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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노마디즘(Nomadism)이란 생존 또는 더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 끊임 없이 이동을 선택하는 노마드(nomad)의 생활방식을 

반영한 개념이다.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에 의해 현대철학에 

등장한 이 개념은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초래한 디지털화와 

전지구화(globalization)를 이룬 현대사회를 분석하는 틀로 

사용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예술계에서도 다양한 국가와 

경계들을 넘나들며 하나의 표현양식 또는 작품형식에서 탈피하는 

예술가들을 ‘노마드’라 부르며 이들의 유목적 성향의 미술과 실험적 

작품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들뢰즈와 가타리, 자크 아탈리 그리고 야스민 

아바스가 각자 제안한 노마디즘 개념을 분석하고, 노마드 미술의 

특성으로 변동성과 재생산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예술계의 노마디즘 

현상과 다양한 노마드-예술가들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으며 한국 

출신의 노마드-예술가들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한국 출신 노마드-

예술가로는 미국에서 거주하는 서도호, 영국에서 거주하는 신미경, 

독일에서 거주하는 양혜규를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이들은 각자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지만 한국에서의 미술교육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예술가로 거듭나 작가들 특유의 유목적 성향의 작품들로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앞서 언급한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한국 출신의 노마드-예술가들의 작품에 어떠한 유목적 성향과 

특징을 보이는지를 연구하여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노마디즘은 예술계에서 노마드 미술과 노마드-예술가들을 등장 

시켰다. 노마드 미술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노마디즘에 기반을 둔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예술행위이다. 물리적인 형태나 장르, 사상과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변동 가능하고 재생산 가능한 

현대적 미학의 노마드 미술은 노마드-예술가들에 의해 행해진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창조적 영역 외에도 실질적으로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하나의 공동체, 국가 또는 문화적 

배경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 지역과 사상을 넘나드는 

존재들이다.  

전지구화의 영향으로 급증한 현대미술계의 노마드-예술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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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배경과 환경에서 이동을 시작하고 그 과정에 대해 다른 

감정과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을 기준으로 노마드-

예술가들을 크게 세 그룹(‘디아스포라적 노마드-예술가’, 

‘의도적/전략적인 노마드-예술가’ 그리고 ‘여행하는 노마드-

예술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된 한국 출신 작가들은 

개인적인 발전과 관심사에 의해 이동을 시작한 ‘의도적/전략적 

노마드-예술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 부류의 노마드-

예술가들은 공통적으로 국제적인 활동을 위해 전략적으로 어느 한 

곳 또는 획일화된 존재성을 설정하지 않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만 

볼 수 있는 관점으로 작업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 이들은 보다 

개인적인 관심사에 의거하여 선정된 전지구적인 이슈들을 작품에서 

다루는 경향을 보였다.  

세 명의 한국 출신 노마드-예술가들은 전지구적 이슈들에 대해 

직접적인 메시지 또는 비판적 의식을 표출하기보다는 오브제 또는 

환경/공간을 옮기거나 재창조하며 전지구화 현상 속의 자아와 

이동하는 존재로서의 상태 또는 깨우침을 섬세하고 미묘하게 

표현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소재를 선정하여 수공예에 가까운 방식으로 감각적인 

조각 또는 설치작업을 위주로 활동하였다. 서도호는 천으로 

고향집의 형태를 완벽하게 만들어 언제 어디서든 다시 펼쳐볼 수 

있는 추억의 공간을 재생산하여 이동 가능하게 하였다. 신미경은 

한국 미술교육에서 중시하던 원본에 대한 완벽한 재현을 바탕으로 

서양 또는 동양의 유물들을 원본보다 더욱 투명하고 향기로운 

비누조각으로 재탄생 시켰다. 양혜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정체성과 감정을 드러내는 

오브제 또는 설치작품을 만들었다.  

한국인 노마드-예술가들의 미술은 전지구화 시대에 ‘집을 떠난 

한국인의 경험’으로 얻은 정서와 관점을 내포하는 한국 현대미술의 

한 줄기의 흐름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성격의 노마드적 존재들이 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생겨날 것이다. 이러한 작가들의 시각과 창조적 사고는 한국 

현대미술의 다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아직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노마드-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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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노마디즘(Nomadism), 노마드 미술(Nomad Art), 

노마드-예술가(Nomad-Artist), 한국 현대미술, 전지구화 

현상(Globalization). 

학   번 :   2011-2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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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목록 
 

[그림 1-1] 모나 하툼(Mona Hatoum), <현 시제(Present 

Tense)>, 1996, 비누와 유리비즈, 4.5x241x299cm, 아나디

엘(Anadiel) 갤러리, 예루살렘, 설치전경. 
 

[그림 1-2] 모나 하툼(Mona Hatoum), <현 시제(Present 

Tense)>, 1996, 비누와 유리비즈, 4.5x241x299cm, 아나디

엘(Anadiel) 갤러리, 예루살렘. 

 

[그림 2] 백남준(Nam June Paik), <스키타이 왕, 단군(Dangun, 

Scythian King)>, 1993. 

 

[그림 3-1] 알프레도 자르(Alfredo Jaar), <백만 개의 핀란드 여권

(One Million Finnish Passports)>, 1995, 백만 개의 복제된 

핀란드 여권, 유리, 800 x 800 x 80 cm, 현대미술관, 헬싱키

(Helsinki), 설치전경.  
 

[그림 3-2] 알프레도 자르(Alfredo Jaar), <백만 개의 핀란드 여권

(One Million Finnish Passports)>, 1995, 백만 개의 복제된 

핀란드 여권, 유리, 800 x 800 x 80 cm, 현대미술관, 헬싱키

(Helsinki), 설치전경.  

 

[그림 4] 온 카와라(On Kawara), <나는 …시에 일어났다(I Got Up 

At…) > , 1968, 포스트카드. 

 

[그림 5-1] 리크리트 티라바니자(Rirkrit Tiravanija), <공짜

(Free)>, 1992 냉장고, 탁자, 의자, 나무, 석고판, 음식 외 다

른 재료들, 크기 가변, 303 갤러리, 뉴욕 전시전경. 

 

[그림 5-2] 리크리트 티라바니자(Rirkrit Tiravanija), <공짜

(Free)>, 1992 냉장고, 탁자, 의자, 나무, 석고판, 음식 외 다

른 재료들, 크기 가변, 303 갤러리, 뉴욕 전시전경. 

 

[그림 6] 월리드 베쉬티(Walead Beshty), <트랜스패어런시 

(Transparencies) 시리즈)>, 2007-2008, 사진; <페덱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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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FedEx Boxes) 시리즈>, 2008-2009, 페덱스 상자들, 

유리 상자, 테이트 브리튼, 런던, 설치전경. 

 

[그림 7] 서도호, <서울 집 / L.A. 집(Seoul Home / L.A Home)>, 

1999, 실크, 금속 틀, 378.5 x 609.6 x 609.6cm. 미국 로스앤

젤레스 한국문화원 설치전경. 
 

[그림 8-1] 서도호, <문(Gate)>, 2011, 천, 스테인레스 스틸, 

386.2 x 757 x 106.7cm. 미국 시애틀미술관 설치전경.  
 

[그림 8-2] 서도호, <문(Gate)>, 2011, 천, 스테인레스 스틸, 

386.2 x 757 x 106.7cm. 미국 시애틀미술관 설치전경.  

 

[그림 9-1] 신미경, <몸을 웅크린 아프로디테(Crouching 

Aphrodite)>, 2002, 쌈지 스페이스,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

그램(2002-3), 스튜디오전경. 

 

[그림 9-2] 신미경, <몸을 웅크린 아프로디테(Crouching 

Aphrodite)>, 2002, 아시아 하우스, 런던, 2006년 <거울나라

의 앨리스(Through the Looking Glass)> 전시전경. 

 

[그림 10-1] 신미경, <번역-꽃병(Translation-Vase) 시리즈>, 

2009, 비누, 안료, 향, 24x23.6x31.2cm. 

 

[그림 10-2] 신미경, <번역-꽃병(Translation-Vase) 시리즈>, 

2009, 몽인아트센터 설치전경. 

 

[그림 11] 양혜규, <창고피스(Storage Piece)>, 2004, 장소특정적 

설치, 상파울루, 브라질, 제 27회 상파울루비엔날레 설치전경. 

 

[그림 12] 양혜규, <평면 위에 비스듬하게(Tilting on a Place)>, 

2002, 합판 목재 경사로, 음료수운반상자 16개. 

 

[그림 13-1] 양혜규, <열망 멜랑콜리 적색(Yearning Melancholy 

Red)>, 2008, 알루미늄 블라인드(흰색, 모조 목재), 거울, 무

빙라이트, 적외선 히터, 선풍기, 드럼 세트, 전선, 제동기, 미디 

전환기. 

 

[그림 13-2] 양혜규, <열망 멜랑콜리 적색(Yearning Melancholy 

Red)>, 2008, 알루미늄 블라인드(흰색, 모조 목재), 거울, 무

빙라이트, 적외선 히터, 선풍기, 드럼 세트, 전선, 제동기, 미디 

전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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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터넷의 보편화와 디지털 혁명은 현대인들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소통 가능하게 하였다. 또 편리해진 교통체제로 단축된 현대인

들의 이동시간은 오늘날의 지구촌을 하나로 연결시키며 더 좋은 주

거와 일자리 등을 찾아 이동하는 사람들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현상

은 현대의 사회를 문화적 융합의 신유목사회로 정의 내리게 하였다. 

시대적 흐름에 민감한 예술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힘입어 더욱 적극

적으로 세계무대를 대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또한 동시대의 현대

미술계에서 많은 예술가들은 하나의 거주지나 문화권에 뿌리 내리

지 않고 노마드적 활동을 펼치며 한 개인의 작품세계 속에서도 다

양한 문화, 사상 또는 표현 장르와 매체가 혼합되거나 다각적으로 

발전되는 노마드 미술(Nomad Art)을 등장시켰다. 

오늘날 흔히 ‘노마드’ 또는 ‘유목민’이라고 불리는 예술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속적인 물리적 이동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존재들이

다. 이들은 새로운 환경 또는 움직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작품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탐구한다. 이동의 주체들

은 개개인의 출생지나 생활 환경에 따라 그 경험과 결과에 큰 편차

를 보인다. 예를 들어, 자아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삶과 환경을 위

해 선택된 이동(이주 또는 유학)은 정치사회적 갈등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행해진 이동(망명 또는 전치)과는 

개념적으로 다르다. 즉 어떤 상황에서의 이동인가에 따라 근원적으

로 유목적 주체들이 이동현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해석은 달라질 

수 밖에 없고 그러므로 다양한 특성의 노마드-예술가(nomad-

artist)들이 공존하게 되었다.1 

노마드-예술가들은 각기 다른 방법과 표현방식으로 노마드로서

                                            
1  노마드적 사고를 지닌 예술적 창조자들을 본 논문에서 “노마드-예술가

(nomad-artist)”로 칭하였다. 권미원은 이들을 설명할 때 “떠돌아다니는 

예술가(itinerant artist)”, 제임스 마이어는 “예술가-여행자(artist-

traveler)”로 칭하였다. Miwon Kwon, One Place after Another : Site-
Specific Art and Locational Identity, Cambridge, MIT Press, 2004; 

James Meyer, "Nomads", Parkett 49, 1997, pp. 205-14. 



 

 2 

의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데, 특히 시공간, 국가 그

리고 문화의 장벽이 무너져가는 지구촌의 맥락에서 이동성을 생산

적인 방향으로 이용한다. ‘이동의 경험’으로 시작된 예술가의 자기 

성찰은 타지에서 장기간 생활을 할수록 그 지역과 동화되기 보다는 

새로운 자아를 확립하게 된다. 이러한 자아 성찰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문화와 정서에 대한 향수인 한편 타지에서 자기 자신을 알려 

독자성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 또 세계적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개인적 특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작

가정신은 노마드-예술가들의 핵심이며 그들의 작품이 더욱 특수한 

면모를 지니게 하는 원동력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노마디즘 담론에서 한국인 노마드-예술가들이 

지닌 유목적 성향과 특징을 도출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연

구는 오늘날 더욱 개별화 되고 난해하게 펼쳐지는 현대미술계에서 

한국 출신 작가들이 어떠한 개인적 특색과 특징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이 시도를 위해 먼저 다양한 이론가들에 

의해 거론된 노마디즘과 노마드 미술 개념을 정리하였고, 노마디즘

이 예술계에서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 어떠한 노마드적 존재들을 

탄생시켰는지를 조망하였다. 또한 다양하게 거론되는 노마드-예술

가들을 크게 세 그룹(‘디아스포라적 노마드-예술가’, ‘의도적/전략적

인 노마드-예술가’ 그리고 ‘여행하는 노마드-예술가’)으로 나누어 

각 부류에 속하는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성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으로 본 논문에서 선정한 한국 출신 노마드-예술가들의 작품을 분

석하여 이들이 보편적인 노마드-예술가들과 공유하는 점과 차별화

되는 유목적 성향과 특징이 무엇인지를 도출해보는 연구를 하였다. 

나아가 오늘날 왕성하게 활동하는 중년층의 노마드-예술가들 다음 

세대의 네오-노마드(Neo-Nomad)로서 활동하는 한국의 예술가들

과 한국미술을 더욱 고양시키고 발전 시킬 수 있는 방향을 타진해 

보고자 하였다.  

 

제 2 절 선행 연구 
 

노마디즘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천개의 고원』에서 전통적인 

노마드 개념에서 ‘사유의 이동’이 주 핵심을 이루는 현대적 노마드

로 전환되었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유목철학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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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받거나 찬양되는 등 다양한 반응을 일으켰고, 국내에서 노마디

즘을 시각예술 중심으로 살펴본 논문들은 대체적으로 이들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사례들로, 정미정은 『천개의 고원』에서 거

론된 리좀의 사고를 중심으로 자신의 작품을 분석하였고, 김윤경은 

노마디즘 담론을 1990년대 이후 전시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김현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철학을 정리하고 중요 개념들을 바탕으로 

서도호와 김수자(1957~)의 시각예술을 분석하였다. 양순영은 들뢰

즈의 철학을 바탕으로 시각예술을 여섯 가지의 노마디즘적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이원숙은 들뢰즈의 예술철학으로 권진규의 조

형세계를 조명하였다.2  노마디즘에 대한 국내 담론은 2001년 잡지

『미술세계』에서 특별 기획된 “유목을 넘어 유목으로” 시리즈에서 

이진경, 고충환, 김성기, 안성열이 심도 있게 논의한 사례가 대표적

이다.3  

이 논문에서 노마드 작가로 검토한 서도호(1962~), 신미경

(1967~), 양혜규(1971~) 작가의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

다. 하지만 이들 세 명의 작가 중 서도호는 노마디즘 관점에서 바라

본 연구 외에도 ‘한국인의 정체성’, ‘후기식민주의적 시각’ 그리고 

‘기억과 공간 개념’에 대한 연구 등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되었다.4 반

                                            
2 정미정,「동시대 미술에 나타난 노마디즘(Nomadism)의 구조분석」 , 충

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윤경,「1990년대 이후의 전시기획

에 반영된 ‘유목주의(Nomadism)’ 담론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일

반대학원, 큐레이터학과 큐레이터전공, 석사학위논문, 2011; 김현,「현대미

술의 노마디즘적 경향과 이동성의 문제 : 서도호와 김수자의 작품을 중심

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예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양순영,「노마

디즘으로 본 시각예술 연구」 , 강원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이원숙, 「질 들뢰즈의 예술철학을 바탕으로 한 권진규의 조형세계 

해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조소전공, 박사학위논문, 2011. 
3 이진경,「유목주의란 무엇이며, 무엇이 아닌가? 」,  『미술세계』, 2001. 

2월, 38-43쪽; 고충환,「동시대 미술에 있어서 노마디즘의 이해 - 노마디

즘, 탈경계와 탈정체의 실천」, 『미술세계』, 2001. 2월, 44-47쪽; 김성기,

「문화이론에서 본 노마디즘, 그 허와 실」, 『미술세계』, 2001. 2월, 48-

52쪽; 안성열,「정처 없이 떠도는 노마디즘과 현실의 유목자들」, 『미술

세계』, 2001. 2월, 53-57쪽. 
4 Oana Baboi, 「서도호의 작품에 투영된 한국인의 정체성」,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전정은,「한국현대미술을 보는 후기식민

주의적 시각 연구 : 김수자, 서도호, 이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장나윤,「움직이는 기억'의 공간 : 기억과 공

간 개념을 중심으로 한 서도호의 집 시리즈 분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예

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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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신미경과 양혜규 작가의 경우 국내에서 다양한 전시를 통해 소

개되었고 소수의 관련서적이 발간되었지만 아직 그들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찾을 수 없다. 본 논문은 유목적 작품성향으로 자리매김한 

서도호와 아직 노마드 미술 담론에서 적극적으로 조명되지 못한 신

미경과 양혜규 작가의 작품세계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시도를 하

고자 한다. 

한국 현대미술에서의 노마디즘 현상과 노마드 미술에 대한 연구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현대미술의 

노마디즘적 경향과 이동성의 문제를 서도호와 김수자의 작품을 통해 

분석한 김현의 논문이 있다.5 김현은 작품분석을 위한 이론적 근거 

로 들뢰즈의 유목철학과 사회학자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와 

미셸 마페졸리(Michel Maffesoli)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서도호의 접었다 펼 수 있는 작품인 <집>시리즈를 통해 

“탈주적이고 유동적인 특성”을 지녔다고 분석하고, 김수자는 

이동하는 유목과 이동하지 않는 유목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한국인 노마드-예술가에 관한 해외 논문으로는 2006년 

미술교육분야의 시각으로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예술가의 

정체성을 분석한 박사논문이 있다.6  고은실은 이 논문에서 톰 앤더 

슨(Tom Anderson)의 횡문화적 방법(cross-cultural method)을 

이용하여 서도호, 김수자, 강익중(1960~)의 작품세계를 

조명하였다.7  각 작가의 대표작 두 점이 선정되었고 작가들과의 직 

접적인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 성장하였지만 뉴욕에서 사는 

작가들의 국가적, 문화적, 민족적, 개인적 독자성을 연구하였다. 이 

논문은 세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노마디즘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목적 객체로서의 한국인의 

                                            
5 김현,「현대미술의 노마디즘적 경향과 이동성의 문제 : 서도호와 김수자

의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예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6 Esther Eunsil Kho, “Korean Border-Crossing Artists in the New York 

Artworld : An Examination of the Artistic, Personal and Social Identities 

of Do-Ho Suh, Kimsooja, and Ik-Joong Kang”, Ph.D. Dissertation,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2006. 
7 톰 앤더슨(Tom Anderson)의 횡문화적 미술평론방법은 예술작품에 대한 

기록물 분석과 작가와의 1 대 1 인터뷰를 혼합하여 작품을 이해한다. 

