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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1970년대 후반부터 개념 미술이 쇠퇴하고 1980년대까지 ‘회화로의 복귀’가 이루어진

시기가 있었다. 이 시기 미술계의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신표현주의 ‘회화의 부

활’과 예술로서 ‘사진의 부상’이었다. 1839년에 사진이 발명된 이래 사진과 회화는 2

차원의 평면에 이미지를 재현해내는 매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받았다.

19세기에는 사진의 기계적인 특성이 예술로 인정될 수 없다는 완고한 인식으로 인

해 사진은 주로 회화의 보조적인 역할과 기능을 맡았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예

술 영역에서 사진은 회화의 지위에 도전하기 시작했고 이후 사진은 회화와 대등한

지위의 매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메이저 현대 미술관에서 사진 컬렉션을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되고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사진 전시의 인기는 예술 영역에서 사진의

가치와 중요성을 입증해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랜 시기동안 예술로서 거부된 사진이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

는 여지가 생긴 것은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의 레디메이드와 앤

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의 팝아트의 등장으로 미술 작품의 원본성과 작

가의 독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모더니즘 미술의 이상적인 허구가 폭로됨으로

써 예술의 수용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사진의 역사상 예술 영역에서 회화의 지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은 1970년대

후반 회화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대형 사진이 미술관에 등장한 것이다. 이 시기 사

진은 기술적인 발전으로 2미터가 넘는 대형 크기의 제작이 가능해짐으로써 규모면

에서 회화와 당당히 겨룰 수 있게 되었다. 캐나다 벤쿠버 출신 작가 제프 월(Jeff

Wall, 1946-)은 가장 이른 시기에 이러한 대형 사진을 제작하여 이후 예술 사진의

영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제프 월 뿐 아니라 비슷한 시

기에 서독의 뒤셀도르프 학파(Düsseldorf school)도 대형 사진을 제작했다. 이들에

의해 이전 시기까지 출판용 크기의 흑백 사진으로 제작되던 개념 사진은 고도의 전

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전시용 크기의 대형 컬러 사진으로 변모되었다.

이 시기 대형 사진이 회화에 도전하는 계기를 제공한 미술사적 배경은 신표현주

의 회화의 부활이다. 사진의 발명 이후 회화는 사진의 완벽한 묘사 기술에 위협을

느끼고 회화의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매체의 속성에 주목하여 평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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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추상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미술에 의해 억압

된 재현 미술의 역사에 반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다시금 회화로의 복귀가 이루어

지면서 신표현주의 회화가 각광을 받았다. 또한 미술시장의 경제적인 호황으로 인해

작품의 원본성(authenticity)과 작가의 독창성(originality)을 확보하여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는 회화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했다. 이러한 경향은 사진에도 영향을 미쳐 회

화적인 요소를 의도적으로 반영한 사진을 제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본 논문은 1970년대 후반에 사진이 회화에 도전하기 위해 선택한 회화적 전략을

제프 월의 대형 사진을 통해 분석했다. 제프 월은 1978년에 최초로 대형 사진을 제

작하면서 19세기 역사화에 등장했던 모티프나 미학적인 효과를 차용하는 방식을 사

용했다. 제프 월 외에도 이 시기 차용(appropriation)은 픽쳐스 제너레이션(Pictures

Generation) 작가들이 제작한 포스트모더니즘 사진의 주요한 전략이었다. 포스트모

더니즘 사진은 미술 작품의 원본성과 작가의 독창성을 공격하고 미술관 제도를 비

판하기 위한 의도를 지녔던 반면, 제프 월의 대형 사진은 미학적인 관점에서 원본

성과 독창성을 고스란히 보유한 회화주의 사진이었다. 제프 월이 사진에서 회화를

혼성 모방한 의도는 회화와 유사한 맥락을 보여줌으로써 사진이 회화를 계승하고

있음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제프 월은 대형 사진이 하나의 연출된 장면으로서, 화면 속 배경과 인물이 조화롭

게 배치되도록 사전에 정교하게 구상하고 준비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제프 월

의 사진은 미술사학자들로부터 타블로(Tableau)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본래 회

화론에서 사용했던 용어로서 곧 회화를 가리킨다. 제프 월은 사진에서 회화와 닮은

요소를 사진에 적극적으로 개입시킴으로써 회화가 지녀온 위계적 우위에 대한 해체

를 시도했다. 그럼으로써 동시에 예술 사진에서 고수된 모더니즘 사진의 고전 문법

인 신속성(immediacy)과 즉시성(instantaneity)을 추구한 리얼리즘에 관한 낡은 관

념을 해체한다. 제프 월의 사진은 알레고리를 지니고 허구적 내러티브를 발생시키

는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기존의 사진 비평과 다른 새로운 관점을 이끌어내었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제프 월, 대형 사진, 회화주의 사진, 포스트모더니즘 사진, 타블로, 뒤셀도르

프 학파.

학 번: 2009-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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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캐나다 밴쿠버 출신 작가인 제프 월(Jeff Wall, 1946-)은 1970년에 개념 미술가로

활동하며 35mm 필름 카메라로 여러 장의 흑백사진을 찍어 <풍경 입문서

(Landscape Manual, 1969-70)>라는 사진 책자를 제작하였다(도1). 그러나 1978년

에 <파괴된 방(The Destroyed Room, 1978)>을 제작하면서 이제까지 개념 미술

에서 사진을 이용한 방식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2m가 넘는 대형 사진 작품

을 선보였다(도2). 이는 1990년대 이후 예술 사진의 영역에서 보편적인 유형으로

자리 잡은 대형 사진의 출발점이 된 작품으로서 월은 1978년에 이를 최초로 시도

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1

월은 1970년에 제작한 <풍경입문서>를 마지막으로 잠시 작품 활동을 중단하고,

영국 런던에 소재한 코톨드 미술대학교(Courtauld Institute of Arts)에서 미술사

(Art of History)전공으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했다. 그리고 밴쿠버로 돌아와 노

바 스코샤 대학교(Nova Scotia College of Art and Design)와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Simon Fraser University)에서 미술사 강의를 맡았다.2 이후 1978년에 대

형 사진으로 재개한 월의 사진 작업은 그의 미술사 학력을 반영하듯, 보들레르

(Charles Baudelaire, 1827-1867)가 ‘현대 생활의 화가(The Painter of Modern

Life)’로 칭한 마네(Manet, 1832-1883)의 회화 작품들과 동시대 일상을 재현한다

는 점에서 유사한 맥락을 보여주기로 유명하다. 특히, 월이 1979년에 제작한 <여

성을 위한 그림(Picture for Woman, 1979)>(도3)은 마네의 <폴리베르제르 바

1 David Company, Jeff Wall: Picture for Women (London: Afterall Book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2011), pp.7-8. 데이비드 컴퍼니 외에 미술사학자 마이클 프리드(Michel Fried)는 벤쿠버의 제프 

월, 서독의 뒤셀도르프 학파(Düsseldorf school)의 토마스 루프(Thomas Ruff, 1958-), 프랑스 남부와 스페

인 북부의 장-마르크 뷔스망트(Jean-Marc Bustamante, 1952-) 세 작가를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형 사

진으로 거론할 만한 사진을 제작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Michael Fried, Why Photography Matters as 
Art as Never Befor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p.24.

2 Theodora Vischer and Heidi Naef(eds.), “Introduction”, Jeff Wall: Catalogue Raisonné 1978-2004 

(Schaulager: Basel and Tate Modern Gallery/Steidl Verlag: Göttingen, 2005), p.457, p.477. 그는 박

사학위 과정을 위해 1970년에 런던으로 떠나기 전 벤쿠버에 소재한 브리티쉬 콜롬비아 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 미술사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논문은 출판되어있지 않으나 논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Berlin Dada and the Notion of the Context’, M.A. thesi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ancouver,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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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Bar aux Folies-Bergère, 1882)>(도4)의 모티프를 차용한 것으로 라캉

(Jacques Lacan, 1901-1981)의 이론에 근거하여 미술사적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월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 되었다.3 그의 작품은 19세기 프랑스 회화 뿐

아니라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미술사에서 주요한 전통 회화 작품과 20세기

현대 미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정교하게 미학적인 효과와 모티프를 차용

(appropriation)한다. 이는 그가 미술사 학위과정 중에 가졌던 폭넓은 미술사적 전

공지식과 그에 대한 깊은 관심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술사적으로 잘 알려진

작품과 연관된 그의 사진 작업은 누구보다 전통 회화를 연구한 미술사학자들로부

터 주목받아 사진과 회화의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의 비평을 이끌어냈다.

월의 대형 사진에 대한 최초의 미술사적 연구는 프랑스 미술사학자인 장 프랑

수와 쉬브리에(Jean-François Chevrier)에 의해 시도되었다.4 그는 개념미술을 기

점으로 변화된 사진에 관해 기술하면서 대형 사진으로 작업하는 작가들의 미술사

적 위치를 부여했다. 그는 대형 사진을 비평하면서 처음으로 회화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타블로(Tableau)’의 개념을 언급하였다.5 그는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이나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 1932-)와 같은 작가들이 사

진을 회화로 변형하려고 시도함으로써 비로소 사진에 타블로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술했다. 그에 의하면 “사진은 더 이상 고정된 기념품(souvenir)

이 아니라 한 장면의 순간을 재현하는 활동적인 이미지로서 타블로”가 된 것이

3 대표적인 연구로 티에리 드 뒤브(Thierry de Duve)와 데이비드 컴퍼니(David Company)의 논문이 있다. 

Thierry de Duve, “The Mainstream and the Crooked Path”, Jeff Wall (Phaidon: London, 1996); 

David Company, “A Theoretical Diagram in an Empty Classroom: Jeff Wall’s Picture for Women”, 

Oxford Art Journal, vol.30, no.1, 2007.

4 이 시기 월의 작업에 관해서 마이클 뉴먼(Michael Newman)이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패러디적인 특성에 

관해 예시로 언급한 논문과 데이빗 져슬릿(David Joselit)의 비평이 있다. Michael Newman, “Revising 

Modernism, Representing Postmodernism: Critical Discourses of the Visual Arts”, Postmodernism: 
ICA Documents, (London: Institue of Contemporary Art, 1986), pp.95-163; David Joselit, “Saying 

the unspeakable”, Utopia Post Utopia (Boston and Cambridge: The ICA and MIT Press, l988), 

pp.69-81.

5 ‘타블로’는 프랑스어로 전통적인 정의로 ‘경치 따위를 선이나 색채를 써서 평면 위에 나타낸 것’. ‘그림

(picture)’을 가리킨다. 마이클 프리드는, 타블로가 프랑스어에 어원을 두고 프랑스사적인 배경을 지니기 때

문에 영어로 정확히 번역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고 언급했으나, 일반적으로 영어권에서는, “1. 회화, 2. 

인상적인 정경, 극적 장면; 회화적인(그림 같은) 묘사, 3. 타블로 비방(Tableau vivant)과 동의어, 4. 예술적 

배열” 을 가리킨다. 두산동아(Doosan Dong-A) 프라임 영한사전. 제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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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

월의 대형 사진에서 보이는 특정 회화와의 유사성에 관해 미술사학자 토마스

크로(Thomas Crow)는 다양한 작품들을 예로 들어 비교 분석했다. 그는 월과 비

슷한 시기에 연출 사진을 제작한 신디 셔먼(Cindy Sherman, 1954-)의 사진과 비

교하며 대형 크기와 뛰어난 색채의 투영이라는 점에서 두 작가의 사진은 가장 분

명한 차이를 지닌다고 봤다. 또한 크로는 월이 대형 사진으로 회화적인 작업을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앞선 시기인 1970년대 초중반에 이루어졌던

19세기 프랑스 회화의 주제에 관한 학자들의 사회적 미술사 연구 동향이라고 보

았다.7

1990년대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대형 사진에서 더욱 정교하고 세련된 몽

타주 기법을 구사할 수 있게 되어 응용할 수 있는 회화적 장치의 범위가 더 확대

되었다. 이러한 점이 돋보이는 월의 유명한 작품은 현재 테이트 모던 미술관

(Tate Modern)에 소장되어 있는 <갑작스럽게 불어 닥친 돌풍(A Sudden Gust of

Wind (after Hokusai)), 1993>(도5)이다. 이 작품은 1830-1833년에 가츠시카 호쿠

사이(Katsushika Hokusai , 葛飾北斎, 1760-1849)가 제작한 일본 목판화 <후지

산의 서른여섯 가지 풍경(Thirty-six views of Mt. Fuji)> 시리즈 중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차용해 제작한 대형 사진 작품이다. 미술사학자 티에리 드 뒤브(Thierry

de Duve)는 이 작품에서 보이는 정교한 디지털 몽타주로 된 회화적 구성을 호평

하고 월이 대형 사진을 통해 전통 회화를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8

미술사학자들의 제프 월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옥
스퍼드 아트저널(Oxford Art J ournal)은 2007년 30권 1호에서 전문을 제프 월의

6 Jean-François Chevrier, “The Adventures of the Picture Form in the History of 

Photography(1989)”, The Last Picture Show: Artists Using Photography 1960-1982, ed. Douglas 

Fogle, (Minneapolis: Walker Art Center, 2003), pp.113-28. 

7 Thomas Crow, “Profane Illuminations: The Social History of Jeff Wall”, Modern Art in the Common 
Cultur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6, pp.152-3.

8 Thierry de Duve, “The Mainstream and the Crooked Path”, Jeff Wall, London: Phaidon Press, 

1996; 긍정적인 비평으로 노만 브라이슨(Norman Bryson)의 다음의 논문도 있다. Norman Bryson, “Too 

Near, Too Far”, Parkett , no. 49 (May 1997), p.85: “월의 사진 작업 안에서 나타나는 회화사의 보존은 

그의 작업이 고전적 체제의 장르에 남다른 충성을 보여준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낳는다.” 노만 브라이슨

(Norman Bryson)도 월이 사진에서 회화의 고전적 장르를 재생산하고 역사화를 보존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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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진을 주제로 한 논문들로만 구성한 특집호를 발행했다. 여기에는 2005년

테이트 모던 미술관 주최로 열린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논문들에 네 편이 새로이

추가되어 수록되었다.9 또한 2009년에 미술사(Art History) 저널은 ‘개념미술 이

후의 사진(Photography After Conceptual Art)’이라는 주제로 특집호를 발행하였

는데, 여기에 수록된 열 편의 논문 중 세 편의 논문이 월의 사진 작업에 관한 논

문이며 이는 단행본으로도 출간되었다.10

그러나 1970년대 후반의 시점은 개념미술이 후퇴하는 징후가 보이면서 북미와

서독의 신표현주의와 이탈리아의 트랜스아방가르드로 대표되는 재현의 패러다임

이 복귀하는 시기로 이러한 시류에 합류하는 월의 대형 사진을 두고 당시 비평가

들은 대체로 호의적이지 않았다.11 ‘회화로의 복귀’에 대해 누구보다 강력하게 비

판했던 비평가 그룹은 1976년에 창간하여 네오아방가르드 미술사 비평에서 중심

적 역할을 했던 학술지 옥토버(October) 편집진들이었다. 이들은 포스트모더니

즘 미술 비평에서 비중 높은 영향력을 행사했고 사진이 예술 영역에서 주요한 매

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지녔고 1980년대 등장한 신표현주의 회화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옥토버의 편집자인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Krauss)는 1997년에 발표한

제임스 콜맨(James Coleman)의 비디오 작업에 관한 논문에서 월의 대형 사진을

9 옥스퍼드 아트 저널(Oxford Art Journa)에서 월 특집호의 서문을 담당한 스티브 에드워드(Steve Edwards)

는 특집호를 구성하기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 논문으로 다음의 논문을 언급하였다. Lisa Joyce/Fred 

Orton, “‘Always Elsewhere’: An Introduction to the Art of Jeff Wall (A Ventriloquist at a Birthday 

Party in October, 1947”, Jeff Wall: Photographs (Verlag derBuchhandlung Walther Ko¨ nig: 

Cologne, 2003)

10 Diarmuid Costello/ Margaret Iversen, eds., Art History, vol. 32, no. 5, December 2009. 단행본은 

다음과 같다. Diarmuid Costello/ Margaret Iversen, eds., Photography After Conceptual Art, 
Chichester, UK ; Malden, MA : Wiley-Blackwell, 2010

11 회화의 형상적 재현의 부활은 1978년에 뉴욕 휘트니 미술관에서 열린 《New Image Painting⟫, 1979년

에 열린 《American Painting: The Eighties, The Grey Art Gallery and Study Center⟫. 1980년에 형

상적 회화전시인 《베니스 비엔날레(Venice Biennale)⟫, 1981년에 《베스트쿤스트⟫, 1982년에 《도큐멘

타 7⟫, 1982년에 베를린에서 열린 《시대정신전(Zeitgeist)⟫, 1983년에 미국과 서독에서 열린

《Expressions: New Art from Germany⟫,같은 해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New 

Figuration:Contemporary Art from Germany⟫ 전들이 회화의 부활을 말해준다. 이 모든 전시는 주요하게 

회화에 포커스를 맞추었고, 서독과 미국의 신표현주의와 이탈리아의 트랜스 아방가디즘으로 대표되는 작품

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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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들어 비판했다. 그녀의 비판적인 시각은 사진 매체의 특수성에 근거하는데

그녀의 관점에서 제프 월의 대형 사진에서 나타나는 회화적 이미지는 사진 매체

의 고유한 지표적 속성을 포기한 무용한 패스티쉬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는 드

뒤브와 같은 미술사학자들이 월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월의 대형 사진을 오

로지 회화의 관점에서만 다루고 있기 때문이며 사진이라는 매체의 중요성을 놓치

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녀는 월의 대형 사진에서 이루어지는 ‘회화로의 복귀’는

무의미하며 실패라고 단언했다.12

벤자민 부클로(Benjamin Buchloh) 역시 월의 대형 사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을 취했다. 개념미술의 권위자인 부클로는 처음에는 월의 대형 사진을 개념 미술

작업의 연장선으로 파악했다. 그는 월의 대형 사진이 물질적이고 소비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개념 사진의 언어성을 확장하여 소통하는 방식으로 보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부클로는 월의 대형 사진이 점점 과도하게 스펙

터클한 형식에 천착함에 따라 본래의 사회비판적 의도를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월이 대형 사진에서 회화적 전통을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고 보고 부정

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13

월의 대형 사진은 초기에 여러 비평가와 미술사가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받았

으나 월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작품의 맥락을 철저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려고 애썼다.14 그는 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비평가와 미술사학자로서 활발

한 저술 활동을 하였다. 그는 자신의 카탈로그 레죠네에 실린 각 작품마다 간략

한 텍스트를 작성하였고-작품마다 장문의 텍스트도 있다- 미술사에서 아방가르

12 Rosalind Krauss, “‘And Then Turn Away?’ An Essay on James Coleman”, October, vol. 81 

(Summer 1997), pp.8-10, pp.28-9; “Reinventing the Medium”, Critical Inquiry, vol. 25 (Winter 

1999).

13 Benjamin H.D, Buchloh,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The Photographic Paradigm, Lier en 
Boog, Series of Philosophy of Art and Art Theory, vol.12, 1997, pp.17-29; Benjamin H.D Buchloh, 

Jean-Francois Chevier, Catherine David, “The Political Potential of Art: Part2”, Documenta x-the 
book, Ostfildern-Ruit: Cantz, 1997, pp.624-643. 부클로 역시 월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논문을 통해 

발표한 적은 없다. 부클로의 월에 관한 비판적인 견해는 다음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Arthur Lubow, 

‘The Luminist’, New York Times Magazine, 25 February 2007, p140.

14 그에 관한 인터뷰 내용과 저술 활동은 한 권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Jeff Wall, Jeff Wall: selected 
essays and interviews. Museum of Modern Ar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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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모더니즘, 개념미술, 사진 분야에 관련해 이론적으로 우수한 논문들을 다수

발표했다.15

당시 월의 대형 사진에 관해 비평가들로부터 게재된 비판의 주요 골자는 그의

‘현대생활의 회화’로의 복귀가 큐비즘과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유산을 포기하고 그

이전의 미술로 역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월의 대형 사진은 개념

미술의 영향 아래 획득한 사진의 실험적 성과를 거부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16

제프 월의 대형 사진은 개념 미술 이후 1970년대 후반에 급진적으로 진행된 ‘회

화로의 복귀’라는 현상과 궤를 일치하여 등장했다. 이후 1980년대 미술계에는 아

이러니하게도 신표현주의로 대표되는 회화의 부흥과 선명한 컬러로 제작된 대형

사진의 부상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개념미술로부터 다시금 회화가 부흥하게 된

시대적 배경은 사진에도 영향을 미쳐 이 시기 대형 사진에는 회화적 요소가 필연

적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월의 대형 사진이 비난받은 것은 사진의 지표적 속성

을 포기하고 전통 회화를 연계시키는 회화적(pictorial) 요소를 강하게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1970년대 후반 월이 대형 사진에 끌어들인 회화

적 요소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회화적(pictorial)’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회화(painting)의 특징을 지닌’, ‘회

화와 닮은’을 의미하는데, 사진사에서는 19세기 후반에 사진이 의도적으로 렌즈의

초점을 흐리거나 물감의 질감을 모방하여 시각적으로 회화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사진을 ‘회화주의 사진(Pictorial Photography)’ 혹은 ‘픽토리얼리즘(Pictorialism)’

15 월은 개념미술사학자로 활동하며 다수의 연구 논문을 발표였다. 그의 연구 논문은 주로 개념미술과 사진 

분야에 집중해 있으며, 그는 작가로서 뿐 아니라 개념미술사가로서의 연구 업적도 인정받고 있다. 토마스 

크로(Thomas Crow)는 자신의 논문 「개념미술에서 씌이지 않은 역사(Unwritten Histories of Conceptual 

Art)」에서 가장 중요한(formidable) 세 명의 개념 미술사가로 찰스 해리슨(Charles Harrison), 벤자민 부

클로(Benjamin H.D. Boucholh)와 함께 월을 지목하였다. 

