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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198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해온 한국의 미술 수상제도에 관

한 연구로서, 이 분야의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국내의 현황을 분석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현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공공 역

할을 수행하는 수상제도는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

술 분야에도 나타나 미술이라는 특정한 문화적 형식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술상은 동시대 미술 지형도에 직·간접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

한다.

국내의 미술상은 해방 이전의 조선미술전람회, 그리고 해방 이후의 국

전과 같은 공모전 형식의 전시에 기원을 둔다. 특히 국전은 최고상인 대

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한국 미술계에서 지대한

권위와 상징적 의미를 지녔다. 1982년 국전 폐지 이후 미술계에는 ‘상’,

‘프라이즈’, ‘어워드’ 등의 명칭으로 많은 미술상들이 설립되었다. 상의 설

립 주체 또한 점차 다양해져 기업과 주요 국공립·사립 미술관까지 확대

되기에 이르렀다. 현대의 미술상들은 작가들의 미적 성과를 평가하고 미

술에 대한 담론과 관심을 형성하면서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는 주요한 통

로로 기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술상을 미술 제도, 후원 그리고 마케팅의 측면에서 파악

한다. 최근의 미술상들은 수상 사실 자체에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상이

라는 형식 속에서 세계 미술계와 각 지역 미술계, 창작자와 향유자 등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현대의 미술상

은 수상 작가에 대한 지원 방식을 상의 취지에 맞게 다양화하고 다수의

참여 작가들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등 후원의 성격을 강화한다. 이로써

미술상은 승자독식 논리에 따른 거부감을 상쇄시키고 미술 제도로 안착

하였다.

기업들은 미술상을 타겟 고객이나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기획, 개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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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즉, 미술상은 아트마케팅으로서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되며 기업과 미술이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업이 제

정하거나 후원하는 미술상은 기본적으로 메세나의 성격을 지니며 아트플

랫폼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

현재 국내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미술상으로는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올해의 작가상, 기업들이 문화재단을

통해 운영하는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두산연강예술상, 양현미술상, 송은

미술대상, 그리고 광주비엔날레의 눈(Noon) 예술상, 조선일보의 이중섭

미술상 등이 있다. 공식적으로 ‘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상과 흡사한 체제로 운영되는 제도 또한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미술상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했다.

본 논문은 국내 미술 수상제도의 기원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설립

주체별로 분석하면서 미술상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시각을 다루고자 하

였다. 국내 미술상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일부 미술상은 국가 기관,

기업, 언론사와 같은 다양한 조직들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설립

되기도 했다. 본고는 한국 미술상의 체제를 설립취지, 상금과 작가 지원,

심사제도, 미디어 보도의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해방

이후 한국 미술계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온 미술 수상제도 연구

의 초석을 다지고 변화된 미술계의 시각을 반영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학문적, 실무적 차원에서 의의를 지닌다. 먼저 학문적으로는

미술상의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고 광범위한 미술상 사례들을 조사하여

체계화하려 했다는 점이다. 또한 논의를 ‘미술상’이 아닌 ‘상’으로부터 출

발하여 미술상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

실무적 차원에서는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미술상의 기획자가 상황과 실

정에 맞게 미술상을 보다 탄력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미술상을 설립하는 기관들은 미술상에 대한 다면적 이해

를 바탕으로 동시대에 유용한 상을 제정하여 사회적, 사업적 편익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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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미술 수상제도, 미술상, 한국 미술,

미술 제도, 미술 후원, 아트마케팅.

학 번 : 2013-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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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경쟁과 평가, 인증의 기제로 운용되는 수상제도는 복잡한 현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사업적 편익을 발생시키며 중요한 공공의 역할을

수행한다. 미술 분야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뛰어난 성취를 남긴 작가에

게 주어지는 다양한 상들이 존재한다. 미술상은 미술을 하나의 심사 방

식으로 판정할 수 없다는 일부 반대 시각에도 불구하고, 기성 제도의 하

나로 자리 잡아 전문가적 권위를 인정받으며 미술 비평의 기능을 확대하

고 있다. 특히 세계 유수의 미술관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제정되고 있

는 미술상들은 미술계의 다른 제도들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주류 미술

계와 미술 시장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술상을 둘러싸고

미적 판단의 주관성이라는 문제나 수상제도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술 수상제도는 미디어의 증

폭된 관심 속에서 현대미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제 현

대의 미술상들은 작가들의 미적 성과를 평가·판단하고 미술에 대한 담론

과 관심을 형성하는 주요한 통로로 기능한다. 해외의 권위 있는 미술상

은 현대미술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바로미터’로 까지 여겨지기도 한다.

이러한 미술상이 지니는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미술상이라는 현상에

대한 고찰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본 연구가 출발하게 되었다.

세계 각국은 저마다 유명 미술상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터너 상, 미국

의 휴고 보스 상, 독일의 영 아트 프라이즈와 빌라 로마나, 프랑스의 마

르셀 뒤샹 상, 중국의 CCAA, 네덜란드의 빈센트 상, 스페인의 호안 미

로 상, 이탈리아 베니스 비엔날레의 황금사자 상, 러시아의 칸딘스키 상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들은 각기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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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거나, 좀 더 범위를 넓혀 유럽 전역의 작가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휴고 보스 상처럼 국적, 나이에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미술상이 역량 있는 작가의 활동

을 독려하는 미술 후원적 성격으로 수여된다.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작

가와 작품을 평가, 분석하는 미술사와는 달리 미술상은 모호한 당대의

미술 방향을 결정하고 현 시대 미술의 화두를 제시한다.

미술상이 현대미술계의 이슈가 되고, 기업들이 유명 미술상을 제정하

거나 후원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1) 1988년 영국의 미술평론

가 앤드류 그레이엄 딕슨(Andrew Graham-Dixon)이 『인디펜던트』지

에서 “영국은 미술이 남과 겨뤄야 하는 경쟁적 스포츠로 발전하는 데 있

어서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고 했을 정도로 영국은 1980년대 후

반에 이미 미술상의 열기에 휩싸여 있었다.2) 미술상의 가장 큰 순기능

은, 현대에 여러 국제적인 미술상들의 모델이 되고 있는 영국 터너 상

(Turner Prize)의 제정 취지처럼 “현대미술과 대중적 이해 사이의 거대

한 심연을 좁히고 현대미술에 대한 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3)

이러한 취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최근의 미술상들은 수상 사실 자체에

만 집중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상이라는 형식을 통해 세계 미술계와 각

지역 미술계, 창작자와 향유자 등이 소통하는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미국의 경우 1996년 휴고 보스 상(Hugo Boss Prize)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영국에 비해 미술상이 대중적이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로

1) 영국의 경우, “기업의 미술상 제도는 투자 자본의 효율성을 강조하던 대처정부 시대

의 기업들에게는 여러 면에서 효과적이었다. 1980년 담배회사 임페리얼 토바코가 도

입한 초상화 수상제도를 런던의 내셔널포트레이트갤러리가 함께 운영한 것에서 드러

나듯이 기업은 자신의 이름을 붙인 미술상의 상금이 미술관을 후원한 기금이 됨으로

써 일차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았다.” 김정희, 『문명화, 문화주의, 기업문화:

영국정부와 예술 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p.345.

2) Andrew Graham-Dixon, “Winning Strokes”, The Independent, 4 October 1988,
http://www.andrewgrahamdixon.com/archive/readArticle/727.

3) 임근혜, 『창조의 제국: 영국 현대미술의 센세이션, 그리고 그 후』, 지안, 2012,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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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타오 우(Chin-Tao Wu)는 미국과 같이 다양한 인종이 살고 규모가

큰 나라에서는 미술상이 전국적으로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로 기능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4) 그러나 이제 미술상은 세계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들에게 국가적, 문화적 경계를 가로지를 수 있게 하

는 가장 가치 있는 홍보 수단이 되었다. 또한 미술 작가들에게는 작가

이력에 당당히 기재되는 커리어 형성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미술상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한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미술계에서 저명한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거

나, 공신력 있는 미술관 혹은 갤러리와 연합하여 미술상을 출범시키기는

것이다.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과 휴고 보스 상, 런던 국립 초상화 미술관

(National Portrait Gallery)과 BP 포트레이트 상(BP Portrait Award)의

협력이 그 예이다. 또한 높은 액수의 상금을 걸거나 미디어 보도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패션

기업 휴고 보스의 경우, 25명의 유럽 기자들을 뉴욕으로 보내 휴고 보스

상의 시상식에 다녀오게 했을 정도로 국제 미술계와 세계에 자신들의 미

술상과 후원 활동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또한 미술상들은 역대 수상자들의 작품을 묶어 해외에 전시로 수출하

기도 한다. 이를 통해 자국의 동시대 미술 경향을 알리는 시의성 있는

전시가 되도록 하는 동시에 미술상을 홍보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2011년 국내에서 개최된 국립현대미술관의 <오늘의 프랑스 미술>전은

프랑스 마르셀 뒤샹 상 수상자 및 후보자들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프랑스

미술의 현주소를 소개하는 전시였다. 또한 2010년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에서는 영국의 존 무어스 회화상 수상 작가 27인의 전시가, 2014년 송은

아트스페이스에서는 프랑스의 리카 재단상 수상 작가 8인의 그룹전이 개

최된 바 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여러 미술 관련 기관과 기업이 제정한 미

4) Chin-Tao Wu, Privatising Culture: Corporate Art Intervention Since the 1980s,
London; New York: Verso, 2002,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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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상들이 다양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 중 어떤 상은 본질적

인 미적 질문에 대한 토론의 장을 형성하거나 작가 지원을 통해 미술 후

원의 목적을 달성하지만, 어떤 상은 모방적으로 설립되어 미술상의 긍정

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중의 관심 밖에 머무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 미술상은 설립 단계에서부터 상의 정체성과 취지, 비전을 확실히

하고 대중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미술 문화와 작가를 성장시키는 플랫

폼으로 거듭나야 할 시점에 와있다.

실제 운영되는 상의 양과 규모에 비해 미술상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그나마 터너 상의 경우, 국내에서도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고 미술 전문 잡지, 서적을 통해 여러 차례 소개되어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본고 또한 터너 상에 대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다룰 것이나,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국내에 소개될 기회가 적었던 다른 상을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또한 여러 사례들을 ‘상’, ‘수상제도’라는 통합적인 관

점과 거시적인 시각으로 다루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술상을 제정하려는 실무자가 단순히 현존하는 상

을 참조하거나 모방하여 상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상제도 자체의

논리, 미술상의 기능과 전략, 의의 등 다각적 측면을 충분히 이해하여 동

시대에 유용한 상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국내 미술상 연구를 위해 상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출발하여 현대 미

술상의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미술상의 성공여부와 효과성은 당

대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상황과 복잡하게 얽혀 결정되므로 특

정한 모델이 언제나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여러 사

례들을 분석, 분류함으로써 미술상의 기획자가 상황과 실정에 맞게 조정

하여 상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 2 절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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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있어서,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상의 범람 현상에 대한 기초

적인 배경을 제공해준 것은 조엘 베스트(Joel Best)의 연구이다. 그의 연

구는 최근 수십 년간 사회 세계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의 확산

현상을 다루고 있다. 베스트는 상을 신생 분야들의 정당화 기제로 파악

하여 상이 급증하는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상의 확산 현상에 대한 비판

을 ‘상징적 인플레이션(symbolic inflation)’이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하였

다.5)

예술상과 미술상에 대한 국외 연구로는 제임스 잉글리시(James F.

English), 존 스트리트(John Street), 친 타오 우의 연구가 본 논문의 방

향성을 잡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제임스 잉글리시는 문화 분야의 상에 대

한 저서 『명성의 경제(The Economy of Prestige: Prizes, Awards, and

the Circulation of Cultural Value)』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책에서 그는

문화와 예술, 상, 경제를 둘러싼 현상에 대한 연구를 광범위하게 전개하

였다. 예술상을 ‘미디어 이벤트(media event)’의 한 종류로 보는 존 스트

리트는 예술상의 문화정치학에 관해 연구하였다. 그는 예술상 분석과 관

련된 이슈들을 실례로 들면서 예술상이 문화적 실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루었다.6) 친 타오 우는 다국적기업들이 시장 확보와 시장 침투를 위해

미술상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그의 저서에서는 일부

기업 미술상을 사례 분석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7)

5) 상징적 인플레이션은 미국의 사회학자 오린 클래프(Orrin E. Klapp)가 사용한 용어이

다. 인플레이션은 사회적 시장에서 토큰(tokens)의 공급이 그 토큰이 대변하는 가치

(values)의 공급을 능가할 때 발생한다. 이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서는 토큰과 그

가치의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 영웅적 자질에 대한 보상

으로 저렴한 재료로 만든 메달(토큰)의 공급을 늘린다 해도 영웅적 자질(가치)은 늘

어나지 않으므로 상징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Orrin E. Klapp,

Inflation of Symbols: Loss of Values in American Culture,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1991, p.107 참조.

6) John Street, “'Showbusiness of a Serious Kind': A Cultural Politics of the Arts

Prize", Media, Culture & Society, London; New York: Academic Press, Vol.27,
No.6, 2005, p.819, 8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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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진행된 상 혹은 수상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경영 분야의

연구와 미술 분야의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경영 분야에는 기

업 대상의 수상제도에 대한 연구와 서비스 산업 분야의 수상제도에 대한

연구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국내 기업에게 주는

상(award)을 제정하는 기관의 수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8) 김병

도와 정용수는 기업의 수상활동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

로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이 한국생산성본부의 NCSI, 한국표

준협회의 KS-SQI,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KCSI를 수상한 기업 115개의

기업 가치 변화를 연구한 결과, 수상 사건(event)은 각각 11일간의 사건

기간(event period) 동안 기업의 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9) 그러나 이 연구는 수상으로 인한 비정상 수익률, 즉

통상적인 시장의 움직임 이상의 주가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혀낸

것에 국한된다. 따라서 수상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연구나 소비자의 지

각(perception) 등을 반영한 정성적 연구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도 수상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

키고 있다. 서창적과 김선우는 기업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수상제도

중 ‘한국 서비스 대상’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수상제도의 실효성을 밝

혀냈다.10) 또 다른 연구에서 서창적과 이명화는 ‘한국 서비스 대상’ 수상

을 직접 준비한 기업의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얻은 설문자료를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은 조직의 수상 노력과 수상제도에 대한 신뢰도

가 수상의 성과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수상제도의

7) Chin-Tao Wu(주 4), pp.159-187 참조.

8) 기업에게 상을 수여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한국능

률협회 등이 있다. 김병도, 정용수, 「수상(受賞)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영론집』, 제39권 제2·3·4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

소, 2005, p.13.

9) 위의 글, p.21.

10) 서창적, 김선우, 「한국서비스대상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서비스경영학회지』,

제9권 제2호, 한국서비스경영학회, 2008, 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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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보다는 ‘인지도’가 수상을 위한 노력과 수상의 성과인지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쳤다.11) 또한 수상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신뢰도

도 높아지므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수상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

요함을 밝혔다.12)

경영 분야의 연구가 통계와 실증 분석을 통해 수상제도의 실효성과 영

향력을 밝혀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미술상에 대한 연구는 이와는

다른 방향성을 보인다. 심보선은 예술상과 미술상에 관한 그의 논문에서

현대 예술상의 증가 이유를 ‘모방적 동형화’라는 기제를 통해 설명한다.

또한 심보선은 국내외에서 증가하는 기업 미술상이 미술장의 자율성 위

축이라는 현대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동시에 촉매하고 있다고 보았다.13)

전영백은 1960년대 이후 한국 현대미술사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면

서 사회학적 시각, 특히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자본

(capital)'개념을 활용하였다. 그는 1960년대와 70년대의 한국 미술계를

‘국전’이라는 사회자본, 상징자본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

시 수상제도가 미술작품의 경향과 양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14)

특정 미술상에 대한 연구로는 터너 상에 관한 이정숙과 황현정의 논의

가 있다. 이정숙은 터너 상의 제정 배경과 자본의 개입, 후원제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15) 황현정은 터너 상을 중심으로 예술상에 대한 문

화사회학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역시 부르디외의 사회학적 개념을 그 틀

로 사용했다.16) 이와 같이 상, 예술상, 미술상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전

11) 서창적, 이명화, 「조직의 수상 노력과 수상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수상의 성과인지

에 미치는 영향: 한국서비스대상을 중심으로」, 『서비스경영학회지』, 제9권 제4호,

한국서비스경영학회, 2008, p.222.

12) 위의 글, p.222.

13) 심보선, 「예술상(賞)과 예술장(場): 기업 미술상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미술

사학보』, 제38집, 미술사학연구회, 2012, pp.85-86.

14) 전영백, 「1960년대 이후 한국 현대미술에 관한 사회학적 논의: 브르디외(Pierre

Bourdieu)의 ‘자본’ 개념을 활용한 사회구조적 분석」, 『미술사연구』, 제23호, 미술

사연구회, 2009, p.408.

15) 이정숙, 「영국의 ‘터너 상Turner Prize’과 후원자들」, 『현대미술학 논문집』, 제13

호, 현대미술학회, 2009,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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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되어 온 국내외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고는 상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참조하고 한국 미술 수상제도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 3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해방 이후 국내에서 설립된 미술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 ‘프라이즈’, ‘어워드’ 등의 명칭으로 시행되는 미술상이

연구 대상이 된다. 따라서 국전이나 중앙미술대전 등 수상제도를 포함한

‘공모전 형식의 전시’는 본 논문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미술이

론가나 평론가, 전시기획자에게 수여하는 상 역시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미술상의 성격과 상이한 바, 본고의 연구 범위는 미술 작품 및 작가에게

수여하는 미술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국내 미술 수상제도 분석을 위한 연구이지만 다양한 해외 미술상 사례

를 통해 동시대 국제 미술계의 흐름과 추이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얻으려

한다. 주요 용어로는 ‘미술상’과 ‘미술 수상제도’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미

술 수상제도가 미술상에 비해 ‘제도’적 측면이 보다 강조된 용어이기는

하지만 미술상이 이미 미술계에서 ‘미술 제도’로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두

용어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았다.

주로 본 연구에서 분석과 참조의 대상이 된 미술상은 국내외 주요 미

술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미술상, 국내외 미술 전문가들이 동시대 미술

지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한 미술상 등이다. 뿐만 아니라 전

문 미술 잡지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미술상, 인터넷 뉴스 기사 보

도량이 많은 미술상,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웹사이트 상에

시상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있는 미술상 역시 분석의 대상으로

16) 황현정, 『예술상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연구: 영국 테이트 미술관의 터너상을 중심

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예술기획전공 석사학위논문, 2014.



- 9 -

선정하였다.

제2장 「현대 사회에서의 상(賞)」에서는 먼저 헤겔의 ‘인정’ 개념을

중심으로 상의 철학적 배경을 고찰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상의 제

정부터 수상에 이르는 제반 과정과 그 특질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수상

을 둘러싼 다양한 힘의 역학 관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본다. 또한 상의

분류를 둘러싼 논의와 조직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정책적으로

활용되는 현대의 수상제도들을 소개한다. 국내외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

양한 분야의 상과 미술상의 증가 현상을 파악함으로써 본 연구의 필요성

과 당위성을 찾고자 한다.

제3장 「미술상에 대한 고찰」에서는 미술상의 기원과 기능을 논하고

미술상의 의의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자는 미술상을

미술 제도, 후원 그리고 마케팅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였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미술상을 제정하거나 후원

하는 경우 미술상은 미래마케팅의 한 형태인 아트마케팅의 일부로 파악

하였다.

제4장 「국내 미술 수상제도 분석」에서는 국내 미술 수상제도의 기원

과 현황을 다루고, 이를 설립 주체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미술상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시각을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미술상의 체제

를 설립취지, 상금과 작가 지원, 심사제도, 미디어 보도의 측면으로 나누

어 파악하였다. 이는 미술상이라는 제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와 미

술상에 대한 논의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

다. 심사제도와 설립취지에 관한 연구는 해외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

해 더욱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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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현대 사회에서의 상(賞)

제 1 절 상의 논리와 정책적 활용

오래 전부터 공공의 영역에서 타인의 인정이나 비난은 개인의 삶이나

사회에 영향을 미쳐왔다. 따라서 인정에 따른 재화의 분배는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했다. ‘인정’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실

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자 각 개인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

즉 긍정적인 자기 의식을 가지게 하는 심리적 조건이기도 하다.17)

‘인정’의 문제를 철학의 영역으로 불러들인 것은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이다. 헤겔은 인간을 “자기 자신을 아는 정신적인 인정

함 자체”로 보았다.18) 그에 따르면 인간은 정신적으로 인정하고 인정받

는 활동성 자체이기 때문에 타자와의 관계를 인정으로 시작한다.19) ‘인정

받은 존재’에 대한 헤겔의 사유는 다음의 글에 잘 드러나 있다.

  인정받은 존재는 실현된 것으로 표상되며, 인정받은 존재는 특정한

현존과 특수한 의지를 자체 속에 담고 있고, 자기 자신의 포기와 자

신의 외화 속에서도 스스로를 유지하며 자신의 의지를 보유하는 자

로 표상된다.20)

17) 악셀 호네트,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문성훈, 이현재 역, 동녘,

1996, p.12.

18)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Jenaer SystementwürfeⅢ, Gesammelte Werke
Bd.8, Meiner, 1976, p.213(남기호, 「헤겔 인정 이론의 구조」, 『사회와 철학』, 제18

호, 사회와철학연구회, 2009, p.222에서 재인용).