Esther Eunsil Kho, “Korean Border-Crossing Artists in the New York 

Artworld : An Examination of the Artistic, Personal and Social Identities 

of Do-Ho Suh, Kimsooja, and Ik-Joong Kang”,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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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학술지에 실린 가장 최근의 한국인 노마디즘 관련 논문으로 

한국인 이동역사로 형성된 디아스포라적 미술(Diasporic art)에 

관한 손희주의 논문이 있다.8 이 연구는 2002년 광주비엔날레 전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저기: 이산의 땅(There: Sites of Korean 

Diaspora)>에 포함된 24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디아스포라적 미술의 역설을 제시하였다. 손희주는 해외의 한국인 

공동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다섯 국가(브라질,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과 미국)들을 대표하는 한국인 예술가들의 작품분석을 

통해, 일부는 한국인을 ‘단일민족’ 또는 ‘순수혈통’으로 바라보지만 

일부는 그러한 개념들에 직선적으로 도전하는 예술적 표현을 한다고 

결론 지었다. 즉 동일하게 디아스포라를 경험한 개인들의 미술이 

매우 역설적인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한국인  노마드  미술은  주로  국내외의  전시를  통해  꾸준히 

조명되고 있으며 전시도록을 통해 의미 있는 작품해설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9  이러한 노력들의 최종적인 결과물로는 2011년 한 

국 디아스포라를 노마드적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김정락의 연구가 책으로 출간되며 다양한 한국 노마드- 

예술가들이 종합적으로 소개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10 이러한 연구 

들은 한국 현대미술에서 유목적 성향의 작품들과 작가들을 소개하고 

담론 형성을 위한 배경을 마련하였지만 아직 한국 현대 미술에서 

보이는 노마디즘의 특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되지 않은 

실정이다. 
                                            
8 Hijoo Son, "Paradox of Diasporic Art from There : Antidote to Master 

Narrative of the Nation?", Journal of Korean Studies 17, no.1, 2012, 

pp.153-99. 
9 본 논문에서 참고한 전시도록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서도호 : 집속의 

집 』 , 삼성미술관 Leeum, 전시도록, 2012; Do Ho Suh, Serpentine 

Gallery and Seattle Art Museum, 전시도록, 2002; Meekyoung Shin : 
Translation, Kukje Gallery, 전시도록, 2009; Your Bright Future : 12 
Contemporary Artists from Korea,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전시도록, 2009. 
10 김정락은 이 책에서 노마디즘, 디아스포라 개념을 정리하고 조선시대의 

근대한국미술을 시작으로 전개된 한국미술의 디아스포라를 조명하였다. 고

희동, 이우환, 이응로, 김환기, 백남준, 강익중, 김수자, 서도호, 양혜규, 니

키 리(Nikki S. Lee)는 한국 디아스포라를 구성하는 작가들로 논의되었다. 

Jung-Rak Kim, Diaspora : Korean Nomadism, Hollym International Corp.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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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방법 및 범위 
 

들뢰즈와 가타리의 노마디즘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다양한 해석

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오늘날의 노마디즘 담론과 현대 노마

드적인 특성을 논의하는 데 가장 많이 적용되는 이론이다.  

본 논문의 제 2장은 노마디즘 이론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떠한 

관점들을 통해 오늘날까지 다각화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각 이론들

이 지닌 특징들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2장 1절에서는 

먼저 들뢰즈와 가타리의 노마디즘의 핵심개념을 담은 『천개의 고

원』의 제 12장에서 논의된 “전쟁기계(war machine)” 개념을 중심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의 ‘호모 

노마드(Homo Nomad)’ 이론과 야스민 아바스(Yasmine Abbas)의 

네오-노마디즘(Neo-Nomadism)을 정리한다. 제 2장 2절에서는 

노마디즘을 예술의 관점에서 정의 내린 투시(Toosi)의 ‘노마드ㅡ미

술(Nomad-Art)’ 개념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겠다.  

제 3장에서는 노마드 미술의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예술계

의 두 가지 현상인 장소특정적 미술에서 ‘장소’ 개념의 변화와 대규

모 전시의 급증으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예술관계자와 관람

객들이 이동하게 되는 현상을 정리한다. 제 3장 2절에서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노마드-예술가들의 사례를 나열하고 이러한 글로벌 예

술계에서 한국 노마드-예술가의 위치를 설정하겠다. 그 방법으로는 

노마드-예술가의 특성을 세 타입으로 분류하고 각 타입의 작가와 

작품의 예를 들어 검토하기로 한다. 

제 4장에서는 한국 현대 노마드-예술가로서 서도호, 신미경, 양

혜규의 대표적인 작품 두 점씩을 분석하여, 작품의 주요 요소(소재, 

내용, 형식)들에서 보여지는 세 작가의 노마드적 특징을 도출하겠다. 

서도호는 미국, 신미경은 영국, 양혜규는 독일에서 각기 다른 지역

을 중심으로 활동하지만 노마디즘이 문화전반의 화두가 된 1990년

대에 한국에서 미술교육을 받은 후 유학을 결심한 작가들로서 이 세 

작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노마디즘 현상이 어떻게 한국 현대미술에

서 반영되었고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의 사례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한 특성으로서 유목적 성향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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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노마디즘과 노마드 미술 

 

노마디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삶의 방식 중 하나이며, 

시대가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재해석되어 왔다. 노마디즘은 

‘양치기(shepherd)’를 뜻하는 그리스어 nomads(νομάδες) 

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유목은 ‘일정한 거처 없이 물과 목초를 

찾아 옮겨 다니며 목축을 하는 삶’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 

전통적인 의미의 노마드는 생계유지를 위해 떠돌아다니는 

소수민족으로 공간의 이동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하고 진화하였다는 특성을 지녔다. 이러한 노마드의 이동성은 

한때 세계제패의 시대를 열었지만 그 역사는 인류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수면 아래에 맴돌았다.11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대두와 더불어 소수민과 

그들의 특별한 문화 또는 삶의 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노마디즘이 새롭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현대 철학, 사회학, 인류학, 

문화학, 역사학 등에서 노마드의 삶과 사상은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되었고 현대사회를 함축하는 키워드로까지 쓰이게 되었다. 

보그(Ronald Bogue)는 노마디즘을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면서 

“고정되지 않은(unfixed), 방황하는(wandering), 여기저기 이동해 

다니는(peripatetic), 표류하는(set adrift)”의 특성을 지녔으며 이런 

측면에서 “모든 개체, 집단, 단체들이 고정된 아도베(adobe) 없이 

비교적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상태에 머무르는 사회적 모델”로 

보았다.12  

전통적 노마드는 식량이나 물을 찾기 위해,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유목하지만 현대적 노마드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움직인다. 

특히 전지구화(globalized)된 오늘날 여행과 횡단은 일반화되었고 

더 좋은 환경 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동’은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행을 

                                            
11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시킨 징기스 칸의 대제국 시대에 이루어진 다양한

물질과 민족의 교환은 대대적인 문화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 외에

도 노마디즘이 다른 문화들간의 충돌을 일으키며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Jung-Rak Kim, Diaspora : Korean Nomadism,

 p.15. 
12 Ronald Bogue, "Apology for Nomadology", Interventions 6, no. 2, 

2004,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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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노마드로 보는 것은 

“유목을 오해하는 가장 흔하고 통상적이며 평범한 경우”라고 하며, 

“움직임과 멈춤”, “이동과 정지” 그리고 “길과 영토” 같은 개념은 

정착과 유목에 대응되거나 정의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논의되기도 

한다.13 

유목과, 유목적 현상 또는 노마드라는 개념을 심도 있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노마디즘을 처음 이론화한 들뢰즈와 가타리가 

제안한 유목의 사유를 표현하는 “리좀”과 “전쟁기계” 개념을 

정리하여, 노마드의 사고와 삶의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정보기술산업과 

네트워크 환경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움직임과 정보이동의 

시대의 현대인을 호모 노마드(Homo Nomad) 또는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로 바라본 자크 아탈리의 이론과 가장 

최근에 등장한 네오-노마디즘(Neo-Nomadism)을 주장하는 

야스민 아바스의 이론을 살펴보고, 1980년대 처음 등장한 

노마디즘이 30여년 동안 어떠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변화하였는지를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제 1 절 노마디즘 개념 정의 
 

1. 들뢰즈와 가타리: 리좀과 전쟁기계 
 

노마드와 노마디즘을 현대철학의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시킨 

인물은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이다. 그는 

『차이와 반복』(1968) 에서 처음으로 노마드(nomad)의 세계를 

“시각이 돌아다니는 세계”로 묘사하였고, 펠릭스 가타리(Felix 

Guattari, 1930-1992)와 함께 쓴 『천개의 고원』(1980)에서 

노마디즘(nomadism)이라는 신생어를 탄생시켰다. 노마디즘은 

『천개의 고원』의 제 1장 서론의 제목인 “리좀(rhizome)”의 

특성을 지녔다.14 리좀은 시작과 끝이 없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모 

                                            
13 이진경,「유목주의란 무엇이며, 무엇이 아닌가? 」, 『미술세계』, 2001,

 2월, 39쪽. 
14 리좀(rhizome)은 식물학 용어 “뿌리줄기” 또는 “땅밑 줄기(rhyzome)”

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가 한곳에 정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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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로서 “중심을 갖지 않는 이질적인 선들이 상호교차하고 다양한 

방향과 방식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뜻한다.15 한곳에 뿌리내리지 않 

으며 다양성과 새로운 생성을 추구하는 리좀 개념은 노마디즘과 

유목적 사유의 기반을 마련한다. 

노마디즘의 핵심은 “권력과 고착화된 통념에 종속되지 않고 

비판적인 사유로 삶에 임하는 유목적 인간”의 정신이다.16 이러한 

노마드적 존재는 체계 또는 제도를 따르는 정착적 사고에 저항하며 

생산적인 변화를 통한 창조를 꾀한다. 같은 맥락에서 “노마드는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새로운 영토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머물지 않고 변화를 추구하며 열린 세계로 나아가는 

주체를 의미”한다고 논의되기도 한다.17 이렇듯 현대 철학에서 정의 

된 노마드는 저항과 변화를 통해 무한한 창조성을 추구하는 리좀적 

사유의 존재이다.  

저항하는 유목적 주체는 전쟁기계(war machine)의 성격을 

띤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천개의 고원』의 제 12번째 장인 

유목론-전쟁기계(Treaties on Nomadology – The War 

Machine)에서 전쟁기계 개념을 제안하였는데, 이 개념은 

국가장치(state apparatus)의 외재적(exterior)인 것으로 창조적 

방식의 전쟁을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기계들을 지칭한다. 

전쟁기계가 수행하는 ‘전쟁’이란 실제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것이 

아닌, 삶과 창조성을 억압하는 국가장치에 반대하며 차이, 다양성, 

우연성, 혼동성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틀 허물기’이다. 

국가장치란 ‘동일성’또는 정착적 사고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기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존재들을 동일화시키려는 장치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배치 속에서 끊임없이 탈영토화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를 위해 기존의 것을 전복하려는 ‘전쟁기계’는 

                                                                                                        

나무모델과 반대되는 것으로 감자의 덩이줄기같이 ‘시작과 끝’ 또는 ‘중심’

을 갖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이원숙, 「질 들뢰즈의 예술철학을 바탕으로 

한 권진규의 조형세계 해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36

쪽. 
15 김윤경,「1990년대 이후의 전시기획에 반영된 ‘유목주의(Nomadism)’ 

담론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10쪽. 
16 이원숙, 「질 들뢰즈의 예술철학을 바탕으로 한 권진규의 조형세계 해

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28쪽. 
17 양순영,「노마디즘으로 본 시각예술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2011,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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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치에 대한 상반된 개념이다.18  

들뢰즈와 가타리가 제안한 전쟁기계와 국가장치의 주요 

요소들을 도표로 정리하여 두 개념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쟁기계 국가장치 

삶의 방식 유목적/창조적 정착적/고정적 

존재의 특성 국가장치 외부에서 틀을 

깨려 함. 

노마드를 정복함과 

동시에 지배하려 함. 

성향 자유로운 탈영토화에서 

창조와 생성을 강조 

제도화된 질서 안에서 

동일성을 강조 

사유적 행위 저항적, 창조적 행위 기존체제로 동일화하려는 

행위 

[표 1] 전쟁기계와 국가장치19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유목적 주체는 새로운 

환경으로의 이동 또는 상반된 가치들 사이의 경계 넘나들기를 두려 

워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만든다.20 이처럼 들뢰즈 

와 가타리가 제안한 노마드의 개념은 이상적이며  추상적이다 . 

노마디즘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서적들이 영문으로 번역되어 

출간된 1980년대 중 후반부터 그 담론이 확장되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인용되거나  비판을 받게 된다 .  1984년 파울 파톤(Paul 

Patton)은 『천개의 고원』이 “안정적이며 개념적인 내부 구조가 

결여되었다”고 비난했고, 크리스토퍼 밀러(Christopher Miller)는 

유목철학의  실질적인  타당성과  적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였다.21 밀러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유목철학은 실제 노마드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노마드를  낭만적으로  바라본  시각에서 

                                            
18 이진경,「유목주의란 무엇이며, 무엇이 아닌가? 」, 40쪽. 
19 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천개의 고원 : 자본주의와 분열증

2』, 김재인 역, 새물결 2001, 671-682쪽의 내용을 정리함. 
20 이원숙, 「질 들뢰즈의 예술철학을 바탕으로 한 권진규의 조형세계 해

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54쪽. 
21  Paul Patton, "Conceptual Politics and the War-Machine in Mille 

Plateaux", SubStance 13, no. 3/4, 1984, pp.61-80; Christopher L Miller, 

"The Postidentitarian Predicament in the Footnotes of a Thousand 

Plateaus : Nomadology, Anthropology, and Authority", Diacritics 23, no. 

3, 1993, p.8. 



 

 11 

선정된 인류학적 자료를 토대로 개념을 발전시켰고, 이 과정을 통해 

들뢰즈와 가타리는 자신들이 분명하게 반대하는 원주민에 대한 

식민지적 정복과정을 반복했다고 비난하였다.22 밀러는 더 나아가 

‘노마드적 사고(nomadic thought)’에 대한 노마디즘 철학의 주장 

역시 “부당하고, 오만하며 쓸모 없는 것(unwarranted, arrogant, 

and unhelpful)”으로 치부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밀러가 성급한 

판단을 하였고 ‘노마드적 사고’는 복잡한 유목적 인구를 이해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3  이렇듯 들뢰즈와 가타리의 

노마디즘의 철학적 해석은 허점과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하지만 

노마드의 정신과 사고방식을 분석하여 전쟁기계라는 개념으로 정의 

내린  것은  오늘날의  현대  노마디즘  담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임을 부인할 수 없다. 

 

 

2. 자크 아탈리: 호모 노마드 시대의 상업적 노마디즘 
 

현대 철학의 노마디즘에 대한 뜨거운 비평과 담론이 형성된 

1990년대 이후 노마디즘은 정보통신 산업이 급격한 발전을 보인 

2000년대 이후 다시 화두에 오르게 되었다. 여러 학자들은 

동시대의 현대인을 규정짓는 개념으로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 ‘잡 노마드(Job Nomad)’, ‘호모 노마드(Homo Nomad)’ 

등의 개념과 이론을 제안하였다. 21세기의 노마드는 전쟁기계로서의 

노마드가 지닌 유동성과 창조성의 특징을 공유하지만 아날로그적 

노마드와 다르게 이동 전화 또는 컴퓨터와 같은 첨단 장비를 통해 

정보를 향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또 장거리 이동을 위해 여러 

가지 이동수단을 선택하여 이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21세기의 

이동 또는 유목이란 저항적인 행위라고 하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특정 목적을 위해 선택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대사회의 

노마드는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어가는 창조적 행위자”들로 다양한 목적을 위해 

                                            
22 John Noyes, "Nomadism, Nomadology, Postcolonialism : By Way of 

Introduction", Interventions 6, no. 2, 2004, pp.166-167. 
23 Ronald Bogue, "Apology for Nomadology", Interventions 6, no. 2, 

2004,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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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존재들이다.24  

현대사회를 정착사회로부터 다시 유목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견해를 보인 대표적인 학자는 프랑스 경제학자 아탈리(Jacques 

Attali)이다. 그는 『21세기 사전』(2000)에서 ‘디지털 노마드’ 

개념을 제안하며 유목의 시대를 예견하였고,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2003) 에서 인류문화를 새롭게 바라보는 유목형 

인간 위주의 역사적 관점을 제안하였다. 그는 정착민에 의해 문자가 

발명되고 역사가 쓰여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정주형 인간 위주의 

관점으로 인류가 인식되었지만 “인간은 중대한 모험들 속에서 

노마디즘으로 역사를 이루어왔고, 다시 여행자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25  즉, 인간의 본능에는 노마디즘의 본질인 

여행과 모험에 대한 욕망이 존재하는데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이동성이 강조된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본능이 일깨워진 

호모 노마드(유목하는 인간)의 시대일 것이라고 인류의 흐름을 

전망한 것이다.  

아탈리는 국가 탄생 이후 노마드의 삶의 양식이 확산된 계기를 

세 차례의 “상업적 세계화” 과정으로 보았다. 26  첫 번째는 17세기 

유럽을 연결하는 도로를 통해 상인들이 상품을 운반하며 일어난 

최초의 세계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상품의 이동은 그 

물건을 탄생시킨 문화적 사상과 역사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시작된 두 번째 세계화는 철도와 

자동차가 만들어 지고 전보, 전화, 라디오와 같은 통신수단이 

발달되면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계화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세계 인구가 이동하게 되는 

상업화와 자본주의가 강조된 시기였다.27 오늘날은 아탈리가 분석한 

세 번째 세계화 이후의 시기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동수단이 

열려 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이동이란 자본과 개인의 경제력에 

의해 행해질 수도 제약될 수도 있다. “상업적 노마드는 어떤 집단의 

                                            
24 장윤수,『노마디즘과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북코리아, 2011, 23쪽. 
25 Jacques Attali,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이효숙 역, 웅진닷컴, 

2005, 417-418쪽; 장윤수, 『노마디즘과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24쪽. 
26 아탈리는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에서 지속적으로 ‘상업 노마디

즘’과 ‘상업적 노마디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유목하는 인간의 이동성

향을 산업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노마디즘을 바라보았

다. 
27 장윤수, 『노마디즘과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25쪽 



 

 13 

요구에 의해 강요당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재정적 자원의 

제약을 받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에 자기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여 생겨난 결과들에 의해서만 제약을 받는다.”28  

아탈리는 이러한 상업적 관점의 전제를 바탕으로 인류를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부류는 비자발적 노마드 또는 

‘인프라노마드’로서 원시부족의 후손들로 유목적 삶이 대물림 

되거나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하는 가난한 노마드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 판단 또는 의지와 상관없이 일자리 또는 

생존을 위한 이동이 요구된다. 두 번째 부류는 한 곳에 소속되어 

정착된 삶을 살고 “안정되고 보호 받는 지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믿고”있지만 지속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존재들을 

동경하는 존재들이다. 이들의 직업으로는 교사, 의사, 간호사, 

공무원, 상인, 회사원 등이 언급되었다.  

