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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모두를 위한 환대

수장고가 아니라 미술관이라면 그곳에서는 대화가 촉발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스스로 이야기
하며,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 여러 가지의 교환이 이루어 질 것인데 서로간의 환대와 존중이 있을 때에만
추여명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일방향적이고 분절된 소통이 아니라 서로가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무언가를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중의 일부는 이미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일부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상적인 현실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전체 교육을 기획했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두 달간의 배움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서울시립미술관(SeMA, Seoul Museum of Art)은 관객의 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미술관이 될

미술관은 무엇을 허락하는가?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시나 프로그램에 거시적인 사회적 의제들이 반영되는

도슨트 양성교육의 ‘시작점’은 여러분 서로를 소개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다음, 관람자에 대한 이해와

것뿐만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시민들의 삶, 주변 풍경과 미술관 경험의 연결을 모색합니다. 미술관 공간,

분석을 다루는 시간을 진행합니다.
미술관에서 작품이 아니라, 관람자를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역사, 지역, 시민의 공간에 대한 기억과 삶의 이해를 기반으로 미술관 건축과 지역을 돌아보는 <노팁! 노
옵션! 서울시립미술관+지역투어 프로그램>, 예술가와 점심 식사를 하며 대화와 퍼포먼스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술가의 런치박스>, 상설로 운영되는 야외조각 작품 전시를 감상하고 어린이들의 시각으로 전시를
재구성하는 <조각 공원 탐험>, 아마추어 시민 사진가들이 도시 서울의 모습을 매년 기록하고 전시하는
사진아카데미 <서울, 오늘을 찍다>, 미술관에 방문하기 힘든 청소년, 장애학생을 위한 아웃리치 프로그램
<찾아가는 미술 감상교실>, 시민이 스스로의 삶에서 발견되는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 전시를 기획하도록
지원하는 <시민 큐레이터>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1. Hopper-Greenhill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작품만이 중심이 되거나 ‘송신자(전시기획자)→매체(전시,작품)→수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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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은 ‘관람객’을 허락을
받고 출입하는 방문객으로서

(관람객)’의 소통구조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능동적 의미 구성자(Active Meaning-makers) 로서

지위를 가진 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전시에 개입하고, 예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커뮤니케이터이면서
능동적 의미창출자로 보고,

미술관에서 ‘참여자-참여자’간의 생각을 공유하고 확장하는 방식을 모색합니다. 지역과 시민의 삶이

뮤지엄 안의 모든 공간에서

미술관으로 들어오고 주변부와 연결되며, 미술관 공간과 작품에 참가자 각자의 개별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SeMA 퍼블릭 프로그램의 방향성 아래에서 도슨트 양성교육을 운영하려 합니다. 올해
도슨트 양성교육에는 “나와 모두를 위한 환대”라는 부제를 붙였는데요. 미술관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환대의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마치 고객을 향한 일방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미술관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환대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는 오유미(아워레이보)

상정한다. 또한 관람객이
의미를 창출할 때, 각자의
개별적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index)도 다르게 되어
더욱 다양하고 역동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작가와의 대화에서 그 개념을 가져온 것인데요. 2019년 <예술가의 런치박스>라는 프로그램을 작가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고,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녀의 말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작가가 공간을
디자인하며 개인 작업으로 도자기를 만들고 꽃을 다루는데에 있어 ‘어떤 사물/형태의 자리를 찾아주는
일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공간을 상상하고, 사람들에게 환대의 순간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작업의
공통된 맥락이라는 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듣게 된 순간, 이것이 미술관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변주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모두를 위한 자리가 있고,
환대의 경험을 제공하고 각자가 받게 되는 그런 순간. 그러니까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각자
주체적으로 주인이 될 수 있는 곳이 미술관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미술관은 아직도 그렇지 못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직원과 관람객,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작품이
있는 공간과 아닌 공간, 누군가가 정한 다양한 경계들이 있지만 때로 그 경계는 흐릿해 겹쳐지기도 하고
조응한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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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감상에 집중하느라 관람객까지 살펴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표정을 짓고, 미술관의 공간을 향유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술관에서 관람객은
여러 가지의 행동의 제약을 받는데, 예를 들어 조용히 해야 한다거나, 뛰면 안 된다거나, 사진을 찍지 말아야
한다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미술관은 관람객에게 무엇을 허락할까요? 저는 미술관이 지금보다 더욱 더 많은 것을 허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술관이 관람객에게 침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슨트는 단순히
큐레이터의 분신이 되거나 작품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람객이 작품과, 타인과, 공간과
연결되게끔 하고, 관람객이 예술과 삶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매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람객에게 일방적으로 듣는 행위나 침묵을 요청하기보다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도슨트는 때로 안내자, 해설자, 교육자이기도 혹은 기획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이질적인 관람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자신의 해석을 펼치고 발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미술관이라는 장소가 어색하고, 어렵고, 침묵을 지켜야 하는 곳이 아니라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센칭카이 철학과 교수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창의성에 있어 또
2. 함양아 작가가 진행한
센칭카이 교수(대만
푸런카톨릭대학교

무시당하고 침묵 당하는 이들을 도울 의지가 우리에게 있는지 중요합니다. 격려하는 분위기는 사람들이

철학과)와의 인터뷰에서

자기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결국, 환경이 사람들을 용감하고 창의적으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을 만드는 것’에 대한
대답 중 일부이다. 함양아
외(2016).『모두의 학교 <더
빌리지> 프로젝트』.서울:
미디어버스,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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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중요한 외부 요인은 환경이 얼마나 친근한가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낼 수 있고,

2

만드는 것이지요.” 센칭카이 교수의 말처럼 격려하고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미술관이라는 곳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몽하며,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주고받는, 소통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장소가 되기 위해 소통하는 훈련을 하고 참여를 돕고, 충분히 배움의 과정과 논의를 진행하며 공공을
위한 미술관이라는 장소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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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몇 가지 주요 키워드를 생각했는데요, 아래의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연결되고 확장되는가?

‘관람객-매개자-참여자-삶-지역-미술관-호기심-대화-배움-협업-공간의 경험-표현의 장소-확산’
이들은 모두가 따로 논다기 보다 어우러질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모두가 연결되는 개념인 것이죠. 도슨트는
매개자가 되어 미술관이라는 곳을 표현의 장소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경험과
지식을 교환하며 미술관이 배움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람객이 단순히 관람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고, 그들의 삶이 예술과 연동되어 각자 자신의 의미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술과
주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작품과 공간과, 미술관이 위치한 지역과 연결되고,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연결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미술관이라는 공간에서 서로 간에 교류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을 미술관 외부에서도 공유하고 확산하는 그런 과정들이 도슨트와 다양한 미술관의 구성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추여명(2019), 도슨트 양성교육을 위한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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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슨트 양성교육에서는 관람객연구를 통해 미술관이라는 장소에서 관람객을 실존하는 몸을
가진, 개인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개인으로 보고 있는가? 그리고 개인적인 관심사를 드러내도록

워크숍
1.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함께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이수미, 설민희 에듀케이터가 실제 교육의

권장하고, 감상자 개개인의 삶의 구체성을 드러내면서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가?에

사례(서울시립미술관+정동투어 및 조각공원 탐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떻게 참여자들과 대화를

대해 반추하며 관계미학의 교육적 의미, 미술관에 있어서 관람자는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관람자에 대한

나누고 교육을 구성해 나갔는지 살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술관의 대응방식과 도슨트 역할의 변화에 대해 양지연, 최성희, 정혜연의 강연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2. 2019년도 지원서를 바탕으로 조별로 각자소개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떤 도슨트가

미술관의 공간을 디자인하는 김용주는 전시공간과 관람행위의 연관관계 그리고 작품과 작품간, 작품과

되고 싶은지, 무엇을 배우거나 서로 간에 나누고 싶은지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또한 앞서

공간간의 관계, 미술관 속에서 관람객들의 경험과 인식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보아와 김가람은 웹이라는

언급된 질문카드에 대한 생각을 이수미, 설민희, 송현정 에듀케이터, 유정원, 송연주 코디네이터와 함께

공간속에서 발언하는 관람객의 소리에 주목하며 헤시테그나 소셜네트워크로 퍼져나가는 관람객의 경험의

조별로 이야기 해 봅니다.

공유, 댓글로 발현되는 대중의 목소리에 대한 연구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 재창작한 작품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어 심혜화는 APAP 등의 경험을 토대로 미술관과 지역의 연결, 시민의 참여를 유도한
소통방식과 커뮤니케이터로서 도슨트에 대해 실천 사례를 제시합니다. 최연희는 통념적으로 이해되는

2019 SeMA 도슨트 양성교육 지원서

미술을 넘어선 동시대 미술작업에 대해 이야기 하며 미술사의 커다란 흐름 안에서 현대미술의 양상, 주요한
해석방법론에 대해 강연합니다. 더불어 박귀주, 윤정애는 시립미술관의 도슨트 업무와 어떤 방식으로
관람자와의 교감과 소통을 이끌어 냈는지 경험을 공유하고 매개자로서 도슨트의 역할에 대해 되짚어
봅니다. 마지막으로 박경신은 미술관 안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제제나 계약, 법률적인 이슈를 쉽게 풀어내고
저작권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래 3개의 문항 중 총 2개의 문항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항은 필수, 2-3번 문항 중 택 1하여 작성)
각 문항에 관련된 답변을 아래의 표에 기재해 주십시오.
최대 A4 2장 이내로 작성할 수 있으며 질문과 관계없는 글을 작성할 시 지원서 접수는 반려됩니다.

관람객에 대한 이해와 미술관의 다양한 요소간의 연결성에 대해 다루는 이번 프로그램은 도슨트에
대한 과잉된 필요를 강요한다거나, 도슨트에 의존하는 관람객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들었다고 해서 도슨트 업무를 갑자기 원활하게 할 수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제출은 1회만 가능하며, 이후 수정 및 중복제출은 인정이 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한 후에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미술관 퍼블릭 프로그램과 도슨트 업무의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이것은 개론으로서
논의되어야 할 몇 가지 이슈와 사례를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도슨트로서
활동하며 각자의 맥락에 맞게 ‘나와 모두를 위한 환대’의 순간들을 만들어 가기 바랍니다.

*필수항목

이름*

표지와 교재의 중간에 들어가는 이미지는 일러스트레이터 ‘포푸리’가 주요 키워드를 이미지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림문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책은 교재이지만 글과 함께 디자인 요소들을 통해 재미있게

전화번호*

보셨으면 합니다. 디자인 협업자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본 강연에 참여해 주신 강연자 선생님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이어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을 함께
도와준 유정원 코디네이터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신 것을 기쁘게

전공(세부 전공)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서울시립미술관의 매개자로서 환대의 경험을 저희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달간의
시간이 좋은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필수, 500자 이내)*
2. 서울시립미술관 도슨트 지원 동기 및 미술관 관련 경험이 있다면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

3. 도슨트가 되어 관람객 앞에 섰습니다. 미술관에 처음 온 관람객에게 서울시립미술관과 전시에 대해
1~2분가량 이야기를 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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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관람자는 작품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강의에서는 관람자가 작품·전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인지적 측면에서 파악해보고, 이에 대한
기초연구 결과가 도슨트의 관람객 이해와 전시 설명에 반영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양지연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교수

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관람자의 전시 감상을 포함한 미술관 경험에는 관람자 개개인의 사전 배경이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다. 즉, 아래의 <관람자 경험의 흐름 모형>과 같이, 개인이나
단체가 사전에 갖고 있는 기대·요구·동기 등이 미술관에서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경험의 질과 의미에
따라 만족도가 좌우된다. 따라서 관람자의 기대·동기 등 관람자의 사전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미있는 경험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관람자의 피드백을 연구하는 상호 연결 고리가 필요하다(Jung &

I. 미술관 도슨트의 역할

Love, 2017)

‘가르치다’라는 뜻의 라틴어 ‘docere’에서 유래한 도슨트(docent)는 이제 잘 알려져 있듯이 미술관에서
작품/전시에 대한 설명을 통해 관람자들의 이해를 돕는 사람이다. 1900년대 초반 보스톤미술관(Boston
Museum of Fine Arts)에서 도입된 도슨트 제도는 관람객에게 전시 소장품 설명을 전담하는 학예연구
인력을 배정하는 방식에서 시작되어, 미술관의 관람객이 크게 증가하고 도슨트의 전시 설명이 큰 호응을

기대

경험

만족

얻으면서 점차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확산되었다.
110여 년을 지속되어 왔고 오늘날 미술관의 가장 보편적인 교육 활동이자 자원봉사 프로그램이기도 한
도슨트의 전시해설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이 작품이나 전시를 감상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로 작용한다.
모바일 기계나 첨단 기술, 로봇을 활용한 전시 해설 매체가 등장하고 있으나, 사람간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통해 작품과 전시 경험을 촉진하는 행위의 의미는 앞으로도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도슨트의 역할과

출처 : Y. Jung & A. R. Love, System thinking in museums, 2017.

영향은 전시장에서 전시 및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행위 그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슨트는 미술관에서의
관람자의 의미있는 경험을 위해 전시·작품과 관람자를 매개하는 사람으로 보다 폭넓게 재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작가·작품·전시 연구를 해야 하는 만큼, 도슨트는 그것을 수용하고 의미화 하는 관람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도슨트로서 관람자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관람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

관람자의 사전 배경 중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미술(혹은 전시 및 작품)에 대한 경험과 교육 수준일
것이다. 미술관과 전시를 접한 경험의 시간과 깊이, 미술과 관련한 교육과 지식의 정도는 해당 전시를
마주한 관람객이 이 전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지적으로 수용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따라서
미적대상에 대한 사람의 인지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도슨트가 관람자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내용과 방식을 계획함에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II. 관람자에 대한 이해
관람자 연구는 서구 뮤지엄에서 197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나, 1920년대에 수행된 전시장에서의
관람 행동연구를 그 시초로 볼 수 있다. 오늘날 뮤지엄에서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람자 연구(Visitor studies/ Audience research)는 ‘관람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관람자를
이해하고, 이를 미술관 운영과 프로그래밍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자 결과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관람자 연구는 그 목적과 활용도에 따라 1) 기초연구, 2) 마케팅 리서치, 3) 평가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기초연구는 관람자의 동기, 학습양태, 정서적·인지적 반응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뮤지엄 경험의 성격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이론화하기 위한 것이다. 마케팅 리서치는 관람자의 프로파일, 만족도, 이용자/
비이용자의 인식 조사 등을 통해 마케팅 전략 수립 및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수행하는 조사연구이다.
또한 기관 운영 평가나 전시·교육 등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는 평가 연구도 빈번히
이루어진다. 어떠한 유형이건 관람자를 실증적으로 조사연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람자를 이해하고 이를
프로그램과 기관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을 생각하는 통찰력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22

III. 미술관 관람자는 전시를 어떻게 볼까?
본 강의에서는 관람자가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미적발달단계(Aesthetic Development)
이론을 검토하고 적용 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미국의 인지심리학자인 하우젠(A. Housen)과 미학자인
파슨스(M. Parsons)는 1980년대 말과 1990년대에 걸쳐 미적인지발달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단계화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관람자가 각기 다른 미술작품에 대한 정서적·지각적·인지적 반응을 구두로
서술하는 내용을 분석하여 관람자의 미적발달 단계별 특성을 정립한 한 것이다. 이 시기에는 미술관에서
관람자의 중요성이 강화되며 이들의 작품에 대한 미적체험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논의와 노력이 이루어졌다.
특히 파슨스는 당시 뉴욕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의 교육부서장이던 예나와인(P.
Yenawine)과 함께 미적발달이론에 근거한 ‘시각적 사고 전략’(Visual Thinking Strategey: VTS)를
개발하여 현대미술관의 감상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등, 미적발달이론이 학교와 미술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 보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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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과 파슨스의 미적인지 발달 이론은 요약하자면 아래 표와 같이 모두 5단계로 구성된다. 하우젠과

IV. 미적발달단계가 미술관 소통 증진에 주는 시사점

파슨스가 제시한 발달단계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작품에 대한 묘사, 소재, 해석, 판단의 네 가지

관람자가 작품을 대하는 미적인지의 속성을 단계적으로 설명한 미적발달단계 이론은 미술관 관람자와

측면에서 전반적으로는 유사한 흐름과 일정한 발달단계를 노정한다.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감정적 반응과

작품과의 소통 과정을 이해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관람자와의 매개 활동을 기획하는 주체는

무작위적인 지각, 자기중심적인 주관성, 개인적 경험과 선호에 따른 판단의 경향이 강함을 제시하고 있다.

관람자 층의 미적발달 단계 분석을 통해 전시와 교육의 소통 효과를 증진하는 방안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미적인지는 좀더 높은 발달단계로 이행될 수록 객관적 관점과 주관적 판단의 조화, 작품의 내용과
형식간의 상호연관성 지각, 작품의 의미와 상징을 해석하고 미술계의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는 태도로
나타나며, 궁극적으로 미술작품에 대한 자율적이고 다층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보다
심층적인 반응으로 전개됨을 제시하고 있다. 강의에서는 이와 더불어 미적인지발달 이론을 국내 미술관
관람자 연구에 적용하여 수행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미적발달단계는 한 개인의 고정적인 발달단계로 간주하기보다 특정 집단과 맥락에서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1. 양지연 김혜인(2011),
「미술관 관람자의
미적인지단계적 특성: 국내
성인 관람자를 중심으로」,
『미술 교육논총』 제25권 2호,
한국미술교육학회

미적인지 수준 혹은 성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입장이었다. 또한 미적발달은
생물학적 연령에 따라 저절로 성취되고 이행되는 과업이 아니라 미술작품 및 전시에 대한 경험과 학습,
훈련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이는 미술관과 도슨트가 지향해야 하는 전시설명의
궁극적인 목적과 성격을 성찰하게 한다. 미술관의 교육적 매개 역할은 다양한 미적발달단계에 있는
관람객층에 적합한 교육적 촉진을 통해 보다 성숙한 미적인지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관람자의

1단계

Hounsen

Parsons

설명 (Accountive)

개인적 선호 (Favoritism)

무작위적 관찰/나열

주관적, 무작위적 지각

감정 표현

자기중심적 반응

개인적 호불호, 연관성에 기초한 평가

개인적 경험과 호불호에 따른 선호

스토리텔러, Listmaker
2단계

3단계

구성 (Constructive)

미와 사실주의 (Beauty and Realism)

작품을 보는 틀 구성 (자신의 지각, 자신이 알고

아름다운 소재(Subject)와 밝은 표현에 높은 가치

있는 세계, 사회적 가치와 인습이 준거의 틀)

사실주의적 표현과 기량 선호

소재(subject), 기법, 사실주의에 대한 관습적 판단

판단의 주관성, 객관성에 대한 인식 미흡

미술(작품)의 기능과 실용적 가치 중시

느낌과 반응을 강하고 즉자적으로 표현

분류 (Classifying)

표현 (Expressionism)

미술사가와 같은 분석적 비평적 분류 시도

작품의 의미 해석

개인적 감정과 경험 제어

소재 위주에서 다양한 형식들의 상호 연관성과

다양한 정보 추구, 주의 깊은 관찰과 토론

적절성 관찰, 인지
주관성과 객관성의 구분, 반추 능력 형성

4단계

5단계

해석 (Interpretative)

양식과 형태 (Style and Form)

작품으로부터 의미있는 메세지와 상징 해독

작품으로부터 의미있는 메세지와 상징 해독

주관과 객관의 혼합

주관과 객관의 혼합

작품의 형식과 기법에 대한 다층적 감식

작품의 형식과 기법에 대한 다층적 감식

창조적 재구성 (Re-creative)

자율성 (Autonomy)

개인적 관점과 보편적 관점 혼합한 다양한 각도,

주관과 객관, 전통과 새로움의 긴장을 조정하며

열린 시간에서 접근

주체적으로 판단

작품을 오래된 친구이자 유기체로 간주

끊임없는 반추와 자문

지각, 인지, 감성 모두 동원하여 스스로 재구성

미술은 여러겹의 해석을 드러낼 수 있음
해석과 판단은 옳고 그릇 것의 문제가 이성적 행위

출처 : 양지연(2011), 「미술관과 소통 : 미적인지 발달단계의 이론적 탐색과 적용」, 『문화예술교육연구』 제6권 2호, 한국문화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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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적이고 실천적인 시각적 문해력을 배양하는 것이 될 필요가 있다.

1

4

관람자 연구(Visitor Studies)

관람자에 대한 이해:
미술관 관람자는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관람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조사를 통해
관람자를 이해하고,
이를 미술관 운영, 프로그래밍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자 결과물

2019. 8. 23. 서울시립미술관
양지연 (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교수)

2

5

관람자연구의 목적과 용도

• 기초연구: 관람자의 학습 양태, 상호작용, 정서적ㆍ인지적
반응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론적 근거 도출

미술관에 있어 관람자는

• 마케팅: 관람자 프로파일, 만족도, 목표 계층, 이용자/비이
용자의 인식 조사 통해 마케팅 전략 수립

어떤 의미인가?

• 평가: 관람자 학습 및 경험, 이해도, 동선 조사, 개인 및 지
역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측정하여 전시/프로그램의 성과
측정

3

6

미술관 관람자를 이해하는 하나의 틀:
미적발달(Aesthetic Development) 단계 이론과 그 특성

(도슨트로서) 미술관 관람자에 대해

• 인간이 미술작품을 지각, 이해, 추론하는 방식을 발달 단계의
관점에서 정립 (하우젠과 파슨스의 대표적 연구 기반)
• 인지적 반응 + 정서적 반응

가질 수 있는 질문?
관람자의 니즈, 배경, 기대, 동기, 이해, 경험, 행동, 만족…

• 인터뷰를 통한 실증(empirical) 자료를 기반으로 이론화
• 5단계로 미적 인지 발달 구분
참고) 피아제(J. Piaget)의 인지발달론, 에릭슨(E. H.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로웬펠드(V. Lowenfeld)의 미술표현 발달단계와의 차이 및 유사성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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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

미적발달(Aesthetic Development) 단계가 미술관 소통
증진에 주는 시사점

하우젠/파슨스의 미적발달 단계

1단계

Housen

Parsons

설명(Accountive)

개인적 선호(Favoritism)

• 미술관 관람자와 작품과의 소통 과정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
• 관람자층의 미적발달 단계 분석을 통해 전시와 교육의 소통 효과 증진

2단계

구성(Constructive)

미와 사실주의(Beauty and Realism)

3단계

분류(Classifying)

표현(Expressionism)

4단계

해석(Interpretative)

양식과 형태(Style and Form)

5단계

창조적 재구성(Re-creative)

자율성(Autonomy)

• 관람자의 주체적이고 실천적인 시각적 문해력 (Visual Literacy) 배양
• 전시의 소통 기능 강화
- 전시의 스토리텔링, 작가의 의도, 전시기획 의도 전달 강화
- 전시장 해석 도구의 내용과 형식의 효과적 설계

• 교육적 소통 효과 강화

- 교육적 촉진을 통해 미적 발달을 유도 -> 성숙한 심미적 판단으로 이르는

- 대상의 미적발달 단계에 적합한 작품/전시 선택
출처: 양지연(2011), 「미술관과 소통 : 미적인지 발달단계의 이론적 탐색과 적용」, 『문화예술교육』 제6권 2호, 한국문화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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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적발달 단계별 속성
Housen
1단계

설명(Accountive)
ㆍ무작위적 관찰/나열
ㆍ감정 표현
ㆍ개인적 호불호, 연관성에 기초한 평가
ㆍ스토리텔러, Listmaker

2단계

구성(Constructive)
ㆍ작품을 보는 틀 구성 (자신의 지각,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 사회적 가치와 인습이 준거의 틀)
ㆍ소재(subject), 기법, 사실주의에 대한 관습적 판단
ㆍ미술(작품)의 기능과 실용적 가치 중시

3단계

해석(Interpretative)
ㆍ작품으로부터 의미있는 메시지와 상징 해독
ㆍ주관과 객관의 혼합
ㆍ작품의 형식과 기법에 대한 다층적 감식

5단계

개인적 선호(Favoritism)
ㆍ주관적, 무작위적 지각
ㆍ자기중심적 반응
ㆍ개인적 경험과 호불호에 따른 선호

미와 사실주의(Beauty and Realism)
ㆍ아름다운 소재(subject)와 밝은 표현에 높은 가치
ㆍ사실주의적 표현과 기량 선호
ㆍ판단의 주관성/객관성에 대한 인식 미흡
ㆍ느낌과 반응을 강하고 즉자적으로 표현

분류(Classifying)
ㆍ미술사가와 같은 분석적 비평적 분류 시도
ㆍ개인적 감정과 경험 제어
ㆍ다양한 정보 추구, 주의 깊은 관찰과 토론

4단계

미적발달(Aesthetic Development) 단계 적용의 제한점

Parsons

• 하우젠/파슨스의 연구 맥락과 미술관 전시 관람 환경의 차이

표현(Expressionism)
ㆍ작품의 의미 해석
ㆍ소재 위주에서 다양한 형식들의 상호 연관성과 적절성
관찰, 인지
ㆍ주관성과 객관성의 구분, 반추 능력 형성

•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른 맥락에서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

양식과 형태(Style and Form)
ㆍ작품의 의미와 해석은 사회적, 공적 성격 지님을 인지
(미적 판단은 객관적 논의의 영역)
ㆍ작품의 다양한 내/외적 요소가 질에 기여하는 바 탐색

창조적 재구성(Re-creative)
ㆍ개인적 관점과 보편적 관점 혼합한 다양한 각도,
열린시각에서 접근
ㆍ작품을 오래된 친구이자 유기체로 간주
ㆍ지각, 인지, 감성 모두 동원하여 스스로 재구성

• 인터뷰 자료인 구상계열 평면 작품과 다양한 현대 미술 작품과의 차이

우리나라 미술관 전시 환경에서의 관람자 미적인지 발달 단계와 시각적
사고에 대한 연구 필요

자율성(Autonomy)
ㆍ주관과 객관, 전통과 새로움의 긴장을 조정하며 주체적
판단
ㆍ끊임없는 반추와 자문
ㆍ미술은 여러겹의 해석을 드러낼 수 있음
ㆍ해석과 판단은 옳고 그른 것의 문제가 아닌 이성적 행위

출처: 양지연(2011), 「미술관과 소통 : 미적인지 발달단계의 이론적 탐색과 적용」, 『문화예술교육』 제6권 2호, 한국문화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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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 아마추어, 전문가의 차이
(미국 덴버미술관 연구)

미적발달의 패턴

1단계
묘사/
관찰

---------------------------------------------

5단계

보이는 것의 무작위적 관찰,
형식과 내용, 의미의
나열적 묘사 --------------------------------------상호 연관성 탐색

보이는 것,
소재
(subject) 좋아하는 것 ----타당한 소재-----------------보이는 것 이상의 상징, 의미

해석

의미 인식 ---- 객관적 해석 시도 ---- 재해석 ---- 자율적 재구성

판단

즉자적 호불호 ---- 주관적 평가 ----- 객관적 평가 ---- 주관/객관적 판단,
개인/사회적 평가의 조율과 반추

초보 관람자(Art Novice)
미술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지식을 활용하는 데는 낮은 능력을 가진 관람자로, 미술을
통해 즐겁고 평화로운 느낌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로 나타난다. 이들은 미술관 방문을 가벼운 삶
의 활력소, 에너지 재충전, 즐거움을 위한 여가선용 등으로 여긴다.
예술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해 작품을 혼자 관람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누군가
와 함께 관람하는 것을 선호한다. 작품을 볼 때 감정적인 부분을 중시하고 선호도, 사실적 묘사,
색감, 구성 등에 따라 판단한다. 자신이 아는 것보다 작품의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알
고 싶어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맞음을 확인 받고 싶어 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틀릴 것이 두려워, 작품을 해석할 때 지식을 활
용하는 것을 주저한다. 요약하자면, 초보 관람자가 미술작품을 바라보는 방식의 특징은 ‘반응적
자세,’ ‘짧은 주목 시간,’ ‘감정의 지배,’ ‘성급한 판단,’ ‘개인적 연관성 희망,’ ‘작품에 얽힌 인간적 요
소 추구,’ ‘제한적인 지각의 기술,’ ‘더 알고 싶지만 방어적 자세가 공존’ 하는 것이다.

출처: 양지연(2011), 「미술관과 소통 : 미적인지 발달단계의 이론적 탐색과 적용」, 『문화예술교육』 제6권 2호, 한국문화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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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 아마추어, 전문가의 차이
(미국 덴버미술관 연구)

성인관람자의
미적인지 특성: 연구 사례

아마추어 관람자(Advanced Amateur)

1단계: 즉자적 반응

미술에 대해 일정 정도의 지식을 갖춘 자들로 전시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획된 관람을 하며, 기본적
작품 감상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혼자 방문하는 것을 선호.

•

즉자적 반응 단계는 자기중심적인 파편적인 관찰 및 반응의 나열.
감정적이거나 미학적인 반응을 즉자적으로 표현하는 성향이 강함. 개인적 호불호에 따른 선호에 근거
하여 판단

예술작품은 문화, 사회적 맥락 안에서 예술가가 창작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술가의 의도, 미술사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에 의해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스스로 해석할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이해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라는 문구를 자주 사용하며,
자신의 표현에 대한 동의나 확인 받기 위한 질문, “맞나요?” 등의 말을 자주 사용

이들도 초보 관람자처럼 감정적인 부분을 중시하고 있으며, 개인적 경험을 작품과 연관하여 생각한다.
그러나 아마추어 관람객들은 작품에 대한 즉각적인 선호도, 미술관 방문목적 등에 있어 초보 관
람자보다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

작품의 요소들을 분석하기 위한 틀이나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제한된 지식 대신 본인의 개인적 경험
과 연관시킴
해석 및 평가를 요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웃음이나 부정적 이해의 표현을 통해 난색을 표하는 경
우가 많음

이들이 미술작품을 바라보는 방식은 ‘인간적 연관성 만들기,’ ‘탐험과 발견,’ ‘주관성의 인식과 제어,’ ‘감
정의 중요성 인식,’ ‘개인적 경험과 연관,’ ‘개인의 선호와 관계없이 작품이 주는 기회를 허용’ 한다
는 점이 특징이다.
•

스토리메이킹, 즉 작품의 장면과 모습 등을 관찰하며 단편에서 전체를 상상하는 상상적 스토리를 만
드는 것은 1단계와 2단계의 중간 단계로 이해할 수 있음.
이 때 개인적 경험이나 대중미디어 경험 등이 상상적 스토리 구성을 위한 틀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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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 아마추어, 전문가의 차이
(미국 덴버미술관 연구)

성인관람자의
미적인지 특성: 연구 사례

2단계: 개인적 틀 구성

전문가(Experts)

•

미술관 전문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참고(M. Csikszentmihalyi & E. Robinson)

이 때 미술관련 관습적 판단은 자신이 알고 있는 미술에 대한 지각, 즉 아름다운 것, 느낌이 좋은 것,
사실적인 것, 기량이 높은 것 등의 가치를 중시하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관찰과 판단에 반영하는 것. 이
때 자신의 관찰 및 판단에 대한 주관성과 객관성 구분은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준거의 틀을 검토하
는 과정 없이 바로 구성

미술관 전문직원들이 미술작품에 반응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네 개의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첫
째, 형태와 균형, 조화 등에 초점을 둔 ‘지각적’ 반응이다. 둘째, 작품의 감정적 내용과 개인
적 연관성에 기초한 ‘감정적’ 반응이다. 셋째, 미술사 및 이론적 이슈에 주목하는 ‘지성적’ 반
응이다. 넷째는 작가 및 작가가 살았던 시대적, 문화적 배경과 연계하려는 ‘소통적’ 반응이
다.

•

개인 준거의 틀에 의한 이해를 구성하는 것은 작품과 연관지을 때도 개인적 경험이나 대중미디어적
경험과의 연계, 혹은 공적 경험과 연결하는 모습을 보임.
이는 반응 단계에서 스토리메이킹의 과정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평가 및 판단에도 개인의 관습적 기준,
경험 등이 그 근거가 되었다. <좌삼미신>에 대해 한 20대 여성은 작품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내릴
때 “무얼 얘기하고자 하는 건진 모르겠는데 재밌는것 같아요. 사람한테 유쾌함도 줄 수 있고, 친근하게,

전문가(Experts)는 미적경험을 할 때 이러한 지각적, 감정적, 소통적, 지성적인 부분을 모두 사
용해 경험을 구축한다. 즉, 역사적 정보, 사회문화적 맥락, 기본적인 인간 감정과의 연계, 감
각적 인식, 상상력 등을 비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15

개인적 틀 구성 단계는 소재, 기법, 표현 방식 등에 대한 사회문화적, 미술관련 관습적 판단에 근거에
형성된 개인적 준거 틀에 의해 작품을 묘사 및 판단.

요즘 보면 되게 화려하고 막 어려운 작품도 많은데, 이것을 보면서 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편하게 다가
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라며 유쾌함, 편안함을 미술작품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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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인관람자의 미적인지 단계 특성:
미술관 관람자 연구 사례

성인관람자의
미적인지 특성: 연구 사례
3단계: 주관과 객관의 구분 시도

연구사례: 양지연, 김혜인(2011), 「미술관 관람자의 미적인지 단계적 특성:
국내 성인 관람자를 중심으로」, 『미술교육논총』제25권 2호, 한국미술교육학회
-

•

국립현대미술관의 <신소장품2010>전을 찾은
20세 이상 성인 관람자 40명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성인 관람자의 미적인지 단계 특성 분석 연구

객관성을 추구하며 분석적, 비평적 분류와 다양한 형식들의 상호 연관성을 탐색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객
관성과 주관성을 구분하려는 노력이 이 단계의 가장 큰 특징. 또한 사물, 형태, 구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관
찰하고 묘사하는 동시에 이들간의 상호연계성을 찾으려 함. 예를 들어 이공계 연구원으로 연간 미술관 방문
횟수가 1-2회인 30대 남성은 <사이보그 W5>의 부분 요소들을 상호관계 속에서 세부적으로 관찰하는 모습
을 보임.

“이 작품은 두껍고 튼튼한 다리와, 그러나 한 쪽은 날아가서 없고, 한 쪽 팔만
있고, 사람 형상을 하고 있는데, 손가락은 뼈만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한 쪽 팔과
다리가 없어졌는데도, 불균형이 되었다거나 아프다거나 한 느낌보다도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을 강조하는 듯 보여서 제목을 확인해봤더니 사이보그더군요. 그
래서, 아...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게 만든 것이겠구나...했지요.“
•

작품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찾고 이를 작품 이해에 활용하고자 하고자 함. 작가, 제목, 제작 연도, 출처, 기
법, 매체 등의 정보를 미술관 내에서 찾거나, 타인에게 물음. ‘신중한 관람’을 통해 작품에서 탐색한 시각적
근거와 작품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연결하여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특성을 찾아볼 수 있음. 데비 한의 <좌
삼미신>을 보던 20대 남성은 작품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작가의 배경과 작품의 의미를 연결하려는 시
도를 보임.

“저 데비 한 이라는 분이 한국인이신가요? 아니면 외국인이세요? (중략) 제목이
좌삼미신인 것 같은데...아름다움의 신 세 명이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그림을 보면 작품을 보면 미신이라고 보이기 보다는 그냥 아주머니들...
저렇게 표현한 것 보면...뭐, ‘미신도 별 거 없다.’“(웃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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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관람자의
미적인지 특성: 연구 사례
4단계: 해석
•

작품 전반으로부터 메시지나 상징을 해독하여 작품을 해석하는 단계. 주관과 객관의 구분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를 혼합적으로 사용하며 작품의 부분과 전체를 동시에 인식하는 것이 이 단계의 주된 특징.
그러나 파슨스가 강조한 작품의 다양한 내외적 요소가 질에 기여하는 바를 탐색하는 특징은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작품의 형식적, 내용적 요소들이 작품을 어떻
게 의미화하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작가의 의도나 작품의 의미를 찾아내려는 시도
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

작품의 시각적 요소를 관찰할 때도 작품의 시각적 요소들을 개별적이거나 파편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작품에 대한 선호도 느낌이나 감정 보다는 자신이 해석한 의미나 개념에 대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
된 것으로 인식하고 묘사하고 이를 작품의 의미와 연결. 개인의 선호는 유보하고, 개인적 경험 보다는
본인의 미술 경험이나 지식 등과 연관하여 해석이나 가정을 구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조소를 전공
한다고 밝힌 20대 남성은 이불의 <사이보그 W5>의 요소를 상징적으로 해독하며 작가가 의도한 작품
의 의미를 해석.

“보통 하얀색은 경건함, 거룩함 이런 것을 말하는데, 작가가 흰 색으로 함으로써
완전하지 못한 것, 종교화된 기계 문명, 그렇지만 불완전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20

성인관람자의
미적인지 특성: 연구 사례
4단계: 해석
•

이 단계에서는 작가, 작품에 대한 직접적 정보에 근거하여 평가를 내리거나, 자신의 미술작품의 가치
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여 작품의 질이나 의미표현 방식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경향을 보임. <좌삼미
신>에 대해 미술 비전공자며 연간 3-5회 미술관을 방문한다는 40대 여성은 작품의 의미를 ‘일상의 아
름다움을 찾았다’라는 것으로 해석 한 후, 그 주제의 표현방식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다. “세 여자의 표
정이 거의 다 똑같은데 (중략) 좀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었을 텐데 (중략) 좀 달랐으면 다른 의미가 있
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

또 하나의 특징은 미술관 전시장 내의 다른 작품들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비교한다는 점. 미술 전
공자로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은 30대 여성은 <지리산> 작품을 보며, 옆에 함께 전시되어있던 동일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며 전시 기획자의 의도를 파악하려 함.

“앞에 있는 그림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하고는 좀 시대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중략)
분명히 직접 가서 보고 그린 것 같은데 산이 다른 산일 것 같고 느끼는 감정도 좀 많이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략) 벽면에 색을 다르게 칠해놓은 점도 좀 구분 해놓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고. (중략) 저 쪽 작품을 한 개로 묶고, 이 쪽 작품을 한 개로 묶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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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관람자의
미적인지 특성: 연구 사례
5단계: 자율적 재구성
•

마지막 자율적 재구성 단계는 하우젠의 재창조 단계와 파슨스의 자율성 단계적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주관과 객관, 지식과 인지, 감성을 모두 동원하여 해석, 판단, 반추, 자문 등을 계속하며 작품에 대한
이해를 스스로 재구성하여 통합적 이해를 구축

•

이러한 이해를 구성할 때 미술계의 해석전략과 미술관련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접근

•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들 스스로 미술은 다층적 해석이 가능한 영역임을 인식하고 있다
는 것인데, 자신을 미술 작가라고 밝힌 30대 여성의 경우 데비 한의 <좌삼미신>에 대한 반응에서 이
러한 특징을 드러냄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의 괴리? 그런 것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편안하거나 당연하게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
하지만 사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고 완벽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요. (중략) 그런 것들에 대해 비꼬
는 것 같아요. (중략) 그리고 비너스는 완벽한 비율을 가진 서양적 미의 상징인
데 여기 이 자세들은 굉장히 통속적인 자세를 하고 있는데.. 그런 대비를 주면
서 이야기를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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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슨트 되기의 첫 걸음

2. 자료 수집
미술관 자료를 중심으로 공부하되, 참여 작가와 작품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한다. 도록이나
박귀주
서울시립미술관 도슨트

잡지, 전문 서적,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인터넷 자료의 경우, 정확한 자료인지 출처를 꼭 확인해보고
인용하도록 한다. (작가 관련 검색 사이트의 예 : 네오룩, 네이버캐스트, 앨리스온 등)

3. 작품 선정
작품 배치와 동선, 전시 주제, 설명 시간을 고려하면서 설명할 작품들을 선정한다. 관람객들이
Ⅰ. 도슨트의 정의

이동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자연스런 동선을 짜도록 한다. 설명 시간은 대형 전시의 경우, 보통 40분에서

도슨트(Docent)라는 말은 ‘가르치다’란 뜻의 라틴어 ‘도케레(docere)'에서 나온 말이다. 도슨트의 정의는

50분 정도로 진행된다.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 내용을 설명하는 전문지식을 갖춘 안내인‘을 말한다. 지금과 같은 자원봉사자로서의
도슨트 제도는 1900년대 초(1907년)부터 미국 보스턴 미술관을 중심으로 미국 전역과 유럽으로

4. 원고 작성 (Ⅳ)

확산되었다. 한국에서는 1995년 광주비엔날레에서 도슨트 제도를 처음 도입했고, 사립미술관으로는
삼성미술관, 당시 호암갤러리에서 1996년에 처음 도입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2003년부터 자원봉사자

5. 전시 진행 방법 (Ⅴ)

도슨트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해오고 있다. 그동안 도슨트 제도를 도입한 미술관과 박물관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대부분 자원봉사자 도슨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는

6. 모니터링

1기에서 12기까지 145명의 도슨트가 선발되었고, 북서울미술관에서는 1기부터 6기까지 95명의 도슨트가

도슨트들끼리 서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자료를 공유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선발되었다. 특히 본관에는 1기부터 12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과 경력을 지닌 도슨트들이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활동해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슨트‘ 혹은 ’전시 해설사‘라는 호칭으로 불린다.

Ⅳ. 원고 작성
원고 작성은 구어체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전체 설명 시간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에

Ⅱ. 도슨트의 역할

대한 호칭은 “○○○작가는 ○○했습니다.”와 같이 평어체로 사용하는 것이 무난하며, 관람객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호칭을 선택해서 사용한다. 작품 설명은 되도록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내용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 2018. 11. 17.)

이뤄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설명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작가 와 작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전시 주제, 제작

'미술관'이란 문화, 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향유 및 평생교육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방법, 재료, 평론, 작가 노트, 작품과 관련된 일화 등이다. 설명하는 사람이 잘 이해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 조각, 공예, 건축, 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이야기할수록 내용 전달이 잘 된다.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자료 중 작품의 이해를 돕는 내용을

전시, 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장 제2조 2항)

간추려서 말하는 것이 좋다. 문장은 되도록 짧고 간략하게 쓰고, 두괄식 문장으로 말하는 것이 관람객의
관심을 모으기 좋다. 전체 설명 시간에 적합한 분량의 원고인지 확인하고, 관람객의 성별과 나이, 직업에 따라

도슨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술관에서 기획한 전시 내용을 관람객에게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고 어려운 용어는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 완성된 원고를 충분히 소리 내어서 연습하면

도슨트는 관람객과의 소통을 통해서 전시와 관람객, 관람객과 미술관을 이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하며, 이를

말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설과 관람객을 배려하고 인솔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Ⅴ. 전시 진행 방법
Ⅲ. 전시 설명 준비

전시를 진행하기에 앞서 도슨트는 마이크를 준비하고 안내 데스크에서 안내 방송을 한 다음 전시장 입구에서

1. 전시 교육 참여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시 설명은 전시 개요가 쓰인 벽 한쪽 옆이나 전시 제목이 보이는 입구에 서서 시작하는

전시 설명에 참여하려면 전시 기획자가 진행하는 전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것이 일반적이다. 되도록 시간에 맞춰 자기 소개 인사와 전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시작한다. 도슨트가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매번 전시가 있을 때마다 도슨트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교육이 진행되는데 이론

서는 위치는 보통 관람객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작품 한쪽 옆으로 선다. 진행하는 동안 마이크 방향과

교육과 전시장 투어 형태로 이루어진다. 보통 전시가 시작되면 전시 주제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참여 작가의

볼륨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동할 때에 관람객보다 한 걸음 앞서서 안내를 하면 관람객이 편하게

강연회, 워크숍 등이 진행된다.

이동할 수 있다. 되도록 관람객을 골고루 마주보면서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작품 보호를 위한 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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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양한 불특정다수의 관람객을 상대하므로 도슨트의 복장은 단정하고
편한 옷차림이 좋다. 관람객의 질문을 받을 때는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대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Ⅵ. 모니터링에서 언급되는 내용들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으면 전시 진행에서 도슨트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이크 볼륨이
충분한지, 소리의 방향이 제대로 관람객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이동할 때 관객을
기다리거나 배려하는 제스처가 요구된다. 또한 시선 처리를 비롯하여 관람객과 소통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적절한 어휘를 선택해야 한다.

Ⅶ. 작품 예시

정보영, Looking, Oil on canvas, 2010

한묵, 상봉, 캔버스에 아크릴,
200x300cm, 1991, 개인 소장

정보영, Lighting up, Oil on canvas, 2018

한묵, 흰그림, 캔버스에 유채,
72.5x60.5cm, 1954, 개인 소장

정보영 작가는 회화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를 하는 작가이다. 작가는 보이지 않는 빛과 시간이 만들어낸
정서적인 느낌에 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한다. 작가의 작업은 한 화면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빛의 변화를
동시에 보여준다. 작가는 공간을 빌려서 시간의 흐름과 그 흐름에 따른 빛의 변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표현하려고 한다.

한묵, 십자성의 교향, 캔버스에 아크릴,
200x300cm, 1989, 개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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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첨벙첨벙 Splash Splash,
2017, 천에 아크릴릭 과슈, 210x210cm

이우성, 오늘 밤 많은 것이 결정된다
Tonight, Many Decisions WIll be Made,
2017, 천에 아크릴릭 과슈, 210x210cm

서울시립미술관 드로잉 워크숍
<눈,코,입> 풍경

이우성,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 캔버스에 아크릴릭 과슈, 65x50cm

서울시립미술관 뮤지엄 나이트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드로잉 워크숍 <눈, 코,입>은 이우성 작가가

박경진, 마약사무실 폭파 현장, 캔버스에 유채, 227.3x545.4cm, 2018

박경진, Fake-Love-노란 바닥,
캔버스에 유채, 91x72.5cm, 2018

박경진, Untitles,
캔버스에 유채, 60.5x60.5cm, 2018

박경진 작가는 영화나 뮤직비디오 제작을 위한 세트장에서 일용 작화 노동자로 일했다. 촬영이 끝나면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사람의 눈, 코, 입을 그려주고 그걸 오린 것을 조합해서 미술관의 여러

철거되어 버릴 예정인 세트장을 여러 시점으로 찍어서 장면을 재구성한다. 장면 속 인물은 얼굴 묘사를

공간을 이용하여 자신을 표현했다. 이우성 작가는 천 그림을 접거나 말아가지고 다니면서 다양한 환경의

생략하고 두텁게 덧칠했다. 작가 자신이기도 한 인물들은 수많은 인력과 자본이 투입되어 가짜 현장들이

사람을 만나면서 소통하는 작업을 해왔다.

만들어졌다가 촬영 목적이 달성되면 순식간에 철거되는 영화산업의 이면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다.
자본에 대한 욕망이 뒤엉켜있는 영화계 현장 이야기, 노동과 예술의 경계에 대한 작가의 갈등이 빠른 붓
터치를 따라 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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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인, 행복의 하늘과 땅,
300x270, 면 위에 자수, 2013

작가는 한국 근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 이미지들로 화면을 채웠다. 재봉틀 자수 작업의
표면에 실밥들이 보이도록 남겨둔 형태는 방직 공장 노동자들의 작업 과정을 연상시키고 있다. 나혜석 화가,
이금희 댄스 가수,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 1960년대 여성 단체의 축첩 반대 시위 이미지들은 남성 중심적인
시각으로 기록된 역사에 대한 응축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

Ⅷ. 전시장 투어
서울시립미술관 도슨트 양성교육 과정에는 전시장에서 설명을 직접 참관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배 도슨트들의 시연을 통해서 도슨트 실무와 관련된 이론 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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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소통하는 도슨트
― ‘미수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3. 이 프로그램 기획과
시행은 당시 교육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윤정애

김정아 큐레이터가

서울시립미술관 도슨트

주관하였다.

