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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논문은 휘트니 미국 미술 (WhitneyMuseum ofAmericanArt,이

하 휘트니 미술 )이 제시하고자 했던 미국 미술이 무엇인지,그리고 휘

트니 미술 시에 미국 인 특성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연 기별로 분

석한 연구이다.

1930년 거트루드 반더빌트 휘트니(Gertrude Vanderbilt Whitney,

1875-1942)는 당시 미국의 문화 심지로서 기능하던 뉴욕에 살아있는

미국 미술가를 지원하고 동시 미국 미술에 헌정하고자 휘트니 미술

을 설립했다.휘트니 미술 을 미국 미술을 다루는 기 이라 정의하고부

터 휘트니 미술 계자들은 ‘미국이란 무엇인가,무엇이 미국 인가,

무엇이 미국을 구성하는가’라는 물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의 질문

에 한 기 의 반응은 시 를 반 하며 변화하는 미술의 특성과 같이

당 의 미국 정치,경제 상황과 사회 이슈에 따라 변화했으며 단일

하지 않았다.

휘트니는 미술 을 설립하기 이 인 1907년부터 개인 후원자로서 미술

가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당시 미국 미술계는 유럽의 미술 경향에

향을 받은 아카데미즘이 주도권을 쥐고 있던 시기로 진보 성향의 은

미술가가 시의 기회를 얻거나 명망 있는 컬 터와 계 맺기가 어려웠

다.휘트니는 이러한 흐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자국의 미술에 주목하는,

나아가 살아있는 미국 미술가를 지원하는 사설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운

했다.그녀가 선택한 후원 방식은 주로 시 기회 제공과 작품 구매

으며 스튜디오 운 을 통해 미술가들을 인 으로 후원했다. 와 같은

설립 목 과 운 방식은 휘트니 미술 의 정책 수립에도 고스란히 향

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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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미국 미술과 살아있는 미국 미술가를 지원하는 목표 아래 설립

된 휘트니 미술 은 작가 심 인 운 정책을 펼쳤다.미술 이 펼친

정책은 심사와 수상제도를 철폐하고, 신 직 미술가의 작품을 구매하

거나 시에 참여하는 미술가가 직 출품작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한 휘트니 미술 은 동시 미국 미술의 반 인

경향을 보여주기 해 비엔날 를 개최했는데,비엔날 에서는 비교

균등한 비율로 다양한 경향의 미국 미술을 포용함으로써 미술 이 객

인 시선을 유지하고자 했다.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1969년 휘트니 비

엔날 도록에서 모든 미국 미술의 경향을 한 시에 고르게 보여 다는

것에 한 한계를 인식했다고 밝히기 이 까지 유지된다.

미국 미술이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한 휘트니 미술 의 시도는 미술

이 설립된 공황 시기부터 당 미술계 사회 배경과의 한 연

아래 이루어졌다. 공황으로 인해 국가 기에 직면했던 미국 사

회에서는 자국 보호주의와 민족주의가 사회의 지배 사조로 두되었

고,이러한 사조에 힘입어 국가 기를 극복하기 한 방편으로 미국

정체성을 강조하는 운동 정책들이 사회 각 층에서 수행되었다.이

는 자연히 미술계에도 향을 주어 미국 미술이 무엇인지에 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특히 유럽의 모더니즘 미술의 향으로부터 자유로

운 미국의 진실한 풍경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 움직임을 심으로

‘미국의 장면(AmericanScene)’에 한 심이 고조되었다.이때 휘트니

미술 은 하나의 양식이나 사조에 집 하기 보다는,동시 미국 미술계

에서 생성되고 있는 다양한 움직임들을 시를 통해 반 하고자 하면서

동시 도시의 일상 삶, ·서부 지역 심의 ‘이상 ’인 풍경

(landscape),사회의 각 계층 간의 문제가 반 된 작품 나아가 국가의 단

결을 해 제작된 국가 이데올로기가 반 된 작품들에 주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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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 이후 냉 시기 미국에는 반공주의의 분 기가 팽배했

다. 체주의와 민주주의가 이념 으로 립하는 상황에서,미국 정부는

미술을 냉 의 무기로서 활용했다.이는 1950년 후반 미국 미해외공보

처(UnitedStatesInformationAgency,USIA)가 개입하면서 국제 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특히 논문에서는,미해외공보처가 주 하여 개최한

《미국 국 (AmericanNationalExhibition)》분석을 통해,당 미국 문

화정책은 문화 교류라는 외 상의 취지 이면에 체주의 체제의 소련에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선 하는 략 도구로 미국 미술을 활용하 다

는 유의미한 시사 을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은 휘트니 미술 이 《미국 국 》과 한 련을 갖

는다는 것이다.1)당시 휘트니 미술 장이었던 로이드 굿리치(Lloyd

Goodrich)는 국 의 작품 선정 원으로 참여하고 이후 휘트니 미술 에

서 국 에 한 시를 개최하 다.나아가 굿리치는 《미국 국 》에

한 「미국 회화와 조각 1930-1959:모스크바 시(AmericanPainting

andSculpture1930-1959:TheMoscow Exhibition)」라는 까지 직

썼다.여기서 그는 당 미국 미술의 특성을 재 주의·구상주의·표 주

의·추상주의 등 다양한 양식들을 넘나드는 다양성에서 찾았다.그에게

있어 이러한 시 구성은 체주의 국가인 소련에서 미술에 해 한 가

지의 양식,즉 사회주의 사실주의만을 인정하는 것과는 조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었다.나아가 그는 시가 표방하고자 했던 미국 미술의 다

원성이,개인의 자유와 제한 없는 다양한 사회 실험들에 해 포용

인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표하기에 합하다고 설명했다.2)

1)휘트니 미술 에서는 소련에서의 《미국 국 》이 종료된 후,1959년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미국 국 의 회화 조각 작품 (Paintingsand

Sculpturefrom theAmericanNationalExhibitionInMoscow)》이 개최되

었다.

2) Lloyd Goodrich,“American Painting and Sculpture 1930-1959: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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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 시기 이후 미국에서는 1980년 반부터 사회 반 역에서 주

변화되었던 이들이 인종,성 지향성,소수민족을 둘러싼 차별 등에 문

제를 제기하면서 차이에 한 인정을 요구하기에 이르 다.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문화상호주의,다문화주의 그리고 정치 공정성과 같은 개

념이 상징화된 문화의 범주로 자리 잡았으며 1990년 미국에서 다문화

주의는 하나의 가치 이자 규범으로 두되었다.3)이러한 사회 흐름에

맞추어 휘트니 미술 은 극 으로 타자에 한 개념과 이 시기의 미국

미술이란 무엇인가에 한 물음에 답하고자 했다.

1993년의 휘트니 비엔날 는 기존의 경계에 고착되지 않고 미국의 정체

성을 구성하고 있는 다원화된 사회 갈등들을 있는 그 로 담아내고자

했다.휘트니 미술 이 나타내고자 했던 문화 경계선에 한 입장은

‘경계는 미리 정해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의해 비로

소 구성되는 것이며,언제나 새로이 재구성될 수 있고 물음의 상이 될

수 있다’는 태도 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 의 기획이 시기획으로서 합한 것인지,나아

가 그들의 문제의식이 시에서 제 로 구 되었는지에 한 사회 각층

의 회의 인 평가가 있었다.즉 휘트니 미술 의 시가 미 인 가치를

추구해야하는 미술 본래의 정신에 어 나는 것이 아닌지,나아가 기획

자체는 정당화될 수 있더라도 결국 경계에 한 질문을 던지고 끊임없이

규정되는 과정 에 있는 경계를 보여주기보다는,오히려 각 백인/흑인/

라틴아메리칸/동양인/네이티 아메리칸,여성/남성,게이/ 즈비언 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존의 경계들을 단지 세분화시키고 보다 공고히 했

Moscow Exhibition,”CollegeArtJournal,Vol.18,No.4,Summer1959,

p.300.

3) DarylChin,“Multiculturalism and Its Masks:The ArtofIdentity

Politics,”PerformingArtsJournal,Vol.14,No.1,Jan1992,p.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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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이라는 것이다.

휘트니 미술 의 미국 미술에 한 탐색은 2015년 5월에 뉴욕 매디슨

에비뉴에서 미트패킹지역으로 이 하며 개최한 개 에서도 발견된다.

이 시는 《알아보기 힘든 미국(AmericaIsHardtoSee)》이라는

시명 아래 개최되었다.휘트니 미술 은 이 시에서 미국 국가의 정신

(ethos)과 국민을 단 으로 정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고백

하며,매 시기별로 미국 미술 무엇이어야 했고,어떤 의미를 가져야 했

고,실제로 어떤 것을 해야 했는지에 한 여러 입장들과 태도들을 되짚

어보고자 했다.하지만 이에 해서도 몇 비평가들은 시에 참여한 미

술가 부분이 유럽계·백인 미술가 다는 에서 이미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미국을 변하기에는 시의 기획 자체가 편 하다는 의견을 표

명했고,나아가 휘트니 미술 은 미국 미술 이 아니라 북미의 미술 이

라며 기 의 정체성에 해 의문을 던졌다.

의 모든 논의를 종합하면,매 시 별로 휘트니 미술 이 보여주고자

했던 미국 미술은 시 별로 상이한 거 기 에도 불구하고 근본 으로

‘다양함’으로 표방된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휘트니 미술 은 이를 통해

미국 미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더불어 무엇이 미국 인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동시에 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연구자는 ‘여럿으로 이루어

진 하나(EPluribusUnum)’라는 미국의 건국이념과 연결해볼 때,휘트니

미술 의 시도는 미국 미술을 하나의 고정된 상이 아닌 다양한 술

활력들로서 제시함으로써 미국 이념 한 이를 통해 보여 수 있다고

생각했다.4) 한, 술 활력이 시 별로 그 정치·사회·문화 조건과의

련 하에 각각 상이하게 규정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시 별로 사회가

4)‘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EPluribusUnum)’는 1955년까지의 미국의 표어

으며 1956년부터 재까지 미국의 표어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InGod

WeTrus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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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는 미국 인 특성이 변화하 고,이에 따라 휘트니 미술 이 제시

하는 ‘미국 인 것’ 한 각 시기에 맞게 제시되었다.물론 이 게 제시

된 미국 미술과 미국 인 것 한 시 에 따라,혹은 이 결과물들을 바

라보는 주체에 따라 상이한 에서 해석될 수 있고 비 받을 수도

있다.이와 같은 선상에서,휘트니 미술 이 미국 미술의 특성으로서 보

여주고자 했던 다양함 한 이를 제시한 기 의 시각에서의 다양함일

뿐,진정한 의미에서의 다양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본 연구자는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역에서 다양한 갈등들이

첨 하게 립하거나 때로는 하나의 목표로 단결하면서 커다란 사회

흐름을 만들었던 시기로 크게 공황 시기,냉 시기,다문화주의가

두된 시기에 주목하 다.그리고 각 시기마다 휘트니 미술 이 무엇을

미국 미술이라고 제시하고 있는지,더불어 ‘미국성’을 둘러싼 미술계의

담론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고찰해보았다.

나아가 국내 학계의 경우,휘트니 미술 을 연구한 논문들은 주로 미국

의 정체성 논의의 개 양상이나 후원의 성격을 분석하기 해 휘트니

미술 을 하나의 사례로서 분석하거나 본 기 이 개최한 개별 시에 주

목한 반면,본 논문은 휘트니 미술 의 미국 미술에 한 을 도출해

내기 해 기 이 개최한 시와 이와 련된 시 담론들의 개 양상

을 으로 분석했다는 에서 구별된다. 한 본 논문은 미술 설

립 기인 1930년 부터 1990년 에 이르는 시를 연 기별로 고찰함

으로써 한 기 이 시 의 흐름에 따라 국가의 미술을 어떻게 반 해나가

는지 규명해보고자 했다는 에서 의의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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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 장 서 론

제 1 연구 배경과 목

1930년 거트루드 반더빌트 휘트니(Gertrude Vanderbilt Whitney,

1875-1942)가 미국의 심 도시인 뉴욕에 설립한 휘트니 미국 미술

(WhitneyMuseum ofAmericanArt,이하 휘트니 미술 )은 20세기와

동시 미국 미술에 헌정된 기 이다.휘트니 미술 은 살아있는 미국

미술가를 해 세워진 기 으로 미국 미술을 수집,보존,연구,교육,그

리고 시하며 무엇이 미국 미술인지 보여주고자 했으며 이러한 기 의

목표는 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휘트니 미술 이 개 된 시기,미술 정문 문패 에는 미국을 상징하

는 날개를 펼친 독수리의 측면 부조가 새겨져 있었다.5)휘트니 미술 은

동시 미국 미술의 풍경을 보여주기 해 1932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회

화와 조각,드로잉, 화 시를 나 어 개최하고 1937년부터는 매해마다

가을 혹은 겨울에는 회화 시를, 에는 조각,드로잉, 화 시를 연

례 형식으로 개최했다.6)이러한 시 방식에도 드러나듯이,미국 미술

을 제시하고자 한 움직임은 미술 의 개 기부터 시작되었다.휘트니

미술 은 미국 미술에 헌정한다는 기 의 설립 목 을 밝힌 시기부터 휘

5)그림 1.참조.

6)휘트니 미술 의 연례 은 1956년부터 조각과 회화 을 합쳐 1년에 한 차례

로 개최되었다가,1960년 에는 한 해는 회화 ,이듬해에는 조각 순으로

시가 구성되었으며 1973년에 이르러 2년마다 시가 열리는 휘트니 비엔날

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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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니 미술 계자들은 미국이란 무엇인가,무엇이 미국 인가,무엇이

미국을 구성하는가에 한 질문에 한 답을 모색해왔다. 의 질문에

한 해답은 당 의 미국 정치,경제 상황과 사회 이슈에 따라 변화

했으며 시 를 반 하는 미술의 특성에 의해 단일하지 않았다.따라서

휘트니가 보여 ‘미국의 장면’은 한 가지가 아니었다.1930년 만을

로 든다 하더라도,휘트니 미술 에서는 동시 의 일상 삶의 표 이,

·서부 지역의 목가 인 풍경이,무기로서의 미술을 외치는 선언이 미

국의 정수를 담은 장면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논의는 휘트니 미술 뿐만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한 자각이

고조되었던 시기 미국 미술계 반 으로 논의되는 공통의 심사이기도

했다.각 주체들은 자신들이 바라보는 에 따라 작품을 생산하고 수

집하고 시,연구함으로써 미국 미술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미술사학자 도 드 지오시(DonaldPreziosi)는 미술 이 오 제들을

흔 ,재 ,반 으로 혹은 개인,집단,국가와 인종,그리고 이것들의 ‘역

사들’에 한 체물로 ‘읽기’한 규범 모델들을 확립했다고 서술했

다.7)휘트니 미술 한 미국을 표하는 미술 으로서 ‘보이는 것’을

‘읽을 수 있도록’하고 그 게 함으로써 보여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확

립했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가치 단을 통해 그들만의 내러티

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능동 인 실천 행 이다.연구자는 미술 이

고안된 시민의 공간으로서 과거를 단순히 는 수동 으로 드러내거나

지시하는데 그치지 않고,오히려 수집과 시를 통하여 재의 계보 그

리고 재를 한 계보 내에 치한 요소들로 재구성한다는 에 주목했

7)도 드 지오시(DonaldPreziosi),「에필로그- 술 비평의 실천을 하

여」,『꼭 읽어야할 술이론과 비평 40선(The ArtofArtHistory a

CriticalAnthology)』(1998),정연심,김정 역,미진사,2013,p.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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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 의 논지를 기반으로 연구자는 휘트니 미술 이 어떠한 가치 단

의 기 을 가지고 미국 미술을 보여주고 이를 람객에게 달하려고 했

는지 연구할 것이다.

본 논문은 공황 시기,냉 시기,다문화주의가 두된 시기에 집 하

여 이 시기에 개최된 휘트니 미술 의 시를 분석하고 휘트니 미술 이

각 시기마다 미국 미술을 어떻게 제시하는 지에 한 고찰이다.필자는

미국 미술계에서 ‘미국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어떻게 개되는지

살펴보면서 휘트니 미술 이 취한 입장과 태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그

들이 보여주고자 한 미국 미술에 해 연구할 것이다.1930년 부터

재까지의 시기 가운데 특정한 세 시기를 으로 다룬 이유는 선정된

시기가 국가 내부 으로 사회 변화와 갈등이 분명히 감지되고 미국 미

술이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하는 노력과 미국 미술을 둘러싼 정체성 논의

가 활발하게 개되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휘트니 미술 의 시를 반 으로 종합하여 근하기

도 하고 특정 기획 시 비엔날 를 으로 다루기도 할 것이다.

보다 세부 으로 다룰 시는 《뉴욕 사실주의자 1900-1914(New York

Realists1900-1914):RobertHenri,GeorgeLuks,JohnSloan,William

Glackens,ErnestLawson,GeorgeBellows,EverettShinn,GlennO.

ColemanandGuyPèneDuBoi》 (1937),《지방 시:미시시피 서부

미술가의 회화(RegionalExhibition:PaintingsbyArtistsWestofthe

Mississippi)》(1938), 《미국 국 (American National Exhibition)》

(1959)그리고 《1993휘트니 비엔날 (1993WhitneyBiennial)》(1993)

등이 있다.참고로,연구자가 휘트니 미술 이 어떻게 미국 미술을 보여

주는가에 해 주목하는 만큼,논문의 방향이 미국이라는 한 국가의 정

8) 의 책,p.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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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에 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으나,이보다 본 논문은 휘트니 미술

이라는 특정 기 의 설립 배경과 목 그리고 본 기 의 시를

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제시하는 ‘미국 미술’에 하여 고찰할 것임을

미리 밝 둔다.

제 2 연구의 내용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서론에서는 논문의 주제의 배경

과 목 을 밝히고,제 Ⅱ장에서는 휘트니 미술 이 설립되기 ,미국에

미술 이 집 으로 설립되게 된 1870년 와 1920년 사이의 사회 ,

경제 ,문화 ,정치 토양을 설명할 것이다.이어서 휘트니가 후원자

로서 활동을 시작하며 이후 미술 을 설립하게 된 개인 인 계기와 배경

을 서술하고 휘트니 미술 설립 목 과 특수한 성격의 운 방침에

해 다룰 것이다.

제 Ⅲ장은 앞에서 설명한 로 경제 번 을 리던 미국이 경제

기를 맞아 보호주의,내셔 리즘이 고조되어 미국 미술의 정체성 확립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었던 공황 시기,소련과의 이념 립 가운데

미국 미술이 냉 의 무기로서 활용되었던 냉 시기,60년 부터 70년

까지의 시기,마지막으로 타자로 주변화 되었던 이들이 부상하면서 다문

화주의를 표방한 일련의 미술 시들이 개최되었던 시기로 나뉜다.제

Ⅲ장은 공황,냉 시기,다문화주의가 두되었던 세 시기에 집 하여

휘트니 미술 의 시가 각 시기를 어떻게 반 하는지 분석하면서 개

될 것이다.마지막으로 다룰 《1993휘트니 비엔날 》의 경우 시의

기획의도를 심으로 시의 의의 그에 한 비 인 각 층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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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포함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연구자가 본 시를 집 으로

다룬 이유는,휘트니가 개최한 여타의 시들에 비하여 1993년 시가

보다 직 으로 미국 미술에 한 휘트니 미술 의 입장을 분명히 나타

내고 있으며 시에 한 비 을 통해 형성된 담론이 지 재의 미

술 시에도 유효하게 용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단했기 때

문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인 제 Ⅳ장에서는 휘트니 미술 이 제시하고자 했던 미

국 미술의 특질과 본 기 의 시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들에 한 연구

자의 시각을 밝혔다.

휘트니 미술 은 미국 미술을 제시할 때,하나의 특정한 사조가 미국

미술을 표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미국 미술의 특징을 그 다양성에서 찾

았다.따라서 휘트니 미술 은 최 한 다양한 양식과 경향들을 고루

시하면서 미국의 다양한 술 경향들이 미국의 국가 이념인 자유민주

주의를 표상하기에 합하다고 보았다.

휘트니 미술 이 무엇이 미국 미술인지 보여주려고 시도할 때마다,이

를 둘러싼 여러 비 들이 있었다.휘트니 미술 이 미국 미술을 다양함

이라는 특성으로 제시하고자 할 때,어떻게 그것이 미국 미술을 변할

수 있는지가 문제시되었다.그 기 때문에,휘트니 미술 이 최근 들어

미국 미술의 특징을 다양성 보다는 특정한 어떤 것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모호함으로 제시하는데,이 한 미국 미술에 한 휘트니 미술 의 입

장조차 그들의 특정한 에 따른 입장일 뿐이며,이는 그간 미술 의

한계로 지 되어왔던 백인 심주의 남성 심주의를 은폐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휘트니 미술 은 근본 으로 다양함을 미국 미술의 특성으

로 매 시 별로 표방하려 했지만,그럼에도 이 다양함 한 이를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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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체 제반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상이한 다양함이 가능하다는 것

이다.즉 다양함이라는 개념은 사회정치 범주이지 원불변하는 고정

된 의미를 갖지 않는다.결국 요한 것은 휘트니 미술 이 다양함을 미

국 미술의 특성으로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다.오히려 어떤 방식으

로 휘트니 미술 이 매 시 별로 미술계를 비롯한 정치·사회 역의 주체

담론들과 향을 주고받으며 어떤 미술을 미국 미술이라고 보여주었

는지 그 과정을 구체 으로 살펴보는 일이 핵심이며,필자가 가장 주목

하고자 한 이 바로 이 부분이다.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 으로 우리의

재 고민,즉 사회와 극 으로 교류하며 특정한 실천 메시지를

달하는 기 으로서 미술 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어떠한 사회 역

할을 해야 하는지에 한 고민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

다.

제 3 선행연구

연구를 해 참고한 서 과 논문은 다음과 같다.리사 필립스(Lisa

Phillips),『The American Century: 미술과 문화 1950-2000(The

AmericanCentury:Art& Culture1950-2000)』(2008)을 통하여 미국

의 사회,정치,경제,문화 배경과 미술이 어떻게 연 되는지 참고하

고,캐슬린 D.맥카시 (KathleenD.McCarthy)『여성의 문화:미국 철

학과 술,1830-1930(Women'sCulture:AmericanPhilanthropyand

Art,1830-1930)』(1991)을 통하여 거트루드 반더빌트 휘트니의 개인

후원 동기를 알 수 있었으며 『휘트니 미술 :역사,목 ,활동과 6월까

지의 구 소장품 리스트(WhitneyMuseum ofAmericanArt: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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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Activities,Withacompletelistofworksinitspermanent

collectiontoJune)』(1937)를 참고하여 휘트니 미술 의 설립 목 과

배경을 구체 으로 살필 수 있었다.나아가 낸시 아인라인호퍼(Nancy

Einreinhofer),『미국 미술 :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The American

ArtMuseum:Elitism andDemocracy)』(1997)는 미국 미술 이 생겨

난 사회 문화 토양을 면 히 연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한

휘트니 미술 시를 분석하기 하여 미술 에서 발행한 도록들을 참

고하 으며 특히 1993년의 휘트니 비엔날 시 분석의 경우 《1993휘

트니 비엔날 》 도록을 주로 참고하 다.

연구자가 본 논문을 기술한 시기인 2015년을 기 으로,휘트니 미술

의 시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

고 있다.특히 휘트니 미술 을 심으로 미국 미술을 다루는 기 이라

는 기 의 특성이 반 된 시 기획 시를 둘러싼 담론 분석 연구는

미비한 상태에 있다.그러나 20세기 말의 미국의 정체성이 동화의 개념

에서 다문화주의 측면으로 재규정되는 양상을 연구하기 해 1993년에

개최된 휘트니 비엔날 라는 단일 시를 를 들어 분석한 김진아의

「‘용 로’에서 ‘다문화주의’로-20세기 말 미국 문화의 정체성 재규정과

미술 시회들(1988-1993)」(2005)연구가 있다.9)

미국 뉴욕에서 열렸던 《1993휘트니 비엔날 》가 서울에서 개최되면

서 일어나는 여러 특징과 상들을 번역이라는 측면으로 분석한 논문인

김진아의 「 지구화 시 의 시 확산과 문화 번역:1993휘트니비엔날

서울 」(2007)이 있으며 동일 연구자의 해외 학술논문으로 1960년

9)김진아의「‘용 로’에서 ‘다문화주의’로-20세기 말 미국 문화의 정체성 재규

정과 미술 시회들(1988-1993)」,『 미술사연구』,제18집, 미술사

학회,2005.



- 8 -

부터 1993년까지의 미국의 주요 시들에 반 되어 나타난 미국 문화에

있어 아이덴티티와 차이에 해 집 으로 고찰한 「“타자들”로의

: 미국 미술과 미국인의 정체성의 재구성,그리고 1993휘트니 비

엔날 」(2004)가 있다.10) 한 국내 학 논문에서 휘트니 미술 을 다

룬 경우는 20세기 여성 후원자들의 후원 양상을 뉴욕 미술 과 휘트

니 미술 을 비교 분석한 연구인 이윤 의 『20세기 미국의 여성 후

원자들과 미술 의 설립:뉴욕 미술 과 휘트니 미술 을 심으

로』(2005)가 있다.11)

이와 같이 휘트니 미술 을 연구 상으로 다룬 논문들은 미국의 정체

성 논의의 개 양상을 분석하거나 후원의 성격을 규명하기 해 휘트니

미술 을 분석하고 있는 반면,본 논문은 미국 미술을 다루는 휘트니 미

술 의 기 의 정체성이 반 된 시의 개 양상을 심 으로 분석했

다. 한 본 논문은 특정한 한 시기가 아닌 미술 설립 기인 1930년

부터 1990년 에 이르는 시를 연 기별로 고찰함으로써 한 기 이

시 의 흐름에 따라 국가의 미술을 어떻게 반 해나가는지 고찰해보고자

했다는 에서 의의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10)김진아,「 지구화 시 의 시 확산과 문화 번역:1993휘트니비엔날

서울 」,『 미술학회 논문집』,제11호, 미술학회,2007.

11)이윤 ,『20세기 미국의 여성 후원자들과 미술 의 설립:뉴욕

미술 과 휘트니 미술 을 심으로』,이화여자 학교 석사학 논문,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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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 장 휘트니 미술 의 설립 배경과 목

1930년 거트루드 반더빌트 휘트니는 19세기 동안 미국 미술계가 아카데

미즘에 경도된 미술에 집 하는 경향에 의문을 가진 후 미국 은 미술

가들과 미국 미술을 으로 다루는 미술 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그녀가 미술 설립 개인 으로 미국 미술가들을 후원하던 것

과 연결될 수 있다.휘트니는 1914년 휘트니 스튜디오(WhitneyStudio)

를 설립하고 미술계의 보수 인 분 기로 인하여 작품을 시할 기회가

부족했던 진보 인 은 미술가들의 작품을 정기 으로 시하기 시작했

다.휘트니 스튜디오는 기 이 설립된 지 4년 후인 1918년 휘트니 스튜

디오 클럽(WhitneyStudioClub)으로,그로부터 십년 후인 1928년에는

휘트니 스튜디오 갤러리(WhitneyStudioGallery)로 변경되었다.휘트니

미술 의 신이었던 기 들에서는 별도의 심사제도 없이 클럽 회원

의 개인 과 단체 이 매해 개최되었다.

휘트니가 미국 미술을 후원하기 시작했던 시기인 1910년 미국 뉴욕은

경제 으로 발 하고 문화 으로도 번 을 이루고 있었다.1913년에는

뉴욕의 싱턴가 26블록의 제 69연 병기고에서 개최된 아모리 쇼는

300명 이상의 아방가르드 유럽 미술가와 미국 미술가들이 참여했다.아

모리 쇼는 약 1,300여 의 회화,조각,그리고 장식미술 작품을 시하여

유럽의 모더니즘 미술을 으로 미국에 소개했다.본 시에는 수십

만 명의 람객과 123 의 유럽 미술가들의 작품이 매되는 등 아모리

쇼는 미국 미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나아가 1910년 에는 유럽에서

망명 온 미술가들을 통해 유럽 미술이 소개되고,뉴욕 다다(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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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a)가 형성되는 등 뉴욕을 기 으로 미국 미술계는 활발히 성장하

다.

미국에서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자신들의 본보기로 삼으며 미술 후

원에 한 심을 갖는 이들이 생겨났고,1870년 부터 1920년 에 이르

기까지 산업 자본가들이 극 으로 미술 설립에 참여하면서 미술

설립 붐이 일어났다.이러한 분 기에서 휘트니 미술 이 설립되기 1년

인 1929년 뉴욕 미술 (TheMuseum ofModernArt)을 비롯한 많

은 미술 들이 설립되었다.

필자는 우선 1870년부터 1920년 사이의 미국 미술 설립 배경 성

격을 살펴본 뒤,휘트니 미술 과 휘트니 미술 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

에 설립된 뉴욕 미술 의 설립 목 등 기 특성을 비교 분석하면서

휘트니 미술 의 특징과 설립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 1 1870년 -1920년 미국 미술 설립 붐

미국의 미술 의 건립 역사를 연구한 조엘 오로즈(J.Orosz)는 1870년

와 1920년 사이의 시기를 미국 미술 의 주요 형성 시기라 설명했

다.이 기간은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진 주요 미술 들이 세워졌다.이 시

기에 세워진 미술 의 표 인 로는 1870년 메트로폴리탄 미술

(MetropolitanMuseum ofArt)과 보스톤 미술 (TheMuseum ofFine

Arts,Boston)을 시작으로,펜실베니아 미술 (PennsylvaniaMuseum)

(1876),시카고 미술 (TheArtInstituteofChicago)워커 아트 센터

(WalkerArtCenter)(두 기 모두 1879),세인트 루이스 미술 (City

ArtMuseum in St.Louis)(1881),신시네티 미술 (Cincinnati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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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1886), 루클린 미술 (BrooklynMuseum ofArt)(1895)이

설립되었다.20세기에 들어서는 클리 랜드 미술 (ClevelandMuseum

ofArt)(1913),그리고 샌디에이고 미술 (SanDiegoMuseum ofArt)

(1926),뉴욕 미술 (1929)등이 설립되었다.이러한 당 의 미술

형성을 둘러싼 극 인 움직임은 문화 구심 을 유럽 심에서 미국

심으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연구자는 휘

트니 미술 설립되기 이 미술 설립의 기 를 이루는 미술 설립

배경을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에서 설명할 것이다.

1.자유민주주의 이상의 재 무

미국은 1776년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

었다는 것,모든 사람은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창조주로

부터 부여 받았다는 것,그리고 이러한 권리에는 생명,자유,행복을 추

구할 권리도 포함된다”고 밝히며 미국의 건국이념이 민주주의와 한

련이 있음을 나타냈다.19세기 후반에 설립되기 시작한 미국 미술 은

국가 상징으로 나라의 부강함을 나타내고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재

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미국 사회 내에서의 미술

설립은 미국에 민주주의의 성공 인 시스템을 지닌 진보된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지 를 부여할 것이라는 기 하에 개된 것이다.12)이러한

민주주의의 이상을 재 하는 건국이념과 연결된 기 미술 건립 목

은 지 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2) Nancy Einreinhofer, The American Art Museum: Elitism and

Democracy,London:LeicesterUniversityPress,1997,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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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술 설립 기,미국은 랑스 미술 을 미국 미술 의 발 의

모델로 선택했다.미국 미술 이 상징하는 부분의 미국 미술 의 설립

이념 한 랑스 명의 정신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13)계몽주의의

향은 미술 설립뿐 아니라 반 인 미술계에도 반 되었다. 를 들

어,18세기 말부터 19세기 에 걸친 사회 변화로 인해 탄생한 신고

주의 양식은 미국으로도 건 왔으며 1785년 미국 의회는 나폴 옹과 볼

테르 등의 당 유명 인사 철학자들의 상 조각을 제작하던 랑스

출신의 장 앙투안 우동(JeanAntoineHoudon,1741-1828)에게 조지 워

싱턴의 조각상을 의뢰하기도 했다.

미국의 공공미술 은 1783년 랑스 명 정부에 의해 랑스 명

정신에 기반을 둔 첫 공공미술 으로 설립된 루 르(LouvreMuseum)를

모델로 삼았다. 명 정부는 정권 교체를 극 으로 선 하기 해 왕궁

이었던 루 르궁을 시민에게 공개하고,소장되어있던 왕의 소유물들을

시민의 것으로 선언하 다.왕궁을 시민의 공공기 으로 개방하는 것은

앙시앙 짐(ancienrégime)의 몰락과 새로운 정치 질서의 등장을 선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14)

나아가 이러한 공공미술 의 탄생은 랑스 명이 일어나는 데에 정

신 인 바탕이 된 존 로크(JohnLocke)의 사상과 랑스의 계몽주의에

서 향을 받아 탄생하 다.17세기의 철학자 존 로크는 랑스 명,

나아가 미국 독립에 결정 인 동기를 제공했다.존 로크에 따르면 인간

은 선천 으로 선하고 독립 이며 평등한 존재라고 주장하 고,지식은

13)Calvin Tomkins,Merchants and Masterpieces :The Story ofthe

MetropolitanMuseum ofArt,New York:HenryHoltandCompany,1989,

p.31참조.

14)서지원,「공공미술 의 계보학」,『미학』,제41집,한국미학회,2005년 3

월,pp.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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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 인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의 인식 능력에 한 그의 ,『인간지성론(AnEssayConcerning

HumanUnderstanding)』(1689)은 랑스 명과 미국의 민주주의가

탄생한 시기에 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의 철학은 미국 헌법에 결합되어

있다고 평가 받는다.15)미국인들은 미술 으로부터 교육의 기회가 제공

되는 것을 민주주의 상징이라고 받아들 고,이 같은 로크의 교육에

한 개념은 공공을 한 교육 기 으로서의 미술 설립 목 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그리고 이 때 교육에서 시가 차지하는 역할이 가장 지

했다.

미국인들의 한 사회,힘 있는 사회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은 재력

있는 미국인들이 수집가로서 활동하도록 고무시켰다.미국 미술 들은

이러한 수집가들과 역사,지식 그리고 문화를 보존하는 것이 좋은 사회

라고 믿으며 모든 시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민주 인 사회를 설

립하고자하는 미국인들에 의해 설립되었다.다시 말해,미국인들은 미술

을 그들이 살고자 하는 민주 인 사회의 상징물로서 설립한 것이다.16)

2.사회 안정을 한 교화 기

미술 의 출 을 푸코 인 시각에서 고찰한 학자인 토니 베넷(Tony

Bennett)은 그의 「 시 복합체(TheExhibitionaryComplex)」에서

18세기에 출 한 공공미술 은 국가가 생산하는 권력의 메시지를 사회

15)NancyEinreinhofer(주 12),p.27.

본 논문에서는 두 번째 인용하는 동일한 문헌의 각주에 하여 처음 제시했

던 각주의 번호를 호 안에 넣어 기재한다.

