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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리즘 담론의 확산으로 전시(globalism)

의 패러다임이 달라지던 년대 이후 국내에서 열린 대규모 국제1990 ,

미술 전람회에서의 지역성 구현 방식의 변화를 광주비엔날레를 통

해 분석하는 것이다 글로벌리즘은 냉전 종식 와 물류 발달로 국. , IT

가 민족의 경계가 엷어진 시대에 세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ㆍ

하고자 한 담론이다 세기 만국박람회가 유럽에서 새로운 국제적. 19

전시 방식으로 널리 퍼지던 시기 년 베니스에서 시작된 비엔날, 1895

레는 세기 말 들어 동시대의 첨예한 이슈를 다루는 논쟁적 미술20

전람회로 세계 각지에서 다투어 개최됐다 커뮤니케이션의 증대로.

지리적 국가적 민족적 경계가 엷어진 글로벌리즘의 시대에 미술ㆍ ㆍ

전람회 또한 중심과 주변 장르 간 장벽을 허물며 그 지평을 확장했,

다 지구의 마법사들 움직이는 도시들 도큐. (1989), (1998),《 》 《 》 《

멘타 등의 전시가 그 예인데 비엔날레 또한 이 시기 냉11 (2002) ,》

전 체제의 붕괴 신자유주의 경제권의 형성 등 세계 정세의 변화와,

함께 하면서 기존의 미술관 전시와 달리 유동적이고 유연하며 동시

대적인 전시를 이끌었다.

광주비엔날레는 김영삼 정부 의 세계화 선언 지방자(1993-1998) ,

치 시대 개막과 함께 출범했다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도시의. 5 18ㆍ

상처를 예술로 치유하는 동시에 한국 미술의 세계화를 목표로 삼았

다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민주적 시민정신과 예술적 전통을 바. “

탕으로 서구화보다 세계화에 획일성보다 다양성을 위하여 예”, “ ,

술의 집중력 적응력을 길러 가겠다는 선언문을 내세우며 시작” 1),

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일 미술전람회로는 국내 최대 예산을20

1) 광주비엔날레 편 광주비엔날레 광주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1995-2014 ( : ,『 』
2015), p.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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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하며 이어지고 있다.

비엔날레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여 년 전의 일이20

어서 그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

의 비엔날레 연구는 국내 최초이자 동북아 첫 비엔날레인 광주비엔

날레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엔날레를 도시 마케팅의 수단,

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어서 비엔날레의 본질인 전시에 대한 분

석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광주비엔날레는 세계화와 지역성의 맥락.

이 형성되던 시기 한국에서 단기간의 준비를 거쳐 개막했고 매회,

변모를 거듭하며 한국 현대미술 전시의 압축 성장을 보여줬다 미술.

작품의 제작과 전시 도록 출판과 국내외 홍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이것이 년 이상 지속되면서 전시팀의 일, 20

원이 총감독으로 관람객이나 인턴이 참여 작가로 성장하며 행사에, ,

대한 사후 평가도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를 통해 년대 이후 한국90

시각 문화의 변모를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광주비엔날레가 그.

시작부터 어떻게 글로벌리즘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지역성을 구현해

왔는지를 전시별로 짚어 살펴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창설 선언문이나 그 이후 이어진 발전방안의,

분석을 통해 광주비엔날레가 지향한 바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분석

했다 이같은 정책 변화는 개별 전시에서 보다 정교한 지향점을 제.

시하며 막연히 대규모 글로벌 미술 전람회를 개최한다는 데서 나아

가 광주에서 비엔날레를 연다면 그 전시는 다른 곳과 어떻게 달라,

야 하는지 그 지역적 특성을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심화해 왔음을 밝혔다 광주비엔날레는 창설선언문을 통해 자생. “

력 민족정신 동서양의 평등한 역사 창조 등 근대 미술”, “ ”, “ ”

도입 이래 이어져 왔던 한국성과 세계화 서구 미술의 자생적 수용, ,

향토색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민주적 시민정신과 예술적 전통 아“ ,

시아의 다양한 민족 문화의 능동적 발화 를 그 지향점으로 삼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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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내놓은 발전방안에서는 이를 민주성 아시아성 미래성1998 “ ”ㆍ ㆍ

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정리했다 여기서 민주성 이란 광주의. ‘ ’

역사적 경험을 문화적 정체성으로 승화한다는 의미라는 게 비엔날

레측의 설명인데2) 광주정신은 민주성 이라는 단어로 중화, ‘ ’ ( )中和

됐고 이때부터 아시아 가 전면에 부각됐다 년에는 개방, ‘ ’ . 2000 ‘

적 광주정신 을 지향하며 광주정신의 이념적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며 년부터는 지역성과 세계성의 결합 을 내세웠다, 2007 ‘ ’ 3). 20

주년 특별전과 제 회 비엔날레를 지나고 난 년 혁신위원회에10 2015

서는 광주정신과 당대 예술실천이 결합하는 플랫폼 지역과의“ ”, “

소통을 위한 전담팀 신설 등을 내걸었다 창설선언문에서 제시한” .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민주적 시민정신과 예술적 전통을 바탕으“

로 한다 는 대목이 년 뒤 혁신안에서는 당대 예술실천의 결” 20 “

합 으로 구체화되어 광주정신을 과거사의 화석이 아니라 오늘날” ,

예술로 재조명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둘째 본 연구는 광주비엔날레 여 년간의 전시를 그 정책에 근, 20

거해 시계열적으로 분석했다 아시아성 을 내세우기 시작한 회. ‘ ’ 3 ,

지역성과 세계성의 결합 을 내세우며 외국인 총감독을 영입한‘ ’ 7

회 당대 예술실천의 결합 을 주장하며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광, ‘ ’

주라는 도시를 주제 삼아 해외 초빙 작가들이 신작을 내놓은 회11

전시 등이 발전방안과 실제 전시가 조응하며 전환점을 이룬 사례다.

본 연구는 광주비엔날레의 지난 여 년 간 전시를 글로컬리즘을20

지향한 회 전시 아시아를 기치로 내건 회 전시 해외 총감1 2 , 3-6 ,ㆍ

독을 영입하며 보다 공격적인 국제화를 지향한 동시에 이들의 눈으

로 광주를 다시 읽으며 이를 전시 패러다임에 적용한 회 등 세7-11

갈래로 나눠 분석했다.

2) 광주비엔날레 비전 전략 광주비엔날레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광주 재단· TF, , ( :『 』
법인 광주비엔날레 년 월, 2015 4 ), p. 20.

3) 광주비엔날레 비전 전략 앞의 책· TF, ,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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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앞서 거론한 정책과 전시의 분석을 통해 광주비엔날레의,

진화발전모형 표 을 제시했다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정신을 시각화[ 6] .

하는 동시에 동시대 세계미술 전람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즉,

로컬과 글로벌 두 마리 토끼잡기를 목표로 진행돼 왔다 서로 다른.

두 목표는 때에 따라서는 어느 한 쪽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다른 쪽

이 간과되는 등 상충과 보완을 일으켰다 예를 들어 국제 미술 전람.

회의 위용을 갖추는 데 주력한 회에 비해 회부터는 로컬과 글1·2 3

로벌 사이의 중간 지대로서 아시아를 키워드로 내세우며 상충되는

목표를 보완했다 지리적 문화적 영역으로서의 아시아는 광주 한. ㆍ ㆍ

국이라는 로컬 입장에서는 글로벌에 가깝고 글로벌의 입장에서는,

로컬에 가까운 중간 지대 역할을 하며 이후 광주비엔날레 정책과

전시의 중심 지향이 됐다.

넷째 광주정신을 시각화한다는 지역성 구현은 광주비엔날레에서,

피해자로서의 광주를 직접 드러내기 보다는 국가폭력의 피해를 입

은 지구상의 또다른 광주 들을 전시 작품으로 다뤄 보편적 확장‘ ’

을 이룸으로써 광주에서 비엔날레를 연다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여

타 비엔날레와 차별성을 이루며 전시로서도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

음을 밝혔다.

회까지의 전시에서 지역성 즉 광주정신은 한국 참여 작가 중7 ,

민중미술 계열 작가들의 책무로 떠넘겨지거나 본전시 이외 부대행,

사나 특별전에서 다뤄지며 주변화된 한계가 있었다 지역에서도 지.

역성 구현에 대한 요구를 지역 작가 참여 확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점은 한계인 동시에 현실의 반영이기도 한데 광주정신. ,

이라는 것이 매 전시 때마다 광주에서 거세게 주장되는 것에 비해

실제 광주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본 연구는.

회 만인보 를 지역성 구현의 전환점으로 제시했는데 그 근거는8 ,《 》

본전시에서 광주정신의 근간인 광주 민주화운동을 직접적으5 18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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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룬 작품이 한 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의 완성도가 높

이 평가받았으며 지역 사회에서의 호응도 높았다는 점이다 이미지, .

와 사람들과의 관계 미술의 역할 등을 묻는 전시로 여기 을, 5 18ㆍ

직접 재현했거나 언급한 작품은 없었는데 대신에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 당시 수용소에 있던 이들의 사진 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 2

테디 베어 수집가들 중국 문화대혁명기의 집체조각품인 수조원, < >

등이 광주에서 그 나름의 장소성을 획득하며 보편적 공감대를 건드

렸다 기존에 비미술로 분류되던 개인 앨범이나 기록 사진 등 방대.

한 자료를 전시장에 내놓은 아카이브 전시였다 전시 기획의 변에.

광주에 대한 언급도 지역성 구현에 대한 고민도 보이지 않았으며,

참여 작가 중에도 광주나 한국 작가의 비중이 적었음에도 진일보한

지역성 제시 모델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은 회 터전을 불태우라 에서 때 있었던10 6 25《 》 ㆍ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 가족들을 광주 민주화 운동 유족들과 만나게

한 임민욱의 내비게이션 아이디 회 제 기후대 에서 고< >, 11 8 ( )故《 》

이한열과 터키 시위대 소년을 한 편의 애니메이션상에서 함께 다룬

아흐멧 우트 의 단결된 등으로 이어졌다 이 점은(Ahmet gut) < > .Ő
개방적 광주정신 광주정신의 확장 등 년 광주비엔날레‘ ’, ‘ ’ 2015

비전 전략 에서 내놓았던 혁신안과도 상통한다 년 터키에TF . 2006ㆍ

서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은 여덟 살 소년과 년 시위 진압 과1987

정에서 숨진 이한열의 이야기를 담은 이 애니메이션은 광주의 거리

전광판과 이스탄불의 전시공간에서 동시 상영되기도 했다 광주정. ‘

신 이라는 이름으로 이전의 비엔날레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작품들’

과 결을 달리했는데 광주라는 지역성을 강요한다기보다는 인권 독, ㆍ

재 민주화 등 이곳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ㆍ

건들과 연결지으며 이해를 높이거나 동시대 미술의 맥락에서 다루

며 보편적 공감대로 이끈다는 점이 이전과 차별화됐다 비엔날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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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법한 대규모 장소특정적 설치가 자아내는 시각적 스펙터클을

포기한 대신 주민 참여의 과정을 중시한 신작들은 비엔날레 개최의

흥분이 사그라진 시대 광주비엔날레가 지역을 끌어안으면서도 미술,

의 동시대성을 놓치지 않는 완성도 높은 전시를 어떻게 제시할 것

인가 하는 화두에 대한 한 가지 응답이 됐다.

본 연구는 지난 여 년간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통해 년대20 1990

이후 한국 미술 전람회가 발은 지역에 두고 머리는 세계를 향하는

딜레마 속에서 발전해 온 양상을 분석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는 세.

계 미술계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형식을 갖추는 데 역점을 두면서도

지역 경제 및 지역 미술계에의 기여라는 요구와도 끊임없이 부딪혔

다 년 역사를 넘기면서 광주비엔날레 개막은 예전만큼 큰 뉴스거. 20

리가 안 될 정도의 일상이 됐다 광주비엔날레를 동시대 한국 미술.

의 역사라는 큰 틀에서 고찰할 시점이 된 것이다 도시 마케팅이나.

지역 경제 효과 같은 당위 논리가 아니라 한국 미술 혹은 동시대,

미술의 시각화라는 비엔날레의 본질을 고찰하는 일은 년대 이1990

후 한국 현대 미술사를 돌아볼 때 거쳐야 할 과정이다 한국 미술. ‘

의 세계화 혹은 주변부에서 세계 미술 보여주기 등 광주비엔’ ‘ ’

날레가 고민해 온 이슈는 오늘날에도 국제 미술제를 기획하는 이들

이 여전히 붙잡게 되는 화두다 광주비엔날레가 거쳐온 성취와 좌절.

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날 한국 미술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

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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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서적 등, 제 회 광주비엔날레 전시장면 광주11 , 민주화운동기록관5·18
소장.

그림 미하일 보이틀러 대인 소시지 가게[ 39] (Michael Beutler), < (Daein
Sa 과일망 종이 나무 제 회 광주비엔날레 전시장usage Shop)>, 2016, , , , 11
면.

그림 아흐멧 우트[ 40] (Ahmet Őgut 단결된 채널 애니메), < (United)>, 2 HD
이션 터키 작가 소장 제 회 광주비엔날레 상영장면,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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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1.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리즘 담론의 확산으로 전시(globalism)

의 패러다임이 달라지던 년대 이후 국내에서 열린 대규모 국제1990 ,

미술 전람회에서의 지역성 구현 방식의 변화를 광주비엔날레를 통

해 분석하는 것이다 글로벌리즘은 냉전 종식 와 물류 발달로 국. , IT

가와 민족의 경계가 엷어진 시대에 세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

하고자 한 담론이다 년대 이래 교통 통신 기관의 발달로 세계. 1970 ㆍ

의 물리적 거리가 축소됐고 초국가 탈국가적 국제 주체에 의해 세, ㆍ

계 경제 사회적 상호 교류가 증대된 것이 그 배경이다 프레드릭.ㆍ

제임슨 은 이와 관련해 세계화 란(Frederic Jameson) “ (globalization)

세계 시장 뿐 아니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대단히 확장된다는 감

각을 반영하는데 이 둘은 모더니티의 초기 단계에서보다 훨씬 더,

손에 잡힐 듯 즉각성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고 기술했다 마이클” .

하트 와 안토니오 네그리 는 현재의(Michael Hardt) (Antonio Negri)

전지구적 질서를 제국 이라고 지칭하며 과거 수 십 년에 걸쳐‘ ’ “

식민지 체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 세계 시장에 대한 소비에트라는,

장벽이 황급히 붕괴한 뒤 경제적 문화적 교환들이 전지구화됐는데,ㆍ

제국은 이같은 전지구적 교환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정치적 주

체 즉 세계를 통치하는 주권 권력 이라고 설명했다, ” .4)

년 주기로 열리는 국제적 차원의 대규모 미술 전람회인 비엔날2

레 또한 일종의 전지구적 교환 사례다 예술가 평론가 큐레이‘ ’ . ㆍ ㆍ

터 저널리스트 등 미술계 관계자들이 한 곳에 모여 동시대성을 담ㆍ

4) 마이클 하트 안토니오 네그리 제국 윤수종 역 서울 이학사& , , ( : , 2001), p.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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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작품을 확인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현대 미술 이벤트다 비엔날레.

는 만남의 장이자 정보 시장으로서 미술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

다 각지로 이 제도가 확산되면서 국제 미술 인력 시장의 표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 또한 받고 있다.5) 비엔날레 모델은 년대 후반1980

들어 전세계로 확산됐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천안문 사태가 일.

어난 년의 상황과 뒤이은 동유럽의 혁명과 냉전의 종식 등이1989

그 배경이다 그 여파로 유럽 동시대 미술의 지형도가 변했으며 중. ,

국 미술이 서구 평단이나 시장에서 독립된 경제 문화적 현상으로ㆍ

전개됐다 리옹비엔날레 프랑스 샤르자 비엔날레 아랍에미리. ( 1991), (ㆍ

트연방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로 다인종 선거가 치1993),ㆍ

러진 이듬해인 년 개막한 요하네스버그비엔날레 지방자치제 실1995 ,

시와 함께 시작된 년 한국의 광주비엔날레 유럽 동시대 미술1995 , ‘

비엔날레의 순회전 이라는 별칭으로 년 시작된 마니페스타 등’ 1996

이 이렇게 나타났다 상하이비엔날레 중국 베를린 현대미술. ( 1996),ㆍ

비엔날레 독일 도 그렇다 이 시기 비엔날레는 민주화와 세계( 1996) .ㆍ

화 붐을 딛고 동시대 미술이 미술 그 자체로만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당대 이슈를 대규모 설치로 구현하면서 부의 재분배 중심,

과 주변의 재구성 탈식민주의와 이산 등의 논의를 전개하는데 영향,

을 미쳤다.

세계비엔날레재단 에 따르면 년(World Biennial Foundation) 2016

월 현재 전세계에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 도큐멘타 등의 이름으4 ㆍ ㆍ

로 열리는 년 주기 대규모 국제 미술제는 건이다2-5 173 . 재단에

5) Charlotte Bydler, The Global Artworld Inc.-On the Globalization of
Contemporary art (Sweden: Uppsala University Library, 2004), p. 346. *
박사학위 논문으로 해당 대학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

6) 세계비엔날레재단은 년 설립된 비영리기구다 전 세계의 현대미술 비엔날레들2009 .
의 결속을 위해 창설됐다 대륙별 자문위원을 두고 컨퍼런스를 통해 세계 비엔날.
레들의 운영 사례와 현상을 모은 서적을 발간하는 등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있다.
출처 년 월 일 검색http://www.biennialfoundation.org (2017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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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되지 않은 비엔날레도 감안하면 세계에서 개가 넘는 대규모200

국제미술전람회가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셈이다 비엔날레는 이렇.

게 미술계에서 널리 확산되며 오늘날 지배적 전시 형태로 자리잡았

다 년 유럽에서 베니스비엔날레 카셀도큐멘타 뮌스터조각프로. 2007 , ,

젝트 아트바젤 등 대규모 국제미술행사가 동시다발하자 그랜드 투,

어 붐이 일어난 것을 빗대 미술평론가 제리 잘츠(Grand Tour)

는 비엔날레 문화 라는 용어를 썼다(Jerry Saltz) ‘ ’ .7)

광주비엔날레는 비엔날레의 확산이 한창이던 년 시작됐다1995 .

년은 우루과이 라운드 의 결과로 세계무역기구1995 (Uruguay Round)

가 출범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 공영권이 형성되기 시작한(WTO)

동시에 국내에서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때다 한국은 년, . 1995 WTO

에 년 경제협력개발기구 에 가입했다 김영삼 정부, 1996 (OECD) .

가 세계화 선언을 한 것도 이 무렵으로 세계화에 대한(1993-1998) ,

반작용으로 지역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도 일었다 이런 가.

운데 지방 도시인 광주가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도시의 상처

를 문화적으로 치유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내 최초이자 동북아 첫

비엔날레의 개최지로 선정됐다 지역의 문화 발전과 세계화. “ ”8)라

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목표를 내걸고 시작하여 년까지 총 회2016 11

의 전시를 치르며 년째 이어지고 있다22 .9) 첫 회 예산은 억117 4000

만원 주년을 맞은 회 전시는 억 만원으로 단일 미술제로, 20 10 87 5200

7) Jerry Saltz, “Biennial Culture,” artnet.com 출처, 2 July 2007.
년http://www.artnet.com/magazineus/features/saltz/saltz7-2-07.asp (2017

월 일 검색4 8 ).
8) 광주비엔날레는 보기 드물게 창설선언문을 갖고 있는 비엔날레다 선언문 중엔 이.

런 구절이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민주적 시민정신과 예술적 전통을 바탕. “
으로 한다 건강한 민족정신을 존중하며 지구촌시대 세계화의 일원으로 문화생산.
의 중심축을 자임한다.” 광주비엔날레 편 광주비엔날레 광주 재단, 1995-2014 ( :『 』
법인 광주비엔날레, 2015), p. 345.

9) 권근영 광주비엔날레의 지역성 구현에 있어서의 전환점 년 만인보 를 중, : 2010「 《 》
심으로 미술이론과 현장 제 호 년 월, , 23 (2017 6 ), p.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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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내 최대 규모 예산이 매회 투입되는 관 주도 미술제로 정기적

으로 열리던 것이 회를 넘겼다 비엔날레의 창설을 놓고 안티비엔10 .

날레가 열리기도 회 광주비엔날레를 앞두고 총감독이 행정당국과, 3

그 권한을 둘러싼 반목 끝에 감독이 해촉되기도 했다 주년 특별. 20

전에서는 광주시에서 출품작의 전시를 불허해 참여 작가들의 출품

거부가 이어진 끝에 전시기획자와 대표이사가 사퇴하는 등 비엔날

레의 진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논란과 마찰도 있었다.10) 이는 대규

모 전시가 많지 않던 시기 관료제 하에서 전시기획자의 위상 확립

을 위한 갈등이 불거지는 등 지역성 에 대한 기대 불일치에서‘ ’

빚어진 일들로 광주비엔날레가 국내에서 진일보한 미술 제도를 만,

드는 데 일조한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초창기에 국내 미술계 인사가 조직위원장 혹은 예술총감독을 맡

고 르네 블록 하랄트 제만 장 드(Rene Block), (Harald Szeemann),

르와지 후한루 등 글로벌 큐레이터가 커미(Jean de Loisy), ( )侯瀚如

셔너를 맡아 전시를 꾸리던 것이 회부터 외국인 총감독을 영입하7

며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큐레이터라는 직업 인식조차 드물던 시절.

광주비엔날레의 조직을 마련했던 이들 국내외 기획 인력들을 통해

국내 미술계에 기획 및 전시 제도 확립 등이 짧은 시간에 이뤄질

수 있었다 이들은 국제적인 미술 전람회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둔 동.

시에 행사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요구도 받았다.

지방자치 원년에 여러 지자체 중에서도 광주에서 가장 먼저 비엔

날레를 연 명분은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였다 때.

문에 광주비엔날레가 갖는 지역 정체성이란 민주화 항쟁에5 18ㆍ

10) 회 비엔날레에선 최민 감독이 광주시 위주로 구성된 비엔날레 주최측과 마찰3
끝에 해촉 행사가 년 연기됐다 년을 맞은 회 비엔날레를 앞두고 열린 특별, 1 . 20 10
전 달콤한 이슬 에선 박근혜 대통령을 닭으로 묘사한 홍성담의 세월오월 의 전< >《 》 　
시가 불허되면서 특별전 기획자인 윤범모 당시 가천대 교수와 이용우 대표이사가
사퇴했고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회의,
발족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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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부분 기대고 있다 주최측은 이를 광주정신 이라고 표현하. ‘ ’

는데 광주정신을 어떻게 전시에 반영하느냐가 매회 비엔날레에 대,

한 지역 사회의 주요 관심사였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리즘 담론으로 전지구화가 확산되던 시기

세계 미술계에서 작품 제작과 전시의 형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

펴보고 이 시기 세계 각지에서 태동한 비엔날레와 어깨를 나란히,

한 광주비엔날레가 지난 여 년간 지향해 온 지역의 문화 발전20 “

과 세계화 라는 목표가 전시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전시 속에 세” ,

계와 지역은 각각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광주비엔.

날레는 오랜 기간 지역에 발을 디딘 채 국제적 규모의 미술 전람회

를 지향해 왔다 광주라는 한국의 지방 도시에 세계 각지의 미술을.

한데 모으는 동시에 개최 도시인 광주의 특성도 살려야 한다는 두,

개의 목표가 갖는 충돌이 전시와 부대 행사에 드러났다 그 절충으.

로 본전시는 글로벌하게 부대 행사는 지역 축제로 꾸려 오던‘ , ’

것이 회부터 본전시의 지평을 한국이나 광주가 아닌 아시아로 확3

장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회는 이례적으로 광주나 지역성을 직접적, 8

으로 제시하는 작품 없이도 광주정신의 보편화에 성공한 완성도 높

은 전시로 평가받았다 비엔날레 개최의 흥분도 사그라들고 시각적. ,

스펙터클 제시에 대한 욕망도 포기한 듯한 회 전시는 해외 미술11

가들이 일찌감치 초청돼 광주에서 시민 워크숍을 벌이며 신작을 제

작하는 특징을 보였는데 여기서도 광주정신의 보편화 사례를 볼 수,

있다 광주정신의 보편화란 독재 정권의 피해자로서 광주의 사례만.

을 주장하며 비엔날레의 참여에 있어 지역에 우선적 지분을 요구하,

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인권 탄압과 정치

적 폭압의 사례를 또다른 광주 로 삼아 광주비엔날레의 지역적‘ ’

지평을 확장해 보편적 인류애를 시각화하는 의미가 있음을 본 연구

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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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와 연구의 구성2.

비엔날레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여 년 전의 일이20

어서 그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

대표적 연구 저작으로는 The Biennale Reader가 있다.11) 년 노2010

르웨이 베르겐 시는 비엔날레 창설을 앞두고 베르겐 쿤스트홀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인의 전문가가 모여 비엔날레 현상에 대해 토의. 33

했다 이들은 동시대 미술사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비엔날레 연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에 대한 비평적 학술적 접근이 부ㆍ

족함을 지적했다 비엔날레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춘 출판물 수도.

적었는데 여러 저널과 도록에 산재한 간헐적 세미나의 결과물이나, ,

비엔날레에 참여했던 큐레이터들의 에세이가 묶여 출간되기 시작한

정도라고 했다. 동시대 비엔날레를 다룬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년대 이후인데 바이들러 의 박사학위논2000 , (Charlotte Bydler)

문 국제 미술계 주식회사 동시대 미술의 세계화에 대하여“ - The

Global Artworld Inc.-On the Globalization of Contemporary Art”

가 대표적이다 그녀는 비엔날레가 국제화 현상으로 등장한 미술계.

의 표준화된 인력 시장을 열었다고 보고 베니스 하바나 이스탄불, ㆍ ㆍ

광주비엔날레의 사례 연구를 통해 비엔날레 확산이 프리랜서 미ㆍ

술계 전문가 인력 시장을 전지구적으로 확산했다는 논리를 펼쳤

다.13) 때문에 오늘날 미술계를 살펴보려면 기존 서구 미술사의 시계

11) Elena Filipovic, Marieke Van Hal, Solveig Ovstebo, eds., “Biennialogy,”
The Biennial Reader: An Anthology on Large-Scale Perennial Exhibitions
of Contemporary Art (Bergen: Bergen Kunsthall·Hatje Cantz, 2010).

12) Elena Filipovic, Marieke Van Hal, Solveig Ovstebo, eds., “Biennialogy,”
The Biennial Reader: an Anthology on Large-Scale Perennial Exhibitions
of Contemporary Art (Bergen: Bergen Kunsthall Hatje Cantz, 2010), p.ㆍ
16.

13) 권근영 앞의 글(2017), ,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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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적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린

힐 또한 전통적 미술사학이 동시대의 국제적(Joe Martin Lin-Hill)

대규모 반복 전시들을 깊이 있게 꿰는 모델을 거의 제공하지 못하

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대 미술이 국제화된 것에는 비엔날레로

통칭되는 대규모의 반복적 전시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하바나,

비엔날레와 상하이 비엔날레의 국제화 양상을 나누어 살폈다.

국내의 비엔날레 연구는 국내 최초이자 동북아 첫 비엔날레인 광

주비엔날레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광주와 그 인근 지역에서.

나온 것이 대부분인 그간의 연구는 비엔날레를 도시 마케팅의 수단

으로 보는 시각에 한정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김지현 은 지역. (2013)

자산을 이용하는 전략 방법인 장소마케팅의 관점에서 인터뷰와 현

장 연구를 통해 광주비엔날레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 지역 축제로서,

비엔날레가 어떻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문화 공간이 될 지 방안

을 모색했다. 김선희 는 사회학의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해(2009)

광주비엔날레 사례를 분석했다. 정영식 과 류재준 또(1998) (2012)

한 광주비엔날레를 평가하는 척도로 도시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강

조했다. 국내 지방자치 출범 원년에 시작한 대규모 행사인 광주

14) 앞의 책Bydler, .
15) Joe Martin Lin-Hill, “Becoming Global: Contemporary Art Worlds in the

Age of the Biennials Boom”(Ph. D.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2013 이와 관련 린힐은 제임스 메이어가 년의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 p. 2: 2005 (
독 로버트 스토 심포지엄 미술계가 만나는 곳 에서 지적한 바를 인용한다 기존) ‘ ’ . “
엔 좁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넓은 시각에서의 학문적 훈련은 받지 못
했다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개별 전시나 지역을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패러. .
다임화된 형태의 전시를 다루려면 한 전시에만 초점을 맞추는 걸로는 충분치 않다.
통합적 분석을 허용해야 하며 더 넓은 구조와 모든 다른 표현을 반영해야 한다, .”

16) 앞의 글Lin-Hill, , pp. 1-4.
17) 김지현 광주비엔날레의 장소마케팅 전략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 , 2013).「 」
18) 김선희, 「지역문화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광주비엔날레 사례를 중심으로- (」 박사학

위논문 전남대학교,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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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날레에 대해서는 이처럼 도시마케팅 도시발전 조직 인력 관, , ㆍ

리 등 행정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많다 한편 이준 은 아서 단. (2011)

토 와 조지 디키 의 예술제도론 피에(Arthur Danto) (George Dickey) ,

르 부르디외 의 예술사회학적 방법론에 근거해 비(Pierre Bourdieu)

엔날레라는 현대미술 제도는 지배층의 이데올로기 권력 자본의ㆍ ㆍ

산물이라는 문화정치학적 관점에 따라 광주비엔날레 사례를 분석했

다.20) 이 논문에서 이준은 회까지의 전시를 간략히 정리하면서 광8 ,

주비엔날레가 국제적 시선을 의식하며 유명 전시기획자를 초빙해

왔고 이에 대한 국내 혹은 지역 작가들의 불만은 부대행사나 특별,

전시를 통해 해소해 왔다고 평가했다 제 세계의 신생 비엔날레가. 3

이른바 세계 미술의 중심부 에서 활동하는 작가나 커미셔너를‘ ’

중복 초청하며 고유성을 잃어가는 문제점이 광주비엔날레에서도 그

대로 드러난다며 광주나 아시아 같은 지정학적 특수성을 배제하고,

는 서구권의 주류 비엔날레와 차별화를 이루기 어려울 거라고 지적

했다.21) 광주비엔날레는 시작부터 글로벌 미술 전람회를 지향하는

동시에 광주정신의 시각화를 목표로 삼았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목.

표는 각 회마다 다른 예술 감독이 다른 주제와 기획 의도를 가지고

이끌면서 개별 전시의 특성이 달라 위의 논리로 단순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광주비엔날레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는 보.

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안미희 는 비엔날레라는 미술 제도는 타자의 이슈를 적극(2015)

수용하며 현대 미술의 동시대성을 반영했다고 봤다 그는 폴란드 출.

19) 류재준 도시마케팅 전략계획과정에 따른 관람객 인식 차이 연구 광주 비엔날, :「
레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경제연구 제 권 제 호 통권 집 정영식, , 10 2 22 (2012); ,」 『 』
광주비엔날레의 도시발전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 」
1998).

20) 이준 현대미술제도와 전시공간의 문화정치학 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 ,「 」
2011), pp.10-38.

21) 이준 앞의 글, , pp. 16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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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 의 액체근대(Zygmunt Bauman) 『

Liquid Modernity 에 입각해 동시대성의 속성을 규명하고 비엔날,』

레 열풍 속에 창설된 광주비엔날레의 지난 년 간의 정책에 나타20

난 동시대성의 의미와 양상을 연구했다.22)

비엔날레가 융성한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많은 연구자들은 비엔

날레를 동시대 미술 현장의 거울로 보고 이같은 연구 결과를 내놓

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지역 축제 도시 마케팅 문화 정치학적 기, , ,

제로서 비엔날레의 당위성과 효용성을 다루는 데 그쳤다 비엔날레.

초창기엔 이처럼 비엔날레 개최의 당위성에 대한 학문적 뒷받침에

대한 요구가 높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비엔날레의 가장 큰 특징은.

전시다 대규모로 국제적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시이면.

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시는 기획자의 의도가 시각적으로, .

실현되는 공간이다 큐레이터가 내놓은 전시의 기획안은 비유하자면.

정치인의 공약과도 같다 공약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과 그 용.

처를 명시하고 추후 검증을 받듯이 전시 또한 기획안의 실현을 위,

해 필요한 재원과 그 용처 그 결과물로서의 전시가 당초 기획안대,

로 실현됐는지 평가받아야 한다 이 검증과 평가는 해당 비엔날레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마련할 뿐 아니라 미래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다.

작가 작품 전시 큐레이터는 미술비평과 미술사적 연구의 기본ㆍ ㆍ ㆍ

소재다 광주비엔날레는 세계화와 지역성의 맥락이 형성되던 시기.

한국에서 단기간의 준비를 거쳐 개막했고 매회 변모를 거듭하며 한,

국 현대미술 전시의 압축 성장을 보여줬다 미술 작품의 제작과 전.

시 도록 출판과 국내외 홍보가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졌,

고 이것이 년 이상 지속되면서 전시팀의 일원이 총감독으로 관, 20 ,

람객이 참여작가로 성장하며 행사에 대한 사후 평가도 이어져왔기,

22) 안미희 광주비엔날레의 정책과 동시대성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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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를 통해 년대 이후 한국 시각 문화의 변모를 살펴볼 수90

있다 본 연구는 년 개막한 광주비엔날레가 그 시작부터 어떻게. 1995

글로벌리즘을 지향한 동시에 지역성을 구현해 왔는지를 전시별로

짚어 살펴보고자 한다.

비엔날레는 국내외 관객을 겨냥한 문화 행사이며 중앙과 지방,

정부 지역 예술계 해외 참여 큐레이터나 작가 등 다양한 주체들의, ,

욕망이 교차하는 전시 무대이며 고정된 소장품과 조직을 갖춘 미술,

관과는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미술 제도다 이같은 비엔날레에.

대한 입체적 관점은 로렌스 알로웨이 의 베니(Lawrence Alloway) 『

스 비엔날레 살롱에서 금붕어 어항까지1895-1968: The Venice

Biennale 1895-1968: from Salon to Goldfish Bowl 로 거슬러 올라』

간다. 그의 책은 베니스 비엔날레가 오늘날의 전문적이고도 대중

적인 미술 행사로 자리잡게 된 역사를 다뤘다 베니스 비엔날레의.

법적 지위 재정 국가관 양식 판매 검열 등 항목별 문헌 연구를 통, , ,

해 비엔날레의 역사를 조망했다 특히 전시와 수상제도를 통해 베니.

스 비엔날레가 동시대 미술을 어떻게 반영하고 증진했는지 치밀하

게 분석했다 이 책은 살롱에서 시작해서 금붕어 어항처럼 대중 노.

출이 강화된 미술 행사로 베니스 비엔날레가 변화해 온 여정을 다

룬 비엔날레 연구의 선구다 다만 년에 출간됐기 때문에 비엔, . 1968 ,

날레가 전지구화 물결과 함께 본격적으로 확산된 년대 이후의1990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오늘날 비엔날레와 미술의 세계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르준 아파

두라이 의 관점을 참고했다 아파두라이는 지역(Arjun Appadurai) . “

성 을 양적이나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상관적이(locality)

고 문맥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또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감각과 상

23) Lawrence Alloway, The Venice Biennale 1895-1968: from Salon to
Goldfish Bowl (New York Graphic Society Ltd., Greenwich, Connecticut,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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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의 기술 문맥들간의 상호의존성들이 만들어내는 일련의 관계,

로 구성되는 복잡한 현상학적 성질 이라며 초국가적 실천을 통해” ,

새롭게 탄생되는 트랜스로컬리티 에 주목해야 한다고(translocality)

했다. 그는 국민국가를 가로지르며 새로운 장소와 접목을 시도“

하는 초국적 이주는 탈영토화 재영토화의 맥락을 통해 트랜스로컬-

리티의 과정을 잘 드러내주는 전형적인 사례 라며 트랜스로컬리” “

티의 핵심은 영토와 정체성의 분리 라고 설명했다” .25) 트랜스내셔널

리티 가 국가 너머 에 초점을 맞췄다면 트(transnationality) (beyond) ,

랜스로컬리티는 특히 장소 기반 상상력에 방점을 두면(place-based)

서 로컬 글로벌 의 역동적 과정을 나타냈다/ (glocal) . 지구촌 이‘ ’

라고 불리며 단일화된 동시에 다양화되어 온 미술계 시스템은 비엔

날레를 통해 문화노동시장의 확산을 이뤘다 경계를 무너뜨리고 중. ,

심과 주변의 구분조차 무화시키며 전지구화된 비엔날레 시스템이

기동하기 위해서는 이 전시 형식의 구현을 위한 표준화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큐레이터 미술가들의 유목민적 이주가 증가했다, .ㆍ

비엔날레와 그에 소요된 인력들은 잦은 이동을 통해 글로벌리즘 담

론의 매개자로 활동하며 세기 동시대 미술 전시의 양상을 바꿔놓21

았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광주비엔날레가 년 넘는 기간 동안 글. 20

로벌리즘과 어떻게 궤를 같이 해 왔는지를 다루는 본 연구는 아래

와 같이 전개하고자 한다.

장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현대적 전람회의 기원으로 평가받Ⅱ

는 년 런던 만국박람회부터 최초의 비엔날레로서 비엔날레 모1851

24) 아르준 아파두라이 고삐 풀린 현대성 차원현 채호석 역 서울 현실문화연구, , · ( : ,『 』
2004), p. 312.

25) 아파두라이 앞의 책, , p. 91.
26) Yingjin Zhang, ‘Transnationalism and Translocality in Chinese Cinema’,

문재원 초국가적 상상력과 옌Cinema Journal Vol. 49, No. 3(2010), p.136; , '「
볜거리 의 재현 한국민족문화 제 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 , . 47 (2013.5),」 『 』
소 에서 재인용, p.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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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형성한 베니스 비엔날레 그리고 비엔날레 형식의 전지구적 확,

산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엔날레라는 전시 형태가 왜.

동시대 미술에서 가장 지배적인 전시 방식이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이어 장 절에서는 본 연구의 토대가 된 글로벌리즘 담론의 전개2Ⅱ

양상을 살펴보고 이 담론이 미술 작품 제작과 전시에서는 어떤 방,

식으로 발현됐는지 게르하르트 리히터 의 사진 아(Gerhard Richter)

카이브인 아틀라스 년대 소피 칼 이(Atlas, 1960 -) , (Sophie Calle)『 』

프로이트 아카이브에서 작업한 약속 개별(Appointment, 1999) ,《 》

전시로는 지구의 마법사들 움(Magiciens de la Terre, 1989) ,《 》 《

직이는 도시들 도큐멘타(Cities on the Move, 1998)》《

등을 통해 분석하겠다11(Documenta 11, 2002) .》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글로벌리즘 담론과 비엔날레 연구를 토Ⅲ

대로 광주비엔날레 전시 사례를 분석했다 글로벌리즘 담론의 확산.

으로 전시의 패러다임이 달라지던 년대 국내에서 가장 먼저 비1990 ,

엔날레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대규모 국제 전람회로서 오늘에 이어

지는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미술에서의 세계화와 지역성을 전시로

구현하는 관점과 방법론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국내 비엔날레.

의 효시로서 지방 축제와 비엔날레 시대를 연 광주비엔날레가 세계

화와 지역성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실현한 과정은 광주를 모델로

삼아 국제 규모의 문화 행사를 열기 시작한 다른 지역에서도 또한,

안에서는 세계화를 밖으로는 지역성을 강조하며 날로 늘어가는 한

국 미술의 해외 전람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먼저 절에서는 광주비엔날레 창설선언문과 발전방안 혁신안을1 ·

중심으로 광주비엔날레의 목표 설정에 대해 분석했다 광주비엔날레.

는 광주의 민주적 시민정신과 예술적 전통을 바탕으로 서구“ [ ]…

화보다 세계화에 획일성보다 다양성을 위하여 예술의 집중력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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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길러갈 것 을 골자로 하는 창설선언문과 함께 시작됐다” .27) 창

설선언문 속 광주비엔날레의 이념적 정체성은 발전방안에서 민주“

성 아시아성 미래성 년 개방적 광주정신 년”(1998 ), “ ”(2000 ),ㆍ ㆍ

지역성과 세계성의 결합 년 으로 조금씩 변화해 왔다 지역“ ”(2007 ) .

에 발을 디딘 채 머리는 글로벌을 지향한다는 이 서로 다른 두 개

의 목표는 전시에서 행정에서 간헐적 파열음을 내다가 년 주, 2015 20

년 혁신안에서 광주의 역사적 문화 예술적 가치를 극대화한 글“ ㆍ

로벌 비엔날레 재단과 지역의 소통 및 협력 시스템 구축 으로”, “ ”

정리됐다 장 절에서는 앞서 다룬 창설선언문과 발전방안 혁신. 2Ⅲ ㆍ

안에서 설정한 목표가 전시로 어떻게 구현됐는지 분석했다 서구. “

화보다 세계화 를 지향했던 회 전시는 국내 조직위원장 산하” 1 2ㆍ

에 해외 큐레이터들이 대륙별 주제별 커미셔너를 맡아 국제 미술ㆍ

전람회의 위용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둔 제 세계 비엔날레였다3 .

민주성 아시아성 미래성 을 내건 회 인 간 부터는 지난“ ” 3 +ㆍ ㆍ 《 》

비엔날레에서 광주만의 독자적 색채가 부족했음을 반성하고 그 해

법을 아시아성에서 찾기 시작했다 첫 외국인 총감독 영입으로 화제.

가 된 회 연례보고 에서는 주제 없는 전시 전시의 편집으로 패7 ,《 》

러다임을 전환했으나 지역성은 간과됐고 회 만인보 에서는, 8 《 》

광주 와 지역성 을 직접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무명의 사진‘ ’ ‘ ’

이미지들과 양민 학살의 기록 등의 아카이브가 광주라는 장소성을

획득하면서 간접화법을 통한 지역성 구현 이라는 전환점을 형성‘ ’

했다 회 제 기후대 는 해외 작가들이 일찌감치 광주에 와 신. 11 8《 》

작을 제작하는 참여적 예술을 지향하며 만인보 로 전환된 지역《 》

성 구현의 한층 진일보한 형태를 보여줬다.

비엔날레는 일종의 미술여행사업 을 통해 도시의 매력도를 높‘ ’

이는 마케팅 수단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비엔날레는 근본적으.

27) 광주비엔날레 편 광주비엔날레, 1995-2014 ,『 』 p. 345.



- 28 -

로 국제 미술 전람회로서 글로벌 아트라는 명목으로 서구 주도의

미술이 지배하는 형식인데 동시에 지역 행사로서 지역정체성을 담,

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다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에서의 본격 비.

엔날레로서 광주비엔날레 또한 년 넘게 행사를 이어왔지만 여전20

히 미술여행사업 으로 치부되며 도시마케팅의 관점 이외에 광주‘ ’

비엔날레가 매회 전시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고자 했는지에

대한 고찰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본 연구는 광주비엔날레가 전시.

를 통해 일찌감치 글로벌리즘을 지향한 동시에 지역의 문화 발“

전과 세계화 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목표를 시각화한 과정을 돌”

아보며 광주비엔날레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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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날레의 기원 확산 재구축과 글로벌. · ·Ⅱ

리즘 담론

보여주기 의 역사 박람회에서 비엔날레로1. ‘ ’ :

이 장에서는 비엔날레의 기원과 확산 재구축과 그에 영향을 미친,

글로벌리즘 담론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비엔날레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년 런던 만국박람회와 그 형식을 빌려 년 나타난1851 1895

가장 오랜 비엔날레인 베니스 비엔날레를 살펴보고28) 이것이 세, 20

기 들어 미국의 카네기 인터내셔널 휘트니 비엔날레 독일 카셀 도, ,

큐멘타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 등으로 퍼진 양상을 들여다보겠,

다 비엔날레라는 격년제 국제 미술 전람회 형식이 본격적으로 증가.

한 것은 년 전후로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비엔1990 , ,

날레가 다수 창설됐는데 이들 비엔날레는 제도화된 미술관 전시의

대안으로 미술의 사회적 발언 창구로 그리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

잠재력을 드러낼 새로운 이벤트로 각광받았다.

비엔날레 확산의 배경은 글로벌리즘 담론의 부상이다 글로벌. ‘ ’

이란 말은 년대 이후 일상에서도 친밀한 용어가 됐는데 년1990 , 1990

의 확산 세계 미술 이 아닌GPS(Global Positioning System) , ‘ ’

글로벌 아트 개념 사용 전자 미디어로 인해 물리적 시공간을‘ ’ ,

넘어서면서 가상의 이웃이 민족공동체 개념을 대체하는 현상이 그

예다 탈경계와 포스트프로덕션 아카이빙 참여적 예술 등 글로벌리. , ,

즘 담론은 지구의 마법사들 움(Magiciens de la Terre, 1989) ,《 》 《

28) 세기 유럽 곳곳에서 열렸던 박람회 가운데 오늘날까지 많은 미술 평론가들의19
관심을 끄는 것은 년의 런던 박람회다 박람회의 국제화가 본격화됐고 시민1851 . ,
에 대한 기록과 연구가 이뤄졌으며 전시의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기 때문,
이다 베니스 비엔날레 역시 년 런던 만국박람회에 그 형식을 빚지고 있다. 1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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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는 도시들 도큐멘타(Cities on the Move, 1998) ,》 《

등 오늘날 미술계의 흐름을 바꿔 놓은11(Documenta 11, 2002)》

전시를 이끌었다.

년 런던 만국박람회와 국제 전람회 방식의 태동1)1851

비엔날레의 장대한 스펙터클은 언제부터 나타난 것일까 다양한?

이해 집단이 일정 기간 전시를 열고 수많은 전시품들을 보여주는,

방법을 고민하며 이곳에 여러 층위의 관객이 몰려오고 예술적 성, ,

29) 앨버트 공 의 년 월 일 대박람회 촉진을 위한 세 번째 맨(Prince Albert) 1850 3 21
션 하우스 미팅에서의 연설. The Times (Mar 22th, 1850), Jeffrey A.
Auerbach, The Great Exhibition of 1851-A Nation on display(New Haven

에 인용&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9), p.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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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를 놓고 국가별로 경쟁하는 이벤트 형식은 언제 어디서부터 기원

했을까 이 장에서는 비엔날레의 기원을 살핌으로써 그 역사적 배경.

과 발전을 되짚어 보겠다.

많은 이들이 비엔날레라는 격년제 국제 미술전에서 올림픽 경기,

산업 박람회 형식과의 유사점을 관찰해 왔다 실제로 고대나 근대.

올림픽 모두 미술 콘테스트를 포함하고 있었으니 예술적 성취의 결,

과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려는 열망의 역사는 참으로 길다 오늘날의.

올림픽 또한 개 폐막식에서 대규모 미술전이나 퍼포먼스의 형식을·

빌리며 여러 부대 행사를 통해 자국 문화 창달을 꾀한다 자국 상, .

품을 파는 게 궁극적 목적인 산업 박람회에서도 미술이나 공연 등

의 볼거리를 부대 행사로 제공해 왔다.30) 이 가운데서 비엔날레 형

식이 시기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이벤트

는 박람회다 박람회는 산업 혁명 이후 나타난 서구 근대주의의 산.

물이다 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년 아메리고 베스푸치. 1492 ‘ ’, 1499

의 남아메리카 대륙 년 마젤란의 세계일주 등 대항해시대 유럽, 1522

인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세계를 발견 했다 이들은 발견한‘ ’ .

지역의 철저한 지배를 위해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을 조사하고 분류,

하고 목록화하며 박물학과 인류학을 발전시켰다 한편 나라 안에서, .

는 산업혁명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고 철강 유리 등 자재 개발, ·

로 건축의 지평도 확장됐다 각지에 깔린 철도로 이동 시간을 줄이.

니 시공간이 좁아졌고 이 시기 등장한 시민 계층은 여행이라는 새,

30) 이와 관련해 캐롤라인 존스는 중국 동시대 미술가 차이궈창 은 년 시( ) 2010蔡國强
드니 비엔날레에 화약 드로잉을 전시한 것에 주목했다 차이궈창은 그에 앞서.

년 베이징 올림픽 개 폐막식 시각특수예술 총책임자로서 불꽃놀이를 보여줬2008 ·
다 존스는 이처럼 비엔날레는 박람회가 보여준 세계화의 이상을 이어갔고 이 과. ,
정에서 박람회와 스스로를 분리시켰으며 바로 그 무렵인 년 근대 올림픽이, 1896
시작됐다고 기술했다 캐롤라인 존스 비엔날레 문화와 경험의 미학 알렉.: A. , ,「 」
산더 덤베이즈 수잰 허드슨 편 라운드테이블 년 이후 동시대 미술 현장을, , : 1989『
이야기하다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역 서울 예경, ( : , 2015),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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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여가 형태로 풍요의 시절을 만끽했다 이 모든 것이 근대성을.

형성했으며 박람회 부흥의 자양분이 됐다, .

이미 나폴레옹 전쟁기인 년부터 이어진 프랑스 국가 박람회1798

는 박람회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년 파리 산업박람회를 방문한. 1849

런던 기록관의 부사서 헨리 콜 은 이 박람회를 더 큰(Henry Cole)

규모의 국제적 행사로 만들 계획을 세운다 그는 프랑스 농상부가.

국제 박람회를 만들려고 했지만 프랑스 산업 보호주의자들의 압력,

으로 통상부가 그 계획에 반대했음에 착안했다.

년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대영 제국의 탁월함을 보여주기1851 ①

그 발전을 독려하기 자유 무역을 통해 세계 평화를 증진하기② ③

대영 제국의 통합을 천명하기 실은 그 제국주의적 권력을 과시④ ⑤

하기 등이 효과로 논의됐다 즉 박람회를 통해 이 모든 것이 가능. ,

하다고 생각한 것이며 이와 같은 추상적 개념을 전시의 형태로 시,

각화하려고 했다는 주장이다.31)

대박람회는 대영 제국의 힘을 만방에 드러내는 대규모 국제 행사

로 시작됐다 진보와 창의 세계 시장에서의 영국의 우위를 축하하. ,

며 신제품과 식민지에서 온 풍물 등 볼거리를 늘어놓은 행사였다.

산업화의 성과라 할 새로운 재료인 철골과 유리로 만든 대형 건물

인 수정궁이 랜드마크로 등장했다 이곳을 메운 관객들은 이전과는.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었다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소비자.

로 부상해 이들이 여가를 보낼 만한 장소로 각광받은 것이 박람회,

다 이 같은 배경은 박람회의 장대한 스펙터클 형성에 의미를 더했.

다 이들 노동 계층은 중산층이나 상류층과 수정궁 한 지붕 아래 대.

중이라는 집합 명사로서 공존했다 입장료 정책만이 이들의 성격을.

구분했는데 월 목요일의 실링 방문자 금요일의 실링 펜스 관객, - 1 , 2 6 ,

토요일의 실링 관객으로 나뉘었다 노동 계층은 갤러리들 사이를5 .