3

소통하는 대화형 작품 감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시도는 미술관이
관람객들에게 더 즐겁고 친절한 곳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서울미술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한 이유는 전시 규모면에서 관람객과 대화를 나누기에 더
적합했고, 남서울미술관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남서울 미술관의 주요 관람층이
주부라는 것을 고려하여 ‘수다’라는 프로그램 제목을 정하여서 좀 더 친숙하게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망각에 부치는 노래> 전시에서 미수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결정된
이후, 기획자인 큐레이터와 진행자인 필자는 사전에 미팅을 통해 구체적인

Ⅰ. 들어가는 글

진행 방법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슨트는 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의 작품 감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이다. 도슨트 외에도

10명으로 정하였고, 진행시간은 1시간으로 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부제는

관람객들의 미술작품 감상을 위해 미술관에는 리플릿, 도록, 캡션, 오디오 가이드, 도슨팅 앱 등의 많은

전시 주제가 망각과 기억에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잊고 싶은, 잊혀지는,

장치들이 준비되어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전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을 수 없는....’으로 정하였다. 참가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관람객들이 도슨트를 선호하고, 도슨트 투어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바로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도슨트가 다양한 방면으로 발문을 제시하여 관람객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할 수 있다.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 아니라 작품 앞에서 서로 마주 보며 작가와 작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깊이 있는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자는 토크 주제를 세 가지로 정하였는데, 먼저 루이즈

전시기획자의 의도를 관람객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전달하는 도슨트의 역할은 앞으로도 그 수요가 더
<'미수다' 모집 공고>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르주아의 <망각에 부치는 노래>를 통해 나에게 잊고 싶은 기억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 송상희 <엽서들>과 관련하여 나에게 잊혀지는 기억은 무엇인지, 세 번째로 김동규의

이러한 현실에서 도슨트 투어를 통해 관람객들이 미술 작품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일방적인 설명방식을

<애절한 사랑의 대서사시를 쓸 수 있게 고안된 거대한 원고지>를 보며 나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란

벗어나서, 도슨트와 관람객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대화형 도슨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어 봄으로써 작품이 우리 삶과

물론 도슨트 투어 중에도 관람객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면서 소통하기도 하지만, 일회성에 그치거나, 작품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느낌을 투영하여 작품을 관람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음을 관람자 스스로 알

이해에 관한 깊이 있는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시간상 모든 전시 작품을 설명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필자의 도슨트 투어 때 반응이 좋았던 몇몇 작품을 선정했고, 이에 따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기획자와

대화형 미술 감상교육은 1990년대 미국 뉴욕의 MOMA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었고, 그 이후 ‘Gallery

사전 점검을 하였다.

Talk’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외 여러 미술관에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큐레이터와의 대화’, ‘작가와의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친 후, 미술관 홈페이지에 미수다 프로그램 모집 공고를 하였고, 몇 시간 만에 예약이

대화’ 등의 프로그램이 여러 미술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큐레이터나 작가가

다 이루어졌을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먼저 강의식 설명을 하고 형식적으로 몇몇 관객에게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관람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2018년 ‘미술에 대한 수다’(이하 ‘미수다’로 약칭)라는 도슨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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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대화형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남서울 미술관에서 열린 <망각에 부치는 노래> 전시에서 2회, 그리고
2

<예술가 (없는) 초상> 전시에서 2회 이루어졌다. 본 발표에서는 필자가 진행한 <망각에 부치는 노래>
전시에서 이루어진 미수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준비과정, 실제 프로그램 진행 상황과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반응 등을 살펴봄으로서 앞으로 바람직한 대화형 도슨트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과 도슨트 활동 영역의 확장을
전망하고자 한다.

1. 2017년 12월 12일에
시작하여 2018년 2월
25일까지 열렸던 망각과

2. 미수다 프로그램의 실제 진행

회상에 대한 다채로운

첫 미수다 프로그램은 2018년 2월 6일 오후 2시에 시작되었다. 엄청난 한파로 몹시 걱정되었으나,

시선을 보여주었던
전시로서, 루이즈 부르주아,

예약했던 10인이 다 참석하였다. 대부분 연배가 어느 정도 있는 여성이었고, 특이하게 부부 한 쌍도 있었다.

쿠사마 야요이, 김환기,

우선 전시장 입구에서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약 30분간 작품 설명을 하였다. 그 어느 도슨트 투어보다도

유영국 등의 작가들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시작하였다. 강의실 분위기도 차분하고 아늑하게 꾸며졌고, 전시 주제도 기억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2. 2018년 3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열렸던 한국의

Ⅱ. ‘미수다’ 프로그램의 진행
1. 기획 의도와 준비과정
미수다 프로그램은 현대미술이 어렵고 난해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동적인 관람 방식에 익숙한
대다수의 관람객들을 위해 작품의 의미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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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고 열심히 참가자들이 참여해 주었다. 그 후 지하 강의실로 이동하여 본격적으로 ‘미수다’를

대표적인 사진작가들이
보여주는 예술가의 초상과
동시대 예술의 초상을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참여도 진지하면서도 솔직하게 이루어졌다.
첫 순서로는 먼저 전시회를 보고 난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감상평을 각자
주어진 종이에 적는 작업을 약 10분간 하였다. 이를 위해 담당 큐레이터가 전시 작품 이미지들과 필기

탐색하는 전시로서, 주명덕,

도구, 종이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가 기념품도 지급되었다.참가자들은 이 작업을 마친 후에,

구본창 , 오형근 등의 작가

진행자인 필자의 주도로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간을 약 20분 정도 가졌다. 이 시간 동안

사진들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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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정말 진솔하게 자신들의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작품과 연관시켜서 잘 표현해 주었다.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의 이야기도 진지하게 경청하는 분위기여서 서로 처음 만난 경우 같지 않게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차분한 조명과 분위기로 인해 참여자들의 기억에 관한 이야기와

4. 예를 들어 한 참가자는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은 도슨트 역할의 확대라는 점이다. 도슨트 투어의 형식을 넘어

루이즈 부르주아 작품을

도슨트가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진행자가 되어 대화를 통해 작품 이해를 상호 소통함으로서 더욱 관람객들과

통해 어렸을 때 부모님께

가까워지고, 에듀케이터로서 도슨트의 성격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받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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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 대해 마음을 열고 더욱더 잘 표현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미술관 관람객의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했고, 다른 참가자는 잊고
싶지 않은 기억을 놓치지

사실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의 경우, 독특하고 고풍스러운 미술관 건물과 아울러 좋은 전시가 계속 이어지고

않기 위해 SNS를 활용하여

있는데도 위치상의 문제와 홍보 부족으로 관람객이 본관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인데, 이와 같은 소통하는

자신만의 기억창고로 쓰는

대화형 도슨트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킴으로서 관람객을 더 많이 미술관으로 오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수다’에서 참가자들이 작성했던 감상평 등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주는 것과 아울러, 미술관에 비치하여 피드백과 함께 홍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도
‘미수다’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와 기대와 아울러 미수다 프로그램 진행시 보여진 문제점들도 있었다. 먼저
프로그램 진행시 나타나는 문제로 참가자들의 프로그램 참여가 골고루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진행자인 도슨트가 잘 조절하여 모든 참가자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다’라는 프로그램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이지도 하지만,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 보다는 단편적인
감상평의 표현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쉬웠던 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면은 진행자 도슨트의 심도있는
<도슨트 투어 전경>

준비와, 프로그램 진행에 전시 작품에 대한 스터디 또는 강의를 포함시키는 것을 통해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미수다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되는 관람객 증대 효과에 대한 문제이다. 사실 프로그램 신청과
진행은 활발하고 열기있게 이루어졌지만, 기대만큼 관람객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고 할 수

<미수다 진행 사진>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미수다’ 프로그램을 상설화하긴 어렵더라도 시행 빈도를 늘리고, 남서울 미술관과
6. 물론 ‘미수다’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전시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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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본관, 북서울 미술관 등 다른 시립미술관에서도 시행되어져서 ‘미수다’ 프로그램을 즐겨 참여하는
단골 관람객들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형식으로 소통하는
도슨트 프로그램이 개발될

Ⅲ. 나가는 글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작년에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에서 시행되었던 ‘미수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도슨트로서의 활동과 그 성격,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실 서울시립미술관은 2003년
도슨트 제도를 시작한 이래 각 전시마다 거의 빠짐없이 도슨트 투어가 좋은 평가를 받으며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설 도슨트 투어의 중요함은 너무나 당연하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참여자 감상평>

‘미수다’와 같은 소통하는 대화형 도슨트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두 번째 ‘미수다’ 프로그램은 2018년 2월 20일 오후 2시에 이루어졌다. 이 날은 포근한 날씨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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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신청자 참여가 저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와 마찬가지로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미수다
프로그램은 진행되었다.
3. ‘미수다’ 프로그램의 성과와 전망

서울시립미술관의 대표적인 관람객 참여와 서비스 프로그램인 ‘예술가의 런치박스’, ‘뮤지엄 나이트’,

5. 참가 신청자 10인 중 다섯
명이 참여하였고, 현장에서

‘찾아가는 미술 감상 교실’ 등과 아울러 ‘미수다’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미술관 관람객과의 더 깊이있는

관람객 한명이 프로그램에

교감이 이루어지는 통로로서, 서울시립미술관이 좀 더 관람객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도슨트의 활동 영역도

참여하여 총 6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미수다’ 프로그램의 성과로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전시와 작품에

*본 발표는 ‘미수다’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주관하였던 김정아 큐레이터의 많은 도움을 받아 준비되었음을 밝힌다.

대한 이해의 수준을 올릴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 도슨트 투어와 달리 예약제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열의가 높았고, 진지하여서 더 효과가 컸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의 의견도
공유함으로서 작품 이해의 폭이 더 확장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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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가 이미 정의 내려진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통해 관습들이 유지되어졌던 다른 공간에 의해

미술관 전시 관람의 형태를 다시 생각한다 :
관계미학의 교육적 의미

소유된 가치를 그 공간에 부여한다. 교회의 신성성, 법정의 형식성, 실험실의 신비감등이 독특한 미학적
최성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前피츠버그 주립대 미술대학 교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세련된 디자인과 결합한다. 이 방 안에서 지각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일단 그 공간
밖으로 나가면 예술은 세속적인 상태가 된다. 역으로 예술에 관한 강력한 아이디어가 초점이 되는
공간에서 사물은 예술이 된다. (p.14)

예술인지 아닌지 훌륭한 예술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또는 그것에 대한 평가를 놓고
1. 생각해보기
다음과 같은 진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오브제를 전시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혹은 좋은
예술이 아닐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감추고 은폐하기 위해, 좋은 작품으로 탄생할 수 밖에 없는 공간의
미학적 원리들을 이미 규정해 놓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플라토니즘이 수학적 상상력에 바탕을 둔

- 미술관 전시실은 조용한 공간이다.

순수한 형태와 기하학적 관심과 만나는 지점에서 근대 미술이 탄생한다고 본 토마스 맥빌리(McEvilley,

- 미술관 전시실에서 “놀” 수는 없다.

1986)는 오도허티의 책 Inside the White Cube의 서문을 쓰면서, 기본 형태와 기학학적 추상성이 각

- 미술관 전시실은 관람자가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관람에 방해가 될 만한 다른 요소는

예술 작품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 보다 더 힘을 얻게 되는 현상에 주목합니다. 이어 그는 “화이트 큐브의

제거해야 한다.

궁극적인 의미는 특정한 사회적인 목적으로 전환되고 은폐된 구체적 삶의 실존이 지워진 초월적인 야망” (p.

- 작품 감상은 작품과 관람자와의 은밀한 내적 대화이므로, 다른 어떤 것이 끼어 들어거나 간섭하면 안된다.

12)이라고 주장합니다. 윤난지(2007)는 화이트 큐브를 통하여 성전으로서의 미술의 위치를 옹호함으로써

- 미술사 지식, 미술작품에 대한 이해가 높은 관람자가 전시를 더 잘 즐길 수 있으므로, 미술관의 역할은

구축하고자 하는 것의 실체가 ‘성스러운 것’을 ‘이러이러한 것’으로 미리 규정할 수 있는 미술 권력이고, 그

미술사 전문 강좌를 늘리고, 작품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도슨트를 늘리는 것이다.

미술권력은 부르주아 계급의 잉여자본을 바탕으로 그 부와 권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암시한다.
생산품(예: 작품)으로부터 생산자(예: 예술가)를 소외시키는 자본주의의 원리를 예술작품의 탈맥락화라는

위와 같은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강의 듣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이데올로기속에서 수행함으로써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권력구조를 은폐할 뿐 아니라 합리화하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는 많이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꼭 조용한 모드로,

강화”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p. 132). 이러한 화이트 큐브 공간에서 관람자에게 주어진 것은 제의의

교양미를 장착하고, 전시실 내에서 작품을 지긋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만이 작품 감상의 방법이 되어야 할

영역에서 제의의 순서에 맞게 그 제의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화이트 큐브가 비준한 그 제의의 과정은

까를 한번 정도 고민해 보신 분이라면, 이 강의는 많은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오브제의 형식적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는 안목을 관람자가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둘째 우리를

본 강의의 주제는 미술관에서 “보는 것,” “해석하는 것” 그리고 “관람자의 해석 과정을 지원하는 방법”에

작품과 멀어지게 하는 관조의 시선으로 작품을 보게 만드는 방관자로서의 관람자들을 상정하는 것으로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화이트 큐브, 관람자 내러티브, 관계미학이라는 세 가지의 키워드로 이야기

이루어집니다(O'Doherty, 1986). 첫 번째 제의의 과정은 미술관이 미술에 대해 지식있는 관람자를 의식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관람자라고 상정하는 데서 드러나고, 두 번째 제의의 과정은 관조의 시선을 방해하는
어떠한 물리적 장치를 미술관 전시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도허티(1986)는 다음과 같이

2. 화이트 큐브

말합니다.

20세기 미술관은 관람자들이 정신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성스러운 신전에 비유되곤 합니다(Cameron,
2004; Duncan, 1995; Giebelhausen, 2003; Ritchie, 1994). 성스러운 신전에서 제의를 드리듯 미술관의

우리는 인간임을 포기하고 감정이 제거되어 버린 눈을 가진 비현실적인 구경꾼이 된다. 눈의 자동적인

조명과 공간배치가 구획되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성전으로서의 미술관의 성격을 잘 드러내어 주는 것이

활동의 강도 그 자체를 위하여 우리는 삶과 우리 본연의 자아라는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브라이언 오도허티(O'Doherty, 1986)가 주장한 화이트 큐브의 개념입니다. 오브제가 예술의 지위를 얻는

것을 받아들인다. 전형적인 모더니스트 갤러리에서, 교회에 있는 것과 같이, 사람들은 일상적인

것은 성스러운 신전과 같은 공간이 만들어 내는 만드는 그 공간의 힘이라고 언급한 오도허티는 다음과 같이

목소리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웃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눕거나 잠을 자거나 하지 않는다;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고, 미치치도 않고, 노래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사랑을 하지도 않는다. 대신에,
화이트 큐브가 우리가 정신적인 존재로서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고--그 눈은 영혼을 볼 줄 아는 눈--

이상적인 갤러리는 그것이 “예술”이라는 사실을 방해하는 모든 단서들을 제거한다. 작품은 작품
자체에 대한 평가로부터 손상되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고립되어진다. 이것은 무엇이 가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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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거짓말을 조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도 않고, 변화와 우연의 지리멸렬함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지치지 않는 존재로 이해되어야 했다.(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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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하는 관람자의 몸은 부정되고, 개인적인 관심사는 억압되어 지고, 당연히 개인의 삶의 구체적인

관심사를 드러내도록 권장하고, 감상자 개개인의 삶의 구체성을 드러내면서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할

면면들은 미술품 감상으로부터 제거되어집니다. 화이트 큐브에서 작품 감상은 관람자로 하여금 감상에

수 있는 기반이 아직 화이트 큐브를 지양하는 미술관에서도 전형적인 관람의 형태로 확립되지 않았음을

개입하는 시각적 요소들을 최소화함으로써 작품과 관객의 직접적인 만남에 최적화된 공간을 구성한다는

뜻합니다.

명목 하에, 이미 규정된 작품의 보편적 의미를 관조 또는 관망이라는 형태의 보는 행위를 통해 확정하는

그렇다면, 전시실의 화이트 큐브 모델이 건축적으로 화이트 큐브 모델을 지양하는 미술관에서도 아직

행위가 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개인의 관심사와 개인 삶의 구체적인 면면들은 공간구성 자체에서 이미

유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이트 큐브 공간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졌던 수직/수평의 기하학적 선으로

억압되어 졌으므로 발현될 기회조차 없게 되는 것이죠.

이루어진 백색의 배경과 천장으로 들어오는 빛으로 가득한 공간으로서의 화이트 큐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이후 화이트 큐브 모델은 1970년대 이후 등장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도전받기 시작하는데,

않을 지라도, 그 공간이 배태했던 ‘보는 행위’에 대한 화이트 큐브식 비전은 전시실 내 시각적 순수성을

현대미술계보를 유파별로 주로 전시했던 모마의 전시체제에 반하는 새로운 실험들이 활발히 진행되기

수호하는 방식으로 변환되어져 아직도 강력한 파워를 떨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고(Vego, 1994)는

시작 하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윤난지, 2007). Tate Modern Gallery로 대표되는 이러한 움직임은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디오 가이드는 일찍부터 개발되는 반면 전시실 내에 작품 설명과 전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템스 강변의 남쪽 발전소를 새롭게 리모델링한 미술관 건물의 터빈홀 (Turbine Hall)의

기획 의도 등을 제외한 어떠한 텍스트로 허용이 되지 않는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며, 작품과 관람자 사이에

건축학적 구조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는데요. 갤러리의 높이만큼의 공간을 확보한 이 홀은 기존의 터빈이

어떠한 시각적 방해물도 두지 않으려는 화이트 큐브 모델의 실행 방식이 전시실 내에 활동 지시문이나,

있던 곳을 비워 두어 다양한 작품들이 설치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확보한 것인데(Liebchen, 2001), 이때

작품 외의 설치물 또는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의 존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미술관의 외형은

전시공간은 단지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는 배경이 아니라, 전시물과 관람자가 다양한 형태의 관람유형을

바뀌었고, 적극적으로 ‘성스러움’의 영역을 벗어버리고 상업성을 끌어안고 있지만, 그 핵심공간인 전시실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구조화된 공간이 됩니다. 교육동의 구분 없이 전시장 사이마다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

안에서는 그 전시 패턴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유공간을 두어 교육과 전시가 분리되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한 것 (박종민, 민현준,
2011) 또한 화이트 큐브의 관람 형태와 다른 방식의 관람 형태를 창조하려는 노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3. 관람자의 내러티브

미국 피츠버그에 위치한 매트리스 공장을 개조해 전시실로 만든 매트리스 팩토리(Matress Factory)또한

관람자와 작품사이에서 개인적인 관계가 구축되는 공간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비정형전시공간의

공간을 단순한 배경으로 보지 않고 작품과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파악해 작품에 적합한 전시공간을

특징과 같은 중첩성과 탈 중심성이 구축되어 있는 관람자의 선택이 용이한 전시관람 형태 위에 관람자가

창출해 내는데 노력을 쏟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 서사를 구축하도록 도와 줄 수 있는 교육학적 또는 해석학적 장치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윤난지(2007)는 포스터 모던 미술관들 또한 화이트 큐브 모델의 제의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교육학적 해석학적 장치들은 시야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non-white cube 모델의

주장합니다. 모던 미술관들이 화이트 큐브의 공간 속에서 현실을 배제함으로써 현실을 드러내지 않고자

중첩된 선이나 탈 중심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작품과 대등한 의미의 체계로 관람자에게 인식되어집니다.

했다면 포스트모던 미술관들은 속된 공간을, 즉 자본주의의 부의 증식이라는 테제를 드러내고 홍보와

또한 내용면에서는 개인의 실존하는 몸과 역사적인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존재를 인정하고, 따라서

마케팅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주장하며, “미술관이란 장소는 쇼핑몰에 가까워지고 전시는 스펙터클이

전시공간에서 인간임을 보여주는 여러 방식들, 움직임, 대화, 놀이, 감정의 이완, 느낌, 의문점, 호기심 등을

되어가며, 그 경영은 다국적 기업의 형태를 취해 가고” 있는 현상을 주목합니다(p. 132). 뮤지엄 샵이 전면에

적극 탐구하고 수용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등장하고, 카페와 레스토랑에 투자를 늘리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겐하임 빌바오나 프랑크푸르트

저는 여러 논문을 통해서(Choi, 2013; 최성희, 2014) 이러한 관람자의 소 서사를 존중하고 탐색하는

현대미술관을 예로 들며, 윤난지(2007)는 선의 중첩과 시선의 탈중심화를 통해 미술관이 건물의 외형에

방법으로 ‘관람자의 내러티브’라는 개념을 미술관들이 적극 도입할 것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 전략은

있어서는 화이트 큐브와 결별했으나 미술관이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 엘리트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관람자로 하여금 그들의 정체성을 이행(performing)하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작품과 엮어지게 하는 것을

전시 체제를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본주의의 전횡은 블록버스터 전시의 형태로 완성되는데,

의미하는데, 관람자의 내러티브는 그들이 작품을 볼 때, 상호작용할 때 혹은 참여할 때 즉각적으로 나오는

“여기서 작품은 문화적 스테이터스를 획득하기 위해 구매하는 망막적 현상일 뿐이고 전시는 복합적인

반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관람자의 내러티브’는 개인의 인생 경험의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복합적인

미술사 문맥이나 해석의 다양성은 제쳐둔 채 획일화된 정보로 작품을 포장한 대중적 이벤트일 뿐”이라는

것들을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포크(Falk), 디어킹(Dierking), 도어링과 페카릭(Doering and Pekarik)는

것입니다(윤난지, 2007, p. 141). 피에르 부르디외(Bourdieu, 1984)가 일찍이 예감 했듯이 미술과 미술감상

이러한 비슷한 개념을 '개인적인 맥락' 또는 '진입점(entry) 내러티브'라고 칭했지만 '개인적인 맥락'과

행위, 또는 미술관에 가는 행위는 사회적 자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런 형국에서, 관람자는 작품의

'진입점 내러티브'가 박물관 관계자들 중심의 개념이라면 관람자 내러티브라는 개념은 관람자가 중심이 되어

이미지를 소비하기 위해 전시장에 가는 것이고, 그렇기에 미술관은 각각의 개개인의 소 서사를 들을 만한,
그것을 미술관안으로 구현할 만한 어떠한 장치도 없게 되는 것이고, 개개인의 소소한 국면은 다시 억압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람자를 실존하는 몸을 가진, 개인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개인으로 보고,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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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술 감상과 비평적
시각에서 관람자의
내러티브를 다룬 글을
필자의 다른 논문(2014)를
참고하라.

개개인의 정체성이 미술관에서의 경험으로 생성, 구축,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람자 내러티브를 촉진시키기 위한 참여적 요소의 핵심은 어떻게 관람자의 개인적인
창조적 능력을 극대화해서 그들을 창조자이자 참여자로 만드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관람자의 내러티브는
1

논리적인 의식의 표명이나 비평/감상학습의 결과가 아니며 , 관람자가 인간으로 그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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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표시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5. 다시 생각해보기

그것은 또한 전시실내에 drop-in gallery experience를 구조화하는 것으로 강화될 수 있음을 제

지금까지 미술관에서 화이트 큐브의 문법이 어떻게 미술관 전시실의 특수성을 보호하는 기제로 작용해

이전 연구에서 (Choi, 2013) 밝히고 있습니다. Drop-in gallery experience란 관람자들이 전시실에서

왔는지를 고찰해 보았으며, 그 문법을 해체하고 박물관 관람자의 내러티브를 그 공간내에서 극대화 함으로써

들어갔을 때 특별한 준비 없이 즉석에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경험들을 인터렉티브 기법으로 전시실

관람자를 능동적 해석의 주체로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관람자의

내에 구조화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공간에

시각적 문해력의 증진은 미술감상을 통하여 관람자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그러나,

대한 이해와 그 공간에 같이 존재하는 다른 관람자들에 대한 이해와 활동의 주체로서 그 활동에 참여하고

시각적 문해력의 증진이 관람자가 미술관 관람경험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될 수 는 없습니다.

있는 관람자의 자기 이해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 이러한 미적경험으로서의 그림읽기 또는 그림보기

역사적으로 시각적 문해력의 강조가 화이트 큐브의 문법을 강조하는 미술관의 이데올로기와 얽혀 화이트

활동을 통하여 그 공간에서 창출되어 지는 것의 존재를 ‘관계미학’이란 이름으로 개념화 하였습니다.

큐브의 정신적 맥락을 강화하는 데에 쓰여진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고, 미술관에서 미술작품을
관람하는 행위가 ‘미술작품을 보는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이라는 장소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

4. 관계미학

미술관이라는 장소는 문화의 정치학이 깊게 내재되어 있는 장소라는 것이 더 핵심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제가 논문을 통해 재개념한 ‘관계미학’이란 1990년대 프랑스의 큐레이터이자 미술 비평가였던 니꼴라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이 시각적 문해력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박물관 자체를 해석의 대상으로

부리요의 관계미학을 교육학적 관점에서 보완한 개념입니다. 부리요(2002)는 관계의 미학이라는 용어를

설정하는 뮤지움 리터러시(museum literacy)의 문제로 까지 확장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캐롤 스탭은 (Stapp, 1992)은 박물관, 미술관이 내재하고 있는 문화의 정치학의 코드를 관람자들이

사용하며 관람자를 해석행위의 중심으로 보았고 관람자가 관계적인 예술과 능동적인 해석의 상호작용에

읽어내고 비판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박물관 교육의 한 분야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참여함으로써 그들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부리요(2002)에 의하면
관계미학은 아트 오브제가 관람자의 해석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상호 주관적인 관계성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1990년대 유행하기 시작한 인터렉티브 설치 미술을 관계의 예술 (relational art)로 설정하고

유추에 의해, 기본적인 뮤지움 리터러시는 오브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시각적 문핵력)을 의미한다.

그것의 미학을 설명하기 위하여 개념화한 것이지요. 부리요는 관람자가 관계예술에 참여함으로써 관습적인

그러나 온전한 뮤지움 리터러시는 뮤지엄의 소유물과 서비스를 목적성있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작품 감상의 방식을 전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고, 부리요에게 작품은 하나의 단일한 의미를 지닌 존재가

뮤지움의 소유물과 서비스를 읽어 낼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뮤지움 리터러시는 뮤지움

아니라 끝없는 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열려있는 존재였는데, 작품을 열려있는 존재로 존속시키려면

오브제의 언어를 마스터하고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뮤지움에 대한 친숙함을 통하여 뮤지움에 대한

관람자는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지점에서 관계미학이 성립되는

독창적이면서도 완전한 접근에 도달해야 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즉, 뮤지움을 독해할 수 있는 관람자는

것입니다.

임파워된 관람자라 할 수 있다. (p.112)

사실 부리요가 이론화한 관계미학은 관계 예술에 한정하여 성립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뮤지움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는 한 방법이 관람자가 자신의 내러티브를 생성하고, 공유하고,

부리요의 관계미학의 개념이 관람자의 경험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확장된 개념의
관계미학을 이론화하였습니다(Choi, 2013). 관계미학의 성립은 전시실에서 작품을 관람하면서 갤러리에

증폭시킬 수 있는 기제를 미술관이 만드는 것이며, 그 기제가 미술관 전시실내에 구조화되어진다면 그것은

구조화 해놓은 참여유도형 인터렉티브 활동들에 참여해 개인의 내러티브를 만들어 낼 때 촉발되기

화이트 큐브의 강력한 문법을 해체할 수 있는 기제로 기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했을 때, 처음

시작하는데, 부리요와 달리 관계의 미학을 성립시키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는 관계의 예술이 그 공간에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설치되어 있는 지의 여부가 아니라 관계의 예술에 관람자가 참여하느냐의 여부라는 것이며, 실상 관계예술의
설치 유뮤와 상관없이, 관람자의 참여적인 행위를 장려할 수 있는 교육적인 요소를 전시실내에 기획함으로써
완성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관계의 미학은 관람자들이 작품과 자신들과의 관계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도록
도우면서 상호주관성을 높이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관람자 내러티브가 풍부해질수록 관계의
미학의 가치는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관계의 미학의 성공여부는 단지 관계의 예술이 미술관에
있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해석적인 과정에서 교육적인 개입이 관람자의 내러티브를 이끌어내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술관에 있어서 진정한 관계의 미학을 성립시키려면 교육적 개입으로 관람자의
내러티브를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전시실내 시각적 순수성을 수호함으로 유지되어 왔던 화이트
큐브 모델의 문법을 해체할 수 있는 방법론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runer, J. (1986).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ameron, F. D. (2004). The
museum, a temple or the forum. In G. Anderson (Ed.), Reinventing the museum: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the paradigm shift (pp. 61-73). Walnut Creek, CA: Alta Mira Press.
Choi, S. (2013). Relational aesthetics in art museum education: Engendering visitors’ narratives through participatory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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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주선하는 사람, 도슨트

1

2

정혜연

만남을
주선해우리는
보기로 합시다
오늘

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교육학과 교수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 도슨트
서울시립미술관 도슨트 양성 교육

홍익대학교

본 특강은 전시와 전시물을 소개하고 설명하여 관람자가 전시의 기획 의도와 작품 제작의 맥락을 이해하도록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돕는 전통적인 도슨트의 역할에 변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오늘날 도슨트는 관람자에게 전시의 다양한

정혜연

요소, 그리고 예술 작품과 진정으로 만나는 관계 형성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뒤바뀌고 있다. 전시와 전시물에
대해 설명하거나 이해를 돕는 것이 아닌 관람자가 전시와 전시물관 진정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이라는

2019/8/30

것을 이해하고 추구하려 함이다. 또한 도슨트, 전시장 지킴이, 교육사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도슨트의 역할 변화를 알아간다.
관람자가 예술 작품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예술 작품과 예술 작품이 아닌 것의 경계에 대해

3

4

탐색함으로서 오늘날의 예술의 성격을 이해한다. 고전적 가치를 갖는 예술 작품, 현대의 예술 작품, 디자인
작품, 디자인 상품 등의 경계를 고민하여 예술 작품의 근본적 성격에 대해 도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만남,오늘
소개팅을
주선한다면
우리는

경계 탐험과 함께 예술 작품에 대한 가치에 대해 고민하며 가치 편가가 예술계의 권력자에게 있는 것이

오늘 만남
우리는

아니라 관람자에게 스스로 정하게 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함양하고 관람자의 미학의 형성 과정을 이해한다.

Engagement with works of art

“왜 두 사람을 소개하시려 하셨습니까?”

관람자가 스스로 작품의 정의와 가치를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Do(해야만하는 것)와

“어떻게 사람을 소개하시겠습니까?”

Do Not(하지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도록 하는 실천적 구체적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사례로 구겐하임에서 도슨트의 역할의 변화를 이해하고 도슨트로서의 활동에 필요한 구체적
방법을 모색 오늘날 도슨트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돕는다.

박은태 <기다리는 사람들>, 2015, 캔버스에 아크릴, 187X454cm

5

6

오늘 만남
우리는

Engagement
오늘
우리는

Engagement with works of art

나와 작품과의 연관성

Relevance

어느 노인의 이야기

52

53

7

8

13

14
관람객조사 Visitor Study의 방법

오늘Docent
우리는

Docent

Docent의 역사

2. 설문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전시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람객들이 대상과 경험에 대한 강렬하고도 구체적인 기억을 유지하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

였으며, 또 그것들에 대해 기꺼이 작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Docent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9

10

15

도슨트는 언제 등장했을까요?

16

관람객조사 Visitor Study의 정의

Docent의 기원

Docent의 역사

초기우리는
조사
오늘

관객조사란?

Before 1900년
뮤지엄의 교육적 기능을 밝히기 위해

1900년까지는 거의 없었다. 유일한 조사는

Gilman의 연구: 실천가 연구

Gilman,
Boston Fine Art

Boston Fine Art

: Liverpool Museum, 1884, Higgins에 의해

관객조사에서 시작

도슨트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

학습에 대한 다른 가설을 연구하기 위해

관람객의 미적 경험

1) 개인 학습자 중심
2) 교과중심 (학습내용)
3) 일반적으로 학습자가 배운 결과

관람객 분류 결과

발견된 것

학교 연계교육

Students(1-2%)

뮤지엄 피로

Museum Fatigue

Observers(78%)

적은 수의 작품

Loungers(20%)

스터디 공간

적은 수의 작품, 스터디 공간, 라벨

전시 디자인

라벨
전시 디자인

11

12
관람객조사 Visitor Study의 방법

1. 행태 혹은 행동을 연구

관람 행태

17
관람객조사 Visitor Study의 방법

관람자를 관찰함으로

18
Docent의 역사

Docent의 변화

구겐하임

J Curb: 관람객 감쇠 or 생존

Learning Through Art (LTA) Volunteer
갤러리에 머무는 시간

관람객 수

54

55

19

20

25

26

Docent의 변화

가치 결정 하기

셰리 라빈 vs. 에드웨드 웨스턴

Docent의 새로운 정의

Information Volunteer

이 작품을 소개한다면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

The information volunteer serves as an ambassador of the museum,
answering visitor questions pertaining to the Frank Lloyd Wright
architecture, all permanent and temporary exhibitions, museum

The well-trained and experienced docents
“engage” all participants and ask for their
impressions, emotions and opinions.

programs, and general inquiries about New York City. Information
volunteers work alongside Visitor Experience staff at a highly visible
location on the rotunda floor, once a week for a minimum of three
hours.

21

22

27

28
가치 결정 하기

Docent의 새로운 정의

가치 결정 하기

작품? 작품사진?

셰리 라빈 vs. 듀상

“만남”을 주선해보기로 합시다

23

24

29

30
가치 결정 하기

가치 결정 하기

사회적 운동? 작품?

7000 그루의 떡갈나무, 도시행정 대신에 녹화사업
생명과 돌이 지니는 영속성, 그리고 이를 직접 땅에 심는 행위(action)으로 시작되고
시간 속에서 지속되는 예술작품. 요셉 보이스는 우리 모두가 예술가이며, 예술을 통

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56

57

31

32
가치 결정 하기

37

38

가치 결정 하기

우디츠코 노숙자 수레

스텔락(Stelarc)

우디츠코

http://stelarc.org/video/?catID=20258

33

34

39

40
가치 결정 하기

가치 결정 하기

스텔락(Stelarc)

가치 결정 하기

미술의 개념

technology 'constructs our human nature'

“그래피티도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d that there is no natural, metaphysically

“이것도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d biologically given human body, is not to
suggest that the relation between
technology and the human is always and

인간이 만든 것

미술적 과정의 결과물:
순수 미술 vs. 공예, 건축 등

전시공간 이론: 샘

열린 개념 이론은
미술은 정의될 수 없다 말한다.

everywhere the same.
Different technologies make possible
different ways of conceiving this relation at
different times. Nor is Stelarc's function to
render visible the 'originary technicity' of the
human.

35

36

41

가치 결정 하기

가치 결정 하기

“뱅크시가 유명하기때문에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물도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8

42

59

43

44

49

50

사회참여예술이란

가치 결정 하기

DO

“어떤 것이 더 가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DO NOT

참여란 동질성을 만들어 내는 것
사회적 교류에 대한 의존성
과정과 장소의 특수성을 중시하는 행위 예술과

Self-taught artist

Formally educated artist
작품에 대한 가치를 보

전문가(평론가, 큐레이

는 사람에게 관람객에

터, 심지어 작가)의 관

게 결정하도록

점으로 유도하기

설치 예술의 등장에서 영향
관계미학, 공동체 예술, 협업예술, 참여예술,
대화 예술, 공공 예술 등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존재

45

46

51

가치 결정 하기

가치 결정 하기

“어떤 것이 더 가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더 가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2

사회적 정의 social justice

사회적 정의 social justice

개인에게 정당한 몫을 부여하고 그 몫에 대한 권리, 책임의식, 이익

을 정당하게 부여하는 것, 기회의 균등한 분배와 투명한 사회를 지

이스라엘 철학자 아비샤이 마길릿

향하는 것을 함축시킨 사회-철학 용어이다.

“품위 있는 사회 The decent society (1996)”
평등주의의 관점

사회정의는 어느 한 개인에게 희생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며, 그

모욕 humiliate하지 않는 사회

희생 강도가 약하나 강하나 차등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권

리에 대한 책임의식 또한 주장한다.

47

48

가치 결정 하기

53

54

사회적 정의 social justice

미술 작품에 대한 정의와 가치 결정 : 미학

“어떤 것이 더 가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욕 humiliate하지 않는 사회

정당한 이유로 자기 존중이 상처를 입게 된다.

자기 평가, 자부심과 관련.

60

61

5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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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DO NOT
Curator의 용어

DO

미니멀아트의 정의 (MoMA)

DO NOT

DO NOT

Curator의 용어

Curator의 용어

키치 아트

DO NOT

키치아트를 알기 전에 키치(Kitsch)의 영한 사전에 찾아보면 ‘저속
한 작품’ 이라고 해석된다. ‘천박한, 야한, 대중취미의’를 뜻.

일상의 용어를

“겉으로는 예술품이지만 그 속은 저속하거나 싸구려 물품으로 만

Curator의 용어를

들어진 것”.

사용

키치의 어원적 시작은 1860년대 이지만 정확한 어원이 무엇인지
는 이견이 존재한다. 키치라는 단어가 유래된 건 독일의 뭔헨의 예
술 시장이며, 값싸고 시장성이 높은 그림, 조각상을 가리키지만 실
제론 예술적 안목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통속적인 “싸구

개념미술

려 예술품”라고 한다.

• 작품의 생산이라는 작가의 근본적 의무를 벗어나
https://massmoca.org/sol-lew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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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DO NOT

미니멀아트

59

63

Curator의 용어

60

DO

DO NOT

DO

혀로

손가락으로

혀로

작품을 보도록

가르키기

작품을 보도록

65

DO NOT

DO NOT

Curator의 용어

Curator의 용어

66

DO NOT

DO
작품의 부분과

손가락으로
가르키기

전체를 보도록
작품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도록

62

63

67

68

DO
그리하여,
작품을
읽어낼 때까지
기다리기

69

70

가치 결정 권한 넘겨주기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Art can change people!

71

오늘
우리는
감사합니다.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 도슨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정혜연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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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공간 기획을 통한 예술의 이해
김용주
MMCA 전시운영디자인 기획관

최근 몇 년간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등 문화예술 기관의 수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 만큼
다양한 장르의 전시도 증가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전시 관람은 소수만이 누리는 문화가 아닌 공연, 영화

그림 1) 한국의 단색화 설치 전경

산업과 같이 대중문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증가 하고 있는 전시산업 분야의 양적 팽창은 우리에게
여러 담론이 생성 될 수 있는 문화적 기회인 동시에 방황과 탐색의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관람자라는
본 전시 공간에서 관람자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작품들 사이 새로운 매칭과 의미 관계를 포착하게 된다.

현대미술에서 부각된 새로운 아우라를 중심으로 다변하는 현대미술의 흐름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그에 따라 전시디자인은 어떻게 변화 되어야 하며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품과 관람 행위와는 어떤 연관

즉 관람자의 움직임은 작품들이 의미를 가지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는 것이다. 전시 공간에 뚫린 커다란 ‘창’은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미술관에서 전시디자이너로 활동을 시작하던 때만 해도 미술 ‘전시’를

구획된 영역을 관통하며 ‘시선의 축’을 형성한다. 관람자들은 눈앞에 걸린 작품과 ‘창’ 넘어 보이는 작품을

이야기함에 있어 ‘전시디자인’은 그 중요성에 비해 학문적 가치와 연구가 소홀히 다뤄진 경향이 있었다.

비교 감상하며 단색화의 다양한 표현 기법과 작가들의 작품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2차원 회화 작품을

미술 전시에 있어 전시디자인은 20c초 유럽을 중심으로 실험적 학문으로 연구되고 다양한 전시를 통해

보다 다양한 거리와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감상 할 수 있게 했다. 다음으로 입체물을 다루는 조각 전시의 경우

구현되며 비중 있게 다뤄졌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 미국을 중심으로 모더니즘적 전시스타일 이른바

2014년 있었던 ‘최만린’ 조각전을 사례로 살펴보겠다. 최만린 작가는 유년 시절에 한국 전쟁을 겪는 등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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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큐브 ’ 방식이 유행하면서 전시디자인은 하얀 공간 속에 중립적 성격을 띠며 표준화 되어, 그 역할과

근현대사의 격변기를 몸소 체험한 작가다. 60년에 이르는 그의 작품에는 인간애와 생명에 대한 의지가 녹아

기능이 인식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전시는 일정기간 오픈 했다 사라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 이후 전시에 관한

있다. 이러한 작가의 주제 의식의 행로와 전시 공간의 상황을 일치시켜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과거의 시간이

기록은 사진과 글로만 흔적이 남게 되었다. 남겨진 대부분의 전시 사진은 출품된 작품을 위주로, 텍스트의

현재의 전시 공간으로 전이되도록 계획 했다.

기록은 기획자의 시선을 중심으로 쓰여 지게 되면서 ‘전시디자인’에 관한 자료는 점차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전시디자인에 관한 언급과 연구가 희미해 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술사에서 전시디자인을 무시한 채 개별 작품의 역사를 다루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사실 작품이란
언제나 역사적으로 해석되고 의도된 기획과 연출된 공간에 맞춰 전시되며 다양한 요소들과 관계를 맺으며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즉 예술 작품은 전시 공간 속 작품이 놓인 관계, 전시장의 분위기, 작품과 또 다른
작품 사이관계,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인식의 체계가 교차하면서 비로소 완성되는
복합적 관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의 특성을 고려해 드러나는 전시디자인의 표현 방식은 개별
작품의 이해를 돕는 동시에 관람자들에게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몇 가지 전시
사례를 통해 전시디자인에 대한 실질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자. 미술전시 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회화 장르의 전시는 일반적으로 작품 사이 일정 간격을 두고 눈높이에 맞게 벽에 거는 방식으로 행해져

1. 1976년 브라이언
오도허티의 'Inside the
White Cube'라는 책을 통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준화된 방식의 전시에서 관람자의 역할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작품의 개별

‘White Cube'라는 용어와

가치를 인식하게 될지는 모르나 기획자의 의도, 전시스토리,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2012년

개념 소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한 ‘한국의 단색화(Dansaekhwa)’ 전시의 경우 기존 화이트 큐브 회화 전시방식을
넘어 ‘관계성’과 ‘관람자 움직임’을 고려한 전시 방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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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최만린 조각전 설치 전경

67

그러한 과정 속에 관객이 놓여 있음을, 때로는 관객 또한 하나의 작품으로서, 살아 움직이는 오브제가 될

끝으로 해외 전시공간 사례를 하나 언급하고자 한다. 독일 뮌헨에 위치한 피나코텍모던(Pinakothek der Moderne)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간 컬러, 작품 시기별 전시영역 면적배분, 조도 등 공간의 분위기와 구획을 통해 완성

뮤지엄은 공간의 다양한 대비적 스케일과 역동적 실내 구조가 특징이다. 로비에서부터 연결되는 와이드한 계단

작품만을 나열하는 디스플레이 방식에서 벗어나 작품의 배경과 변화 과정을 함께 보여 주는 인스톨레이션

전시공간은 마치 광장에서 작품을 만나는 듯 한 공간 체험을 제공한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작품을 바라보면 서있는 계단

개념을 전시에 도입했다. 전시 공간 속 자유 동선 구간을 두어 관람자 스스로 작품 감상 루트를 선택하며

위치에 따라 작품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와 수직 거리를 통해 입체적으로 감상 할 수 있다. 간결하되 긴장감 있고 스케일이

보다 다양한 방향에서 조각 작품을 감상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전시디자인은 그동안 작품이 주가 되고

크되 공허하지 않은 전시공간이다. 2층 전시실은 하얀 공간으로 설계되어 어찌 보면 앞서 언급한 전형적인 모더니즘적

관객이 부가 되는 상황에서 탈피해 작품과 공간, 그리고 관람자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제시한 사례라 볼 수

‘화이트 큐브’ 전시 공간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전시실에 들어서서 몇 걸음 걸어보면 단순 ‘화이트 큐브’ 가 아닌 ‘진화된

있다. 최근 미술관들에서 활발히 다뤄지고 있는 건축전시를 살펴보자. 2016년 있었던 ‘김태수’ 건축전은

화이트 큐브’ 공간이라 느낄 수 있다. 전시실을 나누는 벽체들은 때로는 나열식으로 때로는 방사형으로 펼쳐지면서

건축가가 진행한 프로젝트의 시기별 변화를 통해 그가 추구한 가치와 분야에서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관람자의 움직임과 움직임에 따른 시선의 변화를 반영한다.

전시였다. 전시디자인에 모티브가 된 회랑(corridor)은 김태수 건축에서 자주 보여 지는 특징 중 하나이다.

앞서 살펴본 장르별 사례들은 전시디자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언급하였다. 비록 짧은

이와 같은 공간 아이덴티티를 적용해 전시를 구성했다. 회랑은 하나의 공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중심 공간과

글이지만 전시디자인이 전시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관람자의 역할은 그러한 전시디자인을 통해 어떻게 확장되고

주변 공간을 형성시킨다. 이는 전시에서 다뤄져야 하는 여러 프로젝트들의 위계와 질서를 형성시켜 주는

전시에 능동적 주체가 되는지 위상 변화를 좀 더 선명히 전달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술

장치로서 역할을 한다. 또한 연속성이 강조되는 회랑공간의 특징은 작품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꾸준히

전시디자인에 대한 변화와 흐름을 살펴보고 실제 프로젝트 사례 나눔을 통해 기존 화이트 큐브 전시방식이 해왔던

지켜온 건축가의 일관된 가치관을 보여주는데 효과적이었다.

예술로 부터 주변요소를 지우는 탈맥락화 목적이 아닌 전시의 다양한 요소와 관계를 맺으며 이야기를 새롭게 끌어내는
재맥락화의 전시디자인 가치를 조명하고자 했다.

그림3) 김태수 건축전 설치 전경

전시공간의 컬러는 주로 스완 화이트(swan white)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시실의 느낌과 전시실 밖
실제 미술관 공간이 갖는 회랑의 이미지를 이어 가기 위함이다. 전시 마지막 섹션인 ‘국립현대미술관’ 건축
프로젝트를 보여주는 부분은 본 전시의 하이라이트로서 이 부분에서는 30m의 미술관 외부전경 이미지를
3면에 걸쳐 펼쳐 보이며 전시실에서 느끼는 시각적, 공간적 확장감을 극대화 시켰다. 또한 건축가가 직접
드로잉한 미술관 설계 도면을 플라잉 방식으로 공중에 띄워 파노라믹한 이미지를 가리지 않으면서 어떠한
설계 과정을 통해 눈앞에 펼쳐진 미술관 건축물이 완성 될 수 있었는지 이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람자들은 보다 공간 체험적으로 건축가의 건축 세계를 들여다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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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말하기

관람객들이 작품을 보는 것을 넘어 의미와 장치를 읽어 내어 스스로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하기위해
도슨트는 전시가 오픈 하기 수개월 전부터 연구한다. 작품과 작가의 정보는 물론 전시라는 형식을 통해
심혜화
대림문화재단 신규사업실장

전하려는 메시지와 이와 연관된 상식과 사회적인 현상까지 방대한 양의 리서치를 바탕으로 스크립트를
완성하고, 실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의 반응이나 피드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기도 한다. 즉,
전시가 오픈 한 이후에도 도슨트는 더 나은 투어를 위해 연구의 연구를 반복한다.
이번 강의에서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도슨트가 있다. ‘루브르를 천 번 간 남자’로 불리웠던 도슨트
윤운중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설방식으로 프랑스의 유명 미술관에서 약 4만 여명에 이르는 관광객들에게

전시장에서 만난 사람이 모두 큐레이터는 아니다

감동을 주었다. 엔지니어 출신 특유의 꼼꼼함을 살려 마치 고고학자와 같은 세심한 시선으로 아무도

관람객은 미술관에서 작품 외에 많은 것들과 마주한다. 전시를 기념할 수 있는 아트상품,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주목하지 않았던 작품의 디테일을 곁들여 작품에 대해 재미와 감동의 요소를 이끌어 내었고, 특정한

있는 카페,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니지와 인쇄물 등을 접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빼

이미지를 선정하여 숨겨진 에피소드를 리서치하여 작품을 읽는 묘미를 제공하였다. 귀국한 이후

놓을 수 없는 부분은 ‘사람’이다. 티켓박스에서 티켓을 구매할 때, 미술관 입구에서 티켓 확인과 시작 동선을

2010년부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듣는 미술, 보는 음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음악과 공연이 결합된

안내하는 직원, 전시장과 공용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해주시는 미화원, 작품의 이해를 돕는 도슨트, 전시를

작품 해설 콘서트를 대형 공연장에서 100여 회 진행하였다. 스스로를 ‘아트커뮤니케이터’라고 지칭하며,

기획한 큐레이터, 그리고 운이 좋으면 미술관에 잠시 들른 작가까지! 이렇듯 미술관은 다양한 사람들과

타인의 삶에 예술의 힘을 전해주고 사람의 영혼의 결을 건드리는 직업이라고 자부했다.

