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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1970 년대부터 뉴욕에 거점을 두고 활동해온 일본인 미술가 히로시 스

기모토(杉本博司, Hiroshi Sugimoto)는 1976 년부터 일련의 흑백 사진 연

작을 찍기 시작하였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스기모토의 바다 모티프

는 그의 초기작인 <바다풍경(Seascapes)> (1980- )에서부터 지금에 이르

기까지 그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모티프로 작용해왔다. 본고는 흑백

의 사진 연작에서부터 미디어 아트에 이르는 바다 모티프의 확장 과정을 되

짚어봄으로써 스기모토의 작업이 1970 년대 뉴욕 동시대 미술계와 갖는 접

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관람자에게 유도되는 경험의 성격을 살피고

자 하였다.  

본 연구는 스기모토의 작업이 아름답고 숭고하며 시대를 초월한 것처럼 

여겨져 온 감상 위주의 해석에서 벗어나 그의 작업을 역사적인 맥락에 위치

시키려는 시도이다. 지금까지 스기모토의 작업은 근원적인 문제에 천착하

고 선불교적 내용이 반영된 일본적인 작품으로 수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스기모토가 1972 년 미국에 이주하고 1974 년부터 뉴욕에 정착하

면서 정립한 정체성이 당시 미국에 널리 퍼져있던 선불교 사상과 연관되는 

지점과 그 성격에 대해 보다 비평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 하였다. 1970 년

대 미술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생계를 위해 시작한 고미술상은 스기모

토가 뉴욕에 존재하던 동양 미술에 대한 관심을 인지하고 종교적인 유물에 

대한 지식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  

스기모토가 미국에서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깨달음’에 대해 질문을 

받기 시작하면서 전략적으로 체화(體化)한 선불교적 논리와 고미술상으로 

활동하면서 정립하였던 미술사적 내러티브는 스기모토의 작업에서 바다 모

티프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바다풍경> 연작에서 최초로 등장한 바다 

모티프는 스기모토가 바다 앞에서 경험한 종교적 체험과 관련된다. 바다를 

바라보던 중에 하나의 점이 점점 커져 자신을 삼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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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기모토의 언급은 당시 미국에서 일본 문화의 정수로 수용되고 있던 선불

교의 핵심 개념인 순수경험(純粋経験)을 상기시킨다. 스즈키 다이세츠(鈴木

大拙)와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에 의해 원래의 종교적 맥락에서 벗어나 

변형된 형태로 정립된 이 개념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 사이의 일체감

을 뜻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두 개념이 하나로 맞물린 상태이자 자아의 본

질을 인식하는 직관적인 깨달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스기모토는 여러 차례 

바다는 자신이 ‘선불교적 경험’을 한 장소이자 스스로 기억할 수 있는 최초

의 순간을 간직한 곳이라 언급한 바 있다.  

스기모토는 그 기억 속 바다의 모습을 반복하기라도 하듯 전세계를 돌아

다니면서 찍은 <바다풍경>에 동일한 형태를 도입하였다. 3 년 여의 시행착

오 끝에 대기와 바다가 정확하게 사진을 이등분하는 기하학적인 흑백 사진 

연작을 시작한 것이다. 유사한 수평선의 반복을 나타내는 각각의 사진은 스

기모토가 최초의 인간이 보았을 법한 태고의 바다를 나타내려 했다는 의도

에 따라 바다 주위의 환경이 배제된, 마치 회화와 같은 이미지로 귀결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사진에는 바다의 지명이 그 제목으로 쓰여 기하학적인 

이미지가 실제로는 현실에 존재하는 바다를 찍은 사진임을 시사한다. 사진 

속 바다는 이처럼 회화와 같은 재현성과 물리적 대상을 포착한 데서 비롯된 

지표성이 서로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바다풍경>은 스기모토가 서로 다른 바다 앞에서 동일한 시각을 구현하

고 특정한 순간을 반복하는 마치 의례와 같은 행위의 기록으로 기능한다. 이

처럼 사진이 작가의 퍼포먼스적인 수행성을 담는 것은 1970 년대 주류를 형

성하고 있던 개념미술가들이 사진을 활용하던 방식과 유사하다. 비평가 리

즈 코츠(Liz Kotz)와 로잘린 크라우스(Rosalind Krauss)가 1970 년대 사진

이 가지는 기능의 전환으로 주목했던 기록상의 메커니즘, 즉 일반적인 템플

렛을 세우고 이를 특정한 상황에 적용시켜 사진으로 기록하는 방식은 스기

모토의 작업과 향유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이때 스기모토의 사진 속 바다

는 현실에 존재하는 바다와 물리적인 관계를 맺는 지표(index)이자 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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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나타내는 상징(symbol), 그리고 의도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스기모

토의 시각에 대한 아이콘(icon)으로 기능하면서 복합적인 기호의 장으로 변

모하고 있다.  

바다 모티프는 스기모토 개인의 경험과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바다풍경

> 연작에서 나아가 다양한 작품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인간 의식에 

대한 알레고리로 작용하였다. 크레이그 오웬스(Craig Owens)와 스티픈 멜

빌(Stephen Melville)이 제시한 알레고리의 개념은 스기모토의 작업 안에

서 바다 모티프가 작용하는 과정을 잘 나타낸다. 바다 모티프는 시대를 넘나

들면서 역사적인 서사를 교차시키는 한편, 스기모토의 이전 작품을 ‘차용’하

고 의미를 확장하면서 사진과 조각과 같은 서로 다른 매체의 혼용을 야기하

기 때문이다. 이로써 바다는 외부 세계와의 거리를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존

재를 자각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세우는 인간 

의식의 알레고리로 작용하면서 관람자의 능동적인 해석을 도모한다. 작가 

스스로 <바다풍경> 연작의 확장된 형태라고 언급하였던 <부처의 바다(Sea 

of Buddhas)> (1995)는 스기모토가 처음으로 종교적 모티프를 사용한 작

품으로 이때 ‘바다’는 삶과 죽음에 대해 고찰하는 인간의 의식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함축되어 있다. 

이어 스기모토가 기획한 2003 년 전시인 《역사의 역사(L’histoire de 

L’histoire)》에서 처음 선보였던 <시간의 화살(Time’s Arrow)> (1987)은 

처음으로 그의 사진이 조각 안에 삽입되어 매체의 혼용이 등장한 작품이다. 

13 세기 가마쿠라 시대에 부처의 사리를 담는 유물로 사용되었던 금속의 프

레임 안에 사리 대신 <바다풍경> 연작 가운데 하나를 넣어 완성시킴으로써 

신앙이 사라진 시대 사람의 의식만이 숭배 가능하다는 스기모토의 논리를 

시각화하였으며, 바다의 의미도 인간의 의식을 기반한 인간의 역사로 확장

되었다. 이러한 형상화는 마찬가지로 <바다풍경> 사진 연작을 조각 안에 삽

입하였던 오층탑 <5 원소(Five Elements)> (2011) 연작에서 보다 구체화되

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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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렌즈에 사용되는 광학 유리로 만들어진 <5 원소>는 <바다풍경> 

연작이 그러하듯 일정한 거리를 사이에 둔 연속된 배열을 통해 관람자의 신

체적인 관람을 유도한다. 조각이 가지는 투명한 재질에 의해 관람자는 조각

을 보는 자신과 다른 관람자를 인지하고 자신이 위치한 물리적인 공간 안에

서 작품을 바라보는 ‘지금, 이 순간’을 의식하게 된다. 이는 스기모토의 전시 

형태가 가지는 연극적 성격이라 할 수 있는데, 미국 이주 이후 스기모토가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회고하기도 했던 미니멀리즘과의 접점이라 할 수 있

다. 실제로 스기모토의 전시 공간은 언제나 연속된 배열과 빛을 사용하고, 

각각의 작품 또한 단순화된 형태로 ‘일체감’을 가짐으로써 미니멀리즘 작가

들이 추구하였던 ‘온전함(wholeness)’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미니멀리즘

과의 유사성을 갖는다. 

결국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스기모토의 작업에서 그 핵심적인 성격은 

1970 년대 그가 캘리포니아에 이어 뉴욕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정립한 정체

성과 관련되는 것이었다. 개념미술과 미니멀리즘이라는 동시대의 미술계와 

교차하는 지점 또한 그의 작업을 관통하는 바다 모티프를 통해 이어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들이 모여 서로 다른 속도를 이루고 있는 공간

에서 관람자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유도된다. <바

다풍경> 연작이 만드는 사유의 공간과 <가속하는 부처(Accelerated 

Buddha)> (1997)가 야기하는 몰입의 순간이 갖는 속도는 현저히 다르지만 

모두 현존의 감각을 느끼도록 유도되기 때문이다. 동시대를 표상하는 일상

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아 시간을 초월한 것처럼 여겨져 왔던 스기모토의 사

진은 이로써 지금 이 순간, 현재를 바라보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주요어 : 히로시 스기모토, 선불교, 사진, 바다 모티프, 개념미술, 알레고리,    

             미니멀리즘 

학   번 : 2013-2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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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48 년 일본에서 태어나 1974 년 뉴욕에 정착하여 예술가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히로시 스기모토(杉本博司, 1948- )
1
는 19 세기 양식으로 만들어진 

8x10 인치 카메라
2
를 사용해 장노출을 활용한 흑백 사진 연작을 찍는 사진

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사진의 핵심적인 특징은 시대를 가늠하기 어렵다

는 점으로, 동시대를 유추할 수 있는 모티프나 사진 기술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1976 년경 스기모토가 구상한 세 연작인 <디오라마

(Diorama)>(1976- ), <극장(Theaters)>(1976- ), 그리고 <바다풍경

(Seascapes)>(1980- )에서부터 잘 드러나 있다. 그가 처음 예술계에 선보

인 디오라마 연작은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형을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재현한 일련의 흑백 사진이었다. (도 1,2) 무

대 장치 없이 모형만을 담아낸 사진에서 관람자는 박물관이라는 장소를 유

추하기 어려우며, 마치 자연의 한 순간을 기막히게 포착한 듯한 느낌을 받는

다. 이후 스기모토는 1920 년대에서 30 년대 사이 미국의 여러 주(州)에서 

지어진 아르데코(Art Déco) 극장으로 눈을 돌렸다. 카메라를 극장 내부에 

                                                 
1
 본 논문에서 일본 작가들을 표기할 경우 성을 먼저 적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지만, 

히로시 스기모토나 야요이 쿠사마(草間彌生, 1929-), 온 카와라(河原温, 1932-

2014)등 미국으로 이주하거나 미국 미술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적인 

작가의 경우 미국의 표기명을 따라 이름을 먼저 적는 방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괄

호 안의 일본 이름은 성을 먼저 적는 일본의 표기법을 따른다. 이러한 방식은 전후 

일본미술사에 대한 방대한 정리 및 분석을 시도한 미술사학자 알렉산드라 먼로

(Alexandra Munroe)가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기념비적인 전시 《1945 년 이

후의 일본미술: 하늘을 향한 비명(Japanese Art After 1945: Scream Against 

the Sky)》을 기획하고 전시 도록을 출판하면서 채택한 방식을 따른 것이다. Al-

exandra Munroe, Japanese Art After 1945: Scream Against the Sky, New 

York: H.N. Abrams, 1994, p. 15. . 
2
 그의 사진기는 필립스앤손스(Philiphs and Sons)에서 19 세기 양식을 본따 만들

어진 카메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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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해 그 안에서 상영하는 영화의 시간만큼 셔터를 노출시켜 얻은 이미지

들은 모두 하얀 스크린을 둘러싸고 있는 웅장한 극장 인테리어로 귀결되었

다. (도 3) 1980 년, 3 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바다풍경> 연작은 처음

으로 스기모토가 미국에서 벗어나 전세계의 바다를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이

었다. 그는 미리 카메라 렌즈에 선을 그어 수면과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 사

진을 찍었기 때문에 수많은 바다는 모두 대기와 바다가 화면을 정확히 이등

분하고 있는 미니멀하고 기하학적인 이미지로 수렴되었다. (도 4)  

이 가운데 본고에서 주목하는 <바다풍경> 연작은 특히 그의 사진에서 

처음으로 일본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한 작품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스기

모토라는 작가를 나타내는 대표 이미지로 인식되어 왔다. 스기모토에게 바

다는 삶과 죽음에 대해 깨닫게 한 종교적인 체험을 했던 공간이자 작업 전반

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모티프로 기능해 온 영감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지금

까지 감상에 무게를 둔 해석이 주가 될 뿐 미술사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바다 모티프의 확장에 있어 매체 및 의미 변화에 

주목한 분석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태고의 바다를 담으려 했다는 작가의 의

도와 시대를 초월한 사진의 느낌에 중점을 두어 미술계에서는 “무한하고 숭

고한 느낌이 든다”고 표현했으며, 그의 일본인이라는 국적에 맞게 “선(禪)과 

같은(Zen like)” “음양의(ying and yang)”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고 기술하

였다.
3
  

                                                 
3
토마스 켈레인(Thomas Kellein)은 <바다풍경>과 상응한다고 여겨져 온 <극장> 

연작의 하얀 스크린이 “무한(infinity)으로 가는 문” 이라고 칭했고, 케리 브루어

(Kerry Brougher)는 “실제 세계로 들어오는 가상의 빛”이라 언급하였으며, 낸시 

스펙터(Nancy Specter)는 <바다풍경> 연작이 “무한이 시각적으로 구현된 것”같

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들 모두 형이상학적인 특징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Thomas Kellein, Hiroshi Sugimoto: Time Exposed, 

trans. David Britt, exh. cat., London; New York: Thames and Hudson, 

1995; Kerry Brougher, “Impossible photography,” in eds. Kerry Brougher 

and Pia Müller-Tamm, Hiroshi Sugimoto, exh. cat., Ostfildern: Hat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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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해석의 경향은 스기모토의 저술과 인터뷰 내용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 스기모토가 1972 년 캘리포니아에서 유학하기 시작하면서 선

불교를 일본인이라는 정체성과 관련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일본 전통 미

술과 종교로부터 모티프를 차용해왔다는 점 또한 그에 기여하였다. 작가가 

<바다풍경> 연작을 확장한 작업이라 말한 <부처의 바다(Sea of 

Buddhas)>(1995) (도 5)가 일본 교토의 산주산겐도(三十三間堂)의 천수관

음(千手觀音)상을 찍은 사진이라는 사실은 그의 작업에 시간을 초월한 종교

적 색채를 읽어내는 기존의 해석에 설득력을 더했지만 선불교라는 프레임 

안에 갇히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4 그러나 본고가 분석을 시도한 바, 

스기모토의 작업에서 바다 모티프는 종교적 색채 이외에 복합적인 의미 작

용이 가능한 기호의 장으로 기능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스기모토가 일본을 벗어나 캘리포니아를 거쳐 뉴욕에 정착하면서 정립하였

던 정체성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동시대 미술계와의 접점, 

그리고 사진에서 조각, 그리고 공간 자체로 확장되는 매체의 변화 양상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스기모토의 사진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그가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 십

여 년이 지난 1980 년대부터였다. 이는 일본이 경제적인 부흥을 기반으로 

1970 년대까지도 국제적인 흐름과 달리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견지해 나가

던 흐름에서 벗어나, 동시대의 미술에 눈을 돌리면서 “세계적이면서도 일본

적인” 미술을 정립하고 소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던 시기와 맞물린다.
5
 

                                                                                                                     

Cantz, 2010, pp. 19–29; Nancy Spector, “Reinventing realism,” in eds. 

Tracey Bashkoff and Nancy Spector, Sugimoto portraits, exh. cat., New 

York: Guggenheim Museum, 2000, pp. 10-24; 참조.  
4
 Caroline Turner, “The Enigma of Japanese Contemporary Art,” in Art 

and Social Change: Contemporary Art in Asia and the Pacific, Pandanus 

Books: Canberra, Australia, 2005, p. 404.  
5
 일본의 대표적인 평론가 미도리 마츠이(松井みどり)는 1989 년을 이후 미술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전환점으로 보고 이전에는 동시대의 국제적인 흐름과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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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일본과 뉴욕을 중심으로 전시를 개최하기 

시작한 스기모토의 작업은 동시대 작가들에 비해 주목을 받은 것은 아니었

다.
6
 일상을 표현하지도,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 주목하지도 않는 그의 사진

에 대해 미술계의 관심이 적었던 경향은 1995 년 도쿄의 현대미술관 개관전

에서도 지속되었다.
7
 『미술수첩(美術手帖)』과 같은 일본의 대표적인 출판물

                                                                                                                     

되어 있던 일보의 현대미술이 글로벌화하기 시작하였다고 언급한다. 일본 국내 미

술계에서 ‘포스트모던한 동시대 미술의 제 1 세대’이자 이전 미술과의 단절을 대표

하는 작가들로 야수마사 모리무라, 다츠오 미야지마, 히로시 스기모토를 들면서 

이와 같은 작가들이 해외 대형 전시에 참여작가로 작품을 선보이면서 일본의 현대

미술이 서구의 미술계와 동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개되기 시작하였다고 

말한다. 이로써 일본 국내외에서 ‘동시대 미술’로서의 일본 현대미술에 대한 인식

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1989 년이 일본 미술계에서 가지는 역사적인 중

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松井みどり, 

 <http：www.shinwa-artr.com/journal/200701/200701_002.htm> 참조. 

 엄광현, 「일본 동시대 미술에 나타난 일본 표상」, 『현대미술학 논문집』 15, 2011, 

pp. 121-122 에서 재인용.  
6
 이와 같은 경향은 같은 전시에 포함되었던 다른 작가들의 작업에 비해 스기모토의 

작품에 대한 해석이 소홀하게 이루어지거나 생략되었던 사례들에서 드러난다. 일

례로 1989 년 사이타마의 근대미술관과 호주의 퀸즈랜드 갤러리의 협력으로 열린 

《일본적인 방법 서구적인 수단: 일본의 1980 년대 미술(Japanese Ways Western 

Means: Art of the 1980s in Japan)》에 스기모토의 <바다풍경(Seascape)> 연작

이 포함되었음에도 전시 도록에서 스기모토에 대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는데, 이는 

그의 사진이 큐레이터 마사요시 혼마(正義本間)가 구분한 일련의 카테고리에 적합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Massayoshi Homma, “Switching Channels,” in Japa-

nese Ways Western Means: Art of the 1980s in Japan, exh. cat., Queens-

land: Queensland Art Gallery, 1989, pp. 8-14 참조. 
7
 특히 개관전의 전시 도록에서 큐레이터 쿠니오 야구치(矢口國夫)는 일본 작가들의 

활동을 촉구하면서 잦은 양식 변화를 부정적인 흐름으로 꼬집었는데, 하나의 대표

적인 양식을 꾸준히 하면서 이에 대한 해석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그러나 스기모토의 작품이 가지는 큰 특징과 대치되는 것으로, 스기모토의 경우 

1970 년대에 성립한 연작 양식을 3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1990 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스기모토의 작품 세계가 일본 미술계에서 분석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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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스기모토의 작품에 대한 비평보다는 전시 개최 소식과 작가 인터뷰가 

실려 있다는 점에서도 스기모토의 사진은 ‘뉴욕에 사는 국제적인 사진가의 

작품’ 이라는 이미지로 소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970 년대 후반 사진이 

미술계에서 그 위치를 공고히 해가던 시기,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사진과

는 사뭇 다른 양상의 흑백 사진을 찍었던 스기모토는 비평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1984 년 존 야우(John Yau)가 처음으로 스기모토의 사진에서 시간이라

는 중요한 테마에 초점을 맞춘 이래 그의 사진에서 장시간 노출을 통해 일정

한 ‘기간(duration)’ 동안의 중첩된 시간을 담아낸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으

로 부각되어 왔다.
8
 노만 브라이슨(Norman Bryson) 또한 스기모토의 사진

에서 시간은 유기적이고 ‘지질학적(geological)’으로 흐른다고 언급하면서 

그의 사진은 “우리 시대의 우키요에(浮世絵)와 같다”고 보았다.
9
 알렉산드

라 먼로(Alexandra Munroe)는 일련의 일본 작가들을 지칭하는 그룹으로 

“형이상학파(School of Metaphysics)”를 제시하고 스기모토를 이에 포함

시키면서 이들이 ‘무한한 시공간’과 같은 형이상학적 개념에 천착한다고 보

                                                                                                                     

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Kunio Yaguchi, “Inau-

gural Exhibition “Art in Japan Today”(1985-1995): The State of Japanese 

Art at the Opening of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Tokyo,” in Art 

in Japan Today: 1985-1995, exh. cat., Tokyo: Museum of Contemporary 

Art, 1995, p. 23. 
8
 John Yau, “Hiroshi Sugimoto: No Such Thing as Time,” Artforum 23 

(April, 1984): 48-52. 그는 시간과 역사를 초월한 사진을 찍는 스기모토의 능력이 

그를 동시대 작가들과 차별화시키는 특징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John Yau,“Time 

Halted: The Photographs of Hiroshi Sugimoto,” American Poetry Review 

33 (September/October 2004): 14. 
9
 Norman Bryson, “Hiroshi Sugimoto’s Metabolic Photography” in eds. 

Coolidge Rousmanière and Jeffett, Hiroshi Sugimoto, exh, cat., Sainsbury 

Centre for Visual Art, Norwich, England, 1997, pp.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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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10

 이들의 해석은 당시 스기모토가 활동하던 뉴욕의 미술계 안에서 작

업을 해석하기보다 그의 사진에서 일본적인 특성에 주목하거나, 일본 현대

미술의 시류 안에서 위치지으려는 경향을 드러낸다.  

    2000 년대에 들어 스기모토의 사진에 대한 학술적인 비평이 본격화되면

서 학자들의 관심도 ‘시간’을 벗어나 보다 확장되었다. 그 가운데 두드러지

는 것은 마이클 프리드(Michael Fried)와 한스 벨팅(Hans Belting)의 연구

로, 2008 년 프리드는 그의 오랜 관심인 반-연극성(anti-theatricality)의 

문제를 회화에서 사진이 이어받았다는 논지를 토대로 일련의 사진 작품을 

분석한 저서를 발간하였다.11 프리드가 주로 주목했던 것은 회화처럼 ‘구성

적인(compositional)’ 화면을 통해 재현의 문제를 제시했던 제프 월(Jeff 

Wall, 1946- )과 토마스 데만트(Thomas Demand, 1964- )의 사진이였고, 

스기모토의 <극장> 사진을 하나의 예시로 들었다.
12

 2009 년 벨팅은 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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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또한 스기모토가 자연을 심리적인 영역으로 보는 모더니즘의 관습에서 벗어

나 “형이상학적이고 영구적인 시공간”으로 제시한다고 보았다. 스기모토와 함께 

젊은 세대의 형이상학파 군에 속한 작가들은 히토시 노무라(野村仁, 1945-)와 타

츠오 미야지마(宮島達男, 1957-)로, 각각 천체의 움직임을 연속 사진으로 기록하

거나 LED 조명을 사용해 시간의 흐름과 무한성을 다채롭게 시각화하하는 작업을 

전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Alexandra Munroe, “A Box of Smile: Tokyo 

Fluxus, Conceptual Art, And the School of Metaphysics,” in Japanese Art 

After 1945: Scream Against the Sky, New York: H.N. Abrams, 1994, pp. 

215-256 참조. 
11

 Michael Fried, Why Photography Matters as Art as Never Before,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12

 ‘회화와 같은 성격’은 로버트 로젠블룸(Robert Rosenblum)도 주목한 것이었는

데, 그는 로스코(Mark Rothko, 1903-1970)의 유산을 이어 받은 현대작가로 스기

모토를 꼽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해 2011 년 스기모토의 바다 연작을 로스코의 후

기 회화와 비교하는 전시가 런던의 페이스(Pace) 갤러리에서 열리기도 하였다. 한

편 1994 년에 퍼체스 대학(Purchase College)에 있는 누버거(Neuberger) 미술

관에 열린 전시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아(Inspired by Nature)》”에서도 스기모

토의 바다 사진은 “근대적인 숭고(Modern Sublime)”라는 섹션에서 로스코 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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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과 스기모토의 사진에서 뒤샹의 영향력을 짚어내는 책을 발간하였다.
13

 

그는 스기모토의 사진에서 나타나는 종교적인 모티프에 주목하였으며 스기

모토의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에 근거해 선불교적 개념과 연관시켜 해석하였

다. 그러나 벨팅의 분석에서 스기모토가 활동하였던 1970-80 년대 동시대 

미술과의 접점이나 시대 배경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동시대 미술과 동떨어져 시대를 가늠하기 힘든 스기모토의 사진

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은 모더니즘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어떤 이들은 포스

트모더니즘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14 스기모토가 사진이라는 

가장 동시대적이고 현대적인 매체를 사용하여 동양적이고 종교적인, 전통

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관념을 다루기 때문이다.
15

 스기모토가 모더니즘에

                                                                                                                     

옆에 걸렸다는 사실에서 일찍이 두 작가 작품 사이의 유사성이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

 Hans Belting, Looking through Duchamp’s door: Art and Perspective in 

the work of Duchamp, Sugimoto, Jeff Wall, Köln: Verlag der 

Buchhandlung Walther König, 2009.  
14

 로버트 스턴스(Robert Stearns)는 《일본에서의 사진과 그 이후(Photography 

and Beyond in Japan)》의 전시 도록에서 사진이 다른 매체에 비해 일본 현대미

술가들에게 적합한 것은 사진이 “배타적으로 현대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역사적

이고 전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도 현대라는 맥락에 이미지를 가두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매체가 가지는 현대적 성격과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의 전통

적 모티프 사이의 간극을 인지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Robert Stearns, “Space, 

Time, Memory,” in Photography and Beyond in Japan: Space, Time and 

Memory, exh. cat., Tokyo: Hara Museum of Contemporary Art, 1995, p. 

57. 
15

 이와 관련하여 데이빗 엘리엇(David Elliot)은 스기모토가 지속적으로 역사에 대

해 말하고 비서구권 작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포스트모던이라는 분류 속에 갇혀왔

다고 말하였다. 스기모토와 같은 비서구권 예술가들은 모더니티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모더니즘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포스트모

더니즘 사진가라는 비유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그는 스기모토가 벽에 비친 그

림자를 찍은 흑백의 사진인 <In Praise of Shadows> 연작에 대해 다나자키 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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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이어지는 서양 미술의 계보에 있어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고대의 종교적 유물과 병치해 자신의 사진을 

전시하거나 역사적인 모티프를 사용하면서 삶, 죽음, 의식, 역사와 같은 철

학적 개념들에 관해 언급하는 스기모토에게서 포스트모더니즘 담론과 흐름

이 대변하는 작은 서사들, 소수의 목소리, 일상에 대한 관심, 비판적 시각 등

은 찾아보기 어렵다.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이 미국에서 한창 유행하던 시기, 

스기모토 스스로 포스트모던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자신은 “포스트모더

니즘을 경험한 전기-포스트모더니즘의 모더니스트(Postmodern experi-

enced Pre-Postmodern Modernist)이다”라고 답하였듯이16 활동했던 시

대만으로 스기모토를 포스트모더니즘 작가라고 하는 것도, “실재(實在)”를 

쫓으며 완성도를 추구하는 형식적 특성을 바탕으로 모더니스트라고 지칭하

는 것도 비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따라서 모더니즘이나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복합적이고도 

큰 카테고리에서 벗어나 역사성을 초월한 이미지로 여겨져 온 스기모토의 

                                                                                                                     

치로(谷崎潤一郞)를 인용하면서 한 언급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소설가가 근대화의 

문명이 가져온 ‘폭력적인’ 인공적 빛을 경멸했으며 자신도 “아나크로니스트로서 

현대의 기술적 발전보다 지나가버린 과거에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한 것을 바

탕으로 스기모토가 동양적인 미학과 경험의 패러다임을 기반하고 있음을 주목한 

것이다. David Elliot, “Hiroshi Sugimoto: The Faces of Infinity,” in Hiroshi 

Sugimoto(2006), pp. 35-36. 스기모토는 실제로 근대 건축이 “자학적인 밝기”에 

차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유리와 콘크리트로 된 전례 없는 

밝은 공간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자본주의의 이면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는 끝이 없는 성장이라는 밝은 미래를 꿈꾸면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리 견고한 건축이라도 전쟁의 파괴력 앞에 나약할 수밖

에 없기 때문에 아이러니 하게도 차라리 무방비로 밝게 살아 버린다고 하는 자학

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杉本博司, 『空間感』, スター建築家の採点表, 

2011, p. 45. 
16

 杉本博司, 위의 글,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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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미술사의 역사적인 맥락에 위치시키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17

 특히 

케리 브루어(Kerry Brougher)의 글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비평과 해석에서 

스기모토가 작업을 시작한 1970 년대의 미술계, 그 중에서도 뉴욕의 시대 

상황에 대한 언급이 대부분 부재해 있다는 점에서 스기모토의 사진이 동시

대의 흐름과 어떠한 접점을 가지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18 스기모토가 1970 년대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 체화(體化)한 듯 보

                                                 
17

 스기모토는 사회가 변화하고 근대화되기 시작한 20 세기 초에 대한 관심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는데 이는 뒤샹에 대한 그의 경배, 19 세기 양식의 카메라를 들

고 다니면서 찍는 방식, 그리고 사진기가 처음 발명되었을 당시에 대한 그의 관심

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스기모토는 모더니즘의 원동력이었던 진보에 대한 열

망, 사회를 바꾸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며 오히려 근대화 이전으로 회고하고자 

하거나 종말론적 태도를 보이는 언급을 수차례 한 바 있다. 미술사적 맥락에서도 

그의 작품은 매체의 특성에만 천착하지 않고 미술사나 역사, 종교적 모티프를 차

용한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보이지만 자전적인 성향이 강하고 동

시대의 일상이나 작은 서사들에 무관심하다는 점, 무엇보다도 ‘독창적이고 새로운 

예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모더니즘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이러한 모호한 특성

을 간과한 채 단순히 비 서구권 작가로서 근대화에 비판적이라고 보거나 포스트모

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 작가라고 보는 것은 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정의내리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한편 보다 미시적

인 관점에서 히로시 스기모토의 작품관과 작품 세계를 살펴보는 데 목표를 두고자 

한다.  
18

 케리 브루어는 2005 년 회고전의 전시도록에서 스기모토가 동양의 철학과 미학

을 서구의 미니멀리즘과 개념미술이라는 감각에 성공적으로 융화시켰다고 평가하

면서 1970 년대 미술가들의 사진 활용을 짚어보는 한편 미니멀리즘 작가들이 작업

과 자신이 보는 세계를 동일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스기모토의 작업에서 공

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유사점

이 나타나는지 분석한 것은 아니었으며 특히 개념미술과 관련해서는 스기모토의 

작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Kerry Brougher, “Impossible Pho-

tography,” in Hiroshi Sugimoto, exh. cat., Washington. D. C.; Tokyo: 

Hirshhorn Museum and Sculpture Garden; Smithsonian Institution; Mori 

Art Museum; Hatje Cantz, 2006, pp.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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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선불교적 세계관은 그가 세계를 대하는 방식과 연관을 맺으면서 작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그가 뉴욕에 정착하면서 접했

던 동시대의 흐름 또한 스기모토의 작업에서 드러나는 특징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정체성의 정립과 동시대 미술계와의 접점, 그리고 스기모토 

개인의 미술사관이 잘 드러나는 모티프가 바다라는 점에 입각해 진행되었

다. 스기모토 본인이 기억하는 최초의 순간이자 선불교적 체험을 경험했던 

바다는 초기 작품인 <바다풍경> 연작에서부터 2017 년 완공을 앞둔 미술관

이라는 전시 공간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모티프로 작용해 왔다.19 이와 함

께 개념미술과 미니멀리즘이라는 당대 주요 흐름과 교차점을 갖는 한편 동

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스기모토의 작업 세계를 나타낸다는 점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1970 년대 뉴욕의 미술계를 검토하면서 스기모토

의 사진이 당시 다양하게 전개되었던 움직임 사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스기모토가 국제적인 일본 작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해 나간 과정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스기모토가 캘리

포니아에서부터 수용한 선불교의 핵심적인 특징은 미국에서 ‘근대적으로 

변형된’ 형태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검토하는 한편 스기모토가 뉴욕에서 고

미술상으로 활동하면서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미술사를 바라보는 시각

을 어떻게 구축해나갔는지 당시의 시대 상황과 함께 검토할 것이다.  

