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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국    문문문문    초초초초    록록록록             본 논문은 페미니스트 행동주의 그룹 게릴라 걸스(Guerrilla Girls)에 관한 연구이다. 게릴라 걸스는 1985년 이후 자신들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공동 작업을 해 오고 있으며, 여성미술가들이다. 이 해에 그들은 뉴욕 소호(SoHo) 지역의 벽들에 직접 제작한 <이 미술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What Do These Artists Have in Common?)>(1985)와 <이 갤러리들은 여성 미술가들의 작품을 10%이하를 전시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다(These Galleries Show No More Than 10% Women Artists or None At all)>(1985)를 한 밤중에 몰래 붙이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게릴라 걸스가 위와 같은 작업을 시작했던 해인 1985년은 공화당이 연이어 집권하면서 미국의 사회 분위기가 더 보수적으로 되어갔다.  1960년대에 일어난 인권운동을 통해 점차 민주적으로 바뀌어갔던 사회 분위기와 시민의식은 1960년대 말 닉슨과 포드의 공화당 정부를 연이어 거치면서 보수화 되었다. 이후 1977년에 카터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분위기가 다시 완화되는 듯 했지만, 1981년부터 레이건 정부가 8년 동안 집권하게 되면서 미국 사회는 또 다시 경직되었다.  더 나아가 1980년대 레이건이즘(Reaganism)으로 일컬어 지는 시장자유주의 경제와 함께 급격히 성장한 미술시장도 남성 미술가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미술계에도 이어져 여성, 유색인종과 성적소수자 미술가들의 전시 기회는 미술관은 물론 상업화랑에서도 축소 되어갔다. 그뿐만 아니라 미술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강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도 감소했다. 이와 같은 보수적인 분위기에 대항하여 1970년대부터 다양한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 변화가 게릴라 걸스와 같은 사회비판적인 미술 그룹의 탄생을 가능케 했다. 한편 정체성이 본질적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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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구축된다고 본 후기구조주의 정체성 개념은 페미니스트 미술가들로 하여금 여성이 서구 남성중심 사회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왔는가를 규명하고, ‘여성성’의 의미에 대해 탐구하도록 자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게릴라 걸스는 페미니스트적 입장을 미술 제도비판과 연결시켰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서구의 미술계, 예술산업, 정치 등의 분야에 뿌리 깊은 남성중심적 시선, 규범, 운영 등을 폭로하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주제와 형식은 현재까지 그들의 작품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들은 초기 작품에서는 텍스트만을 사용했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는 텍스트를 이미지와 연결시켰다. 그들은 잡지, 신문, 광고와 같은 대중 매체의 형식을 작품에 차용했고, 나아가서는 미술사에 관련된 책을 직접 저술하기도 했다.   게릴라 걸스는 1990년대 조지 H.W. 부시(George H.W. Bush)의 정부 시기에는 미술계 밖의 사회·정치적인 문제도 다루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의 사회비판적인 입장은 사회참여적인 미술로 확장되었다. 이를테면 그들은 직접 포스터를 제작한 후 여성의 낙태권 옹호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그들은 인종차별 문제와 같은 대외 정책적 문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문제 등에 대해서도 다뤘다. 이후 2000년대부터 그들은 매스미디어, 특히 할리우드 영화산업을 비판하는 것으로 제도비판 대상의 범위를 확장했다. 더 나아가 그들은 2005년 이후에는 관심 범위를 미국 밖으로 확장하여 세계의 여성 문제를 작품의 주제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이즈음에 그들이 국제 미술전에 초대되기 시작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게릴라 걸스 그룹은 2001년 내부 마찰로 인해 3개의 그룹으로 분리되었다. ‘게릴라 걸스 Inc.(Guerrilla Girls Inc.)’는 미술계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고, ‘게릴라 걸스 브로드밴드(Guerrilla Girls BroadBand)’는 정책적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게릴라 걸스 온 투어(Guerrilla Girls on Tour)’는 거리시위와 퍼포먼스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그룹의 활동 분야가 명백하게 나누어진 듯했지만 사실상 게릴라 걸스 Inc.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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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주축을 이루며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1985년부터 2014년까지 게릴라 걸스의 작품은 페미니즘과 제도비판 미술의 진행과 미국의 사회·정치적 변화와 병행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게릴라 걸스의 미술의 미술사적인 특징과 내용 및 형식을 연대기적으로 네 시기로 나누어 분석했다.                   주요어주요어주요어주요어(key words):(key words):(key words):(key words): 게릴라 걸스, 페미니즘, 제도비판, 장소 특정성, 미국 미술, 사회비판적 미술, 행동주의 미술, 남성중심적 사회 비판,  학번: 201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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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 서론서론서론서론     게릴라 걸스(Guerrilla Girls)는 1985년부터 현재까지 자신들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공동 작업을 해 오고 있는 여성미술가 단체이다.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작은 전쟁’이라는 의미를 지닌 ‘게릴라’라는 이름이 시사하듯이, 이들은 1985년 한밤중에 뉴욕 소호(SoHo) 지역의 벽들에 <이 미술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What Do These Artists Have in Common?)>(1985)와 <이 갤러리들은 여성 미술가들의 작품을 10% 이하를 전시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다(These Galleries Show No More Than 10% Women Artists or None At all)>(1985)라는 작품을 붙이면서 등장했다. 포스터 형식의 이 두 작품은 모두 텍스트로만 이루어졌는데, 상단에 적힌 제목은 고딕체의 굵고 검은 글씨로 쓰여져 있었다. 제목의 아래에는 『 아트 인 아메리카 애뉴얼(Art in America Annual)』 1984년 호와 1985년 호로부터 발췌한 자료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미술 제도의 여성 차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위와 같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게릴라 걸스의 페미니스트 제도비판 작업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었다. 그들은 이처럼 사실에 근거한 데이터를 통해서 그들은 미술계의 남성 중심적 시선, 운영, 관행 등을 꾸준히 폭로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적 자료를 사용해 미술 제도 내의 여성 차별성을 드러내는 방식은 뉴욕 소호에 처음 게시했던 작품들 이후에 진행된 포스터 작업들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게릴라 걸스의 작품들에서는 세 가지 미술사적 특징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페미니즘적 입장, 제도비판적인 입장과 각 작품 내용이 ‘전시’되는 장소에 상응하는 장소 특정적인 성격이다. 1985년 게릴라 걸스가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 주로 텍스트만을 사용해 포스터를 만들었지만,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그들은 본격적으로 텍스트와 함께 다양한 차용된 이미지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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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신문, 광고와 같은 대중 매체의 형식을 빌렸고, 미술사와 관련된 책을 저술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을 했다. 게릴라 걸스의 출현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0년대 중반 미국의 시대적 상황과 당시 미술계의 담론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작업을 시작했던 1985년도에 미국은 공화당이 연이어 집권하면서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다. 1960년대부터 이어진 미국의 경제적 호황기는 미술 시장의 부흥으로 이어졌는데, 백인 남성 미술가들의 작품이 미술 제도에서 주류로 인식되었던 것에 반해 여성 미술가들을 포함한 소수 인종 미술가들의 작품은 소외되었다.  이러한 보수적인 사회적 흐름과 달리 미술계 내부에서는 후기구조주의 정체성 개념의 영향을 받은 미술가들로 인해 인종, 계급, 성적 취향 등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후기구조주의 정체성 개념은 정체성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구축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담론과 함께 페미니스트 미술가들은 여성이 서구 남성중심 사회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왔는가를 규명하고, “여성성”의 의미에 대해 탐구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사회적·미술사적 배경을 게릴라 걸스가 활동을 시작하게 한 결정적인 요소들로 볼 수 있다. 게릴라 걸스는 자신들의 활동을 “공공 서비스 메시지(public service messages)”라고 정의했고, 이것에 따라 자신들을 “미술계의 양심(conscience of the art world)”이라고 설명했다.1 그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모든 작품의 하단에“미술계의 양심인 게릴라 걸스가 공중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라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작업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2  그들은 공공장소의 대형 광고판과 버스 광고판을 전시장소로                                            1 Josephine Withers, “The Guerrilla Girls”, Feminist Studies, Vol. 14,   No. 2(Summer, 1988), pp.284-300 중 p. 285.  2  포스터에는 “A PUBLIC SERVICE MESSAGE FROM Guerrilla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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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건물벽면에 포스터를 게시하며, 대중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을 통해 사람들이 작품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 외에도 그들은 퍼포먼스를 진행하거나 예고 없이 거리에 나타나 시위를 하기도 했다.  미술사가 진 로버트슨(Jean Robertson)과 크레이그 맥다니엘(Craig McDaniel)은 이와 같은 게릴라 걸스의 활동을 ‘행동주의 미술(activist art)’이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이것을 ‘정체성 정치학(identity politics)’, 인종주의와 성차별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편견에 대항하면서 사회적 권리와 경제적 평등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신념과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설명했다.3  통계자료 활용, 포스터 게시, 유인물 배포 등의 방법 외에 게릴라 걸스가 사용하는 다른 전략은 고릴라 가면을 쓰고 예명으로 활동하면서 익명성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한 이유는 그들의 개인적 정체성에 관심이나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을 막고, 철저히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와 제도비판적 행위를 부각 시키기 위해서였다.4 게릴라 걸스의 제도비판미술의 바탕은 페미니즘적인 입장이다. 그들의 페미니즘적 입장은 1980년대의 남·녀 평등개념에 근거한 ‘제2세대 페미니즘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제 2세대 페미니스트들이 급여 평등이나 낙태권과 같은 여성의 권리와 양성평등을 중요한 쟁점으로 삼았던 것의 영향을 받았다. 게릴라 걸스는 이들의 입장을 당시 소수의 미술가들이 개념미술 방식을 차용해서 권력과 미술 제도의 관계를 파헤쳤던 제도비판 미술 방법과 연결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CONSECIENCE OF THE ARTWORLD”라고 쓰여져 있다.  3 진 로버트슨, 크레이그 맥다니엘, 『테마 현대미술 노트-1980년 이후 동시대 미술 읽기-무엇을, 왜, 어떻게』, 문혜진 역, 두성북스, 2010, p. 79. 4 게릴라 걸스 공식 홈페이지,“Guerrilla Girls”, www.guerrillagirls.com/interview/에서 게릴라 걸스의 책 Confessions of the Guerrilla Girls의 FAQ 재인용, 검색일: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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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활동 초기에는 미술 기관에 작업을 전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보다는 ‘미술계의 양심’으로서 미술 제도 내에 일어나는 부조리를 고발하는 것과 공중에게 사회 속의 은닉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페미니즘적 입장에서 미술 제도를 비판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던 게릴라 걸스는 1990년대에 들어서는 미술계 밖의 사회적 문제도 다루게 되었다. 그들은 특히 여성 문제에 집중했는데, 그 중에서도 낙태의 합법화와 같은 여성의 권리와 강간과 같은 여성 폭력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그들의 이러한 사회비판적인 입장은 조지 H.W. 부시(George H.W. Bush) 정부(1989-1993)가 들어선 후 사회·정치적인 문제로 작품의 주제가 확장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들은 인종차별 문제와 같은 대외 정책적 문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문제 등도 다뤘다. 2000년대부터 그들은 매스미디어, 특히 할리우드 영화산업을 비판하는 것으로 제도비판 대상의 범위를 확장했다. 2005년도를 기점으로 게릴라 걸스는 활동하는 범위를 미국 이외의 국가들로 확장했다.  1985년부터 2000년대까지 미술 제도비판에서부터 사회비판적 미술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게릴라 걸스는 내부 마찰로 인해 2001년에 각기 다른 3개의 그룹으로 분리되었다. ‘게릴라 걸스 Inc.(Guerrrilla Girls Inc.)’는 미술계의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게릴라 걸스 브로드밴드(Guerrilla Girls Broad Band)’는 전쟁, 낙태와 노동 문제 등의 정책적 문제점들만을 주로 다루며, ‘게릴라 걸스 온 투어(Guerrilla Girls on Tour)’는 거리 시위와 퍼포먼스만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주축을 이루는 그룹은 게릴라 걸스 Inc.이다. 1985년부터 현재까지의 작품을 연구한 본 논문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2001년부터는 게릴라 걸스 Inc.의 작업을 주로 다룰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 I장 서론, 제 II, III장의 본론과 마지막 IV장 결론으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자는 선행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



 5  

어지지 않았던 부분인, 게릴라 걸스 작품에서 드러나는 미술사적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작품을 주제별로 분류하는 것으로 게릴라 걸스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제 II장에서는 게릴라 걸스의 작품에서 미술사적 특징을 ‘페미니즘’,‘제도비판’과‘장소 특정성’으로 분류했다. 이어서 제 III장에서는 작품의 분석을 위해 1985년부터 2014년까지의 작품들을 연대기 순으로 네 시기로 분류하여 분석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을 채택 한 것은 게릴라 걸스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미술사적 특징은 일관적이지만, 각 시기별로 다루었던 주제는 미술사적인 담론의 변화와 사회·정치적 쟁점들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90년대에 대두되었던 미술계 내의 다문화주의 담론은 게릴라 걸스가 유색인종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켰고, 1990년대의 페미니즘 운동에서 다루었던 낙태권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시위에 스스로 제작한 포스터를 들고 참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더 나아가 그들은 2000년대에는 할리우드 영화 산업을 비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매스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정형화된 여성 이미지와 여성의 성상품화를 비판했다.  본 논문은 게릴라 걸스에 관한 다량의 선행 논문, 과거 발언과 인터뷰, 그들이 직접 저술한 책 및 여러 장르의 작품활동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5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게릴라 걸스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그들 작품의 미술사적 특징을 ‘페미니즘’, ‘제도비판’, ‘장소 특정성’으로 나누어 심                                           5 게릴라 걸스에 대한 선행 연구 자료는 주로 해외 논문과 해외 미술 잡지의 기사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 중 게릴라 걸스를 심층적으로 다룬 두 개의 선행 연구가 있다. 두 연구는 Josephine Withers, “ The Guerrilla Girls”, Feminist Studies, Vol. 14, No. 2(Summer 1988)와 Anna C. Chave, “Guerilla Girls’ Reckoning”, Art Journal, Vol. 70, No. 2(Summer, 2011)이다. 이 외에 게릴라 걸스 브로드밴드가 쓴(et alia, “ Gertrude Stein”, “Guerrilla Girls and Guerrilla Girls BroadBand:Inside Story”, Art Journal, Vol. 70, Issue 2(Summer, 2011))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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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적으로 분석했다. 더 나아가 1985년부터 2014년까지 게릴라 걸스의 작품을 연대기적인 분류를 통해 그들의 미술에서 다루는 주제가 미국의 사회�정치적 흐름과 병행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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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걸스걸스걸스걸스    작품작품작품작품의의의의    미술사미술사미술사미술사적적적적    특징특징특징특징        제제제제    1111    절절절절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걸스와걸스와걸스와걸스와    페미니즘페미니즘페미니즘페미니즘     1. 미술사와 페미니즘  미국에서 여성들은 1920년대 참정권 운동을 거친 후 헌법 제 19조를 통해서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다. 투표권의 획득은 여성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첫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입지는 여전히 낮았다. 그러던 중 제2차 세계 대전(World War II, 1939-45)을 계기로 전쟁에 참전한 남성들을 대신해서 여성들이 직업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 가정에서 남성의 부수적인 역할을 주로 수행했던 여성들에게 사회적 주체성을 독려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 여성들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다. 이후 1960년대에 들어서 사회분위기가 변화하면서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했다. 하지만 여성은 남성에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았고, 여성들이 종사하는 직업도 전문직 보다는 서비스직과 단순 노동직이 대부분이었다.6  이러한 불평등에 대항하여 여성들은 점차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1966년 전국여성기구(NOW-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를 조직 하는 등, 여권신장에 대한 논의와 투쟁이 이뤄졌다. 한편 여성 미술가들의 단체 조직은 196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난 인권운동                                           6 당시 1960년대에 들어서 유권자의 50퍼센트가 여성이었고, 1969년에 이르러 여성들은 미국 전체 노동력의 40퍼센트를 차지했다. 그러나 일하는 여성의 평균 소득은 남성의 약 3분의 1이었고, 여성들의 일자리의 상당수가 비서나 청소부, 초등학교 교사, 판매원, 웨이트리스, 간호사였다. 반면에 여성들은 주 입법부 의석의 4퍼센트와 판사직과 같은 전문직에서는 2퍼센트만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워드 진,『미국 민중사 A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2』 유강은 역, 도서출판 이후, 2006, pp. 268-269, p.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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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반전 운동 그리고 유럽에서의 학생 시위와 같은 사회적인 영향 외에도 학술적, 미학적인 영향에 의해서였다.7 이때, 여성의 개인적인 문제로 이해 되었던 것들이 정치 구조의 논리적 결과물로 본격적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본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와 베티 프리던(Betty Friedan)의 저서 『제 2의 성(The Second Sex)』(1953)과『여성의 신비(The Feminine Mystique)』(1963)은 특히 여성들의 평등에 대한 투쟁에 기여했다.8  위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페미니즘 운동은 제1세대, 제2세대와 제3세대로 나뉘어진다. 1960년대에 시작된 제1세대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를 인지하고 사회 내의 여성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 촉진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 미술은 당시 미술계 내부에서는 그 분야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7 여성들은 사회 속 여성의 계층에 대한 불평등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성 단체를 조직하고 사회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사회 속 여성의 위치를 재배치하려는 노력을 시도했다. 『미국 민중사 A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2』에서는 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1966년에는 전국여성기구(NOW)가 조직 되었고, 1968년에 워싱턴에서는 여성들이 반전 집회를 열며 알링턴 국립묘지로 횃불을 들고 행진하는 “ 전통적인 여성상 장례식(The Burial of Traditional Womanhood)”을 개최했다. 아울러 같은 해 가을에는 급진여성연합(Radical Women)단체가 “ 미스아메리카”선발대회가 여성을 억압하는 상징이라며 반발했으며, 1970년에는 가사 노동을 하는 여성들을 위한 전국가사노동조합(National Domestic Workers Union)이 조직 되었고, 전국여성기구NOW의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1,000여건의 성차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성의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워드 진(주 6), pp. 274-278. 8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 2의 성(The Second Sex) 』 은 프랑스어로는 1949년 출간 되었고, 영문판은 1953년에 출판되었다. 보부아르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헬레나 레킷, 페기 펠런,『미술과 페미니즘』, 오은숙 역, 미메시스, 2007, pp. 19-20 베티 프리던은『여성의 신비(The Feminine Mystique)』(1963)를 통해서“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만의 창조적인 일을 갖는 것 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독려했다. 하워드 진(주 6), p. 272 에서 베티 프리던의 글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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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도판도판도판    1 1 1 1 주디주디주디주디    시카고시카고시카고시카고(Judy (Judy (Judy (Judy Chicago), <Chicago), <Chicago), <Chicago), <붉은붉은붉은붉은    깃발깃발깃발깃발(Red (Red (Red (Red Flag)> (1971)Flag)> (1971)Flag)> (1971)Flag)> (1971) 

1960년대에는 페미니스트 미술가라고 정의 되지는 않았지만, 루이스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1911-2010), 에바 헤세(Eva Hesse, 1936-1970)와 같은 여성 미술가들이 여성의 삶과 개인적인 경험을 주제로 한 작업을 했다. 그러나, 곧 미술계 내부에서도 1960년대에 일어난 사회 변혁을 기반으로 페미니즘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이러한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 미술가들이 여성의 성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루기 시작하는 것을 계기로 더욱 활발해졌으며 ‘여성의 신체’는 많은 페미니즘 미술가들의 작업에서 사용되었던 소재가 되었다.  이와 같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의 초창기 페미니스트 미술가들의 신체에 초점을 맞춘 작품들은, 여성 인권을 향한 의식의 고양이나 정치적 행동주의에 고무된 여성미술가들에게 나타났던 특징이었다.9 이러한 여성에 대한 성적인 억압에 대항하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주장하기 위해서 페미니스트 미술가들은 주로 과격하고 그로테스크한 신체 예술을 선보였다. 이 결과, 1970년대에는 페미니즘이 미술계에서 실험적이고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빠르게 확산되었다.  루시 리파드(Lucy Lippard)는「부활의 고통과 기쁨: 여성의 신체 예술」에서“여성에 의한 신체 예술,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표현되었든 간에, 특정하게 여성이나 페미니즘 문제, 소재, 이미지, 경험을 다룬 예술은 주류 미술 보다 훨씬 더 어렵게 대중들에게 소개되었으며,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급진적인’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라고 페미니즘 미술이 당시 관객에게 주었던 인상에 대해서 서술했다. 10  주디 시카고(Judy                                            9 진 로버트슨, 크레이그 맥다니엘(주 3), p. 125. 10 헬레나 레킷, 페기 펠런(주 8), p. 214에서 루시 R.리파드 「부활의 고통과 기쁨: 여성의 신체 예술」글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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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도판도판도판    2  2  2  2      캐롤리캐롤리캐롤리캐롤리    슈니먼슈니먼슈니먼슈니먼(Carolee(Carolee(Carolee(Carolee    Schneemann),Schneemann),Schneemann),Schneemann),    <<<<내부의내부의내부의내부의    두루마두루마두루마두루마(Interior (Interior (Interior (Interior Scroll)> (1975)Scroll)> (1975)Scroll)> (1975)Scroll)> (1975) 

Chicago, 1939~)가 자신의 성기에서 피에 젖은 탐폰을 꺼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붉은 깃발(Red Flag)>(1971) [도판1]과 캐롤리 슈니먼(Carolee Schneeman, 1939~)이 자신의 질 속에서 두루마리를 꺼내어 그곳에 적혀진 페미니즘 텍스트를 읽는 <내부의 두루마리 (Interior Scroll)>(1975) 11 [도판2] 모두 여성성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과격한 퍼포먼스를 통해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성의 억압에 대한 대항의 의미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정형화와 사회적인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한 것이었다.12  페미니즘 미술운동에서 “여성성”에 대한 탐구는 미술 작품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이루어졌다. 여성 미술사가들은 서양 미술사가 남성 중심적 관점에서 집필되었고, 여성 미술가들을 철저히 배제했음을 규명했다. 특히 린다 노클린이 『아트뉴스(Art News)』에 기고한 「왜 지금까지 위대한 여성 미술가는 없었는가? (“Why have there been no great women artists?”)」는 미술계 내부의 페미니즘 운동을 급격히 확산 시켰다. 그녀의 글의 특징은 미술사 구성 과정에서 암묵적인 경제적, 윤리적 편견들에 근거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13                                             11헬레나 레킷과 페기 펠런이 엮은『미술과 페미니즘』에서는 슈니만의 <Interior Scroll>을 <내밀한 두루마리>로 번역 하였는데, 필자는  <내부의 두루마리>로 바꾸었다. 12 여성의 몸과 성적 억압에 관한 문제는 미술계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 형성된 여성 단체들 또한 사회 내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소유권’이 부족한 것을 인지했으며,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John D’emilio and Estelle B. Freedman Intimate Matters-A History of sexuality in America,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pp. 311-312.   13 레킷, 펠런(주 8),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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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도판도판도판    3  3  3  3      메리메리메리메리    베스베스베스베스    에덜슨에덜슨에덜슨에덜슨(Mary Beth (Mary Beth (Mary Beth (Mary Beth Edelson),<Edelson),<Edelson),<Edelson),<미국의미국의미국의미국의    몇몇의몇몇의몇몇의몇몇의        생존하는생존하는생존하는생존하는    여성여성여성여성    화가들화가들화가들화가들////최후의최후의최후의최후의    만만만만찬찬찬찬(Some Living American (Some Living American (Some Living American (Some Living American Women Artists/Last Supper)> Women Artists/Last Supper)> Women Artists/Last Supper)> Women Artists/Last Supper)> (1972)(1972)(1972)(1972)    

노클린은 이러한 편견이 미술사를 남성중심적으로 구성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미술사 내의 남성 미술가의 신격화와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은 그녀의 논문을 모아 놓은『여성, 미술 그리고 힘-페미니즘 미술사』(1997)에서도 주된 쟁점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책을 통해서 서양 미술사에서 보여지는 여성 이미지의 정형화에 대해서 비판했고, 페미니즘적 입장에서 서양 미술사 속의 회화를 재해석 했다.14  이러한 미술사의 남성중심적 관점을 드러내고 여성 미술가들을 재조명했던 방식은 미술사가 뿐만 아니라 당시 1970년대 여성 미술가들의 작품에서도 다루어졌다. 그 예로는 메리 베스 에덜슨(Mary Beth Edelson, 1933~)의 <미국의 몇몇의 현존하는 여성 화가들/ 최후의 만찬 (Some Living American Women Artists/ Last Supper)> (1972)[도판3] 15 과 주디 시카고의 <디너 파티The Dinner Party>(1974-1979)[도판                                           14 린다 노클린은“미(美) 그 자체의 창조라는 미술 작업은 여성 누드를 그리는 것과 동일시 되었다”라고 설명하며“여기에서 예술가의 근본적인 능력, 그리고 독자적이고 가치 있는 대상들의 창조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개념은 힘의 원천으로서의 성차별에 관한 이야기에 근거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노클린은 장-레옹 제롬(Jean-Léon Gérôme)의 <화가와 모델(The artist and his model)>(1890)을 예로 들며 화가가 자신은 덕망 있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에 반해서 그가 마주하는 나체의 여성 모델을 하나의 오브제와 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린다 노클린, 오진경 역,『페미니즘 미술사-여성, 미술 그리고 힘』, 예경, 1997, p. 33 책을 집필하거나 논문을 투고하는 활동 외에도 린다 노클린은 앤 서덜랜드 해리스(Anne Sutherland Harris)와 1976년 《 여성 화가들: 1550~1950 (Women Artists: 1550~1950)》 전시를 기획하는 등 이에 관한 연구를 이어나갔다. 15 에덜슨은 다빈치의 회화에서 보여지는 예수와 열두 제자의 이미지 대신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린다 벵글리스(Linda Benglis), 오노 요코(Ono Yoko)등과 같은 여성 미술가들을 배치하고 이미지의 가장자리에도 역시 여성 미술가들의 사진들을 콜라쥬하여 테두리를 만들고 하단에는 “현



 

    도판도판도판도판    4444            주디주디주디주디    시카고시카고시카고시카고, <, <, <, <디너디너디너디너    파티파티파티파티(The (The (The (The Dinner Party)> (1974Dinner Party)> (1974Dinner Party)> (1974Dinner Party)> (1974----1979)1979)1979)1979) 

4]를 들 수 있다. 에덜슨의 작품과빈치(Leonardo Da Vinci)의1498)[도판5]을 각각 다른        에덜슨은 다 빈치의앉아 있는 예수와 12명의 제자들의사진을 콜라쥬해 바꿨다. 주디에 씌워진 각각의 식탁보에 다빈치의 작업을 페미니즘적술가들은 남성중심적으로 운영되는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된 관습에 대항 하고 자했다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하지만 주디 시카고의식물의 형상으로 은유적으로                                                                                존하는 미국의 여성 미술가들주디 시카고, <디너 파티(Dinner Party)>(1970): 식탁 위에는 세라믹 접시와 다양한접시에는 채소와 꽃, 과일 그리고그 려져 있거나 세라믹 오브제로위에 그려진 그림들은 여성의  12 

    도판도판도판도판    5 5 5 5     레오나르도레오나르도레오나르도레오나르도    다다다다    빈치빈치빈치빈치(Leonardo Da Vinci),(Leonardo Da Vinci),(Leonardo Da Vinci),(Leonardo Da Vinci),    <<<<최후의최후의최후의최후의    만찬만찬만찬만찬(The (The (The (The Last Supper)> Last Supper)> Last Supper)> Last Supper)>     (1495(1495(1495(1495----1498)1498)1498)1498)    

작품과 시카고의 작품은 모두 레오나르도 다 의 <최후의 만찬(The Last Supper)>(1495- 방식으로 자신들의 작품에 차용했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1495-1498)에서 식탁에 제자들의 이미지를 동시대 여성 미술가들의 주디 시카고는 <디너 파티>에서 삼각형 테이블 여성 미술가들의 이름을 수를 놓는 것으로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 미운영되는 미술 제도에 대해서 서양 미술사를 재해석하여 제도 내의 여성 차별과 그것의 오래자했다. 이러한 방식은 향후 게릴라 걸스의 몇몇 특징이기도 하다.  시카고의 <디너 파티>에서 보여지는 여성의 성기를 은유적으로 사용한 점은 여성의 신체를 자연으로 환원                                                                   가들”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Dinner Party)>(1970): 삼각형의 형태로 놓여진    다양한 형태의 오브제들이 놓여져 있다. 세라믹 그리고 조개와 같은 자연물들이 화려한 색채로 오브제로 놓여져 있는데, 이러한 오브제들과 접시 여성의 성기의 형태를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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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도판도판도판    5 5 5 5     안나안나안나안나    멘디에타멘디에타멘디에타멘디에타(Ana Menieta), (Ana Menieta), (Ana Menieta), (Ana Menieta),     <<<<실루에타실루에타실루에타실루에타    (Silueta)> (Silueta)> (Silueta)> (Silueta)> (1973(1973(1973(1973----1980)1980)1980)1980)     