16 옥토버 편집자들은 월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구체적인 연구 논문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 월에 대한 특

집호를 다룬 옥스포트 아트 저널(Oxford Art Journal)의 편집자가 서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미술계에서 

월의 사진 작업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비판적인 비평은 글은 아니었지만, 이에 대해 이야기는 되

곤 했다. Lisa Joyce/Fred Orton, “‘Always Elsewhere’: An Introduction to the Art of Jeff Wall (A 

Ventriloquist at a Birthday Party in October, 1947”, Jeff Wall: Photographs (Verlag 

derBuchhandlung Walther Ko¨ nig: Cologne, 2003),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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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불렀다.17 본고에서 ‘회화적(pictorial)’이라는 용어는 19세기 후반 사진의

특정한 경향이나 사조를 가리키는 것보다 포괄적인 의미로서, 미술에서 2차원의

평면 위에 만들어지는 재현적인 효과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는 미술사 비평에

서 사용되는 ‘평면적’, ‘개념적’과 대립하는 용어이며, ‘환영적’이고 ‘미학적’인 의미

를 포함한다.18

본 논문은 대형 사진에서 나타나는 회화적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이 시기 비평

가들이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 대해 사용한 비평 용어인 스펙터클(spectacle), 패

스티쉬(pastiche), 알레고리(allegory)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 시기 미술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스펙터클 현상은 오브제의 대형 크기나 선

명한 컬러와 빛으로 관람자에게 일시적이고 망막적인 체험을 제공하고자 했다.

본 논문 2장에서는 대형 사진이 형식적으로 대형화와 물질화를 추구했다는 점에

서 이전 시기의 개념 사진과는 차이를 보인다는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제

프 월과 비슷한 시기에 대형사진으로 작업한 뒤셀도르프 학파(Düsseldorf school)

의 작가들이 초기에는 개념 사진으로 작업했는데, 이들의 대형 사진이 내용적으

로는 개념적인 전통과 맥락이 닿아있음을 설명하려고 한다.

1980년대 작가들은 레디메이드 오브제와 고전 회화 작품의 이미지를 차용하는

전략을 이용하였다. 혼성 모방을 가리키는 ‘패스티쉬(pastiche)’는 작가들이 더 이

상 독창적인 스타일과 양식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용의 맥락이나 목적

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단지 피상적인 스타일과 양식의 이질성만을 무비판적

으로 차용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작가들은 미술사에서 온갖 양식과 이미지, 주제,

구성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차용해 온 세부사항들을 재조합하여 절충적인 혼

17 Peter Henry Emerson. “Photography, A Pictorial Art”, The Amateur Photographer, Vol.3, 1886, 

pp.138-139; 뷰먼트 뉴홀, 사진의 역사 : 1839년부터 현재까지, 정진국 옮김(열화당, 1990), pp. 

157-160에서 재인용. 1850년대 후반 피터 헨리 에머슨은 「사진, 회화적 예술」연설문에서 존 러스킨을 

비판하면서 과학적 원리에 근거한 사진의 예술 이론을 제시했다. 여기에서 그는 사진이 예술의 범위로 인정

받기 위해 특정 사진에 한해 ‘회화적’ 이라고 표현한다. 

18 Diarmuid Costello가 엮은 Photography After Conceptual Art의 책 서문에는 1970년대 후반 등장한 대

형 사진과 이전 시기 개념 미술에서 이용된 사진을 구분하여 기술하기 위해 ‘개념적’ 사진과 ‘회화적’ 사진

이라는 대립적인 용어로 설명한다. Diarmuid Costello and Margaret Iversen, eds., Photography After 
Conceptual Art, Chichester, (UK ; Malden, MA : Wiley-Blackwell, 2010),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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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모방 작품을 제작했다. 본고의 3장에서는 월이 대형 사진에서 회화의 이미지

를 혼성한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이 시기 포스트모더니스트라고 불리는 대다수

의 작가들이 이미지를 차용하여 사진을 제작했다. 대표적으로 ‘픽쳐스 제너레이션

(Pictures Generation)’ 그룹은 사진 매체를 이용하여 이미 제작된 이미지를 복제,

반복, 재생산했다. 이들이 이미지를 혼성하는 방식에 있어 제프 월의 대형 사진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분석할 것이다.

과거 전통 회화에서 등장했던 알레고리는 다시금 재현 미술이 각광받고 이미지

에서 내러티브 구조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현대 미술의 경향과 매우 잘

부합했다. 본고의 4장에서는 월의 대형 사진이 회화와 혼성을 시도한 의도가 전

통 회화를 계승한다는 알레고리를 내포하고 있음을 설명할 것이다. 월의 사진은

현대 일상을 보여주면서 특정한 전통 회화의 주제와 내러티브를 연관시키는 회화

적 알레고리를 내포한다. 이러한 월의 대형 사진은 이제까지 예술적으로 우위를

점령해 온 회화의 서열화를 붕괴시키고 동시에 오랜 기간 지속된 모더니즘 사진

의 문법을 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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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스펙터클: 대형 사진의 등장

제프 월의 사진을 본 관람자는 어디서 본 듯한 이미지임을 기억해내고 그것이 전

통 회화의 모티프와 구성 방식을 차용했음을 알게 된다. 동시에 관람자는 현재

보고 있는 이미지가 회화가 아니라 사진임을 재인식함으로써 사진과 회화라는 두

매체 간에 발생하는 묘한 괴리감에 매료된다. 월의 사진에서 발견하는 전통 회화

의 이미지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혼성 방식이 아니라, 정교하게 잘 숨겨져 암

시하는 방식으로 그것은 미술사에 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관람자에게 주

어지는 은밀한 암호와 같이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는 카탈로그나 도록에 실린 도판에서 전달되는 코드이며,

실제로 미술관 벽에 걸린 2m 가량의 대형 사진 앞에 서게 되면 매료되는 코드의

순위는 달라진다. 관람자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관람자의 눈높이에

서 신체 사이즈보다 크게 시야를 차지하는 화면의 크기와 형광등 불빛을 받은 강

렬한 컬러에 대한 망막적인 체험이다.

미술관 전시에서 월의 모든 대형 사진 작품들은 형광등이 여러 개 설치된 알루

미늄 박스 위에서 전시된다(도6,7,8). 이는 병원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하기 위

해 슬라이드 사진을 올려두는 형태나 높은 건물이나 지하철 역 플랫폼에 설치된

형광등이 들어있는 광고판의 형태를 연상시킨다. 월의 사진 작업은 빛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투명도가 높은 시바크롬 슬라이드에 인화되는데, 특히 시바크롬 슬

라이드는 색의 선명도를 높여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재료의 특징에 따라

그의 사진 작업에는 일반적으로 ‘시바크롬(Cibachrome)’, ‘트랜스퍼런시

(Transparency)’, ‘라이트박스(lightbox)’와 같은 명칭이 따라 붙는다.

대형 알루미늄 박스와 형광등, 시바크롬 인화지는 스펙터클한 광경을 연출하는

물리적인 장치이며 이것은 분명 네오아방가르드 미술을 지지하던 비평가들이 경

계했던 스펙터클한 체험을 제공한다.

스펙터클의 개념은 1960년대 중반 상황주의자 인터내셔널(Situationist

International) 그룹의 이론화 과정에서 처음 다루어졌다. 기 드보르(Guy Deb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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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1994)가 언급하듯이, “스펙터클은 하나의 이미지가 될 때 까지 축적된 자본”

을 의미한다.19 하나의 이미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과 소비의 풍

경 자체를 의미하며, 그것이 물질화되고 상품화된 형태로 수용되는 스펙터클 사

회를 반증하는 것이다. 스펙터클은 소비주의 욕망에 의해 촉구된 자본주의의 문

화적 논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관점에서 광고, 잡지, 영화, 텔레비전과

인터넷 등에 돌아다니는 시뮬라크르(simulacre)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시뮬라크르

는 매체를 통해 흘러들어오는 간접 이미지들로 직접적인 체험을 대체하고 사람들

이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중재되고 매개되어

지는 이미지들에 대한 경험이 점점 증가할수록 실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만들어지

는 환영이 등장하게 된다.

1. 대형 사진의 미술관 전시

1960년대부터 자본의 문화적 논리에 따르는 미술관의 스펙터클에 대한 요청 속에

서 미술은 다양한 스타일로 증식해갔다. 특히 미니멀리즘 미술은 대규모 자본이

투여되어 건축물의 사이즈와 견줄 만큼 거대한 규모로 나타났고, 다른 한편으로

형광등을 이용한 빛을 도입하여 망막적인 체험을 극대화시키는 형식을 출현시켰

다. 비평가들은 자본에 힘입어 스펙터클하고 망막적인 체험을 수반하는 미술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스펙터클 현상은 사진에서도 나타났는데 정보를

전달하고 기록하기 위해 출판용 크기로 제작되던 흑백 사진이 미술관에 걸려 감

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 사진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대형 사진의 형식은

전통적으로 회화에서나 볼 수 있던 것이었다.

이제까지 사진은 관람자가 손으로 들고 가까이 들여다 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

되었지 액자에 끼워 벽에 걸어두지 않았다. 이후 사진이 미술관에 전시되었을 때

19 기 드보르, 스펙타클의 사회, 이경숙옮김, 현실문화연구, 1996, p25. 본 장은 그의 작품이 스펙터클 해

진 것으로 물리적인 형식을 주요하게 언급하지만, 프레임 안에 펼쳐지는 재현의 풍경 자체도 곧 스펙터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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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관람자가 벽으로 바짝 다가가 사진을 인식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

나 1970년대 후반부터 미술관에는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이나 마크 로스코

(Mark Rothko)의 캔버스와 견줄 만한 큰 프레임으로 된 대형 사진이 출현한 것

이다. 그것은 벤쿠버 출신의 제프 월과 서독의 ‘뒤셀도르프 학파’, 뉴욕의 ‘픽쳐스

제너레이션(Pictures Generation)’ 작가 군에 의해 시도되었다.

미술사에서 1970년대 후반 대형 사진의 등장이 그다지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은 것은 1970년대 후반에 이미 팝아트와 미니멀리즘, 퍼포먼스와 대

지 미술과 같이 미술의 형식에서 새롭고 충격적이라 할 만한 다양한 매체가 출현

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진이 미술사에서 회화나 조각에 비해 오랜 시기동안 예술

의 가장자리에 머물러 온 탓도 있을 것이다.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한 대형 사진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프랑스 미술사학자인

쉬브리에(Jean-François Chevrier)에 의해 이루어졌다.20 그는 1989년에 저술한

「사진의 역사에서 그림 형식의 모험(The Adventures of the Picture Form in

the History of Photography)」에서 대형 사진을 본격적으로 연구했다21. 쉬브리

에는 사진에서 크기가 커진 것에 초점을 맞출 뿐 아니라 그것이 벽을 의식하여

제작되었음을 강조한다.22 그것은 이전의 사진이 전시되는 형식과는 달리 관람자

가 사진을 수직으로 대면하는 경험을 전제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러

한 미술관의 벽을 위해 제작된 대형 사진이 기존의 책이나 잡지에 출판되던 사진

의 전통적인 형식을 변화시켰다고 설명했다.23

20 장 프랑수아 쉬브리에(Jean-François Chevrier)는 현재 파리 국립 고등 미술학교(the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의 현대미술사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21 Jean-François Chevrier, “The Adventures of the Picture Form in the History of 

Photography(1989)”,The Last Picture Show: Artists Using Photography 1960-1982(exh.cat.), 

Douglas Fogle(ed.), Minneapolis: Walker Art Center, 2003, pp.113-28.

22 Jean-François Chevrie, 위의 논문, p.116.

23 쉬브리에는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한 대형 사진에 관해 선구적인 연구를 했다. 그는 이전 시기인 1980년

대에 집필한 논문에서는 대형 사진의 특정한 형식을 가리켜 ‘그림 형식(Picture Form)'이라는 용어를 사용

했으나, 1991년에 이후의 논문에는 ‘타블로’의 개념을 가지고 이들 대형 사진의 특징을 규정한다. 그는 월

에 관한 다수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 목록은 다음과 같다. “Shadow and Light,” trans. Andrea 

Loselle, in Jean-François Chevrier and Ann Goldstein, A Dialogue about Recent American and 

European Photography, exh. cat., (Los Angeles: Museum of Contemporary Art, 1991); “The 

Adventures of the Picture Form in the History of Photography (1989),” trans. Michael Gilson, The 

Last Picture Show: Artists Using Photography 1960-1982, ed. Douglas Fogle, exh.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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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미술관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대 후반보다 훨씬 이전 시기인 1930

년대에 뉴욕 현대 미술관(MoMa)에서 열린 사진전에서였다. 당시 뉴욕현대 미술

관의 사진 분과 큐레이터였던 뷰먼트 뉴홀(Beaumont Newhall, 1908-1993)은 ⟪
사진: 1839-1937⟫전시를 기획하여 사진에 관한 지난 100여년의 역사를 야심차게

다루었다. 이는 모더니즘 사진이 탄생하여 형식주의를 완성하기까지의 역사를 보

여주는데 같은 해 알프레드 바(Alfred Barr, 1902-1981)가 회화사를 모더니즘 관

점으로 기획한 전시와 비슷한 맥락으로 기획된 것이었다.24

19세기 중반 기존의 것과는 차별화되는 진보의 의미로서 아방가르드 정신에 부

합하는 모더니즘 미술이 탄생했다. 회화는 대상을 재현하는 영역을 기계적인 사

진에 넘겨주고 추상에 이르는 새로운 예술의 방향성을 모색해갔다.25 기계와 예술

은 상충되는 개념으로 사진의 기계성은 예술성을 저하시킨다는 인식이 보편적이

었다. 예술적인 지위에서 사진은 회화보다 아래에 위치한 매체라는 인식이 생겨

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사진은 회화와 같이 만들고자 하는 노력으로 회화를

(Minneapolis: Walker Art Center, 2003); “Another Objectivity,” Un’ altra obiettivita Another 

objectivity, exh. cat. (Milan: Idea Books, 1989); “A Painter of Modern Life: An Interview between 

Jeff Wall and Jean-Françcois Chevrier,” Jeff Wall: Figures & Places—Selected Works from 
1978-2000, ed. Rolf Lauter (Munich: Prestel; and Frankfurt: Museum fur Moderne Kunst, 2001); 

“Conversation between Jeff Wall and Jean-Françcois Chevrier,” Essais et entretiens, 1984-2001 

Jeff Wall, ed. Jean-Françcois Chevrier, (Paris: Ecole nationale superieure des beaux-arts, 2001); 

“The Interiorized Academy: Interview with Jean-Francois Chevrier 1990,” and “The Spectres of 

the Everyday,” trans. Brian Holmes, in Thierry de Duve, Arielle Pelenc, Boris Groys and 

Jean-Françcois Chevri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 Duve et al.”], Jeff Wall (London: Phaidon, 

2002); “The Metamorphosis of Place”, Jeff Wall: Catalogue Raisonne 1978-2004, ed. Theodora 

Vischer and Heidi Naef(Schaulager: Basel and Tate Modern Gallery/Steidl Verlag: Göttingen, 2005); 

“The Tableau and the Document of Experience”, Click Doubleclick: The Documentary Factor, ed. 

Thomas Weski, exh. cat. (Cologne: Verlag der Buchhandlung and Walther Konig, 2006); Jeff Wall 
(Paris: Hazan, 2006). 

24 전시 이후 그가 저술한 『사진의 역사는 모더니즘 사진의 역사를 다루었다. 보먼트 뉴홀,『사진의 역사

(History of photography)』,정진국 옮김, 열화당, 2003. 

25 미술에서의 모더니즘은 거칠게 나누자면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 하나는 19세기 전반 낭만주의가 도래하

면서 이성과 합리주의 물질주의를 혐오하는 미적 모더니티에 기반 한 것으로, 보들레르 월터 페이터 등의 

유미주의자들을 거쳐 시각적 자율성에 대한 확보와 형식주의로 발전한 20세기 초반의 추상미술을 뜻하는 

광의의 개념이다(이 계보는 뉴욕 근대미술관의 초대 관장 이었던 앨프리드 바(Alfred Barr)의 유명한 도표

로 상징된다). 다른 하나는 소위 대문자 모더니즘으로 불리는 그린버그 고유의 모더니즘론으로, 그린버그가 

옹호하던 추상표현주의로 대표되는 협의의 모더니즘을 지칭한다. 그린버그 모더니즘은 여러 면에서 전자의 

모더니즘과 차이를 보이는데, 실증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해 회화 매체의 물성을 강조하는 것, 과거와의 단절

이 아닌 연속성(전통)을 강조하는 것, 비판의 근거가 사회가 아닌 예술 내재적 자기비판성이라는 것 등이다. 

진 로버트슨, 크레이그 맥다니엘, 테마현대미술토느, 문혜진 옮김, 두성북스, 2011, p.60.



- 13 -

추종하기 시작했다. 픽쳐레스크를 추구하여 만들어진 픽토리얼리즘 사진은 종이

와 물감의 재질을 살려 회화의 형식을 추종했다. 회화에서는 역사화가 최고의 예

술성을 인정받았으므로, 사진에서도 역사화 같이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사진이

제작되기도 했다. 회화처럼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해 구도를 잡았으며, 기술적으로

확대시키는 생각은 하지 못했으므로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나열하는 조합의

방식을 이용했다. 그것은 회화를 단지 사진이란 도구로 재현한 것으로 사진 매체

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분야로 인식하여 제작한 사진이 아니었다.

사진은 예술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창조성을 지니는 독립된 매체

로서 입지를 세우고자 했다. 피터 핸리 에머슨(Peter Henry Emerson, 1856-1936)

은 사진에 회화처럼 보이기 위한 추가적인 가공을 가하는 것을 거부하고 사진 자

체를 보여주는 ‘자연주의’ 사진을 제작했다. 그는 사진 매체의 고유한 특성에 주

목한 예술성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진이 기존의 것과는 차별화된 발전

이라는 아방가르드 정신에 부합하는 사진으로 독자성을 확보함으로써 모더니즘

사진은 탄생되었다. 그리고 20세기 초 진보적 작가들은 그들이 선택한 매체의 특

수한 속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미학을 모색하게 되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는 기능주의적 관점이 사진에도 영향을 끼쳐 미학적으로 꾸밈이 제거된 스트레이

트 사진이 각광받았다. 모더니즘 사진은 매체의 순수성과 독자성이 핵심적인 요

지이다. 매체의 고유한 특성을 여과 없이 잘 드러내는 것으로 예술성을 인정받아

사진의 독자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대표적으로 알프레드 스티글리츠(Alfred Stieglitz, 1864-1946)는 사진분리파를

결성하였는데, 그는 에머슨의 자연주의 사진을 계승하면서 관람자가 사진에서 재

현한 대상을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부터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사진이 예술과 충돌하며 예술의 범주

에 속하지 못하게 했던 사진의 기계적 속성을 포옹하면서 사진이 예술에서 독자

성을 확립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그 동안 사진의 비예술에 관한 오랜 논쟁과 사진의 미술관 입

성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예측하게 한다. 1937년 뉴욕 현대 미술관의 사진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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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당시 회화와 견주어 상대적으로 위상이 낮았던 사진의 예술적 위치를 승격시

키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30년대 뉴홀의 전시 이후 1978년에 뉴욕 현대 미술관 사진 분과 큐레이터 존

사코우스키(John Szarkowski, 1925-2007)가 기획한 ⟪거울과 창(M irrors and

Windows)⟫전시는 1970년대까지 지속된 모더니즘 사진을 잘 보여준다. ‘1960년

이후의 미국 사진의 전망’ 이라는 부제가 설명하듯이, 1960년 이후부터 전시가 열

린 1978년까지의 사진사를 총괄한 기념비적인 대규모 전시였다. 이 전시를 기획

하면서 사코우스키는 200여점의 작품을 연대순으로 배열시키고 사진 작품을 거울

(mirror)파와 창(window)파로 분류하여 회색과 흰색 벽면에 각각 나누어 전시했

다. 그는 거울파를 대표하는 사진작가로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를 예로 들어 사진

을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삼는 성향을 강조하였고, 창파를 대표하는 작가로는 으

젯느 앗제(Jean Eugene Auguest Atget, 1857-1927)를 예로 들어 사진을 외부 세

상을 탐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향을 구분 지었다. 이 전시는 기념비적인 대규모

전시 성격에 맞게 종래의 모더니즘 사진의 역사를 끝맺음하는 전시가 되었는데

이 전시가 개최된 바로 1978년 이 시기 즈음 모더니즘 사진과는 차별적으로 회화

주의를 표방하는 대형 사진과 매우 급진적이고 실험적인 포스트모더니즘 사진이

대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대형 사진의 미술관 등장은 사진의 전통적 관습을 부정하고 예술의 범

주에서 매체의 특성과 서열을 구분했던 관점이 해체되고 사진과 회화 매체의 구

분이 느슨해지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다. 미술사학자 더글라

스 크림프(Douglas Crimp)는 사진이 미술관에서 전시됨으로써 사진 매체의 고유

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과 담론들이 무시된다

고 지적했다. 사진은 미술관에 한 번 걸리게 되면 미술 작품으로서 한정된 의미

로만 존재하게 된다고 봤다. 그는 카르티에 브레송(Henri Cartier-Bresson)의 스

페인 내전과 중국 혁명을 보여주는 사진을 예로 들며 그러한 사진들이 미술관 전

시에서 오직 작가 개인의 스타일과 양식을 보여주는 미술 작품으로서의 사진으로

고정되어 버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봤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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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1990년대가 되면 예술의 가장자리에 머물러왔던 사진은 역사적으로

이례 없이 가장 주요한 매체로서 미술계를 주도하는 풍경이 펼쳐지고 미술관과

갤러리를 점유함으로써 높아진 사진의 위상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대형 사진은

미술관에서 환영받을 요소를 여럿 갖추고 있었다. 이제까지 미술관이 사진이 예

술에 포함되느냐 라고 의심했던 주된 요인은 사진의 복제성과 기계적 특성 때문

이었다. 사진의 복제성에 관해서는 이후 갤러리 딜러들이 의도적으로 공급을 제

한하는 방식으로 극복되었다. 그러나 사진이 대상의 표면으로부터 반사된 빛의

기록으로 기계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인식은 여전히 잔재했다. 관람자가 보기에도

완성된 사진이 온전히 작가에 의한 의도인지 기계에 의한 우연인지 분간할 수 없

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월의 대형 사진은 대상과 인물을 의도적으로 배치하

고 작가의 전문기술과 노동을 들여서 제작하였다는 점에서 관람자에게 사진 작품

의 모든 것이 작가의 통제와 계획 아래 완성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회화에

필적할 만한 사진인 것이다. 미술사학자 마이클 프리드(Michael Fried)는 사진에

관한 그의 논문 바르트의 푼크툼(Barthes's Punctum) 에서 사진에 관한 두 번

의 물질적 대체(material alteration)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첫 번째 변화로 1980

년에 사진이 미술관 벽을 의식하여 놀랄 만큼 크기가 커진 것을 들었고, 두 번째

변화는 이후 1990년대에 사진의 존재론을 철저히 변형시킨 디지털 사진의 출현으

로 보았다.27 또한 바르트(Barthes)는 카메라 루시다(Camera Lucida) 에서 대형

사진을 ‘사진의 본래의 기능이 거의 정지된 이미지 만들기’로 보았으며, 단순히

‘작위적인 물질적 변화가 아니라 넓은 관점에서 사회의 심오한 변형’으로 읽었

다.28

1970년대 후반 기존의 모더니즘 사진과는 다른 새로운 형식으로 미술관에 출현

한 대형 사진은 중요한 담론을 시사한다. 그것은 사진이 문서나 출판용으로 제작

되지 않고 처음부터 미술관 전시를 목적으로 해서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미술관

26 더글라스 크림프,「미술관과 도서관의 서로 다른 사진 인식」,『의미의 경쟁 : 20세기 사진비평사』, 김우

룡 옮김(눈빛, 2001), p.30.