   Ⅲ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바다 모티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바다

풍경> 연작에서 스기모토가 정해진 템플렛에 따라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찍

                                                 
19

 바다가 어떻게 <바다풍경>연작(1980-)에서 <부처의 바다>(1995), 와 <가속하는 

부처>(1997), <시간의 화살>(1987), <5 원소>(2011), 그리고 나오시마의 고오 신

사(護王神社) 리모델링(2002)과 오다와라 예술재단(小田原文化財団)의 미술관 건

립 계획 (2017)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모티프로 작용하면서 복합적인 의미 작용

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본고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각 작품의 구상 시기를 

고려해 완공되는 시점과 무관하게 나열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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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장소와 무관하게 정확히 화면을 이등분하는 수평선의 반복으로 귀결되는 

특성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성격에 기반해 어떻게 <바다풍경> 연작이 스

기모토 개인에게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의례가 되는 동시에 당

대 개념미술과의 접점을 나타내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바다라는 

기호가 작품에서 지표(index)와 상징(symbol), 아이콘(icon)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의미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검토하려 한다.20 나아가 지표

성(indexicality)과 재현(representation)의 성격이 공존하는 화면을 통해 

스기모토의 ‘초역사적인’ 사진이 역설적으로 사진을 보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Ⅳ장에서는 개별적 작품에서 나아가 이를 관통하는 바다 모티

프가 가지는 알레고리적인 성격에 주목한다. 스기모토의 작품 안에서 바다 

모티프가 외부 세계와의 거리를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삶

과 죽음의 인식을 통해 역사를 세우는 인간 의식의 알레고리로 작용하는 방

식을 검토할 것이다. 그 결과 스기모토의 작업 세계에서 바다 모티프가 어떻

게 사진의 영역을 확장하고, 조각과 같은 다른 매체와의 혼용을 야기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전시 배열의 특성과 그 효과를 이해하

고자 뉴욕에 정착했던 당시 스기모토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회고하는 미니

멀리즘과 관련시켜 볼 것이다. 이로써 관용어구처럼 스기모토의 작업을 수

                                                 
20

 본고에서 사용하는 지표(index), 상징(symbol), 그리고 아이콘(icon)은 퍼스(C. 

S. Peirce)가 그의 기호학에서 논의한 이래 시각예술 연구자들인 마가렛 이버슨

(Margaret Iversen), 노만 브라이슨(Norman Bryson), 그리고 미크 발(Mieke 

Bal)이 재현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이용하였던 개념들에서 차용한 것이다. “아이

콘(icon)”의 경우 “도상”이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고에서는 특정한 사람

을 나타내는 대표 이미지라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아이콘”이라는 외래어를 그대

료 표기하고자 한다. 퍼스의 기호학에 관한 논의는 제임스 야콥 리슈카, 『퍼스 기

호학의 이해』, 이윤희 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강미정, 『퍼스의 

기호학과 미술사: 신미술사의 철학을 위하여』, 서울: 이학사,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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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던 ‘개념적이고’ ‘미니멀한’ 이라는 단어들에 보다 미술사적인 맥락에

서, 선명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Ⅴ장에서는 스기모토가 조성하는 공간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 

스기모토 스스로 “미술이 상품화되고, 언제든 끝이 올 수 있는 말법시대(末

法時代)와 같다”는 현대사회에서 작품이 전시되는 ‘종교적인’ 공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고찰해보는 장이라 할 수 있다. 2008

년부터 건축가로서 활동을 시작한 스기모토는 자신의 작품을 전시했던 전시 

공간에 대한 생각을 모아 2011 년 『공간의 감각(空間感)』이라는 저서를 발

간하기도 하였다. 공간을 구성하는 물질적인 존재로서 작품을 이해하는 그

에게 미술관은 작품이 잠드는 곳이자 새로운 해석을 부여 받아 다시금 태어

나는 곳으로서 관람자로 하여금 명상을 유도한다고 보았다. 이와 동시에 전

시 공간이 숭고와 스펙타클이라는 일견 역설적으로 보이는 경험을 제공한다

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스기모토의 사진과 사진을 기반으로 

확장된 조각, 그리고 미디어 아트 속에서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를 아우

르며 혼재되어 있는 여러 모티프들의 작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1

  

 

 

 

 

 

 

                                                 
21

 세계적인 사진가로서 한국에서도 2013 년 삼성 리움미술관에서 대대적인 회고전

을 열었던 스기모토에 대한 미술사적 분석은 아직 국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은 아니다. 국내에 스기모토와 관련하여 나와 있는 글들은 다음과 같다: 최연하, 

「자연이 스스로 그리는 그림: 히로시 스기모토의 사진 세계」, 『미술세계』, 2014, 

pp. 142-145; 안성모, 「히로시 스기모토의 사진작품에 드러나는 무한성의 건축적 

발현에 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24, 2015, pp. 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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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히로시 스기모토와 20세기 후반 미술계 

 

1. 1970년대 이후 뉴욕 미술계  

 

히로시 스기모토가 예술가로서 활동을 시작했던 1970 년대 뉴욕은 로잘린 

크라우스(Rosalind Krauss)가 “다양성”22을, 아서 단토(Arthur C. Danto)

가 “무엇도 가능한 시대”23를 그 특징으로 꼽았을 만큼 1960 년대에 태동한 

여러 실험미술들이 지속되고 있던 시기였다. 미니멀리즘과 개념미술이 

1960 년대의 주요 흐름으로서 정점을 찍은 이후 미술계는 1980 년대 신표

현주의 회화들이 새로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기 전까지 1960 년대의 양상이 

지속되었다. 특히 스기모토가 여러 차례 뉴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전시 형

태로 언급해온 미니멀리즘은 1966 년 《기본 구조(Primary Structure)》전

시를 통해 다양한 작업 형태를 하나의 범주 안에 포섭한 이래 1970 년대에

도 하나의 핵심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비평계에서 매너리즘에 빠

졌었다고 진단할 만큼 도날드 저드(Donald Judd, 1928-1994), 댄 플라빈

(Dan Flavin, 1933-1996), 칼 안드레(Carl Andre, 1935- )등의 작가에게 

있어 하나의 대표적인 스타일로 자리잡기도 하였다.
24

  

                                                 
22

 Rosalind Krauss, “Notes on the Index: Seventies Art in America,” Octo-

ber 3 (Spring, 1977): 68. 
23

 Arthur C. Danto, “Art after the End of Art,” Artforum International 

(April, 1993): 68. 
24

 미니멀리즘이 주류로 자리잡은 이래 도날드 저드, 댄 플라빈, 칼 안드레 등의 작

가는 30 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해왔다. 메타-예술가

(meta-artist)로서의 담론적 개입, 회화적 시각성(pictorial opticality), 환영

(illusion) 등의 개념과 관련하여 미니멀리스트들의 작업에 대한 해석이 동시대의 

비평에서부터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에 대한 내용은 Rosalind Krauss, Denis 

Hollier, Annette Michelson, Hal Foster, and Silvia Kolbowski, “The Re-

ception of the Sixties,” October 69 (Summer, 1994): 3-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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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년대 후반은 개념미술의 태동으로 사진의 기능이 달라지던 시기이

기도 했다. 일찍이 1950-60 년대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이

나 제스퍼 존스(Jasper Johns, 1930- ), 로버트 라우셴버그(Robert 

Rauschenberg, 1925-2008) 등 네오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은 사진을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복제하거나 뚜렷한 내러티브 없이 잡지나 신문 속 사진을 

캔버스에 부착하여 모더니즘 미술이 지니던 아우라와 원본성(originality)

을 흐리는 작업을 선보였다.25 (도 6) 이들 예술가들의 작품은 전문적으로 사

진을 찍던 사진가들보다 앞서 사진이 사실적으로 대상을 찍는다는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그보다 십여 년 앞서 시작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존 발데사리(John Baldessari, 1931- ), 댄 그라함(Dan 

Graham, 1942-), 마셀 브루더스(Marcel Broodthaers, 1924-1976) 등 

개념미술가들에게 의해 새롭고 “암호화(codified)된” 사진 어법이 발전하였

던 것이다. 이들은 모두 사진이 가지는 ‘순수성(purity)’에 저항하였고, 기술

적으로 정교하게 마무리한 작업 대신 아마추어적인 스냅샷과 그 감각을 선

호하였으며, 사회적인 가치를 염두에 두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26

 (도 7) 

     이와 관련하여 1968 년 평론가 루시 리파드(Lucy Lippard)와 제임스 챈

들러(James Chandler)가 『아트 인터네셔널(Art International)』에 기술한 

미술의 “비물질화(dematerialization)”는 직관적이며 감성적인 미술에 반

                                                 
25

 각자의 작업이 갖는 미술사적 의미와 이후 세대에 미친 영향은 다양항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1950 년대 추상표현주의가 작가주의 회화로 주류

를 형성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이후 구상을 도입하고 특히 사진을 활용해 미술계에 

이전의 모더니즘 미술의 흐름이나 예술 사진의 경향과도 다른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킨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1960 년대 이미지의 귀환과 이후 사진을 활용

한 작가들의 작업에 대해 ‘원본성’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라캉의 정신분석학 이

론을 바탕으로 초현실주의와의 연관성을 짚어내며 “실재(the real)”의 귀환을 탐

구한 논의는 Hal Foster, The Return of the Real: The Avant-garde at the 

End of the Century, Cambridge, Mass: MIT Press, 1996 참조.  
26

 Kerry Brougher, 앞의 글,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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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개념미술이 미술계의 주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리는 공표

와 같았다.27 ‘비물질화된’ 새로운 흐름 안에서 미술은 시각적인 결과물보다 

의도와 작업 과정이 중요시되었고, 그 가운데 사진을 주요한 매체로 활용하

여 퍼포먼스를 기록하거나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예술가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작가 개인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이들 작

품을 아우르는 공통된 특징은 연속된 배열(seriality)을 활용한 것과 사진이 

가지는 기록적인 성격을 이용한 데에 있었다.28 많은 경우 사진은 언어와 함

께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 매체로 활용되었고, 자연스럽게 반(反)미학적인 특

징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사진이 예술 장르의 하나로 그 지위가 공고해진 것도 이 시기의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것은 1978 년 뉴욕 현대미

술관에서 열렸던 《거울과 창(Mirrors and Windows)》전이다. 존 사코우스

키(John Szarkowski, 1925-2007)가 기획한 이 전시는 1960 년대부터 

1978 년까지 미국 모더니즘 사진의 역사를 정리하는 대규모의 전시로 사진

에 대한 해석의 틀을 마련하려는 야심찬 시도였다. 사진 분과 큐레이터이기

도 했던 사코우스키는 사진을 작가 개인의 표현 수단으로 삼는 거울

(mirror)파와 외부의 세계를 탐구하는 창(window)파로 구분하여 각각의 카

테고리에 맞는 사진들 200 여점을 나누어 연대순으로 전시하였다.29 이 같은 

                                                 
27

 Lucy Lippard and James Chandler, “The dematerialization of art,” in 

Conceptual art: A Critical Anthology, eds. Alexander Alberro and Blaek 

Stimson, Cambridge, MASS: MIT Press, 1999, pp. 46-50. 
28

 당시 미술가들이 사진을 활용한 다양한 작업은 Anne Rorimer, “Photography: 

Restructuring the Pictorial,” in New Art in the 60s and 70s: Redefining 

Reality, New York: Thames & Hudson, 2004, pp. 112-153 참조.  
29

 거울(mirror)파에 속하는 작가로는 대표적인 인물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

(Alfred Stieglitz, 1864-1946)를 필두로 제리 율스만(Jerry Uelsmann, 1934-), 

듀안 마이클(Duane Michals, 1932- ), 브루스 데이비드슨(Bruce Davidson, 

1933- ) 뿐 아니라 앤디 워홀과 로버트 라우센버그 등이 포함되었다. 창(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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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의 저변에는 사진가가 사진을 만드는 주체라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었

다. 무엇보다 전시 자체는 사진을 회화와 동등한 위치에 올리고자 하는 열망

이 바탕이 된 모더니즘적 시각의 발로였다.
30

 즉 사진 속 이미지에 개입되는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관계들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후 비평가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전시라고 할 수 있다.
31

  

     사코우스키가 갈무리한 모더니즘 사진의 종말을 예견하기라도 하듯 포

스트모더니즘 계열의 사진이 등장한 것도 비슷한 시기였다. 1977 년 더글라

스 크림프(Douglas Crimp)가 뉴욕의 대안공간 아티스츠 스페이스(Artists 

Space)에서 기획한 《픽쳐스(Pictures)》 전시(도 8)는 잭 골드스타인(Jack 

Goldstein, 1945-2003), 신디 셔먼(Cindy Sherman, 1954- )(도 9), 로버

트 롱고(Robert Longo, 1953- )(도 10), 셰리 레빈(Sherrie Levine, 

1947- )(도 11), 트로이 브라운터크(Troy Brauntuch, 1954- ) 등의 작업을 

                                                                                                                     

파에는 다이안 아버스(Diane Arbus, 1923-1971), 게리 위노그랜드(Garry 

Winogrand, 1928-1984), 리 프리들랜더(Lee Friedlander, 1934- ), 에드 루샤

(Ed Ruscha, 1937- ), 테츠 오쿠하라(Tetsu Okuhara, 1940-)등이 포함되었다.  
30

 존 사코우스키가 사진을 독특한 예술적 매체로 보고있는 모더니즘적인 태도는 일

찍이 그가 기획했던 전시(1964 년)의 도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John Szarkow-

ski, The Photographer’s Eye, exh. cat.,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1966.  
31

 사진전이 개최되었던 1978 년은 소위 “뉴 웨이브(new wave)” 사진가들이 등자

하여 종래의 사진과 정면으로 대립하기 시작한 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

다. 이들은 구성사진(constructed photography/construction photography) 

또는 무대사진(stage photography)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무대미술에서처

럼 스튜디오 안에 소재를 들여와 장치를 구성하고, 촬영하는 것이 큰 특징이었다. 

뉴 웨이브 작가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쿠보 아키라, 김남진 역, 『현대사

진의 이해』, 서울: 눈빛, 1993, pp. 173-232 참조. 당시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에서 비평가로 활동하기도 했던 진 손튼(Gene Thornton)이 “80 년대의 

젊은 사진가는 현대미술관(사코우스키)에 도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을 만큼 

1970 년대 후반에서 80 년대로 이어지는 시기는 사진에 관한 담론들과 실험적인 

작업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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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회화와 조각과 같은 전통적인 미술 매체의 구분 방식을 탈피하고 ‘픽

쳐’의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려는 시도였다.32 이들의 작업에서 사진은 이미 

존재하던 대상을 나타내는 데서 벗어나 전용과 인위적인 구성 등을 통해 작

가의 행위를 담아낸, 연극성을 띠는 화면으로 기능하였다.
33

 

크림프를 포함하여 포스트모더니즘 논의를 이끌고 있던 『옥토버

(October)』 진영의 비평가들에게 사진이 가지고 있는 복제가능성과 지표성

(indexicality)은 모더니즘의 권위를 해체하고 재현과 관련해 새로운 담론을 

여는 가능성이었다.34 로잘린 크라우스는 1977 년 “지표에 대한 생각(Notes 

on the Index)”이라는 글을 통해 지표에 대한 퍼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진

이 가지는 지표성과 동시대 현대 미술 전반이 지니는 경향에 대해 분석하였

다. 그는 지표성을 발자국과 같이 사진이 지시하는 대상과의 물리적인 접촉 

관계를 나타내는 표시라고 보았다.
35

 크라우스를 비롯한 비평계가 주목했던 

것은 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 1945- )(도 12), 빅터 버긴(Victor 

Burgin, 1941- )(도 13), 앨런 세큘라(Allan Sekula, 1951-2013)(도 14), 

리처드 프린스(Richard Prince, 1949- )(도 15) 등 크림프의 논지를 빌려 

소위 “픽쳐 세대(Pictures Generation)”로 불리는 젊은 작가군이었다. 미

술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지적인 작업을 했던 이들은 개념미술가의 작업에

서처럼 매체 간의 경계를 흐리는 한편 제도 비판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입장

                                                 
32

 Douglas Crimp, “Pictures,” October 8 (Spring, 1979): 75-88 참조. 
33

 크림프의 픽쳐 개념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정연심, 「픽쳐의 확장: 크림프의 

≪Pictures≫ 부터 ‘타블로 형식’과 타블로 비방(tableau vivant)까지」, 『서양미

술사학회 논문집』 39, 2103, pp. 207-232 참조.  
34

 1980 년의 글에서 크림프는 레빈과 셔먼의 작업에 주목한다. 그는 이들 젊은 세

대 작가들의 사진에서 원본의 결핍을 전제하는 사진의 재현(representation)이 

1970 년대 아우라가 배제된 이미지의 귀환에 가담하면서 어떻게 포스트모더니즘

을 실현하는지를 설명하였다. Douglas Crimp, “The Photographic Activity of 

Postmodernism,” October 15 (Winter, 1980): 91-101. 
35

 Rosalind Krauss, 앞의 글, pp. 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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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명하는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었다. 특히 작가 개인의 작가주의적 성향

과 독창성을 중시하였던 모더니즘 흐름에서 벗어나 광고 이미지를 적극적으

로 차용하고 복제와 몽타주 등의 기법을 사용하였던 이들 작품에 대해 당시 

포스트모더니즘 논의를 이끌고 있던 비평계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36

  

     이러한 상황에서 스기모토는 사진의 지표성과 관련해 전개되던 담론적 

경향, 사진을 제도 비판이나 사회 이슈 등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활

용하던 개념미술가들, 그리고 작품이 마치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처럼 활용

되던 미니멀리즘 전시 방식 모두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스기모토

가 뉴욕에 와서 처음 작업한 <디오라마> 시리즈는 사진 이미지의 사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연작이었다. 시대를 추측하기 힘든 흑백 사진 속에는 

공룡과 원시인 (도 16), 그리고 늑대와 여러 바다 생물이 등장한다. 원시인

이나 공룡처럼 사진 속에 등장하는 인물 자체가 실재하는 대상일 수 없음을 

금방 알아차리게끔 하는 사진 이외에 해저 동물이나 숫양의 무리를 찍은 사

진(도 17)의 경우 마치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속에 

등장하는 이미지와 같은 사실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림자의 위치와 원근감 때문에 자연광 아래에서 이와 같은 사진을 찍을 수 없

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지만, 그전까지 사진이 주는 느낌은 마치 대상이 움

직이던 순간을 포착한 것과 같은 정교한 사실성이다. 그것이 깨어졌을 때 관

람자가 느끼는 오묘한 불편함은 사진을 통해 실제로 존재했던 무언가를 보

길 기대했던 자신의 시선을, 즉 사진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전제를 자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36

 크림프는 이후 1982 년 글에서 지나치게 상업화되어 오히려 미술관 제도의 담론

을 해체시키기보다 이에 편입되어 확장시키는 작업들에 대해 비판을 가했는데 그 

예로 신디 셔먼의 대형 사진과 리처드 프린스의 광고 이미지 등을 들면서 픽쳐스 

제너레이션의 작업 방향에 대해 꼬집기도 하였다. 자세한 논의는 Douglas 

Crimp, “Appropriating Appropriation,” in Theories of Contemporary Art, 

ed. Richard Hertz, New Jersey: Prentice Hall, 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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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스기모토의 사진에서 찍힌 사물과 사진이라는 이미지 사이에는 

분명한 균열이 존재한다.37 케리 브루어(Kerry Brougher)가 <디오라마> 시

리즈는 이미지로서의 디오라마가 아니라 디오라마라는 개념 자체라고 언급

한 것은 그의 사진을 보고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모형의 실제 모습을 추측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38

 디오라마 연작에서 각각의 동물이 지표로서 가리키

고 있는 것은 박물관 안에 자리하고 있는 모형이기보다 모형이 재현하고 있

는 살아있었을 때의 모습, 즉 추측할 수 밖에 없는 가상의 현실에 가깝다. 이

는 모형이 표현하고자 했던 원래의 ‘개념’을 담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

물관임을 암시하는 건축적 요소를 없애고 오롯이 모형만을 흑백의 이미지에 

담아낸 사진은 스기모토가 주목하였던 것이 박물관의 모형이 아닌 모형이 

재현하고자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처럼 스기모토의 작업에서 사진을 통해 현실보다는 어떠한 ‘원형

(archetype)’을 담아내려는 시도는 1976 년 <디오라마>부터 시작해 <바다

풍경>(도 18), <건축(Architecture)>(1997- )(도 19,20), 그리고 <초상화

(Portraits)>(1999- )(도 21,22) 연작으로 이어진다.
39

 전 세계의 유명한 건

                                                 
37

 이는 수잔 손탁(Susan Sontag)이 사진의 이미지에 대해 “일종의 증거로서의 권

위(authority)”를 가진다며 이는 실제 대상과 “직접적인 접촉을 갖는 듯한” 느낌

이라고 언급한 것과 상반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Susan Sontag, “Photog-

raphy within the Humanities,” in The Photography Reader, ed. Liz Wells, 

London: Routledge, 2003, p. 64. 
38

 이와 관련하여 스기모토 회고전의 전시 도록에서 케리 브루어는 스기모토의 사진

이 “실재(real)를 갈망하고 사진적인 진실(truth)을 표현하고자 하지만 동시에 진

실를 약화시킨다”면서 “이미지는 묘사되고 있는 사물과 사진 그 자체 사이에 있는 

간극에 위치한다”고 말한다. Kerry Brougher, 앞의 책, p. 23. 
39

 특히 ‘원형’의 이미지를 나타내려는 욕구는 <건축> 연작에서 잘 나타난다. 스기

모토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

는데, <바다풍경> 사진에서처럼 카메라에 선을 그어 동일한 형태의 결과물을 도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점을 무한정으로 맞춰 흐릿해진 형태로 찍는다’는 메커니

즘 하에 건축물들을 기록한다. 장식적인 요소를 없애고 화면 전체를 흐리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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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물을 돌아다니면서 카메라의 초점을 무한정으로 놓아 찍은 흑백 사진 연

작 <건축>은 흐릿한 음영때문에 건축에 깃든 세월의 흔적을 드러내지 않는

다. “건축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심상”을 담고 싶었다는 스기모토의 의도는 

사진에서 건축물의 특정한 부분, 많은 경우 대표적인 특징만을 부각해 흑백

의 흐릿한 형상으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반영되었다. <디오라마>가 박물관

이라는 배경을 제하고 모형을 정교하게 찍어 모형이 나타내는 대상이 살아

있던 당시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면, <건축>은 고의적으로 정교하지 않은 형

태를 통해 시대와 지역을 가늠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특징이 건축가의 심

상을 담아내는지의 여부는 확언하지 어렵지만, 스기모토가 흑백의 이미지

를 시대를 초월한 ‘원형’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현실에서 사진을 통해 비가시적인 개념을 담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마담 투

소 박물관의 밀랍 인형을 사실적으로 찍은 연작 <초상화> 또한 시대를 초월

해 흑백의 초상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실제 초상화에서 밀랍의 

조각, 그리고 사진으로 이어지는 재현의 역사를 한 화면에 담고 있는 <초상

화> 연작은 맨 처음 살아있는 인물로부터 나타내려던 화가의 의도인 대상의 

원형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 이면의 것을 사진에 담아내

려는 시도에 의해 스기모토의 사진은 동시대성이 완화되어 있으며, 사진이 

가리키는 것이 물리적인 사물이 아닌 개념에 가깝다는 점에서 그 지표성에 

대한 고찰을 유도한다고 할 수 있다.  

                                                                                                                     

함으로써 건축가가 마음 속에 떠올렸을 최초의, 원형 이미지를 나타내려 했다고 

언급한다. 시간의 흔적이 삭제된 건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과거

의 이미지인 동시에 미래의 구조를 보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존 야우는 이에 대

해 과거의 것으로서 건축은 유토피아에 대한 충족되지 못한 갈망을 나타내며, 미

래의 것으로 건축은 유토피아에 다다르지 못한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았다. 자세

한 내용은 Francesco Bonami, Marco De Michelis, and John Yau, Sugimo-

to: Architecture, exh. cat., New York: Museum of Contemporary Art,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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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라마>와 같은 시기 시작한 <극장> 연작에서 또한 시대를 가늠하기 

어려운 특징이 드러난다. <극장> 연작은 1920-30 년대에 세워진 극장들을 

찾아다니며 극장 안으로 들어가 뒤편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영화의 상영시

간 동안 카메라를 노출시켜 찍은 사진이다. 그 결과 사진은 모두 유사한 하

나의 이미지로 귀결되었다. (도 23) 상영시간인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사이 

동안 카메라에 담긴 무수히 많은 영화의 장면들이 모여 하얀 스크린으로 나

타나기 때문이다. 자연사 박물관의 모형을 찍은 <디오라마> 시리즈에서도, 

영화관 안에서 영화를 찍은 <극장> 연작에서도 관람자는 막상 사진이 찍힌 

장소에서는 마주하지 못할 세세한 요소들을 보게 된다. 이는 카메라의 노출 

시간을 늘려 장소가 가지는 리듬을 늦추어야만 드러나는 디테일들이다. 즉 

영화관이라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의 속도감을 비워낸 자리는 신경 쓰지 않

았던 극장의 아치형태, 의자의 모양, 난간의 구부러진 선과 장막의 세세한 

주름 등으로 채워진다.  

노만 브라이슨은 이에 대해 스기모토가 근대(modern)의 한 단면을 드

러낸다고 보았다.
40

 브라이슨에게 스기모토가 드러내는 근대는 가속화된 일

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의 흐름이 한 장소에 공존하게 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근대성(modernity)이 생산하는 것은 기차, 라디오, 텔레비젼, 

컴퓨터 등 기술의 발전에 의해 가속화된 시간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

러나 스기모토가 사진을 통해 보여주는 근대성의 실상은 하나의 장소에도 

여러 속도의 흐름을 갖는 주체들, 즉 영화와 극장, 그리고 스크린을 바라보

는 관람자의 서로 다른 속도감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41

 한스 벨팅이 스기모

토의 <극장> 연작에 대해 “극장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의 멈춰있는 시간이 영

                                                 
40

 Norman Bryson, “Hiroshi Sugimoto’s Metabolic Photography,” Parkett 

46 (1996): 120-127.  
41

 위의 글,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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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라는 순차적인 시간을 해체시킨다”고 한 것도 비슷한 논리에서이다.
42

 시

대성을 담지하고 있지 않은 스기모토의 사진에서 서로 다른 속도의 공존이

라는 시대적 특징을 짚어낸 브라이슨의 해석은 주목할만한데, 이는 이후 보

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스기모토의 사진이 유도하는 감상의 방식, 그리고 

미술관이라는 공간에서 작업들이 모여 도모하는 효과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

다.  

     작은 부분 하나까지 세세하게 표현된 사진이 가능했던 것은 스기모토가 

8x10 인치 크기의 카메라로 장시간 노출시켜 찍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

은 그러나 당시 스기모토만 사용했던 것은 아니었다. 스테판 쇼어(Stephen 

Shore, 1947- )(도 24)와 조엘 스턴펠드(Joel Sternfeld, 1944- )(도 25) 또

한 큰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마치 회화에 가까운 사진을 찍었다. 사진기

의 크기에 의해 더 세밀한 디테일들로 채워진 네거티브를 만들 수 있기 때문

에 그 결과물 또한 관람자의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사진이 되었다. 이는 마

치 역사적이고 재현적인 회화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43 그러나 쇼어나 스턴

펠트의 작업방식은 스기모토의 방법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쇼어와 스

턴펠드의 경우 그들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풍경을 찍어 1930 년대 

지역주의 미술을 연상하게 하는 ‘미국적’이고도 ‘일상적’인 사진을 찍었다. 