19) 남기호, 위의 글, p.222. 인정에 관한 헤겔의 관점을 좀 더 설명하자면, 그는 인정을

개인들 간의 감정적인 유대와 같은 것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여기서 인정은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의 상태에 연연하지 않은 개인 상호 간의 존중이며, 나아가 법적 관계

가 유지될 수 있는 기반과 같은 것이다. 소병일, 「예나 시기 헤겔의 욕망과 인정 개

념: 피히테와 헤겔의 차이를 중심으로」, 『철학』, 제98집, 한국철학회, 2009, p.157.

20) G.W.F. 헤겔, 『예나 체계기획 Ⅲ』, 서정혁 역, 아카넷, 2012, pp.3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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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은 인정의 구조가 사회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졌

으며, 인정을 현실의 객관적 구조로 전환시켰다. 따라서 사회적 인정 활

동인 상에 대한 철학적 배경을 헤겔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상은 타

자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체제로서 가시적 혹은 비가시적 경쟁을 거쳐 획

득된다. 이는 사회적 인정 관계가 투쟁의 관계로 설명된다는 헤겔의 인

정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상은 특정한 기준에 의해 수여되는 인정 활동

의 가장 직접적이고 공적인 형태로서 인류 역사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에 밀접하게 형성되어왔다.

상에는 세 종류의 행위자들이 포함된다. 상을 주는 인물, 상을 받는 인

물, 그리고 이러한 교환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관중들이 그것이다.21) 공

공연히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상을 주는 행위는 상을 주는 인물이나

기관의 명망과 위신을 드높이며 이들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이기

도 하다. 상은 평가가 극대화된 형태이다. 평가는 평가하는 자의 전문성

과 권위를 전제로 한다. 노벨상의 경우처럼, 상을 주는 인물의 명예와 명

성은 상 자체의 권위나 유명세와 비례하여 높아진다. 따라서 많은 상들

이 상을 주는 인물이나 기관의 이름을 따서 제정된다. 또한 이미 높은

명성을 지닌 인물을 수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손쉽게 상의 권위를 확보하

기도 한다. 어떤 상이든, 제1회 수상자는 앞으로 그 상의 영향력을 결정

짓고 상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상자는 존경과 명예의 상징인 메달, 트로피, 훈장, 배지, 명판, 장식

띠 등을 징표로 받는다. 수상의 사실은 그 상의 성격이 무엇이든, 대상

(수상작)의 보편적 가치를 드높이는 것이며 수상의 능력을 인정받는 순

간, 수상자는 다른 가치의 세계로 이동한다.22) 수상 내역은 수상자의 이

21) 조엘 베스트는 상의 관계자를 상을 주는 자, 상을 받는 자, 관중으로 나누어 파악한

바 있다. 본 연구자는 상의 관계자를 분류한 조엘 베스트의 연구를 기본 틀로 참조하

였다. Joel Best, “Prize Proliferation", Sociological Forum, Vol.23, No.1, 2008, p.7 참
조.

22) 정명교, 「문학상의 역사와 기능」, 『한국프랑스학논집』, 17권, 한국프랑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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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기재되어 그가 지닌 전문성과 가치를 증명하며, 한 번의 수상은 또

다른 상으로 이어지기 용이하게 한다. 상에 대한 수상자의 태도는 두 가

지 극단 사이에 있다. 그것은 상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며 수상을 영광스

럽게 여기는 것과, 혹은 이와 반대로 상에 대한 야망이나 탐욕을 드러내

기를 아예 거부하는 것이다.23) 간혹 수상자가 수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의 범람과 함께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수상 사실을 더욱 자

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시상식은 일반적으로 관중 앞에서 행해진다. 시상식이 TV를 통해 전

국적으로 방송되거나 대규모 관중 앞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관계자들 위주의 소규모 관중 앞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관중의

역할은 간과되기 쉽지만, 이들의 존재는 해당 상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

기 때문에 중요하다. 관중에는 상을 받지 못한 수상후보, 즉 경쟁자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시상식의 성격에 따라 관중들은 시상 과정을 즐거움을

주는 쇼처럼 구경하거나 엄숙하게 참여한다. 상은 관중이 존재하는 시상

식을 통해 그룹의 가치와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며, 이러한 관중으

로 인해 상은 더욱 극적인 제도가 된다. 관중은 시상식에 참여함으로써

즐거움과 희망을 얻거나, 혹은 명예로운 시상식 참여자로서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의 혜택은 수상자에게 집중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수

상제도는 상을 주는 인물, 상을 받는 인물, 그리고 관중들 사이에서 새로

운 관계를 형성하고 호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각 그룹의 관계 사이에

서 균형이 깨질 경우 한 쪽에서 과도한 권력이 발생하고 그것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상을 보다 사회적 제도의 관점에서 바

라볼 필요가 있으며 다수의 편익을 발생시키는 방향성이 지향되어야 한

다.

상은 크게 상의 제정, 수상자 선정, 시상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24)

1999, p.227.

23) Joel Best(주 21), p.10 참조.



- 13 -

상의 설립 단계에서는 상의 근본적 취지와 방향성이 설정되고 상의 유효

성이 제시된다. 상의 기획에 있어 전통적으로는 상의 주제(topic), 기준

(criteria), 보상(reward), 수상자 선정의 방식(method) 등이 기본적으로

디자인되어 왔다. 최근에는 상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수상 이후의 지

원과 활동(post-award activities, post-prize activities)까지도 기획되고

있다. 또한 운영되는 과정에서 많은 상들이 시대적 흐름과 사회, 경제,

정치적인 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략이나 기준, 보상의 방식 등

을 부분적으로 수정해나간다. 이를 통해 상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고 성공

적인 상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다.

수상자 선정 단계는 상의 취지에 맞는 전도유망한 인물을 찾아내는 일

과 후보들의 장점과 가치를 심사하고 수상자를 최종 선택하는 과정 등을

모두 포함한다. 마지막 시상 단계는 선정된 수상자에게 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주로 축제적 성격을 띤 이벤트로 진행된다. 상의 설립과 수상자

선정 단계가 비교적 관료적 체제하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시상식은 수상을 축하하며 즐기는 기념행사로 이루어진다. 이로써 상은

관료주의적이면서도 축제적인 양면가치를 지닌다.25)

미디어나 대중들은 주로 상의 결과나 수상자에 관심을 쏟고 그것만을

중요하게 다룬다. 그러나 특정 상들은 결과만큼이나 경쟁 과정이 중요하

게 디자인된다. 단지 수상을 위한 경쟁을 하는 것만으로도 참가자들은

자신의 기량이나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26) 경쟁과정에서 참

가자는 자신의 동기를 강화시키고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

다. 또한 공동 작업을 하는 경우 협업 능력과 공동체 정신을 증대시키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참가상(participation prizes) 제도는 과정에 중요

24) Joel Best(주 21), p.7 참조.

25) James F. English, The Economy of Prestige: Prizes, Awards, and the
Circulation of Cultural Valu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p.31 참조.

26) Jonathan Bays, and Paul Jansen, “Prizes: A Winning Strategy for Innovation", 

What Matters, McKinsey, 2009,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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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둔 상의 기획을 반영한다.

상은 효율적인 마케팅 도구로서 짧은 시간 내에 크고 가시적인 효과를

달성하는 데 유용하다. 예컨대 문학상이나 음악상의 경우 수상자의 도서

나 음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미술상의 경우에도 후보

및 수상 작가의 작품 가격이 상승하거나 관련 전시에 관객이 급증하기도

한다.27) 그러나 때로는 그 효과의 지속성이 문제가 된다. 아래의 [도판

1]은 프랑스의 에디숑 드 미뉘 출판사가 발행한 세 책들의 판매 성장을

보여준다. A는 상을 받은 한 소설책의 판매량인데 초기에만 높은 수요

를 보였을 뿐 그 뒤로 수요가 하락하여 낮은 판매량을 보였다. B는 1957

년에 발행된 프랑스 소설가 알랭 로브그리예의 『질투』의 판매량이다.

이 책은 발행된 지 4년이 되어서야 상을 받은 A의 초기 판매량을 따라

잡는다. 그러나 그 후에도 B의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C는 1952

년에 발행된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의 판매량이다. 이 책

은 발간 2년 후인 1954년 급격히 수요가 증가하였고 그 후에도 B와 마

찬가지로 점진적인 판매 성장을 보였다. 즉, 에디숑 드 미뉘 출판사의 사

례는 문학 분야에서 상의 효과가 매우 단기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비단 문학상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분야의

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27)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John Street(주 6), pp.834-83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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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계
 판
매
 수

[도판 1] 에디숑 드 미뉘 출판사가 발행한

세 책들의 판매 성장 비교28)

상이 지니는 또 다른 특징은 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불균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29) 권위 있고 유명한 상이 덜 알려진 상보다 상금이 더

적기도 하고 저소득의 학문이나 학과에서 높은 금액의 장학금을 상으로

수여하기도 한다. 어떤 예술가는 상금이 높은 상은 거부하면서 금전적으

로 그보다 낮은 가치의 상은 수락한다. 상은 엄격한 경제학적 접근만으

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대상이며, 교환(exchange)이라는 용어에서 벗어나

거나 초월해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상에 대한 분류를 시도한 연구로는 조엘 베스트

28) Pierre Bourdieu, The Field of Cultural Production: Essays on Art and Literature,
Oxford: Polity Press, 1993, p.98.

29) James F. English(주 25), p.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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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l Best)의 연구와 조나단 베이스&폴 얀센(Jonathan Bays and Paul

Jansen)의 연구가 존재한다. 베스트는 미국 문화 내에서의 상, 상금 및

명예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상을 업적 완수(accomplishment)에 대한

인정으로서의 상과 상대적 경쟁을 의미하는 챔피언십(championships)으

로서의 상으로 구분한다.30) 전자는 자격을 지닌 자가 특정한 필요조건을

달성할 경우 수여받는 것이고, 후자는 경쟁자보다 뛰어난 소수만이 받을

수 있는 상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우수함, 탁월함에 대한 심사 과정이

아무리 정교하고 전문적이라 해도 대부분 의견의 불일치나 사후 비판을

수반하게 된다.

한편, 상을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는 전략으로 본 조나단 베이스와

폴 얀센은 상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인정으로서

의 상(recognition prizes)이다. 이러한 상은 “특정한 개인 혹은 특정한

혁신에 대해 승인하고 인정함으로써 우수성과 탁월함을 증명”하려 한

다.31) 그렇게 함으로써 상은 특정한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들고 다른 사람

들이 수상자를 모방하거나 또는 새로운 혁신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노벨상은 이러한 종류의 패러다임을 지니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예술상

의 경우 대부분 이 분류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유인책으로서의 상

(inducement prizes)이다. 이 상은 “명확한 문제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

해결자의 행동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특정한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32)

이러한 혁신활동 유인과 관련하여, 상은 과학기술정책분야에서 R&D

30) Joel Best(주 21), p.7.

31) Jonathan Bays, and Paul Jansen(주 26), p.2.

32) 위의 글, p.2. 예를 들면, 18세기에는 배의 위치에 대한 경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능

력이 없었기 때문에 대양을 횡단하는 항해는 위험성이 큰 모험이었다. 이에 1714년

영국 정부는 배의 경도를 정확히 알아내는 방법 개발을 위해 2만 파운드의 상금을

건 상을 제시했다. 이 상은 존 해리슨(John Harrison)이 마린 크로노미터(marine

chronometer)를 개발하도록 고무했고 이러한 기술 개발로 문제는 훌륭히 해결되었다.

이처럼 조나단 베이스와 폴 얀센은 상이 지니는 경쟁의 힘이 혁신을 추동한다고 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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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대한 보상 시스템 중 하나로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이기도 하다.

일정기간 발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기존의 Patent 시스템 아

래에서는 창출된 지식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적 활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

다. 이에 반해 Prize 시스템은 발명자에게 현금보상을 수여하고 확보한

성과를 공공영역에 둠으로써 낮은 가격에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33) 한편 Prize 시스템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이 시스템에는 시장의 경제논리에 따른 R&D 활동

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적절한 수상 대

상 선정 및 상의 규모 확정에 대한 문제도 존재한다. 특히 상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보상이 너무 낮을 경우 혁신유도 기능을

상실할 것이며 너무 높을 경우 자원의 중복 배분, 편애 등의 문제를 발

생시키기 때문이다.34) 즉, 이상적인 Prize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

소보상과 과잉보상을 피하고 혁신의 사회적 가치에 기초한 보상의 분배

를 달성해야만 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수상제도는 국가가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활용된다. 1987년에 제정된 말콤 볼드리지 국가 품질상

(Malcolm Baldridge National Quality Award)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

질 관리 실적이 탁월한 기업에게 미국이라는 국가가 수여하는 상이다.

이는 품질경영을 미국의 전 산업에 확산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상

은 1980년대 후반 세계 시장에서 지위를 잃어가던 미국이 변화와 혁신을

위해 도입하여 미국 경제를 구해낸 ‘경영품질’의 노벨상이라 불린다. 그

결과 현재는 수많은 기업이 말콤 볼드리지 국가 품질상의 평가 기준을

기업의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업무 재설계(BPR)나 벤치마킹,

학습 조직에 의한 사원 교육, 종합 품질 관리 전략 등 여러 혁신 기법이

이 상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35) 이러한 수상제도를

33) 손수정, 「혁신활동 유인에 있어서 Patent와 Prize의 역할」, 『과학기술정책』, 통권

178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p.24.

34) 위의 글, p.26 참조.

35)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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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평가방법은 수상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조직구성원들을 동기유발

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이점이 있다.36)

또한 1980년대 말부터 미국 정부는 경영합리화와 조직혁신을 위하여

TQM(Total Quality Management)을 도입하였다. 이때 정부는 TQM이

더욱 많은 정부조직에 활용될 수 있도록 TQM 수상제도를 시작하였

다.37) 연방정부의 각 부서를 대상으로 한 TQM 수상제도에는 연방품질

청이 운영하는 대통령품질상(Presidential Award for Quality)과 품질개

선모범상(The Quality Improvement Prototype Award)이 있다. 이러한

TQM 수상제도의 시행은 조직이 이 제도를 기준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게 만든다. 즉, 수상제도를 정부부문에 도입할 경우 어떤 방

향으로든 정부개혁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38) 이처럼 현대의 수상제도

는 조직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거나 조직원들의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

해 정책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된다.

제 2 절 상의 확산 현상

경쟁과 평가, 인증의 원리로 작동하는 상(prize)은 인류의 역사에서 오

래된 아이디어이다. 문화 분야에서 상, 메달, 트로피 등을 수여하는 관습

의 역사는 최소 2천 500년 전부터 존속했으며, 기원전 6세기의 그리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43276&cid=42346&categoryId=42346.

36) 유한주, 「말콤볼드리지 국가품질상과 일본경영품질상의 특성 비교분석 - 전략계획

범주를 중심으로」, 『품질경영학회지』, 제28권 제3호, 한국품질경영학회, 2000, p.83

참조.

37) TQM(종합적 품질경영)은 기업의 품질개선에 관한 철학으로 실무에 의해 발전된 개

념이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뿐만 아니라 경영과 업무, 직장 환경, 조직 구성원의

자질 등 조직의 모든 구성원과 자원들을 결집하여 품질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38) 박희봉, 「미국정부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TQM 수상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지

방행정연구』, 통권 44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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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예술 대회들, 고대 그리스·로마와 중세시기의 건축 대회들, 음악

작곡 상, 대학 에세이 상, 그리고 초기 르네상스 시대에 자리 잡은 다른

종류의 문화 분야의 상들로 거슬러 올라간다.39) 17세기부터 대학이나 왕

립 아카데미가 수여하는 현대적 형태의 상들은 모방 혹은 다른 상들과의

차별화를 통해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40)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왕립,

국립 아카데미, 전문가 협회와 학회의 증가로 상은 더 흔해졌고 20세기

에 들어서서 더욱 빠르게 확대되었다. 오늘날 상은 어디에나 있는 현상

이 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상을 만들고 뛰어난 성취를 보인

인물이나 대상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문화 분야의 상으로는 문학, 음

악, 건축, 미술, 영화, 방송, 저널리즘 등의 분야에 대한 상이 대표적이다.

특히 상은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급격한 확산을 보이고 있는데

아래의 그래프들을 통해 상의 증가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도판 2]는

국가나 지역의 주요 사회학자 협회가 수여하는 도서, 기사, 그리고 다양

한 커리어 성취에 관한 상들의 숫자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 협

회나 학문적 부처가 수여하는 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그래프에 따르

면 1980년대 이후 사회학 출판물 및 커리어 성취에 관한 상의 수가 전반

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39) 기원전 6세기 후반 동부 중앙 그리스 도시 도처에 퍼져있었던 음악, 시, 연극이 결

합된 연례 축제는 대회와 시합의 형식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여기에서는 시인, 극작

가, 연극 극단, 연주자들이 서로 상을 두고 경쟁했다. 당시 심사위원단의 수상자 선정

은 대단히 정교한 프로토콜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편, 경쟁 시스템의 선도자라 할 수

있는 건축설계 대회도 고대 그리스·로마 시기에 존재했으나 이것이 상 그 자체와 연

관되지는 않는다. 오늘날에도, 제의된 건축에 대해 디자인이 당선되는 것과 프리츠커

상과 같은 건축 분야 상의 수상은 구별된다. James F. English(주 25), pp.1-2, 29, 30

참조.

40) 후기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대에 국립 예술 아카데미들은 작품과 작가를 국가 관

료 체제의 엄격한 감독과 규율 아래에 두었다. 이 시기 예술가들의 중요도는 아카데

미와 예술가의 관계와 아카데미의 훈련과 성취 기준에 대해서만 평가되었다. 위의

책, pp.29-30, 37-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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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의
 수

[도판 2] 사회학 출판물 및 커리어 성취에 관한 상들(1956~2006)41)

상
의
 수

[도판 3] 영화 분야에서의 상의 증가(전 세계)42)

41) Joel Best(주 21), p.5.

42) James F. English(주 25), 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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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의
 수

미국

영국

[도판 4] 문학 분야에서의 상의 증가(미국과 영국)43)

[도판 3]과 [도판 4]를 통해서도 영화와 문학 분야에서 상이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 전 세계에서 십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상이 60개 이상 새로 탄생했다.44) 또한 상의

전통적인 분야였던 예술이나 인문학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우주 여행,

생명 공학 등 기술적으로 복잡한 분야에서도 상이 활용되는 추세에 있

다.45) [도판 5]는 1997년과 2007년의 자선 상(philanthropic prize) 자금

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10년 사이에 과학, 공학 기술, 항공,

우주, 기후, 환경 분야에서 상의 자금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3) 위의 책, p.324.

44) Jonathan Bays, and Paul Jansen(주 26), p.1.

45) 위의 글,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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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우주

과학, 공학 기술

기후, 환경

예술

그 외

[도판 5] 분야별 자선 상(philanthropic prize) 자금의 분포 변화

(단위: 100만 달러)46)

상의 확산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시행되는

상의 개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격년제로 시행되던 상이 매년 시행

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졌다.47) 상이 시행되는 빈도가 높아진 것이다.

또한 상을 주는 주체가 되는 조직 혹은 단체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상을

수여하는 성취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조엘 베스트는 '사회 세계(social worlds)' 개념을 통해 상의 증가 현

상을 설명한다.48) 사회 세계는 하위 집단으로 분할되어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기존의 질서를 문제 삼아 해결책으로 설립된 새

46) 반올림으로 인해 각 수치의 합계가 총액과 일치하지 않음을 밝힌다. Jonathan Bays,

Tony Goland, and Joe Newsum, “Using Prizes to Spur Innovation", July 2009,

http://www.mckinsey.com/insights/innovation/using_prizes_to_spur_innovation.

47) Joel Best(주 21), p.5 참조.

48) 위의 글,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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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세계는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상

은 중요한 장치이다. 새로운 세계 안에서 상은 우수함에 대한 공유된 기

준을 구현하는 안내자이자 지도 역할을 한다. 새로운 분할이 많이 생길

수록 그 세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상이 계속 설립되므로 상이 증가하는

것이다. 오늘날 상을 통한 인정은 다른 세계에 대한 가치 부여의 형태를

특징짓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상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들은 사회적인 측면과 사업적인

측면에서 모두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도구로 상을 이용한다.

공적 인정 기제인 상이 특정 분야의 전문적 영역을 확대하고 사회 발전

을 위한 동력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현대에 나타나고 있는 상의 양적 증

가와 확산 현상은 상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상의 지나친 범람으

로 인한 효과성 상실에 대해 경계하게 한다.

오늘날 문화 분야의 상들은 일반적인 문화 경제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

게 수적으로나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확대되고 있다.49) 그 중에서도 국

내외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술상의 증가 현상은 미술상에 대한 사회적 관

심과 영향력, 그리고 그 효과성을 입증한다. 해외의 경우, 영국의 국영

미술관인 테이트브리튼이 성공적인 제도로 안착시킨 터너 상뿐만 아니라

미국의 휴고 보스 상, 프랑스의 마르셀 뒤샹 상, 베니스 비엔날레의 황금

사자 상 등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미술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새롭게 개설되고 있다. 특히, 1996년부터 휴고

보스 상을 후원해오고 있는 기업 휴고 보스가 2013년 휴고 보스 아시아

미술상(Hugo Boss Asia Art Award)을 새롭게 제정하여 후원을 시작한

것은 그동안의 미술상 후원이 기업의 생리상 이익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

한다.50)

미술상은 동시대 미술의 지형도에서 하나의 중심적 형식이자 제도로

49) James F. English(주 25), p.10.

50) 휴고 보스 아시아 미술상은 떠오르는 아시아 작가들을 위한 상으로, 상하이의 록번

드 미술관(Rockbund Art Museum)과 합동으로 2년마다 개최된다. 휴고 보스 공식

웹사이트, http://group.hugoboss.com/en/.



