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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논문은 현대미슐의 중심지인 미국의 동. 서해안에 소 

개되면서 빠르게 현시대 미슐의 주요 샤조로 등단한 일본 

현대미술의 한 단충을 살핀다. 발생지인 일본을 벗어나 국 

제적인 현상으로 발전중인 일본미슐의 시대적. 사상적 앙 

상을 분석하기 위한 훌로서 프랑스의 사상가 장-표량소아 

리오타르(Jean-François Ly이erd. 1924"-'1998)의 .포 

스트모던의 조건: 지식에 대한 보고서(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αt on Knowledge)"(1979)와 .질문에 

대한 대답: 포스트모더니홈이란?(Answering the 

Questions: Whal is PosltT여ern?r< 1982)이라는 두 논 

문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관점율 옹용하여 일본인 작가 

무라카{]I 타카시(村上월. 1962"')의 작품세계를 중심으로 

한 일본현대미술의 특성과 이훌 배양한 일본사회의 륙징융 

실펴보려고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거대한 주제률 주요 논제로 삼는 

이론가나 철학자는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 

1934"'), 질 들뤄즈(GiII않 Deleuze, 1925"'95), 떼릭 

스 구아타리(Felix Guatlari, 1930"'92) 둥을 비롯. 모더 

니티의 연장선상으로의 포스트모더니티률 논하는 유르겐 

하버마스(Jυrgen Hebermas. 1929"')둥이 있으나 리오타 

르이롤의 중요성은 포스트모더니좀에 대한 명확한 정의톨 

LH리고 있다는 점과 더활어 시대적인 조류로서의 포스트모 

더니티를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 철학， 사회학， 과학과 문학 

등의 총체적 시점으로 관찰하여 대부분의 포스트모던 이롤 

의 공통분모. 또는 그 훌벌점으로 역할 한다는 점이다.포 

스트모던의 조건.어|서 리오타르가 정의 내리는 포스트모던 

온 직접작으로 미술계의 용직임과 긴밀한 관련을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리오타르가 말하는 시대적 앙상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티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시기에 일본미슐 

이 배앙되어 세계적2로 앓려지게 되는 환경의 조성과 큰 

연관성이 있다. 

무라카미와 그가 표상하는 여|술행위의 국제무대로의 률 

장은 1990년대 중반올 기정으로 크게는 사회적인.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미술사조로서의 포스트모던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율 맺고 있다， 1950년대 말 퍼포먼스작엉율 중심으로 

활동한 .구타이 GUTAf 그룸에 때한 언급이래. 서구켠 현 

대미슐시어|서의 일본현대미술에 대한 소개는 제한적인 것 

이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제2위률 기록하는 일본이지만 

문화적으로， 특히 현대미슐에 있어서는 쿠사마 야요QI(훌問 

웰生) . 오노 요코(小野洋子) . 이사무 노구치( '{if"kJ7子)1' 

동의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소국적민 해외진훌몰 

이루었올 뿐이었다. 그러니 1990년대 중반 무라카미의 등 

장롤 계기로 미국은 물론 서구의 미솔계가 우키요에 이후 

120여년 'LI'(거| 찾아온 일본미술의 매력에 감탄하고 있다. 

1999년 데미안 허스트를 위시한 YBA(Young Bnl1sh 

Artist)를 화려하게 미국과 세계화단에 소개한 뉴욕의 브루 

클린 미솔관은 2008년 4월에서 7월에 걸쳐 무라카미의 

대큐오 회고전율 개최하여 또 다시 화려한 화셋거리룰 제 

공했다. 무라카미의 미국 내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서해안 

로스 엔 젤 레 스 에 위 치 한 MOCA(Museum 01 

Contemporary Art)에서 2007년 10월 시작된 이 순회전 

은 브루클린을 거쳐 독일 프링크푸르트의 현대미술관 

(Museum 띠rM∞eme Kunst)과 스떼인 빌바오의 구겐하 

임 미슐관으로 연결되어 2009년 5월에 마칠 예정이다. 

무라카미의 국제 미슐계로의 진흩은 1960년대 후반부터 

미슐사에서 제기되던 그린버그식의 모더니즘의 종말과 이 

에 따른 대안툴의 난립이라는 시대적 현상을 적절하게 톰 

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때까지는 따리. 뉴욕 등 특정지 

역의 미솔만을 중심으로 쓰여지던 20서|기미술사의 마지막 

단원이 변밤미솔로 분류되어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던 비 

추류세계의 현대미술률 - 남미미술. 중국미솔. 아프리카대 

룩의 미술 등 - 로 채워지게 되었는데. 무라카미의 등장은 

이와 갈븐 포스트모더니줌의 하나의 특짐2로서의 커대담 

1) 이종 오노 요코외 이시무 노구치는 미국 국적 소지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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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붕괴와 이에 따른 다수의 소형담론으로의 전흰을 배 

경으로이루어졌다. 

일본의 사회적인 배경 또한 무라카미와 그 주변 작가툴 

의 작품의 근죠K게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20세기 후반의 

일본은 2차대전시 겪은 원자폭탄의 피해에 이어 때전 후 

군대에 의한 무력행사의 영원한 포기툴 문서화한 헌법 조 

항 때문에 미국에게 심리적 위협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미 

군 후둔에 의해 보호 받고 있는 사실상 식민지적 상태률 경 

험하고 있었다. 게다가 경제면에서는 1 964년 동경올링픽 

종말 이후 일본현대미슐의 세계무대로의 도약경위를 설득 

력 있게 셀명힐 수 있는 주요한 키워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리오타르의 다양한 논제를 중 직접적으로 포스 

트모던의 이해톨 예술작품에 적용할 수 g는 대표적 논제 

에 대한 이해가 선행월 것이며. 그 후 그의 담론을 무라카 

미흩 중심으로 한 현대일본미슐의 한 앙상을 이해하는 도 

구로이용하고자한다. 

율 기점으로 기적적인 경제발전올 이룩한 후 80년대까지 2. 본론 
누적된 경제혹자가 90년 초 버블경제의 용괴를 기점으로 

사상 최악의 부동산가 폭락과 신용불량에 따른 대형금융기 1 ) 리오타르의 거대담혼3)(Grand Narrative)의 륭괴 

관의 불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특수한 상 

횡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몬 사회가 포스트오더니즙의 전조 

롤 보이는 것이 서앙사회보다 10년에서 15년 정도 후인 

1990년대라는 해석에 공감이 가는 이유는2’ 자본주의 경 

제의 비극적 대단원을 1990년 버블의 붕괴로 보는 시각이 

설득력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오타르가 프랑스률 비롯 

한 유럽의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에 걸친 시대적 상황 

에 대해 논한 내용 상당 부분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사회의 전개에도 해당되며. 무엇보다도 리오타르가 말하고 

있는 주류의식의 소멸. 축. 거대담론의 붕괴는 일본이 이 

시기에 경험한 자본추의 경제를 바탕으로 한 권력의 몰락 

과 분산，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위축과 연결시켜 생각힐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무라카미률 대표로 하는 일본 현 

대미술 자체의 륙성은 물론. 다른 한펀으로는 모더니즘의 

2) Of즈마， 81로키(~홉紀)， .Super Flat SpeculaUα1' ， Super F떼. 

p138. Katy SI악용| 역시 킬온 저서속 그녀의 논문때서 일본의 

버톨기에서 버를 용괴기톨 미국때 있어서의 60년대 핍에서 그 이 

후 매채가 톨괴되는 시기와 명행선상때 를고 보고 있다. 

3) 리오타흔.의 Grand Narrall앤， Grar엉 RècltOI라는 개영애 대한 

흔낼번역으로논 국내애서 흩핀된 서쩍툴ζ빼 차이가 많다. 본 논 

용에서는 거대딩릎으로 를일힌다. 

4) =metanaπ91뼈. 대부몽의 리오타르에 대한 저서애서는 grand 

r녕nahv영~ metanaπatJVe흩 (리오타르기 사용한 범위애 있에 크 

게 치이톨 두고 있지 않으나 의미상으로는 mel.an9rrahve기 

때rrahve률훌 흩괄하는 위치적 싱장률 갖는다댄 grand 떠πative 

농 그 깨법적(시대영 또는 사상월) melanarrative률 지칭하고 있 

다고톨 ‘F잉다. 
5) Lyotard , ‘Jean-Frarχ。is ， 'Intn。ωction.. The PostmcxJem 
α)(I(fllfon. A Repα1 α1 J<nov.IIe<.엉e， 1984, XXìV. 