반면 스기모토는 영화가 상영되는 순간과 같은 동시대의 풍경을 찍었으면서

도 그의 사진은 일상을 묘사하지 않는다.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에서도 

‘미국적’인 특징을 드러내지 않고 일상의 모습을 일상적이지 않게 나타내는 

                                                 
42

 벨팅은 일반적으로 가상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영화라는 일루전을 뒤집어 이미지

의 과잉이 모여 빛으로 귀결되면서 오히려 정적인 것의 일루전을 보여준 것이 스

기모토의 <극장> 사진이 가지는 역설적인 특성이라고 주목하면서 스기모토의 사

진에서 지표성은 해체되고 있거나, 혹은 오히려 가상(the imaginary)의 지표성으

로서 또는 우리의 인식의 거울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말한다. Hans Belting, “The 

Theater of Illusion,” in Theaters: Hiroshi Sugimoto, New York: Son-

nabend Sundell Editions, 2000, p. 9. 
43

 Kerry Brougher, 앞의 책, p. 24. 



23 

 

그의 사진은 <디오라마>에서는 각각의 시기와 범주별로 체계화된 역사, <

극장>이나 <건축>의 경우 문화의 발전 혹은 시간에 따른 퇴색, <초상화>의 

경우 예술의 기능과 같은 보다 근원적인 개념들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는 점

에서 차이를 보인다.
44

 쇼어와 스턴펠드가 1970 년대 후반 컬러 사진의 대두

와 유행을 선도하였던 것과 달리 스기모토가 흑백 사진에 천착하였던 것도 

이러한 차이를 심화시키는 요인이었다.45  

     이처럼 1970 년대 후반은 여러 예술 장르들 사이에 경계가 흐려지는 와

중에 사진이 미술관 내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사진

이라는 매체 자체에 관한 논의가 확장되면서 사진은 명실상부 미술계의 담

론을 이끄는 중요한 예술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당시 스기모토의 사

진은 사진의 매체적 특징이라고 전제되는 ‘지표성’에 대해 고찰하게 하였으

나, 1970 년대 후반의 사진가나 예술가들이 사진을 활용하던 몇 가지 중심

적인 흐름과 부합하지 못하면서 주목을 받지는 못한 상태였다.46 당시 포스

                                                 
44

 물론 각 연작이 드러내는 개념은 서로 중첩되며, 각각에서 보다 확연히 나타나는 

테마에 강점을 두어 서술하였음을 밝힌다.  
45

 회화에 가까운 사진은 1970 년대 후반 사진계에서 제프 월(Jeff Wall)을 위시로 

하는 사진가들에게 나타나던 특성이었다. 마치 화가가 부분적인 요소 하나하나를 

고심하듯 사진의 전반적인 균형을 생각해 작업하는 스기모토의 작업 또한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사진이라기보다 오랜 시간 구상을 통해 생각해낸 이미지를 구현

해낸 회화에 가깝기 때문이다. 마이클 프리드가 스기모토의 사진을 그의 저서에서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프리드는 1970 년대 후반 사진의 크기

가 커지면서 미술관 벽면에 마치 회화 작품처럼 걸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전에 

회화가 가지고 있었던 반-연극성(anti-theatricality)의 문제를 이제는 사진이 가

지게 되었다는 논지를 펼치기도 하였다. Michael Fried, 앞의 책(2008) 참조.  
46

 사진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 수잔 손탁(Susan Sontag)은 “찍어낸(stenciled 

off)”으로, 맥스 코즐로프(Max Kozloff)는 “증언하는(witness)”, 그리고 크라우스

는 “지표적인(indexical)”이라는 말로 설명하였다. Rosalind Krauss, The Orig-

inality of the Avant-Garde and Other Modernist Myths (Cambridge: 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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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모더니즘 논의를 이끌어가던 비평계가 선호했던 사진 작업과 스기모토의 

사진에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스기모토의 작품은 객관적이고 아마추

어적인 개념작업이나 컬러 사진, 작가가 조작을 가하는 구성 사진과는 거리

가 있었다.
47

 그는 개념미술가나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사진가들처럼 제도

를 비판하는 성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광고 이미지나 영화 스틸컷처럼 복제

된 이미지를 사용하여 원본성의 탈피를 보여주지도 않았다. 바바라 크루거

처럼 언어와의 병치를 통해 메시지를 던지지도, 신디 셔먼의 작업처럼 저자

성을 탈피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페르소나로서 작가 이미지를 보여주지도 않

았던 스기모토의 작업에서 당시 비평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

이다. 1979 년경 스기모토가 아내와 골동품점을 시작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만 했던 사실은 그가 직면했던 어려운 상황을 잘 드러낸다. 메트로폴리탄 미

술관과 같은 주요 미술관에 불교나 신교와 관련한 종교 유물을 납입하는 등 

스기모토는 당시 예술가로서보다는 고미술상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다.48  

      당시 동시대성을 보이던 다른 사진작가들의 작품과 달리 스기모토의 사

진이 시대를 가늠하기 어려운 특징을 보였던 것도 이러한 경향을 심화시키

는 요인이었다. 1970 년대 후반 컬러 사진이 유행하던 시기 스기모토는 “사

                                                                                                                     

Press, 1985), 203; Liz Wells and contributors, A Photography: A Critical 

Introduction,  2nd  ed.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0), 24-27. 
47

 제프 월은 당시 “아마추어같은” 개념작업이 주류 미술계에 편입하기 위한 전략이

었음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Jeff Wall, “”Marks of Indifference”: 

Aspects of Photography in, or as, Conceptual Art,” in Reconsidering the 

Object of Art 1965-1975, eds. Ann Goldstein and Anne Rorimer, exh. cat., 

Los Angeles: Museum of Contemporary Art; Cambridge: MIT Press, 1995, 

pp. 247-167 참조. 
48

 스기모토는 1970-80 년대에 불상의 매매 덕분에 생계를 유지하다가 1990 년대

에 들어서야 겨우 자신에게 순번이 돌아와 작품이 팔리기 시작했다고 회고하기도 

하였다. 杉本博司,『現な像』, 新潮社, 2008,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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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색은 흑백이다”라는 로버트 프랭크(Robert Frank, 1924-)와 “색은 

천박하다(vulgar)”는 안젤 아담스(Ansel Adams, 1902-1984)의 50 년대 

발언을 실현하기라도 하듯 흑백의 사진을 고수하였다. 이는 스기모토가 여

러 차례 인터뷰에서 언급하였던 장인적 기술(craftsmanship)에 대한 경배

와도 관련이 있는데, 그에게는 사진의 결과적인 미적 완성도가 중요했던 것

이다.49 조작을 가하지 않을 경우 컬러 사진은 보이는 색에 제약을 받을 수밖

에 없지만, 흑백 사진의 경우 이러한 한계를 넘어 정교하게 마무리된 프린트

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형’이라는 개념에 천착하였던 스기모토에게 

보다 흑백 사진은 적절한 매체였고, 이러한 경향은 미술계가 그의 사진에 대

해 숭고하고 종교적이라는 감상 위주의 반응을 보였던 데에도 영향을 주었

을 것이다. 당시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을 주도하던 비평계에게 스기모토의 

사진은 지나치게 정교하게 다듬어진 예술 사진과 같았다. 그의 사진이 드러

내는 모티프들도 현실을 포착하기보다 개념적이었고, 정치적이기보다 관념

적이었으며, 동시대에 개입하기보다 철학적인 문제를 고찰하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스기모토 스스로 제도 친화적이었는데, 일본인 이주자로서 그에

게 미국의 미술관이라는 제도는 갈망의 대상이었으며, 그 권위를 해체하거

나 비판해야 할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1972 년부터 캘리포

니아에서 유학하고 뒤이은 74 년 뉴욕에 정착해 거주하면서 확립한 정체성

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  

        

 

2. 정체성의 확립 : 동서양의 선별적 조우  

 

스기모토는 연작을 찍는 방식마다 동일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고 언급한

다. 마치 선문답을 하듯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 답을 하는 과

                                                 
49

 Thomas Kellein, 앞의 책,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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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작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 방식에 대해 

스스로 “대담자(self-interlocuter)”라고 말하는50 스기모토의 사진에서 정

신성을 읽는 해석은 스기모토 본인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51

 

미술사학자 카메 카즈코(亀田和子)는 냉전 시대에 미국에서 사진을 배우고 

뉴욕에서 고미술상으로 활약했던 스기모토가 냉전 시대 일본 미술의 열풍을 

바탕으로 어떻게 일본 미술사를 ‘구축’하였는지에 대해 저술하는 과정에서 

이 ‘정신성’에 대한 천착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즉 냉전 시대에 일본이 적국

에서 자본주의의 우호국으로 그 위치가 변화하면서 일본의 이미지를 변화시

킬 필요가 있었고, 이는 이전 자포니즘(Japonism)에 의해 퍼져있었던 오리

엔탈리즘의 시각과 맞물려 평화적이고 정신적인 나라로 수용되었다는 것이

다.52 스기모토 스스로도 1972 년 캘리포니아에서 사진 전공으로 유학하던 

시절 미술사를 전혀 공부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오직 기술적인 면만 배우고 

싶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53 따라서 미술사에 대한 스기모토의 지식은 

하나의 흐름을 갖기보다 사진 연작의 주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혹은 고미

술상으로서의 필요에 의해서 단편적으로 습득한 내용이 축적된 결과라 할 

                                                 
50

 David Elliot, 앞의 글, p. 38.  
51

 미술사학자 캐롤 암스트롱(Carol Armstrong)은 2005 년 스기모토 회고전에 대

한 글에서 스기모토의 인용어구들이 갖는 무게(ponderousness)와 삶과 죽음, 원

형과 같은 큰 개념들을 다루는 그의 야망에 대해 다소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와 같은 스기모토의 언급이 없다면 자신은 그의 사진에서 보다 미술사적으로 비평

적인, 혹은 사진이라는 매체와 관련한 특징에 관해 해석했을 것이라는 암스트롱의 

말에서 스기모토의 언급들이 오히려 미술사적인 비평을 제한해 왔음을 알 수 있

다. Carol Armstrong, “Hiroshi Sugimoto,” Artforum (Summer, 2006), p. 

347. 
52

 亀田和子,「杉本博司の「日本美術史」- 冷戦ジャポニズムという時代背景」, 『アー

ル』 5, 2013, pp. 66-79. 
53

 실제로 스기모토가 캘리포니아에서 전공했던 것은 순수 사진이 아니라 광고 사진

이었다. 그럼에도 그의 졸업 작품은 시간이라는 주제를 다룬 개념미술의 외형에 

가까운 것이었다. David Elliot, 앞의 글,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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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54

 실제로 스기모토는 동양에서 서양 철학을, 서양에서 동양의 철학

을 배웠기 때문에 본래의 맥락과 역사적인 흐름에 충실하기보다 그가 수학

했던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에 따라 선별된 내용에 익숙해 있었다. 

     스기모토는 전쟁 직후인 1948 년 도쿄 인근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다 준 카메라에 담긴 추억이나 과학 

시간에 사진기의 원리를 배우면서 받았던 신선한 충격에 대해 회고하기도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사진은 그에게 단순한 취미에 지나지 않았

다.55 실제로 스기모토가 교회 재단이었던 릿쿄 대학(立教大学)에서 전공했

던 것은 사회학으로, 마르크스와 칸트, 헤겔의 철학으로, 당시 그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 배웠으며 “맑시즘과 실존주의에 의해 세례받았다

(baptized)”고 언급하기도 하였다.56 이와 같은 언급은 1960 년대 후반 마르

크스주의가 지식인층 사이에서 암암리에 성행하던 일본의 시대 상황을 반영

하는 것이기도 하다. 1970 년 대학 졸업 이후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고 싶

지 않았던 스기모토는 사회주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러시아와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을 여행하기 시작하였다. 갑작스럽게 떠난 여행에서 스기모토는 

이상적인 이데올로기로서 받아들였던 사회주의 논리가 어떻게 현실적인 상

황에서 왜곡되어 발현되는지 경험하게 된다.   

흥미롭게도 스기모토는 맑시즘의 실체를 경험하였던 여행 이후 자본주

의의 산실인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다. 1972 년 캘리포니아의 아트 센터 칼

리지 오브 디자인(Art Center College of Design)에 입학하면서 그는 본격

적으로 사진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스기모토는 당시 사람들이 일본인으

로서의 정체성과 깨달음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고 회상한다.57 미국에 

                                                 
54

 위의 글, p. 68. 
55

 Hiroshi Sugimoto, “The Times of My Youth: Images from Memory,” in 

Hiroshi Sugimoto(2006), pp. 16-17. 
56

 위의 글, p. 18. 
57

 亀田和子, 앞의 글,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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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하기 전까지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본인이라는 정체성과 동양의 

철학에 대해 생각해보기 시작했던 것이다. 당시 캘리포니아는 선(Zen, 禪)

의 열풍이 지나고 난 이후로 플라워 운동(Flower Power movement)이 한

창이었다. 운동의 주도자들이었던 이른바 ‘플라워 칠드런’은 1959 년부터 

1975 년까지 이어진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고 1967 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

린 “섬머 오브 러브(Summer of Love)” 에 참여했던 히피들이었다.58 이들

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상업주의에 저항하고, 종교적인 개념들에 영향

을 받아 자체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활동하였다. 이들에게 일종의 선례로

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은 1950 년대 비트 세대(Beat Generation)

로, 뉴욕의 콜럼비아 대학에서 만난 앨런 긴스버그(Allen Ginsberg), 윌리

엄 버로우(William S. Burrough), 잭 캐루악(Jack Keruac) 등의 문학가를 

중심으로 물질주의에 저항하고 정신성을 추구하며 성적인 해방과 인간의 조

건을 탐구하던 흐름이었다.59 힌두교, 유대교의 카발라 신비주의, 불교와 도

교 등 동서양의 여러 종교들에 영향을 받았던 이들에게 일본의 선불교 또한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들 비트 세대를 포함하여 당시 미국의 지식인들에게 선불교 논리를 설

파했던 이는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 1890-1966)였다.
60

 스즈키의 『선

                                                 
58

 당시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 예술에 관한 논의는 Christoph Grunenberg and 

Jonathan Harris eds., The Summer of Love: Psychedelic Art, Social Crisis 

and Counter-Culture in the 1960s,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2005 참조.  
59

 비트 세대와 당시의 시대 배경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Fred W. McDarrah, 

Beat Generation: Glory Days in Greenwich Village, London: Prentice Hall, 

1996 참조.  
60

 D. T. Suzuki 로 불렸던 스즈키 다이세츠는 선을 일본문화와 동일시하여 서양에 

전파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선불교 학자이자 사상가였다. 신지학회(神智學

會 )회원이자 ‘과학적 종교’(scientific religion)의 옹호자였던 폴 캐러스(Paul 

Carus)의 초청으로 도미한 후 그의 후원 하에 서구문화를 익히는 한편 선불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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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 관한 에세이(Essays in Zen Buddhism)』는 1927 년과 1933 년, 

1934 년 세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간행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61 1941 년 

스즈키는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일본에 귀국하였으나 전후 다

시 도미하여 『무심(無心)의 선(Zen Doctrine of No-Mind)』(1949)과 『선으

로 사는 삶(Living by Zen)』(1949) 등을 출판하고, 1951 년 미국의 대학들

을 순회하면서 강연을 이어나갔다. 특히 1951 년부터 1957 년까지 콜롬비

아 대학에서 선종 문화에 대한 세미나를 열어 선불교를 물질적인 소비 문화

에 대항하는 정신적인 시스템으로서 장려하기도 하였다. 스기모토는 이처

럼 미국에서 이미 선의 열풍 속에 선불교에 관한 교리와 선문화가 고착되어 

있었던 시기 유학을 시작하였다.
62

 따라서 그는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깨달음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그 종교와 문화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선불

교를 핵심적인 특성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63

 

                                                                                                                     

전파하였다. 그는 현상학과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의 종교연구를 바탕으

로 서구의 용어를 사용해 선불교를 서양인들에게 소개하였다. 선불교 전통이 갖는 

초역사적이며 초문화적인 성격을 주장하면서 선의 핵심인 “순수경험”을 깨달음과 

동일시하였다. 이는 서구 기독교의 ‘담론적 신앙’(discursive faith)과 구별되는 

불교의 특징을 정립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스즈키가 

선불교를 해석해 정립한 핵심 개념에 대한 논의는 Takemura Makio, “Zen and 

Pure Land: An Important Aspect of D. T. Suzuki’s Interpretation of Bud-

dhism,” The Eastern Buddhist 34 (2002): 117-141 참조.  
61

 그는 이어 『선불교 입문서(An Intoduction to Zen Buddhism)』(1934), 『선승의 

훈련(The Training of the Zen Buddhist Monk)』(1934), 『선불교 교리(Manual 

of Zen Buddhism)』 등의 활발한 집필활동을 펼쳤다.  
62

 엘리엇은 스기모토가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환각 

상태에 빠졌던 것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진공 상태를 스즈키 다이세츠의 글을 

통해 일본 문화의 정신성으로 메꾸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David Elliot, 앞의 

글, p. 37.  
63

 Interview with Andrey Bold from http://gadaboutmag.com/interview-

hiroshi-sugimoto/ (accessed  by 2016.04.11) 

http://gadaboutmag.com/interview-hiroshi-sugimoto/
http://gadaboutmag.com/interview-hiroshi-sugim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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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해야 할 사실은 이처럼 스즈키에 의해 정립된 선불교가 ‘근대화된’ 

형태로 유입되었으며, 미국에서 일본의 전체적인 문화와 동일시되어 수용

되었다는 점이다. 종교학자 로버트 샤프(Robert Sharf)는 선(禪)이 서양인 

동양학자의 전문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국제사

회를 향한 일본의 지식인 일부와 세계를 시찰 중이었던 선승들의 활동에 의

해 소개된 결과라고 하며 서양의 지식인, 종교학자, 신학자, 가톨릭 수도자

에 이르기까지 왜곡된 선을 신봉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필연적으로 원

래의 문맥에서 벗어나 “근대화된(modernized)” 선불교가 전해졌다는 것이

다.64 즉 전통적인 종교적 맥락에서 벗어나 근대 이후 일본의 사회·정치적인 

배경에서 그 필요에 의해 변형된 형태라 주장하였다. 이때 선불교의 변형에 

있어 중요한 인물이 스즈키와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 1870-

1966)이다. 스즈키가 모든 일본 문화가 마치 선과 관련 있는 것처럼 변화시

켰다면, 선의 핵심 개념인 “순수경험(純粋経験)”은 니시다 기타로가 『선에 

관한 연구(善の研 究)』(1911)에 기술하기 이전에는 주목받지 못했다고 지적

한다. 곧 ‘사토리(悟り)’ 와 자아를 깨닫는 것(見性)을 ‘직관적인 경험’과 연

관시키는 것은 근대화된 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특징으로, 본래 선불교의 

맥락에서는 이러한 내적 경험이 명상과 교리에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

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65  

     스기모토가 묘사하는 경험의 성격과 관련해 주목할만한 것은 스즈키와 

니시다의 논리에서 핵심을 이루는 불이성(不二性)이다. 즉 서로 다른 주체가 

                                                 
64

 ロバー ト･H･シャーフ,  「禅 と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 『日本の仏教 』 4,  東京:  

法蔵 館, 1995, p. 82. 샤프의 보다 자세한 논의는 Robert H. Sharf, “Buddhist 

Modernism and the Rhetoric of Meditative Experience,” Numen 42 (Octo-

ber 2005): 228-281 참조. 
65

 샤프는 ‘내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일본과 서양문화에서 선의 일반화된 

이미지로 통용되고 있으나 오히려 오늘날 일본에서 선불교 신자들은 신체적인 의

례와 교칙의 영향을 중시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Sharf, 위의 글, pp. 248-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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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지 않고 공존한다는 개념이다. 니시다는 특히 주체와 이를 둘러싼 환

경, 사람과 자연 사이의 불이성을 일본 문화가 가지는 근본적인 특징으로 보

았다. 그는 일본의 진정한 정신은 실재와 현실 사이의 불이성을 보는 데에 

있다고 하며 자아의 본질을 실현하는 것이라 하였다.
66

 스기모토 또한 자연 

숭배를 일본 문화가 가지는 특이한 점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 그는 수렵과 

채집 생활이 만년 이상 지속된 예는 일본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자

연을 극복하고 이용하기보다 일상 생활에서 받드는 문화가 발생하였다고 언

급하였다.67 그가 지속적으로 “대상의 이상적 모습, 혹은 원형을 사진으로 

구현하고자 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스기모토가 현실에서 실재(實在)를 보려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

의 점이 점점 커져서 자신을 둘러싸는 경험에 대해 묘사하면서 그 때에 처음

으로 죽음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

게 되었다는 스기모토의 체험은 니시다가 “순수경험”이라 말한 ‘순수하고, 

직관적이며, 불이적인’ 선불교적 체험과 다르지 않다. 동양의 종교에 대해 

탐구하고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모색하며 확립해간 스기모토에게 일본 

문화를 대표하는 선불교적 사상은 자연스럽게 체화되었고, 1974 년 뉴욕으

로의 이주 이후 예술가로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전략적으로든 필연적으

로든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이주 후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해 선불교를 수용하였던 것

과 유사하게 스기모토는 미술사 역시 미국에서 예술가 겸 고미술상으로 활

동하기 시작하면서 단편적으로 공부하고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

다. 흥미로운 점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식으로 미술사 교육을 받지 않았고 

일본 미술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던 스기모토가 고미술상으로 

                                                 
66

 Ryūsaku Tsunoda, Theodore de Bary, and Donald Keene eds., Sources 

of Japanese Tradition, 2nd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8, p. 871. 
67

 杉本博司, 『苔のむすまで―time exposed』, 新潮社, 2005,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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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며 나름의 예술관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미국에서 필요에 

따라 독학으로 미술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하였고, 일본으로의 잦

은 출장을 통해 직접 종교적인 유물을 접하면서 일본 미술사에 대한 나름의 

내러티브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68

 공식적으로 고미술상으로서의 활동을 끝

낸 것은 1997 년이지만 그 이후로도 개인적인 수집가로서 고미술을 모으고 

있는 스기모토는 2003 년 파리의 에르메스 미술관을 시작으로 북미와 캐나

다, 일본을 순회한 전시 《역사의 역사(L'histoire de L'histoire)》를 통해 자

신의 작품과 고미술 컬렉션을 병치하는 전시를 기획하기도 하였다.69 이때 

그의 수집품에는 정통 일본 미술사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카노파(狩野派)

와 린파(琳派), 문인화와 작은 작품이 배제되어 있는 대신 주술과 종교 의식 

등에 사용된 ‘영적인(spiritual)’ 작품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카메는 이에 

대해 스기모토의 미술사는 “종교사” 또는 “정신사”라고 할 수 있다면서 스

                                                 
68

 스기모토는 엘리엇과의 인터뷰에서 고미술상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큐레이터로

서의 정신 상태를 배울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그는 불교와 신교 관련 종교 유

물을 주요 미술관에 판매하는 등 고미술상으로서 입지를 다지기도 하였다. David 

Elliot, 앞의 글, p. 37.  
69

 뉴욕의 재팬 소사이어티(Japan Society)와 프리어 갤러리(Freer Gallery of 

Art), 세클러 갤러리(the Arthur M. Sackler Gallery) 그리고 스미소니언 재단

(Smithsonian Institution)이 함께 기획하고 스기모토 본인이 큐레이팅을 맡은 

전시는 스기모토의 사진 가운데 다섯 점을 중심으로 화석에서 종교적 유물, 나무 

조각과 족자까지 다양한 시대의 오브제들을 병치해 함께 전시하였다. 특히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오브제가 아닌 화석 가운데에는 삼엽충, 암모나이트, 바다 나

리(sea lilies) 화석들이 함께 전시되어 주목할 만하다. 스기모토는 이에 대해 “인

류의 탄생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서 따라서 “예술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

기 이전에 형성되었지만 그럼에도 가장 오래된 형태의 예술”이라고 말한다. 특히 

화석이 그의 전시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이유에 대해 화석은 “사진 이전(pre-

photography)의 한 형태”이며 사진이 “예술적인 표현의 새로운 매체더라도 인류

의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전시 도록의 글 참조. 

Hiroshi Sugimoto, L'histoire De L’histoire, exh. cat., Rikuyo Sha Pub; 

Bilingual editi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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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토의 콜렉션에 “정신적인 것”이 다수를 이루는 이유에 대해 전후 냉전 

시대 미국에서 확립된 일본의 이미지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70  

     실제로 스기모토는 냉전 이후 미국에 스즈키 다이세츠와 니시다 기타로

에 의해 확립되어 있던 일본의 선불교 사상, 그리고 매체를 통해 보급되어 

있던 일본의 이미지에 영향을 받아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정립

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스기모토의 수집품에는 1927 년부터 1970 년대

까지 발행되었던 『타임(TIME)』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가 1950 년대 이후

부터 매체를 통해 보급되었던 “선승과 같은 일본인” 이미지와 “평화를 의미

하는 일본 미술”에 익숙해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즉 스기모토가 미술

사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작업을 하는 과정에는 매체를 통해 보급된 일본이

미지가 전제되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가 일본인으로서 예술가로서 정

체성을 확립해갔음을 알 수 있다. 스기모토는 여러 차례 “미국에 정착한 이

후 더욱 일본인에 가까워졌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저서에서도 “일본인이라

                                                 
70

 카메의 글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1950 년대부터 새롭게 정착되기 시작한 일본의 

이미지이다. 제 2 차 세계 대전 시대의 적국에서 우호적인 자본주의의 동맹국으로 

옮겨간 것인데, 그 배경에는 1949 년 중국의 공산당이 주도권을 쥐고 1950 년에서 

1953 년 사이 한국 전쟁이 발발했으며 1952 년 진주군이 일본을 떠남으로써 미국

의 조바심이 증폭되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1951 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이 

평화조약에 가입하면서 일본이 평화적인 나라임을 선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같

은해 일본 미술 특별 전람회가 개최되었다. 같은 해 『타임(TIME)』지에는 전람회를 

위해 일본 정부가 직접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보도되었고, 12 월 『라이프(Life)』지

에는 일본미술이 얼마나 “정신적”이고 “평화적”인가를 논하는 글이 다시 한번 기

재되었다. “Loan from Japan” Times Magazine, August 27, 1951; “A Great, 

Delicate Art” Life Magazine, December 31, 1951, p. 69. 1951 년 10 월 『아트 

뉴스(Art News)』에서는 비트 세대 시인이었던 케네스 렉소(Kenneth Rexroth)가 

“평화와 일본 미술 - 평화 조약에 경의를 표하러 동경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보냈던 

일본의 보물”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Kenneth Rexroth, “Peace with Japanese 

art: Tokyo sends its most famous treasures to San Francisco in honor of 

the recent Peace Treaty meeting,” Art News (October, 1951): 22–25.  



34 

 

는 정체성을 외국에 사는 장점으로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표출해왔다”고 기

술하기도 하였다.71 이는 스기모토가 미국에서 일본인으로서 가지는 장점을 

전략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따라서 그의 작품을 둘러싼 ‘일본

적인’이라는 해석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주지할 것은 이러한 프레임이 냉전 

시기를 지나면서 미국에서 고착된 일본의 선불교적 이미지와 1980 년대와 

90 년대에 부상하기 시작한 다문화주의 담론, 그리고 ‘국제적인 흐름에 발

맞추면서도 근본적으로 일본적인’이라는 화두를 내걸고 80 년대부터 활발

히 진행되었던 일본 현대미술전의 해외 수요와 긴밀히 연관된다는 점이

다.72 

    이와 관련하여 미술사학자 알렉산드라 먼로(Alexandra Munroe)가 스

기모토와 그의 동년배 작가들을 일컬어 “형이상학파”라고 정의한 것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
73

 특히 그는 이들 작업에서 시공의 무한성, 그리고 존재와 

죽음의 영속적인 근원에 대한 탐구는 이론이 핵심적인 동력이었던 서구의 

개념미술과 차이를 드러내는 특징이라 보았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인가’에 

관한 철학적인 물음을 화두로 던지는 작업은 네오 다다와 뒤샹에 대한 경배, 

존 케이지의 영향을 받았던 1960 년대 초의 플럭서스(Fluxus)에서부터 시

                                                 
71

 杉本博司,『アートの起源』, 新潮社, 2012, p. 31.  
72

 가장 대표적인 전시들로는 옥스퍼드에서 열린 《1985 년의 재구성: 1945-1965 

일본의 아방가르트 미술(Reconstruction: Avantgarde art in Japan 1945-

1965)》; 《1986-87 년 퐁피두에서 열린 일본: 아방가르드들 1910-1970(Japon: 

Des Avantgardes 1910-1970)》; 1986 년 마드리드에서 열린 《구타이와 액션 페

인팅(Gutai and Action Painting)》; 《1989 년 미국을 순회한 전시 자연에 대항하

여: 80 년대 일본미술(Against Nature: Japanese art in the Eighties)》 등을 들 

수 있다.  
73

 먼로는 그들의 일본적인 특성으로 자기-참조적(self-referential)인 작업을 하고 

역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형이상학과 우주론(cosmology), 대승불교의 개념 

등에 천착하는 것 등을 꼽았다. Alexandra Monroe, 앞의 책, p.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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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된 경향이라는 것이다.
74

 먼로의 해석과 같이 스기모토는 존재에 관한 관

념적인 물음에 천착하면서 1960 년대 초반 구타이 그룹과 플럭서스 작가들

이 그랬던 것처럼 뒤샹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었다. 그는 하이쿠(俳句)와 형

이상학이라는 일본의 문화적 감성을 토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일본 문화의 

정수를 서구 모더니즘을 이끌었던 뒤샹의 유산과 이으려는 노력을 보였다. 

