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완 미술의 지형도: 

타이완 국제미슐비엔날레 전략 

라이 잉잉 | 국립타이완때흩대학 교수 

-
첼
 
현대미슐 발전의 경로이자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장소 역 

할을 하는 두 가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 타이떼이 비엔 

날레와 베니스 비멘날레의 타이메이 전시관. 두 프로젝트 

모두 대규모는 아니지만 유연하고 훨키차며 세계 미용 언 

론계의 인정올 받고 있다. 비엔날레는 타이왼의 운화외교 

종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미술가들이 국제무대 

에 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률의 작품이 호평을 받올 수 

있게 해준다. 01툴은 다앙한 국제 미술 멕스포와 비멘날레 

에 초청율 밭았고 개인 소장가들과 미솔관에 자신톨의 작 

품을 판매했다. 이률의 성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더 많은 예술적 창의력이 자극되었고. 국내 큐레이터 

툴의 시야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미슐 시장의 원동력이 더 

탄력율 받게 되었다. 이러한 요인률은 모두 타이완의 미솔 

적 환경이 번창하는데 상당한 엉향흩 미치게 되었다. 

키원드: 박물관. 미술 전시회. 전시회 전략， 타이뻐|이 

비엔날레 

1. 서론 

타이퍼|이 비엔날레는 타이떼이 미슐관πFAM)에서 개최 

되며 만레이 수{Manray Hsu: 독잃/타이완)와 바시프 훌릎 

Na잉I Kortun: 터키)이 현재 큐레이터를 맡고 있는데 타 
이페이에서 이러한 종류로는 6회째 대회를 맞이하였다. 

TFAM은 1983년 훌범 이래로 그 사영율 완수하.:i1자 많온 

전시회와 대회톨 조직함으로써 근대 및 현대 미슐 종진에 

기여해 왔다. 10년 이상의 조정 작업올 거친 후 1998년 

의 타이메이 비엔날레는 혁명적인 변화훌 가져왔다. TFAM 
은 해외의 타이완 동시대 미술작품에 대한 국제적인 휠채 

를 꿀어내기 위해 노력히는 한편 국저| ‘비엔날레’ 동황에 

적응하기 위해 국내 큐레이터률과 협력하게끔 국제적으로 

명성 있눈 큐레이터틀을 초빙하기 시작해 타이완 획초의 

국제 미술 비맨날레틀 개최하께 되었다. 가장 최근의 

2008년 타이떼이 비엔날레의 성과는 비언!날례 정치의 지 

역 및 글로벌 맥락에서 률 때 비엔날레의 견실한 성장을 나 

타내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1) 2008 타이떼이 비엔날레얘서의 테마 추제 사용 피하기 

이번 대회는 단순히 '2008 타이떼이 비엔날레.로 불린 

첫 번째 비엔날레이다. 이 비엔날레의 큐레이터 전략은 추 

저I(theme}를 기훈{c꺼teria)과 큐레이터의 휘항에 한정시키 

기 보다는 자유로운 예술적 표현률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작가률은 싫에 대한 대답을 제시해 주지는 않지만 예술작 

품을 툴해 민간과 문화의 위대한 다앙성을 감상할 수 있게 

해춘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전시획에 새로운 작품율 훌품하 

도록 타이메이로 작가들을 초청했다. 미술가 개개인이 타 

이메이 대종률과 공유할 수 있는 독특한 관점올 보유하고 

있기 때룬에 작가툴 사이의 상호작용을 도모하고자 했다 1) 

2) 비앤날레 빼경 핵심 건셉 .세계화 전쟁. 

대회의 핵심 건셉민 .세계회 전쟁.은 단지 국가외 국민 

들간의 물리적민 전쟁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다. 대신 국경 

1) .미슬이 해답흩 채공하지는 앙지만 여려 각도에서 이톨 문제률을 

고찰히고 다른 형태의 질문으로 접근하고 개벌적인 훈?!OG 언져| 

집중해야 힐지 결정활 수 있게 해 훌다. 비엔날레의 접근방식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이야기도 무한젊 훌혹하지는 않다. 역징를 두 

는 각 톨야는 많온 다른 문째들파 얻관된다. 예툴 툴연 여햄객의 

기동성. 임시칙 근로자. 외국민 신부 툴온 톨영히 같용 몬제기 아 

니며 심지어 유시하지도 없다. 이 목적률 위해 비앤날혜는 가능하 

면 많은 새로옹 작품률 위임했고 칭여 작가툴에깨 이전의 프로잭 

트률을 타이빼이에의 훌훌올 위해 채고하고 각색하도혹 쭈홀했다. 

새로웅 것과 니린히 전시월 기종 작용흩 또힌 있율 것이디. 전시 

회에는 테마내용 편짙물과 외실극 뭘 신랄한 비판의 성격흩 띤 비 

디오률이 포함된다: htψ :1/www . leÎ뼈이enni리 .αg/T8Themes/ 

Mytheme.asp꺼녀ngu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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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사이에 토 긴장， 이주. 반대 및 비공식 정치， 도시 변모 

및 세계화 문제를과 같은 주제를 탐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디.낀 타이완에서 이민과 훌법 노동. 이동. 국경， 분할된 

국가 및 마이크로 국가툴. 영구적인 전쟁상태， 생태학적 파 

괴. 서|계 불안 그리고 변화의 기회 용에 대한 논의는 많은 

다룰 국가률도 같이 느끼는 주요 쟁점둘이다. 국제 정치의 

현상으로 아트 비엔날레의 중요성에 대한 반사적인 질문톨 

또한제기되었다. 