한다는 점에서 본질주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16 여성의 신체를 꽃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의 모습으로 은유했던 것은 아나 멘디에타(Ana Mendieta, 1948-1985)의 <실루에타 (Silueta)>(1973-1980) 시리즈에서도 나타났다.[도판6]이 시리즈는 작가가 알몸이 되어 마치 몸에 풀과 꽃이 자란듯한 모습을 하고 바위 위에 누워있거나, 여성의 몸 형상을 해변의 모래 위에 파서 적색 안료를 뿌리거나 하는 등, 여성의 신체와  자연을 동일시 한 것이다.  이렇게 자연과 여성의 신체를 동일시하는 것은 여성을 사회 안에서 재배치 시키는 것에 방해가 되는 “본질주의적”인 것 이라고 여겨졌다. 17  “본질주의”에 대해 그리젤다 폴록(Griselda Pollock)과 로지카 파커(Rozsika Parker)는 1981년에 저술한『늙은 여주인들(Old Mistresses)』에서 “미술에서 성적인 것으로, 자연적인 것으로, 남성 소유의 대상으로 표현된 여성의 의미와 암시를 철저히 깨버리지 않는다면 언제든 되살아나서 남성 문화에 흡수될 수 있는 것이 여성의 이미지다”라고 설명했다.18  “본질주의적”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여성을 동일시 한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후반의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이론으                                           16 주디 시카고는 여성미술의 일반 이론을 만들고 싶어했고, 여성미술을 다른 미술의 분야와 구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중심핵, 즉 나를 여자이게 하는 나의 질(vagina)을 둘러쌓고 구성된>이미지를 중심으로 다른 여성 예술가들의 작품에 이 중심핵의 이미지가 어떻게 표현되어왔는가를 발굴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카고는 여성 미술가들의 작품들에서 표현되는 “여성성”을 무조건적으로 여성의 성기의 이미지로 연결 하는 것으로 여성의 정체성을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봤다는 오류를 범했다. 17 할 포스터, 로잘린드 크라우스 외 3명,『1900년대 이후의 미술사』, 배수희·신정훈 역, 세미콜론, 2007, p. 615 참조. 18 헬레나 레킷, 페기 펠런(주 8), p. 37에서 그리젤다 폴록(Griselda Pollock)과 로지카 파커(Rozsika Parker) 글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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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지기도 했다.19 하지만 에코페미니즘의 이론은 1973년도에 캐롤 던컨(Carol Duncan)이 “남성을 문화로 간주하고 여성을 자연으로 간주하는 이분법은 인간이 생각해낸 가장 오래된 사고 중 하나이다”라고 이미 지적했듯이 남성중심적 시선의 재생산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20  페미니즘 이론은 미술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이것은 영화 속의 왜곡된 여성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로라 멀비(Laura Mulvey)의 1975년 논문「시각적 쾌락과 서사 영화」는 『스크린(Screen)』에 실리면서 영화 속의 페미니즘 이론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그녀의 논문은 영화에 나타나는 남성적 시선의 구조를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해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여성들은 대부분 볼거리이자 증후군으로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21  매스미디어가 생산하는 여성의 이미지 정형화와 성상품화에 대한 비판은 이후 게릴라 걸스의 할리우드 제도를 비판한 작품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매스미디어의 남성 중심적인 시선에 대한 비판은 80년대의 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 1950~), 제니 홀저(Jenny Holzer, 1950~)와 신디 셔먼(Cindy Sherman, 1954~)과 같은 여성 미술가들의 작품에서도 나타났다.      페미니즘 운동 내에서 다양한 이론들이 새로 등장하고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세대 페미니즘 운동은 한계에 마주하게 되었다. 제2세대 페미니스트들은 사회의 남성중심적인 관점이 모든 차별의 근원이라고 믿었다. 가부장제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당시 페미니즘에서는 이성애                                           19에코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 운동과 환경운동이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했다. 그들은 자연생태계와 인간을 동일시 하면서, 생명의 가치와 평등한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를 주장했다. Victoria Davion, “Is ecofeminism Feminist?”, Linda J. Nicholson (ed,), Feminism/Postmodernism(Thinking Gender),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0, p. 8.  20 노르마 부르드, 메어리 D. 개러드,『미술과 페미니즘-굴절된 여성의 이미지』, 호승희 역, 동문선, 1994, p. 199. 21 레킷, 펠런(주 8),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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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성 중심적이고, 이것이 여성 차별을 초래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심지어 몇몇 급진주의자들은 여성은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진실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이렇게 페미니즘 운동 내에서 남·녀 평등에만 초점을 맞춘 과격한 입장의 표명은 다른 인종, 민족과 성적 취향과 같은 기타 정체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페미니즘 운동을 이끌던 페미니스트들의 이러한 극단적인 태도는 이성애자인 페미니스트들에게는 공격으로 다가왔고, 페미니즘 내의 또 다른 분열을 가져왔다.22 그 분열의 주된 이유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더불어 제2세대 페미니즘 운동이 여전히 백인 중심적이라는 한계 때문이었다.  뉴욕의 뉴뮤지엄의 관장이었던 마르시아 터커(Marcia Tucker)는 60년대 후반의 페미니즘 운동의 실패에 관해서 “6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페미니즘 운동의 실패는 그것이 거의 대부분 백인 중산층과 상류층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23  이러한 제2세대 페미니즘의 배타적인 태도는 인종과 성적 취향을 기반으로 페미니즘 운동에서 분리된 유색 여성 미술가들이 결국 자신들만의 단체를 조직하는 결과를 낳았다.24 이러한 현상은 페미니즘 운동이 본래 차별에 대항해 전개되었지만, 그 속에서 계층이 나뉘어 지면서 또 다른 “타자”를 생성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 받을 만 하다.                                              22 R. Claire Synder-Hall,  “Third-Wave Feminism and the Defense of ‘Choice’”,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8, No. 1(March, 2010),  p. 257. 23 Margot Mifflin, “ ‘Feminism’s New Face’”, ARTnews(Nov 1992),  p. 121.  24 1987년 미술가 페이트 링골드(Faith Ringgold)가 시작한 코스트 투 코스트(Coast to Coast)라고 불리는 단체는 『유색 여성과 협동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전시하는 그룹이었다. 또한 80년대 후반에는 라틴계 미술가들의 연합인 비스타스 라티나스(Vistas Latinas), 활발한 활동을 벌이던 페미니즘 대표단을 가진 아시안계 미국인 미술가들 협회인 고질라(Godzilla)가 설립되는 것과 같이 다양한 단체들의 조직을 촉진했다. 위의 글,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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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대 페미니즘 운동에 이어서 1980년대에 제3세대 페미니즘(Third-Wave Feminism)이 대두되었다. 제3세대 페미니즘에서는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뤼스 이리가레이(Luce Irigarey),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 등의 프랑스의 기호학적 분석이 미술계에 적용 되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전반에 학계에 정신분석학과 후기구조주의 이론이 공통어가 되면서 일부 페미니즘 미술과 1970년대 초반의 사상들은 시대에 뒤쳐진 것으로 여겨 지기도 했다.25  프랑스의 기호학자들의 이론은 퀴어 연구와 젠더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공포의 권력(The power of Horror)』(1980)는 퀴어 이론의 확산에 영향을 끼쳤고,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Gender Trouble)』(1990) 역시 페미니스트들의 퀴어와 젠더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켰다.26 이러한 이론의 등장과 확산은 미술계에서 레즈비언 및 퀴어 미술이 주목을 받도록 했다. 남성 가부장제에 대항하는 것에 집중되었던 제2세대 페미니즘 미술과는 다르게, 제3세대에 들어와서는 유색인종과 퀴어와 같은 다른 집단으로 미술계의 집중이 분산 되었다. 이것은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정희는 그녀의 논문「안드레아 프레이저(Andrea Fraser)의 미술 실천에 나타난 ‘후기 여성주의’ 미술가의 특징」에서 제 3세대 페미니즘의 특징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1980년대 초 후기 여성주의로 불                                           25 레킷, 펠런(주 8), p. 20.   26  주디스 버틀러는 『젠더 트러블(Gender Trouble) 』 (1990)에서 젠더(gender)와 성(sex) 양자 모두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정체성의 범주도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 주장은 성(性)(남성male 여성female)이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자연적인 것인 반면, 젠더는(남성성maculinity와 여성성femininity)은 문화적으로 형성된다는 페미니스트들의 지배적인 입장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었다. 제이 에멀링 (2005),『20세기 현대예술이론』, 김희영 역, 미진사, 2013, p.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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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던 당시 10대와 20대였던 여성들의 미술에 표현된 정체성과 전략은 통일되지 않았고, 그들 사이의 차이는 있었으나 그들보다 나이 든 세대의 그것과는 확연히 구분되었다”라고 서술했다.27 이러한 담론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미술가들 또한 영향을 받아 변화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 예로 안드레아 프레이저(Andrea Fraser, 1965~)는 80년대 중엽의 작업에서 보여주던 과격했던 페미니즘적 태도와 비교해 90년대 이후의 작업에서는 유연하게 변화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김정희가 지적하듯이, 제3세대 페미니스트는 급진적이고 과격하던 제2세대 페미니스트들과는 많이 달랐다. 제2세대 페미니즘에서는 독이라고 생각했던 여성성에 대한 인정은 제3세대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선택의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제3세대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옷, 화장을 통해 여성성을 드러내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제 2세대 페미니즘이 부정적으로 정의 내렸던 이성애에 관해서도 성(性)적인 요소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28 이렇게 이전 세대와는 달리 개인의 취향과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던 제3세대 페미니스트들은 ‘본질주의적’인 것, ‘백인중심주의’, ‘성적 취향의 배제’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며 이전 세대의 이론들에 대항했다. 이렇게 포스트 페미니즘이라고도 불리는 제3세대 페미니즘 운동은 연대기적으로는 페미니즘과의 연속성을 보여주면서도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구조주의,                                            27 김정희,「안드레아 프레이저(Andrea Fraser)의 미술 실천에 나타난 ‘후기 여성주의’ 미술가의 특징」,『서양사연구』,제39집, 2008, p. 104. 28 R. 클레어 신더 홀(R. Claire Synder Hall)은 제3세대 페미니즘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선택(Choice)’이라는 용어 관해서 제3세대 페미니즘에서 ‘선택’이라는 용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거나 학술적 공통 용어로 사용되지는 않을지라도 용어의 개념은 동시대 페미니즘의 정의에 대한 광범위한 추정들을 요약해 준다”라고 설명하며 단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제 2세대의 과격하고 급진적인 태도가 약화되었고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페미니스트들이 남·녀 평등을 쟁취하는 것 만이 아닌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도 안주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던 것을 시사했다. R. Claire Synder-Hall(주 22), 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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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식민주의의 다충적 이론과 맥락 속에서 페미니즘을 다시 고찰하려는 태도를 반영했다.29 페미니즘에서 이런 변화한 태도는 백인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차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상대적으로‘여성 차별’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섣불리 넘어갔다는 문제점을 제기 할 수 있다.  2. 게릴라 걸스의 작품의 이론적 배경   1) 제 2세대 페미니즘 이론의 영향  제2세대 페미니즘 운동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1980년대부터 약화되기 시작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운동을 주도했던 페미니스트들의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여성문제 이외의 문제들은 배제했던 그들의 급진적인 태도에 대해 다른 정체성을 지닌 그룹들이 반감을 가졌던 것에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미술 시장이 부흥하면서 다시 한번 백인 남성 미술가들에게 미술계의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었다. 당시의 미술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는“뜨겁게 달궈진 1980년대 초반의 유럽 중심의 시장은 미술계가 다시 한번 백인 남성 미술가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했다”라고 설명한다.30 1980년대에 들어서 미술 시장이 부흥하면서 미술 시장에서는 추상표현주의, 팝, 미니멀리즘과 같이 미술 시장에서 잘 팔리는 작품을 제작한 남성 미술가들만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당시 미술 시장은 광적인 거래 활동의 열풍에 휩싸였고 남성 미술가들이 할리우드의 스케일로 명성을 높이게 되었으며, 여성 미술가들은 배경으로 사라지기 시                                           29 정연심,「2세대 페미니즘 이후의 페미니즘 미술비평」,『현대근현대미술사학』, 제26집, 2013.12, p. 174. 30 Roberta Smith, "AT THE WHITNEY, A BIENNIAL WITH A SOCIAL CONSCIENCE." The New York Times. N.p., 05 Ma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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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다.31 이러한 미술시장의 활성화와 페미니즘 이론에 대한 초점이 퀴어와 인종차별 등 다른 소수자들의 문제로 인해 분산되었을 시기에 게릴라 걸스는 등장했다. 게릴라 걸스의 멤버 중 프리다 칼로(Frida Kahlo(예명)) 는 그들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1985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진행한《회화와 조각 국제 통람전(An International Survey of Painting and Sculpture)》 전시 속의 차별에 대항 하기 위하였음을 설명한다. 칼로는 뉴욕 현대 미술관의 큐레이터 키나스톤 맥샤인(Kynaston McShine)이 회화와 조각 국제 통람 전시에 포함 되지 않은 작가들은 누구이던지 간에“ ‘그의(His)’직업에 관해서 재검토 해야 한다”라는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더 나아가 그녀는 “ 전시에 포함 되었던 169명의 미술가들 중 오직 13명만이 여성 미술가였고, 13명 보다 적은 숫자의 유색인종 미술가들이 포함 됐고, 유색 인종 미술가들 중에 ‘여성’은 없었다”는 것에 화가 났다고 설명했다. 32  이와 같은 맥샤인의 여성 미술가의 존재를 배제한 “그의(His)”라는 발언과“국제 통람전”이라고 일컬어진 전시에 여성 미술가들이 누락 되었다는 점은 게릴라 걸스가 미술 제도 속의 성차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항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게릴라 걸스는 제2세대 페미니즘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던 1985년도에 결성 되었다. 그들이 결성 되었던 당시 1980년대의 미국 정치는 보수주의 운동이 장악하고 있었고, 종교 우파는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 페미니즘과 게이와 레즈비언 권리 운동에 대한 반동을 토대 삼아 세력을 형성했다.33 이러한 보수적인 사회적 상황은 게릴라 걸스가 급진적인 성                                           31 Eunice Lipton, “Monkey Business Confessions of the Guerrilla Girls by Guerrilla Girls”, The Women's Review of Books, Vol. 12, No. 10/11,  (July, 1995), p. 20. 32  “Gertrude Stein”, et alia, “Guerrilla Girls and Guerilla Girls Broad Band: Inside Story”, Art Journal, Vol. 70, No. 2(Summer, 2011), p. 89. 33 조해너 브레너,「횡단, 위치, 자본주의 계급 관계: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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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띤 행동주의적 미술활동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술사가 안나 C. 체이브(Anna C. Chave)는 제2세대 페미니즘이 “미국에서 제2세대 페미니즘은 시민권(Civil-rights)과 반전(anti-war)단체 그리고 신좌파 학생 운동(New Student Left)를 포함한 사회적 변화를 위해 헌신한 운동들에 역사의 줄기의 한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34 당시 일어났던 제2세대 페미니즘 운동은 평등과 권리 그리고 평화를 찾기 위한 운동의 한 부분이었는데, 게릴라 걸스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미술 제도 속의 여성 차별뿐만 아니라 낙태와 강간, 전쟁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들로 주제를 확장했다.  제2세대 페미니즘 운동에서 여성의 몸은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서 중요한 의제로 여겨졌다. 1970년대 초의 페미니즘 운동에서는 낙태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였다. 특히 의료적으로 소외되는 것(낙태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것)이나 섹슈얼리티 그 자체가 여성들에 대한 탄압의 이유라고 동요하는 것과 같은 부수적인 이슈들이 급증했다.35  이러한 이슈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페미니스트 미술가들은 사회 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퍼포먼스와 낙태권 옹호 집회 등에 앞장서서 이끌었다. 게릴라 걸스는 이러한 제2세대적인 입장을 사회 속의 여성 폭력과 여성에 대한 복지 정책의 부재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그들은 1992년과 2004년 워싱턴의 낙태권을 옹호하는 거리 시위에 낙태권을 지지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참가했고, 윌리엄 케네디 스미스(William Kennedy Smith)사건을 다루는 등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본 횡단성」 , 낸시 홀스트롬, 『페미니즘 왼쪽 날개를 펴다』, 유강은 역, 메이데이, p. 562 참조.  34 Anna C. Chave, “Guerilla Girls’ Reckoning”, Art Journal, Vol. 70, No. 2, (Summer, 2011), p. 107. 35 Laura Mulvey, “A Phantasmagoria of the Female Body: The Work of Cindy Sherman”, New Left Review, Vol. I (July–August, 1991),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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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했다.36  게릴라 걸스는 제2세대 페미니즘 운동 시기에 결성되었으며, 제3세대의 시기를 거치면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를 거치면서 페미니즘적 쟁점이 약화 된 제3세대 페미니스트들과는 다르게 제2세대적인 페미니즘적 태도를 지속하려고 노력했다. 게릴라 걸스는 젠더, 인종과 퀴어에 대한 담론이 지배하던 90년대에도 여성의 문제들에 대한 집중이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문제들로 인해서 희석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게릴라 걸스 그룹 내에도 레즈비언이 있었고, 전반적 문화 속에서 섹슈얼리티에 관한 이슈가 점차적으로 표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작업의 초점의 대부분이 남·녀 평등에만 맞췄다고 지적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제 2세대 페미니즘의 급진적인 성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37 그들은 성적 정체성으로 분류 되어‘레즈비언 그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는 것으로 그룹이 다루는 페미니즘적 쟁점이 희석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하지만 미술계에 후기구조주의 담론이 등장함으로써 미술계 안에서 페미니즘 담론에 집중되었던 초점이 다문화주의, 식민주의와 오리                                           36 윌리엄 케네디 스미스 사건: 미국의 정치 명문가 케네디가의 출신인 윌리엄 케네디 스미스는 사건 당시 그의 삼촌이자 미국의 상원 의원이었던 테드 케네디와 동행해 있었다. 사건은 1991년 마이애미에서 발생했는데, 스미스는 마이애미의 술집에서 만났던 29살의 여성의 강간죄로 기소 되었다. 재판이 진행 되던 때에 성폭행을 당했던 여성 이외에 3명의 여성이 추가로 그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지만 당시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 했지만 결국 스미스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Mary Jordan, "Jury Finds Smith Not Guilty of Rape." Washington Post , 12 Dec. 1991: n. pag. 37 거트루드 스타인(Getrude Stein)은 그녀의 에세이에서 “게릴라 걸스 내에도 레즈비언 멤버들이 있지만 페미니즘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젠더 문제 이외의 문제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했다. Anna C. Chave(주 34), p. 107. 게릴라 걸스는“레즈비언에 대한 차별을 그들의 관심사로 고려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우리가 레즈비언 그룹으로 명명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하며, 이러한 논쟁은 그룹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Gertrude Stein, Gertrude Stein, et alia(주 32),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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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탈리즘과 같은 담론들로 확산되었다. 아울러 젠더에 국한 되어있던 쟁점도 성적 소수자와 에이즈 같은 문제들로 분산되었다. 이러한 담론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게릴라 걸스도 90년대부터 그들이 다루는 제도의 범위를 사회·정치로 확장했다. 이것은 그들이 오로지‘여성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주변의 모든 요소를 배제하는 급진적인 제 2세대 페미니스트적인 태도에서 벗어 났음을 시사하는 점이다. 특히 미술계에서 1990년대의 다문화주의 담론이 부상했던 것은 그들의 작업에서 여성 문제뿐만이 인종차별 문제와“타자”에 대한 관점에 대해 재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게릴라 걸스는 활동을 시작했을 때 페미니즘에 관해서 제2세대적인 입장을 드러냈고, 그에 따른 쟁점을 다루며 활동했다. 하지만 시대적 변화, 미술담론과 이론의 변화에 따라 그들이 다루는 쟁점의 범위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행동주의적인 활동, 사회적 문제를 꾸준히 다룬다는 점과 특히 사회 문제 중 여성 문제에 적극적이라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미술 제도 내의 여성차별에 대항한다는 점 등은 그들의 페미니즘적 입장이 제2세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2) 후기구조주의 담론의 영향  후기구조주의 담론의 ‘정체성 개념’을 통해 1980년대 미술계 내부에서는 정체성 담론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1980년대와 1990년대 미술계에서는 정체성의 의미가 이전과 비교해서 다양화 되었다. 단어의 의미 또한 초점이 개인이 아닌 단체로 옮겨가면서 정체성은 개인이 둘러 쌓인 환경에 의해 구축된다는 개념으로 점차 변화했다. 이러한‘정체성이 환경에 의해 구축된다’라는 후기구조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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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활발히 활동했던 프랑스 철학자, 기호학자와 구조주의 인류학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만들어졌다. ‘정체성은 구축된다’는 것의 의미는 정체성은 본질적인 것이 아닌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구축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체성 담론에 대해서 앤 브룩스(Anne Brooks)는 그녀의 책『포스트페미니즘과 문화 이론』을 통해서“포스트구조주의(후기구조주의) 이론은 인간 주체의 개념을 거부하며 포스트구조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본질주의에 대해 급진적인 도전을 제기한다”라고 서술하면서“주체”는 더 이상 고정된 개념이나“본질”의 표현이 아니며“과정 중에 있는 주체”로서 한 번도 단일하지 않으며 또 절대로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38  1980년대와 1990년대 서구 미술담론에서는 정체성 이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개인에서부터 그룹으로 학술적인 관심이 옮겨갔는데, 당시 미술계에서는 정체성을 젠더, 인종, 민족성과 성적 취향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 이전에 이미 페미니스트 미술가들은 미술 단체로부터 자신들을 분류했다. 그 예시는 1969년 ‘미술 노동자 조합’으로부터 여성 미술가들은 분리하여 ‘여성 미술가 혁명’ (WAR)39을 조직 했던 것과 1972년에 여성 조합 갤러리 에어(AIR)를 개관하는 것에서 보여졌다. 후기구조주의의 정체성 개념과 이러한 다양한 단체가 조직 되었던 선례는 게릴라 걸스가 페미니스트 그룹으로서 공동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함께 활동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그들의 조직 활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준다. 게릴라 걸스가 결성된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후기구조주의의 정체성 담론의 영향을 보여주는 다양한 그룹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예로는 1987년, 성적 취향으로 구분되어진 그룹 머터리얼(Group                                            38 앤 브룩스,『포스트페미니즘과 문화 이론』, 김명혜 역, 한나래, 2003,  p. 49 에서 Marshall B. L, Engendered Modernity Feminism, Social Theory and Social Change. Cmabridge: polity Press, 1994의 글 재인용. 39 WAR: Women Artists in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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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액트-업(Act-up)과 같은 미술가 단체와 에이즈와 관련된 문제들을 알리기 위한 그룹 그란 퓨리(Gran-Fury)등이 등장했던 것이었다. 이들 모두 개개인의 정체성이 아닌 성적 소수자라는 정체성으로 자신들을 분류했고, 정부 정책에서 드러나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게릴라 걸스와 위의 그룹들은 비록 정체성은 달랐지만 활동 방식과 제도 내의 차별에 대항한다는 목적은 동일했다.  게릴라 걸스를 포함한 1980년대 후반에 결성된 위와 같은 그룹들은 모두 후기구조주의 재현 비판의 방식을 사용했다. “후기구조주의 재현비판”이란 고안된 텍스트와 이미지를 차용해 포스터를 만들거나 신문과 기업 광고를 전복적으로 재가공한 작업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40  미술가들이 후기구조주의 재현비판에서 사용하는 “텍스트”의 개념은 후기구조주의로부터 빌려왔다. 이 개념은 모더니즘에서 ‘작품’이 유일무이하여 완벽한 형식을 지닌 일종의 상징적 전체로서 이해된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의 텍스트는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그 어느 것도 독창적이지 않은 다양한 글쓰기들이 한데 섞이고 충돌하는 다차원의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41  바르트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모두 언어가 사회의 권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42 그렇기 때문에 사회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게릴라 걸스의 작품에 텍스트는 사용하기에 적합한 매체였다. 게릴라 걸스의 후기구조주의 재현 비판의 방식은 그들이 작품에                                           40 할 포스터, 로잘린드 크라우스 외 3명(주 17), p. 651. 41 할 포스터, 로잘린드 크라우스 외 3명(주 17), p. 642.  42 바르트는“권력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편재하는 이데올로기적 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권력이 새겨진 대상이 언어라고 주장하였다”. 푸코는 사회구조 속 권력과 언어, 구성원 간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특정한 신체·제스처·담론·욕구가 개인의 것으로 동일시되고 구축되는 것 자체가 이미 권력의 원초적인 효과라고 밝혔다. 오유진,「제니 홀저의 텍스트 작업에 나타난 정치성」, 『현대미술사연구』, 제31집, 2012,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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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창안한 텍스트를 차용한 이미지와 함께 사용하고, 이것을 잡지, 신문, 광고와 같은 매스미디어 형식을 빌려 포스터를 만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식은 위에서 언급한 액트-업, 그란 퓨리와 같은 정치적 그룹들도 시위를 위한 포스터를 만드는 것을 그들의 활동 전략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후기 구조주의 재현 비판은 바바라 크루거와 제니 홀저의 텍스트 작업에서도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인데, 사회비판적인 작업을 한 그들에게 텍스트는 단순히 도구로서 사용 된 것이 아닌 계몽의 의미를 지녔던 것이었다.  게릴라 걸스의 작품들처럼 바바라 크루거의 작품도 사진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포스터와 광고 형식을 사용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크루거는 당시의 성차별, 젠더, 소수자 문제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녀가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된 계기는 당시의 후기구조주의 담론 내의 젠더 이론이나 페미니즘 이론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녀의 작품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 케이트 링커(Kate Linker)는“크루거의 세대에서는 젠더는 선천적인 것이나 기본적인 조건이 아니라고 여겨졌고, 더 정확하게는 재현을 통해 구축되는 결과로서 여겨졌다”라고 설명했다.43 링커가 기술했듯이, 크루거는 정체성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특성으로 이해되었다. 후기구조주의 이론의 영향과 재현비판 형식은 제니 홀저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했다. 홀저는 포스터 작업들에서 후기구조주의의 “텍스트성(textuality)”의 개념에 기반하여 차용된 이미지와 익명적인 글쓰기라는 전략을 사용한 작업들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텍스트에 기반한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텍스트성이 겨냥한 것이“모더니즘 관념”, 즉 전통적인 가치와 개념이라고『1900년 이후의 미술사』에서 설명했다. 할 포스터 등은 “ ‘거장의 작품’과 ‘거장’ 미술가                                           43  Barbara Kruger, and Kate Linker, Love for Sale: The Words and Pictures of Barbara Kruger, New York: H.N. Abrams, 1990,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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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도판도판도판    6666 제니제니제니제니    홀저홀저홀저홀저(Jenny (Jenny (Jenny (Jenny Holzer), <Holzer), <Holzer), <Holzer), <트루이즘트루이즘트루이즘트루이즘(Truism)>(1977(Truism)>(1977(Truism)>(1977(Truism)>(1977----1979)1979)1979)1979)     

란 모더니즘의 관념이었고, 이것들은 폭로 되어야 할 이데올로기적 ‘신화’로서 ‘탈신화화’되거나 ‘해체’되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44 그리고 그들은 “이런 신화들은 다분히 남성적인 것이었기에, 이와 같은 비판을 페미니스트 미술가들이 주도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45  제니 홀저도 크루거와 같이 텍스트를 주요 매체로 사용했는데, 그녀는 간결하고 함축적인 문장을 사용해 이데올로기를 비판 하는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했다. 그녀는 1978년 사회비판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 <트루이즘(Truism)>(1977-1979)[도판7]을 다량 인쇄해 뉴욕 이스트 빌리지 근방에 몰래 붙이는 전략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게릴라 걸스가 이후 1985년도에 적용한 방식과 동일했다. 더 나아가 1983년부터 홀저는 공공 장소에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이오드 메시지 보드라는 하이 테크놀로지 매체를 통해 자신의 텍스트를 표현하기 시작했다.46  이와 같이 게릴라 걸스는 이전 세대의 페미니스트 미술가들이 사용했던 전략을 자신들의 작품에 적절하게 적용했다. 안나 C. 체이브는 이에 관해“게릴라 걸스의 작업 방식은 이전에 미술가들이 이미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비판했다.47 게릴라 걸스와 같은 행동주의 미술가들이 이전의 미술가들의 전략을 차용하는 것에 관해서 비평가 더글라스 크림프(Douglas Crimp)는 “행동주의 미술에서 중요한 것은 프로파간다 효과이다. 다른 작가들의 작업절차를 훔쳐오는 것이 그 계획의 일부이다.                                            44 할 포스터, 로잘린드 크라우스 외 3명(주 17), p. 642. 45 위의 책, p. 642. 46 Marc Livingstone, “EAT DIRT ART HISTORY-Neo Pop in the 1880s”, Pop Art. A Continuing History (1990), pp. 220-270, p. 221. 47 Anna C. Chave(주 34),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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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48 크림프가 지적했던 것처럼 게릴라 걸스의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미학적인 가치가 아닌 작품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이 작업을 하는데 있어 전략적으로 이전 세대의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게릴라 걸스는 결성된 시기상으로나 작품에서 텍스트를 사용하고 이미지를 차용하는 방식이 당시 후기구조주의 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영향을 기반으로 그들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미술 제도와 사회 내의 여성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제제제제    2222    절절절절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걸스와걸스와걸스와걸스와    제도비판제도비판제도비판제도비판    미술미술미술미술     1. 제도비판 미술   1970년대에 모더니즘에서 주장하는 미술의 자율성과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반박하는 미술가들이 등장하면서 제도비판 미술은 시작되었다. 한스 하케(Hans Haacke, 1936-)와 다니엘 뷔랭(Daniel Buren, 1938-)과 같은 미술가들이 모더니즘의 미술에 대한 개념과 미술 제도를 비판하는 작품을 선보이면서 제도비판 미술의 개념은 체계적으로 확립되기 시작했다. 이후 한스 하케는 사회의 권력층이나 “교환 가치(exchange value)”로부터 독립된 “심미적 가치(aesthetic value)”들에 대해 이의를 제시하면서 대기업, 정치권력과 미술계의 은밀한 관계에 대해 드러냈다.49  그는 미술작품의 가치가 문화적 권력집단과 정치권력들로 인해서 확립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미술 제도비판에서 대기업,                                            48 할 포스터, 로잘린드 크라우스 외 3명(주 17), p. 651. 49 김진아,「20세기 후반 미국 미술의 후원과 대기업들: 한스 하케(Hans Haacke)의 작품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제24집, 2006년 11월, p. 56. 