27 Michael Fried, “Barthes’s Punctum”, Critical Inquiry, 31(Spring 2005), pp.562-3.

28 Michael Fried, 위의 논문, pp.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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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등장한 대형 사진은 사진과 관람자가 만나는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결과를

낳았고 사진이 고급 예술의 영역으로 옮겨갔음을 시사했다. 이는 사진사의 맥락

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형성하는데, 그것은 미술관이라는 전시 공간을 위해 사진

이 오래도록 고수해온 매체의 물리적 혹은 형식적 특성을 포기했음을 의미했다.

사진사에서 대형 사진의 미술관 등장은 사진이 탄생한 이후 수십 년 동안 가장

독창적이고 인상적인 성취를 이룬 것이다.

2. 개념 미술 이후 사진의 물질화

1968년에『아트 인터내셔널(Art International) 에는 개념 미술 비평가 루시 리

파드(Lucy Lippard)와 제임스 챈들러(James Chandler)가 기술한 미술의 비물질

화(The Dematerialization of Art) 가 실렸다.29 이 글은 미술계가 반지성적이고

감성적이며 직관적인 미술에 반하는 개념 미술이 주류가 되었음을 알리면서 개념

미술의 특성 중 하나로서 비물질화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리파드는 개념

미술은 ‘아이디어가 최고로 중요하고 물질적인 형식은 부차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표준 이하(lightweight)의 단명하고(ephemeral), 저렴하고(cheap), 허세부리지 않

는(unpretentious), 비물질화(dematerialized)’ 형식을 추구한다고 언급했다.30 리파

드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비물질화’ 는 미술의 형식에 해당하는 물질성을 부차적

인 것으로 취급하는 개념인데 미술이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서의 물질적 가치보

다는 제작되기까지의 전체 과정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러한 접근은 작품의 원

본성(originality)을 높이 평가하는 모더니즘 미술에 비판을 가할 뿐 아니라, 미술

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새로운 관계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29 Lucy Lippard and James Chandler, "The dematerialization of art", Conceptual art: a critical 
anthology A. Alberro, B. Smithson, eds,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99), pp.46–50.

30 Lucy Lippard, ‘Escape attempts’, Six years: the dematerialization of the art object from 1966 to 
1972, L. Lippard, e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1973]), pp. vii–xii, p. vii. 

Alexander Vasudevan, "The photographer of modern life: Jeff Wall's photographic materialism." 

Cultural Geographies, 14(Oct 2007), p.563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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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미술에서 이용된 ‘개념 사진(Conceptual Photography)’도 같은 맥락으로

반미학적 형식을 표방하기 위해 흑백 필름을 사용하고 전문 기술이 요구되지 않

는 스냅 샷을 선호했다. 일반적으로 개념 사진은 대상을 지시하는 언어와 같은

용도로 텍스트와 결합하여 출판용 사이즈로 제작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사

진은 개념 미술에서 아이디어만을 매개하는 최소한의 미니멀리즘적인 태도로써

제 역할을 했다. 복제가 용이하며 작가의 주관성이 드러나기 어려운 사진 매체의

속성은 사진이 개념 미술이 추구하는 비물질화에 탁월하게 부합하는 매체로 새롭

게 재인식되도록 만들다. 개념 미술이 미술의 원본성을 파괴하면서 비물질화를

추구한 궁극적인 목적은 미술관 제도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진은 이에 부

합하는 희망적인 매체로 전망된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한 대형 사진은 1968년에 리파드가 비물질화로 규

정했던 개념 미술과는 대립적으로 미술관 전시를 위해 물질적이고 미학적인 형식

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주

목받는 오브제로서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개념 미술과는 대척점에 있었다.

월의 대형 사진은 알루미늄의 라이트 박스 위에 제작된 물질적인 오브제였고 동

일한 작품이 두세 점미만의 수로 매우 한정적으로 제작되었다. 주요 미술관에 전

시한 다른 사진작가들이 일반적으로 한정판을 제작하는 수보다 월의 작품의의 한

정판 수는 더 제한적이었다.31 이러한 공급의 제한은 복제가 용이한 산업적인 ‘이

미지(image)’와는 다른 ‘예술 작품(work)’의 지위로서의 오브제임을 나타낸다. 그

것은 원본성을 지니는 회화나 조각 작품처럼 한 번에 한 장소에서만 전시될 수

있으므로 세계적인 전시를 위해서 광범위하게 수송된다. 또한 월은 사진작가로서

는 일생동안 제작한 작품 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는 26년 동안 사진 매체의

특성을 감안해볼 때 겨우120점 정도의 사진을 제작했다. 결과적으로 월의 제한적

인 작품의 수로 인해 그의 작품은 더욱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거래되었다.32

31 예를 들어 안드레아 구르스키(Andreas Gursky, 1955-)는 네 개에서 여섯 개의 한정판을 제작한다. 토마

스 슈트루트((Thomas Struth, 1954-)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열 개, 신디 셔먼(Cindy Sherman, 1954-)은 

대형컬러 사진의 경우 여섯 개에서 열 개의 한정판을 제작한다.

32 그의 대형 사진의 거래 가격은 작품 당 평균 백만 달러($1m, 11-12억)의 값어치를 지닌다. Arthur 

Lubow, ‘The Luminist’, New York Times Magazine, 25 Februar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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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실제 미술 시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이 시기 미국 증권 시장의

경제적 호전은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조성했고, 개념 미술의 값싸고 환원주의적

사진은 호전된 미술시장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다. 1980년대 초 ‘회화로의 복귀’

현상으로 미국과 서독의 신표현주의나 이탈리아의 트랜스아방가르드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미술 시장의 호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사진 비평가 벤 리프손

(Ben Lifson)과 에비게일 솔로몬 고도(Abigail Solomon-Godeau)는 1980년대 초

미술시장의 호전과 이에 영향을 받은 미술품에 관해 언급했다. 그들은 미술 시장

에서 사진의 제작 비율이 향상된 궤적을 추적하면서 갤러리는 미술 시장에서 사

진의 판매를 높이기 위해 사진에 관해서 미술사적인 내용을 충당하고 회화에 해

당하는 비평 용어를 사용하는 전략을 취한다고 한다. 미술 시장에서 사진이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된 현상에 대해 리프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진의 일반적인

화두는 그 본보기로 삼는 것이 회화라는 점인데 그것은 사진이 시각적으로 한 눈

에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하고, 회화에서 사용된 전략을 드러내야지만 미술 시장

에서 유리하게 대우받을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33 이 시기 작가는

상업 갤러리의 딜러와 미술관의 큐레이터의 역량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짙었

다. 작가의 명성은 얼마나 유능한 갤러리의 딜러나 후원자가 있는지, 미술가의 큐

레이터와 비평가들이 얼마나 인정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었다.

1980년대는 신표현주의 회화의 부상과 동시에 대형 사진이 부상한 시기이다. 사

진은 회화를 보조하는 이차적인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나 아방가르드 미술의 중심

위치로 등극하고 규모와 시각적 효과, 시장 선호도, 비평적 중요성에서 회화와 경

쟁하는 위치가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경향은 작품의 스펙터클

경향이다. 대형 크기로 제작되는 작품은 복잡한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작가 혼자서는 작품을 제작하기 어려우며 작가를 보조해줄 인력과 거액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작된 작품은 그 자체로 상품 가치를 지니는 오브제일 수밖에

33 Ben Lifson and Abigail Solomon-Godeau, “Photophilia: A Conversation about the Photography 

Scene,” October 16 (Spring 1981), pp. 103-18. Virginia Adams,, Illusion and Disillusionment in the 
Works of Jeff Wall and Gerhard Richter: Picturing (Post)Modern Life, Ph. D. diss., University of 

Maryland, 2007, p1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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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대다수의 작가들은 사회적, 정치적 제도를 비판하고 전통 미술과 관습에 도전하

기보다는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자신의 작품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를 원한다. 신

표현주의 회화와 대형 사진은 미술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지만, 당시 비평가

들로부터 알아보기 쉬운 재현 미술로 대중에게 감상적인 취향에 호소하고 시장의

요구에 영합한다고 비난받았다.

그러나 크림프는 당시 회화의 부활을 알리는 ⟪새로운 이미지 회화전(New

Image Painting)⟫과 ⟪미국 회화전(American Painting)⟫에 대해 혹평하고 비

판한 반면, ⟪픽쳐스(Pictures)⟫라는 전시를 기획하면서 회화를 대체할 사진 매

체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벤야민이 언급했듯이 사진은 어떠한 ‘아우라(aura)’도 지

니지 않은 복제가 용이한 매체였기 때문이다.34 크림프가 사용한 아우라의 용어는

1936년에 벤야민이 사용한 맥락과 직접적인 유사성을 지닌다. 벤야민 역시 회화

가 지닌 아우라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접근하였고 라우센버그와 워홀은 완성

된 이미지를 실크스크린을 통해 복제하여 재생산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미술 작품에 관한 아우라와 독창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므로 그는 사진이 본질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는 매체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후반 큐레이터와 딜러들에 의해 사진이 독특하고

가치 있는 예술 작업의 제한적인 미술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정 사진작가들이 미술관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사진을 독점적 이미지로 제작

함으로써 미술을 물질화시키는 것에 경고했다.35

비평가들은 197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한 ‘회화로의 복귀’ 현상이 미술 작품의

아우라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보았다. ‘회화로의 복귀’는 이제까지 작품의 아우라

34 Douglas Crimp, “On the Museum’s Ruins,” October 13 (Summer 1980), pp. 41-58; “The 

Photographic Activity of Postmodernism,” October 15 (Winter 1980): pp.91-101; “The End of 

Painting,” October 16 (Spring 1981), pp.69-86; “The Museum’s Old/The Library’s New Subject,” 

Parachute 22 (Spring 1981): 32-37. “Appropriating Appropriation”, Image Scavengers: Photography, 

Paula Marincola, ed. (Philadelphia: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2), pp.27-34.

35 Douglas Crimp, “Appropriating Appropriation”, Image Scavengers: Photography, Paula Marincola, 

ed. (Philadelphia: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2),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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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감소시키는 과정으로서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의 레디메이

드와 팝아트, 개념미술이 추구해온 아방가르드 미술의 역행이었던 것이다. 전통

예술의 체제를 해체할 것이라 전망했던 사진은 미술관 안의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가는 과정으로 전환되었다. 이제 사진은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다루어지는 미술품

으로서 전시 공간을 위해 물질화된 산물으로 변형되었다.

3. 최초의 대형 사진: 제프 월의 <파괴된 방>

제프 월이 대형 사진으로 1978년에 제작한 <파괴된 방>(도2)은 세로 159cm와 가

로 234cm되는 크기의 알루미늄 박스에 형광등이 설치된 방식으로 캐나다 벤쿠버

에 위치한 노바갤러리(Nova Gallery)에서 처음 전시되었다.36 형광등은 주변이 어

두워지면 그 자체로 매우 밝은 빛을 발산했다. 월의 사진은 넬슨 거리(Nelson

Street)를 따라 늘어선 광고판처럼 갤러리의 넓은 유리창을 통해 거리로 전시되었

다(도9). 그것은 환한 빛을 발산하며 거리의 상점에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쇼윈도

와 같이 길을 지나는 사람의 이목을 이끈다. 월의 대형 사진은 주변 거리의 쇼윈

도에 진열된 상품들과 광고판들과 뒤섞인다. 이러한 장치는 미술 작품의 오브제

가 상품처럼 취급되기 위한 전략이다. <파괴된 방>의 전시 방식은 관음증적 윈

도우 쇼핑과 유사하게 ‘보여주고 광고함’으로써 ‘소유될 수 있는’ 상품의 가능성을

호소하는 물신 숭배의 의미를 드러낸다.37

36 그러나 1977년에 뉴욕에서 열린《픽쳐스(Pictures)⟫전시에 참여한 포스트모더니즘 사진작가들이 당시 비

평가들의 주목을 받은 것에 비하면, 월의 작업은 큰 주목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파괴된 방>이 전시된 시

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1988년이 되어서야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가 구입한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월은 1981년에 퀠른에서 열린 ⟪베스트 쿤스트: 1939년 이후 동시대 미술(Westkunst-heute: 
Contemporary Art since 1939)⟫과 1982년에 카셀에서 열린 ⟪도큐멘타 7 (Documenta 7)⟫전시에 참여

하면서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먼저 알려지기 시작했다. 제프 월은 1980년대 중반부터 작가로서 명성을 더욱 

얻기 시작했다. 1977년 초에 뉴욕에서 열린 ⟪픽쳐스(Picture)⟫는 사진 매체의 특성의 변화에 대해서 알려

주는 기념비적인 전시로 평가받는다. 트로이 브론투크(Tory Brauntuch), 셰리 레빈(Sherrie Levine), 로버

트 롱고(Robert Longo), 잭 골드스타인(Jack Goldstein) 같이 당시에 유명하지 않았던 젊은 신인 작가들이 

참여하였고, 전시 카탈로그 서문은 더글라스 크림프(Douglas Crimp)가 맡았다. 그의 전시 서문은 약간의 수

정을 거쳐 옥토버(October)에 게재되었다. Douglas Crimp, “Pictures”, October, Vol.8 (Spring, 1979).

37 Dan Graham, “The Destroyed Room of Jeff Wall,” Art and photography, ed. David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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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형 사진의 형식은 1970년대 후반에 기술적으로 가능해졌고 광고 분야

의 상업 사진에서 최초로 출현했다. 월은 자신의 대형 사진의 형식이 대중 매체

인 광고와 영화, 텔레비전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그는 개념 사진에서 대형 사진

형식으로의 전환점인 <파괴된 방>을 제작하게 된 계기를 1977년에 바로셀로나에

서 런던으로 가는 버스 여행 중에 마련했다. “나는 어디선가 빛이 나는 표지판을

보았다. 그것은 나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주었는데, 거기에 모든 기술이 있었다.

그것은 사진도 아니었고, 영화도 아니었고, 회화도 아니었고, 프로파간다도 아니

었다. 그것은 이 전부와 강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무엇이었다.”38 불빛이 발산

되어 나오는 광고판의 대형 화면은 그에게 복잡한 공간의 깊이와 환영적인 이미

지의 가능성을 깨닫게 해주었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전통 회화의 구성 배치를 응

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월은 사진의 도큐먼트 형식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대형 사진 작업을 통해 사진

은 ‘찍는 것(taking)’이 아니라 ‘만드는 것(making)’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월은 그

에 대한 첫 시도로 <파괴된 방>을 19세기 프랑스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Eugène

Delacroix, 1798-1863)의 <사루다나팔루스의 죽음(The Death of Sardanapalus,

1827)>(도10)을 모델로 해서 제작했다.39 <사루다나팔루스의 죽음>은 기원전 7세

기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왕이 자신의 궁전이 적군에게 포위되자 자신의 소유

물을 적군에게 강탈당하기 보다는 모두 불태워 없애버리기로 작정한 파괴적인 장

(London ; New York : Phaidon, 2003), pp.240-241.

38 Jeff Wall, ‘Typology, luminescence, freedom: conversation with Els Barents’, Jeff Wall: 
transparencies(New York, Rizzoli, 1986), pp.95–104, p. 99; Alexander Vasudevan, 앞의 논문, p.566 

에서 재인용.

39 본 논문이 제프 월의 사진에서 회화적 요소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월의 <파괴된 방>은 뒤샹

(Duchamp)의 작품과의 연관성이 지적되었다. 마이클 뉴먼은 월의 미술사적 연구나 저술활동을 고려하여 월

의 <파괴된 방>과 뒤샹 작업의 관련성을 주장했다. 이는 월이 그의 박사논문의 주제로 뒤샹을 다루었던 사

실에 근거하여, 월의 작업에 나타난 뒤샹의 영향력에 관해 언급한 것이다. 뉴먼에 따르면 <파괴된 방>에서 

보이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주제와 이미지는 <사르다나팔루스의 죽음> 뿐 아니라 여체에 대한 관음증적 시

선을 드러내는 뒤샹의 <주어진 것(Etant Donnés, 1946~66)>을 참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Michael Newman, “Towards the Reinvigoration of the ‘Western Tableau’: Some Notes on Jeff Wall 

and Duchamp”, Oxford Art Journal, vol.30, no.1, 2007, pp.81-100. 비교적 최근에는 월의 작업과 뒤샹

의 <주어진 것>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한스 벨팅(Hans Belting)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Hans Belting, 

Looking Through Duchamp’s Door: Art and Perspective in the Work of Duchamp. Sugimoto. Jeff 
Wall, Walter Köig, Cologn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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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보여준다. 애첩과 애마를 죽이고 사치스러운 보물을 불태우는 잔혹하고 혼

란스러운 광경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왕의 모습은 의외로 침착하고 여유

로워 보인다.

월은 <파괴된 방>에서 들라크루아의 회화 속 이미지를 차용하여 자본주의 사

회에서 상품이나 미적인 오브제에 갖는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암시하고 그것들

을 파괴시킴으로써 그러한 욕망을 더욱 자극시킨다. 전통적으로 사치스러운 소유

물을 늘어놓거나 그것을 소유주 곁에 두고 제작한 자기과시적인 회화는 그것들을

모두 파괴해버리는 것을 보여주는 <사르다나팔루스의 죽음>에서 최고조에 도달

했다. 이러한 사르다나팔루스의 자기과시적인 미술은 사적인 생활을 노출시키고

공개시키는 행위로 현대 사회에서 홍보나 광고를 통해 드러내는 행위와 일치한

다. 이는 고급 예술인 전통적인 회화가 관람자에게 보여주는 것과 상업적인 스펙

터클 형식의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본질적으로 유사성을 지니고 있

음을 보여준다.40

<파괴된 방>은 혼란스럽다(도2). 옷가지와 물건들이 서랍장 밖으로 나와 흩어

져있고 침대 매트리스는 들려서 칼로 죽 찢겨져있으며 쥬얼리 상자와 내용물은

바닥에 흩어져있다. 화면의 왼쪽으로 열려진 출입문이 위치해 있고 오른쪽으로

창문이 있다. 방 안 붉은 벽지는 파괴적이고 불길한 인상을 준다. 화면의 왼쪽 상

단에 위치한 서랍장 위에는 방 안의 혼란한 이미지와는 눈에 띠게 온전해 보이는

여성 조각상이 놓여있다.

화면의 구성은 관람객의 시선이 대각선으로 가로지르게 만드는데 왼쪽 상단에

위치한 조각상에서 시작하여 오른쪽 하단에 놓인 빨간 바구니에서 끝이 난다. 관

람자의 시선은 왼쪽의 서랍장에서 빠져 나온 서랍들을 차례로 따라 찢어진 매트

리스와 쓰러진 탁자를 이어서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빨간 바구니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화면은 작가가 관람자의 시선을 의식하여 오브제를 치밀하게 배열하여 구

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화면에 보이는 무질서한 혼란은 아이러니하게도 세심하

게 하나하나 꾸며진 것이다. 월의 화면 구성방식은 <사루다나팔루스의 죽음>에

40 Theodora Vischer and Heidi Naef(eds.), 앞의 책, 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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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이는 회화적 구성 방식과 동일함을 알 수 있는데 관람자의 시선은 화면의

왼쪽 상단에 혼란함과는 무관하게 온전해 보이는 왕의 모습으로부터 화면의 오른

쪽 하단으로 이동하게 된다.