3) 효과톨 흥가시키기 위해 일상의 톨톨율 속고하는 예. 
프로젝트 

대회의 형식은 물리적 가상적 영역을 다 브명하는 것으 

로 미슐관의 물리적 테두리에서 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오래된 맥주공장. 타이페이의 메가 디지털 영화관. 시민 공 

훨， MRT 역， 사유지 등 도시의 여러 장소를 활용힌다. 

비엔날레는 또한 도시의 많은 광고게시판에 광고를 게시함 

으로 전시회의 메시지훌 여러 다른 지역에 전달하고 가장 

기대하지 않었던 곳에서 프로젝트가 조망되게 한다. 

핵심 프로젝트외는 별도로 .많은 세계가 속한 세계:A 

2)특히 포럽 침가자들몬 타이왼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과 관련해. 예 

톨 들면 중국과의 관계외 타01완 사회의 군사. 문회 및 기타 혹얻 

의 미국 및 일본의 명항툴괴 같이 § 더 북힐적이고 지역직민 예 

톨 고려힐 것이다. ht1p:νWww.talpei밟n빼.αg/Cont빼P혹)e/ 

Contents. asp얘0::6&SUblD=79&Langu얘e=2 

3)OOW눈 과학자툴. 이론가툴 잊 앵톨후의자률에 의해 전쟁 개념이 

착안되고 정리되어 제시되는 진행형외 험업 플랫폼으로 2일간의 

공공 이벤트이다. 이 이벤트의 을칙온 지급끼지 간과되었고 토훌 

되지 앉았고. 전쟁 추져|애 대힌 현재 토혼애 중요한 역할올 휠 수 

있는 사고의 핵심 개념훌 도흩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빌표. 

몸서회 및 보충 자료(www dìclionary이war.org) 그리고 인쇄률 

훌핀으로이루어진디. 

4) 워크슐의 쩨목은 컬트 무비 도쿄 드리프트애서 따온 것이다. 추어 

진 공ξ뻐1서 다른 수훈의 이흥과 흑도의 개념율 강조힐 훈민 아니 

라 도시 경계 이외에까지 미치려고 노력한다. 이 프로젝트는 국립 

타이메이 미슐대학(TNUA)의 미å획과. KunSlhochschule 

KaSSeI ln der Uníversital Kassel (톨밑). 핀란드 미슐 아카디|미 

(핀린드). Las해딴-Sla CoIlege 이 the Arts (싱가포르). E∞le 

Natlor녕!e SUper!eure ó Ar1 de 80urges (프링스). 케이프타운 

대엄아프리카공화국}. 배자웰 미흩 디자민 아키대미(이스랴앨). 미 

시간대띠SA). 프라하 미훌아카대Ol(혜쿄 공화국). 그리띠트대l호 

쭈). 조선대 미대(헌국). 타이낭 미*대회를과 힘깨 조직힌 것이 

다. 이 월크상은 타이때이률 거징으로 헌댐퍼려리 Of트와 문화애 

핀한 이슈를 탐색하는데 묵적흩 두고 있다. 이 목적훌 위해 타이 

메이의 도시 공간을 싱리쩍 지리획으로 체험하기 위해 다양한 유 

람. 염소 방문 및 대회가 시도되었다. 싫힘. 협업， 브례윈스토밍 

톨 및 워크삽이 워크삽 기간 내내 장력되었디. 

5) 2008 TAlP티 BlENNAL, con∞Pl. htlp: l/www.taip허bienni혀 . 

。rψTBπ1E!meSIMyt얘me.aspx?Language=2. 20081001 

98 타이월 미훌의 지륭도: 타이월 국찌미a비앤낱혜 전획 

World Where Many Worlds Fir 이라는 제목의 다른 전시 

회가 조직되었다. 비엔날레는 또한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서 현대 .전쟁‘이라는 테마어| 관심율 가진 사람들의 창의적 

인 포혐인 닥셔너리 오브 워(Dictionary 01 War: DOW)와 

협엄한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3’ 파급효과가 멀리까지 미치 

는 이 프로그램들은 특별 비엔날레 행사 기간 동안 계속해 

서 더 많은 논의와 대화률 권장한다. 매우 고무적이기는 하 

지만 국내 관람객들에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4) 전략적 파트너업과 공톨 작업 

비록 자금이 항상 부족한 것 강지만 조직위는 대회의 효 

과를 종가시키고자 많은 네트워크. 기관돌과 장의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비엔날레는 두 개의 다른 도시 

비엔날레 즉 상하이 비엔날레와 GZ(광저우) 트리엔날레와 

파트너관계률 맺어 도시와 시민률간의 의사소통의 장올 마 

련하고 문화적 자산율 강화하기 위한 브랜딩 작업에 전력 

하고 있다. 더욱이 전세계 12개의 미술학교에서 .타이퍼|이 

드리프트πaipei D끼ttr 라는 륙별 프로젝트폴 통해 재능 있 

는 젊은 예슐가들을 위한 율랫훌훌 마련해주고 있다.이 도 

시 방랑자 영화 프로그램(Urban Nomad Rlm program) 

또한 6주간의 무료 토착(indi양ous) 영화 상영을 통해 전 

시회의 정신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비엔날레는 다양한 기획톨 창훌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 

