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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현대 미술 시장에서 미술 작가들의 시장 경쟁력 갖

추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작가 브랜딩을 제안, 분석한 연구이

다.

현대 미술 시장에서 작가에 관한 기존의 연구 관점은 주로 작

품의 시장성, 가격 지수 및 형성, 투자 가치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작가 브랜딩에 초점을 맞추어 현대 미술 시

장에서 브랜드 확립 및 브랜딩 전략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

저 2장에서는 경영학에서 논의되는 데이비드 아커(David A.

Aaker)와 케빈 캘러(Kevin L. Keller)의 브랜드 이론을 통하여 브

랜드 정의, 정체성, 자산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퍼스

널 브랜딩 및 미술 작가 브랜딩, 그리고 미술품 가치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하여 미술 작가 브랜드 요소를 도출하였다. 작가 브랜드

요소를 적용시켜, ‘브랜드 확립→브랜드 성과→브랜드 확장’ 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미술 작가 브랜딩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3

장에서는 앞서 설정한 작가 브랜딩 전략의 성공 사례로서 근대,

현대, 생존 작가의 대표로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앤디 워

홀(Andy Warhol), 무라카미 다카시(Murakami Takashi)를 분석하

였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 작가 브랜딩 사례 분석을 위하여 이우

환을 선정하였다. 이우환의 생애, 작품, 이론을 통하여 그가 현대

미술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었던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5장에서는 앞서 설정한 작가

브랜딩 전략에 맞추어 이우환 브랜드 확립, 성과, 확장를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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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작가 브랜딩

사례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본 논문의 시사점 및 한계를 제시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이우환은 모노하 작가이자 단색화 작가로서

작가의 브랜딩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분명 일본 현대 미술

계를 대표하는 모노하 작가로 출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론들이

한국 미술계로 넘어와 단색화의 대표적인 작가인 박서보 와의 교

류를 통해 단색화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그로 인하여 그는 대

규모 단색화 전시에 빠지지 않고 소개 되면서, 최근 몇 년 간의

단색화 열풍에 힘입어 어느덧 한국 현대 미술계를 대표하는 단색

화 작가로도 대중들에게 인식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우환 브랜드는

일본과 한국의 현대 미술계를 대표하는 작가 브랜드로 성장하였으

며, 그 결과 브랜드 가치는 상승하여 이는 곧 작품의 시장가치 상

승으로 이어지며, 다양한 제품 및 다른 작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

을 통하여 이우환 브랜드가 확장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도출해 내

었다.

본 논문은 미술 작가 브랜드 및 브랜드 경영에 관한 기존 연구

가 서양의 일부 스타 작가들에게 집중되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우

리나라 작가를 분석 사례로 선정하여 그의 브랜딩 전략을 찾아보

려 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비록 단일 사례 분석이기에 이를

우리나라 현대 미술 작가들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한

계점을 지닌다. 앞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작가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현대 미술 시장에서 작가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작가 브랜딩 전략을 찾는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현대 미술 시장, 미술가, 작가 브랜딩, 피카소, 앤디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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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카미 다카시, 이우환

학 번 : 2016 - 2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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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브랜드는 경쟁자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한 이름이나 상

징물을 의미한다. 차별화는 현대 마케팅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며, 마

케팅은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브랜

드는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강화하며 경쟁사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오늘날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비즈니스가 더 큰 수익성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1)

어느 덧 기업 및 상품에서 출발한 브랜딩은 개인 브랜딩(personal

branding, 퍼스널 브랜딩)으로 그 대상이 넓혀지고 있다. 개인 브랜드는

개인이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채택하는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것으로, 개인 브랜드에 관한 대중적 관심의 고조는 관련 저서, 잡지, 웹

사이트, 훈련 프로그램, 개인 코칭, 그리고 특히 비즈니스에서 성공 조건

과 같은 특별한 문헌들이 증가함을 통해 알 수 있다.2) 개인 브랜드 확립

은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된다. 정치인, 스포츠 스타, 연예인, 기업 CEO,

종교 지도자 등 대중적 노출이 많은 이들 뿐 만 아니라, 현대 미술 시장

에서도 미술 작가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인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 이전의 미술 작가들은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이었다. 16세기에 들어서야 무에서 유를 만드는 천재라는

인식 속에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미술가들이 등장하였다. 한 시대의 대

가라 불리던 미술가들은 부와 명성을 누렸었다. 20세기에는 새로운 조형

언어, 혁신적인 예술을 선도하는 예술가 상이 일반적이었다. 20세기부터

1) David A. Aaker, 『브랜드 자산의 전략적 경영 Managing Brand Equity』
(1991), 이상민 옮김(비즈니스 북스, 2006), pp. 8-15.

2) 김정렴, 전종우, 「개인 브랜드 자산 형성에서 유명인 매력성의 역할」, 『한
국광고홍보학보』 제 18집(2016), 한국광고홍보학회,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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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브랜딩 하며 ‘스타 작가’로서 명성을 얻고 이에 따른 부를 누리는

작가들이 등장 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미술 시장에서 미술 작가들은 작품 활동과 더불

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미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

보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경영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기 경영 활

동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우친 작가들은 이전의 스타 작가들의 전략을 본

받아 자신의 브랜드를 확립하려 노력해 오고 있다. 그들은 TV, 인터넷

과 같은 대중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작품 세계와 삶을 공개하기

도 하고, 마치 스타들처럼 세련된 쇼맨십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적

극적으로 자신과 작품을 브랜드화 하려는 노력을 하는 작가는 많지 않

다. 그 결과 미술계 내의 브랜드 전략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작가

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작가의 작품, 이론 등과 같이 작가론이나 미술사

적 연구가 대다수이다. 또한 미술계 속 브랜딩에 관련된 연구는 작가보

다는 박물관, 미술관 브랜드에 집중되어 있다.

아트 마케팅에 관한 연구도 아트 콜라보레이션, 아트 인퓨전과 같은

제품에 미술 작품들이 활용될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혹은 소비자

측면의 질적 연구에 집중 되어왔다. 최근에 와서야 작가 마케팅에 관한

논문과 단행본이 출판되고 있으며,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아트 컨설팅도

증가 하는 추세이다.

작가 브랜딩과 관련한 논문으로 국내에서는 이현주가 「브랜드 경영의

관점에서 본 현대 미술 시장」을 통하여 앤디 워홀과 데미안 허스트의

브랜드를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포지셔닝, 브랜드 성과, 브랜드 확

장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김도은과 이진우는 「미술가의 차별화 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예술계를 구성하는 큐레이터, 컬렉터, 미술 비평가, 딜

러 등과 같은 미술시장 매개자들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미술가의 차

별화 전략을 장 미셀 바스키아(Jean-Michel Basquiat)의 단일 사례 분석

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국외에서는 스타 작가들의 브랜드와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작가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연구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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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 바로 피카소, 앤디워홀, 데미안 허스

트 등이 그 사례 이다. Muñiz Jr.와 Norris의 「Marketing artistic

careers: Pablo Picasso as brand manager」는 피카소의 자서전과 아카

이브 자료 분석을 통하여 피카소의 브랜딩 전략을 분석하였다. Kreutz와

Cantz는 『The Art of Branding』을 통해 피카소의 브랜드 요소들을 분

석했다.

본 연구는 현대 미술 시장에서 작가의 브랜드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을

작가의 생애와 작품, 전시 활동을 통해 알아보려한다. 이후 확립된 작가

브랜드의 성과를 미술 시장에서의 가치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작가 브랜드가 확장되어가는 다양한 방식을 아트 콜라보레이션 등을 통

하여 조사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미술가의 브랜드가 현대 미술 시장

에서 갖는 경쟁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 작가 중 한 명인 이우환을 선

정하였다. 그가 우리나라 미술계 및 미술시장에 미친 영향, 비평들, 그의

전시 이력, 그리고 미술시장에서 그의 작품의 가치 등을 종합 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생존 현대 미술작가 중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작가로서, 이론가로서 활동해오며 제작한 그의 작품들

은 우리나라 미술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이우환의 생애, 작품,

전시, 수상이력 등을 바탕으로 이우환 브랜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제 1 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방법 및 개요를 서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기존의 브랜드 이론을 바탕으로 브랜드 정체성, 브랜드

자산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 브랜딩을 미술가 브랜드에

적용, 작가 브랜딩 요소를 정의하였다.

제 3장에서는 작가 브랜드 이론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근대, 현대. 생존

작가들의 성공적인 브랜딩 사례를 브랜드 확립, 그 이후 작가 브랜드의

시장 가치, 브랜드 확장성을 기준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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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에서는 이우환 브랜드의 확립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그의 생

애와 작품을 통하여 그가 일본과 한국의 현대미술계에서 대표적인 작가

로서 자리 매김 하게 된 과정을 찾고, 개인전 및 그룹전을 통하여 이우

환이 세계적인 작가로 거듭나게 된 과정을 알아보았다.

제 5장에서는 앞서 3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우환 브랜드의 단일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미술가의 브랜드 확립과정, 이우환 브랜드의 시장성

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우환 브랜드의 확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브랜드 경영 관점에서 이우환 브랜드의 강점

과 한계점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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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브랜드 연구

제 1 절 브랜드 주요 개념

1. 브랜드 정의

브랜드란 판매자 또는 판매자 집단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정체성

을 부여하고 이것을 경쟁자들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차별화하여 구분

할 수 있도록 의도된 이름, 용어, 기호, 상징, 디자인 또는 이들의 조

합 이라고 정의한다.3) 브랜드의 기본적인 역할은 소유·구분·차별 기

능인 셈이다. 더 나아가 브랜드는 세일즈 능력이나 신제품 개발능력

과 달리 고객 이미지 영역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브랜드는 단지 다른 회사의 제품과 차별화시키는 것

뿐 만 아니라 제품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브랜드를 통해서 제

품을 이미지를 손쉽게 전달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이유로 경영환경에서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

대되고 있으며, 강력한 브랜드의 개발, 유지, 강화가 매우 중요해 지

고 있다. 그리고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정체성

을 확립하며, 브랜드 자산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브랜드를 구분하고 브랜드를 인지하는 데는 브랜드 요소가 필요

하다.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 형성과 강력한 연상은 브랜드 요소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브랜드 요소를 활용함으로써 브랜드 아이

덴티티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브랜드 요소에는 브랜드 네임, 브랜드 슬로건, 아이덴티티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소리, 브랜드 냄새, 브랜드 컬러, 브랜드 무드

3) 미국 마케팅 학회 AMA: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http://www.marketingpo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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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오감을 기준으로 언어적, 시각적, 청각적 요소 등 매우 다양하다.

브랜드 네임은 시각적으로, 음성 언어적으로 가장 대표성을 띄

는 브랜드 요소이다. 브랜드 네임은 크게 의미적 요소, 시각적 요소,

음성적 요소의 3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생한다. 브랜드 네임

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억의 용이성, 가독성, 발음의 용이

성, 글로벌화 지향성, 시각적 표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브랜드

슬로건은 기업이나 제품의 가치를 고객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언어나

문자로서 전달하는 것이다. 보통 함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강한 의

사전달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긴 문장형의 슬로건을 사용함으로

써 조비자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도 한다. 브랜드 디자

인(심볼)은 시각적으로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시각적 이미지 구축으

로서 시인성 뿐만 아니라 브랜드 인지의 용이성에 유리하다.4) 이외

에도 많은 브랜드를 이루는 요소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브랜드의 아

이덴티티를 수립하고 확장시키는데 중요하다.

2. 브랜드 정체성

브랜드를 창출하고 관리 하는 데는 브랜드 전략이 필요한데, 그

핵심에는 브랜드 정체성(brand identity)이 있다. 브랜드 정체성은 브

랜드에 방향과 목적 그리고 의미를 제공한다. 브랜드 정체성은 기업

이 창출하거나 유지하고 싶어 하는 브랜드 연상이다. 이들 연상은

브랜드가 나타내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브랜드의 고객

에 대한 약속을 내포한다. 브랜드가 추구하는 정체성의 구상과 함께

소비자, 투자자, 이해관계자등에게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하

여 의미요소와 표현요소를 구성 체계로 하는 브랜드 가치 체계 정립

을 위한 핵심이 된다.5) 브랜드를 구성하는 ‘본질’을 의미하는 브랜드

4) 신윤천, 「브랜드 인지와 브랜드 요소」, 『마케팅』, 제 46집(2012), 한국 마
케팅 연구원, p. 40-42.

5) 윤경구, 『아커, 캘러, 캐퍼러 브랜드 워크숍』, 유나이티드북스, 2009,
pp.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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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덴티티 구성요소는 여러 석학들의 연구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

되었다.

아커(David Aaker)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핵심적인 아이덴티티

와 확장된 아이덴티티로 구분하였다. 브랜드의 중심이 되고 시간을

초월하는 핵심 아이덴티티는 브랜드가 새로운 시장과 상품으로 이동

할 때 거의 변함없는 것을 말한다. 확장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의

결합성과 완결성을 부여하는 세부요소들이 포함한다. 이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4가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12개의 요소, ‘제품, 조직, 사

람,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즉 그것은 제품으로서의 브

랜드(상품의 범위, 특징, 품질과 가치, 사용 경험, 사용자, 원산지), 조

직으로서의 브랜드(회사의 특징, 지역 대 세계), 사람으로서의 브랜

드(브랜드의 특성, 브랜드-고객의 관계), 상징으로서의 브랜드(시각

적인 이미지, 은유와 브랜드 전통)을 말한다.6)

캘러(Kevin L. Keller)는 브랜드 자산(brand equity)를 형성하기

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선택 모델’에서 기억 용이성, 유의미성, 호

감성, 전이 가능성, 적용 가능성. 보호 가능성 이라는 여섯 가지 기

준에 의거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브랜드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첫째, 브랜드는 실제적 특징(physique)이 있어야 한다. 둘

째, 브랜드는 독특한 개성(personality)이 있어야 한다. 셋째, 브랜드

는 추구하는 고유한 문화가 있어야 한다. 넷째, 브랜드는 관계 설정

(relationship)의 기능을 갖고 있다. 다섯째, 브랜드는 반사(reflection)

이다. 여섯째, 브랜드는 소비자의 자아 이미지(self-image)이다.

켈러에 따르면 브랜드 네임, 로고, 심벌, 캐릭터, 슬로건, 패키지

등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주된 구성요소 이며 이들은 브랜드를 식

별하고 차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단이다. 또한 각각의 브랜드 구

성 요소들은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강력하고, 우호적이

6) David Aaker, 『데이비드 아커의 브랜드 경영 Building Strong Brand』
(1996), 이상민 옮김(비즈니스 북스, 2002), 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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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독특한 브랜드 연상을 용이하게 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고 설명

하였다.7)

3. 브랜드 자산의 개념

브랜드 자산은 학문적 배경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개념화 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아커와 캘러가 정리한 브랜드 자산 개념이 있다.

브랜드 자산을 측정하는 방법도 기업의 관점과 소비자의 관점에 따

라 다른 접근 방식이 있다.

David Aaker에 의하면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와 관련된 자산(그

리고 자본)들과 회사나 고객의 부가적(또는 종속된) 가치를 상징하는

브랜드 네임과 심벌에 대해 재화와 용역으로 제공되는 자산의 집합

을 말한다. 브랜드 자산을 구성하는 주요 영역은 브랜드 인지도

(brand name awareness), 브랜드 로열티(brand loyalty), 지각된 품

질(perceived quality), 브랜드 연상이미지(brand associations), 기타

독점적 브랜드 자산이 있다.[도표 1]8)

브랜드 로열티는 소비자의 특정 브랜드에 대한 애착으로 구매의

도, 브랜드 전환비용(가격 프리미엄), 만족도, 헌신을 의미한다. 브랜

드 인지는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를 재인식 또는 상기할 수 있는 능

력을, 지각된 품질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이 갖고 있는 전

반적인 품질이나 우수성에 대한 지각을 말한다. 브랜드 연상은 브랜

드와 연계시킨 기억속의 무엇을 의미하고, 기타 독점적 자산은 특허,

등록상표, 유통 같은 요인으로 정의된다.

이때 브랜드 자산은 고객과 기업에게 각각 다른 가치를 제공해

준다. 브랜드 자산은 먼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고객이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수많은 정보

를 해석하고 처리하고 저장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또한 과거

7) Kevin L. Keller, 『브랜드 매니지먼트 Strategic Brand Management』
(2003), 이상민·김준석·최윤희 옮김, (비즈니스 북스, 2009)

8) David Aaker, (주 1),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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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 경험이나 브랜드 및 브랜드의 특성에 대한 친밀감을 통해

고객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첫째, 브랜드 자산은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

거나 기존 고객을 다시 끌어오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브랜드 자산

의 다른 네 가지 요소들은 브랜드 로열티를 강화시켜 준다. 브랜드

로열티가 높으면 기업 입장에서 경쟁사가 우위를 획득하더라도 그에

대응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셋째, 상품의 가격을 높게 책

정하고 판촉의존도를 낮춤으로써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며

넷째, 브랜드 확장을 통한 성장의 발판이 된다. 다섯째, 브랜드 자산

은 거래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게 해주며, 마지막으로 경

쟁자들에게 장벽이 되는 경쟁 우위를 제공 한다9).

Keller의 경우 브랜드 자산이 성립되는 과정을 고객기반을 바탕

으로 했다. 그는 고객기반 브랜드자산(Customer Based Brand

Equity: CBBE)을 피라미드 모델을 통해 설명한다.10)[표 3] 브랜드

자산은 다음 네 가지 과정을 통해 성립되는데, 소비자는 먼저 고유

한 브랜드의 정체성(Identity)을 인지하고, 기업이 제공하는 의미를

경험한 다음, 그 의미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그 브랜드

와 공명과 친화를 이루는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브랜드 자산은

이러한 네 가지 과정에 존재하는 6가지 요소 즉, 중요성(Salience),

성과(Performance), 이미지(Imagery), 판단(Judgements), 느낌

(Feeling), 공명(Resonance)에 의해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Keller의 모델 가장 아래 층위에 놓인 중요성이란 소비자가 브랜

드의 정체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 나타나는 것으로 소비자의 최초 의

미 부여를 뜻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층위는 성과와 판단으로 이루

어지는 이성적 경로(좌측)와 이미지와 느낌으로 이루어지는 감성적

경로(우측)로 양분되어 있다. 이는 첫 번째 층위에서 일어난 인지가

9) Ibid, p. 47-51
10) Kevin Keller, “Building Customer-based Brand Equity: A Blueprint for
Creating Strong Brands”, Marketing Science Institute Report Summary
01:107 (2001),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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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속성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중심으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이미지를 통해 직관적으로 일어난 것인지에 따라 나눈 것이

다. 세 번째 층위는 두 번째 층위에서 인식된 정보를 처리하는 공간

으로 입력된 정보의 속성에 따라, 성과는 이성적으로 판단되고, 이미

지는 감성적으로 느껴진다. 가장 위에 놓인 공명은 소비자가 논리적

판단과 감성적 직관을 통해 브랜드와 친밀하고 고유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브랜드 자산 성립의 최종 과정으로서, 이를 통해 충

성도가 확립된다.11)

도표 1 아커의 브랜드 자산

11) 이준경, 송무경, 「모차르트의 브랜드 자산」, 『음악논단』, 제 36집 (2016),
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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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미술가 브랜드

오늘날에는 기업, 상품, 서비스 등의 브랜드 뿐 만 아니라 개인

브랜드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개인 브랜드는 주로

고용시장 등 개인이 포지셔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업적 커리어를

보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일반적 개인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

러나 앞으로는 브랜딩의 성과라 할 수 있는 인지도나 충성도, 이를

통한 궁극적 기대 효과인 경제적 측면 등이 일반인에 비해 확연히

드러나고 브랜드 영향력이 더 큰 셀러브리티 개인의 브랜드 연구로

확대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명인의 브랜드는

확장성도 더 높으며 셀러브리티 개인의 브랜드에도 브랜드 자산 개

념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경쟁자와 구별되는 자신만의 차별성은

소비자인 대상에게 높은 선호도와 점유율을 획득 할 수 있는 가치가

되기에 개인 브랜드 차원에서도 브랜드 자산 관리는 중요한 전략으

로 고려되어야 한다.12)

개인 브랜드 구축에 관하여 몬토야와 호튼 (Montoya& Horton)

12) 김정렴, 전종우, 위의 글, p. 135.

