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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60년대 후반 서구 사회에는 독립 큐레이터(independent curator)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새로운 유형의 큐레이터가 등장했다. 본 논문은 이러

한 유형의 큐레이터가 등장한 배경과 그로인해 큐레이터의 역할과 현대

미술 전시 방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고, 이 변화가 후대 큐레

이터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큐레이터(curator)는 미술관, 박물관 소장품을 수집·관리·연구하

면서 전시를 기획하거나, 베니스 비엔날레(Venice Biennale), 카셀 도큐

멘타(Kassel Documenta)와 같은 국제 전시를 기획·감독하는 사람을 일

컫는다. 그러나 큐레이터가 지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근래의 일

이다. 이처럼 큐레이터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화

적, 경제적 맥락에 따라서 변화해왔다. 큐레이터는 ‘돌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cura’에서 파생되었는데, 로마시대에는 행정적인 부분을 돌

보는 공무원을, 중세시대에는 영적인 부분의 치료나 책임을 맡는 성직자

를 의미했다. 근대시기로 접어들면서 박물관 및 미술관이 일반 대중들에

게 공개되었고, 비로소 큐레이터는 전시를 하는 기관을 담당하는 사람을

뜻하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다양한 미술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큐레이터의 역할에 대

한 인식이 변화하였으며 그 유형이 다양화 되었다. 현대 미술 전시에서

미술가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큐레이터의 이름도 언급되기 시작했던 것이

다. 전설적인 큐레이터라고 불리는 하랄드 제만(Harald Szeemann,

1933-2005)은 1969년 기획한 전시 《당신의 머릿속에 거하라: 태도가 형



- ii -

식이 될 때(작품-콘셉트-과정-상황-정보)(Live in Your Head: When

Attitudes Become Form(Works – Concepts – Processes –

Situations – Information)》를 통해서 새로운 전시 기획 방법을 보여주

었다. 그는 과정을 중시하고 형태의 우월성을 거부하는 미술가들을 베른

의 쿤스트할레(Kunsthalle Bern) 미술관으로 초청하였으며, 그들은 마치

그곳이 자신들의 작업실인 것처럼 자유롭게 작품을 제작하고 설치를 진

행하였다. 전통적인 전시 방법에서 벗어난 그의 전시는 처음에는 대중들

에게 혼란스럽고 과격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전시에 관한 사안이 베른

시 당국과 시 의회에 결부되었으며, 의원들은 제만이 사람의 생명을 위

험에 처하게 하지 않는다면 관장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

며 그를 압박했다. 그는 미술 기관 내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전시

기획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최초의 독립 큐레이터로서

활동하게 된다.

독립 큐레이터는 기존의 미술관 큐레이터가 가졌던 소장품의 보존, 소

장품 수집 등의 다양한 업무들 중 전시를 기획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는 특징을 지닌다. 이들은 문자 그대로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로 전시 기획활동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자신만의 전시 콘셉

트를 드러내거나 아이디어를 피력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전시적 실천이 보다 독립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외견상으

로는 미술 기관 내에서의 제약으로 인해 전시를 자유롭게 기획하지 못하

거나 자리가 없어 전시를 기획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 의해 새로운 유형의 큐레이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점

차 시간이 흐르면서 독립적인 상태로 전시기획을 하는 큐레이터들이 많

아졌고 하나의 유형이 되었다.

본 논문은 1960년대 후반 새롭게 제시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동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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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큐레이터의 역할을 정립하는 데 제만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1960년대의 사회, 문화, 정치, 사상적인 변화들을 정

리하고, 이어서 이러한 변화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난 새로운 미술

경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큐레이터 유형이 등장한 배경에 대해

서 다각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큐레이터를 유형

별로 “독립 큐레이터”, “작가적 큐레이터”, “상호학제적(interdisciplinary)

큐레이터”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과 각 유형에 속하는 큐레이터들이 기

획하였던 대표적인 전시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만의 전시기획 방식과 그의 업적이 오늘날의 전시기획

에 미친 영향의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함께 분석하였다. 제만은

참신하고 창의적인 방식의 전시를 누구보다도 빨리 적극적으로 제시하였

지만, 동일한 전시 방법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상투적인 전시가 되었

으며, 이는 점차 미술 기관에서도 수용 가능한 일반적인 방법이 되어버

렸다. 또한 그는 전시를 통해서 “일시적인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작가

로서의 자신을 부각시킨 큐레이터였기 때문에 예술가들의 자율성을 침해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독창적인 전시 방법을 추구하면서도 제

만이 가졌던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후대 큐레이터들에 대한 연구

를 통해서 전시기획적 실천이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보

고자 했다.

본 논문은 단일 큐레이터의 전시기획 방법론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

라 좀 더 큰 시각에서 전시의 역사와 큐레이팅의 역사에 대해서 제시했

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다양화된 큐레이터의

유형을 분류하여 경계가 모호한 큐레이터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노력하

였으며, 막연히 이상적인 직업으로 여겨지는 큐레이터의 이미지가 아닌

현실적인 큐레이터의 개념과 이들이 처한 상황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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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큐레이터 지망생들과 자신들이 꿈꾸어온 이상과 다른 현실로 인

해 혼란스러운 젊은 큐레이터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어줄 것을 희망한다.

주요어: 하랄드 제만, 1960년대(The Sixties), 전시 패러다임의 변화,

독립 큐레이터, 상호학제성(interdisciplinarity), 전시기획 담론

학번: 2012-23416



- v -

목 차

국문초록.......................................................................ⅰ

도판목록......................................................................Ⅷ

제 Ⅰ 장 서론.............................................................1

제 Ⅱ 장 큐레이터의 어원과 시대적 의미변화.........8

제 1 절 근대시기 이전의 큐레이터의 개념.........................8

제 2 절 근대시기 큐레이터의 개념...................................10

제 Ⅲ 장 1960년대 말 새로운 큐레이터 유형의 등

장................................................................................17

제 1 절 새로운 큐레이터 유형의 등장 배경........................18

1. 1960년대 초-1970년대 초 서구 사회의 변화................................18

2. 미술 양상의 변화..................................................................................21

3. 큐레이터의 딜레마................................................................................26

제 2 절 분화된 큐레이터 유형과 전시 패러다임의 변화.....31

1. 지위 상의 유형 분화............................................................................32

1) 독립 큐레이터....................................................................................32

2) 미술관 소속 큐레이터......................................................................36



- vi -

2. 전시 방법상의 유형 분화.....................................................................38

1) 작가적 큐레이터.................................................................................38

2) 상호학제적 큐레이터.........................................................................42

제 Ⅳ 장 독립 큐레이터의 활동과 특징 : 하랄드 제만

을 중심으로................................................................47

제 1 절 “제만적” 사고형성의 배경......................................48

제 2 절 제만의 전시 방법....................................................51

1. 비역사적인(ahistorical) 전시.............................................................51

2. 상호학제적인 전시...............................................................................56

3. 회고전......................................................................................................58

제 3 절 제만의 전시사적 의의.............................................60

1. 전시 방법의 혁신.................................................................................61

2. 방대한 아카이브 ‘장미의 공장(Fabbrica Rosa)’ 구축...............64

제 4 절 제만의 명성 재고....................................................68

1. 전시 유형의 반복과 참여 미술가들의 중첩.................................68

2. 미화된 독립 큐레이터의 이미지.....................................................71

3. 미술가의 “자율성 침해”....................................................................76

제 5 절 제만의 “제자들”의 그의 전시 방법 차용과 발전..82

1. 루디 푹스(Rudi Fuchs)의 ‘시적인 병치’......................................84

2.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Hans Ulrich Obrist)의 ‘촉매’로서의 큐

레이터.....................................................................................................87

3. 옌스 호프만(Jens Hoffmann)의 ‘실험적’ 큐레이터...................91



- vii -

제 Ⅴ 장 결 론........................................................97

참고문헌....................................................................101

도판...........................................................................108

영문초록....................................................................116



- viii -

도판 목차

[도판 1] 1960년대 반전 시위자들 ·······························································108

[도판 2] 1960년대 히피들의 패션, 1969 ······················································108

[도판 3] 클라인의 《Void》 프로젝트, 1958 ·············································108

[도판 4] 아르망의 《Fullness》 프로젝트, 1958 ·······································108

[도판 5] 《광선총(Ray-Gun)》전에서의 클래스 올덴버그의 퍼포먼스,

1960 ·····················································································································108

[도판 6] 더글라스 휘블러, <November 1968>, 1968 ······························109

[도판 7] 『제록스 북』의 커버 ···································································109

[도판 8] 마르셀 브로타에스, <현대미술관>, 1968–1972 ·······················109

[도판 9] 클래스 올덴버그의 전시 《Mouse Museum》, 1972 ··········109

[도판 10] (앞에서부터) 마리오 메르츠, <이글루와 나무>, 질베르토

조리오, <횃불들>, 베른의 쿤스트할레, 1969 ···········································109

[도판 11] 마이클 하이저, <Berne Depression>, 베른의 쿤스트할레,

1969 ·····················································································································110

[도판 12] 《거리: 함께 사는 방법들》전, 반 아베 미술관, 1972 ··········110

[도판 13] 블라디미르 타틀린, <제 3 인터내셔널 기념탑>(1919-20)

모형,《총체예술을 향한 경향: 1800년 이래 유럽의 유토피아》전, 취리히

쿤스트하우스, 1983 ···························································································110

[도판 14] 요젭 보이스, <Ground(1980-81)>가 보이는 중앙 전시실,

《비역사적인 소리들》, 1988 ·········································································110

[도판 15] 이미 크뇌벨, <Buffet(1984-1985)>가 보이는 오른편 전시실,

《비역사적인 소리들》, 1988 ·········································································110



- ix -

[도판 16] 브루스 나우먼의 <Studio Piece(1978-1979)>가 보이는 왼편

전시실, 《비역사적인 소리들》, 1988 ··························································110

[도판 17] 《공상 과학(Science Fiction)》전 전경, 베른의 쿤스트할레,

1967 ·····················································································································111

[도판 18] 《독신 기계들(Bachelor Machines)》전 전경, 베른의

쿤스트할레, 1975 ·······························································································111

[도판 19] 《진실의 산(Monte Verità)》전 전경, 몬테 베리타, 1978 ··· 111

[도판 20] 《마리오 메르츠(Mario Merz)》전, 취리히 쿤스트하우스,

1985 ···················································································································111

[도판 21] 《리차드 세라(Richard Serra: The Hours of the Day)》전,

취리히 쿤스트하우스, 1990 ···········································································111

[도판 22] 《월터 드 마리아(Walter De Maria: The 2000 Sculpture

Kunsthaus Zürich)》전, 취리히 쿤스트하우스, 1992 ·····························111

[도판 23] 《그랜드파더: 우리와 같은 개척자》전, 1974 ·························112

[도판 24] 《De Sculptura》전, 취리히 쿤스트하우스, 1986 ··················112

[도판 25] 《영원한(Zeitlos)》전, 함부르거 반호프, 1988 ······················112

[도판 26] 하랄드 제만의 아카이브, 티치노 ··············································112

[도판 27] 하랄드 제만의 아카이브, 티치노 ················································112

[도판 28] 하랄드 제만의 아카이브, 티치노 ················································113

[도판 29] 게티 연구 기관이 취득 후 분류한 하랄드 제만의 아카이브,

로스앤젤레스, 2013 ·························································································113

[도판 30] 폴 텍, <방주, 피라미드>, 도큐멘타 Ⅴ(개인적 신화들 섹션),

카셀, 1972 ···········································································································113

[도판 31] 하우스 루커의 설치미술, 도큐멘타 Ⅴ(개인적 신화들 섹션),

1972 ·····················································································································113



- x -

[도판 32] 낸시 그레이브, <Shaman> (1970), 도큐멘타 Ⅴ(개인적

신화들 섹션), 1972 ···························································································113

[도판 33] 제스퍼 존스의 작품 <Flag>의 뒷 벽면에 띠를 붙이는 작품을

선보인 다니엘 뷔랭, 도큐멘타 Ⅴ, 카셀, 1972 ···········································114

[도판 34] 한스 펠트만 설치작품, 《월드 수프: 더 키친 쇼》, 1991 ·· 114

[도판 35] 페터 휘쉴리와 데이비드 바이스 설치작품, 《월드 수프: 더

키친 쇼》, 1991 ·······························································································114

[도판 36] 《실험주의》전 전경, Provinciaal Fotografie Museum,

앤트워프, 1999 ···································································································114

[도판 37] 《실험주의》전 전경, Provinciaal Fotografie Museum,

앤트워프, 1999 ···································································································115

[도판 38] 《이동하는 도시들(Cities on the Move)》, 오스트리아 빈,

1997 ·····················································································································115

[도판 39] 《모터사이클이라는 예술》전 전경,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

1998 ·····················································································································115

[도판 40] 제니 홀저, <Lustmord>,《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전, ICT,

런던, 2006 ···········································································································115



1

제 Ⅰ 장 서론

본 논문은 “큐레이터(curator)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큐레이터

의 역할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오늘날 위의 질문을

던졌을 때 매우 다양한 답변을 듣게 된다. 현재 활동하는 큐레이터를 비

롯한 미술계 인사들은 행정가, 지지자, 감독(auteur), 융합형 지식인

(bricoleur), 중개자, 관료, 지도 제작자(cartographers), 촉매(catalyst), 협

력자, 문화적 기획자, 문화적 유목민, 외교관 등의 수많은 역할을 제시하

였다.1) 큐레이터의 역할은 그 주체가 되는 인물이 무엇에 중점을 두는지

혹은 시대에 따라 어떤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지에 따라 바뀌기도 하

고 다수의 역할이 통합되기도 한다. 큐레이터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현재 전시기획에서의 담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전시의

역사와 그 속에서 큐레이터들의 역할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에 대한 연

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큐레이터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

작한 시기부터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로마시대부터 ‘돌보는 자(caretaker)’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큐레이터라

는 개념은 정체된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맥락에

따라서 변화하는 개념이었다.2) 물질적인 영역보다는 정신적인 영역이 강

조되었던 중세시대에 큐레이터는 ‘영적인 치료나 책임을 맡는 성직자’라

는 종교적인 의미를 지녔다.3) 근대시기로 접어들면서 기존에 왕족, 교회,

1) David Levi Strauss, “The Bias of the World: Curating After Szeemann &

Hopps”, Cautionary tales: Critical curating, 2007, p. 18

2) William Smith and Anton Charles Anthon, (ed.) A dictionary of Greek and
Roman antiquitie,. American Book Company, 1843 (Digital edition)

3) David Levi Strauss(주 1), p. 15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두 번째 이후에 등장하는 문헌의 각주에 대해서 처음

제시했던 각주의 번호를 괄호 안에 넣어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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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르주아들이 소유하고 있던 사적인 컬렉션은 점차 공공적인 성

격을 지니게 되었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문은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열

렸으며, 관람객들은 새롭게 등장한 부르주아 계급의 권력 시연을 위한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4) 이 시기의 큐레이터들은 소장품 보존가, 수집

가, 이론가 그리고 미술관 행정가의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해야 했다.5)

1960년대 후반 큐레이터들은 큰 전환기를 맞게 된다. 1960년대 초반부

터 서구사회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었다. 당시의 아방가르드적인 예

술적 충동은 주류적 관습과 부르주아적 삶의 양식을 거부하는 반문화 운

동의 에너지와 결합하였으며, 이는 형태적으로 극단적인 예술 방식을 만

들어냈다. 이러한 미술 경향은 미술 제도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흘렀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미술관에서의 전시방법으로는 작품을 제시하기 어

렵다고 믿게 되었다. 이때 새로운 전시 방법으로 과정을 중시하고, 형식

의 우월을 거부하며, 스튜디오와 전시장소가 분리되지 않는 등의 성격을

가진 작품들을 제시한 것이 하랄드 제만(Harald Szeemann)이었다.6)

1969년 제만이 베른의 쿤스트할레에서 연 전시 《당신의 머릿속에 거하

라: 태도가 형식이 될 때(작품-콘셉트-과정-상황-정보)(Live in Your

Head: When Attitudes Become Form(Works – Concepts – Processes

– Situations – Information)》(1969)(이하 《태도》)7)에서 관람객들은

미술가에 의해서 미술관 앞의 보도가 깨지고, 미술관 바닥에 유리조각이

흩뿌려지는 등 예술이 창작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였다. 제만은 이 전

4) Tony Bennett, “The Exhibitionary Complex." New Formations, no. 4, 1988, p.
133

5) Edward Fry, “The dillemmas of Curator”, Brian O'Doherty, (ed.), Museums in
Crisis, 1972, p. 110-111

6) 김정희, 「20세기 미술의 패러다임을 바꾼 시들과 우리나라 미술」, 『서양미술사

학회 논문집』, Vol. 19, 2003, p. 90

7) “attitude”라는 단어는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 사고방식, 마음가짐, 태도 등으로 변

역이 가능하며, “form”은 형식과 형태라는 번역이 모두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미술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번역인 “태도가 형식이 될 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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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기점으로 독립 큐레이터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제만의 독립 선언과

독립 큐레이터로서의 활동을 통해 큐레이터는 누구인가, 큐레이터는 어

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1990년대 이후로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가 독립 큐레이터의 역할에 대한 해답을 제

시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만과 그의 동료 큐레이터들의 활동을 통해서 후

대의 큐레이터들은 전통적인 큐레이터와는 다른 독창적인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던 것이다.

본 논문은 1960년대 후반 새롭게 제시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동의하

는 큐레이터의 역할을 정립하는 데 제만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제만이 활동한 시대에 그가 제시한 큐레이터

의 역할만을 분석하거나, 제만의 전시기획 방법론만을 중점적으로 분석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시각에서 전시의 역사와 큐레이팅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였다.

본론은 세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Ⅱ장에서는 큐레이터의 어원과 중세

시대, 근대의 큐레이터 개념을 차례로 서술함으로써 큐레이터의 개념이

정체되지 않고 어떻게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변화해왔는지

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제 Ⅲ 장 제 1 절에서는 1960년대 후반 새로운 큐레이터 유형이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1960년대의 사회, 문화, 정

치, 사상적인 변화들을 정리하고, 이어서 이러한 변화들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나타난 새로운 미술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또한 전통적인

큐레이터가 겪었던 딜레마가 새로운 큐레이터가 등장하는 데 영향을 주

었다고 보고 이를 연구할 것이다. 제 2 절은 새롭게 등장한 큐레이터 유

형을 “독립 큐레이터”, “작가적 큐레이터”, “상호학제적(interdiscipl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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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로 보고 지위 상의 분류와 전시 방법상의 분류로 나누어 분석

할 것이며, 각 유형의 특징과 이에 속하는 큐레이터들이 기획하였던 전

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제 Ⅳ 장에서는 하랄드 제만을 중심으로 독립 큐레이터의 활동과 특징

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제만의 사고형성 배경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제만이 어떻게 혁신적인 전시를 보여주었는지 파악하고, 제만의 전시들

을 유형별로 고찰해볼 것이다. 또한 제만의 전시사적인 의의를 분석하고

이어서 그의 세계적인 명성을 재고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제만의 방법론

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1세대인 제

만의 뒤를 이어 등장한 2세대 3세대의 동시대 큐레이터들의 경향을 살피

고, 제만의 ‘제자들’이라 여겨지는 큐레이터 루디 푹스(Rudi Fuchs), 한

스 울리히 오브리스트(Hans Urlich Obrist), 옌스 호프만(Jens

Hoffmann)의 전시 방법과 이들이 제시한 큐레이터 상(像)을 분석함으로

써 오늘날의 큐레이터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헌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1960년대에 형성된

전시기획적 담론과 큐레이터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브루스 앨츌러

(Bruce Altshuler)의 『The Avant-garde in Exhibition』(1994) 폴 오닐

(Paul O'Neil)의 『큐레이팅이란 무엇인가(Curating Subjects)』(2007; 번

역 2013), 『The Culture of Curating and the Curating of Culture(s)』

(2012), “Shifting Practice, Shifting Roles?”라는 제목으로 열린 런던의

테이트 모던(Tate Modern) 컨퍼런스의 발표문인 클레어 비숍(Claire

Bishop)의 「What Is a Curator」(2007) 등의 문헌들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 브루스는 책의 마지막 장인 “Dematerialization: The Voice of the

Sixties”에서 1960년대 함께 나타난 “비물질화”라는 새로운 미술경향의

등장과 창조자로서의 큐레이터의 부상을 당시 전시들에 대한 자세한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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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해서 설명하였다. 이어서 폴 오닐은 『큐레이팅이란 무엇인가

(Curating Subjects)』라는 큐레이팅 관한 다양한 논평과 사유를 모은

선집을 통해 큐레이터쉽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망하였다. 그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다루어진 전시기획 실천들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아우르며 큐레이터, 예술가, 비평가 등이 저술한 학술적인 글, 인터뷰, 전

시 리뷰, 평론 등 다양한 형식의 글들을 포함시켰다. 또한 그는 『The

Culture of Curating and the Curating of Culture(s)』의 첫 번째 장인

“The emergence of curatorial discourse from the late 1960s to the

present”을 통해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큐레이팅에 관한 문헌들을

잘 정리하고, 큐레이터가 창의적인 중개인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효과적

으로 설명하였다. 비숍의 발표문 「What Is a Curator」는 1968년에서

1972년 사이에 나타난 두 가지의 저자성(authorship)인 ‘독립 큐레이터’와

‘설치 미술가’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들 간에 차별성을 주장하였

다.

하랄드 제만의 전시 방법 분석에 있어서는 제만이 구성한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큐레이터 플로랑스 드리우(Florence Derieux)와 프랑스의 에콜

뒤 마가쟁(Ecole du Magasin)의 학생들이 저술한 『Harald Szeemann:

Individual Methodology』, 제만 자신과 토비아 베졸라(Tobia Bezzola)

등이 참가하여 일생동안의 기획한 전시의 도록과 언론의 전시 리뷰 등을

정리한 『Harald Szeemann: With by Through Because Towards

Despite: Catalogue of All Exhibitions 1957-2005』를 주요 문헌으로 참

고하였다.

또한 활동 기간이 짧아 기존 문헌이 부족한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옌스 호프만, 후 한루와 큐레이터들의 전시 방법 분석에 있어서는 캐롤

리 테아(Carolee Thea)가 큐레이터와의 인터뷰를 실은 『큐레이터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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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세계적인 큐레이터 열 명에게 묻는다』(2001;

번역 2003)와 신문에 실린 인터뷰, 전시기획 담론에 대한 대담이 담긴

영상 등을 참고하였다.

이와 같이 1990년대 큐레이팅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나서

부터 본 연구가 이루어진 2015년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큐레이터의 역할

에 대해서 토론하는 컨퍼런스들이 열렸으며, 전시기획에 대한 연구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큐레이터 개인의 전시기획과 삶에 대한 중요

성 또한 부각되어 이에 초점을 맞춘 책들도 출판되고 있다.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의 『큐레이팅의 역사』(2007; 번역 2013)와 캐롤리 테아의

『큐레이터는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세계적인 큐레이터 열 명에게

묻는다』는 저명한 큐레이터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들의 전시기획 방법

을 설명하고 큐레이터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전시기획 전반에 대해 연구하

고 큐레이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

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 학위 논문으로 하랄드 제

만이 총감독을 맡은 49회 베니스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전시기획에 관해

서 분석한 김유미의 논문 『전시기획과 현대미술 담론의 상관성 연구 :

하랄드 제만의 49회 베니스 비엔날레 <인류의 고원>전을 중심으로』

(2008)가 있으며, 하랄드 제만의 전시기획 방식이 오늘날의 큐레이터들

에게 미친 영향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다각적으

로 분석하고 그의 업적을 재평가하고자 한 이성휘의 논문 『하랄트 제만

의 전시기획의 제도화 : 《태도가 형식이 될 때》와 《도큐멘타 5》를

중심으로』(2012) 등이 있다.8)9)

8) 김유미, 『전시기획과 현대미술 담론의 상관성 연구 : 하랄드 제만의 49회 베니스

비엔날레 <인류의 고원>전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8

9) 이성휘, 『하랄트 제만의 전시기획의 제도화 : 《태도가 형식이 될 때》와 《도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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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하랄드 제만과 그의 전시기획을 중점적으로 다룬 논문들과는 달

리 본 논문은 동시대 큐레이터의 역할만을 분석하거나, 단일 큐레이터의

전시기획 방법론만을 분석하기 보다는 좀 더 큰 시각에서 전시의 역사와

큐레이팅의 역사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다양화된 큐레이터의 유형을 분류하여 그 역할과 경계

가 모호한 큐레이터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막연히 이상적

인 직업으로 여겨지는 큐레이터의 이미지가 아닌 현실적인 큐레이터의

개념과 이들이 처한 상황을 제시하고자 했다.