6) Malpas, Simoo , ‘Jean-Frsr:καs Lyolard, 2003 , p.15. 

7) .Narratlon iS Ihe qulntessential form 01 cuslomary 

knowledge, in more ways than one' ‘ Lyota며， 1984, P. 

19. 
8) Malpas, p ,25 , 

9) lbid ,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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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타르률 유명하게 한 중요한 초기논문인 .포스트모던 

의 조건: 지식에 대한 리포트.률 수룩한 동명의 저서 서문 

에서 그는 힌마디로 포스트모던율 정의한다. 그는 .극단적 

으로 단훌회 하자연. 나는 포스트모던을 메타담론4)에의 물 

신으로 정의한다 "5)고 밝히며 현채까지 인식되던 사회 및 

지식의 구조체계와의 단적인 결별을 앙시하고 있다. 그렇 

다면 그가 말하는 메타담론은 무엇이며 이에의 불신은 어 

딸게 발생하는가. 1970년대 말 카나다의 례벡지역 연합 

대학협의회로부터 세계의 진보적인 사회에서의 지식의 상 

횡에 대한 논운율 의뢰 받아 쓰여진6) 이 ‘포스트모던의 조 

건’은 과학올 중심으로 한 각종 분야， 테크놀로지， 법학， 

대학시스템 틀에서 지식의 구성과 축적에 가해지는 번화에 

대해 실질적이기보다는 철학적인 보고를 제공하고 있다. 

리오타르는 대부붐의 지식들이 하나의 담론을 통해 구축된 

다고 말하는데.기 이렇게 볼 때 메타담론이란 말 그대로 세 

상에 존재하는 다앙한 역활을 가진 담론률을 규정하는 상 

위개념으로서 실질적으로 지식의 흐름과 이에 따른 시대적 

인 흐톰올 책임진다. 리오타르에게 모더니티는 인간의 짙 

보률 서솔하는 거대담룰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러한 거 

대담롤과 과거의 메타담론과의 차이는 현재 사회(대부분의 

경우 인류톨 지칭)가 직연하는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희망 

적 미래풀 항해 가고 있다는 접이다 8) 그의 이러한 분석은 

18세기 계몽주의와 헤겔로 이어지는 서앙의 큰 사상적 흐 

름민 진보와 발전올 대전제로 하는 역사의 상황곡선에 대 

한 믿음율 바탕으로 한 것이다. 리오타르의 연구자 사이먼 

말파스(Slmon Malpas)는 ·사변적 기대담론의 중심개념은 

민간의 삶 - 또는 헤켈의 말에 의하면 .영흔 (Spiril)’ - 은 

지식울 종폭시킴으로써 친보한다는 것이다"에라고 설명하 

며 리오타르가 언급하는 거대담론 중 하나인 사변적 거대 

담론의 본질은 민간의 지식의 획득과 이로 민한 낙관적인 



친보에의 획망임을 시샤한다. 

리오타르가 언급하는 또 하나의 개념은 해방(emanci

pation)으로의 거대담론으로써 지식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 

변적 거대담론과는 다르게 지식은 인간의 자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보는 체계이다. ’ O} ζ얻f히 설명 

하자언 해방으로의 거대담론은 인간의 지속된 지식의 축적 

올 바탕으로 한 전 인류의 발전으로 인하여 보다 나은 유토 

피아적인 미래생훨올 맞이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말파스는 또한 1789년 프링스혁명 이후 만인의 교 

육은 시민툴율 종교적 신비주의와 지배의 족쇄에서 해방시 

키는 방법으로 보여졌으며 따라서 지식의 발전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인류툴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해방으로 

의 거대담론은 지난 수빽 년 간 몇 가지의 형태로 구체화 

되었는데. 예훌 툴어 계몽주의 사상은 종교적 신비주의가 

행사하는 부적절한 속박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려고 했으며， 

마르크시훌온 노동자률 착취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했다고 

한다 12) 

그러나. 리오티르는 이러한 거대담론들은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하고. 즉 인간올 해방시키지도， 모든 이가 경제 

적 윤택합올 누리지도， 지식의 발전적인 축적을 이룩힘으 

로써 솥수하게 친보하지도 못하고. 현재시점까지 도달했으 

며 이러한 거대담론률에는 더 이상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논한다 13) 20..1.11기에 거대담론의 물괴률 드러내는 현상으 

로 그는 몇 가지의 역사적 사건을 예로 드는데 이중 가장 

핵심적민 사건은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오히려 공 

찍힌 결과훌 초래한 저12차 세계대전이다. 특히 그는 이중 

에서도 민류의 지식의 혹적과 이률 바탕으로 한 진보가 가 

져왔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이성적민 만행인 유대민 대 

학살을 언급하면서 아우슈비츠14)가 18세기 이후 서양의 

지적 전룡의 효톰올 크게 전환 단절시켰음을 강하게 비판 

힌다 1 5) 수년 후에 쓰여진 .공통의 억사와 문화적 차이

(1985)라는 논문에서 그는 다용과 같은 질문율 던진다 • 

• 우리는 과연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인간세계. 또는 그 외 

부의 세상에서의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계속해서 인류의 

공톨된 역사라는 개녕 아래로 정리할 수 있을까T. 16) 그의 

이러한 질문은 반의적으로 더 이상 인류의 공통된 역사라 

는 개념이 적용월 수 없용을 강조하면서 해방의 거대담론 

이 무력화되었용올 밀한다 1끼 

2) 거대담톨과 모더니티， 그리고 포스트모더니티로의 진행 

세계는 하루하루 전징한다 또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리오타르가 말하는 1945년 전 

후의 전쟁의 비극올 비롯한 마르급시좀의 쇠퇴. 공산주의 

체재의 실때. 민추추의의 뼈|단. 자유추의 경제의 불균형 등 

결국에는 모든 거대담론의 종결로서 사라지게 되는데 이러 

한 진보. 전친에의 기대는 아방가르드(Avant-Garde) . 즉 

1860년대부터 시작된 모던 아트(Modem Ar1)의 미솔사에 

서의 전위사상과 이의 쇠망과도 연관시킬 수 있다. 1880 

년대 인상파 이후 세잔， 띠카소의 큐비즘으로 이어지는 끊 

임없이 새로용과 전짚을 추구하는 전위적 아방가르드의 계 

보는 곁국에는 추상의 징행과 겹쳐지는데， 이는 1 ， 2차 세 

계대전이라는 공황을 거친 후 미국에서 등장하는 협의의 

형식주의적 모더니즘에서 최고점에 다다른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 전위성올 형식의 엄격할에서 찾았던 

1950년대의 형식추의적 모더 니즘은 프랭크 스델라의 

1958-60년의 회화작품이 〈도판 1 > 나타내듯 전위적 성 
항이 너무 강한 나머지 모든 것을 캔버스라는 형식으로 환 

원하여 더 이상 어떤 내용도 불필요해지는， 즉 더 이상 화 

면에 담을 것이 없고 조각으로도 제작할 여지가 없는 이론 

상의 종말싱태에 봉칙하게 된다. 

서앙미슐사에서의 전위. 진보를 전쩌|로 하는 모더니즘이 

라는 거대담혼 역시 리오타르가 말하는 포스트모던율 시대 

적 배경으로 소멸해강률 알 수 있다. 이러한 대단원은 뼈| 

슐의 종말 Dealh/End 이 Arf 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둥 

장 시켰는데， 예슐전체의 종말이기 보다는 1860년대에 시 

작된 모더니즙 예슐이 악 1 00년 후인 1960년대에 와서 

10) lbid, p.26 . 

11) 1바d ， p.27. 
12) 1바d ， p.27. 

13) Ly。떠rd. 1984, p.37 . ìhe grar잉 narratlve has Iost 11$ 

credl잉IIty ， r，앵ar빼SS 01 애18t rT빼e 01 unH뼈t때1 1I uses. 
regardless 이 whelher it iS a speculative narratlve or a 

narrallve of emanclpatlOn. 