도표 2 캘러의 브랜드 자산



- 12 -

은 여덟 단계를 제시하였다. 첫째, 목표를 설정하고 둘째, 환경 분석

으로 경쟁자에 대해 이해하며, 세 번째 단계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

와 진단, 네 번째 단계는 목표 타깃과의 공감이 가능한 가치를 창출

하며, 5 단계는 슬로건과 같은 브랜드의 핵심 속성을 만들고, 6단계

에서는 개인 브랜드 고유의 특성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구성하

고, 7단계에서 메시지를 확산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브랜드 관리를

통해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 브랜드 구축 과정

에서 지켜야 할 법칙으로 여덟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전문성, 지도

성, 개성, 독창성, 가시성, 통일성, 일관성, 선의 등이며 결론적으로

개인의 구체화된 가치를 개발하여 타인에게 영향력을 넓히는 개인

브랜드로 만들 것을 제시하였다.13)

한편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첫 번째 원천은 상품이다. 실제로 브랜드

는 자신의 정체성과 차별화 요소를 자신이 보증하기로 선택한 상품(혹은

서비스)을 통해 드러낸다.14) 앞서 다룬 브랜드의 정의를 미술에 적용해

보았을 때, 미술가의 작품은 기업가나 브랜드의 상품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가치를 전달하는 데 있어 생산과 유통, 판매에 이르는 모

든 과정이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객이 미술관에서 접하게 되

는 창작의 결과물로서의 미술품뿐만 아니라 미술가가 작품을 창작하게

된 배경, 개념, 제작 과정, 작가의 삶에 관한 스토리텔링, 미술 시장에서

의 유통과 소비과정, 더 나아가 미술 작품의 활용, 모두 작가 브랜드 가

치를 구축하는 요소가 된다.15)

따라서 작가 브랜드를 구성하는 브랜딩 요소 중 미술 작품을 기존의

브랜딩 이론에서의 상품과 유사한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미술 작품의

13) Montoya, R.M., & Horton, R.S. “On the importance of cognitive
evaluation as a determinant of interpersonal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5 (2004), p. 696.

14) Jean-Noel Kapferer, 『뉴 패러다임 브랜드 매니지먼트 The New Strategic
Brand Management』(2008), 윤경구·김상률·손일권 옮김(김앤김북스, 2009),
p.221.

15) 이현주, 「브랜드 경영의 관점에서 본 현대 미술 시장-앤디 워홀과 데미안
허스트를 중심으로-」(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2014),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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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특히 미술작품의 시장 가치를 평가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작가 브랜드 요소에도 적용 시킬 수 있다.

그로이스버그(B. Groysberg)는 미술품의 가치를 고정요소와 가변요소

로 구분해 분류 하였다. 고정요소는 대부분 예술작품의 상태 및 재료 등

의 컨디션을 비롯, 그것이 가지고 있는 미학적 가치에 대해 정리하고 있

고, 가변요소로는 마케팅과 홍보를 비롯한 작품외적 환경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도표 3]16) 국내에서는 최병식의 저서에서 미술품 가격 결정

요소들을 찾을 수 있다.[도표4]17)

16) B. Groysberg, & J. Podolny, T. Keller, “Fernwood Art
Investments”(2004), 김보름 역, 『뉴욕 미술시장』(미술문화, 2010), p. 111.
재인용

17) 최병식, 『미술시장 트랜드와 투자』(동문선, 2008), pp. 206-207.

고정요소(Static) 가변요소(Variable)
아티스트(Artist) 소장이력(Provenance)
주제(Subject Matter) 관련 문헌(Literature)
매체(Medium) 전시(Exhibition)
크기(Size) 홍보(Promotion)
질(Quality) 장소(Venue)
파급력(Resonance) 외부환경(Circumstance)
희소성(Rarity) 패션/트랜드(Fashion/Trend)
상태(Condition) 신선함(Freshness)

도표 3 미술품 가치의 구성요소

구분 분류 내용

작가

작가의 예술성 절대가치, 미술사적 평가
아트마켓의 검증 예술성, 거래 기록등의 검증

사회적 관심

작가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지도와

평가(미디어나 전문 잡지 등의 보도,

다루어진 정도)

경력과 가능성

전시, 사회활동, 작가의 향후 미술시

장 전망, 주요 전문 기구나 미술관 소

장 정도
작가의 삶과 죽음 작가의 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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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은 결과적으로 작가 브랜드의 상품에 해당되므로 따라서 이러

한 미술품 가치 구성 요소들을 작가 브랜드 구성 요소의 일부로 보고,

이에 맞추어 작가의 브랜드 확립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가 및 작품

의 미술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전시 및 시상내역, 인지도 등을 통하여 작

가 브랜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작가 브랜드의

상품인 미술품의 시장 가치는 곧 작가 브랜드의 가치로 연결 지을 수 있

다. 이에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의 작품 가격 변동을 토대로 작가 브랜드

성과를 정리할 수 있다. 이후 확립된 브랜드가 새로운 매체와 타 분야와

의 협업을 통한 브랜드 확장으로 이어져 브랜드의 강화와 재생산에 이르

는 과정의 조사를 통하여 작가 브랜드의 확립, 성과, 확장에 이르는 브랜

딩 전략을 살필 수 있다.

최근 미술계에서도 작가 혹은 작품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그 가치를

작품

예술적 가치 절대가치, 미술사적 평가
과거 거래 자료 과거 거래 기록 및 가격 변동 추이
스타일과 경향 작가의 대표적 경향 분류

상태
보존상태, 재료와 약자등- 이후 보존

의 용이성, 서명 유무와 상태
크기 작품의 크기
유행과 대중성 각 나라, 시대적인 유행사조 반영
출처 작품의 소장 경로 확신
작가의 작품 제작 수

량
작품 자체의 희소성, 대중성

원작의 희소가치 에디션이 있는 경우 희소성 분류

재료, 기법과 비용
주로 사용한 재료, 드로잉 등과의 차

이
감정의 확실성 진품의 가능성
작가의 가격기준 작가들의 1차 가격 책정

공통

애호와 투자의 목적 작가나 작품에 대한 호감과 투자가치
유동자금의 흐름과 경

제적 환경
대체 투자 수단으로서 경제적 환경

수요와 공급 작품의 수요, 공급의 원리
유통방법 유통 형식과 과정 등

도표 4 미술품 가격의 결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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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이려하고 있다. 특히 현대 작가들은 스스로 자신과 작품을 브랜딩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성공적으로 브랜드를

구축한 대표적인 작가들을 살펴볼 것이다. 작가 브랜딩 사례로 선정한

작가는 근대, 현대, 그리고 동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로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 무라카미 다

카시(Murakami Takashi, 1962- )이다. 이들의 작가 브랜드를 분석하기

위하여 앞 서 정리한 여러 가지 브랜드 요소들 중 일부를 분석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작가별로 작가의 브랜드와 브랜드 정체성 확립 과정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이후 이렇게 형성된 작가의 브랜드 성과를 작가

및 작품의 가격형성 즉, 시장성을 통해 수치화된 통계를 통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 이후 작가의 브랜드가 어떻게 확장 되었는지 사례 분석을 통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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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작가 브랜딩 성공 사례 분석

제 1 절 피카소(Picasso)

1. 피카소의 브랜드 확립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는 최초의 스타 작가라고 할 수

있다. ‘피카소 Picasso’라는 이름만으로도 미술계에서 가장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그는 미술가로서 예술적으로도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

내었으며, 생전에 사회적 명예와 경제적인 부를 모두 누리면서 그를

따르는 명성을 멀리하지 않았다.18)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적인 화가 피카소의 예술은 청색시기, 장

미시기, 큐비즘, 고전주의, 초현실주의 시기 및 제 2차 세계 대전 이

후 말년의 노작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마

치 카멜레온처럼 양식과 매체를 변경해가며 많은 작품을 제작하였

고, 그의 작품은 언제나 독창적이었다. 그는 조르주 브라크, 앙리 마

티스와 같은 동시대 미술가들과 서로 교류하며 영향을 미쳤고, 이후

후대의 미술가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1901년 파리로 여행 후 청색 시기가 시작되었으며, 1905년 페르

낭드 올리비에(Fernande Olivier)와 거트루드 스타인(Gertrude Stein)

을 만나면서 제작한 작품들을 장미 시기 작품이라 부른다. 1908년부

터 1909년까지를 원시 시대라 부르는데, 이때 고대 이베리아 조각과

아프리카 미술, 오세아니아 미술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아비뇽의

아가씨들>이 탄생하고 이 작품은 입체주의로의 전환을 알리는 작품

이 되었다. 이후 피카소의 작품이라면 가장 유명한 시기인 입체주의

시대이다.[그림 1]

브랜드, 마케팅과 같은 용어나 학문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시장에

18) 이현주, 위의 글,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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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와 기업가적 감각이 있었던 피카소는, 그가 처음 파리를

방문했을 때부터, 그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그에게 필요한 인맥

을 쌓아갔다. 대표적으로 시인이자 작가인 기욤 아폴리네르

(Guillaume Apollinaire)를 비롯하여 화상이었던 앙브루아즈 볼라르

(Ambroise Vollard) 그리고 동시대 작가인 페르낭 레제(Fernand

Leger)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였다.

베른트 크로이츠(Bernd Kreutz)는 피카소의 활동 사례들을 브랜

드 네이밍19), 브랜드 이미지와 아이콘, 시장 분석, 네트워크 마케팅,

상품 차별화, 카테고리 포지셔닝, 유통전략, 가격전략, 홍보, 상품 계

획, 라인 확장, 브랜드 확장 등 브랜드 활동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키워드로 분류, 분석하였다. 그는 피카소가 입체주의(Cubism)을 알

리는 데에도 전략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피카소는 먼저

1908년부터 조르주 브라크와 함께 입체주의를 확립해 나갔다. 이후

다니엘 헨리 칸바일러(Daniel-Henry kahnweiler, 1884-1979)와 독점

적으로 계약을 맺었다. 전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칸바일러는

피카소의 작품에 특히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유사한 스타일의

작가들 사이에서 피카소의 가치를 높였다. 또한 브라크와 피카소의

그림들을 파리가 아닌 해외에서 대중들에게 공개 전시하여 큐비즘의

명성을 확대하였다. 20)

마이클 피츠제럴드(Michael C. FitzGerald)에 따르면 피카소는 상

업적인 성공과 전문가들의 예술성에 대한 인정이 서로 맞물려 작가

의 명성이 만들어지는 미술시장의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작

가였다.21) 피카소는 미술품을 거래하는 화상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

19) 본명이 Pablo Diego Jose Fransico de Paula Juan Nepomuceno Maria de
los Remedios Cipriani de la Santisima Trinided Ruiz y Picasso 였던 피카
소는 작업을 하면서 점차 자신의 서명을 간략화 시켰다. 초기 ‘P.Ruiz
Picasso’에서 1901년 부터는 파리로 이주하며 ‘-Picasso-’를 사용했으며, 마지
막으로 잘알려진 ‘Picasso’라는 단순화된 이름으로 브랜드 네이밍 하였다.
Bernd Kreutz and Hatje Cantz, The Art of Branding, (The Art of
Branding, 2003), trans. John Southard (New York: D.A.P, 2003), pp. 14-15

20) Ibid. pp. 5- 50.
21) Michael C. FitzGerald, 『피카소 만들기 Making modernism: Picasso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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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성공을 거며 쥐었고, 당시 화상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작가들의

작품을 공급함으로써 미술 시장을 특정 미술가 중심으로 개편하였

다. 이 과정에서 세계적인 거장, 피카소를 만들어 낸 마지막 주인공

은 미술관으로, 1930년대에 국제적인 미술관에서 개최되었던 일련의

피카소전은 여러 면에서 피카소의 전속 화상이었던 폴 로젠버그22)와

피카소가 10여 년 전 부터 추진해 온 ‘피카소 홍보 프로그램’의 결정

판 이었다.23)

이러한 피카소의 전략을 드 샤나토니(L. de Chernatony)가 주장

한 브랜드 성공의 5가지 영향 요소에 대입시키기도 한다.24) 5가지

요소는 기업, 유통업자, 소비자, 경쟁자 그리고 주변 환경이다. 피카

소는 화상, 시인, 비평가 등의 지원시스템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샤나토니의 요소 중 기업과 유통 업자에 해당한다. 이 시

스템 속 그의 경쟁자들은 동시대 파리에서 활동하던 전위 예술가들

이었으며, 소비자와 주변 환경의 역할은 당시의 예술 시장과 문화가

함축되어 이루어 졌다고 본다.

2. 피카소 브랜드 성과

피카소는 생전에도 큰 인기를 얻어, 많은 작품 판매를 통해서 큰

부와 명예를 얻었다. 특히 그는 그의 작품의 가격을 측정하고 판매

할 때 칸바일러와 긴밀히 협력하였다. 피카소가 큐비즘 아티스트들

the creation of the market for twentieth century art』 (1995), 이혜원 옮김,
(다빈치, 2002), pp. 317-422.

22) 1918년 피카소는 폴 로젠버그 (Paul Rosenberg)와 조르주 빌덴슈타인
(Georges Wildenstein)과 계약을 맺었다. 이들의 재정적 지원과 지리학적 활
동은 이전 화상 볼라르와 칸바일러의 규모를 몇 배나 능가했다. 이들은 피카
소에게 전 세계적으로 그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제의를 했고, 이것은 1939
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회고전에서 절정에 도달했다. 마
이클 피츠제럴드(2002), 위의 책, p.197

23) 이현주, 위의 글, p. 27.
24) Albert M. Muniz Jr, Toby Norris, and Gary Alan Fine, “Marketing
artistic Careers: Pablo Picasso as brand manager”,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48:1/2(2014), p.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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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되었을 때 칸바일러는 작품가치와 가격의

상승을 위해 작품 중 일부만을 시장에 내 놓는 식으로 공급을 조절

하였다.25) 그와 동시에 그는 피카소의 작품은 소수의 유명한 수집가

들에게만 판매하며 피카소와 그의 작품의 가치를 상승시켜갔다. 이

러한 전략으로 피카소의 작품가격은 브라크의 것보다 4배나 높게 팔

렸다.

그의 사후에도 그의 작품의 가격은 그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만큼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아트프라이스 닷컴이 선정한 TOP 100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피카소는 경매 최고가 순위에 많은 작품들이

위치해 있다. 아트프라이스 닷컴이 매년 선정하는 TOP100 작가의

순위는 한 해 동안 거래된 작가의 경매 총액으로 결정된다. 이 순위

에서 피카소는 5위권 밖을 벗어난 적이 없다. 그만큼 그의 작품은

여전히 인기 있으며, 또한 매우 그 값이 비싸기 때문이기도 하다.

피카소는 매년 스스로의 경매최고가를 경신하는 작가 중 한명이

다. 그 중 가장 최고가는 2015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낙찰된, 1955년

작품인 <알제의 여인들 Les Femmes d’Alger(Ver.O)>이다.[그림 2]

무려 1억 7940만 달러 (약 2천 180억 원)에 이르는 이 작품은 다빈

치의 <살바토르 문디> 이전까지 경매 최고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

다. 또한 최근 2018년 5월 미국의 억만장자 데이비드 록펠러의 소장

품경매가 열렸다. 이 경매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작품은 피카소의 초

기에 해당하는 장미시대인 1905년에 제작된 유화인 <꽃바구니를 든

소녀 Fillette a la corbeille fleurie>였다. 피카소가 입체파로 이행하

기 전에 그린 흔치않은 인물화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고, 열띤

경합 끝에 1억 1500만 달러 (1241억 원)에 낙찰되었다.[그림 3]

3. 피카소 브랜드의 확장

25) 피카소는 다작을 한 미술가이다. 92살까지 오랫동안 살면서 무려 4만 5천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 회화 1885점, 조각 1228점, 도자기 2280점, 스케치 4659
점, 판화 3만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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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소의 작품은 많은 현대 미술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예

를 들어, 팝 아티스트인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은 그

의 작품 특성인 격자무늬와 망점 등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피카소의

명작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그림 4] 막스 빌, 헨리 무어

등이 참여해 총 6권으로 출판했던 작품집인 <Hommage `a Picasso

(피카소에게 보내는 경의)>에서는 로이 리히텐슈타인 뿐 만 아니라

많은 작가들이 피카소의 작품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해 냈다.

피카소의 작품은 매우 의미 있는 해의 빈티지 와인 라벨에서도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그랑 크뤼 와인 중 하나인 ‘사또 무통 로칠

드(Chateau Mouton Rothschild)’는 1945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화가

에게 와인 라벨을 맡겨왔다. 피카소의 수채화 작품은 1973년 이 와

인 라벨을 장식한다. 1973년은 또한 피카소가 사망한 해 이기도 하

다. 무통은 당대 최고의 화가를 통해 2등급에서 1등급 와인으로 등

극한 해를 기념함과 동시에 1973년이 좋은 품질이 아님에도 불구하

고 피카소로 와인 애호가들의 수집욕구를 자극했다. 이런 피카소에

게 존경을 기원하는 의미로 라벨 상단에는 ‘피카소를 추모하며(en

hommage a Picasso)’라는 문구를 넣었다. 피카소이기에 가능한 일이

었다.26)[그림 5]

피카소 작품은 또한 다양한 아트 상품으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

다. 피카소의 아트 상품은 백 만 달러이상의 수익을 내는 사업으로

엽서, 포스터, 달력부터 티셔츠, 부채, 사무용품에 이르기 까지 다양

한 제품이 존재한다.

피카소는 작품이 아닌 본인의 이름, 즉 그의 브랜드 네임이 다양

한 제품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2006년 프랑스 자동차 브랜드인

시트로앵(Citroen)에서 피카소라는 이름을 달고 미니밴을 출시하였

다. 1세대 피카소는 약 7년 동안 65만 대가 넘게 팔리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현재 2세대 모델은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26) 최인섭, 주성열, 「와인 라벨의 예술가 참여로 상승된 가치의 문화적 의미
– 샤또 무똥 로칠드 아트 라벨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제 13집
(2013), 한국문화산업학회,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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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리나라에는 피카소라는 메이크업 브러시 브랜드도 출시되어

좋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비롯하여 대중

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제 2 절 앤디 워홀(Andy Warhol)

1. 앤디 워홀의 브랜드 확립

미국의 대표적인 팝아트 작가 인 앤디 워홀(Andy Warhol)은 신

비주의 전략을 더해 상업예술가로 성공한 대표적 인물이다. 워홀은

1940년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상업 예술을 전공하고 뉴욕으로 가서

잡지와 광고에 삽화를 그리는 상업 디자이너로 경력을 쌓기 시작했

다. 다음 2년 동안 워홀은 약 150,000불의 소득을 올리는 뉴욕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삽화가가 되었는데 오늘날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

면 약 50만 불(약 5억 2천만원)에 이르는 금액이었다.27) 광고 디자이

너와 삽화가로 활동하면서 인기 있는 상업 디자이너로 이름을 떨치

게 되었으며, 밀러(I.Miller)사의 구두광고를 맡아 1953년과 1957년

두체레에 걸쳐 아트 디렉터스 클럽 어워드에서 수상하였다. 그즈음

그의 본명인 앤드류 워홀라(Andrew Warhola)에서 끝 글자(a)를 떼

어 미국식 이름인 앤디 워홀(Andy Warhol)로 바꾸었는데 이는 ‘노

동 이민자’라는 그의 출신 배경과 결별하려는 의지에 의한 것 이었

다.28)

그는 작품의 주제 선정부터 제작 방식, 소재 등 작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 모든 요소를 대중문화에서 취했다. 그가 선택했던 소재는

미국인이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일상적인 소비상품인 코카콜라

병, 캠벨 수프 통조림, 브릴로 상자, 화폐 등을 작품으로 완성했다.

27) 토마스 스콜로프스키, 「앤디 워홀: 현대적 삶의 예술가」, 『앤디 워홀 팩
토리』 전시 도록, 삼성 미술관 Leeum, 2007, p. 16.