요소들로 구성되고 운영된다. 물론, 미술관마다 규모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구성원들과 운영 방식이
다르겠지만 전시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파티, 이벤트, 워크숍과 같이 관람객에게 또 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잘하는 투어 : 좋은 투어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좋은 투어’란 무엇일까. 단정한 외모에 신뢰성 짙은 목소리, 그리고 풍부한 정보를 겸비한

일반적으로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큐레이터’를 떠올리지만 미술관이 ‘도슨트’를 육성하고

도슨트가 안내하는 투어인가? 기계처럼 정확한 동선과 주어진 시간 내에 완료하는 흐트러짐 없는 투어가

주목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현장에서 관람객과 미술관이 직접 만나는 접점에는 도슨트가

잘하는 투어인가? 관람객과 함께 한 시공간에서 눈빛과 생각을 주고 받고, 의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내어

있으며 이는 미술관의 얼굴이자 이미지로 대변되기 때문이다. 애듀케이터이자 대림미술관 실장으로

공명을 일으키는 순간, 그 순간은 그 누구도 계획할 수 없고 예측되지 날씨처럼 매일매일 다른 온도와 색깔

재직하고 있는 한정희의 저서 <취미는 전시회 관람>에서도 도슨트에 대한 중요성과 전문성을 여러 번 이야기

속에서 나타날 것이다. 경력이 오래된 도슨트라 할지라도 관람객의 숫자만큼이나 그들의 방문 동기와 질문,

하고 있다.

다양한 생각들을 미리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도슨트는 투어를 시작할 때 마다 매번 긴장하면서도 기분 좋은

“…도슨트들은 큐레이터만큼 전시와 작품에 대해 이해가 깊고 넓으며, 관객과 소통하는 법을 잘 아는

설렘을 감당해야 한다. 어쩌면 이러한 가슴 떨림이 도슨트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일 것이다.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다.”
내가 아는 특별한 도슨트에 대한 이야기
본인은 미술 감상법이나 교수법을 연구하지 않았지만 미술계에 종사하면서 직접 도슨트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 관리, 운영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론적으로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채 시작한 도슨트 활동은 현장에서 수많은 방문객들을 만나고 여러가지 순간들을 극복하면서
점차 나만의 해석과 방식이 정립되었다.

전시/작품 연구
투어 연구/계획

투어진행

리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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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젂모: 1981년부터 캐나다 밲쿠버에서는 매춖부 여성들이 사라지기 시작핚다. 사라지는 여성들이 점차 증가하자 경찰은 연쇄 살읶범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밲쿠버 외곽에서 돼지농장을 욲영하는 로버트 윌리엄 픽톤의 농장에서 사라짂 여성들의 피가 묻은 옷과 양동이, 시체
의 여러 부위와 뼈 조각, 그리고 소지품들이 발견되었다. 이뿐맊이 아니다. 당시 그의 농장에는 토막 난 싞체의 읷부가 냉동고에 보곾되어 있었고 읷
부는 쓰레기봉투에 보곾되어 있었다. 핚편 그가 먹이는 돼지사료에는 살해된 여성들의 DNA가 검춗되었는데 읶육을 먹읶 돼지고기를 시장에 판매하
였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였다. 이후 벌어짂 첫 벆째 재판에서 픽톤은 무죄를 주장했다. 무수핚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가 직접 살해하는 장면이나 시싞
을 유기하고 욲반하는 과정, 파묻는 과정 등을 목격핚 사람이 없다는 이유였다. 형사소송에서 유죄입증은 기소핚 검사가 챀임을 져야 핚다는 형사소
송의 논리였다. 더불어 통상 이러핚 재판은 재판 기갂이 오래 걸리는 곾행마저 이 사건이 세읶의 곾심을 끌게 했다. 이 후 경찰은 픽톤이 수감되어 있
는 교도소에 위장 잠입하여 <50명을 살해하고 그맊두려 했는데 잡혔다>는 픽톤의 자백을 얻어낸다. 하지맊 이마저도 증거조작 논띾에 휩싸이며 무
위에 그치고 맊다. 따라서 이후 증거가 불충붂하다는 이유로 언롞은 이 사건을 보도핛 때 픽톤을 ‘살읶범’이 아닌 ‘살읶 용의자’로 피해 여성들을 ‘픽톤
이 살해했다. 가 아닌 ‘픽톤의 농장에서 사라졌다.’ 로 보도핚다. 박윢영은 이 사건을 우연히 뉴스에서 접 핚 후 사건현장을 찾아 취재를 하고 자료를
수집했다. 이 후 그녀는 사건의 원읶과 배경은 물롞, 보이지 안는 모든 것을 수집해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파띾 기둥들'을 쓴다. 그리고 이 글을 바
탕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현재 <픽톤의호수>로 맊들어짂 작품은 국립현대 미술곾에 젂시중이며 예술공원의 작품은 동읷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제작
핚 작품이다. 국립현대 미술곾에 젂시된 작품에서 그녀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구성했다.
도대체 그녀의 병풍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먺저 작가는 자싞이 재구성핚 이야기를 글로 쓴 후, 중요하고 흥미로욲 내용들을 병풍, 족자, 영상, 싞문 스크랩 등에 나누어 담음으로써 읷종의 종합
적읶 설치 작업을 맊들었다. 젂시에 춗품된 모든 형태의 작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맊 그의 작업에 있어 핵심은 아무래도 병풍이라고 핛 수
있다. 병풍에는 과거 그가 짂행했던 작업 경향들이 대부붂 포함되어 있으며, 그맊의 현띾핚 텍스트가 병풍을 중심으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기 때문
이다.
박윢영은 이 사건에 여러 이야기를 연결시켜 또 하나의 새로욲 내러티브를 생성해냈다. [픽톤의 호수]에는 '픽톤농장사건', '발레[백조의 호수], 영화[엘
리펀트맦], Tv시리즈[트윈 픽스], 뮤지컬[오페라의 유령], 헤밍웨이의 단편소설[하얀 코끼리 같은 언덕], 팝송[Jennie's Got a Gun], 살바도르 달리의 회
화 [코끼리를 비추는 백조]등 8개 이상의 스토리가 담겨있다. 박윢영은 여자들이 살해되었다는 것, 즉 사라졌다는 것에 착앆하여 살읶사건의 용의자
로버트 픽톤과 [백조의 호수]에 등장하는 마법사 로스발트와 TV시리즈[트윈픽스]의 악마 밥(BOB)을 연결시켰다. 픽톤은 26명의 여자를 살해했고, 마
법사 로스발트는 여자를 낮엔 백조로 밤엔 사람으로 변싞시키며, 악마 밥은 아버지를 사주하여 그의 딸을 죽이게 핚다. 박윢영은 가해자라는 측면에
서 픽톤, 마법사, 밥을 동읷시핚다. 로버트와 로스발트는 같은 어원의 단어이고, 밥은 로버트의 단축된 이름이다. 더불어 그녀는 피해자 또는 학대라는
측면에 착앆해 살해된 여자를, 백조, 딸을 비롯해[오페라의 유령]과 [엘리펀트맦]의 주읶공을 접속시킨다. [오페라의 유령]과 [엘리펀트맦]에 등장하는
주읶공들은 모두 기형아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으며 자랐다. 그리고 [엘리펀트맦]은 헤밍웨이의 [하얀코끼리 같은 언덕]과 달리의 [코끼리
를 비추는 백조]로 이어짂다. 헤밍웨이의 소설에서 낙태를 강요당하는 아이는 태어나기도 젂에 이미 학대 받은 셈이고, 달리의 그림에서 코끼리의 그
림자는 백조로 표현되어 있다. 작가는 스스로 탐정이 되어 사라짂 것의 이유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맊 그 내면에는 학대, 희생,
트라우마 등 끔찍핚 것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핚다.
기존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작가의 놀라운 상상력
이처럼 작가의 상상력은 매우 특이하다. 사실 상상력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욳 미술계에서도 그녀의 상상력은 너무나 독창적이어서 그 의도를 따라
가는 것맊으로도 숨이 벅찰 정도다. 물롞 이 작업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상당핚 사젂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작가 역시 적지 안은 사젂 조사가
필요하다. 작가는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뿐맊 아니라 살읶 현장과 법정을 직접 찾아다녔고 보다 생생핚 작품 제작을 위해 젂자 기타를 배우거
나 서당에서 핚문을 익히기도 했다. 최귺 현대미술에서 다양핚 것들이 실험되고 있다. 그중 기졲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박윢영의 작업은 예술에 있
어 상상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읷깨우고 있다. 또핚 예술을 창작하는 방식에서 색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 아마도 그러핚 독특핚 시도에 의해 예술의
영역은 더욱 더 확장될 것이다.

아트커뮤니케이터 윤운중
춗처: https://blog.naver.com/master_yoon

춗처: 네이버 캐스트, 작가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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춗처: <윢욲중의 유럽미술곾 순렺> 104~1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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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짂 여자들의 리스트에 5명의 여자들이 추가되어 모두 69명이 되었다. 계속 발견되는 증거들은 수맊 페이지에 이르고 그로 읶해 로버트 픽톤의 재판
은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했다. 픽톤이 고용핚 최고의 변호읶들의 의도대로 재판은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2년 2월 8읷 밲쿠버의 어머님집에
서 로버트 픽톤사건을 처음 접했다. 우리집에서 먻지 안은 마을에 위치핚 캐나다 밲쿠버에서 두 벆째 규모읶 농장에서 돼지농장을 욲영하는 윌리엄 픽
톤이 다수의 여성을 살해하고 그것을 돼지사료로 사용핚 사건이다. 그날 아침 뉴스에서 그 동앆 사라졌던 여자들과 곾렦된 증거물들이 발견되었다. 당
시 사라짂 여자들은 50명이었고, 굴삭기와 수백 명의 경찰, 읶류학자들로 구성된 수사 읶력들에 의해 픽톤농장에서 사라짂 여자들의 소지품들과 싞붂증
이 발견되었다. 농장의 토양, 식물 그리고 심지어 돼지고기에서 사라짂 여자들의 DNA가 발견되었다고 보도되었다. 그 동앆 사건 사고가 거의 없었던 이
곳의 시민들은 이 사건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정부는 단읷 사건으로는 북미 최대의 비용을 들여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수사로 읶해 그 동앆
사라짂 여자들의 가족들이 경찰에 품었던 불싞과 불맊도 사그라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핚편 픽톤은 읷급 살읶혐의로 구속된 상태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이 사건은 나를 놀라게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설명하기 힘든 수맋은 생각들에 잠기게 했다. 이후 정부 주도하에 수사가 계속됨에 따
라 사라짂 여자들의 숫자는 64명으로 늘어났고 나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작업을 맊들어 젂시하기로 했다. 이 글은 어떠핚 것을 보여주기 위핚 것이 아니
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저 내가 상상핚 것들을 글로 옮겨 적은 것뿐이다. 나는 이글을 완성핛 생각도 없고 시작 단계에서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젂제핚다. --- 박윤영
박윢영의 작업은 마치 그림으로 이루어짂 핚편의 소설 같다. 그녀는 영화, 오페라, 발레, 소설, 노래, 살읶사건 등 이미 졲재하는 이야기 혹은 사건을 적젃
히 차용하고 혺합하여 자싞맊의 새로욲 내러티브를 구성핚다. 즉, 서로 다른 이야기와 사건에서 어떤 공통점을 찾거나 상징과 은유를 사용하여 이야기
를 젂개하는 것이다. 이화여대 동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졳업하고 캐나다 보드웰 컬리지와 벤쿠버 필름 스쿨에서 공부했다. 화폭 속에 여러가지 이야기를
끌어들여 트라우마, 욕망, 사랑을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에 매짂하고 있다.
이제 예술공원에 젂시된 작품의 내용을 따라가 보자. <그림자의 호수>는 밤이 되면 사람으로 변하는 백조의 호수 모티브와 선녀로 나타난 죽은 여읶들
의 이미지, 코끼리의 그림자가 된 백조 등을 통해 선과 악, 현실과 피앆의 경계를 넘어 선 세계를 맊들어낸다. 작품명은 <그림자 호수>로 명명되어 있지
맊 구성은 <픽톤의 호수>와 유사하다. <선녀>들처럼 묘사된 <픽톤의 호수>와 달리 이 작품에서는 불교의 <보살>이미지로 등장핚다. 이것은 앆양이띾
지역이 아무래도 지명의 유래에서 앉 수 있듯 마음을 편앆하게 하고 몸을 쉬게 하는 극락의 의미가 있다는 점에 착앆, 피해 여성들이 이곳에서 편히 쉬
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살의 이미지를 찿용했다.
핚편 박윢영은 작품에서 픽토그램을 통해 사건당시의 끔찍했을 장면을 표현했다. 이 픽토 그램에는 쓰레기봉투에 시체를 담아 어디롞가 가는 픽톤의 모
습, 그녀들을 가두었을 창고의 자물쇠, 피해여성을 협박하는 픽톤을 연상시키는 이미지 등 사건을 추측하게 하는 다양핚 이미지가 형상화 되어 있다. 병
풍의 그림들은 이곳 예술공원 주변을 감싸는 산을 모티브로 그린 극락에서 휴식을 취하는 여성들과 그 산 중턱마다 설치된 그녀들이 쉴 수 있는 정자들
이 보이고 원작에서 보이는 백조의 이미지들, 핚편으롞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작가 역시 병풍 속 에 들어가 있다.

�그림자호수��박윤영�

춗처: https://blog.naver.com/master_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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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커뮤니케이터 윤운중
“나는�그림을�보는�법을�가르치는�것이�아니다���
어디까지나�‘안내’할�뿐이다”�

���사고의�유연성만�가지고�있다면�작품을�연구��해석에�도움������������넓은�시야�
���나만의�디테일�발견����������관객들의�흥미�유발과�작품을�읽는�묘미�
���특정한�이미지�
���고고학자의�시선�
���숨겨진�에피소드�
���듣는�미술��보는�음악�����������������������
�
�
�

타인의�삶에�예술의�힘을�전해준다��

사람의�영혼의�결을�건드리는�직업�
�안양상자집�사라진�탑�에�대한�헌정���
볼프강�빈터��베르트홀트�회르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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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탑은 성당과 마찪가지로 방문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자싞을 반추핛 수 있도록 도와죾다. 방문자가 특정핚 종교의식을 따르든 그렇지 안든 불탑은 삶과
자연에 대핚 겸허함, 슬픔, 영적읶 에너지, 믿음과 희망을 불러읷으키는 장소이다. 우리는 이 건물이 단순히 읶상적읶 건축 작업이 아니라 고급문화의 거
욳읷 수 있기를 바띾다. 핚때 불교의 중심지였던 이 지역에서 작업을 핛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다. 단순히 젂통적읶 형태를 베끼고 젂통적읶 재료를 사
용하는 것맊으로 핚때 여기에 있었을, 아마도 모든 것이 변하기 이젂이었다면 방문자들이 여기에서 발견핛 수 있었을 과거의 영적읶 에너지를 현재로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시갂은 변해가고 우리는 점점 더 삶의 본질, 영적읶 에너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불탑도 성당도 아닌 이
건물을 상실된 탑에 바친다.
핚편 두 사람은 1992년에 처음 2읶조 작가로 홗동하였고 우유박스와 같은 재핛용 재료를 이용핚 작품으로 유명핚데 베니스 비엔날레, 리버풀 비엔날레
등에 참여하며 세계 미술계에 주목받고 있다. 우유 박스와 같은 재홗용재료를 이용핚 작품은 1996년부터 세계 각지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었는
데 버스정류장, 씨네마, 강연장, 찻집, 티켓 발매소 등의 역핛을 수행했던 작품이 있었는가 하면 앆양에 설치된 작품은 쉼터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다. 작
품의 외곾은 낮엔 그저 음료수 박스를 쌓아놓은 레고처럼 보이지맊 내부에 들어서면 햇빛을 피해 앆으로 들어서는 순갂 시시각각 변하는 태양의 방향에
따라 앉록달록핚 우유 박스를 통해 들어오는 색색의 아름다욲 자연 빛을 느낄 수 있는데 마치 중세 고딕 성당의 스테읶드글라스가 뿜어내는 빛의 향연
을 재현핚 것 같은 읶상을 주기도 핚다. 핚편 밤의 읶공빛이 자아내는 현띾핚 빛의 홖영도 빼 놓을 수 없는 매력중 하나다. 작가들은 이곳에서 자싞맊의
명상과 성찰의 시갂을 경험하는 소중핚 시갂과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장소로 이용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작품을 맊들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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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미술관�투어�

잘하는�투어�����좋은�투어�

비엔날레�
전환점�

다음카페�

<마태오 갂택> 카라바조, 1602

<돌아온 탕아> 렘브띾트, 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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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사를 통해 시대를 거치며 화가들이 매달린 가장 중요핚 테제가 바로 ‘빛’ 이었다. 바로크 회화를 이끌었던 카라바조의 ‘강렧핚 빛’ 으로부터 그의
영양을 받은 렘브띾트의 ‘침잠하는 깊은 빛’ 그리고 같은 바로크 화가로 장려하고 화려핚 화풍을 추구했던 피터 폴 루벤스의 ‘화려핚 빛’ 그리고 역사
상 가장 ‘고요핚 빛’을 우리에게 선사핚 요하네스 베르메르까지 화가들은 저마다의 아름다욲 빛을 가꾸어 왔다. 그러나 영혺을 파고드는 이 빛들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맊들어 낸 읶위적읶 실내 빛 이었다.

�

<삼손과 데릴라> 루벤스, 1609

<우유 따르는 여읶> 베르메르, 1657

<정원위의 여읶들> 클로드 모네, 1866

그러던 것이 19세기 들어 읶상파와 싞읶상파 화가들에 의해 찪띾핚 태양빛이 화폭을 메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읶공적읶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찰
나의 빛을 원했다. 그리고 그 찪띾핚 빛은 우리의 영혺이 아닌 우리의 머리를 맑게 해주고 기붂을 향상시키는 마법으로 이끌었다.

잘하는�투어�����좋은�투어�
�
�함께�말하기��

작품을�선택하여�무언가의�방법으로��
다른�사람에게�보여주는�자리를�만드는�행위�

�도슨트��

�관람객이�작품을�읽고�의미�만들기를�이끌어�낼�수�있도록�돕는�안내자����
<샤르트르 대성당> 장미창, 1145

<오픈스카이> 제임스 터렐

그리고 중세 고딕시대부터 교회미술이 급격히 발젂해 왔는데 이중에서도 스테읶드글라스를 통해 성당으로 들어오는 빛의 심오함은 빼 놓을 수 없다.
시시각각 변화되는 이 빛은 싞자들의 마음을 첚상으로 읶도하는 효과를 거두게 하고 스스로의 삶과 읷상을 반추하는 명상의 붂위기를 갖게 핚다. 이
것은 자연의 핚 부붂을 미술과 건축의 재료로 이용핚 획기적읶 시도였다. 더불어 이러핚 시도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빛의 마법사라고 불리우는 제임
스 터렐의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읷본의 예술섬 <나오시마>의 <지추미술곾>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 설치된 그의 작품 <오픈 스카이>는 이러핚 자
연 빛을 살린 최고의 예라 핛 맊핚다. <오픈스카이>는 ‘스카이 스페이스’ 시리즈의 하나이다. 첚장에 네모난 구멍을 뚫고 하늘을 잘라내 실제 하늘을
보여죾다. 더불어 작품은 색찿의 보색곾계를 중요핚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읷몰에 가까워지면서 서서히 가라앇는 태양에 대응하여 벽 주변을 노띾
빛으로 밝게 비춖다. 하늘의 블루가 점점 더 깊어지고 마침내 검정에 가까워 졌을 때 우리는 빛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푸른색 벨벳 첚을 보
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물질감마저 느끼게 된다. 덧붙이면 이 작품에서 방을 물들이는 LED의 색이나 빛의 강도는 컴퓨터 제어에 의해 40가지 이상의
조합이 가능하다. <오픈스카이> 라는 작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물리적읶 하늘의 현상이다. 하지맊 그 물리적읶 현상이 추상표현주의
가 첚착해 온 귺대 서양회화의 문맥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오픈스카이> 2004 잘라낸 하늘의 빛은 기후와 시갂에 따라 시시각각 변핚다.
<정원위의 여읶들, 1866년 클로드 모네> 특히 읷춗이나 읷몰 무렵에는 벽이 빛으로 물들어 보색 곾계에 의해 하늘의 색이 또 다시 완젂히 달라짂다.
여튺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들어오는 태양 빛에서 읶상파 화가들이 표현핚 자연광의 효과와 함께 고젂화가들이 표현핚 읶갂의 영혺을 파고드는 싞
비롭고 은은핚 빛의 효과마저 느낄 수 있다. 작가는 아마도 이곳에 불교의 성지로써 고요함속에 명상의 시갂을 가질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
핚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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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이�흥미롭게�보고��함께�말하여�공감을�통해��
공명을�발생시키는�커뮤니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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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공유의 확산 :
Museum 3.0과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수립하여, 기존의 뮤지엄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동시에 웹과 SNS 기반의 차별화 전략을 강조한 디지털 정책
중심의 프로젝트들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주요 소셜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며
이보아
중앙대학교 예술공학대학 교수

웹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 동영상 콘텐츠를 공유하여 대중의 관심을 끌고, 뮤지엄 페이스북 사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컬렉션을 활용한 퀴즈와 날씨정보를 통해 온라인 관람객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뮤지엄의 마케팅은 관람객 참여 증대를 위해 다양한 소통 방식을 필요로 한다.
특히 오프라인 뮤지엄의 경험과 관련된 SNS 사용자의 반응 및 행위에 대한 분석은 온라인 소통뿐만
아니라 관람 경험 증진, 기획전시의 구성 등을 위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 인스타그램 사용이

1. Museum 3.0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뮤지엄 전시관람경험에 대한 사용자의 게시물과 반응도 증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과 뮤지엄 3.0 시대(Museum 3.0)의 도래는 전시뿐만 아니라 경영에서 마케팅에

뮤지엄 SNS의 콘텐츠가 관람객의 사회적 관계의 형성 및 창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오늘날, 시각 이미지

이르는 전 영역으로 테크놀로지의 적용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물 기반의 뮤지엄(object-

중심의 인스타그램은 뮤지엄 관람객의 시각 콘텐츠 사용에 새로운 현상을 이끌고 있다. 사용자들이

centered museum)’에서 ‘경험 중심의 뮤지엄(experience-centered museum)’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생성한 인스타그램 계정의 게시물은 해시태그 검색을 통해 큐레이션 되어 제시된다. 뮤지엄 관람객이

한다. 뮤지엄 3.0 시대에는 데이터 축적 방법론의 변화뿐만 아니라 축적된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론과 도구로

전시관람경험에 대해 해시태그를 형성하며 시각 이미지를 게시한 경우에는 전시관람을 의도하지 않았던

분석하고, 그 결과를 소장품 관리부터 관람객 개발과 마케팅에 이르는 뮤지엄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게 될

사용자에게도 해시태그 검색 기능을 통해, 뮤지엄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관람객 간의 커뮤니케이션

것이다. 특히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셋(dataset)을 기반으로 특정 패턴이나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기회까지 확산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애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가 뮤지엄 전시 정보의 획득과 가치 확산에

빅 데이터 분석은 전시 환경에서의 관람 행태뿐만 아니라 관람 경험 증진과 관람객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관한 진단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있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해외 뮤지엄의 경우, 관람객들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 및 소통을 위해 최근 관람 행태를 비롯한 관람

2. 소셜 미디어와 해시태그

경험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관람 경험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은 관람객 개발 및 참여뿐만 아니라 작품 수집,

소셜 미디어의 해시태그가 대중성을 지닌 시점은 트위터의 사용 증가와 함께 시작되었다. 구글(Google)의

콘텐츠 확보 및 분류, 기획 전시의 구성, 연구 및 조사, 그리고 교육 활동에 이르는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해 줄

직원이었던 크리스 메시나(Chris Messina)가 2007년 자신의 트위터에 ‘‘#’을 사용하여 정보를 묶는 것에

수 있다. 예컨대, 소셜 미디어의 사용 형태를 모니터링 하는 테이트(Tate)는 대시보드(dashboard) 시스템을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콘텐츠의 묶음 기능을 제안하며 ‘#barcamp’라는 해시태그를 처음 사용했다.

적용한 디지털 매트릭스(digital metrics)분석을 통해, 사용자들의 상호작용 및 참여, 소셜 커뮤니티 규모를

‘hashtag’라는 단어의 등장은 Stowe Boyd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해시 태그 = 트위터 그루핑(Hash

해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마케팅에 반영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영역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몇몇

Tags = Twitter Groupings)’이라는 주제의 글을 올리면서 부터이다.

박물관은 비콘이나 블루투스 4.0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위치 인식 테크놀로지나 스마트 폰 기반으로

최근 해시태그는 트위터 보다 시각 이미지 중심인 인스타그램에서 활발하다. 스마트폰 사용 증가에

관람객과 관람 행태에 대한 빅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예컨대, 루브르박물관은 비콘을 통해 수집한 빅

따른 사진 촬영과 빠른 이미지의 공유, 인스타그램 사용자 중심의 소셜 큐레이션(social curation)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람객의 특정 행동 패턴이나 전시물의 유인력, 관람체류시간을 측정하고 있다.

기능이 해시태그를 즐기는 추세로 변화하게 했다. 특히 젊은 계층의 사용 증가는 문화적 경향의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소셜 미디어와 이로부터 생성되는 빅 데이터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최근

되고 있다. 2010년에 등장한 인스타그램은 2012년 사용자수가 4천명에 머물렀지만, 2018년 6월 기준

뮤지엄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써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텀블러(Tumblr),

월간 사용자수는 10억 명으로 소셜미디어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매일

핀터레스트(Pinterest), 인스타그램(Instagram) 등의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평균 1억 개의 이미지와 동영상이 게시되면서 가장 대중성이 높은 소셜 미디어로 인정받고 있다. <2018

Service, 이하 SNS)를 활용, 관람객과의 온라인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략 2010년부터

인터넷 이용자 조사>에 의하면, 인스타그램(51.3%)은 1위인 페이스북(67.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해외 주요 뮤지엄들은 홈페이지의 재정비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 채널 개설을 통해 디지털 변화를 수용한

이용률을 기록했으며, 인스타그램만이 전년 대비 14.9% 성장을 이루었다.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 중심인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개방성, 참여성, 저비용 등의 특성을 지닌 SNS의 경우, 네트워크 기술을

인스타그램은 다른 SNS에 비해 직관적 특성이 높고 뮤지엄의 시각적 특성과 부합된다. 또한 콘텐츠 분류의

통한 메시지의 확산력이 강하기 때문에 뮤지엄은 다양한 SNS의 기능을 활용하여 진화된 형태의 양방향

이용 편리성으로 인해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큐레이션을 가능케 한다. 인스타그램은 140자의 제한된

커뮤니케이션으로 나아갈 수 있다. 디지털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테이트의 경우, 마케팅,

텍스트만으로 표현해야 하는 트위터와 달리, 이미지와 동영상 기반의 SNS로서 텍스트 중심의 콘텐츠보다

홍보, 관람객 개발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서(Communications and Marketing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으며, 타임라인에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만 노출시킴으로써

Departments)의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웹사이트 및 SNS 운영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며 온라인 기반

콘텐츠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내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인스타그램의 경우, 시각 이미지에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이행하고 있었다. 테이트 모던(Tate Modern)은 온라인 기반 운영 전략을 별도로

묶음기능을 제공하는 해시태그를 활용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콘텐츠 검색이 가능하고 특정 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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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를 팔로잉 할 수 있는 기능은 정보 검색의 용이성 및 확장성, 콘텐츠 간의 연결성을 증진시킨다.

3. 해시태그에 관한 연구
해시태그와 관련된 최근 연구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심리학적으로 정의된 Thayer의 감정모델을
기반으로 해시태그를 통해 사용자의 감정을 유형화한 연구, 인스타그램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테마 공원의
장소 선호도에 대한 연구, 해시태그의 이용행태인 정보제공형, 참여유도형, 노출형 외에 언어유희형의
의미를 분석한 연구,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의 이용 동기가 패션브랜드의 고객소셜참여와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등이 있다.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사용자 감정을 분류한 연구의 경우,
해시태그를 인스타그램의 핵심적 기능으로 보고 사용의 주관적인 감성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입증했다. 또한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예외적 해시태그 이용 행태에 대한 연구의 경우, 메타
데이터로서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정보제공형’, ‘참여유도형’, ‘노출형’으로 구분했다.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의 이용 동기가 패션브랜드의 고객소셜참여와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의 경우, 다양한 이용 동기를 제시한 해시태그는 고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신제품이나 이벤트 등의

<그림 1> 전시관람경험에 대한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사회적 참여와 연결

마케팅 효용성이 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4. 소셜 미디어와 뮤지엄 관련 인스타그램

전 세계적으로 소셜 미디어와 이로부터 생성되는 빅 데이터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최근

SNS에서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트렌드는 뮤지엄 소셜 커뮤니티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마케팅에 활용되고

박물관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써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텀블러(Tumblr),

있다. 특히 해시태그의 확산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뮤지엄 전시 정보의 획득뿐만 아니라 관람객 간의

핀터레스트(Pinterest) 등의 다양한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활용, 관람객과의 온라인 소통에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뮤지엄 전시관람경험에 대해 해시태그를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박물관과 관람객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관람객과 관람객간 새로운

형성하며 시각 이미지를 게시한 경우에는 전시관람을 의도하지 않았던 사용자에게도, 해시태그 검색을

커뮤니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포스트 뮤지엄의 패러다임 속에서 저비용, 개방성, 참여성 등의

통해 뮤지엄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해시태그의 묶음기능으로 인해,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이

특성을 지닌 소셜 미디어는 관람객을 관찰자나 수용자의 위치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나 가상의 큐레이터로

생성한 계정은 콘텐츠가 큐레이션 되어 제시된다. 이는 전시 관람객의 예술 및 감각적 욕구에 의해

전환시키며, 실질적으로 박물관과 관람객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다.

형성된 버츄얼(virtual) 큐레이션이 인스타그램에서 활발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뮤지엄 관람객의

뮤지엄 인스타그램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소셜 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써의 가능성에 대한

전시관람경험에 대한 해시태그 분석은 전시 정보의 획득 및 확산이 어떠한 특징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인식과 함께 시작했다. 트위터 및 페이스북 활용 사례에 초점이 맞추어진 국내의 연구와 달리, 해외에서는

파악 가능케 할 것이다.

뮤지엄 인스타그램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박물관의 SNS 활용과 관련된 최근 국내 연구 내용을

박물관 경영학적 관점에서, 인스타그램은 시각적 이미지, 특히 박물관의 시각적 특성을 가장 잘

살펴보면, 트위터 활용 현황 및 리트윗 비율을 통해 뮤지엄의 트위터 커뮤니케이션 영향력, 뮤지엄의 소셜

반영해주는 소셜 미디어로써, 인스타그램의 비용성, 이용용이성, 즉시성, 확산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미디어 활용에 대한 프레임웍, 국내외 뮤지엄의 소셜 미디어 활용 성공사례 등 대부분 소셜 미디어의 활용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문화예술기관 뿐만 아니라 관람객의 사용과 참여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초점이 맞추어졌다. 해외 연구의 경우에는 박물관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이미지 유형, 인스타그램 게시

관람객들은 전시에 대한 권유와 홍보, 그리고 관람객들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억 및 타인과 공유하기 위한

행위의 의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기나 목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사용한다. 뮤지엄 내외에서 발생하는 인스타그램 관람객의 행위는 관람부터

한편 해외 연구의 경우, 뮤지엄 마케팅뿐만 아니라 홍보, 상호작용, 참여 증대를 위한 도구로 주목받고

관람 후까지 회상, 기록, 공유, 큐레이션, 대화, 그리고 상호작용을 형성한다. 전시관람경험을 반영하는

있는 인스타그램의 시각 이미지 유형을 다룬 연구,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 사용자 간의 대화 및 이야기의

콘텐츠 이미지는 관람객이 관람 중에 기록하고 관람 이후에 공유하는 행동으로 연계된다. 이러한 일련의

중요성을 다룬 연구, 사진 및 텍스트를 게시하는 사용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창조하는 행위를 언급한

과정은 뮤지엄의 물리적 벽을 넘는 예술에 대한 사회적 참여 및 연결의 일환이며, 관람객의 활동은 경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뮤지엄의 미적 경험을 다루며 인스타그램의 영향력을 다룬 연구가 있다.

공유뿐만 아니라 전시 마케팅으로 확장된다<그림 1>. 전시관람경험에 대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관람객과

관람객 중에는 전시관람경험을 인스타그램에서 공유할 만한 가치로 여기고 있고,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도

뮤지엄의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관람객 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서, 관람객을 관찰자나 수용자의

해시태그를 통해 관람객의 경험을 볼 수 있다며 시각이미지 중심의 인스타그램을 언급했다. 그러나 국외

위치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나 가상의 큐레이터로 전환시키고 있다.

뮤지엄의 전시관람경험에 대한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해시태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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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Sydney)에 위치한 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의 인스타그램 시각 이미지를

뮤지엄의 공식 &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인스타그램 계정
1

2

3

The Museum of Modern Art

State Hermitage Museum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공식

게시물 3,350 팔로워 4백만

분석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관람객들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이미지는 전시물(47.0%), 전시물과

https://www.instagram.com/themuseumofmodernart

관람객(28.0%), 관람객(17.0%), 기타 뮤지엄 관련 제품(8.0%)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들 이미지는

사용자

게시물 1,727,591

중심

뮤지엄이 전시관람경험에 대한 관람객의 시각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라는 사실이 제시되었다. 또한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moma

공식

오스트레일리아의 퀸즈랜드 아트 갤러리와 현대미술갤러리(Queensland Art Gallery and Gallery of

게시물 3,274 팔로워 266천

Modern Art)와 현대미술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artgallery와 #modernart와 같은 인스타그램의

https://www.instagram.com/hermitage_museum

해시태그 외, #sydney 등의 지역 태그(geotag)는 관람객의 전시 경험에 대한 감정이나 반응보다는 ‘장소

사용자

게시물 2,396

중심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statehermitagemuseum

공식

게시물 2,047 팔로워 327천
https://www.instagram.com/sfmoma

사용자

게시물 223,082

중심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sfmoma

공식

게시물 1,932 팔로워 2.4백만

만들기(place making)’와 ‘사회적 현존감(social presence)’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5. 루브르박물관과 퐁피두센터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분석
루브르와 퐁피두의 전시관람경험에 대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분석을 위해, 뮤지엄의 공식 인스타그램이
아닌 관람객의 전시관람경험을 추론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생성한 계정을 기반으로 했으며,
4K 스토그램과 태그 분석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및 분류했다<표 2>. 이 과정에서 분석한

4

Tate

https://www.instagram.com/tate

5

Louvre museum

사용자

게시물 27,990

많은 사용자 중심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선정했다<표 2>. 루브르와 퐁피두의 공식 인스타그램이 아닌,

중심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tategallery

사용자가 생성한 인스타그램 계정 중, 게시 콘텐츠가 가장 많은 웹페이지를 활용했다. 분석 방법으로는 4K

공식

게시물 1,604 팔로워 2.2백만
https://www.instagram.com/museelouvre

6

Metropolitan Museum of Art

기준일(2018.10.18) 한 달 안에 ‘louvre’, ‘centrepompidou’, ‘pompidou’ 해시태그 데이터가 가장

사용자

게시물 2,534,690

중심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louvre

공식

게시물 2,523 팔로워 2.6백만

스토그램(4K Stogram)과 태그 분석기(Tag Analyzer)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gathering)했고, 분석한
기준일(2018. 10. 18)의 한 달 내에 게시된 인스타그램 계정의 해시태그를 도출하여 분류했다.

https://www.instagram.com/metmuseum

7

National Gallery of Art

사용자

게시물 274,226

중심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metropolitanmuseumofart

공식

게시물 1,770 팔로워 308천
https://www.instagram.com/ngadc

8

Centre Pompidou

사용자

게시물 65,540

중심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nationalgalleryofart

공식

게시물 1,599 팔로워 796천
https://www.instagram.com/centrepompidou

9

British Museum

사용자

게시물 302,320

중심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centrepompidou

공식

게시물 1,550 팔로워 1.2백만
https://www.instagram.com/britishmuseum

10

The National Gallery (London)

사용자

게시물 431,867

중심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britishmuseum

공식

게시물 1,515 팔로워 935천

<그림 2> 루브르박물관과 퐁피두 센터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좌) 및
사용자가 생성한 인스타그램 계정(우)의 스크린 샷

https://www.instagram.com/national_gallery
사용자

게시물 1,831

중심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londonnationalgallery

<표 1> 해외 뮤지엄의 공식 인스타그램과 사용자 중심의 인스타그램 계정 (공식 계정의 게시물 내림차 순)

82

83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해시태그 이용 행태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정보 제공형’, ‘참여 유도형’,

루브르와 퐁피두의 공식 &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인스타그램 계정
루브르

공식

게시물 1,598. 팔로워 2.2백만

그리고 자의식 표출과 연관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노출형’으로 해시태그를 분류했다. 이 두 기관의

https://www.instagram.com/museelouvre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데이터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콘텐츠 정보의 공유를 의도하는 ‘정보 제공형’에는 장소

사용자

게시물 2,523,354

중심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louvre

및 지역, 예술에 대한 사항으로 분류하였고, 콘텐츠의 노출빈도와 팔로우(follower) 수의 증가를 의도하는
‘노출형’에는 여행 및 일상, 인스타그램 사진 관련 사항을 포함시켰다<표 3><표 4>. 해시태그의 정보적

퐁피두

공식

게시물 1,596. 팔로워 791천
https://www.instagram.com/centrepompidou

사용자

게시물 300,660

중심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centrepompidou

<표 2> 루브르와 퐁피두의 공식 인스타그램과 뮤지엄 전시관람경험에 대한 사용자 중심의 인스타그램 계정

특성을 비교해 보면, 루브르와 퐁피두의 전시 장소, 지역 정보, 예술 정보가 포함된 정보 제공형의 해시태그
비율은 각각 99.99%, 93.66%로 제시되었고, 노출형 정보의 경우, 루브르는 0.0062%인 반면 퐁피두는
5.66%를 보였다.

해시태그수

Louvre
정보제공형

전시 장소

#louvre, #louvremuseum, #museum, #museedulouvre

15,407

지역 정보

#louvrepyramid, #paris, #france, #europe, #parisjetaime,

130,636,084

#eiffeltower, #toureiffel, #parisfrance, #notredame, #parisienne

루브르와 퐁피두 관련 해시태그 데이터 수집을 워드 카운트(word count)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결과는 그림-05와 같다. 루브르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된 순위의 해시태그는 #louvre, #paris,

예술 일반

#art, #monalisa

2,545

예술 장르

#architecture

962

사진 유형

#travel, #photography, #instagood, #travelphotography,

8,157

#france, #travel, #art, #louvremuseum, #museum, #museedulouvre, #photography, #love,
#architecture 등이고, 퐁피두의 경우에는 #centrepompidou, #paris, #art, #france, #architecture,

노출형

#photooftheday, #picoftheday, #travelgram,

#contemporaryart, #museum, #pompidou, #beaubourg, #franzwest, #modernart 등이다. 데이터의

#itravelblogger, #trip, #photo, #instatravel

수집 및 분류 과정에서 해시태그 중 가장 많이 도출된 항목은 루브르의 경우, 지역 및 장소에 대한 것이고
퐁피두의 경우, 예술 및 예술 장르에 대한 것이다. 루브르는 장소가 4개, 지역이 10개이고 퐁피두는 예술

기타

일상

#love, #beautiful

1,453

일반 및 장르가 13개, 장소가 4개, 지역이 5개이다.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뮤지엄의 장소 및 지역에 대해
해시태그를 사용한다는 점은 그들이 전시관람경험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할 때, 자기표현의 수단으로서

<표 3> 루브르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해시태그 데이터 분석 결과

물리적인 전시 장소에 대한 경험 및 기억을 공유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시태그수

Centre Pompidou
정보제공형

전시 장소

#centrepompidou, #museum,#pompidou, #moma

6,585

지역 정보

#paris, #france, #beaubourg, #parisjetaime, #igersparis

4,294

예술 일반

#art, #contemporaryart, #franzwest, #modernart, #artist,

7,732

#tadaoando, #artcontemporain, #arte, #artwork

노출형

예술 장르

#architecture, #sculpture, #painting, #design

1,301

제품 속성

#exhibition, #exposition

508

사진 유형

#photography, #travel #photooftheday,

1,235

#picoftheday, #instaart
기타

#nike

147

<표 4> 퐁피두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해시태그 데이터 분석 결과

<그림 3> 루브르박물관과 퐁피두센터의 전시관람경험에 대한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해시태그 분석 결과 (상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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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퐁피두의 ‘예술 일반’과 ‘예술 장르’에 대한 해시태그 비율이 41.43%
이상으로, 루브르의 0.0026% 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퐁피두는 #contemporary 외에 #franzwest,
#tadaoando와 같은 예술가 및 건축가의 정보가 도출되었다. 이는 퐁피두가 현대예술 중심의 미술관으로서,
프란츠 웨스트(Franz West)와 안도 다다오(Ando Tadao)의 기획전시 기간이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일과
인접했기 때문에, 예술가 및 건축가의 정보가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퐁피두는 루브르와 달리
#exhibition과 #exposition이 도출되어 전시 ‘제품 속성’의 해시태그 비율이 2.33%로 제시되었다. 이외
퐁피두의 경우, 미술관 건축에서 영감을 받은 스포츠 브랜드의 제품인 air max centre pompidou와 연관된
#nike가 도출되었고 루브르의 경우, #love가 984개, 형용사 #beautiful이 469개가 도출되었다.
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보적 특성을 상위 5개 유형으로 분류해 보면, 루브르의 경우에는 지역 및 전시
장소에 대한 정보가 해시태그의 주요 유형으로 나타난 반면, 퐁피두는 예술 일반, 전시 장소, 지역 정보,
예술 장르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퐁피두의 경우, 예술에 대한 비중이 높고 루브르의 경우,
지역 및 장소적 특성에 대한 비중이 높다. 루브르는 프랑스 대혁명의 계기로 시작된 근대 박물관의 역사적인
의미의 장소이자, 전 세계의 수준 높은 유물과 예술품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 박물관으로서 프랑스의
문화관광적 차원에서 대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퐁피두보다도 ‘지역 정보’와 ‘전시 장소’에 대한 해시태그
빈도가 높게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루브르는 퐁피두보다 사진 유형이 상위에 배치되었다.
<그림 4> 전시 인스타그램 사례

(가)

Louvre Museum

Centre Pompidou

(나)

지역 정보

예술 일반

(다)

전시 장소

전시 장소

(라)

사진 유형

지역 정보

(마)

예술 일반

예술 장르

(바)

일상

사진 유형

연구 방법은 아래의 시스템 구성도와 같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전시명에 대한 해시태그 검색을 통해
데이터의 수집(gathering)과 시각화(visualization) 두 가지의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표 5> 루브르와 퐁피두의 전시관람경험에 대한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해시태그 데이터 상위 5개 유형

6. 국내 전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분석
2016~2018년 동안 국내에서 개최된 전시 가운데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전시명’으로 검색한 후, 검색 결과로 1,000개 이상의 게시물 데이터가 나타난 다섯 개의 전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연구 대상에는 대림미술관의 ‘Paper Present(2017),’ 디뮤지엄의
‘YOUTH: 청춘의 열병 그 못다 한 이야기(2017),’ 본다비치 뮤지엄의 ‘모네 빛을 그리다展(2018),’ ‘반
고흐 인사이드(2016),’ 간송미술관의 ‘바람을 그리다: 신윤복·정선(2017)’ 등의 전시가 포함되었다
(Fig. 1). 각 전시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검색어는 해시태그 이용에 적합한 형태인 ‘#페이퍼프레젠트’,
‘#청춘의열병그못다한이야기’, ‘#모네빛을그리다’, ‘#반고흐인사이드’, ‘#바람을그리다’를 활용하여 해시태그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림 5>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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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분석을 위해, 빅 데이터 관련 연구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위의 방법에 의거, ‘모네 빛을 그리다 展’의 해시태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림 8>과 같은 결과가

사용되는 웹 크롤링(Web Crawling) 기술을 사용,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데이터를 수집했다. 프로그래밍

도출되었다. 분석 대상인 다섯 개 전시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데이터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결과,

언어로는 데이터 수집에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파이썬(python), 브라우저는 크롬(chrome)을 선택

개별 전시 당 3천여 개 이상의 해시태그 데이터가 존재했다. 각 전시의 해시태그 형태의 데이터 수집 결과를

및 사용했다. 또한 크롬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API인 파이썬(python) 기반의 웹 드라이버(Web Driver)

살펴보면, ‘Paper Present(2017)’ 34,452개, ‘YOUTH: 청춘의 열병 그 못다 한 이야기(2017)’ 4,757개,

셀레니움(selenium)을 사용하여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 가운데 해시태그

‘모네 빛을 그리다展(2018)’ 127,422개, ‘반 고흐 인사이드(2016)’ 100,598개, ‘바람을 그리다: 신윤복,

데이터만 수집하기 위해 파이썬 코딩에서 한국어 정보 처리가 가능한 패키지인 Konlpy를 사용했다. 첫

정선(2017)’ 10,326개의 해시태그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다섯 개의 전시명(#전시명)이 검색된 인스타그램 웹 페이지의 전체
데이터를 크롤링(crawling) 했다. Fig. 3과 같이 각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html코드에서 class가 KL4Bh인
div태그의 img속성에 해당하는, 그리고 img태그의 alt 속성의 글들을 리스트로 받아 각 전시의 데이터를
추출했다.

<그림 8> 데이터 수집 과정

수집된 결과에서 1~3개씩 도출된 해시태그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키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분석 대상에는 해시태그 가운데 동일한 해시태그가 100개 내외인 데이터만 포함되었으며,
아래의 <표 6>은 각 전시별로 해시태그를 정리한 것이다.

Paper Present: Total 34,452

YOUTH: Total 4,757

#페이퍼프레젠트(3645)

#서울(211)

#청춘의열병그못다한이야기(539)

#대림미술관(3397)

#daelimmuseum(209)

#디뮤지엄(441)

#paperpresent(1472)

#selfie(196)

#youth(389)

#전시회(1242)

#주말(194)

#한남동(246)

#너를위한선물(803)

#데이트(189)

#전시회(132)

데이터만을 추출해서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했다. <그림 7>은 앞에서 받아온 리스트에 Konlpy에서 제공하는

#일상(669)

#art(169)

#dmuseum(105)

태깅 라이브러리인 Twitter의 pos 명령을 사용해서 품사가 부착되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리스트 가운데

#전시(454)

#디뮤지엄(159)

#daily(370)

#소통(149)

#문화생활(315)

#페이퍼아트(144)

#미술관(214)

#일상스타그램(143)

#데일리(304)

#셀스타그램(137)

#종이(280)

#셀피(132)

#paper(269)

#좋아요(114)

#경복궁(264)

#museum(113)

#exhibition(260)

#셀카(113)

#서촌(260)

#종로(111)

#paperart(240)

#맞팔(109)

#경복궁역(231)

#사진(107)

<그림 6> 웹 페이지의 HTML 코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설명한 방법을 통해 크롤링 된 데이터 가운데 해시태그 형태의

부착된 품사가 “Hashtag”인 것들만을 취합해서 ‘형태소, 개수’의 형태로 다시 데이터를 정렬했다.

