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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예술은 자율과 개방을 기초로 도전적이고 병리적인 작품을 선보이
고 관객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낸다. 예술의 가학적이고 탈권위적인 시
도는 금기의 영역을 파괴하고 억압의 구조는 급속한 해체현상을 겪으며
다원화의 모습을 드러냈다. 본 논문은 현대미술의 이러한 현상들에 대하
여 자끄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를 필두로 예술과 철학에 있
어서의 해체주의 현상에 대하여 알아보고, 시각예술에 있어서 억압에 대
한 회귀개념인 ‘언캐니(uncany)’를 통해 탈중심화 현상을 살펴 볼 것이다.
근대와 함께 형성된 주체의 발견과 광학의 발전, 부르주아의 등장은 회
화에 동일성의 해체를 불러 일으켰고, 이제 예술은 역사적 인과의 연속성
에서 시대의 인식소(epistēmē)에 의해 분절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근대
이후 주체의 발견과 함께 부흥했던 형이상학의 구축적 질서는 1차 세계대
전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반성
을 통해 전복의 태도로 귀결되었다. 이후 자끄 데리다의 형이상학 체계에
대한 전면적 부정과 프로이트(Freud, Sigmund, 1856∼1939)의 무의식을
통한 정신분석학의 등장은 예술의 탈중심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
다. 다다이즘은 레디메이드와 프로타주, 오브제 등의 새로운 기법의 출현
을 통해 전승된 회화와 미술의 관행에 대하여 실험과 반미학적 의지를 표
출하기 시작했고, 초현실의 반이성은 회화의 동일성을 해체하는 계기가
되었다. 팝아트의 등장은 대중문화와 예술의 결합인 패러디와 대중매체의
차용을 통해 모더니즘의 가치부정과 예술작품의 아우라를 파괴하는 시도
를 가져왔다. 이 시도는 환영 주의적 재현의 거부를 가져와 예술 개념의
확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모더니즘의 부정으로 발생한 포스트모더니즘은
거대담론에 집중해있던 예술의 시각을 미시담론으로 옮아가게 되었다.
본 논문은 ‘트라우마’가 미시담론으로의 관심에 중추적 역할을 하여 현
대미술의 가속화를 가져왔다고 본다. 이에 오늘날의 다양하지만 때로는
신경증적이고 정신 병리적 증후를 보이는 현대예술의 인식소를 ‘트라우마’
로 보고 철학의 실존주의적 개념인 동시에 문학적 개념이기도 한 ‘언캐니’
를 통해 풍부한 개념과 분석의 틀로 현대예술의 탈 중심화의 연관성과 영
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하나로 규정지을 수 없는 현대예술의 탈중심화

현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술로 여성주의 철학과 미학의 분석을
통해 억압의 분출로 탈중심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작가로 프리다칼로
(Frida Kahlo, 1907∼1954), 루이스 부르주아(Louis Bourgeois, 1911∼
2010), 니키드 생팔(Niki de Saint Phalle, 1930∼2002), 안나 멘티에타
(Ana Mendita, 1948∼1985), 낸 골딘(Nan Goldin, 1953∼)을 중심으로 여
성주의 미술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Ⅰ. 서 론

현대미술의 다원화는 예술의 해체와 함께 거대담론에서 소수자나 소외
된 층으로 탈중심화되는 현상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탈중심화는 과거에
비해 민주적이고 다양한 가치 지향적 예술의 가능성과 예술의 풍성함이라
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왔다. 근대이후에 발생한 미술과 철학의 동일성
의 해체현상은 예술에 협의적 규정의 해체를 가져왔고, 인지에 대한 인식
소(epistēmē) 1) 의 변화로 근대이후의 예술은 전통적 방식의 조화미나 순수
미의 감상법으로는 감상하거나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
논문은 동일성으로서의 조화미와 보편적 미의식의 해체가 가져온 예술의
탈중심 과정에 대하여 미술사와 철학을 토대로 점검하고 미술 현장에서의
양식과 변형의 과정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소외된 층의 예술과
의식의 확산으로 여성주의 미술을 중심으로 현대미술에서 차지하는 위상
과 다원화된 표현양식을 알아볼 것이다.

1. 연구 목적
“예술은 시대를 반영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동시대인들의
삶을 보여준다.”2) 아놀드 하우저(Arnold hauser, 1892∼1978)는 인간의 사
고란 상황에 대한 의식적 검토나 비현실적인 환상보다는 인간이 처한 사
회적 상황으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현대예술은 사회성
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근대를 기점으로 철학은 동일성의 해체를, 예술은
규준(規準)의 해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모더니즘미술이 보편적 질서의 모

1) 에피스테메(epistēmē)는 고고학적 관점에서 지식의 단절과 불연속을 보여주기 위해 푸코(Michel
Paul Foucault, 1926~1984.)가 사용한 개념이다. 푸코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학문의 역사를 연속, 계승, 진보가 아닌 불연속, 단절, 반복으로 바라보았는데 이를 설명하
기 위한 개념으로 특정한 시대의 학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궁극적 원리로 사용했다. 좀 더 구
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양한 지식에 구조적 동일성을 부여하는 관념 체계나 특정시대 지식의 모든
흐름 아래 있는 정신적 하부구조로 푸코는 각 시대의 지식체계는 공통성을 찾을 수 없는 원리들
로 구축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각 시대의 지식체계를 근거 짓는 정신적 규칙을 의미하는 개념으
로 사용하였다.
2) 아놀드 하우저 지음, 백낙청 옮김,『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주)창작과 비평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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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이던 화가가 스스로의 생각을 그리는 개별적 준거의 발현 현상을 특
징으로 한다면 포스트모던미술은 포스트모던철학의 실천적 영역에 대한
검증과 확대로 미술의 탈모던과 모던의 해체적 현상으로 인한 다원적 현
상을 특징으로 한다.
이 ‘탈중심’의 해체주의적 인식소는 인간의 관계 사고에 산물로 문화와
예술의 다원화된 표현양식을 산출했다. 모더니즘 이후 예술은 탈중심의
경향으로 거대담론이나 메타언설에 대한 해체와 개인적 경험에 의한 문제
의식, 주변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에 주목했다. 모더니즘의 변증법적 체계
화와 의미의 해석학적 합리화, 노동하는 주체의 해방과 사회의 진화론적
진보, 부의 자본주의적 발전과 과학적 이성의 시대와 같은 거대이야기들
에 대한 회의와 불신은 파편화, 미시화, 분산화, 분열증화, 차별화, 유목화
를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또한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여성주의 미술은 거대담론과 메타연설인 모더니즘에 반하는 포
스트모더니즘으로서 이질성과 불가공약성의 새로운 형태의 표현양식을 창
조하며 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전제로 이 연구에서는 권위주의
의 체계에 대한 해체현상 중 하나인 여성주의 미술을 탈중심의 핵심적 현
상으로 주목하여 미술사와 철학적 준거를 토대로 여성주의 미술을 탈중심
화로 인한 다원적 가치 기준으로 이해해야 하는 당위성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2. 연구방법
해체주의(de-constuctivism)는 근대화가 만든 부산물에 반성적 사고를
통해 주체를 형성하여 예술과 철학의 전승적 규범의 탈피를 도와 큰 반향
을 일으키게 되었다. 근대를 기점으로 시작된 이 해체현상은 이후 1차 대
전과 2차 대전을 기점으로 반이성과 반미학 개념으로 확장되어 근대 이전
과 다른 다원적 양식의 미술로 작용하게 되었다. ‘트라우마’는 근대이후
예술의 창작 기제로 작용하여 거대담론의 체계가 주는 모든 억압에 대한
해체요소로 예술의 탈구축현상에 작용했다. 이 탈구축의 현상 중 여성미
술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수용과 진화에 대하여 철학적 사조와 예술의 상
관관계를 토대로 그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본론에서는 미술과 철학에 동일성의 해체와 주체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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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자본주의등장과 광학의 발전을 알아보고 데리다를 중심으로 예술과
철학에 반성적 사고를 불어넣은 해체주의철학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것이
다. 반근대적 해체주의예술론은 많지만 여기서는 프로이트와 라캉(Jaques
Lacan. 1901∼1981)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그 이유는 여성주의 미
술을 해석하는 탈중심적 틀로 정신분석학적 방법 중 ‘트라우마’의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를 통하여 정신분석의 반근대적 성격에 대하
여 알아보고 라캉의 탈중심화 예술론을 통하여 탈중심화론에 대한 철학적
기조를 탐색할 것이다.
3장에서는 현대미술의 반미학과 반이성, 예술의 대중문화 차용을 토대
로 탈구축현상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위해 먼저 근대철학이 예술에 적
용되어 보이는 환영 주의적 재현의 거부와 아방가르드 현상에 대한 모더
니즘의 해체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스트모더니즘에 들어 탈중심
의 인식소로 트라우마를 주목하여 역사적으로 타자화된 여성과 비주류의
존재에 대한 담론 형성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4장에서는 여성주의 철학과 여성주의 미학에 등장에 대한 배경과 여성
미술가들의 미술언어 및 약호를 통해 여성미술에 놓인 제약에 대해 알아
보고 20세기 아방가르드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실천을 통해 보이는 예
술의 탈구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프리다 칼로, 루이스 부르주아, 니키
드 생팔, 안나 멘티에타, 낸 골딘을 중심으로 인권의 문제, 젠더에 문제가
작업으로 표출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 현대미술의 탈중심화 현상과
여성미술의 위상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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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반근대와 해체주의 예술론
1. 동일성의 해체배경과 J. 데리다의 해체주의
17세기〜18세기 서구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산업혁명의 성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경제의 발전은 가치기준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어
진보사관, 합리주의, 개인의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주의를 형성했다.
“보들레르 (Charles-Pierre Baudelaire, 1821∼1867)는 ‘근대성’ 을 19세
기 이후 전면화 된 일상생활에서의 현대성에 경험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전통에 대한 결별과 새것에 대한 감수성뿐만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순간
들에 대한 현기증과 같은 시간 불연속성에 대한 의식을 특징으로 한다.”3)

이러한 시대의 변모와 가치기준의 변화가 시간과 공간에 새로운 경험을
불러일으켰고, 전통적인 주제와 미술양식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자극하여
전 시대에 모두 공감하던 전통적 주제와 미술의 기준을 크게 흔들게 되었
다.
중세시대에 아름다움의 준거는 신의 재현이 가지고 있었다. 종교의 대변
(代辯)적 역할이었던 예술은 문맹자들을 위한 성서의 설명적 요소를 충족
하거나 신의 절대적 아름다움(신의 이미지)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목적
이었다. 이 시대의 미술작품은 대상의 모방이나 재현을 기본으로 조화와
비례, 균형 등을 미술의 근본 개념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계몽사상의 등
장은 기독교나 신에 대한 믿음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 사고’를
강조하였고, 이러한 계몽주의의 사회적 변화와 이성중심주의의 도래는 서
구의 근대화를 형성한 축이 되었다. 인간의 자기이해에서 출발하는 근대
정신은 예술에도 적용되어 탈주술화와 탈신학이라는 새로운 미의 관념을
요구하게 되었다. “근대성은 이러한 인간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
과 자연, 유럽과 제 3세계, 계몽된 문명과 야만, 이성과 감성, 남성과 여성
3) (Foucault 1994, 351), 유경희,「언캐니 개념으로 본 정신분석학적 시각예술론 연구 :
후기신체미술을 중심으로」,연세대 영상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p.12 재인용.

- 4 -

등의 대치점에서 모든 실재를 이분법적으로 구별하기에 이른다.”4)
근대 자본주의의 등장은 예술가와 예술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예술
의 개념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에 교회나 정부, 귀족에 거의 한정되
던 종래의 후원자와 제작자의 종속관계가 일반시민과 예술가라는 대등한
관계로 변하였고, 작품의 유통은 주로 화상이 장악하게 되었다. 예술가들
은 이제 정부의 지원이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된 하나의 상품으로 자본
주의의 경제체제의 원리를 쫒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고대나 중세의
방식을 전승하거나 모방하는 재현에서 사회와 사회적 이해관계로부터 독
립하여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사고의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산업 자본가들의 지배체제인 자본주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상품
화하거나 유용성이 없는 것은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했고 근대인들은 철저
하게 자본을 숭배하는 물신화가 되어갔다. 노동자들의 노동은 소외되고
예술은 자본의 영향과 통제 아래 놓이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근대예술인 모더니즘은 이런 부르주아적 지배질서인 사회적 모더니티에
대한 반성과 비판으로부터 탄생되었다. 모더니즘의 반부르주아적 태도는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예술과 예술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태
도를 발생시켰다. 미술가들은 자신들이 시대정신의 도구이며 당대의 경험
을 새로운 미학적 표현을 통해 시각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 근대미
술은 ‘재현으로의 탈피’와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두 핵심정신을 기치로 하
게 된다. 근대의 예술 관념은 미학적이며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것으로 모
더니즘은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의 거대한 사
회적 변화에 움직임 속에서 고대와 중세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념을 비판
적으로 극복하면서 탄생한 것이다.
“예술의 자율성에 대한 강조는 19세기 말 유미주의(Aest heticism)에 이르
면 ‘ 예술을 위한 예술 ’이라는 주장으로 변화한다 . 유미주의 예술가들은 ‘ 사
회와 예술 간의 거리’ 즉 상업적 자본주의의 영향으로부터 예술가의 독립
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근대 자본주의의 사회의 상품
화, 물신화 현상을 비판하고 미적 유토피아를 제시하고자 했다.”5)

4) 신승환,『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살림, 2009, pp.23〜25.
5) 조광제, 김시천 엮음,『예술 인문학과 통하다』,웅진 지식하우스, 2010, 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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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에 개인은 주체가 될 수 없으나 공동체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은 주
체인 교회가 관리해야 할 대상이었다. 하지만 근대에 와서 개인은 자신을
개체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데카르트(Rene Descartes, 1596∼1650)는
‘개인의 주체’를 선포하였다. 거울의 등장은 근대의 개인적 주체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개인적 주체성에 대한 자의식의 출현은 자기애의 거울에
의한 것이었다. 데카르트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만 자신이 존재한
다고 했다. 이것은 반성적 사유의 근본형태로 반성(reflexion)을 달리 번역
하면 ‘ 반사’ 가 되는데 이는 거울의 반사기능이나 정신의 반성이나 그 형식에 있
어서의 동일함을 보여준다. 반성이란 자기와 타자와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

으로, 차이에 대한 인식의 부재나 결여는 자기 동일성의 신화를 낳는다.
차이의 발견에서 자기에 대한 반성적 인식이 시작된 것이다.
동일성의 해체는 개인의 주체형성의 영향이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17
세기 바로크시대에 작품에서 신학적 내용이 완전히 제거된 많은 자화상의
등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수많은 화가들은 크리스탈 거울의 등장으로 자
신의 내면적 표현욕을 채울 수 있었다. 거울을 통한 삶의 반추와 자기 자
신에 대한 관심은 참다운 인간성을 확인하는 방편이 되었기 때문이다. 전
혀 새로운 매체에 의해 사람들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법이나 인생을 바라
보는 방법이 바뀌게 되었고 자화상은 그 증거인 셈이었다. 인간의 주체성
은 이렇듯 자기의식을 개체로 인식하면서 사유와 인식의 주체, 철학의 주
체, 행위의 주체로 자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점차 미술에서 동일성 신화의 균일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빛의 계몽과 카메라의 발명이 가져온 결과였다. 16세기후
반∼17세기에 접어들면서 광학은 급속한 발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광학의
혁명은 시지각의 개념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게 되었다. “카메라의 출현으
로 인해 사진은 미술가들의 시지각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을 뿐만 아니
라 재현의 완성에 대한 위기의식에 빠져들게 했다.”6) 사진이 보여주는 사
실적인 이미지에 화가들은 재현적 확실성과 자신감을 양보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19세기

전반은

말뤼스 (Étienne-Lo uis Malus, 1775∼1812), 아라고

(François Arago, 1786∼ 1853). 프레넬 (Augustin-Jean Fresnel, 1788∼
6) 위의 책,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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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 푸코(Léon Fo ucault, 1819∼ 1868) 등 프랑스의 물리학자들에 의
해 광학의 획기적 성과가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또한 빛의 투과, 흡수, 산
란, 분산 , 방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섭, 회절, 편광등 빛의 본성을 밝혀내
는 광학의 계몽운동 시기이도 하다. 이들은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어둠을
그대로 두지 않기 때문이다.”7)

<그림1> 카메라 옵스쿠라

<그림2> 다게레오 타입 카메라

(Camera Obscura)

(Daguerreo types Camera)

1839년 카메라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초상 사진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과
만나게 되는 기묘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게르 (Dag uerre, 1787∼ 1851)가 만들었던 최초의 사진들을
처음에는 오랫동안 쳐다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들은 너무나 그 모습이
뚜렷한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려 했고, 또 사진에 나와 있었던 사람들의 조
그마한 얼굴이 그들 자신을 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최초의 다게르
사진의 선명도와 사실성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이다”

8)

이처럼 초기 사진을 보고 두려운 낯선 감정을 느꼈던 이유는 이미지의 명
7) 박이문, 임태승, 이광래, 조광제,『미술관에서 인문학을 만나다』,미술문화, 2010, p.107.
8) 발터벤야민, 박성완 편역, 『발터벤야야민의 문예이론』,민음사, 2004,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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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과 더불어 거울 효과를 상기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자기 자신이라 해도 그것은 자신일수 없다. 그저 자신의 이미지 혹은 환
영으로 분신 혹은 알터에고로 (alter-ego)로 규정될 뿐이다.
이처럼 “사진은 인간에게 새로운 시지각적 체험의 방식을 보여주었다. 그
것은 낯익은 사물을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당시에
사진을 보는 사람들을 놀랍게 만들었던 것은 사진에 담긴 대상과 피사체
의 동일성이 아니라 , 피사체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
다는데 에 있다.” 9)

인간은 더 이상 보는 존재가 아니라 보여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던 것
이다. 이것은 데카르트의 원근법적 주체가 파기되고, 다시점의 유동적 파
노라마적 시각이 담보되는 것인 동시에, 보들레르의 근대성을 상징하는
주요 개념으로서 ‘산보자’의 탄생과 맥을 같이 한다. 더욱 가깝게는 라캉
식으로 “나는 보기 전에 이미 보여지고 있는 존재”10) 로서 자각을 의미한
다. 자신과 타자와의 차이를 인식하는 순간 재현미술은 오랜 세월동안 반
성적 인식의 계기를 가질 틈 없이 자기동일성의 옵스쿠라(Obscure) 속에
갇혀왔음을 깨닫게 되었다.

모더니즘에 인상주의 화가들은 즉물성을 사진이 흉내 낼 수 없는 제 1
의 성질로 보고 이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떨리고, 스치
고, 사라져가는 빛의 움직임은 재현미술의 반성적 계기가 되었고 인상주
의 화가들은 시간의 경과나 다양하게 변화하는 빛의 파동을 우회적 방법
을 통해 캔버스에 옮기려 했다. 그들은 기계적으로 재현하는 사진과의 차
별화를 위해 동시대조법이나 터치분할법과 같은 인위적 기법을 이용하여
미학을 실현하려는 고뇌와 노력을 지속했다. 빛의 계몽은 옵스쿠라(어두
운 방,Obscure)타입 카메라의 시대를 끝내고 다게레오타입(Daguerroe
Type) 카메라시대를 개막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1, 2>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는 캔바스 위의 빛의 계몽에 가장
먼저 눈을 뜬 사람이었다. “모네는 자신을 장님으로 태어났다가 어느 날

9) 유경희,「언캐니 개념으로 본 정신분석학적 시각예술론 연구 : 후기 신체미술을 중심으로」, 연
세대 영상 대학원 박사논문, 2007, pp.18∼19.
10) 위의 책,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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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그림4>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 인상-해돋이>, 캔버스에 유채, 48×53㎝,

< 붉은 식탁>, 캔버스에 유채,

1872.

180.5×221㎝, 1908.