28) Arthur C. Danto, 『앤디워홀 이야기 Andy Warhol』 (2009), 박선령 옮김,
(명진출판, 2010),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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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릴린 먼로, 앨비스 프레슬리 등의 대중 스타, 정치인 마오 저

뚱, 블라미르 레닌, 지미 카터 등을 비롯해서 요셉 보이스 등의 문화

계 인사를 막론하고 매스 미디어에 보도된 사건, 사고, 죽음과도 연

계 시켰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 같은

걸작들, 또는 식물, 꽃, 인체의 일부를 작품의 소재로 선택하였다.29)

이러한 대중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판화기법의 일종인 ‘실크스크린’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1962년 마릴린 먼로의 죽음 이후 그녀에 대한 관심이 미국사회를

뒤흔들자, 워홀은 마릴린 먼로를 소재 삼아 작품제작을 시작했다. 먼

로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대량 복제해 큰 화면

에 실크스크린 작은 캔버스를 2개, 4개, 6개 또는 20개씩 연속적으로

병력하거나 독립적으로 제작했다. 흑백으로만 채색된 마릴린 먼로의

얼굴을 머리카락, 눈썹, 입술, 목덜미에 각각 다른 색깔을 입히는 방

식으로 각각 다르게 제작해 나갔다.30) <마릴린 먼로>[그림 6], <100

개의 마릴린 초상>, < 마릴린 먼로 두폭> 등 여러 해 동안 다양한

색상과 크기로 ‘마릴린 먼로’ 연작을 제작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

로 엘리자베스 타일러, 앨비스 프레슬리등 미국을 대표하는 유명스

타를 모델로 그림과 사진 연작을 하면서 워홀은 자신의 삶과 작업의

신비를 조화시켜 성공 신화를 일구어 냈다.

당시 미국의 현대 미술계를 장악하고 있던 추상표현주의가 미술가

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독창성과 유일성,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표

현을 탐구하는 형이상학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작업인 것

에 반해 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시된 워홀 작품의 시가 이미

지는 미술계에 더욱 새로운 자극으로 전달되었고, 친숙한 소재를 담

고 있는 그의 작품은 대중들을 매료시키며 미국 문화를 대변하는 팝

아트의 아이콘이 되었다.31)

29) 양희석, 「팝 아티스트 앤디워홀(Andy Warhol)의 소비주의 사상에 관한 연
구」, 『문화교류연구』, 제 6집(2017),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p. 35.

30) 정금희, 「앤디 워홀 예술과 상업성과의 연계성 연구」, 『예술 논집』, 제
14집 (2014), 전남대학교 예술연구소,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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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의 성공은 그의 전시가 큰 인기를 끌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가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차용하여 만든 작품은 1963

년 1월 워싱턴에서 2월에 뉴욕에서 각각 전시되었는데, 1월 8일 당

시 대통령이 케네디가 <모나리자>[그림 7]를 위해 내셔널 갤러리 전

시장에 있는 다른 그림들을 이동시켰으며, 이날 2천명의 유명 인사

들이 초대되었으며, 뉴욕에서는 2개월 동안 170만 명의 관람객이 방

문했다.

2. 앤디워홀 브랜드 성과

워홀은 당대에 상업 예술가로서 이미 큰 명성을 날리며 성공가도

를 달렸다. 미술의 상업성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 활용한 점은 그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다.

비즈니스 아트는 예술 다음에 오는 단계이다. 나는 상업 아티

스트로 출발했지만, 비즈니스 아티스트로 마감하고 싶다. 나는

아트 비즈니스맨 또는 비즈니스 아티스트이기를 원했다. 비즈니

스에서 성공하는 것은 가장 환상적인 예술이다. 히피가 유행하던

시절, 사람들은 비즈니스의 개념을 격하했다. 그들은 말하기를

“돈은 더러운 것이다” 또는 “일하는 것은 추하다”라고 했다. 그

러나 돈 버는 일은 예술이고, 일하는 것도 예술이며, 잘되는 비

즈니스는 최고의 예술이다.32)

워홀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켐벨 수프와 코카콜라와 같

은 소비재를 소재로 선택, 실크스크린 작업을 통해 그림으로 재현하

여 예술 상품으로서 판매가능성을 높였다. 그림들은 판화, 포스터,

31) Jonathan E. Schroeder, “The artist and the brand”,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Vol. 39, No. 11/12, 2005, pp.1294-1295.

32) Andy Warhol, 『앤디워홀의 철학 The Philosophy of Andy Warhol』,
(1975), 김정신 옮김(미메시스, 2007),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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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엽서로 복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림 시장은 이러한 워홀

의 시도들을 적극 환호하면서 작품 판매에 열중, 워홀에게 큰 성공

을 안겨 준다.33) 또한 작가의 지위를 비싼 상품으로, 그들의 명성은

작가의 서명이 불러들이는 가격이라고 워홀은 생각하였다.34) 그의

사후에도, 앤디 워홀의 작품들이 미술사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지속

적으로 가격이 상승 중이다.

워홀은 세계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작가이다. 그의 작품 중 1963년 작 <은색 차 충돌(이중재난, Silver

Car Crash)>가 2013년 11월 소더비 경매에서 1억 540만달러(한화

1150억)에 팔린 것이 그의 작품 중 최고가 이다.[그림 8] 이 작품은

2017년 장 미쉘 바스키아(Jean Michel Basquiat, 1960-1988)가 경매

기록을 깨기 전까지 미국 작가 최고가 기록이었다. 워홀의 인기는

비단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높다. 워홀이 그린 마오쩌둥 초상

화가 2017년 4월 소더비 홍콩경매에서 1270만 달러(약 141억 3130만

원)에 팔려 서구 현대미술 작품의 아시아 경매 사상 최고가를 달성

하였다. 또한 아트프라이스닷컴에서 발표하는 미술가별 세계 경매

낙찰가 순위에서 2007년 처음으로 피카소를 능가하며 1위를 차지하

였다. 이후 2012, 2013, 201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2017년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앤디워홀은 2017년 동안 총 1,282점의 작품이 거래

되었으며, 그 총 거래액은 2억 7천만 달러 (약 2900억원)에 이른다.

3. 앤디워홀 브랜드의 확장

워홀은 기존의 실크스크린의 평면적인 작품들을 넘어 영화, 잡지

를 만들며 예술 영역을 확장하였다. 그는 1963년 자신의 작업실을

공장(Factory)이라 명했다. 이곳에서 그는 값싼 소비를 하는 대중적

인 이미지를 부각했다. 마치 공장의 대량 생산 조립라인과 같이 바

33) 정금희, 위의 글, p. 114
34) 유세희, 「상품으로서의 예술작품」, 『경영관리연구』, 제 4집(2011), 성신
여자대학교 경영연구소,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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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에 실크 프린팅 시설을 여러 개 줄 맞춰 설치하고 분업 작업함으

로써 미술품을 대량 복제해 냈다.

워홀은 그 공장에서 예술, 사진, 영화, 패션, 비디오, 텔레비전 광

고와 음악 등으로 그 분야를 넓혀 제작하였다. 이곳은 작업실, 필름

스튜디오, 언더그라운드 예술가들의 집합소의 역할을 하면서 어느

누구나 와서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개방되었다.35) 당시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시각 예술, 음악, 공연 등이 융합된 ‘해프닝’의

장르가 탄생하였고, 팩토리 공간은 음악과 공연, 영화 제작이 동시에

어우러지는 창작 공장으로 모두에게 열려있었다. 그가 만든 ‘팩토리’

는 그의 이름 아래 예술인들이 모이는 하나의 사교장이 되었다.

워홀은 팩토리에서 다양한 예술 장르의 시도를 하였다. ‘수

면’(1964), ‘나의 허슬러’(1965), ‘첼시의 소녀들’(1966)과 같은 아방가

르드 영화를 제작했으며, 그 중 다섯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파노

라마 영화 ‘첼시의 소녀들’은 최초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그

는 또한 벨벳 언더그라운드(The Velvet Underground)밴드와 가수이

자 패션모델인 니코(Niko)가 함께 만든 첫 번째 앨범의 레코드 커버

디자인 작업에도 참여하여 앨범의 성공을 도왔으며, 1969년에는 파

격적인 표지 이미지로 더욱 유명했던 패션, 예술, 대중문화에 관한

잡지 『인터뷰』를 창간하기도 했다. 그는 뛰어난 이미지 메이킹으

로 미디어의 관심을 이끌었고, 당시 어떤 미술가보다 유명인으로서

명성을 떨쳤다.36)

1987년 그의 죽음 이전에 앤디 워홀은 사후 브랜드의 관리와 브

랜드 상품의 확장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앤디 워홀 재단

<Andy Warhol Foundation for Visual Art>은 1987년 작가의 유언

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재단은 그의 저작권과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관리하고 이러한 협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워홀의 의지

35) 정금희, 위의 글, p. 106.
36) Klaus Honnef, 『앤디워홀 1928-1987 상업이 예술 속으로 Andy Warhol,
1928-1987 Commerce into Art』 (2006), 최성욱 옮김,(마로니에북스, 2006),
pp. 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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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의 브랜드를 다양한 형태로 상품화하는 작업

을 지속해 오고 있다.37)

워홀의 작품은 수없이 많이 이용되어, 그들 사이에서 성공적인

콜라보레이션의 순위를 매길 수 있을 정도 이다. 워홀의 작품은 음

료, 화장품, 옷, 서프보드와 같은 기업 및 상품과의 라이센스 계약부

터 TV 시리즈, 팝 뮤직 비디오, 잡지 출판 등 다양한 매체까지 다양

하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이윤을 남기고 있다. 워홀재단의 지난 2014

년 수익은 250억 원에 이르렀다.38)

스노우 보드 제작사인 Burton은 보드, 부츠, 바인딩 등에 워홀의

달러 이미지, 자화상, 꽃 이미지, 에디 세즈윅의 초상등을 넣은 한정

판 상품을 제작하였고, 2006년 뉴욕 바니스 백화 Barney’s New

York도 한정판으로 워홀의 작품을 복제한 라벨을 부착한 토마토 캠

벨 수프 캔을 출시하여 많은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39) 1983년

앤디워홀이 페리에(Perrier)[그림 9] 음료수 병을 소재로 완성한 40여

점이 넘는 스케치 작품은 2013년 페리에 Perrier 150주년을 기념하여

병에 삽입되어 한정판매하였다[그림 10]. 또한 많은 작가들과 콜라보

로 유명한 앱솔루트 보드카(Absolute Vodka)[그림 11]의 경우 1986

년 첫 콜라보레이션 작가로 앤디워홀을 선정했었다. 또한 재 출력된

작품들부터, 티셔츠, 문구류 등으로 워홀의 작품은 다양한 아트 상품

으로 판매 되고 있다[그림 12].

제 3 절 무라카미 다카시(Takashi Murakami)

1. 무라카미 다카시의 브랜드 확립

37) 이현주, 위의 글, p. 61.
38) 조상인, 「유명 그림 도용한 옷, 시장서 버젓이 팔려...줄줄새는 저작권료, 미
술시장 성장 막는다」, 『서울경제』, 2018.03.27.

39) Don Tompson, 『은밀한 갤러리 The $12 Million Stuffed Shark: The
Curious Economics of Contemporary Art』 (2008), 김민주·송희령 옮김,(리
더스 북, 2010)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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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카미 다카시는(Takashi Murakami, 村上隆)는 1962년 도쿄에

서 태어나 도쿄예술대학에서 전통 일본화를 전공하는 과정을 밟았

다. 따라서 초창기 그의 작업에는 일본화의 고전적 기법을 엿볼 수

있다. 다카시는 현대미술의 세계적 기준의 문맥을 이해하고 일본 미

술계 내부에 깊숙이 들어가 ‘업계’의 구조와 법칙을 파악하고 분석하

기 위하여 미술대학에 진학하였다.

그는 『예술기업론 芸術起業論』을 저술하며 예술을 업으로 일으

키는 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현대예술에 세계적

기준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구 예술가들과 경쟁하려면 서

구 미술의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고 미술품을 제작·판매·소통하는 법

에 정통해야 한다. 둘째, 예술은 상상력을 갖고 벌이는 장사라는 것

이다. 그는 예술가의 목적이 “작품의 현금화에 있다”고 노골적으로

밝힌다.40) 그는 이런 전술에 기초해 “오락에 마비된 현대인의 감성

을 뒤흔드는 한 방을 터트리는 일”에 골몰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그

가 주목 한 것은 우키요에·망가·아니메·게임 등 일본 특유의 문화체

계를 팝아트로 대변되는 서구 미술사의 문맥에 얹어 놓는 일이었다.

그는 일본인들이 껴안고 살고 있는 오타쿠 문화를 1960년대 미국 팝

아트가 보여준 앤디 워홀(Andy Warhol) 식의 ‘덧없이 소멸되는 것

들에의 정열’ 과 1980년대 제프 쿤스(Jeff Koons) 식의 에로틱 네오

팝(Neo-Pop)과 마케팅 기법을 절묘하게 배합했다.41)

카르티에 미술관(Foundation Cartier), 빌바오 구겐하임

(Guggenheim Bilbao Museum), 미국 LA 현대미술관(MOCA), 브루

클린 미술관(Brooklyn Museum) 등 전 세계 미술관 전시와 아트페

어에 참여한 데 이어, 2010년에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베르사유 궁전

에서 대대적인 전시를 개최하여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42) 현

40) 무라카미 다카시 村上隆, 『芸術起業論』, (幻冬舎, 2006), p. 29.
41) 김민수, 「무능현실 전능예술의 역설 – 오타쿠 문화와 무라카미 다카시로
본 일본」, 『일본비평』, 제 5 집(2011),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p. 101.

42) 주하영, 「무라카미 다카시의 브랜드화 전략에 관한 연구 – 양먼적 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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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술과 고전의 만남을 주제로 제프 쿤스(2008), 자비에 베이앙

(Xavier Veilhan, 2009)에 이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세 번째 개인전

이었다.

그는 전시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하여 그의 작

품과 작품속의 캐릭터들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했다. 다카시의 첫

캐릭터이자 분신인 ‘Mr. DOB’ [그림 13]는 전자오락회사 세가의 마

스코트인 ‘소닉 더 헤지호그(Sonic the Hedgehog)’와 만화가 후지코

후지오(1933-1996)가 창조한 일본의 국민 캐릭터인 ‘도라에몽

(Doraemon)’, 그리고 디즈니의 미키마우스(Mickey Mouse)의 잡종처

럼 보인다. 캐릭터를 언뜻 보면 동글동글한 모습에 귀여움을 느끼지

만 날카로운 이빨과 여러 개의 기형적인 눈의 등장은 무섭고 기괴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다. 다카시는 이와 같은 캐릭터 창조에 대해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오늘날 캐릭터와 아이콘들은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도구

입니다. 나는 그 성공적인 사례들이 공통된 몇 가지 요소들을 가

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고 미술 프로젝트의 실천을

통해 이 아이디어를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미스

터 도브입니다.43)

다카시는 성공적인 캐릭터 창조를 통하여 캐릭터와 자신을 동일

시하며 이를 통하여 그와 그의 작품, 결과적으로 그의 브랜드를 널

리 알리는 방식으로 인지도를 높여 갔다.

2. 무라카미 다카시 브랜드 성과

욕망에의 도전」, 『브랜드디자인학연구』, 제 12 집(2014), 한국브랜드디자인
학회, p. 114.

43) 무라카미다카시·안소연 인터뷰, 「수퍼플랫의 의미는 언제나 불가사의 하
다」, 『슈퍼프랫한, 이상한 나라의 다카시』, 플라토 삼성미술관, 2013, pp.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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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카미의 작업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작품을 경

매 하우스와 미술관 등의 유통시장에 맞춤화하는 발상이다.44) 그는

오늘날 미술시장에서 경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치 주식처럼 나중

에 몇 십 배, 몇 백 배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는 작품뿐이며, 이것만

이 ‘예술작품으로서의 권능’을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인

식하고 있다.45)

다카시의 대표작인 1997년 제작된 피규어 <히로폰(Hiropon)>의

경우 2003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38만 달러에 낙찰 되어 큰 성

공을 거두었다. 그의 영향으로 발표 당시 인기를 얻지 못하였던 <미

스코2 >가 원조격으로 인식되어 가격이 무려 600만 달러까지 상승했

다[그림 14]. 2008년 5월 14일 뉴욕의 소더비 현대미술 경매에서 무

라카미 다카시의 작품 <나의 외로운 카우보이(My Lonesome

Cowboy)>(1998)가 1,516만 달러(약 158억원)에 판매되었다[그림 15].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가격에 판매된 작품에 대해 런던 소더비 인스티

튜트(Sotheby’s Institute)의 로버트슨(Ian Robertson) 박사는 ‘무라카

미의 작품은 주식으로 치면 새로운 트렌드를 이끄는 대표주’라고 말

했다. ‘시장은 그가 제 2의 앤디 워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

미래 가치를 가격에 반영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명성이 곧

가치’라며 살 때보다는 팔 때를 생각한다면 누구에게 투자할지 알

수 있다고 조언했다.46)

무라카미 다카시는 미술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작가이

다. 그의 2017년 경매 거래 총액은 1천만 달러(약 107억원) 수준이

다. 우리나라에서도 그의 작품은 큰 인기가 있다. 2017년 국내 경매

에서 무라카미 다카시의 낙찰률은 87%였다.

3. 무라카미 다카시 브랜드의 확장

44) 김민수, 위의 글 p. 116.
45) 무라카미 다카시 村上隆, 위의 책, p. 146.
46) 중앙일보, 2008년 5월 23일, 경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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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카미 다카시는 본인의 브랜드를 가장 활발하게 확장하고 있

는 현대 작가이다. 기존의 ‘히로폰 팩토리(Hiropon factory)’47)를 바

탕으로 2001년 그는 도쿄와 뉴욕에 ‘카이카이 키키(Kaikai Kiki)’라는

스튜디오 기업을 설립하였다. 기업형태의 국제적인 스튜디오인 이

조직은 그의 작업을 대중에게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

식의 프로모션, 제작, 판매 및 매니지먼트의 기획 운영까지 총괄하고

있다.48)

무라카미 다카시는 최근까지도 현대 미술작가 중 가장 많은 콜라

보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작가라고 볼 수 있다. 다카시는 본인의

브랜드를 확장하는데 두 가지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대중화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고급화 전략이었다.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무라카미의 슈퍼플랫 미술관 (Superflat Museum)>[그

림 16]을 제작했다. 이것은 작은 장난감 상자 안에 미니어처 인형(쇼

쿠간 – 자신의 캐릭터를 소형으로 만든 것)과 작품에 관한 설명서,

츄잉검 등을 넣은 것으로 2003-2004년 사이 편의점에서 판매되었다.

각 인형은 일련번호가 있고 제한된 수량(각 3,000점)만을 생산하였는

데, 가격은 350엔(약 3,500원)이었다.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어서, 모든 캐릭터(약 5개의 시리즈에 각각 10개의 캐릭

터가 있었다)를 다 모으기 위해서는 계속 이 <미술관> 상자를 사야

했다.49)

같은 해(2003년)에 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5,000달러짜리(약 500만원) 루이비통 핸드백과의 콜라보레이션도 진

행했다. 무라카미는 루이비통의 제안을 받아들여 두 개의 모노그램

47) 1996년 도쿄 외곽에 다카시가 세운 상점이다. 히로폰이라는 이름은 오타쿠
문화가 마약과 같다는 일본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팩토리는
다카시가 워홀이 자신의 작업실을 ‘팩토리’라 언급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상
업화된 미술을 보여주기 위해 명명하였다.

48) 주하영, 위의 글, p. 113.
49) 진휘연, 「미술과 디자인의 통합: 무라카미 다카시의 미술상품과 욕망」,
『미술사와 시각문화』, 제 7집(2008),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p. 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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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디자인 했는데, 루이비통의 LV라는 기본 문자는 문양으로 그대로

남지만, 전체 색상과 패턴은 훨씬 화려하고 밝아졌다. 이 가방은 첫

해에만 500억 달러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그림 17, 18]. 이처럼 그

의 작품은 세계적인 유명 갤러리 및 명품 매장에서도 팔리지만, 동

네의 편의점, 장난감 가게 등에서도 판매되었다.

특히 그는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어 내어, 캐릭터의 활용도가 높

은 편이다. 루이비통과의 콜라보레이션처럼 새로운 아이콘은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주로 그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콜라보레이션이 진행되

는 편이다. 최근 일본의 의류기업인 유니클로와 함께 , 다카시는 본

인의 꽃 캐릭터를 의류 및 인형 등에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그림

19].

결과적으로 다카시는 하나의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유통되고, 그

로 인해 호응을 얻음으로써 브랜드의 입지를 갖는 방식을 미술에 적

용했다. 쉽게 소유할 수 있는 제품 – 만화나 가방, 아트키트 등-을

제작하여 자신의 제품의 소비자를 양산하고 소비층을 확대했으며,

그것을 통해 제작자의 이름을 인지시켰다.50) 뿐만 아니라 유통시장

에서 작품의 가치가 상승했을 때를 대비해 그 평가를 지속시킬 수

있는 계획을 자신이 설립한 대행사(카이카이 키키)를 통해 유지 관

리한다.