31) 앞의 책Bydler, , pp. 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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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삐 돌며 가능한 많이 전시를 보려고 했고 상류층은 중앙 통로 주,

변의 순수 미술관이나 중세관 주변을 한가로이 거닐며 분위기를 즐

기고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스스로 구경 당하기도 했다.32)

사회사가 토니 베넷 은 런던 만국박람회를 전시(Tony Bennett) “

역학 박물관학의 관점에서 미술관 제도의 정비 상품이 진열되고, ,

교환되는 대중적 구경거리의 원형 으로 이론가 댄 스미스” , (Dan

는 근대 세계로 이행한 첫 국제적 전시이며 대중에게 시각Smith) “

적 스펙터클을 선사한 첫 전시 라고 평가했다” .33)

런던 대박람회에는 전 세계에서 만여 점의 전시품이 모여10 140

일간 전시됐으며 여기 만 명 이상의 대중이 몰렸다 입장료를, 600 .

계속 내렸음에도 전시 주최측은 만 파운드의 입장료 매출을, 35 600

올렸다.34) 참여한 전시 관계자들은 만 여 명이었는데 이 중1 4000 ,

약 명은 식민지에서 왔다 년 박람회에서는 식민지 출신의500 . 1862

수가 배로 늘었다 이렇게 박람회와 수정궁은 세기 초까지 대영3 . 20

제국의 상징이 됐다 년에는 재건된 수정궁 안에 식민지와 인도. 1905

관이 세워졌다 년 박람회에서는 만 명의 학생들이 점령국 의. 1911 10

회 건물 모형 속에서 회전하는 조지 세 인형을 보러 왔다 오락거5 .

리 중에는 장난감 기차를 타고 제국을 가로지르는 것도 있었다.35)

영국의 수입 관세는 년대부터 계속 내렸다 전시작의 수입은1840 .

점점 쉬워졌다 때문에 혹자는 수정궁을 비과세 유리 궁전 이라. ‘ ’

고 부르기도 했다 자유 무역 덕분에 영국은 이 정도의 대규모 행사.

를 개최할 수 있었던 셈이다.

32) 앞의 책Bydler, , p. 86.
33) Stephanie Bailey, "The 'Fairennial' Shift: Art Fairs, Biennials, and the

Great Exhibition(s)," Art Papers (May·June, 2013), pp. 34-35.
34) Christopher Hobhouse, 1851 and the Crystal Palace (London: John

앞의 책Murray, 1937), p. 139, quoted in Bydler, , p. 87.
35) 앞의 책Bydler, ,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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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람회의 효과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당시 전시 잉여금.

만 파운드는 뮤지엄 건립을 위해 사우스 켄싱턴의 땅을 사는18 6000

데 쓰였다 후에 사우스 켄싱턴 뮤지엄은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뮤.

지엄 자연사 박물관 과학관 제국 과학 기술대학 로얄 앨버트홀로, , , ,

확장됐다 왕립 예술원은 또한 년부터 영국 캐나다 뉴질랜. 1891 · ·

드 호주 서아프리카 인도 파키스탄 시민 중 예술과 과학 분야· · · ·

종사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박람회가 공공의 이익에 어떻게.

부응했는지 보여주는 선례라 할 만하다.36)

한편 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도 미술 전람회가 본격 등장했1855

고 대규모 식민지 전시도 나타났다 에펠탑이 랜드마크로 등장한, .

년의 파리 만국박람회에는 국가별 파빌리온이 건립됐다 지구상1889 .

모든 것들을 백과사전식으로 전시하는 공간이자 자국 중심으로 세

계 각국과 외곽의 식민지를 도열시켜 주최국의 치적을 알리는 공간

으로서의 박람회 형식은 이렇게 확립됐다.37)

세기 말 서유럽에서 융성한 박람회는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며19

세계를 한 곳에 전시하겠다는 열망의 시초였다 산업혁명의 결과 등.

장한 시민들의 여가를 위한 관광 산업이었으며 때문에 무엇을 어떻,

게 효과적으로 보여줄지 그 방법의 개발에 골몰했다 박람회는 식민.

지 운영의 성과로 수집된 기이한 볼거리들 산업혁명의 성과인 신기,

술 신제품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국정홍보 및 계몽의 장이었고 백· ,

화점처럼 전시품이 판매되는 소비의 장이었다 얼마만큼의 예산을.

들여 어느 정도 규모의 행사가 치러졌는지 얼마나 많은 군중이 운,

집했는지가 박람회의 성패를 좌우했다 때문에 계몽 뿐 아니라 오락.

거리의 제공 또한 박람회에서 중시됐고 여기엔 이국 취향의 전시품,

과 행사가 톡톡히 역할을 했다 지구상 여러 나라가 참여한다는 것.

36) 앞의 책Bydler, , p. 95.
37) 요시미 순야 박람회 근대의 시선 이태문 역 서울 논형, : , ( : , 2004), pp. 2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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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미를 부여했음에도 전시 공간 배치에는 일종의 정치학이 작용

했는데 주최국을 가장 중심에 두고 주변에 이른바 강대국 국가관이,

위치하고 전시장의 외곽에 자국이 경영하는 식민지 및 제 세계를, 3

두는 식이었다.

오늘날 비엔날레가 정부와 지방 예산의 배정을 위해 도시 마케팅

이나 경제적 효과 같은 명분을 제시하고 그 예산 집행 효과를 입증,

하는 양적 척도로 참여 국가 및 작가 작품 수 관객수 등의 수치를, ,

제시하는 것도 박람회를 닮았다 여기 더해 평소 접하기 힘든 국가.

에서 온 미술품을 전시하면서 참여 작가의 유명세나 작품의 비중,

참여 국가의 세계 미술계 위상 등에 따라 전시 공간 배치의 위계　 　

를 설정하는 양상 또한 만국 박람회에 그 시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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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 비엔날레 년 와 그 확산 재구축2) (1895 -) ㆍ

박람회 붐은 년 베니스 비엔날레 창설로 이어졌다 베니스 비1895 .

엔날레는 비엔날레의 첫 모델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살펴볼 만하다.

제 회 베니스 시의 국제 미술전 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베니스‘ 1 ’

비엔날레는 유럽 제국주의의 팽창이 고조되던 시기 왕의 은혼식을,

기념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의 구별 없이 현대적인 정신의 가장 고‘

상한 활동들을 재현하는 것 을 목표로 내세우며 시작됐다’ . 그림[

1]38) 이탈리아에서도 수도 로마가 아니라 베니스에서 시작한 것은

일찌감치 해상 무역으로 풍요를 누리며 지방 자치를 발전시켜 온

옛 도시국가이자 관광 수요가 많았던 베니스의 지정학적 특성 때문

이다 제도적 뒷받침은 창설 년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졌다 비엔. 33 .

날레의 지위는 년 월 일 법령 로 확립됐다 이에 따1928 12 24 N.3229 .

르면 전시는 자치적 기구에 의해 선언된다 이전에 시 산하에 있던.

비엔날레 조직은 자치 기구로 독립했고 시로부터 전시관도 인계받,

았다 재정은 베니스 시 정부 예산과 전시 수익 입장료 판매 수수. ( ,

료 도록 발행 으로 충당했다 기구 운영자 명을 선임하라는 지시도, ) . 5

포함됐다 이 법에는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세. 3 (Vittorio Emanuele

와 무솔리니 가 서명했다) (Benito Mussolini) .Ⅲ 그림[ 3]39) 초창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전시된 작품을 판매해 의 수수료를 챙겼다 판10% .

매부는 예술의 상업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년 없어졌다1973 .40)

38) 당시 시장 리카르도 셀바티코 는 년 시의회의 결의 하(Riccardo Selvatico) 1894 “
에 베니스는 년 월 국제 미술전을 엽니다 일부는 모두가 관람할 수 있고1895 4 . ,
일부는 초대받은 이들에게만 개방됩니다 이탈리아 왕의 은혼식을 기념하는 행사.
로 이를 시작으로 매 년마다 미술전을 엽니다 라고 선언했다, 2 .” ; Marco
Mulazzani, Beyond the Giardini, Guide to the Pavilions of the Venice
Biennale Since 1887 (Milano: Mondadori Electa Spa, 2014), p. 8.

39) 앞의 책Alloway, , pp. 15-16.
40) Laura Shin, “The Venice Biennale isn‘t about art sales? Tell that to

collectors,” 출처ZDNet, 201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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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 베니스 비엔날레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오스트로 헝가리1 ,

제국 영국 벨기에 폴란드 러시아 등 개국이 참가했다, , , , 7 그림[ 2]. 전

시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전시의 국제적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해,

외 작가들을 별도로 보여줄 필요성이 나타나면서 국가관을 짓기 시

작했고 그 비용은 참가국이 직접 부담했다 세기 정원 디자인에. 19

기초했다고는 하지만 파빌리온들은 철저하게 당시의 제국주의 질서,

에 따라 배치됐다 일례로 가장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제일. , ,

큰 파빌리온을 세운 것은 벨기에인데 이는 오늘날 국제 질서의 위,

계와는 다르다 베니스 비엔날레에 국가관이 들어서던 초창기의 정.

황은 만국박람회의 위계를 닮았으며 자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도열, ,

시키는 이같은 방식은 세기 말 비엔날레 형식을 받아들이기 시작20

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이 그대로 따랐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근.ㆍ ㆍ

대 올림픽이 시작된 것도 베니스 비엔날레가 시작된 무렵인 년1896

으로 전세계를 한데 모으는 박람회적 패권주의가 미술 스포츠 등, ㆍ

분야별로 확산된 셈이다 베니스는 비엔날레에 이어 년 음악제. 1930 ,

년 영화제 년 연극제 창설로 분야를 다양화하며 종합예술1932 , 1934

축제 도시로 자리잡았다 존스 는 박람회는 오. (Caroline A. Jones) “

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지만 세기 말의 융성으로는 되돌아가지 못19

하고 있다 대신 비엔날레라는 국제 미술 전람회가 과거 박람회가.

내포했던 이상을 그 목표로 제시하며 확산됐다 고 분석했다” .41)

년 개막한 베니스 시의 국제 미술전 이 비엔날레 라는1895 ‘ ’ ‘ ’

이름을 내세운 것은 몇 년 뒤다 그러나 이 격년제 형식은 비엔날레.

의 광범위한 특성으로 오늘날 가장 널리 퍼진 대규모 국제전람회

형식이 됐다 미술관의 기획전 같은 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한 지역. 1

에서 일정 기간 반복해서 일어나되 각 회별로 주도 세력과 주제를,

http://www.zdnet.com/article/the-venice-biennale-isnt-about-art-sales-tell-t
년 월 일 검색hat-to-collectors, (2016 9 17 ).

41) 존스 앞의 글, , 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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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한다는 특징이 상당한 강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제 회 베니스 시의 국제 미술전이 열린 다음 해 미국 피츠버그에1

서 카네기 인터내셔널 이 시작됐다 철강왕(Carnegie International) .

카네기 는 년 카네기 인스티튜트(Andrew Carnegie) 1895 (Carnegie

를 설립하면서 산하에 미술관을 둘 계획을 세웠다 그는Institute) .

년 카네기 인터내셔널을 시작하면서 관객을 교육해 피츠버그1896

미술계로 끌어들일 뿐 아니라 미래의 대가들 의 작품을 구입하, ‘ ’

기로 했다 년대 카네기 인터내셔널은 추상 표현주의 같은 떠오. 1950

르는 사조를 받아들이면서 영향력 있는 아방가르드 미술전이 됐다.

년 피츠버그 인터내셔널로 이름을 바꾸면서 비엔날레가 됐고1950 ,

년 카네기 인터내셔널이라는 원래의 이름으로 돌아왔다1982 .

년에는 뉴욕 휘트니 미술관에서 휘트니 비엔날레를 창설했다1932 .

베니스 비엔날레 이후 두 번째로 비엔날레 라는 이름을 내건 전‘ ’

시로 미국 동시대 미술에 한정지은 격년제 전시로는 가장 오래됐,

다 년 브라질에서는 이탈리아 출신 사업가인 프란시스코 마타. 1951

라초 소브리노 가 상파울로 비엔날레(Francisco Matarazzo Sobrinho)

를 창설했고 년에는 독일 카셀에서 도큐멘타가 시작됐다 같은, 1955 .

해 슬로베니아에서는 루블랴나 그래픽 아트 비엔날레가 년에는, 1957

이탈리아 카라라 국제 조각 비엔날레가 년에는 파리 비엔날레, 1959

가 열렸다.

한편 이탈리아 출신 사업가 프랑코 벨지오노 네티스(Franco

는 그의 새 정착지인 시드니에서 년 동시대Belgiorno-Nettis) 1973

미술 비엔날레를 창설하면서 아래와 같은 감회를 적었다 중심과 변.

방에 대한 논의가 여전한 오늘날 새로운 비엔날레를 창설할 때 주,

최측이 보이는 야심과 다르지 않다.

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첫 비엔날레1973

는 내게는 이 대륙에 새 시대를 여는 것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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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를 고립시켰던 거리는 점차 극복되고 소통 방식은,

다각화됐다 나는 최근에 유럽에서 도착하면서 호주의.

고립감을 격심하게 느꼈는데 이제는 과거지사가 됐,

다.42)

년 열린 제 회 시드니 비엔날레 도록의 서문은 유럽이나 북1996 10

미 대륙의 위상과는 달랐던 년대 호주 시드니 특히 그곳의 랜1970 ,

드마크인 오페라하우스에서 비엔날레를 시작하며 다른 대륙 미술가

들을 모았을 때 마치 중심 에 편입한 것과도 같은 뿌듯함을 느‘ ’

꼈다는 창설 당시의 감회를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지역의.

고립감 일소에 지난 년간 비엔날레가 큰 공헌을 했음을 강조하는20

이 글은 역으로 이 지역의 고립감 이 여전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

읽힌다 한편 국제화의 흥분은 회를 거듭하면서 지역성과 국제성의.

충돌로 이어졌다 제 회 시드니 비엔날레 총감독 데이비스. 10

는 전시 도록에서 개최지 지역 작가들로 전시를 꾸(Suzanne Davis)

리라는 정부 압박이 있었음을 언급했다.

제 회 시드니 비엔날레는 호주에서 국제 미술전의10

기준이다 기금을 출연하는 정부로부터 전적으로 아 태. -

지역에 초점을 맞추라는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음에도,

국제적 참여와 교류 수준에 대한 책무를 고수하고 있

다.43)

42) Franco Belgiorno-Nettis, “Foreword,” Jurassic Technologies Revenant.
10th Biennale of Sydney 1996, 27 July-22 September, catalogue, Cooke,
L. ed., (Sydney: The Biennale of Sydney, 1996).

43) Suzanne Davis, “Preface,” Jurassic Technologies Revenant. 10th
Biennale of Sydney 1996, 27 July-22 September, catalogue, Cooke, L.
ed., (Sydney: The Biennale of Sydney,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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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른바 세계 미술의 중심 이 아닌 곳에서 시작된 비엔‘ ’

날레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미술 전람회 형식 으로서 그 지역‘ ’

이나 국가의 성원들에게는 정당성을 외부에서 관찰 혹은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그 형식의 보편성을 주장하게 된다 지역에서는 적지 않.

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내용이나 참여 작가 분포에서 지역 정체성

을 더 드러낼 것을 요구하는데 년의 시드니 비엔날레에서도 이, 1996

점이 노출됐다는 내용이다 특기할 만한 또 다른 대목은 시드니. “

비엔날레는 호주에서 국제 미술전의 기준 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 .

는 형식을 확립한 비엔날레가 개최지에서는 일종의 글로벌 스탠‘

다드 로서의 책무를 띠고 있다는 표현이다 단일 미술 행사로서는’ .

국내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광주비엔날레에서도 매회

이와 같은 지역 안배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 점은 장에서 다루기, Ⅲ

로 한다.

세계비엔날레재단 은 전 세계에서 비엔날레(Biennial Foundation)

트리엔날레 도큐멘타 등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년 주기 대규2-5ㆍ ㆍ

모 국제 미술제를 건으로 집계하고 있다173 .44) 이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비엔날레도 다수임을 감안하면 전 세계에는 건이 넘는 비200

엔날레가 열리는 걸로 추산된다 그림[ 4].

본격적 확산은 년대부터다 년 베를린 장벽 붕괴 천안문1990 . 1989 ,

사태 동유럽의 혁명과 냉전의 종식 등 각국의 민주화 국제화에 영, ㆍ

향을 준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비엔날레 증가의 정치 사회적ㆍ

토양이 형성됐다.

팀 그리핀(Tim Griffin)은 비엔날레가 사회 변화를 흡수한 대표적

미술 제도라며 미술관 담장을 넘어선 대안적 프로젝트라는 점이 비,

엔날레 확산의 한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45)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

44) 년 월 일 검색http://www.biennialfoundation.org (2017 4 8 ).
45) 팀 그리핀 현격한 차이 동시대 미술 세계화 비엔날레의 부상 알렉산더 덤베, - , , ,「 」

이즈 수잰 허드슨 편 라운드테이블 년 이후 동시대 미술 현장을 이야기하, , :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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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인종 선거가 치러진 지 년 후인 년 개막한 제 회 요하네1 1995 1

스버그 비엔날레 같은 해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시작된 한국의,

광주 비엔날레 유럽 동시대 미술 비엔날레 의 순회전이라는 개, ‘ ’

념으로 년 시작된 마니페스타 등이 비엔날레가 해당 지역의 정1996

치 사회적 변화와 맞물린 대규모 미술 행사로 나타난 사례다.

세계비엔날레재단에서 목록화하고 있는 건의 비엔날레를 시기173

별로 분류해 보면 비엔날레가 본격적으로 증가한 것은 년대다1990 .

이 때 시작한 비엔날레가 총 건으로 전체 건 의 이며 이30 , (173 ) 17.3%

중 건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나왔다 이어 년 사이에9 . 2000-2009

건의 비엔날레가 창설되며 비엔날레 붐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들72 .

비엔날레는 제도화된 미술관 전시의 대안으로 미술의 사회적 발언,

창구로 지역 사회의 문화적 잠재력을 드러낼 새로운 이벤트로 각광,

받았다.

연도별 비엔날레 창설 개수‘ ’ 표[ 2]를 살펴보면 년 베니스1895

비엔날레 년 카네기 인터내셔널로 시작된 비엔날레는 년, 1896 1984

한 해 동안 하바나 비엔날레 캘리포니아 태평양 트리엔날레 미국, ( ),

유럽과 지중해 젊은 미술가들을 위한 비엔날레 동시대 비(BJCEM),

디오 아트를 위한 비디오날레 축제 독일 등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

네 개의 비엔날레 트리엔날레가 창설되면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ㆍ

했다 표 이같은 증가세는 년 한 해에만 타이완 비엔날레 타[ 2]. 2008 (

이완 도지마 강 비엔날레 일본 오픈아트 스웨덴 미디에이션 비), ( ), ( ),

엔날레 폴란드 등 개의 비엔날레가 잇달아 개막하면서 최고조에( ) 12

이르렀다.46)

다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역 서울 예경, ( : , 2015), pp. 21-22.』
46) 논문 말미 부록의 표[ 1] 연도별 비엔날레 목록 참조 세계비엔날레재단.

이(http://www.biennialfoundation.org) 집계한 전세계 비엔날레 명단을 본 연
구자가 직접 연도별 대륙별로 목록화하고 표와 그래프로 재정리해 비엔날레의 확,
산과 재구축 양상을 살펴봤다. 목록에 나온 비엔날레들은 비엔날레 재단에서

년 상반기 게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어떤 비엔날레가 포함되고 포함되지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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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의 차 확산에 이은 또 다른 국면은 년대 제 세1950 1 1980,90 3

계 비엔날레의 태동이다 연도별 비엔날레 증가세 는 년 개. ‘ ’ 1895 1

에서 년 총 개에 이르는 비엔날레의 누적 개수를 보여준다2015 173 .

년대 이후 가파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1990 표[ 3] 이에 앞서 슬.

로베니아에서 년대에 시작한 루블랴나 그래픽 아트 국제 비엔날50

레를 첫 제 세계 비엔날레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제 세계 이슈 자3 . 3

체를 전면에 내세우며 더 넓은 분야의 예술 일반을 포괄한 것은,

년 하바나 비엔날레다 이 흐름은 년 이스탄불 년 중동1984 . 1987 , 93

첫 비엔날레인 샤르자 비엔날레 년 다카르 년 요하네스버그, 94 , 95

비엔날레와 광주 비엔날레 년 상하이 비엔날레 등으로 이어진다, 96 .

이 같은 제 세계 비엔날레는 제 세계와 제 세계 사이에서 중요한3 1 2

채널을 형성해 왔다 참가국을 제 세계 제 세계 제 세계로 오랫동. 1 , 2 , 3

안 분류해 온 비엔날레 외교술 체제 내에서 이른바 주변부 예‘ ’

술을 증진하고 유럽과 미국 미술 중심주의에 도전한다는 목표를 가

졌다.47)

제 세계의 정치 경제적 상황 변화뿐 아니라 부족한 미술 제도의3 ㆍ

대안으로 비엔날레가 부상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홍희는 각각 근.

현대 미술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였던 프랑스와 미국이 비엔날레ㆍ

에 소극적임을 들어 비엔날레는 국제무대를 통해 자국의 미술문“

화를 알리고 이를 통해 국가적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비정상

국가들 문화적 식민주의 상황을 벗어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비주류 국가들의 탈중심적 의지와 국제화의 열망을 담고 있는 문화

정치학적 장치 라고 주장했다” .48)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년 파리1959

않았다는 선정의 혼선을 피했다 건의 비엔날레를 대륙별 창설 시기별로 분류. 173 ,
하면서 비엔날레 분포가 세기 후반 들어 수적으로 급증했고 양적으로 널리 퍼20
졌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47) 앞의 책Bydler, , p. 98.
48) 김홍희 년대 비서구권 신생 비엔날레 사례 연구 아시아 패시픽 트리엔날레,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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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비엔날레가 개막했으나 년 막을 내렸고 이후 년부터1985 , 2006

트리엔날레로 바꿔 세 번 열린 뒤 다시 소멸됐다 파리에는 이렇다.

할 비엔날레 트리엔날레가 없고 대신 년 시작한 리옹 비엔날레· , 91

가 프랑스 비엔날레의 명맥을 잇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도시 차원.

의 비엔날레가 아니라 미술관 차원으로 그것도 미국 미술로 범위를,

국한한 휘트니 비엔날레 가 국가적 대표성을 띠고 있을 뿐이(1973-)

다 즉 미술관 등 기존의 미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공고하지 못한.

곳들이 부족한 제도의 대안으로 비엔날레를 창설함으로써 이를 통

해 미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나아가 국제 미술 문화의 새로운 지형,

도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이 무렵 본격화됐다 대륙별로는 서유럽.

못지않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많은 비엔날레가 분포하는데 이,ㆍ

지역에서 비엔날레는 년 시작됐으며 년을 전후한 시기 본1968 , 2000

격적으로 확산됐다.

비엔날레가 미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곳 위주로 확산돼

미술 향유에 있어 평등과 표준화를 이뤘다는 주장은 대륙별 비엔‘

날레 분포’ 표[ 4]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년대 후반부터 전세. 1980

계적으로 비엔날레가 확산됐는데 이 시기 공연장 도서관 극장, ㆍ ㆍ ㆍ

미술관 등 여러 문화 기반시설 또한 증가했을 것이다 비엔날레는.

미술 내적 논리로만 존재한 게 아니라 문화제도의 일부로서 문화의,

확산과 그 행보를 같이 했기 때문이다 다만. 표[ 4]에 따르면 비엔

날레가 북미 유럽보다는 그 이외의 지역에서 더 빠르게 더 널리,ㆍ

퍼졌음을 알 수 있다 앞서 거론한 공연장 미술관이나 공공 도서관. ㆍ

등 일반 문화기반시설이 많이 형성돼 있지 않은 곳에서 비엔날레가

상대적으로 융성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제 세계에서 권위주의 체. 3

제의 전복과 연관해 비엔날레가 속속 창설됐으나 창설 당시의 명분,

보다는 국가 및 도시 마케팅이라는 실질적 효용이 강조되는 경향이

와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현대미술학 논문집 제 집 현대미술학회, 3 (1999), , pp.」 『 』
20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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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이에 대한 논의는 글로벌리즘 담론과 미술전람회의 변화 그. ,

리고 글로벌리즘 담론과 광주비엔날레를 다룬 장의 마지막 절에Ⅱ

서 이어 가겠다.

년 이후 미술과 미술 전람회2. 1989

글로벌리즘 담론의 확산1)

년도 더 전에 시작된 비엔날레가 전지구적으로 확산된 것은100

지난 여 년 사이의 일이다 세계 각지에서 민주화 바람이 불고20 . ,

글로벌 경제 공영권 논의가 진행되면서다 이번 장에서는 본 논문의.

방법론이 된 글로벌리즘 담론에 대해 살펴보고 이것이 미술 전람회,

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겠다.

세계 지구 전세계적 이 아닌 글로벌 모형에 대한· · (universal) ‘ ’

첫 언급들은 커뮤니케이션 연구 쪽에서 나타났다 년 맥루한이. 1962

이론화한 지구촌 논의가 대표적이다 극도로 상호 연결된 세계‘ ’ .

라는 아이디어를 암시한 이들 표현은(hyper_interconnected globe)

후에 월드와이드웹 으로 발전했다(www) .49)

기든스 역시 세기 중반을 세계화(Anthony Giddens) 20

논의의 기점으로 봤다 세계적 규모의 시장을 가능케(globalization) .

한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혁신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세계화의 진전.

에 따라 인간 의식의 지평이 확대되고 소비 중심의 글로벌 문화가,

형성되는데 그 이유를 첫째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의한 시간과,

49) Hans Belting, Andrea Buddensieg, “Art’s Globalization in Context,” in
Hans Belting, Andrea Buddensieg, Peter Weibel eds., The Global
Contemporary and the Rise of New Art Worlds, ZKM(Karlsruhe &
Cambridge: MIT Press, ),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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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분리 현상 둘째 사회적 관계가 상호작용의 맥락으로부터, ,

이탈하는 현상 때문이라고 봤다 기든스에 따르면 세계화는 국지. “

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의 사건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사,

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방식으로 그 반대도 마찬가지 원거리 지- -

방들을 서로 연계시켜 주는 전 세계적 사회관계의 심화 다” . 앞

서 제임슨이 세계화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이 확장된다는 감각이라고

설명한 데 이어 기든스는 한 사건이 다른 곳의 사건에 영향을 주고,

받는 연결 고리를 세계화라고 보았다 네그리와 하트는 제국주의 이.

후의 세계 질서를 제국 이라고 명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제국이‘ ’ .

란 전 지구적 교환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정치적 주체 다시 말,

해 세계를 통치하는 주권 권력이다 제국은 식민지 체제의 붕괴 자. ,

본주의 세계시장에 대한 소비에트라는 장벽의 최종 붕괴 이후 경제

적 문화적 교환들의 전 지구화를 분석하는 용어다 제국은 탈중심.ㆍ

화되고 탈영토화하는 지배 장치로 이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제 세, “ 3

계 속에서 제 세계를 제 세계 속에서 제 세계를 그리고 거의 아무1 , 1 3 ,

데도 없는 제 세계를 발견할 정도로 세 세계의 공간 분할은 마구2

뒤섞여왔다 고 설명한다” .51)

글로벌 개념은 세기 중반 나타났지만 글로벌리즘의 많은 용어20 ,

들은 년대와 년대 생겨났다 안드레아 부덴지크1990 2000 . (Andrea
Buddensieg)는 년과 년 첫 걸프전 중 미국인들이 널리“1990 1991

사용한 같은 새로운 커뮤니케‘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이션 기술의 발전은 지구의 위성 지도에 기초한 전례 없는 글로벌

상태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 썼다” .52) 글로벌 금융‘

위기 와 같은 최근의 많은 용어들은 신자유주의를 반영하며 최근’ ,

50) Anthony Giddens,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CA: Stanford
University, 1991), p. 64.

51) 하트 네그리 앞의 책& , , pp. 15-17.
52) Belting & Buddensieg, 앞의 글,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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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적 사건들 이후 생겨난 용어들도 있다 프랑스 철학자 장 보.

드리야르 가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테러(Jean Baudrillard) 9·11

를 글로벌 사건‘ ( 이라고 정의내린 게 그 예다 결과global event)’ .

적으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과 동시에 테러리즘에 대한 글‘

로벌 전쟁 이 이어졌다’ .53)

일반적인 측면에서도 오늘날 글로벌화의 담론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아이디어들은 년대 후반과 년대 초에서야 통용됐다1980 1990 .

한스 벨팅 은 이 무렵 글로벌 아트라는 개념이 사용되(Hans Belting)

기 시작하면서 타자의 예술 이라는 의미‘ ’ (art ‘of the others’)

로 쓰이던 세계 미술 이라는 용어를 대체했다고 지적‘ (world art)’

했다.54) 비엔날레는 지난 여 년간 동시대 미술의 가장 지배적 전20

시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었는데 세계 각지의 소식이 실시간으로,

교류되는 정보 고속도로의 시대에 비행기에서 비행기로 이동하는

스타 큐레이터와 미술가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비슷한 작품과 메

시지를 가지고 이동하며 표준화된 전시를 만들기 때문에 지역의 지

정학적 위치와 지역성은 관광 요소로 작용할 뿐 전시 내에서는 상

당 부분 그 특성이 희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해당 지역은 지역 문화와 경제의 발전을 꿈꾸며 상당한

예산을 들여 외부 전문가들을 기용해 권한을 주고 이들 전문가들은,

년 이내의 계약 기간 동안 자유롭게 자신의 프로젝트를 벌이며 계2 ,

약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유사한 전시를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개 가까운 비엔날레가 지금 이. 200

순간에도 개막과 폐막을 반복하고 있다 대학의 큐레이터 학과가 성.

장했고 이곳 졸업생들의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며 각 지역의 미술,

53) 앞의 글Belting & Buddensieg, , p. 54.
54) Hans Belting, “Documents,” in Hans Belting, Andrea Buddensieg, Peter

Weibel eds., The Global Contemporary and the Rise of New Art Worlds,
ZKM(Karlsruhe & Cambridge: MIT Press, 2013),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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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시장과 전시 형태를 표준화했고 세계 각지의 전시장으로 능력,

껏 그랜드 투어 를 다니는 관객을 늘리며 늘어난 미술 전람회‘ ’ ,

예산으로 대규모 장소 특정적 설치의 생산과 유통을 책임지고 있다.

제 세계 비엔날레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견고해진 매너리즘에서 탈1

피하고 새로운 화제를 만들기 위해 탈식민주의 큐레이터를 기용해

제 세계의 미술을 전시하고 제 세계 비엔날레는 화제의 중심에 서3 , 3

기 위해 제 세계의 저명 작가와 큐레이터를 영입한다 제 세계 비엔1 . 1

날레의 방법론을 따르면서도 조금이라도 화제가 될 만한 주제를 찾

기 위해 분투한다 비엔날레가 동시대 세계 미술 전람회의 표준적.

형태로 자리잡으면서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국경 민족, · · ·

문화적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는 중심이자 주류 형식에 주변부가 합쳐짐으로써 그 경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한편 이들 사이에서 정보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흐른다 세계화.

의 가장 큰 특징으로 거론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증대다 프레드릭 제.

임슨 은 이와 관련해 세계화 란 글(Frederic Jameson) “ (globalization)

로벌 커뮤니케이션과 세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된다는 감각을

반영한다 고 기술했다” .55) 아파두라이는 제임슨의 커뮤니케이션 확

장에서 더 나아가 시공을 단축한 감각이 민족의 물리적 경계마저

해체한다고 언급한다 그는 이 같은 세계를 터키 출신의 임시 노. “

동자들이 독일의 싸구려 아파트에서 터키 영화를 보고 필라델피아,

의 한국인들이 위성방송을 통해 올림픽을 시청하며 시카고의 파88 ,

키스탄인 택시 운전사들이 파키스탄이나 이란의 이슬람교 사원에서

녹음된 찬송가 테이프를 듣는 세계 이며 여기서 우리는 재빨리” , “

옮겨 다니는 이미지들과 탈영토화된 관객들이 만나고 있음을 알게

55) Frederic Jameson, ‘Preface', in The Cultures of Globalization, eds.
Frederic Jameson and Masao Miyoshi(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8), p.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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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고 서술했다” . 구체적인 민족과 지역이 존재하더라도 거기,

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미돼야 정체성이라는 정신적 연결고리가 생긴

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는 출판물일 수도 나 인터넷 소통. , TV ,

혹은 전시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조앤기 는 글로벌라이제이션(Joan Kee) (globalization)

은 세계화 글로벌리즘 은 세계 통합 주의라며 다음과 같, (globalism) ( )

이 구분해 서술했다.

채식주의 쾌락주의 공산주의와 같이 글로벌리즘은, ,

특정 행위 방식에 관한 신념과 관련된다 이러한 측면.

에서 글로벌리즘은 특정 관습이나 태도에 대한 순응을

요구하는 전체화의 과정을 경멸적으로 가리키는 용어

인 세계화와 구별된다 글로벌리즘은 또한 네그리와.

하트 같은 비평가들이 제국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

소수의 영향력 있는 행위자가 오래전부터 수행해 온

초국가적 활동과도 다르다 여기서 글로벌리즘은 모든.

것을 포함할 권한을 가질 뿐 아니라 포함된 자들 간의

동등함을 보장하는 이상적인 세계 질서를 실현하려는

시도들의 총체다.57)

위의 서술은 중심에 주변을 강한 것에 약한 것을 복속시키는 세,

계화와 달리 글로벌리즘은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허물고 주변 또한,

중심의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냉전 이후의 정.

치 경제 질서로서의 세계화는 선진국 특히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재편을 가속화하며 양극화로 인한 저항을 불러왔다 제 세계는 신자. 3

56) 아파두라이 앞의 책, , p. 12.
57) 조앤 기 한눈에 보는 세상 세계를 위한 형식 알렉산더 덤베이즈 수잰 허드, - , ,「 」

슨 편 라운드테이블 년 이후 동시대 미술 현장을 이야기하다 서울시립미, : 1989 ,『 』
술관 학예연구부 역 서울 예경( : , 2015), pp.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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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의 경제 질서의 주변부에 머무르며 세계화를 향해 달음질해야

하는 처지에 그쳤다는 부작용 또한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

서 재미 학자의 관점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한다 글로벌리즘은 차이.

를 인정하고 단일화된 중심이 아닌 여러 개의 다원화된 중심이 존,

재한다는 전제 하에 이같은 작은 중심들 간의 결절점 을 중시(nodes)

하는 체제로 읽히지만 세계화와 그 뿌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 미술, .

에서는 글로벌리즘 담론의 대두 이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표준화

된 전시 시스템으로서 비엔날레가 널리 확산됐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보고자 하는 광주비엔날레도 그 중 하나인데 전시에서의 국제 표준,

을 지향하는 동시에 이 전시가 발 딛고 있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것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일종의 딜레마 속에 진행되는 것에

비엔날레의 논쟁적이고도 가변적인 특성이 있다.

아파두라이의 글로벌리즘은 한층 더 내셔널리즘의 대척점에 위치

해 있다 그는 대량 이주와 전자 매체의 시대라 할 수 있는 세계화.

시대에는 더이상 민족국가 체제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지역성은 이웃 과 타자 간‘ (neighborhood)’ ‘ (other)’

의 대립과 타협의 산물인데 식민지 인도에서 영국 상류 계급이 즐,

기던 크리켓 경기가 토착화되어 가는 과정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새로운 소통 인터넷과 다른 전자 미디어 덕분에 실제 이웃보다 세,

계 다른 곳에서 모인 사람들을 더 친밀하게 만드는 가상 이웃‘ ’

에 기반한 문화의 형성이 전에 없이 가속화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전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성을 창출하는 과정은 국제적이

거나 다른 문화에 열려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는 물리적

지역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지역성 즉 초지역성 을 제, (translocality)

안한다.

58) 아파두라이 앞의 책, , pp.18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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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은 글로벌 질서 하에서 진행되는 초국적‘ ’

이동에 초점이 있었다 국민국가의 경계를 유동하는.

미디어가 생산해 내는 탈구적 양상을 포착하고 이들

이 생산해 내는 이미지들이 경계를 해체한다고 포착

하면서도 한편으로 미디어에 의해 구조화된 세계의

상을 놓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애착과 관심 열망은 종전의,

경계들 지역간 국가 민족 간의 경계를 가로지르고 있- /

다.59)

이같은 초국적 이동의 사례 중 하나가 비엔날레라고 할 수 있

다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큐레이터나 작가들이 수시로 물리적 이동.

을 하며 장소 간의 경계와 격차를 줄이는 한편 온라인상의 가상‘

미술계 를 형성해 실시간으로 정보 교류를 한다 초국적 이동은 비’ .

엔날레의 특징이자 비엔날레에 대한 비판의 근거이기도 하다, . 2010

년 광주 비엔날레 이어 년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으로 활동한, 2013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는 비엔날레 옹호론을 펼(Massimiliano Gioni)

치며 비판론자들의 논지를 이렇게 묘사했다, .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전시들은 특정 작가군 또는

특정 부류의 작가들이 마치 동시대 미술의 유랑 서커

스단처럼 전 세계 대부분의 비엔날레에 등장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비엔날레는 마치 뿌리내. ‘

리지 않는 또는 맥도널드나 문화 프랜차이UFO’ ‘

즈 처럼 단순히 작품들과 작가들을 전시 기간 그 지’

역을 급습하듯 들여옴으로써 지역의 다양성을 옥죄는

데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할 수 있다.60)

59) 아파두라이 앞의 책, , pp. 134-135.
60)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비엔날레를 옹호하며, ,「 」 알렉산더 덤베이즈 수잰 허드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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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비판에 대해 그는 비엔날레는 그저 격년제로 열린다는

공통점만을 가진 전시이며 단기로 일하는 큐레이터들이 단 한 번뿐,

인 자유를 갖고 거대한 문제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책임지지 않을 자유를 가진 스타 큐레이터가.

떠난 자리에 지역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비엔날레가 제시한,

거대한 문제의식은 그저 전시 주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채택한

문제에 불과할 수도 있다.

네트워크 사회 속에서의 초지역성은 마누엘 카스텔(Manuel

또한 눈여겨 본 부분이다 네트워크에 대한 접속은 이 사Castells) .

회에서 필수 조건처럼 여겨져 네트워킹 능력이 조직과 기관 사회적,

행위자의 생산성 경쟁력 창조성과 연결되고 궁극적으로는 권력과,ㆍ ㆍ

권력의 공유를 가능케 하는 핵심 조건이 된다는 얘기다 카스텔이.

말하는 네트워크 사회는 서로 연결된 결절점 들의 소통을 통(nodes)

해 새로운 결절점들이 무한 증식하는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구조

다. 비엔날레 역시 세계 미술계 안팎에서 서로 연결된 결절점을

형성하며 증식한다 각 지역 거점은 국제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지. ,

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성 즉 초지역성을 구현하게 된,

다 때문에 후한루 는 년 부산비엔날레를 위해 썼던 글. ( ) 2000侯瀚如

에서 국제성 과 연관짓지 않고 지역성 의 문제를(globality) (locality)

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지역성을.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의 가장 절박한 임무인데 지역적 정체성,

은 초국가적이며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혼성적이라고 한다 역.

사적으로도 그랬지만 특히 동시대 세계에서 지역성은 늘 지역 혹은, (

편 라운드테이블 년 이후 동시대 미술 현장을 이야기하다 서울시립미술, : 1989 ,『 』
관 학예연구부 역 서울 예경( : , 2015), p. 222.

61) Manuel Castells, The Power of Identity (Oxford and Cambridge:
Blackwell Publishers, 1997), p.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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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과 국제 혹은 타자 와의 직면과 교섭의 산물이다) ( ‘ ’) .62)

동시대 미술 비엔날레 같은 행사는 지역 관객에게

국제적 지도상에 지역 위치짓기를 증진한다는 목적에

서 시작된다 지역 관객들은 비엔날레가 지역적으로.

의미있고 새로운 지역성을 창출하기를 요구하지만 비, ,

엔날레는 태생적으로 글로벌 이벤트다 외국 의 소. ‘ ’

개 국제적 지식 문화 작품 담론은 국제적 문화 교, ㆍ ㆍ ㆍ

류에 통달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지역성을 더 잘

방어할 수 있다는 능력의 증명이다.63)

비엔날레의 국제적인 동시에 지역적인 속성을 설명한 위의 글처

럼 비엔날레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미술 전람회 형식을 갖추려 애,

쓴 지역 축제의 형태로 그 지역성을 드러낸다 후한루는 새로 나. “

타나는 로컬리티들은 명백히 순수하지 않고 혼성적이고 그리하여

혁신적 이라며 문화적 정체성 문제는 더 이상 국민 국가의 논리” “

에 기반하지 않고 대신에 초국가주의에 대한 것 이라고 설명했”

다. 국제적 이주의 증대에 따른 국제화는 새로운 이웃 새로운 지,

역성을 만들어 낸다 물리적으로 가까운 이웃보다 온라인 소통의 증.

대로 인한 가상 이웃 과의 접촉이 더 빈번한 오늘날 비엔날레의‘ ’ ,

국제성으로 인해 그걸 소개하는 도시들이 오히려 지역성 생산의 활

력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게 후한루의 논점이다.

62) Hou Hanru, “Towards a New Locality: Biennials and ‘Global Art’,”
Barbara Vanderlinden and Elena Filipovic eds., The Manifesta
Decade-Debates on Contemporary Art Exhibitions & Biennials in
Post-wall Europe(A Roomade Book and MIT Press books, 2005), p. 58:

년 부산비엔날레를 위해 쓴 글이지만 당시에는 게재되지 않았고 후에 마니페2000
스타 주년을 맞아 출간된 위의 책에 실렸다10 .

63) 앞의 글Hou, , p. 59.
64) 앞의 글Hou, , pp. 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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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같은 이상은 국가와 지역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의 경

제와 문화를 활성화하고 행사 개막에 지역의 단체장이 나와 축사를,

하고 참여 작가의 일정 비율을 지역 출신 작가에게 안배할 것을 요,

구받는 지역 비엔날레들이 처한 현실과 어떻게 만날까 비엔날레는.

날로 소프트 외교의 수단이 되는 한편 아트페어와도 뒤섞이면서 그,

정체성조차 희미해져 가는 형국이다 예컨대 아트 바젤에서 기존의.

아트페어에서는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외면받았던 설치 미술

이나 퍼포먼스를 위한 특별전인 언리미티드 를 통해‘ (Unlimited)’

미술품 거래 시장이라는 아트페어의 본질 이상의 의미를 창출하려

하는 시도는 아트페어가 비엔날레의 형식을 차용해 그 헤게모니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이다.

장 절에서는 세기 말 만국박람회에 이어 탄생한 비엔날레가1 19Ⅱ

세계 각지의 미술을 한 곳에 모음으로써 개최지의 입지를 강화하며

오늘날 전시 즉 보여주기 의 역사를 만들어 왔음을 살펴보았다, ‘ ’ .

표준화된 전시 전시를 통해 창출한 인위적 세계 그리고 그 안에서, ,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한 자국 혹은 자기 지역 미술의 존재감 부각

등 비엔날레는 글로벌리즘의 시기 더욱 표준화되는 동시에 지역화

되며 전지구적으로 확산됐다 이같은 변화의 배경을 제공한 글로벌.

리즘 담론을 통해 비엔날레의 현 상황 읽기를 시도하고 이어 글로,

벌리즘 담론이 전시를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세기 말과 세기, 20 21

초 유럽의 주요 전시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다 구체적으로는 년. 1989

퐁피두센터에서 열린 지구의 마법사들 로 시작 년의 움직, 1998《 》 《

이는 도시들 년의 카셀 도큐멘타와 년의 베니스 비엔날, 2002 2013》

레에서 보여준 전시 대상과 지역의 확장 사례다 글로벌리즘 담론을.

통한 비엔날레 주요 전시 읽기는 이번 연구의 주제인 광주비엔날레,

읽기로 이어진다.



- 54 -

글로벌리즘 담론과 미술전람회의 변화2)

세계적 규모의 시장을 가능케 한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혁신 덕분

에 세기 중반 세계화 현상이 본격화됐다 세계화는20 (globalization) .

커뮤니케이션이 증대되는 현상이며 세계가 경계 없이 뒤섞이는 현,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덕분에 세계 어느 곳에.

서나 자국 문화를 접할 수 있고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동일한 국가,

적 민족적 정체성을 갖게된다 앞 장에서 언급했듯 아파두라이는, .

이를 실제로 공간을 나눠 쓰고 있는 이웃보다 전자 미디어를 통해,

결속된 보이지 않는 이웃이 더욱 동질감을 나누는 초지역성의 세계

라고 정의했다 이런 세계에서 미디어의 이해. ‘ ’(McLuhan, 1964)

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민족이라는 개념은 상상, ‘

의 공동체 로 치부된다 이 세계에서는 연결된’(Anderson, 1983) . ‘

다수의 개인들 에게 더 많은 역량이 주어진다’(Castells, 2009) .65)

미술 또한 세계화의 영향권에 있다 세계화의 한 효과는 다른 인.

종과 국가 정체성은 물론 다른 문화 종교 언어 간의 만남을 증대, , ,

한다는 점이다 이는 문명의 충돌. ‘ ’(Samuel P. Huntington, 1996)

혹은 문화의 합류 로도 서‘ ’(Ilija Trojanow, Ranjit Hoskote, 2007)

술된다 어떤 관점을 취하든 내포와 배제 융합 과 흡수. , (integration)

는 오늘날 탈식민주의 전시의 중요 관점이다(assimilation) .66)

세계화로 인한 문화 간 만남과 합류 내포와 배제 융합과 흡수는, ,

65) 마셜 매클루언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김상호 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 - , ( :『 』
스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 2011); , -『
찰 윤형숙 역 서울 나남 마누엘 카스텔 편 네트워크 사회 비교문화, ( : , 2004); , -』 『
관점 박행웅 역 파주 한울, ( : , 2009).』

66) Peter Weibel, "Globalization and Contemporary Art," in Hans Belting,
Andrea Buddensieg, Peter Weibel eds., The Global Contemporary and the
Rise of New Art Worlds, ZKM(Karlsruhe & Cambridge: MIT Press, 2013),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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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탈민족 탈경계 경향이. ㆍ

다 미술 전람회가 국제성을 지향하면서 자국 미술 전시를 자국 국. ,

적의 큐레이터에게 맡겨야 한다는 생각은 깨졌다 오늘은 미국에서. ,

내일은 중동에서 전시 기획 회의에 참석하는 제트 플라잉(jet

큐레이터의 시대 혹은 미술 인력 시장의 국제 표준이라고flying) ,

표현할 수 있겠다 주요 큐레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면 지역 간.

경계는 사실상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 탈경계는 서구 모더니즘 미술.

위주의 미술사 서술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매스 미디어의 발달.

로 미술과 비미술의 경계가 깨졌고 작게는 미술과 영화 회화와 사, ,

진 조각과 사진 등 장르 장벽 또한 낮아졌다, .

이러한 전지구적 유동성 증대는 작품의 제작과 유통 방식에도 영

향을 끼쳤다 편집과 포스트 프로덕션이 제작과 전시의 중요한 방법.

이 되었다 작가나 큐레이터는 디제잉 을 하듯 이미 완성. (Deejaying)

된 작품이나 남의 전시를 가지고 새로운 작품과 전시를 창출했다, .

장에서 거론할 제 회 광주비엔날레 연례보고 전이 그 예다7 ‘ ’ .Ⅲ

기록 보존이라는 의미의 아카이빙 은 정해진 기간 동안(archiving)

백업 파일 및 관련 저널을 기억해 두는 작업을 뜻하는 컴퓨터 용어

이기도 하다 낡은 수집품의 지루한 나열일 것 같던 아카이브는 오.

늘날 예술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사진 아카이브를 토대.

로 그림을 그리는 게르하르트 리히터 프로이트(Gerhard Richter),

아카이브에 자신의 물건을 얹는 작업을 선보인(Sigmund Freud)

소피 칼 이 그 예다(Sophie Calle) .67)

67) 리히터는 년대 사진을 모으기 시작했다 자신이 찍은 것도 있었고 신문이나1960 . ,
잡지 책에서 스크랩한 것도 있었다 이렇게 모은 이미지를 아틀라스 라는, . (Atlas)『 』
목록집으로 만들었다 종이에 사진을 붙인 이 목록집은 여 년 간 페이지가. 40 800
이상 쌓여 이름 그대로 리히터의 작품 제작 지도가 됐다 출처 게르하르트 리히, . :
터 홈페이지 년 월 일(https://www.gerhard-richter.com/en/art/atlas) 2017 7 8
검색.

칼은 런던 프로이트 박물관 에서 약속(Freud Museum Archive) (Appoin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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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적 예술의 기원은 년대의 실험음악 존 케이지1950 ( John Cage)

과 실험시 움베르토 에코 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터넷( Umberto Eco) .

확산과 컴퓨터의 이동성 증대로 개인 통신 장비가 발달하고 관객

참여가 확장되면서 작품을 완성하거나 무엇이 예술인지 결정하는

일이 더 이상 미술 제도나 전문 예술인의 독점적 권한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줬다 전통적 맥락에서는 예술을 향유하지 못했을 것 같.

은 새로운 관람자층의 등장 전통적 갤러리 공간 이외 공간에서 벌,

어지는 일들도 예술에 포함됨으로써 작품 제작과 전시의 방식이 확

장됐다.

①탈민족 탈경계ㆍ

오늘날 작가들이 여러 해 동안 이곳저곳의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비엔날레 사이를 돌며 도시 유목민 예술가로 성공하는 것을 보면,

장소의 문제가 모호하고도 의미 없어진 전지구화의 시대를 실감하

게 된다 변화된 미술계에서 지역 행사 또한 유목민 작가들의 네트.

워크 혹은 이들이 자기 작업을 즉각 게시하는 온라인의 장에서 실

시간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중심부의 유명 미술 행사와 비슷한 선

상에서 관객을 만날 기회를 얻는다.

마누엘 카스텔은 네트워크 발달로 오늘날 사회가 연결된 다수‘

의 개인들 에게 보다 더 많은 역량이 주어질 수 있는 사회로 전환’

되고 있다고 했다 세기에 이르기까지 각 민족은 경제와 물리적. 20

힘으로 다른 인종 종교 지역의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으며 모든, ,

국가의 제도가 그것을 지원하는 체제였지만 카스텔은 이같은 국가,

주의는 쇠퇴하고 대신 다문화가 공존하는 형태의 사회로 갈 것이라

이라는 프로젝트를 벌였다 프로이트의 집을 보존한 박물관에 웨딩드레스1999) . ,》
가발 연인에게서 받은 편지 등 자신의 물건들을 가져다 놓고 마치 이곳을 예약, ,
방문한 여성 환자 중 한 사람인 것처럼 기념 촬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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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내다봤다.68)

이처럼 전지구화 시대를 맞은 세기 미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은21

글로벌 웹 즉 웹 혁명 이래의 모든 시기 모든 미디어에 접속할, 2.0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무엇이나 언제나 어디서나 는 새로운 디. “ ”

지털 시대의 의무다 미디어의 경험은 보편적이 됐다 아이팟으로. .