으며 큐레이터와 미솔가틀은 그 이후에 이률 같이 탐구해 

랩 수 있다 5) 타이완의 운화적 솜추활의 교량억할을 할 최 

상의 기회가 될 비앤날례에는 전세계 총 37개국의 다양힌 

지역에서 온 작품톨이 포함되었다. 그려나 이 큰 행샤에 교 

육적인 프로그램이 잘 지원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 측면 

에서.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비엔날레의 

목표와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2. 비엔날레: 목적인가 또는 수단인가 

1990년대를 시작으로 아시아 전역에 걸쳐 흔택 광주 비 

엔날레와 부산 비엔날레. 일본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와 후쿠 

오카 트리엔날레. 중국 상하이 비엔날레와 광저우 트리엔날 

레. 호추 시드니 비엔날레와 싱가포르 비엔날레 둥과 같이 

현대 미슐 비맨날례가 개최되는 도시의 이륨을 따서 조직되 

었다. 국제 비엔날레와 트리앤날레는 개최 도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화적 이정표가 되기에 이르렀으며 세계 현대 미슐 

무대로 도악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되었다 51 



최근 몇 년 동안 아시아묘댄률은 문화 발전에서 현대 미솔 

의 중요성올 인식하고 서롤러 자신들의 비앤날레 전시회롤 

기획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툴은 문화적 창의 산업을 종진 

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거톨 뿐만 아니라 국제 문화교류가 

용이하게 이루어지기톨 획망하고 있다. 뉴욕 타임즈는 세 

계 비엔날레 현상울 설명하기 위해-비엔날리스틱 

(8iennialistic)-0 I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그러나 비 

엔날레는 목적인가 또는 수단인가? 목적이라면 부엇을 달 

성했는7가~? 

1 ) 배경 

타이페이 미솔관의 25년 역사에서 국제 비엔날레의 창 

설은 국제 사회에 참여하그l자 하는 원대한 희망을 포함， 타 

이완이 셜계한 야심 찬 목표에 부합되는 것이다. 전시회의 

중심 역힐을 하는 강력한 기관으로 TFAM은 변화하는 시기 

에 미술 전시회의 역할과 목적의 변화를 반영하는 행사를 

올조직해왔다. 

타이떼이 미슐관은 현대 미술과 국제 문화 교류를 종진 

시키기 위해 1983년에 설립되었다. 한편으로는 현대미솔 

의 국제적인 전시회률 도모힘으로써 젊은 작가툴의 장의적 

민 실험율 격려해 회계에 묘뻔한 주류 세력을 견제하는 역 

할올 하게 해 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이틀 전시회는 타이 

완의 급속한 경제 성장 이후 80년대에 생겨난 높은 수훈의 

사휠 문회적 현대화 기대치에 부웅하는 것이다. 미술관은 

어뇨 정도까지는 현대 사회의 긍정적인 성장과 성과를 반 

영하는 것이다. 1983년 타이완 국제 비엔날레 프린트 정 

시회(lnterna!íonal 8iennial Prinl Exhibìlion. R ， O.C)7~ 

TFAM에서 개최되었율 때 조직위에서는 국가 인식. 자금 

제공 및 지원옳 위해 국가명율 전시회 테마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이때에도 국제 전시회는 국적을 초월한 미술의 

커뮤니케이션율 위한 유용힌 경로라는 것이 명백했다. 

타이찌|이 미용관의 기타 초기 전시회에는 흔댁 현대미술 

전과 미국 종이공예전률이 포함된다. 현대롤 테마로 한 전 

시회에서는 타이왼 사회가 미슐의 현대화를 예-ðI'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상상하는 방식 또한 표출되었다. 1980년대부 

터 90년대 초까지 TFAM은 제목에 .현대.가 를어가는 거 

의 50여 개의 전시회 및 전람회를 조직했다. 국제 현대미 

슐전시회를훌 소개하는 것 외에도 TFAM은 전세계의 여러 

미술관에서 타이완 미슐품을 소개하는 테마별 전시회를 후 

훤했다. 이러한 전시회와 연구논문툴은 타이완의 싹트는 

미술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는 중요한 담론의 장이 되었다. 

2) 베니스 비앤날레 타이완 전시관의 목표와 전략 

베니스 비엔날러I(La 8iennale di Vene깅a)의 타이완 전 

시관은 TFAM이 1995년 얼의를 가지고 조직했다. 타이떼 

이 비앤날러|가 타이완의 예술적 관점에 세계가 주목하게 

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데 반해 베니스 비엔날레의 타이왼 

전시관은 특흉| 타이완의 외교적 미술 마케팅의 예시라고 

힐 수 있다. 전시 수용능력. 참가국 및 관람객수 면에서 툴 

때 베니스 비엔날레는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국제 비엔날 

레 행사라고 힐 수 있다. 서|계 현대 미술과 거기 모인 미옳 

가툴을 위한 무대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기 

베니스 비엔날레전의 타이완 전시관은 타이완 미술이 세 

계 미솔계에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문호에 해당된다. 여기 

서 성공적민 전시회 메커니홈과 전략의 적용 모두가 중요 

하다 81 타이왼의 건템퍼러리 비주얼 아트 발전에 대한 관 

6) 2008 T.껴맨) 81ENNAL. concepl. hUp:/twww.l갱￠’않fY웰. 

org/ConlenlP룰)e/Conlenls. 훌에:>x?ID=3&SublO=23&녀며~혹)9 

=2 
끼 1995후헬45훌읍찌ø的톨tt훌術. 以r읍륙훌짧」훌훌 ål~훌훌짧 

æl.l젠짧 I파河‘ 훌뭘찌‘ {훌俊없 훌훌훌훌훌 他f커以不同於뭘 

方9'1훌찌i빼ø.. 용1Sl훌性3tH:;챔훌. 1997年홉46屆범햄훌圓홉 

æ王않￠‘ 훌天훌、 跳왜中‘ 좋明則及훌흉~t쓸옳. 호훨훌r台)tl 

슴빼 : 面텀숲~~J: æ台빠g史활展的分ä:多ñ來突없，1.짧境률홉 

之快홉及~j훌D.u*JJU.Râ영효I이. 1999年第47홉. 由i뿌훌헤g 

出훌R人E짧i=. 以rUt빼迷 : 읍혹훌術三짧앓」옳짧 홉없훌術훌 

.步w‘ 빠.".’=‘ 洪.~훌없. 2001 年第48훌훌훌A홈주훌. 以
「活↑홉困子」 짜11. 훌뼈룹王文좋‘ u톨民‘ 짜明51.‘ ~J世~~~.. 