<그림 7> 해시태그 데이터 코드 축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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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네 빛을 그리다展(2017): Total 127,422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집된 빅 데이터의 경우,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이 정형과 비정형의 형태로

반고흐인사이드: Total 100,598

#모네빛을그리다(16034)

#건대(709)

#반고흐인사이드(2838)

#vangoghinside(145)

공존하고 있어서,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전시회(5864)

#데이트(705)

#제주(846))

#소통(135)

있다. 하지만 빅 데이터는 자료의 개수의 방대함, 차원의 크기, 종류의 다양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데이터

#모네(5031)

#셀스타그램(699)

#제주도(705)

#문화생활(134)

#본다빈치뮤지엄(4078)

#exhibition(645)

#반고흐(584

#중문관광단지(123)

#일상(2391)

#소통(643)

#전시회(372)

#고흐(121)

데이터를 정보가 한 눈에 보이도록 변환시켜주는 과정이며, 데이터의 구성과 특성을 알아보는 데에도 편리한

#어린이대공원(1571)

#주말(619)

#제주여행(297)

#데일리(115)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 자연어 분석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시각화 방법에

#클로드모네(1460)

#셀카(595)

#부영호텔(293)

#전시(110)

#daily(1445)

#힐링(576)

#jeju(279)

#맞팔(99)

#moment(1389)

#모네빛을그리다전(533)

#일상(272)

#selfie(90)

인기도에 따라 시각적으로 나열한 것이다. Table 2는 각 전시에 해당하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의 데이터

#문화생활(1270)

#럽스타그램(525)

#제주도여행(243)

#제주부영호텔(86)

수집 결과에 대한 워드 카운트(word count)이며, 데이터의 시각화 작업 이전에 무작위로 수집된 데이터를

#claudemonet(995)

#인상주의(518)

#중문(233)

#셀스타그램(82)

#데일리(976)

#art(510)

#vangogh(231)

#미디어아트(81)

#전쟁기념관(922)

#맞팔(506)

#여행(231)

#반고흐전(78)

#서울(917)

#셀피(494)

#빈센트반고흐(174)

#jejuisland(78)

#모네전(903)

#용산전쟁기념관(460)

#여행스타그램(172)

#힐링(76)

paper present

#selfie(861)

#좋아요(459)

#빛과음악의축제(170)

#클림트인사이드(76)

정보제공형

전시회명

#페이퍼프레젠트, #paperpresent, #너를 위한 선물

5,920

#전시(828)

#미술관(434)

#서귀포(162)

#vincentvangogh(74)

(14,959)

전시장소

#대림미술관, #daelimmuseum, #미술관, #디뮤지엄, #museum

4,192

#모네전시회(725)

#일상스타그램(427)

#daily(155)

#박서준(70)

전시방문시기

#주말

194

제품 속성

#전시회, #전시, #exhibition

1,956

관람동기

#문화생활, #데이트

504

전시물

#종이, #paper, #paperart, #art, #페이퍼아트

1,102

전시경험

#좋아요

114

#혜원신윤복(57)

지역명

#서울, #서촌, #종로

482

#신윤복(628)

#혜원(53)

지역정보

#경복궁, #경복궁역

495

#정선(498)

#신윤복정선(53)

#ddp(409

#동대문ddp(50)

노출형

사진유형

#selfie, #셀피, #셀카, #사진, #일상스타그램, #셀스타그램

828

#전시회(356)

#월하정인(50)

(2,320)

기타

#일상, #데일리, #daily, #소통

1,492

#DDP(238)

#간송미술관(47)

#신윤복정선展(187)

#art(46)

#동대문디자인플라자(158)

#서울(43)

#동대문(154)

#간송(41)

#전시(147)

#간송문화전(40)

#미디어아트(134)

#혜원전신첩(39)

#일상(115)

#주말(39)

#문화생활(85)

#동대문역사문화공원(38)

#exhibition(81)

#디자인박물관(36)

#겸재정선(64)

#데이트(36)

#바람을그리다신윤복정선(64)

#미술관(34)

#daily(61)

#겸재(33)

#디디피(59)

#korea(30)

시각화를 통해 자료의 분포나 상관관계를 도출한다. 데이터 시각화는 나열되어 그 정보를 숨기고 있는

해당하는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를 사용했다. 이는 메타 데이터에서 얻어진 태그를 분석하여 중요도나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바람을그리다: Total 10,326
#바람을그리다(1108)

<표 6> 해시태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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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수

해시태그수

모네 빛을 그리다展
정보제공형

전시회명

#모네빛을그리다, #모네빛을그리다전

16,567

(41,766)

전시장소

#본다민치뮤지엄, #미술관

4,512

전시방문시기

#주말

619

제품 속성

#전시회, #전시, #모네전, #모네전시회, #exhibition

8,965

관람동기

#데이트, #문화생활

1,975

전시물

#art

510

작가명

#모네, #클로드모네, #claudemonet

7,486

사조

#인상주의

518

전시경험

#좋아요, #힐링

1,035

지역명

#서울, #건대

1,626

지역정보

#어린이대공원, #전쟁기념관, #용산전쟁기념관

2,953

노출형

사진유형

#selfie, #셀피, #셀카, #일상스타그램, #셀스타그램, #럽스타그램

3,601

(10,951)

기타

#일상, #데일리, #daily, #moment, #소통, #맞팔

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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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해시태그수

Paper Present

YOUTH

모네 빛을 그리다전

반 고흐 인사이드

바람을 그리다

86.6

100

80.0

87.8

96.7

정보제공형

전시회명

#청춘의열병그못다한이야기

539

(2,347)

전시장소

#디뮤지엄, #youth, #dmuseum

935

제품 속성

#전시회

132

지역명

#한남동

246

지역정보

#경복궁, #경복궁역

495

반 고흐 인사이드

해시태그수

정보제공형

전시회명

#반고흐인사이드, #vangoghinside, #클림트인사이드

3,059

(8,543)

제품 속성

#전시회, #전시, #반고흐전

560

관람동기

#여행, #제주여행, #제주도여행, #문화생활

608

전시물

#미디어아트

81

작가명

#고흐, #반고흐, #빈센트반고흐, #vangogh, #vincentvangogh

1,184

전시경험

#힐링

76

지역명

#제주, #제주도, #jeju, #jejuisland, #중문, #서귀포

2,303

지역정보

#부영호텔, #제주부영호텔, #중문관광단지, #빛과음악의축제

672

노출형

사진유형

#selfie #셀스타그램, #여행스타그램

344

(1,190)

기타

#일상, #데일리, #daily,#소통, #맞팔, #박서준

846

Paper Present

YOUTH

모네 빛을 그리다전

반 고흐 인사이드

바람을 그리다

관람동기

2.92

-

3.42

6.25

2.28

관람경험

0.66

-

1.79

0.78

-

<표 9> 전시 관람 동기 및 관람 경험과 관련된 해시 태그의 비율 (%)

그 다음 단계에서는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를 사용해서 원하는 스타일로 시각화를 시도했다.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를 사용하여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중요도나 인기도에 따라 단순히 글자의
색상이나 굵기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림 9>처럼 전시와 관련된 마스킹 이미지를 기반으로 마스킹의
색상을 반영해 시각화시키면 <그림 10>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해시태그수

바람을 그리다
정보제공형

<표 8> 정보 관련 해시태그의 비율(%)

전시회명

#바람을그리다, #신윤복정선展,

1,399

#바람을그리다신윤복정선, #간송문화전

(5,135)
전시장소

#간송미술관, #디자인박물관, #미술관, #간송

158

전시방문시기

#주말

39

제품 속성

#전시회, #전시, #exhibition

584

관람동기

#문화생활, #데이트

121

전시물

#미디어아트, #art, #월하정인, #혜원전신첩

269

작가명

#혜원, #신윤복, #혜원신윤복, #정선, #겸재, #겸재정선, #신윤복정선

1,386

지역명

#korea, #서울

73

지역정보

#ddp, #DDP, #디디피, #동대문, #동대문ddp,

1,106

<그림 9> 시각화 코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기타

노출형

#일상, #daily

176

(176)

<표 7> 전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분석 결과

전시 관련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의 정보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표 8>과 같이 분석 대상인 다섯 개의
전시에서 정보제공형 해시태그의 비율이 80.0% 이상을 차지한 반면, 관람 동기나 관람 경험과 관련된
해시태그의 비율은 매우 낮게 제시되었다. 관람 경험과 관련된 비율은 관람 동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그림 10> 시각화 결과

나타났으며, YOUTH의 경우에는 관람 동기와 관람 경험과 관련된 해시태그가 전혀 도출되지 않았다 <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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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결과와 해시 태그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정보제공형에 해당하는 전시회명, 전시
장소, 지역명, 지역 정보가 해시태그 정보의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장소적 특성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예를 들어, ’YOUTH: 청춘의 열병 그 못다 한 이야기’가 진행된 디뮤지엄은 서울에서 트렌디한 장소인
한남동에 위치하고 있어 ‘한남동’이란 해시태그가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 ‘반 고흐 인사이드’의 경우에도,
제주도에 위치한 박수근미술관에서 진행되어 ‘제주’, ‘제주도’, ‘제주여행’ 등의 단어가 자주 언급되었다. ‘모네
빛을 그리다展’과 ‘반 고흐 인사이드,’ ‘바람을 그리다: 신윤복, 정선‘과 같이 작가명이 전시회명에 사용된
경우에는 작가명에 대한 해시태그의 빈도가 높게 제시되었다.
<그림 11> 사용자의 전시관람경험에 대한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사용 이유

Paper Present

YOUTH

모네 빛을 그리다전

반 고흐 인사이드

바람을 그리다

1

전시회명

전시장소

전시회명

전시회명

전시회명

2

전시장소

전시회명

제품속성

지역명

작가명

3

제품속성

지역정보

작가명

작가명

지역정보

4

기타

지역명

기타

기타

제품속성

5

전시물

제품속성

전시장소

지역정보

전시물

루브르와 퐁피두의 해시태그 데이터 분석한 결과, 관람객의 전시관람경험에 대한 다양함이 데이터로
도출되지 않았지만,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해시태그 사용 형태는 파악되었다. 결론적으로 루브르와 퐁피두
관련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해시태그는 뮤지엄 전시관람경험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함이 내재했고, 뿐만 아니라 뮤지엄 전시관람경험을 위한 마케팅 도구로써 가치 및 효용성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써 정보제공형과 노출형에 해당하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의 정보

<표 10>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시각화

확산에 대한 잠재력은 확인되었다.
전시 관련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분석의 경우에도 뮤지엄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의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해시태그가 전시 관람이나 박물관 이용에 대한 관람객의 주관적 경험, 특정 욕구나 행태에 대한

7. 뮤지엄 및 전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분석 시사점

이해에 대한 유의미한 데이터는 도출되지 않았다. 더욱이 전시에 대한 포괄적이며 객관적인 데이터가

뮤지엄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는 관람객의 전시관람경험을 추론할 수 있는 마케팅 도구인가? SNS에서

대부분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게시물과도 큰 편차가 제시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전시관람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행위는 정보의 수집 및 획득에 있다. 사용자가 생성한 루브르와 퐁피두의 인스타그램

경험에 대한 분석을 위한 빅 데이터로써 해시태그가 전시 관람이나 박물관 이용에 대한 관람객의 경험을

해시태그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결과에서 두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정보제공형의 특성을 지닌 해시태그의

추론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의 효용성은 매우 낮게 제시되었다. 상기 분석에서 비록 관람객 개발 등의 마케팅

비율이 높게 제시되었다. 루브르의 경우, 지역 정보와 전시 장소에 대한 해시태그 항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도구로써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의 효용성과 가치는 입증되지 못했지만,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써

높게 제시된 반면, 퐁피두의 경우에는 예술 일반 및 장르, 전시 장소, 지역 정보 순으로 제시되었다. 상술한

정보제공형적 특성을 지닌 해시태그의 전시에 대한 정보 확산에 대한 잠재력은 재확인되었다. 정보 특성

바와 같이, 분석 결과에서 장소 및 지역에 대한 정보제공형 해시태그의 비율이 높게 제시된 것은 관람객이

측면에서 한 가지 주지할 사실은 기존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전시 경험에 대한 감정이나 반응보다는 전시

자기표현의 수단으로서 물리적인 전시 장소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큐레이션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장소, 지역명, 지역 정보 등 지역 태그의 영향력이 크게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스타그램을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사용자들이 장소 및 지역 정보 위주로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특정한 문화적 욕구와

이용하는 대다수 전시 관람객이 ‘전시 관람’이나 ‘전시물 감상’보다는 ‘장소 만들기(place making)’에 높은

특징을 표현하며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루브르와 퐁피두의

비중을 둔다는 것을 시사한다.

관람객은 작품 감상보다 ‘장소 만들기’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 연구 중 국내
기획전에 대한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해시태그 분석 결과에서, 사용자가 전시 관람 및 감상 보다 ‘장소
만들기’에 비중을 보인다는 점과 유사했으나, 이 두 기관의 해시태그에서는 #selfie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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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읽어주는 관객들
김가람
예술가

작가 김가람은 사회 문화적 이슈에 대한 주제로 설치와 미디어, 퍼포먼스를 이용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품 전반에 있어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며 이를 통해 감상자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주요 작품 소개
전시장에서 무료로 비키니를 얻을 수 있는 <thesexybikini.com(2011)> 은 익명성을 전제로 한
가상(인터넷)과 실제 사이에서 ‘노출’에 관한 사람들의 행동적 차이를 보여주고자, 전시장을 비키니 샵으로
변신시키고 관람객에게 ‘얼굴 가린 비키니 셀피’를 유도한다.
자판기에서 순결캔디를 판매하는 <Virgin Candy(2013)>에서는 작가 개인이 청소년 시절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하여, 우리 사회가 현재 가지는 ‘순결’에 대한 이중적인 가치관에 대해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2014년 5월부터 매달 디지털 싱글앨범이 발매되는 월간 <4ROSE>(SOUND PROJECT)는 현대사회의
하나의 문화 흐름이 된 인터넷 뉴스 ‘댓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다. 매월 쟁점이 된 사건, 시시각각
변화하는 뉴스의 ‘댓글’이 가사가 되어 <4ROSE>의 이름으로 매월 iTunes, 멜론, 벅스 등 국내 외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전시장을 헤어살롱으로 변신시키는 <the AGENDA hair salon(2014~)>에서는 그 시대와 장소의
이슈에 따라 변경되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에 동의하는 만큼 삭발에서 다듬기까지 머리를 자르는 ‘무료
헤어커트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참여자들과 대화를 통해 소통과 공감을 이루고자 한다.
또한, ‘전시장 인증샷’을 위한 셀피 메이크업 퍼포먼스 <#SELSTAR (#셀스타)(2016)>와,
미술관 엘리베이터를 셀피 공간으로 변신시키고, 작가가 직접 엘리베이터 걸로 변신한 <selfieupload(2018)>에서는 전시 관람이 작품을 감상하는 목적보다, SNS 인증샷으로 대변되는 현재의 전시장
풍경을 그대로 조명한다. SNS상의 전시 인증샷 열풍과 그에 동반된 대중의 다양한 심리에 주목하면서,
‘주인공이 되고 싶은 대중’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을 보여준다.

<thesexybikini.com (참여사진)>, 비키니 샵, 비키니 셀피 퍼포먼스,
website, 2011

<Virgin Candy Animation>, 비디오(HDV, 16:9, color, sound),
시간: 28s, 2013

<#SELSTAR>, 아크릴, 거울, 조명, 메이크업 화장품, 가변설치, 2016
(작품소장 : 서울시립미술관, 사진 : 사비나미술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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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작품인 <TheSexyBikini.com(더섹시비키니닷컴)>이나 <Virgin Candy(버진캔디)>는 ‘여성/

댓글 읽어주는 관객들 : <4ROSE> SOUND PROJECT

아시아/한국인’이라는 정체성에 무게를 두고, 해당 주제를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재해석한 반면, <SOUND

2014년 5월 부터 가수명 <4ROSE>의 이름으로 디지털 싱글앨범이 발매되는 월간 음원 프로젝트이다.

PROJECT by 4ROSE (사운드프로젝트)>나, <the AGENDA hair salon(아젠다 헤어살롱)>의 경우,

주요 음원으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다룬 <이러려고>(2016년 11월 발매), 문화예술 분야 정치검열

출발점부터 사회적 쟁점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시키고 있다. 전자의 경우,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가치관과

논란의 <블랙리스트>(2017년 1월 발매), 인천과 문래동 일대의 붉은 수돗물 사건을 다룬 <빨간맛>(2019년

시대적 맥락에서 의미가 상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작품을 통해 다루었고, 후자의 경우 사회적 이슈에

6월 발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이슈를 다룬 <아베마리아>(2019년 7월 발매) 등이 있으며, 해당 음원은

대한 소통의 공간의 대안으로 전시장을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 낸다.

멜론이나 벅스, 네이버뮤직 같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와 아이튠즈를 통해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정식
유통된다.

“특히 어떤 사안들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방향성이나 변화가 생기면
좋겠다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쉽게 대중들에게 외면을 받는 것 같아요. 다양한 예술의 형태가
있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고요, 궁극적으로 제가 작품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특정 목소리를 강하게 드러내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전시라는 플랫폼
안에서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가 김가람-

<빨간맛 (4ROSE)>, 디지털 싱글(음원), 2019

한국의 인터넷 '댓글' 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4ROSE>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여겨지는
인터넷의 특성이, 사건 사고에 대한 대중들의 솔직한 반응과 공감을 이끌어 낸다고 판단하여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막론하고 이러한 댓글이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으며, (2014년 프로젝트 시작 당시) 이는 한국만이 가진 고유하고 독특한, 그리고 강력한
하나의 여론 형성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4ROSE (SOUND PROJECT) Sound wall>, 혼합매체, 2018

<the AGENDA hair salon (코너아트스페이스)>, 헤어커트 퍼포먼스, 가변설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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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ROSE>는 4인조 사이버 걸그룹으로, 가수 4명은 각기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3가지 목소리는
한국어 텍스트 음성 변화(TTS, Text to Speech) 프로그램이고, 나머지 1가지는 영어 TTS 프로그램이다.
음원을 만드는 방식은, 먼저 네이버 뉴스 사이트에서 그달의 가장 이슈가 되었던 기사를 선택하고,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대중들의 즉각적인 반응 ‘해당 기사의 댓글’을 수집하여 가사로 완성한다. 이렇게
가사가 준비되면, TTS 프로그램으로 4명의 목소리-기계음이 녹음된다. 그다음 작곡이 이루어지고, 가상의
걸그룹 ‘4ROSE’가 읽어 주는 1분가량의 ‘댓글음원’으로 재탄생 되어 다시 대중과 만나게 된다.

“…이 프로젝트의 노랫말은 다른 대중음악처럼 전문 프로듀서나 전문 작사가가 쓴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 의해 작사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반 대중의 목소리에 담긴 생각은 노래 가사라는
시적인 형태로 전달되어, 각 개인의 심경을 넘어서는 대중 담론 전반의 기준점을 형성한다. 이 음악은 한
사람이 말하는 동안에도 댓글과 ‘좋아요’가 끊임없이 끼어드는 온라인 게시판의 리듬을 모방하여 화자의
진술을 음악에 실을 뿐 아니라 이들의 말을 상호 간의 대화로 직조한다.”
-Anna Harsanyi(큐레이터) ‘여론의 재-구성’ 중 발췌-

“…the lyrics are not written by a professional producer or industry songwriter like most pop music
– instead the song is composed by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The thoughts communicated
by ordinary citizens whose quotes form the poetry of each song’s lyrics extend beyond their
personal state of mind to become reference points for the larger popular discourse. The rhythm
of an online chatroom, with replies and likes punctuating the commentary left by a single user, is
mimicked in the music, which puts commentators in dialogue with each other while syncing their
statements to the beat.”
-Anna Harsanyi(Curator) Public opinion, re-configured-

<아카이브 하이라이트 (4ROSE)>, 4ROSE 음원, 연대기 형식의 아카이브 (벽면시트),
웹사이트 (www.4rose.net), 가변설치, 2018 (사진 :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사운드 프로젝트는, 처음 시작부터 10년을 바라보는 장기 프로젝트로 기획됐어요. 벌써 5년 차에
접어들었고,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2개의 정규 앨범과 60개가 넘는 디지털 싱글이 발매되었습니다.
계획대로, 10년간의 장기 프로젝트가 완성된다면,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한 대중들의 솔직한 목소리,
그리고 달라지는 댓글 문화 등을 반영한 한국사회의 흐름을 함께하는 재미있는 아카이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가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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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슨트는 왜 필요한가
― 예비 도슨트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구성하며

1

최연희

2

도슨트 클래스 강의 계획서

서울대학교 미학과

5. 모던 아트의 성립과 전개-모더니즘 미술
에 대하여
6. 아방가르드 미술에 대하여
7. 전후 미국 미술과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
대하여
8.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적 해석 방법론
9. 기호학과 정신분석학적 해석 방법론
10. 다시, 미술이란 무엇인가? – 단토와 푸코
의 논의에 기대어

1. 미술-도슨트는 왜 필요한가?
2. 작품에 대한 내용적 분석과 도상학적 해석
방법론
3. 미술의 양식은 왜 변화할까? – 형식주의와
양식사적 해석 방법론
4. 미술가의 생애와 미술작품-전기(Biography)
적 해석 방법론

도슨트는 왜 필요하며, 그 역할은 무엇인가? 미술관에서의 도슨트의 역할은 ‘시각적’ 대상인 미술작품을
‘언어’로 옮겨 관객들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흔히 하는 말처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면, 눈으로
보면 될 것을 굳이 말로 옮겨 들려줄 필요가 있을까? 결국,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도슨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슨트는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관객들이 어떤 미술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끔
도슨트가 이끌어주려면, 그는 그 작품의 어떤 것을 관객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작품들이 내용과 형식으로 이뤄져 있다면, 한정된 시간 안에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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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것인가? 도슨트가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선택을 하려면, 결국 미술사의 커다란 흐름 전체에 관한
개략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교육 과정에서는 이 같은 1)미술사 전반에 대한 개략적 이해가

도슨트docent란?

가능하도록 도울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작품해석 방법론들인 2)내용적 해석과

• 도슨트의 정의: ‘가르치다＇라는 뜻의 라틴어 ‘도
케레docere’에서 유래 →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
작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전문 지식을 갖춘 안내인
을 말함.

3)형식적 해석, 그리고 작품의 출발점인 작가를 중심으로 한 4)전기적 해석 등을 살펴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동시대 미술작업들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대 미술

미술-도슨트는 왜 필요한가?

전반에 대한 이해 역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동시대 미술작업들은 20세기 현대 미술의 유산들 위에서
그것들을 이용하거나 그것들에 반하거나 그것들을 넘어서려 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석기

•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박물관 안내자 역할을 하는
도슨트가 처음 생겨서, 지금과 같은 도슨트 제도는
1907년부터 미국 보스턴 미술관을 중심으로 미국
전역으로 확대됨.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광주비
엔날레를 시초로 1996년 삼성미술관에 의해 도입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술의 유구한 역사에 비해 20세기 현대 미술의 시기는 그야말로 찰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기 동안 전개된 현대 미술의 양상들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이었다. 그래서 현대 미술 전반에 대한 이해 역시 쉽지 않기에, 이 교육 과정 속에 도슨트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이 같은 현대 미술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시간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결코 20세기 현대 미술의 전개 과정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그에 대한 인식적
지도 그리기를 해볼 것이다. 이 지도는 5)모더니즘과 6)아방가르드, 그리고 7)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개념적
범주들로 나뉘어져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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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러한 20세기 현대 미술의 복잡다기한 전개 양상들로 인해 새로이 대두된
작품해석 방법론들 중 몇몇 중요한 것들을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교육

미술관에서의 도슨트의 역할

과정에서는 8)마르크스주의적 해석 방법론과 페미니즘적 해석 방법론, 9)기호학적 해석 방법론과
정신분석학적 해석 방법론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이뤄지게 되는데, 이러한 이론들은 단지 사후적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데만 적용된다기보다 어떤 것들은 작가의 작업들 속에 이미 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시대 미술작업들 중 많은 것들이 통념적으로 이해되는 미술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이러한 동시대 미술은 우리 대부분에게 이해의 어려움을 안겨준다. 그런데 이 같은 이해의 어려움은 어쩌면
그러한 미술작업 자체보다는 미술에 대한 우리의 통념 혹은 선입견에 기인할지 모른다. 이런 점에서,
동시대 미술작업들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로서 10)단토와 푸코의 논의에 기대어 미술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 전시된 미술작품에 대한 설명을 관객에게
해줌.
• 관객은 작품을 보면 그런 걸 모르나?
• 백문(百聞)이 불여일견(不如一見)

• 그렇다면, 왜 그런가?
• 그림=시각적 이미지(visual image)
언어보다 직접적,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보는 것으로 충분한가?

• 하나의 그림은 때로 백 마디 말보다 낫다.

반성해보는 것으로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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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W. 터너, 《노예선》(1840)
캔버스에 유채, 91 × 123cm
보스턴 파인아트 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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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에 대해 무엇이 보이는지 언어(말)로 묘사해보기

러스킨의 묘사는 문필가의 감정이 화가의 감정과 일치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러스킨이 펜으로 묘사한 선과 색채는 터너가 붓
으로 창조한 것만큼이나 힘차고 강하다. 우리는 러스킨의 글만으
로도 광포한 자연의 손에 파괴당하는 공포, 노예무역에 대한 죄의
식 등을 느끼게 된다.
→ “회화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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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철학자, 심리학자, 교육 개혁가인 존 듀이(Joh
n Dewey, 1859~1952)

• John Ruskin

 그런데 예술은 부분적으로 자신의 맥락context으로
부터 의미를 얻는다.

(1819 ~1900)

: 빅토리아여왕시대 영국의
주도적인 미술비평가이자
화가이며 저술가로서 다양
한 분야의 글을 썼는데,
Modern Painters (1843)의
출판으로 처음 폭넓은 주목
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한 사회 혹은 문화의 '예술 언어(=not literal)'
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

글/말
문자언어
번역

그러나 어떤 이미지를 아무리 잘 묘사했더라도, 독자가 그
글을 읽음으로써 글 속에 묘사된 이미지를 ‘볼’ 필요가 없
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그림은 때로 백 마디 말보다 낫다.

16

“번역이란
같은 매체로 옮기더라도
항상 무엇인가를 잃게
마련이지만,
한 작품을 다른 매체로
번역할 때는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법이다.”

정서, 이념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미지
시각언어

시적 등가물” (Quentin Bell)

15

해석은 예술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즉 어떻게 사상이나

 예술은 "공동체의 삶의 표현the expression of the
life of the community"이기 때문에, 예술은 한 문화
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도way이다.

• 도슨트의 역할

공포에 질린 듯한 가느다란 돛대들은 핏빛
선으로 휘갈겨져 넘실대는 화염이 태양빛과
뒤섞인 무서운 색상으로 단죄를 표하고 있다.
빛나는 바다 한복판에서 죄의 배가 요동
침에 따라 동공을 깨뜨리는 자주색과 보라
색의 음산한 그림자들이 차고 낮게 깔린 밤
안개 위로 던져져 배 위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처럼 나아간다.”

그렇다면 도대체 도슨트는
왜 필요한가?

미술(fine art)이란 무엇인가?

(애덤스 2009: 8-9)

근대적 의미의 예술(fine art) 개념에 대하여

그리고 도슨트는 그림의 무엇
을 번역할 것인가? 무엇을 해석
하고 설명할 것인가?

내용? 형식? 양식? 작가와 그의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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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J. M. W. Turner 의 작업을
옹호하는 글을 확장시킨 것으로서,
일차적으로 터너의 후기 작업을 옹
호하려고 쓴 책.
• 미술은 자연을 정확히 증거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
운데, 터너의 주된 역할이 ‘자연에
의 충실’ (truth to nature)이라고
주장한다.
• 터너의 작업은 초기엔 자연의 자세
한 증거자료로부터 발전해서, 후기
엔 자연의 힘과 대기의 효과에 대한
좀 더 심오한 통찰로 나아갔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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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너가 그린 바다 그림 중 가장 장대
한 작품으로 가히 지금까지 그려진 해
양화 중 가장 장엄하다고 할 수 있는
작품이 <노예선>이다. 이 작품은
1840년 전람회 대상작이다.
이 그림은 긴 폭풍이 지나간 후의 대서
양의 일몰을 그린 것이다. 그러나 폭풍
은 일부만 잠잠해졌을 뿐 찢겨 떠다니는
비구름은 붉은 빛으로 줄지어 밤의 동공
속 으로 사라지고 있다.
그림에서 수면은 거대한 두 개의 물결로 나뉘는데, 높지도 않고 좁지도 않으며,
마치 폭풍의 고통이 끝난 후 깊이 숨을 들이마셔 가슴이 부풀어오른 듯 바다 전체가
낮고도 넓게 솟아올라 있다. 이 두 물결 사이로 일몰의 화염이 물결의 골을 따라 떨어
지고 있다. 무시무시하지만 찬란한, 황금처럼 불타며 피에 젖은 듯한 드넓고 검붉은 빛
으로 바다를 물들이면서 말이다. 이 화염의 통로와 골짜기를 따라 일렁이는 파도는 부
풀어오른 바다를 쉬지 않고 파열시키며, 하얀 거품을 따라 희미하게 유령 같은 그림자
를 뒤에 남기면서 어둡고 모호하고 환상적인 형체로 모습을 드러낸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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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예술이
아니었다.

이 작품은

예술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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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역시
아니었다.

예술.

왜… ?

M.A.스타니스제프스키,
박이소(박모) 역

『이것은 미술이 아
니다』
참고

21

22

27

28

우선, 르네상스 초기 화가와 조각가의 신분은?

이것은 예술이다.

한편,
지성과 교양을
위한 커리큘럼

7리버럴 아트
liberal arts

바로 ...

23

24

장인

화가 역시

환쟁이

29

30

예술이란 무엇인가What is Art? -예술 개념
의 역사

그리고
이것이
예술이다.

• Art ←

라틴어

Ars ← 그리스어 Techne

• 그러나> 그리스인들이 테크네, 즉 아트라는 말을 쓸 때,
그 개념concept은 오늘날의 예술이 아니었음.
•

이것이 예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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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수사학, 변증술, 대
수학, 기하학,천문학, 음악
이론)

Techne=일정한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합
리적인 제작활동 일반 & 그러한 제작활동과 관련된 실
용적인 지식 ⇒ 따라서 테크네, 즉 아트는 "기예"로 번역
되어야 한다.

그리스어

• 이러한 설명은 라틴어

Ars에도

똑같이 해당됨.

• 그리스 후반부터 중세 그리고 르네상스초기에는, 이러한
아트가 리버럴 아트liberal arts(자유로운 기예들)와 메카니
칼 아트mechanical arts(기계적인 기예들)로 구분됨.
• 이러한 아트에는, 오늘날의 예술 중 회화, 조각, 건축만
포함되었고, 또한 이들 예술은 리버럴 아트가 아니라 기
계적인 기예들로 분류됨.
• 회화, 조각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생각concept =Mimesis
(모방), 즉 어떤 대상을 모방한 이미지를 제작하는 활동.
→이때의 회화, 조각 이미지=대상의 재현(再現 representation)
• 회화, 조각/건축의 구분 ← 이미지 제작/실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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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대한 내용적 분석과 도상학적 해석 방법론

5

6

최연희

3. 형식

서울대학교 미학과

4. 제도
• 어떤 대상을 미술작품으로 정의하는 것은 미술관 등의 미술 제도
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입장(-예술 정의 불가(不可)론에 대한 반론)

• 미술의 본질은 그것이 무엇을 재현하거나 혹은 표현하거나 간에
그 내용what이 아니라, 그 형식how 즉 시각적 이미지의 구성 형
식에 있다는 규정

1

7

2

8

미술이 무엇인가요 What is Art?
이미지
시각언어

무엇을 번역(해석)할 것인가?

번역

미술(fine art)이란 무엇인가?

※‘좋은’ 해석이란?

말
음성언어

•

이유와 증거를 근거로 해야 한다.

•

한 작품을 파악하기 위한 풍부하고 복합적이고 예증적인 방식
을 제공해야 한다.

“[19세기] 이후 미술작품은 점점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되거나 ‘읽혀져’ 왔다.
해석의 방법론들이 급증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미지가 여러 층위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미술의 본질에 대하여

→ 때로는 해석을 통해, 예술에 대

한 우리의 경험은 강한 반감에
서 감상과 이해로 바뀌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접근방식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다.

(애덤스 2009: 10)
http://www.laurieschneideradams.com/

3

9

4

1. 재현(모방)
• 미술의 본질이 어떤 대상을 모방해서 시각적 이미지로 재현하는
것이라는 규정은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일반적인 답변임.

10

2. 표현
• 미술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 내면의 감정을 시각적 이미지
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규정은 낭만주의부터 강하게 부각된 정의
임.

작품 해석의 방법론들
1. 내용 혹은 도상학적 방법론
2. 형식 혹은 양식사적 방법론
3. 작가와 전기적 해석 방법론

# 현대미술modern art의 전개과정: 인상주의
부터 포스트모더니즘까지의 지도그리기
― a. 모더니즘
b. 아방가르드
c. 포스트모더니즘

4. 사회역사적 해석 방법론
5. 페미니즘적 해석 방법론
6. 기호학적 해석 방법론
7. 정신분석학적 해석 방법론

108

내용 혹은 도상학적 방법론
그림의 내용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

뉴욕 MoMA의
초대관장 알프레
드 바 주니어가
그린 <전전 유
럽의 현대예술>
도해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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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한 폭의 그림 안에 담겨 있는 시각 이미지들도 어떤 내용 내지 의미를
가리키는 하나의 ‘기호’라는 점에서,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다.

도상학(Iconography)에 대하여

“작품을 도상학으로 분석할 때에는, 늘 타당하지는 않지만,
형식적 특징이 무시될 수 있다.

이러한 아이콘은 그저 하나의 이미
지가 아니라, 특정한 ‘의미’를 지시하
는 기호임.

(애덤스 2009: 55)

14

이러한 차이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뒤러가 그린 《네 사도》
(1526) 가운데 멜랑콜리 체질인 성 바울의 눈이 이처럼 날카롭게 빛나
고 있음을 상기할 때, 뒤러에게 멜랑콜리 체질은 날카로운 지성과 관
계됨에 틀림없어 보인다. 더군다나 턱을 괸 손이 주먹을 쥐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 해석에서처럼 물욕을 나타내기는 커녕, 생각 속에서 풀리
지 않는 문제에 대한 분투와 집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멜랑콜리의 개념은 마르셀리노 피치노를 중심으로 한
르네상스 학자들에 의해 바뀌게 되는데, 피치노에 따르면, “철학, 정치,
시학, 조형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던 정말로 탁월한 모든 인간
들은 멜랑콜리한 사람들이었다.”

도상학적 연구는 대개
형식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통례이다.”

13

<멜랑콜리아>를 도상학적으로 해석하면, 뒤러의 ‘멜랑콜리아=우울한
기질’에 대한 의인화 방식은 전통적인 표현(게으르게 자고 있는 모습)
과 매우 다르다. 뒤러의 멜랑콜리아는 턱을 괴고 앉아 있지만 깨어 있
을뿐더러, 부릅뜬 눈으로 뭔가를 끊임없이 추적하고 생각하고 있는 모
습이다.

이 의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헌자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특별한 테마나 개념에 정통해야 한다. 이 동판화의 제목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인간의 우울’에 대한 해석과 관계있는 사성론(four humors)
또는 4체액설(체액에 따른 인간의 4가지 기질설-다혈질, 담즙질,점액질,
우울질)을 알아야 한다. 고대로부터 사람의 인성은 4가지로 분류되는데,
이는 체액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히포크라테스가 이론화한 것
으로, 아리스토텔레스도 수용하고 있다. 우울질이 지배적인 사람은 인
색하고 퉁명스러우며, 자주 졸고 나태하며 매우 비활동적이다.

•아이콘의 의미를 밝히고 기록하는’ 방법론 → Iconography

이미지 기호

3) 도상해석학(Iconology): 종합적인 해석의 단계

그러나 위의 설명만으로는 그림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 그림에는 어
떤 우의(allegory)가 담겨 있다.

• ‘그림을 읽는다’는 것도 결국 그림 속 이미지들이 어떤 특정한 의미를 지
시하고 있는지 밝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관점에서 성립된 해석 방법론이 도상학(Iconography)으로
서, 도상학이라는 용어는 그림을 뜻하는 그리스어 eikon과 묘사, 기
록한다는 뜻의 graphein의 합성어임

18

2) 도상학(Iconography): 문헌적인 지식→이차적, 관습적

• 아이콘의 예는 문화권마다 다소 차이가 나며, 그렇기 때문에 아이콘이 지
시하는 의미를 읽기 위해서는 특정한 문화 안에서 통용되는 관습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

• 미술의 본질이 재현에 있다면, 작품의 의미는 내용, 즉 "무엇을 그
린 것인가"라는 데에 있을 것이라는 관점이 성립.

아이콘(圖像, icon)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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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마티아스 그뤼네발트,
〈예수의 부활〉(1512-16)

전체적으로 어두운 배경을 바탕으로 화면 중앙
부분에 한 남자가 공중에 떠 있다. 그 사람 뒤
로 밝은 색이 칠해진 부분이 보인다. 그것이 해
나 달을 그린 것인지 아니면 인물에서 뿜어져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 밝은 색채로
인해 그 사람이 두드러져 보인다. 그는 양 팔을
들고 있고, 손바닥과 발등에는 어떤 흔적이 보
이는데, 그것은 핏자국일까? 그의 옷은 풍성하
게 주름이 드리워져 있는데, 바람에 휘날리는
듯하다. 그의 발 아래로 병사의 옷차림을 한 몇
몇 사람이 죽었는지 잠들었는지 땅바닥에 널브
러져있고, 석관으로 보이는 물체가 뚜껑이 열린
채 바닥에 놓여 있다. 제목을 보니, 그림 중앙의
인물은 예수인가 보다.

◀

에르빈 파노프스키라는 독일의 미술사가가 자신의 의미 분석
방법론을 체계화한 책(1939)-도상학적 연구에 지대한 영향

도상학(iconography)과
도상해석학(iconology)
우리가 작품을 인지하고 이해해나가는 세 단계:

1) 전(前)도상학 단계=감각적 경험에 기반한 기술
(description)
2) 도상학 단계=문헌자료에 대한 지식에 기반한 분석
(analysis)-도상의 관습적 의미를 밝힘
3) 도상해석학 단계=종합적 직관에 의해서 도상의 내재
적 의미(한 사람의 예술가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형상화
된)를 해석(interpretation)-도상의 상징적 가치를 발견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
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 .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
람과 같이 되었더라" (마태복음 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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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러의 〈네 사도〉(1526)는 나무에 유화로 그린
두폭화Diptychon로, 왼쪽 패널에는 요한과 베드
로가, 오른쪽 패널에는 마가와 바울이 그려져 있
다.
이 인물들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각 인물의 어
트리뷰트attribute-한 인물의 정체를 표시하기 위해 사
용되는 사물이나 속성- 덕분이다. 즉 요한은 펼친 책
을,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마가는 말린 종이를,
바울은 검과 닫힌 책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요한은 낙천적이고 온화하며 침착한 다
혈체질을, 베드로는 우유부단하고 무

그런데 문제는 그림의 시각적 이미지들의 의미 내지 내용이 여러 층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그것들은 피상적인 의미와 심층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16

기력한 점액체질을, 마가는 과묵하
고 내성적인 담즙체질을, 바울은
차가운 통찰력을 지닌 천재의 유
형인 우울체질을 나타내고 있다.
(높이 2m, 넓이 76㎝)

21

그리고 멜랑콜리에 대한 이러한 뒤러의 재해석은 중세
로부터 내려오는 기하학의 알레고리와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기하학을 나타내는 그림은 온갖 계량도구와
함께 등장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작자 미상의 삽화 《기하학의 알레고리》에서는
구의 크기를 재고 있는 모습이다. 테이블 위와 주변엔
온갖 측량기구들이 나타나며 왼쪽으로는 미완성의 건물
까지 보여 뒤러의 《멜랑콜리아 I》과 매우 비슷하다.
그런데 뒤러가 ‘멜랑콜리아의 사색적인 자세’와 ‘기하학의 알레고리’라는 두 가지 동
떨어진 도상 전통을 결합해서 이뤄낸 이 결과물은 또한 당시의 사상, 종교, 과학, 사
회 등의 문화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 르네상스시대에 멜랑콜리가 높이 평가된 까
닭은 인문주의자들이 토성을 찬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점성술에 따르면, 멜랑콜
리한 성향의 사람은 토성 성좌 밑에서 태어난다. 또한 토성은 땅의 신이었으며, 이
미 오래 전부터 석공과 목공의 수호자로 여겨졌다. 땅의 신으로서의 토성은 지면의
분배와 측정에 관한 기하학과 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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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前)도상학적 기술:

르네상스 미술의 복
합적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뒤러의
<멜랑콜리아Ⅰ>은
파노프스키의 도상
해석학 덕분에 해독
이 가능해졌다.

Albrecht DÜRER
Melencolia I (1514)
Engraving, 239 x 189 mm
Staatliche Kunsthalle, Karlsruh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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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를 달고 화환을 쓴 한 여성이 돌계단 위에 앉
아 있다. 허공에 시선을 둔 그녀는 뭔가 심사숙고
하는 듯하며, 손으로는 컴퍼스를 잡고 있다. 양쪽
으로 모아진 두 눈썹 아래로 안구의 흰자위만이
반짝이고 있다. 주위의 바닥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흩어져 있는데, 주로 목공과 소묘에 필요한 기구들
이다. 발 옆에는 마른 개 한 마리가 구부린 채 누
워있으며, 그 위로는 육중한 다각형의 물체가 보인
다. 벽에 기대어 놓은 맷돌 위에는 어린 아이가 쪼
그리고 앉아 조그만 판자 위에 뭔가를 적고 있다.
후경의 벽에는 모래시계와 종, 저울이 걸려 있다.
그 뒤로는 바다가 펼쳐지며 해안의 도시가 보인다.
공중 높이 날아가는 박쥐의 날개에는 ‘멜랑콜리아
Ⅰ’이라고 적혀있다. 이것이 사실적 의미이다.
그리고 중심이 되는 인물은 멍한 표정으로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데,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어
둡고 심각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표현적
의미이다.

• 파노프스키는 후경 벽면에 있는 시계와 주
피터의 숫자판, 종을 주피터의 날인 목요일
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마법의 도구로서,
‘훌륭한 정신의 인용’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걸려있는 저울은 공정함을, 맷돌은
일상생활에서의 성실함을, 사다리는 높은
세계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또 컴퍼스와 원
구는 예술가가 기하학에 능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듯하다.
그런데 주인공 인물이 우울해 보이는 이유
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아마도 견자(見者)
로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데, 스
스로 한계를 알면서도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기에 좌절과 고통을 맛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제목인 《멜랑콜리아 I》에서 I이란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
는가? 파노프스키는 이 숫자가 가치의 이상적인 영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다른 기질들보다 멜랑콜리를 우위에 놓았다는 것
이다.
• 그리고 뒤러는 이 ‘멜랑콜리한 기질’이 자신을 포함한 예술가를 나타내는 것으
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1531년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 폰 네테스
하임은 『어둠의 철학』이란 책을 발간했는데, 필사본으로 여러 번 복사된 이 책
은 뒤러도 보았거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은 피치노의 『세 가지
삶』을 근거로 해서 창조성을 지닌 천재에 관한 이론을 전개시키는데,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인간은 멜랑콜리한 광기에 의해 최상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드
는데, 진리를 인식하기 위한 세 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술
가, 두 번째는 지식인, 세 번째 가장 높은 단계는 천상으로 오를 수 있는 신학
자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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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토, <성탄> 1305년 경, 파도바,
아레나 예배당
1) 그림 중앙 왼쪽에는, 한 여자가 천으로
싼 아기를 어머니에게 넘겨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위로는 날개 달린 천사
다섯이 있는데, 그 중 맨 오른쪽의 천사
는 서 있는 남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
는 것 같다.
그림 앞쪽에는 황소와 당나귀, 흰 양 다
섯 마리와 검은 염소 한 마리, 그리고
나이 든 남자가 졸고 있는 모습이 보인
다.
그림 뒤쪽으로는 산이 보인다.

• 결론적으로 이러한 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적인 해석을 통해 《멜랑콜리아
I》에 담긴 수수께끼와 뒤러라는 천재적인 화가가 지녔던 세계관과 그의 복잡
한 성향, 심경이 밝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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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서에는 마리아가 자기보다 훨씬 나이든 요셉과 결혼했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
림의 나이든 남자를 요셉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 이로써 지오토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을 한
공간에 집어넣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포대기에
싸 말구유에 눕히지도 않았다. 그 대신 마리아는 누워서 산파가 아기
를 건네주자 몸을 돌려 받고 있다. 이는 그가 인습에 맞게 변형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 또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리아가 마굿간에서 출산을 했다는 성서의 내용으로 보
아, 헛간과 같이 생긴 구조물은 마굿간을 의미한다.
• 황소와 당나귀는 농장에 사는 동물이고 따라서 마굿간과 관계가 있다.

3)
• 그런데 마리아는 깨어 있는데, 왜 요셉은 앉아서 졸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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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졸고 있는 요셉은 우리가 전통이나 관례를 통해 알고 있는 관습에 따라
설정된 것이다.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실제 아버지는 신이지 요셉이 아니
기 때문에, 그림에서 속세의 아버지는 졸고 있음으로써 상징적으로 물러나 있
는 것이다.
• 지오토는 ‘성탄’과 ‘목자에게 알림’이라는 두 사건을 결합했을 뿐만 아니라, 마
구간의 내부와 외부 풍경도 결합시켰다.
• 황소는 마리아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반해, 당나귀는 무심하게 머리
를 숙이고 있다. 이는 황소는 현명한 동물인 데 반해, 당나귀는 무지와 죄를 상
징하는 동물임을 의미한다.
•
• 또한 황소와 당나귀는 마구간 안에 있지만, 양과 염소는 밖에 있다는 점에서
이 두 동물은 목자들과 연결해 해석할 수 있다.
• 그런데 염소 한 마리가 섞여 있다는 점에서, 이 양들은 그냥 양이 아니고 상징
적인 존재로서, ‘최후의 심판’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112

• 마이클 알파토프는 1947년 한 논문에서 아레나 예배당의
도상해석적 기획물에 나타난 상하 병렬성을 분석하였다. 그
에 따르면, <성탄>은 <최후의 만찬> 위에 자리잡고 있어서
상하로 그 그림과 연결된다.
•알파토프는 이 병렬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두 장면
모두 체현(incarnation)의 신비를 나타낸다. <성탄>에서는
‘삼위일체’ 중 성자가 인간의 육신으로 체현되고, <최후의 만
찬>에서는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형된다.
게다가 지오토는 두 장면의 시각적 유사성을 강조하고자 한
다. 그는 <성탄>에서 초기 기독교 도상법에 따라 헛간을 그
리면서 <최후의 만찬>의 건물과 같이 병렬식으로 설정했다.
또 <최후의 만찬>에서는 그리스도를, <성탄>에서는 성모를
그림의 왼쪽에 배치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성모와 요한의 애
정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유사성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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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나 예배당의 프레스코는 그림들이 상하
병렬구조를 취했을 뿐 아니라 상호 복합적
인 구성으로 기획됨으로써, 그림의 장면들이
예언과 그 실현을 나타내는 전체적인 체계
를 가지게 되었다.
• 그러한 전체적 체계의 몇 가지 양상이 <성
탄>에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가 목자인 동시
에 희생양이라는 은유는 예배당 벽 꼭대기
에 그려진 마리아의 아버지 요아킴에 대한
이야기와 연관된다.

• 마구간 위의 다섯 천사와 오른쪽 두 인물에 대해 알기 위해서도 누가
복음을 읽어야 한다. “그 근방 들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
들을 지키고 있었다.(2장 8절)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하
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2장 10절) 이 구절을 통해서 오른쪽에 서 있는
남자들은 양떼를 지키는 목자이며, 헛간 위의 천사들은 목자에게 그
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천사임을 알 수 있다.

2)
• 지오토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토대로 삼았을 만한 텍스트는 매우 많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텍스트는 누가복음이라 하겠다. “마리아는 달이 차서 드디어
첫 아들을 낳았다.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는 포대기
에 싸서 말구유에 눕혔다."(2장 7절)

•<성탄>은 예수의 생애를 그린 23점의 장면들 중 하나이다.
그런데 아레나 예배당의 전체 기획물은 사건들을 단순히 서
술적으로 전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구성방식은 좀 더
복합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때이지
좀기오
더때토
복문의
합에 《
성
적이
탄
으작 》
로품은
그은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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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란
를해프
해석로
석학그
할적램
으
수로중
있볼일
부

• 해석: 사례 연구case study(1)

• 이에 따르면, 뒤러의 ‘멜랑콜리아’는 첫 번째 상태로서 우울한 상태에 있다.
힘과 이해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멜랑콜리는 최상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작업 기구와 학술 도구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것들도
진리를 구현하기 위한 예술가의 꿈을 도와주지 못한다. 파노프스키는 이 작
품을 뒤러의 매우 복잡한 심경이 반영된 ‘뒤러의 정신적인 자화상’이라고 해
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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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아킴은 첫장면에서 양을 껴안은 목자로 표현
되는데, 그는 그 양을 자식을 청하는 기도의 제
물로 사원에 바쳤었다. 그러나 사제는 그의 나
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이에 낙심한 요
아킴은 자기 양떼로 돌아와 태몽을 꾼다. 그는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황금의 문’에서 안나를
만나 포옹한다.