자기만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브로드캐스팅 대신 팟캐,

스팅 비디오캐스팅을 통해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TV .

네트워크를 통해 모두들 방송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시.

대 미술의 생산 방식도 바꿔놓았다 동시대 미술가들이 그들의 언어.

를 전방위로 전 매체로 확장해 왔기 때문에 동시대 미술에 대한 전,

시는 사운드 아트부터 퍼포먼스까지 설치부터 회화까지 조각부터, ,

넷아트까지 시공간에 기반한 예술이라는 모든 동시대 형식을 모든, ,

미디어 모든 장르 모든 훈련을 포함한다 이들 미디어는 서로 혼합, , .

되고 교차한다 예를 들어 멀티플 프로젝션을 사용한 비디오는 여러.

시점에서 동시에 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영화의 내러티브적 상상을

뛰어넘는다.69)

글로벌리즘의 특징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탈경계다 중심과 주.

변의 구분이 엷어져 주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중심 위주로,

써온 기존의 미술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변화.

된 세계를 매개하는 이가 독립 큐레이터다 이들은 년대 이후. 1990

늘어난 비엔날레를 배경으로 그 이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소위 주변.

부에서 비엔날레급의 국제적 미술 전람회가 생기면서 주최측은 이,

미 세계적 전시로 이름을 알린 독립 큐레이터들을 적극 영입했다.

미술도 해당 언어와 역사를 배경으로 꽃피었으므로 자국 미술을 가,

장 잘 아는 자국 큐레이터가 기획해야 한다는 민족주의 논리는 설

68) 마누엘 카스텔 편, 네트워크 사회 비교문화 관점 박행웅 역 파주 한울- (2009), ( : ,『 』
2009), pp. 5-6.

69) 앞의 글Weibel, ,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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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잃었다 주최측이 전람회에서 무게를 두는 것은 그저 자국.

문화를 강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타문화와의 네트워킹 속에서 어떻,

게 자문화를 돋보이게 구분지어 주느냐다 때문에 국제적으로‘ ’ .

이름난 큐레이터를 영입해 자국 미술을 알릴 기회를 늘리는 것이

미술의 국제화 로 인식돼 왔다 이미 년을 전후한 시기 인도‘ ’ . 1970

트리엔날레에서도 이같은 욕망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년 인도 첫 트리엔날레의 확실한 성공 덕분에 후1968

원자들은 주도권을 이어갈 용기를 얻었다 이 주도권이.

란 원래 트리엔날레에 대한 인도의 기여는 뚜렷하며 동,

시대 인도를 세계 지형도에 자리 잡게 할 것이라고 배심

원들이 일방적으로 판단해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70)

바이들러는 비엔날레의 확산이 프리랜스 미술계 전문가 인력 시

장을 표준화했다며 글로벌 이란 세계의 문화적 목록이 아니라, ‘ ’

초국가적 고용을 이끄는 문제 기반 문화 공동체의 미학적 어젠다‘

를 뜻한다고 했다(aesthetic agenda)’ .71) 그러나 탈민족 시대의 전

시에서 장소성이란 작품보다는 큐레이터의 이해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작품이 어디서 보여지는 것이 유리한가 하는 문제보다는 큐레,

이터들이 처한 상황 그들이 미래에 성취하고자 하는 장소로서의 중,

요성으로 평가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72) 게다가 비엔날레가 글로

벌화라는 덕목을 구현하고 선전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이 지나

치게 강조될 경우 즉 주요 관람자 층을 국제적 엘리트로 맞출 때, ,

해당 비엔날레는 특정 장소가 아닌 세계 어느 곳에서 열리든 상관

70) Mulk Raj Anand, “Preface,” Second Triennale-India, 1 February-31
March, catalogue, (New Delhi: Lalit Kala Akademi, 1971).

71) 앞의 책Bydler, , p. 13.
72) 앞의 글Filipovic, van Hal, and Ovstebo, ,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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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다국적 행사가 된다 이에 따라 개최지의 지역 관객들은 소외.

되고 그 장소가 갖는 고유성 개최지에서 기대하는 효과 지역적 이, ,

해관계는 무시되기도 한다.

민족주의를 넘어선 전시 기획자 및 참여 작가 기용과 이에 따른

전시의 탈민족화는 탈경계 탈장르로 이어진다 스스로 떠돌이 여, . ‘

행자 가 된 예술가들은 세계화 현상에 부응해 장소특정적인 설치’

미술을 제작하고 다닌다 이런 전시는 종종 관광용 오락에 치중한.

경험일 뿐이라는 비판도 받지만 한편으로는 참여적 미술의 탄생을

예고했으며 전통적 제도의 부재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전시 양식을,

만들었다는 의미 또한 찾을 수 있다.

탈경계의 또 다른 양상은 비엔날레와 아트마켓 사이의 장벽이 낮

아지는 경향이다 비엔날레는 작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에도.

점점 대규모 설치를 지향하면서 시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하며 아트페어는 거래와 소장이 용이한 회화 조각 위주에서 벗어, ·

나 설치나 퍼포먼스 전시를 도입하면서 비엔날레를 닮아간다 아트.

페어나 경매는 또한 작품 거래의 탈영토화를 추구하는 속성을 띤다.

년 중국의 동시대 미술 경매 시장 규모는 프랑스를 넘어섰다2008 .

경매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년에는 세계 대 작가 중2003 100

중국 작가가 자오키 단 한 명뿐이었던 데 비해 년에는( ) , 2010趙無極

명이 포함됐다 미국 작가가 명에 그친 데 비해서도 괄목할만한39 . 16

성장이었다 서구 아트페어는 신흥 시장 참여자들을 위한 섹션을 만.

들고 상하이 뉴델리 모스크바 아부다비 같은 새로운 지역에서, ㆍ ㆍ ㆍ

아트페어를 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늘날 미술이 진정 세계화됐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 중국 현대미술이 부상했다지만 냉소적 리얼리즘과 정치적.

팝 아트 작가군에나 해당되는 얘기다 중국 경매사인 폴리 옥션이.

세계 위의 경매 수익을 거둘 정도로 중국 미술의 경매 시장 점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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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급증했다지만 폴리는 내수에만 치중하고 있으니 지역 작품이,

지역 중개자 지역 컬렉터를 통해 유통되는 구조인 셈이다 세계 곳, .

곳에 지사를 둔 옥션하우스와 가고시안 갤러리 페이스 갤러리 등,

대형 갤러리가 미술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이들 최상위 미술 시장

의 대표 작가나 중개상 또한 유럽이나 미국인으로 구성돼 있는 점

도 여전하다 암스테르담대 문화경제사회학부 교수 올라프 펠트하위.

스(Olav Velthuis)는 지역적 중심이 존재하며 글로벌 프레임을 통“

해 부분적으로만 상호 연결되는 다국적 미술계가 만들어지고 있

다 고 분석했다” .73) 이 점은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유사하

다.

장르 간의 경계가 엷어진 것 또한 동시대의 징후다 매스 미디어.

는 비디오에 새로운 역할을 줬다 그 결과 미술과 영화 사이의 경계.

선이 흐려졌다 영화로서의 미술과 미술로서의 영화는 새로운 장르.

를 창출했다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와 그래픽 프로그램의 보급으로.

사진은 실제 세계를 찍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가상 세계의 발명,

에 심취해 있다 조각은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로도 이뤄질 수 있.

고 사진 비디오 언어 등 그 어떤 매체로도 표현될 수 있다, .ㆍ ㆍ 74) 또

한 스크린 상의 언어는 회화 책 조각이 될 수 있다LED .ㆍ ㆍ

년에는 세계 정세에서 중요한 국면을 형성한 사건들이 잇달1989

아 일어났다 그 해 월에 마지막 소련 군대가 카불을 떠나며 년간. 2 9

의 군사 점령을 종결했다 미국은 첫 위성을 궤도에 올렸고. GPS ,

제네바 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 에서는 월드와이드웹을 발명했(CERN)

다 월엔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고 월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6 , 11 .

월 조지 부시 와 미하일 고르바초프12 (George Bush) (Mikhail

73) 올라브 펠트하위스 미술 시장의 세계화와 상업화, ,「 」 알렉산더 덤베이즈 수잰 허,
드슨 편 라운드테이블 년 이후 동시대 미술 현장을 이야기하다 서울시립, : 1989 ,『 』
미술관 학예연구부 역 서울 예경( : , 2015), pp. 471-472.

74) 앞의 글Weibel, ,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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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타에서 냉전 종식을 암시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칠Gorbachev) .

레에서는 피노체트 의 독재가 끝났고 루마니아에(Augusto Pinochet) ,

서는 차우세스쿠 가 처형됐다(Nicolae Ceau escu) .ş 75)

탈민족 탈경계 탈장르 등 글로벌리즘에 대한 논의와 함께 분석ㆍ ㆍ

할만한 전시들도 이 때 등장했다 년 월 베이징 중국미술관에. 1989 2

서 열린 중국 아방가르드 전이 시작이었다/≪ ≫ 그림[ 8] 신조 운동. 85

을 보여주려던 전시였지만 도록조차 발간되지 못한 채 당국의 압박,

으로 보름 만에 철수했다 중국 아방가르드 전은 중국에서 미술. ‘ / ’

평론가 리시엔팅 이 기획한 최초의 대규모 현대미술 전시이( )栗憲庭

자 국립미술관에서 열린 최초의 아방가르드 미술전이었다, .76)

월 파리 퐁피두센터와 라빌레트 일대에서 열린 지구의 마법사5 ≪

들 전은 서구의 미술관에 초대되는 작가와(Magiciens de la Terre)≫

작품의 경계를 넓혔다 그림[ 9] 장 위베르 마르탱. (Jean-Hubert

이 기획한 이 전시는 이른바 국제적 변두리 의 작품까지Martin) ‘ ’

전시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서 년 앙드레 말로1959 (Andr Malraux)é
가 창설 유럽과 미국의 작품에 우선권을 줬던 파리 비엔날레에 대,

한 대항으로 읽히기도 했다.77) 전시에는 서구 작가들 뿐 아니라 티

벳의 만다라 나바호의 모래 그림 등 기존엔 미술관보다는 인류학,

박물관에서 볼 법한 것들이 작가의 이름을 걸고 예술작품으로 전시

됐다 기존의 유럽 미국 중심의 미술에 이의를 제기하며 문화 상대. ㆍ

성을 강조한 전시로 평가받았다 지역적으로 비주류 뿐 아니라. ‘ ’

이른바 비미술 비작가군 또한 포함시킨 인류학적 접근의‘ ’, ‘ ’

75) Belting and Buddensieg, 앞의 글, pp. 58-59.
76) 앞의 글Belting, , p. 70.
77) 마르탱은 미술사가 벤저민 부클로와의 인터뷰에서 중심과 주변부의 문제는 또한“

저자와 작품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이는 작가의 역할과 작품의 기능이 세계의. [ ]…
다른 지역에서는 유럽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
다: Benjamin H. D. Buchloh, “The Whole Earth Show: An Interview with
Jean-Hubert Martin,” Art in America 77(May 1989),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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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였다 경계를 허물고 타자 를 우리 안에 끌어들임으로써. ‘ ’ ‘ ’

기존 모더니즘 질서의 와해를 꾀했다 인류학 원시주의로만 읽히던. ㆍ

익명의 공예품들을 모아 미술사 다시쓰기를 시도한 포스트프로덕션

이기도 했다.

마르탱의 이 전시는 바로 년 전 뉴욕 모마 에서 윌리엄5 (MoMA)

루빈 이 구성한 세기 미술에서의 원시주의(William Rubin) 20 ‘ ’≪

가 취한 근대적 인종주의‘Primitivism’ in 20th Century Art≫ ㆍ

식민주의적 관점에 대한 대항이기도 했다 이 전시에서 기존 타자. ‘

에 대한 식민주의적 관점은 모더니즘 미술 과(the others)’ (modern)

부족 미술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식으로 대‘ (tribal art)’

수롭지 않게 다뤄졌다.78)

지구의 마법사들 에 참여한 명의 예술가 중 절반은 미국100《 》

과 서유럽 출신 나머지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호주 출신이었, ㆍ ㆍ ㆍ

다 기존의 원시주의 전시에서 익명의 타자들 로만 취급되던. ‘ ’ ‘ ’

이들이 서구 예술가들의 동료로 이름을 갖고 무대에 진입했다 여기.

이 전시의 동시대성이 있다 전시에는 어떤 위계의 개념도 없었다. .

작가 선정부터 전시 방식까지 역사의 한 획을 그으며 이후 비엔날,

레들의 모델이 된 것으로 평가받았다.79) 마르탱 스스로는 그로부터

년이 지난 년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자평했다22 2011 .

지구의 마법사들 전은 많은 질문을 제기하고자≪ ≫

했고 이제 막 시작되는 미술의 새로운 역사를 이야기,

하고자 했다 한편으로 이 전시는 성공이었는데 단체. ,

전을 기획하는 모든 큐레이터들이 이제 여성 뿐 아니

라 아프리카 작가와 아시아 작가들을 포함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미술과 공예 간의 차.

78) 앞의 글Belting, , p. 62.
79) 앞의 글Filipovic, van Hal, and Ovstebo, ,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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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싶었다.80)

그러나 주변부 비작가 비미술이 포함됐다는 의미의 기저에는 한, ,

층 더 복잡한 해석의 문제가 깔려 있다 인도 평론가 기타 카푸르.

는 이 전시가 비서구 지역에서의 근대화 과정을 인(Geeta Kapur) “

정하되 전통과 변화에 대한 인류학적 패러다임을 통해 바라보았기

에 궁극적으로 모더니즘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고”

비판했다.81) 그는 나아가 이 전시가 민족지학으로 시대착오적인“( )

생각에 기반을 뒀기에 원시와 모던 민속성과 도시성 전통과 아방, ,

가르드 중심과 주변부 사이에 통시적으로 존재하는 매우 중요한 긴,

장이 관대한 미학에 의해 흐려졌다 고 비판하면서도 생산적인” , “

자극을 주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이 전시가 아방가르드 이론들.

을 포함하는 서양 미술사의 모델들을 시험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고 평가했다.82)

전 세계 문화 생산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특권적 우위를 전복하겠

다는 기획 의도와는 반대로 전시장에 들어온 원시주의는 서구 미술,

의 지배 영역을 확장 강화한 것으로 읽히기도 했다.ㆍ 여기에 이

80) Hans Belting, Jean-Hubert Martin, “Magiciens de la Terre: Hans Belting
in Conversation with Jean-Hubert Martin,” February 20, 2011, in Hans
Belting, Andrea Buddensieg, Peter Weibel eds., The Global Contemporary
and the Rise of New Art Worlds, ZKM(Karlsruhe & Cambridge: MIT
Press, 2013), p. 211.

81) 기타 카푸르, 이질적인 세계에서의 큐레이팅 ,「 」 알렉산더 덤베이즈 수잰 허드슨,
편 라운드테이블 년 이후 동시대 미술 현장을 이야기하다 서울시립미술, : 1989 ,『 』
관 학예연구부 역 서울 예경( : , 2015), p. 229.

82) 카푸르 앞의 글, , p. 230.
83) 년 월 국립현대미술관은 테이트 리서치 센터와 함께2017 4 분열된 영토들‘ : 1989

년 이후 아시아 미술 이라는 제(Territories Disrupted: Asian Art After 1989)’
목의 국제 심포지움을 열었는데 여기에 지구의 마법사들 전 공동 큐레이터였던《 》
마크 프란시스 를 초청해 회고담을 들었다 프란시스에 따르면 당(Mark Francis) .
시 호주의 옌두 무 부족을 초청하기로 했을 때 호주의 문화 당국은 별 도움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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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의 중요성이 있다 중심과 주변부 라는 글로벌리즘의 논의. ‘ ’

속에 미술 전람회가 가세했고 다양한 문화를 한자리에 모으는 시도,

가 신식민주의의 관점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딜레마는 오늘날의

비엔날레에서도 반복되기 때문이다 팀 그리핀은 지구의 마법사. 《

들 이 제기한 문제가 오늘날에도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

적한다.

이데올로기가 전시에 얼마만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지 또한 이데올로기 지정학 세계화의 맥락에서, ㆍ ㆍ

자기 성찰적 미술의 조건을 제고한다는 비엔날레들이,

그럼에도 어느 정도까지 현대 상업의 또 다른 측면에

불과한지를 물어야 한다.84)

그는 또한 예술 작품이라는 자의식 없이 출품된 것들이 이채를

띤 반면 많은 예술가 가 이 전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작품을, ‘ ’

출품했음을 지적하며 본래의 기획 의도와 달리 서구의 저자성, “

개념을 인정하는 셈이 됐고 진본성 과 원(authorship) (authenticity)

본성 의 문제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고 지적했(originality) ”

다.85) 그보다 한 해 전인 년 뉴욕의 아프리칸 아트 센터 현재1988 (

의 총괄디렉터인 수잔 보겔Museum for African Art) (Susan Vogel)

은 서구 뮤지엄의 소장품에서 아프리카 미술이 진열되는 방식에 대

한 일종의 메타 전시 를 기획했다 아프리카의 미적- (meta-exhibition) .

지 않았는데 시드니에서 활동하는 대표적 예술가들이 아닌 소수 부족을 초청하는,
것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뉴욕 타임즈에서는 뉴욕의 흑인 예술.
가들이 빠졌다고 다카르의 대학에서는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작가들을,
초청했다고 비난했다 즉 중심과 주변을 재편한 이 전시 안에서 이른바 주변부 내.
에서도 중심과 주변에 대한 위계가 있어 전시 주최측의 보다 급진적으로 주변적‘
인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진다’ .

84) 그리핀 앞의 글, , p. 26.
85) 그리핀 앞의 글, ,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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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제는 서구에서 종종 미술관이 아닌 인류학 박물관에서 전시되

며 예술 이 아닌 공예품 취급을 받는다 전시는‘ (art)’ ‘ (artifact)’ .

바로 이 부분에 주목했다 역사 속에서 원시 예술이 어떻게 무대에.

올려졌는지를 보여주는 아래 네 가지 주요 배경으로 전시를 구성했

다.

골동품 상점에서는 기념품으로 자연사 박물관에서는,

교육적 정보로 미술관에서는 미적 즐거움으로 상업 갤, ,

러리에서는 상품으로86)

벨팅은 년 모마의 원시주의 전과 달리 보겔의 예술 공예84 ‘ ’ /《

품 인류학 소장품의 아프리칸 미술: (Art/Artifact: African Art in

전은 비서구 예술의 분류화와 진열을Anthropology Collections)》

둘러싼 이슈를 반성적으로 다뤘다고 평가한다.

지구의 마법사들 이 개막하고 반 년 뒤인 년 월 런던 헤1989 11《 》

이워드 갤러리에서는 다른 이야기 라는 제목(The Other Story)《 》

의 전시가 열렸다 모더니즘에서 누락된 챕터들을 회복하겠다는 취.

지로 년 제 의 텍스트 를 창간한 라시드 아라1987 3 (Third Text)「 」

인 이 기획 전후 영국의 아프리카 아시아(Rasheed Araeen) , -《

작가들 을 다룬 전시다 년 의(African-Asian) . 1989 Third Text》 「 」

가을 겨울 특집호에서 장 피셔 는 이 전시에 대해 역/ (Jean Fisher) “

사적 기록들이 영국의 다른 예술가들의 기여와 심지어는 그(other)

들의 존재를 영국 미술사에서 제외하며 배타적으로 구축된 것이라

는 사실을 전시로 구현하려는 시도였다 고 평했다” .87)

이상으로 년 서유럽 미술계에서 다른 세계 에서 나온 미술1989 ‘ ’

을 기존의 모더니즘 미술사의 배타적 방식과는 다른 관점에서 전시

86) 앞의 글Belting, , p. 63.
87) 앞의 글Belting, , pp. 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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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글로벌리즘 담론을 반영한 사례들을 살펴봤다 년부터 확. 1993

장된 베니스 비엔날레의 아페르토 섹션 또한 새로운 글로벌(Aperto)

미술 탄생의 조짐으로 읽힌다 하랄트 제만은 년 제 회 베니스. 1999 48

비엔날레 아페르토에서 본전시 공간을 자르디니 디 카스텔로 북쪽

까지 연결해 예술감독에게 더 많은 공간을 할애한 데 이어 년2001

제 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인류의 고원 을 주제로 내세워49 《 》

아프리카 참가자들을 사상의 고원 이라는 제목의 전시에 초대했‘ ’

다.

지구의 마법사들 로부터 거의 년쯤 뒤인 년 빈 제체시온10 1998 ,《 》

과 보르도 동시대 미술관(Secession) (Musee d'Art Contemporain

주관으로 열린 움직이는 도시들Bordeaux) (《 Cities on the Move)》
은 아시아의 도시화를 주제로 한 학제적 전시였다 한스 울리히 오.

브리스트 와 후한루의 기획으로 아라키 노부요(Hans Ulrich Obrist)

시 무라카미 다카시 차이궈창 황용핑( ), ( ), , ( ),荒木經惟 村上隆 永黄 砯
김수자 최정화 리크릿 티라바니자 헤르조그와, , (Rirkrit Tiravanija),

드뫼론 등 미술가 건축가를 망라한 참여(Herzog & De Meuron) ㆍ

작가들이 아시아 도시 개발의 특징을 탐구한 작품을 내놓았다 미술.

과 건축 도시 연구 등 작품 뿐 아니라 프로젝트 제안서까지 전시, ,

장에 늘어놓았다 장르를 결합했고 학제적 연구 성과를 전시장에. ,

펼쳤으며 무엇보다도 전시는 향후 년 반 가량 뉴욕 덴마크, 1 PS1,

루이지애나 현대 미술관 런던 헤이워드 갤러리 방콕 여러 곳 헬싱, , ,

키 키아즈마 미술관 등지를 순회했다 이 움직이는 미술관 형태. ‘ ’

의 전시는 회를 거듭하면서 참여 작가나 출품작도 바꿔가면서 진‘

화했다 비엔나 분리파의 근거지였던 제체시온 주년을 기념해’. 100

열린 이 전시는 공교롭게도 아시아 금융 위기와 그 개최 시기가 맞,

물리면서 아시아 고도 성장과 도시화라는 주제에 대한 동시대적 성

찰을 보여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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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근대화 도시 성장과 세계화는 스스로를,

다른 문화 및 지역에 개방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

한 과정의 근본 동기는 타자 특히 서구 맥락들과의 경,

쟁을 통해 근대 세계에서의 아시아의 강한 지위를 재구

축하고자 하는 집단적 의식 혹은 욕망임에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 더 근대화된 한편으로는 서구적인 삶. [ ] ,…

의 방식과 더 많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는 사회에 대

한 정신분열적이고 불안한 하지만 열광적인 염원은 지,

배적 역학이 되고 있다 이 관점에서는 집단적 아시아.

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88)

서구 맥락들과 경쟁하면서 아시아를 재구축한다는 분석이 눈에 띈

다 아시아 대도시들이 역동적 성장의 지표로 세계적 건축가들의 랜.

드마크 건립 경쟁을 벌이던 시절의 이야기다 전시장에는 구정아의.

뭉개진 아스피린 이불의 풍선 캐릭터 렘 콜하스 의, , (Rem Koolhaas)

상이함이 가중되는 도시 라는 연구 주제와 이에 따른 모형 전시‘ ’ ,

장의 파티션을 대신한 중국 건축가 장융호 의 비게 리크릿( ) ,張永和

티라바니자의 방콕의 툭툭 삼륜 택시 등 점 가까운(Tuk-Tuk, ) 100

작품이 조밀하게 어우러졌다 유럽 첫 아시아 도시 건축전이기도 했.

던 이 전시는 한 가지 키워드로 뭉뚱그릴 수 없는 아시아 도시들의

압축적 근대화를 전시장에 다소 산만하게 펼쳐 놓았다 굳이 키워드.

를 꼽자면 밀도 성장 복잡성 속도 교통 혼란 이주 생태 등이다, , , , , , , .

오브리스트는 전시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도시들의 재현이 아니“

라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 라고 정의했다” .89) 프란체스카 달 라고

88) Hou Hanru & Hans Ulrich Obrist, "Cities on the Move", Cities on the
Move(Ostfildern: Hatje, 1998): in Bruce Altshuler ed., "Cities on the
Move, Vienna", Biennials and Beyond- Exhibitions That Made Art History
1962-2002 (New York & London: Phaidon Press, 2013), p.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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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품들과 작가들의 혼란스러운 병치는(Francesca Dal Lago) “

전형적인 아시아 거대 도시에서 경험되는 어지러움의 감각을 재창

조하고자 했고 대체로 성공했다 고 평가한 반면 작가의 수를 줄, ” “

이는 것이 개별 작가들의 기여에 대한 더 심도있는 이해를 박탈하

지 않은 채 움직이는 도시들 전의 개념적 강점을 유지하는 데《 》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고 했다” .90) 이 비평에는 작가 주제 전, ,

시 방식 모두가 낯설었을 관객의 당혹감이 드러나 있는데 움직이, 《

는 도시들 은 동시대성이 반영된 대주제를 내세우고 장르와 국적》

을 막론하고 이를 개진하는 데 적합한 참여 작가를 선정해 새로운

방식으로 전시를 선보이는 큐레이터의 시대를 보여준 전시로 비엔,

날레의 속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오브리스트는 첫 마니.

페스타 학예팀에서 일했고 후한루는 제 회 요하네스버그 비엔날레, 2

에 참여했다 이 시기는 광주비엔날레가 회로 접어들고 중국 동시. 2 ,

대 미술이 베니스 비엔날레에 소개되며 상하이에 마천루가 잇달아,

올라가며 비엔날레가 시작되던 때이기도 하다 년 월부터. 1998 6 1999

년 월까지 세계 여섯 도시를 순회한 이 전시가 동시대 비엔날레12 ,

특히 아시아에서 비엔날레를 여는 이들에게 참고가 됐으리라 짐작

할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년 회 인 간 에서 아시아를 기. 2000 3 +《 》

치로 내걸기 시작하는데 이 점은 장에서 자세히 분석하겠다.Ⅲ

당시 중국은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여하며 동시대 세계 미술의 흐

름 속에서 자국 미술을 알리는 한편 본토에서는 수도 베이징이 아,

닌 상하이에서 먼저 중국 첫 비엔날레를 개최했다 상하이비엔날레.

는 중국 유화 비엔날레 를 표방하며 광주비엔날레 창설 이듬해‘ ’

89) 앞의 글Hou Hanru & Hans Ulrich Obrist, , p. 353.
90) Francesca Dal Lago, “Cities on the Move”, Art AsiaPacific, Issue 20,

1998: in Bruce Altshuler ed., "Cities on the Move, Vienna", Biennials and
Beyond- Exhibitions That Made Art History 1962-2002 (New York &
London: Phaidon Press, 2013), p.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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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년 시작됐다 격년제 대규모 미술제 형식을 차용했을 뿐 구1996 .

상 위주의 중국 유화를 주로 전시해 동시대성을 감지하기는 어려운

국내용 행사였다 명의 중국 작가들이 점 가량의 유화를 선보. 28 110

였는데 비엔날레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상하이시 문화국 차장인,

간슈하이 는 전시 도록에서 이 전시는 세계의 미술 전시( ) “干樹海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과 나란히 하기 위한 시도 라며 미” “

술 혼류 의 국제적 현장에서 중국이 영원히 수동적이고 주(interflow)

변적인 위치에 머물 이유가 없다 중국은 스스로의 세계 전시. (world

를 시작해야 한다 는 야심을 드러냈다exhibition) ” .91) 린힐은 이에

대해 도시 브랜딩 계획과 상하이의 국제적 위치의 재현이라는 비엔

날레의 잠재성은 시작부터 수용되었으며 행사 취지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문화적 정치적 목표와 나란히 할 것이었고 국제 미술 커뮤, ,

니티에서 중국 동시대 미술의 수동적이고 주변적인 위치는 잘‘ ’

인지되고 있었으며 상하이비엔날레는 이 상황을 개선하고 다른 중, ,

국 기관들이 따를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분석했다.92) 특히 첫 에디션 때부터 지역적 혹은 지방의

행사에서 국제적 규모 행사로의 조심스러운 발전 궤도가 구상돼 있

었다고 했는데93) 이 점은 회와 회에서 드러난 검열 파동에서 짐, 1 2

작할 수 있었다 즉 상하이비엔날레는 지방 정부의 도시 브랜딩 필.

요성에서 시작됐으며 이 관 주도 미술 전람회에서 관의 비위를 거,

91) Gan Shuhai, "Dedication," in Shanghai Biennale '96(ex.cat). (Shanghai:
Shanghai Art Museum, 1996), unpaginated.

92) Lin-Hill, 앞의 글, pp. 488-491.
93) 상하이미술관장이자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인 팡젱시안 은 도록에( )方增先

이 같은 서문을 남겼다. “이러한 유형의 미술 전시를 두 차례 년과 년(1996 1998 )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를 위한 경험이 축적될 것인데,
이는 년의 전시는 말 그대로 대규모의 국제 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2000 .”;
Fang Zengxian, “Preface,” Shanghai Biennale ‘96(ex.cat.), (Shanghai:
Shanghai Art Museum, 1996), unpag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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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르는 전위적 성격의 현대 미술은 행사의 장기적 실현을 위해 조

용히 배제됐다.94)

당시 상하이비엔날레의 실현에서 자주 거론됐던 개념은 세계와‘

궤를 나란히 한다 는 것이었는데 년대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 1980

표현으로 린힐은 당시 상하이비엔날레 참여 작가 장홍투 와( )張宏圖

의 인터뷰를 통해 서구의 것의 가치를 정착시키거나 서구화를 장“

려한다기보다는 세계의 가장 뛰어난 것을 포용하고 세계에 중국의

것 중 가장 뛰어난 것을 제공한다는 개념 이라고 설명했다” .95)

이 중국 최초의 비엔날레에는 든든한 관 후원 세력이 있었다 상하.

이의 도시 개발은 장쩌민 당시 상하이 시장 년엔 상( , 1985, 87江澤民

하이시 당 서기장 과 뒤이은 주룽지 재임 에 의) ( , 1988-1991)朱 基镕
해 기초됐다 장쩌민은 이어 중국공산당 총서기 중국 국. (1989-2002),

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을 지냈다 주룽지는 년부터(1990-2005) . 1998

년까지 장 주석 아래 총리직을 수행했다 년 비엔날레를 후2003 . 1996

원한 상하이문화발전재단은 년 장쩌민이 시장일 때 설립됐다1986 .

관료와 대중의 현대 미술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기 위해 상하이

비엔날레는 회별로 특정 매체에 집중했다 년엔 유화 년엔. 1996 , 1998

수묵 년엔 실험미술과 설치 년엔 건축과 도시주의 년, 2000 , 2002 , 2004

엔 비디오와 필름 년에는 디자인 같은 식이었다 격년제 대규, 2006 .

모 미술제라는 형식을 차용했을 뿐 동시대성을 감지하기는 어려운

이 이벤트는 년에야 비로소 상하이 정신 특별한 모더니티2000 :《

라는 제목으로 움직이는 도Shanghai Spirit: Special Modernity》 《

94) 뉴욕에서 활동하다 제 회 상하이비엔날레 큐레이터로 일했던 장지안준 은1 ( )張健君
유화가 확실히 자리 잡고 수용된 주요 공식 미술 형식이었고 유화는 안전했기“ ,
때문에 첫 행사가 유화에 집중한 것 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때도 추상화들은 상하” ,
이 부시장의 반대로 전시 개막 전날 전시장에서 내려지거나 분산됐다 그 결과 아.
카데미 리얼리즘적 작품이 전시의 를 차지했다70% .: Lin-Hill, 앞의 글, pp.
500-501.

95) Lin-Hill, 앞의 글, p.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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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들 전을 마친 후한루의 기획으로 세계 미술계에 등장했다.》

년의 상하이비엔날레는 도시 창조 라는 제2002 ‘ Urban Creation’

목으로 판디엔 당시 베이징 중앙미술학원 부학장을 총괄 큐( )范迪安

레이터로 명의 큐레이터가 기획에 참여했다 명 중 절반은 중국, 6 . 6

인 절반은 하세가와 유코 당시 일본 가나자와 세기, ( ) 21長谷川祐子

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엘라나 하이스 뉴욕 디, (Alanna Heiss) P.S.1

렉터 클라우스 비센바흐 수석 큐레이터, (Klaus Biesenbach) P.S.1

등 외국인이었다.96) 개국 팀의 미술가 건축가가 참여했는데19 68 ,ㆍ

모니카 보비치니 이탈리아 로스 카핀테로스(Monica Bovicini, ), (Los

쿠바 가와마타 다다시 일본 등 절반이 외국Carpinteros, ), ( , )川 正俣
인이었고 나머지가 홍콩 대만을 포함한 중화권 작가들이었다 초, .ㆍ

창기 상하이 비엔날레를 계획했고 첫 회인 년 출품도 했던 장, 1996

지엔쥔 은 유희의 수묵 정원( ) < (Sumi-ink Garden of建张 军
을 출품했다 전통 중국 정원을 흉내낸 설치로 돌바닥Recreation)> .

위에 헤엄치는 금붕어의 비디오 이미지를 투사했고 먹으로 만든 수

석(scholar’s rock)을 중앙에 뒀다 판디엔 총괄 큐레이터는 전통. “

적 수묵화 기법과 주제의 모더니티가 성공적으로 결혼했다 고 도”

록에 썼다 판 부학장은 수묵화에 대해 기술하면서 이 작품과 이. ‘

매체가 새로운 중국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를 끊임없이 질문했’

다.97) 년엔 팀이 참여했는데 그 중 가 중화권이었고2004 107 60% ,

하이퍼 디자인 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년 상(Hyper Design) 2006《 》

하이비엔날레에는 개국 팀이 참여했는데 이 중 가 중화권25 94 , 40%

출신으로 해외 작가 비율이 늘었다 예술감독 장칭 이 황두. ( ) (張晴 黃

이원일 등 명의 아시아 큐레이터와 공동 기획했다), 6 .篤

상하이 비엔날레는 중국 동시대 미술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짐에

96) Lin-Hill, 앞의 글, pp. 564-565.
97) Lin-Hill, 앞의 글, pp. 56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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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년 스위스 아트바젤 기획팀이 와서 꾸린 아트2007 (Art Basel)

페어인 컨템포러리 등과 기간을 같이 하며 국제적 미술 행사로SH

자리를 잡아 갔다 중국 본토의 높은 관세 장벽 탓에 아트바젤팀이.

홍콩으로 건너가면서 상하이에서의 글로벌 미술 교류의 가능성은

시들해진다 중국 당국은 년 월 상하이를 처음으로 자유무역구. 2013 9

로 만든다 이에 폴리 옥션이라는 관영 경매사가 내수 시장에. ( )保利

치중해 왔던 중국 본토에 처음으로 크리스티의 경매가 열리는 등

미술 시장으로부터 변화의 바람이 분다 중국 내 국제 미술 전람회.

및 미술 거래의 최대 난점은 검열과 관세다 검열의 진통은 여전하.

지만 자유무역구 설치로 국제화의 인프라를 형성한 것은 비엔날레,

전시를 위한 신작 의뢰와 전시 후 작품 소장에도 청신호로 작용했

다.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는 요코하마 트리엔날레가 광주비엔날레나

상하이비엔날레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년마다 개최하는 국제 미술. 3

제인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의 실시 목적 중 하나는 세계 현대 미‘

술을 한데 모아 제시한다 여러 나라와 일본과의 예술 교류’, ‘ ’

등인데 이 점 또한 광주비엔날레의 창설 목적과 상통하는 바가 있

다 제 회 광주비엔날레보다 한 해 앞서 열린 년의 제 회 요코. 6 2005 2

하마 트리엔날레는 아시아에 주목했다 회전에서 총감독을 맡았던. 2

건축가 이소자키 아라타 가 시와의 대립을 이유로 사임한 뒤( )磯崎新

설치미술가 가와마타 다다시가 이어받아 아트 서커스 라는 주제《 》

로 꾸렸다 가와마타 총감독은 스타 작가보다는 신인이나 미술의 문.

맥에서 소개되지 않던 작가를 적극 발굴했다 또한 국제미술전에 자.

주 나온 서구 출신 작가가 아니라 아시아 출신을 적극 선정했다 이.

처럼 비주류에 주목했다는 점이 아시아다운 것 혹은 비서구적 독자

노선을 표방한 것으로 읽혔다 이에 대해 총감독은 즐겁고 문턱이. “

낮다고 하는 소리와 단순한 축제 같다는 평가로 이분했다 고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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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98) 전시를 평가하는 관점에서 일반 관객과 전문 미술인 관객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으로 읽힌다 즉 서구 유명 작가의 참여.

가 적어 미술계 전문가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반면 아, 《

트 서커스 라는 제목에서 엿보이듯 일반 대중 관객에의 접근성은》

높았다 주변부 비엔날레로서 요코하마 일본 아시아를 강조한 결과. , ,

다.

제 회 광주비엔날레는 비슷한 시기 인근에서 열린 제 회 싱가포6 1

르 비엔날레 제 회 상하이 비엔날레와 함께 요코하마 뉴욕 베를, 6 ㆍ ㆍ

린 서울 등지에서의 설명회를 비롯한 공동 홍보 및 패키지 투어ㆍ

상품을 운영하기도 했다 아시아라는 키워드로 비엔날레 연합 공세.

를 폈다는 점 서울이나 베이징 도쿄 같은 수도가 아닌 도시의 부, ㆍ

흥을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에서도 비슷한 시기 상하이 비엔날레 요,

코하마 트리엔날레의 양상과 비교해 볼 만하다 이 점은 장에서. Ⅲ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기존의 중심에 대항해 또다른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이 탈중심

구도의 일반적 태도인데 중심과 주변의 구분 따위는 개의치 않는,

듯 지극히 주변적이고 지역적인 미술제로 특화한 것이 년부터2000

진행된 일본의 에치고츠마리 아트트리엔날레다 처음부터( ) .越後妻有

변방성을 강조하며 미술제보다는 지역 발전을 표방한 행사다 지방.

자치가 앞서 정착한 일본의 경우 비엔날레보다는 년 단위의 트리3

엔날레가 동시대 국제 미술 전람회의 일반적 형태인데 에치고츠마,

리 트리엔날레는 이 중 특색있는 행사로 국내 많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다.

에치고츠마리는 니가타현에 있는 도카마치 와 츠난마치( )十日町

98) , , ,尹貴淑 閉幕川俣正總合 聞 神奈川新聞トリエンナ レ ディレクタ に く「 ― ― 」 『 』
하시모토 아유코 아시아 국제미술전의 정체성연구2005. 12. 19.; ( ), :橋本鮎子 「

년대 이후 한국 중국 일본의 국제미술전을 중심으로1990 , , 」 석사학위논문 홍익대( ,
학교, 2009), p.7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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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역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도쿄에서 기차로 두 시간( ) .津南町

거리인 이곳에는 높은 산이 많아 독특한 산간마을 문화가 있으며,

겨울 폭설 계단식 지형 등으로 인해 큰 농촌도시로는 성장하지 못,

했다 도시화와 이농현상으로 지역 인구가 급격히 감소돼 지역 인구.

의 노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 일본의 곡창 니가타현 에치고츠마리.

지역 개 전원 마을은 예술제를 통해 빈집과 폐교 농지 창고 등에6 , ,

작품을 설치하고 일부는 행사 종료 후에도 남겨뒀다 때문에 작가, .

는 누군가의 사유지에 작업을 만들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다 지역.

주민들과 상호작용이 필수인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도시에서 젊은.

자원활동가들이 고헤비타이‘ (こへび隊 작은뱀 부대 라는 의, ‘ ’

미 라는 그룹을 만들어 세대 간 교각을 이뤘다)’ .

대지의 예술제(《 の大地 芸術祭 라고도 불리는 이 행사는 인) ‘》

간은 자연의 일부다 를 기본 이념으로 지역에 내재된 다양한 가’ ‘

치를 예술을 매개로 발굴해 전 세계에 어필함으로써 지역재생의 활

로를 구축하는 것 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다 즉 예술보다는’ .

지역재생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술과 지역재생이라,

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성을 강조한 것.

이 오히려 볼탕스키 차이궈창 쿠사마(Christian Boltanski), ( ),蔡 强国
야요이 등 세계적 미술가들의 재참여율을 높이는(Kusama Yayoyi)

매력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10].99) 년 제 회 트리엔날레에는2000 1

비토 아콘치 다니엘 뷔렝 일리야 카(Vito Acconci), (Daniel Buren),

바코프 등 개국에서 여 명이 참여했다 여(Ilya Kabakov) 32 180 . 800

명의 자원봉사자가 도왔고 만명의 관객이 몰렸다 년 제 회, 16 . 2003 2

트리엔날레에는 개국 명이 제 회에는 에르네스토 네토23 157 , 3

99) 에치고츠마리 트리엔날레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중국 미술가 차이궈창은 이런“
예술제는 세계적으로 없다 작가가 원하는 장소 곳곳에 가서 설치하는 경우는 매.
우 드물다 다른 예술제는 작가를 한곳에 몰아넣어 그들끼리만 교류하게 하는 데.
비해 이곳은 지역 공동체와 연계돼 있다 고 말했다 권근영 에치고츠마리 트리” ; , 「
엔날레 빛나는 대지의 예술제 아트 인 컬처_ ‘ ’ , (2012. 9), p. 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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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비르칼라 등이 채의 집(Ernesto Neto), (Maaris Wirkkala) 32 ,

개의 학교 곳의 폐가와 폐교를 전시장으로 꾸몄고 이 중 곳12 , 8 , 63

은 현지 지역주민이 전시가 끝난 뒤에도 운영했다 이 프로젝트는.

권리나 소유를 명확히 지정해주고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

게끔 이끈다는 특징이 있다.100)

창설부터 현재까지 이 예술제를 이끌고 있는 기획자 기타가와 후

라무 는 에치고 츠마리 프로젝트는 예술축제가 아니( ) “北川フラム

며 여느 공공예술프로젝트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 .

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술을 통해 이 지역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 그리고 자연환경 때문에 도시로의 인구 유출 때문에 정부정책, , ,

때문에 경작을 포기해야 했던 고령의 지역민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주는 것 역시 우리의 목적 이라고 했다” .101)

에 이르는 지역에 개가 넘는 작품이 분산 배치되는 철저760 200㎢

한 비효율성을 시도했는데 때문에 방문자들은 지도를 들고 지역 구,

석구석을 방문하며 주거 음식 역사 등 지역문화를 소비하게 된다, , .

농한기인 한여름 폭염 속에 열리는 여일의 예술제 기간 중 숙박50

과 식당 등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가 약 억 엔 약 억원 에 이른20 ( 205 )

다고 집계된 바 있다.102)

회 방문자 수는 약 만명 회에 이르면 방문자수가 만명으1 16 , 4 38

로 급증한다 에치고츠마리의 성공 사례는 도쿠시마 이바라키. ( ),德島

오사카 세토우치 등에도 지역 기반 예술제를( ), ( ), ( )茨城 大阪 瀬戸内
확산시키며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00) 정형탁 삶을 치유하는 예술 에치고 쓰마리 트리엔날레 최혜실 외 명 공, , - , 24「 」
저 신지식의 최전선 서울 한길사, 2 ( : , 2008), pp. 190-191.『 』

101) 박이현 뚝심으로 피워 올린 기적 에치고츠마리 아트 트리엔날레 미술세, , ,「 」 『
계 (2014. 6), p. 95.』

102) 박이현 앞의 글, ,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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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시쓰기 포스트프로덕션·

전 지구적 유동성 증대는 작품의 제작과 유통 방식에도 영향을

끼쳤다 편집과 포스트프로덕션이 제작과 전시의 중요한 방법이 됐.

다 세계의 전환이 충돌로 읽히든 합류로 읽히든 이로 인해 다시쓰. ,

기가 요구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 문화에서 저 문화로의 번.

역과 전환은 더 이상 국제적 미술에서 헤게모니를 창출하지 못하고,

지역의 재평가를 거친다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잊혀졌던 부분들. ,

이 다시 역사의 지도에 진입해 들어오고 있다 전 지구적 스케일에.

서 미술사 다시쓰기 정치 경제사 다시쓰기 인도 미술로 유럽 미술, ,

을 다시쓰거나 유럽 미술로 아시아 미술을 다시쓰는 일이 이뤄지게,

됐다.103)

역사 인식에서 뿐 아니라 실제 작품의 제작에서도 변화가 일어났

는데 니꼴라 부리요 는 이 같은 변화를 포스트, (Nicolas Bourriaud) ‘

프로덕션 이라고 설명한다(postproduction)’(2002) .104) 포스트프로덕

션은 영화 비디오에서 사용되는 기술 용어다 몽타주 다른TV . ,ㆍ ㆍ

시청각 자료의 삽입 자막 편집 보이스오버 특수효과처럼 녹음 작, , ,

업에 적용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이르는 말이다 포스트프로덕션은.

서비스 산업이나 재활용과 연관된 행위들로 원재료들을 생산하는,

산업이나 농업의 영역과는 다른 차 산업에 속한다3 .

영화에서 사용되는 이 말을 통해 부리요는 동시대 미술가들TVㆍ

이 마치 가 음악을 골라 들려주듯 편집 합성을 자유롭게 사용해DJ ㆍ

기존의 작품에 새로운 맥락을 부여한다고 했다 기술적 경제적 사. ㆍ ㆍ

회학적인 변화가 예술의 제작 방식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인데,

103) 앞의 글Weibel, , p. 27.
104) 니꼴라 부리요, 포스트프로덕션(『 Postproduction) 정연심 손부경 역 서울 그, · ( :』

레파이트온핑크, 2016),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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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년대 초반 이후 많은 예술 작품들이 기존에 존재하는 작1990

품을 바탕으로 거듭 제작되는 현상을 주목했다.

남이 만든 작품 혹은 다른 문화적 생산물을 해석 재생산 재전, ㆍ ㆍ

시하는 경향이 늘게 된 배경은 년대 컴퓨터의 보급이다 이 시1980 .

대를 상징하는 직군이 프로그래머와 다 음악을 연주하는 악사보DJ .

다 이를 리믹스하는 사람들이 중시되는 시대 예술 작품에서의 민, ‘

주화 도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예술가가 나 프로그래’ . DJ

머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독창성이나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 같은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다 오브제를 다른 오브제를 통해.

정보화하고 문화적 대상들을 선택해 새로운 문맥에 놓는 것이 예술,

가의 역할이 되고 있다 예컨대 왕두 는 언론 매체에 출판된. ( )王度

이미지들을 선택해 그것들을 차원으로 구성된 채색 목조각으로 복3

제한다 그림[ 5].105)

예술가 뿐 아니라 큐레이터의 방법에서도 다시쓰기 포스트프로,

덕션이 적용될 수 있다 기존의 미술 기존의 세미나 다른 지역의. , ,

미술 등을 디제이처럼 한데 모아 특정 시공간에 분류 재배치하는

게 그 예다 년 오쿠이 엔위저 의 도큐멘타. 2002 (Okwui Enwezor) 《

이 개막했다 엔위저는 도큐멘타 최초의 비유럽권 예술 감독이11 .》

었다 도큐멘타 에서 엔위저 감독은 독일 카셀에서의 전시와. 11《 》

더불어 세계 여러 장소에서 수많은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열었다 나.

이지리아 라고스 인도 뭄바이 등 컨퍼런스가 진행된 도시는 세계화,

담론의 중심은 되지 못해도 독특한 문화와 담론을 가진 플랫폼으로

인식됐다 참여 작가 명 중 명 가량이 비서구 작가들이었다. 118 40 .

이때부터 전위 미술 전시에서 포스트 콜로니얼적 관점을 무시하기

는 어렵게 됐다.106)

105) 부리요 앞의 책, , pp. 17-23.
106) 앞의 책Bydler, ,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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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가 한정된 공간에 세계를 보여주려는 시각 예술이라면 이들,

주요 전시는 세계의 의미를 어떻게 암시하는 방향으로 변해 왔을까.

년의 카셀에서 이어진 도큐멘타 은 지구의 마법사들2012 13《 》 《 》

의 확장판인 양 미술과 비미술 미술과 과학 인류학과 역사학적 유, ,

물 뿐 아니라 심지어 빈 공간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차 마시는

행위까지 전시해 보여줬다 전시 장소는 카셀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바미얀 이집트의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 캐나다의 밴프로 확, , ,

장됐다 동시대 미술 시장의 인기 작가 위주가 아니라 남미 북미. , ,

아랍과 아시아 출신 작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초청됐고 시인 컴, ,

퓨터 개발자 물리학자 시민운동가도 전시에 참여했다 미술이란 그, , . ,

리고 전시란 궁극적으로 지식이 어디서 비롯했는지 세계는 어떻게,

가시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기획이었다 총감독 캐롤린 크.

리스토프 바카기예프 는 전시를 관통(Carolyn Christov-Bakargiev) “

하는 하나의 주제도 작가 선정 기준도 없다 도큐멘타가 예술 과, . ㆍ

학 그리고 세상을 한데 모은 담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 고 설명했”

다.107) 여기엔 문명과 원시 중심과 주변의 구분도 미술이라는 장르, ,

의 한정도 없었다.

전시들을 모아 새 전시를 디제잉 한 사례는 년 제 회 광주‘ ’ 2008 7

비엔날레 연례보고 에서 찾을 수 있다 포스트프로덕션 관점에서.《 》

연례보고 분석은 장에서 이어가겠다.《 》 Ⅲ

107) 권근영 공장에도 실험실에도 미술은 어디에나 있다 중앙일보 년, , , , 2012 6「 … 」 『 』
월 일14 ,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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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아카이빙(archiving)

앞 장 포스트프로덕션과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볼 글로벌리즘의 징

후는 아카이빙이다 기록보관소를 뜻하는 아카이브 에서 나. (archive)

온 말로 기록의 보존을 의미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백업 파일 및,

관련 저널을 기억해 두는 작업을 뜻하는 컴퓨터 용어이기도 하다.

컴퓨터의 보편화로 홈 오피스가 일반화될 만큼 데이터를 다루는 일

이 일상화되면서 저장할 데이터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데이터들을,

어떤 범주에 따라 분석하느냐가 새로운 의미 창출의 관건이 됐다.

미술관의 출발점은 수집 행위이며 그 결과물은 기록보관소다 어, .

떤 범주와 관점을 가지고 수집물을 늘어놓았느냐를 큐레이팅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작품 제작이나 전시가 포스트프로덕션의 성격을.

띤다면 그 중심에 아카이빙이 있다 개별적으로는 잡동사니에 불과, .

할 물품들을 집착에 가까운 수집벽을 발휘해 모아 보여주는 것 또

한 오늘날 전시의 새로운 조류를 형성한다 존재함으로써 부재를 증.

명하는 것이 아카이빙의 특성인데 이 점은 사진의 속성과 닮았다, .

게르하르트 리히터는 년대부터 사진을 모으기 시작했다 자1960 .