멘타 5》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석사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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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 장 큐레이터의 어원과 시대적 의미변화

오늘날 큐레이터(curator)는 미술관, 박물관 소장품을 수집·관리·연구하

며 전시를 기획하거나, 베니스 비엔날레, 카셀 도큐멘타와 같은 국제 전

시를 기획·감독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그러나 큐레이터가 지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 이후의 일이다. 큐레이터라

는 개념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 내

에서 끊임없이 재정의 되어왔으며, 지금도 계속적으로 담론이 생성되고

토의가 이루어져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의미가 어떻게 변

화해왔는지 고찰하기 위해서 큐레이터라는 말의 어원과 근대시기 이전과

근대시기의 큐레이터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제 1 절 근대시기 이전의 큐레이터의 개념

큐레이터는 ‘돌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cura'에서 파생되었다.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던 로마 제국 시대에 큐레이터(curatores)라는 단어

는 특정 관료들을 지칭하는 단어였다. 큐레이터(curatores)와 담당분야를

지칭하는 말을 결합하여, 위생, 교통, 정책 등의 공공사업을 관리하는 공

무원을 지칭하는 합성어를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 ’농산품 수확량

(annonae)’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가 붙은 “curatores annonae”라는 명칭

은 기름과 옥수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은 공무원을 칭할 때 사용되었으

며, 물(aquarum)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가 뒤에 오는 "curatores

aquarum"라는 명칭은 로마의 수도(水道)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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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다.10) 이렇듯 로마 제국 시대의 큐레이터의 의미는 현재 사용되

는 큐레이터와 ’돌보다‘라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그 역할은 도시

행정 업무 전반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연대기적 관점에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5세기 말부터 르네상스와 종

교개혁의 시대인 15-16세기까지를 이르는 중세시대의 유럽은 기독교 신

을 위주로 한 히브리즘을 근간으로 하였으며, 유대 민족의 초월적인 존

재에 대한 믿음이 사상의 뼈대가 되었다. 이 사상은 현세보다는 내세의

삶,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보다는 영적인(spiritual)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기독교의 확산으로 인해 유럽은 종교적 통일을 이루었으며, 교회의 권위

가 매우 강화되었다.11)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큐레이터의 의미도

함께 바뀌었다. 1360년대부터 큐레이터는 ‘영적인 치료나 책임을 맡는 성

직자’라는 종교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데,12) 어원사전에 따르면 ‘큐레

이터’라는 단어는 1362년부터 미성년자들이나 정신이상자를 돌보는 사람

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13) 데이비드 레비 스트로스(David Levi

Struass)는 큐레이터는 “언제나 관료적인 부분과 종교적인 부분의 불가

사의한 조합이었다”고 주장하며, 중세와 현대의 큐레이터가 가지는 '영

적인' 측면에서의 공통점을 강조하기도 했다.14)

중세시대에 큐레이터라는 말이 동시대 혹은 근대와는 다른 종교적인 의

10) "curatores annonae"라는 말은 기름과 옥수수를 공급하는 역할은 공무원을 칭할

때, "curatores regionum"은 로마의 14개의 구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

은 공무원, "curatores aquarum" 은 로마의 수도(水道)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칭

할 때 사용되었다. 이어서 “curatores alvei et riparum”은 로마 티베르 강의 배

운항을 관리하였으며, “curatores kalendarii”는 공공 기금으로 구성된 도서들을

책임졌고, “curatores ludorum”은 대중을 위한 시합들을 감독하는 등의 일을 하

였다. William Smith and Anton Charles Anthon, (ed.)(주 2)

11) 이경재, 『중세는 정말 암흑기였나』, 살림, 2003, p.8, pp. 16-23

12) David Levi Strauss(주 1), p. 15

13) Douglas Harper, Online Etymology Dictionary, 2001 (www.etymonline.co m,

2015)

14) David Levi Strauss(주 1),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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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현재와 유사한 큐레이터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

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수집가들과 이들의 컬렉션이 있어온 이래로

큐레이터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해왔다.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사적으로 수집된 컬렉션이 공공적인 컬렉션으로 변화하고, 박물관 및 미

술관이 생겨나기 전까지 예술작품, 골동품, 동전, 메달 유골 등을 모으는

개인 수집가들은 실제로 스스로가 감정가와 큐레이터의 역할, 즉 ‘대상을

연구하여 모으는 자’와 ‘수집한 컬렉션을 돌보는 자’의 역할을 함께 담당

하였다. 오직 왕족이나 귀족, 교회, 그리고 매우 부유한 계층만이 자신의

컬렉션을 위한 ‘큐레이터’를 고용하여 유지할 수 있었다.15) 대부분의 경

우 협상을 통해 작품을 구입하여 거대한 컬렉션을 키워나가는 것이 고용

된 ‘큐레이터’들의 업무였다.

제 2 절 근대시기 큐레이터의 개념

‘영혼’을 돌보는 자를 뜻하던 큐레이터는 166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미

술관, 도서관, 동물원과 같은 전시를 하는 기관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16) 큐레이터들의 활동이 처음으로 목격된 곳

은 영국 뮤지엄의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근대 박물관으로 여겨지는

1660년에 창설된 왕립학회의 저장소(The repository of the Royal

Society)였다. 이 기관은 부분적으로 사적인 수집에서 공적인 수집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구성되었다. 왕립학회는 1666년 로버트 휴버트

(Robert Hubert)의 상당한 규모의 사적 캐비닛(cabinet)을 구입하였다.17)

15) Edward Fry(주 5), p. 104

16) Douglas Harper(주 13), Kate Fowle, "Who cares? Understanding the role of

the curator today." Cautionary tales: Critical curating, apexart, 2007, pp. 26
17) Michael Cyril William Hunter, Science and the shape of orthodo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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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수집품들은 지식을 개조(reform)하려는 의도와 결합되었으며, 이

기관은 새로운 ‘진실(Truth)’를 창조해내기 위한 도구로 비춰졌다.18) 왕

립학회의 설립 목적 중 하나는 포괄적인 컬렉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

다. 이는 앞서 살펴본 지식의 개조, 즉 자연이나 예술에 의해서 생산된

모든 현상들을 설명하고, 사물의 원인에 대한 이성적인 설명을 기록하기

위한 견고한 철학의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19) 이 물질

적인 컬렉션은 새로운 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순서를 매기고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는 왕립학회의 회의록에서 '

저장소(Repository)‘라고 불리게 되었고, '뮤지엄(museum)'이라는 단어는

저장소의 라틴 동의어로 여겨졌다.20)

역사학자이자 저술가인 로라 스나이더(Laura J. Snyder)는 영국 왕립

학회가 설립되면서 1660년대에 처음으로 근대적 큐레이터의 역할을 부분

적으로 수행하는 큐레이터가 등장했다는 것을 언급했다. 왕립학회 설립

이후 기존 회원들은 '실험의 큐레이터(curators of experiment)'라는 직

책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 자리에 영국의 과학자인 로버트 훅(Robert

Hooke)을 임명했다. 1667년 처음으로 출판된 『왕립학회의 역사(History

of Royal Society)』에는 큐레이터라는 직책의 의무 중 한 가지가 "미술

작품, 상품들, 자연물 등 새롭게 설립된 학회로 들어오는 수많은 기증품

들을 목록화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었다.21) 또한 큐레이터로서

로버트 훅은 매주 영국 왕립학회의 가장 최근의 수집품을 대중들에게 공

intellectual change in late seventeenth-century Britain, Boydell & Brewer,

1995, p. 140

18) Eileen Hooper Greenhill, Museums and the Shaping of Knowledge, Routledge,
1992, p. 147

19) 위의 글, pp. 159-160

20) Michael Cyril William Hunter(주 17), p. 140

21) Laura J. Snyder, Eye of the Beholder: Johannes Vermeer, Antoni Van

Leeuwenhoek, and the Reinvention of Seeing, Head of Zeus, 2015, part 1

(kindle edition retrieved from amaz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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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배열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미술

작품 외에도 학회의 실험기구들과 다양한 오브제들이 포함되었다.22) 그

러나 학회의 큐레이터들은 컬렉션을 관리하는 것 이외에 주간 업무 회의

를 담당하고, 실험을 위한 기구들을 준비하는 등 매우 다양한 업무들을

맡아야 했다. 이러한 기타 업무의 증가는 큐레이터들로 하여금 컬렉션

관리에 소홀해지도록 하였다. 왕립학회 저장소의 컬렉션을 담당하는 것

은 큐레이터 업무의 일부분에 불과했던 것이다.23)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유럽에서는 이전까지 왕족, 교회와 부르주아

들이 소유하고 있던 컬렉션이 점차 공공적인 기관의 소유가 되었다.24)

군주들의 스튜디올로(studiolo)에 숨겨지거나 상류사회 사람들만 제한적

으로 볼 수 있게 귀족들의 희귀본 진열장(cabinets des curieux)에 전시

되었던 지질학적, 자연사 표본들이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토니

베넷(Tony Bennett)은 “전시복합체(Exhibitionary Complex)”(1988)에서

미술관의 역사적 기원을 분석하였으며, 미술관이 이중적인 역할을 통해

권력-지식의 관계를 어떻게 생산하고 규율적이면서 교육적이기도 한 공

간을 어떻게 생산하였는지를 분석했다.25) 베넷은 전시 기관들이 공공적

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마치 “교수대 위의 사형수처럼” 공개되

었다고 했는데, 이는 죄인의 신체를 군주의 힘 앞에 노출시킴으로써 대

중들에게 처벌의 재현을 통해 권력을 시연할 수 있는 무대였던 교수대에

전시 기관을 비유한 것이었다.

18세기 중반 영국의 대영박물관을 시작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의 문은

22) Sean Riley Silver, The Curatorial Imagination in England, 1660—1752,
ProQuest, 2008, p. 3

23) Eileen Hooper Greenhill(주 18), pp. 159-160

24) Edward Fry(주 5), pp. 104-105

25) 시몬 샤이크, 폴 오닐(Paul O’Neil) 엮음, 「구성적 효과: 큐레이터의 테크닉」,

『큐레이팅이란 무엇인가』(2007), 변현주 역, 2013, p.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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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대중들에게 열렸으며, 관람객들은 국가나 새롭게 등장한 부르

주아 계급의 권력 시연을 위한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26) 이전에는 전

리품으로 여겨졌던 기념비, 회화, 조각, 장식 예술, 갑옷, 가구 등의 예술

적 오브제가 이 시기부터는 한 국가의 역사가 물질적으로 구현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오브제는 도상학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그 국가와 국민들의 역사적인 사건들과 관련되었다. 그러므로 영국의 대

영박물관(British Museum),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루브르 박물관

(Louvre Museum), 소비에트 연방의 에르미타주 미술관(The State

Hermitage Museum)과 같은 기관들은 미학적인 저장소일 뿐만 아니라

국가 유산을 “교육적”이고 “신화적”으로 상기시켜 국가의 명예와 영광을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27)

이러한 수집된 오브제와 전시기관의 역할의 변화는 대영박물관이 설립

되던 시기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최초의 국립 박물관으로 평가되

는 대영박물관은 과학자였던 한스 슬로안 경(Sir Hans Sloane)이 자신의

컬렉션을 국가에 기증하면서 이를 기초로 설립되었고, 이는 1759년 1월

15일에 몬태규 후작의 저택(Montagu House)에서의 전시를 통해 대중들

에게 공개되었다. 대영박물관이 발행한 규범에 관한 문서에는 그 목적이

일반 시민들에게 미술 향유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들에게 미술관

을 통해 일어나는 편의들이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대중들이

박물관의 수혜자가 된 것이 강조되었다.28)

한편 김정희는 『문명화, 문화주의, 기업문화』에서 이러한 표면적인 목

적의 이면에 존재했던 영국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당시 박

26) Tony Bennett(주 4), p. 133

27) Edward Fry(주 5), pp. 104-105

28) 김정희, 『문명화, 문화주의, 기업문화: 영국정부와 문화정책』, 서울대학교출판

문화원, 2010, pp.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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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의 설립은 국가의 명예와 영광을 강조하기 위한 영국의 정책과 직접

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또한 영국은 당시 제국주의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영토의 확장, 대영제국 주민들의 다양화와 식민지 세력들의 본국으로부

터의 이탈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위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으며,

“모든 인류의 지식의 보고”인 대영박물관이 이를 위한 정신적 구심점으

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29)

이렇듯 공공의 영역으로 진입한 미술관과 박물관은 ‘훈육적 미술관

(disciplinary museum)’의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공적인 컬렉션은 관람

객들에게 단순히 시각적인 즐거움만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육

을 위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는 새로운 주체적 위치를 만들어냈는데, 하

나는 ‘알게 되어지는’ 수혜자로서의 관람객이며, 다른 하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아는’ 주체로서의 큐레이터이다. 미술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전시를 제작하여 권력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지식 체계를 효과적으

로 대중들에게 설명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인물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다. 이들은 단순히 컬렉션을 ‘돌보는(cure)’ 것 이상의 역할을 수행했으

며, 이는 새로운 전문가가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에드워드 프라이

(Edward F. Fry)는 이 시기의 큐레이터의 역할을 “큐레이터의 딜레마”

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정의하였다.

큐레이터는 오직 세 가지의 역할만을 지니고 있다. (1) 국가의 문화적 유산

을 ‘돌보는 자(caretaker)’로서 이를 보존하고, 기록하고, 공포하고, 때때로

(종종 수집을 통해서) 이러한 유산을 증대하는 것이다. (2) 그 밖에 부재한

문화적 유산을 ‘모으는 자(assembler)’로서 큐레이터는 자신과 자신의 기관

이 이식된(transplanted) 유산으로 정하고자(appropriate) 하는 문화적 전통

을 대변하는 중요한 작품을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해야 한다. (3)근대

29) 위의 글, pp.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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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미술사 내에서 활동하는 ‘이론가(idealogue)’로서 큐레이터는 모더

니즘의 관념적인 발전을 증명하는 컬렉션을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근대미

술의 신화적인 구조를 확장시키고 완성시키는 동시대(contemporary)의 미

술가들을 적절하게 위치시켜야 하며, 현재의 미술을 선행하는 예들을 찾아

내고 재발견하며, 새로운 유행을 정당화하는 비평의 원칙을 만들고, 수집가,

비평가, 출판업자, 딜러, 건축가, 자선가,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한편으

로는 미술가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브로커 혹은 촉매로서 활동해야

한다.30)

프라이가 설명한 세 가지 큐레이터의 역할은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어떠한 역할도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세 가지 역할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가로서, 첫 번째 ‘돌

보는 자’는 다른 두 개의 역할과 비교했을 때 보존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으며, 아키비스트(archivist)나 기록자로서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전시 혹은 설치를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경우는 드물다. 두

번째 수집하는 역할을 맡은 이의 경우, 뛰어난 감정가이자 상황 판단이

빠른 교섭가로서 활동해야 하고, 미술사가로서의 능력은 덜 중요하게 여

겨졌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보존과 설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세 번

째 이론가(idealogue)는 미술사와 미술 이론에 숙달되어 있어야 하며, 전

시와 설치의 문제에 있어서 노련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들은 미술

가들, 오브제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요령과 직관 그리고 정

신분석학자들의 능력을 어느 정도는 지니고 있어야 한다.31)

이렇듯 전통적인 큐레이터의 경우 복합적인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일한 역할을 하는 직업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졌

30) Edward Fry(주 5), p. 110

31) 위의 글,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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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미술관이라는 경직된 제도 내에서 활동하고 자신이 속한 기관

의 장기적인 계획 내에서 전시 기획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자율성과

활동성 또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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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장 1960년대 말 새로운 큐레이터 유형의

등장

앞장에서 살펴본 ‘모으는 자’와 ‘돌보는 자’의 역할이 강조되었던 전통적

인 큐레이터의 개념을 넘어서, 196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큐레이터들에

게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었고 그에 따른 큐레이터의 유형이 나타나게 되

었다. 1960년대 초반부터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은 서구사회의 예술적

수단(artistic mean)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바뀌어갔다. 광범

위한 반문화(counterculture)의 에너지와 통합된 아방가르드적인 예술적

충동은 반상업적이고, 형태적으로 극단적인 예술 방식을 만들어낸 것이

다.32)

개념미술(conceptual art), 해프닝(Happening), 과정미술(Process Art),

설치미술(installation art)과 같은 새로운 미술 경향은 미술관 제도를 거

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전시 방식으로는 제시하기 어

려운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전시나 제도권 밖에서의 전

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요구에 반응하는 큐레이터들이 나

타났다. 또한 과정 중심의 예술이나 전시를 매체로 하는 작품의 경우 전

시는 단순히 작품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작품의 일부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으며, 큐레이터의

역할과 위상에도 변화가 일어나 현대미술 전시의 전개에 있어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큐레이터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전시 제작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되었으며, 전시의 제작과 관람객,

32) Bruce Altshuler, “Dematerialization: The Voice of the Sixties”, The
Avant-garde in Exhibition, New York: Harry N. Abrams, 1994, p.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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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가, 작품 사이의 중개(mediation)적 역할 그리고 예술의 전파에 있어

서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적이며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

었다.33)

당시 새롭게 나타난 유형의 큐레이터로는 독립 큐레이터(independent

curator), 작가적 큐레이터(curator as author), 상호학제적인

(inter-disciplinary) 큐레이터가 있다. 이번 장에서는 위의 새로운 유형의

큐레이터들이 등장한 배경을 미술사적인 시각만이 아니라 다각적인 관점

에서 제시하고, 실제 위의 유형의 큐레이터들이 기획한 대표적인 전시들

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어떻게 전시 패러다임을 바꾸어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제 1 절 새로운 큐레이터 유형의 등장 배경

1. 1960년대 초- 1970년대 초 서구 사회의 변화

주지하듯이 1960년대 초에서 70년대 초까지 유럽과 북미에서는 사회 전

반에 걸쳐 격심한 변화가 일어났다.34) 1960년대 중반부터 젊은이들은

1950년대의 보수적인 규범과 사회적 관습, 그리고 미국 정부의 베트남

전쟁(1955-1975)에 대한 과도한 개입에 대해 반발하기 시작했다. 엄격한

33) Paul O'Neil, The Culture of Curating and the Curating of Culture(s),
London: The Mit Press, 2012, p.9

34) 이 시기를 서구에서는 “The Sixties(60년대)”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1960년 1월부터 1970년 이전까지의 시기를 지칭하는 용어라기보다는 문

화적 격변을 겪은 10년인 1963년에서 1974년까지를 유연하게 지칭한다. Joshua

Zeitz "1964: The Year the Sixties Began", American Heritage, 2006, Maslin,
Janet, "Brokaw Explores Another Turning Point, the '60s". The New York
Times, 5 Novemb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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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계질서와 성에 대한 억압된 태도, 기존의 권위에 순종적인 태

도를 보여주었던 1950년대와는 달리 반항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러

한 경향은 반문화를 만들어냈으며, 대부분의 서구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

적·정치적 운동을 일으켰다. 이러한 운동에 참가한 젊은이들은 히피

(hippies)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성의 해방, 정부의 권위에 대한 도전, 전

쟁에 대한 반대, 여성, 게이, 흑인과 같은 소수자들(minorities)을 위한 권

리와 자유를 요구하기 위한 운동을 펼쳤다.[도판 1] 또한 법률상의 평등

을 넘어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규범을 바꾸는 데에 집중하는 새로운 페

미니즘이 등장하였다.35)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대대적인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1960년대

는 전례 없는 젊은이들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시기였다. 젊은이들의 하

위문화(subculture)가 패션, 음악 등 대중문화 전반을 좌우하면서 나머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키워나갔던 것이다. 예를 들어 히피들

의 경우 오래된 패션의 규범으로부터 해방되어 특정한 나이, 계급, 직업

에 적합한 관례를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경

향을 보여주었다.[도판 2] 이러한 60년대의 일련의 활동들은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ialism), 개인주의와 같이 ‘자신만의 것을 한다(doing your

own thing)’는 풍조가 만연했던 것과 관련이 깊다.36)

영화계에서의 변화도 두드러졌다. 일괄적인 스튜디오 시스템이 감소하

였고, 미국에서는 뉴 할리우드(New Hollywood) 시대가 왔으며, 프랑스

에서는 새로운 물결이란 뜻을 지니는 누벨바그(Nouvelle Vague)라는 영

화 운동이 진행되었다. 이 운동을 주도한 프랑수아 트뤼포(François

35) Arthur Marwick, “Was There a Cultural Revolution c. 1958-1974?”, The
Sixties: Cultural Revolution in Britain, France, I taly, and the United States
c. 1958-c. 1974,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 3

36) 위의 책,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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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ffaut), 클로드 샤브롤(Claude Chabrol), 장 뤽 고다르(Jean－Luc

Godard) 등은 기존의 영화 제작 관습에 대항하고, 감독의 영감과 비전을

영화에 담아내는 것에 더 중점을 두는 방식을 보여주었다.37)

이러한 문화적인 변화와 함께 나타난 것은 엘리트 계층의 사조의 변화

였다. 허버트 마르쿠제(Herbert Marcuse),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 마샬 맥루한(Marshall McLuhan),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미셀 푸코 (Michel Foucault) 등 구조주의자 그리고 후기구조

주의자와 관련된 독창적이고 놀라운 엘리트 계층의 사고의 발전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의 사상에는 언어(language)에 대한 집착이 있었는데 이는,

지식과 함께 부르주아의 억압에 대항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되었다.38) 특

히 구조주의에서 후기구조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롤랑 바르트가 주장

한 “저자의 죽음”과 “작품에서 텍스트로의 이행”은 이 시기를 변화를 설

명해주는 중요한 사상이다. 롤랑 바르트가 주장한 새로운 작가론은 전시

기획에 있어서 큐레이터가 창조자(creator)로 부상하고 전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바르트는 “저자의 죽음(The Death of the Author)”(1967)에서 작가가

작품의 기원이며, 해석을 위한 권위를 가진 유일한 절대자라는 전통적인

작가론을 비판한다. 저자가 독자에게 자신의 관념, 생각 등을 전하는 일

방적인 전달방식이 아니라 독자 스스로 새롭게 의미를 창출하고 스스로

해석하면서 생산자가 되며 독자와 저자의 관계가 재정의 된다는 것이

다.39) 전통적인 ‘작품(Work)’의 개념에 반대하여 ‘텍스트(text)’로의 이행

이 일어나면서, 작품의 소유주이자 아버지인 저자의 보증 없이도 텍스트

37) 톰슨 보드웰, 『세계 영화사: 동시대의 영화 1960s~』, 주진숙 외 역, 시각과 언

어, 2000, pp. 186-191

38) Arthur Marwick(주 35), p. 19

39) Roland Barthes, “The Death of the Author”(1967), Image-Music-Text, trans.
by Stephen Heath, New York: Hill and Wang, 1977, pp. 1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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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읽힐 수 있게 된다. 텍스트는 체계나 상호 관련된 텍스트들의 배합에

따른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고 그 기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저자는

‘종이저자(paper-author)’로 존재한다는 것이다.40)

이러한 대대적인 사고방식의 변화는 개념미술, 구상시(concrete poetry),

음악 등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었으며, 영화계에 작가-감독

(author-director)을 주장하는 새로운 작가론이 등장하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전시 기획에 있어서도, 작가들이 유일한 저자성(authorship)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과는 달리 큐레이터들이 전시를 기획하여

이를 재생산 해내는 공동저자(co-author)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 미술 양상의 변화

앞서 살펴본 1960년대 초에 시작되어 1970년대로 이어진 서구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새로운 미술 경향으로 나아가는 배경이 되었다. 마약, 로

큰롤 그리고 정치적인 시위 등으로 인해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대한 개

념이 확장되었으며, 이러한 반문화로부터 자연스럽게 진행된 예술적 실

천들은 경계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41) 이 시기에는 팝아트(Pop

Art), 개념미술, 해프닝, 플럭서스(Fluxus), 설치미술, 정크아트(Junk

Art), 사이키델릭 아트(Psychedelic Art), 행위 미술 등 매우 다양한 양상

으로 예술이 전개되었으며, 전시가 미술의 매체로 사용되는 작품도 등장

하였다. 이렇듯 미술의 개념과 매체가 확장되면서 전시형태가 대대적으

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화이트 큐브(white cube)에 회화와 조각 등의

40) Roland Barthes, “From Work to Text”, Image-Music-Text, trans. by
Stephen Heath(New York: Hill and Wang, 1977), 1968, pp. 155-164

41) Bruce Altshuler(주 32), 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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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오브제를 연대기 순으로 전시하던 방식을 지양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전시 기획자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전시를 보여주고 작품을 제시해

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경직된 미술 기관 내에서 전

시 기획을 하던 것에 딜레마를 느끼던 큐레이터들을 위한 기회이기도 했

다.