갑자기 눈을 뜬 사람에 비유했다. 즉 그는 모티브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
니라 빛에 의해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믿었다.”11) 모네가 가장 많이
선택한 매질은 강이나 바다의 수면이었다. 이는 빛의 회절과 발산, 편광과
횡파를 포착하기 위함이었는데, 모네가 <인상, 해돋이> 를 비롯하여 <수
련, 아침, 늘어진 버드나무>등 수련의 대 연작에 집착한 이유도 수면을
통해 빛의 재현을 원했기 때문이다<그림3>. 세잔(Paul Cézanne, 1839∼
1906)은 공간과 시간의 조작을 통해 2차의 회화성을 발견하여 마티스
(Henri Matisse, 1869~1954)의 평면적 표현이나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의 큐비즘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그림4>. 이미 세잔은 “다초
점의 결과들을 동시에 그려서 다시점을 연합하는 전체성을 포착한 화가였
기 때문이다.” 12) “단일초점에서 다초점 지각행위로 일대전환은 동일성, 유
사성의 시대를 마감하고 다양성, 다원성 시대를 예고하였다.”13)
인상주의자들은 미의 준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반성과
대안을 고민했다. 이제 모방과 재현의 개념으로 바라보던 전통적 미학의
개념으로는 모더니즘 예술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혹은 ‘예술의 개념
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의에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11) 크리스토프 하인리히, 김주원 옮김,『클로드 모네』,마로니에 북스, 2005, p.55.
12) 전영백,『세잔과 사과』,한길아트, 2008, p.381
13) 심명숙,「현대미술의 탈구축과 반근대적 특징에 관한 연구」,강원대 철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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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파가 과감히 광학에 다가간 이래 모던 아트는 과학의 방법과 논리
에 천착한다. 입체파 기하학의 아인슈타인 (Albert Einst ein, 1879∼1955)
적 상대성 , 구성주의와 미래파의 기술공학적 시각, 드 스틸(D e Stijl)과 바
우하우스(Bauhaus), 그리고 다다이스트들의 도해화된 기계들이 그 예이다.
심지어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 1939)적인 꿈의 초현실주의적
시각화와 심리분석 과정의 추상표현주의적 규정조차 이성적인 테크닉으로
비이성적인 것들을 길들이려는 시도였다 . 모더니스트들의 미술에는 구조의
논리 , 꿈의 논리, 제스추어나 소재의 논리가 존재했다. 모더니스트 미술은
완벽함을 동경했고 순수성, 명료성 , 질서를 요구했다.”14)

다른 한편 사상적 측면에서는 자크 데리다에게서 반모더니즘적 해체주
의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자아의 발견’은 인간을 창조적 주체, 자유로
운 개인을 핵심 기치로 삼는 근대자유주의 사상의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
만 인간이 주체의 이성적 힘에 의해 총체적으로 합리화 될 것이라는 믿음
은 세계대전 이후 이성중심의 세계관을 해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모더
니즘의 근간을 이루던 이성중심주의, 과학지상주의, 체계화와 총체성의 이
념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들어서면서 이성과 비이성, 주체와 객체의 명확
한 구분을 해체하여 다원화와 탈중심, 불연속으로 대체되었다. 이 모든 현
상은 ‘주체의 해체현상’으로 이성적 주체인 인간관에 근본적 문제를 제기
하고 형이상학의 구축적 질서를 자각·반성하며 나아가 전복하고자 하는
태도로 귀결 된다.
니체(Nietzsche, Friedrich Wilhelm, 1844∼1900)는 인간의 규정은 상이
하고 모순된 욕망과 의지의 충돌이라고 말하며 의식이란 충동이나 기쁨,
고통처럼 직접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언어를 매개로 한 간접적 소
여로 인간에 의한 특수한 내적 소여방식을 뜻한다고 보았다. 니체에게 의
식은 언어적 파악과 사고로 동일시되는 것이었다. 니체는 종교의 이상과
위대함은 신의 속성으로 설정된 피안(彼岸)의 가치를 가지며 인간은 차안
(此岸)의 작고 힘없는 존재로 규정하였다. 규정의 심화는 인간이 너무나도
왜소하여 신의 위대함 자체가 인간에게 자기 모순적으로 나타나 결국 인

14) 킴 레빈,「모더니즘이여 안녕」, Arts Magazine, 1979, pp. 90-92, 서성록 편,『포스트모던
미술과 비평』,미술공론사, 1989, pp. 21-2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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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신을 제거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인간에 의해 인간의 대비자로 생각되고 세워진 신의 존재가 인간 스스로
에 의해 파멸되고 만다는 점에서 니체는 인간이 곧 신의 창조자이며, 동
시에 신의 살상자란 의미로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모든 인간
에 의해 설정된 가치로 피안(彼岸)적 진리 즉 불변하는 진리가 사라졌다
는 뜻이다.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은 삶에 대한 실재의 본질이나 성격에 대
하여 전통적인 철학관과 다르게 실재를 편린적, 이질적, 다원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파악하는 주체에 회의적 태도를 취하며 존재의 형이상학
을 해체하게 되었다. 이 주체의 죽음은 장소의 고정성, 개인이나 국가의
역사에서 권위나 가치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급진적 비판을 의미하며 거
대이론의 붕괴를 몰고 와 신학, 역사학, 경제학, 정치학등 각 분야에 거대
한 파장을 몰고 오게 되었다.
이러한 서구철학이 지닌 현전의 형이상학 체계에 대한 전면적 부정은
프랑스의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에 의해 대표적으로 전개되었다. 자크 데
리다는『문자학에 대하여 (De la grammatologie)』(1967)라는 저술을 통
하여 자신의 해체이론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사상은 소위 해체주
의 철학으로 수많은 비평가들에게 수용되면서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전반
에 영향력을 떨치며 오늘날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미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문화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여기서 “해체라는 용어는 독일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 (Martin Heidegg er,
1889∼1976)가『 존재와 시간』에서 처음 사용한 ‘D estruktion’의 프랑스어인
‘déconstruction’을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구조주의자들이 문화적 표현들의 보편적 질서를 파헤치기 위해 체계들을 구
축(co nstruct)하고자 했지만 데리다는 그것들을 탈구축(deconstruct), 즉 해체
한다.”15)

해체는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é)의 자기 동일성, 말하는 주체와 목
소리로 표현된 기호의 자기 현전성을 의심한다. 하이데거가 인간존재 의
미에 대한 해석학적 질문에 기초하여 형이상학적 인간주의의 해체를 주장
하는 입장과 달리 데리다는 전통적인 인간주의의 모든 가정 자체를 거부
15) 로니 슈나이더 애덤스, 박은영 옮김,『미술사 방법론』, 조형교육, 2002,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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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는 철학이 인간의 고유한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
로 절대정신이나 의식의 지향성과 같이 순수의식이나 의식적 자아만을 강
조해온 초월론적주체의 철학이나 인간중심주의를 재평가 하려는 시도들에
대하여 용인하지 않는 태도를 취한다. “데리다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이 우
리의 모든 사상, 언어 또는 경험의 토대로서 작용할 궁극적인 로고스
(logoce), 현존, 본질, 진리, 실재에 대한 믿음을 피력했다는 점에서 ‘로고
스 중심적(logocentrique)’이라고 규정한다.” 16) 이 로고스 중심주의란 ‘현
전’17) 의 개념에 그 중심을 두고 재현되는 서구사상의 경향을 특징짓는 말
로 “형이상학의 역사를 기초, 원칙, 중심과 관련된 모든 언어들(본질, 실
존, 실체, 주체, 초월성, 인식, 신, 인간 등)이 불변의 현전을 지시한다는
것을 논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18) 데리다는 신성불가침의 토대, 제일원
인, 절대적 기원들을 가정하여 다른 모든 의미의 체계가 그것에 의존하여
구성된다고 생각하는 사유체계를 ‘형이상학’이라 불렀다. “이러한 제일원
칙은 항상 그 원칙들이 배척하는 것, 즉 일종의 이분법적 대립의 논리를
공통으로 지니고 있었다.”19) 특정한 중심이나 고정된 주체, 절대적 기원이
나 기반, 또는 지배적인 제일 원인들에 대한 혐오는 고유화 된 진리대신
파종을, 통일성과 일관성 대신 파열과 분열을, 폐쇄영역대신 결정 불가능
한 공간을, 그리고 신중함과 합리성 대신 유희와 히스테리의 찬양으로 드
러났다. 이러한 이분법적 대립의 논리는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없기에 그
시작부터 해체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데리다는 서양문화가 자
랑해온 보편성과 존재, 신학적 사상이 하나의 유토피아적 현존의 신화, 자
가성 우위의 신화에 지나지 않음을 고발하며 이를 ‘말 중심주의’, ‘소리중
심주의’, ‘신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등으로 표현되는 중심의 신화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동일성과 일치에 대한 예찬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듣는

16) 마단사럽 외 임헌규 편역,『데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인간사랑, 1992, p.25.
17) <현전>로고스를 신의 소리, 인간이성, 세계이법, 구극적 진리, 만물의 근거로 간주해온 전통적
인 형이상학은 그것들을 사물의 제일 존재로서 파악하고 지각되는 사물의 성질, 상태, 작용의
근저에서 사물을 제약하는 ‘기체(基體)’로서 여겨왔다. 또한 종래의 형이상학은 음성의 ‘자기이
해’로서 음성언어(빠롤)가 ‘자기현전’이나 ‘의식의 시원성’과 일치한다고 생각함으로써 문자언어
(에크리튜르)를 그것의 이차적인 대행이나 재현물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음성중심주의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18) 리차드 귀니, 임현규, 곽영아, 임찬순 옮김,『현대 유럽 철학의 흐름-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
니즘 까지』,한울총서, 1992, p.135.
19) 마단사럽 외 임헌규 편역,『데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인간사랑, 1992,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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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적 목소리가 되어 어긋남과 불일치, 차이, 간격 등 저주스러운 것으로
간주 되었다.
이러한 존재론적 동일성에 대한 거부와 해체, 본성의 차이와 차별의 강
조를 위해 데리다는 다음과 같이 차연(差延)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차연 (差延), 즉 ‘differance’ 는 데리다의 신조어로 공간적 구별이나 다른
것과의 차이를 의미하는 ‘difference’와 시간적으로 미루는 것을 의미하는
연기 및 지연의 의미를 결합한 복합어이다 . 다시 말해 차연은 기호체계 내
에서 간격을 두고 다른 것과 구분되는 차이에서 나오는 공간개념인 동시
에 기호가 언제나 끝없는 존재의 지연을 강요하는 시간적 개념.” 20)이다.
데리다는 언어는 문자와 마찬가지로 의미하는 과정과 존재성을 결여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데리다는 언어는 이야기 되는 순간 이미 문자로 쓰이는 특징 때
문에 형이상학적 근거를 설정하려는 개념이나 공리보다 기호의 원초적 시
간, 공간적 운동처럼 현재에서의 절대적 타자의 흔적을 밝히기 위해 차연
(差延)의 단어를 만들어 냈다. 데리다는 자기 동일적인 현전을 더 이상 존
재의 절대적 모형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특수화 내지 결과로 생각했다.
어떤 개체내에 있는 결정과 결과라도 그것은 더 이상 현전의 결과가 아닌
차연의 결과이자 타자의 흔적이었던 것이다. 데리다는 현전의 의미를 재구성
하는 대신 현전을 해체 했다.
“해체는 현전이 어떻게 작용의 인상을 주었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해 줄
뿐 아니라 현전이 이러한 착각을 교묘하게 영속화 하는 수사학적 장치들
을 지닌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형이상학적 현전이 실제로는 얼마나 그 자
체와 반대로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해 준다.”21)

2.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반근대적 성격
근대는 개인과 공공의 차원 모두에서 가시화 되던 시기였다. 근대사회

20) 이광래,『해체주의와 그 이후』,열린책들, 2007, p.116.
21) 이광래,『해체주의란 무엇인가』,교보문고, 1990,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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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중들은 기차, 돈, 백화점, 아케이드, 광학과 카메라의 발명과 같은 산
업문명의 도구이자 결과가 생산한 볼거리와 인간이 자아에 몰입하면서 스
스로를 내세우는 나르시시즘과 공공적 관음증을 만족시키는 상태를 맞이
하게 되었다. 이성적 주체라는 근대의 자의식은 사람들에게 과학과 예술
의 보편화로 이어져 자연의 지배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아발견, 예술의
대중화와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으로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
이라 믿었다. 그러나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념과
희망과는 상반된 결과를 목도하게 되었다. 이상적이었던 무제한적 자아실
현이나 확고한 자기표현의 욕구, 주관화된 감수성의 지배는 철학과 미학
의 보편화가 아닌 제도화된 현상을 보였다. 인간 이성에 대한 신화나 이
성의 결과물을 중시했던 합리성과 보편성을 추구하고 신봉했던 사회에 대
한 불신과 불만,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제기 되기 시작한 것이
다.
이와 더불어 인간을 정신적 존재로 규정하고 이성의 합리적 사고에 의
한 과학적 산물이 찬양되던 시기에서 인본주의 인간관이 전면적으로 거부
되면서 체계화되고 거대화 되었던 모더니즘의 지향점은 이성에 대한 신뢰
의 저하와 함께 닫힌 정신구조의 산물로 여겨지게 되었다. 과학을 통한
인류의 진보적 해방, 철학이 지식에 대한 통합성을 복원하고 인간성에 대
해 보편적으로 유효한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언설들은 공격받게 되
었고 더 이상 총체화, 거대화 하려는 관념에 대하여 부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 1924∼1998)는 오늘날
거대서사나 메타언어는 사라져 가고 있고 그것을 대치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 대신 그는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의 다양한 형태를 강
조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자율적 주체가 언어에 새겨진 다원적이고 다
형적인 주체 위치들로 분산되었다는 것이다. 강압적인 총체성과 총체화의
정치대신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미시서사들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22)

이런 시대적 상황 안에서 프로이트는 전통적인 합리적 인간이라는 개념을
본능적 인간으로 바꾸어 이해시켰다. 프로이트에게 무의식 연구의 시작은
22) 심명숙,「현대미술의 탈구축과 반근대적 특징에 관한 연구」,강원대 철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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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문학보다 의학적인 것으로 히스테리성 공포증과 강박증후군 환자
의 꿈의 증상을 해독하여 치유의 방법모색을 위한 것이었다. 프로이트는
이 과정에서 잠재의식의 세계를 고찰하여 ‘히스테리(Hysterie)’, ‘꿈의 해
석’, ‘소아성욕’의 이론을 제시하였고 인간의 무의식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임상을 통해 밝혀냈고 이후 정신분석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 큰 영향력
을 행사하게 되었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을 미학화 하기 위해 ‘언캐니(uncany)’23)개념을
전면적으로 제시했다. 그가 정식으로 언캐니를 정식분석학적 개념으로 적
용한 것은 1919년『언캐니(uncany)』라는 저작으로부터였는데 이 글이
탄생하게 된 것은 19세기 말의 정신병리적 사회·문화적 현상으로부터 비
롯된 것이었다.24) 프로이트가 말하는 ‘언캐니’는 억압된 무엇인가가 회귀
할 때 그것이 주는 고통이 ‘이상하게 두렵게’ 느껴지는 것과, 이 ‘이상하게
두려운 것’의 실체가 정말로 새롭거나 낯선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움직임
에서는 오히려 친숙하고 낯선 것이 된다 해도 억압기제에 의해 두렵게 느
껴지는 효과로 억압과 트라우마, 반복강박이라는 매커니즘을 갖고 있다.
금기는 억압을 생산하고 억압이 있기 위해서는 트라우마가 존재해야 하며
어떤 사건이나 환상이 트라우마가 되려면 사후작용이 존재해야 한다. 사
후에 트라우마가 된 기억만이 억압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이런 트라우마는
반복적으로 회귀한다. 프로이트는 억압의 본질은 어떤 것을 의식으로 진
입하지 못하게 하여 의식과 거리를 두게 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억압으로부터 압축된 내용을 해제하고 전치된 표상을 바로잡음으로 현시
된 꿈 내용 이면에 존재하는 표상의 내용을 밝힐 수 있다”25)고 보았다.
꿈의 사고는 시적 이미지와 같이 직유와 은유의 수단을 통해 상징적으로
23) 언캐니 -프로이트가 전집(열린책들)에서 ‘낯설은 두려움’으로 번역하였고, 다른 번역서들에서는
‘기괴함’,‘기이함’등으로 단순하게 번역되기도 한다. 프로이트가 사용했던 ‘운하임리
히’(Unheimlich)'라는 독일어 원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편의상 영
어식 번역인 ‘언캐니’를 사용하기로 한다. 언캐니를 번역하면 ‘낯익은 낯설음’, ‘기괴함’ 혹은 ‘두
려운 낯설음’정도가 될 것이다. 언캐니(uncany)는 캐니(canny)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캐
니는 익숙한, 낯익은, 친밀한, 길들여진 등을 의미하는데 반해, 언캐니는 기괴한, 이상한, 낯선,
황량한, 혐오스러운, 음산한, 불안한 등을 의미한다. 예컨대, 이는 친숙함으로 대변되는 집이 동
시에 이방인에게는 낯설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집의 이중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언캐니는 캐니와 대립되기 보다는 상호종속적인 것이다.
24) 유경희,「언캐니 개념으로 본 정신 분석학적 시각예술론 연구 : 후기 신체미술을 중심으로」,연
세대 영상 대학원 박사논문, 2007, p.13.
25) 크리스트프리트 퇴겔, 최미연 譯,『프로이트』, 2009.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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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화 되기에 꿈이나 증상, 말실수 등이 억압된 것의 회귀라면 이것은
이동, 압축, 전치 등의 작용에 의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억압이론은 은유와 환유, 압축과 전치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게 된다. 프로
이트는 무의식이 의식의 표층으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집중에 의
한 정신작용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방법으로 꿈의 해석이나
자유연상의 방법을 이용하게 되었다. 프로이트는 예술가는 환상의 세계에
눈을 돌려 욕망의 직접적 만족을 보상해 주는 대체물을 찾는 자로 보았고
승화능력을 통해 비현실적인 요구들을 정신적 영역에서 실현 가능한 것으
로 전환시키는 이로 생각하였다. 프로이트에 예술가의 창조적 충동 및 리
비도(Libido)의 충돌간의 여러 관계에 대한 예술관은 시대의 필요에 따라
모방과 재현을 일삼는 당시의 보편적 예술가상과는 대척적 견해로 계몽주
의 이전의 역사관과 종교적 신념을 토대로 동일성을 전승하는 고상한 예
술관과 명백한 경계를 보이는 것이었다. 프로이트는 예술에서 중요한 것
은 예술가의 창작 의욕과 동기, 체험임을 말하며 미술이 수공의 숙련에서
작가의 개념으로 중심이 전환하는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하나의 예술론
이 사유에 중심에 놓이는 문제는 프로이트의 철학에 고무된 결과였다.
프로이트의 ‘언캐니’와 초현실주의는 동시대에 탄생한 개념으로 초현실
주의자들은 언캐니의 경험이 낯설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할 포스터(Hal
Foster, 1955∼)는『강박적 아름다움』(1994)에서 초현실주의 본질이 죽음
의 충동과 연결된 이 언캐니의 체험, 즉 “억압되었던 것이 불현듯 통합된
정체성, 미적 규범과 사회질서를 파열시키는 회귀하는”체험에 있다고 주
장했다. 포스터에 따르면 초현실주의자들은 억압된 것이 다시 밖으로 나
타날 때 그것에 한없이 빠져들었던 대표적인 사람들로 “기존의 재현체계
를 어김없이 와해시키고, 순간적으로 낯선 친밀함이라는 양가적이고 상반
된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언캐니를 전략적으로 사용”26)하는 이들인 것이
다. 프로이트는「꿈의 해석」과「농담과 무의식의 관계」를 통해 초현실
주의의 자동 기술적 말하기와 글쓰기 및 시각예술의 실험에 방법적 기초
를 제공했고, 꿈과 개인의 성 심리 발달을 무의식과 연관하여 예술의 이
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실제로 초현실주의자들은 프로이트가 환자를 치료
하는 방법으로 꿈에 대해 말하게 하곤 했던 방법을 차용하여 자동 기술적
26) 유경희,「언캐니 개념으로 본 정신 분석학적 시각예술론 연구 : 후기 신체미술을 중심으로」,
연세대 영상 대학원 박사논문, 2007,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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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와 말하기를 적용하였다. 정신의 자유 활동 영역인 꿈과 무의식이
정신의 본질과 진정한 자아를 지칭한다는 관점은 초현실주의에서 무의식
을 통한 사고의 자유, 표현의 자유범위를 확장하는 단초로 프로이트의 꿈
의 이론은 초현실주의자들의 방법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무의식을 바탕
으로 한 오토마티즘(automatism)27)의 전개에 동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프로이트의 견해로부터 비평과 예술에 대한 최종의 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언캐니 개념을 포함한 정신분석학은 실재계28)의
귀환으로써 드러나는 오늘날의 신경증적이고 도착적이며 정신 병리적 증
후로써의 현대미술을 분석하는데 매우 풍부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단초는 다음 항에서 서술될 라캉의 사유에서 잘 드러
난다.

3. J.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해체주의 예술론
예술에서의 해체도 철학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대한 다른 구조의 구
성이 아닌, 처음 구조를 우회하거나 지지적 제반 가치를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었다. “데리다는 미술에서도 통
일적, 구축적 양식의 해체, 즉 단순히 전통적 양식의 부정, 파괴뿐 아니라
미술작품의 기표적 현전성을 더 적극적으로 해체해야 한다.”29)고 말하며
많은 예술가들에게 다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데리다에게 존재하는 것은
동일한 체계의 구축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차이 속에서
27) 1924년 브르통(Andre Breton, 1896-1966)이 ‘쉬르레알리슴 선언’에서 말이나 글 이외의 어떠
한 수단에 의해서든 사유의 현실작용을 표현하려고 하는 순수한 심적 표현으로 이성에 의한 아
무런 통제없이 미적, 도덕적 선입관에서 벗어나 행해지는 사유의 옮겨 쓰기를 의미한다.
표현기법으로는 콜라주, 프로타주, 오브제, 데칼코마니 등이 있다.
28) 라캉은 1936년 초기논문에 실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 실재는 ‘존재론적 절대’, ‘본
질적으로 진정한 존재’를 뜻하는 것으로 초기에는 보편적인 흐름에 따라 그 용어를 사용하였으
나 그의 전체 작업과정에서 그 용어의 의미와 용법이 변화되어 갔다. 이러한 실재계의 개념은
라캉의 후기사상의 핵심범주가 되는데 그 이유는 실재계가 인간존재의 궁극적 한계를 드러내며
끊임없이 상징계를 어지럽히고 저항하는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캉의 정신분석이
론은 주체의 욕망구조에 의거하여 예술을 실재계라는 진리의 차원으로 고양시킨다. 오늘날 대
중문화 이론가나 미학자, 이론가들이 라캉의 실재계에 집중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뿐만 아
니라 현실세계에서 실재계는 그 어느 때보다 병리적인 현상으로써 드러나기도 하고, 그것은 이
데올로기적,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되기도 한다.
29) 심명숙,「현대미술의 탈구축과 반근대적 특징에 관한 연구,강원대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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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지연하고 연기(=差+延)할 뿐이었다. 그에게는 미술도 자신의 의미
를 끊임없이 다른 시니피앙들(signifiants)에게 연기시키면서 파종(播種)되
는, 결코 현전에 도달하지 않는 텍스트들의 놀이뿐이다.
미술은 더 이상 현실적 대상의 원본적 재현(representation)이 아니다. 미
술작품이 모방해야 할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기표의 놀
이. 즉 그것들의 차이, 연기, 파종의 유희일 뿐이기 때문이다. 텍스트 내의
동일성보다 의미의 다의적 차이를 발견하고 기호의 흔적을 해명하기 때문
에 모든 텍스트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완벽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주장은 어떤 텍스트가 일의적으로 규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부정한다. 차연성은 어떠한 기표도 결코 의식의 시원성(始原性), 구
극적(究極的) 진리, 진정한 현전에 도달하지 못하여 하나의 기표는 다른
것들과 차이를 이루며 다른 기표를 연기하고 존재하면서 부재하는 흔적으
로 남게 되고 미술작품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래서 작품의 의미는
이미 존재하면서 동시에 부재한다.
“하이데거가「예술작품의 근원」 에서 말한 것처럼, ‘함께 가져옴 ’이라는 그
리스 말 ‘쉼발레인 (symballein)’에서 상징이란 말이 성립한다면 , 상징이란
독자적으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딸려오는 그 무엇에 의
존해서 성립된다. 그림이나 상징이 아니라는 것은 그림의 절대적 독자성을
주장하는 것이다.”30)

그러므로 데리다에게 미술작품은 ‘해석학적 대상’이 아니라 ‘개념화될 수
없는 것의

보존’인 것이다.