16) 의 책,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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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새기고 하기 한 수단이 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국가는

미술 을 통해 들이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고 스스로 규제하도록 만

들어 범 한 주민들을 통치할 수 있게 만들고자 했다.이는 들이

권력의 편에서 그들 자신을 바라 으로써 지식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객

체가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자기감시 자기규제의 원리를 통해 권력

의 시선을 내재화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17)베넷은 과거에 개인이나 귀

족의 소유물이었던 수집품들이,그러한 사 공간에서 공공 미술 이라

는 새로 구축된 열린 공간에 치하게 되면서 국가의 작용 내에 민 을

수사학 으로 통합시키는 도구로 환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즉 미술

은 을 계몽하는 공간으로 도덕 ,문화 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새

로운 도구가 된 것이다. 은 시 람을 통해 경우에 따른 행동 양

식을 배우게 되면서 간 계층의 유익한 향을 할 수 있었는데 이는

새로운 을 형성하고 그 을 새로운 권력과 지식의 계에 새겨

넣는 역사 다.18)베넷의 연구는 경제 ,사회 으로 변했던 당시 미국

이 미술 을 사회의 안정을 한 교화 기 으로서 설립하려 했던 것과도

연 된다.

미국 경제는 남북 쟁 후 약 반세기 간의 미증유의 고도성장을 달성했

다.기술 신,인 자본에의 투자,시장의 확 등에 의해 기업의 조직

편성이 효율화되어 규모의 경제가 실 되었다. 한 일반 으로 생산성

이 낮은 농업 등으로부터 높은 제조업의 부문으로 자원이 이동하면서 산

업자본주의가 발달하 고,독 화의 경향을 보 다.19)나아가 미국은

17)Tony Bennett,“The Exhibitionary Complex,”New Formations,No.4

Spring1988,p.136.

18) 의 ,p.146.

19)아끼모토 에이치,『미국 경제의 역사(アメリカ經濟の歷史 :1492-1993)』

(1995),이경원 역,합동국제문화센터,2005,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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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도시화의 진 을 이룩했다.1790년부터 1860년까지,70년간에 도시

가 368개 늘어난 데에 비해,1860년부터 1910년의 50년간에는 1,870개나

늘어났다.인구 증가는 이보다 더 에 띄었는데,도시 인구가 7배 늘어

4,000만 명에 달했다.이 시기는 도시화가 격하게 진 한 시기이며,결

국 1920년에는 미국의 도시 인구가 시골 인구를 웃돌게 되었다.20)각지

에 공업도시가 발달했고 이에 따라 도시화의 부정 인 측면 한 발견

되었는데 이 시기를 기 으로 차 빈부 격차의 확 ,슬럼화의 확산,그

리고 도시형 범죄와 산업사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운동이 발생하 다.

이 게 미국이 경제 성장을 이룩한 시기에 미술 설립이 본격화 되

었다.이는 산업 자본가들과 이 시기부터 존재했던 상류계층에 의해

이루어졌다.두 계층의 미술 설립의 필요성에 한 자각은 산업화로

인해 변화된 미국 사회에 한 복합 인 반응 하나 다.상류 계층의

경우,미술 건립이 그들의 계 의 우월성과 사회 지 를 유지시키는

데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했다.진보 인 사회 개 자들로

서 ‘보편 교육 운동’을 지지하던 부유한 산업 자본가들은 학교나 미술

과 같은 기 을 통해 시민을 교육 시키어 시민의 교화 국가 번

을 이룰 것을 목 으로 미술 설립을 극 으로 지지했다21).미술 은

사람들의 취향을 교육시키기 해,가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다.

이 시기에는 산업 명과 함께 모든 교육에 한 믿음을 기반으로 교육

교화 운동(EducationalReform Movement)이 일어났다.당시 지식은

그 자체로 사회의 병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익한 것이었다.산업 자본가

들의 교육에 한 믿음은 국 으로 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북쪽에서

20) 의 책,p.136.

21)김형숙,「미국의 미술 과 교육-미술 이 사회기 으로서 람자층과의 연

계성을 담당한 역사와 이론 제-」,『미술교육논총』,제9집,한국미술교육

학회,2000년 1월,pp.223-23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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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강력한 향력을 갖고 있던 자유 노동 이데올로기에 의해 크게

뒷받침되었다.22)

19세기 말 미국은 산업과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경제 으로 신속하

게 성장했다.미국 북부를 심으로 공장이 세워지면서 새로운 공장에서

일하기 해 유입된 이주민들로 인해 도시의 인구가 증가했다.부르주아

는 산업화를 통해 사회 ,경제 으로 높은 지 를 얻었지만 이민자들과

산업 노동력에 해 불안을 느끼며 그들의 지 를 더욱 공고히 만들기를

원했다.특히 당시 미국에서의 인종 반란,노동 운동,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 내부 갈등은 자본가뿐 아니라 국가도 의식하고 있던 바

다.다시 말해,이 같은 사회 갈등은 부르주아만을 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도 인 요소 고,국가는 여러 정책을 수립하여 사회 안

정을 꾀하고자 하 다. 한,갈등의 성격이 새로워진 만큼 이 과는 다

른 새로운 성격의 공공정책이 수립되었다.

이 게 수립된 정부의 공공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 어졌다.

한 방향은 노동조합의 업을 지시키고 노조 분열 등으로,시민을 통

제하려는 방향, 다른 방향은 내 인 방향으로 공공교육을 통해 시민

을 교육시키고 노동자와 이민자들을 미국 시민으로 포함시키는 교화 방

책이었다.특히 두 번째 방향은 미술 건립에도 향을 미쳤다.

첫 번째 방향은 무기고 설립으로 이어졌다.무기고는 민병 를 수용하

고 훈련을 한 실내 연병장을 제공하기 해 세워졌다.무기고는 성곽

모양의 요새 형태로 구축되었다. 포에 항할 만큼은 아니었지만 총기

류에는 방어 가능할 정도는 되었고,도시의 심에 세워졌다.민병 가

항하고자 하는 은 무기고의 형태와 치로 추론될 수 있다.모든 것

을 고려해보았을 때,그들이 방어하고자 했던 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22) 의 ,같은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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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공포의 상은 외국의 침략이 아닌 도시 폭동이었다.23)민병

는 시민들의 사회·정치 불안에 따른 시 나 폭동을 억제하기 해

기 이었던 것이다.

무기고 구축과는 다른 방식이었지만 미술 건립 역시 다른 방식으로

국민을 계몽시키고 시민을 훈육시키기 해 설립되었다.나아가 1883년

뉴욕과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 한 국제 맥락에서 미국의 발 된

산물과 문화를 시민에게 달하고자 했던 의도로 인해 개최되었다.

3.미국의 경제 부흥과 후원 정신의 시장

19세기 미국은 정신 그리고 문화 으로 이탈리안 르네상스(Italian

Renaissance)의 향을 받고 있었으며 이 시기를 ‘아메리칸 르네상스

(AmericanRenaissance)’라 일컫는다.24) 용어는 미국인들이 이탈리아

23)MartinFeldstein,TheEconomicsofArtMuseums,ChicagoandLondon:

TheUniversityofChicagoPress,1991,p.181.

24)‘아메리칸 르네상스’라는 개념은 1880년 유럽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새로

운 세 의 등장과 그들이 선보인 미술 경향에 한 설명에서 비롯되었으나,

학자들 사이에서 이 용어 사용에 해 의견이 엇갈렸다.그러나 1970년 말

건축사학자 리처드 가이 슨(RichardGuyWilson)이 《아메리칸 르네상스

1876-1917(TheAmericanRenaissance1876-1917)》(1979) 시를 기획하면

서 본격 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참고로,아메리칸 르네상스라는

용어는 1850-1855년 미국의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소로(Henry

David Thoreau),호손(NathanielHawthorne),포(EdgarAllan Poe),멜빌

(HermanMelville),휘트먼(WaltWhitman)의 문학 걸작들이 거 제작된 시

기를 지칭하기 해 사용된 문학용어 으며 1876년부터 1920년 후반까지

미국 북동부에서 공공건축을 심으로 폭발 으로 증가한 미국 벽화 미술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된다.(이미경,「아메리칸 르네상스 벽화-미국 벽화

운동의 시작」,『미술사학』,제29호,한국미술사교육학회,2015,p.40,

FrancisV.O’Connor,TheMuralInAmerica:WallPaintingintheUnited

Statesfrom PrehistorytothePresent.New York:ElectronicallyPublished,

(www.muralinamerica.com,2010,Part Five,Chapter 15,Subhead B,

October17,2013,검색:2015년 8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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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심으로 한 르네상스 문화를 19세기 미국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신

들의 문화 통성을 확보하기 해 유한 용어이다.25)

산업 자본가들은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문화 번 을 꾀하기 시작한

미국을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동일시하면서 작품 수집과 미술 설립을

국가의 재산,부,그리고 권력의 상징으로 여겼다.즉 이들은 새로운 계

층의 문화 후원의 정신 인 배경을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찾으

며 미술을 후원하고 미술 을 설립했다.

르네상스의 리더이자 융업을 통해 재력을 쌓은 메디치 가문은 기부자

의 개념을 세우고 미술품 수집과 사회 지 의 연결을 강화하면서 미국

의 새로운 리더들의 본보기가 되었다.이러한 메디치 가문의 미술 후원

은 자신들을 새로운 제국의 귀족이라고 여겼던 미국의 산업자본가들의

상상력을 자극시켰다.26)15세기의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미술에 한

후원의 동기가 경견함(Piety), 신(Prestige),그리고 쾌(Pleasure) 다면,

19세기에 등장한 미국 르네상스에 이 진 미술 후원의 동기는 애국심

(Patriotism), 신(Prestige),그리고 도덕 고양을 통한 쾌(Pleasure)를

고취시키는 것이었다.신흥 자본가 계층에게 있어 미술 은 함의 상

징으로서 시민의 애국심을 고무하고 국가와 시민의 자존심과 신을 세

우는 기 이어야 했다.나아가 미술 은 교육 인 기 으로 도덕 임무

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이는 앞에서 다루었듯이 민주 인 요인과 결합

가능한 미술 설립의 요한 목 하나 다.27)

산업 자본가 계층이 미술을 후원한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당

25)TheArtsoftheAmericanRenaissance,Exh.cat.,New York:Hirschl&

AdlerGalleries,Inc.,1985,p.7,이미경,「아메리칸 르네상스 벽화-미국 벽

화 운동의 시작」,『미술사학』,제29호,한국미술사교육학회,2015,p.40에

서 재인용.

26)NancyEinreinhofer(주 12),p.1.

27) 의 책,p.3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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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산업 자본가들은 이권 개입과 담합 등을 통한 경 방식으로 인하여

들에게 ‘노상 강도 귀족(RobberBaron)’으로 인식되었다.그들은 학

술과 문화 역에 기여함으로써 부정 인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했다.이

들은 잉여자본을 문화 역에 기부하여 이미지 개선 사회 인 지 와

명성을 얻고자 미술 작품 수집가가 되었으며 미술 후원가가 되기도 했

다.28)이와 같은 산업자본가 계층의 표 인 미술 후원가로는 앤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존 피어폰트 모건(John PierpontMorgan),

헨라이 클 이 릭(HenryClayFrick)그리고 존 데이비슨 록펠러(John

DavisonRockefeller)를 로 들 수 있다.29)

4.자선 공제(CharitableDeduction)로서의 법안 제정

미국의 미술 후원에 의한 미술 건립은 ‘자선 공제’라 불리는 20세기

반에 시행된 정부의 법안 제정을 통한 문화 정책으로 인하여 더욱 활

발해졌다.먼 1909년에 재정된 페인-알드리치 법안(Payne-Aldrich

Tariff)은 미술 수집에 향을 미쳤다.페인-알드리치 법안은 제작된 지

20년 이상 된 작품에 해 면세 혜택을 허용했다.기업 특권의 상징이었

던 이 정책은 취임 직후부터 세 제도의 개 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

정하 던 토마스 우드로우 슨(ThomasWoodrow Wilson) 통령에 의

해 1913년에 개정된다.이에 따라 패인-알드리치 세법은 기존의 수입

지 세를 폭 인하하는 언더우드 세법(UnderwoodTariff)으로

개정되었다. 법안에서는 제작된 지 20년 이상 된 작품에만 한정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모든 작품에 해 면세 혜택이 용 가능하도록 변경되

28) 의 책,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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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909년 이 의 수입품에 한 엄격한 세 납부 의무는 존 피어폰트 모

건의 소장품을 메트로폴리탄 미술 으로 이 하는데 큰 장벽이었다.그

러나 법이 개정된 후 모건은 런던 하이드 크에 치한 그의 맨션에 소

장하고 있던 350 의 작품들을 메트로폴리탄 미술 의 수장고로 이 시

킬 수 있었다.메트로폴리탄 미술 은 존 피어폰트 모건 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작품을 기증 받았다.30)뉴욕 백화 시장을 개척한 벤자민

알트만(BenjaminAltman)과 설탕제조업체를 설립한 헨라이 하 마이어

(HenryOsborneHavemeyer)가 미술품들을 기증한 표 인물이다.31)

1917년 미국 의회는 ‘자선 공제’라 알려져 있는 연방 세입 법안

(FederalRevenueAct)을 개정했다.본 법안은 비 리 기 에 기부하는

미술품의 평가액만큼 세 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

미국에는 200여개의 미술 박물 이 개 하 고 작품 기증도 증가하

게 되었는데,구체 인 로 메트로폴리탄 미술 의 경우 렘 란트,반

고흐의 작품 등을 비롯한 기 의 주요 소장품의 약 80%가 이 법안으

로 인해 기증 받게 된 것이다.32)이처럼 미국 정부의 법안 개정을 통한

30)NancyEinreinhofer(주 12),pp.48-49.

31)뉴욕에 백화 시장을 개척하여 부를 축 한 벤자민 알트만은 그의 컬 션

을 바탕으로 한 알트만 미술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모건과의 상을

통해 그의 1만 에 달하는 오 제, 국 도자기와 비연호,렘 란트

(RembrandtHarmenszoonvanRijn)의 회화13 을 메트로폴리탄 미술 에

기증하 다.설탕제조업체를 설립하여 축 한 자본으로 작품을 구매한 향

력 있는 컬 터 던 헨라이 하 마이어의 소장품 190여 은 그가 숨진 후,

그의 부인인 루이진 하 마이어(LouisineHavemeyer)에 의해 메트로폴리탄

미술 에 기증되었다.그의 컬 션에는 보티첼리(SandroBotticelli),티치아노

(TizianoVecellio),홀바인(HansHolbein),베르메르(JohannesVermeer),뒤

러(Albrecht Dürer) 그리고 벨라스 스(Diego Rodríguez de Silva y

Velázquez)의 작품이 포함되어있었다.( 의 책,같은 쪽 참조.)

32)김홍남,「박물 기부문화의 황과 과제」,『미술 박물 기부문화

활성화를 한 토론회:문화강국을 한 첫걸음』,2007.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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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정책은 후원자의 미술품 구매와 기증을 직 으로 진시킴으로써

미술 설립의 석을 이루었다.

제 2 휘트니 미술 설립 동기와 목

휘트니는 1930년 미술 을 설립하기 이 부터 개인 으로 미술 후원자

로서 활동했다.본문에서는 휘트니 미술 설립 동기를 두 측면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이 두 측면은 각각 미술 후원에 한 심과 미국 미술

가에 한 지원 필요성으로 나뉜다.미국 미술가를 지원하고자 휘트니가

설립했던 휘트니 스튜디오,휘트니 스튜디오 클럽 갤러리는(그림 2,3)

휘트니 미술 의 신으로 평가 받는다.연구자는 의 기 의 운 방

침이나 설립 동기에서 휘트니의 후원 성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미술가

와의 친 한 교류, 고 진보 인 성향의 신 미술가에 한 심은 휘

트니의 후원 성향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소이며 이는 휘트니 미술 설립

목 에도 반 되었다. 한 본 장에서는 휘트니 미술 과 뉴욕 미술

의 시 디스 이 방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휘트니 미술 의 성격

을 보다 분명히 제시하고자 한다.

1.휘트니 미술 설립 동기

1)미술 후원에 한 심

거트루드 반더빌트 휘트니의 미술 후원은 개인 자산으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미국 산업 명에 크게 기여한 코모도어 코넬리우스 반더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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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doreCorneliusVanderbilt,1794-1877)의 증손녀로 미국의 부유

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반더빌트 가문을 세운 코모도어 코넬리우스는 페

리 회사 운 ,증기선 사업 그리고 철도 사업으로 환하면서 부와 권력

을 얻게 되었다.그는 당시 미국 해군 제독의 명칭에 해당되는 “코모도

어(TheCommodore)”라는 호칭을 얻을 정도로 향력 있는 인물이었으

며 자손에게 유산으로 1억 달러 이상을 남겼다.

휘트니의 아버지인 코넬리우스 반더빌트 2세(CorneliusVanderbiltII,

1843-1899)는 사업가인 동시에 자선가 다.33)그는 메트로폴리탄 미술

의 집행 원회의 의장이었으며,이사회의 일원으로서 거의 20여 년간

사하 다. 와 같은 가문에서 태어난 휘트니는 조시 포스트(GerogeB.

Post),리차드 모리스 헌트(RichardMorrisHunt),아우구스투스 세인트

고든스(AugustusSt.Gaudens)그리고 조지 라 지(JohnLaFarge)와

같은 당시 유명한 건축가와 디자이 의 작품으로 꾸며진 맨션에서 거주

하면서 아버지의 소장품인 바르비종 회화 컬 션과 마주하는 등, 술

인 분 기 속에서 자랐다.이 같은 휘트니의 가정환경과 아버지의 자

선사업가로서의 면모는 이후 휘트니가 미술 후원자가 되는 데에 간

인 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휘트니의 미술 후원 동기는 그녀가 자란 가정환경뿐 아니라 분가 후의

개인 인 가정사로 인한 심리 변화와도 련이 있다.휘트니는 1875년

태어나 1월 9일 뉴욕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다.그녀는 주로 뉴욕에서 생

활했으며 여름에는 로드아일랜드의 뉴포트(Newport,RhodeIsland)에서

33)코넬리우스 반더빌트는 자선가로도 활발히 활동하 다.그는 컬럼비아 의과

학,신학 학교,세인트 존 더 디바인 성당(CathedralChurchofStJohn

theDivine)의 이사로,개신교 성공회 교회의 국내외 선교회의 매니 로 일했

으며 메트로폴리탄 미술 의 집행 원회의 원장으로서 일했다.(Flora

MillerBiddle,TheWhitneyWomenand theMuseum TheyMade:A

FamilyMemoir,New York:ArcadePublishing,1999,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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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냈다.그녀는 사립 교사와 뉴욕 어퍼이스트 사이드에 치한 유명한

여자 사립학교 하나인 리어리 스쿨(BrearleySchool)에서 수학했다.

1896년 당시 21세 던 거트루드 반더빌트 휘트니는 해리 페인 휘트니

(HarryPayneWhitney,1872-1930)와 결혼했다.반더빌트 가문만큼 부

유한 가문 하나 던 휘트니 가문과의 혼인은 그녀로 하여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었으나 남편의 외도로 인해 그녀는 심리 으

로 힘든 시기를 보내게 다.휘트니는 자괴감과 우울함을 이겨내고 의

미 있는 일을 찾고자 자선 사업과 미술에 몰두하 다.그녀에게 있어서

자선에 힘쓰는 것은 개인 괴로움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를 되찾는 과정

하나 다.34)

휘트니는 1900년도 에 랑스의 몽마르트(Montmartre)와 몽 르나스

(Montparnasse)를 방문하면서 미술을 하고 조각에 심취하기 시작하면

서 미술 후원뿐 아니라 미술가로서도 활동했다.35)그녀는 미술가로서 활

34)BethVenn,Adam D.Weinberg,KennedyFraser,FramesofReference:

Looking atAmericanArt,1900-1950,New York:WhitneyMuseum of

AmericanArt,1999,pp.31-32참조.

35)휘트니는 스칸디나비아 조각가인 헨드릭 크리스티안 안데르센(Hendrik

ChristianAndersen)에게 사사했다.1910년부터 그녀는 그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작품을 시하기 시작했다.이와 동일한 해,그녀는 국립 디자인 아카데

미(National Academy of Design)에서 <이교도의 신 (Paganisme

Immortel)>을 시했고,이듬해 리 살롱(ParisSalon)에서 <스페인 농부

(SpanishPeasant)>를, 나마 서양 박람회(Panama-PacificExposition)에

서는 <엘도라도의 아즈텍 분수(AztecFountainofEldorado)>를 시했다.

한,1917년에는 스페인 정부와의 커미션 작품으로 스페인 팔로스에 치한

항구에 약 34미터 크기의 콜럼버스의 조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그녀는

국에서 가장 재능 있는 여성 조각가로 묘사되기 시작되었으며 보수 인 비평

가 로얄 코르티소즈(RoyalCortissoz) 한 “사실 인 형태의 처리:그녀는

진실을 겨냥하며 이를 이해하고 있다.”라며 그녀를 칭찬했다.(KathleenD.

McCarthy,Women'sCulture:AmericanPhilanthropyandArt,1830-1930,

UniversityofChicagoPress,1991,pp.223-224,Tatler,march17,1915,

Newsclips,WhitneyMuseum ofAmericanArtMSS,Records,1914-45,

reelNWH4,frame66,AAA;RoyalCortissoz,“Mrs.H.P.WhitneySh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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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히 활동했지만,여성이자 부유한 가문의 자녀라는 사회 치로 인해

그녀가 문 이지 않다고 평가하는 일부 비평가들의 편견에 맞서야했

다.그녀는 수상을 하고,국내외로부터 커미션 작업을 의뢰받는 미술가로

선정되었음에도 부유한 아마추어 미술가로 여겨지거나 작품 제작에 있어

서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소문을 듣곤 했다.36)그녀

는 “불 하고 작은 부유한 소녀:해리 휘트니 부인,다락방에서 굶주림

없이 미술가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하다.”라는 신랄한 헤드

라인의 기사를 쓴 작가에게 “싸우지 않아도 되는 쟁이었다면 나는 오

늘날 작품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녀의 미술가로

서의 의지를 표명했다.37)이러한 어려움 가운데,그녀의 작품을 인정해주

고,구매해주는 군가가 있다는 것은 그녀에게는 큰 안이었다.유명한

컬 터 던 알버트 유진 갈라틴(AlbertEugeneGallatin)이 그녀의 작품

<스페인 농부의 두상(HeadofaSpanishPeasant)>을 구매했을 때,그

녀는 매우 기뻐했다.이처럼 그녀가 미술가로서 겪은 개인 인 경험은

미술가의 삶을 이해하는데 정 인 향을 미쳤다.

2)미국 미술가에 한 지원 필요성

앞에서 설명했듯이,휘트니는 작품의 미학 인 의미와 작품을 만들어내

는 미술가들을 존 하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이는 그녀가

미술가로서 활동하며 미술가의 아틀리에를 방문하고 뉴욕의 술학교인

OwnWork,”NewYorkTribune,February19,1916)

36)BethVenn,Adam D.Weinberg,KennedyFraser(주 34),pp.36-37참조.

참고로,휘트니는 제1차 세계 을 기리며 제작한 30피트 높이의 조각 작품

<보병(doughboy)>을 3만 명의 들 앞에서 공개했다.

37) 의 책,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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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스튜던츠 리그(ArtStudentsLeague)에서 재학하면서 미술가들과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그녀는 미술가들이 등록

이나 해외여행을 한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워하는 상황들을 직 목

격하면서 미술가들이 작가로서 활동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

체 으로 찾아내려고 노력했다.38)이 결과,휘트니가 발견한 미술가의 지

원 방식은 작품 구매와 시 기회 제공이었다.

휘트니는 1907년 미국 최 의 여성 용 사교 클럽인 콜로니 클럽

(ColonyClub)에서 사설 시를 기획하면서 미술가를 지원하기 시작했

다. 시는 앤티크 이스,아카데미 회원의 미니어처 컬 션 등을 다루

었으며,폴 도허티(PaulDougherty),조나스 라이(JonasLie),그리고 배

리 포크 (BarryFaulkner)와 같은 고 보수 인 술가의 작품과 존

싱어 사 트(JohnSingerSargent)와 제임스 애벗 맥닐 휘슬러(James

AbbottMcNeillWhistler)와 같은 인정받은 미술가의 작품도 시했

다.39)나아가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아서 B.데이비스(ArthurB.

Davies), 어니스트 로슨(Ernest Lawson)과 그리고 제롬 마이어스

(JeromeMyers)의 작품도 시했다.마이어스는 도시의 풍경을,로슨은

허드슨 강을 따라 보이는 뉴욕의 -공업 인 풍경을 그리고 데이비스

는 고 인 꿈과 같은 장면들을 그렸다.이러한 미술가들은 상류층이

잘 보지 못하는 풍경들을 묘사했다.휘트니 미술 설립 보다 20년 이상

앞서서,휘트니는 통 이지 않은 작품들을 보여주며 잘 알려지지 않은

미술가와 부유한 컬 터 사이의 가교역할을 했다.이 시는 비공식

시 기 때문에 의 심을 받지는 못했지만,미술가들은 휘트니의 헌

38) 의 책,같은 쪽.

39)AvisBerman,RebelsonEighthStreet:JulianaForceandtheWhitney

Museum ofAmericanArt,New York:Athenaeum,1990,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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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친 함,그리고 함을 알게 되었다.이 시 이후,그녀는 로슨의

작품을 두 구매하 는데 로슨은 이에 해서 “ 은 미술가에게 이러

한 일은 큰 동기를 가져다 다.”라고 밝혔다.40)

콜로니 클럽에서의 시가 개최되었던 1907년,휘트니는 1910년 보헤

미안들의 문화 ·사회 심이 될 뉴욕 그리니치빌리지(Greenwich

Village)의 맥두걸 골목(MacDougalAlley)에 개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이곳에서는 휘트니가 구매한 작품들이 비공식 으로 시되었다.

휘트니는 1908년부터 본격 으로 컬 터로서 활동하기 시작했다.그녀

는 1908년 2월 1일에 열린 뉴욕 맥베스 갤러리(MacbethGallery)의 《8

인 (TheEight)》에서 회화 4 을 구매했다.휘트니가 구입한 작품은

로버트 헨리(RobertHenri)의 <웃고 있는 아이(LaughingChild)>(그림

4),에버렛 신(EverettShinn)의 <시사 풍자극(Revue)>(그림 5),어니스

트 로슨의 <강 의 겨울(WinterontheRiver(FloatingIce)>와 조지

럭스(GeorgeLuks)의 <거 를 안은 여성(WomanwithGoose)>이었다.

당시 그녀의 결정은 매우 모험 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로버트 헨리를

심으로 기획된 《8인 》은 당시 아카데미가 통 인 미학 기 을

고수하며 은 미술가들을 배척하는 것에 항하는 정신을 담고 있었다.

시에 참여한 존 슬론(JohnSloan)은 휘트니의 작품 구매에 하여 “당

시에 그처럼 인기 없는 그림을 산 것은 미술가들의 작품만큼이나 명

인 것이라고 평가했다.”41)

휘트니는 아카데미즘이 지배하고 있던 제도권에 해 비 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당 에 주목 받지 못하는 이들의 작품을 수집하고 시 기회

40) Lauren Richmond, “Defining the American Vision: The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s Role in Changing Landscape of

AmericanArtHistory,”HonorsThesisCollection,2014,pp.13-14.

41)BethVenn,Adam D.Weinberg,KennedyFraser(주 34),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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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기 어려운 미술가들에게 시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자 했다.

이러한 결심을 바탕으로 그녀는 1914년 워싱턴 스퀘어 크(Washington

SquarePark)인근에 휘트니 스튜디오를 설립하 고 이곳에서는 공식

으로 시가 개최되었다.이 시기 휘트니는 앞으로 35년 간 함께하며 휘

트니 미술 을 이끌게 될 리아나 포스(JulianaForce)와 같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진보 인 은 미술가들 간의 교류를 진시키고자 했다.참

고로 휘트니의 시 이인 헬 헤이 휘트니(HelenHayWhitney)의 비서

던 리아나 포스는 휘트니의 비서 업무뿐 아니라 시 업무를 맡으면

서 역할을 확장해나갔고 이후에는 본 기 의 심 인 역할을 맡게 된

다.42)

1915년 휘트니는 보다 극 으로 미국 미술가들을 지지하고 휘트니 스

튜디오에서 시를 개최하는 은 미술가들의 친구들(FriendsofYoung

Artists)을 이끌었다. 은 미술가들의 친구들은 미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그들의 작품을 시하기 원하는 모든 미술가에게 열려있는 공모

을 개최하여 수된 작품 우수작을 시했다.

당시 뉴욕에서 명망 있는 시들은 모두 심사와 수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그러나 휘트니는 이러한 경쟁 인 제도가 미술가들의 창작 활동

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단하고 1917년 그녀의 스튜디오에서는

심사 수상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하 다.이는 배제의

논리를 구 하지 않으려는 휘트니의 생각이 반 된 선언이었다. 한 그

녀는 미술가가 경제 어려움으로 망에 빠져있거나 집세 혹은 의료비

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그들의 작품을 구매하면서 미술가들을 후원했다.

이러한 갤러리 정책과 그녀의 개인 인 후원 양상을 고려해볼 때,그녀

42)KathleenD.McCarthy,Women'sCulture:AmericanPhilanthropyand

Art,1830-1930,UniversityofChicagoPress,1991,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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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술가들을 도와주고 아직 인정받지 못했던 미술

을 옹호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 미술가들에 한 휘트니의 지원은 그녀가 1918년 휘트니 스튜디오

와 멀지 않은 곳에 휘트니 스튜디오 클럽(WhitneyStudioClub)을 형성

하면서 보다 인 인 후원으로 이어졌다.미술가들이 작업 이외의 시간

에 함께 모여 서로 교감을 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차원으로 후원

의 성격이 더욱 확장된 것이다.휘트니는 미술가들과 화를 나 면서

이들이 속한 사회가 미술가들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면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녀는 미술가들이 작품

제작뿐 아니라 미술가들과 함께 모여 미술에 하여 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43)매해 스튜디오 클럽에서는 클럽에 소속된 미술

가의 시가 열렸고,정기 인 드로잉 수업과 미술가간의 교류를 한

이벤트도 조직되었다.휘트니 스튜디오 클럽은 클럽이라는 명칭이 달

하는 배타 인 분 기와는 다르게 미술가로 활동하는 사항만 확인이 된

다면 모두가 가입할 수 있었다.클럽 회원 가운데에는 애쉬캔 스쿨

(AshcanSchool)의 존 슬론,모리스 더개스트(MauricePrendergast)

뿐 아니라, 지날드 마쉬(Reginald Marsh)와 같은 사회 사실주의

(SocialRealism)에 속하는 미술가들이 있었으며 데이비스(StuartDavis),

쉴러(CharlesSheeler),디무스(CharlesDemuth)등의 추상미술가들,‘스

튜디오 그룹(StudioGroup)’의 일원인 미술가들도 회원으로 참여하 다.

클럽은 1918년부터 1928년까지 십 년간 운 되었는데,이 기간 동안 다

양한 작가의 작품을 극 으로 시하 다.이곳에서는 모더니즘,사회

사실주의,혹은 독자 화풍의 미술가들의 작품들 등 아방가르드

인 미술,구상 인 미술에 계없이 다양한 형식의 미술이 수용되었다.

43)AvisBerman(주 39),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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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참여한 미술가로는 존 슬론(John Sloan)이나 리엄 락 즈

(Wiliam J.Glackens)와 같은 잘 알려진 사실주의 미술가뿐 아니라 당시

에는 이 두 화가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그리고 지날드 마쉬와 같은 미술가도 참여하 다.44)

1928년 휘트니 스튜디오 클럽의 회원은 400여명이 넘었으며 수백여 명

에 달하는 미술가들이 기 리스트에 기재되었다.휘트니가 스튜디오를

공개 으로 운 한 이후로 계속하여 함께 운 의 주축이 된 리아나 포

스는 이와 같은 상황에 해 “휘트니 스튜디오 클럽은 클럽으로서의 목

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미술가의 클럽으로 운 되기에는 기 자체

가 비 해졌다”고 단하고 문을 닫았다.45)

2.휘트니 미술 의 설립 목

1929년 휘트니와 리아나 포스는 미국 미술의 정수를 담은 미술 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며 600 이상의 모든 개인 소장품을 그녀의 아버지

코넬리어스 반더빌트가 원회로 활동했었던 메트로폴리탄 미술 에 기

증하고자 했다.그러나 당시 장으로 재직하던 에드워드 로빈슨

(EdwardRobinson)은 리아나 포스가 작품 기증과 재정 인 기증을 설

명하기도 에 그녀의 제안을 거 했다.46)거 의 이유는 메트로폴리탄

미술 이 미술,특히 동시 미국 미술보다는 이미 명성을 얻은 유

럽의 작가들의 작품을 주로 수집하는 보수 인 기 이었기 때문이다.47)

44)BethVenn,Adam D.Weinberg,KennedyFraser(주 34),p.10.

45) Leah Dilworth,Act ofPossession: Collecting in America,New

Brunswick,New Jersey:RutgersUniversityPress,2003,p.167.

46)FloraMillerBiddle(주 33),p.77.

47)LeahDilworth(주 45),p.16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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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있은 후,휘트니와 포스는 미술 을 직 세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미술 설립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그들이 미술 설

립에 해 논의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1929년 10월 월스트리트 주식

폭락을 기 으로 공황이 시작되었다.매해 미술 운 비용으로 10

만 달러에서 12만 5천 달러 정도가 소요될 정이었으며 정확한 수치는

밝 져 있지 않지만,휘트니 한 경제 으로 타격을 받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어려운 불황에도 불구하고 휘트니는 그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개인 컬 션을 구축하고 미술 건립의 제반 여건을 형성할 수

있었다.48) 이들은 1929년 11월에 개최된 뉴욕 미술 이 개 인

《세잔,고갱,쇠라,반 고흐(Cézanne,Gauguin,Seurat,VanGogh)》라

는 유럽 모더니즘 회화에 한 시를 선보인 지 두 달도 안 되어 미국

미술을 한 미술 설립을 선언했다.

미국 미술을 한 미술 설립은 유럽 미술에 집 하던 미술계에서 주

목을 받았다.1929년 뉴욕에서는 뉴욕 미술 이,뉴 지에서는 뉴왁

뮤지엄(Newark Museum),워싱턴 D.C.에서는 필립스 기념 갤러리

(PhilipsMemorialGallery)가 세워졌지만,모두 유럽 미술에 무게를 두

고 있었고 포스와 휘트니는 20세기 반까지 미국 미술계가 미국 미술,

특히 동시 미술에 한 심이 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미국 미술에

48)휘트니의 매해 수입은 략 80만 달러일 것으로 추정되며 배우자 해리 페

인 휘트니의 죽음으로 인해 그녀의 자산은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상된다.

휘트니가 미술 유지와 지출을 해 매해 기부한 액은 16만 달러 으며,

1935년 10만 달러의 기부 ,51만 달러에 달하는 그녀의 소장품 기부,1937년

79만 달러 가치의 주식의 증여로 인해 기부 액은 더욱 증가되었다.마지막

으로 휘트니가 사망한 1942년 250만 달러가 유산으로 남겨졌다.(Friedman,

Whitney,569;F.L.CrockertoMrs.G.McColloghMills,February 3,

1937,WM MSS,reel2374,frame563;ListofContributions,GVW MSS,

reel1903,frames213-15;“Whitney Museum,:221;New York Herald

Tribune,May5,1942,inScrapbook,GVW MSS,reel2374,frame158.,

KathleenD.McCarthy(주 42),p.23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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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 심의 벽을 부서뜨리는 것”에 집 하 다.그들이 제시한 휘트

니 미술 의 설립 목 하나는 “이 나라의(미국)미술이 특권을 얻을

수 있는 어렵지만 요한 업무에 헌신하는 것”이었다.49)이것은 당시로

서는 큰 도 으로 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미술 이 세워진 사실 하

나만으로도 미술계에 큰 향을 미쳤다.