전시 방식의 변화는 초기에는 회화나 조각 같은 전통적인 예술의 형식

을 벗어난 새로운 미술 경향을 이끄는 작가들로부터 시작되었다. 1950년

대 후반 “새로운 미학적 경험”은 자율적인(autonomous) 미술 작품에 대

해 일시적으로 사색하고 감상하는 전시 감상 방법을 대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이브 클라인(Yves Klein)의 《Void》(1958) 프로젝트와

아르망(Arman)의 《Fullness》(1958) 프로젝트 그리고 앨런 카프로우

(Allen Kaprow), 클래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 짐 다인(Jim Dine)

의 해프닝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42) 클라인은 《Void》 프로젝트를 통

해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환경을 관람객들이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

도록 하였으며, 반대로 아르망의 《Fullness》 프로젝트는 아이리스 클

러트 갤러리(Iris Clert Gallery)를 길거리의 쓰레기로 가득 채워 포화상

태를 만들어 관람객들이 오로지 갤러리의 전면 창을 통해서만 전시를 감

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도판 3, 4]

올덴버그와 다인은 추상 표현주의 회화의 행위적인 요소와 주관성을 충

격적인 퍼포먼스로 확장시켰다. 그들은 존 케이지(John Cage)의 “우연성

(chance), 불확정성(indeterminacy), 그리고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것과

관련된 급진적인 작곡”에 영감을 받았으며, 기존의 예술적 가치들을 넘

어서고자 노력했다.43) 뉴욕의 저드슨 갤러리(Judson Gallery)에서 1960년

42) Jean Marc Poinsot, “Large Exhibitions: A Sketch of a Typology”, in

Thinking about exhibitions. Greenberg, Reesa, Bruce W. Ferguson, and Sandy
Nairne, eds. Psychology Press, 1996,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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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열린 다인과 올덴버그의 2인전 《광선총(Ray-Gun)》(1960) [도판

5]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작품을 경험하도록 하는 두 미술가들의 전시의

특징을 잘 보여준 전시였다.

각각의 작가들은 전시를 위해서 일상 속에서 발견된 오브제(found

object)와 예술적으로 조작된 오브제를 혼란스럽게 배치하였다. 짐 다인

의 혼란스러운 환경 <집(The House)>에서 갤러리의 벽과 천장은 페인

트칠이 된 옷가지, 가정용품의 파편, 조각난 종이들, 갈겨쓴 슬로건 등으

로 가려져 있었다. 슬로건에는 “아침 준비 되었습니다(BREAKFAST IS

READY)” “일하러 다녀오세요(GO TO WORK)” 와 같은 가정에서 사용

되는 진부한 말들이 적혀 있었다. 다인은 이러한 일상 속의 지루한 어구

들이 가정용품의 잔해들로 둘러싸인 환경을 만들어냄으로써 “가정에 내

재된 잠재적인 폭력”을 보여주고자 하였다.44) 전시의 다른 반을 차지했

던 올덴버그의 조각적 환경 <거리(The Street)>는 그가 뉴욕의 로어이

스트사이드(Lower East Side) 지역에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

었다. 그는 쓰레기가 줄지어 있던 거리를 카드보드지, 포대, 신문지 등으

로 구현하였다.45) 이러한 그들의 일시적인 프로젝트는 자신들의 작품을

예술적 오브제라기보다는 하나의 이벤트로서 제시하는 것이었다.

같은 60년대에 발전한 개념미술 또한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제시되었

다. 미국 출신의 미술가인 헨리 플린트(Henry Flynt)가 1961년 자신의

짤막한 글에서 “개념미술은 그 재료가 언어(language)인 미술이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이 미술은 전통적인 회화나 조각과는 달리 구현

43) Nancy Spector, “Bedspring”, Guggenheim Online Collection, web. 2. Nov.

2015(http://www.guggenheim.org/new-york/collections/collection-online/artwork

/1061)

44) 위의 글

45) MoMA, “Claes Oldenburg: The Street and The Store Claes Oldenburg:

Mouse Museum/Ray Gun Wing”, MoMA, web. 15, Dec. 2015

(http://www.moma.org/calendar/exhibitions/1296?local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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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zation)하는 것보다는 관념화(ideation)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46) 오

브제와 이벤트의 창조에서부터 예술 자체의 개념에 대한 연구까지 모든

것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가장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방

법은 언어였다.47) 개념미술에서 작품과 관념은 등가물이었기 때문에, 전

시가 끝나면 작품의 실체가 사라졌다. 작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했으

며, 시장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작가들의 의도를 전

달할 수 있는 부차적인 수단으로서의 언어가 필요했다. 개념미술가들에

게 ‘기록물’은 필수적인 요소였으며, 도록은 작가들이 의도한 ‘의미’를 구

축하는 형식적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다.48) 결과적으로 작품을 시각

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며, 심지어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

기도 하였다. 개념미술 전시장의 시설은 최소한으로 준비되었고, 볼만한

시각적 전시물은 거의 없었다. 그저 사람들이 와서 앉아 시간을 때우다

가 그 공간에 있는 몇 개의 작품을 보는 곳이었으며, 이러한 일도 거의

우연적으로 일어났다.49)

세스 지겔라웁(Seth Siegelaub)이 개념미술가들과 함께한 전시들인

《더글라스 휘블러: 12월(Douglas Huebler: November)》(1968), 전시가

출판물의 형태로 나타난 『제록스 북(Xerox Book)』, 《1969년 1월

5-31(January 5-31)》(1969) 등은 개념미술 전시의 특성을 잘 보여주었

다. 예를 들어, 《더글라스 휘블러: 12월(Douglas Huebler: November)》

에서 그는 전시 공간의 부재라고 하는 상황과 “지도 그리기”를 주제로

하는 휘블러의 작품 자체의 특성을 합치기 위해 전시를 오로지 도록의

46) Henry Flynt, “Conceptual Art”, La Monte Young and Jackson MacLow

(ed.), An Anthology, New York, 1963(http://www.henryflynt.org/aesthetics/

conart.html)

47) Bruce Altshuler(주 32), p. 237

48) Robert C. Morgan, 『개념미술』, 양은희 역, JRM, 2007, p.52

49) 위의 글,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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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만 제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작품들은 작품에 대한 언어적 묘사,

지도 그리고 기타 문서들만으로 제시되었다.50)[도판 6]

1968년 12월에 출판된 『제록스 북(Xerox Book)』에는 7명의 미술가,

칼 안드레(Carl Andre), 로버트 배리(Robert Barry), 더글라스 휘블러,

조셉 코수쓰(Joseph Kosuth), 솔 르윗(Sol Lewitt), 로버트 모리스

(Robert Moris)와 로렌스 위너(Lawrence Weiner)가 참여했다. 이 책에

는 각 작가들의 25장의 문서로 이루어진 작품이 실렸으며, 출판물이 미

술 작품이자 그룹 전시가 되었다.51)[도판 7]

다양한 미술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또 하나의 경향은 전시 공간이 예술

제작의 매체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었다. 미술가들은 스스로 “전시” 또는

“미술관”이라는 이름을 붙여 미술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미술관이

라는 명칭을 가져와서 자신의 작품을 마치 전시와 같은 형식으로 제작한

대표적인 미술가로는 마르셀 브로타에스(Marcel Broodthaers)가 있다.

그의 작품 <현대미술관(Musée d’Art Moderne)>(1968–1972)은 단순히

예술적 경향의 하나라기 보다는 미술제도에 대한 저항적인 메시지를 담

고 있었다. 그는 1968년 브뤼셀에서 개념적 미술관을 자신의 스튜디오에

세우고 여기에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수백 개의 오브제들을 설치했다.

작품에는 “이것은 미술 작품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붙어있었다.[도판 8]

그의 미술관에 미술 작품은 하나도 없었지만, ‘미술관’ 자체가 그의 작품

이었다. 그가 자신의 작품을 ‘미술관’이라고 칭한 것은 비유적인 것이었

다. 그는 가장 미술관과 유사하지 않은 장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미술관’

이라는 제목을 붙였으며, 이를 통해 전통적인 미술관의 관행에 대한 비

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자 했다.

50) Bruce Altshuler(주 32), p. 237

51) 위의 글, p.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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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의도와 정신을 담은 작품으로는 1960년대 중반 자신의 작

품의 축소화된 복제품을 오마주하여 전시한 클래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의 《Mouse Museum》(1972-77)[도판 9]과 일상 생활에서

의 오브제들을 동결 시켜서 전시한 다니엘 스포에리(Daniel Spoerri)의

《musée sentimental》(1977) 등이 있다. 테리 스미스는 이러한 가짜 미

술관 (faux-musee)들이 순수미술을 다루는 미술관에 대한 졸렬한 모방

을 통해서 미술관의 권력에 도전하고자 했던 미술가들의 지속적인 노력

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52)

위에서 살펴본 1960년대의 작품들처럼 그 당시의 큐레이터들은 자신들

의 전시를 대중들을 위해 예술을 어떠한 틀 속에 넣는 일반적인 방식의

사용을 줄이고, 작품을 제시하는 방식이 전시되는 내용의 일부가 되도록

하였다. 전시 기획자들은 단순히 작품을 배열하는 것을 넘어서 미술가들

처럼 비판적인 계획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전시는 마치 작품과

같은 수준에 이른 것처럼 보였다. 이들은 전시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 20년 동안 성장하는 상업적이고 제

도적인 활동의 일부로서 국제 미술계에서 점차 확장되었다. 1960년대의

다양한 미술계의 변화들이 새로운 종류의 전시기획의 권력을 낳았던 것

이다.53)

3. 큐레이터의 딜레마

큐레이터의 역할이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기 이전에는 큐레이터가 미

52) Terry Smith, “Artists as Curators/ Curators as Artists”, Thinking
Contemporary Curating. New York: Independent Curators International, 2012.
pp. 104-106

53) Bruce Altshuler(주 32), p. 236



27

술관이라는 제도 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인해 이들에게 다양한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제도 내의 큐레이터들은 독립 큐레이터라는

것을 하나의 선택지로 보기 시작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에드워드

프라이는 큐레이터의 역할이 기관의 소장품을 ‘돌보는 자’, 현재 소장하

고 있지 않은 가치 있는 작품을 입수하여 ‘모으는 자’, 그리고 이를 이론

적으로 대중에게 설명하는 ‘이론가’라는 세 가지이며, 이는 복합적으로

수행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전통적인 큐레이터들이 제도권 내에

서 자율성의 결여와 과도한 행정적 업무 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서

술하였다.54) 예를 들어, 미술관 관장의 역할은 큐레이터의 그것과 다르

기 때문에 전자는 후자의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후자

와 상의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최고 경영자인 전자는 상의의 과정

없이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들어 큐레이터들이 겪는 어려

움을 설명한 것이다. 큐레이터들은 자신들의 역량이나 지적인 관점을 벗

어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미술관의 관행은 큐레

이터의 역할을 단순히 기술관료(technocrat)로 혹은 보조적인 역할로 취

급하기 때문이었다. 큐레이터들은 기획(temporary) 전시를 준비하는 기

초적인 단계에서 연구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지원이 주어지지 않으며,

결과적으로는 큐레이터가 자신들의 전시 콘셉트, 예술적 취향 등을 보여

주기 힘들었다. 프라이는 딜레마에 빠진 큐레이터들이 다른 사람들의 지

시와 아이디어를 대신 실행하면서, 전시를 통해서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보여주거나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것을 포기하도록 강요받는 경

우도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55)

프라이가 설명한 바와 같이 큐레이터들이 관장 및 미술관 밑에서 일을

54) Edward Fry(주 5), p. 107

55) 위의 글, pp. 1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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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겪는 딜레마는 분명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 미술관 관장을 역임

하면서 전시 기획을 같이 하던 큐레이터들도 여러 명 있었다. 이들도 프

라이가 언급한 어려움을 똑같이 겪어야 했으며, 기관 내에서 힘을 행사

하는 다른 세력인 미술관 위원회, 미술관 혹은 전시를 후원하는 후원자

들의 압력도 받았다. 예를 들어 베른의 쿤스트할레에서 1955년부터 1961

년까지 관장을 역임한 프란츠 마이어(Franz Meyer)는 한스 울리히 오브

리스트(Han Urlich Obrist)와의 인터뷰에서 미술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자신이 미술관에서 추가적으로 수행했던 기술 관료적인

업무들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쿤스트할레 베른의 관장이 된 후 매년

6-8개의 전시를 조직했는데, 당시에는 기관의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인

원인 관리인, 비서, 경리원 각각 한 사람으로 모든 일을 진행해야만 했

다. 운영 경비가 너무 적었고 대부분의 업무를 혼자서 감당 해야만 했던

것이다. 전시 기획뿐만 아니라 작품 운송 등의 업무까지 직접 해결해야

했던 그의 경험담은 큐레이터가 다소 과중한 책임을 맡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56)

1961년부터 1969년까지 베른의 쿤스트할레의 관장을 역임하였으며, 이

곳에서 한 해에 십 여 개의 전시를 기획한 하랄드 제만(Harald

Szeemann)도 미술관 위원회와 후원자들, 공공기금을 통해 미술관을 지

원하는 시 당국과 같은 미술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

다. 그의 전시기획의 혁신성은 《태도》(1969)에서 정점에 도달하였다.

이는 제만이 제도권에서 독립하는 계기가 된 전시로서 내용적인 면에서

당시의 제도권과 대중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전시였다.

《태도》에는 미술관 내에서 줄에 걸려있는 작품의 일부분이 타는 과정

56)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큐레이팅의 역사』(2007), 송미숙 역, 미진사, 2013,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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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 질베르토 조리오(Gilberto Zorio)의 <횃불들(Torches)>(1969)

[도판 10], 건물 철거용 철구(鐵球)로 미술관 앞 보도블록을 부순 마이클

하이저(Michael Heizer)의 <Berne Depression>(1969) [도판 11]과 같이

파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작품들이 여러 점 있었다.

당시 보수적이었던 스위스는 특히 마이클 하이저의 작품에 격분했다.57)

비록 그 작품이 누구도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합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공공 기금을 사용해서 그러한 혐오스러운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한 일반적인 분노가 있었던 것이다. 소똥 주머니를 미술관 앞에 가져

다 놓거나 제만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대

중들도 있었다.58) 이러한 반응에 대비하여 미술관 앞에 두 명의 경찰관

이 배치되었다.59) 언론도 부정적인 리뷰를 실어댔는데, 『바젤러 나흐리

히텐(Basler Nachrichten)』지의 비평가 라인하르트 스툼(Reinhardt

Stumm)은 “사실, 베른의 전시장에서 미술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뿐이었다”라며 신랄한 비판을 했다.60)

많은 부정적인 반응 속에서 전시의 의미가 있는 부분이나 긍정적인 부

분에 대해서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디 벨트보헤(Die Weltwoche)』지

의 경우, “전시에 참가한 미술가들이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작품이 완성

되어 가는 창의적인 과정을 보여주며, 현재 진행 중인 해방(liberation)의

새로운 국면을 제시”하는 전시라는 점을 짚었다. 또한 『프랑크프루터

알게마이네 자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지에 실린 리뷰에

서 한스 스트렐로브(Hans Strelow)는 제만의 “당신의 머릿속에서 살다”

57) Bruce Altshuler (주 32), p. 254

58) Harald Szeemann, Tobia Bezzola, Roman Kurzmeyer, Harald Szeemann: With
by Through Because Towards Despite: Catalogue of All Exhibitions
1957-2005, Springer, 2007, p. 226

59) 위의 글, pp. 226-227

60) 위의 글,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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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전시 콘셉트가, 전시될 수 없고 오로지 ‘보고’될 수만 있는 작품들

을 통해 잘 드러난다고 설명했다.61) 『베르너 타그블라트(Berner

Tagblatt)』지의 리뷰는 긍정적이었는데, 여기에는 베른의 재정부장,

『베르너 타그블라트』지의 예술 비평가와 편집장이 전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베른의 교통관광부장 또한 전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

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전시가 도시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였

기 때문이었다.62) 전시 오프닝 날에는 쿤스트할레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

의 인원인 천여 명의 군중이 행사에 참석할 정도로 전시에 대한 관심은

엄청났던 것이다. 《태도》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만큼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만의 전시는 베른에서 하나의 스캔들이 되었다.

이에 관한 사안이 베른 시 당국과 시 의회에 결부되었으며, 의원들은 제

만이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는다면 관장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63) 이러한 처우는 제만이 전시를 통해 제시한

작품들이 대중들과 정부에 의해 인류에 위협적이고 파괴적으로 보였다는

것을 의미했다. 쿤스트할레의 미술관 위원회에는 여러 지역 미술가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태도》전 이전부터 스위스 미술가들의 전시

를 충분히 하지 않는 것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64) 이들은 《태도》

에 많은 외국 출신의 미술가들이 포함된 것을 비난하였으며, 예정되어

있던 에드워드 키엔홀츠(Edward Kienholz)와 요셉 보이스(Joseph

Beuys)의 개인전을 거부하며 더욱 압력을 가했다.65) 이러한 압력 속에서

61) 베른의 전시장에는 전시에 참여한 69명의 작품들 중 40여명의 작품만이 전시되

었으며, 나머지 작품들은 도록을 통해서만 제시되었다. Harald Szeemann, Tobia

Bezzola, Roman Kurzmeyer(주 58), p. 226

62) 위의 글

63)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주 56), p. 132

64) Daniel Birnbaum, “When attitude becomes form: Daniel Birnbaum on Harald

Szeemann”, Artforum International, 2005



31

제만은 독립 큐레이터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는

1969년 5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쿤스트할레 베른을 떠나 개인 에이전시인

‘정신적인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에이전시(Agentur für Geistige

Gastarbeit)’를 설립하게 된다.66) 제만은 자신이 관장직을 사임해야 했던

배경에 대해, 자신이 헝가리계 스위스 이주민으로 이주노동자였기 때문

에 차별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당시에 스위스에서는 이주노

동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었고, 그의 개인 에이전시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만은 당시의 보수적이었던 스위스를 비판하

였다.67)

제 2 절 분화된 큐레이터 유형과 전시 패러다임의 변

화

제 2 절에서는 1960년대 후반 새롭게 등장 큐레이터의 유형으로 지위에

있어서 이전과는 달리 미술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한 ‘독립 큐레이

터(independent curator)’의 특징에 대해서 이 당시 대표적인 미술관 소

속 큐레이터들의 특징 및 활동과 비교하여 분석할 것이다. 또한 전시 방

65) 요셉 보이스와 에드워드 키엔홀츠는 모두 논쟁이 되었던 전시인 《태도》에 참

가했던 작가들이었다. 독일 출신의 작가로 설치미술, 행위미술, 조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보이스는 강한 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며, 파격적이고 비

판적인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을 제작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세력에 의해 견제를

받는 작가였다. 미국 출신의 설치미술가이자 아상블라주 조각가인 키엔홀츠는 현

대의 삶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고 있었으며, <Back Seat Dodge ‘38>(1964)과 같

은 그의 작품은 LA 카운티 시 위원회에 의해 ‘혐오스럽고, 프로노이며, 불경스럽

다’는 평을 받기도 할 정도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작가였다. Michael Auping,

Edward Kienholz / MATRIX 21, UC Berkeley Art Museum and Pacific Film
Archive, web. 5, Nov. 2015 (http://www.bampfa.berkeley.edu/ exhibition/21)

66) Bruce Altshuler(주 32), p. 254

67)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주 56),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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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특징을 보여준 큐레이터를 ‘작가적 큐레이터

(curator as author)’, ‘상호학제적 큐레이터(interdisciplinary curator)’로

분류하는 방식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전시의 역사에 대한

연구 서적들을 살펴보면 독립 큐레이터와 작가적 큐레이터의 구분을 확

실히 하기보다는 통합하여 그 특징을 설명한 경우가 많다.68) 그 이유는

이 시기에 등장한 대표적인 독립 큐레이터들이 대부분 작가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전시를 기획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독립 큐레이터들이

작가나 예술가로서의 큐레이터의 특징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으며, 미술

관 소속 큐레이터 중에서도 작가적 면모를 보여주는 큐레이터들이 있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전부터 미술계에서 통용되어온 방식은 아니

지만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새로운 큐레이터 유형들을 특징별로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류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1. 지위 상의 유형 분화

1)독립 큐레이터

앞서 살펴보았듯이 1960년대 후반의 서구 사회는 사회, 문화, 정치적으

로 급작스러운 변화를 겪었으며, 미술 양상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면서

함께 발전하였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과 큐레이터들이 겪었던 딜레

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등장한 첫 번째 큐레이터 유형은 ‘독립 큐레

이터’였다. 이들은 기존의 미술관 큐레이터가 가졌던 소장품의 보존, 소

장품 수집 등의 다양한 업무들 중 전시를 기획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68) 아이린 칼데로니,「전시를 만드는 일: 60년대 후반 전시 미학에 관한 기록」,

『큐레이팅이란 무엇인가』(2007), 변현주 역, 2013, pp. 93-113, Jean Marc

Poinsot(주 42), pp. 39-63, Paul O'Neil(주 33), pp. 9-4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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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문자 그대로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소속되지 않

은 상태로 전시 기획활동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자신만의 전시 콘셉트

를 드러내거나 아이디어를 피력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전시적 실천이 좀 더 독립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외견상 제

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전시를 자유롭게 기획하지 못하거나 자리가 없어

전시를 기획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 의해 새로

운 유형의 큐레이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

서 독립적인 상태로 전시기획을 하는 큐레이터들이 많아졌고 하나의 유

형이 되었다.

미술계에서는 첫 번째 독립 큐레이터를 하랄드 제만으로 본다.69) 제만

은 1969년 9월을 기점으로 쿤스트할레 베른의 관장직을 사임하였다. 독

립을 선언하면서 그는 개인 에이전시인 ‘정신적인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에이전시(Agentur für Geistige Gastarbeit)’를 설립하였으며, 자신을 “전

시 제작자(Ausstellungsmacher)”로 칭하였다.70) 제만이 “전시 제작자”라

는 단어로 자신을 지칭한 것은 1960년대 이전까지 큐레이터의 역할로서

강조되었던 기관의 소장품을 연구, 관리, 수집하는 역할 그리고 기관의

기술 관료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이 아닌 전시를 기획하는 역할만을

강조한 것이었다. 또한 개인 에이전시를 설립하여 전시의 기획부터 설치

까지 제만과 제만의 팀71)이 담당하면서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제만은 독

69) 다음 전시기획과 큐레이터와 관련된 문헌에서 제만을 첫 번째 독립 큐레이터로

지칭했다. Claire Bishop, “What Is a Curator”, Shifting Practice, Shifting
Roles? , London: Tate Modern, 22, March, 2007 (테이트 모던 컨퍼런스 발표문),

Lucy Steeds, et al. Exhibiting the new art: 'Op Losse Schroeven' and 'When
attitudes become form' 1969, Afterall, 2010, p. 9, David Levi Strauss(주 1),

p.17

70) Florence Derieux(ed.), Harald Szeemann: Individual Methodology. JRP
Ringier Kunstverlag Ag, 2007. pp. 63-64

71) 제만은 독립 이후 전시의 제작 및 설치 팀을 조직하였는데, 이들은 제만의 전시

를 공간에 구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980년대부터 2005년까지 같은 전시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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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이후 다수의 기관들로부터 전시를 기획해달라는 제의를 받기 시작했

다. 그는 자신이 전시를 기획하여 제안서를 미술관에 보내고 이를 채택

한 미술관과 협업하여 전시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독립성을 계속해서 유

지하였으며,72) 도큐멘타 Ⅴ를 단일 큐레이터로서는 처음으로 감독하게

되면서 그 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73) 이렇듯 제만이 첫 번째 독립

큐레이터로서 더 주목을 받은 것은 그가 원래 제도권 미술관에 속해 있

다가 그곳에서 벗어나면서 독립을 대대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이었다. 같

은 시기에 제만 외에도 많은 이들이 독립적으로 전시를 조직하는 활동을

보여주었다.