결국 데리다는

“칸트(Kant, Immanuel,

1724~1804)의 자율미학과 심미주의의 극복에 그치지 않고 예술에 간섭하
는 모든 해석학적 욕구, 예술에 확정된 의미를 담아 두려는 모든 이론적
의도, 그래서 예술의 안과 밖을 나누려는 최소한의 제스처까지도 해체해
버리려 한다.”31) 미술작품의 의미는 해석자와의 만남 속에 새롭게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생성해 내는 미적 창조력에 있다고 보았다. 이
제 데리다 에게 미술은 시각적 현상에 대한 미적 재현이 아닌 철학을 미
술의 방식을 통해 기호화함으로써 재현의 의미를 구현하려는 미술의 종말
30) 조광제,『미술 속, 발기하는 사물들』,안티쿠스, 2007, p.137.
31) 쟈크 데리다 지음, 김보현 옮김,『해체』, 문예출판사, 1996, pp.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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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시도에 대해 직접적 차단장치로 역할하게 되었다. 현대미술의 이
러한 특성은 라캉은 정신분석학적으로 연구하면서 독자적인 해체주의 예
술론을 보여준다.
라캉은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 와 야곱슨(Egil
Jacobsen, 1892∼1923)의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프로이트를 읽고, 프로이트
의 관점에서 언어의 문제를 접근하여 재해석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라
캉은 20세기를 관류했던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종래의 인본주의적 주체론이나 서구의 명징한 사유주체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구조와 언어의 개념을 정면에 부각했다.”32)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은
인간을 정신적 존재로 규정하고, 이성의 합리적 사고에 의한 과학적 산물
이 찬양되던 사회에 불신과 불만,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적 사고에 대하
여 ‘주체는 없음’을 말하며 몸을 마음과 대척점으로, 물질적 하부구조가
아닌 주체성 담론과 성별 이데올로기에 힘과 투쟁의 대상으로 기능하여
정신/육체, 자아/타자, 중심/주변등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를 파괴하였다.
라캉은 프로이트의 형이상학 주체론에 대해 주체의 자율성과 중심성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 되어 주체론의 중심축을 이루지만 무의식은 주체의
언어적 구조물이라 말한다. 프로이트와 라캉을 잇는 정신분석학적 주체론
의 특징에 대해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라캉의 주체론은 철학이 중
시하는 의식과 지식의 본성을 망각적인 것으로 비판하는 핵심근거로 상상
계에 주목하여 상상계의 개념과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라캉
은 1936년 IPA 회의에 참석하여 ‘거울단계’에 대하여 발표한다.
라캉은 “실체가 아닌 평명적인 이미지에 매혹되는 거울단계가 주체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필연적 계기이자, 인간의 모든 지식과 대상관계를 허구
적인 것에 기초하게 만드는 지속적 작용임”33)을 강조하였다. 주체가 ‘나’
라는 자기의식을 갖고 대상들을 자아를 중심으로 대상관계에 위치시킬 수
있는 것은 상상계 덕분으로 거울단계는 실체가 아닌 평면적 이미지에 매
혹되어 주체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필연적 계기이자 인간의 모든 지식과
대상관계를 허구적인 것에 기초하게 만드는 지속적 작용임을 강조하였다.
라캉의 주체론은 출생에서 출발하여 거울 단계를 거쳐 언어와 질서의 세
계인 상징계에 도달한 뒤 욕망의 문제와 대결하는데서 결정을 이루는 단
32) 박찬부,『라캉 : 재현과 그 불만』,문학과 지성사, 2006, p.9.
33) 자크라캉, 김석옮김,『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에크리』,살림, 2007,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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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단계는 ‘상실’과 ‘결핍’으로 점철되어 포스트
모더니즘적 주체의 위기와 후기구조주의적 불안에 중요한 관련성을 보이
게 된다.
라캉의 정신분석학은 개인을 인간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영역과 대면시키
는 이론이자 실천으로 ‘현실’이란 구성된 어떤 것임을 뜻한다. 이 영역의
대면은 무의식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무의식은 불합리한 충동
의 영역으로서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자아에 대립되는 어떤 것으로 받아들
이는 통상적인 해석이 아니다. 라캉은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 되어있
다” 라는 명제를 제시하며 무의식은 자아가 정복해야 할 야생적 충동의
저장고가 아니라 외상적인 진실이 말을 하는 장소로 매우 논리적인 장소
라 말했다. 라캉의 정신분석학은 이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는 것으로, 라
캉은 프로이트의 압축과 치완(전위)의 법칙을 은유와 환유로 설명하며 인
문과학과 문학, 예술에 상호교섭의 통로를 제공, 정신분석의 방법론이 확
장되는 근본적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프로이트가 언캐니 개념을 통해 정신분석학의 미학화를 견고하게 만들
었다면 라캉은 실재계의 개념을 통해 언캐니를 한층 확산된 개념으로 상
승시켰다. 라캉은 언캐니를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친숙한
내용이 억압에 의해 감추어져 있다가 다시 나타났을 때, 마치 낯선 사실
처럼 인식하는 것으로 는 것으로 ‘낯익음(Heimlich,canny)’의 반대로서 ‘낯
설음(Unheimlich, uncanny)’이라기보다는 낯익은 낯설음에 가깝다고 보았
다. “라캉의 실재계는 상징계 한 지점에서만 경험되고 불안정성과 유동성
을 비롯한 경계의 지점을 확인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언캐니의 양가성 혹
은 경계성의 측면을 떠올리게 한다.”34)
라캉은 실재(계)와 만나는 주체는 안과 밖, 내부와 외부의 소란을 느끼
게 되는데 응시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시선과 응시가 교차되는 양가적인
분열의 순간이 실재계가 귀환하는 순간이며 이 실재계의 환기가 언캐니의
상태임을 말한다. 응시가 시선에 앞서 존재한다. 나는 한곳만을 바라보지
만, 나는 모든 방향에서 보인다는 라캉의 선언은 응시는 주체의 입장이
아니라, 타자의 응시이며, 타자의 응시에 내가 종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바라보는 시선은 주체의 것이고 응시는 대상의 측면인데 내가 너를 보
34) 유경희,「언캐니 개념으로 본 정신분석학적 시각예술론 연구 : 후기 신체미술을 중심으로」,연
세대 영상 대학원 박사논문, 2007,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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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치에서 절대로 너는 나를 볼 수 없기에 이 둘 사이는 합일이 일어나
지 않는다. 라캉은 이를 시선과 응시의 분열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시선
과 응시의 분열에서 ‘시각적 충동’이 발생하고, 주체는 자신을 욕망의 대
상으로 재발견 된다고 한다. 즉 자신이 타자의 욕망아래 있음을, 자신이
절대적인 조망의 위치에 있지 못하고 보일 뿐인 존재임을 재발견하게 되
는 것으로 자신이 보일 뿐인 존재라는 사실을 주체가 깨닫는 순간, 주체
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인 실재계로 향하게 된다.35) 시선은 주체가 일방
적으로 대상을 보는 것이지만, 응시는 바라보는 주체임과 동시에 보이는
대상이라는 이중성으로 언캐니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라캉에 의하면 주체는 자신을 선행하여 존재하는 기표들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 정박 점으로 주인 기표와 동일시를 통해 상징적 위임을 부여받은
말하는 주체로 구성되는데, 동시에 기표들은 그물망에 의해 의미화 되지
못하는 자신의 존재로부터 소외되어 상징계와 실재계 사이에서 분열을 일
으키게 된다. 분열된 주체로 구성되어 시각에 장에서 보이는 것들이 주체
에 앞서 존재하게 되고 ‘보는 주체’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분열을 겪는다.
이 가시성의 장들을 구조화 하는 중심이 라캉이 말하는 ‘응시’이며 보는
주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시선과 응시의 분열’이라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에서 트라우마36)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트라우마는 주
로 상징적 질서 외부에 배제된 실재에 위치하는데 실재가 상징적 질서를
뚫고 나올 때 트라우마는 작용되고 실재와 조우하는 지점이 트라우마적
사건이 된다. 모더니즘 예술과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트라우마의 반복은
기본적인 것이었다. 라캉은 프로이트를 생물학적 결정론에서 해방시켜 기
호적 차원으로 부활시켰다. 압축과 치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치환의
경우 억압된 힘과, 저항하려는 힘에서 의식의 저항을 떨어트리고 검열 작
업을 무력화 하고자 하는 ‘자유연상’에 의한다. 내용의 치환은 중심내용이
다른 것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강세의 치환은 강조의 초점이 흐려지는 것
으로, 내용의 치환은 은유, 강세의 치환은 환유에 해당된다. 프로이트는
“억압으로부터 압축된 내용을 해제하고 전치된 표상을 바로잡음으로서 현
시된 꿈 내용 이면에 존재하는 표상의 내용을 밝힐 수 있다”37)고 보았다.
35) (Lacan, 1978, 77-78), 유경희, 「언캐니 개념으로 본 정신분석학적 시각예술론 연구 : 후기 신
체미술을 중심으로」,연세대 영상 대학원 박사논문, 2007, p.89. 재인용.
36) 본 논문 Ⅲ장 3항의 p.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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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캉은 프로이트의 ‘억압’의 문제를 명료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 억압이
없다면 무의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인데 과연 억압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다. 라캉에게 억압된 것은 이미지, 단어, 감정보다 한층 더 근
본적인 어떤 것이었다. 프로이트는『꿈의 해석』에서 꿈속에는 해석 너머
에 있는 단단한 불가입적 중핵이 있다고 추축했다. 라캉은 억압된 것을
이 중핵으로 보았고 상징계

안에 중핵은 빈자리로 인식되며 모든 그 외

의 표상들과 이미지, 그리고 기표들이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시도라고
보았다.
라캉의 탈중심적 주체론은 ‘말하는 존재’가 상징질서에 진입하면서 ‘언
어’를 사용하는 사건마다 ‘언어’를 통해서 주체가 탄생되고, 그 주체는 분
열되고 탈중심화된 상태로 드러난다. 이는 과거의 억압의제로 문제가 되
었던 것들은 언어를 통해 만들어지지만 그 언어는 분열의 과정을 거쳐 현
재의 재구성으로 탈바꿈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라캉의 탈중심화 예
술론은 구축적 양식과 제도화된 모더니즘을 해체하여 예술의 다원적 전개
가 가능하게 한다.

37) 크리스트프리트 퇴겔, 최미연 譯,『프로이트』,2009,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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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대미술의 탈중심화
1. 현대미술의 해체적 양상
20세기 초 전쟁과 혁명으로 어지러웠던 유럽은 자본주의의 자기증식이
유럽을 세계대전으로 몰고 갔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자본주의는 위기에 빠
지고 부르주아사회의 죽음을 예고하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신분
석학의 등장은 ‘이성적 주체’라는 근대의 자의식을 무너트리면서 인간의
관념에 급격한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사람들은 세상에 최종적 권위란 존
재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된다. 니체의 ‘신의 죽음’이 현실화 되었고, 모더
니즘이 예술지상주의를 표방하여 사회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킴으로 자율성
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삶과 예술의 분리를 초래했다. 아방
가르드는 이성주의의 전면적 부정과 해체라는 극단적 전략을 구사하며 전
통의 부정과 새로움에 대한 갈망으로 모더니즘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①반미학 현상
현대미술38) 에서 이성주의에 반동하는 전위와 해체의 상징성은 포스트
모더니티의 표현기제로 작동되어 왔다. 현대과학의 발명과 발견도 다양한
테크놀로지(technology)를 제공하여 예술적 표현의 경계를 해체하며 현대
의 미술양식에서 수많은 상징기호를 탄생시켰다. 현대미술에서 다다
(Dada)39)는 아방가르드 운동의 강력한 촉매제였다. 1914년 촉발된 제 1차
세계대전은 예술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38) 본 논문에서는 현대미술의 범위를 인상주의의 출현을 모더니즘의 기준으로 그 이후의 예술을
말한다.
39) 프랑스어로 ‘목마’를 의미하며, 슬라브어에서는 ‘예,예’를 뜻한다. 다다라는 명칭이 탄생한 경위
에는 의견이 분분한데 그 중 1916년 시인인 짜라(Tristan Tzara 1896~1960)가 사전을 놓고
펜나이프를 아무데나 집어던져 나온 다다라는 아무 의미 없는 의성어를 그 명칭으로 결정했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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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세대는 후방에서 애국적 수사를 늘어놓으면 그만이었지만 젊은 세대
들은 직접 군인이 되어 공포와 충격을 몸으로 겪어야 했다. 프란츠마르크
(Franz Marc, 1880∼ 1916), 안토니오 산텔리아(A ntonio Sant’Elia, 1888
∼1916), 아폴리네르 (Guillaume Apollinaire, 1880∼1918)등 수많은 시인
과 예술가들이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 . 실제로 체험한 전쟁의 참상과
국가에서 외치는 구호사이에는 당연히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이 괴리 속
에서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뻔뻔한 허위와 기만을 보았다. 기성의 모든
것을 불신하게 된 젊은이들은 당연히 예술에서도 모든 형식적 권위 , 모든
전통적 양식을 증오”40)하게 되었고 인간이성의 종말을 고한다 . 이제 민족
주의와 낙관적 과학문명, 관습의 부정을 통해 인간이성의 해체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후고

발(Hugo

Ball,

1886~1927)과

트리스탄

차라(Tristan

Tzara,1896~1960), 장 아르프(Jean Arp,1887~1966)를 비롯한 일군의 작가
들은 스위스의 취히리로 모여 밤마다 ‘까페 볼테르’에서 도발적 퍼포먼스
로 부르주아 문화와 전통에 조롱과 경멸을 보내며 당대의 정치적인 격변
에 반발하는 사고방식의 표현으로 자신들의 반대의사를 무정부주의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모순적인 ‘상식 밖의’ 행위나 낭송 혹은 예술작품을 다다라
는 이름을 통해 표명했다. 이들은 전쟁을 혐오하고, 전쟁을 부추긴 민족주
의와 식민주의, 부르주아적 이해관계를 증오했다. 창조적 예술분야에 전승
된 준거의 부정과 비논리적 즉흥성, 우연성과 비연과성 등의 새로운 방법
을 통해 다다는 기존에 구축된 모든 것과의 전복을 시도하여 유미 주의적
예술관에 대한 도전으로 반예술을 주장한다. 이는 기존 예술제도에 대한
대안적 개념을 나타내며 예술영역의 경계를 해체하고 매체와 형식, 재료
와 기법의 표현방식에 무한한 자유를 가져다주었다. 현대미술에서 아방가
르드는 다다의 이러한 해체과정에서 권위와 제도의 전복에 근간으로 작용
되었다.
1917년 다다가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다다이스트들은 미술관을 열고
잡지를 발간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국제적인 활동으로 전개됨에 따
라 취히리 그룹은 분열되었다. 다다는 처음부터 독일, 루마니아, 프랑스,

40) 진중권,『진중권의 서양미술사 모더니즘 편』,휴머니스트, 2011, p.179.

- 24 -

스위스 등의 다국적으로 이루어진
집단이었고, 다다이스트들은 무정
부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국제적 활동은 짧은 시간
에 취히리와 베를린, 퀼른, 파리,
뉴욕등 유럽과 미국의 주요한 도
시로 퍼져나갔다. 특정한 예술양
식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다다는
훗날 다른 예술 운동에 영향을 끼
칠 기법들을 창안해 냈다. 하지만
다다의 모든 흐름이 탈정치적 이
거나 허무주의적이었던 것은 아니
었다. 취히리 다다의 길지 않은
활동은 문학의 비이성적 동일성,
음악에서의 소음, 그리고 미술에
<그림5> 존 하트필드(John Heartfield),

서의 우연성등 반예술적인 활동을

<히틀러 경례의 의미

특징으로 보인다. 베를린 다다는

- 작은 남자가 큰 선물을 요구한다>,

처음부터 고도의 정치화된 아방가

포토몽타주, 38x27cm, 1923.

르드를 기획으로 출발했다.

“독일 다다(베를린, 하노버 퀼른 )는 리하르트 휄젠벡이 베를린에 돌아와서
잡지 『노이에 유겐트(Neue Jug end)』를 중심으로 모인 문학 집단에 가담
하면서 1917년 초에 시작되었다 . 그는 1918년 2월 ‘독일에서의 첫 번째
다다연설’( 전쟁 전 미래파 선언을 본뜬 이벤트 )을, 이어서 4월에 다다 선
언문을 발행했다. 휄젠벡의 주변에 모인 새로운 구성원들 중에는 통렬한
사진 몽타주로 1920년대에 유명해진 존 하트필드(John Heartfield, 1891
∼1968)와 게오르그 그로츠(George Grosz, 1893∼1959)가 있었다.”41)

히틀러와 나치체제에 대한 저항을 목적으로 제작한 포토몽타주는 매체에
곁들인 삽화로 제작되었다<그림 5>. 사진을 이용한 중첩과 병치는 풍자
적 화면으로 사실성의 이미지를 통하여 사회적 비판의지를 표현하였다.
41) Edwerd Lucy Smith, 김금미 譯, 『20세기 시각예술』,애경, 2006,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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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포스터에 따르면 베를린의 것이든, 소비에트의 것이든 , 포토몽타주사
이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한다. 첫째, 사진을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시각세계를 사진이 주도하게 되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둘째 , 상품과 광
고의 이미지를 분해하고 파괴함으로써 대중문화가 조장하는 신화를 해체
한다 . 셋째, 현실을 초월한 영원의 작품이 아니라 순간순간 개입하여 현실
에 균열을 내는 새로운 예술이 되려고 한다.” 42) 하지만 물질성의 강조로
포토몽타주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그림에 가까워졌다.

< 그림6> 마르셀 뒤샹(Marcel

< 그림7>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 계단을 내려오는

Duchamp), < 자전거 바퀴>,

나부 No.2>,

혼합재료, 가변크기, 1913.

캔버스에 유채,

147x89.2cm, 1912.

뉴욕다다는 유럽의 예술가들이 미국으로 망명함에 따라 확산되었는데
큐비즘과 미래파의 영향을 심화, 발전시킨 뒤샹(Marcel Duchamp, 1887∼
1968)의 출현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게 된다<그림6>. 그는 미래주
의 화가로 출발하여 미술의 정신적 부분을 날카롭게 공격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영역을 개척했다. 뒤샹은 레디메이드(ready-made)와 패러디
를 통한 개념미술의 확장으로 현대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다이스
42) 할포스터 외, 배수희·신정훈 외 옮김,『1900년 이후의 미술사』,세미콜론, 2007,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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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들은 ‘익명성’으로 그 누구라도 작품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 우연’ 을
도입했다.
“프란시스피카비아(Francis Picabia, 1879∼1953)는 기술에 대한 지배적
인 열정과 현대의 발전에 대한 확신을 패러디한 부조리한 기계구조물을
그렸다. 또 만 레이(Man Ray, 1890∼1976)는 일상 실용품과 회화적 모티
브를 사용해 거기에 다른 소재를 결합하거나 분명치 않은 제목을 붙임으
로써 일상의 문맥에서 동떨어지게 만들었다.”43)

하지만 뒤샹은 1913년 노트에 “작품(works)을 작업(works)으로 만드는
일이 가능할까?” 라며 행위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다. 뒤샹은 우연이라
는 개념을 작가의 개념을 부정하는 회화의 유명론("작품은 실재하지 않
고, 그저 이름만 있을 뿐")으로 사용한다. 뒤샹은 1913년<자전거 바퀴>를
통해 발견된 오브제로서 최초의 레디메이드인 평범한 부엌 의자위에 낡은
자전거 바퀴를 결합한 작품을 내 놓는다< 그림7>. 예술적 표현이 결여된
생산품인 “레디메이드를 예술품이라고 주장하는 뒤샹의 행위에서 다다의
요소는 이미 표출되어 있으며, 피카비아의 기계주의 드로잉을 통하여 예
술에 대한 허무주의는 충분히 시위 되었다.” 기성품의 차용을 통하여 뒤
샹은 예술의 가치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레디
-메이드의 모순되고 무의미한 제목들과 같은 비합리적 사고로 제시했다.
조지 딕키(Gorge Dickie)는 예술작품을 예술계에 의해 자격이 수여된바
있는 하나의 인공품으로 정의하며 예술의 본질적 특질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것이 다다이즘이라고 말했다. 전승된 미술의 준거에서 벗어나 기성
품에 예술의 지위를 부여하는 뒤샹의 예술관은 기존의 작가들의 재주에
부여된 천재성을 폐기하고 새로운 예술의 개념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된
것이다.44) 뉴욕의 반 예술적인 다다는 뒤샹의 대량생산품을 미술품으로
변모시키는 행위와 피카비아의 기계주의적 드로잉을 통해 다다의 이미지
를 각인시켰다. 뉴욕다다는 뒤샹으로 인해 미국인에게 알려지고, 피카비아
에 의해 더욱 유명해졌고, 만 레이에 의해 미국사회에 자리 잡게 되었다.
실험적 아방가르드 운동은 많았지만 다다만큼 급진적이지 못했다. 부르주
43) Diteuma aelgeo 김금미 譯,『Dadaism』,마로니에북스, 2008, p.25.
44) 김광우,『뒤샹과 친구들』,미술문화, 2001,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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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예술에 대한 다다의 비판은 ‘미적 허무주의’에 가까웠고, 부르주아 정
치에 대한 다다의 공격은 무정부주의적 저항에 가까웠다. 하지만 과도한
급진성은 비판의 초점을 잃고 실천적 보수성으로 이어져 다다이즘의 비판
은 공산주의 운동과 연대했던 베를린 다다를 제외하면 대부분 예술의 영
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② 초현실주의와 동일성 회화의 해체
초현실주의자들은 “ 표현주의자들처럼 사회비판의 방식을 취하며, 다다
의 도발적 제스처를 보이고 입체주의자들의 콜라주를 통해 전통회화를 파
괴한다. 그러나 초현실주의자들은 반 부르주아적인 과장된 제스처에 점점
빠져다는 다다이스트들의 태도에 맞서 새로운 표현수단을 진지하게 모색
했으며, 입체주의자들의 형식논의에 맞서 그림 내용을 다시금 성찰했다
.”45) ‘리얼리티의 재정의’를 기조로 하는 초현실주의는 1960년 추상미술의
퇴조와 함께 조명받기 시작하였다. 브르통(André Breton, 1896∼1966)은
‘초현실’을 ‘꿈과 현실이라는 모순된 두 상태가’ 중첩된 ‘절대적 현실성’으
로 규정한다. 이런 현실과 몽상의 중첩에서 새로운 리얼리티를 추구한 초
현실주의는 데페이즈망(Department)을 통하여 회화의 동일성을 해체시킨
다. 이 체계의 변화는 예술가의 역할과 감상자의 태도에 변화를 요구하여
예술의 지위와 양식화의 전형을 전복, 향후 예술의 다원적 가능성을 열어
가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데페이즈망 기법은 “초현실주의적 상상
력에 의한 사물의 장소이행으로 사물의 상대적 의미와 일상적 용도를 박
탈해 버리고 그 사물에 본원적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고대 애니
미즘(animism)의 세계를 형성했던 것과 흡사”46)했다.
초현실주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무의식의 정신기능으로
‘꿈’의 형식을 도입한다. 키리코(Giorgio de Chirico, 1888∼1978)는 프로이
트가 말한 꿈에 대하여 형이상학적 데페이즈망을 이용하여 꿈을 실제로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키리코는 어린서
절의 경험이나 공포, 추억 등의 기억을 바탕으로 신비로운 시와 같은 작
품을 표현했는데 일상적인 물체가 새로운 의미로 존재감을 갖게 하는 그
의 작품에서 ‘형이상학적 데페이즈망’의 표현을 볼 수 있다. 키리코에게
45) Joachim Nagel, 황종민 譯, 『초현실주의』,미술문화, 2008, p.24.
46) 모리스 라도, 민희석 譯, 『초현실주의의 역사』,고려원,1989,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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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조르지 키리코(Giorgio de

<그림9> 르네 마그리트(Rene

Chirico), < 사랑의 찬가>, 캔버스에

Magritte), <기억>, 캔버스에 유채,

유채, 73x59.1cm, 1914.