또한 다카시는 2007년 카니예 웨스트(Kanye West)를 비롯하여,

2008-2009년까지 퍼렐 윌리엄스(Pharrell Williams)와 같은 대중가수

와도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등 흥미로운 협업을 이어갔다.51) 루이

비통 이후에도 여러 화장품 패키지에 다카시의 작품들이 삽입되기도

하고, 우산과 같은 다양한 소품에도 다카시의 작품을 콜라보레이션

하여 출시되었다.

또한 다카시를 중심으로 한 카이카이 키키는 도쿄 나가노에 바

징가로(Bar Zingaro)를 오픈하였다. 이곳은 오로지 다카시의 작품으

50) Ibid, p. 122.
51) 김봉석, 『컬쳐트렌드를 읽는 즐거움』, (한겨례출판, 2006),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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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획되고 꾸며진 카페 겸 바이다. 단순한 커피에도 라떼 아트로

다카시가 창조한 꽃 캐릭터가 그려지며, 인테리어 소품들도 다카시

의 작품들로 꾸며져 있다. 간단한 음식을 파는 카페 겸 바이면서 동

시에 다카시의 작은 갤러리인 셈이다. 다카시가 기획한 Bar Zingaro

바로 옆에는 Zingaro Space[그림 20] 라는 이름의 아트 상점이 있다.

이곳에서는 다카시의 작품을 기반으로 한 인형, 스티커, 문구류, 그

릇 등 다양한 아트 상품들을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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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작가 이우환 분석

제 1 절 이우환의 생애 및 이론

이우환에게 부여된 현재의 명성과 그의 작품의 미학적 가치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다. 그의 예술성에 대한 회의론이 존재함에 따라

이우환이 한국 및 일본의 미술계에 끼친 영향력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작가의 생애 및 이론, 작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우환은 1936년 6월 24일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영관리의 두메산

골에서 4 남매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유교적인 가정의 장손으로 태어난

이우환은 어린 시절 그는 전통적인 서당 공부를 했다. 소학을 배우고,

5,6세 부터 일찍이 조부의 친구였던 한학자이자 금강전도로 알려진 문인

화가 황견용(黃見龍, 1882-?)으로부터 한문과 서예를 3-4년 간 배웠다.

황견용은 동양사상의 기본 체득을 위해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점과 선을

그리도록 하였다. 1950년 군복 초등학교를 졸업, 이우환은 함안을 떠나

부산에서 경남 중학교에 입학한다. 중학생 시절 이우환은 음악에 큰 관

심을 가지고 있었다.

색깔도 형태도 없이 소리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선명히 보이게

하는 음악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결국 나는 작곡

가가 되지 못하고 내가 가장 업신여기던 화가-조각가가 됐다. 그리

고는 아이로니컬하게도 보이는 세계의 형태와 색깔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융해시키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는 것이다.52)

이후 1953년 서울사범대학부설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음악에 대한

관심은 신문반에서 활동하며 한국과 세계문학을 읽는 쪽으로 돌아서게

52) Lee Ufan, Un art de la rencontre (Paris: Actes Sud, 2002), p. 82, 김미경,
『(모노하의 길에서 만난) 이우환』(공간사, 2006), p.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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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당시 교사였던, 장두건과 서세옥의 곁에서 세잔느(Paul

Cezanne)와 빠다샹젱(八大山人)53)등에 관심을 가지며, 동양화를 배우기

도 했지만,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천기(賤技)라고 교육받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화가가 될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54)

한국전쟁을 겪은 혼란한 한국사회에서 그는 더 넓은 세계에 나가 공

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우환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1년 다니

다 중퇴하고, 1956년 여름방학에 삼촌이 살고 있던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다른 세계를 자각한 그는 일본에 정착하기로 하고 일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하여 철학을 공부했다.55) ‘미학이나 사화사상사를 튼튼하게

알아 놓아야 나중에 무엇이든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 시기 그는 니체(Friedrich Nietzsche)와 릴케(Rainer Rilke) 등을 탐닉

하고,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예술론과 신체성에 기초한 메를로

퐁티(Merleau Ponty)의 현상학, 구조조의에 몰두했다. 또한 노장사상과

불교사상에 다시 몰두하면서 니시다 기타로의 장소론 등에도 접근했다.

이 시기는 이후 그의 미술 활동에 결정적인 철학적 토대가 되었다.56)

그러나 학자로서의 길을 걷기엔 언어의 장벽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실

감하고,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하던 미술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후

1961년부터 일본화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늘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고 싶었지만...다니자끼나 미시마를 읽었

을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린

53) 중국화가, 팔대산인(八大山人)으로도 불린다. 중국 청조에 활동한 명의 유민
화가다. 이름은 중계라 추정하나 주답이라 통칭되었다. 60세경부터 팔대산인
이라 칭했다. 수묵화의 송석, 연꽃 그림에 뛰어났고 화훼, 잡화는 명의 심주,
서위에, 산수는 동기창의 작품에 기초를 두어 소폭의 조어소과에 독특한 작
풍을 완성했다.

54) 김미경, 위의 책, p. 15.
55) 見明彦(타카미 오기히코),「生まれくるきろ餘白の響き」, 『美術 手帖』,
vol.57,no. 872(2005. 11), p.162. 김영나, 「초국적 정체성 만들기 – 백남준과
이우환」,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 18 집(2007),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p.
217.에서 재인용.

56) 이우환-최옥경 인터뷰, <이우환-만남을 찾아서> 전시(2003.10.3.-11.16) 카
달로그 연표(삼성미술관, 2003), p.14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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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 부터 배워왔고 언어를 통하지 않아도 가능했던 그림에서 무언

가를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57)

또한 ‘니혼가푸’라는 일본화 단체에 등록하여, 재료와 테크닉을 공부

했다. 비슷한 시기 이우환은 생계유지와 남북통일 운동 모금을 위해 풍

경화 등 구상화를 그리기도 했다.58)

그가 서양 현대미술을 처음 접한 것은 1958-1959년경으로, 마크 토비

(Mark Toby)나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등으로부터 강한 인상을 받

았다. 이러한 영향은 1960년부터 1964년까지 4차례의 개인전에서 찾을

수 있다. 물감을 쭉 짜서 캔버스에 조금 스며들게 하거나, 한국공보관화

랑에서 1964년 전시했던 <점으로부터>의 경우는 우주적인 공간에 흩어

진 성운과도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다.59)

1967년 도쿄의 사또화랑에서의 개인전을 이우환의 작품경향이 본격적

으로 드러나는 시점으로 본다. 이쯤 이우환은 일본 현대미술계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본다는 것을 다시 보고’ 있었다. 당시 이우환에게 큰 영향을

끼친 전시는 1968년 도쿄화랑과 무라마츠 화랑에서 열린 <트릭스 앤 비

전-도둑맞은 눈 Tricks&Vision> 과 제 1회 <현대조각전>이다.

<트릭스 앤 비전>의 경우 내 눈 앞에 보이는 것이 진실인지 눈속임

인지를 파고들며 생각했던 작가들이 ‘본다’는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곧

바로 모노하로 불리게 될 일본의 신세대들은 기하학적 경향을 띠거나 눈

속임의 트릭적 형태를 실험하고 있던 중이었다. 당시 이우환은 한국 국

적의 무명의 작가로 지속적으로 낙선하고 있었다.

제 1회 <현대조각전>에서 세키네 노부오가 고베의 공원의 땅에서 원

통형으로 흙을 파내 단순이 그 옆자리에 쌓아놓는 것으로 이루어진

<위상-대지 Phase-Mother Earth, 1968> 작품[그림 21]을 전시했다. 이

57) 최옥경, 위의 책, p.144.
58) 이우환은 남북통일 운동과 관련하여 우장홍이라는 가명으로 「남북한 해방
문학 20년사」(1967)를 집필하였다. 김미경, 「이우환의 ‘세키네 노부오
론’(1969)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 14집(2005), 한국근현대미술사
학회, p. 246.

59) 김미경, (주 41),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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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은 모노파의 시작이라고도 불리는 작품이다. 형태는 변화해도 그 구

조는 불변한다는 위상수학의 원리를 나타낸 것으로 모노하 모두에게 큰

영감과 영향으로 작용했다.60)

이러한 영향을 받은 이우환이 일본미술계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평론활동에서였다. 1969년에 『산사이(1969. 6)』에 「존재와 무를 넘어

서- 세키에 노부오론」이라는 글을 발표했고, 같은해에 「사물에서 존재

로」라는 글로 미술출판사의 예술평론상에 입상한다. 그리고 곧 이어

1971년에는 『만남을 찾아서』를 출판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의

이론에 기댄 일련의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소위 ‘모노하

(物派)’가 탄생하기에 이른다. 이후 이우환은 일본 모노하의 대표적인 작

가이자 이론가로 활약해왔다.61)

이렇게 철학으로 갖춰진 이우환의 미술론은 이론에 목말라 있던 한국

화단의 호응을 얻게 되고 일본식 교육을 받은 그의 이론은 형식적 모더

니티를 한국적 모더니즘으로 이해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여기에 이우

환은 박서보와의 교류를 통하여 한국 미술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

다. 이우환은 미니멀리즘을 산업화된 현실에 대한 반응,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균열이 아닌 새로운 형식으로 이해함으로써 형식주의 미술론을 이

어가는데, 피상적인 형식의 표피가 아닌 본인의 독자적인 사상과 미학을

담은 진정한 미술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미술은 곧 형식이라는 전

제를 형성시킨다.62)

제 2 절 이우환의 작품

이우환은 일본의 ‘모노하(物派)’를 대표하는 작가이다. 모노하가 탄생

60) 강태희, 「‘한국적 미니멀리즘’과 이우환」, 『미술사 연구』 제 11집, 미술
사 연구회 ,1997, p.158.

61) 김영나, 「초국적 정체성 만들기 – 백남준과 이우환」, 『한국근현대미술사
학』 제 18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07, p. 217.

62) 이선미, 「민중미술 시장의 현재-단색화 세일즈붐과 리얼리즘의 부활」 (석
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17),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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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배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전후 유토피아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

면서 학생운동이 극렬하게 일어났고, 히피와 마약이 범람했으며, 세대교

체가 일어나고 있었다. 또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반성, 서양 중심과 변방

국가 등의 이분법의 극복, 타자의 존재와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

스트모더니즘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1964년 도쿄 올림픽

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경제적인 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노하와 그에 대한 이우환의 이론은 일본의 현대미술

을 서양미술의 한 유파로 보지 않고, 거기에 독자적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기에 일본 미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우환의 이론의 핵심은 작가의 역할과 창조의 의미였다. 작가가 물

체 또는 물질, 즉 ‘모노’(재료 또는 소재)에 최소한의 작업만을 가해 장소

에 제시할 때 중요한 것은 물체의 형태나 구성이 아니라 물체가 자신을

드러내는 상황의 구조라는 것이다. 물체는 그자체로 완결된 형태가 아니

라 에너지를 갖는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끊임없

이 변하기 때문에, 작품은 주변의 장소와 관계를 맺음으로써만 완성될

수 있다. 때문에 물체는 작가를 열린 세계와 만나게 하는 매개체가 되고,

작가는 이 만남을 통해 자신을 망각하는 무아(無我)의 순간과도 같은 일

체감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작가(주체)의 역할이란 철저하게 물체와 세상

을 맺어주는 관계항을 만드는 역할에 그칠 뿐이라는 것이다.63)

모노하는 회화의 한계에 대한 각성에서 출발한 조각 위주의 미술로

돌·물·흙·나무 등 자연 소재, 일회적이고 순간적 배열, 구조의 형이상학

자체에 대한 관심, 시공을 포함한 사물의 총체적 경험을 지향하는 미술

이다. 따라서 모노하는 대지미술, 프로세스 아트, 아르테 포베라, 쉬포르

-쉬르파스 등과 공유하는 점이 많다. 64)

1970년「비즈추테초」에서 특집으로 낸 ‘발언하는 신인들’ 중에 포함

된 좌담회 <모노가 펼치는 새로운 세계>에서 코시미즈 스스무와 세키네

노부오, 스가 카시오와 나리타 가츠히코, 요시다 가츠로 그리고 이우환

63) 김영나, 위의 글, p.218.
64) 강태희, 위의 글,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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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노’에 대해 논의하며 더욱 화제가 되었으며, 이우환은 모노하 이론

을 스스로 옮긴 작품을 발표하여 일본 화단에 성공적으로 등단하였다.

모노하의 대표작가인 이우환은 우리나라 단색화 전시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그 원인은 이우환이 우리나라 단색화의 전개에서 빠질 수 없는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68년 도쿄국립근대미술관에서 <한국현

대회화전>을 통해서 이우환은 박서보를 비롯한 한국작가들을 만나게 된

다. 이 전시에서 이우환은 형광도료를 분무기로 뿌린 3백호가 넘는 대작

3점을 내어 놓아 화제가 되었다. <풍경 Ⅰ-Ⅲ> 시리즈[그림 22] 로 각각

채도와 명도를 다르게 한 형광 핑크색 도료를 분무기로 뿌려 화폭의 경

계선마저 현란할 정도의 작품이었다. 당시 국내 미술계의 선두로 부상한

박서보는 해외진출의 길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고 일본의 전위 미술

을 선도하는 이우환은 조국에서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으며 이미 글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국내에 알리고 있었다.65)

그의 이론이 국내에 알려진 것은 1969년에 <A.G.> 4호에 「만남의

현상학 서설: 새로운 예술론의 준비를 위하여」이 번역, 소개된 것을 시

발로 같은 해에 『공간(空間)』에는 서양이 동양의 지혜에 눈을 떴다는

논조의 모노하 작가들의 작업을 소개하는 「일본 현대미술의 동향」이라

는 글이 실렸다. 1972년에는 평론집 『만남을 찾아서(1971)』의 일부가

「오브제 사상의 정체와 그 행방」이라는 제목으로 『홍익미술』에 번역

되었다. 1975년에는 『공간(空間)』에 「만남의 현상학적 서설」이 소개

되었다. 한편, “S.T.”는 이우환의 글을 주제로 세미나를 여는 등 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이우환 열기는 상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66)

단색화는 1960년대 이후 평면적이고 추상적인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

으로 시작되어, 1970년대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미술사조, 또는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흑, 백, 황을 위주로, 단색을 주로 사용하는 제한적인 색채

범위, 반복적인 형태, 단순하고 추상적인 화면에 절제되고 응축된 미감의

표현으로 정의될 수 있다. 67)

65) 윤난지, 「단색조 회화운동 속의 경쟁구도-박서보와 이우환」, 『현대미술
사연구』, 제 32집(2012), 현대미술사학회, p. 253.

66) 강태희, 위의 글, pp. 155- 156.



- 39 -

1970년대 중반이후 단색화는 ‘단색파’, ‘모노크롬’, ‘한국적 미니멀리즘’

등으로 지칭되었으며, 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대명사로 평가되어 왔다. 한

국 미술계에서 ‘단색화(Dansaekhwa)’란 용어는 윤진섭이 기획한 2000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과, 《한국의 단색화-Dansaekhwa: Korean

Monochrome Painting》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전에서 처음으로 사용

되었는데, 이를 한국 현대미술의 대표적 양식으로 명명하면서부터 고유

명사화 하였다.68) 69) 윤진섭은 단색화의 특성에 대해 ‘구상성을 배제한

순수한 단색의 추상화로서, 촉각적이고 구축적이며 자연친화적이고 자기

수행적인 작업이라는 점에서 인위적이고 평면적이며 시각중심적인 서구

의 미니멀리즘 혹은 일본의 모노하와 근본적으로 다름’을 주장하였다.70)

결과적으로 이우환은 분명 일본의 모노하를 대표하는 작가이지만, 그

가 우리나라의 단색화의 발전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에, 이우환

은 일본과 한국 현대미술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게 되었다. 본 장에서

는 이우환의 조각과 회화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조각

이우환 조각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모든 조각이 <관계항

Relatum> 이라 명명되는 특징이 있다. 그의 조각 작품은 처음에는 <현

상과 지각>으로 불렀다가 1972년부터는 <관계항>이라 제목을 달게 되

었는데, 72년 이후에는 모든 조각을 <관계항>으로 불렀다.[그림 23, 2

4]71)

둘째, 조각의 제작 방식이 작가의 인위적 구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67) 진휘연, 「계몽과 담론 사이 – 한국 단색화 비평 논의 연구」, 『미술사
학』, 제 30집(2015), 한국미술사교육학회, p. 376.

68) 윤진섭,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2000, 광주비엔날레.
69) 윤진섭, 「마음의 소리」,『한국의 단색화』 전시도록, 2012, 국립현대미술
관.

70) 윤진섭, 위의 글, pp. 8~17
71) 강태희, 「이우환과 70년대 단색회화」, 『현대미술사연구』, 제 14집(2002),
현대미술사학회,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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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것이 아닌 듯 보이며, 심지어는 우연히 ‘발견’ 된 듯 하고, 미술

작품이라기 보다는 물건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셋째, 작품이 설치된 장소 또는 장소성에 대한 작가의 의식적 부분에

서 특징을 보인다. 1969년 이후 한 작품을 여러 장소에 반복해서 설치하

기도 하고 비슷한 작품을 실내와 실외에 모두 설치하기도 한 이우환에게

‘장소’, ‘장’, ‘공간’ 더 나아가서는 ‘세계’로도 설명되는, 작품이 놓이는 장

소 개념은 니시다 기타로의 「장소론」이나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에서

영향을 받은 그의 철학의 구체화이다.

넷째, 작품의 재로와 그것의 사용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1968년 이후

간헐적으로 솜, 유리, 각목, 로프, 철사, 종이, 쿠션 등 다른 재로들이 등

장하기도 하지만 돌과 철판은 이우환의 조각의 주재료가 되어 왔다.72)

이우환은 『리베라씨옹(Liberation)』 신문의 헨리 드바이유

(Henri-Francois Debailleux) 예술 담당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나의 조

각은 미확정적 자연인 돌과, 인간의 개념으로 규격화한 철판과의 대화를

모색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스트라스부르 대학 미술사 교수인

롤랑 레크트(Roland Recht)는 이우환의 조각을 보고 ‘에너지의 순환을

찾는 과정’, 또는 ‘힘의 변형’을 표현한 것으로 설명하였다.73)

결과적으로 이우환은 본인의 작품에서 금이 가 깨진 유리 위에 무거

운 돌을 놓거나, 부드러운 솜과 거친 돌을 병렬 대조하거나, 공업재료인

철판 위에 자연적인 돌을 놓아 서로 다른 물체와 물체, 인간, 장소의 만

남을 주도하였다. 각각의 물체들은 중량감, 색체, 형태로 대비될 뿐 아니

라, 감추어지거나 노출되면서 긴장감과 압박감을 갖기도 하고, 또 보는

사람들의 움직임, 조명 등과 상호 침투적 관계 혹은 상태를 드러낸다.74)

2. 회화

72) 김정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그 사이의 접점’을 통한 이우환의
조각 작품 읽기」, 『현대미술사연구』, 제 15집(2003), 현대미술사학회,
pp.179-181.

73) 이가진, 「이우환의 점과 선, 그리고 여백」 『월간 사회평론 길』 제 98집
(1), 사회평론, 1998, p. 132.

74) 김영나, 위의 글, p.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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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의 회화는 주로 시리즈로 시기별로 구분 할 수 있다. 1967년

그의 작품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또화랑을 시작으로 초기에는

점, 선을 이용한 시리즈에서 이후 바람 시리즈 그리고 현재의 조응 시리

즈로 이어진다.