 

 도판도판도판도판    8 8 8 8 한스한스한스한스    하케하케하케하케(hans (hans (hans (hans Haacke), <Haacke), <Haacke), <Haacke), <모마모마모마모마    여론조사여론조사여론조사여론조사(MoMA Poll)> (1970)(MoMA Poll)> (1970)(MoMA Poll)> (1970)(MoMA Poll)> (1970) 

정치권력과 미술기관 사이의 이러한 권력과 미술계의사>(1970)를 통해서 미술 제도와처음으로 환기시켰다. 50 [도판Broodthaers, 1924-1976)(Musee d’Art Moderne, Departmant de Aigles, Section XIX eme siècle)>(1968)[도판9]를 통해서있었지만 하케가 처음으로 정보를미술 기관 사이의 은닉된 관계를
 위의 한스 하케 작품에서의 은밀한 이해관계를 통해서드 레이건(Ronald Reagan)의을 실행하는 것으로 거대 기업들에게는가져다 주었다. 정부의 지원으로                                          50 김정희(주 27), p. 116. 51 마르셀 브루태스(Marcel Broodthaer), <과>(1968): 『1900년대 이후의서 “미술관 제도에 대한 브로타스의술관 자체를 동시대미술을 생산하는에 대한 끈임 없는 비판과 회의론으로자체에 대한 비판 보다 더 격렬하게포스터, 로잘린드 크라우스 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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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를 폭로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미술계의 관계에 대해 한스 하케는 <모마 여론조제도와 정치이데올로기의 관계를 미술사에서 도판8] 하케 이전에 마르셀 브루태스(Marcel 1976)가 <현대미술관, 독수리주, 19세기 분과 Art Moderne, Departmant de Aigles, Section XIX eme 통해서 미술관 제도에 대한 비판한 경우는 정보를 분석하는 작업 방식을 통해서 자본과 관계를 폭로했던 것이다.51        작품에서 드러나듯이 미국의 미술관들은 기업과통해서 자본력을 유지했다. 이러한 기업들은 로날의 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과 군비 지출 증액기업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더 큰 부와 호황기를 지원으로 자본력이 더욱 막강해지기 시작했던 기   (Marcel Broodthaer), <현대미술관, 독수리 부, 19세기 분이후의 미술사』에서는 브루타스의 작업에 대해브로타스의 비판은, 전통적인 미술관을 넘어서 미생산하는 제도로 만들어 버링 미술의 전개 양상회의론으로 이어졌고, 이 비판이 때로는 미술관 격렬하게 수행됐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할 외 3명(주 17), p.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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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은 그들의 이미지 계몽을 위해 문화 예술을 후원하는 전략을 적극 사용했다.  이와 같은 기업후원의 증가에 대해 다이애나 크레인은“휘트니 미술관의 후원 기업 수는 1967~68년에 14개에서 1981년~82년에는 159개로 늘어났다”, “MoMA의 경우 후원 기업 수가 1965~66년에 90개에서 1981~82년에는 201개로 증가했다”고 기술했다.52 아울러 그녀는“미술관 직원들이 기업과 정부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했다”라고 서술했다.53 이러한 사실들은 미술관과 후원 기업은 평등한 관계가 아닌 수직관계가 될 수 밖에 없고, 이것은 기업의 취향과 구미 맞게 미술관 전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김정희는 기업의 미술 후원에 관해 설명하면서 “기업들이 후원하는 전시들과 행사들의 성격을 살펴보면 그것들이 각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과 직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업 스폰서십은  ‘계몽적인 기업 이미지’를 위한 상업적인 활동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목표를 문화적으로 포장한 정치적인 행동이다”라고 평가했다.54  이러한 기업과 미술기관들의 돈에 얽힌 관계는 미니멀리즘 미술에서 주장했던 미술 제도를 순수한 시각적, 현상학적 공간으로서 여겼던 것이 모순된 것이었다. 이러한 모순에 대해 다니엘 뷔랭은 《구겐하임 국제전 》 에서 <사진-기억: 회화-조각(Photo-souvenir: Peinture Sculpture)>(1971) [도판10]을 구겐하임 미술관의 중간에 거대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비판했다. 뷔랭이 줄무늬 현수막을 미술관의 천장부터 바닥까지 매달았던 것은 미술관이 지닌 미술작품에 대한 권위와 통제권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었다.                                             52 다이아나 크레인,『아방가르드와 미술시장』(1987), 조진근 역, 북코리아 2012, p. 225. 53 위의 책, p. 227. 54 김정희, 『문명화 문화주의 기업문화-영국 정부와 예술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p.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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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속되는가기적함을기업과대한에세이를확히「부도덕함 속에서(In the Vice)미술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Corporation)가 이러한 후원을했다.56  한스 하케는 이러한 부와의 관계도 파헤쳤다. 19업의 후원뿐만 아니라 정부의설립한 연방 예술기금(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술가와 미술기관에 영향을 끼쳤다                                          55 할 포스터, 로잘린드 크라우스56 하케는 까르티에의 사장 알랭술 전시 후원 전략에 대해 서술하며에 대해 지적한다. “ A colleague of his (Perrin) from Mobil Oil Corporation in New York once explained his companymatching bluntness: “These programs build enough acceptance to allow us to get tough on substantive issues.tax deductible. The venerable notintimate setting.”  Hans Haacke, “In the Vice”(Autumn, 1991), pp. 50-51.  30 

뷔랭과 하케는 미술비평과 미술사가 미술 제도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정의되고 종속되는 것에 대해 다루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후자는 미술 제도의 사회·경제 이데올로기적 토대를 다루면서, 그 속에 얽힌 부조리함을 폭로했다.55 하케는 미술 작품을 통해서 기업과 미술 제도 사이의 권력구조 관계에 대한 비판을 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에세이를 집필하는 것으로 비판적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1991년 에세이 (In the Vice)」에서 기업이 미술 전시 후원을 빌미로 대해 지적하며, 모빌 정유 회사(Mobil Oil 후원을 통해 세금감면을 받는다는 사실을 폭로 기업과 미술관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 1970년대의 미국에서는 미술 기관에 대한 기정부의 개입 또한 증가했고, 아울러 65년 정부가 (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도 미끼쳤다. 대규모 기업의 미술 후원과 더불어    크라우스 외3명(주 17), p. 591.  알랭 도미닉 패랭(Alain Dominique Perrin)의 미서술하며 모빌 정유회사(Mobil Oil Corporation)A colleague of his (Perrin) from Mobil Oil Corporation in New York once explained his company’s strategy with hese programs build enough acceptance to allow us to get tough on substantive issues.” Seduction expenses are tax deductible. The venerable not-for-profit institutions provide the ”, Art Journal, Vol. 50, No. 3, Censorship I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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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대규모의 문화적 검열을 시행하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 모든 것은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다. 더 나아가 매스미디어의 영향력 증가는 미술전시를 대중화하는데 기여했고, 이것은 미술전시를 통한 마케팅에 기업이나 정부가 관심을 갖도록 했다. 이와 같은 점이 대형 기업들이 미술에 투자하게 만드는 계기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이러한 미술계와 기업자본의 결탁은 기업과 미술 기관 속에서 권력을 장악 하고 있는 기업가나 정부에 의해 미술가들의 전시가 규제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하케, 뷔랭과 같은 미술가들이 중심이었던 제도비판 미술은 1980년대 이후에 이르러서는 루이즈 로울러(Louise Lawler, 1947-), 안드레아 프레이저(Andrea Fraser, 1965-), 프레드 윌슨(Fred Wilson, 1954-)과 같은 미술가들로 확장되었다. 루이즈 로울러는 미술 작품이 작가의 작업실, 갤러리를 떠난 후의 역할에 대해 고찰했다. 그녀는 미술의 수집과 제시 방식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미술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를 수집가와 관람자로 확대했다. 57  이와 같은 미술 제도에 대한 로울러의 입장은 안드레아 프레이저에게서도 나타났다. 프레이저는 그녀의 글 「공간의 안과 밖 (In and Out of Space」에서 미술의 수집과 제시가 사회적, 경제적 입장의 디스플레이라고 지적하면서, “로울러의 사진이 미술가의 스튜디오를 떠난 미술을 사회가 어떻게 이용하는 가를 증명해준다”라고 설명했다.58 로울러와 프레이저는 모두 미술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지닌 권력이 미술 제도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인지했다. 안드레아 프레이저는 제1세대 제도비판 미술가들과 자신을 구분                                           57 김윤서,「‘제도비판’의 의미 확장에 관한 연구: 마이클 애셔(Michael Asher)의 미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현대미술사연구』, 제32집, 2012. 12, p. 45. 58 김정희(주 27), pp. 116-117에서 Fraser, “In and Out of Space”, Art in America, (June, 1985)의 Alexander Alberro ed. (주 21), pp. 16-27 중 p. 24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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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분법적인 방식으로 제도 안에 남성미술가들을 위치시키고 여성 미술가들을 제도 밖에 위치시키면서 제도 내의 남성중심적 관점과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제도 내의 ‘차별’에 대해서 프레드 윌슨(Fred Wilson)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미술 제도를 비판했다.  프레이저가 제도 안에서 젠더로 정체성을 구분했다면 프레드 윌슨은 인종, 민족적인 관점으로 정체성을 구분했다. 그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미술 제도 내의 백인중심적인 시선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의 <박물관 채굴하기 (Mining the Museum)>(1992-1993)[도판11]는 메릴랜드 주 역사협회의 소장품을 재배치해 서구중심적 식민주의에 대해 지적했다.59 한스 하케, 마르셀 브루태스, 다니엘 뷔랭과 같은 제 1세대 제도비판 미술가들은 제도의 권력으로 인한 미술가와 미술작품에 대한 통제에 대해 드러낸 반면, 이후 프레드 윌슨은 더 나아가 역사적 유물들의 재배치를 통해서 제도로 인해 단편적으로 기록되는 역사 속의 식민주의와 서구중심주의에 대해 비판했다.  아래 본문에서 연구자가 서술하는 게릴라 걸스의 제도비판 미술은 앞서 설명한 제도비판 미술에서 드러나는 모든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게릴라 걸스는 안드레아 프레이저와 같이 제도 안에 백인남성을 위치시키고, 그 외에 여성, 유색인종 미술가들을 제도 밖에 위치 시켰다. 하지만 프레이저는 1990년대 이후부터 자신을 제도                                            59 <박물관 채굴하기 (Mining the Museum)>(1992-1993)에서 작가는 은으로 된 술잔을 비롯해 박물관이 자랑하는 소장품과 노예용 족쇄처럼 보통은 전시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초라한 물품을 나란히 놓았다. 그는 전시품 전체에‘1723년에서 1880년 사이에 제작된 금속 제품 (Metalwork, 17237-1880)’이라는 역설적인 제목을 붙였다. 진 로버트슨, 크레이그 맥다니엘(주 3), p. 3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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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위치시키면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대립의 양상도 실질적으로 희미해졌다. 60  미술가의 활동이 제도 안에서만 유효하다고 여기기 시작 한 후부터 그녀에게 여성 미술가를 제도 밖에 그리고 남성 미술가를 제도 안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 했다. 그러나 프레이저와는 달리 게릴라 걸스는 지속적으로 여성 미술가들이 제도에서 소외 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항하면서 일관적인 페미니즘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2. 게릴라 걸스 작품의 제도비판적 성격  게릴라 걸스는 제도비판 작업에서 “왜 여성들이 미술계에서 배제 되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해 미술 제도 내의 여성 미술가들에 대한 차별의 정황들을 수집했다. 1980년대 미술계에서는 미술가들이 갤러리 중심의 상업적인 활동으로 복귀하는 현상이 현저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미술계가 소위‘잘 팔리는 미술가’를 중심으로 흘러가도록 했고, 이것은 미술작품의 상품화를 촉진시켰다. 폴 우드(Paul Wood)는 미술의 상품화에 대해서 “근대 시기에 미술의 생산자체가 상품화 되었다”라고 설명하면서, 마르크스의‘상품 페티시즘’론을 인용해 “상품은 하나의 권력이 되었다. 상품은 숭배하고 추구하고 소유해야 하는 일종의 신이 되면서 사람들을 위한 사용가치보다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된다”라고 지적했다.61  이러한 미술의 상품화에 대항해서 미술가들은 퍼포먼스같은 시                                           60 김정희는 프레이저의 태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1980년대 중반에 보여준 여성과 남성, 제도 안과 밖의 미술가라는 명료한 이분법은 1989년의 퍼포먼스에서 부터 서서히 불분명해지기 시작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정희(주 27), p. 120. 61 Paul Wood,“Commodity”, Robert S. Nelson, Richard Shiff(ed.), Critical Terms for Art History,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p. 382, p.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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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과 비영구성을 지닌 작업을 통해서 상품화에 대한 암묵적 저항이나 미술 제도비판을 했다. 62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게릴라 걸스의 거리에서 포스터를 붙이거나 나눠주는 방식의 작업도 미술의 상품화에 대한 저항으로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게릴라 걸스는 미술의 상품화를 비판 한 것이 아닌 미술 제도에서 여성 미술가들이 받는 불평등함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그들이 공공장소에 유인물을 배포하고 포스터를 붙이는 전략은 제니 홀저와 바바라 크루거가 사회비판적인 메시지를 프로파간다 형식을 통해서 대중을 계몽하려고 했던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들은 페미니스트적 입장에서 안드레아 프레이저, 마사 로슬러와 같은 제 2세대 페미니즘 미술가들처럼 그들은 남성 미술가를 제도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게릴라 걸스가 미술의 상품화에 대해 비판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미술 시장의 부흥과 미술품의 상품으로서의 가치의 증대는 결국 남성 미술가들의 권력의 강화를 시사하는 것이었다. 게릴라 걸스가 1985년 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미술 갤러리, 미술관, 미술 비평가, 콜렉터를 중심으로 미술 제도비판을 전개했다. 그들은 <이 미술가들이 가진 공통점은 무엇인가?>(1985)[도판12], <이 갤러리들은 오로지 10%의 여성 미술가들의 작품 혹은 여성 미술가의 작품을 아무것도 전시하지 않는다>(1985)[도판13]과 같은 흑백 포스터들에서 통계 자료와 텍스트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었다. 이 포스터에서 게릴라 걸스는 레오 카스텔리(Leo Castelli), 메리 분(Mary Boone), 블룸 헬만(Blum Helman)과 같이 뉴욕의 저명한 갤러리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나열하였고, 이 유인물들을 거리에 붙였다.  
                                           62  조야 코커·사이먼 릉 엮음, 『1985년 이후의 현대미술 이론』, 서지원 역, 성낙양, 2010,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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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도판도판도판    12 12 12 12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걸스걸스걸스걸스(Guerrilla Girls), (Guerrilla Girls), (Guerrilla Girls), (Guerrilla Girls), <<<<이이이이    미술가들의미술가들의미술가들의미술가들의    공통점은공통점은공통점은공통점은    무엇인가무엇인가무엇인가무엇인가????    (What Do These (What Do These (What Do These (What Do These Artists Have in Common?)> (1985)Artists Have in Common?)> (1985)Artists Have in Common?)> (1985)Artists Have in Common?)> (1985)    

        도판도판도판도판    13 13 13 13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걸스걸스걸스걸스, <, <, <, <이이이이    갤러리들은갤러리들은갤러리들은갤러리들은    오로지오로지오로지오로지    10%10%10%10%의의의의    여성여성여성여성    미술가들의미술가들의미술가들의미술가들의    작품작품작품작품    혹은혹은혹은혹은    여성여성여성여성    미술가의미술가의미술가의미술가의    작품을작품을작품을작품을    아무것도아무것도아무것도아무것도    전시하지전시하지전시하지전시하지    않는다않는다않는다않는다(These Galleries Show No More Than 10% (These Galleries Show No More Than 10% (These Galleries Show No More Than 10% (These Galleries Show No More Than 10% Women Artists or None At all)> (1985)Women Artists or None At all)> (1985)Women Artists or None At all)> (1985)Women Artists or None At all)>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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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도판도판도판    14 14 14 14 마사마사마사마사    로슬러로슬러로슬러로슬러(Martha (Martha (Martha (Martha Rosler), <Rosler), <Rosler), <Rosler), <부엌의부엌의부엌의부엌의    기호학기호학기호학기호학    (Semiotics of the Kitchen)> (Semiotics of the Kitchen)> (Semiotics of the Kitchen)> (Semiotics of the Kitchen)> (1975)(1975)(1975)(1975)    

게릴라 걸스는 풍자적인 말투의 텍스트를 사용해 미술 제도 내에서 일어나는 여성 미술가들에 대한 차별을 폭로했다. 카산드라 랭어(Casandra Langer)는 그들의 풍자적 어투와 연결시켜“그들이 지닌 언어와 이미지를 열정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재능은 현대 미술 조직의 화려함 속에 감춰져 있는 숨겨진 편견을 드러낸다”라고 평가했다.63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의 미술에서는 텍스트와 사진을 차용하여 모더니즘을 비판한 개념미술이 유행했는데, 이러한 개념 미술의 방식은 제도비판 미술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했다. 기존의 미술에서 언어는 상징적 의미로 이용되거나 시각적 효과를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되었지만 개념미술에서는 텍스트가 그 자체로서 의미작용을 하게 되었다.64  게릴라 걸스의 작품에서 텍스트는 은유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서술적이고 직접적으로 포스터의 내용을 명시한다. 이렇게 게릴라 걸스가 작품에서 텍스트와 이미지를 차용한 방식은, II장 2절에서 설명했던 후기구조주의 재현비판과 개념미술 경향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 할 수 있다. 게릴라 걸스의 제도비판 미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술관이 취하는 입장을 비판하는 한스 하케, 마르셀 브루태스와 같은 제도비판 미술가들과는 달리 페미니즘적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들과 같이 페미니즘적 입장을 드러내며 제도비판 미술을 한 미술가들은 마사 로슬러, 루이즈 로울러, 안드레아 프레이저가 있다. 마사 로슬러의 <부엌의 기호학 (Semiotics of the Kitchen)>(1975)[도판14]은 여성에 대한 사회의 가부장적인 제도와                                            63  Cassandra Langer, “Confession of the Guerrilla Girls”, WOMEN ARTISTS NEWS, Vol. 21, (Spring, 1996), p. 44. 64 오유진(주 47),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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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도판도판도판    15 15 15 15 루이즈루이즈루이즈루이즈    로울러로울러로울러로울러(Louise (Louise (Louise (Louise Rawler),<Rawler),<Rawler),<Rawler),<바바라와바바라와바바라와바바라와    유진유진유진유진    슈워츠에슈워츠에슈워츠에슈워츠에    의해의해의해의해    진열된진열된진열된진열된    (Arranged by (Arranged by (Arranged by (Arranged by Barbara and Eugene Barbara and Eugene Barbara and Eugene Barbara and Eugene Schwartz)>(1982)Schwartz)>(1982)Schwartz)>(1982)Schwartz)>(1982)    

여성 이미지의 정형화에 대해서 비판했고, 루이즈 로울러와 안드레아 프레이저는 미술의 상품화에 대해서 견책했다.65 로울러는 <바바라와 유진 슈워츠에 의해 진열된 (Arranged by Barbara and Eugene Schwartz)>(1982)[도판15]을 통해서 이러한 미술 작품의 상품화에 대해 지적했다. 로울러는 미술 작품이 미술 시장의 힘에 굴복한다는 것이 작품이 단순히 상품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녀는 이로 인해서 가방과 구두와 같은 패션 잡화에서 상품 자체보다는 로고가 더 높은 가치를 갖는 것처럼 미술 작품도 하나의 ‘기호의 교환가치’가 되는 것에 대해 작품을 통해서 질책했다.66 안드레아 프레이저도 초기작업들에서는 게릴라 걸스와 같은 강한 페미니즘적 입장을 취했는데, 그녀의 작업에 영향을 끼친 것은 루이즈 로울러의 기존의 미술을 차용하여 재배치시키며 작업하는 방식이었다. 김정희는 로울러가 기존 미술을 차용해 사용한 것은 린다 노클린이 여성 미술가들을 전시한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2세대 여성주의의 전복을 통한 개선 전략은 전복 대상인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것의 해체적 재생산이다”라고 평가했다.67 이와 같은 차용 방식은 프레이저의 미술에서도 드러났는데, 김정희에 의하면 프레이저는                                            65 루이즈 로울러 <폴록과 수프 그릇 (Pollock and Soup Tureen)>(1984) 소장자가 마련한 공간에 놓인 미술 작품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로울러가 생산한 이미지들은 마치 『보그(Vogue)』나 여타 사치스러운 디자인 잡지의 인테리어 화보처럼 보인다. 미술 작품의 상품화를 강조하는 로울러의 이미지들은 소장자가 자신의 주거 공간에 작품을 가져다 놓아 작품을 그의 주관의 연장으로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할 포스터, 로잘린드 크라우스 외 3명(주 17), p. 47.  66 할 포스터, 로잘린드 크라우스 외 3명(주 17), p. 625 참조.  67 위의 글,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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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울러의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인지했고, 그녀 또한 로울러처럼 기존의 미술을 차용하여 병치시키면서 재배치 했다.68 게릴라 걸스는 책『게릴라 걸스의 서양 미술사』(1998)를 통해서 노클린의 방식과 같이 미술사 속에서 배제 되었던 여성 미술가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서양 미술사를 재집필 함으로써 미술사가 지닌 가부장적이고 편협한 관점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게릴라 걸스가 처음 활동하기 시작했던 시기에는 미술 제도비판에 집중했었는데, 그들의 작업은 90년대에 들어서 비판하는 제도의 범위를 미술계뿐만 아니라 사회·정치 제도로 확장시켰다. 하지만 그들이 비판하는 제도의 범위가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은 여전히 그들의 주된 의식으로 남았다. 게릴라 걸스의 작업 속의 주제는 정치·사회적인 연대기적인 상황의 변화와 미술계의 담론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다.  게릴라 걸스는 1990년대에 들어서 부시 정부의 이라크 전쟁 참전에 대한 비판과 사회 내의 여성과 약자에 대한 복지제도의 부재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들은 특히 낙태와 강간에 대한 불평등한 제도를 비난했는데, 이러한 여성 문제를 표현할 때에는 직접 거리 시위에 참가하는 것과 같은 행동주의적 전략을 사용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그들은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매스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했고, 2005년도부터는 미술계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국제 미술 제도의 남성중심적인 운영에 대해서 비판했다. 이렇게 그들의 작업에서 시대적 변화의 영향을 받아서 다루는 제도의 범위 또한 매우 다양                                           68「안드레아 프레이저의 미술 실천에 나타난 ‘후기여성주의’미술가의 특징」에서 로울러의 <워즈워드 아테네움 소장품으로, 솔 르윗과 루이즈 로울러 (From the Collection of the Wadsworth Atheneum, Sol LeWitt and Louise Lawler)>(1984)의 해체적 작업 방식을 프레이저가 인지하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그녀는 로울러가 미술품을 재배치하여 미술 제도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큐레이터의 활동인 미술품 재배치와 글쓰기 들과 같은 실천을 통해서 미술가 역할을 확장시킴으로써 미술가에 대한 제도적 정의로부터 탈출하고,“제도의 경계들”을 붕괴 시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라고 서술한다. 김정희(주 27), pp. 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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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되었다.  게릴라 걸스는 처음에는 미술관에서 전시를 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거리로 나가서 그들의 메시지를 공중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다.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의 로베르타 스미스(Roberta Smith)는 게릴라 걸스의 이러한 방식에 대해 “이 공동성명들의 작업은 풍자, 통계와 대담한 그래픽들로 가득 차 있고, 갤러리들 미술관들 콜렉터들 비평가들 그리고 백인 남성 미술가들과 같은 다양한 범위에서 성차별과 인종차별에 대한 혐의를 묻는다”라고 설명했다.69 이와 같은 미술사가와 비평가들의 설명처럼 그들은 행동주의 미술의 전략을 사용해 미술기관이 아닌 미술 제도 밖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마이클 해트(Michael Hatt)와 샬럿 클롱크(Charlotte Klonk)가 1970년대의 페미니즘 미술 운동의 전개에 대해서“초기의 많은 페미니즘 미술가와 비평가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여성이 작품 제작의 기회를 박탈당했고, 여성의 작품들이 성차별적으로 평가되었음을 밝히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70  해트와 클롱크가 서술한 1970년대 페미니즘 운동은 게릴라 걸스가 다양한 미술 형식으로 미술 제도의 남성중심적 운영 관행과 성차별에 대항하는 것으로 이어나고 있다. 하지만 게릴라 걸스의 미술 제도에 대한 입장은 제 2세대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제 2세대 페미니스트들이 미술계의 상업갤러리, 콜렉터와 미술관을 넘어서서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했던 반면 게릴라 걸스는 여성 미술가들이 상업 갤러리를 포함한 미술 제도를 이루는 구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들의 이러한 입장은 <미국                                           69 Smith, Roberta, "ART VIEW; Waging Guerrilla Warfare Against the Art World." The New York Times, 17 June 1990: n. pag, 검색일: 2014-04-14.  70 마이클 해트·샬럿 클롱크,『미술사 방법론-헤겔에서 포스트식민주의까지 미술사의 다양한 시각들』(2006), 전영백과 현대미술연구회 역, 세미콜론, 2012, p.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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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성들은 남성이 버는 돈의 2/3밖에 벌지 못한다. 여성 미술가들 남성이 버는 돈의 1/3밖에 벌지 못한다 (Women in America Earn only 2/3 of What Men Earn. Women Artists Earn Only 1/3)> (1985) [도판16]과 <버스 회사들이 뉴욕의 미술 갤러리들 보다 더 계몽적이다(Bus Companies are More Enlightened Than NYC ART Galleries)> (1989, 1995)[도판17]과 같은 작품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이 작품들의 특징은 미술 제도에서 여성 미술가들이 소외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로 직결된다는 것을 부각시켰다는 것이었다.  제도 밖에서 미술 제도를 비판했던 게릴라 걸스는 2005년도 베니스 비엔날레 참가를 기점으로 제도비판을 미술 제도 안에서 이어나갔다. 이렇게 게릴라 걸스가 미술계에서 명성을 얻으면서 제도 안으로 위치하게 되었던 것이 그들의 제도비판적 입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 이러한 게릴라 걸스의 제도에서의 위치 변화는 안드레아 프레이저가 미술과 미술가는 미술 제도 안에서만 기능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2005년 그녀의 글에서 “우리들이 제도이다”라고 선언했던 것을 상기시킨다.71  프레이저가 주장했던 것처럼 과연 미술가들이 제도를 비판하기 위해서 제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일까? 게릴라 걸스의 이러한 제도에 대한 입장의 변화가 작품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본문의 제 III장 4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71 김정희(주 27), p. 121 중 Andrea Fraser,“From the Critique of Institutions to an Institution of Critique”, Welchman, ed., Institutional Critique and After, Volume 2 of the SoCCAS(Southern California Consortium of Art Schools) Symposia, 2005 에서 p. 13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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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도판도판도판    16 16 16 16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걸스걸스걸스걸스, , , , <<<<미국의미국의미국의미국의    여성들은여성들은여성들은여성들은    남성이남성이남성이남성이    버는버는버는버는    돈의돈의돈의돈의    2/32/32/32/3밖에밖에밖에밖에    벌지벌지벌지벌지    못한다못한다못한다못한다. . . . 여성여성여성여성    미술가들은미술가들은미술가들은미술가들은    단지단지단지단지    남성이남성이남성이남성이    버는버는버는버는    돈의돈의돈의돈의    1/31/31/31/3밖에밖에밖에밖에    벌지벌지벌지벌지    못한다못한다못한다못한다(Women in America Earn (Women in America Earn (Women in America Earn (Women in America Earn only only only only 2/3 of What Men Earn. Women Artists Earn Only 1/3)> (1985)2/3 of What Men Earn. Women Artists Earn Only 1/3)> (1985)2/3 of What Men Earn. Women Artists Earn Only 1/3)> (1985)2/3 of What Men Earn. Women Artists Earn Only 1/3)> (1985)            

    도판도판도판도판    17171717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걸스걸스걸스걸스, , , , <<<<버스버스버스버스    회사들이회사들이회사들이회사들이    뉴욕의뉴욕의뉴욕의뉴욕의    미술미술미술미술    갤러리들갤러리들갤러리들갤러리들    보다보다보다보다    더더더더    계몽적이다계몽적이다계몽적이다계몽적이다(Bus (Bus (Bus (Bus Companies are More Enlightened Than NYC ART Galleries)> (1989, 1995)Companies are More Enlightened Than NYC ART Galleries)> (1989, 1995)Companies are More Enlightened Than NYC ART Galleries)> (1989, 1995)Companies are More Enlightened Than NYC ART Galleries)> (1989, 1995)        



 

도판도판도판도판    18 18 18 18 로버트로버트로버트로버트    스미슨스미슨스미슨스미슨(Roebrt (Roebrt (Roebrt (Roebrt Smithson),<Smithson),<Smithson),<Smithson),<나선형나선형나선형나선형    방파제방파제방파제방파제(Spiral (Spiral (Spiral (Spiral Jetty)>(1969Jetty)>(1969Jetty)>(1969Jetty)>(1969----1970)1970)1970)1970)    

제제제제    3333    절절절절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1. 장소 특정성 미술 작품에서 장소가소 특정성(site-specificity)이 의미와 형식을 기대고 있다는특정성이란 단어의 개념은 고정된변화했다. 형식주의자였던 모더니스트들은품의 전시 장소와 상관 없이모더니스트 시기의 조각가들은받침대로서의 기념비를 제작하였으며이고, 자기지시적(self-referential)각의 자율성과 유동성을 중요시여겨졌다.  
방파제(Spiral Jetty)>(1969다.[도판18] 스미슨은 이 작품을를 작품의 요소로 활용함으로써                                          72 진 로버트슨, 크레이그 맥다니엘73 도날드 프레지오시 엮,『꼭 로잘린드 크라우스,「확장된 2013, p. 449.   42 

 (Spiral (Spiral (Spiral (Spiral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걸스걸스걸스걸스    미술과미술과미술과미술과    장소장소장소장소    특정성특정성특정성특정성    특정성  장소가 지니는 의미는 꾸준히 확장 되어왔다. 장specificity)의 의미는 작품이 설치된 특정 장소에 작품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72 그러나 장소 고정된 개념이 아닌 미술 담론의 흐름에 따라 모더니스트들은 미술작품의 의미나 형태가 작없이 일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조각가들은 장소성을 상실했고, 추상으로서의 기념비, 제작하였으며, 조각들이 기능적으로는 무장소적referential)이었다.73 이렇듯, 모더니즘에서는 조중요시되면서 장소는 작품과는 무관한 요소로 하지만 1960년대 후반 모더니즘 조각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지닌 미니멀리즘 조각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장소’의 개념은 중요시되기 시작했다. 특히 로버트 스미슨(Robert Smithson, 1938-)은 호숫가에 설치한 <나선형 (Spiral Jetty)>(1969-1970)는 조각의 영역의 확장에 기여했작품을 특정한 장소에서 그곳의 지형과 재료활용함으로써 환경적인 맥락을 작품의 일부로 만들었   맥다니엘(주 3), p. 234.  읽어야 할 예술 이론과 비평 40선』(2009),  장에서의 조각」, 정연심·김정현 역, 미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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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그는 흙과 바위와 같은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적인 재료로 만든 이 작품은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으로 비영구성을 강조했다. 스미슨은 비영구적이고 장소 특정적인 이 작품을 통해서, 미니멀리즘 미술에서 조각의 독립적인 가치를 강조하지만, 모순적으로 유동성으로 인해서 높은 상품가치를 지니는 미니멀리즘 조각을 비판했다. 아울러 그가 작품을 미술 기관이 아닌 자연에 설치 했던 것은 모더니즘에서 추구했던 미술품을 위한 일상과 독립된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 1931-), 크리스토(Christo)와 같은 미술가들 역시 특정 장소에 직접 작업을 하며 비영구성을 띄는 작품을 선보였다. 이들은 들판에 작품을 설치하거나 전시 공간을 일상적인 오브제들로 채웠다. 아울러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스트, 페미니스트와 다문화주의자들은 전시의 맥락과 무관하게 감상할 수 있는 미술은 없으며, 작품이 유래한 장소의 문화적 함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미술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74 이러한 소신으로부터, 모더니즘 시기 이후의 미술에서 미술가들에게 장소의 역할은 단순히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지닌 역사성과 특징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들의 이러한 작업들은 미술작품의 엘리티즘과 상품화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모더니즘 미술의 관점인 미학적인 자의식과 성찰, 서사 구조의 거부와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개방적인 특성과 일상생활과 미술을 분리했던 것에 대립했다.75 이제는 미술에서 장소 특정성의 개념에서 ‘장소’의 의미가 물리적인 곳에서 사회·정치적 논쟁과, 문화적 논쟁, 미술 기관의 틀을 비롯한 여러 제도적 틀, 역사적 조건 심지어 특정한 욕망의 형성 등도 장소                                           74 위의 책, p. 234.  75 Mike Featherstone(ed,), Consumer Culture and Postmodernism , London: Sage Publications, 1991, p.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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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기능한다고 여겨지고 있다.76 권미원은 논문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장소 특정성에 대한 소고」에서 한스 하케, 다니엘 뷔랭과 같은 제도비판 미술가들의 작업 또한 장소 특정적 미술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제도비판 미술가들은 장소를 물리적, 공간적 조건에서뿐만 아니라 미술 제도들에 의해 정의되는 문화적 틀로서 다양하게 이해해 왔다.77 이와 같은 장소 특정성의 확장된 장소 특성에 근거하여 장소 특정성을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하는 제도비판 미술에서 장소는 그 개념이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제도를 일컫는 관념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제도비판 미술에서는 미술 작품이 생산되는 조건 즉, 미술관을 비롯한 갤러리, 미술 비평, 미술 시장과 같은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미술가을 속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가장 큰 쟁점으로 삼았다. 권미원은 장소 특정적 미술의 다양한 방식에 관해서 “장소 특정의 미술은 미술 제도의 습관과 욕망에 대항하고 미술 작품이 시장에서 상품화 되는 경향에 지속적으로 저항하는 가운데 정보, 텍스트, 해설, 교훈 중심의 반시각적 전략이나 일시적인 한계를 지니는 제스처, 이벤트, 퍼포먼스 등의 비물질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정의했다.78  그녀가 지적하듯이, 장소의 의미는 물리적인 의미에서 그 개념이 확장되었고, 이것은 장소 특정적인 미술에도 변화를 주었다. 예를 들어 미니멀리즘 미술작품들의 상품화에 대항하여 출현한 대지 미술은 탈물질화와 비영구성 전략을 사용했다. 이어서 제도비판 미술가들은 자본과 권력으로 얼룩진 미술 제도를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파헤쳤다. 더 나아가 게릴라 걸스와 같은 행동주의 미술가들은 사회·정치적 쟁점들을 미술로 끌어들이면서 정보, 텍스트, 교훈 중심적인 내용의 포스터를 배포하거나 방식과 퍼포먼스, 시위와 같은 일시적인 방식을 사용했다.                                            76 권미원,「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장소 특정성에 대한 소고」, 조야 코커·사이먼 릉(주 62), p. 54. 77 위의 책, pp. 51-52 참조.  78 위의 책,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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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도판도판도판    19 19 19 19 액트액트액트액트----업업업업(Act(Act(Act(Act----Up), < Up), < Up), < Up), < 내내내내    말을말을말을말을    잘잘잘잘    들어들어들어들어보세요보세요보세요보세요(Read My (Read My (Read My (Read My Lips>(1988)Lips>(1988)Lips>(1988)Lips>(1988)    

