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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본 논문은 박모/박이소 작품의 주제적/형식적 특징을 한국현대미술의
주요 경향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현대미술에 있어 그의 작품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박모/박이소(1957-2004)는 1990년대 다양한 전시 기획과 작품 활동을
통해 제 3세계적 위치에 놓인 한국미술계가 서구미술계와 주체적으로 교
류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모색했던 대표적 인물이다. 박모/박이소의
작품은 유학 후 미국에서 활동하던 박모 시기(1984-1994)와 귀국 후의
박이소 시기(1994-2004)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박모 시기의 작품이 서
구에 의해 타자화된 한국적 정체성과 문화 사이의 근본적인 번역불가능
성을 다룬다면, 박이소 시기의 작업은 삶의 피상성, 무상성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범주를 다룬다. 하지만 박모/박이소 시기에 나타나는 위와 같
은 문제의식은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충분히 다루어졌기 때문에, 본 논문
은 한국현대미술과의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형식적 특징에 보다 초점을
맞춰 그의 작품을 분석해보았다.
박모 시기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980년대 후반 그의 작품은 전통
화 모티브와 한글을 차용한 평면작업이 주를 이룬다. 단색조 회화는 자
연과의 합일이라는 동양적 자연관을, 민중미술은 민속미술의 토착성을
그 정체성의 근간으로 삼고 있던 상황에서, 미국에서 활동하던 박모는
해외진출에 있어 두 가지 정체성 모두 이국적 대상으로 타자화된다는 사
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 그의 작업은 전통화 모티
브를 ‘전통’, ‘역사’같은 한글 단어와 병치시키고 이를 동명의 제목으로
다시 한 번 지시함으로써 해당 이미지가 제 3세계의 문화적 상징으로 쉽
사리 소급되지 않게끔 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언어적 개입을 통
해 전통화 모티브가 서구 관객에 의해 작가의 제 3세계적 정체성으로 수
렴되는 것을 비껴가는 방식은 단색조 회화와 민중미술에서 전통적 모티
브가 차용되는 양상과 박모의 작품이 차별화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다.

평면 작업이 주를 이루던 1980년대 후반을 지나 1990년대에 이르면 박
모의 작품은 대중매체와 사물을 차용한 설치작업으로 그 형식이 급변한
다. 또한 작품의 주제 역시 자신의 제 3세계적 정체성에 대한 성찰보다
문화 사이의 근본적인 번역불가능성을 다루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여기
서 대중매체는 문화적 간극 사이에서 즉각적으로 독해될 수 없는 기호로
분열되고, 일상 사물은 이질적 이념과 문화 교류의 동역학 자체를 시각
적으로 번역하기 위한 일종의 언어로 차용된다. 이는 1990년대 한국현대
미술에서 대중매체와 일상 사물이 메세지를 ‘전달’하는 기호로 사용되거
나, 지극히 형식적, 감각적인 대상으로 다뤄지는 방식과 차이를 보이며,
한국미술계에서 그의 작품이 갖는 독특한 위치를 보여준다.
특히, 1990년대 초 그가 제시한 ‘초모방’이라는 개념은 당시 그의 활동
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초모방’은 제 3세계 작가가 서
구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작품에 원작의 의미를 뛰어넘는
새로운 결을 부여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초모방’은 존 발데
사리가 《손상된 알레고리들》에서 대중매체 속 이미지를 해체하는 방식
을 박모가 1990년대 초 그의 작업에 그대로 모방해 여기에 새로운 문화
적 결을 더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한편, ‘초모방’은 1993년 《태평양을
건너서》전을 통해 그가 주체적인 문화 교류 모델을 제시하는 데에서도
유사한 논리로 반복된다. 여기서, 고정된 문화적 정체성을 상정하지 않고
문화적 교류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틈새를 직시하는 것을 주체적 교류의
기본 조건으로 제시한 박모의 시각은 특히 호미 바바(Homi K. Bhabha)
의 탈식민주의론과 유사한 지향점을 공유한다.
1995년 귀국 후 선보인 작업에서 박모는 자신의 이러한 탈식민주의적
문제의식을 보다 정돈된 형식 언어로 시각화한다. 그리고 여기서 ‘초모
방’과 더불어 새로운 조형원리로 등장하는 것이 ‘번역’이다. 1990년대 중
반 그의 작품은 벤야민이 번역론에서 번역을 정의한 방식과 유사한 태도
로 서로 다른 문화가 관계 맺는 방식을 상이한 맥락에 놓인 사물들의 관
계로 번역하는 방식을 통해 문화 사이의 간극을 지시한다. 이후 사물에
대한 박모의 관심은 박이소 시기로 이어지며, 사물을 일종의 언어로 차

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그 자체가 번역되어야 할 사물로 전이된다.
1990년대 후반, 박이소로 개명한 그의 작업에서 사물의 활용과 더불어
두드러지는 또 다른 특징은 산업용 자재의 활용이다. 특히 1990년대 후
반 박이소는 다양한 국제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이때 출품한 작품에
서 사물과 산업용 자재는 특정한 주제를 전달하기보다 언어적 규정 자체
를 비껴가는 모호한 사물로 재구성된다. 1990년대 후반 한국미술계는 다
수의 국제전을 통해 급격히 세계화되었고, 그 안에서 한국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작업들이 다시 주목 받기 시작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미술계엔
1997년 IMF와 함께 귀국한 유학 작가들과 당시 급격히 증가한 대안공간
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향의 미술이 등장한다. 이들은 작품을 통해 거시
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기보다 개인적이고 비규정적인 감각을 다양한 매체
를 통해 전달하거나, 전시 공간 자체를 매체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매체의 폭과 접근방식을 눈에 띄게 확장한다.
당시 제작된 박이소의 조형물은 그 중에서도 조각의 수공예적인 방식
을 유지하면서도 매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보여주는 안규철, 정서
영의 작업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작업이 언어적 인식
과 언어로 인식되지 않는 사물의 영역 사이의 긴장관계 안에 놓여있는
것과 달리 박이소의 작업은 자신이 참가한 전시 주제를 사물로 시각화하
는 것 외의 별다른 의도를 갖지 않는다. 제작 의도가 너무 명확해서 오
히려 그 안에 별 의미가 내포되어있지 않은 박이소의 작업은 그가 1990
년대 후반 국제전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을
때, 1990년대 후반 다시 살아난 지역적, 국가적 정체성이라는 망령 안에
서 문화적 본질의 어떤 전달 불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박모/박이소는 타자화된 정체성과 문화사이의 번역불가능성이라는 주
제를 다루는 데 있어 그 불가능성 자체를 재현의 부재, 의도의 공백으로
치환해버린다는 점에서 독특한 형식적 접근을 보여준다. 특히 재현불가
능한 문화 사이의 틈새를 서로 다른 사물들 사이의 이질감으로 번역하는

부분은 작품을 통해 특정한 정체성이나 메세지를 전달하는데 치중하던
당시 한국미술계의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 또한,
1990년대 후반 국제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박모/박이소의 작품에서 두
드러지는 의도의 공백은 당시 활동하던 유학 작가들과 그의 작품을 구분
지는 동시에, 국제전 안에서 흔히 언급되는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를 비
껴간다는 점에서 당시 국제전을 중심으로 함께 활동하던 작가들의 작업
과도 차별화된다. 박모/박이소의 작품이 갖고 있는 이러한 특징은 한국
과 서구미술계의 주체적인 교류를 모색하던 그가 문화 사이의 근본적인
번역불가능성과 그 틈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 외에, 그 본질을 형
식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현대미술의 전반적인 경향과 차별화
된 독특한 위치를 점한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주요어: 박모, 박이소, 1990년대 한국현대미술, 호미 바바, 번역, 문화
적 틈새, 발터 벤야민
학번: 2013-2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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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
[도

15] 박이소, <UN타워>, 1997, 합판, 나무, 종이상자, 가변크기
16] 안규철, <노/삽>, 1993, 나무, 철
17] 안규철, <모자>, 1992/1997,모자, 드로잉, 가변크기
18] 정서영, <꽃>, 1999, 스티로폼, 나무, 페인트, 300x210x250cm
19] 박이소, 《미술그림》 중 일부, 1997, 종이에 연필, 31x23cm
20] 박이소, <미확인 발광 물체 Unidentified (En)Lightening
Object>, 1998, 버블포장재, 철근구조, 형광등 64개, 팔레트, 산업
용 선풍기3개, 타이머 300x290x290cm
[도 21] 박이소, <금속조각 Metal Sculpture>, 1998, 알루미늄포일, 콘크
리트, 숟가락, 130x120x120cm
[도 22] 박이소, <무제 Untitled>, 1998, 단관비계, 합판, 나무, 리놀륨, 전
등, 줄무늬펠트, 기타건축자재, 430x1400x390cm
[도 23] 박이소, <뒤돌아보지 마라 Don't Look Back>, 1998, 콘크리트,
스티로폼, 철근, 철망, 합판, 가변크기
[도 24] 박이소, <바캉스 Bakangs>, 2002, 여섯 개의 물건과 호텔카트,
각목, 스티로폼, 아크릴물감, 200x2300x500cm
[도 25] 박이소, <베니스 비엔날레 Venice Biennale>, 2003, 각목, 대야,
물, 타일, 자갈, 콘크리트, 161x290x230cm
[도 26] 박이소, <우리는 행복해요>, 2004, 합판, 700x4200cm

Ⅰ. 서론

박모/박이소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다양한 전시 기
획과 작품 제작 활동을 통해 제 3세계적 위치에 놓인 한국미술계가 서구
미술계와 주체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모색했던 대표적 인
물이다. 그는 전통의 실체에 대해 철저히 회의하면서도 그 본질을 현대
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사회 속에서 작품과 작
가의 쓸모를 끊임없이 자문했으며, 작품으로 영원히 기억되길 원하면서
도 작품이 남겨지기는 원치 않는 양가적인 충동 사이에서 거듭 분열했
다. 많은 필자들이 그에게서 카프카의 단식광대를 발견한 이유도 비단
그가 생전에 행한 수차례의 단식 퍼포먼스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1)
박모/박이소의 이력은 귀국을 결심한 1994년을 기점으로 크게 미국에
서 활동했던 10년과 귀국한 후의 10년으로 나눠볼 수 있다. 박모/박이소
에 대한 기존의 평가 역시 박모와 박이소로 크게 구분되는 경향이 있는
데, 각각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영택은 미국의 소수민족 작가로서 박모가 가졌던 문제의식에 주목한
다. 그는 박모의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서구 문화를 수입하고 이를 중간
자의 입장에서 번역하는 일이었으며, 이를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 ‘게토화
된 전통’과 ‘진정한 문화적 교류가능성’을 문제 삼는다고 분석한다. 그는
철저한 ‘단독자’로써 전통의 권위를 의심하고 전통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
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박모의 모더니스트적인 면모를 발견한다.2)
반면, 박모와 '마이너 인저리(Minor Injury)'를 공동 운영했던 샘 빙클
리(Sam Binkley)는 박모를 불가능한 순례를 꿈꾼 관광객으로 정의한다.
그는 박모가 바우만(Zygmunt Bauman)이 정의한 관광객처럼 파편적인
향락을 쫓아 이리저리 떠도는 지극히 현대적인 인물이었음에도, 하나의
1) 박은하, 「쓰리 스타 쇼」, 『포럼A』, 1998, 7, p.5; 임근준, 「평문이 되지 못한 비평적
메모:
[박이소-개념의
여정(Yiso
Bahc-Lines
of
Flight)]」,
2011,
http://chungwoo.egloos.com/3787687; 정헌이, 「박이소의 즐거운 바캉스」, 『탈속의
코미디』(로댕갤러리, 2006), pp.27-33
2) 박영택, 『테마로 보는 한국현대미술』(마로니에북스, 2012), pp.16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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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지향점을 향해가는 순례자의 삶을 동경한 낭만주의자였기에 그의
삶이 불가능한 순례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한다.3) 유토피아적인 서
사와 초월론적 이데올로기들의 한계를 비판하고 해체하는 것을 제 사명
으로 삼은 당시 문화예술계의 분위기 속에서, 모더니즘에 대한 당대의
비판의식을 공유하던 그에게 자신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동경은 그 자체
로 실현 불가능한 꿈이었다는 것이다.4)
김장언은 빙클리가 박모를 낭만주의적 순례자로 묘사한 것과 달리 그
를 낭만주의적 방랑자로 정의한다. 전통과 현대 사이의 극복 불가능한
시차 때문이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작가라는 상황 때문에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동경하는 박모의 태도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구인들에 의해 동양의 신비로 이상화될 여지가 있었고, 동양에 대한
서구인들의 환상에 기대는 것은 그 자신이 깊이 관여했던 정체성의 정치
학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김장언은 박모가 처음부터 이러한 좌절을 염두
에 두고 전통의 계승과 구현이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했기 때문에 순
례자보단 방랑자에 가까웠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박모가 귀국 후 한
국적인 것을 추구하지도, 그렇다고 한국인임을 포기하지도 않은 “그냥
식물”이 되었다고 설명하는데, 그는 그 이유를 자신에게 서구의 언어와
논리를 학습한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내 예술계의 분위기를
박이소가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국내 미술계에 속하기
엔 서구의 현대미술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서구 미술
계에서 한국인을 대변하길 자처하지 않았던 그가 고국에선 식민지 지식
인이 되지 않기 위해 또 한 번 타자가 되길 자처했다는 것이다. 김장언
은 국내에서건 국외에서건 타자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사회적 경험에 대
한 박이소의 미적지근한 온대와 온정의 태도를 그의 후기 작품이 반영하
고 있다고 분석한다.5)
3) 샘 빙클리(Sam Binkley), 「불가능한 순례: 브루클린의 박모 Impossible Pilgrimage:
Mo Bahc in Brooklyn」, 『탈속의 코미디』(로댕갤러리, 2006), p.56
4) 샘 빙클리(주 3), p.55-60
5) 김장언, 『미술과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현실문화, 2012), pp.1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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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 필자들이 박모가 천착했던 문화적 전통과 정체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작품의 형식적 특징을 중심으로 다룬 글도 존재
한다. 1995년 박모의 개인전 도록에 실린 글에서 박찬경은 1995년 이전
까지 박모의 작업을 “서구 아방가르드의 ‘전통’과 전통의 유실로 점철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 오가는 겉도는 다이알로그”로 정의하며,
특히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적 충돌과 문화적 번역을 ‘반복’되는 한
국적, 동양적 이미지의 ‘부정확한 재현’으로 시각화하고, 이를 통해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긋남을 그 상태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 그의 작품의
특성이라고 말한다. 반면, 1995년 개인전에서 선보인 신작에 관해선, 간
장과 같은 동양적 재료와 콜라, 야구방망이 같은 서양적 재료 간의 ‘화학
작용’을 유도함으로써 경계를 ‘숨기고 있되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혼혈의 상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과거 작품과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한다.6)
반면, 박이소 시기의 작품을 다루는 경우 박모 시기부터 지속되어온
그의 자아성찰적인 태도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
헌이는 박이소의 작품이 “후기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삶 이면의
공허함”과 그 안에 내재한 “이중성과 괴리”를 겨냥하고 있다고 분석하면
서, 이러한 경향을 박모가 보여줬던 정체성에 대한 끈질긴 반성의 연장
선상에서 이해한다.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피상성, 삶에 대
한 희망과 절망, 소통의 불완전함과 그로부터 기인한 오해와 이해를 현
대인의 보편적인 존재 조건으로 확장한 정헌이는 박모/박이소가 끈질긴
자기반성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존재 조건을 넘어선 “별”, “무상”의 지점
에 도달하고자 했다고 말한다.7) 2006년 박이소의 회고전을 기획한 이영
철 역시 자아에서 벗어나길 갈망하며 자기 자신을 계속 쇄신하고자 했던
박모/박이소의 삶에 주목하며, 그의 작업이 “삶의 곤경과 불행을 이겨내
는 인간을 그린”다는 점에서 코미디(연극)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한다.8)
6) 박찬경, 「정체성의 상태, 이주에서 혼혈까지-박모 작품 읽기」, 『박모』(금호미술관,
1995), pp.100-114
7) 정헌이(주 1),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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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분석들을 종합해 볼 때, 박모/박이소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작가의 자아성찰적인 태도와 여기서 파생된 작가의 문제의식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여기서 박모/박이소의 작품에서 드러나
는 문제의식은 개명을 기점으로 다시 크게 둘로 나뉜다. 박모 시기의 작
업이 서구에 의해 타자화된 정체성과 그 근간을 이루는 전통문화에 대한
회의를 담고 있다면, 박이소 시기의 작업은 그 회의의 대상을 삶 자체로
확장하며, 삶의 피상성, 무상성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범주를 다룬다.9) 그
안에서 박모는 ‘단독자’, ‘순례자’, ‘방랑자’라는 명칭을 통해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끊임없이 분열하는 한 인간으로 묘사되며, 박이소
는 박모 시기부터 이어져온 끊임없는 자아성찰 끝에 어떤 무상의 지점에
도달한 인물로 그려진다.
작가의 태도와 문제의식에 초점을 맞춰 그의 작품을 분석하는 경향은
박모/박이소를 다룬 학위논문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박모/박이
소에 대한 학위논문은 현재까지 총 3편이 존재하며, 주로 박모 시기의
작품과 전시기획 활동에서 나타나는 제 3세계적 정체성에 대한 작가의
고민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박모/박이소가 작가로써
뿐만이 아니라, 기획자, 번역가로써 한국현대미술이 서구미술계와 동시대
라는 시간적 지평을 공유할 수 있도록 수행한 다양한 활동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이 한창이던 1980년대 후반 한
국미술계에 포스트모더니즘을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한 글을 투고하고,
1990년대 초반 제 3세계적 위치에 놓인 한국현대미술이 국제미술계에서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전시를 기획함으로써, 당시
국내미술계에 새로운 문제의식을 던진 대표적인 인물이기때문이다.
하지만 위 논문들은 박모의 작품과 전시기획 활동에서 나타나는 정체
8) 이영철, 「정오의 예술가-“탈속의 코미디”」, 『탈속의 코미디』(로댕갤러리, 2006), pp.
13-17
9) 김현도는 박모와 박이소의 작품을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자본과 예술, 자연과 문화
라는 상이한 언어들로 이루어진 두 겹의 지평 사이의 학예경험으로 제시한다. 김현도,
「두 겹의 지평- 박모와 박이소의 학예경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동시대 한국미술의
지형』(학고재, 2009), pp.1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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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문제를 문화 번역, 헤테로피아 등의 개념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모 작품의 형식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간과하
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박모/박이소 작품의 형식적 특징을 포괄적으로
다룬 논문의 경우, 작품의 형식을 세부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 비교분석의 대상이 미국미술계에 국한되어 있어 아쉬움을 남긴
다.10) 따라서 본 논문은 박모/박이소 작품의 형식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
되, 그 동안 비교되지 않았던 한국미술계의 주요 경향을 그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한국현대미술에서 그의 작품이 갖고 있는 의의를 살펴보
고자 한다.
먼저,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 활동하던 당시 그의 작품에서 전통화
모티브가 사용되는 방식을 1970년대, 1980년대 한국미술계와 비교해보았
다. 1970년대는 단색조 회화 작가들이 해외진출을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1980년대는 민중미술이 기존의 한국미술계를 비판하
는 과정에서 ‘전통’이라는 개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심적인 화두에 올랐
던 시기이다. 박모는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 활동하며 1980년대 단색조
회화와 민중미술이 해외 진출 시 마주쳤던 한계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
격하고 또한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의 대표
적인 미술작품에서 나타나는 전통적 모티브를 1980년대 후반 박모 작품
의 비교군으로 선정했다.
다음으로, 1990년대 그의 작품에서 대중매체와 일상적 사물이 사용되
는 방식을 1990년대 초반 한국미술계에서 같은 방식을 보여주는 작업들
과 비교해보았다. 1990년대 한국현대미술은 국내외적 변화와 함께 모더
니즘과 민중미술로 양분되어있던 화단 분위기가 대대적으로 재편되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설치작업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대중매
10) 장예빈, 「문화적 주변성에 대한 박이소의 비평적 고찰」(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2014); 최규성, 「박이소 작품에서 번역과 문화 정체성의 문제」(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
교, 2010); 하정현, 「박모연구: 작가/기획자로서 주체성-1984-1995년 활동을 중심으
로」(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2016) 장예빈의 논문은 박모/박이소 시기를 관통해
나타나는 작품의 형식적 특징을 다루고 있으며, 최규성은 문화 번역 개념으로 박모/박
이소의 작품을, 하정현은 헤테로피아 개념으로 박모 시기의 작품과 활동을 재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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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사물을 차용한 설치작업도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대중매체
와 사물은 사회를 바라보는 작가의 비판적인 시각을 담지한 기호로 사용
되거나 그 자체가 형식적 탐닉의 대상으로 차용되는 등 다소 극단적인
양상을 보인다. 당시 박모가 해외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의 작품을 한
국현대미술계의 상황과 비교한다는 것이 다소 부적합해 보일 수는 있으
나, 1989년부터 1993년까지 그가 참여한 전시기획 활동은 박모가 한국미
술계와의 연관관계 안에서 자신의 활동방향을 설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그의 작품과 한국현대미술계와의 접점을 마련해준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후반 박이소의 작업에서 사물과 산업용 자재가
활용되는 방식을 당시 국제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작가들과 유학 작가
를 중심으로 한 한국미술계의 경향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1990년대
후반은 IMF로 인해 해외에서 활동하던 작가들이 대거 귀국하고, 다수의
국제전과 더불어 한국미술계가 급속히 세계화 되어간 시기이다. 당시 한
국미술계는 유학 작가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매체의 폭이 급격히 확장되
는 한편, 국내외로 대형 비엔날레의 개최와 참가가 급증하면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작업들이 다시 주목받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
러한 상황 속에서 주로 국제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박이소는 1990년대
중반 귀국하긴 했지만 국내에서의 본격적인 활동 시기가 1990년대 후반
귀국한 유학 작가들과 함께 분류되기 때문에, 1990년대 후반 작업을 분
석하는 데 있어 당시 국제전을 중심으로 출품된 작품과 유학 작가들의
작업 경향을 그 비교군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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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980년대 후반-정체성의 딜레마

박모 시기를 특징짓는 작품의 주제적/형식적 특징 중 하나는 미국미술
계에서 활동하면서 그가 소수민족 작가로서 맞닥뜨렸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서구미술계가 한국 작가에게 기대하는 ‘한국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작가의 딜레마는 그 정체성의 근간으로 손쉽게 가정되
곤 하는 ‘한국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작품에 차용된 전통적 모티브가 손쉽게 이국적인 소재, 혹은 한
국적 정체성으로 소급되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박모가 작
품에 전통화 모티브를 차용하는데 있어 보이는 이러한 특징은 1970년대
단색화와 1980년대 민중미술이 전통을 소환하는 방식과 차별화 되는데,
이는 유학생활을 하며 한국현대미술이 서구미술계에서 마주치게 되는 한
계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그의 상황과 대학원 졸업 후 본인이 직접
미국에서 대안공간을 운영하며 마주쳤던 문제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
해 볼 수 있다.