이우환이 모노하 작업에서 회화로 전환한 과정은 모노하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곽인식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한다.75) 이우

환이 1972년에 종이와 먹으로 한 <찌르기에서>가 곽인식의 개념을 이어

받고 있으며, 70년대의 그의 회화 작업은 그 발상과 철학 또는 모노크롬

과 박복적인 붓질이라는 방법에서 곽인식의 수묵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여긴 것이다.76)

1970년대, 나는 <점에서>, <선에서>와 같이 점, 선의 회화 시리

즈에서 무한을 반복개념으로서, 그 끝없는 차이로서 나타내려고 시

도했다. 반복과 어긋남에 비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말이 되면 <바람> 시리즈에서 어긋남이 심해지고 작품의

규모가 커지고 화면에 많은 여백이 생긴다. 1990년대에 이르러 회화

가 성립하는 영역으로서의 장에 주목하고 점이나 선 등의 조응관계

에 의해서 무한감을 끌어내게 되었다. 따라서 이때의 작품의 맥은

<무한에의 동경>이다. 즉 시간성, 공간성, 무한, 자신과 외부와의 관

계... 그리는 것을 줄이면 줄일수록 함축성, 암시성으로 외부의 조응

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자니 점은 짧고 뭉툭하며 단호해져 큰

에너지를 축적하게 되었다.77)

75) 곽인식은 일찍이 일본으로 건너가 구체파의 영향으로 소재 자체의 물성에
주목하여 일종의 전-모노하적인 작업을 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 화단에서 주
목 받지는 못했고, <한국현대화랑전> 이나 1973년의 명동화랑의 그룹전 또
는 <한국현대미술단면전> 등에도 참여했지만 우리나라에 그 존재가 확실히
알려진 것은 1985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의 회고전을 통해서 이다. 일본평
론가 아키타는 “모노와 표면”이라는 글에서 곽인식이 모노하의 선구자적 역
할을 한 인물이며 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채묵과 종이가 결합한 작품은 표
면ㅇ르 문제로 하여 동양적인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76) 강태희, (주 56), p. 165.
77) 이가진, 이우환 인터뷰, 「파리에서의 인터뷰 - ‘동양적’, ’신비적‘이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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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작가 본인의 인터뷰처럼, 지속적으로 그의 회화는 변화해왔다.

그가 단색으로 작업을 시작한 것은 1964년 무렵으로 본격적으로는 도쿄

화랑에서 1973년 단색조 회화만을 가지고한 전시를 기점으로 점차 작업

의 중심을 회화로 옮기게 되고, 한국에서의 전시는 회화 위주로 기획하

게 되면서 글 또한 회화이론 쪽으로 옮겨간다. 78)

(1) <점으로부터 From Point>, <선으로부터 From Line>, <바람으

로부터 From Wind> 시리즈

1970년대 이우환의 작업은 점 시리즈와 선 시리즈로 대변된다. 제목

처럼 여러 점의 반복적인 점찍기·선긋기를 시작한다. 그는 1973년 9월

도쿄 화랑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점 시리즈와 선 시리즈를 첫 선보인다.

점 시리즈의 대부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수평성을 강조

하는 데 반해 선 시리즈 연작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수직성을 강조

한다. <점으로부터>는 캔버스에 여러 개의 붓 자국이 나열되어 있다[그

림 25]. 캔버스의 왼쪽 가장자리에서 오른쪽 가장자리까지 한 줄이 이루

어질 때까지 붓을 물감에 담그지 않아 왼쪽의 처음 찍은 점보다 오른쪽

으로 갈수록 점의 농도는 옅어진다. 이러한 점의 생성과 소멸 과정이 재

현된 결과물을 통해 이것은 한 가지 행위의 흔적임을 알 수 있다.79) 좌

에서 우로 진행해 가는 점들의 연속은 첫째, 물리적 공간인 그림의 한정

된 영역 안에서 멈추지 않고 틀 밖으로 무한히 지속할 것 같은 시각적

인상을 준다. 둘째, 점점 엷어져 가는 점들은 보는 이의 뇌리 속에서 잔

상으로 남으면서 그것을 눈으로 읽어가는 시간적 지속성을 유지한다.80)

<선으로부터>는 수직선들을 그을 때 중간에 붓을 떼어 물감에 적시

지 않고 한 번의 붓놀림으로 그렸다[그림 26]. 상하로 진행하는 선도 하

를 경계하라」, 『월간사회평론 길』, 제 98집(2), 사회평론(1998), p.163.
78) 윤난지, 위의 글, p. 262
79) 남수진, 「공존의 미의식: 이우환의 작품세계」, 『동양예술』 제 28집
(2015), 한국동양예술학회, p. 37-38.

80) 김미경, 「이우환의 입장과 회화들 – 그 해석의 문제」, 『현대미술사연
구』 제 5집(1995), 현대미술사학회, p.71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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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선 그 자체로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공간적·시간적 진행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선들을 반복했을 때 그 의미는 화면 전체에서

확장된다. 선들이 화면 좌우의 양 끝을 넘어 계속 연속적, 혹은 불연속적

으로 반복 진행할 것 같은 암시를 받게 된다.81) 이와 같이 그의 1970년

대 회화에 공간적·시간적 진행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면, 확장

으로 해석하든지 수렴으로 해석하든지 구심점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개념

을 적용 할 수 있다.

엄격한 1970년대 작업들에 비해 1980년대의 <바람으로부터>는 수직

적 구성에서 선이 끊기거나 휘며 붓질이 자유분방해지고 물김의 튀김이

방치되며 대체로 구심점이 약화된다.[그림27] 붓질의 방향성도 70년대보

다 비 획일적이며 자유로워진다. 바람 시리즈에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여유로움과 자유로움을 느낀다. 그에 반해 작가 스스로는 “나는 가능하

면 뉴트럴(neutral)한 점을 찍고자 했다. 그러려면 기계처럼 철저해야 하

는데 손이 떨리고 몸이 못 따라가 만대로 안 됐다. 해서 내 놓은 게 <바

람으로부터>였다. 그것은 내안이 아니고, 내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

다. 누구는 ‘자유분방’이라 말했지만 나는 곤혹스러웠다”라고 회고한다.82)

이우환은 회화 작업 시 동양회화의 전통적 기법을 따라 무기안료를

아교와 섞어서 사용하며 동시에 서양회화의 재로인 캔버스를 사용한다.

이러한 동서양 재료의 대치는 조각에서와 마찬가지로 회화에서도 각각의

재료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우환의 의도 이다.

이우환은 필요에 따라 매끈하거나 혹은 거친 천의 캔버스를 사용하기도

하며 동물성 아교와 천연 무기안료를 섞어 사용하여 물감의 질료적 특징

과 색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하였다.83) 이후 80년대에 들어서 석채에

아교를 섞어 뭉쳐지는 물감의 속성에서 벗어나 오일에 석채를 섞어서 보

다 유연한 물감의 효과를 시도하게 된다.

81) 이우환, 「무한에 대하여」, 『월간미술』, 1994.09. p.70.
82) 권근영, 「15일부터 사간동 갤러리현대에서 개인전 여는 이우환」, 『중앙일
보』, 2011.11.15

83) Silke von Berswordt-Wallrabe 질케 폰 베르스보르트-발라베, 『이우환 타
자와의 만남 Lee Ufan Encounters with the Other』(2008), 이수영 옮김(학
고재, 2008), pp. 1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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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응 Correspondence>

1990년대에는 여백이 훨씬 중요해지고 전체 구성이 다시 엄격해지는

<조응> 연작을 제작하기 시작했다.[그림 28] 이 시리즈들은 하얀 캔버스

에 찍힌 한 획의 넓은 붓질로 대표될 수 있다. 붓 자국을 가까이서 관찰

하면 사용된 붓의 넓이와 털의 구조를 포함해 그리는 방향까지도 알 수

있다.

70년대 와 달리 접합제로 아교대신 기름을 사용하여, 붓 자국은 손으

로 만질 수 있을 듯한 물질성이 나타나고 붓 자국과 캔버스는 각각의 물

성으로 인해 그리고 붓 자국의 위로 인해 상호 관련하며 공존한다. 붓

자국이 캔버스의 한 가운데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자리 잡으면서 전체적

인 구도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동시에 동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러

나 무엇보다 이 시리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붓 자국 즉 그려진 부분에

의한 그려지지 않은 부분이다. 이 그려지지 않은 부분을 이우환은 여백

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캔버스 위에 칠해진 몇 개의 붓 자국은 그로인해 캔버스의 바탕의 존

재감을 더 인지시킨다. 마치 바람 속에 붓 자국이 떠있는 듯 보이기도

하는 데 이러한 형상과 배경 혹은 positive space와 negative space의 역

전 관계를 통해 이우환은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 양의 적인 전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했다.84)

한편 <조응> 시리즈를 일본문화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

김영나의 경우 단 하나의 붓 자국만 있는 화면들이 이전의 동양성보다는

다시 일본적 미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차(茶)의 대가 센노리큐의 초대를 받아 정원에 진기하고 아

름다운 꽃을 보려했으나 모두 뽑혀 있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가, 실내의

토코노마에 단 한 송이의 꽃이 꽂힌 것을 보고는 그 아름다움에 깊이 감

동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 일화는 꽃 한송이가 수십 송이의 꽃보다 훨

씬 더 효과적으로 공간에 울림과 생기를 형성한다는 단순미와 고요함을

84) 이우환, 「투명한 시각을 찾아서-노트에서(1970-1977)」, 『공간』, 1978.05.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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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와비사비’의 일본적 미감을 보여주는 이러한 ‘와비사비’의 미학

을 <조응> 시리즈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85) 원영태의 경우, <조

응> 시리즈의 하얀 캔버스에 찍한 한 획의 넓은 붓질 모양은 전형적인

일본의 응축주의 미학을 보여준다 하였다.86)

제 3 절 이우환 전시

1. 이우환의 전시

이우환은 1967년 일본에서 개인전을 시작으로 국내·외를 넘나들며 무

수히 많은 전시를 진행해왔다. 모노하를 대표하는 작가로서 이우환은 작

가활동 초반에는 개인전과 그룹전이 주로 일본에서 있었다. 개인전의 경

우 1967년 이후 약 136회 전시 중 25회 정도가 국내에서 한 개인전이다.

그룹전의 경우는 1968년 도쿄 국립근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현대회화

전>이 첫 그룹전이었다. 정리된 결과에 따르면 그룹전은 약 150회 진행

되어왔다. 그룹전 역시 국내 전시보다는 해외전시가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해외전시가 월등히 많은 이유는 이우환이 활동을 일본에서 시작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분명 국내외 전시를 포함하지는 않

았기에 어느 정도 오차는 있을 것이다.87)

이우환의 전시 커리어에서 특이한 점은, 그는 일본과 한국 양쪽을 대

표하는 현대미술 작가로 지속적으로 전시되어 왔다는 점이다. 1969년 평

론 활동을 시작으로, 그의 이론에 기대어 ‘모노하’가 탄생하였기 때문에,

85) 김영나, 위의 글, p. 223.
86) 원영태, 「이우환과 일본 – 일본문화의 맥락에서 이우환의 작품읽기-」,
『기초조형학연구』 제 18집(2017), 한국조형학회, p. 359.

87) 도표로 정리하여 Appendix에서 볼 수 있는 전시리스트는 ‘스튜디오이우환
(http://www.studioleeufan.org/)’, ‘국제갤러리(https://www.kukjegallery.com
/)’,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의 <한국의 단색화> 전시 도록 그리고, 현대화랑
의 <1970-80, 김환기, 김창열, 이우환> 전시 도록의 전시리스트를 참고로 정
리한 것이다.

http://www.studioleeuf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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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본현대미술 전시에서는 빠질 수 없는 작가이다. 또한 1968년 <한

국현대회화전>을 통하여 한국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는데, 이 전시를

통하여 한국의 여러 화가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1969년에는 제 10회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1971년에는 제 7회 파리 비엔날레에 한국대표작가

로 참가하면서 그의 이름을 한국화단에 알렸다.88)

이우환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우환 자신도 늘 외부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는

자신과 모노하에 가해진 비판이 한국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자신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중간자의 위치에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89)

1968년 파리의 ‘일본 아트 페스티벌’에서는 한국작가로 취급되어 참가

거부를 당했고, 1969년 ‘상파울로 비엔날레’와 ‘파리 청년 비엔날레’에는

한국대표로 참여한 반면, 1974년 뒤셀도르프 시립미술관의 일본 미술전

에는 일본 미술가로 참여 했다. 일본 내에서도 1968년 <한국현대회화

전>에는 한국작가로, <현대일본미술전>에는 1969년부터 일본작가로 꾸

준히 참여하였다. 한국에서는 물론 한국작가로 취급되었지만, 1981년

<일본현대미술전>에서처럼 일본작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9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우환은 모노하의 리더로써 일본현대미술에 미친

영향과, 한국현대미술의 단색화에 미친 영향은 많은 논문에서도 인정하

는 바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관람객들과 미술애호가들에게도 인정받

고 있음은 다양한 국가에서 진행되어온 많은 전시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전시들 중 이우환의 전시 커리어

중에서 이우환의 국제적인 위상을 확인 할 수 있었던 세 전시, 1997년의

프랑스 파리의 ‘죄 드 폼므’ 국립미술관 개인전, 2011 미국 뉴욕 구겐하

임미술관의 개인전, 2014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의 개인전을 다음 장

에서 더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한다.

88) 김영나, 위의 글, p. 217
89) 이우환, 『여백의 예술』, 김춘미 옮김(현대문학, 2002), pp. 24, 295.
90) 윤난지, 위의 글, p.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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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적인 전시들

(1) 죄 드 폼므(Galerie National du Jeu de Paume), Paris

죄 드 폼므 국립 미술관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미술관이다. 20세

기 이후의 현대 미술 작품을 주로 전시한다. 1909년 설립된 이 국립미술

관은 개관 초기에는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이 주로 전시 돼 있

었으나 1986년 이곳의 작품의 대부분이 오르세 미술관으로 이전되었다.

이후 미술관에는 주로 생존 작가의 작품을 특별 전시회 형식으로 전시하

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곳에서 한국 화가로서는 처음으로 프랑스의 국립 미술관에서 이우

환의 개인전이 1997년 11월 13일부터 1998년 1월 4일까지 전시가 되었

다. 이 개인전에서는 1994년에서 1997년 사이에 제작된 <조응> 시리즈

등 평면 회화 30점과 <관계항> 5점이 전시되었다.

‘죄 드 폼므’ 에 전시됨으로써 이우환 그림들의 점들 간의 간격과 캔

버스간의 간격 등이 배치가 제대로 될 수 있었고 그 결과 상호성이

재현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서양인들에게는 ‘여백’이나 ‘관계’, ‘호응’

등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전무하다고 평가되었고 이것들은 동양

인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우환의 전시로 우

리들에게 결여되었다고 생각한 다시 말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하

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들인데 이러한 요소들을 이우환의 작품을 통

해 쉽게 이해하고 제대로 체험할 수 있었다.91)

국립 에콜 도 보자르의 교수 클로드 비알라(Claude Vialla) 교수는 죄

드 폼므 미술관에서 이우환 전시의 의의를 위와 같이 밝혔다.

이 전시를 위해 미술관측은 독일, 영국, 일본의 유명 박물관과 갤러리

및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이우환의 기존 작품을 한데 모았으며, 전시

를 위해 문화재단의 후원을 골고루 얻어낸 점을 보아 이우환전시를 위해

91) 이가진, (주 68),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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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애를 썼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프랑스 비평가 5명의 ‘이우환

론’을 함께 게재한 작품집을 발간하였으며, 이우환의 작품 이해를 위해 2

차례에 거쳐 평론가들을 불러 이우환의 그림세계에 대한 발표회를 준비

했을 뿐만 아니라, 미술관의 회원들에게 이우환의 작품 설명을 위해 비

알라 교수를 초청하는 등 이우환을 알리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

이 개인전을 통하여 이우환은 본인의 작품을 유럽 전역에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이전까지 그의 전시는 주로 일본에서 열렸으며, 유럽의 경우

종종 비엔날레와 같은 국제전을 참여하였다. 유럽에서도 개인전이 간혹

열리긴 하였으나, 죄 드 폼므와 같이 큰 규모이며 그의 작업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는 처음이었다. 이후 일본에 주로 열리던 그의

개인전은 유럽 곳곳에서 열리며 이우환의 가치를 상승시켰다.

(2) 구겐하임(Guggenheim New York)

2011년 6월 24일부터 9월 28일 구겐하임 미술관(Guggenheim New

York)에서 있었던 《이우환:무한의 제시 Lee Ufan: Making Infinity》은

그의 국제적인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로, 이 전시를 통하여 이우환

은 명실상부한 ‘세계적’ 작가로 자리매김 되었다. 구겐하임의 ‘아시아예술

담당 삼성 시니어 큐레이터’ 알렉산드라 먼로(Alexandra Munroe)는 이

전시의 취지를 한국 작가 이우환을 세계적 인물이자 현대의 거장으로 조

명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나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이우환을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작가

및 사상가 중의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미니멀리즘과 포스

트미니멀리즘에 대한 서구 미술계의 인식을 확장시켜 한국·일본·유

럽에서 활동하는 아시아계 작가들의 시각과 작품을 수용할 수 있기

를 바랬다. 이는 미국에서 미술사라는 학문 자체를 좀 더 포괄적이

고 국가를 초월하는 하나의 모델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큰 목표의 일

부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기존 미술사의 주요 작가 및 사조를 동시

대미술의 넓고 복합적인 이야기로 조명시키고 통합시키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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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2)

특히 이 전시는 이전까지 한국, 일본, 유럽에 집중되었던 이우환의 전

시가 미국에서 그것도 구겐하임에서 개인전으로 열렸다는 점으로 기념비

적인 전시가 되었다. 구겐하임에서 한국 작가 회고전은 2000년 백남준에

이어 두 번째로, 구겐하임 전관에 이우환 작품 90여점을 선보였다. 모노

하 시기 조각 작품부터 최근의 회화 작품까지 조각가이자 화가, 저술가

이자 철학자로 활동한 이우환의 40년 역사를 온전히 만날 수 있었다.

(3) 베르사유<Château de Versailles>

베르사유 궁전은 ‘전통과 현대와의 대화’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제프

쿤스, 무라카미 다카시, 주세페 페노네 등 세계적인 현대작가 전시를 잇

달아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6월 17일부터 11월 2일까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Chateau de Versailles)에서 한국작가로는 최초로《이우환

베르사유(Lee Ufan Versailles》가 열렸다. 알프레드 파크망(Alfred

Pacquemen) 전(前) 퐁피두 센터 관장의 기획으로 ‘철과 돌이라는 두 물

질이 충돌하는 효과’가 이우환 조각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이 전시는 루이 14세 때 조경건축가 앙드레 르 노트르(Andre Le

Notre)가 디자인한 베르사유 정원을 배경으로 이우환의 10점의 조각 신

작(실내 1점, 실외 9점)이 소개되었다. 이우환은 본 전시를 통해 “완벽미

를 지닌 인공정원 속에 완벽을 넘어선 우주와 자연의 무한성을 드러내

보이려는 게 제 작업의 의도였습니다.” 라고 밝혔다.93)

특히 이번에 공개된 신작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관계항-베르사유

의 아치’(Relatum-L’Arche de Versailles)다. 르 노트르가 만든 인공운하

와 마주보는 대표작으로 스테인리스 판을 U자로 구부린 아치 모양이다.

아치의 양끝에는 두 개의 자연석을 놓았다. 아치 밑에는 아치와 똑같은

92) 장승연, 「Interview_무한의 제시 – 알렉산드라 먼로」, 『Art in Cultur
e』, 2011. 09. p.77.

93) 노형석, 「“우주의 무한성의 표현” 이우환 베르사유전」, 『한겨례』,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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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의 스테인리스 판이 긴 융단처럼 바닥에 깔려있다. 작가는 “시원하

게 펼쳐진 운하 공간 앞에 금속성 아치가 들어서면서 하늘과 자연이 새

롭게 보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인공물과 자연물의 대비와 조응을 보여

주는 특유의 작품 개념들이 정원에서 큰 스케일로 확대된 셈이다. 이우

환은 이 전시에서 목표인 ‘전통과 현대와의 대화’를 그의 작품과 베르사

유의 인공 정원을 조화롭게 그려내어 실천했다.

위의 전시 외에도 이우환은 꾸준히 많은 나라에서 그의 작품이 전시

되고, 그의 저서가 소개되어 그의 작품세계를 널리 알리고 있다. 일본과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에서, 죄 드 폼므 전시를 통해 유럽에 보

다 명확하게 모노하와 그의 작품 이론이 알려졌다. 그리고 구겐하임 전

시를 통하여 이우환은 명실상부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 할 수 있었고,

베르사유 전시는 그러한 그의 위상을 다시 확인시켜준 전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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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이우환 브랜드 분석

제 1 절 이우환 브랜드 확립

이우환은 현대미술계에서 모노하의 이론적 지도자이자, 핵심인물이다.

일본 현대미술 작가로 거론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거론되는 모호함을 지니고 있지만, 한국 현대미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

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나 1970년대의 미술을 이끈 동인으로

서 이우환 이론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94) 따라서 한국의 단색

화 및 한국 현대미술 전시에도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모노

하 및 일본 현대미술 전시에서도 그의 작품은 소개되고 있다.

