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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교류의 방식으로부터 비켜나간 대화의 자리이다. 범주

화, 동일화될 수 없는 세계에서 허상을 좇기보다는 나름의 방식

으로 구체적인 대화들을 시도하는 대안적인 교류 활동은 특히나 

인상적이었다. 이 지면을 빌려 타이베이 미술계에서 벌어지는 

다성적 대화의 장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트레저힐에서의 대화, 당신은 내 인생의 햇살  

국립 레지던시 기관인 ‘타이베이 아티스트 빌리지(Taipei Artist 

Village, 이하 TAV)’에서는 매해 봄이면 트레저힐(Treasure Hill)

에서 라이트 페스티벌(Light Festival)을 열어오고 있다. 이 트레

저힐은 타이베이 끝자락에 위치한 언덕 위 마을로 대만의 파란

만장한 근현대사를 간직한 곳이다. 이곳은 중국에서 이주한 군

인들이 모이면서 생긴 불법점거지라는 오명으로부터 철거의 위

기에 봉착했지만, 주민들과 활동가, 예술가의 철거 반대 운동에 

의해 극적으로 보존하게 된 도시재생지이다. 나는 이 트레저힐

에서의 라이트 페스티벌에 프랑스 작가 줄리앙 코와네와 결성한 

그룹 ‘리트레이싱 뷰로(Re-tracing Buro)’로 참여하게 되었다. ‘당

신은 내 인생의 햇살(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이란 다소 

낯간지러운 제목을 한 올해의 전시에는 우리를 포함하여 10팀의 

국내외 커플 작가 팀이 초대되어, 빛에 대한 시대적, 도시적 서

사뿐 아니라 관계적 해석을 기반으로 장소특정적인 작업들을 선

보인다. 우리의 경우에는 트레저힐이라는 예술창작 거점의 장소

성으로부터, 서울과 타이베이 두 도시의 끝에서 공원과 근대도

시의 상징인 조명을 매개한 작업을 선보였다. 

트레저힐 행사 전경, 라이트 페스티벌, 2017 Courtesy of Taipei Artist Village

 라이트 페스티벌이 열리는 트레저힐 전경, 2017 Courtesy of Julien Coignet

타이베이로의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2년 전 동북아시아 

도시 연구차 보름간 이곳에 머문 적이 있다. 올봄 타이베이를 다

시 찾은 이유는 한 전시에 참여하기 위해서이다. 중국문화와 일

본 식민지배의 근대성이 혼재된 타이베이는 이 복합적 명맥을 

끊임없이 재해석해나가며 근현대의 역사를 차분히 써 내려가는 

도시이다. 도시 성장의 이미지를 내세우던 아시아 도시들(서울, 

도쿄, 베이징, 홍콩 등)과 비교하자면 타이베이는 가까운 과거

로부터 도시의 역사와 시간성을 주요하게 간직한 편이다. 이로

부터 최근 붙여진 별명 중 하나로 ‘아시아의 근대도시’, ‘문화재

생도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모는 타이베이의 일상적 

거리를 조금만 걸어도 금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나열

한 아시아 도시에는 서구로부터 부여받은 지정학적 동일시가 있

다. 바로 동북아시아라는 범주에서 파악되고 있는 아시아성이

다. 추상적 지형도로 부여된 아시아 공동체로의 접근은 지금껏 

여러 학제 간 교류, 국제교류전에서 반복해 사용되어 왔다. 한 

달간 내가 타이베이에 머물며 경험한 것은 이러한 상투적이고 

타이베이의 예술 실천들: 
다성의 대화로 확장하는 교류의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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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 참여한 10팀은 대만, 오스트리아, 일본, 프랑스, 한

국 등 다양했으며, 작가 팀은 물론 우리처럼 작가와 큐레이터 팀

도 있었다. 이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 이후아 리(I-Hua Lee)에

게 “어떻게 큐레이터도 작가 팀으로 포함하게 됐냐”고 묻자 그

는 “작가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협력하며 작

업하지 않냐”며 반문한다. 전시의 작가를 여러 갈래의 미술 생

산자로 열어둔 덕에 나는 이 전시에 참여하면서 다른 작가 팀이 

내·외부와 교감하는 방식 또한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었다. 전

시는 마을의 외곽, 내부, 유휴공간 내부, 공공장소 등 다양한 장

소들에서 근현대사의 상흔과 도시재생지, 예술의 협업, 인공의 

빛이라는 서로 관련이 없을 듯한 키워드들을 매개한다. 애초에  

2인 작가 팀이라는 다소 인위적인 팀 구성이 염려되기도 하였지

만, 팀별 특유의 친밀함을 통해 사랑, 삶, 대화, 불화, 갈등, 화

해와 상호 보완 등이 작업 안에서 내밀한 대화를 형성하였다. 관

람객은 협업을 기반으로 한 작업을 보며 공동 작업에서의 대화, 

이 친교적 대화에 귀를 진지하게 기울이는 분위기였다. 역사적 

서사와 개념을 강조하기보다는 관계라는 구조를 작가별로 설정

함으로써 외부적 상황에 대한 내밀함으로 관객과 소통하고자 한 

것이다. 

 

대안공간의 다성적 목소리: 일상적으로 교류를 실천하며 조직

하기 

봄은 각 도시에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전시들이 태동하는 시

기이다. 타이베이의 봄의 길목에서 라이트 페스티벌이 전시, 스

크리닝, DJ 등 이벤트로 시끌벅적하게 관객의 시선을 주목시킨 

반면, 중소 규모의 대안공간과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에서는 소

규모의 전시, 토크와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꾸려지고 있었다. 여

기서 주목되는 것은 미술계의 권위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기관 밖에서의 독립적이고 자생적인 생태계를 형성해나가는 꾸

준한 대화의 방식이다. 타이베이에서 시도되고 있는 주변 도시

들과 새로운 관계 맺기, 아시아의 지형도를 재구축해나가는 교

류의 중심에는 중소 규모의 공간들에서 지속해온 여러 대안적인 

활동들이 있다. 