권미원이 지적한 장소 특정적 미술의 방식은 미술가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장소에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는 것과, 이를 위해 그 장소와 연결된 데이터, 정보와 같은 매체를 사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미술작품에서의 장소 특정성은 1985년 이후의 게릴라 걸스 작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들이다. 게릴라 걸스 외에도 1980년대 후반에 들어 결성된 사회비판적인 미술가 그룹들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장소 특정적인 성격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미술가 그룹들은 액트-업(Act-up)79과 연계 된 그란 퓨리(Gran Fury), 테스팅 더 리밋(Testing The Limits), 피어스 푸시(Fierce Pussy) 등이 있었다. 이들은 에이즈 문제에 관해서 퍼포먼스와 거리시위를 벌이는 행동주의 미술을 보여주었다. 액트-업과 그란 퓨리와 같은 단체들은 다양한 기호를 창조하고 기존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차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작업했다. 할 포스터와 그 외 저자들은『1900년대 이후의 미술사』에서 액트-업이 1988년 부시의 선거 공약 “내 말을 잘 들어 보세요(Read My Lips)”를 차용한 것을 예로 들어 이러한 차용 방식이 게릴라 걸스의 작업에서도 나타났음을 지적했다.80  [도판19]                                            79 Act-up (Aids Coalition to Unleash Power)액트-업은 에이즈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문제들을 미술가들과 연합해 포토 몽타쥬, 그래픽 디자인과 같은 방식부터 거리 시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었다.   80  조지 부시의 1988년 새로운 세금이 없을 것임을 약속 했던 선거 공약 “내 말을 잘 들어 보세요(Read My Lips)”는 게이와 레즈비언의“키스 행위(Kiss-ins)”와 만나면서 다른 선거 공약으로 바뀌었다. 그룹 갱은 비버의 사진을 키스하고 있는 커플로 대체하고 “ 그들이 내입을 막기 전에 (Before they are sealed)라는 문구를 붙이자, “내 말을 잘 들어 보세요.”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됬는데, 병원에서 낙태 상담을 못하게 한 부시의 금지령 (법정에서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한 공표 금지)에 대한 고발로 바뀌었다. 할 포스터, 로잘린드 크라우스 외 3명(주 17), p.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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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용 방식은 게릴라 걸스의 미술 제도비판을 비롯해서 사회비판적인 작품을 대형 광고판에 전시 하고 거리 시위에 포스터를 들고 참여하는 것과 같은 활동으로 나타났다. 진 로버트슨과 크레이그 맥다니엘은 장소 특정성의 확장된 의미에 대해서“장소 특정성(site-specificity)은 작품이 어떻게 보이는 지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작품이 놓이는 공간 배치에 따라 상당 부분 기대고 있다는 뜻이다. …… 공간에 중요한 요소는 무수히 많으며 그 중 어떤 것도 가능하다. 공간의 크기, …… 일반적 특성, 구성하는 재료, 과거 맥락의 활용, …… 역사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의 역할 등이 그 예다”라고 정의했다. 81  이처럼 장소에서 실질적 공간, 역사성, 특성 등 물리적인 것에서부터 관념적인 것까지 모든 개념이 중요하다. 미술에서는 이러한 장소 특정성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전시 장소가 다양화 된 것뿐만이 아니라 미술의 정의와 범주까지 재정립하도록 했다.    2. 게릴라 걸스 작품의 장소 특정적 성격  게릴라 걸스의 작품에서 장소 특정적인 성격은 전시하는 장소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고려하고 그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다. 아울러 그들이 미술기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전시하면서 성차별과 인종차별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루고, 미술을 미적, 미술사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영역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에서 장소 특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술경향은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미술가들 사이에서 장소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나타난 것이었다. 게릴라 걸스가 다루는 주제와 내용이 상응하는 장소에 작품을                                            81  진 로버트슨, 크레이그 맥다니엘(주 3), p. 235 에서 Nicholas De Oliviera, Nicola Oxley, and Michael Petry, Installation Art, London: Thames and Hudson, 1994, p. 3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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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도판도판도판    20 20 20 20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걸스걸스걸스걸스, <, <, <, <우리는우리는우리는우리는    흰흰흰흰    빵을빵을빵을빵을    팝니다팝니다팝니다팝니다(We Sell White (We Sell White (We Sell White (We Sell White Bread)> (1987)Bread)> (1987)Bread)> (1987)Bread)> (1987)        도판도판도판도판    21212121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걸스걸스걸스걸스, <, <, <, <아아아아, , , , 일년일년일년일년    중중중중    특별한특별한특별한특별한    달들이여달들이여달들이여달들이여! (Oh, ! (Oh, ! (Oh, ! (Oh, Those Special Months of the Those Special Months of the Those Special Months of the Those Special Months of the Year!)> (1990)Year!)> (1990)Year!)> (1990)Year!)> (1990)    

배포하는 전략은 1985년 첫 작품에서부터 사용되었다. 1985년 당시 제작했던 뉴욕 갤러리들의 여성차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던 두 개의 포스터들은 모두 당시 뉴욕의 갤러리들이 밀집해 있던 지역인 소호에 부착했다. 이처럼 미술 제도의 여성 차별을 폭로하는 작품을 주로 만들었던 게릴라 걸스에게 뉴욕의 대부분의 유명 갤러리들이 모여있던 소호는 주된 활동의 장소였다.        이후 게릴라 걸스는 뉴욕 미술계의 인종차별을 폭로하는 스티커 <우리는 흰 빵을 팝니다(We Sell White Bread)>(1987)[도판20]를 뉴욕 갤러리들의 창문에 부착하기도 했다.82 이와 같은 전략은 게릴라 걸스의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아! 일년 중 특별한 달들이여! (Oh, Those Special Months of the Year!)> (1990)[도판21]는 미국 대학들의 캠퍼스 내에 배포되었다.83 이 포스터는 ‘게릴라 걸스의 팝 퀴                                           82 포스터의 왼편에는 식빵의 이미지 위에 “우리는 흰 빵을 팝니다” 라는 텍스트가 삽입 되어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식빵 광고와 같기도 하다. 오른편에는 “재료: 백인 남성, 인공 조미료, 방부제” 라는 텍스트와 “일일 최저 필요량만큼의 백인 여성 그리고 유색 인종이 들어 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갤러리들이 백인 남성 미술가들의 작업을 선호 한다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본 자료는 연구자가 게릴라 걸스의 <우리는 흰 빵을 팝니다(We Sell White Bread)>(1987)의 본문 내용을 번역했다. 83인종 차별과 성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지정 된 흑인 역사의 달과 여성 역사의 달은 미국의 몇몇 대학에서 흑인 학생과 여학생들이 2월과 3월에 특별 미술 전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다시 한번 차별을 경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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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도판도판도판    22 22 22 22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걸스걸스걸스걸스, <, <, <, <친애하는친애하는친애하는친애하는    미술품미술품미술품미술품    콜렉터님께콜렉터님께콜렉터님께콜렉터님께(Dear Art (Dear Art (Dear Art (Dear Art Collector>(1986, 2006, 2008)Collector>(1986, 2006, 2008)Collector>(1986, 2006, 2008)Collector>(1986, 2006, 2008)    
            도판도판도판도판    23 23 23 23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걸스걸스걸스걸스, <, <, <, <여성여성여성여성    감독들감독들감독들감독들을을을을    풀어주세요풀어주세요풀어주세요풀어주세요!(Unchain the !(Unchain the !(Unchain the !(Unchain the Women Directors!)> (2006)Women Directors!)> (2006)Women Directors!)> (2006)Women Directors!)> (2006)    

즈’라는 제목과 “만약 2월이 흑인 역사의 달이고 3월이 여성 역사의 달이면 나머지 년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을 던진 뒤, 그 아래 질문의 답을 ‘차별’이라고 써넣었다. 그들이 포스터를 배포한 대학들은 무작위로 선정 된 것이 아닌 여성과 유색인종의 달을 구분해서 특별전시를 개최하는 대학들이었다.  게릴라 걸스는 2000년대 이후부터 뉴욕 이외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전시를 하기 시작했다. 이때, 그들은 작품에 지역의 원어를 사용하면서 전시 장소의 역사적인 맥락과 특성을 부각시켰다. <친애하는 미술품 콜렉터님께(Dear Art Collector)>(1986, 2006, 2008)[도판22]와 같은 작업은 중국에서 전시 되었을 때 한자로 쓰여졌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지역에 상응하는 언어를 사용해 작품을 만들었는데, 미국, 스페인의 빌바오와 멕시코 시티에서 전시 되었던 <여성 감독들을 풀어주세요! (Unchain the Women Directors!)>(2006)[도판23]의 경우에는 영어와 스페인어 두 가지의 언어로 제작되었다. 게릴라 걸스 미술의 장소 특정적인 특징은 각 지역과 장소의 특성을 이용해 작업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물리적인 장소의 역사성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것에 대해서 지적했다. 게릴라 걸스 웹사이트, ‘ Guerrilla Girls ’ , http://www.guerrillagirls.com, 검색일: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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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도판도판도판    24 24 24 24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걸스걸스걸스걸스, <, <, <, <처음에처음에처음에처음에    그들은그들은그들은그들은    낙태권을낙태권을낙태권을낙태권을    빼앗아빼앗아빼앗아빼앗아    가려가려가려가려고고고고    했다했다했다했다. . . . 지금지금지금지금    그들은그들은그들은그들은    미술을미술을미술을미술을    검열한다검열한다검열한다검열한다(First They Want To (First They Want To (First They Want To (First They Want To Take Away A WomanTake Away A WomanTake Away A WomanTake Away A Woman’s Right to Choose. Now Theys Right to Choose. Now Theys Right to Choose. Now Theys Right to Choose. Now They’re re re re Censoring Art)> (1991)Censoring Art)> (1991)Censoring Art)> (1991)Censoring Art)> (1991)    

이와 같은 게릴라 걸스 미술에서의 장소 특정적 성격은 그들의 사회비판적 미술에서도 이어졌다. 그들은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반전 포스터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주제의 범위를 사회문제로 확장했다. 그들의 이러한 사회 비판적 작품들은 그들이 다루는 주제가 일반 대중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한 이유에서 그들의 작품들은 미술 기관에 전시 할 때에는 전달하는 메시지의 의미가 퇴색된다. 그렇기 때문에 게릴라 걸스의 작품에서 장소와 관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처음에 그들은 낙태권을 빼앗아 가기를 원했다. 지금 그들은 미술을 검열한다(First they want to take away a woman’s right to choose. Now they’re censoring art)>(1991)[도판24]는 뉴욕의 차이나 타운(China Town), 소호와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가 위치한 로우어 이스트 사이드(Lower east side)의 빌보드에 설치되었다. 이 빌보드가 위치했던 장소는 현재에도 에이즈 워크(Aids-Walk)와 같은 정치적 이벤트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인데, 과거에는 노동계층의 사람들, 이민자들, 유색인종들과 같은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다. 그들의 작품이 설치 되었던 곳은 당시 1991년도에는 소득층 계급이 거주했던 지역이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의 중산층화(Gentrification)는 소호를 현재 부유한 지역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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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도판도판도판    25 25 25 25 제니제니제니제니    홀저홀저홀저홀저, <, <, <, <남자들은남자들은남자들은남자들은    더더더더    이상이상이상이상    당신을당신을당신을당신을    보호해보호해보호해보호해    주지주지주지주지    않는다않는다않는다않는다(MEN DON(MEN DON(MEN DON(MEN DON’’’’T PROTECT YOU ANYMORE)> T PROTECT YOU ANYMORE)> T PROTECT YOU ANYMORE)> T PROTECT YOU ANYMORE)> (1983(1983(1983(1983----1985)1985)1985)1985)    

게릴라 걸스와 유사한 전략을 사용하는 바바라 크루거와 제니 홀저의 작업에서도 장소 특정성은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그들은 게릴라 걸스의 작업처럼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비판을 대형 광고판이나 전광판과 같은 공공 장소의 매체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했다. 제니 홀저의 <남자들은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MEN DON’ T PROTECT YOU ANYMORE)>(1983-1985)[도판25]는 뉴욕의 브로드웨이 42번가의 극장에 전시되었다. 고든 휴스(Gordon Hughes)는 이 작품에서 “‘남자’에 대한 정의는 이제 동성애 섹스 파트너, 그리고 에이즈 유행병(epidemic)에 대응하지 못한 보수적이고 대부분 백인인 남성정치인으로 그 범위가 좁혀졌다”라고 했다.84 휴스가 설명하는 것은 ‘보호’에 대한 개념이 이전에는 여자와 남자 사이의 문제였다면, 1980년대의 에이즈 위기 이후에는 그 초점이 동성으로 바뀐 것과 에이즈에 안일하게 대처한 사회지배층의 태도인 것이었다.    제니 홀저의 이 작품은 1993년 뉴욕 브로드웨이 42번가의 리버티 극장(Liberty theater) 위의 차양에 설치되었다.85 현재뉴욕의 42번가 지역은 타임 스퀘어와 브로드웨이가 위치해 있어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관광 명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1970년대에 그 지역은 매일 강간 및 살인, 강도 등과 같은 강력범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어났던 장소                                           84 Gordon Hughes, “Power’s Script: Or, Jenny Holzer’s Art after ‘Art after Philosophy’”, Oxford Art Journal, Vol. 29, No. (2006), p. 433.  85 리버티 극장이 위치 했던 42번가는 1930년대~1940년대에는 매우 부유했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 1970년대까지는 지역이 가난해 지면서 뉴욕의 위험 지역으로 바뀌었다. 70년대 들어와 타임 스퀘어 부근 지역이 뉴욕 시에서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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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홀저의 <남자들은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가 과거의 우범 지대에 설치 되었던 것은 지금은 안전한 장소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다시 범죄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대중들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 장소의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한 그녀의 작품을 통해서, 공공 장소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이 단순히 장소의 미학적인 수단을 위한 것이 아닌 사람들이 쉽게 망각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공공 장소에서 전시를 하는 것은 관객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릴라 걸스의 작업에서 관객의 존재와 참여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포스터와 스티커 같은 유인물들을 배포했으며, 모든 작품의 하단에는 그들이 사용하는 지정 우편함(P.O. Box)의 번호를 작품의 하단에 항상 명시하였다. 우편 박스의 번호를 넣어 대중들이 의견과 피드백을 자유롭게 제시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은 그들의 작업이 공론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은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공론장 개념에서 ‘공공의 공간’을 공공 담론이 발생하는 장소로 정의하는 것과 연관된다.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담론이 발생하는 장소가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인쇄물과 전자 매체를 포함한다.86 게릴라 걸스는 공공 공간에 대한 정의가 확장됨에 따라 물리적인 장소 외에도 웹사이트를 사용한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작품을 능동적으로 배포했고 누구나 그들의 작품들을 재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것은 그들의 작업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재인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만큼 확장된 관객에게 작품을 통해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게릴라 걸스가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에 대응하고 그들의                                            86  Jennifer Barrett, “The Public Sphere”, Museums and the Public Sphere, Chichester, UK: Wiley-Blackwell, 2011, pp. 15-44,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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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확립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에 대해서 미술사가 진 로버트슨과 크레이그 맥다니엘은 이것을 “행동주의 미술(activist art)”로 정의했다.87 행동주의 미술로서 정의되는 게릴라 걸스의 활동은 거리와 공공장소에서 그 장소의 역사적 주제나 정치적인 의제를 다룬다. 이와 같은 그들의 작업은 미술 제도의 관습에 대항하는 것이며, 그들의 작품 내용이 정보와 텍스트 및 해설 중심의 반시각 전략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게릴라 걸스의 미술을 장소 특정적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87 로버트슨과 맥다니엘은“게릴라 걸스가 즐겨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는 자동차 스티커나, 잡지 광고 같은 선전 형식을 활용해 행동주의 시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진 로버트슨, 크레이그 맥다니엘(주 3), p. 7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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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III.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걸스걸스걸스걸스    작품의작품의작품의작품의    연대기적연대기적연대기적연대기적    분석분석분석분석      본문 II 장에서 다루었던 게릴라 걸스 작품에서 드러나는 미술사적 특징과 이론에 이어서, 제 III 장에서는 게릴라 걸스의 작품을 연대기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들의 작품은 미술계의 담론의 흐름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 게릴라 걸스가 처음 활동을 시작 했을 당시에는 미술 제도 내의 여성 미술가들에 대한 차별 문제에 집중했다. 그들이 보여주는 페미니스트적 입장은 일관적이지만, 그들의 작품은 미국의 사회·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그 시기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게릴라 걸스가 제작하는 포스터들의 주제와 이슈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덧붙여지며 다양하게 확장 되었으므로, 게릴라 걸스의 작품을 연대기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제제제제    1111    절절절절    1985198519851985----1990199019901990::::    미술관미술관미술관미술관, , , , 갤러리갤러리갤러리갤러리    및및및및    미술시장미술시장미술시장미술시장과과과과        여성여성여성여성    미술가들의미술가들의미술가들의미술가들의    관계관계관계관계에에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비판비판비판비판     1. 미술 제도 내의 여성 차별에 대한 대항  게릴라 걸스가 처음 활동을 시작한 후 5년 동안은 주로 미술 제도를 구성하는 미술 기관, 비평가, 시장 등과 같은 구성요소들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했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여성 차별에 대해 규명하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 시기에 제작된 작품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첫 번째 특징은 제도 내의 여성 차별에 대한 대항이고, 두 번째는 정부와 대기업이 미술 제도에 행사하는 권력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 시기에 만든 작품은 총 27개인데, 이것은 모두 그들의 웹사이트에 개재되어있다. 본 장에서는 모든 작품을 분석하지 않고, 게릴라 걸스의 미술 제도비판 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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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1> 1> 1> 1> 게릴라 걸스 작품 리스트게릴라 걸스 작품 리스트게릴라 걸스 작품 리스트게릴라 걸스 작품 리스트: 1985-1990: 1985-1990: 1985-1990: 1985-1990순번순번순번순번 연도연도연도연도 작품내용작품내용작품내용작품내용 제목제목제목제목1 1985 여성차별 <이 미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인가?(What Do These Artists Have inCommon?)>2 1985 여성차별 <이 갤러리들은 여성미술가들의 작품을 10%이하를 전시 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다(These Galleries Show No More Than 10% Women Artists or None At all)>3 1985 여성차별 <작년에 뉴욕의 몇 명의 여성 미술가가 개인전을 했는가?(How many women had one-person exhibitions at NYC museums last year?)>4 1985 여성차별 <미국에 있는 여성들은 남성이 버는 돈의 2/3밖에 벌지 못한다. 여성 미술가들은 1/3밖에 벌지 못한다>5 1985 여성차별 <이 비평가들은 여성 미술가들에 대한 글을 충분히 쓰지 않는다(These critics don’twrite enough about women artists)>6 1986 여성차별 <친애하는 아트 콜렉터님께(Dear Art Collector)>7 1986 여성차별 <게릴라 걸스의 1986 리포트 카드 (Guerrilla Girls’ 1986 Report Card)>8 1986 여성차별 <뉴욕의 4개의 상업 갤러리들만이 흑인 여성의 작품을 전시한다(Only 4 CommercialGalleries in N.Y Show Black Women)>9 1986 여성차별 <어떤 미술 잡지가 작년에 여성에게 가장 나빴을까?(Which Art Magazine Was Worstfor Women Last Year?)>10 1987 여성차별/인종차별/정부.기업 비판 <게릴라 걸스 휘트니를 리뷰하다(Guerrilla girls review the Whitney)>11 1987 여성차별/인종차별 <왜 1987년도의 도큐멘타는 95%가 백인이고 83%가 남성일까?(Why in 1987 isDocumenta 95% white and 83%male?)>12 1987 정부.기업 비판 <어떤 것이 세련되었고, 권위 있고 세금 공제가 될까? (What’s Fashionable,Prestigious & Tax-Deductible?)>13 1987 인종차별 <우리는 흰 빵을 팝니다(We Sell White Bread)>14 1988 여성차별/인종차별 <드디어! 미술관들이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At last! Museumswill no longer discriminate against women and minority artists)>15 1989 여성차별 <유럽에서는 더 심각하다(It’s Even Worse i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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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989 여성차별
<여성 미술가가 되는 것으로 얻는 이점들(The Advantages of Being a Woman

Artists)>

17 1989 여성차별/인종차별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더 이상 세련 된 것이 아닐 때 당신의 미술콜렉션이 갖는 가치

는 무엇인가?(When racism & sexism are no longer fashionable, what will your art

collection be worth?)>

18 1989 여성차별
<여성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벗어야 하는가?(Do women have

to be naked to get into the Met.Museum?)>

19 1989 여성차별
<버스 회사가 뉴욕의 미술 갤러리들보다 더 계몽적일까?(Are bus companies more

enlightened than the NYC art galleries?)>
20 1989 여성차별 <당신은 전체적인 이야기의 반만 보고 있다(You’re seeing half the picture)>

21 1989 여성차별/인종차별
<게릴라 걸스의 미술관에 대한 윤리규정(Guerrilla girls’ code of ethics for art

museums)>

22 1989 여성차별/인종차별

<우리는 우리의 갤러리들에게 더 많은 여성과 유색인종 미술가들의 작품을 전시 할

것을 권장했다. 당신은 어떠한가?(We’ve encouraged our galleries to show more

women & artists of color. Have you?)>

23 1989 여성차별

<소더비의 앤디 워홀과 트레망 경매에 몇 개의 여성 미술가들의 작품이 있었는

가?(How many works by women artists were in the Andy Warhol and Tremaine

auctions at Sotheby’s?)>
24 1990 정부.기업 비판 <제시 헬름스의 미술계와의 은밀한 관계(Jesse Helms’ secret art world connections)>

25 1990 여성차별/인종차별 <아, 일년 중 특별한 달들이여!(Oh, those special monthes of the year!)>

26 1990 기타 <게릴라 걸스의 정체성들이 드러나다!(Guerrilla girls’ identities exposed!)>

27 1990 인종차별 <정글로 돌아간 게릴라 걸스(Guerrilla girls go back to the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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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은 게릴라 걸스가 1985년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1990년대까지의 작품의 제목을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개재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그들은 처음 제작한 <이 미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 인가?>(1985)와 <이 갤러리들은 여성미술가들의 작품을 10%이하를 전시 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다>(1985) 두 개의 포스터를 뉴욕 소호의 420 웨스트 브로드웨이(West Broadway) 빌딩 등 다수의 공공 건물에 기습적으로 부착했다. <이 미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 인가?>(1985) 포스터의 하단에는“그들(남성 미술가)은 여성 미술가들의 작품을 10%미만을 소장하고 있거나 아예 소장하고 있지 않은 갤러리에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 작품들에서 게릴라 걸스는 갤러리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뿐만 아니라, 갤러리에 소속 되어있는 남성 미술가들의 이름까지도 나열했다. 이것은 남성중심적으로 운영되는 당시 제도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는 남성 미술가들의 안일하고 무신경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  포스터의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아트 인 아메리카 애뉴얼(Art in America Annual)”이라고 그들이 사용한 자료의 출처를 삽입했다. 통계의 출처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들의 작품이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활용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미술 제도의 통계자료들은 그들의 작업에서 미술 제도 내의 차별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였다.  1980년대의 미술 시장은 남성 미술가 중심으로 움직였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요소들은 미국 미술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며, 특히 갤러리는 작품 판매와 직결 되기 때문에, 뉴욕의 유명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게 되는 것은 미술가들의 성공이 보장 된 것과도 같았다. 미술 시장에서의 성공은 미술 제도를 형성하는 연관된 모든 요소들이 종합되어 나오는 결과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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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상표현주의 팝 미니멀리즘 포토리얼리즘 구상회화~5,000 11 22 68 43 535,001~20,000 5 22 14 37 3220,001~50,000 21 22 7 16 1650,001~100,000 5 6 4 0 0100,000~ 59 28 7 5 0합계 101 100 100 101 101N 19 18 28 19 19평균가격 $128,750 $25,000 $3,684 $6,875 $4,250최고가격 $550,000 $240,000 $420,000 $130,000 $26,000경매 거래비율(%) 90 64 35 37 15
스타일

참조: 위의 가격은 이 기간 동안에 개별 작가가 받은 최고의 가격이다(미국 예술가의      경매가격 1970~78; 1978~80; 1980~82).

  

1980년대의 미국의 미술품 경매에서는 추상표현 작품들이 인기를 끌며 10만달러 이상의 가장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었다. 이처럼 당시 경매 시장에서 선호 되었던 양식은 추상 표현주의, 팝, 미니멀리즘, 포토 리얼리즘 그리고 구상회화와 같은 작품들이었다.<표2>88 이와 같은 미술시장의 번영은 여성 미술가들이 미술 제도 밖으로 밀려나게 된 원인이었다. 캐롤 스몰(Carol Small)은 1980년대에 들어서 실험적이고 과격한 페미니즘 미술가들이 다시 한번 미술계의 뒤편으로 밀려나게 된 것에 대해서“1970년대에 주목 받았던 실험적인 미술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여성 미술가들은 사실상 거의 미술관의 전시들과 1980년대에 번창했던 미술 시장에서 배제되었다”고 설명했다.89  위에서 서술했듯이 여성 미술가들은 대체적으로 경매시장에서 소외되었고, 만약 출품 되어도 높은 가격을 받지 못했다. 다이애나 크레인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이러한 수치는 일부 갤러리 들이 돈 많은 수집가와 친분을 유지했고, 이들 수집가는 점차적으로 회화를 월스트리                                           88 다이애나 크레인(주 54)에서 p. 175 표 <6-2> 사용.  89  Carol small, “Review of ‘Confession of the Guerrilla Girls by the Guerrilla Girls(whoever they really are)”, Woman’s Art Journal, Vol. 19, No. 2(Autumn, 1998-Winter, 1999), p. 38. 

<<<<표표표표2> 2> 2> 2> 스타일별스타일별스타일별스타일별    경매가격경매가격경매가격경매가격: 1970: 1970: 1970: 1970----1982 1982 1982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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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도판도판도판    26262626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걸스걸스걸스걸스, <, <, <, <게게게게릴라릴라릴라릴라    걸스의걸스의걸스의걸스의    1986 1986 1986 1986 리포트리포트리포트리포트    카드카드카드카드(Guerrilla Girls(Guerrilla Girls(Guerrilla Girls(Guerrilla Girls’1986 1986 1986 1986 Report Card)> (1986)Report Card)> (1986)Report Card)> (1986)Report Card)> (1986)    

트에서 주식을 사고 팔 듯 하나의 투자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다.90 이러한 설명에서 보여지듯이 당시 뉴욕의 갤러리들은 잘 팔리는 작품을 위주로 전시를 기획 했고, 이로 인해서 여성 미술가들의 미술계에서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다. 하지만 게릴라 걸스는 미술 작품의 상업화에 대해서가 아니라 미술 제도 내에서 여성 미술가들의 소외와 차별로 인한 전시 기회의 박탈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이 미술관, 상업 갤러리, 미술 잡지와 비평가, 그리고 미술 시장의 가부장적인 구조로부터 야기 된 문제임을 인지했고, 이에 대해 비판했다. 아울러 그들은 미술관과 갤러리 그리고 그 외에 미술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권력관계가 미술의 생산과 전시 판매를 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드러내고자 했다. 게릴라 걸스는 미술 제도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남성이라는 것을 파악했고, 제도는 남성 미술가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게릴라 걸스에게는 남성도 하나의 제도였다.  게릴라 걸스의 통계 자료를 활용한 방식은 <게릴라 걸스의 1986 리포트 카드(Guerrilla Girls’ 1986 Report Card)>(1986)91 에서 이들의 자료 활용의 특성을 잘 나타냈다.[도판26] 이 포스터에서는 뉴욕의 대표적인 17개의 갤러리 목록으로 표를 만들어 각각 1985년부터 1986년에 전시한                                            90 위의 책, p. 176.  91 작업에 나열된 갤러리들은 Blum Helman, Mary Boone, Grace Borgenicht, Diane Brown, Leo Castelli, Charles Cowles, Marisa del Rey, Allen Frumkin, Marian Goodman, Pat Hearn, Marlborough, Oi l & Steel, Pace, Tony Shafrazi, Sperone Westwater, Edward Thorp, Washburn, 총 14개이다. 본 자료는 <게릴라 걸스의 1986 리포트 카드 (Guerrilla Girls ’ 1986 Report Card)>(1986)에서 발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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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미술가들의 수를 적었다. 그들은 1986년부터 1987년도 이후에 갤러리의 전시에 포함 되었던 여성 미술가들의 수가 변화 했는지에 대해서도 성적을 매겼다.92 포스터에 포함된 갤러리들은 거의 모두 아무런 발전이 없었고, 레오 카스텔리 갤러리의 경우에는 그 수가 오히려 감소했다. 그 중 에드워드 토프(Edward Thorp)갤러리 만이 전시했던 여성 미술가의 수가 86년도에는 1명에서 87년도에는 4명으로 늘었고, 이것이 가장 큰 여성 미술가 수의 증가 사례였다.           게릴라 걸스는 이와 같은 갤러리에 대한 비판에 이어 미술 잡지가 남성 미술가들의 활동에 편향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작년에 어떤 미술 잡지가 여성 미술가들에 대해 가장 적게 다루었을까?(Which Art Magazine Was Worst for Women Last Year?)>(1986)[도판27]에서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5개의 미술 잡지사를 나열하고, 1985년도와 1986년도 사이에 실린 여성 미술가들의 전시에 대한 기사가 차지하는                                            92 그들이 낸 통계에서 85년부터 86년까지 표에 포함되어있는 14개의 갤러리에서 전시한 여성 미술가의 평균은 0.8%로 였고 86년부터 87년에는 소폭 상승한 1.2%였다. 게릴라 걸스는 성적표에 소견을 적는 칸을 만들어 ‘발전이 없다’, ‘노력 요함’, ‘낙제’ 등을 적어 갤러리들을 평가했다. 본 자료는 <게릴라 걸스의 1986 리포트 카드 (Guerrilla Girls’ 1986 Report Card)>(1986)에서 발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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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명시했다.93 그리고 <이 비평가들은 여성 미술가들에 대한 글을 충분히 쓰지 않는다(These Critics Don’t Write Enough About Women Artists)>(1985)[도판28]에서는 22명의 미술 비평가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1979년과 1985년까지 그들이 작성한 기사의 20% 미만이 여성 미술가들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릴라 걸스가 미술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비판 한 것은 갤러리와 미술 시장 그리고 미술 기관들이 여성 미술가들에게는 중요한 일자리이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게릴라 걸스가 미술 제도 내의 여성 차별에 대항했던 것은 60년대와 1970년대의 페미니스트들이 사회 속의 여성 급여 및 노동계급 문제에 대항했던 문제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술 제도 내에서 여성 미술가들이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 그 차별이 젠더의 문제가 아닌 실력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언급했던 1984년 뉴욕현대미술관의 《회화와 조각 국제통람전》을 조직한 큐레이터 키나스톤 맥샤인은 전시에 여성 미술가들이 배제 되었던 점에 대해 남성 미술가와의 실력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결부하는 발언을 했다.94 게릴라 걸스는 여성 미술가들이 미술 제도에서 소외되는 것은 일자리를 잃는 것이며, 그것이 결국 생계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게릴라 걸스는 <미국에 있는 여성들은 남성이 버는 돈의 2/3밖                                           93 본 포스터에서 명시된 잡지사와 여성 미술가의 전시 기사의 비율: 『플래시 아트(Flash Art) 』 13%, 『 아트포럼(Artforum) 』 16%, 『 아트뉴스(ArtNews)』22%, 『아트 인 아메리카(Art in America)』24%, 『아츠(Arts)』25%. 출처: 게릴라 걸스의 포스터 <작년에 어떤 미술 잡지가 여성 미술가들에 대해 가장 적게 다루었을까?(Which Art Magazine Was Worst for Women Last Year?)>(1986). 94 키나스톤 맥샤인은 “Any artists who is not in this exhibition should rethink his career”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서‘그(His)’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은 맥샤인의 모든 미술가의 성별을 남성이라고 치부한 그의 편협한 생각을 드러냈다. “Gertrude Stein”, et alia, “Guerrilla Girls and Guerilla Girls Broad Band: Inside Story”, Art Journal, Vol. 70, No. 2(Summer 2011), p. 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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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벌지 못한다. 여성 미술가들은 1/3밖에 벌지 못한다>(1985)와 <버스 회사들이 뉴욕의 갤러리들 보다 계몽적인가?>(1989, 1995)에서 미술 제도 내의 여성차별을 드러냄과 동시에 여성 일자리와 급여에 대한 불평등함도 나타냈다. 1달러 화폐 이미지를 차용한 <미국에 있는 여성들은 남성이 버는 돈의 2/3밖에 벌지 못한다. 여성 미술가들은 1/3밖에 벌지 못한다>(1985)는 화폐 이미지를 점선으로 나누어 남성의 수입과 여성의 수입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1달러를 남성 수입의 기준으로 정하고, 여성의 수입은 1달러의 2/3만큼 이고, 여성 미술가들은 그보다 적은 1/3은 여성 미술가들의 몫임을 조지 워싱턴의 이미지 부분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드러냈다.  게릴라 걸스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소득의 격차에 대해 비판하는 것에 이어서, <버스 회사들이 뉴욕의 갤러리들 보다 계몽적인가?>(1989)에서는 사회 속의 직업군에 대한 편견도 지적했다. 이 포스터에서는 버스운전사, 판매원, 매니저, 우편배달부, 트럭운전사, 용접공과 같이 주로 남성 중심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분야의 여성 종사자 비율과 뉴욕에 위치한 33개의 주요 갤러리들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 미술가들의 수를 비교했다. 그 결과, 버스 운전사의 49.2%는 여성이었으며, 이에 반해 여성 미술가의 비율은 16%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외에 트럭운전사와 용접공의 여성 비율은 10%미만이었다. 게릴라 걸스는 뉴욕의 미술 제도 내의 여성 미술가에 대한 차별에 대해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남성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직업군의 여성 종사자 비율에 대해 서술하는 것으로 사회 속에 깊숙이 뿌리 박혀있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질문도 제기했다.     이전의 대부분의 작업들은 텍스트만을 사용하여 여성 미술가들의 급여, 전시 참여율과 같은 제도 내의 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에만 집중했다. 반면에 게릴라 걸스는 1989년 포스터 <여성이 메트로폴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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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벗어야 하는가?(Do Women Have to get naked to get into the Met. Museum?)>(1989)[도판29]에서 본격적으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다. 95  이를 통해서 그들은 미술 제도비판뿐만이 아니라 ‘여성’에 관한 오래된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포스터의 제목이 시사하듯이, 미술사에서 남성 미술가는 창조자로서 묘사되고 여성은 그를 위한 창조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러한 관점은 노마 브루드(Norma Broude)와 메리 D. 개라드(Mary D. Garrard)가 책『미술과 페미니즘-굴절된 여성의 이미지』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이기도 했다. 브루드와 개라드는 어네스트 루드빅 키르히너(Ernst Ludwig Kirchner)의 작품을 예로 들면서 20세기 초의 회화에서 보여지는 여성의 모습에 대해“이 시대의 이들 작품이 이전 시대의 누드와 구별되고 있는 것은, 여성이 순수하게 육체적인 물체로 강제                                           95 이 포스터는 광고 게시판용으로 제작되었지만 뉴욕의 공공 예술 기금이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자비를 들여 뉴욕의 버스와 거리 곳곳에 전시 되었다. 뉴욕 공공 예술 기금은 이 포스터가 전달하는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 지원을 거부 했는데, 포스터가 매우 직설적이고 통계를 사용해 객관적인 방식으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현대 미술 섹션에는 오직 5% 미만의 여성 미술가들의 작품이 있지만 85%의 작품이 여성의 누드화이다 ”라는 텍스트가 포스터가 담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보아 기금 지원의 거절 사유가 적절하지 않았음을 짐작 할 수 있다. 본 자료는 연구자가 <여성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벗어야 하는가? (Do Women Have to get naked to get into the Met. Museum?)>(1989)를 토대로 기술했다. 