1960년대 후반 미술 비평가들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비평가들이 프리랜

서(freelancer)로서 “자신의 테제에 따라 하나의 그룹이나 미술 경향으로

묶어 전시를 기획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보였다.74) 당시의 전시조직자

들은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동시대 미술 전시를 기획하였다. 1960년대 이

전까지 상대적으로 지엽적이고, 국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이

들이 처음으로 서로 다른 예술적 풍경들을 플럭서스(Fluxus), 아르테 포

베라(Arte Povera), 후기 미니멀리즘(post-minimalism) 등과 연결시켜

맥락화하여 그 규모가 거대해졌다.75)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라는

함께 하였지만 이들이 제만의 에이전시의 공식적인 직원이 아니었으며, 계약을

통해 고용된 이들이었다. 이는 제만이 독립을 한 이유 중 하나인 기관이 커지면

서 생기는 행정적인 업무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위의 책. p. 68

72) 제만은 독립 직후 뉘른베르크에서 《오브제로서의 사물(The Thing as Objec

t)》(1970), 쾰른에서 《헤프닝과 플럭서스(Happening & Fluxus》(1970), 시드니

와 멜버른에서 《나는 여기에 근사한 아이를 남기고 싶어(I Want to Leave a

Nice Well-Done Child Here, 1971)》 등 다수의 전시를 열었다. 제만이 작성하여

미술관에 보냈던 전시 제안서들은 그의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를 정

리한 책인 『Harald Szeemann: Individual Methodology』에 원본으로 수록되어

있다.

73)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주 56), p.133

74) 김정희(주 6), p. 81

75) Paul O'Neil(주 33), pp.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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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미술 비평가이자 독립 전시 기획자인 게르마

노 첼란트(Germano Celant),76) 에바 헤세(Eva Hesse), 루이스 브루주아

(Louise Bourgeois), 브루스 나우만(Bruce Nauman)을 포함한 7명의 젊

은 미국 미술가들을 《기이한 추상(Eccentric Abstraction)》(1966)이라

는 전시를 통해 소개한 비평가 루시 리파드(Lucy Lippard)등이 그 예이

다.77) 개념 미술가들과 함께 출판물이 일종의 전시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독창적인 전시 방식을 보여주었던 세스 지겔라웁과 미국의 작가들을 직

접 발굴하여 독일로 초청하고 이들의 전시를 선보였던 콘라드 피셔

(Konrad Fischer)의 전시 기획 활동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78) 지겔라웁

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미술사가이자 큐레이터인 폴 오닐(Paul O'Neil)

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모든 예술계의 분류체계가 당시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갤러리의 딜러, 큐

레이터, 아티스트이자 큐레이터, 비평가이자 저술가, 미술가이자 저술가와

같은 개념들, 이 모든 분류체계들은 흐릿해졌다. (중략) 사람들은 많은 분야

의 사이를 오갔으며, 다양한 활동들을 하였다.79)

이렇듯 직업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이

전시를 기획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 활동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

들은 전문 큐레이터라기보다는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전시 기획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자신의 분야에 다시 집중하거나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76) 위의 글, p. 16, Guggenheim Organization, Germano Celant, web. 1 Dec. 2015
(http://www.guggenheim.org)

77) 김정희(주 6), p. 81

78) 위의 글, p. 90

79) Paul O'Neil(주 33),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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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큐레이터들은 전시의 장소와 전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미술관 소속 큐레이터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전시 방법을 보여줄 수 있었

다. 예를 들어, 하랄드 제만이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할아버지의 삶에 대

한 독자적인 해석을 보여준 《그랜드파더: 우리와 같은 개척자

(Grandfather: A Pioneer Like Us)》(1975)는 미술관 소속 큐레이터로서

는 시도할 수 없는 전시였다. 이 시기의 독립 큐레이터들은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미술 작품처럼 제시하는 ‘작가적 큐레이터’ 유형이나, 다

양한 학문 간의 촉매적 역할을 하는 ‘상호학제적인 큐레이터’ 유형의 특

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2) 미술관 소속 큐레이터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하여 미술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상태로 새로운 전

시 방법을 선보이며 대대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독립 큐레이터들과 달리,

근대시기 공공 미술관이 설립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미술관 소속

큐레이터들은 미술관의 개념을 옹호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전통적인 역

할을 수행하면서도 새로운 전시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당

시의 미술관 관장 및 큐레이터들의 역할은 앞서 살펴본 에드워드 프라이

의 전통적인 큐레이터의 역할과 다르지 않았다. 보존가, 수집가, 이론가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술관의 행정적인 업무까지도 담당해야 했

다.80) 그러나 이러한 역할에 자신을 제한시키지 않고 미술관을 새로운

기능을 하고 새로운 미술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킴으로서 새

로운 전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실험실과 같은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

80) Edward Fry(주 5),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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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소속 큐레이터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15년간 스톡홀롬 현

대미술관(Moderna Museet)의 관장(1958-1973)으로 있었던 스웨덴 출신

의 큐레이터 퐁튀스 훌텐 (Pontus Hultèn), 묀헨글라트바흐

(Mönchengladbach)의 압타이베르크 미술관(Museum Abteiberg) 관장

(1967-1985)을 역임했던 요하네스 클라더스(Johannes Cladders), 네덜란

드 아인트호벤의 반 아베 미술관(Van Abbemuseum) 관장(1963-1974)을

역임한 장 리어링(Jean Leering) 등이 있다.

퐁튀스 훌텐은 미술관을 하나의 신축성 있고 개방된 공간으로 보았으

며, 미술관의 테두리 내에서 음악, 무용, 연극에 종사하는 이들이 자신들

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등 미술관이 다양한 학제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하였다. 그는 미술관 관장의 첫 번째 임무가 단순히

대형 전시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에 추진력을 줄 수 있는 대중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스톡홀름 현대미술관에서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미국 미술가 로버트 라우셴버그

(Robert Rauschenberg)를 소개하는 전시를 열 수 있었던 것은 미술관과

대중들 간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81)

이렇듯 미술관의 개념을 지지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던

훌텐은 1977년 개관한 조르주 퐁피두센터(Centre Georges-Pompidou)의

초대 관장이 되면서 상호학제적이고 다면적인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

그는 파리, 뉴욕, 베를린, 모스크바와 같은 20세기의 문화 수도들에서 미

술의 역사가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가를 제시하는 대한 전시를 기획하였

다. 1977년부터 1981년에 걸쳐 이루어진 시리즈 전시들 《파리-뉴욕

(Paris-New York)》, 《파리-베를린(Paris-Berlin:1900-1933)》, 《파리-

모스코바(Paris—Moscow:1900-1930)》, 《파리-파리(Paris-Paris:1937-

81)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주 56), pp. 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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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1977-81)에서 훌텐은 구성주의에서부터 팝아트에 이르는 미술

오브제들과 영화, 포스터, 문헌 기록 등을 전시하였으며, 거트루트 스타

인(Gertrude Stein)의 살롱을 재구성하여 보여주었다. 큐레이터이자 저술

가인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는 이 전시들이 다음 세대 큐레이터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전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했

다.82)

물론 앞서 살펴본 제만이 기획한 전시《태도》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상당수의 미술관 소속 큐레이터들은 제도 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인

해 겪어야 하는 제약들이 있었다.83) 요하네스 클라더스는 이러한 제약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다. 1960년대 후반 미술관들은 거의 동시대 미술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이 이미 기존에 사회의 취향에서 벗어나지 않

는 작품을 전시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더스는 항상 자신을

미술의 공동 제작자(co-producer)로 보았으며, 미술관을 하나의 중재 기

관으로서 하나의 작품(work)을 예술작품(art work)으로 변형시키는 장소

로 보았다. 그는 이미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술로 표명된 것 보다는

이러한 인정을 받지 못한 작품들을 전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것이

다.84)

2. 전시 방법 상의 유형 분화

1) 작가적 큐레이터

전시 방법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유형들 중 하나는 그들

82) 위의 글, pp. 50-51

83) Harald Szeemann, Tobia Bezzola, Roman Kurzmeyer(주 58), p. 226

84)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주 56), pp.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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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획한 전시가 전통적인 큐레이터의 그것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작가적 큐레이터(curator as author)’의 유형이다. 이들은 ‘창조자로서의

큐레이터(curator as creator)’ 혹은 ‘미술가로서의 큐레이터(curator as

artists)’로 불리기도 했는데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품의 연대순

이나 주제별로 묶어 전시하는 전통적인 작품 설치 방법에서 벗어나 기획

한 전시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전면적으로 내세웠으며, 이들의 전시가 하

나의 작품처럼 제시되었다. 즉, 전시기획자의 이차적인 저자권

(Meta-authorship)이 미술가가 가지고 있던 유일하고도 일차적인 저자권

(authorship)을 대신하거나 공동 저자가 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85)

앞서 살펴본 1960년대의 작품들처럼 작가적 큐레이터들의 전시는 “대중

들을 위해서 예술을 틀 속에 넣는 방식”을 줄이고, 작품을 제시하는 방

식 또한 전시되는 내용의 일부가 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큐레이터

들의 전시는 구성 요소에 있어서 미술 작품과 같은 수준이 되었고, 다음

20년 동안 성장하는 상업적이고 제도적인 활동의 일부로서 국제 미술계

에서 점차 확장되었다. 1960년대의 다양한 미술계의 변화들이 새로운 종

류의 전시기획의 권력을 낳았던 것이다.86)

저술가이자 현재 뉴욕의 유대인 박물관의 부관장을 맡고 있는 옌스 호

프만(Jens Hoffmann)은 자신의 에세이 「큐레이팅의 어떤 경향(A

Certain Tendency of Curating)」에서 작가적 큐레이터가 등장한 배경을

프랑스의 영화감독인 프랑소와 트뤼포가 주장한 1950년대 작가론(auteur

theory)과 앞서 살펴본 1960년대 후반 후기구조주의 이론과 연관 지어

설명하였다. 작가적 큐레이터에서 ‘작가(auteur)’라는 용어는 1950년대 등

장한 작가론과 깊은 관련이 있다. 당시 영화 제작에서 작가-감독

85) Claire Bishop, “What Is a Curator”, Shifting Practice, Shifting Roles? ,
London: Tate Modern, 22, March, 2007 (테이트 모던 컨퍼런스 발표문)

86) Bruce Altshuler(주 32),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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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director)들은 “주제적 일관성, 감독이 대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에 관한 강렬한 창조적 감각, 감독의 영화 제작 경력에서 나타나는 분명

한 예술적 성장”이라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특징들은 1960년대에

등장하여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후 한루(Hou Hanru), 우테 메타 바우

어(Ute Meta Bauer)와 같은 다음세대 큐레이터들에게까지 이어졌다. 호

프만은 이들이 각기 “다른 큐레이토리얼(curatorial) 방법론과 그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개성적인 창조성과

지적, 이론적 모델을 통합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호프만은 이들의 활동이 큐레이터가 행정가나 미술가의 관리자로

여겨지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확실히 큐레이팅을 다른 차원으

로 재창조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작가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는 작가론의 비평에 기여한 중요한 지식 흐름 중의 하나인 후기구조주의

이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르트가 “작가가 하나의 미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만드는 유일한 창조적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듯이 큐

레이터는 관람객들과 함께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가 되었

다.87)

이러한 경향 속에서 등장한 작가적 큐레이터의 예로는 1960년대 후반부

터 독립 전시조직자로 활동한 세스 지겔라웁, 《기이한 추상》,

《557,087》등의 전시를 통해서 “설명적인 역사주의(explanatory

historicism)” 대신에 자신의 “창의적인 독자성(creative originality)”를

보여준 루시 리파드 등을 들 수 있다.88) 이들의 특징은 전시 기획의 과

87) 옌스 호프만, 폴 오닐 엮음, 「큐레이팅의 어떤 경향」, 『큐레이팅이란 무엇인

가』(2007), 변현주 역, 2013, pp. 212

88) Mario Naves, "Materializing 'Six Years': Lucy R. Lippard & the Emergence

of Conceptual Art", New Criterion, November 2012,

(http://www.questia.com/read/1G1-308437017/materializing-six-years-lucy-r-lip

pard-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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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속에서 미술가가 제안한 프로젝트가 제작되는 과정에까지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작품에 필요한 재료에서부터 작품의 결과물까지 관여하

였다. 안드레아 프레이저(Andrea Fraser)의 의견에 따르면 이들은 전시

의 주제뿐만 아니라 미술가에게 예술 제작을 요구하는 절차와 상황을 만

들어낸 것이었다.89)

이러한 작가적 큐레이터의 특징은 지겔라웁이 전시이자 출판물인 『제

록스 북』(1968), 그리고 이어진 또 다른 전시 《1969년 1월

5-31(January 5-31, 1969)》(1969)에서 보여준 그의 역할에서 잘 드러난

다. 그는 1966년까지 일반적인 화이트 박스의 전시공간을 가진 갤러리를

운영하는 갤러리스트였다. 갤러리 문을 닫은 후 그와 함께하던 개념미술

가들의 아이디어에 영향을 받아 새로운 컨셉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

었는데, 이들이 작품 세계는 구현(realization)하는 것보다는 관념화

(ideation)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작품 및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를 중심으

로 하였으며, 이를 제시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언어였고, 가장 강조된

형식은 전시 도록”이었다. 이러한 개념 미술의 성격은 세스 지겔라웁이

전시 도록을 새로운 종류의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가능케 하였

다.90)

1968년 12월 지겔라웁은 “칼 안드레, 로버트 배리, 더글라스 휘블러, 조

셉 코수쓰, 솔 르윗, 로버트 모리스, 로렌스 위너”라는 제목의 『제록스

북』을 출판했다. 그는 각각의 미술가들에게 제록스 인쇄기술에 의해 생

산된 25장의 작품을 요청하였으며, 이는 1000부가 인쇄되었다. 지겔라웁

은 미술가들의 작품이 시각적인 전시가 아닌 오로지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전달되게 하였다. 『제록스 북』은 그 자체가 실제로 작품을

89) Andrea Fraser, “What's Intangible, Transitory, Mediating, Participatory, and

Rendered in the Public Sphere?”, October, Vol. 80 (Spring, 1997), pp. 111-116
90) Bruce Altschuler(주 32), p.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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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출판물이 전시가 되는 새로운 전시 방법을 제

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록스 북』이라는 책을 만들어낸 ‘공동

저자’인 지겔라웁은 단순한 전시 디자이너가 아닌 작가적인 자신의 역할

을 주장하였다. 1969년 뉴욕 미드타운의 한 사무실에서 열린 《1969년 1

월 5-31》도 같은 경우였는데, 배리, 휘블러, 코수스, 위너가 참가했던

이 전시는 외견상으로는 전통적인 개념미술가들의 그룹 전시로 보였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시에서 중점을 둔 것이 시각적인 재현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지겔라웁이 전시 소개에서 설명하였듯이 “전시는 도

록 안에서 소통된 아이디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었으며, “작품의 물질

적인 구현은 카탈로그의 보충일 뿐”이었다.91)

제만은 지겔라웁의 전시기획에 관심을 보였으며 『제록스 북』이 출판

되자마자 지겔라웁의 작가들을 방문하였다. 그는 일반적인 전시 방법으

로는 개념미술가들의 작품 활동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고 믿는 큐

레이터들 중 하나였으며, 이후로도 실험적인 전시 방식을 계속해서 보여

주었다.92) 제만의 작가적 큐레이터로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제 4장에서

그의 전시 방법을 설명하면서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2) 상호학제적 큐레이터

다음으로 서술할 유형은 상호학제적인(interdisciplinary) 전시를 기획하

여 다분야 간에 촉매적 역할을 한 큐레이터이다. 20여년에 걸쳐 상호학

제적 연구(interdisciplinary studies)에 대한 저술활동과 연구를 해온 줄

리 톰슨 클라인(Julie Thompson Klein)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존재해

91) 위의 책

92) 위의 책,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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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개념이지만 20세기에 들어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인 상호학제성

(interdisciplinarity)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상호학제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현대의 담론(discourse)을 가로질러 공명하

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이 아이디어들은 통합 과학

(unified science), 일반 지식, 지식의 합성(synthesis)과 통합(integration)에

관한 것들이다.93)

상호학제성은 1960년대의 전시 기획에서도 그 중요하게 다뤄졌다. 상호

학제적 큐레이터들은 예술에만 국한된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

인문학, 문학, 과학 등의 학문에서부터 영화, 건축, 패션, 만화, 기술에 이

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전시를 기획하여 전시의 발전을

이끌어냈다. 그들은 상호학제적인 전시를 기획함으로써 하나의 전시가

촉매가 되어 다양한 학문 분야를 자극하고 지적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보여준 큐레이터로는 아인트호벤의 반 아베

미술관 관장을 역임한 장 리어링, 하랄드 제만이 있으며 이는 다음 세대

의 큐레이터인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후 한루로 이어졌다.

리어링은 미술사나 전시기획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것이 아니라 델프

트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기사로서 일한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다. 그

의 건축과 예술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은 상호학제적인 전시를 기획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94) 그는 1962년에 프리랜스 큐레이터

(Freelance curator)로서 델프트 프린센호프 시립미술관(Museum Het

93) Julie Thompson Klein, Interdisciplinarity: History, Theory, and Practice,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1990, p.19

94)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폴 오닐 엮음 「망각에 반대하는 운동 (인터뷰: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vs. 장 리어링)」, 『큐레이팅이란 무엇인가』(2007), 변현주

역, 2013, p.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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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sen Hof)에서 자율적 건축(autonomous architecture)에 대한 전시를

기획하였다. 이 전시는 조반니 피라네시 (Giovanni Battista Piranesi)부

터, 장 드 부예 (Jean de Bouiller), 클로드-니콜라 르두(Claude-Nicolas

Ledoux)로 이어졌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yod Wright), 루이

스 칸(Louis Kahn)과 같은 미국 건축가들의 작품을 거쳐 동시대의 건축

에까지 이르는 작품들을 포함했다. 미술작품도 일부분을 차지했는데 판

되스부르(Van Doesburg)와 당시에 진행 중이던 제로운동(Zero

movement)에 속한 미술가들의 작품이 포함되었다.95) 이 전시를 시작으

로 그는 상호학제성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갔으며, 이러한 그의 관심은

반 아베 미술관의 관장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는 건축기사로 일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 분야에서 파생된 주제들에 더 많은 관

심을 가졌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리어링은 1969년 건축가들과 연계하여 도시 계

획도면의 일부를 모형으로 제작하여 관람객들이 그 사이를 걸어 다니면

서 설계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 전시 《도시계획(City

Plan)》(1969)을 기획하였다. 그는 이 전시를 기획하기 이전부터 1960년

대에 이루어졌던 환경미술, 해프닝과 같은 예술적인 실험들이 도시에 대

한 개념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전시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흥미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시계획》에서는 그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다 생각되어 전시를 계획도면에만 집중시켰었다. 그러던

것이 1972년 《거리: 함께 사는 방법들(The Street, Ways of Living

Together)》(1972)이라는 전시에서 아인트호벤 지방 자치국의 지지를 기

반으로 그가 생각한 개념을 거대한 스케일로 실현하게 되었다. 《거리:

함께 사는 방법들》에는 건축가, 도시학자, 도시 계획가들이 전시 제작에

95) 위의 글, pp. 2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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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였으며, 실제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96)[도판

12] 오브리스트는 이 전시를 “실제 삶을 미술관으로 불러들여 실험적 전

시에 관한 개념을 진일보시킨 전시”라고 평가했다. 미술관을 항상 인간

의 관심사를 정책의 중심으로 두는 곳인 “인류학적인 박물관”으로 만들

고자 했던 리어링의 노력이 드러난 전시였다.97)

제만의 경우 1967년 베른의 쿤스트할레에서 기획한 《공상 과학

(Science Fiction)》(1967)을 시작으로 상호학제적인 전시를 보여주기 시

작했다. 이 전시에는 사회학, 테크놀로지, 예술, 캐리커처, 저널리즘, 문학

등의 분야의 결과물들을 아우르는 4000여개의 오브제들이 전시되었다.

오브제들은 여러 개의 섹션으로 구분되어서 전시되었는데, 현대적인 우

주선, 시각예술, 영화, 문학, 로봇, 유머, 장난감, 만화(comic strip), 만화

책, 공상과학소설 등의 섹션이 있었다.98) 뿐만 아니라 그는 전시와 함께

프리츠 랑(Frits Lang)의 <메트로폴리스(Metropois)>(1927), 장 뤽 고다

르(Jean-Luc Godard)의 <알파빌(Alpaville)>(1965), 윌리엄 클라인

(William Klein)의 <폴리 마구, 당신은 누구인가요?(Qui etes vous,

Polly Maggoo?)>(1966)등의 공상과학영화를 상영을 하였으며, 전시된

로봇 <Sabor V>의 작동 시범, 공상과학소설에 관한 토론회, 현대의 미

확인 비행물체의 징후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미래의 패션(특히 윌리엄

클라인의 영화 <폴리 마구, 당신은 누구인가요?>를 위해서 만들어진)을

주제로 한 패션쇼 등을 전시와 함께 진행하였다.99) 이는 제만이 단순히

다양한 학제들로부터 나온 문서들과 오브제들을 혼란스럽게 나열하고

‘공상과학’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명시한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통해

96) 위의 글, p.240

97) 위의 글, pp. 245-246

98) Harald Szeemann, Tobia Bezzola, and Roman Kurzmeyer(주 58), p. 177

99) 위의 글,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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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통합되고 합성되는 과정을 지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만이 독

립을 선언한 후에 보다 자율적인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기획한 전시 《진

실의 산(Monte Verità)》(1978, 1983, 1987), 《총체예술을 향한 경향:

1800년 이래 유럽의 유토피아(Tendency towards the

Gesamtkunstwerk)》(1983)에서도 그는 다양한 학제들을 아우르는 전시

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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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Ⅳ 장 독립 큐레이터의 활동과 특징 : 하랄

드 제만을 중심으로

하랄드 제만은 1957년 처음으로 《화가-시인들-시인 화가들

(Painter-Poets–Poet-Painters)》(1957)이라는 전시의 감독을 맡은 이후

2005년 2월 18일 《환영의 벨기에(Visionary Belgium)》(2005)의 예정되

었던 오프닝 날 사망하기까지 50여년에 걸쳐 200회에 달하는 전시를 기

획한 큐레이터였다. 그는 베른의 쿤스트할레의 관장으로서 1961년부터

69년까지 9년간 10-12회의 전시를 열었다. 1969년 9월 독립을 선언한 이

후에는 개인 에이전시를 설립하고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조부의 삶에 대

한 전시를 열거나, 무정부주의자, 사상가, 미술가들이 모여 살았던 지역

에서 전시를 하는 등 사적인 공간에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시 기획안을 미술 기관에 보내 이를 수락한 미술관과

협력하여 전시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도큐멘타 Ⅴ, 48회와 49회 베니스

비엔날레, 4회 리옹 비엔날레와 같은 대규모 국제전시의 총감독을 맡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시기획 활동을 보여주었다. 1981년부터 2000년까

지 20여 년간 취리히의 쿤스트하우스(Kunsthaus)에서 종신 프리랜서

(permanenter freier Mitarbeiter)라는 직책을 맡았던 것을 제외하면 그는

특정 미술 기관의 고정된 자리를 맡는 일 없이 독립적으로 전시를 기획

한 큐레이터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제만은 독립 큐레이터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었으

며, 다수의 추종자들을 등장시켰다. 또한 제만의 독립 선언과 독립 큐레

이터로서의 활동은 큐레이터는 누구인가, 큐레이터는 어떠한 역할을 수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담론을 형성시켰고,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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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연구들이 1990년대 이후로 활성화되어 계속되고 있다. 그가 독립

큐레이터의 역할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준 것은 아니었지만 제만과 그의

동료 큐레이터들의 활동을 통해서 후대의 큐레이터들은 전통적인 큐레이

터와는 다른 새로운 길을 걷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보았다.

그러나 전시 기획 역사와 큐레이터의 역사에 미친 그의 영향은 긍정적

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제만의 이미지는 ‘신’이나 ‘정신적 지도자

(guru)’와 같은 존재로 비춰지기도 했으며,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권력을

통해 미술계의 취향을 결정하는 “흐름을 주도하는 왕자(Prince of

Tides)”라고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 부르기도 하였다. 독창적이라고 여겨

졌던 그의 전시는 여러 장소에서 반복되고 다년간 유사한 유형이 지속되

면서 참신성이 사라지고 제도화 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전시 기획의 발전에 있어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지니는

제만의 전시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전시 패러다임의 변화 과

정과 큐레이터의 역할이 다양화된 배경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현

재 활동하는 큐레이터들과 미래의 큐레이터 지망생들이 자신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

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제만의 전시를 전시 방식에 따라서 비역사적

인 전시, 상호학제적인 전시, 회고전으로 분류하여 그 의의를 분석하고,

독립 큐레이터의 역할과 가능성, 그리고 한계를 알아볼 것이다.