신이 찍은 것을 비롯해 신문 잡지 책에서 스크랩한 것들을 아ㆍ ㆍ 『

틀라스 라는 제목의 목록집으로 만들었다 이 스크랩북은(Atlas) . 40』

년 넘게 페이지 이상 분량으로 쌓여 이름 그대로 리히터 작품의800

제작 지도가 됐다.108) 그는 이 사진을 프로젝터로 캔버스에 비추며

대상의 형태를 그리고 원본을 기준으로 삼아 색채를 선택하고 물, ,

감을 엷게 발라 초첨이 안 맞은 사진처럼 흐릿하게 그린 그의 회화

는 덧없는 순간에 대한 향수를 기록한 듯 아스라한 느낌을 주며 관,

객에게 회화와 사진 기록과 재현의 관계를 되새기게 했다 한 개인, .

이 임의로 수집한 사진 아카이브는 한 장 한 장으로는 시각적 완결

108) 년 월 일 검색https://www.gerhard-richter.com/en/art/atlas (2017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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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새로운 작품을 창출한 모티브로 의미를 갖,

게 됐다.

벤자민 부흘로 는 세기 말 예술가들이 사진(Benjamin Buchloh) 20

아카이브에 관심을 보인 것은 년대의 미학적 충격 포토몽타주1920 ( )

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라이카 카메라와 함께 대. (Leica)

중적인 아마추어 사진의 시대가 열리면서 포토몽타주의 미학은 뚜

렷한 피로의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게 부흘로의 주장이다.109)

캘리포니아대 교수 스벤 스피커 는 아카이브를 영(Sven Spieker)

감의 원천으로 사용한 세기 예술가들의 작업을 소개한 바 있다20 .

그 중 한 명이 소피 칼이다 칼은 웨딩드레스 가발 연인에게서 받. , ,

은 편지 등 자신의 물건들을 런던의 프로이트 박물관(Freud

에 가져다 놓고 프로이트의 코트를 입고 사진을Museum Archive) ,

찍고 그의 여성 환자들의 사례를 재연했다, 그림[ 6] 칼은 약속. 《

이라는 제목의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마치 프로(Appointment, 1999)》

이트의 여성 환자인 양 그의 집에 들어간 뒤 프로이트인 것처럼 그

의 아카이브를 흔들었다 그리하여 프로이트 정신분석 다시읽기를.

실현하며 낡은 아카이브에 흥미와 생동감을 더했다.110)

아카이빙을 활용한 전시는 제 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인 마시밀8

리아노 지오니의 만인보 에서도 나타난다 이미지에 대한 집착을.《 》

표현한 창작물 발견된 오브제들을 망라해 전시장을 가설 박물관으,

로 전환시킨 데 이어 인물 사진 컬렉션을 모아 보여준 그는 년 뒤, 3

인 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인간의 무의식을 다룬 칼 구스타2013

프 융 의 레드북 부터 년 마리노 아우리(Carl Gustav Jung) 1955『 』

티 가 내놓은 상상의 박물관에 이르기까지 백과사(Marino Auriti) , 《

전식 전당 을 구축했다》 그림[ 7] 동시대 세계 미술의 첨단을 반영.

109) 스벤 스피커, 『빅 아카이브 마르셀 뒤샹부터 소피 칼까지 요식주의에서 비롯된- ,
세기 예술20 』 이재영 역 서울 홍디자인, ( : , 2013), p. 218.

110) 스피커 앞의 책, , pp. 28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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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 미술제에서는 인간의 무의식 건축적 모델 정신병자의 기, ,

록 독학파 아마추어의 스케치도 전시 대상이 됐다 총감독 마시밀, .

리아노 지오니는 보편적이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지식에 대한 꿈은"

미술 및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돼 왔다 며 결국 비엔날레라는 모" "

델 자체도 현대미술의 무한한 세계를 하나의 장소에 모으려는 불가

능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111)

세기판 만국박람회 라 할 수 있는 년의 베니스 비엔날레‘21 ’ 2013

는 고고학적 접근이 돋보인 전시이자 이미지 과잉이었다 이것은, .

이른바 주변부 에게 청신호였을까 적신호였을까 비유럽 비‘ ’ , . “ ㆍ

미국 작품들은 제작자의 국적 민족 인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ㆍ ㆍ

메타포로 기능하고 여행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킨,

다는 이유로 흥미롭다 고 평가되며 일시적으로 우리를 멀리 떨‘ ’ ,

어져 있거나 덜 알려진 세계의 어느 지역으로 데려다 준다”112)는

조앤기의 지적처럼 주변의 참여 기회가 늘어난 반면 주변이라는, ,

프레임은 더욱 강해진 것은 아닐까 중심부의 비엔날레가 주변부를.

도입함으로써 눈길을 끌고 새로운 논의를 만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

다고 해서 출발점과 관점이 다른 주변부의 비엔날레가 이를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광주의 경우는 세계를 글로벌리즘을. ,

어떻게 반영해 왔을까 제 회 광주비엔날레 만인보 에 대해서는. 8 《 》

장에서 후술하겠다.Ⅲ

111) 권근영 이미지 백과사전 내세운 베니스 정작 빛난 건 비움의 미학 중앙, ‘ ’ ,「 … 」 『
일보 년 월 일, 2013 6 3 , p. 22.』

112) 조앤 기 앞의 글, ,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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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참여적 예술

대중이 예술 작품의 창작에 초대받은 것은 년대의 실험음악1950

존 케이지 년대의 실험시( John Cage), 1960 (Experimental Poetry,

움베르토 에코 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터넷의 확산으Umberto Eco) .

로 예술에서도 이른바 민주주의가 확산됐다 예술계 미술관 등 미. ·

술 제도가 무엇이 예술이 될 지를 결정하던 과거와 달리 인터넷에,

서는 대중의 자기 결정권이 강화됐다 인터넷 덕분에 예술은 이미지.

와 창의성의 독점권을 잃었고 예술적 실천은 모두의 것이 됐다 방, .

문객이 사용자가 되는 사용자 혁신 소비자 주도형 컨텐츠‘ ’, ‘ ’

같은 용어가 예술에서도 생소하지 않게 됐다 관객 참여의 결과물이.

다.113)

개인 통신 장비의 발달 컴퓨터의 이동성 증대로 인해 예술에서의,

관객 참여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입소문 마케팅과도 비슷한 양상

으로 전개된다 미술 내에서는 년대 급증한 대학의 큐레이터 코. 1990

스가 이와 같은 관객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신세대 예술가와 큐레.

이터의 협업으로 기관은 고객으로서의 관객에 눈떴다, .114) 참여 미술

의 대표 작가인 리암 길릭 과 시민 참여적 실천에 역점(Liam Gillic)

을 둬 온 큐레이터 마리아 린드 는 참여적 예술의 특징(Maria Lind)

을 아래와 같이 정의했다.

예술가와 작품 사용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틀을

구축하고 문서나 데이터를 제시해 사용되고 확장되도록,

하며 전통적 예술 맥락에서는 예술을 향유하지 못했을,

113) 앞의 글Weibel, , pp. 26-27.
114) 리엄 길릭 마리아 린드, 참여, 「 Participation ,」 알렉산더 덤베이즈 수잰 허드,

슨 편 라운드테이블 년 이후 동시대 미술 현장을 이야기하다 서울시립미, : 1989 ,『 』
술관 학예연구부 역 서울 예경( : , 2015), p.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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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은 새로운 관람자층의 참여를 장려하고 전통적인,

갤러리 공간이나 장소들 바깥에 준자율적인 영역을 창조

하는 등의 특징을 갖는다.115)

예술에서의 참여는 비엔날레의 지난 여 년간 발전과도 그 행보20

를 같이 한다 참여는 기존의 화이트 큐브식 전시를 넘어서 포스트. ,

모더니즘 실천의 표준적 역사에서 배제됐거나 제대로 인식되지 않

았던 세계의 새로운 장소들을 찾음으로써 예술의 지리와 정체성을

확장했다 서유럽과 북미 같은 전통적 예술 중심지에 형성된 미술.

시장의 유통 구조에 맞지 않는 형식의 작품을 통해 시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정치적 실천을 꾀한다.

참여적 예술과 함께 살펴야 할 개념은 니콜라 부리요의 관계 미

학이다 부리요는 년대 초 미술잡지 미술자료. 1990 (『 Documents sur

l’Art 에 기고한 글들을 년 프랑스에서 관계의 미학) 1998』 『

(Relational Aesthetics 이라는 제목의 선집으로 발표했다 년) . 2002』

이 책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영어권 독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부리요.

는 관계적 예술이 독립되고 개인적인 상징적 공간을 주장하‘ ’ “

기보다는 인간적인 상호작용의 영역과 그 사회적 맥락을 자신의 이

론적 지평으로 삼는다 고 정의했다” .116) 부리요는 공동체와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을 지난 수십 년간 활동해 온 작가들의 중요하고도 이

상적인 프로그램보다 우위에 놓았고 궁극적으로 당시 급성장하던,

인터넷 문화의 렌즈를 통해 봐야만 하는 상황을 상정했다.117)

이렇게 참여적 예술과 관계의 미학은 오늘날 비엔날레가 시장으

115) 길릭 린드 앞의 글& , , pp. 265-266.
116) 조해나 버턴, 파급 효과 확장된 영역으로서의 참여- ' ' ,「 」 알렉산더 덤베이즈 수,

잰 허드슨 편 라운드테이블 년 이후 동시대 미술 현장을 이야기하다 서, : 1989 ,『 』
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역 서울 예경( : , 2015), p. 277.

117) 조해나 버턴 앞의 글, , p.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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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독립하고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추구하려는 시도와 맞닿는,

다 그러나 관건은 참여하는 방식 그 자체가 아니라 참여를 통해. ,

새로운 예술이나 전시의 형식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마.

리아 린드가 이끈 제 회 광주비엔날레를 예로 들어 다음 장에서11

보다 면밀히 분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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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비엔날레의 창설과 주요 전시.Ⅲ

광주비엔날레의 발생과 전개1.

년 광주비엔날레 창설선언문1)1995

년 서울 올림픽 개최 이후 경제적 낙관이 확산됐고 이듬해1988 ,

에는 해외 여행 자유화로 관광과 유학이 늘며 문화 접촉 통로가 다

변화됐다 미술에서는 년 미국 휘트니 비엔날레의 서울 순회전. 1993

이 열리는 등 대규모 국제전이 이어지며 동시대 서구 미술에 대한

감수성을 높였다.

년 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됐다 수1995 4 .

출 억 달러를 돌파하고 인당 국민소득이 만 달러를 넘어선1000 , 1 1

한편 서울 서초동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면서 명이 사망하고, 502 940

명이 부상을 입는 등 고속성장의 낙관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도 벌

어졌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됐고 드라마 모래. , ‘ㆍ

시계 가 평균 시청률 를 기록하며 후일담 세대 를 유행’ 50.8% ‘ ’

시켰다 모래시계 는 년대부터 년대까지의 한국 현대사. ‘ ’ 1970 1990

를 훑었는데 특히 드라마로서는 처음으로 광주민주화 운동을5.18

다뤘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118) 정치적으로는 제 의 길 에‘ 3 ’

대한 모색이 일었고 문화적으로는 풍요의 과실이 열렸다 씨네, . 2『

키노 프리미어 등 영화 전문지가 창간됐고 아트선재1 , , ,』 『 』 『 』

센터 성곡미술관 등 대기업이 출연한 문화재단 산하 사립미술관이ㆍ

개관한 것이 그 예다.119)

118) 권근영 앞의 글(2017), , p. 13.
119) 최근 년대 전후의 시각 문화를 되돌아보는 일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1990 .

년 말 서울시립미술관은 년대 한국미술 이라는 아카이브전이 그 예2016 ‘X: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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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비엔날레 창설 전 년여의 시대상을 나열한 것은 광주비엔날7

레가 한국 현대미술 전시의 압축 성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미술.

작품의 제작과 전시 도록 출판과 국내외 홍보가 국가와 지자체 차,

원에서 이루어졌고 이것이 년 이상 지속되면서 전시팀의 일원이, 20

총감독으로 관람객이 참여작가로 성장하며 행사에 대한 사후 평가, ,

도 이어져왔기 때문에 년대 이후 한국 시각 문화의 변모를 극명90

하게 보여주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년 베니스 비엔날레 주년을 맞아 자르디니에 들어설 마지1995 100

막 국가관으로 한국관 개관을 준비중이어서 그 고무된 기운을 타,

고 한국에도 국제 비엔날레를 창설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120) 이

과정에서 지방 도시인 광주가 지자체 원년에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도시의 상처를 문화적으로 치유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개최지

다 년대 젊은 시절을 보낸 이들이 문화 시장의 주소비자층으로 부상한 것에. 1990
부응해 대중문화계에서 복고풍 을 선보인 데 이은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전시를‘ ’ .
맡은 여경환 큐레이터는 올림픽 이후의 세계화붐에 대해 올림픽이라는 세계적“88
인 스포츠 문화 행사를 치러내면서 얻은 국제 감각으로 그것은 세계 속의 한국· , ‘ ’
이라는 일종의 자신감이기도 하지만 세계 라는 비구체적인 비교 대상의 전면적‘ ’
등장이기도 했다 이후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기조로 이어지면서 인정받고 진출. ‘ ’
해야 할 세계 의 존재감은 더욱 확고해졌다 고 서술했다 여경환 에서 로‘ ’ ” .: , X X :「 　

년대 한국 미술과의 접속 서울시립미술관 편 년대 한국미술 현1990 , , X: 1990 (」 『 』
실문화연구, 2016), p. 19.

또한 년 월 국립현대미술관은 영국 테이트리서치센터와 함께 분열된 영토들2017 4 ‘ :
198 년 이후 아시아 미술 이라는9 (Territories Disrupted: Asian Art After 1989)’
제목의 국제 심포지움을 열며 년대 전후에 대한 학술적 평가를 시도했다90 .

120) 베니스 비엔날레에 한국이 참가한 것은 년 제 회부터다 초창기에는 별도1986 42 .
의 국가관이 없어 이탈리아관 한켠에서 전시를 열었다 국가관을 둔 개국 외 나. 24
머지 참가국들도 같은 처지였다 년 첫 참가 직후 한국미술협회는 한국관 건. 1986
립 부지 확보 및 예산 지원을 문공부에 건의했고 문공부는 이듬해부터 주이탈리,
아 대사관을 통해 이 일을 추진한 끝에 거의 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베니스 비10 .
엔날레가 주년을 맞던 년 자르디니 마지막 국가관으로 들어온 한국관은100 1995
연면적 평의 철골조 건물로 자르디니에 건립된 베니스 비엔날레의 번째 국73 , 25
가관이자 일본 년 설립 에 이어 두 번째 아시아 국가관이었다 한국관은 년(1956 ) . 2
에 한 번씩 국외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동시대 한국의 대표 미술을 전시하는 전‘ ’
진 기지 역할을 했다.



- 87 -

로 선정됐다 광주비엔날레는 당시 문민정부 가 내세운 세계. ‘ ’ ‘

화 지방화 정책에 부응하면서 광복 주년과 정부 지정 첫 미’ 50 ‘ㆍ

술의 해 를 기념하고 한국 미술문화를 세계화하겠다는 정책적 차’ ,

원에서 창설된 국제문화행사였다 그림[ 11].121)

광주 내에서 비엔날레 창설을 위한 움직임은 년 월 일 광1994 9 28

주시에 실무기획단이 꾸려지면서 시작되었다 광주 출신 원로 조각.

가 김영중이 제안했고 당시 강운태 광주시장이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했다 그해 월 일 문화체육부가 개최를 승인하면서 광주. 11 5

비엔날레 창설이 공식화됐다 월 설립준비위원회에 이어 바로 조. 12

직위원회가 구성됐다 년 월 일 광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1994 12 18

에서는 국제 비엔날레와 문화의 지역주의 라는 주제로 국제 심‘ ’

포지움이 열렸다 베니스 비엔날레 전 전시위원장인 아킬레 보니토.

올리바 후에 카셀 도큐멘타 전시위원(Achille Bonito Oliva), (1997)

장을 맡게 된 캐트린 데이비드 윤범모 경원대 교(Catherine David),

수 등이 발제자로 정영목 서울대 교수 송미숙 성신여대 교수 등이, ,

토론자로 참여했다 킴 레빈 미국미술평론가협회장은. (Kim Levin)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기억을 살리는 게 좋겠다고 제언했다.122)

광주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정치적 사회적 역

사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이번 비엔날레는 망각을 위.

한 혹은 기억하기 위한 행사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과거를 묻어버리고 이 도시의 이름이 과거의 저항과 불

복 그리고 억압의 장소가 아니라 예술행사를 의미하게,

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에 경의

를 표하는 진정으로 의미있는 기념행사 그리고 치유와,

화해를 위한 행위가 되도록 할 수 있다.123)

121) 광주비엔날레 편 광주비엔날레, 1995-2014 ,『 』 p. 12.
122) 권근영 앞의 글(2017), ,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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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에서 숱한 비엔날레가 열리는 가운데 광주비엔날레가

창설된다면 과거사에 대한 치유와 화해를 특성으로 살려 여타의,

비엔날레와 차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국내외 미술계 인사들의

중평이었다 치유와 화해라는 키워드와는 달리 행사장에서는 한국.

민족예술인총연합 소속 젊은 미술가들이 비엔날레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열기도 했다 진통이 이어지면서 년 월 임영방 조직위. 1995 1

원장이 사의를 밝혔다가 번복했고 일부 원로 중진 미술인들은 서, -

울 비엔날레 창설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역기반 기업체 모금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행사 예산이 국내에서 치러진 단일 미술행사 예

산 규모로는 최대인 억원으로 발표되면서 행사 일정을 미뤄 충분82

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자는 우려의 소리도 나왔다.124)

그러나 비엔날레를 도시 변화의 전기로 삼으려는 광주시와 범국

가적 행사로 정부 각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광주비엔날레 중앙‘

지원협의회 및 외교부 주관의 중앙홍보협의회 의 지원 조직’ ‘ ’ ,

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와 범시민지원협의회 등의 역할 분담으로 비

엔날레 개최는 급물살을 탔다 년 월 경계를 넘어 라는 주. 1995 9 《 》

제로 열린 제 회 광주비엔날레는 창설을 앞두고 선언문을 만들었1

다 개막 개월 전 열린 제 차 집행위원회에서 이 선언문을 채택하. 7 4

며 광주비엔날레는 전 세계 비엔날레 중 보기 드물게 선언문을 갖,

고 있는 비엔날레가 됐다 광주비엔날레가 미술 전람회 이상의 정.

치적 문화적 선언이라는 야심을 드러낸 행보인데 이 선언문은 개, ,

최를 앞둔 광주비엔날레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회를 거듭하며 비엔,

123) 킴 레빈의 발제 내용은 지역 신문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은영 미래 국, ·「
제 통일 지향 승화 계기로 광주비엔날레 국제심포지엄 전남일보 년 월· - , , 1994 12」 『 』

일20 .
124) 김태익, 「광주비엔날레 이견 미술계 뒤숭숭" " ,」 조선일보『 』 년 월 일, 1995 1 19 ,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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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레가 발전방안 혁신안 등의 이름으로 방향을 차츰 수정해갈 때·

마다 이 선언문은 재검토해야 할 원점이 됐다 길지만 전문을 인용.

하는 이유다.

예술의 진정한 정신과 가치는 문명사회의 갈등 속에

서 본질적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시.

대 문화의 패권주의 시대는 가도 예술의 본질적 기능,

과 신뢰에 관한 질문은 중단되지 않고 있다 예술은 이.

제 권위주의가 자초한 고립과 관념을 떠나 분방한 시

대정신의 현장으로 나서야 하며 대중적 교감과 지지를

위하여 새로운 밭을 일구어야 한다 년 세기말 역. 1995

사의 굽이에서 광주비엔날레는 새로운 예술의 질서를

위하여 닻을 올린다 광주 한국 그리고 세계사의 왜곡. ,

을 주체적으로 극복하고 예술의 신명나는 한마당을 위

하여 그 기수를 열린 세계로 돌리려 한다 이와 함께.

분단의 한국사를 극복하고 분절된 세계사를 예술로 밝

히는 빛고을이 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 창조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다 예술은 대결과 모순 폭력과 차별을. ,

거부하며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자연정신을 존중하여

야 한다 그것은 예술의 탁월한 자생력에 기인한 것이.

며 정치사회 산업사회의 파국을 치유하는 예술의 기능,

이라고 믿는다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민주적 시민정.

신과 예술적 전통을 바탕으로 한다 건강한 민족정신을.

존중하며 지구촌시대 세계화의 일원으로 문화생산의

중심축을 자임한다 동서양의 평등한 역사창조와 세. 21

기 아시아 문화의 능동적 발아를 위하여 태평양시대

문화공동체를 위하여 다양한 민족문화의 고유한 생산

방식을 존중한다 광주비엔날레는 서구화보다 세계화에. ,

획일성보다 다양성을 위하여 예술의 집중력 적응력을

길러갈 것이다 예술의 신분을 미래지표와 현실인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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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하게 적용하고 전통의 가치를 삶과 정신 속에서

찾아내는 문화운동으로 성숙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첨.

단과학과 전통의 협력을 모색하고 자유와 상상력을 토

대로 새로운 시대정신을 일궈갈 것이다.125)

선언문에는 해방 이후 한국 근현대 미술 비평이 붙잡았던 화두들

이 녹아 있는 동시에 광주비엔날레를 둘러싸고 이어질 지역성과 세

계화 논란이 내포돼 있는데 이 시대 예술의 위기 라는 일반론에, ‘ ’

서 시작해 예술이 시대 정신의 현장으로 나서 대중적 교감“ ”, “

과 지지 를 위한 밭을 일구어야 한다며 광주비엔날레가 아방가르” ,

드 미술제가 아니라 사회성과 대중성을 강조할 것임을 암시했다 이.

어 세계사의 왜곡 을 극복하고 기수를 세계로 돌리려 한다“ ” “ ”

는 대목에서 탈식민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당시 국내 여러,

곳에서 강조되던 세계화를 거론했다 먼저 예술과 세계를 말하며 글.

로벌리즘의 조류에 한 발 디딘 선언문은 이어 분단의 한국사 분“ ,

절된 세계사를 예술로 밝히는 빛고을 을 언급하며 그 범위를 축소”

해 한국과 광주에 초점을 맞추고 예술의 자생력 파국을 치유“ ”, “

하는 예술의 기능 광주의 민주적 시민정신과 예술적 전통 을”, “ ”

거론했다 이나 광주정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5 18ㆍ

치유 와 광주 를 말하며 국내 첫 비엔날레가 다른 도시가 아“ ” “ ”

닌 광주에서 열려야 하는 명분을 드러냈다 자생력 과 민족정. “ ” “

신 동서양의 평등한 역사 창조 라는 대목은 이 땅에 근대적”, “ ”

미술이 도입된 이후 죽 이어져 왔던 한국성과 세계화 서구 미술의,

자생적 수용 향토색 논의의 연장선상에 광주비엔날레를 위치시키고,

있다 이어 태평양시대 문화공동체 서구화보다 세계화. “ ”, “ ”,

획일성보다 다양성 은 광주비엔날레가 한국성과 민족주의에 발“ ”

을 디딘 동시에 눈은 세계를 향하고 있음을 나타냈는데 이때의 세,

125) 광주비엔날레 편 앞의 책, , p.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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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란 서구화와는 구별됨을 강조했다 글로벌리즘의 확산으로 세계.

가 단일한 시스템에 들어가면서 중심과 주변의 구분은 오히려 엷어

졌다는 시기 광주가 지향한 세계란 서구와는 다른 기존의 주변부, ,

혹은 다중심이라고 주장했다 서구와는 다른 우리만의 그 무엇을 세.

계에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은 년 월 개관한 베니스비엔날레1995 5

한국관 전시 서문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자국만의 국가관을 가진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개25

국 뿐이며 한국관은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

째 국가관이다 이 점은 세계 미술계에서 한국 미술의.

위치가 그만큼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많은 변화에. [ ]…

도 불구하고 한국 미술가들은 일관되게 한 가지 주제를

추구해 왔는데 그것은 바로 정체성 이다 그들은 우, ‘ ’ .

리 미술이 우리 고유의 것으로 인식될 때까지 서구화라

는 트렌드를 극복하고자 노력해 왔다.126)

베니스 비엔날레에 단 개뿐인 국가관 가운데 아시아 국가의 것25

은 둘 뿐이며 그 중 하나가 한국관이라는 사실은 베니스 비엔날레

가 얼마나 서구중심적으로 진행되는지를 극명히 보여준다 그러나.

126) 본 연구자가 국문으로 옮긴 위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number of
the countries having their own separate pavilions are only 25 including
Korea, and Korean Pavilion is the second one among Asian countries
after the founding of Japanese Pavilion. This should be regarded as the
status enhancement of Korean art in international world. [ ] In the…
process of those many changes, Korean artists have been in pursuit of
one persistent theme, and it was the exploration of their own 'identity'.
They have tried to overcome the trend of Westernization until our art
could be perceived as our, own." Lee, Yil. "On the Ocassion of the
Opening of Korean Pavilion", La Biennale di Venezia The Pavil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The Korean Culture & Art Foundation, 1995),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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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에서는 이 현상을 비판하기보다 한국 미술의 성취를 드러내는

사례로 기술했다 반면 한국 미술가들이 추구해 온 주제가 정체. ‘

성 이라며 서구화라는 트렌드 를 극복하고자 해 왔다는 기술은’ ‘ ’

앞에 아시아 국가관의 상황을 언급하던 태도와 모순된다 또한 정. ‘

체성 이 특징이 아니라 추구하는 주제 그 자체이며 서구화는 극복’ ,

의 대상이라는 이채로운 서술도 당시 세계화 강박과 동시에 한국적

정체성 수호라는 반작용이 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시기 한.

국에서 열린 세계미술제의 선언문과 주요 세계미술제인 베니스 비

엔날레에서 열린 한국 미술 전람회의 서문이 잡고 있는 화두는 정

체성 서구화에 대한 저항이었다, .

광주비엔날레가 개막한 년은 우루과이 라운드1995 (Uruguay

의 결과로 세계무역기구 가 출범하면서 신자유주의 경Round) (WTO)

제 공영권이 형성되기 시작한 때다 한국도 년 에 년. 1995 WTO , 1996

에 가입했고 농업 등 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방에서는 이OECD , 1

에 대한 반발이 컸다 세계화와 지역성 두 맥락은 이렇게 형성됐다. , .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광주비엔날레의 창설은 이런 장기적인 도시“

발전의 추구와 세계화의 흐름이 결합한 결과였다 고 창설 배경을”

밝혔다.127) 앞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개관 서문에서도 나타났듯

세계화 강박과 이에 대한 저항감이 당시의 지배적 정서였는데 그,

127) 재단측이 설명하는 창설 배경을 마저 인용하면 이렇다. ＂천혜의 농업생산력의
중심지라는 생태학적 조건 위에서 세기 전반기에 광주는 식민지 수탈과 이에20
대한 저항을 경험하였고 년대 국가 주도의 공업화 정책에서 소외를 경, 1960-1970
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독특한 자연관과 세계관을 가진 문화예술을 발전시켜[...]
온 광주는 년 광주항쟁을 계기로 사회현실의 모순을 드러내고 이를 극복하려1980
는 예술정신을 발전시켜왔다 사회적 고통의 문화예술적 승화 그리고 광주정신의. ,
보편화 전국화는 지역문화의 핵심 과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전개된 세계, .
화의 흐름은 지역발전의 계기를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찾도록 유도하였다 광주비.
엔날레의 창설은 이런 장기적인 도시발전의 추구와 세계화의 흐름이 결합한 결과
였다.”：광주비엔날레 장기발전방안연구팀 광주비엔날레 장기발전방안연구 광, (『 』
주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년 월: , 2000 7 ),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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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제 회 광주비엔날레에 대항해 같은 기간 광주미술인공동체를1

중심으로 열린 안티비엔날레 광주통일미술제-95 (1995. 9. 20-《 》

의 취지문에서도 볼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 창설이 급물살을10. 15) .

타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오월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참여미술 진영

을 중심으로 비판의 소리가 나왔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5 18ㆍ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희석하

기 위해 외래 행사를 끌어들이는 것 아니냐는 경계심이 컸던 때문

이다 안티비엔날레 주최측은 첫째 주년으로 항쟁 유발 책. , 5 18 15ㆍ

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에 비엔날레를 열어 광‘

주정신 이 순치되고 둘째 비엔날레가 지역의 정서를 회화적으로’ ,

반영할 수 있을지 우려되며 셋째 대규모 예산 투입 행사임에도 시,

민 여론 수렴 과정이 부족하고 넷째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

에서 기업들의 성금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128)

당시 광주통일미술제 후원금 약정서에 비엔날레에 대한 대항 논리

가 담겨 있다.

우리는 세계화라는 풍문을 등에 업은 광주비엔날레

와 같은 미증유의 대형 쇼를 통해 그동안 견결히 유지

해 온 광주정신 이 순치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엔날레가 이 지역의 영예로운.

정서를 회화적으로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비엔. [ ]…

날레와 같은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적 행사‘ ’

는 마땅히 새로운 자치구조하에서 시민적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함에도 졸속으로 강행하는 저

의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129)

128) 광주통일미술제 추진위원회 광주통일미술제 후원 약정서 년 월 일, , 1995 6 28 ,《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최열컬렉션 최열 기증 자료, .

129) 광주통일미술제 추진위원회 광주통일미술제 후원 약정서 년 월 일, , 1995 6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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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비엔날레가 광주의 민주적 시민정신과 예술적 전통을 바탕“

으로 한다 는 선언문까지 내놓으며 출범한 한편 시민성금에 의해” ,

치러지는 건강한 내용성을 갖는 미술제를 열어 광주정신 의 승‘ ’

화와 통일에의 의지를 담은 시각적 대항논리를 보여줌으로써 광주

비엔날레의 허구성을 드러내겠다는 전람회가 열렸다 광주비엔날레.

개최를 둘러싼 지역 사회 그리고 미술운동진영의 분열된 시각을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민족미술인협회 출신의 판화가 이철수는 당시.

신문 기고문을 통해 광주비엔날레의 기획과 집행 과정에 미술운“

동진영으로 분류되던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선정된 작가들.

의 면면에서도 그런 점이 두드러진다 며 또다른 미술운동세력이” ,

이의제기를 하고 나선 모양새를 지적했다 적지 않은 미술인들이. “

두 비엔날레의 갈등에 휩쓸리게 되리란 점과 많은 관람객들이 비미

술적인 형태의 갈등과 대립의 현장을 배외하면서 미술적 언어와 정

치적 발언의 설익은 조합에 기만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는 우려를”

표했다.130) 광주통일미술제 는 회에는 비엔날레 내부로 편입돼2《 》

망월동 오월묘역에서 특별기념전으로 열렸고 그 뒤 추진되지 않았,

다 비엔날레 대항전으로 시작한 것이 제도권에서 지분을 얻음으로.

써 그 반대의 정당성을 상실하고 자연소멸된 모양새다 그러나 광. ‘

주정신 은 이후에도 매회 지역 사회에서 비엔날레 전시를 평가하’

는 잣대로 빠짐없이 거론됐다.

지역 문화를 창달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한국 미술,

을 세계화하는 동시에 광주정신의 확대 등 쏟아진 요구와 기대만큼

이나 현실에서의 충돌도 컸다 크게 경제활성화 모델과 문화주의 모.

델이 대립했다 산업화가 뒤진 광주의 지역 경제에 비엔날레가 도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최열컬렉션 최열 기증 자료, .
130) 이철수 일사일언 광주와 미술제 조선일보 년 월 일, - , , 1995 7 14 , p. 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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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돼야 한다는 입장과 광주비엔날레는 기본적으로 문화 이벤트이,

니 이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므로 예산

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며 공공 예산으로 꾸려갈 수밖에 없다는 두

입장이다 또한 비엔날레 도입 초창기에는 일회성 국제 이벤트였던.

년 서울올림픽이나 년 대전엑스포처럼 비엔날레를 한국 또는88 93 ,

광주의 문화예술적 역량을 과시하는 일종의 문화 올림픽이라고 파

악한 이들이 많았다 한 도시에서 년 주기로 열리는 비엔날레는 올. 2

림픽이나 엑스포와 분명 다른데 인식의 괴리가 있었다 또한 지역, .

과 국가를 대표하는 작가 위주의 전시여야 한다는 입장과 비엔날레

는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실험장이므로 가급적 젊은 작가를 발굴해

미래의 방향을 가늠하는 방향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

다.131)

광주비엔날레가 내세운 광주정신 아시아성 같은 추상적‘ ’, ‘ ’

개념도 문제였다 광주정신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정의나 인권 평. , ,

화 공동체적 가치의 옹호 등을 뭉뚱그린 표현으로 보인다 그러나, .

실제 전시를 전후해 광주정신 의 적용례를 보면 참여 작가가‘ ’

년 이후 년대까지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에 대한 문제로 환원1980 90

되는 경향도 있었다 즉 작품이 무엇을 말하느냐보다는 그 작품을. ,

내놓은 작가가 그같은 주제를 거론할 자격 이 있는지에 대한 논‘ ’

란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제 회 경계를 넘어 조. 1 (《 》

직위원장 임영방 에는 본전시에만 개국에서 명의 작가가 참여하) 49 87

는 등 참여 국가수로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용우 전시기획실장.

을 필두로 오광수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 아시아를,

캐시 할브라이쉬 당시 미국 워커아트센터 관장이(Kathy Halbreich)

북미를 장 드 르와지 당시 프랑스 퐁피두센터 큐레, (Jean de Loisy)

이터가 서유럽을 담당하는 등 대륙별로 커미셔너를 두고 본전시를

131) 광주비엔날레 장기발전방안연구팀 광주비엔날레 장기발전방안 연구, 『 』

(2000),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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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렸다 한국 미술의 경우 별도로 꾸린 백남준 특별전 외에 본전시.

에서는 김정헌 임옥상 홍성담 등 민중미술 계열 작가들의 참여가ㆍ ㆍ

두드러졌다 이들 본전시 참여 한국 미술가 선정을 위해 커미셔너가.

별도의 공개 세미나를 열고 지역 작가 추천을 염두에 두고 당초 예,

정했던 것보다 참여 작가 수를 늘리는 등의 진통이 있었다 유홍준.

커미셔너는 작가 선정과 배경을 최종 발표하면서 애초보다 명이“ 2

늘어난 것은 본인이 광주 지역작가의 추천을 염두에 두고 참가 작

가를 명으로 늘릴 것을 요구해서 이뤄진 것 이라며 이는 마치9 ” “

월드컵 축구 유치국은 예선 없이 본선에 진출한다는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과 같은 것 이라고까지 설명했다” .132) 광주비엔날레가 지역

성과 국제성 두 축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됐다면 초창기의 지역성,

은 누가 참여하느냐 를 통해 구현됐던 셈이고 이 과정에서 작가‘ ’ ,

선정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거친 과정은 광주 혹은 국내 미술계에

서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참여 지분을 요구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

음을 보여준다 지역 작가 한국 작가 참여는 이후에도 광주비엔날. ,

레 작가 선정 때마다 관심사의 하나로 자리잡으며 그 자체로 독특

한 지역성을 형성했다.

132) 제 회 광주비엔날레에서는 참여 작가 중 한국 작가에 대해서만 선정을 위한 공1
개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과 오세아니아 지역을 맡은 유홍준 광주비엔날레 조직위.
원은 독단적 결정을 배제하고 미술계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 하고자 세미나에서“ ”
전시 주제에 어울리는 작가를 골라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선정의 타당성을 피력했
다 양은희는 이에 대해 민중미술과 제도권 미술의 갈등구도가 첨예했던 년. “ 1980
대 이후 한국미술의 환경을 고려하면 그들이 기획자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확보하
는 것보다 미술인들의 의견과 지식을 수렴하고 전반적인 동의를 확보하는 데 주력
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고 분석했다 작가 선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런 일은” .
광주비엔날레의 지역 정착 과정상의 진통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양은희. ,

년대 이후 한국미술의 세계화 맥락에서 본 광주비엔날레와 문화매개자로서1990「
의 큐레이터 현대미술사연구 제 집, , 40 (2016.12), p. 114.」 『 』

유홍준 커미셔너는 세미나에서 명의 한국 작가를 선정키로 발표했으나 한 달 뒤 두7
명을 추가했다 최종 선정 작가는 김명혜 김익영 김정헌 서정태 신경호 안성금 우제. · · · · · ·
길 임옥상 홍성담 등이다 김태익 광주비엔날레 한국 작가 명 참가 조선일· · . , 9 ,「 」 『
보 년 월 일, 1995 4 27 ,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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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 당시 선언문에서 민주적 시민정신과 예술적 전통 아시아“ ,

의 다양한 민족문화의 능동적 발아 로 뭉뜽그려졌던 이념적 정체”

성은 년 들어 민주성 아시아성 미래성으로 정리됐다 민주1998 . ‘ㆍ ㆍ

성 은 광주의 역사적 경험을 문화적 정체성으로 승화한다는 의미’

에서 쓰인 용어이고 아시아성 은 아시아 미술문화의 중심 창구, ‘ ’

역할을 하는 동시에 구미와 아시아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시킨

다는 취지 미래성 은 전통적 미술개념을 넘어 복합예술장르를, ‘ ’

포괄한 실험성을 뜻한다는 게 비엔날레측의 설명이다.133) 그러나 민

주성은 추구할 가치에 속하는 반면 아시아성과 미래성은 가치라기

보다는 경쟁력 확보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략의 문제였다.134) 또

한 민주 나 아시아 같은 일반 명사를 추상적이고 거창한 목‘ ’ ‘ ’

표와 연결지으며 자의적으로 해석하니 발화자와 수용자 사이에 이,

해불일치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광주에서 왜 굳이 비. “ ‘

엔날레 여만 했는가 미술의 국제화 라는 것이 서구 미술계’ ”, “‘ ’

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데 그친 것은 아닌가”135)라는 창설 당

133) 광주비엔날레 비전 전략 광주비엔날레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광주· TF, , ( :『 』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년 월, 2015 4 ), p. 20.

134) 회 년 전시를 앞두고 광주비엔날레는 서구의 문화형태를 일방적으로 추3 (2000 ) “
수하지 않고 광주정신을 아시아적 정체성과 연관지어 해석해냄으로써 독창적인,
예술행사로 거듭나야 한다 며 그 정체성을 민주성 아시아성 미래성으로 꼽았다 여” · · .
기서 민주성이란 인권 민주화운동의 도시 라는 광주의 특성답게 명망가 위주의 보‘ · ’
수적 작품보다는 청년 성향의 작품을 중심에 두는 것을 미래성은 변화에 대한 능,
동적 대처를 아시아성은 아시아와 서구의 문화적 관계를 수평화시키는 열린 지, “
역성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기획위원회 광주비엔날레 발전계” .: , 『
획기본안 광주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 , 1998. 8.), p. 21.』

135) 당대의 정치적 목적에 복무했던 광주의 미술이 이제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 ,
광주의 기억을 치유하기 위해 후발주자로 나선 세계의 미술과 만나게 되었다 그.
런데 과연 그 동기를 현실화시키는 데 비엔날레라는 형식이 적절한 것이었나 하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엔날레는 세계적인 미술동향에 대한 철저한 파악을.
기초로 치밀한 사전조사와 전시조직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국제적 규모의 문,
화행사이다 광주와 중앙의 비엔날레는 서구 중심의 미술논의를 역전시키고 한[ ]…
국적 복수성을 부각시키려는 세계화적 의도와는 반대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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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문제제기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었다 이어 년에는 개. 2000 ‘

방적 광주정신 을 지향하며 광주정신의 이념적 굴레에서 벗어나고’

자 했다.136) 총감독 사퇴 파동을 겪고 행사가 년 연기된 뒤 치른1 3

회 인 간 전시총감독 오광수 폐막 직후의 일로 전시 주최측이+ ( ) ,《 》

미술계 보수적 인사들로 구성되고 광주시 행정당국과도 거리를 두

며 민영화 단계를 밟아가던 때의 일이다 년에는 지역성과 세. 2007 ‘

계성의 결합 을 내세웠다 전시 주제를 도시로 집중하는 주제적’ . “

접근으로 장소특수성 미술을 통한 정체성 부각과 더불어 지역성의

세계적 맥락을 획득한다 는 취지였는데” 137) 회 열풍변주곡 예, 6 (《 》

술총감독 김홍희 과 회 연례보고 예술감독 오쿠이 엔위저 사) 7 ( )《 》

이에 마련된 이 발전방안은 창설 년만에 처음으로 해외 총감독을13

기용하는 급진적 모험의 정책적 토대가 된다.

주년을 맞은 년 회 비엔날레를 앞두고 열린 특별전 달20 2014 10 《

콤한 이슬 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한 홍성담의》

세월오월 의 전시가 불허되면서 특별전 기획자인 윤범모 당시 가< >

천대 교수와 이용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가 사퇴했고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회의 발족으

로 이어졌다 혁신위원회 발족 개월 뒤 열린 공청회 자리에서 발표. 6

된 대 혁신안은 다음과 같다7 .

광주의 역사적 문화 예술적 가치를 극대화한1. ㆍ

글로벌 비엔날레

조직의 고유 역량 강화를 통한 정체성 실현2.

구미술시장의 엘도라도 로 한국을 재발견하게끔 만든 것이다 백지숙 광주비엔‘ ’ .” , 「
날레 관람기 다시는 저처럼 불행한 비엔날레 관람객이 나와서는 안되겠읍니“…
다 문화과학 문화과학사” , ( , 1995), pp. 210-218.」 『 』

136) 광주비엔날레 비전 전략 광주비엔날레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TF, (2015),』 p.
21.

137) 광주비엔날레 비전 전략 앞의 책· TF, ,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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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진 구성의 혁신과 최고 의결기구로서 역할3.

및 책임 강화

파견 공무원 축소 및 민간 사무처장제 도입4.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5.

재원 확보와 효율적 유지 관리 체재 구축6.

재단과 지역의 소통 및 협력 시스템 구축7. 138)

새로운 이사진 선임과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의 분리를 앞둔 상황

에서 나온 이 혁신안은 광주비엔날레 조직의 민영화 강화와 경영

효율성 등 실무적 차원의 구조개편이 대부분으로 년 전 창설 선20

언문의 추상적 구호와는 그 층위가 다르지만 항에 제시한 방향, 1 7ㆍ

은 그 세부조항까지 살펴볼 만하다.

광주의 역사적 문화 예술적 가치를 극대화한 글로1. ㆍ

벌 비엔날레

글로벌 로컬 기반 국제현대미술제1) &

광주정신과 당대 예술실천이 결합하는 플랫폼2)

현대미술의 실험장이자 미래 예술세대 육성의 장3)

재단과 지역의 소통 및 협력 시스템 구축7.

시민사회 협력기구로서 가칭 광주비엔날레 발전1) ( )

위원회 운영

지역과의 소통을 위한 전담팀 신설2)

광주비엔날레와 지역사회의 상호협력 및 상호발3)

전139)

138)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회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회 공청회 년 월 일, , 2015 2 24 ,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 p. 4.

139)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회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회 공청회 앞의 글, , ,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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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세계화와 지역성 추구 라는 상반된 두 목표 사이에서‘ ’

균형잡기에 힘쓰는 모양새지만 여기서 진일보한 대목은 광주, “1.2)

정신과 당대 예술실천이 결합하는 플랫폼 지역과의 소통을”, “7.2)

위한 전담팀 신설 이다 창설선언문의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민” . “

주적 시민정신과 예술적 전통을 바탕으로 한다 는 대목은 년간” 20

전시에서 여러 방식으로 재해석되며 논란을 낳았다 반면 혁신안에.

서는 광주정신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당대 예술실천 이라‘ ’

는 말로 광주정신을 과거의 역사적 화석이 아니라 오늘날의 예술로

시각화한다는 방향을 제시했고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사,

회가 소외됐다는 비판을 의식해 소통전담팀을 만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혁신안 발표를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는 지역사. “

회 성원이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았다 특.

히 지난 년 동안 국제미술계와의 관계 및 교류에 과도하게 치중하6

면서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은 약화됐다”140)는 자성을 내놓은

것도 그 일환이다.

이상으로 광주비엔날레가 지난 여 년간 제시해 온 방향성이 어20

떻게 변화해 왔는지 분석했다 창설 당시부터 광주의 민주적 시민. “

정신과 예술적 전통을 바탕으로 한다 면서도 서구화보다 세계화” “

에 획일성보다 다양성을 위해 라며 글로벌리즘을 지향한 광주비엔, ”

날레는 년 뒤인 년 발전방안으로 민주성 아시아성 미래3 1998 “ ㆍ ㆍ

성 을 제시하며 아시아로 그 지평을 확장했고 년 월에는” , 2000 7

개방적 광주정신을 지향 하며 광주정신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 .

계속되는 지역성 구현의 요구에 년에는 지역성과 세계성의2007 “

결합 을 내세웠고 년의 혁신안에서는 광주정신과 당대 예술” , 2015 “

실천이 결합하는 글로컬 플랫폼 이라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내놓았”

다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선언부터 김대중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

140)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회 앞의 글, ,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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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공약

사항은 지방도시인 광주에도 영향을 미쳤고 광주비엔날레 역시 세,

계화와 지역성 아시아성을 내걸며 년 이상 이어져 왔다 다음 장, 20 .

에서는 광주비엔날레의 조직 구성이 점차 민간화되는 과정에서 국

내 미술계에서 큐레이터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변화돼 왔는지를

살펴보겠다 창설 당시부터 이어진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미술전람.

회라는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은 여전하다 미술 전문 기획자로서 큐.

레이터의 위상이 확립되지 않았던 년부터 글로벌 큐레이터를1995

커미셔너로 영입하며 국제전을 이어온 광주비엔날레가 만들어 온

글로벌 미술 전시 시스템은 국내 미술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겠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창설선언문부터 발전방안 혁신안. 2 ,

등 광주비엔날레의 방향성이 조금씩 전환되면서 이어진 전시에는

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광주비엔날레가 창설 초기부터 현재,

까지 이어오는 글로벌리즘과 광주정신 구현 사이의 균형과 갈등상

을 중심으로 분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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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비엔날레의 조직 구조와 큐레이터의 역할 변화2)

창설 당시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정관으로 광주비엔날레를 효율“

적으로 준비 운영하여 한국미술의 진흥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

하며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으로 광주를 세, 21

기 태평양지역의 문화예술 중심권으로 부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

다 고 명시했다” .141) 광주비엔날레는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과 세계

화에 대한 낙관을 배경으로 대규모 국가적 지원을 받으며 출발했다.

수도 서울이 아닌 제 의 도시 광주에 유치됨으로써 지금까지의 정3

치 사회 경제적 소외 지역에 대한 정치적 치유와 문화적 진흥이ㆍ ㆍ

라는 명분을 확보했다.142)

관 주도로 시작된 만큼 초기 조직도 광주시 행정체계에 따랐다.

시장이 재단이사장을 행정부시장이 사무총장을 겸했고 분야별 부, ,

서를 둬 파견 공무원과 민간 계약직들로 사무처를 운영했다 회부. 2

터는 광주시립미술관 조직체계를 기본으로 미술관장이 재단의 사무

차장을 맡고 학예연구실장이 재단의 전시기획실장을 겸했다 회, . 3

행사 준비 과정에서 문화예술 기획의 자율성과 행정관리 사이에 갈

등이 벌어져 년 월 최민 전시총감독이 해촉됐고 이에 반발한1998 12 ,

전시기획위원 전원이 총사퇴하고 직원 인이 해고되면서 광주비엔, 6

날레 민영화 파동이 일어났다 이에 재단은 년 월 민간 이사장. 1999 2

중심의 독립된 민간법인 조직체계로 전환하고 월에 광주시립미술, 8

관과 재단 조직을 분리하는 등 단계적 민영화 과정을 밟아갔다.143)

년 회 비엔날레를 앞두고 열린 특별전 달콤한 이슬 에선2014 10 《 》

의 세월오월 파동은 특별전 기획자와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의< >

141) 광주비엔날레 정관 제 장 총칙 제 조 목적, 1 , 3 ( )
142) 안미희 앞의 글, , pp. 30-31.
143) 광주비엔날레 편 앞의 책, ,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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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로 이어졌다 행정 당국과의 마찰로 인한 큐레이터 사퇴 같은.

불협화음은 대규모 전시가 많지 않던 당시 관료제 하에서 전시기획

자의 위상 확립과 관련된 진통으로 광주비엔날레의 지역성을 보여,

주는 동시에 국내에서 진일보한 미술 제도를 만드는 데 일조한 과

정이다.

글로벌리즘의 확산과 함께 비엔날레가 세계 각지에서 열리면서

이를 꾸리는 미술 인력들의 이동도 잦았다 독립큐레이터와 이들의.

팀이 비엔날레에서 비엔날레로 이동하면서 비엔날레 조직 참여 작,

가들의 전시와 세미나 도록과 홍보물 지역 기반 부대행사 등 비엔, ,

날레 시스템의 확산을 통한 미술 인력의 표준화를 이뤘다 개별 작.

가 및 동인들의 개인전과 미술사가 비평가들의 평론으로 이어지던ㆍ

전람회 시스템이 큐레이터의 주제 제시형 전시와 그와 함께하는 작

가군과 미술사와 미술비평 위주에서 큐레이터의 시대로 변화되던

시점이 국내에서는 년대 광주비엔날레의 시기와 맞물렸다 초창1990 .

기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행정조직을 상근직으로 하고 국내 미술,

계 인사를 각 회차별 조직위원장으로 두고 조직위원장이 국내외 큐

레이터들을 커미셔너로 영입해 대륙별 주제별로 전시를 나눠 맡는ㆍ

형식을 구축했다 광주비엔날레를 계기로 국내에 와서 커미셔너 혹.

은 공동 큐레이터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해외 큐레이터 평론가로ㆍ

는 하랄트 제만 회 광주비엔날레(Harald Szeemann, 1933-2005, 2 ),

르네 블록 회 하리우 이치로(Rene Block, 1942-, 3 ), (Harou Ichiro,́
회 후한루 회 찰스 에셔1925-, 3 ), (4 ), (Charles Esche, 1962-, 4

회 우홍 회 등이 있다 이들은 국내에 미술), (Wu Hung, 1945-, 6 ) .

관이 여곳 내외에 불과하던 시절 문화 매개자 역할을 한 동시에10

서구와 미주 중심의 국제미술계에 역으로 광주를 소개하는 임무도

부여받았다.144) 조직위원장과 전시기획실장 산하에 국내외 커미셔너

144) 양은희 앞의 글(2016), , pp. 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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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전시를 꾸리던 회의 전시 조직에서 회부터는 조직위원장1 2 3ㆍ

대신 총감독으로 그 명칭을 바꾸며 큐레이터십의 확산을 보여줬다.

진통도 있었다 당시 총감독으로 임명되었던 최민은 자신이 제시한.