훌 11it-J읍1홉1tW협生흩中8연文11:훌困‘ 與人했u훌文明월展中:Jt 

:t:i혐윷톨ñ .. 2003年흙50홉由**톨民훌展r心짧觸'J. 홉웰훌뼈 

11‘ 후시、1ft.‘ 후뼈양‘ 톨흩빼 .. 展 展.內容以니mb。做쩔훌홉짧# 

介於톨생Jttti~뼈폈色훌훌 I훌以짧#世휴흥훌훌幻下台훌훌뺏8잉 

llJtt 以κ1$빼tt~~Il.zllll不률$홍加大e'i.꽤홉. 2005年훌 

51 훌홈出윷훌人王... 以r팀由的限훌」훌훌 훌請흉I훌 훌톨 

추‘ "11:톨及싸lat융 .. 용. Jttþ 앓월中、 월世.~ I'if~c.‘ 톨步 

” ‘ 짜뼈弘‘ ~핑훌훌多1ì'l훌찌훌作융困此a得훌훌훨쭈A土훈웰 .. 
.tt훌훌훌Jt1생훌흩훌UJ.훌톨훌出 혔훌훌훌야협我園훌ft했톨훌홉용 

용~5lZJI훌上 핫홈뼈?톨I훌짜톨具빼흙L 홉행훌톨흉풍所훌il 

e'i文1~껴i JIi).::.次的훌JlUtþt잉æljtr台1ι-詞. 第三次的r슴 ’l 읍ìII : iIj딩슐4~r훌룻I톨「台를J兩호 쫓훌出률術옆1암훌jJ 
此찌링111할빠I!. 正.il台1的훌術I~ι5R. 훔흉IJ톨짧台를훌進世m틀슴 

nl빼힐잊æ1없영Ø!!흠. 

8) 1995년의 추째는 .타이g 미슐.로 테첼 리맨(필훌짧. 치호 횡(훌 
썩페). 밑리 우{훌째빼). 천잉 위(候않B계 그리고 지앙 횡흩훨뼈) 

틀이 미흩뀐 샘시위원이 선정힌 참여 작가률이었다. 이톨의 작용 

은 서앙 직융과는 상덩히 차멸효t된 지역 문화 특징올 보여주는 것 

이었다. 1 997년 OFaclng Fa<홍s-Taiwan Taiwano

전에서 춘지 

에 왕(王俊율). 티엔칭 우{용天훌). 지정 야오(跳뼈中). 밍체 리 (李

BlllllJ) 그리고 치엔미|이 젠빼뀔뼈동의 작풀이 전시되었으며 타이 

왼외 크게 홉단되고 다앙한 역사의 맥락에서 예슐적 발전과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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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혹면에서 타이완 미술을 세계회하려는 전시회 전략이 

매우 궁정적민 기여를 했다고 힐 수 있다 9) 처음 세 개의 

제목에 .타이완.을 반복해서 십입함으로써 문화적 합축성 

율 명확흩| 했다. TFAM이 타이완의 현재 미솔적 발전상황 

에 국제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타이완 미술의 김이률 보 

여주고， 타이완 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율 얻으면서. 동 

시에 타이왼에 대한 글로벌힌 인식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이루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이와 갈이 국제적민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타이완 미술가 

톨온 더 넓은 국제 미술무대에서 경쟁하고 참여할 수 있는 

동동한 기회률 얻었다. 이늠 붐명 국내 컨템퍼러리 아트계 

톨 고무하고 흥분시키는 계기기 되었으며 10년 이상 베니 

스 비멘날례 타이완 전시관은 주요 이벤트가 되었으며 국 

내외 미솔계로부터 엄청난 핀싱올 꿀었다. 많은 미술가들 

과 큐러|이터툴은 이후로 다른 유영한 국제 전시회의 초대 

훌 받게 되었다. 200 1 년 타이완 전시관의 큐레이터였던 

만레이 수(Man-Ray Hsu)는 2000년 타이퍼|이 비엔날레 

전의 두 명의 큐레이터종 한 명이기도 했으며 나중에 베니 

스 비엔날레의 심사위원으로 초빙되었디. 일부 참카 미술 

가툴은 또한 국제 전시회에 직폼을 전시하도룩 초대받기도 

했다. 치엔 치 장(Chien-Chl Chang}은 브라질의 25회 상 

파율로 비앤날레에 초빙되었으며 다니멜 리(Daniel Lee)는 

영국， 밍위 레Ming-Wei Lee)는 뉴욕시의 휘트니 미술관 

과 베흩린의 동아시아 미슐관{Museum fur Ost잃iatische 

Kunst)의 초대률 받었다. 그리고 마이클 린(Michael 니마은 

도쿄의 모리 미술관과 리용 비엔날레의 초대를 받기도 했 

다. 미술가물의 경우 TFAM과 큐레이트률의 인정을 통해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예솔적 재능 