제 1 절 “제만적” 사고형성의 배경

하랄드 제만은 독창적이고 다양한 전시 기획 접근방법을 보여주었으며

전시를 작품의 수준으로 올려놓은 인물들 중 하나이다. 그가 이러한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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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이고 작가적인 전시기획적 실천을 보여주기까지 그의 사고방식이 형

성된 계기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만은 스위스에서 태어났으며 헝가리계 이주민 가정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19살이 될 때까지 화가가 되고 싶

다는 꿈을 꾸었으나 페르낭 레제의 전시를 보고 “나는 결코 저토록 훌륭

하게 되지 못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이 꿈을 접었다고 한다.100) 학업

이 그에게 즐거운 과정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술사와 고고학,

저널리즘을 공부했으며, 대학교를 졸업하고 박사과정까지 마쳤다. 1952년

18세가 된 제만은 친구들과 함께 카바레에서 연극 활동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는 곧 공동 작업에 회의를 느끼고 일인극장(one-man theatre)

을 열었으며 모든 것을 혼자서 하는 1인 연극을 했다.

어떤 기관과도 고정된 계약을 맺지 않고 돌아다니며 공연을 하는 개념

의 일인극장은 제만이 1969년 설립한 개인 에이전시의 모델이 되었

다.101) 더불어 일인연극은 그의 총체예술(Gesamtkunstwerk)이라는 야망

을 실현하기 위한 근간이 되었다. 그는 연극을 할 당시를 회상하면서

“연극은 이미 도큐멘타 Ⅴ의 근본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나는 작

곡도 함께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총체예술을 향한 모험을 하고 있

다는 느낌을 주었다”고 말했다.102)

1957년까지 연극에 열중하던 그는 교류가 있던 큐레이터인 프란츠 마이

어의 추천으로 상트 갈렌 미술관(Kunstmuseum St. Gallen)에서 《화가-

시인들-시인 화가들(Painter-Poets–Poet-Painters, 1957)》이라는 전시

100)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주 56), pp. 121-122

101) Florence Derieux(ed.)(주 70), p. 26

102) Harald Szeemann, “With by through because toward despite”, Harald
Szeemann: With by Through Because Towards Despite: Catalogue of All
Exhibitions 1957-2005, Tobia Bezzola and Roman Kurzmeyer (ed.) Springer,
2007,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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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획하게 된다. 이는 150명의 화가이자 시인, 혹은 시인이자 화가인

작가들이 참여하고, 800여개의 시각미술, 원고, 프린트, 기타 문서들이 포

함되는 거대한 규모의 전시였다.103) 기획한 첫 번째 전시부터 제만은 단

순히 예술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분야들을 융합하는 전시에

관심을 보였으며 이를 진행할 기회를 얻었다. 제만은 이 전시를 통해서

자신만의 표현 수단을 발견했으며, 전시는 “일시적인 세계(temporary

world)”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화가-시인들-시인

화가들》을 통한 경험은 휴고 발(Hugo Ball)에 관한 전시인 《휴고 발

1886-1927: 원고, 사진, 책(Hugo Ball 1886-1927: Manuscripts, Photographs,

Books)》로 이어지게 되었다.104)

1961년 프란츠 마이어의 뒤를 이어 베른의 쿤스트할레의 관장이 되었을

당시 제만은 29세로 유럽의 최연소 미술관 관장이었다. 제만은 “미술이

재산/소유에 도전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 속한 미술 기관은 이러한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 기관

은 다른 미술관들과 달리 영구 소장품이 없기 때문에 집단 기념관 보다

는 하나의 실험실과 같은 기능을 하였다. 제만은 작품들을 외부에서 빌

려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미술관에서

그의 전시를 가져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할 정도의 ‘좋은’ 전시를 만들

어야만 했다.105) 유럽의 쿤스트할레들 중에서도 베른의 쿤스트할레는 기

본적으로 지역 미술가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이었다. 전시위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역 미술가들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만은

지역 미술가들을 폭넓게 다루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고, 잘 알려지지

103) Getty Research Institute, “Harald Szeemann papers, 1892-2010, bulk

1957-2005”, Harald Szeemann Chronology of Projects, 2011 (Accession no.
2011.M.30)

104) Harald Szeemann(주 102), pp. 13-15

105)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주 56),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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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작가들의 첫 개인전을 조직하기도 했지만 제만이 우선시 한 것은

주제 전시였다. 그는 《꼭두각시, 작은 인형 그림자놀이: 아시아와 실험

들(Puppets—Marionettes—Shadow Play: Asiatica and Experiments)》

(1962), 《봉헌물(Ex Votos)》(1964), 《빛과 운동: 키네틱 아트(Light

and Movement: Kinetic Art)》(1965), 《백색 위의 백색(White on

White)》(1966), 《공상 과학(Science Fiction)》(1967), 《12개의 환경들

(12 Environments: 50 Jahre Kunsthalle Bern)》(1968), 《태도》와 같은

기성작가들과 부상하고 있는 작가들이 포함되며, 제만 자신의 아이디어

를 표현할 수 있는 전시들을 항상 먼저 생각했다.106) 전시를 통해 하나

의 세계를 담아내고자 하며, 자신만이 제시할 수 있는 주제를 중요시하

는 그의 전시기획적 방향성은 독립을 선언한 이후 그의 전시들에서도 계

속해서 나타났다.

제 2 절 제만의 전시 방법

1. 비역사적인(ahistorical) 전시

비역사적인(ahistorical) 전시는 전시에 포함되는 작품이나 설치 방식

등의 모든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연대기적 전시 방식을 버렸

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 목적은 매우 동떨어진 시기와 문화로부터 온

작품들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에 있으며 이러한 관련성은 연대기적인 경

계뿐만 아니라 미술사에서 통용되는 전통적인 양식적 분류를 가로지르는

양상을 보여준다.107) 15세기의 작품과 동시대의 작품이 같은 갤러리에

106)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주 56), p. 128

107) Debora J. Meijers, “The Museum and the ‘Ahistorical’ Exhibi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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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되며, 때로는 미술 작품이 아닌 일상 속의 오브제나 박물관 전시에

서 볼 수 있는 도자기, 가구 등이 함께 전시된다. 데보라 마이어스

(Debora Meijers)는 이러한 전시방식에 대한 오해와 의의에 대해서 설명

한 글인 “미술관과 비역사적인 전시: 취향의 결정권자들의 최신 술책인

가 중요한 문화적 현상인가(The Museum and the ‘Ahistorical’

Exhibition: The Latest Gimmick by the Arbiters of Taste, or an

Important Cultural Phenomenon)”에서 이 전시들이 고전적인 분류체계

를 무시하며 “심미적 공감(Einfühling)”을 통해서 15세기의 의자와 파블

로 파카소(Pablo Picasso)의 여인의 초상 그리고 요젭 보이스의 설치 작

품을 연결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고 설명했다.108)

이러한 전시기획적 접근방법을 보여준 제만의 전시로는 중국과 러시아

의 사실주의 예술이 함께 전시되었으며, “개인적 신화들(Individual

Mythology)”이라는 하나의 주제 아래 설치미술, 회화, 개념미술, 퍼포먼

스 등의 다양한 미술 작품이 전시되었던 도큐멘타 Ⅴ(1972)를 들 수 있

다. 도큐멘타 Ⅴ는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작품, 공상 과학 관련 이미지, 정치적 프로파간다, 스위스 은행의 메모,

그리고 트리비알리즘(trivialrealsim) 등이 포함된 대규모 국제 전시였

다.109)110) 이외에도 같은 접근방식을 사용한 전시들로 안토니 가우디

(Antoni Gaudi)의 건축 모형 <구엘 교회의 거꾸로 메달린 전시 모델

(Hanging Model for the Church of Colonia Güell)>(1898-1908)과 블라

디미르 타틀린(Valadimir Tatlin)의 <제 3 인터내셔널 기념탑(Monument

Latest Gimmick by the Arbiters of Taste, or an Important Cultural

Phenomenon”, in Thinking about exhibitions. Greenberg, Reesa, Bruce W.
Ferguson, and Sandy Nairne, eds. Psychology Press, 1996, p. 8

108) 위의 글, p. 8

109) 교황의 기념물, 군인의 배지, 땅속 요정 석상 등을 포함하는 키치적인 물건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110) Claire Bishop(주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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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Ⅲ International)>(1919-1920)의 모형, 그리고 마르셀 브로타에

스의 <백색 현관(La Salle Blanche)>(1975) 등 다양한 시기의 건축 및

미술 작품들이 함께 전시된 《총체예술을 향한 경향: 1800년 이래 유럽

의 유토피아》(1983)[도판 13], 조각가들의 그룹전시인 《영원한

(Timeless)》(1988), 15세기부터 동시대까지의 예술작품과 일상 속 오브

제인 가구, 주전자 등을 함께 전시한 《비역사적인 소리들(Ahistorical

Sounds)》(1988), 국가의 정신성을 연대기적 배열을 탈피하여 보여준 전

시들인《장미 레이스 속의 오스트리아(Austria im Rosennetz)》(1996),

《환영의 벨기에(Visionary Belgium: It's in your neighbourhood)》

(2005)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1988년 제만이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보이만스 판 보닝엔

미술관(Boymans- van Beuningen Museum)을 위해 선보인 전시 《비역

사적인 소리들》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비역사적인 전시 방식을

전면에 내세운 전시였다. 우선 제만은 전시를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는

세 개의 전시실로 나누었다. 조각은 각 영역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

했다. 요젭 보이스의 <Ground>(1980-81)가 중앙 전시실에 위치했으며,

이미 크뇌벨(Imi Knoebel)의 <Buffet>(1984-1985)는 오른편 전시실에,

그리고 브루스 나우먼(Bruce Nauman) 의 <Studio Piece>(1978-1979)는

왼편 전시실에 위치했다. 제만은 공간상에서의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각들이 다른 작품들과 공명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비역사적인

(ahistorical) 소리들이 서로 공명하기를 원했으며, 어제에 대한 오늘날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다.111)

첫 번째 전시실은 “혼돈,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격렬한 피력 그리고 고

통과 죽음의 정신을 보여주는 장소”였다. 피터 브뤼헬(Pieter Bruegel)의

111) Debora J. Meijers(주 107),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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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탑(Tower of Babel)>(1563)은 혼돈을, 보이스의 배터리와 사무용

가구들이 더 오래된 가구들과 혼합된 작품 <Ground>는 창의성을 그리

고 페테르 파울 루벤스(Peter Paul Rubens)의 <세 개의 십자가(The

Three Crosses)>(1620년경)를 통해서는 고통을 보여주고자 했다.[도판

14] 오른편 전시실의 주제는 “수수께끼 같은 텅 빈 곳의 고요함 그리고

모노크롬(monochrome)”이었다. 크뇌벨의 작품은 헤에르트헨 토트 신트

얀스(Geertgen tot Sint Jans)의 <동방박사의 경배(The Adoration of

Mary)>(1480년경), 1918년에 제작된 은주전자, 모란디, 브로타에스, 게어

반 에크(Ger van Elk)의 작품과 병치되었다.[도판 15] 마지막으로 왼편

의 방에서는 “분명 사소한 것들이 신성한 것으로 승격되는 것”이라는 주

제가 제시되었다. 마크 로스코(Mark Rothko), 히에로니무스 보시

(Hieronymous Bosch, 1450~1516), 피테르 얀스 산레담 (Pieter Jansz

Saenredam, 1597-1665), 피에트 몬드리안 (Piet Mondrian), 16세기 베네

치아에서 제작된 유리 접시는 나우만의 작품과 병치되었다.112)[도판 16]

데보라 마이어스는 제만의 전시를 분석하면서 중앙에 걸린 칸딘스키의

<Lyrisches>(1911)가 제만의 ‘총체예술(Gesamtkunstwerk)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이는 항상 제만의 내면에 있는 것이

었으며, 서로 다른 예술들 간의 본질적인 연결점을 찾고자 하는 그의 경

향으로, 분류를 통해 작품을 제시하는 당시 미술관 관행에 대한 반작용

이었다.113)

이 전시는 전시 주제와 비전에 따라서 다양한 작품을 모으는 전시임과

동시에 그들을 하나로 묶고 있던 지리학적, 연대기적, 학파적인 구분을

해체시키는 작업이었다. 제만은 전시를 통해서 단순히 오래된 작품과 최

112) 위의 글

113) Harald Szeemann, Tobia Bezzola, and Roman Kurzmeyer(주 58), pp. 5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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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을 대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 작품이 가지는 자율성을 ‘현재

라는 맥락에서 가지는 작품의 내적 가치에 대한 해석’과 융합

(amalgamation)하는 모험을 시도하고자 하였다.114)

여기서 큐레이터의 주관적인 배열 방식은 전시의 미술 작품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맥락에서 벗어나 큐레이터가 제시한 주제로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일상의 오브제는 하나의 ‘수집된 사물들’,

컬렉션의 일부가 되어 만들 때 의도된 바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배치에 따라 한 사물의 의미가 변경되고 획득되는 것에 대해 장 보드리

야르(Jean Baudrillard)는 그의 책 『사물의 체계(The System of

Objects)』(1968)에서 오브제가 본래와 다른 의미를 가지는 되는 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극단적인 예는 순수한 오브제, 다시 말해 어떠한 기능도 없으며, 혹은 그

것의 용도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된 사물은 엄격하게 주관적인 상태를 보여

준다. 이는 컬렉션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카페트, 테이블, 작은 장식품

(knick-knack)과 같은 것들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수집가가 ‘아

름다운 사물’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의미의 사물이 된다. 예를 들어, ‘아름

다운 작은 조각품(a beautiful statuette)’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다.115)

이러한 현상은 제만이 전시실에 작품들과 같이 배열한 접시, 은주전자,

가구 등에서도 나타난다. 이 사물들은 본래의 기능을 잃고 하나의 조각

이라는 새로운 의미 혹은 기능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같

이 전시된 미술 작품들도 제만이 선택한 다른 작품, 다양한 오브제들과

상응하면서 원래의 목적이나 의미와는 다르게 관람객들에게 인식될 수

114) 위의 글, p. 510

115) Jean Baudrillard, The System of Objects(1968), London and New York:

Verso, 1996,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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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비평가들과 미술가들은 제만이 전시를 하나의 표현 수단으로 보

고 자신의 주제를 제시하여 마치 작가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다.

앞서 살펴본 작가적 큐레이터의 특징에서와 같이 이차적 저자성 혹은 메

타 저자성(Meta-authorship)이 미술가들의 저자적 권리를 넘보는 현상으

로 나타났던 것이다.

2. 상호학제적인 전시

두 번째로 알아볼 제만의 전시기획 방식은 ‘상호학제적인 전시’이다. 이

전시 유형은 앞서 상호학제적 큐레이터에 대해서 살펴볼 때 설명하였듯

이 예술 전시에서 사회학, 정치학, 인문학, 문학, 과학, 건축학 등의 다양

한 학제들을 융합하여 전시를 기획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예슬 작품만 전

시되는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 기계, 만화, 포스터, 일상적 오브제, 가

구, 건축 모형 등 광범위한 오브제들이 병치되어 전시된다. 제만은 전시

가 촉매가 되어 학제들 간에 상호 교류가 일어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

는 전시 방식을 보여주었다. 그는 베른의 쿤스트할레의 관장으로 있을

당시 기획한 《공상 과학(Science Fiction)》(1967)[도판 17]에서 처음으

로 상호학제적인 전시 방식을 시도하였으며, 이후 앞서 언급하였듯이, 매

우 다양한 장르의 작품, 결과물들이 혼재하였던 도큐멘타 Ⅴ, 당시의 대

중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을지라도 과학, 예술 그리고 철학 연구의 융합을

보여주었던 《독신 기계들(Bachelor Machines)》(1975),116)[도판 18] 유

토피아를 꿈꾸었던 사상가들과 그 역사적인 장소에 대한 전시였던 《진

실의 산(Monte Verità》(1978, 1983, 1987), 《총체예술을 향한 경향:

1800년 이래 유럽의 유토피아》(1983) 등에서도 같은 전시 방식을 보여

116) Florence Derieux(ed.)(주 70),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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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그 중에서도 《진실의 산》은 상호학제적인 전시임과 동시에 유토피아

에 대한 제만의 꿈을 품고 있는 전시였다. 제만은 전시라는 매체를 통해

서 개인적이고, 전기적이며, 유토피아적인 아이디어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실천으로 옮겼다.117) 스위스의 아스코나 지역에 위치한

“베리타 산(Monte Verità)”은 역사적으로 무정부주의자, 채식주의자, 신

지학자(theosophist), 표현주의, 바우하우스, 다다이즘 사조의 미술가 등

사상적으로 매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녀간 곳이었다. 그러던

것이 은행가이자 미술 수집가인 에두아르트 폰 데어 하이트(Eduard von

der Heydt) 남작이 이 지역 전체를 사들이면서 건축가들을 불러들여 자

택과 호텔을 지었으며, 1950년대의 베리타 산은 국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118) 제만은 유토피아를 꿈꾸던 사람들이 모

였던 곳이 상업화되고 그 건축물이 새로운 건물로 대체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으며 베리타 산의 역사와 건축을 전시를 통해서 보존하

고자 했다.

《진실의 산》 전시에는 약 300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자기

자신을 대표하거나 신지학, 무정부주의, 채식주의 등 베리타 산을 지배했

던 특정 유토피아 이념을 대표했다. 분류하기 어려울 정도의 연구와 자

료들이 전시에 개입되었으며 전시 기간 중에도 새로운 자료들과 오브제

들이 베리타 산으로 모였다. 방대한 양의 자료들은 미술 작품들이 설치

된 전시관에 주제별로 그룹 지어졌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 미술

117) 캐롤리 테아, 『큐레이터는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세계적인 큐레이터 열

명에게 묻는다』(2001), 김진현 역, 아트북스, 2003, p. 19

118) 제만의 《진실의 산》 전시가 끝난 후에도 몬테 베리타 미술관(Monte Verità

Museum)이 지어져 전시가 이어졌다. 몬테 베리타 재단 홈페이지에는 이 지역의

역사와 함께 하랄드 제만의 활동까지 정리되어 있다. Monte Verità Organization,

“cronistoria”, web. 1 Dec. 2015

(http://www.monteverita.org/en/82/timelin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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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건축물이 한 데에 모이는 전시를 통해서 제만은 베리타 산을 예술

의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결합으로 제시하였으며, 우리는 한 분야가 또

다른 분야를 자극하고 서로 간의 관련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

다.119) [도판 19] 『디 자이트(Die Zeit)』지에 미술사가 빌란트 슈미트

(Wieland Schmied)는 《진실의 산》에서 제만이 “딱딱한 문서들조차 다

른 오브제들과 앙상블을 이루어 자기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언제나 전체를 보는 시각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고 설명했다.

이렇듯 제만의 상호학제적인 전시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제들은 예술작

품, 건축물, 오브제, 책, 문서 등에 담겨 혼란스럽게 뒤엉킨 것처럼 보였

지만 그는 이를 구조화 하고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

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3. 회고전

10년간 주제 전시에 열중했던 제만은 다시 자신이 “좋아하는” 미술가들

을 보여주는 전시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제만은 60년대에

그가 회고전을 한 작가들과 함께 일했고 10여년의 세월이 흐른 후 이들

과 함께 주요 전시를 한다는 것에 기쁨을 느꼈다. 이 시기의 전시들은

제만의 다른 주제 전시들처럼 독창적이거나 그의 작가적인 면모가 전면

에 드러나는 전시는 아니었지만 1980년대 그의 전시의 대부분을 차지하

는 방식이었다.

제만은 취리히의 쿤스트하우스의 관장 펠릭스 바우만(Félix Baumann)

의 제안을 받아 쿤스트하우스의 종신 프리랜서(permanenter freier

119)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주 56), pp. 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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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arbeiter)라는 다소 역설적인 직책을 맡게 되었다. 쿤스트하우스는 유

럽에서 가장 큰 전시 공간 중 하나였기 때문에 대형 회고전을 하거나 특

별한 설치물을 미술가들에게 제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1984년 《지그

마 폴케(Sigmar Polke)》(1984)의 전시를 시작으로, 《마리오 메르츠

(Mario Merz)》(1985, 1987, 1990), 《싸이 톰블리(Cy Twombly: Bilder,

Arbeiten auf Papier, Skulpturen)》(1987), 《리차드 세라(Richard Serra:

The Hours of the Day)》(1990), 《게오르그 바젤리츠(Georg Baselit

z)》(1990), 《월터 드 마리아(Walter De Maria: The 2000 Sculpture

Kunsthaus Zürich)》(1992), 《요젭 보이스(Joseph Beuys)》(1993-1994),

《브루스 나우만(Bruce Nauman)》(1995) 전시까지 10여년에 걸쳐 그는

자신이 원하는 작가들의 개인전을 지속적으로 기획하였다.120)

이 모든 회고전은 마리오 메르츠의 두 번째, 세 번째 전시를 제외하고

는 모두 취리히의 쿤스트하우스에서 열렸다. 대형 미술 기관의 재정적

지원과 대규모의 전시 공간, 제만의 1960년대 함께 그룹전을 했던 미술

가들과의 관계, 그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만나 미술가들의 작품들을

제만의 방식으로 아우르고, 그들이 추구한 개념을 반추하거나 전시가 가

능해졌다. 마리오 메르츠의 회고전에서는 전시장 벽을 허물고 창문을 막

아 그의 수많은 이글루(Igloo)들이 하나의 마을처럼 보이도록 배열하였

다. 메르츠에게 있어서 이글루는 절대적인 공간이자 자신의 메시지를 전

달하는 수단이었는데, 제만은 연대순으로 메르츠의 작품을 제시하는 것

보다 메르츠의 세계를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이다.121)[도판 20] 1993년에

는 24년을 기다렸던 요젭 보이스의 회고전을 열었는데 제만은 보이스의

중요한 설치 작품들과 조각들의 대부분을 확보했으며, 그의 에너지의 개

120)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주 56), p. 143

121) Harald Szeemann, Tobia Bezzola, and Roman Kurzmeyer(주 58), p.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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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반추하는 것을 통해서 위대한 미술가에게 경의를 표했다.122)

다른 전시들과는 달리 리차드 세라와 월터 드 마리아의 전시는 그들의

작품 활동을 아우르는 하나의 작품으로 이루어졌다. 리차드 세라와 월터

드 마리아는 각각 <하루의 12시간(Twelve Hours of the Day)>(1990)와

<2000개의 조각(The 2000 Sculpture)>(1992)이라는 장소 특정적인 작품

들을 제만이 기획한 회고전을 위해서 제작했다. 리차드 세라의 전시의

경우 모든 전시장 벽을 제거한 하나의 커다란 공간에 단하나의 거대한

작품만이 전시되었으며, 전시장 바닥도 기존의 카펫을 다 떼어내고 세라

가 원하는 바닥재가 설치되었다.[도판 21] 제만은 세라의 작품에 대해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방식- 타협하지 않고 장소 특정적인 방식으로-

쿤스트하우스의 갤러리를 재정립하였다”고 평가했다.123) 월터 드 마리아

의 전시 또한 <2000개의 조각>이라는 작품으로 전시장이 가득 차는 장

관을 보여주었다.[도판 22]

80년대 시작되고 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된 제만이 회고전을 기획하는 방

식은 연대순이나 주제별로 유명작품을 전시하는 전통적인 회고전의 기획

방식과는 추구하는 바가 다른 제만의 특성을 보여주었으며, 제만이 미술

가들과 60년대부터 이어온 긴밀한 연대와 그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제 3 절 제만의 전시사적 의의

전시의 역사에 대해 다룬 연구서 중에서 제만과 그의 대표적인 전시들

에 대한 설명이 없는 책은 드물다. 제만은 《태도》전과 그에 이은 독립

122)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주 56), p. 143

123) Harald Szeemann, Tobia Bezzola, and Roman Kurzmeyer(주 58), p.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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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을 통해서 새로운 큐레이터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다. 앞서 살펴본 그의 전시 방법들이 어떻게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에 중점적인 역할을 했는

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그는 자료 수집과 전시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으며, 큐레이터로서 활동한 전 기

간에 걸쳐서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남겼다. 끝으로 제만은 또한 제자를

양성하고 다음 세대의 큐레이터들을 위한 활동 무대를 마련하였다는 점

에서 전시사적인 의의를 지닌다. 다음 세대의 큐레이터들은 제만의 전시

의 혁신적인 부분을 이어가면서도 당시 논쟁을 일으켰던 문제점들을 파

악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제만의 ‘제자들’에 대해

서는 제만이 누리는 명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

는 과정을 거친 후 Ⅳ장의 마지막에서 이들이 차용한 제만의 전시 방법

에 대해서 서술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를 발전시키고자 했는가에 대해서

고찰할 것이다.