- 24 -

기능하면서 작가와 작품에 명예와 권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일임하게 되

었다. 이러한 미술상은 작품을 시장의 가치로 평가하지 않으면서도 각종

이슈를 생산해내며 작가와 작품을 주목받게 한다. 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된 미술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뛰어

남에 대한 보상이라 할 수 있는 미술상이 수상작가와 작품에 언론의 관

심을 끌어들임으로써 비전문가들은 질이 높은 미술을 소비하게 되는 것

이다. 따라서 양질의 미술 작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매개적인 기능을

수행해야하는 미술관에게 미술상은 특히 효과적인 제도이다. 동시대 미

술이 감상에 있어 점차 직관보다는 많은 이해력과 맥락적 지식을 요구하

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미술상은 작품의 우수성을 미술관의 입장

에서 대중들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

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최근 주요 미술관들을 중심으로 미술상이 새롭게 제정되

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은 1995년부

터 2010년까지 시행해 오던 ‘올해의 작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2012년

‘올해의 작가상(Korea Artist Prize)' 제도를 출범시켰다. SBS문화재단과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으로 기획하여 시작된 이 제도는 지원 규모와 전

문성, 공공기관의 권위 등으로 인해 출발부터 많은 미술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서울시립미술관은 2012년 CJ E&M과 공동

기획으로 ‘SIA 미디어아트 어워즈’를 개최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

한 미디어아티스트를 발굴,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2014년에는 제8회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개최에 맞춰 하나금융그룹과

‘SeMA–하나 미디어아트어워드’를 제정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사립미술관인 삼성미술관 리움 역시 2014년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존에

시행해 오던 아트스펙트럼 제도에 수상제도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상황

으로 미루어볼 때, 최근에는 마치 하나의 트렌드처럼 주요 미술관들이

미술상을 보편적인 제도로 시행하게 되었고 작가들의 커리어 전개에 있

어서도 미술상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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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주요 국공립·사립 미술관들이 이러한 미술상을 제정하기 전,

2000년부터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이 기업 미술상으로 시행되어 오면서

한국 미술계의 중요한 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견 미술과 관련이 적은 것처럼 보이는 사기업 또한 문화재단을

통해 유망 작가를 선정해 시상하고 전시 등을 지원하며 미술상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맡아 온 것이다.51)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외에도 한진해

운 양현재단의 양현미술상, 두산그룹 두산연강재단의 두산연강예술상, 주

식회사 삼탄의 송은문화재단이 제정한 송은미술대상, 한진그룹 일우재단

의 일우사진상, 포스코그룹 포스코청암재단의 포스코 스틸아트 어워드

등 다수의 기업들이 제정한 미술상들이 존재한다.

기업은 이러한 미술상을 시행하면서 손쉽게 언론에 노출되고 예술의

후원자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술을

평가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의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 미술상이 고효

율의 아트마케팅 수단으로 여겨지면서 기업들이 메세나 활동의 일부로

미술상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화된 것이다. 이제 기업들은 미술품을 수집

하거나 전시회, 미술관을 후원하는 전통적인 메세나 역할에서 벗어나 이

전 시대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예술을 후원하고, 나아가 미술을 기업

경영의 주요 원동력으로 간주하기도 한다.52)

사회학자 심보선은 예술상의 확산과 증가 이유를 ‘모방에 의한 동형화

(Mimetic isomorphism)’로 설명한 바 있다. 문학계에서는 노벨문학상의

상징적 권위와 영향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문학계 내에서 뿐만이 아

니라 ‘미술계의 노벨 문학상’, ‘영화계의 노벨 문학상’과 같은 식으로 참

조와 연쇄가 장르를 뛰어넘어 다른 장르의 공간으로 까지 확산되었다.53)

51) 정형모, 「“조건 없는 순수 미술 지원 흔들리지 않을 것”」, 『중앙일보』,

2012-08-05,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963117 참조.

52) 김진아, 「기업, 미술에서 길을 찾다」, 『월간미술』, 2011년 3월호, p.90.

53) 심보선(주 13), pp.81-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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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상의 확산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술상이 가지는 효과

성(effectiveness), 즉 앞서 지적한 것처럼 예술상이 실제로 사회적, 제

도적, 이데올로기적 효과들을 달성하느냐와 무관하게 일단 예술상이

일반적으로 ‘정당한(legitimate)' 전략으로 인지가 되면 예술장 내의

개별 사회적 행위자들은 예술상을 거의 자동적으로 채택한다는 점이

다. 장 내부에 불확실성이 높을 때, 단순히 상품 가치에 대한 평가나

선택 기준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행위자들이 추구해야 할 목적이 모

호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할 때, 장 내

의 신참 행위자들은 성공적인 행위자들의 모델을 채택하게 된다.54)

심보선의 연구에 따르면 목적과 수단이 불확실한 경우, 즉 장 내부의

불확실성이 높을 경우에 성공적인 행위자들의 전략과 모델을 모방하면서

상이 급증하고 일반화 된다는 것이다. 미술계의 경우, 영국에서 터너 프

라이즈가 성공한 이후 많은 미술상들이 이 상을 모델로 하여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참조하면서 제정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서 상의 증가는 비단 예술계나 미술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앞에서 제시한 [도판 5]에서는 오히려 예술 분야의 상이 다른 분야의 상

에 비해 자금 증가의 폭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현대 미술상의 증가가 미술 장 내부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으로 각 분야에서 성취를 입증하고 혁신을 추동하는 도구

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면서 나온 현상으로 파악한다. 또

한 미술계의 성취가 외부인들에게 충분히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고 여겨

지기 때문에, 자체적인 상을 설립하여 그 성취를 외부에 입증하려는 경

향이라고도 분석된다.55)

한편으로 미술상은 예술적 성취를 스타덤과 성공의 측면에서만 바라보

는 소비사회의 명백한 징후이기도 하며, 상이 확산되는 이러한 현상은

54) 위의 글, p.82.

55) 조엘 베스트는 그룹 내의 성취가 외부인들에 의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겨

지는 경우, 자체적인 상을 설립할 수 있다고 본다. Joel Best(주 21),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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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적 세계를 얕고 동종인 것으로 대체시켜 버리기 십

상이다.56) 따라서 상은 때로 축전이 아닌 예술의 오염으로 간주되곤 한

다. 수상자에게 환호하며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 미술상이 불편하게 느

껴지는 것은 그것이 미술을 위한 순수한 문화적 이벤트와 관계자들의 사

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탐욕스러운 경쟁적 이벤트의 경계에 서있기 때문

이다.

경제 원리에 따르면 상이 많아질수록 그 가치는 저하되어야 한다. 그

러나 이러한 경제 원리는 상에 완벽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이

범람하는 현상 속에서 소수의 인기 있는 상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높은

가치를 획득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술상에 대한 불

만이나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미술상은 존속하며, 유명 기관이 주

는 미술상을 받은 작가는 인지도를 높이고 공신력을 인정받는다.

56) James F. English(주 25), pp.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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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미술상에 대한 고찰

제 1 절 미술상의 기원과 기능

미술가 혹은 미술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상은 미술 분야에서 단독

으로 설립되기 전 예술상으로 먼저 존재했다. 최초의 예술상(arts prize)

중 하나는 1663년 파리에서 설립된 로마 상(로마 대상, Prix de Rome)으

로, 이는 회화, 조각, 건축, 음악, 판화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57) 또한

프랑스에서는 1725년 살롱전(Le Salon)이 루브르 살롱 카레(Salon

Carée)의 그랑드 갈르리(Grande Galerie)에서 개최되면서부터 본격적인

관전으로 발돋움하였는데, 18세기 중반에 심사제가 도입되면서 미술 작

품에 대한 평가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8세기에는 대학이 예술상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1750년 케임브리지

대학이 종교적인 시를 대상으로 시토니안 상(Seatonian Prize)을 제정했

으며, 1806년에는 옥스퍼드 대학이 시를 대상으로 뉴디게이트 상

(Newdigate Prize)을 제정했다. 1905년 독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

하는 미술상인 빌라 로마나 상(Villa Romana Prize)이 출범하여 시각 예

술을 대상으로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1903년 프랑스 문학상인 공쿠

르 상(Prix Goncourt)이 시행되면서 현대 도서상(modern book prize)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1947년 이탈리아의 문학상인 스트레

가 상(Premio Strega)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문학상들이 제

정되는 사이, 1957년에는 영국에서 회화 부문의 유서 깊은 미술상인 존

무어스 회화상(John Moores Painting Prize)이 설립자의 이름을 따서 제

정되었다. 동시대 도서상(contemporary book prize)으로는, 프랑스의 공

쿠르 상을 모델로 하여 영국에서 문학상인 부커 상(Booker Prize)이

57) 프라이즈(prize)라는 용어의 역사는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John Street(주 6),

p.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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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에 제정되었다. 부커 상은 예술상에 대한 미디어 보도를 장악하면

서 다른 상들의 기준으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고,58) 영국에서는 이 부커

상을 모델로 하여 미술 분야의 터너 상과 음악 분야의 머큐리 음악상

(Mercury Music Prize)이 각각 1984년과 1992년에 제정되었다.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는 오스트리아 린츠에 위치한 아르스 일렉트로니

카에서 1987년부터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상(Prix Ars Electronica)을 운

영해오고 있다. 이 상은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는 역사성과 전문성으로

가장 인정받는 미술상이지만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화, 디지털 음악 등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순수 미술만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상의 논의에서

는 중요도가 낮은 편이다.

순수 미술의 영역에서는, 국제 미술제인 이탈리아 베니스 비엔날레의

황금사자상이 상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전시

의 참여 작가가 되는 것만으로도 작가 개인에게 영예로운 일로 받아들여

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수상을 한다는 것은 특히 더 높은 가치가 부여

되는 것이다. 1895년부터 시작된 베니스 비엔날레는 첫 회부터 참여 작

가들에게 상을 수여해왔다. 특히 대상(Grand Prizes)은 1938년에 설립되

어 1968년까지 시행되었으나 항의 운동으로 인해 폐지되었다.59) 이후

1986년부터 다시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베니스 비엔날레의 미술

상 제도는 상에 대한 미술계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한다. 미술상에 대한

필요성이 미술계 전역에서 큰 공감을 얻으며 미술상에 대한 거부감을 능

58) 1995년부터 1998년까지 4년 동안 영국에서는 부커 상에 대한 기사가 120개, 터너 상

에 대한 기사가 91개, 머큐리 음악상에 대한 기사가 42개 보도되었다. MacRory,

“Arts Prizes and Media Coverage", Research Report, John Logie Baird Centre,

Glasgow, 1998, p.3(John Street(주 6), p.824에서 재인용).

59) 1968년 학생시위대가 “자본가들의 비엔날레, 너희들의 파빌리온을 불태워 버릴테다”

등의 슬로건을 외치며 비엔날레 오프닝을 제지했다. 제34회 비엔날레는 시위와 혼란

으로 점철됐다. 여러 국가의 작가들이 시위에 가담했고, 연대의 표시로서 자신의 작

품을 가리거나 뒤집어 놓았다. 시위의 결과로, 미술의 상업화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

되는 수상제도와 판매 부서가 폐지됐다. 에이엠아트편집부, 『아트인컬처』, 2015년 6

월호, 에이엠아트, p.86; 베니스 비엔날레 공식 웹사이트, http://www.labiennale.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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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상이 다시 시행된 1986년부터 베니스 비엔날

레는 회마다 조금씩 상의 구성을 달리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시 작가 중 최고의 작가(the best artist)와 가장 뛰어난 전시를 보여준

국가에게 황금사자 상(Golden Lion)을 수여하고, 2009년부터는 유망한

젊은 작가에게 은사자 상(Silver Lion)을 수여해오고 있다.60) 그 외에도

특별상(Special mentions), 공로상, 비평가 혹은 미술사학자를 대상으로

한 상 등이 마련되어 있다.

1990년대 터너 상의 대중적 성공 이후에는 세계 각국에서 미술상들이

연달아 제정되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휴고 보스 상(1996년), 네덜란드

의 빈센트 상(The Vincent Award, 2000년), 프랑스의 마르셀 뒤샹 상

(Prix Marcel Duchamp, 2000년), 스페인의 호안 미로 상(Joan Miró

Prize, 2007년)과 같은 미술상들은 터너 상의 선구자적인 위상을 강화한

예라 할 수 있다.

존 스트리트는 근대 예술상들이 책이나 음반 등을 특정 시장에 판매하

기 위한 '시장 고려(market considerations)'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본

다.61) 문화 산업에서 예술상이 예술상품에 대한 마케팅 과정의 일부로

여겨지는 것이다. 또한 어떤 상이 제정되면 그 상의 문제점이나 편협성

을 개선하기 위해 또 다른 상들이 제정되는 방식으로 예술상은 확대, 확

장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문학과 예술 분야의 상에 대해 연구한 펜실베이니아 대학 교수 제임스

60) 베니스 비엔날레의 미술상은 장르 구분과 나이 기준에 있어서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먼저 미술의 장르 구분에 있어서, 1990, 1993, 1995년에는 회화와 조각 분야를

나누어 각 분야의 작가에게 황금사자 상을 수여하였으며 1997년에는 회화와 퍼포먼

스 아트 분야에서 각 작가에게 황금사자 상을 수여하였다. 그러나 1999년부터는 장르

구분 없이 수상 작가를 선정 해오고 있다. 나이 기준에 있어서는, 황금사자 상 중 ‘젊

은’ 작가에게 수여되는 황금사자 상(Golden Lion to a young artist)의 나이 기준이

2005년에는 35세 미만이었으나 2007년에는 40세 미만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2015년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46세의 임흥순 작가가 유망한 ‘젊은’ 작가(a promising

young artist)에게 수여하는 은사자 상을 수상한 사실은 미술상에서 젊은 작가에 대

한 나이 기준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61) John Street(주 6), p.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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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리시는 예술상의 기능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이를

미술상의 기능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첫 번째 기능은 사회적인

기능이다. 상은 주로 야심찬 문화적 이벤트나 축제 행사들을 동반하며

사람들의 결집 장을 형성한다. 상은 일종의 경쟁적 스펙타클(competitive

spectacle)로서 미술가와 미술 작품, 상을 수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이벤

트가 열리는 지역 사회, 도시, 국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미술 작가, 비평가, 컬렉터, 전시기획자, 공공기관의 직원, 후원자, 홍보담

당자, 기자, 관객 등 광범위한 문화적 플레이어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흔

치 않은 기회를 제공 한다. 이 때 상은 경제학자들이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이라고 부르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플레이어들이 서로 접촉하게 하여 상호간에 이로운 거래가 일어나도록

한다.62) 즉, 서로가 원하는 것을 교환하고 취하는 장을 형성하는 것이 미

술상이 지닌 사회적 기능이다. 다음은 영국의 건설회사 존 랭(John

Laing)이 조직한 중소규모 미술상인 랭 아트 컴피티션(Laing Art

Competition) 대표자의 발언으로, 미술상의 사회적 기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랭 아트 컴피티션 혹은 미술상)은 매우 좋은 홍보 활동이다. 우

리는 갤러리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또한 회화 컴피티션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고객들이 이 회화 컴피티션을 위한 작품들을 보

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역(컴피티션이 열리는 10개 지역)에

서 독특한 방식으로 고객들을 접대할 수 있다.63)

두 번째 기능은 제도적인 기능이다. 상은 문화적 가치의 생산을 위한

권위에 대한 요구와 권위의 행사로서 기능하는데, 이때 상은 문화적 경

제에 대한 통제, 그리고 존경(esteem)과 보상(reward)의 분배에 대한 통

62) James F. English(주 25), p.51.

63) 1992년 7월 10일의 인터뷰, 괄호 안의 내용은 본 연구자가 추가. Chin-Tao Wu(주

4),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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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제도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64) 상은

그것을 조직하고 경영하는 사람에게 특정한 권력을 인정하며 그것이 미

술의 관료화를 부추기게 된다. 물론 이에 불가피한 결과로서 적대적이고

반관료적인 무리들에 의해 대안적인 상들이 생겨나지만 이들 또한 곧 제

도적 풍경의 일부가 되는 ‘반제도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엄격한 심사

제도와 전통에 얽매여 있었던 프랑스의 살롱(Le Salon)의 권위에 반발하

며 개최된 살롱 데 앙데팡당(Salon des Indépendants)이 하나의 예가 된

다.

세 번째는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이다. 미술상은 미술이라는 독립적이고

우월한 영역에 대한 개념을 시험하고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T. J.

클라크는 이데올로기의 기호(sign)를 담론 내에서 일종의 비활성적인 것,

즉 이미지나 신념의 고정된 패턴, 의무적인 구문론, 보기와 말하기에 허

용된 방식들의 집합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

의 폐쇄와 개방의 구조, 그 자체의 범위를 갖고 있으며, 일정한 인식을

제공하고, 그 외의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없는 것, 비정상적인 것 또는

극단적인 것으로 만든다.”65)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구성된 지식의 체계라

할 수 있으며 대개 특정 계급의 태도나 경험들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

다.66) 또한 미술 작가 박이소는 이데올로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64) James F. English(주 25), p.51.

65) T. J. 클라크, 「모던한 삶의 회화: 마네와 그의 추종자들의 미술에 나타난 파리」,

권영진 역,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눈빛, 2004, p.362.

66) 위의 글, p.3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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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를 눈가림하거나 모순을 왜곡, 은폐하는 것. 또는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지배의 실체를 감추는 것. 예: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2. 법이나 철학, 윤리, 예술과 같은 모든 사회적 의식이 결합하여 이

루어지는 총체적 생각.

3. 어떤 문학 텍스트(소설, 대중가요, 영화, 그림 등의 온갖 표현양식)

가 세상에 대해 나타내는 특정 견해. 예: 디즈니 만화의 이데올로기

4. 사회질서 내에서의 일정한 의식이나 관습의 실천 행위. 그 실천 행

위를 통해 기존 사회체제, 상황, 관계를 재생산하게 됨. 예: 크리스마

스 축제

5. 부분적이고 특이한 현상을 보편화, 정당화함으로써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만들기 위한 헤게모니 투쟁. 예: 정

치 선전 방송67)

위의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이데올로기의 정의가 제임스 잉글리시가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에 가장 가까운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잉글

리시에 의하면 예술과 예술적 가치에 대한 개념은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

한 집단적인 환상의 거듭되는 행동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집합적인

문화적 인정을 조성하는 이벤트가 요구된다.68) 어떤 예술가나 예술작품

이 가치 있다는 합의가 달성되지 않더라도 상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술적 가치 측정에 대한 논쟁, 판단의 적합성 논란, 후원자나 심사위원

이 가지는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 등은 오히려 예술의 상징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69) 이러한 상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은

67) 메리 앤 스타니스제프스키,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박이소 역, 현실문화연구,

2011, p.32의 역자 주석.

68) James F. English(주 25), pp.52-53.

69)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예술장의 경제를 ‘상징경제(symbolic

economy)’라고 부르며 이 경제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재화, 예술작품들을 ‘상징적 재

화(symbolic goods)’라고 부른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예술장의 상징경제는 일반적인

경제, 즉 소비자를 상대로 한 상업 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출하려는 경제를 부정하는

경제이다. 따라서 예술장에는 두 가지 경제 논리, 즉 반(反)경제적 논리와 상업적 논

리가 항상 경합하고 충돌하는데, 예술의 고유한 반경제적 실천은 경제적 이윤이나 보

상의 요구에 맞서 ‘문화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예술이라는 상징적 재화는



- 34 -

결코 특정한 미술 작품이나 미술 행위, 혹은 미술 작가 개인이 해 낼 수

없는, 미술상이라는 제도가 지니는 기능이다.

제 2 절 미술상의 의의

1. 제도로서의 미술상

현대 사회에서 미술은 점차 제도 안에서만 존립할 수 있는 형태가 되

어가고 있다.70) 미술 작품이나 작가는 제도적 울타리 속에서 영향력을

지닌 기관이나 인물 혹은 시스템이 부여하는 외적 권위만큼 그 공적 가

치를 인정받는다. 이러한 가치 부여의 방식은 대부분 선택의 과정을 통

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는 작가 혹은 작품

이 미술관이나 갤러리의 기획 전시에 초청되거나,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

되거나, 컬렉터에게 작품이 판매되거나, 미술 비평가 등의 전문가 의해

미술상을 받는 경우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술을 지난 200년간의 근대 발명품이라 보는 메리 앤 스타니스제프스키

(Mary Anne Staniszwski)는 현대세계에서 미술과 제도의 관계를 다음

과 같이 밝히고 있다.

문화적 정당성-명성, 명예, 천재성-이라는 반경제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데, 이 기준

들이 상업적 기준에 맞서는 정통적인 기준으로 정립되면 될수록 예술장은 그만큼 자

율적(autonomous)이라고 볼 수 있다.” 심보선(주 13), pp.76-77.

70) 심상용, 「비평의 범주와 제도의 문제」, 『현대미술학회 논문집』, 제6호, 현대미술

학회, 2002, p.1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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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는 미술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타난 현상으로, 미술관에

전시되고, 박물관에 보존되며, 수집가들이 구매하고, 대중매체 내에서

복제되는 그 무엇을 말한다. 미술가가 미술작품을 창조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소용이나 가치가 없다. 그러나 이 미술작품들은

미술의 여러 제도들(화랑이나 미술사, 미술출판, 박물관 등) 내로 순환

하면서 비로소 현대세계의 다른 어느 것보다도 상대적으로 깊은 의미

와 중요성을 획득하고 그 가치가 증폭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다양한 제도들에 의해 형성되고 정

의된다. 제도는 사물들의 경계와 관행을 설정해 준다.71)

미술계 내부에는 명확하고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가 하면

추상적이거나 쉽게 감지되지 않는 제도도 존재하는데, 스타니스제프스키

는 미술비평, 미술사, 비판이론 등을 추상적인 제도로 파악하였다. 또한

최열은 국내의 ‘미술계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제도는, 국가권력이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의 산물이자 그 결과로써 형성된 관료부문의 미술 제도 그리고 민

간부문에서 주체가 되어 전개하는 사업의 산물로써 형성된 제도를 뜻

하는 것이다. 국가권력의 산물로는 국가문화 예술기관과 더불어 기관

이 주도하는 미술인 조직, 전람회, 관립 미술교육기관, 관립 박물관 및

미술관, 각종 관주도 미술상 따위를 들 수 있고 민간부문의 산물로는

미술단체, 미술언론, 미술시장 및 민간 미술교육기관과 각종 전람회를

들 수 있다.72)

최열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술상, 즉 수상제도는 명명백백한

미술의 여러 제도들 가운데 하나로서 미술의 의미와 가치를 증폭시키는

틀이자 이데올로기적 실천이다. 최열은 관료부문의 미술 제도와 민간부

71) 메리 앤 스타니스제프스키(주 67), p.28.