세 번째 부류인 ‘하이퍼노마드’는 자발적 노마드로 창의성과 

독립성이 중시되는 직업을 가진 디자이너, 음악가, 예술가, 연출가, 

고위 간부 등이 포함된다. 부유한 이들은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소유권을 지키고 새로운 창조를 행하는 것에 주된 노력을 쏟으며 

자기 자신에 의해 고용되거나 여러 직업을 동시에 갖기도 한다. 

이들은 “사냥감보다는 사냥 그 자체에 더 관심이 있으며 이에 관한 

트로피를  모으고  과시하고 ,  끊임없이  이동을  하면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죽음[으로의] 여행도 잊어버린다.”29 이렇듯 정보화 

시대의 이동은 경제력과 자본이라는 냉정한 기준아래에서, 어떤 

이에게는 낭만적이고 자유로운 삶의 방식이며 어떤 이에게는 

고되고 비극적인 행위일 수도 있다. 아탈리의 노마디즘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철학적 노마디즘 개념에서 ‘이동의 사유’를 단지 자유로운 

창조와 건전한 저항정신으로 바라본 이상적인 관념이 현실에서 

적용 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마디즘 철학의 

한계성을 보여주었다.  

 

 

                                            
28 Jacques Attali,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409쪽. 
29 아탈리의 “인류의 세 가지 부류”는 Jacques Attali,『호모 노마드 유목

하는 인간』, 418-42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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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스민 아바스: 디지털 시대의 네오-노마디즘 

 

아바스(Yasmine Abbas)는 21세기 현대사회의 노마디즘을 

아탈리의  상업적  노마디즘과는  다르게  디지털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새롭게 해석한 프랑스 건축가이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삶에서 모로코, 프랑스, 미국, 덴마크, 아랍 에미리트 연방 등에서 

살고 , 공부하고  일을 하였고,  미술,  건축 ,  디자인 등의 분야를 

넘나들며 연구하는 노마드적 활동을 하고 있다. 아바스는 자신이 

제안한 네오-노마디즘(Neo-Nomadism)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이동성(mobility)을 강조하였고, 이동성을 크게 육체적, 정신적, 

디지털 이동으로 구분하였다. 육체적 이동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물리적 이동이며, 정신적 이동성은 새로운 문화를 

접했을 때 느끼는 문화적 차이, 혹은 기존과 다른 요인을 접했을 때 

일어나는 내면의 갈등에 적응하고자 하는 의지 및 유연성 

(flexibility)을 드러내는 정신적 변동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이동은 구글(Google)과 같은 검색엔진을 통해 새로운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페이스북(Facebook)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내에서 정보를 향유하며 가상의 세계를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30 

아바스는 지금 생존하는 모든 사람들이 ‘네오-노마드’이며 이 

존재들은  디지털환경  속에서  자신을  대변하는  여러  가상의 

존재들(ID, 닉네임 등)의 창조자이자 “사람, 정보, 물건 그리고 

공간의 수집가 (collector of PIGS(People, Information, Goods, 

Spaces))”라고 정의하였다.31  네오-노마드는 보다 쉽고 빠르게 

사람들을 한 곳에(가상의 채팅방, 블로그, 웹사이트 등) 모으며, 

함께 축적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그 안에서 물건과 공간이라는 

현실의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사고 팔 수 있다. 

네오-노마디즘이 들뢰즈와 가타리 그리고 자크 아탈리가 개념화한 

노마디즘과 차별화 되는 것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의 동시다발적인 

                                            
30 네오-노마디즘에 관련 야스민 아바스 발표 비디오 웹사이트, 최근검색 

2013년 5월 30일 (http://videos.liftconference.com/video/1169165/yas

mine-abbas-neo-nomadism). 
31 Yasmine Abbas, Fred Dervin, “Neo-nomads and the Nature of the

 Spaces of Flows”, Digital Technologies of the Self.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09,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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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아바스는 자신이 구분한 세 가지 이동성을 기준으로 네오-

노마디즘 시대의 다양한 이동개체의 상태를 아래의 표로 

함축적으로 설명하였다.  

 

[표 2] 네오-노마디즘 그래프32 

예를 들어, 모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이민자(migrant)”의 경우, 처음에는 디지털 이동성의 중간지점에서 

시작하여 육체적 이동이 이루어 지다가 한 시점에서부터 

점차적으로 그래프의 세 가지 요소(정신적, 육체적, 디지털 이동)가 

함께 작용하며 증가하다가 특정지점에서 육체적 이동이 멈추고 

디지털 이동이 급격하게 감소된다.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이민자의 이동 후의 상태는 시작점으로부터 많은 육체적인 이동을 

하였지만 정신적 이동과 디지털 이동성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표현되었다. 또 다른 예로 관광을 위해 이동을 하는 

“관광객(tourist)”의 경우 디지털 이동성의 시작점이 “이민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서 육체적 이동을 시작하여 육체적 이동 

와중에 한 시점에서부터 조금의 디지털, 정신적 이동을 경험하고, 

육체적 이동의 멈춤과 함께 나머지 두 가지의 이동성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바스는 네오-노마디즘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동’을 편리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이로 인한 극심한 

                                            
32 네오-노마드 관련 웹사이트, 최근검색 2013년 5월 30일(http://neo-

nomad.net/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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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여행 또는 출장을 

위해 공항으로 향하며 누구나 교통, 날씨, 사고 등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된다. 또 방대한 디지털 네트워크 안에서 자신의 사생활과 

정보가 어떻게 보호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되지 않을 때 

느끼는 염려는 생각보다 큰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라는 

것이다. 아바스는 네오-노마디즘 시대에 살아가는 창조적 

건축가이자 이론가로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스트레스)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 2 절 노마드 미술 개념 정의 
 

 

『The Deleuze Reader』의 편집자 보운다스(Constantin V. 

Boundas)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천개의 고원』을 바탕으로 노마 

드 미술(nomad art)을 고찰하였다.33 그는 『천개의 고원』에서 장

황하게 이야기 된 “노마드” 과학(“nomad” science)과 그에 반대되

는 “왕립” 과학(“royal” science)의 특징을 통해 “노마드” 미술

(“nomad” art)과 “왕립” 미술(“royal” art)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 두 미술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하다. 법칙을 지향하는 

왕립 미술은 변동(variation)을 통제하기 위해 형태가 변하지 않는 

연속성을 수립하려 하고, 자유를 지향하는 노마드 미술은 지속적인 

변동(constant variation)의 상태에 변수(variables)를 넣으려 노력

한다.34 노마드 미술에 대한 이와 같은 보운다스의 개괄적인 정의는 

예술가이자 교육자인 투시(Fereshtech Toosi)에 의해 자신만의 노

마드-미술(nomad-art) 개념을 정의하는 데 차용되었다.35  그녀는 

                                            
33 들뢰즈와 가타리는 『천개의 고원』에서 노마드 미술(nomad art)이 “멀

리서 보는 시각(long distance vision)과 시각적 공간(optical space) 대신 

가까운 시각(close-range vision)과 촉각적 공간(haptic space)에 기득권/

우선권을 준다(privileging)”고 정의하였다. 보운다스는 이 정의에서 언급

된 “가까운 시각”과 “촉각적 공간” 개념에 “추상적 선(abstract line)” 개

념을 포함하여 노마드 미술의 공간적 특성에 대해 정의하려는 시도를 하였

다. Gilles Deleuze and Boundas V. Constantin, The Deleuze Reader,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p.164-172. 
34 Gilles Deleuze and Boundas V. Constantin, The Deleuze Reader, p.

18. 
35 투시(Toosi)는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한 노마드 미술(nomad art)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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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뢰즈와 가타리의 다원성 원리를 대변하는 리좀 개념을 혼합하여 

노마드-미술을 ‘변동’과 ‘재생산’이라는 두 가지의 성질을 지닌 것 

으로 이해하였다.  

 

1. 변동성 

 

노마드 미술은 하나의 형태 또는 크기에 제한이 없고 언제나 시

작과 끝이 변동 가능한 리좀의 특성을 가진다. 보운다스는 리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리좀은 변동(variation), 확장(expansion), 정복

(conquest), 획득(capture), 분파(offshoots)로 작동한다

(operates). 리좀은 그래픽 미술, 드로잉, 사진 또는 트레

이싱(tracing)과 다르게 언제나 분리할 수 있고

(detachable), 연결할 수 있고(connectable), 되돌릴 수 

있고(reversible), 수정할 수 있는(modifiable), 그러므로 

다양한 출입구와 출구, 그리고 그 자체가 비행할 수 있는 

선(its own lines of flight)을 지닌 지도(map)와 관련이 

있다.”36 

 

즉 리좀은 유형의 물질 보다는 가상의 세계 또는 무형의 아이디어

가 지닌 무제한적인 변동성을 지녔다. 이러한 성격의 창작활동은 작

품 자체보다 아이디어와 창조과정을 중요시하며 특정 개념을 위해 

다양한 소재, 매체 또는 표현 방법을 선정하여 가시화하는 개념미술 

(conceptual art)과 흡사함을 지녔다. 여러 장르를 탐험하는 노마드 

-예술가인 마이크 켈리(Mike Kelley, 1956~)는 자신이 여러 분야 

와 매체를 넘나들며 창조적 활동을 하는 이유로 “다루고 싶은 개념 

에 적합한 매체를 이용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아이디어와 개념이 

작품에서 우선시되는 동기임을 밝혔다.37 

변동성을 추구하는 노마드 미술의 창조자들은 지속적으로 하나

                                                                                                        

이 정의한 노마드-미술(nomad-art)을 구분하기 위해 두 단어 사이에 하이

픈(hypen)을 넣었다. Fereshteh Toosi, "What is Nomad-Art", Nomad-
Art : Liberation from a Phenomenon of Distance(Excerpt), 2004, pp.13-

21. 
36 Gilles Deleuze and Boundas V. Constantin, The Deleuze Reader, p.

36. 
37 Fereshteh Toosi, "What is Nomad-Art",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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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체(페인트, 대리석, 비디오 카메라) 또는 장소(갤러리, 영화제, 

공원)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자유롭게 작품활동을 펼친다. 페어하헨

(Marcus Verhagen)은 창조의 영역에서 “오늘날 가장 강력한 존재

들은 노마드적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동시대의 예술계에서 

형식과 시장성에 얽매이지 않는 독보적인 작가들이 조명 받으며 핵

심적인 위치로 떠오르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험적이고 모

험적인 작품활동은 언제나 새로울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 반면 그 

예측 불가능함에 합당한 위험요소들을 감수해야 한다.38  다시 말해 

노마드-예술가들은 하나의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반복

적인 훈련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분야와 매체에 도전하고 자신의 한

계를 시험함으로써 날카로운 비판적 사고를 일깨우고 급변하는 예

술계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훈련을 반복한다. 

 

2. 재생산성 

 

노마드 미술의 두 번째 특성은 전지구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룩한 시대를 반영하는 재생산성이다. 독일의 문화비평가 발터 벤

야민(Walter Benjamin)은 기계적으로 복제 또는 재생산 가능한 사

진, 비디오, 영화와 같은 미술을 예로 들며 미술품의 재생산성이 미

술의 “유일성(uniqueness)”과 “진본성(authenticity)”에 대한 의존

도를 떨어트렸다고 지적하였다.39 그러므로 재생산성을 지닌 미술은 

미술품의 상품적 가치보다 일시성과 이동성을 내포하며 “원시주의

(Primitivism) 초창기에 공예품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이동 

중”이다.40  

                                            
38 이동의 사유는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결과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마드-예술가들이 감수해야 하는 세 가지의 위험요소는 다음과 

같다. 1)작품의 상업적 성공을 위한 일관성이 떨어지고, 2)여러 재료들로 

작업하다 보면 더 자주 기술적 난관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의 기술을 완벽

하게 정복하기 어려우며, 3)다양한 유형의 관람객들을 대응해야 하는 어려

움이 있다. Fereshteh Toosi, "What is Nomad-Art", pp.14-15. 
39  Walter Benjamin, “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Mechanical 

Reproduction”, Modern Art and Modernism : a Critical Anthology, Ed. 

Francis Francina and Charles Harrison, Harper & Row, 1982, pp.217-

218. 
40 Hal Foster, Rosalind Krauss, Yve-Alain Bois and Benjamin H. D. 

Buchloh, 『1900년 이후의 미술사 : 모더니즘, 반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

즘』 배수희, 신정훈, 오유경 옮김, 세미콜론, 2007, 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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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시는 벤야민의 재생산성의 이론과 연결선상에서 전지구화 시

대를 반영하는 노마드-예술가들을 “처음부터 재생산 가능한 오브제 

나 매체로 작품을 시작하여 발전해 나가는 성향의 새로운 패러다임 

의 예술가들”로 구분하였다.41  이러한 작가들은 “다소 혼성적이며 

간성적인 대상(interstitial objects)과 장소를 채택”하여 “발견된 오

브제, 재생된 폐기물, 기록적 잔여물” 또는 “원시적 재료와 기술공

학적인 재료” 등의 비미술적 소재들을 자유롭게 작품에 활용하고 

실험한다.42 “이들의 작업은 조각이나 상품이라는 주어진 담론에 쉽

게 위치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술관이나 거리라는 주어진 공간

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다.”43 즉 노마드-예술가는 다양한 고정관념

들과 틀을 확장해 나가며 여러 경계와 영역들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물며 재생산이 가능한 작품을 만든다. 

종합적으로 노마드 미술의 특징은 기존의 예술 오브제가 지녔던 

그 자체의 유일함이나 존귀함보다는 창작활동에서의 자유로움을 추

구하는 예술가와 그 개인의 역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노마드 

미술의 변화무쌍함은 ‘자유 지향’과 ‘지속적 변동상태’를 추구하는 

노마드-예술가의 정신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들은 미술품의 상품적 

가치 보다는 새로운 창조를 위해 변화하며 자신의 한계와 틀을 허

무는 과정에서 가치를 창조한다. 관념의 해체와 자기 수양의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결과물로서의 미술은 그 시작과 끝이 존재하지 않고 

쉽게 무엇이라 정의 내릴 수 없는 리좀의 특성을 반영하며, 보다 개

념적이고 일시적이며 혼성적인 미술이다. 

 

 

 

 

 

 

 

                                            
41 Fereshteh Toosi, "What is Nomad-Art", p.16. 
42 Hal Foster et al., 『1900년 이후의 미술사 : 모더니즘, 반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617-8쪽. 
43 Hal Foster et al., 『1900년 이후의 미술사 : 모더니즘, 반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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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예술계의 노마디즘과 노마드-예술가 
 

역사적으로 예술가들에게 노마드적 떠돌아다님은 생계유지를 

비롯하여 작가로서의 성장과 자유로운 표현을 위해 선택된 삶의 방

식이었다.  오늘날 세계예술계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로 인정받는 파

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 콘스탄틴 브란쿠지

(Constantin Brancusi, 1876-1957)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Amedeo Modigliani, 1884-1920) 같은 작가들 모두 이주와 이동

을 선택하였듯이 이동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다양성”이 예술가들의 

“창의적의 비행/탈출을 촉발시킨다”는 데모스(T.J. Demos)의 말이 

신빙성을 가진다.44 1990년대에 들어와 전지구화에 힘입어 더 많은 

예술가들은 더욱 빈번히 여러 프로젝트와 전시, 작품판매를 위해 여

행을 다니고 다양한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이동하는 삶을 살게 되었

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미술계에서 노마디즘 바람을 일으키며 많은 

수의 노마드-예술가의 탄생의 바탕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관심 밖

이었던 국가와 문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아프리카나 중국과 같

은 새로운 문화와 미술시장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전지구화 과정은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사람들도 

전 세계를 떠돌게 하였지만 예술계에서 노마디즘이 주목되는 이유

는 노마드-예술가들의 특별한 능력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

양한 문화권에서 교육을 받거나 활동을 하는 노마드-예술가들은 오

늘날의 사회를 대표하는 혼합적인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존재

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든 개인적인 주제를 작품에서 다룰지라

도 국제적인 경험을 통해 습득한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적인 

표현방법을 통해 더 많은 관람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게 유도하는 능력을 가진다. 이들은 노마드로

서의 경험과 사고방식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사회문화에 

                                            
44  데모스(T.J.Demos)는 예술가들의 망명(exile)으로 형성된 미술로 제 1

차 세계대전으로 피난을 떠난 유럽의 문인들과 예술가들에 의해 취리히와 

뉴욕 등에서 꽃을 피운 아방가르드 미술 다다이즘과 제 2차 세계대전 이

후의 모더니즘을 예로 들며, 혼란(dislocation)의 경험이 실험적인 예술로 

표현되었다고 보았다. 또 여행과 관련되어 형성된 미술사조로 국제적 상황

주의(the Situationist International)와 플럭서스(Fluxus) 등을 언급하였다. 

T.J Demos, "The Ends of Exile : Towards a Coming Universatily", 

Ultramodern : Tate Triennial, Ed. Bourriaud, Nicolas, 2009,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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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견해를 드러내는 다원성을 지닌 창조자들이다.  

노마드적 존재들이 예술계의 핵심인물들로 인정받고 오늘날의 

예술흐름을 주도하게 된 계기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발전된 

예술적 노마디즘 담론이 있다. 첫째는 미술품과 전시 공간의 관계성

이 대두되며 시작된 장소특정적 미술의 발전과정에서 ‘장소’의 개념

이 전환되며 예술가와 작품이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다. 둘째는 

1990년대 미술시장의 팽창과 함께 예술계의 메카의 범주가 기존의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제 3세계로 여겨지던 지역까지 예술가, 관계자, 

애호가, 관람객 등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빠르게 이동하게 되는 현

상이다. 제 3장 1절에서 이 흐름들에 대해 설명하고 제 3장 2절에

서는 다양한 노마드-예술가들을 특징적으로 분류하고 각 부류에 어

떠한 예술가들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보겠다.  