75.5x55.5cm, 1942.

‘형이상학적’이라는 용어는 사물의 표면 뒤에 숨겨진 본질적인 의미에 대
한 유추로 작용했다. 키리코의 < 사랑의 찬가>는 르네마그리트(René
Magritte, 1898~∼1967)가 1938년 <기억>이라는 제목을 통해 경의를 표현
만큼 데페이즈망 방식의 전파에 영향을 미쳤다<그림8, 9>. 1914년에 발표
된 「초현실주의의 예술적 기원과 전망」에서 브르통은 초현실주의의 두
가지 노선으로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자동주의를 따르는 것과 꿈의 영
상을 고정시키기 위해

트롱프뢰유(trompe l’oeil. 눈속임기법)의 사용을

이야기 한다. 자동기술적 기법실험은 의식과 무의식의 이미지를 초현실적
으로 함축하여 탈재현과 비정형을 특징으로 나타냈다. 자동기술의 표현방
법은 정신과 신체의 자율을 추구하는 정신적 자동주의로 받아들여졌다.
“‘ 자동기술’은 자신을 외부와 분리시킨 상태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이성의
통제 없이 가능한 빨리 받아쓰는 것을 말한다. 브르통은 1924년 <1차 선
언> 에서 이 기법을 아예 초현실주의와 동일시했다. 다다이후의 아방가르드
라면 모름지기 다다 못지않은 급진성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의 미적 허무주
의를 극복해야 했다. ‘예술을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예술을 해야 한
다’ 는 이 두 가지 모순된 과제를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자동주의였다.47) 무

- 29 -

의식에서 흘러나오는 작품은 인간의 예술이자 동시에 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8)

<그림10>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프랑스의
정원>, 캔버스에 유채, 114×168cm, 1962.

회화에서 초현실주의운동을 주동한 인물은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1891~1976)로 콜라주(collage)를 주요 창작수단으로 이용하면서 회화에서
견지하던 현실적 조화를 추구하는 동일성을 해체하기 시작한다< 그림10>.
에른스트는 마룻바닥이나 나뭇잎, 실, 천조각등을 프로타주(frottag)의 소
재로 사용하였다. 프로타주는 얼마 후 캔버스에 색을 두껍게 겹쳐 칠한
후 모양을 내는 기법인 그라타주(grattage)로 발전하게 된다. 프로타주의
간접성은 묘사적 재현의 방식과 상반된 성격으로 사물의 물리적 질감과
작가의 신체의 운동에너지에 의해 구축되며 선택의 방식으로는 콜라주 되
어 차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갖고 있다. 무의식에 기반을 둔 소재의 자율
선택과 신체의 자율적 이동 에너지가 기록하는 프로타주는 자동기술법의
드로잉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에른스트는 1941년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갔을 때 캔버스 위로 액채물감이 담긴 구멍 뚫린 통을 줄 끝에 매달아 흔
들면서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드리핑기법을 발명하고 잭슨폴록(Paul
Jackson Pollock. 1912~1956)에게 소개한다. “ 아르토(Antonin Artaud,
47) 던 에이드스,「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재인용, 니코스 스탠고스편, 성완경, 김안례 옮김,『현대
미술의 개념』, 문예출판사, 1994, p.193.
48) 진중권,『진중권의 서양미술사 모더니즘편』휴머니스트, 2011,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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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1948)의 말대로, 초현실주의자들은 자동기술이 그 어떤 의식적 창작
물보다 더 완전하게 개인의 본성을 보여준다고 믿었다.”49) 달리는 트롱프
뢰유기법을 이용하여 초현실주의의 수동성에 초현실주의적 능동성을 대립
시켜 화가의 적극적 개입을 추구했다. “달리는 비합리적 상상의 세계는
현실세계와 동등한 가치와 객관성을 지녔다고 주장하면서 편집광적 비평
방법을 통해 꿈, 환상, 무의식등 비합리의 시계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려
고 하였다.”50) 그는 편집증의 방법론이 사물의 이중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구현하는 기술적 억제로서의 표현방식으로 무의식의 표현이
아닌 재현으로 바꾸어 구체적인 비합리성과 보편적인 상상적 세계가 조우
하는 지점을 확장했다.
미술에서 그리기의 방법을 버리고 오브제를 차용하는 행위는 전승된 회
화와 미술의 관행에 대한 실험성이면서 반미학적인 의지의 표출로 아방가
르드적 성취와 함께 미술이 지닌 가치의 준거에 대한 혼돈을 가져왔다.
초현실주의 미술가들은 오브제를 원래 기능에서 분리시켜 기존의 가치를
훼손시켰다. 초현실주의 미술가들은 전통적 재현을 떠나 가치를 훼손시키
는 방법으로 전통적인 재현대신 ‘발견된 오브제’와 ‘레디메이드’의 개념을
발전시켰고 ‘비합리적’이고 ‘부수적’이며 ‘설명적’인 오브제들을 고안해 냈
다. 그 안에는 고정관념에 대한 파괴성향이 내재해 있었다. 달리는 오브제
가 가지는 상징성을 강조하고 물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용도나 개념에
서 벗어나 인간의 욕망과 환상에 합치하는 이미지의 개방을 시도하였다.
오브제는 일루저니즘(illusionism)적 묘사에 기초한 관습적 방법의 해체를
가져왔다. 가장 초현실주의적인 기법으로 회화에 실제 오브제를 위치시켜
20세기 일루저니즘의 확산된 형식이 된다. “오브제의 콜라주는 화면에서
의 상호작용의 관계가 가져다주는 생경함의 효용을 넘어 실제 오브제로
일루저니즘을 대신하는 재현미술의 붕괴를 촉진하고 새로운 변증법적 해
결책을 이끌었다.”51)
초현실주의자들은 “표현주의자들처럼 사회비판의 방식을 취하며 , 다다의
도발적 제스처를 보이고 입체주의자들의 콜라주를 통해 전통회화를 파괴

49) 진중권,『진중권의 서양미술사 모더니즘편』,휴머니스트, 2011, p.214.
50) 신현숙,『초현실주의』,동아출판사, 1992, p.238.
51) 조명식,「현대미술의 해체와 다원성 연구」, 강원대 철학과 대학원 박사논문, 2010.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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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그러나 초현실주의자들은 반부르주아적인 과장된 제스처에 점점 빠
져드는 다다이스트들의 태도에 맞서 새로운 표현수단을 진지하게 모색했
으며 , 입체주의자들의 형식논의에 맞서 그림 내용을 다시금 성찰했다.”52)

이와 같이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동일한 질서를 재생산하는 의식적 회화
에 전승된 준거를 해체하고 감상자의 기억과 참여를 통해 관향의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관객은 도상에 구현된 관계를 스스로 음미하며 해석하
는 참여자적 분석자로서의 변신을 요구받게 되고 비평의 준거에도 변혁을
가져와 미술의 장을 확산시켜 다원화를 이끌게 되었다.

③ 대중문화의 차용
포스트모더니즘예술의 특징은 대중매체시대의 예술로서 생산과 수용의
주체로 작용하여 이전의 예술생산과 소비의 과정에 차이를 보인다. 팝아
트는 관람자로 하여금 기존의 작품을 감상하는 수용자 보다 더 적극적으
로 예술에 개입하여 적극적 체험을 이룰 수 있도록 도모한다. 팝아트는
기존의 아방가르드와 달리 본질적 예술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문화생활과 인습에 반역적이기도 하다. 다다이즘이 사회와 현실제도
에 대한 논박을 일삼는다면 팝아트는 기계적으로 생산된 미술품을 대량생
산하기도 하고 일상의 하찮은 이미지를 차용하여 저속함을 대중화하였다.
루카치(Lukács, György, 1885~1971)의 조형철학에 바탕을 둔 팝아트는 대
중문화에 대한 긍정적 기능과 성공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유목
적 사고로 대중매체 시대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대지를 구성하는 해체의
전주이다. 모든 시각매체(조각, 유화, 사진, 판화등)을 동원하여 대중문화
와 일상재료를 매체로 다양한 문화코드를 생산하며 후기산업사회의 무차
별적 소비와 인간정신의 해체를 비판적 시각에서 수용한다.
팝아트라는 용어는 1954년 영국의 비평가 로렌스 알로웨이(Lawrence
Alloway, 1929~1990)가 매스컴 광고문화에 의해 창조된 대중미술을 가리
키는 명칭으로 처음 사용했던 것이다. 리처드 해밀턴(Richard Hamilton,
1922~2011)은 팝의 개념을 대중을 위해 의도되었다는 의미로 대중성과 소

52) Joachim Nagel, 황종민 譯, 『초현실주의』,미술문화, 2008,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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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 특성을 말해주는 단기성, 소모성, 저렴함, 대량생산, 젊음, 위트, 상업
성, 화려함, 속임수와 기교라고 정의 했다. 이것들은 1960년대 영국의 팝
아티스트들이 숭배한 소재들이며 이러한 특성은 팝아트와 연관되어 팝아
트의 전략적 요소가 되어 이전의 순수예술과 확연한 경계와 거리를 구축
하였다. 팝아트는 순수예술이 가졌던 오리지날리티를 과감하게 부수고 이
미지 차용과 패러디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기존의 미술이 지녔던 모더니즘
적 가치를 부정한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다양한 양식을 혼용하였으며 광
고사진, 신문스크랩, 대중적 우상, 만화, 영화등 모든 대중매체의 이미지를
차용하였다. 그들에게 작업은 길거리에 널려있는 이미지와 오브제를 긁어
모으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따라서 모더니즘 예술에서 보이는 절대주의
나 숭고미, 미래주의적 경향 등이 제거되고 오로지 대중과 보다 쉽게 교
감하고 일상의 싸구려 이미지와 상업적 오브제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
.”53) 대중매체를 통한 양산과 복제는 신비감을 파괴하여 기존에 예술이
가진 아우라를 파괴하는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에 따르
면 아우라를 느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쉽사리 볼 수 없음과 가까
이 할 수 없음에서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아우라란 어떠한 특정
한 예술작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작품이나 대상을 볼 때
가까이 있더라도 먼 곳의 일회적인 현상처럼 느끼는 주관적 체험”54) 으로
말하며 팝아트가 예술의 숭배가치와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붕괴된 것으로
보았다. 팝아트는 예술과 일상에 존재하는 경계를 소멸시키고 고급예술과
대중예술사이의 차이를 붕괴시켜 보편적 미술의 지위와

존재방식에 대한

도전과 전복을 시도하는 것이다.
영국의 리처드 해밀턴의 <오늘날의 가정을 그렇게 색다르고 매혹적으
로 만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는 최초의 팝아트 작품이다. 미국에서
는 1962년 뉴욕의 시드니, 재니스 화랑(Sidney·Janis)에서 앤디워홀(Andy
Warhol, 1928~1987)),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 1923~1997),
클래스 올덴버그(Claes Oldenberg, 1923~)등이 참여한 <새로운 리얼리스
트전(New realists)>을 계기로 팝아트는 하나의 뚜렷한 양상으로 자리매

53) 민영욱,「현대전위미술에 나타난 조형철학의 상징성 연구」, 강원대학교 철학과 박사논문,
2011, p.79.
54) 조광제, 김시천,『예술 인문학과 통하다』,웅진 지식 하우스, 2010,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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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여 60년대 미국의 예술과 사회문화 전반의 분위기를 이끌어 가게 되
었다. 팝아트는 상품화된 이미지의 패러디를 통해 스타의 사진이나 광고
의 이미지 또는 과거의 위대한 예술작품을 일러스트나 만화의 이미지로
작품화하는 나름의 양식을 형성하기도 했다. 대중매체의 차용은 과거의
순수한 예술이미지들을 문화상품의 이미지로 바꾸어 놓았고 대중의 소비
패턴을 수용하여 다시 상품화 하였다.<그림 10> 통속적이고 현실적인 오
브제를 선택하거나 대중에게 익숙한 상업적 이미지를 차용해 콜라주, 확
대, 반복, 복제 등의 간접적 표현방식을 이용하여 소홀하기 쉬운 친숙한
일상 사물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갖고, 대량생산하는 산업사회와 그것을
소비하는 것이 미덕인 풍요로운 사회에서의 삶의 방식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 그림11> 리처드 해밀턴(Richard

<그림12> 앤디워홀(Andy Warhol),

Hamilton), < 오늘날의 가정을 그렇게

<마를린먼로>, 실크스크린, 145x205cm,

색다르고 매혹적으로 만드는 것은 도대체

1962.

무엇인가?>, 종이에 꼴라쥬, 25X25cm.
1956.

“팝아트는 관람자에게 중점을 두고 제작되기도 한다 . 스타인버그(Saul
Steinberg, 1914~)는 라우센버그가 관습적인 회화와 표면을 평평한 것에
서 ‘플랫베드(Flat bed)' 처럼 납작한 위치로 재조정한 것은 관람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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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변경하는’형식의 하나로 자주 언급되곤 했다. 크라우스(Franz Xaver
Kraus, 1840~1901)는 라우센버그의 미술이 부분 다음에 부분, 이미지 다
음에 이미지를 읽어낼 방식을 강요함으로써 담론적인 모델을 따르고 있는
데 그러한 읽기는 일시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지적한다.” 55)

이렇듯 해체주의로 명명되는 “반재현주의 현상은 모더니즘의 평면성을 이
탈하여 평면과 입체를 동시에 표현하거나, 입체에 공간을 수용하는 설치,
표현영역의 중첩 혹은 해체적 표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태는
설치미술이나 환경미술을 넘어서 다양한 미술문화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일
어나고 있는 현상일 뿐이다.”56) 예술적 실천의 내면에는 조형행위의 관점
의 미학적 준거와 그 시대와 문화를 연계한 철학적 사유와 운동의 상호작
용을 발견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 미술의 해체현상은 미적 실천의 실제
와 그에 관여한 인식소로 연관관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고 미술에서의
오브제의 등장은 대체와 차용의 문제로 미술을 시각대상에서 지각대상으
로 전환시켜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2. 모더니즘의 해체와 탈중심화
모더니즘의 종말은 인식론 중심적 철학의 종말을 의미한다. 포스트모더
니즘은 현전의 형이상학의 종언을 결정함으로서 모더니즘의 논의의 장을
폐쇄시켰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인 니체는 신의 죽음으로 이성중심주
의, 근원주의, 과학지상주의, 역사주의, 체계화와 총체화를 지양하고 파편
화, 불연속성, 다원화, 분산화등 탈정형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니체의 영향
을 받은 포스트구조주의는 데카르트 이래 근대정신을 지배한 이성적 주체
를 부정한다. 그들은 인간과 과학의 목표는 인간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
그 구축의 해체로, 이성으로부터의 탈중심화를 지향하며 헤겔(Hegel,
Georg Wilhelm Friedch, 1770∼1831)과 마르크스(Marx, Karl. 1818∼
1883)식의 거대서사와 담론에 반기를 들었다. 포스트구조주의와 함께 미
술에서도 포스트모던적 미시서사는 기존의 거대담론에 주눅 들지 않고 일
55)
56)

Rosalind Krauss,『Rauchenberg and the
no.4 (December 1974), p.37.
서희선,「자연-해체이미지의 해석과 표현양식
pp.15~17.

- 35 -

Materialized

Image』,

연구」,홍익대학교

Artforun

박사학위논문,

13,
2005,

어서게 된다. 데리다는『문자학에 대하여』에서 탈 중심지향을 활발한 유
희와 해석 작업에 대한 긍정으로 중심의 횡포나 억압과 현존을 거부하였
다.
미술은 역사적으로 단절적이고 불연속적인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아서 단토(Arthur Danto, 1924∼)는 “나는 예술의 종말이라는 말로써 수
세기에 걸쳐 미술사 속에서 전개되어온 하나의 내러티브의 종말을 의미하
려 한다. 이 내러티브는 선언문의 시대에서는 불가피했던 종류의 갈등들
로부터 해방되면서 종말에 도달하였다”57) 라며 미술의 철학화를 이야기하
였다. 여기에서 그는 예술의 종말이란 미술의 죽음이나 종말이 아니라 하
나의 내러티브(narrative)의 종말임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그는 그것을
가리켜 ‘갈등으로부터의 해방’ 이라고 표현한다. 종말이 곧 해방이라는 것
이다. 그는 종말이 끝이나 폐쇄가 아니라 시작이고 개방임을 시사하고 다
음과 같이 주장한다.
“단토의 주장처럼 미술이 종말에 이르게 되었다는 1960년까지, 또는 급진
적인 이론가들이 회화의 죽음을 선언한 1980년대까지 모더니즘은 형식주
의를 비롯해 다양한 근대적 서사양식을 관리하는 헤게모니(heg emony)를
잃지 않았다. 결국 르네상스 이래 6백년간 미술이라는 서사의 역사는 두
차례의 단절을 경계로 하여 전근대적 서사- 근대적 서사- 탈근대적 서사의
파노라마를 전개해 왔다.”58)

그러나 서사양식은 앤디워홀의 ‘브릴로 상자’로 상징되는 모더니즘의 종
말을 분기점으로, 두 번의 단절을 경험한다. ‘브릴로 상자’는 기존에 미술
이 추구하던 시각적 현상에 대한 미적 재현도, 모더니스트들처럼 회화가
지닌 순수한 정체성의 재현도 아니었다. 예술과 비예술을 구분 짓던 기준
이 와해되고 이제 브릴로 상자는 새로운 미적 가치판단으로 비평을 이끌
어 내게 된다. 단토는 실제와 미술작품이 외관상으로 같아 작품으로의 차
이를 분간할 수 없을 때, 둘 사이는 차이 속에 보여지는 사실과 본질에
대한 간극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미술작품의 특정한 면모에 대한 파열화나 감춤의 행위는 미술내면의 의식
57) Danto,『After the End of Art』, p.98.
58) 이광래,『미술을 철학하다,』미술문화, 2007,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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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철학으로 감상자들에게 다원적 사고를 끌어낸다. 이로서 기존의 예술
적 가치에 대한 미적 경험은 의도적을 제거되고 개인적 성찰에 의해 무엇
이든 예술작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며 다중적 의미의 작품이
생성되는 기반이 되었다. 단토는 포스트모던의 미술상황을 다원주의로 규
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예술의 종말을 주장하고 있다. 이전의 종말론
들은 예술의 고상한 목표성취의 불가능이 아니면 예술의 능력불신이나 예
술의 위기상황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단토는 오늘날의 다원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예술의 종말을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예술의 종말
의 본질적 의미는 미술작품의 부재의 의미나 미술양식에서 보이는 결핍과
진보의 불가능성을 설파하는 것, 즉 비평적 판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
해야 한다.
“거대서사가 마침내 종말에 이름으로써 이제는 ‘ 역사- 이후”(post-history)
시대에 도래했다는 것이다. 그는 역사 -이후의 미술, 즉 종말 이후 시기의
미술은 더 이상 가야 할 특정한 내적방향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의 미술이
될 것을 예후한다 . 그 시기가 바로 무엇이든 미술이 될 수 있는 시기, 즉
다원주의 시기라는 것이다.”59)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다원성의 본질적 특징인 분산화와 파편화를 통
해 전체적인 전망이나 총체성이 갖는 거대체계의 허구를 비판하였다. 포
스트모더니즘은 기호학적 기표와 기의의 차연, 욕망의 정치학, 몸의 담론,
소외되고 억압된 개체, 소외된 역사 등 다양한 문제들을 주제로 제기하며
거대담론의 대안으로 동일성보다 차이점을 부각해 본성의 차이, 사유와
구체적인 현실간의 차이를 드러내, 사유가 표방하는 진리와 합리화된 제
도가 내세우는 목적이 상치되는 미세한 현상을 부각시켜 그러한 사유와
제도가 갖는 허구성을 노출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인간과 언어의 본질에
대한 현대철학의 관점이 포스트모던적 사유체제 안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해석되면서 그 시각이 개체적 인간에서 존재적 인간으로 다원적 자율성을
허용하게 된다. 다원주의 예술은 표현적 순기능으로서의 창조적 복합성과
예술양태의 가치의 평준화, 예술의 민주화 그리고 감상자의 적극적 참여
를 이끌어 내고 있다. 서구중심의 서사적 권위를 전복한 자리에 제3세계
59) 미학대계간행회, 장민한, 『현대의 예술과 미학』,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pp.26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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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로까지 시선이 주어지는 다원적 가능성을 열어 놓게 되었다. 철학에
서의 모더니즘은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되는 근대철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로고스중심적인 현전의 형이상학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 인식주체에게
내면적으로 향함으로 현재적인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의 획득이라는 철
학의 전통적인 목표를 실현시키려 했다. 모더니즘미술은 데카르트적 합리
주의를 계승하고 양식의 확산으로 문화의 중심주의와 국제화를 낳았고,
모더니스트들은 기존의 환영주의적 재현을 거부하고 ‘관념의 시각화’를 통
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방을 시도했다. 재현이 사라진 순수한 추상을
절대적인 것의 표현으로 보고 그 안에서 모든 상대성과 모순의 의미를 잃
게 만들려 했다.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 1909~1994)는 형식주의 관
점에서 아방가르드를 추상예술로 환원시키며 순수추상의 특성을 ‘모방을
위한 모방’ 즉 자기 지시성으로 규정하였다.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1930년대 후반 전체주의로 혁명적인 전망이 와해되어 가
는 것을 목격하고 예술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문화를 보존하는 길이라 확신하
게 된다. 그는「 아방가르드와 키치」에서 아방가르드의 개념을 대두시켜 고급예
술의 옹호를 주장하기 시작한다. 그는 아방가르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