1. 전시 방법의 혁신

제만은 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된 혁신적인 전시들을 기획한

큐레이터였다. 가장 먼저 알아볼 전시 방법은 베른의 쿤스트할레 시절에

처음으로 보여준 ‘상호학제적인 전시’ 방식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

상과학》은 과학과 철학 그리고 예술을 통합하여 제시하는 전시 방식이

었다.124) 그는 독립을 선언한 이후에도 다수의 전시들을 통해서 인문학,

과학, 건축학, 철학과 더불어 무정부주의, 채식주의, 신지학(theosophy)

등의 다양한 사상과 유토피아적 사고방식을 모두 아우르는 전시 세계를

124) Harald Szeemann, Tobia Bezzola, and Roman Kurzmeyer(주 58), pp. 17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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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125)

상호학제적인 전시 방법과 더불어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전시 방법은

바로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 방법이었다. 제만은 1969년의 《태도》와

1970년의 《해프닝과 플럭서스》에서 전시 기간 동안 미술관을 미술가들

이 작품을 만드는 거대한 스튜디오로 만들었다. 그가 《태도》의 도록에

제시하였듯이 전시에 출품된 새로운 작품은 “작가의 스튜디오에서 제작

되고, 갤러리를 통해 판매되고, 미술관에서 전시되는” 미술계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구조를 방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

다.126) 미술가들은 진행과정에서 거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의도

대로 미술관의 바닥과 벽에 자신들의 작품을 설치하였다.127) 이러한 자

유방임적인 전시 방법은 큐레이터와 미술가와의 관계 또한 변화시켰다.

1950년대까지 유지되었던 큐레이터들이 작가들의 스튜디오에 가서 전시

에 내놓을 작품을 직접 고르는 절차가 사라지고 그로 인해 큐레이터와

미술가의 위계적인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 제만은 《해프닝과 플럭서

스》(1970)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제시하는 측면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러나 이 전시를 기점으로 그는 미술가들에게 자유를 주고 과정을 보여

주도록 하는 전시 방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도큐멘타 Ⅴ에서는 다시 전시에 대한 통제권을 더 강화하고 설치 과정을

직접 감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128)

제만은 거대한 국제 전시였던 도큐멘타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 아파트에

서 《그랜드파더: 우리와 같은 개척자(Grandfather: A Pioneer Like U

s)》(1975)을 기획했다. 이는 아주 은밀하고도 개인적인 전시로, 미용사

125) Monte Verità Organization(주 118)

126) Bruce Altshuler(주 32), p. 245

127) Florence Derieux(ed.)(주 70), p. 27

128)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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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미술가였던 그의 할아버지의 개인 소지품들과, 작업 도구들로 구성

되었다. 제만은 그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보여주는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브제들을 배열하였다. 제만이 전시 기획을 하는 과

정에서 중점을 두었던 것은 미술 작품이 아닌 그의 조부가 사용했던 미

용 관련 오브제들을 전시하면서 어떻게 역사박물관이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는 오브제 자

신이 갖는 역사적인 중요성을 넘어서는 정보를 전달하기를 원했다.129)

그는 연대순으로 배열하거나 미술관에 놓인 설치미술 작품처럼 전시를

꾸미지 않았는데, 이것은 분명 새로운 전시 방법이었다.[도판 23]

이러한 그의 전시 방법은 시대, 사조, 재료의 구분이 없고 예술적 요소

와 비예술적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전시 방법, 즉 ‘비역사적인 전시’방법

으로 발전하였다. 미술사가이자 제만의 직속 큐레이터로 활동했던 토비

아 베졸라는 제만이 항상 작품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전시를 하고자 하

였으며, 공간적인 생동감에 대한 관심은 특히 조각에 적용되어 10년 이

상 “공간 속에 시(poems in space)”를 만들어내는 전시를 지향하였다고

말했다. 앞서 ‘비역사적인 전시’에 대한 설명에서 보았듯이 그의 경력을

통틀어서 이 전시방식이 계속해서 사용되었으며 1980년대 조각에 관련된

전시에서 정점에 달하였다.130)[도판 24, 25]

제만이 시도했던 일련의 전시 방법들은 그 성격에 있어서 기존의 규범

에 대항하는 전시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주지하듯이 기존의 규범

에 대항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에는 반감을 표하는 보수적인

전문가들이나 익숙하지 않은 것에 당황하는 대중들이 있다. 특히 《태

도》와 도큐멘타 Ⅴ와 같은 주목을 많이 받았던 전시는 새로운 전시 방

129) Harald Szeemann, Tobia Bezzola, and Roman Kurzmeyer(주 58), pp. 380-381

130) Florence Derieux(ed.)(주 70), pp.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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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인해 매우 공격적인 비난과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

러서지 않았으며 언제나 새로운 전시를 기획하고 독자적인 진화방식을

가지는 큐레이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2. 방대한 아카이브 ‘장미의 공장(Fabbrica Rosa)’ 구축

‘장미의 공장(Fabbrica Rosa)’은 제만이 쿤스트할레의 관장으로 있을 당

시 8년간 모은 전시 및 작가 관련 자료, 작가들과 교환한 서신, 전시장

전경 사진 등을 바탕으로 시작된 방대한 양의 아카이브이다. 제만이 독

립을 선언한 이후 쿤스트할레 전시 사진을 찍었던 발타자르 부르크하르

트가(Balthazar Burkhard)가 제만에게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팔면서 방

대한 양의 시각자료가 추가되었다.131)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하면서도 자

료를 수집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었으며, 미술가들과 주고받은 한 장의

엽서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열정적인 아키비스트(archivist)였던 그는

1986년 300㎡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이곳에서 760미터

에 이르는 자료들을 수집하였다.132)

아카이브는 연구 파일이 담긴 1000개 이상의 박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큐멘타 Ⅴ, 《태도》와 같은 주요 전시 사진들을 포함한 36,000여장의

사진이 포함되었다.[도판 26, 27, 28] 도서 부분은 28,000여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술가들이 집필한 책, 구하기 어려운 논문들 그리고

무정부주의자, 파타피직스(pataphysics), 잘 알려지지 않은 미술 운동에

대한 특별한 자료들을 포함하였다.133)

131) 위의 글, pp. 39-40

132) Getty Research Institute, “Current Press Releases: THE GETTY

RESEARCH INSTITUTE ACQUIRES HARALD SZEEMANN ARCHIVE AND

LIBRARY”(2011, 6, 7), (http://www.getty.edu/news/press/center/

szeeman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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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에는 미술가들과 주고받은 서신들, 미술가들이 제만에게 보낸

작품 제안서, 작품 대여 서식, 전시 도면,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까지 전

시 기획 과정에서 파생되는 모든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카이브를 통해서 제만의 전시를 위한 연구와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

정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 가능하다. 전시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많

은 전시사 관련 책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었듯이 근래에 시작되었으며 이

전에는 단순한 기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집착에 가까운 자료 수집은 후대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술 작품에 대한 기록은 세부적으로 자세히 되어있지만 전시의 경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과 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

았으며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전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전시기획자가 미술사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했

으며, 전시 기획 접근방법 자체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에 고조되어 연

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134) 루시 리파드가 한스 울리히 오

브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당시(1960년대)에는 기록을 별로 하지 않아

(현재)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다. 나는 기록을 할 수 있는 카메

라조차도 없었다”라고 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술 작품이 아닌 전

시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말의 일이며, 그로인해

“기억상실증”에 비유할 만큼 20세기 주요 전시와 큐레이터에 대한 문헌

과 자료가 부족하다.135)

뉴욕 현대미술관(MoMA)과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전시 디

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한 매리 앤 스타니제프스키도 “공공연하게 그

133) 위의 글

134) Mary Anne Staniszewski, The power of display: A history of exhibition
installations at the Museum of Modern Art. Cambridge, MA: Mit Press, 1998,
p. ⅩⅩⅰⅰ

135)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주 56),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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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총체적으로 잊힌 현대 미술사의 한 측면”이 바로 미학적인 매개인

전시 디자인이라고 말하며 전시사의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136)

또한 오브리스트는 저명한 미술사가이자 큐레이터인 알렉산더 도너

(Alexander Dorner)의 전시에 관한 기록조차 거의 없는 것에 안타까움

을 느끼고 자신의 이전 세대 큐레이터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구술사 기

록을 함으로써 극도의 기억 결핍을 극복하고자 하였다.137) 오브리스트는

그의 저서 『큐레이팅의 역사(The Brief History of Curating)』를 통해

서 당시 부상하는 큐레이터들이 맺은 관계망에 주목하고, 조각난 기억들

을 모아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보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물론 구

술사 기록을 통해 잊힌 부분을 메꿔 나가는 것은 가치가 있는 작업이지

만, 20여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개인들의 회상이 종합된 구술사이기에

정확성이나 객관성의 측면에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와 비교할 때 제만의 아카이브는 당시에 기록되었던 자료이며, 미술

가들과의 서신이나, 전시 기획 제안서 등 진행과정을 알려주는 문서가

원본 그대로 저장되어 있어 전하는 이를 거치면서 생기는 왜곡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후대 연구를 위해서 긴요한 1차 자료가 될 수 있고,

미술사에 당시의 상황, 장소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추가됨으

로써 생동감을 더할 수 있다.138) 제만의 아카이브는 역사적 자료를 제공

하는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 있어 아카이브는 단순히 작가

들, 전시 기획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두는 장소가 아니었다. 이는 매우

주관적이고 그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분류된 공간이었으며, 전통적인

아카이브 분류체계를 따르는 저장소가 아니었다. 그는 오브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카이브에 대한 질문에 대해

136) Mary Anne Staniszewski(주 134) p. ⅩⅩⅰⅰ

137)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주 56), p. 293

138) Mary Anne Staniszewski(주 134), p. ⅩⅩⅰ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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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는 나 자신의 역사의 기능을 합니다. 나는 바그너(Wagner)를 W자

가 아니라 ‘Gesamtkunstwerk(총체예술)’아래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죠.

(중략) 아카이브는 나의 회고록이죠, 그것은 내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139)

라고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아카이브를 “혼돈(chaos)”이라고 칭하였으며

아카이브를 찍은 사진에도 실제로 문서들과 함께 여러 가지 오브제들이

혼재해 있는데, 이는 제만의 다수의 전시기획에서 보여주었던 “구조화된

혼돈(structured chaos)”을 떠올리게 한다. 단순한 자료 창고를 넘어서

그의 일생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제만이 사망한 후 큐레이터인 플로랑스 드리외(Florence Derieux)와 프

랑스의 에콜 뒤 마가쟁(Ecole du Magasin)의 학생들은 그의 아카이브를

연구한 책 『하랄드 제만: 개인적 방법론(Harald Szeemann: Individual

methodology)』(2007)을 출판하였다. 2011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사립 연구 기관인 게티 연구 기관(Getty Research Institute)이

제만의 아카이브를 취득한 후, 이곳으로 옮겨져 보존, 분류의 작업과 디

지털화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40)[도판 29] 디지털화 작업

이 완료되면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올라가 연구자들이 좀 더 쉽게 이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자료가 훼손되거나 손실될 위

험성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분류체계와 다른 자신만의 독특하

고 혁신적인 전시방식을 보여주었던 제만이었던 만큼 같은 방식으로 자

신만의 세계를 보여주었던 회고록인 ‘장미의 공장(Fabbrica Rosa)’이 해

체되어 분류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139)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주 56), p. 149

140) Getty Research Institute(주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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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하랄드 제만의 명성 재고

1. 전시 유형의 반복과 참여 미술가들의 중첩

제만은 베른의 쿤스트할레 시절부터 미술관의 관습이 되어버린 전시기

획 접근 방법을 탈피하여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전시를 보여주려고 노력

하였다. 그의 새로운 전시 방법에 대한 반대도 분명 있었지만 이러한 반

대에 부딪혀 타협하기 보다는 전시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길을 개척하

고자 하였다. 그러나 계속해서 같은 유형의 전시 방법이 반복되면서 이

전에 가지고 있던 참신함은 사라지고 독립적으로 전시를 기획하여 미술

관에 협력을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제도권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전시 방법이 되어버렸다. 또한 그는 자신의 동일한 전시 제작 팀과

함께 같은 미술가들을 선보이는 회고전과 그룹 전시를 반복함으로써 비

평가들의 비판이 대상이 되었다.

장 마크 포앵소는 제만이 《태도》, 《해프닝과 플럭서스》, 《거리

(The Street)》에서 보여주었던 자유방임적인 전시 방법이 결과적으로

복잡한 관습이 되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미술가들에게 설치에 관한 지시

사항을 최대한 배제하는 전시 방법조차도 반복을 거치면 새로움은 사라

지고 복잡해진다는 것이다.141) 과정을 제시하고 미술가들에게 설치에 있

어서의 자유를 제공하는 방식은 세스 지겔라웁의 전시 《1969년 1월

5-31》과 루시 리파드의 《557, 087》 등의 전시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목격할 수 있었으며, 모마에서 열린 전시 《정보(Information)》(1970)와

《공간(Space)》(1970)에서도 연속해서 목격되었다.142)

141) Jean Marc Poinsot(주 42), p. 51

142) Mary Anne Staniszewski(주 134), p.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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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기획자 경력 전체에 있어서 제만이 무엇보다도 중점을 준 전시방

법 중의 하나는 바로 비역사적인 전시였다. 앞서 제만의 전시 방법 설명

에서 보았듯이 이는 전통적인 연대기적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작품을 배

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전시였으며, 비예술적인 오브제를 예술작품과 함

께 디스플레이한 전시하기도 했다. 제만은 197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유

형의 전시를 보여주었으며, 토비아 베졸라는 1980년에 “아우라(Aura)를

발산”하는 그룹전시를 통해서 그 정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143) 하랄드

제만의 ‘아들’이라고도 여겨지는 루디 푹스는 1982년 도큐멘타 Ⅶ에서 비

역사적인 전시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는 어떤 작품이 유사성이 없는 다

른 작품들과 같은 공간에 전시될 때 그 작품이 이전에 전시되었을 때와

는 다른 측면이 강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4년 튜린(Turin) 외곽의

카스텔로 디 리볼리 미술관(Castello Di Rivoli)의 관장이 되면서 비역사

적인 전시 방법을 다시 소개했으며, 암스테르담의 시립미술관(Stedelijk

Museum)의 관장이 된 이후에는 이를 《대구(Couplet)》라는 시리즈 전

시로 기획하여 계속해서 고집했다.144) 이렇듯 제만과 같은 독립 큐레이

터의 기획에서 뿐만 아니라 미술제도 내에서 이루어진 전시에서도 같은

방식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상투적으로 보였으며, 결국 관습적인 전시, 제

도 속에서 굳어진 전시가 되었다.145)

이와 같이 비역사적인 전시 방법은 제만과 같은 독립 큐레이터의 기획

에서 뿐만 아니라 미술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획에서도 계속해서 반

복되었고, 그로인해 관습적이며, 제도 속에 갇힌 전시가 된 것이다. 제만

은 다시금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국가의 정신성을 역사적인 시각

143) Florence Derieux(ed.)(주 70), p. 30

144) Robert Leonard, “Rudi Fuchs: Some Sun, Some Mist, Some Shadow” Art
New Zealand, no. 88, 1998(http://robertleonard.org/rudi-fuchs-some -sun-some
-mist-some-shadow/)

145) Florence Derieux(ed.)(주 70),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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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가 아닌 개인적인 시각으로 파악하고자 한 전시 시리즈를 기획하였

다.146) 그러나 베졸라는 연대기적인 배열방식을 지양하고 비예술적인 오

브제들, 문서들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을 답습하였다는 점에서 제만은 변

화를 보여주는 데 실패했으며, 그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설치하였던 전시

《환영의 벨기에》로 마무리되는 이 시리즈에 추가된 것은 단지 스펙터

클의 측면뿐이었다고 분석했다.

1981년 제만이 취리히 쿤스트할레의 종신 프리랜서(permanenter freier

Mitarbeiter)가 된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전시에 참가하는 미술

가들의 명단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제만은 쿤스트할레에서 일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 “그가 좋아하는 미술가들”에 관한 전시

를 열기 위해서라는 점을 여러 차례 인터뷰와 글에서 밝힌 바 있다. 그

는 60년대 함께 했던 유명 작가들의 회고전을 기획하는 동시에 조각가들

의 그룹 전시를 통해서 “공간 속의 시”를 만들어내는 작업에 집중하였

다.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같은 미술가들이 그의 전시에 참가하게 되었

다. 예를 들어 1987년 제만과 함께 회고전을 선보인 미술가인 싸이 톰블

리는 개인전 외에도 《Traces, Sculptures, and Monuments of Their

Precise Journey, 1985-1986》, 《조각으로부터(De Sculptura), 1986》,

《조각이기(SkulpturSein), 1987》, 《영원한(Zeitlos), 1988》, 《밝힘

(Einleuchten: Will, Vostel & Simul in HH), 1990》 등 제만이 1980년대

말 기획한 대부분의 전시에 참가하였으며, 1994년에 회고전을 가졌던 요

젭 보이스 또한 대부분의 그룹전시에 작품이 포함되었다.147)

146) 《환영의 스위스(Visionary Switzerland))》, 《장미 레이스 속의 오스트리아

(Austria im Rosennetz)》, 《환영의 벨기에(Visionary Belgium)》가 이에 해당

된다.

147) 요젭 보이스의 작품이 설치된 전시로는 《총체예술(Tendency Toward)》,

《조각으로부터(De Sculptura)》(1986), 《To be sculpture(SkulpturSein)》(1987),

《영원한(Timeless)》(1988), 《비역사적인 소리들》(1988), 《명백함(Einleuchten:

Will, Vostel & Simul in HH) 》(199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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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은 마리오 메르츠, 지그마 폴케, 리차드 세라, 월터 드 마리

아 등 제만이 회고전을 했던 모든 미술가들에게 똑같이 해당되었다. 제

만은 그로인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그의” 스타 미술가들에게 계속

해서 힘을 실어주고 대중들의 취향을 결정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인류

의 고원(Plateau of Humankind)”이라는 주제로 치뤄진 제 49회 베니스

비엔날레에도 마찬가지로 제만이 좋아하는 나이든 거장들의 작품이 포함

되었다. 보이스가 전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에 위치하였으며, 리차드

세라와 싸이 톰블리의 작품도 중요한 위치에 설치되었다. 이에 대해 로

버트 모리스는 이 작품들이 현재의 미술의 발전과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힘든 부가적인 작품이라고 보았다. 그는 제만이 자신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초청한 스타에 의존하는 버라이어티 쇼의 거장과 같다고 비판하

였다.148)

2. 미화된 독립 큐레이터의 이미지

제만의 생애와 업적을 다루는 기사들이나 제작된 영상들에서 그가 최초

의 독립 큐레이터였다는 점과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던 그의 “독립성”은

항상 강조되었다.149) 실제로도 제만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독립

148) Robert Storr et al., "Groans of Venice," Artforum International, September
2001, (http://www.questia.com/read/1G1-78637311/groans-of-venice)

149) 독립성을 강조한 신문기사와 관련 영상은 다음과 같다. Robert Smith, “Harald

Szeemann, 71, Curator of Groundbreaking Shows, Dies”, The New York
Times, 2 Feb. 2005, web. 1 Dec. 2015, Norman Rosenthal, “Harald Szeemann:
Curator Who Made Exhibition into Art From”, Independent, 9 Oct. 2011, web.
1 Dec. 2015, Getty Research Institute, “A Closer Look: Being Harald

Szeemann”, Online video clip, 14 Feb. 2013, web. 1 Dec. 2015. 뉴욕타임즈지,

인디펜던트지, 게티 연구 기관은 모두 제만이 최초의 독립 큐레이터라는 점을 강

조하였으며, 특히 게티 연구 기관의 영상에서는 제만이 경제적인 보상이나 권력

을 쫓는 인물이 아니었기에 독립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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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로서 활동하다가 제도 안에 편입되거나, 자신의 본래의 직업으

로 돌아가 전시 기획활동을 그만두거나, 다른 직업으로 변경하였던 같은

시대의 동료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었다. 앞서 Ⅲ장에서 독립 큐레이

터의 활동을 살펴보면서 언급한 제르마노 첼란트는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1989년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의 현대미술 수석 큐레이터가 되었다.150)

루시 리파드 역시 전시 기획 활동보다는 비평가로서의 직업에 충실하게

되었으며, 세스 지겔라웁은 10년마다 계속해서 종사하는 일을 바꾸는 삶

의 방식을 주장하면서 “정치적인 출판사업”, “좌파 언론 연구” 등으로 분

야를 달리하였다.151) 독립적으로 전시를 기획하였던 콘라드 피셔(Konrad

Fischer)는 1967년 뒤셀도르프에 자신의 갤러리를 소유하게 되면서 아트

딜러로서의 활동을 보여주었다.152)

제만이나 첼란트를 1세대 독립 큐레이터로 보았을 때, 2세대, 3세대의

큐레이터라고 여겨지는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루디 푹스, 후 한루, 옌

스 호프만 등도 초기에는 제만의 뒤를 따르며 독립 큐레이터로서 활동하

였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활동하기에 어려운 현실과 마주하면서 혹은

미술관 관장 격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이들은 다시 제도권

으로 편입되었다.153)

이제까지 살펴본 큐레이터들과 달리 제만이 1969년 독립을 선언한 이후

로 2005년 사망하기까지 자신의 개인 에이전시를 유지하였으며, ‘독립 큐

레이터’라는 직함을 버린 적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개인 에이전시를

150) Paul O'Neil(주 33), p. 16, Guggenheim Organization, Germano Celant, web.
1 Dec. 2015(http://www.guggenheim.org)

151)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주 56), p. 184

152) Paul O'Neil(주 33), p. 16,

153) 푹스는 1975년 아인트호벤의 반 아베 뮤지엄(Van Abbe Museum)의 관장이 되

었으며, 한루는 1990년대에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하다가 2006년 샌프란시스코 아

트 인스티튜트(San Francisco Art Institute)의 관장으로 취임하였다. 호프만은

2003년 이전까지는 독립 큐레이터와 미술관 큐레이터를 오갔으나, 그 이후로는

런던의 ICA(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의 관장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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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인 ‘비전에서 나사못까지(From Vision to

Nail)’에서 알 수 있듯이 전시 기획의 모든 과정을 자신과 자신의 팀이

해내겠다는 그의 신념은 2005년까지 지속되었다. 제만의 부인이자 회화,

조각, 설치미술,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보여준 잉게보르그

뤼셔(Ingeborg Lüscher)는 게티 연구 기관(Getty Research Institute)이

제만의 아카이브를 획득한 것을 기념하여 제작한 인터뷰 및 아카이브 소

개 영상에서 다음과 같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제만은 수차례 여러 미술관으로부터 관장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

만 언제나 이 제안을 거절했다. 당시에 우리(제만과 뤼셔)는 재정적으로 매

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선택이었

다.154)

제만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전시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대여하거나 전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에 굴복

하여 독립 큐레이터로서의 활동을 그만두지 않았다. 그는 현실과 타협하

지 않고 혼자서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큐레이터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

으며, 이는 사람들이 그를 정신적 지도자(guru)와 같은 인물로 여기게

하였다. 그러나 제만의 활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완벽히 독립 큐레이터로

서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1년부터 펠릭스 바우만(Félix Baumann)이 관장직을 사임한 2000년

까지 제만은 취리히 쿤스트하우스(Kunsthaus)에 의해서 고용된 상태였

다. 종신과 독립(혹은 자유)이라는 두 개의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이루어

진 “종신 프리랜서(permanenter freier Mitarbeiter)”라는 직함이 제만에

154) Getty Research Institute, “A Closer Look: Being Harald Szeemann”, Online

video clip, 14 Feb. 2013, web. 1 De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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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주어졌다. 제만이 자유 협력자(free collaborator)로 번역한 이 직책은

제도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독립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 보

았지만, 그의 업무를 살펴보면 이 주장과는 조금 달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만은 소장품 구입의 조언자 기능을 하였으며, 그의 국제적인 명

성은 마치 그를 쿤스트하우스의 대사와 같은 지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이 계약을 통해서 재정적 안정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는 쿤스트하우스

측에서 그가 조직한 전시에 대한 기획 비용 외에도 추가적인 기본 급여

를 지불하였기 때문이다.155)

또한 이 시기에 제만은 앞서 살펴보았던 그가 ‘좋아하고’, 전시를 하고

싶은 작가들, 지그마 폴케, 마리오 메르츠, 싸이 톰블리, 요젭 보이스와

같은 작가들의 개인전을 열 수 있었다. 미술관 보존가(conservator)에 의

해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전시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전시를 할 수 있

었던 것이다. 개인 에이전시로서 전시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에는 현실

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미술 기관들은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작품들을

빌릴 수 있었으나, 제만과 같은 개인 에이전시에게는 작품을 대여해주지

않았다. 또한 제만의 에이전시는 대규모 전시를 위한 운송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으며,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문제였다.156) 종신 프리랜서라는 자리

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었던 것이다.