 

 

제 1 절 예술계의 노마디즘 현상과 담론의 배경 
 

1. 장소특정적 미술의 ‘장소’ 개념의 변화 

 

장소특정적 미술은 전시 공간을 작품관람의 한 요소로 인식하

는 미니멀리즘 미술에서 발전된 개념 미술이다. 처음 장소특정적 미

술작가들이 등장한 1960년대에서 오늘날까지 이 사조는 장소에 대

한 미학적 개념, 더 나아가 특정 장소와 미술, 작가, 관람객과의 관

계에 대한 담론의 핵심에 위치하였다. 장소특정적 미술의 특징은 작

품이 놓인 장소의 특성이 작품의 일부분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

할 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같은 형태의 작품일지라도 

폐쇄성 또는 공공성 같은 다른 특성을 지닌 장소에 전시됨으로써 

작품은 관람객과 다르게 관계 맺고 이해된다. 이처럼 장소란 문화, 

사회, 역사적 의미를 함축하며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미술 

관람과 해석을 더욱 풍부하고 효과적으로 하는데 기여하였다. 장소

의 의미가 부각되는 미술로의 변화는 더 이상 작가를 순수하게 작

품과 씨름하던 스튜디오에 머무르지 않고, 더 효과적으로 작품에 의

미를 부여하고 관람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직접 장소를 탐방하는 ‘예

술적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장소특정적 미술은 작품의 방향성을 위해 시도된 예술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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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외에도 예술제도에 대한 반발로서 미술관을 떠나게 되는 예술

적 노마디즘의 시발점이 되었다. 1960-70년대의 제 1세대 장소특

정적 미술 작가들은 “미술만을 위한 미술(art for art sake)”을 추구

하는 기존의 모더니즘의 패러다임을 반대하며 미술관의 틀에서 벗

어나는 작품을 전시하였다. 45  대표적인 예로 리차드 세라(Richard 

Serra, 1939~)는 틀 없는 작품을 미술관 바닥에 놓으며 관람객의 

공간을 침범하였고,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 1931~)는 자연 

또는 중립적인 장소에서 미술작품을 일시적으로 전시하였다. 이들은 

작품이 존재하는 장소의 맥락과 물리적 특성을 강조하며, 미술이 미

술관이라는 이상적이고 순수한 백색의 큐브에서 전시되며 상품으로 

유통되는 제도적 환경을 비판하였다. 장소특정적 미술에 대한 연구

를 한 권미원은 특정한 위치의 물리적인 특성과 작품이 밀접하게 

정의되는 변화를 “이동과 교환이 가능한 상품으로서 미술품이 유통

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정의하였다.46    

1980년대 이후 제 2세대 장소특정적 미술작가들은 이전 세대

가 관심을 가진 장소의 물리성 보다는 사회담론을 형성하는 장소의 

역할(일상생활 또는 공공의 공간으로 쓰이는 장소)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장소를 정체성(계급, 인종, 성별 등)이 형성되는 ‘가상의 공

간’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미술에 의미를 부여하는 제도의 영역

이자,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담론의 장”으로 장소 개념을 확대시켰

다.47 이러한 장소 개념의 전환은 미술이 일시적으로 존재하거나 다

른 곳으로 이동될 수 없다는 이유로 미술품의 유통과 판매에 저항

하였던 제 1세대 장소특정적 미술을 제 2세대에서는 ‘움직이며 유

랑 가능한’ 형식으로 변화시켰다. 장소를 유동적으로 지정하게 된 

장소특정성의 원칙은 “노마드적 모델(nomadic model)”로 정의되었

고 이러한 모델은 현대미술의 이동과 현대작가들의 노마디즘 현상

                                            
45 모더니즘의 패러다임은 미술을 어떠한 외적 관계성 없이 미술 자체로 

가치를 지니므로 미술관 같은 흰 벽의 순수한 공간에서 감상되어야만 그 

내재적 가치를 드러낸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모더니즘 미술은 어떠한 미

술관 또는 ‘화이트 큐브’에 전시되어도 동일한 의미와 상품으로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미술품을 오브제로서 유통시킬 수 있었다. 
46 우정아, 「권미원, 『한 장소 다음에 또 한 장소 : 장소특정적 미술과 

지역적 정체성』」, 『서양 미술사학회 논문집』 26, no. 1, 2007, 243쪽. 
47 우정아, 「권미원, 『한 장소 다음에 또 한 장소 : 장소특정적 미술과 

지역적 정체성』」, 234-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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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에 위치하게 되었다.48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제 2세대의 장소특정적 미술작가들을 

통해 장소의 개념이 확장되고 작품의 이동이 가능해졌지만 그들 역

시 미술품의 유통과 판매를 거부하는 기존의 장소특정적 미술의 목

표를 동일하게 지향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같은 시기

에 제 1세대 장소특정적 미술품들의 상품적 가치가 급등하고 예술

계의 조명을 받게 되면서 이들은 미술제도권 내부의 다양한 미술관

이나 미술제 등에서 다시 제작되어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기회를 맞

이하게 되었다.49  

개념적 성향이 강한 장소특정적 미술은 작품 자체의 판매 또

는 유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이 직접 이동을 하며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과정을 살피며, 필요에 의해서는 전시 후 작품의 폐기 여부에 

대한 결정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즉 예술가들은 자

신의 “작품이 검증되고, 재생산되고 순환되는 활동(operation)을 위

해 작품과 함께 돌아다니며 수행적인(performative) 역할”을 하게 

되었고,50 이러한 역할은 오늘날의 예술가들을 “어떠한 특정 장소가 

아닌 그 장소들 사이의 정체 속(in traffic)” 또는 “잘못된 곳

(wrong place)”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였다.51  이러한 현상은 

마치 예술가들이 “미술 기관과 미술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동원”된 

것처럼 작품주문을 받은 특정한 전시기관과 행사를 위해 이동하게 

                                            
48  Miwon Kwon, One Place after Another : Site-Specific Art and 
Locational Identity, Cambridge, MIT Press, 2004. 
49 전시 사례들로 <개념 미술, 하나의 관점>(1989), 휘트니 미술관에서 개

최된 <새로운 조각, 1965-75: 기하학과 제스처 사이에서>(1990)와 <비물

리적 대상>(1991-92) 등이 있다. 이러한 전시들을 위해 장소특정적 작품

들이 다시 제작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수십 년 전에 제작된 것들로 원본이 

너무 약하거나 이미 파손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

기 때문이다. Kocur Zoya, Leung Simon, 『1985년 이후의 현대미술이

론』,서지원 역,  두산동아, 2010, 58쪽. 
50  Miwon Kwon, One Place after Another : Site-Specific Art and 
Locational Identity, pp.48-49. 
51 권미원은 자신이 말하는 “잘못된 곳(wrong place)”이 불확실하거나 안

정적이지 않은, 편하지 않은, 친숙하지 않은 감정의 공간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어떠한 장소에 처한 주체와의 관계에 따라 “옳은” 또는 “잘못된” 

(“right” or “wrong”) 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Miwon Kwon, 

"The Wrong Place", Art Journal 59, no. 1, 2000,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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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52  미술시장과 제도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지향하던 장소특 

정적 미술은 도리어 제도권 안에서 예술가 자체가 미술품 검증 

또는 창조를 위해 이동해야 하는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2. 전지구화 시대의 예술계: 대규모 국제전시 활성화 
 

1990년대 이후의 전지구화의 영향은 전반적인 문화의 세계화를 

부추겼다. 특히 다양한 도시에서 아트페어, 비엔날레 등의 대규모 

행사들이 기획되고 이러한 행사들에 다국적 기업화랑들과 

미술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미술관람을 위해 기꺼이 

여행을 떠나는 관람객들과 예술 관계자들이 증가하였다. 제임스 

마이어(James Meyer)는 이러한 변화를 맞이한 미술계를 어떠한 

“이익을 위한 조합(guild)”의 형태를 띤다고 언급하고, 광적으로 

여행을 하며 국제적인 미술전시를 보러 다니는 관람객들의 증가와 

같은 현상을 ‘순회의 문화’(culture of itineracy)로 보았다.53  

예술계 내에서 순회하며 새로운 미술과 정보를 향유하게 되는 

문화는 아탈리가 주장한 호모 노마드 시대의 인구 이동처럼 

상업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측면이 강조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은 가난한 호모 노마드처럼 정보와 자유로운 모험의 

향유가 아닌 노동과 일, 또는 더 큰 성공을 위해 권위적인 시스템 

내에서 쉴새 없이 이동하게 되며 전지구적인 “정체 속”의 일부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술가들이 노마디즘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들을 낳게 하였고 이러한 예술가들을 예술 시스템의 지나친 

자본성과 권위에 “저항하는 노마드(reluctant nomad)”로 명명하는 

관점이 등장했다.54  이렇게 명명된 저항하는 노마드-예술가들은 실 

제 전세계의 예술인들이 모인 대규모 국제전시에서 그 현상에 대한 

                                            
52 Kocur Zoya and Leung Simon, 『1985년 이후의 현대미술이론』, 서지

원 역, 두산동아, 2010, 21쪽. 
53 James Meyer, "Nomads", Parkett 49, 1997, p. 205.  
54 라우존(Lauzon)은 급증한 대규모 국제전시와 예술가들에게 강요되는 지

나친 물리적 이동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안한 “저항하는 노마드”로 알프

래도 자르(Alfredo Jaar), 브렌단 페르난데스(Brendan Fernandes)와 도리

스 살세도(Doris Salcedo) 등의 작가들을 예제로 들었다. Claudette 

Lauzon, "Reluctant Nomads : Biennial Culture and Its Discontents", 

Racer 36, no. 2, 2011,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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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작품들을 선보임으로써 자신들 역시 지나치게 자본화된 

예술계의 일부분이지만 그것에 대해 갖는 비판의식을 드러내며 

노마디즘에 대한 지나친 낭만적 사고를 깨뜨려야 함을 지적하였다.  

반면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예술을 위한 ‘순회의 문화’와 대규모 

국제전시는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활동과 성장에 기여하였다. 특히 

극히 개인적인 성향의 작품활동들이 다각적으로 혼합되어 전개되는 

오늘날의 예술계에서 대규모 국제전시는 그 경험 자체가 많은 

예술가들에게 성장의 계기로 작용한다. 대규모 국제전시 참여는 

많은 예술관련인들 앞에서 예술계의 핵심이 되는 동시대의 

예술가들과 함께 작품을 선보이며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수면 아래에서 활동하던 많은 예술가들이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김원방은 정기적 국제전들이 

오늘날 예술계의 중요한 존재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베니스 비엔날레를 비롯하여 소위 정기적 국제전들의 

중요한 존재이유 중의 하나는 ‘의미에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이다. (중략) 초대형 국제전은, 예술작품에 

대하여 이를 해설하는 언어와 관리시스템의 우위를, 

그리고 생성과 돌연변이에 대해 예술계(Artworld)라는 

닫혀진 ‘계(界)’의 개념의 우위를 공고히 하는 장치가 

된다.”55 

 

이처럼 예술계의 상호적인 이동을 부추기는 대규모 국제전시들은 

현대미술의 담론 형성과 세계적 예술가들의 탄생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규모 국제전시를 위한 사람들의 대대적인 이동현상은 

예술가들 외에도 예술 애호가들과 일반 대중에게도 새롭게 

현대미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다. 세계적으로 모인 여러 

예술품들을 편리하게 관람하며 세계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는 

미술관람을 위해 여행을 하지 않았을 일반 관람객들에게까지도 

예술여행을 떠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예술을 

위한 이동 현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관광업과 국가홍보에 도움이 되고 행사를 개최하고 참여하는 

                                            
55 김원방, 「이용백의 작업 : 디지털 시뮬레이션 시대의 철학적 거울」,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웹사이트, (http://www.korean-pavilion.or.kr/11p

avilion/ESSAY_KIM_ko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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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기관들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입지를 분명하게 하는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한다. 전 세계적으로 뻗어있는 레지던시 또는 예술가 

육성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적인 지원 시스템 역시 대규모 

국제전시와 흡사하게 예술가와 국제사회의 교류와 문화적 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제 2 절 노마드-예술가의 분류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노마드-예술가들은 단순히 

노마드 미술을 행하는 예술가들이 아니다. 이들은 창조적 영역 

외에도 실질적인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하나의 

공동체, 국가 또는 문화적 배경에 정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 

지역과 사상을 넘나드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유랑을 하는 존재들일지라도 자신의 배경과 삶의 

경험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못하며, 지속적으로 작품과 

사고의 변동을 추구하며 창조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존재성과 

특성 자체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마드-예술가들은 

개개인이 태어난 환경, 살면서 경험한 이동과 전치, 그리고 그 경험 

이후의 변화와 극복과정 등을 바탕으로 그룹을 지어 구분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노마드-예술가들로 거론되는 많은 예술가들은 각기 다른 

이동의 경험을 하였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이동성과 노마디즘에 

대해 감정과 태도의 차이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노마드-예술가들을 1)디아스포라적 노마드-예술가, 2) 

의도적/전략적인 노마드-예술가 그리고 3)여행하는 노마드-

예술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디아스포라적 노마드-예술가’는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 이동을 시작하였지만 결국 그 계기를 통해 

노마드로서의 자아를 발견하고 확립해 나간 특징의 예술가들을 

칭하였다. ‘의도적/전략적인 노마드-예술가’는 작가로서의 발전과 

국제적인 전시 기회 등을 위해 의식적으로 이동을 선택하는 

존재들로 개개인이 지닌 민족적 특색과 배경을 예술적 도구로 

사용하면서 전지구화의 맥락에서 다양한 이슈들을 작품을 통해 

제기하는 존재들로 구분하였다. ‘여행하는 노마드-예술가’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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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또는 민족적 성향보다는 자유롭게 이동하는 자아를 

작품으로 표현하고 그 이동성 또는 여행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깨달음을 공유하는 예술가들로, 앞의 두 노마드-예술가 그룹보다 

이동하는 삶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국경 넘나들기가 

일상화된 환경에 놓인 예술가들이 주로 이 부류에 포함된다.   

이러한 분류는 노마드-예술가들의 삶에서 노마디즘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 과정과 현상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작품 성향을 

중심으로 구분한 것일 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노마드-예술가의 

삶과 정체성을 완전히 대변하는 구분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다양한 노마드-예술가들을 큰 틀에서 분류하고 각 그룹이 

지닌 특징을 보다 구체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1. 디아스포라적(Diasporic) 노마드-예술가 
 

디아스포라(Diaspora)의 원인으로 유년기부터 모국 밖에서 

성장하고 창작활동을 펼친 예술가들은 노마드-예술가의 담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56  이들은 자신이 태어난 국가에서 어린 

시절 정치적 망명, 도피 또는 추방 등의 이유로 떠나와 타지에서 

소수민 공동체(디아스포라)의 일부에 속하는 경험을 한 존재들이다. 

예술계에서 이러한 존재들은 이색적이고 특수한 배경의 존재들로 

인식되며 이들 역시 자신이 떠나온 지역과의 연결 선상에서 역사적 

정체성을  기초로  한  작품을  펼치는  경향을  보인다 .  대표적인 

작가로는 팔레스타인 출신 모나 하툼(Mona Hatoum, 1952~)이 

있다. 그녀는 고국으로부터 추방당해야 했던 10대 시절부터 지속적 

으로“특정 지역 또는 문화적 공동체 안으로 분류되기를 거부”하며 

                                            
56 영문으로 대문자 ‘D’로 시작하는 디아스포라는 우리말로 변역 하면 “민

족분산 또는 민족이산”이며, “단지 같은 민족성원들이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분산된 동족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공동

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디아스포라는 그리스 단어로 분산(dispersion)을 

의미하며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며 일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이동

한 것을 지칭한다. 기존에 디아스포라는 일반적으로 타의적으로 가해진 강

제요인에 의한 “집 잃어버림”을 경험한 민족적 공동체를 뜻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민족이동, 

국제이주와 같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환되었고 보다 보편적인 인구이동현

상에서 형성된 공동체를 의미하게 되었다. 윤인진,『코리안 디아스포라 :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5쪽; 장윤수,

『노마디즘과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북코리아, 2011,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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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드적인 생활과 활동을 추구한 작가이다.57  그녀는 1975년부터 

영국에서의 미술 교육을 바탕으로 방대한 장르와 주제들을 

넘나드는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툼의 초기 작품들은 그녀의 모국과의 깊은 연관성을 

보이는 퍼포먼스와 비디오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며 디아스포라적인 

성향을 강하게 보인다. 그녀는 초기 작품 중 <언더 씨즈(Under 

Siege)>(1982)이라는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회고해 보면 이 작품은 나에게 변화의 시기(phase of 

transition)로 정의 되며 이동의 전례(rite of 

passage)와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느껴진다. 제 

3세계에서 와 서구에서 사는, 유럽 사회의 가장자리에 

머무르는, 자신의 나라로부터 소외된 사람으로서, 이 

행동은 분리(separation)하는 행위를 상징하며, 

피투성이인 내 민족 역사와 나의 배경과 

재접속(reconnection)하고 화해(reconciliation)하는 

시점으로의 역할을 하였다.”58 

 

하툼은 자신의 초기 활동에서 전치(displacement)와 

소외(alienation)에 대한 심오한 감성을 표출하는 작품들이 

많았으며, 차츰 시간이 흐르고 예술가로서의 경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그녀는 보다 “편안한 글로벌 노마드(comfortable global 

nomad)”로 전환되었다.59  오늘날 그녀의 작품들은 단도직입적으로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퍼포먼스 성향의 작품에서 벗어나 

보다 중립적이고 해석의 문이 열린 오브제 중심의 작품과 

설치작업으로 활동 중이다.  