72) 최열, 「1950년대 미술계 제도에 관하여: 관료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미술사

학』, 제11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03,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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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미술 제도를 구분한다. 그는 각종 관주도의 미술상을 국가권력이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추진하는 관료부문의 미술 제도에 포함시키고 있

으나 민간부문의 미술상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현재 국내 미술계에서는 민간 기업이 주최하는 미술상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민간 기업의 미술상으로는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Hermès Foundation Missulsang)이 있다. 이 상은 에르메스의 한

국지사가 1997년 한국의 젊은 작가를 후원하고 난해한 현대미술과 대중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파리 본사에 먼저 제안, 2000년에 제정되

었다.73)

상은 다른 광고나 마케팅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특정한 문화적 형식

을 입증하는 데 기여한다.74)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영국 현대미

술계에서 터너 상은 회화와 같은 “순수 미술의 전통적 형식과 대조되는

개념미술을 더욱 광범위한 대중들에게 정당화하기 위한 장치”의 전형이

되기도 한다.75) 또한 미술상이라는 제도를 통해 심사와 가치판단을 거쳐

경쟁에서 승리한 작품은 취향의 계층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

와 관련하여 이숙경은 2004년 터너 상 전시에서 제도권 미술계가 정치적

주제를 받아들이는 한계적 시각이 표명되었다고 보았다.

  올해의 터너 프라이즈 전시는 무엇보다 오늘날의 미술이 어떻게 정치

적 현실에 대응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보게 했다. 후보로 지명된

작가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현실을 구성하는 사회정치적 사안을

다루었고, 언론도 이런 정치적 성향에 주목했다.

그러나 미술이 정치를 다룬다는 면에서는 이들의 작품보다 심층적이

고 실질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허다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

히려 이 전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정치적 주제가 제도권 미술계에서

받아들여지는 한계 지점을 역설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런 민감한

73) 이영균, 「브랜드만큼 유명한 브랜드 제정 미술상」, 『아트나우』, 5호, 노블레스 미

디어 인터내셔날, 2014, p.57.

74) John Street(주 6), p.835.

75) 위의 글, p.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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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를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태도로 다룬 델러에게 상을 수여함으

로써, 터너 프라이즈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제도권 미술계의 시각을 간

접적으로 표명했다고 생각한다.76)

[도판 6] 제레미 델러, 터너프라이즈 2004

© Tate Photography, J Fernandes and M Heathcote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라는 제도의

사전적 의미에 빗대어 본다면 미술상도 미술 내의 질서, 구조와 체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는 권위

와 결탁하여 악용되기 쉽고, 특히 수상제도는 상이라는 형식의 태생적

특성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경계가 필요하다. 수상제도는 공정성과 투명한 운영을 기반

으로 미술의 새로운 가치를 밝히고 담론을 형성하는 생산적인 제도로 기

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술의 생태계 속에서 공익성과 효용성의 가

치를 우선시함으로써 순기능을 발생시키는 제도로 존재해야 할 것이다.

76) 이숙경, 「미술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대응」, 『월간미술』, 2005년 1월호,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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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원으로서의 미술상

미술가에게 활약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경제적 기반이 되어주는 미술

후원은 역사적으로 미술 문화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뿐만 아니라 미술 후원은 현대미술의 주요 경향을 형성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온 미술 후원의 역사

는 2세기에 걸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산물인 패트런(patron)으로 거슬

러 올라간다. 여기에서 패트런은 “예술 작품의 경제적 물질적 담당자일

뿐만 아니라 예술가를 이해하고 작품을 평가하고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

람들”을 의미한다.77) 후원자 연구로 잘 알려진 미술사학자 프란시스 해

스켈(Francis Haskell)은 “후원(patronage)이라는 용어의 현대적 사용에

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독립된 실재로서의 예술에 대한 호의적인 이해가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78) 즉, 후원은 예술 애호정신이 기본이 되어 나타

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독일의 미술상인 빌라 로마나 상

은 예술 애호정신을 바탕으로 한 미술 후원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빌라 로마나 상은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상으로, 1905년 예술가에

의해 결정되고 예술적 표현의 모든 형식을 수용하는 독립 포럼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다.79) 이 상은 1905년 독일 예술가 막스 클링거(Max

Klinger)가 예술가들의 작업실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자금으로 피렌체 교

외의 방 40개짜리 빌라를 구매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빌라 로마

나는 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진, 예술가를 위한 예술가의 집이라 할 수 있

으며, 국가의 아카데미가 주는 상에 대한 대안으로 기능했다. 이 상은 현

77) 다카시나 슈지, 『예술과 패트런: 명화로 읽는 미술 후원의 역사』, 신미원 역, 눌와,

2003. p.16.

78) Francis Haskell, “Patronage", Encyclopedia of World Art Ⅺ, New York:

McGraw-Hill, 1966, p.118.

79) 빌라 로마나 공식 웹사이트,

http://www.villaromana.org/front_content.php?idcat=2&la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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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펠로우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재능 있고 젊

은 작가들이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10개월간 체류하도록 하여 작품을 더

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펠로우로 선정된 작가들이 피렌

체에 머무르는 동안 이들에게는 작업실과 아파트가 무료로 제공되며 매

달 1500유로가 지급된다. 게오르그 콜베(Georg Kolbe, 1905년), 막스 베

크만(Max Beckmann, 1906년), 케테 콜비츠(Käthe Kollwitz, 1906년), 게

오르그 바젤리츠(Georg Baselitz, 1965년), 마르쿠스 뤼페르츠(Markus

Lüpertz, 1970년) 등 잘 알려진 독일 작가들이 이 상을 거쳐 갔다. 해마

다 선정 작가 수는 차이가 있으나 최근에는 심사를 통해 매년 4명~6명

정도를 펠로우로 선발하고 있으며 동시대 미술 실천에 대한 소통을 확대

하기 위해 국제적인 게스트 작가들을 초청하기도 한다. 또한 매년 여러

차례 전시를 열고 독일 작가와 이탈리아 작가들 간의 문화적 교류를 증

진시키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시각 예술 진흥을 꾀하고 있

다.80) 독일의 은행 도이체 방크(Deutsche Bank)가 1920년대부터 빌라

로마나의 메인 스폰서로서 후원하고 있다.

설립의 역사적 배경과 취지, 운영 방식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빌라

로마나 상은 미술을 위한다는 기본적인 미술 애호 정신과 함께 미술 작

품을 평가한다는 전통적인 미술 후원의 개념을 실행한다. 또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 제작을 위한 경제적, 물질적 지원 등

을 담당함으로써 미술상의 후원적 성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인간의 삶이 새로운 시대를 창조할 때마다 미술사에서 미술가와 후원,

후원자의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져왔고 후원의 주체나 후원의 방식 또한

변화했다. 전통적인 후원의 주체가 귀족이나 왕실, 또는 교회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20세기에는 개인 수장가, 국공립·사립 미술관, 사설재단, 정부,

화상, 평론가, 기업 등 다양한 후원주체가 등장하였다.81) 또한 19세기말

80) “Villa Romana”, 24 May 2005,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de&ie=UTF8&prev=_t&rurl=translate.google.c

om&sl=de&tl=en&u=http://www.art-in.de/incmeldung.php%3Fid%3D889 참조.

81) 윤난지, 「20세기 미술과 후원: 미국 모더니즘 정착에 있어서 구겐하임 재단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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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작된 현대 자본주의가 20세기 전반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현대미

술에서도 정치권력이나 종교적 배경보다 재력을 기반으로 한 후원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82)

기업이 미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나 미술을 지원하기 시작한 시점은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미술 후원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기업에 미술 부서를 설립하거나 자체적으로 큐레이터를 고용하고,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전시를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60년대와 1970

년대에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기업의 미술 컬렉션을 마련하고 그 컬렉

션을 자국이나 해외에 순회 전시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였다.83) 그리

고 1980년대부터 기업들은 미술상을 조직하고 후원하기 시작하였는데 친

타오 우는 이를 “미술 개입의 진보된 단계”라고 쓰고 있다.84) 미술 후원

의 특정한 형식으로서 기업 미술상은 다른 미술 후원의 형식과는 다르게

기업의 특정 시장 사양에 맞춘 자체 브랜드 상으로 설계될 수 있는 유연

성을 지닌 마케팅 도구이다. 기업은 그들의 타겟 고객이나 브랜드 이미

지에 맞는 미술상을 기획할 수 있다. 미술상은 미디어를 통해 널리 보도

되기 쉬운 특성과 함께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쳐 현재까지 기업의 미

술 후원 분야에서 눈에 띄는 활동과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의 미술상 후원은 자체 미술상을 마련하거나, 기존의 미술상을 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영국의 주요 지상파 방송 ‘채널 4(Channel

4)’는 1991년부터 2003년까지 13년 동안 터너 상을 후원했다. 이 방송사

의 커미셔닝 에디터였던 월드마 자누스작(Waldemar Januszczak)이 “채

을 중심으로」,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제6집, 서양미술사학회, 1994, p.57을 참고

로 하여 본 연구자가 일부 정보를 추가하였다.

82) 위의 글, p.76.

83) 본격적이고 전문적인 기업 컬렉션은 1960년대에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전문적인

기업 컬렉션의 형성을 주도했던 인물은 데이비드 록펠러(David Rockefeller)였다. 그

는 체이스 맨해튼 은행의 총수로서 미술관을 후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은행 모든

건물들 안에서 미술작품들이 눈에 띄길 원했다. 김진아, 「20세기 후반 미국 미술의

후원과 대기업들: 한스 하케(Hans Haacke)의 작품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제

24집, 한국미국사학회, 2006, pp.61-62.

84) Chin-Tao Wu(주 4), pp.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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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4에서 예술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확장된다”라고 언명했을 정도로 현

대 미술상에서 기업 후원이 갖는 영향력은 지대하다.85) 기업 후원은 미

술계 내부인들의 관심만을 끌던 미술을 외부 세계의 관심 대상으로 만드

는 강력한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채널 4는 터너 상 시상식을 영국

전역에 생중계함으로써 터너 상을 범 대중적인 전국적 이벤트로 거듭나

게 했다. 상을 후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단지 경제적인 목적만으로 후

원을 선택하지 않는다. 채널 4의 예술 담당 커미셔닝 에디터였던 재니

워커(Janey Walker)의 다음 인터뷰 내용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

기 위한 기업의 미술상 후원 목적을 잘 보여준다.

  이것(미술상에 대한 후원)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채널에

게 돌아가는 이익은 그보다 더욱 교묘하다. 이것은 우리의 브랜드 아

이덴티티에 더 가까운 것이다. 우리는 현대미술에 관한 많은 프로그램

들을 행한다. 이는 채널로서 우리가 동시대 미술과 영국 문화 현장의

그러한 것들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이는 실

제로 그것이 발생시키는 광고 수익을 넘어서는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채널 4는 이것(동시대 미술, 문화 등)이 최첨단이고, 젊고, 불손하고,

때때로 아주 별나고, 흥미롭고, 예측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로

부터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채널 4의 브랜드와 결부

된다. 당신은 터너 상이 채널 4의 브랜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터너 상은 분명히 채널 4의 이미지 전체에 어떤 것을 더했

다.86)

채널 4는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급급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비전

으로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미술상 후원을 선택했다. 필립 코

틀러(Philip Kotler)는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견지해야 할 가장 강력한 미

85) Waldemar Januszczak, “Sponsor's Foreword”, The Turner Prize 1995, London:
Tate Gallery, 1995(위의 책, p.171에서 재인용).

86) 1999년 5월 12일의 인터뷰, 괄호 안의 내용은 본 연구자가 추가. Chin-Tao Wu(주

4),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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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트렌드를 ‘지속가능성’으로 본다.87) 1990년대 말 이래로 점차 중산층

시장이 사라지고 시장이 상류층 시장과 하류층 시장으로 양분되는 시장

의 양극화가 나타났다.88) 이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류층 혹은 하

류층 시장을 집중 공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상류층 시장

이 점점 성숙하고 상류층 소비자들 역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져

가는 상황에서, 기업의 미술상 후원은 상류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우위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되었다.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적 브랜드 휴고 보스의 미술상 후원은 패션 기

업의 미술 후원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이다. 휴고 보스는 채널 4와는 달

리 자체적인 미술상을 설립하는 방식을 택했다. 1976년 미국에 진출한

휴고 보스는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서서히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

었다. 휴고 보스는 1990년대 초에 미국 내에 20개의 매장을 열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통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

입하기 위한 상업적 야망으로 미술 후원을 시작하였다.89) 이러한 계획에

따라 1995년 휴고 보스는 구겐하임 미술관과 장기간의 제휴를 맺고 전

시, 교육 프로그램, 휴고 보스 상 등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제휴를 맺

을 당시, 구겐하임 미술관의 관장이었던 토마스 크렌스(Thomas Krens)

는 “개입의 범위와 수준에 있어서, 이번 협력은 구겐하임이 과거에 가졌

던 어떤 전통적인 후원의 형식도 능가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90) 5백만

달러로 알려진 휴고 보스의 후원 결정은 미술관에게도 크고 새로운 변화

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들의 협력은 특정한

87) 필립 코틀러, 『마켓 3.0: 모든 것을 바꾸어놓을 새로운 시장의 도래』, 안진환 역,

타임비즈, 2010, p.169.

88) 위의 책, p.170 참조.

89) Chin-Tao Wu(주 4), p.174 참조.

90) “Guggenheim Museum and Hugo Boss AG Announce Major Five-year

Agreement; Unique Partnership Provides On-going Support for Educational and

Curatorial Programs.”, 1 Mar 1995,

http://www.thefreelibrary.com/Guggenheim+Museum+and+Hugo+Boss+AG+announce+

major+five-year...-a0166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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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에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다 열려있고 유연한 것이었

으며, 서로의 필요에 맞게 발전될 수 있는 것이었다. 당시 휴고 보스의

CEO였던 피터 리트만(Peter Littmann)은 창조성과 혁신이 예술과 기업

사회에서 공유되는 가치임을 역설하면서, 진정한 국제적 미술관으로서

구겐하임 미술관을 휴고 보스의 이상적인 파트너로 보았다.91) 휴고 보스

는 기업의 명칭을 미술상의 이름으로 내세우고 장기적으로 미술상을 후

원하면서 현대미술의 새로운 트렌드인 설치, 영상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동시에 국적 제한 없이 여러 국적의 작가들을 수상자와 후

보자로 내세워 현대적 미술 후원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였다.

이는 기업의 자금력과 구겐하임 미술관의 현대미술에 대한 전문성이 함

께였기에 가능한 시너지 효과라 생각된다. 실제로 휴고 보스는 브랜드

확장과 성장을 계속하여 201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0퍼센트 증가한 23

억 5,000만 유로의 매출 신기록을 이루었다.92) 본고에서는 휴고 보스가

미술상을 후원하면서 목표 세분시장에서 연상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고 본다. 다음은 휴고 보스가 미술상 후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브랜드

연상이미지를 도식화한 것이다.

후원대상

(휴고 보스 미술상)

원하는 연상이미지

(현대적, 고급의, 세련된)

브랜드

(휴고 보스)

[도판 7] 미술상 후원을 통한 브랜드 연상이미지 개발93)

91) 위의 글.

92) 엄성필, 『지금 당장 브랜딩 공부하라』, 한빛비즈, 2013, p.221.

93) 데이비드 A. 아커, 에릭 요컴스탈러, 『브랜드리더십』, 브랜드앤컴퍼니(주) 역, 브랜

드앤컴퍼니, 2001, p.267의 브랜드 연상이미지 개발 도식을 응용하였다. 휴고 보스의

브랜드 포지셔닝에 대해서는 휴고 보스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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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로마나 상과 터너 상, 휴고 보스 상의 사례는 현대 미술상이 갖

는 미술 후원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미술상은 미술

을 후원하는 성격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증진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기업이 후원하는 미술상은 ‘후원’의

개념에서 ‘파트너’의 개념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미술상을 통

해 기업과 미술이 상호이익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미술상이 작

가의 작품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후원적 성격을 고수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3. 마케팅과 미술상

기업이 미술상을 제정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미술상은 자본주의의 핵심

학문인 마케팅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 때 미술상은 아트마케팅의 일

부로 파악될 수 있는데, 이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나타난 미래마케팅

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마케팅의 핵심 역할이 제품에 대한 수요를 발

생시키는 것이었다면, 아트마케팅의 핵심 역할은 예술이 갖는 환기

(arousal)의 힘과 예술가의 개방적 이미지 등을 통해 브랜드와 소비자가

정서적으로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아트마케팅은 예술이 갖는 고

급 이미지를 통해 남들과 차별화되기를 원하는 고급 고객층의 요구를 만

족시킨다.

아트마케팅은 당초 고객 애착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던 중

고안된 것이다. 기업은 고객의 애호 혹은 애착을 얻기 위해 마케팅 활동

을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애착 요인으로서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시대는 고객 애착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마

http://group.hugoboss.com/e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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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팅 방식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탄생한 새로운 마케팅 경

향 중 하나가 바로 아트마케팅인 것이다. 아트마케팅은 일방향

(one-way)이 아닌 양방향(two-way)의 비즈니스모델로서, 문화예술을

플랫폼의 중심에 두는 비즈니스모델이다.94) 전인수는 아트마케팅을 ‘아트

를 통해 교감가치(communion values)를 창출하는 마케팅활동’으로 정의

하며, 아트마케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제시한다.

[표 1] 아트마케팅의 분류95)

기업이 제정하거나 후원하는 미술상은 기본적으로 메세나의 성격을 띤

다. 메세나란 예술, 문화, 과학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지원을 뜻하는 말

로, 한국메세나협회는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에

94) 전인수, 『(새로 쓰는) 마케팅』, 학현사, 2012, p.432.

95) 위의 책, pp.424-425, 436-437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아트마케팅 활동 내용

메세나

(Mecenat)

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 교감하는 활동, 문

화예술을 지원하고 이를 기업이미지 제고에 활용하는 마

케팅

아트플랫폼

(Art Platform)

‘홍대 앞’과 같이 예술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소비자와 

기업이 교감하게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아트를 엔진

으로 플랫폼을 만드는 활동

아트인퓨전

(Art Infusion)

광고나 패키지 디자인에 예술작품을 차용하는 것, 제품에 

아트를 입히는 활동

콜라보레이션

(Collaboration)

유명 작가로 하여금 제품이나 패키지 디자인을 하게 하여 

그 자체가 예술작품이 되게 하는 것

내부아트마케팅

(Internal Arts 

Marketing)

직원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아트를 

활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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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헌하고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용어”라고 정의하

고 있다.96) 본고는 메세나와 앞에서 논의한 ‘미술 후원’을 구분해서 보고

자 한다. 메세나가 현대에서 주로 ‘기업’의 예술 지원으로 해석되고 따라

서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이라면, 미술 후원은 미술 자

체의 진흥을 위한 것으로서 현대에 통용되는 메세나의 의미보다 더 큰

범위이기 때문이다. 한스 하케(Hans Haacke)는 '메세나(Maecenas)'라는

이름이 기업들에게 스스로 이타주의라는 아우라를 부여하고 있으며, 오

히려 미국적 용어인 ‘스폰서(sponsoring)’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술계

의 자본 교환을 더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았다.97)

메세나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메세나에는 메세나를 보는 기업

의 관점을 의미하는 메세나 컨셉이 존재한다. 메세나 컨셉에는 메세나를

순수 자선으로 보는 자선적 컨셉과 사회적 책임으로 보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컨셉이 있으며, 보다 비즈니스 색채

가 짙은 스폰서십 컨셉이나 파트너십 컨셉도 있다.98) 다음의 필립 모리

스 아세안 미술상(Philip Morris ASEAN Art Awards)은 비즈니스 색이

짙은 메세나 활동으로 상업적 의도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어 결과가 좋

지 않았던 아트마케팅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상업적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 상황에 걸맞게 미술상은 시장 잠재성

(market potential)에 따라 규모와 가치, 방향성 등이 결정되곤 한다. 다

국적 담배기업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는 1994년 동남아시아 국가에

서 개최되는 필립 모리스 아세안 미술상을 설립하였다. 당시 이 상은 동

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술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해마다 참여국은 조금씩 변동이 있었으나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즉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96) 한국메세나협회 공식 웹사이트, http://www.mecenat.or.kr.

97) 여기에서 자본 교환은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과 상징자본(symbolic capital)의 교

환을 의미한다. Pierre Bourdieu, and Hans Haacke, Free Exchang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p.17.

98) 전인수(주 94), p.439 참조.