미술계에서는 일본의 모노하와 우리나라의 단색화의 구분을 명확히

선을 긋고 있으나, 이우환의 작품이 국내 및 해외의 단색화 전시에서 소

개됨에 따라, 대중에게는 이우환 또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단색화 작가

로 인식되고 있다. 이우환은 국내외에서 진행되어온 다양한 단색화 전시

에 포함되어 대중들에게 소개 되어 왔다. 특히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에

서 《한국의 단색화전》에 대표 작가로 포함되었으며, 초청강연을 진행

했던 점은 관객들에게 그가 한국을 대표하는 ‘단색화 작가’ 로서 받아드

려 졌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우환은 일본과 한국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우환 이름의 영어 표기도 흔치않은 표기법이다. 흔히 ‘환’은 ‘Whan’

으로 표기되어왔다. 그러나 이우환의 영어 표기법은 ‘Lee Ufan’ 이다. 이

에 작가는 1969년경 미국의 한 평론가가 Whan보다 Fan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제의하자, 간단하고 부르기 쉽고 외우기도 쉬워 스스로 선택

하였다는 인터뷰도 있다.95)

현재 이우환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전 세계 미술관 및 갤러리 수는

94) 윤난지, 위의 글, p.255.
95) 이가진, (주 68).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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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곳 이다. 이중 우리나라 갤러리나 미술관은 7개에 불과하다. 이우환

작품이 가장 많이 소장된 나라는 일본으로 22곳이며, 그 다음으로 독일,

미국, 프랑스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96) 이우환이 일본 현대미술의 한 운

동인 모노하의 선구자로 여겨지기에 일본에서 가장 많은 미술관에서 이

우환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오히려 유

럽이나 미국에서 그의 작품에 큰 관심을 보이고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점은 이우환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가임을 보여준다.

미술 작품이나 작가는 제도적 울타리 속에서 영향력을 지닌 기관이나

인물 혹은 시스템이 부여하는 외적 권위만큼 그 공적 가치를 인정받는

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는 작가 혹은 작품이 미술관이나 갤러리의 기획

전시에 초청되거나,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거나, 컬렉터에게 작품이 판

매되거나, 미술 비평가등의 전문가에 의해 미술상을 받는 경우 등의 과

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97)

근현대 미술사가인 메리 앤 스타니스제프스키(Mary Anne

Staniszwski)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술가가 미술작품을 창조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소용

이나 가치가 없다. 그러나 이 미술작품들은 미술의 여러 제도들(화랑

이나 미술사, 미술출판, 박물관 등) 내로 순환하면서 비로소 현대세

계의 다른 어느 것보다도 상대적으로 깊은 의미와 중요성을 획득하

고 그 가치가 증폭된다.98)

이처럼 미술상. 미술 비평은 다른 광고나 마케팅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특정한 문화적 형식을 입증하는데 기여한다. 특히 미술상의 경우 미디어

를 통해 널리 보도되기 쉬운 특성과 함께 작가의 권위와 홍보에 큰 도움

96) http://www.studioleeufan.org/
97) 박지수, 「한국 미술 수상제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4), p.
34

98) Mary Anne Staniszwski,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Beliving is Seeing:
Creating the Culture of an Art』 (1995), 박이소 옮김(현실문화, 2011),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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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이우환의 첫 수상은 1969년의 도쿄도미술관에서 열린 제 5회 ‘국제청

년미술가전’에 출품해서 일본문화포럼상을 수상했던 <제4의 구조A>와

<제4의 구조B>이다. 이시기 이우환은 <트릭스 앤 비전 전> 이후 시각

적인 트릭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이 작품들은 뫼비우스의 띠를 평면

화한 것 같은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 작품들은 당시 일본에서 유

행하던 착시효과에 관한 것으로, 모노하가 태동하기 이전에 그가 여러

가지 실험을 거치던 시기에 탄생한 것이다.

일본에서 한국의 무명 작가였던 이우환의 그의 이름을 알리게 된 결

정적인 계기는 국제청년미술가전에서 1969년 예술 평론상을 수상하면서

부터이다.[도표 5] 그의 글을 바탕으로 여러 일본의 작가들과 함께 ‘모노

하’가 전개 되었으며, 그는 모노하의 작가이자, 이론가로서 인정받게 된

다. 이러한 점은 이론과 작품이 함께 발전됨에 따라, 그의 작품성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가져 왔다.

1977년 제 13회 일본 현대미술전에서 <점으로부터>와 <선으로부터>

작업으로 도쿄국립 근대미술관상을 수상하게 된다. 1979년에는 이전의

<관계항> 조각에서 돌이나 철판을 전처럼 긴장의 관계 속에 배치시키는

것에 벗어나 주변 야외 공간의 언덕이나 나무들의 선들과 조응시키는 성

향을 보이는 작품으로 제 1회 헨리무어 대상전 조각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다. 또한 같은 해에 도쿄 국제 판화 비엔날레에서 목판화 <항 A,

B>를 전시해 교토국립근대미술관상을 수상한다. 2000년 상하이 비엔날

레에서는 <조응> 시리즈를 출품하면서 유네스코 상을 수상한다. 그리고

일본에서 예술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도쿄 세계 문화상의 회화부문상을

일본과 독일 미술계의 추천으로 수상한다.

이후 이우환은 일본뿐 만 아니라 2007년 프랑스에서 ‘레종 도뇌르 훈

장(ordre national de la Legion d’honneur)’을 수여 받았다. 이 훈장은 프

랑스의 훈장 중 가장 명예로운 훈장으로, 프랑스의 정치·경제·문화 등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훈장이다. 이우환의

경우 일본과 프랑스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현대미술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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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 훈장을 수여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

년 금관문화훈장을 수여 받는다.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 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이 훈장은

국가 훈장 중 제일 높은 1등급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상 내역은 이후 언론에서 이우환에 대한 기사를 다룰 때마

다 함께 등장한다. ‘모노하를 대표하는 작가 이우환’, ‘금관문화훈장을 수

여받은 이우환’, ‘레종 도뇌르 훈장을 수여 받은 이우환’과 같이 이우환을

수식하는 대표적인 단어로서 등장한다. 이를 통하여 이우환 브랜드 및

그의 작품의 가치는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2016년 6월 이우환의 회화 13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

수)의 감정 결과 모두 위작으로 판명 난 사건은 이우환 브랜드에 큰 악

재였다. 위작 논란이 제기된 이우환의 작품들은 주로 1978-79년에 제작

된 선 시리즈와 점 시리즈다. 이 위작 사건의 가장 큰 논란은 이우환이

위작으로 판명된 것들을 모두 진품으로 감정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결과와

판정을 부정한 점이다. 문제가 된 13점 중 4점의 위조와 관련된 범인의

진술이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위작 여부를 부정하는 이우환의 주장은 별

도의 증거가 없는 한 설득력을 갖기 어려웠으며, 작가의 위신을 하락시

켰다.99)

이러한 위작 문제는 한국의 단색화 시장이 큰 열풍을 일으키면서 그

들의 작품의 가치가 2-3년 사이 최고 20배까지 치솟기 시작하며 형성된

‘투기적인 분위기’의 영향도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우환의 점 시

리즈와 선 시리즈는 최고가로 팔린 시리즈 중 하나이다. 또한 위작으로

판명 된 작품 중 일부에 대하여 이우환이 직접 서명한 작가 증명서가 존

재 한 것도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작가가 작품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작가 증명서를 써 주었거나, 작품을 다루는 화랑에서 마음대로 증

명서를 발급했을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분명 이우환의 위신과 그의 브랜드 가치는 타격을 입었다.

99) 심상용, 「이우환과 박서보 읽기: 위작과 완판 사이」, 『한국 미술의 빅뱅:
단색화 열풍에서 이우환 위작까지』, Yellow Hunting Dog(2016),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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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우리나라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이는 국제미술시장에

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단색화 작품들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사

건이었다. 이러한 위작 문제는 이우환 작가 자신을 위해서 더 나아가 미

술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올바른 해결이 필요하다 보여 진다.

제 2 절 이우환 브랜드 성과

2012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의 단색화》전은 학술적

으로 단색화를 주목하게 된 계기가 된다. 이 전시와 함께 진행된 강연과

단색화 관련 아카이빙, 영상자료는 한국 추상미술의 존재를 세계적으로

수상

연도
수상 내역 발행 기관

2013 금관문화훈장 대한민국
2007 레종 도뇌르 훈장 프랑스 정부
2001 제 13회 세계문화상(회화부문) 일 본

2001 호암 미술상 호암재단(대한민국)

2000 상하이 비엔날레 유네스코상
상하이 비엔날레

(중 국)

1979
제 11회 동경판화비엔날레

교툐 국립근대미술관상

도쿄판화비엔날레

(일 본)

1979 제1회 헨리 무어 대상전 최우수상 일 본

1977
제 13회 현대일본미술전 동경국립근

대미술관상
일 본

1969 국제청년미술가전 일본문화포럼상
일본문화포럼

(일본)

1969 미술출판사 예술평론상 일 본

도표 5 이우환 수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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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전시의 영문명을 ‘Dansaekhwa’로 표기

하고 ‘Korean Monochrome Painting’이라는 부제를 붙여 단색화를 브랜

드화 했다. 그 후 학술적인 관심과 더불어 2013년에는 조앤 기(Joan

Kee)의 『Contemporary Korean Art-Tansaekhwa and the Urgency of

Method』가 출간되었고 이 책은 한국의 추상미술을 전 세계의 관심으로

이끄는데 성공한다.100)

이에 발맞추어 세계시장을 염두한 국내의 대형 갤러리들은 앞 다투어

단색화 관련 전시를 기획하며, 이는 곧바로 시장의 반응으로 이어졌고,

세계 미술시장에는 단색화 붐이 일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단색화의

대표적 작가로 꼽히는 이우환 작품들의 시장 가치 상승은 필연적인 결과

물이었다.

서울경제신문이 예술경영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

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의 국내 미

술경매시장을 분석한 결과, 이우환의 경매 낙찰작 평균가는 1억 2,083만

원으로 국내 작가 중 6위였다. 지난 20년간의 작가별 경매 거래 총액에

서는 작품가격도 높고 거래량(667점)도 많은 김환기가 1,582억 원으로 1

위를 차지했고, 2위는 총 880점이 1,063억 원에 거래된 생존 작가 이우환

이었다. 작품판매 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작가는 김환기와 이우환 둘

뿐이었다. 이우환의 작품 판매 총액은 생존 작가 중 압도적으로 높은 금

액이다. 박서보, 김창열, 김종학, 오치균 등의 총액은 300억 원 대이다.

[도표 6,7,8]101)

해외 미술시장에서의 이우환과 그의 작품의 시장적 가치는 국내 미술

시장에서 보다 더 높게 평가 받고 있다. 전 세계 미술작품 경매 자료를

제공하는 미술정보 사이트인 아트프라이스닷컴(www.artprice.com) 에

따르면 2017년 Top 500 미술가 순위102) 중 이우환은 98위를 차지하고

100) 이선미, 「민중미술 시장의 현재-단색화 세일즈붐과 리얼리즘의 부활」(석
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17), p. 29.

101) 조상인, 「미술경매, 낙찰 평균가는 안중근...거래총액 김환기 최고」, 『서
울경제』, 2018.02.25.

102) 아트프라이스닷컴에서 매해 선정하는 Top 500은 한해의 경매 총 매출로
작가들을 선정한다. 2017년 Top 500 순위 중 아시아 작가를 162명, 북아메리

http://www.artpr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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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17년 기준으로 이우환보다 높은 경매 매출을 보인 한국작가는

김환기가 유일하다(81위). 아트프라이스 뿐만 아니라 2016년 3월 세계적

으로 권위 있는 인터넷 미술 매체 ’아트넷(Artnet)’이 최근 4년간 경매

낙찰 총액을 기준으로 발표한 ‘생존작가 Top 100’에서 이우환은 43위에

등극했다. 이처럼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한국의 생존 작가 중에

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인다. 특히 연도별 순위를 찾아보면, 이우환은

2015년 이전까지는 김환기보다도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모노하를 대표하는 작가로 세계적으로 인정 받아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

다[도표 9].103)

아트프라이스 닷컴에 따르면 이우환의 작품의 가치는 2007년에

$100.00을 투자 하였다면, 2018년 1월 기준으로 평균 $429.97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무려 작품의 시장 가치가 329.97% 증

가 한 것이다.[도표 10] 이우환 작품의 가치가 가장 높게 평가 받았던 시

기는 2008년으로 이 시기에는 $578.37로 평가 받았다. 경매에서 거래되

는 이우환 작품의 97% 는 회화 및 드로잉 작품이며, 10억 원 이상으로

거래된 작품 수도 18점이다.[도표 11, 12] 이우환의 작품 중 최고가로 거

래된 작품은 <점으로부터(1977)> 으로 2012년 서울옥션 홍콩경매에서

약 24약원(경매수수료 포함)에 낙찰되었다[그림 36].

이우환의 작품의 가치 상승은 세종대로의 서울신문 마당에는 공공미

술 프로젝트에 따라 설치된 이우환의 <관계항(1984)>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정해진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일정 비율 액수를 미술

작품 설치에 쓰도록 하는 건축물 미술 장식법에 따라 제작되었다. 한때

는 이 법에 따라 한 해 수 백 억 원을 미술 작품 설치에 썼지만, 시간이

흐른 뒤 예술적 가치를 평가 받는 작품은 많지 않다. 이우환의 <관계

항>은 32년 전 1억 원 수준에서 현재 국제 경매에 내 놓을 경우 50-100

억 원의 낙찰가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04)

카 출신 작가는 82명, 라틴아메리카 작가는 12명, 아프리카 6명, 오세아니아
6명을 포함하고 있다.

103) 아트프라이스닷컴, http://www.artprice.com/, 2018-05-29.
104) 서동철, 「이우환과 공공미술 투자」, 『서울신문』, 2016.11.23.

http://www.artpr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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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6 이우환: 해외 주요 경매사 낙찰총액과 작품 수 추이

도표 7 이우환: 국내외 주요 경매사 연간 낙찰총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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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명 낙찰총액 최고 낙찰가
김환기 1,582억원 ‘고요’ 65억5,000만원
이우환 1,063억원 ‘점으로부터’ 약24억원
정상화 370억원 ‘무제’ 약 11억3,000만원
박서보 320억원 ‘묘법 No.1-81’ 11억원
윤형근 90억원 ‘엄버 블루’ 약4억 7,000만원
하종현 57억원 ‘접합 95-058’ 약2억 8,600만원
권영우 23억원 ‘무제’ 1억4,830만원
정창섭 20억원 ‘묵고’ 약1억6,578만원
윤명로 18억원 ‘균열 79-302’ 약2억2,470만원
김기린 17억원 ‘안과 밖’ 약8,140만원

도표 8 ‘단색화’ 대표작가 20년 경매 누적성과

도표 9 ArtPrice.com의 순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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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0 Artprice.com 이 분석한 이우환 작품의 투자 가치 변화

도표 11 이우환 작품의 경매 거래 가격대 및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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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2 이우환 경매 거래 작품 분야 비율

제 3 절 이우환 브랜드 확장

1. 이우환 미술관

작가미술관은 작가 개인의 삶과 예술 작품을 주요 소장품으로 하는

전문 미술관으로서 지역 문화의 이미지 제고 등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공공재이다. 이우환은 세계 미술 무대에서 통하는 생존 작가 중

한명으로 개인작가 미술관을 현재 두 곳에 가지고 있다. 한곳은 일본의

나오시마 이며 다른 한곳은 부산에 있다.

(1) 나오시마 이우환 미술관(李禹煥美術館)

나오시마 섬이 위치한 세토내해는 일본의 시코쿠, 혼슈, 큐슈 등 3개

의 큰 섬으로 둘러싸인 일본 최대의 내해이다. 둘레 16km, 인구 3,600명

의 작은 섬마을이었던 나오시마는 원래 중공업 단지가 있던 곳으로 구리

제련소가 오랫동안 있던 곳이다. 그러다 제철업이 쇠퇴하면서 마을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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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폐기물과 오염으로 망가져 갔고, 사람들도 떠나갔다. 이런 섬을 현재의

예술 섬으로 되살린 것은 일본의 대표적 교육기업 베네세 그룹의 후쿠타

케 재단이 추진한 “베네세 아트사이트 나오시마(Benesse Art Site

Naoshima)”라 명명한 예술 활동이다. 이 프로젝트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활동을 통해 자연환경과 건축·예술작품의 조화, 넓게는 지역 활력의

재생이라는 최대치의 가치를 구현한 모범적 성공 사례로 회자되고 있

다.105)

1992년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이 완공 되면서 이후 1997년 ‘이에(家)

프로젝트’, 2004년 지추(地中)미술관에 이어 2010년 나오시마의 세 번째

미술관으로 태어난 이우환 미술관은 나오시마 최초의 개인 미술관이다.

1960-70년대 일본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모노하’운동을 이끈 이우환만을

위한 미술관이며, 건축 또한 일본의 대표 건축가인 안도 타다오가 맡았

다. 이우환 미술관을 비롯하여 앞서 지어진 나오시마의 두 미술관 또한

그가 지었다. 나무, 돌, 철판 등 가공하지 않은 소재를 있는 그대로 배치

하여 각각의 관계와 고유성을 보여주는 이우환 작업을 아우르는 소장품

들로 구성되어있다. 이우환 미술관의 설립에 대해 후쿠타케 소이치로 회

장은 지추미술관이 서양 미술의 성지라고 한다면, 이우환 미술관이 이에

대응하는 동양적 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길 하는 바람으로 건립을 추진하

였다고 했다.106)

이우환 미술관은 2개의 광장과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둥의

광장에 작품 3점, 조응의 광장에 작품 1점, 만남의 방에 작품 8점, 침묵/

그림자/명상의 방에 각각 작품 1점씩 전시되어 있다. 1970년대부터 2009

년까지의 평면 대표작들이 전시된 ‘만남의 방’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시실

마다 각각 단 한 점의 작품만이 놓여 있는데, 그 작품들은 각각의 해당

전시실을 위해 제작된 것들이다.[도표 13]107)

105) 이재은, 「문화예술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 전략 – 베
네세 아트사이트 나오시마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4),
p. 32.

106) 후쿠타케 소이치로, 안도타다오, 『예술의 섬 나오시마 直島瀬戶內アートの
楽園』(2011), 박누리 옮김(마로니에북스, 2013), p. 87.

107) 최정수, 『이우환과 친구들 미술관 건립 기초조사 연구』, (대구경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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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구성 전시작품

기둥의 광장

·관계항-점,선,면 2010

·관계항-대화 2010

·관계항-표시 2008
조응의 광장 ·관계항-합도(合圖) 2010

만남의 방

·관계항-상호영향, 2010

·점으로부터 1980

·점으로부터 1976

·선으로부터 1974

·선으로부터 1978

·바람과 함께 1983

·조응 1992

·대화 2009
침묵의 방 ·관계항-침묵 2010
그림자의 방 ·관계항-돌의 그림자 2010
명상의 방 ·조응 2010

도표 13 나오시마 이우환 미술관의 전시작품 리스트

오벨리스크와 바위, 철판이 만들어내는 수직과 수평의 대비로 긴장감이

느껴지는 명상적 조각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야외 공간을 지나 안도 타

다오 특유의 노출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회랑과 천장이 없는 반 옥

외 형식의 전시공간인 ‘조응의 광장’을 거쳐 실내 전시실로 이어진다. 지

추미술관과 마찬가지로 교차하는 직사각형과 삼각형의 공간들을 따라,

‘만남의 방’, ‘침묵의 방’, ‘그림자의 방’, ‘명상의 방’ 순으로 연결된다.108)

각 전시공간은 동일한 구성처럼 보이지만, 특성에 맞게 빛의 유입이

나 어두움, 높낮이를 통해서 낯선 이미지를 인식하게 만든다. ‘만남의 방’

은 이우환의 작품의 제작시기에 따라 전시되어 있으며. 중앙에 전시된

<관계항-상호영향> 조각을 중심으로, <점, 선 시리즈>, <바람과 함께>,

<조응> 시리즈를 전시하여 이우환의 작품세계를 시간적 구성을 통해 경

원, 2011), p.39.
108) 하라다 아키카즈, 최진아 역, 「예술, 건축, 자연의 삼위일체 – 나오시마
이우환 미술관」, 『플랫폼』, 제 23집(2010), 인천문화재단, p.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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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할 수 있다. ‘침묵의 방’과 ‘그림자의 방’은 어둠의 공간에서 돌과 철판

의 대립을 공간에 적용시켰다. 마지막으로 ‘명상의 방’ 전시공간은 텅 빈

3면의 벽과 <조응>이 벽면에 그려져 있다.