14) 아도르노톨 대표로 하는 당태의 철학자률과 마찬가지로 리오타르 
도 .아우휴비효.라는 단어로 훌로코스트률 지칭효빡. 

15) Lyotard. 7ñe α>SImodem eXPIC및ned. 1992, p.29. 

16) L뻐ard ， ïhe 띠versalH엉oryar잉 cunur혀 αl1erences
o

， In 

The Lyol8rd Reader. 1989, p.314. ocan we corltinue 

I여ay to organize the multJtude of events lhal come 10 us 

Irom Ihe world. bolh Ihe humaIl and the non-human 

wor1d. by subsurTlJr멍 lhem 야nealh tt、e idea 이 a un.versal 

hlStory 이 humanltγr 
17) 리오타료는 i용 잭 p，318에서 커대담론 용괴의 이유로 .베톨련 

1953, 뿌다떼스트 1956, 체코슬로바키아 1968 , 훌린드 
1980'톨 지칭하엄서 공산혐명의 철때톨 들고 있으며. ’ 1968년 

5월’ 로는 유렁 및 미국에서의 자유주의 의획제의 며|단으로 민한 

희생용톨흩. '1911 년과 1929번의 위기’로는 자유주의경제의 

칭때로 인한 세계적 룰경기를 가리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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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괴하연서 새로운 형태로 쇄신되어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옳 것이다. 그렇다면， 거대담론 붕괴 이후에 찾아온 것은 

어떤 시대인가. 리오타르는 더 이상 하나의 어떤 툴로도 묶 

을 수 없는 파편화 되고 개명화된 사회의 모융이 도래함을 

감지한다. 인류의 역사훌 젊어지떤 담론의 붕괴 이후 이제 

는 .서로 다른 규칙을 따르눈'18) 개별적 존재돌만이 남쳐 

져 있으며 이 사회에서 또 다른 거대담론의 탄생을 기대하 

기보다는 새로운 소형담론(1ìI11e narralive)의 존재와 유지가 

중요해짙다. ’ 9) 

이러한 이해는 바로 1970-90년대에 걸쳐 변화한 미술 

계의 상황과 건훌만하다. 로잘린 크라우스(Rosalind 

Krauss)는 미술작품에 드러나는 새로운 포스트모던 시대로 

의 도약율 과거의 유명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그대로 복제 

하여 스스로의 작품으로 삼는 써!리 레빈(Sheπie Levine) 

[참고그림1]의 예톨 툴면서 다용과 같이 단정 짓는다. 

혜민의 직풀이 명획하게 모뎌니스트적 개념인 월전(ocigin}올 

해체하는 힌. 그녀의 칙업은 모더니홉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 

이것온… 포스트모던적이다 ... 월전(()(잉in)과 독창성(α핑linalily) 

라는 개념을 해체힘으로써 포스트모더니흠은 아방가르투의 개 

녕과 스스로외 사이애 톨열흩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역사적인 운 

멸의 저댄때서 잉연흩 사이애 두고 아방카르드를 쳐다보고 있 

다 2이 

모더니흠이라는 20서|기 최대의 커대담론과의 결렬을 목 

격한 이후 포스트모더니좀의 미슐에는 독창성율 비롯. 모 

더니즘이 가장 종요한 성질로 삼던 가치체계들이 전복되어 

드러난다. 미술사학자인 존 라이크만μ。hn Rajchaman}은 

18) Lyolard, 1984, p.40. 
19) '1he αlnCl때e 이 a unlversa’ me1aJangu앵e is re때aced by 

lhe αInclple 이 a plur허11y 01 ’αm허 and axiomallC sy잉ems 

capable 이 argUlng lhe lrulh 이 denolalrve 엉atements. 

lb’d . p.43. 
20) 싸auss. R∞afìnd ， '1he or방때‘ty 01 lhe Avanl-잃(00' ， in 

7he Origjf')8lrty 01 100 Avant-Garde and α씨~ Modemisl 

MythS, Cambr잉geTI、e MIT Press , 1985, p.157. 
21) Rajchrr녕n ， John, ïne Ughln앙;s 01 Theory' . in 7heαy in 

α)()temporary Art since 1985, 2005 , p.390. 
22) 여러 페미니스트 미흩이를가틀어l 의해 지적되어 용 내용으로. 대 

표쩍윈 째로는 Nochfin , Ur잉a. "W'ny 벼ve lhere 아!erl no 
greal wαnen artl$ls?' , Artnews. January 1971 , pp.22-

39 , pp.67-71 이 있다. 

23) 이러힌 칙가흥의 언회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비추류 작가가 많아졌 
다기 보다는 싱대적으로 빽인님성의 투터운 훌애 조금씩 비주륙적 

성명의 칙기훌이 칭톨되었디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힐 것이다. 대 

표쩍 예로는 신디 셔먼. 비바라 크루거. 저|니 흩저용의 여성칙기 

들. 미생 바스키아. 키스 ðH링. 로버트 메이훌소프 률의 동성애 

휘항의 칙가톨의 짙휘적 훨동올 톨 수 있다. 

1‘;4 거대담를외 톨괴와 밑톨힌대미*의 대루 

.이론의 가벼용{The 니ghlness 이 뀌leoryrOI라는 논문에 

서 1993년 당시 미슐이론의 앞날븐 더 이상 .새로운. 이 

론의 대두톨 기대하지 않으며 이미 존채하는 이론돌의 .재 

조합.만 가능해진다21)고 시사하는데. 이늠 레빈과 같이 역 

사에서의 인용율 룡한 해체적 창조나 민족. 양식， 성별， 성 

적취항 용 이미 존재하는 소규모의 담론들의 조힐만이 남 

겨친 당시의 미술의 서사구조에 대한 언급일 것이다. 거대 

담론의 절대적인 용일과 전친적 세계관이 붕괴된 이후 많 

은 이론률은 상대적인 가치기준(mullicullural)율 가지고 편 

집되고 해체되어 재구성되는 시대룰 맞이한다. 전진과 짚 

보의 범세계적 담론이 사라진 이후의 포스트오더니티는 다 

앙한 매체， 계흥. 성볕. 주제로 대표되는 소형담론의 집결 

과도같다. 

3) 모더니티의 훌밑과 소형담톨(Iittle narrative)의 대두 -

무라카미 툴장의 빼경 

크라우스가 지적한 쩌|리 례빈의 여l는 매우 상징적인 것 

으로. 이는 그녀가 이제까지 주류미술을 행하던 주체인 백 

인남성이 아니며 그들의 주요 매쳐l이던 회화와 조각 등 고 

전적 매체톨 다루지 않는 레빈올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회 

회에 있어서의 형식의 중시가 모더니즘의 주요 쟁점이 된 

것에 비해 포스트모더니즙에 와서는 비디오. 인스톨레이 

션， 사진. 퍼포먼스. 개념미슐 등 다앙한 앙식이 사용되게 

되는 해체적 앙상을 띠면서 예슐을 창작하는 주체. 즉 화 

가의 성톨에 대한 개녕도 확장된다. 1970년대 이전 활동 

하던 여성 작가의 예는 극흩| 드문데 22) 이는 그린버그 휘 

하의 추상표현주의에서 미니멀리좀으로 이어지는 1950-
60년대 미슐샤조의 주인공툴이 모두 다 엘리트추의의 백 

인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동장하는 포스트모던 작가 

들 중에는 여성과 함께. 여성이 사회적으로 속하던 범주인 

비추류(mlnorily)어| 몸류되었던 계충률. 즉 유색인종이나 비 

서구 권의 작가률. 그리고 동성연애자툴과 사회적 아웃사 

이더 층의 비흩이 현저하게 흥가하게 된다 23) 

무라카미 타카시톨 필두로 한 일본작가 층이 미국 무대 

에 대뷔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모더니즘이라는 거대담론의 

종결이 초래한 다방연에서의 해처1. 측 양식， 성별 ， 민족잭 

(elhnicily)의 전격적 수용이 있었다. 70년대 말 시작된 여 

성작가률의 물풍과 80년대의 아웃사이더 아트의 인기률 

커쳐 9아건대부터 활발빼 지는 것은 글로벌리즘에 입각한 

세계 다앙한 지역의 현대미슐에의 주목이었다. 문화적 지 

류툴이 모여 하나의 주류훌 구축하게 되는 복수문화추의 

(mullicullurallsm)에 입악하여 후기식민주의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 프레드 월ê(Fred Wils。마올 비롯한 혹인작가 

률의 미술이 주목율 받기도 하고 웰릭스 곤자레스-토러|스 

(F잉Ix González-T orres) 안드레아스 세라노(Andreas 

seπano) 같은 라틴계얼 작가툴이 대거 소개되기도 했었 

다. 이 밖에도 Y8A.로 툴칭되는 젊은 영국화가률의 인기와 

멈훌 곳을 모르는 충국작가톨의 툴단은 아직도 기억에 새 

롭다. 백인남성의 미슐뿐만 아닌 다앙한 문화적. 국가적， 

민족적 특성을 지닌 작풍들도 평가의 기회롤 부여 받기 시 

작한 것이 이 시점이다. 일본작가툴의 미국으로의 동단올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모더니즘의 종말 이후 급속흉| 개방 

된 창작주체에 대한 개방잭 의식이 있다. 