마찬가지로, <성탄>의 요소들은 그리스도
의 생애에서 다음 사건들로 이어지는데, 아
기 예수의 탄생을 보지 않고 있는 당나귀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부활한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는 장면 <부활-나에게 손대지 말
라>에서는 잠자고 있는 병사들로 재현된다.
이 장면에서 잠은 무지를 의미한다. 병사들
과 당나귀는 눈 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의
미를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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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떨치며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
러운 왕좌에 앉게 되면, 모든 민족들을 앞에 불러 놓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들을 갈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리 잡게 할 것이다.” (25장 31-33절)
•

그리고 지오토의 그림에서 양들은 흰색인 데 반해, 염소는 검은 색
이다. 이는 기독교에서 관례적으로 등장하는 좌/우, 부정/긍정, 죄/구
원 등의 대비를 지오토가 흑/백이라는 형식의 대조로써 상징화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 피상적인 의미에서 헛간은 마굿간을, 바위는 자연을 나타내지만, 좀
더 깊은 상징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헛간의 목재는 십자가의 나무를
연상시키고 바위는 교회건물을 상징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따
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이 모티프는 <성탄>에서 다시 나타나는데, 목
자들과 양이 나오고 또한 자기 아기가 기적적
으로 수태된 나이 많은 아버지가 졸면서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마리아와 요셉이 여
관주인한테 거절당한 것처럼 요아킴은 사원에
서 거절당하고, 그가 기도의 제물로 바친 양은
마리아의 탄생으로 응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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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해석: 사례 연구case study(2)

•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갈색 피부
의 여인은 아랫도리에 푸른 천을 감고 있
다.
•그녀의 발치에는 고양이가 자고 있다.
•침대 옆에는 연한 자줏빛 옷을 입은 한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다.
•그녀의 오른쪽 바로 옆에는 녹색 날개가
달린 한 인물이 서 있다.
•우측의 배경에는 동물 몇 마리가 있는
헛간이 있다.

폴 고갱, <신의 아
들>, 1895-96, 뮌헨
바이에른 국립회화관
신관

수직으로 선 두 개의 목재 형태는 방의 마루에서 천장까지 닿는 것 같은데, 하나는 기학
학적 문양으로 장식되었고, 다른 하나는 짙은 갈색으로 거기에는 그림의 꼭대기에까지 미
치는 두 개의 사선이 붙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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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의 전체 구도는 가운데에 있는 여인을 중심으

2)

• 예컨대 침대 발치에 있는 고양이는 마네의 1863년 작품 <올랭피아>와 관계가 있다
고 해석될 수 있다.

• <신의 아들>이라는 제목이 없다 해도, 이 그림이 도상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탄과 관
계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 헛간의 동물들은 그리스도가 탄생한 장소를 나타낸다.
• 어머니와 아기는 모두 금빛 후광을 두르고 있다.
• 앉아있는 여인 옆의 날개 달린 인물은 분명히 천사이다.
• 그리고 앉아있는 여인 뒤의 나무 기둥은 그 모양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상시
킨다.
• 이 모든 모티프들은 어느 정도 기독교 경전들과 일치한다. 고갱은 자신이 생애의 말년
을 보낸 남태평양의 섬들과 성지(the Holy Land)를 결합하였고, 타히티의 신화적 요소
들과 융합하였다.

• 물론 <올랭피아>에서의 고양이는 매춘을 의미하지만, <신의 아들>에서는 그렇지만
은 않다는 차이를 지적할 수가 있겠다. 그러나 또한, 고갱의 한 제자가 그녀에 대해
“단정치 못하고 게으르며 도덕성이 의심스러운 젊은 여자”라고 말한 것과 연관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마네의 <올랭피아>는 또 기대어 누운 여성이라는 고전적 전통을
상기시키며, 고갱은 이를 자신의 타히티 정부와 결부시킨 거라 해석할 수 있다.

• 따라서 허공에 떠 있는 날개달린 아기는 비너스의 아들인 큐피트(에로스)이다.
• 그리고 고대 로마의 시골에서 사용하던 달력에 따르면, 봄은 3월에 시작해 5월에 끝난다.
그들에게 3월의 신은 제퍼(봄바람을 몰고 온다), 4월의 신은 비너스, 5월의 신은 메르쿠리
우스(영어로는 머큐리, 손에 들린 뱀 문양의 지팡이가 그의 징표이다)이다. 그렇다면, 그림
맨 오른쪽의 인물은 제퍼이고, 그림 맨 왼쪽의 인물은 머큐리이다. 또 그림의 구성을 이 순
서에 맞춰서 자세히 보면, 제퍼의 날개로부터 시작된 전체적인 선의 흐름이 중앙의 비너스
에로 이어지고 다시 그림 왼쪽에 있는 머큐리의 들어올려진 오른손을 타고 그림 바깥쪽으
로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 작품은 봄에 해당하는 3,4,5월을 신들의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다.

로 타원형을 이룬다. 이 걸로 보아 이 여인이 그림의
주인공으로 여겨진다.
• 화면 속 아홉명의 인물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 있
지만, 각기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인물군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
지, 이 인물군 속의 각 인물들이 누구인지 아직 알 수
없으며, 서로의 행동에 대해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
•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띈다.
바람의 방향에 통일성이 없어서, 그림 오른 쪽의 꽃
을 뿌리며 걸어나오고 있는 여인의 옷자락을 보면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분다고 할 수 있
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여인의 옷자락과 머리카락 그리고 그 위의 나뭇잎은 바람이 반대 방
향,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이는 실수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린 것인가?

3)
• 아비 바르부르크에 따르면, 이 그림은 고대 문학과 인문주의자들의 문학을 종합하여 형상
화한 것이다. 그는 호라티우스와 오비디우스, 루크레티우스 등의 고대 문학과 단테의 문학
그리고 피치노의 철학을 근거로, 이 그림이 비너스의 승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한다. 4
월의 여신인 비너스가 자신의 왕국에 등장하고, 그녀의 아들인 큐피트가 화살을 쏘려 한다.
그 오른쪽에 봄의 여신인 프리마베라가 꽃을 뿌리면서 나타난다. 그림 가장자리에는 서풍
의 신인 제퍼가 님프인 플로라를 쫓아간다. 제퍼의 손길과 그의 입 안 가득 머금은 서풍을
받은 플로라의 입에서는 봄꽃들이 흘러나온다. 그리고 세 명의 우미의 여신이 신의 사자인
머큐리의 인도를 받아 비너스의 수행자로 등장한다.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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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기 역사상 처음으로 미술가들의 전기를 썼던 조르조 바사리의 해석에 의하면, <봄(프리마
베라)>이라는 제목과 연관해 볼 때 이 그림은 비너스(아프로디테)가 그녀의 동반자인 우미의 여
신들과 함께 봄이 왔음을 알리기 위해 서 있는 모습이다.

만약 어떤 도상해석학자가 <신의 아들>의 다른 연원을 찾으려면, 그는 이전의 그림
들과 또 고갱의 전기 ‘텍스트’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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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디우스 지음, 천병희 옮김

◀ (한길사, 2005) | 원제 Fasti

• 고갱은 자신의 어린 정부를 성모 마리아와도 결
부시켰는데, 이는 12월 25일과 그의 개인적 관
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그가 가장 아끼는 딸이
1877년 12월 24일 태어났으며, 또 이 그림에 나
오는 정부 역시 1896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아
이를 낳았다. 고갱은 이 작품을 그녀가 임신한
때쯤 계획했다고 할 수 있다.
• 이와 관련된 <아기: 타히티의 성탄>이라는 그
림은 정부와 침대, 고양이, 토템 기둥을 제외하
면 <신의 아들>에 나오는 모든 모티프들을 가
지고 있다.
• 그러나 이 그림들은, 보다 깊은 차원에서 보자
면, 무엇보다 고갱에 관한 것이며 그 자신을 그
리스도와 동일시한 것이다.
• 고갱에게는 타히티가 낙원이었다. 고갱은 전통
적 도상(Icon)을 이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포함
시켰고, 이를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되찾은 낙원
과 타히티 간의 유사성에 연결시켰다.

• 침대와 우측의 침대 기둥에서 고갱은 유럽과 남태평양의 두 문화 요소를 결합시켰다. 침대는
타히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침대 옆면에 그려진 장식은 예전에 고갱이 마루를 묘
사할 때 쓴 유형과 같으며, 침대 기둥은 유럽식이지만, 마오리 건축 장식으로 조각되었다.
• 또 고갱은 토템 기둥을 십자가를 닮은 나무 기둥과 나란히놓았다. 그리고 자기가 몸담았던 두
문화의 종교적 믿음을 나타내는 상징들을 묘사했다. 토템은 보통 동물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
서 부족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토템 기둥은 문자 그대로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물건인
데, 남태평양의 전형적인 기하학적 무늬가 그려져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결부시켜
생각하게 되고 자주 그렇게 묘사되는 점에서, 토템 기둥과 형식적인 유사성이 있다.

폴 고갱, 〈아기: 타히티의 성탄〉(1896), 생
페쩨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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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사례 연구a case stud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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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드로 보티첼리,
<봄(프리마베라>
1477-78,, 피렌체
우피치 박물관

• 아홉명의 인물이 각기 독특한 형태로 무리지어 서
있다.
• 우선, 중앙 위쪽에는 약간 왼쪽을 향한 채 눈을 가
리고 활을 쏘는 날개 달린 아이가 허공에 떠있고, 그
아래로 가벼운 옷을 입은 여인이 보인다. 그녀는 머
리를 약간 왼쪽으로 기울임으로써 인사를 하는 듯
보이지만,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애매하다.
•그 왼편으로 살이 훤히 비치는 옷을 입은 세 여인이 윤무를 하듯 손을 맞잡고 있다.
•그 옆에는 시선을 살짝 위로 한 남자가 보이는데, 그는 뱀 문양의 지팡이를 휘둘러 나무에 걸린
구름을 흐트려뜨리려 한다.
•그림 중앙의 여인 오른 편에는 온몸을 꽃으로 덮은 여인이 걸어나오며 치마폭에 담긴 꽃을 뿌리
고 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얇은 옷을 입은 소녀가 겁먹은 듯 뒤를 쳐다보면서 왼쪽을 향해 뛰쳐나온다.
그녀의 입에서는 마술처럼 꽃이 흘려나오고, 그 꽃이 옆에 있는 여인의 옷 무늬와 연결된다.
•그림의 맨 오른편에 있는 온몸이 푸른 한 남자가 그녀의 뒤를 쫓고 있다. 그런데 나무가지 사이
로 그의 날개가 보인다. 그리고 그는 입 안 가득 바람을 머금고 있다.
•그림의 배경은 오렌지나무 숲 속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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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6월까지의 축제를 다룬
일종의 시적인 캘린더로서,
각 달의 별자리 내력을 설명하고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축제의 기원과
개별 날짜에 얽힌 전설을 들려준다.

• 이로써 또한 왜 하나의 장면에 바람의 방향이 각각 다르게 그려졌는지, 각 인물들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듯이 보이는지도 해석된다. 즉 이 그림에는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연속하는 여러 개의 장면이 동시에 들어 있기 때문인 것
이다.
•
• 클로리스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쓰러지는 듯이 묘사된 데 반해 동일인인 플로라가 똑바로
선 채 당당하게 걸어나오는 모습으로 묘사된 이유도 드러나는데, 이제 플로라는 제퍼의 부
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그림은 정지한 시간의 표현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으로 해석
돼야 한다.

• 나아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 등장하는 죄와 구원의 갈등은 고갱의 개인적 갈등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성인으로, 그리스도로, 죄인으로, 사탄으로 다양하게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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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축제일의 여러 가지
의식과 기원을 월별로 설명한 책

• 하지만 바르부르크는 고대 신들의 계보에 등장하지 않는 플로라라는 인물과 그 왼쪽의 프
리마베라, 이 두 여인의 관계를 밝히지 못했다. 이 수수께끼를 알아낸 사람은 에드거 윈드
라는 미술사학자다.
•
• 에드거 윈드는 고대 시인 오비디우스의 글을 통해, 봄바람을 몰고 오는 서풍의 신 제퍼에게
겁탈당한 땅의 님프 클로리스는 봄의 여신인 플로라로 변신한다는 것을 알아낸다. 말하자
면 그림 속 서풍의 신 제퍼의 손길을 받고 있는 저 겁먹은 님프는 플로리스이며, 그녀의 왼
쪽에 꽃으로 장식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나오는 여인은 봄의 여신 플로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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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야말로 그대 이름의 가장 훌륭한 보고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자 여신은 내 물
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말할 때 입에서 봄 장미들을 내쉽니다.)
“나는 지금은 플
로라라고 불리지
만 전에는 클로리
스였지요.
[…] 나는 클로리
스로서,
그대도 들었겠지
만,
전에 축복받은 이
들이 살았다는
행복한 들판의 요
정이었지요.
내 미모가 어떠했
는지 말하면서
겸손하기란 힘든
일이오. ”
(243쪽)

오비디우스가 동시에 집필한
『변신 이야기』와 겹치는 부분이
더러 있다.

“하지만 제퓌루스는 나를 아내라고 부름
으로써 폭행을 보상해주고 있고, 나는 우
리 결혼에 대해
불평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언제나 봄을 즐기고,
한 해는 언제나 찬란하고,
나무에는 잎이 달려 있고, 땅에는 언
제나 꼴이 나 있으니까요.
내가 지참금으로 받은 들판에는
비옥한 정원이 하나 있어요.
[…] 그 정원을 고귀한 꽃들로 가득 채워
주며 내 남편이 말했어요.
‘여신이여, 그대는
꽃의 여왕이 되시오.’

• 르네상스의 인문학자들은 그림 왼쪽 가장자리에 그려진 머큐리(헤르메스)를, 신비하고 비
밀스런 지식을 전하는 신이자 학문의 신으로 해석했다. 동시에 그는 의학 지식을 관장하
는 신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 이러한 점에 근거해서, 호르스트 브레데캄프라는 학자는 이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
다. 의학의 신인 머큐리가 가진 메디쿠스(Medicus:의사)의 성격이 우연히 메디치가(‘메디
치’는 라틴어 ‘메디쿠스’의 복수)의 이름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메디치가는 자기 가문의
상징으로 이 신을 사용했으며, 또 메디치가는 상인 가문인데, 이 당시 머큐리는 동시에 상
업과 교통의 신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머큐리의 상징을 통
해 이 그림은 일종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또한 이 그림을 그 주문자이자 보티첼리의 후원자인 로렌초 디 피에르프란체스코와 연관
해 살펴보자면, 로렌초는 당대의 인문학자인 폴리치안과 피치노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
까닭에 파노프스키와 에드거 윈드 등은 이 그림을 피치노의 신플라톤주의와 연결해 해석
했다. 신플라톤주의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철학과 기독교 철학을 융합하려 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그림 속 비너스는 마리아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또한 초월적인 신적 존재에
로 이끄는 사랑을 의미하기도 한다.

(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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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감각세계 사이의 경계에 놓여 있는 헤르메스,
•
그는 왜 등장하는 모든 인물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일까?
• 그의 태도에서 우리는 감각과 물질세계를 넘어 서서 완벽한 정신

적 관조의 세계로 상승하려는 신플라톤주의자의 모습을 엿볼 수도
있겠다.

• 결론적으로, 그림의 상징적 요소를 밝혀내는 이러한 ‘의미론적 해석’은 그림을 읽는 중요한 방법
임에 틀림없다. 하나의 그림이 담고 있는 문화사적 의의와 시대적 사유 경향까지 밝혀내려는 이 같은
노력의 의의는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 하지만 여기에 몇 마디 덧붙이자면, 비밀스러운 암시, 상징과 은유적 의미가 그림의 전부를 말해주
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또 모든 그림이 그런 비밀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다.
• 그리고 앞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작품에 각기 근거를 가진 여러 개의 해석이 동시에 가
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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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의 양식은 왜 변화할까

5

― 형식주의와 양식사적 해석 방법론

6
《늙은 기타리스트》와 전혀 다른 미적 특성

최연희

형식주의와 양식 개념

사실상 이 그림에서 형식적 요소는 모두
다가올 힘의 기운을 나타내는 데 일조한다.

서울대학교 미학과

•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술작품이 형식 요소(�선��형��공간��색��명암
등�의 선택과 그것들의 배치 내지 구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면��그런 한에서 작품들의 미적 차이는 ‘양식�����’이라는 범주로
정리될 수 있으며 또 실제로 그렇게 정리되어 왔다�

색깔〈이미지

파란색과 빨간색은 화면 전체에 작은 색면으
로 퍼져 있음으로써 역동적인 이미지 속에서
거의 사라져버리고 만다.

“양식이란 개인 또는 집단의 미술작품
에 나타나는 지속적인 형태– 때로는 지
속적 요소��특질��표현이다”(마이어 샤피
로�
(애덤스 ������������

역동적 구성
캔버스 아래쪽 양 모서리와 들어올린 여자의 손이 만들어내는 삼각형은 중심에서 약간 우측으로 배치
되어 군중이 나아갈 방향을 유도하는 비대칭을 이끌어낸다.
프랑스 국기인 ‘삼색기’를들고 있는 여성과 왼쪽에 있는 부랑 소년은 화면에서 가장 밝게 조명된 부
분을 배경으로 하여 뚜렷하게 부각되는데��앞을 향해 성큼 나서는 동시에 뒤를 돌아보고 있는 여인의
자세는 뒤에 있는 군중과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연결시켜 준다.�

• 그림의 형태에 주목하여 그 형식의 공
통성을 묶어서 분류하고 연구하는 것을 '
양식 분석'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인의 손에 들린 깃발은 색상 면에서 이 장면을 통일시켜 주는데��화면의 도처에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는 빨강��흰색��파랑은 깃발에 이르러 세 개의 사각형으로 조직된다.

1

7

2

8

미술사 분야의 아버지

빈켈만

• 형식주의적 연구방법은 작품의 내용이 아니라, 작품 전
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들이 만들어내는 ‘미적 효과’에 관
심을 갖는다. 이 구성 부분들은 형식 요소 formal element라고 불리며, 이러한 형식요소들로는 선, 형태, 색,
명암, 공간 등이 있다. 미술가는 이러한 형식 요소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배치 내지 배열함으로써, 작품 전체
를 구성하게 된다.

형식주의

(���������������
�����������������������
• 독일의 미술사가��고고학자

• 형식주의적인 연구방법은 미술과 삶 사이의 차이를 강조
함으로써, 작품을 ‘현실 내지 삶의 맥락으로부터 분리’하
며, 따라서 작품을 그 안에서 묘사된 내용의 표현이 아닌
순수한 형태로 보고 분석한다.

미술의 본질을 내용이 아니라 형식 form에서 찾는 미술 연구방법들

양식사로서의 미술사

• 양식사로서의 미술사를처음제시

미술의 역사를 양식의 역사적 변화라는 관점에서 연구하는 방법론

• 미술이란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미술을 만들어내는 문화가
바뀜에따라미술역시함께변화한다
는입장

• ��세기후기동안신고전주의운동에
결정적인영향을끼친인물
빈켈만의 초상화 ▶
(�����������������������이후�

4
◀ 파블로 피카소
《늙은 기타리스트》 �������
패널 위에 유채����� �������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색깔 〉이미지

전체적으로 한 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청색이 이미지보다 두드러진다�

아래쪽을 향한 곡선 구성

고생에 찌든 생활로 홀쭉하게 여윈 것처럼
길게 늘어나 있다��가늘어진 부분들이나
아래로 늘어진 선과 형태처럼
은색조의 빛이 작품의 음울한 특징을 강조한다�

미적인 호소력

청색이 불러일으키는 우울한 분위기와
다른 형식 요소들 간의 관계에서 나온다�

118

외젠 들라크루아��《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
캔버스 위에 유채����������������파리 루브르 미술관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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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켈만의 주요 저작

���������������������
��������������

(�����������������������
����������
그리스 조각에 매료되어
그리스��로마 유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마침내 ����년에
『고대미술사』를 출간함

�”미술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은 기원전 �세기에서
�세기 사이에 그리스에서
이루어졌다.”

• "정말로 가능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고대를 모방하는 것이다."( 『그리스 미술 모
방론』 중에서)
• 빈켈만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은 오
직 고대 그리스 미술에서나 찾아볼 수 있으며, 한 시대의
양식은 마치 유기체처럼 태어나고 성장했다가 쇠락해 가
는 과정을 밟는다고 보았음.
• 개별 작품들을 한 시대로 묶으려면, 이들을 묶어줄 체계
적인 학적 개념이 필요한데, 빈켈만은 고대 예술작품들
을 "고귀한 단순성과 고요한 위대성"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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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라파엘로, 〈갈라테아의 승리〉
(1513), 로마 빌라 파르네지나

그리스 미술의 특징
� ‘고귀한 단순성과
고요한 위대성’

• 르네상스 이후 유럽 미술에 적용
• 그리스처럼 축복받은 땅에선 인간과
자연 사이에 행복한 범신론적 친화
관계가 이루어진다.
• 이때 인간은 ‘감정이입 충동’을 갖게
되고, 그 결과 그리스 예술처럼
유기적이며 자연주의적인 양식이
발달한다.

19

• 독일의 미술사가
• 가장 유명한 저작은 박사논문 「추
상과 감정이입」���������i�n un�
Einfühlung, 1907)임

“예술작품은 모방충동이
아닌 추상충동에 의해
창조된다.
텅 빈 공간 속에서 느끼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함이
필연성과 합법칙성을
만들고자 하는 추상충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추상’ 미술
���

《새 사냥》, 네바문 무덤 출토, 테베.
기원전 1450년, 영국 런던 대영박물관

빌헬름 보링거

�������� ���������� ����������

스위스 출신의 미술사가
주요 저작
① 르네상스와 바로크(1888)
② 고전 미술(1898)
③ 미술사의 기초개념(1915)
그리스 고전 양식과 밀접하다는 이유
로 자신이 ‘고전’이라고 명명한 전성기
르네상스로부터 17세기 바로크 양식
으로 변화한 미술사를 토대로, 이 두
양식을 분석했다.
이 방법을 Classic Art (1899)에서 14-16세기
이탈리아 미술에 적용했으며, 이후 Principles of Art History (1915)에서 더
욱 발전시켰다.

20
• 그는 다섯 쌍의 양식 개념들(선적인 것과 회화적인 것, 평면성
과 깊이감, 폐쇄된 형태와 개방된 형태, 다원성과 통일성, 절
대적 명료성과 상대적 명료성)을 규정하여 르네상스와 바로크
의 형식 구조에 적용했다.

2. 평면성과 깊이감: 선은 연결되어 평면을 이룰 뿐, 그 자체로
는 깊이를 표현하지 못하며(입체감은 명암으로 연출됨), 이러
한 평면성은 묘사 대상의 '병렬'과 관련된 것이다/ 대상의 '겹
침'에 의해서 깊이감이 연출된다.

• 미술사에 대한 뵐플린의 객관적인 분류 원리는 20세기 미술
사에서 형식 분석이 발전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3. 폐쇄된 형태와 개방된 형태: 그림 속 대상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안정되고 완결된 구도를 이룸/ 명백한 규칙이나 질
서 없이 동적인 구도를 이루고 있음

1. 선적인 것과 회화적인 것: 선적인 그림이란 그림의 형태가 윤
곽선으로 경계지어져 있어서, 손이 조각의 선을 따라가듯 시
선이 그림 속 형상들의 윤곽을 따라갈 수 있음을 말함/회화적
인 그림에서는 윤곽을 따라가기가 어렵고, 그 결과 그림은 색
과 명암이 한데 어우러진 전체로서 다가오며, 운동감이 느껴
짐.

4. 다원성과 통일성: 모든 대상이 병렬적으로 처리되어 있고 각
각 독립되어 있음/ 열려 있고 자유로운 형태들은 우리로 하
여금 그림 전체에 주목하도록 열려 있음
5. 명료함과 불명료함: 모든 개별 형상은 각기 자신의 존재를 온
전히 드러냄/ 회화적 무질서는 개별 대상을 부분적으로 덮어
버리거나 숨기기도 함.

‘감정이입’ 미술

15

16

‘추상’ 미술
• 이집트처럼 자연 환경이
척박한 곳에선 광막한
외부세계가 인간에게 끊임
없이 불안감을 불러
일으킨다.
•

이때 인간은 이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추상 충동’
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추
상적 ∙ 기하학적 양식이 발
달한다.

 이집트 미술 원리=“정면
성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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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 뵐플린
(Heinrich Wölfflin, 1864~1945)

• 가장 넓은 의미의 리얼리즘과 연관

• 이러한 라파엘로의 그림은 고대 그리
스 예술관에 가장 충실한 작품으로, 인
간을 닮게 그리되 동시에 더 아름답게
그려야 한다는 법칙에 부합하는 것이
다. 고대 미술을 찬양한 빈켈만이 고대
를 모방하고자 했던 르네상스 미술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4

18

‘감정이입’ 미술

• 이 작품은 인물의 배치, 구도상의 묘
한 기법 등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데,
갈라테아는 두 마리의 돌고래에 이끌
려 개선하고 있으며 그 주변에는 반인
반어의 바다의 신 트리톤과 바다의 요
정들이 환희에 찬 모습으로 갈라테아
를 반기고 있다. 큐피트의 화살에서부
터 그녀가 잡고 있는 고삐의 줄에 이르
기까지 모든 선들은 바로 중앙에 있는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로 시선을 모으게
한다. 또 인물들이 균형을 잃지 않게
하면서도 화면 전체에 끊임 없이 움직
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즉 자유롭게
움직이는 인물들을 완벽하고 조화롭게
구성해 내고 있다.

“마치 바다의 심연은 언제
나 고요하지만 그 표면은
노한 듯 요동칠 수 있듯이�
인간의 온갖 격정을 담고
있는 그리스의 형상들은 우
리에게 위대하고도 침착한
영혼의 표현을 보여준다.
이 영혼은 라오콘의 얼굴에
서 나타난다. “ 라오콘의 얼
굴과 뒤틀린 근육은 고통의
강도를 우리에게 알려 주지
만� 그러나 “이 고통은 분노
를 표현하고 있지 않다. 육
체의 고통과 영혼의 위대
함은 전체 형상의 구조를
통해서 동일한 강도로 퍼져
있고 균형잡혀 있다. 라오
콘은 견디고 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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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미술: 영원과 완전함의
표현
• 머리는 측면에 가장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옆모습을 그린다.
• 인간의 눈은 대개 정면에서 본 것을 기억하게
마련이므로 측면 얼굴에다 정면에서 본 눈을
그린다.
• 어깨와 가슴은 정면에서 모습이 가장 잘 드러
난다. 그래야만 두 팔이 몸에 어떻게 붙어있는
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양쪽 발은 시각화하기 어려우므로 엄지 발가락
부터발등으로연결되는분명한윤곽선을그린다.
Mantegna, Andrea
The Lamentation over the Dead Christ (c.1490)
Tempera on canvas, 68 x 81 cm, Pinacoteca di Brera, Milan

렘브란트, 《니콜라스 튤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 (1632)
캔버스에 유채, 170 x 217cm, 헤이그 마우리츠하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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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니코 기를란다요, <세례 요한의 탄생>, 1449

1. 선적인 것 : 형태의 뚜렷한 윤곽선
& 분명한 공간 구성(직사각형 상
자 모양) → 소묘적, 조각적

회화적인 것 : 물감 자체, 붓질의 두드
러짐 & 약간 흐릿한 가장자리의
느낌

2. 평면성(= 연속적인 공간을 화면에
평행하게 배열하는 것) : 발-다리몸통의 일련의 연속되는 면들이
우리의 시선을 머리로 향하게 함
단축법과 원근법 사용

깊이감(= 채색된 공간의 구성) : 강약
의 대조를 이루는 빛으로 인해, 양
모퉁이가 밀려들어 간 것 같은 공
간 연출. 우측 아래쪽 전경으로부
터 좌측의 공간을 향해 대각선 방
향으로 후퇴

25

3. 닫힌 형식 : 화면 너머에 있는 것
처럼 보이는 상자형 공간은 폐
쇄된 형태를 이루며, 이 공간은
합리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질서
정연하며 비교적 대칭형을 이룸

4. 다원성 : 모든 대상들이 병렬적으
로 처리되어 있고 독립적이다.
빛이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열린 형식 : 바로크적 구성의 비스듬한
면들은 형태를 개방하는 비대칭성을
형성한다. 책의 양면이나 앞으로 몸
을 기울인 의사들, 시체 등 개개의 요
소들은 운동감을 느끼게 함

통일성 : 빛이 무대의 스포트라이트처럼
형태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인물들 개
개인보다는 집단적 성격을 띠게 된다.

26

알브레히트 뒤러, <자화상>, 1500

하르메스 반 린 렘브란트, <자화상>, 1629

조반니 바티스타 피아체타, <마리아의 승천>, 173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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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뵐플린이 분류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의 분류법은 한 양식이 형식적 일관성을 갖는다
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5. 절대적 명료함 : 선적인 것, 평면
성, 폐쇄된 형태, 다원성은 절대
적 명료함을 형성하게 된다. 명
료한 선의 안정적 표현으로 그
림의 세심한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으며, 일정한 한 방향에서
들어오는 빛은 견고한 형태를
비추고 그 형태의 삼차원적 입
체감과 일관된 구조를 부각시킴

또한 르네상스(혹은 고전)와 바로크 양식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상대적 명료함 : 빛이 형태를 명확히
하지 않기 때문에, 화면의 어떤 부
분은 밝게 조명되고 다른 부분들
은 어둠 속에 남게 된다. 회화적인
붓 자국 때문에 윤곽이 뚜렷하지
않으며, 몇몇 사람의 위치가 모호
해서 그들 상호 간의 공간적인 관
계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 개개
대상이 아닌 전체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게 만듦

27

이러한 분류법을 설정함으로써 뵐플린은
근본적으로 양식의 넓은 범주를 규정할 수 있다는
것과 그렇게 분류된 범주들을 역사적 ∙ 문화적 틀
속에 자리잡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애덤스 2009: 49)

28
미켈란젤로, David (1504),
대리석, 높이 434cm, 피렌체 아카데미아 갤러리

• 자유로운 회화적 양식으로 운동감과 공간감이 충만한 바로
크����������일그러진 진주�를 가리키는 포르투칼어
�������에서 유래�는 대략 ��세기 초반부터 ��세기 중반
까지를 바로크시대라 부르지만��그 기간 동안 그려진 그림
이 모두 바로크 양식인 것도 아니고��그 기간에만 한정된 양
식도 아니다�
• 따라서 �시대 양식�이란 그저 특정한 연대를 가리키는 게 아
니다��단 �년의 시차를 두고도 전혀 다른 양식의 그림이 나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루벤스 <마르세유에 도착한 마리아 데 메디치> 1621-25 vs. 라파엘로 <갈라테아의 승리> 1513

*18C. 빙켈만의 평가 vs. 19C. 뵐플린의 평가: 바로크-고전미의 쇠락? 아름다운 새 양식?

• 양식의 변화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뵐플린에 의하면��사물
을 특정한 방식으로 보려는 �예술가의 의욕��예술의지
������������이 새로운 표현을 낳기 때문이다�
 그렇다면��예술가 개개인의 �개인 양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33
• 수평의 바닥면 위에 수직으로 서 있으며, 인물이 점
하는 범위는 우리 눈에 분명히 보이고 인물의 정면을
전부 보고 있다는 인상을 줌 / 전면적인 대각선의 움직
임과 비대칭의 형태를 만들면서 격렬하게 몸을 뒤틀
고 있음
• 형태의 외곽선은 상자 같은 공간과 잘 들어 맞음/ 형
태의 비스듬한 면은 공간을 개방하고 그 공간을 통해
움직임을 일으킴

조반니 로렌초 베르니니,
David (1623-24), 대리석
높이 170cm, 로마 보르게제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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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의 각 부분부분이
보다 분명하게 느껴짐/
인물의 비스듬한 면은
각 부분들을 전체로 통
합시키며, 옷 주름과 목
동 주머니도 형태 상의
움직임을 더해 줌
•
• 정적인 안정감/ 행위
중의 운동감

지오토��최후의 만찬�����������스크
로베니체플��파도바

두치오��최후의 만찬�����������목판에 템
페라��시에나대성당 박물관

123

미술가의 생애와 미술작품 ― 전기적 해석 방법론

5

6

• 전기적 해석의 필요조건=작가의 생애를 다룬 텍스트를
바탕으로 하며, 어떤 작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도
알아야 한다.

최연희
서울대학교 미학과

고대 그리스— 미메시스와 자연의 환영(illusion)을 창조하
는 능력이 중시됨.

서양 미술사에서 특정 미술가들의 이
름을 적은 최초의 기록들→ 신화적 성
격을 띠었음을 알 수 있음�

①그리스 신화 속 인물로 건축가이며
조각가인 다이달로스: 진짜 살아
있어서 걷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인
물상들을 만들었다는 평. (미궁 라비
린토스/ 아들 이카루스)

그 예�이집트의 임호테프�이집트 제�
왕조의 조세르왕 시절 최초의 피라미
드를 세운 재상���신의 반열에 올라 경
배됨

1

7

2

전기적biographical 해석 방법론

8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와 더불어, 플리니우스(23AD-79AD)
의 백과사전적인 저작 『박물지Naturalis Historia』 37권 속에는
미술가와 후원자에 대한 수많은 일화가 수록돼 있음

③피그말리온: 오비디우스에 따르면, 키프로스 섬(-미의 여신 아프로디
테의 성도)에 사는 조각가. 키프로스 섬의 여인들을 혐오해 독신으로
삶. 자신이 만든 조각상을 사랑하게 됨. 아프로디테에 의해 그 조각상
은 인간이 되는데, 그 여인 이름이 갈라테이아임.

• 전기적 해석 방법론이란 작품을 작가의 생애 및 개성과 관
련지어 연구하는 것임�

미술가의 생애와 미술작품

②프로메테우스: 자기가 만든 조각품
(인간)에 생명을 주기 위해 신들에게
서 불(-그리스인들이 숨결이나 영혼
과 동일시하는)을 훔쳐, 신들에게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음.

• 그리스 로마 미술가들의 일
화를 기록하면서 그 이름을
강조
• 또한 미술가들의 전기라는
분야에 필요한 기본적인 관례
들을 풍부하게 제공
― 그 한 예로서의 제욱시스

← 1) 작품의 의미��즉 내용 착상과 제작은 작가가 결정한다고
봄�
���형식과 양식 요소도 일정 부분 미술가 개인의 선택을 반
영한다고 봄�

전기적 해석과 작가 의식

제욱시스Zeuxis
―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 화가.
자기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커서
엄청 높은 그림값을 받음

• 한 작가의 독특한 개인 양식을 알려면��먼저 그 작가의 작품
전체를 보아야 하고��나아가 그와 관련되는 사람의 작품이
나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작품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3

(# 자기 재능에 대한 평가와 작
품의 가치와의 관계는 거의 불변
하는 전기적 테마임)

9

4
좌�
• 의식적인 성스러움이 화면을 지배�장식성�
• 인물의 모습은 딱딱한 느낌��우아하고 화려한 왕비의 모습과 어린 아
기임에도 어른처럼 제의적인 제스처를 취함�

10

플리니우스에 따르면, 제욱시스가 헤라 신전에 <헬렌>을 그릴 때, 그
지역의 소녀들을 나체로 죽 세워놓고 그 중 다섯 명을 골라낸 다음, 가
장 탁월한 부분들을 선택해 재현했다고 함.
파라시우스(Parrhasius)와의 경쟁 에피소드

중세 —초기 기독교 시대인 4세기 경부터 14세기까지 미술

사에서 전기적 연구는 작가의 이름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어
프랑스 오툉대성당, 약 1130년경. 서쪽 팀파늄
려움을 겪는다.

우�
•부피감과 자연스러운 필치��공간적깊이감
•아무 장식도 없는 소박한 옷차림� 질량과 부피감이 느껴지는 몸� 그리
고 천진난만한 표정과 통통한 몸에 손가락을 빨고 있는 발가벗은 아기

도상학적으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작시기 역시
비슷한 두 작품이 그 양식에 있어서는 왜 차이가 나는가��— 미술가
의 개인적 선택에 따른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음.
젠틸레 다 파브리아노���마돈
나와 예수�������

124

기즐레베르투스(Gislebertus)

마사치오���마돈나와 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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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전기적 미술사를 위한 길을 열었다.

13

윌리엄 서머셋 모옴의 전기적 소설
『달과 �펜스』

•이 그림은 작품 제목과는 달
리 이 그림을 그린 벨라스케
스의 자화상으로 해석할 수
도 있다

➁바자리에 의하면, 선천적으로 화가의 위대한 재
능을 부여받은 우첼로는 수학과 원근법을 연구하
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냄. 그 결과 그는 “결국 아펠레스의 화실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과 판카스페(by
Giovanni Battista Tiepolo), 1725-26년 경
메마르고 각진 인물들을 그리게 되었다.”

• 그림 속 벽면들에는 그리스
신들과 그들의 창조활동에
관한 신화적인 그림들로 가
득 채워져 있다�

20

스페인 펠리페 4세의
궁정화가

스페인의 궁정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

프란시스코 데 고야
�ra��i��o de �oya

Diego Rodríguez de
Silva y Velázquez

���������

���������

폴 들라로슈��〈모델이 되어준 수녀에게 사랑을 느낀
필리포 리피�����세기경

 전기������������– 문학적 초상화
 자서전

������������������������������
�������������

 자화상 – 시각적 전기

 서명�자서전으로서의�
 노트�레오나르도���일기�들라크루아�
편지�반 고흐���비망록�비제�르브렁�

16

22

자서전으로서의 서명

미술가의 모습을 드러내는 텍스트로서의 이미
지는 아마도 화가가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의식
적으로 묘사한 자화상에서 가장 뚜렷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Va� �y��� �a�
� �a� i� a �ur�a� ������
�il o� oa�� ���� � �� ��
�a�io�al �allery� �o�do�

�������������
������������������������������
���������������������������
�����������������������������������
고갱의 �후광이 있는 자화상�은 화가가 천사인 동시에
악마로 등장함으로써 자신이 신과 악마 사이에서 겪는 내
적 갈등을 표현했다�

고갱���신의 아들��������������뮌헨 노이에 피나코테크

�카를로스 �세와 그의 가족들���
����년경

�시녀들�에 나오는 또다른 자서전
적인 요소는 귀족으로 등장한 벨라
스케스의 자아 이미지와 관계가 있
다��
그의 전기를 쓴 팔로미노에 의하면��
����년 이 그림을 그릴 당시 벨라
스케스는 아직 귀족의 지위에 오르
지 못했는데 이후 ����년 귀족인
산티아고 훈위를 받았을 때 그 훈
위의 상징인 붉은 십자가를 옷 위
에 새로 그려넣었다는 것이다�

21

시각적 자서전으로서의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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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화가는 화면과 관람자
를 모두 마주보고 있다��

�신의 날���������시카고 아트 인스티튜
트

19

•바자리의 �미술가 열전�의 출발점인 르네상스 여명기 이래로��
전기라는 장르가 급증하게 되었다��그것들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
졌다��

•작업 중인 캔버스를 돌려 놓
음으로써 화가가 무엇을 그
리는지 알 수 없다�

����������타히티 체류
����������파리�퐁타방 브루타뉴 체류
�����타히티로 돌아감

파올로 우첼로, <동방박사의 경배>, 1435

③ 바사리의 글에 따르면��수도사이자 화가인 프라 필리포 리피는 자기의 열정을 불
러일으키는 여성들을 그리기 좋아했다������년 그가 수도원에 패널화를 그려 달라
는 주문을 받았을 때��아름다운 견습수녀 루크레치아 부티를 찾아내어 자기가 그릴
성처녀 상의 모델을 서달라고 설득했다��그리고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고 둘은 함께
달아났다��그는 성모자상을 즐겨 그렸는데��그림 속 마돈나의 모델이 부티인 경우가
많았다�

Velázquez� Diego
�a� �e�i�a� or ��e
�a�ily o� ��ili� �V ������
�il o� �a�va�
��� � ��� ��
�u�eo del �rado� �adrid

�설교 후의 환영�천사와 씨름하는 야
곱�����������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

아펠레스: 기원전 4세기 경의 화가로,
illusion의 대가. 알렉산더 대왕의 총애
를 받아 그만이 왕의 초상을 그릴 수 있
다고 공식선언.

14

15

18

➀바자리는 『미술가 열전』 첫머리에서 플리니우스가 아펠레스를 해석한 것
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미술가 미켈란젤로의 이
름을 거론하며 그의 재능은 선천적이고 본질적으로 주어진 것이라 기술함.

르네상스—헬레니즘적인 인간중심주의Humanism 사상은

전기적 미술사 연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지오르지오 바자리가 1550
년에 쓴 『미술가 열전』이다. 그의 서문에
의하면, 미술가들의 이름을 보존하고 그들
의 이름과 작품을 연결시키려는 의도로 이
책을 썼다.
—①작가의 재능이 선천적이며 본질적
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신념
②미술가의 개성이 양식에 반영된다고
봄으로써 미술가와 작품을 동일시함
③미술가들의 삶과 예술에 여성들이 행
한 역할, 즉 뮤즈로서의 여성이라는 관점
을 볼 수 있음.

17

Va� �y��� �a�
��e �e�ro��al o� ��e �r�ol�i�i
����� �il o� �ood
���� � ���� ��
�a�io�al �allery� �o�do�

• 얀 반 아이크의 �붉은 터번을
쓴 남자�가 자화상으로 여겨지
는 이유는��액자에 자신의 이름
과 더불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서술문 그리고 제작
일을 같이 써 넣었기 때문이다�
—이는 작품을 통해 기억되고 영
원히 살아 있고자 하는 르네상스
특유의 소망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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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4

29

30

반 고흐가 정신병원
에 입원해 있을 때
그린 종교적 주제의
그림 〈피에타〉������
와 〈나사로의 부활〉
������에서��그는 예
수의 얼굴을 자신의

“Johannes de eyck fuit hic”
— “얀 반 아이크가 여기 있
었다.”

얼굴과 닮게 그려넣었다��이는 간접적인 시각적 자서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 ���H� ��e Potato �ater� ������� �i� on �an�a�� �� � ��� ��
�in�ent �an �o�� �u�eu�� ���ter�a�

25

26

31

32
제임스 애봇 맥닐 휘슬러

�aphael
�he �etrothal o� the �ir�in
(‘Sposalizio’)(1504)
�il on panel� 1�0 � 11� ��
�rera� �ilan

Ja�e� �bbott ���ei�� ��i�t�er

���������

�rran�e�ent in �ra�
《화가의 초상화�자화상�》
약 ����경
디트로이트 아트 인스티튜트

그림에 거의 서명을 하지 않았던 라파엘
로가 서명을 한 때는 그의 일생에서 중요
한 시기로서� �성처녀의 결혼�에 서명과
날짜를 남긴 것은 그의 건축적 야심과 로
마에서의 미래를 표시한다�

그림과 글을 구별해 다르게 서명�� 나
비와 전갈의 침�←’유미주의’적 태도
의 반영

����년경에 젊은 라파엘로는 페루자 부
근에 있는 피에트로 페루지노의 공방에서
도제 수업을 받았다� 페루자에서 독보적
인 유명세를 얻은 라파엘로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미술
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있던 피렌체로 갔
다�그 후 라파엘로는 교황 율리우스 �세의
부름을 받아 ����년에 로마로 갔으며� 그
곳에서 여생을 보냈다�

27

〈고갱의 의자〉�암스테르담 반 고흐미술관�� 〈파이프가 놓인
고흐의 의자〉�런던 내셔널 갤러리�� ����

�����년 러
스킨과의 대
립

28
�aphael
�ortrait o� a ���e �o�an
(the ‘Fornarina’)(151��1�)
�il on panel� �5 � �0 ��
�alleria �azionale� �o�e

33

34

모딜리아니

〈Portrait of �eatri�e Ha�tin��〉 ������

��e�eo ��e�ente �o�i��iani
����� � �����

이 그림 속 여인의 신원은 알 수 없지만�
그녀의 왼손 동작은 전통적인 비너스의
손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능적
인 암시를 담고 있다� 또한 오른손 동작
은 어머니가 젖을 먹이듯 하고 있다� 따
라서 그녀는 관능성을 여성의 모성적 특
징과 결합시키고 있으며� 이로써 그녀는
라파엘로의 뮤즈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녀의 팔찌에 새겨진 라파엘로의 서명
은 그녀가 그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처
럼 여겨진다�

감수성이 풍부했지만 뛰어난 현실감각을 소유한 베아트
리스는 알코올과 마약에 탐닉하는� 그저 가난뱅이 무명
화가에 불과한 모딜리아니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사랑
할 수는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년 결국 파국에 이른다�

모딜리아니로 하여금 예술의 황금기로 진입
하도록 불을 당긴 여자는

영국 시인 베아트리스 헤이스팅스
��eatri�e Ha�tin��� ����������였다�

늘 단테를 선망했던 모딜리아니는 우선 그녀의
이름이 단테의 연인과 같다는 데 내심 놀랐

을 것이고� 일종의 운명의 계시 같은 것을 느
〈베아트리스 헤이스팅스〉��������개
인소장

128

〈검은색과
금색의 녹턴��
떨어지는 불
꽃〉������

꼈을 것이다�

베아트리스에게 버림받
은 모딜리아니의 ‘최악의
해’는 한 여자를 만나면
서 ‘최고의 해’로 탈바꿈
한다�
그의 황금기를 얼마간 지
속시켜 걸작을 남기게 한
여자� 바로 잔느 에뷔테
른이었다�

〈Portrait of Jeanne Hébuterne〉 ������

129

35

모딜리아니는 화가로 널리 알려지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등 예전보다 상황이 좋아진 것
처럼 보였다��그러나 이것은 외견상일 뿐� 세상에 대한 반항과 마찰이 다시 음주와 방랑으로 이어졌다�
친구에 의해 일주일만에 발견된 모딜리아니는 결국 죽음을 맞게 되고��임신 �개월이었던 잔느
는 시체안치소의 모딜리아니를 껴안고 떨어질 줄 몰랐다��그녀는 그의 친구들에게 그와 둘만의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한 후��눈물의 흔적도 없이 평정한 상태로 나왔지만��그러나 모딜리
아니가 죽은 지 �일 후에 자신의 부모 집 �층 차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한다�
모딜리아니보다 ��살 연하였던 그녀가 태아와 함께 죽음을 맞이한 것은 그녀의 나이 ��살때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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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 아트의 성립과 전개 ― 모더니즘 미술에 대하여

5

6

최연희

d)마네의 경우

c)드가의 경우

서울대학교 미학과

외설이다!

아니다!
이 그림은
현실을 재
현한 것이
아니다!
마네, 〈풀밭 위의 점심〉(1863), 파리 오르세미술관

1

7

2

8

현대 예술modern art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모던 아트의 성립과 전개

‘현대’ 미술의 출발을
인정할 수 있는 개념적 근거�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미술

과거와의 단절� 전
통에의 도전

현대 미술은 과거의 속박
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예
술 개념을 가져다 준 낭만주
의에서부터 비롯된
미적 모더니티 정신에
서 출발

• 낭만주의로부터 비롯된 미적 모더니티의 �중 부정
������ ����������� ➀전통에 대한 부정 ➁합리성� 효율
성을 이상으로 내세운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부정 ③
예술에 대한 부정� 즉 스스로를 또 하나의 전통 내지
권위의 한 형태로 인식하게 되는 한에서의 자기 자신
에 대한 부정
→ 이 같은 미적 모더니티는 모더니즘에서 실현된다�

• 새로운 재현 매체�����로서의 �사진�의 등장�����년�
→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미술 내의 움직임들

예술적 자유의
시각적 선언

9

4

• 낭만주의 이후 현대 미술의 전개 과정� 낭만주의―사실
주의―마네와 인상주의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세 인물의 포즈를 보
면 두 작품 사이의 연
관성이 입증된다.