1. 1970년-1980년대 한국현대미술의 정체성
해방 후 한국현대미술에 있어 ‘전통’은 국제미술계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버려야 할 짐인 동시에 한국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호출되어야
할 문화적 자산이라는 양가적인 위치를 점해왔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근
대 이후 물밀듯이 들어온 서구문화로 인한 급격한 문화적 단절로 인해
현대와 전통의 문제가 근대 이후의 미술을 논하는데 있어 자주 논의되어
왔다. 한국현대미술 역시 해방 이후만 해도 모더니즘의 수용을 통한 미
술의 세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나, 1960년대 대두된 민족주의와 함
께 서구문화에 오염되지 않은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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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시 ‘전통’이 주목 받기 시작하면서 전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김영나는 1970년대 단색화와 1980년대 민중미술운동을 “전통과 현대미
술을 이항대립으로 보지 않고 현대미술에서 전통을 새롭게 해석한 운동”
으로 분석하면서, 이 두 미술이 서로 다른 전통을 자신들의 정당한 전통
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지적한다.11) 단색화가 노장 사상에서 비롯된 동양
적 자연관과 정신성을 계승고자 했다면, 민중미술은 불화, 무속화, 민화
와 같은 민속미술을 계승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두 미술운동 안에서 ’전
통’은 서로 다르게 정의된다. 하지만 두 미술 운동에 있어 ‘전통‘은 서구
미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한국적 정체성을 더하기 위한 정신적
구심점으로 사후에 호출되거나, 혹은 서구 미술의 영향을 배제하고 미술
의 주체성을 세우기 위한 참조점으로 재발견되는 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1970년대 한국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졌던 단색화는 1975년 동경
화랑에서 열린 《한국 5인의 작가: 다섯 가지 흰색》전 (이하 《한국 5
인의 작가》전) 이후 하나의 미술운동으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한다. 이
듬해 파리비엔날레 참여 작가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동경화랑의 사장이
던 야마모토 다카시(山本孝)가 이우환과 함께 1972년 《앙데팡당》전에
방문해 당시 한국현대미술 작가들의 백색조 회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한국 5인의 작가》전을 개최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12)
11) 김영나, 「현대미술에서의 전통의 선별과 계승-1970년대의 모노크롬 미술과 1980년대
의 민중미술」, 『정신문화연구』, 23(4)(2000), 한국학중앙연구원, p.34
12) 1973년 이전까지 파리비엔날레 작가 선정은 자국 커미셔너에 의한 국가단위의 추천방
식이었다면, 제8회(1973)부터는 파리 비엔날레 측에서 직접 위촉한 70명의 세계 각 지
역의 통신원(코레스퐁당)이 1차로 선발한 출품 작가를 비엔날레 측에 추천하면, 현지에
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하는 제도로 전환되었다. 1971년 파리 비엔날레 참가를 계기
로 한국 통신원으로 선정된 이우환은 1972년 《앙데팡당》전의 심사를 맡아 다음해 파리
비엔날레 한국대표를 결정하기로 되어있었다. 이우환과 함께 방한한 야마모토 다카시는
평면부문으로 이동엽과 허황의 작품을 선정했다. 구진경, 「1970년대 한국 단색화 운동
과 국제화」,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2015), p.80; 윤진섭, 「마음의 풍경, 한국
의 단색화」, 『한국의 단색화』(국립현대미술관, 2012), p.8; 윤진이, 「한국모노크롬 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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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우,

박서보, 서승원, 이동엽, 허황이 참여한 이 전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백색을 주조로 한 단색화를 모은 전시였다.13) 이 전시에서
백색은 전통 산수화의 여백개념을 계승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자연과의 합
일을 추구하는 동양적 자연관이 투영된 색채로 확대 해석된다. 당시 전
시 서문에서 이일은 백색을 전통 수묵 산수화의 계승으로 해석하는 동시
에, “우리 민족의 정신적 상징”이자, “하나의 우주”, “스스로를 구현하는
모든 가능의 생성의 마당”으로 그 의미를 확장한다.14) 이때만 해도 동양
적 자연관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백색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후에 동양적 자연관에 대한 그의 정의에서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된
다; 동양적 자연관은 “자연을 인간이 더불어 숨 쉬는 원천적인 생성의
마당으로 인식”하고 “자연을 스스로 생성케 하는 관조의 세계”이다.15)
마찬가지로 전시 기획에 참여한 나카하라 유스케(中原佑介) 역시 백색을
“현상의 생성과 소멸의 모태”로 정의하면서 백색과 동양적 자연관을 결
부시키는 이일과 유사한 태도를 보인다.16)
이후, 백색 및 무채색 계열의 사용, 유사한 패턴의 반복과 재료의 물성
을 강조하는 경향은 단색화의 주된 특징을 이루며, 이러한 작품 제작 방
의 맥락 읽기」, 『현대미술학 논문집』, 13(2009), 현대미술학회, p.95
13) 모노크롬 회화에 나타난 백색에 대한 선호는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의 비애론부터
이어져 온 일본 식민주의의 잔재라는 이유로 후에 많은 비평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박계리의 경우 박서보의 70년대 <묘법>작업에서 두드러지는 백색이 전적으로 야
나기의 비애론에서 기인 것이 아니라, 최순우의 백색미학과도 유사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계리, 「박서보의 1970년대 <묘법>과 전통론-야나기 무네요
시와 박서보 사이의 지도그리기」,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8(2007), 한국근현대미술사학
회, pp.39-57; 또한, 백색 모노크롬이 《한국 5인의 작가》전 이후로 갑자기 유행한 것이
아니라 60년대 후반부터 백색을 한국적인 색으로 재해석한 몇몇 작가들에 의해 백색
모노크롬이 한국현대미술의 한 경향으로 부상하기 시작했고, 이를 눈 여겨 본 야마모토
다카시가 한국현대미술의 한 경향을 보여주기 위해 전시를 개최한 것이라는 주장도 존
재한다. 구진경 (주 12), pp.15-34
14) 이일, 「백색은 생각한다」 (1975), 정연심, 김정은, 이유진 편저, 『비평가, 이일 앤솔로
지』(미진사, 2013), p.398
15) 이일, 「한국현대미술의 형성과 전개」 (1980년대 후반), 정연심, 김정은, 이유진 편저,
『비평가, 이일 앤솔로지』(미진사, 2013), p.593
16) 나카하라 유스케(中原佑介), 「한국 5인의 작가 다섯 가지 흰색 전 서문」, 홍익학보,
1975. 5; 김영나는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이러한 자연관이 세속에서 벗어나 자연
과의 통화, 자연의 사색, 자연의 광대함 속에서 인생사의 덧없음을 느끼며 하나의 도를
찾아내고자 하는 노장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김영나 (주 11), p.38

- 9 -

식이 ‘물아일체’,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동양적 자연관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박서보는 1977년 『공간』에 실
린 글에서, “탈이미지, 탈표현을 강조하는 까닭은 행위의 무목적성을 통
해 행위 그 자체에 살고자 함이며…내가 작위성을 배격하고 되도록이면
무의미한 행위에서 자연과 더불어 무명에 살고자 함은 그 때문이다”,
“나의 큰 관심사는 무위 순수한 행위에 살고자 하는 것이다. 주문을 외
듯, 참선을 행하듯 반복을 한다는 것은 탈아의 경지에 들어서는, 또는 나
를 비우는 행위의 반복”임을 언급했다.17) 또한 윤형근은 “나는 그림 같
은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으며 그림 아닌 것 같은 것을 그리고 싶다”라
고 했으며, 하종현은 “재료가 갖는 성격을 강하게 표출시키면서 내가 의
도하는 바를 융합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자연스러움은 우리의 일
상적인 삶의 세계가 자연과 거부감 없이 어우러지는 모습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18) 즉, 이들에게 동양적 자연관은 작품의 시각적
결과뿐 만 아니라 이를 구현하는 제작방식까지 포괄하며 단색화의 방법
론으로 자리잡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성 작가들의 작품이 단색화로 전환되는 시점(1960년대 후반에
서 1970년대 초)과 동경현대미술관에서 《한국현대미술》전이 개최된 시
점(1968년), 단색화의 정체성이 구체화되는 시점(75년 전후)과 이들의 일
본 전시가 증가하는 시점(75년 이후)이 연쇄적으로 맞물린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한국 5인의 작가》전이 단색화를 하나의 미술운동으로
서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19)
실제로, 권영우, 박서보, 하종현, 윤형근 등의 대표 작가들이 단색화로 전
17) 박서보, 「단상노트」, 『공간』, 1977. 11, p. 125
18) 윤형근, 「그날 그날을 기록하듯이」, 『공간』, 1980. 7, p.57; 하종현, 「물성으로 인식한
색」, 『월간미술』, 1996. 3, p.62
19) 1974년 『현대미술』 창간호에 게재된 「한국미술 그 오늘의 얼굴, 또는 그 단층적 진
단」에서, 이일은 박서보의 <묘법>에 대해 “‘비물질의 세계를 추구’하는 듯 하며, ‘탈아
(脫我)의 상태’에 도달하고자 행위를 ‘원초적인 것으로 환원’시키며, 반복이라는 행위성
이 ‘자연과의 합일’을 이끌어 낸다”라고 평하였다. 이일, 「한국미술-그 오늘의 얼굴, 또
는 그 단층적 진단」, 『현대미술』 창간호, 1974, p.13, 구진경 (주 12), 91p에서 재인용,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특정 작가의 작품에만 국한되어있을 뿐 이를 통해 동양적 자연관
이 단색화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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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한 시점은 《한국현대미술》전을 계기로 이우환의 모노하(もの派)론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집중되어있으
며.20)《한국 5인의 작가》전 이후 단색화 작가들의 일본 진출도 본격화
되고 있어, 그 정확한 사상적, 미학적 유례가 어떠하든 간에 단색화가 내
세우는 한국적 정체성이 일본미술계와의 연계 속에서 구체화되었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21)
일본미술계와의 연계 속에서 단색화의 정체성이 구체화된 주된 이유로
는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한국미술의 국제화를 들 수 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적극적인 외교정책으로 인한 작가들의 국제전 참여 증대
와 당대 문화예술정책의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맞물리면서 ‘한국적’ 현대
미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70년부터
1977년까지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과 국제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던 박서보는 《앙데팡당》전, 《서울현대미술제》전, 《에꼴 드 서울》
전을 개최함으로써 한국현대미술의 국제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
했다.22) 그 중 《앙데팡당》전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국제전
참여 후보 작가를 선정하기 위해 개최한 공모전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이우환과 야마모토 다카시가 이 전시의 심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은 당시
박서보가 한국현대미술을 국제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매개로 한국현대
20) 당시 한국에 소개된 이우환의 대표적인 글로는 1969년 『공간』지에 게재된 「일본현대
미술의 동향-현대일본미술전을 중심으로」, 1971년 『AG』4호에 실린 이우환의 평론집
『만남을 찾아서』에 수록되었던 「만남의 현상학 서설-새로운 예술론의 준비를 위하여」,
1972년 『홍익미술』 창간호에 실린 평론집 『만남을 찾아서』에 수록된 「오브제 사상의
정체와 행방」이 있다. 구진경 (주 12), 112p
21) 조안 키(Joan Kee)는 단색화의 정체성이 ‘한국적’ 현대미술을 구축하고자 했던 몇몇
한국 비평가들의 욕망과 서구에 대비되는 아시아 미술을 상정하고자 한 몇몇 일본 미술
계 관계자들의 의지가 맞물려 구체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안 키는 대표적인 단색화
비평가였던 이일이 초창기에 단색화의 특징이 문화적, 국가적 정체성에만 국한되어 해
석되는 것을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색화의 정체성이 동양적 가치를 대변하는 것으
로 구체화되어 간 데에는 일본 관계자들과의 교류가 작용했음을 지적한다. Joan Kee,
Contemporary Korean Art: Tansaekhwa and the Urgency of Method
(Minneapolis London: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3), pp.235-240
22) 《앙데팡당》전(1972)은 국제전 진출을 위한 신인작가를 발굴하고, 《에꼴 드 서울》전
(1975)은 당해 최상의 활동을 한 작가들의 작품을 선별하여 그것을 한국현대미술의 현
시점으로써 세계무대에 알리며, 《현대미술제》(1975)는 서울에 집중된 현대미술을 지방
에까지 확산하고자 개최되었다. 구진경 (주 12), p.68

- 11 -

미술의 국제화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당시
일본 미술계가 한국현대미술에 관심을 보인 데에는 한국과 일본 미술계
를 매개한 이우환의 역할을 차치하더라도 1960년대를 거쳐 상파울로 비
엔날레(Sao Paulo Biennale)와 인도 트리엔날레(Triennale India)를 비롯
해 비서구 지역의 비엔날레 개최가 증가함에 따라 미술의 지역적 특성이
강조되면서, 아시아 지역을 대변할 만한 미술을 구축할 필요가 일본 미
술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23)
즉, 단색화는 일본이라는 타자를 통해 재확인한 동양적 특징을 한국현
대미술의 정체성으로 수용하고, 일본미술계를 교두보 삼아 해외진출을
꾀하는 과정에서 ‘전통’을 호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단색화에서 ‘전
통’은 197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단색화의 정체성과 결부되기 시작했
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주로 물아일체, 자연과의 합일 같은
정신적 전통을 의미했기 때문에 단색화를 하나의 미술운동으로 묶을 수
있는 공통된 양식적 특징을 가려내고 이에 부합하는 작가군을 선별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일로 남아있다. 하지만 한국현대미술의 국제화
라는 목표 하에 단색화가 표방한 한국적 정체성은 1980년대까지도 영향
력을 지속해나가며, 다수의 국제전을 통해 한국현대미술의 대표적 성격
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반면,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함께 등장한 민중미술에서 ‘전통’은 단
색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된다. 단색화가 한국현대미술의 국제화를
목표로 서구미술계를 의식하고 ‘동양적’ 전통을 부각한 것과 달리, 민중
미술은 미술의 주체성, 자생성을 강조하며 ‘민족적’ 전통에 주목했다. 특
히 민중미술에서 전통은 민중미술이 중시한 민속문화의 본질을 구현한
이상적 ‘형식’으로 재발견된다는 점에서 단색화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민중미술은 1980년대의 특수한 정치적 환경에서 대두된 민중문화 운동
과 함께 등장했다. ‘민중에 기반한 민족미술의 건설’을 목표로 미술의 적
23) 이일에 따르면, 당시 미술수첩 편집자였던 다나카 타미요시는 도쿄 센트럴미술관에서
열린 《한국현대미술의 단면》전을 보고 단색화가 일본작가들의 작업들에 비해 더 아시아
적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Joan Kee (주 21), pp.24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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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현실참여와 사회적 소통을 추구한 이 미술운동은 1980년대 중반
을 기점으로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진다. 민중미술의 시작을 알
리는 1979년 ‘현실과 발언’ 결성에 주축이 되었던 작가들이 당시 미술계
의 주류를 이루던 단색화의 추상성에 반발하며 구상미술을 통해 당시 미
술 제도를 비판하고 대중과의 소통을 추구하고자 했다면, 이후 ‘두렁’과
‘광주자유미술인협회’(이하 ‘광자협’)를 중심으로 등장한 작가들은 예술가
의 직접적인 정치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갔다.24) 특히 후자는 민
중이 자신의 삶을 직접 표현하는, 즉 민중에 의해 직접 제작, 유통되는
미술을 목표로 적극적인 미술교육활동과 공동제작을 통한 미술의 ‘민주
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갔다.25)
하지만 민중미술이 그 활동방향에 있어 작품을 통한 현실비판과 민중
을 주체로 한 미술생산의 구현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갑자기 분열한
것은 아니었다. ‘현실과 발언’에 앞서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을 반영
한 미술을 추구했던 ‘현실동인’의 경우 “정직하고 능동적인 현실 파악과
인식, 모순에 찬 현실의 과감한 ‘표현’”을 작가들의 행동강령으로 제시하
며 현실 비판적 작업을 통한 예술가의 현실 참여를 강조한데 반해, 1975
년에 ‘민중민족미술’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원동석은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민중의 미술”을 주장하며 민중이 주체가 된 민족미술의 구
현을 민중미술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미술의
24) 1979년 결성된 ‘현실과 발언’에는 평론가로는 원동석, 성완경, 최민, 윤범모, 작가로는
손장섭, 김경인, 주재환, 김정헌, 오수환, 김정수, 김용태, 오윤, 강요배, 김건희, 김정
희, 김호득, 노원희, 민정기, 박세형, 박재동, 신경호, 안창홍, 이태호, 임옥상, 정동석,
최병만, 이종빈, 백수남등이 참여했다; 현실과 발언 창립 취지문에 따르면 이들이 정치
적 참여보다 미술 제도 비판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미술은...유
한층의 속물적인 취향에 아첨하거나 또한 밖으로부터의 예술 공간을 차단하여 고답적인
관념의 유희를 고집함으로써 진정한 자기와 이웃의 현실을 소외, 격리시켜왔고 심지어
는 고립된 개인의 내면적 진실조차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왔습니다.” 현실과 발언, 「현
실과 발언 모임 창립 취지문」, 『그림과 말』(1982), 현시원, 「민중미술의 유산과 포스트
민중미술」(예술전문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2009) p.12에서 재인용
25) ‘광자협’은 '일과 놀이' 소극장과 함께 '시민미술학교'를 열어 판화를 중심으로 미술교
육을 진행했고, ‘애오개 소극장’에서는 종합문화교실을 통해 전통민화를 교육했다. 반면
'두렁'은 대중을 대상으로 민화, 판화, 만화, 벽화 등의 작업방식을 설명함으로써 노동
과 미술이 결합한 문화의 민주화, 삶의 민주화를 실천하고자 했다. 『민중미술 15년,
1980-94』(삶과 꿈, 1994), p.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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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그 생산 주체를 둘러싼 1980년대 민중미술운동의 입장 차이를 앞
서 암시하고 있다.26)
하지만 민중미술은 민중의 현실을 재현하든, 민중이 주체가 된 미술을
건설하든, 그 형식을 서구미술이 아닌 토착미술에서 찾고자 했다는 점에
서 같은 태도를 공유한다. 서구미술의 영향에서 벗어난 주체적인 미술양
식을 구축할 필요에 의해 민중미술은 민화, 불화, 풍속화 등의 민속문화
를 계승해야 할 ‘전통’으로 재발견하는데, 민중미술에서 전통이 소환되는
방식은 그 활동방향에 관계없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27) 민중미술에서
전통은 민속문화에 담긴 신명과 해학의 '정서' 내지 민속문화의 이러한
정서를 대변하는 이상적 ‘형식’으로 정의되며, 작품 안에서 민속문화의
정서를 구현하기 위한 이상적인 형식으로 차용되거나, 민중이 주체가 된
민속미술의 생산방식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구현되는 '정서'로써 소환
된다.28) 즉 ‘정서'와 ‘형식’은 사슬형태의 쌍곡선을 그리며 때론 서로를
반영하고, 때론 별개의 것으로 계승되어 민중미술의 다채로운 형식적 스
펙트럼을 창출한다.
민속화의 과장되고 왜곡된 형태, 강렬한 원색의 사용 등을 차용해 현
실의 모습을 표현한 경우, 전통은 민중문화의 정서를 현대적으로 계승하
기 위한 이상적 ‘형식’으로 작품에 채택되는 반면, 이발소그림이나 만화
26) 최열, 『한국현대미술운동사』(돌베개, 1991), p.150; 원동석, 「민족주의와 예술의 이념」,
성완경, 김정헌, 손장섭 편, 『시대 상황과 미술의 논리』 (한겨례, 1986), pp.99-111
27) 민속문화에 대한 재평가가 80년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재평가는 70
년대 문학계와 공연예술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4.19이후 대두된 참여문학
에서 70년대 민족문학으로 이어지는 흐름과 함께 70년대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등
장한 탈춤, 풍물놀이와 같은 연행예술도 민중미술의 이러한 전통관에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보인다. 한남희, 「1980년대 민중미술에 나타난 민중개념과 그 재현 양상에 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8) p.14
28) 신명을 현대미술이 계승해야할 문화적 전통으로 정의한 단체로는 '두렁'과 '광자협'이
대표적이다. "우리는 우리민중예술의 기본 개념이 되어 온 제의와 놀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려한다. 이러한 '신명'이야말로 바로 현대예술이
잃어버린 예술 본래의 것이었으며, 집단적 신명은 바로 잠재된 우리 시대의 문화역량인
때문이다.“ 광주자유미술인회, 「광자협 제2선언, 신명을 위하여」(1981), 최열 (주 42)
p.206p에서 재인용; ”인간의 의식과 행동의 고양일뿐 아니라 힘의 본질인 생명과 위 세
요소를 집단속으로 밝게 틔우는 흥을 모두 포괄하는 '신명'이야말로 아름다움의 본성이
다.“ 두렁, 「산그림을 위하여」, 『산그림』 1권(1983), 최열 (주 26), p.206p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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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통속물을 민속문화의 계승으로 재해석하고 통속화의 요소를 작품에
차용하는 경우, 전통은 형식과는 별개의 ‘정서’로 소환된다.29) 민중을 미
술 생산의 주체로 앞세운 민중미술의 활동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마찬가
지로 나타난다. 그림이 현장에서 선전, 선동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불화
의 괘불을 걸개그림이라는 형태로 계승하고 민중의 정서를 대변하는 형
식으로 민속화의 조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차용하는가 하면, 미술교육과
공동제작을 통해 민중이 주체가 된 민속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를 드러내는 형식으로 민속화만을 고수하진 않기 때문이
다.30)
1985년 《20대의 힘》전이 정부의 탄압에 의해 무산되자 소집단을 중
심으로 활동하던 민중미술작가들이 조직적 연대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민족미술협의회’(이하 ‘민미협’)가 탄생하게 되었고, ‘민미협’ 산하 기관으
로 개관한 ‘그림마당 민’을 중심으로 1980년대 후반 민중미술은 본격적으
로 대중화되어가기 시작했다.31) 성완경과 엄혁의 기획으로 1988년 미국
아티스츠 스페이스(Artists Space)에서 《민중미술-한국의 새로운 문화
운동 Min Joong Art: a new cultural movement from Korea》전(이하
《민중미술》전)이 개최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민중미술의 대중화
가 앞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이 전시는 이와 같은 민중미술의 조직
화와 활성화를 바탕으로 민중미술을 해외에 알리는 첫 전시였는데, 여기
서 성완경은 민중미술을 주체적인 미술운동으로 서구미술계에 소개하는
데 있어 다소 어려운 기색을 드러낸다. 이는 단색화가 해외진출을 위해
동양적 전통을 호출하는 것을 비판하던 민중미술이 단색화와 같은 제 3
29) 오윤의 마케팅 연작은 불교의 감로탱화의 형식을 빌어 현대사회를 묘사하는데, 이는
불화양식과 함께 그 안에 담긴 풍자와 해학의 정서를 계승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반면,
민정기의 경우 통속미술을 민속미술의 새로운 형태로 재해석한다.
30) 일례로 시민미술학교는 미술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 교양강의를 통해 민속화에 나타
난 민중성의 특성과 표현방법의 다양성을 설명하며 민중미술의 뿌리를 민화에서 찾고자
하면서도, 민속화의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단 참가자의 개성적인 ‘표현’에 더 방점을
두었다. 원동석, 「민중미술의 논리와 전망」(1984), 민중미술편집회, 『민중미술』(공동체,
1989), p.112
31) 최성만, 「전망상실의 시대에 전망 찾기의 어려움」, 『민중미술 15년, 1980-94』(삶과
꿈, 1994),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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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위치에서 단색화와는 차별되는 자신의 전통관을 서구미술계에 전
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32) 더불어, 선전적,
선동적 기능이 강화되면서 민중미술의 형식이 점차 상투화, 정형화 되어
간 것 역시 민중미술을 서구미술계에 소개하는데 있어 한계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의 선동적 기능을 담보한 민중미술을 전시장에
서 소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민중미술은 단색화가 동양적 전통을 한국현대미술의 국제화 전략
으로 호출한 것과 달리 토착적이고 민족적인 전통을 문화적 뿌리로 상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의 계승이 그저 이국적인 ‘형식’으로 비춰질
가능성과 전통적인 신명의 ‘정서’가 민중미술의 현장성과 함께 전시장에
서 휘발되어버릴 가능성으로 인해, 자신을 서구 미술계에 소개하는 데
있어 제 3세계 미술이라는 “이국적 눈요깃거리로서의 성공”이상의, 단색
화와 차별화될 정도의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33)
결국, 해외진출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었던 단색화나 이에 반발해 등
장한 민중미술이나 해외진출에 있어서 ‘이국적 눈요깃거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별다른 묘수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1970, 1980년대 한국현대
미술계에서 전통은 단색화의 타자화 된 정체성 내지 민중미술의 고립된
정체성 안에서 때론 어떤 ‘정신’으로 때론 어떤 ‘형식’으로 맴돌고 있었다
고 할 수 있다.
《민중미술》전의 개최에 직접 개입하기도 했던 박모는 이 전시와 더
불어, 1981년 미국 브루클린 미술관(Brooklyn Museum)에서 열린 단색
화 전시인 《한국현대드로잉 Korean Drawing Now》전을 통해 한국현
32) 성완경은 《민중미술》전을 설명하는 글에서 민중의 개념과 함께 민중미술과 모더니즘
예술이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 민중미술이 미술교육, 미술시장, 매스컴,
미술정책 등 한국의 공식적 미술중개 제도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
고 있으며, 민중미술이 내세우는 민족적 전통을 단색화와의 변별점으로 강조하진 않는
다. 다만, ‘두렁’의 몇몇 작업에서 보이는 설화적이고 신비주의적인 특성을 “서양사람들
이 제삼세계의 민중문화운동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주목할 요소일지도 모르겠다”는
식의 자조적인 태도를 보인다. 성완경, 『민중미술, 모더니즘, 시각문화』(열화당, 1999),
pp.84-92
33) 성완경 (주 32),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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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술이 해외진출에서 부딪히는 이러한 한계를 누구보다 실감하고 있었
다.34)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1980년대 후반 그가 평면작업에서
전통화 모티브와 한글을 재현하는 방식에 고스란히 반영되어있다.