- 47 -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작가들에게 참가자격이 주어졌다. 자국에

서 줄어드는 매출을 상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했던 다국적기업 필립 모리스의 입장에서 동남아시아는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필립 모리스가 이 지역을 대상으로 미술상을

설립한 것은 매우 의도적인 전략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필립 모리스의 미

술상 후원은 필립 모리스가 일반 대중에게 신용을 쌓고 동남아시아 각

국가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고위 공직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했

다.99) 실제로 필립 모리스 아세안 미술상이 시행되던 시기, 필립 모리스

는 말레이시아의 세렘반에 아시아 첫 공장을 설립(1995년)했으며, 이어

당시 당사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최대 규모의 투자로 필리핀 공장을 설

립(2003년)했다.100) 그러나 이러한 노골적인 전략은 실패로 귀결되었다.

담배 규제 지지자들이 필립 모리스의 미술상 후원에 숨겨진 상업적 의도

를 간파하고 2004년 타이에서 반대 집회를 열어 회사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결국 필립 모리스는 2005년에 필립 모리스 아세안 미술

상에 대한 후원을 중단하게 된다.

[도판 8] 필립 모리스 아세안 미술상 반대 집회 사진,

2004년 8월 2일 타이 방콕101)

99) Chin-Tao Wu(주 4), p.180 참조.

100) 필립 모리스 공식 웹사이트, www.philipmorrisinternatio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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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술상은 [표 1]에서 살펴본 아트마케팅의 분류 가운데 ‘아트플

랫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아트플랫폼이란 미술관과 카페, 갤

러리와 백화점, 음악회와 은행 PB고객관리 등과 같이 아트를 엔진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비즈니스와 고객이 교감하게 하는 새로운 추세의 아트

마케팅이다.102) 기업은 특히 미술상 시상식을 통해 새로운 아트플랫폼을

구현하고 비즈니스 활동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아직은 시상식이 미술

계 관계자들만의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 시상식이 보다 많은 사

람들이 모이는 행사와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미술관, 갤러리,

음악회와 같은 플랫폼이 형성되는 것이다. 예술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술상이라는 플랫폼 속에서 정교하게

기획된 비즈니스 활동은 기업과 미술이 상생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101) “Thai & U.S. Youth Crash Philip Morris ASEAN Art Awards”,

http://www.takingontobacco.org/event/asean04/partII.html, 검색일: 2015-03-03.

102) 전인수(주 94), p.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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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국내 미술 수상제도 분석

제 1 절 국내 미술 수상제도의 기원과 현황

한국 미술 수상제도의 기원은 공모전 형식의 전시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조선미술전람회>와 해방 이후의 <대한민국

미술전람회>로 대표되는 관전(官展)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모전 형식의

수상제도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1922년부터 광복 이전인 1944년

까지 총 23회의 <조선미술전람회>를 개최하였다. 해마다 2만명에서 3만

명이 이 전람회를 관람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미술전람회는 일

본에서 1907년부터 1918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개최된 문부성미술전람

회를 모방한 것이었으며, 문부성미술전람회나 제국미술원전람회 등과 같

은 일본의 관전은 모두 프랑스의 ‘르 살롱(Le Salon)’을 모델로 한 것이

었다.103)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된 작품들은 심사를 통해 입선작이 결정

되었고 삼백여 명에 이르는 입선자 명단이 낱낱이 게재되었으며 여기에

특선작품이 다시 선정되어 발표되었다.104) 조선미술전람회는 신문이라는

103) 관전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르 살롱(Le Salon)은 당대 미술가들의 작품 경향과 화단

의 흐름을 보여주는 프랑스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공모전 형식의 전시

회이다. 1664년 루이 14세가 ‘왕립 회화 조각 아카데미(Académie Royal de Peinture

et de Sculpture)'를 설립하였고, 그 안에 미술학교와 전시회가 조직되었다. 이 아카데

미 회원들의 전시는 1725년부터 루브르의 살롱 카레(Salon Carée)의 그랑드 갈르리

(Grande Galerie)에서 전시되면서 본격적인 관전으로 발돋움하였다. 살롱전은 2년에

한 번 혹은 매년 개최되었다. 1880년 정부는 살롱이 세속화되고 통제 불가능하게 되

었다고 판단하고 살롱을 폐지할 것을 검토하였고, 1883년에는 살롱의 기획과 운영을

프랑스 미술가 협회에 넘겼다. 대신에 정부는 트리엔날레 살롱을 만들어 1883년 처음

으로 개최하였고 여기에는 상으로서 6개의 황금 메달이 있었다. 그 후 20세기에 여러

가지 살롱이 만들어져 미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작을 도왔다. 김현화, 「19세기 ‘르 살

롱(Le Salon)’과 현대미술의 태동」,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제13집, 서양미술사

학회, 2000, pp.37-38, 61-62, 64.

104) 목수현, 「조선미술전람회와 문명화의 선전(宣傳)」, 『사회와역사』, 통권 제89집,

한국사회사학회, 2011,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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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되었다. 신문사에서는 전시 개막 전 입선

이 유력한 화가들의 인터뷰를 싣거나 특선자들을 소개하고 작품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해방 이후 정부는 조선미술전람회의 제도와 인적 구성을 그대로 답습

하여 약칭 ‘국전’이라고 불린 <대한민국미술전람회>를 개최하였다. 국전

은 1949년부터 1981년까지 총 30회 동안 이어져온 한국의 관전으로서,

미술계 최대의 축제였으며 국가 주최의 발표장이자 작가의 등용문 역할

을 하였다. 당시 여러 공모전에서 수상한 한 작가의 진술에 따르면, 전국

의 작가 지망생 거의 모두가 국전에 출품했을 정도였다고 한다.105) 국전

에서 가장 큰 관심은 최고상인 대통령상이나 국무총리상에 집중되었고

수상자는 매스컴의 각광을 받았다. 이렇듯 광복 이후 문화정책의 하나로

서 국전은 한국 미술계에서 지대한 권위와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관 주

도의 미술계를 형성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운영의 보수성과 심사의 공정

성 문제, 학연, 지연 등을 둘러싼 비판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제도상 한계에도 불구하고 두드러진 역량을 지닌 신예작가가 지속적

으로 부각되었다.106)

국전이 폐지된 뒤에는 국전의 후신 격인 <대한민국미술대전>이 1982

년에 창설되었다. 한편 1970년대에는 국전과 병존하여 유력 언론사들이

설립한 민전(民展)들이 개최되면서 새롭게 미술계의 주목을 끌었다.107)

1970년 한국일보사가 <한국미술대상전>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1978

년에는 동아일보사와 중앙일보사가 각각 <동아미술제>와 <중앙미술대

105) 1970년대 국전, 중앙미술대전, 한국미술대상에서 모두 수상한 작가 홍정희는 “당시

국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작가 지망생이면 거의가 출품했다고 봅니다.

당시만 해도 공모전(국전)과 개인전이 유일한 작가 등용문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

다. 송인상, 「1970년대 한국미술의 재발견」, 『1970년대 한국미술: 국전과 민전』,

예술의 전당, 2007, p.21.

106) 이구열, 「국전과 민전이 부각시킨 신예들」, 위의 책, p.11 참조.

107) 민간 주최의 미술경연전을 의미하는 민전은 작가들에 의해서 조직되는 동인전과는

달리 민간기업, 특히 작품을 공모하여 시상을 하면서 예술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신문사가 개최하는 대규모 전람회를 말한다. 오병욱, 「<국전과 민전>을 기획

하며」, 위의 책,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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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민전의 시대를 열었다. 민전들의 경쟁적 활기

는 미술학도들과 청년작가들에게 다양한 미술 창작의 재능 발휘와 새로

운 미술 추구의 경쟁기회를 그만큼 넓혀주어 한국 현대미술의 기반을 개

선시켰다.108) 이러한 공모전 형식의 제도는 한국 미술 수상제도의 기원

으로서 작가와 작품을 평가하고 승인하면서 미술계에서 영향력을 공고히

하였다.

공모전과 수상제도는 때로 경계가 불분명하다. 많은 공모전이 대상, 우

수상과 같은 수상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이 아니더라도 공모전 ‘당선’

은 상과 흡사한 선발과 선정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설립 당시부터 상에 뚜렷한 목적을 두고 ‘상’이라는 명칭을 사

용하여 제정된 미술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아래의 [표 2]는 본 연

구자가 해방 이후 국내에서 ‘상’, ‘프라이즈’, ‘어워드’ 등의 명칭으로 시행

되고 있거나 시행되었던 미술상을 조사한 것이다. 상의 설립 연도는 다

소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제1회 수상자를 발표한 해를 기준으로 정리하

였으며 조각상, 사진상, 공예상도 미술상에 포함 시켰다. 국내에서 제정

된 크고 작은 미술상을 빠짐없이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아래의 표는 본 연구자

가 확인하고 파악한 61개의 미술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표 2] 국내 미술상 설립 현황

108) 이구열(주 106), p.14.

제1회 

수상자 발표 

연도

미술상

1948 서울시 문화상 미술 부문

1955 대한민국예술원상 미술 부문

1969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미술 부문

1981 석남미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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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들어서는 미술 관련 단체나 잡지사, 화랑 등이 새로운 상

을 잇달아 제정했으며, 그 외에도 작고작가의 유족이나 원로작가가 제정

1984 선미술상

1987 김세중 조각상, 대한민국기독교미술상

1989 이중섭 미술상, 목양공예상, 부산청년미술상, 최영림 미술상

1990 김세중 청년조각상, 석주미술상, 김종영 조각상

1991
월전미술상, 토탈미술상, 가나미술상, 민족미술상, 충북청년미

술상

1992 오지호 미술상, 동서미술상

1993 오늘의 미술가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미술 부문

1995 허백련 미술상, 모란미술대상

1997 모란조각대상, 이당미술상, 청작미술상

1999 이명동 사진상

2000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이인성 미술상

2001 송은미술대상, 하종현 미술상

2002 문신 미술상, 다음작가상, 윤명희 미술상, 동강사진상

2003 이동훈 미술상

2005 송혜수 미술상, 한미사진상

2006 포스코 스틸아트 어워드, 한국미술상

2008 양현미술상

2009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맥화랑미술상

2010

두산연강예술상 미술 부문, 눈(Noon) 예술상(광주비엔날레), 

일우사진상, 미래작가상, A3 아시아 현대미술상(Asia Art 

Award)

2011 일맥아트프라이즈, 김치현 청년미술상

2012
올해의 작가상(국립현대미술관), SIA 미디어아트 어워즈, 에트

로미술상, 종근당 예술지상

2013 최민식 사진상

2014
아트스펙트럼 작가상, SeMA–하나 미디어아트어워드, 군산미술

상, 황소연 미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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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이 급증했다.109) 1980년대에 급격히 늘어난 국내 미술상은 1990년

대에 들어 더욱 활기를 띠었다. 김달진은 1995년 조사에서 총 48종의 미

술상이 확인되었고, 연대별로 70년대까지 6종, 80년대에 17종, 90년대에

25종이 제정되었다고 밝혔다.110) 그는 그 외에도 각 시·도 문화상과 누

락된 상을 감안한다면 미술상은 총 50종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였

다. 비슷한 시기인 1994년 김명숙 《미술세계》 기자 또한 전국의 사립

문화·미술재단, 화랑, 미술관, 언론사 등이 제정한 미술상을 조사하였는

데, 그 결과 파악된 상은 모두 69개였다.111) 그러나 김명숙의 조사는 한

국화, 서양화, 조각, 미술이론 분야에 한정한 조사였으며 국가적, 각 시·

도 차원에서 운영되는 미술상을 제외한 것이었으므로 실제로는 70개가

족히 넘는 미술상이 존재했으리라 예상된다.

다음 글은 1989년 11월 부산공간화랑 신옥진 대표의 발의로 시작된 부

산청년미술상이 출범하게 된 계기와 지역 미술상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술평론가인 故 이시우선생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부산에 하나쯤 미술상이 있었으면 하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당시

화랑의 여건으로는 지속적으로 할 형편이 되지 못해 망설였으나 시작

하다보면 스폰서도 나타나지 않겠냐는 주위의 말에 솔깃(?)하여 청년미

술상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작한지 몇 년이 지나도 스폰서는 전

혀 나타나지 않았고 지역작가들과 언론의 절대적 지지로 그만두지도

못할 처지가 되어 계속한 게 어언 15회 째를 맞이하게 되었다.112)

109) 호경윤, 「새로운 게이트키퍼, 기업 미술상의 명암」, 『아트인컬처』, 2011년 11월

호, p.44.

110) 김달진, 「미술상 50여개 실상을 분석한다」, 1995,

http://www.daljin.com/?WS=33&BC=cv&CNO=361&DNO=9153.

111) 김명숙, 「사립미술·문화재단이 제정한 미술상의 현황」, 『미술세계』, 1994년 2월

호, p.137.

112) 부산공간화랑, 『도큐멘트 30 부산공간화랑』, 2005,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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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처럼 국내 소규모 미술상들은 제정의 동인 자체가 가까운 미술계 지

인들의 견해에 의존하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설립되었던 이러한 국내 순수 화랑 주도의 미술상들은 최근 폐지되

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2015년 부산청년미술상(부산공간화랑)이 제26

회 시상식을 끝으로 폐지를 선언했고, 이미 선미술상(서울 선화랑)은

2012년에 종지부를 찍었다.113) 동서미술상(마산 동서화랑)은 2013년 송인

식 동서화랑 관장의 별세로 존폐 위기에 놓였으나 동서미술상운영위원회

와 동미회(동서미술상 수상자)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부산공간화랑 신옥진 대표는 상의 폐지 이유로 화랑의 경제적 상

황과 더불어 과거에 비해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는 창구가 다양해졌음을

들었다.114) 이는 소규모 화랑에 의해 운영되는 미술상의 경우 화랑의 상

황에 따라 쉽게 존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상의

공신력은 대체로 짧은 기간 안에 획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지

속되지 않는 상이 양산되는 것은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2000년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이 제1회 수상자를 배출한 이후 송은미술

대상, 양현미술상, 두산연강예술상 미술 부문, 일우사진상 등 기업에서

제정하는 미술상들이 잇달아 설립되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최

근에는 국내 주요 국공립·사립 미술관들이 미술상을 제정하고 있다. 기

존의 시 주최 미술상이 미술관의 관할 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나타났

다. 1999년 제정 이래 2013년까지 대구광역시 주최, 대구미술협회 주관으

로 운영되어 온 이인성 미술상의 경우, 2014년부터 대구미술관으로 이관

되어 개편 운영되고 있다.

국내 미술상들은 미술 작가의 이름이나 호, 설립자 혹은 설립기관의

이름 등을 미술상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의 [표 3]을

보면, 대부분의 미술상들이 관습적으로 작가, 설립자, 설립기관의 이름을

113) 정상도, 「부산청년미술상 아쉬운 폐지」, 『국제신문』, 2015-02-08,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150209.22018

192441.

114)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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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명칭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국내 미술상 네이밍 현황

네이밍 분류 미술상 

작가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

최영림 미술상, 이중섭 미술상, 김세중 조각상, 김세중 청년

조각상, 김종영 조각상, 하종현 미술상, 이동훈 미술상, 오지

호 미술상, 허백련 미술상, 송혜수 미술상, 이인성 미술상, 

문신 미술상, 이명동 사진상, 황소연 미술상, 김치현 청년미

술상, 최민식 사진상

작가의 호를 

사용한 경우

석주미술상(조각가 윤영자의 호), 목양공예상(공예가 박성삼의 

호), 월전미술상(한국화가 장우성의 호), 이당미술상(한국화가 김

은호의 호) 

설립자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

윤명희 미술상

설립자의 호를 

사용한 경우

석남미술상(석남미술문화재단 이사장 이경성의 호), 송은미술대

상(송은문화재단의 설립자 유성연의 호), 일맥아트프라이즈(일맥

문화재단 황래성의 호), 양현미술상(양현재단 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호), 일우사진상(일우재단 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호)

기업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

포스코 스틸아트 어워드, 두산연강예술상 미술 부문, 에트로

미술상, 종근당 예술지상,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SeMA–하

나 미디어아트어워드(하나금융지주), 한미사진상(한미약품)

미술관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

한미사진상(한미사진미술관), SeMA–하나 미디어아트어워드(서

울시립미술관), 모란미술대상(모란미술관), 모란조각대상(모란미

술관), 토탈미술상(장흥 토탈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

상(백남준아트센터)

화랑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

선미술상(서울 선화랑), 동서미술상(마산 동서화랑), 청작미술상

(서울 청작화랑), 맥화랑미술상(부산 맥화랑), 가나미술상(가나아

트갤러리)



- 56 -

*상의 이름이 작가의 이름(혹은 호)인 동시에 설립자의 이름(혹은 호)인 경우 작

가의 이름(혹은 호)을 사용한 경우로 분류하였다.

유명 작가나 유명 기관의 이름을 미술상의 이름으로 활용하는 것은 쉽

게 상의 권위를 세우고 인지도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다. 스페인의 호안

미로 재단이 호안 미로 상을 제정할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호안

미로의 권위와 명성을 상에 부여하려 했을 것이다. 국내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의 경우, 이와 흡사한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나 국내 미술상 중에는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낮은 작가나 기관의 이름을

따서 제정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상을 알리기 위해 더욱

많은 자원의 투입이 요구된다.

광주비엔날레의 ‘눈(Noon) 예술상’의 경우는 국내 미술상의 네이밍 관

습에서 벗어나 있는 사례이다. 눈(Noon) 예술상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2009년 9월 창간호를 낸 현대미술 정론지 ‘눈(Noon)’에서 따온 것으로,

여기서 ‘눈(Noon)’은 인간의 시각적 감각기관인 ‘눈’과, ‘전성기’, ‘절정’을

뜻하는 영어단어 ‘Noon’의 의미를 담고 있다.115) 이러한 미술상의 이름은

그 외 

설립기관, 

단체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

대한민국예술원상 미술 부문(대한민국예술원), 민족미술상(민족

미술협의회), 대한민국기독교미술상(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전시, 행사 

이름을 사용한

경우

아트스펙트럼 작가상(아트스펙트럼 전), SIA 미디어아트 어워

즈(Style Icon Awards)

지명을 

사용한 경우

군산미술상, 부산청년미술상, 충북청년미술상, 동강사진상, 

한국미술상,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미술 부문, 서울시 문화상 

미술 부문

작가 상(像)을 

투영한 경우

올해의 작가상, 오늘의 미술가상, 다음작가상, 미래작가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미술 부문

기타 눈(Noon) 예술상, A3 아시아 현대미술상(Asia Art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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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상이 지향하는 바를 전달함과 동시에 여타 네임과의 차별성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언어나

문화에서 당초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연상 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국내 미술상들은 상의 이름이 지니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공식 웹사이트 상에도 미술상의 이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

는 경우가 많다. 터너 상의 경우 비록 한 영국 작가의 이름을 따 온 것

이지만 테이트 갤러리 공식 웹사이트에 상의 네임 선정과 관련된 설명이

함께 제시되고 있으며 대다수가 납득할만한 이유가 뒷받침되고 있다.116)

따라서 국내 미술상에도 타 미술상과의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보다

전문화된 네임 개발 프로세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오늘날의 한국현대미술계에서 특정한 몇몇 상은 커리어의 일정 단계에

도달한 작가들에게 반드시 거쳐야할 관문이 되었으며, 특히 이러한 변화

를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이 이끌었다는 것이 국내 미술평론가들의 입장

이다.117) 에르메스 미술상이 한국의 많은 다른 상과 명확히 차별화되는

115) 형민우, 「광주비엔날레 ‘눈(Noon) 예술상’ 제정」, 『연합뉴스』, 2009-12-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

03018376.

116) 터너 상의 명칭은 19세기 영국의 풍경화가 윌리엄 터너(Joseph Mallord William

Turner, 1775~1851)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터너 상은 ‘새로운 미술 후원회(Patrons

of New Art)’라는 테이트 갤러리의 후원회에 의해 제정되었는데 이들은 영국 미술과

관련된 이름을 원했다. 또한 윌리엄 터너가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상을 제정하고 싶

어 했기 때문에 상의 명칭으로 터너가 선택되었다. 윌리엄 터너의 작품이 그의 생전

에 논란이 많았다는 점 또한 이 상의 이름이 되기 적절해 보인다. 이 상이 지원하는

동시대 미술과 윌리엄 터너의 미술세계 사이에는 어떤 관련도 없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영국 미술가의 명예를 빌려야 한다는 테이트 측의 의견

은 관철되었고, 해가 가면서 터너의 시대를 앞선 실험정신은 상의 제정 의도와 부합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테이트 갤러리 공식 웹사이트, http://www.tate.org.uk/ 참

조; 이숙경, 「터너 프라이즈 20년의 성과와 한계」, 『월간미술』, 2004년 1월호,

p.103.

117) 임근준 AKA 이정우,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상 2013>과 아틀리에에르

메스의 <2013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의 경쟁」,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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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을 구축했다고 보는 유진상에 따르면, 이 상은 한국 동시대미술의

프로필을 그려내고 있다. 그간의 에르메스 미술상 수상자 명단에는 한국

동시대미술의 가장 핵심적인 작가들이 거의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상의 수상자와 후보자들의 작품 경향을 통해 한국 동시대미술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118) 따라서 에르메스 미술상이 예술

적 가치, 이슈들의 생산과 순환, 그리고 가치 부여(Mise-en-valeur)에 적

극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이는 영국 터너 상의 수상

작가 명단이 영국 미술의 동시대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것과 흡사

한 양상이라 하겠다.

제 2 절 미술상의 주체별 현황 분석

한국의 미술상들은 다양한 설립 주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미술상의

주체는 크게 국가(문화체육관광부), 기업, 언론사, 미술관, 문화재단, 기념

사업회, 화랑, 협회, 시(市)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의 [표 4]는 국내

미술상을 주체별로 분류한 자료이다. 기업의 경우 대부분 문화재단을 통

해 미술상을 설립하지만 일반적인 문화재단이 설립한 미술상과는 별도로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표 4] 국내 미술상의 주체별 분류

http://chungwoo.egloos.com/3970906.