사실주의 화가 리엄 락 즈의 아들이자 그의 기 미술가인 아이라

락 즈(IraGlackens)는 “미국 미술이 더 이상 뒷문으로 들어올 필요

가 없어졌다”고 휘트니 미술 설립에 해 설명했다.50)『뉴욕 타임즈

(TheNewYorkTimes)』지에서는 미술 이 개 되기 바로 ,이 기

이 개 하는 것에 해 아주 심이 많다고 하 다.51)미술평론가로

활동했던 헬 애 턴 리드(Helen Appleton Read)는 『보그 잡지

(VogueMagazine)』에서 “25년 부터 수많은 미술 들이 세워졌음에

도 아직까지 미국 미술에 집 한 미술 이 부재하다는 사실이 매우 의아

하고 휘트니 여사의 미술 설립은 그녀의 미국 미술을 한 활동의 정

으로 남을 한 기념비이다.”라고 하며 을 끝맺었다.나아가

『 루클린 이 (BrooklynEagle)』52)의 기자는 “휘트니 미술 의 개

은 구별되는,고상한,모던하며 무엇보다 미국 (American)이라고 평

했다.”53)

49)TheNewYorkTimes,New York,18November1931,p.21.

50)“WhitneyMuseum,”100,quotingHermonMoreinthemuseum’sfirst

catalogue;JulianaForce,quotedinTheNew YorkTimes,November18,

1931,WSPapers,reelNWH5,frame402;Glackens,William Glackens,233.

KathleenD.McCarthy(주 42),p.240에서 재인용.

51)“WhitneyMuseum toOpenonNov.18,”TheNew YorkTimes,New

York,Oct15,1931,p.21.

52)HelenAppletonRead,“TheWhitneyMuseum,”Vogue,March11930,p.

69. 루클린 이 은 뉴욕 루클린에서 발행했던 신문으로 한 때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주간 신문이었다. 신문은 1841년부터 1955년까지 114년 동

안 발행되었으며 1960년과 1963년에 잠시 발행이 재개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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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밝혔듯이 휘트니 미술 이 건립 되던 시기 미국은 경제 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국가 으로 사기가 떨어져 있었다.고공

을 향해 치닫던 뉴욕 증시의 주가가 10월 29일에 폭락하면서 이를 기

으로 미국의 경제는 격히 악화되었다.1930년부터 미국의 GDP성장

률은 –5%를 하회하 고 1932년에는 –10%에도 미치지 못했다.미국의

산업 생산지수는 1929년과 1932년 을 비교했을 때 62%나 감소하

고 1929년과 1933년을 비교해보면 미국의 GDP는 30%가량 감소하 다.

기업 도산도 속출하여 실업률은 3%에서 25%까지 솟았다.54) 1928년 공

화당 후보로 출마하여 미국의 31 통령으로 1929년부터 1933년까지

4년간 재직했던 허버트 후버(HerbertClarkHoover)는 취임 “ 재 미

국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다.빈곤은 미국에서 사라졌다”고 선언했었

다.그러나 미국은 그가 통령으로 취임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황

을 맞게 되었다.1930년 에는 일자리를 잃은 난민의 수가 증하 고

워싱턴 D.C.와 뉴욕,세인트루이스,미주리와 같은 큰 도시 주변에는 수

천 명의 난민들이 모여 후버빌(Hooverville)이라 이름 붙여진 빈민가가

형성되었다.55)

1920년 경제 번 이후 30년 공황으로 암흑기를 맞이한 후버에

게 있어 미국 미술을 한 휘트니 미술 건립은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

이다.개 식에 받았던 그는 참여를 신하여 미술 이 국가 미감

53) Helen Appleton Read,“The Whitney Museum,” Brooklyn Eagle,

November22,1931,Scrapbooks,WM MSS,reelNWH5,frame17.

54)이재율,「1930년 공황과 인스의 경제사상」,『경 경제』 제43집,계

명 학교 산업경 연구소,2010년 2월 p.53과 양동휴,「1930년 미국 공황

의 원인과 성격」,『미국학』,제15집,1992년,p.19.

55)후버빌이란 민주당 국 원회의 의장이자 오랜 기간 신문 기자로 활동했

던 찰스 마이 슨(CharlesMichelson,1868-1948)에 의해 공식 으로 사용된

용어로, 공황의 책임을 후버에게 묻고 그의 실정을 비난하는 의미로 사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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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시키고 자국에 한 자존심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하는 것에 해

칭찬하는 내용의 축사를 보냈다.허버트 후버 통령이 보낸 서신의 내

용은 수사 인 엄과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명 정치학을 담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56)

나의 친애하는 휘트니 여사께:공 인 업무로 인하여 휘트니 미술 에서

의 연설 청에 응할 수 없음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특히 미국의 회화

와 조각 부문에 지속 으로 일종의 개척자로서 헌신할 휘트니 미술 은

자신에게 매우 고무 인 향을 주었고 더불어 국가 인 차원에서

도 정 인 향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휘트니 미술 은 앞으로가

기 되는 도유망한 단계에 있습니다.이 기 은 우리 자국의 미감을

진시키고 미국 문화의 자존심을 세울 것입니다.당신의 계획의 성취에

한 진심 어린 감사를 받아주기를 바라며 …

허버트 후버로부터57)

후버는 서신을 통해 ‘엄,자존심,미술 의 특성과 훌륭함’을 강조했

다.미국의 미술을 다루는 미술 의 개 에 걸맞게 미국 그리고 미국의

(American)라는 단어는 5번에 걸쳐 반복되었고,국가,나라,그리고 문화

56)JamieWood,“MadnessattheWhitney:ResistancetoGenreinDempsy

andFirpo”,Dandelion:PostgraduateArtsJournal& ResearchNetwork,No.

1,Spring2010,p.11.

57)HerbertHoover,“HerbertHoover:1931:containingthepublicmessages,

speeches,andstatementsofthepresident,January1toDecember31,

1931,”ThePublicPapersofthePresidentsoftheUnitedStates,559.

(quod.lib.umich.edu/p/ppotus/4731690.1931.001/621?view=image&size=100,검

색:201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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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번 이상 반복되었다.58)그에게 있어 휘트니 미술 설립은 애국심,

자신감,그리고 희망을 변하는 것이었으며 국가의 자존심 그리고 명

의 상징이었다.이와 같은 자국 문화에 해 주목하는 움직임들은 1930

년 의 공황에 한 공화정의 트 이드 마크가 된 그리고 미국의 시장

을 보존하기 한 세 시스템인 스무트 홀리 세법(Smoot–Hawley

TariffAct)59)과 규모 미고용률을 완화시키기 한 뉴딜(New Deal)의

경제 논리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난 미국의 보호주의 담론의 일부로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이러한 맥락에서,휘트니 미술 설립은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인 힘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오려는 노력의

요한 조 다고 평가할 수 있다.60)

휘트니는 휘트니가 설립했던 스튜디오,스튜디오 클럽 갤러리 운

에서 강조하 던 미술가 심의 후원,살아있는 미술가 은 무명 미

술가들에 한 지원을 미술 운 을 통해 이어나갔다.그녀는 휘트니

미술 의 심이 작가 개개인에게 있으며 후원의 부족함으로 인해 미술

가가 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미술가를 지원하는 것이 기 의 의

무 하나라고 밝혔다.61)휘트니 미술 의 기 큐 이터이자 이후 휘

58)JamieWood(주 56),p.11.

59)미국은 1929년 10월 24일 ‘검은 화요일’의 주가 폭락을 기 으로 공황을

맞이하게 된다.당시 상원의 리드 스무트(ReedSmoot)재무 원장(유타,공

화당)과 하원의 리스 홀리(WillisC.Hawley)세입세출 원장(오리건,공화

당)은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해 수입품에 높은 세를 매기는 스무트 홀

리 세법을 추진시켰다.그러나 1930년 통과된 본 세법은 세계에 연쇄

인 보호무역주의를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해 미국의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

다.

60)JamieWood(주 56),p.11참조.

61)WhitneyMuseum ofAmericanArt,WhitneyMuseum ofAmericanArt:

History,Purpose,Activities,With a complete listofworks in its

permanentcollection to June,1937,New York:Whitney Museum of

AmericanArt,pp.5-6과 BethVenn,Adam D.Weinberg,KenneyFraser

(주 34),p.5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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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니 미술 의 장직을 맡게 되는 로이드 굿리치(LloydGoodrich)에 따

르면,“휘트니 미술 은 휘트니 스튜디오 클럽과 휘트니 스튜디오 갤러

리에서 20년간 활발히 운 하는데 바탕이 된 신념을 구 인 형태로 구

해냈다.”고 표 했다.62)

3.휘트니 미술 의 기 운 방식과 시 공간 연출

1)휘트니 미술 의 기 운 방식

1931년 11월 18일 휘트니 미술 은 건축회사 노엘 & 러(Noel&

Miller)에 의해 리모델링 된 후, 에게 문을 열었고 리아나 포스가

장직을 맡았다.휘트니와 포스는 큐 이터 구성원을 모두 미술가 던

헤르몬 모어,칼 리(Karl Free),그리고 에드먼드 아처(Edmund

Archer)로 구성함으로써 본 기 이 미술가의 요구와 필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했다.휘트니와 포스는 미술가를 지원하는 가장 효과

인 방식이 그들의 작품을 구매하고 다른 이들이 그들의 작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으로 믿었다.이러한 이유로 미술 에서는 작품의

매가 진되도록 작품이 구매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라

벨을 붙여 작품들을 시하기도 했다.심지어 시 카탈로그에는 “모든

작품은 구매가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기도 했다.나아가 미술 은 작품

의 매도 진행했는데, 매 기 에서 일정 부분 수익을 나 어 갖는 커

미션 제도 한 용하지 않았다.

미술 은 수상 제도를 폐지하고 신 매해 2만 달러의 펀드를 지정하여

62)LloydGoodrich,TheWhitneyStudioClubandAmericanArt1900-1932,

New York:WhitneyMuseum ofAmericanArt,1975,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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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 작품을 소장하도록 하는 소장품 정책을 이어나갔다.『 술

(TheArts)』 잡지의 에디터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했던 포 스 왓슨

(ForbesWatson)은 휘트니 미술 의 소장품 정책이 미술 심으로 이

루어져 있기 보다는 미술가 심 이라 설명했다.그는 휘트니 미술 은

손쉽게 세계에서 손꼽히는 미술가의 가장 우수한 작품을 구매할 수 있었

음에도,그 신 당시 거래가 되고 있지 않던 수백 의 신진 미술가들

의 작품들을 구매했다고 밝히며 아직 인정받지 않은 미술가들의 작품을

구매했던 미술 의 수집 경향에 해 서술했다.그리고 그는 이 같은 미

술 의 결정이 보다 인간 인 심에 기반을 둔 결과라고 설명했다.63)

휘트니 미술 의 소장품 정책의 우선순 는 미술가의 경제 인 상황에

있었다.미술가가 재정 으로 자립할 수 없는 상황, 를 들어 집세를 내

거나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미술가의 작품이 우선 으로

미술 에 소장되었다.이러한 휘트니의 미술 의 운 방식은 모더니즘

의 수호자로서 엘리트주의 비 을 기반으로 체계 인 소장품 제도를

구축하던 뉴욕 미술 그리고 알 드 스티 리츠(AlfredStieglitz)

의 291갤러리가 모더니스트 이데올로기를 심으로 주로 유럽의 모더니

즘 미술가의 작품을 수집하던 방식과는 구별된다.

휘트니 미술 의 시는 일반 시와 휘트니 비엔날 로 크게 두 종류

로 구분된다.일반 시의 경우 휘트니 미술 의 구 소장품을 시하

는 시뿐 아니라 각 계 마다 기획 시가 개최되었다.이 기획 시는

크게 장르,양식별 시와 개인 그리고 지역별 시 등으로 나뉘었다.

한 휘트니 미술 은 뉴욕에 거주하는 람객에게 미국의 다른 지역의

술 흐름을 할 수 있도록 시카고,필라델피아와 클리 랜드의 지역

시들을 기획하 다.

63)BethVenn,Adam D.Weinberg,KenneyFraser(주 34),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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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니 비엔날 의 경우,동시 의 술 흐름을 범 하고 객 인

시선에서 보여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이러한 휘트니의 입장은 비엔날

시 서문에 비엔날 가 다양한 미술들을 조망하기 해 기획되었고

공간의 한계 때문에 시에 동등하게 훌륭한 다른 작품들이 불가피하게

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한 새로운 미

술가들에게 시의 기회를 제공하기 해 이 에 개최되었던 비엔날 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술가들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64)휘트니 미술

의 큐 이터들은 휘트니 스튜디오 클럽 갤러리에서 다양성을 시

하고 미술가 심의 시를 개최했던 방식을 비엔날 에도 용시켜 다

양한 경향의 미술가들을 했다.나아가 비엔날 에서는 기본 으로

미술가에게 시에 자신이 선보이고 싶은 작품을 선정할 수 있는 선택권

을 주면서 미술가의 의견을 존 하 다.메트로폴리탄의 한 큐 이터는

당시 휘트니 비엔날 에 해 미술 의 역할이라 여겨졌던 작품을 결정,

비교,거부하고 수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객이 직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시 다고 회상했다.65) 한,다양한 경향의 미술을 포용하고자 했던

휘트니 미술 의 시 경향은 휘트니 비엔날 외에도 1930년 기획

에서 사실주의(Realism),사회 사실주의,정 주의(Precisionism),지방

주의(Regionalism)미술을 비교 균등한 비율로 시했던 본 기 의

반 인 시 구성에서도 드러난다.그리고 이에 한 자세한 분석은 제

Ⅲ장에서 이어진다.

64)Whitney Museum ofAmerican Art,Second BiennialExhibition of

ContemporaryAmercianPainting,Exh.cat.,New York:WhitneyMuseum

ofAmericanArt,1934,p.1.

65)AvisBerman(주 39),p.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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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휘트니 미술 의 기 시 공간 연출

휘트니 미술 은 에서 서술했던 것과 같이 뉴욕 미술 과 미술품

수집 정책에서 차이를 보 던 것과 같이 시 공간 연출에서도 분명하게

구별되었다.이는 휘트니 미술 과 뉴욕 미술 이 시 연출을 통해

얻고자 했던 효과가 달랐기 때문이다.각 미술 은 통 인 시 연출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 을 서로 다른 에서 규정했다.

휘트니 미술 의 설립자인 휘트니와 휘트니 미술 장인 포스는

물리 인 시 공간 조성의 문제가 본질 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들이 주목한 은 시장의 엄숙한 분 기 다.당 미술 들은 통

과 권 의 무게를 싣기 해 시장을 하고 고 인 분 기로 조성

했는데,휘트니와 포스는 이러한 경향이 동시 작품 생산 수용에 심

각한 방해가 된다고 보았다.66)

이와 달리,뉴욕 미술 이 주목한 은 통 인 방식의 장식 인

시 연출이었다. 표 인 로 기존의 살롱 스타일의 장식 시 연

출을 살펴보면,개별 작품들은 양식이나 연 기와 계없이 작품의 크기

나 길이에 따라 칭 으로 설치되었다.뉴욕 미술 시 설치를 책

임진 알 드 바(AlfredH.Barr.Jr.)는,이러한 방식을 따르면 개별 미

술품들은 체 설치에 부속되는 장식 요소로 간주되는데 그칠 뿐,작

품의 개별 자립성은 드러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바는 장식 인 작품들을 양식 연 기별로 논리 으로 배치하

고,작품을 하게 배치하여 간격을 유지시키고,작품의 제목,연도,소

장자의 이름 등 작품의 정보에 한 설명을 기재한 명제표를 부착하고,

장식 인 요소가 배제된 흰 색(offwhite),혹은 은 회색의 벽면을 설치

66)LeahDilworth(주 45),p.16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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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으로 구성하는 등,최 한 립 으로 작품 자체에 주목할 수 있도

록 시 공간을 연출했다.(그림 6,7)이러한 시 공간 연출은 개별 작

품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주기 한 미학 논리에 입각한 구체

실천이었다.이는 시에 있어 작품의 시 분 기나 구체 정보 등,

작품 외 인 것들에 주목하기 보다는 작품 자체의 독자성을 가장 시하

는 모더니스트 인 재 방식에 해당하며,바는 이러한 자율 인 시 를

월한 설치 방식을 고안해냈다.67)

바의 아내인 마가렛 스콜라리 바(MarganetScholariBarr)가 1974년 인

터뷰에서 바의 이러한 신 인 시 기법이 갖는 요성에 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종류의 시가 얼마나 새로운지를 내가 분명히 설명하지 않은

것 같다.작품을 선정하는 문제와는 별개로,여기서 새로운 은 그것을

설치한 방법이었다...아무런 장식도 없는 벽에 설치되었다.벽면을 완 히

흰색이거나 아니면 아주 은 회색으로 만들었다.즉, 으로 립

이라 할 수 있다.그리고 가장 새로운 방법은 칭 으로 설치하지 않았다

는 이다...1932년 리만 해도 그림들이 칭 으로 걸려있었고 그것도

크기에 따른 것이지 내용이나 연도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그리고 작품들

은 높이 걸려있었다.반면에 1929년 가을에 열린 뉴욕 미술 의 첫

시에서는 그림 에 그림을 거는 일이 없었다.모든 면이 립 이었고 그

림들이 지식 으로,즉 연 기 으로 걸렸다.이 에는,그 벽이 패 로 되

어 있기도 하고 일부는 붉은 옷감, 란 옷감, 록 옷감으로 짜 는데 이

67)매리 앤 스타니제 스키(MaryAnneStaniszewski),『 워 오 디스

이:20세기 시 설치와 공간 연출의 역사(ThePowerofDisplayAHistory

ofExhibitionInstallationsattheMuseum ofModernArt)』(2001),김상규

역,디자인 로커스,2007,p.6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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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그림의 색을 흡수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이와 달리,이 새로운 아이

디어는 그림이 독자 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었다.68)

뉴욕 미술 과 달리 휘트니 미술 은 장식 인 분 기 자체를 없애

기보다는 다른 성격의 분 기로 바꾸고자 했다.기존의 엄숙하고 권

인 미술 의 분 기를 람객들이 작품에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가정 이고 친 한 분 기로 연출하고자 했다.따라서 시 공간

안에 서랍장이나 의자들이 작품과 함께 배치되었고,2층의 한 갤러리 한

편에는 식탁 테이블을 연상시키는 긴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벽난로가 있

었으며 그 에 작품들이 일렬로 늘어서 설치되어 있기도 했다.(그림 8,

9)당 사람들은 휘트니 미술 의 이러한 시 연출에 해 편안하다고

느 고, 시 공간이 여성 이고 가정 인 분 기를 띤다고 평가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 의 명한 큐 이터인 라이슨 버로우(Bryson

Burroughs) 한 당 람객들로 하여 집에 온 것과 같이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데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그들의 시

연출은 과도하게 쁘고(pretty)여성스러우며 장식 이기만 할 뿐,미술

이 갖추어야 할 항 정신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하 다.69)

휘트니 미술 의 시 공간은 부분 여성스러운 가정 성격과 연 된

온정주의와 친 감의 차원으로 해석되었다.이에 한 구체 인 로,휘

트니 미술 의 새로운 모습과 이미지에 해 서술한 1939년 『뉴욕 타임

즈』의 제인 콥(JaneCobb)의 「삶과 (LivingandLeisure)」을 들

수 있다.70)이 컬럼에는 삽화가 함께 실려 있었는데,이 이미지는 제인

68) 의 책,p.62.

69)LeahDilworth(주 45),p.173.

70)JaneCobb,“LivingandLeisure,”TheNew YorkTimes,17September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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콥의 휘트니 미술 에 한 인상을 명확하게 함축하고 있다.(그림 10)삽

화 속 멋지게 차려입은 여성은 벽에 걸려있는 작품에는 심이 없다.

신 그녀는 커튼을 자세히 보기 해 몸을 기 기까지 하며 모든 심을

커튼에 쏟고 있다.71)그리고 컬럼의 에서는 휘트니 미술 이 새로운

계단,새로운 갤러리들,그리고 부시게 밝은 형 등 불빛으로 단장했지

만, 시장 안의 재력 있는 여성들은 미술 을 돌아다니며 벽지를 바라

보고 기뻐하면서 “나는 이 핑크색이 좋아”라며 외친다고 서술했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술가들을 속상하게 만들지만 경 진들에게는 헤

아릴 수 없는 기쁨을 안겨다 것이라 설명했다.72)

의 에서 드러나는 제인 콥의 시각은 당 의 여성에 한 그리고 휘

트니 미술 에 한 젠더화된 스테 오 타입을 확인시켜 다. 한 이

은 람객들이 미술 작품들보다 미술 의 외형에 집 하는 모습을 제

시함으로써 휘트니 미술 이 수집하고 시하는 미국 미술의 약화된 지

를 반 한다.나아가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컬럼에서 미술 의

경 진들이 의 상황에 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반길

것이라 묘사한 것이다.73)

휘트니는 미술 을 설립할 당시부터 이러한 부정 인 평가들을 의식하

고 있었으며 특히 휘트니 미술 이 문 인 기 으로 평가받지 못할 것

에 해 우려하고 있었다.휘트니는 스튜디오 클럽 갤러리를 운 했

던 경험으로 인해 이들이 운 하는 기 에 한 편견들, 를 들어 재력

있는 여성들의 일시 변덕이나 자선 사업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얼

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다.그녀는 미술 이 주요한 기 으로 자

71)LeahDilworth(주 45),p.184참조.

72) 의 책,같은 쪽.

73) 의 책,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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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매김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상했으며 시,출 ,

교육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문 인 기 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노력

했다.74)

와 같은 휘트니 미술 에 한 평가들은 당 의 여성에 한 담론과

도 련이 있다.1920년 와 1930년 의 미국 사회 내에서의 여성에

한 인식,즉 가정과 가족에 하게 련 있는 한 이에 한 의무를

지고 있는 통 인 여성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었다.새롭게 제기되

었던 “신 여성(New Woman)”과 련된 논의들 그리고 여성이 문

역에서,사 역에서,교육 으로,사회 으로 평등하다는 생각들은 사

회 으로 리 퍼져있었지만,여성은 여 히 제한 인 역에 머물러 있

었다.특히 여성은 가정이라는 한정된 역과 결부되어 있다고 여겨졌다.

를 들어,여성이 가정의 역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은 집안일이 아

니라 가족에 한 애정 표 이라는 스테 오 타입에 의거한 여성의 역할

에 한 생각이 지배 이기도 했다.75)

로린 슈테트하이머(Florine Stettheimer)의 < 술의 성당(The

CathedralsofArt)>(그림 11)에는 미국 내에서의 휘트니 미술 의 입지

를 표 으로 반 하고 있다.1930년 말의 뉴욕의 미술계의 장

면을 묘사하고 있는 이 작품은 뉴욕 미술계 내부자가 바라본 메트로폴리

탄 미술 ,뉴욕 미술 그리고 휘트니 미술 에 한 인식을 잘 보

여 다.76)작품의 앙에는 메트로폴리탄이 자리하고 있는데,메트로폴

리탄 미술 의 고 인 계단에서 감을 받은 공간 구성이 에 띈다.

미술을 시하고 수집하는 것에 주 했던 해당 기 의 입장에도 불

74) 의 책,p.180참조.

75) 의 책,p.176.

76) 의 책,p.164참조.



- 43 -

구하고 캔버스 속의 메트로폴리탄의 입지는 확고해 보인다.캔버스의 왼

편 상단에는 뉴욕 미술 의 장인 알 드 바가 검정색 턱시도를

입고 피카소가 그린 것으로 보이는 작품 앞에 앉아있다.캔버스의 왼편

상단,뉴욕 미술 이 치한 기둥 로는 가라 불리는 술가의 이

름이 천장의 무늬와 함께 어우러지듯이 새겨져 있다.

반면,캔버스의 오른편에는 휘트니 미술 이 묘사되어 있는데,이 공간

에는 휘트니 미술 장이었던 리아나 포스가 깃털이 달린 모자를 쓴

채 거트루드 반더빌트의 조각상과 함께 홀로 서있다. 한 휘트니 미술

이 묘사된 공간의 편에는 독수리가 앉아있다.이는 앞서 설명했던

뉴욕 미술 이 유명 유럽 술가의 작품과 이름으로 꽉차있는 공간으

로 묘사된 것과는 조를 이룬다.슈테트하이머가 작품에서 휘트니 미술

이 묘사된 공간을 휘트니의 조각상을 제외하고는 술 작품이 없는 공

간으로 표 한 것은 당 휘트니 미술 에 한 평가와도 연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에서 보았던 것처럼,휘트니 미술 의 시 구성과 휘트니 미술

의 문성에 한 평가와 직결된다.휘트니 미술 은 시뿐 아니라

연구를 통해 카탈로그를 출 하여 정보를 제공하고,교육 로그램을 운

하고 당 에 주목받지 못했던 작가들을 후원하는데 집 하면서 공 인

활동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사람들은 당 의 제약 인 여성성에

한 담론의 향 아래,이를 학제 기 의 활동으로 보지 않고 여자들의

단순한 술에 한 호기심에 따른 취미활동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뉴욕 미술 은 미학 이고 자율 인 시 를 월한 시 디스 이

방식을 구축하려고 했다.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휘트니 미술 의 시

구성은 뉴욕 미술 과 비교해볼 때는 장식 으로 보일 수 있다는 측

면이 있다. 한 휘트니 미술 이 람객에게 달하고자 했던 편안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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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함은 상류계층의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하지만 휘트

니 미술 의 장식 인 시 공간 연출과 당시의 여성성에 한 인식의

한계로 인해 휘트니 미술 의 실천들을 문 이지 않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에서도 서술한 것과 같이 휘트니 미술 운 진들은 휘

트니 미술 을 시,연구,교육 등의 다양한 미술 의 역할들을 담당하

는 기 으로 세우기 해 노력했으며 본 기 을 통해 사회 으로 다양한

술 작품들이 생산될 수 있는 제반조건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휘트니

미술 은 미술 의 공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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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장 ‘미국 인 것’의 시 무 :

휘트니 미술 시 분석

본 장에서는 휘트니 미술 시에서 드러나는 미국 인 특성을 도출해

내기 해 미국 내에서 미국의 정체성 모색과 미국의 미술이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했던 시기에 집 하고자 한다.연구자가

특정한 시기를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가 미국 미술계에서 보다 더 분명

히 미국의 미술이 무엇인지에 한 고민과 이를 둘러싼 갈등들을 잘 보

여주기 때문이다.본문의 개 순서는 다음과 같다.먼 휘트니 미술

의 설립 기와 동일한 시기에 발생했던 공황 시기를 으로 살펴

보고,제2차 세계 이 끝난 후 시작된 소련과의 냉 시기,소비문화가

형성되면서 사회가 변화하고 기존의 규범과 제도권에 해 의문을 제기

했던 시기,그리고 타자화되었던 소수자들이 부상하면서 다문화주의가

두되었던 시기에 개최되었던 휘트니 미술 시를 분석하여 어떠한

미술이 각 시기별로 미국의 미술로 제시되었는지 연구할 것이다.77)특히

이 시기들에서는 사회 ·정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필자는 이 같은

변화의 사회 원인과 그 과정들을 다루며 휘트니 미술 시를 심으

로 미국 미술계에서 형성되었던 미국 미술에 한 논의들을 다룰 것이

77)제 Ⅲ장에서 연구자는 휘트니 미술 이 설립된 1930년 부터 1990년 까지

의 시기를 총 네 시기로 나 어 본문을 구성하 다.이 세 번째 시기의 내용

에 해당하는 <순수미술에서 문화정치학으로>에서는 다른 시기들과는 달리 휘

트니 미술 이 어떻게 미국 미술을 보여주고자 했는지를 면 히 고찰하기보다

1960년 와 1970년 사이의 반 인 미국 미술계의 상황과 문화 움직임을

분석하는 데에 집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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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1 설립 기와 공황 시기

휘트니 미술 이 설립된 1930년은 공황으로 인해 국가 으로 보호주

의와 내셔 리즘이 고조되었던 시기 다.이 시기에는 사회 각 역에서

미국의 정체성에 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이러한 흐름은 미술계

에도 향을 미쳐 애쉬캔 스쿨의 미술,지방주의,사회 사실주의,정

주의,뉴욕 다다,스티 리치 그룹의 미술 등 다양한 경향의 미국 미술이

개되었고 시되었다.

휘트니 미술 은 1932년부터 1939년 사이 기획 ,개인 에서 특히 애

쉬캔 스쿨,지방주의와 사회 사실주의 미술,그리고 뉴딜(New Deal)

산하의 로젝트의 벽화 미술,마지막으로 19세기 반에 크게 주목을

받은 미국 풍경화를 집 으로 다루며 미술계의 동향을 반 했다.앞으

로 본 장에서는 설립 기와 공황 시기의 사회·문화 배경을 다룬 후

에 1930년 휘트니 미술 시를 동시 일상 삶의 재 , ·서부

지역의 ‘이상 ’풍경,사회 비 그리고 국가의 단결과 미술가의 지원으

로 나 어 휘트니 미술 의 시를 분석하고자 한다.

1.설립 기와 공황 시기의 사회·문화 배경

1929년 공황을 맞이하여 경제 으로 큰 타격을 받은 미국은 국가

기를 극복하기 해 3R정책이라 불리는 뉴딜 정책을 시행했다.이 정

책은 공황 이 의 소득 수 과 산업질서를 회복시키기 한 부흥정책

(Recovery),실업자를 한 구제 정책(Relief),그리고 사회 불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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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기 해 시장 시스템의 모순을 시정하는 개 정책(Reform)을 핵

심내용으로 했다.78)나아가 공공시설 건설 문화뉴딜정책 등의 공공사

업을 확 하여 사회 ,문화 발 을 이루도록 했다.한편 사회 반

으로는 보호주의와 내셔 리즘이 고조되었고 미국화(Americanization)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화 운동은 1910년 부터 본격 으로 시작되었는데,사회,정책,법

역 등 사회 반 으로 진행되었다.1915년에는 국 미국화 원회

(NationalAmericanizationCommittee)가 구성되었고,1917년에는 동아시

아와 태평양 제도 출신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한편 이들의 언어 구사 능

력을 필수요건으로 만들었으며 1921년에는 국가별 이민자수를 이미 미국

에 살고 있는 이민자수의 3% 이하로 제한하는 국가별 쿼터 시스템을 도

입하기도 했다.79) 한 1930년 에는 일 학,조지 워싱턴 학,하버

드 학을 비롯한 많은 학교에서는 미국학 로그램(American

Studies)들이 탄생하기도 하는 등 미국 사회 내부 으로는 미국만의 특

수성을 보존하고 나아가 다른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에게는 미국 사회로

의 동화를 요구하는 정책이 실행되었다.80)

20세기 반 미국은 자본주의의 정착에 따라 국가경제규모는 목할만

한 성장을 보 음에도,문화 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성장이 이루

어지지 못했다.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성장기반 그 동력을 미

국식 자본주의의 성공 인 정착에 의해 확보했다면,그 체제 완성을

78)청와 경제정책비서 설,미국 뉴딜정책의 진행경과와 평가,

(http://knsi.org/knsi/kor/center/view.php?no=4072&k=2&c=6,검색:2015년

12월).

79)이 옥,「미국이민제도 변화」,IOM 이민정책연구원,p.4.

(http://www.iom-mrtc.org/trend/trend02.php?admin_mode=read&no=10196

&page=&make=&search=,검색:2015년 10월).

80) 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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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양한 사회 부문들을 아우르는 미국 정체성을 마련할 필요성이

사회 반 으로 요청되었다.미국의 지식인들과 미술가들은 미국의 문

화가 여 히 유럽에 과도하게 의존해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국만의

고유한 문화정체성을 형성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자각했다.이들은 유럽

문화의 다양한 문화 흐름들을 의식하 고,미국의 고유한 지역 특성

과 표 들이 자국의 토양 아래 구축되도록 사회,교육,문화, 술 역

에서 범 한 이론 작업을 하 다.

미국만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구축해야 할 사회 기감은 여러

매체들에서도 표출되었다. 표 으로 『다이얼(TheDial)』,『새로운

공화국(TheNew Republic)』,『일곱 술들(TheSevenArts)』과 같

은 잡지에는 당 의 미국 문화의 미숙성에 한 비 과 동시에 새로운

미국 문화정체성을 형성하도록 술인들의 사기를 북돋는 들이 실렸

다.81)

제1차 세계 에 참 하며 미국은 경제부흥과 더불어 세계 인 강

국의 자리에 올라섰으며,이에 걸맞는 미국의 정신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들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유럽보다는 직 이진 않았지만 쟁으로

인한 정신 피해와 기존 가치 에 한 혼란이 미국 사회에 향을 미

치면서 미국의 정체성 확립과 보다 한 국가로서의 자각에 한 요구

가 더욱 고조되었다.이러한 흐름을 반 하는 로『일곱 술들(The

SevenArts)』의 편집자 던 제임스 오펜하임(JamesOppenheim)은

함의 시작이 될 국가 인 자각의 도래를 기 하고 있다는 말로 표 하

기도 하 다.그에게 있어 미국은 이미 세계 제일의 강 국으로 자유민

주주의 구 의 최 선에 있으므로,미국의 고유한 정신성을 구축하기

81)아래 논의는 김율,『알 드 스티 리치:1920년 미국의 모더니즘 미술

에 한 연구』,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2005,pp.72-7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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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미국 자신의 함에 해 자각해야한다는 것이었다.82)그는

“국가가 한 책, 한 건축물 등을 창조해 낼 때,국가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고 단언하 다.83)

유럽 문화의 향에서 벗어나서 미국의 정체성을 모색해야하는 실한

사회 요구는 새로운 진보 이고 이상향 인 교육 을 형성하는 데에도

향을 미쳤다.84) 의 구체 인 로 1933년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개교

하여 23년간 운 되었던 비 통 인 소규모 사립학교인 블랙 마운틴 컬

리지(BlackMountainCollege)를 들 수 있다.이 의 통 인 미국 교

육이 귀족과 평민 계층을 나 고 권력에 복종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개인

주의에 기반을 두었다면,본 기 의 목 은 민주주의 교육을 실천하며

계층의 구분 없이 서로 조하면서 공동의 삶의 방식 그리고 함께 일하

는 방식을 배워가도록 하는 것이었다.85)이 같이 유럽의 지식을 답습하

기보다 미국의 특정한 사회와 장소에서 경험에서 얻어지는 삶에 한 반

응을 강조했던 미국의 새로운 교육 철학은 공황 시기의 이상 이고 낙

론 인 사고로 인해 형성되었던 것이다.86)

미국만의 정체성을 찾고자하는 노력은 술 미학의 역에 있어서도

국가의 함을 자각할 수 있는 ‘미국 인 미술’을 찾으려는 다양한 노

력으로 이어졌으며,이러한 실천들은 내셔 리즘 색채를 강하게 띠게

82)Editorials,TheSevenArts1,November1916,pp.52-53and1,March

1917,p.505,김율,『알 드 스티 리츠:1920년 미국의 모더니즘 미술

에 한 연구』,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2005,p.72에서 재인용.