미술 기관에 소속되어 얻게 되는 혜택들도 있었지만 그에 따르는 의무

도 있었다. 제만은 미술관 소장품 구입의 조언자의 기능을 하였으며, 협

력자로서 《제임스 앙소르(James Ensor)》(1983), 《외젠 들라크루아

(Eugène Delacroix)》(1987), 《에곤 쉴레와 그의 시대(Egon Schiele and

His Time)》(1988) 등 미술관에서 요구하는 전시를 책임져야만 했다.157)

155) Florence Derieux(ed.)(주 70), p. 69

156) Nathalie Heinlich, Harald Szeemann, un cas singulier: Entretien. L’Echoppe,

Paris, pp. 37-38 (위의 글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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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에서의 제만의 활동과 그로 인해 얻게 되었던 혜택과 급여 등의

사실들을 따져 보았을 때 그가 완벽히 ‘독립’ 큐레이터로서의 지위를 고

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만 또한 다른 큐레이터들과 마찬가지로 독립

큐레이터라면 겪을 수밖에 없는 재정적인 문제 혹은 원하는 전시를 실현

시키기 어려운 점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에 ‘고용’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제만이 이러한 길을 선택한 이유이다. 이는 그가 독립 큐레이터의 길을

걷게 된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1969년 미술관 위원회 및 시 당국과

의 마찰, 자유의 부재로 인해 베른의 쿤스트할레에서는 자신의 원하는

전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가 결단을 내리는 큰 계기였다면, 1960년대

의 제만의 전시에 참가하였던 작가들의 개인전을 개인 에이전시로서는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그가 미술 기관의 종신 프리랜서라는 자리를 선

택한 이유였다.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였듯이 관장의 지위를 차지

하여 부와 권력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으며, 그의 이러한 주장은

2000년까지 관장의 자리를 탐내기 보다는 묵묵히 자신이 원하는 전시를

했던 그의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158)

독립 큐레이터는 일견 많은 나라와 나라 사이를 오가며, 프리 에이전트

(free agent)로서 자신의 뜻대로 전시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부와 명성을

얻는 이상적이고 매력적인 직업으로 여겨진다. 언론매체들도 하랄드 제

만을 비롯한 소수의 ‘스타 큐레이터’들의 독보적인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이미지를 더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독립 큐레이터의 실상은

사람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옌스 호프만은 소수의 독

립 큐레이터만이 큐레이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만으로 생활할 수 있으

157) Florence Derieux(ed.)(주 70), p. 69

158) 캐롤리 테아(주 117),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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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대부분의 독립 큐레이터는 실제로 독립성의 개념을 믿거나 진정한

정치적 신념에서 독립적으로 일한다기보다는 단지 기관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로 독립 큐레이터로 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고, 재정적 보상은 적은 것이 독립 큐레이

터의 현실인 것이다.159)

미국의 바드 대학교(Bard College)의 큐레이터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

친 바 있는 데이비드 레비 스트로스는 젊은 큐레이터들이 초기에 현실적

인 어려움과 직장에서 느끼는 제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강조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큐레이터로서 미래에 무엇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상상할 때 제만이나 월터 홉스와 같은 큐레이터를 떠올린다. 그러나 그

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이와 다르기 때문에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160) 독

립 큐레이터의 ‘자유’가 미화된 경향이 있으며, 제만 또한 제도권에서 완

전히 벗어나서 전시를 기획하는 것에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든 미술관에 일정 부분 소속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큐레이터에 대한 좀 더 사실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3. 미술가들의 “자율성 침해”

제만은 앞서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시를 하나의 작품과 같이 제시하

는 작가적 면모를 지닌 큐레이터였다. 그는 항상 전시가 자신의 내면세

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큐레이터 자신이 발전함에 따라 전시도 진화해야

한다는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161) 이러한 큐레이터와 자신들의 자율성을

159) 옌스 호프만(주 80), pp. 211-217

160) David Levi Strauss(주 1), p. 15

161) 캐롤리 테아(주 117),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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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미술가들이 갈등을 겪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60년

대 후반에는 독립 큐레이터와 설치미술가라는 두 가지의 저자성

(authorship)이 함께 나타나면서 미술계에는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설치미술가들은 미술관 전시실을 설치미술을 위한 중립적인

틀로서 취급함으로써 그들의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미술가들은 작품이

관람객들에게 제시되는 방식까지 모두 자신들이 관여하고자 했던 것이

다. 작품들이 큐레이터가 제안하는 주제적, 역사적, 장르적, 지리적 구분

에 의해서 배열되는 미술 제도의 전통적인 전시방식에 저항하였으며, 모

든 설치작업에 작가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162)

그러나 이들이 주장한 자율성과는 반대로 60년대 후반에 등장한 큐레이

터 상은 이 시기의 예술적 실천에 영향을 받았으며, 전시 기획 과정의

역동성 속에서 주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미술가가

제안한 프로젝트 혹은 작품 자체 그리고 완성과 유지에 필요한 재료를

찾는 일까지 관여하였다. 또한 전시 기간 내내, 그리고 전시된 오브제와

상황이 전시 중에 진화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관여하는 인물이었다. 이들

은 예술작품의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163) 때문에 큐레이

터와 미술가들의 대립은 심화되었다.

이러한 대립을 이루었던 큐레이터로는 《기이한 추상(Eccentric

Abstraction)》(1966), 《557, 087》(1969) 등의 전시를 기획한 루시 리파

드를 들 수 있다. 안드레아 프레이저(Andrea Fraser)는 1997년 옥토버지

에 실린 자신의 에세이에서 리파드, 지겔라웁과 같이 작가적 큐레이터로

여겨졌던 큐레이터의 전시 방법에 대해서 그들이 전시의 주제뿐만 아니

162) Claire Bishop(주 85)

163) 아이린 칼데로니, 폴오닐 엮음, 「전시를 만드는 일: 60년대 후반 전시 미학에

관한 기록」, 『큐레이팅이란 무엇인가』, 변현주 역, 현실문화, 2007, pp.

10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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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술가에게 예술 제작을 요구하는 절차와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주장

했다.164) 뉴욕 현대미술관(MoMA)의 1970년 열린 전시 《정보

(information)》를 기획했던 키내스톤 맥샤인(Kynaston McShine), 같은

미술관의 전시 《공간(Space)》의 큐레이터인 제니퍼 리히트(Jennifer

Licht)도 같은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이들의 전시는 제만의 《태도》전

과 마찬가지로 작가들에게 전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제안서를 보내도록

요청하고, 장소 특정적이고 전시의 주제에 걸맞은 작품을 제작하도록 장

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전시였기 때문이었다.165)166)

미술가들과 제만의 대립은 그가 전시 총감독을 맡았던 도큐멘타 Ⅴ에

서 처음으로 드러났다. 1969년에 올린 전시 《태도》도 강력한 비판을

받았지만 이는 관람객, 미술관 위원회, 언론 등에 의한 것이었지 전시에

참여한 미술가들의 비판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도큐멘타는 제만이 초청

받은 5회부터 그 성격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167) 전시 위원회에 의

해서 진행되었던 도큐멘타에 총감독 체제가 도입되었으며, 제만은 재정

적으로 돈이 많이 들고 반도 참석하지 않는 기존의 전시 위원회를 불합

리하다고 판단하여 해산시키고 자신이 직접 해당 지역과 위원들을 찾아

가는 방식으로 도큐멘타 준비과정을 바꾸었다.168)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제만은 전시 기획에 있어서의 외부의 압력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었으

며,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용이하게 실현시킬 수 있었다.

도큐멘타 Ⅴ는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제만이 베른의 쿤스트할레에 있

164) Andrea Fraser(주 82), pp. 111-116

165) Mary Anne Staniszewski(주 134), p.269

166) 이들에 대한 비평으로는 루시 리파드와 세스 지겔라웁에 대한 잭 번햄의 비평,

키내스톤 맥샤인에 대한 레스 레빈(Les Levin)의 비평 등이 있다. (Jack

Burnham, “Alice’s Head. Reflection on Conceptual Art”, Artforum, Feburary
1970, Les Levine, “The Information Fall-out”, Studio International 934, June
1970)

167) 김정희(주 6), p. 89

168) 캐롤리 테아(주 117), p.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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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시기에 기획했던 실험적인 전시들의 총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가

도큐멘타에 포함시킨 종교적인 미술, 과정 중심적인 미술, 과학과 예술의

융합, 대중문화 등은 이미 베른에서 보여주었던 《봉헌물》, 《공상과

학》, 《태도》 등에서 보여주었던 것이다. 참여 작가들의 경우에도 대부

분 중복되었다.169) 제만이 새롭게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자 가장

논쟁적이었던 부분은 그가 만들어낸 용어인 “개인적 신화들(Individual

Mythologies)”이라는 주제가 부여된 섹션이었다. 이 용어는 제만이 이전

의 도큐멘타들이 구성주의/초현실주의, 팝/미니멀리즘, 리얼리즘/개념미

술과 같이 ‘낡은’ 분류 방식으로 전시를 기획하는 것에 반하여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는 “양식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서 중요한 것은 미술가들이 자신의 신화 속에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170)

“개인적 신화들” 섹션은 세 부분인 개인적 신화들Ⅰ, 개인적 실화들 Ⅱ,

개인적 신화들: 퍼포먼스들-행위들-변화들-샐프 퍼포먼스들

(performances-activities-changes- self perfomances)로 나뉘었으며, 70

명이 넘는 퍼포먼스 아트(performance art), 설치미술, 과정미술(process

art), 개념미술, 조각, 사진까지 매우 광범위한 예술 활동을 하는 작가들

을 다루었다. 여러 설치미술가들이 단하나의 방을 자신만의 작품을 보여

주는 것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시장은 마치 수많은 개인 스튜디오를 방

문하는 느낌을 주었다. [도판 30, 31, 32] 제만이 만들어낸 기이한 구조는

도큐멘타에서 고급 예술(high art)만을 보여주는 전통을 단절하였고

1972년 이래로 모든 도큐멘타는 전시 기획자의 이름 아래 거론되게 되었

다.171)

전시에 참가한 설치미술가들, 칼 안드레(Carl Andre), 한스 하케(Hans

169) Florence Derieux(ed.)(주 70), p. 27

170) 캐롤리 테아(주 117), p. 22

171) Claire Biship(주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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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acke), 도날드 저드(Donald Judd), 배리 르 바(Barry Le Va), 솔 르윗

(Sol LeWitt), 리차드 세라, 로버트 스미슨은 작품이 미술관 안에 “문화

적으로 감금(cultural imprisonment)”된 것과 큐레이터들이 그들의 규제

들을 발표하였을 때 발생한 “미학적 회복기(aesthetic convalescence)”에

대한 반발로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중에서도 제만에게 자신의 작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던 스미슨과 미술가들의 작품 뒤 벽에 기존의 하얀

벽지와 구별되는 띠 형태를 붙이는 작품을 선보였던 뷔랭은 도큐멘타 Ⅴ

의 도록에 이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에세이를 실었다.172)[도판 33] 스미

슨의 에세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적 감금(cultural confinement)은 큐레이터들이 미술가들 스스로가 생각

하는 경계가 아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경계를 미술 전시에 부과할 때 나타난

다. 미술가들은 이러한 사기행각과 같은 카테고리에 맞게 분류되도록 강요된

다. 몇몇은 자신들이 기관을 장악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은 그들이 기

관에 의해서 감금된 것이다. (중략) 중립적인 공간인 “갤러리”에 배치된 미

술 작품은 권리를 상실하고 이동시킬 수 있는 오브제가 되거나 외부의 세계

와 단절된 표면을 가지게 된다. (중략) 이러한 공간에 놓인 작품은 마치 미

학적 회복기를 갖는 것과 같이 보인다. (중략) 교도소장과 같은 큐레이터

(warden-curator)의 기능은 사회로부터 예술을 분리시키는 것일 뿐이다.173)

스미슨은 이렇듯 큐레이터들이 자신이 생각한 분류체계로 미술을 분류하

여 미술가들이 스스로 작품을 통제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작품이 개인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분리되어 “완전히 중립화되며, 비효과적이

172) Florence Derieux(ed.)(주 70), p. 92

173) Robert Smithson, “Cultural Confinement”, ROBERT SMITHSON : THE
COLLECTED WRITINGS,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로버트 스
미슨 작가 홈페이지: http://www.robertsmithson.com/essays/cultural. 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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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추상화되고, 안이하며, 정치적으로 무능력해진다고” 강하게 비판하였

다. 뿐만 아니라, 전시에 신비주의나 “어리석은” 형이상학을 부과하는 것

에 강하게 반대하였다. 스미슨에게 형이상학적인 한계 속에서 ‘과정’을

제시하는 작품을 보여주는 것은 “감금된 과정”에 불과했던 것이다.174)

제만이 베른에서 《태도》를 올렸을 당시 전시에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주변에 띠로 된 포스터를 부치는 작업을 통해 제도를

비판하였던 뷔랭은 다시 한 번 “전시의 전시(Exhibition of an

Exhibition)”라는 냉소적인 글을 통해 제만과 미술 제도를 비판했다. 그

는 제만이 마치 미술가처럼 거대한 작품을 창조했는데 이는 공교롭게도

그의 전시였다고 말하면서 미술 작품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회화의 붓

자국처럼 이용되었다고 주장했다.175)

전시에 참가한 미술가들만이 제만의 전시 방법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아니었다. 함께 도큐멘타의 기획에 참여했던 장 크리스토프 아망

(Jean-Christophe Ammann)과 요하네스 클라더스(Johannes Cladders)

조차도 제만이 미술가 중의 미술가였다는 점에 동의했다.176) 특히 후자

는 제만이 가지고 있던 “개인적 신화들”이라는 개념에 반대하였다. 클라

더스는 전시는 한 개인을 대표한 작품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

했으며, 20명의 미술가들의 작품을 묶어 주제 전시를 하는 것은 미술가

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그는 “개인적

신화들” 섹션을 맡아달라는 제안에 대해서 “내 조건은 당신(제만)이 구

상한 대로는 작업할 수 없어요. 나는 모든 작가의 작품을 하나의 개인적

인 신화로 간주하기 때문이죠.”라고 대답하며 거절했다.177) 클라더스는

174) 위의 글

175) Daniel Buren, “Exhibitions of an Exhibition”, web. 1 dec. 2015

(http://www.e -flux.com /projects/next_doc/d_buren_printable.html)

176) Florence Derieux(ed.)(주 70), p. 92

177)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주 56), pp.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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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만이 전통적인 분류로부터 미술가들을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 있는 형이상학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자율성을 상실하도록 만

들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만은 전시를 통해서 자신을 반영하는 하나

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가 1980년대에 중점을

두었던 전시방법인 ‘비역사적인 전시’에서도 미술가들의 자율성보다는 그

의 전시 콘셉트가 우선시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대표

적 전시 《비역사적인 소리들》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제만은 다른

제작된 시대· 사조· 재료 등에 구애받지 않고 15세기부터 동시대에 이르

는 미술작품들과 비예술적인 요소들을 하나의 주제 아래 묶는 전시를 기

획하였다. 이 전시를 통해서 오브제가 미술 작품과 같은 지위를 얻게 되

었다고 여겨졌지만, 그와 동시에 미술 작품이 제만의 ‘작품’에 포함되는

하나의 오브제로 전락하였다고도 볼 수 있었다.

제 5 절 제만의 ‘제자들’의 그의 전시 방법 차용과 발

전

제만과 같은 “독립 큐레이터”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큐레이터의 존재감

은 갤러리스트, 미술 비평가에 비해서 미미하였으며, 단순히 작품의 관리

자로 여겨지기도 했다. 제만의 등장 이후 전시가 큐레이터의 이름아래

거론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부터는 새로운 비엔날레가 대거 생겨나고

대규모의 기획전이 활발하게 열리면서 큐레이터의 존재감이 부각되었다.

그의 활동은 큐레이터들이 더 자유롭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

는 무대를 만들어 주었으며 제만의 행보를 따르는 다수의 큐레이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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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큐레이터의 1세대를 제만(1933-2005), 제르마노 첼란트

(1940), 월터 홉스(Walter Hopps, 1932) 등으로 보았을 때, 제만에 의해

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2세대 3세대 큐레이터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1세대 큐레이터들은 앞서 다양한 유형의 큐레이터가 등장한 1960년대 후

반에서 1970년대 초의 미술계에 대해 살펴본 것처럼 독립 큐레이터, 작

가적 큐레이터, 상호학제적 큐레이터가 등장하여 큐레이터의 역할이 다

양화되고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기의 큐레이터들이다.

이들의 뒤를 잇는 2세대의 큐레이터로 볼 수 있는 이들은 비평가들에

의해 제만의 ‘아들’이라고도 불리는 루디 푹스(1942), 스톡홀름 현대미술

관 관장(1996-2001)을 역임한 영국출신의 큐레이터 데이비드 엘리엇

(David Stuart Elliott, 1944), 미술사가이자 로열 아카데미의 전시부장

(1977-2008)을 역임했던 노만 로젠탈(Norman Rosenthal, 1949)을 들 수

있다. 이 시기까지 국제적인 큐레이터는 유럽이나 미국 출신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여성 큐레이터들이 주목받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큐레이터들이 등장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3세

대 큐레이터부터는 동아시아, 아프리카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출신의 큐

레이터들이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그 예로는 1990년대 독립 큐레이터로

서 활동하다가 2003년 일본 가나자와 신현대미술관 수석 큐레이터로 취

임한 일본 출신의 유코 하세가와(Yuko Hasegawa), 제만이 총감독을 맡

았던 제 48회 베니스 비엔날레의 프랑스관을 책임졌으며, 제 4회 광주

비엔날레의 총감독을 맡기도 하였던, 현 이태리 국립현대미술관

(MAXXI)의 관장인 중국 출신의 후 한루(1963), 그리고 2002년 도큐멘타

11의 총감독을 역임하였으며, 현 뮌헨의 하우스 데어 쿤스트(Haus der

Kunst)의 관장인 나이지리아 출신의 오쿠이 엔위저(Okwui Enwezo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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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뿐만 아니라, 유코 하세가와(Yuko Hasegawa)와 2015 광주 비

엔날레의 총감독을 맡았던 마리아 린트(Maria Lind, 1966), 싱가포르의

현대미술 센터(CCA)의 관장인 독일 출신의 우테 메타 바우어(Ute Meta

Bauer, 1958), 뉴욕의 할렘 스튜디오 미술관(The Studio Museum in

Harlem)의 관장인 미국계 흑인 큐레이터 델마 골든(Thelma Golden,

1965) 등 여성 큐레이터들이 등장했다. 하랄드 제만의 ‘손자’ 혹은 ‘제자

(protege)’로 불리는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1968), 제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오브리스트의 제자이기도 한 옌스 호프만(1972)도 3세

대 큐레이터에 포함된다.

다음과 같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출신 국가와 성별에 있어서 다양화를

보여준 큐레이터들 중 제만의 유산, 사고방식이나 전시 방법 등과 좀 더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여준 큐레이터 루디 푹스,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옌스 호프만의 미술과 전시기획에 관한 시각에 대해

서 알아보고 제만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들

이 제만의 전시 방법을 차용하고 이를 시대에 맞춰 발전시켜가는 과정에

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를 보여주었는지 알아봄으로

써 다음 세대 큐레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앞서 살펴보았던 제만의 한계점

을 극복하고자 하였는지 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1. 루디 푹스(Rudi Fuchs)의 ‘시적인 병치’

가장 먼저 살펴볼 큐레이터는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Stedelijk

Museum)에서 관장을 지내다 2003년 은퇴하고 현재는 프리랜서 작가겸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는 네덜란드 출신의 루디 푹스(Rudi Fuchs)이다.

그는 제만과 마찬가지로 큐레이터의 역할을 정립 혹은 재정립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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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를 했던 인물이었다. 푹스는 1998년 『아트 뉴질랜드(Art New

Zealand)』지와의 인터뷰에서 튀린(Turin)의 카스텔로 디 리볼리

(Castello di Rivoli) 미술관의 관장이었을 당시 이탈리아에는 큐레이터를

지칭하는 단어가 없었다고 말했다. 전시 기획부터 설치까지 전체를 감독

하는 인물이 부재했던 것이다. 제르마노 첼란트와 같은 큐레이터들은 당

시 비평가라는 뜻의 “critico”라고 불리웠다. 이탈리아에서 이루어지는 전

시에는 언제나 건축가, 설계사 뜻을 지니는 “architetto”가 참가하였으며,

이들이 작품의 설치를 담당하였다. 푹스는 미술관의 관행에 안주하지 않

고 자신이 모든 설치를 담당하였으며, 자신을 공예가(craftsman)라는 의

미의 “artigiano”로 칭하였다.178) 이는 큐레이터의 확장된 역할을 주장하

는 시도였다.

푹스는 제만과 마찬가지로 미술사에 충실하여 연대순으로 작품을 설치

하는 것에 오랫동안 회의적이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전시방법은 바로

서로 다른 시대, 사조를 지닌 작품들을 병치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전시

를 통해서 어떤 주장을 하기 보다는 하나의 경험을 무대에 올리기를 원

했다. 작품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전시 방법을 지양하고, 한 작품의 옆

에 그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 작품을 대응시키는 것을 “시적인 병치

(poetic juxtaposition)”로 칭하며, 사람들이 작품에 대한 의미를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179) 푹스의 사고방식은 제만이 다른 시대,

사조의 작품을 한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그 사이 공간 속의 시(poems in

space)가 들리도록 작품을 설치했던 “비역사적인 전시”방법의 영향을 찾

아볼 수 있다. 다른 특징을 지니는 작품을 병치하는 방식은 1982년 도큐

멘타 Ⅶ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로렌스 위너(Lawrence Weiner)의 작품을

178) Robert Leonard(주 144)

179)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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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주의적이라고 선언하고, 이를 야니스 쿠넬리스(Jannis Kounellis)의

작품과 짝을 지어 설치하였다.180) 푹스는 야니스 쿠넬리스의 작품이 위

너의 작품의 그리스-이탈리아의 대응물(counterpart)이라고 보여지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는 카스텔로 디 리볼리 미술관(Castello Di Rivoli)에서

도 같은 전시 방법을 다시 소개했으며, 암스테르담의 시립미술관에서

《대구(Couplet)》라는 시리즈 전시를 이어나감으로써 그를 대표하는 전

시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푹스는 도큐멘타 Ⅶ를 비롯하여 유럽 작가 중심의 전시를 계속

해서 조직하였으며, 글로벌리즘과 같은 시대의 조류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방법을 고집하여 그 국제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논란

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벤자민 부흘로(Benjamin H.D. Buchloh)는 푹

스가 도큐멘타 Ⅶ에서 보여준 전시 방법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정치적인

시각은 물론이고 방법론적이고 역사적인 시각의 부재와 거만하고 젠체하

는 진부함을 보여주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런던 화이트채플

갤러리의 관장 니콜라스 세로타(Nicholas Serota)는 큐레이터의 생각을

바탕으로 작품을 병치시키는 전시가 “관람자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복잡

하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181) 푹스는 계속해서 새로운 전시 방식을

추구하고자 했으며 절충주의적인 전시방법을 보여주었던 제만과 달리 하

나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더 이상 실험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작품을 묶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평가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푹스는 제만

의 전시 방법을 이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움이나 독창성을 부여하

180) Benjamin Buchloh, "Documenta 7: A Dictionary of Received Ideas.",

October, 1982, P. 116
181) 니콜라스 세로타, 『큐레이터의 딜레마』(1996), 하계훈 역, 조형교육, 2000,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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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한계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Hans Ulrich Obrist)의 ‘촉매’로서의 큐

레이터

다음으로 살펴볼 큐레이터는 현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Serpentine

Gallery)의 관장(2006)인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로, 대표적인 제만의 제

자로 여겨지며 제만에게서 받은 영향을 계속해서 언급해온 큐레이터이

다. 오브리스트는 1991년 처음으로 전시를 조직했을 당시 60년대와 70년

대의 전시를 참고했다. 그는 전시의 내용적인 측면을 참고했을 뿐만 아

니라, 그의 “페르소나”인 제만이 보여준 큐레이터의 감독(auteur)으로의

변화를 피력하는 전시를 보여주었다.182) 《월드 수프: 더 키친 쇼(World

Soup: The Kitchen Show)》(1991)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의 부엌에서

열었던 전시로 페터 휘쉴리와 데이비드 바이스(Peter Fischili & David

Weiss)[도판 34], 한스 페터 펠트만(Hans Peter Feldmann)[도판 35]과

같은 작가들을 초청하여 자신의 부엌 선반, 냉장고 등에 설치 작업을 한

전시였다. 전시가 세 달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6명만이 방문했기

때문에 오브리스트는 도록을 제 2의 전시라고 보고, 이를 하나의 “도서

전시(Book Exhibition)”로서 제시하기도 했다. 이 전시는 누구도 생각하

지 못했던 공간에서 전시를 하면 어떨까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가장 사적인 공간 중 하나인 오브리스트 자신의 집에서 열린 《월드 수

프: 더 키친 쇼》는 1975년에 한 아파트에서 열린 제만의 전시 《그랜드

파더: 우리와 같은 개척자》를 떠올리게 한다. 그는 2015년에 가진 옌스

182) Gregory Williams, ""Exhibitions of an Exhibition": Casey Kaplan Gallery,"

Artforum International, October, 2003 (http://www.questia.com

/read/1G1-109023360/exhibitions-of-an-exhibition-casey-kaplan-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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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만과의 대담에서 제만의 전시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밝

히기도 했다.183)

예상할 수 없는 장소에서 전시를 기획하는 것과 더불어 오브리스트가

전시기획에 있어서 중점을 둔 부분은 큐레이터가 “여러 관계와 상황들

사이에 존재하는 촉매(catalyst)”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었다.184) 이러한

그의 생각은 ‘상호학제적인 전시’를 기획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에서 드러

났다. 그 예로는 1999년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바바라 반데린덴 (Barbara

Vanderlinden)과 공동 기획한 《실험주의(Laboratorium)》(1999)와 후

한루와 공동 기획한 《이동하는 도시들(Cities on the Move》

(1997-2000)을 들 수 있다.