관람자가 월의 <파괴된 방>에서 회화의 모티프를 발견하고 연상할 때 대형 화

면의 크기와 형광등 불빛의 요소가 작용하는 실제적인 효과는 중요하다. 이는 실

제 크기의 작품 앞에서 관람자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41 대형 화면이나

번지는 빛의 요소는 관람자에게 비가시적인 상태의 즉각적이고 망막적인 체험을

제공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관람자가 사진에서 모티프를 발견하고 작품을

이해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 월은 단순히 시각적인 주목을 이끌어내기 위한

빛의 효과를 넘어서 관람자로 하여금 빛이 발생되는 의미와 주제를 읽어내도록

만든다. 그는 사회비판적인 태도에서 빛의 효과를 수용하고자 했다.42

그는 관람자의 이미지 수용 과정에서 빛을 발산하는 대형 사진과 회화의 대조

를 통해 알루미늄 박스 안에 감추어진 빛이 발생시키는 분리와 소외를 강조했다.

대형 화면으로부터 발산되는 형광등 빛은 회화가 관람자와 만나는 공간에서 받는

빛과는 차원과 다르다. 빛을 발산하는 이미지는 매혹적이고 강력한 힘을 지니는

데 그것은 관람자가 빛을 받으며 서있는 곳과는 다른, 출처가 드러나지 않는 차

원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있어 한 순간에 이 두 공간, 두 세계의 경험은

모더니티를 경험하는 주된 방식이다. 그것은 분리(dissociation)나 소외(alienation)

의 경험이다.” 월은 자신의 작업을 통해 드러나는 이러한 빛의 이원적인 구조가

자본주의적 경험과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했다.43

41 Michael Fried, Why Photography Matters as Art as Never Before, New Haven and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pp.15-16. 프리드는 이러한 견해가 시카고 대학교의 미술사학과 교수인 Ralph 

Ubl 의 언급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월의 2005년 봄의 회고전시와 관련하여 논의되었고, 그에 관한 

그의 논문이 출간되지는 않았다고 각주에서 부연했다.

42 Jeff Wall, “To the Spectator 1979”, Theodora Vischer and Heidi Naef(eds.), Jeff Wall: Catalogue 
Raisonne 1978-2004, (Schaulager: Basel and Tate Modern Gallery/Steidl Verlag: Göttingen, 2005) 
pp.437-438. 월은 1963년부터 형광등을 미술의 재료로 이용하여 작업한 댄 플래빈(Dan Flavin)의 미니멀

리즘 조각에서 영향을 받았다고도 언급했다. 

43 Els Barents, “Typology, Luminescence, Freedom: Selections from a Conversation between Jeff 

Wall and Els Barents(1985)”, Jeff Wall: Selected Essays and Interviews, Museum of Modern Art, 

2007,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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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의 <파괴된 방>에서 뜯어진 붉은 벽지와 칼로 찢어진 두꺼운 매트리스는 물

질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월의 대형 사진이 자본주의의 경험에 대한 사회 비

판적인 의도를 함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대형 사진이 제

작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대규모의 자본이 요구된다. 그것은 미술 작품으로서

의 물질성을 획득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자본과 상품적 가치를 내포하는 것이다.

그의 작업은 한 장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실제 복잡한 무대를 설치하여 꾸

미고 배우를 섭외하는 데 많은 시간이 투입된다. 1980년대 중반부터 사진에서 기

술적으로 디지털 몽타주 작업이 가능해지면서 이미지를 구상할 수 있는 가능성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투입되는 비용과 노동의 규모도 더욱 커졌다. 캔버스 위에

서 물감을 소모하여 제작되는 회화나 실제 존재하는 대상을 촬영하는 포토저널리

즘 사진과는 확연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홍수가 난 무덤(The F looded Grave), 1998-2000>(도11)은 자연스

럽고 환영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복잡한 작업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무려 2년

6개월의 제작 기간이 소요되었다. 월은 실제 땅을 파고 무덤을 만들어 촬영한 사

진과 무덤에서 뜬 주형으로 만든 탱크에 바다 생물이 살고 있는 해저 환경을 촬

영한 사진 두 개를 하나의 사진으로 조합했다. 월은 두 개의 사진을 조합하기 위

해 연결 이음매가 보이지 않도록 매우 정교하게 디지털 몽타주 작업을 하여 완성

도를 높였다.44 월의 다른 대형 사진 작품인 <아파트에서 본 광경(A View from

an Apartment), 2004–5>(도12)도 2년의 제작 기간이 소요되었다. 월은 아파트

공간을 빌리고 두 명의 젊은 여성을 모델로 고용하여 자연스러운 장면을 촬영하

기 위해 실제 공간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도록 한 다음에 특정 장면을 촬영했다.45

이외에도 <흡혈귀의 소풍(The Vampires' Picnic), 1991>(도13), <죽은 기병 부대

의 대화(Dead Troops Talk: a vision agter an ambush of a Red Army Patro

near Moqor, Afghanistan, winter 1986), 1992>(도14) 와 같은 대형 사진은 제작

44 Jeff Wall, “The Hole Truth: Jan Tumlir talks with Jeff Wall about The Flooded Grave”, iRolf 

Lauter, ed., Jeff Wall: Figures and Places: Selected Works from 1978–2000, Munich 2001, p.154.

45 Michael Fried, Why Photography Matters as Art as Never Befor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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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월의 <파괴된 방>은 개념미술의 비물질화에 반하여 미술의 물질화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미술사에서 ‘시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의 연결을 다시 부활시

켰다. 여기에는 어떠한 미술도 오브제로서의 위상, 즉 궁극적으로 물신으로서의

운명을 피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4. 개념 사진과 뒤셀도르프 학파의 대형 사진

제프 월이 작가 시절 초기인 1969년에 제작한 <풍경입문서>(도1)는 총 34페이지

로 된 사진 책자 형식으로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스냅 샷의 흑백 사진과 텍스트를

배치하였다. 세로 38cm와 가로 25.5cm 크기의 페이지에 실린 사진들은 1969년에

월이 벤쿠버와 브리티쉬 콜롬비아의 리치몬드(British Columbia Richmind) 주변

을 차로 운전하며 차창을 통해 바라본 풍경을 찍은 것이다. 이미지 아래로 편집

된 제법 긴 텍스트는 개인적인 여담과 사진을 찍은 주변 풍경에 대한 부가 설명

을 무작위로 기술한다. 타이프체로 인쇄된 텍스트 중간마다 손으로 흘려 쓴 성의

없는 필기체가 삽입되고 펜으로 거칠게 수정한 자국이 숨김없이 노출되어 있다.

게다가 책자의 겉표지에는 풍경입문서라는 제목과 함께 하단 오른쪽에 ‘25센트’라

고 비교적 굵게 명시되어 있다. 이 작품은 1970년에《4명의 미술가들(4 Artists)

⟫이라는 그룹 전시에 참여하기 위해 브리티쉬 콜롬비아 대학의 파인 아트 갤러

리(Fine Art Gallery)에서 총 400부가 복사됐다.46 이 시기 월의 <풍경입문서>는

앞서 개념 미술을 정의하기 위해 리파드가 언급한 “표준 이하의 단명하고, 저렴

하고, 허세부리지 않는 빗물질화 형식”을 추구했다.

<풍경입문서>는 풍경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탐구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제작되어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다. 오히려 반미학적인 관

46 이는 2003년에 <풍경입문서 이후(after Landscape Manual)>라는 제목으로 다시 제작되기도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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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기교 없이 소박한 방식으로 제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더 세심한 신경을

썼다. 월은 우리가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을 반영하기 위해 풍경을 바라보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섬세한 인식의 변화를 주제로 삼았다. 그는 단조롭고 심심한 작업

의 기록을 구태여 애써 유지해감으로써 이에 대한 인위적인 뉘앙스를 보여주고

허위적인 과정임을 드러낸다. 반미학적이고 무심한 형식은 지각과 인식의 작용이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음을 보여준다. 작업의 의도는 사진을 통한 객관

적인 지각 방식과 그를 수용하는 주관적인 인식의 교차점에서 복원되는 현실이

다. <풍경입문서>의 각각의 페이지에 실린 작은 사진들을 넘겨보면서 월은 경

험이 인위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實際) 즉, 본질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47

월이 초기에 제작한 이 작업은 포토저널리즘 형식으로 댄 그레이엄(Dan

Graham)의 <미국을 위한 가정(Homes for America)>(도15)과 로버트 스미손

(Robert Smithson)의 <뉴저지 파사익 기념비 여행(A Tour of the Monuments of

Passaic, New J ersey), 1967>(도16)을 연상시킨다.48 월은 본인의 작업에 관해서

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논문 무관심의 징표들(Marks of

Imdifference) 에서 에드 루샤(Ed Ruscha, 1937-)의 <26개의 주유소(Twenty-six

Gasoline Stations, 1962)>(도17)와 <로스엔젤레스 아파트(Los Angeles

Apartments, 1965)>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기준들이 <풍경입문서>에서

보이는 장치들과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월은 루샤의 책에 실린 사진에 관

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가장 반미학적이고 명암대비가 낮은 단색주의의 기계

적인 사진들로 그것은 환원적인 작업이다. 그것은 우리가 사진의 대상과 실제적

관계를 갖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그러한 관계를 바꾸는 극화된 재현이기

보다는 사진의 대상과 우리의 실제적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이다.”49 그것은 사진

이 작가주의 관점에서 제작된 사진으로부터 벗어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호로

47 Theodora Vischer and Heidi Naef(eds.), 앞의 책, p.429.

48 Alexander Vasudevan, 앞의 논문, p564.

49 Jeff Wall, “Mark Indifference", Jeff Wall: selected essays and interviews, Museum of Modern Art, 

2007. pp.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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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루샤의 <26개의 주유소>는 1963년에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 오클라호마까

지 여행하면서 만나게 되는 26개의 주유소를 도큐먼트 형식으로 촬영한 사진이

다. 루샤는 한 장의 사진에 담는 형식으로 제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각기 다른

주유소의 이미지가 담긴 26장의 사진을 병치시키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는 일회

성의 재현보다 반복되는 재현을 통해 대상을 강조함으로써 의미를 발생시키고 내

러티브를 확장시킨다. 루샤의 <26개의 주유소>에서 주유소는 단순히 형상을 보

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시대성을 반영하는 기표로 나타났다. 사진이 주

유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묘사의 기능에만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를 투사하고

‘말하는’ 표현의 기능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개념 사진의 특징은 ‘말하는’ 표현

방식에서도 감정적인 요소를 전달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으로 접근

하여 이성적인 언어로 말한다는 점이다. 개념 미술가들은 사진을 폭넓게 활용하

였으나 독립적으로 예술성을 지닌 매체로 인식하고 사용하기보다는 개념을 드러

내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하였다.

1970년대 후반 월은 개념 사진의 ‘말하는’ 기능을 대형 사진을 통해 더욱 확장

시키고자 했다. 이 시기 월 뿐 아니라 비슷한 시기 독일의 ‘뒤셀도르프 학파’의

작가들도 대형 사진을 제작하였다. 이들은 1976년부터 서독 뒤셀도르프 예술 아

카데미(Dusseldorf Art Academy)의 사진과 교수로 재직한 베른 베허(Bernd

Becher, 1931-2007)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아 개념 사진을 제작했다(도18).

토마스 슈트루트(Thomas Struth, 1954-), 안드레아 구르스키(Andreas Gursky,

1955-), 칸디다 회퍼(Candida Hofer, 1944-), 토마스 루프(Thomas Ruff, 1958-)

등이 이에 속하는데 이들은 보이는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한 관찰을

통해 정교한 사진을 제작하였다.

토마스 슈트루트는 1977년부터 사진 작업을 했지만 초기에는 출판용 크기의 흑

백 사진을 제작하였다. 그는 후기 산업사회의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획일적인

건축물의 유형이나 도로의 텅 빈 모습을 독일 유형학의 영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사진으로 제작하였다(도19). 그가 대형 사진으로 작업한 것은 이후 1986년에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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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 사진 시리즈를 촬영하면서 부터였다(도20,21).50 그의 사진은 물리적인 형식

의 측면에서 대형 사진으로 변했으나 촬영 기법의 측면에서는 초기에 제작하던

사진에서 보이던 방식대로 대상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촬영하여 동시대 일상의 모

습을 보여준다.

안드레아스 구르스키도 작가 초기 시절인 1984년에는 세로 81cm와 가로 92cm

크기의 1m가 넘지 않은 사진들을 제작했으나 1987년부터 세로 107cm와 가로

131cm, 2000년에 세로 207cm와 가로 508cm의 크기로 점차 확대하여 이후 5m정

도의 크기로 제작하였다.51 구르스키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대형 사진이 월의

사진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언급했다. 특히 1987년에 뒤셀도르프 공항에

서 열린 구르스키의 첫 개인전에서 전시된 몇몇 사진 작품이 월의 알루미늄 라이

트 박스 형식과 유사한 진열용 유리케이스에 빛이 비추는 슬라이드 형태로 전시

되었다는 점도 월의 영향을 잘 보여준다. 그 중에서 그가 1980년대 후반에 작업

한 사진 중에 <조르다노 브루노(Giordano Bruno),1989>(도22)는 동시대에 대형

사진 작품들 가운데서도 인물이 몰입하고 있는 설정과 그에 어울리는 배경 이미

지를 구성한 점에서 월의 영향이 매우 강하게 보이는 작품으로 보인다.52

구르스키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자신의 개성적인 스타일을 모색하였다. 그는 현

대 사회를 표상한다고 여겨지는 정형화된 아파트, 대형할인마트의 진열장, 음식

점, 도서관 등의 스펙터클한 풍경을 기하학적 수평과 수직적 구조로 강조하고 동

일한 대상이 반복적으로 배치되는 미니멀리즘 방식으로 촬영하였다. 그는 1990년

대 후반부터 사진의 이미지를 더욱 정교하고 선명하게 묘사해내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했다(도23,24,25).

뒤셀도르프 아카데미 출신인 토마스 루프도 1981년에는 세로 24cm와 가로

18cm의 크기로 된 작은 프레임의 사진을 제작했으나 1986년부터 세로 210cm와

가로 165cm되는 대형 크기로 작업하기 시작했다. 그의 사진 작업은 증명사진 형

50 Charles Wylie, “A History of Now: The Art of Thomas Struth,”, Thomas Struth 1977-2002 
(Dallas: Dallas Museum of Art, 2002), pp.152-4.

51 Peter Galassi, Andreas Gursky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2001), pp.184-5.  

52 Galassi, 위의 책, pp.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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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Passport-style)의 사진 시리즈로 잘 알려져 있는데 사진 속 인물은 실제 크기

보다 세 배 가량 확대된 크기로 전시되었다(도26). 그가 카메라에 담은 인물은 무

표정하게 정면을 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성적인 기법은 앞서 언급한 베허의 유

형학 사진의 영향을 잘 보여준다. 루프는 초기에 이와 같이 도큐먼트 형식의 사

진으로 작업했으나 이후 만화, 신문, 천체사진 등의 현대 사회 속에 여러 이미지

를 합성 방식으로 다양한 실험적 사진을 제작했다.

칸디다 회퍼는 주로 세계 곳곳의 도서관, 박물관, 오페라 극장, 궁전, 대성당 등

공공장소의 실내 공간을 소재로 삼는다. 회퍼는 화면 속 실내 공간에서 인물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것이 특징인데, 건축물의 내부 모습에 대해 인위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시선을 보여준다(도27,28).

벤쿠버 출신 작가로서 월의 대형 사진은 대상의 소재나 방식에서 뒤셀도르프

학파의 대형 사진들과 작가의 개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만, 대상의 유형을 중성

적인 기법과 객관적인 시선으로 카메라에 담고 정교한 테크닉으로 이를 더욱 강

조하는 방식으로 제작했다는 점은 월의 사진과 뒤셀도르프 학파의 사진이 공유하

는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개념 사진작가인 베허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는 점과 월이 댄 그레이엄의 영향을 받아 <풍경입문서>를 제작하였다는 점은 대

형 사진의 탄생에서 개념 사진의 영향을 보여준다.

또한 최초로 제작된 월의 <파괴된 방>(도2)은 표현하고 있는 대상인 파괴된 방

이 작가가 꾸미고 창조한 오브제라는 점에서 개념 미술에서 오브제나 설치 미술

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기록하던 관습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년 뒤에 제작

된 <스테레오(Stereo), 1980>(도32)는 본래 최조에 제작했을 당시 동일한 크기의

사진이 쌍으로 제작되어 두 개의 사진이 전시되었다. 하나는 빨간 소파에 누운

남성 누드의 이미지로 남자는 헤드셋 양쪽을 통해 음악을 듣고 있고, 다른 하나

의 이미지는 아무것도 없는 흰바탕에 ‘Streo’라는 문구가 까만 글씨로 적혀있다.

이후 작가의 요청으로 글자가 적힌 사진은 철회되었지만, 이는 스테레오라가 두

개 이상의 마이크로 녹음한 음을 두 개 이상의 스피커로 재생하여 입체적인 음향

을 느낀다는 의미로 생각해볼 때, 작가는 관람자에게 묘사된 장면과 언어라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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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대상을 두 개의 사진으로 보여줌으로써 미술이 무엇인지를 입체적으로 제시

하려고 했던 것 같다. 미술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언어를 적극적으로 활

용한 것은 개념 미술의 특징이다. 월이 형식적으로 대형 사진으로 전환하여 작업

했지만, 월이 개념 사진을 작업을 하던 작가이며 초기의 몇몇 작품에서 개념적인

성향이 잔재해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청년 시절을 보낸 작가들은 개념적인 성향이 강하다. 개

념 사진으로 앞서 작업했던 이들의 대형 사진은 카메라의 눈으로 본 정교한 리얼

리티를 지향하면서 결국 대상을 어떻게 보는가와 관련된 지각의 문제로 연결되는

데, 이는 고도의 기술이나 즉물적인 정확성을 넘어 개념의 문제로 편입되기 때문

에 개념 미술과 전통적 맥을 같이 한다. 이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일차 매개체로

서의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의미를 전달하고자 깊이 고민했다. 월의 대형 사

진에서 보이는 회화적 요소는 형식적으로 개념 미술과의 대립적인 측면에도 불구

하고 개념 미술을 토대로 발전할 수 있었다.

Ⅲ. 패스티쉬: 사진과 회화의 매체 혼성

월의 사진이 회화적 요소를 포함한다는 것은 앞 장에서 논의하였듯이 미술관 전

시를 위해 프레임을 대형으로 확대하여 제작한 물리적인 면도 포함하지만 프레임

안의 내용적인 면도 포함한다. 이번 장에서 논의할 대형 사진의 회화적 요소란

하나는 개념 사진의 방식과는 달리 화면에 대상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 회화

와 같이 미학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회화의 모티프나 주제

를 직접적으로 차용한다는 점이다.

회화는 무언가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네모난 캔버스와 물감, 붓을 사용하는 매체

의 물리적 특성에 영향을 받아 화면을 미학적으로 배치하고 구성하는 데 관례적

인 방식을 따랐다. 관람자가 이미지를 편안하게 지각할 수 있도록 화면 속 인물

이나 대상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원리나 원근법, 채색법 등이 존재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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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의 대형 사진은 회화의 관례적인 구성 방식을 따라서 인물과 대상을 배치하

여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특정 회화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사진을 제작하기도 하

였다. 대표적인 작품들은 앞 장에서 언급한 <파괴된 방>을 비롯하여, <여성을

위한 그림>, <스테레오>(도32), <백팩(Backpack), 1981-1982)>(도33), <한 여인과 그녀

의 의사(A Woman and her Doctor), 1980-1981>(도34), <이야기꾼(The Storyteller),

1986>(도35,36), <문신과 그림자(Tattoos and Shadows), 2000>(도37) <카드 게임 하는

사람들(Card players), 2006>(도38), <카탈로그를 찾아보는 여인(A woman consulting a

catalogue), 2005>(도39) 등이 있다. 이외에도 월의 카탈로그 레조네에 실린 120여

점의 사진 중 대략 20여 작품에 대해 미술사학자들은 특정 회화와 연관성을 지적

한 바 있다.53 이 사진 작품들은 이미지를 차용해 온 회화를 알고 있는 관람자에

게 친숙하고 흥미롭게 다가오며 사진과 회화 두 매체의 관계를 새롭게 제시한다.

1. 매체의 순수성에 도전

1958년에 레오 카스텔리 갤러리(Leo Castelli Gallery)에서 첫 전시를 가진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1925-2008)의 <컴바인 페인팅(Combine

Painting)>은 ‘회화와 조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함으로써 미술에 있어

서 매체에 관한 탐구를 보여준다.54 1960년대에 들어 뒤샹의 작품들이 재조명되어

이제까지와는 다른 가치관으로 접근한 연구들이 발표됨에 따라 미술이 순수한 단

일 매체로 제작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회의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

53 다수의 미술사학자들은 그의 작품에서 회화의 구성방식이나 모티프를 발견해냈다. 여기서 언급한 20작품

은 그가 공식적으로 카탈로그 레조네에 실은 작품에 한정하여 미술사학자들에 의해 회화와의 연관성이 지적

된 작품들을 선정하였다. 카탈로그 레조네 안에서 작품은 연대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각 작품의 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제목을 대신한다. 또한, 다음 작품들 중 86번에 해당하는 <아침청소(Morning Cleaning)는 

조각 작품인 뒤샹의 라지글라스(Large Glass)를 차용한 것이나 유리판 위의 2차원적인 이미지를 가진 작품

으로 ‘회화적’ 범주에서 포함시켰다. 1, 3, 6, 10, 11, 13, 18, 22, 23, 35, 37, 38, 39, 40, 44, 46, 47, 

51, 61, 86, 91, 94, 108(끝). 