어느 한 민족 또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노마드적 존재 

                                            
57 이나 잉-추 창/친 타오 우, 「모나 하툼, 입주작가 : 공동체와의 유목적

 관계」, 『미술이론과 현장』 제 10호, pp.85-94. 
58 파르마르(Pratibha Parmar)에 의해 1986년 제작된 Emergence라는 비

디오에서 모노 하툼이 한 말이다. Chin-Tao Wu, "Worlds Apart : 

Problems of Interpreting Globalised Art", Third Text 21, no. 6, 2007, 

p.725. 
59  하툼은 1980년대 초기 작업에서 주로 다양한 정치적인 주제를 다루는 

장소특정적 퍼포먼스와 비디오 작품들을 선보였고 당시에는 미술시장과 미

술관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그녀는 오브제를 중심으로 한 

설치와 작업으로 1990년대 초부터 각광받기 시작하여 국제예술계에서 입

지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Chin-Tao Wu, "Worlds Apart : Problems of 

Interpreting Globalised Art", p.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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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하툼을 표현하는 작품으로 1996년 4월 예루살렘 동쪽의 

아랍  구엽에  위치하고  있는  아나디엘(Anad ie l)  갤러리에서 

입주작가로 작업한 <현 시제(Present Tense)>(1996)[그림 1]가 

있다. <현 시제>는 붉은 구슬들이 박힌 2,200개의 올리브 오일 

비누가 갤러리 바닥에 정사각형으로 놓인 설치작업이다. 후각과 

시각을  자극하는  이  작품의  붉은  구슬들은  1991년  오슬로 

협정으로 만들어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국토 분단선을 

나타내는데 “작품 속 비누는 외세의 점령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저 

항을 상징[한다].”60 이 작품은 항시 존재해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 

인의 불편한 공존을 표현하였는데 비록 작가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지만 어떠한 편을 들지 않는 중립적인 위치에 머무른다. 한 

공동체가 느끼는 갈등을 작품을 통해 함축적으로 표현할 뿐 그녀는 

“노마드 작가로서의 개인성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공동체 사이에서 

협상하면서” 1년 동안의 입주 작가(artist-in-residence) 

프로그램을 뒤로하고 또 다시 이동을 시작한다. 그녀는 “움직이는 

상태에서 더 잘 생각할 수 있다”며 유목적 삶이 자신과 예술활동에 

이상적인 상태임을 인터뷰를 통해 밝힌 것처럼 노마드적 

존재로서의 불안정적인 상태와 감정을 작품을 통해 지속적으로 

표현해 나갔다.61  

하툼과 흡사하게 유년기부터 모국을 떠나 타지에서 

예술가로 성장하여 명성을 쌓은 대표적인 한국인의 사례로 

백남준(1932-2006)을 들 수 있다. 그는 10대에 일본으로 피난을 

떠났다. 그 후 본격적인 예술공부는 해외 여러 지역(일본, 

독일)에서 이루어졌고 예술가로서의 활동 역시 유럽 특히 독일과 

미국 등에서 이루어 졌다. 백남준은 젊은 시절 참담한 전쟁을 통해 

정서적, 사상적 혼동을 경험하였고, 어느 한 쪽 또는 한 곳에 정처 

할 수 없는 스스로의 현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가끔 나는 내가 잘못된 편에 서있는 것처럼 느꼈다. 

1950년에 우리는 폭격이 쏟아질 때 피난을 떠났다. 탈

출 중이었다. 나는 내가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 건지 

                                            
60 이나 잉-추 창/친 타오 우, 「모나 하툼, 입주작가 : 공동체와의 유목적

 관계」, p.89 
61 Chin-Tao Wu, "Worlds Apart : Problems of Interpreting Globalised 

Art", p.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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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다 갑자기 생각했다. ‘그래, 우리

는 영혼의 깨달음이 필요해. 야구 경기를 구경하듯 매

사를 그렇게 하자. 무엇이든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그렇게 아주 시니컬했다.”62   

 

생존을 위해 피치 못하게 선택된 백남준의 도피는 그 후 그가 하나

의 사상, 국가 또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보다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제 3자로서 “야구 경기를 구경하듯” 항상 노마드적 시각과 태

도로 세상을 대하게 하였다. 또 이러한 위치 설정은 그가 “영혼의 

깨달음”을 찾아가는 작품활동 속에서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자유롭

고 한계가 없는 예술적 실험과 표현을 통해 자아를 확립해 나가는 

글로벌 노마드-예술가로 성장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백남준은 글로벌 노마드로 활동하는 와중에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자신이 기마민족, 스키타이의 후손이라고 말하며 유목의식을 

과시하였다.63 유목의식에 대한 그의 관심은 1993년 베니스 비엔날

레에서 출품된 작품 <스키타이 왕, 단군(Dangun, Scythian 

King)>(1993)[그림 2]을 통해 표출된 적이 있다. 백남준의 유목의

식은 그가 쓴 글에서도 표현되었다. 박정진은 자신이 백남준에 대해 

동아일보에 연재할 때 작가가 직접 써준 ‘남대문시장, 동대문 시장

에 드리는 21세기적 경의’에서 다음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음을 기

재하였다. 

 

“양주동에 의하면 여진과 조선은 북방어로 같은 발음의 

조선이라 한다. 한국인이 강하고 질긴 이유가 거기에 

있다. 우리 선조들은 영하 40도의 만몽지방에서 살고 

있었고, 그 중의 리더가 남으로 가자고, 이스라엘의 모

세처럼 민중의 대탈출을 기도하였다. 쫓아오는 대평원

의 늑대를 맨손과 석기로 때려죽이면서 대동강까지 도

달하는 데는 수 천 년이 걸렸다. 그래서 단군전설이 생

겼다. 그러면 왜 우리 단군은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세계적 거물이 못 되었는가? 간단히 말하면 삼국사기가 

                                            
62 Calvin Tomkins, “Profiles-Video Visionary,” The New Yorker, 1975, 

p. 45. 글의 일부는 Nam June Paik : eine DATA base, Ed. Klaus 

Buβmann and Florian Matzer, Stuttgart: Edition Cantz, 1993, pp. 34-36

에 재수록. 임산. 『청년, 백남준 : 초기 예술의 융합 미학』, 마로니에북스, 

2012, 18쪽. 
63  정지영, 김경미, 「 백남준의 노마드(Nomad)적 속성과 인터넷 아트

(Internet Art)」, 『한국영상학회 논문집』 8, no. 2, 2010, 10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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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성서에 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대한민국은 이스

라엘처럼 민족의 유리표방을 거치지 않고 그래도 안정

된 중견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개개인으로 볼 때, 우리 

한인은 유대인만큼 문화나 과학에서 세계사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21~30세기 한국인의 과제는 여기에 있다.”64  

 

백남준은 자신을 “민중의 대탈출”로 생겨난 노마드의 성향이 깊은 

한민족의 일부로 보았다. 그는 세계적 관점에서 한국인의 위치가 유

대인과 흡사한 것으로 보았고, 한국인의 끈질기고 강한 정신력으로 

전지구화 된 세계를 이끄는 민족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였다. 그는 

한국 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1995년 광주비엔날레 개막과 베니스비

엔날레 한국관 설립을 도우며 한국 미술의 국제화로의 새로운 방향

을 제시하였다.65  한국이라는 국가가 아닌 강인하고 질긴 노마드라

는 무국적 정체성으로 자신의 근원을 확립한 백남준은 비로소 다국

적 영향을 받으며 강인하게 형성된 특수한 자기 자신을 노마드-예

술가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하툼과 백남준의 사례처럼 디아스포라적 노마드-예술가는 추

방 또는 도피의 시간이 흐르면서 새롭게 자아를 발견하고 디아스포

라의 일원이 아닌 자유로운 노마드로서의 자신을 확립해 나간 존재

들이다. 이들은 모국에 대한 연대감을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자신들

이 떠나온 특수한 역사적 배경의 국가의 이미지나 틀에 얽매이기 

않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해체하고 보다 선구적으로 기존의 틀을 깬

다. 이들의 작품은 많은 변화를 보이며 실험정신을 추구하는 노마드

-예술가의 면모를 보여준다.  

 

2. 의도적/전략적 노마드-예술가 
 

의도적/전략적 노마드-예술가는 디아스포라적 노마드-

예술가와 이동의 시작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들은 타의적이거나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 이동을 시작하기 보다는 자주적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자유롭게 국제 예술계에서 활동하기 위해 

                                            
64  박정진, 『굿으로 보는 백남준 비디오아트 읽기 : 네오샤머니즘(Neo-

Shamanism)에서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까지 』 , 한국학술정보, 

2010, 357쪽.  
65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웹사이트: 라이크만, 존, "미적 가능성들 : 이용

백의 천사들", (http://www.korean-pavilion.or.kr/11pavilion/ESSAY_JOH

N_ko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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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옮기며 이동을 선택한 존재들이다. 이들은 디아스포라적 

작가들과 흡사하게 떠나온 지역과의 연결 선상에서 역사적 

정체성을 기초로 한 작품을 펼치는 경향을 보이지만 호모 노마드 

시대의 유목적 삶에서 개인이 느끼는 감정 또는 전지구적인 

문제점들과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작품의 핵심에 둔다. 이 

그룹의 노마드-예술가들은 주로 대규모 국제전시 또는 그룹전시 

등의 기회를 통해 작가로서 두각을 나타내는데 그 대표적인 

작가들로 콜롬비아 출신 도리스 살세도(Doris Salcedo, 1958~), 

이란 출신 시린 네샷(Shirin Neshat, 1957~), 칠레 출신 알프레도 

자르(Alfredo Jaar, 1956~) 등이 있다. 제 4장에서 분석할 한국 

출신 노마드-예술가 서도호, 신미경, 양혜규 그리고 그 외에도 유학 

또는 작품활동을 위해 국외에서 거주하거나 하나의 거주지를 두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자유로운 삶 속에서 창작활동을 추구하는 많은 

동시대의 한국인 예술가들도 이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칠레 출신 알프레도 자르는 26살 때 칠레에서 뉴욕으로 떠난 

작가로 작품의 60~70프로가 아프리카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다. 

그는 가족과 함께 5살부터 15살까지 칠레를 떠나 서인도 제도의 

주민 대부분이 서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온 흑인들의 후예들인 

프랑스령 섬 마르티니크(Martinique)에서 살면서 프랑스식 교육을 

받았다. 그는 처음엔 자신이 유일한 빨간 머리의 백인아이라는 것에 

대한 이질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 곳과 아프리카 

문화를 자신의 일부(local)로 받아들이며 아프리카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자르는 16살 때 가족과 함께 다시 칠레로 돌아왔고 

10년가량 머물며 피노체트 정권(Pinochet regime)의 군사 쿠데타 

시기를 9년가까이 경험하고 성인이 되어 뉴욕으로 떠났다.  

그는  미국에서  아프리카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서양 매체에서 이들이 다루어 지는 

방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는 아프리카와 관련된 주제로 대부분의 

작품활동을 하게 되었다.66  자르는 아프리카 관련 주제 외에도 다 

양한 국제사회의 이슈들을 작품에서 다룬다. 그 예로 핀란드 

(Finland)의 국수주의적인 이민 방침의 문제점을 함축적으로 

                                            
66 The Brooklyn Rail 웹사이트: Phong Bui, Dore Ashton, David Levi 

Strauss “InConversation : Alfredo Jaar”, 최근검색 2013년 5월 30일 (h

ttp://brooklynrail.org/2009/04/art/alfredo-jaar [4.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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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한 작품 <백만 개의 핀란드 여권(One Million Finnish 

Passports)>(1995)[그림 3]이 있다. 67  핀란드는 역사적으로 엄격 

한 이민 방침을 가진 나라로 주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수의 이주자들을 받아들였다. 자르는 다른 유럽의 지역들과 

동등한 비율로 이주자들을 받아들였다면 핀란드의 시민이 되었을 

백만 명의 무명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방법으로 복제된 핀란드 

여권을 쌓아 올려 거대한 정육면체의 미니멀한 설치조각을 만들어 

공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안유리(security screen)안에 

설치하였다. 전시 후에 복제된 여권들은 핀란드 출입국 관리 당국의 

요청에 의해 파기되었다.  

줄리안 스탈라브라스(Julian Stallabrass)는 자르의 이 

작품이 “지역적인 소재와 현대미술의 코즈모폴로탄 언어를 함께 

사용하고, 특정장소의 정치적 이슈에 대해 비평을 하고 응답”
 

하였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전형적인 전지구화된 미술 활동을 대변 

한다고 보았다.68  이 같이 특정 국가 또는 민족이 놓인 정치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글로벌-노마드의 역할을 하는 

예술가들은 한 개 이상의 문화권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중적 시각과 

날카로운 비판의식으로 다양한 전지구적 이슈들을 바라본다. 특히 

쉽게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특정 국가 또는 공동체의 

문제점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술적 표현으로 

보편적인 것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누구보다도 앞서서 다양한 

권력구조의 폭력성과 문제점 등을 조명하는 경향을 보인다.  

 

3. 여행하는 노마드-예술가 

 

이동성(mobility) 또는 여행과 같은 장소 옮김 자체가 예술 

제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은 유럽과 북미 지역 

사이의 미술 교역이 일상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1960년대이다. 당시 

여러 예술가들이 움직임의 기록을 다루는 작품을 시도하였고 

오늘날 대표적인 예술가-여행가(artist-traveler)로 인정받는 일본 

출신 작가 온 카와라(On Kawara, 1933~)의 작업 <나는 …시에 

                                            
67  Claudette Lauzon, "Reluctant Nomads : Biennial Culture and Its 

Discontents", p.18. 
68 Julian Stallabrass, Contemporary Art :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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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났다(I Got Up At…)>(1968-1979)[그림 4]는 노마드적 존재 

로서의 한 작가의 발자취를 남기는 작업으로 예술계의 확장된 경계 

를 드러냈다.69 그림엽서는 특성상 보낸 날짜와 장소는 물론 우편을 

보낸 지역의 대표적인 이미지들을 함축하기 때문에 어떠한 

부가설명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보낸 사람의 위치와 여행을 하는 

존재로서의 예술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동성과 여행에 관련된 미술은 1990년대에 들어와 이전보다 

젊은 작가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작품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작가들로 크리스티안 필립 뮬러(Christian Philipp Muller, 

1957~), 가브리엘 오로스코(Gabriel Orozco, 1962~), 리크리트 

티라바니자(Rirkrit Tiravanija, 1961~), 월리드 베쉬티(Walead 

Beshty, 1976~) 등이 있는데, 그들은 공통적인 주제에 관심을 

가질지라도 각자의 방법론과 관점에 따라 그 결과물은 차이를 

보인다.  마이어는(James Meyer) 이 같은 작가들의 작품은 외형적 

차이보다도 이동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고 , 이 

관점들을 크게 두 가지 노마디즘, 이를테면 서정적 노마디즘과 

비판적 노마디즘으로 구분하였다.70  전자는 이동 또는 여행을 공간 

과 사물과의 비정형적이고 시적인(poetic) 상호작용으로 바라보며 

유희적인 작품성향을 보인다. 반면 비판적 노마디즘은 여행을 

두렵고 다른 문화들 사이의 소통이 부드럽지 못해 머뭇거려지는 

또는 수월하지 못한 것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관점은 여행의 경험이 

침울하거나(melancholy) 혼란스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표현하는 작품성향을 보인다.  

여행과 이동성을 유희적이고 서정적인 것으로 바라본 대표적인 

작가는 뉴욕, 베를린, 태국에 기반을 둔 리크리트 

티라바니자(Rirkrit Tiravanija)이다. 그는 외교관의 자녀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새로운 환경과 지역에 적응하는 것이 습관화되었고 

성인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유목적 구도와 수행을 작품에 활용하는 

여행 신봉자이다. 그는 로셀 스테이너(Rocelle Steiner)와의 

                                            
69 이 작품은 온 카와라가 1968년 멕시코시티로 떠난 1년 동안의 “작업여

행”중에 탄생한 작품으로 날마다 아침에 깨어난 시간을 엽서에 고무도장으

로 찍어 지인 또는 모르는 미술계 인사들 두 명에게 보내지는 “노마드적 

방랑과 작업의 기반”을 형성한 작품이다. 양은희,「세계시민 온 카와라의 

자서전적 예술 만들기」,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24, 2005, 51쪽. 
70 James Meyer, "Nomads", Parkett 49, 1997,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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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서 목적지 없는 여행에 대한 관심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저는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중략) 

저는 작은 금속 물체 속에 몸을 집어넣고 공간과 시간을 

뚫고 지나와 다른 냄새와 다른…가 있는 곳에 

육체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에 흥미를 느낍니다.”71 

 

티라바니자에게 여행은 자유롭고 낭만적인 것으로, 여행을 통해 

접하게 되는 익숙하지 못함이 언제나 존재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여행자가 사회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 제안 

하였다.72 그는 도장과 비자들로 불룩해진 작가 자신의 여권 복제품 

을 전시 하거나 마드리드 공항에서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Reina 

Sofia Museum)까지 맞춤형 자전거로 이동하며 때때로 식탁과 요리 

용구를 꺼내 자신과 행인들을 위한 요리를 하는 행위작품을 

수행하며 여행의 낭만을 표현하였다.  

뉴욕 303 갤러리에서 전시된 티라바니자의 대표작 

<공짜(Free)>(1992)[그림 5]는 예술 애호가들에게 공짜로 

태국음식 팟타이(Pad Thai)를 만들어 나누어 주고 그 음식이 

바닥나면 끝나는 작품이다. 전시장에는 태국음식의 땅콩기름 향과 

이리저리 정신 없이 놓여진 요리용구들이 빈 공간에 남게 된다. 

여러 국가와 제도적 또는 공공의 장소를 이동하며 요리를 하고 

음식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이 작품은 떠돌아 

다니는 작가의 순간성과 이동성을 부각 시킨다. 그의 작품은 제도적 

공간을 열린 스튜디오, 실험실(lab), 단골집/은신처(hang-outs) 

또는 공동의 부엌으로의 변형을 촉진시키는 “일시성(transience), 

유동성(flux) 그리고 관계성(relationality)과 새로운 제도주의(the 

new institutionalism)”의 담론을 다룬다는 특징을 지닌다.73 

티라바니자와 상반되게 여행과 이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작가 

는 로스엔젤레스에서 거주하는 영국 출신 월리드 베쉬티(Walead 

Beshty)이다. 그는 여행을 “문화들간의 대화(inter-cultural 

                                            
71 James Meyer, "Nomads", p.14. 
72 Marcus  Verhagen, "Nomadism", Art Monthly, 2006, p.8. 
73  Claudette Lauzon, “Reluctant Nomads : Biennial Culture and Its 

Discontents”,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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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ogue)에서 종종 수반하는 두려움들을 명확 하게 하는 

경험”으로 이해하였다.74  그는 여행 중에 우연히 노출되지 않은 사 

진 필름을 공항 엑스레이(X-ray) 기계에 통과시키면서 원래 

사진의 이미지가 망가지고 남은 유령과도 같은 흔적을 그대로 

인화한 사진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트랜스패어런시(Transparencies)시리즈>(2007-2008)[그림 6] 

와 <여행 사진들(Travel Pictures)>(2006/2008/2012)이라는 

다양한 시리즈를 이루는데, 오늘날의 여행자가 공항에서 항상 

자신의 지문을 통해 신분을 증명해야 하고, 엑스레이 또는 면밀한 

물품 검색을 거친 후에야 이동을 허락 받는 긴장되는 경험을 하는 

것을 변질되고 망가진 필름의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그의 또 다른 대표작 <페덱스 상자들(FedEx Boxes)>(2008-

2009) [그림 6]은 유리 큐브를 골판지/마분지 박스에 넣고 페덱스 

(FedEx) 업체를 통해 전시장소로 배달하는 작품으로 전시장에 

도착하는 과정 중에 금이 간 유리 큐브를 그대로 꺼내, 운반 과정의 

흔적이 남은 포장 박스와 함께 전시한다. 베쉬티는 이 작품을 통해 

작가 고유의 소재와 기술적 방법을 고수하며 예술계의 전지구화 

현상과 예술가들의 유목적 성향을 나타낸다.75  특히 거울같이 주위 

를 반사하는 유리를 이용함으로써 유리의 연약함뿐 아니라 

파괴되고 금이 간 표면에 비친 관람객 자신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오늘날의 보편화된 여행과 이동의 과정이 지닌 폭력성을 

회상해 볼 수 있게 한다.  