83)김율(주 81),p.72.

84)김희 ,「블랙 마운틴 스쿨의 진보 교육 망」,『세계 미술 학의

교육:제도와 방법,미술가-교수와 학생-미술가』,서울 학교 미술 학

조형연구소,2013,(http://rosetta-app.snu.ac.kr:1801/delivery/DeliveryMan

agerServlet?change_lng=&dps_custom_att_1=staff&dps_pid=IE920954,검색:

2015년 12월).

85) 의 자료.

86) 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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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1924년 창간된 월간지 『아메리칸 머큐리(AmericanMercury)』

에는 문화와 련해 내셔 리즘 기조를 갖는 들이 많이 실렸는데,

표 으로 토머스 크 이 (ThomasCraven)은 1928년 회화와 조각의

역에서 미국인들만의 고유한 화 를 형성해야함을 주장했다.87)이처럼

미국 미술계 내에서는 다른 국가,특히 유럽과 구별되는 미국 미술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미술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했고,미국 미술가들 한

이러한 시 기 에 부응하여 ‘미국 인 경’을 심으로 다양한 경향

의 미국 인 표 을 찾아나갔다.88)

공황 이후 미국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다른 국면

을 맞이하게 되었다.미국 사회가 맞이한 경제 인 기는 경제 역 뿐

아니라 사회,정치,문화 역에도 변화를 구시켰다.이러한 흐름 속에

서 술가들은 애국 인 미국인들의 가장 요한 임무로서 자신감 넘치

는 국가 자의식을 재발견하는 데에 동참하게 되었다.이러한 내셔 리

즘 요구는 지속 으로 미국 문화 반에 큰 향력을 미쳤다고 평가받

는다.89)

미국 미술계가 독자 인 미술에 한 필요성에 해 자각하게 된 것은

사회 배경 외에도 1913년 아모리 쇼를 기 으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앞 장에서도 간단히 소개했듯이 뉴욕의 싱턴가에서 개최되어

7만 5천 명의 람객을 동원하며 으로도 심을 끌었던 아모리 쇼

는 당시 미국인들에게는 생소하 던 새로운 유럽의 아방가르드 미술

을 미국 미술계에 소개하 고 미국에서는 유럽 미술과의 비교를 통해 미

87)ThomasCraven,“ContemporaryAmericanSculpture,”AmericanMercury

ⅩⅢ,March1928,pp.365-368,김율(주 81),p.73에서 재인용.

88)김율(주 81),p.73참조.

89)“AmericaAsthePromisedLand,”TheNew Republic,32,October4

1922,p.135,Matthew Baigell,“AmericanArtandNationalIdentity:the

1920s,”ArtMagazine61,Feb1987.p.4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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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문화 낙후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그러나 미국 미술

계는 유럽 미술을 극 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

히려 미국 정체성을 담아낼 수 없는 허황된 미술이자 실 도피 미

술이라고 받아들이며 유럽 미술에 해 경계하는 이들이 있었다.90)그들

이 이해하는 유럽 미술은 변하는 사회 속에서 미술가가 느끼는 혼

란만 반 할 뿐,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며 목 이나 이상이 결여된 유

약한 미술이었다.이러한 미국 미술가들의 유럽 미술에 한 경계심은

1940년 말까지 계속되었다.91)

미술사학자 완다 콘(WandaM.Corn)도 1920년 후반부터 1930년

반에 이르는 시기는 “미국 인 것에 한 강박 념”이 팽배해 있었다

고 평가한다.92)이 시기 많은 미술가들은 자국에 한 정의와 미국 미술

은 무엇인지에 해 끊임없이 탐구했고 이에 따라 애쉬캔 학 ,스티

리츠 그룹,지방주의 미술가,뉴욕 다다,사회 사실주의 미술가들이 등

장했고,정부도 뉴딜 산하의 미술 사업 운 을 결정했다.93)

이러한 분 기는 휘트니 미술 에서도 발견되는데,1930년 의 휘트니

미술 의 시를 살펴보면 양식 면에 있어서는 형상 인 미술에 치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휘트니 미술 보다 조 앞서 개 했던 뉴욕

미술 의 경우,유럽 미술의 모더니즘의 계보를 잇고자 랑스,독

일 등의 추상미술 시를 다룬 시를 개최했던 반면,휘트니 미술 의

1930년 의 시 미국의 추상미술을 단독으로 다룬 시는 1935년 2

90)신채기,「미국 미술의 국제화 과정과 이민자 미술의 역할」,『미국사연

구』,제20집,한국미국사학회,2004년 11월,pp.124-125참조.

91) 의 책,같은 쪽.

92)WandaM.Corn,TheGreatAmericanThing:ModernArtandNational

Identity1915-1935,Berkeley:UniversityofCaliforniaPress,1999,p.ⅹⅴ

ⅰ.

93)AlexanderEliot,Three Hundred Years ofAmerican Painting,New

York:Time,Inc.,1957,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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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개최된 《미국에서의 추상 회화

1934-1935(AbstractPaintinginAmerica1934-1935)》뿐이다.1930년

미국에서 추상미술은 유럽 인 통을 상징했고 미국 인 것을 찾고자

했던 당 미술계의 분 기를 간 으로 달하고 있다.

2.동시 일상 삶의 재

1930년 미국 미술계는 미국의 모습과 정서를 묘사하려는 움직임을 뜻

하는 ‘미국 장면(AmericanScene)’에 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났다.휘

트니 미술 이 주목한 ‘미국 정경’은 동시 의 일상 삶의 장면이었

다.제1차 세계 쟁 시기의 미국 미술계는 동시 의 일상 삶보다는

오히려 유럽 미술의 향을 받은 고 주의 역사화,인상주의 화풍의

인물화 혹은 풍경화와 같은 미술이 지배 이었다.하지만 이러한 흐름도

후 1930년 로 어들면서 사그러들었고,휘트니 미술 은 이러한 변

화된 흐름을 포착하고 있었다.휘트니 미술 큐 이터 헬 애 턴 리

드(HelenAppletonRead)는 “우리는 있는 그 로의 것 혹은 우리의 삶

을 다루는 것,우리의 시간과 사회 환경들에 해 논하는 것에 해

만족하지 않았다.… 은행과 세제도,신문,당원들,감리교원,유니테리

언 교도는 시시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여겨졌다.그러나 트로이 마을과

델포이 신 과 같은 놀라움에 시선을 두는 이들은 신속하게 사라졌다.”

고 시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즉 리드는 과거의 통에 상 으로 더

무게를 두었던 사회 분 기도 1930년 에 와서는 신속하게 사라졌고,

신 과거에 주목하지 않았던 동시 삶의 모습에 해 당 미술이 주

목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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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분명히 미술에 해 이 흐름과는 다른 새로운 태도가 제시

되고 있다.미술은 미국 사회를 바라보는 화가들의 주 감정을 자유

롭게 표 하는 것이며,미술과 그 미술이 속하는 동시 의 삶은 결코 분

리될 수 없다.이러한 미술의 정신을 가장 잘 표하는 미술가가 헨리

(RobertHenri,1865-1929)이다.95)헨리는 미술을 통해 “시 정신과 모

습을 있는 그 로 반 해”보여주고자 했으며,그에게 있어 “미술은 모든

사람들의 경험을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며,삶 그 자체에 다양한 방식

으로 근할 때 비로소 미술의 본질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96)

그는 미술가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실을 직 경험하고 인식하여 포착

해내야 하며, 그것을 있는 그 로 표 해야한다고 생각했다.

휘트니 미술 이 주목한 미술가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했지만,이

들은 주류 아카데미즘에 의해 배척되었던 사람들이었다. 쟁 시기

미술계를 주도했던 미국 아카데미 소속 미술가들은,자신의 시 와 직

인 련이 없는 유럽미술의 양식과 기법에 향을 받았고 아카데미에

소속되지 않은 미술가들은 시의 기회를 얻기 힘들었다.휘트니 미술

은 바로 이러한 시 분 기 때문에 잊혔던 미술가들을 재조명하고자

했다.

94)Whitney Museum ofAmerican Art,New York Realists 1900-1914:

RobertHenri,George Luks,John Sloan,William Glackens,Ernest

Lawson,GeorgeBellows,EverettShinn,GlennO.ColemanandGuyPéne

duBois1946-1937,Exh.cat.,New York:WhitneyMuseum ofAmerican

Art,1937,p.5.

95)Bernard B.Perlman,The ImmortalEight:American Painting from

EakinstotheArmoryShow,New York:DoverPublications,1979,p.126.

96)RobertHenri,TheArtSpirit:Notes,Articles,FragmentsofLettersand

Talks to Students, Study of Art Gallery and on Appreciation,

Philadelphia:Lippincott,1923,pp.126-127,김서형,「로버트 헨리와 8일 :

미국미술의 독립운동」,『미국사연구』,제29집,2009년 5월,한국미국사학회,

p.3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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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의 시 이러한 의도에 부합하는 시로는 표 으로

《뉴욕 사실주의자 1900-1914:RobertHenri,GeorgeLuks,JohnSloan,

William Glackens,ErnestLawson,George Bellows,EverettShinn,

GlennO.ColemanandGuyPéneDuBoi(이하 뉴욕 사실주의자)》를 비

롯한 《미국 장르:회화와 화 속 사회 장면 1800-1935(American

Genre:theSocialSceneinPaintingsandPrints,1800-1935)》가 있

다.97)이 《뉴욕 사실주의자》 시는 제1차 세계 이 에 본격

으로 활동을 시작했던 애쉬캔 그룹을 재조명하고자 기획된 시이다.휘

트니 미술 은 쟁 시기,상 으로 당 의 사건에 무 심하던 사

회 분 기로 인해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애쉬캔 그룹의 미술이 잊

혔다고 설명했다. 시에는 애쉬캔 그룹의 리더인 로버트 헨리를 비롯하

여 조지 럭스,존 슬론, 리엄 래큰스,어니스트 로슨,조지 벨로우스

(GeorgeBellows),에버렛 쉰, 콜먼(GlennO.Coleman),그리고 기

드 와(GuyPèneduBois)가 참여하 다. 콜먼 그리고 조지 벨로

우스를 제외한 이들은 맥베스 갤러리에서 열린 《8인 》에 참여했던 이

들로,아카데미즘에 반발하여 동시 미국 사회를 사실 으로 표 하고

자 했다.

휘트니 미술 이 기획한 《뉴욕 사실주의자》 시에서는 당 격변하던

미국의 도시 안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소재의 작품이 자주 등장했으며

구체 인 지명이나 시간이 작품 제목에 드러나 있듯이 작품 내에 등장한

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었다. 시된 작품은 산층의 모습뿐 아니

97)휘트니 미술 은 애쉬캔 학 의 시를 다수 개최했다. 를 들어,1932년

《 O.콜먼(Glenn,O.Coleman)기념 1932-1933년》,1934년 《모리스

랜더개스트(MauricePrendergast)기념 1933-1934년》,1935년 《아서

B.데이비스(ArthurB.Davies)의 텍스타일과 조각,그리고 소장품 시로

존 슬론의 에칭 시와 본문에서 다룬 1937년 《뉴욕 사실주의자》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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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당 일반 으로 작품의 소재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노동자,이민

자,어린아이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의 삶을 다루었다.이와 같은 자세는

헨리가 “미술가들에게는 뉴욕이 리보다 낫다.물 주 자와 바나나를

그리는 것을 멈추고 매일의 뉴욕의 삶을 그려라.헤스터 가의 손수 가

네덜란드의 풍차보다 나은 주제이다.”라고 말하며,친구들과 학생들 모두

에게 하층민의 삶의 면모를 장 속에서 재빨리 담아보라고 권유했던 입

장이 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98)

시에 포함된 로버트 헨리의 <에바 그린(EvaGreen)>(그림 12)에

등장한 흑인 소녀는 헨리의 화실 수 던 아 리칸계 미국인의 딸이었

다.99)그림에 등장한 에바 그린은 장식 없는 어두운 웃을 입고,챙이 둥

근 모자를 쓰고 있다.어두운 배경 속에서 소박한 모습으로 그려진 소녀

는 밝게 웃고 있다.이러한 상화는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아카데미의

주요한 미술가로 꼽힐 수 있는 리엄 체이스(William MerrittChase)가

그린 <꽃을 든 어린 소녀(YoungGirlwithFlowers)>(그림 13)와 세실

리아 보(CeciliaBeaux)가 그린 <작은 소녀(A LittleGirl)>(그림 14)에

등장한 소녀의 모습과는 조를 이룬다. 의 작품에 그려진 소녀들은

하얀 드 스를 입고 고 스러운 나무 의자나 버건디 컬러의 소 에 앉아

꽃을 들고 있다.이들은 부유한 계층의 자제들로 보인다.

로버트 헨리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조지 벨로우스의 <사시의 소년

(Cross-Eyed Boy)>(그림 15),<웃고 있는 소년의 상화(Portraitof

Laughing Boy)>(그림 16),조지 럭스의 <모래 미술가(The Sand

Artist)>(그림 17)는 <호객꾼들(TheSpielers)>(그림 18)모두 길 거리

98)ElizabethMilroy,PaintersofaNew Century:TheEight& American

Art,Milwaukee:MilwaukeeArtMuseum,2005,p.26.

99) E. Doss, Twentieth-Century American Art, New York: Oxford

UniversityPress,2002,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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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마주칠 수 있지만 작품에서는 잘 다루지 않던 사시(斜視)의 남자

아이나 뒷골목에서 춤을 추고 있는 하층민의 어린 자녀들,거리의 재가

묻은 듯 얼룩이 진 얼굴의 남자 아이가 정감 있게 묘사되어있다.

본 시에 시된 작품들에서는 뉴욕의 거리나 장,서커스,극장,카

페나 바,강 근처의 다리 혹은 부둣가의 풍경이 주된 소재로 다 졌다.

로버트 헨리의 <겨울의 뉴욕 거리(New YorkStreetinWinter)>(그림

19)는 쌓인 뉴욕의 조용한 정경이,그리고 조지 벨로우스의 <증기 가

득한 거리(TheSteaming Streets)>(그림 20)는 건물이 가득한 거리에

사람들과 증기로 꽉 찬 듯한 거리의 생동감 있는 풍경이 미화되지 않은

상태로 그려져 있다.조지 벨로우스의 <부둣가의 사람들(Menofthe

Docks)>(그림 21)은 쌓인 부둣가에 서서 화하거나 일하고 있는 사

람들의 일상 풍경이 그려져 있다.

뉴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 어둡고 추한 모습까지도 화폭

에 표 했던 로버트 헨리와 그의 제자들의 작품은 “삶의 밝은 측면이

보다 미국 이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왔던 들과 미술계를 격분시

켰으며 로버트 헨리 그룹에게는 “검은 갱”,“애쉬캔 학 ”그리고 “추함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었다.로버트 헨리의 미술에 분노를 표한 이들에게

있어서 미국 미술의 주요한 특징은 포즈를 취한 스튜디오의 모델,밝

게 묘사된 풍경들 혹은 감성 인 장르를 의미했기 때문이었다.100)

이뿐만 아니라 로버트 헨리 그룹의 작품들은 새로운 미국 미술이 아닌

유럽의 인상주의의 미술을 모방한 미술이라 평가되기도 했다.왜냐하면

유럽 인상주의 미술 한 동시 의 도시,여가,일상을 소재로 선택하여

공원, 장에서 산책하는 이들 빈부격차가 나타나는 거리의 풍경,산업화

를 보여주는 다리나 기차역 근처,극장 주변의 동시 삶의 풍경을 나

100)WhitneyMuseum ofAmericanArt(1937)(주 94),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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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냈기 때문이다.로버트 헨리 그룹의 작품을 모방 미술이라 단한 그

들의 에는 헨리 그룹의 작품은 새롭지 않았으며 인상주의에서 쓰이던

여러 소재들을 미국으로 옮겨 온 미술에 불과했다.실제로도 로버트 헨

리는 맨하튼의 마네(ÉdouardManet),에버렛 쉰은 미국의 드가(Edgar

Degas)라는 호칭을 얻기도 했다.101)

반면,휘트니 미술 은 로버트 헨리 그룹이 표 인 유럽 미술가인 마

네나 도미에의 양식으로 미국 인 주제를 그린 변 자라는 견해는 이들

의 미술을 잘못 인식한 것이라 주장했다.휘트니 미술 은 물론 로버트

헨리 그룹이 미국 소재에 천착하는 것이,마네와 드가 같이 일상 인

유럽의 소재들을 탁월하게 포착했던 유럽 미술가들로부터 감으로부터

기인했다고 보았다.즉 “에버렛 신은 드가에 감을 받아 미국의 극장과

서커스를 찰했으며 헨리는 마네의 인상주의에 빚을 졌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트니 미술 은 이들이 유럽의 것을 그 로 추종하

지 않았으며,오히려 그들만의 고유한 으로 미국 인 소재를 다루었

다고 주장했다.휘트니 미술 은 특히 “존 슬론은 에 띄는 외부의

향 없이,그를 둘러싼 삶의 풍경을 새롭고,진실한 으로 바라보았다”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102)이러한 평가는 1908년에 가일즈 에져튼(Giles

Edgerton)이 “애쉬캔 학 의 그림들은 있는 그 로의 모습을 미화

시키지 않고 가식 없이 드러내었다.”며 이러한 태도는 실을 두려움 없

이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개척자 정신과 결부되어 매우 미국 인 태도로

해석된다.”고 설명하며 이들의 미술을 미국 이라 평가한 것과 맥을 같

이 한다.103)

101)WeinbergH.Barbara,DoreenBolger,andDavidParkCurry,American

Impressionism andRealism:ThePainting ofModernLife,New York:

TheMetropolitanMuseum ofArt,1994,p.232.

102)WhitneyMuseum ofAmericanArt(1937)(주 94),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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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휘트니 미술 은 로버트 헨리 그룹의 미술이 술가가 나고 자

란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고 이들이 오늘날 요하게 여겨지고 있

는 미술과 삶의 통합을 한 씨앗을 심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들의 미술을

정 으로 바라보았다.104)

3.미국 ·서부 지방의 ‘이상 ’풍경

공황 시기,미국은 국가 기 앞에서 국가의 뿌리를 견고히 하고자

했다.미국에서는 내셔 리즘과 자국 보호주의기가 고조되면서 ‘미국의

물결(AmericanWave)’이라 불린 문화 상과 함께 유럽과는 구별되는

미국의 독자 인 가치가 요시 되었다.이러한 사회 분 기는 과거의

가치를 보존하고 미술을 통해 ‘희망과 낙 론,자기 인식과 찬양’에 근거

한 미국의 정신을 구 시키고자 했던 지방주의 미술을 형성하는 데에

향을 미쳤다.105)이 같은 흐름 속에서, 표 지방주의 미술가로 토마스

하트 벤튼(ThomasHartBenton,1889-1975),존 스튜어트 커리(John

SteuartCurry,1897-1946),그랜트 우드(GrantWood,1891-1942)가

서부의 고유한 미술을 생산하는 미술가로서 평가 받으며 부상하게 되었

다.이들은 모두 자본주의 산업사회에 해 회의 이었고 이들에게 있어

미술을 실 세계로부터 유리시키는 리의 추상미술에 반 했다.토마

스 하트 벤튼은 세 미술가들이 다수의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미국,그

자체를 미학 으로 상징화하고자 했다는 면에서 공통 을 갖고 있었다고

103)Matthew Baigell,The American Scene:American Paintingsofthe

1930’s,New York:PraegerPublisher,1974,p.18.

104)WhitneyMuseum ofAmericanArt(1937)(주 94),p.6.

105)Matthew Baigell(주 103),p.1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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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며 이들이 공유한 미학 에 해 서술했다.106)

앞 장에서 다루었던 애쉬캔 학 를 비롯한 사실주의자들이 미국의 새로

운 얼굴로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변화되는 뉴욕의 풍경들을 인식한

것과는 다르게,지방주의자들은 기계화,상업화 되지 않았던 미국의 서

부 지역이 진실하고 정직한 ‘미국성’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다.1920년

에 요한 향을 미친 미국의 역사학자 드릭 잭슨 터 (Fredrick

JacksonTurner)는 미국만의 독창성이 서부로의 이동에 의해 야기된 것

에 있다고 보면서 이 시기에 발 되었던 개척정신을 강조했다. 한 그

는 형 인 미국의 문화가 서부 지역에서 꽃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는 서부 지역이 유럽의 향을 받고 있는 동부와 아직도 원시 이라

고 할 수 있는 서부 사이에 자리하는 경제 ,문화 교차 지 이라 여

겨졌기 때문이다.107)

서부에 한 믿음은 휘트니 미술 이 부와 서부 지방 미술에 한

시를 개최하는 데에도 향을 미쳤다. 국에 걸쳐 다른 지역성 안에

서 생성된 동시 회화와 화의 종합 인 시각을 제시하고 다양한 지

역의 미술가 작품들을 시함으로써 미국 미술의 활력과 다양성을 고양

시키려는 목 아래 기획되었던 지역별 시는 1933년 시카고를 시작으

로,필라델피아,클리 랜드,그리고 미시시피 서부 지역의 미술을 보여

주었다.108) 《지방 시: 미시시피 서부 미술가의 회화 (Regional

106)ThomasHartBenton,AnArtistinAmerica,Columbia:Universityof

MissouriPress,1983,p.314참조.

107)Matthew Baigell,ThomasHartBenton,New York:HenryN.Abrams,

1974,p.63,오승희,「토마스 하트 벤튼의 <오늘날의 미국 (America

Today)>벽화 연구」,『미술사연구』,p.274에서 재인용.

108)《지방 시:미시시피 서부 미술가의 회화》 시는 1938년도 10월 12일

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첫 번째 지방 시인 《시카고 미술가의 회화와

화 시(ExhibitionofPaintingandPrintsbyChicagoArtists)》는 1933

년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두 번째 지방 시:필라델피아 미술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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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PaintingsbyArtistsWestoftheMississippi)》(이하 미시

시피 서부)는 하나의 도시를 선정하여 해당 지역 출신 혹은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술가의 작품을 시하던 이 지방 시와는 다르

게,미시시피를 기 으로 하여 아리조나(2명),캘리포니아(15명),콜로라

도(6명),아이오와(1명),캔사스(존 스튜어트 커리 외 2명),미주리(토마스

하트 벤튼 외 6명),네 라스카(1명),뉴멕시코(8명),오 곤(1명),텍사스

(4명),유타(1명),와이오 (1명)에 이르는 보다 범 한 부와 서부 지

역의 미술가들을 포함하여 시를 구성하 다.휘트니 미술 이 이 특정

한 지역을 선정한 것은 1930년 미국이 기 하던 서부의 특수한 지역

성에 한 기 가 반 된 것이었다.109)

휘트니 미술 의 시 도록에는 시 성격과 미술가들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휘트니 미술 은 교통의 발달과 거주지역의 빈번한 변화

로 인해 본질 으로 특정 지역 고유의 미술이 미국 내에 존재한다고 말

하는 것이 어렵지만, ·서부 지방 심의 미술은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

해왔다고 설명하면서 본 지방의 특성을 담은 시를 개최하고자 했음을

밝혔다.이러한 맥락에서,휘트니 미술 은 시 서문에서 시에 참

여한 미술가들의 출신을 시하여 다루었다. 를 들어 미술가들을 설명

함에 있어,많은 미술가들은 ·서부에서 태어나거나 교육을 받았고,동

회화와 화(Second Regional Exhibition: Paintings and Prints by

PhiladelphiaArtists)》는 1934년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그리고 《클

리 랜드 미술가의 회화와 화:세 번째 지방 시(PaintingsandPrintsby

ClevelandArtists:ThirdRegionalExhibition)》는 1937년 3월 16일부터 4월

16일까지 개최되었다.

109) 시에 지방주의로 분류되는 미술가만 포함된 것은 아니었다. 를 들

자면, 시에는 도시화에 따른 노동자의 일상생활을 정직하게 그려낸 작

품,사회 이슈가 반 된 정치 작품,정 주의를 연상시키는 도시 풍경 등

을 다룬 작품들이 포함되었지만,아직 개척되지 않은 땅,인디언,평화로운

농 풍경 등 지방주의 미술에서 자주 등장했던 소재를 다룬 작품이 주를 이

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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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혹은 유럽과 계가 있었던 미술가들이라 하더라도 ·서부 지역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살아온 미술가이거나, ·서부 지역사람이라 명하기는

어렵지만 서부의 은 세 에게 큰 향력을 미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미술가들이라고 설명했다.휘트니 미술 은 ·서부 지역이 동부 지역

혹은 유럽 지역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따라서 부와 서

부 지방의 미술을 다룬 시는 보다 미국 미술을 잘 표 할 것이고 유럽

미술의 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술가의

출신과 활동 기반을 강조했다.110)

《미시시피 서부》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유럽의 향으로부터 자유롭다

고 여겨지는 ·서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은 이 시에 시되었던 작품

이 다루고 있는 소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물론 본 시가 ·서부

지방의 다양한 미술을 보여주는 시이기 때문에 사회 이슈나 노동자

의 일상 모습이 드러나는 작품도 포함되었지만,유럽의 풍경과는 구별

되는 도시화되지 않은 시골 농 의 원 풍경,개척정신을 상징하는 듯

한 드넓은 평원 등을 다룬 작품이 시의 부분을 차지했다.

존 스튜어트 커리의 <소(Ajax)>(그림 22)는 서부 지역의 목가 인

풍경을 보여 다.화면 에는 끝없이 펼쳐질 것 같은 원 로 황소들

이 거닐고 있다.화면의 정면에는 캔버스를 가득 메울 듯한 커다란 황소

가 자리 잡고 있는데,우직한 네 다리를 딛고 풀을 뜯고 있는 커다란 황

소는 기념비 으로 보인다.에버렛 스 루스(EverettSpruce)의 <버넷

카운티 풍경(BurnetCountyLandscape)>(그림 23)은 미개척지의 가능성

으로서의 땅을 상징 으로 나타낸다.깎아지는 듯한 벽들이 화면의 양

110)WhitneyMuseum ofAmericanArt,RegionalExhibition:Paintingsby

ArtistsWestoftheMississippi,Exh.cat.,New York:WhitneyMuseum

ofAmericanArt,1937,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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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을 채우고 있고 벽 사이에는 폭포수가 떨어진다. 벽의 꼭 기 바

에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다.텍사스 버넷 카운티의 풍경

을 담은 이 작품은 아직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은 한 자연을 나타낸

다. 에서 설명한 작품 이외로 <풍경(Landscape)>,<옥수수 밭(Corn

Field)>,<길과 강(RoadandRiver)>,<농부(Farmer)>,<돼지 달리기

(PigRun)> 등의 작품들은 작품 제목에서도 나타내듯이 원 인 자연

풍경,향토주의 색채가 짙은 농 풍경 그리고 건강히 자라고 있는 가

축들을 보여주었다.

와 같은 목가 풍경을 묘사한 작품들은 미국의 공황과 격한 도

시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보존될 필요가

있는 근면성,검소함,노동의 신성함,공동체와 친 한 이웃 계와 같은

미국의 통 인 가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 받았다.지방주의 미술가와

이들의 미술을 옹호한 자들은 지방주의 미술 속에서 미국의 개척자 정

신,청교도 정신 혹은 독립 정신과 같은 미국의 통 인 가치를 발견했

던 것이다.111)

4.사회 비 을 한 무기로서의 미술

1930년 반,삶 속에서 수행하는 미술의 역할에 한 심이 고조되

면서 미술가 스스로도 사회 ·정치 입장과 더불어 미술가의 태도를 확

고히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이에 따라 미국 미술계는 본문에서

다루었던 목가 인 풍경과 원 삶을 그리며 미국의 통 인 가치를

111)신채기「미국 미술의 국제화 과정과 이민자 미술의 역할」,『미국사연

구』,제20집,한국미국사학회,2004년 11월,pp.125-126참조.



- 63 -

수호하고자 했던 지방주의 미술과 지배자와 피지배 계층 사이의 계 문

제를 작품 내에 드러내며 미술가가 사회 차원에서 직 으로 메시지

를 달하는 사회 사실주의 미술로 양분화 되는 상이 나타났다.이

때, 자의 경우,내셔 리즘이 존 되었고,후자의 경우에는 내셔 리즘

이 사람들로 하여 미국 사회를 찬양하게만 하면서 계 투쟁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방해 요소 다.

사회 사실주의는 미술의 기능이 삶을 장식하거나 미 으로 표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조직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개되었다. 표 사회 사실주의 미술가들은 좌 정치 성향을 가진

이들로 단순히 노동자들의 개인 삶을 엄 있게 그리고 제한 으로 묘

사하는 것에 안주하지 않았으며 미술로 계 의식과 사회 변화를 진시

키기를 희망했다.112)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공황으로 인해 실을 비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사회 배경이 미술가들로 하여 술

내의 시각 혹은 형식 요소에 집 하기 보다는 미술가로서의 사회

치와 입장에 더 집 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국에서 사

회 사실주의가 두되었을 무렵,마르크스주의 미술사학자 마이어 샤

피로는 술과 사회와의 계에 해 서술한 인 「 술의 사회 토

(TheSocialBaseofArt)」 에서 술가들이 사용하는 형식과

내용은 필연 으로 사회 조건들로부터 배태된 것임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113)

112) 의 책,같은 쪽.참고로,사회 사실주의 미술가들은 개인 노동 혹은

집단 노동을 미화하지 않았다는 에서 소비에트 유니언에서 발 된 사회주

의 사실주의(SocialistRealism)미술가들로부터 구분된다.

113) Meyer Schapiro,“SocialBases of Art,” First American Artists’

Congress,New York:American Artists’Congress AgainstWarand

Fascism,1936,p.32,김나리,『20세기 방법론으로서의 양식론 연구』,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2015,p.7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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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실주의 미술가들에게는 개인 목표보다는 공동의 목표와 공

동의 선이 요했다.공동의 선이란,미술로 사회 불평등과 부조리에

항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었다.이들은 지방주의가 표

하는 미국 정경에 하여 감을 표출하 다.그들에게는 지방주의

의 미술은 빈곤을 감상 으로 다루거나 변방 그리고 도시의 스테 오타

입을 미화하는 미술이었다.이러한 태도는 소이어(MosesSoyer)가 “미술

가는 ‘미국을 채색하라’라는 슬로건의 맹목 쇼비니즘에 이끌리지 않아

야 한다.그 다.미국을 채색하라 그러나 을 뜨고 하라.메인 스트리

트를 미화하지 마라.보잘 것 없고,더러운 그 상태 로 그려라.자기

찬은 술 자살이다”라 한 발언에서도 잘 나타난다.114)

휘트니 미술 한 미술의 사회 ,정치 역할에 해 의식하고 있었

다.헬 애 턴 리드(HelenAppletonRead)는 《뉴욕 사실주의자》 시

도록에서 미술이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술가의 소생된 사회 책임감을 우리 사회의 본질 인 룩으로 설명

하면서 미술과 삶의 계에 해 논의한 이 있다.115)이러한 미술과

사회 사이의 계에 한 생각은 휘트니 미술 의 시 기획에도 향을

미쳤다.

휘트니 미술 에서는 정치 내용을 담은 만화를 그리는 토마스 네스트

(ThomasNast)의 시 이외에 《뉴욕 사실주의자》,《미국 장르:회

화와 화 속 사회 장면 1800-1935》 시를 통해 미국의 사회 정의,

질서,계층 간의 문제 등에 해 질문할 수 있는 시를 기획했다.나아

가 기획 외에 동시 의 다양한 미술을 조망하는 휘트니 비엔날 에서

도 사회의 부조리,계 투쟁,자본주의의 모순을 드러내는 작품들을 포함

114)MosesSoyer,“Review onWhitneyBiennial,”ArtFront,January1935.

115)WhitneyMuseum ofAmericanArt(1937)(주 94),pp.1-1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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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1934년에 개최된 두 번째 비엔날 에서는 사실주의,지방주의,정 주의

미술 등 동시 미술을 다각 으로 보여주고 있는데,해당 비엔날 에서

는 사회 사실주의 미술가인 지날드 마쉬,필립 에버굿(Philip

Evergood),율리우스 블로흐(JuliusBloch)(그림 24)의 작품을 포함하여

부조리한 사회 ·정치 내용이 담긴 작품을 시했다.결의에 찬 다

수의 진보 인본주의자 미술가들은 개인의 억압과 고통 하는 의

토스에 집 했다.억압에 해 강한 반 의 감정을 갖고 있는 다수의

미술가들의 목표는 작품을 통해 부와 가난,힘 있는 것과 힘없는 것,자

유와 구속하는 재,평등에 한 약속과 인종주의,심한 편견,탄압의

실제 사이에 에 띄는 조를 만드는 것이었다.116)

1934년 비엔날 에 해서 소이어는 사회 내용을 담은 작품들이 통

인 작품보다 지배 이었다고 주장했다.그는 출품된 작품에서 드라마

틱한 린칭 장면, 부의 죽음과 집 없는 사람의 모습 등 사회의 노동자

혹은 소외된 계층의 상을 묘사하여 사회 계층 간의 조 인물 구

성을 표 한 작품들이 빛났다고 설명했다.소이어는 본 시에 해 “

음과 활력의 정신”이 돋보인다고 평가하며 비엔날 리뷰를 마쳤다.117)

『아트 론트(ArtFront)』 에디터 조 솔만(JoeSolman)은 1936년 4

월에 개최된 세 번째 휘트니 비엔날 에 해 호의 이지 않았다.그는

휘트니 비엔날 가 “진부한 미국에 한 충성 그리고 해묵은 미술 이

선호했던 작품들이 계속되어 나열된 평범한 휘트니 시 다.”고 결론을

116)PatriciaHillsandRobertaK.Tarbell,FigurativeTraditionand the

WhitneyMuseum ofAmericanArt:Paintingsand Sculpturefrom the

PermanentCollection,New York:Whitney Museum ofAmerican Art,

1980,p.85.

117) 의 책,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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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렸다.118)이 의견은 휘트니 비엔날 나 연례 에 한 당 의 비 을

특징 짓는다.그러나 그가 비 했던 세 번째 시에는 개인의 삶의 토

스를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시 의 특정한 환경들에 향 받는 계층의

사람들에 해 말하고자 했던 라 엘 소이어(RaphaelSoyer)의 작품(그

림 25)과119)까만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오래된 트롤리 차 도로를 갈아내

는 노동자 계층과 인도 에 서서 ‘올바크의(Ohrbach’s)상 은 노동자

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거부해야한다’고 피켓을

들고 시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병치시킨 지날드 마쉬의 작품이(그림

26) 시되었다. 시에는 두 미술가의 작품뿐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

분 기를 달하는 율리우스 블로흐, 리엄 그로퍼(William

Gropper)와 막스 베버(MaxWeber)의 작품이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휘트

니 미술 의 작품 선정은 휘트니 미술 시가 동시 의 정치 ·사회

이슈를 담아내고 있다는 소이어의 평가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5.국가 단결 증진을 한 미술

공황으로 인한 경제 불경기는 문화 술계에도 타격을 입혔다.미술

가들은 갤러리와 후원자로부터의 지속 인 후원이 끊어졌으며 작품의

매 한 부진해지면서 경제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1933년 루즈벨

트 정부는 공황으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부활시키기 해 뉴딜 정책

(New Deal,1933-1938)을 시행했다.정부는 문화 로젝트를 시행하여

미술가들을 구제할 목 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작품을 의뢰하여 여

118)ArtFront,April1936.