54 Robert Rosenblum, “Robert Rauschenberg”, Arts, no. 6 (March 1958): 61. Alexander Vasudevan, 

앞의 논문 p.6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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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세기 초에 뒤샹이 전통적인 매체인 회화를 거부하고 이제까지 예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던 오브제를 예술 작품이라고 한 의도는 미술이 궁극적으로 시대성을

반영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시대가 기술적인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기계적으로 생

산된 오브제가 더 손쉽고 우수하게 제작되었지만 예술 작품은 여전히 전통적인

매체와 재료를 고수하여 제작되었다. 뒤샹이 제작한 <분수(fountain)>의 소재가

된 남성용 소변기는 미술에서 이후 시대성을 반영하는 새롭고 다양한 매체 수용

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술계에서 매체의 순수성에 관한 논쟁은 1960년대 수면 위로 부각되었다. 대량

소비 사회에서 예술의 전통적인 존재 방식에 대한 회의는 앤디 워홀에 의해서도

제시되었다. 팝아트는 기계적 생산 조건인 무한 복제와 반복, 대량생산이라는 제

작 방식으로 예술의 전통적인 존재 방식인 원본성에 대한 회의를 드러냈다. 워홀

은 실크 스크린 작업 과정에서 신문이나 잡지에서 직접 가져온 사진 위에 물감을

칠해서 캔버스에 찍어 냈다. 라우센버그는 사진의 이미지를 곧바로 캔버스에 콜

라주하는 방식을 택했다. 1962년에 게르하르트 리히터는 자신이 찍은 사진의 이

미지를 캔버스에 투사하여 회화를 제작하고 ‘포토페인팅(Photo-Painting)’이라고

불렀다(도29).

이전 시기까지 미술이 단일한 매체로 제작되어야하는 것을 강조하여 몇몇 영향

력 있는 아방가르드 작가들이 형식주의를 강력히 주장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린

버그(Clement Greenberg, 1909-1994)는 모더니즘 회화를 규명하기 위해 매체의

순수성을 주장한 대표적인 형식주의 비평가이다. 형식주의는 미술을 만들고 해석

할 때 내용보다 형식을 중시하는 사조로 형식주의를 지지한 사람들은 색채나 구

성의 역할 같은 미학적 요소만큼이나 특정 매체의 특성과 기술을 연구하는 데 주

로 관심이 있었다. 시각적 매체에 특수한 본질이 아닌 모든 불순한 것을 제거하

고 순수하게 시각적이고자 했던 그린버그의 모더니즘 미술은 회화 평면에서 외부

세계에 대한 연상이 가능한 모든 흔적을 제거했다. 그린버그는 미술 매체의 문제

에 관한 두 논문 아방가르드와 키치(Avant-Garde and Kitsch), 1939) 와 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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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라오콘을 향하여(Towards a Newer Laocoon, 1940) 에서 회화가 지닌 본질

적이고 유일한 매체의 속성을 캔버스의 네모 형태와 화면의 평면성으로 규정했

다.

그린버그는 예술에서 음악, 문학, 시각미술을 구분하고 시각미술에서 회화와 조

각을 구분하여 각각의 매체가 지닌 고유한 속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그는 문학이나 종교, 프로파간다와 같이 미술이 아닌 주제에 봉사하는 환

영을 강조하는 역사화에는 불행히도 순수한 회화 매체의 속성이 감추어졌다고 호

소했다. 그는 문학적인 이야기가 회화를 지배하는 것에 반발하여 출발한 아방가

르드 미술은 회화 매체의 고유한 특성인 평면성을 추구하며 19세기 중반 마네의

회화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다.55

그린버그는 사진에 관해서 회화만큼의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그는 몇몇의

논문을 통해 사진 매체에 관한 생각을 기술했다.56 그는 사진의 예술성은 인정하

나 기본적으로 재현을 바탕으로 하는 사진 매체의 속성은 문학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사진 매체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그가 규명하고자 한 모더니즘 회화와는

혼동되지 않는 차별적인 매체의 속성으로 사진을 규정하고 사진과 회화의 두 매

체를 구분시키고자 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57

매체에 관한 문제는 1960년대 동안 지속되었는데, 프리드(Michael Fried)는 그

의 유명한 논문「예술과 사물성(Art and Objecthood)」에서 당시 미니멀리즘 미

55 클레멘트 그린버그,『예술과 문화(Arts and Culture)』, 조주연 옮김, 경성대학교출판부, 2004. 그린버그가 

1961년에 발간한 Arts and Culture 원서에는 “Towards a Newer Laocoon”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국

내 번역서인 『예술과 문화』에서 역자는 책 후반부 부록에 그린버그의 주요한 논문인 「더 새로운 라오콘

을 향하여」와 「모더니즘 회화」를 수록하고 있다. 그린버그는 「더 새로운 라오콘을 향하여」에서 엄밀히 

쿠르베에서 아방가르드 미술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그가 회화의 매체의 속성으로 규정한 평면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마네부터라고 보았다. 

56 Clement Greenberg, “Four Photographers: Review of A Vision of Paris by Eugene-Auguste Atget; 

A Life in Photography by Edward Steichen; The World Through My Eyes by Andreas Feininger; 

and Photographs by Cartier-Bresson, introduced by Lincoln Kerstein”, in Collected Essays and 

Criticism, vol. 4, p183; Clement Greenberg, “The Camera’s Glass Eye: Review of an Exhibition of 

Edward Weston,” in Collected Essays and Criticism, vol. 2, p.63.

57 Clement Greenberg, “Four Photographers: Review of A Vision of Paris by Eugene-Auguste Atget; 

A Life in Photography by Edward Steichen; The World Through My Eyes by Andreas Feininger; 

and Photographs by Cartier-Bresson, introduced by Lincoln Kerstein”, in Collected Essays and 

Criticism, vol. 4, p183; Clement Greenberg, “The Camera’s Glass Eye: Review of an Exhibition of 

Edward Weston,” in Collected Essays and Criticism, vol. 2,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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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연극 매체의 속성을 끌어들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미니멀리즘 미술은

미술품 자체로부터 발생되는 경험이 아니라 미술품이 상황으로 대체된 것으로 관

람자에게 연극을 관람하듯이 지속되는 경험을 요구한다고 봤다. 프리드는 미니멀

리즘 미술이 관람자가 있어야 완성이 되고 관람자가 없는 상태로서는 예술로서

불완전하다고 보고 미니멀리즘 미술의 연극적인 요소를 ‘극장성(theatricality)’이

라고 했다. 그는 회화도 조각도 아닌 미니멀리즘 미술은 시각 미술의 본질에 대

한 잘못된 이해의 결과라고 비판하며 예술이 아닌 ‘사물성(objecthood)’의 카테고

리에 포함시키고 이를 예술을 부정하는 비예술의 상태라고 보았다.58

미술계에서 저명한 그린버그와 프리드 두 비평가의 엄격한 매체 구분에 대한

견해는 이제까지 미술에서 매체의 순수성이 완고하게 고수되어 왔음을 반증해주

면서 동시에 이제 매체의 순수성에 반발하는 미술 작품으로부터 심하게 도전받고

있음을 시사했다.

월의 사진도 매체의 혼성에 가담했다. 월의 대형 사진은 알루미늄 박스 위에 이

미지 사진을 올린 형태로 제작되어 3차원적인 조각 형식과 2차원적인 회화 형식

이 혼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매체 혼성에 대한 이와 같은 생각은 형식주

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다. 월이 대형 사진에서 보여주는 혼성 방식은 일찍이

워홀이나 리히터가 시도했던 것과 같이 캔버스나 물감 재료와 인화지의 결합과

같은 형식적인 방식이 아니다. 혹은 라우센버그가 캔버스에 사진을 붙이는 몽타

주나 꼴라주의 혼성 방식도 아니다(도30,31). 매체의 특성은 크라우스가 비디오

매체의 특성을 나르시시즘으로 규정한 것처럼 주제나 심리적인 것과 같이 내용적

인 측면에서 규정할 수 있다. 월은 회화에서 보이는 주제나 모티프, 그리고 화면

을 배치하고 구성하는 방식을 사진에서 사용하는 혼성 방식을 보여준다.

58 Fried, "Art and Objecthood", Artforum, June 1967, pp.12-23. 그는 논문에서 미니멀리즘 미술을 지칭

하는 용어로 미니멀리즘 대신 ‘즉물주의(literalist)’ 미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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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스트모더니즘 사진과 대형 사진

1960년대 초반 워홀, 라우센버그, 리히터가 제작한 매체 혼성 작품에 이어 1970년

대 후반 본격적으로 혼성 전략이 드러나는 또 다른 변화의 지점은 1977년에 더글

라스 크림프(Douglas Crimp)가 기획한 ⟪픽쳐스(Pictures)⟫의 뉴욕 전시이다(도

40). 크림프는 전시 카탈로그의 서문을 작성하고 이를 보완하여 1979년에 픽쳐스

(Pictures) 라는 동일한 제목의 논문을 『옥토버』에 기재했다.59 그의 논문은 ‘사

진을 이용한 작가‘로 다섯 명의 작가들- 잭 골드스타인(Jack Goldstein), 신디 셔

먼(Cindy Sherman), 로버트 롱고(Robert Longo), 셰리 레빈(Sherrie Levine), 트

로이 브라운터크(Troy Brauntuch)-을 언급하고 이들이 구사한 의미의 전략에 대

해 기술하고 있다.(도41-45) 그는 다섯 명의 작가들이 사진을 이용한 다양한 혼성

방식을 연구하면서 이들의 작품을 전통적인 미술 매체의 개념으로 구분하지 않고

‘픽쳐’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는 픽쳐스(Pictures) 에서 그들

의 작업을 회화나 사진이 아닌 ‘픽쳐’ 혹은 ‘이미지’라는 용어로 사용하며 ‘픽쳐’라

는 용어가 탄력성을 지니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픽쳐’는 미학적 사물을 지칭하

는 명사로 기능할 뿐 아니라 특정한 매체를 수단으로 사용하여 제작하는 정신적

과정을 가리키는 동사로써 기능한다고 했다.60

크림프가 ‘픽쳐스’의 작가들에게 주목했던 것은 그들이 매체의 물질적 조건에

무관심하고 의미를 발생시키는 표상으로서 사진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

린버그와 프리드가 생각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본 매체에 대한 개념은 그 자체가

미술의 목적이 되었으나 이와 달리 『옥토버』그룹의 비평가들이 생각한 매체는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크림프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매체의 순수성과 모더니즘 회화에

대한 비판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61 그는 이들이 실험

59 Douglas Crimp, “Pictures,” October 8 (Spring 1979), pp.75-88. 이 논문은 크림프가 ⟪픽쳐스

(Pictures)⟫전시 카탈로그에 썼던 서문을 수정하여 1979년에 기재한 것이다. 

60 Crimp, 위의 논문, p75.  

61 이 시기의 논문들은 궁극적으로 미술관 제도를 공격하기 의도로 씌어졌고 한 권의 단행본으로도 출간되었

다. Douglas Crimp, On the Museum’s Ruins (Cambridge, MA: MIT Pres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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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매체의 혼성 방식은 모더니즘 미술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이들의 사진

을 ‘포스트모더니즘 사진’으로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62

포스트모더니즘 사진작가들이 가장 즐겨 사용한 전략은 차용이었다. 이 시기 몇

몇 의식 있는 작가들은 차용 전략을 통해 모더니즘 미술의 관행에 도전하고자 했

다. 셰리 레빈(Sherrie Levine)은 워커 에반스(Walker Evans, 1903-1975)의 사진

작품을 다시 촬영하여 제작한 사진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함으로써 사진작가로서

자신의 위치와 천재적인 사진작가로서 에반스의 위치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다시

복제하여 생산된 레빈의 사진은 에반스의 사진과 동일한 이미지로서 무엇이 원본

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 레빈은 천재적인 작가의 독창성과 작품의 원본성에

대한 신화를 이와 같은 차용 전략을 통해 공격한 것이었다.

포스트모더니즘 사진에서 나타나는 매체 혼성에 대한 기본적인 크림프의 생각

은 정치적으로 미술관 제도의 해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실크스크린 작업을

한 로버트 라우센버그가 회화에 사진 이미지를 혼성시킴으로써 모더니즘 회화의

순수성을 오염시켰다고 옹호했다.63 그러한 혼성 전략은 사진이 재현하는 세상의

풍경을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모더니즘을 추구하는 회화에 개입시킴으로써 모더

니즘 미술의 자율성이 허구임을 폭로한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 사진에서 이

루어지는 혼성 전략은 사진이 회화를 개입시켜 회화를 전복하려는 유익한 해체

작업인 것이다.

⟪픽쳐스(Pictures)⟫ 전시에 참여한 다섯 명의 작가 외에도 일명 ‘픽쳐스 제너레

이션(Pictures Generation)’으로 불리는 리차드 프린스(Richard Prince), 바바라 크

루거(Barbara Kruger), 빅터 버긴(Victor Burgin), 앨런 세큘라(Allan Sekula)와

62 포스트모더니즘은 본디 대단히 모호하고 유동적인 개념인데, 초창기에는 주로 모더니즘 이념에 반대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여기서 모더니즘은 사회적, 기술적 진보에 대한 확신, 이성중심주의와 선형적 발전

사관에 대한 신념,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믿음으로 대표되는 사회, 문화적 이데올로기를 뜻한다.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진보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반엘리트주의 경향(키치를 고급미술로 쉽게 수용한 태도가 한 

예가 될 것이다)을 보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모든 역경향을 모더니즘과의 변증법적인 관계로 

파악하게 만들어 이원론을 고수하고 서구 중심주의를 유지시킨다는 이유로 부적절한 용어로 평가하는 비평

가도 있다. 진 로버트슨, 크레이그 맥다니엘, 테마현대미술토느, 문혜진 옮김, 두성북스, 2011, p.54.

63 Douglas Crimp, “Photographs at the End of Modernism”, On the Museum’s Ruins, (Cambridge, 

MA: MIT Press, 1993),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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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젊은 작가 군이 형성되어 이후 더욱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었다(도46-49). 이

제까지 사진사와 미술사가 구분되어 전개되어 왔고 사진작가(photographer)와 미

술가(artist)는 근본적으로 출신 배경이 다르다고 인식되었으나, 1960년대 미술계

에서 이루어진 실험적인 매체 혼성은 그 경계를 흐리며 자연스레 사진을 매체로

이용한 작가들이 미술계에 등장하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전통 미술을 공부하여

미술사적 배경 지식을 탄탄히 지니고 있었으며 종래의 사진사에서 분류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개념 미술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사에서 사진을 매체로 이용한 작

가 군으로 언급된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 사진 작가들의 작업에 관해 미술비평가 할 포스터는 ‘실

재’의 개념이 다시 귀환하는 현상으로 봤다. 워홀의 복제 이미지나 셔먼의 퍼포먼

스 스틸사진, 리차드 프린스와 바바라 쿠르거가 차용한 광고이미지에서 실재란

르네상스 시기 이후 재현 미술에서 추구한 환영주의보다 더욱 고도로 은폐된 가

짜로서의 ‘실재’이다. 이는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1929-2007)의 시뮬라크르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데 포스터는 실재 개념의 회귀를

보여주는 이러한 미술은 본래의 시뮬라크르와 달리 오히려 재현미술의 환영을 적

극적으로 드러내고 고발함으로써 비판적인 힘을 내재하는 유익한 미술로 보았다.

뉴욕에서 활동한 ‘픽쳐스 제너레이션’과 달리 비슷한 시기 월을 비롯한 서독의

‘뒤셀도르프 학파’의 작가들은 다른 방식으로 사진과 회화의 혼성을 시도했다. 뒤

셀도르프 학파 중 토마스 슈트루트는 1990년대 초반 ‘미술관 사진 시리즈’를 통해

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는데 그는 미술관이나 역사적 박물관에서 관람객의 행동

이나 모습을 촬영했다. 그는 미술관에 전시된 회화와 그것을 보는 관람객의 뒷모

습을 하나의 프레임에 촬영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사진과 회화의 혼성을 의도했

다(도50,51). 미술관을 소재로 한 그의 사진 작업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베니스

의 아카데미아 미술관, 도쿄 국립미술관, 믠헨의 알테 피나코테크(Alte

Pinakothek) 미술관 등에서 제작되었다.64 그는 전시를 위해 대형 사진 형식으로

64 토마스 슈트루트가 작업한 미술관을 담은 대형 사진들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Louvre IV, Paris (1989) 

137 x 172.5 cm.; Galleria dell’Accademia 1, Venice (1992) 184.5 x 228.3 cm.; National Museum of 

Art, Tokyo (1999) 169.5 x 257 cm.; and Alte Pinakothek, Self-Portrait, Munich (2000) 116.5 x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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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했기 때문에 사진을 벽에 걸게 되면 사진 속의 회화 이미지는 식별하고 감상

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와 선명도가 보장된다. 그의 미술관 사진은 관람자가 사

진을 감상하는 동시에 사진 속의 회화를 감상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불러오는 것

이다. 슈트루트가 1977년에 뒤셀도르프 아카데미(Düsseldorf Art Academy)에서

베허에게 사진을 배우기 전에, 같은 뒤셀도르프 교수였던 리히터로부터 1973년부

터 1976년까지 사진이 아닌 회화를 배웠다는 사실은 그의 사진 작업에서 배제되

지 않는 회화의 영향을 시사해준다.65

그의 작품 중에 주목되는 것으로 1500년에 알베르트 뒤러(Albrecht Durer,

1471-1528)가 그린 <자화상>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작가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있다(도52). 화면에서 푸른색 자켓을 입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모습

으로 등장하는 슈트루트는 그의 미술관 사진에서 자주 보이는 관람객들의 뒷모습

과 달리 화면에서 단독으로 클로즈업하여 촬영됨으로써 회화에 담긴 뒤러의 모습

과 그것을 바라보는 슈트루트 두 사람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암시한다. 이 사진

에서 슈트루트는 1500년경에 전통적인 회화를 그렸던 독일 화가 뒤러와 정확히

500년 뒤 2000년에 사진을 촬영하는 독일 사진작가인 자신의 연관성을 보여주려

고 한다.

슈트루트와 같은 뒤셀도르프 아카데미 출신인 안드레아스 구르스키는 뉴욕 현

대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잭슨 폴록의 <One: Number 31(Autumn Rhythm),

1950>을 정면에서 촬영했다(도53). 구르스키는 세로 186cm와 가로 239cm 크기의

대형 사진의 화면에서 폴록의 회화를 실제 크기에 가깝게 사진으로 제작했다. 구

르스키의 의도는 사진과 회화의 매체가 무엇인지에 관해 질문함과 동시에 사진을

회화와 같이 감상하라는 인식을 제공한다. 구르스키는 잭슨 폴록 이외에도 테이

트 브리튼에 전시된 터너(William Turner)와 컨스터블(John Constable)의 회화

작품의 세부를 크게 확대한 사진도 제작하였다. 구르스키의 대형 사진은 일반적

으로 독일의 낭만주의 회화와 연관성이 논의되며 특히 그의 사진에서 전달되는

cm. 

65 Charles Wylie, “A History of Now: The Art of Thomas Struth,”, Thomas Struth 1977-2002 
(Dallas: Dallas Museum of Art, 2002), pp.1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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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허한 느낌은 독일 화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의

숭고미와 유사성을 지닌다고 평가된다.66

대형 사진으로 작업한 작가들은 사진에 회화를 혼성하는 방식에 있어 ‘픽쳐스

제너레이션’ 작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픽쳐스 제너레이

션’의 사진이 형식적으로 텍스트의 혼성, 몽타주 방식이나 시리즈(seriality)로 제

작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종래의 출판용 사이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과 달

리, 월을 비롯한 뒤셀도르프 학파의 사진은 ‘한 장(singular)’의 단일한 프레임으로

된 2m가 넘는 대형 사진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한 차이일 것이

다.67

게다가 ‘픽쳐스 제너레이션’ 작가들의 사진이 포스트모더니즘 사진으로서 당시

비평가들로부터 호평 받은 것과는 상반되게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에 등장

한 월의 대형 사진은 비판 받았다.68 ‘픽쳐스 제너레이션’ 작가들의 혼성 방식이

종래의 모더니즘 미술이 지닌 독창성과 원본성의 해체를 목표로 하여 매우 실험

적이고 과격한 형식으로 나타난 반면, 월을 비롯하여 뒤셀도르프 학파의 작가들

이 선택한 혼성 방식은 모더니즘 미술을 공격하거나 전복시키려는 의도로 파악하

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이들의 작업은 회화를 끌어들여 독창성과 원본성을 부활

시켰기 때문이다.

66 Peter Galassi, “Gursky’s World,”, Andreas Gursky,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2001), 

pp.33-4.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 이외에도 구르스키의 작업은 게르하르트 리히터와 바넷 뉴먼, 미니멀리

즘 작가들과의 연관성에 관해서도 논의된다. 

67 David Company, 앞의 책, pp.7-8.

68 그러나 크림프는 호평했던 ‘픽쳐스 제너레이션’ 그룹이 이후 제작한 작업에 대해서도 몇몇 혹평을 가했는
데, 대표적으로 리차드 프린스(Richard Prince)가 이전에 퇴화하고 저속한 이미지로 작업했던 사진과 대비
시켜 지나치게 광고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사진 작업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신디 셔면(Cindy Sherman)이 
이전에 작은 흑백 필름 스틸 컷으로 작업했던 사진과 대비시켜 자신을 스타로 묘사하여 제작한 대형 사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픽쳐스 제너레이션’의 작가들도 이후 미술관 제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데, 그러한 작업은 크림프가 보기에 미술관 제도의 담론을 방해하기보다 확장시켜주는 것이었다. Douglas 

Crimp, “Appropriating Appropriation”, Paula Marincola,ed. Image Scavengers: Photography 

(Philadelphia: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2),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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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진의 지표적 속성

⟪픽쳐스⟫전시를 시작할 때 쯤 크라우스는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과 교류하고 동

시대 미술의 비판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매체로서 사진의 지표적 속성을 연

구하고 이론화했다. 크라우스는 크림프처럼 미술관 제도를 전복하기를 피력하지

도 않았고, 부클로와 같이 과도하고 집요하게 정치적 입장을 채택하지도 않았다.