특히 스기모토는 뒤샹과 다도 의식을 정립했던 센노 리큐(千利休, 1522-

1591) 사이의 유사성을 읽어내려 하면서 사회에 만연한 허식을 꼬집고 단순

한 형태의 조화를 추구하며, 동시대의 허를 찌르는 위트를 그 공통점으로 꼽

았다.75 스스로를 뒤샹의 쌍둥이라고 부르는 스기모토의 태도는 미국과 일

본 사이에 선 예술가로서의 야망과 함께 그가 추구하는 예술의 방향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76  

     먼로가 정의한 형이상학파에 속하는 작가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스기모

토가 사진을 활용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스기모토는 스스로 사진이라는 

매체를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 그것이 초현실적인 “일루전을 만들어내기 때

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77

 즉 사진은 물리적으로 현존해 있었던 대상을 

담고 있다는 지표성에 의해 그 이미지가 ‘사실인양’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진의 매체적 특성과 그 효과는 스기모토의 작품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스기모토가 미국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유도 

사진이 예술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스기모토의 

사진에서는 지표성에 의한 외부 대상(reference)의 ‘사실적인’ 재현도, 사

                                                 
74

 위의 책, pp. 222-223. 
75

 杉本博司, 앞의 책(2012), pp. 98, 136-144. 
76

 엘리엇은 스기모토와 뒤샹 사이에 작품 자체의 성격은 다를지라도, 작업하는 태

도에서 유사성을 갖는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David Elliot, 앞의 글(2006), p. 

34.  
77

 스기모토는 객관적인 과학으로 관찰되는 세계도 오롯이 진실될 수는 없다면서 사

진이 가지는 일루전의 성격 때문에 사진으로 “일을 벌인다”고 말하였다. 杉本博

司, 앞의 책(2012),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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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만이 포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decisive moment)”
78

도 존재하지 

않는다. 벨팅이 스기모토의 사진에 대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찍

기 때문에 모더니즘 시기 앙드레 바젱(André Bazin)이 원했던 사진의 존재

론(ontology)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물

리적 대상에 대한 지표성은 흐려지고 그 대신 상상력이나 인식을 반영하기 

때문이다.79  

     그러나 스기모토의 사진은 카메라가 가지는 기술적인 효과를 실험하거

나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미지에 조작을 가해 만든 가상 현실과는 다르다. 그

의 이미지는 지시 대상이 되는 현실과의 괴리감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와 직

접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20 세기의 카메라는 ‘거짓(fake)’이라며 19

세기 양식으로 만들어진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자연광을 고

집하는 행위에서도 이 같은 ‘실재에 대한 욕구’가 드러난다.
80

 그렇다면 스

기모토가 나타내려는 실재란 무엇이며 어떠한 작용을 하는 것일까. 

                                                 
78

 앙리 카르티에 브르송(Henri Cartieri-Bresson)이 제시하고 국내에는 “결정적

인 순간”으로 번역되어 수용되어 온 개념인 “decisive moment”는 절묘하게 특정

한 순간을 포착해 기록으로 남기는 사진의 매체적 특성을 잘 나타내는 단어이다. 

언뜻 보기에 앙리 카르티에 브르송과 스기모토의 사진은 매체를 다루는 방식에 있

어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존 야우는 이와 관련하여 반복될 수 없는 ‘지

금, 여기’의 시간을 포착하지 않는 스기모토의 사진은 관람자의 마음을 찌르는 듯

한 경험을 지칭하는 ‘푼크툼’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John Yau, 

“Time Halted: The Photographs of Hiroshi Sugimoto,” American Poetry 

Review 33 (September/October 2004): 12; “The Dissolving World,” in 

Sugimoto: Architecture, exh. cat., Chicago: Museum of Contemporary 

Art Chicago, 2003, p. 19. 
79

 Hans Belting, 앞의 책(2000), p. 3. 
80

 스기모토는 여섯 살에서 일곱 살이 되던 무렵 초등학교의 과학 시간에 빛을 직접 

쏘임으로써 물체의 형태를 종이 위에 남기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사진을 접했다고 

회상한다. 니엡스(Joseph Nicéphore Niépce), 다게르(Louis-Jacques-Mandé 

Daguerre), 탈봇(Fox Talbot) 등 사진을 발명한 사람들의 경험을 마치 다시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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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기모토는 인간의 눈을 카메라의 장노출에 비유한 적이 있다. 카메라처

럼 셔터가 없으니 시간을 멈추고 순간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눈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미지를 담을 수밖에 없

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망막에 맺히는 “가상의 이미지(virtual image)” 

에 의지해 지속적으로 자신과 세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81 이때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지만, 의식적으로 자

신의 위치에 대한 자각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앞으로 지나가는 

수많은 이미지들과 마주하는 과정에서 눈은 환영을 일으키기도 하고 속임수

에 빠지기도 하며 때때로 화학 작용에 의해 환각에 빠지기도 한다.82 이러한 

점에서 역설적이게도 스기모토의 ‘비사실적인’ 사진은 일본에서 처음 사진

이라는 서구의 매체를 유입하면서 사용한 개념이 시사하듯 ‘사실에 가깝다

(写真)’고 할 수 있다.
83

 스기모토 개인의 경험처럼 특정한 약물이 야기하는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언급에서 빛을 활용해 실제 대상의 흔적을 종이에 구현하

는 것이 가지는 물리적인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탈봇의 영향을 

받아 작업한 <Lightening Field>는 직접 빛을 종이 위에 구현한 사진 발명 초기의 

방법을 활용한 작업이다. 빛의 흔적을 보고 형태적인 유사성에 의해 번개를 상상

하는 것은 사진이 가지는 일루전의 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Hiroshi 

Sugimoto, Hiroshi Sugimoto(2006), p. 16 참고.  
81

 Hiroshi Sugimoto, 앞의 책(2000), p. 12. 
82

 스기모토는 1972 년 캘리포니아에 정착하여 당시 섬머 오브 러브세대에 의해 만

연해 있었던 약물을 접하고 환각상태에 빠진 적이 있다고 회고하였다. Interview 

with Hiroshi Sugimoto conducted on October 13, 1994 by Thomas Kellein 

in Hiroshi Sugimoto: Time Exposed, New York: Thames & Hudson, 1995, 

p. 92. 
83

 일본에 사진이 수용되어 정립되어갔던 과정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ohtaro Lizawa, “The Shock of the Real: Early Photog-

raphy in Japan,” in Photography and Beyond in Japan, pp. 37-49 참조. 메

이지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 봉건 시대 말기, 서양의 사실적인 회화와 사진은 동일

한 의미로 일본에 유입되었으며 회화를 지칭하는 단어 또한 사진이었다. 당시 일

본에서 동판화와 유화의 선구자였으며 서구의 자연 과학을 일본에 소개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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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의해, 혹은 영화처럼 몰입 가능한 매체에 의해, 또는 눈이라는 신체

의 한계에 의해 비사실적인 환영이 넘쳐나는 현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불이성’을 경험해 이미지로 나타내는 것, 즉 자신과 관련

한 근본적인 깨달음의 상태를 의식하고 이를 조작을 가하지 않은 사진으로 

담는 것이 스기모토가 추구한 실재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재를 

보는’ 시각의 구현은 바다 모티프가 최초로 등장한 <바다풍경>에서부터 잘 

드러나고 있다. 

     

 

Ⅲ. <바다풍경> 사진 연작  

 

<바다풍경> 연작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시간만큼이나 스기모토를 대표하

는 이미지로 기능해온 사진이다. 스기모토는 뉴욕에 정착하고 얼마 되지 않

은 1976 년 무렵, <디오라마>와 <극장> 연작과 함께 <바다풍경> 연작을 구

상하였다. 그러나 앞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한 <디오라마>와 <극장> 연작

과는 달리 <바다풍경> 사진 속 대기와 바다의 분할된 화면이 만들어내는 기

하학적 이미지가 구현되기까지는 3 년 여의 시간이 걸렸다. 반복되는 시행

착오 끝에 1980 년 완성된 이미지는 지금까지 스기모토의 여정과 함께 지속

되어 오고 있는데, 바다는 그에게 있어 영감의 원천이자 작가 스스로를 대변

하는 모티프라 할 수 있다. 1994 년 스기모토는 <바다풍경> 사진 연작으로 

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로스 앤젤레스 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이 

                                                                                                                     

던 시바 코칸(司馬 江漢, 1747-1818)은 서구 회화에 대해 쓴 저서에서 “많은 사람

들이 서구 회화를 단순히 3 차원 회화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만…회화가 ‘사진’

이 아니면 뛰어나지 않으며…이때 사진이라는 의미는 대상이 마치 살아서 다가오

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서구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면서 일

본과 중국의 회화는 서구 회화와 비교하면 어린 아이의 낙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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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서 스기모토는 두 개의 전시실로 “낮의 바다”와 “밤의 바다”를 구성

하였고, 전시실을 비추는 자연광만으로 사진을 관람하도록 하였다.  

     바다는 동서양의 예술작품에서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 주제였으나, 큐

레이터 트루디 스텍(Trudy Stack)이 지적했듯이 1970 년대에 이르러서 중

요한 모티프로 등장하였다.
84

 앞서 언급했듯이 1960 년대의 반미학의 흐름

에서 벗어나 다시 재현의 미술이 나타나고, 사진이 중요한 매체로 급부상하

던 시기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의 감정을 동요시키는 모티프였던 바다가 예술

가들의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기는 사진이 중요

한 예술의 장르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던 때이기도 하지만 외부의 대상에 대

한 표현 대신 작가 개인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진이 활용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대 배경을 바탕으로 스기모토의 작업에

서 바다 모티프는 복합적인 의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호의 장으로 기능

하고 있다.  

 

1. 개념미술과의 접점 : 수행적 의례 행위의 기록 

 

스기모토의 작업은 모두 몇십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는 연작(series)이

며, 전시될 때에도 연작의 형태로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

극장>과 <바다풍경> 연작처럼 유사한 결과물로 귀결되는 사진의 경우 더 중

요한데, 연작의 형태로 전시가 되었을 때에만 각각의 사진이 가지고 있는 유

사성과 차이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한스 벨팅이나 마이클 프리드, 낸시 스

펙터와 케리 브루어 등 학자들은 모두 미묘한 차이를 나타내는 연작의 형태

가 관람자의 몰입을 유도한다고 보았으나 기록의 메커니즘에 의해 연작이 

작가의 수행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데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목

                                                 
84

 Trudy Wilner Stack, “The Eye of the Earth,” in Sea Change: The Sea-

scape in Contemporary Photography, exh. cat., Tucson: Center for 

Creative Photography, University of Arizona, 1998,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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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 그러나 스기모토 스스로 언급했듯이 그는 특정한 주제를 찍어

야겠다는 계획을 세운 후 이를 시각적으로 구현해내는 작업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의 사진 작업은 계획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퍼포먼스의 기록에 

가깝다.  

    일정한 계획에 따라 사진을 활용하여 기록한다는 메커니즘은 1960 년대

에서 70 년대 개념미술가들이 사진을 이용한 방식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다.85 당시 크라우스는 매체 중심의 작업들이 해체되고 있는 현상을 

서술하면서 “특정한(specific)”에서 “일반적인(general)”으로 예술의 형태

가 역사적인 전환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리즈 코츠(Liz Kotz)는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템플렛 혹은 표시법(“general” template or nota-

tional system)이 그것이 악보이든 지시사항이든 건축적인 다이어그램이든 

혹은 체계적인 재현방법이든, 서로 다른 맥락에서 특정하게 실현 가능하게 

적용된다고 보았다.86 특히 코츠는 에드 루샤(Ed Ruscha, 1937- )의 <26

                                                 
85

 스티브 에드워즈(Steve Edwards)가 갈무리한 개념미술가들의 작업에서도 언어

의 사용 다음으로 사진에 의한 기록이라는 개념은 핵심적인 작업 방식으로 기능한

다. 그는 미학적이지 않은(unaesthetic), 객관적인 기록을 다양한 작업을 아우르

는 공통점으로 보면서 퍼포먼스를 기록하고 개념을 나타내는 한편 정치적인 언급

을 하는 작가들의 작업에 대해 범주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들 작업은 시뮬라

크르와 주체성의 정신분석학적 모델, 정치적인 기호화 과정을 제시한다. 그러나 

제프 월을 기점으로 기록에서 재현으로 그 초점이 넘어갔으며, 월의 사진은 앞서 

나열한 특징들이 작용되지 않는 흐름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기록과 회화 사이의 

긴장관계는 포스트모던의 범위 안에 작동하는 역학 관계로 오늘날까지 사진의 구

조로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Steve Edwards, “Photog-

raphy out of Conceptual Art,” in eds. Gill Perry and Paul Wood, Themes 

in Contemporary Art,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The 

Open University, 2004, pp. 137-182 참조.  
86

 특히 댄 그라함의 Schema (March 1966)와 Lawrence Weiner 의 

“Statements” 더글러스 휴블러(Douglas Huebler)의 Location, Duration, 

Variable “조각들” 그리고 온 카와라(On Kawara)의 포스트가드, 텔레그라프, 일

 



41 

 

개의 주유소 (Twentysix Gasoline Stations)> (1962)(도 26)와 온 카와라

(河原温, 1932-2014)의 작품(도 27), 그리고 조셉 코수스(Joseph Kosuth, 

1945- )(도 28)와 더글러스 휴블러(Douglas Huebler, 1924- )(도 29)에 주

목하였다. 이들의 작품에서 표시법은 “사진을 원본과 복제 사이의 재생산의 

논리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계획을 특징적으로 실현하는 기록상의 메커니즘

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87 이 같은 코츠의 해석은 스기모토의 <바다풍

경> 연작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스기모토의 사진은 원본과 복제 사이

의 관계에 대해 탐구하는 논리에서 벗어나며, 미리 세워놓은 ‘일반적인’ 계

획을 여러 장소에서 실현하면서 발생하는 ‘특정한’ 사진이 모여 연작을 이루

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기모토는 하늘과 바다가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진 사진의 화면

을 구성하기 위해 카메라의 렌즈에 먼저 일직선의 선을 긋는다.
88

 이후 장소

마다 바다의 지평선이 하늘과 맞닿아 카메라 안의 선과 일치하는 곳을 찾아

내어 일정 시간의 노출을 통해 결과물을 얻는다.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8x10 인치 카메라를 그 자리에 고정시켜서 사진을 찍게 되는데, 그 과정에

서 새가 날거나 물고기가 뛰어올라 수평선의 모양을 해치는 결과물은 연작

에서 제외되게 된다.
89

 연작을 구성하는 각각의 사진은 모두 흑백이지만 사

진이 찍혔던 시간과 그날의 날씨에 따라 미묘한 톤의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북대서양(North Atlantic Ocean)>(1982)(도 30)의 경우 하늘과 바다

의 경계가 분명하게 나뉘어 화면을 이등분하고 있으며 톤의 대비도 확연하

                                                                                                                     

기와 회화 등이 이에 해당하는 60 년대 작업들이라고 보았다. Liz Kotz, “Lan-

guage between Performance and Photography,” October 111 (Winter, 

2005):14. 
87

 위의 글, p. 15. 
88

 https://www.youtube.com/watch?v=mcbEgEv2kUw (accessed by 2016. 

03.22)   
89

 Hiroshi Sugimoto, “ Memories of Origin,”  interview by Yuko Nakamura, 

2012. 

https://www.youtube.com/watch?v=mcbEgEv2k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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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 있다. 반면 <일본해(Sea of Japan)>(1987)(도 31)는 보다 낮은 대

비를 보여주면서 차이가 극명하지 않은 회색톤의 바다를 나타낸다. 오직 세

밀하고 정교한 차이만이 각각의 사진을 구분할 뿐이다. 이는 건축적인 요소

가 개입되어 있던 <극장> 연작보다도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형태적 유사성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낮 시리즈와 밤 시리즈를 나누어 찍은 바다 사진을 연작을 보면서 

연상하게 되는 것은 스기모토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임의적으로 장소를 선

택하고, 이후 낮과 밤에 따라 사진을 찍는 수행적 과정이다. 각각의 사진은 

그가 돌아다니는 여행길의 이정표처럼 기능하면서 다른 장소에서도 동일한 

시각을 구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사진의 결과물에 퍼포먼스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1960 년대에 이어 1970 년대 대지미술과 개념

미술, 퍼포먼스에 대한 기록으로 사진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였다. 작업에 따라 비평가들은 “객관적이고” “무심한” 개

념미술에서도 ‘행정가로서의 기록적인’90 성격뿐 아니라 작가의 수행성을 

읽어내기도 한다. 에드 루샤의 사진을 해석하면서 미술사학자 케빈 헤치

(Kevin Hatch)는 어떻게 임의적으로 보이는 루샤의 사진이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계되며 그의 책을 구성하는 각각의 사진이 이동을 암시하는지를 

분석하였다.91 이는 기하학적 선의 반복인 바다 풍경이 스기모토 개인의 종

                                                 
90

 Benjamin H.D. Buchloh, “Conceptual Art 1962–1969: From the Aesthet-

ics of Administration to the Critique of Institutions," October 55 (Winter, 

1990): 105–143. 
91

 그는 에드 루샤의 <26 개의 주유소(Twentysix Gasoline Stations)> 가 임의로 

찍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밝히면서 루샤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라는 점

을 토대로 책의 ‘저자’와 루샤 사이의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

은 특성은 루샤의 다른 책에서도 발견되는데, <9 개의 수영장과 깨진 유리(Nine 

Swimming Pools and a Broken Glass)>(1968)는 루샤가 자주 수영하던 시기의 

날짜로 시작하고 있으며, <베이비케이크와 무게(Babycakes with 

Weights)>(1970)는 그의 아들 에드워드 루샤의 사진으로 시작하고 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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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체험과 연관되며 바다가 가지는 철학적 의미를 포함하는 양상과 유사

하다. 사진이 나타내는 일견 ‘임의적인’ 이미지가 작가의 개인적 경험과 결

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기모토는 그의 사진을 접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작가가 가서 찍은 사진

인지의 여부를 가장 많이 묻는 사진으로 <바다풍경> 연작을 언급한 바 있

다. <바다풍경> 연작은 일반적으로 사진에 기대하는 ‘지표성’이 부족하여 

사진 각각의 타이틀이 지시하는 지리적인 속성에 따른 차이가 거의 드러나

지 않기 때문이다.92 이와 같은 특징은 1998 년 애리조나 대학에서 바다라는 

모티프를 활용한 19 명의 작가들을 모아 기획한 순회 전시 《바다의 변화: 현

대 사진에서의 바다(Sea Change: The Seascape in Contemporary 

Photography)》에 속했던 또 다른 일본작가 야마자키 히로시( 山崎博 , 

1946-)의 사진(도 32)과 비교하면 두드러진다. 스기모토와 유사하게 1940

년대에 태어나 도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야마자키는 1970 년대 초기부터 바

다의 수평선을 찍기 시작했다. 스기모토에게 바다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만큼이나 야마자키의 사진에서도 바다는 그의 작품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할만큼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한다.93 야마자키의 사진 또한 흑백으로 

                                                                                                                     

레코드(Records)>(1971)의 경우 루샤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앨범 사진과 

자켓들로 이루어져 익명성을 담보한 복제라는 측면과 지극히 개인적인, 즉 바르트

식의 과거분사적(has-been-there) 측면이 언제나 사진 속 대상에 공존함을 밝히

고 있다. Kevin Hatch, “Ed Ruscha’s Photography,” October 111 (Winter, 

2005): 110.  
92

 1995 년 《노출된 시간(Time Exposed)》라는 스기모토의 개인전을 기획했던 토

마스 켈레인은 스기모토의 <바다풍경> 연작에 대해 “비문화적이고(acultural) 익

명적으로 보인다(anonymous-seeming)”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각

(perception)을 정의하고자 도모하는 작업”으로 이해하였다. Thomas Kellein, 

앞의 책(1995), p. 10. 
93

 전시 도록에서 큐레이터 스텍은 전시에 포함된 19 명의 작가들에게 바다가 개인

적인 영감을 주는 동시에 기억될만한 경험을 상기시키는 모티프로 작용한다는 점

에 주목한다. 히로시 스기모토와 히로시 야마자키는 참여 작가 가운데 유일한 동

 



44 

 

대부분의 작품에서 바다와 하늘이 화면을 이등분하는 구성을 보이며 장노출

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야마자키의 사진은 바다와 태양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한편 장노출을 통해 대기의 변화를 포착한다는 점에서 일

직선으로 이분화되어 절제된 스기모토의 사진과 구별된다. 실제 현실에 존

재하던 것을 가리키는 지표성의 부재는 스기모토의 사진에서 새의 등장과 

같이 우연한 사건의 개입이나 바다를 둘러싼 암벽, 나무, 산과 같은 다른 자

연물의 배제를 통해 강조되고 있다.    

스기모토는 그의 사진에서 우연한 사건을 허용하지 않으려 하지만, 그

럼에도 물리적으로 현존했던 대상을 찍는다는 카메라의 특성에 의해 복합적

인 의미의 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미술사학자 캐롤 암스트롱

(Carol Armstrong)의 언급은 주목할만하다. 그는 스기모토의 작품 가운데 

가장 “사진같지 않으며 사진적 욕망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취향도 아닌” 

<바다풍경> 연작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바다풍경>이 역설적으로 

사진이 가지는 매체적 특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94 사진 속 

이미지가 지표에 머무르는 대신 다양한 의미화가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이

다. 스기모토의 <바다풍경>에서 바다라는 모티프는 마치 개인적인 의례를 

지속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세계를 여행하면서 일정한 ‘시각(vision)’에 

따라 동일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과정은 스기모토 스스로 묘사했듯이 수많

은 시행착오와 반복적인 수행을 요하는 것이었다.
95

 그럼에도 형태적인 차

                                                                                                                     

양인이자 일본인이었다. 특히 스텍은 뉴욕에 정착해 활동하는 스기모토와 달리 일

본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야마자키에 대해 서술하면서 바다로 둘러

싸인 섬나라인 일본의 지리적 특성과 바다에 대한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강조한다. Trudy Wilner Stack, 앞의 책, p. 16.  
94

 Carol Armstrong, 앞의 글(2006), p. 347. 
95

 ‘시각(vision)’이라는 단어는 스기모토가 인터뷰에서 사용한 단어를 차용한 것이

다. 그는 사진의 역사를 인간이 갖는 환영(illusion)의 역사라 말하면서 자신의 환

영을 보려는 인간의 경향은 시각을 갖는 것이라 언급하였는데, 이는 사진이라는 

매체의 특징과 함께 환영이 산재해 있는 세계에 대해 인지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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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거의 없는 각각의 사진을 위해 30 년이 넘는 시간을 소요해 온다는 것

은 스기모토의 사진에서 바다라는 이미지가 단순히 사진을 찍는 그 순간에 

존재했던 바다풍경이라는 지표를 벗어나고 있음을 암시한다.  

     스기모토가 <바다풍경> 연작을 설명할 때 항상 그의 사진 속 바다는 “언

어의 발달이 세상과 자아를 구별하기 이전 인간이 보았던 ‘최초의 바다’를 

나타낸다”고 언급한다. 즉 이름을 부여받기 이전 상태의 태고적 바다에 대

한 상징(symbol)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스기모토가 사진에서 바다 주

위의 나무나 바위의 모습을 배제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자연물이 바다보다 시

간에 따라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태고적’ 모습과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

다. 이와 동시에 예술가로서 커리어를 쌓던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3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는 그 수행성에 의해 히로시 스기모토

라는 작가를 대표하는 아이콘(icon)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96

 이는 

1960 년대 뉴욕에서 활동하던 개념미술가 온 카와라의 대표적인 작품인 날

짜 연작이 가지는 의미 작용과 유사하다. 시간이라는 유일한 레퍼런스를 가

지고 그야말로 가장 미니멀한 형태의 회화를 만들어내었던 날짜 연작이 온 

카와라의 실존에 대한 상징이자 개인을 드러내는 아이콘과 같은 이미지가 

                                                                                                                     

스기모토의 사진은 환영을 마주하는 스스로의 시각을 담아낸 또 하나의 환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앞장에서 필자가 언급한 ‘실재에 대한 갈망’과 연관된

다. 인터뷰 내용은 Interview with Hiroshi Sugimoto by Thomas Kellein, 

February 14, 1993, in Santa Monica, California, in exh. cat. The 21st 

Century, Kunsthalle Bael, 1993, p. 76, Thomas Kellein, “The Aesthetics of 

Knowledge - In Plaster. Hiroshi Sugimoto and Marcel Duchamp’s Large 

Glass,” in exh. cat. Hiroshi Sugimoto: Conceptual Forms, Paris: 

Fondation Cartier pour l’art contemorain, 2005, p. 25 에서 재인용.  
96

 이미지가 재현하는 대상에 의해 물리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인덱스와 물리적인 관

계가 없이 특정한 대상을 상기시키는 아이콘에 대한 개념은 Charles S. Peirce, 

“Logic as Semiotic: The Theory of Signs,” in The Philosophy of Peirce: 

Selected Writings, ed. Jutus Buchler, New York: Harcourt, Brace, 1950, 

pp. 98-1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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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버린 것처럼 화면을 이등분하는 하나의 수평선은 스기모토가 바다를 보

는 시각을 나타내는 아이콘이기 때문이다. 

     스기모토의 사진에서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각각의 제목이다. 사실상 

사진을 찍은 구체적인 장소라는 제목 없이는 사진이 가지는 수행적인 특성

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언어가 발달하기 이전 인간이 보았을 최초의 바다 이

미지를 담고 싶었다는 열망이 담긴 사진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미지를 보충하

는 각각의 타이틀, 즉 언어 없이는 그 의미가 작동하기 어렵다. 스기모토 스

스로도 <바다풍경> 연작에서 관람자가 가장 실제 존재하는 대상의 이미지

인지 여부를 의심한다고 회고하였듯 실제로 사진을 찍은 장소와 해당 년도, 

스기모토가 돌아다니면서 얻어진 결과물이라는 설명 없이 각각의 바다 이미

지는 작가가 담고 싶었던 의미를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각각의 이미지는 날짜와 장소라는 기준에 의해서만 서로 구

별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작품의 제목, 크라우스의 말을 빌어 “캡션

(caption)”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도 크라우스가 지적했던 1970

년대 미술의 한 가지 성향이었다.
97

 즉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하나의 완성된 

예술이어야 하는 모더니즘 시류를 벗어나 사회에 관해 언급하고 제도를 나

타내고 퍼포먼스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를 설명하고 보충하는 캡션과 언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이다. 예술 사진으로 보이는 사진일지라도 캡션

에 의해 현실의 순간과 연관되고, 사회 문화적인 의미 작용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  

     ‘캡션’은 스기모토의 <바다풍경> 연작에서 처음 사진을 접했을 때 예상

치 못했던 문화적 층위를 드러낸다. 물론 스기모토의 경우 바다에 관한 개인

적인 경험과 그가 사진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개념을 지속적으로 언급하

기 때문에 작가 자신과 분리시켜 해석할 수 없지만, 스기모토가 의도하지 않

                                                 
97

 Rosalind Krauss, “Notes on the Index: Seventies Art in America (Part 

2),” October 4 (Fall, 1976): 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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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부분에서 또한 그의 사회적인 태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캡션을 통해 

추상화되어 있는 바다 이미지가 구체적인 ‘장소성’을 부여받게 되면서 이를 

통한 문화적인 비평이 가능하고 작가의 가치관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

다.
98

 사진의 각각에는 스기모토가 사진을 찍었던 장소의 지명이 제목으로 

붙게 되는데, 마치 객관적인 기록처럼 제시되어 있는 명칭 사이에서 일본해, 

곧 <Sea of Japan>이라는 제목이 눈길을 끈다. 대한민국과 동해(East Sea) 

혹은 일본해(Sea of Japan) 표기 사이에 논쟁이 되고 있는 이 표기 방식은 

스기모토의 일본인이라는 정체성뿐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적인 

태도가 은연중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일본해’가 일본에

서 통용되어 온 명칭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비약일 수 있으나, 스기모토

가 미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를 적대국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조선에 대한 침

략, 중일전쟁(1937), 태평양 전쟁(1941) 등을 수반했던 동북아 대륙 점령의 

야욕을 당시 시대를 앞서간 엘리트들의 합법적인 영역 확장이라고 보는 견

해 속에는 그의 역사관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99  

                                                 
98

 《변화의 바다: 현대사진에서의 바다풍경(Sea of Change: The Seascape in 

Contemporary Photography)》의 큐레이터 스텍도 참여 작가들에 관한 짧은 설

명을 담은 도록의 글에서 스기모토가 바다를 보는 시선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스

기모토가 바다에 대해 추상적인 테마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선호한다면서 그

럼에도 바다에 이름을 짓는 과정을 통해 문화적인 비교가 가능한 장소로도 인식하

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Trudy Wilner stack, 앞의 책, p. 16. 
99

 杉本博司, 앞의 책(2008), p. 161 전쟁이 국제법에 따른 인간 본성의 표출이라고 

보는 스기모토가 당시 인신매매 금지조약, 강제노동 금지조약 등 일본이 가입해 

있었던 국제법을 위반했던 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직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언급하면서 일본을 미국에 의한 패잔국으

로만 인식하고 있는 스기모토의 역사관에는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나라의 국

민에 대한 일말의 관심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스기모토의 역사관은 작품의 효

과와는 별개로, 동시대의 일상에는 주목하지 않은 채 관념적인 물음들과 대서사에 

대해서만 천착하는 작품의 성향과 긴밀하게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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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기모토는 그의 저서 『현상(現な像)』 의 “영원한 전범(永久戦犯)”이라는 

장에서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회고전을 가지는 것에 대해 “미국의 적국이

었던 나라 태생인 내가 회고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일찍부터 미국에 정착했

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100

 미국인의 정착과 영토 확장을 일

본의 대동아 건설의 욕망과 동일시하는 그의 언급에서는 일본인으로서의 자

부심과 함께 일련의 제국주의적, 혹은 군국주의적 세계관이 엿보인다.101 전

후 세대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냉전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해 있던 상황

에서 자라고 교육받았으며 예술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미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 그리고 아시아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스기모토의 입장은 역사적인 시사점을 가진다. 그의 제국주의적 역사

관에도 불구하고 스기모토의 작업이 정신적이며 숭고한 성격을 띤다고 수용

되어 온 것은 군국주의에 이용되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선불교

가 미국에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의 정수로 유입되었던 것을 연상하게 한

다.102  

    이와 관련하여 큐레이터 안드레아스 리스(Andrea Liss)의 글은 주목할 

만하다. 1989 년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의 아트 갤러리에서 사진 발명 150

주년을 기념하여 리타 마이어스(Rita Myers, 1947- ), 빌 비올라(Bill Vio-

la, 1951- ), 그리고 스기모토의 세 작가의 작품으로 전시를 기획했던 리스

는 “스기모토의 사진에서는 낭만적인 주제인 바다가 얼마나 문화적인 코드

로 점철되어 있는지 보여준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그는 연작이 전시되는 

                                                 
100

 위의 책, p. 162. 
101

 杉本博司, 앞의 책(2011), p.143 
102

 선불교가 일본의 군국주의 혹은 제국주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논의는 James W. 