118) 유진상, 「에르메스미술상 11년을 말한다」, 『아트인컬처』, 미술사랑, 2010년 8월

호, pp.128-130 참조.

주체 미술상

국가

(문화체육

관광부)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미술 부문(대통령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

상 미술 부문(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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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중복 기재하였다.

기업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에르메스코리아), 양현미술상(한진해운), 

SeMA–하나 미디어아트어워드(하나금융지주), 두산연강예술상

(두산그룹), 송은미술대상(삼탄), 일우사진상(한진그룹), 포스코 스

틸아트 어워드(포스코그룹), 종근당 예술지상(종근당), 한미사진

상(한미약품), 미래작가상(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SIA 미디어아

트 어워즈(CJ E&M), 에트로미술상(듀오), 가송예술상(동화약품)

언론사
올해의 작가상(SBS문화재단), 이중섭 미술상(조선일보사), 이동훈 

미술상(중도일보), 최민식 사진상(국제신문)

미술관

올해의 작가상(국립현대미술관), SeMA–하나 미디어아트어워드

(서울시립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백남준아트센터), 

아트스펙트럼 작가상(삼성미술관 리움), 이인성 미술상(대구미술

관), 한미사진상(한미사진미술관), 모란조각대상(모란미술관), 토탈

미술상(장흥 토탈미술관)

문화재단

석주미술상(석주문화재단), 석남미술상(석남미술문화재단), 눈

(Noon) 예술상(광주비엔날레재단), 월전미술상(월전미술재단), 윤

명희 미술상(소동문화재단), 최민식 사진상(협성문화재단), 일맥아

트프라이즈(일맥문화재단), 다음작가상(박건희문화재단), 미래작가

상(박건희문화재단)

기념사업회
김종영 조각상(우성김종영기념사업회), 김세중 조각상(김세중기념

사업회)

화랑

선미술상(서울 선화랑), 동서미술상(마산 동서화랑), 청작미술상

(서울 청작화랑), 맥화랑미술상(부산 맥화랑), 가나미술상(가나아트

갤러리), 부산청년미술상(부산공간화랑), 한국미술상(한국미술센터)

협회

송혜수 미술상(부산미술협회), 목양공예상(한국공예가협회), 군산

미술상(군산미술협회), 민족미술상(민족미술협의회), 대한민국기독

교미술상(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잡지사 오늘의 미술가상(월간 미술시대)

시(市)
오지호 미술상(광주시), 허백련 미술상(광주시), 문신 미술상(창

원시), 서울시 문화상 미술 부문(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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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수여하는 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문화

예술상’과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미술 부문이 있다. 이 상들의 경우 미

술 외의 문화예술 전 영역에 걸쳐 시상하는 것인 바, 미술계에 독자적으

로 미치는 미술상으로서의 영향력은 다소 약한 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대한민국예술원과 국립현대미술관이 각각 주최하는 ‘대한민

국예술원상’ 미술 부문과 ‘올해의 작가상’ 또한 넓은 의미에서 국가가 수

여하는 상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예술원상’의 경우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시상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상’

은 SBS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여 ‘민관 공동상’의 성격을 띤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국가가 단독으로 수여하며 온전히 미술 분야만을 대상으로

한 미술상은 없는 셈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업과 언론이 내세운 미술상은 거대자금과 조

직력으로 미술계의 생태를 재편하고 있다.119) 이러한 상은 국가가 ‘예술’

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과는 달리 ‘미술’ 분야에 집중하여 시상한다. 따

라서 수상 혜택도 미술 작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분화되어 기획된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경우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작가들을 국제무대로 단숨에 진출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도 큰 장점이다.120) 현대차는 2013년에 국립현대미술관과 10년간 총 120

억원에 달하는 장기 후원협약을 체결하였고 2014년에는 영국의 테이트모

던미술관과 11년간의 장기 파트너십을, 2015년에는 미국 LA카운티미술

관(LACMA)과 10년 장기 후원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한국, 미국, 유럽

을 잇는 ‘글로벌 아트 프로젝트’ 체계를 구축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과

현대차 간의 후원협약을 통해 마련된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는

공식적으로 ‘상’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10년간 매년 1인의 국

119) 김영호, 「대기업과 언론이 운영하는 미술상」, 『한라일보』, 2015-05-18,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31874800499883251.

120) 위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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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중진작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술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현

대차는 이러한 후원을 통해 현대차의 브랜드 방향성인 ‘모던 프리미엄’을

구체화하고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다.

한진해운 또한 2013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의 ‘한진해운 박스 프로젝트’

를 통해 세계적인 작가를 초청하여 대규모 신작 제작과 전시를 후원하고

있다. 한진해운 박스 프로젝트의 경우, 매년 국제적인 미술계 인사들(국

내외 미술관장, 큐레이터)로 구성된 작가 선정위원회가 추천과 논의의

과정을 거쳐 작가를 선정한다.121) 이는 작가 추천과 선정의 과정을 거치

는 미술상과 흡사한, 현장 중심적이며 실질적인 미술 후원제도이다. 한진

해운은 이미 2008년부터 양현재단을 통해 양현미술상을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양현미술상이 기업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것과 달리, 한진해운 박스 프로젝트는 기업의 이름을 전면에 내

세우는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기업의 미술 지원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것이다.

언론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미술상으로는 이중섭 미술상(조선일보사)

이 대표적이다. 이중섭 미술상은 이중섭 미술상 제정에 뜻을 같이하는

화가 24명이 창립위원으로 동참한 가운데, 1988년 조선일보사가 제정한

상이다.122) 만40세 이상의 작가를 대상으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1천만원

의 상금이 주어지고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수상기념전이 개최된다. 조선일

보는 미술상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사회,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을 양산하고 있다.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일보가 주최하

는 상은 2004년에 조사된 것만 26개에 이른다.

121) 박현주, 「아르헨티나 출신 레안드로 에를리치의 '대척점의 항구'」, 『아주경제』,

2014-11-05, http://www.ajunews.com/view/20141105130616740.

122) 이중섭 미술상 공식 웹사이트, http://leejoongsub.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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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상123)

조선일보는 시상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내부에 문화사업본부를 두고

있다. 이중섭 미술상의 경우는 아니지만,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일부 상들

은 정부기관과 공동 주최로 이루어진다. 경찰청과 함께하는 ‘청룡봉사상’

123) 윤근혁, 「<조선>이 주는 상은 왜 그렇게 많나」, 『오마이뉴스』, 2004-01-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

000040729.

문화상 (10개)

동인문학상(조선일보), 청룡영화상(스포츠조선), 이중섭 미술상(조선일보), 방일

영국악상(조선일보·방일영문화재단), 이해랑 연극상(조선일보), 만해축전(조선

일보·강원도·만해사상실천선양회), 청년작가 야외조각 작품 공모(조선일보·경기

도), 뮤지컬 대상(스포츠조선), LG세계기왕전(조선일보·LG), 조선일보 신춘문예

(조선일보) 

교육상 (8개)

올해의 스승상(조선일보·교육인적자원부·방일영 문화재단), 대한민국 학생 발

명전(조선일보·소년조선일보·특허청), 소년조선일보 문예상(소년조선일보), 나

라사랑 평화사랑 글짓기 공모(조선일보·전쟁기념관·한국청소년연맹), 한국수학

경시대회(디지틀조선일보·한국수학교육학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조선일보·스포츠조선·대한야구협회), 2000년 6·25특별전 관람 감상문 공모(조

선일보·전쟁기념관), 물사랑 나라사랑 글짓기 작품 공모(조선일보·한국수자원

공사)

사회상 (3개)

청룡봉사상(조선일보·경찰청),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조선일보·월드컵문화시민

중앙협의회), 최은희 여기자상(조선일보)

환경상 (2개)

조선일보 환경대상(조선일보·환경부), 한일국제환경상(조선일보·마이니치신문)

경제상 (3개)

지자체 산업정책 대상(조선일보·산업정책연구원), 전자상거래 대상(조선일보·

한국커머스넷·매일경제신문), 국제 디자인 공모전(조선일보·한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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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육부와 함께하는 ‘올해의 스승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민

관 공동상은 언론사가 홍보를 맡고 정부가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분

업이 가능하며, 정부권력과 언론권력이 함께 이끌어가는 시스템으로 다

른 상보다 특혜를 받기 쉽다.124)

국가 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올해의

작가상 또한 정부 조직과 언론 조직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조직과 언론 조직 간의 관계에서 정부는 정치적

자원을 가지고 언론사 조직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전체 여론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를 점유하며, 언론사 역시 정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국가 정

책적 결정 사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125) 이와 같이 미술상

은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조직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설립되고 있

다. 이는 한 조직이 미술상을 통해 의도하는 결과물을 획득하기 위해 스

스로 모든 자원을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정

부, 자본(기업), 언론사가 서로가 가진 자원을 매개로 상호의존하는 과정

에서 힘의 불균형이나 특정한 의도가 개입될 경우 전체 사회의 공익적

가치에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126) 각 조직 간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

는 조건들이 내부적으로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미술계

를 획일화, 권력화 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 3 절 국내 미술상 체제에 관한 분석

1. 설립취지

124) 위의 글.

125) 권장원, 「정부 조직과 언론 조직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 구조 분석」, 『한국언론

학보』, 제53권 제5호, 한국언론학회, 2009, p.32 참조.

126) 위의 글, p.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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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상은 설립 당시부터 확실하고 구체적인 목적과 방향성을 지닐 필

요가 있다. 특히 의미 있는 ‘차별화’를 이루고 그에 맞는 이미지를 구축

하는 것은 현 시대 미술상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차별화 요소는 미

술상의 설립단계에서부터 구상되어야 하는데, 이는 상이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를 밝히는 설립취지(mission statement)와 연관된다. 세계

각국의 미술상들은 각각의 설립취지에 따라 운영 방침과 심사 기준 등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들을 기획한다. 예컨대 존 무어스 회화상은 작가

를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리버풀 지역을 영국에서 가장 우수한 현대 회

화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지니며, 퓨쳐 제너레이션 미술상

(Future Generation Art Prize)은 미래 세대라 할 수 있는 35세 이하의

작가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 하는 국제 미술상이다.127) 국

내에서도 많은 미술상들이 특정 미술 작가의 업적을 기리거나 미술 문화

의 창달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고 있으며 젊은 작가나 특정 지역

작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원책으로 설립되는 경우도 흔하다. 미술상

은 공통적으로 미술 분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점차 그 수가 늘어

나면서 각기 상의 성격과 목표를 달리하여 차별적인 운영 전략을 세우고

있다.128) 심사 대상을 미술의 특정 장르로 제한하거나 수상 작가의 연령

을 제한하는 것은 상의 취지를 차별화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 아래의

[표 6]은 각 미술상들이 수상 작가나 작품을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다양한 가치와 상의 취지를 정리한 것이다.

127) 퓨쳐 제너레이션 미술상은 우크라이나의 거부 빅토르 핀추크(Victor Pinchuk)가 설

립한 빅토르 핀추크 재단이 2009년에 제정한 상이다. 나이의 제한만 있을 뿐 성별,

국적, 인종, 매체의 제한이 없으며 인터넷을 통해 공모를 받는다. 이 미술상은 역사는

길지 않지만 수상자를 위한 지속적인 후원 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2013년 여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가 열리는 시기에 15세기의 궁전을 빌려 역대 수상자들의 특별전을

열었으며, 데미안 허스트, 제프 쿤스, 무라카미 타카시, 안드레아스 걸스키가 멘토로

서 수상 작가를 지원한다. 퓨쳐 제너레이션 미술상 공식 웹사이트,

http://futuregenerationartprize.org/en.

128) 호경윤(주 109),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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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내 미술상의 설립취지 및 차별화 요소 비교129)

129) 각 미술상의 홈페이지에 제공된 정보, 뉴스 기사, 정기간행물 자료 등을 취합하여

본 연구자가 정리한 내용임을 밝힌다.

미술상 설립취지 및 선정 대상
차별화 

요소

일맥아트

프라이즈

일맥문화재단이 커뮤니티 아트(공공예술)의 지

형을 넓히고 관계 지향적 예술 활동을 구축하

는 개인 창작자를 지원하는 상

커뮤니티 

아트, 관계 

지향

눈(Noon) 

예술상

(광주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의 창립 정신과 지향 가치에 맞닿

아 있으면서, 창의적이며 실험정신이 뛰어난 

작품을 출품한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

광주비엔날

레의 정신, 

실험정신

이인성 

미술상

서양화가 이인성의 예술 정신을 기리며 현대미

술의 흐름 속에서 평면 작업에 주목하여, 회화

를 중심으로 하되 확장된 개념의 회화 작업을 

아우르는 상

평면, 

확장된 

개념의 

회화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국내 외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미술계를 

지원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시

작된 상

에르메스, 

한국 미술 

지원

포스코 

스틸아트

 어워드

포스코청암재단이 철과 스테인리스를 이용한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조형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철을 주제로 하거나 소재

로 한 작품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

철, 

스테인리스

민족미술상

민족미술운동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고 지난 

80년대의 성과를 확대재생산한다는 취지로 제

정된 상으로, 창작·비평·현장 활동이나 민중지

원활동 등을 통해 민족미술의 위상을 드높인 

뛰어난 개인 또는 소집단에게 수여하는 상

민족미술

석주미술상

여성미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미술상

으로 40~59세의 여성 작가 중 탁월한 재능과 

창의력이 돋보이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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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조직들은 이윤의 최대화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설립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된다.130) 각종 문화재단이나 미술관들이

운영하는 미술상들은 그 설립취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프로그램과

절차들을 마련한다. 즉, 설립취지는 상과 관련된 모든 운영상의 방향성에

대한 지침이 되고 상의 정체성과도 관련되므로, 설립단계에서 차별화 키

워드를 잡아 정교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는 미술

상에 대한 리서치 과정을 통해 상의 목적이나 차별화 요소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130) 용호성, 『예술경영』, 김영사, 2010, p.465.

올해의 작가상

(국립현대

미술관)

SBS문화재단과 국립현대미술관이 함께 운영하

며 대한민국을 대표할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

해 21세기 미술계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작가

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상

대한민국 

대표

백남준

아트센터

국제예술상

백남준과 같이 새로운 예술영역의 지평을 열고 

끊임없는 실험과 혁신적인 작업을 선보이는 예

술가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다양한 

분야를 융합 및 통섭하는 백남준의 정신을 이

어 받은 예술가와 이론가에게 수여되는 상

백남준, 

혁신, 통섭

일우사진상

한진그룹 산하 일우재단이 문화예술 지원사업

의 일환으로 예술, 광고, 다큐멘터리 등 모든 

사진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열정적인 작가들

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상

사진,

열정

종근당 

예술지상

종근당이 진행하는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일환

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은 신진 미술작가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움으로써 한국 현대미술 발

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프로젝트

지속적인

성장, 

2차 지원

양현미술상

한국 미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미술

상 제정을 소원한 故 조수호 회장의 뜻을 이어 

제정된 미술상

한국 미술,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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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기업의 후원으로 설립되는 미술상도 단순한 재정적 차원의

지원을 넘어서 미술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정 작가 층을 배려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한 예로, 2012년 출범한 종근당 예술지상은

다른 미술상이나 작가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이미 발굴되고 소개된 신진

작가에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2차 지원 프로

그램으로 기획되었다.131) 따라서 2014 종근당 예술지상의 경우 2013∼

2014년 주요 국공립 및 비영리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와 대안공간 및 비

영리전시공간의 전시회 참여작가들 중 만 45세 이하의 회화작가들을 지

원대상으로 하였다. 신진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 혹은 상이

나 중견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수상제도들 사이에서 차별적인 전

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 상은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선정된

작가 3명의 창작 활동과 전시 개최를 3년간 장기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종근당 예술지상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일정 정도의 가능성을 검증받은 신진 작가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

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는 상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이를 통

해 다른 상들과 차별화된 독자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2. 상금과 작가 지원

미술상은 수상자에 대한 혜택으로 상금(prize money) 혹은 그 외의 다

양한 작가 지원 형식을 마련하고 있다. 금전적 지원 외의 작가 지원 방

식에는 전시 지원, 신작 제작 지원, 해외 레지던시 지원, 출판 지원, 작품

매입, 전담 큐레이터 제도,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해외 여행 지원, 멘토

131) 종근당 예술지상은 한국메세나협회가 주최하고 대안공안 아트스페이스 휴가 주관

하며 종근당이 후원하는 프로젝트이다. 김노암, 「기업 미술상, 메세나의 꽃피우다」,

『아트인컬처』, 2012년 12월호,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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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지원 등이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다. 상금은 미술

상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고전적인 방식이며 현재에도 유용하게

활동되고 있다.

상의 권위를 높이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높은 상금을 내걸고

출범하는 미술상들은 상금으로 먼저 상의 권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를 지

닌다고 할 수 있다. 높은 상금이 걸린 상은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기

쉬우므로 마케팅 활동에도 유리하다. 채널 4가 터너 상의 후원을 맡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 중의 하나가 상금을 올리는 일이었으며, 자누스작은

상금을 올리는 것이 터너 상을 더욱 진지하고 엄숙하게 만들어 줄 것이

라고 믿었다.132) 이처럼 많은 미술상들이 높은 상금을 걸고 운영되고 있

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계 주요 미술상들의 상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7] 세계 주요 미술상 상금 현황(2015년 3월 17일 환율 기준)

132) 1만 파운드였던 터너 상의 상금은 1991년 채널 4가 후원을 시작하면서 2만 파운드

로 올랐다. 2004년부터 터너 상을 후원한 주류 회사 고든 진(Gordon's Gin)은 총 상

금을 4만 파운드로 올려 수상자에게 2만5천 파운드를, 나머지 3명의 후보자들에게 각

각 5천 파운드씩을 수여했으며 이 상금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Virginia Button,

The Turner Prize: Twenty Years, London: Tate Gallery Publishing, 2003, p.27 참
조.

미술상 상금 

앱솔루트 미술상 (Absolut Art Award)

2만 유로(약 2383만원) + 

신작제작비용 10만 유로

(약 1억1916만원)

휴고 보스 상 (Hugo Boss Prize) 10만 달러(약 1억1310만원)

퓨쳐 제너레이션 미술상

(Future Generation Art Prize)

10만 달러(약 1억1310만원)

*6만 달러는 현금 수여, 

4만 달러는 신작 제작 지원 비용

호안 미로 상 (Joan Miró Prize) 7만 유로(약 8341만원)

빈센트 상 (The Vincent Award) 5만 유로(약 59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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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인원이 여러 명인 미술상의 경우 최고상의 상금을 표기하였다.

그러나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터너 상은 현재 세계 미술상들의 상금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유달리 높은 상금을 내걸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터너 상의 경우 상금보다는 시상자인 테이트의 권위와 기존 수상자들의

세계적 활동으로 인해 미술계에서 영향력 있는 현대미술상으로 자리 잡

았다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133)

일부 미술상들은 기존에 운영해오던 상금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전을

열 수 있는 혜택을 신설하기도 한다. 베를린 현대미술계의 활성화를 위

해 국립미술관 후원회가 2000년에 창설한 영 아트 프라이즈(Young Art

Prize)는 2013년 7회를 맞아 이전까지 수여하던 5만 유로(약 5963만원)의

상금 제도를 폐지하고 수상 작가가 선택한 베를린 국립미술관 중 한 곳

에서 개인전을 열 수 있는 혜택을 마련했다. 대형 미술관에서 상당한 규

133) 길버트와 조지, 리처드 롱, 데미언 허스트, 더글라스 고든 등 영국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터너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숙경, 「존재에 대한 짧은 자각」, 『월간미

술』, 2002년 1월호, p.84 참조.

휴고 보스 아시아 미술상

(Hugo Boss Asia Art Award)
30만 위안(약 5406만원)

칸딘스키 상 (Kandinsky Prize) 4만 유로(약 4766만원)

터너 상 (Turner Prize),

존 무어스 회화상

(John Moores Painting Prize)

2만5천 파운드(약 4181만원)

마르셀 뒤샹 상

(Marcel Duchamp Prize)
3만5천 유로(약 4170만원)

중국 당대 예술상

(CCAA, 

Chinese Contemporary Art Awards)

1만 달러(약 1131만원)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 상 

(Golden L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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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개인전을 여는 데 드는 경비를 고려하면 주최 측의 지출은 상금을

지급할 때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1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혜택은 저명한 미술관에서 개최되는 개인전이 해당 작가에게 더 큰

관심과 반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1회성의 상금보

다 더 건설적인 방안으로 여겨지기도 한다.135)

[표 8] 국내 미술상 상금 현황

134) 신원정, 「화이트큐브 안에서 과거를 읽고 현재를 생각하다」, 『월간미술』, 2013

년 10월호, p.130.

135) 위의 글, p.130.

상금 미술상 개수

1억원 양현미술상 1

5만 달러

(약 5505만원)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1

5천5백만원 다음작가상(2014년 잠정적 중단) 1

5천만원
SeMA–하나 미디어아트어워드, 대한민국예술원상 미

술 부문, 미래작가상
3

4천만원 올해의 작가상(국립현대미술관) 1

3천만원

아트스펙트럼 작가상, 종근당 예술지상(1년에 1천만

원씩 3년간), 최민식 사진상, 포스코 스틸아트 어워

드(2009년), 일우사진상

5

2천만원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이인성 미술상(2013년), 에트

로미술상, 송은미술대상, 한미사진상(2007년), SIA 미

디어아트 어워즈(2012년)

6

1만 달러

(약 1126만원)
눈(Noon) 예술상(광주비엔날레) 1

1천만원

이중섭 미술상, 김종영 조각상, 이동훈 미술상, 송혜

수 미술상, 두산연강예술상 미술 부문, 하종현 미술

상, 문신 미술상, 석주미술상(2011년), 일맥아트프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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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인원이 여러 명인 미술상의 경우 최고상의 상금을 표기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5년 3월이며, 조사 시기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개된 상금

액을 조사하였다. 가장 최근의 상금을 조사하지 못한 경우 괄호 안에 해당 상금

이 공개된 연도를 기입하였다. 