크라우스는 사진이 대상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주관성과 독창성을 거부하

고 물질적 가치의 토대가 되는 미학적인 효과를 없앤다고 보았다. 크라우스는 20

세기 후반에 제작된 사진을 뒤샹과 벤야민, 바르트의 이론을 토대로 비평하였고,

이는 동시대 사진에 관한 동시대 주요한 미술사적 담론으로 자리 잡았다.

1977년에 크라우스는 사진에 관한「지표에 대한 생각(Notes on the Index)」논

문에서 대지미술과 퍼포먼스, 비디오 작업을 도큐먼트 형식으로 재현해내는 사진

의 침투성(pervasiveness)을 언급하면서 사진의 지표적(index) 속성을 설명했다.

크라우스는 언어적인 분석을 통해 사진이 원본 대상에 대한 발자국과 같이 지시

대상과의 물리적인 접촉 관계를 통해서 의미를 갖는 표시(sign)라고 기술했다.69

크라우스가 주장한 사진의 지표적 속성은 바르트가『카메라 루시다』에서 기술한

사진에 대한 고찰과 동일한 맥락을 보여준다. 바르트는 사진이 대상과 물리적 인

접성을 전제로 하며, 그것은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던 대상의 자국(trace)이며 존

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의 ‘존재(Being there)’를 전제

한다고 봤다. 셔터가 열려 있던 그 순간 무언가는 그곳에 분명 존재해있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진은 다른 재현 매체(회화나 조각)와

구별된다고 본 것이다.70

크라우스가 사진의 지표적 속성에 주목하고 이를 이론화시키고자 한 의도는 가

공되지 않은 대상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 매체의 속성이 포스트모더

니즘 미술이 추구하는 바에 부합하는 매력적인 요소였기 때문이었다. 사진은 회

69 Rosalind Krauss, “Notes on the Index: Seventies Art in America,” p.70.

70 Roland Barthes, Camera Lucida: Reflections on Photography, p.92,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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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재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가의 도식화 과정이나 상징적인 개입, 손기술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진의 지표적 속성의 주목할 만한 이점은 작가의 주관적인 스

타일이나 양식의 창조를 막는다는 점이었다. 크라우스는 사진이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아방가르드 미술에 기여할 것이

라고 기대했다.71

사진 매체의 지표적 속성을 강조하는 크라우스의 관점이 그린버그가 매체의 특

성을 중요시한 관점과 맥락이 비슷해 보이지만 크라우스의 경우는 사진이 형식주

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매체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서 이해

되는 매체로서 사진이 예술적 실험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기능한다

고 보았다. 매체는 더 이상 전통적인 미술 매체의 개념으로 기능할 수 없을 뿐

그 개념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서 계속 사용될 가치가 있

었다.72 크라우스는 1970년대 중반 이후로 나타나는 매체 혼성에 대해서 비판하거

나 논쟁하지 않았고, 매체의 특수성에 관해 매체가 물질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것

에는 반대했다. 즉, 그녀는 매체의 용어를 ‘기능을 다하는(operational)’이라는 수

단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정의하였다.73 이러한 맥락에서 크라우스는 포스트모더니

즘 미술이 사진이나 비디오를 주요 도구로 이용하여 전통적인 미술의 매체에 대

한 개념을 붕괴시키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사진이 처음 등장한 19세기에는 사진의 지표적 속성으로 인해 예술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작가의 주관성이나 독창성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재

현 매체는 예술성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사진은 온전히 작가의 의도대로 대상이

재현될 수 없으며 기계적인 작용으로 발생한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이었다. 사진

작가는 단지 카메라를 어디에 세울지, 언제 셔터를 누를지, 포커스와 렌즈를 어떻

게 사용할지를 결정할 뿐이다. 이러한 사진 매체의 기계적인 속성이 예술적인 매

체로서 사진의 지위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뒤샹의 레디메이드가 예술로 인정받으면서 예술로 포용되는 오브제의

71 Krauss, “Notes on the Index: Seventies Art in America,” October 3, (Spring, 1977), p.75.

72 Krauss, “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 October 8(Spring, 1979), p.42.

73 Krauss, “Reinventing the Medium,” Critical Inquiry 25(Winter 1999) pp.294-6.



- 42 -

범위가 확장되고 미술의 본질을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규정하려는 비평가들

에 의해 사진의 지표적 속성은 새롭게 재인식되었다. 그것은 사진의 지표적 속성

이 20세기 후반 현대 사회에서 미술에 요구되는 가치를 잘 드러내주는 데 유용했

기 때문이다.

사진 매체의 지표적 속성은 대형 사진에서 보이는 회화적 요소와는 대립적이다.

크라우스는 월이 사진에 회화를 끌어들임으로써 사진의 고유한 지표적 속성을 포

기한 것으로 평가했다.74 작가의 독창성을 드러내는 모더니즘 미술을 거부하고자

한 비평가들은 월의 대형 사진이 작가의 계획 아래 모든 대상이 조작되어 만들어

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보고, 그것이 사진일지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을 촬

영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사진의 지표적 속성은 작가의 독창성이 배제되고 존재

해있는 대상을 물리적 인접성을 통해 무한히 복제할 수 있는 의미를 내포함으로

써 예술 작품으로서 초월적인 가치를 지니기 어렵게 만드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

다. 모더니즘 미술의 독창성과 원본성을 전복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지표적 속성

을 이해한다면 월의 대형 사진은 지표적 속성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지표적 속성을 이론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로서 이해한다면 월의 대형 사진은 지표

적 속성을 지닌다. 그것은 분명 실제 존재해있는 대상을 카메라 앞에 두고 렌즈

를 통해 필름에 빛을 반사하는 행위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월의 대형 사진이 사진 매체의 고유한 속성을 포기했다고 판단한고 비판한 것

은 월의 대형 사진이 회화와 같이 사진에서 작가의 주관성과 독창성이 과도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월이 사진을 연출함으로써 사진과 회

화의 리얼리즘에서 실재(實在, existence)와 실제(實際, reality)처럼 보이는 것 사

이의 관계를 탐구했지만 그가 제작한 사진이 연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실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74 앞서 언급했듯이 크라우스는 월을 비판하기 위해 단독으로 다룬 논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그녀는 제임스 

콜먼(James Coleman)에 대한 논문에서 부분적으로 월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논문은 다음과 같다. 

Rosalind Krauss, “‘And Then Turn Away?’ An Essay on James Coleman”, October, vol. 81 

(Summ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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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진과 회화의 혼성: 제프 월의 <여성을 위한 그림>

비평가들은 월의 대형 사진이 복제가 용이한 사진을 회화와 같이 원본성을 지닌

미술품으로 탈바꿈시킨 것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월의 대형 사진이 회화와 혼성

한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비평가들이 월의 대형 사진에 대한 연구에서

회화를 차용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는 것에 대해 작가는 반기지 않았다.

월은 이제까지 특정 회화를 직접적으로 염두에 두고 제작한 적은 ‘세 번 혹은 네

번’이라고 해서 자신의 작품이 과도하게 회화와의 연관성에 주목되는 것에 반대

했다.75 그는 <이야기꾼>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의 인물

배치와 닮은 것은 계획적으로 의도한 바는 아니며 배역을 담당한 사람들의 우연

한 자세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도36). 또한 비평가들이 그의 <Odradek,

Taboritska 8, Prague, 18 J uly 1994, 1994>(도54)가 뒤샹의 회화와 리히터의 포

토페인팅에서 등장하는 ‘계단을 내려오는 여인’의 모티프를 차용한 것이라고 지적

했을 시에도 작가는 ‘만약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다.

묘사하기는 어찌됐든 서로 닮은 것들을 야기해낸다.’고 특정 회화를 의도적으로

차용한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다.76

그러나 그가 그러한 의도를 부인하더라도 미술사학자들은 그의 다수의 사진 작

업과 특정 회화의 직접적인 유사성을 발견하고 연구했다. 그 중에서 1979년에 제

작된 <여성을 위한 그림>(도4)은 마네의 <폴리베르제르 바>와의 연관성을 부인

하기 어려운 작품이다. <여성을 위한 그림>이 전시되거나 도록에 실릴 경우에

마네의 <폴리베르제르 바>에 관한 이미지와 설명이 첨부된다. 2005년에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 전시되었을 때에도 <여성을 위한 그림> 옆에는 마네의 <폴리베

르제르 바>의 단서를 제공해주는 장문의 텍스트가 부가되었다. 월의 작품이 잘

알려지고 유명해질수록 이제 관람자는 19세기 마네의 유명한 고전 <폴리베르제

르 바> 앞에 서서 20세기 후반에 제작된 대형 사진 작품인 월의 <여성을 위한

75 안희경,「작가와의 인터뷰: 우연이 낳은 계획, 그 계획을 완성시킨 우연」,월간미술22권 5호(2010), 

pp.138-139. 

76 Burnett, Jeff Wall, p.39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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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전통 회화와 혼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러한 효과는 생소한 작품을 처음 접하

는 관람자에게 익숙한 고전 작품의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관람자가 관심을 갖고

작품을 해석할 수 있게 만든다. 관람자가 잘 알고 있는 고전 작품에 대한 정보는

현재 직면한 새롭고 낯선 작품의 해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관람자

로 하여금 고전 작품과 차별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도록 만든다. 관람자

는 하나의 이미지로 두 개의 이미지를 보며 이를 능동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심지

어 통합하여 해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혼성 전략은 관람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자연스럽게 관람자는 <폴리베르제르 바>에 관

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월의 <여성을 위한 그림>에서 숨은그림찾기 하듯 꼼꼼한

시선으로 분석하게 된다. 그것은 도상학적인 접근으로 화면을 분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까지 회화에 한해서 적용하였던 미술사적 방법인 것이다.

월의 <여성을 위한 그림>(도4)의 공간은 교실로 보인다. 의자들은 흩어져 있고,

천장의 동그란 노란 알전구는 공간의 깊이감을 전해주며 일렬로 매달려 있다. 교

실의 큰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없다. 화면 전면의 하단에는 모서리가 안 보이

는 긴 선반이 가로질러 있다. 그리고 왼쪽에는 다소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받으

며 한 여성이 정면을 향해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선반에 기대어 서있다. 그녀의

시선은 관람자를 바라보는데 이는 사진을 촬영할 당시 카메라의 렌즈를 바라본

것이다. 화면의 중앙에 위치한 삼각대 위에는 렌즈를 정면으로 둔 카메라가 있고,

화면의 오른쪽에는 주변보다 조명을 덜 받은 한 남성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측면

을 보여주는 자세로 서있다. 그리고 그는 화면의 중앙에 위치한 카메라의 셔터를

누를 수 있는 케이블 선을 쥐고 있다. 두 남녀의 표정은 진지하지만 굳어있지는

않다. 사진의 초점은 여성, 카메라, 남성에게 모두에 맞추어져 있다.

관람자는 월의 사진이 <폴리베르제르 바>의 이미지를 차용해왔다는 부가 설명

때문에 마네의 회화와 유사성을 찾기 위한 단서를 찾기 시작할 것이다. 가장 먼

저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화면 하단에 바(bar)를 배경으로 여성과 남성이 등장하

는 모티프이다. 여성이 정면을 바라보고 남성이 측면을 바라보는 자세, 또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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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하는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이들의 모습을 촬영한 카메라가 화면 속에 보이

는 카메라와 동일한 것이라 여기게 되고, 곧 이 사진은 거울에 비추어진 이미지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거울 모티프는 <폴리베르제르 바>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주요한 모티프이다. 또한 화면에서 노란 알전구는 <폴리베르제

르 바>의 여성이 서있는 뒤 배경으로 등장했던 거울에 비친 노란 불빛들을 연상

시킨다.

월의 사진 속의 회화적 구성 방식에 관해 미술사학자 토마스 크로는 월이 화면

왼쪽에 여성, 중앙에 카메라, 오른쪽에 남성을 위치시켜 전체적인 화면을 회화의

가장 제식화 된 3단 구조로 구성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담과 이브의 성적 차이

를 구분시키거나, 신을 양쪽에서 보좌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을 중앙으로부터 양

쪽에 위치시키는 것은 가장 오래된 전통 회화의 구성 방식이다.77 미술사학자 드

뒤브는 월의 사진이 거울을 두고 촬영된 것이며 당시 어떠한 구도로 촬영되었는

지 도식으로 추측해보였다(도4-1).

월이 <여성을 위한 그림>에서 회화적 구성방식을 취하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관람자가 두 인물의 시선의 행로를 추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그들과 관

람자 사이에 놓인 실제 거리에 대한 인식이다. 또한 월의 사진 속 여성이 관람자

를 정면으로 바라봄으로써, 관람자는 보고 있는 이미지 세계 속으로 완전히 몰입

하지 못하고 월의 사진 앞에 서 있는 관람자로서의 위치를 정직하게 인식하게 된

다. 이러한 의도는 관람자에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2차원적인 평면의 그림

(picture)이라는 것을 확연히 인지시켜주기 위한 장치이다.

화면 안에서 만들어지는 3차원적인 공간의 환영과 화면 밖에서 2차원적인 평면

위에 만들어진 그림 사이에 발생하는 이러한 모순은 19세기에 마네가 자신의 회

화를 두고 탐구했던 것이다. 마네는 회화가 3차원적인 세계를 재현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회화가 2차원의 평면임을 알리는 장치를 실험했다.

<폴리베르제르 바>에서 3차원적인 공간을 창조해내는 회화의 전통적인 기법을

77 Thomas Crow, “Profane Illuminations: The Social History of Jeff Wall”, Modern Art in the 
Common Cultur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6, pp.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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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면서도, 화면의 2차원적인 평면을 호소하는 화면 밖으로 향하는 인물의 시

선이라든가 거울모티프, 거친 붓터치와 같은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한 화면 안에

서 그러한 둘 사이의 긴장감을 유지했다.

월의 <여성을 위한 그림>도 같은 공간에 빛이 떨어지는 조명을 의도적으로 달

리하여 시각적으로 어색하게 공간을 나눔으로써 가공된 이미지임을 인식하게 한

다. 또한 화면의 공간 속에 수직으로 세워진 두 개의 철봉을 설치하여 시각적으

로 화면이 세 구역의 단면으로 나누어진 평면으로 보이도록 만들면서도, 원근법

을 지켜 공간 뒤 창문으로 이어지는 공간의 깊이를 눈 여겨 보도록 만드는 장치

로 기능함으로써 한 화면에서 2차원적인 시각과 3차원적인 시각 둘 사이의 긴장

감을 주기를 의도했다.

이와 같이 월이 사진에 회화적 모티프와 회화적 구성 방식을 끌어온 것은 사진

의 자기비판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의도였다. 월이 생각하기에 회화는 이미 19세

기에 자기비판을 통해 묘사의 기능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 회화에서 묘사의

기능이 미학적인 가치로 여겨진 것은 문학이나 종교와 같은 다른 매체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며, 회화 매체로서 본연의 가치를 스스로 입증해갈 필요성을 느꼈

다. 회화는 매체의 물리적 속성이 평면성을 추구하고 추상의 길로 접어들었다.

1960년대 전반에 미니멀리즘 미술의 탄생은 이러한 관점을 관점을 극도로 발전시

킨 형식의 미술이었다. 회화는 재현적인 묘사의 기능 없이 미술이 되기 위한 조

건을 탐구한 것이다. 19세기 마네의 회화는 회화가 세상의 다른 모든 사물들 틈

에서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물로서 어떻게 스스로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관해 최

초로 시도한 실험이었다.78

이에 반해 사진의 경우는 회화와 달리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자기비판의 과정이

부재했다. 사진 본연의 물리적 속성으로 인해 묘사의 기능을 배제한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없었다. 월은 사진 매체의 물리적 속성을 인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이

제까지 사진의 형식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했다. 월의 <여성을 위한

78 그의 논문 무관심의 징표들에서 그는 회화의 아방가르드 과정을 설명하면서 사진에서 그러한 과정이 부재

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미술사학자 쉬브리에도 이 시기 대형 사진이 타블로 형식으로 복귀하는 

것은 1960-70년대 미술 형식에 반대하여 자기반성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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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동시대의 풍경을 전통적인 낡은 재료인 붓과 물감이나 캔버스가 아닌

카메라 렌즈와 인화지라는 현대성을 나타내는 매체로 실험한 그림이었다. 동시에

사진이 지닌 묘사의 기능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인물이나 대상을 작가의 의도대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이제까지와는 다른 형식을 실험한 사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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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알레고리: 전통 회화의 계승

1970년대 중반부터 제작된 미술 작품들은 미술관 담장을 넘어 사회 체제에 대한

제도 비판으로 나아갔다. 그 과정에서 이제까지 미술 작품의 주제로는 소외되었

던 인종문제와 동성애, 페미니즘에 대해 역사적으로 이례 없는 관심이 생겨나게

되고, 현대 사회의 풍경에 대한 재현을 필연적으로 요청하게 되었다. 미술관과 갤

러리는 점점 내러티브가 있는 재현 미술 작품들로 채워졌다. 그리고 동시대 사회

의 모습을 담은 알아보기 쉬운 대형 사진으로 더 많은 관람객을 매혹시키고자 했

다.

개념미술 이후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한 대형 사진은 회화가 재현할 인물이나

대상을 구상하는 것처럼 촬영할 대상을 사전에 구상하고 준비한다. 구상 과정은

작가에게 대상을 작가의 의도대로 설정하고 배치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그리고

그러한 의도가 자연스레 알레고리가 된다. 과거 리얼리즘을 강조하는 스트레이트

사진은 캡션을 가지고 분명하고 명확한 뜻을 전달했으므로 알레고리는 없었다.

그러나 대형 사진은 종래의 사진 문법을 해체하고 알레고리가 등장하는 회화와

같이 제작되었다.

회화 이외의 외부의 주제나 대상을 내포하는 알레고리는 미술의 자율성을 중시

하는 모더니즘 미술로부터 배척받았으나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미술 시기에 재등

장하게 된 것이었다. 알레고리는 하나의 텍스트에 다른 하나의 텍스트가 중첩되

는 혼성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혼성을 시도하는 의도 자체가 곧 알레

고리가 되기 때문이다.

1. 현대생활의 화가, 마네

제프 월의 사진에서 보이는 회화적 요소란 기존의 도큐먼트 형식의 사진을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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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같이 대형 크기의 사진으로 변형시킨 점과 특정 회화의 이미지를 혼성한 점

이다. 그러나 대형 크기와 회화의 혼성 외에도 그것을 시도한 의도가 중요한데,

그것은 ‘사진이 역사적으로 회화를 계승한다’는 것이다. 월의 대형 사진은 서양화

(Western Painting)라 일컬어지는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제작된 대형 크기의

역사화의 이미지를 차용하는 데 초점을 두는데, 그 중에서도 그는 19세기의 에두

아르 마네(Edouard Manet)의 작품에 각별한 관심을 두었다.

월은 19세기 후반 마네가 회화를 제작하면서 관심을 두었던 모더니티

(modernity)를 20세기 후반 대형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다. 모더니티는 역

사적 굴곡을 따라 복잡한 의미를 형성하게 되었지만 마네에게 모더니티를 추구하

는 회화는 고대 신화나 성경, 문학을 보충하기 위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당시 현

대의 일상을 기록하고 보여주는 것이었다. 마네는 동시대적인 주변의 일상을 보

여줌과 동시에 고전에 근거한 전통적 회화의 방식을 유지하여 회화를 제작함으로

써 고전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결합하고자 했다. 월도 대형 사진에서 현대 사

회의 일상적인 풍경과 인물들을 담으면서도 전통적인 역사화에서 드러난 회화의

모티프와 구성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마네와 동일한 의도를 드러낸다. 마네는 당

시 19세기 비평가 보들레르의 영향을 받았다. 보들레르는 「근대적 삶의 화가

(The Painter of Modern Life)」에서 모더니티를 일시적인 것, 덧없는 것, 우연한

것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모더니티가 예술의 반을 차지하고, 다른 나머지 반은 영

원한 것, 부동의 것이 채우고 있다고 보았다. 흔히 ‘보들레르적’인 것은 ‘과거와

현재라는 두 개의 상반된 양식들 간의 지속적인 결합’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보들

레르는 고대와 근대는 중첩되어 있는 것이고 이미 소멸했거나 사라져가는 어떤

것의 흔적을 보존하려는 의지에서 알레고리가 나오는 것으로 봤다.79

마네의 <올랭피아(Olympia, 1863)>나 <풀밭 위의 점심(Djeuner sur l’herbe),

1863> 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동시대적인 인물들의 의상, 시선, 표정을 과거의

전통 회화에서 구성하고 배치하는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의도적인 부조화를 드

79 Craig Owens, “The Allegorical Impluse: Tward a Theory of Postmodernism”, Beyond Recognition: 
Representation, Power, and Culture,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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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낸다. 마네의 <올랭피아>는 전통 회화에서 여신으로 칭해지는 여성 누드의 자

세로 관람자 누구나 알 수 있는 동시대의 창녀의 모습을 그렸다. 그러한 기분 나

쁜 부조화가 동시대 계급이나 성의 부조리를 나타내는 알레고리로 작용하도록 만

들었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성으로 대변되는 물질적인 풍조에 대

한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것이었다.