Heisig and John C. Maraldo eds., Rude Awakenings: Zen, The Kyoto 

School, and the Question of Nationalism,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5; Robert Sharf, “The Zen of Japanese Nationalism,” History of 

Religions 33 (August, 1993): 1-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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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주목하면서 <태평양(Pacific Ocean)>과 <일본해(Sea of Japan)>가 

유사한 형태를 띤 채 걸려있는 상황에 대해 국가주의와 세계 2 차 대전, 그

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져버린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103

 즉 시대적 부침에 따라 변화해온 미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기하학적 선의 반복이라는 <바다풍경> 연작의 형식적 유사성과 단

순성에도 불구하고, 연작의 전시 형태와 사진 각각의 캡션을 통해 그 문화적 

맥락화가 가능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4 

 

 

2. 중첩된 시간을 표상하는 공간  

 

화면을 가로지르는 수평선의 형태는 스기모토의 경우 앞장에서 살펴보았듯

이 선불교를 연상시키는 종교적 체험과 연관되지만 선에 맞게 화면을 이등

분하는 바다의 모습을 찍는다는 템플렛 하에 객관적으로 기록한다는 메커니

즘은 1970 년대 개념미술가들의 방법과 유사한 것이었다. 그의 바다 연작을 

보면 “무심한(indifferent)” “무표정의(dead-pan)” 흑백의 수평선이 반복

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105

 로스코가 후기에 그린 회색조의 회화(도 33)

와 갖는 형태적인 유사성을 바탕으로 2011 년 런던의 페이스 갤러리에서 전

                                                 
103

 Andrea Liss, Continuum and the Moment: Rita Myers, Hiroshi Sugimo-

to, Bill Viola, exh. cat., Fullerton: Visual Art Center, California State Uni-

versity, 1989, pp. 38-39. 
104

 캡션이 가리키는 지명에 의해서만 구별된 채 유사한 형태를 반복하고 있는 두 바

다는 대의에 가려진 작은 서사들을 생각하게도 하고, 미국과 일본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을 함축하고 있기도 하다.   
105

 랄프 루고프(Ralph Rugoff)는 “보기에 무표정한 사진들”로서 “상충하는 것들의 

매끄러운 결합을 강조”한다며 스기모토의 <디오라마> 연작과 <왁스> 연작을 묘사

했지만 이는 스기모토의 사진 대부분을 관통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Ralph 

Rugoff, “Half Dead,” Parkett 46 (1996):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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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열었을 만큼 바다 사진이 가지는 추상적인 형태는 흑백이라는 색의 절

제에 의해서도 두드러지지만 일반적으로 사진에 기대하는 ‘포착된 인물’의 

부재를 통해서도 강조되고 있다. 미술사학자 리처드 시프(Richard Shiff)는 

전시의 카달로그에서 “로스코와 스기모토는 수세기에 걸친 역사와 유기적

인 삶의 영겁을 탐구하며 …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의식을 자각하게 한

다”106면서 형태뿐 아니라 그 주제와 관람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유

사성을 띠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바다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시간의 개

념이 과거분사형태인 “사진을 찍는 그 순간(that-has-been)”107에 있지 않

고 원시적인 시간이라는 하나의 개념에 있기 때문에 스기모토의 사진에서 

사람의 존재는 날아다니는 새나 물고기처럼 개념의 시각적인 실현을 방해하

는 형태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진 안에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 사진계의 주류를 형성하

고 있던 흐름에서 벗어나는 가장 큰 특징이었다. 스기모토가 1970 년대 후

반 일련의 사진 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돌풍처럼 몰고 지나갔던 1960 년대 

다큐멘터리식의 사진은 당시 큰 기획전들을 통해 사진사의 한 챕터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108 지하철과 거리의 방황하는 젊은이, 출퇴근하는 직장인

                                                 
106

 로버트 로젠블룸(Robert Rosenblum)은 스기모토의 사진이 로스코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Tracey Bashkoff, Robert Rosenblum, 

Thomas McEvilley and Frances Richard, On the Sublime: Mark Rothko, 

Yves Klein, James Turrell, exh. cat., New York: Guggenheim Museum, 

2011, p. 57. 전시 도록은 Richard Shiff, Rothko/Sugimoto: Dark Paintings 

and Seascapes, exh. cat., London: Pace Gallery, 2012 참조. 
107

 롤랑 바르트는 사진의 지표적 측면에 대해 강조하면서 사진은 항상 실재했던 특

정한 과거분사적 존재에 대한 증명으로 기능한다고 말하였다. 자세한 논의는 Ro-

land Bartes, Camera Lucida: Reflections on Photography, trans. Richard 

Howard, New York: Hill and Wang, 1981 참조. 
108

 1960 년대 개리 위노그랜드(Garry Winogrand, 1928-1984), 리 프리들랜더

(Lee Friedlander, 1934-), 낸 골딘(Nan Goldin, 1953- )과 같은 사진가들은 뉴

욕이라는 도시를 살아가는 삶의 단면들을 포착해 스냅샷과 같은 사진 작업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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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던 드랙퀸들은 뉴욕이라는 도시를 구성하

고 있는 개인이었고, 동시대의 초상이었으며, 정치 사회적인 단면들을 나타

내는 기호였다. 동시대의 초상이라는 기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작업을 

진행하던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사진가들에게도 인간은 폭력과 응시의 주

체이자 대상이며 사회적인 의미작용이 일어나는 기호였다. 이는 일본의 사

진작가들도 마찬가지였다. 1980 년대 중·후반부터 스기모토와 같이 당시 일

본을 대표하는 현대 사진가로 일본 국내외 전시에 소개되곤 했던 모리무라 

야스마사(森村泰昌, 1951-)의 경우 서양 미술사의 대표적인 작품 속 인물을 

자신으로 대체하여 인종과 젠더에 대한 기호로 작용하게끔 하였다. (도 34) 

그의 사진은 미술사를 포함한 역사 자체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종과 젠더의 문제를 제시하고 정체성을 다루는 이미

지로 인식되어왔다.
109

  

     그러나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스기모토의 사진에서는 동시대를 표현하

는 단서도, 일상에 대한 관심도 찾아보기 어렵다. 냉전의 시대에 종언을 고

하고 다시금 사회적인 질서가 만들어지던 시기에 변화하는 일상이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로 당시 개념미술가들에게 작용한 반면, 스기모토의 사진에

서 그가 활동하던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식별 가능한 ‘사람’이 등장하는 스기모토의 <초상화> 연

작은 앞서 언급하였듯 마담 투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형을 초상화 사

진처럼 다시 찍은 것이었다. 이미 두 번에 걸쳐 다른 매체, 즉 회화와 왁스 

                                                                                                                     

고, 이들의 작업은 동시대의 일상을 담아내고 사실적이며 절묘한 순간을 포착한다

는 공통점을 띠었다.  
109

 특히 모리무라 야스마사의 작업은 영화의 스틸컷 이미지 속에 자신을 투영해 정

체성과 젠더 문제를 다루었던 신디 셔먼의 사진 작업과 비교되곤 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연구까지 이어지고 있다. 관련 논의는 Sharon Matt Atkins, “Art 

Appropriation and Identity since 1980: Robert Colescott, Yasumasa 

Morimura, Cindy Sherman, Japan,” Ph. D. diss., Rutgers The State Uni-

versity of New Jersey,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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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으로 재현된 이미지를 사진이라는 매체로 다시 재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110 스기모토는 초상화 사진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 대신 왁스 모형을 

선호하는 것에 대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찍기 수월해서”라며 자신은 “오

직 고인(故人)만을 찍는다”고 말한다.
111

 그는 순간을 포착하는 데에 관심이 

없으며 동시대를 특정한 기호들로 표상하는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것

이다.  

    이처럼 동시대를 추측할 수 있는 기호가 부재해 있는 스기모토의 사진은 

‘시간’ 그 자체를 나타낸다. 스기모토 스스로도 자신의 사진은 모두 시간이

라는 테마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만큼 그의 사진은 시간의 여러 층위를 담

고 있다. 이는 스기모토의 사진에 대한 비평이 시작되었던 1980 년대 중반

부터 일찍이 주목 받아 왔던 부분이다. 존 야우는 1984 년의 글에서 장노출

에 대해 언급하면서 스기모토의 사진이 가지는 특이점을 시간의 흐름이 중

첩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이라고 보았다.112 노만 브라이슨은 1960 년대 일본 

건축의 지배적인 흐름이었던 메타볼리즘과의 공통점을 지적하면서 서로 다

                                                 
110

 스기모토의 <초상화(Portraits)> 연작은 런던의 마담 투소 박물관에 있는 밀랍

인형을 전통적인 초상화 자세로 찍은 것으로 밀랍인형 자체가 초상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3 차원의 모형이 모사하고 있는 2 차원의 원본, 즉 회화를 다

시 2 차원의 매체인 사진으로 재현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대상을 재현하

는 역사적 수단의 흐름을 하나의 화면에 담은 그의 사진은 이미지로 표상되는 기

억의 환영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한편 하나의 인물, 혹은 대상이 갖는 원본의 본질

적 형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111

 Tracey Bashkoff, “The Exactness of The World: A Conversation with 

Hiroshi Sugimoto,” in Sugimoto: Portraits, exh. cat., New York: Guggen-

heim Museum, 2000, p, 29 
112

 John Yau, 앞의 글(19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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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시대의 시간이 중첩되어 유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질학적 시간이 드

러난다고 보았다.113  

      보통은 사진의 움직임이 모여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와 같은 인식을 전복해 영화의 시간이 사진을 완성하게 했던 스기모토의 <

극장> 연작의 경우 1920 년대에서 30 년대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극장 속 모

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료와 같은 느낌도 자아낸다. (도 35) 

서로 다른 속도감이 하나의 사진에 드러나는 특징은 <극장> 연작 가운데서

도 1950 년대에서 60 년대 자동차 극장을 찍은 <드라이브 인(Drive In)>시

리즈에서 두드러진다. (도 36) 낸시 스펙터가 “미국적인 현상(American 

phenomenan)”이라고 말하는 이 자동차 극장은 외부의 공간에서 영화가 

상영되다 보니 스크린 주위에 별똥별의 움직임이나 대기의 변화가 기록되기

도 한다. 그러나 스기모토의 사진 속에서 ‘미국적인’ 특징은 두드러지지 않

는다. 영화라는 친근한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영화 속 이미지 대신 텅 빈 스

크린과 이를 둘러싼 건축 양식 혹은 대기를 나타내고, 동시대의 일상보다는 

이미 지나가버린 시대를 상기시킨다.
114

  

      현재를 찍은 사진이 과거의 시대에 대한 회상을 고무하는 것은 <바다풍

경> 연작에서 가장 극단화되어 드러난다. 스기모토가 최초의 인간이 바라보

는 바다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바다라는 모티프 자체가 모든 생명체

의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115

 물론 <디오라마>, <건축>, <초상화>와 같은 다

                                                 
113

 Norman Bryson, “Hiroshi Sugimoto’s Metabolic Photography,” in Coo-

lidge Rousmanière and Jeffett, Hiroshi Sugimoto, exh. cat., Sainsbury 

Centre for Visual Arts, Norwich England, 1997, pp. 31-33. 
114

 이와 같은 성격과 관련하여 스펙터는 사람들이 즐기는 영화나 연극이 여전히 공

동체적인 활동이었고, 영화가 마치 종교처럼 미국인들의 총체적인 무의식을 포착

하던 시대에 대한 회상을 이끌어낸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Nancy Specter, 

“Reinventing Realism,” in Sugimoto Portraits, p. 14. 
115

 스기모토는 게이오(慶應義塾) 대학에 다니던 야마다라는 이름의 과외 선생님과

의 대화에서 생명의 근원이 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회고하기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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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연작에서도 스기모토는 찍는 대상이 표현하고자 했던 ‘원형의 이미지’를 

드러내려는 목표에 의해 시간의 흐름이나 동시대성을 무색하게 하는 사진을 

찍는다. 그 가운데서도 바다는 스기모토가 “화석(fossil)”이라고 칭한 사진

의 의미와 가장 잘 부합하는 모티프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온 모

습을 지리학적으로 간직한 채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이

슨이 주목했던 <극장> 연작과 달리 <바다풍경> 연작에서는 서로 다른 속도

의 공존이라는 근대성의 특성이 화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대신 근대화를 

비롯한 모든 인간 문명의 변화에도 가장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영

향을 받지 않을 대상의 속도를 보여주는 사진인 것이다.  

     한편 <바다풍경> 연작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미술이론가 티에리 드 뒤브

(Thierry de Duve)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스냅샷과 같은 순간 

노출과 장노출을 비교하면서 스냅샷에 포착된 “사건(event)”과 장노출이 

가능하게 하는 “사진(picture)”을 비교하였다. 스냅샷은 이미 일어나버린 

사건을 보여주는 한편 장노출의 사진은 일시적인 지속성에 대한 열망을 표

출한다는 것인데 그가 예로 든 사진은 에디 아담스(Eddie Adams, 1933-

2004)의 유명한 베트콩을 처단하는 사진(도 37)과 줄리아 마가렛 카메론

(Julia Margaret Cameron, 1815-1879)의 사진(도 38)이었다.
116

 그는 사

진의 효과에 대해 정신분석학 이론을 적용하여 스냅샷이 트라우마의 경험에 

있어 주요한 반면 장노출은 멜랑꼴리한 애도의 표현이라고 보았다.
117

 그러

나 <바다풍경> 연작은 드 뒤브의 구분이 적용되기 어려운 특징을 갖는다. <

                                                                                                                     

다.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바다는 회상할 수 있는 최초의 기억이자 생명체의 근원

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Hiroshi Sugimoto, 앞의 책(2006), pp. 15-16. 
116

 티에리 드 뒤브가 그의 논문에서 사용한 줄리엣 마가렛 카메론의 사진은 필자가 

도판으로 사용한 사진과 다르지만, 두 사진 모두 장노출을 활용한 초상 

사진이라는 점에서 티에리 드 뒤브가 주목한 특징은 같다는 점을 밝혀둔다.  
117

 Thierry de Duve, “Time Exposure and Snapshot: The Photograph as 

Paradox,” October 5 (Summer, 1978), pp. 119-124. 



55 

 

바다풍경> 연작의 경우 스기모토는 낮 사진은 1/20, 혹은 1/30 초로 찍은 

사진인 반면 밤 사진의 경우 5 분에서 10 분, 혹은 날씨에 따라서 20 분에서 

30 분이 걸렸다고 말한다.
118

 그의 연작 안에는 스냅샷의 포착된 순간과 장

노출의 중첩된 시간이 공존하지만 시각적으로 구별하기가 어려우며, 디테

일을 통해서도 티에리 드 뒤브가 말하는 트라우마와 애도의 차이는 느껴지

지 않는다. 이는 앞장에서 개념미술과의 접점을 살펴보면서 주목했던 것처

럼 이등분된 화면, 즉 일정한 템플렛에 따라 바다의 수평선을 나타내는 형태

의 특이성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동시에 사진의 매체적 특성이 시간의 노출

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케빈 헤치가 

에드 루샤의 사진에 대해 분석했던 것처럼 사실상 사진의 효과는 노출시간

의 정도에 따라 온전히 구별할 수는 없으며, 모든 사진에는 정도 차이를 띠

지만 두 가지 시간의 흐름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119

 

     헤치는 동일한 글에서 사진 이론에 있어 긴장 관계에 있는 두 대척점에 

관해 언급하는데, 스기모토의 사진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하

나는 “재현적인(representational)” 접근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지표적인

(referential/indexical)” 이론으로, 존 탁(John Tagg)과 롤랑 바르트

(Roland Barthes)를 각각의 개념과 관련하여 논의를 개진한 대표적인 이론

가들로 꼽았다.120 재현적인 사진은 장노출을 활용한 사진이 대체로 그러한 

것처럼 마치 회화처럼 각각의 요소가 모여 구성하는 정돈된 화면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사진은 사진가의 의도가 보다 많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보

다 정치적인 성격을 띠며 동시대의 사회 정치적 상황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

                                                 
118

 Thomas Kellein, 앞의 책(1995), p. 94 
119

 사진이 스냅샷과 장노출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면서 구분이 모호하다고 본 

견해는 케빈 헤치가 에드 루샤의 사진을 분석하면서 언급했던 것이기도 하다. 

Kevin Hatch, “Something Else,” Ed Ruscha’s Photographic Book,” Octo-

ber 111 (Winter, 2005), pp. 111-112. 
120

 위의 글, p. 110 각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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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할 수 있다.
121

 프리드가 주목했던 토마스 데만트와 제프 월 또한 부

분적인 요소들이 전체적인 화면을 구성하는 ‘재현’의 방식에 주목한 사진가

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순간의 포착은 우연적인 요소의 개입을 초래하고 

이는 보는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감정적 반응, 즉 바르트가 말한 “푼크툼

(punctum)”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사진가의 의도가 개입하지 

않는 지표성과 연관되는데, 우연히 그 순간 거기에 있었던 대상의 흔적을 담

아내기 때문이다.  

     스기모토의 사진에서는 물리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지표성과 회화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재현의 성격이 공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확하게 

이등분된 기하학적 회화를 연상케 하는 <바다풍경> 연작은 수평선의 반복

된 형태에도 불구하고 스기모토의 연작 가운데 가장 지표성이 잘 드러나는 

사진이다. 그의 작품 가운데 드물게 ‘움직이는’ 대상을 찍은 사진이기 때문

이다. 각각의 사진이 공유하는 형태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사진에 드러

나는 미묘한 차이는 사진을 찍는 순간에 물결의 흐름과 대기의 상태를 드러

낸다. 아무리 스기모토가 새의 등장과 같은 예견하지 못한 움직임을 배제했

다 하더라도 그가 사진을 찍는 시간 동안의 자연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는 없

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물에는 물리적으로 존재했던 자연의 흐름에 대한 지

표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바르트가 말하는 찌르는 듯한 감정인 

푼크툼을 유발할 수는 없더라도 관람자 각자가 바다에 관해 가지고 있는 개

인적인 경험에 대한 기억을 유도한다고 할 수 있다. 

                                                 
121

 존 탁의 입장은 John Tagg, The Burden of Representation: Essays on 

Photographies and Histori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3; Grounds of Dispute: Art History, Cultural Politics and the Discur-

sive Field,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2; The Disci-

plinary Frame: Photographic Truths and the Capture of Meaning, Min-

neapolis; London: University of Press,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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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스기모토의 사진은 재현적인 접근 방식을 띠고 있는데, 마이클 프

리드가 스기모토의 사진에서 주목했던 것도 회화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재현

적인 성질이었다. 그는 ‘몰입’적인 <극장> 사진에 대해 언급한 것이지만, 스

기모토의 <바다풍경>은 종종 로스코의 회화에 비유될 정도로 회화같은 이

미지를 갖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록의 메커니즘에 의해 사진가의 의도

가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 또한 그의 사진이 가지는 지표성을 완화시키는 

요인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그러나 스기모토의 <바다풍경> 사진이 가지는 

연극적(theatrical)인 성격을 간과해버리기에 문제가 있다.122 프리드가 미

니멀리즘에 대해 비판하면서 사용한 개념이자 그가 주목한 사진가들의 작업

이 반하는 특성으로 본 이 “연극성(theatricality)”은 관람자를 의식하여 작

품이 ‘제시되는’ 순간에 집중하게 한다는 것이었다.123 물리적인 시간의 개

입을 나타내는 이 개념은 스기모토의 작업에 있어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연극성은 사진이 전시되는 형태를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스

기모토가 사진을 제시하는 방식은 연극적이다.
124

 특히 <바다풍경> 사진 연

                                                 
122

 따라서 필자의 견해는 스기모토의 사진이 재현적인 접근 방식을 보이는 것은 

맞으나 전시의 형태와 이후 조각과의 혼용을 야기하는 모티프의 확장을 고려해볼 

때 연극성이 두드러지며, 이에 따라 프리드의 의견과는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123

 마이클 프리드의 ‘연극성’에 대한 개념과 ‘몰입’에 대한 설명은 Michael Fried, 

Art and Objecthood: Esssays and Reviews, Chicago: University of Chica-

go Press, 1988 참조.  
124

 케빈 리오단(Kevin Riordan)은 스기모토의 사진이 선과 관련한 이론적 프레임

에 갇혀있거나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라는 해석에 치중되어 왔다면서 스기모토의 

사진이 얼마나 연극적인 성격을 갖는지에 관해 주목한다. 그의 글에서는 그러나 

사진에 관한 해석보다는 스기모토가 실제로 연극을 위한 무대 장치를 만들거나 신

사를 리모델링하는 사진 외적 활동에 관한 언급이 주를 이루고 있다. Kevin 

Riordan, “Hiroshi Sugimoto and the photography of theatre,” Perfor-

mance Research: A Journal of the Performing Arts  (April, 2015): 102-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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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 외부에 걸어놓아 날씨의 영향 아래에 있도록 했던 전시의 제목이 《노

출된 시간(Time Exposed)》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도 39) 작품이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전시기간 동안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노

출되는 작품이 시간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환경에 의해 

사진이 다시 빛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끝이라고 말하는 스기모

토의 언급에서 ‘노출된’ 시간은 관람자가 사진을 보는 행위가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기록의 메커니즘을 활용해 지표성을 

완화했어도 자연의 무한한 움직임에 의해 차이가 발생했듯, 동시대성을 표

상하는 기호가 부재해 있는 스기모토의 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스기모토가 지속적으로 죽음과 끝을 언급하

는 이유는 현재에 대한 관심에 기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죽지 못하

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으며 삶을 살아가는 활력은 죽음에 대한 제한 시간

이 설정되어 있는 것에서 나온다”고 언급한 바 있다.125 내일도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가 현재를 살게 하는 힘을 제공한다는 스기모토의 논리는 끝, 

곧 죽음에 대해 끊임없이 말하는 이유가 현재에 있음을 드러낸다.  

    스기모토가 사진을 화석에 비유한 이유는 그의 사진에서 시간은 과거의 

한 순간에 멈춰있는 대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을 응시

하는 관람자는 지표성과 재현의 성격이 교묘하게 맞물려 있는 스기모토의 <

바다풍경> 연작에서 이미 지나가버린 것을 회상하면서도 지금 사진을 바라

보고 있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사진 안에서 중첩된 시간의 

표현은 지표성과 재현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사진을 보는 현재의 

시간까지 포함하게 하여 화석화된 시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125

 杉本博司, 앞의 책(2011),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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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바다 모티프의 매체적 확장 

 

 <바다풍경> 연작에서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 바다 모티프는 스기모토의 작

품 세계 안에서 확대되고 재생산되며 그 의미를 변용하고 더해갔다. 1980

년대 후반 구상을 시작한 <부처의 바다(Sea of Buddhas)>(1995)와 <시간

의 화살(Time’s Arrow)>(1987), 그리로 이들 작품을 확장한 <5 원소(Five 

Elements)>(2011)와 <가속하는 부처(Accelerated Buddha)> (1997)와 같

은 작품들을 통해 바다 모티프가 하나의 알레고리로서 사진을 넘어서는 매

체적 확장과 혼용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스기모토의 개인적 경험에 기반한 

기호의 장이었던 <바다풍경> 사진 속 바다는 이후의 작업에서 다른 종교적 

모티프와 결합하기도 하고 이전 작품을 차용하기도 하면서 인간의 의식이라

는 의미로 확장되어 갔다. 이 가운데 <바다풍경>의 사진이 도모하였던 관람

자의 신체적 이동과 능동적인 해석은 이후 확장된 작업이 갖는 재질과 전시 

형태의 연극성에 의해 보다 두드러지게 되었다. 

   

1. 의식의 알레고리로 작동하는 바다 모티프  

 

비평가 크레이그 오웬스(Craig Owens)가 1989 년 기념비적인 논고 “알레

고리적 충동: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을 향하여(The Allegorical Impulse: 

Toward a Theory of Postmodernism)”
126

를 발표한 이후 알레고리는 현

대미술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로 기능해왔다. 오웬스

는 보들레르(Charles Pierre Baudelaire), 폴 드 만(Paul de Man), 벤야민

의 논리를 토대로 알레고리를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이 ‘반미학적’ 상상력을 

도모하고 사회적인 기능을 발현할 수 있게 하는 방향성으로 보았다. 그는 알

                                                 
126

 Craig Owens, “The Allegorical Impulse: Toward a Theory of Postmod-

ernism”, Part 1, October 12 (Spring, 1980): 67-86；Part 2, October 13 

(Summer 1980): 58-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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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리가 ‘여기’를 통해 ‘저기’를 제시하는 “매개적(mediational)”인 기능

에 주목하였고,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이 “논의(담론)를 환기시키는 힘” 또는 

창조라는 행위에 내재한 타자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 상응하는 특징으로 

재평가하였다. 이는 일대일 대응을 기저로 하는 상징의 의미 작용과 다른 것

으로, 오웬스는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이 가지는 알레고리적 충동이 모더니

즘 예술이 낭만주의로부터 계승해 온 예술적 주체에 의문을 제시하고, 예술

은 자연과 진리의 미메시스라는 신념에 저항한다고 보았다. 동시에 이 충동

에 의해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은 항상 불완전하게 끝나는 표상 행위이며, 따

라서 그 불완전성이 새로운 논의를 확장시킨다는 것이 그의 논점이었다. 

     미술사학자 스티픈 멜빌(Stephen Melville) 또한 오웬스가 정의한 포스

트모더니즘 미술의 알레고리적 충동을 토대로 그 특성을 보다 명료하게 분

석하였다. 그도 오웬스와 마찬가지로 담론을 환기하는 속성을 말하였는데, 

관람자의 능동적인 해석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멜빌은 또한 매체가 혼용

되는 작업들에서 알레고리적 충동이 드러난다고 보았으며 표상, 혹은 재현

의 문제가 새롭게 제시된다고 보았다. 더 이상 이미 외부 세계에 존재하던 

것을 재-현(re-presentation)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것을 지적으로 이

해 가능하게 하는 불가피한 조건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현은 “자기 자신이 아닌 것, 즉 재현을 벗어난 것의 침투에 굴복하는 현

존”의 조건을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성격을 알레고리의 어원적 의미, 즉 제시된 단어의 본래 의미와는 ‘상이하게 

이야기하다(diversiloquium)’, ‘다르게 말하다(alienniloquium)’라는 의미

에 접목시켜 ‘알레고리적 충동’이라고 칭하였다.127     

                                                 
127

 멜빌은 신디 셔먼과 로버트 룽고의 작업에 주목하면서 어떻게 그들의 작업이 알

레고리적 회화로 기능하는지 분석하였다. Stephen Melville, “Notes on the 

Reemergence of Allegory, the Forgetting of Modernism, The Necessity of 

Rhetoric and the Conditions of Publicity in Art and Criticism,” October 

19 (Winter, 1981): 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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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기모토의 사진에서 바다는 ‘알레고리적’으로 작용한다. 이는 바다라는 

모티프가 시대를 넘나들면서 역사적인 서사를 교차시킨다는 점에서도 그러

하지만 그의 작품 세계 내부에서도 이전 작품을 ‘차용’하고 의미를 확장하면

서 사진과 조각과 같은 서로 다른 매체의 혼용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바다를 보면서 인간의 의식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스기모토의 바다는 

이곳에서 저곳을 ‘재-현’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의미는 고정된 것

이 아니라 관람자로 하여금 능동적인 해석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열려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스기모토의 작품이 가지는 형식적인 단순성과 연작의 배

열은 관람자로 하여금 그 의미 작용을 마무리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스기모토의 사진에서 바다라는 모티프는 동시대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표상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스기모토가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 

시대적인 특수성을 담게 된다. 스기모토는 현대 미술에 대해서도, 현대 사회

에 대해서도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세상도 미술도 끝을 향해 달

려가고 있음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128 그는 이처럼 끝을 향

해 가고 있는, 더 이상 귀의해야 할 신이나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숭배할 대상은 “의식의 근원/기원(意識の源)”이라고 말했다.129 여기서 의식

이란 외부의 세계와 구분하여 자신의 존재를 지각하고, 탄생과 죽음이라는 

것에 의해 상한선이 지어진 삶의 역사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

기모토는 “인간이 스스로의 존재를 자각하게 하는 거울의 시작은 수경(水

鏡)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130

 거울이 발명되기 이전 인간은 연못과 늪의 정

지된 수면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을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로부터 자

의식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자신의 형상을 ‘보는’ 행위를 통해 물리적인 

존재를 인식한다는 스기모토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128

 杉本博司, 앞의 책(2008), p. 184-185. 
129

 杉本博司, 앞의 책(2012), p. 31. 
130

 杉本博司, 앞의 책(2011), pp. 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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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상기할 것은 바다 앞에서 스기모토가 경험했다고 회고하는 종교적 

체험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스기모토가 묘사하는 종교적 체험은 근대화

된 선불교에서 말하는 ‘순수경험’과 유사하며, 이는 자의든 타의든 일본인으

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경

험이 가지는 종교적 색채와 그 진실성의 정도와 무관하게 스기모토가 죽음

의 느낌을 경험하는 순간 가지게 되었다는 삶의 의미는 스기모토의 사진에

서 바다가 가지는 의미에 층위를 더한다. 바다를 직면하는 그 순간은 스기모

토에게 있어 의식의 근원, 즉 자의식이 발생하는 순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스기모토의 사진 연작에서 수면, 곧 바다는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원시 상태

로서의 바다일 뿐 아니라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보는 거울이자 존재를 확인

하는 순간에 대한 지표로 작용하는 것이다.  