2. 전통적 모티브의 차용
1980년대 후반 박모의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한글과 함
께 민화와 동양화 모티브가 적극적으로 차용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기
서 한글과 전통화 모티브는 서구 미술계가 제 3세계의 이미지를 감상하
는 방식을 작품 안에 메타적으로 재현하고 그 기대를 의도적으로 배반해
버리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그 안에서 한글과 전통화 이미지는 한국문화
와 미국문화 사이, 이미지 자체와 한국문화의 상징 사이에서 애매하게
표류한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과 같은 작품들에 잘 표현되어있다.
먼저, <달밤도 Moon Night Picture>(1989)(도 1)는 세 개로 분할된
화면으로 구성된 회화작품이다. 검은 프레임과 금색의 가느다란 윤곽선
으로 구획된 3개의 화면에는 각각 산등성이가 검은 실루엣으로 그려져
있다. 첫 번째 프레임 안엔 ‘달’, 두 번째 프레임 안엔 ‘밤’, 세 번째 프레
임 안엔 ‘도’라는 글자가 작은 동그라미 안에 일종의 시제(詩題)처럼 쓰
여 있는데, 한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관객의 시선은 점점 줌아웃된다.
첫 번째 프레임에 쓰인 ‘달’은 글자를 둘러싼 동그란 테두리로, 두 번째
프레임의 ‘밤’은 검게 칠해진 산등성이의 실루엣으로, 세 번째 프레임의
‘도’는 3번째 프레임 전체로 관객의 시야를 점점 확장시킨다. 반면, 그림
을 세 부분으로 분할하는 검은 프레임 안에는 달, 밤, 도에 해당하는 영
34) 1981년은 박모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기 전이지만, 박모는 대학원 입학전에 미국에
서 이 전시를 관람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89년 좌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브
루클린 미술관에서 열린 드로잉 전람회를 말하고 싶습니다…개개의 작품은 뛰어났지만,
전체적으로 작품들을 돌아보고 나온 감회는 서글플 정도 였읍니다. 결국 중심을 바라보
면서 주변부에서 서성대는 모습들이 아니었나 싶었던 거죠.” 「현지좌담-뉴욕 한국미술
의 실상을 말하다」, 『월간미술』, 1989.2,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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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단어(Moon, Night, Picture)가 쓰여 있어, 확장된 시야를 다시 한글로
소급시킨다. 하지만 영어권 관객과 한국 관객의 관람 경험은 언어로 인
해 양분될 수밖에 없다. 각 한글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쓰여 있다 해
도 영어권 관객에게 한글은 독해할 수 없는 문자라는 점에서 프레임 안
의 그림과 별반 다르지 않은 위치를 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해독
될 수 없는 언어와 이미지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서 떠오르는 것은 이국
성 그 자체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이미지를 이미지로 제시하지 않고 언
어로 지시함으로써 서구가 동양을 타자화하는 방식을 메타적으로 재현하
는 동시에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드러낸다. ‘달’은 ‘Moon’, ‘밤’은
‘Night’, ‘도’는 ‘Picture’로 번역 되지만, 사실 영어권 관객은 별 차이 없
는 세 개의 그림으로 인해 영어 단어가 한글 단어를 제대로 지시하고 있
는지 확신할 수 없으며, 다만 한글의 이국적 형태만이 감상 가능한 것으
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서구인들에 의해 타자화된 동양적 이미지가 소통
불가능한 것을 소통하는 모순 위에 성립한다면, 박모의 작품은 이를 드
러내고 다시 소통 불가능한 것을 소통 불가능한 것으로 돌려놓는다.
다음으로, 책거리의 모티브를 적극적으로 차용한 <전통
Tradition>(1989)(도 2)는 한글과 이미지를 병치시켜 ‘전통’이 지시하는
바를 모호하게 한다. ‘전통’이라는 한글단어가 빼곡히 적혀있는 그림 속
책 때문에, ‘Tradition’이라는 영문제목이 지시하는 바가 그림에 차용된
책거리의 이국적 이미지인지 그 안에 쓰인 한글단어인건지 분명하게 드
러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전통>은 <달밤도>와 차이를 보인다. 이 작
품에서 작가는 언어와 이미지 중 어느 것이 제목이 지시하는, 혹은 자신
이 작품으로 구현한 ‘전통’인지에 대해 본인 스스로도 명확한 답을 내놓
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언어와 이미지를 사용해 자신의 문화
적 전통을 되레 모호한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조형방식은 지금
은 유실된 삼국시대의 역사서를 책거리형식으로 재현한 <역사
History>(1990)(도 3)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책거리에 차용된 역사
서는 언뜻 한국의 역사를 대변하는 듯 보이지만, 이 유실된 역사서들은
한국인들 역시 확실히 알지 못하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즉, 전통과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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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역사가 지시하는 바는 모호한 상태로 남겨진다. 이처럼 언어와
이미지가 어지럽게 교차하는 와중에 드러나는 소통 불가능성 속에서 전
통화의 이미지는 ‘전통’이라는 모호한 개념에서 박리된 채 온전히 해독될
수 없는 일종의 기호이자 이미지로 한국문화와 미국문화 사이를 표류한
다.
즉, 1980년대 후반 박모의 작품은 한글을 언어와 이미지 사이에 애매
하게 위치시키며, 이를 통해 그 안에 차용된 전통적 모티브가 ‘전통’이라
는 과거의 문화적 유산으로 소급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특징으로 삼는
다. <달밤도>의 한글이 서구 관람객에게 독해될 수 없는 언어이자 이미
지로 감상되었다면, <전통>에서 한글은 문화권에 상관없이 작품에 차용
된 책거리 이미지에 대한 관람객의 독해를 교란시키며 이 이미지를 ‘전
통’이라는 개념과 ‘한국적 정체성’으로부터 분리시킨다. 그리고 한글을 이
용해 전통화의 조형방식을 기존의 상징에서 떼어내 즉물적인 이미지로
다루는 이러한 경향은 단색화와 민중미술에서 전통적 모티브를 한국성과
동일시하는 방식과 차별화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해외 진출 시 한국
현대미술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타자화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가
직접 ‘마이너 인저리(Minor Injury)(1985-1989)’라는 대안공간을 운영하
며 경험했던 정체성의 분열증적인 국면이 존재한다.

3. 정체성의 분열
박모는 1985년부터 1989년까지 뉴욕 브루클린 그린포인트 지역에 비영
리 대안공간 ‘마이너 인저리(Minor Injury)’를 설립해 샘 빙클리와 함께
운영했다.35) 대학원 재학 중에 뉴욕의 아티스츠 스페이스(Artists Space)
에서 인턴으로 일한 경험을 통해, 기존의 대안공간이 ‘유명 상업화랑과
미술관에 작가를 공급’하며 ‘아방가르드와 상업시스템 사이의 중간역할’
35) 빙클리는 1987년까지만 함께했다. 샘 빙클리(주 3),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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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데 머물고 있다고 생각한 그는 지역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지역
의 인종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새로운 대안공간을 만들고자 했다.36) 하지
만 ‘마이너 인저리’를 운영하던 당시 그의 언급들은 그가 미국 미술계에
서 대안공간을 운영하며 맞닥뜨렸던 딜레마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창립취지문에 따르면 ‘마이너 인저리’는 뉴욕에 “현존하는 시스템에 순
응하지 않는 작가들”에 대한 대안공간을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고 명시
되어있다. 특히 “인종적,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수에 속하
거나 이와 연관된 관심을 작품에 반영한 작가들”과 “분쟁지역 국가나 개
발 도상국으로부터 최근에 이민을 온 작가들”을 환영한다고 쓰여 있으
며, 퍼포먼스, 시낭독회, 워크샵, 콘서트 등을 통해 작가와 지역공동체의
만남도 적극적으로 도모했던 것으로 보인다.37) 박모는 1985년 뉴욕 뉴스
데이(Newsday)에 실린 기사에서 ‘마이너 인저리’는 절대 주류에 속하는
갤러리가 아니며, 유명 갤러리에서 전시 공간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소수계 작가들을 위한 공간임을 강조한다. 이어 그는 소수계 작가들이
소수계라는 점을 ‘이점’으로 삼을 수도 있으며, 자신의 목표는 소수계 작
가들이 그 이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
다.38) 하지만 유명 상업화랑과 미술관에 새로운 작가를 공급하는 기존
대안공간의 역할을 불만스러워하던 그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점’은 과연
무엇 위한 이점을 의미했던 걸까.
1988년 인터뷰에서 그는 시장을 위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미국 미
술계의 시스템 안에서 주변부의 전위가 중심으로 옮겨가려 애쓴다면 다
원주의의 기치아래 ‘내용의 진의(content)’가 중화되는 상황을 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자신이 주변부 단체에 머무는데 만족한다거나, 무
시 받는 소수라는 데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마이너 인저리’는 주
36)“An Interview with Mo Bahc, Director of Minor Injury. By Jackie Battenfield”,
NAAO Bulletin, 1988.3, 『탈속의 코미디』(로댕갤러리, 2006), p.89-90에서 재인용
37) 「마이너 인저리 창립취지문」, 『탈속의 코미디』(로댕갤러리, 2006), pp.82-83
38) Caryn Eve Weiner, “Greenpoint Gallery Hoping To Make Minority a
Majority”, Newsday, 1985.10.15, 『탈속의 코미디』(로댕갤러리, 2006), p.84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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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부에 머무르길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39) 즉, 박모에게 있어 소수계 작
가의 이점은 확실히 작가가 서구 미술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을 의미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월간미술』에 게재된 1989년
기사를 보면, 박모가 말한 소수계의 이점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좀 더
분명히 드러난다. 그는 이 기사에서 미국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그곳에
살면서 미국화단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주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자기 언어’에 입각해 그림을 그린다면 주류에 대한 생각이 없이도 저절
로 주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40) 따라서 박모가 생각했던 소수계의
이점은 작품에서 ‘자기 언어’를 발견하기 위한 것을 의미했던 것으로 보
이는데, 여기엔 어떤 딜레마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소수계의 ‘이점’을 통한 ‘자기 언어’ 개발이라는 것은 서구 미술계와의
차별성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타자화
된 시선을 피해갈 수 없다. 루시 리파드(Lucy R.Lippard)는 박모가 자신
에게 보낸 편지에서 “전통적인 한국의 이미지를 작품에 사용하는 것이
자신을 꼭 한국작가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만약 자신이 지난 6년 동안
한국에 있었더라면 지금처럼 동양적 이미지나 한국의 서체에 사로잡혀있
지는 않을 것”이라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41) 서구 미술계와 소수민족
의 정체성 사이에서 박모가 보여준 이러한 분열증적인 태도는 ‘마이너
인저리’를 운영하는 데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샘 빙클리의 회고에 따르면, ‘마이너 인저리’를 운영하는데 있어 ‘현존
하는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는 작가들’을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해 운영
진간에 마찰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는 이 말을 미국의 흑인
이나 히스패닉, 그 밖의 다른 인종을 대표하는 소수 민족 예술가로 받아
들였으며, 다른 이들은 1980년대 중 후반 뉴욕 미술계에서 활동하는 보
헤미안,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이라는 넓은 범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박
39) “An Interview with Mo Bahc, Director of Minor Injury. By Jackie Battenfield”,
NAAO Bulletin, 1988.3, 『탈속의 코미디』(로댕갤러리, 2006), p.89-90에서 재인용
40) 「현지좌담-뉴욕 한국미술의 실상을 말하다」, 『월간미술』, 1989.2, p.121
41) Lucy R.Lippard, “Tribute Contribution to Fallayavada: Bach Yiso Project and
Tribute”(2005), 『탈속의 코미디』(로댕갤러리, 2006), p.5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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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대체로 후자의 향락주의를 경멸했으며, 전자의 필요성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명료하게 제시할 수 없어 공식적인 국외자 그룹들
에 대해서도 국외자로 남게 되었다고 한다.42) 1989년에 박모는 다른 예
술가 그룹에게 ‘마이너 인저리’를 양도했는데, 이는 서구 미술계와 자신
의 제 3세계적 정체성 사이에 놓인 딜레마를 직시하고 있던 그에게 있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지 모른다. 소수민족 작가들이 ‘자기 언어’를
찾는 것을 돕고자하면서도 그 근저에 놓인 타자화된 정체성을 의식적으
로 거부하던 박모는 소수민족작가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대적으로 선전
하지도, 그렇다고 그 정체성을 완전히 배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들
작가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기 힘들
었을 것이다.

Ⅲ.