념적 혼란과 폭력에서 문화를 진전시킬 길을 발견하는 것으로 보았고, 문
화의 우수성은 아방가르드 작업을 사회와 대중으로의 격리로부터 유지된
다고 주장했다. 모더니즘이 보편적 질서의 불신과 해체의 태도를 모토로
미술사 안에서의 대안을 찾아가고 있음에 비해 그린버그의 아방가르드는
구축적 양식으로 제도화하고 권력화 되어

회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

다. 그린버그는 추상표현주의 운동이 시작될 무렵 유럽의 미술을 비판하
였다. 그린버그는 1962년 추상표현주의가 종말을 맞이할 때에도 자신의
매체미학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원근법적 재현이나 사실적 표현의
해체, 공간의 깊이를 제거한 평면으로의 회귀가 회화의 순수한 본질을 나
타낸다고 보았다. 그린버그의 이러한 탈재현성과 공간해체를 통한 회화에
매체성의 신념과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옹호는 당시 미국에서 추상의 양식
화와 범주화에 가장 영향력 있는 비평이 되었다. 그린버그의 아방가르드
는 참여를 부정하고 매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미주의와 동의어가 된
다.
“아방가르드의 자의식 속에서 최고의 예술가는 예술가들의 예술가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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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시인은 시인들의 시인이다. 아방가르드는 대중의 이해를 구하지 않
는다 . 그들의 관객은 다른 예술가들이다. 이처럼 소수에게 이해되는 진정
한 예술과 다수에게 영합하는 시뮬라크라(Simulacrum)를 대립시킨다는 점
에서 그린버그의 아방가르드는 엘리트주의적이다.”60)

이처럼 앨리트주의적 모더니즘(Modernism)에 대한 새로운 아방가르드
(Avantgarde)는 ‘키치(Kitsch)’라 불리는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예술과 문
학의 발생이었다. 아방가르드가 예술의 과정에 대한 모방을, 키치는 예술
의 결과를 모방하는 것이 이 둘의 차이였다. 그린버그는 키치를 상업사회
가 만들어낸 가짜의 본보기로 보았고 아방가르드의 적으로 보았다. “그린
버그는 아방가르드가 자본주의 자체에 위협이 된다고 보나 아방가르드와
반 부르주아적 성향은 환상이자 가설일 뿐이다. 아무리 부르주아 사회를
거부한다 해도 아방가르드와 부르주아 사이에는 하나의 관계가 틀림없이
존재한다. 부르주아의 돈을 거부하는 한, 아방가르드 예술가는 자본주의
내에서 실업자,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공무원이 될 뿐이다. 나아가 자신에
대한 저항을 참아주는 체제역시 자유민주주의뿐이다. 나치(Nazi)에 대한
고트프리트 벤(Gottfried Benn, 1886∼1956)의 충성은 표현주의에 대한 탄
압으로 돌아왔고 공산주의에 대한 마야콥스키(Mayakovsky, 1893∼1930)
의 헌신은 스탈린(Stalin, 1878∼1953) 치하에서 자살로 끝을 맺었다. 결국
아방가르드를 허용하는 물적 토대와 상부구조는 모두 부르주아 사회에 있
었다는 이야기다.”61) 아방가르드의 특성과 실패는 1969년에 에빙 샌들러
가 쓴 전시회 카탈로그 서문에서도 볼수 있다. “아방가르드는 종식됐다.
아방가르드는 수많은 예술의 한계에 봉착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기한
것을 보고 감탄을 터뜨리는 대중들도 거의 없다. 엘리트들도 이에 대해
동정을 표시하기 보다는 예술과 그들의 미적 체험의 질에 관해 의심을 품
을 뿐”이라고 적는다. 62) 옥타비오 파즈(Octavio Paz, 1914∼1998)는 1967
년 아방가르드는 1917년에 있었던 아방가르드의 행위와 태도를 되풀이하
고 있으며 현대미술의 이념적 종말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하며 모더니즘
미술의 퇴조와 해체현상을 한탄했다. “모던의 황혼은 이른바 포스트모던
60) 클레멘트 그린버그, 조주연 옮김, <아방가르드와 키치>,『예술과문화』경성대학교 출판부, 2004,
p.21.
61) 진중권,『진중권의 서양미술사 모더니즘편』,휴머니스트, 2011, p.356.
62) 김희영,『해롤드 로젠버그의 모더니즘 비평』,한국학술정보, 2010,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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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명과 함께 당도한 것이다. 다시 말해 반근대주의, 일명 포스트 모던
시대는 모더니즘의 탈근대적 전위로서 니체와 프로이트, 그리고 하이데거
를 거친 후 반근대적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인 푸코, 데리다, 리오타르 등에
이르게 되었다.” 63)

3. 현대미술과 트라우마
“트라우마의 어원은 ‘trauma’와 ‘traumatisme’으로 의학과 외과에서 사용
되던 용어로서 trauma는 상처라는 뜻의 그리스 어이다. ‘titrosko’(뚫다 )에
서 파생된 말로서 , 피부의 침해를 동반하는 상처를 가리키는 일종의 의학
용어로 창상이나 손상인 외상을 가리킨다 . 극심한 충격 , 침해 , 조직 전체에
미치는 결과로 용어에 내포된 세 가지 의미를 심리적 차원으로 옮겨놓는
다.” 64)

이처럼 의학적 용어로 사용되는 트라우마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장신경
증에서1941년 아브라함 카디너(Abraham Kardiner)에 의해 외상성 신경증
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차 세계대전중 브르통은 정신병원에
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포탄충격의 희생자들을 돌전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느 젊은 환자가 특히 그의 관심을 끌었다. 이 환자는 끔찍한 전장에서
참혹한 현실을 피해 저만의 환상으로 도피하는 증상을 보였다. 아무리 설
득해도 그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 현상은 결국
과도한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심리적 기제로 환상이 작용된 것이
었다. 이처럼 병인적 반응은 일차적 사건에 대한 반복적 회상이나 되풀이
되는 악몽, 회상적사건이 재발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상징적 단서
에 노출되었을 때 심리적인 고통, 생리적인 재반응, 지속적인 회피나 마
비, 타인으로부터 소원해지거나 분리되는 느낌, 분노를 보이고, 이차적 반
응은 초조, 혼미, 정신적 착란을 일으키는 극도의 불안발작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심리장치가 자극을 방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성의 원칙이 반영
되지 않아 개인차의 요인도 중요시 되었다. 정신분석에서는 외상적 사건
63) 심명숙,「현대미술의 탈구축과 반근대적 특징에 관한 연구」,강원대 철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p.12.
64) 장 라플랑슈, 장 베르트랑 퐁탈리스 공저, 임진수 옮김,『정신분석학 사전』,열린책들, 2006,
p.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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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인의 상호작용인 자극의 강도와 개인의 처리능력간의 관계를 중요시
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트라우마를 주체의 삶속 사건 중 강렬함에 적절하
게 대응할 수 없는 주체의 무능력이 심리조직에 야기하는 대혼란과 지속
적인 병인이라고 말하며 주체의 내성과 자극을 제어하고 심리적으로 해결
할 능력이 넘어서는 자극의 쇄도로 특징지었다. 트라우마는 사후(事後)에
트라우마가 된 기억만이 억압되는 일정한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트라
우마는 항상 강박적으로 반복되고 그 반복은 불쾌한 감정이나 충격으로
다가온다. 트라우마의 경험은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을 억압하여 생겨나는
것으로 비합리적 행동으로 반복되곤 한다. “억압의 본질은 어떤것을 의식
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의식과 거리를 두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65)
억압된 것들이 쌓이는 장소가 무의식이라 보았다.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대한 탐구와 그로 발전된 정신분석은 미학의 영역에
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프로이트는 기존의 미학이 숭고함과 아
름다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만을 연구하는 분야로 알려져 왔음을 주목하
고 두려움이나 혐오의 대상을 미학의 한 분야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
다고 말한다. 프로이트는 예술가를 환상의 세계에 직접적인 만족을 보상
해주는 욕망의 대체물을 찾는 자로 보았고, 승화능력을 통해 비현실적인
요구들이 정신적인 영역에서 실현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이로 생각했
다. 그리고 이제 변화된 인식소는 작가와 감상자에게 이제 두려움이나 혐
오의 대상을 미학의 한 분야로써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함을 말하고 그것
이 언캐니 개념임을 강조하였다. 프로이트은『언캐니』저술을 통해 자극
이나 공포, 혐오스러움이나 기이함이 어떻게 예술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말하였다.
트라우마는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되는 트라우마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생기는 트라우마까지 포함된 것으로 초현실주의자들의 경우
도시의 과도한 자극이나 신체의 기계화와 상품화 같은 자본주의적 특성들
이 트라우마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의 폐단이 정신
병리적 현상으로 초현실화 되고, 그 속에서 인간들은 극도로 트라우마를
65) (Laplanche and Pontalis (1967) 2005,139),유경희,「언캐니 개념으로 본 정신분석학적 시각
예술론 연구 : 후기 신체미술을 중심으로」,연세대 영상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p.32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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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그림14>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

<나르키소스의 변용>, 캔버스에 유채,

<연인>, 캔버스에 유채, 54.2×73cm,

51.1×78.1cm, 1937.

1928.

탐닉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과도 통한다. 프로이트는 인간
이 과거에 체험한 (특히 유년시절에 체험한 상처)나 좌절을 훗날 공상과
백일몽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만족시키며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이러한 욕
구를 충족하는 통로로 보았다. 실제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 1898
∼1989는 잠옷으로 얼굴 전체를 감싼 채 익사한 어머니의 자살에 대한 트
라우마를 가지고 있었고<연인>이라는 그의 작품에서 트라우마가 작품의
동인으로 작용됨을 볼 수 있다< 그림 14>. 초현실주의 작가들과 다다이스
트작가들의 작품에서 보이는 작품에서 인체의 비현실적 비율이나 분절화,
찢어짐, 꼴라쥬되어 합성되는 새로운 형상들의 작업들에서 강렬하게 언캐
니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죽음, 시체, 죽은자의 생환이나 귀신과 유령에
관한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13>.
정신분석에서 트라우마 증상의 원인을 주체의 개인사에서 찾았다면 라
캉은 트라우마를 정신분석학적 의미의 역사가 단순히 과거 혹은 과거의
사건이 아님을 강조하며 의미화 혹은 상징화 과정에 어떤 고착이나 교착
상태로 의미했다. 라캉은 트라우마를 실재계와 만나는 주체의 안과 밖, 내
부와 외부에서 느끼는 혼란으로 보았다. 이 트라우마는 주로 상징적 질서
외부에 배제된 실재에 위치하게 되는데 실재가 상징적 질서를 뚫고 나올
때 트라우마는 작용되고, 실재와 조우하는 순간이 트라우마적 사건이 된
다. 라캉은『정신분석학의

네가지

기본개념(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Analysis)』에서 트라우마와 반복을 튜세(tuche)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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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톤(automaton)의 관점에서 논의했다. 아리스토 텔레스적 용어로 볼
때 트라우마를 ‘실재와의 만남’으로, 반복은 ‘회귀, 돌아옴, 기호의 집요함’
라 생각하며 이들 용어를 사용했다. 즉 트라우마는

주체가 실재와의 만

남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빗나가며’ 영원히 반복된다고 보았다.
“반복되는 것은 실은, 마치 우연처럼 일어나는 그 무엇이다, 이러한 표현
은 반복이 튜셰와 많은 관련이 있음을 알려준다.”66)
후기 현대미술은 20세기 전반에 걸쳐 논의의 변방에 위치했던 몸 자체
를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로 대표되는 근대철학의 이분법적 자유(몸보다는
정신을, 감각보다는 사유를, 감정보다는 이성을 주체로 내세웠던 분위기)
속에서 주체가 아닌 정신의 타자로 부활되었다. 몸에 대한 회귀와 부활은
단순한 타자성의 회복을 넘어 동일성으로 회귀하는 타자성이 아닌 초성적
인 몸, 양성적인 몸으로 탈경계적인 몸을 구현하는 의미를 지녔다. 억압은
몸을 통해 귀환하면서 이전 삶속에서의 금기의 영역으로 복귀했다. 억압
을 생산하는 금기는 친숙한 것에서 낯선 것을, 의식이 무의식적 욕망을,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을, 서구는 비서구를, 정신이 몸을 비천한 것으로
취급하여 억압하는 것으로 보았다. 억압된 것은 주체가 되기 위해 타자로
밀려났던 것으로 20세기 말 시각예술에서 억압된 것으로서 타자를 대표하
는 매개체이자 상징적 대변으로 몸이 등장한 것이다. 몸의 억압은 타자를
억압한 역사를 상징적으로 대변해 주었고 타자에 대한 관심은 몸의 담론
과 맞물리며 다원화의 하나의 인식소가 되었다. 신체는 삶과 죽음, 기계와
유기체, 나와 타자, 환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으로 예술에서 조각난 몸들
(남성/여성, 괴물/ 정상인, 정상/비정상, 기계/유기체)을 통해 가부장적 이
분법이 해체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할 포스터는 트라우마를 라캉식의 ‘실재적인 것과의 어긋난 만남’ 혹은
‘실재의 복귀에서 비롯된 외상적 미술’로 읽으며 후기현대미술의 핵심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대미술을 보자면 “ 앤디워홀의 반복적 표현으로 읽히기
보다는 오히려 실재를 가리는 스크린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롤랑
바르트(Roland Bart hes, 1985∼ 1980)의 푼크툼(punctum)67)처럼 작용하
66) 자크라캉지음,맹정현이수련
,
,『정신분석의 네가지 근본개념』,새물결 출판사, 2008,p.89.
67) 풍크툼은 바르트의『카메라 루시다(Camara Lucida)』에서 명명한 지극히 개념적인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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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실재를 가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의 회화는 외상적이 되는
것이다. 극사실 주의 회화역시 응시라는 실재를 스크린을 통해 길들이지
못함으로써 그 경로가 실재의 노출을 막지 못하고 결국 외상적이 된다
.”68)

<그림15>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그림16> 로버트 고버(Robert Gober),

Bacon), <고깃덩어리에 둘러싸인

< 무제>, 혼합재료, 33.6x41.9x117.2cm,

머리>, 캔버스에 유채, 129.9x121.9cm,

1991.

1954.

할

포스터는

“ 로버트

고버(Robert

Go ber,

1954∼)나

신디셔면(Cindy

Sherman, 1954∼ )의 작업들 역시 스크린을 찢어버리는 충동들 , 실재에 접근해
들어가려는 충동들 때문에 외상적인 것이 된다고 말한다 <그림 16>. 또한 예술적
이론적 대중적 문화들 전체에 걸쳐 개인적이고 역사적인 경험을 외상의 차원에
서 재정의 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것은 한편으로 후기 구조주의적 주체비판과 연
결되면서 외상적 주체는 그로인해 비워진 존재가 되거나 혹은 대중문화적인 관
점에서 주체는 그 외상의 목격자, 증언자, 생존자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더욱 확
스투디움(studium)과 구별하여 사용된다. 스투디움은 보여진 대상과 그 지시 사이에 언제나 일
대일 대응관계로 분명한 객관적 의미를 지닌다. 반면 풍크툼은 우리가 인식의 실재로 인정하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구체적인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그 지시 사이에 언제나 일
대 다수의 불특정하고 불확실한 느낌이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존재론적 관점에서는 의미를 갖
지 않는 무개념이 아닌 탈의미 또는 탈코드,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화적 코드로
부터 이탈한 다른 종류의 심층적 의미로 해석된다.
68) 목선혜,「트라우마가 반영된 회화표현 연구」,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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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다양한 주체의 탄생은
동시대 미술과 비평, 문화정치학에서 의미심장한 전환이라고 말한다.” 69)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은 정신활동의 산물인 언어와 의미, 담론을 해체하
려는 데리다, 라캉, 푸코와 같은 구조주의자들의 이론적 기초위에 신체인
식을 앞세워 새로운 정체성 담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이성의 합리적 사고가 찬양되던 사회에서는 욕구와 관련된 신체의 요구가
억압되어져야 했지만 포스트모던시대의 비인간주의 인간관은 신체미술을
인본주의적 인간관의 철학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발생되어 졌다. 과거의
이분법적 담론의 탈피는 통합적이고 복합적 의미를 내포하며 신체는 정상
과 비정상의 코드 속에 숨어있는 이데올로기를 폭로하기도 하고, 성차별
주의나 인종주의, 계급주의를 비판하기도 하며 때로는 애정과 학대의 대
상으로, 때로는 욕망의 주체로 작용하기도 하면서 몸이라는 이슈가 얼마
나 폭넓은 영역과 의미를 담보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다변화된 현상의 담
론의 출발에 대한 의지로 몸의 훼손이나 손상, 혹은 부재에 관한 미학적
논의는 전통적 미학의 권위를 부조화 하고 부조리한 미학으로 보며 저항
과 위반의 몸짓으로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서의 탈중심화된 주체와 텍스
트의 맥락과 일치하게 된다. 탈중심화에 트라우마의 문제가 하나의 핵심
으로 자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서 단토는『예술의 종말』에서 예술의 경계가 없어지는 다원주의의 진
입에 대해 더 이상 역사내의 예술이 취할 수 있는 어떠한 역사적 방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근대문화가 이룩한 결실에 대한 반성은 결국
반문화(counterculture)운동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을 가능하게 하였고
결국 탈근대의 환경보호운동과 여성해방, 탈식민주의 등의 문화운동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다원주의는 197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논의가 본격화 되
면서 논점의 중심이 되는데, 동일성이 아닌 다원적 특성으로 인하여 각
갈래의 의미와 현상이 다양하게 생성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철저하게 모더니즘의 단절과 거부일 뿐만 아니라 나
아가 그것의 해체이고 탈구축 운동으로 간주하려는 해체주의자들의 주장
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다원성 , 비획일성, 비체계성, 반총체성등 포스트
69) 할포스터, 이영은, 조주연, 최연희 옮김『실재의 귀환』경성대학교 출판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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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니즘의 특성 그대로이다.” 70)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작품들은 모두 트라우마를 탈중심의 기제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현대미술의 탈중심적 특성을
이루는 ‘트라우마’개념을 통해 여성주의 미술의 탈중심적이고도 다원주의
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70) 심명숙,「현대미술의 탈구축과 반근대적 특징에 관한 연구」,강원대 철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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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여성주의 미술의 분석
1. 여성주의 철학과 여성주의 미학
여성주의 철학은 철학이 갖는 탐구대상(분과학문이나 현상탐구)에 대한
회고적 특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여성주의 운동이나 다른 여성주의 분과
학문보다 뒤늦은 출발을 보인다. 기존의 전통철학은 이성적인 남성에 대
한 존재론적 특성이나 인식, 행동과 가치규범에 대해 탐구해 온 가부장제
철학으로 성별과 같이 부분적이고 편향적요소를 진지한 탐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여성주의 철학에 대하여 폄하하고 저지했다. 이에 여성주
의 철학은 전통철학이 성별의 차이로 인한 하나의 성별(남성)이 다른 하
나의 성별(여성)을 지배를 지지하고 정당화 하는 남성 중심적 편향성을
비판하였다. 여성주의 철학은 기존의 가부장제 철학이론이 지닌 기초개념
들과 이론에 관한 결함(성차별적 불균형과 부당함)을 보여줌으로 역설적
으로 여성주의 철학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철학의 내용과 방법론을 모두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여성주의미학’ 이라는 이름을 내세운 연구자들과 출판물들이 철학의 공식
석상에 등장하게 된것은 분석미학이 스스로 위기를 진단하고 처방을 찾고
자

노력한

무렵과

때를

같이

한다 .『미학과

예술비평 (Joumal

of

Aest hetics and Art Criticism) 』의 여성주의 미학 별쇄본이나 하인 (Hein
Hilde)과 코스마이어 (Kosmey er Carolyn)가 함께 편집한『여성주의 관점
의 미학(Aesthetics in Feminist Perspective)』이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이다. 여성주의 미학이 발전해 왔던 지난 20여 년간의 탐구는 여성주
의 미학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가늠하는 이론적 준비과정이었다. 이들은
‘왜 전통미학이 문제인가 ’를 중심 논제로 삼았고 그것은 전통미학에 대한
비판으로 채워졌다.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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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미학자들은 성별화된 맥락과 관점이 예술적, 심미적 경험에
개입하여 작품의 구체성을 구성하고 평가한다는 기준으로 작용함에 주목
하였다. 기존의 미술사는 여성들은 본성상 창조적이지 못하기에 ‘여성-예
술가’라는 개념을 모순으로 여겼고 몇몇의 뛰어난 여성예술가들의 존재는
예술사의 에피소드로 자리했다.
“이들은 성을 잘못 타고난 기이한 존재가 되어 , 남성적 역사에 포함되거
나 여류라는 한정사를 통해 폄하되었다 . 이때 여자들의 역사는 전통 미술
사에 부가되거나 병렬되는 유사예술사이거나 아류예술사로 사소화 된다.
그리고 여성 예술가들을 칭찬할 때에는 섬세하고 세련된 감성을 부각시키
면서 , 여성의 자연적 속성을 통해 여성의 영역을 한정하고자 했다.”72)