119)PatriciaHillsandRobertaK.Tarbell(주 116),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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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 하는 등,갖가지 미술가 지원 사업들을 운 했다.정부가 문화

술계를 부흥시키기 해 운 한 로그램으로는 공공사업 미술 계획

(PublicWorksofArtProject,PWAP 1933.12-1934.6)그리고 재무부

조달청 산하 회화 조각분과(Treasury Section ofPainting and

Sculptor,Section1934.10-1943.6)와 국고 보조 미술계획(TreasuryRelief

ArtProject,TRAP1935.7–1949.6)그리고 공공사업 진흥국의 연방미술

계획(WorksProgressAdministration’sFederalArtProject,WAP/FAP

1935.8-1943.4)등이 있다.

휘트니 미술 장이었던 리아나 포스는 미술가들에게 회화,

조각, 화,드로잉,사진,디자인 등을 맡기는 공공사업 미술 계획

(PWAP)의 의장이 될 것을 의뢰 받았다.포스는 이에 찬성하 고,뉴욕,

북부 뉴 지 그리고 남쪽 코네티컷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다.그녀가 이

직책을 맡기로 결정한 것은 정부의 사업 취지가 살아있는 미국 미술가에

한 지원이라는 휘트니 미술 의 목 에 부합하기 때문이었다.포스는

공공사업 미술 계획에 참여하면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미국 정

부가 처음으로 미술가들이 가진 힘을 인식하면서 미술가들을 지원해

다. 실 없이는 미래가 없는데,지 재,나는 앞으로의 미래가 좋아

보인다.”라는 내용의 로그램에 해 우호 인 보도 자료를 작성했

다.120)1934년 6월 공공사업 미술 계획이 종료되고 4개월 후,재무부 조

달청 산하에서의 회화 조각 분과(Section)가 시작되었다.121)본 사업

의 운 은 공공사업 미술 계획을 이끌었던 에드워드 루스(Edward

Bruce)가 다시 맡았다.사업의 주된 목 은 공공건축물을 장식할 수 있

120)AvisBerman(주 39),p.337참조.

121)본 사업 아래,1,300 이상의 벽화와 300 이상의 조각이 제작되었으며

부분 미국 역의 우체국에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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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고의 미술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사업 아래 제작된 술 작품들은

새롭게 구축된 연방 건축물과 우체국을 한 장소 특정 인 벽화와 조각

이었다.122)다른 뉴딜 로그램과는 다르게 회화 조각 분과(Section)

는 명성에 상 없이 모든 미술가에게 열려있는 무기명 경쟁을 시행했다.

뉴딜 로그램 아래에서 제작된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회화 조각 분

과 산하의 작품들도 내셔 리즘 분 기가 두드러졌다.루즈벨트 정부

는 일련의 정부 주도 로젝트를 통해 미술가들에게 생계를 이을 수 있

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미술가를 후원하고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미술가들이 생산해낸 작품을 공공 으로 시함으로써 국민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국가의 고유한 가치를 시키고자 했다.따라서 정

부에게는 미술가들이 생산해내는 작품의 내용이 매우 요했으며 이 때

문에,미술가들은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 인 자율권을 갖지 못했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미술가들은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변할 수 있는 작

품들만을 제작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부분의 작품들은 정부가 선

호했던 미국의 풍요로운 풍경,노동자의 근면한 모습 등을 담게 되었다.

즉 국가의 자부심 고취를 한 양식 강조와 표 의 통제가 있었던 것이

다.123)이는 분과 로젝트에서도 동일하게 용되었다.

휘트니 미술 은 1936년 10월 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재무부 미술

로젝트:연방 건물을 한 조각과 회화(Treasury Department Art

Projects:SculptureandPaintingsforFederalBuildings)》라는 시명

으로 회화 조각 분과(Section)산하에서 제작된 작품들을 시했다.

122)Raynor,Patricia,"OffTheWall:New DealPostOfficeMurals"National

PostalMuseum SmithsonianInstitution,

(http://postalmuseum.si.edu/research/articles-from-enroute/off-the-wall.htm,

검색:2015년 8월).

123) 신채기(주 111),pp.125-12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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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해당 로그램의 특징과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벽화,벽화

스 치,모델들,수채화,조각들을 시했다.앞서 밝혔던 국가 주도의

로젝트의 사업 목 은 휘트니 시 카탈로그에서도 잘 드러난다.포 스

왓슨은 시 서문에서 이 로젝트는 속성과 사회 교육 힘의

본질을 보여 다고 주장했다.124)그는 “이들의 미술은 목 의 명확성을

통해 이질 인 사람들에게 동질성을 가져올 가능성 얻는다.이는 고도로

문화된 미학의 실천이기 보다는 사회 이고 사실 인 표 이다.일반

미국 미술가,즉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얻은 자들은 완숙한

미 표 을 찾을 것이고,우리는 우리 자국의 미술이 랑스의 특산물

이 아닌 자연스러운,국가 자산이 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인한 느낌을

즐길 수 있다.”라고 썼다.125)그가 은 서문에서는 랑스 미술로부터의

독립을 통한 미국 미술의 밝은 미래에 한 기 를 엿볼 수 있으며,나

아가 휘트니 미술 에서 개최된 시가 사회 이슈와 미국에 한 자각

을 일깨우는 교육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제 2 냉 시기

냉 시기는 제2차 세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공산주의 진

과 자본주의 진 간의 정치 ·이념 립 상황에서 잠재 인 권력투

쟁이 이어졌던 때이다.냉 은 본래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막을 내

124)WhitneyMuseum ofAmericanArt,TreasuryDepartmentArtProjects:

Sculpture & Paintings forFederalBuildings,Exh.cat.,New York:

WhitneyMuseum ofAmericanArt,1936.p.1참조.

125) 의 책,같은 쪽.



- 70 -

렸지만 본 논문은 냉 의 시기를 양국 간의 긴장감이 가장 고조되었던

제2차 세계 이후부터 1950년 까지로 한정하여 서술할 것이다.

1. 후 미국 미술계의 상황과 미국 미술

미국이 경제 으로 강 국 반열에 올라선 것은 제2차 세계 이 끝난

1945년 이후이다.유럽 부분의 국가와 아시아 국가 일부는 쟁

에 극심한 물리 손실로 고통을 겪었지만,군수산업이 온 하게 유지된

덕에 미국의 경제력은 1945년까지 부상했다. 쟁을 통해 미국은 군사

,정치 ,경제 으로 세계 강 국가 반열에 들게 되었다.일례로 1947

년 세계 공산품의 50%,철의 57%, 력의 43%,석유의 62%,자동차

의 80%가 미국에서 생산되었다. 한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인 원자폭탄을 독 했다.126)한 편,종 이후 소련은 앙유럽 토

에 공산당 정부를 설립하고자 했다. 쟁으로 인해 유럽 사회에 기존의

자유주의 세력에 한 회의와 함께 좌경화 되어가면서 유럽 국가들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지지기반이 확 되었고 이 결과,공산주의 국가의

지도국이었던 소련의 세력이 확장되었다.127)소련과 유럽 성 국가들은

미국 서방 세계와 립되는 계를 형성하면서 냉 이 시작되었다.

소련의 향력이 커져감에 따라 미국 내의 사회 ·정치 긴장감은 고조

되었고,반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한 향력을 갖게 되었다.

126)리사 필립스(LisaPhillips),『TheAmerican Century: 미술과 문화

1950-2000(TheAmericanCentury:Art& Culture1950-2000)』(1999),송

미숙 역,지안출 사,2008,p.15.

127)제 일리(GeoffEley),『The Left:미완의 기획,유럽 좌 의 역사

(ForgivingDemocracy:TheHistoryoftheLeftinEurope,1850-2000)』

(2002),유강은 역,뿌리와 이 리,2008.pp.529-53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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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1940년 후반까지만 해도 미국은 회화나 조각의 주요 흐름

에 단 한 번도 제 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128)그러나 경

제 ,정치 ,사회 변화와 함께 미국의 미술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

어나고 있었다.유럽 미술을 이끌던 미술가들이 쟁과 나치로부터 피해

뉴욕으로 이주하면서,미국 미술 발 을 이루는데 큰 향을 미쳤다.한

스 호 만(HansHoffman),마르셀 뒤샹(MarcelDuchamp),페르낭 제

(JosephFernandHenriLéger),피에트 몬드리안(PietMondrian),마르크

샤갈(MarcChagall),발터 그로피우스(WalterAdolphGeorgGropius)를

비롯하여 실주의 화가들인 로베르토 마타(RobertoMatta),이 탕

기(YveTanguy),살바도르 달리(SalvadorDali),앙드 르통(André

Breton),막스 에른스트(Max Ernst),앙드 마송(André Masson)이

1939년 뉴욕에 도착했다. 쟁 기간 이러한 유럽 미술가들과의 직

인 은 미국 미술 발 의 요한 계기가 되었다.129)

생활의 여유를 가지기 시작한 들은 미술에 심을 갖게 되었고,미

술계에서도 미술가들이 같은 미학 심사 아래 함께 모이면서 교류를

갖기 시작했다.뉴욕 그리니치빌리지에 치한 아티스트 클럽(Artist’s

Club)은 미술가들을 심으로 모임을 가지며 미학 담론을 형성했다.

이 클럽은 클리퍼드 스틸(ClyffordStill)과 마크 로스코(MarkRothko),

로버트 마더웰(Robert Motherwell), 리엄 배지오티스(William

Baziotes)그리고 데이비드 헤어(DavidHare)가 설립했던 술가들의 주

제(SubjectsoftheArtists)라는 학내 모임에서 발 된 클럽이었다.클럽

의 구성원에서 알 수 있듯이,아티스트 클럽은 뉴욕학 (New York

128)ClementGreenberg,“‘American-Type’Painting,”PartisanReview,1955,

reprintedinGreenberg,ArtandCulture:CriticalEssays,Boston:Beacon

Press,1961,p.228.

129)리사 필립스(주 126),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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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형성의 기반이 되었다.130)

1950년 반에 이르자 이들은 미국 미술계에서 주도 역할을 담당하

게 되었고 이들의 미술을 극 으로 지지한 평론가들로 인해 더욱 힘을

얻었다.클 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와 해럴드 로젠버그

(HaroldRosenberg)등의 명한 미술 비평가들은 미국의 새로운

미술로서 추상표 주의를 강하게 지지했다.이 시기 문학 자질을 갖춘

필진들은 일반 을 계몽하고자 미국의 미술에 한 에세이를 최

로 발표했다.그린버그는 『 티잔 리뷰(PartisanReview)』(1949년

반)와 『네이션(TheNation)』(1940년 후반)에 기고했고,로버트 골

드워터(RobertGoldwater)는 1948년 『매거진 오 아트(Magazineof

Art)』의 편집자가가 되었다.매니 버(MannyFaber)는 1945년 『뉴

리퍼블릭(New Republic)』에 미술기사를 쓰기 시작했으며 토머스 헤스

(ThomasHess)는 1948년 『아트 뉴스(ArtNews)』편집국장으로 부임

했다.이들은 새로운 미국 미술에 한 옹호와 진지한 비평문이 생산했

고 이들로 인해 미국 미술은 미술의 향력을 넓히는데 좋은 기회를

맞았다.131)

에서도 설명했지만,냉 시기 미국은 정치 긴장 상태에 있었다.이

에 한 구체 사건으로는 1949년 마오쩌둥이 장제스를 축출한 후 공산

주의 정부를 세웠고,같은 해 소련에서는 원자폭탄 실험이,이어서 1957

년에는 미국보다 앞서서 소련이 인공 성 스푸트니크(Sputnik)를 발사한

사건이 있었다.132)이러한 사회 분 기 속에서 미국은 소련의 체주

의에 항할 수 있는 국가로 선 할 수 있는 략이 필요했다.이에 미

130) 의 책,pp.17-18참조.

131) 의 책,p.45.

132) 의 책,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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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부는 미국의 문화를 선 하기 해 냉 의 무기로서 미국 미술을

후원했다.그리고 이러한 국가 략에 가장 부합하는 시 정책을 수

행한 표 인 미술 이 바로 뉴욕 미술 이다.

뉴욕 미술 은 기 자체가 ‘국가 방 로서의 미술 ’으로 기능하게

되었다.133)뉴욕 미술 과 미국 정부와의 긴 한 유착 계는 모마의

사장으로 역임했었고 미사무국(Inter-American Affairs)의 리자

(Coordinator)인 넬슨 A.록펠러(NelsonA.Rockefeller)가 “나는 뉴욕

미술 에서 정치를 배웠다”고 한 말과 뉴욕 미술 과 미국 정부 사

이의 구체 인 계약 진행 횟수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러셀 린즈

(RussellLynes)는 그의 책 『좋았던 옛 모던:뉴욕 미술 의 내 한

상(Good Old Modern:an intimate portraitofthe Museum of

ModernArt)』에서 제2차 세계 과 냉 시기의 뉴욕 미술 과

정부와의 계를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어떤 에서는 모마가 다른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연방 정부의 조달청과

계약한 소규모의 군수 산업이었다.물론 모마의 생산품은 문화 다.미국

조정실,의회도서 , 쟁정보국,기타 정부 기 들과 종 이 까지 38건

의 계약을 실행했고 계약 액이 1,590,234달러에 달했다.134)

추상표 주의는 국가 내부 으로 미국을 표하는 새로운 미술 사조로

133)RussellLynes,GoodOldModern:AnintimateportraitoftheMuseum

ofModernArt,New York:Atheneum,1978,p.233,매리 앤 스타니제 스

키(주 67),p.210에서 재인용.

134)RussellLynes,GoodOldModern:AnintimateportraitoftheMuseum

ofModernArt,New York:Atheneum,1978,p.237. 의 ,p.22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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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잡았다.이에 따라 이를 외 인 체제선 을 한 략 도구로

활용하려는 국가의 의 은 미해외공보처(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USIA)를 통한 문화정책으로 구체화되었고,이는 뉴욕 미술

의 시 방향과 맥을 같이 했다.

1929년부터 1944년까지 뉴욕 미술 의 장으로 재직했던 알 드

바(AlfredH.Barr,Jr.)는 1936년에 유럽의 큐비즘으로부터 시작하여

차 호수처럼 미국의 추상표 주의로 이어지는 계보를 구축한 도표를 만

들었다.이러한 그의 의지에 따라 극 으로 추상표 주의를 지지한 뉴

욕 미술 은 《15인의 미국 미술가(15Americans)》(1952),《12인의

미국 미술가(TwelveAmericans)》(1956),《새로운 미국 회화(TheNew

AmericanPainting)》(1958)등 일련의 추상표 주의 미술 시를 기획

하 다.추상표 주의 미술을 둘러싼 움직임은 비단 미국 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1948년 동시 미술의 유포에 요한 기여를 한 국제

하나인 베니스 비엔날 (VeniceBiennale)에서는 뉴욕 미술 의

소장품 시를 통해 잭슨 폴록(JacksonPollock)의 회화가 소개되었다.

1950년에 열린 베니스 비엔날 미국 의 반은 일세 모더니스트 미

술가인 존 마린(JohnMarin)에게 나머지 반은 동시 미술가에게 할

애되었는데,동시 미술가 여섯 명 세 명은 고르키(ArshileGorky)

와 드 쿠닝(Willem deKooning)그리고 폴록으로 모두 추상표 주의자

들이었다.이들은 뉴욕 미술 의 장인 알 드 바에 의하여 선정

되었다.뉴욕 미술 이 미국 회화의 승리를 보여주기 해 기획한

《새로운 미국 회화》 시는 17명의 추상표 주의 미술가가 참여했

다.135)

135)본 시는 라노,베를린, 뤼셀, 리,그리고 런던을 포함한 도시를

순회하 으며 본 시에 참여한 미술가로는 리암 배지오티스,제임스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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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는 뉴욕에서의 시 이후,유럽의 8개의 도시를 1년간 순회하면

서 미국의 미술을 선 하 다.이와 동시에 바젤의 쿤스트할 에서는 뉴

욕 미술 의 폴록 회고 이 열리고 있었다.뿐만 아니라,5년 마다 개

최되는 독일의 국제 인 카셀 도큐멘타는 1960년 까지 미국 미술을 가

장 최 선에서 극 으로 알리는 기구가 되었다.136)이를 테면 1959년

제2회 도큐멘타에 참여한 219명의 미술가 가운데 35명이 미국인이었다.

제2회의 주제는 ‘1945년 이후의 미술’이었는데,이 시를 해서 뉴욕

미술 은,라우센버그의 것도 있었지만, 부분 추상표 주의 작품으로

시되었고 이는 97 에 이르 다.137)

보수 정치인들에게 반미국 미술이라 지탄 받았었던 추상표 주의는

‘미국 회화의 승리이자,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상징’으로 선

되고 있었다.냉 기부터 미국 정부는 미해외공보처를 통해 해외 순

회 과 미술가들을 해외로 보내는 로그램을 운 하면서 략 으로 추

상표 주의 미술을 국제 으로 소개하고자 했다.

이에 해 1973년 막스 코츨로 (Max Kozloff,“American Painting

During the Cold War”), 1974년 에바 커크로 트(Eva Cockroft,

“AbstractExpressionism,WeaponoftheColdWar”)그리고 1983년 서

지 길보(SergeGuilbaut,How New YorkStoletheIdeaofModern

스(JamesBrooks),샘 란시스(Sam Francis),아쉴 고르키,아돌 고틀립

(Adolph Gottlieb),필립 거스통(Philip Guston),그 이스 하티건(Grace

Harigan), 란츠 클라인(FranzKline), 렘 드 쿠닝,로버트 마더웰,바넷

뉴먼(BarnettNewman),잭슨 폴록,마크 로스코,시어도러스 스타모스

(TheodorosStamos),클리포드 스틸, 래들리 워커 톰린(BradleyWalker

Tomlin)그리고 잭 트보르코 (JackTworkov)가 있다.김정희,「베니스 비

엔날 (1895-2003)의 역사와 당 미술과의 계」,『 미술사연구』,제17

집, 미술사학회,2005년 6월,pp.217-218참조.

136) 의 p.217.

137) Phylis Tuchman,“American Art in Germany-The History of a

Phenomenon,”Artforum,Nov.1970,pp.58-59, 의 ,p.21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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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는 각각 추상표 주의가 어떻게 냉 시기 속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도구로서 기능하게 되었는지 서술하고 있다.이러한 미국

의 움직임은 토마스 라인(ThomasKellein)이 미국 추상표 주의의 정

치 이용을 마샬 랜과 나토를 통해 유럽의 정치 ,경제 노선을 결

정한 미국이 유럽의 문화 노선도 결정하려 한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한

것과138)추상표 주의의 정치 이용은 1950년에 12명의 의원들이 제안

한 이념 분야 안에서의 세계 마샬 랜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다

는 길보의 의견과 맥을 같이 한다.139)

국가 차원의 냉 의 무기로서 미술을 정치 으로 이용한 것은 추상표

주의 미술에만 국한되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뉴욕 미술 은

쟁 시기 선동 인 이미지를 포함한 사진 ,포스터 공모 ,일러스트

이션 시와 교육 목 의 시들을 개최하고 군부 를 한 각종 행사

들을 후원했다.140)이 뉴욕 미술 사진부 디 터인 에드워드 슈

타이 (EdwardSteichen)이 기획한 사진 시들은 미국 국내외에 가공

138) Thomas Kellein,“Es ist die schiere Größe: Die Rezeption der

amerikanischenKunstinEuropa,”in ChristosM.Joachimides,Norman

Rosenthal(hrsg.).AmerikanischeKunstim 20.Jahrhundert Malereiund

Plastik1913-1993,Assutellungskatalog im MartinGropius-Bau1993,p.

211,김정희,「20세기 미술의 패러다임을 바꾼 시들과 우리나라 미

술」,『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제19집,서양미술사학회,2003년 상반기,pp.

83-84에서 재인용.

139)SergeGuilbaut,HowNewYorkStoletheIdeaofModernArt,Chicago

andLondon:TheUniversityofChicagoPress,1983,p.192, 의 ,p.84

에서 재인용.

140)뉴욕 미술 에서 쟁 시기,선동 인 정책에 의해 기획된 시로는

《 쟁과 미술(Artin War)》(1942),《미 북반구 포스터 공모 (United

HemispherePosterCompetition)》(1942),《미시건 커스터 훈련소의 미군

일러스트 이터들(U.S.ArmyIllustratorsofFortCuster,Michigan)》(1942)

가 있으며 교육 목 으로 기획된 시로는 《 시의 주택(Wartime

Housing)》(1942),《시민 방어 장술(CamouflageforCivilianDefense)》

(1942),《 시의 미술 교육(ArtEducationinWartime)》(1943)등이 있다.

(매리 앤 스타니제 스키(주 67),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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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한 향력을 미쳤다.이러한 시들로는 《승리로 가는 길(Roadto

Victory》(1942),《태평양의 군사력(PowerinthePacific)》(1945),《평

화로 가는 항로(AirwaystoPeace)》(1943)그리고 《인간 가족(The

FamilyofMan)》 시 둥이 있다.141)

특히 1955년 1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뉴욕 미술 에서 열린 《인

간 가족》 시는 의 시리즈 사진 들 미를 장식한 사진 으로,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획된 시 다.본 시는 3년간

의 비 기간을 거친 규모의 로젝트 는데,스타이 은 이 시를

하여 사진들을 세계에서 수집하고 검토한 후 68개국으로부터 온 503

의 사진을 최종 으로 선정했다.142)본 시는 1955년 시가 끝난 후

미해외공보처의 주 아래 7년간 10가지의 다른 버 으로 38개국의 해외

순회 시에 나섰고 세계 총 람객 수는 9백만 명에 이르는 등 큰 성

공을 거두었다.143)

스타이 은 이 시를 일상생활의 보편 요소와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

자 세계 인류가 본질 으로 일체임을 보여주는 거울로서 만들고자 했

으며 사진을 커뮤니 이션의 매개체로서 다루어 미국의 정신 나아가 인

류의 정신에 한 시를 구 하고자 했다.144)이러한 맥락에서,《인간

가족》 시는 통 인 미국 가족의 순결하고 견고한 이상에 기 고 있

었으며 당 미국이 선 하고자 했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상징으로

서 기능했다.145) 한 본 시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은 시가 달

141)매리 앤 스타니제 스키(주 67),p.209참조.

142) 의 책,pp.235-236.

143)김나정,「《인간 가족(TheFamilyofMan)》 의 이면-아메리카니즘의

정치 선 」,『 미술사연구』,제24집, 미술사학회,2008,p.32.

144)EdwardSteichen,Introduction,TheFamilyofMan,New York:THe

Museum ofModernArt,1955,renewed1986,n.p. 의 ,p.45에서 재인

용.

145)매리 앤 스타니제 스키(주 67),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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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했던 서사에 따라 시를 연출하여 극 인 달 효과를 획득했다

는 이다.146)이 의 뉴욕 미술 에서의 사진 시가 개별 작품의

아우라를 생산하는데 집 했었다면,본 시에서는 람자에게 어떻게

효과 으로 메시지를 달시키고 감정 으로 공감시킬 것인가에 집 했

다.따라서 본 시는 시의 내러티 와 사진의 컨텐츠의 감성 인 맥

락이 시 람객에게 보다 잘 달될 수 있도록 조망,공간,색,빛,시

스에 따라 시 공간이 연출되었다.147)

그러나 《인간 가족》 시는,특히 뉴욕 미술 이 제시한 인간 가족

의 정의와 련해 여러 사람들이 의문에 직면했다. 표 으로 롤랑 바

르트(RolandBarthes)는 랑스 리 순회 에 맞추어 「인간 가족

(TheGreatFamilyofMan)」이라는 에서,이 시가 “세계 모든 나

라의 일상 인 인간 행동에 한 보편성을 보여주려고 했으며 탄생,죽

음,질병,노동,지식,놀이가 어디서든 같은 행동 유형들을 불러일으킨

다”며 일종의 자연화를 수행했다고 비 했다.148)다시 말해,특정 시기,

역사,문화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는 가족의 정의를 마치 단일한 보편타

당한 개념 하에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를 자연화 한 일종의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메리 앤 스타니제 스키(MaryAnneStaniszewski)는 그의 서 『

워 오 디스 이:20세기 시 설치와 공간 연출의 역사(ThePower

ofDisplay:A HistoryofExhibitionInstallationsattheMuseum of

ModernArt)』(2007)에서 《인간 가족》 시가 미국 냉 론을 활성화

146)김나정(주 143),p.33.

147)매리 앤 스타니제 스키(주 67),p.238.

148)Roland Barthes,“The GreatFamily ofMan,” Mythologies,trans.

AnnetteLavers,London:JonathanCape,1972,p.100-101, 의 책,p.209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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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해 략 인 맥락에서 열렸으며 이 시는 결국 미해외정보처

를 한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서술하고 있다.149)《인간 가

족》 시는 1959년 소련에서 개최되었던 《미국 국 》에서도 시되는

데,미국 언론은 《인간 가족》 이 정부의 냉 , 호화쇼 던 본

시에 포함된 것에 하여 갈채를 보냈다.150)반면,국 의 회화 시는

검열을 통해 가까스로 소련에서 시 될 수 있었다.이에 한 내용은

본문 2-2)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2.자유의 상징으로서의 미국 미술

1)1950년 휘트니 미술 시

휘트니 미술 에서는 추상표 주의를 극 으로 지지했던 뉴욕 미

술 과는 다르게 특정한 조류만을 다루기보다는,다양한 미술 사조들을

고르게 보여주고 있다.휘트니 미술 은 당 다양한 사회 ·문화 흐

름들을 미술 이 충실히 반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미술 이

한 학 에만 집 한다면,그 학 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개별 미술가들

을 소홀히 하게 되고,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수많은 잠재성

들을 놓쳐버림으로써 미국 미술을 더욱 발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미술

이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일 이 휘트니 미술 은

1930년 부터 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술가들을 소개하는 지역별

149) 의 책,p.250.

150)MoMA Archives:PublicInformationScrapbookGeneralY,andMoMA

Archives: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irculating

Exhibitions,SP-ICE-24-59, 의 책,p.25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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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기획하 고 비엔날 에서도 다양한 양식,사조를 균등하게 반

하고자했던 미술 의 기본 태도는 1950년 에도 그 로 이어졌다.본 장

에서는 세부 시를 보기에 앞서 1950년 의 시 구성을 살펴 으로써

휘트니 미술 이 표명하고 있는 와 같은 목 이 어떻게 구 되고 있는

지 분석하고자 한다.

휘트니 미술 에서 기획된 1950년 시는 크게 개인별·주제별 기획

,내외부 소장품 ,연례 등으로 나뉜다.휘트니 미술 은 1954년 발

간한 『휘트니 미술 과 소장품:역사,목 ,그리고 활동,소장품 카탈로

그(Whitney Museum and its Collection: History, Purpose and

Activities.CatalogueoftheCollection)』에서 “우리는 어떤 학 를 형

성하려 하지 않았다.오히려 가장 주된 심사는 미술가 개인들에게 있

었다.미술 은 미국 미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한 의의 국가주의

정의에 언제나 반 해왔다.”고 밝히고 있다.151)휘트니 미술 은 미술

이나 학 의 입장이 아니라 미술가의 입장을 존 하고자 했고 다양한

미술 흐름들을 보여 수 있는 작품들을 선정하여 동시 미국 미술을

범 하게 소개하고자 했다.휘트니 미술 의 개인 구성은 미술가가

모든 술 문제들에서 심 인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로 간과

해서는 안 되며 미술 은 개별 미술가들의 개성을 존 해야만 한다는 기

의 정신을 잘 보여 다.152)

휘트니 미술 은 개인 을 통해 개 기부터 재조명해왔던 애쉬캔 학

인 존 슬론,미국의 산업화된 풍경을 기하학 으로 보여주는 정 주의

미술가인 스튜어트 데이비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조의 미술 특정한

151)WhitneyMuseum ofAmericanArt,WhitneyMuseum anditsCollection

History,PurposeandActivitiesCatalogueoftheCollection1954,New

York:WhitneyMuseum ofAmericanArt,p.1.

152) 의 책,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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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에 포함되지 않는 미술가의 작품을 다루었다.그러나 1950년 에 미

국 미술계가 추상미술에 해 심이 있었던 것만큼 이 시기 휘트니 미

술 한 형상 인 미술에 보다 무게를 두었던 1930년 의 시구성에

비해 추상표 주의 미술가를 포함한 모더니스트 미술가의 시를 다수

개최한 경향이 있었다.이와 련된 시로는 미국의 기 모더니스트

화가라 일컬어지는 존 마린 기념 , 리엄 조라크(William Zorach)아

서 도 (ArthurG.Dove)나아가 미국의 모더니즘의 발 에 큰 역할을

한 추상미술가로 기계 요소들이 돋보이는 작품을 선보 던 라이스 페

이라(I.RicePereira)의 시가 있다.

당시 미국 미술계뿐 아니라 들에게도 잘 알려졌던 추상표 주의 미

술가들의 시도 잇달아 열렸다.1951년 뉴욕학 인 로버트 마더웰을 시

작으로 1956년에는 뉴욕학 의 조각가로 분류되는 시어도어 로스작

(TheodoreRoszak)의 시가,이듬해에는 뉴욕 학 의 스승이라 일컬어

진 한스 호 만과 래들린 워커 톰린(BradelyWalkerTomlin)의 시

가 개최되었다.휘트니 미술 은 뉴욕 혹은 미국의 동부 지역만이 아니

라 서부를 기 으로 활동한 미술가도 포함했다.동양 사상에 향을 받

은 태평양 북서 (PacificNorthwest)의 표 미술가로 손꼽히는 마크

토비(MarkTobey)와 모리스 그 이 스(MorrisGraves)가 각각의 개인

을 통해 에게 소개되었다.

휘트니 미술 은 사회 비 인 메시지를 담은 미술가의 시도 환 했

다.이러한 시로는 표 인 사회 사실주의 미술가로 알려진 지날

드 마쉬의 시,그리고 정치,군사,종교계 등 지배계층과 사회구조에

한 비 의식을 작품을 통해 보여 조지 그로츠(GeorgeGrosz)의

시가 있었다.이러한 시 ,히만 블룸(HymanBloom)과 ‘무기로서의

미술’을 선언했던 사회 사실주의 미술가 한 명이었던 잭 빈(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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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ine)의 2인 도 주목할 만하다.1930년도에 비하면 많이 사그라졌지

만,1956년 찰스 버치필드(CharlesBurchfield)의 시회를 통해 수채화

로 표 된 미국의 작은 마을과 숲의 풍경 장면들도 다루었다.이 게 특

정한 양식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경향의 미술이 골고루 시되도록 고

려하는 휘트니 미술 의 시 구성 방향은 비엔날 에서도 잘 드러난다.

여기까지는 1950년 휘트니 미술 의 반 시 구성에 하여 살펴

보았다.앞으로는 휘트니 미술 의 1959년 《미국 국 》을 분석하여 냉

시기 휘트니 미술 이 국가를 표하는 미술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살

펴볼 것이다.

2)1959《미국 국 (AmericanNationalExhibition)》

1959년 미해외공보처는 《미국 국 》을 조직했다.이 시는 1958년

소련과 미국이 맺은 문화 교류 약(U.S.-USSR CulturalExchange

Agreement)을 수행하는 것을 목 으로 기획되었다.이 교류의 목 은

외 으로는 미국과 소련간의 이해 도모와 계 발 을 한 시 다.

그러나 실제로 본 시의 목 은 소련 체제에 맞서기 한 문화 외교 정

책의 일환이었다.이러한 의도는 시가 끝난 후,미국 국방부 보좌진

리엄 벤튼(William Benton)의 발언에서 알 수 있다.그에 따르면 “미

국 정부는 선 (propaganda)정책을 펴는 것이지 미술 산업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미국 정부는 언제나 선동 정책만 할 것이고, 로 미술 산업

은 하지 않을 것이다.미국 정부의 에서 단된 미술과 해외 활동에

책정된 의회의 산은 로 미술로서의 향이 아닌,언제나 선 으로

서의 효과로 단되어야만 했다.”153)미국 정부는 미술을 통해 소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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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주의체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국의 삶의 방식과 국가 이념

을 선 하고자 했으며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이라는 이미지를 투

사하고자 했다.이 이미지 속에서 미국 시민들은 문명의 편리를

리며 안락하게 사는 모습으로 그려졌다.154)

《미국 국 》의 구성은 총 다섯 섹션으로 나뉘었다.(그림 27,28) 시

는 같은 해 닉슨과 흐루시 의 ‘부엌 논쟁’155)이 일게 한 모델하우스,

미국 패션쇼,미국 자동차 컬 션,텔 비 스튜디오 그리고 미국 미술

섹션으로 구성되었다.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미국 미술 섹

션이다.미국 미술 섹션의 시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독특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첫째는 참여한 미술가와 작품 구성상의 특징이

다.미국 미술 섹션에 백 명이 넘는 미술가가 참여하 고 총 100 의 이

상의 작품이 시되었다.이는 매우 독특한 이라고 할 수 있다.일반

인 시의 경우 소수의 유명한 미술가를 선정하여 그들의 작품을 집

153)William BentontoLloydGoodrich,10November1959,LloydGoodrich

Papers,ArchivesofAmericanArts,SmithsonianInstitution,Washington

D.C.

154) Marilyn S.Kushner,“Exhibiting Art at the American National

ExhibitioninMoscow,1959,”JournalofColdWarStudies.Vol.4,No.1.

Winter2002,pp.6-7참조.

155)‘부엌 논쟁’은 1959년 7월 24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당시 미국과

소련 양국을 표하는 두 지도자 던 당시 부 통령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과 소련 공산당 서기장 니키타 흐루시 (NikitaKhrushchev)가 벌

인 설 을 말한다.이 둘은 세탁기,식기 자동세척기와 같은 미국의 가 제품

시코 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이때 공산주의자인 흐루시 는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닉슨에게 “미국 노동자들이 모두 이런 사치품을 살 수는 없

겠죠?”라고 공격하 다.그러자 반공주의자인 닉슨은 이에 맞서 “우리 철강

노동자들이 재 임 인상을 요구하면서, 업 인 것을 아시겠지요?그런

노동자들도 구나 이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맞받아쳤다.이에 흐루시

가 곧 완공될 소련의 주택에는 이런 것들이 완비될 것이며 앞으로 어느

구든지 소련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그런 집에서 살 수 있다고

되받았다.“TheKitchenDebate– transcript,”(http://www.foia.cia.gov/sites

/default/files/document_conversions/16/1959-07-24.pdf,검색:2015.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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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여주는데 반해,국 의 경우 당 미국에서 활동했던 미술가들을

최 한 많이 포함시키고 각 미술가 별 할당 작품 수도 부분 한 으로

제한하는 등 최 한 범 하게 미국 미술을 보여주려고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156)더불어 참여한 미술가의 작품 성향 한 다양했다.이러한

다양성은 회화 부분에서 두드러지는데 사실주의,애쉬캔 학 ,정 주의

미술가뿐 아니라 1930년 반 주목 받았던 표 지방주의 미술가 3

인을 모두 포함했고,유럽으로부터 이민 온 모더니스트 미술가,마술

사실주의(MagicalRealism), 실주의에 향을 받은 미술가 그리고

추상표 주의 미술가 등 당 미국 미술계에서 두드러졌던 거의 모든 경

향의 미술가들을 포함시켰다.157)

두 번째, 다른 특징은 《미국 국 》이 목표로 하는 체제선 이라는

특성상 가장 최신의 것들을 시하는데 을 맞추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동시 미술을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 과거의 작품들이 다수 포함되

어 있었다는 이다.미술 섹션을 제외한 다른 섹션에서는 동시 의 기

술,생활 모습에 련된 것들을 시함으로써 소련보다 앞선 문물을 보

여주고자 한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났다.그러나 미술 섹션에서는 제1차

156)4명의 미술가들(찰스 쉴러,알 산더 칼더(AlexanderCalder),호세 드 리

베라(JosedeRivera),길버트 스튜어트(GillbertStuart))에게는 외 으로

두 작품씩 할당되었다.