재현�모방�이 아
닌 새로운 미술

낭만주의
�주관적 감정의
표현

3

마르칸토니오 라이몬
디, 〈파리스의 심판〉
(약 1520년경), 샌프란
시스코 파인아트미술
관.

a)사진(=기계에 의한 객관적 재현)의 탄생→회화의 존재이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 경우:

(화가 폴 들라로슈(Paul Delaroche)-“오늘을 마지막으로 회화는
죽었다”)

b)쿠르베의 경우

“하나의 그림은 전쟁터의 말이나 누드 여인
이나 어떤 일화(逸話�이기 이전에� 본질적으
로 일정한 질서에 따라 조합된 색채들로 뒤덮
인 평평한 표면(��������이다.” (1890년 모리
스 드니�

10

인상주의―새로운 리얼리티 또는 빛의 회화

인상주의�������������
라는 명칭의 유래

• 인상주의의 일반적 특징�
�� 현대적 삶의 사실적 장면을 생생하게 재현하고자 함
�� 그러기 위해 야외 작업을 시도(←튜브 물감의 발명�
�� 미술가 자신이 감각적으로 생생하게 본 것을 직접적으로
그리려 했는데��이 같은 시각적 경험은 결국 햇빛의 순간
적이고 일시적인 효과에 의한 것임을 인식(←광학 이론
의 발전�

직접성의 예술― 빛의 유희를 밝고
다채로운 색의 사용으로 표현

����년 �월
제�회 전시회���
명 참여�
― 사진작가 나다
르의 스튜디오에
서 개최

������ ������ 〈����������� �������〉������� 파리 마르모땅모네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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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17

18

‘연작(series)’ 회화의
선구자 모네

“르아브르 항구가 보이지 않는다.”
(평론가 모리스 기예모에게 보낸
모네의 편지 중에서)

연작 회화란�
하나의 주제를 변화하는
빛의 조건과 날씨에 따라
묘사하는 회화

지형이나 장소가 아닌 하루 중
어떤 시간을 주제로 한 풍경화

달라지는 빛의 풍경화
���������������������������������������������������������������
���������������������������������������

아침 빛 속의 루앙 대성당

13

14

19

������������������������������������������ ������
���������������������������������

20

중요한 것은
주제 자체보다
주제에 비친 빛의 효과다�

세잔, 쇠라, 고갱, 반 고흐

���e� ����e�r��
�� ��r�i�� s��� ��r���� i� ���e
(����)

다양한 시간대��계절��날씨
에 따라 지각되는 빛의 차
이를 보여주기 위해 주제
를 반복 사용한다��
―따라서 주제의 의미는
약화됨

���e� ����e�r��
(��r�i�� e��e��)

����������������������������������������������� ���������
�����������������������������������������������������

15

16

21

22

마네와 후기인상주의자들
��������������������
���������������

•

•

���e� ����e�r�� (���se�)�
��r���� i� ���� ��� ���e

“편의상 이들 미술가에게 하나의 명칭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
가장 모호하고 가장 애매한 명칭으로
후기인상주의(Post-Impressionism)
라는 명칭을 선택했다.
이는 단지 인상주의 운동과 관련해 그들
의 시기상 위치를 말해줄 따름이었다.”
�����e ���e�� ��e��s����s (��� �� ����er)(�������)
�i� �� �����s� �� � ��� ��� ��e �r� ��s�i���e �� ��i����

134

����년� 런던 그래프턴 갤러리에서 개최
한 현대 프랑스 화가들의 전시회 제목
이때의 후기인상주의는 영국의 미술가이
자 미술비평가 로저 프라이가 만든 용어

그렇다면 왜 굳이 �후기인상주의�라
는 명칭을 사용했을까��

������
존 리월드에 의하면��후기 인상주의의
시기는 ����년부터 ����년 사이라
할 수 있음�

��������
• 선배 인상주의자들의 혁신에서 출발��
따라서 생생하고 찬란한 색채 사용�
• 인상주의 작품을 보다 본질적이면서
견고하게 만들고 싶어했음
•쇠라�점묘법���세잔�색면 개발�은 보다
견고하고 거의 과학적인 회화를 지향�

•고갱��반 고흐 등은 빛과 색채를 통한 감
각과 감정을 표현하려 함�

135

23

24

29

전작(前作�의 수법을 한층 더
발전시켜
순수색의 분할과 그것의 색
채대비에 의해

30

폴 고갱

빈센트 반 고흐

(Eugène Henri
��u� ��uguin�
����������

신인상주의Neo-impressionism
의 확립을 보여준 작품

(�in�en� ��n ��g��
(����������

�e���e� �eu�a�, � �un�a� ���e�n��n �n ��e ��lan� �� �a ��an�e �a��e
(��������, ��l �n �an�a�, ���.�×��� ��, ��� �n����u�e �� C���a��

25

26

인상주의에 대한 불만

비자연적이고 원색적인 색채 사용

(Paul Cézanne,
����������

① 주제의 의미 약화―고갱, 고흐

후기인상주의 화가 �
큐비즘의 기원

(생생한 색채, 두꺼운 물감, 독특한 붓질
을 계속 사용하되�

② 구조의 결여―세잔

32

폴 세잔

후기인상주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인상주의의 성과 계승

31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개념적 규정
• '미적 모더니티'를 추구하고 실현한 예술로서의 모
더니즘 미술

모더니즘 미술에 대하여

1) 전통, 즉 재현으로부터의 벗어남과 새로움의 추구
2) 반부르주아적 태도로부터 비롯된, 예술과 사회 내지 현
실의 분리

'미적 모더니티'를 추구하고 실현한 예술로서의 모더니즘 미술
인상주의의 한계를 넘어
한 단계 확장, 발전

➀ 표현적 효과를 위해 형태 왜곡
→ 표현주의, 야수파

3) 예술의 자율성과 창조적 독창성의 추구

➁ 기하학적 형태 강조
→ 큐비즘(입체파�

27

28

• “인상파의 세계에서
미술관의 작품과 같
은 견고하고 영구적
인 것을 만들겠다.”
• 빛의 상태에 따라 다
르게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대상 자체’를
그리려 함
• 그 결과, “자연은 원
추와 원통, 그리고 구
체로 취급해야 한다.”

33

34

모더니즘 미술의 전개에 대한 인식적 지도그리기mapping

미술의 자율성
에 대한 추구
=순수 예술
fine art
순수예술과 대중
문화의 대분할

오로지 미술을 통해
서만 표현할 수 있는
영역 추구→표현주
의 계열(←고흐, 고
갱)
미술만의 고유한 매
체나 형식에 대한 탐
구→추상적 형식주의
계열(← 세잔)

큐비즘Cubism(입체주의)
• 야수주의 및 표현주의와 거의 동시에 형성
• 자동발생적 운동이라기보다는 신중한 숙고를 통해 새로운 표
현과 형상화 방식을 찾아내려 한 시도 속에서 성립
• 대표적 미술가로는 파블로 피카소� 조르주 브라크�후안 그리
를 들 수 있다�

• 그 명칭은 브라크의 그림 〈에스타크 풍경〉에 대한 마티스의
언급에서 비롯됨� �조그만 큐브들의 덩어리�
• 그 전개를 흔히 '세잔적 큐비즘'―'분석적 큐비즘'―'종합적 큐
비즘' 단계로 나눔�
•

136

137

35

36
브라크��《 에스타크의 집》
��������
캔버스에 유채
��������
스위스 베른미술관

41

��������������
����������������
���������
������
��������������
������× ���������
�����������������
���

42

종합적 큐비즘����������������
����년에 피카소는 큐비즘의 개념적인 재현을 논리적 귀결로 이끌었다��
캔버스 위에 실제 종이조각을 풀로 붙임�파피에 콜레�으로써�
이는 현대 미술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현실의 세계를 캔버스 속으로 통합시킴으로써 피카소와 브라크는 한 세
기 동안 미술의 의미에 대한 가치 있는 탐구의 길을 열었다��
종합적 큐비즘 작품 중 시각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가장 대단한 것은 바
로 콜라주이다�

37

38

43

피카소��〈등나
무 의자가 있
는 정물〉
���������

44

������
��������
����������
������

분석적 큐비즘 �����������������
����년 무렵 피카소와 브라크는 큐비즘을 발전시켜 완전히 새로운 회화
적 표현의 수단으로 만들었다�
분석적 큐비즘이라고 알려진 초기 단계에서 대상들은 구성요소들로 해
체된다��

어떤 경우엔 이 분석적 큐비즘은 서로 다른 시점들을 동시에 묘사하는
수단이었으며��또 다른 작품들에선 제한된 모방적 재현을 내놓기보다는
대상의 사실들을 시각적으로 배열 내지 배치하는 방법으로서 좀 더 사용
되었다��

피카소��〈칸바
일러의 초상〉
��������시카
고 아트 인스
티튜트

분석적 큐비즘의 목표는 감각적인 이미지보다는 대상의 개념적 이미지
를 제작하는 것이었다��

39

��������������������������

40

�������������

45

브라크
《바이올린과 촛대》 ������
캔버스에 유채�����× ����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브라크��〈�����정물〉������� 종이
위에 풀로 붙인 종이와 목탄��바젤
미술관

〈카드가 있는 정물〉������

46
파블로 피카소��《황소》�������������단계의 석판화�����× ������

추상 미술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사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현실의 모든 흔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추상�

피카소의 《황소》 연작

━ 파블로 피카소(1935)
〈바이올린과 물주전자〉 ��������
바젤 미술관

138

〈기타를 든 남자〉 ��������뉴욕 현대미
술관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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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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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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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표현주의-내면 깊숙이에서 토해내는 침묵의 절규
• 표현주의는 일반적으로 내면의 감정이나 충동 등을 밖으로 표출
하여 예술작품으로 형상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경향 일반을 가리
키는 용어이다�
• 미술에서 표현주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당연히 주관적인 색채와 형태의 변형�����������
으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서 살펴보는 표현주의는 독일에서 행해진 미술들로��독일 표
현주의는 역사적으로 �차 다리파와 �차 청기사파로 구분된다���
•독일 표현주의에 영향을 미친 미술가로는 에곤 쉴레와 에드바르
트 뭉크��빈센트 반 고흐 등이 있다��

140

141

59

60

65

�chie�e� �g��
�e�����rtr�it (����)
ch��k ��d ��terc���r �� ���er
���� � ���� c�
�e����d ���e��� �ie���

뭉크

(�d��rd ���ch�
���������)

66

에밀 놀데�
〈최후의
만찬〉
�1909��
코펜하겐 국
립미술관

Fritz Bleyl poster for the first Die Brücke show in 1906

• 다리파는 종종 야수파와 비교되곤 한다�
•
•

���ch� �d��rd
�he �cre�� (����)
�i�� te��er� ��d ���te� ��
c�rd���rd
�� � ���� c�
��ti���� ����er�� ����

•

두 그룹은 모두 원시주의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두 그룹은 거의 대부분 비�자연주의적인 높은 명
도의 색을 통해 극단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관
심을 공유하고 있었다�
두 운동은 모두 거칠고 조야한 드로잉 테크닉을 채택했
으며� 두 그룹 다 완전 추상에 대한 반감을 보여주고 있
었다�

• 대도시 거리 풍경과 그 곳에서 일어나는 성적
으로 문란한 사건들에 대한� 다리파 예술가들
의 극도로 격정적인 회화들은 그들과 비교되
곤 하는 프랑스 야수파를 상대적으로 온건한
그룹으로 보이게 한다�

61

62

67

키르히너

68

�비교� 프랑스 야수파�F���is��

(�r��t �irch�er�
���������)

Die Brücke (the Bridge)
• ����년 드레스덴이라는 도시에서
�r��t ��d�ig �irch�er가 주축이 된 네
명의 예술가 그룹이 ‘다리파Die Brücke
(the Bridge)’를 결성했다�

Der Bl��e �eiter ��he Bl�e �i�er�
• 1911년부터 191�년까지 지속된�
중요한 표현주의 운동
• 190�년에 결성된 다리파를 계승�

�irch�er� �r��t ��d�ig
�e�����rtr�it �ith ��de�
(���������)
�i� �� c������ ����� � ��� c�
����th���e� �����rg

• 비록 그들은 표현주의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다리파의 결성은 아마
도 독일 표현주의 운동을 위한 시발점이
었을 것이다�

• 청기사Der Bl��e �eiter��he
Bl�e �i�er�그룹이라는 이름은
190�년에��ssily ��n�insky가
그린 Der Bl��e �eiter 라는 작품
에서 유래�

��n�insky� ��ssily
�he Bl�e �i�er �191��
�ri��te collection� ��rich� �witzerl�n�

�irch�er� �r��t ��d�ig
� �r��� �� �rti�t�� �tt� ��e��er� �irch�er�
�ecke�� �ch�idt���tt���� (�������)
���e�� ��d�ig� ����g�e

63

64
�irch�er� �r��t ��d�ig
�e�����rtr�it �� ���dier
(����)
�i� �� c�����
���� � �� c�
���e� �e��ri�� �rt
���e��� ��er�i�
����ege� �hi�

69

70

에밀 놀데

(��i� ���de�
���������)
���de� ��i�
�r�ci�i�i��
(����)
�i� �� c�����
����� � ����� c�
���de��ti�t��g �ee����

�o�er of Der Bl��e �eiter �l��n�c
c�191�

��rc� Fr�nz
Bl�e �orse � �1911�
�il on c�n��s� 11��� � ���� c�
�t��tische ��lerie i�
�en��chh��s� ��nich

• 청기사파는 독일 뮌헨에서 새로이 결성
된 예술가 연합이다�
• 이들 그룹은 『청기사 연감Der Bl��e
�eiter �l��n�ch ��he Bl�e �i�er
�l��n�c�』이라는 잡지를 191�년 초에
발간했다�
• 이들 그룹의 주축이 됐던 미술가는
��ssily ��n�insky였으며� Fr�nz ��rc�
���l �lee� ����ste ��cke 등이 참여
했다�

142

143

71

72
������������������ ������
�������������������������
�������������
����������

77

바실리 칸딘스키��ssi�� ��n�ins�� �����������

�����������
���������������������
�������������������������������
������������������������������
��������

이미지와 음악의 교감�상응�을
탐구한 공�共�감각자

73

몬드리안―

대상들의 외관appearance이 아닌, 대상들의
본질적 측면들로 환원

→기하학적 추상
(차가운 추상)

칸딘스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의 표현이 아닌,
비논리적이고 내면적인 감정의 표현

→비기하학적 추
상(뜨거운 추상)

〈구성 IIComposition Ⅱ〉 �������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74

〈구성 I�〉 ������� 뒤셀도르프 노르트하인�베스트팔렌 미술관

“ 색은 드로잉과 조합되면서 위대한 회화적 대위법을 낳을 것이다.
그 기초 위에서 회화 역시, 구성[작곡]에 이를 것이며, 진정 순수 예술로서 스스
로 신적인 것에 봉사하도록 한다. ”

75

칸딘스키 《무제》(�i�st ��st���t ��t���o�o�� �������파리 퐁피두 센터

76

모더니즘 미술의 귀결점으로서의 추상
• �미술의 자율성�에 대한 추구
⇒ �� 오로지 미술을 통해서만 표현할 수 있는 영역 추구
�표현주의 계열 �독일 표현주의�
칸딘스키
�� 미술만의 고유한 매체나 형식에 대한 탐구
�추상적 형식주의 계열 �큐비즘�
몬드리안

피에트 몬드리안� ������������ ��������

칸딘스키��〈구성 ����〉 ��������뉴욕��구겐하임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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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방가르드 미술에 대하여

5

6

역사적
아방가르드

최연희
서울대학교 미학과

“부르주아사회에서
예술의 자기비판으로서의
아방가르드”

역사적 아방가르드

미래주의Futurism

(1974)

다다이즘Dadaism
초현실주의Surrealism

페터 뷔르거 지음
최성만 옮김
(지만지 2009)

1

구축주의 Constructivism

7

2

8

미래주의 Futurism

아방가르드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

아방가르드Avant-garde 미술
에 대하여
미래주의, 다다, 초현실주의, 구축주의 미술

적군의 상황을 알아
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
으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선발대를
뜻하는 군대 용어

20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생긴 예술운동 및 사회운동

소음, 속도, 힘의 역동성

인습적인 권위와 전통에 맞
서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사
회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최전선에 선 전위(前衛)적인
사상이나 문화 예술 등

당대 미래 개념(속도, 테크놀로지, 폭력, 젊음)과 연관된 주
제, 기차ㆍ비행기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과 산업 도시를 강조
하고 찬미함
필리포 토마소 마리네티Filippo Tomasso
Marinetti (1876~1944)

이러한 새로운 용법의 아방가르드는 처음에
는 정치적 혹은 사회적 사상가들이 주로 사
용하였으나, 그 후 예술적인 용어로 정착하
게됨

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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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새로운 아름다움, 즉 속도의
아름다움이 세상을 더욱 훌륭
하게 만들었다. […]
포탄을 타고 달리는 듯 포효하
며 질주하는 경주용 자동차는
〈사모트라케의 니케〉보다
더 아름답다.”

아방가르드 성향
: 반자본주의

아방가르드:
역사적, 사회적
등장 배경
아방가르드
(Avant-garde)
개념의 등장을
이해하기위해서는
그 개념이
등장하게 된
19세기 초반의
유럽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탈리아 시인이자 미래주의 운동의
창시자. 1909년 미래주의 선언문 발
표.

그 이유는,
아방가르드
개념은 처음부터
예술적인 용어로
탄생했다기보다는
사회정치적인
용어로 주조
되었다가 예술과
접합된 개념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19세기
유럽을
규정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단연
자본주의의
정립
이다.

발생적 측면
에서 볼 때
아방가르드는
낭만적이고,
반자본주의적
이며,
사회주의적 성향
을 가지고 있다.

매우 정치적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적 부정성

이런 성향은
1900~1930년대
등장한 이른바

(마리네티, 1909년 미래주의 선
언 제4항)

‘역사적
아방가르드’

미술 경향
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1909년 2월 20일자 《피가로》 1면에 게재된
미래주의 선언문

“우리는 전쟁을 찬미한다. 전쟁은 세계를
건강하게 하는 유일한 위생학이다.”
(마리네티, 1909년 미래주의 선언 제9항)

마리네티는 전통적인 구문론syntax
을 끝장내고 ‘자유로운 낱말’을 사용
할 때라고 선언한다(1913).
그의 사운드 시
《장 툼 툼》은
자유로운 낱말을
예시한다.

https://youtu.be/3_3
O0zOiX-w

Zang Tumb Tumb (1914)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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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그렇다면, 미래를 상징하는 속도, 젊음 등을 어떻게 시각
적으로 형상화할 것인가?(-시간의 공간화 문제)
Gino Severini (1883~1966)
Self-portrait (1911-12)

17

미래주의: 양식상 특징

움베르토 보초니Umberto
Boccioni(1882~1916)

큐비즘

〈마음의 상태:
이별〉(1911)

공간과 형태 분석

1906년부터 파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세베리니는 새로운 발전을 이
탈리아 동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매우 정적인 구성

14

시각과 청각의
동시성을
포착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어법

148

(1890~1960)

사
진이
탈
및
리
영아
화
미
의
래
개주
척의
자

20

쟈코모 발라

Giacomo Balla
〈바이올린 연주자의 손〉(바이올린 연주자의 리듬) (1912) (1871~1958)

현대문명의 상징인
힘, 속도, 에너지의 형상
화

미래주의의 창시자
중
한 사람으로서
1910년에 출간된
「미래주의 화가 선
언」에
서명을 했다.

운동 에너지를 구현한 이
작품은 뛰어가는 사람의 내
부에서 발산되는 힘과
주변의 움직임을 한꺼번에
표현하고 있다.

Anton G. Bragaglia, Typist (1911)

16

보초니
〈집으로 들어온 길
[의 소음]〉 (1911)
캔버스에 유채
100 × 100cm
하노버, 슈프렝엘
무제움

움직임과 감정의
세계를 역동적으로
재현하고자 함

Anton G. Bragaglia

〈공간의 독특한 연속성 형태들〉
(1913)

보초니
《축구 선수의 역동
성Dynamism》(1913)
캔버스에 유채
193.2 × 201 cm
뉴욕현대미술관

회화의 주제가
된 대도시의
소음

미래주의

19

운동하는
신체만이
아니라, 선수
의 몸에서
발산되는
에너지와
주변의 작용
을 한꺼번에
표현한 그림

15

유사성

안톤 브라갈리아

미래주의 미술의 또 하나의 양식적 특징은 연속
사진촬영술chrono-photography에 의해 마련
된다.

이 그림은 큐비즘 기법이 어떻게 새
로운 미래주의 양식의 전달 수단이
되었는가를 보여준다.

13

18

21
지노 세베리니
《푸른 무희》 (1912)
캔버스에 유채 및 장식용 금속
64 × 61 cm, 밀라노, 지아니
마티올리 컬렉션

색면들이 끊임없이 겹치는
패턴들은 거의 귀에 들릴듯
한 청각적인 금속성을 만들
어낸다.

세베리니는 관객의 눈과 가
장 가까운 색면에 장식용
금속을 부착함으로써 이러
한 효과를 더욱 강조했다.

22

몇 개의 이미지
들을 서로
위에 겹쳐놓음
으로써
속도speed와
비약을 재창조
하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역동성dynamism을
환기하는 경향은 흔히
음악의 유비와 서로 손을
맞잡고 간다.

루지이 루솔로
Luigi Russolo
(1885~1947)

이탈리아 미래주의 화가
최초의 실험적인 소음 음악
작곡가

〈사슬에 매인 개의 역동성〉 (1912) , 뉴욕, 버팔로 Albright-Know
Art Gallery

선언문 「소음의 예술」
The Art of Noises, 1913
의 저자
루솔로, 〈음악〉(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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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4

“
우리의 눈보다 더 깨어 있는 귀로
위대한 현대의 자산을 거역하자.

29

인토나루모리
Intonarumori

루솔로가 1913년에 제작한 수많은 소음 생성
장치, 이것들로 소음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다.

① 취리히 다다

후고 발

그러면 우리는 금속 파이프 속
의 물과 공기와 가스의 소용돌이,
[…] 밸브의 두근거림,
피스톤의 왕복운동,
기계톱이 윙윙대는 소리,
선로 위 전차의 덜컹거림,
채찍이 철썩 하는 소리,
커튼과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를
구별해내는 기쁨을 즐기게
될 것이다.
”
(루솔로, 『소음의 예술』)

25

Hugo Ball
(1886~1927)

Intonarumori

독일의 작가, 시인
주도적인 다다 아티스트 중 한
사람

1916년 후고 발은
〈다다 선언문〉을 통
해
사회의 끔찍한 상태
에 대한 자신의 견해
를 정치적 진술로 만
들고
궁극의 대문자 진리
를 소유한다고 주장
하는 과거의 철학들
에 대한 혐오를 표명
한다.

26

인토나루모리

30

31

32

3. 중얼거리는 소리, 웅얼거리는 소리, 투덜대는 소리, 콸콸거리는 소리

저널리스트, 극작가, 예술비평가,
작곡가, 영화 감독으로도 활동

4. 날카로운 새된 소리, 삐걱거리는 소리, 바스락 거리는 소리 , 윙윙 와글
거리는 소리, 딱딱거리는 소리, 할퀴는 소리

다다 운동의 창시자이자 핵심 인물로
가장 유명하다.

5. 금속, 나무, 가죽, 돌, 도자기 등을 두드려서 내는 소음

휴고 발이 좀 더 온건한 접근방식을
선호하는 데 반해, 그의 작품은
다다의 허무주의적 면을 대변한다.

6. 동물과 사람의 목소리: 고함소리, 비명소리, 날카로운 외마디 소리
울부짖음, 흐느낌, 콧방귀소리, 악을 씀, 임종 때 가래 끓는 소리

취리히에 있는 카바레 볼테르Cabaret Voltaire와 연관된
미술가, 시인 집단이 시작한 국제적인 운동

1916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시작해 곧장 베를린으로
확산되었다.

"입체파는 미술 유파이
고 미래주의는 정치적
운동이었지만, 다다는
일종의 정신상태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상
태란 '부정Negation'의
정신을 가리키며, 다다
는 "예술은 죽었다"고
선언한다.

Robert Delaunay
Portrait of Tristan Tzara (1923)

28

(주로 시각 예술, 문학, 시, 예술 선언문, 예술이론, 그래픽 디자인과 연관)

트리스탄 차라가 내놓은
다다 출간물 표지

루마니아 출신의 프랑스 아방가르드
시인, 에세이스트, 행위예술가

취리히, 뉴욕, 베를린

2. 휘파람 소리, 쉿 소리, 훅 부는 소리

20세기 초 유럽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

https://youtu.be/z_8W
g40F3yo?list=RDz_8W
g40F3yo

Tristan Tzara
(1896~1963)

1. 덜커덕 으르렁거리는 소리, 우렛소리 같은 폭발음, 갑자기 나는 요란한
소리, 쿵 부딪치는 소리, 우르르 쾅 하는 소리

다다 또는 다다이즘Dada or Dadaism

그렇지만 다다이즘 배후
의 주요 원리를 반영하
듯, 의미는 이 시의 의미
없음에 있다.

트리스탄 차라

6개의 그룹으로 구별된 소음
악기들

27

1916년 다다 선언문과
같은 해, 후고 발은
“Karawane”라는 시를
썼다.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낱말들로 이루어진
시이다.

33

카바레 볼테르
Cabaret Voltaire

34

다다의 정신

안티(anti)의 정신

독일의 시인 후고 발Hugo Ball이 예술적 및 정치적 목적을 위한 카바레로
서 1916년 2월 5일 설립. 또 다른 창립 멤버로는 마르셀 얀코, 리하르트
휠젠벡, 트리스탄 차라, 장 아르프가 있다.

카바레에서 행한
이벤트는 다다의
무정부주의적
예술 운동을 창시
하는 데 중심축이
되었다.

anti-war
politics

antibourgeois

anti-art
cultural
works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부정적인 반작용에서 탄생
(전쟁으로 인한 상처 → 염세적, 부정적, 모든 체제에 반대)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카바레
볼테르의 최근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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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② 뉴욕 다다

42
Marcel Duchamp
L.H.O.O.Q.(1919)

Marcel Duchamp
Nude Descending a Staircase,
No. 2 (1912)
Oil on canvas, 147 × 89 cm
Philadelphia Museum of Art,
Philadelphia

전쟁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뒤샹, 피카비아가 뉴욕으로
이주한다.
취리히 다다 집단과 연관된 피
카비아는 부조리와 ‘안티 아트’
의 다다 정신을 뉴욕에 가져왔
다.

L.H.O.O.Q.
French
pronunciation:

• 전쟁 후 정치적, 사회적 불안
→ 강한 정치적 성향

[el aʃ o o ky]
입체주의자들의 파편화와 종합의
요소는 물론, 미래주의자들의 움직임
movement 과 역동성dynamism 의 요소도
보여준다.

유럽 다다이즘보다 덜 진지한 기
조를 띠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특
별히 조직된 활동 모임은 아니었
기 때문이다.
뉴욕은 미국에서 다다를 위한 가
장 중요한 도시가 되었다.

37

③ 베를린 다다

38

• 정치적 선동과 선전물을 통해
전파되어 나감
→ 미술의 정치도구화

“She has a hot ass.”

43

1960년대 뒤샹이 위촉 받아
만든 복제품이 현재 수많은
미술관에서 전시 중이다.

년

라울 하우스만

베
를
린

Raoul Hausmann
(1886~1971)

제

1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 중 하나
(2004)

한나 회흐Hannah Höch가 찍은
하우스만(1919)

,

20세기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획기적 작품의
하나

뒤샹의 《샘》은
알프레드 스티클리츠의
스튜디오에서 전시되고 또
사진 촬영하여 『맹인』
The Blind Man에 게재되었으나
오리지널은 분실되었다.

44

1920

Marcel Duchamp
Fountain (1917)
Readymade: porcelain
urinal, Height 60cm
Philadelphia Museum of
Art

회

오스트리아 미술가, 작가

국
제

베를린 다다의 핵심 인물

실험적 사진 콜라주,
사운드 시sound poetry와
제도비판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아방가르드에
깊은 영향을 끼침

다
다
박
람
회

39

40

45

Readymade
1913년에 뒤샹은 파리에 있는 자신
의 스튜디오에 자전거 바퀴 하나를
설치했다.
최초의 키네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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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레
것디
은메
이
드
의
년
발
에
상
이이
르
충
러
분
서
히
이
다발
전

Raoul Hausmann
Mechanical Head
(The Spirit of Our Age)
circa 1920
assemblage

하우스만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기계적인 머리》는
1919-20년경 제작한 작품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앗상블라주 작품

Raoul Hausmann
Der Kunstreporter
(The Art Critic)
1919-20
Photomontage and
collage
12 3/8 × 9 7/8 in.
Tate Gallery, London

.

Marcel Duchamp
Bicycle Wheel, 뉴욕 1951 (third version,
after lost original of 1913), Metal wheel
mounted on painted wood stool
129.5 × 63.5 × 41.9 cm
The Sidney and Harriet Janis Collection

.

그저 바라보기 위해 이따금 바퀴를
돌렸다고 해서 최초의 키네틱 조각
kinetic sculpture이라는 말을 듣는다.

시이
하발
는상
것은
이예
다술
이
라
는
관
념
을
의
문

1915

1913년도 오리지널은 분실되었고
1951년에 뒤샹이 다시 만들었다.

뒤샹이 선택하여 예술로서 제시한, 발견된 오브제found object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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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8

‘포토몽타주’
photomontage

리얼리티는
강하지만
복합적 메시지
를 담아내기는
어려운 사진

사진의 장단점과 회화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

복합적 메시지를
구성해 담아
내기는 좋으나
리얼리티가
부족한 회화

54

초현실주의Surrealism

게오르게 그로스

정치적 메시지와 쟁점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데 탁월한 새로운 기법

포토몽타주란 신문, 잡지 등
에서 기존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오려내어 재배열
하고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한 작품을 말한다.

53

George Grosz
(1893~1959)

1920년대 초 시작한 문화 운동(특히시각예술과문학분야)

브르통, 에른스트

1920년대 베를린 생활을 그린
캐리커처 풍의 드로잉으로 특히
유명한 베를린 출신의 미술가

• 그렇지만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그들의 작품을 무엇보다
철학적 운동의 표현으로 간주
• 리더 앙드레 브르통(André Breton)은 초현실주의가 무엇보다
혁명적 운동임을 명시

베를린 다다의 주요 멤버
1933년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
바이마르 공화국의 신즉물주의
New Objectivity 그룹의 멤버

목표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태도를 전복시키는 데 있었
으며, 이해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의미를 발견하도록
함으로써 창조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George Grosz in 1921

뜻밖의 놀라운 병치를 특징으로 함

(“아름다움은 우리를 기습적으로 놀라게 할 때만 아름답다.”)

49

50

55
George Grosz
Remember Uncle August,
the Unhappy Inventor
(1919)
Oil and graphite on
canvas with
photomontage and collage
of papers and buttons
49 × 39.5 cm
Centre Pompidou, Paris

그로스, <공화파 기계인간>(1920)

56

“초현실주의. 남성 명사.

앙드레 브르통
André Breton
(1896~1966)

순수 상태의 심리적 자동
운동으로,
사고의 실제 작용을, 때로
는 구두로,
때로는 필기로, 때로는 여
타의 모든 수단으로, 표현
하기를 꾀하는 방법이 된
다.

프랑스 시인, 작가
초현실주의의 창시자
1924년
첫 번째 초현실주의 선언
Manifeste du surréalisme의
저자

이성이 행사하는 모든 통
제가 부재하는 가운데, 미
학적이거나 도덕적인 모든
배려에서 벗어난, 사고의
받아쓰기.”

게오르게 그로스, <메트로폴리스>(1916-17)

André Breton in 1924

51

52

존 하트필드

John Heartfield
(Helmut Herzfeld)
(1891~1968)
예술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한
개척자

반(反)나치, 반(反)파시즘을
주장하는 포토몽타주로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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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조르조 데 키리코

표현주의의 강력한
색채도, 큐비즘의 분해된
형태도 모두 거부

Giorgio de Chririco
(1888~1978)

대신 차분한 색채를
쓰고, 원근법을 쓰는 등
전통적인 기법을
활용했다.

초현실주의 회화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 (그리스
태생의) 이탈리아 화가
전통적인 회화수법을 사용,
내적인 분열의 세계와
비합리성의 가능성을
묘사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Giorgio de Chirico in 1936,
photographed
by Carl Van Vechten

Giorgio de Chirico
Mystery and
Melancholy of a Street
(1914)
Oil on canvas
88 × 72 cm
Privat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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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5

66

《시인의 모호함》 :
그림의 깊은 공간에서
펼쳐지는 일관성 없는
드라마

하지만 옛 기법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함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기이하고
불안한 이미지가탄생했다.

꿈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친숙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다.

이런 방식에 달리와
마그리트를 비롯한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큰 흥미를 느꼈다.

사물들은 부자연스럽게
병치되어 있고, 그것들이
놓인 공간은 소름 끼치도록
정적이 감도는 모호함을
자아낸다.

Giorgio de Chirico
The Song of Love (1914)
Oil on canvas
73 cm × 59.1 cm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City

Giorgio de Chirico
The Uncertainty of the Poet (1913), Oil on canvas
106 × 94 cm, Tate Gallery, London

61

62

67

자동운동Automatism의
드로잉

Salvador Dalí, The Persistence of Memory (1931)
Oil on canvas, 24 × 33 cm,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Salvador Dalí, The Great Masturbator (1929)

68

무의식의 탐구

André Masson
Automatic Drawing
(1924)
Ink on paper
23.5 × 20.6cm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Max Ernst (1891~1976)
The Elephant Celebes
(1921)
Oil on canvas
125.4 × 107.9 cm
Tate, London

Salvador Dalí, Metamorphosis of Narcissus (1937 )
Oil on canvas, 51.1 × 78.1 cm, Tate Modern, London

Salvador Dalí, The Disintegration of the Persistence of Memory
(1952-54), Oil on canvas, 25.4 × 33 cm, Salvador Dalí Museum, Florida

63

64

꿈의 탐구
《개의치 않고 잠자는 사람》
이라는 제목은 이 그림이
수면, 그것도 뒤숭숭한 잠에
관한 것임을 말해 준다.
사물들은 잠자는 사람의
내밀한 욕구를 상징하는 것
이 된다.

René Magritte (1898~1967)
The Reckless Sleeper (1928)
Oil on canvas, 116 × 81 cm
Tate Gallery, London

156

69

70
거의 초현실주의 영화에 대한
선언이라 할 무성 단편영화
《안달루시아의 개》

살바도르 달리
(Salvador Dalí,
1904~1989)

1928년 10월 파리의 스튜디오
28에서 처음 상영되었다.

초현실주의를 대표
하는, 스페인 피게라스
태생의 화가

이 영화는 루이 부뉘엘이라는
프랑스 영화감독과 공동연출한
작품으로, 그들이 나눈 자신들
의 꿈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
었다.

Salvador Dalí, Swans Reflecting Elephants (1937)
Oil on canvas, 51 × 77 cm , privat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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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7

78

Méret Oppenheim, Object (Le Déjeuner en fourrure) (1936),
Assemblage sculptur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City

René Magritte
The Red Model (1934)
Oil on canvas
183 × 136 cm
Museum Boymans-van
Beuningen, Rotterdam,
Netherlands

초
현
실벨
주기
의에
화
가
Méret Oppenheim (1913~1985)
독일 태생의 스위스 초현실주의 미술가, 사진작가
만 레이의 사진 모델로도 유명

73

마그리트의 <강간>(1934)은 데페이즈망(depaysement: 어떤 물체를 본래 있던 곳
에서 떼어내어 의외의 곳에 옮겨 놓는 기법)으로 인해 낯선 느낌을 불러 일으키며,
<빛의 제국>은 지극히 사실적인 기법으로 그려졌으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낮과
밤, 빛과 어둠의 공존을 통해 우리를 ‘초현실’의 세계로 이끈다.

Portrait of Magritte (1967)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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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주의
Constructivism
‘러시아 미술’ 하면 우선적으로 사회주의 리얼리
즘을 떠올리지만, 1920년대까지만 해도 러시아
미술은 단순한 선전선동의 미술이 아니었다. 볼
셰비키 혁명 당시까지도 러시아 미술은 유럽 미
술과의 자유롭고 긴밀한 연관하에 진행되고 있
었다. 말레비치, 칸딘스키 등에서 볼 수 있듯 러
시아에서는 유럽에서보다도 먼저 추상이 등장
하고 있었으며, 회화의 조형적 실험이 극단에까
지 밀어붙여지고 있었다. 동시에 포토몽타주 기
법 같은 혁신적 기법도 도입되고 있었다.

타틀린과 구축주의

René Magritte, The Treachery of
Images (1928-29), Oil on canvas
63.5 × 94 cm,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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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é Magritte, Hegel’s
Holiday (1958), Oil on canvas
61 × 50 cm, Private collection

René Magritte, Gonconda (1953), Oil on canvas, 81 × 100 cm
The Menil Collection, Houston, TX, USA

76
René Magritte, The Portrait
(1935), Oil on canvas
73.3 × 50.2 cm,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René Magritte
Not to Be Reproduced
(La reproduction interdite)
(1937), Oil on canvas
81.3 × 65 cm
Museum Boijmans Van
Beuningen, Rotter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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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주의

구축주의의 발단적 계기

Constructivism
그러나 당시 러시아가 처한 격변의 정치적 상황
의 영향으로 인해, 회화 평면에서의 조형적 실험
은 구축주의라는 공간적 조형으로 귀결되었다.
타틀린(Vladimir Tatlin), 리시츠키(El Lissitzky),
로드첸코(Alexandre Rodchenko) 등 당대의 구
축주의 작가들은 삶과 예술을 변증법적으로 지양
(종합)하고자 했고, 그러기 위해선 평면이 아닌
공간에서 예술이 작동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1920년대 들어 공간적 조형 실험은 예
술적 오브제의 규모를 넘어 건축과 공간 디자인
의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1913년 타틀린은 파리의 피카소를 방문했
다.
이 당시 피카소는 구축된 조각
(constructed sculpture)을 몇 개 만들었는
데, 그 중 하나가 1912년에 강철판과 철사
로 제작된 <기타>이다.
이 간결한 작품은 평면, 모서리, 선, 빈 공간
들을 교묘하게 구성한 것이다.
그리하여 특정 사물을 확고하게 재현하고
있는 동시에 반(反)자연주의적 특성을 내
포하고 있다.

이러한 피카소의 작품은 러시다 구축주의
의 발단적 계기가 되었다.
타틀린이 만든 최초의 부조들은 다양한 재
료들을 결합하여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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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타틀린

89

타틀린과 구축주의

부조Relief/역counter부조

타틀린은 러시아 구축주의의 지
도적 인물이 되었는데, 그는 자신
의 조각에서 재료와 구축의 과정
이라는 현실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타틀린과 그의
동료들은 이러한 작품들도 시대
적 요구에 완벽하게 접근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미술가로서의 창
조성과 경험을 동원하여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결의하고, 실용적 대상과 건축 디
자인을 시도하게 됐다.

다양한 재료들을 결합하여 제작하였으며, 역 부조는 실내의 모서리를 가로질러 걸도록 되
어 있다. 피카소와는 달리, 정물을 비롯한 어떤 사실재현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
타틀린은 현실세계를 일종의 재료로서 탐구했으며, 이를 점점 더 실용적인 문제로서 접근
하게 되었다.

85

로드첸코, <매달린 구축물>
(1920)

엘 리씨츠키, <Proun AⅡ>, 1923

엘 리씨츠키, <Proun 12E>, 1920
•‘Proun’은 리씨츠키가 발명한 문자어로, ‘새로
운 예술을 위하여’라는 의미이다. 건축적 특성
을 가진 명확한 형태들이 미지의 공간에서 떠
돌고 있다.

• “내가 제작한 모든 작품은. . .눈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것이며, 계급 없는 사회의 형성이라는 광
대한 목표를 추구하도록 고무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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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틀린

타틀린

《제3인터내셔날 기념탑》

《제3인터내셔날 기념탑》
타틀린(Vladimir Tatlin)은
1920년 《제3인터내셔날 기념
탑》을 위한 모형을 제작하였
다.
이 탑은 세계적 기구의 에너지와 열망
을 상징하는 동시에 코민테른의 본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설계되었다.
소용돌이의 구조 각 부분은 격자형의
거대한 형틀로 지지되고 있는데, 이 형
틀은 60도로 기울어져 있다. 이 구조 속
에 세개의 방이 매달려 있는데, 육면체
의 방은 회의실이고, 피라미드 형태의
방은 사무실, 원통형 위에 반구형을 얹
어놓은 형태의 방은 정보센터와 방송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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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인 동시에 기능적인
이 건축물은 강철과 유리로
지어지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400m 높이에 달하는
이 탑은 형틀의 주축을 따라
서 승강기가 오르내리도록
되어 있었으며, 나선형 경사
로를 통해 자동차와 사람들
이 다니도록 돼 있었다.
그리고 구조물 속의 방들은
우주에 조응하여 회전하도
록 되어있었는데, 회의실은
1년에 한번, 사무실은 18일
에 한번, 정보센터는 하루에
한번 회전한다는 계획이었
다.
그러나 이러한 타틀린의 기
획은 끝내 실현 불가능한 비
현실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결말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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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구축주의, 그 이후

러시아 구축주의, 그 이후

러시아 구축주의는 1920년대, 30년대에 서유럽
에 전파되었는데, 국제적 운동으로서의 구축주
의는 미술 내적인 경향으로 남아 있었다.
구축주의는 통상 단순한 기하형태와 공업재료
로 이루어진 조각의 한 경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1922년 러시아를 떠난 나움 가보는 하노버에서
‘구축주의 조각’이라는 제명 하에 첫번째 개인적
을 열었으며, 1921년에 독일에 온 엘 리씨츠키
는 구축주의를 네덜란드의 데 스틸(*추상미술의 한 유파
로, 몬드리안과 테오 반 되스부르크, 리트펠트 등이만든 잡지의 이름에서 유래한
신조형주의 미술. 색면 구성을 강조하며 구성에서의 질서와 배분을 중요시했다)

과 결합시켰다.

나움 가보, <구축된 토르소>,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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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르 로드첸코, <매달린 구축물>,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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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미국 미술과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 대하여

5

추상 표현주의
: 두 그룹

최연희
서울대학교 미학과

1

6

미술비평가 해롤드 로젠버그
Harold Rosenberg는 추상표현주
의 미술에 속하는 일련의 미술가
들을 일컫기 위해 1952년 '액션 페
인팅'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냄

제스처 화가
Gestural painters
(폴록, 드 쿠닝)

색면 화가
Colour Field artists
(로스코, 뉴만, 스틸)

초현실주의의
자동기법 사용

단순한, 통일된
색채 블록으로 작업

7

2

Willem de Kooning (1904~1997)

액션 페인팅Action Painting

Willem de Kooning, Woman V
(1952–53)
National Gallery of Australia

8

에드 해리스(Ed Harris)
감독, 주연의 영화
(2000)

Jackson Pollock (1912~1956)

2차 세계대전후 미국 미술에 대하여

클레멘트 그린버그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

“Paint is paint,
Surface is surface.”
─ 영화 《폴록》(2000) 중에서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 (1882-1967), 〈이른 일요일 아침〉(1930), 휘트니
미술관

3

Jackson Pollock, The Key (1946),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9

4

10

추상표현주의 Abstract Expressionism
• 통상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의 예술운동을 가
리키는 용어

1946년, 미국의 비평가 로버트 코우츠Robert Coates가
고리키, 폴록, 드 쿠닝을 언급하면서 사용한 용어
• 이처럼 ‘추상 표현주의’라는 용어가 미국에서 자국의 새로운
미술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것은 1946년의 일이지만, 사실
이 용어는 1919년 독일의 잡지 『슈트룸』Der Sturm에서 독일
표현주의와 관련해 처음 사용되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알프레드 바로서,
그는 1929년에 칸딘스키 작품들과 연관해 이 용어를 썼다.
Mary V. Dearborn이 쓴 『페기 구
겐하임: 모더니즘의 여왕』(최 일성
옮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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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e Goldfarb Marquis가 쓴
『그린버그의 흥망성쇠』 (2006)

그 후 1951년에 열린 뉴욕 시 현대미술관(MoMA) 전시회
‘미국의 추상 회화와 조각’ 덕분에, 모든 유형의 비기하학적
추상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게 됨

Jackson Pollock, Lavender Mist: Number 1, 1950 (1950)
Oil, enamel, and aluminum paint on canvas
221 × 299.7 cm, 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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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Jackson Pollock,
Lavender Mist:
Number 1 (1950)
(Detail)

17

Mark Rothko (1903~1970)

18

후기 회화적 추상Post-Painterly Abstraction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미술
에 대하여

1964년에 Greenberg는 후기 회화적 추상이라는 이름의 순회
전시를 기획했다. 대단히 영향력 있는 그 전시는 색면 회화의
정의를 확장시켰다.

Mark Rothko, No. 61 (Rust
and Blue), 1953, Museum of
Contemporary Art, Los
Angeles

Frank Stella, The
Marriage of
Reason and
Squalor, II, 1959,
enamel on
canvas, 230.5 x
337.2 cm (The
Museum of
Modern Art)

13

14

Clyfford Still (1904~1980)

19

Barnett Newman
(1905~1970),

팝 아트Pop-art: 포스트모더니즘의 서막

Clyfford Still, 1957-D No. 1, 1957, oil on canvas, 113 x 159 in,
Albright-Knox Art Gallery, Buffalo, New York

미국의 색면추상 화가. 커다란 캔버스의 모노크롬 회화로 신비
감과 숭고함을 표현했으며, 단색 화면을 세로로 가로지르는 '지
퍼zips'라고 불리는 수직선은 그의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다. ―
두산백과

164

•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었
던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1960년대 앤
디 워홀을 비롯한 뉴욕의 미술가들이 주도한 미술이
었다.

리처드 해밀턴, 〈오늘날 우리가정을 이처럼 색다르고 매혹
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1956), 콜라주

16

워싱턴 국립미술관에 있는 바넷 뉴먼 전시실의 모습

• 팝아트의 특징은 대중매체나 대중문화에서 유래한 이
미지들이나 일상적 삶에서 흔히 접하는 사물들을 주
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작기법 역시 실크스크
린과 같은 상업적인 판화기법이나 기계적인 제작방식
을 택하거나 혹은 콜라주 등을 활용한다.

• 팝아트의 시작은 영국의
리차드 해밀튼, 존 맥헤
일 등에 의해 1956년
《이것이 내일이다》라는
전시회가 열림으로써 이
루어졌는데, 이들 작가
들의 가장 중요한 테마
는 기존 미술이 간과했
던 대중문화와 실제 삶
의 영역에서 영감을 얻
자는 것이었다.

〈Eve〉(1950)

15

20

21

모더니즘의 계보와
추상의 옹호

그린버그는 자신의 엄격하기 짝이 없는
모더니즘 회화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술
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입장에 근거가
될 만한 작가와 작품들을 선택하여
‘모더니즘의 계보’라고 할 만한 것을 구성
했다.

22

앤디 워홀

(Andy Warhol,
1928-1987)

마네와 인상주의로부터 시작
세잔(Paul Cézanne, 1839-1906)의 후기인상주의,
피카소의 큐비즘,
폴록의 추상 표현주의를 거쳐
후기 회화적 추상(Post-painterly Abstraction)에
이르는 모더니즘의 계보
그는 미술의 순수성, 매체의 고유한 본성을 지키는 것이 미술의 질
적 기준을 보장해 준다고 주장하면서, 회화의 평면성 내지 이차원
성이 바로 다른 어떤 예술과도 공유할 수 없는 유일한 조건임을 강
조했다.

앤디 워홀 《캠벨 수프 캔》 (1962)
캔버스에 아크릴, 각 50.8x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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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4

29

30

미니멀리즘Minimalism: 또 다른 기원

앤디 워홀
《마릴린 몬로》
(1962), 실크스
크린

앤디 워홀
《브릴로 박스》
(1962)

팝 아트: 예술과 상품의 경계에서

1963-70년대 전반, 뉴욕
단순하고 기본적인 구조, 가공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최소한
의 요소를 갖춘 최소한의 형태’ 추구

•매스미디어와 대중문화 그리
고 일상의 상품들과의 경계
해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양
식(style)이 존재함.

회화의 재현적 일루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아예
작품 자체가 하나의 대상object이여야 한다는 생각
에서 비롯된 미술이다

•또한 기존 예술작품의 차용
은 패러디(parody)인가 혹은
혼성모방(pastiche)인가?

25

26

31

32

• 미니멀리즘의 대표적 미술가이자 이론가인 도널드 저
드는 하나의 기하학적 형태를 최소한도의 기본적 구조
로 삼아, 동일 단위의 직육면체를 반복 전시했다. 이
같은 반복은 크기의 변화나 간격의 변화 등에 의해 서
열이나 관계가 생길 때 따르게 되는 그 어떤 내적인 의
미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미니멀리즘을 “사람
들이 미술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는 요소들
을 제거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 말하자면 미니멀리즘은 최소한의 조형수단을 사용하
여 단순성, 명료성, 반복성, 사물성을 보여주는 조형적
오브제들을 제작하는 미술이다.