1990년대-문화의 번역불가능성

1990년대에 접어들어 박모의 작품은 평면에서 대중매체와 사물을 차용
한 설치작업으로 그 형식이 급변한다. 또한 작품의 주제 역시 자신의 제
3세계적 정체성에 대한 성찰보다 문화 사이의 근본적인 번역불가능성을
다루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여기서 대중매체는 문화적 간극 사이에서 즉
각적으로 독해될 수 없는 기호로 분열되고, 일상 사물은 이질적 이념과
문화 사이의 교류에서 발생하는 동역학 자체를 시각적으로 번역하기 위
한 일종의 언어로 차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1990년대 한국현대미
술에서 대중매체와 일상적 사물이 상업주의의 상징 내지 현실의 단편으
로 차용되어 당대 사회, 문화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을 ‘전달’하는
기호로 사용되거나, ‘뮤지엄’, ‘서브클럽’ 등으로 대표되는 신세대미술처럼
기성품을 지극히 형식적, 감각적인 대상으로 다루는 방식과 차이를 보인
42) 샘 빙클리(주 3),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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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한국현대미술에서 대중매체와 일상 사물의 차용
1980년대 몇몇 민중미술 작가들이 회화작품에 대중매체 속 광고나 상
표 이미지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한국현대미술에서 대중매체와 일상
적 사물이 설치, 입체 작품에 그대로 차용되는 경향은 1990년대에 들어
서야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43) 이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
대 초반에 걸친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1980년대 중반 등장한 탈모던
그룹과 개별 작가들의 활동을 통해 ‘모더니즘=추상’, ‘민중미술=구상’으로
양분되어있던 당시 한국미술계의 형식적 대립이 무너지기 시작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1988년 올림픽개최로 인한 경제특수,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해금분위기와 후기산업사회로의 급격한 진입,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1987년 민주화 항
쟁으로 인한 한국 독재 정치의 종식은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함께 한국
미술계의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은
민중미술 진영이 새로운 미술 형식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
는 계기가 되었다.44) 이런 상황 속에서 1980년대 중반 단색조 회화의 형
43) 오광수와 서성록는 ‘탈장르’, 즉, 사물을 이용한 설치미술이 1970년대 초반에는 ‘A.G
그룹’등을 중심으로 한 국부적인 현상에 가까웠으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오광수, 유재길, 서성록, 이준, 「탈장르현상을 어떻게 볼 것
인가」, 『월간미술』, 1990.11, p.66
44) 서성록은 당시 냉전의 종식으로 인해 세계구도가 재편된 상황 안에서 민중미술진영 안
에서 벌어졌던 논란을 소개하는데, 특히 노동자의 계급성 당파성을 중심으로 이들의 정
치적 표현을 중시했던 민중미술의 운동방향이 독일의 통일과 소련의 해체에 큰 타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인용한 원동석의 글은 민중미술이 당시 겪었던 혼란을 잘
보여준다. “유물변증법적 인식의 관점에서 자본계급과 대립한 노동계급을 민중의 기본
주체라고 파악함으로써 민중성-계금성-당파성으로 연결되는 예술이론의 주장은 사회주
의 예술관 혹은 주체사상 예술관의 논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계급사회라는 존
재가 소멸할 때까지 끝없이 계급투쟁의 논리를 전개할 것 같이 보였던 공산권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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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 경직성에 반발하며 등장한 탈모던 그룹의 설치미술은 모더니즘과
민중미술 양 진영 모두에게 일종의 새로운 형식적 대안으로 비춰졌고,
이는 결국 1990년대에 이르러 모더니즘과 민중미술로 양분되어있던 형식
적 대립이 점차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타라’(1981-1990), ‘난지도’(1985-1988), ‘메타복스’(1985-1989), ‘로고스
와 파토스’(1986-1999) 등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대거 등장한 탈모
던 그룹은 모더니즘 단색조 회화의 형식적 경직성을 탈피할 수 있는 방
법에 대한 개별적 모색을 목표로 한 한시적 모임이었다. 1988년 『계간
미술』에서 진행된 토론은 당시 미술대학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모더니
즘 미술에 대한 반발이 탈모던 그룹이 결성된 결정적인 계기였음을 잘
보여준다. 각 그룹 별 구성원이 모여 진행한 토론에서 ‘로고스와 파토스’
에서 활동하던 문범은 ‘로고스와 파토스’의 목표가 “70년대 미술의 논리
와 실천의 문제점들을 지양”하고 “70년대에 이루지 못한 세부사항을 더
욱 다양하게” 이끄는 것에 있음을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메타복스’에서
활동하던 김찬동 역시 “제도권 미술이 이데올로기화” 된 것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메타복스’를 결성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난지도’에서
활동하던 하용석은 “70년대 형식주의 미술의 지나친 환원주의”와 “정치
적 재현미술의 배타적인 경직된 이념성을 지양”하는 것이 ‘난지도’의 주
된 목표임을 밝힌다.45)
단색조 회화는 모더니즘으로, 구상회화는 민중미술로 수렴되던 당시
화단 분위기 안에서 이들은 양 진영 어디에도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형
식으로 ‘설치’에 주목한다. ‘난지도’는 실제사물을 차용한 설치작업을 통
해 모더니즘 회화에서 소외된 ‘삶과 일상성’을 미술에 회복시키고자 했으
며, ‘로고스와 파토스’, ‘메타복스’는 단색조 회화에서 벗어나 모더니즘 미
변화에 대해 대립 투쟁적 전략만이 결코 유일무이란 방법이 아니라는 새로운 사실을 인
식해야한다”, 원동석, 「80년대 미술운동의 반성과 90년대의 과제」, 『민족미술』,
1990.8, 서성록, 「변혁기의 문화와 비평」, 『가나아트』, 1991. 5/6, p.134에서 재인용,
문혜진, 『90년대 한국 미술과 포스트모더니즘』(현실문화, 2013), p.10
45) 김찬동, 김용익, 문범, 서성록, 윤영석, 하용석, 「모더니즘 미술의 심화와 극복은 어떻
게 이뤄져왔는가」, 『계간미술』 , 1988. 여름호, pp. 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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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정체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설치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모색하고자 했다. 설치에 사용된 재료는 주로 나무, 흙, 돌, 폐목,
철과 같은 자연물 또는 폐자재로, 모더니즘의 형식논리를 공간으로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물성이 새로운 탐구의 대상이 되거나, 현대사회의
모순 내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소외되고 버려진 것들에 대한 상징이나
은유로 사용되었다.46)
전자는 단색조 회화의 물성개념을 공간으로 확대 적용시킨 것과 다름
없었기 때문에 대체로 모더니즘 회화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었으며, 후
자는 전자와 달리 실제 사물을 통해 작품에 현실적인 맥락을 가져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관념적 주제―‘신화’, ‘자
연’, ‘문명’―는 이들이 단색조 회화의 관념성과 추상성에서 완전히 벗어
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47) 윤진섭은 이들 그룹의 이러
한 미적 감수성을 “70년대 모더니즘을 지배했던 미적 모더니티의 연장이
나 일탈”, “70년대의 지배 이데올로기 하에서 억압내지는 소외되어있었
던 경향들의 재등장”으로 분석하며, 서성록 역시 탈모던 그룹이 “형식논
리와 추상체계에 집착하고 그 고유성을 설치 속에 구속”시킨다는 점에서
1970년대 모더니즘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48) 하지만 분
46) 박방영은 산업 폐기물 위에 짚과 흙을 붙이는 작업을 통해 자연으로의 회귀와 시대와
의 화합을, 신영성은 사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통해 현대문명에 대한 비판과 삶의 회복
을 드러내고자 했는데, 여기서 사물은 산업화로 인한 인간소외에 대한 은유 내지 현대
문명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된다. 한편, 오상길이 신영성에게 ‘난지도’활동에 ‘아르테 포
베라(Arte Povera)’의 영향은 없었는지 묻자 신영성은 당시만 해도 ‘아르테 포베라’는
잘 소개되지 않은 미술이었기 때문에 당시 구성원들이 접했을 것 같진 않다고 답한다.
하지만 당시 20대 중 후반이던 젊은 작가들이 “서구와의 시차가 거의 없는 정보와 지
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당대 서구미술사조를 받아들이는 과정
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신영성 인터뷰, 『한
국현대미술 다시 읽기 1: 80년대 소그룹 운동의 비평적 재조명』(청음사, 2000), pp.
69-82
47) 이러한 경향은 비단 1980년대 후반 ‘난지도’의 작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1991년
에 열린 《전환시대 미술의 지평》전 ‘구조분석과 해체’ 파트에 출품된 작품들 역시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나무, 철, 종이, 돌 등의 소재를 이용해, ‘존재의 근원’, ‘문명
과 자연’, ‘신화’ 등의 주제를 다루는 작업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 위와 같은 경향이
1990년대 초반 설치미술의 한 경향을 이루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전환시대
미술의 지평』(금호미술관, 1991)
48) 윤진섭, 「진리의 부재와 미로 찾기-한국의 포스트모더니즘미술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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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탈모던 그룹은 한국미술계가 ‘설치’라는 형식을 주목하게 되는 계기
와, 동시에 이후 개별 작가들이 화단의 경직된 구조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된 토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후반, 그간 경직되었던 미술계 분위기 안에서 억압되어있던
표현의 자유는 개별 작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설치작업을
통해 발현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1990년대 초반, 설치
작업을 일종의 미술 장르처럼 선보이는 전시가 다수 기획되었는데, 1990
년 금호미술관에서 열린 《MIXED-MEDIA:문화와 삶의 해석-혼합매
체》전(이하《혼합매체》전)과 《가설의 정원》전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49) 또한 기존의 경직된 화단구조에서 벗어나고자 《젊은 시
각-내일에의 제안》전, 《전환시대 미술의 지평》전처럼 모더니즘과 민
중미술을 한데 모은 전시 역시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
한다.50)
각」, 『미술평단』, 1990, 겨울호, p. 9; 서성록, 「‘탈모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로의
이행」, 『미술평단』, 1990, 겨울호, p. 21
49) 1990년 개최된 《MIXED-MEDIA:문화와 삶의 해석-혼합매체》전은 혼합매체의 올바른
위상과 긍정적인 가능성을 조망하고자 기획된 전시로, 사진, 입체, 설치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는 구본창, 김대수, 김장섭, 박불똥, 성능경, 최정화, 2부는 박광열, 윤
동천, 윤해남, 예유근, 이수경, 스나이더, 3부는 김홍주, 문주, 박은수, 육근병, 윤영석,
조민, 홍수자가 참여했다. 《가설의 정원》전은 《혼합 매체》전의 연장선상에서 전자매체
에 초점을 맞춘 전시로, 1990년대 초반 높아진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도와 미술 개념의
변화를 드러냈다. 김훈, 신진식, 안수진, 정희진, 홍성도, 공성훈, 김명혜, 김영진, 문주,
육태진, 이상윤이 참여했다. 문혜진(주 44), pp. 132-133, p.277, 『MIXED-MEDIA:문
화와 삶의 해석-혼합매체』(금호미술관, 1990); 『가설의 정원』(금호미술관, 1992)
50) 1990년에 열린 《젊은 시각-내일에의 제안》전은 이례적으로 모더니즘 계열(서성록, 임
두빈, 이준)과 민중미술계열(심광현, 박신의)의 평론가들이 함께 기획에 참여한 전시로,
그동안 반목하던 양 진영의 소통과 이해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았다.
전시에는 강경구, 강성원, 강성훈, 강요배, 구본주, 김상섭, 김영진, 김재홍, 김호석, 김
홍중, 김환영, 민정기, 박불뚱, 박영하, 박재동, 신지철, 심영철, 오경화, 윤동천, 윤명
재, 이석주, 이은산, 임옥상, 조덕현, 조소패 흙, 최민화, 최정현, 최진욱, 한명호, 홍승
일이 참여했다. 1991년에 열린 《전환시대 미술의 지평》전은 모더니즘 계열 평론가들(서
성록, 이재언, 윤진섭 등)이 기획한 전시로 민중미술 작가들을 작품을 일부 포함시켰다.
1부 ‘구조분석과 해체’, 2부 ‘매체확인과 탈장르’, 3부 ‘이미지와 표현’, 4부 ‘표현,현상’
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는 권영구, 류재구, 박영하, 박은수, 신영성,오상길, 원
인종, 윤명재, 이재삼, 홍승일, 2부에는 김형태, 김훈, 박기원, 백광현, 오경화, 육근병,
윤동천, 이상윤, 이상현, 장형진, 정하운, 홍동희, 3부에는 강성원, 권여현, 김용철, 이만
수, 이석주, 이은산, 이호철, 임철순, 조덕현, 최승호, 한만영, 4부에는 김광진, 김산하,
김재홍, 김철겸, 도학회, 류인, 박불똥, 배동환, 백윤기, 심제남, 이강일, 이명복,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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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탈장르’라는 포괄적인 범주로 분류되었던 설치미술은 대체로
1970년대 모더니즘 회화의 지나친 환원주의에 대한 형식적 대안 내지 변
화된 현실을 반영한 민중미술의 새로운 형식언어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설치미술에서 사용된 매체는 주로 변화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동
시에 시대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었
다.51) 《혼합매체》전을 기획한 박영택 역시 미술의 매체가 오브제 및
일상적인 사물로 확장된 상황에서, “작가 자신이 매체를 다루는 필연적
인 작업의식과 주제의식” 그리고 “사물과 인간, 나아가 삶과 사회, 역사
의 주체적인 문맥”을 “매체와 긴밀히 연결시키려는 작업 자세”가 무엇보
다 중요함을 강조한다.52) 즉, 여기서 매체는 일종의 언어이자 기호로 “작
가의 주제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된 “메시지”를 의미하며, 작품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작가가 적절한 사물을 선택해 이를 ‘통해’ 주제를 얼마나 효
과적으로 ‘전달’했는지 여부이다.53)
《혼합매체》전, 《젊은 시각-내일에의 제안》전, 《전환시대 미술의
지평》전에 모두 참가하며, 당시 모더니즘과 민중미술 양 측 진영에서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설치미술 작가로 주목받았던 윤동천 역시 매체
하, 이종구, 임영선, 장명규, 조성휘, 조환, 황용진이 참여했다. 문혜진(주 44), p.124,
p.275; 『전환시대 미술의 지평』(금호미술관, 1991)
51) 오광수, 유재길, 서성록, 이준이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까지의 ‘탈장르 현상’을 논
의한 자리에서, 이준은 이제 미술이 “미술 자체의 문제로만 제한”되지 않고 “작가가 속
한 시대, 환경, 문화 나아가서는 인간존재의 문제까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표현방법
론을 통해 모색”해야하며, “우리가 숨쉬고 생활하는 현실에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갖고
그것을 작품으로 뛰어나게 형상화”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한다. 오광수, 유재길, 서성록,
이준 (주 43) p.72
52) 박영택, 「‘혼합매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비평적 조망-문화와 삶의 해석‘-혼합매체전
을 기획하면서」, 『MIXED-MEDIA:문화와 삶의 해석-혼합매체』(금호미술관, 1990) 페이
지 표기 없음
53) 1980년대의 이러한 매체 개념은 1970년대 미술에서 매체가 “회화의 평면과 구조 내에
서 물성과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지각을 위한 인식의 대상”이자, “질료성에 대한 자기규
정 내지 자기 환원에 매몰”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고 박영택은 지적한다. 박영택 (주
52), 페이지 표기 없음; 《전환시대 미술의 지평》전에서 ‘매체확인과 탈장르’부문을 담당
한 윤진섭 역시 이와 유사한 관점을 보인다. “예술가가 평소에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
사상, 신념, 나아가서는 세계관 따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사람에 따라 또는 그 사람
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 따라 상당히 다양할 것이다[...]이때 매체란 그와 같은 사고나
사상, 세계관이 담기는 그릇에 다름 아니다.” 『전환시대 미술의 지평』(금호미술관,
1991) 페이지 표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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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루는데 있어 위와 유사한 입장을 견지한다. 그가 내세운 ‘예술은 일
상이다’라는 화두도 결국 예술을 통한 “전달” 내지 “소통”의 증대를 의미
한다.54) 매체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일상적인 사물을 통해 작가의 문제
의식을 최대한 단순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병든 언론을 문제
시하기 위해 신문지에 주사기를 잔뜩 꽂아놓은 <소리 소리들-위장
망>(1989)(도 4)과 인스턴트 식품 같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풍자하기 위
해 삼양라면 위에 정직과 신용이라는 글자를 인쇄한 <민주 양식>(1989)
은 위와 같은 그의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55)
한편, 《젊은 시각-내일에의 제안》전, 《전환시대 미술의 지평》전에
참여한 오경화는 텔레비전이라는 대중매체를 이용해 한국현대사와 사회
상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시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비디오 통일
굿>(1988)은 해방 이후의 역사적 경과를 보여주는 KBS 기록 필름과 두
남자의 팬터마임을 교차시키고, 김금화의 황해도 철몰이 굿 필름, 이산가
족 찾기 필름, 납북된 외할아버지의 옛 사진 등을 추가해 한국의 근대사
와 분단 현실을 작가의 가족사와 함께 제시한다. 마찬가지로 <하늘, 땅,
사람들>(1990)(도 5)은 당대의 대중문화와 정치적 현실을 보여주는 텔레
비전 클립을 교차시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는데, 여기서
차용된 대중매체는 작가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현대사회의 기호로
독해된다.56)
54) 송미숙, 『윤동천 근작전 대안으로써의 예술, 윤동천』(가나화랑, 1991) p. 21
55) 매체는 작가의 의도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그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잘 드러난다. “중요한 것은 혼합매체를 쓰고 있는 작가들이 보다 더 많은
가능성에 대한 탐구로 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 보다 더 자유로워지기 위한 몸짓
과 아울러 왜 작품을 하는가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분석부터 시작해서 어떤 매체를 선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가에 대한 효과적인 검증까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윤동천, 「수용의 시각으로 본 현대미술의 또 다른 면모-혼합매체전 참가작가
좌담」, 『미술세계』, 1990. 7, p.86
56) 박신의, 「예술의 매체적 전환, 매체의 예술적 전환」, 『가나아트』, 1991. 7/8월,
pp.123-130; 오경화는 자신의 작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했다. “나는 비디오라는
‘통로’를 통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우리의 모습, 사상, 희망,
욕망 등이다. 그 이야기는 때로는 노장철학이나 불교의 색채를 띠면서, 때로는 실존의
문제나 정치, 사회적 비판의식을 다루면서 환상적 형태나 민속과 무속의 형태로 내 작
품에 실려왔다. 이제 나는 우리네 삶의 소중한 진실을 비디오에 담아 이웃과 뜨겁게 만
나고 싶다. 그래서 나와 그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새로운 소통의 장을 열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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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990년대 초반에는 위와 같은 작품들과 달리 사물과 대중매체를
지극히 심미적이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작품들도 존재했다. ‘뮤지
엄’(1987)과 ‘서브클럽’(1990)으로 대표되는, 소위 신세대미술로 분류되는
이들의 작업은 대중문화, 소비문화에서 비롯된 새로운 감수성을 이전과
는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보여준다.57)
이들은 1990년에서 1992년까지 프로젝트별로 이합집산을 반복하며, 앞
선 탈모던 그룹보다 더 개인주의적이고 일회적인 성격을 보인다. ‘뮤지
엄’은 1987년 홍익대학교 동문이던 최정화, 이불, 노경애, 명혜경, 고낙범,
홍성민, 정승이 결성한 그룹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활동했지만 1990년
자체적으로 기획한 《선데이 서울》전(도 6)을 통해 본격적으로 감각적
이고 쾌락지향적인 경향의 작품을 선보이기 시작했다.58) 한편, ‘서브클럽’
은 그룹이라기보다 새로운 전시방식을 실험하는 일회성 프로젝트로, 새
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예술 형식의 탐구를 기치로 내걸고, 일정
한 회원 없이 임의의 주제에 따라 활동했으며, 전시 외에 무크지를 발행
하는 등 전시외의 다양한 형태의 작업들을 선보였다.59)
싶다.” 오경화, 「작품설명」, 『월간미술』, 1990. 3, p. 86
57) 신세대미술이라는 명칭은 한창 신세대 논의가 일기 시작한 1992-1993년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 용어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한 윤진섭도 논의 초기인 1990년에는 청년작
가 등으로 호칭하다가1992년경에 신세대미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같은
시기 이재언, 김현도 등 다른 비평가들도 이들을 신세대와 결부시켜 호명함으로써 용어
의 고착화가 이루어진다. 문혜진 pp. 284-285; 윤진섭은 1980년대 탈모던 그룹이 모더
니즘의 연장이자 일탈이었다면, ‘뮤지엄’, ‘서브클럽’등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걸친 변화된 감수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특징을 ‘사물의 도입’과 ‘작품의
몰개성화’, ‘해석의 포기(불가능성)’, ‘탈신비화’, ‘정신적 공백’으로 꼽는다. 윤진섭(주
48), pp. 9-11
58) 윤동천은 《선데이 서울》전 당시 ‘뮤지엄’이 출판한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
기도 했다. “통속, 저속함의 상징인 ‘선데이 서울’이라는 비하된 명칭을 사용한 것은 어
쩌면 예술은 고귀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의 단면을 드러내 보인 것이라 여겨진다. 적어
도 현황에 있어 조형언어의 적당한 얼버무림이나 고상한, 우아함의 보루로서의 그림을
단념해야함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다.” 이재언, 「전환기의 신세대 미술운동」, 『미술세
계』, 1992.8, p.53
59) ‘서브클럽’은 1990년 김형태, 오재원, 백광현, 이상윤이 소나무 갤러리에서 《UNDER
GROUND》전을 연 것을 시작으로, 1991년 ‘뮤지엄’과 함께 《MADE IN KOREA》전을
기획하기도 했다.《MADE IN KOREA》전은 소나무 갤러리와 동숭동 토탈미술관 두 곳에
서 개최되었으며, 김형태, 구희정, 최정화, 백광현, 신명은, 오재원, 김현근, 이상윤 등
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작가들이 직접 묶어 만든 무크지를 만들어 선보였는데, 가내
수공업을 하듯 단순노동에 땀 흘리는 모습이 관객으로 하여금 좋은 호응을 받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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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소위 신세대미술로 분류되었던 작가들은 1980년대 중반 탈모던
그룹과 1990년대 초반의 설치 미술 작가들이 미술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유지했던 것과 달리 미술을 일종의 유희로 접근했다. 실제 활동에 있어
서도 이들은 미술관 외의 공간, 그 중에서도 당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부상한 클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시, 공연, 이벤트, 퍼포먼스들을 선보
였다.60) 특히 당시 신세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주 호명되었던 최정
화는 대중매체와 기성품을 차용하는 방식에 있어 이전 세대와 확연히 다
른 태도를 보여준다. 그가 작품제작에 있어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은
결과물을 통해 특정한 메시지나 주제를 전달하려는 의지 없이, 시장통과
서울의 골목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개발독재시대의 문화적 유산들을
거의 그 상태 그대로 미술관과 매장에 가져와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61) 당시로서는 원색적이고 저급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이러한 매
체와 사물들을 탐미적 대상으로 다루는 위와 같은 방식은 1990년대 초반
‘뮤지엄’으로 함께 활동했던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다.62) 매체에 대한 이러한 쾌락주의적인 접근은 신세대의 ‘키치적 감수
다. 김용호, 「새로운 예술형식의 탐구」, 『미술세계』, 1992.3, p. 58, 문혜진 (주 44),
pp. 255-256
60) 당시 작가들이 활동하던 대표적인 클럽으로는 오존(1989), 올로올로(1990), 발전소
(1992), 곰팡이(1994), 살(1996) 등이 있다. ‘오존’은 최정화와 최미경이 공동운영하던
공간으로, ‘오존’에서 개최되었던 《바이오인스톨레이션》전은 이불, 김형태, 김사하, 오재
원, 심철종 등이 참여했으며, ‘설치, 환경미술, 퍼포먼스의 토탈아트적 경향, 문화테러적
성향이 강한 언더그라운드 미술’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올로올로’는 고낙범의 제안
으로, ‘발전소’와 ‘곰팡이’는 퍼포먼스 바를 목적으로 김형태에 의해 탄생한 공간이다.
문혜진(주 44), p.286
61) 전영백, 「22명의 예술가 시대와 소통하다- 1970년대 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자화상」(
궁리, 2010) pp. 357-358
62) 윤진섭은 신세대 작가들의 작업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을 남긴다. "[...]이들은
전통적인 재현적 수법에 의지하여 자신들의 세계를 드러내길 꺼린다. “우리는 작업실을
온통 형식의 실험실로 만들고 싶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이들의 작업에서 보여지는
재료나 기법을 콜라주, 오브제, 드로잉, 아상블라주, 캔버스, 천, 종이, 폴리코트, 아크
릴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사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각기 그 자체의 자족적인
의미로 완결된다기 보다는 서로 긴밀하게 통합을 이루어 표현을 위한 소도구로 쓰여지
고 있다“ 윤진섭, 「당돌한 표현력의 결집-또 다른 여행을 위하여」, 『뮤지엄 창립전 서
문』(1987), 윤진섭, 「신세대미술, 그 반항의 상상력」, 『월간미술』, 1994. 8, p. 154에서
재인용; 1992년 월간미술 신세대 그룹 특집에서 김정숙은 ‘뮤지엄’을 다음과 같이 소개
한다. “‘뮤지엄’은 스스로 결론없이 행동하다는 데 서로 입을 모은다. 그것은 어떤 상황
이나 결과에 대해 정의하거나 하나로 묶으려 들지 않으며, 따라서 사물을 획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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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명명되어 이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당시 평론가들 사이의 갑
론을박이 펼쳐지기도 했다.
일례로, 1993년 『가나아트』에 게재되었던 대담을 살펴보면, 당시 평
론가들이 ‘키치적 감수성’을 신세대 작가들의 특징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하는가에 대한 공통된 합의점
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63) 김현도는 1970년대 고도성장과
1980년대 물질적 풍요 속에서 대중문화를 향유하며 자라난 1960년대 생
작가들의 감수성을 ‘키치적’이라 표현하며, 이들의 작품을 곧 ‘키치’로 명
명한다. 그는 “한국의 상황 자체가 키치적”이기 때문에 ‘키치’를 고도산
업사회에서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리얼리즘경향으로
제시하며, 그 자체에 사회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내재되어있다고 주장한
다. 반면, 이영욱과 엄혁은 키치를 “대중예술의 산물”로 정의하며, 키치
안에 내재된 사회 비판적, 현실참여적 가능성을 발현하기 위해선 이를
작품에 활용하는 작가들의 관점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신세
대 미술에 나타나는 ‘키치적 감수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64)
즉, 작품이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시각과 문제의식을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이 일반적이었던 당시 미술계에서 신세대 미술이 보여주는
탐미적인 태도는 다소 미심쩍은 것으로 비춰졌던 것으로 보인다.65) 하지
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임을 뜻하는 것이다.” 김정숙, 「MUSEUM-다
양한 이벤트와 프로젝트 개발」, 『미술세계』, 1992. 3, p. 56
63) 이 토론에 참여한 평론가들은 신세대 작가들이 매체를 사용하는 경향을 크게 세 가지
로 나눠 고찰한다; 1) 매체나 테크놀로지의 본질을 추구하는 경향 2) 키치적 감수성이
나 이미지들을 활용하는 경향 3)사회비판의 관점에서 매체나 기타 이미지들을 활용하는
경향, 김현도, 엄혁, 이영욱, 정영목, 「시각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소통방식의 모색들」,
『가나아트』, 1993. 1/2, p. 82-96
64) 김현도, 엄혁, 이영욱, 정영목(주 63), 82-96p; 이외 에도 1992년 월간미술에서 이재
언은 “젊은 작가들의 도전적인 실험이 진지함이 배제된 감각적 유희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를 보이며 “일반대중에게 심오한 사색과 위안을 주는 방향으로 질적인 발전”이 있
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재언, 유난지, 김재권, 「열린 형식, 다원화된 내용」, 『월간미술』,
1992. 5, p. 100
65) 현실비판적인 시각에 입각해 신세대미술의 평가를 보류하는 경향은 다른 필자들의 글
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최태만은 키치를 ‘단선적 미술이념의 부정, 폐
기를 통해 미술을 삶과 밀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천민적이고 독점적인 자본의 횡포, 우리의 일상성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대