월의 대형 사진 중에 <스테레오>(도32)와 <이야기꾼>(도35,36)은 마네의 회화

의 모티프와 인물의 자세에서 유사한 맥락을 보여준다.80 <이야기꾼>은 우리 주

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숙자들의 소외와 가난을 객관적이고 무표정한 시선으

로 바라보지만 인물들이 각각 고립되어진 구성 배치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적

풍요로부터의 소외를 드러내고, 진보의 진정한 의미가 결여된 피상성을 드러낸다.

월은 보들레르와 마네의 생각이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여전

히 유효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월은 20세기 후반 현대의 일상적인 모습을 사진

에서 재현하는 데 고전적인 회화의 방식을 사용한다. 현대 사회의 일상의 장면과

풍경을 정교하게 재구성한 그의 사진은 아방가르드의 미술사에서 사라졌던 재현

미술에 대한 향수를 불러온다.

현대 미술에서 고전 작품의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혼성하는 전략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작품은 알레고리를 지닌다. 평론가 오웬스는 그것이 단지

세상을 표상하기보다는 ‘순간적이고 덧없는 것을 영속적이고 안정된 이미지로 고

정시키려는 욕망’, 결코 완전하게 만족될 수 없는 영속성과 동일성에 대한 욕망을

표상한다고 했다.81 미술사학자 부클로는 이러한 욕망이 자본의 힘을 더욱 강화시

키고 미술이 자본의 권력에 더욱 종속되도록 만든다고 보았다. 부클로가 형상적

재현에서 드러나는 알레고리를 부정적으로 본 것은 역사적인 경험을 토대로 그것

이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권력에 예속되기 쉽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이젤 회화의 재현적 특성을 경계했기 때문에 월이 사진에서 회화를 차용하여 다

80 월은 앞서 밝혔듯이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작업이 특정 회화와 연관짓는 것에 대해 부정했지만,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기에 제작한 그의 작업은 회화와의 연관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그는 초기에 작업한 몇몇 작업에 관해서는 특정 회화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81 Craig Owens, 위의 논문.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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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회화적 전통을 구원하려는 의도에 부정적이었다. 그는 월이 마네와 같은 19세

기 화가들이 수행했던 현대적 삶의 묘사를 20세기에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역

사적 복원이며 이러한 월의 역사화를 퇴행적이라고 보았다. 특히 아방가르드 미

술이 이루어낸 성과를 수포로 만들어버리는 형상적 재현과 내러티브의 강조가 비

판의 주안점이 되었다.82

그러나 사진과 회화와 혼성을 통해 드러내는 알레고리와 내러티브에 관한 월의

입장은 부클로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었다. 월은 사진이 기본적으로 회화와는 다

르다고 보았다. 회화의 자기비판 과정처럼 사진은 재현과 환영을 포기하면서 평

면성에 도달할 수 없으며 사진 매체의 물리적인 본성인 묘사하고 재현하는 속성

을 포기할 수 없었다. 사진의 묘사적 속성을 유지하면서 회화에서 구현되는 작가

의 독창적인 면을 허용하고자했다. 월은 사진이 기존의 것과는 차별화되고 회화

와 견주어 뒤처지지 않는 예술성을 획득하기 위한 일환으로 묘사하고 재현하는

범위 안에서 회화와의 혼성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83 그것은 미술의 자기비판 과

정으로서 월이 20세기 후반에 사진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모색한 것으로 그것은

마네가 19세기에 회화를 두고 고민한 것과 유사한 것이었다.

월의 대형 사진에서 보이는 회화적 알레고리는 사진이 회화를 계승하여 예술의

영역에서 회화가 우위를 점령했던 위치를 해체시킨다.84 월은 화가처럼 드로잉 하

고 연필과 붓을 가진 손기술로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대상을 가지고 드로잉 한

다. 월은 예술적인 이미지를 재현하는 데 회화가 지녀온 위계적 우위에 대한 해

체를 시도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동시에 예술 사진에서 고수된 모더니즘 사진의

고전 문법인 신속성(immediacy)과 즉시성(instantaneity)을 통한 사진의 리얼리즘

에 관한 낡은 관념을 해체한 것이다.

82 Arthur Lubow, “The Luminist,” p.140.

83 Jeff Wall, “Marks of Indifference,” in Jeff Wall: selected essays and interviews. Museum of 

Modern Art, 2007, pp.247-8.

84 데리다의 해체의 출발점은 언어에 대한 논의, 특히 '글(writing)'에 대한 '말(Speaking)'의 위계적 우위에 

대한 논의이다. ‘원형적 글(arch-ecriture)’은 데리다가 만든 용어로, 데리다는 ‘말’을 ‘원형적 글’의 한 형태

라고 서술했다. 데리다의 확장된 정의에 의하면 모든 형태의 언어는 글의 형태들로 서술될 수 있다는 것이

다. 데리다는 해체를 위계적 대립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정의하였다. Penelope Deutscher, How to read 

Derrida(NewYork: W. W. Nort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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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형 사진의 타블로 형식

월은 개념 미술 시기에 진행되었던 반미학적인 관점에 반대하여 미학적인 관점에

서 사진을 제작하고자 했다. 월의 대형 사진은 일상의 장면을 연출하는 데 전통

적인 역사화의 구성 방식을 가지고 인물과 배경을 구성하고 배치하는 경향이 띠

었다. 미술사학자들은 월의 사진에서 보이는 이러한 특징을 알아보고 그의 대형

사진을 타블로라고 불렀다.

미술사학자 마이클 프리드(Michael Fried)는 쉬브리에가 대형 사진을 비평하면

서 언급한 타블로에 대한 개념을 역사적으로 깊이 있게 재탐구하여 1970년대 후

반에 등장한 대형 사진에 관한 연구서적으로 왜 사진은 전례없이 예술로서 중요

한가(Why photography matters as art as never before, 2008)를 저술했다. 여기

에서 그는 논쟁적이기로 유명한 자신의 논문 예술과 사물성(Art and

Objecthood, 1967) 의 쟁점으로 접근할 뿐 아니라, 과거 자신의 몰입과 극장성:

디드로 시대의 회화와 관람자(Absorption and Theatricality: Painting and

beholder in the Age of Diderot,(1980), 쿠르베의 리얼리즘(Courbet's Realism,

1990), 마네의 모더니즘: 1860년대 회화의 얼굴(Manet's Modernism: or The

Face of Painting in the 1860s, 1996)에 근거하여 회화의 연장선에서 월의 대형

사진을 탐구한다.85 프리드는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한 월의 사진을 비롯한 대형

사진에 관해서 단순히 프레임의 크기가 커진 형식적인 변화 이상으로 대형 사진

에서 알아볼 수 있는 명료성(intelligibility)에 주목했다. 그는 이러한 성격을 설명

하기 위해 18세기 비평가 디드로(Denis Diderot, 1713-1784)가 언급한 회화론에서

의 ‘타블로(Tableau)’ 개념을 가지고 대형 사진의 성격을 규명했다.86

이는 회화와의 유사성에 비롯된 것인데 사진의 프레임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사진에서 대상이나 인물을 배열하는 데 더욱 복잡한 구성이 가능해지고 그 과정

85 Michael Fried, Why Photography Matters as Art as Never Befor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여기에서 마이클 프리드(Michael Fried)는 대형 사진을 연구하게 된 배경에서 선

행 연구 논문으로 앞서 본 논문에서 언급한 쉬브리에의 논문을 언급한다. 

86 월도 자신의 작품을 두고 ‘타블로’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논문 "Marks of Indifference"에서 '타블로

(Tableau)'를 언급했으나, 다수의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픽쳐(Picture)’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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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내러티브 구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동시대 대형 사진들 중에서 월의 사진

이 갖는 두드러진 특징은 내러티브를 담은 장면을 연출한다는 점인데 월은 여기

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의상과 자세, 행동이나 표정을 섬세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다.

타블로는 최초로 18세기에 프랑스 비평가와 이론가들에 의해 회화적 형식을 토

론하기 위한 개념으로 등장했는데 대개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에 제작된 프

랑스 회화에 연관 지어 사용되었다. 18세기의 비평가인 디드로는 1760년에 연극

적인 액션을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한 본보기로 몇몇 특정 회화를 참고할 것을 권

고하면서 회화론에 등장하는 타블로를 언급했다.87 그가 연극 무대 위에서 인물들

을 배열하고 그들의 동작을 구성하기 위해 회화론에서 다루는 타블로의 개념을

연극에 접목시킨 이유는 화가가 캔버스 위에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물과

대상을 표현하는 것처럼 연극 무대에서도 인물의 동작과 배열이 회화와 같이 구

성되어야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디드로는 시각예술은 화면의 인물과 공간의 배

치가 조화롭게 구성되어 관람자가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타블로(tableau)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타블로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은 3차원의 건축물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프

레임을 지닌 단일성(singularity)과 내용면에서 한 눈에 감지하여 알아볼 수 있는

명료성(intelligibility)이다.88 그것은 타블로가 형식적으로 벽으로부터 독립된 프레

임으로 된 것이고 내용적으로 명료하게 알기 쉬운 장면을 담고 있음을 뜻한다.

추상화를 넓은 의미에서 재현의 범주에 포함시키지만 일반적으로 추상화는 형상

적인 재현을 거부한 장식화라는 점에서 추상화를 제외하고 일반 상식의 사람이

한 번에 알아보기 어렵다면 그것은 타블로로서 결점이 있는 것이다. 타블로는 해

석하기 위해 또 다른 텍스트나 이미지의 도움을 받지 않아야 한다.

미술사학자 쉬브리에가 타블로의 개념을 가지고 대형 사진에 관해 기술한 논문

은 1989년에 제임스 링우드(James Lingwood)와 함께 집필한 「또 다른 객관성

87 Michael Fried, Absorption and Theatricality: Painting and Beholder in the Age of Diderot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p.78.

88 Michael Fried, 위의 책, p.89.



- 54 -

(Another Objectivity)」과 「빛과 그림자(Shadow and Light)」이다. 여기에서 쉬

브리에는 타블로가 화면과 평행인 면을 구분하는 칸막이를 의미하며, 이러한 구

분은 전통적으로 프레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구분된 평행면은

관람자와 수직으로 조우를 가정한다. 타블로는 건축물의 장식이나 벽화와 같이

건축 의존적 미술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것이고, 2차원적인 평면 이미지로서 3차

원의 오브제와 스스로를 구분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한 형태로 회화로부터 시작된

형태이다.89

쉬브리에는 1960년에서 1989년 사이에 개념미술 시기에 탄생한 대형 사진의 역

사를 기술하면서 개념사진과 타블로의 차이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개념 미술가들

이 제작한 개념 사진은 전형적으로 흑백이고 도큐먼트 형식의 사진이었다. 개념

사진은 종종 텍스트와 결합되고, 시리즈로 제작되었고, 대상을 기록하거나 인지하

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했다. 타블로가 산업 사회에서 제작되는 진부하고 환원

적 효과에 반대하여 경험적 차원의 이미지로 출현했다고 보았다. 그는 대형 사진

의 타블로 형식이 반미학을 추구하는 개념 미술에 반하여 탄생하였으며 사진에서

기존의 사진과는 다른 새로운 형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았다.90

또한 그는 크림프에 의해 논의된 ‘픽쳐스 제너레이션’ 작가들이 제작한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개념에 문제를 제기했다. 쉬브리에는 이미 워홀이나 라우

센버그가 혼성 전략을 통해 제작한 새로운 형식의 사진이 탄생한 시점에서 크림

프가 기획한 ‘픽쳐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의 사진은 형식적이거나 내용적인 측

면에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고 보았다. 쉬브리에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진이 뉴

욕이라는 한정된 지역에만 사용하는 개념으로 보았고, 또한 픽쳐스 제너레이션

작가들의 사진이 사회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로 개입한다는 평가나 분석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쉬브리에는 그가 기획한 전시 ⟪또 다른 객관성(Another Objectivity)⟫에서 11

89 Chevrier, "Shadow and light, p.16.

90 쉬브리에가 기획한 전시에서 미국 작가는 드물게 포함된다. 반면에 캐나다 작가인 월은 항상 포함되었다. 

그가 기획한 주요전시 ⟪Another Objectivity⟫, ⟪Click Doubleclick⟫,⟪Photo Kunst⟫에 참여한 작가는 

모두 독일의 뒤셀도르프와 파리의 작가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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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작가들을 다루었다.91 이 전시를 통해 그는 대형 사진의 타블로 형식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다. 그는 타블로를 형식적으로 개념 사진이나 포스트모더니즘 사

진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타블로는 한 장의 단일한 사진으로 구성되어 주

로 중앙 중심적이고 정면성을 지니는 모티프를 다룬다. 무대의 구성에서 중심적

대상이나 사건이 있는 내러티브 구조를 지닌다.92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한 타블로

는 사진 매체의 특성인 복제성과 기계성을 요구하는 문화 산업에 의해 디자인되

고 생산된 이미지에 반대하여 실제 경험하고 현존하는 현실로부터 많은 노력과

노동력을 투여해 생산한 이미지라고 특징지었다.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한 타블로의 명료성은 사진과 관람자의 관계에 주목하게

한다. 적어도 현대미술 이전의 서양의 전통 회화는 대상의 치밀한 묘사와 화면의

구성을 통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재현해내는 것이 회화적 과업이었다. 그것은 2차

원적 평면에서 3차원적인 실제와 같은 환영을 창조해내는 시간의 확장이 주요한

관건이었다. 2차원의 평면 위에 환영의 세계를 구현해내는 회화적 과업은 20세기

후반 월의 대형 사진에서 카메라의 기술적인 도움으로 거의 완벽하게 수행되었

다. 게다가 월의 대형 사진은 환영적인 세계 속에서 몰입하는 인물을 등장시켜

타블로의 특성을 더욱 강조한다. 관람자를 화면에 몰입하도록 만드는 전략은 작

가의 세심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 대형 사진을 제작하는 작가 중에서 월의 사

진은 특히 복잡한 내러티브를 나타낸다는 점이 큰 특징으로 꼽힌다. 화면의 크기

가 커지고 주변 배경을 더욱 복잡하게 묘사할수록 한 장의 이미지에서 추가적으

로 늘어나는 묘사들은 내러티브를 더 풍부하게 만든다. 월은 사진의 언어성을 더

욱 발전시키고 내러티브를 더욱 확장시키켜 이후 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하나의

장면을 연출하는 사진을 제작했다. <‘투명 인간’ 이후(After ‘Invisible Man’ by

91 이 전시에서 쉬브리에가 다루고 있는 작가들은 다음과 같다. 로버트 아담스(Robert Adams), 베른 힐러 부

부( Vernd And Hilla Becher), 한나 콜린스(Hannah Collins), 존 코플란(Jhon Coplans), 건서 푀르그

(Gunther Forg), 장 루이 그르넬(Jean-Louis Grnell), 크레지 호스필드(Craigie Horsfield), 수잔 라퐁

(Suzanne Lafont), 토마스 슈트루트(Thomas Struth), 파트릭 토사니(Patrick Tosani), 월(Jeff Wall)이다.

92 Jean-François Chevrier, “Another Objectivity”, Un’ altra obiettivita; Another objectivity, exh. cat. 

(Milan: Idea Books, 1989),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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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ph Ellison, The Prologue), 2001>(도55)나 <‘봄 눈’ 이후(After ‘Spring

Snow’ by Yukio M ishima, Chapter 34), 2005>(도56)는 문학 작품의 스토리에 근

거한 거대한 내러티브를 발생시킨다.

월의 <‘봄 눈’ 이후(After ‘Spring Snow’ by Yukio M ishima, Chapter 34),

2005>는 유키오 미시마(Yukio Mishima, 1925-1970)의 4부작 소설 중 연인의 밀

애를 다룬 『봄 눈(Spring Snow), 1968』에서 34장의 장면을 연출한 작품이다.

화면에서 우아하게 차려입은 여인은 새벽에 연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 부유한 친

구에게 1912년산 포드 자동차를 빌려 타고 도쿄에서 멀지 않은 외곽의 해변으로

간다. 여기서 월이 보여주는 장면은 해변에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고 차로 돌아

온 여인이 구두에 들어간 모래를 터는 장면이다. 그녀는 고요한 차 속에서 모래

를 터는 미세한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모래시계 소리처럼 들리면서 인생

에서 자신에게 최고의 밤이 끝나가는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 이제까지 사진 비평

에 관한 핵심적인 관건이 리얼리즘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월의 사진은 알레고리

를 지니고 허구적 내러티브를 발생시키는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기존의 사진 비평

과 다른 관점을 이끌어내었음을 보여준다.

사진의 이러한 전략은 배경과 인물에 관해 이미 공고하게 구성된 서사적 구조

를 통해 이미지에서 더욱 확고한 인물의 환영을 창조해냄으로써 관람자로 하여금

이미지 안의 세계로 완전히 몰입해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다.

3. 제프 월이 보여주는 모더니티: 일상의 재현

산업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된 19세기에 도시의 변화된 생활상을 보여주는 모더니

즘 미술이 탄생했듯이, 20세기 후반 후기 산업 사회로 진입한 시기에 월의 대형

사진은 현대인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재현해낸다. 1980년대 이후 현대인들은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의 이념적 문제보다는 현대 일상에서 오는 문화적 경험

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월의 대형 사진은 초기 개념 사진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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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적인 기능을 토대로 점점 발전하여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대 일상을 전달

하는 언어로 작동하고 내러티브를 만들어낸다. 등장인물의 의상, 자세나 동작 뿐

아니라 화면 속 배경에 장치하는 사물들을 매우 세심하게 구성되도록 배치함으로

써 그에 따른 내러티브는 더욱 확장된다.

1980년대 월의 사진 작업에서 구성된 다양한 인물들은 사회적으로 계층, 인종,

성의 문제에서 긴장과 갈등 구조를 제시한다. 등장인물은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노동에 몰입하고 있다. 인물은 메이드, 청소부, 이주민 노동자로 그들의 사회적

계급이 명확히 드러난다. <폭발(Outburst), 1989>(도57)은 공장에서 한 남성이 여

성 노동자에게 폭력적인 자세로 고함치는 장면을 보여준다. <독설(Diatribe),

1985>(도58)은 가난해 보이는 두 명의 여성이 아이를 안고 황무지처럼 보이는 땅

을 걸으며 지친 표정으로 무언가를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다. 도시 외곽의 풍경을

배경으로 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빈부의 격차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는 19세기 반 고흐가 그린 파리의 외곽 풍경에서 모티프를 차용해온 것 같다. 반

고흐는 파리 도시의 화려한 일상이 전개되고 있을 당시 파리 중심에서 벗어난 외

곽의 풍경은 황량하고 쓸쓸하다고 느꼈던 것 같다. <모방(M imic, 1982)>(도59)에

서 한 백인 남성은 서양인과는 다른 동양인의 신체적 특징인 눈의 작고 올라간

생김새를 흉내 내며 가리킨다. 동양인의 인종 차별적 문제에 대한 암시라고 볼

수 있다. <체포(The Arrest), 1989>(도60)에서 두 명의 백인 경찰이 힘없고 우울

해 보이는 라틴계 젊은이를 체포하는 장면이다. 백인 경찰에게 붙잡힌 차림새로

추측해보아 라틴계 이주민 노동자로 보인다. 월의 대형 사진은 자본주의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

월은 대형 사진에서 보여주는 인물들에 관해 자신의 일에 몰입해 있는 등장인

물을 설정하고 자연스럽게 촬영했지만 전체 화면의 완벽한 구성과 구도는 사진이

명백히 연출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월의 사진에서 등장인물은 유형학적으로

정면 샷으로 촬영되기보다 주어진 상황 속에 몰입하여 특정한 동작이나 자세를

취하는 모습으로 촬영된다. 화면 속 등장인물이 관람자를 보지 않거나 관람자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것은 관람자를 사진의 세계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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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일정부분 소외시키는 효과를 불러온다. 사진 속 등장인물과 관람자 사이의 일

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관람자가 관조하는 방식으로 사진을 대면하게 만든다. 월

의 대형사진은 관람자가 존재하지 않는 본질적인 허구를 확립하는 것이다.

월은 거리두기와 소외시키는 방식을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한다. 이는 아이러니

하게도 관람자를 사진 앞에 멈춰 세우고 사진 속으로 더 잘 몰입시킬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러한 방식은 사진과 관람자 사이의 거리를 잊고 관람자가 사진이 보여

주는 세계와 내러티브에 완전히 몰입하게 만든다. 관람자는 캔버스 속 인물이 무

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고 회화가 지니는 내러티브의 방식을 사

진이 지향하게 되었음 뜻한다.

월이 보여주는 모더니티에 관해 미술사학자 티제이 클락(T.J Clerk)은 등장인물

과 배경에서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그것은 연출된 것으로 사진이 보여

주던 실제 현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월의 사진에 등장하는 인

물들이 지나치게 작가 주관에 의해 통제되고 고도로 절제되어 조종당하고 있으며

마치 월을 위한 꼭두각시 쇼(puppet show)와 같다고 보았다.93 실제 월의 대부분

의 작업은 미리 계획되고 구성된 장면을 연출했고 그를 연기할 연기자들이 고용

되었다. 그러므로 월이 제작한 사진이 과연 현존하는 현실인가에 대한 논쟁은 철

학적인 문제가 된다. 월의 사진을 두고 사진 매체의 지표적 속성의 부재를 지적

한 비평가들의 관점은 월의 대형 사진이 보여주는 세계가 실재하지 않는 세계라

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사진이 전통 회화를 계승한다는 알레고리를 드러내기 위해 월은 특정 회화의

이미지를 선택했을 뿐 아방가르드 미술에 역행한 이젤 회화의 부활이 목적이 아

니었다. 1980년대를 지나면서 월의 사진 작업에서 특정 회화와 유사성을 통해 회

화를 계승하고자하는 알레고리를 보여주는 작품의 수는 줄어들었다. 사진이 회화

적 요소를 흡수하고 타블로 형식이 보편화된 이후에 사진은 더 이상 이전 회화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사진에서 알레고리로 사용하여 호소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

다. 19세기 마네의 모더니즘 회화와 같이 예술의 영역에서 모더니티를 보여주는

93 Jeff Wall, 앞의 책, pp.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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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보편화되었고, 현대 일상을 보여주기에 관해서

라면 이제 사진은 여러모로 회화보다 월등히 더 우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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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970년대 후반 개념미술의 후퇴가 ‘회화로의 복귀’에 길을 내주고 그 과정에서 나

타난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스팩터클’, ‘패스티쉬’, ‘알레고리’ 현상에 대해 비평

가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형 사진은 현대 미술에서 가장 주요한 형식으

로 보편화되었지만 등장할 당시 비판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월이 1978년에 대

형 사진의 가능성을 실험한 것을 돌아보는 것은 가치 있는 연구이다.