     스기모토는 자신이 사회에서 바라보고 싶은 얼굴을 한다고 언급한 바 있

다. 젠체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야비하게 굴기도 하면서 속임수를 사용하

다 보면 스스로도 자신의 모습을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화상

은 어렵다고 말한다.
131

 수면에 비치는 얼굴이 때때로 변하고 너무 다양해서 

하나로 형상화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나의 존재를 인식하게끔 하는 것은 수

면 그 자체이다. 자화상이 어렵다는 스기모토에게 <바다풍경> 연작은 태초

의 순간을 바라보는 최초의 인간이 되게도 하고 죽음의 순간을 경험했던 종

교적 체험을 회고하게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에 대한 기록으로 기능한

다고 할 수 있다. 회화로부터 시작해 사진의 발명으로 유지되어 온 자화상이 

변화하는 시간의 흐름이 반영되는 나를 기록한다면, 스기모토의 바다는 그

럼에도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아야만 하는 존재에 대한 지각을 기록하기 때

문이다. 

                                                 
131

 杉本博司, 앞의 책(2012),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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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의 발생 이전에 최초의 인간이 바라보는 바다의 모습을 담고 싶었다

는 스기모토의 여정은 세계의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유사한 형태의 결과물을 

도출해 내지만 결국 전시되거나 책으로 출판될 때에는 각각의 지명(이름)과 

날짜라는 고유한 인식표를 부여 받는다.
132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와 같

은 캡션은 미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암묵적으로 스기모토 본

인의 역사관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스기모토 개인에게 있어 캡션은 무

엇보다도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이를 통해 자신과 외부 세계를 구분

하는 인식의 발현, 자의식을 확인하는 그 순간을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지속

하며 기록하는 한편 ‘기억’한다고 할 수 있다.133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특별한 순간을 반복하고 기념하는 것. 이처럼 

‘의례(ritual)’와 같은 특성은 바다 모티프가 확장됨에 따라 불교적 색채가 

짙어지면서 두드러지게 된다. 스기모토는 2012 년의 저서 『예술의 기원(ア

ートの起源)』에서 종교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식이란 자의식인 시간의 의식

(意念)화이며 죽음의 의식(意念)화이기도 하다고 말한다.134 그에게 종교적

                                                 
132

 스기모토가 ‘인간이 대상에 이름을 부여하고 기억’하기 이전에도 존재했을 시간

을 포착하고 싶었다는 언급해서는 그가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와 이로 인해 기억하

게 되는 사후의 행위를 연관시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illiam Jeffett, 

“Hiroshi Sugimoto,” in Coolidge Rousmanière and Jeffett, Hiroshi 

Sugimoto, p. 41. 전시에서 태초의 시간을 나타내는 사진과 함께 이를 구분하는 

언어의 병치는 스기모토의 의도를 드러내면서도 바다를 찍는 그 순간에 대한 기억

을 도모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133

 스기모토는 『예술의 기원(アートの起源)』이라는 저서에서 하나를 의식하는 것

은 존재를 의식하는 것이라 말한다. 내가 있고 세계가 있다는 의식은 세계를 객관

화하는 것의 시작이자 자의식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때 세계를 구분하고 명칭을 

부여하여 객관화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은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 유일신교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에 이름

을 부여하는 창세기를 상기시킴과 동시에 카테고리화하여 이름으로 구분하는 인

간의 역사를 생각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杉本博司, 앞의 책(2012), p. 27.  
134

 위의 책,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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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모티프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탄생과 죽음 인식하게 되었던 

역사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스기모토가 종교적 모티프를 처음으로 드러낸 작품은 작가 스스로 <바

다풍경> 연작의 확장된 형태라고 언급하였던 <부처의 바다(Sea of Bud-

dhas)>(1995)이다. (도 40) 이 사진은 스기모토가 1988 년에 구상하여 7 년

에 걸쳐 본당을 회유한 끝에 교토의 산주산겐도(蓮華王院, 1266 완공) 안에

서 찍은 천수관음(千手観音)상의 모습을 나타낸다. 총 48 장으로 이루어진 

흑백의 연작은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아 보이는’ 천수관음을 나

타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특징 또한 <바다풍경> 연작과 유사하다. 낸시 스

펙터는 이에 대해 작품이 “다양성 속의 통일성(unity in multiplicity)”이라

는 개념을 강화한다고 언급하였다. 산주산겐도는 스기모토에게 “반복된 형

상이 어떻게 영속되는 지속성과 (같은 것의) 다양한 예로부터 나오는 일체감

이라는 감각 둘 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 고대의 신성한 모델을 제공한다”

는 것이다.135 스펙터는 물론 사진이 나타내는 형식에 대해 언급한 것이지

만, 이는 다양한 형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체감을 제공하는 ‘의식’의 알레고

리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스기모토는 <부처의 바다> 작품을 위해 사람들이 오기 전인 새벽 다섯시 

반에서 세시간 동안, 열흘 내내 매일같이 절에 들어가 종이를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에 의지한 채 사진을 찍었다고 회고한다.
136

 그가 흑백의 사진에 담은 

산주산겐도는 고시라카와 천황(後白河天皇, 1155-1158)이 정토를 희구해 

지은 렌게오인혼도(蓮華王院本堂)가 화재로 소실되어 다시 완공한 것으로 

길이가 120m 가 되는 혼도(本堂)에 단케이(湛慶)가 만든 천수관음좌상을 중

                                                 
135

 Nancy Specter, 앞의 책(2000), p. 14. 
136

 스기모토는 1988 년 금박의 불상을 바라보면서 마치 법열의 순간을 체험할 것만 

같은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품었던 망상은 7 년후 그가 드디어 

입당 허가를 받고 법당 안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들어가는 순간  “상상을 뛰어넘은 

아름다움”을 보았음을 회고한다. 杉本 博司, 앞의 책(2005), pp. 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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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양쪽에 500 체씩, 1001 체의 천수관음입상이 모셔져 있다. (도 41) 

모두 일본의 국보로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 1185-1333)의 명작이라 할 

수 있다. 고시라카와 천황은 1162 년 구마노산(熊野三山) 참배에서 《천수관

음경(千手觀音經)》 천 권을 읽었을 때, 구마노의 신체인 거울이 빛을 발하는 

종교적인 체험을 한 것을 계기로 그 축조를 계획했다고 전해진다.
137

 본래는 

1001 체의 천수관음이 줄지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에 모든 불상을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스기모토는 카메라의 시점을 바꾸어 불상과 마

주하는 것처럼 상반신만을 찍어 내었다. 이로써 <바다풍경>이 수평선을 마

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면, <부처의 바다>는 수많은 천수관음의 시

선을 바라보게 된다.  

     고시라카와 천황의 개인적인 체험과 당시 말법 사상이 유행하였던 헤이

안 시대(平安時代, 794-1185) 말기의 혼란스러운 시대상황은 스기모토의 

개인적인 종교적 체험,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현대 사회의 모습과 닮아 있

다. 세상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두려움은 아미타불(阿弥陀仏)이 도래하여 

서방정토(西方浄土)로 이끌 것이라는 종교적 믿음으로 발현되었고 천황은 

자신의 체험을 계기로 이를 형상화한 ‘개념미술’, 곧 이상세계를 구현한 구

체적인 시각물을 만들어내었다.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화하는 실험이 한창

이었던 1970 년대 뉴욕에서 스기모토는 이와 유사한 개념이 적용되었던 12

세기 일본을 환기했다고 말한다.
138

 즉 12 세기 “서방정토로 개념화한 내세

를 이 세상의 형상으로 표현하고자 한 개념미술”을 현대적 매체인 사진으로 

남겨 스기모토는 또 하나의 개념미술을 만든 것이다. 그 속에서 12 세기 사

람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었던 부처는 ‘바다’를 이루는 ‘같으면서도 다른’ 

                                                 
137

 삼성리움미술관, 『히로시 스기모토_사유하는 사진』, 서울: 삼성리움미술관, 

2013, p. 58. 
138

 위의 책,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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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상들이 된다.
139

 그들이 모여 있는 ‘바다’는 삶에 대한 희구와 죽음에 대

한 두려움, 동시대에 대한 환멸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들이 응축되

어 있다. 즉 의식이 존재하는 한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

이다.    

    스기모토가 기획한 2003 년 전시인 《역사의 역사(L’histoire de 

L’histoire)》에서 처음 선보였던 <시간의 화살(Time’s Arrow)>(도 42)은 

처음으로 그의 사진이 조각 안에 삽입되어 매체의 혼용이 등장한 작품이다. 

<부처의 바다>를 구상하던 시기인 1987 년에 만들어진 이 조각은 13 세기 

가마쿠라 시대에 부처의 사리를 담는 유물로 사용되었던 금속의 프레임 안

에 사리 대신 <바다풍경> 연작 가운데 하나를 넣어 완성시킨 작품이다. “의

식의 근원만이 숭배 가능하다”는 스기모토의 논리는 의식의 알레고리인 바

다로 13 세기 숭배의 대상이었던 사리를 대체한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에 

대해 스기모토는 “원시적인 바다로부터 쏘아진 시간의 화살이 가마쿠라 시

대의 프레임을 거쳐 이를 바라보는 관람자의 눈을 향하고 있다”고 언급한

다.
140

 자연의 역사(원시 상태의 바다)와 예술의 역사(고대 일본의 종교적 유

물)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바다풍경> 연작에서 각

각의 사진에 대한 지칭을 부여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와 물리적인 관계를 

맺었던 바다가 이름이 탈각된 채 수많은 이야기를 품는 알레고리가 되면서 

스기모토가 바랐던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단편적인 부분으로 광

범위한 문맥을 상기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알레고리의 구조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대신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고 초월하기도 하는 힘을 가지기 

                                                 
139

 천수관음에는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 반드시 있다는 속설이 존재한다. <바다

풍경> 속 바다가 스기모토 개인의 자의식이 발현되는 순간에 대한 기념으로 그의 

자화상으로 기능한다고 본고가 제시하였듯, <부처의 바다>는 인간 의식에 대한 알

레고리로서 이를 바라보는 관람자의 자화상, 혹은 다른 이의 초상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140

 Hans Belting, 앞의 책(2009),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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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로써 스기모토의 작품 안에서 바다는 서로 다른 매체를 혼용하

게 하며 다양한 시대 사이의 접점을 만들어낸다.  

     <시간의 화살>에서 ‘의식의 근원에 대한 숭배’가 형상화된 특성은 <5 원

소(Five Elements)> (2011)에서 보다 확장된 형태로 나타났다. (도 43) 스

기모토는 밀교경전을 바탕으로 헤이안 시대에 세계를 구성했다고 일컬어진 

5 원소를 근거로 하여 조형을 정립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가 유리로 된 광학 

유리 오층탑을 만들고 물을 상징하는 구의 형상 속에 <바다풍경> 연작 가운

데 하나의 사진을 넣었다. 이때 토(土), 수(水), 화(火), 풍(風), 공(空)의 5 원

소는 각각 정육면체, 구(球), 삼각뿔, 반구(半球), 그리고 물방울 모양으로 된 

여의주의 형태로 나타난다. 각각의 조각 밑에도 바다 사진을 찍었던 장소의 

지명이 쓰여져 있어 구 안에 포함된 것이 단순한 바다 이미지가 아니라 <바

다풍경> 연작에서 차용해 왔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의 <5 원소>에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담겨 있다. 대상을 하위 요소들(물, 불, 바람, 공기, 토양)로 

나누어 개념화하는 과정, 이에 대한 시각적 형상화, 그리고 두렵고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대상을 신성화했던 종교의 탄생과 변화 과정이 모두 포함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5 원소>를 제작한 매체의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기모

토는 가장 투명한 재질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의 렌즈에 사용되는 광학 유

리로 조각 전체를 만들었다. 구 안에 설치된 미니어쳐 형태의 <바다풍경> 

사진을 제외한 조각의 모든 부분은 조각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과 이를 바라

보는 관람자들을 모두 투명하게 비추는 물질로 존재한다. 앞선 2 장에서 스

기모토가 어떻게 카메라를 사람의 눈에 비유하면서 사진을 통해 그의 시선

이 보고자 하는 실재를 나타내는지 언급한 바 있다. 이어 3 장에서는 바다라

는 모티프가 스기모토 개인에게 세상에 대한 최초의 기억이자 종교적 체험

을 상기시키는 개인적인 모티프로 기능하는 한편 최초의 인간이 바라보는 

태고의 바다라는 상징성을 띤다는 사실도 살펴보았다. <5 원소>는 이러한 

성격이 조각이라는 구체적인 조형물로 구현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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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를 만드는 데에 사용되는 유리로 만들어진 조각을 통해 바라보는 바다 

사진은 스기모토가 카메라로 바다를 바라보는 시선 그 자체를 시사하고 있

기 때문이다. 신들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인간 의식만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스기모토의 생각은 일련의 작업 양상을 통해 확장되었다. 개인적인 

체험을 반복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의례적인 성격의 <바다풍경> 연작에서 

출발하여 가마쿠라 시기의 종교 유물 안에 <바다풍경> 사진을 넣었던 <시간

의 화살>을 거쳐 이번에는 유리로 만든 오층탑 안에 <바다풍경> 사진을 포

함시키는 <5 원소>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오층탑의 형태는 세상을 이해하고 

역사를 만들어내며 그 사이에 자신을 위치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의식이라는 

알레고리적 의미를 강화한다.  

     이때 조각의 재질이 가지는 의미는 이에 국한되지 않고 <5 원소>를 바라

보는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진다. 렌즈 유리의 투명성에 의해 자연적으로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과 작품을 바라보는 다른 관람자들이 함께 있다

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항상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전시되는 <5

원소>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각각의 바다를 보고자 고개를 숙일 때에 인식하

게 되는 것은 내 신체의 움직임과 시선일뿐 아니라 나와 같은 공간을 점유하

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다른 관람자들의 존재이며 조각의 유리가 비치는 물

리적인 전시 공간이다. (도 44) 이는 조각 안의 <바다풍경> 사진들이 존 야

우가 지적했던 것처럼 반복될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지 않고 상

징같기도 하고 아이콘같기도 한 이미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두드러지는 특성

이다.
141

 낸시 스펙터, 마이클 프리드, 한스 벨팅, 케리 브루어 등 다양한 학

자들이 주목했던 특징인 ‘서로 유사하면서도 다른 성질’은 다른 조각들과의 

비교를 위한 신체의 이동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형태도 재질도 가장 단순화

된 채 관람자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5 원소>의 전시 방식은 스기모토가 뉴

욕에 정착하고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미니멀리즘을 연상시킨다. 

                                                 
141

 John Yau, 앞의 글(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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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니멀리즘과의 교차 : 전시 배열의 공간감 

 

히로시 스기모토의 사진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수식어는 ‘미니멀’하

다는 용어이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형태적인 단순성을 이야기하는 것인

지, 그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여전히 미술계의 핵심적인 흐름이었던 미니멀

리즘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학문적인 해석이나 평가가 이루

어지지 않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스기모토의 사진 앞에 관용구처럼 붙어왔

던 미니멀이라는 수식어가 미술사적인 유효성을 검증받지 않아온 데에는 미

니멀이 ‘선의 미학(Zen’s aesthetic)’을 연상시키면서 스기모토의 일본인이

라는 정체성과 함께 자연스럽게 수용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스기모토가 

전시 공간을 구성하고 작품을 배열하는 방식, 그리고 관람자에게 환기하는 

효과에서는 분명 미니멀리즘과의 연관성을 드러낸다.   

    1960 년대 미니멀리즘은 “ABC 아트”, “즉물주의(literalism)”, “차가운 

미술(Cool Art)”, “거부 미술(Rejective Art)”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면서 

해석되어 왔다. 그린버그(Clement Greenburg)의 모더니즘 이론에 힘입어 

미국을 대표하는 미술로 자리매김하였던 전후 추상표현주의 회화의 과잉된 

자의식과 감정의 표출에 반발하여 등장한 일련의 환원주의적 구조물은 ‘무

표정한’ 특징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142  1965 년 최초로 “미니멀

(Minimal)”이라는 명칭을 내세운 리차드 볼하임(Richard Wollheim)과 바

바라 로즈(Barbara Rose)는 미니멀리즘의 의미를 그 형식적 결핍성에 대한 

감각이 아닌 뒤샹의 레디메이드 미학을 이어받은 담론적인 개입으로 파악했

다.143 이처럼 미니멀리즘에 대한 해석에서 중요한 축으로 작용했던 것이 미

                                                 
142

 Frances Colpitt, Minimal Art: The Critical Perspective, Seattle: Univer-

sity of Washington Press, 1993, p. 1. 
143

 Richard Wollheim, “Minimal Art,” in Minimal Art: A Critical Anthology, 

ed. Greory Battock, Berkely; Los Angele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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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담론에 개입하는 작가의 비평이었다. 이는 곧 작가의 전지적인 작업이

라고 여겨졌던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거부로서 화가의 개인적인 경험을 전면

적으로 부정하는 시각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로즈는 미니멀리즘을 단순한 

미술 작업이 아니라 환원을 통해 기존의 미술이 갖던 의미의 모델을 변형하

려는 미술 담론에 개입하려는 아방가르드적인 시도로 보았다.  

     특히 로즈는 미니멀리즘이 비본질적인 모든 것을 배제하고 남은 가장 환

원적인 형태라는 점에 주목했다.144 크라우스 또한 미니멀리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예술의 환원이라는 개념을 “공(emptiness)”의 상태로까지 끌어간

다고 말하면서 이들의 작업을 지칭했던 다른 용어들이 “네오 다다(neo-

dadaism)”나 “허무주의(nihilism)” 또한 미니멀리스트 작가들의 작업 성향

을 드러내는 것이라 보았다.145 결국 스기모토가 지속적으로 미니멀리스트

라고 불리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가장 본질적인 형태에 천착하기 

때문일 것이다. 스기모토의 <바다풍경> 사진 또한 대기와 바다라는 본질로

만 구성된 사진이라는 점에서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미니멀한 사진이라 할 

수 있다. 낭만주의 그림 속 바다의 강렬함도, 우키요에(浮世絵) 속 바다의 장

식성도 드러내지 않는 그의 사진 안에는 각각의 물리적인 장소를 지시하는 

지표성이 완화되어 있는 만큼 외부 세계를 암시하는 형식적 특성이 배제되

어 있다.  

     그러나 미니멀리즘을 기존의 미술작업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부정의 

미학으로 간주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는 사실을 상기해볼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정의가 가지는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던 미니멀

리스트들의 작업 양상을 단순화시키는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nia Press, 1995, pp. 387-399. Barbara Rose, “ABC Art,” in Gregory 

Battcock, 앞의 책, pp. 292-294.  
144

 Barbara Rose, “A B C Art,” 위의 책, p. 285 
145

 Roaslind Krauss, Passages in Modern Sculpture, Cambridge: MIT 

Press, 1996, p.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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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사학자 안나 차이브(Anna Chave)는 작가의 담론적인 개입이라는 특

징은 활발하게 자신의 이론을 정립해 보급하였던 일부 작가들에만 적용된다

고 지적하였다. 그는 미니멀리즘이 “무표정”이나 “사물성”이라는 수식어로

는 설명할 수 없는 “효과”와 “감정”을 관람자들에게 환기시킨다면서 그 효

과는 무관심에서 경외감까지 범위가 다양하다고 주장하였다.
146

 폴 비들러

(Paul G. Beidler)는 이러한 영향이 미니멀리즘이 아름답기보다 숭고함을 

쫓아서 발생한 영향이라 말하면서 미니멀리즘을 포스트모던한 숭고로 가는 

움직임이었다고 평가하였다.147  

     특히 낸시 스펙터는 스기모토가 캘리포니아에서 유학하면서 그곳의 미

니멀리스트 작업들에서 나타나던 빛의 활용과 공간 전체를 마치 조각처럼 

활용하는 경향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았다.148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던 로버트 어윈(Robert Irwin, 1928-),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 

1943- )(도 45), 마리아 노드만(Maria Nordman, 1943- ), 그리고 더글러

스 휠러(Douglas Wheeler, 1939- ) 등은 뉴욕에서 산업화된 물질성을 드

러내는 재료로 하드엣지 미니멀리즘을 이끌어가던 작가들과는 확연히 달랐

다. 그들은 빛의 효과를 이용했고 지각의 실험과 공간의 경험을 중시했으며, 

차이브도 주목했듯 터렐의 공간 구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정신성의 고양을 

                                                 
146

 보다 자세한 논의는 Anna C. Chave, “Minimalism and the Rhetoric of 

Power,” Arts Magazine 64 (1990): 44-63 참조. 그녀는 하이너 프리드리히

(Heiner Friedrich)와 필리파 드 메닐(Philippa de Menil)부부가 설립한 디아 미

술 재단(Dia Art Foundation)과 미니멀리즘과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면서 특히 메

닐의 종교적 성향과 미니멀리즘의 “아우라”에 대해 논하였다. Anna C. Chave, 

“Revaluing Minimalism: Patronage, Aura, and Place,” The Art Bulletin 

(September 2008): 466-486 참조.  
147

 Paul G. Beidler, “The Postmodern Sublime: Kant and Tony Smith’s An-

ecdote of the Cube,”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3 

(Spring, 1995): 177-186. 
148

 Nancy Spector, 앞의 책,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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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기도 하였다.
149

 스기모토가 처음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받아

들였던 미니멀리즘은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보다 ‘부드

러운’, ‘빛의’, ‘정신적인’, 그리고 공간 전체를 스펙터클화하는 소위 “빛과 

공간(Light and Space)”이라 불리었던 미니멀리즘이었을 것이다.
150

 

     흥미로운 부분은 스기모토가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미니멀리즘을 다른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캘리포니아에서 유

학하던 시기는 물론 뉴욕에 정착하고 고미술상으로 활동하기 전까지 미술사

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였던 스기모토에게 뉴욕의 미니멀리즘은 캘리포

니아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새로운 경험이자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는 둘의 

차이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으며, 뉴욕의 미니멀리즘 또한 단순한 형태의 조

각들이 전시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흐름으로 수용하였고 지속적으로 일본 

전통 미술과의 접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151

 이와 관련하여 주지할 것은 차

이브가 지적한 것처럼 뉴욕의 미니멀리즘 또한 ‘차가운’ ‘즉물적인’ ‘무표정

한’, 그리고 ‘부정의’ 미학으로 정의 내릴 수 없는 복합적인 흐름이었다는 사

실이다. 스텔라가 “보이는 것이 보는 것이다(what you see is what you 

see)“라면서 이미지의 함축성과 구성, 작가의 표현적인 의도 모두를 부정하

였으나
152

 크라우스는 저드의 작품에서 “회화적인 시각성(pictorial opti-

                                                 
149

 Anna C. Chave, 앞의 글(1990), pp. 266-267 참조.  
150

 “빛과 공간”에 대한 개념과 이러한 흐름에 개입하고 있었던 작가들의 작품에 관

한 해석은 Craig E. Adcock, James Turrell: The Art of Light and Spa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참조.  
151

 杉本博司, 앞의 책(2011), pp. 10-11. 
152

 1964 년 미니멀리즘에 대한 “새로운 허무주의, 또는 새로운 미술(New Nihil-

ism, or New Art)”라는 제목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부분에 무언가를 한다면 

다른 곳에 무언가를 해 균형을 맞추는” 회화의 구성성에 주목하면서 작가의 주관

적이고 자의적인 의사-결정적 과잉이 회화 이면에 무엇인가가 있다고 암시하는 

환영주의(illusionism)적인 요소를 제공해왔다고 비판하였다. Bruce Graser, 

“Question to Stella and Judd,” in Battcock, 앞의 책, pp. 14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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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ty)”이라 할 수 있는 환영과 암시를 읽어내었고,
153

 저드에 대한 그녀의 

해석 또한 긴 시간 동안 변화하면서 미니멀리즘이 갖는 복합적인 층위를 드

러내기도 하였다.
154

 

      또한 뉴욕의 주류 비평계가 주목하지 않아왔지만, 미니멀리스트들에게

도 이전 세대인 플럭서스(Fluxus) 작가들에게만큼이나 이미 선불교 논리가 

펴져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155 앞서 스기모토의 정체성이 어

떻게 확립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캘리포니아와 뉴욕에 이미 선불교가 일본과 

동일시되면서 주류 철학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아간 과정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1950 년대부터 스즈키를 위시한 철학자들에 의해 선불교와 도교 등의 

동양 철학이 대학의 학과 과정으로 개설될 만큼 유행하였고 이러한 흐름은 

서양 미술가들의 작업에도 영향을 주었다. 비평가 게일 겔버드(Gail 

Gelburd)와 게리 드 파올리(Geri de Paoli)가 주목하였듯, 선불교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예술가인 존 케이지(John Cage, 1912-1992)나 에드 라인하

르트(Ad Reinhardt, 1913-1967) 외에도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 

1931- ), 칼 안드레(Carl Andre, 1935- )등은 ‘공(空)’의 개념에 관심을 가

                                                 
153

 Rosalind Krauss, “Allusion and Illusion in Donald Judd,” Artforum 4 

(May, 1965): 24-26 참조.  
154

 David Raskin, “The Shiny Illusionism of Krauss and Judd,” Art Journal 

65 (Spring, 2006): 6-21 참조. 
155

 현대 미술의 기원에 미친 플럭서스의 영향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 속에서도 플

럭서스와 미니멀리즘과의 관계는 크게 논의된 적이 없었다. ‘물질화’를 중시하지 

않았던 플럭서스와 ‘사물성’의 미술이었던 미니멀리즘, 선불교를 정신적 근원이라 

주장했던 플럭서스와 종교를 비롯한 그 어떤 상징성도 거부했던 미니멀리즘 사이

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우정아, 「라몬트 영의 미니멀리즘: 플럭서스로부터 시작

된 소통의 미학」, 『美術史學』 26, 2012, p. 482. 존 케이지로부터 라몬트 영과 조

지 브레히트를 통해 로버트 모리스로 이어지는 미니멀리즘의 계보에 대해 본격적

으로 연구한 “거의 유일한 논문”은 Branden W. Joseph, “The Tower and the 

Line: Toward a Genealogy of Minimalism,” Grey Room 27 (Spring, 2007): 

58-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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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한편 주체와 대상 사이의 관계, 무의식의 발현, 모순의 수용, 이분법적 

논리의 극복 등에 주목하였다. 동양 철학은 이러한 예술가들이 재료를 다루

고 표현을 하며 전시를 구성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직접적인 

경험의 제공”으로 요약할 수 있다.
156

 이와 관련하여 스기모토는 그의 저서

를 통해 고미술상으로서 저드를 비롯한 미니멀리스트 작가들과 교류했던 경

험을 회고하기도 하였다.157 그의 개인적인 교류는 뉴욕에서 활동하던 미니

멀리스트 작가들이 동양의 종교적 유물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동시에 스기모토가 당시 미니멀리즘의 흐름과 일본의 전통 미술이 가지는 

접점에 대해 의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실제로 스기모토가 구현하는 전시 공간은 미니멀리즘의 특성과 몇 가지 

유사성을 드러낸다. <바다풍경>과 <5 원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순

화된 기하학적 형태에서도 그러하지만, 항상 전시 공간을 이루는 반복적인 

배열에 의해서도 그러하다. (도 46) 특히 전시 공간은 작품을 대하는 스기모

토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그는 작품을 공간을 점유하는 물리적인 대상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전시 공간에 가벽을 설치하여 사진을 걸어두고 그 사이 

사이를 돌아다니도록 했던 전시를 통해 알 수 있다. (도 47) 이러한 스기모토

의 접근 방식은 신체적인 움직임이 유도되면서 나타나는 “시간성

(duration)”과 연극적인 측면으로 이어진다. 모리스는 현실의 과거 시제가 

즉각적인 공간적 경험의 현재 시제, 즉 ‘시간성’에 길을 내어주게 됨으로써 

과거의 조각과 달라졌다고 말한 바 있다.
158

 프리드 또한 즉물주의 예술

                                                 
156

 Gail Gelburd and Geri De Paoli, The Transparent Thread: Asian Philos-

ophy in Recent American Art,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0, pp. 14-25 참조. 
157

 杉本博司, 앞의 책(2011), p. 10. 
158

 Robert Morris, “The Present Tense of Space,” Art in America 66 (Janu-

ary/February, 1978); republished in Continuous Project Altered Daily: 

The Writings of Robert Morris, Cambridge: MIT Press, 1993, pp. 199-2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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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art)을 비판하면서 이들은 경험의 ‘시간성’ 에 천착해 있다고 주장하

였고, 이것이 바로 예술이 지양해야 할 연극적인 부분이라고 언급하였다.159 

실제로 각각의 조각을 경험하는 데에 개입되는 시간과 연극적인 특성은 바

로 미니멀리즘 미학의 단순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마이클 프리드를 위시한 

형식주의 비평가들이 거부감을 가졌던 측면이기도 했다. 