전시기획안을 사무처에서 수용하지 않고 자신이 스태프로 쓰고자,

했던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인원이 감독의 의사와 달리 재계

약을 받지 못하자 기획자의 의견보다 이사회와 사무처의 운용 논리

를 중시하는 관료주의적 환경의 부당함을 따지다가 해임됐다 이후.

비엔날레 전시기획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 명이 관료행정13

철폐를 주장하며 총사퇴하고 광주비엔날레 정상화 및 관료적 문, ‘

화행정 철폐를 위한 범미술인 개혁위원회 가 발족되어 관료제와’

미술계의 대립이 서울 미술계로 확산됐다.145) 양은희는 최민 감독“

사건은 민주화 운동 민중미술 계열과 모더니즘 미술 계열로 양분되,

어 갈등하던 년대의 구도를 다시 환기시키는 한편 비엔날레라1980 ,

는 제도를 둘러싸고 전시기획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필요에 대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고 평가했다” .146) 이 사건 이후 비엔날레재단이

출범했고 전시에서도 점차 커미셔너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대신 공,

동큐레이터제가 자리잡았다 국내 기획자가 조직위원장 혹은 총감독.

을 맡고 해외 기획자가 커미셔너나 공동 큐레이터 맡는 초창기의

관행은 비엔날레라는 글로벌 전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국내 행사

로서의 헤게모니를 잃지 않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때문일 것이다 내.

국인 총감독제가 이어지면서 오광수 성완경 김홍희 이용우 등ㆍ ㆍ ㆍ

비엔날레를 통해 기획자로서 경력을 쌓았던 이들이 총감독으로 활

동하기도 했다 이후 오쿠이 엔위저 회 마시밀리. (Okwui Enwezor, 7 ),

아노 지오니 회 등 외국인 총감독 산(Massimiliano Gioni, 1973-, 8 )

하에 국내외 인사가 공동 큐레이터로 참여하는 형태를 취하며 광주

145) 양은희 앞의 글, , pp. 115-116.
146) 양은희 앞의 글, ,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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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날레는 보다 공격적인 글로벌화의 길을 걷게 된다.

격년으로 열리는 국제 미술전인 광주비엔날레의 행사예산은 준비

년도와 행사년도를 합한 년간의 예산으로 이루어졌다 대회별 행사2 .

비 지출규모는 회까지는 억원 이상 회부터 회까지는 억원3 100 , 4 7 90

이상 회 이후는 억원 이하였다 행사재원은 국비 국가보조금 와, 8 90 . ( )

지방비 시비보조금 위 수탁협의금 자체수입이다 국비가 억원( , ), . 328 ,ㆍ

지방비 억원 자부담 억원으로 를 재단에서 자체 충당했132 , 506 52%

다 자체수입은 재단 기금 등의 이자수입과 수익사업에 의한 입장권.

판매 휘장사업 광고사업 시설임대사업 도록 등 판매사업 등을 통, , , ,

해 조달하고 있다 창설 초기부터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국고보조금.

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지자체 축제 난립으로 지원 비율은 낮아지

는 추세다.147)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년간 광주정신 광주 아시아 세계화를20 ㆍ ㆍ ㆍ

키워드 삼아 지역 기반의 글로벌 전시를 지향해 왔다 조직 및 행정.

구조상 민간 비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졌고 한국 감독이 해외 커미셔,

너를 두고 진행하던 방식에서 회부터는 비상근 외국인 총감독이7

전시를 꾸리며 보다 공격적인 세계화를 지향했다 실제 회. 7, 8, 10

감독은 광주를 거친 뒤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 혹은 심사위원을

역임하며 광주비엔날레가 세계적 비엔날레로 향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광주비엔날레의 방향성이 여.

전히 논란인 것은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상반된 지향을 가진 구호가

모호한데다가 이렇게 제시된 정체성이 뚜렷한 전시모델로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주비엔날레는 주년 혁신안에서 광주정신의 확산 을 주장20 ‘ ’

하며 그 이념적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취한다 광주정신. ‘ ’

이라는 이름으로 민중미술을 제 세계 미술을 전시장에 늘어놓는 동, 3

147) 광주비엔날레 편 앞의 책, ,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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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복적 전시는 이제 스스로의 발목잡기밖에 될 수 없기에 확‘

산 이라는 표현으로 여지를 남겼다 광주정신의 확산 이 전시에’ . ‘ ’

서 어떻게 구현됐는지 보여주는 사례는 전시 완성도가 높았던 것으

로 꼽히는 년의 만인보 예술감독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와2010 ( )《 》

이 혁신안 이후 선임된 마리아 린드 감독이 꾸린 년의 제 기2016 8《

후대 를 통해 뒤에서 다시 분석하며 광주비엔날레만의 정체성을,》

갖는 전시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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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비엔날레의 주요 전시2.

년 지자체 주도 국제미술제로 개막한 제 회 광주비엔날레1995 1

경계를 넘어 는 국내 처음이자 동북아 본격 비엔날레로서 지역,《 》

비엔날레의 한 모델을 형성했다.148) 제 회 지구의 여백 조직위2 (《 》

원장 유준상 까지는 대규모 국제미술제를 지향하며 그 안에 한국 현)

대 미술의 자리를 마련하는 역할에 중점을 뒀다 한국인 조직위원장.

산하에 국내외 큐레이터들이 대륙별로 커미셔너를 맡았다 대륙별.

미술을 보여주며 세계 미술 전람회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겠다는 포

석이었다 최민 감독 해촉 파문을 거쳐 한 해 연기돼 년 월 열. 2000 3

린 회 인 간 전시총감독 오광수 은 아시아를 키워드로 내세우3 + ( )《 》

기 시작했으며 제 회 멈 춤 총감독 성완경 에서는 아시아 대안, 4 - ( )《 》

공간 네트워크와 디아스포라 미술가들이 참여하면서 광주 한국에ㆍ

서 아시아로 지평을 확장했다 표[ 5] 이 장에서는 광주비엔날레 전.

시를 글로벌 전람회를 추구한 초기 회 아시아를 키워드로 내세(1-2 ),

운 중기 회 회 외국인 총감독을 영입하면서 전시목표의 구현 방(3 -6 ),

식에 변화를 보인 최근 회 회 으로 나눠 비엔날레가 지향한 목표(7 -11 )

가 전시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광주비엔날레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상처를 미술로 치유한다는

명분을 갖고 국내 어느 도시보다도 먼저 시작된 비엔날레라는 점에

지역 정체성이 있다 동시에 동시대 세계 미술 전람회라는 특성을.

148) 세계비엔날레재단에 따르면 이전의 아시아권 비엔날레로는 년 필리핀의 비1990
바 엑스콘 년 타이페이 비엔날레가 있지만 규모나 형식 면에(VIVA EXCON), 1992
서 격년제 국제 미술 전람회로서의 비엔날레의 특성을 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드
러낸 것은 년의 광주비엔날레다 비바 엑스콘은 필리핀 비사야 제도 예술인1995 .
들의 교류를 위해 만들어진 비엔날레로 격년제 미술 전람회이지만 지역에 국한돼,
있다 타이완에서 열린 첫 국제 현대미술 비엔날레인 타이페이 비엔날레는. 1992
년 타이페이 시립 미술관에서 시작됐지만 아시아 지역 작가 뿐 아니라 세계 각국,
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행사로 발전한 것은 년 전시부터이기 때문에1998 ,
아시아에서 광주비엔날레의 창설이 갖는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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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기 위해 단시간에 세계 각지의 미술을 취합해 세계 미술제로서

의 규모와 위상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초창기에 해당할. 1-2

회 비엔날레에서는 국내 조직위원장 산하에 해외에서 온 글로벌 큐

레이터들이 커미셔너로 활동하며 글로벌 전시 의 형식을 갖추는‘ ’

데 주안점을 뒀다 회부터는 아시아를 키워드로 내세우면서 당시. 3

부상하기 시작한 중국 인도의 동시대 미술을 초청하기 시작했다· .

광주에서 한국 나아가 아시아로 그 지평을 확장하는 기조는 회, 4-6

전시에서 한층 강화됐다 예컨대 회는 아시아 대안공간 네트워크와. 4

재외 교민들이 참여하는 섹션을 두며 아시아 대안공간 디아스포· ·

라를 강조했다 회 열풍변주곡 은 때마침 시기와 지역성 면에서. 6 《 》

그 필요와 성격이 일치한 상하이비엔날레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와,

제휴해 투어 프로그램을 짜는 등 공동의 홍보마케팅 활동으로 인근

다른 나라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당시 노· .

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로 광주 옛 도‘ ’

청사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착공되던 때였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회부터는 해외에서 총감독을 초빙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그 동안7 ,

광주비엔날레의 키워드로 작용해 온 광주정신을 외부자의 관점에서

읽고 동시대 미술 전람회로 시각화하는 과정은 전시 패러다임의 변,

화를 가져온다.

본 연구의 이같은 관점을 표[ 6]광주비엔날레의 진화발전모형으

로 제시하고자 한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치유라는 지역 기반의 명.

분을 갖고 출발한 글로벌 미술 전람회로서의 광주 비엔날레는 로컬

과 글로벌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지향을 가지고 변곡점을 거듭

하며 이어져 왔다 로컬은 광주정신의 시각화로 글로벌은 동시대. ,

세계미술 전람회로 설명할 수 있는데 중반기부터는 아시아라는 키,

워드를 내세우면서 이 둘 사이의 딜레마를 중화하고자 했다 나아가.

광주비엔날레는 회 이후 개방적 광주정신 혹은 광주정신의 보편화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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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발전방안을 내세우며 뿌리는 로컬에 둔 채 형식은 글로벌하게

가는 미션을 조화롭게 수행하고자 했다 이 장에서는 이같은 진화발.

전모형을 통해 광주비엔날레 각 전시를 살펴보며 그 목표가 전시를

통해 적절하게 시각화됐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표 광주비엔날레의 진화발전모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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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비엔날레와 글로컬리즘1)1-2

지난 년간 비엔날레의 확산과 함께 꾸준히 언급된 말이 로컬20 /

글로벌 글로컬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잦은 교류로 지구 곳곳의/ .

차이가 줄어들고 자본주의 경제를 토대로 한 보편적 문화를 가진

작은 마을 이 되어가고 있다는 지칭인 반면 글로컬라이제이션은‘ ’

다국적 경영의 키워드가 됐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은 점차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일방적

확산이라는 우려를 내포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압력을 받는 지역과

분야에서 일종의 생존전략처럼 언급돼 왔다.149) 그러나 세계화와 지

역화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목표를 국제미술전람회라는 한 곳에

뭉뜽그려 시행착오를 겪어 온 광주비엔날레처럼 글로벌과 로컬이라,

는 서로 다른 특성을 글로컬이라는 추상적 용어로 융합하는 것만으

로 대안을 삼을 수는 없다.

제 회 경계를 넘어 에는 본전시에만 개국에서 총 명의1 49 87《 》

작가가 참여했다 회의 개국 명 회의 개국 명보다 더. 2 35 117 , 3 46 90

참여 국가 수가 많다 국적별로는 한국 작가가 가장 많고 미국 중. ,

국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아르헨티나가 뒤를 이, ㆍ ㆍ ㆍ ㆍ

었다 총 개국에서 참여해 역대 광주비엔날레 중 국적별로 가장. 42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대륙별로는 아 태 지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ㆍ

차지했고 이어 서유럽 남미 동유럽 순이었다 서유럽과 북미 출신, , .

작가 위주로 편재된 세계 동시대 미술계의 실상과는 현저히 다른

가상의 세계 미술계 였다 경계를 넘어 라는 제목처럼 한국을‘ ’ . 《 》

149) 이라는 의미로 시작된 과 은‘global localization’ ‘glocal’ ‘glocalization’ 1980
년대 일본의 비즈니스계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다 년 옥스퍼드 사전에 등록. 1991
되면서 년대 마케팅 유행어 로 자리잡는다 양은희 글로벌시대의 로컬미‘1990 ’ . - , 「
술관 국내미술관의 글로벌네트워크 강화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미술학 논문집: , ,」 『 』
제 집 년 월 현대미술학회14 (2010 12 ), , pp. 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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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해 세계 미술계 변방 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 제 세계 비‘ ’ ‘ 3

엔날레 였다 다만 전시제목은 년 전 휘트니비엔날레와 같았는데’ . 2 ,

년 휘트니비엔날레는 처음으로 해외 순회전을 열었고 그 장소1993

는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이었다 당시 임영방 관장이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장으로 전시의 국내 유치에 나선 백남준은 제 회 광주비엔, 1

날레 특별전 정보예술 의 큐레이터로 참여했고 이용우는 전시기‘ ’ ,

획실장으로 일했다는 점에서 년 광주비엔날레에서 휘트니비엔1995

날레 서울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150) 임영방 조직위원장이 광

주비엔날레 전시 서문에서 밝힌 세계화와 지역화 구상은 다음과 같

다.

아시아에 위치한 한국의 광주에서 개최되는 광주비

엔날레는 서구 중심으로 형성된 현대미술과 제 세계 미3

술을 연결하는 일종의 문화고리로서 지구촌을 문화예술

의 띠로 두르고자 하는 새로운 문화의 축이자 적극적이

고 건설적으로 국제 무대로 진출하고 참여하기 위한 의

지의 결과인 것이다.151)

150) 년부터 이어온 뉴욕 휘트니 미술관의 대규모 미국 미술 전람회인 휘트니“1932
비엔날레가 처음으로 나라 밖으로 수출 된 곳이 서울의 국립현대미술관이었고 국‘ ’ ,
내에 많은 논란과 비판 화제를 양산하며 만 관객을 모았다 전시를 들여온 임, 15 .
영방 국립현대미술관장 백남준 이용우 세 사람은 년 뒤 제 회 광주 비엔날레에, · 2 1
서 각각 조직위원회 위원장 특별전 정보예술전 의 감독 전시 기획실장을 맡았, ‘ ’ ,
다 휘트니 비엔날레 순회전 유치 당시 서구 미술을 거울 삼아야 한다는 국제화.
논리를 내세웠던 이들은 년 뒤 제 세계 주체성을 내세우며 서구 미술과 제 세, 2 3 3
계 미술을 매개하기 위해 광주 비엔날레를 개최한다고 선언하며 세계화와 지방화
논리를 표방 문화 수입자에서 생산자로 그 역할을 바꾼다 김진아 전지구화, .”; , 「
시대의 전시 확산과 문화 번역 휘트니비엔날레 서울전 현대미술학 논문: 1993 ,」 『
집 제 호 현대미술학회11 (2007), , pp. 91-130.』

151) 임영방 비엔날레와 문화창조 광주비엔날레 경계를 넘어 서울 도서출, , 95 : ( :「 」 『 』
판 삶과 꿈, 1995),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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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서 보편화된 비엔날레라는 전시 형식에 제 세계 미술을 담3

는다는 기획 의도를 갖고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첫 전시는 광주비엔.

날레의 명운과 향방을 결정짓는 성격을 띤 실험이었던 만큼 예산,

억원이 투입됐고 관객 만명이 몰리는 등 당시로서는 규모도182 163

가장 컸고 관심도 높았다 거액의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간 만큼 목.

표는 한국 및 광주의 미술 문화의 선양으로 설정됐고 이를 위해ㆍ

세계 여러 나라를 초청해 국제전의 위용을 갖추는 데 역점을 뒀다.

이용우 전시기획실장을 필두로 지역별 커미셔너를 뒀다 성완경 조.

직위원이 남미 클라이브 아담스 영국 테이트갤러리, (Clive Adams)

전시자문위원이 중동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등 올림픽과 흡사한 지

역 위주 조직을 구성했다 이용우 실장은 광주비엔날레의 목표와 특.

징을 아래와 같이 서술했다.

베니스비엔날레가 년 전 유럽적 정서와 대여행100

의 결과로 탄생된 관광홍보 또는 문화향수(grand tour) ,

에 기인된 것이라면 광주비엔날레는 한국현대사의 실체

적 검증과 치유라는 동기를 갖고 있다.152)

왜 광주에서 국내 첫 비엔날레를 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 ’

답인 셈으로 광주의 정치적 상황이 국제 비엔날레를 여는 명분을,

주며 지역 문화의 특성이 이 비엔날레의 개성을 드러낼 것이라는,

논리다 당시로서는 국내 미술계에 흔치 않았던 설치 미술이 많이.

소개됐는데 마우리지오 카텔란 의 타이(Maurizio Cattelan) ‘ (Tie)’

는 입구에 까만 천막을 쳐 둬 평 전시 공간에 들어서면 작은 불25

빛밖에 안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크기 플라스틱으로 된, 2㎝

개미가 바닥에 있고 지름 의 손전등이 이를 비췄다 안성금은, 1 .㎝

152) 이용우 재편되는 경계 광주비엔날레 경계를 넘어 서울 도서출판 삶과, , 95 : ( :「 」 『 』
꿈, 1995),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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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쌀을 깔고 실크스크린에 찍은 불경으로 온 벽을 둘러싼 설

치 부처의 소리 를 내놓았다< > 그림[ 12] 쿠바의 대 젊은 작가 알. 20

렉시스 크초 가 비엔날레 대상을 수상했다 잊어버리(Alexis Kcho) . <

기 위하여 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한국 상표의 맥주병 여 개를> 2500

바닥에 늘어 놓고 담양 호수에서 청소원들이 쓰던 목선을 얹어 놓

은 설치다 그림[ 13] 쿠바 난민들의 떠도는 삶을 시각화했다는 게.

작가의 설명이다 회 비엔날레에서 남미나 아프리카 등 이전에는. 1

국내 미술계의 시선이 미치지 못했던 곳들의 작품도 대거 출품된

것에 비해 새로운 지역적 담론이 형성됐거나 이들 지역에 대한 관,

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제 회 광주비엔날레가 본전시를 위해 지역별 커미셔너를 두고 세1

계 미술계에 이름이 알려진 인사들을 영입했으며 참여 작가들의 규,

모나 출신국 수 면에서도 전례 없는 규모를 과시하며 국제적 행사

로서의 위용을 갖추고자 노력했지만 이 점은 수용자들에게 그리 깊

은 인상을 주지 못한 것 같다 첫 회 비엔날레의 평가는 엇갈렸다. .

충분히 지역적 이지 못했다거나 충분히 국제적 이지 못했다‘ ’ , ‘ ’

는 지적이 이어졌다 미술평론가 강성원은 무엇보다 문제는 예향. “

광주의 유려한 문화전통과 광주역사의 속깊은 맛은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역사와 문화가 일천한 한 지방도시의.

세계화를 향한 척박한 행정기회의 결과인 양 문화적 풍요의 들녘,

위에서 펼쳐지는 기름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 아쉬움

을 금할 길이 없다”153)고 지적했다 전시 서문에서 세계 여타 비엔.

날레와는 다른 광주비엔날레만의 정체성과 당위성을 강조했음에도

이 점을 전시로 드러내지 못한 채 광주라는 지역성 강조와 세계 미,

술계의 스탠다드 맞추기 사이에서 갈팡질팡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

이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주제 경계를 넘어서 에 대해서 평론가. ‘ ’

153) 강성원 제 회 광주비엔날레를 보고 예향 광주 속모습 못 보여 아쉬움 동, 1 -‘ ’ ,「 」 『
아일보 년 월 일, 1995 9 27 ,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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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숙은 정치적 논리로 태어난 비엔날레에서의 상상적 처방“ ”154)

이라고 비판했다 흥행에만 성공했을 뿐 동네잔치 라며 외국의. ‘ ’

유명 평론가나 화상 등 미술 전문가 집단에게 외면받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155) 현대 미술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기회 였지만“ ” ,

지역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대한 기대는 빗나갔다 는 지적도 나“ ”

왔다.156) 기대에 비해 부족함이 많았지만 제 회 광주비엔날레는 관1

객 만명을 동원하며 억원 가까운 입장권 판매 수익을 올렸다163 70 .

이같은 성과는 이듬해 부산국제영화제 년 부산비엔날레 개막, 98 ,

년 전북서예비엔날레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창설 년 미디1999 , , 2000

어시티 서울의 개막 등 지역예술제 창설 붐으로 확산됐다.

제 회 지구의 여백 조직위원장 유준상 은 회의 대륙별 전2 ( ) 1《 》

시에서 탈피해 주제별로 전시를 꾸렸다 동양의 오행 사상을 현대.

문화에 대입시켜 풀이한다는 취지로 속도 하랄트 제만 공간( , ), ( ,水 火

박경 혼성 리차드 코살렉 권력 성완경 생성 베르나), ( , ), ( , ), ( ,木 金 土

르 마카데 등 다섯 개념을 본전시 소주제로 설정해 개국 명의) 35 117

154) “경계는 세력간의 관계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 경계가 놓인 층위가 정치 경제. , ,
문화 계급 성이든 아니면 지역 인종 국가 종교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은 모, , , , ,
든 중심이 갖고 있는 제도적 힘을 보존하고 육성하려는 보호막으로서 기능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계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용어이며 경계를 발언하는 사람의 위치,
야말로 가장 경계 해 보아야 하는 대상이다 가령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한국에서‘ ’ .
경계를 이야기할 때는 그 용어의 현실적 함의와 맥락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저 경계를 넘자거나 벽을 허물자거나 하는 말을 쓴다면 그것.
은 대부분 실재하는 경계를 지우기 위해 또는 잊어버리기 위하여 내리는 상상적‘ ’
인 처방인 경우가 많다 백지숙 앞의 글.”: , , p. 217.

155) 차기태 막내린 제 회 광주비엔날레 결산 흥행 외형 성공 불구 국제수준 먼, 1 - ·「
길 한겨레신문 년 월 일, , 1995 11 21 , p. 17.」 『 』

156)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그동안 학교 교육을 통해 배워온 예술에 대한 고정관념‘
이 깨졌다 면서 다양한 소재와 기법을 담은 작품들을 통해 현대미술의 큰 흐름을’ ‘
감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고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의 외지” . [ ]…
관람객들이 당일치기 를 선호해 지역홍보와 관광객 유치 등 부대수입을 노렸던‘ ’
광주시의 당초의도가 빗나간 점도 큰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권 광주비.”: , 「
엔날레 쇼만 가득한 미완의 잔치 동아일보 년 월 일“ ” , , 1995 10 19 , p.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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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를 초청했다 제 세계 청년 작가가 중심이던 회에 비해 국제미. 3 1

술계에서 널리 알려진 유명 작가의 작품이 많이 출품됐다 한국인.

조직위원장 산하에 글로벌 큐레이터들이 커미셔너를 나눠 맡는 것

은 헤게모니를 잃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었을 뿐 회 광1 2ㆍ

주비엔날레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외국인 큐레이터들을 대거 초빙

해 전시를 꾸리며 글로벌 전시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단계였다.

그런 면에서 국내에 유례없던 국제적 규모의 동시대 미술 전람회를

만든다는 부담이 초창기 광주비엔날레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회 비엔날레와 아시아로의 확장2) 3-6

제 회 광주비엔날레 인 간 의 총감독이었던 오광수는 다음과 같3 +《 》

이 전시개념을 제시하였다.

회가 열렸던 시점인 년은 세계화 지구화라는1 1995 ,

구호가 유독 남발했다 한국은 정책적으로 세계화를 외.

쳤고 지구인으로서의 의식을 갖길 강요당했다 한국이, .

라는 좁은 지역에서 탈피해 세계를 향한다는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무엇보다도 광주만의 독자. [ ]…

적인 색채가 빈곤하다는 지적이었다 회가 국제전을. 1

연다는 열망으로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중되었다는 비판

이 일었는가 하면 회는 내용상의 짜임새를 완비하긴, 2

하였으나 다른 지역의 국제전과 다른 것은 무엇이었는

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다.157)

세계화와 지역성 추구 를 주창하며 두 차례의 국제 미술 전람‘ ’

157) 오광수 또는 인간과 그 상황 인 간 광주비엔날레 광주, ‘ + ’, , ‘ + ’- 2000 ( :人 間「 」 『 』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2000), pp. 22-23.



- 116 -

회를 치른 광주비엔날레는 년 민주성 아시아성 미래성 이1998 ‘ ’ㆍ ㆍ

라는 야심찬 비전을 발표하고 이듬해 회 전시를 치를 참이었다 조3 .

직위원장에서 전시총감독으로 관료제 색채가 덜한 조직구조도 갖추

었으나 시 행정당국과 비엔날레 총감독과의 대립으로 감독이 해촉

됐고 이는 미술계의 제도권 대 민중미술 대립의 양상으로 비화, ‘ ’

됐다 회 비엔날레는 반 년 연기된 년 월 치러졌고 오광수. 3 2000 3 ,

전시총감독은 회와 마찬가지로 대륙별 커미셔너제를 도입했다 아1 .

시아 하리우 이치로 유럽 아프리카 르네 블록 북미 토마스 핀켈( ), ( ), (ㆍ

펄 중남미 김유연 한국 오세아니아 김홍희 등 개 권역과 개의), ( ), ( ) 5 1ㆍ

특별코너 오광수 로 나눠 구성했다 이준은 광주비엔날레 회까지의( ) . 3

전시는 주최측의 세계적 규모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인해 특정인에

게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국제적 커미셔너들에게 역할을 분산해

안정적 출발을 도모했다며 비서구권 비엔날레로서 적극적 문화“

담론을 생산하지 못하고 지구촌 축제로 자위하는데 그쳤다 고 평”

가했다.158) 오 감독은 원칙대로 한다면 총감독이 주제에 따라 세“

계 여러 지역의 작가를 총괄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면서도 전임 감”

독 해촉에 따른 조직 와해 사태로 너무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

에”159) 커미셔너 위임제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앞선.

두 차례의 광주비엔날레가 서구의 아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치

욕적 비판을 받았다고 하며 광주비엔날레가 아시아에서 열리는 보

기 드문 국제전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아시아의 정체성을

구현할 것임을 밝혔다.

이렇게 아시아를 키워드로 내세우면서 당시 부상하던 중국 인도ㆍ

미술가들의 참여를 늘렸다는 점에서 회 전시와는 차이가 있다1·2 .

년 광주비엔날레 전시기획위원회가 발전방안으로 민주성 아1998 “ ㆍ

158) 이준 앞의 글, , pp. 177-179.
159) 오광수 앞의 글, ,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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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성 미래성 을 제시하며 아시아로 그 지평을 확장한 뒤에 열”ㆍ

린 첫 비엔날레이기도 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주제전의 아시아 파.

트는 타니 아라타 가 맡았다 그는 일본 국제교류기금의 아시( ) .谷新

아 센터 설립 후쿠오카 아시아미술 트리엔날레 개최 베니스 비엔, ,

날레 한국관 건립 호주 아시아 퍼시픽 트리엔날레 개최 등을 거론,

하며 년대는 아시아 미술이 부상한 시대 라며 명시된 아“1990 ” ‘

시아 로부터 탈피하고 국가적 정체성이 아닌 새로운 정체성을 모’

색할 것을 주장하며 변모하는 아시아의 미술 을 소제목으로 내‘ ’

세웠다.160) 마류밍 장샤오강 구웬다 수보드 굽타 날리니 말리니, , , ,

등 서구권에 알려지기 시작한 중국과 인도 미술가들을 초청했다 한.

국은 아시아 가 아닌 한국 오세아니아 파트에 참여했다‘ ’ ‘ ’ .ㆍ

한국 오세아니아 파트를 맡은 김홍희 커미셔너는 수용과 정‘ · ’ ‘

체성의 문제 를 키워드 삼아 한국적 미니멀리즘의 수용을 거론하’

며 고춧가루나 빌딩 먼지로 벽화를 그리며 정체성 문제를 건드린

재미교포 작가 바이런 김의 작품을 정치적 미니멀리즘 으로‘ ’ 그림[

14] 김호석의 수묵화를 역사적 군중화 로 소개했다 김호석은, ‘ ’

민주화 운동사 라는 연작을 내놓았는데 이 가운데는 광주 민주< > <

화 운동 도 있었다> 그림[ 15] 광주비엔날레의 창설 배경이 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정면으로 다룬 작품을 내건 셈이다 이밖에 홍성담의.

옥중 체험화 윤석남의 여성주의 작품들을 전시했다, .161) 이외에 강

운 권소원 이순주 임영선 김태곤 등 한국 미술가는 총 명이· · · · 9

출품했다.

회 인 간 은 글로벌리즘을 지향하며 국제적 미술전람회로서3 +《 》

의 위상을 갖추는 데 치중했던 회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반성에1 2ㆍ

160) 타니 아라타 보이지 않는 경계 변모하는 아시아의 미술, - ,「 」 인 간 광주비엔‘ + ’-『
날레 광주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2000 ( : , 2000)』 , pp. 40-45.』

161) 김홍희 현대적 정치예술과 새로운 정체성, ,「 」 인 간 광주비엔날레 광‘ + ’- 2000 (『 』
주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 2000) , pp. 26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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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출발 아시아를 내세우며 여타 비엔날레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

회 비엔날레가 규모의 국제성 내용의 제 세계성이라는 애매모1 2 , 3ㆍ

호한 포지셔닝으로 차별화에 실패했다고 보고 아시아 라는 기치, ‘ ’

하에 신흥 미술시장으로 부상 중이었던 중국 인도 현대 미술을 초ㆍ

청했다 그러나 광주 한국 아시아 세계로 확장해 나간다는 도식 속. - - -

에 한국 미술은 오세아니아 미술과 한데 묶어 별도로 강조하고자

하고 아시아 미술전람회에는 중국 인도 일본 등지의 현대 미술을, ㆍ ㆍ

보여주는 식의 자의적 지역 구분 등 전시구조의 완성도가 부족했고,

담론의 형성에도 실패했다 비엔날레 재단에서도 본전시에 아시아. “

의 역사와 현실이 뚜렷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아시아 작가가 참여,

한다고 아시아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 라는 사후 평가를”

내렸다.162) 지역적 정체성에 대한 요구가 구체화된 것이다 회에서. 3

내세우기 시작한 아시아 라는 캐치 프레이즈는 회 전시까지 이‘ ’ 6

어지며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창설된 비엔날레와 연대하는 동시에,

차별화를 추구하며 중반기 광주비엔날레의 전시 양상을 이뤘다.

회 비엔날레는 년 월 폐막했고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월3 2000 6 , 7

새로운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이 때 제시된 목표는 광주정신의 세계.

화 국제 비엔날레로서의 위상 정립 및 체질 강화 도시발전의 전략, ,

적 위상의 재정립이었다 광주정신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등 지역.

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후 열린 회 멈 춤 은 광주비엔날레. 4 -《 》

의 지역성이 강조된 전시다 주제전인 멈춤 에는 대안공간 루프. ‘ ’ ,

대안공간 풀 파라사이트 디지털 아트랩, (Para-Site), (Digial ArtLab)

등 아시아 대안공간 곳이 참여하면서 아시아 그 중에서도 대안공26 ,

간이라는 비주류 미술계로 그 지평을 확장했다.

자유공원 내 법정 영창을 전시 공간으로 삼은 집행유5 18 ‘ㆍ ㆍ

예 는 광주정신을 시각화한다는 과제를 장소 중심으로 풀어가려’

162) 광주비엔날레 장기발전방안 연구팀 앞의 책, ,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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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도심철도 폐선부지에서 광주라는 도시의 역사와 미래를 담아,

낸 접속 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을 꾀하는 등 총 네 개의 프로젝‘ ’

트로 이루어졌다 이 중 본전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멈춤 은. ‘ 1: ’

아시아 대안공간 그룹을 포함해 개국 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반29 95 .

면 프로젝트 의 참여 작가는 명에 불과했는데 국제성과 지역성에2 24 ,

대한 질문을 동시에 던지는 이산 문제를 다루며 제 세계 비엔‘ ’ 3

날레로서 차별화된 접근을 보였음에도 전시 규모가 작은 데다가 위

치도 비엔날레관에서 가장 후미진 마지막 전시 공간인 제 전시관이5

어서 주목도가 떨어졌다 민주화운동 당시의 법정과 영창 등. 5 18ㆍ

이 남아 있는 자유공원에서 열린 프로젝트 은 광주민주화운5 18 3ㆍ

동의 시각적 재맥락화 한국의 근대화 경험 등을 주제로 삼은 국내,

외 작가 명의 장소특정적 설치가 중심이 됐다 광주라는 지역성에49 .

가장 부합한 전시로 성완경 감독이 직접 맡았다 감독은 전시 개막.

후 리뷰 형식으로 펴낸 도록 프로젝트 멈춤 실현 에서 창설 후1 -『 』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공전중인 광주비엔날레 정체성 확립의 문제7

를 다시 꺼내들었다 광주비엔날레는 아직도 광주에서조차 불안정. “

한 위상에 있고 한국현대미술계에서의 진정한 관심과 애정으로부터,

도 상당히 멀리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며 아래와 같이 제언했다” .

국제현대미술의 트렌드를 일방적으로 모방하는 메가

이벤트의 과시적 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미술현실과 사,

회적 문화 현실의 개선과 역동화 풍요화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 문화 실천적 지점을 명료히 해야ㆍ

한다는 것이다.163)

국제적 미술전람회로서의 규모를 갖추기보다 지역성의 강조에 방

163) 성완경 광주비엔날레 경험과 발견 프로젝트 멈춤 실현 광주 도서, 2002 , , 1 - ( :「 」 『 』
출판 광주비엔날레, 2002),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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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두었다고 밝힌 부분이 이전 비엔날레와는 다르다 프로젝트. ‘

멈춤 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안팎에서 이루어졌다 개별 작가1- ’ .

외에도 아시아 대안공간 곳이 참여했다 아시아적 정체성의 문제26 .

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게 주최측의 의도였으며 프로젝트, ‘

또한 한국의 이산을 주제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교민 작가들이2’

참여해 정체성 문제를 보여줬다 프로젝트 는 해외 개국에서. ‘ 2’ 7

활동하는 한인 세대 미술가들이 참여한 저기 이산의 땅 인2 3 ‘ : ’ㆍ

데 프랑스 거주 한인 작가인 김주영은 파리 작업실에서 프랑스 역,

사가가 쓴 고려 사람들의 기사를 접한 뒤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중

앙아시아 이주 세대인 대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 스탈린 체제에1 70

서 추방당한 고려인들의 증언을 들었다 광주비엔날레에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에 버려졌을 때 살았던 흙집을 재현하고 퍼포먼스를 벌

였다. 그림[ 16]

프로젝트 에 대해 공동 큐레이터인 찰스 에셔는 년‘ 1’ “1980 5

월 민주항쟁으로 잘 알려진 광주라는 도시에서 비엔날레를 해야 한

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의 프로젝트는 리얼해야만 했?

고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생성해내고 있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및 상상과 긴밀히 연결되어야만 했다 며 각국의 미술가들” “

이 다양한 소규모 사회 특정 이익 집단들 도시관료들 기타 시민들, , ,

을 연결시키고자 했기 때문에”164) 모든 작품은 광주에서 제작하길

원했지만 이 아이디어는 축소됐다고도 했다.

예컨대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오토 버쳄 은(Otto Berchem)

데이트 시장 이라는 인터랙티브 퍼포먼스를 벌였< Dating Market>

다 그림[ 17] 전시 개막일부터 한 달간 광주 신세계백화점 지하 식.

품매장에서 싱글 이라는 의미를 띤 꽃무늬 장바구니를 들고 독‘ ’

164) 찰스 에셔 우리는 총기나 폭탄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지니고 있는 것 하나, ,「…
마음을 쓰려 해 프로젝트 멈춤 실현 광주 도서출판 광주비엔날레, 1 - ( : , 2002),…」 『 』
pp.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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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녀들이 공개적으로 짝 구하기를 시도하는 관객참여형 퍼포먼스

였다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서라는 동시에 시장이라는 장소가.

가진 용도를 재치 있게 비틀었다 터키의 에스라 에르센. (Esra

은 광주 서일 초등학교의 한 학급 학생들이 터키 교복을 입Ersen)

고 지낸 일주일을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만들고 학생들이 그 옷을,

입고 느낀 내용들을 교복 위에 프린트해 전시장에 설치했다 그림[

18]. 교복이 특정 단체 성원들에게 일체감을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

인 동시에 다른 집단과 구분하는 배타적인 이질성의 상징임을 보여,

줬다.

그러나 개별 작가가 아닌 대안 공간들이 참여하고 가급적 비엔,

날레 현장에서 지역 사회 및 관객 교감을 통해 신작을 제작한다는

계획은 의도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전시 개막일까지 작품이 완성되.

지 않았다거나 전시공간이 정리되지 않는 등 기본적 사항도 지켜지,

지 않아 비난을 자초했다.165)

다소 급진적 시도 때문이었는지 제 회 광주비엔날레는 이전 세4

번의 행사에 비해 수적으로 가장 저조한 성과를 냈다 입장권 수익.

이 억 만원으로 회 억 만원 의 절반 수준이었다16 7492 3 (30 8601 ) .166)

이에 지역 미술계는 책임규명과 지역안배를 요구하며 성명을 내기

도 했다 어느 때보다 지역성이 강조됐던 회 비엔날레의 흥행실. 4 ‘

165) 전시 개막 이후 만든 도록에서는 관객과 언론 반응을 인용했는데 이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전 백화점 나열식 차원에서 벗어나 실험적인 공간 구조를 시도했지만 작품“

설치가 너무 늦어 산만하고 어수선하다 개성 강한 작품들이 한데 모이다 보니 전.
체 전시가 개성을 잃는 역효과도 비쳤다 전시실마다 컨셉이 부족하다 윤동희 기. .”(
자 월간미술 월호, 5 )『 』
거장보다 젊은 작가들을 참여시켜 신선함을 더한다 반면 신인작가 작품으로 보“ .

편적인 관객들이 해독하기에는 결코 용이하지 않다 대중 속에 접촉하는 친밀도가.
강하지 못하다 이.( 용우 프로젝트 멈춤 실현 광주 도서출판광주비엔날레); 1 - ( : , 2002),『 』
p. 42.

166) 광주비엔날레 편 앞의 책, ,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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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에 대해 지역 미술계가 책임 규명 을 요구했다는 대목이 모’ ‘ ’

순인데 이에 더해 요구 사항은 지역 안배였다 이같은 태도는 지, . ‘

역성 확보 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지역 미술계가 광주’ ,

비엔날레에서 일정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빈축을 사

기도 했다.167)

세계 속의 아시아 문화 창구로서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가다듬“

고 민중항쟁 주기를 기념하는 복합적 의미를 담았다 고5·18 20 ”

표방한 회의 인 간 에 이어 세계화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은3 + 4≪ ≫

회 멈 춤 그리고 노장사상 같은 동양적 사유 생태학적 해석을- , ,≪ ≫

담으려 했다는 회의 먼지 한 톨 물 한 방울 에 이르기까지 광5 ≪ ≫

주비엔날레는 아시아 한국 광주의 지역적 가치를 주제로 내세우ㆍ ㆍ

며 본전시에서는 국제미술전으로의 위용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고,

지역 이슈는 특별전 형식의 부대 행사에 담았다 예컨대 회는 먼. 5

지 물 먼지 물 클럽이라는 네 개의 주제전을 꾸리고 특별전으로, , + , ,

지역 관객 참여 공간인 즐거운 발자국 흥겨운 축제마당 한국‘ ’,

미술 특별전인 한국특급 자유공원에서 광주 이슈를 다룬‘ ’, 5·18

그밖의 어떤 것 당시 광주 지하철 개통을 계기로 지하철에서‘ ’,

비엔날레 홍보 전시를 연 비엔날레 에코메트로 등을 마련했다‘ ’ .

화제작은 이경호의 행렬 달빛 소나타 였다 전시장 한가운데 설< , > .…

치된 뻥튀기 기계에서는 하루 개의 뻥튀기를 찍어냈다 관객은5650 .

167) 지역 미술계의 논쟁을 지켜본 광주지역 일간지인 호남일보 김옥조 문화부 차장
은 미술세계 에 아래와 같은 글을 썼다.『 』
창설 년을 맞는 회 행사준비가 본격화되는 지난해 말부터 지역 미술계는 줄기“ 10 5
차게 더 많은 미술인을 이사로 참여시킬 것을 요구해 왔다 밖으로 드러내놓고 말.
하기에는 딱한 이같은 요구는 여전히 비엔날레와 관련해 태생적으로 자신들의 일
정한 몫이 있다고 믿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광주비엔날레의 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한 개선방안을 놓고 고민해도 될까말까한 현실에서 제몫 챙기기 인상이 강한 요
구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과를 빚었다 미술인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주장하며.
급기야 공개적인 성명서까지 잇따라 발표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김옥조 광주비.”; , 「
엔날레는 미술계의 관심을 먹고 큰다 미술세계 년 월, (2003 3 ), p. 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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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이것을 집어먹을 수 있으며 뻥튀기를 담을 종이백은 원, 1000

에 팔았다 종이백은 프라다의 디자이너 미우치아 프라다가 디자인.

했다 당시 광주비엔날레 하루 평균 입장객은 명 선이었다 장. 5000 .

엄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대형 스크린들에는 여러 방향에서 잡은

기계의 단면들과 함께 달빛 이미지가 투사됐다 달을 닮은 뻥튀기. “

에서

제 회 열풍변주곡 은 아예 아시아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당시6 .≪ ≫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가 국립아시‘ ’

아문화전당 착공식 년 월 으로 이어지던 때였다는 정치적 배(2005 12 )

경도 기획 방향과 맞닿아 있다.169) 제 회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6 ‘

성 을 내세우며 지역성을 획득하는 것이 곧 국제성이라는 논지를’

전시로 펼치고자 했다 창설 당시 국제성과 지역성 추구라는 두 개.

의 목표를 내걸었던 것이 아시아성 이라는 용어로 중간 정리된‘ ’

셈이다 전시는 크게 첫 장 뿌리를 찾아서 아시아 이야기 펼치. _ :《

다 와 마지막 장 길을 찾아서 세계도시 다시 그리다 로 구성됐_ :》 《 》

는데 첫 장은 다시 신화와 환상 자연과 몸 정신의 흔, ,《 》 《 》 《

적 현재 속의 과거 등 개의 섹션으로 구성했다 팀의 참, 4 . 84》 《 》

168) 신세미 가장 싼 간식을 가장 비싼 봉투에 담아 문화일보 년 월, , , 2004 9 13「 」 『 』
일 년 월 일 검색 출처, (2017 7 9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40913010125300480040

169)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년 말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광주문화수도 육성 이2002 ‘ ’
라는 선거공약을 발표하면서 수면으로 떠올랐다 당선 후인 년 월 노 대통. 2003 5
령은 광주를 아시아 문화예술메카 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듬해에는 전남도‘ ’ .
청 일원에 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기로 확정했다 전당의 개관은 년 비로소. 2015
이뤄졌다 년간 억원 가까운 공사비가 투입됐다. 10 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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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작가 중 한국 작가가 팀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중국이 팀 미20 , 9 ,

국이 팀 일본 팀 인도 태국 네덜란드 독일 등이 각 팀씩이7 , 6 , · 3ㆍ ㆍ

었다 아 태 지역이 명으로 서유럽 출신 작가의 세 배를 차지했. 49ㆍ

고 북미 작가는 명에 그쳤으니 주제 면에서나 참여 작가 면면으, 7 ,

로나 아시아 비엔날레 였다 기획자는 글로컬 을 키워드로‘ ’ . (glocal)

코스모폴리탄 과 로컬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여(cosmopolitan) (local)

기서 코스모폴리탄이란 자국보다는 해외에서 작업하는 작가를 가리

키는 것으로 보인다 송동 자오시앙유엔 과 함께 광주. ( ) ( )宋冬 趙湘源ㆍ

비엔날레 대상을 수상한 것은 한국계 미국 작가 마이클 주였다 그.

의 작품인 보디 옵푸스케터스 는 감시< (Bodhi Obfuscatus, 2005)>

카메라를 단 간다라 불상이었다 그림[ 21] 베트남 작가 딘 큐 레.

또한 머리 없는 불상 을 내놓았다(Dinh Q. L ) < (1998)>ê 그림[ 22].

절도범들이 서구 수집가에게 팔기 위해 머리만 떼어가는 바람에 앙

코르와트 유적지에 남아 있는 수많은 머리 없는 불상들을 만났던

일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으로 탈식민주의적 시각이 녹아 있다.170)

아시아성 이란 것이 소재주의로 구현되는 것인가 싶은 대목인데‘ ’ ,

김홍희 총감독은 아래와 같은 전시 서문을 내놓았다.

예컨대 대부분의 아시아 현대작가들 특히 자국보다는 해,

외에서 작업하는 코즈모폴리턴 작가들은 전통과의 단절이 아

니라 과거와 현재를 병행하는 이중성의 전략으로 자국의 문

화 전통을 표현하는 동시에 세계 현대미술 흐름에 적극 개입

하고 있다 이번 비엔날레 참여작가들의 경우가 예증하듯이. ,

이들은 젠사상 부처 도자기 보자기와 같은 전통 정신 모티, , , ,

프 매체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작업을 통해 어떻게 전통을,

현대적 컨텍스트로 이전시키는가 어떻게 전통의 재맥락화를,

170) 콜레트 샤토파디에 딘 큐 레, ,「 」 광주비엔날레 열풍변주곡 서울 디자2006 ( :『 Ⅰ』
인하우스, 2006),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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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171)

여기서 서술한 아시아의 전통적 소재를 어떻게 재맥락화하는‘

가 는 관객 입장에서는 재맥락 보다는 전통적 소재 에 더’ ‘ ’ ‘ ’

방점이 찍히는 결과를 낳을 공산이 컸다 오리엔탈리즘적 소재를 현.

대적 컨텍스트로 옮겨온다는 것은 소재주의의 극복이라기보다는 여,

전히 소재주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였다 부로 나눈 본. 1,2

전시의 부에서는 이렇게 기존의 아시아적 소재들이 눈에 띠었고1 , 2

부는 신흥 경제 대국으로 떠오르는 다이나믹 아시아 의 구현 속‘ ’

에 재개발 붐 전쟁과 식민지 피해의 나열로 꾸며졌다, .

여기서 아시아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구의 동. ‘

양 개념은 유럽이 아시아의 존재를 발견 하면서부터 형성되기’ ‘ ’

시작했다 세기 몽골의 유럽 침략 마르코 폴로 의. 13 , (Marco Polo)

여행기 세기 대항해 시대와 예수회 신부들의 선교 활동이 그, 15『 』

계기였다 이 무렵 유럽에 수입되며 유행한 중국산 도자기 속 산수.

화 용과 공작 등의 동식물은 동양은 곧 자연 나아가 낙원 이라, ‘ , ’

는 인식을 부추겼고 이렇게 동양의 신비화가 시작됐다, .172)

세기 들어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등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프19 , ,

리카 대륙을 소재로 하는 그림들이 일정한 형식을 취하게 되면서

소위 오리엔탈리즘 회화 라는 장르를 형성했다 여기 제국주의의‘ ’ .

편견이 들어갔고 문명 유럽 과 야만 동양 의 이분법은 만국, ‘ ’ ‘ ’

박람회 같은 문화 상품 시장에서도 나타났다.173) 이어 세기 말 아19

시아의 서양을 자처한 일본에 의해 동양은 도덕 서양은 예술‘ , (東

171) 김홍희 년 제 회 굉주비엔날레 열풍변주곡 광주비엔날레 열풍, 2006 6 ’ , 2006「 」 『
변주곡 서울 디자인하우스( : , 2006), pp. 14-15.Ⅰ』

172) 정형민 근현대 한국미술과 동양 개념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 ( : , 2011),『 』
pp. 7-8.

173) 정형민 앞의 책, , pp.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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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洋道德 西洋藝 174) 서양 문화에 대립되는

동양적 가치를 규정지으려고 한 문화주의적 성격을 띤 동양주‘

의 는 아시아는 하나 라는 개념으로 발전했는데 년대 아’ ‘ ’ , 1930 ‘

시아공영권 대동아공영권 대아시아주의 같은 패권 개념’, ‘ ’, ‘ ’

으로 변질됐다.175) 서구에서 일본을 거쳐 변화된 동양성이라는 용어

는 근대 한국에서는 전통주의와 향토주의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인

다.

그렇다면 세기 말 글로벌리즘과 함께 등장한 아시아성 은20 ‘ ’

어떻게 규정될 수 있을까 세계화 는 앞서 언급했듯 냉. (globalization)

전 종결 후의 사람 물건 자본 정보의 전 지구 규모로의 이동에ㆍ ㆍ ㆍ

의한 세계 경제의 통합이 진행되는 현상이다 세계 규모로 정보나.

경제활동이 퍼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화는 국‘

제화 라는 용어와도 유사하지만 국제화가 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

는 것에 비해 국가를 넘은 세계 를 단일 시스템으로 여긴다는‘ ’

점에서 차이가 있다 비엔날레가 미술계에서 단일 시스템으로 자리.

잡으면서 세계 미술의 중심지를 뉴욕 파리 런던 등지에서 남아프ㆍ ㆍ

리카공화국 쿠바 등 비서구권으로 확산시켰다는 평가도 있지만 실,ㆍ

질적으로는 소수의 엘리트 인사들만이 한 비엔날레에서 다른 비엔

날레로 옮겨다닐 뿐이며 다문화 혹은 탈중심화라는 것도 전세계 미,

174) 사쿠마 쇼잔 이 쓴 시의 한 구절이다 일본은 이 동양 에 일본을 포( ) . ‘ ’佐久間象山
함시키기도 일본을 제외한 낙후된 중국과 조선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했,
으니 근대 일본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양 개념은 일본의 대 서양관과 아시아 내, ‘ ’
에서의 일본의 위상에 대한 고민을 드러낸 복잡다단한 개념이다 정형민; , 앞의 책,
pp. 32-33.

175) 동양주의 는 동경미술학교 교장을 지낸 오카쿠라 텐신 에서 비롯했다‘ ’ ( ) .岡倉天心
텐신은 인도 여행길에서 만난 두 서양 여인에게 일본미술사를 강의했고 이는 책으
로 엮여 년 런던에서1903 The Ideals of East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다 이 책에서 텐신은 동양의 개념을 인도Art of Japan .』
와 중국에서 각각 출현한 불교와 유교 사상을 공유하는 문화 지역으로 제시 아, ‘
시아는 하나 라는 명제를 통해 동양이라는 지역을 하나의 통합된 문명권으로 제시’
했다 정형민; , 앞의 책,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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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동일화와 미국화를 부추길 뿐일라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리즘으로 인한 다문화 탈중심화의 한 갈래로 아시아‘ㆍ

성 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됐는데 이는 개별 국가가 아닌’ ,

아시아 라는 대륙이자 일종의 문화권으로의 규정은 기존의 국가‘ ’

민족 정체성 집착에서 진일보한 양상이다 정체성 표상에 대한 고.ㆍ

민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용어로 국가를 넘은 세계를 단일 시,

스템으로 여기는 글로벌화와도 그 어법상 일맥상통한다 아시아를.

이국적 동양 문화의 총체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아시아에서 이,

주와 이산 탈중심 탈식민이라는 글로벌리즘의 한 갈래로 나오는, ,

보편적 특질을 읽고 있다.