로이 리히텐슈타인, 꽝! (1963) 캔버스에 아크릴

27

28

33

34

클래스 올덴버그

《큐브-큐브》 (1965)
《A (6)》 (1967)

솔 르윗
(Sol LeWitt, 192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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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래
틀빈
린
을
위
한
기
념
비
》

(Dan Flavin, 1933~1996)
(1975)

Floor Burger (1962)

미니멀리즘 화가들은
미술에서 화가의 감정,
개성, 알아볼 수 있는
형상을 일체 제거하고
상업적으로 생산된
재료들을 이용해
완전히 추상적인 작품
을 제작했다.

《댄
무
제플

:

(Claes Oldenburg,
1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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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2

1967

피에로 만초니

예술가의 똥도 예술
이 될 수 있을까?

Piero Manzoni
(1933~1963)

90개의 깡통에 예술가의
똥이 담겨 있고,
그 깡통의 시장가격은
동일한 무게의 금값에
상응하는 것이었다.

아이러니한 개념미술로
가장 유명한
이탈리아 미술가

1964-5

칼 앙드레
(Carl Andre, 1935~ )
《Equivalent VIII》
(1966)

로버트 모리스
《무제》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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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화에서의 일체의 일루전을 제거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
형적 단위들만을 반복적으로 배열하는 미니멀리즘은 형식
주의적 미학의 극단에 위치한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에, 또한 미니멀리즘은 다른 한편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
에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교차점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Artist's Shit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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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미술 Conceptual

퍼포먼스 아트

1960년대 말 이후의 다원주의 미술

결과물로서의예술작품이지닌조형적완결성보다는 제작 이전의 착
상과 개념등 정신적구상 과정이 가장중요한 요소 ← 개념 미술의
기원으로서의 뒤샹의 ready-made

작품이의도하는의미와개념을통해서,우리의생각을바꾸는‘의식의
전환’을 꾀하는 경우가 많다.

• 개념 미술 이후, 현대 미술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다. 그래
서 1960년대 말 이후의 이러한 현대 미술의 전개를 일컬어 '
다원주의'라 한다.

요제프 보이스Joseph Beuys
(1921~86), 〈죽은 토끼에게 그
림을 설명하는 법〉 (1965)

• 그러한 다원주의 미술 중 퍼포먼스 아트, 바디 아트, 대지 미
술, 페미니즘 미술 등을 살펴보려 함.

1965년 뒤셀도르프 화랑에서
세 시간동안 벌였던 퍼포먼스.
얼굴에 꿀과 금박 분을 바르고
죽은 토끼를 팔에 안고는 펠트
천과 비계덩어리 등이 놓인 화
랑에서 행한 이 퍼포먼스는 예
술과 삶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예술과 삶 모두에서 인간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의식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 팝 아트와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초로부터 비롯된 포스트모
더니즘 미술이 이처럼 다원주의의 경향을 보였기에,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을 '차이의 노출', '저자의 죽음', '이야기의 부
활', '장르의 와해'라는 개념들로 정리해보려 함.

‘예술’ 개념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를 실험하면서, 예술을 둘러싼
제도적 장치에 대한 질문 앞에 서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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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팔린 것(#83)
은 2008년 10월의
일이었는데,
그 값은 £97,25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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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967년, 솔 르윗이 「개념미술에 대한 소고Paragraphs on Conceptual
Art」을 발표하면서 정식 명칭이 되었다.

 첫째로, 회화도 조각도 아닌 미니멀한 오브제들은 예술장
르 간의 결합 혹은 탈장르화라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
을 예견하는 것이었다.
 두번째는, 작품 내부적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작품에 대
한 감상자의 역할이나 경험이 강조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
다.
 세번째로, 대부분의 미니멀리즘 작가들이 공장제작의 산
업용품들을 그 재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재료
들은 결국 그것이 놓여 있는 장소에 의해서 그 성격이 규
정된다는 점에서 그 이후의 미술들의 동향을 암시하는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개념미술conceptual art이나 장소
-특정적 미술site-specific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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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o Manzoni, 1960

예술품의 본질을 의문시
하는 일련의 예술작품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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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수스 (Joseph Kosuth)
〈Titled Art as Idea as Idea〉 (1967)

퍼포먼스 아트 &
바디 아트

대지 미술land art
Robert Smithson, 나선형 방파제,
1970, 유타주 솔트레이크, 475m

코수스
〈하나이며 셋인 의자〉
(1965)

168

미술의 재료로서 자연을 창조
적으로 응용
미술의 일시적 성격
비토 아콘치,
《모판(seedbed)》
(1972) (

Walter De Maria, 번개 치는 들판,
1977, 뉴멕시코주, 400개의 금속기둥
(직경 약5cm, 높이 약6.3m) 67m 간격,
1.67x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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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Long
(1945~ )

영국의 조각가,
사진작가, 화가
가장 유명한 영국의
land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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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indysherman.com

크리스토 클로드는
포장된 사물을 전시
하는 행위에 내재된
초현실주의적 신비감
을 대지 미술의 영역
에 끌어들였다.
그는 해안이나 그 주
변의 섬들 혹은 빌딩
들을 천으로 포장
(empaquetage)하는
작업들을 주로 하는
데, <싸여진 해변>은
그의 초창기 작업으
로 오스트레일리아
리틀 베이를 천으로
감쌌던 작업을 사진
으로 기록한 것이다.

A Line in Bolivia 1981

http://www.richardlong.org

54

신디 셔먼

Cindy Sherman
(1954~ )

미국의 사진작가, 영화감독,
그녀의 개념적 자화상conceptual
self-portraits으로 유명
현재 뉴욕에서 작업 중
미리엄 샤피로의 femmage(←femme+image) 작업, 천과 레이스 그
리고 단추 등을 이용한 바느질 작업

Christo Claude
Wrapped Coast (1968-69),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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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된 제국의회 Wrapped Reichstag》, 1971년부터 구상
1995년 실현, 3개월간의 제작을 거쳐 2주간 설치, 베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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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모든 프로젝트들은 아주 강한 유랑 민족의 특성을
갖고 있다. 약한 자재들을 사용하여 텐트를 치고 사는
유랑 부족들처럼, 우리들이 만든 모든 것도 사라질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풍경

누구도 우리의 작품을 살 수가 없다.
아무도 우리가 만든 작품을 소유하지 못한다.
누구도 상업화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는 작품을 보기 위한 입장권도 팔지 않았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작품의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 네 갈래의 길을 따라서
1.차이의 노출
2.저자의 죽음
3.이야기의 부활
4.장르의 와해

우리의 작품은 자유를 말할 뿐이다.
소유는 자유의 적이다.
소유를 말하는 자의 입장에서만 작품의 영원성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작품을
남겨 둘 수가 없는 것이다.”
Untitled Film Still #13(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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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미술

주디 시카고, 《디너 파티》
(1974-79)

20세기 미술 속 “원시주의”:
부족과 현대의 인척관계(유사성)

차이의 노출

•20세기 모더니즘 미술은 유럽
백인 남성 중심의 미술이었으며,
그 미술의 가치기준은 창조성 혹
은 독창성이었다.

― 중심에서
주변으로

주디 시카고 &
미리언 샤피로,
«Womanhouse
»프로젝트 일부
(1972) /
<Dollhouse>

•그러나 이들 미술가의 작업에서
타자(他者)의 미술과 문화는 영
감의 원천이었다.

각 변의 길이가 46피트인 삼각형 모양의 식탁
한 변에 13개씩 모두 39개의 자리(역사적으로 중요
한 여성들 초대)가 마련되고,
또한 바닥에는 999명의 이름이 금색으로 적힌 삼각
형의 도자 타일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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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전시회

•1984년의 이 전시는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반성적 사유의 결과
물이라 하겠다. 즉 서구중심적 오
리엔탈리즘에 대한 자기비판이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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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혼종성hybridity

Guerrilla Girls

James Luna,
«민속품»
1987

이 전시는 파리 컬렉션의 아프리카
미술이 초기 모더니즘 미술가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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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이나 인종, 계급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강조와 인지는 다문
화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다문화주의는 인종과 민족, 성적 취
향에 근거한 차별을 강조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온 용어로서, 이러
한 문화적 차이를 옹호한다.

혼합매체설치
와 퍼포먼스

그러나 비평가들로부터 맹공격을
받고 말았다.
비판의 요점은 이 전시회가 ‘유럽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즉 아프리
카 미술품을 본래의 맥락에서 떼어
내, 단순히 현대 미술과의 유사성
에 주목하도록 기획되었기 때문이
다.
이러한 반발은 서구 바깥 미술에 접근
하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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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관련 개념 중 하나가 다양성 및 다문화주의와 연관이 있는 혼종성
이다. 혼종성은 “이미지와 언어 실천 방식의 혁신적인 혼합과 차용을 통해
도달하는 상태”(Rohini Malik & Gabin Jantjes)를 가리킨다.

안드레스 세라노
Andres Serrano
(1950~ )

Andres Serrano
Piss Christ
1987

세라노는 어머니가
아프리카 계 쿠바인,
아버지가 온두라스
인, 게다가 증조부가
중국인이라고 한다.

1985년부터 뉴욕을 중심으로
익명의 활동을 해온 페미니스
트 그룹으로, 고릴라 가면을 쓴
구성원들이 미술계의 가부장
적인 권력구조에 대항해 투쟁
한다.

루이세뇨라는 인디언부족의 후예인 루나는 샌디에고 인류박물관의 인디언관 진열 케이스에 스스로
민속품이 되어 누웠다. 그의 몸 옆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에는 작가의 (술과 싸움 때문에 생긴)육체적
흉터와 또 자신의 인생경험으로 생긴 숨겨진 감정적 상처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작가가 제일 좋아하
는 사적인 물건도 옆에 같이 진열되어 있다. 박물관의 상설 전시는 인디언들의 삶을 공룡이나 식물 화
석처럼 분류해버리는 데 반해, 작가는 자신을 살아 있는 민속품으로 제시함으로써, 인디언은 멸종했
다는 인상을 깨부순다. 제임스 루나는 작품활동 전반을 통해 미국 원주민들의 서구화된 전형적인 모
습을 노출하는 작품을 계속 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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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예로서의, 일본인 사진가이자 비디오
• 아티스트인 모리무라 야스마사의 경우:

모리무라는 자신의 모든 작품에 등장하며, 이분
법적 젠더 구분의 경계를 흐리는 복장 도착이나
미술계의 다양한 역사 속 유명인사가 되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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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self in Mirrors
(Collar of Thorns), 2001

캐리 메이 윔스
Carrie Mae Weems

저자의 죽음

윔스는 20장의 사진
연작인 <부엌 식탁 연
작>을 제작했다.
모든 사진에는 동일한
여성 주인공(작가 본인)
이 등장하는데, 홀로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경우도 있다. 주
인공은 언제나 똑같은
부엌에 앉아 있지만,
주변 소품은 바뀐다.
한 장의 사진만 볼 경
우, 그저 단순한 사진
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 원본에서
차용으로

복잡한 인종적 배경을 지닌 예술가의

Frida Kahlo, Self-Portrait
(1940)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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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작 전체
를 보고 나면, 여자
주인공의 정체성
이 여성이라는 젠
더에서부터 노동계
급 흑인 미국인으
로서의 지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모성적 존재, 문화
적 역사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사회
적 변수에 의해 결
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중
그녀의 문화적 역
사는 좌측 상단 사
진의 뒷벽에 붙어
있는 시민권 투쟁
의 지도자 말콤 X의
사진으로 대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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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정치학 identity politics
•세상은 젠더나 인종, 계급에 의해 사람들을 정형화시키고 차별화하곤 한
다. 미술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서구 미술계에서 전시와 작품 판매
면에서 성공한 작가들 중 대다수가 ‘백인’이고 ‘남성’이라는 사실을 목격했
다. 작가들이 자신을 한 집단의 일원으로 인식할 때, 이러한 집단 정체성 개
념에는 정치적인 성격이 함축돼 있다.

•정체성 정치학은 인종주의와 성차별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편견에 대항하
고, 사회적 권리와 경제적 평등을 위해 일하는 이들의 신념과 활동을 지칭
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작가들은 미술계의 차별과 배제 정책에 대해 여러 방식으로 대응
했다. 시위나 공공 포럼에서의 발언 그리고 정치적 의제를 지닌 작품을 만
들기도 했다. 이처럼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미술을 일반적
으로 행동주의 미술activist art 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페미니스트 그룹
게릴라 걸스Guerrilla Girls를 사례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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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 기존 이미지를 빌려와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여 작가
자신이 부여한 새로운 의미로
원래의 의미를 대체하고자 하
는 방법

차용 행위는
작가의 사망을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되곤 한다.

이는 독창적인 천재로서
의 예술가 개념을
탈(脫)신화화하는
포스트모던적 제스처이
다.

Sherrie Levine,
<After Walker
Evans>
1981

셰리 레빈Sherrie Levine, 〈샘[마돈
나]〉(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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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름 키퍼

Fernano Botero
(1932~

)

Anselm Kiefer,
<Your Golden Hair,
Margarete>
1981

Anselm Kiefer
(1945~ )

William Wegman,
<Blue Period>
1981

독일의 신표현주의 화
가이자 조각가.
요셉 보이스 이후 최고
의 독일 작가라는 평가
와 함께 1980년대 미술
계의 스타가 되었다.

독일과 유태의 역사
를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황량한 겨
울 풍경을 통해 폐
허의 모습을 묘사하
는 가운데, 모래와
짚 등의 물리적 재
료를 사용함으로써
작품에 은유적이고
연금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독일의 과거와 나치즘
의 유산, 문학과 음악
등을 주제로 삼았으며
특유의 은유적이고 연
금술적인 묘사가 두드
러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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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죽음
독자의 탄생

프랑스의 문학이론가,
철학자, 비평가, 기호학자

― 순수성에서
혼종성으로

Francesco Clemente, Fourteen Stations Ⅲ & Ⅶ
—트랜스아방가르드=구상회화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이탈리아의 신표현주의
경향의 미술사조

76

81

82

길버트 프로에쉬

80년대 회화의 부흥:
신표현주의

신표현주의란?
모더니즘의 추상미술
에서 제거되어버린
회화의 특성 재도입

장 미셸 바스키아
Jean-Michel Basquiat
(1960~1988)

Julian Schnabel, Red Sky,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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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의 와해

―형식에서
내용으로

“이제 우리는 글쓰기에
미래를 부여하기 위해,
저자에 관련된 글쓰기의 신화를 무너뜨
려야만 한다는 것을 안다.
즉 독자의 탄생은 저자의 죽음이라는 대
가를 치름으로써
이룩되는 것이다.”

75

Francesco Clemente
(1952~ )

이야기의 부활

바르트의 에세이는 텍스트를 해석
할 때 저자의 의도와 전기적 맥락
창작자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Roland Barthes, 1915~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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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체스코 클레멘트

“The Death of the Author” (1967)

을 끌어들이는 전통 문예비평의
관습에 반대하며 오히려 글쓰기와

롤랑 바르트

79

•

알아볼 수 있는 내용

•

역사적 언급, 주관성,
사회 발언 등을 추구

•

폭발적이고 개성적인
터치 부활

Gilbert Proesch
(1943~ )

조지 패스모어

George Passmore
(1942~ )

스스로 “살아 있는 조각”
이라고 여기는 이들은
그들의 예술과 일상생활을
분리시키기를 거부한다.
자신들이 하는 모든 것이
예술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Gilbert & George
The Singing Sculpture

책 표지 속 길버트(오른쪽)와
조지(왼쪽)

길버트 & 조지
《노래하는 조각》 (1970)
퍼포먼스,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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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끊임없는 변화,
움직임’을 뜻하는
라틴어 단어인 플럭서스
라는 명칭은
1962년 비스바덴에서
열린 국제음악축제(페스
티벌)에서 처음 사용

인터미디어 Intermeidea
60년대중반 ‘플럭서스’ 예술가 딕 히긴스Dick Higgins가
당시 장르들 사이에서 상호분야를 넘나드는
형언 불가능한, 때로는 혼동스런 활동을 서술하기 위해
사용
예를 들면, 드로잉과 시, 또는 회화와 연극 사이의 영역
이처럼 장르들 사이에서 생겨난 새로운 장르는 거듭
등장함으로써 나름대로 고유한 이름을 발전시키기
도 한다. (ex. Visual poetry, 퍼포먼스 아트, 또는 사운드

1962년 독일 비스바덴에서
열린 “플럭서스. 가장 새로운
음악 국제페스티벌”의 포스터

아트)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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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의 전반이 피카소의
시대, 후반이 앤디 워홀의
시대이고, 전반과 후반을 꿰
뚫는 것이 마르셀 뒤샹이라면,
21세기는 백남준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
21세기에 백남준은 아마도
20세기에 위대했던 것보다
더 위대해질 것이다.”

백남준의
《바이올린 솔로》
(1962)

“바이올린을 집중된 태도로
아주 천천히(약 5분 동안)
들어올린다. 그 다음엔 쾅!”

(진중권, 『씨네 21』, 200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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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뉴욕에서 백남준은
클래식 첼리스트인 샬롯 무
어만과 공연했는데, 이 공연
은 풍기문란 혐의로 경찰이
출동하여 중단되는 소동이
있었다.
반라의 무어만은 두 개의 소
형 텔레비전 세트로 만들어
진 브래지어를 입고 첼로를
연주했는데, 그 TV에는 백남
준이 당시 인기있던 <자니 카
슨 쇼>의 테이프를 조작한 장
면들이 나왔다.

백남준, 〈살아있는 조각을 위한
브래지어〉(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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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그의 작업은 음악과
비디오 아트의 경계를 무너
뜨린 퍼포먼스일 뿐 아니라,
순수예술과 대중문화의 장벽
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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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적 해석 방법론

5

6
엔리코 스크로베니의 요청으로 제
작←고리대금업자였던 아버지의 죄
를 속죄하고 자신의 구원을 보장받
으려고 미술 후원의 형식을 취함

최연희
• 피렌체에서 합리주의적인 르네상스미술이 번성한 것은 피렌
체에 새로 등장한 부르주아 계층의 가치관 때문이라고 본 것에
서 알 수 있듯이, 미술양식의 변화와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관련지었다.

서울대학교 미학과

•그에 의하면, 이들 부르주아의 관점을 가장 잘 표현한 미술가
는 지오토였다.
•지오토는 부유한 금융업자인 바르디 가문과 페루치 가문의 후
원으로 피렌체의 산타 크로체 성당의 예배당을 장식했고, 앞서
살펴본 바 있는 파도바의 아레나 예배당 역시 엔리코 스크로베
니의 요청으로 벽화를 그렸는데, 엔리코는 그 고장에서 가장
부자였으며 그의 아버지는 고리대금업자였다.
지오토, <최후의 심판>, 1305년 경, 파도바,
아레나 예배당

1

7

2

• 이러한 방법론들은 형식주의에 대한 반동이기도
하고, 또한 작가 개인의 전기적인 해석이나 모더
니즘적인 '예술의 자율성' 미학에 대한 비판이기
도 함.

―미술에 대한 사회맥락적인 연구
방법론

• 미술작품의 생산과 의미를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해석하
는 방법론
좌) 젠틸레 다 파브리아노, <마돈
나와 예수>, 1425
우) 마사치오, <마돈나와 예수>,
1426

도상학적으로 같은 주제를 다루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작시기
역시 비슷한 두 작품이 그 양식에
있어서는 왜 차이가 나는가?
― 앞에서 우리는 이를 '예술가
의 개인적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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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상으로도 지오토의 양
식은 합리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그
의 인물들은 견고하고 부피
감이 크며, 중력의 법칙에 따
르고 있다. 이는 “유기적 구
조, 명확한 구성, 밀집성, 통
일된 공간 등을 창조하기 위
한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방법론들은 작품을 그것의 사회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과 연관지어 연구한
다.

9

4

마르크스주의와 미술의 사회사

• 그 시대의 합리적 인본주의
를 반영하고 있음. 좀 더 영적
인 수난 장면들, 예컨대 ‘겟세
마네 언덕의 고난’이나 ‘유혹’
같은 장면들이 빠진 것은 내
면의 영적인 갈등 대신에 보
다 극적인 긴장감을 구체적
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 미술을 사회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서 다
루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론이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임.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적 해석
방법론

3

8

• 반면에, 프레데릭 안탈이라는 미술사학자에 의하면, 그것은 작가가
가진 세계관의 차이 때문인데, 젠틸레 다 파브리아노는 구시대적이고
보수적인 사상을, 마사치오는 진보적인 사상을 가졌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의 차이는 그들의 경제적 배경, 즉 마사치오가 가난했던 데 반해
젠틸레는 호사스런 생활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의식이 사회적 존재
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

마사치오, <성전세>, 1425년경, 피렌체, 브랑카치 예배당

• 펠리체 브랑카치의 주문은 경제적, 정치적 동기에서 이뤄진 것임. ─ 해양 사
절단의 일원으로 1422년 이집트에 파견
•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의 그려지지 않은 사건을 소재로, 바다의 경제적 중
요성을 제시. 하지만 기적적인 사건을 먼 곳에 적게 그린 것은 합리주의의 영
향임
• 형식적으로도 원근법의 사용 및 위풍당당한 인물의 자세, 로마 초상조각에
서 영감을 받은 사도들의 모습은 인문주의의 영향을 보여줌.

10

마이클 박산달
박산달 역시 회화를 특정한 사회경제
적 환경의 산물로 해석.

프레데릭 안탈, 『피렌체 회화
와 그 사회적 배경』, 1948

“그림이란 경제적 삶의 화석화된 형태
의 하나다.”

• 14세기 초부터 1430년 경까지, 즉 지
오토에서 마사치오까지의 회화를 다
루는 가운데, 이 시기의 회화를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적 토대→
상부구조 결정)

예술가의 정치적 입장이 작품에 두드
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대개 사회적 격
동기의 일이기에, 그의 사회학적 접근
방법이 연구대상으로 삼는 시대 역시
대부분 15세기 르네상스, 18세기 프랑
스 혁명 전후, 20세기 세계대전과 사회
주의 출현 전후이다.

(1987년 작『그림의 진실』 중에서)

시대의 눈

the period eye

• ‘시대의눈’이란, 박산달이 그의 혁
신적저작『15세기 이탈리아에서의
회화와 경험』에서 르네상스 시대
미술을 창조하고 바라보고 이해
하는 문화적 조건들을 서술하는
데에 사용한 개념으로서, 특정
시대의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얻
은 지식이나 사회적 체험을 ‘시대
의 눈’ 이라 명명
• 이 책에서, 화가들이 당대의 재정
제도와 거래금 산정에 참여한 몇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음
Painting and Experience in FifteenthCentury Italy: A Primer in the Social
History of Pictorial Style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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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놀드 하우저
사회적 구조가 예술의 역사에 끼친
영향을 연구.

17

매너리즘:

T. J. 클라크

르네상스의 위기와 현대미술
의 기원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The Social History of Art (1951)

이탈리아어‘디마니에라’Di Maniera에서나온용어로,
그의미는 작품이 자연을 있는그대로 묘사하기보
다는일정한 규범의양식으로 그린다는 뜻임. 라
파엘로가 죽은1520년부터1600년경까지의시기의
미술을 가리킴.

형식주의 미학에 반대해서, “형태
는 그것이 전달하는 메시지와 동떨
어져서는 무의미하다”고 주장.

• 하우저는 매너리즘을 중세의 정신
주의와 르네상스 사실주의를 결합시키
려는 절망적인노력이라고 말한다.
• 매너리즘 양식은 형태와 내용의 부조
화로서, 당대의 정치적 종교적 혼란과
연관있다. 즉 그는 동시대의 정치적 갈
등을 매너리즘 양식에서 나타나는 모순
점들과 연결짓는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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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대칭적 구성이 아니라, 사선을 위주로 한 구성
가운데가 텅 빈 채, 사람들이 그림의 구석으로 몰려 있다.

• 앉아있는 사람의 성격이
“무관심한 가면 뒤에 숨겨
져 있다.”

이것은 공통된 믿음을 잃어버린 채 혼란에 빠진 당시
현실이 회화 속에서 불균형과 산만함으로 드러난 것

• 결국 이 초상화에는 개인
적, 사회적 소외현상을 나타
내는 물질적인 화려한 의상
과 인물 사이의 부조화가 드
러난다.

폰토르모와 로소, 첼리니, 브론치노(긴 목과 늘어진 어깨
를 가진 우아하고 섬세한 취향의 초상화로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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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돈나는 인위적으로 몸과 팔다리가
늘어져 있고, 천사들은 조화롭게 배치되
기보다 좁은 왼쪽 구석에 몰려 있다.
•
• 이와 같이 불균형한 구도와 비현실적
인 묘사로 인해 이 작품은 대표적인 마
니에리즘 미술로 꼽힌다.

• 인물들의 비고전적인 인체비례, 이상
한 공간 배치 등은 그 시대에 만연한 사
회적 분열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하우저
는 이러한 형태 배치를 “정신이 깃들지
않은 외향적이고 얕은 것으로서, 개인이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과정에서 생긴 불
안과 걱정과 당혹감의 표현이며, 전체문
화의 진행과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생
각했다.

미술품과 경제적 요소들의 상
관관계에 주목하여, 렘브란트와
경제계와의 관계를 조명
• 렘브란트: 17세기 후원자와 화가의
관계를 기반으로 미술시장이 번창하
고 있었던 프로테스탄트 국가 네덜란
드에서 작업
• 당시 네덜란드에는 수많은 직업 미
술가 단체와 아카데미들이 있었는데,
렘브란트는 당시 성행하던 이 같은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 그림과 자
기 자신을 ‘상품화’했다. 즉 후원제도
가 아닌 자본주의 체제의 방식을 취
함.

이 그림에 대한 그의 설명은
형태나 도상보다는
사회계층과 정치적 맥락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현대생활의 회화

• 클라크는 자유의 여신
에 해당되는 인물의 모
습에는 여성성이 결여되
었다고 보고, 이를 고대
의 주화에 새겨진 측면
얼굴상과 비교. 그녀는
“민중의 여인”이며, “백
작부인보다는 시골처녀
에 가깝다.”

샤를르 10세에 대항하여 1830년에 일어난 7월
혁명을 그린 그림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
신>은 혁명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분명히 보
여줌. 그래서 각 인물은 계층과 직업에 따라
신원을 알 수 있게 그림.

(1984)

인상주의 회화와
19세기 파리에 관한 책

다양한 회화를 분석하면서
19세기 중엽 파리의 자본주의,
상품화된 여가, 스펙터클과
소비의 사회가 당시 형성 중인
모더니즘 미술의 의미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주고자 한다.

• 군중 역시 화면에서 크
게 보이는 인물 대부분
이 “서민들”이다.
→ 이러한 설명은 형태
나 도상보다는 사회계층
과 정치적 맥락에 초점
을 맞춘 해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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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베틀라나 앨퍼스

쿠르베와 1848 혁명
(1973)

20

• “차갑고 경직되고 지루한
표정, 생기 없고 갑옷 같은
얼굴들. . .”은 화가가 인물
에게는 관심이 없고 사치스
런 의상에 지나치게 신경을
썼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일과 스페인의 로마 침략, 종교개혁으로 인한 교황의 권위 실추)

파르미지아노, <목이 긴 성모Madonna
dal Collo Lungo> , 1534-40

• 앨퍼스에 의하면, 이 그림은 “화가의 축재에
대한 집착”이 표현된 것으로, 책더미와 종이
와 돈가방들을 동그란 조명 속에 밝힘으로써
이러한 집착을 강조.
• 앨퍼스는 이 그림의 인물을 성경에 나오는
부유한 사람으로 보는 기독교 도상학적 해석
을 거부하고, 자본주의자로 해석해냄.

브론치노, <톨레도의 엘레노
라와 그 아들 조반니 데 메디
치>, 1545년 경, 피렌체우피
치미술관

시대도 매우 불안정하고 무질서했다.

15

• 황금사슬의 질감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렘브란트 조명이라 불리는
빛에 의해 화려함을 더함.
• 아울러 호머와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그리고17세기를 아우름.

민중의 이미지:

들라크루아가 1830년에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을 예로 들어 어떻게
“경험이 형태가 되고 사건이
이미지가 되는지”를 보여준
다.

<환전상>, 1627년, 베를린, 국립미술관 회화관
<호메로스의 흉상과 함께 있는 아리
스토텔레스>, 1653년, 뉴욕 메트로폴
리탄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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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에리즘: 양식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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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처음 전시되었을 때 이에
대한 비평의 반응은 “도시 변두리와
노동계급의 세계에 속한” 이 인물의
지위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올랭피아가 갖는
근대성의 본질은 계급
이며, 그녀가 일으킨
스캔들 이면에는 바로
계급이 숨어 있다.”

성(性)의 자본화와
계급의 문제

페미니즘과 미술사
- 미술 창작과 내용과 가치를 이해하는 데에 사회적 성
gender이 본질적 요소라는 관점에 입각한 방법론

(Clark 1984: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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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Feminism과 미술사

29

안젤리카 카우프만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性) 정체성을 의미하는 용어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유전학적 용어
인 성별(性別, sex)과 구별된다. 생물학적 성 vs. 사회적 성

“페미니즘은
인류의 절반이 다른 절반에
의해 부당하게 취급 받고
억압받고 있다는 전제 아래,
이에 대해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젠더, 즉 사회적인 성 정체성이라는 용법은 성 정체성이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환경과 훈련에 의해
남녀의 기질이 형성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에드워드 루시-스미스, 주디 시카고,
『여성과 미술』, 박상미 옮김 (아트북
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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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노클린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들이 존
재하지 않았는가?”

Marietta Robusti
Self Portrait (c. 1580)
Uffizi Gallery,
Florence

• 노클린의 에세이는 1971년 잡지 『아트뉴
스ArtNews』에 게재되어 출판되었다.
•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는 존재하지 않았는
가?’라는 제목은 완전히 새로운 미술사 분야
의 선봉에 서는 문제제기였다.

31

the Swiss portraitist, Angelica
Kauffman, and Mary Moser,
a flower painter.

Marietta Robusti
(c.1554~1590)

‘라 틴토레타’La Tintoretta라고도 알
려져 있는데, 역시화가였던아버
지야코포 로부스티Jacopo
Robusti의 또 다른 이름인 틴토
레토Tintoretto에서 유래된이름이
다.

Sofonisba Anguissola, Self-Portrait (1554), Oil on panel,
20 ×13 cm, Kunsthistorisches Museum, Vienna

• 기초 훈련을 받은 이후, 그녀는 23살 무렵 로마에 있는 동안
미켈란젤로를 만났다(그녀의 재능을 인정한 미켈란젤로는
이후로 줄곧 비공식적으로 그녀를 훈련시켰다).
• 그녀는 지역의 또 다른 화가들을 사사함으로써 이탈리아에서
여성이 미술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선례를 만들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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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입은 숙녀가 벌거
벗은 남성 앞에 서는 것
을 금기시하는 흥미로
운 예가 1772년에 조
파니가 그린 런던 로얄
아카데미회원들의 집단
초상화에 잘 표현되어
있다.

Johan Zoffany (1733~1810), The Academicians of the Royal Academy
(1771-72), Oil on Canvas, 101.1 × 147.5 cm, The Royal Collection
© 2011 Her Majesty Queen Elizabeth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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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크레모나 태생의
르네상스 시기 여성 화가

Angelica Kauffman
Self-Portrait (1787)
Oil on canvas, 128 × 94 cm
Galleria degli Uffizi, Flo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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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에타 로부스티

을 알리는 일종의 선언문이 되었다.

Sofonisba Anguissola
(c.1532~1625)

1765년로마 아카데미의 회원, 그리고 1768년
에는 런던로열 아카데미의창립 회원이 된
다. 그녀 다음으로 이 아카데미에 여성이 받
아들여진것은154년 뒤인 1922년의 일이다.

•그림 속 초상화는 앙귀솔라의 이전 자화상들을 재현한 것으로서, 캄피는 앙
귀솔라 자신의 창작물을 그리는 시늉만 하고 있는 허구적인 인물로, 불필요
한 존재가 된다.
•(- ∗ 초상화 속 손 처리의 문제)
• 만일 그녀가 남자였다면, 다룰 수 있는 주제의 폭이나 후원자의 폭이 더 넓
었을 것이다.

• 이 혁명적인 글은 미국 페미니즘 미술의 태동

소포니스바 앙귀솔라

한갓초상화가로서는 만족할 수 없었기에, 당
시 최고의 장르로여겨졌던 역사화에 도전했
으며, 고대의 신화적 주제를 색다른 시각으로
다룬 작품으로 커다란 명성을 얻게 된다.

•캄피가 전경에 있지만, 앙귀솔라의
초상이 그녀의 스승보다 중앙에 있고
더 크며, 더 높이 더 밝게 그려져 있다.
• 캄피는 자신의 어깨 너머를 바라봄
으로써, 관람자와 초상화 속의 그녀를
연결시켜준다.

•19세기에 ‘낭만적’으로 형성된 선천적인 천재
미술가라는 개념에 반대하고, 미적 성취는 일차
적으로 교육의 결과라는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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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1807)
스위스 태생의 오스트리아 신고전주의화가
로, 화가인아버지에게화가수업을받았으며,
높은학문적 교양과 미모, 뛰어난 사교술로
당대의 귀족과 학자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았
다.

아버지한테미술수업을 받았으며,
주로아버지의 스타일을생각나게
하는초상화로알려져있다.

• 이 논문은 서양⋅백인⋅남성의시각에서 기술되
어온 기존미술사에 도전장을 던지면서 여성
미술의새로운지평을열어제쳤다.

『아트뉴스』 1971년 1월호 표지

Angelica Kauffman

하지만 그림을 자세히 보면,
‘남권주의 사상’이 지배적
임을 밝히기 위해 그려진
그림으로 해석될 수 있음
(—Mary Garrard라는 미
술사가의 해석)

젠더 gender

• 미술 창작과 내용, 가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 사회적 성
gender이 본질적인 요소라는 관점에 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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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onisba Anguissola
Bernardino Campi
Painting Sofonisba
Anguissola (c.1559)

베르나르도 캄피는 앙
귀솔라의 스승으로서,
그는 실제로 앙귀솔라
의 창작물에 기여했다.
이 그림에서 캄피가 그
림을 그리고 있는 화
가로, 앙귀솔라가 그려
지는 대상으로 묘사되
어 있다.
이는 르네상스시대의
이탈리아라는 문화적
맥락에서 보면, 피그말
리온 신화가 반영된 그
림으로 해석될 수 있다.

34
〈샤를로트 뒤 발 도뉴의초상〉은
자크 루이 다비드의 작품이라고
하여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
관에 기증되었고, 비평가들은 훌
륭한 초상화라는 평을 아끼지 않
았다
콩스탕스 마리 샤르팡티에

(Constance Marie Charpentier, 17671849)

이 그림이 콩스탕스 마리 샤
르팡티에의 작품으로 알려지
자, 이 그림은 갑자기 여성적
인 속성을 갖게 되었다. 즉
“조형성보다는 시정과 문학
성이 강하고, . . .수많은 섬세
한 태도가 이루는 조화 등 모
든 것이 여성의 생각을 드러
내는 것처럼 보인다.” (Elsa
Honig Fine,Women and Art,
p.54, n. 45; 애덤스 책 107쪽
에서 재인용)

Berthe Morisot
The Cradle (1872)
Oil on canvas, 56× 46 cm
Musée d'Orsay, Paris

베르트 모리조 (1841∼1895)
1874년마네의 막내동생인외젠마네
Eugène Manet와결혼했다.
그해 4월에 열린 제1회 인상주의 전
시회에 참여한 유일한 여성 화가였다.

여자들은 살아있는 모델을 실물스
케치하는 것이금지되었기 때문에,
모리조는 모자상이나 집안풍경을
주로그렸다.
그녀가 그린 유일한남성상은 그
녀의남편인 외젠 마네의 초상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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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douard Manet (1832~1883)
Berthe Morisot With a Bouquet
of Violets (1872)
Musée d'Orsay,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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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존 버거, 『다른 방식으로 보기』,
최민 옮김(열화당, 2012).

린다 노클린은 «페미니
즘 미술사»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
다.

Berthe Morisot, Éugene Manet on the Isle of
Wight (1875) Musée Marmottan Monet, París

그녀의 인상파적 그림들에 대해서 비평
가들은 “그녀는 일시적 정신착란으로 발작
하기보다는 좀 더 여자다운 우아한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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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이 회화는 미술사
중에서 가장 색다른 상황
한 가지를 구체화하고 있
다. ……모유와 회화라는
산물은 모두 시장과 이윤
을 위해 생산
되거나 창조되고 있을
것이다. ……모호성은
노동과 여가라는 현대
의 신화와 관계하는모순과,
성gender 이데올로기가 이
두 개념[노동과 여가라는]
과 교차하는 방식에도관
련될수있다.”

존 버거는 같은 이름의
BBC 텔레비전 시리즈에서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 보기』
(1972)에서 텔레비전이
여성과 아름다움의 이미지를
편향되게 소개하는 것을
문제 삼고, 이를 확대하여
예술 걸작품부터 광고 카피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 숨은
시선의 사회적 구조화, 특히
시선의 성적 구조화를 파헤친다.

Berthe Morisot, The Wet Nurse Angele Feeding
Julie Manet (1880) , Privat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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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 걸스

미국 태생의 인상주의 화가로서, 파리에 살
면서 인상주의 전시회에 4차례 참여함.

1985년 뉴욕 창립, 익명의 급진적 페미니스트 예술가 집단

Impressionist Quartet:
The Intimate Genius of Manet
and Morisot, Degas and Cassat

제프리 마이어스, 『인상주의자
연인들』 , 김현우 옮김
(마음산책,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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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y Cassatt, Driving (1881), Philadelphia Museu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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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대우와 부패행위
를 까발리려고
노력하는 이 집단은
포스터, 책,
광고 게시판, 외모,
기타 또 다른 창조적
형태의 문화 교란작전
(culture jamming)
으로 유명하다.

대중들 앞에 고릴라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으로
유명한 그들은 필명(가명)으로 죽은 여성 예술가
의 이름을 택해 사용한다.
Mary Cassatt, Self-portrait (c.1880)
National Portrait Gallery, Washington

Edgar Degas, Portrait of Miss Cassatt,
Seated, Holding Cards (c.18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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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속여인은 마차를 끄는 데 집중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 매우 인상적이다.
그녀의 사회적지위를 나타내는 세인물의
배치도 흥미롭다. 그녀와 옆에앉은소녀,
그리고 마차가멈추면 뛰어내려 고삐를잡
을젊은마부가등을 돌리고 앉아있다. 몇
년 전만 해도 마차를 끄는것은마부였고,
상류층 여자와 아이는 뒤에 편안히 앉아
있을 터였다. (그리젤다 폴록)

카바넬, <비너스의 탄생>(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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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커샛Mary Cassatt (1844∼1926)

“드가는 그녀의 좋은 집안과 취향, 일에 대
한 열정과 사교계의 유행에 무관심한 태도
등을 좋아했다. 무엇보다그녀의장인정신
을 칭찬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모자를 만
들듯 그림을그리는사람’이라고 평했던, 장
식적 색채가 강한 모리조보다 그녀를 더
높이 평가했다.” (390쪽)

마네의 <올랭피아>(1865)는 티치아노
의 <우르비노의 비너스>(1538)와 인물
의 자세는 유사하지만, 두 작품 속 여성
은 차별적이다. 전통적인 누드화에서
여성은 남성의 관음증적 시선의 욕망을
위해서 그 시선이 정면을 응시하지 않
는 데 반해, 올랭피아는 관객의 시선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다. <올랭피아>는
이상화된 여성(여신이나 요정)의 누드
가 아닌 사실적인 여성의 알몸(naked
body)을 보여주고 있다.

45

마리 바쉬키르체프marie Bashkirtseff(1858-1884)
우크라이나출신으로 파리에서 미술 수업.

마리 바쉬키르체프, <자화상>, 1880

“내가 바라는 것은 혼자서 돌아다
니고 오갈 수 있으며, 튈르리의 의
자나 무엇보다 뤽상부르 공원에 앉
아있을 수 있고 물건을 사고 미술품
상점을 구경하고 교회나 미술관에
들어가고 밤에 옛 거리를 산책할 수
있는 자유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며 이러한 자유 없이는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 없다. 여성
으로서 수행을 받아야 하고 르부르
에 가려면 마차와 여자 친구와 가족
을 기다려야 하는데, 내가 관람하는
작품들에서 좋은 것을 얻으면 얼마
나 많이 얻을 수 있을까?”
(그녀의 일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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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Artemisia
Gentileschi
(1593~c.1656)

여성 미술사의 전설이 된,
이탈리아 최초의 직업 화가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피렌체
디자인 아카데미 회원이 되었다.
1593년 7월 8일, 로마에서 태어난
아르테미시아는 투스카나의
화가 오라치오 젠틸레스키Orazio
Gentileschi의 맏딸이었다.

The film Artemisia (1997) by Agnès Merlet

Artemisia Gentileschi
Judith Beheading Holofernes
(1620)
유디트는 성서에 나오는 인물로,
앗시리아 군대의 대장인 홀로페
르네스가 이스라엘에 침입하자,
몸종 아브라와 함께 적군 기지로
들어가 그를 취하게 한 후 목을
베어 음식바구니에 넣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유디트는 위
험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했다.
미술사에서 그녀는 종종 성모 마
리아의 전신으로 여겨지기도 했
고 가끔은 정치적 의미를 상징하
기도 했기에, 많이 다뤄진 소재
였다.

그러한 작품들 중 이 작품과 비
교할 만한 작품은 비슷한 시기의
카라바지오의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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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misia Gentileschi
Judith Beheading
Holofernes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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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1945- )
사진과 텍스트를 결합
→ 사회제도적 권력, 특히 남성지배 구조 하의 사회적 편견에 저항

미리엄 샤피로Miriam Schapiro(1923-)
그 동안 예술로 인정받지 못했던 수공예(여성의 일로 간주돼왔던)를
예술의 영역으로 승화시킴. 이러한 자신의 작업을 파마주(femmage:
femme+image)라고 명명함
<Homage to Goncharova>(1979),
<Mary Cassatt and
Me>(1976), <Mother
Russia>(1994)

카라바지오의 그림과 비교되는 이유는 카라바조의
그림이 비슷한 시기(1598-99)에 그려졌을 뿐만 아니
라, 화면의 명암처리에서 극적인 대비를 보인다는 점
에서 공통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디트의 얼굴이
나 인물배치, 홀로페르네스 등을 비교하면 두 그림
사이의 차이는 현격하다.

젠틸레스키의 그림에서 유디트의 얼굴
은 젠틸레스키의 자화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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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 시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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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에 초대된 39명의 여성들은 누구 누구?

Judy Chicago
(1938∼ )

세라믹, 도자기, 직물 등
혼합매체로 만들어진 《디너파티》

Wing I: 선사시대부터
로마제국까지

Wing II: 기독교 초기부터
종교개혁까지

Wing III: 미국혁명부터
여성혁명까지

1974년에서부터 1979년까지
수백 명의 자원자들과 함께 협동작업
으로서 만들어졌으며 1979년 처음 전시
됨.

1. Primordial Goddess
2. Fertility goddess
3. Ishtar
4. Kali
5. Snake Goddess
6. Sophia
7. Amazon
8. Hatshepsut
9. Judith
10. Sappho
11. Aspasia
12. Boudica
13. Hypatia

14. Marcella
15. Saint Bridget
16. Theodora of Byzantium
17. Hrosvitha
18. Trotula of Salerno
19. Eleanor of Aquitaine
20. Hildegard of Bingen
21. Petronilla de Meath
22. Christine de Pisan
23. Isabella d'Este
24. Elizabeth I of England
25. Artemisia Gentileschi
26. Anna van Schurman

27. Anne Hutchinson
28. Sacajawea
29. Caroline Herschel
30. Mary Wollstonecraft
31. Sojourner Truth
32. Susan B. Anthony
33. Elizabeth Blackwell
34. Emily Dickinson
35. Ethel Smyth
36. Margaret Sanger
37. Natalie Barney
38. Virginia Woolf
39. Georgia O'Keeffe

한변의 길이가 14.63m인 정삼각형 형태.
여성성기의 모티프를 다양하게 변주한
식기와 자수를 수놓은 테이블 장식. 바닥
의 타일에는 999명의 이름이 금빛으로
새겨져 있음
2007년 이래 이 작품은 미국 뉴욕에 있
는 Brooklyn Museum에서 영구 전시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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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부르주아Louise Bourgeois(1911-2010)
조각과 공예, 설치미술 등을 통해, 자전적인 유년기 시절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작업들을 행함으로써 스스로를 치유하게 됐다는 점에서 고백
예술Confession Art이면서 또한 가부장적 가족관계에 대해 비판적인
페미니즘 미술임
<소녀>(1968), <여인 칼>(1969-1970)
<아버지의 파괴>(1974), <마망>(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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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디 셔먼Cindy Sherman(1954-

“지난 십수 년간 나는

미술가의 길을 걸어왔다.
《디너파티》에서 볼 수 있듯,
나의 목표는 여성의 공적을
지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일조하는 것이었다.”

)

셀프 포트레이트(self-portrait) 기법의 구성사진(constructed photo.)
→매스 미디어가 소비하는 ‘전형화된’ 여성 상을 연출함으로써 비판.
Untitled film still #13, 17(1978), 21(1979),
92(1981)

(주디 시카고 2006: 13)
에드워드 루시-스미스, 주디 시카고,
『여성과 미술』, 박상미 옮김
(아트북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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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학과 정신분석학적 해석 방법론

5

6

퍼스의 삼항적 기호 모델

최연희

표상체의 구분�도상��지표��상징

서울대학교 미학과
인접성 때문에 다른 것을

유사성 때

도상����

문에 다른
사물을 대
신하는 기
호

대신하는 기호

지표�����

이렇다 할 근거 없이
다른 사물을 대신하는 기호

상징������

1

7

2

기호학적 해석방법론

•

미술비평과 미술사에서 이뤄진, 기호학 및
정신분석학의 적용

3

기호 이론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그 이론을 체계적으로 적
용한 것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철학자 퍼스(Charles
Sanders Peirce)와 스위스 언어학자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저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New Art History

1970년대 이후 학계의 제도적 타성에 젖은 미술사학의
자기 비판에서 출발한 미술사 연구의 새로운 동향
연구주제나 방법이 전통적 미술사와 상이하고 다변화된
지적 전환이자 학제interdisciplinary적 프로젝트
•
•
•
•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정치��사회 이론
가부장제 및 사회 내 여성의 위치에 대한 페미니즘 비판
기호와 의미를 분석하는 기호학의 방법들
시각적 재현과 정체성 ‘구성’에 대한 정신분석학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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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도상����

초상화��만
화��캐리커
처��라디오
의 음향효
과��모방적
제스처 등

언어 일반��모스 부호���교
통 신호��숫자��국기 등

9

찰스 샌더스 퍼스

•

�������������

•

그림 속 이미지는 도상
인가��지표인가��상징
인가�

10

기호는 ‘뭔가를 대신하는 것’
이다� 즉 �라는 대상을 대신하
는 �가 기호다��

�����������������������������
수태고지�������������������
�������������������������
��������

�가 �를 대신해서 기호작용
����������을 하기 위해서��기호�
는 표상체���������������와 해
석체����������������대상체
��������라는 세 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퍼스의 상징은 관례적인��
일반적으로 공인된 의미�가령 꽃은
여성의 상징이다�에 기반을 둔 것이
다��이 그림에서 백합은 마리아의 순
결과 신심을 상징한다��

① 표상체� 기호가 취하는 형식
② 해석체� 기호의 의미��즉 표상체
로 인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의
미
③ 대상체�기호가 지시하는 대상

�����������������
�����������������
��������������������
�� �������������

상징������

• 미술사와 기호학과의 본격적인 만남이 이뤄진 것은 1970년대
이후 등장한 신(新)미술사학을 통해서이며, 미술해석 및 비평
과 연관해서 기호학적 방법론이 요청된 것은 현대미술의 새로
움 때문이다.

4

신(新)미술사

연기나 발자국 같은 자연
적 기호��통증이나 발진
같은 의학적 징후��사진��
풍향계나 온도계��미술에
서의 양식적 요소나 기법��
미술가의 서명

• 기호학(semiotics)이란?
: 기호(sign)를 뜻하는 그리스어 ‘sema’에서 유래한 말로서, 기
호들에 관한 학문적 접근을 가리킨다.