률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기회틀 부여 받은 것율 의미한 

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타이완 미슐가 

유지간의 서로 얽힌 북잡성뿐만 아니라 g경에서 급격한 시회적 

변화톨 강조해서 보여추었다. 1999년 48획 베니스 비엔날례 타 

이원 전시관의 미술기외 직융를 선정하는 작업의 책임올 힐 큐레 

이터로 추이전! 쉬(石훨i=J가 심사위원에 의해 선정되었다. 천시회 

의 추재는 .개방때 즈용하여. 였고 징여 칙가로는 뭐칭 횡{훌步 

뼈). 치애챈 천聊界.t:) 그리고 륭후 훌U媒빼이 있었다. 지청 이 

왜짧中1. 쉬펜 리위훨I!!:~. 치에샌 핸빠휴t:). 뭐칭 횡tlt步 

.1. DIOI률 린(林뼈IJ 그리고 치앤치 칭t張1lJQ)동의 작홈온 국제 

미슐 비명가들의 호뿔율 밭았으며 작가톨온 다른 국채 미술 행사 

애 작륨율 전시하도록 초청벌었다. 

9) 엄 1992年起的r台~tlJ!.代훗術톨~흩J. ~Êl쩔定m훨隨짧했k 

以及흩홉않빠홈j於응를임t代R쩌r~UJ， ~JJO.上훌1tl훌~혔양흉際훌 

l Jl, Íl[J총~盛受훌훌尼X!i. 훌IJ(qa훌없11숲山!Jt代훗術i용展出. 후8Il 

옳受훌於흥홉P흙훌尼훌術rr뻐t!iJut홈찌용흩出훌훌. 훌훌指lli응~ 

훌術a없illli훌g없흥3:1'"흩짧휠톨혐~효及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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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게 상당한 영향율 미쳤으며 생기톨 물어 넣었다. 

외교적인 측면에서 타이완온 탁월한 문화적 성과로 세계 

의 관람객툴율 감동시켰다. 타이완과 타이완의 이미지 미 

학， 그리고 컨탱떠러리 미술 발전은 국제 사회와 직접 연결 

되어 있으므로 타이완은 더 많온 국제 문회 교류에 참여하 

고 있다. 이것은 타이완의 통찰력있는 국제 미술 전략 성공 

의 종거이다. 타이완은 동시대 예슐가툴이 대담하고 창의 

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해외에서 국 

가톨 대표하기 위해 노력하토록 자극시킨다. 이련 이유로 

베니스 비엔날레 타이완 전시관이 그렇게 성공을 거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외부지항적인 국제칙인 이벤트일 뿐 

만 아니라 예슐적 발전의 진보를 혹짚시키기 위한 내부 지 

항적인 전시회 전략이기도 하다. 다룰 말로 하면 이러한 국 

제적인 행사는 단지 미솔과 룬화톨야의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하고지 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것은 또한 타이완의 동 

시대 미술이 국제 전시회 기관올 흥해 세계 미술 무대로 발 

전해 길 수 있게 하는 마케팅 전략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이다. 

3) 타이메이 비앤날혜의 롤표와 전확 

저11 회 타이떼이 비엔날레는 .욕망의 장소.라는 제목으로 

1998년에 조직되었다 . 이 추제는 현대회의 발현 세력 내 

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려는 아시아의 욕망올 나타내 

는 것이다. 욕망이란 모든 것의 월천이다. 아시아 사람， 국 

가. 민족， 도덕적 그룹률이 표훌하는 강렬한 욕망은 인간의 

잠재력과 진화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 다음 2000년 타이 

떼이 비엔날레는 ‘한계는 없다{Sky Is the Limit)"라는 표제 

아래 협력 프로젝트와 리서치 캠프로 조직되었다. 미술가 

률과 관람객들은 전심전력으로 신체홉 움직여 연기하고 공 

연하도록 초대되었다. 이 전시회는 세계화 시대의 토래에 

의몸율 던지고 조묘f하는 것이다. 현재는 혼합된 문화와 무 

한정 제공되는 선택을 통해 ‘뮤전 문화.라는 새로운 종류가 

생겨났다. 문화적 경계는 계속헤서 장식되고. 그 걸과 우리 

모두는 같은 하늘아래서 함께 미지의 미래에 직면하게 된 

다는 지속적으로 혼합되는 운화톨 형성하게 된다.2002년 

비엔날레의 테마는 .위대한 세계 무대.이며 이는 지금 .세 

계’에서 우리가 겪고 있능 근본적인 경헝율 반영한다. 미슐 

판온 극장으로 탈바꿀되고 전시작쯤은 차례차례 상연와는 

연극과 같았다.2004년 타이페이 비엔날레에서는 .현실을 

믿습니까T라는 제목으로 동시대 미슐가둘에게 현실을 기 

확， 모빙하고 여기에 대해 언급할 기회훌 제공해 주었다. 

또한 미슐가들이 삶의 현싫율 각자의 개성에 따라 자신툴 



이 경험한대로 표현하도록 했다. 이것은 비판적 자아 성찰 

외 장이 되었다. 2006년의 주제는 .더티 요가(Dlrty 

Yoga)’였다. 