당시 비평가들로부터 월의 대형 사진이 비판받은 요소는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월의 사진이 미술관 전시에 부합하기 위해 대형 크기로 제작

된 심미적 감상을 위한 사진이라는 점이었다. 비물질적이고 반미학을 추구한 개

념 미술과는 반대로 물질적이고 미학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대형 사진은 자본주의

논리에 따르는 미술관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월의 대형

사진이 혼성 모방 전략을 통해 회화 매체의 성격을 포용한 대신 사진 매체의 고

유한 특성은 포기해버린 점이다. 월의 대형 사진에 대해 비판적인 비평가들은 개

념 사진의 실험을 통해 발견한 사진 매체의 지표적(index) 속성에 대한 가치를

무시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월의 대형 사진에서 회화의 이미지를 차용한 의

도가 전통 회화의 원본성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전통회화를 유지

하고 계승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 비평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회화로의 복귀는 1980년대

중반까지 주요 미술관 전시를 통해 더욱 확연히 드러났다. 월은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을 20세기 초의 독일이나 러시아의 특정한 아방가르드 이론으로 규정하려는

비평가들의 비판 속에서 1978년부터 지속적으로 전시에 참여하여 2004년까지 69

회의 개인전과 374회 가량의 그룹 전시에 참여하는 이력을 만들었다.94 1999년에

는 아트뉴스(ARTnews)지가 ‘살아있는 미술작가 10명(Top 10)’이라는 기획으로

미술관 관장과 큐레이터, 미술 비평가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진작가로는

94 Theodora Vischer and Heidi Naef(eds.), 앞의 책, pp.4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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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디 셔먼과 제프 월 두 사람이 나란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95 이를 반영하듯

각종 검색 사이트와 블로그에서 ‘80년대는 신디 셔먼의 시대, 90년대는 제프 월의

시대’라는 문구가 눈에 띌 만큼 월은 현대 미술사에서 중요한 작가로 부상했다.

2005년에 테이트 모던 미술관은 1978년부터 2004년의 시기에 제작된 월의 작업들

을 기획하여 사진작가로는 두 번째로 개인 회고전을 열었으며, 전시 기간 중에

월을 연구한 6명의 학자들이 참여한 ⟪J eff Wall: Six Works⟫심포지움을 개최하

였다.96 같은 해에 1978부터 2004년까지 월의 전체 작업의 대한 카탈로그 레조네

(Catalogue raisonne)가 출판되었고, 2007년에는 뉴욕현대 미술관(New York

MoMa)과 시카고 미술관(Art Institute of Chicago), 구겐하임 베를린 미술관

(Guggenheim Berlin)에서 대규모의 회고전이 있었다.

본 논문은 1970년대 후반 등장한 ‘회화로의 복귀’라는 시류 속에서 탄생한 월의

대형 사진에서 보이는 회화적 요소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형 사진은 이전 시기의

도큐먼트 형식의 개념 사진과 차이를 보이며 비슷한 시기 ‘픽쳐스 제너레이션’ 작

가들이 제작한 포스트모더니즘 사진과도 구별된다. 월의 대형 사진은 오랜 기간

예술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적인 존재로서 머물러왔던 사진의 예술적 지위를

회복하고자 시도한 결과였다. 월의 대형 사진은 사진의 역사를 반추한 자기 반성

적 탐구와 기존의 체제와 틀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비판적인 의식을 지닌다는 점

에서 무용한 패스티쉬이거나 역사로부터의 퇴행이라고 볼 수 없다.

1978년에 월은 개념 사진의 형식으로부터 벗어나 한 장의 대형 사진을 제작하

였고 화면에서 인물과 배경 설정을 통해 복잡한 내러티브를 발생시킴으로써 이전

시기 개념 사진에서 획득한 언어성을 더욱 확장시켰다. 그러한 과정은 자연스레

사진의 프레임을 점점 확장시켰다. 제프 월의 사진에서 나타나는 회화적 요소는

개념 사진의 한계를 넘어서 기존의 사진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자

했다. 사진에 회화와 같이 인물과 배경을 연출해냄으로써 사진의 리얼리즘이 허

95 “The Ten Best Living Artists”, ART news, 98 (December 1999), pp.137-47.

96 여기에는 마이클 뉴먼(Michael Newman), 데이비드 컴퍼니(David Campany), 로라 멀비(Laura Mulvey) 

스티브 에드워드(Steve Edwards), 레지스 미첼(Regis Michel), 브라이어니 퍼(Briony Fer), 마이클 프리드

(Michael Fried)가 참여했다. http://www.tate.org.uk/modern/exhibitions/jeff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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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일 수도 있음을 고발한다. 그것은 너무나 실재에 가까운 실제처럼 자연스럽게

보이면서도 종국에는 그것이 매우 교묘하게 연출된 것임을 확인시키는 전략을 통

해 사진이 오래도록 고수해온 리얼리즘을 비판한다.

‘회화로의 복귀’, 그것이 다시금 모더니즘 미술 작품의 원본성과 작가의 독창성

의 부활을 알렸다면, 그것을 부르주아의 정치권력과 자본에 예속되는 것으로 인

식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비평가들의 입장은 미술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옹호한 것이었다. 그들의 비판적인 시각은 월의 대형 사진이 등장할 당시의 ‘회화

로의 복귀’라는 미술사적 배경에서 부각되었던 회화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회화로의 복귀’와 월의 대형 사진을 두고 비평가들과 미술사학자들의 다양하고

변화된 관점들은 결국 미술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가치

판단의 문제와 미술이 무엇인가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점에

서 1970년대 후반 ‘회화로의 복귀’에서 등장한 제프 월의 대형 사진은 이 시기 사

진에 관한 일련의 복잡한 미술사를 나타내주는 지표(index)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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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튜트갤러리.

(도4-1) 제프 월의 <여성을 위한 그림>에 관한 티에리 드뒤브의 도식표.

(도5) 제프 월, <갑작스럽게 불어 닥친 돌풍>, 1993, 트랜스퍼런시 라이트박스,

229×377cm, 런던 테이트 모던 뮤지엄.

(도5-1) 가츠시카 호쿠사이. <후지산의 여섯 가지 풍경>, 1831-33. 우드컷 프린트,

25.5×38cm, 파리 기메 미술관.

(도6) 2005년 스위스 바젤 샤우라거 미술관에서 제프 월의 대형 사진 전시 장면.

(도7) 2005년 스위스 바젤 샤우라거 미술관에서 제프 월의 대형 사진 전시 장면.

(도8) 2005년 스위스 바젤 샤우라거 미술관에서 제프 월의 대형 사진 전시 장면.

(도9) 1979년 벤쿠버 노바 갤러리에서 월의 <파괴된 방>이 갤러리 쇼윈도를 통해

전시된 장면. 현재 캐나다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

(도10) 외젠 들라쿠르아 <사르다나팔루스의 죽음>, 1827, 392×496㎝, 파리 루브르

박물관.

(도11) 제프 월, <홍수가 난 무덤>, 1998-2000, 트랜스퍼런시 라이트박스,

228.5×282cm,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도12) 제프 월, <아파트에서 본 광경>, 2004-5, 트랜스퍼런시 라이트박스,

167×224cm.



- 71 -

(도13) 제프 월, <흡혈귀의 소풍>, 1991, 트랜스퍼런시 라이트박스, 229×355cm.

(도14) 제프 월, <죽은 기병부대의 대화>, 1992, 트랜스퍼런시 라이트박스,

229×417cm.

(도15) 댄 그레이엄, <미국을 위한 가정>, 1966-1967, 87.6×63.5cm.

(도16) 로버트 스미손, <뉴저지 파사익 기념비 여행>, 1967.

(도17) 에드워드 루샤, <26개의 주유소>, 1962, 사진집(총 48페이지).

(도18) 베른 힐라 베허, <워터 타워,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 룩셈부르크, 미

국>, 1967-83, 흑백사진, 각각의 크기는 46.5×56.5cm.

(도19) 토마스 슈트루트, <시카고 레이크 거리 아파트2> 1990, 젤라틴 실버 프린

트, 46×57cm; 프레임 포함, 70×84cm.

(도19-1) 토마스 슈트루트, <Hörder Brückenstra ße, Dortmund>, 1986, 젤라틴

실버 프린트, 44×56cm; 프레임 포함, 66×84cm.

(도20) 토마스 슈트루트, <스미스 패밀리>, 1989, 크로머제닉 프로세스 프린트,

100.8×126.3cm.

(도21)토마스 슈트루트, <번스타인 패밀리>, 1989, 크로머제닉 프로세스 프린트,

76.5×104cm 108×134cm framed .

(도22) 안드레아 구르스키, <조르다노 브루노>, 1989, 크로머제틱 프로세스 프린

트. 113.5×133cm.

(도23) 안드레아 구르스키, <모리츠 거리 식당>, 1991, 크로머제틱 프로세스 프린

트, 175.5×205.5cm.

(도24) 안드레아 구르스키, <Siements, Karlsruhe>, 1991, 크로머제틱 프로세스

프린트, 175.5×205.5cm.

(도25) 안드레아 구르스키, <Stateville, I llinois>, 2002, 크로머제닉 프로세스 프

린트. 208×307cm .

(도26) 토마스 루프, <자화상>, 1987, 크로머제닉 프로세스 프린트, 210×165cm.

(도27) 칸디다 회퍼, < DHFK Leipzig Ⅳ>, 1991, 크로머제닉 프로세스 프린트,

152×18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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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8)칸디다 회퍼, <Ca’Rezzonico Venezia>, 2003, 크로머제닉 프로세스 크린트,

152×181cm.

(도29) 게르하르트 리히터, <계단을 내려오는 여인>, 1965, 오일캔버스,

198×128cm.

(도29-1) 게르하르트 리히터, <노래하는 사람>, 1965, 오일캔버스, 104×74cm.

(도30) 앤디 워홀, <포트레이트 리타 호닉>, 1966, 실크스크린 캔버스,

112×223.5cm.

(도31) 로버트 라우센버그, <무제>, 1955, 컴바인 페인팅 오일, 연필, 패브릭, 페이

퍼, 포토그래프, 카드보드 온 우드 판넬, 38×54.5cm.

(도31-1) 로버트 라우센버그, 퍼시몬, 1964, 오일 앤 실크스크린 잉크 온 캔버스,

167.5×127cm.

(도32) 제프 월, <스테레오>, 1980, 트랜스퍼런시 라이트박스 , 213×213 cm, 캐나

다 오타와 내셔널 갤러리.

(도32-1) 티치아노, <우르비노의 비너스>, 1538, 오일캔버스, 165×119cm.

(도32-2) 에두아르 마네, <올랭피아>, 1863, 오일캔버스, 130.5×190cm.

(도33) 제프 월, <백팩>, 1981-82, 트랜스퍼런시 라이트박스, 213×118cm, 벤쿠버

아트 갤러리.

(도33-1) 에두아르 마네, <피리부는 소년>, 1866, 오일캔버스, 161×97cm.

(도34) 제프 월, <한 여인과 그녀의 의사>, 1980-81, 트랜스퍼런시 라이트박스 ,

100.5×155.5cm.

(도34-1) 에두아르 마네, <온실에서>, 1879, 오일캔버스, 115×150cm, 베를린 국립

미술관.

(도35) 제프 월, <이야기꾼>, 1986, 트랜스퍼런시 라이트박스 , 229×437cm, 모데언

쿤스트 뮤지엄,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도36) 제프 월의<이야기꾼> 세부 이미지.

(도36-1) 티치아노, <전원음악회>, 1510-11, 오일 캔버스, 105×136.5cm, 루브르박

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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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6-2) 에두아르 마네, <풀밭위의 점심>, 1863, 오일 캔버스, 206×264cm, 오르세

미술관.

(도37) 제프 월, <문신과 그림자>, 2000, 트랜스퍼런시 라이트박스, 195.5×255cm,

취리히 쿤스트하우스.

(도37-1) 조르주 쇠라,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1884-86, 오일 캔버스,

207×308cm.

(도38) 제프 월, <카드 게임 하는 사람들>, 2006, 트랜스퍼런시 라이트박스,

116.5×127cm.

(도38-1) 세잔, <카드 놀이하는 사람들>, 1890-92, 오일 캔버스, 134.5×180.5cm.

(도39) 제프 월, <카탈로그를 찾아보는 여인>, 2005, 트랜스퍼런시 라이트박스,

245×183cm.

(도39-1)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히, <창가의 여인>, 1822, 오일 캔버스, 44×37cm,

베를린 내셔널 갤러리.

(도40) 1977년 뉴욕 아티스트 스페이스의 ⟪픽쳐스⟫ 전시 공간.

(도40-1) 1977년 뉴욕 아티스트 스페이스의 ⟪픽쳐스⟫ 전시 공간. 사진 가운데

스웨터를 입은 더글라스 클림프가 보인다.

(도41) 잭 골드스타인, <페르 탕기, 의자, 발레슈즈, 나이프, 본차이나, 나비들의

초상>, 1974-76, 16mm 필름 컬러 사운드.

(도42) 신디 셔먼, <무제>, 1978, 젤라틴 실버 프린트, 각각의 이미지 35.6×27.9cm.

(도43) 로버트 롱고, <무제 >, 1981, 챠콜 그래픽 페이퍼 .

(도 43-1) 1981년 뉴욕 메트로 픽쳐스 맨 인터 시티즈에서 로버트 롱고의 작품 전

시 모습 1981.

(도44) 셰리 레빈, <무제>, 1979, 꼴라주.

(도45) 트로이 브라운터크, <Golden Distance>, 1976, Chromalin proofs.

(도46) 리차드 프린스, <무제 (거실)>, 1977, 크로머제닉 프린트.

(도46-1) 리차드 프린스, <멘톨 전쟁, 멘톨 그림, 전쟁 그림>, 1980. Books.

(도47) 리차드 프린스, < 무제(교체할 수 있는 배경과 함께 오른쪽을 보는 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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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남자>, 1977, 매체 혼성.

(도47-1) 리차드 프린스, <무제(패션)>, 19782-84, 크로머제닉 프린트.

(도48) 바바라 크루거, <당신은 다른 사람의 피부를 만지도록 허락하는 복잡한 의

례를 규정할 수 있다>, 1982, 포스터.

(도48-1) 1982년 바바라 크루거 포스터 암스테르담 거리 전시 장면.

(도49) 바바라 크루거, <모더니즘 미술 이후: 재현을 다시 생각하기>, 1984. 책

표지

(도49-1) 바바라 크루거, 매치북스, 1981-84.

(도50) 토마스 슈트루트,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 12>, 1990, 크로머제닉 프

로세스 프린트, 137.5×174.5cm; 프레임 포함 184×219cm.

(도51) 토마스 슈트루트, <파리 루부르 4>, 1989, 크로머제닉 프로세스 프린트,

137×172.5cm; 프레임 포함, 187×211cm.

(도52) 토마스 슈트루트, <뮌헨 알테피나코테그, 자화상>, 2000, 크로머제닉 프로

세스 프린트, 116.5×147cm; 프레임 포함 158.5×184cm .

(도53) 안드레아 구르스키, <무제VI>, 1997, 186×239cm, 모마에 전시된 잭슨 폴록

의 <원:넘버 31>을 촬영한 작품.

(도54) 제프 월, <Odradek, Taboritska 8, Prague, 18 J uly 1994>, 트랜스퍼런시

라이트 박스, 229×289cm, 모데언 쿤스트 뮤지엄,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도54-1) 마르셀 뒤샹, <계산을 내려오는 누드, no.2>, 오일캔버스, 146×89cm, 필

라델피아 미술관 소장.

(도55) 제프 월, <'투명 인간' 이후>, 1999-2000, 트랜스퍼런시 라이트박스,

174×250.5cm.

(도56) 제프 월, <'봄 눈' 이후>, 2000-05, 트랜스퍼런시 라이트박스, 57.5×74cm.

(도57) 제프 월, <폭발>, 1989, 트랜스퍼런시 라이트박스, 229×312cm, 벤쿠버 아트

갤러리.

(도58) 제프 월, <독설>, 1985, 트랜스퍼런시 라이트박스, 203×229cm, 토론토 이데

사 헨델스 아트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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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8-1) 빈센트 반 고흐, <파리의 외각>, 1886, 오일 캔버스, 45.7×54.6cm.

(도59) 제프 월, <모방>, 1982, 트랜스퍼런시 라이트박스 , 198×228.5cm, 토론토

이데사 헨델스 아트 재단.

(도59-1) 귀스타브 카이유보트, <파리의 거리 비오는날>, 1987. 오일 캔버스,

212×276cm,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도60) 제프 월, <체포>, 1989, 트랜스퍼런시 라이트박스 , 119×145cm. 벨기에, 세

바스티아누스 얀센 컬렉션.

(도60-1) 카라바지오, <에케이호모>, 1605, 오일 캔버스, 128×10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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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rtact

After Conceptual Art, Return to the Painting

: Pictorial Elements in Photography of Jeff Wall

Jiyoung Kim

Department of Archaelolgy and Art Histor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na Kim

Conceptual art began to decline in the late 1970s, and the time period until

the 1980s marked the "return to painting". Two conspicuous characteristics of

this era in the world of art are the "revival of painting" and the "emergence

of photography as art". Since the invention of photographs in 1839,

photography and painting were constantly influenced by one another, sharing a

common fact that both of them are a medium through which images are

expressed in a flat 2-dimensional surface. With the prevalent perception of the

19th century that photography is not a form of art due to its mechanical

characteristics, photography usually served as a supplement to painting and

played a supportive role. However, photography started to defy the status of

painting in the 20th century, and the identity of photography eventually

became recognized as a artistic medium equivalent to that of painting. For

instance, departments in charge of photograph collections have been established

in major contemporary art museums, and the lasting popularity of photograph

exhibitions displays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photography in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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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o the point, the reason why photography has successfully gone

through the transition from rejection as an artistic form to recognition as

priceless art attributes to the fact that Marcel Duchamp(1887-1968) and Andy

Warhol(1928-1987) brought forth pop art, which questioned the authenticity of

art works and the originality of artists and revealed the idealistic fiction of

Modernism, thus introducing a broader range of art that could be accepted.

In the history of photography, the appearance of grandiose photographs,

whose sizes were not dwarfed by those of paintings, in art museums in the

late 1970s was a significant event symbolizing an audacious challenge to the

status of painting. Technological developments made it possible to produce

photographs larger than 2 meters; thus, photography began to race in a fair

competition with painting in terms of size. Among many other famous

photographers, Jeff Wall (1946-) from Vancouver of Canada turned into the

most influential artist in the field of photography by starting to produce large

photographs early in that time period. In addition, Düsseldorf school produced

large photographs around that time period. Thanks to their influence, the

concept of photographs changed from black and white ones of publishing sizes

to colored ones of huge sizes that require advanced technological expertise.

During this time period, the revival of Neo-expressionism in the history of

art gave rise to the defiance of large photographs to paintings. Threatened by

the perfect descriptive technology of photographs after their invention, painting

focused on an abstract form in pursuit of flatness in order to found its own

independent status. Yet, in the early 20th century, due to the popularity of

representative art, which had been suppressed by the art of Avant-garde,

Neo-expressionism came spotlighted with the return to painting. Moreover,

because of economic prosperity in the art market at the time, the authenticity

of works and the originality of artists were captured, and preference for

expensive paintings increased. This trend had an enormous impact on

photography in a sense that there emerged a movement to reflect aspects of

painting in photographs inten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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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artistic strategies chosen in the late 1970s for the

sake of the challenge of photography to painting by means of analyzing large

photographs of Jeff Wall. Having produced large photographs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Jeff Wall adopted motives and aesthetical effects of historical

paintings from the 19th century. Likewise, appropriation in this era was the

main strategy utilized by Pictures Generation for their Postmodernism

photographs. While Postmodernism photographs had the intention of making

an assault on the authenticity of art works and the originality of artists and

criticizing the artistic system, Jeff Wall's large photographs were painting-like

ones, with their authenticity and originality intact even from an artistic point

of view. In other words, he tried to convey the message that photography had

succeeded painting by imitating and mixing the properties of painting in

photographs and showing them in a similar context.

Jeff Wall plans meticulously and prepares dexterously in advance so that a

photograph represents a directed scene with its background and figures

arranged in harmony. This characteristic leads to his photographs being often

called Tableau by art historians, and the name refers to painting since it is a

term originated from the theory of painting. Jeff Wall has made an attempt to

break apart the hierarchical superiority of painting by frequently applying

similar characteristics of painting in photographs. By doing so, he dissolves

obsolete concepts about Realism, which pursues the old-fashioned immediacy

and instantaneity of modernism photographs present in artistic photographs. In

this regard, it is depicted that photographs of Jeff Wall have brought forth a

new perspective different from exiting photograph critiques in a sense that not

only do they contain an allegory but they also attempt to make a change

leading to a fictional narrative.

Keywords: Jeff Wall, large photography, pictorial photography, postmodernism

photography, tableau, Düsseldorf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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