여성 미학자들은 전통미학이 가진 이런 관념에 대하여 여성의 심미적 경
험과 남성의 심미적 경험은 동일한 작품에 대해 성별로 인한 차이가 생기
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통미학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명적 개념과 이론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여성주의 미학은 예
술적 심미경험에 개입하는 성별화 된 맥락과 관점에 있어 작품의 정체성
을 구성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동 하는 것에 주목했다. 여성주의 미학
이 심미적 경험에 성별과 관련된 맥락과 관점은 인간의 예술적, 심미적
경험 자체로 예술작품과 심미적 경험을 구성하는 내적 인자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반드시 여성주의가 남성중심의 보편성과 객관성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편성과 객관성은 성취될 수 없는 허구적 이상으로서 , 이것을 성취하는
명목으로 가해지는 구분과 차별은 그 자체로 정치적이다. 여성주의는 맥락
과 관점을 미학적 탐구의 중심에 놓고 차이와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정치적 논의들을 포함하고자 한다.73)

근대의 이성중심의 시대는 제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본주의적 인간
관과 메타언어에 대한 거부가 일어났고 미술에서도 탈중심의 현상을 보였
71) 김주현,『여성주의미학과 예술작품의 존재론』,아트북스, 2008, p.21.
72) 김주현,『여성주의 미학과 예술작품의 존재론』,아트북스, 2008, p.40.
73) 위의 책,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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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탈중심화는 하위, 변두리 문화로 자리 잡은 것들에 관심의 이동을 보
였고 그 현상은 미술에 다원성을 이끌어 냈다. 엘리트 중심의 모더니즘
예술에서 대중적이고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그 중
심이 옮겨가게 된 것이다. 페미니즘은 이러한 다원성에서 일어난 소수자
의 입장 중 하나였다. 페미니즘으로 인해 여성 미술가들은 비평가와 역사
가들에게서 남성들로부터 미술사가 될 기회를 박탈하는 차별적 문화 제도
를 지적하고 여성의 미술을 남성의 미술보다 덜 공식적인 시선으로 바라
본 것에 대해 남성우월의 시선을 거두어, 남성의 ‘문화’에서 ‘자연’으로 들
러리 서던 일을 벗어던졌다. 페미니즘 운동의 결과 여성미술가들은 전시
기회와 전시공간을 확대할 수 있었고 여성운동가들의 지위도 향상되었다.
리 크레이즈너(Lee Krasner, 1908∼1984), 루이스 부르주아, 엘리스 닐
(Alice neel, 1900∼2010)과 같은 원로 여성 미술가의 경우 과거의 무관심
에서 벗어나 미술계에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때로는 페미니스트의 행위가
역설만을 던져주는 여성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여성이 남성
과의 평등함을 요구하며 동등함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 한
과정에서 육체적 차이로 비롯된 불평등한 대우에 대한 항의과정이 불가피
하게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언급하게 되면서 였다. 이 역설은 페미니스트
들이 처한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딜레마(dilemma)를 보여주게 되었다. 용
기와 창의성, 그들 공동의 목소리가 가진 전복적인 힘과 역사적 의미가
그들의 존재를 격렬히 부정하는 전통적인 신념 내부에 존재하는 모순과
모호함, 자기모순을 구체화 하였고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때로는 변혁을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되는 전시 앞에서 불온한 스펙터클(spec·tacle)에 놓
이게 되었다. 페미니즘은 여성미술이 미술사에 의해 무시되고 푸대접 받
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남성지배적 미술 영역으로 들어가 승인받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신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여성주의 미술은 미술의
주변부에 있던 자신들의 위치에 대하여 역사적 의미를 근본적으로 다시
읽어 미술가의 정체성을 남성성의 배타적 특권으로 발전시켜온 역사적 과
정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여성미술가들은 미술의 개념을 주변부의
위치에서 개념규정 및 미술가의 정체성을 남성성의 배타적인 특권으로 발
전시켜온 역사적 과정을 통해 중심부로 이동하였다. 페미니즘 비평은 양
식적인 혁신이 실로 유일한 혁신인지, 아니면 다른 측면의 독창성을 아직
더 탐구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남성사고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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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했던 기존의 미술형식들이 여성이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기에는 부적합
하기 때문에 수잔나 토레는 “어쩌면 역사적 표현양식들에서 일치감을 느
낄 수 없는 여성들은 실제로 예술 그 자체, 자아표현, 그리고 공동의 역사
및 의사소통에 더 관심이 많았을 것이고 이는 단지 양식이나 형식이 아니
라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아방가르드 개념과는 다
르다는 의견을 제시한다.”74) 페미니즘이 보편적 이론체계가 없고, 오로지
남성을 공격하여 남녀관계를 왜곡시키거나 남성들과 점잖게 협상하지 못
하고 자기주장만 옳다고 우기는 싸움닭으로 오해를 받거나 평가절하 되기
도 하고, 여성주의자들이 세운 공 위에서 여성의 힘을 주장하는 여성들도
이 오해에서 멀어지기 위해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기도 하지
만 페미니즘의 발현은 남성본위의 성차별문제와 더불어 사회의 새로운 심
미적 경험에 성별과 관련된 맥락임을 보여주었다. 예술작품과 심미적 경
험을 구성하는 내적인자로 본 논문은 페미니즘을 특정한 성이 아닌 사회
구조와 인간 본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상 속에서
고정적이지 않는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실천적인 사상
이자 운동으로 본다.

2. 여성주의 미술의 다원성
① 여성주의 미술
1980년대 후반에 미학은 다양하고 새로운 도전의 후기분석미학이 진행
되었다. “여성주의 미학은 1990년 페미니즘미학을 주제로 Hypatia와
Journal of Aesthetic and Criticism이 각기 특집호를 출간”75)하면서 공식
적으로 선보여 졌다. 여성주의 예술은 분석미학의 내부에서 보이는 자율
성과 보편성의 신화에 의문을 던지는 하나의 역사적인 움직임으로 해부학
적 토대에 의거하여 작품이나 작가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주의적
관점에 포섭될 수 있는 비남성 주의적 관점으로 예술을 감상하고 비평한
다. ‘여성주의’는 주류미술의 가부장적인 권위와 가치체계에 종속되기를
74)

(from the Centre: feminist Essays on Women's Art,1976,p.6),로지라 파커,『여성, 미술,
이데올로기』,시각과 언어,1995. p.23,재인용.
75) 미학대계간행회, 김혜련,『현대의 예술과 미학』,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p.161.

- 50 -

거부하고 여성 주의적 세계관과 예술관에 기초한 새로운 미술이론과 창작
방식을 추구한다. 여성주의 예술은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하기 모호한 특
성을 갖는데, 해부학에 의한 환원주의적으로 여성개념을 이해한다면 여성
주의 예술이란 여성을 주제로 하거나 여성작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예술을
의미한다. 여성주의 비평이론이 인준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보자면 작품의
주제나 시각이 ‘여성적 특질(femine qualities)'을 가진 작품으로 구별된다.
하지만 그 특질 자체가 여성에 대한 고정적 개념으로 형성된 것이기에 다
시 고정된 여성성의 개념을 전제로 구별되어져 버리게 된다. 여성주의 예
술이 의식적으로 여성성을 강조하거나 여성 문제를 이슈화 한다면, 여성
적 예술은 무의식적으로 여성적 감수성을 표출시키면서 작업으로 성에 대
한 인식을 표명하고 여성으로 그린다.
1970년대 다양한 신체미술의 등장은 “타자, 여성들이 각성되어 더 이상
중립화 전략이 통하지 않는 환경에서 선택한 새로운 주체구성의 매커니
즘”76)으로 1960년대부터 몸을 작품의 도구, 작품 자체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몸의 현존을 강조하거나 작품의 자의성으로 여성의 의식을 표현한
것 이었다. 1990년대 여성 미술이론가들이 가장 절박하게 생각했던 문제
는 주체/타자의 문제였는데 이 “주체/타자의 대립항은 남성/여성이라는
단일한 대립항을 넘어 훨씬 더 다양한 주류/비주류, 중심/주변부의 대립항
속으로 산포되면서 마치 트라우마와도 같이 반복”77)되고 있었다. 여성주
의의 개념은 다양한 관심사와 목적에 따라 이질적이고 상이한 관점에서
이해되는 까닭에 경계가 뚜렷하거나 합의된 개념으로 수렴되기 어려운 특
성을 갖는다. 이렇게 열려져 있고 가변적인 개방된 영역의 특성으로 인하
여 남성작가도 비남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여성이나 남성을 주제로 다루거
나 여성주의예술의 실천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미술의 다원적 성격
을 이끌어 낸 요소를 비주류, 타자의 위치에 있던 여성작가들의 트라우마
에 집중하여 그들이 보여준 다양한 표현방법과 예술의 탈중심화적 역할에
대하여 고찰 해 볼 것이다.
② 페미니즘미술
76) 정수경, <크리스버튼과 비토아콘치의1970년대 미술에 관한 고찰: 마조히즘과 주체 구성 문제
를 중심으로>,『현대 미술학 논문집』,2011, p.263.
77) 위의 책,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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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은 19세기 중반 여성참정권 운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남성 중심
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여성주의 담론으로 시대나 지역이나
이념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갈래를 보이며 고정된 것이 아닌 분화 및 새
로운 결합으로 다양한 변화를 보였다. 페미니즘은 19세기 말~20세기 초를
1차 인본주의적 페미니즘으로, 1960년대∼현재까지 지속되는 2차 페미니
즘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차 페미니즘은 계몽사상과 사회변혁의
힘으로 인간의 자유사상을 강조하며 남녀평등의 개념을 성별의 동질성으
로 주장하였고, 2차 페미니즘은 비판과 저항정신에 입각하여 여성의 성을
축으로 성별의 이질성을 주장하며 전개되었다. 페미니즘미술은 영·미권,
특히 1970년대 전후 미국을 시작으로 전 국가·사회적인 인식차원으로 기
정사실화 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미술에서도 남성중심의 미술사를 하
나의 이념으로 파악하고 여성들의 역사적 위치를 분석하여 여성을 제외시
킨 미술사의 구조적 모순 자체를 분석하였다. “여성 참정권론자들은 여성
의 해방을 당면목표로 했으나, 이후 여성운동은 사회·문화적 부분까지 포
함”78)하여 범위를 넓혀나갔다. 페미니즘미술의 비평가인 루시 리파드
(Lucy Lippard, 1937∼)는 여성해방과 동등권 운동에 비하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페미니즘미술은 새로운 양식사조라기 보다는 다른 사회운동
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데올로기 가치체계이며 혁명적인 전략이자 삶의
방식에서 출발했다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페미니즘의 ‘억압’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지배이데올로기로 보편적 사고
에서의 억압이 아닌 ‘여성이 처한 상황’에 관해서만 이야기 한다. 이것은
‘이성적 남성’과 ‘감성적 여성’이라는 사고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성이란 감
성, 감각, 신체,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초월적 위치에 있으므로 우연성의
차원으로 전락하지 않기에 자연이나 신체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보았
고 이러한 “이성의 지위에 대한 가정들은 여성을 신체와 자연으로 동일시
하는 경향과 맞물리면서 근대미학의 구조자체를 남성주의적인 것으로 만
들었었다.”79) 이에 대한 여성이 처한 상황에 관한 논의는 자연주의 이론
에 의해 인간의 느낌과 경험의 원천을 신체기관으로 여겨 피부색과 생식
기관을 인간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로 생각하였다.
78) 월간미술 엮음,『세계미술용어사전』,월간미술, 1999, p,493.
79) 미학대계간행회, 김혜련, 『현대의 예술과 미학』,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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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활동적이고 전진적이며 방어적인 힘을 갖고 있다 . 남자는 필연적
으로 행동가, 창조자, 발견자이다. 그 지성은 발명이나 추론을 향해 있다.
그러나 여자의 지성은 발명이나 창조를 향하기보다 깔끔한 정돈이나 배열,
무언가를 해결하는데 어울린다."80)

“여성과 남성의 일상 활동이 점차 분리되고 기질이 양극화되는 산업화와
근대화 이후이다. 사람들은 남녀영역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특성
들을 성별로 타고난 본성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근대이후에 ‘과학(자연과
학, 생물학 따위)이라는 이름으로 강조된 성차는 남녀 간 불평등한 성격
을 정당화”81)시켰다. 신체기관의 차이가 이성과 도덕적 고결한 이들(백인
남성)과 자연적 경향으로 개인의 원형에 부응할 수 없는 이들(타자들, 여
성)으로 구분하여 여성이 겪는 속박은 자연적 이고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적현실로 본 것이다. 이에 “‘억압’이라는 용어는 정치적 선택, 정치
적 설명, 정치적 환경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 ‘억압’과 ‘사회적 억압’을 동
의어 로 보았다. 사회적이라는 개념은 억압의 개념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
이기 때문이다.”82) 페미니즘 미학은 기존의 미술의 제도가 특정한 미술가
와 기존의 사회체계에 호의적인 재현을 만들어 내고, 그에 도전하는 것은
제거하거나 왜곡한다고 보았다. 1971년 린다 노클린(Linda Nochin,1931∼)
은『왜 위대한 여성예술가가 존재하지 않았는가? (Why Have Ther Been
no Great Woman Artists?)』를 발표하여 페미니스트비평과 역사가들의
대부분이 여성들로부터의 예술가가 될 기회를 박탈하는 차별적인 문화 제
도를 지적하기 시작했고, 1970년 미국에서 결성된 WAR(Qomen Artist in
Revolution)과 1971년 결성된 WIA(Women in the Art) 가 주도한 < 여성
미술가들 1550~1950>이라는 전시는 여성주의미술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게
된다. 페미니즘미학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철학
적 전제들에 도전하고 그 전제로 기반을 두는 예술계의 제도와 실천들이
여성들에게 정치적으로, 예술적으로 어떻게 억압하는지를 이론화했다.

80) (Works of john Ruskin, Library Edition, vol.ⅩⅧ, 1905, p.122), 로지라 파커, 『여성, 미술,
이데올로기』, 시각과 언어,1995, p.25, 재인용.
81) 조은주,『페미니스트라는 낙인』,민연, 2007, p.49.
82) 벨 훅스, 윤은진 옮김,『페미니즘: 주변에서 중심으로』,모티브북, 2010,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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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비평은 첫째는 성과 성 차이의 구조에서 생기는 영향력을 인
식해야만 문화, 역사,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과, 둘째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가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정치를 전반적으로 통제해
왔고 그 과정에서의 여성들이 실제역할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 채 주
변부로 내몰렸다는 것이며, 셋째 왜곡된 여성의 역할을 재인식하고 굴절된
여성관을 바로잡는 역사적 변혁을 위해 정치적 의식을 그 행동양식에 중
심을 두어야 한다는 크게 세 가지 원칙을 제시”83)하였다.

페미니즘은 사회내부의 가부장적 성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부당성을 파
악, 문화예술계의 남성중심의 왜곡된 평가기준에 의문을 제시하며 기존
여성미술의 발굴 작업과 작업을 통해 페미니즘 미학을 형성하게 된다.
페미니즘은 자신들의 전략과 이론, 실제를 수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 뉴
욕, 로스앤 젤레스, 센프란시스코 , 런던 등 주요 소도시에서 설립되어
Woman's

Building dhl에

A.I.R,

So ho20이란

명칭의

화랑 ,

출판물로

Woman and Art, Feminist Art Journal, Heresies가 있고, 주요전시로서
Woman's House, Womanpower들이 기획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 미술사
가들의 연례학술행사(C.A.A-College Art Association of America)와 더
불어 Woman's Cause란 이름으로 시작도어 현재까지 페미니즘은 미국의
70년대 초에 미술경향으로 자리 잡게 된다 ."84)

㉮ 1차 페미니즘미술
1차 페미니즘은 여성의 불평등을 사회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자
유주의 페미니즘과 정치, 경제 문화와 같은 사회 구조차원에서 보는 마르
크스주의 페미니즘, 가부장제에서 원인을 찾는 급진주의 페미니즘, 마르크
스주의와 급진적 페미니즘의 절충적 관점의 사회주의페미니즘으로 볼 수
있었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원인을 사회적 성
차(gender difference)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한 관습적, 법적 제한으로 보
83) 이종승,『페미니즘과 문화적 다원주의』,미술평단, 1993, p.46.
84) 박신애,「한국여성주의미술과 현실의식의 변천과정:1980년대와 90년대를 중심으로」,인하대학
교 교육대학원, 2004, p.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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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교육기회와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여성의
종속이 사라질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불평등의 원인을 현상적 차원으로
보고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기능적 관점으로 접근
했기에 해방적이고 사회 변혁적 페미니즘의 전망과는 먼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을 비판하였다. 엥
겔스(Friedrich Engels 1820~1895)는 여성 억압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부터 시작되었으며 자본주의가 여성억압의 근원이라 주장하며 자본주의로
인한 계급간의 기반이 양성불평등이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라 어떻게 적용
되고 변화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이러한 가부장제
에 기초한 법적·정치적 구조와 사회·문화적제도가 여성억압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 외에 생물학적인 성(性)을 여성의 정체감과 억압
의 주요 원인이며, 여성이 출산이나 양육 등의 여성역할에 대한 근본적
변혁을 통해 이루어 질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은 마르
크스주의 페미니즘이 성별 특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하며 여성억압은 노동
자 억압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그렇기에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한 가지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회주의는 입장의
대비로 양대 페미니즘의 이론적 쟁점을 수용하고 있으나 일관성이 결여된
절충주의, 학문적 기회주의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페미니즘의 사고
는 이렇게 새로운 방식과 비판적 반성으로 새로운 의미와 범주를 창조하
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미국은 강자들은 약자에게, 가진 자 와 못가진
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 다수가 소수에게, 주체가 객체에 대한 차별 및 인
종차별, 성차별로 불안한 정치사회적 상황으로 부조리한 현실과 직결된
사회구조적 현안과 이슈로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시기에 미술에서의 페미
니즘운동은 1960년대 말에 시작되었다.
“동부와 서부지역의 미술가들이 미학적인 쟁점과 여성적 의식을 탐구하는
데 기여했던 반면 , 뉴욕의 작가들은 제도적 성차별주의의 비판을 통해 전
시에서의 경제적 형평과 동등한 표현의 기회를 모색했다. 최초의 여성미술
단체인 혁명적인 미술가들 WAP (Woman Artist in Revolutio n,1969)은
여성과

관련된

쟁점들에는

무관심했던

미술노동자연합Artworkers

Coaliton의 한 분파로 1969년 뉴욕에서 출발했는데 여성미술과 관련된 문
제, 즉 뉴욕의 주요미술관들의 차별적인 전시행정을 표적으로 항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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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970년대에는 많은 여성
단체가 결성되거나 , 전시공간이 마
련되고 페미니스트미술잡지와 관련
서적의 출판 등 눈에 띄는 결실을
얻게 되었다. 또 1970년대 초기에
루시 리파드가 여성작가들의 작가
로서의 권리와 전시기획의 평등을
요구하며

조직한

작가특별위원회

(A d Hoc Committee of Women
Artist)를 조직하였다. 여성미술교
류센터(Wonmen's

Interact

Center) 가 1971년 뉴욕에서 문을
열었고 1972년과 1973년에는 여
< 그림177> 주디 시카고(Judy Chicago),
< 디너파티>, 가변설치, 1979.

아직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성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Gallery와 So ho20이

문을

A.R
열어

있다.85)

전통적 미술사 안에서 여성의 이미지가 18세기 부르주아 사회가 요구하는
행복한 어머니이거나, 19세기 처벌과 교화의 대상인 타락한 여성, 20세기
들어서 남성의 성적욕망의 대상을 재현해 왔다면 페미니즘미술은 바람직
한 여성성의 재현으로 남성과 다른 여성의 경험을 가시화 하여 여성특유
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그 특성을 제시하려 했다. 1차 페미니즘 미술은 작
가와 비평가들에게 새로운 쟁점과 현재의 문화구조의 부조화와 분열을 다
양한 방법으로 표출해 낸다. 낸시 스페로(Nancy Spero, 1929∼2009)는 작
품에서 가부장적 억압에 대한 쟁점을, 실비아 슬래이(Sylvia Sleigh, 1916
∼2010), 한나 월크(Hanna Wilk)는 보다 적극적인 신체 감각을 제안하고,
미리엄 샤피로(Miriam Schapiro, 1923∼), 조이스 코즐로프(Joyce Kozloff,
1923∼), 주디 시카고(Judy Chicago, 1939∼)는 순수미술에서 공예에 이르
는 허구적 위계를 부수려 했다. 여타 페미니즘 미술사가 들의 작업은 여
성의 역사 회복이 중요한 관심사였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신체를 남성만을 위해 남성이 만들어온 의미에서
해방시키고 여성을 위해 여성의 신체를 되찾으려는 시도로 여성의 신체를
85) 김홍희『여성 그 다름과 힘』삼신각, 1994.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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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작업을 하였다.

< 그림18> 실비아 슬래이(Sylvia Sleigh)

< 그림 19> 로라 나이트(laura knight)

<Paul Rosano in Jacobson Chair>. 캔

< 자화상과 누드>. 캔버스에 유채,1913.

버스에 유채, 132x142cm, 1971.