독일의 미솔 역사학자인 웰릭스 쇼베Felix Schobe디가 

자신의 논문 .타이메이 미슐판: 스캔률과 혁명 도는 타이완 

에서의 20년간의 관치 미술 1984-200ι에서 지적했 

듯이， 국제적인 미슐관련 행사는 예슐 문화라는 수단율 용 

해 세계와 의사소통하기 위한 목표훌 달성하고 나아가 타 

이완이 셜제로 좀재한다는 사실율 인식시키기 위해 휘해 

친. 외교적 위기상황에 대비한 사실상의 위기상황 대용조 

치였다.타이페이 비엔날레.는 타이왼에 세계 무대톨 설치 

히는 것으로 타이완 미슐의 국제적인 엉성을 얻고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타이완 국민의 시야롤 넓힐 목적으로 타이 

메이 미슐관의 전시 공간율 훨용한다 101 

타이때이 비앤날레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져온 

다. 첫째. TFAM의 전시 메커니홈올 통해 광범위한 미슐작 

품올 볼 수 있는 기회률 제공함으로써 타이완인률에게 상 

당한 영감올 전해훈다. 예술작물뿐만이 아니라 이돌 작품 

률의 현천이 된 다른 사회 구조물. 역사적인 툴 및 운화적 

계보 둥이 전시되는 것이다. 이훌 통해 다른 나라의 여|슐 

작품에 대해 아는 것이 기능해졌으며. 또 나아가 다양한 관 

접에서， 상이한 지리적/역사적 맥락에서 계속하{서 나란히 

전시되고 뚱한 이질적인 공E뻐|서 대안적으로 사용된 소채 

툴로 표현되는 예솔작품들에 대해 배우는 것이 가능해 졌 

다. 따라서 비엔날레는 유행에 편승하거나 단지 세계적인 

미술가들율 초빙함으로 TFAM이 선호하능 인물율 만툴어 

내려는 시도는 아니다. 어느 한 지역이나 특정 문화 또는 

민측의 특징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운에 컨템퍼러리 아트 

비엔날례롤 개최하는 것이 유의하다. 또한 국내 미술， 역사 

또는 문화의 전체 시스템을 전시훌 위해 단순히 이동시키 

려는 것도 아니다 .11 ) 

툴째. 타이떼이 비엔날레의 모든 테마는 현재 진짜 중요 

한 핵심 쟁점툴을 타이완 핀객톨에게 제시힘으로써 그률이 

멋진 구경거리와 초|신의 쯤조 사이홉 왔다갔다하면서 국제 

건템퍼러리 아트롤 조망힐 수 있는 기획룰 제공하는 것이 

다. 추가적으로. 타이퍼|이 비엔날레는 이러한 전시훌 롱해 

안티티|저Kantitheses)와 대안적 담론을 제공함으로써 매주 

자본주의적인 타이완 사회에 자극올 추기도 힌다. 타이완 

대종은 새로운 각도에서 세계톨 보고 다른 문화와 미술가 

툴의 비범한 사고방식올 감상하고 보다 더 큰 바깥 세계에 

서 타이완이 어디쯤 위치히는지 고찰하고 축고해 볼 수 있 

는 기회률 제공받는 것이다. 

셋째， 타이떼이 비앤날레는 타이완의 미술 논쟁률과 담 

론율 계속 구축하고 도전힌다. 미술을 현대화 시키고자 한 

80년대의 아방가드 전시획에서부터 90년대의 타이완 미 

슐의 주관성에 대힌 담구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화와 지 

역화간의 예술적 논쟁 질문과 글로벌화 이슈에 대한 고할. 

21 세기 국제 비엔날레에서 큐레이터의 파워와 전시 메커 

니즐에 이르기 까지.TFAM은 타이완 미술계와 지식의 담 

론을 위한 촉매 역할올 해왔다. TFAM의 전시 전략과 조종 

메커니즘의 광범위한 영항으로 인해 현재의 지식은 세계 

화. 지역화， 국제 비맨날레외 큐레이터 직위에 대한 이슈 

및 논의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젊은 활력이 특징인 그리 크지 않은 큐모의 타이떼이 비 

엔날레는 세계 미슐계에서 점차 더 두각을 나타내고 세계 

언론계의 조명율 받고 있다. 타이메이 비엔날레는 타이완 

컨템퍼러리 아트 커뮤니티에서 추요힌 고정 이벤트(lixture) 

가 되었으며 지속적인 발전옳 이루어가고 있다. 또한 타이 

완이 세계 미술 무대와 연결되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공간 

의 역할도 효봐. TFAM이 타이완의 예술적 환경의 발전융 

혹짙시키고자 노력함에 따라 타이메이 비엔날레는 영항력 

있고 충요한 전시획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것은 똥힌 새로 

운 산업화 국가인 타이완의 미술 현상에 동잘력을 물어 넣 

게 되었다 12) 

타이떼이 비멘날레는 타이완사회률 자극해 세계와 소통 

하게 한다. 또한 오늘날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적 현상올 고찰하고 더 질 이해하게 함으로써 탁 

이완이 국제사회와 의사 소롱할 수 있게 하는 를랫몸의 역 

할도 한다. 어느 감독이 전시회 책임자인가? 큐레이터는 

어떤 자격으로 최종 테마 조직 작가 선정등과 관련해서 

켠위 있는 의사결정율 내리게 되는가? 누가 TFAM 전시회 

에 영향력을 행사히는 련한을 지니고 있는가? 큐레이터인 

가. 감독인가. 타이떼이 시장인가. 작가인가 또는 대종인 

.7~? 

전시회 전략은 단연코 타이페이 도시 문화의 국제회에 

역점올 두고 있다. 큐레이터. 미슐작품， 전시 테마 선정. 

또는 자원의 할당 같은 선정 관련 문제둘은 타이떼이 비엔 

날례의 주요 관객 즉 타이완 미술가들과 대중이 자주 무시 

1이 F. sc뼈òer. ìalpei Fine Arts Museum: scandals and 

re’oon. ()( twenty years of αJVemme얘 잉mII1isIered ar1 10 

T잉wan. 1984-2004: Jour(빼 d α)(11，댄l(X)(aty ChIneSe 

M. T81pet: At1 & COI농ction Group Ud .• 2004. pp.5-23. 
, 1) 짧휠훌훌훌 (2006s~t!!~.8l댔뼈뼈월빼-훌훌훌햄종 :#훌，BJj 

X 폴IR훌Gallery Talk on 2006 Taìpel Blennlal: Dirty 

Yoga)‘ (現tt꽂뼈. M130뼈 2007年2月， 頁42-49.