- 31 -

만 이는 역으로 이들이 확실히 그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중매체와 사
물을 다루고 있음을 반영하는데,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젊은 작가들의 이러한 방식은 현실에 대한 작가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것조차 일종의 구속으로 느껴졌던, 그 어떤 범
주에도 속하고 싶어 하지 않던 작가들의 욕구가 극단적으로 반영된 결과
로 해석해 볼 수 있다.66)
한편, 1990년대 신세대 작가로 분류되었던 이용백의 글은 당시 ‘키치적
감수성’이라 명명된 감각적이고, 쾌락주의적인 경향을 문화적 격변기 한
가운데 놓인 젊은 작가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지나온 나의 삶은 속 시원히 서구적이지도 못하였고 전통적이지
도 못하였던 상황에서 현대사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정치, 문
화적 사건들을 체험해야했다. 사회가 현대화 되어가면서 더욱더
가중되어지는 전통과 문화의 소중함의 문제는 나에게 커다란 짐
으로 더해지고 있다[...]이를 테면 이태원 나이트에서의 막연한
즐거움, 화염병을 던지느냐 마느냐의 선택의 고통, 할머니 산소
의 잡초를 뽑을 때 잡초에서 느껴지는 생명과의 교감은 내 작품
의 실천방향에 대해 커다란 혼란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67)
이태원 나이트, 화염병, 할머니 산소의 잡초처럼 하나의 서사로 꿰어내
기 힘든 경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덮쳐 오는 상황은 일상생활 속에서 마
중문화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식의 실종, 곧 투항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키치에
대한 지나친 긍정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태만, 「다원주의의 신기루: 포스트모더
니즘의 이해와 오해」, 『현대미술학 논문집』 제6호(2000), 현대미술학회, p. 40-56
66) 일례로 ‘뮤지엄’은 그 창립전에서 “우리들은 그 어떤 범주에도 속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다. 윤진섭 (주 62), p.154
67) 이용백, 「황금사과의 이용백 카탈로그 자작수상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윤진섭 (주
48), p.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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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는 사물 자체에 대한 작가들의 매혹과 관심이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이러한 혼란은 최정화의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1990년 『월간미술』에 실린 글에서 최정화는 일
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미디어와 메시지, 신뢰, 관객, 내용, 공헌, 쇼핑, 소비자, 세일,
그녀, 문예자, 문외자, 무뇌자, 샘플, 저장, 신선도, 과신, 범조, 과
식, 교미, 호흡, 화해, 투명, 바지, 쌀, 선데이 서울, 김치, 사진, 청
소기와 마스크, 운반, 이동, 양상, 증식, 경작[...]68)

선데이서울, 쌀, 김치, 청소기와 마스크, 세일이 두서없이 공존하는 일
상은 작가가 식품모형, 플라스틱 소쿠리 같은 사물들을 재발견하는데 영
향을 미쳤을 것이다. 즉, 1990년대 젊은 작가들이 보여준 ‘키치적 감수성’
은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일상적 혼란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물과 대중매체들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소화하고자하는 작가들의
욕망이, 그동안 경직되어 있었던 화단에 대한 극단적인 반발심과 더불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69)
하지만 흥미롭게도, 1980년대 중반 컬러 TV의 보급과 함께 후기산업
화사회의 상품과 대중문화의 대거 유입으로 급격하게 변화한 사회 속에
68) 최정화, 「일상」, 『월간미술』, 1990. 11, p. 58
69) 문혜진은 신세대미술의 등장을 파벌과 집단으로 얽혀있던 그간의 한국 미술계에 대한
염증과 1980년대 대중문화와 소비문화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변화가 만들어낸 합작품으
로 해석한다. 한편, 신세대미술에 속 하진 않았지만, ‘난지도’에서 활동했던 신영성은
탈모던 그룹을 결성하던 당시 젊은 작가들이 “시대적으로 전쟁이라는 폐허 속에서 국가
적으로 잘살아보자는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면서 가난에서 막 벗어나는”동시에, “군부독
제시대에서 도제화되고 획일화된 교육구조 속에서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으
며 급속히 압축화 된 산업화의 혜택을 받고 성장한 세대군”으로 급격한 사회적 변화 속
에서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과 현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자하는 욕구”
가 강했다고 회고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세대미술의 ‘키치적 감수성’ 역시 급격한
시대적 변화 안에서 근과거를 소화해 보고자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신영성 인터뷰(주 46), p.68

- 33 -

서 한국 작가들이 겪었던 문화적 혼란은 당시 미국에서 활동하던 박모의
발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민 온 사람들의 지리적 고향(한국)이[...]미국보다 더 미국적일
수 있다[...] 내가 25세에 여기에 왔을 때 나는 조금도 당황스럽
지 않았다. 내가 한국에서 사는 동안 나는 이미 미국문화의 온갖
폭격을 다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 사람들이 탄산수 대신에
‘코카콜라’를, ‘청바지’ 대신에 ‘캘빈클라인’이라는 브랜드명을 말
하는 것을 보고 놀랐을 뿐이다.70)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박모에게 있어 이러한 혼란은 미국에서 활
동하는 소수민족 작가라는 특수한 맥락과 얽혀, 서구 미술계에서 활동하
는 한국작가에게 기대되는 한국적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나타났다.
정체성에 대한 박모의 이러한 고민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문화 사이
의 근본적인 번역불가능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1980년대
후반 박모의 작품이 전통화 모티브를 전통이라는 개념에서 박리시켰던
것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구현된다.

2. 대중매체의 차용과 해체-‘초모방’
박모의 작품은 1990년 브롱스 미술관(The Bronx Museum of Arts)에
서 열린 개인전을 기점으로 잡지, 영상, 사물을 이용한 설치작업으로 그
성격이 급격히 변화한다. 대중매체를 차용한 대표적인 작업으로는 1990
70) 박모 인터뷰, 1993년 5월 16일, 일레인 H. 김, 「서로 다른 꿈: 11인의 재북미국계 작
가들 A Diffrent Dream: Eleven Korean North American Artists」, 『태평양을 건너
서: 오늘의 한국미술』(Queens Museum of Art,1993), p.9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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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인전에서 선보인 <미국말 배우기 Leaning English>(도 7)와 <미국
말 하기 Speaking English>(1990)(도 8)가 있다. <미국말 배우기>는 한
국의 자니윤쇼와 미국의 자니카슨쇼(The Tonight Show Starring
Johnny Carson), 한국의 영어학습비디오가 한국과 미국 국기를 이용한
벽면설치 위에 영사되는 영상 설치 작업이고, <미국말 하기>는 800여장
의 잡지 위에 해당 페이지에 담긴 이미지를 지시하는 영어단어를 한글음
성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써놓은 벽면 설치작업이다.
<미국말 배우기 Leaning English>에서 영어학습비디오는 모터를 따라
움직이는 한국국기와 미국국기 위에 투사되고, 자니윤쇼와 자니카슨쇼는
그 양 옆에 각각 상영된다. 자니윤쇼는 미국의 자니카슨쇼를 모방해 만
들어진 한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작품 속에서 자니카슨쇼는 미국
의 원본, 자니윤쇼는 모방을 통해 한국화 내지 토착화된 결과, 그 사이에
배치된 영어학습비디오는 그 모방 과정 사이에 놓인 극복불가능한 문화
적 차이를 나타낸다. 여기서 두 문화 사이의 간극은 영어학습비디오의
어색함과 과장을 통해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Studying English”,
“Coming to America”, “Starting Business”, “Making Money”, “Buying
House”, “Calling the Police” 등 각 상황에 걸 맞는 영어 문장을 가사로
만들어 대중가요의 리듬에 맞춰 반복적으로 부르는 모습에서, 노래를 부
르는 영어교사와 반주를 하는 기타리스트, 각 상황을 연기하는 배우는
모두 주어진 상황과 겉도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진다.
위와 같은 영어학습비디오를 선택한 데에는 분명 ‘서구를 막연히 동경
하는 한국의 제 3세계적 특성’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71) 하지만 이 영상은 작품 안에서 한국
사회의 비뚤어진 일면을 상징하기 위한 기호로 사용되지 않는다. 영상은
그 우스꽝스러움을 전시하기보다 그 뒤에 존재하는 어떤 문화적 차이를
지시한다. 그 안에서 문화 사이의 번역불가능성은 어떤 과장된 어색함
사이로 감지되는, 애초에 그 안에 ‘불가능성’을 품고 있는 비어있는 틈새
71) 박모,「서울-뉴욕 미술교류, 무엇이 문제인가」, 『월간미술』, 1990. 4, pp.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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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당 영상은 번역불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지시 할 뿐 작가의 비판적
인 시각을 전제한 현대사회의 일면으로 쉽사리 환원되지 않는다.
모방에서 드러나는 문화 사이의 번역불가능성은 <미국말 하기>에서
작가 본인이 미국 작가의 작품을 직접 모방하는 방식으로 확대 적용된
다. 이 작품은 실제로 존 발데사리의 1970년대 후반 《손상된 알레고리
들 Blasted Allegories》(도 9)연작과 형식적 유사성을 보인다.72) 이 시리
즈는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무작위로 축출한 여러 장면들 위에
각 이미지에서 연상되는 상황, 움직임, 감정을 지시하는 영어단어를 써서
작가가 정한 나름의 시나리오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해놓은 작업이다.
박모는 1993년 『월간미술』에 존 발데사리를 소개하는 글에서, 대중
매체의 이미지가 우리 의식의 토대를 이룬 상황에서 그의 작업은 대중매
체의 이미지를 ‘원래 맥락에서 떼어내어, 자르거나, 지우거나, 다른 장면
과 대비시키는 방법으로 재조직’함으로써 이미지에 속박된 의미를 해방
시키고 관객의 독자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한다.73) 발데사리의
작업 안에 차용된 대중매체 속 이미지들은 별다른 개연성 없이 무작위로
나열된 듯 보이지만 그 나열은 영화의 몽타주 기법처럼 느슨한 서사를
이룬다. 동시에 이미지 위에 쓰인 파편적인 단어들의 연속은 그 자체만
으로 별개의 서사를 이루는데, 이러한 어긋남은 언어와 이미지 사이의
균열을 드러내며 해당 언어와 이미지에 결부되어있던 기존의 의미를 탈
구시킨다.74)
박모는 이처럼 이미지의 연속과 언어의 연속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이미지와 언어에 포박된 의미를 해방시키는 발데사
리의 방식을 <미국말 하기>의 벽면설치 작업에 그대로 적용한다. 여기
72) 박모는 1993년 『월간미술』 지면을 통해 그의 작업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박모, 「사
진과 미디어 이미지 사용의 선구자, 존 발데사리」, 『월간미술』, 1993.3, pp.89-94
73) 박모(주 72), pp.91-92
74) 예를 들면, 각각의 이미지 위에 적힌 ‘Father’, ‘Ressembled’, ‘Cop’, ‘Where’,
‘Again’, ‘Nonplussed’라는 단어들의 연속은 ‘아버지는 경찰을 닮았다 다시 아연실색한
곳에서’ 혹은 ‘아버지가 경찰을 닮았다 어디가 또 놀라운가’ 등등 이미지의 연속이 연상
시키는 서사와 별개의 상황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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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는 발데사리의 조형방식을 단순히 한국적 소재를 이용해 재해석하
는데 그치지 않고, 그 작동 방식을 특수한 문화적 문맥 안에 통째로 옮
겨온다. 발데사리의 작품에서 이미지와 언어의 연속이 서로 다르게 독해
되는 데에는 이미지와 언어라는 매체 자체의 성격과 이를 독해하는 방식
의 차이가 개입한다면, 박모의 작품에는 여기에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가 더해진다. 작품에 사용된 잡지 위에는 ‘코트’, ‘테레비’, ‘엘레강스’,
‘머니’, ‘키드’등과 같이 1990년대 한국에서 실제로 통용됐을 법한 영어단
어들이 한글음성표기법에 따라 적혀있지만, 한국관객이 이 단어를 통해
연상하는 이미지와 미국관객이 연상하는 이미지는 다를 수밖에 없다. 반
대로 미국관객들이 이미지를 보고 연상하는 단어와 한글음성표기법에 따
라 쓰인 영어단어는 사실상 다른 언어이다.
즉, 발데사리의 《손상된 알레고리들》에서 단어들의 연속이 연상시키
는 ‘이미지’가 이미지들의 연속이 연상시키는 느슨한 ‘서사’와 분리되듯,
박모의 작품에선 관람객이 속한 문화권에 따라 단어가 연상시키는 ‘이미
지’와 해당 이미지가 연상시키는 ‘언어’가 분리된다. 그리고 여기서 전통
적 모티브가 한국적 정체성에서 분리되듯, 작품에 쓰인 한글은 미국문화
와 한국문화 사이에서 명확한 지시대상 없이 표류하는 모호한 이미지로
, 그 문화적 간극은 대중매체 속 이미지를 분열시킨다.
이후《태평양을 건너서:오늘의 한국미술》전의 전시 도록에 실린 1992
년 인터뷰에서 박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두 언어 사이에서 우리는 실제로 서로를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항상 “떨어져”있다. 잘 어울리는 한 짝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멍청이 nerd”와 같은 영어단어를 자구字句대로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번역
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내용인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기 마련이
다. 결국 의미를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언어는 침묵을 깨트
리지 못한다.75) *밑줄은 필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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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말 하기>는 언어와 이미지의 병치를 통해 대중매체 속 이
미지를 해체하는 존 발데사리의 작품을 그대로 모방해, 대중매체와 ‘아무
런 의미도 없는 언어’를 병치시키고, 그 ‘아무런 의미도 없는 언어’가 지
시하는 문화적 간극을 통해 대중매체 속 이미지를 분해하는 작업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특정한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
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너희’의 문화는 번역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기
보다, 주체와 타자의 구분 없이 어느 쪽에서도 번역불가능한 문화적 간
극을 대중매체의 모방과 차용을 통해 보여준다는 점이다.
한편, 모방을 통해 문화적 간극을 지시하는 방식은 그가 서구의 포스
트모더니즘 미술을 제 3세계에서 작동, 구현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언급한 ‘초모방’에서도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박모는 “진지한 ‘번안’의 노
력”없이 원작보다 “더 확실하거나, 더 잘하거나, 더 좋거나, 더 과한 것,
또는 쑥스러움이나 죄의식 없이 흉내 내는 것”을 “초모방”으로 정의한
다.76) 그는 “초모방”의 예로 야스마사 모리무라(森村泰昌)의 <초
상>(1988)(도 10)을 제시하며, 이 작품이 작가 자신을 모델로 내세워 매
스 미디어에 투사된 여성의 이미지를 해체하는 신디 셔먼의 작업방식을
‘초모방’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작가 자신이 마네의 <피리부는 소년>으
로 분장한 이 작품은 신디 셔먼의 작업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면서도 그
모태가 되는 원작을 ‘미술사와 명작을 조롱’하고 ‘서구 미술을 해체’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초모방’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
이다.77)
박모는 ‘초모방’이라는 개념을 이후 다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할 순 없지만, 앞선 언급들을 고려해봤을 때
박모가 말한 ‘초모방’은 모방을 통해 그 모태가 되는 원작의 의미를 뛰어
넘어 여기에 새로운 결을 부여하는 시도라고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해볼
수 있다. 박모의 ‘초모방’은 ‘진지한 번안’의 노력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75) 작가 진술, 1992년 3월, 일레인 H.김 (주 70), pp.90-91에서 재인용
76) 박모, 「포스트모더니즘의 계보와 그 정체」, 『가나아트』, 1991. 5/6, p.151
77) 박모 (주 76),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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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서구미술계와의 교류에 있어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우선적으로
성립되어야함을 주장하던 한국미술계와 차이를 보인다. 이후 ‘초모방’과
같은 접근방식은, 1993년 《태평양을 건너서》전에서 박모가 주체적인
문화 교류 모델을 제시하는 데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그의 탈식민
주의적 문제의식의 근간을 이룬다.