4) 무라카미와 서브힐쳐(Subculture)24) 

무라카미를 위시한 일본현대미슐이 본격적으로 서앙에 

소개되고 인기를 꿀기 시작한 시점은 1998년에 시작되었 

다고 할 수 있다. 무라카미는 1993년 동경예술대회에서의 

김 수화기E윌 마치고 역사상 초|초로 일본화 전공 박사학 

위25)훌 받았으며， 이듬해 미국 록멜러 재단의 ACC기금옳 

받고 처음으로 도미. 뉴욕의 P.S.l 의 스튜디오 작가로 지 

내면서 본격적인 해외친훌의 앓판율 다진다. 1995년에 잃 

본인 큐혜이터 난죠 후미오(홉條史夫뻐| 의해 져146회 베니 

스비엔날레에 등장하였는데 그의 작품이 실저|로 뉴욕 미 

슐계메서 거론되기 시작하는 것은 그로부터 약 3년 후민 

1998년 산타모니카의 ßlum & Poe화람에서의 개인전올 
전후한 시점으로， 부상하는 미슐이론가이자 소설가인 데이 

브 융|키(Dave Hickey)어| 의해 1 998년 가장 좋은 전시 중 

하나로 뽑혀 Artforum지에 게재되면서 일 것이다 26) 이 전 

시에서는 10년 후인 2008년 5월 뉴욕 소더비경매에서 

1500만 물로 거래된 유명한 .나의 외로운 카우보이(My 

Lαe∞n핑 Cow∞，y)"(1998l<도판 2)가 소개되었다. 사 

정중인 스스로의 성기톨 잡고 정면율 바라보며 포즈를 휘 

하는 이 파이버글래스로 만툴어진 .카우보이’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무라차미가 상징하는 일본의 전반적 문화구조톨 

이해할 필요가 있올 것이다. 

무라카미가 스스로률 동일시 하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회 

캐릭터의 각별한 항유 흥과 이률이 형성한 특수한 미의식 

은 애니메이션 대국인 일본운화가 가진 륙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와 미의식은 만회， 애니메이션의 매니 

아 흥으로 분류되는 오타쿠{ël)t.: < )흥의 존재， 그러고 이툴 
에의 일반인들에 의한 차벌적 시선과 거리감 때문에 일본 

의 공식적 주류문화로 인식되지 않고 일종의 언더그라운드 

적 서브걸쳐로 남고 있다. 무라카미 작품 문의 상징적 주져| 

이자 동시에 항유 흥으로 가정된 오타쿠는 일반적으로 매 

니메이션이나 만화의 과도한 땐2끼을 가리키는데 서브혈쳐 

톨 휘미생활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인터넷 

거래 등으로 최저생활비톨 마련하먼서 대부붐의 시ζ서용 자 

신이 좋아하는 만화. 비디오 툴올 수집하거나 또는 만화 제 

작자어| 대한 치밀한 연구， 캐릭터 룬석에 할애하고， 싱지어 

는 캐력터와 같은 의상. 소풍율 제작하여 착용히는 동 서브 

킬쳐의 세계에 집착하는 집단올 지칭한다. 사회적으로는 

일반적인 생활을 영워하지 않는 오타쿠가 많다눈 점이나. 

커뮤니티 외부의 부류에 대빼 극흘| 배타적이라는 점， 일본 

사회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1988년 여아유괴살인사건 

의 범믿 미야자키 츠토무(홈뼈lIJ)가 오타쿠였다는 점톨의 

이유로 사회적인 인식이 북잡한 단어이다 28l 

무라카미는 과도힐 정도로 채차 스스로의 작품과 오타쿠 

흥과의 친밀성을 강조하는데 그가 기획하여 뉴욕의 저땐 

소사이어티(Japan Society)으| 최다 관객동원기륙을 수립한 

전시 Little Boy의 도록 수혹 논문 종 무라카미가 씀 .창 밖 

의 지구’라는 장장 16쟁.)에 걸친 본문은 거의 대부붐이 

애니메이션. 만화， 동호지. 캐릭터에 대한 내용이며， 동명 

의 전시도 대부분이 이러한 내용올 차지했다는 것， 또한 킬 

은 도록 속에 오타쿠 두 명훌 초청하여 진행한 .오타쿠 토 

크.라는 인터뷰률 수록했다는 것 만으로도 그의 철저한 비 

추류 문화와의 동화 노력은 충볼흩| 전달 된다. 일본내의 기 

훈에서는 오타쿠의 범추로 구붐되지 않는 무라카미가 오타 

쿠운화에 관심을 갖고 집착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로 해석 

월 수 있는데， 첫째로는 그가 처용으로 미묵에서 작업올 하 

게 되었을 때 생활의 번회와 엉김의 부재에 고민할 당시 그 

톨 항하게 한 것은 일본 책올 파는 서점의 만화 코너였다고 

한다. 거대한 현대미술대국 미국에서 그률 위로했던 것이 

어려서부터 친쭉하던 일본 만화였다는 사실이 그에게 만화 

이미지톨 복사하고 이훌 소채로 삼게 만들었다는 것이디. 

24) 무리카미의 논몸에는 -It7.nJ!..똥1"-로 표기. 효백어로는 일반척 

으로 ‘하위분화’ 비추휴몹화. 툴으로 번역월 수 있으나. 본 논몽 

에서의 용법이나， 근본칙으로논 무라카미가 지항힌 단어의 의미와 

는 차이가 있므므로 본고 내에서는 효빽하지 않고 .서브힐쳐.로 

톨얼힌다. 

25) 1993년 논문 .미슐에 있어서의 .의미의 무의미의 의미.애 대혜 

서.훌뼈仁훌17훌r.1lt0U1lt0훌훌J !' b'}("-:>"( )로 동경예슬대 

확대학윈미슐연구괴벅시후기과정수료. 그는 동경빼슐대학예 있어 

서 일본화과 최초의 벅시휘혹:X:I<> I다 . 

26) Hlckey. Dave, ïhe α*11 01 1 998-notable ar1 e.앙，1α15" , 

Artforum. Deoem∞r 1998. 
27) Okada. T，。앙，io ， Morlkawa. Kalchlro, "Olaku Talk" , In Lirrle 

BoY. p.182. 
28) Murakaml, 2005.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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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톨 회상하며 그는 ·현대미술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오타쿠의 차별 받는 사회적 상횡이나 정보의 도그마가 냐 

자신의 리얼한 표현에 불가걸 한 것으로 생각했다. 오타쿠 

에서 일본인이 본질적으로 고민하는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했다 "29)고 말한다. 이런 현상은 뉴욕에 

서 살아남으려는 해외작가툴이 추로 사용하는 정체성에의 

회귀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계기는 보다 

전략적민 것으로， 그는 이련 류의 작업이 .해외에서 툴 수 

있율 것 갈다"30)고 시도해 본 것이 성공했다는 것이다. 서 

구에서의 성공은 일본 미술계에서는 업게 받아틀여지지 않 

았던 무라카미의 속월사업이었는데， 이런 시각에서 그가 

전시 도록 Uttfe Boy(2005)률 완벽한 일본어와 영어 이개 

국어로 제작한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 이 책은 오타쿠적 

서브컬쳐라는 특수하고 극히 일본적 운화현상율 모더니춤 

이라는 거대담론 붕괴 이후 비주류흥어| 대한 경계가 낮춰 

진 서앙 미술계에 소개하는데 큰 역힐율 했다. 동시에 이 

도록의 내용은 당시 일본 내 사회， 운회적 앙상도 함께 전 

당 하는 것으로. 오랜 주류문확의 부재 또는 침묵으로 인해 

서브혈쳐의 영항이 중요한 하나의 소형담혼의 위치률 차지 

하고있옴을시사한다. 