 

도판도판도판도판    30 30 30 30 쟝쟝쟝쟝    어귀스트어귀스트어귀스트어귀스트    도미니크도미니크도미니크도미니크    앵그르앵그르앵그르앵그르(Jean(Jean(Jean(Jean----Auguste Dominique Ingres),<Auguste Dominique Ingres),<Auguste Dominique Ingres),<Auguste Dominique Ingres),<오달리스크오달리스크오달리스크오달리스크    (Grande Odalisque)> (Grande Odalisque)> (Grande Odalisque)> (Grande Odalisque)> (1814)(1814)(1814)(1814)    

적으로 환원 당하고 있는 점과는 정도의 차이이다”라고 서술하면서는 여성의 모습이 과거와 현재가

달리스크(Grande Odalisque)>(1814)해 드러냈다. 신고전주의 화풍으로진 여성에 대한 미적 기준을Janson)은 <오달리스크>가 “앵그르는 단순히 윤곽선을 질감을 현란하게 구사하면서드러운 색채로 처리하고 있다아울러 젠슨은 “이 그림은다움 그리고 냉정함과 관능성의젠슨은 <오달리스크>를 다양한의 여성이 지닌 성적 매력을은 피부”, “관능성”등과 같은성을 하나의 물체로 평가하는                                          96 노마 브루드, 메리 D.개라드호승희 역, 동문선, 1994, p. 188.97 H.W. 잰슨, A.F. 잰슨, 『서양미술사People』,최기득 역, 미진사, 2008, p. 408.98 위의 책, p. 409.   63 

 앵그르앵그르앵그르앵그르Auguste Dominique Ingres),<Auguste Dominique Ingres),<Auguste Dominique Ingres),<Auguste Dominique Ingres),<(Grande Odalisque)> (Grande Odalisque)> (Grande Odalisque)> (Grande Odalisque)> 

점과, 화가가 그녀들의 인간성을 부정하고 있서술하면서, 남성 미술가들의 작품에서 묘사되현재가 다를 바 없음을 비판했다.96  게릴라 걸스는 이러한 여성을 보는 미술사적 관점과 사회적 시선에 대한 비판을 여성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벗어야 하는가?>(1989)에서 쟝 어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Jean Auguste Dominique Ingres)의 <오(Grande Odalisque)>(1814)[도판30]를 차용한 이미지를 활용화풍으로 그려진 <오달리스크>는 앵그르가 가기준을 적용해 그림을 완성했다. H.W. 잰슨(H.W.  탁월한 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따라 물감을 채색하기보다는 풍부한 색조와 구사하면서 이 ‘동양의 비너스’의 피부를 꽃잎같이 부있다”고 했다.97  그림은 인체의 비례, 우아하지만 건조한 아름관능성의 이상한 결합”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98 다양한 수식어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이 작품 속매력을 강조한다. 그의 “동양의 비너스”, “꽃잎 같같은 단어를 사용한 작품묘사는 미술사에서 여평가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개라드,『미술과 페미니즘-굴절된 여성의 이미지』,, 1994, p. 188.  서양미술사-A History of Art for Young , 2008, p.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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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도판도판도판    31 31 31 31 실비아실비아실비아실비아    슬레이슬레이슬레이슬레이(Silvia (Silvia (Silvia (Silvia Sleigh),<Sleigh),<Sleigh),<Sleigh),<누워누워누워누워    있는있는있는있는    필립필립필립필립    골럽골럽골럽골럽(Philip (Philip (Philip (Philip Golub Reclining)> (1971)Golub Reclining)> (1971)Golub Reclining)> (1971)Golub Reclining)> (1971)    
앵그르의 <오달리스크>는 게릴라 걸스 외에도 실비아 슬레이(Silvia Sleigh)의 작품에서도 차용되었다. 페미니스트 미술가들이 <오달리스크>를 차용했던 것은, 남성 중심적 시선으로 왜곡된 여성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남성 미술가가 주체이고 여성은 객체인 것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회화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실비아 슬레이의 <누워 있는 필립 골럽(Philip Golub Reclining)>(1971)[도판31]에서는 <오달리스크>의 이미지를 차용해 재해석 하는 전략으로 서양 미술사 속의 가부장제에 대항했다. 그녀의 회화는 나른하게 소파에 기대어 거울 속의 자신을 응시하는 남성 누드 모델과 날카로운 시선으로 모델을 분석하며 스케치를 하고 있는 미술가가 거울에 비추어 있다. 슬레이는 여성과 남성의 위치를 역전시키는 것으로 미술사 속의 여성의 한정되고 정형화된 역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냈다. 게릴라 걸스도 실비아 슬레이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미술사 속의 여성의 도구화에 대해 비판했다. <오달리스크>는 게릴라 걸스의 포스터에서는 여성의 얼굴 위에 고릴라 얼굴을 덧붙이는 형태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수정된 이미지는 원본에서의 수동적인 여성의 모습에서 공격적이고 기괴한 여성의 모습으로 변화했다. 그들은 남성적 관점에서 본 이상적인 여성의 신체가 실제 할 수 없는 뒤틀린 형상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그들은 이와 같은 고전작품의 가부장적 이미지를 해체해 재현하는 방식으로 동시대 미술관의 남성중심적 운영 방식과 관행에 대해서 비판했다.  소위 ‘거장’이라고 불리는 남성 미술가들의 작품을 차용해 남성 이데올로기를 비판했던 것은 바바라 크루거의 작품에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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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도판도판도판    32 32 32 32 바바라바바라바바라바바라    크루크루크루크루거거거거(Barbara Kruger), (Barbara Kruger), (Barbara Kruger), (Barbara Kruger), <<<<무제무제무제무제    ((((당신은당신은당신은당신은    걸작의걸작의걸작의걸작의    신성함에신성함에신성함에신성함에    투자했투자했투자했투자했다다다다)Untititled (You )Untititled (You )Untititled (You )Untititled (You Invest in the Divinity Invest in the Divinity Invest in the Divinity Invest in the Divinity of the Masterpiece)> of the Masterpiece)> of the Masterpiece)> of the Masterpiece)> (1982)(1982)(1982)(1982)    

 도판도판도판도판    33 33 33 33 미켈란젤로미켈란젤로미켈란젤로미켈란젤로(Michelangelo), (Michelangelo), (Michelangelo), (Michelangelo),     <<<<아담의아담의아담의아담의    창조창조창조창조(The Creation of Adam)> (The Creation of Adam)> (The Creation of Adam)> (The Creation of Adam)> (1508(1508(1508(1508----1512)1512)1512)1512) 

크루거의 <무제 (당신은 걸작의 신성함에 투자했다) Untititled (You Invest in the Divinity of the Masterpiece)>(1982)[도판32] 는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아담의 창조(The Creation of Adam)>(1508-12)[도판33]를 차용했다. 흑백으로 이루어진 크루거의 작품에서 <아담의 창조>는 아담과 신의 손이 닿는 부분만이 확대되었고, 이미지의 중앙에 “신성함(Divinity)”이라고 쓰여져 있다.  이것을 통해 크루거가 지적하는 것은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에서 등장하는 인물 모두 남성인 점과 성서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는 인물들이 전부 남성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앞서 린다 노클린이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들이 존재하지 않았는가?」에서 지적한 미술사의 영역에 백인 남성의 시각이 무의식적으로 미술사의 관점으로 인정 되었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미술사 속의 남성 중심적 관점에 대한 비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게릴라 걸스의 사회 속의 여성 이미지에 대한 정형화와 왜곡에 대한 비판은 추후 작업에서도 다양한 이미지의 차용과 텍스트를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술 제도가 지닌 여성 미술가들에 대한 무지함과 무관심한 태도에 대해서 안드레아 프레이저도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미술 제도를 질책했다. 그녀는 1985년 후기구조주의적 입장에서 르네상스 시대부터 모더니즘까지 미술 속에 재현 된 여성 이미지를 남성중심적으로 읽으며 그것을 해체하는 미술 작업을 해왔다. 이뿐만 아니라 



 

 도판도판도판도판    34 34 34 34 안드레아안드레아안드레아안드레아    프레이저프레이저프레이저프레이저(Andrea Fraser), <(Andrea Fraser), <(Andrea Fraser), <(Andrea Fraser), <미술관미술관미술관미술관    하이하이하이하이라이트라이트라이트라이트: : : : 갤러리갤러리갤러리갤러리    토크토크토크토크(Museum (Museum (Museum (Museum Highlights: A Gallery Talk)> Highlights: A Gallery Talk)> Highlights: A Gallery Talk)> Highlights: A Gallery Talk)> (1989)(1989)(1989)(1989)    

기존의 미술사를 대하는 여성주의미술관 하이라이트: 갤러리Talk)>(1989)[도판34]와 같은

  2. 정부·기업과 게릴라 걸스는 미술 어서 기업과 미술 기관 사이의정치적 검열에 대해 비판 하는것이 세련되었고, 권위 있고Prestigious & Tax-Deductible?)>(1987)후원 뒤에 숨겨져 있는 은닉된포스터의 제목은 기업의 전시후원이후원이 아닌 기업의 이미지 계몽과다.                                            99 김정희(주 27), p. 105 참조.  66 

여성주의 미술가에 대한 에세이를 시작으로 <갤러리 토크(Museum Highlights: A Gallery 같은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99  1980년대 프레이저의 작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게릴라 걸스는 제도 속의 권력구조의 가장 상층부가 남성이라는 것을 인지했고, 그들에게는 제도 자체가 남성으로 인식 되었다. 사회적 구조로 인해서 여성은 여전히 약자와 소수자의 범주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 게릴라 걸스의 작업은 사회비판적 미술로도 확장했지만, “여성”에 대한 문제를 가장 중요시했다. 
기업과 미술 제도의 관계에 대한 비판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비판에 이사이의 은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작업과 미술계의 하는 포스터를 제작했다. 게릴라 걸스의 <어떤 있고 세금 공제가 될까?(What’s Fashionable, Deductible?)>(1987)는 기업의 미술 기관에 대한 은닉된 진실을 폭로하는 작품이었다.[도판35] 전시후원이 미술가와 미술 작품을 위한 순수한 계몽과 기업의 이익을 위한 활동임을 시사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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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도판도판도판    35 35 35 35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걸스걸스걸스걸스, <, <, <, <어떤어떤어떤어떤    것이것이것이것이    세련되었고세련되었고세련되었고세련되었고, , , , 권위권위권위권위    있고있고있고있고    세금세금세금세금    공제가공제가공제가공제가    될까될까될까될까?(What?(What?(What?(What’’’’s s s s Fashionable, Prestigious & TaxFashionable, Prestigious & TaxFashionable, Prestigious & TaxFashionable, Prestigious & Tax----Deductible?)> (1987)Deductible?)> (1987)Deductible?)> (1987)Deductible?)> (1987)     게릴라 걸스의 이 포스터는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 현대 미술관, 브룩클린 미술관과 휘트니 미술관에서 1980년부터 1987년까지 기업 후원을 받았던 전시들의 이름을 나열했다.100 도표에는 각 전시들을 후원했                                           100 도표에는 오웬 치트햄(Owen Cheatham), 엑손(Exxon), 맥그로우 힐(McGraw-Hill), 에이티 앤 티(AT & T), 필립 모리스(Phillip Mor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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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기업명, 전시의 제목, 전시를 주관한 큐레이터, 전시가 열렸던 미술과 각 전시들의 남성 미술가들의 비율과 백인의 비율을 명시했다. 포스터의 상단에는 커다랗고 굵은 글씨로 “어떤 것이 세련되었고, 권위 있고 세금 공제가 될까?”라는 문장과 “여성 미술가들과 유색인종 미술가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장을 삽입했다.  이러한 문장들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전시에 포함된 여성 미술가들의 비율의 평균은 겨우 12%였고, 유색 인종 미술가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4.5%밖에 되지 않았다. 게릴라 걸스는 이를 통해서 기업 후원의 검은 속내를 드러냈고, 이러한 후원에 의해 조직된 전시들 속에서 드러나는 여성 미술가들과 유색인종 미술가들에 대한 차별을 폭로했다. 이 작품은 텍스트와 통계자료로만 이루어졌고, 이러한 표현 방식은 이후 작품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게릴라 걸스의 전시《게릴라 걸스, 휘트니 미술관을 리뷰하다》(1987)는 하케의 <MoMA 여론조사>(1970)에서와 같이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관객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했다. 게릴라 걸스의 이 작품은 비영리 갤러리인 클락 타워(Clocktower)갤러리가 그들에게 휘트니 비엔날레 기간 동안 전시할 작품의 제작을 의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게릴라 걸스는 이 전시를 휘트니 미술관의 여성과 유색인종 차별에 대해 폭로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들은 1987년도까지 휘트니 미술관에 단 한번도 흑인 여성 미술가가 전시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휘트니 미술관 전시에 여성 미술가들의 비율이 14%를 넘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계자료와 다양한 설치 작품을 통해서 폭로했다. 헤리엇 터브만(Harriet Tubman)(예명)의 <당신은 휘트니의 큐레이터 보다 높은 점수를 낼 수 있습니까? (Can You Score Better than The Whitney Curators?)>(1987)는 금속 소재로 여성의 가슴모양 형                                                                                                           카우프만(Kaufman), 체이스(Chase) 은행과 같은 거대 기업과 단체들이 포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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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도판도판도판    36 36 36 36 헤리엇헤리엇헤리엇헤리엇    터브만터브만터브만터브만((((““““Harriet TubmanHarriet TubmanHarriet TubmanHarriet Tubman””””), ), ), ), <<<<당신은당신은당신은당신은    휘트니의휘트니의휘트니의휘트니의    큐레이큐레이큐레이큐레이터터터터    보다보다보다보다    높은높은높은높은    점수를점수를점수를점수를    낼낼낼낼    수수수수    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 (Can You ? (Can You ? (Can You ? (Can You Score Better than The Score Better than The Score Better than The Score Better than The Whitney Curators?)> Whitney Curators?)> Whitney Curators?)> Whitney Curators?)> (1987)(1987)(1987)(1987)    

태의 과녁판을 만든 작품이었다.[도판36] 이 작품은 전시를 방문한 관객들이 직접 과녁판에 다트를 던져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러한 관객 참여적인 방식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효과적이었다. 과녁판은 여성의 가슴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가슴은 72.29%의 백인 남성 미술가들을 나타냈고, 가슴에서 유륜 부분은 24.31%의 여성 미술가를 보여주었으며, 유두는 3.1% 였던 유색 남성 미술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구멍은 0.3%의 유색 여성 미술가를 나타냈다.101  이처럼 게릴라 걸스는 여성의 가슴 형태의 과녁판을 만드는 것으로 그들의 작품이 페미니스트 논쟁을 다루고 있음을 전달했고, 관객에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숫자 통계를 재치있는 방식으로 나열했다. 게릴라 걸스가 포스터에 사용한 모든 통계는 휘트니 미술관에서 직접 발행한 출판물에서 발췌한 자료들이었다. 게릴라 걸스는 그들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정확한 출처가 있는 통계자료들을 근거로 제도를 비판했다.  게릴라 걸스가 실증적 자료들을 사용해 제도를 비판했던 전략은 한스 하케의 제도비판 미술에서 나타나는 방식과 유사했다. 안나 C. 체이브는 게릴라 걸스와 하케의 작업 방식의 유사점에 대해서“게릴라 걸스는 여성 미술가와 유색인종 미술가들에게 변변치 못한 대우를 한 미술관의 정곡을 찔렀고, 그녀들(게릴라 걸스)은 하케의 작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미술관의 이사회들의 사업 내용들을 열거했으며, 그들의 주소를 제공했고, 관객에게 ‘늘 이사회에게 편지를 쓰세요’고 촉구하는 문구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102 게릴라 걸스가 이사회의 사업내용들을 열거 하고 그들의 주소를 제공한                                            101 Gertrude Stein, et alia(주 32), p. 94. 102 Anna C. Chave(주 34),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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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도판도판도판    37 37 37 37 한스한스한스한스    하케하케하케하케, <, <, <, <마네마네마네마네    프로프로프로프로젝트젝트젝트젝트    74 (Manet74 (Manet74 (Manet74 (Manet----Projeck74)> Projeck74)> Projeck74)> Projeck74)> (1974)(1974)(1974)(1974)    

것은 하케의 <마네 프로젝트 74 (Manet-Projeck74)>(1974)[도판37]에서 그가 에두아르도 마네(Eduardo Manet)의 1880년 작품 <아스파라거스 다발>을 소장하고 있던 소장가들의 이름과 전기(biographical)자료들 그리고 그들이 지불한 금액을 명시 해놓은 기록물들을 나열했던 것과 흡사했다. 한스 하케의 이와 같은 전시 방식은 뉴욕 현대 미술관의 《 정보(Information) 》 전의 <MoMA 여론조사>(1970)에서도 나타났다. 이 작품은 미술관 전시장에 투표함을 설치해 뉴욕의 행정가이자 뉴욕현대미술관의 이사회의 임원인 넬슨 록펠러(Nelson Aldrich Rockefeller)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었다.103 록펠러는 미국의 기업 콜렉션의 형성을 주도했던 기업가로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권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하케의 전시가 진행되기 2달 전에 캄보디아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입장을 중립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캄보디아에 폭탄을 투하해서 점령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반 전쟁 시위가 미국 전역에 걸쳐 일어났다. 한스 하케가 당시 정치적으로 그리고 뉴욕의 현대 미술관에 막대한 후원을 하며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던 록펠러에 대한 질문을 그의 소유에 있던 미술관 안에서 던졌다는 것은 매우 도발적인 행동이었다.  한스 하케와 게릴라 걸스는 통계와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사용                                           103  이 전시에서 하케는 각각 다른 색상의 투표 용지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관객을 분류했고, 관객층을 구분하는 것으로 각 계층의 정치적인 영향에 대한 것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었다. 관객은 투표에 참여하고 설문지를 읽는 것으로 인해서 정보를 전달 받게 되며, 하케는 데이터 통계를 통해서 정치적인 힘이 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했다. 작가는 질문을 적은 설문지를 관객에게 제공하며 관객이 작품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권한을 관객에게 부여했다. Walter Grasskamp, Molly Nesbit, and Jon Bird, Hans Haacke, (London: Phaidon), 2004, p. 9. 



 71  

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하케의 작업이 기업의 권력, 정치적 힘과 미술 기관 사이의 잘못된 관계를 드러내는 것에 집중했다면, 게릴라 걸스의 작품은 여성 미술가의 차별에 대해 가장 큰 초점을 맞춰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제도를 비판했다. 게릴라 걸스의 미술 제도비판은 미술계 내의 성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미술계에서 일어났던 정치적 세력에 의한 ‘검열’문제로 확장되었다. 특히 이러한 검열은 1980년대 미국의 보수적인 정치·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한층 고조되었다.  1967년 공공미술을 도시 곳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의 개입이 활성화 되면서 NEA의 공공장소의 미술 프로그램 수립과 미술을 위한 퍼센트 프로그램(percent-for-art programs)등, 명목상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미술계의 몇몇 대표들을 끼워 넣는 형식의 정부 프로그램들이 나타났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의 실상은 정치인들의 힘이 가장 막강하게 작용했는데, 이 결과로 제도는 점점 그 과정이 경직되고 복잡해 졌고, 공공미술을 위한 프로그램들에서는 영구적인 대상들을 제작하는 것만을 정당화 되었다. 수잔 레이시(Suzanne Lacy)는 NEA에 대해서“NEA는 장소 속으로 미술을 통합시키고 좌대 위에 기념비적인 쇳덩어리를 만드는 작업을 넘어서서 대지작업, 환경미술, 인공조명과 같은 비전통적인 매체를 포함한 어떤 영구적인 매체라도 채택하려 하는 제안들을 장려했다”라고 서술했다.104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들 또한 공공 기금으로 조성된 NEA의 돈을 받는 미술가들의 작품에 대해서 엄격하게 반응했는데, 특히 미국 내의 우익 집단에 의해서“공공의 취향”의 기준에 부응하도록 했다.105 이러한“공공의 취향”의 기준은 미국의 보수주의 세력이“전통적인 미국의                                            104 수잔 레이시 엮음,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지형 그리기』(1995), 이영욱. 김인규 역, 문화과학사, 2010, pp. 28-29. 105 캐럴 S. 밴스, 「문화 전쟁(War on Culture)」, 조야 코커·사이먼 릉(주  62), p. 1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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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도판도판도판    38 38 38 38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걸스걸스걸스걸스, <, <, <, <제시제시제시제시    헬름스의헬름스의헬름스의헬름스의    미미미미술계와의술계와의술계와의술계와의    은밀한은밀한은밀한은밀한    관계관계관계관계(Jesse Helms(Jesse Helms(Jesse Helms(Jesse Helms’    secret art world connections)> (1990)secret art world connections)> (1990)secret art world connections)> (1990)secret art world connections)> (1990)    

가치” 등을 내세우며 미술에서 노골적인 성적.종교적 이미지 등을 “불온한” 이미지로 정의하는 것으로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일어났던 미술에 대한 공공 기금 지원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분쟁은“문화전쟁(culture war)”이라고 불렸다.106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미술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검열로 이어졌다. 뉴욕 주 상원 의원이었던 제시 헬름스(Jesse Helms)는 NEA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미술계 내부의 검열을 실시하는 것을 주도 했던 인물이었다.  게릴라 걸스의 <제시 헬름스의 미술계와의 은밀한 관계(Jesse Helms’ secret art world connections)>(1990)는 정치적 권력의 미술계에 대한 개입을 노골적으로 폭로하는 작품이었다. [도판38]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이 포스터는 제시 헬름스를 풍자적으로 묘사했다. 포스터의 상단에는 커다란 글씨로 “마음 놓으세요 헬름스 의원, 미술계는 당신과 어울리는 곳이에요!”라고 쓰여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왜 헬름스 의원과 미술계가 어울리는 곳인가에 대한 이유들이 나열되었다. 포스터에 나열된 이유들은 “미술 오프닝에 참석하는 흑인의 수는 당신의 가든 파티에 있는 흑인의 수와 동일하다”, “대부분의 미술 콜렉터들과 성공한 미술가들 또한 대부분 백인 남성이다”, “여성 미술가들의 대부분이 작품 활동으로 생계를 이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산후 휴가                                            106 진 로버트슨, 크레이그 맥다니엘(주 3), p. 38.  



 

 도판도판도판도판    39 39 39 39 안드레스안드레스안드레스안드레스    세라노세라노세라노세라노(Andres Serrano),<(Andres Serrano),<(Andres Serrano),<(Andres Serrano),<오줌오줌오줌오줌    예수예수예수예수(Piss Christ)> (1987)(Piss Christ)> (1987)(Piss Christ)> (1987)(Piss Christ)> (1987)    

또는 보육 시스템이 미술계에는모두를 선택하는 일은 거의 나열하는 작업을 통해서 게릴라고 인종차별을 드러내며, 여성과당시의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헬름스의 미술과 소수자에1990년도에 NEA의 법적인세라노(Andres Serrano)와 향후 5년 동안 후원을 중단하겠다는장한 억지스러운 조항에 대해서Rights)의 제 1조인 표현의 의원들의 정치적 개입은 정부의후원한 전시에 포함된 작품이의원들이 비난하는 것에서부터드레스Christ)>(1987)스는간이가님을세라노를달러를완벽한Perfect Moment)인 성적 표현과 동성애를 표현하는                                          107 조야 코커. 사이먼 릉(주 62), p. 141. 73 

미술계에는 없으며, 그들이 일과 어머니로서의 역할  없다” 등과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게릴라 걸스는 미술 제도 내의 여성 차별 그리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부재한 비판했다.  소수자에 대한 편협하고 무지한 태도는 그가 법적인 제한과 예산삭감을 주장하면서, 안드레스  매플소프에게 후원금을 지급한 기관들에게 중단하겠다는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헬름스가 주대해서 격분한 사람들은 권리장전(Bill of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부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던 국립 예술 기금이 이 상원 회의에서 문제가 되며 작품과 작가를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의원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작품은 안드레스 세라노의 <오줌 예수(Piss Christ)>(1987) [도판39]였는데, 제시 헬름스는 회의장에서 “그가 시간과 돈을 들여 얼간이가 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노골적으로 세라노를 비난했다. 107  또한 NEA로부터 3만달러를 지원받아 기획된 《로버트 매플소프: 완벽한 순간(Robert Mapplethorpe: The Perfect Moment)》전시에 대해서는 노골적표현하는 이미지들이 다시 한번 문제로 떠올랐   62),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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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도판도판도판    40 40 40 40 한스한스한스한스    하케하케하케하케, <, <, <, <헬름스보헬름스보헬름스보헬름스보로로로로    컨트리컨트리컨트리컨트리(Helmsboro (Helmsboro (Helmsboro (Helmsboro Country)> (1990)Country)> (1990)Country)> (1990)Country)> (1990)    

으며, 미술계에서 좋은 평가를다. 제시 헬름스는 세라노를품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면서보조금 지원 절차를 변경 할 

이 작품을 통해서 필립 모리스가헬름스에게 돈을 대주고 있다는순적인 모습에 대해 비판했다은 그것이 담긴 내용을 지지한다는유’ 조항을 훼손하는 제시 헬름스를써 이러한 태도는 모두 기업의로 필립 모리스는 권리장전을                                          108 위의 책, pp. 141-142. 109 각각의 담배 개비에는 ‘필립러져 있고, 최근 필립 모리스 인쇄본이 찍혀있다. 또한 담배가 1989년 9월 28일 의회에서의메이프 소프의 작업을 포르노슈얼을 홍보하는 것에 사용 되는언이었다. Roberta A. Smith, New York Times, 1990.4. 110김진아,「20세기 후반 미국 미술의의 작품을 중심으로」,『미국사연구  74 

평가를 받았던 전시가 취소 되는 사태에 이르렀세라노를 얼간이라 부르고, 로버트 메이플소프의 작쏟아내면서“이러한 혐오스러운 작품”에 대한 NEA  것을 요구했다.108 한스 하케도 제시 헬름스의 반미술적 태도를 비판했다. 하케는  <헬름스보로 컨트리(Helmsboro Country)>(1990)[도판40]를 통해서 미술계의 검열이 미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며, 필립 모리스와 제시 헬름스 의원 사이의 관계에 대해 폭로했다. 109   하케는 모리스가 권리장전을 후원 했지만 여전히 제시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필립 모리스의 모비판했다.110 필립 모리스가 권리장전을 옹호했던 것지지한다는 것이었는데, 권리장전의 ‘표현의 자헬름스를 지지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여줌으로기업의 이미지를 위한 것뿐임을 시사했다. 실제권리장전을 6천만 달러짜리 대중 홍보 캠페인에 이용   필립 모리스 펀드 제시 헬름스’ 라는 글자가 둘 광고 캠페인의 참조가 된 Bill of Rights의 재담배 곽 정면과 양 모서리 부분 역시 제시 헬름스의회에서의 발언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로버트 포르노 라고 발언하며, 시민들이 낸 세금이 호모 섹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매우 퇴보적인 발. Roberta A. Smith, A Giant Artist Gibe at Jesse Helms, The  미술의 후원과 대기업들: 한스 하케(Hans Haacke)미국사연구』, 제24집, 2006년 11월,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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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내셔널 아카이브에 69만 달러를 지불했다.111 하케는 작품을 통해서‘표현의 자유’라는 조항을 담은 권리장전이 실질적으로 거대 기업과 자본의 앞에서는 허울뿐인 것임을 보여주면서, 기업, 정부와 미술 제도 사이의 복잡하게 얽혀있는 권력관계와 그 권력의 부도덕함을 드러냈다.   제시 헬름스는 위의 반미술적인 행보 외에도 성적 소수자의 권리, 에이즈(AIDS)와 낙태에 대해서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면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윤리와 도덕관념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익을 취하려는 태도에서 모순됨이 보여졌다. 게릴라 걸스는 <제시 헬름스의 미술계와의 은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의 이러한 편협한 태도와 발언에 대해 비난했다.  게릴라 걸스는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에는 미술 제도 내의 여성 미술가들에 대한 불공평한 상황에 대항하는 것에 집중했지만 한스 하케가 미술 제도의 주체권력의 부도덕함을 파헤쳤던 것처럼<어떤 것이 세련되었고, 권위가 있고, 세금 공제가 될까?>(1987)에서 기업과 미술 제도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면서 미술 제도를 주도하는 권력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제시 헬름스의 미술계와의 은밀한 관계>(1990)를 통해서 게릴라 걸스는 정부 정책이 미술 제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환기시켰다. 그들은 위와 같은 제도비판 작업에서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비판적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으로 그들이 다루는 제도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111 위의 글에서 Walter Grasskamp et al., Hans Haacke, p. 130-131 재인용.  