3. 문화교류의 모델
박모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다양한 전시기획 활동에
참여했다. 1989년 《이민》전과 1993년《태평양을 건너서》전은 그 대표
적인 예로, 《이민》전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된 《태평양을 건너서》전은
1990년대 한국미술계에 제 3세계로서의 정체성과 주체성 모색이라는 새
로운 과제를 던져준다.
1989년 뉴욕 알파인 갤러리에서 개최된《이민》전은 박모, 최성호, 이
기호, 이태호가 함께 이민 2세대를 포함한 북미 한인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기획한 전시로, 같은 해 뉴욕 아티스츠 스페이스에서 열
린《민중미술》전에 대한 국외 작가들의 화답을 이룬다. 이 전시는 ‘이
민’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구 문화, 이민 문화, 민족 문화사이의 관계, 그
리고 그 사이에서 한국의 서구화를 매개해온 유학생의 역할을 점검함으
로써 한국현대미술이 서구 미술계와 주체적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방식
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했다. 《이민》전은 제 1세계를 지향하는 한
국인 유학생과 작가들이 미국사회 내의 제 3세계인이자 한국사회 밖의
국외자로서 주변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며, 이를 국제미술
계 안에서 민중미술이 동시대성을 획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새로운 현
장으로 제시한다.78)
78) 1988년 10월 19일부터 11월10일까지 뉴욕 알파인화랑에서 개최되었으며, 최성호, 이
기호, 박모, 이태호가 기획하고,. 이헌엽, 김수옥, 박모, 이태호, 조경숙, 민용순 등이 참
여했다. 이태호, 「이태호, 민족적, 지역적, 자의식의 확인」, 『월간미술』, 1989.1,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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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작가노트에 따르면 박모 역시 《이민》전을 《민중미술》전에
대한 일종의 화답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태평양을
건너서》전을 구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태평양을 건너서》
전이 ‘민중미술의 새로운 이론적, 영역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민사회와 이민미술이 ‘한국사회와 미국의 소
수민족사회’라는 두 가지 면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간의 역사
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 내 진보미술운동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고 적고 있다.79) 하지만 그는 《이민》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미국미술
계에서 활동하는 소수민족 작가를 서구미술을 제대로 깨친 선각자가 아
니라 서구미술계와 한국미술계로부터 3중으로 소외된 위치를 점한 것으
로 설명한다.(도 11)80) 즉, 박모는 한국현대미술의 제 3세계적 한계를 돌
파해나갈 주역으로 재미작가의 위치에 주목 했다기보다, 재미작가가 놓
인 3중 소외를 한국 내 진보미술운동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동일
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혜진 (주 54), p.252 더불어 《민중미술》전은 엄혁의 기획으로 1987년에 당시 박모가
운영하던 ‘마이너 인저리’에서 소규모로 개최되었던 것을 박모의 중개를 통해 1989년에
아티스츠 스페이스에서 더 확장된 규모로 선보인 것으로, 《이민》전이 적어도 《민중미
술》전을 의식하고 개최되었을 가능성을 추축해 볼 수 있다. 《이민》전 기획에 참여했던
이태호가 『월간미술』에《이민》전과 《민중미술》전을 소개한 글을 살펴보면 《이민》전이
《민중미술》전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되었다는 사실이 더 분명히 드러낸다.이태호는 1989
년 『월간미술』에서 뉴욕 미술계의 소식을 전하면서 1988년 브룩 알렉산더 갤러리
(Brooke Alexander)에서 열렸던 존 에이헌(John Ahearn)의 개인전과 《민중미술》전을
《이민》전과 함께 소개한다. 존 에이헌의 작품과 민중미술을 동일선상에서 파악한 그는
거리와 동네에서 일반인들의 삶에 영향을 주던 존 에이헌의 작품이 결국 “상업화랑과
큰 미술관에 초대를 받아 전시를 하게 됨으로써 그 성격에 반전이 초래”되었다며 제도
적 한계에 부딪힌 존 에이헌과 민중미술을 대비시킨다. 그는 《민중미술》전에서 서구 비
평가들이 “미국미술과 달리 어떤 제도적 구속을 벗어난 듯 한 건강하고 자유스런 정신
과 그 에너지에 감동을 받았다”는 평과 함께 최병수의 <한열이를 살려내라>와 두렁의
걸개그림이 “실제 군중과 교감하면서 때로는 불의에 대항하는 무기로 사용된다는 사실”
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인 작가들의 전시로
《이민》전을 소개하면서, 이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을 민중미술 작가라고 할 수는 없지
만, 미국사회와 한국사회 어디에도 온전히 속할 수 없는 이들의 작업이 소수자로서 각
자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구속을 벗어나” 나름의 “건강
하고 자유스런 정신과 에너지”를 보여주는 민중미술의 자장 안에 있음을 드러낸다. 이
태호, 「민족적, 지역적, 자의식의 확인」, 『월간미술』, 1989.1, p.107; 문혜진, (주 44),
p.253
79) 『1991, 작가노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박이소 컬렉션 이소사랑방기증
80) 박모(주 71), pp.1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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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세계적 정체성으로 인한 한계를 돌파해나가기 위한 이러한 고민은
분명 박모가 《태평양을 건너서》전의 기획에 함께 한 주된 계기가 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을 건너서》전은 당시 미국에서 활동하던 작
가들이 서구미술계에서 주변화 된 자신의 제 3세계적 정체성을 국내 작
가들과 공유하고, 한국현대미술이 서구미술계와 주체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기획된 전시로, 1990년대 북미 한인
작가들에 의해 결성된 ‘서로문화연구회’(이하 서문연)의 주도로 개최되었
다.81) 《민중미술》전과 《이민》전이 개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90
년 ‘서문연’을 결성한 박모, 박혜정, 최성호는 1991년 퀸즈 미술관 관장인
스티븐 클린트(Mr. Steven Klindt)를 만나 전시를 제안한다. 하지만 참
여 작가가 전시기획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관장의 제안에 따라
‘서문연’은 외부 기획자로 제인 파버(Jane Farver)를 섭외한다. 북미지역
작가의 작품과 한국 작가의 작품, 영화와 비디오 스크리닝, 크게 3부분으
로 구성된 이 전시에서 제인 파버는 북미지역 작가의 작품을 담당했으
며, 북미 지역의 영화와 비디오 부분은 박혜정과 크리스틴 장이 담당했
다. 한국 작가와 작품 선정에는 이영철이 참여했는데, 당시 이영철은 ‘미
술비평연구회(이하 ‘미비연’)의 회장을 맡으며 ‘서문연’과 정보 및 자료를
교류하고 있었다.82)
81) 뉴욕에 거주하는 한국인 문화예술활동가들의 모임인 서로문화연구회는 한국 및 이민사
회 문화에 현존하는 내외적 모순을 극복하고, 미주 이민사회에서 진보적 문화운동을 전
문화, 활성화시키기 위해 1990년 8월 출범한 단체다. 서문연의 결정인 재미 작가 공동
체에서 세미나와 워크샵, 전시들을 조직하며 정식 단체 설립의 필요성을 느낀 최성호,
박모, 박혜정 3인이 주도했다. 서로문화연구회라는 이름은 최성호가 지은 것이다. 서문
연의 팸플릿에 따르면 이들의 기본 활동과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미주 내 활동 1) 한
반도문화는 물론 서구 및 제3세계의 진보적 문화 일반에 관한자료 축적과 연구, 2) 한
인 이민사회 및 미국 내 타문화 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연대, 3)한인 이민사회에 나타나
는 다양한 흐름들을 문화매체에 담아내는 창작활동. 2.한국 및 타국과의 연대활동 1)
한국의 진보적 문화단체들과의 교류 및 지원, 2)한국내의 민족문화를 해외에 소개, 보
급, 3) 문화 매체를 통한 타국과의 교류 및 연대. 이후 서문연은 4년여의 활동 후 1994
년에 해체했다. 서로문화연구회 팸플릿(자료제공:최성호);최성호 이메일답신, 2014년 12
월19일, 문혜진(주 44), p.101에서 재인용
82) 미비연과 서문연의 교류는 직접적이거나 긴밀하지 않았지만 정보와 자료의 교류는 서
문연 창립초기부터 있었다고 한다. 서문연은 출범 당시부터 한국의 진보적 문화 단체들
과의 교류를 표방했고, 서문연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재미 작가 공동체 활동을 함께하
던 엄혁이 미비연과 서문연의 공통분모이기도 했다. 이영욱 인터뷰, 2008년 12월 1일
15시~17시; 최성호 이메일 답신, 2014년 12월 30일, 문혜진 (주 44) 재인용, 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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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시의 기획의도를 이해하는데 있어 미국 측 기획자들과 이영
철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제인 파버는 ‘서문연’이 제안한 전시의도에
따라 이 전시가 단순히 동시대 한국미술과 북미 거주 한인작가들의 작품
을 소개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그룹 간에 존재하는 실질적
인 문화적 차이를 작가 개개인의 차원에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한다.83) 반면, 이영철의 경우 서구식 근
대화가 ‘발전’이라는 보편논리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 인종, 민족, 계급
을 서구중심으로 재편하는 “분열 속의 통합”이었다는 시각의 연장선상에
서 다문화주의를 이해하며, 이 전시가 “외관상 타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를 표방하는 다문화주의의 허상과 실상에 대한 비판적 사고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최초의 시도”임을 강조한다.84)
미국 측 기획자들은 북미거주 작가와 한국 작가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통해 한국의 제 3세계적 정체성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봄으로써 다문화
주의라는 틀에서 벗어나 서구미술계와 한국미술계가 주체적으로 교류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영철은 중심-주변의 논
리에 따라 문화제국주의의 또 다른 형태인 다문화주의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두 그룹 간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
83) 서문연은 좀 더 나은 상호 이해를 위해 동시대 남한의 사회적·역사적 상황과 한국인
이민사회가 미국 내에서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한국과
북미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미술문화를 살필 수 있는 전시를 제안한다. 서문연이
제시한 전시 기획서에 기재된 재미 작가들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체성과 이
민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작품, 2) 한국의 전통이나 고향과 관련된 작품, 3) 미국 내
의 다문화주의와 민족문제를 다룬 작품. 기혜영,「‘90년대 한국미술의 새로운 좌표 모색
-《태평양을 건너서》전과 《’98 도시와 영상》전을 중심으로」, 『미술사학보』, 41(2013),
미술사학연구회, p.47, 마찬가지로 제인 파버는 전시 서문에 이 전시가 한국작가들과
북미지역 작가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인 파버
(Jane Farver), 「전시 서문 Introduction across the pacific: contemporary
Korean American Art」, 『태평양을 건너서: 오늘의 한국미술』(Queens Museum of
Art, 1993), pp.76-78
84) 이영철, 「주변부 문화와 한국 현대미술의 아이덴티티」, 『태평양을 건너서: 오늘의 한국
미술』(Queens Museum of Art, 1993), pp.79-82;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태도는 1993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휘트니비엔날레에 대한 정헌이의 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정헌이는 93’ 휘트니비엔날레가 표방하는 다문화주의가 마치 그
들(서구)이 우리(유색인)가 일할 분야를 미리 결정하여 지정해주는 느낌이 들어 “별로
상쾌하지 않다”고 언급한다. 정헌이, 「우리는 휘트니의 충실한 바이어인가, 93 휘트니
비엔날레 서울전」, 『월간미술』, 1993. 9, pp.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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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 미술의
제 3세계적 정체성과 주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한국미술계 전반에 파급
되지 못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영철의 인
식은 비교적 시대를 앞서 나간 것이었다.85)
한국미술계와 미국미술계의 이러한 시차 속에서, 박모는 한국미술의
제 3세계적 위치를 돌파해나갈 수 있는 대안을 《태평양을 건너서》전을
통해 나름의 언어로 정립한 듯 보인다. 그의 입장은 전시가 끝난 후 전
시의 기획의도와 감상을 밝힌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박모는
1994년 『미술세계』를 통해 “이식된 문화를 모방하고 번안하는 초기단
계”를 극복한 한국현대미술의 모습과 증거를 제시하고, “복잡다단한 문
화접변 현상을 주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특정 모델을 창안”하는
것이 이 전시의 기획의도로 밝힌다.86) 그리고 여기서 그가 주장하는 주
체적 모델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는 자신의 정체성을 민족적, 인종적으
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이성적 대응”이 아니
라, 확장되고, 심지어 분열된 지평을 직시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가 말하는 ‘분열된 지평’은 민족적, 인종적 동일성을 부정하고 서구
와 비서구, 중심과 변방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구분되지 않는 새로운
문화적 지형을 의미한다. 세상은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날이 갈수록 “철
85) 한국미술계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를 촉발한 1993년 《휘트니비엔날레 서울》전이
열린 이후에도 한국미술의 제 3세계적 정체성을 동시대적인 맥락에서 고찰하려는 시도
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1993년 《휘트니비엔날레 Whitney Biennale》는 1980
년대 미국의 신보수주의 정권하에 미국 미술계에서 소외되었던 소수민족, 여성, 동성애
자 작가들이 대거 참여해 자신의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들을 선보인 이례적인 전
시로, 백남준의 개인적 요청으로 같은 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 순회전을 갖게 되었
다. 하지만 전시 개최 이후 주로 논의 된 것은 영상, 사진 매체의 사용과 이를 통해 작
가들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1980년대를 거쳐 변화한 1990년대 페미니즘
미술의 경향 등에 국한되어있을 뿐, 《‘93 휘트니비엔날레 서울》전이 대대적으로 표명한
소수자의 정체성이 한국의 제 3세계적 정체성과 연관되어 논의되진 않았다. 즉, 1993년
만 해도 한국미술계는 《’93 휘트니비엔날레 서울》전의 정치적 메세지를 어디까지나 미
국 사회에 국한된 문제로 간주했고, 이를 제 3세계인 한국미술계가 서구 사회 안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정치적 문제와 한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중
토론-복합문화주의와 미술의 사회적 역할」, 『월간미술』, 1993. 10, pp.117-123
86) 박모, 「오늘의 해외미술/ 태평양을 건너서 전: Across the Pacific」, 『미술세계』,
1994. 4,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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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처럼 이동하는 이민자의 세계”가 되어가고 있으며, 그 안에서 모더니
즘의 유입으로 고유한 지역문화는 상실되고 미술계의 다변화로 모더니즘
과 국제주의의 기반도 붕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적 지형은 단순
한 이분법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87) 따라서 다층적이고 유동적이
어서 그 실체가 모호한 중심, 중심을 지향함으로써 오히려 중심을 공고
히 하는데 일조하는 변방, 변방을 포용하는 듯한 다문화주의에 호응함으
로써 되레 강화되는 권력관계 안에서 주체성은 오히려 세상의 분열된 지
평을 직시하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당시 박모의 시각이었던 셈이
다.88)
“이성적 대응”을 제시함으로써 두 문화 사이의 간극을 해결하기보다
문화적 정체성을 민족적, 인종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문화사이의 틈새
를 직시한다는 점에서 당시 박모가 염두에 둔 주체적 문화 교류의 모델
은 ‘초모방’과 유사한 성격을 공유한다. 이처럼 문화교류에 있어 제 3세
계가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박모의 시도는 제 3세계
에 대한 서구의 정치적, 문화적 차별을 문제 삼았던 탈식민주의 비평가
들과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데, 그의 시각은 그 중에서도 문화교류의
동역학을 ‘번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호미 바바(Homi K. Bhabha)의
탈식민주의론과 유사한 지향점을 보인다.
바바는 전지구화 시대를 전이적이고 ‘이주적인’ 인식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순간으로 파악하며, 그 안에서 ‘문화적 국경선을 넘는 것’을
“자아의 본질로부터 자유를 허용하는 것”(국제주의)과 “변화무쌍한 형식
속에 정체성을 보존한 채 밀랍처럼 영혼의 표면만을 변화시키는 것”(지
역문화) 사이에 놓인 것으로 정의한다.89) 이러한 중첩 사이에서 주체는
분열하고, 분열된 지평 위에 놓인 주체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두 문화를
87) 박모 (주 71), pp.117-118
88) “추측상의 ‘진정한’ 전통 대신에, 나는 단지 관광여행을 위해 가공된 과거와 유산을 보
았을 뿐이다… 나는 내가 있던 곳을 떠났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있는 곳에 내가 지금 있다고도 못 느낀다…”, 작가 진술, 1992년 3월, 일레인 H.
김 (주 70), p.90에서 재인용; 박모 (주 86), pp.97-98
89) Homi K.Bhabha, 『문화의 위치 The Location of Culture』(1994), 나병철 옮김 (소
명출판, 2014), pp.47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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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시키기 위해 번역을 수행하지만, 번역과정을 통해 주체가 맞닥뜨리
는 것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느 쪽으로도 번역될 수 없는 문화적 틈새
이다.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들은 비동시적인 문화들의 이접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문화적 틈새를 조절하고 교섭함으로써, 경계선을 끊임
없이 다시 만들고, “단일하고 독립적인 차이의 기호를 요구하는 것의 한
계”90)를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재기입되는 것은 문화 사이의 경계만이
아니라 그 경계에 인접한 문화적 정체성을 포함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어떤 지반을 필요로 함을 암시”함으로써 전거의 ‘총체성’을 운동
과 책략으로 사용할 뿐, 연속적이고 축적적인 시간이 전제된 ‘총체화된
지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91)
국제주의와 지역문화 ‘사이’에 위치한 주체가 문화적 지반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동시에 문화 사이의 틈새를 재조정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
기입해 나가야하는 분열증적인 국면은 다음과 같은 박모의 언급에서도
잘 드러난다.
문화 교차적 경험이-한편으로 두 문화의 조화를 꾀하는 거의 정
신분열증적 노력과 다른 한편으로 추상적인 민족적 동질성을 고
수하려는 시도-내 작품의 중추이다. 그러나 어디서나 주변부에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
떤 다른 종류의 자유를 누리며 예기치 못한 어떤 것을 할 수 있
는 특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92) *밑줄은 필자 강조
문화 교차적 경험을 두 문화의 조화를 꾀하려는 노력과 민족적 동질성
을 고수하려는 시도로 정의한 박모가 문화 사이의 번역불가능성에 주목
하고 분열된 지평을 직시하는 것을 주체적 문화교류의 새로운 모델로 제
90) Homi K.Bhabha(주 89), p.461
91) Homi K.Bhabha(주 89), p.394
92) 작가 진술, 1992년, 제인 파버(주 83), p.7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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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것은 문화 간의 손쉽게 전달되지 않는 문화적 차이를 문화 사이의
끊임없는 교섭과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으로 평가한 바바의 주
장과 일맥상통한다.
박모는 실제로 1991년 『가나아트』에 게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계
보와 정체」라는 글에서 탈식민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이 글에서 “거대서사의 종말”을 선언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제국주의와 식민정복을 가능하게 했던 계몽주의적 선민의식에 대한 부
정”을 통해,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 호미 바바(Homi Bhabha)등 서구 거주 제 3세계 지식인들이 제
국주의, 식민주의를 비판”하고 제3세계의 자기규정을 재정립하는데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글로 미루어봤을 때,
박모가 1990년대 초 위 평론가들로 대변되는 탈식민주의 담론을 접하고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역시 추측해 볼 수 있다.93)
이와 같은 박모의 탈식민주의적 문제의식은 그가 귀국 후 선보인 작업
을 통해 보다 정돈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태평양을 건너서》전
이 끝난 이듬해 1995년, 박모는 갑작스럽게 귀국을 결행한다.94) 민영순
은 1993년 아시아계 미국인 작가들에게 아시아계 미국인 혹은 아시아인
임을 강조하는 전시가 필요하거나 유효한지 묻는 설문조사에, 박모가 다
문화주의의 다양성 정책의 한계를 언급한 사실을 회고하며, 그의 귀국이
다분히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언급한다.95) 1990년대 중반 미국
93) 박모(주 76), p.143
94) 정헌이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박모는 1990년 브롱스 미술관(The Bronx Museum of
Arts)에서 열린 개인전 이후 미국 국립예술기금(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을 받는 등 미국에서 점차 작가로 자리잡아가던 와중에 갑자기 귀국을 결심했다고
한다. 정헌이, 「집중조명, 박이소의 삶과 예술: 호모 아이덴트로푸스의 여행」, 『월간미
술』, 2004. 9, p.84
95) 민영순, 「집중조명, 박이소의 삶과 예술: 박이소를 회상하며3, 뉴욕에서의 박모를 기억
함」, 『월간미술』, 2004. 9, pp.95-96; 이정우는 한국미술이 90년대 중반에 이르러 국내
미술계가 변화한 이유로 다름과 같은 요인을 꼽는다. 국내 대중시각문화의 변화, 외래
문화에 대한 문호 확장,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와 ‘문민화’,
앵포르멜과 민중미술의 대립이 무너진 자리에서 급성장한 새로운 한국현대미술가들의
심리적 공동체. 이정우, 「한국 현대미술의 동시대성과 박이소에 관한 불확정적인 메모」,
『아트인컬쳐』, 2006. 4,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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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문화주의가 쇠퇴하고 한국미술이 점차 국제화 되어가던 상황에서,
미국에서 아시아인 작가로 활동하는데 한계를 느낀 박모에게 《태평양을
건너서》전 이후 한국미술계는 탈식민주의적 성격의 작업을 선보이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비춰졌을지 모른다.
당시 한국미술계는 후기산업사회의 영향과 《‘93 휘트니비엔날레 서
울》전, 《태평양을 건너서》전과 같은 일련의 전시를 통해 서구미술계
와 동시대적 지평을 공유해가고 있었다.96) 박모는 이러한 한국미술계의
상황이 자신의 탈식민주의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했
을 것이다. 1995년 귀국 후 그가 개인전에서 선보인 작업은 문화 사이의
번역불가능성을 다루던 1990년대 초의 작업과 달리 문화 교류 상황 자체
를 문제 삼으며, 문화교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보여준다.