지역문화 연구와 리서치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활동 영역까

지 넓혀오고 있는 대안공간으로는 ‘더 큐브 프로젝트 스페이스

(The Cube Project Space)’가 대표적이다. 2010년 오픈한 ‘더 큐

브’는 디렉터 에이미 청(Amy Cheng)과 음악평론가 제프 로( Jeph 

Lo)가 운영하는 공간으로, 지역성과 글로벌 담론을 교차시키며 

시스템에서 배제된 문화적 맥락을 끊임없이 현대미술을 통해 재

고해 나가고 있다. 디렉터는 공간의 성격에 대해 “시스템의 안

팎에서 자유롭게 부랑하는 홈리스로서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도 하였는데, 이러한 성향은 전시기획 시에도 진중하게 고려된

다. 전시장 방문 시에는 2013년 베니스비엔날레 홍콩 국가관에

서 작품을 선보인 리 킷(Lee Kit)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었다. 그

의 영상 설치는 전시장이라는 환경적 조건에 구조적으로 반응하

며, ‘오늘날 현대미술이 무엇을 보여주는가’에 대한 존재론적 질

문을 던진다. 재현에 대한 시공간의 차이와 동일성을 전시장의 

구조로부터 반응하며, 이곳을 방문한 관객들과의 내밀한 대화까

지도 이끌어내는 전시이다. 2006년에 작가, 큐레이터 그룹에 의

해 개관한 ‘VT 아트살롱(VT Artsalon)’ 또한 지속적으로 국제적 

교류의 장을 마련해 오는 공간이다. 때마침 필리핀 현대미술을 

선보이는 기획전 ‘VESSEL’(페트릭 D 플로레스 기획)이 열렸는

데, 이는 ‘아일랜드 호핑-제국주의를 역전하기(Island Hopping–

Reversing Imperialism)’라는 주제로 계속되고 있는 리서치 및 프

로그램의 일환이다. 장기적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오늘날 

탈식민주의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나가는 활동 또한 주목할 점이다. 

반면 큐레토리얼 담론을 생산하는 활발한 대안공간으로는 

2010년에 큐레이터, 작가, 이론가, 문화활동가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타이베이 현대미술센터(Taipei Contemporary Art Center, 

이하 TCAC)’를 들 수 있다. TCAC는 전시 생산과 더불어 시각

예술을 통한 사회적 발언과 담론 개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공

간으로, 이곳에서는 문화, 정책, 이론, 교류에 대한 토론, 세미

나, 워크숍, 리서치 활동, 스크리닝, 출판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담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

획자 실천의 역할을 논의하는 세미나(Report from Taipei on the 

Role of Curatorial Actions in Shaping a Discourse about Asia)가 열

리기도 하였다. 쟁쟁한 대안공간들 사이에서 나름의 작가적 연

대를 바탕으로 교류의 장을 구축해온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도 

있다. ‘오픈 현대미술센터(Open Contemporary Art Center, 이하 

OCAC)’는 젊은 작가들이 연대하여 설립한 비영리공간으로, 주

변의 이웃 도시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특히 남아시아의 대안공간

과 교류해오고 있다. 2010년부터 10명이 넘는 작가들이 공동 운

영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풀뿌리 액티비즘과 커뮤니티에 근간

하여 이웃 도시들과 활발한 교류 활동을 선보여 왔다. 공간을 닫

게 될 위기에도 불구하고 태국에서 2년을 보내고 나서 오히려 

타이베이에 재정착한 공간으로, 예술가들의 실천력과 유연한 연

대가 돋보이는 곳이다. 탄탄한 연대 의식과 협력 관계, 교류 프

로그램으로 무장한 OCAC는 현재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여러 남아시아 국가들과 예술가로서의 상생과 협력의 모델을 주

체적으로 확장해나가는 중이다. 

타이베이의 미술계는 서울과 비교해보자면 규모도 훨씬 작을 뿐

만 아니라 국제적인 프로젝트나 대규모 행사도 적은 편이다. 그

러나 앞서 소개한 대안공간들 외에도 여러 중소 규모의 공간들, 

그룹들이 실천적으로 행하고 있는 밀도 있는 국제교류, 특히 아

시아 교류의 현장은 국제적 시선을 이곳으로 주목시키는 새로운 

동기가 된다. 소규모 교류 프로그래밍이 다층적으로 형성해 나

가고 있는 주변과의 관계 맺기, 여러 토크와 담화, 리서치와 연

구의 장은 교류를 통한 예술 실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

다. 최근 유행처럼 수평적인 연대 의식을 강조해온 국제 교류가 

우리의 미술계에서는 어떻게 행해져 오고 있나? 주변 도시, 이

웃 나라와 일상적으로 교류해온 타이베이의 실천적 프로그래밍

은 과연 우리에게 그러한 구체적인 대화의 태도와 여정이 있는

지를 반문하게 한다. 전시 생산과 담론 형성, 상상적 연대가 아

닌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목소리 내는 다성적 대화로부터의 

교류라는 실천은 자연스럽게 문화 지형도를 확산시켜 나갈 것 

이다. 

TCAC 포럼 전경, ‘Going Public-Common Tasks’, MoNTUE, 2016 
Courtesy of Taipei Contemporary Art Center

트레저힐에 설치된 리트레이싱 뷰로(Re-tracing Buro)
〈Park Life〉, 싱글 채널 비디오, 4분 37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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