무라카미는 또 2차대전이후의 일본미슐의 앙상에 대해 

서 그의 화집 Super RaK2000)에 수록된 논문 ‘수퍼를랫 

일본미슐론.에서 전위적 용직임이던 .하이레드센터(1、 .1'1." 

") r1? ν9-)' ， '.구타Ol(具홉)'， '제로지겐(션口次元)'들이 

점차로 쇠퇴하면서 보다 대중적 멘터테민먼트 매체인 

EXPO나 축전을 통해 미슐계가 서브혈쳐와 근접해감을 지 

적힌다 31) 그는 결국 70년대를 넘기면서 쇠퇴해가는 일본 

의 전위미술과. 미술계 내에서는 확고한 위상률 주장하지 

만 더 이상 그 관객을 찾을 수 없는 얼본 고래의 일본화의 

전톨은 일본의 현대미술율 이꿀어가기에는 역부측이라는 

결론올 내린다 32) 일종의 현대화단의 공백상태롤 발견한 

것이다. 무라카미의 좋은 이해자이자 미술평론가인 사와라 

기 노이(빼木野衣)는 전후 일본의 서브킬쳐에 대해서 쓴 글 

.수퍼율랫이라는 전징t戰빼)에서.의 각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원래라면 서브컬쳐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화나 애 

니메이선， 게임 둥은 일본에서는 미슐이나 문학과 같은 고 

29) 셔上훌 I훌웰i월훌훌. f}흉홈， p. 116. 

30) IbId, p.49. 

31) Murakami, Takashl, 'A Theory 이 SUper Ral Ja∞nese 

Arf. in Super Flat. Tokyo: Madra Publishing. 2000 , 

pp.8-25 ’ 

32) Ibid. 
33) Sawaragl, Nol, 'Qn the BaIUef잉Id 01 'Superllat'.. In UIIi뻐 

BoY. 2005.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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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미슐보다도 강이 사회에 침루하여. 성공한 만화， 애니메 

이션. 게임의 제작자는 사회의 각흥에서 존경을 받고 국민 

적 인기훌 얻눈다…이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현대미솔로 대 

표되는 순수예술 쪽이 일본에 있어서의 그 비주류적 성실 

때문에 반대로 서브걸쳐로 물려야 하는 역전이 와도 이상 

하지 않다 "33) 물론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말 그대로 .대 

중. 문화 항유 층이 현대미슐 항유 충보다 폭넓게 존재하겠 

지만， 일본 미술계 내의 공황상태와 비주류문화의 침투에 

대한 시대적 상황이 두 명의 저자어| 의해 공통되게 지적되 

고있다. 

무라카미의 말대로 미술계에서는 전동을 따르는 고전회 

화나 현대적 전위미솔의 계보는 쇠획하고 있으며 점차로 

lV나 극장 애니메이션과 만회. 거|임. 여기서 따생되는 캐 

랙터 ~업과 포르노그래피에 이르는 특수 서브컬쳐가 유일 

한 시각 문화로 군럼힌다면 소위 하이아트와 대중문화와의 

공백율 메우기 위한 미슐과 서브컬쳐간의 접근과 이에 따 

룰 합체는 시간문제라 할 수 있융 것이다. 무라카미 작품세 

계의 성립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논 

문에서는 길게 다룰 수는 없으나 무랴카미 외에도 그가 관 

리하는 카이카이 키키(Kaikai Klkl)사무실 소속 작가들의 대 

부불과 현재 활Qti종민 젊은 세대 작가 나라 요시토모(奈良 

훌쩔) , 아이다 마쿄토(융田誠)， 카토 미카따홈훌훌佳)등의 이 

미지도 만화나 캐릭터때의 의존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 

다. 대중문화계가 아닌 화단에서 거론되는 작가툴의 비추 

류문화에의 노글적인 친화는 치용， 복제， 모방이 하나의 조 

형언어가 되는 포스트모더니홈 미슐의 큰 특질이다. 

다시 무라카미의 작품， 카우보이에 대한 설명으로 톨아 

간다면. 우선 카우보이의 얼굴의 반흩 차지하눈 커다란 눈 

망율과 인공적인 금발， 그리고 장발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로 뾰족이 치솟고 있는 그의 머리카락은 그가 현실의 인물 

이 아닌 만화의 셰계의 인물임올 알려훈다. 만화 속의 캐릭 

터가 입체화된 피규어(7..( ￥그 7-)라고 툴리는 캐릭터인 

형률은 아동율 대상으로 한 만화의 채릭터들을 3차원으로 

채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 점차로 두터운 성민 매니 

아충률 동반하면서 로보트가 등장하능 애니메이션이나 소 

녀만화， 성인만화의 캐릭터 동몰 매루 정교하게 다앙한 크 

기로 제작하여 한정 판매함으로써 고가로 거래되기에 이르 

렀다. 특히 성인용 피규어툴{참고그링 2)은 대부분 아동적 

인 얼굴과 과장되게 성적인 성인의 몹율 함께 가지며. 따라 

서 자연히 에로틱한 성항율 띤다. 노훌된 성기에서 나오는 

정액으로 카우보이의 빗줄율 재현하는 .카우보이’ 나 기형 

적으로 거대한 앙가슴에서 나오는 모유률 연결하여 줄넘기 

톨 하고 있능 그의 동반자인 .히로용(Hiropon)"(1997)(도 



판 3)이나 모투 비정상에 육박하는 성적취항을 주제로 하 

면서도. 만화가 갖는 인훌표정의 가벼움. 아동용 완구에서 

빌려온 완곡한 조형형태. 극단적이지 않고 밝고 부드러운 

색조의 사용으로， 변태성욕의 기괴함을 포장하여 오õl려 

친근한 느낌이 들게 하고 있다. 이 투 개의 저급예술(Iow 

art)어|서 차용된 조상둘은 거대하게 확대되어 퍼|떼스탈위에 

올려져 마치 근대의 인물조각상처럼 기념비로서의 위치를 

노리는데. 저|프 문즈가 줄져 시도하는 이러한 가치의 전복 

과 에로티시즘의 결합은 모더니스트 조각을 위협하는 서브 

형쳐의 가장 큰 특징민 키치성의 팽창의 결과이다 . 

. 카무보이’ 의 뒷면에 힘께 전시되는 평면작품은 .붐의 

액체(Spríng Uquíd)’ (1998)(도판 4)로서 카우보이가 뿌리 

는 정액의 회오리률 재현하는 돗 보인다. 무라카미는 이 그 

림에서도 여러 가지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장치를 사용하는 

데 우선. 흐르는 액체의 이미지는 리넨에 아크릴로 일반 회 

확와 같은 재료를 구사해 그려져 있으나 자세히 보면 액체 

의 아옷라인과 가는 명암 그리고 과장된 역동감은 바로 일 

몬 애니메이션의 묘법에서 오고 있옴을 알 수 있다. 그는 

스스로 가장 중요힌 애니메이션 작가로 핍는 가나다 요시 

노리(金田伊功)의.은하철도999'중 흰색 연기가 가늘게 지 

연으로부터 하늘을 항해 곡선올 그리며 내 뿜어지는 폭발 

장연I참고그링 3] 그림의 묘사와 .붐의 액처r 의 묘사방식옳 

2000년도 도록때 실린 도핀율 이용하여 연관 짓고 있 

다 34) 무라카미는 .!E. 역사톨 거슐러 올라가 자신의 때러디 

작품의 원전율 심어놓는 것도 잊지 않능다. 일본미술사의 

가장 큰 화파 중 하나인 카노우따(符野派)의 카노우 산세츠 

(힘野山뭘， 1 589"'1651)의 뀔과 매회병풍도(梅，=山鳥때 

빼)'<도판 5)률 보연 봄의 상징인 매화나무 가지가 네 폭의 

명용 위률 역동적으로 채우고 있는데. 무라카미는 .로즈 밀 

크(카노우 산세츠에게 바치다X口-Á~)I-?(쩌훨山멸l二樓 

〈끼’ (1998)[참고그림 4)에서 매화의 굽은 가지의 용직임옳 

가블게 흩어지는 붐흉빛 액체에 적용하여 역사의 재해석과 

월전의 때러디라는 다줌의 해석의 훌율 더하고 있다 35) 또 

한 카노우의 병풍화의 이미지와도 연관되듯이 작품이 그려 

진 지지처|는 4쪽으로 갈라져있는데 이는 바로 동앙 공예 

및 시각문화의 한 종류이자 일본 미술사에서 중요하게 다 

뤄지는 병풍의 형태를 모방함으로써 동앙의 전통지지체를 

인용하고 었다는 뚱 하나의 의미의 층을 삽입한다. 동시에 

병풍이라는 기능이 암시된 물체훌 벽에 걸어 그 기능올 제 

거함으로써 레디메이드월 연상시키며. 마지막으로 가놀게 

뿌려진 물감이라는 이미지는 서양현대미술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라면 잭슨 풀력과의 연관성올 엽게 떠올랄 것이다. 