 

 

세 타입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노마드-예술가들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디아스포라적 노마드-예술가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국가에서 

환경적인 원인(전쟁, 정치적 혼란 등)에 의해 이동을 시작하여 

소수자의 입장에서 타지에서 성장하고 국제적으로 작품활동을 

펼치며 글로벌 노마드로 거듭난 존재들이다. 이들은 

디아스포라(Diaspora)의 경험과 감성을 작품에서 부분적으로 
                                            
74  Marcus Verhagen, "The Nomad and the Altermodern : The Tate 

Triennial", Third Text 23, no. 6, 2009, p.808. 
75  Marcus Verhagen, "The Nomad and the Altermodern : The Tate 

Triennial", p.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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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룰지라도 그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틀에서 벗어나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노마드로서의 자신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발언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작품에서 다루며 

공동체와 교류한다. 이들은 트라우마적인 계기에 의해 노마드로서의 

이동을 시작하였고 디아스포라적인 감정과 틀에서 벗어나 

예술계에서 인정받는 노마드-예술가로 거듭났다는 특수한 배경 

때문에 다른 노마드-예술가들보다 드문 존재이다. 그리고 이들은 

태어난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노마드적 존재가 된 후에도 모국과 

연민과 연대감을 유지하면서 그 지역의 예술문화의 세계화와 

발전에 이바지 하고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의도적/전략적 노마드-예술가들은 더 나은 삶과 환경, 또는 

예술가로서의 발전 등을 위해 능동적으로 이동을 시작한 존재들로 

다양한 국적의 많은 노마드적 예술가들이 이 그룹에 속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자크 아탈리가 이야기한 호모 노마드 시대의 특권을 

누리는 존재들이고, 원한다면 언제나 떠나온 집으로 돌아갈 수도 

지속적으로 이동을 선택할 수 도 있다. 의도적/전략적 노마드-

예술가들의 작품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여행하는-예술가와 디아스포라적 노마드-예술가들의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공유한다. 그러나 이들은 어느 곳 또는 공동체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을 거부하기 보다는 ‘어느 곳에도 

포함될 수 있는’ 존재로서 여러 국가, 문화, 학문분야, 장르 등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 또는 개념을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여 작품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여행가-예술가로서 노마드적 존재는 여행과 이동 속의 자아를 

표현하는데 이들은 오늘날의 이동성 자체에 대한 견해를 

나타내거나 그 속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자신을 설정한다. 이들은 

이동하는 삶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된 두 그룹의 노마드-예술가들보다 이동의 과정을 통해 느끼는 

자아와 정체성의 변화 또는 국제적인 역할에 대한 의무감 

등으로부터 보다 자유롭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이 부류는 이동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서정적 노마디즘과 비판적 노마디즘으로 

구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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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한국인 노마드-예술가 작품분석  
 

 

다양한 대규모 국제전시와 그룹 전시 등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며 국제 예술계에서 입지를 다진 한국인 노마드-예술가들은 대체

로 1950~1970년대에 태어난 중년의 작가들로 한국에서 이주와 여

행의 자유화가 이루어진 후에 자주적인 선택에 의해 유학을 떠나거

나 해외에서 거주하게 된 작가들이다. 이들은 제 3장에서 언급되었

듯이 대부분 의도적/전략적 노마드-예술가들에 속하며 개인적 관심

사와 환경 등과 긴밀한 연결선상에서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근래에 

그 수가 급증한 한국 출신 노마드-예술가들은 국가적, 문화적 장벽

으로부터 벗어나 노마드 미술의 변동성과 재생산성을 반영하는 작

품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을 해외에 알리고 세계의 대중들과 소통하

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오광수는 해외의 한국 출신 작가 또는 한국 국적을 가졌지만 국

외에서 인정받고 활동하는 작가들을 한국 현대미술에서 어떻게 다

루고 바라볼 것인지가 까다로운 문제라고 제기하였다.76  김정락 역

시 국제적인 한국인 예술가들을 모두 노마드 또는 한국 디아스포라

의 일원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았으며 “모국을 떠나 돌아

다니게 된 계기와는 상관없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자신의 문화

적 모체들(matrices)과 계속 교류하고, 인종적, 국가적, 종교적, 문

화적 갈등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한 해

답을 찾는 존재”를 오늘날의 한국인 노마드-예술가라고 볼 수 있다

는 견해를 밝혔다.77  

제 4장에서 다루게 될 서도호, 신미경, 양혜규 작가는 공통적으

로 한국에서 대학교 이상의 미술교육을 받은 뒤 예술적 신장을 위

해 한국을 떠났다. 이들은 유학과정을 끝마친 후에도 지속적으로 국

외에서 작품활동을 전개해나갔고 여전히 이동중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의 노마드적 작품활동은 각 작가가 독특한 소재와 테크닉

을 이용하여 이동의 경험과 감정을 내포하는 작품을 창조하는 것으

로 특징지어진다. 이들 작가들의 유목적 성향과 현대예술계의 능동

                                            
76 오광수, 『한국현대미술사 : 1900년대 도입과 정착에서 오늘의 단면과 

상황까지』, 열화당, 2010, 260쪽. 
77 Jung-Rak Kim, Diaspora : Korean Nomadism,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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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노마드 작가로서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대표작품 두 

점을 분석하였다.   

 

제 1 절 서도호 
 

서도호는 전통 동양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업으로 1960년

대 한국과 유럽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서세옥 화백의 장남으로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서울대학교에

서 동양화를 공부하였지만 다양한 예술적 표현방법을 익히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그는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Rhode 

Island School of Design)에서 회화를,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에서 조각을 공부하며 예술가로서의 준비와 교육을 받

았다. 서도호의 대표적인 작품은 직물을 이용한 집 건축설치작품이

며 그 외에도 개인과 공통체, 동양의 정신, 사상 또는 역사를 주제

로 다루는 다양한 개념적인 영상, 드로잉, 조각 작품 등을 선보였다. 

2012년 삼성미술관 리움(Leeum)에서 십여 년 만에 열린 그의 개인

전 <집 속의 집(Home Within Home)>은 많은 관람객을 불러모아 

국내 미술계의 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78 

 

1. <서울 집 / L.A. 집>(1999) 
 

서도호는 1991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이래 수 많은 도시에 

머무르고 작업활동을 하며 이동하는 생활을 하였다. 서도호는 자신 

이 집을 그리워하기 보다는 “특정 공간을 재창조하여 어디든 갖고 

다니고 싶다는 갈망” 때문에 1994년 직물 건축 시리즈가 시작되었 

다고 하였다.79  그는 이동하는 삶을 통해 어디로도 이동할 수 있는 

유동적인 ‘완벽한 집’ 개념에 대한 영감을 받고 능동적 수행자로서 

집과 어린 시절의 향수와 추억을 이동시켰다. “미국에 오면서 과거

의 추억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향수를 어떻게 다룰 

                                            
78  정완서, 「 디아스포라 미술의 어제와 오늘 : 서도호와 소그드인 

(Sogdian)」, 『Visual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연구소 』 9, 2012, 

84쪽. 
79  브라운 대학교(Brown University) 뉴스 웹사이트: “Bell Gallery to 

present work by Korean artist Do-Ho Suh”, 최근검색 2013년 5월 30일 

(www.brown.edu/Administration/News_Bureau/2003-04/03-042.html 

[11.1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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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 수동적으로 그리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지

고 다닐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

다.” 80  이주를 경험한 객체로서 서도호는 집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추억의 공간을 언제나 가까이 두고 함께 하

고 싶다는 욕망을 개념적으로 표현하였다.  

서도호는 집을 떠난 후에 비로소 집 자체의 개념을 인식하게 되

었다고 밝혔다.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

려우면서도 중요한 경험이었다. (중략) 집은 대체 어디에, 

그리고 언제 존재하는가? 한편 한국 집에서 지냈을 당시, 

나는 그러한 물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어떠한 관심도 가지지 않았었다.”81  

 

그는 이주의 경험을 통해 집이란 언제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고 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중성을 지닌 개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 후 작가는 자신이 어린 시절 자랐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한옥집을 완벽하게 직물로 본을 떠 휴대 가능한 장소

특정적 설치작품 <서울 집>(1999)을 탄생 시켰다. 82  쉽게 접어서 

이동 가능한 이 작품은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하여 설치되

면 <서울 집 / L.A. 집(Seoul Home / L.A Home)>(1999)[그림 7]

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 후에도 <서울 집 / L.A. 집 / 뉴욕 집…> 

처럼 이동하는 장소에 따라 제목이 재조정되었다. “집을 떠나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기록” 또는 “노마드화되고 세계화된 현대인들의 정

체성”을 함축한다고 평을 받는 이 작품은 서도호를 ‘공간을 옮기는’ 

노마드로서 활동하게 하였다.83  

서도호가 처음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로스앤젤레스 한

국 문화원의 한국미술 전시에서 전통적인 한국미술이 진열된 1층과 

한국 현대미술이 전시된 2층을 연결하는 계단을 위해 만든 작품이

                                            
80 이대형, 2006. “Do Ho Suh – Speculation Project”, Nov. 2nd-25th, 

Seoul, Gallery Sun Contemporary 재인용; Oana Baboi, 「서도호의 작품

에 투영된 한국인의 정체성」,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

공, 석사학위논문, 2008. 16쪽. 
81 『서도호 : 집속의 집』, 삼성미술관 Leeum, 2012, 전시도록,  23쪽. 
82 『서도호 : 집속의 집』, 23쪽. 
83 『서도호 : 집속의 집』, 10쪽; Oana Baboi, 「서도호의 작품에 투영된

 한국인의 정체성」,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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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이다. 즉 이 작품은 다양한 곳에서 전시되고 제목이 지속적

으로 재조정되는 ‘여행하는’ 작품이며 동시에 ‘전통과 현대’를 연결

하거나 그 사이에 존재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한다. 서도호는 한옥

집에서 생활하던 학창시절에 “매일 대문을 열고 학교 갈 때마다 다

른 세상으로 가는 것을 경험했고, 밖에 있다가 집에 갈 땐 타이머신

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처럼, 천으로 만든 한옥집을 과거

와 현대를 오고 가게 하는 공간에 위치시켰다.84  

서도호는 이 작품을 “과거의 고유한 문화와 현재의 이민자 문화 

사이의 밀접한 거리, 그리고 동시에 커다란 간극을 형성하는 통로이

다”로 설명하였다.85 이 직물 집은 서로 상반되거나 공존하지 않는 

둘 사이의 경계를 연결하며 그 작품 자체로도 현실과 비현실, 투명

과 불투명, 전통과 현대 사이에 존재한다. 로지 브래이도티(Rosi 

Braidotti)에 따르면 노마디즘은 “집이 없음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

다는 어디서나 자신의 집을 재창조 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정의처럼 서도호는 다양한 경계들을 넘나드는 노마드의 

텐트와도 같은 ‘집’과 함께 이동하며 언제 어디서든 이 공간을 재창

조한다.86 

 

2. <문>(2011), <문-리움버전>(2011) 

 

<문(Gate)>(2011)[그림 8]은 시애틀미술관에서 2011년 열렸

던 <루미너스-빛을 밝히는: 아시아의 미술> 전시를 위한 커미션 작

업으로 애니메이션과 간헐촬영 영상이 혼합된 비디오 영상을 천으

로 만들어진 전형적인 한국 전통양식의 문에 투사시킨 작업이다. 애

니메이션 영상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한 획의 붓질로부터 시작해, 붓 자국이 더하고 더하여 

화면 전체가 완전히 검게 물들 때까지 이어진다. 솟구

침과 급강하를 반복하는 우아하면서도 위협적인 까마귀 

형상들은 시애틀미술관의 대표적인 소장품 중 하나인 

                                            
84 네이버 캐스트 웹사이트: 이규현, “문화의 간극에서 바라본 세상: 미술가 

서도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1067 

[09.04.2009]). 
85 『서도호 : 집속의 집』, 38쪽. 
86 이지은,「서도호의 설치작업을 중심으로 본 공동체에 대한 질문들」, no.

 32, 2011, 3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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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에도 시대의 병풍 한 쌍에서 따온 모티프이다. 이

어서 흰 붓 자국이 까마귀 떼를 흩어버리고 빈 공간의 

공허를 드러내며 앞의 과정을 거꾸로 되짚는다.”87 

 

이러한 다이나믹한 영상은 마치 동양 수묵화에서 먹이 한지의 표면

에 스며들듯 설치된 비단 천 위에 모티프의 형상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 움직이고, 화면 전체가 검게 채웠다가 다시 사라지는 것을 

반복한다. 이 작품은 영상의 내용면에서 중국, 한국, 일본, 인도 등

의 다국적인 유물 소장품간의 국가적 경계를 연결시키며, 시각적으

로는 채움과 비움, 밝음과 어둠과 같은 양극의 개념들을 넘나든다.  

영상을 위해 설치된 문 형상은 서도호의 서울 본가 한옥집의 부

속적인 구조물을 재현한 이전의 작품 양 옆에 비단 천을 이어 붙인 

것으로 “이미 그 자체로의 작품이 영상 투사를 위한 스크린이자 전

이의 공간으로 변형되면서, 작가는 본래의 작품에 실재와 환영사이

의 모호한 경계라는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여 재사용하였다.88 작가

는 동양 개념에서 문은 단순히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통로에

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신체적 반응’과 ‘정신적 수양’의 측면을 가졌

다고 보았다. 즉 한국의 전통양식의 문이 몸을 낮추어야지만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몸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

가짐으로 다음 공간으로 들어가라는 의미를 가졌고 이 통과과정은 

마치 선불교의 해탈의 순간을 연상시킨다고 보았다.89  

이러한 동양 철학의 사상을 내포된 현대미술 작품 <문>은 <서

울집 / L.A.집>처럼 동양의 전통과 현대의 빈 공간을 연결한 작업과 

흡사하면서도, 단지 연결의 역할만 하는 영상 또는 건축물이 아닌 

전통의 개념과 서사를 현대적 매체와 시각효과로 재생시켜 전통과 

현대를 매개하는 작품이다. 서도호는 이 작품을 통해 “동양화의 개

념 중 ‘유동성’과 ‘움직임’에 관심을 표현”하고 싶어 하였고 “어떤 

형식으로든 개울을 건너고 산을 넘는 여행자의 리듬과 움직임을 전

시에 담기 원했다”고 밝혔다.90 이러한 그의 노력과 시도는 동양화

를 공부했으며 동양적 사상과 개념들과 친숙한 작가 자신이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였다. 이 작품은 2011년 <문-리움 버전>으로 국내

                                            
87 『서도호 : 집속의 집』, 198쪽. 
88 『서도호 : 집속의 집』, 196-7쪽. 
89 『서도호 : 집속의 집』, 197쪽. 
90 『서도호 : 집속의 집』, 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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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시 전시되며 동양 유물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즐거움을 선

사하였다. 시애틀에서는 동양 전통미술을 처음 접하거나 많이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현대적 언어로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을 열

어주었다면, 동양에서 전시 되었을 때는 잊고 있었던 오래된 동양의 

것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자긍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하였

다. 

 

제 2 절 신미경 
 

1967년 한국에서 태어나 현재 한국과 영국에서 거주하면서 작

품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신미경은 서울대학교에서 조소과 학

부와 대학원과정을 졸업하고 런던대학의 슬레이드 미술학교에서 조

각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신미경의 대표적인 작업은 서양의 

고전 조각과 동양의 도자기를 비누로 재현하여 원본과 동일하게 복

제하는 것이다.  유진상은 “신미경의 사실주의는 그 자체로서 기적

에 가까울 정도다”라고 표현하였는데, 그것은 비누라는 재료의 유연

성, 그리고 “비누가 허락하는 색채의 발현, 투명함, 세부의 정교함, 

표면의 부드러움은 때로는 원형보다 더 감각적이고 정교한 재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91 신미경의 비누조각은 연약하지만 사진보

다도 더 현실적이고 섬세한 복제라고 볼 수 있는 정교함과 현실감

을 갖추었다.  

 

1. <몸을 웅크린 아프로디테>(2002) 
 

신미경은 2002년 한국 쌈지 스페이스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전에 미술관이나 작품의 원본 옆에서 비누조각을 하는 

퍼포먼스성 작업에서 조금 전환된 실험적 작품을 선보였다. 그 과정

은 미술사책에 나오는 도판을 기초로 작품을 만드는 것인데 작가가 

직접 미술사 도판의 고전 조각의 포즈를 취하고 석고로 형태를 떠

낸 후 새로운 석고 원본을 만든다. 그리고 작가의 몸으로 된 석고 

원본을 바탕으로 다시 비누조각을 만들며 여러 번의 재해석과정을 

거친다. “여러 번에 걸친 [재해석의] 과정을 유도함으로써 통상 번

역에서 벌어지는 간극을 극대화”하는 것이 그녀의 작품의 목적이

                                            
91 Meekyoung Shin : Translation, Kukje Gallery, 전시도록, 2009, 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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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2  오랜 시간과 여러 차례의 과정을 통해 탄생된 비누 조각은 <

몸을 웅크린 아프로디테(Crouching Aphrodite)>(2002)[그림 9]라

는 제목이 부쳐졌다. 이 작품의 원본 역시 로마 시대에 복제된 것으

로 <비엔나의 비너스(The Venus of Vienne)> 라고 불리며 BC 

200-240 활동한 디오달라스(Diodalas)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

다.93 미의 여신이 목욕하는 중 누군가에게 방해를 받은 순간을 표

현한 이 포즈는 로마시대에 큰 인기를 얻어 여러 버전으로 복제되

었고 오늘날 신미경에 의해 또 다시 동양인의 몸으로 재해석되었다.  