“주디 시카고 (Judy Chicago)는 1세대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하나
로< 디너파티>는 인류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39명의 유명 여성인사를 기념
하고 수많은 여성들과 함께 언급했다. <그림 17> 여성취향으로 간주되는
바느질과 도지기 그림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작품의 내용을 강조했다.
하지만 남성관객과 페미니스트들까지 이 작품이 사회적인 남녀불평등이
아닌 신체적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며 반감을 표시했다. <디너파티 >에 놓
인 접시모양은 여성의 외음부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시카고는 줄곧 작
품의 의도는 차이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갖 어려움에 맞서 이뤄낸
여성의 성취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제 <디너파티 >는 여
성운동 역사의 핵심사건인 동시에 미국 미술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한
것으로 평가된다.”86)

실비아 슬래이는 기존에 모델과 예술가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깨고자 했
86) 주디 디카고, 에드워드 루시 스미스 지음, 박상미 옮김,『여성과 미술』,아트북스, 2006,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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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가이며 관찰자인 남성 앞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수동적인’ 여
성의 이미지의 여성누드가 남성누드로 대체되었을 때 관객이 느끼는 이질
감과 괴리감에 주목하며 남성적 시선의 일방적 표현물로서의 여성이미지
의 편견을 드러내고 여성 화가들에게 금기시 되었던 남성 누드화를 그려
냈다. <그림 18>자화상 역시 여성이 그리면 진지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로라 나이트(laura knight, 1877∼1970) 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옷을 입고 여자 누드모델을 보고 있는 자화상을 그렸다. < 그림
19> 프란시스 보르젤로는 20세기가 되기 전 사회는 여성화가의 그림에는
성별을 불문하고 누드가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하며 이 작품을 통해 나이
트는 예술계의 왜곡된 여성관을 꼬집고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로지카 파커(Rozsika Parker, 1945∼2010)는 1세대 페미니스트 들은 이미
지의 분석과 작품 속에서의 실천을 통해 새로운 재현질서를 수립하려 했
으나 그것은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고 말한다. 표현과정에서의 주체와 객
체의 나눔과 대상화의 과정자체가 이미 남성 중심적 재현이 되어 버리기
에 재현의 주체와 대상간의 시선역전은 실제로 불가능하며 시각자체의 근
본적인 힘의 불균형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 2차 페미니즘미술
2차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기능과 심리적적 차이를 인정
에 대하여 말한다. “여성상은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남성의 성과 동등한
것이나, 본질적으로 차별적이며 여성의 고유한 여러 가지 특성은 그 자체
로서 옹호”87)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기 페미니즘은 여성의 성에 대한
해석에 따라 본질 주의적 페미니즘과 사회문화적 페미니즘으로 나뉘는데,
본질 주의적 페미니즘은 남근 중심적 시각이 아닌 긍정적 여성의 성을 대
두시키며 여성의 특성을 강조하며 남성과의 구별과 분리를 말했다. 본질
주의적 페미니즘은 여성의 성적 특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여성의 주
체성을 확립할 뿐 아니라 강화된 여성적 음성으로 남성적 담론을 해체한
다.
반면 사회문화적 페미니즘은 유물론적 사회주의 이론을 수용하면서 가
87) 최현아,「시각문화교육에 있어서 페미니즘의 적용에 관한 연구 : TV광고 사례를 중심으로」,숙
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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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적담론을 받아들여 이성의 성을 역사적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하는 비
고정적인 성질로 간주한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동질성 혹은 차별성에
초점을 둔 논의자체를 거부한다. 절대정신과 순수이성을 추종하는 형이상
학전통의 관념론과 달리 유물론은 역사발전과정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인
정하고, 인간본성을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상대적 주체로 파악한다. 따라서
여성의 성 또한 사회문화적인 구조물로 언제나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고
보았다. 여성의 생리적 특성은 여성의 성을 구조하는 하나의 구성요소에
지나지 않으며 생리적 성에 부과된 사회, 문화, 심리적 경험의 축적이 성
을 규정한다는 유물론적 성별이론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관계, 여성과 사
회와의 관계의 필연성을 강조하였다. 사회문화적 페미니즘은 성의 문제를
여성문제에 국한시키지 않으며 남성역시 사회적 구조물이기 때문에 남성
을 가부장적 이미지, 즉 여성에 대한 지배자, 억압자, 가해자로만 전형화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성보다 젠더에 초점을 두어 단순히 여성의
범주뿐 아니라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여성을 바라보고, 성별범주가 사회
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자체를 비판적으로 읽어낸다. 이러한 젠더 주류화
관점은 후기구조주의 시각에 기반하고 있는데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구조
주의 페미니즘은 주체와 여성의 담론을, 하나의 담론으로 특징지어 획일
적이며 단일한 것으로 치부하는 페미니즘의 경향에 도전하여 페미니스트
들의 경험을 모순된 것으로, 정체성은 복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차이에
대한 인식을 시작한다. 사회문화적 페미니스트들은 성에 대한 개방된 인
식과 성차별의 구조적 모순을 검증하고 여성과 여성성에 대한 편견에 도
전했다. 페미니스트들은 평등론을 주장하는 대신 남녀의 이질성을 강조하
거나 초점을 성(sex)보다 젠더(gender)인 사회적인 요인에 맞추면서 남녀
의 이질성 자체를 거부하는 페미니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이렇듯 1
차 페미니즘은 남성과의 차이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했고, 2차 페미니즘은
각자의 차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화적 제도에 의한 고정된 여성성과
특징을 파악하여 표현하고 예찬하려는 문화적 페미니즘의 입장과 남성중
심의 체제 속에서 이데올로기가 구성 된 고정되지 않은 여성성에 관심을
두었다.
80년대 2차 페미니즘미술은 미술사를 하나의 이념을 분석하고 여성들의
역사적 위치를 분석하여 여성을 제외시킨 미술사의 구조적 모순자체를 분
석하였다. 그들은 미술교재에 나타나 있는 미술의 ‘위계질서’나 ‘남성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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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0> 바바라 크루거

<그림21>

신디 셔먼

(Barbara Kruger)

(cindy sherman)

<Untitled>,1981.

<Untitled> 스틸촬영, 1978.

들의 서사에 집중된 미술사의 기준을 비판하며 학과의 본질에 의문을 제
기하고 교육을 요구하였다. 2차 페미니즘은 생물학적 성의 개념을 넘어
고정된 여성성의 개념이나 재현을 해체하며 성차가 사회 문화적으로 생성
되었다고 보는 젠더의 개념에 주목하여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닌 만들
어 진 것으로 보았다. 작품의 표현에 있어서도 회화적 재현보다 언어적
주제로 전환되어 개념미술을 선호하였다. 비디오, 공연과 같은 대중매체나
문자, 사진을 수용하여 남성적 표현이 아닌 새로운 언어와 방법을 개발하
고자 하는 포스트모던의 양상을 보였다. 대표적 작가로는 바바라 크루거
(Barbara Kruger, 1945∼), 신디 셔먼(cindy sherman, 1954∼)이 있다. 바
바라 크루거는 “광고에 흔히 등장하는 파편화된 여성이미지와 신랄한 텍
스트를 통해 부계사회의 의미구조와 힘의 체계를 폭로하며 현대사회의 소
비문화와 그 속에 인간, 특히 여성의 상황을 비판하고 풍자하였다. 사진과
텍스트를 조합하는 예술형식을 통해 남성지배구조하의 사회적 편견에 저
항한 결과, 그녀가 다루었던 자극적이고 예민한 페미니즘 주제들은 단순
히 예술적 차원을 넘어 비평적 대중문화의 한 형태로서 일반화 되었다.
크루거가 구사했던 여성문제에 관한 텍스트들은 대부분 남성적 언어이며,
이것들은 언어를 통한 문화적 도전이자 여성들에게 경각심유도 그리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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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권력에 맞선 힘의 비판이 확실하다. <무제 (너의 시선이 나의 측면
얼굴을 때린다)(Untitled) Your Gawe hits the Side of My Face> 는 남
성적 재현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 그림20> 왜냐하면 그동안 재현된 여성
이미지에 충실하게 여기서도 여성의 시선이 정면으로부터 빗겨나가도록
의도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감상자가 이 작품에서 이미지만을 소비한다면
남성 주의적 재현과 같은 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왼쪽에 적힌 텍스
트는 그와 같은 재현이 남성 중심적 폭력성을 노출하여 전복시킨다.” 88)
신디 셔먼(cindy sherman 1954~)은 신체미술의 맥락에서 본인이 여러 캐
릭터로 변장한 자신의 모습을 이미지화 한 사진을 통해 여성의 정체성에
의문을 던진다. 이 과정은 영화나 광고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보여주
는 동시에 허영이 여성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임을 말하며 스테리오타
입의 반복을 통해 여성을 고정된 범주로 만들려는 남성 주의적 욕망과 재
현체계에 의해 여성의 이미지가 조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차 페미
니스트들의 작업이 본질 주의적이고, 상징적이고 대중적인 것이라면 2차
페미니즘은 해체주의적 작업으로 개념적, 분석적인 언어작업을 활용하였
다.
90년대 페미니즘 미술은 신체의 재현으로 돌아오게 된다. 페미니스트들
은 젠더의 불안정성은 이성애적 규범으로 차이를 생산하려면 이성애적 담
론을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페미니스트들은 동성애나 제3의 성을 주장
하며 가부장제적 세계에 의 해 구축된 남성 주의적 재현이나 고정된 여성
성으로 여성의 재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젠더를 넘어선 재현의
가능성을 제 3의 재현으로 보았다. “젠더의 재생산은 이성애적 규범과 성
차의 이분법이 해체되는 것을 넘어 안과 밖, 성과 속, 정상과 비정상, 주
체와 객체의 이분법적 경계가 무너짐”89)을 말하며 제 3의 성, 양성성을
재현하고나 고전적인 매끈한 신체가 아닌 그로테스크(grotesque)한 신체
를 표현하는 후기신체미술로 등장하게 된다. 20세기 전반에 걸쳐 논의의
변방에 위치해 있던 몸은 20세기 말 정신의 타자로 부각되면서 몸과 함께

88) 최현아,「시각문화교육에 있어서 페미니즘의 적용에 관한 연구: TV광고 사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pp.26~27.
89) 위최현아,「시각문화교육에 있어서 페미니즘의 적용에 관한 연구: TV광고 사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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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2> 제니 홀저( Jenny Holzer)

< 그림23> 제니 샤빌(Jenny

<excerpts from Lustmord>, ink on

Saville), <Torso>, 캔버스에

(Women's) skin, 1993

유채,360X294cm, 2004.

타자에 대한 논의는 힘을 얻게 된다. 그러나 몸에 대한 회귀와 부활은 단
순히 타자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동일성으로 회귀하는 타자성이
며, 초성적인 몸, 양성적인 몸등 탈 경계적인 몸을 구현하는 의미를 지녔
다. 고전주의의 신체가 자아와 세계사이의 경계점이 되는 반면 이 그로테
스크한 신체는 경계를 위반함으로써 외부인 타자와 하나가 된다. 신디셔
먼의 후기작에서 잘 드러나는, 탈 신비화된 여성의 성기나 늙은 노파의
임신이라는 주제는 재현된 혐오스러운 여성의 이미지가 오히려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것으로 과거의 이상화된 신체에서 벗어나 비천한 신체
로 재현되어 남성과 여성의 신체구분을 넘어 탈 젠더를 말하게 된다. 도
나 헤러웨이(D.Haraway)는 사이보그의 이미지로 테크놀로지와 육체, 기
계와 유기체의 합성을 통해 이성애주의에 대한 대항이자 기괴한 자기증식
의 방식으로 전체주의를 경계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연결을 갈망하면서 동
물과 인간, 혹은 인간과 기계, 물리적인 것과 비 물리적인 것에 대한 경계
를 무너뜨림으로써 정신과 육체, 동물과 기계, 관념론과 유물론의 이분법
을 무너뜨렸다.
포스트모던의 사고는 미술과 문화, 사회전반에 성적, 인종적, 계층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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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 다원주의를 주장한다. 성, 인종, 계층의 불평
등을 극복하고 다원주의에 의한 상대적 가치의 존중과 이를 통한 자아의
식의 회복은 포스트 모던적 시각에서 페미니즘을 여성만이 아닌 남녀 공
통의 인간으로서 주체성의 해방운동이며 하나의 양식이 아닌 각 나라의
특수성과 지역성을 기반으로 다각적 이해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
운 시각을 제시하였다.<그림22, 23>

3. 트라우마와 여성주의 미술
세계 1차 대전은 여성의 참정권
요구와 획득의 계기를 제공하며
여성의 지위와 스스로에 대한 태
도에 영구적 변화를 가져왔다. 졸
란 그로스 베텔하임의 판화에서
여성의 고정관념에 대한 변화를
엿볼 수 있다.<그림 24> 과거 남
성이 도맡다시피 했던 공장일 을
여성이 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쟁
으로 인한 후기구조주의자들의 해
체적 현상은 미술의 탈중심화 경
향을 불러 일으켰고 이는 정신에
대한 고찰과 예술가의 성격과 의
지가 예술작품의 유형에 미치는
<그림24> 졸란 그로스-베텔하임, <후방>,

영향과 감상자의 성격에 대한 관

판화,1943.

심을 갖게 하였다. 이제 예술은
의사소통능력이 자아의 인지기능

이나 개인의 성격의 일부에서 나온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다. 트라우마는 예술가들의 억압적 기제를 풀어내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다원적 성격에 중심으로 작용하여 다양
한 표출을 이끌어 냈다.
① 프리다 칼로(Frida Kahlo, 1907∼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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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 칼로는 문화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현대미술에서 서구
문화 중심의 예술문화에서 벗어나 미술사에서 소외되었던 제 3세계 작가
로서 고통스럽고 개인적 문제들을 작품에서 누구보다 솔직하고 직접적으

< 그림25> 프리다 칼로(Frida Kahlo) ,
<핸리포드병원> 금속위에 유채 38X30.5cm.
1932.

< 그림26> 프리다 칼로(Frida
Kahlo),< 짧은 머리의 자화상>,
캔바스에 유채, 27.9X40cm,
1940.

로 다루었다. 프리다 칼로는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작가이다. 사회적 혼
란기였던 혁명의 시기에 유년을 보내던 칼로는 6살이 되던 해에 척추성
소아마비에 걸려 왼쪽 다리가 불구가 되었다. 어릴 적 ‘나무다리 프리다’
라는 놀림을 받으며 남과 다르게 구별됨을 의식한 그녀는 일찍부터 소외
된 세상에 눈을 떴다. 18세가 되던 해에는 끔직한 버스 사고를 당하게 되
었는데 이때 얻은 부상으로 칼로는 평생 건강이 좋지 못했고 고통스런 수
술을 수없이 받아야 했다. 이 사고는 그녀의 척추와 허리 세 군데를 부러
트리고 버스의 쇠 난간이 그녀의 배를 뚫고 들어가 왼쪽 옆구리로 관통해
질을 통해 나오는 큰 사고였다. 프리다 칼로는 긴 회복기간을 병상에서
지내게 되었고 고독과 고통의 트라우마로 작용하여 유일한 돌파구로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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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술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그
녀의 작품에 주요 주제가 되었고 이 예술적 표현은 사고가 가져온 육체
적, 정신적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의지로 작용하고 하였다.
프리다 칼로는 ‘나 자신의 현실을 그린다’

90)

< 핸리포드 병원>은 그녀

가 아이를 사산하고 그린 그림으로 자신의 불임을 소재로 삼았다고< 짧은
머리의 자화상>은 프리다 칼로의 남편인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
Mural, 1886∼1957)가 자신의 여동생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안 이후 소중
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다.<그림 25, 26> 프리다 칼로의 작업은 개인적 트라우마가 동기화가 되
어 발현되지만 내용은 그 동기화를 자양분으로 멕시코문화나 멕시코인과
자신의 동일시, 디에고 리베라와의 평탄하지 않았던 결혼생활, 그리고 불
임에 대한 것을 원시적이고 직접적인 그림으로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주
제의 그림을 많이 그렸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적 사건들을 작품
으로 표현하면서 감정을 투사하고 전이하면서 외적이며 내적인 무의식과
의식의 영역을 상징화 하여 자신과 보는 이들에게 정서적 감흥을 불러일
으켰다. 프리다 칼로는 혁명이후 미래의 이상적인 멕시코 건설을 위한 가
치와 정치신념을 지닌 학교”91) 에서 성장기를 보내며 국가 정체성을 확립
하고 민족주의 의식을 키우며 마르크스주의자로 성장했다. 이러한 민족의
식은 전통문화의 배경으로 죽음이나 낮과 밤, 남성과 여성처럼 우주의 모
든 양상이 일련의 이중성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고대철학인 아즈텍
(Aztec)의 우주관에 관한 영향은 작품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프리다 칼
로의 작업은 식민통치, 찬란한 고대문명의 역사를 가진 조국에 대한 사랑
을 혁명이념 및 삶과 죽음을 연관 지어 작품세계에 표출하였으며 그녀와
디에고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프리다 칼로는 여성 화가이면
서 동시에 멕시코라는 전통문화와 민중미술로 전통미학에서 다루어 지지
않았던 부분으로 의식을 확장해 다양한 관점과 문화의 이해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였다.
② 루이스 부르주아(Louis Bourgeois, 1911∼2010)

90) 필립 샌드블롬 지음, 박경숙 옮김,『 창조성과 고통 』아트북스, 2003, p.17.
91) 정금희,『 프리다 칼로와 나혜석, 그리고 까미유 끌로델 』,재원, 2003,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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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7> 루이스 부르주아(Lou is

< 그림28> 루이스 부르주아(Louis

Bourgeois), < 무제>, 펠트, 2010.

Bourgeois) ,< 개화하는 야누스>,1968

루이서 부르주아는 유년기 호색한인 아버지와 성적으로 문란한 언니,
가학적 취미를 가지고 있는 남동생과 포용적 성격을 가진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서 성장했다. 루이스 부르주아는 아버지와 영어가정교사와의 불륜
을 알고 크게 충격을 받고 가정교사와 아버지에게 적개심을 갖고, 어머니
에게 같은 여성으로서의 연민의 감정과 불륜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대
처를 하지 않고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원망
을 트라우마로 갖고 있었다. 부르주아는 1970년 신체의 성적 이미지들
(남녀의 섹슈얼리티가 통합된 양성 이미지)이 흥미로운 방식으로 표현되
기 시작한다.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경향은 그녀의 이성적인 조형질서
감각을 보여주고 점차 사실적이고 유기적인 경향으로의 이행을 보이며 상
징적

서술성을

띠게

되었다.

<개화(開花)하는

야누스(Janus

fleuri)

1968>는 남녀의 생식기가 가장 적나라하게 병치도니 페니스와 질이 결합
된 조각으로 야누스의 제목의 암시와 같이 양면성, 이중성을 뜻한다. 부
르주아의 주요한 특성중 하나로 부르주아의 조각에는 남성과 여성, 인간
과 동물, 폭력과 에로틱함, 가학대증과 피학대증, 그리고 재부와 외부라는
이원적 카테고리로 나타난다<그림28>.
부르주아에게 드로잉은 기존의 작가들이 가지는 원작에 대한 습작의 개념
이 아닌 자신에게 휴식을 갖고 치유와 회복의 경험이었다. 드로잉은 어린
시절부터 집안 사업을 돕기 위해 양탄자의 무늬도안을 그리곤 했던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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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9> 루이스 부르주아(Louis

< 그림30> 루이스 부르주아(Louis

Bourgeois),<Maman>,1999

Bourgeois),<Pink days and
Blue Days>,1994

주아는 종이와 연필이라는 드로잉의 매체에 친밀함을 느꼈고 기억을 옮기
는 행위를 통하여 소소한 내면의 감정과 기억의 작업이었다. 1970년대 초
부터 부르주아는 여성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젠더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작품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아버지와 어머니, 자신의 관계라는 개인적
역사의 트라우마는 회화 이외에 여성적 특성이 잘 묻어나는 바느질이나
드로잉, 조각의 영역을 가리지 않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아를 찾는 과정에
관심을 두어 자연스럽게 여성의 억압과 해방, 여성과 가정의 문제를 대상
으로 작업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후에 브루주아는 자연과 모성, 여인의
구체적 이미지에 시선을 돌려 작업을 했다. 부르주아는 “꽃은 나에게 있
어 보내지 못하는 편지와도 같다. 이는 아버지의 부정을 용서해주고 어머
니가 날 버린 것을 용서해 준다. 또한 아버지를 향한 나의 적개심도 사그
라지게 한다. 꽃은 나에게 있어 사과의 편지이고 부활과 보상을 이야기
한다”라며 꽃과 여성이란 소재를 통해 강한 생명력과 성을 시각화 하였
다. 붉은색을 주조로 하는 다양한 드로잉은 이상적 안식처로서의 여성과
모성을 그리며 인생의 순환과 인간, 자연의 본성에 대한 관심을 재현해
냈다. 루이스 부르주아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
하여 대항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나 자연의 색감으로 치유와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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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니키 드 생팔(Niki de Saint Phalle, 1930∼2002)
니키 드 생팔은 1930년대 프랑스는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 경제, 문화,
사회가 대공황 상태에 놓여 있으며 슬럼프에 빠진 시기에 태어났다. “어
머니는 내가 태어났을 때 도산으로 돈을 모두 잃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고 있을 때 나의 아버지의 첫 번째 간통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재앙을 가져왔다고 했어요!”92) 이것은 그녀의 첫
번째 트라우마적 요소로 생팔은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부모를 가장 필
요한 시기에 부모와 떨어져 외로이 보내게 되었다. 이 불안정한 어린 시
절의 기억은 그녀가 성장하는데 있어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게 되었다. 11살 때 니키 드 생팔은 학교에 있던 그리스 조각상
의 포도잎 모양 국부가리개 부분을 진한 붉은색으로 칠한 일로 정신과 상
담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퇴학처분을 거둬들이게 된다. 생팔이 이러한 행
위에 대한 트라우마는 훗날 출간한『나의 비밀』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는
데 그것은 열한 살 나이에 생부로부터 강간당한 일이었다. 1953년 유럽과
미국은 여성의 가치나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보수적인 사회였다. 이런 사
회 안에서 자존적이고 독립심이 강한 그녀는 내적자아와 외적현실과의 마
찰로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되었고 치료를 위해 요양원에 들어갔고 그곳에
서 치유를 위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정신병원 안에서의 나는 성난 젊은 여자였다 . 많은 젊은 여자들과는 다르
게 나는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예술가가 되었다. 예술가가
되는 것은 나의 운명이었다 .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었다.
나는 예술을 나의 구조 및 필요성으로 받아들였다.”93)

생팔은 이시기 그림을 접하면서 미술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된다. 그녀
는 석고 아상블라주 위에 총을 당겨 물감이 흩뿌려지는 작업을 하게 된
다.<그림 31> “나는 나 자신의 재미와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내가
92) Pontus Hulten. Niki de Saint-Phalle, p.184. Verlag Gerd Hatje. 1991. paris.
93) Carla Schulz-Hoffmann. Niki de Saint-Phalle my art My dream.p. 34. Prestel. 2003.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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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1>니키드 생팔(Niki de Saint

< 그림32> 니키드 생팔(Niki de Saint

Phalle) ,<감브리누스의 기괴한 죽음

Phalle), <미의 세 여인>, 과천에 위치.