*‘창작지원금’, ‘전시지원금’도 상금으로 분류하였다.

[표 8]은 국내의 미술상 상금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

내의 미술상들은 1백만원~1억원 사이의 다양한 상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높은 상금을 걸고 시행되는 상은 양현미술상이다. 1천만원~3

천만원의 상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술상의 수가 가장 많으며 미술계에

서 일정 정도의 인지도를 쌓고 있는 많은 미술상들이 이 범위 안에 포함

된다. 최근 국내 미술상 상금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인성 미술

상은 1천만원이었던 상금을 2배인 2천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두산연강예

술상 미술 부문의 경우 수상자에게 돌아가는 상금은 1천만원으로 그리

높은 편이 아니지만 그 외에 두산레지던시 뉴욕 입주, 두산갤러리 서울

및 뉴욕 전시 등 9천만원 상당의 지원을 지급함으로써 상금 외의 방식으

이즈(2011년), 월전미술상(2003년), 이당미술상(2008

년), 광주미술상, 동강사진상, 모란조각대상, 윤명희 

미술상(2007년)

8백만원 토탈미술상(1994년) 1

5백만원
김세중 조각상(2002년), 동서미술상, 선미술상(2001

년), 가나미술상(1994년), 최영림 미술상(1991년)
5

3백만원
청작미술상(2011년), 군산미술상, 민족미술상(1993

년), 이명동 사진상(2005년)
4

2백만원 김세중 청년조각상(2002년) 1

1백만원
석남미술상(1992년), 김치현 청년미술상(2013년), 부

산청년미술상(2011년)
3

상금 없음
서울시 문화상 미술 부문, 오지호 미술상, 허백련 미

술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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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가들의 작업과 커리어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

다. 미술상의 상금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하나, 통상적으로

1천만원 이상의 상금을 책정하는 것이 상의 권위를 세우는 동시에 미술

지원과 후원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고 보인다.

법에 의해 상금이 사라진 미술상도 있다. 2005년 지방자치단체가 포상

금을 줄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7백만~1천만원이던 서울시

문화상의 상금이 사라지고 현재 상패와 메달만 전달되고 있다. 광주광역

시 미술 부문 문화예술상인 오지호 미술상과 허백련 미술상 역시 1천5백

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던 과거와 달리 이제 상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내세우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112조로, 선

거법에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상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136) 이

법에서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

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기부행위 예외조항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

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

위”를 직무상의 행위로 보고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조례에 의한 상금

수여는 기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

제로 군산시의 경우는 채만식문학상을 시상하면서 1천만원의 상금을 수

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무지나 게으름으로 지방

자치단체들이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아 상금이 없는 무늬뿐인 상을 시상한

다고 비판하기도 한다.137)

136) 장세진, 「‘무늬뿐인 상’ 조례제정으로 해소해야」, 『한겨레』, 2010-12-24,

http://www.hani.co.kr/arti/opinion/readercolumn/455663.html.

137)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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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상에 상금이나 다른 실질

적인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은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을 받는 작

가와 이를 지켜보는 관중들의 무관심을 양산하기 쉽다. 또한 공식적으로

내건 상금이 실질적으로는 작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상금에 수상 기념전 경비는 물론, 재단의 연간 운영경비까지 포함시켜

실제로 작가가 수령하는 액수는 훨씬 미미한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

다.138)

국내 미술상의 수상자는 주로 상금을 수여받거나, 개인전 혹은 후보

작가 단체 전시를 지원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후보 작가 단체 전시의 경

우 대체로 전시 공간을 작가별로 나누어 사용한다. 국내의 에르메스 재

단 미술상과 올해의 작가상은 수상 후보 작가들의 전시를 몇 달간 개최

하여 작품을 소개하고 관객과 작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수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해왔는데 이는 영국의 터너 상과 동일한 방식이다.

반면에 양현미술상은 수상작가가 수상 후 3년 이내에 세계 유명 미술관

에서 전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지원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에르

메스 재단 미술상 또한 2015년부터는 후보 작가 시스템을 없애고 심사위

원 4인이 최종 수상자 1명을 미리 선정한 뒤 4개월간의 프랑스 파리 체

류 기회를 주고 이듬해 개인전을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상의 취지에 맞는 작가 지원 방식을 선정하게 되지만,

역으로 다른 미술상과 차별화된 수상자 혜택을 미술상의 컨셉으로 잡아

운영할 수도 있다. 일현미술관의 ‘일현 트래블 그랜트’는 학생예술가들의

세계 미술 현장 답사와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2008년에 시작된 장학제도

이다. 최종 당선된 10명에게 해외 국가 방문을 위한 왕복항공권을 지급

하고 특상과 우수상 각 1명에게 추가로 여행지원금을 지급하는 이 제도

는 수상자 혜택을 장학제도의 주요 컨셉으로 잡아 프로모션 되었다. 이

처럼 단순한 상금이 아니라 작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새로운 혜

택을 마련할 경우, 해당 시상 기관은 여타의 시상 주체와 다른 차별화된

138) 호경윤(주 109),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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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미술상의 혜택은 최종 수상자나 소수의 후보 작가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우사진상의 경우, 서류전형에 통과한 1차 선

발자 모두가 창작 활동의 멘토가 될 만한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

사위원에게 직접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큰 특징으

로 삼고 있다.139) 이처럼 최근의 미술상은 단순히 수상의 ‘결과’만을 통

해 미술 지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과정’을 통해 작가

의 작업을 진작시키는 미술 후원적 성격을 보여준다. 또한 수상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작가와 심사위원 간의 쌍방

향적 소통을 시도한다.

2014년 삼성미술관 리움이 신설한 아트스펙트럼 작가상에 대해 학예연

구실 측은 “순위를 매길 수 없는 작가들의 창작역량을 평가한다기보다,

수상자의 추후 미술관 개인전 개최 등 젊은 한국작가를 지원하는 프로그

램이라는 측면에서 수상제도 도입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140) 현대 미술 수상제도는 이와 같은 변화된 지원의 방식을 통

해 승자독식의 논리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약화시키고 긍정적 측면을 강

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3. 심사제도

다양한 작가와 작품 사이에서 우월을 논하는 시도는 논란의 표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때문에 미술상에서는 다수에게 인정받는 심사의 공신

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심사의 공신력은 심사 절차와 심사위원이

139) 2015년의 경우 1차 선발자 인원은 24명이었다. 일우사진상 공식 웹사이트,

http://photo.ilwoo.org/.

140) 삼성미술관 Leeum 학예연구실, 『ARTSPECTRUM 2014』, 삼성미술관 Leeum,

2014,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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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확보될 수 있다. 국내 미술상들은 작가의 응모를

받는 공모 형식으로 운영되거나 추천위원, 심사위원 등의 추천을 받은

작가들이 후보에 오르는 추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 형식은 아

직 유명하지 않은 새로운 작가를 발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에

응모하지 않은 작가에게는 작업이 뛰어나더라도 상을 줄 수 없다는 단점

을 지닌다. 추천 형식의 경우,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고 대외적으로 인정

받은 작가가 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직 유명하지 않은 새로운

작가 발굴을 위해서는 추천위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추

천위원의 주변 인물이 추천을 받아 후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올해의 작가상은 미

술계 인사로 구성된 2년 임기의 운영위원회가 추천위원과 심사위원들을

별도로 위촉하여 진행된다. 추천위원 10인이 각 1명의 작가를 추천하고

심사위원단이 포트폴리오와 작가 인터뷰(1차 심사)를 통해 4인(혹은 팀)

이내의 후보 작가, 즉 전시 작가를 선정한다. 현재 3회까지 시행되었으며

심사위원 수는 3회 모두 5인으로 구성되어 왔다.

1 2 3 4 5

운영위원회가     추천위원      심사위원단의      후보 작가         수상자

  추천위원,        10인이        1차 심사         선정 및           선정

 심사위원을      각 1명의       (포트폴리오,        전시

   위촉         작가를 추천     작가 인터뷰)

[도판 9] 올해의 작가상 심사 절차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도 올해의 작가상과 비슷한 심사 절차로 운영된

다. 1회부터 3회까지는 한 차례의 추천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 후 전시와 시상식을 개최하였으나, 2003년 4회부터는 보다 공정

한 심사과정을 위해 5인의 추천위원이 선정한 10명의 작가를 대상으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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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심사위원이 수상 후보자 3명을 선정해 이들의 신작 제작을 지원하

고 전시를 개최한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141)

1 2 3 4

추천위원              심사위원            후보 작가의           수상자

   5인이                5인이            신작 제작 지원           선정

10명의 작가          후보 작가 3명        및 전시 개최

   선정                  선정      

[도판 10]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심사 절차

국내 미술상 중 가장 높은 상금을 유지하고 있는 양현미술상은 국적과

장르 구분 없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심사위원단은 세계 유명 미술

관과 미술 재단의 관장, 부관장, 디렉터 등의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심사 절차는 매해 수상 후보자 선정단이 수상 후보를 추천하는 형

식으로 운영되며, 심사위원단이 그 후보 명단 내에서 수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심사위원단은 2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3년마

다 교체된다. 국제 미술상인 만큼 심사위원도 공신력 있는 해외 미술 기

관의 수장급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나 다른 미술상에 비해 심사위원 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아래의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3회 심사위원

은 각각 독일과 미국에 위치한 미술관의 관장, 부관장이었는데 당시 수

상자 3명의 국적이 미국, 독일, 한국이었다는 점은 심사위원의 활동지가

수상자 선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혹을 낳는다. 심사위원의 수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너무 적은 것 또한 미술상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141) Fondation D'entreprise Hermes, Endlessly Battling Between Distinguishing Oldness

that No Longer Exists and Newness that Does Not yet Exist, Fondation D'entreprise

Hermes, 2009, p.2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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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양현미술상 역대 심사위원과 수상자

연도 회 양현미술상 심사위원 수상자 출생지
시상식 

장소

2008 제1회  카스퍼 쾨니히 

(Kasper König, 

독일 루드비히미술관 

관장),

캐시 할브라이시 

(Kathy Halbreich, 뉴욕 

현대미술관 부관장) 

카메론 

제이미

(Cameron 

Jamie)

미국
신라호텔 

영빈관

2009 제2회
이자 겐즈켄

(Isa Genzken)
독일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

관

2010 제3회
이주요 

(Jewyo Rhii)
한국

한국역사

박물관

2011 제4회

후미오 난조

(Fumio Nanjo, 일본 

모리미술관 관장),

필립 베른

(Philippe Vergne, 

뉴욕 디아미술재단 

디렉터)

아크람 

자타리

(Akram Zaatari)

레바논
숙명아트

센터

2012 제5회

아브라함 

크루즈비예가

스

(Abraham 

Cruzvillegas)

멕시코 

국립중앙

박물관 

대강당

2013 제6회

리바니 

노이언슈원더 

(Rivane 

Neuenschwand

er)

브라질
서울미술관 

매트릭스홀

2014 제7회

크리스 더컨

(Chris Dercon, 영국 

테이트 모던 관장),

아담 D. 와인버그

(Adam D. Weinberg, 

미국 휘트니 미술관 

관장)

 아피찻퐁 

위라세타쿤 

(Apichatpong 

Weerasethakul)

태국

국립중앙

박물관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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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수상 후보자 선정단이             심사위원단이 

               수상 후보 추천                  수상자 선정

[도판 11] 양현미술상 심사 절차

양현미술상과 비교하여, 해외 미술상 중에는 독일의 빌라 로마나 상이

심사위원을 2008년부터 2인으로 구성해 왔다. 흥미로운 점은, 2인 중 1인

은 미술 관련 기관의 수장급 인사나 미술 이론 전문가 혹은 미술사가로

구성하고 1인은 작가(혹은 작가 겸 대학 교수)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이는 작가적 입장과 미술 제도적 혹은 비평적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심사하겠다는 빌라 로마나 상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지며, 미술

후원적 성격이 강조된 빌라 로마나 상의 아이덴티티와도 연결되는 심사

제도라 하겠다. 이처럼 심사제도 또한 미술상의 취지에 따라 일관성 있

게 기획될 수 있다.

2001년 제정된 송은미술대상은 만 4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를 응모 자격으로 하여 지원자의 공모를 받아 진행되는데, 2011년 운영

11년째를 맞아 심사 방식의 변화를 꾀했다. 온라인 포트폴리오와 실물

작품 1점으로만 채점하던 기존 심사 방식에 후보 작가들의 ‘전시’ 형식의

심사 단계를 추가하여 대상 1명과 우수상 3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한 것이다. 이는 작가의 작품세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방

법이기도 하지만 영국의 터너 상, 국내의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처럼 후

보 작가 전시를 통해 관객과 작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상 작가

선정에 긴장감을 더하는 미술상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심사

절차는 예선심사, 본선심사, 최종심사(최종 4인의 전시)의 단계를 거친다.

또한 송은미술대상은 예선심사위원과 본선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예선과 본선의 심사위원이 같은 경우가 있었으나 2012

년부터는 예선과 본선의 심사위원이 중복되지 않게 함으로써 심사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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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을 높이고 있다.

1 2 3 4 5

작가 응모       예선심사         본선심사       최종 4인의     대상 1인과

                                                 전시 개최     우수상 3인

                                                                  선정

[도판 12] 송은미술대상 심사 절차

두산연강예술상의 경우 후보자 자격을 만 40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의

예술가로 두고 있으며 추천 형식으로 진행된다. 수상자 선정 과정은 아

래의 [도판 13]과 같다. 두산연강예술상은 추천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추

천위원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심사위원이 작가 추천과 심사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1 2 3 4

심사위원(3인)       심사위원들의          추천 작가          최종 수상자

    선정              작가 추천              심사                확정

[도판 13] 두산연강예술상 심사 절차142)

두산연강예술상 미술 부문 심사위원단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미술상

과 다르게 해마다 심사위원이 크게 변동되지 않고 운영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상의 개방성은 떨어지지만 여러 해의 수상자를 통해 두산연

강예술상이 추구하는 작가상을 드러냄으로써 미술상의 아이덴티티를 유

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국공립 기관에서 시행하는 상이 아닌

사립 미술상에 더 적합한 형태로 보여진다.

142) 두산아트센터 공식 웹사이트, http://www.doosanartcen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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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두산연강예술상 미술 부문 역대 심사위원과 수상자

연도 두산연강예술상 미술 부문 심사위원 미술 부문 수상자

2010 임근준, 정윤아, 서진석 박미나, 김시연, 구동희

2011 임근준, 정윤아, 서진석 박주연, 이소정, 이재이

2012 임근준, 정윤아, 김성원 김상돈, 김지은, 장지아

2013 임근준, 정윤아, 김성원 차재민, 김영나, 김민애

2014 임근준, 김성원, 조선령 강동주, 안정주, 이윤성

[표 11] 국내 미술상 심사제도 비교

미술상

심사

위원 

수

심사위원 

국적 

(국내/해외)

심사 방식 심사 절차

올해의 

작가상
5명 국내, 해외

추천 + 

후보 작가 

전시

1. 추천위원 10인이 각 1명의 

작가를 추천

2. 심사위원단의 1차 심사(포트

폴리오와 작가인터뷰)를 통한 

전시 작가 선정

3. 후보 작가 4인(팀)의 전시

4. 전시를 바탕으로 최종 수상

자 선정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2003~

2014년)

5명 국내, 해외

추천 + 

후보 작가 

전시

1. 5인의 추천위원이 10명의 

작가를 추천

2. 5인의 심사위원이 수상 후보

자 3명을 선정

3. 후보 작가 전시 개최

4. 최종 수상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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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기는 2015년 3월이며, 현재까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일우사진상 심사위원 수의 경우, 자료의 부족으로 설립 시부터 2012년까지의 

심사위원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심사 방식과 절차가 변경된 경우 가장 최근의 운영 방식을 기록하였다.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의 경우, 2015년부터 심사 방식과 절차를 변경하였으나 

양현

미술상
2명 해외 추천

1. 수상 후보자 선정단이 수상 

후보를 추천

2. 심사위원단이 수상자 선정

두산연강

예술상 

미술 부문

3명 국내 추천

1. 3인의 심사위원이 작가를 추

천

2. 심사를 통해 수상자 선정

송은

미술대상

예선 

6명, 

본선 

5명

(2011

년

부터)

대부분 

국내

공모 + 

후보 작가 

전시

1. 공모 받은 작품을 예선심사

2. 본선심사 대상자의 작품을 

본선심사

3. 최종 4인의 전시

4. 최종심사를 통해 대상, 우수

상 결정

SeMA–

하나 

미디어

아트

어워드

5명 국내, 해외 추천

1. 각 심사위원이 SeMA 비엔

날레 <미디어시티서울> 참여 

작가 중 3인을 추천 

2. 추천안을 토대로 토의를 통

해 수상자 선정

*결정이 안 될시 무기명 투표 

진행

일우

사진상

2~5

명
국내, 해외 공모

1. 온라인으로 공모 받은 서류 

및 포트폴리오를 심사하여 1차 

24인 선발

2. 국제심사위원단이 일대일 포

트폴리오 리뷰를 통해 수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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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기 이전인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심사 방식과 절차를 기록하였다.

위의 [표 11]은 국내 미술상 심사제도를 비교한 자료이다. 미술상의

심사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두 축은 공정성과 전문성이다. 미

술상들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심사제도 마련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거듭하며 노력하고 있다. 심사위원의 전공 분배 문제나 인원 수 문제, 그

리고 심사 절차의 구성 문제 등은 각 상의 취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해외의 미술상이나 다른 분야의 상의 경우, 관객의 투표를 통

한 상을 마련함으로써 대중과 소통하는 계기로 삼기도 한다. 이처럼 상

의 목적에 따라 심사제도에도 융통성을 발휘하여 더욱 참신한 기획이 가

능하리라 본다.

4. 미디어 보도

미술상은 ‘인정’을 둘러싼 미술과 사회적 관계의 문화적 소산이다. 따

라서 인터넷 발달, 커뮤니케이션 환경 변화와 발맞추어 미술상이 미술과

대중 사이에서 관계의 지평을 넓히는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미디

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파리 살롱전 이래 대체로 평론가들

이 지면을 통해 미술의 경향을 소개하고 여론을 이끌어나가는 일방적 패

턴이 이어졌다면, 최근의 미술상은 매스미디어와 SNS를 통해 관람객의

반응을 신속히 감지하고 확산시킨다는 점이 특징적이다.143) 터너 상의

경우 대중 스타와 함께하는 시상식이 영국 전역에 생중계되면서 하나의

미디어 이벤트로 자리 잡았고, 이를 통해 현대미술을 추동하는 강력한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미디어는 단순히 사건 사고를 보도하는

143) 임근혜, 「아트프라이즈 소통의 장으로 진화해야 할 때」, 『Article』, 경향아트,

2013년 1월호,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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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넘어서 사회적 이슈를 만들고 관심을 과도하게 유도하는 ‘과잉보도’

적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2001년 터너 상 시상자였던 마돈나가 터너 상

에 대해 비난한 연설은 마돈나의 영향력과 함께 이러한 현상을 증폭시켰

다. 피터 배스터맨(Peter L. M. Vasterman)은 과잉보도(media hype)를

“하나의 특정한 사건에 의해 촉발되어 미디어 뉴스 제작의 자기 강화 과

정에 의해 확대되는, 미디어에 의해 발생된 계속되는 뉴스의 급증”으로

정의했다.144)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은 SBS문화재단과 함

께 올해의 작가상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올해의 작가상과 관련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SBS 방송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대중이 현대미

술에 보다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큐멘터리의 진행과 내레이션을

가수, 배우 등의 TV 스타가 맡는다. 이는 각종 이슈와 스캔들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끌던 과거의 터너 상과는 달리 미술이 지니는 가치를 보

존하면서 대중과의 간극을 서서히 좁혀나가는 긴 호흡의 계획으로 보인

다. 최근 터너상의 경우도 센세이셔널리즘으로 일관하던 1990년대~2000

년대 초와는 달리 시대적, 사회적 문제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지적인 성

찰과 미학적 탐구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대중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다른

전략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신문, TV와 같은 전통적인 대중매체와 함께 인터넷이 갖는 매체 영향

력은 지속적으로 증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의 국내 미술상 수상자 발표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 수를 조사하여 아래

의 [표 12]로 정리하였다. 올해의 작가상, 아트스펙트럼 작가상, SeMA-

하나 미디어아트어워드의 경우는 아직 시행된 지 5년이 채 되지 않았으

나 국내의 대표적 미술 기관이 설립한 미술상이므로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였다.

144) Peter L. M. Vasterman, “Media-Hype: Self-Reinforcing News Waves,

Journalistic Standards and the Construction of Social Problems",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20, No.4, 2005, p.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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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국내 미술상 수상자 발표 관련

인터넷 언론 보도 수(2010~2014)

연도 미술상
수상 작가

(미술 부문)

수상자 발표 관련 

국내 인터넷 기사 수

2014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장민승 11개

2013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정은영 8개

2012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구동희 5개

2011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김상돈 6개

2010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양아치 7개

2014 양현미술상 아피찻퐁 위라세타쿤 7개

2013 양현미술상 리바니 노이언슈원더 10개

2012 양현미술상
아브라함 

크루즈비예가스
29개

2011 양현미술상 아크람 자타리 5개

2010 양현미술상 이주요 33개

2014 두산연강예술상 강동주, 안정주, 이윤성 18개

2013 두산연강예술상 김민애, 김영나, 차재민 20개

2012 두산연강예술상 김지은, 김상돈, 장지아 23개

2011 두산연강예술상 박주연, 이소정, 이재이 24개

2010 두산연강예술상 구동희, 김시연, 박미나 22개

2014 송은미술대상 전소정(대상) 5개

2013 송은미술대상 박혜수(대상) 9개

2012 송은미술대상 최선(대상) 5개

2011 송은미술대상 한경우(대상)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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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후보 발표와 수상 후보 전시, 수상 기념전 관련 기사는 제외한 숫자이다.