이 일례를 들어서도 알 수 있릇이 무라카미 작품에는 수많 

은 충의 작위적인 암시카 내재되어 있다. 이 모두가 1980 

년대 이후 소개된 모더니좀의 원전에 대한 도전의 시도률 

이며 그린버그의 키치에 대한 혐오률 무색하게 하는 포스 

트모더니즘적 장치둘이다. 무라카미의 국제 미술계로의 등 

장 자처|도 시대의 포스트모던적 흐룰에 기발하게 맞춘 것 

이었는데 그 작품의 구석구석까지도 철저히 포스트모던의 

코드훌수용하고있다. 

5) Tokyo Girls Bravo 

무라카미의 장작 의욕온 자신의 작품제작에서 멈추지 않 

는다. 일본과 미국에 세 개의 공장규모의 작업실을 가진 그 

에게는 각각 회화， 제작， 사무. 회계. 디자인 등을 맡은 수 

많은 조수둘이 있능데. 무라카미는 작가지앙생인 조수률 

중 10명의 젊은 여성률의 작풍을 선정하여 Tokyo Girls 

8rav。라는 전시률 기획하였다.(LA 1999, NY 2004의 

2차려I~참고그림 6] 당시 뉴욕에서 무라카미의 소속화링이 

던 상위급 개인화랑에서 얼린 이 기획전은 모더니츰이 표 

상하는 엘리트적 백인 남성의 효l회에 극단적인 대립를 보 

이는 아마추어 동앙민여성툴의 민회적이고 지극히 사적민 

내용의 작풀들의 전시였다. 이는 상상외의 성황율 보였으 

며 판매도 원휠히 이루어져 또 다시 거대 담론으로서의 모 

더니즘의 종료를 확인하는 전시였다. 무랴카미의 조수로 

시작한 쿠니카타 마효미(國方.秀未)는 실때한 만화가지잉 

생이다. 여|뽀지 않은 얼굴과 똘똘한 몸매률 가진 그녀의 화 

연에는 콤플렉스와 자학， 내재된 에로티시즘이 다듬어지지 

않은 유아적민 터치로 낙서와 갈이 그려져 있다. 그녀의 작 

품세계를 대변할만한 작품온 .물고기타올 와까메짱(魚?까)1-

훌홉1j ~ι)' (2004)(도판 1 1)과 .배에 갈 마유~t(i>흥η、삐 

.由를Fι)' (2004)(도판 12)율 툴 수 있다. 대랑 인쇄되 

는 대중매체 속 이미지의 차용은 포스트모던이 예견된 팝 

시대의 워흩과 리히텐스타인에서부터 본격화 한 방식이며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1 차 대전 말엽의 베를린 다다나 브 

라크. 피카소에도 기원한다. 이률과 그녀의 차이는 만화의 

이미지를 빌어 화면에 직접 물이거나 실크스크린으로 다시 

쩍어내는 것이 아니라 만회의 기법 자체가 작업도구라는 

점이다. 공책만힌 크기의 종이에 초등학생이 그린 유치한 

낙서처럼 자리잡은 그녀의 작업에는 외계인이 자신의 신체 

톨 공격한다던 지 나체인 소녀의 물에 각종 외부 자극이 가 

34) Murakami, 2000, p ,12, 도원 p.25. 
35) 무라카미의 .뀔과 매회명용도(쩨1:山鳥~未)' 에 대한 견해는 

Super Flal의 p. 14에 기슐되어 있으며 갈은 책에서 이 작톰과 

‘로즈 밀크(카노우 신세효에게 바치다)' 의 도판율 발견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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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동 종종 불편하리만큼 성적이고 가학(加훌)적인 묘 

사가 동장한다. 미술사에 나오는 여성의 육체에 대한 대상 

화는 페미니스트돌에 의해 이미 반북적으로 지적이 되었으 

니，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소녀툴의 육체에 대한 망상은 이 

것이 여성으로부터 등장했다는 사실이 포스트모던적 전복 

융 시사한다. 또한 양식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아마추어리 

츰의 수용은 모더니줄이 중시하던 작가의 엘리트추의적 영 

용성의 신화에 결정적인 컬말율 초래한다. 

미국에서 공공미술 설치톨 지원하는 퍼블럭 아트 펀드 

(Public Art Fund) 지원작가로 선정된 반 치나츠(뼈知횡는 

뉴욕관핑의 메카 센트럴 파크 입구의 도리스 C. 프리드먼 

광장에 기저귀롤 찬 노란색 코끼리의 조각을 설치하여 눈 

길올 물었다. 'VWX Yellow Elephanl Underwear/HU 

Kiddy Eleα18미 Underwear. (2005)(도핀 9)라눈 이륨이 

몰여진 이 FRP플라스틱과 우레탄의 대형 조형물은 무라카 

미의 .카우보이’ 이상으로 리차드 세라(Richard Serra)(참 

고그립 7]. 로버트 오리스(Robe미 Morris) , 토니 스미스 

π。ny Smilh) 등의 가장 모더니스트적민 입체작품이 탄생 

했고. 현재도 대부분의 주요미술관에 전시되어있는 모더니 

즘의 표상으로서의 뉴욕이라는 도시에 도친하는 작품이라 

고 률 수 있다. 귀여운 속옷 그림이 프린트된 기저귀률 찬 

두 마리의 코끼리 역시 아동 캐릭터제풍의 산물임이 명확 

한데. 이에 덧붙여 이 코끼리의 가족 뒤펀에는 삼단으로 없 

혀친 코끼리의 배설물로 보이는 ‘α>op' 가 놓여있다. 기저 

귀는 파스텔톤으로 컬러폴 하게 채색되고 하트무늬가 그려 

져 있으나 배설물이 등장하눈 미술작품36)은 스카톨로:AI(분 

변힘훌使學)와 이에 연관된 변태성율， 정신분열. 마치즈모 

(machismo) 또는 동성애적 해석의 계보툴 피활 수 없는 

바， 반의 일견 무해인 듯 보이는 유아적 공상의 결정체는 

키치의 달을 쓴 최저급 맨터테인먼트의 발현체이다. 반의 

조형언어는 유아적인 매체. 기법 소재률 사용함으로써 천 

진힘옳 가장하면서도 어린이가 아님 성인 여성에 의한 성 

적 상징으로 가득한 계산된 이미지임올 고려할 때 근본적 

으로 일상과는 전복된 가치관시율 전달하는 거짓된 순진성 

(Iaux-nâif}i올 드러낸다. 

36) 잉바도르 윌리의 The LuguαiOUS Game(1929)' , 길버트 앤 조 

지의 'Flying 앉li1( 1994)'틀이 대표적민 빼이다. 