제 회 광주비엔날레에서 아시아를 앞세운 것은 과거의 오리엔탈6 ,

리즘에서 나온 관심과 달리 오늘날 글로벌 자본주의 하에서 아시아

의 경제 성장과 시장 잠재력 그리고 그에 따른 한류 같은 대중 문,

화의 부상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176) 무라이 노리코와

김혜신 두 사람은 아시아인이라는 게 쿨해보이기는 근대사상 처“

음일 것 이라는 호의적 리뷰를 남겼다” .

제 회 광주비엔날레 수석 큐레이터를 지낸 우홍 시카고대6 ( )巫鴻

교수는 현대 아시아 미술은 단일한 지리적 영역에 국한되지도 않고,

작가의 민족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아시. ‘

아 작가 들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몇몇 비아시아인’ , ‘

작가 들 또한 아시아의 미술 종교 철학에서 아이디어와 시각적’ , ,

언어를 빌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 구분법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

다 우홍은 아시아는 이들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재발견되고 재정의.

되고 있다고 했다.177)

176) Noriko Murai and Hyeshin Kim, “The Sixth Gwangju Biennale 2006:
출처Fever Variations,” College Art Association, December 14, 2006,

년 월 일 검색http://www.caareviews.org/reviews/928 (2017 2 18 ).
177) 우홍 국제 미술로서의 현대 아시아 미술 현대미술에서의 통시적 접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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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홍은 자신이 기획한 제 회 광주비엔날레 본전시 중 첫 장 뿌6 ‘ _

리를 찾아서 아시아 이야기 펼치다 에 대해서는 몇몇 작품들은: ’ “

부처의 이미지를 차용했지만 각각은 다양한 아시아의 경험을 반영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178) 전형적 아시아 이미지 활용과는 다르다

는 주장인데 딘 큐 레의 머리 없는 불상 은 앙코르와트에 남아, ‘ ’

있는 불상은 머리가 없음에도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숭배를 받고

있으며 불상의 잘린 머리는 원래의 용도와 구실을 벗어나 서구 박,

물관에 진열돼 있다는 아이러니에서 착안한 작품으로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에서는 라이트박스에 설치된 머리 없는 불상 사진과 그걸 마,

주하는 불상머리 복제품의 만남을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이어 황인.

기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디지털 픽셀로 재해석하며 동양의 자

연 개념을 현대적으로 살렸다는 점 캐나다 작가 장 마크 펠레티에, -

가 도교의 이미지인 불타는 향을 이용한 매체 작업을 내놓은 것 송,

동이 버릴 물건들을 늘어놓음으로써 아시아의 어려운 시절에 대한

향수를 환기시키려는 게 아니라 버려진 쓰레기를 예술로 재규정하

고 쓰레기의 주인이자 작가의 어머니인 평범한 여성을 작가로 참여,

시켰으며 작가와 그 어머니가 현대 미술의 협업자 관계가 되는 대,

목에 현대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림[ 20]179)

그러나 이들 개별 작품의 탁월성은 베트남 이민자라는 딘 큐 레

의 배경 중국이라는 송동의 출신지를 지운 채로는 읽기가 어렵다, .

우홍은 아시아는 재발견되고 재정의되고 있다 고 내세웠지만 이‘ ’ ,

렇게 되면 이 전시에서 보여주고자 한 아시아란 무엇인가 질문‘ ’

을 내놓기조차 어려워진다 결국 제 회 열풍 변주곡 이 아시아성. 6 《 》

을 내걸고 제시한 바는 아시아 소재의 재발견과 재정의 에 그치‘ ’

광주비엔날레 열풍변주곡 서울 디자인하우스2006 ‘ ’ ( : , 2006),『 』 p. 20.
178) 우홍 앞의 글, , p. 22.
179) 우홍 앞의 글, , pp. 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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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대규모 전시에서는 개별 작품이 가진 중층적 의미보다는.

총체적 이미지로 전시가 인식된다는 점에서 열풍 변주곡 은 부, 《 》

처 산수화 도가 등의 소재를 현대 미술 혹은 서구 미술의 방법론ㆍ ㆍ

으로 어떻게 재발견하고 재정의했는가를 보여준 셈이 됐다 새로운.

아시아성의 제시라는 것도 결국은 기존의 오리엔탈리즘 개념에서

출발할 수밖에 때문에 보는 이의 입장에서는 오리엔탈리즘의 관점

을 강조하는 것으로 오도될 수 있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아시. “

아라는 정체성 자체가 내재적인 것이 아니라 외재적인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타자화의 증표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불가능한 길찾기이자,

동시에 걸어가지 않을 수 없는 길”180)이라는 김준기의 지적도 이같

은 맥락이다 제 회 광주비엔날레 감독이었던 이용우는 회 전시에. 5 6

대해 주제에 있어 아시아와 비아시아의 대결 구도로 아시아 다시“

보기의 접근을 시도한 점은 잘 모르겠다 이런 소재적 접근은 오히.

려 아시아의 위치를 저하하는 초보적 해석 이라고 비판했다” .181) 이

번 전시에 대한 외부 평가에서도 아시아 출신이지만 실제로는 서구

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많았고 그들이 구현한 아시아성 이란 것, ‘ ’

이 소재주의에 그쳐 또 하나의 오리엔탈리즘을 펼쳐 보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182)

광주비엔날레를 시작으로 부산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1998),

등 비엔날레 형식의 국제미술 전람회가 국내 곳곳에서 열리(2000)

180) 김준기 아시아 파도처럼 밀려왔다 열풍처럼 지나갔나 문화예술 호, , ? , 323「 」 『 』
년 겨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6 ), , p. 175.

181) 호경윤 이나연 이선화 광주비엔날레 인터뷰 아트 인 컬처 년 월· · , , (2006 10 ),「 」 『 』
p. 84.

182) 광주비엔날레의 외부 평가는 시각예술분야에서의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사후 평
가로 년 시작됐다 기본적으로는 시행 사업이 목적과 계획에 따라 잘 진행됐2004 .
는지를 평가해 국고의 낭비를 줄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목표다 이전까지 자.
체 평가에만 의존하던 것을 년 문화관광연구원의 평가로 시작 년부터는2004 , 2006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김성원 유진상 등 광주비엔날레 평.: · , 2006『
가보고서 서울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 , 2007), pp.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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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서구의 전람회 형식이 보편화됐고 여기 참여하는 비엔날레 작,

가와 큐레이터 비엔날레 관람객 등을 한국으로 불러들이게 됐다, .

이것이 국내 비엔날레들이 목표로 삼은 미술의 국제화 효과 중 하

나일 것이다 말하자면 세계의 조류를 받아들이는 한편 한국 현대.

미술을 알린다는 기대다 일찌감치 글로벌리즘의 자장 속에서. ( )磁場

국제적인 전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광주비엔날레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전시의 주제나 내용 뿐 아니라.

참여작가 분포라는 양적 수치로도 논의할 수 있다 참여작가의 출신.

지 분포도에는 국제화의 막연한 기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초창기 광주비엔날레는 전시를 통해 세계를 초청해 한국 미술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 강했다 다시 말해 창설 초기 광주비엔날레.

의 국제성이란 국제적으로 이름이 알려졌거나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작가를 초빙해 온다는 정도의 의미였다 실제 본전시에 참가한 한국.

작가 비중은 회 회 회 회 회1 10.3%, 3 14.6%, 4 60.0%, 6 23.8%, 7

회 회 였다21.2%, 8 13.4%, 11 9.0% 표[ 7] 미국 국적의 작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회 전시를 제외하고는 매회 전시에서 한국8

작가가 가장 다수를 차지했다 회 전시는 아시아 비율이 로. 4 60.0%

가장 많았는데 가장 특징적이었던 프로젝트 저기 이산의, ‘ ,２：

땅 에 참가한 교포 작가 명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로 늘어’ 24 68.4%

난다 대륙별 비중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회 회. · 1 31.0%, 3 42.7, 4

회 회 회 로 전시 때마다 아 태 지역 출신 작가들60.0, 6 58.3, 7 38.9 ·

의 참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가 회 회 로8 29.9%, 11 37.4 8

회와 회에서는 서유럽 작가가 대부분인 가운데 아 태 지역 작가11 ·

들이 두 번째로 그 비율이 역전됐다 그러니까 광주비엔날레는 참여.

작가들의 출신국 및 대륙별 분포도로 볼 때 한국적이고 아시아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다 초창기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미.

술전람회 형식을 도입하고자 분투해 왔으나 그 주제 면에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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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아시아에 특화된 비엔날레였다고 볼 수 있다.

이숙경은 해외 관객을 대상으로 한 전시들이 주제를 막론하고

한국 보여주기 가 되는 것에 대해 이전에는 주변으로 인식되‘ ’ “

었던 지역의 미술이 여전히 지배적인 주류 영역에 소개될 때 이는,

흔히 국가 문화 민족성 등 일방적이고 근대적인 민족 국가 패러다, , -

임과 연관된 주제들로 이루어진 전시 형태를 띠곤 한다 고 서술한”

바 있다.183) 제 회 광주비엔날레는 비엔날레라는 전세계적으로 통용6

되는 미술 전람회 형식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지역적 플ㆍ ㆍ

레이어를 참여시켜 아시아 비엔날레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자 한

일종의 과도기적 형태였다 한국 혹은 광주라는 프레임을 벗어나 아.

시아로 그 관심사를 확장한 회 비엔날레는 회 비엔날레로의 징검6 7

다리가 됐는데 회 연례보고 부터는 외국인 총감독제로 나가면, 7 《 》

서 외부인의 시각에서 본 광주는 어떠하며 이를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됐다.

183) 이숙경 글로벌리즘과 한국 미술의 동시대성 미술사학보 제 집, , 40 (2013. 6),「 」 『 』
미술사학연구회, p. 77.



- 132 -

회 비엔날레와 광주정신 구현의 전환점3)7-11

광주비엔날레는 글로벌리즘 담론의 확산기인 년 지방자치 원1995

년에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도시의 상처를 문화적으로 치유한

다는 명분으로 개막했다.184)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된 이 행사에

대한 정부 기관의 본격적 사후 평가는 년부터 이루어졌으며 이2006 ,

때마다 지역의 문화 발전과 세계화 라는 두 개의 목표를 지향하“ ”

는 게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의 조직위원장 혹은 총감독이.

해외 커미셔너 혹은 공동 큐레이터와 손잡고 전시를 꾸려가던 초기

와 중기의 비엔날레와 달리 회부터는 해외 총감독과 국내외 공동7

큐레이터제로 바뀌었고 이후 회까지 외국인 총감독 체제가 이어11

졌다 글로벌리즘에 대한 요구가 더욱 노골화된 측면이 있는데 광. ,

주비엔날레를 단독으로 꾸리게 된 외국인 감독들이 이곳의 지역성

을 어떻게 읽고 이를 전시로 어떻게 제시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의 치유를 명분으로 시작됐으므로 광주비엔날레의 지역 정5·18

체성이란 결국 년 월의 사건을 어떻게 미술로 구현하느냐에1980 5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회 경계를 넘어 에 이어 회 지구의. 1 2《 》 《

여백 조직위원장 유준상 까지는 국제적 규모의 전시 형태를 갖추( )》

는 데 역점을 둔 반면 지역성의 표현은 민중미술계 작가의 참여로

갈음했다 회 인 간 부터 아시아로 지역 의 지평을 확장하려. 3 + ‘ ’《 》

는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년의 회 멈 춤 예술총감독 성완, 2002 4 - (《 》

경 은 아시아 대안공간 그룹이 참여한 주제전 멈춤 과 교포 작가) ‘ ’

들로 꾸린 저기 이산의 땅 광주민중항쟁 현장에서 열린 집‘ : ’, ‘

행유예 등으로 구성하며 광주비엔날레의 지역성을 가장 직접적으’

로 강조한 동시에 지역성 해석의 범위를 아시아 대안공간과 교포

184) 이 절의 내용은 권근영 광주비엔날레의 지역성 구현에 있어서의 전환점, : 2010「
년 만인보 를 중심으로 미술이론과 현장 제 호 년 월 에, 23 (2017 6 ), pp. 4-36《 》 」 『 』
게재된 논문에 바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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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에게로 확장했다 이어진 회 전시는 도가 사상이 엿보이는. 5

먼지 한 톨 물 한 방울 예술총감독 이용우 이라는 주제를 제시( )《 》

했고 회 열풍변주곡 예술총감독 김홍희 은 아시아성을 키워드, 6 ( )《 》

로 내세우며 전시의 범위를 광주에서 아시아로 확장했다.

회 연례보고 는 광주비엔날레 창설 년 만7 (Annual Report) 13《 》

에 처음으로 외국인 총감독을 기용했고 처음으로 본전시에서 주제,

를 따로 내세우지 않았다.185) 주제 없는 비엔날레 전시회들의‘ ’, ‘

전시 를 내세우며 단순히 외국인 감독이 이끌었다거나 국제적 명’ ,

성의 작가들이 참여했다는 등의 화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는 점이 더욱 특징적이다.186) 한국 미술의 국제

화 광주 정신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시작됐던 광주비,

엔날레는 외국인 감독에게 방향타를 넘기면서 그 열망을 더욱 강하

게 드러냈고 이는 탈민족주의적 징후가 됐다, .187)

비엔날레 재단은 당초 국내 인 국외 인의 공동감독제로 점진1 , 1

적 변화를 시도했으나 국내 감독 후보였던 신정아의 학력 위조 파,

문으로 이사진이 교체되는 등 개월여 진통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5 .

오쿠이 엔위저 당시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 부총장(1963-)

겸 학장이 광주비엔날레 최초의 외국인 비상근 감독으로 선임됐다.

185) 연례보고 일 년 동안의 전시 는 길 위에서 제안 끼워넣기 세 섹션으로 구‘ - ’ ‘ ’, ‘ ’, ‘ ’
성됐다 여기서 부제 일 년 동안의 전시 에 해당하는 세계 각지 전시의 편집은. ‘ ’
길 위에서 섹션에서 소화했으며 제안 은 광주항쟁을 기리는 거리 퍼레이드‘ ’ , ‘ ’
봄 전통시장인 대인시장에서의 커뮤니티 아트인 복덕방 프로젝트 를 비롯한 다‘ ’, ‘ ’
섯 개의 전시가 끼워넣기 에는 앞의 두 섹션에 해당하지 않는 개별 작가 전시가, ‘ ’
들어갔다.

186) 권근영 앞의 글(2017), , pp. 16-17.
187) 양은희는 회까지는 한국인이 총감독 혹은 총지휘를 맡고 그 밑에 큐레이터 또6

는 커미셔너로 외국인 기획자를 두던 방식을 고수하면서 비엔날레의 정체성 문제
등 헤게모니 문제를 우려해 행사의 주도권을 외부인에게 부여하지 않았던 관행을
언급하며 엔위저의 총감독 취임은 년대 들어서도 외국의 유명 기획자들에“ 2000
의존하여 글로벌 비엔날레로 도약하고자 했던 광주비엔날레의 공격적인 전략을 보
여준다 고 평가했다 양은희 앞의 글 참고.” . - (2016), , p.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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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식민주의의 대표 큐레이터로 이름을 알린 엔위저 감독을 시작

으로 회는 뉴욕 뉴뮤지엄 특별전 디렉터로 있던 마시밀리아노 지8

오니 회는 김선정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가타오카 마미, 9

일본 모리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객원 편집위( ) , Frieze片岡 「 」真実
원이기도 한 중국 큐레이터 캐롤 잉화 루 인도(Carol Yinghua Lu),

의 문화이론가 낸시 아다자냐 카타르 아랍 현대미(Nancy Adajania),

술관 관장 와싼 알 쿠다이리 자카르타 아크- (Wassan Al-Khudhairi),

갤러리 큐레이터 알리아 스와스티카 등 아시아 여성(Alia Swastika)

큐레이터 인의 공동 감독제 회는 광주비엔날레 첫 외국인 여성6 , 10

감독으로 제시카 모건 테이트 미술관 큐레이터가(Jessica Morgan) ,

그리고 회는 스톡홀름 텐스타 콘스트할 디렉터11 (Tensta Konsthall)

인 마리아 린드가 선임되는 등 회 이후 한국인 단일 총감독은 보7

기 어렵게 됐다 다섯 번의 비엔날레가 해외 유수의 독립 큐레이터.

들의 발표장이 된 것은 세계 미술계가 제트 플라잉 큐레이터 시대

에 접어든 배경도 한 몫 했다 바이들러는 비엔날레 현상의 기저에.

는 글로벌리즘이 깔려 있는데 특히 미술계 전문가 인력 시장을 표

준화한 공이 크다고 봤다 그에 따르면 글로벌 이란 세계의 문. “‘ ’

화적 목록이 아니라 초국가적 고용을 이끄는 문제 기반 문화 공‘

동체의 미학적 어젠다 를 뜻하기 때문이다(aesthetic agenda)” .188)

오쿠이 엔위저는 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아프리카1996 ≪

사진작가전 을 기획하며 이름을 알렸고 년 베니스 비엔날레, 2007≫

총감독 로버트 스토 가 국가관 전시에서 아프리카만을(Robert Storr)

개별 국가가 아닌 대륙으로 묶어 전시관을 할애한 것을 강하게 비

판하는 등 탈식민주의 대표 큐레이터로 활약했다. 년에는2002

188) 앞의 책Bydler, , p. 13.
189) 다른 국가들은 나라별 전시관을 마련했으나 아프리카는 개별 국가가 아닌 대륙

단위로 참여시켰고 전시품 또한 유럽 컬렉터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이었다 미, .
술 전문지 아트 포럼 지면을 통해 두 사람의 논쟁이 오갔다‘ ’ . (Barbara Pol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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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 카셀 도큐멘타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저명 큐레이터로 확고11

히 자리 잡았다 그는 카셀 도큐멘타 개막 전 개월간 비엔나 뉴. 18 ㆍ

델리 베를린 산타루치아 등 개 도시를 순회하며 토론 워크숍5ㆍ ㆍ ㆍ ㆍ

출판 활동을 벌였다 창설 여년 만에 도큐멘타는 다시금 부단한. “ 50

문화 사회 정치적 마찰의 또 다른 질풍 같은 시기의 망령과 마주ㆍ ㆍ

했다 이같은 배경에서 장소를 여러 곳으로 분절해 동시대 미술을.

만드는 매커니즘을 상징화하고 간섭하며 탈영토화할 것 이라는 취”

지로 도큐멘타를 미술 전람회를 넘어서는 정치 사회적 플랫폼으로ㆍ

확장했다. 이 기획은 유럽 중심주의 미술의 큰 무대인 카셀에서

주류와 비주류 문화를 가로지르는 전방위 활동을 통해 중심에서 주

변 문화를 아우르는 담론을 형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

다.

카셀 도큐멘타로부터 년 뒤인 년 광주비엔날레 이사회가 그5 2007

를 감독으로 올릴 때 기대한 것은 탈식민주의의 대표 큐레이터가

권위주의의 폭압에 저항했던 동아시아 지방 도시의 정치 사회적 배

경을 어떻게 시각화할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엔위저 감독은 경계. 《

를 넘어 지구의 여백 인 간 등 지난 광주비엔날레의 다, , +》 《 》 《 》

소 웅변적인 주제와는 정반대로 아예 주제 없는 비엔날레를 제시했,

다 그리고 지난 년 간 세계 각지에서 열렸던 전시들을 광주로 끌. 1

어왔다 연례보고 의 전시 서문을 통해 감독은 연례보고 와. “《 》 《 》

그에 연관된 여러 프로젝트들은 형태와 생각 예술적 경제성과 다양,

한 생산 방식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펼쳐지며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통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형의 정치학‘ (politics of form)’

“His Future looks bright: Okwui Enwezor on the 2015 Venice Biennale.”
Artnews, 2015. 4. 28.)

190) Okwui Enwezor, "The Black Box," Kassel Documenta 11-platform 5
Exhibition Catalog, 2002(Germany: Hatje Cantz, 2002).

191) 강수미 공공성 타자성 대중성의 예술 철학 사상 문화 제 호, · · , · · 8 (2009), p. 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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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현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 이라고 설”

명했다. 이 형의 정치학 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 ’

다.

외국인 감독의 선임이 광주비엔날레의 보다 철저한 국제화에 대

한 기대에서 촉발됐다면 주제전 참여 작가의 분포도는 이러한 기대,

에 부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총 개국 명이 참여한 주제전. 18 39

길 위에서 의 국적별 대륙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 》

회 주제전7 《길 위에서》참여 작가들의 국적 분포 총 개국 명( 18 39 )

국적별
명( )

미국 명 한국 독일 영국11 , 7, 3, ·인도·스웨덴 각 프랑스2, 이· 탈
리아·벨기에·아일랜드·오스트리아·터키·일본·파키스탄·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이집트·가나 명1

대륙별
(%)

서유럽 아33.3, 태 북미 남미 아프리카28.2, 28.2, 5.1,
5.1%

한국 작가들이 가장 다수를 차지했던 역대 광주비엔날레들과는

처음으로 달라진 분포다 제 회 전시의 경우 본전시 기준 개국. 1 49 87

명의 작품을 전시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국적별로는 한,

국 명 미국 중국 일본 각 명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러시9 , 5, · 4 , · · ·

아 아르헨티나 각 명 등으로 한국 작가가 가장 많았다 아시아성· 3 .

을 기치로 내건 제 회 열풍변주곡 에서도 한국과 아시아 작가6 《 》

비중이 가장 높았다.

회 주제전 참여 작가를 대륙별로 살펴보면 서유럽이 가장 많은7

였고 북미와 아시아가 로 같았다 남미 아프리카 출신33.3% , 28.2% . ㆍ

은 각 씩이다 서유럽과 북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거의 비5.1% . , ㆍ

슷한 비율로 남미와 아프리카 두 곳도 같은 비율로 신경 써 안배했,

192) 오쿠이 엔위저 스펙터클의 정치학 제 회 광주비엔날레 연례보고 광주 재, , 7 - ( :「 」 『 』
단법인 광주비엔날레, 2008),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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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시아의 시대 를 거론하며 세계 동시대 미술계에서 중심. ‘ ’ ‘

부 를 차지한 서유럽과 북미 구도에 아시아를 비중 있게 배치했고’ ,

남미와 아프리카의 참여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데도 역점을 뒀

다 이전까지의 광주비엔날레와 비교하면 한국 작가가 아. 17.9%, ㆍ

태 출신의 참여 비율도 로 줄여 한국 아시아 중심에서 벗어났28.2% ,

다 본전시 참여 작가들의 출신지 분포는 전회의 광주비엔날레들에.

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인위적인 지역 안배를 보였고 총감독의 주,

제전은 가상의 세계미술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여기서 국제화에 대한 요구를 참여 작가들의 출신국 분포로 검증

하는 것은 타이완 학자 친타오우 독일의 사회학자(Chin-Tao Wu),

울프 부게닉 프랑스 사회학자 알랭 끄맹(Ulf Wuggenig), (Alain

등 앞선 연구자들의 방법을 참조했다 이들은 주요 전시의Quemin) .

참여 작가 명단 등을 기본 데이터 삼아 이 수치의 내실에 대해 여

러 갈래로 검증해 왔다.

국제 미술 전람회가 얼마나 국제적 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객관‘ ’

적 평가 모델은 없다 국제성에 대한 흔한 수치라면 세계 어느 비엔.

날레에서나 주최측이 발표하는 몇 개국 몇 작가가 참여해 몇 작‘

품이 전시됐다 는 데이터가 있을 뿐이다 친타오우는 년 싱가’ . 2006

포르 비엔날레의 메시지 개국 이상으로부터 명의 작가들 와(“38 95 ”)

년 리버풀 비엔날레 개국 곳 도시로부터 명의 예술1999 (“24 60 , 1 350

가 를 인용하며 예술가 수 그들의 출신국 범위가 비엔날레 조”) “ ,

직위원회의 심리에 중심 이라는 기분을 끼워넣으며 그들의 마케‘ ’ ,

팅 전략에서 우세한 특징이 된다 고 꼬집었다 이 두 비엔날레만이” .

아니다 비엔날레들의 이같은 마케팅 트렌드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우가 지적한 것은 이들 행사가 또다른 힘있는 서구적 필터. “

가 되느냐 여부는 저개발된 곳 출신 예술가가 국제화된 주류 행사,

로 참여토록 운영하는 것 이라는 점이다”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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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타오우는 년 회 동안의 카셀 도큐멘타에 참여한 작가1968-2007 9

명단을 출신지와 현재 작업하는 지역별로 정리해 분석했다 대다수.

가 북미 혹은 유럽 출신이었는데 년 도큐멘타 총감독 오쿠, 2002 11(

이 엔위저 에서는 이들 구미 예술가들의 참가 비율이 까지 현저) 60%

히 떨어졌음을 관찰했다 탈식민주의에 기반한 큐레이터의 영향으로.

평가되지만 이들 참여 작가가 실제 거주하는 곳을 들여다보면 북미,

유럽 중심 구도가 여전함을 지적했다.ㆍ 194)

부게닉은 독일 경제지 카피탈『 Capital 이 년부터 선정해 온1970』

쿤스트콤파스 리스트의 작‘ Kunstkompass’ ‘Top 100’

193) Chin-Tao Wu, “Biennials without Borders?,” Tate Papers, Issue
쪽 수 없음12(Autumn 2009), .

출처 http://www.tate.org.uk/research/publications/tate-papers/biennials-without-borders
년 월 일 검색(2016 5 11 ).

194) 앞의 글Chin-Tao Wu, .
195) Ulf Wuggenig, “The Empire, the Northwest and the Rest of the World.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in the Age of Globalization”(2002. 9),

출처unpaginated;
http://www.republicart.net/republicart/disc/mundial/wuggenig02_en.htm 년(2016 5

월 일 검색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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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Alain Quemin, “Globalization and Mixing in the Visual Arts: An
Empirical Survey of 'High Culture' and Globalization,” International
Sociology 앞의Vol. 21, No.4(July 2006), pp. 522-550, quoted in Lin-Hill,
글, pp. 615-618.

197) 앞의 글Lin-Hill, , p.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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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보고 의 본전시 길 위에서 를 위해 선정된 한 해 동안《 》 《 》

의 의미 있었던 전시는 건이다 각 전시별로 출품작 일부가 광주37 .

에 모여 다시 전시됐다 전시들에 대한 전시 전시의 박람회였던 셈. ,

인데 이를 통해 작가와 큐레이터 예술 생산 현장과 미술 관련 기, ,

관과 기관 사이에 교차하는 복합적 관계들을 전시를 통해 새롭게

조명하겠다는 취지였다 큐레이터가 당대의 시대정신을 보여준다고.

여기는 대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작가들에게 장소 특정적 설치,

를 주문해 담론의 향연과 시각적 스펙터클을 노리는 비엔날레의 흔

한 접근 방식과는 노선을 달리 했다.198)

주제전 길 위에서 는 지난 년간 주요 전시 출품작 일부를 광1《 》

주에서 전시하고 해당 전시의 보도자료를 출력해 벽면에 그대로 붙,

여두는 형태였다 선정한 전시들의 보도자료를 전시 도록에도 그대.

로 게재하며 각 전시의 축소판 모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예를, .

들어 광주시립미술관에는 고든 마타 클락(Gordon Matta-Clark,

의 해체된 건축 구조물1943-1978) (Anarchitecture, 그림 23 과 세) 40

트 가까운 사진 외에도 드로잉 영상이 전시됐고 전시장 벽면엔 뉴, ,

욕 휘트니 미술관에서 년 월 열렸던 그의 첫 회고전 보도자료2007 2

를 그대로 출력해 붙였다.199) 한스 하케 의 년대(Hans Haacke) 1970

대표작 실시간 사회 제도 와 대규모 설치 넓은 하얀 흐름< > < (Wide

198) 권근영 앞의 글(2017), , p. 17.
199) 권근영 앞의 글, , pp. 17-18.



- 141 -

White Flow)> 그림[ 24]이 전시된 비엔날레관 벽면에는 뉴욕 폴라쿠

퍼 갤러리의 년 월 전시 보도자료가 붙었다 이외에도 뉴욕 메2008 1 .

트로 픽쳐스에 나왔던 아이작 줄리엔 의 채널 비디오(Isaac Julien) 3

[그림 25] 시카고 르네상스 소사이어티에서의 스티브 맥퀸, (Steve

의 비디오 설치 등 엔위저 감독의 전시에 자주 등장하는McQueen)

탈식민주의 작가들의 작품도 있었다 동시대 세계 미술계에서 화제.

를 모으고 있는 작가들이 참여한 외에도 작가 참여의 기준이 지‘

난 년간 세계 각지에서 주목할 만한 전시를 열었을 것 이다 그리1 ’ .

하여 이들 작가를 특정 주제로 인위적으로 묶은 게 아니라 연례《

보고 라는 제목 아닌 제목 하에 모았다는 점에 이 전시의 형식적》

새로움이 있다 즉 큐레이터는 저자가 아니라 편집자에 가까운 태도.

로 저자들의 기존 저작물을 재편집해 새로운 책을 만들 듯 전시를

꾸렸고 포스트프로덕션 년 열린 이 전시는 그 자체로( ), 2008 ‘2007

년 세계미술연감 의 기능 아카이빙 을 했으며 전시들의 전시’ ( ) , ‘ ’

를 모으는 비공식적 기준이 탈식민주의였고 이 전시의 기획자가 광

주비엔날레 첫 외국인 총감독이었다는 점에서 탈민족 탈경계적 요·

소 또한 엿보였다.

길 위에서 에 대해 기획자가 내세운 취지는 전시들에 대한 전《 》

시를 통해 작가와 큐레이터 예술 생산 현장과 일반 대중 미술 관, ,

련 기관과 기관 사이에 교차하는 복합적 관계들을 전시를 통해 새

롭게 조명하겠다는 것이었다.200) 그러나 이 취지대로 이미 검증된,

전시들 가운데 대표작 한 두 점씩을 가져다가 전시장에 배열하는

방식으로 현대 미술의 지속성과 유동성 예술의 생산과 유통의 이면,

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엔위저 감독은 현대 미술은 접근 방식의 다양성 혼란스러운“ ,

현실과 개인적 사회적 서사의 지속성을 화두로 삼는 것 을 특징”ㆍ

200)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프레스킷, 2008 ,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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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있으며 그 속성상 임시적이고 유동적인 비엔날레는 전, “

시 기획적인 측면에서의 과감한 실험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문화( ㆍ

종교 충돌의 고찰의 장이 된다 고 썼다) ” . 한국의 광주비엔날레

에 대해서는 인접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보다 국토의 크기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라 아시아권 내에서의 정치 경제적 입김이 그만큼

약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세계 문화가 하나의

돌파구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면서도 동시에 지역성에 구애받은” “

예술 창작의 특성상 국제적인 관점에만 의존할 경우 날로 커지는,

현대 미술의 중요성이나 그 예술적 진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절감했다 며 국제성과 지역성 두 가지를 동”

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딜레마를 토로했다.202)

세계 여러 곳에서 개월간 치열하게 토론을 벌이며 유럽 주류18

미술계 복판에서 탈식민주의 미술의 점유율을 높였던 카셀에서와

달리 연례보고 는 별다른 토론의 플랫폼 없이 진행됐다 때문에, ‘ ’ .

일 년 동안의 전시 중 무엇을 왜 선별했는지에 대한 기준에 의‘ ’

구심이 제기됐다 주제가 없다지만 감독의 색깔과 전시작의 면면을. ,

보면 탈식민주의 미술전 이라는 부제를 달 만했는데 주류 공간‘ ’ ,

인 카셀의 맥락과는 다른 광주에서의 탈식민주의 미술전이 생경하

다는 반응도 나왔다.203)

201)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살펴본 개별 작가들의 작품들이 비록 지역성과 그에“
따른 주된 사회적 관심사에 기반한 고유하고도 개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는
해도 이들을 꿰뚫고 있는 무시 못할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으니 바로 접근 방식, ,
의 다양성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분명한 것은 작가들 모두가 혼란스러운 현실. , ,
과 개인적 사회적 서사의 지속성을 화두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엔위저 앞의, .”: ,
글, p. 20.

202) 엔위저 앞의 글, , p. 36.
203) 미술평론가 임근준은 엔위저 감독은 자신의 정치색 에 맞춰 작가와 작품들을" ' '

섭외했는데 그 결과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제 세계의 정치학을 내세운 최근 전시, ' 3
들의 집합소 가 됐다 며 주제 없는 전시가 아니라 감독의 입맛에 맞는 작가들로' "
꾸린 탈식민주의 전시였다고 꼬집었다 가령 마우리치오 카텔란 등 이른바 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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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하케 고든 마타 클락 등 국내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거물급,

작가들의 작품이 나온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일종의 안전한 쇼케이

스 내지는 정보의 진열 같은 계몽적인 전시로 읽는 이들도 있었으

나 감독이 동시대 미술의 첨단을 변방 광주에 가져다 보여주겠, ‘

다 는 의도로 이 전시를 기획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평론가 하’ .

인츠 페터 슈베르펠의 아래 지적도 그렇다.

지난해에 히트한 전시들을 복원하는 것은 실수할 만한

여지가 적은 안전한 작업이다 결국 제 회 광주비엔날레는. 7

명의 작가들을 내세워 한국의 관객들에게 현대미술의127

유행과 하이라이트를 가르쳐주는 거대한 미술사 수업‘ ’

이다 지역과 세계 사이의 대화나 지역 문화의 수용은. [ ]…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거울로서의 역,

할도 수행되지 않았다.204)

여기서 주최측은 지역과 세계 사이의 대화가 없었다 는 대목“ ”

을 가장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전시의 방법론에서 전환점.

을 이룬 것에 비해 회 비엔날레에서 지역성 구현이라는 과제는 상7

대적으로 간과됐다 본전시라 할 길 위에서 는 비엔날레 전시관. 《 》

을 벗어나 광주 여기저기로 전시 공간을 확장했는데 이 가운데 의,

재미술관이 있어 상설 전시중이던 의재 허백련의 작품이 전시에 포

함됐다 지역성을 지역 작가 참여 로 읽는 이들에게는 비엔날레. ‘ ’

를 광주에서 개최할 명분 중 하나를 제공해 줬겠지만 년간 전세, ‘1

저 리그 는 명단에서 빠졌고 아이작 줄리앙 스티브 맥퀸 등 아프리카계 작가들이’ , ,
중심이 됐는데 카셀이었다면 이들이 백인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의미를 띠었겠지,
만 광주에서는 달리 읽혔다고 지적했다 임근준 비엔날레에서 당대 미술의 문제, : , 「
적 지점을 발견하다 월간미술, (2008. 10), p. 110.」 『 』

204) 하인츠 페터 슈베르펠 동양은 서양을 필요로 한다 월간미술, , (2008. 10),「 」 『 』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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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의미 있었던 전시를 광주에서 다시 전시한다 는 기획 취지’

와는 맞지 않았다 지역성을 논하기에는 본전시보다는 제 섹션 제. 2 ‘

안 이 적합했다 국내외 젊은 기획자 명이 나눠 맡은 이 섹션 중’ . 5

미국 뉴올리언즈 현대미술센터의 클레어 탄콘스 의(Claire Tancons)

봄 은 의 역사적 현장인 금남로와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5·18《 》

에서 펼쳐진 거리행렬 퍼포먼스였다 브라질 미국 홍콩 트리니다드. , , ,

토바고 아이티에서 온 예술가와 광주지역 미대생들의 공동 참여로,

이뤄졌다 과거 마이크를 잡고 구호를 외치던 연단 위 사회자 자리.

는 테크노 음악을 트는 가 차지했다 일회성 퍼레이드에 비해 이DJ .

후에도 오랜 기간 지속적 반향을 얻은 것은 당시 광주 롯데백화점

갤러리 박성현 큐레이터가 기획한 복덕방 프로젝트 다 도심의‘ ’ .

쇠락한 재래시장인 대인시장에 작가들이 거주하며 예술적 실천을

보여줬다 그림[ 26] 다수의 한국 작가 특히 광주 일대 작가들이 참. ,

여했다 당시로서는 비엔날레에선 보기 드문 일로 대인예술시. , ‘

장 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

그렇다면 비엔날레의 지역성은 본전시에서는 간과된 채 마치 이,

를 보상하듯 향토적인 부대 행사로 부각되거나 소수의 지역 작가를,

참여시키는 정도로만 해소될 수밖에 없는 걸까 광주비엔날레 등?　

미술계에서의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엷게 만들었다는 이른바 주변

부 비엔날레에서도 지역성이라는 주변적 특성 은 왜 전시의 중‘ ’

심이 아닌 주변부에서 다뤄지는데 그칠까 제 회 연례보고 는 전. 7 《 》

시의 주제와 방법 면에서 글로벌리즘을 구현하며 광주비엔날레 국

제성의 전환점을 이룬 반면 지역성 구현에 있어서는 이 같은 한계,

를 갖고 막을 내렸다.205)

한편 광주비엔날레에 국비 예산을 집행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기관인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전시 사후 평가를 의뢰했는데 여기 참,

205) 권근영 앞의 글(2017), ,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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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국내 미술계 전문가들은 일 년 동안의 전시치고 객관화된“

기준이 없다 그저 감독의 취향 기존 작가나 전시를 샘플링하. ”, “

는 견본 시장으로 의미 축소 즉 화두 없음 을 지적했다 반면, ” .

이전 비엔날레의 주제 끼워 맞추기식 방향에서 벗어났다 거나“ ”

거창한 슬로건 없이 미시적 시점으로 전체 조망과 사고를 불러“

일으켰다 라는 긍정적 반응도 나왔다” .

예컨대 국내에서 있었던 전시 중에서 광주비엔날레 연례보고《 》

에 다시 소개된 것으로는 잔 알타이 이주요 등 국내외 팀의 프로, 7

젝트인 우발적 커뮤니티 가 있다 광주 비엔날레에 소개되(2007) .《 》

기 전에는 국내 미술계에서 그리 반향이 크지 않았던 전시였다.

우발적 커뮤니티 는 당시 엔위저 감독과 공동 큐레이터로 일했《 》

던 김현진 씨가 년 월 계원예대 내 부설 전시관에서 기획한2007 10

전시였다 의재 허백련 또한 주제전에 유일하게 포함된. (1891-1977)

광주 출신 작가이자 전통 서화가로 이채를 띠었다 제 회 비엔날레. 7

가 전시 장소를 광주 극장 대인시장 뿐 아니라 광주 교외의 의재미,

술관으로까지 확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탈식민주의를 무기로 주류 미술계와 각을 세우며 자신의 위치를

선점한 큐레이터가 광주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전시를 꾸린 듯,

한 인상이다 감독 본인은 광주비엔날레가 내포한 난점을 이렇게 기.

술했다.

현대 예술을 소개한다는 목적 하에 이토록 재귀적인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오늘날 광주비엔날레는(reflexive) ,

국내 예술계 내에서 진행되는 비평 활동과 자체적인 시

민 포럼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현대 예술 분야에

서 문화적 체제 기관적 연계가 차지하는 비중의 재편이, /

206) 김영순 박정기 등 시각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평가사업 광주비엔· , 2008 -2008『
날레 평가보고서 서울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 , 2009),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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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과제에 초점을 맞춘 논쟁에서 모순적인 위치를 차

지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 [...] ,

화사업 또는 실질적인 수익 사업 등의 업종을 막론하고

다양한 세력 간의 균형을 현명하게 유지하는 것이 최고

의 관건이다 즉 국가와 세계의 경제 논리를 조화롭게. ,

받아들여 적용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중심이되 세계로,

열려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207)

단기간에 광주비엔날레를 꾸려감에 있어서 국내 예술계 시민 사,

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고 이를 조율하면서 경제 논리 또한,

반영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중심의 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뉘앙,

스로 읽힌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대목은 기획. ‘ ’

자의 변으로 적절한가 싶다.

세계화의 일원으로 광주를 자리매김하고자 창설된 광주비엔날레

는 첫 외국인 감독의 연례보고 전을 통해 세계화의 주체가 됐을‘ ’

까 객체가 됐을까 세계를 한 자리에 전시한다는 박람회적 욕망을, .

실현한 걸까 지역 작가들에게 세계 미술의 동향을 보여주는 데 그,

친 걸까 다음 글은 전시의 기획의도와 그 결과물에서 불온한 식민.

주의를 읽고 있다.

탈문맥화된 채 광주에 공수된 여러(decontextualized)

이질적 현대미술작품들은 마치 앙드레 말로가 자신의,

책 침묵의 소리 에 싣기 위해 발밑에 엄청난 숫자의‘ ’

문화인류학적 사진들을 펼쳐놓고 서 있는 한 장의 사진

이 말해주듯이 우월적 권위를 지닌 미술 전문가가 선택,

한 지적 취미의 수집품들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 ’

다.208)

207) 엔위저 앞의 글, , p. 34.
208) 강수미 앞의 글(2009), ,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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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미는 그의 전시가 기획 의도대로 작가와 큐레이터 예술 생,

산 현장과 일반 대중 미술 관련 기관과 기관 사이에 교차하는 복합,

적 관계들이 새롭게 조명되어 애초 목적했던 바 형의 정치학 의‘ ’

구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탈문맥화된 수집품 이상의 역할을 하, “

지 못했다 고 비판했다 전시 감독이 임의의 기준으로 세계 각지의” .

전시 건을 추려 모아 새로운 전시를 꾸린다는 방식 자체가 식민37

주의적 틀에 박힌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강수미의 비판은 식.

민주의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식민주의적 틀을 공고히 한다는 순환

논법적 비판으로 읽힌다 앞서 회 전시가 아시아적 소재주의에서. 6

탈피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 틀에 갇히는 위험성을 내포했다는 지,

적과도 유사한 순환논법으로 탈식민주의 혹은 소재주의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오리엔탈리즘을 벗어날 수 없다면 더 나은 논의를 위한

길이 차단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오쿠이 엔위저가 스펙터클의 정치학 이라는 전시 도록의 발문‘ ’

에서 을 거론하며 파리 혁명을 함께 끌어들인 점도 반감을5·18 68

샀다 엔위저는 최근까지 서방의 사회문화 담론에 이어지는 년. 68 5

월의 나르시시즘이 혁명적 내용을 신화적 허구로 갱신하는 문화적

재해석의 경향을 거침으로써 중동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 ·

등 여타 지역의 유사한 정치적 저항 운동이나 사회해방운동의 특수

한 문화적 표현의 차이를 무시하거나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9)

이 대목에서 김현도는 지역적 저항 운동의 사례로 월의 광주가5 68

년의 파리와 거칠게 대조되면서 여타 지역들의 경우와 뒤엉키면서

산업적 미개발 지역의 탈식민주의 저항 운동과 쉽게 동일시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광주 민주화 운동이 남미나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카니발리즘이나 식인풍습의 문화적 재해석과 연관지었다며 그보다,

209) 엔위저 앞의 글, ,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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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발도상국의 근대적 문제인 산업화와 민주화 사이의 계층적 긴

장과 갈등 양상 남북분단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해야 했다고 비판했,

다.210) 지역의 사정과 맥락을 잘 모르는 외국인 총감독이 지역성을

읽고 이것을 전시로 구현하는 상황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담긴 비

판인데 한편으로는 월 광주를 동시대 현대사의 맥락에서 보편화하, 5

며 연결고리를 짓고자 한 이방인의 노력으로 볼 수도 있다.

제 회 광주비엔날레는 처음으로 해외 총감독을 기용하며 기획 단7

계부터 본격적인 글로벌리즘 담론의 도마 위에 스스로의 전시를 올

려 놓았다 첫 해외 감독은 탈식민주의 전시 기획의 대표 큐레이터.

인 오쿠이 엔위저였고 그는 뉴욕 카셀 등 세계 미술의 중심에 아, ,

프리카 등 주변부 미술을 끌어들여와 그의 논의를 공고히 하는 한

편 요하네스버그 비엔날레 감독으로서 제 세계에서 연 비엔날레서3

도 그가 추구해 온 탈식민주의 논의를 보여줬다 그런데 장소를 바.

꿔 광주비엔날레에서는 이토록 엇갈린 평가를 받은 이유가 뭘까, .

전시 참여 작가는 그가 평소의 국제전에서 즐겨 초청하던 탈식민

주의 담론을 시각화해 온 개념미술가 전시 주제는 따로 내세우지,

않았지만 전시의 결과물은 여느 때처럼 탈식민주의 국제 미술 전람

회로 해석됐다 달라진 점은 주제 없는 비엔날레 로서 년간 전. ‘ ’ 1

세계에서 있었던 전시 중 의미 있다고 여긴 것을 모으겠다는 전시

기획안 비엔날레의 수사화된 주제어 선정에 반기를 든 참신한 형식.

의 전시라는 찬사도 있었지만 본인을 중심에 두고 세계 각지의 것,

들을 모아 발밑에 도열시키는 박물지적 전시라는 비판도 나왔다.

제 회 광주비엔날레는 처음으로 외국인 감독을 기용 탈식민주의7 ,

논의 작가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에서 글로벌리즘 담론 가운데 탈

경계의 성격이 본격화된 비엔날레였다 본전시 연례보고 의 아이. ‘ ’

디어는 글로벌리즘 담론 가운데 포스트 프로덕션이라 불릴만한 전

210) 김현도 오월의 전위 제 집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 NOON 1 (2009), , pp.「 」 『 』
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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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편집공학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또한 새로웠다 감독이 기존의.

전시들을 모아 새로운 전시를 만드는 일종의 디제이 역할을 한 셈

인데 이 점은 이전까지의 광주비엔날레에서 해외 작가 초청 등 규,

모와 표면적 참여 작가 국적 등으로 국제전의 형식을 충족한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방식이다.

그러나 포스트 프로덕션을 통해 어떤 새로운 프로덕션을 보여줬

느냐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엇갈렸다 년 카셀 도큐멘타에서 주. 2002

변부의 소리를 대폭 반영하며 서구 지배적 전시 구도를 깨는 파격

을 보여줬다고 평가받았던 엔위저 감독은 광주비엔날레 첫 외국인

감독으로서는 이전 광주비엔날레의 한국 보여주기 아시아 보‘ ’, ‘

여주기 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을 상대로 세계 미술 동향 보여주기’ ,

를 가미한 결과물을 내놓는 데 그쳤다.

회 전시의 관람객은 총 만 명 유료 만 명 무료 만7 35 6752 ( 29 1953 , 6

명 으로 회 총 만 명 유료는 만 명 의 절반 수준으479 ) 6 ( 70 111 , 41 6591 )

로 줄었지만 해외나 전문가 관객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한 것,

으로 평가됐다 그 관심은 외국의 저명 큐레이터 특히 서구 주류. ,

미술계를 무대로 탈식민주의 담론을 전시로 구현하는 데 특기를 가

진 큐레이터가 광주의 지역성을 어떻게 해석해 국제적 전시를 구현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었을 터다.

두 번째 외국인 총감독으로 광주비엔날레를 이끈 마시밀리아노

지오니는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탈리아 출신 젊은 큐레이터

다 그는 고은 시인의 만인보 를 본인의 광주비엔. (10000 Lives)『 』

날레 전시 제목으로 내세웠다 바로 전인 년의 회 광주비엔날. 2008 7

레에서 첫 외국인 총감독으로 초빙된 오쿠이 엔위저가 연례보《

고 라는 제목의 주제 없는 비엔날레를 통해 동시대 미술 트렌드를》

편집해 보여준 것에 비하면 지역 친연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211)

211) 권근영 앞의 글(2017), ,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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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니 감독은 전시 서문에서도 만인보 에 대해 다음과( )萬人譜『 』

같이 기술했다.

거대한 가족 앨범과도 같은 이 작품은 글로 만들어

진 초상화를 모은 갤러리이며 부분적으로는 스푼 리, 『

버 선집 부분적으로는 카(Spoon River Anthology) ,』 『

디시 같은 책이다 그리고 미국 비트 세대(Kaddish) .』

의 대표적 시인인 앨런 긴즈버그 가 일(Allen Ginsberg)

찍이 고은 애호가였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212)

이렇게 본인이 총감독으로 일하게 된 나라의 대표적 원로 시인의

면을 세워준 셈인데 전시 제목이 만인보 라는 점 그리고 전시, ,《 》

에 이름 없는 민중들의 사진 이미지가 많이 등장한다는 정도의 간

접적 연관성 이상으로 시 만인보 자체가 전시에 반영되지는 않, 『 』

았다.213)

시집 만인보 는 시인이 평생 만난 이들에 대한 구체적 기억을『 』

년간 권의 시집에 총 편의 시로 집대성한 모음집이다 지오25 30 4001 .

니 감독의 전시 만인보 는 인간 군상의 무수한 삶의 이미지를《 》

모았다는 점에서 시집 만인보 와 조응한다 광주비엔날레에 외, .『 』

국인 총감독을 기용하는 것에 대해 지역 사회에서는 외국인 감독‘

212) 지오니가 만인보 와 함께 거론한 스푼 리버 선집 은 스푼리버 라는 허구적인‘ ’『 』 『 』
마을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미국 시인 에드거 리 매스터스(Edgar Lee Masters)
의 시집이다 카디시 는 유대인들의 기도문이다 고은과 만인보 에 대한 소개를. .『 』 『 』
마저 인용하면 이렇다 한국 민주화의 시발 격인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 “ 5·18
다는 이유로 년대에 투옥되었던 고은은 년간 독방 생활을 했다 고은은 형1980 2 .
무소 생활 속에서 제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그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떠올려보기로 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만인보 를 쓰기 시작했. 『 』
다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만인보 광주비엔날레 편 만인보.”: , 10000 Lives , ,「 」 『 』
서울 현실문화연구( : , 2010), p.427.

213) 권근영 앞의 글, ,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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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주비엔날레의 창설 배경인 광주정신을 잘 모르거나 무시한 채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을 데려다가 광주비엔날레를 식민지화할

것 혹은 국제적으로는 이름났으나 한국 미술은 잘 모르는 외국’, ‘

인 총감독이 국내 최대 규모의 국비와 지방비가 소요되는 비엔날레

에서 한국 미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경력 쌓기를 위한 전시

를 열 것 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광주비엔날레에’ .

새로 초빙된 감독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인 대주제를 내세우는 시점

에 지오니 감독은 만인보 를 주제로 제시하며 해외 감독으로서《 》

는 색다른 행보를 보였다.

시집 만인보 에서 제목을 가져온 전시는 실은 레지 드브레(Re『 』 ́
의 매체 철학서인 이미지의 탄생과 죽음gis Debray) (Vie et mort『

을 시작으로 데이비드 프리드버그de l’image) (David Freedberg)』

의 이미지의 힘 미첼(The Power of Images) , W.J.T. (W.J.T.『 』

조르주 디디 위베르망 등 이미Mitchell), - (George Didi-Huberman)

지에 대한 논저들을 연구 자료로 삼았다 미술의 기본을 이루는 이.

미지의 오랜 역사와 이에 대한 석학들의 분석을 원용해 시각화한다

는 취지였다 실제 전시의 모습은 초상의 모음 특히 평소 같으면. ,

전시장에서 한데 섞일 수 없는 초상들의 모음이었다 예컨대 예징루.

라는 한 중국인의 개인 앨범( )景呂叶 그림[ 27]과 현대미술가 페터

피슐리 와 다비드 바이스 의 가시적인(Peter Fischli) (David Weiss) <

세계(Visible World)> 그림[ 28]가 함께 전시됐다 청나라 외교관의.