기사 수의 증가에 따라 일반인의 반응과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145)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0년 제3회 양현미술상 수상자 발표는 본 연구자가 조사한 국내 미술

상 중 가장 많은 인터넷 기사 수를 기록하고 있다. 당시 수상자 이주요

145) 정익재, 「미디어의 과잉보도, 위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정책변화」, 『한국거버넌

스학회보』, 제20권 제3호, 한국거버넌스학회, 2013, p.335 참조.

2010 송은미술대상 김주리(대상) 1개

2014 이인성 미술상 김지원 17개

2013 이인성 미술상 홍경택 5개

2012 이인성 미술상 정종미 13개

2011 이인성 미술상 이상국 15개

2010 이인성 미술상 최병소 4개

2014
눈(Noon) 

예술상

이불, 

세실리아 벵골리아&

 프랑수아 세뇨

9개

2012
눈(Noon) 

예술상

문경원·전준호, 

모토유키 시타미치
23개

2010
눈(Noon) 

예술상

구스타프 메츠거, 

양혜규
1개

2014 올해의 작가상 노순택 20개

2013 올해의 작가상 공성훈 22개

2012 올해의 작가상 문경원·전준호 14개

2014
아트스펙트럼

작가상
이완 11개

2014

SeMA–하나 

미디어아트

어워드

에릭 보들레르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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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상자의 국적 제한을 두지 않는 양현미술상의 최초 한국인 수상자로

1억원의 상금과 함께 주목을 받았다. 국제적 성격을 띤, 국내에서 가장

높은 상금을 수여하는 미술상을 받은 최초의 한국 작가라는 점이 미디어

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도 이주요는 양현미술상의 유

일한 한국 출생 수상자이다.

격년제로 시행되는 눈(Noon) 예술상 수상 관련 인터넷 언론 보도의

경우, 다른 해에 비해 2012년에 특히 기사 수가 많았다. 그 해 수상을 알

리는 총 23개의 기사 중 수상 작가인 문경원·전준호의 수상을 알리는 제

목의 기사가 7개, 수상 작품의 주연 배우인 임수정 혹은 이정재의 출연

작품 수상을 알리는 제목의 기사가 13개였다.146) 이는 국내에서도 대중

적 스타와의 관련이 미술상의 미디어 보도와 홍보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13] 최근 5년간 국내 미술상 수상자 발표 관련

인터넷 언론 보도 수 합계 비교

미술상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양현

미술상

두산연강

예술상

송은

미술대상

이인성 

미술상

2010~2014년

수상자 발표 

관련

국내 인터넷

기사 수 합계

37개 84개 107개 20개 54개

두산연강예술상의 경우 5년간 고르게 많은 기사 수를 유지하여 5년간

의 기사 수 합계에서 가장 높은 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두산연강예술상

146) 2012년 눈(Noon) 예술상을 받은 문경원·전준호 작가의 영상작품 <세상의 저편>은

배우 이정재와 임수정이 출연료를 받지 않고 주연으로 출연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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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술 부문뿐만 아니라 공연 부문 수상자도 함께 배출하여 미술계와

공연계의 관심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

러한 결과는 미술상의 범위를 넓혀 여러 분야를 함께 시상할 경우 미디

어 보도에 유리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술상 수상자 발표와 관련된 인터넷 언론 보도 수 조사를 통해 국내

미술상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과 각 미술상의 영향력을 객관적 수치로 살

펴보았다. 이를 통해 미술상을 특정한 측면에서 비교하고 유의미한 결과

를 얻고자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미술

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국내 미술

상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미술상에 관한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제공

하는 공식 웹사이트의 운영이나 미술상 관련 책자 발간 등은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다. 특히 심사 기준이나 심사위원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로 수상자 발표만을 하는 미술상은 관객에게 신뢰를 주

지 못한다. 국내 미술상 중 웹사이트를 통해 공식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

련 책자를 발간하는 미술상은 매우 일부에 불과하므로, 국내 미술상의

아카이브 구축과 공개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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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통해 동시대 미술계에 미치는 미술 수상제도의

영향과 그 역할을 확인하고 국내 미술상의 사례를 제도적, 체제적 측면

에서 분석하였다.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공적 인정 기제인 상은 사회

의 혁신을 추동하고 전문성의 영역을 확대하는 제도로서 국가 정책 분야

와 민간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그 중에서도 미술상은 우열을 가

리기 힘든 미술이라는 특수한 분야에서 미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경쟁

과 평가 기제로 운영되는 상이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은 형태이다. 이러

한 미술상은 특히 미술의 가치 생산을 위한 권위에 대한 요구와 권위의

행사로서 기능한다. 다소 모순적이라 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분석하는 것

에 있어서 미술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은 분명

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미술상을 미술 제도, 후원 그리고 마케팅의 측면에서 분석

하였다. 국내외 주요 미술 기관들이 미술상을 설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술상은 미술이라는 분야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현대 사회에

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미술상은 미술의 의미

와 가치를 증폭시키고 미술이라는 문화적 형식을 입증하는 동시에 정당

화한다. 또한 미술상은 미술이라는 분야와 미술 작가들에 대한 순수한

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들에게는 미술상이 아트마케팅의 수단이

되어 수많은 기업 미술상들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기업 미술상은 다른

미술 후원의 방식과는 다르게 기업의 타겟 고객이나 브랜드 이미지에 맞

는 미술상으로 기획, 개발되어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기업이 제정하거나 후원하는 미술상은 아트마케팅

의 분류 가운데 메세나의 성격을 띠며, 아트플랫폼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지니고 있다.

국전과 같은 공모전 형식의 전시에 기원을 두고 있는 국내 미술상은



- 89 -

1980년대에 급격히 늘어나 1990년대에 더욱 활기를 띠었다. 80년대와 90

년대에는 미술 관련 단체, 언론사, 문화재단, 화랑, 사립 미술관 등이 제

정한 미술상들이 다수 존재했다면, 2000년대에는 기업이 제정한 미술상

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2010년대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시립미술관 등 국내 주요 미술관들이 미술상을 설립했다. 이인성 미

술상의 경우에도 2014년부터는 대구미술관이 맡아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다. 동시대 미술이 감상에 있어서 점차 많은 맥락적 지식을 요구하

면서 대중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운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주요 미술관

들은 뛰어난 작품을 대중에게 알리고 효과적으로 선보여야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이 때 미술상은 사람들을 특정한 작가와 작품에 주목하

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뿐만 아니라 현대 미술상은 미술의 창작자

와 향유자가 소통하는 플랫폼인 동시에 미술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창출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국내 대부분의 미술상들은 관습적으로 작가, 설립자, 설립기관의 이름

을 활용하고 있다. 유명 작가나 유명 기관의 이름을 미술상의 이름으로

활용하는 것은 쉽게 상의 권위를 세우고 인지도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지만, 대중에게 인지도가 낮은 이름을 사용할 경우 상을 알리기 위해 더

욱 많은 자원의 투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미술상의 네이밍에 있어서 보

다 전문화된 네임 개발 프로세스가 도입될 필요성이 대두된다.

미술상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기획 및 운영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 기업, 언론사 등이 설립한 미술상이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국

가, 즉 문화체육관광부가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의 경우 예술의 여러 부

문에 걸쳐 시상하는 바, 미술 분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술상

으로서의 영향력은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판단된다. 2000년대 이후, 기업

과 언론사가 주최하는 미술상이 거대자금과 조직력으로 미술계를 재편하

고 있으며 일부 미술상은 국가 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과 협력하여 운영

된다. 한 조직이 미술상을 통해 의도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모든 자원을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미술상은 여러 조직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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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설립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미술상의 체제를 설립취지, 상금과 작가 지원, 심

사제도, 미디어 보도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설립취지의

측면에서는 국내 미술상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설립단계에서부터 차별

화된 상의 성격과 목적을 밝히며 운영되는 상들이 증가하고 있다. 심사

대상을 미술의 특정 장르로 제한하거나 수상 작가의 연령 혹은 성별 제

한을 통해 상의 취지를 차별화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커뮤니티 아트, 확

장된 개념의 회화, 민족미술, 통섭, 2차 지원 등 다양한 차별화 요소를

국내 미술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설립취지는 상과 관련된 모든 운영

상의 방향성에 대한 지침이 되고 상의 정체성과도 관련되므로 현존하는

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 요소를 잡아 정교하게 기획될 필요가 있

다.

상금과 작가 지원은 미술상의 수상 혜택에 관한 부분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 상금은 미술상의 인지도와 권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고전적인 방식이며 국내에는 1백만원에서 1억원까지 다양한 미술상의 상

금이 존재한다. 미술상은 상금 외에도 전시, 출판, 해외 레지던시 지원이

나 작품 매입, 전담 큐레이터 제도, 다큐멘터리 제작 등의 혜택을 통해

실질적으로 작가의 작업적 성장을 돕기도 한다. 다른 미술상과 차별화된

수상자 혜택을 미술상의 컨셉으로 잡아 운영할 수도 있으며, 미술상의

혜택을 최종 수상자뿐만이 아닌 더 많은 작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

로 확대하여 미술 후원의 기능을 강화할 수도 있다.

심사제도는 미술상의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 절차와 심사위원에

관한 세심한 규정 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내 미술상들은 공모 형식

또는 추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 주요 미술상의 심사는 대부분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며 심사 과정에서 후보 작가 전시를 통해 대

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미술상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

는 소수의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사위원의

인원이 너무 적은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해마다 심사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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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변동되지 않고 운영될 경우, 상의 개방성은 떨어지지만 미술상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사립 미술상에 적합한 형태

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의 미술상들은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거듭하고 있다. 해외의 미술상이 관객의 투

표를 통한 특별상을 마련함으로써 대중과 소통하는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는 것처럼, 국내 미술상 또한 상의 목적에 따라 심사제도에 있어 더욱

참신한 기획이 가능하리라 본다.

미디어 보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미술상은 지면을 통해 일방적으로 소

개되던 과거와는 달리 매스미디어와 SNS 등을 통해 미술과 대중 사이

에서 관계의 지평을 넓혀나가고 있다. 올해의 작가상은 특집 다큐멘터리

를 제작하고 이를 TV 방송으로 내보내면서 그 진행과 내레이션을 TV

스타에게 맡기는 등 대중과의 간극을 좁히고 있다. 또한 인터넷이 가지

는 매체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본고에서는 최근 5년간의

국내 미술상 수상자 발표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 수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미술상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과 각 미술상의 영향력을 객관적인 수

치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금액이 높거나 대중 스타와 관련이 있

는 경우, 그리고 예술상으로 수상 범위를 넓힌 경우에 미디어 보도량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해보면, 국내의 미술상은 1980년대부터 확산되어오면서 제도적 개

선을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또한 다른

미술상과의 차별화를 추구하면서 미술 후원의 목적과 제도적 목적을 달

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미술상 제도가 국내 작

가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한국 미술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내 기업들에게는 브랜드 방향성을 구체화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 마케팅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국내 미술상에 있어서 네임 개발, 아카이브 구축과 공개 등은 미술상

들이 특히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할 부분이며, 상의 취지나 목적에 맞는

작가 지원 방식 개발 또한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또한 대중을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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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대중과의 소통을 늘리는 것이 미술상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만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에 신선하고 참신한 기획이 함께 제공된다면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주요 미술상들의 심사위원은 일반적으로 5인 내외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147) 그러나 최근 해외에서는 혁신적인 심사위원 구성과 심

사 방식을 보이는 미술상의 활동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리카 재단이 설립한 리카 재단상(Prix Fondation d'entreprise

Ricard)은 1999년부터 매해 프랑스 미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떠오르는 젊

은 작가들에게 수여되는 미술상이다. 수상자 선정을 위해, 매년 한 명의

큐레이터는 주목 받는 젊은 프랑스 작가 혹은 프랑스에 거주하며 작업

중인 작가들의 추천 명단을 만든다. 이후 미술평론가, 컬렉터 등 미술계

인사들로 구성된 약 100명의 심사위원들은 명단 내 투표를 통해 최종적

으로 한 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148) 리카 재단상의 심사 시스템은

다수의 심사위원과 투표제를 통해 공정성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미술 분야에서 이러한 심사제는 오히려 상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떨어뜨

릴 수도 있다. 심사위원의 수가 상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그

보다는 해당 상의 취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미술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위원단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DIAF(프랑스 현대미술 국제화 추진회)가 2000년에 설립한 프랑스

마르셀 뒤샹 상의 경우, 미술 후원자인 컬렉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149) ADIAF 대표이자 컬렉터인 질 푸슈(Gilles Fuchs)는 마르셀

147) 터너 상의 심사위원은 1991년 6인으로 구성된 것을 제외하고는 매번 5인으로 구성

되었으며, 막스 마라 여성 미술상의 심사위원도 5인이다. 휴고 보스 상의 심사위원은

5~6인, 호안 미로 상의 심사위원은 4~6인, 존 무어스 회화상의 심사위원은 3~6인 정

도로 구성되고 있으며, 2014년 빈센트 상의 심사위원도 5인으로 구성되었다. 국내의

경우에도 올해의 작가상,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이인성 미술상, 눈(Noon) 예술상 등

의 심사위원이 5인으로 구성되어 왔다. 다만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의 경우, 2015년부

터 후보 작가 제도를 없애고 최종 수상자만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심사위원

의 수도 5인에서 4인으로 변경되었다.

148) 리카 재단 공식 웹사이트, http://www.fondation-entreprise-ricard.com; 송은 아트

스페이스 공식 웹사이트, http://www.songeunartspace.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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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샹 상에서 후원자-수집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300명이 ADIAF에 모

여 작가를 선정하고 마르셀 뒤샹 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

다.150) 마르셀 뒤샹 상의 공식적 심사위원은 7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8년을 제외하고는 매번 7명 중 3명이 아트 컬렉터로 구성되어 높은

비율을 보인다. 공식 웹사이트 상에서 ‘collector's prize'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듯이 이 상은 프랑스의 컬렉터들이 수여하는 상이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수백명의 컬렉터들이 모여 프랑스 현대미술의 진흥과 국제

화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ADIAF가 수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국 존 무어스 회화상의 경우 작가의 이름이 익명으로 가려진 채 심

사가 진행된다.151) 이 상은 공모 받은 작품에 대해 3~6명의 심사위원이

작가의 이름이나 작품의 의미 혹은 의도에 대해 알지 못한 채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위원이 제공 받는 정보는 오직 작품의 제목, 매체, 크기

뿐이다. 이 중 선택된 작가 약 30~50여명의 그룹전시가 리버풀 비엔날레

의 일환으로 워커 아트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심사위원이 선정한 존 무

어스 회화상 수상자와 별도로 대중의 투표를 통해 비지터스 초이스 상

(Visitors' Choice Award) 수상자 또한 결정된다. 이로써 관람객의 참여

를 유도하고 평가의 자격을 대중에게 부여함으로써 동시대 미술에 대한

대중과의 소통을 시도한다. 그러나 여전히 심사위원이 선정한 상을 관객

의 투표에 의한 상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미술에 있어서 전문성의 영역을

견지하고 있다.

149) ADIAF는 프랑스의 개인 소장가들이 이끄는 단체로, 프랑스 기업이나 프랑스 내에

자리잡은 기업들이 ADIAF를 후원하고 있다.

150) 질 푸슈, 「인사말」, 『오늘의 프랑스 미술』, 국립현대미술관, p.10.

151) 영국 리버풀 워커 아트 갤러리에서 개최되는 존 무어스 회화상은 1957년부터 현대

회화를 대상으로 수여되고 있다. 2년마다 개최되며 평균적으로 대상 1명과 우수상 4

명 정도를 배출한다. 작품 출품은 대중에 개방되어 있으며 1980년부터 워커 아트 갤

러리가 대상 수상 작품을 소장해 오고 있다. 존 무어스 회화상의 오랜 전통은 1988년

테이트가 이 지역에 테이트 리버풀을 설립한 이유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한다. 워커

아트 갤러리 공식 웹사이트, http://www.liverpoolmuseums.org.uk/walker/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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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막스 마라 여성 미술상은 매회 5인의 심사위원 중 미술 작가 1

인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있다.152) 이러한 현상은 일부 국내미술상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은 이불, 안규철, 박찬경, 공성훈,

홍승혜 등의 작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으며 광주비엔날레 눈

(Noon) 예술상의 경우에도 2012년 수상자 선정 당시 설치미술가 최정화

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일반적으로 권위 있는 미술 기관의 디렉터,

교수, 평론가 등이 참여하는 미술상 심사위원에 미술 작가를 포함시키는

것은 작가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하는 발언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긍

정적인 양상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미술상의 다양한 사례들

을 다루고 분류하여 현시대의 경향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서술되었다.

따라서 각각의 사례 분석에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한국의 미술상을 주제로 다룬 논문이

전무한 상황에서 미술상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고 광범위한 미술

상 사례들을 조사하여 제도적 관점에서 체계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본 논

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미술상은 학문적 영역만의 논제가 아니라 동

시대 미술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미술 제도이다. 따라서 미술상

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실무 관계자들에게 실제적인 효용성을 제공한다는

것에서 본 논문의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운영되

고 있던 미술상들도 본 논문에서 제시되고 분석된 자료를 참조하여 명확

하지 못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제도적 보완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능하리

라고 본다.

152) 2005-2007년에는 질리언 웨어링(Gillian Wearing), 2007-2009년에는 코넬리아 파커

(Cornelia Parker), 2009-2011년에는 피오나 배너(Fiona Banner), 2011-2013년에는 리

사 밀로이(Lisa Milroy), 2013-2015년에는 루나 이슬람(Runa Islam)이 작가로서 막스

마라 여성 미술상 심사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모두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현대미

술작가이며 이 중 질리언 웨어링은 1997년 터너 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코넬리아 파

커, 피오나 배너, 루나 이슬람은 각각 1997년, 2002년, 2008년 터너 상 후보였으며, 리

사 밀로이는 1989년 존 무어스 회화상 수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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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Korean Art Prizes

Jisu Park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Arts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paper researches Korean art prizes, events which have

sharply increased in presence since the 1980s. This research is the

first attempt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of Korean art prizes. It

is meaningful in the sense that there is no precedent research on the

subject. In modern society, awards programs are increasingly

established worldwide for their function of public service through

various fields. This phenomenon is observed in the art world as well,

reinforcing the specific form of culture called art. Art prize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 the geography of contemporary art in

a major way.

Art prizes in Korea have originated from the Joseon Art Exhibition

in the pre-liberation era and the National Art Exhibition in the

post-liberation era. The National Art Exhibition includes some of the

highest awards, such as the Presidential Prize and the Prime

Minister's Awards, representing a significant degree of authority and

prestige in the Korean art world. Since the National Art Exhibition

was abolished in 1982, many art prizes with name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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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prize), prize, and award have been established. Those institutions

that establish such art prizes also have diversified, from corporations

to major national/public/private museums. Today’s art prizes evaluate

the artistic achievements of an artist and form an art-related

discourse, functioning as a passage through which the gap between

art and the public can be narrowed.

This research examines art prizes in term of art systems, support,

and marketing. Recent art prizes intend to build a strong platform

through which artists and audiences communicate, or to communicate

with the international art scene rather than just focusing on awarding

a prize. Contemporary art prizes seek to enhance the supportive

aspects of awarding a prize by diversifying the supporting channels

for the recipien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prize, expanding the

benefits of the prize to reach out to a broader range of artists. By

doing so, art prizes established themselves as an art system while

corporations devise and develop art prizes based on the brand concept

of the companies or their target customers. In other words, art prizes

can be used as art marketing in pursuit of a corporation’s long term

benefits, presenting the possibility of coexistence between corporations

and art. Art prizes sponsored or operated by corporations are

essentially sponsorship-oriented and can be employed as an art

platform.

Examples of corporate sponsored prizes include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Doosan YonkangArt Awards, Yanghyun Prize, SongEun

Art Award, and Korea Artist Prize which is co-operated by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n Korea along

with the SBS Cultural Foundation. Other large scale art events with

prizes in Korea exist, such as the Gwangju Biennale’s Noon Art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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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ll as others which do not officially use the name sang. In my

research, I attempted to deduct an implication and find improvements

through constantly comparing domestic art prizes with international

ones and analyzing them.

This research paper intends to apprehend the origin of art prizes in

Korea and the current situation, dealing with social and political

perspectives on art prizes supported by the analysis of the prizes by

the category of foundations. As the body of an art prize in Korea

gradually increased, some prizes were established within a mutually

dependent relationship with national institutions, corporations, and

media organizations. I like to subdivide art prizes into different

categories: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s, cash prize and artist

support programs, review process, and press release. Through this

work, I seek to lay the cornerstone of researching art prizes that

have greatly influenced the Korean art scene, hoping to reflect on the

changing perspective of the art world.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in its academic as well as its

practical attributes. Academically it attempts to establish a theoretical

background of an art prize, systemizing the broad cases of art prizes

in Korea. The research provides a macroscopic viewpoint on the

subject by approaching the context of general prizes rather than

exclusively focusing on art prizes. In addition, the research forms the

basis on which the organizer of art prizes can adjust and manage the

programs relevant to their specific situations or conditions. The

institutions that found art prizes should generate social benefits as

well as business values by organizing art prizes that are useful today

on the basis of multi-faceted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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