3끼 M잉α1 ， Matsui , Ultle 8oy , p.212. 
38) Siegel , Kaly .• Planel MurakamJ"’ in Artreview, 2003. 

p.53, 

39) Heartney, EIeaI1O( •• A Maπ빼e 01 Trauma and 에tsch" ， In 

Art In America, QcIOl멍r， 2005. p.58 ,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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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카와이01(11、;bL、L、)의 이해와 성속를 거부하는 국가 일본 

그렇다면. 무랴카미가 묘탈어내는 다양한 작풍률. 그리 

고 그가 기획하는 여성작가률과 그녀물의 작품， 나아가서 

는 이률의 작품의 영감이 되고 있는 일본의 서브컬쳐의 근 

ζ뻐| 효르는 공통되는 감성은 어떤 것일까. 무라카미 본인 

과 미슐명론가 마츠이 미도리(松井&ε1)) ，37) 케이티 시걸 

(Katy Siegel)38) 동이 지적히듯이 카와이QI(η、t>L、L、)라는 

개념은 일본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단순하게 번 

역힌다면 귀여운이라는 뜻올 가진 이 단어는 일본사회의 

남녀노소 오둔 충이 사용하며 이툴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 

는 단어이기도 하다. 카와이이는 깜찍함， 사링스러웅이라 

는 기본적인 기의를 넘어 보편성을 지니고 광의로 사용되 

는데 누구에게나 반강 없이 받아률여지는 찬사이며. 이는 

남녀노소톨 통해 마찬가지이다. 무라카미와 카이카이 키키 

의 작가툴. 도 언급된 다른 작가률 작폼의 획대의 강점도 

모둔 작품이 공통적으로 그 색채냐 형태， 이미지의 완곡합 

때문에 카와이이를 환기시킬 수 있으며. 이련 감성이 예술 

작품의 숭고나 이론의 견고함의 경지률 넘어서 대중에게 

호소할 수 있눈 밀초적 감각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타쿠와 카와이이는 일견 서로 상극의 개념과도 갈이 

느껴질 수 있으나 사실상 오타쿠의 왜곡된 남성성은 정신 

적으로 성숙한 여성에서가 아닌 부담과 위협이 부재하는 

카와이이 속에 성적매력올 느낀다. 만화나 TV게임， 띠큐어 

의 여성 캐릭터가 육체적으로는 과도하게 풍만한 자태롤 

띠면서도 얼굴은 항상 어린 소녀의 모슐을 재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2005년 뉴욕 저팬소사 

이어티에서 얼린 무라카미 기획의 .리톨보이 때le 8oy' 전 

의 기사률 쓴 평론가 엘리노어 허트니(EI잃nor Hear1ney) 

는 다옴과 같이 분석한다. 

이 전시에서 제시된 것처럼. 카와01아는 성숙힘과. 어륜의 

책임감. 그리고 성적 혹맘에 대한 빙패로 역힐하는 듯 하다. 이 

러한 강성은 보다 성인적인 테미톨 임시하는 사물률과도 연관되 

었다 ... 카와0101는.. 종용 어를이라는 의식과 역사의 칭략에 대 

항하는 단효한 의지와 병행하여 툴장효펙 3찌 

그녀는 헬로키티. 포케몬톨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캐릭터 

들을 .구역질 나게 귀여운{nauseatlngly cute)' 이라고 표현 

하는데， 카와이이와 이의 확장. 왜곡에서 오는 그로테스크 

역시 무라카미 일파의 전 작톰율 관통하고 냐O~가서는 일 

본 현대미회의 저변에 위치한 공톨점일 것이다. 최근 일본 

사획에서 사용되는 커모카와이이(혼흩끼、t>L、L、)라는 신조어 



는 징그럽다. 키모치와루Ol(월持용훌L、)와 카와이이를 합성 

한 것으로 형태가 특이하고 징그럽기까지 하면서도 그 물 

체나 인물에 대한 혹은힘 상대적 우월감 때문에 애착이 가 

는 상태를 지칭한다. 이처럼 많은 경우 표면의 유아적 귀여 

용과 억압된 그로테스크는 심리적으로 공존하는 등 한데. 

이 앙연성률 일본잎 특유의 장인정신올 이용해 완벽하게 

가공해 서구사회에 용장시킨 것이 무라카미라면， 바타이유 

(Bafaille)적인 비정형의 수수께끼로 가장한 것이 구니카타 

냐 반과 같은 무라카미사단의 소녀툴이라 할 수 있다. 

카와이이플 싱충해석하는 사회화지들 중에는 카와이이가 

일본사회에 만연하는 약한 남성성과 유아적 퇴행형태를 설 

명힌다고 말한다. 카와이이률 적용함으로써. 그 대상을 더 

이상 적으로 심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자신보다 비하하거 

나 최소힌 동급으로 상대방율 큐징하기도 한다. 카와이이 

의 어월은 카와이소무애、~L、촌 j), 즉 가엽다의 고어와 매 

우 가갑다고 하는데40) 상대방에 대한 약간의 동정과 비하 

의 뉴앙스는 여기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요릴학자인 오오 

츠카 에이지(大뿔흥좋}는 .소녀둘의 .카와이이.천황: 서브 

킬쳐 천횡론， 4 1 ’이라는 저서에서 카와이이의 사용은 일본문 

화어|서 .나. 와 타자의 거리의 소멸에서 오는 현상으로 따악 

하고 있다. 카와이이가 적용되는 한. 나와 타자간의 대립. 

마찰의 요소는 줄어률게 되며 이런 유이적인 감각 속에 머 

무르고 싶은 띠터땐 검풀렉스와도 같은 성숙률 커부하는 

사회적민 풍조도 일본 내부에서 지적되고 있다. 

성숙에의 거부， 어른이면서도 어른임을 부정하는 사회 

전반의 제스쳐는 얼본의 역사률 거슬러롤라， 저12차대전시 

의 자영한 첨략국임에도 물구하고 때전 후 비극적 피해자 

로 자리잡온 국가적 문제에서 기원한다는 시각도 었다 42) 

2차 대전 알기에 미군에 의해 원자폭탄의 폭격을 받은 최 

초의 나라인 일본온 전범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의 피해국으로 위장하여 그 후 전쟁권을 빅탈당하고 군사 

력 양성을 제한당한 나라로서 미국의 정치적 영항하어l 생 

활해 왔다. 무라카미에 따르면 이러한 일본의 정치. 군사적 

상황은 잃본국민툴이 심리적으로 엉원히 성속할 수 없는 

근거훌 만툴었으며， 카와이이의 감성은 이와 무관하지 않 

다고 명가한다. 무라카미는 .어린이국가일본(子供固家日 

本)' 이라는 표현옳 쓰면서 미군이 히로시마어| 투하한 원지 

폭탄의 벌칭 니ftle Boy가 일본인들의 유아적 상태를 표현 

한다고 비곤다 41 31 

사랍. 뭘건에 공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카와이이는 동 

시에 키와이이히기 때문에 소유하고 싶다， 내 것으로 하고 

싶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데 자본주의 구조와도 연결되 

어 이련 측면이 극대회 된 것이 무라카미와 협동 제작한 루 

이비통사의 가축제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에 

그는 프링스의 유명 부티크 루이비통사와 협력 하쩨 새로 

운 무라카미라인을 추가. 가방 구두 둥 가죽제품애 밝고 

귀여운 이미지를 삽입. 그 해에만 약 삼천만불의 수익을 올 

렸다고 한다 441) 일몬 국내의 역시적 상실감과 사회적 퇴행 

앙상， 이로 민해 발달한 유아적 감성. 그리고 룰황에 이은 

워축된 경제심리로 킬길올 잃은 소비문화의 유혹이 가져온 

결과로서 등장한 제폼이 세계시장올 떠들석 하게 만든 사 

건이라 훨 수 있다. 작폼의 상품화률 동해 상상을 초월한 

성공옳 이룩힌 무라카미는 카이카이 키키를 통해 이룩한 

고도로 붐업화된 작업의 생t빵석， 캐릭터 산업과 작가 전 

속 시스템， 상업용 애니메이션의 제작 등을 내세우며 스스 

로의 위치톨 한 명의 사업가로 확립시켰다. 

3. 결혼 

점접 대형회되고 기업회 되는 무라카머의 작품제작과 국 

제미슐계를 중심으로 한 그의 작풍의 과열된 소비행위는 

지힐 줄 모르는 쟁칭에의 의지와 과도한 자본주의적 사고 

툴 부각시키며 이에 따른 상풍화 일변도로의 퇴행성과 심 

지어는 예슐성의 워혹마저 느끼게 한다. 그는 자신의 작품 

이 뉴욕 소더비사의 경매에서 약 1 억앤으로 거래된 2006 

년， 전시와 무관한 한 권의 책을 훌판하는데. 책의 제목은 

.여|슐키업롤 흘術超業짧’ 으로서 일본의 젊은 여|솔가툴을 

항해 예옵로 창업하는 방식 스스로의 작품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나 세계무대에서 일본인 작가가 평가 받는 방법을 

자신의 예훌 툴어 설명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 책 전체가 

예옳가로서의 경제적 효용성올 올리는 방식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모더니스트적 여|슐가의 이미지에 대힌 최대한의 

안티테체훌 젊은 일본 작가들에게 설파하고 있는 셈이다. 