     “일체감(integrity)”을 추구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스기모토의 공간 배열

은 미니멀리즘과의 접점을 드러낸다.160 저드가 “온전한 전체로서의 특징에 

관심 있다”고 한 것처럼161 미니멀리즘 작품을 대하는 관람자는 그 자리에 

현존하는 어떠한 존재를 느끼도록 유도되는데, 비들러는 이상적인 미니멀

리스트 조각은 그 힘이 조각 주위의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관람자를 끌어들

이면서 동시에 배척하는 데에서 온다고 언급하였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알맞은 사이즈를 통해 역설적으로 숭고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162

 로버

트 모리스가 조각에 관한 소고에서 “지배적이지 않고, 위축되지 않은 존재

감(non-dominating, non-compressed presence)”라고 설명한 부분도 

그 연장선에 있다.
163

 스기모토 또한 전시가 있을 때마다 직접 공간을 구성

                                                 
159

 Michael Fried, “Art and Objecthood,” ed. Battcock, 앞의 책, pp. 144-

145. 
160

 앤 리이놀즈는 단순화된 형태의 변형과 변칙이 미니멀리즘 전시의 주된 특징이

었다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태(forms) 그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

으며 전시 공간을 이루는 배열(arranging)과 그 배열을 경험(experiencing)하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Ann Reynolds, “Minimalism’s Situation,” in Varieties of 

Modernis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in association with Open 

University, 2004, p. 235. 
161

 저드는 17 세기 중국 예술가 석도(石濤, 1641-1720)가 “온전함(wholeness or 

oneness)”를 이루어내었다고 말하면서 그 온전한 일체감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

해 언급한 바 있다. Donald Judd, quoted in Thomas Kellein, Donald Judd: 

Early Work 1955-1968, New York: Distributed Art Publishers, 2002, p. 26. 
162

 Paul G. Beidler, 앞의 글, p. 180. 
163

 Robert Morris, “Notes on Sculpture,” in Battcock, 앞의 책, 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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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작품의 배열에 관여했으며 작품 사이의 관계가 환기하는 효과에 민감

하게 반응하였다.164 이를 생각해볼 때, 스기모토가 사진의 크기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의식하게 된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는 <바다풍경> 연작 

사진의 크기를 당시 제프 월을 위시한 동시대 예술가들처럼 확대하지 않는

지 그 이유를 묻는 물음에 대해 “관람자가 세부적인 구성 요소에 너무 몰입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답하였다.165 또한 관람자가 자신의 작품을 

두 번 감상했으면 한다는 스기모토의 언급은 그가 처음 사진을 접할 때에 즉

각적으로 인지되는 ‘일체감’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스기모토의 작품은 앞서 <5 원소>를 분석하면서 살펴보았듯, “공현전

(公現前)의 감각(sense of co-presence)”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도 미

니멀리즘과 닮아 있다. 아네트 마이켈슨(Annette Michelson)이 모리스의 

작업에 대해 갖는 관람자의 느낌을 정의하면서 사용한 이 개념은 “신체적 

현전(corporeal presence)”으로서 자아와 대상이 맺는 관람자의 관계 방

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관람자가 실제의 시공간에 위치하고 있음을 감각

으로 느끼는 감상의 방식을 나타낸다.
166

 크라우스 또한 역사적인 지식이나 

담론의 조건에서 신체적인 자각으로 진행되는 작업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이 공현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는 메를로퐁티의 현상학, 특히 ‘조건

적 주체’의 개념을 바탕으로 미니멀리즘이 시각적 환영의 탈육체화한

(disembodied) 주체로부터 ‘체험적 육체의 관점’에 우위를 되찾아주었고 

따라서 ‘체험의 즉각성’을 되살렸다고 언급하였다.
167

  

                                                 
164

 스기모토는 센노 리큐의 다도 의식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사물이 만들어내는 조

화가 관람자마다 다른 효과를 야기한 것처럼 전시 공간을 채우는 작품들 사이의 

관계 또한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杉本博司, 앞의 책(2012), pp. 142-143. 
165

 Tracey Bashkoff, 앞의 글 in Sugimoto: Portraits(2000), p. 47.  
166

 Annette Michelson, Robert Morris: An Aesthetics of Transgression, 

Washington, D.C.: Corcoran Gallery of Art, 1969, p. 39. 
167

 Rosalind Krauss, “The Cultural Logic of the Late Capitalist Museum,” 

October 54 (1990): 3-17 참조. 그는 그러나 이러한 주체의 ‘재무장’이 미술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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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소외된 주체에 저항하는 아방가르드 정신의 체현이라고 본 크라우

스 관점은 스기모토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유도하려 했던 바와 상통하는 지

점을 갖는다. 스기모토는 환영으로 점철된 현대 사회에서 관람자가 자신의 

작품을 보면서 ‘의식’을 세우고 이로써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길 원했기 때문이다.  

   

 

Ⅴ. 선불교적 명상의 공간 : 숭고와 스펙터클의 체험 

 

스기모토는 미술관이 그의 “작품에 있어 마지막 종착지(final destination)

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168 탄생과 죽음이 한 공간에 공존하던 시대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는 스기모토에게 미술관은 그 동경이 실현되는 곳이다. 작품

이 잠드는 곳이자 다양한 관람자와 만나면서 새로운 해석을 부여받아 다시 

태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169

 스기모토 스스로 2011 년 『공간의 감각(空

                                                                                                                     

산업화와 (불행히도) 동시에 일어났다고 본다. 첨단 장비와 시설, 미디어 테크놀로

지를 구비하고 가상현실에 몰입(immersion)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현대의 

미술관은 미니멀리즘이 추구했던 직접적인 육체의 경험을 넘어서 강렬한 희열

(euphoria)에 젖어 비판력과 현실감을 상실한 분열된(de-realized) 주체를 낳는

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할 포스터는 이것이 현재적인 삶의 조건을 신

비화하는 “가짜 현상학(faux-phenomenology)”이라고 비판했다. 그들이 암묵적

으로 무비판적 주체를 낳는 후기 산업화 시대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지목했던 것은 

디아미술재단이었다. Hal Foster, “Dan Flavin and the Catastrophe of Mini-

malism,” in Dan Flavin: New Light, ed. Jeffrey Weis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6, pp. 133-151 참조. 
168

 Christopher Turner, “Lightening Fields: Christopher Turner on Hiroshi 

Sugimoto,” Fine Art Journals LTD  4 (2009): 42. 
169

 스기모토는 그의 저서인 『공간의 감각(空間感)』에서 현대에서 죽음은 관리되고 

죽음으로 향하는 의식은 은폐되었으며 탄생과 분리되었다고 말한다. 예전에 주거

의 공간인 집은 산파가 와서 아이를 받아내는 탄생의 장이자 죽을 자리였으나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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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感)』이라는 저서를 기술했을 만큼 그에게 있어 작품이 전시되는 공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70 앞서 스기모토가 사진을 벽에 걸리는 대상이 아

닌, 전시 공간을 점유하는 물리적인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

다. 바다 모티프가 가지는 알레고리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사진은 <5 원소>

라는 조각으로 확장되어 관람자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연극성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처럼 스기모토의 미술 작품은 그 매체와 무관하게 공간을 구성하

는 요소로 기능하면서 특정한 효과를 유도한다. 이번 장에서는 스기모토의 

공간에 대한 감각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바

다 모티프가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검토하려 한다.   

     케리 브루어는 “스기모토에게 전시 공간은 카메라 옵스큐라의 연장이 

된다”고 언급하였다.171 사진을 거는 행위로 인해 내면과 세상 외부 사이의 

연결 고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는 스기모토의 사진이 외부 세계를 바라보

고 이해하는 작가의 시각을 드러낸다는 점에 주목한 발언이다. 스기모토가 

인간의 눈을 카메라에 비유했듯, 그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담긴 사진이 

지니는 개인적이고 개념적인 측면을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카메

라 옵스큐라’를 형성하는 효과적인 공간 구성에 있어 스기모토가 중점적으

로 사용해온 두 가지 요소가 빛과 연속된 이미지의 배열이다.
172

  

                                                                                                                     

생과 죽음이 집에서 분리되어 버린 현대에서 집이란 인생이라는 잠깐의 시간을 보

내는 사육 장치(먹이와 번식을 위한)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다. 杉本博司, 앞의 책

(2011), pp. 82-83. 
170

 책은 스기모토가 여태까지 전시를 개최한 세계적인 미술관들에 대해 저술한 비

평과 함께 건축가들의 약력을 담고 있다. 건축 공간에 대한 그의 비평 가운데에서

는 예술과 역사, 그리고 공간에 대한 스기모토의 관점이 잘 드러나 있다.  
171

 Kerry Brougher, 앞의 책, p. 30. 
172

 일례로 스기모토는 2004 년 뉴욕의 요시(Yoshii) 갤러리에서 <디오라마> 연작

을 블랙 박스 안에 넣어 구멍 사이로 보게끔 전시하였고 2008 년 샌프란시스코에

서 열린 회고전에서는 작품에서 마치 빛이 나오는 듯한 설치 방식을 사용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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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기모토는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예술이 과거에는 치유의 효과를 

가졌으나 샤머니즘적인 힘을 잃어버린 오늘날 적어도 내 작품만큼은 이전에 

예술이 가졌던 효과를 지녔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173

 이를 통해 스

기모토가 항상 예술이 일상에서 벗어나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효과에 대해

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4

 그러나 그는 일상에 개입하거나 사회를 

변화시키는 예술의 힘을 믿지 않는다. 상품화되어 매매의 대상이 되는 현대

미술 작품의 현 위치에 대해 공공연히 언급해왔기 때문이다. 즉 스기모토는 

상품화를 거부했던 반미학이나 비물질화의 움직임과는 거리가 멀다. 그의 

바로 전 세대였던 플럭서스 예술가들을 비롯해 1960 년대 실험예술을 전개

했던 예술가들이 전시 공간의 물리적인 경계를 벗어나 일시적이고 참여 유

도적인 사건(event)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냈다면, 스기모토는 미술관이라

는 제도에 순응해 전시가 진행되는 동안 일상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종교적

인’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예술을 통해 일상의 실

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지는 않지만, 작

                                                                                                                     

하였다. 스기모토의 전시 공간에 대해 “카메라 옵스큐라의 연장”이라는 케리 브루

어의 언급에 설득력을 더하는 예라 할 수 있다.  
173

 Jason Oddy, “Hiroshi Sugimoto Man Out of Time,” Fine Art Journals 

LTD 17 (2004): 76. 
174

 이러한 태도는 스기모토가 존경을 표하는 대표적인 작가이기도 한 도널드 저드

(Donald Judd)와 유사하다. 저드는 1970 년 9 월 『아트포럼(Artforum)』의 “미술

가와 정치: 심포지엄(The Artist and Politics: A Symposium)”에서 미술과 정치

를 분리시키면서 각각은 자율성을 가지면서 그 자체의 언어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술이 조금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나 많이는 아니다”라고 언

급하였다. Donald Judd, “The Artists and Politics: A Symposium,” Art-

forum 87 (September, 1970): 38. 도날드 저드가 당시 보다 현실 참여적이었던 

칼 안드레나 로버트 모리스와 달리 “예술을 위한 예술(art for art’s sake)”라는 

그린버그식의 태도에 가까웠듯 스기모토도 보다 정치적이고 참여적인 포스트모던 

작가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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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전시되는 공간은 관람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비일상적

인 장소로 기능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스기모토의 바람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모티프가 

바다라 할 수 있다. 종교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죽음과 이해할 수 없는 자

연에 대한 경외감에서 비롯되었듯이 바다는 오랫동안 숭고의 감정을 야기하

는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175 특히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 프리드리히(Casper David Friedrich, 1774-1840), 콘스타

블(John Constable, 1776-1837) 등으로 대표되는 낭만주의 흐름에서 바다

는 인간에게 두려움과 매혹, 즉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었다.176 랄프 

루고프(Ralph Rugoff)는 스기모토가 낭만주의의 사랑을 받아왔던 위대한 

숭고의 대상을 “정교한 미니어처”로 만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177 루고프

의 언급을 주목할만 한데, 스기모토는 실제로 자신의 <바다풍경> 사진을 더 

작은 미니어처로 만들어 다른 화석들과 함께 그가 “휴대용 신사(portable 

                                                 
175

 낸시 스펙터는 스기모토의 <바다풍경>이 숭고에 대한 예술의 환기(evocation)

를 드러낸다고 보았다. Nancy Specter, 앞의 책, p. 14. 
176

 케리 브루어는 프리드리히가 자연풍경에서 정신성을 나타내는 것과 스기모토의 

<바다풍경> 사이의 연관성을 짚어내었다. 실제로 스기모토는 프리드리히가 그림

을 그린 지점을 찾아내어 그의 이등분화된 <바다풍경>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Kerry Brougher, “Hiroshi Sugimoto: Memories in Black and White,” in 

Sugimoto, exh. cat., Los Angeles: Museum of Contemporary Art, 1994, 

n.p. 또한 마리아 함버그(Maria Morris Hambourg)는 추상 표현주의의 맥락에

서 스기모토의 밤 바다풍경 연작을 논하는데, 에드 라인하르트의 추상성이 가지는 

형이상학적인 측면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였다. Maria Morris Hambourg, “In-

troduction,” in Sugimoto, exh. cat., Houston: Contemporary Arts Muse-

um; Tokyo: Hara Museum of Contemporary Art, 1993, p. 13.  
177

 그는 16 세기 영국 초상화 미니어처리스트였던 니콜라스 힐리어드(Nicholas 

Hilliard)가 미니어쳐 회화에 대해 “사람이 아닌 신의 작품처럼 보여야 한다”고 언

급했던 것을 인용하면서 이처럼 정교하고 섬세한 표현, 그리고 규칙에 의해 구획

된 소우주라는 특성이 스기모토의 <바다풍경> 연작에서 드러난다고 주목하였다. 

Ralph Rugoff, 앞의 글,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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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ine)”라고 부르는 공간 안에 넣어 스튜디오에 보관하기 때문이다. 전통

적인 불단의 모양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캐비넷 안에 일정한 온도와 습도에 

의해 유지되는 스기모토의 신사 안에는 그의 작업에 영감을 주기도 하고 삶

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기도 하는 바다 모티프가 담겨있다.  

     이처럼 스기모토 개인에게 있어 바다는 죽음의 순간을 체험하게 했던 경

외의 대상이면서도 그보다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자각하게 하는 모티

프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스기모토의 작품 안에서 바다는 인간의 의식에 대

한 알레고리로 기능하면서 관람자로 하여금 삶과 죽음, 인간의 역사에 대한 

명상을 유도한다.  

     앞서 <극장> 연작이 서로 다른 속도의 공존을 사진에 담아낸 특징을 살

펴본 바 있다. 스기모토가 전시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은 <극장>의 사진이 

담고 있는 다양한 속도의 공존을 실제 공간에서 구현하는 것에 가깝다. <극

장>과 <바다풍경> 연작의 경우 관람자는 작품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서로 유

사해 보이는 사진 사이의 차이를 인지하도록 유도된다. 이들은 이미 너무 많

은 이미지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쉴새 없이 움직이면서 정보를 흡수하는 

눈에 멈춰서서 한 곳에 집중할 시간을, 느리게 가는 속도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5 원소>도 마찬가지인데, 신체의 움직임을 동반하

는 작품의 관람은 <바다풍경> 사진 연작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작품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도록 유도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선불교적인 명상의 공간은 그러나 스기모토의 표현을 빌어 

“신앙이 사라지고 신들이 죽어버린 시대”에 하나의 스펙타클로 기능한다. 

<5 원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종교적인 모티프는 세상을 이해하고 믿

음을 시각화하는 인간 의식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지만 13 세기 일본에서 지

니고 있던 ‘진리’로서의 의미는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기모토 스

스로도 자신의 작품에 대해 “누구나, 어떤 것이라도 말할 수 있으며 아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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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옳지 않은 것은 없다”
178

고 언급하는 것은 선악(善惡)과 시비(是非) 사이

의 불이성을 말했던 스즈키의 선불교 논리를 상기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기모토의 작품에서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종교적인 모티프가 차용과 재해

석을 유발하는 기표(signifier)로 작용한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한다. 바르트

가 한번도 가보지 않은 일본에 대해 쓰면서 “기호의 제국(L’empire des 

signes)”이라 칭하며 서구의 모더니즘과 대척점에 있는 일본의 이미지를 만

들어낸 것처럼179 스기모토 또한 근대화 이전 일본의 역사 가운데 기호들을 

선별하여 작품을 가로지르는 서사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역사를 가로

지르는 기호들로 만들어진 전시 공간은 고대부터 이어지는 시간의 길이만큼

이나 숭고를 유발하기도 하고, 오늘날 역사가 가지는 기표로서의 무게만큼

이나 가벼운 스펙타클로 존재하기도 하는 것이다.  

     <가속하는 부처(Accelerated Buddha)> (1997)의 경우 확연하게 다른 

속도를 구현하고 있다. 미술관 안에 전시되어 있는 <부처의 바다>를 비추는 

것으로 시작해 연작을 이루던 48 개의 사진이 가속화된 속도로 확대되다가 

마지막에 빛으로 환원되면서 영상은 끝이 난다. (도 48) 관람자는 자신을 감

싸는 3 개의 벽면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부처가 증식하는 과정을 보게 되

는데, 5 분 동안 모두 합해 백만 개의 불상과 마주하게 된다. 과잉된 이미지

의 합이 빛이 되었던 <극장> 연작 속 스크린처럼 불상의 이미지가 모여 빛

이 되고 마는 <가속하는 부처>는 세상의 끝을 형상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엑스터시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다. <가속하는 부처>는 데이빗 모

                                                 
178

 Thomas Kellein, 앞의 책(1995), p. 9. 
179

 바르트는 1970 년에 처음 출판되었던 『기호의 제국(Empire of Signs)』이라는 

저서에서 일본의 본질을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에 대해 논하면서 부유하는 듯한 일

본 문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서구와는 다른 기호 체계를 사용하고 여러 문화로부

터 차용한 수많은 기호들이 난무하는 사이 섬광처럼 번쩍이는 틈새가 바로 특별히 

일본적인 것이라 말하는데, 이는 그가 동양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에 기반

으로 작용하였다. 바르트의 논의는 Roland Barthes, Empire of Signs, trans. 

Richard Howard, London: Hill and Wang, 19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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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David Morgan)이 사용한 개념을 빌어 “초월(transcendence)” 과 “변

형(transformation)”을 전달함으로써 숭고의 경험을 유발하는 작품이다. 

모간은 예술 작품에 있어서 “초월”이란 일상의, 감각적인 세상에서 이를 뛰

어넘는, 혹은 숨어있는 형이상학적 질서를 나타내는 효과인 반면 “변형”은 

세계가 옳지 않다는 불편한 감각과 마주하게 하는 수수께끼 같은 느낌이라 

언급하였다.180 <가속하는 부처>에서 천수관음은 현실을 초월한 극락정토라

는 형이상학적 질서를 개념화하는 동시에 수많은 기호와 스펙타클로 넘쳐나 

스스로의 시선을 잃어버리기 쉬운 현대사회에 대한 은유로도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교환가치로 환원되고 신앙은 거의 사라진 말법 세계와 같은 

현대사회에서 종교적 체험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스기모토는 가공된 

정토의 세계를 형상화함으로써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전시를 

구성하는 사진들이 내면의 의식을 보도록 유도하는 사유의 과정을 도모한다

면, 그의 <가속하는 부처>는 합일의 경험이자 엑스터시의 순간을 나타낸다. 

주지할 것은 종교적인 이미지의 과잉 소비가 이를 도출한다는 사실이다. 캘

레인은 <극장> 연작에 대해 기술하면서 “스크린과 이를 둘러싼 건축적 요소

가 마치 응축된 이미지 소비의 성지(shrine)처럼 보인다”고 말한 바 있

다.181 <극장> 연작에서는 이미지가 소비되는 과정이 사진의 속도에 의해 해

체된 상태인 하얀 스크린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면, <가속하는 부처>는 그 이

미지가 소비되는 과정을 관람자가 느끼도록 영상으로 구현하고 있다. 수잔 

손탁이 “자연적인 시각으로 볼 때보다 더 좁고 드라마틱하게 현실을 복제한 

                                                 
180

 David Morgan, “Secret Wisdom and Self-Effacement: The Spiritual in 

the Modern Age,” in Negotiating Rapture: The Power of Art to Transform 

Lives, ed. Richard Francis, exh. cat., Chicago: Museum of Contemporary 

Art, 1996, pp. 34-47.  
181

 Thomas Kellein, 앞의 책(2005), p. 38.  



84 

 

세상”에서 사진적인 기술은 초현실주의를 드러낸다고 언급하였듯
182

 스기모

토의 사진과 이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 아트는 동시대를 은유하면서도 현실

을 벗어나는 초현실적인 성격을 갖는다.  

     스기모토가 사진에 천착하는 이유가 시간 여행이 가능하고 일루전을 만

들어내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그가 만드는 전시 공간은 과거의 여러 시대로

부터 차용한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다.183 다양한 시대에서 차용한 기표들이 

모여 나름의 서사를 만들어내고 숭고와 스펙터클을 실현하는 특징은 스기모

토가 직접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확장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는 

미술관과 같은 공간 속 작품의 배열에 개입하는 것에서 나아가 2008 년 신

재료연구소(New Material Research Laboratory)라는 이름의 건축사무소

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건축가로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때 신재료는 기

술의 발전에 힘입은 새로운 재료가 아니라 고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바위나 

덴표 시대(天平時代, 729-749) 의 나무와 같이 오랜 시간에 걸쳐 아름다움

을 ‘새롭게’ 획득한 재료이다. 건축가로서 정식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

만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실현하는 세 명의 젊은 건축가를 두어 활동하는 스

기모토는 종종 그의 아이디어를 담은 건축작품이 “대지미술”이라고 말하면

서 기능을 중시하는 실제의 건축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인다.
184

  

                                                 
182

 Susan Sontag, On Photography, New York: Anchor Books, 1990, p. 52 
183

 Thomas Kellein, 앞의 글, in exh. cat. Hiroshi Sugimoto: Conceptual 

Forms(2005), p. 25; 杉本博司, 앞의 책(2011), p. 174 참조.  
184

 건축가로서 스기모토는 현재까지 나오시마 섬의 버려진 신사, 중국에서 가져온 

500 톤의 굴착된 바위로 입구를 만든 빌딩, 일본 전통 레스토랑 가네타나카

(Kanetanaka)의 지점들, 시즈오카 지역의 이즈사진미술관(Izu Photo Museum)

의 인테리어와 정원 디자인 등의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 http://blogs.wsj.com/scene/2014/01/23/hiroshi-sugimoto-designs-his-

own-museum-in-japan/(accessed by 2016.04.15) 2013 년에는 하라 겐야(原 

研哉)에 의해 기획된 도쿄 하우스비젼(House Vision)에 초청되어 일본을 대표하

는 국제적인 건축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고상한 집(House of Suki)”을 제안

 

http://blogs.wsj.com/scene/2014/01/23/hiroshi-sugimoto-designs-his-own-museum-in-japan/
http://blogs.wsj.com/scene/2014/01/23/hiroshi-sugimoto-designs-his-own-museum-in-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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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기모토는 현재 2017 년 개관을 목표로 2009 년 자신이 설립한 오다와

라 예술재단(小田原文化財団)을 위한 미술관을 기획하고 있다. 그의 계획서

에서 미술관은 15 세기 일본 전통의 진입부와 미니멀한 전시 공간, 현대식 

다도공간, 노(能) 극장과 무대를 갖추고 바다 위에 떠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도 49) 간결한 외관의 형태는 20 세기 모더니즘 건축을 상기시키기도 하지

만 ‘빛’과 ‘단순한 형태’에 대한 스기모토의 천착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

다.185 특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이 미술관은 <바다풍경> 사진이 드러내는 

시각의 구현으로써 스기모토가 미술관에 대해 지니고 있는 ‘공간의 감각’이 

가장 두드러지게 실현되는 곳이다. 벨팅은 <바다풍경> 연작에 대해 “수평선

이 더 이상 특정한 장소의 관점으로 측정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상한

선으로서 시선을 끄는 동시에 피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186 보고 싶은 것과 

볼 수 있는 것 사이의 간극에서 수평선은 이미지에 고정되는 대신 관람자가 

사진을 보는 현재의 시간에서 환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187 <바다풍경> 

사진이 일루전이 아닌 현실로 펼쳐진 곳, 실제 대기와 바다로 둘러싸인 미술

관에서 이곳을 방문하는 누구든 끊임없이 환영을 만들어내는 수평선에 둘러

싸여 자신이 위치해 있는 곳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이는 일본의 전통적인 주거양식인 스키야즈쿠리(数寄屋造り)를 현대적으

로 재해석한 것이었다. 뒤이어 2014 년 베니스 건축비엔날레에서는 글라스 티하우

스 몬드리안(Glass Tea House Mondrian)을 디자인하였다.  
185

 스기모토는 2013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과의 인터뷰에서 그

에게 미술관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단순한 공간”이라고 말하면서 오스트리아

에 위치한 피터 춤토르(Peter Zumthor)의 쿤스트하우스 브레겐즈(Kunsthaus 

Bregenz)가 이를 실현하는 예라고 언급한 바 있다. Artnet News 에서 재인용. 

https://news.artnet.com/art-world/hiroshi-sugimoto-odawara-art-

foundation-japan-277669(accessed by 2016. 04.13) 
186

 Hans Belting, 앞의 책(2008), pp. 96-97. 
187

 위의 책, p. 100. 

https://news.artnet.com/art-world/hiroshi-sugimoto-odawara-art-foundation-japan-277669
https://news.artnet.com/art-world/hiroshi-sugimoto-odawara-art-foundation-japan-27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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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년 스기모토는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 1336-1573)에 세워졌던 

나오시마의 고오 신사(護王神社)를 리모델링 하면서 기도의 홀, 성역(聖域), 

지하실 세 공간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도 50) 신(神)만이 접근할 수 있

는 성역은 하얀색 자갈로 덮어 신사를 둘러싸고 있고 기도의 홀과 지하실 사

이에는 오카야마시의 산에서 가져온 24 톤의 화강암 석판이 위치해 있어 자

연물에 깃들어 있다고 믿는 신성한 힘을 나타낸다. 암석에 의해 분리된 기도

의 홀과 지하실은 “빛의 계단(Stairway of Light)”라고 불리는 계단을 통해 

연결된다. <5 원소>에 쓰였던 것과 동일한 광학 유리를 이용한 계단은 천상

과 지상을 연결시킨다. 신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신사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는 언덕 옆의 개구부로 들어가 좁은 콘크리트 통로를 통해 지하실로 접근

할 수 있다. 이후 밖으로 나오면서 세토 내해(瀬戸内海)의 수평선을 바라보

게 된다. (도 51) 의도적으로 바다를 향하도록 만들어진 신사는 그 자체로 

“대지미술”이자 숭고의 공간이고 스펙타클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말법세계

가 도래한 것 같은 사회에 그 마지막 날이 올때까지 스기모토의 미술관은 그

의 시각을 구현하는 카메라 옵스큐라인채로, 일상의 비일상화를 실현하는 

신사로 존재할 것이다.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기모토의 작업에서 바다라는 모티프를 중심으로 그의 사진

과 사진에서 확장된 작업 세계를 살펴보았다. 스기모토가 나름의 미술사적

인 내러터브를 구성하였듯 그의 작업은 동양의 세계관과 전통, 서양의 미술

사, 동시대의 흐름이 선별적으로 차용되어 매끄럽게 결합되어 있는 특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후 냉전의 시대를 거치면서 변화되어간 

일본의 이미지는 스즈키 다이세츠를 위시한 일본 학자들의 미국 내 활동에 

의해 종교적인 깨달음을 중심으로 정립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 미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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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평화를 고취하는 분위기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살펴보았

다. 1972 년 플라워 차일드 운동이 지나간 직후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스기

모토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것은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을 제시할 필요성이었다. 이에 따라 스기모토

는 원래의 맥락에서 벗어나 근대적으로 변형된 선불교 논리를 일본 문화의 

정수이자 정체성의 하나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1974 년 뉴욕

에서 정착하여 예술가로서의 활동이 주목받지 못하자 시작한 고미술상으로

서의 전환은 그에게 선불교적 세계관을 체화할 계기와 동시대 작가들과 교

류할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이와 동시에 동시대 미술과 일본 전통미술 사이

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름의 작업관을 정립하고 미술사를 

만들어나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1980 년대 중후반부터 미술 시장과 비평계에서 스기모토의 사진에 대해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사진에 대한 해석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스기모

토가 예술가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던 1970 년대 

미술계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관념을 드러내

고 단순화된 조형 형태를 보이는 스기모토의 작업은 “개념적”이고 “미니멀”

하다고 여겨져 왔으나 1970 년대 뉴욕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동시대의 

흐름과의 접점을 검토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개념미술과 미

니멀리즘이 스기모토가 뉴욕에 정착해 예술가로서 활동을 시작하던 무렵 미

술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과 작가 본인 또한 여러 차례 이러한 흐름

으로부터 받은 인상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였다. 물론 종교적인 모티프를 차용하고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스

기모토의 사진이 1970 년대 후반 뉴욕 사진계에서 주류를 형성하던 ‘아마추

어적’이거나 ‘객관적이고’ ‘포스트모던’한 흐름과 유리된 성향을 보이는 것

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동시대 미술계에 대한 고찰과 시

대 상황을 바탕으로 스기모토의 작업에서 초기부터 핵심적인 모티프로 작용



88 

 

하였던 바다에 주목하였다. 스기모토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인식되어 왔으

나 미술사적인 분석은 부족하였던 바다 모티프가 야기하는 매체의 확장과 

의미 작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특히 스기모토의 <바다풍경>이 특정한 템

플렛을 따라가는 작가의 수행적인 행위에 대한 기록으로 기능하면서 당대의 

개념미술과 유사점을 갖는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때 각각의 사진을 부

연 설명하는 제목은 작가의 역사관과 작품의 문화적인 지평을 끌어내는 요

소로 작용하였다. 대기와 바다로 화면을 이등분하는 기하학적 바다 이미지

는 지표와 상징, 그리고 아이콘으로 기능하면서 재현의 성격과 지표성이 함

께 드러난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진이 모인 연작은 전시 공간 안에

서 관람자의 해석과 이동을 이끌어내는 연극성을 띠게 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마치 스기모토가 자신의 사진을 묘사하는 단어인 ‘화

석’과 같이 사진 속 시간의 흐름은 사진을 바라보는 관람자의 시간인 현재의 

순간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동시대를 표상하는 기호

가 부재해 있어도 스기모토의 사진은 역설적이게도 현재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  

     한편 스기모토 개인의 종교적 체험과 연관되었던 바다는 나아가 인간 

‘의식’에 대한 알레고리로 작용하면서 사진과 조각이라는 매체의 혼용과 종

교적 모티프의 차용을 야기하였다. <부처의 바다>에서 시작된 종교적 모티

프와의 결합은 13 세기 가마쿠라 시대 종교 유물 속에 <바다풍경> 사진을 

넣은 <시간의 화살>로 이어졌다. 이로써 말법 세계와 같은 현대사회에서 인

간의 의식만이 숭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스기모토의 생각은 구체화되었으

며, 바다의 의미도 의식에 기반한 인간의 역사로 확장되었다. 뒤이어 카메라

에 사용되는 광학 유리로 오층탑을 만든 조각 작품 <5 원소>는 미니멀리즘

처럼 전시 공간을 구성하고 연속된 배열을 통해 관람자의 움직임을 유도하

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이로써 본고는 <5 원소>가 <바다풍경> 사진을 포함

하고 있음에도 특정한 바다 풍경을 재현하는 대신 제시된 상태로 현존하는 

감각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관람자의 시선을 회피하지도, 과잉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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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야기하지도 않은 채 ‘일체감’을 갖는 바다 이미지는 미니멀리즘 작가들

이 추구하였던 이상적인 ‘온전함(wholeness)’와 유사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5 원소>가 유도하는 관람자의 신체적 움직임은 전시 공간에 대한 주목

을 야기한다. 개인적인 저술을 통해서도 전시 공간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피력하면서 작품의 배열을 의식하는 스기모토에게 미술관은 숭고를 유발하

는 한편 스펙터클를 제공하는 공간이었다. 미술관은 그의 작품이 잠드는 곳

이자 새로운 해석을 부여받으면서 다시 태어나는 곳이며, 노만 브라이슨이 

주목한 <극장> 사진의 특성처럼 서로 다른 속도가 혼재해 있는 공간이었다. 