나오시마 이우환 미술관은 이우환의 작품세계를 보다 깊이 체감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자 탄생하였다. 건물과 작품들이 주종관계가 아닌 하

나의 덩어리로 존재함으로써 다양한 사색을 이끌어내어 시공간의 풍성함

을 창출한다. 자연의 지형과 함께 풍경, 건축물, 그리고 작품까지 하나로

녹아들었다. 이러한 결과로 이곳은 관객들에게 이우환의 예술 세계를 보

여주며, 작품을 통하여 세계의 관계성에 대해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이

우환의 예술 철학을 더 깊이 있게 전해준다.

특히 2010년부터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가 개최되었다. 후쿠타케 소이

치로가 종합 프로듀서를 맡은 이 예술제는 나오시마, 테시마, 쇼도지마를

비롯한 세토나이 내해의 동부의 섬들과 오카야마현, 카가와현을 중심으

로 3년 주기로 열리는 국제현대예술행사이다. 이 행사는 세토내해를 포

함하여 주변의 오카야마, 카가와현 등 광역지역을 연결하여 관광객을 불

러 모음으로써 예술을 통한 지역 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그 목

적이다. 2010년 약 93만 명이 다녀갔고, 2013년 약 107만 명이 다녀갔

다. 가장 최근인 2016년에는 약 104만 명이 다녀갔다. 관람객중 13.4%

가 일본이 아닌 해외에서 이 예술제를 찾았으며, 이는 2013년의 2.6%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이다.109) 이러한 국제적인 예술 행사의 중심

에 이우환 미술관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작가 이우환과 그의 예술 세계는

더욱 널리 알려지고 있다. 예술제 기간 외에도 나오시마 이우환 미술관

은 연간 약 50만 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다.110)

(2) 부산시립미술관 이우환 공간(Space Lee Ufan)

2015년 4월 10일 개관한 ‘이우환 공간(Space Lee Ufan)은 부산시립미

109) Setouchi Triennale 2016 General Report, Setouchi Triennale Executive
Committee, 2017, p.16-17.

110) 김광수, 「부산을 사랑한 미술 거장의 ‘세계적 공간」, 『한겨레』,
20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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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관의 별관으로써 나오시마 이우환 미술관에 이어 2번째로 설립된 개인

미술관이다. 국내에서 이우환 개인 미술관 유치를 위한 시도는 대구, 광

주 부산 등에서 있었다. 2011년에도 일찍이 부산에 이우환 미술관을 유

치하고자 하였으나 작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2013년 부산시의 제

안을 받아들여, 2015년에 개관한 것이다. 작가가 부산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고향을 떠나 처음으로 간 곳이 부산이어서 그런지 항상 사춘기 시절

친구들과 해맑게 뛰놀던 부산의 모습이 객지를 떠돌면서도 기억에

또렷했다. 나에게는 부산은 늘 마음속의 고향이어서 부산시의 제안

을 마냥 뿌리치기 힘들었다.... 부산은 국제도시다. 문화 교류에 일조

를 하고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문화적 안식처 혹은 정신

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111)

이우환 공간은 기존 전시관처럼 대표작을 나열하는 전시와는 달리 건

축물 자체가 예술품이다. 이우환이 직접 건축 설계부터 내부디자인, 공사

자재와, 전시 공간의 배치, 사무실 집기까지 모두 직접 관여하고 참여하

였다. 결과적으로 ’이우환 공간‘은 건물 자체도 여백의 예술 작품으로 전

시되어 있는 작가의 작품과 공간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1960년대 초기부터 2015년까지의 이우환 작가의 회화 및 서

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총 면적 1,400.83㎡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꾸며져 있다. 건축 전면

에는 유리, 나머지는 콘크리트로 구성된 직육면체 건물이다. 1층 전시관

은 자연석과 철판으로 만든 <관계항- 좁은 문>, <물(物)과 언어> 등의

연작 조각 작품 8점이, 그리고 2층 전시관은 <점으로부터>, <바람과 함

께>, <대화>, <선으로부터> 등 회화작품 14 점이 걸려 모두 28점의 작

품이 전시되어 있다. [도표 14]112)

111) 김광수, Ibid.
112) 2015년 ‘이우환 공간’의 개관당시 23점으로 시작하였으나, 2016년 ‘이우환
공간’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스테인리스 스틸과 자연석으로 제작한 <관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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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형태는 2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을 비추거나 투

과를 통해 다양한 이미지를 비추며 형성하고 있다. 1층과 2층을 연결하

는 계단과 벽과 마주하고 있는 창은 내부와 외부전시를 연결하는 구성으

로 되어있다. 1층과 2층의 전시공간은 시기별로 단순하게 공간구성을 하

여 관람하는 방법이나 생각의 흐름이 깨지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 결

과적으로 부산 ‘이우환 공간’은 미술이라는 평면적 구성을 벗어나 공간과

의 관계를 맺기도 하며, 건축과도 관계를 맺는 표현적 도구라 볼 수 있

다. 예술과 건축, 공간 그리고 주변의 환경까지 연결되어 하나의 예술작

품으로써 구축되어 있는 세계관을 볼 수 있다.113)

아쉬운 점은 부산의 ‘이우환 공간’은 홍보 부족으로 개관 초기 하루

평균 199명에 이르렀던 방문객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나오

시마 이우환 미술관과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입장

료가 유료화 된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5천300여 명이 관람, 하루 60

여 명 꼴로 전시실을 찾았다. 개관 후 1년간 총 관람객 수가 2만 4068명

이었는데, 같은 기간 부산시립미술관 관람객은 58만 2000명 정도로 바로

옆에 위치한 시립미술관에 온 관람객 24명 중 한 명만 ‘이우환 공간’을

찾았다는 이야기이다.114) 2016년에는 총 관람객 수가 1만 4천명에 불과,

하루 평균 관람객은 38명 안팎에 그쳤다. 다행히 2017년에 들어서는 회

화 작품 3점이 추가 전시되면서 관람객이 상반기에만 1만 1천 500여명이

찾는 등 상승세를 보였다.115) 최근 2018년 1월에는 야외 조각 작품 중

하나인 <관계항-길 모퉁이(2015)>에 아이돌 그룹 이름, 하트 모양 등

안과 밖의 공간(Relatum: Outside-inside)>을 기증하였다. 이 작품은 현재 시
립미술관 아외 조각공원에 설치됬다. 이후 2017년 개관 2주년을 맞이하여 회
화 작품 3점을 추가로 기증했다. 기증한 작품은 모두<선으로부터(From
Line)> 시리즈로 1974년, 1980년, 1981년 그린 작품이다. 추가 기증작은 2층
전시실에 전시돼 있다.

113) 황성윤, 「이우환의 작품과 예술관에서 나타나는 개념적 특성을 적용한 미
술관 디자인」,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17), pp. 58-61.

114) 국제신문 디지털 뉴스부, 「부산시 문화수준 보여준 ‘이우환 공간’ 1년」,
『국제신문』 2016.04.28.

115) 이종민, 「거장 이우환 전시실 유치만 해놓고..“운영은 엉망”」, 『연합뉴
스』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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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뾰족한 도구로 긁어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여 긴급히 복원하기도 하였

다.

이처럼 부산의 ‘이우환 공간’이 진통을 앓고 있음에도, 작가 ‘이우환’의

세계적 가치는 더욱 상승할 예정이다. 2018년 2월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이우환 재단은 프랑스 남부 아를의 17세기에 지어진 호텔 건물을 매입해

미술관으로 꾸밀 계획이다. 아를의 유명한 고대 로마 시대 원형경기장과

포룸광장 사이 구도심에 있는 유서 깊은 건물로, 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키

는 작업은 나오시마 이우환 미술관을 설계한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

도 타다오(安藤忠雄, Ando Tadao)가 맡기로 하였다. 이우환은 르몽드와

인터뷰에서 “아를은 프랑스 악트수드(Actes Sud) 출판사와 함께 작품집

‘모노그라피(Monography)’의 출간을 준비할 때 알게 됐다. 로마 시대 유

적이 많이 남아 있는 그곳이 내 생각들을 새롭게 해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로마 시대 문명의 흔적과 폐허가 고스란히 남아있어 시간에 대한

영감을 많이 얻는다고 밝혔다. 이우환 재단에 따르면 향후 3-4년에 걸쳐

건물을 개조해 1-2층은 이우환의 작품 전시공간으로, 3층은 기획전시공

간과 사무실로 꾸밀 예정이다.116) 이우환은 한국작가로서는 처음으로 프

랑스의 국립 미술관인 죄 드 폼므의 1997년 개인전 이후 베르사유에서

개인전을 갖기도 할 만큼 프랑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프랑스의 화랑

과 컬렉터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116) 김용래, 「일본 이어 프랑스 아를에도 이우환 미술관 건립」, 『연합뉴
스』,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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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구성 전시작품

1층

1. 대화 2015: 테라코타, 점토 소성

2. 관계항 1974: 벽면에 목탄 드로잉, 철봉, 자연석

3. 관계항 2015: 자연석, 철봉

4. 관계항-침묵A 1979/2015: 자연석, 철판

5. 관계항-침묵B 1983/2015: 자연석, 철판

6. 관계항-지각과 현상 1969/2015: 유리판, 자연석

7. 물(物)과 언어 1969/2015: 캔버스 3매 공간 설치

8. 관계항-좁은문 2015: 철판, 자연석

2층

9. 대화 2015; 벽면 아크릴 채색(벽화)

10. 대화-발굴 2015: 바닥면에 아크릴 채색, 모래

11. 대화 2015: 캔버스, 자연석

12. 대화 2014: 캔버스에 유채, 혼합안료

13. 대화 2015: 캔버스에 유채, 혼합안료, 2개의 캔버스 경

첩조립

14. 대화 2015: 캔버스에 유채, 혼합안료

15. 대화 2013: 캔버스에 유채, 혼합안료

16. 쪼으기 1973: 나무에 조각

17. 뚫기 1972: 일본종이

18. 선으로부터 1980: 캔버스에 혼합안료

19. 점으로부터 1974: 캔버스에 혼합안료

20. 선으로부터 1974: 캔버스에 혼합안료

21. 선으로부터 1981: 캔버스에 혼합안료

22. 바람과 함께 1990: 캔버스에 혼합안료

23. 바람과 함께 1988: 캔버스에 혼합안료

야외전시

·회의 2013

·관계항-길모퉁이 2015

·관계항 2015

·관계항-안과 밖의 공간

도표 14 부산 이우환 공간의 전시 작품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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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우환과 콜라보레이션

(1) 이우환 · 샤토 무통 로칠드

2016년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프랑스 1등급 와인 ‘샤토 무통 로칠

드(Chateau Mouton Rothschild)’의 2013 빈티지 와인라벨 원화 공개 행

사에서 이우환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발표되었다. 이는 아시아인으로서는

세 번째,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사또 무똥 로칠드’ 라벨 그림을 그린

예술가이다.

샤토 무통 로칠드는 샤토 라피트 로칠드(Chateau Lafite Rothschild),

샤토 마고(Chateau Margaux), 샤토 오브리옹(Chateau Haut-Brion), 그

리고 샤토 라투르(Chateau Latour)와 함께 그랑크뤼 제 1등급 와인으로

5대 와인이라 일컬어질 만큼 유명하고 인정하는 와인이다. 특히 샤토 무

통 로칠드는 와인 라벨로도 유명하다.

샤토 무통 로칠드의 와인라벨이 예술작품을 담게 된 데에는 필립 드

로칠드(Baron Philippe de Rothschild, 1902-1988)의 전략에 의해서 이다.

와인이라는 상품을 명품으로 확고하게 이름을 떨치게 만든 로칠드 가문

의 나다니엘의 증손자였던 필립 남작은 자신의 와인이 최고임을 드러내

는 전략을 위해 당대 최고의 화가의 작품을 라벨에 디자인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라벨을 매년 바꾸자, 포도주는 매해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

은가. 알맞은 예술가들을 선정하고 그들에게 디자인을 맡겨야 한다.

그리고 라벨 디자인에 대한 대가는 포도주를 제공하자. 예술을 위한

포도주, 포도주를 위한 예술이 아니던가.117)

와인의 라벨에 예술가의 작품을 삽입하는 아이디어는 단순히 시각적

인 아름다움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라벨에 그려진 창작물을 통해 와

인을 우선적으로 예술품으로 평가해 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118)

와인 라벨에 작품을 삽입하는 첫 시도는 1924년 와인을 샤토에서 직

117) 최인섭, 주성열, (주 21), p. 58.
11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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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병입 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초기에는 필립 남작의 친

분을 통해 시작되었다. 유명한 포스터 디자이너 장 카를뤼(Jean Carlu)에

게 라벨을 부탁하였나,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혁신적인 시도로 큰 반대에

부딪혔고,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1945 빈티지를 시작으로 라벨 계획

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다. 로칠드의 예술가와의 협력이 하나의 전통

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고, 1946년 이후부터 다양한 분야의 화가에

게 의뢰를 하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이후 오늘날까지 라벨을 장식한 예술가들에는 살바도르 달리

(Salvador Dali, 1958년), 세자르 발다치니(Cesar Baldaccini, 1967년), 마

르크 샤갈(Marc Chagall, 1970년),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971년),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973년), 앤디 워홀(Andy

Warhol, 1975년), 키스 해링(Kieth Haring, 1988년), 프란시스 베이컨

(Francis Bacon, 1990년), 발튀스(Balthus, 1993년) 등 국적을 불문하고

현대 회화의 거장들이 총망라되어 있다.119) 또한 1981년 지금까지 예술

가들의 작품을 총망라한 와인라벨 컬렉션, ‘라벨로 보는 명화’ 라는 전시

를 주관하였다.

2013 샤토 무통 로칠드의 라벨에 들어간 이우환의 그림은 그의 <점

으로부터> 시리즈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자줏빛 물감을 굵은 붓으

로 한번 쿡 찍어 놓은 듯한 형태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빛깔이 짙어진다.

로칠드 측에서는 “위대한 와인이 완성되는 과정을 표현했다”고 평했

다.120) 현재 샤토 무통 로칠드의 공동 대표이자 화가 선정 책임을 맡고

있는 줄리앙 드 보마르세 드 로칠드(Julien de Beaumarchais de

Rothschild)는 인터뷰에서 이우환을 2013년 빈티지 작가로서 선정한 이

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우환의 작품은 무통의 라벨에 적합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어

요. 절제, 힘, 명상, 에너지, 공간의 조화... 그는 한국의 아티스트이기

119) 이승우, 「와인과 브랜드 샤또 무통 로칠드(Chateau Mouton Rothschild
)」, 『Patent 21』 제 87집,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2009, p. 46.

120) 김성윤, 「피카소·샤갈이 그렸던 佛 대표 와인 라벨... 이번에 이우환 작
품」, 『조선일보-문화』, 2015.10.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3/20151023002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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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지만 세계 미술계에서의 위상도 대단합니다. 이우환이 베르사

유에서 전시했을 때 그 작품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121)

결과적으로 ‘명화 컬렉션’에 한국작가로서는 처음으로 이우환이 선정 되

었다는 것은 그만큼 앞서 라벨 작업을 한 작가들처럼 세계적으로 이우환

과 그의 작업의 가치가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우환의 입장에

서도 그의 브랜드 가치는 이 작업을 통하여 더욱 높아 졌다고 볼 수 있

다.

(2) 이우환 · 박영숙 도자기

박영숙은 백자를 만드는 작가다. 취미로 도자기를 만들던 그녀의 솜

씨를 알아본 이우환은 박영숙을 발굴해 내어, 그녀에게 스승 같은 존재

가 된다. 1979년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도자기 브랜드 ‘박영숙 요(窯)’를

만들었다. 처음엔 주전자와 접시와 합을 만들었고, 10여 년 전부터 달 항

아리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인연 속에서 박영숙의 백자에 이우환의 ‘조응’의 모티브인 푸

른 점 하나, 혹은 둘이 얹히게 된다. 이후 이우환과 박영숙은 함께 작품

을 만들면서 전시도 진행해 오고 있다. 2006년 갤러리 현대에서 전시를

시작한 박영숙의 달 항아리는 미국, 영국에서는 ‘Moon Jar’이란 이름으

로, 일본에서는 ‘겟코(月壺) 라는 이름으로 소개 되었다. 2008년 도쿄에서

진행된 도예가 박영숙의 작품 전시회 ‘박영숙의 백자 – 달 항아리와 이

우환의 그림 접시’에는 달 항아리 17점, 식기 70점 등이 출품되었고 식기

중 10점에는 이우환의 그림이 들어가 있었다. 또한 박영숙의 달 항아리

의 경우 2009년 영국의 빅토리아·알버트 박물관(V&A Museum)이 선정

한 ‘박물관 최고의 컬렉션’으로 꼽히기도 하였다. 현재 2002년 뉴욕에 오

픈한 ‘갤러리 박영숙(Y·S·P gallery)’ 에서도 이우환과 콜라보레이션한

그녀의 다양한 백자 및 달 항아리를 만날 수 있다. 그녀의 도자기는 전

세계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유명 호

121) 김지수, 와인사업과 예술 협업이 내 놓은 ‘신의 물방울’, 이코노미 조선,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5/2016020503234.html,
2018.05.31.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5/20160205032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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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스토랑에서도 이우환과 박영숙의 콜라보레이션 된 백자들을 만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우환과 박영숙의 관계는 콜라보레이션을 통하여 서

로의 브랜드 가치를 동반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이우환 아트 상품

이우환의 아트 상품은 주로 그의 두 미술관이 나오시마 이우환 미술

관과 부산 이우환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 나오시마 이우환 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는 아트 상품 군에는 티셔츠, 에코백, 스카프, 액자 등이 있었

다. 주로 이우환이 작품 중 ‘조응’ 시리즈 들을 활용한 아트 콜라보레이

션 제품들이었다. 나오시마 이우환 미술관의 경우, 아티스트 상품 과 책

들을 판매하는 페어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 기간에는 이우환의 아트

상품 뿐 만 아니라 나오시마에 있는 작가들의 다양한 아트 상품, 예를

들어 쿠사마 아요이의 호박 시리즈, 지추 미술관에 있는 클로드 모네의

수련을 활용한 스카프, 보자기 등을 만날 수 있다. 부산의 이우환 공간의

경우, 공간 내에 작은 카페 및 아트 상점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머

그컵, 엽서, 포스트. 노트. 자석세트, 폴더파일 등 이우환의 작품을 활용

한 문구류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카페 공간에서 차를 마시며, 이우

환의 저서 및 도록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이우환의 개인 미술관에서 제작한 아트 콜라보레이션 상품 이

외에도 이우환의 작품은 기업에서 제작하여 VIP를 상대로 배포하는 달

력 등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삼성문화재단 산하의 리움 미술관 역시 이

우환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데, 2012년 이우환 화가의 작품으로 달력을

제작 배포 하였다. 무료로 배포된 이 달력이 온라인 중고 거래 마켓 등

에서 유료 거래가 되었던 사례를 보면, 그만큼 이우환 작품에대한 인지

도 및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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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이우환은 우리나라 현대 미술계를 대표하는 스타 미술가이다. 이우환

은 모노하의 대표적인 작가이자 이론가로 현대 미술계에서 평가 받고 있

다. 작가들은 보통 자신의 작품과 작품세계를 인정받고, 이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비평가의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이우환은 스스로

모노하에 대한 이론을 확립하여, 많은 글과 단행본을 발행함으로서 자신

의 작품과 그에 대한 이론을 견고히 하였다. 이론가로서 그리고 미술 작

가로서 수상을 한 점은 그의 이론과 작품이 미술계에서도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의 입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미술계에 소개

됨에 따라 그의 이론은 큰 인기를 끌었다.

이우환은 모노하 작가이지만, 그의 이론이 우리나라 단색화에 미친

영향을 인정받아 단색화 전시에서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점

은 최근 단색화 열풍에 힘입어, 해외의 유수 아트페어나 비엔날레의 부

대행사로 대규모 전시가 개최되면서 단색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일

어나고 그와 더불어 작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자, 기존의 이우환의

인지도를 더욱 상승시키는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미국, 유럽 등의 주요 전시들은 더욱 그의 작품 가치를 끌어 올렸고, 이

는 미술 시장, 특히 경매에서 그 결과를 찾을 수 있었다.