4. 번역된 사물
1994년을 기점으로 박모는 간장과 식초 같은 동양적인 식재료와 일상
생활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사물들을 전면에 내세운 작업들을 제작하
기 시작한다. 하지만 박모는 재료의 ‘물성’을 극대화하는 조형적 실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해당 사물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문맥에 초점을 맞춘
다. 즉, 박모의 작품에서 사물은 조형적 실험의 매제로 사용되는 대신,
그것이 놓인 문화적 문맥과 함께 작품 안에 통째로 차용된다. 예를 들어,
간장을 사용한다고 하면, 간장을 이용한 ‘절임’이라는 ‘조리 방식’을 작업
에 그대로 차용해버리는 식이다.
96) 한국미술계의 세계화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를 걸쳐 급격히 이루어졌다. 1980
년대 400여건이었던 해외전시가 1990년대 들어 900여건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고, 한국
작가들의 해외전 참여 역시 증가하기 시작한다. 김달진, 「외국미술 국내전시 60년 소사
-1952년부터 2011년까지 연표를 중심으로」, 『외국미술 국내전시 60년 1950-2011』(김
달진 미술 자료 박물관, 2012), p. 236, 김달진, 「한국현대미술 해외진출 60년사-1950
년대부터 2010년까지 연표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미술-해외진출 60년 1950-2010』(김
달진 미술 자료 박물관, 2011)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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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박모는 <미국 말하기>를 통해 지시한 문화 사이의 번역불가능
성을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에 놓인 사물들을 결합해 놓았을 때 도드라
지는 이질감으로 번역한다. 즉, 사물은 문화교류 상황과 그 과정에서 발
생하는 번역불가능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언어처럼 사용되는데,
이때 작품 안에서 사물은 특정문화의 상징으로 차용되기보다 사물로써
갖고 있는 속성과 용법을 유지함으로써 본래 사물이 놓여있던 복합적인
맥락에 더 가깝게 머문다.
당시 작성된 작가노트를 보면, 다음과 같은 구문들이 눈에 띈다.
간장- 먹는 것, 저리는 것, 여성, 침투
빳다(야구방망이)- 폭력, 운동, 남성
간장+빳다(야구방망이)는 문화적 충격에 대한 진부한 언어가
되어가고 있다. 냄새를 더 해야 한다.
냄새: 비민족적97) *‘(야구방망이)’는 필자 추가
1995년 개인전에서 선보인 작품 중 간장통에 야구방망이를 넣어 이를
간장으로 ‘절이는’ <무제 Untitled>(1994)(도 12)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야구방망이를 잘게 썰어 이를 현미식초와 간장에 ‘저리는’ <식탁용 의자
Country Style Dining Chair>(1994)(도 13)는 박모가 재료의 문화적 맥
락을 작품에 그대로 차용하는 방식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위 인용문에 따르면, 박모에게 있어 야구방망이와 간장이 이와 같은 방
식으로 만나는 것은 “문화적 충격에 대한 진부한 언어”에 해당한다. 간
장 속에 담긴 야구방망이는 돌출된 문화적 이질감을 보여주는 반면, ‘절
임’은 이러한 이질감을 하나의 문화 안에 포용하려는 시도를 반영한다는
97) 『1994, 작가노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박이소 컬렉션 이소사랑방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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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민족적’ 동질성을 가정하는데, 박모는 이 작품을 통해 본인이 진
부하다고 생각한 이러한 ‘민족적’ 시도를 일종의 썰렁한 농담으로 만들어
버린다. 서로 다른 문화를 하나의 문화로 조화, 융화시키고자 하는 시도
를 다소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태도는 ‘초모방’의 수동 공격적인
태도와 유사성을 보인다.
반면, <쓰리스타쑈 Three Star Show>(1994)(도 14)는 각각 간장, 콜
라, 커피를 사용해 세 개의 별을 그린 회화 작품으로 그가 말한 ‘비민족
적’인 ‘냄새’가 더 해진 작품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냄새’를 ‘비민족적’인
것으로 규정했을까. 이 작품에 그려진 세 개의 별은 그 유사한 색깔로
인해 각각 어떤 재료로 그려진 것인지 육안 상으로 판별되지 않는다. 박
찬경은 작품의 이러한 특성이 두 문화의 경계가 감춰지는 방식을 재현함
으로써 ‘동서양의 만남’을 모토로 한 소위 ‘만남주의’가 문화적 경계를 감
추는 방식에 관한 “리얼리티”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고 말한다.98)
하지만 <쓰리스타쑈>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가 외관상으로 식별불가능하
다 하더라도 작품이 그 재료들 사이의 차이를 감추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 보인다. 겉보기에 어떻든 서로 다른 재료로 그려진 각각의 별
은 종이 위에 각 재료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박찬경의 해석은 <무제>나 <식탁용 의자>에 국한시켰을 때 유
효해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작품이 다른 작품들처럼 문화적 경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작품에 사용된 재료들은 종이 위에 개별적
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기 중에서 ‘냄새’로 한데 뒤섞이기 때문이
다. 각기 다른 ‘냄새’는 분명 각각 다른 재료로 그려진 ‘별’에서 기인하지
만, 해당 재료로 그려진 별이 어떤 별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냄새’의
기원은 상실된다. 즉, ‘냄새’는 자신의 기원을 일종의 흔적으로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을 뿐 그 기원과 단절되어있다는 점에서 ‘비민족적’이다. 각
각의 ‘별’을 특정한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적 공동체로 본다면, 그 기원으
98) 박찬경(주 6), pp.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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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단절된 채 다른 냄새들과 쉽게 뒤섞이는 ‘냄새’는 ‘비민족적’일 수
있다. 박모가 이 작품을 두고 자신의 작품 중에서 “아우라가 가장 강한”
그림이라고 한 이유도, 이 작품을 실제로 보아야만 경험할 수 있는 이
‘냄새’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99)
1995년 금호미술관에서 선보인 위 작품들에서 간장, 식초, 커피, 야구
방망이 등과 같은 사물은 작가의 어떤 비판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
문화사이의 번역불가능성, 문화적 틈새를 지시하기 위한 불확정적인 언
어로 차용된다. 박모의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사물 자체가 상징하는 바
라기보다, 하나의 사물이 다른 사물들과 뒤섞이는 방식―그것이 ‘절임’이
든 ‘냄새’든―과 이를 통해 드러나는 사물 간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한편, 서로 다른 문화가 관계 맺는 방식을 상이한 맥락에 놓인 사물들
의 관계로 번역하는, 문화적 관계를 사물간의 관계와 포개어 놓는 박모
의 접근방식은 번역을 “언어들 간의 내밀한 관계를 재현”하는 행위로 정
의한 벤야민의 번역론과 유사성을 보인다. 실제로 벤야민의 번역론은 호
미 바바의 ‘번역’ 개념에 상당부분 인용되는데, 박모의 접근방식과 벤야
민의 번역적 태도 사이의 유사성은《태평양을 건너서》전에서 드러난 박
모와 바바의 유사한 지향성을 생각해봤을 때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이
기도 한다. 벤야민에 따르면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작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원작이 ‘의도하는 방식’에 자신의 언어를 동화시
키는 것이다. 그에게 번역은 원작 속에 가능태로 잠재해 있던 의도를 해
방시키고, 번역어와 원어가 상호보완하면서 함께 원작에 재현되지 않은
의도를 짚어가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00)
박모가 1995년 개인전 서문에 쓴 글은 위와 같은 벤야민의 번역관과
유사한 태도를 보여준다.
99) 정헌이의 회고에 따르면, 박모는 <쓰리스타쑈>를 두고 자신의 작업 중에 “아우라가 가
장 강한” 그림이라며 “참 마음에 든다”고 좋아했다고 한다. 정헌이, 「집중조명, 박이소
의 삶과 예술: 호모 아이덴트로푸스의 여행」, 『월간미술』, 2004. 9, p.85
100) Walter Benjamin, 「번역자의 과제 Die Aufgabe des Übersetzers」(1923),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외 번역자의 과제』, 최성만 옮김(도서출판 길, 2013),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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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있어 미술작업이란[…]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나
와 ‘그 이외의 것’ 간의 관계를 지탱하기 위한 아이러니의 태도
였던 것 같다[…]’만남주의’의 거대한 벽 앞에 서서 알면서 모르
는 척 때로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며 ‘쪼개진 자아’를 봉합하려고
노력도 해보았다. 그러나 요즈음의 잠정적인 결론은, 그 쪼개진
사기그릇의 틈에서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한 이중성과 모
호함이 주제가 되어도 좋으리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작가의 역
할이라는 것이[…]의사소통의 통로를 뚫어서 화해의 가능성을 띄
워 올리는 데에 있겠지만, 그것의 시작은 적나라한 오해의 단면
이나 소통의 불가능성을 노출하는 악역에서 비롯하리라는 생각
도 해본다.101) *밑줄은 필자 강조
실제로 벤야민은 번역어가 원어를 대리보충하며 원작에 드러나지 않은
의도를 함께 짚어가는 과정을 ‘깨어진 사기그릇’을 맞춰가는 과정에 비유
한 대표적인 평론가이다.102) 그리고 이러한 논지 전개방식은 ‘쪼개진 사
기그릇의 틈’에서 ‘적나라한 오해의 단면이나 소통의 불가능성을 노출’하
는 것을 ‘화해의 가능성을 띄워 올리는 시작’으로 간주한 위의 언급에서
마찬가지로 반복된다. 즉, 박모의 작업 안에 차용된 사물은 그자체가 일
종의 번역어로, 문화 교류의 의도나 결과를 전달하기보다 그것이 의도되
는 방식에 동화되어, ‘적나라한 오해의 단면이나 소통의 불가능성’을 드
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반면, 이러한 ‘번역’은 박이소 시기 《‘97 광주비엔날레》에 출품한
<UN타워>(1997)(도 15)에서 조형적 ’여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103)
<UN타워>(1997)는 당시 팔각성냥통의 상표로 그려져 있던 UN타워 기
단부분의 실루엣을 따라 합판 가벽에 거대한 구멍을 뚫어놓은 설치 작업
101) 박모, 「서문」, 『박모』(금호미술관, 1995), p.7
102) Walter Benjamin(주 99), p.137
103) 1995년 개인전을 마친 뒤, 그는 ‘낯설고 소박한(異素)’이라는 뜻의 박이소로 개명하
고, 비공개적인 단식을 시행했다. 이정우 (주 95),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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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벽 뒤에는 설치 후 남은 나머지 합판이 함께 전시 되었다. 당시
성냥통에 그려져 있던 UN타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구조물
로, 이 가상의 구조물을 뻥 뚫린 여백으로 재현한 이 작업은 당시 광주
비엔날레의 주제였던 ‘지구의 여백’과 절묘하게 호응한다.
이영철은 전시 서문에서 이 전시가 각기 다른 주체들 사이의 ‘열린 네
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현실을 재편하고 “소수자 정신을 구현”하는 전
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 전시에서 지구의 여백은 서구
중심적인 이분법을 “분쇄”하는 소수자의 능동적인 전략을 포괄하는 은유
로 사용된다.104) 총 5부문으로 구성된 전시에서-속도(水), 공간(火), 혼성
(木), 권력(金), 생성(土)-박이소의 작품은 ‘권력’이라는 소주제 하에 전시
되었다. 그는 서구 중심적인 이분법을 겨냥한 모든 소수자의 저항을 ‘여
백’에 비유한 이 전시에서, 역으로 서구를 향한 우리의 이상과 동경의 결
과물을 ‘여백’으로 제시함으로써 서구와 비서구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드
러낸다. ‘권력’ 부문 기획에 참여한 성완경이 전시 서문에 밝히고 있듯,
당시 시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던 성냥통 상표에 가상의 탑을 그려놓
고 UN타워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한국전쟁 이후 UN이 한국에서 “‘평
화’와 ‘자유’의 상징”, 그리고 “정의의 상징”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105)
이는 UN이라는 조직이 성냥통이라는 일상용품 상표 안에 등장할 만큼
우리의 무의식에 깊이 개입하고 있음을 드러내는데, 여기서 ‘소수자’는
서구의 명확한 대립항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UN타워>에 대한 박이소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작품은 대부분 대립하는 듯 보이는 두 작용 사이의 긴장을
다루고 있다. 그 긴장은 충돌이라기보다는 이것과 저것 사이의
‘거리’이거나 ‘둘 다’ 혹은 ‘둘 다 아닌’ 모호한 불확정성에 가깝
내

104) 이영철, 「‘지구의 여백’에 대하여」, 『‘97 광주 비엔날레, 지구의 여백 Unmapping
The Earth』 (광주비엔날레, 1997), pp.28-40
105) 성완경, 「권력과 생존의 흐름」, 『‘97 광주 비엔날레, 지구의 여백 Unmapping The
Earth』 (광주비엔날레, 1997),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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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힘은 강함/약함, 정치적/비정치적, 중심/주변, 동/서, 딱딱
함/부드러움, 전통/현대, 여성/남성, 실제/비실제, 심지어 실용품/
미술품 사이의 경계일 수도 있다. 내게 미술은 그런 사물과 감각
의 기존 영역과 의미 사이에 펼쳐있는 관대하고 끝없는 ‘틈’을
여행하는 것이다.106) *밑줄은 필자
여기서 1995년 개인전 서문에서 그가 말한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
도 한 이중성과 모호함’은 ‘대립하는 듯 보이는 두 작용 사이의 긴장’으
로, ‘적나라한 오해의 단면이나 소통의 불가능성’은 ‘사물과 감각사이에
펼쳐있는 끝없는 틈’으로 반복된다. 다만, 1995년 전시가 문화 사이의 번
역불가능성을 강조한다면, 위의 글에선 사물 자체 안에 내포되어있는
‘틈’을 더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1995년 개인전에서 선보
인 작품에서 사물이 어떤 문화적 틈새를 번역하기 위해 채택된 언어였다
면, 이 작품에서 사물은 그 자체로 번역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UN
타워>에서 사물은 번역어가 아닌, 그 자체로 번역되어야 할 대상으로 자
리하는데, 여기서 사물 사이에 펼쳐진 ‘틈’은 그야말로 재현 불가능한, 조
형적 ‘여백’으로 구현된다. 이처럼 문화적 틈새에서 사물 사이의 틈새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현된 조형적 여백은 이후 조형물의 의미 자체의 공
백으로 전이, 확대되며, 작품 자체가 번역되어야 할 사물에 가까워지는
방식으로 심화된다.

Ⅳ.

1990년대 후반-전달 불가능한 상징

1990년대 후반, 사물과 더불어 그의 작업에서 두드러지는 또 다른 특
징은 산업용 자재의 활용이다. 이 시기 박이소의 작품에서 사물과 산업
106) 박이소, 『탈속의 코미디』(로댕갤러리, 2006),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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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자재는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 언어적 규정 자체를 비껴가는
모호한 사물로 재구성된다. 대다수의 작품은 당시 박이소가 참가한 국제
전을 중심으로 제작되는데, 그가 사용한 소재와 이를 사용하는 방식은
같은 시기 국제전에 참가한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처럼 작가의 문화적 정
체성으로 쉽사리 수렴되지 않는다.
한편, 국제전 참가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1990년대 후반 한국미술계에
는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해 귀국한 유학 작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움직
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들은 매체를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기호로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미술의 범주 자체를 확장한다
는 점에서 기존의 경향과 차이를 보인다. 그 중 안규철과 정서영은 사물
과 산업용자재를 활용한 조형물을 통해 사물에 가까운 조형물의 속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박이소와 유사한 특징을 공유한다. 하지만 안규철과
정서영이 언어로 인식되지 않는 사물의 영역을 인식의 장으로 끌어들이
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드러내는 것과 달리 박이소의 작업은 그 의도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들과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보다 사물에
가까워 보이는 박이소 작업의 특징은, 박이소가 국제전을 중심으로 활동
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1990년대 후반 비엔날레의 증가와 함께 되
살아난 지역적, 국가적 정체성이라는 망령 안에서 그의 작품이 문화적
본질의 어떤 전달 불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다.

1. 국제전의 증가와 매체의 확장
한국미술계는 1990년대 중후반을 거쳐 급격히 세계화되기 시작한다.
《광주 비엔날레》, 《미디어 시티 서울》, 《부산 비엔날레》 등과 같은
대규모 미술 행사의 개최와 더불어 《베니스 비엔날레》, 《상파울로 비
엔날레》, 《아시아 태평양 트리엔날레》, 《타이페이 비엔날레》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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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제 미술 행사에 한국작가들이 참가하는 빈도 역시 이 시기에 급
격히 증가하기 시작한다.107)
하지만 미술의 국제적인 교류를 목표로 한 이러한 미술행사 안에서 국
가적, 지역적 정체성은 오히려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비엔날레의 가장
초창기 예라고 할 수 있는 《베니스 비엔날레》는 개최 초기부터 국가별
참가형식과 수상 제도를 통해 오히려 민족주의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
아왔으며, 이후 그 운영방식을 따른 몇몇 비엔날레에서도 각 국가의 문
화적 정체성은 강조되어 왔다.108)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역시 간과될 수 없다. 특히, 비서구권 비엔날레의 경우 개최지의
지역적 정체성은 보다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광주 비엔날레》,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상하이 비엔날레》가 광주, 일본, 더 나아가
아시아라는 지역적 정체성을 국제미술계에 알리는 것을 그 주된 목표로
개최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109)
실제로, 작품의 주제를 떠나, 1990년대 후반 국제전에 참여한 한국작가
들이 특정 소재를 통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예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한 전
수천, 곽훈, 윤형근은 토우, 옹기와 같은 토속적인 소재를 통해 한국적,
107) 《미디어 시티 서울》은 2000년에 개최되긴 했지만 1996년부터 개최된 《도시와 영
상》전을 그 전신으로 삼고 있으며, 2001년 개최된 《부산비엔날레》 역시 1998년 개최된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PICAF)》가 그 전신이므로, 1990년대 후반에 개최된 것으로 봐
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1990년대 초반 한국작가들이 국제미술행사에 참여한 빈도가 한해 평균 10여 차례였던
것에 비해 1990년대 중후반에는 한해 평균 15여 회로, 특히 1998년을 기점으로 그 빈
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국현대미술-해외진출 60년 1950-2010』(김달
진 미술 자료 박물관, 2011) pp.162-169
108) 국가별 참가 형식을 따르는 대표적인 비엔날레로는 상파울로 비엔날레 와 방글
라데시 비엔날레 가 있다.
109) 1995년 광복 50주년과 ‘미술의 해’를 기념해 개최된 광주 비엔날레 는 광주의 문
화예술 전통과 5.18 민주항쟁의 민주정신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을 그 주된 목표로 한
다. 한편, 2001년 개최된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와 1996년 개최된 상하이 비엔날레
는 국가적 정체성에서 더 나아가 아시아적 정체성에 대한 모색을 표명하며 개최되었다.
일례로, 2001년 개최된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는 ‘MEGA WAVE’라는 주제로 아시아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국제미술계에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며, 국제미술계 안의 아시
아적 정체성을 대대적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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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양적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한 작품들을 선보이기도 했다.110) 이들
외에 한국적인 소재를 통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향은
1990년대 후반 해외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던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나타
난다. 대표적으로 서도호의 경우, 세계화 시대의 문화적 충돌과 혼란이라
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작가의 개인사와 결
부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이 유년시절 살던 한옥을 작품에 차용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는 김수자가 유목민과 같은 현대인의 삶을
자신의 유년시절 기억 속에 남아있는 보자기라는 소재 안에서 재발견하
고, 강익중이 3인치 회화의 집적을 통한 사회적 통합과 연결을 한글의
집자방식과 달항아리의 조형방식과 연관 짓는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는 소재가 근대화시기 이전에만 국
한된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신세대 작가로 주목받았던 작가들 중
1990년대 후반 국제전 참여가 급격히 증가한 작가들의 작품에 차용된 개
발독재시대의 대량생산품 역시 국제전이라는 맥락 안에서 한국의 특수한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소재로 해석된다. 그 대표적인 작가로는 최정화와
이불이 있는데, 특히 플라스틱 소쿠리나 제사음식 모형 등을 그대로 차
용한 최정화의 설치작품은 작가 본인이 자신의 조형원칙으로 언급한 ‘생
생’, ‘싱싱’, ‘빠글빠글’한 한국의 시장 문화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점에서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비롯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변한다. 반면,
이불의 경우, 최정화만큼 이러한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진 않지만,
1960년, 1970년대 한국 쇼문화의 탄생과 함께 등장한 민속무용의 싸구려
장신구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의 문화적 특수성을 드러낸다. 특히, <히드
라 Hydra: Monument>(1998)와 같은 작품에서 작가가 동양 여성의 전형
성을 과장하기 위해 사용한 비단, 깃털, 인형 등은 한국 시장의 원색적인
110) 전수천은 토우와 산업폐기물, 비디오 모니터들을 함께 설치해 현재 한국인이 갖고 있
는 감정과 함께 동서양의 조화에 대해 고민하는 작품을 선보였고, 곽훈은 옹기를 이용
한 설치작업을 통해 한국인만이 줄 수 있는 미학적 체험을 선사하고자 했다. 윤형근은
단색조회화에 담긴 동양적 관조의 세계를 통해 동양적 정체성을 강조했다. 김이현,
「베니스비엔날레-세계 미술무대 속 한국현대미술 기지개」, 『미술세계』, 1995. 6,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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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감과 미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111)
한편, 한국현대미술의 국제화와 더불어 1990년대 후반 국내미술계에는
새로운 경향의 작업을 보여주는 작가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들
대부분은 해외 유학을 떠나 국외에서 활동하다가 1997년 IMF사태와 함
께 귀국한 작가들로, 그 대다수가 1998년 이영철이 기획한 《’98 도시와
영상-의식주》전을 통해 한국미술계에 소개되었다.112) 이 전시에 유학생
작가들이 대거 포함된 이유는 새로운 미술의 경향을 보여주는 작가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이영철이 당시 주목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집단적 논리와 표현방식에서 벗어나는 개인성과 자전적 이야기,
2) 비선형적 서사로서의 실제적/허구적 스토리 만들기, 3) 장소를 비장소
의 논리 공간으로 변형시키는 현장 설치작업, 4) 사회 현상이나 물리적,
심리적 현상에 대한 준과학적 혹은 맥락주의적 접근방식을 이용하는 작
품.113) 즉, 이영철이 주목한 새로운 경향은 미술의 형식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거시적 접근보다, 작가가 자신의 주변 환경과 맺는 개인적인 방식
을 드러냄으로써 특정 주제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작품이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작가의 개인성이 두드러지는 새로운 미술의 경향 안에서 매체
는 단선적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에 머물지 않고, 작품이 다루는 개인적
인 내러티브, 비선형적 서사, 사회적, 심리적 현상에 거꾸로 영향을 미치
111) 이외에도 작품에 사용된 소재에 한국적 색채가 반영된 대표적인 예로는 <화엄(華
嚴)>(1997)이 있다. 뉴욕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프로젝트
에 출품한 이 작품은 화려
한 장식물로 꾸민 생선을 날것인 채로 방치함으로써 썩어가는 살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생선을 꾸미는 데 사용된 시퀸과 구슬 장식 역시 1960년, 1970년대 탄생한 민
속무용의 싸구려 장신구에서 유래한다.
112) 1998년은 1997년 IMF사태로 1980년대 말의 해외 유학 자유화 물결과 함께 유학 생
황을 했던 작가들이 대거 귀국한 시점이었으며, 이영철이 새로운 경향의 작업들을 보여
주는 작가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들 대다수가 전시에 참가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
다. 당시 이 전시를 통해 한국미술계에 처음 소개된 작가들로는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
동하고 있는 김소라, 양혜규, 함양아, 함경아, 임민욱, 정수진, 정혜승등이 포함되어있었
다. 기혜영, 「‘90년대 한국미술의 새로운 좌표 모색-《태평양을 건너서》전과 《’98 도시
와 영상》전을 중심으로」, 『미술사학보』, 41(2013), 미술사학연구회, p. 60
113) 이영철, 「복잡성의 공간, 불연속성의 시간」, 『‘98 도시와 영상-의식주전』(서울시립미
술관, 1998), pp.10-11