<바다풍경>이 생각의 속도를 늦추어 기억과 역사, 삶과 죽음에 대해 사유하

게 한다면 <가속하는 부처>는 이미지의 과잉이 현실을 초월하고 변형하는 

가속화된 공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생각하는 미술의 효과와 

공간의 의미가 집약되어 구현될 오다와라 재단의 미술관이 바다를 바라보고 

위치해 있으며 따라서 <바다풍경>이 나타내는 수평선을 실제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스기모토가 현실을 보는 시각이 일루전으로 구현되고, 그의 삶의 여정에 

따라 선별된 역사들이 혼재해 있는 공간에서 관람자는 <바다풍경> 연작과 

같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현실과 “유사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형태의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이미 환영으로 가득 차있고 무엇이 진실인지

도 혼란스러우며, 출처가 불분명한 기호가 혼재되어 있는 세상에서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의식’을 세우고,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면서 하루하루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것 자체가 삶을 살아나가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스기모

토의 시대를 가늠하기 힘든 사진은 역설적으로 현재를 바라보게 하는 기제

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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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부처의 바다(Sea of Buddhas)> 001, 002, 003, 1995, 젤라틴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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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로버트 라우셴버그, <버팔로 II(Buffalo II)>, 1964, 혼합재료, 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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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에 프린트, 74 x 93 cm. 

(도 8) 아티스츠 스페이스에서 열린 픽쳐스 전시 오프닝 현장 1977 년 9 월 

23 일, 셰리 레빈(왼쪽), 어빙 샌들러(오른쪽) 

(도 9) 신디 셔먼, <무제 필름 스틸컷 14(Untitled Film Still #14)>, 1978, 

젤라틴 실버 프린트, 24 x 19.1cm, 뉴욕 현대미술관, 미국.  

(도 10) 로버트 롱고, <탈출에의 갈망(Temptation to Exit)>, 1976, 

퍼포먼스를 찍은 사진.  

(도 11) 셰리 레빈, <로드첸코 이후 1-12(After Lodchenko 1-12)>, 

젤라틴 실버 프린트, 24.1 x 18.1 cm,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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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 바바라 크루거, <무제(우리는 당신의 정황적 증거) (Untitled(We 

are your circumstantial evidence))>, 1983, 젤라틴 실버 프린트, 

231.6 x 155.6 cm, 필라델피아 미술관, 미국.  

(도 13) 빅터 버긴, <프레임된(Framed, from US77 series)>, 1977,  

젤라틴 실버 프린트, 100 x 150 cm,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미국.  

(도 14) 앨런 세큘러, <교외의 남성적/여성적 삶(Masculine/Feminine 

Life in the Suburbs)>, 1973, 12.7 x 17.8 cm. 

(도  15) 리처드 프린스, <무제(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세 여성 

(Untitled(three women looking in the same direction))>, 1980,  

엑타크롬 사진, 69.9 x 189.2 cm 

(도 16) <초기 인류(Earliest Human Relatives)>, 1994, 젤라틴 실버 

프린트, 50.8 x 60.9 cm, 페이스 갤러리, 미국.  

(도 17) <바다소(Manatee)>, 1994, 젤라틴 실버 프린트, 42.2 x 54.1 cm, 

게티 미술관, 미국.  

(도 18) <황해(Yellow Sea, Cheju)>, 1992, 젤라틴 실버 프린트, 111.9 x 

149. cm, 개인 소장.  

(도 19) <성 베네딕트 성당(Saint Benedict Chapel)>, 2000-2001, 젤라틴 

실버 프린트, 51 x 61 cm, 베네세 하우스 미술관, 일본.  

(도 20) <구겐하임 미술관(Guggenheim Museum)>, 1997, 젤라틴 실버 

프린트, 45 x 35.7cm. 

(도 21) <빅토리아 여왕(Queen Victoria)>, 1999, 젤라틴 실버 프린트, 

149.2 x 111.9cm, 프렌켈 갤러리, 미국. 

(도 22) <블라디미르 레닌(Vladimir Ilyich Lenin)>, 1999, 젤라틴 실버 

프린트, 149.2x111.9cm. 

(도 23) <캐벗 거리극장, 메사추세츠(Cabot street cinema, Massachu-

setts)>, 1978, 젤라틴 실버 프린트, 111.9x149.2cm, 베네세 하우스 

미술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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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 스테픈 쇼어, <서스캐쳐원, 레지나, 드듀니 애비뉴, 1974 년 8 월 

17 일 (Dewdney Avenue, Regina, Saskatchewan, August 17, 

1974)>, 1974. c-프린트, 50.8 x 61 cm, 스프뤼스 갤러리, 독일. 

(도 25) 조엘 스턴펠드, <버지니아 멕린(1978 년 12(McLean, Virginia, 

December 1978)>, 1978, 염료 전사법(轉寫法)에 의한 인화, 37.6 x 

48.5 cm, 뉴욕 현대미술관, 미국.  

(도 26) 에드 루샤, <26 개의 주유소(Twentysix Gasoline Stations)>, 

1963, 48 장의 책 속 26 장의 사진, 각 사진 17.9 × 14 × 0.5 cm, 

테이트 미술관, 영국.  

(도 27) 온 카와라, <오늘(Today)> 연작 가운데 일부, 1966-2013, 

캔버스에 아크릴, 혼합 매체, 26.7x34.3cm (캔버스). 

(도 28) 조셉 코수스, <하나이면서 셋인 의자(One and Three Chairs)>, 

1965, 혼합 매체, 82  

            x 37.8 x 53cm (의자), 36 x 24 191.5 x 61.1 cm (사진 판넬), 61 x 

76.2 cm (텍스트 판넬), 래리 앨드리치 재단 소장.  

(도 29) 더글러스 휴블러, <지속 작품 4(Duration Piece #4)>, 1970, 

젤라틴 실버 프린트, 계획서: 27.9 x 21.6 cm; 12 장의 사진 각 18.7 

x 23.2 cm,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미국.  

(도 30) <북대서양(North Atlantic Ocean)>, 1982, 젤라틴 실버 프린트, 

111.9 x 149.2cm, 프렌켈 갤러리, 미국. 

(도 31) <일본해(Sea of Japan, Oki)>, 1987, 젤라틴 실버 프린트, 111.9 x 

149.2cm, 크리스토프 기 갤러리, 스위스.  

(도 32) 히로시 야마자키, <바다를 갈망하는 태양(The Sun is longing for 

the Sea)>, 1978, 1983 에 프린트, 젤라틴 실버 프린트, 20.95 x 

31.12 cm, 개인 소장, 샌프란시스코 근현대미술관에 기부 확정.  

(도 33) 마크 로스코, <무제(Untitled)>, 1969, 종이에 아크릴, 173 x 

123.5cm, 테이트 미술관, 영국.  



103 

 

(도 34) 모리무라 야스마사, Doublonnage (Marcel), 1988, color photo-

graph, 149.86 x 120.65 츠, 루링 어거스틴 갤러리, 미국. 

(도 35) <U.A. 플레이하우스(U.A. Playhouse, New York)>, 1978, 젤라틴 

실버 프린트. 111.9 x 149.2cm, 삼성리움미술관, 한국. 

(도 36)  <사우스베이 드라이브 인(South Bay Drive-In)>, 1993, 젤라틴 

실버 프린트, 111.9 x 149.2cm, 개인 소장. 

(도 37) 에디 아담스, <베트콩을 처단하는 베트남 장교(General Loan Exe-

cuting a Viet Cong Suspect)>, 1968. 

(도 38) 줄리아 마가렛 카메론, <더크워스 부인(Mrs Herbert Duck-

worth)>, 1865-66, 질산은 프린트, 34.1 x 26. 2 cm, 게티 미술관, 

미국.  

(도 39) 니오시마 현대미술관의 《노출된 시간(Time Exposed)》 전시 

풍경(1997) 

(도 40) <부처의 바다(Sea of Buddhas)> 001, 002, 003, 1995, 젤라틴 

실버 프린트, 119.4 x 149.2cm, 페이스 갤러리, 미국.                    

(도 41) 교토의 산주산겐도(蓮華王院, 1266 완공)의 외경과 내부에 위치한 

천수관음(千手観音)상의 모습. 

(도 42) <시간의 화살(Time’s Arrow)>, 1987, 금동, 젤라틴 실버 프린트, 

25 x 25.7 cm (금동 부분), 개인 소장.  

(도 43) <5 원소, 발트 해(Five Elements, Baltic Sea, Rugen>, 2011, 

광학유리렌즈, 젤라틴 실버 프린트, 나무, 7.6 x 15.5 cm (광학유리 

부분), 개인소장. 

(도 44) <5 원소>를 관람하고 있는 관람자들의 모습.  

(도 45) 제임스 터렐, <레이머 핑크 화이트(Raemer pink white)>, 1969, 

형광등, 440 x 1070 x 300 cm, 케인 그리핀 코코란 갤러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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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6) 캐나다 토론토의 로얄 온타리오 미술관에서 진행되었던 《역사의 

역사(L’histoire de L’histoire)》 전시 전경. (2007.06.03-

2007.09.03) 

(도 47) 프랑스 파리의 까르띠에 재단에서 진행되었던 《개념적 

형태들(Conceptual Forms)》전시 전경. (2004.11.13-2005.02.27) 

(도 48) <가속하는 부처(Accelerated Buddha)>, 1997, 5’48’’ 비디오, 

개인 소장.  

(도 49) 오다와라 재단(Odawara Art Foundation, 小田原文化財団)의 

미술관을 위한 계획서.  

(도 50) 히로시 스기모토가 리모델링한 나오시마의 고오신사(護王神社). 

(도 51) 지하실 입구에서 광학 렌즈로 만들어진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보이는 바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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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도 2. <큰 사슴(Wapiti)>, 1980, 젤라틴 

실버 프린트, 34.92 x 58.73cm, 게티 

미술관, 미국 

도 1.  <북극 곰(Polar Bear)>, 

1976, 젤라틴 실버 프린트, 42.06 x 

54.61cm, 게티 미술관, 미국 

도 4. <미르턴 바다(Mirtoan Sea, Sounion)>, 

1990, 젤라틴 실버 프린트, 119.4 x 149.2cm, 

페이스 갤러리, 미국.  

도 3. <오하이오 극장(Ohio Theater, 

Ohio)>, 1980, 젤라틴 실버 프린트, 119.4 

x 149.2cm, 페이스 갤러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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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부처의 바다(Sea of Buddhas)> 001, 002, 003, 1995, 젤라틴 실버 프린트, 

119.4 x 149.2cm, 페이스 갤러리, 미국.   

 

 

 

 

 

 

 

 

도 6. 로버트 라우셴버그, 

<버팔로 II(Buffalo II)>, 1964, 

혼합재료, 243.8 × 182.9cm, 

로버트 메이어 컬렉션 소장. 

도 7. 댄 그라함, <미국을 위한 

집(Homes for America)>, 1966-67, 

잡지에 프린트, 74 x 93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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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 셰리 레빈, <로드첸코 이후 

1-12(After Lodchenko 1-12)>, 

젤라틴 실버 프린트, 24.1 x 18.1 

cm,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미국.  

도 9. 신디 셔먼, <무제 필름 스틸컷 

14(Untitled Film Still #14)>, 1978, 젤라틴 

실버 프린트, 24 x 19.1cm, 뉴욕 현대미술관, 

미국.  

도 8. 아티스츠 스페이스에서 열린 픽쳐스 

전시 오프닝 현장 1977 년 9 월 23 일, 셰리 

레빈(왼쪽), 어빙 샌들러(오른쪽) 

도 10. 로버트 롱고, <탈출에의 

갈망(Temptation to Exit)>, 1976, 

아티스츠 스페이스에서의 퍼포먼스를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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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 앨런 세큘러, <교외의 남성적/여성적 

삶(Masculine/Feminine Life in the Suburbs)>, 

1973, 12.7 x 17.8 cm. (왼쪽) 

 

도 15. 리처드 프린스, <무제(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세 여성(Untitled(three women looking in the 

same direction))>, 1980, 엑타크롬 사진, 69.9 x 

189.2 cm. (아래) 

도 12. 바바라 크루거, <무제(우리는 

당신의 정황적 증거) (Untitled(We 

are your circumstantial 

evidence))>, 1983, 젤라틴 실버 

프린트, 231.6 x 155.6 cm, 

필라델피아 미술관, 미국.  

도 13. 빅터 버긴, <프레임된(Framed, from 

US77 series)>, 1977, 젤라틴 실버 프린트, 

100 x 150 cm,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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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 <황해(Yellow Sea, Cheju)>, 

1992, 젤라틴 실버 프린트, 111.9 x 

149. cm, 개인 소장.  

도 19. <성 베네딕트 성당(Saint 

Benedict Chapel)>, 2000-2001, 

젤라틴 실버 프린트, 51x61 cm, 

베네세 하우스 미술관, 일본.  

도 16. <초기 인류(Earliest Human Rel-

atives)>, 1994, 젤라틴 실버 프린트, 

50.8 x 60.9 cm, 페이스 갤러리, 미국.  

도 17. <바다소(Manatee)>, 1994, 

젤라틴 실버 프린트, 42.2 x 54.1 cm, 

게티 미술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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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 <구겐하임 

미술관(Guggenheim 

Museum)>, 1997, 젤라틴 

실버 프린트, 45x35.7cm. 

도 21. <빅토리아 여왕(Queen 

Victoria)>, 1999, 젤라틴 실버 

프린트, 149.2 x 111.9cm, 프렌켈 

갤러리, 미국. 

도 22. <블라디미르 레닌(Vladimir 

Ilyich Lenin)>, 1999, 젤라틴 실버 

프린트, 149.2x111.9cm. 

도 23. <캐벗 거리극장, 메사추세츠(Cabot 

street cinema, Massachusetts)>, 1978, 

젤라틴 실버 프린트, 111.9x149.2cm, 

베네세 하우스 미술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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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 스테픈 쇼어, <서스캐쳐원, 

레지나, 드듀니 애비뉴, 1974 년 8 월 

17 일 (Dewdney Avenue, Regina, 

Saskatchewan, August 17, 1974)>, 

1974. c-프린트, 50.8 x 61 cm, 

스프뤼스 갤러리, 독일. 

도 25. 조엘 스턴펠드, <버지니아 

멕린(1978 년 12(McLean, Virginia, 

December 1978)>, 1978, 염료 

전사법(轉寫法)에 의한 인화, 37.6 x 

48.5 cm, 뉴욕 현대미술관, 미국.  

도 26. 에드 루샤, <26 개의 주유소(Twentysix Gasoline Stations)>, 1963, 

48 장의 책 속 26 장의 사진, 각 사진 17.9 × 14 × 0.5 cm, 테이트 미술관, 영국.  



112 

 
 

도 27. 온 카와라, <오늘(Today)> 연작 가운데 일부, 1966-2013, 캔버스에 

아크릴, 혼합 매체, 26.7x34.3cm (캔버스). 

도 29. 더글러스 휴블러, <지속 작품 4(Duration Piece #4)>, 1970, 젤라틴 실버 프린트, 

계획서: 27.9 x 21.6 cm; 12 장의 사진 각 18.7 x 23.2 cm,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미국.  

도 28. 조셉 코수스, <하나이면서 셋인 

의자(One and Three Chairs)>, 1965, 

혼합 매체, 82 x 37.8 x 53cm (의자), 36 

x 24 191.5 x 61.1 cm (사진 판넬), 61 x 

76.2 cm (텍스트 판넬), 래리 앨드리치 

재단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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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1. <일본해(Sea of Japan, Oki)>, 

1987, 젤라틴 실버 프린트, 111.9 x 

149.2cm, 크리스토프 기 갤러리, 

스위스.  

도 32. 히로시 야마자키, <바다를 갈망하는 

태양(The Sun is longing for the Sea)>, 

1978, 1983 년에 프린트, 젤라틴 실버 

프린트, 20.95 x 31.12 cm, 개인 소장,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 기부 확정.  

도 33. 마크 로스코, 

<무제(Untitled)>, 1969, 

종이에 아크릴, 173 x 

123.5cm, 테이트 미술관,  

영국.  

도 30. <북대서양(North Atlantic 

Ocean)>, 1982, 젤라틴 실버 

프린트, 111.9 x 149.2cm, 프렌켈 

갤러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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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 <U.A. 플레이하우스(U.A. Playhouse, 

New York)>, 1978, 젤라틴 실버 프린트. 

111.9x149.2cm, 삼성리움미술관, 한국 

도 37. 에디 아담스, <베트콩을 처단하는 

베트남 장교(General Loan Executing a 

Viet Cong Suspect)>, 1968. 

도 36. <사우스베이 드라이브 인(South 

Bay Drive-In)>, 1993, 젤라틴 실버 

프린트, 111.9 x 149.2cm, 개인 소장. 

도 34. 모리무라 야스마사, 

<Doublonnage (Marcel)>, 1988, 

color photograph, 149.86 x 120.65 

cm, 루링 어거스틴 갤러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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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8. 줄리아 마가렛 카메론, 

<더크워스 부인(Mrs Herbert Duck-

worth)>, 1865-66, 질산은 프린트, 

34.1 x 26. 2 cm, 게티 미술관, 미국.  

도 39. 니오시마 현대미술관의 《노출된 

시간(Time Exposed)》 전시 풍경(1997). 

도 40. <부처의 바다(Sea of Buddhas)> 001, 002, 003, 1995, 젤라틴 실버 프린트, 

119.4 x149.2cm, 페이스 갤러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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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2. <시간의 화살(Time’s 

Arrow)>, 1987, 금동, 젤라틴 실버 

프린트, 25 x 25.7 cm (금동 부분), 

작가 소장.  

도 43. <5 원소, 발트 해(Five Ele-

ments, Baltic Sea, Rugen>, 2011, 

광학유리렌즈, 젤라틴 실버 프린트, 

나무, 7.6 x 15.5 cm (광학유리 부분), 

개인 소장. 

도 41. 교토의 산주산겐도(蓮華王院, 1266 완공)의 외경과 내부에 위치한 

천수관음(千手観音)상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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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4. <5 원소>를 관람하고 있는 

관람자들의 모습.  

도 45. 제임스 터렐, <레이머 핑크 화이트(Raemer 

pink white)>, 1969, 형광등, 440 x 1070 x 300 

cm, 케인 그리핀 코코란 갤러리, 미국. 

도 46. 토론토의 로얄 온타리오 

미술관에서 진행되었던 《역사의 

역사(L’histoire de L’histoire)》전시 

전경(2007.06.03-2007.09.03), 

도 47. 파리의 까르띠에 재단에서 

진행되었던 《개념적 형태들(Conceptual 

Forms》전시 전경(2004.11.13-

200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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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9. 오다와라 재단(Odawara Art Foundation, 小田原文化財団)의 미술관을 위한 계획서.  

도 48. <가속하는 부처(Accelerated Buddha)>, 1997, 5’48’’ 비디오, 개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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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1. 지하실 입구에서 광학 렌즈로 만들어진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보이는 바다의 모습.  

도 50. 히로시 스기모토가 리모델링한 나오시마의 고오신사(護王神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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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Vision on the Present 

: A study on the Sea Motif in Hiroshi Sugimoto’s Photography 

 

Joon Hye Park  

Dep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na Kim 

 

This research attempts to historicize Hiroshi Sugimoto’s ahistorical black and 

white photos in terms of art historical context, and position them in relation to 

the contemporary art movements in New York in the 1970s where he started his 

career as an artist, a fact that deserves more academic attention. By analyzing 

both characteristics of minimalism and conceptual art along with the modernized 

Zen Buddhist ideas that are embedded in his works, this research argues that 

Sugimoto successfully positioned himself in New York as an international artist 

who internalized Zen worldview in his works. Sugimoto utilized the medium of 

photography as a means of self-confirmation for the artist and a catalyst for 

viewers to meditate on their subject positions as they move around the works in 

the gallery (which they are encouraged to do). 

 

This thesis particularly focuses on Hiroshi Sugimoto’s imagery of the 

sea, a central theme in his art and life. In the process of repetitively exploring the 

motif of sea to allegorize human consciousness, Sugimoto questions the inde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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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ty of the medium of photography, blurs the boundaries between the medi-

ums, and invoke quasi-religious experience from the viewers. He does this by 

exploiting the medium of the photograph not merely as a picture hanging on the 

wall but as a kind of object that constitutes a space, often working with other 

media, such as installation and digitalized media art. By making the process of 

photographing a form of conceptual art and then displaying the photograph in 

the style of minimalism, Sugimoto’s photography is able to reveal the instability 

of human consciousness; yet his work also encourages a beholder to seek a 

“fixed point” through meditation on origin and end, creating an awareness of 

one’s subject position in the world. 

 

Sugimoto’s approach to photography has been interpreted primarily in 

terms of a Zen-related worldview or West meets East. Time has been a pivotal 

theme in Sugimoto’s photography that has intrigued most scholars, particularly 

how he has used long exposure to depict a duration of time rather than a cap-

tured moment. This was conspicuous in the early series such as Theaters series 

(1976-) and Seascapes series (1980-) for which Sugimoto recorded certain dura-

tions of time from different places to get one similar end result. It was articulated 

as a confrontation against the conventions in the medium of photography or as 

ahistorical infinity depicted in the pictures of subtle variations. Especially along 

with the fact that Sugimoto often mentions metaphysical concepts behind his 

photography, this ahistorical aspect has shed the light on “Japanese” characteris-

tic in Sugimoto’s works, which has been naturally accepted in the art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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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admittedly Sugimoto’s photography is a dynamic text where art 

historical discourses and ontological frames converge, these Zen concepts re-

flected in Sugimoto’s photography require rather critical attention. In 1972 he 

moved to California to study photography at the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in 

Pasadena. Interestingly, it was while he was in California that Sugimoto studied 

Asian philosophy for the first time, Zen Buddhism specifically, and started to 

build a connection with his origins. It is the result of the internalization of a Zen 

Buddhist worldview that he learned as “truly Japanese” in California in the 

1970s and, therefore, the result of self-identification. The fact that he owned an 

antique shop of religious objects in New York indicates not only they served as 

an inspiration for Sugimoto, but also that he was well aware of how the Western 

art world and market reacted to Eastern philosophy and religious objects. It 

probably influenced how Sugimoto has positioned himself in New York as an 

international Japanese artist who internalized Zen worldview. 

 

For Sugimoto, his own history began with the sea, with the very moment 

that he faced the ocean and became aware of his place in the world. Besides be-

ing a representation of the ocean in primordial time as an archetype, his Sea-

scapes series is a repetitive rite in which Sugimoto recalls and commemorates a 

particular moment through repeating one similar end result that every photo is 

divided into air and ocean, acting as if the original event is happening again. 

This performativity is a common aspect with conceptual art in 1970s, which Liz 

Kotz and Rosalind Krauss have focused as a transforming point of the function 

of photography as documentary mechanism. They focused on how concep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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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s used photography for documenting their performative projects based on 

the “templates” they had set in advance. The performitivity of Seascapes series 

is revealed in each caption of the photography; the year and the name of the 

ocean that each photo was taken. It causes tension between the lack of indexical-

ity from the simplified geometric images and the imposed indexicality by each 

caption. In the process, the sea in Seascapes serves as a complex platform where 

the boundaries between index, symbol, and icon are blurred.  

      

As the sea motif is expanded to other works, it allegorizes human con-

sciousness creating awareness of one’s subject position in this world. The sea 

motif leads the intersection of historical narratives, the appropriation of the pre-

vious works, and the mix of different mediums. In Time’s Arrow (1987) 

Sugimoto put the photography from Seascapes series inside a golden frame from 

13th century Kamakura period placing the photo in where sacred relic was put. It 

is a ways of visualizing Sugimoto’s thoughts on human consciousness that it is 

the only thing left to worship in this world that accelerates itself toward the end, 

which adds a layer in the meaning of the sea motif as human consciousness. Five 

Elements (2011) is the expanded work of Time’s Arrow, which is a series of pa-

goda-shaped structures where Sugimoto put the photos of Seascapes as “water”. 

The pagoda formed the embodiment of the cosmological doctrine of Buddhism 

and started from the early Asuka Period (592-710) in Japan; it contained the el-

ements of earth, water, fire, wind, and emptiness. He made the pagoda with the 

most translucent optical lens available and put his photographs inside, where a 

symbol of water should be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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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pagoda is displayed like the Seascapes series as a line of repetition 

with regularly fixed intervals between each work. Just as Sugimoto sees the 

world through the lens of his camera and represents it photographically, we see 

through the translucent structures as walking around them where we are, whom 

we are with, and the very subject position we take in the here and now. This is 

the theatrical aspect in relation with minimalism. Although Michael Fried has 

argued that Sugimoto’s photographs have an anti-theatrical effect, considering 

the effect of how the photography is displayed in repeated objects, he likely in-

tended for his show derives from the opposite approach, minimalism., The integ-

rity of each work so as to pursue the “wholeness” is also a characteristic that 

Sugimoto shares with his contemporary minimalist artists. In the Five Elements, 

the photos from Seascapes series belong in the category of “performative pho-

tography,” possibly in the most minimal form that allows the viewer to complete 

the performance. The viewers ar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a ‘ritual’ to com-

memorate one’s consciousness, be aware of one’s presence in a gallery space. 

 

The space where Sugimoto’s works constitute as objects, always involving 

repetition of images and the use of light, induces the audience to mediate on 

their subject positions. It is the effect led by repetition of Seascapes series and 

Five Elements series, but also by Accelerated Buddha (1997), a media art based 

on digitalized photographs that creates a camera obscura-like space in the gal-

lery. The used images are what Sugimoto calls “developed work” from the Sea-

scapes series, the Sea of Buddhas (1995) series that he took in the temple of 

Sanjusangendo, the "Hall of Thirty-Three Bays” that was built in the 12th cen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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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 in Japan. The photos of a thousand armed merciful buddhas in Accelerated 

Buddha conceptualize a metaphysical order of Avalokitesvara beyond reality, 

and at the same time they serve as a metaphor of the accelerated contemporary 

world composed of a multitude of signs and spectacles where one can easily lose 

oneself. In the middle of a discombobulating Sea of Buddhas, one is required to 

find his own Sea, to find the “fixed point” to keep oneself. 

 

It becomes apparent that Sugimoto’s photography of sea motif comments 

on human consciousness as well as on important issues related to photography as 

a medium of art. He has been blurring the boundaries between icon, index, and 

symbol not only in his photographs but also by positioning them as minimalist 

sculptures composing a space in the gallery. By appreciating his decades-long 

series of photographs displayed in spatial repetition, viewers are invited to the 

artist’s personal ritual as well as to a metaphorical space of camera obscura. 

Here the artist’s vision, a mode of seeing is revealed and the viewers are induced 

to reflect on human consciousness and their own subject positions. In this way, 

Sugimoto’s ‘ahistorical’ photography leads the beholder to make one’s own his-

tory by having a vision on th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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