수행원이었던 예징루의 앨범 가운데 년부터 년 죽을 때까, 1901 1968

지 남의 손에 찍은 본인의 초상사진 장이 전시장에 나왔다 사진62 .

에 찍힌 주인공도 사진을 찍은 이도 유명인이 아니다 앨범을 통해, .

새삼 발견된 인물이다 가시적인 세계 는 공동 작업한 현대미술. < >

듀오가 년부터 년까지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 중 장을1986 2001 3000

추려 대형 직사각 라이트박스에 설치한 작품이다 공항이나 산 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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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진부한 이미지들로서 찍은 이들의 사적인 여행 기념품과도 것

들을 전시장에 진지하게 되살렸다 두 작품은 평범한 인물을 직업.

사진사가 담았다는 점에서 또는 작가의 일상적 사진들을 추출했다

는 점에서 미술과 비미술의 경계를 무너뜨린 예술 민주화 의 성, ‘ ’

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214) 만인보 에는 이처럼 기성 작가들《 》

의 지분을 배제한 듯한 이미지들이 대거 출품됐다 강수미는 여기. “

서 예술 비예술의 경계는 보다 불확실해지는 동시에 비엔날레라는/

현대적 형식의 미술 이벤트가 가진 범위는 보다 확장된다 고 평가”

했다.215) 초상사진이나 수집품은 기존에 예술의 영역에서 다뤄지던

것들이 아닌데 이 비전문 예술인의 비예술들을 그러모아 전시장에,

방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했다는 점에 만인보 기획의 독창성이《 》

있다.

초상의 특징은 전문 미술의 영역 안팎을 교차한다는 외에도 대,

체로 지금은 세상에 없는 이들의 이미지라는 점이다 즉 초상을 전.

시하고 비평한다는 것은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와도 맞닿아 있다 제.

회 광주비엔날레에는 프놈펜의 보안 수용소인 뚜얼 슬렝7 21 (Toul

에서 찍은 초상 사진들도 쏟아져 나왔는데Sleng) 그림[ 29],

년 사이 캄보디아 폴 포트 정권에 의해 죽임을 당한 수1975-1979

천 명의 희생자들을 담은 흑백 사진들이다 이들 사진들에는 삶과.

죽음의 교차가 극명히 드러났다 년 해방 후 장의 네거티브. 1979 6000

필름이 회수됐고 년이 지난 년 두 명의 미국 사진기자들이, 16 1994

이 네거티브 필름을 복구해 인화한 뒤 그 중 장을 골라 뚜얼, 100 <

슬렝 사진 기록 프로젝트 를 진행했으며 그 가운데 또 장을 선> , 78

별해 킬링 필드 라는 제목의 책으로 냈다 년엔 그 사진의. 1997『 』

일부가 프랑스 아를에서 열린 사진 페스티벌에 선보였고 같은 해, 5

214) 권근영 앞의 글, , pp. 20-21.
215) 강수미 예외의 편재 비엔날레 예술의 향연 이후 제 호 년, , , NOON , 2 (2010「 」 『 』

월12 ),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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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이 중 장이 뉴욕현대미술관에 전시됐다 그렇게 세상에 알려20 .

진 아카이브 프로젝트는 여 년 만에 광주비엔날레에 출품되며 또10

다른 장소성을 갖게 됐다 사진으로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잊혀졌을.

수많은 이름 없는 희생자들의 사진은 정치권력의 폭거가 자행됐던

또 다른 땅인 광주의 전시장에 와서 보편적 공감을 얻었다.216)

사진 이미지 외에도 집착에 가까운 수집욕을 드러낸 오브제들도

함께 전시됐다 컬렉터이자 큐레이터인 이데사 헨델레스. (Ydessa

의 파트너 테디 베어 프로젝트Hendeles) < - ( Partners(The Teddy

Bear Project)> 그림[ 30]는 년부터 년대 사이에 테디 베어1900 1940

를 비롯한 동물 인형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찍은 장의 사진들3000

을 포함한 전시다 지오니는 곰 인형은 우상이나 물신숭배처럼 과. “

도기적 사물이며 세기가 역사의 충격으로부터 피해 위안을 얻으, 20

려 했던 평안함을 주는 장난감 이라고 설명했다, ” .217) 트렌드란 주위

다른 이들처럼 되고 싶은 욕구에서 형성된다 수 천 개의 비슷비슷.

한 이미지에는 사회에 동조하고 순응하려는 욕구라는 문화적 동질

성이 내포돼 있다.

전시작 중에는 중국 문화혁명기의 집단 창작물인 수조원< (收租

도 포함됐다 년 쓰촨에서 시작, Rent Collection Courtyard)> . 1965院

된 이 실물 크기 인물상들은 중국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고전으로

꼽히며 중국 각지에서 여러 차례 복제 전시됐다 처음엔 밀랍과 밀, .

짚으로 다소 거칠게 만들어지던 것이 후에는 점토로 나중에는 전국,

에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섬유 유리로 제작됐다 국민들이 자발적.

으로 만들던 것이 후에 당 간부들의 지지와 찬사를 받으면서 문화,

혁명기 국민들에게 봉건제의 폐해를 교육한다는 명분으로 개 이100

상 만들어졌다 쓰촨성의 실제 농민들을 모델로 했지만 그들은 마치.

216) 권근영 앞의 글, , p. 22.
217) 지오니 앞의 글, , p.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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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의 신상이나 미켈란젤로나 로댕의 조각만큼이나 영웅적

포즈를 취하고 있다 수조원 은 지속적으로 서구 미술계의 관심을. < >

받았는데 하랄트 제만 은 년 도큐멘타에서 에(Harald Szeemann) 1972

드워드 키엔홀츠 의 조각들과 다른 미국과 유럽(Edward Kienholz)

극사실주의 작품들 옆에 수조원을 전시하려다가 실패했다.218) 이후

년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으면서 차이궈창 에게1999 ( )蔡 强国
비엔날레 전시 기간 중 수조원 을 재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의뢰했< >

다 차이는 전시 기간 내내 톤의 점토로 개의 실물 크기 인물상. 12 81

을 만들도록 했다 베니스 수조원. < ( , Venice's Rent威尼斯 收租院

Collection Courtyard)> 그림[ 31]이라는 제목의 이 프로젝트는 기존

작품의 차용 과정을 전시장에 보여주는 것도 작품이 될 수 있는지

질문하며 서구 평단의 주목을 끌었고 그해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그.

러나 중국 내에서는 이 작품이 표절 시비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원작 제작자라고 주장하는 쓰촨 미술학원의 조각가가 차이궈창과

작품을 의뢰한 하랄트 제만 총감독을 고소했다 이렇게 년간 널리. 45

알려지고 다양한 함의를 갖게 된 이 작품을 다시 광주에 가져온 이

유를 지오니는 아래와 같이 기술했다.

우리는 철의 장막의 양쪽 모두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가 자본주의적 사실주의로 대체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렌트 컬렉션 코트야드, < (Rent Collection

같은 작품이 어떻게 현대의 구상 조각들Courtyard)>

을 닮은 동시에 그것들과 부조화를 겪는지 재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작품을 다시 한 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

다 렌트 컬렉션 코트야드 는 또한 사원에 있는 성상. < >

이든 거리에 있는 광고든 상관없이 이미지가 신앙과 이

데올로기를 구체화할 수 있는 힘을 묘사하고 있다.219)

218) 지오니 앞의 글, , pp. 43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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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 은 모방과 재구성을 통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미술로< >

서 지역성을 획득하고 있는 동시에 사원의 성상과 달리 쓰촨성의,

이름 없는 농민들을 주인공으로 그 지역의 이름 없는 조각가가 제

작한 작품임에도 신앙과 이데올로기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민중적이

고 평등주의적이다 그 속에는 영웅이나 순교자의 초상도 비중 있게.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한열의 영정 초상화, 그림[ 32]에 나타나는 순

교자와 영웅의 신성화와도 상통한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이.

미지가 된 이한열의 초상화는 앞서 언급한 뚜얼 슬렝의 초상사진들

과 함께 광주비엔날레의 중요한 장소성을 제시했다 이한열은. 1987

년 시위 도중 경찰에 의해 숨진 대학생이다 최병수가 그린 그의 초.

상화는 만 시민이 참석한 이한열의 장례식 때 트럭에 실려 서울250

시내를 지나 전국을 가로질러 이한열의 고향인 광주에 도착했다.

년 로부터 년 뒤 광주와 서울을 잇는 사건을 그린 이 작1980 5·18 7 ,

품은 광주정신 의 외연을 확장했을 뿐 아니라 거리의 걸개그림‘ ’

을 비엔날레 전시장에 가져왔다는 점에서도 비엔날레 미술의 외연

을 넓혔다.

이번 전시에서 독특한 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관람 동선,

통제다 감독은 일견 어울리지 않는 조합의 수집품들을 면밀히 배치.

했고 관객은 큐레이터가 만들어 놓은 강제 동선에 따라 이들 수집,

품을 순서대로 봐야 했다 전시를 여는 첫 작품은 브루스 나우만.

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을 찌르는 비디오였는데(Bruce Nauman) ,

총감독은 전시 만인보 를 통해 괴롭힘을 당하는 나우만의 안“《 》

구에서부터 폴 샤리츠 의 깜빡거리는 시각적 불협화음(Paul Sharits)

까지 눈의 놀라운 모험을 추적”220)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아카.

219) 지오니 앞의 글, , p. 432.
220) 지오니 앞의 글, , p.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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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빙 기법에 따른 이 전시는 발견된 이미지들의 무작위적 나열도

아니었으며 검색자가 주체적이고 자발적이며 무작위로 검색해 자료,

를 찾는 아카이브 창고와도 달랐다 감독이 만든 스토리와 드라마에.

따른 감상을 요구받는 자리였다.

두 번째 특징은 간접화법이다 전시 출품작 중 월 광주와 직접. 5

적 연관이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기획의 글에서도 광주는 고은 시.

인이 지냈던 곳 혹은 이한열 열사의 고향이라는 객관적인 지명으로,

만 드물게 등장했으며 지역성 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 ‘ ’

았다 총감독이 기획의 변에서 가장 자주 언급한 키워드는 이미지. ·

죽음 눈 같은 일반명사였다 전시의 목표도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

기술돼 있는데 여기서 기존에 광주비엔날레를 지배해 왔던 광주‘

정신 이나 지역성과 세계화 같은 문구는 발견되지 않는다’ ‘ ’ .221)

광주비엔날레의 만인보 는 사람들을 이미지에,《 》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묶어두는 관계들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시.

급하고 근본적인 작업이며 미술의 역할에 대해서도 질

문을 던진다 만인보는 우리가 후세에 남기는 이미. [...]

지들에 관한 전시이며 우리가 이미지들을 통해서만 알,

고 있는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관한 전시이

다.222)

광주비엔날레에서 매회 강조돼 왔던 지역성과 세계화 광주, ,

같은 단어가 거의 언급되지 않은 전시로서는 유일하지 않은5·18

가 싶을 정도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성을 무시 했다고 받아들. ‘ ’

일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이 전시에는 광주가 없다 고 단정‘ ’

221) 권근영 앞의 글, , p. 23.
222) 지오니 앞의 글, , p.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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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을 수는 없다 뚜얼 슬렝의 초상 사진 괘불화를 닮은 이한열 영. , <

정 초상화 등은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와 시점은 다르지만 광주비>

엔날레에 전시됨으로써 월 광주와 연관된 장소성을 띠게 됐고 역5 ,

으로 광주정신의 보편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이미지가 됐다 다시 말.

해 탄압받는 민중 역사의 주인공이 아닌 이름 없이 스러져간‘ ’, ‘

이들 을 대변하는 이미지들을 모음으로써 광주의 지역성과 교감하’

게 된 것이다 동시대 미술 전시 기법의 트렌드인 아카이빙 을. ‘ ’

잘 살리면서 미술의 기본인 이미지 특히 초상 이미지를 집대성하, ,

는 전시 감독의 역량을 보여준 동시에 광주비엔날레의 지역정체성

을 역발상으로 잘 살려 국내외의 호평을 받았다.223) 국내 미디어들

은 한 주제를 진지하게 파고든 수준 높은 전시“ ”224)라며 그 완성

도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지만 자료 중심 기획전과 다를 바 없어, “ ,

비엔날레의 황혼 을 알리는 레퀴엠처럼 비쳤다 는 다음과 같은‘ ’ ”

혹평도 뒤따랐다.

고은의 시 만인보 를 이미지 집착의 역사를 엿보『 』

는 기획전 주제에 덧붙인 이 전시는 자료 중심 기획전

223) 아트 인 아메리카 는 예년에 비해 관람 포인트가 넘쳐날 정도로 흥미진진한“「 」
전시였으며 사진 작품이 많은 것은 우리가 역사와 세계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라며 뚜얼 슬렝 교도소의 초상화 사진들을 가장 인상 깊은 작품으
로 꼽았다 광주비엔날레 편 광주비엔날레 광주 재단법인 광주.”: , 1995-2014 ( :『 』
비엔날레, 2015), p.230.

224) 일반적 비엔날레와 친숙한 관객이라면 제 회 광주비엔날레는 조금 낯설“ 2010 8
수 있다 현란하고 자극적인 비엔날레용 작품에 치중하기보다 형상과 아이콘 얼. ‘ ’ ,
굴과 인형 등을 모은 이미지에 대한 거대한 임시 박물관 처럼 차분하고 정적인‘ ’
분위기로 전시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대용품인 이미지의 생산과 소비 그. ,
리고 사람과 이미지의 관계에 대한 탐구작업을 매끄럽게 펼쳐내는 역량을 보여줬
다 밋밋하다는 일부의 시각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한 주제를 진지하게 파고든 수.
준 높은 전시란 평가다 고미석 삶은 이미지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까 일.”; , -66「 …
대장정 돌입한 광주비엔날레 감상 포인트 동아일보 년 월 일 출처, , 2010 9 7 ,」 『 』
http://news.donga.com/3/all/20100907/31014061/1 년 월 일 검색(2016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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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를 바 없어 비엔날레의 황혼 을 알리는 레퀴, ‘ ’

엠처럼 비쳤다 연출이 아니라 관객 움직임까지. [ ] “…

감안한 안무를 했다 는 지오니의 말처럼 전시는 잘 직”

조된 그만의 작품이었다 반면 미술인들은 현대 작가들.

의 작품이 의도적으로 무시당한 듯한 얼개에 불편해했

고 비엔날레 정체성은 무엇일까라는 의문도 낳았다, .225)

전문 미술인의 작품이 아니라 자료들이 전시의 주종을 이뤘다는

점에 대해 미술인들이 불편해 했다는 입장을 대변한 이 리뷰에 따

르면 회 비엔날레는 국내 미술계의 지분 을 인정하지 않았다는8 ‘ ’

인상을 줬을 만큼 형식과 소재 면에서 차별화됐던 셈이다 외부 평.

가에서도 주제와 지역성 실현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

다.226) 전시에서 광주나 한국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야

기인데 이 때문에 지역성이 실현되지 않았느냐 하는 대목은 좀 더,

정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궁극적으로 광.

주 광주미술 광주정신을 알린다는 것이 지역에서 요구하는 지역· ·

성의 목표라면 비엔날레가 년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작가와 관객, 20

의 참여 국내외 리뷰와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목표는,

어느 정도 실현된 셈이다 다만 광주비엔날레의 지역 사회 내 평가.

에는 호불호가 엇갈리는데 이는 지역성 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 ’

기 때문이다 의 참상을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이미지나 한국. 5·18

225) 노형석 비엔날레 본령은 어디로 한겨레신문 년 월 일, , , 2010 9 14 , p. 26.「 … 」 『 』
226) “단 만인보 라는 주제가 한국인의 삶과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무거운 주제‘ ’

인 반면 마시밀리아노 감독은 만인의 이미지를 담아내는 해석을 보여줌으로써 본,
래 주제와의 간극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 ]…
런 기획에 대해 광주비엔날레의 특성화 측면에서 보면 비서구권 대형 비엔날레로,
서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구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한국 및 동양.
권의 작가의 선정은 전체적인 기획의 맥락에 방점을 두고 이루어진 리서치로 인해
작가적 존재감이 드러나지 못했다 강태희 고원석 등 년도 국고지원 시각.”; · , 2010『
예술분야 평가보고서 서울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 , 2011),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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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을 드러내는 오리엔탈리즘적 이미지의 나열 지역 작가들이 일,

정 비율 부대 행사나 커뮤니티 아트에 참여 하는 것이 지역성 구현

이라면 이것은 비엔날레의 객관적 성취와는 동떨어진 논리다 무엇.

을 어떻게 보여줘서 호소력을 높일 것인가를 전시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제 회 만인보 는 광주의 입 광주 지역 작가 으로 광주8 ( )《 》

민주화 운동 를 직접 말하지 않고도 지역과 시대를 초월한 전세계( )

의 또 다른 광주 를 소환함으로써 광주의 외연과 그 장소성을‘ ’

확장한 새로운 차원의 지역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재평가될 필요

가 있다.227)

한편 이 전시는 기법 상 아카이빙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에서도

이채를 띠었다 동시대 미술가들은 자료 보관소를 뜻하는 아카이브.

를 작품 제작 및 전시 영감의 원천으로 삼는다 작가로는 게르하르.

트 리히터 가 기존의 사진을 이용한 회화를 선보였(Gerhard Richter)

고 소피 칼 이 프로이트 기념관에 본인의 물건과 스토, (Sophie calle)

리를 뒤섞으며 아카이빙에 새로움을 더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

었다 전시라는 것은 기존의 이미지들을 모아 새로운 이야기를 개진.

해 나간다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아카이빙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더해 년대 들어 미술의 영역 밖에 있던 자료들을 한데 모아 미2000

술 전람회의 기획을 강조하는 기법이 널리 도입됐다 년 카셀. 2012

도큐멘타에서 캐롤린 크리스토프 바카기예프- (Carolyn Christov-

감독은 미술 뿐 아니라 과학의 발견 인류학적 수집품Bakargiev) ,

등을 전시장에 한데 모으며 모든 것을 모으고 다루고 말할 수 있다

는 의미에서 미술의 확장을 꾀했다 지오니는 광주비엔날레를 위해.

생소했던 아시아 미술에 대한 연구팀을 꾸려 기존의 이미지들을 연

구하고 자료집을 냈다.228) 이 자료를 토대로 인물 이미지와 관련된

227) 권근영 앞의 글, , pp. 27-28.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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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과 수집품들을 추출한 것이 제 회 광주비엔날레 만인보 다8 .《 》

그의 아카이브에는 폴포트 정권 희생자들의 이미지 전세계 테디베,

어 수집광들의 이미지 중국 문화혁명기 집체 조각 작업인 수조, <

원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이한열 걸개그림 등을 망라했다>, .

심지어 한국 전통 장례에 쓰이는 꼭두 김옥랑 컬렉션 까지 뒤섞< >( )

어 삶과 죽음의 상징으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줬다 형식은 국제적. ‘ ,

내용은 지역적 이되 그 지역성조차 간접화법으로 보여준 것이 보’

편적 공감을 얻었다 이렇게 해서 광주비엔날레는 이 제 회 전시에. 8

서 그 주제와 화법의 전환점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오니는 년 뒤 베니스 비엔날레 최연소 총감독에 꼽혔으니3 ,

만인보 에 대한 동시대 미술계의 평가가 호의적이었음을 미루어《 》

짐작할 수 있다 베니스에서 그는 만인보 의 확대 버전이라 할. 《 》

아카이브전 백과사전식 전당 을 선보였다.《 》

제 회 광주비엔날레는 라운드테이블 이라는 주제9 (Roundtable)《 》

로 아시아 여성 큐레이터 인 공동 감독제로 꾸렸다 김선정 당시6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가타오카 마미 일본 모리미술관 수석 큐

레이터 프리즈 객원 편집위원이기도 한 중국 큐레이터, (Frieze)「 」

캐롤 잉화 루 인도의 문화이론가 낸시 아다자냐 등이 각각 친밀,

성 자율성 익명성 집단성의 로그인 로그아웃 역사의 재고찰 등· · , · ,

의 키워드를 내걸고 개의 소전시를 만들었다 두 차례 연속 해외6 .

단일 총감독제를 운영한 뒤 광주비엔날레는 감독 선정에서부터 아

시아 여성을 전면에 내세웠으나 단일 감독에게 전권을 주기보다는·

인의 공동감독제라는 어정쩡한 절충안을 내놓았다 선장 없는 공동6 .

감독제가 통일된 의견을 만들어내지 못했는지 주제 설정에서 밀도

가 떨어졌고 개의 연관성 없는 전시가 산재해 완성도를 떨어뜨렸, 6

다.229) 주제와 감독 수 외에 전시공간도 늘었다 시장과 절 극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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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전시가 열렸다 광주 시내에 자리잡은 절 무각사 내 선승들의.

명상 공간 마룻바닥에 쌀과 꽃가루를 한 움큼씩 올린 볼프강 라이

프의 망망대해 가 반향을 얻었다< > 그림[ 33] 한 움큼씩 한 더미를.

이룬 쌀과 꽃가루가 광대한 우주 속 제각각의 소우주를 이루고 있

는 개인들을 떠올리게 했다는 반응이었다 전시관 들머리에 설치된. 1

마이클주의 분리불가 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쓰는 투명 방패< >

개를 기와처럼 이어 지붕을 만들고 그 아래 일상 용품들을 점토108

로 만들어 매달았다 그림[ 34] 민주화의 성지 라는 집단의 기억. ‘ ’

을 강조하며 성장해 온 광주비엔날레에서 흔히 볼 법한 다소 설명

적인 작품으로 앞서 거론한 망망대해 가 집단보다는 개인의 이야, < >

기 보편적 메시지의 힘을 보여주며 호평을 받았던 것과 대조됐,

다.230)

주년을 맞은 제 회 광주비엔날레의 감독을 맡은 제시카 모건20 10

테이트 미술관 큐레이터는 년대 초 미국 펑크록 그룹 토킹 헤1980

즈 의 노래 제목에서 따온 터전을 불태우라(Talking Heads) ‘

를 주제로 내세웠다 집을 불태우(Burning down the house)’ . “‘

라 라는 외침은 펑크 장르 팬들에게는 환희의 외침일 수도 있었지’

만 뉴욕의 밴드 토킹 헤즈는 이것을 부르주아 계급의 불안을 담은

송가로 변모시켰다 며 환희와 개입이라는 이중의 의미야말로 제” “

회 광주비엔날레의 정신을 정확히 포착한다 고 감독은 설명했10 ”

다.231) 모건은 또한 한국은 급성장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터“ .

229) 전시 주제가 모호하고 각 감독이 저마다 내건 소주제가 관객들에게 명쾌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해 산만하기 짝이 없으며 눈길을 끄는 확실한 작품이 전혀,
없었다는 비판이 전문가와 관객 양쪽으로부터 쏟아졌다 구.”: 본준 비엔날레 난립, 「
에 화재 비리덧칠 우울한 화폭 한겨레신문 년 월 일 출처‘ ’ , , 2012 12 24 ,ㆍ 」 『 』

년 월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566875.html (2016 12
일24 검색).

230) 권근영, 「망망대해 큰 이야기에서 당신의 속삭임을 듣는다… 」, 중『 앙일보』, 2012
년 월 일9 10 ,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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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불태운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구축하기 위한 행위다 물질이.

타고 나면 다른 것으로 변한다 라고도 했다” .232) 미술관 전시가“

지배적 문화정책 전통과 유산을 우선시하는 것과 달리 비엔날레는,

유동적이며 유연한 행사 이며 개인과 공공의 이슈를 다루는” , “ ”

행사라는 원론적인 설명이었지만233) 정작 전시 개막을 앞두고는 비,

엔날레 본전시보다는 부대행사로 열린 주년 특별전에서 벌어진20

검열 파동과 전시 보이코트 등으로 인해 주년을 기념하는 제 회20 10

비엔날레에서 제시된 터전을 불태우라 라는 주제는 의도치 않은‘ ’

의미심장함을 띠게 됐다 비엔날레 본행사와 별도로 기획됐던 주. 20

년 특별전 달콤한 이슬 년 그 후 에 출품 예정이던 홍성담-1980≪ ≫

의 세월오월 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했다는 이< >

유로 전시가 유보되면서 책임 큐레이터 및 재단 이사장이 사퇴하는

등 전시보다 사건이 부각된 주년이 됐다20 그림[ 35].

본전시 터전을 불태우라 의 첫 작품은 비엔날레 광장의 유골《 》

컨테이너 두 동 이었다 임민욱의 내비게이션 아이디 로 한국 전. < >

쟁의 민간인 학살 결과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방치된 진주와 경

산의 유골 컨테이너를 유족들과 함께 운송해 온 설치 퍼포먼스다·

그림[ 37] 전시 오프닝 당일 헬기와 엠뷸런스의 호송을 받으며 영.

남에서 호남으로 이동해 온 피해자 가족들을 광주 민주화 운5·18

동 당시 사망한 희생자 가족들 오월어머니집 이 맞이했다 월 광주( ) . 5

를 직접 부각하지 않으면서도 영 호남의 경계를 넘어 국가 폭력에, ·

희생된 이름 없는 민간인들의 한을 한데 보듬은 퍼포먼스라는 의미

를 갖는다.

231) 제시카 모건 터전을 불태우라 터전을 불태우라 광주비엔날레 전시가, , -2014「 」 『
이드 광주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 : , 2014), p. 8.』

232) 권근영 광주의 선택 와 이 만나다 중앙일보 년 월 일, 6·25 5·18 , , 2014 9 5 ,「 … 」 『 』
p. 21.

233) 제시가 모건 앞의 글, ,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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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날레 광장에 내걸린 배너 그림은 영국 화가 제레미 델러

의 신작인데 불타는 건물에서 탈출하는 거대한 문어(Jeremy Deller) ,

모양을 트롱프뢰유 눈속임 효과로 입체적으로 보였다(trompe-l'oeil, )

그림[ 36] 식민 권력의 장악력을 뜻한다고 설명된 문어는 불타는. ,

건물에서 문어는 끝내 탈출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구제도에 대.

한 반격이나 혁신을 내세우고 광주는 비엔날레는 전시는 또다른, ,

새로움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델러는 오그레브의 전투. < (The Battle

에서 년 전국 광부 조합원들의 파업 기간of Orgreave, 2001> 1984

중 사우스 요크셔 오그레브 지역의 광부와 경찰들 간 폭력적 대치

상황을 당시 실제 참여했던 인물들과 함께 재연 사회적 트라우마를,

직접 건드렸던 작가다.234) 세월오월 검열 파동으로 주목도가 떨< >

어졌지만 회 터전을 불태우라 는 때 진주 경산 코발트, 10 6·25 ·《 》

광산 학살 사건 영국 화가의 의미심장한 그림 등으로 세계 각지의,

국가 폭력 사례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들을 광주로 품으며 장소로

서의 광주정신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회 만인보 를 계승했다9 《 》

고 할 수 있다.

년 열린 제 회 제 기후대 는 예술의 참여적 실천을 강조2016 11 8《 》

해 온 스웨덴 텐스타 콘스트할 디렉터인 마리아(Tensta Konsthall)

린드 가 맡았다 전시가 열리기 수 개월 전부터 해외 유(Maria Lind) .

수의 작가들을 광주에 결집 광주의 지역성 역사성이 담긴 주제로, ·

광주 시민들과 협업해 신작을 제작할 것을 독려했다.235) 개국에서37

온 여 명의 작가가 점의 작품을 선보였는데 이 중 아흐멧 우120 252 ,

234) 제시카 모건 제레미 델러 터전을 불태우라 광주비엔날레 전시가이, , -2014「 」 『
드 광주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 , 2014), p. 15.』

235) 광주비엔날레 사상 최초로 참여작가에게 비용을 지급했는데 기존 작품은 미화“ ,
달러 커미션을 받은 신작에 대해서는 미화 달러 를 지급하며 신작 제작500 , 2000 ”

을 독려했다; 마리아 린드 예술감독의 글 제 기후대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 8 ( ?) ,「 」
제 기후대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광주비엔날레 서울 현실문화연구8 : ?-2016 ( ,『 』 ：
2016),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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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아말리아 피카 등 명은 광주비엔(Ahmet gut), (Amalia Pica) 28Ő
날레의 장소성이 녹아 있는 신작을 제작했다.

녹두서점 산 자와 죽은 자 우리 모두를 위한< - ,

은(Nokdu Bookstore for the Living and Dead, 2016)>

이렇듯 녹두를 위한 상징적 노선을 주장하는데 나는,

광주와 한국의 현재를 그리고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맥락화하고 기념물이 아닌 도구를 만들

려 한다 그러나 또한 다른 동시대적 순간들 및 사상과.

함께 문학과 예술의 혈통을 언급하면서 수평적인 유산

을 구축하고 정치적 존재와 죽음과의 연관 관계를 강,

조하고 싶다.236)

제 회 광주비엔날레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작품은 전시장 들머11

리에 설치된 녹두서점< > 그림[ 38]이었다 녹두서점은 년. 1980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거점 역할을 했던 사회과학 서점이다 당시 고립.

된 광주와 외부 세계를 책으로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했고 월에, 6

문을 닫았다 스페인 작가 도라 가르시아 의 작품. (Dora Garcia) ‘ ’

은 년 전 서점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었다 더 북 소사이어티37 .

와의 협업을 통해 전시장에 재현한 서점 공간에 월 광주 당시 사5

람들이 메모와 사회과학서적 뿐 아니라 오늘날 독립 출판물을 채워

넣었다 아카이브의 성격을 띤 이 작품 안에서 작가는 또한 대자보.

워크숍과 월 광주 여성운동 독립출판 등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5 ,

열었다.237)

광주 최대의 재래시장인 대인시장에서 나온 전단지를 뭉쳐 소시

236) 도라 가르시아 아자 마모우디언 아흐멧 우트 대담 반항에 대해 제 기후, , , , 8「 」 『
대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광주비엔날레 서울 현실문화연구: ?-2016 ( : , 2016), p.』 　
164.

237) 권근영 앞의 글(2017), ,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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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꾸러미처럼 만든 뒤 전시장에 바리케이드처럼 쌓아 올린 대인<

소시지 가게(Daein Sausage Shop)> 그림[ 39]도 이렇다 할 공간구분

없이 미디어 아트들을 뒤섞어 전시한 전시장에서 파티션 역할을3

하면서 주목받았다 대인시장은 특히 제 회 비엔날레 연례보고. 7 《 》

때부터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장소로 떠올라 비엔날레 기간 외에

도 대인예술시장 이라는 이름으로 참여적 예술을 선보이고 있었‘ ’

다 또한 제 회 비엔날레에 이어 년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8 1987

스물한 살 대학생 이한열의 이야기가 또다시 되살려졌다 터키 출신.

우트는 년 터키 디야바키르에서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은 여덟2006

살 터키 소년 에네스 아타와 이한열의 이야기를 한국 만화의 그림

체를 활용해 만든 애니메이션에서 병치했다 한국에서 제작된 최루.

탄을 터키 경찰이 사용하고 있음에 착안해 두 나라의 군사적 경제·

적 연관 관계도 조명했다.

내 작품 안에서 이 둘은 모두 우리가 자신을 최루 가

스로부터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령을

전해주는 서술자들이다 거기에는 지역적인 비틀기가 있.

다 이한열은 이스탄불의 이야기를 하고 에네스 아타는.

광주의 이야기를 한다 이 작품은 년에 대광화공을. 2015

포함한 한국의 최루탄 제조사들이 터키에 만 개의 최150

루탄을 수출할 수 있게 한 양국 간의 거래가 있은 뒤 내

가 꾸려낸 일종의 적시적인 반응이다.238)

단결된< (United)> 그림[ 40]이라는 제목의 이 채널 비디오는 광2

주 서구문화센터 앞 전광판과 이스탄불의 전시공간인 알트 보몬티

및 야마(ALT Bomonti) (YAMA)에서 동시 상영됐다 전시장이 아.

니라 거리의 전광판에서 상영한 것에 대해 작가는 상영 장소는“

238) 도라 가르시아 아자 마모우디언 등 앞의 글, , , p. 165.



- 166 -

한국 노동자들이 자주 하는 고공시위를 참조한 것이다 고공시위는.

건물 옥상이나 크레인 위에서 이루어지는 장기 점거 농성으로 최근,

몇 년 동안 흔하게 행해지는 시위 형태 라고 설명하며 지역에 대”

한 관심을 보여줬다.239)

미술평론가 정현은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이 질문은 기존의“ .

전시 방식을 되풀이하지 않고 과거의 혼령을 부르지 않으면서도 광,

주가 갖는 상징성을 넘어선 비엔날레를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물음

으로 이어졌다 고 높이 평가했다” .240) 그러나 한국 작가들은 신작

의뢰에서 소외됐고 해외 커미션 작업에 나타난 광주에 대한 해석이,

관광미술이라고 할 정도로 피상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와 기획의도가

전시의 결과물로 구현되는 데 있어 미흡함이 있었음을 보여줬다.241)

대규모 장소특정적 설치들이 이루는 시각적 스펙터클을 버린 대

신 비엔날레가 찾은 새로운 지향점은 교육인 것 같다 대인시장 내.

전시공간인 미테 와 커뮤니티 공간 우그로 에서 전시 개막‘ ’ ‘ ’ 9

개월 전부터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여 월례회 라는 이름으로 개‘ ’ 4

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 팀의 주제의식과.

맞닿은 텍스트를 읽는 독서모임 광주비엔날레 작가의 작품을 상영,

하는 작가 스크리닝 등이 다양하게 마련됐다 광주의 지역성과 비엔.

날레의 국제성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목표가 예술의 참여적 실

천이라는 방법론으로 보기 드물게 합치된 걸까 위의 아카이빙에 의.

239) 도라 가르시아 아자 마모우디언 등 앞의 글, , , p. 165.
240) 정현 관습에서 비껴가기 월간미술 년 월, , (2016 10 ), p. 109.「 」 『 』
241) 비서구 비엔날레인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한 한국 혹은 지역 작가들이 스스로를“

주변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서구에서 온 큐레이터인 린드가 고민한 흔적은 어디에
도 보이지 않았다 한국작가들에게는 거의 신작 커미션을 맡기지 않았으며 본 전.
시관에서 광주지역 작가들의 비중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 숫자가 중요하다기 보.
다는 자기 타자화를 막으려는 문제제기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였-
다 안소현 제 회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무관용 비평 포럼 재창간 특집.”; , 11 , A ,「 」 『 』
호(2017.5),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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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시는 비엔날레를 현재에 머물지 않고 과거를 통해 미래로 나

아가는 복합 시제의 현장을 기능하게 한다는 야심인데 실제로 이를,

통해 비엔날레에의 접근성이 높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의문도 제기됐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수의 관객은 비엔날레를 돌아보고

동시대 비엔날레가 거리 두기에 애썼던 스펙터클의 잔상

을 쫓을 것이며 총감독을 비롯한 큐레이터 팀이 원하고,

바랐던 배움의 장은 미술을 읽고 미술을 사유함으로써, ,

철학의 위치에 자리하는 고급 예술처럼 또다른 소외를

만들어내기도 한다.242)

전시장에서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각적 자극이 줄어들고

그 자리를 교육 프로그램이 차지함으로써 여기 참여하지 못한 이,

그 함의를 해독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문턱 높은 비엔날레가

됐다는 주장이다 제 회 비엔날레는 일반적인 비엔날레 관객이 기. 11

대할 법한 스펙터클에의 요구를 배반하는 동시에 사전 프로그램 참

여나 교육 효과를 누리지 못한 관객을 소외시켰다는 위의 글은 역

으로 제 기후대 가 이전의 광주비엔날레와 얼마나 다른지를 잘‘ 8 ’

설명해 준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늘어난 비엔날레가 일제히 대규.

모 설치를 내놓으며 막연한 다수 관람객의 눈길과 발길을 잡는 것

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비엔날레가 이토록 성장과 증가,

만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숙고할 때가 됐다 비엔날레.

개최가 이전처럼 기대와 환호 속에 이뤄지지만은 않은 요즘 비엔날

레가 지향해야 할 것은 세력 확장이 아니라 내실이기 때문이다 그.

고민의 과정에 개최지의 지역 미술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또한

242) 우현정 스펙터클에서 벗어난 비엔날레 집단지성의 장이 되다, , , SPACE「 」 『 』
(2016. 10),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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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될 필요가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창설부터 현재까지 국제적 수준의 전람회를 꾸려

야 한다는 주최측의 요구와 광주에서 광주 예산을 일정 정도 반영

해 열리는 만큼 광주만의 지역성을 드러내며 지역의 문화와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역 사회의 요구가 대립해 왔다 주최측은 동시대.

미술의 이슈를 대주제로 내세우고 이름난 작가들을 초청해 본전시

를 꾸리고 지역의 미술은 부대 행사로 보여주는 이원화 전략으로,

이를 절충해 왔다 그러나 부대 행사가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

고 본전시와는 그 완성도에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이 절충안만으,

로는 양측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다 단적으로 제 회 열풍변주. 6 《

곡 에서는 특별전 형식으로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미술오케스트<》

라 라는 전시를 열었는데 광주의 문화적 배경과 현주소 미래를> ‘ ,

조망한다 는 당초의 기획 취지와는 달리 초라한 현주소 만 보’ ‘ ’

여줬다는 비판을 받았다.243)

제 회 광주비엔날레에서는 짝수해마다 서울 광주 부산 등지11 , ㆍ ㆍ

에서 열리는 비엔날레의 들뜬 분위기를 감지하기가 어려웠다 비엔.

날레가 너무 많은 것 아닌지 비엔날레가 바꿔 놓은 게 뭔지 등 내,

실을 묻는 지적들이 나오는 것을 보며 그 동안의 열기나 흥분이 가

신 자리에서 이제는 비엔날레를 역사의 한 페이지에 놓고 차분하게

연구할 시점이 됐다는 역설적 가능성도 보인다.244) 그런 점에서 11

243) 광주비엔날레가 광주 지역작가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만약 광주작가 중“ .
심이나 지역에 편중된다면 국제화와는 거리가 더 멀어지며 좁은 시각과 빈약한,
전시내용으로 전락한다면 아마 멀리서 광주비엔날레를 보러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
다 유재길 전시 및 축제분야 성과와 과제 광주비엔날레 평가와 전.”; , , 2006「 」 『
망 광주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 , 2006. 12), p. 22.』

244) “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열악한 광주 화단이나 변함없는 비엔날레관 주22
변의 스산하고 조악한 경관을 보면서 아무런 변화도 초래하지 않는 비엔날레가 무
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비엔날레를 거듭해도 결코 바뀌지 않는 감각.
의 화석들을 접하면서 드는 생각이다 박영택 광주비엔날레와 변하지 않는 감.”: , 「
각의 화석 경향신문 년 월 일, , 2016 9 29 , p. 29.」 『 』



- 169 -

회 비엔날레는 흥분보다는 내실 국제적 규모보다는 지역의 참여 등,

의 측면에서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 실험으로 기록될 만하다 국비.

와 지방비로 해외 저명 큐레이터를 초청해 그가 선호하는 해외 작

가들이 중심이 된 무대를 만들어 준 반면 지역의 이야기와 예술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역 사회의 불만은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제 회 비엔날레의 경우 그간 부대행사에 머물던 커뮤니. 11

티 프로젝트를 본전시의 중심에 뒀다는 데 차별점이 있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커뮤니티 프로젝트의 성격상 전시 결과물로서의 완성도

나 효과적 디스플레이 시각적 스펙터클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지만245) 대신에 프로그램 중심의 신작 제작으로 지역,

주민들을 포용해 지역의 이야기를 재해석하려는 노력에서는 역대

비엔날레 중에서 수위에 들었다 이 같은 지역성은 이전 광주비엔날.

레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지역성과 결이 다른데 후자가 광주 지역,

작가들이 광주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닫힌 지역성이라면 전자는

광주의 주제와 소재에서 출발했지만 이것을 광주만의 문제로 국한,

하지 않고 세계 보편의 주제와 형식과 연결 짓고자 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지역성 구현의 전환점은 제 회 만인보 로 거슬러 올라8 《 》

갈 수 있다 민주화운동을 직접 언급하는 작품 없이도 광주에. 5·18

온 작품들이 광주 특유의 장소성을 갖도록 한 기획력에 이어 회11

전시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대

규모 설치로 시각적 스펙터클을 보여주지 않고도 광주의 지역성에

245) 유지원은 제 기후대 가 전시 서문에 제시한 과제를 작품 제작과 전시 디스플8《 》
레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구현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서문에 명시하고 있는 여. “
러 굵직한 과제들이 개별 작품들을 통해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가 전시를 통해 선
명하게 드러나지 못했고 동선이나 맥락의 유도를 포기한 듯한 공간 속에서 많은,
작업들이 단순히 물리적인 오브제 심지어는 인테리어 장식과 같은 요소로 노출되,
어 있었다 유지원 한 예술감독이 남기고 떠난 비엔날레라는 과제 포럼.”; , , A ,「 」 『 』
재창간 특집호 (2017.5), pp.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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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담담한 발언을 이끌어갔다 전자는 광주에 대해 직접 언급한.

작품 없이 후자는 국내 작가 참여 비율이 낮았음에도 이룬 결과라,

는 점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역 작가를 일정 비율 정해 놓.

고 전시에 참여시킨다고 해서 지역성이 강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

미다.246)

이상으로 광주비엔날레 지역성 구현의 양상 변화와 그 전환점을

이루었다고 판단한 회 만인보 와 그 후 회까지의 전시를 살8 11《 》

펴보았다 로 인한 상처의 치유를 명분으로 국내 첫 비엔날레. 5·18

로 출범한 광주비엔날레는 한국 미술을 세계 미술과 나란히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세계 각국의 동시대 미술을 모아 한국미술과 함께

전시한 국내에선 사실상 첫 대규모 현대 미술제였다 초창기 전시된.

한국미술에는 민중미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 점이 광

주비엔날레의 지역정체성과 맞는다는 전시 주최측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회를 거듭하면서 광주에서 아시아로 그 지역성. ‘ ’

의 영역이 확장됐고 해외 총감독을 영입한 회 이후의 전시에서는, 7

전시의 내용 뿐 아니라 전시 방법론에서도 동시대성과 그 흐름을

같이 했다 고은 시인의 대표작을 제목으로 쓴 회 만인보 에서. 8 《 》

는 월 광주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작품 없이도 전시된 작5

품들이 광주라는 장소성에 부응하는 결과를 낳도록 기획되며 지역

성 구현의 전환점을 이뤘다 일반 시민의 개인 앨범 속 연대기적 사.

진 캄보디아에서 학살된 민중들의 기록 사진 년 이한열 장례, , 1987

식 때 나온 영정 초상화 차 세계대전 중 테디 베어에 집착한 사람, 2

들의 사진 등이 시각 예술 전람회의 본질적 질문인 이미지란 무엇

인가와 조응하며 삶과 죽음의 문제 탄압받는 민중의 역사 등 인류, ,

보편의 주제에 다가갔다 가장 최근의 회 전시는 해외에서 온 작. 11

가들이 일정 기간 광주에 머물며 이곳의 장소성과 역사성이 담긴

246) 권근영 앞의 글, ,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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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주민들과 함께 제작함으로써 또 한 차례 진일보한 지역성을

구현하며 앞서 회 만인보 가 취한 태도가 유효함을 입증했다8 .《 》

광주비엔날레의 오랜 갈등 요소인 국제성과 지역성 사이의 균형은

전시장에서 광주 를 소리높이 외치기보다는 세계 각지의 또다‘ ’ , ‘

른 광주 를 품음으로써 획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47)

247) 권근영 앞의 글, , p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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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Ⅳ

이상으로 년 이후 세계 미술의 제작 및 전시 환경 변화와 맞1989

물린 한국 동시대 미술의 전환을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분석했다. 19

세기 만국박람회가 유럽에서 새로운 국제적 전시 방식으로 널리 퍼

지던 때 년 베니스에서 시작된 비엔날레는 세기 말 들어 동, 1895 20

시대의 첨예한 이슈를 다루는 논쟁적 미술 전람회로 세계 각지에서

다투어 개최됐다 커뮤니케이션의 증대로 지리적 국가적 민족적. ㆍ ㆍ

경계가 엷어진 글로벌리즘의 시기 미술 전람회 또한 중심과 주변,

장르 간 장벽을 허물며 그 지평을 확장했다 지구의 마법사들. 《 》

움직이는 도시들 도큐멘타 등의 전(1989), (1998), 11 (2002)《 》 《 》

시가 그 예인데 비엔날레 또한 이 시기 냉전 체제의 붕괴 신자유, ,

주의 경제권의 형성 등 세계 정세의 변화와 함께 하면서 기존의 미

술관 전시와 달리 유동적이고 유연하며 동시대적인 전시를 이끌었

다.

김영삼 정부 의 세계화 선언 이어지는 지방자치 시대(1993-1998) ,

와 동시에 출범한 광주비엔날레는 한국 미술도 세계 미술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는 강박과 함께 지방 도시인 광주에서 단일 전람

회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시작됐다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에서 국내 첫 비엔날레라는 이름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미술 행사가 열리는 것은 다소 갑작스러운 소식이었다 정부는 광주.

를 예향 의향 이라 부르면서 민주화 운동으로( ) ( ) ‘5 18藝鄕 義鄕ㆍ ㆍ

인한 도시의 상처를 예술로 치유한다 는 명분을 내세웠다 광주비’ .

엔날레를 앞두고 서울에서는 서울비엔날레 창설 움직임이 있었고,

신축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제 회 경계를 넘어 가 열릴 때 망월1 《 》

동 묘역 일대에서는 안티비엔날레 광주통일미술제 가 열렸으-95《 》

니 광주비엔날레의 창설과 개막은 한국 미술계에 찬반을 불러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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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일대 사건이었다.

열광과 비판 오해와 시기를 뒤로 하고 광주비엔날레는 분단의, “

한국사를 극복하고 분절된 세계사를 예술로 밝히는 빛고을 광”, “

주의 민주적 시민정신과 예술적 전통을 바탕으로 서구화보다”, “

세계화에 획일성보다 다양성을 위하여 예술의 집중력 적응력을 길,

러 가겠다는 선언문을 내세우며 시작 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 20

단일 미술전람회로는 국내 최대 예산을 투입하며 이어지고 있다 관.

주도 미술전람회로 시작한 광주비엔날레는 총감독 해촉 감독 후보,

자의 학력위조 파문 특별전 전시작 검열 파동 등을 겪으면서 민간,

의 비중을 높이는 조직 쇄신을 점진적으로 이뤄왔고 저명 큐레이터,

들과 함께 전시를 꾸리며 기획자의 위상을 확립하는 등 한국 현대

미술 전람회의 발전과 함께해 왔다 주년 특별전 취소 파동을 겪. 20

으며 꾸려진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대 혁신안은 창설 선언문과7 20

년의 시간차를 두고 있어 그간의 광주비엔날레가 지향한 바가 어떻,

게 변해왔는지 비교하는 자료로서 분석할 만하다 항과 항이 각각. 1 7

광주의 역사적 문화 예술적 가치를 극대화한 글로벌 비엔날레“ ”,ㆍ

재단과 지역의 소통 및 협력 시스템 구축 이었는데 첫회부터 글“ ” ,

로벌 전람회로서의 구색을 맞추는 데 역점을 두느라 지역 사회와는

거리가 멀어진 데 대한 자성이었다.

본 연구는 첫째 광주비엔날레가 창설 선언문이나 발전방안을,

통해 지향한 방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분석했다 이같은 정책 변화.

는 개별 전시에서 보다 정교한 지향점을 제시하며 막연한 대규모

글로벌 미술 전람회 개최에서 광주에서 비엔날레를 연다면 그 전시,

는 다른 곳의 비엔날레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심

화해 왔음을 밝혔다 위에 서술한대로 광주비엔날레는 창설선언문을.

통해 자생력 민족정신 동서양의 평등한 역사 창조 등 근대 미“ ”, “ ”, “ ”

술 도입 이래 이어져 왔던 한국성과 세계화 서구 미술의 자생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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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향토색 논의의 연장선상에 광주비엔날레를 위치시키고 민주적, , “

시민정신과 예술적 전통 아시아의 다양한 민족문화의 능동적 발화, ”

를 지향점으로 삼았다 년 발전방안에서는 이를 민주성 아시. 1998 “ ㆍ

아성 미래성 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정리했다 여기서 민주성 이” . ‘ ’ㆍ

란 광주의 역사적 경험을 문화적 정체성으로 승화한다는 의미라는

게 비엔날레측의 설명이었다.248) 광주정신은 민주성 이라는 단어로‘ ’

중화됐고 이때부터 아시아 가 전면에 부각됐다 년에는 개방, ‘ ’ . 2000 ‘

적 광주정신 을 지향하며 광주정신의 이념적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년부터는 지역성과 세계성의 결합 을 내세웠다, 2007 ‘ ’ .249) 주20

년을 지나고 난 년 혁신위원회에서는 광주정신과 당대 예술실2015 “

천이 결합하는 플랫폼 지역과의 소통을 위한 전담팀 신설 등을”, “ ”

내걸었다 창설선언문에서 내건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민주적 시. “

민정신과 예술적 전통을 바탕으로 한다 는 대목이 년이 지난 혁” 20

신안에서는 당대 예술실천의 결합 으로 구체화해 광주정신을 과거“ ” ,

사의 화석이 아니라 오늘날 예술로 재해석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둘째 광주비엔날레 여 년간의 전시를 그 정책에 근거해 시계, 20

열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아시아성 을. ‘ ’

내세우기 시작한 회 지역성과 세계성의 결합 을 내세우며 외국3 , ‘ ’

인 총감독을 영입한 회 당대 예술실천의 결합 을 주장하며 광7 , ‘ ’

주 민주화 운동이나 광주라는 도시를 주제 삼아 해외 초빙 작가들

이 신작을 내놓은 회 전시 등이 발전방안과 실제 전시가 조응하11

며 전환점을 이룬 사례다.