157)《미국 국 》에 포함된 작가들로는 마술 사실주의 미술가인 이반 알

라이트(IvanLeLorraineAlbright), 실주의의 향을 받은 피터 블룸

(PeterBloom),추상표 주의 미술가인 리엄 배지오티스, 렘 드 쿠닝,아

쉴 고르키,잭슨 폴록,마크 로스코, 표 지방주의 미술가인 토마스 하트

벤튼,존 스튜어트 커리,그랜트 우드,사회 사실주의 미술가로 분류되는

필립 에버굿,잭 빈,벤 샨,정물화,인물화,풍경화를 집 으로 그린 알

산더 룩(AlexanderBrook),오르피즘,큐비즘 향 받아 바우하우스 교

수로 있었던 라이오넬 이닝거(LyonelFeininger)애쉬캔 학 인 리엄

래큰스,에드워드 호퍼,존 슬론,미국 사실주의 미술가 앤드류 와이어스

(Andrew Wyeth),모리스 그 이 스,마크 토비,찰스 디무스,찰스 쉴러,

찰스 버치필드 그리고 스튜어트 데이비스 등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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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이 즉 20세기 반의,더 나아가서는 18세기 후반인 1796년

에 제작된 미국의 풍경을 담은 과거의 미술을 작품 리스트에 포함시켰

다.이는 동시 미국 미술에 미국 미술의 유구한 통을 연결시킴으로

써,미국 미술이 갖고 있는 보다 깊은 심도와 을 시를 통해 드러

내 보이고자 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할 수도 있다.그러나 애 에 본

시가 기획되었을 때에는 의 작품들이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후에 포

함된 것을 미루어본다면, 와 같이 그 의도를 단순하게 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미국 미술 섹션이 와 같이 미국의 가치에 해 직 으로 옹호하는

작품만을 선택하지 않고 보다 다양한 경향의 작품들을 선정하며 모호해

보이는 특징을 어떻게 갖게 된 것인지 제 로 악하기 해서는, 시

의 사회·정치 배경 시를 둘러싼 주체들과 같은 시의 제반 상황

을 연구해야한다.즉,1959년 미국의 사회·정치 배경,그리고 본 시

의 기획자 등 시에 련된 주체에 해 보다 면 히 살펴볼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우선 시를 책임지고 구성한 심사 원들이 시 구성에 미친 향이

지 했다는 에서,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59년 미해외공보처는 《미국 국 》의 미술 섹션의 작품 선정을 책임

질 심사 원을 선정했다.참고로 선정된 4인의 심사 원에 한 결과는

드와이트 D.아이젠하워(DwightD.Eisenhower) 통령의 승인을 받았

다.4명의 심사 원은 당시 휘트니 미술 장이었던 로이드 굿리치,인

디아나 학교 미술 학 학과장 헨리 호 (HenryR.Hope),조각가인

시어도어 로스작(TheodoreRoszak)그리고 펜실베니아 미술 아카데미의

회화 강사 랭클린 왓킨스(FranklinC.Watkins) 다.

심사 원들의 작품 선정 원칙은 심사 원 한명인 랭클린 왓킨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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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잘 악할 수 있다.그는 “ 시될 작품들은 1920

년 이래로 미국 사회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왔는지 명료하고 확실하

게 보여주도록 범 하게 체를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선정될 것이며,

우리는 그 게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자유와 생명력이라는 미국의 특성

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158)이러한 배경은

에서 살펴본 첫 번째 특징을 잘 설명해 다.

이러한 선정에 해서 사회 각층에 상반된 평가가 있었다.한 편에서는

심사 결과에 해 기각하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한 편으로는 이를 옹

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뉴욕 타임즈』의 얼린 서리 (AlineSaarinen)

은 미국이 제공해야만 하는 가장 훌륭한 미술 작품을 보내는 것을 작품

선정에서 제일 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평가가 했으며 이와 더불어 토

마스 페인(ThomasPaine)은 우리가 요청하고,유일하게 원하는 것은 ‘표

의 자유(libertyofappearing)’라며,심사 원의 작품 선정을 지지했다.

한 지지자들은 작품 선정에 있어 미국에 논란이 일어날 만한 것이

없으며 이 시는 지방주의 미술가인 그랜트 우드,토마스 벤튼과 같

은 미술가들부터 잭슨 폴록과 리암 드 쿠닝과 같은 아방가르드의 표

미술가들에 이르는 미국 미술의 모든 주요한 부분을 포함한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했다.159)그리고 심사 원들은 이 시를 통해 미국에 어떤

작업 양식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

다고 기술했다.

이에 반해 미국 미술 문가동맹(American Artists Professional

League)이라는 보수 인 기 의 표인 휠러 리암스(Wheeler

158)MarilynS.Kushner(주 154),p.8.

159)AlineB.Saarinen,“ThoughtsonU.S.ArtforMoscow,”TheNewYork

Times,22February1959,p.20,ArtSection,MarilynS.Kushner(주 154),

p.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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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s)는 시 선정 원칙에 이의를 제기했다.그는 미국은 질 으로

우수할 뿐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데카당스(Décadence)의 증거로

활용될 수 없는 작품을 선정해 보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 했다.160)

즉 그는 《미국 국 》의 작품 선정 기 이 잘못되었고 이로 인해 선정

된 작품이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표하는 데에 합하지 않다고 생각

한 것이다.이러한 비 은 미국 미술 섹션이 다른 시장에 비해 소련에

한 미국의 우월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단되었고,보다 구

체 으로는 시장에 미국에 충성한 미술가의 작품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여겨졌기에 제기되었다. 시된 몇몇 작품들은 미국을 자원이 고

갈된 메마른 땅으로 묘사하거나 미국의 사회 ,정치 문제에 해 비

으로 묘사했기 때문이다.특히 잭 빈의 작품은 논쟁의 심에 있

었다.161)이는 빈이 그의 작품에 그가 군복무 시 느 던 군 의 계

사회에 한 오감을 드러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축 귀환

(WelcomeHome)>(그림 29)은 1942년부터 1945년까지의 군복무를 마친

이듬해에 완성된 작품이었다.그의 작품에는 퇴역군인들이 왜곡된 형태

로 묘사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미국 군인들에 한 묘사는 우 진 의

보수 인사들에게는 커다란 요소로 다가왔다.

이러한 립은 단순한 평론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사회 으로 단히

큰 반향을 일으키며 시의 성격과 련된 국회 공청회도 열렸다.이 공

청회는 당시 미국 통령인 아이젠하워 통령까지 참여할 정도로 국가

으로 매우 요한 이슈 다.휠러 리암스와 뜻을 같이한 비미활동

원회(HouseCommitteeonUn-AmericanActivities,HUAC)의 의장이었

160)WheelerWilliamstoDwightD.Eisenhower,10March 1959,Lloyd

Goodrich Papers,Archives ofAmerican Art,Smithsoinian Institution,

WashingtonD.C.,MarilynS.Kushner(주 154),p.10에서 재인용.

161)MarilynS.Kushner(주 154),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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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펜실베니아 공화당원인 란시스 월터(FrancisE.Walter)는 시에

참여한 67명의 미술가 34명,즉 과반수가 넘는 미술가가 공산주의 선

이나 조직에 가담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극

으로 시를 취소하고자 했다.162)이에 그치지 않고 월터는 《미국 국

》에 한 공청회를 열었고 공산당과 연루되었다고 문제가 제기되었던

잭 빈,벤 샨(BenShahn),필립 에버굿에게 공청회에 참여하도록 소환

장을 발부하 다.163)

와 같은 논란은 결국 아이젠하워 통령이 제1차 세계 이 의 미

술가들이 보다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18세기 반부터 20세기 반

에 제작된 작품들을 거 추가하는 것으로 종료되었다.이는 1930년부터

1959년에 이르는 미술을 보여주고자 했던 본래의 시 기획 의도에 벗어

난 결정이었으며 1950년 의 맥카시즘이 미술 역에 어느 정도로 향

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 인 로서 남게 되었다.164) 시의

두 번째 특징을 잘 설명해주는 사회·정치 배경이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은 여기서 더 나아가 미술 섹션이 갖고 있는 독특하고

모호해 보이는 성격을 휘트니 미술 의 기 성격과 연결하여 검토하고

자 한다.실제로 심사 원 한 명이자 당시 휘트니 미술 장이었던 로

이드 굿리치가 《미국 국 》에서 맡은 역할은 매우 컸다.그는 심사의

원으로서 시구성을 담당하고,하루에 많게는 2-3만 명에 가까운 람

객들에게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배포된 을 직 작성하 다.게다가 소

련에서 열린 《미국 국 》이 끝난 뒤 뉴욕의 휘트니 미술 에서는 1959

년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 국 으로

162)FrancisE.WaltercitedinU.S.Congress,CongressionalRecord,86th

Cong.,1stsess.,3June1959,p.8789.

163)MarilynS.Kushner(주 154),p.13-14참조.

164) 의 ,pp.17-1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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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 회화와 조각(Paintings and Sculpture from the American

NationalexhibitioninMoscow)》이라는 이름 아래,국 에 선정되었던

작품들을 추려내 다시 시를 열기도 하면서 《미국 국 》에 매우 큰

의의를 부여했다.

굿리치는 《미국 국 》에 한 인 「미국 회화와 조각 1930-1959:

모스크바 시(American Painting and Sculpture 1930-1959: The

Moscow Exhibition)」에서 정 주의,사회 사실주의,추상표 주의 그

리고 모든 다양한 양식들을 포함하는 동시 미국 미술은 세계에서

그 어떤 국가의 미술보다 다양하다고 설명하면서 미국 미술의 특성을 그

다양성에 찾았다.165)그리고 이 다양성은 지난 50년간 연속 인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형성되었는데,20세기 반의 보수 인 미술 공동체로부

터 시작한 미국 미술은 진보 학 , 통과 진보 그 간지 에 있는

미술 그리고 통 인 미술이 모두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

다.166)굿리치에 따르면 자신이 참여한 본 시에는 모두 다 각자의 타

당성과 다양한 을 갖고 있는 개별 미술가들과 학 들을 포함하고 있

다고 썼다.그리고 궁극 으로 이와 같은 미국 미술의 다원성,즉 본

시가 나타내고자 했던 다양성이라는 특징이 개인주의와 실험에 해 포

용 을 열어주는 민주주의 사회에 한 합한 표 이라고 정리함

으로써 본 시가 미국 사회 체제를 표하는 데에 합하다고 설명했

다.167)

《미국 국 》이 강조하고자 했던 미국 미술의 다양성은 체주의 국가

인 소련에서 미술에 해 한 가지의 양식,즉 사회주의 사실주의

165)LloydGoodrich(주 2),p.300.

166) 의 ,같은 쪽.

167) 의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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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istRealism)만을 인정하는 것과는 조되는 것으로,개인의 선택

과 표 의 자유를 존 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이미지를 반 한다

고 여겨진 것이다.개인의 선택과 표 의 자유를 존 하는 미국의 이미

지를 반 한다고 여겨진 것이다.나아가《미국 국 》이 포용 아

래 다양한 미국 미술을 모두 포함하려고 했던 기획 의도는 휘트니 미술

에서도 발견된다.

휘트니 미술 은 오늘날의 미국 미술이 한마디로 극단 인 다양함이라

는 특징을 띠고 있으며 이 속에서 창의력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

나고 있다고 설명한다.168)따라서 기 은 통에서 오늘날에 이르는 모

든 활력 인 경향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 보다 넓은 시야가 요청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미술 은 새로운 것, 음 그리고 실험 인 것에 항상

열린 을 가짐으로써 당 시기의 창조 인 과정들에 극 으로 참여

해야한다고 기 의 역할을 밝혔다.169)이러한 기 의 목 은 앞 장에서

분석하 던 1950년 의 반 시 구성과 에서 다루었던 1959년의

《미국 국 》모두에게서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

제 3 순수미술에서 문화정치학으로170)

1.1960년 -70년 미국의 사회·문화 변화

168) 의 ,같은 쪽.

169) 의 ,같은 쪽.

170)본 제목은 토머스 크로(ThomasE.Crow)가 술한 『60년 미술:순수

미술에서 문화정치학으로 (The Rise of the Sixties: American and

EuropeanArtintheEraOfDissent)』(1996),조주연 역, 실문화,2007에

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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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에는 미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량생산 시스템의 구축,

매체의 발달과 함께 미디어가 본격 으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때이다.

미디어는 정치·경제·사회의 다양한 부문에 깊숙이 스며들어 독자 인

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특히 미디어의 향력이 정치 부문에서 가장

극명히 드러난 로,제35 통령 선 기간,당시 민주당 후보 던 존

F. 네디(John F.Kennedy)가 공화당 후보인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과 벌 던 텔 비 생방송 토론을 들 수 있다.닉슨이 노련한 정

치가이자 토론의 명수로서 네디가 제시한 다양한 쟁 들을 능숙하게

답했음에도,시청자들은 네디의 호감 가는 외모와 태도,청 과의 원

활한 의사소통,뉴 론티어의 비 과 련된 계획들을 달하는 능력에

매료되었다.171)선거운동의 주요 매체로 라디오를 주로 활용했던 닉슨과

달리 네디는 텔 비 을 극 으로 활용하 고,이러한 매체선택이

네디가 갖고 있던 장 들과 잘 어우러져 통령으로 당선되는데 큰

향을 미쳤다.이는 미디어의 략 선택이 상이한 정치 효과를 래

할 수 있었던 것만큼,당 미디어의 향력이 매우 커졌다는 것을 반증

하는 사례다.

더불어 미디어는 미국인들의 생활양식도 변화시켰다.단란한 가정,힘

있는 남성의 이상 인 모습들이 당 의 표 인 삶의 양식으로 고를

통해 제시되었다. 고에 반 된 표 인 삶의 양식의 수용은 곧 고

된 상품의 소비와 연결되면서,미디어는 직 으로 미국의 소비문화가

성장하는 데 큰 향력을 끼치게 되었다.이와 같은 소비문화의 성장은

고도로 발 한 생산체계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즉 표 화와 량생산

시스템으로 상품의 일정한 품질 유지가 가능해졌고,다양화되고 폭발

171)하워드 가드 (Howard Gardner),『통찰과 포용(Leading Minds:An

AnatomyOfLeadership)』(1996),송기동 역,북스넛,2006,p.11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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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한 사회 수요에도 히 응할 수 있었다.이에 따라 텔

비 과 자동차는 성조기와 애 이에 더해 당 미국의 본질을 표하

는 상징물이 되었다.172)

1960년 미국 미술은 다른 어떤 시기보다 역동 인 변화를 보여 다

고 평가 받으며 미술사에서 신 시기로 손꼽힌다.이는 1960년 격

변의 기로에 서 있었던 미국 사회와 미술이 한 연 을 가졌기 때문

이다.당 미국 사회는 기존의 모더니즘 이고 이분법 인 경계와 틀로

포착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 갈등들이 차 표면 로 드러나기 시작

했다.하지만 어떤 형식과 틀로 이러한 갈등들을 담아낼 것인지에 해

확실히 합의된 바가 없는 상황에서 이에 한 논의들이 미술 분야를 포

함해 다각 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당 소비문화의 성장과 직 인 련을 갖는 미술은 팝아트이

다.앞에서도 설명했듯이,1960년 미국은 경제 호황과 함께 소비문화

가 형성되었다. 고, 형 고 ,상품,자동차,노천 상 ,패스트푸드,

텔 비 ,만화가 미국의 새로운 풍경으로 자리 잡았고 새롭게 변화한

미국의 풍경에 한 반응으로 팝아트가 출 하 다.클래스 올덴버그

(ClaesOldenburg),짐 다인(Jim Dine),조지 시걸(GeorgeSegal),로이

리히텐슈타인(RoyLichtenstein),톰 웨설먼(Tom Wesselmann),제임스

로젠키스트(James Rosenquist), 리처드 아트슈웨거(Richard

Artschwager), 마리솔 에스코바(Marisol Escobar), 에드 루샤(Ed

Ruscha),앤디 워홀(AndyWarhol)등 팝아트의 표 미술가들은 인쇄

물, 화,텔 비 등 각종 미디어에 기반을 둔 실로부터 다양한 이미

지를 선택해 여러 가지 기계 인 방식을 통해 미술로 변환시켰다.이들

은 이미지를 차용해 콜라주,축 ,반복,복제하는 방식으로 작업했으며

172)리사 필립스(주 126),p.16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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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작품은 이미지의 이미지,복사물의 복사물인 경우가 많았다.이러

한 이 과정은 량생산, 매체,마 이 구사하는 기법에 조응하는

것이었다.173)

2.미국의 새로운 얼굴로서의 팝아트·기존 규범과 제도에

한 개

60년 반 미국은 경제 호황뿐 아니라 미국 미술이 세계 으로

주목을 받은 시기 다. 의 움직임의 배경에는 앨런 스톤(AllenStone),

마사 잭슨(MarthaJackson),리처드 벨라미(RichardBellamy),시드니

재니스(SidneyJanis),아이반 카 (IvanKarp),어빙 블럼(IrvingBlum),

오 카스텔리(LeoCastelli)등의 신세 화상들이 있었다.174)이들은 미

국의 화랑을 통해 팝아트를 국제 맥락에 치시키고자 했으며 이

오 카스텔리의 역할은 주목할 만했다. 오 카스텔리는 부인인 일

리아나 소나벤드(IleanaSonnabend)가 리에서 운 하는 화랑을 통해

해외 매를 진시키기도 하면서 민한 마 과 세일즈를 통해 팝아

트를 선 했다.175) 를 들어,1964년에는 리에 있는 일리아나 소나벤

드의 화랑에서 시회를 가졌던 화가들이 주축을 이룬 《미국의 팝아트

(Amerikanskpop-kunst)》 라는 시가 네덜란드,스웨덴,벨기에,서독

을 순회하기도 했다.176)

173) 의 책,p.168.

174) 의 책,p.188참조.

175)토머스 크로(ThomasE.Crow),『60년 미술:순수미술에서 문화정치학

으로 (TheRiseoftheSixties:AmericanandEuropeanArtintheEraOf

Dissent)』(1996),조주연 역, 실문화,2007,p.127참조.

176) 의 책,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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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트를 국제 으로 소개하고 지지한 것은 비단 개인 화상에 의한 것

이 아니었다.국가도 이에 극 으로 동참했다.앞 장에서 다루었던 냉

시기 미국은 자유의 상징으로서 추상표 주의를 선정하고자 했었다.

그러나 코헨(MichelCohen)에 따르면,폴록이 1948년 비엔날 에 직

나타났고 리도 직 방문하여 개인 을 열었으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당시 유럽 들은 미국 미술에 무 심했고,그것을 살 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리 화상들은 미국의 추상에서 비용

(Jacques Villon),폴리아코 (Serge Poliakoff),드 스타엘(Nicolas de

Stael)등,자국의 ‘입체 인 추상 노선’을 읽으려 했다는 것이다.177)

미국은 팝아트를 미국을 표하는 미술로 선택했다.이러한 움직임은

1964년 베니스 비엔날 에서 두드러진다.미해외공보처가 후원한 본 비

엔날 는 뉴욕 유태인 미술 의 큐 이터 던 솔로몬(AlanR.Solomon)

이 미국 의 커미셔 로 선정되었고,그는 스무 이상의 라우센버그

(RobertRauschenberg)의 작품을 포함한 팝아트 99 을 출품작으로 선

정했다.나아가 라우센버그는 베니스 비엔날 에서 상을 수상하여 미

국인이 최 로 상을 받게 되었다.178)

마미야(ChristinJ.Mamiya)는 1964년 베니스 비엔날 에서 나타나는

팝아트에 한 강조가 미국 정부의 문화를 통한 국가 선 계획에 따른

략의 일환이라 주장했다.그녀는 미해외공보처 시부 순수미술과장

빙햄(LoisBingham)의 말을 인용하여 솔로몬이 커미셔 로 선정된 것은

그가 “개인보다는 국가들끼리 경쟁하는 경연장에서 정부가 후원하면서

177)MichelCohen,“Pierre Restany and the Nouveaux Réalistes,”Yale

FrenchStudies,No.98,TheFrenchFifties,2000,pp.50-65가운데 p.54,

김정희(2005)(주 135),p.218에서 재인용.

178)ChristineJ.Mamiya,“WethePeople,TheArtofRobertRauschenberg

andtheConstructionofAmericanNationslIdentitiy,”AmericanArt,Vol.

7,No.3,Summer1993,pp.43-44, 의 ,p.21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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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려는 내셔 리즘 뉘앙스를 이해했으며 미국을 해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결합력 있는 쇼를 기획할 수 있는 이” 기 때문이었다고 설명

했다.179)베니스 비엔날 에서의 미국의 승리의 분 기는 117명의 미술

가 가운데 45명이 미국인이었던 1968년 제4회 도큐멘타로 이어졌다.180)

휘트니 미술 에서도 1960년 에 이런 시를 개최하고 1970년 에 개최

된 기획 《미국의 팝아트 1972-1975(AmericanPopArt1972-197

5)》 시를 비롯한 짐 다인(Jim Dine),앤디 워홀(AndyWarhol),웨인

티보(WayneThiebaud)등의 일련의 개인 을 개최했다.181)그러나 1970

년 휘트니 미술 시의 양 증가에 비하면 팝아트가 다른 미술에

비해 두드러진 것은 아니었다.

국제 으로 도시의 실과 소비사회, 문화의 속성을 보여주는 팝아

트가 미국을 표하는 새로운 아이템으로서 주목을 받았지만 미국 사회

가 소비문화 심으로만 흘러가진 않았다.사회 한 편에서는 기존 제도

권에 한 의문을 가지고 그 폐쇄성에 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격히 변화하는 사회의 새로운 갈등들을 담아내기에 기존 제도권은 역부

족이었고, 새로이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그들의 권 를 지

키기에 했다.이러한 사회 분 기는 새로운 갈등들을 기존 제도

밖의 역에서 정치화하도록 의지를 불러일으켰다.동시에 이에 맞춰 기

존 규범과 제도 한 개 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이루어졌다.

179)ChristinJ.Mamiya,“WethePeople.TheArtofRobertRauschenberg

andtheConstructionofAmericanNationalIdentity”,AmericanArt,Vol.

7,No.3,Summer1993,pp.40-63가운데 pp.43-44, 의 ,p.219에서

재인용.

180)김정희(2003)(주 138),pp.84-87참조.

181)1970년 휘트니 미술 에서는 팝아티스트 개인 으로 짐 다인,2회의 앤

디 워홀,웨인 티보,제임스 로젠키스트,알 스 카츠(AlexKatz),재스퍼 존

스(JasperJohns),듀안 핸슨(DuaneHanson),클래스 올덴버그,조지 시걸의

시 등을 개최했다.



- 96 -

이 시기 미국인들은 사회 내에 있는 여러 모순들과 문제들,구체 으로

는 유색인종과 성별을 둘러싼 차별 그리고 베트남 참 문제 등에 주목

했다.1963년 워싱턴 D.C.에서는 공민권 쟁취를 한 규모 행진이 있

었으며 1964년에는 법 으로 학교 공공시설,공공장소에서 인종 간

분리를 불법화하고 주거와 고용 기회의 균등 나아가 상업과 교육에서의

차별을 하는 내용의 공민법이 린든 존슨(LyndonBainesJohnson)

통령 재임기간 통과되었다.182)인종과 인권 문제를 직 인 행동으로

해결하고 개선하고자 한 이들은 베트남 반 운동,페미니즘 운동,블랙

워 운동,1968년에는 리,뉴욕 컬럼비아 학교,캘리포니아 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터진 학생 시 등을 주도했다.183)

미국 미술계에도 의 정치 움직임에 극 으로 동참한 정치 행동

주의자들이 있었다.미술가들은 미술가의 권리 보호를 한 투쟁과 베트

남 반 의사를 표 하기 해 미술노동자 연합(TheArtWorkers'

Coalition,AWC)같은 그룹을 조직했으며 페미니스트,흑인과 히스패닉

계 미술가들은 미술계 주류에서 자신들이 배제된 것에 항의하면서 자신

들만의 체제를 꾸리기 시작했다.184)

휘트니 미술 에서는 작품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개념에 해

문제를 제기하는 앤 리드 샤피로(AnnLedeShapiro)의 시,미술가인

링골드(FaithRinggold),존슨(PoppyJohnson),그리고 비평가인 루시 리

드(LucyLippard)와 함께 5-10%의 여성 미술가를 참여시켰던 휘트니

연례 의 차별에 시 하는 임시 원회를 결성했었던 랜다 러

(BrendaMiller)의 개인 을 개최하여 페미니즘에 응답했다. 한 휘트니

182)리사 필립스(주 126),p.241.

183) 의 책,pp.241-243참조.

184) 의 책,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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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이 1970년 흑인 미술 운동에 참여하고 아 리카계 미국인에

한 스테 오 타입과 부정 인 사고들에 도 해왔던 《베티 샤

1973-1975(BetyeSaar,1973-1975)》의 개인 을 개최한 것은 당 의

성별과 인종에 고정 념과 불평등에 해 변화를 일으키고자 했던 모반

의 움직임에 한 반응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 휘트니 미술 은 1969

년 《인간 문제들/개인 고통:미국 미술에서의 그로테스크(Human

Concerns/PersonalTorment:TheGrotesqueInAmericanArt)》(1969)

시를 개최함으로써 여러 사회 문제와 갈등들로 인해 1960년 사회

반 으로 고조되었던 걱정과 불안 그리고 인간의 이성에 한 불신이

드리워져있던 사회의 내면을 드러내고자 했다.

미술계에서도 모더니스트의 규범에 한 의구심이 일었고 반모더니즘

사고와 반미니멀 형식을 기반으로 하는 포스트 미니멀리즘 한 개되

면서 지미술, 로세스 아트,개념 미술 등의 다양한 미술들이 발생하

게 되었다.185)휘트니 미술 은 새로운 형식 실험에 해 한 편이었

다.1960년 에는 《빛:오 제 그리고 이미지(Light:ObjectandImag

e)》(1968),《안티-일루 :과정들/재료들(Anti-Illusion:Prodedures/

Materials)》(1969)그리고 1970년 에는 《시 코 쿠보타 /타카 이이무

라:뉴 비디오(일본의 오늘)(ShigekoKubota/TakaIImura:New Video

(JapanToday))》(1978),《다시 보기:필름과 상에서의 기획과 제안들

(Re-Visions:ProjectsandProposalsinFilm andVideo)》(1979)을 개

최하여 새로운 형식 실험을 극 으로 보여주었다.

185) 의 책,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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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소수자’들의 부상과 그에 한 응:

다문화주의

1980년 반부터,문화의 조건에 한 강렬한 논쟁이 학계 안 으로

있어왔다. 기에는 확장된 규범의 치하기로서 형성된 이러한 논쟁은

‘문화상호주의(Interculturalism)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그리고

‘정치 공정성(PoliticalCorrectness)’과 같은 함축된 의미로 인해 상징

화된 문화의 범주화로서 진화되고 있었다.186)1990년 미국에서 하나의

가치 이자 규범으로 두되었던 다문화주의는 미국의 주류 문화라고 여

겨지는 규범 이고 지배 인 문화를 고수하고자 하는 단문화주의

(Monoculturalism)의 안으로서 다른 문화집단에 한 편견과 배제의

태도를 비 하고 다른 문화집단들을 인정하고자 하는 문화 상을 뜻

한다.물론 다문화주의는 하나의 체계 인 이론으로 무장한 운동이 아니

며 그 지지자들 사이에 이론 ,행동 강령들도 조 씩 다르나,기본

으로 모든 문화는 동등하고 공평하게 변되어야 한다는 당 론에서 출

발한다.187)

찰스 테일러(CharlesTaylor)에 따르면 다문화주의는 사회 내 약자 집

단들의 존재와 의의를 사회 으로 인정해주는 ‘인정의 정치’에서 출발하

는 것이라고 생각한다.188)이처럼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주류 문화 외

의 다른 소수 문화집단에 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가 다문화

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186)DarylChin(주 3),p.1.

187)김진아(2005)(주 9),p.17.

188)CharlesTaylor,Multiculturalism:ExaminingthePolitics

ofRecognition,Princeton:PrincetonUniversityPress,1994,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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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미국 내에서의 다문화주의 담론의 두는 1980년 에 두드러

졌던 사회 변화 요구에 한 반응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러한 차

이에 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미국 미술계뿐 아니라 국제 미술계에도

향을 미쳤다.본 장에서는 먼 미국에서의 다문화주의 담론 형성 배경

을 살펴보기 해 신보수주의가 팽배했던 1980년 의 미국의 사회,정치

,문화 맥락을 악하고자 한다.이후에는 보다 세부 으로 1990년

미국 미술계에는 어떻게 다문화주의 논의가 반 이 되었는지 국제 시와

1993년도 휘트니 비엔날 시를 살펴보면서 논지를 개시켜나갈 것이

다.

1.1990년 이후 문화계 상황

냉 시기 던 1947년 미국노동총연맹 산하 화배우 회 회장으로 선

출된 력을 가졌던 로 드 이건(RonaldWilsonReagan)은 1981년 미

국의 제40 통령이 다.그는 ‘미국의 자존심을 되찾자’는 슬로건을

걸고 캠페인을 벌 고,그의 행정부는 진보 자유주의와 맞선 정치 싸

움에서 뉴라이트 진 의 무기로서 애국심,신에 한 믿음,정부 간섭으

로부터의 자유를 고취시키고자 했다.189) 이건의 슬로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1980년 는 보수주의 정서가 팽배해있었다.이러한 보수주의

정서는 미술계에도 향을 미치며 표 의 자유와 검열의 문제를 발생시

켰고,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사이 문화 쟁이라는 문화 논쟁이 일어났

다.

문화 쟁은 1980년 말부터 미국에서 발생한 논쟁으로 이 용어는 1991

년 제임스 헌터의 책 『문화 쟁:미국을 정의하려는 투쟁(Culture

189)리사 필립스(주 126),p.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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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s:TheStruggletoDefineAmerica)』의 출간으로 화되었고,

당시 공화당 통령 후보 던 패트릭 부캐 (PatrickBuchanan)에 의해

미국 사회 내에서 리 알려지게 다.190)그는 “이 나라에는 지 종교

쟁,즉 냉 만큼 요한 ‘문화 쟁’이 일어나고 있고,이것은 미국의

혼을 한 쟁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변하는 문화정체성의 기 속

에서 소 미국 인 통을 지키고자 했다.이 문화 쟁은 여러 다양한

논쟁을 함의하고 있었는데,교목제도의 폐지,교육기 에서의 다문화주의

커리큘럼 도입,동성애자의 군복무,낙태,총기 소지 등의 허용 문제로

당시 미국 교육계,문화계뿐만 아니라 정치계,입법부에서도 첨 한 립

구도를 형성하 다.191)

이러한 립 구도 하나는 1980년 미술계의 많은 인재를 사라지게

한 에이즈를 둘러싸고 형성되었는데,미국 정부는 이와 같은 한 사

회 문제에 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건 통령은 에이즈

로 인한 사망자가 만 명이 넘어섰던 1985년에 이르러서야 공식석상에서

에이즈를 처음으로 언 했다.192)이러한 방 자 인 태도는 에이즈 감염

자에 한 왜곡된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보수 우익 단체들에게 있어 에이즈 감염자는 동성애자들의 성행 나,

190)JamesHunter,CultureWars:TheStruggletoDefineAmerican,New

York:BasicBooks,1991.김진아,「미국 문화,그 기로에 서서-NEA(국립

술진흥기 )를 둘러싼 논쟁 심으로」,『미술이론과 장』,제4권,한국미

술이론학회,2006,p.33에서 재인용.

191) 의 ,같은 쪽.

192)에이즈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미술가들로는 스콧 버튼(ScottBurton),제

럴 아이디어(GeneralIdea)의 멤버인 펠릭스 르츠(FelixPartz)와 요르헤

존탈(JorgeZontal),펠릭스 곤잘 스 토 스(FelixGonzales-Torres),토니

그린(TonyGreene),키스 해링(KeithHaring),피터 후자(PeterHujar),에이

드리언 라드(Adrian Kellard),로버트 메이 소 (RobertMapplethorpe),

로드 로즈(RodRhodes),휴 스티어스(HughSteers),폴 테크(PaulThek),데

이비드 워나로 츠(DavidWojnarowicz)등이 있다.(리사 필립스(주 126).p.

45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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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의해 감염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며 이들은 도덕 단 아래

비난의 상이 되었다.단 인 로 당시 이건 통령의 보좌 을 지

내고 있던 부캐 은 에이즈에 해 “동성애자들이 자연과의 쟁을 시작

했고,자연은 가공할 천벌을 내리기 시작했다.”고 묘사했다.193)뿐만 아

니라 미디어에서는 에이즈 보균자들의 병들고 피폐한 모습들만을 선별

으로 노출시키며 에게 에이즈에 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었

다.이에 해 미술계에서는 에이즈에 맞서는 기 을 모으거나 에이즈

보균자들의 일상 인 삶을 보여주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에이즈에 해

소극 으로 처하는 정부에 항거했던 액트업(AIDS Coalition to

UnleashPower,ACTUP)과 같은 행동주의 그룹이 생겨났다.

나아가 미술에 한 표 의 문제와 검열의 문제를 직 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다.안드 스 세라노(AndresSerrano)의 작품을 둘러싼 논쟁

은 문화 쟁의 표 사건으로 거론된다.당시 미국가족 회(American

Family Association, AFA)회장이었던 도 드 와일드먼(Donald

Wildmon)목사는 술진흥기 의 보조 과 에쿼터블(Equitable)생명보

험사의 후원으로 기획된 ‘시각미술상(Awards for the VisualArts,

AVA)’카탈로그에서 소변에 잠겨 십자가에 달린 수를 묘사한 세라노

의 <오 수(PissChrist)>(그림 30)를 보았다.와일드먼은 세라노의

작품에 해 이는 불경한 미술이고 작품을 제작한 미술가와 후원자 모두

를 타락자들이라 칭하며 에쿼터블 생명보험사를 상 로 규모 항의 편

지 쓰기 캠페인을 조직했다.결국 에쿼터블 보험사는 시각미술상 로그

램을 철회했다.194)

193)PatrickJBuchanan,“AIDSDisease:It’sNatureStrikingBack,”New

YorkPost,May24,1983.