여러 지역을 오가며 활동하는 신미경은 ‘번역’이라는 개념을 다

양한 문화권에서 “의미가 전환되는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그녀의 비누 조각품들은 단순히 ‘원작에 대한 재현 또는 복제’가 아

닌 작가 자신의 관점으로 원본을 새롭게 해석하고 번역한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양한 문화들이 만나는 

경계선 위에서 발견”하였다고 하며 자신의 삶과 정체성은 “문화적 

번역의 산물”로 인식했다.94 이러한 그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몸

을 웅크린 아프로디테>는 일반적으로 서양인의 몸으로 인식되는 미

의 여신의 포즈를 동양인인 자신의 몸으로 바꾸고 작품의 제목을 

아프로디테라고 유지하면서 동양과 서양 사이의 쉽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이중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자신을 표현하였다. 제임스 푸트

넘은 신미경의 존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오늘날의 다문화 현상 속에서 문화적 경계는 점차 희미

해지고, 독창적 내지는 개별적인 특성들은 변모되거나 사

라졌다. 예술가들 또한 더욱 보다 노마드적인 태도를 취

하게 되면서 그들의 국가적, 문화적 정체성은 하나의 그 

무엇으로 규정지을 수 없게 되었다. 15년 넘게 서울과 런

던을 오가며 작업하는 작가 신미경은 단일한 국가적, 문

화적 정체성을 정의 내리지 않는 혼성 문화 속에서 작업

해오며 다문화를 몸소 실천해 온 작가이다.”95 

 

이러한 견해처럼 신미경은 ‘번역’의 과정 속에서 원래의 모습과 정

                                            
92 Meekyoung Shin : Translation, 162쪽.  
93  에드워드 알링턴, "당신네 말로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Meekyoung 
Shin : Translation, 255쪽. 
94 Meekyoung Shin : Translation, 246쪽, 249쪽. 
95  제임스 푸트넘, "문화 번역하기: 신미경의 조각," Meekyoung Shin : 
Translation, 250-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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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이 변해가는 전지구화 시대의 다양한 자아들을 자신의 몸을 빌

려 표현하였다. 그리고 비누라는 변동적이고 시간에 흐름에 따라 향

을 잃어가는 비누의 성질을 빌려 감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다. 

 

2. <번역-꽃병 시리즈>(2009) 
 

신미경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한국의 미술제도의 영향으로 번

역과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서양의 고전을 베끼고 본뜨는 것을 기본적인 교과과정으

로 삼고 있었던 한국의 미술제도 안에서 배우고 훈련을 받

았으며, 복제와 모방의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문화적 번역과

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수공적 관점에서 볼 때 정확

하고 면밀하게 베꼈음에도 불구하고 원작이 지닌 문화적 

의미를 결코 전달할 수 없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96 

 

신미경이 유년기부터 흥미를 느꼈던 번역과정은 그녀가 한국에서 

유럽으로 이주하며 기존에 익숙했던 환경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박

물관의 유물처럼 느껴진 경험을 통해 더욱 발전하게 된다.97 신미경

의 ‘장소의 옮김’의 경험은 자신이 마치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온 신

기한 유물처럼 새로운 환경의 사람들과 동화되기 보다는 눈에 띄는 

이방인 또는 타자로서 ‘번역’의 대상이 됨을 인식하게 된다. 번역과

정은 언제나 왜곡의 위험이 따르듯이 근원의 장소에서 옮겨진 유물 

또는 작품들은 그들을 바라보는 존재의 문화적 배경과 축적된 지식

에 따라 본래의 가치와 의미가 변질되어 해석된다. 신미경은 이러한 

‘번역’ 현상에 대해 느끼는 이질감과 불편함을 작품에서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게 된다.  

<번역-꽃병 시리즈(Translation-Vase series)>[그림 10]는 

고대 동양 도자기를 비누조각으로 ‘번역’한 작품들로 여러 지역의 

전시공간들을 순회하며 선보여진 설치 작품이다. 일반적으로 서구에

서 비누 항아리들의 원본인 동양 도자기들은 동양의 문화적 또는 

지역적 특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

은 잘못된 번역과정의 산물이라고 신미경은 이야기 한다. 

                                            
96 Meekyoung Shin : Translation, 248쪽. 
97 Meekyoung Shin : Translation, 246쪽. 



 

 46 

 

“나는 새로운 작업에서 16세기부터 20세기 사이에 유럽과 

나중에는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특별 제작된 중국 도자

기를 참조했다. 이는 단일한 번역 경험에서 일어날 수 있

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이다. 유럽인

들의 눈에는 이러한 도자기들이 매우 ‘중국적인’ 특성을 

지닌 물건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이러한 

도자기들을 일상 속에서 보지도 사용하지도 못했다는 사실

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재현하고 

있는 문화는 일반적으로 중국의 순수한 국가적 문화적 정

체성과는 다르다.”98 

 

이렇듯 유럽으로 수입되어 들어온 도자기는 문화의 이동, 번역, 재

해석의 역사적 과정에서 불안정적인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 신미경

은 이러한 문화의 산물들을 비누로 또 다시 해석하였고 관람객이 

그녀의 비누조각을 마주할 때 “상이한 문화와 상이한 지역, 상이한 

시대로부터 형태와 언어를 교환하면서 커다란 순환의 흐름 속에 있

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유도한다.99 

운송된 박스와 함께 전시되는 <번역-꽃병 시리즈>는 작가가 

“오브제가 이동하며 만들어지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며 이동과 교환, 수용과 재해석의 과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100 특히 비누 도자기가 빈 운송용 나무상자 또는 작은 거

울 위에 전시되는 형식은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이 떠도는 긴 여정 

속의 유물들과 작가 자신의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다시 말

해, 특정한 정착지 없이 이동하며 재배치되는 신미경의 비누조각 설

치작업은 지속적인 이동문화 속에서 그것이 놓인 장소, 시간, 맥락

과 관람객의 관점 등에 의해 매번 새롭게 번역되고 지속적으로 의

미와 정체성이 왜곡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제 3 절 양혜규 
 

양혜규는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학부를 졸업한 후 199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미술대학에서 조소과

                                            
98 Meekyoung Shin : Translation, 246쪽. 
99 Meekyoung Shin : Translation, 261쪽. 
100 Meekyoung Shin : Translation, 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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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졸업하였다. 그 이후 2004년 베를린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그녀

는 1997-8년의 한국 금융위기 시기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예술작

업의 “일종의 공백기”를 가지며 프랑크푸르트에서 여러 가지 아르바

이트와 1년 동안의 정규직 등을 경험하고, 다양한 도시들을 돌아다

니며 레지던시에 참여하며 떠돌아 다니는 생활을 하였다.101 오늘날

에도 국내외를 돌아다니며 작업하는 양혜규의 대표작으로는 블라인

드, 링거거치대 또는 의류 행거에 조명, 뜨개질 오브제, 천, 전선 등

을 이용한 설치가 있다. 그녀는 그 외에도 비디오, 퍼포먼스, 사진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통해 다양한 서사를 구현하는 실험적 

작품을 하고 있다. 

 

1. <창고피스>(2004), <창고 피스 풀기>(2007) 
 

세계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으로 

설치작품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양혜규는 작품을 보관할 만한 적절

한 창고가 없을 정도로 평소에도 정주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이동

하는 생활을 하였다. 그러한 그녀의 현실은 <창고피스(Storage 

Piece)>(2004)[그림 11]라는 개념적 작품을 탄생시켰으며 일종의 

‘컨테이너’인 이 작품은 “목재 팔레트 위에 최소한의 공간만을 차지

하며 빼곡하게 경제적으로 쌓여 보관 중인 작품의 상태를 모방해보

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작품이다.102 이 거대한 작품 속에서는 무려 

20개가 넘는 작품들이 자신의 모습을 박스 안 또는 포장 안에 숨기

며 서로 위에 빼곡히 쌓여 마치 트럭에 실릴 이삿짐처럼 끈으로 묶

여 있다. 각자 자유롭게 이동하고 순회하며 전시되었던 작품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도 보여질 수도 없는, 기능을 상실한 하나의 덩어리

가 되었다.  

이 작품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본 모습을 유지하며 이삿짐

과 같은 덩어리로 여러 곳에서 전시되다가 2007년 <창고 피스 풀

기(Unpacking Storage Piece)>(2007)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해체

되었다. <창고피스>가 해체된 계기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양혜규는 예술가라는 존재는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작

                                            
101  Your Bright Future : 12 Contemporary Artists from Korea,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2009, p.36. 
102 양혜규, 『절대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생성하는 멜랑콜리』, 현실문화

연구, 2009,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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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기관이나 수집가에게 인수되기 전까지의 관리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창고피스>에 대한 이상적인 관리인이 될 수 없음

을 인지하게 되었다. 둘째, 개념적인 태생의 <창고피스>는 여러 전

시를 통해 관심을 불러모았지만 점차 그 존재론적인 정당성을 잃어

갔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작가는 이 작품이 판매되지 않으면 해

체시키겠다는 조건을 달고 아트페어에 참여하였다.  

작가의 불안정한 상태와 “난처하기도 하고 절박하기도 한 ‘삶과 

작업’의 유랑” 상태를 보여주는 이 작품은 미술 수집가 악셀 하우브

록에 의해 구매되었다.103  하지만 새로운 주인이 된 하우브룩 역시 

베를린에 있는 자신의 전시공간에서 <창고피스>가 해체되기를 요구

하였고, 결국 2007년 양혜규의 참여로 <창고피스>는 부속품들을 

하나하나 드러내며 <창고 피스 풀기>라는 전시로 승화되었다.104 <

창고피스>는 “저자의 절박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를 띨 수도 있었고, 

혹은 띠어야만 했다”라는 운명을 지닌 작품이었지만 양혜규는 물리

적으로 작품을 포기해야 함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도전 행위 또는 자기 강화, 자기 권능 부여(self-empowerment)

로서의 예술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없었다면 <창고피스>같은 

작업은 시도조차 불가능 했을 것”이라고 밝히며 담담히 그 모든 상

황을 받아들였다.105 

<창고피스>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던 여러 작품들 중 하나

를 언급하자면 <평면 위에 비스듬하게(Tilting on a place)> 

(2002)[그림 12]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상업용 음료수 운반상자를 쌓아 올린 작품으로 그녀가 태어나고 자

란 한국의 일상을 반영하는 것(references)들을 유럽의 예술 환경

으로 들여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작품이다. 6 피트(feet)의 상자

를 쌓은 두 개의 타워는 V자 모양의 나무대위에 새워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한국에서 주로 남거나 거부된 음료들이 이런 식으로 

운반상자 안에 겹겹이 쌓여져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데, 이 작품의 

원래 출처에서의 모습과 전시장에서 조형적 작품으로 탈바꿈한 관

계 사이에는 긴장감과 유머가 느껴진다.106 이처럼 특정한 지역에서 

                                            
103 양혜규, 『절대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생성하는 멜랑콜리』, 62쪽. 
104 양혜규, 『절대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생성하는 멜랑콜리』, 35쪽. 
105 양혜규, 『절대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생성하는 멜랑콜리』, 52쪽. 
106  Your Bright Future : 12 Contemporary Artists from Korea,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2009.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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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여지거나 찾을 수 있는 비미술적인 공산품의 물질성을 그대로 유

지하며 작품에 사용하는 것은 ‘집’에 가까운 감정을 생성할지라도 

기능성과 효율성을 잃은 인공적 기계복제물은 “다른 장소와 다른 

사람들, 위로, 비탄, 뭔가 친숙한 것, 어쩌면 근본적으로 상실된 무

언가”의 감정을 표출한다.107 

<창고피스>는 “탈 개인화되는 이주와 무역의 전지구적 순환 시

스템이라는 상황에 반해서 세계와의 만남에 관한 신선한 정치학을 

생성”하는 작품으로 이후 양혜규의 비디오와 블라인드 중심의 다양

한 작품들의 개념적인 시작점이 되었다. 108  양혜규는 다치기 쉬운 

정서를 조명하며 “자본과 세계와 그리고 이데올로기와 참여라는 심

오한 문제”를 다루면서 ‘집을 떠난’ 한국인, 한국인 노마드-예술가

의 정서적 상태를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표현하는 노력을 하

였다. 

 

2. <열망 멜랑콜리 적색>(2008) 
 

양혜규의 미술적 실천은 ‘선망과 거부’, ‘속하기와 버려져 있기’, 

‘긍정과 부정’과 같은 양가적 감정에서 비롯되는 경향을 보인다. 상

반되는 두 관점 사이에서 작가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선

택을 지연한다. 그 이유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 전의 상태야 말

로 “아직 점령되지 않은 시선이 태어날 수 있으며, 여기서 잠재력을 

담보한 고뇌가 생성되기 때문이다.”109 이러한 작가의 이중적 시각은 

정착하지 않고 전지구적인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글로벌

-노마드의 산물이다. 그녀는 그 민감하고 연약한, 정착하지 않은 상

태가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로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녀

는 “문제에 대해 민감한 상태, 애도와 슬픔 그리고 우울을 유지하는 

것”과 “반사적이 되거나 분노하게 되는 것, 또는 또 다른 권력 구조

를 세울 정도로 강력해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연약한(vulnerable)

상태, 즉 이러한 ‘약한(weak) 감정’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아

직 더 조명 받지 못한 정치사회적 문제들을 볼 수 있고 작품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았다.110  작가의 불안정하고 연약한 정서적 상태

                                            
107 양혜규, 『절대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생성하는 멜랑콜리』, 32쪽. 
108 양혜규, 『절대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생성하는 멜랑콜리』, 62쪽. 
109 양혜규, 『셋을 위한 목소리』, 현실문화연구, 2010, 50쪽. 
110 양혜규, 『셋을 위한 목소리』,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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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영하는 그녀의 미술은 ‘사이’에 머무르는 정체성과 그러한 불

안정한 정서를 유발시키는 사회적 정치적 구도를 감성적으로 다룬

다는 특징을 가졌다. 

위에 언급한 양혜규의 연약한 존재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작품

으로 <열망 멜랑콜리 적색(Yearning Melancholy Red)>(2008)[그

림 13]이 있다. 이 작품은 프랑스계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이기

도 한 마르그리트 뒤라스(Magritte Duras)가 인도차이나에서 보낸 

유년시절과 작가 자신의 유년의 기억을 중첩시키며 전개된 설치작

품이다. 뒤라스는 종종 양혜규의 항해 목표가 되곤 하는데, 이 작품

에서는 작가가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뒤라스가 유년시절에 느

낀 인도차이나에서 “식민 지배자이지만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기에 

피할 수 없었던 소외의 경험”을 바라보며 “정체성을 돌아보고 한 사

회 내의 세부적 차별 구조를 추상적이고도 집합적인 미술적 구조로 

번역”하였다.111 서사적 표현의 가능성에 초점을 둔 이 작품은 인물 

연구는 물론 자기참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양혜규는  <열망 멜랑콜리 적색>을 통해 7,80년대 서울에서 성

장한 자신의 유년기의 경험을 표현하려 하였다고 밝히며, 당시 한국

의 상황을 다음같이 이야기 하였다. 

 

“한국은 당시 여전히 사회, 정치, 경제적인 개발도상국으로, 

건설이 대유행하고 있었다. 대형트럭이 인도와 차도의 경

계가 없는 비포장도로를 빈번히 질주했기에 먼지에 흙투성

이가 되곤 했던 막연한 기억이 있다. (중략) 언제나 소음

과 먼지 세례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과 격렬한 산업화 과정

이 낳았던 둔중한 소리들을 기억한다. 공포의 냄새가 나지 

않았던 적이 없다. 이는 군사정권하의 강압적인 분위기와 

달콤하도록 전통적인 환경, 즉 나의 기억에 무척 향수 어

리고 순수하게 남아 있는 예스러운 생활 방식이 뒤섞인 공

포다. 나는 이러한 ‘식민지적인’ 환경에서 자라났고, 이것

이 나의 신파적인 고집과, 세상에서 스스로 모던하거나 유

연해지는 것 혹은 편리해지는 것에 저항하는 몸부림의 근

간이 되었다. 나는 이러한 기억이 주는 편안함을 뭔가 원

시적인 것, 다시 말해 자신을 억제해야 할 때나 난국에 처

했을 때 스스로 지탱하기 위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만들

어내는 안락한 감정임을 인정한다.”112 

                                            
111 양혜규, 『절대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생성하는 멜랑콜리』, 168쪽. 
112 양혜규, 『셋을 위한 목소리』,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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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혜규는 어린 시절 산업화가 주는 편리함보다 ‘식민지적인’ 구조로 

흡수되어가는 공포심을 느꼈으며 그 구조가 지닌 ‘근본적인 정복성’

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녀는 인생의 후반기에 인도차이

나에서 파리로 옮겨간 뒤라스의 이주 경험을 이미 습득한 권력구조

의 문제를 망각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며, 집 떠남은 ‘집 없는 사람

(homeless)’이 되는 것이 아닌 식민지적인 구조의 틀을 깨며 새로

운 정체성을 얻고자 하는 결정으로 보았다.113  그녀의 이런 해석은 

이주를 선택한 그녀 자신과 뒤라스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관심을 

가진 ‘무너진 경계구조’와 ‘미완결의 상태’라는 추상적 감정과 개념

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게 하였다.  

<열망 멜랑콜리 적색>는 강렬한 적색 조명과 전시장 내부를 가

로지르는 블라인드 구조로 열대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어두운 전시

장 내부를 가로지르는 블라인드 구조는 천천히 움직이는 적색, 백색

광 조명에 의해 여러 블라인드가 겹겹이 그림자와 빛 줄기를 만들

며 블라인드가 지닌 기하학적인 구조가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환경

으로 변한다. 양혜규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블라인드는 “영어에

서 은폐, 지각능력의 결여, 충동적 태도, 눈멂과 동의어이고, 에스파

냐어 ‘페르시아나(persiana)’는 동방의 영향을 암시해주기도 하는데

- 바로 그 자체의 변덕스러운 불투명성에 의해 정의된다.”114  작가

는 이 작품에서 블라인드는 “경계를 짓기보다는 나뭇가지와도 같은 

열린 구조”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며 다양한 높이와 각도

에 설치된 블라인드들은 “전시장의 각처에 설치된 선풍기와 적외선 

히터로 구성된 세 쌍의 감각 장치”로 인해 자연스럽게 흔들리고 온

기를 통과시키며 자연적인 풍경을 자아낸다.115 

 

 

 

                                            
113 1932년 뒤라스는 나고 자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서 파리로 이주하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당시 그는 '모국(프랑스)’을 알지 못했으며 그가

 프랑스인이었으므로 실제로 자란 곳은 객관적으로는 ‘집/고향’으로 간주되

지 못했다. 양혜규,『셋을 위한 목소리』, 10-11쪽. 
114 양혜규,『절대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생성하는 멜랑콜리』, 68쪽. 
115 양혜규, 『셋을 위한 목소리』, 8쪽; 양혜규, 『절대적인 것에 대한 열

망이 생성하는 멜랑콜리』,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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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이 논문에서는 현대사회의 전지구화 현상을 대변하는 개념중의 

하나인 노마디즘을 이해하고, 노마드 미술과 예술계의 노마디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노마드-

예술가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오늘날 미국,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한국 출신 노마드-예술가 서도호, 

신미경, 양혜규의 작품분석을 통해 한국이라는 공통적인 배경을 

지닌 노마드-예술가들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노마디즘은 들뢰즈와 가타리가 주장한 무한정적인 ‘리좀’의 

사유를 바탕으로 기존체제와 동일성에 저항하는 창조적 사상으로 

현대철학에 등장하였다. 자크 아탈리와 야스민 아바스는 노마디즘을 

21세기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보았는데, 아탈리는 상업적 성격이 

부각된 호모 노마디즘을, 아바스는 디지털 환경과 자유로운 

이동성이 강조된 네오-노마디즘을 주장하였다. 아탈리는 오늘날 

누구에게나 정보의 향유와 이동의 자유가 열려있지만 개개인의 

자본력에 의해 이러한 활동들이 향유되거나 제한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고, 아바스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성을 향유할 수 있지만 

당연하고 편리하다고 여겨지는 이동이 사실은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안겨준다고 보았다. 