 

제제제제    2222    절절절절    1991199119911991---- 1. 전쟁 비판  게릴라 걸스의 미술에서의가 미술 제도에서 사회문제로그들의 작업은 광범위한 주제를연이은 공화당의 집권, 걸프전정책들로 저소득층과 기타 소외계층들은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은문제의 부재로 이어졌고, 게릴라집중했다. 이 시기에 그들은 포스터, 낙태 시위 포스터 제작과다. 그들은 사회비판 포스터를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1990년대의 미국은 어 다양한 사회변화를 겪게대통령직에 올랐던 조지 1991년 이라크 전쟁을 지시했던사회에 다방면으로 큰 영향을은 1964년부터 1975년까지전쟁을 통해서 이미 전쟁에 경험한 적이 있었다. 마사 로슬러의집 (from the series Beautiful)>(1967-1972)시리즈에서Lady(Pat Nixon)>은 베트남포토몽타쥬 형식으로  76 

도판도판도판도판    41 41 41 41 마사마사마사마사    로슬러로슬러로슬러로슬러,<,<,<,<영부인영부인영부인영부인((((팻팻팻팻    닉슨닉슨닉슨닉슨)(First Lasy(Pat )(First Lasy(Pat )(First Lasy(Pat )(First Lasy(Pat Nixon))>Nixon))>Nixon))>Nixon))>    

----2000200020002000: : : : 미국미국미국미국    사회사회사회사회    비판비판비판비판     에서의 제도비판은 1991년에 들어 그 범위사회문제로 확장되었다. 1991년부터 2000년대까지 주제를 다루었다. 특히, 레이건과 부시 정부의 걸프전의 발발과 정부의 고소득 계층만을 고려한 소외계층들은 고통 받았다.  문제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과 여성 복지 게릴라 걸스는 이러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미술 제도에 대한 문제도 다루었지만 반전제작과 같은 사회비판적인 작품이 대부분이었포스터를 통해서 사회의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  1980년대에 이겪게 되었다. 당시  H.W. 부시가 지시했던 것은 미국 영향을 끼쳤다. 미국년까지 겪었던 베트남  대한 황폐함을 로슬러의 <가정에 전쟁 들여오기: 아름다운 from the series Bringing the War Home: House 시리즈에서 <영부인(팻 닉슨) (First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다룬 작품이었다. [도판41]  형식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패션 잡지, 인테리어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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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도판도판도판    42 42 42 42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걸스걸스걸스걸스, <, <, <, <실종실종실종실종(Missing in Action)> (1991)(Missing in Action)> (1991)(Missing in Action)> (1991)(Missing in Action)> (1991)    

 도판도판도판도판    43 43 43 43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걸스걸스걸스걸스, <, <, <, <교육교육교육교육    대통령대통령대통령대통령    조지조지조지조지    부시부시부시부시(George Bush, The (George Bush, The (George Bush, The (George Bush, The Education President)> (1991)Education President)> (1991)Education President)> (1991)Education President)> (1991)    

지와 광고에 등장하는 호화로운 이미지들과 전쟁의 피폐함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함께 콜라쥬 했다. 제목에서 드러나는 “전쟁”과 “아름다움” 같은 모순적인 단어들과 이미지들의 병치를 통해서 전쟁으로 인한 잔인한 현실을 반영했다. 로슬러의 이 작품은 연작으로 제작해 다량으로 배포하려고 했지만 계획을 실현하지 못했다.112  1991년도에 개시 된 이라크 침공을 다룬 게릴라 걸스의 반전 작업들도 마사 로슬러의 작품과 같이 이미지의 차용으로 이루어지거나 텍스트만을 사용해 설명적인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게릴라 걸스의 <실종(Missing in Action)>(1991)[도판42]은 “ 국민 의료보험, 가난과 노숙 문제의 끝, 에이즈를 위한 치료책, 모두를 위한 보육과 교육, 여성의 출산에 대한 선택권, 안전한 환경, 에너지 대안 방책”과 같은 정부의 정책에서 부재한 것들에 대해 지적했다.  게릴라 걸스가 1991년에 인쇄한 <교육 대통령 조지 부시(George Bush, The Education President)>[도판43]는 이러한 부시 정부의 전쟁을 위한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게릴라 걸스는 이 포스터에 수십개의 십자가에 학사모를 씌워 마치 묘지를 묘사한 듯한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존 하트필드(John Heartfield)의 <10년 후: 아버지들과 아들들(After Ten Years: Fathers and Sons)>(1924)[도판44]을 연상시킨다. 전쟁이 불러오는 황폐함과 희생                                           112 할 포스터, 로잘린드 크라우스 외 3명(주 17), p. 636. 



 

도판도판도판도판    44 44 44 44 존존존존    하트필드하트필드하트필드하트필드(John (John (John (John Heartfield),<10Heartfield),<10Heartfield),<10Heartfield),<10년년년년    후후후후: : : : 아버지들과아버지들과아버지들과아버지들과아들들아들들아들들아들들    (After ten years: Fathers (After ten years: Fathers (After ten years: Fathers (After ten years: Fathers and Sons)> (1924)and Sons)> (1924)and Sons)> (1924)and Sons)> (1924)    

에 대해 비판한 이 포토몽타쥬는에는 군복을 입은 장군의 모습이서도 길게 늘어진 흑백의 십자가의암시했다. 

는 문구를 적었다. 113  이 포스터는전면에 내세웠던 부시 정부가은 삶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적이와 같은 미국정부의해서 게릴라 걸스는 <그녀는만든 정부를 위해서 목숨을 risk her life for governments that eWomen?)>(1991) [도판47이 포스터를 통해서 게릴라 인한 정부의 소외계층 착취에다루었다. 미국 유색인종 여성군인의래에는 “ 그녀는 여성들을 노예로                                          113  포스터의 원문: “ Many Poor American Join the Army to get an education and better life. If Bush had a education, who would fight this war? 78 

 아버지들과아버지들과아버지들과아버지들과    (After ten years: Fathers (After ten years: Fathers (After ten years: Fathers (After ten years: Fathers 

 도판도판도판도판    45 45 45 45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걸스걸스걸스걸스, <, <, <, <그그그그녀는녀는녀는녀는    여성들을여성들을여성들을여성들을    노예로노예로노예로노예로    만든만든만든만든    정부를정부를정부를정부를    위해서위해서위해서위해서    목숨을목숨을목숨을목숨을    걸었걸었걸었걸었는가는가는가는가?(Did she risk her life ?(Did she risk her life ?(Did she risk her life ?(Did she risk her life for governments for governments for governments for governments that that that that enslave Women?)> enslave Women?)> enslave Women?)> enslave Women?)> (1991)(1991)(1991)(1991)     

포토몽타쥬는 길게 늘어선 해골과 함께 가장 앞 부분모습이 묘사되어있다. 게릴라 걸스의 포스터에십자가의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죽음을 이 포스터에서 십자가는 마치 칼날처럼 보이기도 하고, 위협적이고 우울한 인상을 준다. 이미지의 하단에는 “많은 가난한 미국인들은 더 나은 삶과 교육을 받기 위해 군대에 자원입대 한다. 부시가 만약 공교육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펼쳤다면, 누가 그의 전쟁에서 싸우겠는가?”라포스터는 교육 개혁(Educational Reform)을 정부가 이라크 전쟁 참전을 대가로 교육과 더 나정책적 부도덕함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다.  미국정부의 비겁한 정책에 대그녀는 여성들을 노예로  걸었는가?(Did she risk her life for governments that enslave 47]에서도 다루었다.  걸스는 걸프전으로 착취에 대해 심층적으로 여성군인의 이미지 아노예로 만든 정부를    Many Poor American Join the Army to get an education and better life. If Bush had a real policy for public education, who would fight this w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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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도판도판도판    46 46 46 46 제니제니제니제니    홀저홀저홀저홀저, <, <, <, <러스트러스트러스트러스트모르트모르트모르트모르트(Lustmord)> (1994)(Lustmord)> (1994)(Lustmord)> (1994)(Lustmord)> (1994)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가??”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총을 매고 서있는 흐릿한 흑백의 여성 이미지는 전쟁터에서 집으로 보낸 편지 속의 사진 같으며, 그림자로 가려진 얼굴은 마치 이 여성이 생존하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한다.  전쟁에서 피해를 당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계층이나 사회적 강자가 아닌 약자들이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서 약자들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었는데, 여성 미술가들은 여성의 관점에서 전쟁의 황폐함에 대해 드러냈다. 제니 홀저의 <러스트모르트 (Lustmord)> (1994)는 1992년의 보스니아 전쟁에서 가해진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루었다. [도판46] 114 이 작품의 제목은 보스니아 내전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진 폭력을 고발하기 위해 쓰여졌던 책의 제목을 사용했다. 홀저는 여성의 피부에 잉크로 전쟁 속의 배고픔과 폭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텍스트를 적었다. 이와 같이 피부에 새겨진 글들은 외상을 남기는 행위로서 강간과 폭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115  제니 홀저는 여성의 피부에 흉터를 남기는 행위로 사회적 약자로 여겨지는 여성이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들이라는 것을 드러냈고, 전쟁이 야기하는 문제를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이처                                           114  Lustmord: 독일어인 이 용어는 정확한 영어 번역을 할 수 없지만 제니 홀저에 따르면‘강간살인’라고 번역할 수 있다. 책의 제목이기도 한 이 단어는 1992년 작가가 보스니아 전쟁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진 폭력을 고발하여 쓰기 시작한 시리즈의 제목이다. 1993년 홀저의 작품을 『쥐트도이체 자이퉁(Süddeutsche Zeitung)』에서 기사로 쓰면서 이를 통해서 책의 존재도 알려졌다.  조앤 사이먼,「사다리는 없고 뱀만 있다: 제니 홀저의 <러스트모르트>(1994)」, 헬레나 레킷, 페기 펠런(주 8), p. 280.  115 위의 책, p. 181.  



 

    도판도판도판도판    47474747미국의미국의미국의미국의    군사모집군사모집군사모집군사모집    포포포포스터스터스터스터----<<<<나는나는나는나는    너를너를너를너를    미국미국미국미국    군군군군인으로인으로인으로인으로    원한다원한다원한다원한다(I Want You (I Want You (I Want You (I Want You for U.S. Army)>(1916)for U.S. Army)>(1916)for U.S. Army)>(1916)for U.S. Army)>(1916)    

럼 게릴라 걸스가 <그녀는 삶을 위태롭게 했는가?>에서것은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전쟁문제를쟁을는데(Genevieve Fox)미한다고프전쟁의만들어진스터의경은하기었다. 예를 들어, 1916년에 원한다(I Want You for U.S. Army하기 위해서 이용되었다. 이와쇄가 가능하고 손쉽게 배포할속성은 선동을 위해 사용하기에라 걸스는 이러한 포스터의 이용해 반전 포스터를 만들었던게릴라 걸스는 전쟁이해서 반전 작업을 이어나갔는데포로와 노숙자와의 다름이 the difference between a prisoner of                                          116 Genevieve Fox, ‘Guerrilla Girls: Conscience of the art worldSymposium for Women Artists & the Environment, Dubl in, June 1991.  80 

    도판도판도판도판    48 48 48 48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걸스걸스걸스걸스, <, <, <, <전쟁에전쟁에전쟁에전쟁에    수감된수감된수감된수감된    포로와포로와포로와포로와    노노노노숙자와의숙자와의숙자와의숙자와의    다름이다름이다름이다름이    무엇인무엇인무엇인무엇인가가가가?(What?(What?(What?(What’    s the s the s the s the difference between a difference between a difference between a difference between a prisoner of war and a prisoner of war and a prisoner of war and a prisoner of war and a homeless person?)> homeless person?)> homeless person?)> homeless person?)> (1991)(1991)(1991)(1991)    

 자신을 노예로 만든 정부를 위해서 자신의 에서 전쟁의 피해자로 “여성”을 중점에 두었던 전쟁문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게릴라 걸스의 이 포스터는 전쟁을 찬양하는 것과 같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으로 제네비브 폭스(Genevieve Fox)는“이 포스터는 전쟁을 찬미한다고 여럿에게 비난 받았는데, 이것은 걸프전쟁의 여성에 대한 착취를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포스터의 내용을 설명했다.116 이러한 비판의 배경은 이전의 전쟁에서 포스터는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되었다는 인식 때문이 제작되어 인쇄된 <나는 너를 미국 군인으로 for U.S. Army)>[도판47]의 경우에는 군사를 모집이와 같이 다량으로 인배포할 수 있는 포스터의 사용하기에 적합했다. 게릴 특성과 역사성을 역만들었던 것이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이어나갔는데, <전쟁에 수감된  무엇인가?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 prisoner of war and    Guerrilla Girls: Conscience of the art world ’, Symposium for Women Artists & the Environment, Dubl in, June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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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omeless person?)>(1991) [도판48]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와 노숙자를 동일한 맥락에서 보면서 전쟁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피해를 다루었다.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에 반전활동에 주력했던 게릴라 걸스는 전쟁이 끝난 뒤에는 다시 여성문제를 조명하기 시작했다.  2. 여성 권리 주장  로널드 레이건의 집권부터 이어져온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는 동성애와 낙태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촉발시켰고, 1982년에는 남�녀 평등헌법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을 무산 시켰다. 이와 같은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는 부시 정부로 이어졌다.117 이 중 낙태권은 미국에서 지속적인 논쟁의 주제였는데, 리차드 닉슨(Richard Nixon)의 집권 시절이었던 1973년 대부분의 낙태를 합법화 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118 의 대법원 판결 선례에도 불구하고, 1990년의 낙태반대(pro-life)운동은 낙태의 불법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아울러 1980년대에 연방의회가 빈민층 여성에게 낙태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방의 의료지원 제도를 폐지한 것은 1990년대에도 수정 되지 않았고 미국 정부의 낙태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와 정부의 정책적인 오류에 대항하기 위해 1990년대에 들어서는 낙태권 옹호운동, 반전 운동 그리고 성적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캠페인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미 1980년대에 위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미술가들이                                            117 휘트니 미술관. 리사 필립스 외, 『The American Century- 현대 미술과 문화: 1950-2000』,송미숙 역, 지안 출판사, 2011, p. 270. 118 로 대 웨이드 판결(Roe v. Wade, 410 U.S. 113): 1973년 초에 대법원은, 각 주는 임신 마지막 3개월 동안에만 낙태를 금지시킬 수 있으며, 4에서 6개월일 때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낙태를 규제할 수 있고, 임신 3개월까지는 임산부와 의사가 결정권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하워드 진(주 6), p.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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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도판도판도판    49 49 49 49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걸스걸스걸스걸스, <, <, <, <남쪽남쪽남쪽남쪽    L.AL.AL.AL.A의의의의    중심을중심을중심을중심을    약탈하기약탈하기약탈하기약탈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얼마나얼마나얼마나얼마나    걸리는가걸리는가걸리는가걸리는가? (How long did it take to ? (How long did it take to ? (How long did it take to ? (How long did it take to loot South central L.A.?)>(1992)loot South central L.A.?)>(1992)loot South central L.A.?)>(1992)loot South central L.A.?)>(1992)        

인식했다. 이 때, 마사 로슬러, 바바라 크루거 그리고 제니 홀저 등과 같은 페미니스트 미술가들은 사회비판적인 작품들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게릴라 걸스도 1990년대에 들어서는 정치�사회 문제로 그들이 비판하는 제도의 범위를 확장했다. 그들은 백인 경찰이 흑인을 구타했던 로드니 킹(Rodney King) 사건을 다룬 <남쪽 L.A의 중심을 약탈하기 위해 얼마나 걸리는가?(How long did it take to loot South central L.A.?)>(1992) 와 같은 작품들을 통해 당 시대에 중요했던 사회적 사건들을 다루었다.[도판49]  게릴라 걸스는 이 시기에 특히 미국 공화당의 강간, 낙태와 성적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는 작품을 만들었다. 미국에서 낙태의 권리는 여전히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인데, 오늘날 낙태는 1973년의 로 대 웨이드의 판결에 따라 합법적이긴 하지만 임신 기간이 24주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진다. 하지만, 각 주정부는 그것을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권한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태가 완전히 합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119  이러한 낙태에 관한 논쟁은 1992년 공화당 전당대회(Republican Convention)에서의 주요 쟁점이었다. 이때 공화당 측은 전통적인 가치를 부각시키면서,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고, 여성의 실질적 역할은 집안일을 하고 남성을 보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119 페미니스트 학자 조 프리만(Jo Freeman)의 기사 모음 웹사이트, “JoFreeman.com”,http://www.jofreeman.com/conventions/1992 conv en.htm, 검색일:2014-06-20.   



 

    도도도도판판판판    50 50 50 50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걸스걸스걸스걸스,<,<,<,<공화당원공화당원공화당원공화당원들은들은들은들은    여성들이여성들이여성들이여성들이    자신의자신의자신의자신의    몸을몸을몸을몸을    자유자유자유자유롭게롭게롭게롭게    통제할통제할통제할통제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권리를권리를권리를권리를    갖갖갖갖고고고고    있다고있다고있다고있다고    믿는믿는믿는믿는(Republicans do (Republicans do (Republicans do (Republicans do believe in a womanbelieve in a womanbelieve in a womanbelieve in a woman’’’’s right to s right to s right to s right to control her own body)>(1992, control her own body)>(1992, control her own body)>(1992, control her own body)>(1992, 1995)1995)1995)1995)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여성의을 위해 행해지는 당연한 행위다. 이러한 사례를 나열하는전통적으로나 현대사회에서나잡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공화당의 소수계층과원 판사 클레어런스 토마스(Clarence Thomas)게릴라 걸스는 <대법원의 판사는리를 지지한다(Supreme Court Justice supports right to privacy for gays and lesbians)>(1992)다.[도판51] 이 포스터는 부시1991년 대법원장의 후보자로이때, 그의 부하직원이었던자신을 1982년도부터 성폭행했음을이 일은 사적인 것이며, 자신의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지했다. 일전에 클레어런스 토마스는 83 

    
이에 관해 게릴라 걸스는 <공화당원들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Republicans do believe in a woman’s right to control her own body)>(1992, 1995)를 통해 비판했다.[도판50] 이 작품에서 그들은 성형수술, 거식증, 전족, 할례와 같이 인위적으로 미(美)를 위한 혹은 여성을 통제하기 위해 신체적인 변형을 주는 사례를 나열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이지만 전통이나 아름다움행위로 현대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들 이었나열하는 것으로 게릴라 걸스는 “여성성”의 정의는 현대사회에서나 모두 남성중심적인 관점들로 인해서 자리있다.  소수계층과 약자에 대한 모순적인 태도는 미국의 대법(Clarence Thomas)의 사건에서도 드러났다. 판사는 게이와 레즈비언의 사생활에 대한 권(Supreme Court Justice supports right to privacy for gays and lesbians)>(1992)를 통해 미국 권력층의 부도덕함을 폭로 했부시 대통령의 임명으로 클레어런스 토마스가 후보자로 지목되었을 당시 제작되었다.  부하직원이었던 아니타 힐(Anita Hill)이 토마스가 성폭행했음을 폭로했다. 하지만 그는 청문회에서 자신의 대외적인 활동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기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결국에는 대법원장 자리를 차토마스는 1991년 『뉴욕 타임즈(The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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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rk Times)』에 실린 성적소수자의“게이든 레즈비언이던 누구던지사생활이고 정부가 상관할 바가이 인터뷰를 포스터에 차용하는에서 일어나는 사생활”로 치부해비판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인의 부도덕함과 이를 묵인하고에 대해 비판했다.          클레어런스 토마스와였는데, 매스미디어에서는 이를다. 가십 잡지 『피플(People)라는 제목을 사용했고, 『타임치(Sex, Lies & Politics)”와부각시켰다.[도판52] 성폭력에크레이그 맥다니엘은 “서구                                          120『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스의 <대법원의 판사는 게이와다(Supreme Court Justice supports right to privacy for gays and lesbians)>(1992)로부터 발췌해

도판도판도판도판    51 51 51 51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걸스걸스걸스걸스,<,<,<,<대법원의대법원의대법원의대법원의    판사는판사는판사는판사는    게이와게이와게이와게이와    레즈비언의레즈비언의레즈비언의레즈비언의    사생사생사생사생활에활에활에활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권리를권리를권리를권리를    지지한다지지한다지지한다지지한다(Supreme Court Justice (Supreme Court Justice (Supreme Court Justice (Supreme Court Justice supports right to privacy for supports right to privacy for supports right to privacy for supports right to privacy for gays and lesbians)>(1992)gays and lesbians)>(1992)gays and lesbians)>(1992)gays and lesbians)>(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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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소수자의 권리법안과 관련된 인터뷰에서 누구던지 간에 침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개인의 바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120 게릴라 걸스는 차용하는 것으로 아니타 힐에 대한 혐의도 “침실치부해 버린 정부의 비도덕적인 결정에 대해  이 포스터를 통해서 클레어런스 토마스 개묵인하고 그를 대법원장 자리에 올린 공화당 전체

토마스와 아니타 힐의 사건은 미국에서 커다란 이슈이를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것에만 열을 올렸(People)』에서“섹스와 보스(Sex and the Boss)”타임(Time)』에서는 “섹스, 거짓말 그리고 정와 같은 헤드라인으로 사건의 자극적인 면을 성폭력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에 대해 로버트 진과 서구 대중문화가 폭력에 열광하고, 젊고 관능적   (The New York Times)』와의 인터뷰의 내용은 게릴라 걸게이와 레즈비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지지한(Supreme Court Justice supports right to privacy for gays and 발췌해 필자가 번역했다. 

     (Supreme Court Justice (Supreme Court Justice (Supreme Court Justice (Supreme Court Justice supports right to privacy for supports right to privacy for supports right to privacy for supports right to privacy for  도판도판도판도판    52 52 52 52 아니타아니타아니타아니타    힐의힐의힐의힐의    사건을사건을사건을사건을    보도했던보도했던보도했던보도했던    1991199119911991년도년도년도년도『『『『피플피플피플피플(People)(People)(People)(People)』』』』과과과과    『『『『타임타임타임타임(Time)(Time)(Time)(Time)』』』』의의의의    표지표지표지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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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매력적인 여성을 폭력의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121 

퍼포먼스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대중매체가 도시에서 확산되고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 퍼포먼스에 참여한입었고, 한 여성만이 자주색당한 10명의 여성들에 대해서에 선풍적으로 보도 되었고 국제적으로심을 일깨웠다.123 이들은 매스미디어가한다는 특성을 이용해, 정부기관이었다. 여성 폭력의 문제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121 진 로버트슨, 크레이그 맥다니엘122 휘트니 채드윅,『여성, 미술, 사』, 김이순 역, 시공아트, 2006, p. 463.123 Cornelia H. Butler, and Lisa Gabrielle. Mark. Feminist Revolution. Museum of Contemporary Art, Los Angeles; Cambridge, Mass: MIT Press, 2007, p. 323. 85 

    
폭력의 희생물로 묘사하는 것에 사로 잡혀 있기   이러한 매스미디어의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의 자극적인 보도 방식에 대해 이미 1977년에 여러 미술가들이 함께 주관한<비통함과 격노함 속에서 (In Mourning and In Rage)>에서 다루었던 선례가 있었다. [도판53] 레슬리 레보위츠(Leslie Lebowitz), 수잔 레이시, 그리고 비아 로우(Bia Lowe)가 주도했던 이 로스앤젤레스 시청 계단에서 진행 되었는데, 미국의 확산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선정적인 보도 비판했다.122 참여한 10명의 여성들 중 9명은 검정색 상복을 자주색 복장을 하고 목소리를 높여 강간 후 살인 대해서 애통해했고 분노했다. 퍼포먼스는 매스컴국제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하여 경각매스미디어가 자극적인 것에 대해 빠르게 반응정부기관 앞에서 이목을 끄는 전략을 선택한 것 여성에 대한 남성의 객체화를 정당화하고 버리는 사회·정치적 구조의 결과물이다. 게   맥다니엘(주 3), p. 146. , 사회-중세부터 현대까지 여성 미술의 역, 2006, p. 463. Cornelia H. Butler, and Lisa Gabrielle. Mark. WACK!: Art and the . Museum of Contemporary Art, Los Angeles; Cambridge, Mass: MIT Press, 2007, p.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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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라 걸스의 <강간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가 …(What to do when raped…)>(1992)도 토마스 클레어런스 사건과 유사한 윌리엄 케네디 스미스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124[도판54] 이 사건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스미스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 앞에서“나는 법 체계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빚을 졌고, 나는 법 체계와 하나님 모두에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고, 자신이 무죄선고를 받아서“매우 매우 행복하다”라고 발언했다.125  이 포스터의 가장 상단에는 검정색으로 커다랗게“당신이 만약 강간을 당한다면 “느긋하게 즐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의 말을 믿지 않을 테니까요”라고 쓰여져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1988년에 미국에서 185,000명이 성폭행을 당했지만 그 중 39,160명의 가해자 만이 체포 당했고, 그 중 15,700명 만이 유죄선고를 당했다”라고 성폭행 범죄를 나타낸 통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했다. 126 이와 같은 문구와 통계를 제시하면서 게릴라 걸스는 범죄의 대상이 약자일 경우 부와 권력이 면죄부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                                             124게릴라 걸스는 이 포스터를 제작할 때 윌리엄 케네디 스미스의 사건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웹사이트에 명시했다. 윌리엄 케네디 스미스 사건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주36을 참조.  125 위의 글. 126미국의 사법부의 조사에 따르면 1993년 이후 미국에서 강간율이 60% 이 상 줄어 들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2013년에 미국에서는 아직도 매년 평 균 89,000건의 성폭행이 보도되고 있다. Statistic Brain, "Rape Statistics",  http://www.statisticbrain.com/rape-statistics/, N.p., n.d. Web.  검색일: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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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성의 낙태권(right-to-choose)을 정부가 불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한 낙태 반대(pro-life)운동은 연방의회가 빈민층 여성에게 낙태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방의 의료지원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 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 127  1989년 워싱턴에서 여성들의 낙태권을 지키기 위해 30만여 명이 워싱턴에 집결해서 집회를 열었는데, 이때 바바라 크루거의 <당신의 몸은 전쟁터이다 (Your body is a battleground)>(1989) [도판55]는 집회의 선전 포스터로 사용되었다. 흑·백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포스터는 “당신의 몸은 전쟁터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합법적인 낙태와 피임 그리고 여성의 권리를 지지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128  게릴라 걸스는 낙태권 문제에 대해 거리의 빌보드를 이용하여 그들의 입장을 처음 드러냈다. 그들은 1991년 공공 미술 기금의 후원을 받아 빌보드 프로젝트 <처음에 그들은 낙태권을 빼앗아 가기를 원했다. 지금 그들은 미술을 검열한다>(1991)를 제작했다. 이 작품은 낙태권에 대한 문제와 함께 당시 1990년대 미국 정부의 미술계에 대한 검열에 대                                           127  낙태 반대자(Pro-life)들은 1973년 로우 v. 웨이드 판결에서 대법원이 낙태를 옹호하는 것을 계기로 활발하게 성장했다. 낙태권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1994년과 1995년에 낙태 시술 병원이 잇따라 습격을 당하고 낙태권리 지지자 몇 명이 살해당하면서 갈등은 험악한 양상을 띄었다. 하워드 진(주 6), p. 454 참조. 128 크루거의 포스터에는 집회의 계기와 집회의 목적을 서술 해 놓았다: 4월 26일 대법원은 기본적인 낙태권을 확립하게 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기를 바라는 부시 정부의 사례에 대해서 듣게 될 것이다. 4월 9일 워싱턴 D.C에서 수천명의 여성들과 남성들과 함께 하라. 우리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성의 낙태권을 옹호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장소- 워싱턴: 워싱턴 기념비와 백악관 사이의 광장에서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집회는 오후 1:30. 본 글은 연구자의 번역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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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적하고 있었다.129  유동인구가 많은 뉴욕의 로우어 이스트 사이드(Lower East Side)지역에 설치된 이 작품은 대중의 눈에 쉽게 띌 수 있었다.   이 포스터에는 무화과 잎으로 입을 막은 모나리자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무화과 잎은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특히 욕망이나 죄를 상징한다. 이 작품에서 무화과 잎이 사용 된 것은 보수주의자들이 “전통적인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미술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여성에 대한 권리를 죄로 매도 한 것을 나타내는 듯하다. 당시 게릴라 걸스의 빌보드 옆에 우연히 자동차 회사 도요타의 광고가 부착되었는데, 이 광고에는 “모든 부분이 평등하게 만들어 진 것은 아니다”라고 쓰여져 있었다. 이와 같은 광고의 문구와 게릴라 걸스의 작품이 병치되면서 광고의 문구가 의도치 않았지만 “권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앞서 언급한 바바라 크루거의 작품이 사회적 운동에 대대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게릴라 걸스는 1992년 열렸던 프로-초이스(pro choice) 행진에서 자신들이 제작한 낙태권을 옹호하는 포스터를 들고 참여했다. <카톨릭 교회의 낙태에 대한 충격적인 태도를 발견하다(Discover the Shocking Truth About the Catholic Church’s Position on Abortion)>(1992)라는 제목의 이 포스터에는 ‘게릴라 걸스는 낙태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으로 돌아가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었고, 하단에는 “19세기 중반 이전에는 임신 초기 몇 달 동안의 낙태는 합법이었고, 카톨릭 교회 조차 1869년 이                                           129 빌보드가 설치된 장소의 정확한 주소는 E. Houston St.and 2nd Avenue,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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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금지하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도판56]  이후 게릴라 걸스는 <내가 결정하고, 네가 결정하고, 우리가 결정한다. 그들은 결정하지 않는다 (I Decide, You Decide, We Decide. They Don ’ t Decide)>라는 피켓을 들고 2004년 4월 25일 워싱턴 D.C.에서 진행 되었던 거리 시위에 참가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낙태권 지지 시위를 펼쳤다.130[도판57] 이와 같이 게릴라 걸스는 사회 비판적인 작품에서 일관되게 여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그들의 페미니스트적 입장을 보여주었다. 이들이 비판하는 주제와 제도는 비록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미술 제도 내의 여성차별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  “타자” 개념 비판  게릴라 걸스는 1990년대에 들어서 사회비판적인 미술로 주제를 확장했지만 미술 제도비판을 멈춘 것은 아니었다. 미술계에서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에 걸쳐서 여성과 소수집단의 위치를 이성애자 백인 남성중심적인 문화의 “타자”로 새롭게 정립했다. 게릴라 걸스에게는 제도에서 소외된 여성 미술가들만이 제도에서의 “타자”였고, 젠더적 평등만이 이루어내야 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외에 인종과 성적 취향 등                                           130 1.5 만명의 사람들이 참가했던 이 시위는 2003년에 통과 된 부분적 낙태 금지 법(Partial-Birth Abortion Ban Act)과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법 조항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서 조직 되었다. 지속적인 논쟁으로 이어지는 낙태권에 대한 문제는 여성들에게는 선택의 권리의 문제이며, 여성의 삶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게릴라 걸스는 “내가 결정하고, 네가 결정하고, 우리가 결정한다. 그들은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통해 강조했다.  