한편, 일본과 한국 모두를 대표하는 현대 미술 작가이며, 프랑스에서

도 긴 시간 작품 활동을 했던 점으로 이우환에 대한 정체성 논란은 지속

적으로 논의 되어 왔다. 또한 많은 그의 글들이 오히려 미술사적으로는

그의 작품 및 작가 정체성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우환은 인맥을 잘 활용하는 작가 중 하나이다. 그가 처음 한국에

소개 될 때도 당시 한국 미술계를 대표하던 박서보의 도움을 받았으며,

그의 작품들도 전속 화랑을 통해서 거래가 되면서 작품의 관리 및 시장

관리가 잘 되어 왔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위작 논란은 오히려 작가-

화랑 시스템과 이우환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악재를 가져왔다. 이에 이

우환의 브랜드도 큰 손상을 입었다. 이 상처를 앞으로 이우환은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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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이겨내야만 할 것이다.

본고는 현대 미술 시장에서 미술 작가의 ‘브랜드’ 확립을 통하여 작가

및 작품이 미술시장에서 그 가치를 얼마나 인정받는지를 살펴보았다. 또

한 작가의 브랜드가 이후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통하여 작가가 자신의

포지셔닝을 굳건히 하는 방법을 다양한 활동의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사례 분석을 위해 기존 경영학의 브랜드 이론을 바

탕으로 미술가의 브랜드 요소 중 소비(시장성)와 재생산(확장 및 강화)

적 측면에 집중하였다. 특히 기존에 미술 작가의 브랜드 및 브랜드 경영

에 관한 연구가 서양 미술 작가들에 집중되어 있던 것에서, 우리나라 작

가를 이러한 브랜드 적 관점에서 이해하려 하는 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

다.

성공한 미술 작가의 활동을 브랜드 자산 관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도를 통하여 그들이 미술 시장의 운영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입지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이러한 작가 활동이 기업이 브랜드 경영을 통해 시장에서의 상품 가

치를 극대화하고, 소비자에게 가치를 전달하며, 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

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례 분

석에 있어, 국내 작가 중 이우환 한명에 한정되었기에 이를 우리나라 현

대 작가들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앞으로 이우환 이외에도 현대

미술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브랜딩에 성공한 여러 작가들의 사례를 바탕

으로 여러 작가들에게 적용된 브랜드 경영 전략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때 작가들의 활동시기, 브랜딩 과정의 주체, 생존 작가 여부, 작가와

작품 사이의 브랜딩 접근 방식 등 과 같이 그 기준을 더 세분화할 필요

가 있다. 이를 통해 국제화된 미술 시장에서 국내 작가들이 경쟁력을 갖

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브랜딩 전략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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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이우환 전시 목록(개인전)

개인전

연도 전시명/ 전시 장소
국내/

해외
2018 서펜타인 갤러리, 런던, 영국 해외
2017 <이우환: 하정웅컬랙션>,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국내

<Ceramics>, 페이스 갤러리, 뉴욕, 미국 해외
라 투레트 수도원, 에브, 프랑스 해외
현대창작센터, 뚜르, 프랑스 해외

2016

<Sculpture in the Courtyard: Lee Ufan. The

Cane of Titan>. 에르미타쥬 뮤지엄, 상트페테르부

르크, 러시아

해외

<Lee Ufan>, 샤또 라 코스테, 르 퓌-생트레-파라

드, 프랑스
해외

<Lee Ufan>, 카멜 메누르 갤러리, 파리, 프랑스 해외
세브르 세라믹 박물관, 프랑스 해외
카스텔로 디 아마, 시에나, 이탈리아 해외

2015 페이스 갤러리, 뉴욕, 런던, 홍콩 해외
리슨 갤러리, 런던, 영국 해외
팔라초 콘티나리-폴리냐크, 베니스, 이태리 해외

2014 <이우환전>, 베르사유 궁전, 프랑스 해외
카이카이 키키 갤러리, 도쿄, 일본 해외
타티치안 갤러리, 모스크바, 러시아 해외

2013 사냥과 자연 박물관, 파리, 프랑스 해외
캐피톨, “아를의 만남” 아를, 프랑스 해외
카멜 메누르 갤러리, 파리, 프랑스 해외

2012 아시아 소사이어티 텍사스 센터, 휴스턴, 미국 해외
2011 이우환 개인전,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 해외

SCAI 더 배스 하우스, 도쿄, 일본 해외
<Dialogue>, 현대화랑, 서울, 대한민국 국내

2010 블룸&포에, LA, 미국 해외
엘비라 곤잘레스 갤러리, 마드리드, 스페인 해외

2009 국제 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국내
타데우스 로팍 갤러리, 파리, 프랑스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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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로얄 미술관, 브뤼셀, 벨기에 해외
달렘 미술관, 베를린, 독일 해외
페이스 갤러리, 뉴욕, 미국 해외
도쿄화랑, 도쿄, 일본 해외
리슨 갤러리, 런던, 영국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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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Micheline Szwajcer 갤러리, 앤트워프, 벨기에 해외
IBU 갤러리, 파리, 프랑스 해외
M 갤러리, 보훔, 독일 해외
공간 화랑, 부산, 대한민국 국내
시로타 갤러리, 도쿄, 일본 해외
무라마츠 갤러리, 도쿄, 일본 해외

2005 산테티엔느 시립미술관, 생테 띠엔느, 프랑스 해외
요코하마 미술관, 요코하마, 일본 해외

2004 Fernet-Branca 현대미술관, 세인트루이스, 프랑스 해외

리슨 갤러리, 런던, 영국 해외

2003 현대 화랑, 서울, 대한민국 국내

<이우환-만남을 찾아서>,리움 삼성미술관, 서울 국내

2002 SCAI 배스하우스, 도쿄, 일본 해외
2001 Kunst Museum, 본, 독일 해외

시공 갤러리(現 리안갤러리) 대구, 대한민국 국내
2001 공간화랑, 부산, 대한민국 국내

시로타 갤러리, 도쿄, 일본 해외
2000 M 갤러리, 보훔, 독일 해외

공간화랑, 부산, 대한민국 국내
1999 릴리안&미셸 뒤랑 떼사르 갤러리, 파리, 프랑스 해외

가마쿠라 갤러리, 도쿄, 일본 해외
도쿄화랑, 도쿄, 일본 해외

1998 프랑크푸르트 시립 미술관, 프랑크푸르트, 독일 해외
니가타 시립미술관, 니가타, 일본 해외
미타카 시티 아트 갤러리, 도쿄, 일본 해외
시공 갤러리(現 리안갤러리), 대구, 대한민국 국내
시로타 갤러리, 도쿄, 일본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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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박영덕 화랑, 서울, 대한민국 국내
Space Shimoda, 도쿄, 일본 해외
Lorenzelli Arte, 밀라노, 이태리 해외
현대화랑, 서울, 대한민국 국내
국립 죄 드 폼 미술관, 파리, 프랑스 해외

1996 리슨 갤러리, 런던, 영국 해외
J. Moussion 갤러리, 파리, 프랑스 해외
공간화랑, 부산, 대한민국 국내
도쿄화랑, 도쿄, 일본 해외

1995 레버쿠젠 시립미술관, 레버쿠젠, 독일 해외
갤러리 드 파리, 파리, 프랑스 해외
M 갤러리, 보훔, 독일 해외
도쿄화랑, 도쿄, 일본 해외

1994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대한민국 국내
Fondazione Mudima, 밀라노, 이태리 해외
인공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국내

1993 가마쿠라 근대미술관, 가마쿠라, 일본 해외
도쿄화랑, 도쿄, 일본 해외
시로타 갤러리, 도쿄, 일본 해외

1992 공간화랑, 부산, 대한민국 국내
갤러리 드 파리, 파리, 프랑스 해외

1991 Lorenzelli Arte, 밀라노, 이태리 해외
하라 미술관 ARC, 군마, 일본 해외
인공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국내
도쿄화랑, 도쿄, 일본 해외
우에다 갤러리, 도쿄, 일본 해외

1990 인공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국내
가마쿠라 갤러리, 도쿄, 일본 해외
현대화랑, 서울, 대한민국 국내

1989 갤러리 드 파리, 파리, 프랑스 해외
M 갤러리, 보훔, 독일 해외
도쿄화랑, 도쿄, 일본 해외
우에다 갤러리, 도쿄, 일본 해외
시로타 갤러리, 도쿄, 일본 해외

1988 기후 미술관, 기후, 일본 해외
밀라노 시립미술관, 밀라노, 이태리 해외
Anselm Dreher 갤러리, 베를린, 독일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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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현대화랑, 서울, 대한민국 국내
1986 갤러리 드 파리, 파리, 프랑스 해외

우에다 갤러리, 도쿄, 일본 해외
도쿄화랑, 도쿄, 일본 해외
시로타 갤러리, 도쿄, 일본 해외

1985 가마쿠라 갤러리, 도쿄, 일본 해외
1984 갤러리 드 파리, 파리, 프랑스 해외

현대화랑, 서울, 대한민국 국내
시로타 갤러리, 도쿄, 일본 해외

1983 우에다 갤러리, 도쿄, 일본 해외
도쿄화랑, 도쿄, 일본 해외

1982 스튜디오 마르꼬니, 밀라노, 이태리 해외
1981 시로타 갤러리, 도쿄, 일본 해외
1980 우에다 갤러리, 도쿄, 일본 해외

도쿄화랑, 도쿄, 일본 해외
에릭 후아부르 갤러리, 파리, 프랑스 해외

1979 진화랑, 서울, 대한민국 국내
무라마츠 갤러리, 도쿄, 일본 해외
Marl 조각 박물관, 독일 해외

1978 현대화랑, 서울, 대한민국 국내
M 갤러리, 보훔, 독일 해외
뒤셀도르프 시립 미술관, 뒤셀도르프, 독일 해외
루이지애나 근대미술관, 훔레백, 덴마크 해외
안트워프 갤러리, 안트워프, 벨기에 해외
시로타 갤러리, 도쿄, 일본 해외

1977 도쿄화랑, 도쿄, 일본 해외
에릭후아부르 갤러리, 파리, 프랑스 해외

1976 M 갤러리, 보훔, 독일 해외
Spectrum 갤러리, 안트워프, 벨기에 해외

1975 에릭 후아부르 갤러리, 파리, 프랑스 해외
명동화랑, 서울, 대한민국 국내

1974 다무라 갤러리, 도쿄, 일본 해외
1973 도쿄화랑, 도쿄, 일본 해외
1972 명동화랑, 서울, 대한민국 국내
1971 Pinar 갤러리, 도쿄, 일본 해외
1970 다무라 갤러리, 도쿄, 일본 해외
1967 사또 갤러리, 도쿄, 일본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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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이우환 전시 목록(단체전)

그룹전
연

도
전시 명/ 전시 장소

국내/

해외
2017 <Everything at Once>, 리슨 갤러리, 런던, 영국 해외

<Japanorama. 1970년 이후 예술에 대한 새로운 비전

Japanorama.Nouveau regard sur la création

contemporaine>, 메츠-퐁피두 센터, 메츠, 프랑스

해외

<라 투레트 수도원 Couvent de la Tourette>, 14회 리

옹 비엔날레, 리옹, 프랑스
해외

<한국 단색화 Korean Dansaekhwa> 에라르타 현대미

술관,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해외

<리듬 인 모노크롬: 한국 추상화 Rhythm in

Monochrome: Korean Abstract Painting> 도쿄 오페라

시티 아트 갤러리, 도쿄, 일본

해외

<한국 미술의 산책Ⅱ: 단색화>, 뮤지엄 산, 원주, 대한

민국
국내

2016

<과정이 형태가 될 때: 단색화와 한국 추상미술 When

Process Becomes From: Dansaekhwa and Korean

Abstraction>, 보고시안 재단, 브뤼셀, 벨기에

해외

2016
<단색화&미니멀리즘 Dansaekhwa& Minimalism>, 블

룸&포에, LA, 뉴욕, 미국
해외

2016 유중 특별 소장전 (김환기, 박서보, 이우환, 정상화) 국내

<추상미술5인전>, 갤러리일호, 서울

(이우환, 김기린, 이강소, 전광영, 김태호)
국내

<단색화 Dansaekhwa>, PIASA, 파리, 프랑스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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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 드로잉 After Drawing>, 갤러리 현대, 서울,

대한민국
국내

2015
<단색화 Dansaekhwa>, 제 56회 베니스 비엔날레, 베

니스, 이태리
해외

<지구, 불 그리고 정신 The Earth, Fire and Spirit>,

그랑 팔레, 파리, 프랑스
해외

<엔리코 카스텔라니와 이우환 Enrico Castellani and

Lee Ufan: Surgaceset Correspondences> Lorenzelli

Arte, 밀라노, 이태리

해외

<한국 추상 회화: 현대화랑 45주년 기념 전시>, 갤러

리 현대, 서울, 대한민국
국내

<단색화 Dansaekhwa>, 팔라초 콘타리니-폴리냐크, 베

니스, 이태리
해외

2014

<단색화의 예술전>, 국제갤러리, 서울

(김기린, 정상화, 정창섭, 하종현, 이우환, 박서보, 윤형

근)

국내

<From All Sides: Tansaekhwa on Abstraction>, 블룸

&포에, LA, 미국
해외

<Formes Simples>, 메츠 퐁피두, 프랑스 해와
<한국의 미: 두 종류의 자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국내

<Genius Loci(Spirit of Place>, 팔라쪼 프란체티, 베니

스, 이태리
해외

<Other Primary Structure: Others 2>, 유대인 박물관,

뉴욕, 미국
해외

2013
<모노하와 아르테 포베라>, 분타델라 도가나 베니스,

이태리
해외

<Mingei: Are you Here?>, 페이스 갤러리, 런던, 영국 해외

<Parallel Views: Italian and Japanese Art from the

1950s, 60s, and 70s>, Rachofsky, the Warehouse, 달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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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 미국
<Paradise>, 페이스 갤러리, 뉴욕, 미국 해외
<Takahashi Collection: Mindfulness!>, 키리시마 아트

노모리, 가고시마, 일본
해외

<Prima Materia>, 푼타 델라 도가나, 베니스, 이태리 해외

2012

-13

<도쿄 1955-1970 새로운 아방가르드>, 뉴욕현대미술

관, 미국
해외

2012
<Requiem for the Sun: the Art of Mono-ha>, 블룸

앤드 포, LA, 미국/ 글래드스톤 갤러리, 뉴욕, 미국
해외

<한국의 단색화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대한민국 국내
<2012 여름 그룹전>, 페이스 갤러리, 뉴욕, 미국 해외
<Art as Magic: Visionary Artists and Their Inner

Supernatural World>, 아이치 미술관, 나고야, 일본
해외

2011
<대구미술관 개관주제전: 기(氣)가 차다>, 대구미술관,

대구
국내

<텔미텔미: 한국-호주 현대미술 1976-2011>, 국립현대

미술관, 과천/ 시드니현대미술관, 시드니, 호주

국내 /

해외
제 54회 베니스 비엔날레,<The World Belongs to

You>, 팔라쪼 그라씨, 베니스 이태리
해외

<Beijing Voice: Leaving Realism Behind>, 페이스 갤

러리, 베이징, 중국
해외

<Burning, Bright: A Short History of the Light

Bulb>, 페이스 갤러리, 뉴욕, 미국
해외

<Trick&Humor>, 요코수카 박물관, 가나가와, 일본 해외

<Pure Clay: Young Sook Park and Lee UFan(박영숙

과 이우환)>, RH 갤러리, 뉴욕, 미국
해외

<Silence and Time>, 달라스 미술관, 달라스. 미국 해외
<In Praise of Doubt>, 푼타 델라 도그마, 프랑수와 피

노 재단, 베니스, 이태리
해외

2010 <50 Years at Pace>, 페이스 갤러리, 뉴욕, 미국 해외
<Painting: Process and Expansion: From the 1950s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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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Present Day>, 근대미술관(MUMOK),빈,오스트

리아
2009

-10

<Essential Experience>, 시칠리아 주립미술관, 팔레리

모, 이태리
해외

2009 <In-finitum>, 팔라쪼 포르투니, 베니스, 이태리 해외
<Qui a peur des artistes?>, 프랑수와 피노 컬랙션,

Palais de Arts, 디나스, 프랑스
해외

2008 <Sensitive Systems>, 학고재 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국내
<La Sottile Linea d’ombra>, 무디나 미술관, 밀라노,

이태리
해외

<Sotto Voce>, 이봉 랑베르 갤러리, 뉴욕, 미국 해외
제 1회 포즈난 비엔날레, 포즈난, 폴란드 해외

2007 <Elastic Taboos>, Kunsthalle, 빈, 오스트리아 해외
<Living in the Material World: “Things” in Art of

the 20th Century and Beyond>, 도쿄 국립 신 미술관,

도쿄, 일본

해외

< L'Art de Monet et sa postérité>, 도쿄 국립 신미

술관, 도쿄, 일본
해외

2006
제 6회 광주 비엔날레, <단색화와 모노하>, 광주, 대한

민국
국내

<예술의 힘>, 그랑팔레, 파리,프랑스 해외
<Shelter>, 베를린 국립미술관, 베를린, 독일 해외

2005 <모노하 재고>, 국립현대미술관 오사카, 일본 해외

2004
<림파-에꼴 드 림파>, 도쿄 국립근대 미술관, 도쿄,일

본
해외

<L’Art au futur Anterieur, 1975-2004>, 그르노블 미

술관, 그르노블, 프랑스
해외

2003 <행복>, 모리미술관, 도쿄, 일본 해외

2002
<70년전-예술의 검토>, 보르도 국립현대미술관, 보르

도, 프랑스
해외

제 4회 아시아 퍼시픽 트리엔날레, 브리스번, 호주 해외
<사유와 감성의 시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대한

민국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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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모노하전 Mono-ha-School of Things>, 케틀스야드

미술관, 캐임브리지, 영국
해외

<세기의 도시 Century City>, 테이트모던, 런던, 영국 해외
<일본의 현대미술-삶>, 크랠러뮬러 미술관, 오셀로, 네

덜란드
해외

<종파의 에술 Le Tribu dell’arte>, 로마 근현대미술관,

로마, 이태리
해외

2000
<이우환 3인전>, 모니카 라이츠 갤러리, 프랑크푸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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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Artist Branding

: Focused on Lee Ufan

Park, Jooseon

Art Management Program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suggesting the strategy for artists

that achieve their market value and secure competitiveness.

In Contemporary art market and business perspective, prior

researches about artists are focused on art work’s marketability,

investment value or art price index. Through this research, I try to

find the branding model and strategy for artist in contemporary art

market.

This research is organized as follows. Firstly, Chapter 2 organized

the brand definition, brand identity, and brand equity through David

A. Aaker’s and Kevin L. Keller’s brand theory. Based on this, I

defined the artist brand and discussed the artist brand’s elements. On

this research, I concluded the artist branding strategy as following

steps; Brand Establishment → Brand Performance → Brand

Extension. In Chapter 3, I analyzed three sample cases based on

artist branding strategy; Pablo Picasso, Andy Warhol, and Murak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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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ashi. They are considered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rtists i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history and art market. I choose Lee

Ufan, the Korean artist, as main case study. In Chapter 4, I studied

Lee Ufan’s life, works and his theories. And I tried to find how Lee

Ufan gets his position as artist who represent both Korea and Japan.

In Chapter 5, I analyzed Lee Ufan case based on brand strategy;

Brand Establishment → Brand Performance → Brand Exten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Lee Ufan has positioned as

representative artist in both Korea and Japan art market. He started

his career as an artist and critic in Japan and completed ‘Mono-ha’

theory. Also, he won some prize in Japan. His ‘Mono-ha’ theory

affected the modern Korean art scene through mutual exchange of

opinion with Park Seo-bo. So, his works are also introduced as

Dansaekhwa and exhibited at the several international art fairs, main

galleries, and museums. As a result, Lee Ufan has established his

brand as Mono-ha artist(Japan) and Dansaekhwa artist(Korea). He is

now one of famous korean contemporary artists and the cost of his

works is high. Also, his brand gets brand power. So, he has

collaborated with wine makers, and other artists, etc.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new frame of analyzing the world of

art, which is understanding artist as a ‘brand’. In the perspective of

brand management, I tried to find the branding strategies of artist.

Almost every previous researches are focused on few famous artists;

Picasso, Warhol, and Hurst, etc. It’s a single case study of Lee Ufan

so, it’s hard to apply the rules to other artists. Above all,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the artist branding strategy

in Korean art world. This research, therefore, will offer the guideline

in finding the rules about artist br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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