제작과정> 페인트, 목판에 석고와 다양한
오브제.182X120X27.1963.

쏜 것은 아빠, 모든 남자, 키 작은 남자, 키 큰 남자, 큰 남자, 뚱뚱한 남
자, 남자, 나의 형제, 사회, 교회, 수도원 학교, 가족, 나의 어머니를 향해
쐈다. 나는 회화를 죽였다. 나는 희생자 없는 전쟁을 하였다. (순결한 백
색옷을 입고 나와 회화를 향해 총을 쏘았다.)”94) 그녀의 작품에 나타나는
녹슨 흉기나 도구들은 과거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살인을 상징하는 오브
제로, 총을 쏘는 행위는 누적된 분노의 표출의 기제적 요소로 아버지에
대한 억압된 분노를 분출하여 스스로를 치유했다.
“사격회화는 생팔에 의해 처음 행해진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독창적인
작업행위였다. 그것은 마을 축제와 같은 전시장에서 관객에게 총을 주어
캔버스 위에 매달아 놓은 물감주머니를 쏘게 함으로써 무작위적인 추상화
를 연출하는 행위로 20세기 들어 문화적으로나 미술사적으로나 커다란 이
슈였으며 관중이 원하는 새롭고 독창적인 사건이었다 .

사격회화는 몸서리

치게 폭력적이며 매력적이었다. 사람들은 생팔의 미모에 놀라고 작품의 참
혹함에 다시 한 번 놀라워했다.”95)

“짜릿하고 섹시하지만, 서글프기도 하다, 물감이 대상을 타고 흘러내리는
94) Carla Schulz-Hoffmann, Niki de Saint-Phalle" My art My derm" prestel.2003.p.6.
95) 김선해,「Niki de Saint Phalle의 시기별 변화에 따른 작품 이미지에 관한 연구」,경희대학
교 교육대학교,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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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3> 니키드 생팔(Niki de Saint Phalle,
< 타로공원>, 이탈리아 카파비오에 위치, 1998 개관.

것 보면 극적인 기분이 듭니다. 작품은 희생물이에요. 그 작품은 바로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96) 작품에 나타난 특징들은 주로 종교적 상징성을
내포한 소품들과 남성우월주의 의식을 조롱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생팔
은 자신의 억압요소의 본질을 조각조각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그것을 철저
히 파괴함으로 자신의 관념들과의 연관성을 찾아냈다. 자신의 내부에 존
재한 폭력성을 작업으로 모두 해소한 생팔은 여성을 여성적 관점으로 바
라본 조형물을 만들기 시작한다. < 미의 세여인>는 친구 래리 리버스
(Larry Rivers, 1923~2002)가 임신한 부인 클라리스를 그린 드로잉을 보고
영감을 얻은 데서 유래한다. 그녀는 원색의 화려하고 다양한 색으로 표현
된 <미의 세 여인>를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떠나 새로운 인류이자 종족
으로 제작하기 시작한다.<그림32> 이때부터 생팔의 작업은 따뜻하고 안
정적이며 유쾌한 색채를 보이게 되었다. 스톡홀롬에서 전시된 <혼-Hon>
작업은 생팔이 자신의 표현적 범위에 대해 실험적 행보를 한 작업이기도
96) 슈테파니 슈뢰더 저, 조원규 옮김,『여신이여, 가장 큰 소리로 웃어라』,사이언스 북스, 2006,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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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혼-Hon>은 전시장 천장에 닿을 정도로 크게 배를 드러내고 다리
를 벌린 채 누워있는 어머니를 만들어 그 가랑이 사이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게 만들었다. 질 안에 바나 여러 편의공간을 조성하여 관람자들에게
편안한 어머니의 자궁을 연출해 냈다. 1979년 생팔은 화려하고 낭만적 바
로크풍의

조형물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타로가든(Jardin des

Tarots) <그림33>을 건설하기 시작한다. 생팔이 죽기 전까지 제작했던
이 타로가든은 환경과 조형물의 조화를 꾀한 거대한 조각공원으로 그녀의
예술세계를 총 결집시켜 건설한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녀는 과거의 흔적
들과 현실의 부산물들을 재구성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동등한 문화로
재구성하여 자연과 조화된 신비스러운 조형물들을 표현하며 오로지 난폭
하고 성난 여자와 여성의 본질을 찾기 위한 노력에서 벗어나 설화적이고
동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환상적인 세계를 세우게 된다.
④ 아나 멘디에타 (Ana Mendita, 1948∼1985)
쿠바의 안티카스트로 진영의 부르주아이자 변호사의 딸로 태어난 아나 멘
디에타는 카스트로 집권혁명 이후 불안한 정치적 상황을 피해 ‘피터팬’이
라는 미국의 아동구호작전으로 동생과 미국으로 보내져 고아원과 입양기
관을 전전하며 자라게 된다. 멘디에타는 유년시절 고향에서 억지로 떠나
와야 했던 경험을 자궁으로부터 내던져진 것과 같다고 말하며 가족과 고
국으로부터의 단절된 경험이 트라우마로 작용되어 작품의 정신적 배경이
되었다. 그녀는 민감하고 여린 시각으로 조국의 상처와 수난, 방랑자와 같
은 이국생활,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인이라는 소수민 여성으로 겪었던 정
체성의 혼란을 작품을 통해 표출했다. 아나 멘디에타는 1972년 오하이오
의 아트 칼리지에 입학하여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이 대학에서 멀
티미디어와 비디오 과정을 들으며 자유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그녀는 권
력의 상징인 수염을 붙이는 행위나 비누거품을 뭉쳐 긴 머리카락을 원시
인 분장처럼 붙이는 행위, 또는 유리표면에 코와 얼굴이 뭉개지도록 밀착
시켜 찍은 자화상작업들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그녀는 자신
의 예술적 행위가 세계를 변화시켜주기를 바랬고 그로인해 사회적 금기를
뛰어넘는 실험적 퍼포먼스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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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처럼 뜨겁고 붉은 피를 지닌 멘디에타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강간의
장면 >이라는 퍼포먼스를 재연했는데 , 이는 학교당국에 의해 은폐된 캠퍼스
내 강간 살해사건에 대한 침묵과 터부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쯤 열
린 문 사이로 피가 새어나오고, 그날 죽음으로 내몰린 여성처럼 그녀는 바
닥에 머리가 으깨진 채 널브러져 있다. 퍼포먼스에 초대된 이들은 처참한
정적 속에서 현장의 무기력한 목격자가 되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
다. 가공되지 않은 날것인 온몸으로 멘디에타는 야만의 횡포에 항거한다
.”97) <그림 34>

<그림34> 아나 멘디에타(Ana Mendita), <강간장면>,사진,
1973.

<그림35> 아나 멘디에타(Ana
Mendita),<Yagul>, 1973.

멘디에타는 여성에 몸의 희생과 죄에 대한 주제로 작업을 하다 1975년 이
후부터는 대지와 풍경이 하나가 된 흔적을 남기는 ‘실루에타 시리즈’를 선
보이게 된다. ‘실루에타’ 작업은 ‘대지예술’이나 ‘신체예술’이나 흙, 나무,
돌, 물과 불에 새긴 ‘신체프린트’라 부르기도 한다. ‘실루에타 시리즈’는 자
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몸을 캔버스이자 붓으로 활용한 작업으로 자신의
선조 인디오들이 그랬던 것처럼 두 팔을 들어 하늘, 땅과 하나가 되었음
을 상징하거나 수평으로 누워 하늘과 땅 그 사이의 존재를 표현하기도 했
다. 멘디에타는 들로 나가 자연과 몸을 일체화 시켜 겨우 알아볼 듯한 실

97) 제미란,『길위의 미술관』,문화미래 이프, 2007, 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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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엣을 자리에 남기는 작업을 진행했다. 시냇가에 누워 물살의 흐름으로
퇴적되어 형성되는 모래나 흙의 실루엣이나 전신에 진흙을 바르고 거대한
나무에 기대어 대지의 여신이 육화되는 연금술적인 과정을 연기하기도 했
다. 이러한 작업은 상품화 된 여성의 육체를 거부하고 식민통치 이전의
라틴 아메리카의 신화와 역사를 몸을 통해 기억해 떠나온 고향과 자신의
근원에 닿고자 하는 일종의 제의의자 주술이었다. 멘티에타는 “자연에
<실루에타>를 만드는 것은 내 나라와 지금의 내 집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이다. 내 뿌리와 정체성은 쿠바유산의 결과이다. 나는 자연의 확장이며 자
연은 내 몸의 확장”이라고 말했다. <실루에타>작업은 대지와 작가, 엄마
와 아이사이의 지복의 결합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자연과 몸을 섞듯 에
로틱하기도 하다. 하지만 동시에 섬뜩한 죽음을 연상시키기도 한다.<그림
35> 현대예술은 작가의 이러한 개인적 역사가 갖는 관계를 중요시 하고
멘디에타의 경우 그런 이유로 충격적인 퍼포먼스나 선동적이고 피가 난무
하는 사도 마조적인 폭력성과 잔인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멘디에타는 죽
음과 삶을 분리하지 않으며 자신의 작업은 에로스와 삶/죽음에 관한 것이
라며 풍요와 죽음의 공조를 말했다. 그녀는 죽음에 있어도 마치 하나의
퍼포먼스처럼 269피트 상공에서 시작해 4.21초간 공중에 머물다 34층 창
문 밖으로 내던져지며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다.
⑤ 낸 골딘 (Nan Goldin, 1953∼)
낸 골딘은 자신 가까운 친구들의 사랑과 우정, 추억과 회환을 호모섹슈얼
과 헤테로 섹슈얼, 트랜스 젠더와 드레퀸, 히피와 마약 등 금기와 터부를
관통해온 그들의 삶을 사진이나 비디오 작업을 통해 솔직하고 과감하게
보여준다. 그녀의 이런 작업은 가족사와 깊은 연계를 보인다. 낸 골딘은
미국의 워싱턴의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좌편향의 아버지와 진보주의
자였던 어머니 사이의 지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골딘은 정신분석가가 꿈이
었다. 골든이 11세 되던 해 친구이자 삶의 본보기였던 언니 바버라가 끔
찍한 방법으로 자살을 하게 되고 그녀의 죽음으로 가족들은 큰 상처와 충
격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낸 골딘의 부모는 상실감과 죄책감으로 그 사
실을 부정하고 이웃에게도 그 죽음을 비밀로 하며 골딘에게도 사고로 죽
은 것으로 말하여 딸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낸 골딘은 이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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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집안의 종교적 수심증과 억압에 분노하였다. 14
살 때 그녀는 언니처럼 자살할 수 있다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고 선
물로 받은 폴라로이드 카메라만 챙겨 집을 떠나 16세 때 여장 게이들과
생활하며 본격적으로 이들의 삶을 찍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삶은 “‘자연의
성’이라는 신의 율법을 거슬러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 그림36> 낸 골딘(Nan Goldin), < 심하게 매
맞고 난 한달 후의 낸>,사진,1984.
< 그림37> 낸 골딘(Nan Goldin, <입에
손을 집어넣은 클레멘스와 젠스>,
사진,1999.

‘경계’에서 살아가는 자들”98)이 함께 모여 그녀에게 새로운 가족으로 형성
되었고 삶을 부여하게 된다. 그녀는 이 ‘대가족’적인 히피공동체 생활에
대한 자유와 활력, 환상, 방탕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삶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다. <그림38> 사진은 소심하고 자폐적이던 골딘이 결코 말로 해낼
수 없던 세상과의 소통을 가능케 해 줄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녀는 미국
정신의 두려움으로 존재하는 당대의 거짓과 물질주의를 가장 미워했다.
언니의 죽음에 대한 가족의 거짓의 태도는 골딘의 삶에 드러나는 격정적
기질이나 거짓말에 대한 분노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위선과 싸우려
드는 결정적 시선을 갖게 하였다. 골딘은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은 관계와
진실에 대한 집착했다. 이러한 이유로 골딘은 불편한 진실이라도 진실이
라면 불편함이나 따분함, 혹은 지나친 파격, 체면 손상 따위는 전혀 개의
치 않는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 그림 36>은 이러한 그녀의 성격을 잘
98) 제미란,『길위의 미술관』,문화미래 이프, 2007,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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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 주는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낸
골딘은 남자친구가 자신을 때린 지 한
달 후를 셀프 포트레이트로 기록했다.
이

일에

대해

어떠한

노스탤지어

(nostalgia)를 섞지 않고 기억하고 싶
어 했던 그녀는 기억이란 수정주의(修
正主義)에 걸려드는 것으로 생각하여
사진을 통해 자신의 체험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림39> 낸 골딘(Nan Goldin),
<Gotscho kissing Gilles
(deceased)>,사진,1993.

< 그림38> 낸 골딘(Nan Goldin), < 에스플
라나드의 피크닉>, 사진,1973

골딘은 매 맞는 자신의 전환점이 찾아올 때마다 셀프 포토트레이를 촬영
해 혹독한 노골성을 드러내었다. 골딘에게 사진은 수십 년간 쓴 이미지의
일기와 같다. 그의 사진 속 친구들은 대상이 아니라 그들 자신으로 존재
하기에 작위적인 포즈나 피사체로서의 시선을 찾을 수 없고 찍는 자와 찍
히는 자의 위계도 보이지 않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진술되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 1973년 드래퀸을 주제로 한
첫 전시 이후 그녀는 남성과 여성의 젠더를 탐험하는 작가로 알려졌다.
골딘의 작업은 두 성 사이의 경계와 분리, 몰이해와 분쟁의 경험을 통해
성의 경계를 허물고 나온 자들의 자유를 말한다. 낸 골딘의 사진 속 인물
들은 부드럽고도 격렬한 포옹을 원하고, 공고하길 바라면서도 불안해 미
지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들이다. 이성간의 사랑에서 볼 수 있는 반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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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심등에서 해방된 동성애 사이에서 접촉하기를 원하면서도 두려움을 느
끼는 이중적인 면을 볼 수 있다. 낸 골딘은 이렇게 성과 에로티시즘, 그
리고 관계성의 탐구를 통해 사회적 터부를 부순 작가로 리얼리티의 재현
과 같은 사진의 전통적 관례를 뛰어 넘어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였다. 공
식적 사진사와 그것을 제한적 분류방식을 정면을 부인해 자신만의 화법을
만들었다. 그녀는 가족과 많은 친구들이 에이즈로 죽어갔는데 산자보다
죽은 자가 더 많다며 살아 있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기도 했다. 이에
에이즈로 죽어가는 벗의 마지막 모습까지 촬영하며 그들의 아름다움에 대
해 깊이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39> 가족 밖에서 찾은 가족과
그들 외에는 배타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우정을 통해 그녀는 성, 에
로티시즘, 젠더의 관계에 대한 탐구를 통해 사회적 터부를 부수고 예술로
승화시킨 작가로 평가되었다.
“크레머(Kramer, 1915∼ )에 의해면 창작활동은 미해결 상태의 문제를 상
징이미지를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였다 . 창작
을 통해 자기표현이 이루어짐으로써 억압되었던 내면세계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받게 되며 때로는 파괴적인 에너지를 창작과정에서 분출하면서 새
로운 것을 창조하는 긍정적인 원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지시하기
두려워했던 갈등구조를 작품 속에서 재 경험하고 그것을 해결하려 애쓰는
과정은 분열된 의식구조를 상징적으로 통합하여 내면을 치유하려는 시도
로 이어진다 . 통제하기 어려운 위협적 대상으로 느꼈던 감정적인 부부들은
창작활동을 통해 관찰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불안한 감
정이 마음속에 억압되고 있는 동안은 언제 폭발하여 의식을 침범할지 모
르는 상태이므로 강한 긴장상태가 계속되지만 창작자 쪽에서 먼저 적극적
으로 불안감에 맞서 그림속의 표현이라는 상징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면 그
불안은 다를 수 있는 현실세계속의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이미지로 모습을
바꾼다. 여기서 시각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태로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데, 이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통제력을 되찾는 것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자신감과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감정을 가시화함으로써 내면에 존재하던
억압적인 요소들이 외부로 표출되고 작품 속에 나타나는 상징적 이미지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하는 과정 속에 서 승화가 일어난다.”99)

99) 잉그리트 리델, 정연주 옮김,『융의 심리학이 기초한 미술치료』,학지사, 2000,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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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은 이러한 억압된 내면세계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적 요소
로 적용되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면서 현대미술의 표현이나 사상에 다양
한 변주를 제공해 주었다.

Ⅴ. 결

론

현대예술의 자율성과 다원화는 해체로 인한 탈중심화가 20세기 후반의 사
회형태와 결합하여 인식소로 작용되면서 문화를 대변하는 현상중 하나이
다. 모더니즘 이후의 현대미술은 반성을 통한 주체의 형성으로 예술 담론
의 변화를 불러 일으켰고, 재현양식의 종언과 다양한 이미지의 차용을 통
해 현대인의 정신적 지향성과 시대정신을 반영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
더니즘 문화가 세워놓은 엄격한 지배의 틀을 거부하고 후기사회가 가져온
삶과 문화의 경계를 없애기 위해 이질적인 것들의 결합이나 이분법의 해
체,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의 해소과정을 통해 탈구축 현상을 보여주
기 시작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예술의 탈중심화 현상을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과 현
대미술의 다원화를 통해 점검하고, ‘트라우마’를 현대미술의 인식소로 착
안하여 살펴보았다. 현대미술의 다원적 현상 중 여성주의 미술을 중심으
로 개별적 존재와 다양한 가치관, 특정한 전통과 역사에 대한 관심이 고
상한 예술의 관념을 해체하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예술은 작가성별에 구분 없이 트라우마의 징후로 태동된다. 하지만 관람
자는 작가가 남성일 경우 트라우마를 사소화하거나 에피소드쯤으로 여겨
작품의 집중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여성작가인 경우 작품보다 작가의
트라우마적 전기에 더 몰입하여 작품 감상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무의식적인 남성중심의 현전을 의심하게 되는데 여성주의 미
학은 이러한 남성중심의 관점을 보편적 기준으로 둔 전통미학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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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작품의 심미적 정체성을 탐구하고 심미의 조건을 구체화 하여 작품과
그에 대한 해석을 통해 예술의 이슈를 제시하고자 했다. 여성주의 미술에
서 보이는 이러한 고정성과 불변성에 대한 저항과 항구적 가치에 대한 고
답적 향수의 포기는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이 보이는 탈권위현상과 다원적
확장, 비평의 다원화라는 특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재 여성주의 미술은 변방에서 들려오는 투정이나 탄식정도로
여겨져 기존 미술사에 마지못해 끼워지는 보수적 시선을 받거나 그에 안
주한 중도적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이 위상의 점검은 예술의 중심이 남
성인가 여성인가의 중요성을 따지려 하는 것이 아니다.
본 논문은 소수자의 언어로 대표되고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지속적으로 재
생산하는 역할자로 여성주의 미술에 주목하여 정주화 되지 않고 끊임없는
확장으로 증식되어 규정지을 수 없는 현대미술의 탈중심화 현상을 살펴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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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Decentering in Modern Art
-With Feminist Art as the center-

by Mok, Sun-hy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the concepts of freedom and openness, modern art
exhibits challenging and pathological artworks and draws active
involvement from viewers. Harsh and non-authoritative attempts of
art are destroying the taboo area, and the suppressive structure is
experiencing rapid dissolution, which results in the emergence of
diversification.

This

paper

will

discuss

the

phenomena

of

deconstruction in art and philosophy, starting from Jacques Derrida
(1930~2004). In addition this paper will look into decentering
phenomena

through

‘uncany,’

the

concept

of

returning

to

suppression.
The discovery of identity, development of optical science,
advent of bourgeois in modern times brought about dissolution of
identity in paintings. From continuity in historical cause and effect,
art got segmented characteristics by episteme. Since modern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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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ructive structure in metaphysics has risen with the

discovery of identity. But after World War I and II, as a result of
having raised the underlying issue on reason and introspection
about this issue, this constructive structure was overthrown. Since
then, Jacques Derrida’s blanket denial of metaphysical structure
and the advent of Freudianism by Freud, Sigmund (1856~1939)
have played pivotal roles in decentering in art. By introducing new
techniques

such

as

readymade,

frottage,

and

objet,

Dadaism

expressed anti-aesthetic and experimental spirit against traditional
art. Anti-reason of surrealism became the chance of dissolving the
identity in paintings. The appearance of pop art made an attempt
to deny the value of modernism and to destroy the aura of
artworks by using parody, the combination of art and pop culture,
and borrowing pop culture. This attempt caused rejection of
apparitional recreation, and this resulted in the expansion of art
concept. Post modernism, which was emerged from the denial of
modernism,

moved

the

artistic

perspective

from

macroscopic

discourse to microscopic discourse. This paper takes the view that
trauma played a pivotal role in drawing attention to microscopic
discourse, and this resulted in acceleration in modern art. Looking
episteme of modern art, which is sometimes showing neurotic and
pathological symptoms, as trauma, with abundant concepts and
analysis

this

paper

looks

into

association

and

influence

of

decentering in modern art through uncany. Uncany is the concept
of

both

philosophical

existentialism

and

literature.

Through

feminism and analysis of aesthetics, Frida Kahlo (1907~1954),
Louis Bourgeois (1911~2010), Niki de Saint Phalle (1930~2002),
Ana Mendita (1948~1985), and Nan Goldin(1953~) exhibited the
characteristics of decentering with the eruption of suppression.
Focusing on these artists, this paper will study feministic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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