12) 흩位政. ('짧훌年顧뺏훌l始를훌빼mt훌)， (現代쫓쩨. ~80뼈 

1998年10月， 頁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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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싱지어 이 과정에서 배제된다는 사실이 재차 강조되 했다. 

는 것이다. 타이완의 사회문화적 변화가 짚행되자 .국체화’가 의미 

3. 현(1J[) 상황에 대한 일부 고할 

1 ) 왜 .세계화. 인가? 

미술 전시의 .세계화. 란 무엇민가? 그리고 왜 이것이 필 

요한가? 다시 한번 말해 이것은 목적인카 또는 수단인가? 

미슐 평론가 카오 치엔 후o !(Kao Chien-HuO가 지적했듯 

이 .세계화. 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시회 전략이며 

더 톨틀한 국체적 입지와 인정옳 원하는 타이완 미술계의 

강한 획망을 붐영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TFAM 전 

시부 국장을 역임한 시후 추이젠(Shih Jui- Jen) 또한 

1980년대 동안 .타이완 미슐의 국제 미술계로의 진입과 

미술계 UN으로의 발전은. 무리 미솔계의 가장 분명한 효| 

망이라고 언급했다. 1 990년대 초 미슐의 현대화와 타이완 

토칙 미슐에 대한 담론간의 변충법온 TFAM"국제화. 전시 

빙항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기대를 탄생시켰다. 

타이떼이 비엔날레룰 티이완과 국제사회간의 대화의 중 

요한 풀랫폼으로 활용함으로써 어떻게 지역 및 국제간의 

훌일치에 내재된 모순울 해결할 수 있는가? 

지역화와 국제화는 시계 추의 앙뭘인가? 지역화와 국제 

화의 대치되는 세력간의 갈툴과 모술에서 .세계화.는 아마 

도 실행 기능한 사고적 차원과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올 것 

이다. 세계화는 ‘권력의 기획. 차원. 정체성과 다국적 기업 

률의 네트워크하어l 민족 국가톨과 이룹의 주권이 억압되고 

첨범되는 과정.을 말한다"세계화는 국가 정치(주권 민족 

국가)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 민족 국가돌 

의 주연배우들은 국제 조직 다국적 기업 및 지역사회와 세 

계 무대 및 권력을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역학은 세계화훌 

국가 지역사회와 다국적 개체간의 상호작용으로 묘사하는 

다중싱주의(polycentricl 세계 정치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것 

이디 "131 

타이완 미술계는 TFAM에서의 제도화된 전시회률 통해 

그리고 국제적으로 언관된 미슐관롤과의 협업 정책을 룡해 

타이완 미술의 국제적 발전의 이상율 목표로 하기 시작 

13).뻐貝훌 (Ulrich Bech) 훌， fl;b*". {全i흥1t危홉)(Was iSl 

Globallsierung?) . 음北 음III뼈빼. 2002. J(14. 
14) 훌젊16. (li廳it얽文1t政治;). (뼈훌今훌~j). 台~t : 典훌짧짧. 

없147뼈 2004. J{92. 
15) 떼上효. 

102 타이원 미훌의 지형도: 티이윈 국제미흩비연날혜 전획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카 여러 혹면과 새로운 방 

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타이완 미슐계는 세계 정치의 복 

잡성과 서구 문화 헤게모니 중채 세력에 눌려 오랫동안 심 

화된 문화적 불안과 우려로 륙징지어졌다. 1990년대 중반 

동안 미슐계의 주요 관심사는 미슐관의 전시 정책이 타이 

왼 미솔의 국제화 전략올 강조하는 방식이었다. 타이페이 

미슐관의 전시 전략은 활기 넘치는 국제 미솔 선l터로 부상 

하는 것이다. 주변의 위치에서 중심부로 벌전해나가는 중 

인 타이떼이 미술관이 미울계에서 바라는 높은 기대치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 

2) 왜 국제 .비앤날혜’ 인가? 

좀 클라크(John Clark}는 아시아 도시톨에서 개최되는 

최근의 비엔날레툴은 유럽율 아시아로 가져오기 위한 목적 

이 있다고 주장했다. 저명한 문회논명카인 우친타오0Nu 

Chln-Iao) 또한 .세계 미솔 무대에서 .개도묵’ 도시률은 

국제화되고자 하는 열망과 기대톨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국 

제사회에 연결되는 한 방펀이며 타이떼이 비엔날레도 예 

외는 아니다. 1이라고 언급했다. 타이떼이 비엔날레의 개최 

는 타이완이 .국제화.된 문화들이 서로 만냐는 장소로 발전 

해가고 있움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타이완이 많은 ‘국 

저1"전시회와 컨퍼런스률 개최하게 된 주된 이유이기도 하 

다: 타이완인들은 더 높은 수준의 국제적 의사소통을 달성 

하고 더 유익한 문회 정책올 창훌하기률 획망히고 있다. 타 

이완이 국제적 인정율 받고자 하는 욕망울 지니고 문화적 

주관성올 얼혈히 추구하는 부운적인 원인은 아마도 과거 

식민지 역사어|서 찾을 수 있옳 것 같다 151 타이때이 비엔 

날레는 사실상 타이떼이롤 생동감 넘치는 국제 도시로 브 

랜드화하려는 전시 전략율 과시하며 , 한편 베니스 비엔날 

레 타이완 전시관은 타이완 미술폼움 국제적으로 마케팅하 

려는의도가있다. 