  예술계에서 노마디즘은 물성보다 개념 또는 실험적 예술행위 

자체를 중시하는 노마드 미술과 이러한 창조적 방향을 추구하는 

노마드-예술가들을 탄생시켰다. 노마드-예술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의 공동체, 국가 또는 문화적 배경에 정착시키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 지역과 사상을 넘나든다. 이 논문에서는 예술계에서 

거론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분석해본 결과 각 작가는 자신의 삶에서 

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 속에서의 경험에 따라 각각 다른 

노마드적 사고와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이에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은 ‘디아스포라적 노마드-예술가’로 이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국가 또는 시대적 상황(전쟁, 정치적 혼란 등)에 

의해 이동을 시작하여 타지에서 성장하고 국제적으로 작품활동을 

펼치며 글로벌 노마드로 거듭난 존재들이다. 팔레스타인 출신 모나 



 

 53 

하툼과 대표적인 한국 출신 노마드-예술가 백남준이 이 부류에 

포함된다. 이들에게 떠남 또는 이동이란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트라우마적인 경험’이었고 이러한 감성이 

작품에서 부분적으로, 특히 초기 작업에서 표현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점차 ‘디아스포라’라는 자신의 존재적 틀에서 벗어나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노마드적 자아를 확립하여 들뢰즈와 가타리의 

‘전쟁기계’ 개념처럼 국가적, 사회적 장치에 저항하며 새로운 

창작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특징을 보였다.  

두 번째 유형인 ‘의도적/전략적 노마드-예술가’들은 더 좋은 

환경과 삶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성장 등의 목적을 위해 이동을 

시작하여 국제적인 위치에서 다양한 전지구적 이슈들을 다루는 

작가들이다. 이들은 자주적으로 이동을 선택하였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스스로에게 글로벌 예술가의 역할을 부여하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대규모 국제전시와 그룹전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존재들은 아탈리가 이야기한 호모 노마드 시대의 

자유로운 이동의 특권을 누리지만 개인의 자본력과 주어진 환경에 

따라 상업적 노마디즘의 굴레에 빠져들기도 한다. 의도적/전략적 

노마드-예술가들은 제각기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만, 공통적으로 

어느 한 곳 또는 획일화된 존재성을 설정하지 않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만 볼 수 있는 관점으로 작업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 

이들은 보다 개인적인 관심사에 의거하여 선정된 전지구적인 

이슈들을 작품에서 다루며 글로벌 존재로서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과 의견을 작품으로 내보이는 성향을 보인다. 칠레 출신 

알프레도 자르, 콜롬비아 출신 도리스 살세도, 이란 출신 시린 네샷, 

그리고 본 연구의 한국 출신 노마드-예술가 분석사례로 선정된 

서도호, 신미경, 양혜규도 이 부류에 포함된다.  

전술된 두 부류 외에 직접적으로 이동을 하며 이동성의 다양한 

형태와 문제점들을 다루는 작가들을 ‘여행하는 노마드-예술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은 이동을 여행과도 같이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며 스스로가 이동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는 전재를 가졌다. 그러므로 이들은 디아스포라적 또는 

의도적/전략적 노마드-예술가들에 비해 이동의 과정을 통해 느끼는 

자아의 변화와 국제적인 역할에 대한 의무감 등으로부터 보다 

자유롭다. 단 이들은 아바스가 제안한 네오-노마디즘 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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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각기 다르게 받아들이고 작품에서 표현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부류의 작가들은 주로 서구에서 태어나 서구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거나, 여행하고 이동하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존재들로 리크리트 티라바니자, 윌리드 베쉬티, 가르리엘 오로스코 

등이 이 부류에 포함된다. 

다양한 노마드-예술가들을 위의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노마드-예술가들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구체화 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각 분류의 

대표적인 노마드-예술가들의 사례를 통해 노마드-예술가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  

오늘날 가장 왕성하게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한국 출신 

노마드-예술가들은 대부분 ‘의도적/전략적 노마드’에 속하는데, 

이들은 한국 사회가 안정을 찾고 이주와 여행의 자유화가 이루어진 

환경에서 유학 또는 이주를 선택하여 국제적인 노마드로 거듭났다. 

또 이들은 대규모 국제전시와 그룹전시 등의 다양한 기회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제예술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세 작가인 

서도호, 신미경, 양혜규의 예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 출신의 

노마드-예술가들은 다른 지역 출신의 노마드-예술가들과 유사하게 

획일된 존재성을 설정하지 않고 전지구화 현상에 대해 개인적인 

관점들을 표현하고 있었다.  

서도호는 천 또는 실크로 쉽게 형태가 바뀌는 반투명한 ‘집’을 

만들어 이동시킴으로써 공간을 이동하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전통적인 형상과 비전통적인 소재 또는 매체가 함께 

어우러진 그의 작품은 다양한 경계를 허물고 이동한다는 특징을 

보였다. 신미경은 비누로 서양의 고전 조각과 동양의 도자기를 

완벽에 가깝게 재현하였다. 정교하고 현실적이지만 쉽게 변할 수 

있는 비누로 재해석된 유물은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번역과정의 

불완전함을 표현한다는 특징을 보였다. 양혜규는 공산품으로 

이동하는 존재가 느끼는 추상적인 감정과 상태를 설치 또는 

오브제를 통해 재현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다시 재창조되고 해체될 

수 있는 그녀의 작품은 작품 자체가 내포하는 개념뿐 아니라 

순간성을 지닌 감각적인 요소들과 어우러져 변동성과 불완전성을 

표현한다는 특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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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호, 신미경, 양혜규는 공통적으로 비미술적이고 재생산 가

능한 소재를 사용하며 물리적인 변동성과 이동성이 강조된 작품성

향을 보이고 있었다. 세 예술가들은 다루기 어려운 소재를 통해 각

자가 터득한 기술과 소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예술적 

표현을 창조해 내었다. 또한 이들은 한국에 대한 향수, 집과 자아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 등을 작품에서 내보이며 한국을 떠나온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종합적으로 세 작가들은 물리적인 원

본 또는 한국이라는 시작점으로부터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방법과 

노마드적 특징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배경을 표현하는 작품

들과 함께 순회하며 국제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한국은 전지구적인 관점에서 비교적 작고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나라이다. 하지만 한국은 인터넷 보급률과 정보과학기술의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이다. 한국인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와 전지구화 현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해외진출, 다양한 지역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근래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세계를 여행하고 유학하며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한국인에게 노마디즘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특히 국경, 

언어, 문화적 경계가 불확실해지고 있는 예술계에서 국내외의 

노마드-예술가들과 네오-노마드 작가들이 펼쳐나갈 작품세계는 

미래의 한국 현대미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 

현대미술의 노마디즘에 대한 본 연구를 마치며 네오-노마디즘 

시대의 한국미술을 더욱 고양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개별적으로 국제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 출신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확립하여 이들에 

대한 연구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 오늘날 무수히 많은 노마드-

예술가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존재들이 아직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해외에서는 관심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은 예술가들이 많다. 다양한 

지역과 환경에서의 노마드-예술가들을 함께 연구하고 분석해 

본다면 한국 현대미술의 노마디즘을 더욱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지역의 예술가들끼리의 교류와 합동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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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기회도 더욱 쉽게 마련될 것이다. 

둘째, 어려운 환경에서 노마드 미술의 비물리적인 창조적 

가치를 추구하는 한국 출신 노마드-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1장 2절에서 언급 되었듯이 노마드 미술의 가치는 

오브제와 미술품의 상품적 가치보다 창조를 위해 자유롭게 

실험하고 한계에 도전하는 작가정신이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환경과 

예술적 도구들에 도전하는 시도들은 그 과정 속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더욱 새로운 창조와 의미 있는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한국미술의 발전을 위해 

실험적 작품과 다양한 시도를 꾀하는 작가들의 활동을 위한 환경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창조적 사고와 노마드적 작품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국내의 예술가들이 국제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날의 전지구화 된 예술계는 개인적인 역량에 

의해 작가로 인정받고 평가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고, 특히 

인터넷을 통해 세계 어느 지역으로도 자신의 존재와 작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며 대부분의 경우 어떠한 기회들이 있는지 

조차 알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한국의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국제적인 기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언어의 장벽 등으로부터 

보다 자유롭게 국제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돕는 시설이나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앞으로의 국내 예술가들이 국제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현상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디지털 이동성이 더욱 부각될 네오-노마디즘 시대에 

인터넷과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작품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을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앞서 오늘날 한국의 강점으로 

IT산업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률을 언급하였듯이 한국의 

예술가들은 이러한 국가적 특성을 활용한다면 디지털과 인터넷 

미술 등의 매체미술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한국의 첨단기술이 발달된 속도와 수준에 비해 

이러한 분야를 활용하며 두각을 나타내는 예술가들의 수가 

제한적이다. 전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인터넷과 가상 현실(virtual 

reality)의 분야를 어떻게 미술작품으로 활용해 나가는지가 

앞으로의 현대미술계에서의 포지셔닝(positioning)에 큰 영향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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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되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한국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젊은 세대의 

작가들을 위해 신기술과 다양한 도구들을 접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앞으로의 디지털 시대에 앞서나갈 수 있는 한국 

예술가들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계에서 노마디즘이란 특정 작가 또는 작품들로 정의 내려질 

수 없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흐름이다. 특히 앞으로 디지털 환경이 

더욱 부각될 네오-노마디즘 시대에는 육체적 이동보다 가상적 또는 

정신적 이동성이 강조된 노마드-예술가들이 새로운 노마디즘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형식의 노마드 미술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현대미술계는 새로운 노마드-예술가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과 체계적 연구 및 담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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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모나 하툼(Mona Hatoum), <현 시제(Present 

Tense)>, 1996, 비누와 유리비즈, 4.5x241x299cm, 아나디

엘(Anadiel) 갤러리, 예루살렘, 설치전경. 

[그림 1-2] 모나 하툼(Mona Hatoum), <현 시제(Present 

Tense)>, 1996, 비누와 유리비즈, 4.5x241x299cm, 아나디

엘(Anadiel) 갤러리, 예루살렘. 
 

 

 

 

[그림 2] 백남준(Nam June Paik), <스키타이 왕, 단군(Dangun, 

Scythian King)>,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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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알프레도 자르(Alfredo Jaar), <백만 개의 핀란드 여권

(One Million Finnish Passports)>, 1995, 백만 개의 복제된 

핀란드 여권, 유리, 800 x 800 x 80 cm, 현대미술관, 헬싱키

(Helsinki), 설치전경.  

[그림 3-2] 알프레도 자르(Alfredo Jaar), <백만 개의 핀란드 여권

(One Million Finnish Passports)>, 1995, 백만 개의 복제된 

핀란드 여권, 유리, 800 x 800 x 80 cm, 현대미술관, 헬싱키

(Helsinki), 설치전경.  
 

 

 

 

[그림 4] 온 카와라(On Kawara), <나는 …시에 일어났다(I Got Up 

At…) > , 1968, 포스트카드. 

 

 



 

 66 

   
 

[그림 5-1] 리크리트 티라바니자(Rirkrit Tiravanija), <공짜

(Free)>, 1992 냉장고, 탁자, 의자, 나무, 석고판, 음식 외 다

른 재료들, 크기 가변, 303 갤러리, 뉴욕 전시전경. 

[그림 5-2] 리크리트 티라바니자(Rirkrit Tiravanija), <공짜

(Free)>, 1992 냉장고, 탁자, 의자, 나무, 석고판, 음식 외 다

른 재료들, 크기 가변, 303 갤러리, 뉴욕 전시전경. 
 

 

 

 

[그림 6] 월리드 베쉬티(Walead Beshty), <트랜스패어런시

(Transparencies) 시리즈)>, 2007-2008, 사진; <페덱스 상

자들(FedEx Boxes) 시리즈>, 2008-2009, 페덱스 상자들, 

유리 상자, 테이트 브리튼, 런던, 설치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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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서도호, <서울 집 / L.A. 집(Seoul Home / L.A Home)>, 

1999, 실크, 금속 틀, 378.5 x 609.6 x 609.6cm. 미국 로스앤

젤레스 한국문화원 설치전경. 
 

 

 

    

[그림 8-1] 서도호, <문(Gate)>, 2011, 천, 스테인레스 스틸, 

386.2 x 757 x 106.7cm. 미국 시애틀미술관 설치전경.  
 

 

 

[그림 8-2] 서도호, <문(Gate)>, 2011, 천, 스테인레스 스틸, 

386.2 x 757 x 106.7cm. 미국 시애틀미술관 설치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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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신미경, <몸을 웅크린 아프로디테(Crouching 

Aphrodite)>, 2002, 쌈지 스페이스,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

그램(2002-3), 스튜디오전경. 

 

[그림 9-2] 신미경, <몸을 웅크린 아프로디테(Crouching 

Aphrodite)>, 2002, 아시아 하우스, 런던, 2006년 <거울나라

의 앨리스(Through the Looking Glass)> 전시전경. 
 

 
 

   
 

[그림 10-1] 신미경, <번역-꽃병(Translation-Vase) 시리즈>, 

2009, 비누, 안료, 향, 24x23.6x31.2cm. 

[그림 10-2] 신미경, <번역-꽃병(Translation-Vase) 시리즈>, 

2009, 몽인아트센터 설치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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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양혜규, <창고피스(Storage Piece)>, 2004, 장소특정적 

설치, 상파울루, 브라질, 제 27회 상파울루비엔날레 설치전경. 
 

 

  
 

[그림 12] 양혜규, <평면 위에 비스듬하게(Tilting on a Place)>, 

2002, 합판 목재 경사로, 음료수운반상자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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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양혜규, <열망 멜랑콜리 적색(Yearning Melancholy 

Red)>, 2008, 알루미늄 블라인드(흰색, 모조 목재), 거울, 무

빙라이트, 적외선 히터, 선풍기, 드럼 세트, 전선, 제동기, 미디 

전환기. 
[그림 13-2] 양혜규, <열망 멜랑콜리 적색(Yearning Melancholy 

Red)>, 2008, 알루미늄 블라인드(흰색, 모조 목재), 거울, 무

빙라이트, 적외선 히터, 선풍기, 드럼 세트, 전선, 제동기, 미디 

전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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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madism is a concept that reflects the lifestyle of a nomad, 

who has no permanent adobe and moves from place to place in 

pursuit of a better living condition. This concept was first 

introduced by 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in modern 

philosophy, then became emphasized even more during the 

digit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the modern society. 

Contemporary artists who cross over multiple styles, medium 

and disciplines without any territorial boundaries are 

considered as ‘nomad’ and their experimental creations and 

nomadic tendencies came into the spotlight. 

This study first analyzed the key concepts of Nomadism 

proposed by Deleuze and Guattari, Jacques Attali and Yasmine 

Abbas and further developed the characteristics of Nomad Art. 

Since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on the Nomadism in 

Contemporary Korean Art, three Korean Nomad-Artist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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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and their major artworks are closely examined. Three 

selected artists are Do Ho Suh working and living mostly in the 

Unites States, Meekyoung Shin in the United Kingdom and 

Haegue Yang in Germany. 

Nomad Art is an experimental and creative artistic mode, 

which is distinctively characterized by continuous changeability 

and reproducibility. Nomad-Artists do not settle for a single 

form of expression, genre, medium or a concept. Instead, they 

move freely among various expressive means, nationalities and 

cultural identities. It is difficult to theorize the complex nomadic 

tendencies of dramatically increasing Nomad-Artists in the 

globalized art world. However,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the 

commonly sharing characteristics of diverse Nomad-Artist.  

‘Diasporic Nomad-Artists’  ‘Intentional/Strategic Nomad-

Artists’ and ‘Traveling Nomad-Artists’ are the three 

classifications of Nomad-Artists proposed for the study. Each 

group shares similar mobile experience and common attitude 

towards the nomadic way of life. ‘Diasporic Nomad-Artists are 

the ones who have experienced separation from their homeland 

due to oppressive causes, but as time passes they overcome 

their trauma and becomes global nomads.  ‘Intentional/Strategic 

Nomad-Artists’ are the group of artists who willingly left home 

for better recognition in the globalized art world. ‘Traveling 

Nomad-Artists’ are the ones, who were born in the 

environment where they experience frequent relocation, 

therefore they see mobility as universal and ordinary 

phenomenon of current society. 

The three Korean artists selected for the study sha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ntional/Strategic Nomad-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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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group of artists commonly share the merit of expressing 

their personal opinion on current issues of the globalized world 

through creative works. Do Ho Suh made 1:1 fabric 

representation of the house he grew up in Korea. By using this 

light weighted material, he was able to carry part of his history 

and identity anytime and anywhere he travels. Meekyoung Shin 

made realistic duplicates of ancient marble sculptures and Asian 

ceramic vases by using soap to express the fragility of 

translation process. Haegue Yang made sensuous installation 

and objects with everyday industrial products and proved that 

her personal ideas and emotion can be expressed universality 

without timely and spatial restric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n Nomad-Artists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important streams of Contemporary 

Korean Art, because their artworks reflect the viewpoints and 

sentiments of the Koreans who left home in the globalization 

era. The developments of Korean Nomad-Artists will 

continuously grow and act as a stimulus for the diversification 

of Korean ar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tter acknowledge 

their existence and organize a systematical research on these 

types of artist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Korean Art.  

 

 

Keywords : Nomadism, Nomad Art, Nomad-Artist, 

Contemporary Korean Art,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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