모더니홉과 포스트모던의 갈림길에서 포스트오던의 시초률 

알리던 작가률의 최대의 목표가 예술작품 유통경로로부터 

의 해방이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아무 의미도 강지 못한 

듯 하다. 물론. 이툴 마저도 완전히 작품의 매매로부터 자 

유롭지는 못했으나. 워홉에 빗대며 스스로의 작품의 유통 

4이 MIOα1 ， Matsul. Uttle BoY. p.21 2 . 
41 ) *행윷$. r少9:'11(7) < f)、~\.、L、?天훌: it7기JI..'Ti'-天훌월J ， 角

川톨店‘ 2003, 

42) 무라카미 온민훌 비훗 시와라기 노이. 마츠이 미도리의 미’e Boy 

수톨 논몽를온 이러힌 헌관점흩 지적하고 있다. 

43) Ultle Boy, p. 101 . 를현 무랴카미의 기획전 내le Boy의 전시저| 

목도 이러힘 액락에서 톨여진것이다. 

44) Siegel. p.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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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격핀리톨 선전하는 무라카미의 모읍율 보면 금전만능 

주의 사회에서의 예술의 기온 전제의 말소가능성애 대한 

공포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리오타르의 포스트모던에 대한 경고가 상기되는 

것은 그의 저서에서 이미 자괴적인 발달율 거듭하는 효율 

만능주의의 자본추의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어 있기 때문이 

다. 리오타르는 거대담론 종말의 주요원인으로 자온주의적 

사상의 만언을 지적하는데， 그가 말하는 과거 거대담론의 

목적으로서의 지식의 축적과 인류의 해방은 ‘효율성’ 율 추 

구히는 자본주의의 의지로 대치되었기 때문이다 45) 리오타 

르는 ‘포스트모던의 조건.의 서문에서 거대담론 이후 시대 

훌 예견하면서 다국적기업이 지식산업율 벌리는 시대에는 

더 이상 국가법도， 정의의 실헌도 인류의 해방도 예고되지 

않으며 오직 효율성의 법칙만이 지배할 뿐이라고 했다 46) 

리오타르는 .비효율적임. 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범법행위이 

며. 이로 인해 스스로의 존채툴 위협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심각성올 띈 기훈이라고 윌힌다 47’ 유토피아니즘의 일환으 

로서는 완전히 일때한 자본주의가 형태롤 바꿔 테크노-캐 

띠털리홈techno-capitalísm)으로 군림히논 이 사회에서의 

포스트모던 담론의 전형적 모댈이 되는 무라카미 일파의 

국제화단 동단은. 이체 새로운 포스트모던의 모순까지 모 

방한디. 전위미슐이 미슐판에 편입되는 순간 그 생명을 다 

하듯이 무라카미의 작풀률도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제도 내 

에 연입되어 효옳성만을 그 가치기춘으로 삼는 첫바퀴 속 

에서 예술로서의 생명을 다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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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mise of Grand Narrative and the Emerging Generation 

of Japanese Artists 

Shinyoung Chung ! Independent Curator 

Japanese contemporary art is enjoying the newly gained 

international recognition through its introduction to the art 

scenes in the United States. In analyzing the historical and 

ideological manifestations of Japanese contemporary art in 

thiS essay, two theses, 'The Postmodem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1979) and 'Answering the Questions: What 

is Postmodern?'(1982), by the French phtlosopher Jean

Franr;ois Lyotard will provide theoretical frameworks. 

Japanese artist Takashi Murakami's work and his visions are 

representative of a facet of contemporary Japanese visual 

culture and the society in general. 

Lyotard's theory introduces the definition of postmodem 

in a very decisive yet encompasstng way. He writes 

"Simplifying to the extreme, I define postmodernism as 

incredulity toward metanarratives", thus anticipating the 

break from the conventionalized modernist socio-intellectual 

structures. Lyotard argues that the knowledge of the world is 

organized as narratives, yet the ruling narrative, thus meta

or grand narratives of the modernity, has failed its 

emandpatory purpose. A modernist idea of progression was 

at the core of these grand narratiVes, such as belief in the 

progress through achievtng true knowledge or the 

anttcipation of achieving freedom through emancipation, yet 

as witnessed from the Auschwitz, the narrative system that 

held modern era has failed and lost its continuity, further 

replaced by a new system of efficiency. 

The Modernism in the western art history follows the 

similar path; its Avant-Gardtst idea of progressing forward 

wtth cutting edge artistic productton has come to an 

unavoidable halt at the Greenbergean Formalist Modernism, 

with no narratives to fill in the canvas due to his restriction 

on medium specificity. Without the Grand Narrative of 

Modernism, art world faced the multiple emergence of 

smaller and de-centralized 'little narratives', one of which 

was emergence of non-EuroAmerican art, such as works by 

Latin American, Chinese or African artists. This, along with 

the use of unconventional medium, such as photography, 

Installation, video or performance, marked the beginning of 

the postmodemism era in the westem art world. Murakamt's 

appearance in the American art scene dates around 1998, 1n 

the mtdst of such uprise of postmodernism. Without the 

sudden demise of Modernism tradition and succeeding 

atmosphere of multicultralism, Murakamt's recognition In the 

major art scene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could have 

had more difficulty. 

As witness in the typical and most notorious example of 

My Lonesome Cowboy(1998), the understanding of 

Murakami's works requtre a dose examination into the socio

cultural milieu of contemporary Japan. Murakami identiftes 

closely with the 'otaku' population, who are essentially the 

maniac aficionados of Japanese cartoon, manga, and 

cartoon animation, anime. The otaku has a very complex 

connotation in Japan as they seldom lead normal life 

condttioned by the majority of the society, but spends most 

of their time watching, collecting or analyzing the manga 

and antme characters and authors. The fact that the 1988 

abduction and serial murder of girls whiCh shook the 

Japanese society was perpetrated by a man categorized as 

otaku adds to the uneasy sense of the word. Murakami's 

close affinity with the otaku culture is attempted in many 

ways such as direct quotation from the culture or his 

constant reference to it in his catalogues. He points out that 

the Japanese avant-gardtst art has faced a relative silence 

stnce 1970s, and the art world has become closer to popular 

culture - such as EXPOs and Festtvals. He sees the 

phenomenon as expansion of subculture and replacement of 

the empty main stream art in Japan. 

The absence of main stream high culture and 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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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urishing of subculture in Japan can be analogized with the 

lad: of national identity and masculinity in its socio-political 

sphere 1n the aftermath of VW.Jll and Hiroshima. As a country 

denounced to hold any military aggression, Murakami argues 

that the Japanese population feel they live under the 

omnipotent influence of America, feeling less responsible or 

matured enough to be a grown up nation. Such analysis is 

supported by the culture of kawaii, n';t>L'L'. which 

originally means cute, or adorable, but applied universally to 

people of any sex or any generation, as well as to things and 

objects. This peace-making and sometimes condescending 

kawaii sensitivity expresses Japanese way of non-aggression 

and eternal adolescence, avoiding direct confrontation with 

potentially hazardous situation. The realization of kawaii 

sensitivity is expressed extensively in the art works of 

Murakami and h1s female proteges who teamed up as Tokyo 

Girls, through the applied of manga characters and their 

euphemistic visual trades. 

Encourages by his success in reception of his works 

abroad, Murakami has taken up entrepreneurship, opening a 

new line of product with his signature images with Louis 

Vuitton, or writing a book on opening a successful business 

as an artist. Now an artist, designer, producer, film maker 

and CEO, Murakami's extremely close identification with 

capitalist ideals has ra ised questions on the artistic 

authentidty of his artworks. The displacement of the original 

premises of an artwork in the materialist social system is a 

serious threat to Murakami's postmodernist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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