기호학과 정신분석학적 해석방법론

8

따라서 오키프의 꽃그림에 대해 페미
니스트들은 여성의 상징으로 해석했
다��
하지만 오키프는 그러한 관습적 해석
에 의해 자기 그림의 의미가 결정되
는 것을 거부했다�

구조주의의 창시자

페르디낭 드 소쉬르 �������������
• ��세기 ‘구조언어학’의 창시자

• 인간 정신과 문화의 매개이자
담지자인 언어의 과학적 탐구
를 통해 다가올 새로운 시기
의 학문 패러다임을 제시
• 전통적인 언어학에서와는 달
리��언어를 기호����라고 규정��
— 언어는지시대상referent과
직접적관계가없다는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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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17

기호는 동전의 양면이 동전을 이루듯이 기표와 기의로 구성된다�

전통적인 언어관� 언어와 사물의 일
치

대상

기표���������
�記標�

����상응���������������� 관
계

언어의 의미는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지시대상���������에 의해 규
정된다��즉 언어는 실재를 반영한다�

청각영상

기의���������
�記意�

(르네 마그리트 )

개념

↔소쉬르의 언어관: 언어는 기호이며, 그러한 기호에서 기표와 기의
의 결합은 자의적이고 관습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같은 기호로서
의 언어를 통해서만 사고한다. 따라서 언어는 실재를 구성한다.

13

“대상은 그것의 이미지와
만나고, 대상은 그것의
이름과 만난다.
이 대상의 이미지와 이름이
서로 우연히 만나는
수가 있다.”

�소리 이미지�

언어가 그것이 의미하는 사물과 완벽히 부합한다는 생각은 구약성
서에도 나타난다��신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사물�빛�이 생
겼다��이는 에덴의 언어에 대한 유토피아적 믿음과도 일치한다�

Rene Magritte, �he �rea�her� o� �mages (19�8��9), �i� on �anvas
6� × 9� �m, 로스엔젤리스 카운티 미술관

14

19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두 가지 축
��통합체와 계열체

통합체��������

기의

��������������

랑그�������– 사회적 언
어 체계��파롤�������– 개
인적 발화 형태�랑그의
우선성�

기호로서의 언어는 실재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실재를
구성하는 것이다�

15

계
열
체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의 ‘사슬’
어휘의 결합 규칙인 ‘문법’에 따라 낱말을 늘어 놓는다�

���������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이고 관습적이다�

진단
다어
의
선
택
은
유
사
연
상
에
따
라
이
루
어

�

+ �記意��

나무�����������������树木�

이브가

사과를

먹는다

여인이

무화과를

딴다

룻이

이삭을

줍는다

…

…

…

니콜라 푸생���사계������������파리 루브르 미술관

20

노먼 브라이슨Norman Bryson
(19�9 ~ )

기호학과 미술사

샤르댕은 로코코 시대에 활동하
였지만, 전통적인 로코코 양식,
즉 감각적이고 관능적이며 장식
적인 양식이라는 분류에는 맞지
않는다�

• 미술을 모방 내지 재현의 기술이라고 보는 관점이 전통적인 미
술사와 미학에 영향을 줘왔던 것에 대해 비판한다.
• 기존의 도상해석학이 “회화 작업에서 물질성을 무시하는 경향
이 있는” 것에 대해, 반면에 형식주의는 “그려진 이미지에 대한
의미론적 논의를 부인하거나 배제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회
화의 기호가 갖는 ‘기표’와 ‘기의’에 똑같은 비중을 둠으로써” 미
술사를 무기력상태에서 소생시킬 것을 제안한다�

21
봄
여름
가을
겨울

장�시메옹 샤르댕

Jean Baptiste Siméon Chardin
(1699~1776)

• 미술작품을 “기호들의 시각적 체계”라고 생각함→ “회화를 지
각의 기록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놓치는 것은, 그려진 이미지의 사
회적 성격과 ‘기호’로서 그 이미지가 갖는 리얼리티이다.”

Jean Baptiste Siméon Chardin
Se���Portrait (1771), Paste�
�6 × �8 �m, Musée du Louvre,
Paris

• 미술사를 “계승되는 시각적 양식의 역사”로 보는 개념에 도전�
그는 양식을 규명하는 방법으로 형식분석보다 기호학 선호

16
꽃
이삭
포도
올리브

에덴동산
룻과 보아스
모세의 정탐꾼
대홍수

그 자체로서는 보이지 않는
추상적 대상인 �계를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할 때��눈에
보이는 대상을 기호로 선택
해야 한다���꽃��이삭��포도��
올리브는 인접연상에 따른
�계절의 자연 상징이며��이
관습적 언어에 푸생은 또 한
번의 인접 연상을 가하여 이
네 가지 자연물과 연관된 구
약성서의 사건에 도달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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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é Magritte (1898~1967)
�e� to �reams (19��)
�i� on �anvas, Private Co��e�tion

기호

언어

기표
�記標����������������

18

22

기호의 의미
��명시적 의미��������������내포적
의미�������������

• 브라이슨에 의하면, 회화 기호는 형상성( �igura�it��물질성 내
지 형식)과 담론성(dis�ursivit��의미론 내지 내용)의 두 차원
을 지니는데, 미술사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담론성이, 아
래로 갈수록 형상성이 강해지고 있는 위계를 보인다�

유럽의 도상적 전통에는 ‘인생의 단
계’라는 제재가 있는데��탄생부터 죽
음에 이르는 도정을 예컨대 �단계로
구분할 경우 봄�여름�가을�겨울에 비
유한다��그렇다면 푸생의 작품 속 구
약성서의 사건이라는 기표는 인생의
�단계를 의미할 수 있으며��이는 다시
역사의 �단계를 의미할 수 있다�

• 그리고 샤르댕과 로코코의 공통된 요소는 담론성보다 형상
성이 강하다는 점, 그래서 신고전주의에서의 담론성과 대비
된다는 점이다�

결합축
선
택
축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밤

유년

청년

장년

노년

탄생

발전

성숙

몰락

그러나 기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샤르댕과 로코코에는 공통된
요소들이 있다�

Jean �ntoine �atteau
�i��es (1718���)
Musée du Louvre, Paris

장 밥티스트 시메옹 샤르댕, 〈샘〉(17��년
경), 스톡홀름 스웨덴 국립미술관

• 샤르댕의 회화는 두껍게 물감이 칠해져 있고 붓자국이 눈
에 보인다� 결과적으로 두꺼운 물감의 ‘질감’이 이미지보다
강해서, ‘창(�indo�)과 같은 캔버스에 이용되는 알베르티
의 눈”에 배치된다� 와토의 �질�에서는 이러한 로코코적
양식이 풍부한 비단 질감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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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4

29

《유다의 입맞춤》
� 지오토 ��. 두치오

반 고흐의 구두
‘한 켤레’

해주는 ‘핵심 문장’ 또는 도상학적인
기본코드는 “유다가�예수에게�입맞춘
다”이다.
• 지오토는 “명시적 의미가 내포적 의
미를 확실히 하고 구체화하여� 후자가
진실의 차원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보
이기” 때문에� 더 확실한 “사실적인 효
과”를 성취해낸 것이다.
• 이를 밝히기 위해� 브라이슨은 지오
토가 그린 그리스도와 유다의 옆얼굴
을 조사한다. ‘기표’의 차원에서 선
������을 보면� 그리스도의 이마와 코의
윤곽선은 똑바르다. 이 명시적 요소는
‘똑바름’이 연상시키는 ‘곧음’과 ‘올바
름’을 내포함으로써 더욱 강조된다. 그
리스도는 유다보다 더 위에 있고� 그의
목은 강하고 곧은 형태이다. 유다는 목
을 외투에 파묻은 채 머리를 뒤로 젖
히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의 도덕적 우
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림의 사실적
인 효과는 명시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
가 대립하지 않고 공생 내지 연합함으
로써 생겨난다.

브라이슨은 지오토가 두치오보다 더 확실한 ‘리얼리즘’을 이룩하였다는 일반
적인 견해에 동의하는 가운데� 지오토가 이를 어떻게 성취하였는가에 대해 기
호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25

26

31

현대 미술과 기호학

미술사학자인 마이어 샤피로�������������������������

현대 미술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의 필요성

• 그 그림이 농촌 아낙네의 구두 그림이라는 하이데거의 서술은 ‘상상
적 투사’에 불과하다고 비판��
• 그 그림의 구두는 고흐의 구두이며��나아가 그것은 고흐의 자화상이라
고 해석�

이미지를 ‘기호’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생겨났다.

해체론자인 자크 데리다�������������������������
• 샤피로에 의해 하이데거가 어떻게 비판받고 있는지��그 비판의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한편으로는��그러한 비판이 정당한 것인지를 하이데
거의 글을 쫓아가며 살펴봄�
• 어느 한쪽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드러내는 가운데��그 구두의 주인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으며��한짝인
지도 불확실하다고 하면서 ‘진리의 비결정성’을 드러냄

28

① 기표와 기의의 결
합은 자의적이고
관습적임
② 어떤 기표가 특정
기의를 갖는 것은
그 기표가 속한 기
호체계 내에서 다
른 기표와의 차이
������������때문
이다.
③ 따라서 그 기호체
계 내에서는 기표
는 기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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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구조주의와 해체론�
① 기표는 기의에 정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표에로 미끄러진다.
② 이러한 기표의 끊임없는 미끄러짐을
가리키기 위해서� 데리다는 ‘차연’
�����������←defer+difference 차
이와 지연�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다.
③ 데리다는 서구의 전통사상이 이분법
적 로고스중심주의�본질�현상� 선�악�
남�여 등�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체’하려 한다. 이러한 해체는
의미의 내파�����������이다.
④ “텍스트 바깥에는 아무 것도 없다.”

33

고흐의 그림 속 구두
의 주인은 누구인가�

후기 구조주의와 해체론
구조주의�

32

정신분석학적 해석방법론

•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는 그림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지를 알아냄�

� 현대 미술이 모방 내지 재현으로부터 벗어남에 따라� 그러한 시각적

27

30

• 두 그림 속 장면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이데거는 시적 상상력으로
그림 속 낡은 구두와 구두의 주인인 아낙네
를 둘러싼 세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

.
��

����
��

세계�����
�����

.�
���������

대지����

�

��

.�
����
��

.”

��

�������������������������

• 오스트리아의 신경과 의사��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
��

지그문트 프로이트

������������

�����

• 히스테리치료 과정에서 인
간의 정신에는 스스로 의식하
지 못하는 영역이 있음을 발견
하고 , 무의식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정신분석학을 창시
• 그러한 무의식은 어떤 기억
이나 표상 등을 억압함으로써
형성된다고 봄 → 성적 욕망

• 정신분석학이란�

�오스트리아의 신경과의사였던 프로이트에 의해 창시된 이론으
로���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환자의 무의식을 분석하는 심리학��
즉 심층심리학을 일컬음�

• 정신분석학적 해석의 전제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면에 감추어
진 인간의 무의식이 그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러한 정신분석학적 해석방법론의 필요는 모더니즘 미술 이
후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음��특히 초현실주의와의 연관성�

34

• 무의식�의식�전의식��
�� 무의식은 억압��충동과 연계된 표상들을 의식에서 배
제� 무의식에 밀어넣으려는작용�에서 기인한다�
�� 억압된 것들은 반드시 귀환��������농담이나 말실
수��자유연상��꿈��신체적 증상��신경증 등�한다��→
<<꿈의 해석>>(1900)
•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꿈�
�� 겉보기에 꿈의 내용은 부조리하거나 낯설기도 하다
�현시몽
�� 그러나 꿈 속엔 무의식과 연관된 내용이 잠재되어
있다�잠재몽
←꿈은 무의식적 소원을 의식이 수용할 수 있는 기호나
심상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맥락에서 재구성한다�
�� 이러한 재구성의 방식�꿈 작업�묘사가능성��압축�응축���
치환�전치����차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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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6

꿈 작업의 메커니즘
: 응축과 전치

41

이드

• 무의식적사유의중요한요소가,
의식적으로 봤을 때 부차적인
또 다른 요소에 결합되어 드러
나는 작동 법칙

• 도달할 수 없는 어두
운 부분, 충동에서 나
오는 에너지로 충만

• 의식의 검열과 통제를 피하기
위해 꿈 내용을 왜곡하는 작업
7JSJ2FLWNYYJ9NYFSNH)F^X

37

• 본능적 충동의 근원

• 인간 육체의 본질적 차
원이자 리비도 자체,
삶의 뿌리
• 제한 없는 만족과 충동
의 발산을 추구, =쾌락
원칙에 따름

자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 판단이나 기억 등 정신 • 오이디푸스콤플렉스가
과정을 일관성 있게 조
쇠퇴하는 과정에서 아
직하는 기능
버지와의 동일시가 초
자아의 기원
• 의식은바로이자아에
귀속됨
• 이중의 기능:
‘이상
적 자아’로서의 역할
• 자아의 형성은 인간이
& ‘양심의 근원이자
스스로를 외부 현실과
감시자’ 로서의 역할
분리시킬 때 가능
• 아버지의 권위와 금지
• 본래 이드에 뿌리를 두
의 내면화
고 있음
=규제원칙에 따름
=현실원칙에 따름

❶ 아이가 최초로 품었던 부모에 대한 사랑과 미움
의 양가 감정을 억압하고 극복하면서 성차를 깨달아
가족 내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하는 주체 탄생의 심리 드
라마

❷ 근친상간적 성 본능에 대한 억압을 통해 성적 충
동을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식으로 발산하는 것을 배우
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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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의 승화�����������
• 성 충동이 대상이나 목표
를 바꾸어 외형상 전혀
성적인 속성을 갖지 않는
활동에 투자되는 것
• 문명은 성 충동의 발산을
가급적 억제하고 다른
고차적 활동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강요한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레오나르도는 자
신의 어머니가 처녀로 그를 낳은 후 다
른 사람과 결혼했으며��다섯 살이 되어
서야 자기 아버지 가문에 입적되었다��
그의 성격은 조용하고 상냥하고 섬세했
으며��여자를 많이 그렸지만 그들에게서
성적 매력을 느끼지는 않았고��여인과
정신적 혹은 육체적 사랑을 나누었다는
기록도 없다��단지 동성애를 했다는 이
유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을 뿐이다��

• 레오나르도처럼 유아기
의 성적 환상을 예술 소재
로 삼아 미적으로 표현하
는 것이 전형적 예다�

프로이트는 레오나르도가 자신의 어린
시절에 관해 기록한 내용 중 다음과 같
은 기록에 주목한다���즉 그가 요람에 누
워있을 정도로 어린 시절��어느 날 하늘
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와 꼬리로
그의 입을 열고 여러 번 그의 입술을 건
드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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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린 시절 고흐의 자아형성
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고흐가 태
어나기 한 해 전에 죽은 형을 제일
먼저 꼽고 있다��정체성의 혼란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 집착�
극단적인 자기절제와 광적인 종
교적 열정은 스스로를 예수와 동
일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목
사였던 아버지와 강력한 초자아�
고흐의 생애에서 정신분석적으로
나 예술적으로 중요한 시기는
����년 ��월부터 ����년 �월까
지의 �년 �개월 간으로���이 시기
에 테오의 결혼과 고갱과의 갈등�
결별이 있음�

초현실주의와 무의식

�����억압�불쾌한 경험이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욕구��반사회적인 충동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음��이 억압은 무의식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의도적
인 망각과는 다름
���합리화�상황을 그럴 듯하게 꾸미고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는 것임��무의
식적인 것으로��거짓말이나 변명과는 다름
���반응형성�검열된 반응들이나 소망들이 수정되거나 그 반대의 것으로 전
도되도록 하는 것임�
���투사� 자신의 감정이나 동기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임��자아에 속하
는 것을 환경에 부여하기 때문에��자아와 세계의 분화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
에서 위험스러운 조작임
���퇴행� 달성할 수 없는 성기적 충동을 구강적 점령으로 돌아가 충족시키
려 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욕구나 불만을 발달단계에서 그 이전단계로
돌아가 충족시키려 함�
�� 승화� 반사회적 충동을 사회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타내는 방법

훔베르토 나게라는 고흐의 전기
를 쓰면서 그의 작품을 정신분석
학적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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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갱의 방과 의자는
고흐의 것에 비해 화
려하고 여성 취향으
로 꾸며져 있다� 고갱
이 매우 남성적 성격
을 갖고 있었음을 고
려할 때�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 그랬
을까�

이드의 결과에 대한 불안을 토대로��외부조건과의 갈등을 방어하기 위한 심
리적 메커니즘을 가리키는 프로이트의 용어임

�구순기�항문기�
남근기�성기기�성
발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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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적 방어기제

complex

해석 사례��훔베르토
나게라���������������

이 그림이 다루는 제재는 당시에 흔
한 것이지만��그 구도는 매우 독특하
다���
이 그림에서 프로이트는 레오나르도
가 어릴 때 가졌던 심리적 결핍의 보
상을 본다��말하자면 친어머니에 대
한 그의 그리움이 이 그림에 반영되
어 있다는 것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레오나르도는
자신의 친어머니의 표상을 어린 예
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 안나
의 모습에 투사하고 있다��그녀의 오
묘한 미소에는 아들을 보내야 했던
어머니의 아픔과 친어머니에 대한
레오나르도의 그리움이 감춰져 있다
는 것이다�

초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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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근기에 아이가 이제까지
어머니와의 �자관계 속에서
어머니와 동일시해오다가�
제�자인 아버지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아버지에 대해
양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라 불렀다�

�����������������
�����������������������������
���� ��������
���é������������������

의식�전의식�무의식 → 이드/자아/초자아

정서적 부담이 그 실제 대상이
나 내용에서 분리되어 압축되
거나 다른 것으로 변형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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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의 내면에 감추어진 여성성을 읽을 수 있
다��즉 고흐는 자기 내면에 숨겨진 여성의 수
동적 환상과 소망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
② 고갱의 강한 성격은 고흐로 하여금 그를 아
버지와 동일시하게 함��아버지에게 인정받으
려 했듯이 고갱에게도 인정받으려 했으나��
실패하자 증오의 감정을 느낌��빈 의자는 죽
음을 의미하는 상징��파이프와 담배가 놓인
고흐의 의자

프로이트 정신분석학과 초현실주
의 예술의 유사점과 차이점�
비록 프로이트는 처음에 자신의 정신
분석학 이론과 초현실주의 예술 사이
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며��그의 예술분
석은 주로 무의식적 방어기제인 ‘승화’
개념에 입각해 있긴 했지만��초현실주
의 예술가들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학 이론에 기대어 무의식적 자동작용
의 이미지는 프로이트의 꿈 이미지와
비슷할 것이며��무의식의 주된 영역을
차지하는 것은 성적 욕망일 것이라 생
각했다���그리하여 그들은 이러한 무의
식의 자유로운 표현과 해방을 추구했
다�

막스 에른스트���신부의 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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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트는 이 말을
레오나르도의 유아 시절 기억
이라기보다는 성장한 이후에
비로소 만들어지거나 조작된
환상으로 해석했다��
❶ 레오나르도의 동성애 경향

�꼬리는 흔히 남성 성기의 상징으로 ��이는
펠라티오의 표상과 일치

❷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 뭔가를 빤다는 것은 어릴 적 어머니의 젖
꼭지를 빨때 느끼던 만족과 행복감의 결핍
을 보충하는 대리만족으로 볼 수 있다���고대
이집트의 모성 신은 독수리 머리 모양�

❸ 자신을예수와동일시하는경향

� 고대이집트인들에게 독수리는수컷없이자손
을재생산한다고여겨졌다는점에서���기독교의
성모마리아와일치�

살바도르 달리의 �거대한 자위행위
자�������는 프로이드의 꿈 이미지
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초현실주의
회화로서� 성적 욕망과 거세 공포를
다루고 있다�

달리의 �나르키소스의 변형�������
은 사실주의적 초현실주의 회화로
서� 이미지는 �중으로 해독될 수 있
으며� 이러한 이중 영상의 활용에
근거한 방법을 달리 자신은 ‘편집광
적인 비판적 방법’이라 불렀다�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이 널리 알려
진 것도 프로이트가 정신분석 용어
로 도입한 이후로� 자기자신에게 리
비도가 쏠려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편집광���������� 편집증�’ 역시
정신분석 용어로서� 논리적 체계적
이고 지속적인 망상이 나타나는 병
적 상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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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미술이란 무엇인가 ― 단토와 푸코의 논의에 기대어

5

최연희
서울대학교 미학과

6

미술이란 무엇인가? –

‘정의 불가론’과

‘제도론’에 대하여

• ‘정의 불가론’: 미술의 본질이란 정의할 수 없는 것
이기에, ‘미술’은 열려진 개념(open concept)이라는
입장
• ‘제도론’: 미술작품이란, ①어떤 사회적 제도, 즉 미
술계(the Artworld)를 대신해 활동하는 한 사람 내
지 여러 사람이 ‘감상을 위한 후보’의 자격을 수여한
②그러한 인공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입장
• “미술이란 사회제도로서의 미술계에 의해 정의되
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자격 수여는 어떤 기준
에 따른 것인가?

1

7

2

미술이란 무엇인가-다시 처음으로

근대적 미술관 제도에 관한 비판적 논의
– 미셸 푸코의 논의를 기반으로

아서 단토(1924-2013)

미셸 푸코Michel Foucault(1926-1984)

• “예(미)술의 종말”이라는 도발적인 주
장으로, 미학계에 ‘예술 정의’ 논쟁을 촉
발
• 현대 미술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저서인 [예술의 종말 이후] – 미술 자체
의 종말이 아니라 “지각적” 미술의 종
말, 즉 그린버그 식의 모더니즘 미술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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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작가 보르헤스가 소개하고 있는 중
국의 한 백과사전에서의, 동물의 정의 인용 “동물
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a)황제에 속하는 동물
b)향로로 처리하여 방부 보존된 동물 c)사육동물
d)젖을 빠는 돼지 e)인어 f)전설 상의 동물. . 등등”
→ ‘에피스테메episteme’개념
• 에피스테메=특정한 시대를 지배하는 인식의 무
의식적 체계 내지 선험적 구조

• 이제까지의 미술사=미술의 본질을 찾으려는 목적을 위해 진보해간 내러티브:
르네상스적인 모방론이 중심이 되었던 시기(=‘바사리 에피소드’)
미술의 자율성을 유일한 것으로 간주한 모더니즘시대의 내러티브 (=‘그린버
그 에피소드’)
•

그린버그 내러티브의 종말 1960년대 팝 아트의 등장.
→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철학적 이해로서의 미술인 동시대
(contemporary) 미술의 등장

• 미술에서 특정 양식이 다른
양식보다 미적으로 더 우월하다
는 판단이 무의미해지고, 미술
가도 미술을 ‘나는 누구인가’ ‘나
는 세계와 어떻게 존재하는가’
등의 철학적 문제로 인식하게
됐다고 평가

•

사물과 작품은 이제 지각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해짐. 워홀의 ‘브릴로 상자’
가 “작품”으로서 사물과 구분되는 지점은, 그것의 시각적 측면이 아니라
그것이 사물과 작품을 구분해왔던 기존의 미학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는 측면에 있음.

•

그렇다면 종말 이후의 미술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가? ㅡ 이에 대해,
미술의 역사가 종말을 고한 이후에는 순수함을 강요할 필요 없이 모든 것
이 가능하며 어떤 것이든 미술이 될 수 있다는 ‘다원주의’를 해답으로 제시.

• “하나의 대상이 예술작품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것이 해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렇다면 미술의 역사에는 더 이상 발전이나 진보란 성립하지 않는가?

•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공공 미술관 개념이 성립된 것은
18세기 프랑스 혁명 직후였음 – 1793년 혁명정부에 의해 왕궁
이었던 루브르궁이 시민에게 공개되고, 왕의 소유물을 시민의 것
으로 선언.

• 1820년 경 왕후 귀족의 컬렉션에서 공공의 박물관으로 이행했
으며, 회화와 조각 등을 분리해서 진열하는 미술관의 출현은 ‘자
율적인 영역으로서의 예술’ 개념(fine arts system)의 성립과 동
시에 이루어짐.
• 루브르미술관이 채택한 전시 배열 방식- 시간적 배열의 원리,
즉 연대기 별로 대상을 배열하는 원리. 따라서 작품들은 과거의
종교적, 세속적 기능에서 멀어지고 ‘자율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인상을 주게 됨 → 이후 미술관 전시 방식의 관행으로 정착됨
• ‘Museum as white cube’ 개념

10

’

‘
진르
기네
한상
것스
들의
의전
진시
열관
실행

-

•‘미술의 종말’이 미술 자체의
종말이 아니라, 미술사를 지배
해온 거대 서사와 내러티브의
종말이라고 주장

• 서양문명의 핵심인 합리적 이성이 지닌 독단적
내지 억압적 성격을 비판

(cabinet of curiosities)

시회를 보고 “미술의 종말”을
주장

ㅡ 프랑스의 포스트구조주의 철학자로, 정신의학
에 대해서도 관심을 둠

9

4

• 64년 워홀의 ‘브릴로 상자’ 전

8

미(예)술의 종말? –아서 단토Arthur Danto

• 미국의 유명 철학자이자 미술 평론가

한스 하케Hans
Haacke, <메트
로모빌리탄>,
1985

마르셀 브로타스Marcel Broodthaers
(1924-1976)

1968년 브뤼셀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에 <현대미술관, 독수리실, 19세기 섹
션>을 차리고, 60명의 미술계 인사 초
청해서 개관식을 함. –유리창에 부착한
‘미술관’이라는 글자와 작품수송용 상
자 등의 소박한 구성
→ 이후, 4년간 위치와 섹션 이름을 바
꿔가며 진행, 그 정점은 1972년
5월에 개막한 독일 뒤셀도르프
시립 쿤스트할레에서의 <현대미
술관, 독수리실, 형상 섹션>이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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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7

마이클 애셔Michael Asher

한스 하케, <샤폴스키 등
의 맨해튼 부동산 소유현
황, 1971년 5월1일 현재의
실시간 사회 체제>

(1943~)

•구겐하임미술관에서 열릴 개인
전에서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관
장이 작품의 전시를 불허했으며
담당 큐레이터는 관장의 지시를
거부하다 해고됐고, 하케의 구겐
하임 개인전은 취소되고 말았다.

14

“내 작품은 모두 나의 개인사이다. . . .나는 내 미술을 내 삶으
로부터 떼어낼 수 없다.”
“나는 일상의 대상들에 나만의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고, 나의
환경, 그리고 나의 언어를 재창안하려고 노력하였다”
→ 서로 닿아 있으며, 같이 움직이며, 동일한 형태인 두 시계는
동성애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및 연인과의 사랑을 상징.

20

리크리트 티
라바니자, 무
제1996(내일
은 또 다른
날), 쾰른 쿤
스트페어라인

관객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이유

Felix Gonzalez-Torres,
<무제(완벽한 연인들)>,
1991, 빌보드

같은 시각으로 맞춰져
벽에 걸린, 건전지로
작동되는 똑같이 생긴
시계.

19

현대 미술에서의 관객의 역할
─ 1) 오늘날의 미술에서는 관객의 참여에 의해서 완성되는 가변
적이고 열린 개념의 작품들이 행해짐(인터랙티브 비디오아트,
컴퓨터 아트, 디지털 아트 등의 예들) → 관객과의 활발한 상호
작용(interactivity)이 작품의 의미를 더욱 활성화함

Felix Gonzalez-Torres,
<무제(완벽한 연인
들)>,1987-90, 가게에
서 산 시계들, 3개의
에디션 중 하나.

• 맨해튼 동남부와 할렘 지역의
지도 2장과 샤폴스키 등의 부동
산 투기에 관련된 142개의 건물
사진(6장을 하나로 묶은 액자
23개) 및 각 부동산의 정보, 그
리고 거래 내역을 정리한 6장의
차트와 1장의 설명문으로 구성

1979년 마이클 애셔는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열리는 단체전을 위해 프
로젝트를 구상- 미술관 중앙 현관에 있는 조지 워싱턴의 동상을 18세기 시대
전시실로 옮겨 놓음.
→ ①미술관의 중앙 현관에서 그 동상은 기념비적이고 장식적인 역할을 했는데,
18세기 전시실로 옮겨짐으로써 그 상의 미학적, 미술사적 기능들이 전면에 드
러나게 됨 ②더불어 둘 중 어느 장소에서도 이 동상은 역사적인 것이 되지 않았
다는 사실도 명백해짐. 이는 이 동상이 18세기 조각가 장 앙투안 우동의 양식을
복제해 만들어졌다는 데서 비롯된 것임
— “이 작업에서 나는 상황의 저자였지, 요소들의 저자가 아니었다.”

13

18

지나간 시간 혹은 역사의 재
구성—개인사의 경우, 삶의
시간과 그 안의 경험은 곧
그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

혼성적인 설
치 퍼포먼스
를 통해 미
술가와 관람
자 사이의
구분을 잠식
코자 함.
뉴욕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나무로 재건축하여 대중들에게 개
방하여, “이 같은 독특한 미술과 생활의 결합이 모든 사람들에게
더불어 함께하는 인상적인 경험을 제공했다.”

트레이시 에민Tracey Emin <내가 같이 잤던 모든 사람들19631995>(102명의 명단-가족, 친구, 애인, 낙태한 아기), 1995, 사치 갤러리
소장품으로 《센세이션》전 전시작이었으나 2004년 화재로 소실

<1963년을 기억하며>, 2002년, 아라
리오 미술관 전시 때 이미지
<나의 침대>, 1998, 테이트브리튼(장
기 대여중), 1999년 터너상 후보작

1963년생 터키 계 혼혈인 작가의
유년 때 경험한 인종차별적 경험

https://youtu.be/0xRx2s3FpSg

15

16

2) 현대미술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미술을 추구

함→ 전통에 억매이지 않고 그 역사적 맥락을 이해
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감상이 가능해짐

단토- ”사물이 지각적으로 불변하더라도, 해석의 다
양성에 따라 다른 작품들을 구성하게 된다. 해석은 특
정한 시대, 특정한 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기에, 우리가 어떤 대상을 예술로 본다는 것은 우리
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술사나 예술론에 대한 지식
같은 것, 즉 ‘예술계(art-world)’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이는 작가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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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Lyle Ashton Harris,
하드리아누스의 회
상록 #8과 #10,
2002, 약 51x61cm
크기의 폴라로이드
로 이루어진 연작

# 정체성
• 상호 배타적인 두 대립쌍, 예컨대 남자/여
자, 이성애자/동성애자, 백인/흑인, 서구/비
서구를 상정하는 이분법적 사고→ 위계적
인 타자성Otherness 구축. 나아가, 부정적 비
교를 통해 문화적 타자의 정체성을 구축하
는 이타(異他)성alterity 설정
스스로의 관점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냄
으로써 이분법적 사고에 대항

*마르그리트 유르
스나르의 1951년
작 소설과 같은 제
목

흑인이자 게이이며 남성인 작가-사적인 자아와 함께 자신의 다면
적인 공적 정체성을 방어하기 위한 전사이자, 아프리카계 미국인
의 정체성 확립에 있어 권투가 수행한 역사적 역할
* 정체성 정치학identity politics: 정체성과
연관해서 인종주의와 성차별을 비롯한 여
러 형태의 편견에 대항하고 사회적 권리
와 평등을 추구하는 태도

*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문화
적 차이에 대한 강조와 인지를 통
해 젠더와 인종, 성적 취향에 대한
다양성을 주장.

Constructs #10, 1989

Billie #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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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Tomie Arai,
Portrait of a
Young Girl,
1993.
토미에 아라이
는 일본계 미
국 여성으로서,
자신의 젠더와
인종을 주제로
그것에 시각적
형태를 부여하
려 함.

네 개의 아시아 여성 사진 이미지들에는, 이들을 향한 백인들의 태도의 바탕에
놓여있는 모욕적인 고정관념들, 말하자면, “수수께끼 같은”, “이국적인”, “굴
종적인”, “기만적인”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음.

25

29
Framing an American Identity, 1992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해서,
일본계 미국인에게 자주 투사되어온
부정적인 특징들에 관한 설치 미술.
선반 위에 흩어져 있는 조각 유리들
에는 일본계 미국인들의 경험을 형
성했던 사건들, 예컨대 진주만, 히로
시마 등 같은 사건들의 실크스크린
이미지들이 담겨 있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강인한 태도를 가
지고 있다. 작품에서 나는 나를 만들어
내는 것들로 자신을 둘러싼다. 내 옆에
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일본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자리한다.
어머니의 이미지는 게이샤 소녀, 수동
적이고 복종적이며 가면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여인의 것이다. 그녀는 비인
간화된 대상이다. . . .”

30

# 몸에 관한 탐구

Jenny Saville,
Branded,
1992,
2.1x1.8m

Maureen Connor, Thinner
Than You, 1990, 152x38x19cm

26

응시: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와 보이는지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우
리가 누구인지에 영향
을 끼침―시각적 통제
와 권력 구조의 관계
를 반영하는 ‘응시
gaze’ (라캉)개념
임상의학적 시선의 권
력과 관음증/ 남성적
응시에 대한 저항

몸이라는 주제-정체성이라는
주제와 종종 겹침← 몸은 나이,
젠더, 인종처럼 정체성을 특징
짓는 시각적 기호를 전달하기
때문

31

Mona Hatoum, Corps Etranger
(Foreign Body), 1994, 비디오 설
치(초음파 조영술 및 내시경과 결
장결 기술을 이용한 몸의 내외부
표면 스캔과 내부 소리)

32

“클란스멘(제국의 마

법사＂사진 연작,
1990.

Andres Serrano, Piss Christ, 1987, 시바
크롬, 4점의 에디션 중 하나.

천국의 찬란함에 대한 시각적 유
비인 황금빛 but> 오줌(육체적 배
설물/색채와 시각적 효과의 원천)
→ 자기 몸을 대하는 개인들의 태
도를 지배하려는 로마 가톨릭 교회
의 권위에 도전. 그러나 반종교적
인 것은 아님.
“세속적인 것 없이는 성스러운
것도 없다.””나는 <오줌 그리스
도>라는 사진작품을 문제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어
떻게 해서 그 작품이 상징하는 것,
즉 십자가책형에 대한 통찰력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27

유태인으로서 특정한 자전적, 역사
적 뿌리를 가진 작품들. 그러나 볼탕
스키는 자신의 작품에 보다 광범위
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려 함으로
써, ‘죽음 일반＇에 관해 다루는 것
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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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h Wilke, S.0.S.
Starification Object Series,
1974-82/ Intra Venus series,
1992-1993, 등신대 컬러사진
연작

“나의 인종적[—
반은 아프리카쿠바, 반은 온두
라스 혈통] 문화
적 정체성 때문에,
KKK단과 함께 작
업한다는 것이 내
게는 일종의 도전
이었으며, 이는
나뿐 아니라 그들
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작업을 한 이유이다.”

정체성과 얼굴
이나 몸, 혹은
그것의 변형은
어떻게 연관되
는가?
—자기 성화(재
-성육신) 작업

“내게 미술이란 모든 허위의식들을 가로질러 영혼에 직접 말을
거는 윤리적이고 영적인 임무이다.”

28
Christian Boltanski, Reserve,
1990/ Reserve(Purim-유태인 국
경일) 1989, 흑백사진들과 금속
상자들, 전등과 전선들

Orlan,
Reincarnation,
1990/ Seventh
Operation, 1993
- 90년 이후 3년 동
안 9차례의 성형수
술, 이를 퍼포먼스
라고 칭하는 가운
데 촬영, 생중계.

33

“내 작품은 실은 홀
로코스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일반, 즉
우리의 죽음들 전부에
관한 것이다.”

34

# 포스트휴먼 몸 posthuman body

기억하기는 죽은 혹은 실종된 사람들의 불멸
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식일 수 있음
“나는 그것을 개인적인 것에서 집단적인 것
으로 바꾸어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불행하
지 않았다. 나는 불행을 재현한다. 당신이 무
언가를 재현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

Alan Rath, Infoglut(정보 과잉), 1996, 알루미
늄, 전자장치, 브라운관 모니터- 기계 몸체에
인간의 형상을 담은 기계 조각

포스트 휴먼: 제프리
다이치가 사용한 용
어로, 생명공학과 컴
퓨터과학 덕분에 생
물학적 진화를 뛰어
넘어 인공적인 방식
으로 인간의 몸과
정신을 재구성하고
확장할 수 있음을
가리킴
Stelarc, Third Hand,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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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6

41

42
Ilya Kabakov, 자신의 아파트에서 우주로
날아간 사람, 10 Characters series, 1998.

“시각적 아름다움, 감각적 즐거움, 정서적 해방, 자
기표현, 그리고 정확한 재현이 20세기 말의 명망
있는 미술가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목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분명한 것은, 삶의 조건들은 너
무나 암울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는 너무
나 긴박해서, 시적인 진술이나 사적인 회상으로 소
통의 통로를 가로막는 것은 무책임해 보이게 되었
다는 것이다. 미술가들은 사회적 노동자로 복무하
게 되었다. 그들은 문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문
제에 대응하여 행동한다.”(린다 와인트라웁, 『미술
을 넘은 미술』중에서)

제이크와 디노스
채프먼 Jake &
Dinos Chap-man
<접합적 가속, 유
전공학적, 승화되
지 못한 리비도의
모델>, 1995, 사치
갤러리(《센세이션》
전 전시— 18세 이
하 관람불가)

37

38
Josh Kline, Cost of
Living(Aleyda), 2014, Whitney
Museum.

39

43

<홀로코스트 기념비(일명 이름없는
도서관>, 2000, 비엔나 유대인 광장

제2차 세계대전 중 학살된 유대
인 사망자 명부 수천 권이 소장
된 서가 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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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MONA HATOUM, Present
Tense, 1996, soap and
glass beads, 4.5 × 299 ×
241 cm. Installed at
Anadiel Gallery,
Jerusalem.

장소는 시간이라는
주제와 상호 교차
하며, 특히 기억과
역사라는 세부 주
제와 관련될 경우
에는 더욱 그러함.

이 작품은 하나의 오브제라기 보다 내
러티브, 즉 작품이 실현되기까지의 과
정과 수많은 삶의 이야기가 녹아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건물 내부 전체를 콘크리트로 채워 가
시화한 이 작품은 전형적으로 제한된
공간에 거주하는 노동계급의 정체성을
표명하는 것임.
이 작품은 또한 정체성과 장소가 어떻
게 교차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
기도 함.

40
<무제(백 개의 공간들)>,
1997, 《센세이션》전 전
시작/ <모뉴먼트>,
2001, 높이 427cm 트라
팔가 광장 네 번째 좌대
설치작

구 소련 출신의 작가로, 1980년대 말경부
터 시도한 ‘총체적 설치 total installation’
는 구 소련의 공공장소나 공동 아파트를
재현하는 가운데 전체주의적 국가의 획일
적 체제의 일상에 대한 패러디라고 할 수
있는 작업임. — 러시아적 정신은 ‘타인들
속의 삶’이라 말함.

레이첼 화이트리드Rachel Whiteread
<하우스>, 1993, 이스트엔드의 한 작은
공원(근방에 있던 19세기 말 빅토리아
식 주택 캐스트)—1993년 터너 상 수상작.

청소부나 택배 배달원 같은 노동
자들을 인터뷰한 다음, 그들이 자
신의 일상적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체부위들의 소
상cast을 3-D 프린터로 만듦
— 이 작품은 Rivington Hotel에서
일하는 Aleyda라는 이름의 청소부
를 모델로 함.
— 노동자의 인간성이 종종 그들
이 자신의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보다 덜 평가받
는 경우가 많음을 상기시키는 연
작을 제작.
“노동자들로부터 더 많은 생산성
을 짜내기 위한 가차없는 밀어붙
이기-사람을 사무실에 상비된 믿
을만한 기기들 중 하나로 바꿔버
리는.

10 인물들 중 <재능 없는 미술
가>, <자신의 그림 속으로 날아간
사람>, <작곡가>는 예술가들이다.
이 공간들은 항상 감시 받고 있다
는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들의 심리상태를 은유한다.

Magdalena Jetelova(체코슬로바키아 태생),
Atlantic Wall, 1995

팔레스타인 작가인 모나 하툼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충돌이 끊임
없이 일어나는 분쟁지구인 웨스트뱅크(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행정구역인) 지역
의 분리와 조정에 관한 지도를 제작

45

—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노르웨이에서 스
페인에 이르는 대서양 연안에 구축한 콘크리
트 벙커들에 폴 빌릴리오의 『벙커의 고고학』
에서 따온 텍스트를 레이저로 투사한 사진 프
로젝트.

역사적 장소-한 나
라의 정체성 및 집
단 기억과 결부됨.

46

3) 현대미술이 전개된 결과, 미술과 비(非)미술 간
의 경계가 불분명해짐→ 미술 제도의 역할. 즉, 어
떤 대상이 미술인지 아닌지는 미술제도에 의해 결
정됨

마크 월린저Mark Wallinger <State
Britain>, 2007, Installation view at Tate
Britain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의회 광장
에서 계속 된 평화주의자 Brian
Haw의 시위 캠프를 600여 개의 사
진, 배너, 깃발 등 완벽히 복제해 전
시

그렇다면 그 결정은 순수하게 미학적, 비평적 기준
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가?
2006년 이후 의회 광장
반경 1km 내의 시위가
법으로 금지됐지만, 그
바로 맞은 편의 테이트
브리튼에서의 전시 작
품은 강제철거되지 않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관객으로서 좀더 적극적
이고 능동적일 필요가 있다. ─ 우리의 삶에서 가치 있
는 미술에 대한 요청이 활발할 수록, 보다 좋은 미술들
을 공급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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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적 성취의 모델—
“우리에게는 구심점이 되
어줄 지도자가 없다. . . .나
는 그 놈의 미키마우스, 도
널드 덕, 패스트푸드, 맥도
날드로 얼룩진 정신상태 속
에서 내 여생을 보내고 싶진
않다.”

David Hammons,
House of the Future,
1991.
캘리포니아주 찰스턴에
서 열린 스폴레토 페스
티발 — 도시 전체를 자
신들의 미술을 위한 잠
재적 공간으로 간주.
하몬스의 작업은 역사적
으로 유명한 찰스턴 고
유의 길고 좁은 건축 양
식에 따른 기능적인 건
물의 형태를 취하고 있
는데, 단 폐자재를 조합
해 만들어졌으며, 다른
집들과 나란히 지어지지
않음.

숙련되지 않은 지역주민들을 일꾼으로 뽑음으로써, 그곳의 문
화 생활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을 페스티벌에 끌어들였으며,
완성된 집은 인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센터 역할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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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건너편 공터는 작은 공
원으로 탈바꿈되었는데,
그 곳에 있던 광고판에서
담배광고 대신 지역의 아
이들이 빨강, 녹색, 검정
으로 된 미국기(흑인 민족
주의 깃발)를 올려다보고
있는 이미지를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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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슨트를 위한 미술과 법
― 미술관 속 법률 이야기

1

2

도슨트 양성교육

지식재산권

박경신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저작권
저작인접권

지식
재산권

도슨트 위한 미술과 법

저작권

•
•
•

실연자
음반제작사
방송사

저작권
(좁은의미)

•

창작자

도슨트로 활동하는 미술관의 전시 작품을 개인 SNS에 올려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까?
도슨트를 맡고 있는 전시의 전경 사진에 관람객의 얼굴이 나오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산업재산권

박경신 경희사이버대학교
전시, 교육, 공연 등 미술 관련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미술관이야말로 다양한 법률관계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1

2

예를 들어 전시 작품들과 관련해서는 저작권, 전시 제목과 관련해서는 상표, 미술관 아트샵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아트 상품들과 관련해서는 디자인권, 미술관을 관람하는 관람객과 관련해서는 초상권 등이
발생한다.

3

4

저작물

이러한 의미에서 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을 안내하며 전시 작품이나 작가 등에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상표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 도슨트야말로 미술관 속 다양한 법률관계들을 가장 근거리에서 경함하고 있다고
저작권법 제2조 (정의)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SNS를 통한 전시 홍보, 도슨트 활동 소개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도슨트가 직접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1. ‚저작물‛은 인갂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술관 내, 나아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도슨트의 다양한
저작물의 예시

활동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도슨트를 위한 미술과 법」을 통해 작품과 관람객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도슨트가 알아야 할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미술관 속 주요 법적 쟁점과 도슨트 활동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표시를 말한다.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3

4

5

6

상표

부정경쟁행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상품주체의 혼동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6.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雅號) 예명(藝名) 필명(筆名)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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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표시한 표지(標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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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13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부정경쟁행위

14

저작자

업무상저작물

저작자

아이디어 - 표현 이분법

영업주체의 혼동

업무상저작물

‚저작자‛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Idea-expression dichotomy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갂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젂체적인 외관 포함

•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다 !

•

표현의 내용이 된 ‘아이디어’가 아니다.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자의 요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말한다.

1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2

반드시 ‘고정(fixation)’될 필요는 없다.

귺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7

8

9

13

10

2차적저작물

14

15

편집저작물

16

업무상저작물

공동저작자

업무상저작물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다.

편집물

편집저작물

•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9

•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업무상저작물의

있는 것

요건

•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2

창작에 있어서 공동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3

3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한다는 공동 인식 또는

4

4

단일한 저작물이 창작되고 각 기여분이 분리되어

저작권

저작자 젂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각 저작자는 싞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예술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리이며 양도/상속이 불가하다

저작재산권

각 저작재산권자는 싞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1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저작권법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싞젂속성)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싞에 젂속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

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을 포함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응용미술저작물

208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자 젂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12

저작인격권
•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vs.

11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한다.

저작인격권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의 행사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공동 의사가 있어야 한다.

18

공동저작물의 보호 및 행사
디자인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2인 이상이 창작에 관여하여야 한다.

저작자의 요건

16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정의)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을 포함한다.

1

17

응용미술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1

15

응용미술저작물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12

응용미술저작물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귺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0

11

공동저작물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17

18

209

19

20

저작인격권

25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권

저작재산권의 제한_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성명표시권
•

저작물을 일반에 공표하거나
공표 안 할 권리

•

저작자 자싞이 그의 저작물에

•

표시하거나 표시 안 할 권리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

•

복제권

공연권

•

빌링(billing), 크레딧 등

•

즉, 저작자가 동일성유지권을

작품에 대한 기여를 표시하는

행사하여 저작물의 개량을

것도 포함

허락하지 않을 경우, 저작물

공중송싞권

개량 불가

19

저작권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이나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재생 등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이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싞을 포함

•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싞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싞의 방법에 의하여 송싞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

미술, 사진 및 건축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젂시할 권리

젂시권

 공표된 저작물의 원문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여 인용할 수 없다.

대여권

28

저작재산권의 제한_미술저작물 등의 젂시 또는 복제

저작재산권의 제한_미술저작물 등의 젂시 또는 복제

미술저작물 등의 젂시 또는 복제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젂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젂시할 수 있다.

① 저작재산권은 젂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젂시하는 경우에는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작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의 원본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에 의한
젂시이어야 한다.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젂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

 복제본을 젂시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젂시되어 있는
미술 저작물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TV로 방영하는 것은 허용된다.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젂시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2차적저작물작성권

26

27

저작물의 원본 혹은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일반이나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대여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젂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공정한 이용 규정은 개별 저작재산권 제한규정과 중첩 적용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70년갂 존재하며, 양도/상속 가능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4.

미술저작물 등의 젂시 또는 복제
•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저작재산권의 젂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배포권

1.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저작인격권

•

고려하여야 한다.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25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저작재산권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되어야 한다.

22

저작재산권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을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

20

21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70년갂 존재하며, 양도/상속 가능

•

즉, 저작자가 저작물을
발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

•
•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
등이 부당하게 변경되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앆에서

동일성유지권

자싞의 이름(성명 또는 이명)을

저작재산권의 제한_공정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공표권

26

앆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21

22

23

27

24

저작재산권의 제한

28

29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저작인격권의 관계

30

저작재산권의 제한_미술저작물 등의 젂시 또는 복제

초상권

미술저작물 등의 젂시 또는 복제
○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어 젂시를 하는 자 또는

저작권법 제1조 (목적)

저작권법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젂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니 된다.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자싞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싞체적 특징에 관하여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해설이나 소개 목적이어야 한다.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앆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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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v. 초상권

37

도슨트 양성교육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미술저작물 등의 젂시 또는 복제

실연자

38

계약서 작성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예술인복지법

○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을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①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성명표시권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동일성 유지권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복제권

복제권

복제권

배포권

배포권

동시중계방송권

대여권

대여권

공연권

공연권

젂송권

방송권

* 보상금청구권

젂송권
* 보상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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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예술인복지법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3(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제4조의3(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이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①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이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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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제4조의3(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문화예술기획업자 등")는

①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이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1. 계약 금액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제18조(과태료)

③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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