 90  

의 분류는 거의 하지 않았다. 이러한 “타자”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1990년대 중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담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변화했다.  1990년대의 미술계에서는 오리엔탈리즘, 식민주의, 포스트오리엔탈리즘과 후기식민주의 담론들 또한 미술계 내부의 “타자”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이 당시의 담론들은 서구 중심으로 움직이던 미술계에 타 문화와 타 민족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일깨웠다. 이와 같은 다양한 담론들의 부상은 다문화주의로 불렸는데, 이것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강조와 인지를 의미했다. 다문화주의 지지자들은 문화적 차이를 두렵고 억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타문화 또한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131  미술계에서 “타자”에 대한 담론들의 부상과 관심으로 인해서 미술 제도 내의 차별을 개선하는 듯 했다. 하지만 1992년 백인 남성으로만 이루어졌던 구겐하임에서의 전시는 미술 제도가 여전히 백인 남성중심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전시에 대해서 1992년 게릴라 걸스는 여성 미술 조합(WAC)과 함께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게릴라 걸스의 멤버 중 한 명은 그들이 시위를 했던 당시의 상황에 관해서“우리가 구겐하임 미술관의 소호 별관의 개회 전시가 백인 남성 미술가들로만 구성 되어 있다는 것을 듣고 에바 헤세(필명)는 수백장의 핑크색 엽서를 여성들에게 배포한 뒤 구겐하임 미술관의 관장인 토마스 크랜스(Thomas Krens)에게 보내도록 했고, 여성미술조합은 프린스 스트리트의 브로드웨이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132  게릴라 걸스가 여성미술조합과 함께 진행했던 거리 시위에는                                             131 진 로버트슨, 크레이그 맥다니엘(주 3), pp. 104-105.  132 “Gertrude Stein”, et alia(주 32), pp. 91-92. 



 91  

 도판도판도판도판    58 58 58 58 1992199219921992년년년년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걸스가걸스가걸스가걸스가    미술관미술관미술관미술관    관장관장관장관장    토마스토마스토마스토마스    크크크크랜랜랜랜스스스스(Thomas Krens)(Thomas Krens)(Thomas Krens)(Thomas Krens)에게에게에게에게    보보보보냈냈냈냈던던던던    편편편편지지지지 
“엘리트 미술로부터 작별을 해야 할 때”, “남자들만의 클럽에서 벗어나자”와 같은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든 수십 명의 여성들이 미술관 앞을 점거했다. 토마스 크랜스에게 보내는 핑크색 엽서에는 “다운타운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당신의 오프닝 전시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듣고 있어요: “백인 남성들의 미술관의 네명의 백인 남자들”이라고 말이에요. 행운을 빕니다!”라고 적혀있었다.133 게릴라 걸스는 여성 차별에 대해 규탄하는 엽서, 편지 등을 미술관, 관장, 미술 콜렉터 등 다양한 미술계의 기관들과 영향력 있는 인물들에게 발송했는데, 이러한 성명서들은 일반 대중들도 참여해 보낼 수 있었다.[도판58]  게릴라 걸스와 여성미술조합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3년에 미국에서 시작해서 유럽을 순회했던 전시《20세기 미국 미술 American Art in the 20th Century》에서는 여전히 미국 미술계가 남성중심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주었다. 이 전시는 모더니즘 미술의 지지자였던 크리스토스 요아히메데스(Christos Joachimedes)와 노르만 로젠탈(Norman Rosenthal)이 조직했다. 여기에는 66명의 작가와 250점의 작품이 포함 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여성 미술가는 단지 5명이라는 고질적인 현상이 또다시 나타났다.134                                              133  구겐하임 미술관의 본관은 5번가의 89번지에 위치 해 있었는데, 본관이 위치 한 곳은 미국 백인 상류층의 동네 어퍼 이스트 사이드(Upper East Side) 이다. 본관과는 달리 1992년 개관했던 별관은 미술관의 본래 위치와는 다르게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고 모이는 동네인 소호(SoHo)에 문을 열었다.   134 휘트니 채드윅, 『여성, 미술, 사회-중세부터 현대까지 여성 미술의 역사』, 김이순 역, 시공아트, 2006, p. 469.  



 92  

 도판도판도판도판    59 59 59 59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걸스걸스걸스걸스, , , , <<<<페페페페이이이이스스스스    갤러리가갤러리가갤러리가갤러리가    50505050세세세세    미미미미만만만만의의의의    여성도여성도여성도여성도    보여보여보여보여주주주주도도도도록록록록    위위위위협협협협하하하하는는는는    포스터포스터포스터포스터(The Poster that(The Poster that(The Poster that(The Poster that    IIIIntimidated Pace Gallery ntimidated Pace Gallery ntimidated Pace Gallery ntimidated Pace Gallery into into into into Showing a Woman Showing a Woman Showing a Woman Showing a Woman Under 50)> (1993)Under 50)> (1993)Under 50)> (1993)Under 50)> (1993)    

이와 같은 현상은 미술계가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관점으로 미술사를 정립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러한 미술 제도의 가부장제와 백인 남성중심적 운영관행은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렇게 오래 전부터 지속된 미술 제도와 백인남성미술가들의 깊은 유대관계는 여성 미술가들이나 유색인종 미술가들을 제도의 “타자”로 만들었다.  게릴라 걸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페이스 갤러리가 50세 미만의 여성도 보여주도록 위협하는 포스터 (The Poster that intimidated Pace Gallery into Showing a Woman Under 50)>(1993)[도판59]를 통해서 비판했다. 이 포스터는 1993년 10월의 뉴욕 타임즈의 표지에 페이스 갤러리의 아트 딜러 “아른 글림셔(Arne Glimscher)와 미술계의 올-스타즈(All Stars)”라는 문장과 함께 11명의 백인 남성 미술가들의 단체 사진이 실렸던 것에 대한 게릴라 걸스의 응답이었다.135 미술계의 올-스타즈라는 단어의 사용에서 볼 수 있듯이 마치 갤러리는 연예기획사와 같고, 갤러리가 대표하고 있는 남성 미술가들은 그에 소속 되어 있는 배우들과 같은 뉘앙스를 풍겼다.  게릴라 걸스는 이 표지를 흑백으로 바꾼 뒤 차용했는데,“호르몬                                            135  1993년 뉴욕 타임즈 10월호에는 존 챔벌레인(John Chamberlain), 척 클로즈(Chuck Close), 아놀사울 스타인버그(Saul Steinberg), 도날드 저드Donal Judd, 로버트 맨골드(Robert Mangold), 짐 다인(Jim Dine), 조지 콘도(George Condo), 로버트 라이만(Robert Ryman), 조엘 샤피로(Joel Shapiro), 루카스 사마라스(Lucas Samras)가 아놀드 글림셔와 함께 앉아 있고 하단에 ‘Arnold Glimscher And His Art World All-Stars’라는 문장이 쓰여져 있었다. 본 자료는 연구자가 <페이스 갤러리가 50세 미만의 여성도 잡지의 표지에 보여주도록 위협하는 포스터>(1993)의 본문을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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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이라는 단어를 넣는 것으로 사진의 모든 사람이 남성이라는 것을 비꼬았다. 또한 “멜라닌 결핍”이라는 문장은 이들 모두가 백인 이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제도 내의 성 차별과 인종 차별에 대해 풍자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게릴라 걸스가 중점을 두었던 것은 역시 여성 차별이었다. 여성 미술 조합(WAC)과 함께 했던 작업에서 엽서의 내용과 시위 피켓의 내용에서 또한 그들이 “남성”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성 차별에 집중했던 게릴라 걸스는 미술계의 다문화주의 담론의 부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내부의 인종 다양화의 필요성을 상기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작업에서 유색 인종 미술가들의 차별에 대한 문제의 중요성도 점점 확대되었다. 다문화주의에 따른 후기식민주의와 같은 담론의 생성은 비서구권 미술가들을 서구 미술계에 소개하는 전시들로 이어졌다. 1989년의 《대지의 마술사들》전과 1993년의《휘트니 비엔날레》는 서구 미술계에서의 타자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시도 되었고, 다양한 비서구권 작가들을 서구의 작가들과 동등한 지위에 위치시키려고 한 시도에 따라 제시되었다. 1989년 퐁피두 센터에서 기획한 《대지의 마술사들》전은 서구 출신과 비서구 출신 미술가의 비중을 각각 절반으로 해서 동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미술가들을 참여시켰다.  이 전시는 뉴욕의 현대 미술관에서 기획했던 《20세기 미술의 ‘원시주의’: 현대적인 것과 부족적인 것의 친화성》전의 비서구 미술에 대한 형식주의적인 차용과 미술관 전시 방식의 추상화 경향에 맞서고자 했으나 의식이나 마술과 같은 제의적인 요소를 비서구 미술의 특징으로 결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136  게릴라 걸스의 <휘트니 미술관이 새 이름을 얻다 (The                                            136 할 포스터, 로잘린드 크라우스외 3명(주 17), p.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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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ney Museum Gets a New Name)>(1995)137[도판60] 는 1993년 휘트니 비엔날레에서의 다문화주의가 1995년도 비엔날레에서는 다시 한번 백인 남성 미술가들 중심으로 회귀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모습에서도 1993년 휘트니 비엔날레는 당시 미술계의 다문화주의 담론의 흐름에 잠시 편승했다는 것을 시사했다. 

1993년의 《휘트니 비엔날레》는 “다문화주의”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것은 1992년 클린턴 정부가 인종평등을 주장하며 공화당의 전임자들에 비해 정부직에 많은 유색인을 임명했던 것처럼, 1993년 비엔날레는 표면적으로만 다문화주의를 실천하는 전시였다. 『뉴욕 타임즈                                           137 게릴라 걸스는 이 포스터를 통해서 1991년 휘트니 비엔날레는 60.3%가 백인 남성 미술가들이었고, 1993년도에는 잠시 그 비유리 36.4%로 줄었지만 95년도에 다시 비엔날레에 참여한 미술가의 과반수가 넘는 55.5%가 백인 남성 미술가임을 명시했다. 본 자료는 연구자가 게릴라 걸스의 <휘트니 미술관이 새 이름을 얻다(The Whitney Museum Gets a New Name)>(1995)의 본문을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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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York Times)』에서 1993년의 《휘트니 비엔날레》에 대해서“국가의 다양성을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많은 수의 유색 인종 미술가들과, 성적 소수자 그리고 페미니즘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강조하며 반영하는 포괄적인 비엔날레”라고 평가한다.138 하지만 1993년의 휘트니 비엔날레전의 의도적인 미술가와 작품의 선정은 오히려 서구의 식민주의 관점을 탈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로 비엔날레는 다양성에 대한 이해부족과 비서구권 작가들을 이국적인 타자로 바꾸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139 진 피셔(Jean Fisher)는 에세이 「혼합주의적 선회-다문화주의 시대의 통문화적 실천들」에서 “미술 비평은 그 작품의 경험이 아니라 상품화할 수 있는 수준의 맥락을 바라보거나 다루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갤러리와 미술관들이 문화적 주변성을 종식 시켜야 한다는 것을 비유럽권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부여해 문화적 차이를 적절히 보여주는 것들에 국한되었다”고 설명했다.140  길레르모 고메즈-페나(Guillermo Gómez-Peña)는“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쟁은 이미 주류에 이르렀지만, 아직 결정적인 정치적 쟁점들은 회피되고 있다. 블록버스터들은 현재 다문화적인 예술을 “앞장서서” 보여준다. 그러나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거기에는 앵글로-유럽의 문화와 둘러싼 타자들 사이의 신식민주의적 관계 아래 깔려 있는 앵글로-유럽의 역사적 범죄들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지적했다.141 페나가 미술계에서는 형식적으로 소수민족과 유색인종 미술가들을                                            138Roberta Smith, "AT THE WHITNEY, A BIENNIAL WITH A SOCIAL CONSCIENCE"., The New York Times. N.p., 05 Mar. 1993. 검색일:2014-05-01. 139진 로버트슨, 크레이그 맥다니엘(주 3), pp. 104-105.  140진 피셔,「혼합주의적 선회: 다문화주의 시대의 통문화적 실현들」(1996), 조야 코커. 사이먼 릉(주 62), p. 231. 141기예르모 고메즈 페냐,「아트-마게돈 에서 그링고스트로이카까지: 검열에 대한 선언문」, 조야 코커, 사이먼 릉(주 62),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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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도판도판도판    61 61 61 61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걸스걸스걸스걸스, <, <, <, <더더더더    토토토토큰큰큰큰    타임즈타임즈타임즈타임즈(The (The (The (The Token Times)> Token Times)> Token Times)> Token Times)> (1995)(1995)(1995)(1995) 

 도판도판도판도판    62 62 62 62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걸스걸스걸스걸스, <, <, <, <당신은당신은당신은당신은    미술계의미술계의미술계의미술계의    토토토토큰입큰입큰입큰입니까니까니까니까?(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n Art World Token?)> an Art World Token?)> an Art World Token?)> an Art World Token?)> (1995)(1995)(1995)(1995) 

전시에 포함하는 현상에 대해 지적했듯이, 이러한 변화는 형식상에 불과했고, 다른 문화와 인종에 관한 역사적 뿌리에 대한 성찰과 이해가 부족한 체 조직된 이러한 전시는 대중들에게 진실되게 다가오지 않았다.   미술 제도에서 형식적으로 “타자”를 포함하는 현상에 대해서 게릴라 걸스는 <더 토큰 타임즈 (The Token Times)>(1995)를 통해 비판했다.[도판61] 그들은 이 포스터에서“뉴욕의 블루칩 갤러리들은 남성 중심적이라는 이미지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급조한 듯한 모습과 그것에 걸맞은 다문화적 경험을 지닌 뛰어난 외모를 지닌 안내자(receptionist)를 내세운다”고 지적했고, “주요 미술관들은 향후 5년 동안(혹은 다문화주의가 지속 될 때까지)매년 한 명의 유색인종 미술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미술관이 선택하는 미술가는 주요 갤러리들, 콜렉터 그리고 다른 미술관에 의해 검증 된 사람을 선호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풍자적인 문구를 통해서 게릴라 걸스는 뉴욕의 갤러리들이 다문화주의를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질책했던 것이었다.  게릴라 걸스의 미술 제도의 토크니즘(Tokenism)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은 <당신은 미술계의 토큰입니까? (Are You an Art World Token?)>(1995)에서도 지속되었다. [도판62] 이 포스터의 제작을 주도 했던 게릴라 걸스의 멤버 알마 토마스(Alma Thomas)는 자신들의 작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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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도판도판도판    63 63 63 63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걸스걸스걸스걸스, , , , <<<<모마가모마가모마가모마가    과과과과연연연연    가장가장가장가장    잘잘잘잘    알알알알까까까까?(Does ?(Does ?(Does ?(Does MoMA Really Know Best?)> MoMA Really Know Best?)> MoMA Really Know Best?)> MoMA Really Know Best?)> (1997)(1997)(1997)(1997) 

인종 차별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표면적이고 깊이가 없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고, 벨 훅스(bell hooks)142의 비평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게릴라 걸스의 다른 멤버들을 교육 시키려고 노력했다.143  이러한 내부적인 비판과 노력에 의해서 게릴라 걸스가 다루는 ‘타자’의 의미 또한 변화했다. 그들은 뉴욕 현대 미술관에 대한 비판을 담은 <과연 뉴욕현대미술관이 가장 잘 알까?(Does MoMA really know best?)>(1997)[도판63]를 제작 했을 때 까지만 해도 백인 여성과 유색 인종 여성을 다르게 분류했다. 하지만 ‘타자’의 의미에 대한 이들의 변화된 입장은 그들이 발행한 책『게릴라 걸스의 서양 미술사(The Guerrilla Girls’ Bedside Companion to the History of Western Art)』(1999)의 서문에서 나타났다.144 그들은 서문에서 자신들이 지칭하는 “여성”이라는 단어가 유색 여성 미술가를 포함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145  이것은 그들이 이전의 작품들에서 유색 여성인종 미술가들을 백인 여성미술가들                                           142페미니스트이자 사회적 행동주의가 벨 훅스는『나는 여성이 아닌가?: 흑인 여성과 페미니즘』,『탈식민페미니즘과 탈식민페미니스트들』과 같은 저서를 통해서 페미니즘 담론 속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담론에 대해 연구했다.  143Gertrude Stein, et alia(주 32), p. 94 참조. 144모마의 수석 큐레이터인 마르짓 로웰Margit Rowell에게 보내는 엽서 <모마가 과연 가장 잘 알까? (Does MoMA Really Know Best?)>(1997)에서 “3 White Women, 1 Woman of Color and No Men of Color-Out of 71 Artists?”라는 문구에서 그들이 인종적 구분을 했음이 드러났다.  145게릴라 걸스는 그들의 “여성”이라는 단어 사용에 관해서“몇 년 동안 게릴라 걸스는 “타자들”을 지칭하기 위해 “여성들과 유색인 예술가들(Women and artists of color)”이라는 말을 써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이 부적절하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유색인 여성”이 어디에 들어가야 할 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여성인 동시에 유색인 예술가들이다. 게다가 서양미술사는 주로 유색인을 제외하고 소외시켰던 유럽 백인 들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들”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것은 모든 여성들을 지칭하는 것임을 선포한다”라고 서술했다. 게릴라 걸스, 『게릴라 걸스의 서양 미술사』, 우효경 역, 마음산책, 2010,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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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했던 것이 또 다른 차별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인지했기 때문이었다.  게릴라 걸스는 자신들을 제 3세대 페미니스트라고 정의 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결성과 작품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제2세대 페미니즘 운동은 남·녀 평등 문제에만 집중했다. 이것과는 달리 제3세대 페미니즘 운동에서는 후기구조주의, 후기식민주의 등과 같은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페미니즘의 의미를 다시 정립하려고 했다. 제2세대 페미니즘에서의 쟁점들을 바탕으로 활동했던 게릴라 걸스의 초기 작품들과는 달리 1990년대 중반부의 작품들에서부터는 당시의 담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의 제3세대 페미니스트적 특징들이 드러났다. 이들은 페미니즘에 대해 변화된 입장만이 아니라 처음에 제도 밖에서 제도를 비판했던 것과 달리 2005년 베니스 비엔날레 이후에는 미술기관에서의 전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미술 제도에 대해서도 다소 변화된 입장을 드러냈다.   제제제제    3 3 3 3 절절절절    2000200020002000----2005200520052005: : : : 매스미디어매스미디어매스미디어매스미디어    비판비판비판비판       제 3절에서는 게릴라 걸스의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작품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게릴라 걸스는 2000년도에 새로운 미술가들과 액티비스트들(Activists)을 그룹에 영입했다. 이러한 새로운 멤버들의 영입은 지금까지 그들의 활동을 재평가하는 기회가 되었지만 초기 멤버들과 새롭게 영입된 멤버들 사이에서 작품의 결정권을 둘러싸고 마찰이 생겨났고, 그 충돌은 2001년 그룹이 게릴라 걸스 Inc., 게릴라 걸스 온 투어, 그리고 게릴라 걸스 브로드 밴드로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룹이 세 개의 단체로 나눠진 이후에 게릴라 걸스의 창단 멤버들은 게릴라 걸스 Inc.의 중심이 되어 활동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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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 걸스의 웹사이트에는 2000년도부터 2005년도 까지 제작했던 작품 15개가 개재 되어있다. 146  15개의 작품들 중 5개는 미국 부시 정부와 공화당 정부에 대한 비판을 담았고, 7개는 매스미디어 이미지가 반영하는 여성 이미지의 정형화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그 외 나머지 작품들은 미술 제도비판과 낙태 문제를 다루었다.  이 시기에 게릴라 걸스의 작품의 과반수 이상이 매스미디어에 관한 것이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할리우드 영화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성 상품화와 여성 차별 문제에 중점을 두고 비판했다. 이 시기부터 게릴라 걸스가 비판하는 제도의 범위는 사회·정치적 문제부터 할리우드까지 그 범위는 다양화 되었다.   1. 매스미디어 속의 여성 이미지에 대한 비판  미술계에서는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 미술가들의 미술 작업방식 또한 다양화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컴퓨터와 전자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터넷의 사용량이 증가했고,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미술 작업들이 등장했다. 게릴라 걸스도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변화에 따라 1995년도에 웹사이트를 열었다. 그들은 웹사이트와 이메일을 이용해 관객과 소통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작업을 웹사이트를 통해 관객이 자유롭게 인쇄하고 배포 할 수 있도록 허용 했다.147                                             146웹사이트에서 2004년 그들이 저술한 『게릴라 걸스의 미술관 액티비티 책(Guerrilla Girls’ Art Museum Activity Book)』 포함시키고 있지만 필자는 포스터 작품을 위주로 분석했기 때문에 책은 제외했다. 그리고 2005년도에<여성이 메트로폴리탄에 들어가야 하는가?>가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재전시 되었는데, 새로 제작한 포스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작품도 제외했다.  147게릴라 걸스는 <게릴라 걸스가 인터넷이 너무 남성적이고 너무 창백하다고 선언하다!(The Guerrilla Girls Proclaim Internet Too Male, Too Pale!)> (1995)를 통해 그들의 웹사이트 개설을 알렸다.  그들의 첫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voyagerco.com/gg 였고,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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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의 발달과 인터넷의 성장은 누구나 정보와 이미지를 손쉽게 접속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는 손쉬운 정보의 획득이라는 장점을 지닌 반면, 정보의 가속화 및 이미지 교환과 아울러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배포된 이미지의 획일성을 촉진했다. 진 로버트슨과 크레이그 맥다니엘은 인터넷, TV, 라디오, 영화 사진의 발명이래 진행된 기억의 획일화에 대해“새로운 기술이 탄생할 때마다 개인적 경험의 세계를 압도하는 대중 문화의 능력은 갈수록 확장되고 있다”라고 서술하며“오늘날의 매스미디어 정보 문화는 정보의 제시를 균질화한 형태로 전파된다”고 지적했다.148  게릴라 걸스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획일적이고 손쉽게 확산되는 여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정리한 『나쁜년들, 백치들 그리고 볼-브레이커 149 : 게릴라 걸스의 여성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삽화 가이드 (Bitches, Bimbos and Ballbreakers: The Guerrilla Girls’ Illustrated Guide to Female Stereotypes)』(2003)을 저술했다. 이 책에서 그들은 여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역사와 의미를 노처녀, 트로피 와이프(Trophy Wife), 백치(Bimbos)와 같은 단어들을 통해서 탐구했다.  이 책에서는 제미마 아줌마(Aunt Jemima), 도쿄 로즈, 그리고 쥰 클레버(June Cleaver)와 같은 스테레오타입이 된 실제와 허구의 여성들의 삶을 탐구하는 것으로 연구를 이어나갔다.150  그들은 매스미디어                                                                                                           http://www.guerrilla girls.com으로 전환 하였다. 148진 로버트슨, 크레이그 맥다니엘, 위의 책(주 3), p. 48.   149Ball-Breaker: (공격적인 성적 행동으로) 남자의 자존심을 깔아 뭉개는  여자. 150제미마 아줌마(Aunt Jemima): 미국의 팬케이크 믹스와 시럽의 브랜드 이름이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백인에게 아첨하는 흑인여자”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도쿄 로즈(Tokyo Rose):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에서 일본 제국의 라디오 선전 방송인 ‘라디오 도쿄’를 진행하던 여성 아나운서들을 이르는 말이었다. 쥰 클레버(June Cleaver): 1950년대 미국의 시트콤 “Leave it to Beaver”의 캐릭터였다. 바바라 빌링슬리(Barbara Billingsley)가 연기한 쥰은 짧은 금발의 곱슬머리에 진주 목걸이를 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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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형화하는 여성 이미지에 대해 <나를 정형화 시키지 마세요!(Don’t Stereotype Me!)>(2003)[도판64] 스티커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러한 책을 저술하고 스티커를 만드는 것을 통해, 그들은 매스미디어에서 여성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들이 지닌 언어적 폭력성과 여성 비하적인 면모에 대해 지적했다. 이러한 단어들의 확산은 매스미디어가 지닌 특성인 이미지의 획일화와 빠른 정보전달력으로 인해 가속화 되고 손쉽게 퍼진다. 이것이 지닌 문제는 매스미디어의 이미지의 획일화가 남성 중심적인 시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의 예로 매스미디어에서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묘사하고, 언제나 남성을 주체로 여성은 객체로 여기는 것은 쉽게 나타나는 전형이다. 데이나 댄스모어(Dana Densmore)는 그녀의 논문 「성 혁명으로부터의 독립(Independence from Sexual Revolution)」에서“모든 곳에서 여성들은 성적인 물건(Sexual object)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댄스모어는 광고에서 반영하는 여성의 성적 정의에 대해“ ‘금발은 더 많은 재미를 본다’라거나 ‘당신이 평균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으면 플레이텍스 브라를 입어라’와 같은 문구로 여성을 정의한다”고 기술했다.151 댄스모어가 설명하듯이 남성 중심적으로 왜곡된 여성의 이미지는 할리우드 영화에서 흔하게 나타났다.                                                                                                             등장하는 이 캐릭터는 미국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의 이상적인 ‘어머니’와 ‘ 아내 ’  로서의 모습을 반영했다.(위키피디아, “Aunt Jemmima”, “Tokyo Rose”, “June Clever”, 검색일: 2014-05-30, (www.wikepedia.  org). 151John D’Emilio, Estell B. Freedman (ed,), Intimate Matters-A History of Sexuality in America,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p. 312에서 Dana Densmore의글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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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에서 남성의 시각적 쾌락의 역할로서 묘사되는 여성의 모습에 대한 비판을 다룬 이론은 1970년대의 페미니즘 운동에서부터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페미니스트들의 작업에 영향을 끼쳤다. 1975년 로라 멀비가 『스크린(Screen)』지에 기고한「시각적 쾌락과 서사 영화 (Visual Pleasure and Narrative Cinema)」는 페미니즘 이론과 미술에 또한 많은 영향을 끼쳤다. 멀비는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여성은 수동적이며 주체적이지 못한 반면 남성은 언제나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표현되는 이분법적인 방식에 대해 정식분석학적인 접근으로 분석했다.152 멀비는 대중문화의 시각적 쾌락은 이성애자 남성의 관점에 맞추어져 있어 그가 여성 이미지를 성적 대상으로서 향유할 수 있도록 공식화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153 영화에서 여성을 수동적인 객체로 그리고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일반적이었다. 게릴라 걸스는 이러한 할리우드 영화에서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잘못된 묘사에 대해서 비판했고, 영화에서 묘사되는 정형화된 여성 이미지에 대해서 영화 속의 이미지를 차용하는 형식으로 드러냈다. 그들은 2005년도 비엔날레《언제나 조금 더 멀리 Always Little Further》에서 <베니스의 여성미술가들은 어디에 있지? 남성 아래>(2005)[도판65]를 선보였다. 이 포스터는 영화 <라 돌체 비타(La Dolce Vita)>(1960)에서 이미지를 차용했다.154[도판66]                                            152멀비가 『스크린(Screen)』에 기고한「시각적 쾌락과 서사 영화」는 프로이트와 라캉의 이론으로 할리우드 영화 속 여성의 이미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그녀는 I. 정신분석학의 정치적 사용 (Political Use of Psychoanalysis) II. 보는 것의 쾌락/ 인간의 형상에 대한 매료(Pleasure in Looking/Fascination with the human Form) III. 이미지로서 여성, 시각의 전달자로서 남성 (Woman as Image, Man as Bearer of the Look)으로 챕터를 나누어 정신분석학적으로 할리우드 영화를 비평했다. Laura Mulvey,  Visual Pleasure and Narrative Cinema, Screen Vol. 16, No. 3(Autumn, 1975), pp. 6-18.  153할 포스터, 로잘린드 크라우스 외 3명(주 17), p. 618. 154포스터의 하단에는“베니스의 주요 미술관에 전시 된 1,238개의 작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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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 걸스는 이 포스터에서자 주인공인 마르첼로 마스트로이아니공인 아니타 에크베르그(Anita Ekberg)사했다. 155           마스트로이아니가 에크베르그관계를 암시하는데, 여기서 상황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있다지를 사용한 것은 그가 당시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계 내의 가부장제를 상징적으로                                                                                에 40개 미만의 작품만이 여성에 미술기관의 이름과 그들이계 또한 삽입했다. Accademia: Quadreria: 0 Women artists in collection, 0 on view. Ca’Ressonico: 6 women artists in collection, 4 on view. Museo Correr:15 artworks by women in collection, 0 on view.Ca’ Pesaro International Gallery of Modern Art:women in collection, 2 on view 터<베니스의 여성미술가들은 발췌했다. 155게릴라 걸스의 <베니스의 여성미술가들은와 영화 <라 돌체 비타>와의 지도교수 김정희의 도움으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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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에서 하얀색 수트를 입은 <라 돌체 비타>의 남마스트로이아니(Marcello Mastroianni)가 여주인(Anita Ekberg)위에 올라 앉아 있는 것으로 묘