194)리사 필립스(주 126),p.46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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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미술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정치 인 논란도 불러 일으켰는

데,이는 세라노가 국립 술진흥기 (NationalEndowments for the

Arts,NEA)의 기 을 받는 미술가 기 때문이었다.국립 술진흥기 은

남동부 미술센터(TheSoutheasternCenterforContemporaryArt,

SECCA)에 7만 5천 달러를 수여했고,남동부 미술센터는 이 기 을

10명의 미술가를 후원하는데 사용했다.그 세라노는 1만 5천 달러의

연구비를 지 받았고 남동부 미술센터가 기획한 순회 《시각미술

7인 수상 (AwardsintheVisualArts7)》에 그의 작품 <오 수>

를 선보 다.195)

미술을 둘러싼 논쟁은 곧 워싱턴의 코코란 갤러리에서 개최될 정이었

던 로버트 메이 소 의 순회 인 《로버트 메이 소 :완벽한 순간

(RobertMapplethorpe:ThePerfectMoment)》(그림 31,32) 시를 앞두

고 붉어졌다.본 시는 펜실베이니아 학의 미술연구소(The

UniversityofPennsylvania’sInstituteofContemporaryArt,ICA)가 국

립 술진흥기 으로부터 3만 달러의 기 을 보조 받아 조직된 순회 시

다. 시가 보수주의자들의 이목을 끌고 논란이 일기 시작된 것은 미

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순회 을 앞두고 부터 다.보수 인 정치인들

을 심으로 작성된 세라노와 메이 소 의 술진흥기 수여에 한

항의 편지가 국립 술진흥기 의장에게 달되자 코코란 갤러리 장은

시 철수를 선언하기에 이른다.이 같은 결정에 해 미술계에서는 검

열의 문제를 제기했고 이 사건은 국가 으로도 주목을 받게 다.사건

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이듬해 신시내티의 미술센터 데니스 배리

(DennisBarrie) 장이 메이 소 시를 주최한 이유로 기소되면서

사건은 정에 이른다.와일드먼,헬름스(JesseHelms),알폰스 다마토

195)김진아(2006)(주 190),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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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onseM.D'Amato)뉴욕 상원의원 등 많은 이들이 메이 소 시

개최에 해 분노하 다.

1989년 7월 코코란 갤러리에서의 시가 취소된 후 한 달 뒤,노스캐롤

라이나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제시 헬름스(JesseHelms)는 상원 의회에

소 ‘헬름스 수정조항(Helm’sAmendment)’을 제출했다.수정조항의 내

용은 ‘사도마조히즘,동성애,아동 성착취나 성행 에 참여한 개인의 묘

사, 한 체 으로 볼 때 심각한 문화 · 술 ·정치 혹은 학문 가

치가 없는 것들’을 포함하는 작품에 해 공공기 지원을 지하는 조

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결국 메이 소 의 시를 둘러싼 사건은 ‘헬름

스 수정조항’에 해 국회가 충된 선으로 결정되면서 일단락 지어졌

다.196)

1990년 가을,국회가 내린 결정은 다음과 같다.국립 술진흥기 은 남

동부 미술센터와 펜실베이니아 학의 미술연구소 두 기 에게

앞으로 지원 이 수여될 때 국회로 사 통보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에게 내린 5년 동안의 지원 취소 사항은 철회되었다.음란성

은 법원이 단하며,보조 수여자가 구든지 음란성으로 유죄가 인정

되면 보조 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술진흥기 은 여 히 존재하지만

1990년 1억 7,500만 달러 던 산은 1995년 반으로 었고 미술가 개

인에게 지 된 장학 도 폐지되었다.197)

1980년 말 신보수주의자들이 문화 쟁을 통해 분명히 드러낸 에이즈

에 한 오와 무 심 그리고 진보 문화에 한 공격 태도는 냉

시기 미국의 통 인 가치를 수호하고자 공산주의와 연루되었다고 단

한 모든 것에 해 과도하게 반응했던 것을 상기시킨다.베를린 장벽이

196)리사 필립스(주 126),pp.461-462.

197)리사 필립스(주 126),p.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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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지고 경제 ·사회 문제를 마주한 미국의 체제를 확고히 하고자 신

보수주의자들이 선택한 것은 그들이 외설 이고 진 인 허무주의라 칭

한 진보 문화에 한 억압이었다.이 같은 억압은 백인 지상주의의 정

서가 부상되었던 백인 노동 계층 사이에서 극 으로 지지되었는데,이

는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경제 인 퇴보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문제의 원

인을 제공하는 정치가들에게 반격하는 신,그들의 힘을 가로챘다고 생

각한 이들을 공격하는 것이었다.198)이와 같은 반응은 보수와 진보 사이

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정치인들이 사회 문제에게서 을 돌리게 하기

해 채택한 하나의 략에 의한 것이었다고 설명 가능하다.199)

신보수주의자들과 술가들 사이에 있었던 표 의 자유와 검열의 문제

를 둘러싼 립은 1990년 두되는 소수 인종,성 소수자 등의 문제

들이 고개를 들 것임을 알려주는 주와 같았다. 이건 통령 시기 두

차례 부통령을 지낸 공화당원인 조지 H.W.부시(GeorgeH.W.Bush)

가 41 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공화당의 집권이 계속되었고 이 시기 정

부는 이건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문화 아젠다와 련된 실질 움직

임을 보여주지 않았다.지난 12년간 계속되었던 가난,인종주의,홈리스

와 에이즈에 한 무 심이 부시 정권으로 이어진 가운데 미국 사회 내

에서는 정치 풍경을 극 으로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198)DarylChin(주 3),p.2.

199) 릴 친은 제시 헬름스와 같은 정치인이 게이 미술가들을 공격하는 것은

사회에 편재해 있는 여러 문제들에게서 을 돌릴 수 있는 책략으로 사용한

것이라 주장했다.헬름스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만성 미고용률 그리고

차 산업이 다국 화 됨에 따라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그는 일자리가 필요한 노동자들을 지원하거나 다음 세 들

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한 교육의 필요성에 해 역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그는 게이 미술가들이 문제의 원인이 아님을 깨닫

지 못하는 근본주의자들에게 본질 조건에 해 호소하면서 게이 미술가들

을 공격했다고 비 했다.( 의 ,p.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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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더 슐 진 2세(ArthurM.SchlesingerJr.)는 에서 설명했던 문화

쟁이라 불리는 일련의 과정이 다문화주의의 도 에서 기인한다고 보았

으며 다문화주의가 미국 사회에 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단했

다.이 때 슐 진 는 다문화주의가 단순히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이미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두되었다고 단하고 있는 것이다.200)이러한 사

회 분 기 속에서 빌 클린턴(BillClinton)은 략 으로 다문화주의를

반 한 공약을 내세웠으며 그가 제시한 공약은 공화당 집권 기간 동안

사회 변화를 기다려왔던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2.다문화주의의 부상과 휘트니 시

1989년 민주화를 한 규모 시 인 국의 천안문 사태,베를린 장벽

의 붕괴,구 소비에트 연맹의 해체와 함께 기존 질서가 붕괴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의 흐름과 함께 새로운 가치 정립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1990년경,미국 문화의 정체성에 한 기감은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

아로부터의 이민 증,세계화의 구도로 설명되는 국가 후기자본주

의 경제 체제 아래 다이아스포라(diaspora)들의 출 ,과거 식민지 유산

의 잔재들인 포스트콜로니얼 다이아스포라들의 유랑,에이즈 기와 동

성애자들의 인 커 아웃,1992년 최 의 다민족 폭동인 LA 폭동

으로 표되는 인종간 분열 등의 상으로 고조되었다.201)

빌 클린턴은 1993년 42 통령 취임을 하여 선거에서 가장 오래되

200)ArthurM.Schlesinger,Jr.,Disuniting ofAmerica:Reflectionsona

MulticulturalSociety,RevisedandEnlargedEdition,New York:W.W.

Norton& Company,1991,1998,pp.149-150.

201)김진아,「“잡종”미국인들:1990년 자서 모드의 부상」,『서양미

술사학회논문집』,Vol.24,서양미술사학회,2005,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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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력한 주제 던 ‘변화’라는 키워드를 필두로 선거를 추진했다.클린

턴이 약속한 변화의 범 에는 실질 으로 12년간 공민권을 박탈당해왔었

던 소수민족,여성,게이, 즈비언 등에 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었다.

1992년 통령에 선출된 클린턴과 행정부 기에게 있어 당시의 사회

통합을 하여 인종 민족 ,성 ,정치 차이의 개념을 더욱 정

으로 발 시키는 것이 요했다.202)

클린턴의 취임연설에서,그리고 취임을 후한 거의 모든 축하행사에서

그가 지속 으로 강조한 것은 ‘미국의 재단결’이었다.행정부와 의회 사

이에 는 국민들 사이에 내재되 있던 분열과 표류에 마침표를 고 다

함께 새로운 기회를 향해 도 하자는 것이 그의 메시지 다.특히 그는

서로의 존재와 필요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 하여 하나로 단결하자고

강조했다.이는 그가 다인종국가인 미국에서 일어났던 인종 갈등을 피

하기 해서는 인종 ,문화 다양성을 존 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다.203)이러한 선언은 그의 내각 구성원 조직에도 향을 미쳤다.그는

앞선 여느 통령보다 많은 여성과 소수민족 출신의 인재를 내각에 등용

했다.이에 따라,클린턴 정부의 내각은 “진짜 미국처럼 생긴 내각”으로

일컬어졌다.204)

미국의 사회 ,문화 정체성 재규정에 한 논의는 미술계에도 향을

미치게 되었다.미국 미술계에서는 인종,다문화,페미니즘,퀴어 등 정체

성 정치학이 비슷한 궤 을 그리며 미술의 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202)리사 필립스(주 126),p.466.

203)1993년 1월 22일 한겨 신문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122002

89103001&ed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01-22&officeId=0002

8&pageNo=3&printNo=1455&publishType=00010,검색:2015년 11월).

204)LosAngelesTimes,March10,1993,

(http://articles.latimes.com/1993-03-10/entertainment/ca-1335_1_art-world,

검색:20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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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5)정체성,타자에 한 다양한 담론들은 시 기획에도 반 이 되었

고 1984년 뉴욕 미술 의 《20세기 미술의 리미티비즘(Primitivism

in20thCenturyArt:AffinityoftheTribalandtheModern)》,1990년

리에서 열린 《지구의 마법사들(MagiciensdelaTerre)》 시 등이

개최되었다.그러나 의 시는 타자를 이국성과 연결시키고 서구인들

의 입장에서 식민주의 사고로 기획되었다는 비 을 받았다.즉 이들

시가 타자성,정체성에 해 심은 반 하지만 타자를 둘러싼 스테

오 타입에 기인해 기획되었다고 본 것이다.

1989년부터 1993년 사이 휘트니 미술 시에서도 유색인종과 다른 주

변화된 소수민족들에 한 고려가 반 되고 있었다.특히 1991년 휘트니

미술 의 장이 교체되면서 기 의 분 기 한 변화되었다.1974년부

터 1990년까지 휘트니 미술 을 이끌었던 톰 암스트롱(Tom Armstrong)

이 사임하 고,1991년에 데이비드 로스(DavidA.Ross)가 장으로 선

정되었다.이후 변화는 격히 이루어졌다.톰 암스트롱이 이끌었던

《1989년 휘트니 비엔날 (1989WhitneyBiennial)》는 다수의 여성 미

술가들을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유색인종으로는 마틴 퍼이어(Martin

Puryear)단 한 명을,그리고 페미니스트의 작품은 거의 포함하지 않았

었다.206) 한 1989년의 휘트니 비엔날 는 여러 평론가들로부터 시장

지향 이라는 지 을 받았다. 국의 평론가인 제랄딘 노만(Geraldine

Norman)과 에드워드 루시-스미스(Edward Lucie-Smith)는 1980년

205)할 포스터(HalFoster),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Krauss),이 -알랭

아(YveAlainBois),벤자민 H.D.부클로(BenjaminH.D.Buchloh),『1900

년 이후의 미술사(ArtSince1900)』(2005),배수희,신정훈 외 역,세미콜

론,2007,p.639.

206)Hollan Cotter,“Reportfrom New York:A Bland Biennial,”Artin

America,September1989,JohnYau,“OfficialPolicy:Towardthe1990s

withtheBiennial,”ArtsMagazine64,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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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미술의 가치를 단할 유일한 결정권자”가 되었다고 설명했다.이

들은 런던의 『인디펜던트(Independent)』지에 ‘화폐의 물결에 의해 휩

쓸린’미술가들의 목록들을 보여주며,1989년의 비엔날 에 소개된 작품

의 높게 형성된 옥션 가격을 공개했다.207)

1991 의 휘트니 비엔날 에 해,평론가 토마스 맥에빌리(Thomas

McEvilley)는 1991년 데이비드 로스가 장으로 선출된 이후,본 시에

서 조심스러운 ‘새로운 사회 개방성’이 감지된다고 평가하면서 한 쪽

발은 모더니즘에 다른 한 쪽 발은 조심스럽게 포스트모더니즘에 두고 있

다고 보기도 했다.208)이러한 흐름을 타고 《1993휘트니 비엔날 》는

그의 역사상 가장 주제 으로 을 맞춘 시를 구성함으로써 정치

역 을 둔 미술을 조망하기를 추구했다. 한 이 시는 의도 으로 ‘클

린턴 내각처럼,보다 더 미국처럼’보이도록 만들어졌다.209)

3.문화 ‘경계선’에 한 질문과 반응:《1993 휘트니 비엔날

(1993WhitneyBiennial)》

극 으로 미국 미술이란 무엇인가에 한 물음에 답하고자 한 첫 번

째 시로 평가 받는 《1993휘트니 비엔날 》는 ‘경계선’에 해 물음

207)옥션 가격은 다음과 같다.칼 안드 (CarlAndre)13만 2천 달러,도 드

드(DonaldJudd)17만 6천 달러, 라이스 마든(BriceMarden)110만 달

러,솔 르윗(SolLeWitt)10만 천 달러,데이비드 살르(DavidSalle)55만 5

천 달러, 리앙 슈나벨(Julian Schnabel)24만 2천 달러,에릭 피슬(Eric

Fischl)71만 5천 달러 다.GeraldineNormanandEdwardLucie-Smith,

“Myths,MoneyandtheNew Art,”TheIndependent,August11,1990,p.

44.

208) Thomas McEvilley, “Two Big Shows: Postmodernism and its

Discontents,”Artforum 29,Summer1991,p.98.과 p.122.

209)EleanorHeartney,“IdentityPoliticsattheWhitney,”ArtinAmerica81,

1993,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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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기되었던 시기에 개최되었다.본 시는 1990년 에 두된 다문화

주의,정치 정당성 운동,문화 다양성 정책 등 당시 미국의 사회 ,

정치 이슈를 직 으로 반 했다.210) 1987년 게릴라 걸즈(Guerilla

Girls)가 휘트니 비엔날 의 인종 ,성 차별을 드러내고자 시를 열

어 1973년부터 1987년까지 비엔날 에 참가한 여성 미술가들이 매우 희

박하다는 것을 통계 으로 밝혔던 것에 반응하는 듯이 《1993휘트니 비

엔날 》는 문화 다양성을 고려하여 참여 미술가를 구성했다.(그림

33)본 시에는 총 82명의 미술가가 참여하 는데 이 34명이 여성이

었고 30여 명의 유색 인종이었으며 20 와 30 의 은 미술가들은 체

210)《1993휘트니 비엔날 》는 제67회 비엔날 이다.본 시는 1993년 2월

부터 6월까지 미술 컬 터이자 휘트니 미술 의 이사회에 소속된 에 리

피셔 란도(EmilyFisherLandau)의 후원에 의해 개최되었다.퍼포먼스 섹션

에 해서는 필립 모리스(PhilipMorris)사가 기 을 후원했다.1993년 휘트

니 비엔날 의 수석 큐 이터는 엘리자베스 서스먼(ElizabethSussman)이었

고 휘트니 미술 큐 이터인 셀마 골든(ThelmaGolden),존 한하르트(John

Hanhardt)그리고 리사 필립스가 함께 일했다.이 의 비엔날 의 경우,학

연구 이 합의 투표를 통해서 작품을 선정했다면,1993년의 휘트니 비엔날

에서는 서스먼을 포함한 총 네 명의 큐 이터들이 으로 작품 선정을

담당했다.자문 원회는 로리스 래들리(LorisBradley),코코 푸스코(Coco

Fusco),메리 제인 제이콥(Mary Jane Jacob),그리고 로 스 라인더

(Lawrence Rinder),천 노리에가(Chon Noriega) 그리고 유지니 사이

(EugenieTsai),그리고 루비 리치(B.RubyRich)로 구성되었다.휘트니 미

술 장인 데이비드 로스는 시 카탈로그에 외부 집필진의 에세이가 실리

는 것에 해 의미 있게 생각했었는데, 시 카탈로그에는 휘트니 미술 큐

이터 4명의 시에 한 뿐만 아니라 4명의 독립 미술가들의 에세이가

실렸다.외부 에세이로는 호미 바바(HomiK.Bhahba),아비탈 론넬(Avital

Ronell),그리고 자문 원회에 속했던 코코 푸스코와 루비 리치의 이 실렸

다.나아가 시 카탈로그에는 시에 참여한 82명의 미국 미술가의 약력과

그룹 ,개인 리스트를 수록했다.(Whitney Museum ofAmericanArt,

1993 Whitney Biennial,Exh.cat., New York:Whitney Museum of

AmericanArt,1993,p.108-109,

VanessaFayeJohnson,“DifferenceasIdentityin“TheOtherStory"and

the1993WhitneyBiennial,”ElectronicThesesandDissertations,2010,

pp.3-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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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가 3분의 2이상이었다.미술가의 구성을 보았을 때,《1993휘트

니 비엔날 》가 문화 다양성 정책을 확실히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에서 설명한 휘트니 비엔날 에서 감지되는 사회의 요구에 한 반응

은 당시 휘트니 미술 장 데이비드 로스가 규정한 미술 의 기능과도

연결된다.로스가 설명한 미술 의 기능은 사회 문제들을 새롭게 이슈

화하거나 혹은 기존의 사회 갈등을 완화시키기 해 극 으로 질문

을 던지는 것이었다. 시가 개최된 1990년 에는 미국이란 무엇인

가?라는 물음이 제기되던 시기 다.미국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미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여러 역들 즉,민족,인종,국가라는 역들

의 경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과 직 으로 연결되어있

다.특히 앞 장에서 서술했듯이 1980년 말부터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사회 각층에서 갈등들이 격히 고조되었다. 부터 있어왔던 인종문

제와 더불어 성 소수자,이민자,환경 등에 한 문제들이 활발히 공

문제로 제기되면서 미국의 정체성 한 이에 맞추어 재구성될 필요성이

사회 으로 요청 다.국가 ·사회 정체성과 더불어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개개인들 한 기존의 자신의 삶의 역의 경계들이 불분명해지면

서 확고하다고 생각했던 ‘미국인’이라는 정체성 한 흔들리고 있다는 것

을 감하게 되었고,자신이 구인가라는 질문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

기하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로스가 시 서문의 제목으로 채택한 “네 자신을 알라

(Know ThySelf)”라는 구호는 이러한 사회 흐름에 한 응답으로 휘

트니 비엔날 가 기획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 다.1993년의 휘트니 비엔

날 는 기존의 고착된 경계에 구애 받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역 간의 다원화된 사회 갈등을 그 로 담아내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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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자 했다.휘트니 미술 은 경계가 미리 정해져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 의해 비로소 구성되는 것이며,언제나 새로이 재구성될

수 있고 언제나 물음의 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자 했다.

실제로 로스는 순수 미학과 사회·정치 미학 사이의 경계,그리고 미

술가들의 내면성 혹은 개인성과 사회 삶 간의 경계를 의문시하 고 이

시에 참여한 미술가들은 미술과 삶이 새겨진 사회 세계와의 연 성

을 지우려는 압력을 거부하면서 내면 ,이상 ,그리고 개인 인 미술을

제작하려는 노력하고 있다고 서술했다.그리고 많은 미술가들은 미술이

미학 그리고 사회 인 틀,어느 한 것이 특권이나 종속되는 것이 아니

라 이 둘 모두 안에서 기능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술 역에서의 미학 그리고 사회·정치 인 틀 간의 이분법 경계를

경계했다.211)이러한 로스의 생각은 본 비엔날 기획에 결정 역할을

한 수석 큐 이터인 엘리자베스 서스먼(ElizabethSussman)의 에서도

발견된다.

서스먼 수석 큐 이터는 시는 동시 미술계에서는 결여되어왔던 재

형상화(refigured)되었지만 편화된 집합성(collectivity)을 제시하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했다.이는 그녀가 성 ,젠더 ,그리고 민족 인 주제

들로 표되는 1990년 기의 미술과 문화의 결정 으로 목격한 편

화된 정체성이었다.그리고 그녀는 미술 작품이란 문화와 그 속에서의

자아확인-다원 인 면으로-이라는 상호 간의 계로부터 산출되며 이

러한 풍부한 상호 계가 시에 출품된 작품의 바탕을 이룬다고 설명했

다.212)따라서 그녀는 시에 출품된 작품들이 세 가지 요한 단 기

211)데이비드 로스(DavidA.Ross),「네 자신을 알라“Know ThySelf(Know

YourPlace)”」,『1993휘트니 비엔날 서울』,삶과 꿈,1993,pp.16-17

참조.

212) 의 책,pp.19-2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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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고려되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첫째,상반되는 믿음이 넓게 퍼져있긴 하지만,이념들을 심으로 하는

미술에도 능성,모순,시각 즐거움,유머,모호성,욕구,은유와 같이

통 으로 미학 인 성질로 생각되어 온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

둘째,작품들은 특수한 문화 치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작품에 해

본질론 정의나 이념으로 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한 자아정체성,

민족성,국가주의,테크놀로지와 같은 개념들도 언제든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서술되어야 하며,항상 진행과 갈등의 상태-호미 바마가 말하는

상과 같은-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셋째,이번 비엔날

에서 작품을 보는 기 은 미술계를 보다 실 인 용어로 재규정하는

방식이며,문화를 그 안에 어떤 이음새 조차 없이 동종 인 무엇으로 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교류와 차별화 과정을 포함한 복합체로 규정하

는 것이다.213)

《1993휘트니 비엔날 》는 당 에 많은 비평가들로부터 심을 받았

다. 시에 해 시장 지향 이라고 평가 받았던 80년 의 경향에서 벗

어나 동시 의 사회 이슈에 주목하고 정치 메시지를 달하는 도

인 시라는 정 인 평가도 있었지만,부정 인 의견이 주도 이었

으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비 을 받았다.첫째는 본 비엔날 는 미

인 가치를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이 시가 경계에 한 질

문을 던지고,끊임없이 규정하는 과정으로서의 경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

니라 결국 경계를 보다 확고히 하고 세분화한다는 주장이었다.214)

첫 번째 비 에 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서스먼이 《1993

휘트니 비엔날 》 시 도록에서 사회 ,정치 이념을 달하고자 하

213) 의 책,같은 쪽.

214)김진아(2005)(주 9),pp.30-3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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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술이 필연 으로 미학 인 성질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통념

에 기반을 두어 작품을 단하지 않기를 권유했음에도 본 비엔날 에 출

품된 작품들은 미와 쾌감이 부재하며,따라서 흉하다는 강도 높은 비

이 제기되었다.이러한 비 의견은 휘트니 비엔날 에서의 정치 언

,설치와 미디어 아트의 령에 해서 힐튼 크래머(HiltonKramer),

피터 쉘달(PeterSchjeldahl)그리고 로버트 휴즈(RobertHughes)를 포

함한 유명 미술 평론가들과 보수 미술 언론인들이 “추하다,”“회화가

어디 있는가?미와 쾌감은 어디로 사라졌는가?”라고 개탄하면서,극단

으로는 이 시에는 “ 술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라고 입을 모은 데에

서 발견된다.215)

《1993휘트니 비엔날 》를 이끌었던 엘리자베스 서스먼은 시가 개

최된 지 십 년 이상이 지난 2005년 『아트 (ArtJournal)』에서 지

난 시에 한 비난에 해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216)그녀는 비평가들

이 휘트니 비엔날 가 당 변화의 한 심에 있었던 미국 사회를 충실

히 반 함과 동시에 그 흐름을 주도했던 하나의 사회 실험으로 되었음

에도 본 시와 당 미국사회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었는지를 거시 으

로 악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그녀는 당시 미국 사회가 어떠

한 사회인지, 어떠한 사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한 다양한 사회 실

험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진행되었고 일종의 사회 유행으로 번졌던 시

215)“TheyCallThisArt?,”TheNewYorkGuardian,June1993,p.1과 6,

“PerfectionofaUselessKind,”Times,March15,1993,p.34,Jonathan

Wilson,“GuiltTrips,” The New Yorker,April5,1993,p.112,Jan

Avigikos,“KillAllWhitePeople,”Artforum 31,May 1993,pp.10-11,

“WhiletheWhitneyBiennialFocusesonMessage,TheyDon’tAlways

GetThrough,”BaltimoreMorningSun,March29,1993,1D,2D, 의 ,

p.30에서 재인용.

216)Elizabeth Sussman,“Then and Now:Whitney Biennial1993,”Art-

Journal64,No.1,Spring2005,p.7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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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며 휘트니 비엔날 한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주장

했다.217)

서스먼에 따르면 비엔날 를 비 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 변화의

흐름을 지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변화의 흐름을 히 표 할 어휘도

갖고 있지 못했다면서 그들의 보수성을 강하게 비 했다.그녀는 휘트니

비엔날 가 제시했던 ‘정치 공정성’에 한 일련의 실험 성과물들에

해 통 인 의 미 성과물을 제 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식의 비

을 제기하는 것은 미의 역과 사회·정치 역이 서로 넘나들며 형성

되는 담론들을 제 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 그녀는

오히려 사회 비난은 의식 이든 무의식 이든 심 역을 확고히 하

고 주변화된 그룹들이 심 역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보수 으로 그

역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비 가들에게 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

다.218)

휘트니 미술 의 큐 이터 셀마 골든(ThelmaGolden)역시 시에

한 오랜 비난에 해 서스먼과 비슷한 논조로 반응했다.그녀는 2001년

에 개최된 비엔날 에 한 오쿠이 엔 (OkwuiEnwezor)와의 인터뷰

에서 비엔날 에 한 비난이 들의 정체성과 차이에 련된 이슈들

에 한 얕은 인식수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219)그녀의 주장에 따르

면 들이 이슈들에 해 낮은 수 으로 밖에 이해하고 있지 못했

기 때문에 휘트니 시와 같이 사안이 공 인 문제로 다루어졌을 때

그만큼 강하게 낯섦을 느 고 그에 한 항이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

다.

217) 의 ,같은 쪽 참조.

218) 의 ,같은 쪽.

219)OkwuiEnwezor,“‘Elsewhere’:A conversation with Thelma Golden,”

NKA13/14,2001,p.28.



- 115 -

결국 당 사회 변화에 우둔했던 비평계와 의 인식 수 을 비엔

날 에 한 비난의 주된 원인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에서 휘트니 비엔

날 자체의 기획 자체는 당 사회 흐름을 충실히 반 하고 있다고

정당화하고 있다.하지만 두 번째 비 의 경우,바로 이러한 휘트니 미술

의 기획 자체가 성공 으로 구 되었는가 하는가에 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두 번째 비 은 휘트니 미술 시의 기획 의도가 주최자들이 의도한

로 구 되었는가에 한 것이다.본 시에 해 비 인 의견을 제

기하는 이들은 휘트니 시가 ‘경계선’을 시의 핵심으로 정하며 경계를

구성하는 것들,기 들에 해 의문을 제시하고 시 카탈로그에 다문화

주의 학자들의 에세이를 실으며 고정 정체성을 해체하고자 했던 기존

의 시 의도는 실패했다고 단했다.이들은 휘트니 비엔날 가 ‘차이의

물신화(fetishizationofdifference)’를 유발시켰다고 평가했다. 한 시

에 참여하는 미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이 미리 기획자 측에서 제시된 주제

에 맞춰 재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220)특히 휘

트니 미술 측은 미술가 선정단계에서부터 주류 미술계의 미술가들과

구별되는 인종,젠더,성 정체성을 가진 미술가들을 선정했고,그 미술

가들의 작품도 미술가들이 속한 정체성을 표하는 주제를 구 할 것으

로 기 했다.하지만 이는 경계 자체를 의문에 붙이고자 한 기존의 의도

와 달리 그 심과 주류에 의해 이미 설정된 다양한 주변들의 역과

경계들을 단순히 확인하는 본질주의 인 사고를 그 로 답습했다는 비

에서 휘트니 미술 을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비엔날 에 해서 찰스 라이트(CharlesA.Wright,Jr.)는 내부의 실재

인 삶의 복잡성과는 멀리 떨어진 ‘흑인,치카노,게이’라는 고정된 정체

220)VanessaFayeJohnson(주 210),pp.66-8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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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미술가들을 설계하는 것은 본질주의화된 정체성들의 천박한 분류

체계를 만들게 된다고 했다.221)『옥토버(October)』지의 토론자들도 이

와 같은 맥락에서 비엔날 가 ‘본질주의자의 용어법을 따른 의미에서의

배제’를 재 ( 표)한다고 말하며 특정한 사회 지 혹은 이런 지 에

있는 미술가들이 본질주의자들과의 연계 속에서만 구성되는 정치 진실

로서 인정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222)

본 비엔날 에 출품된 부분의 작품들이 휘트니 비엔날 시 도록에

미술가의 설명,바이오그래피와 함께 수록되었다.텍스트로 제시된 미술

가의 작품소개에는 미술가들의 사회 ,생물학 ,성 지향성 등이 함께

포함되었다.이는 미술가들의 사회 ,생물학 인 배경이,정체성과 차이

에 한 이슈를 다루는 것으로 상정되는 해당 미술가들의 작품을 해석하

는 문제와 내재 으로 연 되어 있다는 증명서로서 기능했다.설혹 개별

작품들에 딸려있는 미술가들의 설명이 카탈로그에 제공되지 않아 미술가

들의 정보가 정확하게 달되지 못한 경우,큐 이터가 직 미술가들의

생물학 배경과 같은 정체성에 한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든 언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까지 했다.이러한 미술 의 조취는 미술가들의 사회 ,

생물학 인 배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람자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해

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이라는 미술 의 태도를 반 한다고

볼 수 있다.223)

서스먼은 실제 시 카탈로그에서 각 미술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221)CharlesA.Wright,Jr.,“TheMythologyofDifference:VulgarIdentity

PoliticsattheWhitney,”InTheoryandContemporaryArtsince1985,ed.

ZoyaKocurandSimonLeung,Malden,MA,BlackwellPublishing,2005,p.

195, 의 ,p.68-69에서 재인용.

222)HalFoster,RosalindKrauss,SylviaKolbowski,MiwonKwon,Benjamin

Buchloh,“ThePoliticsoftheSignifier:A Conversation,”October66,

Autumn1993,p.27, 의 ,p.45에서 재인용.

223) 의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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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았다.더햄(JimmieDurham)은 체로키 인디언 출신(오클라호마주에 사

는 인디언족)이라는 출신지 정보가,골딘(NanGoldin)의 경우는 그녀가

출품한 사진들에 담긴 개인사 배경들이,슈 리 챙(ShuLeaCheang)은

그녀의 작품에서 묘사되는 공동체를 그녀가 일원으로 속한 여성공동체를

의미한다는 식의 설명이 카탈로그에서 제공되었다.224) 와 같이 제공된

미술가들의 사회 ·정치 지 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작품을 해석하는

데에 향을 미치게 된다.게다가 이러한 기술은 휘트니 미술 큐 이

터들이 시된 작품들을 이해하기 해 그리고 이 작품의 진실성을 알아

볼 수 있으려면,그리하여 본 비엔날 가 동시 이슈를 변한다는 것

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정보를 알아야만 한다고 상정했다는 것을 보여

다.이는 1993년 휘트니 비엔날 가 매우 특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1993년 이 에 개최된 두 번의 비엔날 에서는 와 같은 설명

인 텍스트가 거의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체성들이 구성되는 다양한 역들을 시를 통해 보여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다양성의 담론들 한 복 에 있는 성 소수자,환경,소수

인종과 같은 주제들을 그 문제 자체를 선명히 주제화하여 이슈를 제기하

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다.하지만 기성담

론에 의해 이미 심과 주변이 규정된 채,그러한 구분을 그 로 수용한

채 주변의 담론들을 그 주제 차원,내용 차원에만 집 한다면 얼마

든지 이미 본질주의 에서 설정된 구분을 그 로 반복하게 되는 결

과를 낳을 수 있다.즉 진정한 의미에서 정체성 자체에 해 질문을 던

지는 데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경계 자체 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는 에서,경계를 구별

짓는 담론과 정치 장치들을 의문시하고 이에서 유동하는 경계로서의

224)국립 미술 ,『1993휘트니 비엔날 서울』,삶과 꿈,1993,pp.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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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능성들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정되어 주어진 그 경계

자체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게 된다는 것이다.

1993년의 휘트니 비엔날 는 릴 친이 설명한 다문화주의의 유행에서

의 문제를 반 한다고 볼 수 있다. 릴 친은 재의 다문화주의의 유행

에서 발견된 문제 하나가 동화나 차이 사이의 긴장에 있지 않으며 오

히려 카테고리의 날카로운 구분에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구분에 따라

서 주변화 되었다고 상정한 상들 를 들어,아 리카계 미국인 혹은

아시아계 미국인 혹은 북미원주민들은 그들 자신만의 문법,그들만의 정

신(ethos),그들만의 우주로 완 하게 분리되어 미국 문화와는 다른

이들로 여겨진다고 주장한다.225)이는 결국 힘의 불균형과 계 질서

를 생해온 진정한 의미에서의 ‘차이’들에 주목하기 보다는 인간의 존재

론 조건으로서의 정체성 개념을 실천하는 것이고 더 세분화된 카테고

리 안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한 그는 재의 다문화주의 술의 카니

발에서, 술가들은 이블,카테고리 유형 안에 포함되고 이것에서 자유

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 분 기 속에서 정

체성 정치학에 해 응하지 않는 술가들은 남겨지고 다시 한 번,침묵

을 맞이하며 모든 형식의 차별을 받게 된다며 다문화주의의 ‘이면’에

해 서술했다.226)

휘트니 미술 의 시가 미국,미국인,미국 미술의 정의와의 연계 속에

서 평가될 때,다양한 논의들이 생산될 수밖에 없다.그리고 이러한 논의

는 아래의 시에서도 계속되었다.휘트니 미술 은 2015년 뉴욕 맨하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매디슨 애비뉴(Madison Avenue)에서 미트패킹

지역(MeatpackingDistrict)으로 이 했다.휘트니 미술 은 20세기 반

225)DarylChin(주 3),p.5.

226) 의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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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재에 이르는 미국 미술사를 재검토하는 기회로서 기념비 인 개

《알아보기 힘든 미국(AmericaIsHardtoSee)》 을 개최했다.

