 잘 모르
는 더 많은 사람들, 이를테면 우리 주변의 동네 사람들도 포괄하는 것이 진정한 대중 개
념이다. 작가는 여기까지 생각이 닿자 대중미술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과제로 방문 판매
를 선택했다.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처럼 누구나 쉽게 구입하고 소유할 수 있어야 대중
미술이다. 그래서 우찬송은 지체 없이 팝아트가 연상되는 햄버거 오브제를 만들어 동
네로 나가 야채장수 아저씨처럼 확성기로 광고하며 팔기 시작했다.
앤디워홀의 팝아트는 고급과 저급 문화의 경계를 해체했다는 평을 받는다. 그런
데 이미 미술사에서 정전(canon)이 된 탓인지, 현재의 시선으로 보면 그의 작업들은 꽤
나 고급스럽다. 워홀 이후로 현재까지 등장한 다른 유명한 팝아트들도 비싸긴 마찬가
지다. 팝아트는 대중문화나 하위문화 이미지를 차용해 그 정체성을 확보하지만, 대개
그 종착역은 미술 시장을 비롯한 제도적 후광에 힘입어 새로운 형태의 ‘고급 미술’로 거
듭나는 것이다. 아마 이는 엘리트주의를 비판하며 자본주의적 우상(즉, 아이돌)을 만들
어 내는 팝 문화의 일반적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찬송은 흥미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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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런 문화적 구조를 뒤집는다. 대중미술 - 이를 영어로 직역하면 ‘팝아트’에 다름 아
니다 - 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방문 판매에 나서면서, 그녀는 제도적 기름기가 보기
드물게 쏙 빠진 퍼포먼스를 펼친다. 그 의의는 단지 팝아트를 비꼬는 수준에 머물지 않
는다. <찾아가는 대중미술 no.1>에서 주목할 점은 작가가 지극히 수수하게 동네를 돌
아다니는 중에도, 거기에 평범한 일상과 섞이지 않는 뭔가 ‘예술적’인 것이 남는다는 사
실이다. 다시 말해, 이 작업은 고급 미술의 제도를 거슬러 순수 예술이 존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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