구체적으로는 글로컬리즘을 지향한 회 전시 아시아를 기치1 2 ,ㆍ

로 내건 회 전시 해외 총감독을 영입하며 보다 공격적인 국제화3-6 ,

를 지향한 동시에 이들의 눈으로 광주를 다시 읽으며 이를 전시 패

248) 광주비엔날레 비전 전략 앞의 책TF, , p. 20.ㆍ
249) 광주비엔날레 비전 전략 앞의 책TF, , p. 21.ㆍ



- 175 -

러다임에 적용한 회로 나눠 분석했다 상술하자면 회 경계를7-11 . 1 《

넘어 조직위원장 임영방 와 회 지구의 여백 조직위원장 유준( ) 2 (》 《 》

상 을 비롯한 초창기 전시는 글로벌리즘 담론이 확산되던 시기 국제)

적 미술 전람회를 연다는 데 역점을 뒀다 한국 동아시아로 영역을. ㆍ

한정짓지 않고 지리적 정서적으로 다소 멀리 떨어진 남미나 아프ㆍ

리카 미술까지 포괄하며 동시대 세계 미술의 만국박람회 를 열‘ ’

고자 했고 그 중심에 주최지인 한국 광주를 뒀다 회 인 간 예, . 3 + (《 》

술총감독 오광수 은 아시아를 강조하며 당시 서구 미술 시장에서 주)

목받던 중국 인도 동시대 미술가들을 초청했고 한국은 아시아가,ㆍ

아닌 한국 오세아니아 섹션에서 별도로 보여줬다 회 멈 춤. 4 -ㆍ 《 》

예술감독 성완경 에서는 아시아 대안공간들과 해외 교포 작가들의( )

참여를 확대하며 지역성 의 지평을 넓혔고 회 열풍변주곡‘ ’ , 6 《 》

총감독 김홍희 에 이르러서는 아시아를 키워드 삼아 상하이 비엔날( )

레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등 인근의 국제 미술제와 공동 마케팅을,

벌였다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혹은 아시아라는 매개를 내세워서. ,

미술 전람회를 통해 하나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한 점은 광주비엔날

레가 초창기부터 갖고 있던 글로벌리즘적 속성이다 회부터는 전시. 7

된 내용 뿐 아니라 전시 형식에서도 전환이 일어나는데 년간의 전, 1

시를 편집해 보여주는 전시의 전시 라는 새로운 형식을 꼭 광주‘ ’

에서 실험했어야 할 의미는 드러나지 못했다 즉 지역성 장소성과. ㆍ

유리된 전시였다는 한계를 보였다.

셋째 앞서 거론한 정책과 전시의 분석을 통해 광주비엔날레의,

진화발전모형 표 을 제시했다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정신을 시각화[ 6] .

하는 동시에 동시대 세계미술 전람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즉,

로컬과 글로벌 두 마리 토끼잡기를 목표로 진행돼 왔다 서로 다른.

두 목표는 때에 따라서는 어느 한 쪽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다른 쪽

이 간과되는 등 상충과 보완이 일어나며 이어져 왔다 회부터는 로. 3



- 176 -

컬과 글로벌 사이의 중간 지대로서 아시아를 키워드로 내세우며 상

충되는 목표를 보완했다 지리적 문화적 영역으로서의 아시아는 광. ㆍ

주 한국이라는 로컬 입장에서는 글로벌에 가깝고 글로벌의 입장에,ㆍ

서는 로컬에 가까운 중간 지대 역할을 하며 이후 광주비엔날레 정

책과 전시의 중심 지향이 됐다.

표 광주비엔날레의 진화발전모형[ 6]

넷째 광주정신을 시각화한다는 지역성 구현은 광주비엔날레에서,

피해자로서의 광주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국가폭력의 피해

를 입은 지구상의 또다른 광주 들을 초청해 보편적 확장을 이룸‘ ’

으로써 광주에서 비엔날레를 연다는 의미와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전시로서도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음을 밝혔다 회까지의 전시에서. 7

지역성 즉 광주정신은 한국 참여 작가 중 민중미술 계열 작가들의,

책무로 떠넘겨지거나 본전시 이외 부대행사나 특별전에서 다뤄지며,

주변화됐다 지역에서도 지역성 구현에 대한 요구를 지역 작가 참여.

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점은 한계인 동시에 현실의 반영인.

데 광주정신이라는 것이 매 전시 때마다 광주에서 거세게 주장되는,

것에 비해 실제 광주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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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김준기는 이 점에 대해 한층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

광주라는 이름에 덧씌워진 상처이자 훈장 같은 민주

주의라는 허상은 지난 이십여 년간 광주를 규정하는 그

무엇이었다 그것은 동시대적 보편이라기보다는 편파적.

이며 장애적 특수였다 따라서 광주는 후기산업사회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동시대 한국의 보편적 가치와 정

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주주의라는 유령에 짓눌려왔

다 세계적으로 민주화의 성지로 이미지메이킹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곳 사람들의 삶은 그와는 무관하다 못해,

여느 도시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

다.250)

광주정신에 대한 이같은 공격과 방어 또한 광주비엔날레가 갖는

지역성의 일종일 것이다 본 연구는 회 만인보 를 지역성 구현. 8 《 》

의 전환점으로 분석했는데 그 근거는 본전시에서 광주정신의 근간,

인 광주 민주화운동을 직접적으로 다룬 작품이 한 점도 없었5 18ㆍ

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의 완성도가 높이 평가받았으며 지역 사회에,

서의 호응도 높았기 때문이다 이미지와 사람들과의 관계 미술의. ,

역할 등을 묻는 전시로 여기 을 직접 재현했거나 언급한 작품5 18ㆍ

은 없었는데 대신에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 당시 수용소에 있던 이,

들의 사진 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 테디 베어 수집가들 중국, 2 ,

문화대혁명기의 집체조각품인 수조원 등이 광주에서 그 나름의< >

장소성을 획득하며 보편적 공감대를 건드렸다 기존에 비미술로 분.

류되던 개인 앨범이나 기록 사진 등 방대한 자료를 전시장에 내놓

은 아카이브 전시였다 전시 기획의 변에 광주에 대한 언급도 지역. ,

성 구현에 대한 고민도 보이지 않았으며 참여 작가 중에도 광주나

250) 김준기 앞의 글, ,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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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의 비중이 적었음에도 진일보한 지역성 제시 모델로 꼽을

수 있다 이 전시가 주는 실마리는 광주정신은 피해자로서의 광주를.

발화하며 이를 직접적으로 시각화하는 데서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폭력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 지구상의 또다른 광주 들‘ ’

을 다룬 미술 작품들이 광주에 모여 광주의 장소성과 조응하는데서

보편적 확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방향은 회 터전을 불태우라 에서 때 민간인10 6 25《 》 ㆍ

학살 피해자 가족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 유족들과 만나게 한 임민

욱의 내비게이션 아이디 회 제 기후대 에서 고 이한열< >, 11 8 ( )故《 》

과 터키 시위대 소년을 애니메이션상에서 만나게 한 아흐멧 우트의

단결된 등으로 이어졌다 개방적 광주정신 광주정신의 확< > . ‘ ’, ‘

장 등의 년 광주비엔날레 비전 전략 에서 내놓았던 발전’ 2015 TFㆍ

방안과도 상통한다.

광주의 역사적 문화 예술적 가치를 극대화한 글로벌 비엔날‘ ㆍ

레 라는 혁신안이 발표된 직후 선정된 마리아 린드 감독이 꾸린’

회 비엔날레는 해외 작가들이 광주에 와서 시민들과의 워크숍 등11

을 통해 신작을 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했다 관광객의 시선처럼.

피상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은 작품들도 있었지만 그 결과물 가운데,

는 당시 거점 역할을 했던 사회과학서점을 재현한 아카이브5 18ㆍ

성격의 녹두서점 이 전시장 초입에 상징처럼 배치돼 밖에서 보고< > ,

공감하고 분석한 광주정신 시각화의 모델을 보여줬다 년 터키, . 2006

에서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은 여덟 살 소년과 년 시위 진압1987

과정에서 숨진 이한열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이 광주의 거리

전광판과 이스탄불의 전시공간에서 동시 상영되기도 했다 광주정. ‘

신 이라는 이름으로 이전의 비엔날레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작품들’

과 결을 달리했는데 광주라는 지역성을 강요한다기보다는 인권 독, ㆍ

재 민주화 등 이곳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ㆍ



- 179 -

건들과 연결지으며 이해를 높이거나 동시대 미술의 맥락에서 다루

며 보편적 공감대로 이끈다는 점이 이전과 차별화됐다 비엔날레에.

있을 법한 대규모 장소특정적 설치가 자아내는 시각적 스펙터클을

포기한 대신 주민 참여의 과정을 중시한 신작들은 비엔날레 개최의

흥분이 사그라든 시대 광주비엔날레가 지역을 끌어안으면서도 미술,

의 동시대성을 놓치지 않는 완성도 높은 전시를 어떻게 제시할 것

인가 하는 화두에 대한 한 가지 응답이 됐다.

외적으로는 글로벌리즘 담론의 확산 내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고,

도성장과 세계화를 배경으로 대규모 국가적 지원을 받으며 출발한

광주비엔날레는 지역의 문화 발전과 세계화 라는 두 가지 다른“ ”

목표를 내걸었다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참여를 보장하나 부.

대 행사를 꾸리는 등의 방어적 달래기 로 세계 미술계에 대해서‘ ’ ,

는 일찌감치 제트 플라잉 큐레이터를 적극 영입하며 단기간에 화제

성을 높이고자 했다.

본 연구는 지난 여 년간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통해 년대20 1990

이후 한국 미술 전람회가 발은 지역에 두고 머리는 세계를 향하며

어떤 양상으로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는 세.

계 미술계에서 통용될 보편적 형식을 갖추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

면서도 지역 경제 및 지역 미술계에의 기여라는 요구와도 끊임없이

부딪혔다.

년 역사를 넘기면서 광주비엔날레 개막은 예전만큼 큰 뉴스거20

리가 안 될 정도의 일상이 됐다 광주비엔날레를 동시대 한국 미술.

의 역사라는 큰 틀에서 고찰할 시점이 된 것이다 도시 마케팅이나.

지역 경제 효과 같은 당위 논리가 아니라 한국 미술 혹은 동시대,

미술의 시각화라는 비엔날레의 본질을 고찰하는 일은 년대 이1990

후 한국 현대 미술사를 돌아볼 때 거쳐야 할 과정이다 한국 미술. ‘

의 세계화 혹은 주변부에서 세계 미술 보여주기 같은 광주비엔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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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가 고민해 온 이슈는 오늘날에도 국제 미술제를 기획하는 이들이

여전히 붙잡게 되는 화두다 광주비엔날레가 거쳐온 성취와 좌절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날 한국 미술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유

다.251)

지방자치 원년인 년 광주비엔날레가 창설되면서 연이어 부산1995

비엔날레 미디어 시티 서울 등 특별시 광역시 단위에서 비엔날레, ㆍ

미술전이 속속 시작됐다 본 연구는 여 년 간의 광주비엔날레 전. 20

시를 조망함으로써 그 창설목표였던 지역성의 구현은 오히려 세계

미술계의 흐름에 부응함으로써 더욱 견고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아시아 비엔날레의 중심으로서 광주비엔날레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길 바란다.

251) 권근영 앞의 글(2015), ,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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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엄 전남일보 년 월 일. . 1994 12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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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비엔날레 데이터:

부록의 표와 그래프는 비엔날레 분포를 한 눈에 보기 위해 직접

작성했다 표 연도별 비엔날레 목록에 나온 비엔날레 트리엔날. [ 1] ·

레 도큐멘타는 비엔날레 재단에서 년 상반기 게시한 내용에· 2016

기초해 어떤 비엔날레는 포함되고 다른 비엔날레는 포함되지 않았,

다는 선정상의 혼선을 피했다 이렇게 통일된 목록에 따라 건의. 173

비엔날레를 창설 시기순 대륙별로 직접 분류해 비엔날레 분포가, 20

세기 후반 들어 수적으로 급증했고 양적으로 널리 퍼졌음을 쉽사리,

알 수 있도록 했다 비엔날레 연구의 필요성과 그 시의적절성을 보.

여주는 자료인 동시에 개별 비엔날레들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형도로 쓰일 수 있다.

표 부터는 광주비엔날레에 관한 것이다 역대 광주비엔날레의[ 5] .

현황과 본 연구자가 직접 시각화한 표 광주비엔날레 발전모형[ 6] ,

표 광주비엔날레의 주요 국면을 형성한 회차에서 본전시 참여[ 7]

작가들의 국적별 분포는 광주비엔날레 전시 분석의 근거 자료로 활

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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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도별 비엔날레 목록[ 1]

연도 비엔날레 국가( ) 대륙

1895 Venice Biennale (Italy) 서유럽

1896 Carnegie International (United States) 북미

1923 Milan Triennial / La Triennale di Milano(Italy) 서유럽

1932 The London Open (Great Britain) 서유럽

1932 Whitney Biennial (United States) 북미

1951 São Paulo Biennial (Brazil) 남미

1955 documenta (Germany) 서유럽

1955 Ljubljana Biennial of Graphic Arts (Slovenia) 동유럽

1957 Carrara International Sculpture Biennale (Italy) 서유럽

1959 Paris Biennale (France) 서유럽

1966 Bahia Biennale (Brazil) 남미

1968 Jakarta Biennale (Indonesia) 아시아 태평양‧

1968 Tallinn Print Triennial (Estonia) 동유럽

1968 Triennale India (India)– 아시아 태평양‧

1969 Pontevedra Art Biennial (Spain) 지중해 북아프리카‧

1972 Sculpture Quadrennial Riga (Latvia) 동유럽

1973 Sydney Biennial (Australia) 아시아 태평양‧

1977 EVA International (Ireland) 서유럽

1977 Skulptur Projekte Münster (Germany) 서유럽

1978 Cerveira Bienal (Portugal) 지중해 북아프리카‧

1979 Baltic Triennial of International Art (Lithuania) 동유럽

1980 Fellbach Triennial of Small-scale Sculpture
(Germany) 서유럽

1980 Venice Architecture Biennale (Italy) 서유럽

1981 Asian Art Biennale (Bangladesh) 아시아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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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Contemporary Art Festival Sesc_Videobrasil
(Brazil) 남미

1984 Biennial of Young Artists from Europe and
the Mediterranean (BJCEM) 지중해 북아프리카‧

1984 California-Pacific Triennial (United States) 북미

1984 Havana Biennale (Cuba) 남미

1984 Videonale Festival for Contemporary Video Art
(Germany) 서유럽

1985 Cuenca International Biennial (Ecuador) 남미

1985 Rauma Biennale Balticum (Finland) 서유럽

1987 Istanbul Biennial (Turkey) 지중해 북아프리카‧

1989 WRO Media Art Biennale (Poland) 동유럽

1990 Adelaide Biennial of Australian Art (Australia) 아시아 태평양‧

1990 Curitiba Bienal (Brazil) 남미

1990 VIVA Excon (Philippines) 아시아 태평양‧

1991 Lofoten International Art Festival LIAF
(Norway) 서유럽

1991 Lyon Biennale of Contemporary Art (France) 서유럽

1992 Dak’Art: African Contemporary Art Biennale
(Senegal) 아프리카

1992 Taipei Biennial (Taiwan) 아시아 태평양‧

1993 Asia Pacific Triennial of Contemporary Art
(Australia) 아시아 태평양‧

1993 Sharjah Biennial (United Arab Emirates) 중동

1994 Bamako Enounters, Biennale of African
Photography (Mali) 아프리카

1994 Bermuda Biennial (Bermuda) 남미

1994 Pittsburgh Biennial (United States) 북미

1995 Gwangju Biennale (South Korea) 아시아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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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São Tome e Príncipe Biennial
(São Tome e Príncipe) 아프리카

1995 Site Santa Fe International Biennial
(United States) 북미

1996 Berlin Biennale for Contemporary Art (Germany) 서유럽

1996 Manifesta, European Biennial of Contemporary
Art (Europe) 서유럽

1996 Mercosul Biennial (Brazil) 남미

1996 Shanghai Biennale (China) 아시아 태평양‧

1997 Florence Biennale (Italy) 서유럽

1997 Kaunas Biennial (Lithuania) 동유럽

1997 Periferic (Romania) 동유럽

1998 Busan Biennale (South Korea) 아시아 태평양‧

1998 Liverpool Biennial (United Kingdom) 서유럽

1998 Momentum (Norway) 서유럽

1998 Montréal Biennale (Canada) 북미

1998 Oberschwaben Triennale (Germany) 서유럽

1998 Shenzhen Sculpture Biennale (China) 아시아 태평양‧

1998 Vancouver Biennale (Canada) 북미

1999 Fukuoka Asian Art Triennale (Japan) 아시아 태평양‧

2000 Echigo-Tsumari Art Triennial (Japan) 아시아 태평양‧

2000 SCAPE Public Art (New Zealand) 아시아 태평양‧

2000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South Korea)– 아시아 태평양‧

2000 Tate Triennial (United Kingdom) 서유럽

2001 Auckland Triennial (New Zealand) 아시아 태평양‧

2001 Chengdu Biennale (China) 아시아 태평양‧

2001 Göteborg International Biennial for Contemporary
Art (Sweden) 서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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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Greater New York (United States) 북미

2001 Meeting Points (Lebanon) 중동

2001 Tirana Biennial (Albania) 동유럽

2001 Yokohama International Triennial of
Contemporary Art (Japan) 아시아 태평양‧

2002 Central American Isthmus Biennial (BAVIC) 남미

2002 Guangzhou Triennial (China) 아시아 태평양‧

2002 Manif d’art (Canada) 북미

2002 Ruhrtriennale (Germany) 서유럽

2002 Whitstable Biennale (United Kingdom) 서유럽

2003 Beaufort Triennial (Belgium) 서유럽

2003 Beijing International Art Biennale (China) 아시아 태평양‧

2003 Brighton Photo Biennial (United Kingdom) 서유럽

2003 Contour. Biennial of Moving Image (Belgium) 서유럽

2003 East Africa Art Biennale (East Africa) 아프리카

2003 Prague Biennale (Czech Republic) 동유럽

2003 SURVIVAL (Poland) 동유럽

2003 Turku Biennial (Finland) 서유럽

2004 Incheon Women Artists’ Biennale
(South Korea) 아시아 태평양‧

2004 Performa (United States) 북미

2004 San Juan Poly/Graphic Triennial (Puerto Rico) 남미

2004 Young Artists Biennial (Romania) 동유럽

2005 Anyang Public Art Project (South Korea) 아시아 태평양‧

2005 Athens Biennial (Greece) 지중해 북아프리카‧

2005 Bi-City Biennale of Urbanism/Architecture (China) 아시아 태평양‧

2005 Bucharest Biennale (Romania) 동유럽

2005 Emergency Biennale (Chechnya) 동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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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Glasgow International (Great Britain) 서유럽

2005 Moscow Biennale (Russia) 동유럽

2005 Riwaq Biennale (Palestine) 중동

2005 Turin Triennial (Italy) 서유럽

2006 Arts: Le Havre (France) 서유럽

2006 Luanda Triennale (Angola) 아프리카

2006 Saigon Open City (Vietnam) 아시아 태평양‧

2006 Singapore Biennale (Singapore) 아시아 태평양‧

2006 Sinopale (Turkey) 지중해 북아프리카‧

2006 TarraWarra Biennial (Australia) 아시아 태평양‧

2006 Triennale (France) 서유럽

2006 U-Turn Quadrennial for Contemporary Art
(Denmark) 서유럽

2006 ZERO1 Biennial (United States) 북미

2007 Asian Art Biennial (Taiwan) 아시아 태평양‧

2007 End of the World Biennial (Argentina) 남미

2007 KOBE Biennale (Japan) 아시아 태평양‧

2007 MDE Medellin Internation Art Encounter
(Colombia) 남미

2007 Prospect New Orleans (United States) 북미

2007 SUD, Salon Urbain de Douala (Cameroon) 아프리카

2007 Thessaloniki Biennale of Contemporary Art
(Greece) 지중해 북아프리카‧

2008 Asia Triennial Manchester (United Kingdom) 서유럽

2008 Ateliers de Rennes (France) 서유럽

2008 Canakkale Biennial (Turkey) 지중해 북아프리카‧

2008 Dojima River Biennale (Japan) 아시아 태평양‧

2008 Folkestone Triennial (United Kingdom) 서유럽



- 201 -

2008 Kuandu Biennale (Taiwan) 아시아 태평양‧

2008 Lubumbashi Biennale (Congo) 아프리카

2008 Mediations Biennale (Poland) 동유럽

2008 Moscow International Biennale for Young Art
(Russia) 동유럽

2008 OpenART (Sweden) 서유럽

2008 Taiwan Biennial (Taiwan) 아시아 태평양‧

2008 Tatton Park Biennial (United Kingdom) 서유럽

2009 Colombo Art Biennale (Sri Lanka) 아시아 태평양‧

2009 Ghetto Biennale (Haiti) 남미

2009 Harlem Biennale (United States) 북미

2009 Jogja Biennale (Indonesia) 아시아 태평양‧

2009 Mongolia 360° Land Art Biennial (Mongolia) 아시아 태평양‧

2009 New Museum Triennial (United States) 북미

2009 People’s Biennial (United States) 북미

2010 Aichi Triennale (Japan) 아시아 태평양‧

2010 Americas Biennial (United States) 북미

2010 Benin Regard Biennale (Benin) 아프리카

2010 Mardin Biennial (Turkey) 지중해 북아프리카‧

2010 Marrakech Biennale (Morocco) 지중해 북아프리카‧

2010 Oran Biennale (Algeria) 지중해 북아프리카‧

2010 Setouchi Triennale (Japan) 아시아 태평양‧

2010 Ural Industrial Biennial (Russia) 동유럽

2010 Western China International Art Biennale (China) 아시아 태평양‧

2011 AFiRIperFOMA Biennial (Nigeria) 아프리카

2011 Bergen Assembly (Norway) 서유럽

2011 CAFAM Biennale (China) 아시아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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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엔날레재단* (http://www.biennialfoundation.org), 2016

2011 D-0 ARK Biennial (Bosnia and Herzegovina) 동유럽

2011 Dallas Biennial (United States) 북미

2011 Dublin Contemporary (Ireland) 서유럽

2011 IDEAS CITY Festival (United States) 북미

2011 Kochi-Muziris Biennale (India) 아시아 태평양‧

2011 Kyiv Biennale (Ukraine) 동유럽

2012 Bristol Biennial (Great Britain) 서유럽

2012 Helsinki Photography Biennial (Finland) 서유럽

2012 KLA ART (Uganda) 아프리카

2012 Made in L.A. (United States) 북미

2012 Montevideo Bienal (Uruguay) 남미

2012 Mural and Public Art Biennial (Colombia) 남미

2012 Qalandiya International (Palestine) 중동

2012 Tbilisi Triennial (Georgia) 동유럽

2013 Cartagena de Indias Biennial (Colombia) 남미

2013 Jerusalem Biennale (Israel) 중동

2013 Online Biennale (United States)) 북미

2013 Sapporo International Art Festival (Japan) 아시아 태평양‧

2014 Chicago Architecture Biennial (United States) 북미

2014 Frontiers Biennial (Mexico) 남미

2014 Honolulu Biennial (United States) 북미

2014 Kampala Art Biennale (Uganda) 아프리카

2015 Andorra Land Art (Andorra) 지중해 북아프리카‧

2015 Bruges Triennial (Belgium) 서유럽

2015 TRIO Biennial (Brasil) 남미

2015 Vienna Biennale (Austria) 서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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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도별 비엔날레 창설 개수[ 2]

세계비엔날레재단* (http://www.biennialfoundation.org), 2016

표 연도별 비엔날레 증가세 축 숫자는 개수[ 3] (y )

세계비엔날레재단* (http://www.biennialfoundation.or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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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륙별 비엔날레 단위 건[ 4] ( : )

세계비엔날레재단* (http://www.biennialfoundation.org), 2016

표 역대 광주비엔날레[ 5]

구분 조직위원장 주제 기간/ 행사 구성

제 회1 조직위원장
임영방

경계를
넘어

1995.9.20.
-11.20

본 전시 총 개국 명 작가 참여 개( 49 87 ), 6
특별전 국내외 축제 공연, ․

이념과 국가 종교 인종 문화 인간 예술, , , , ,
사이의 복잡다단한 경계를 넘어서 세계 속의
시민정신을 향한 메시지를 담음

제 회2 조직위원장
유준상

지구의
여백

1997.9.1.
-11.27

본 전시 개국 명 작가 참여 개(35 117 ), 5
특별전 명 국내외 축제 공연(257 ), ․

인간이 인간중심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
인간을 포함한 만물과 평등하게 공생 하는‘ ’
지혜와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동양적 주제 의식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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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3 전시총감독
오광수

인 간+
2000.3.29.

-6.7

본 전시 개국 명 작가 참여 개(46 90 ), 5
특별전 영상프로그램 축제 공연, , ․

과거 인간의 삶에 가해졌던 모순을 파헤쳐
앞으로의 삶의 조건을 건강하게 가다듬어
가자는 취지로 을 내세워‘ + ’人 間 아시아의
정신문화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제시.

제 회4 예술총감독
성완경

멈 춤-
2002.3.29.

-6.29

개국 명 작가 참여한 개 프로젝트를31 325 4
비롯한 참여형 축제 공연·

멈춤 저기 이산의 땅 집행유예 접속 등‘ ’ ‘ ’ ‘ ’ ‘ ’
개 프로젝트 전시를 통해4 현대미술 넓게는,

현대사회 흐름에 중간 휴식과 같은 상태를
제안.

제 회5 이용우
먼지한톨
물한방울
2004.9.10.
-11.13

주제전 작가 개국 명 과 개 현장( 39 104 ) 4 ,
축제 공연·

생성과 소멸 자연적 생명현상과 생태학적,
질서를 나타내는 주제 제시로 동양적 사유
드러내.

제 회6 김홍희
열풍변주곡
2006.9.8.
-11.11

첫 장 마지막장 제 섹터 시민프로그램 등, , 3
개국 명 작가 참여32 127

아시아의 변화 발전을 대변하는 상징적현상적·
장소로서 광주를 진원지로 삼아 아시아의
눈으로 세계 현대미술을 재조명하며 문화적
글로컬리즘을 성취코자 함.

제 회7 오쿠이 엔위저
연례보고
2008.9.5.-

11.9

본 전시 프로그램 개국 명 길 위에서36 127 , ,
제안 끼워 넣기 등 전시 국제학술회의, . ,
글로벌 인스티튜트 등

기존 주제 지향적 전시의 한계를 탈피하여
복합적이고 폭넓은 개념의 기획의도를
효과적으로 펼쳐내고 교감할 수 있도록 함.

제 회8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만인보
2010.9.3.
-11.7

소주제 단위구분 없이 전체 하나의 전시로·
통합 개국 명 작가 참여, 32 134 ,
특별프로젝트 등 별도.

수많은 삶의 모습들을 포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미지 파워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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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광주비엔날레 재단* :

표 광주비엔날레의 진화발전모형[ 6]

제 회9

김선정,
마미 카타오카,
캐롤 잉화 루,
낸시 아다자냐,

와싼
알 쿠다이리- ,
알리아 와스티카

라운드
테이블

2012.9.7.
-11.11

개국 작가 참여 시민참여프로그램40 92 .
마실 을 포함해 총 만 시민 참여 및 관람‘ ’ 64 .

라운드테이블 이 갖는 정치적 평등성과‘ ’
독자성에 관한 다양한 메시지를 던지며,
정보사회가 가져온 동질화의 문제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를 반영하는
다양한 담론들을 시각적으로 펼쳐냄.

제10
회

제시카
모건

버닝 다운
더 하우스

터전을/
불태우라
2013.9.5.
-11.9

기존 체제를 비판하고 와해시키는 정치적
맥락 이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
있는 예술에 내재한 미학적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드러내며 실험적이고 혁신정신
정체성의 광주정신을 구현코자.

제11
회 마리아 린드

제 기후대8
2016.9.2.-
201.11.6

이 시대의 예술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
질문을 던지며 지역 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신작 및 워크숍에 주안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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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광주비엔날레 본 전시 참여 작가들의 국적별 분포[ 7]

회1
총 개국49

팀87

국적
명( )

한국 미국 중국 일본 각각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9, 5, · 4, · · · ·
아르헨티나 인도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브라질 스페인 벨기에 캐3, · · · · · · ·
나다 콜롬비아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레바논 리투아니아 말· · · 2, · ·
레이시아 모로코 독일 네덜란드 그리스 베네주엘라 칠레 쿠바 불가· · · · · · · ·
리아 스위스 싱가포르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우르과이 이· · · · · · ·
스라엘 이집트 인도네시아 체코 카메론 나이지리아 크로아티아 태· · · · · · ·
국 터키 팔레스타인 포르투갈 헝가리 덴마크· · · · · 1

대륙
(%)

아시아 태평양 서유럽 남미 동유럽 북미· 31.0, 23.0, 14.9, 12.6,
아프리카 중동8.0, 6.9, 3.5

회3
개국35
팀89

국적
명( )

한국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13, 12, · 5, · 4, ·
호주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아르3, · · · · · · ·
헨티나 쿠바 브라질 칠레 프랑스 이탈리아 몽골 필리핀 말레이시· · · · · 2, · ·
아 미얀마 파키스탄 이집트 독일 아이슬란드 이란 노르웨이 콜롬비· · · · · · · ·
아 포르투갈 베네주엘라 멕시코· · · 1

대륙
(%)

아시아 태평양 서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 42.7, 27.0, 14.6, 11.2,
카 중동3.4, 1.1

회4
개국30
팀90

국적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홍콩 타이완 터키 덴마크 영16, 10, · 5, · · · ·
국 프랑스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네덜란드 스웨4, · · 3, · · ·
덴 독일 폴란드 스코틀랜드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슬· · · 2, · · · ·
로베니아 러시아 불가리아 코소보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 · · · ·
1

대륙 아시아 태평양 서유럽 남미 동유럽 북미· 60.0, 27.8, 2.2, 5.6,
중동3.3, 1.1

회6
개국30
팀84

국적
한국 명 중국 미국 일본 인도 네덜란드 독일 태국20 , 9, 7, 6, · · · 3,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대만 베트남 리투아니아 레바논 덴마크 아· · · · · · · 2,
프가니스탄 베네주엘라 핀란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방글라데시 노· · · · · ·
르웨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세르비아 브라질 알제리 베냉· · · · · · · 1

대륙 아 태 서유럽 북미 동유럽 중동 아프· 58.3, 19.0, 8.3, 3.6, 3.6,
리카 남미2.4, 4.8

회7
개국34
팀113

국적

한국 미국 독일 인도 중국 일본 프랑스 각 영국24, , 18, 9, 6, · · 4, ·
벨기에 이집트 쿠바 베네주엘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파· · · 3, · · ·
키스탄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아일랜드 터· · · 2, · ·
키 가나 스페인 필리핀 말레이시아 아이티 트리니다드토바고 태국 말· · · · · · · ·
리 레바논 인도네시아 캐나다 세네갈· · · · 1

대륙 아시아 서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38.9, 25.7, 16.8, 10.6, 7.1,
중동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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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등 과거 문헌 전수조사*

회8
개국32
팀134

국적

미국 한국 독일 중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각38, 18, 15, 11, · · 5,
일본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루마니아4, · · 3, · ·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호주 덴2, · · · · · · ·
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캐나다 아르헨티나 체코 우크라이나 그루지· · · · · · ·
야 크로아티아 이스라엘 레바논· · · 1

대륙 서유럽 아 태 북미 동유럽 중동 남미32.9, · 29.9, 29.1, 6.7, 1.5,
0.7

회11
개국37
팀99

국적

한국 미국9, ·영국 7, 독일 중국· 6,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5, ·
덴마크 인도네시아 프랑스 아르헨티나 멕시코 러시아 방글라4, · · · 3, ·
데시 인도· ·스페인 캐나다 레바논 이란· · · ·포르투갈 호주 이집트 파키· · 2,
스탄 일본 터키 태국 벨기에· · · · ·슬로베니아·에스토니아·이탈리아·체코·
크로아티아·폴란드 핀란드 페루 뉴질랜드· · · 1

대륙 서유럽 아 태 북미 동유럽 남미41.1, · 37.4, 12.1, 5.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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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그림[ 1] 년 제 회 베1895 1

니스 비엔날레 중앙관 전

경 in Lawrence Alloway,

『The Venice Biennale

1895-1968: from Salon

to Goldfish Bowl (』 New

York Graphic Society

Ltd., Greenwich,

Connecticut, 1968), pl. 1.

그림 년 개관한[ 2] 1912

베니스 비엔날레 프랑스

관 in Okwui Enwezor,

『All the World's Futures:

56 International Art

Ex h ib i t i on (Ma r s i l i o ,』

Venic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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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의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석한 히틀러와 무솔리니[ 3] 1934

in Lawrence Alloway, 『The Venice Biennale 1895-1968: from

Salon to Goldfish Bowl , pl. 7.』

그림 비엔날레 분포도 년[ 4] (http://www.biennialfoundation.org). 2016

월 일 검색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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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왕두5] ( ),王度
날으는 양탄자타임< -

( F l y i n g

Carpet-Times)>, 2004

년 팔레 드 도쿄 전

시 전경.

그림 소피 칼[ 6]

웨(Sophie Calle), <

딩 드 레 스 ( T h e

Wedding Dress)>,

프로이트 의자1999,

위의 웨딩드레스 가,

변설치 런던 프로이,

트 기념관에서의 전

시 Appointment≪ ≫

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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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칼 융 레드북 베니스 비엔날레 중앙관[ 7] , ,1915-1930, 2013『 』

전시 장면 사진 권근영, .

그림 중국 아방가르드 전 개막식에서 연설 중인 가오밍루[ 8] / ( ),《 》 高名潞
피츠버그대 가오 아카이브1989, (Gao Archive at University of

Pittsbu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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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리차드 롱 붉은 지구 원 과 함께[ 9] (Richard Long), < (Red Earth Circle)>

전시된 호주 원주민들의 전통 그림 지구의 마법사들, (Magiciens de la《

전시장면Terre) , 1989 ©Centre Pompidou, Bibliothèque Kandinsky.》

그림 구사마 야요이 꽃피는 쓰마리[ 10] ( ), < (Tsumari in Bloom)>,草間彌生
알루미늄에 페인트 년 에치코쓰마리 트리엔날레2003, , 410×507×521 , 2012㎝

전시 장면 사진 권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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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년 제 회 광주비엔날레 경계를 넘어 개막 행사 광주비엔날1995 1 ,《 》

레재단.

그림[ 12] 안성금 부처의 소리 불타음 불경 실크스크린 쌀 의, < ( )>, 1994, , ,

자 제 회 광주비엔날레 전시장면, 370×583×85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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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알렉시스 크초 잊어버리기 위하여[ 13] (Alexis Kcho), < (Para Olvidar)>,

여 개의 맥주병 목선 가변설치 제 회 광주비엔날레 전시장면1995, 2500 , , , 1 .

그림 바이런김 벙어리 내가 아는 모든 한국어[ 14] (Byron Kim), < - (Mute-Every

부분 혼합매체 제 회 광주비엔날레 출품작Korean Word I Know)> , 200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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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김호석 민주화 운동사 광주 민주화 운동 한지에 수묵[ 15] , < - >, 2000, ,

제 회 광주비엔날레 출품작180×190 , 3 .㎝

그림 김주영 고려 사람 그 슬픈 족적의 순례 쌀의 영혼제 영상설치 퍼포[ 16] , < : - >, ,

먼스 제 회 광주비엔날레 전시장면,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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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오토 버챔 데이트 시장[ 17] (Otto Berchem), < (The Dating Market)>,

꽃무늬 스티커를 붙인 플라스틱 장바구니 벽화와 비닐 텍스트 제 회2002, , , 4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위해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 벌인 퍼포먼스.

그림 에스라 에르센 나는 터키인이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18] (Esra Ersen), < , ,

부지런하다 비디오 설(I am Turkish, I am Honest, I am Diligent )>, 2002,… …

치 터키 교복 광주 서일초등학교 학생들과의 프로젝트 제 회 광주비엔날레,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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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경호[ 19] ,

행렬 달빛 소나< ,…

타 뻥튀기>, 2004,

기계 프라다 종이백, ,

영상 설치 제 회 광, 5

주비엔날레 설치 퍼

포먼스.

그림 송동[ 20] (宋
자오지앙유엔)· (冬 趙

버릴 것 없), <湘源
는(Waste Not)>,

송동의 모친2005,

자오지앙유엔이 30

여 년간 모아온 일

상의 물건들 제 회, 6

광주비엔날레 전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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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마이클주[ 21] ,

보디 옵푸스케터스< :

스페이스 베이비

(Bodhi Obfuscatus:

Space-Baby)>, 2005,

불상 카메라 모니, ,

터 가변설치 제 회, , 6

광주비엔날레 전시

장면.

그림 딘 큐 레[ 22]

머리(Dinh Q. Lê), <

없는 불상(Headless

좌Buddha)>, 1998,

대 모조 캄보디아,

불상 사진 가변설, ,

치 제 회 광주비엔, 6

날레 전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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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고든 마타 클락 기둥 안팎[ 23] (Gordon Matta-Clark), < (Pier In-Out)>,

건물 파편1973, , 210×162.5×12.5 ,㎝ 로스앤젤레스 토마스 와 존 솔로, (Thomas)

몬 소장(John Solomon) , 제 회 광주비엔날레 전시장면7 .

그림 한스 하케 넓고 하얀 흐름[ 24] (Hans Haacke), < (Wide White Flow)>,

선풍기 흰 실크 천 가변설치 제 회 광주비엔날레 전시장면1967-2006, ,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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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아이작 줄리엔 웨스턴 유니온 작은 배[ 25] (Isaac Julien), < : (Western

채널 비디오 가변설치 제 회 광주비엔날레 전시Union: Small Boats), 2007, 5 , , 7

장면.

그림 광주비엔날레 첫 외국인 감독인 오쿠이 엔위저의 대인시장 고사 참[ 26]

여 광주비엔날레 재단,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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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촬영자 미상 예징루의[ 27] , <

년간의 사진 전기67 , 1901-1968(A

67-Year Photo Biography of Ye

장의 사진Jinglu, 1901-1968>, 62 ,

중국 퉁빙쉐14×10 , , (Tong㎝

Bingxue).

그림 피슐리 바이스[ 28] & (Peter

가시적Fischli & David Weiss), <

인 세계(Visible World)>,

개의 라이트 테이블2000-2010, 15

과 장의 사진 전체3000 ,

제 회 광주비엔날2804×84×91 , 8㎝

레 전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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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넴 에인[ 29] (Nhem Ein),

신원불명 재소자 수용소< , S-21

(Unidentified Prisoners, S-21

장의Prison>, 1975-1979/2010, 79

잉크젯 프린트 각 미국, 30×30 , ,㎝

더그 니븐 소장(Doug Niven) .

그림 이데사 헨델레스 파트너 테디[ 30] (Ydessa Hendeles), < -
베어 프로젝트 (Partners-The Teddy Bear Project)>, 2002,
가변설치 장 이상의 가족 앨범 사진 원 소유자와 함께 찍, 3000 ,
힌 오래된 테디 베어 인형 마호가니 장식장 채색, , 된 철계단들,
채색된 가벽과 조명들 토론토 이데사 헨델레스 미술재단, ,
(Ydessa Hendeles Art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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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이궈창[ 31]

베니스( ), <蔡國强
수조원(威尼斯 收租
, Venice's Rent院

C o l l e c t i o n

Courtyard)>, 1999,

점의 실제 크기108

인체 조각 톤의, 60

흙 줄과 나무틀 가, ,

변설치 베니스 비엔,

날레 전시장면.

그림 최병수[ 32] ,

이한열 영정 초상<

화(Portrait of

Hanyeol Lee)>,

이한열 장례식1987,

다큐멘터리 사진 서,

울 작가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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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볼프강 라[ 33]

이 프 ( W o l f g a n g

망망대해Laib), <

(Unlimited Ocean)>,

쌀과 헤이즐넛2012,

꽃가루 제 회 광주, 9

비엔날레 무각사 설

치장면.

그림 마이클주[ 34] ,

분 리 불 가<

(Indivisible)>, 2012,

투명 방패 개 점108 ,

토로 만든 일상 용

품 제 회 광주비엔, 9

날레 전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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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홍성담 세월오월 부분 걸개그림 광주비엔날레 주년 특[ 35] , < > , 2014, , 20

별전 출품.

그림 제레미 델러 무제 플렉스 캔버스에[ 36] (Jeremy Deller), (Untitled), 2014,

프린트 제 회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외벽 벽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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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임민욱 내비게이션 아[ 37] ,

이디(Navigation ID), 2014, 6·25

때 양민학살의 결과 경산진주에·

있던 유골 컨테이너 유족들과의,

퍼포먼스 제 회 광주비엔날레, 10

설치 퍼포먼스 사진 권근영, .

그림 도라 가르시아 녹두서점 산 자와 죽은 자[ 38] (Dora Garcia), < - ,

우리 모두를 위한(Nokdu bookstore for the living and the dead)>,

가변설치 나무 책2016, , ,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장 년 당시1980

현장 자료 및 서적 등 제 회 광주비엔날레 전시장면 광주, 11 , 민5·18

주화운동기록관 소장.



- 228 -

그림 미하일 보이틀러 대인 소시지 가게[ 39] (Michael Beutler), <

과일망 종이 나무 제 회 광주비엔(Daein Sausage Shop)>, 2016, , , , 11

날레 전시장면.

그림 아흐멧 우트[ 40] (Ahmet gutŐ 단결된 채널 애니), < (United)>, 2 HD

메이션 터키 작가 소장 제 회 광주비엔날레 상영장면,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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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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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Gwangju Biennale and

the ways large-scale international art exhibitions in Korea have

realized locality since the 1990s, the period when the exhibition

paradigm began to change with the spread of the discourse on

globalism. Globalism tries to explain the world as a single

system, and the term arose at the time when the borders

between nations and ethnicities began to fade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develop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 and

logistics industries. While world expositions proliferated in Europe

as a new form of international exhibition in the 19th century,

biennales, the first of which was held in Venice in 1895,

competitively took place around the world in the late 20th century

as a form of controversial art exhibition that deals with

contemporary issues. At the time of globalism with faded

geographic, national, and ethnic borders caused by an increas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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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s, art exhibitions also expanded their prospect by

breaking down the walls between the center and the periphery

and among different genres. Some examples of these exhibitions

are Magiciens de la Terre (1989), Cities on the Move (1998), and

Documenta 11 (2002). Various biennales also led a fluid and

flexible form of contemporaneous exhibition that differentiated

itself from former art museum exhibitions by aligning with the

changes in world situations such as the breakdown of the Cold

War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neoliberalism economic

bloc.

Gwangju Biennale emerged in line with the Kim Young-Sam

Government (1993-1998)’s declaration on globalization and the

initiation of a full-fledged local autonomy system. The Biennale

was founded with a goal to heal the historical wounds of the city—
the memory the 1980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as well—
as to take Korean art to the international arena. The Biennale

continues on today with the largest budget invested on a single art

exhibition in Korea.

It has only been about twenty years that biennales began to

proliferate throughout the world, and thus, the research on

biennales is still at its initiation stage. Korean studies on

biennales mostly focus on Gwangju Biennale, mostly as the first

biennale in Korea and Northeast Asia. However, the studies view

biennale as a means of urban marketing focusing on limited

analysis on the exhibition itself discounting the essence of

biennale. The first Gwangju Biennale took place after a very

short period of preparation. It occurred at the time wh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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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of globalization and locality began to formulate in Korea.

Since its first exhibition, Gwangju Biennale has displayed a

compressed growth of Korean contemporary art exhibitions by

consistently transforming itself every two years. The entire

process, from production of artworks and exhibitions, publication

of exhibition catalogue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omotion

of exhibitions, took place at both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al level. This system sustained for more than twenty

years. Within it, a former exhibition team member became an

artistic director, and a former audience or an intern became a

participating artist, allowing for a continuous post-evaluation of

the event. It is then possible to examine through the Biennale

how the Korean visual culture since the 1990s has transformed.

This research tried to review through each exhibitions how

Gwangju Biennale pursued globalism while simultaneously

attempting to embody locality from its initiation.

In specific, the research first analyzed the Gwangju Biennale

Declaration the declaration announced upon the foundation of the—
Biennale as well as the following development plans to examine—
how the Biennale’s aim has changed. This type of policy

change displays a more elaborate explanation on its orientation.

And the changes have extended the discussion on how the

Biennale should go beyond a large-scale global art exhibition by

demonstrating local characteristics of Gwangju and differentiating

itself from other exhibiting events. As addressed in Gwangju

Biennale Declaration, the Biennale adopted its point of orientation

in the idea, “democratic spirit of the people and artistic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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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ctive expression of Asia’s diverse ethnic cultures.” The

conception was an extension of preceding discussions on

“Koreanness” and globalization, autonomous accommodation of

Western art, and “local color” expressed through the words

like “self-sustainability,” “national spirit,” and “creation of

equal history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And these

marking words have been relevant since the introduction of

modern art in Korea. The 1998 development plan of the Biennale

summarized this idea into three key words: democracy,

Asian-ness, and futurity. According to the organizers, the term

“democracy” suggests the sublimation of Gwangju’s historical

experience to a cultural identity. While the term “Gwangju

spirit” was neutralized into the word “democracy,” the concept

of “Asia” was highlighted in the foreground. In 2000, the

Biennale attempted to move away from the ideological boundaries

of Gwangju spirit by pursuing an “open Gwangju spirit.” From

2007, it put forward the idea of “combining locality and

globality.” In 2015 after the special exhibition commemo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the Biennale and the 10th Biennale, the

innovation committee raised the ideas such as “the platform

which unites the Gwangju spirit and contemporary art practices”

and “the launch of special team to communication with the

locals.” The Gwangju Biennale Declaration states the Biennale is

‘rooted in the spririt of the people of Gwangju and their great

artistic heritage.’ Twenty years later, the phrase has changed to

“the union of contemporary artistic practices” suggesting that

new direction for the Biennale and Gwangju’s spirit not a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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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act of the histories but as today’s art.

Secondly, this research analyzes the twenty years of Gwangju

Biennale exhibitions in time sequence based on their policies. The

study specifically divides past exhibitions largely into three

categories; the first two Biennales pursueing “glocalism,” the

3rd to 6th Biennales under the flag of “Asia,” and the 7th to

11th Biennales with recruitment of foreign artistic directors

reflecting aggressive internationalization while attempting to

rexamine Gwangju through their views and exhibition paradigm.

The 3rd Biennale began to put forward the idea of

“Asian-ness,” and the 7th Biennale claimed for the

“combination of locality and globality” and recruited a foreign

artistic director. The 11th Biennale claimed for the “combination

of contemporary artistic practices” and introduced newly

commissioned works by artists invited from overseas. The

artworks delivered the theme of Gwangju Democratic Movement

or the city Gwangju. These are the examples of Biennale’s

turning points achieved by the consonance of development plans

and actual exhibitions.

Thirdly, this study provides a model of Gwangju Biennale

Evolutionary Development established based on the analysis

above of Biennale’s policies and exhibitions. Gwangju Biennale

has operated under the goal of visualizing Gwangju spirit while

simultaneously in parallel to other contemporary international art

exhibitions, i.e., achieving both locality and globality. These two

different goals remained in a contradictory yet complementary

relationship where the Biennale’s capacity was occas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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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d on one goal while neglecting the other. From the 3rd

Biennale, the two contradicting goals reached a compromise as

the keyword “Asia”, and it became the middle ground between

the local and the global. The term “Asia” feels closer to the

global on the local’s side, i.e. Gwangju·Korea. However, the

term has a rather local connotation in the global aspect. As it

effectively functions as a middle ground between the two,

“Asia” became the central aim of both Gwangju Biennale’s

policy and exhibition.

Fourth, rather than directly featuring Gwangju as a historical

victim, the Biennale’s embodiment of locality through a

visualization of Gwangju spirit focused on achieving a more

universal expansion by displaying artworks. That is the artworks

displayed the territorial ‘Gwangju,’ damaged by the national

violence. Through this strategy, the Biennale could emphasize the

connoted meaning of its location while heightening its exhibitory

quality distinguishing itself from other biennales.

Until the 7th Biennale, the task of expressing locality, or

Gwangju spirit, was cast on participating minjung artists or was

only limitedly dealt with through accompanying events like

separate special exhibitions. In the region, the demands for

embodying locality was often interpreted as expanding the

participation of local artists. The needs were a limitation as well

as a reflection of reality. It is because, despite the persistent

claim of Gwangju spirit in every exhibition, the idea did not

dominate the everyday lives of the people in the city. Here, this

study suggested the 8th Biennale Maninbo, or 10,000 Lives,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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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ing point of locality realization. That is, the main exhibition

was well received both by critics and local communities although

it did not include any artwork that directly dealt with the 1980

Gwangju Democratic Movement and its Gwangju spirit. The

exhibition questio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s and people,

and the role of art. There were no artwork which directly

represented or referred to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stead, the photographs of the victims of the Cambodia’s

prison under Pol Pot regime, Teddy Bear collectors in the period

around the Second World War, and a collective sculptural piece

from the China’s Cultural Revolution Rent Collection Courtyard

acquired a site-specificity of its own and touched upon a more

universal sentiment. The exhibition was an archival exhibition

which displayed a great amount of so called non-art including

personal albums and documentary photographs. Even though there

was neither a reference to Gwangju nor a concern on expressing

locality in the exhibition statement and although the percentage of

participating Gwangju-based artists or even Korean artists was low,

the exhibition can be regarded as a major step toward realizing

locality.

This new direction of the Biennale continued through the

works like Minouk Lim’s Navigation ID—the work which

invited the families of the victims of the civil massacre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families of those who died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 one place in the 10— th Biennale,

Burning Down the House, and Ahmet gut’sŐ United an—
animation work which combined the stories of late Lee Han-Y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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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 boy from Turkey who was killed during a protest in the—
11th Biennale, The Eighth Climate. This aspect corresponds with

the innovation plan suggested by the Gwangju Biennale

Vision·Strategy TF team in 2015 that claimed for an “open

Gwangju spirit” and the “expansion of Gwangju spirit.” One

can locate these works in a different context from other previous

works that were introduced under the name of “Gwangju

spirit.” Instead of enforcing Gwangju’s locality upon the work,

these works dealt with similar events in other regions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art, expanding to more universal

subjects like human rights, dictatorship, and democratization.

Instead of emphasizing a visual spectacle created by a

large-scale site-specific installations that are popular in biennales,

these new commissioned works laid emphasis on the process of

local people’s participation. It shed light on the questions how

Gwangju Biennale could provide an exhibition of high quality that

both embraces its region and also maintain its grasp on art’s

contemporaneity especially in the period when the excitement of

hosting a biennale itself has now abated.

This study analyzes the Gwangju Biennale exhibitions of the

past twenty years and how Korean art exhibitions developed

within the dilemma of having its foot rooted in the region while

its head reaches out to the world in last two decades. In addition

to dealing with its goal to establish a universal exhibition format

of the international art world, Gwangju Biennale constantly had

to face the demands of contributing to the local economy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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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local art community. After its twenty years of history, the

opening of Gwangju Biennale does not make a news anymore. It

has become an ordinary event. At this time we need to reflect

on the event within a larger frame of contemporary Korean art

history. The task of contemplating on the Biennale’s nature to—
visualize Korean art or contemporary art while keeping distance

from appropriateness of logic of urban marketing or effect on

local economy is a process one must go through when reflecting—
on the Korean contemporary art history after the 1990s. The

issues of “globalization of Korean art” or “showing the

world’s art in the periphery” that Gwangju Biennale has

confronted are common in today’s international art festival

organizers. Concurrently, understanding the achievements and

frustrations of Gwangju Biennale is significant in analyzing

today’s Korean art.

Keywords

Gwangju Biennale, Globalism, World Exposition, Locality,

Gwangju Spirit, Gwangju Biennale Declaration, 10,000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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