기 의 설립자인 거트루드 반더빌트의 상화와 기 의 신인 휘트니

스튜디오 클럽의 멤버로 활동했던 이들의 작품들을 로비에 시하며

람객을 맞이하는 본 시는 지난 80여 년간의 휘트니 기 의 역사를 되

돌아보는 회고 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600 이상의 휘트니

미술 소장품으로만 구성된 본 시는 미국 미술가들이 이미 정립되어

있는 통의 안과 밖에서,종종 직 으로 정치 ·사회 맥락에 참여

하면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활기를 불어넣었던 주제,사고,믿음 그

리고 열정을 상세히 서술한다는 목표 아래 기획되었다. 시에는 미국

미술의 아이콘으로 여겨진 작품 이외에도 처음 혹은 드물게 시된 작품

이 다수 시되었는데,이와 같은 시도에 해 휘트니 미술 은 미국 미

술의 캐논(canon)을 동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227)

로버트 로스트(RichardFrost)의 시와 에 드 안토니오(Emilede

Antonio)의 정치 다큐멘터리 필름의 제목에서 유래된 《알아보기 힘든

미국》이라는 시명은 크게 두 가지를 은유 으로 시사했다.한 가지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미술가의 과 미국의 문화에 반응하면서 시각

형식을 발 시키는 그들의 능력을 기념하기를 원했던 휘트니 미술 의

시도를, 다른 한 가지는 휘트니 미술 의 설립 목 이기도 했던 국가

의 정신(ethos)과 시민을 정의내리는 것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었다.228)

의 을 바탕으로 휘트니 미술 이 선택한 시 방식은 미술 사조

나 양식 발달에 한 내러티 를 구축해나가는 작품 분류 체계를 따르지

227)휘트니 미술 홈페이지,

(http://whitney.org/Exhibitions/AmericaIsHardToSee,검색:2015년 11월).

228) 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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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연 기 그리고 주제별 챕터 구성이었다.새로운 카테고리를 구축

하고 미국 미술가의 정의를 확장하면서 이미 설립되어있던 수사 문구를

수정하고 재고하려는 목 을 달성하기 해 시는 스물세 가지의 주제

별 챕터로 나뉘어 구성되었다.229)각 챕터는 미술 이 주안 을 둔 작품

의 제목을 따라 ‘제국의 행로(CourseofEmpire),’‘지독한 쟁(Raw

War),’‘자신을 없애라(GetRid ofYourself),’‘이성 인 비합리주의

(RationalIrrationalism),’‘ 과 안식처(ThreatandSanctuary)’등으로

이름 지어졌다.230)

본 시는 미국 미술이 무엇인지에 한 휘트니 미술 의 입장을 보여

주는 시 다.특히 미술 재개 을 맞아,이제까지 휘트니 미술 의

행 을 담아내는 기념비 인 시 던 만큼 많은 비평가들의 심을 받

았다.본 시를 둘러싸고 당 미국 미술계에서 다양한 비평들이 이루

어졌다.

비평가 피터 쉘달은 시가 미국의 ‘ 미술(modernart)’의 의미

가 무엇인가에 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에 시의 하게,상세하게,생

생하게,그리고 상징 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 그는 “지난 세

기 코스모폴리탄 양식의 행진 속에서 휘트니의 편 한 강령은 핸디캡인

229) 의 자료.

230)도나 드 살보(DonnaDeSalvo)에 의해 기획된 휘트니 미술 의 재개

《알아보기 힘든 미국(AmericaIsHardtoSee)》 은 총 23가지의 주제별

챕터로 나뉘었다.챕터명은 다음과 같다.Eight West Eighth,Forms

Abstracted,Music,Pink and Blue,Machine Ornament,Breaking the

Prairie,RoseCastle,FreeRadicals,TheCircus,FightingwithAllOur

Might,New York,N.Y.,1955,White Target,Scotch Tape,Large

Trademark,Raw War,RationalIrrationalism,ThreatandSanctuary,Learn

WheretheMeatComesFrom,RacingThoughts,LoveLetterFrom The

WarFront,GuardedView,DistractingDistance,CourseofEmpire,Get

RidofYourself.휘트니 미술 홈페이지,

(http://whitney.org/Exhibitions/AmericaIsHardToSee,검색:20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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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보 다......당시 내셔 리즘은 두려운 것이었다.그러나 이러한 제

한은 강 이 되었다.국가 은 세계화된 문화가 과잉이 된 이 시

에 견고한 을 제공한다”며 휘트니 미술 이 시를 통해 표명한 메

시지에 해 정 으로 평가했다.231)

시에 해 다른 으로 평가한 이들도 있었다.이들은 휘트니 미술

의 시가 여 히 ‘미국’을 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 했다.이는 휘

트니 미술 이 본 시가 미국 미술가의 정의를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고 밝힌 것과는 조 인 반응이었다.비평가 홀란드 카터(Holland

Cotter)는 “휘트니 미술 의 시는 언제나 휘트니,그들만의 정체성 이

슈를 강조하 고 이 미술 은 미국 미술 이 아니며 ‘북미의 미술 ’”이

라고 일침 했다.이어서 그는 “휘트니의 큐 이터들은 이를 의식하며 가

끔 ‘미합 국(UnitedStates)의 미술’이라는 문구를 쓰지만,여 히 배제

는 남아있다고 바라보면서 라틴 미국 미술,미국의 미술은 이곳에 부재

하다”고 주장했다.232) 한 래그 바타니안(HragVartanian)도 이와 비슷

한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시에서 가장 충격 인 것은 북미원주민(NativeAmerican)이 거

의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미국 인구의 18%가 라틴 아메리카인임에도 불

구하고 이 시에는 라틴 아메리카 미술가가 체 참여 미술가의 오직

4%밖에 이르지 못한다며 비 어린 어조로 주장했다.이에 카터는 400

여명이 넘는 미국인 미술가 에 북미 원주민이 지미 더햄(만약 낸시 엘

리자베스 로펫(NancyElizabethProphet)을 포함시킨다면 두 명)한

231)TheNewYorker,April25,2015,

(http://www.newyorker.com/magazine/2015/04/27/new-york-odyssey,검색:

2015년 12월).

232)TheNewYorkTimes,April23,2015,

(http://www.nytimes.com/2015/04/24/arts/design/review-new-whitney-muse

ums-first-show-america-is-hard-to-see.html?_r=0,검색: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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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Hyperallergic에 게재된 《알아보기 힘든 미국(AmericaIsHardTo

See)》 참여 미술가 인종과 성비 그래  

명밖에는 없을 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 다.233)바타니안의 결론은

규탄에 가까웠다.그는 “이러한 통계는 짐작컨 기 자체뿐 아니라 기

구성원,즉 큐 이터들의 성향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는 것을 보여 다.이들은 (이데올로기 인 측면과 문화 측면에서)미

국인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다양성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편향성을 갖고

있었다.”고 시에 해 의견을 밝혔다.234)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휘트니 미술 정책에서 미국 미술가란 미국 여

권을 갖고 있거나 주권이 있는 미국인 미술가만을 의미했다면,본

시에는 미국 시민권자 뿐 아니라 미국에서 작품 활동을 한 미술가들도

참여했다고 설명하면서 인종비율 성비에 한 비난을 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했다.

휘트니 미술 이 그들의 개 시가 미국 미술의 캐논을 재검토하고,

233)낸시 엘리자베스 로펫은 북미원주민 흑인 여성미술가로 다수의 카테고

리에 속한다. 의 자료.

234)Hyperallergic,April14,

(http://hyperallergic.com/199215/breaking-down-the-demographics-of-the-n

ew-whitney-museums-inaugural-exhibition/,검색: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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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술가의 정의를 확장한다는 의의를 가진다고 스스로 상정했다.하

지만 의 평가들만 참고하더라도 시에 해 다양한 이 존재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더불어 미국 미술이 무엇인지에 한 논의는 미국

이라는 국가와 이를 구성하는 국민이 무엇인지에 한 논의로까지 연결

된다.연구자는 이러한 논의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왜냐하

면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일련의 담론들이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미술

이 한 국가의 미술을 반 하는 과 그 틀이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시작 지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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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Ⅳ 장 결 론

미술 은 특정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달하는 실천 도구로 기능한

다.미술 의 사회 역할은 과거에 있었던 것 자체를 수동 으로 시

해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오히려 미술 은 극 인 가치 단과

더불어 시,수집,연구 등을 수행하여 미술 만의 내러티 를 구축하

고,이를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평가받는 일종의 사회 인 메시지를 주고

받는 실천 기 이다.이러한 미술 의 실천 활동은 자연히 그 활동

이 수행되는 다양한 사회,문화 그리고 시 인 조건에 의해 향을 받

을 수밖에 없다.

휘트니 미술 은 와 같은 미술 의 상에 부합하는 에 해당한다.휘

트니 미술 은 미국 미술에 헌정된 기 으로,동시 살아있는 작가의

미술을 다룰 것이라 표명하며 당 미국 미술이 무엇인지 극 으로 정

의내리고 제시하고자 했다.더불어 동시 살아있는 작가의 미술에 주목

했다는 것은,시 를 반 하며 변화하는 미술에 따라 동시 미국 미술

을 보여주고자 하는 미술 의 실천 한 당 의 미국 정치,경제 상황

과 사회 이슈의 향 아래 있다는 한 나타낸다.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휘트니 미술 이 정의내리고자 했던 미국 미술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미국의 사회・정치・역사・문화 조건들과의 련 하에 구축되

는 ‘미국 인 특성’이 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연 기별로 분석하고

자 했다.이에 연구자는 시기별로 당시 휘트니 미술 에서 열린 시

시를 둘러싼 제반 담론들을 함께 고찰해보았다.

서론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배경과 목 을 다루었고,이후에 제 Ⅱ장에

서는 먼 ,휘트니 미술 이 설립되기 미국의 문화 토양을 연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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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미국에서 미술 이 본격 으로 설립되었던 1870년 부터 1920년

에 미술 이 어떠한 사회 배경에서 어떠한 목 을 가지고 설립되었는

지 분석했다.이 시기 미술 은 첫째,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민

주주의의 상징으로서 설립되었다.둘째,토니 베넷이 국가가 권력의 메시

지를 사회 체에 새기고 하여 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공공미술

을 설립했다고 설명한 것과 같이,미국에서도 미술 이 사회 안정을

한 교화기 으로 세워졌다.셋째,논문에서 제시한 시기는 미국 경제가

크게 부흥했던 시기인데,이와 함께 형성되었던 산업자본가계층이 미술

후원과 미술 설립에 결정 역할을 했다.넷째,정부의 세법 제정으

로 인해 많은 미술 들이 집 으로 설립될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그 다음에는 휘트니 미술 의 설립 동기와 목 그리고 운 방식을

살펴보았다.휘트니 미술 은 거트루드 반더빌트 휘트니에 의해 설립되

었다.휘트니는 개인 으로 미술을 후원하면서 미국 미술에 해 심을

가졌고 나아가 휘트니 자신도 미술가로서 활동하면서 미국 미술가에

한 지원의 필요성을 자각하 다.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녀는 휘트니

스튜디오 클럽 갤러리를 비롯한 사설기 을 설립하고 운 하기에 이

른다.휘트니는 유럽 미술 경향 하에 있는 아카데미즘이 주도 이었던

당시 미술계의 분 기에도 불구하고 진보 성향의 은 미국 미술가에

게 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작품을 구매하는 등,당 미국의 다

양한 미술가와 양식에 열린 자세를 갖고 있었다.이는 휘트니의 미술 후

원 양상이나,그녀가 직 운 한 스튜디오 클럽 갤러리의 운 방식

에서도 잘 나타났다.심사 수상 제도를 철폐하고 신 작가의 작품을

직 구매하거나 다른 컬 터가 구매할 수 있도록 극 으로 장려하는

등,작가 심 인 태도가 기 운 의 바탕에 놓여 있었다.

1930년 설립된 휘트니 미술 은 미국 미술과 당 활동하고 있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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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가를 지원하는 목표 아래 설립되었다.이러한 설립 목 은 구체 인

미술 정책에도 반 되었다.이는 그녀가 설립했던 사설기 에서와 마

찬가지로 미술 에서도 심사와 수상 제도를 철폐하는 신 미술가의 작

품을 구매하 고,미술 이 다른 컬 터가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창구

가 되도록 했다. 한 휘트니 미술 은 동시 미국 미술의 반 인 경

향을 보여주기 해 비엔날 를 개최했는데,비엔날 에서는 하나의 주

제 아래 작품을 시하기보다,비교 균등한 비율로 다양한 경향의 미

국 미술을 포용함으로써 객 인 시선을 유지하고자 했다.

논문에서 핵심 인 부분인 제 Ⅲ장 <미국 인 것의 시무 :휘트니

미술 시 분석>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눠서 개되었다.첫 번째 시기

는 휘트니 설립 기의 공황 시기,두 번째는 냉 시기,마지막 세 번

째는 다문화주의가 두된 시기로 나 었다.연구자가 세 시기를 선

택한 이유는 선정된 시기에서 국가 내외부 으로 미국 사회의 변화와 갈

등이 분명하게 나타났고,이 속에서 미국 미술을 보여주고자 했던 노력

과 미국 미술을 둘러싼 정체성 논의,그리고 미국을 표하는 미술이란

무엇인가에 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공황이라는 국가 기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는 자국 보호주의 인

사고와 내셔 리즘이 고조되었고 미국화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그리

고 이러한 경향은 미국 미술계에도 향을 미쳐 미국 미술의 정체성 확

립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었다.다시 말해,미술계에서는 미국만의 특성과

정체성을 찾고자 아카데미즘에서 벗어나고 유럽의 모더니즘 미술의 향

으로부터 자유로운 미국 인 미술을 찾고자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이

러한 문제의식은 1930년 뿐 아니라 제1차 세계 참 이후 기존 신

념에 한 혼란과 1920년 의 문화 번 과 함께 찾아온 사회 변화

그리고,유럽 모더니즘 미술의 유입으로 인한 비교의식 등으로 인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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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만의 정체성을 구축해내는 것이 요한 문제로 두되었다.

휘트니 미술 은 공황 시기에 동시 도시의 일상 삶을 재 하는

미술, ·서부 지방 심의 이상 인 풍경이 담긴 미술,사회를 비 하고

사회를 개선하기 한 미술,그리고 뉴딜 산하에서 국가의 단결을 해

제작된 국가 이데올로기가 반 된 작품들에 주목하 다.논문에서는 이

를 각 항별로 나 어 분석해 보았다.

먼 ,<동시 일상 삶의 재 >에서는 도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

상 풍경을 미화하지 않고 그 로 보여주고자 했던 애쉬캔 학 를

으로 다루었다.휘트니 미술 은 애쉬캔 학 의 미술이 동시 미국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고,미국 소재를 통해 작가 고유의 개성 인

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들의 미술을 재조명했다.

둘째,<미국 ·서부 지방의 ‘이상 ’풍경>에서는 미국 부와 서부

지방의 풍경과 자연 경 ,그리고 생활모습에서 미국 인 것을 찾으려했

던 지방주의자들의 미술을 으로 다루었다.지방주의자들은 국가

기 앞에서 국가의 뿌리를 견고히 하고자 공동체의 정체성을 추구했으

며 미국의 ·서부 지역의 풍경이 진실한 미국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생

각했다.휘트니 미술 한 미시시피를 기 으로 ·서부 지방의 시

를 개최하고 시 서문에서 부와 서부 지역의 출신 작가라는 것을 강

조하면서 지역성에는 유럽으로부터 자유로운 미국의 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사회 비 을 한 무기로서의 미술>에서는 사회를 비 하고

개 하고자 했던 작가들의 작품에 주목했다.1930년 반,사회 사실

주의자로 불리는 일련의 미술가들은 삶 속의 미술의 역할에 해 심을

가졌고,미술가 자신의 사회 ·정치 입장을 분명히 하여 당 사회

삶의 문제들을 미술을 통해 담아내고자 했다.다시 말해 이들은 미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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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단순히 삶을 장식하거나 미 으로 표 하는 데에 있다고 보지 않

았으며 미술이 삶을 변화시키고 조직할 수 있다고 믿었다.휘트니 비엔

날 에서는 지날드 마쉬,율리우스 블로흐, 리엄 그로퍼,그리고 벤

샨의 작품 등,사회의 부조리,계 투쟁,자본주의의 모순을 드러내는 작

품들을 포함시키며 와 같은 동시 미술의 흐름을 시를 통해 보여주

었다.

넷째,<국가 단결을 한 미술>에서는 루즈벨트 정부가 공황으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부활시키기 해 미술 로젝트를 운 하면서 국가

를 단결시키고 국가 고유의 가치를 시키고자 했던 움직임을 다루었

다.휘트니 미술 장이었던 리아나 포스는 공공사업 미술 계

획의 의장으로 활동했었고 1936년 휘트니 미술 에서는 《재무부 미술

로젝트》 시를 개최함으로써 미술의 사회 ·교육 힘의 본질을 보

여주고 이질 인 사람들에게 동질성을 가져와 국가를 단결시키는 데에

기여하고자했다.

2 <냉 시기>에서는 제2차 세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공산주의 진 과 자본주의 진 간의 정치 ·이념 립 상황에서 잠재

인 권력투쟁을 이어나갔던 냉 시기를 다뤘다.미국 정부와 뉴욕

미술 이 자유의 상징으로서 추상표 주의 미술과 사진 시를 냉 의 무

기로서 활용했다는 여러 연구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체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념 립 상황에서 극 으로 미술을 활용했다.이러

한 움직임은 미해외공보처가 1959년 미국과 소련의 문화교류 약을 계기

로 개최한 《미국 국 》에서도 발견된다.당시 휘트니 미술 장으로

재직하던 로이드 굿리치는 《미국 국 》작품 선정 심사 원으로 참여하

고 본 시가 종료된 후 휘트니 미술 에서도 련 시를 개최하면서

냉 시기 휘트니 미술 이 제시한 미국 미술에 한 구체 인 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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겼다.굿리치는 시에 한 에서 동시 미국 미술은 세계에서

그 어떤 국가의 미술보다도 다양화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미국 미술의 특

성을 그 다양성에 찾았다.235)굿리치는 시가 표방하고자 했던 미국 미

술의 다양성이 체주의와 비된 미국의 개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에

체제를 표하는 데에 합하다고 설명했다.굿리치에게 있어 《미국 국

》의 시 구성은 체주의 국가인 소련에서 사회주의 사실주의만을

인정하는 것과는 조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었다.

Ⅲ장의 마지막 인 <‘소수자들’의 부상과 그에 한 응:다문화주

의>에서는 미국에서 다문화주의가 하나의 가치 이자 규범으로 두되

었던 사회 배경을 다루었다.236)1980년 반부터 미국 사회 반

역에서 주변화 되었던 이들이 인종,성 지향성,소수민족을 둘러싼 차

별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차이에 한 인정을 요구하기에 이르 다.이

에 따라 문화상호주의,다문화주의 그리고 정치 공정성과 같은 개념이

자리 잡았으며 이와 같은 개념들은 미술 의 시 기획에도 향을 미쳤

다.

본문에서는 《1993휘트니 비엔날 》를 집 으로 분석했는데,이

시를 선택한 이유는 1993년의 휘트니 비엔날 가 이 시기의 미국 미술

이란 무엇인지 답한 시이자 문화 다양성을 의식하여 기획된 시라

고 평가받기 때문이다.이 시는 미국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

한 역을 기존의 고착된 경계에 구애 받지 않고 역 간·경계 간의 다

원화된 사회 갈등을 있는 그 로 시를 통해 담아내고자 했다.그러

나 이와 같은 기획이 미 가치를 기 으로 세워져야 할 시기획으로서

성격상 합한 것인지,나아가 그들의 문제의식이 시에서 제 로 구

235)LloydGoodrich(주 2),p.300참조.

236)DarylChin(주 3),p.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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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지에 한 사회각층의 회의 인 평가가 있었음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연구자는 휘트니 미술 이 시 별로 보여주었던 미국 미술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시들을 분석하면서 미국 인 특성은 하나로 귀결되는 성

질의 것이 아니며 미국 이라 정의내릴 수 있는 거틀이 시 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 ,휘트니 미술 은 비엔날 를 통해 특정한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보다는 반 인 동시 미술을 보여주는 목 으로 기획하여 다양한 미

술 경향을 아우르도록 작품을 구성하거나 다양한 지역의 미술을 보여주

기 해 지역별 시도 구성했다. 한,냉 시기에는 뉴욕 미술 이

추상표 주의나 특정 시를 냉 의 도구로 활용했던 것과는 다르게,오

히려 휘트니 미술 은 미국 미술 사조의 다양성이 보다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휘트니 미술 은 다양한 미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미국 인 활력으로 보았고 한 《미국 국 》에서 보다 많은 종류의 미

술을 보여주고자 했던 작품 선정 기 을 다양한 미술을 선택할 수 있다

는 자유 의지와 연 시켰다.나아가 다문화주의가 부상했던 시기에는 타

자로 여겨졌던 여성,유색인종,소수민족 작가를 시에 참여시키면서 문

화 다양성 개념을 받아들이고자 했다.

이러한 일련의 휘트니 미술 이 정의내린 미국 미술의 특질에는 거

틀의 기 은 각각 다르지만 근본 으로 다양함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연구자는 여기에서 나타난 휘트니 미술 의 기본 인 태도

가 미국의 건국이념이었던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EPluribusUnum)’

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다양함을 존 하는 사고를 기반으로 여

럿이 하나의 국가를 이룬다는 미국의 건국이념이 보여주듯이,휘트니 미

술 은 미국 미술을 고정된 하나의 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미국 미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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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양한 술 활력들로서 제시하고자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한,

보다 요한 것은,미국 미술 나아가 미국에 한 사회 인 요청이 시

가 따라 변화하고 휘트니 미술 은 이러한 사회 요구에 반응하여 미국

미술을 제시하고 이를 시에 반 해왔다는 것이다.그러나 앞서 설명했

던 휘트니 미술 의 태도 아래 산출되는 결과물들이 과연 미국을 하

게 반 했는가에 한 여부는 시 에 따라,혹은 이 결과물들을 바라보

는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비 받을 수 있다.연구자는 바로

이러한 상호 계가 요하다고 생각한다.왜냐하면 미술 의 시와 이

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 속에서 휘트니 미술 이 나아갈 방향 한 끊

임없이 재규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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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xhibitionarySpaceof‘Americanness’:

WhitneyMuseum ofAmericanArt

Moon,Hanal

ArtsManagement,Inter-disciplinaryProgram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isthesisaimstoinvestigateandportray“AmericanArt”asseen

in the exhibitions at the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henceforth the Whitney Museum)as wellas explore how the

uniqueness(often referred toas“Americanness”)ofAmerican art

was represented in Whitney’s exhibitions through a chronological

analysisofexhibitionsandthediscoursesurroundingthem.

The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was established by

Gertrude VanderbiltWhitney (1875-1942).Located in New York,

knownasa“culturalcapital”atthetime,themuseum wasdedicated

tofocusingonbothlivingAmericanartistsaswellascontemporary

American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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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themuseum defineditselfasaninstitutethatdealswith

“AmericanArt,”interestedpartiescouldnotavoidaskingquestions

suchas,“WhatisAmerica?”“How dowegoaboutdefiningwhatis

American?”and“WhatconstitutesAmerica?”Similartothewayin

which the definition of“art”is constantly re-constructed to suit

different time periods,this museum has been also subject to

transi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olitical,economic,and social

issuesofthetime.Inthisway,theWhitneyMuseum hasneverbeen

organizedunitarily;instead,ithasreflectedthevariouschangesin

Americanculture.

Priortoitsfoundation,Whitneyhadsteppedupasaprivatepatron

forAmericanartistssince1907. Atthetime,“Academism,”which

was heavily influenced by the European stream of art, took

dominanceinthefieldofAmericanartaswell.Thismarginalized

youngartistswithprogressiveideasastheystruggledtoearnthe

interestofwell-reputedcollectorsaswellasgainopportunitiesto

exhibittheirartworkinmuseums.Awareoftheseissuesfacedby

American artists,Whitney developed a studio club thatsupported

institutions which promoted American art together with living

Americanartists.Whitneylentthesenew artistsahelpinghandby

providingthem withopportunitiestosellandexhibittheirartwork.

This goalwas unavoidably projected onto the Whitney Museum

policiesas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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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WhitneyMuseum ofAmericanArtwasfoundedinorderto

makecontributionstoAmericanartbyworkingtogetherwithliving

American artists.Its modern policies included the purchasing of

artwork,artisticfreedom forartiststochoosetheworksselectedfor

theirexhibitions,andtheabolishmentofauditionsandawards.Along

withgeneralexhibitions,themuseum alsohostedabiennialtoshed

lightonthegeneraltrendsinAmericanartandkeepanobjective

perspective.Thesepoliciesalongwiththebiennialeventallowedthe

museum tokeepupwith thetimesby accepting variousartwork

trendsandcharacteristicsthatwereobservedascontemporaryand

modern.

Theseeffortsweremadetofulfilltheoriginalaimsofkeepingan

“objective perspective” on exhibitions untilthe “Whitney Biennial

Catalogue of 1969,” where it acknowledged the difficulties in

reflectingallkindsofAmericanarttrendsinasingleexhibition.

Eversincethemuseum wasfoundedduringtheGreatDepression,the

Whitneyfocusedontheprevailingarttrendsandsocialsurroundings

ofthetime.AsaresultoftheGreatDepression,Americanization

movements and policies were established thatpromoted national

protectionism and nationalism within American society. These

ideologiesdominatedthetimeperiodaftertheGreatDepressionasa

way forAmerican tofightbackagainstsuch nationalcrisis.The

economichardshipsofthetimenaturallyhadaninfluenceuponthe

world ofart,sparking lively debateamong artistsconcern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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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ationofAmericanartanditsuniqueidentity.Americanization

movementsinvestigatedthetruefaceofAmericanartasindependent

from European Modernism and raised greater concerns for the

“American Scene.”Atthisparticularperiod oftime,theWhitney

Museum paidattentiontoartworkthatreflectedthedailylivesof

citizensandlandscapesoftheMidwestregion,problemsofsocial

hierarchy,andnationalideologyforintegrationofthenation.

During the Cold War period, anti-communism was immensely

pervasiveinAmericansociety.Underthecircumstancesofideological

conflictsbetweentotalitarianism anddemocracy,thegovernmentof

theUnitedStatesbegantoappropriateartasastrategicweaponto

fightagainsttheiropponents.

With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USIA) making

interventions in 1950s,this appropriation took on a whole new

international appearance. More specifically, the USIA held an

《American NationalExhibition》(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States – Union ofSovietSocialistRepublics CulturalExchange

Agreementin 1959)with theostensibleaimsofreaching cultural

exchangebetweenthetwocountries.However,itwasmorelikean

exchangeofculturalpolitics,propagatingtheAmericanwayoflife

andtheAmericannationalideologyofliberaldemocracytowardsthe

Sovietslivingunderthetotalitariangovernment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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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WhitneyMuseum wascloselyassociatedwiththe《American

NationalExhibition》 because Lloyd Goodrich,the directorofthe

museum atthetime,servedasacommitteememberandselected

appropriateartworkfortheexhibition.Lateron,hewasalsohosteda

relevantexhibition:《Paintings and Sculpture from the American

NationalExhibitioninMoscow》.Goodrichpublishedanarticletitled:

“American Painting and Sculpture 1930-1959: The Moscow

Exhibition.” In his article, he attempted to boast about how

“contemporaryAmericanArt”wasthemostdiversifiedwithrespect

to styles ranging from realism,expressionism,abstractionism and

more.

GoodrichenvisagedthekeycharacteristicofAmericanartasthatof

diversity,whichwascontrarytotheU.S.S.R’sstyleofart,which

onlyallowedsocialrealism.Furthermore,Goodrichconcludedthatthe

exhibitionservedtoreflectandrepresentthedemocraticsocietyof

Americathrough the“plurality”ofAmerican artin an appropriate

manner,commentingthatthechosenworkwashighlyrelevantinits

strong adherencetoindividualism and itsembracementofvarious

socialexperiments.

From themid-1980s,minoritiesinAmericansocietybegantoraise

theirvoicestoclaim theircivilrights,hencebringing an end to

discriminationintermsofrace,sexualorientationandallotherissues

facedbyminoritygroupsinAmerica.Theirdemandforacceptanc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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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differencesallowedforconceptssuchasculturalreciprocity,

multiculturalism,politicalequity,andjusticetobecommonlyaccepted

ascategoriesof“symbolizedculture.”Bythe1990s,inresponseto

thissocialchange,multiculturalism cametotheforeasavalued

socialnorm.During this time,the Whitney Museum made an

enthusiasticattempttodefinewhat“other”meantandreflectonthe

definitionofAmericanart.

In 1993,Whitney Biennialbegan to move beyond the traditional

stereotypesofculture,genderand race,vividly presenting current

demarcationsintermsofgender,raceandotherrelevantfactors.The

waythatthemuseum wantedtoapproachdemarcationswasfrom the

perspectivethat“demarcationsareneverirrevocable.Theyprovideus

aprovisional ‘concept’whichissubjecttorevision,andhence,can

beconstructed,reconstructed,andquestionedatalltimes.”

However,skepticalcritiquesweremadeastowhetherornotthis

kind ofexhibition should even be labeled an artexhibition and

furthermore,whetherthisexhibition sufficiently depictedreality.In

otherwords,theappropriatenessoftheexhibition wasdebated in

terms ofthe “originalethos”ofthe museum (with the aims of

meeting aesthetic values).Even ifthe intentions ofthis kind of

exhibition were welldefended and justified,some ofthe critics

claimedthattheexhibitionfailedtopromotecontinuousquestioning

andunfoldingofthesedemarcations.Inthissense,itismorelik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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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itfurtherdividedandsolidifiedthetraditionaldemarcationsgiven

toWhite/Black/Latin-American/Asian/Native-Americans,Woman/Men,

andGay/Lesbians.

AsinvestigationintothedefinitionofAmericanartcontinuedatthe

exhibition,“AmericaisHardtoSee”washeldincelebrationofthe

museum’s relocation from Madison Avenue to the Meatpacking

Districtin New York in May 2015.Through this exhibition,the

WhitneyMuseum commentedonthedifficultiesofcomingupwitha

firm definitionofboth“nationalethos”andindividualidentities,and

triedtoexplainwhatAmericanartwaslikeatdifferenttimeperiods.

Throughthisexhibition,themuseum triedtodemonstratediffering

perspectives concerning what “American Art” had to be,what

intentionsithadtohave,andwhat“AmericanArt”really hadto

portray.

However,the Whitney museum’s exhibition stillfaced criticism

becausethemajorityofparticipantswereEuropeanorwhiteartists.

Becausethemuseum failedtoreachdiversityintermsofitsown

participants,itbarely reflected the racialdifferences and cultural

diversityofthetime.Therefore,itwasconcludedthattheWhitney

Museum was insufficient to serve as a true representation of

Americanart.Instead,criticsclaimedthatthemuseum represented

NorthAmerica,andthisdrovethemuseum tofaceakindofidentity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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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framesofreferencewereuniqueandvariedinrespectto

targetedtimeperiods,theunderlyingstanceofthemuseum andthe

definitionAmericanarttookoncouldbeunderstoodas“diversity.”

ThisbasicstanceiscloselyassociatedwithanAmericanfounding

principle,“EPluribusUnum,”meaning“OneUnitedofSeveralParts.”

Basedonthisrespectfordiversity,themuseum portrayedAmerican

artasnotasingleform ofartbutthatwhichisfilledwithdifferent

artisticvitalitiesanddiverseandvariedforms.Justaseachartistic

vitality was unique in respect to political,social,and cultural

conditions atthe specific time periods in which they appeared,

different eras required American society to undergo different

transformations. Because of this, the Whitney Museum’s

“Americanness”wasalsosubjecttoconstantchange.

Thiscouldhaveledtodifferentinterpretationsorcritiquesaboutthe

WhitneyMuseum’s“Americanness”becausedecisionsweremadeby

differentindividualsinfluencedbytheirownperspectivesorbytheir

historicalperiod.Hence,although the Whitney Museum aimed to

displaythediversityofAmericanart,itmighthavemerelyportrayed

diversity within theboundariesofthemuseum’sown perspective;

therefore,itislikelytobesubjecttocriticism thatitwasfarfrom

truediversity.

Thisthesisattemptstoexaminehow theWhitneyMuseum 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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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portrayed“AmericanArt”and“Americanness”asrepresentedin

theWhitneyMuseum’sexhibitions,especiallyintheperiodwhenthe

country faced political,economic,cultural,and socialhardships.

Moreover,thisstudyattemptstoexplorerelevantdiscourserelatedto

“Americanness.”

WhileKoreanresearchinregardstotheWhitneyMuseum islimited

to research about “American Identity” or the characteristics of

patronage,this research aims to focus more on the museum’s

exhibitions,whichthisstudyassumessignificantlyreflecttheidentity

ofthemuseum.Thisresearchissignificantinthatitattemptsto

investigatehow theWhitney Museum reflected “Americanness”at

different time periods through a chronological analysis of the

exhibitionsheldatthemuseum from itsfoundingtothe1990s.

KeyWords:WhitneyMuseum ofAmericanArt,

WhitneyBiennial,AmericanArt,Americanness,

CulturalPolitics,Nationalism,Multiculturalsim,

GertrudeVanderbiltWhitney

StudentNumber:2012-23415


	제 Ⅰ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 2 절 연구의 내용
	제 3 절 선행 연구

	제 Ⅱ 장 휘트니 미술관의 설립 배경과 목적
	제 1 절 1870년대-1920년대 미국 미술관 설립 붐
	1. 자유민주주의 이상의 재현무대
	2. 사회 안정을 위한 교화 기관
	3. 미국의 경제적 부흥과 후원 정신의 전시장
	4. 자선적 공제로서의 법안 제정

	제 2 절 휘트니 미술관의 설립 동기와 목적
	1. 휘트니 미술관 설립 동기
	1) 미술 후원에 대한 관심
	2) 미국 미술가에 대한 지원 필요성

	2. 휘트니 미술관 설립 목적
	3. 휘트니 미술관의 초기 운영 방식과 전시 공간 연출
	1) 휘트니 미술관의 초기 운영 방식
	2) 휘트니 미술관의 초기 전시 공간 연출



	제 Ⅲ 장 '미국적인 것'의 전시 무대: 휘트니 미술관 전시분석
	제 1 절 설립 초기와 대공황 시기
	1. 설립 초기와 대공황 시기의 사회문화적 배경
	2. 동시대 일상적 삶의 재현
	3. 미국 중서부 지방의 '이상적' 풍경
	4. 사회 비판을 위한 무기로서의 미술
	5. 국가 단결을 위한 미술

	제 2 절 냉전 시기
	1. 전후 미국 미술계의 상황과 미국 미술
	2. 자유의 상징으로서의 미국 미술
	1) 1950년대 휘트니 미술관 전시
	2) 1959 《미국 국전(American National Exhibition)》


	제 3 절  순수미술에서 문화정치학으로
	1. 1960년대-70년대 미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2. 미국의 새로운 얼굴로서의 팝아트·기존 규범과 제도에 대한 개혁

	제 4 절 '소수자'들의 부상과 그에 대한 대응: 다문화주의
	1. 1990년대 이후 문화계 상황
	2. 다문화주의의 부상과 휘트니 전시
	3. 문화적 '경계선'에 대한 질문과 반응: 《1993 휘트니 비엔날레(1993 Whitney Biennial)》


	제 Ⅳ 장 결론
	참고문헌
	도판목록
	참고도판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