에크베르그 위에 올라 타 있는 모습은 성적인  남자는 주도적이고 강압적이지만 여자는 그 묘사되어있다. 그들이 마스트로이아니의 이미당시 영화계의 대표적인 “마초”페르소나를 지니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게릴라 걸스는 미술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만 아니라 영화에서 성                                                                   여성 미술가의 것이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하단그들이 전시하는 여성 미술가들의 수를 명시하는 통Accademia: 2 women artist in collection, 2 on view.  0 Women artists in collection, 0 on view.  6 women artists in collection, 4 on view.  15 artworks by women in collection, 0 on view. Pesaro International Gallery of Modern Art: 120 artworks by women in collection, 2 on view 본 자료는 연구자가 게릴라 걸스의 포스 어디에 있지? 남성 아래>(2005)의 본문에서 여성미술가들은 어디에 있지? 남성 아래>(2005)  유사성을 지적한 핵심 내용은 본 연구자의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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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상품화되어 반영되는 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시사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게릴라 걸스는 멀비가 지적했던 할리우드 영화 속의 남성의 보조적인 역할로서 나타나고, 수동적으로 묘사되는 여성의 이미지를 차용했다. 이것은 미술 제도 속의 여성의 역할이 할리우드 영화에서의 것과 다르지 않음을 시사하며 이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 포스터의 남성이 여성 위에 말을 타듯이 앉아 있는 이미지는 한스 발둥 그린(Hans Baldung Grien)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필리스(Aristotle and Phyllis)>(1513)[도판67]를 연상 시킨다. 그린의 판화에서는 젊은 여성이 노인의 등 위에 올라 앉아 채찍과 고삐를 손에 쥐고 동물을 다루듯이 노인을 대한다. 누군가의 위에 앉아 있는 이미지는 윗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게릴라 걸스는 한스 발둥 그린의 판화와는 반대로 남자를 여자의 등위에 앉힘으로써 제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남성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게릴라 걸스는 이러한 매스미디어에서 드러나는 남성중심적 구조에 대한 비판을 지속했다. 영화 포스터 형식을 차용한 <페미니즘의 탄생(The birth of feminism)>(2001, 2005)[도판68]에서도 이들의 비판적 관점이 드러났다. 이 포스터는 제목과는 모순되게 매스미디어에서 섹스 심볼로 여겨지는 세 명의 여배우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포스터에는 파멜라 앤더슨(Pamela Anderson), 할리 베리(Halle Berry) 와 캐서린 제타존스(Catherine Zeta-Jones)가 풍만한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손에는 “지금 당장 평등을!”이라고 적혀진 현수막을 들고 있다. 영화 포스터의 형식을 차용한 이 포스터에는 각 여배우의 이름 아래 페미니스트 운동을 이끌었던 여성 운동가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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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용된 세 명의 여성운동가들은 페미니스트 저널리스트였던 글로리아 스타이넘(Gloria Steinem), 흑인 변호사로 페미니스트 행동주의자이자 시민권 지지자였던 플로 케네디(Flo Kennedy)와 1970년대의 여성 운동의 리더였던 변호사 벨라 압저그(Bella Abzug)였다. 게릴라 걸스가 만든 포스터에서는 마치 세 여배우들이 각각 스타이넘, 케네디와 압저그의 역할을 맡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아울러 포스터의 하단에는“그들은 여성의 권리들을 성공적이게 했다. 매우 성공적이게 했다”156라고 쓰여져 있다. 이처럼 포스터에서 과거의 페미니즘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의 이름과 여배우의 이름을 병치한 것은 아이러니하게 보여진다.  이러한 역설적인 방식을 통해서 게릴라 걸스는 여성의 성 상품화로 인해 여성들의 자아(self-empowerment)를 혼란스럽게 하는 할리우드 영화 산업을 풍자했다.157  게릴라 걸스는 현재의 할리우드 영화 속의 여성 이미지에 대한 왜곡이 여성 운동가들이 여성의 주체성을 찾기 위해 했던 노력과 업적을 헛되게 했고, 지속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한정시키면서 여성을 객체로 결부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게릴라 걸스가 위의 방식과 같이 영화 속 인물을 차용해 매스미디어의 남성중심적 시선에 대해 비판 했던 것과 달리 신디 셔먼은 자신이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직접 재현하는 방식으로 영화에서 반영되는 여                                           156원문으로는 “They made women’s rights look good. Really good”으로 쓰 여져 있다.  157Kristen Raizada, ‘An Interview with Guerrilla Gilrs, Dyke Action  Machine(DAM!), and the Toxic Titties, NWSA Journal, Vol. 19, No. 1 (Spring, 2007),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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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이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로라 멀비의 에세이「주마등 같은 여성의 몸: 신디 셔먼의 작품(A Phantasmagoria of the Female Body:The Work of Cindy Sherman)」에서 멀비는 셔먼의 1979년 연작 <무제 필름 스틸(Untitled Film Still)>[도판69]을 분석했다.  이 글에서 로라 멀비는 셔먼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할리우드 영화에서의 1950년대 미국에 대한 향수와 여성에 대한 관음증적인 시선을 묘사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관해 멀비는“카메라의 시선은 여성 캐릭터를 다양한 관음증의 패러디로 점령한다. 카메라는 그녀가 무방비상태이거나 혹은 나체일 때 사적인 그녀만의 환경으로 침범한다”고 기술했다. 158 멀비가 설명하듯이, 신디 셔먼은 마치 관객이 모델을 훔쳐보는 듯한 시점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촬영했다. 사진 속 여성은 침대에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거나 놀란 듯이 카메라를 보고 있는 등 우연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설정 되어있는데, 이것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비추는 카메라의 시선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게릴라 걸스는 책을 저술하고, 영화의 이미지를 차용한 포스터를 만드는 것으로 매스미디어에서 반영하는 왜곡된 여성의 이미지에 대해 비판했다. 이러한 활동은 할리우드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종사자들과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을 폭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158Laura Mulvey, “A Phantasmagoria of the Female Body: The Work of Cindy Sherman”, New Left Review, Vol. I, No. 188(July–August, 1991),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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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계내의 여성차별에 대한 비판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여성을 수동적이고 성적인 대상으로 반영하는 것은 현실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고, 이러한 남성중심적 관점은 할리우드 제도 내의 여성 종사자들에 대한 차별로 나타났다. 게릴라 걸스가 영화관 화장실들에 몰래 부착했던 <안티 할리우드 스티커(ANTI-HOLLYWOOD STICKERS)>(2000)[도판70]는 할리우드 영화에서 남성의 시선으로 왜곡되어 반영되는 여성의 몸에 대한 비판과 아카데미 시상식(The Oscars)의 백인 남성주의적인 관점 그리고 할리우드 제도 속의 여성 차별을 폭로했다. 게릴라 걸스는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의 백인 남성중심주의적인 관례에 대해 지적하는 것으로 할리우드 제도비판을 이어나갔다.  『네이션(Nation)』지의 요청으로 제작한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오스카(Anatomically Correct Oscar)>(2002)는 2002년 시상식이 개최되기 2달 전 L.A의 한복판의 빌보드에 전시했다.159[도판71] 그들은 오스카 상의 트로피를 백색으로 바꾸었고, “최고의 감독상은 한번도 여성이 수상한 적이 없었다”, “오직 3%의 연기상만이 유색인종 배우에게 수상되었다”, “94%의 극본상이 남성에게 돌아갔다”와 같은 아카데미 시상식의 여성 차별과 인종 차별에 대해 폭로했다. 이 빌보드의 제목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이 “해부학적으로 정확하다”고 묘사 했던 것은, 할리우드 제도의 편협함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159빌보드가 위치했던 곳은 L.A의 Melrose ave와 Highland ave가 위치한 곳으로 할리우드로 불리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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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 걸스는 이러한 할리우드 산업에 대한 비판을 종종 미국의 공화당원들과의 풍자적인 비교를 통해 이어나갔다. <더 트렌트 로츠카(The Trent L’ottscar)>(2003)는 당시 공화당대표 트렌트 로트(Trent Lott)의 이름을 시상식의 이름과 조합해 제목으로 사용했다.[도판72] 그들은“미국 상원이 할리우드 보다 더 진보적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미국의 상원의원 중 14%가 여성이지만 할리우드에서 여성 감독은 4%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를 삽입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보수적인 미국의 상원의원직 보다 표면적으로는 진보적으로 보이는 할리우드 산업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할리우드 제도 내의 성차별을 비판했다.         이러한 할리우드 제도 내에서 여성 종사자에 대한 차별을 다룬 작품은 이후 2006년에 <여성 감독들을 풀어주세요!>(2006, 2012)라는 제목으로 제작되었다.[도판73] 이 작품은 영어와 스페인어 두 언어로 제작되었는데, 영어 버전은 할리우드 지역의 카우헨가 대로(Cauhenga Blvd)와 선셋 대로(Sunset Blvd)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빌보드에 전시했다. 그리고 스페인어 버전의 작품은 스페인의 빌바오 아르떼와 멕시코 시티의 예술가들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역사적인 건물인 호텔 비레이스(Virreys)의 벽에 커다란 현수막으로 전시했다. 게릴라 걸스는 향후 활동 영역을 해외로 확장함에 따라, 그 지역에 상응하는 전시 방식과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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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는 것으로 장소의 특징을 고려했다. 160  위와 같은 작품에서처럼 같이 게릴라 걸스는 해외에서의 전시에서 각 지역에 상응하는 주제와 언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방식은 그들이 국제 미술전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미국 미술 제도만이 아니라 해외 국가의 미술 제도 내의 여성차별에 대해서도 폭로하는 것으로 주제의 범위를 미국 밖으로 넓혀나갔다.     
 제제제제    4 4 4 4 절절절절    2006200620062006----2014201420142014: : : : 국제국제국제국제    미술전미술전미술전미술전    속속속속의의의의    게릴라게릴라게릴라게릴라    걸스걸스걸스걸스    활동활동활동활동     1. 국제적 입장으로 확장된 주제  2006년부터 게릴라 걸스의 해외 전시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미술계의 전체적인 동향이 국제화 되는 것과 연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술계의 국제화에는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큰 기여를 했다. 기술의 빠른 진화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손쉽게 정보에 접속 할 수 있게 했고,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전세계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촉진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 사회를 기술적, 경제적으로 연계시켜 주었다. 테크놀로지로 인한 전지구적인 연결은 경제 시장의 규모 또한 국제적으로 확대시켰고, 확장된 시장은 오락과 문화 그리고 미술 시장에도                                            160제 3절에 포함 된 <여성 감독들을 풀어주세요!>(2006, 2012)는 원칙적으로는 제 4절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그들의 작품들에서 할리우드 제도가 단 한 번밖에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제 3절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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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끼쳤다.  미술계의 국제화는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 미술계에서 다문화주의 담론이 부상하고 “타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술계 역시 서구중심의 구조에서 탈중심화 되었던 것을 계기로 빠르게 추진되었다. 이것은 미술계의 서구중심주의를 탈피에 대한 중요성을 야기했고, 전세계적으로 국제 아트페어,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와 같은 국제 미술제는 이 시기에 급격하게 증가했다.161  미술계의 동향이 이처럼 국제적으로 변했던 것과, 앞서 언급했던 게릴라 걸스 그룹 내부에서 시작된 이들의 미술이 뉴욕 미술 제도에만 국한 되어있다는 논쟁은 그들이 미국 이외에 국제 미술계의 진출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국제미술전에 대한 그들의 목표는 2005년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 이후로 다양한 국가들로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실현되었다.  게릴라 걸스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이어 2006년 터키 이스탄불의 이스탄불 모던(Istanbul Modern)미술관에서 열렸던 《베니스-이스탄불 Venice-Istanbul》전시에 참가하게 되었다. 게릴라 걸스는 이스탄불 모던에서의 전시를 위해서 <터키 여성 미술가들의 미래(Future for the Turkish Women Artists)>(2006)[도판74]를 제작했다. 그들은 전시를 하는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고려해 이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지역성의 반영은 터키의 점을 보는 전통방식을 이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게릴라 걸스는 이 포스터를 통해서 이스탄불 회화와 조각 미술관과 이스탄불 모던의 여성 차별에 대해서 폭로했다. 포스터는 이스탄불                                            161진 로버트슨, 크레이그 맥다니엘(주 3),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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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들에서 전시하는 작품의 40%가 여성 미술가들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이스탄불 회화와 조각 미술관에 걸려있는 17명의 여성 미술가들의 작품들만이 영구적인 콜렉션이다”라고 지적했고, “ 이스탄불 모던 또한 그렇다”와 “터키의 여성 미술가들의 미래에는 오직 두 명의 여성 미술가들 밖에 없다”고 터키 미술계의 여성 차별에 대해 비판했다.162 이 작품은 커다란 현수막에 인쇄되어 이스탄불 모던 앞에 부착되었다. 활동 초기에 제도 밖에서 제도를 비판했던 게릴라 걸스는 명성을 얻게 되면서 미술기관들의 의뢰에 의해 전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때, 게릴라 걸스는 전시를 하는 미술관의 남성중심적 운영관행을 드러내거나 장소의 역사성이과 특성을 고려해 작품을 만들었다. 2009년 게릴라 걸스는 캐나다 퀘벡(Quebec)의 갤러리 드 르캄(Galerie de l’quam)의 제의로 전시를 하게 되었다. 이 전시는 1989년 12월 6일 몬트리올(Montreal)의 에콜 폴리테크닉(École Polytechnique) 학살 사건의 20주년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학살의 가해자는 총을 쏘기 전에“나는 페미니스트들이 싫다[…] 나는 페미니스트들을 만들어 낸 신에게 그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발언했고, 그의 유서에도 여성에 대한 증오를 표출했다.163  이 사건으로 인해서 14명의 여성들이 사망했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 게릴라 걸스는 <평화를 방해하다(Troubler Le repos/Disturbing the Piece)>(2009)를 만드는 것으로 언급했다. 그들은 이 작품에 공자, 피카소, 나폴레옹 등 다양한 분야의 위인들의 여성을 겨냥한 성차별적 발언들을 그래피티 형식으로 써넣었다.[도판75] 이 작품은 2500장이 인쇄가 되어 몬트리올 도시 곳곳에 부착되었고, 2012년도에는 L.A.의                                            162Today’s Zaman 신문 웹사이트, “Today’s Zaman”, http://www.todayszaman.com/newsDetail_openPrintPage.action?newsId=265991, 검색일: 2014-06-15. 163Mélanie Boucher, and the Guerrilla Girls, Trouble Le repos/Disturbing   the peace, Montréal: Galerie de l'UQAM, 2010,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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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를 파는 가게의 벽에 전시되기도 했다. 이 벽보에 대해 게릴라 걸스는 이 작품이 성별간의 장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이 벽은 너무도 흔하게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된 여성혐오에 관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164             여성을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부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들은 창녀, 악녀, 백치, 글래머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단어들의 무분별한 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여성의 종속적인 역할을 사회가 당연시 여기도록 만들고 있다. 게릴라 걸스는 위의 포스터에서와 같이 역사에서 남성 위인들로 지칭되는 인물들의 성차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한군데에 모아서 폭로하는 것으로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가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164Mélanie Boucher, and the Guerrilla Girls, Trouble Le repos/Disturbing the peace, p. 22. 



 113  

2. 기존 작품의 반복적 전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2005년도를 기점으로 게릴라 걸스는 미국 밖의 다양한 해외 국가들에서 전시회를 가지며 국제 미술전에 활발하게 참여했다. 미국 내에서만 활동했던 게릴라 걸스가 해외 활동에 대해서 고려하게 된 것은 2000년도부터였다. 2000년도에 그룹에 새롭게 영입되었던 멤버들은 게릴라 걸스의 작업이 오로지 미국의 뉴욕을 대상으로 포스터 중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세계화에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전략과 관객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165 게릴라 걸스 내부에서 대두된 작품의 세계화에 대한 필요성의 논의와 2005년 첫 국제미술전의 참가 이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은 해외 활동에 주력했다. 2006년의 이스탄불 모던, 2007년의 테이트 모던(Tate Modern), 2009년과 2012년도 파리의 퐁피듀(Pompidou Centre), 2014년의 파리의 갤러리 페로팅(Galerie Perrotin) 등 게릴라 걸스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해외에서의 전시 활동은 그들의 미술 제도에서의 위치를 “타자”에서 “주류”로 변화시켰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각 시대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작업하는 게릴라 걸스에게 당연한 수순이었고, 미국뿐만 아니라 타국가의 다양한 문화와 환경의 여성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더 이상 미술 제도의 비주류로서 소외 당하거나 그로 인해 겪는 부당함에 대항할 필요성을 상실하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은 미술계에서 위치의 변화는 그들이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기 보다는 이전 작품들을 재전시 하면서 회고전 위주로 활동을 하게 만들었다. 2006년 이스탄불 모던에서의 전시에서도 새로 제작한 <터키                                            165 Et alia, Getrude Stein(주 2),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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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미술가들의 미래>(2006) 한 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의 포스터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출품했던 동일한 작품들을 전시했다.  게릴라 걸스는 이렇게 재전시하는 작품들을 대부분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했지만, 몇몇의 작품들은 각각의 장소와 전시하는 년도에 맞도록 적절히 바꾸기도 했다. 아래의 <표3>은 게릴라 걸스가 1987년부터 2014년까지 했던 전시들을 그들의 웹사이트에 개재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및 도시 별로 기록한 것이다.                       

2006 테이트 모던,영국 기존 작품 전시 테이트 모던 미술관(Tate Modern)2007 아트 아테네인터네셔널아트, 그리스와 중국 기존 작품 전시 미술 콜렉터에게... 우리는 당신이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음을 안다(Dear Collector...We Know You Feel Terrible)2007 네덜란드 로테르담 기존 작품 전시 페미니즘의 탄생(The Birth of Feminism)2009 갤러리 르캄,캐나다 새로운 작품과기존작품 전시 평화를 방해하다(Disturbing the Peace)2009-2010 아일랜드전국 새로운 작품과기존작품 전시 아일랜드 전국 투어(All-Ireland Tour)2009-2012 퐁피듀 센터,프랑스 기존 작품 전시 엘르(elles @ pompidou)2012 콜럼비아 대학, 시카고 기존 작품 전시 아직은 친절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미술 세계 안과 밖에서의 게릴라 걸스(NotReady to Make Nice: Guerrilla Girls in the Artworld and Beyond)2013 알롱디가 빌바오,스페인 회고전 1985-2013까지의 게릴라 걸스: 약200점이 넘는 사진, 편지, 작은 프로젝트와 새로운길거리 프로젝트 작업들에 대한 회고전(Guerrilla Girls 1985-2013: Retrospective ofalmost 200 works including photos, letters, smaller projects and new street project)2014 갤러리 페로팅, 프랑스 새로운 작품과기존작품 전시 갤러리 페로팅에서 퍼렐 윌리엄스의 주관으로 열린 G I R L S 전시(G I R L S -Curated by Pharrell Williams, Galerie Perrotin)

 
<<<<표 표 표 표 3> 1987-2014 3> 1987-2014 3> 1987-2014 3> 1987-2014 게릴라 걸스 전시게릴라 걸스 전시게릴라 걸스 전시게릴라 걸스 전시연도연도연도연도 전시 장소전시 장소전시 장소전시 장소및 기관및 기관및 기관및 기관 전시 내용전시 내용전시 내용전시 내용 전시 및 작품 제목전시 및 작품 제목전시 및 작품 제목전시 및 작품 제목1987 클락타워 갤러리,뉴욕 새로운 작품 게릴라 걸스가 휘트니 미술관을 설문하다(Guerrilla Girls Survey the Whitney)2005 이태리 베니스 비엔날레 새로운 작품과기존작품 전시 언제나 조금더 멀리(Always a Little Further)2006 멕시코 멕시코시티 새로운 작품 호텔 비레이의 광고판에 전시된, "여성 감독들을 풀어주세요!"의 스페인어 버전(Spanish Version of our "Unchain the Women Directors!" Billboard at the HotelVirreyes)2006 이스탄불 모던, 터키 새로운 작품과기존작품 전시 베니스-이스탄불(Venice-Istanb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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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3>에서 명시한 작품들 중에서 <여성이 메트로폴리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벗어야 하는가?>(1989~)는 매 전시마다 포함되면서 최다 도시에 전시되었다. 이 포스터에 사용되었던 통계와 데이터는 각 년도에 따라서 때때로 수정되기는 했지만, 전시하는 장소와는 상관 없이 쓰여진 언어는 언제나 영어였다.166 이것은 이전에 게릴라 걸스가 전시하는 지역의 역사성이나 지역성과 같은 장소의 특성을 고려해 작품을 만들었던 것과는 상반되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몇몇의 작품은 전시하는 지역의 원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했는데, <친애하는 미술품 콜렉터님께>(1986~)도 게릴라 걸스의 해외 전시에 자주 포함되었던 작품이었고 가장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포스터였다. 예를 들어 상해에서의 전시에서는 중국어를 사용했고, 아테네에서의 전시에서는 그리스어로 번역되는 방식이었다.[도판76] <친애하는 미술품 콜렉터님께>(1986~)는 비록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기는 했으나 포스터의 형식에는 전혀 변화를 주지 않고 전시했다. 이와 같이 게릴라 걸스의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 미술 기관에서의 전시에서 이스탄불 모던과 캐나다의 갤러리 르캄에서의 전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전의 작품들을 재전시했다. 2012년도에 게릴라 걸스는 미국 미네소타 주의 동성결혼 반대법을 비판하는 빌보드 등 몇                                            166[표 3]은 게릴라 걸스 웹사이트의‘Exhibitions’섹션에 전시 년도와 장소가 정확하게 기재된 전시들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여성이 메트로폴리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벗어야 하는가?>(1989~)는 1989년을 시작으로 2005년, 2012년에 다양한 도시에 전시 되었다. 처음에는 뉴욕의 버스 광고판과 벽보로 시작했지만 이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이스탄불, 프랑스의 몬타우반, 런던의 테이트 모던, 아일랜드의 벨패스트, 서울, 파리, 아테네, 상해에 전시 되었던 것으로 웹사이트에는 명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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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기도 했지만 국제 미술전에서 주목을 받은 작품들의 대부분은 기존에 만들어졌던 작품들이었다.  이처럼 게릴라 걸스는 국제 미술전에서 명성을 얻게 되면서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지 않고 기존의 작품을 재전시하며 마치 활동을 마무리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3년 10월에는 스페인의 알롱디가 빌바오(Alhóndiga Bilbao)에서 70개의 포스터와 배너, 그리고 비디오를 포함한 198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작품 200여 점을 전시하는 대규모 회고전을 가졌다. 그 외에도 회고전이라고 이름 붙여지지 않았던 전시들에서도 기존의 작품들만이 재전시 되면서 사실상 회고전의 양상을 띠었다.  게릴라 걸스의 활동에서의 지향점이 이전의 활동과 비교해 불명확해 졌다는 것은 2014년 파리의 갤러리 페로팅 전시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갤러리 페로팅에서 미국의 팝 가수 퍼렐 윌리엄스(Pharrell Williams)가 큐레이팅한 그룹전시《G I R L》에 게릴라 걸스도 참여했다. 이 전시에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Marina Abramovic), 라이언 맥긴리(Ryan McGinley), 타카시 무라카미(Takashi Murakami), 오노 요코(Ono Yoko), 앤디 워홀(Andy Warhol) 등 유명미술가들의 작품이 포함되었던 블록버스터 전시였다. 게릴라 걸스가 이 같은 주류 미술가들과 함께 그룹 전에 참가했다는 사실은 그들도 주류에 반열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게릴라 걸스는 이 전시에서 미국 음악 산업의 여성 성상품화에 대한 비판하는 작품과 갤러리 페로팅의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여성 미술가들의 전시 비율이 낮다는 것을 지적하는 작품을 만들었다. 그들은 이 두 작품들에서 1989년도 작품에서 사용했던 통계를 전혀 수정하지 않고 사용했는데, 이것은 게릴라 걸스가 제도에 대해 지녔던 비판적인 태도와 그에 대항하던 정신이 무뎌졌음을 명백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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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음악산업의 여성 성상품화에 대해서<여성이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벗어야 하는가? (Do Women have to be naked to get into Music Videos?)>(2014)는 <여성이 메트로폴리탄에 들어가려면 벗어야 하는가?>를 차용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게릴라 걸스는 이전에 차용했던 앵그르의 <오달리스크>위에 성인잡지에서 오려 낸 듯한 여성의 이미지를 덧붙였다.[도판77] 그리고 하단에 그들이 항상 명시했던 ‘게릴라 걸스, 미술계의 양심’이라는 문구 대신 ‘게릴라 걸스, 문화계의 양심’이라는 문장으로 대체했다. 그들의 작품에서 강점으로 작용했던 통계의 활용은“뮤직 비디오에서 99%의 남성은 옷을 입고 있다”라는 불명확한 자료만을 출처 없이 제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갤러리 페로팅의 여성차별에 대해서 지적하는 <버스 회사들은 미술 갤러리들보다 더 계몽적이다>(2014)는 <뉴욕의 버스 회사들은 뉴욕의 미술 갤러리들보다 더 계몽적인가>(1989)의 형식을 차용하면서 제목을 약간 수정했을 뿐이었다.[도판78] 이 포스터는 이전의 작품들처럼 같이 실증적 자료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1989년 포스터에서 사용했던 통계였고, 이 통계에 갤러리 페로팅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전시했던 여성 미술가들의 비율을 덧붙이기만 했을 뿐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다.  조세핀 위더스는 1988년도 글에서 게릴라 걸스에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전략에 대해서“그들이 이러한 검증 가능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사용하고,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일반적인 차별의 전형들을 보여주는 것을 선호했던 것은 이전 세대 페미니스트 그룹들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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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이다”라고 평가했던 바 있다.167  조세핀 위더스가 분석했던 것과 같이 게릴라 걸스의 제도비판 미술에서는 이러한 실증적 자료들을 통해서 제도의 부조리함을 폭로하면서, 차별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들이 작품에서 강점으로 내세웠던 데이터의 사용은 <버스 회사들은 미술 갤러리들보다 더 계몽적이다>(2014)에서는 오히려 그들의 작품에서 약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작품에서 오래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그들이 활용하는 자료들이 더 이상 그들의 쟁점을 뒷받침할 수 없고, 더 나아가 마치 객관적인 데이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비추어졌기 때문이다.  안드레아 프레이저가 미술가를 부르주아 사회 내부 문화의 생산자, 재생산자와 중개자로 인식했듯이, 게릴라 걸스도 미술 제도 안으로   들어가면서 부르주아 사회의 문화 생산자가 되었다.168 게릴라 걸스가 제도 안에 흡수 되었던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들이 다수의 국제 미술전에서 이전 작품들을 다시 전시하거나, 회고전을 주로 여는 모습은 과거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정치적 비판을 하고 미술 제도의 부조리함을 지적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것이었다.  게릴라 걸스는 미국에서 과격하고 급진적인 활동으로 이름을 알리면서 활동의 영역을 해외 미술계로 넓히면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소외된 여성미술가 단체에서 미술 제도의 주류가 되었다. 그들이 미국 외에도 세계의 여성 이슈들을 다루는 것으로                                            167 Josephine Withers(주 1), p. 288. 168안드레아 프레이저의 변화된 제도에 대한 입장은, 김정희의 논문(주 27),  p. 126 에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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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적으로 여성 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 등 여성 문제들에 대해 상기시켰다는 것은 게릴라 걸스의 활동이 국제적으로 확장된 것에 대한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낙관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최근의 전시 활동에서 더 이상 새로운 전략이 없다는 점과 비판적인 태도가 약화된 것은 그들의 이전 작업까지도 설득력을 잃게 만드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게릴라 걸스의 지향점이 불명확해진 최근의 동향들은 그들이 다시 초기의 태도를 되찾고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해 비평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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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V.IV.IV. 결론결론결론결론     게릴라 걸스는 작품에서 미술계의 변화와 각 시기의 주요 사회·정치적 쟁점들을 반영해왔다. 그들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주된 배경은 미술 제도의 남성중심적 운영관행에 대항하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그들은 미술 제도에서의 여성 차별을 비판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더 나아가 인종차별, 낙태, 전쟁 등 다양한 사회·정치적 문제까지 다루는 등 활동의 범위를 확장해 나갔다.  게릴라 걸스는 특히 실증적인 자료를 작품에 사용하여 제도 내의 여성 차별과 부조리함에 대해 고발했다. 이처럼, 통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한 자료들은 그들의 작품이 관객에게 설득력을 갖도록 했다. 더불어 그들이 사용했던 익명성 전략과 게릴라식 출현은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게릴라 걸스는 작품을 포스터로 만들어 배포했고, 공공 장소의 대형광고판에 설치하거나 시위, 퍼포먼스와 같은 일시성을 지닌 방식을 사용했다. 더 나아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신들의 작품을 누구나 다량 인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전략과 형식을 사용하는 게릴라 걸스의 제도비판 미술은 제도 안에 여성미술가들을 포함시키는 것과 양성평등을 주된 쟁점으로 삼았다. 이러한 그들의 활동은 미술계의 남성중심적 운영관행이나 사회의 가부장적인 관습을 완전히 철회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페미니스트적 입장을 바탕으로 한 활동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왔던 미술계의 남성중심적 운영관행에 대해서 재고하는 계기를 부여했다.  한편, 게릴라 걸스는 2005년도의 베니스 비엔날레 참가를 시작으로 그들의 이름을 국제적으로 알리게 되면서 미술 제도에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명성을 얻게 되면서, 그들은 점점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존 작품만을 재사용하거나 회고전 위주의 활동을 하는 등 활동의 지향점이 불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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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게릴라 걸스의 익명성 전략은 대중의 이목을 끌기 위한 전략이자 개인의 정체성이 아닌 그룹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해서 사용했다. 하지만 2009년 게티 리서치 인스티튜트(Getty Research Institute)가 게릴라 걸스의 아카이브(Archive)를 만드는 과정 중 그룹의 47명 중 40명이 자신들의 실명을 미술관 카탈로그에 싣는 것에 동의하면서, 익명성 전략은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다.169 이것은 게릴라 걸스가 이전에 개인의 이력이나 경력을 위해서가 아닌 작품에서 다루는 쟁점에 대중이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익명성 전략을 사용한다고 했던 것과는 불일치 되는 결정이었다.  이에 관해서 캐테 콜비츠는 2008년 인터뷰에서“익명성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체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익명성이다. 그것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라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다.170 이와 같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조차도 자신들의 논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게릴라 걸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기의 태도와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늘날에 미술 제도가 양성평등을 이루었다는 통계는 여전히 없고, 매스미디어를 통한 여성의 성상품화는 지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여성들은 사회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게릴라 걸스가 초기에 지녔던 페미니스트적 비판 “의식”이 최근 들어 희미해졌다는 사실을 아쉽게 만들면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급진적이고 과격한 단체들이 현재에도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본 연구자는 1985년부터 2014년까지의 게릴라 걸스의 미술 작                                           169 Anna C. Chave(주 34), p. 111 170 위의 글, p. 100 에서 캐테 콜비츠와의 인터뷰 재인용 원문: “The anonymity isn’t important anymore…. What’s important is the fact that it’s not about identities, you know, that it’s anonymous. That’s still important, but it’s not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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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선행 연구, 잡지 기사와 인터뷰 등,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연구했다. 하지만 게릴라 걸스가 활동을 마무리한 것이 아닌 현재에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작업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향후 더 자세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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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Guerrilla Girls, a feminist activist group. The group consists of women artists who have been working together since 1985 without revealing their identities. The group first began its activities by discretely attaching posters it created titled <What Do These Artists Have in Common?>(1985) and <These Galleries Show No More Than 10% Women Artists or None At all>(1985) on the walls of New York City’s SoHo District in the middle of the night.  At the time in 1985 when the Guerrilla Girls initiated their abovementioned work, the social atmosphere in the United States became increasingly conservative as the Republican Party continued its reign over power. Despite the democratic mood and civic awareness which had picked up through the human rights movement of the 1960s, American society eventually turned conservative following the consecutive Nixon and Ford Republican presidencies of the late-1960s. While the social landscape eased again soon after President Carter took office in 1977, this was short-lived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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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opolitical environment quickly turned rigid with the Reagan Government rising to power for eight straight years beginning in 1981.  Moreover, while the art market had grown drastically in the 1980s with the help of President Reagan’s market liberalism-based economic policies, also referred to as Reaganism; it was virtually dominated and formed by male artists at its core. The conservative social ambience also spread to the art world. The exhibition opportunities of women, races of color, and sexual minorities were reduced not only in art museums but also in commercial art galleries. In addition, as the government’s regulations toward art strengthened, its support for the industry also markedly decreased. In resistance to the conservative atmosphere that prevailed, various organized groups began to be formed during the early 1970s. Such societal change made possible the birth of social criticism art organizations such as the Guerrilla Girls. Meanwhile, the concept of post-structuralism identity which described identity as being constructed by one’s surrounding environment rather than by intrinsic attributes, stimulated feminist artists to investigate how women were regarded within a western male-centric society and also to study the significance of “womanhoo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Guerrilla Girls connected their feministic stance with art institutional critique. Through this, they exposed and criticized the deep-rooted male-centric viewpoints, operations, customs, etc of the western world’s art industry, cultural businesses, politics etc. Such formality and themes consistently appear in their works even until the present day. In their early works, 



 131  

the Guerrilla Girls had only utilized text. However, in the late-1980s onward, they began to connect text with images. In their works, they borrowed the form of mass media such as magazines, newspapers, commercials, and furthermore, they personally wrote books related to art history. During the George H.W. Bush government era in the 1990s, the Guerrilla Girls also dealt with sociopolitical issues beyond the scope of the art industry. In the process, their socially critical position expanded to social participatory art. For example, after creating their own posters, the Guerrilla Girls actively participated in protests supporting the abortion rights of women. Moreover, they also covered broader policy topics such as racial discrimination issues and the government’s welfare policy matters towards low-income and neglected minority groups. Later in the 2000s, they extended their range of institutional critique to mass media, especially the Hollywood movie industry. Furthermore, after 2005, the Guerrilla Girls expanded their sphere of interest to countrie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nd included global women’s issues as part of their work subjects. Such changes are not irrelevant to the fact that they began to be invited to international art exhibitions around this time.  Meanwhile, in 2001, the Guerrilla Girls group was split into three distinctive groups due to internal frictions. ‘Guerrilla Girls Inc.’ concentrates mainly on issues concerning the art industry, ‘Guerrilla Girls BroadBand’ deals mainly with policy issues, and ‘Guerrilla Girls on Tour’ mostly organizes street protests and performances. As a result, it seemed like the three groups had clearly divided its fiel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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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however in reality Guerrilla Girls Inc. still maintains its key position and continues to be most active. The Guerrilla Girls’ works from 1985 to 2014 runs parallel with the progress of feminism and institutional critique art and changes in the sociopolitical landscape of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this study analyzes the art historical characteristics, contents, and conventions of the Guerilla Girls’ art by chronologically dividing their activities into four periods.                Key Words: Guerrilla Girls, feminism, institutional Key Words: Guerrilla Girls, feminism, institutional Key Words: Guerrilla Girls, feminism, institutional Key Words: Guerrilla Girls, feminism, institutional critiquecritiquecritiquecritique, site, site, site, site----specificity, American art, social criticism art, activist art, criticism of specificity, American art, social criticism art, activist art, criticism of specificity, American art, social criticism art, activist art, criticism of specificity, American art, social criticism art, activist art, criticism of malemalemalemale----centric societycentric societycentric societycentric society        Student ID: 2012Student ID: 2012Student ID: 2012Student ID: 2012----212292122921229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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