국제적이건 아니건 ξ뻐| 이툴 테마 전시회의 근간이 되 

는 기초는 피할 수 없이 회계의 토론과 문화 개념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이 계속해서 추변에 머물고 있움을 

깨닫는다. 동시대의 철학. 사회학， 미학이론들이 주로 영미 

유럽 중심인 이 때에 타이왼 큐레이터률은 어떻게 자신의 

문회적 관점을 효율적으로 계빌힐 수 있는가? 타이완의 입 

장이 있옴을 강조하는 토칙 문화적 담론율 어떻게 형성휠 

수 있율까? 타이페이 비엔날레훌 용빼 타이페이 시툴 국체 

적으로 마케팅하려는 아이디어는 국제 사회와 연결하려는 



멸망에 성공적으로 부용했는가? 

2004년 타이메이 비엔날레의 큐레이터인 아미챙(Amy 

Tseng}온 이 문제에 대해 다옴과 같이 말했다.타이메이 

비엔날레는 세계화의 국제 전시회가 되고자 한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적 가시성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첫째 많은 국 

제 비엔날레 대회 중 하냐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그 지역에 

서 상당히 독특히지 않으면 세계의 많은 관람객들을 꿀 수 

없기 때문이다. 톨째는 상당동| 한정된 예산으로 원하는 목 

표훌 될성하기가 어렵다. 더 많은 것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용옳 극복하기 위해 시사적민 문제의 

구성， 국제적인 포혐뿐 아닌 국내 포럼의 설치 도는 토론 

기관률. 국제 홍보 운영 등 장기적인 계획( Iong-term 

package deals)을 생각해야 하고 실행해야 한다.’ 6) 그 외 

에도 외국 큐레이터롤 보유함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강조하 

려는 의도로 매년 타이페이 비엔날레흘 위해 두 영의 큐레 

이터훌 두는 현 정책은 심지어 전시 전략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타이완이 식민지 이후 과거를 극복하지 못힘을 

사실상 반영하는 것이다 1 7) 미술작품의 선정과 터|마내용 

선택의 개멸적인 켠한. 큐레이터직에 대한 관점. 존홍받는 

정도 및 켠한 부여 정도. 각 큐레이터가 받는 보수 수준 등 

의 혹면에서 외국인 큐레이터와 타이완 큐레이터는 다른 

대우률받는디. 

타이퍼|이 비엔날레는 여전히 다중심주의 셰계정치의 더 

큰 구조하에 타이떼이시의 장대한 마케팅 계획과 맥을 같 

이 하는가? 린홈창(Lin Hong-chang)g 국제 비엔날레 제 

도란 사싫상 세계화된 운화 로직의 동질성을 대표하는 것 

이라는 무려를 표명했다디국적/문화적. 이 국제 비앤날레 

전시회의 필수불가결힌 틀징이 되면 국제적으로 엉성있는 

큐레이터률과 미슐가률은 전 세계툴 여행하면서 2년마다 

열리는 이러한 행사에 자주 오습율 드러낸다는 것이다. 국 

제 비엔날레 전시회의 제도화된 과정에서 작품의 다문화적 

요소가 해독되거나 재암호화되고 골없이 재생산되면서 특 

정한 종류의 셰계화된 문화적 논리로 탈바꿀효빠는 것이 

다. 이률 국제 행사에서 자신둘만의 독특한 예솔직 스타일 

올 과시하연서 다국적 예솔가와 큐레이터들은 종종 자신률 

의 훌신지의 미슐과 문화톨 대표하게 되거나 국제 미술 기 

핀 내에서 자신를의 문화의 정당한 지위률 대변하게 된 

다 18) 그러므로 타이메이시활 국제적으로 마케팅하려는 컬 

심이 서 있는 타이메이 비엔날레의 경우. TFAM측에서 열 

정적이고 철저하게 전시기획을 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 

요하게 된다. 타이페이시 스스로 도시 마케팅 의사결정에 

있어 잃련의 변화훌 이루어내눈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다. 타이메이시의 도시 마케팅 의사결정에는 많은 번화가 

포항되어야 하고 실행되어야 한다. 

맺융말 

1998년 이래로 타이메이 비엔날레와 전시 작품들은 전 

세계로부터의 예슐적 아이디어를 소개했으며 이톨은 타이 

완과 국제 문화간의 대회활 추진하는 역할을 했다. 지난 

10년간 개최된 전시회는 셰계 무대에서 타이완의 컨템퍼 

러리 아트에 대한 가시성률 종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타이 

완이 아시아와 세계 미슐 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었다. 비엔날레는 또한 타이완의 예솔적 비전 

의 지명을 넓히고 전뭄적이고 잘 조직된 전시회률 개최할 

수 있는 농력올 윌러주었다. 이 행사는 국제 언론에 탁이완 

이 더 많이 노훌되도록 도와주었다. 비엔날레는 타이왼의 

동시대 미슐 발전과 국제 미솔 교류의 주된 상징이 되었다. 

16) Jß •• 口않 빼子i!:I1it=!， (뺏年훌8연힘j홈)， ('쫓빼톨끓뼈홈&è)， 

2004, 빼.hltp ://goya. bluecircus.neVarchlves/003430. 
hlml{典훌m성. 

17) 2004年슴北톨年展「효乎1'"빼」由比-'1，홉짧arbara Vanderllnden 
，.융훌이훌훌흩빼f포훌훌λ 뺨展 •• 天뻐훌훌}톨훌tIlJl홈閒.典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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