《실험주의》는 미술가의 작업실과 과학 실험실이 창조의 현장으로 자

주 비교된다는 점에 착안한 전시였다.[도판 36, 37] 오브리스트는 예술과

과학이 공통적으로 실험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두 분야를 연결시켰다.

미술가 뤽 스틸스 (Luc Steels)는 브뤼셀과 파리 출신의 인공지능 분야

연구원들과 함께 팀을 이뤄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의 행위를 모방하는 로

봇을 테스트하였으며, 마크 베인(Mark Bain)은 과학자들과 함께 일하면

서 연구실 활동을 초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의학과 화학 실험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기도 했다. 미술사가인 에바 디아즈(Eva Diaz)는 이

전시에서 오브리스트가 자신의 특유의 전시 기획 스타일인 “하나의 느슨

한 개념에 과잉적인 시각 정보와 전문 자료를 가득 채운 정보 집약적”

전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보았다.185) 이는 제만이 《진실의 산》과 같

183) 92nd Street Y, “Hans Ulrich Obrist and Jens Hoffmann: Unorthodox

Exhibitions (Full Event)”, online video-clip, Recorded on 8, Nov. 2015, web.

11, Nov. 2015

184) 캐롤리 테아(주 117), p. 113

185) 에바 디아즈, 폴 오닐 엮음, 「미래들: 내일을 위한 실험과 테스트」, 『큐레이

팅이란 무엇인가』, 현실문화, 2013,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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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호학제적 전시에서 사용하였던 방대한 양의 문서와 시각자료들을

미술 작품과 같이 전시한 방법을 상기시킨다. 오브리스트와 반데린덴은

컨퍼런스를 열고 과학 연구원들과 미술가들을 패널로 초청하여 “상호학

제적인 협업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186)

오브리스트와 한루가 공동 기획한 《이동하는 도시들》은 미술가들과

건축가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촉매가 되었고, 이를 통해 학제 간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일어났다.[도판 38] 또한 이 전시는 아시아의 도시들과 유

럽에는 소개되지 않은 아시아의 미술 작품들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

다. 1990년대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아시아의 도시에 대해 미술가부터

영화감독까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던 때이고, 이를 흥미로운 주제라고

여긴 오브리스트는 중국 출신의 큐레이터 후 한루와 함께 전시를 기획하

기 시작했으며, 서구적 관점에서 아시아를 바라보는 고정된 시각을 탈피

하고자 했다. 그들은 아시아의 도시에서 활동하는 아시아 미술가들과 함

께 작업했으며, 순회전을 개최하면서 해당 도시에서 작가 리서치와 연구

를 계속하는 “열려 있는” 전시를 추구했다.187) 이는 1997년 제 4회 리옹

비엔날레와 두 차례의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다수의 아시아 미술가들의

작품을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럽에서 유명세를 얻은 작가들

의 작품을 포함시켜 서구적인 시각에서 아시아의 미술을 해석하였다는

평을 들었던 제만의 전시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것이었다.188) 또한 오브리

스트는 순회전이 다양한 지역에서 반복되어 열리면서 균일화되는 경향이

있는 전시형식임을 자각하고,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

들을 마련하였다. 각각의 전시 장소를 위해서 지역적인 연구 시스템과

글로벌한 시스템을 모두 만들었으며, 이는 대화가 지속되는 것으로 이어

186) 위의 글, pp. 134-135

187) 캐롤리 테아(주 117), p. 112-113

188) Florence Derieux(ed.)(주 70),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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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그 과정에서 협업이 생겨나고, 피드백이 오갔으며, 순환이 이루어

짐으로써 균일화되고 반복되는 현상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189) 이렇

듯 “이것이 바로 아시아의 미술이다”, “이것이 지향점이다”와 같은 답을

제시하는 권위적인 큐레이터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브리스트가 생각

한 이상적인 큐레이터였다. 그는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지식의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

했으며, 프로젝트를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하고자 했다.190)

지식 생산의 촉매가 되는 큐레이터가 되는 것과 더불어 오브리스트가

가장 중요시 한 것은 대화였다. 오브리스트는 제자 옌스 호프만과의 대

담에서 자신은 어린 시절부터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자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15살 때부터 수많은 미술가들의 스튜디오를 찾아가 그들을 인터뷰

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반복하였다.191) 이러한 경험은 그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협의(negotiation)”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전통적인 큐레이터의 역할을 하지 않

는 사람이 되기보다 새로운 전시 기획의 방식을 “협의하는 자

(negotiator)”가 되기를 원했다.

이러한 그의 전시기획 방식은 비평가인 몰리 네스빗(Molly Nesbit)과

미술가인 리크리트 티라바니자(Rirkrit Tiravanija)와 공동 기획한 《유토

피아 스테이션(Utopia Station)》(2003)에서 잘 드러난다. 오브리스트는

폴 오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일반적으로 큐레이터가 사전에 계획한

전시기획을 분명히 보여주는 전시가 불필요하고 제한된 것이라고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결과물을 자신의

189) Paul O’Neil, “Hans Ulrich Obrist”, Contemporary, no. 77, 2005 Web. Jan. 3,
2016

190) 캐롤리 테아(주 117), p. 113

191) 92nd Street Y(주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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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속에 정해두고 전시를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를 예술가, 건축가,

이론가 등과의 대화의 과정으로 보고 이들과 함께 연구하여 전시를 만들

어 나가고자 하였다.192) 그의 방식은 미술가들의 작품이 큐레이터가 고

안한 전시 주제에 의해서 분류되고 설치되는 과정이 아니라 보다 자율성

이 존중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유토피아 스테이션》은 200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이 전시에는 60명이 넘는 미술가, 건축가, 작가, 공연자들이 참여하였으

며, 춤을 추기 위한 무대나 워크숍을 위한 공간 등이 설치되었던 복잡한

전시였다. 이 전시에는 우연적이고 즉흥적으로 다양한 학자들과 미술가

들이 초청되었으며, 토론이나 모이는 방식 등은 그 자리에 있는 참가자

들에 따라서 달라졌다. 전시에 참여한 미술가들 중 하나인 리암 길릭

(Liam Gillick)은 많은 미술가와 이론가들이 이 프로젝트의 구조의 일부

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들은 자신들이《유토피아 스테이션》이 재현되는 양상에 대해서 토론하

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의견은 미리 결정되지 않은 구조

가 형성되어 가는 것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193) 이와 같이 오브리스트

는 대화를 중시하고 미술가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전시

구조를 보여주었다. 이는 미술 기관 내에서 다양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실험적인 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터로서 겪어야 했던 대중, 미술가, 미술

관 등과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했다.

3. 옌스 호프만의 “실험적” 큐레이터

192) Paul O’Neil(주 189)

193) 리암 길릭, 폴 오닐 엮음, 「기능적인 유토피아를 위해..? 입장에 관한 리뷰」,

『큐레이팅이란 무엇인가』(2007), 변현주 역, 2013, pp. 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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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살펴볼 큐레이터는 독립 큐레이터와 미술관 소속 큐레이터

를 오가며 실험적인 전시를 보여주었던 옌스 호프만이다. 호프만에게 있

어서 큐레이터가 되기 이전의 교육과 경험은 그의 전시기획적 실천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194) 그의 경험은 앞서 살펴보았던 제

만이 큐레이터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유사하다. 호프만은 베를린과 암스

테르담에서 연극을 전공했으며, 포스트드라마 연극(post-dramatic

theater)에 매료되어 있었다. 이 새로운 형식은 대본에 의존하는 것이 아

니라 시각미술가, 안무가, 작곡가, 무대 디자이너, 의상 제작자 등이 모두

협력하여 연극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었으며, “총체예술

(Gesamtkunstwerk)”을 지향하는 것이었다.195) 호프만은 연극을 공부하

던 중 도큐멘타 Ⅹ의 연극영화 프로그램(theater program)의 큐레이터로

서 활동하게 되었으며, 공연연출 분야 큐레이터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시각예술 분야의 큐레이터로서도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196) 연극

학을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는 전시 기획이 “경험을 무

대에 올리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공간을 디자인하고, 출판물을 제작하

고, 전시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하였다. 그에게는

전시 자체보다도 이 모든 것이 수행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

다. 그는 큐레이터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의 전시 기획 방법

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으며, 큐레이터 고유의 전

시 기획 방법론으로 구별될 수 있는 전시를 지향하였다.197)

이러한 호프만의 큐레이팅에 대한 사고방식은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

194) Jens Hoffmann, “Understanding Curatorial Practice”, California College of

the Art, Recorded lecture, 2, Jun. 2007, web. 2, Dec. 2015

195) Coline Milliard, “Artnet Asks: Jens Hoffmann”, artnetnews, 21, Feb. 2014,
web. 9, Dec. 2015

196) 위의 글

197) Jens Hoffmann(주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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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ggenheim Museum)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더 견고해졌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당시 역사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디자인이 탁월한 114

대의 오토바이를 디스플레이한 《모터사이클이라는 예술(The Art of

the Motorcycle)》(1998) [도판 39]이라는 전시를 선보였으며, 젊은 동시

대 미술가를 소개하는 소호 분관의 문을 닫았다. 호프만은 명망 있는 미

술관에서 동시대 미술이 아닌 오토바이에 관한 전시에 중점을 두는 것에

매우 실망하였지만, 말단 큐레이터인 그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었다. 대신에 그는 미술관에는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

시는 계속되어야 한다(The Show Must Go On)》(1998)를 열었다. 프랑

스의 미술가 도미닉 곤잘레스(Dominic Gonzales)와 같은 미술가들이 사

무실에 작품을 설치했으며, 컴퓨터의 화면보호기가 작품이 되기도 했다.

결국엔 미술관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큰 문제가 되었고, 호프만은 미술

관을 떠나게 되었다.198) 하지만 이 경험은 그가 앞으로 전시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 숙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호프만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전시들과 비엔날레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미 포화상태에 있었던 수많은 비엔날레가

똑같은 작가들과 작품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진

부하게 느껴지는 비엔날레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에 회의적이었

으며, 이를 비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199) 미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Maurizio Cattelan)과 함께 《제 6회 국제 캐러비안 비엔날레

(The Sixth International Caribean Biennale)》(1999)라는 제목으로 연

가상의 비엔날레는 실제로는 전시가 아니라 몇몇의 작가들이 모여 파티

를 열고, 사진을 찍는 등의 일시적인 이벤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98) 위의 글

199)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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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요 예술잡지에 광고를 싣고, 국제적 미술가들의 목록과 후원사의

정보를 실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비엔날레의 전통적인 홍보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다.200) 그는 이 전시를 통해서 제도에 대해 비판적

으로 관여하면서도 유머 감각과 위트를 잃지 않는 기발한 전시 방식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하던 호프만은 2006년 다시 제도로 편입되어 런던

의 ICA(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의 큐레이터로 활동하게 된다.

2005년부터 ICA의 관장을 역임한 에코우 이션(Ekow Eshun)은 롭 보우

먼(Rob Bowman)과 공동 기획한 전시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Surprise, Surprise)》(2006)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관여하였다. 이션은 미

술관 위원회와 후원자들의 압력을 이유로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이를 통해 미디어의 관심과 많은 관람객들을 끌어 모으는 전시를 기획할

것을 지시했다. 호프만은 어떻게 하면 전형적이지 않은 새로운 전시를

기획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였으며,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되 그들의 대표적인 작품 스타일을 벗어난 작품만을 선정하여 전

시하기로 하였다.[도판 40] 그는 전시장에 작품 캡션이나 어떤 작품 설명

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관람객들이 전시를 모두 관람하고 밖에 나와서야

정보를 볼 수 있었다.201) 그는 제도 내에서 압력을 받으면서도 관장의

의견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전시 방

법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202)

이렇듯 호프만은 독립 큐레이터로서의 활동 경력과 미술기관 큐레이터

로서의 활동 경력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 큐레이터가 직면할

200) Jenny Liu, “Trouble in Paradise”, Frieze, 51(March/April 2000), web. 8, Dec.
2015 (http://frieze.com/issue/article/trouble_in_paradise)

201) Pacific Northwest College of Art, “PNCA+FIVE Idea Studio: Jens

Hoffmann”, online video clip, 20, Jan. 2009, web. 8, Dec. 2015

202) Jens Hoffmann(주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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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들과 미술기관 큐레이터로서 겪게 되는 다

양한 제약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서로 다른 두 유형의 큐레이터

의 장단점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다른 큐레이터들과의 논의를 통해

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큐레이팅의 어떤 경향」에

서 1990년대 가장 부흥하였던 독립 큐레이터의 시대는 2003년 프란체스

코 보나미(Francesco Bonami)가 감독한 제 50회 비엔날레에서 정점을

찍었으며 점차 쇠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203) 주요 미술관에서 델마 골

든이 기획한 《검은 남자들(Black Male)》(1991)이나 후 한루, 오브리스

트가 공동 기획한 《움직이는 도시들》과 대안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

는 논쟁적인 그룹 전시를 여는 것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창조자로서

의 큐레이터, 작가적 큐레이터를 지향하는 이들은 개방적이고 실험적인

작은 기관들로 옮겨 가면서 소수의 관객들과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게 되

었다. 호프만은 주류 미술관에서도 큐레이터들을 초청하여 “실험적인”

전시를 기획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미술관이 요구하는 실험성에 맞추어

그 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전시를 기획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창의적인 시도를 하는 전시들이 소수의 전문가들

이 아닌 많은 일반 관객들에게 다가가기 힘든 현실을 지적하면서 큐레이

터들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204) 그는 자신이 미술 제도의

내부와 외부에서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전시를 기획했을 뿐만 아니라, 시

사적인 글을 통해서 젊은 큐레이터들, 그리고 큐레이터 지망생들이 전시

기획적 실천의 상황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진부한 전시를 벗어나 참신하고 자신만의 방법론을 보여

줄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강연과

203) 옌스 호프만(주 80), p. 214

204) 옌스 호프만(주 80), pp. 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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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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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Ⅴ 장 결 론

1960년대 중반까지 큐레이터는 행정가, 보존가, 혹은 이론가로서 미술가

들과 관람객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전시를 기획하는 단

계에서 연구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창

적인 전시 방법이나 예술적인 취향을 보여주기 힘들었다. 그러나 1960년

대 후반부터 큐레이터들에게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었으며 그에 따라 새

로운 큐레이터 유형이 나타나게 되고, 큐레이터들의 창조자로서의 역할

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본 논문에서는 미술계에 나타난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

해서 미술계뿐만 아니라 1960년대 서구 사회에 나타난 급격한 변화에 대

해서도 함께 알아보았다. 당시의 사회 전반에 퍼진 반문화

(counterculture)의 에너지는 아방가르드적인 예술적 충동과 결합하였고,

이러한 결합은 형태적으로 극단적인 예술적 실천을 만들어 냈는데, 사람

들은 이러한 예술적 실천이 미술관의 전통적인 전시 방법으로는 완벽하

게 제시하기 힘들다고 믿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전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는 제도권 밖에서의 전시를 촉발시키기도 했다. 큐레이

터들은 이러한 요구에 반응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전시를 기획하기 시작

했다. 이들이 미술 기관 내에서 겪고 있던 많은 어려움은 이들로 하여금

독립 큐레이터라는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는 1960년대 후반의 변화로 인해 나타난 큐레이터의 유형을 다

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독립 큐레이터’로 전통적인

큐레이터와 달리 전시를 기획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큐레이터였다. 이들

은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에서의 행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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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전시에 자신의 비전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두 번째 유형은 ‘작가적 큐레이터’로 연대기 순

으로 작품을 배열하는 방식이나 작가가 의도한 주제별로 작품을 분류하

여 전시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었다. 제만이 “전시는 자

신의 내면세계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듯이, 이들은 전시기

획 실천에 있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전면적으로 내세웠으며, 전시는 하

나의 미술 작품처럼 제시되었다. 마지막 유형은 ‘상호학제적 큐레이터’로

이들은 다양한 학문 분야를 자극하는 촉매로서 기능하며 상호적인 교류

를 가능하게 하는 전시를 기획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큐레이터

의 특징을 분석하고, 각 유형의 큐레이터들이 조직한 대표적인 전시의

예를 통해서 전시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새로운 큐레이터 유형의 특징들을 모두 보여준 대표적인 예인 하랄드

제만은 오늘날 전통적인 구조 밖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한 첫 번째 큐레이

터로 꼽힌다. 1969년 베른의 쿤스트할레에서 기획한 대규모 전시 《태

도》를 통해서 제만은 미술계의 기본 구조였던 스튜디오-갤러리-미술관

이라는 세 가지의 요소를 붕괴시키는 혁신적인 전시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는 작가들을 미술관으로 불러들여 전시를 방문한 관람객들이 그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였고, 관람객들은 파괴적이고 완

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작품들을 보면서 혼란스러움을 느꼈으며, 언

론과 비평가들은 혹평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 전시는 점차적으로 동시대

전시 기획을 이해하는 초석으로 여겨졌으며, 큐레이터가 미술가와 함께

일하는 사람, 전시의 콘셉트, 제작, 제시 방법 그리고 우리 시대 예술의

전파에 완벽하게 관여하고 있는 인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 예로 자

주 언급되었다. 이후 ‘비역사적인 전시’, ‘상호학제적인 전시’, ‘회고전’ 등

의 전시 방법론을 보여주면서 제만의 큐레이터로서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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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졌으며, 그를 따르는 후대 큐레이터들이 생겨나면서 제만은 마치 전시

의 역사에 있어서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게 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랄드 제만의 전시기획 방식과 그의

행보는 오늘날의 큐레이터에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준 것은 아니었다. 그

가 동일한 전시 방법을 반복하면서 혁신적이라고 여겨졌던 전시방법은

상투적인 것이 되었으며, 이는 점차 미술 기관에서도 수용 가능한 일반

적인 방법이 되어버렸다. 제만이 전시를 통해서 “일시적인 하나의 세계”

를 추구하며 작가로서의 자신을 부각시킨 만큼 미술가들의 자율성을 침

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제만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활보

하며 자유롭게 전시를 기획하는 “독립 큐레이터”의 화려한 이미지는 현

실과 다른 큐레이터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제만이 지녔던 한

계들을 극복하고 전시기획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후대 큐레이터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전시기획적 실천이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

각해보고자 했다.

본 논문은 전시의 역사와 전시 기획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부

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문헌이 양적으로 부족하여 보다 다수의 학

자들의 견해들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폴 오닐, 매리 앤 스

타니제프스키,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등의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전

시사를 기록하고자 하는 노력은 장기간 부재했기 때문이다. 현재 전시기

획 담론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던지고 있는 젊은 큐레이터들과 그들의 방

법론에 관한 부분 또한 출판되지 않은 토론과 대담을 참고하였다는 점도

한계로 작용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동시대 큐레이터의 역할만을 분석하

거나, 단일 큐레이터의 전시기획 방법론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시각에서 전시의 역사와 큐레이팅의 역사에 대해서 제시했다는 점

에서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다양화된 큐레이터의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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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여 그 역할과 경계가 모호한 큐레이터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노력

하였으며, 막연히 이상적인 직업으로 여겨지는 큐레이터의 이미지가 아

닌 현실적인 큐레이터의 개념과 이들이 처한 상황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가 큐레이터 지망생들과 자신의 꿈꾼 이상과 다른 현실로 인해

혼란스러운 젊은 큐레이터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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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mergence of Independent

Curator and Change in Curatorial

Paradigm of Contemporary Art :

Focusing on Exhibitions of Harald

Szeemann

Byun, Youngsun

Arts Management, Inter-disciplinary Program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round the significant era of the late 1960s in the Western

countries, new types of curators who work as ‘independent curators’

emerg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changes in role of

curator and curatorial methodology in this era and to understand the

influences on the next curators.

Curators nowadays are, in general conception, though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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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re cultural heritages for museums, maintain them and study on

them as well as organize art exhibitions or to plan and supervise

such international exhibitions as Venice Biennale and Kassel

Documenta. However, such conception is rather contemporary than

historical. The conception of curator has changed along to the

political, social, cultural, economic contexts. The word ‘curator’

originated from the Latin cura, which means ‘to take care of,’ and

was in Roman age used to signify government worker who at that

time took care of the state administration and in the Middle Age the

clergy who was to take care of spiritual therapy or be in charge. It

was only contemporary era when the public was for the first time

allowed to museums and curators were meant to take charge at the

art institutions, similar to who they are now.

In the late 1960s, the new trend in art history accompanied

the simultaneous social, political, cultural changes and so there

emerged those curators who responded to the new atmosphere. It

was about this period when the conception of role of curator started

to shift and contain more than one role of curator. Some art

exhibitions were mentioned not only under the artists’ names but also

under certain curators’ names. Harald Szeemann(1933-2005), the

legendary curator, in his own exhibition 《Live in Your Head: When

Attitudes Become Form(Works – Concepts – Processes –

Situations – Information)》(1969) invited attitude-oriented and

anti-form artists and provided with the exhibition spaces as art

studios. The untraditional curatorial methodology first introduc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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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eemann unintendedly confused and shocked the public in the

beginning. The city government and the parliament got involved, and

they decided that Szeemann could remain the director if he did not

put human lives in danger. Since then he decided to resign and

started himself as the very first independent curator in history as he

had realized that it would be hardly possible under the influence of

art institutions to practice the new methodology.

This study supposes that Harald Szeemann played the core

role in establishing such roles of curator that were first introduced in

the late 1960s and that we have agreed until now since then. It

organizes the social, cultural, political, ideological changes in 1960s

and looks into the new trend that emerged with these changes in

order to analyze from the various angles the background where the

new roles of curator were born. It also categorizes the new types of

curator as ‘independent curator,’ ‘curator as an artist,’ and

‘interdisciplinary curator’ and provides the analysis and summary of

each category and its exhibition model.

In this study the analysis on strengths and weaknesses of his

methodology and his contribution is provided. While he introduced

creative and innovative exhibitions before anyone else, the

methodology repeated to convention and became gradually acceptable

even by the art institutions. Also, he was criticized that he, in his

own exhibition, created ‘the temporary one world’ and emerged

himself as a creator to intrude artists’ autonomy. This study seeks to

navigate and set direction for art exhibition history by notic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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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Szeemann curators who have had their creative methodologies

and further overcome what he had as his limitations.

What differentiates from the others this study is not only to

analyze the exhibition methodology of a single curator but to provide

with the history of exhibition and of curatorship on the broad

perspective. It attempts to categorize the various roles of curators and

well comprehend the vague lines among conceptions of curator and

moreover to present more realistic conceptions of curator and the

realities of curators nowadays unlike as a dream occupation. The

author hopes that this study provides the aspiring curators and even

young curators who are confused in between the long-dreamed ideal

and the different reality with an opportunity to navigate and set a

direction for the future.

Key words: Harald Szeemann, The Sixties, change in curatorial

paradigm, independent curator, interdisciplinarity, curatorial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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