《

- 57 -

》전

는 비규정적인 요소로 기능한다.114) 다시 말해, 매체는 정해진 의미를 전
달하기 위해 선택된 기호라기보다 작가가 설정한 상황과 감각을 구성하
는 비규정적인 요소로 작품에 자리 잡는다. 일례로, 함경아는 입의 기계
적인 움직임을 담은 영상과 파지분쇄기를 연결해 먹는 행위에 담긴 욕망
의 작동 방식을 감각적으로 제시하며, 함양아는 콩나물과 치즈의 비릿한
냄새와 부패 과정을 전시함으로써 음식이 먹고 소화되는 과정을 공감각
적으로 연출한다. 반면, 김소라와 김홍석의 경우,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이에 부합하는 운동, 요리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여기서도 전시장에 설
치된 가상의 훈련장과 요리 시설은 특정한 메시지를 던지기보다 비규정
적인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 일종의 촉매로 기능한다.
한편, 당시 유학 작가들의 활동에 있어 대안공간의 역할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을 차지한다. 1990년대 후반 한국미술계에는 1998년 ‘쌈지
스페이스’를 필두로 1999년 ‘대안공간 루프’, ‘대안공간 풀’, ‘프로젝트스페
이스 사루비아 다방’이 연이어 설립되며 대안공간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
한다.115) ‘대안’이라는 이름처럼 실험적이고 새로운 경향의 작가를 발굴
하는데 주력했던 대안공간은 귀국 후 국내에 별다른 기반이 없던 유학
114) 《98‘ 도시와 영상》에서 이영철은 도시가 매체의 집산체이자 여러 매체와 매체들 사이
를 이어주며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는 소통의 공간이라고 말하며, 영상매체로 인한 새로
운 ‘매체적 감각’은 역으로 인간의 지각 및 감각 능력, 더 나아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미디어의 특성과 함께 현대사회의 ‘새로운 인식적, 지각적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핵심으로, 상호대화성, 네트워킹, 비선형성을 꼽는다. 즉, 이 전시
는 이와 같은 새로운 ‘매체적 감각’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매체의 집적과 상호작용으로
인해 변화한 일상적 감각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들을 ‘의식주’라는 부제로 느슨하게 묶
어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영철(주 108), p.9, 기혜영(주 107), pp.58-59; 전시
개최 후 이영철이 자신이 쓴 글에서 한국미술계에서 전시와 작품이 단선적인 소통을 위
해 대상화되는 것을 비판한 사실은, 당시만 해도 위와 같은 방식의 작품과 전시형식이
일반적이었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이영철, 「오늘날 현대적 미술전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전시 엔지니어링의 개념적 상상력을 위하여」, 『미술세계』, 2001. 3, pp.47-65,
이영철은 이 글이 1998년 완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115) ‘대안공간 루프’는 재능있는 젊은 작가 및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작가발굴과 다른 문
화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대안공간 풀’은 변화된 미술환경에서 미
술인 내부의 동력을 모으는 것을 그 설립목표로 밝히고 있다. ‘프로젝트스페이스 사루
비아다방’은 실험정신이 강한 작가발굴 및 예술정보제공, 예술의 생활화와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삶 속의 미술을 교육시키려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안소연, 「2000년대 한국
현대미술」, 전영백 엮음, 『22명의 예술가 시대와 소통하다- 1970년대 이후 한국 현대
미술의 자화상』(궁리, 2010), p.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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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이 활동하기에 적당한 토대가 되었다. 실제로, 대안공간을 중심으
로 많은 유학 작가들이 한국미술계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데, 그 대표적
인 작가로는 위에서 언급한 함경아, 함양아를 비롯해 정연두, 함진, 권오
상 등이 있다. 그 중 정연두와 함진은 전시 공간 자체를 매체로 삼은 초
기작들을 통해 한국 미술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정연두는 ‘대안공
간 루프’에서 열린 국내 첫 개인전에서, 보라매공원 댄스홀에서 춤추는
중년남녀의 모습으로 만든 벽지와 조명등을 설치해 댄스홀처럼 만든 공
간 자체를 전시했으며, 함진은 ‘프로젝트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개관전
에서 지하공간에 자리 잡은 전시공간을 활용해 자신이 만든 작은 찰흙인
형들을 이용해 연출한 소왕국을 전시했다. 특히, 이들은 공간 자체를 매
체로 삼아 특정한 풍경을 연출한다는 점에서 한국현대미술에 있어 매체
의 폭을 확장하는데 기여했다.
반면, 당시 귀국해 활동하던 유학 작가들 중 조각의 수공예적인 방식
을 고수하면서도 매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보여주는 작가들도 존
재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안규철과 정서영으로, 이들은 산업용 자재와
사물을 매체 삼아 조형물이 사물과 언어 사이를 진동하게끔 매개하며,
인간의 언어로 온전히 포섭될 수 없는 사물들의 세계를 감각의 자장 안
에 들여놓는 작업을 선보였다.116)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경향은 박이소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한데, 안규철과 정서영의
작업은 언어와 사물 사이의 긴장관계라는 분명한 주제가 존재한다는 점
에서 박이소의 작업과 차이를 보인다. 보다 구체적인 비교를 위해 이들
작업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규철과 정서영의 작업에서 사물과 언어는 매우 핵심적인 요소를 차
지한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어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 너머에 존재
116) 안규철은 《98‘ 도시와 영상-의식주》전에 참가하기도 했는데, 작품에 대한 이영철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안규철의 입체물은 ’비조각적인 조각‘을 실험한다. 사무실이나 미
술관의 데스크와 흡사한 재료로 제작된 이 입체물은 아파트 같은 도시의 주거 환경이나
현대 건축물의 기능 과잉의 디자인적 측면 즉, 동선의 단축화와 공간의 규격화가 만들
어낸 효율적인 공간 설계를 위반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때 ’의자‘라는 제목을 보고
더욱 의아해 진다. 의자의 기능이 소거된 아니 의자의 기능에서 극도로 역행된 이 의자
는 ’무용함‘ 자체이다.” 이영철(주 108),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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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물들의 세계이다. 안규철에게 사물은 대체로 도구를 의미한다. 신
체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도구에 “삶의 실상”과 “시대의 본질”이 담
겨있다고 생각하는 그는 사물의 유형과 디자인을 거꾸로 추적해 들어감
으로써 그 안에 잠재되어있는 또 다른 ‘삶’과 ‘시대’의 가능성을 사유하고
자 한다. 예를 들어, 노와 삽을 하나로 합쳐놓은 <노/삽>(1993)(도 16)은
삽이 대변하는 정착과 노가 대변하는 이동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의 모습
을 새로운 사물의 형태로 보여준다.117) 여기서 정착과 이동이라는 서로
상반된 삶의 유형은 언어로는 규정될 수 없는, 언어를 넘어선 사물들의
세계에서 하나로 합쳐진다.
마찬가지로, <모자>(1992/1997)(도 17)역시 사물들의 세계를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실상’ 내지 ‘본질’을 담지하고 있는 영역으로 제시
한다. <모자>에 전시된 모자는 일종의 증거물로, 그것이 증명하는 바는
악수를 하던 남자가 다른 한 남자에게 잡아먹힌 다소 엉뚱한 사건이다.
모자가 정말로 해당 사건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만약 저런
사건이 발생했다하더라도 이 모자가 정말로 잡아먹힌 남자의 모자인지
등, 그 증거물로 제시된 모자는 사건의 엉뚱함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의
문을 불러일으킨다. 증거물과 사건 사이의 관계를 둘러싼 이러한 의심은
사물과 언어사이의 관계로 확대될 수 있다. 실제로 <모자>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과 유물에 대해 설명하는 글 사이의 간극에 대한 작가의 사
유를 반영한다. 그는 눈앞에 있는 “녹슨 쇳조각의 구체적 존재”앞에 “그
것을 스쳐갔다고 설명되는 보이지 않는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를 의심하
며, 구체적인 사물을 인간의 언어적 인식과 대비시킨다.118)
그에게 “언어로는 덮여지지 않는 어떤 고유한 부분”은 작품의 주요한
존립근거로, 그가 사물에 주목한 이유도 사물들의 세계가 언어로는 포섭
117) 삽은 땅을 파던 손톱과 손바닥을 대신하는 도구다. 같은 손바닥에서 나왔고 비슷한
형태를 가졌으며 그것과 가장 이질적인 도구는 배를 젓는 노일 것이다. 노의 원형은 헤
엄치는 손, 물고기의 지느러미다. 한쪽은 붙박여사는 일에, 다른 쪽은 떠나는 일에 쓰인
다. 한쪽은 시간의 이동을 다른 한쪽은 공간의 이동을 추구한다. 이 두 개의 사물, 두
개의 상반된 추구를 하나로 묶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안규철, 『그 남자의 가
방』(현대문학, 2001), p. 55
118) 안규철(주 111),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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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는 “삶의 실상”과 “시대의 본질”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다.119) 즉, 그의 작업은 실제 사물을 통해 언어로 걸러지지 않는 사물
들의 세계를 인식의 자장 안으로 끌어 들이며 사물과 언어 사이의 긴장
관계를 유지한다.
마찬가지 이유로, “예술에 대한 기호적 해석의 상투성”을 거부하는 정
서영 역시 언어로 포섭되지 않는 사물들의 세계에 주목한다. 그는 예술
이 “첨예하고 비타협적인 상태로 비평적 기능을 수행해야한다”고 말하
며, 이 비타협적인 태도를 “사물과 현상을 섬세하게 구분하는 체계를 작
동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의한다.120) 그에게, 사물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있게 하는 것에 열중”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그의 작업 역시 그것을
두루 관찰하고 사유한 “증거”라는 점에서 세상을 가득 채운 사물들 중
하나임을 강조한다.121) 그는 “명백한 사물이 역설적으로 일깨워주는 제
한된 삶”을 사유하며, 작품을 통해 “사물에 대해 알려진 진실”, “사물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합의”를 깸으로써, 제한된 삶, 사물들의 결함을 다
룰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생성하고자 한다.122)
하지만 안규철과 달리, 주변 사물들에 대한 정서영의 사유는 작품 속
에서 구체적인 사물의 형상으로 구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꽃’간판의
강렬함에서 비롯된 작품인 <꽃>(1999)(도 18)은 나무받침대에 기대어 서
있는 4개의 거대한 스티로폼 덩어리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은
‘꽃’간판이라는 구체적인 사물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판이라는
사물의 형상을 취하지 않는다. ‘꽃’간판에서 느껴진 강렬함은 스티로폼으
로, 물질과 사물 사이에 모호하게 위치한 어떤 형태로 조형된다.123)
119) 안규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시각예술작품이 언어로 완전히 설명되고 대체될
수 있다면 그것이 왜 미술작품으로서 존립해야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언어로는
덮여지지 않는 어떤 고유한 부분이 있음으로써 미술작품은 존립의 근거를 갖게 된다.”
안규철(주 111), p.111
120) 김현진, 정서영, 『큰 것, 작은 것, 넓적한 것의 속도』(현실문화, 2012), p.138
121) 김현진, 정서영(주 114), p.139
122) 김현진, 정서영(주 114), pp.139-140
123) 사물에 대한 인식보다 이와 직접 접촉하고자하는 이러한 태도는 정서영의 다음 글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물은 완벽히 분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인간 의식의 질서에
따라서만은 파악될 수 없다. 사물에의 가담과 투사, 나와 공존하는 사물의 편에 서는

- 61 -

정서영에게 있어 사물들과 관련된 “합의”는 사물의 기능―도구든 증거
물이든―에 입각한 안규철의 사유에 비해 보다 추상적이다. <꽃>이라는
제목을 보고 사람들이 떠올리는 꽃의 모습은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진 사
물에 대한 합의이다. 반면, 이것이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
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스티로폼이라는 물질에 대한
합의이다. 그리고 <꽃>은 꽃에 대한 언어적 합의와 스티로폼에 대한 물
질적 합의, 양자를 모두 파기한다. 즉, 정서영에게 있어 사물에 대한 합
의는 언어적 합의와 동시에 물질적 합의를 의미하며, 그의 작업은 언어
와 물질의 새로운 접면을 마련함으로써 언어와 사물 사이의 긴장을 자아
낸다.
안규철은 일상생활 속 실제 사물을 매체 삼아 그 도구적 기능에 대해
사유하는 반면, 정서영은 산업용 자재를 매체 삼아 사물 이전에 물질을
사유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두 작가 모두
언어를 인식의 기준으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시각을 공유하며, 언
어로 포섭되지 않는 영역을 조형물이 속한 사물이라는 범주에 결부시킨
다는 점에서 벤야민이 상정한 “사물들의 물질적 공동체”에 귀속된다.124)
벤야민에 따르면, 사물들의 공동체 안에 속한 조형 언어는 인간에게 있
어 “전달 가능한 것의 전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전달 불가능한 것의
방법으로서의 가담과 내가 사물로 향하여 일으키는 사건으로서의 투사, 그리고 그 둘의
공존, 순환을 살펴보겠다[..]우리의 인식의 한계와 개념의 고정성, 그리고 그에 따르는
사물의 왜곡을 깨달았다면 응하여 취할 태도는 사물의 낯섬과 혼돈에 적극적이 되는 것
이다. 즉 사물들에게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사물의 편에 가담하여 판단을 중지하고
그 표현 양식을 객관적으로 옮겨보는 것이다. 사물 그 자체에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세계에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 세계란 인식에 선행되어 있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며
인식이 말해주고 있는 것도 항상 그 세계에 대한 것이 되고 있는 그러한 세계이며 그
세계에 관해서는 모든 규정이 추상적이 되고 또한 그에 관련해서 모든 규정이 의미가
있게 되는 근거를 가지게 되는 바의 그러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정서영, 「사물에의
가담과 투사에 의한 조각 작품 제작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1989), pp.4-13
124) 벤야민은 인간의 정신적 본질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음성 언어 외에 조형예술의 언어,
회화의 언어, 시문학의 언어를 따로 상정하는데, 그 중 “조형예술과 회화의 언어에서는
사물의 언어가 훨씬 상위”에 위치하며, 이러한 언어들은 “이름 없는 언어, 음성으로 발
성되지 않는 언어, 물질로 이루어진 언어”로 “사물들의 물질적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말한다. Walter Benjamin, 「언어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Über Sprache
überhaupt und über die Sprache des Menschen」(1916),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
어에 대하여 외 번역자의 과제』 최성만 옮김(도서출판 길, 2013),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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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이 되는데, 안규철과 정서영의 작업은 언어로 전달 가능한 것과 언
어로는 전달 불가능한 것 사이의 긴장을 다루고 그 전달 불가능성을 사
물로 상징하는 부분에서 벤야민이 말한 “사물들의 물질적 공동체”를 상
기시킨다.
1990년대 후반 주로 국제전을 중심으로 활동한 박이소의 작업 역시 언
어적 메시지보다 조형물의 사물적 속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정서영, 안
규철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들과 마찬가지로 “사물들의 물
질적 공동체”안에 속한 듯 보이는 박이소의 작업은 언어와 사물 사이의
긴장관계를 다루기보다 좀 더 단순한 방식으로 사물이 되고자한다는 점
에서 이들과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는 두 작가와 달리 그의 작품이
주로 국제전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고찰해 볼 필요가 있
다.125)

2. 사물과 산업용 자재의 집산
1990년대 후반 박이소의 작업은 문화사이의 번역불가능성을 뛰어넘어
그 자체가 전달 불가능한 사물로 전이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 시기
그의 작업이 사물에 보다 가까운 성격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실제로
박이소가 1990년대 중반부터 안규철, 정서영과 교류하며 이들과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일 수 있다.126) 하지만 그는 안규철이나 정서영처럼 언
어를 명확한 인식의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1997년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Believing is Seeing』를 번역한 후,
125) 안규철과 정서영도 다수의 국제전에 참여하긴 했으나, 박이소는 그 중에서도 국제전
참여 빈도가 더 많은 편이다.
126) 정서영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박이소, 박찬경, 안규철, 김범, 김홍석, 김소라 등
과 어울렸으며, 함께 “이전의 한국미술에서 없었거나 여전히 열등한 위치에 놓여있던
예술언어를 공적인 미술관으로 불러내는 것”을 함께 고민했다고 한다. 정서영, 김현진
(주 114),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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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소는 이 책의 페이지 열 두 장을 선별해 그 텍스트 부분만을 그대로
따라 그린 《미술그림》(1997)(도 19)이라는 드로잉 연작을 남긴다. 삽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텍스트 부분만을 연필로 따라 그린 이 드로잉에서
빈칸으로 표시된 삽화는 연필로 ‘그려진’ 텍스트로 대체된다. 텍스트 자
체가 ‘미술그림’(삽화)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미술작품’이라는
개념이 특정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적 산물이라는 이 책의 메세지를 그대
로 시각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책 안에 ‘적힌’ 텍스트
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종이 위에 인쇄된 상태’를 따라 ‘그리는’ 방
식은 박이소가 언어를 보다 즉물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
서 언어는 사물과 대비를 이루기보다 인쇄물이라는 상태로 사물과 동일
선상에 위치한다.
의미를 떠나 그 형태만을 천진하게 베껴 그리는 이러한 방식은 비슷한
시기 제작된 박이소의 조형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1998년 이영
철이 기획한 《‘98 도시와 영상-의식주》전을 위해 제작한 작품은 불과
1년 전에 제작한 <UN타워>보다 작품에서 독해해야 할 만한 의미를 찾
기 어려운 모습을 하고 있다. 전시 서문에 따르면, 전시장 입구에 설치된
박이소의 작품은-<미확인 발광물체 Unidentified (en)lightening
object>(1998)(도 20), <금속조각 Metal Sculpture>(1998)(도 21), <무제
Untitled>(1998)(도 22)-각각 ‘의식주’를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조형물로
‘전시의 서곡부분‘에 해당하는데, 실제로 그의 작품은 단관비계, 합판, 리
놀륨, 형광등, 콘크리트, 비닐 등 당시 서울의 공사현장에서 주로 사용되
는 산업용 자재들을 ’의식주‘라는 주제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단순하게 재
구성해 놓은 것처럼 보인다.127)
형광등으로 만든 조형물에 비닐을 뒤집어 씌어놓은 <미확인 발광물
체>는 ‘의’를, 시멘트 덩어리에 숟가락을 꽂아 놓고 그 일부를 알루미늄
으로 덮어놓은 <금속조각>은 ‘식’을, 단관비계와 합판을 이용한 나루터
모양의 설치물은 ‘주’를, 각각의 작품은 ‘의식주’를 최대한 단순하게 직설
127) 이영철 (주 108),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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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이 그저 ‘의식
주’를 천진하게 표명하고 있다 해도, 해당 작품에 사용된 산업용 자재는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 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적 맥락들을 우회적으로 지시한다.
단순한 조형과 함께 매체를 통해 시대를 우회하는 이러한 방식은 1985
년 박모가 대학원 졸업 당시 제출한 논문에도 드러난다.
(회화에서)어떤 의미를 발견했는지 왈가왈부할 때 사람들은 코끼
리를 더듬는 맹인과 다를 바 없다[…].내 그림에 대해 설명하려
고 하는 경우에서 이 문제를 비껴나가기는 어렵다. 내가 그 코끼
리를 만들었으니 남들보다는 더 잘 안다고 말 할 수도 있을 것
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나는 내 코끼리를 묘사하려는 나
의 입지가 여느 맹인들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게 된다.
[…]최근에 나는 쌀, 드럼통, 감자, 나무 등을 그리고 있으며 때
때로 실제 쌀이나 드럼통을 작업의 일부로 활용한다. 이 주제들
은 종종 특수한 상징적 내용을 가진다. 이를 테면 쌀은 식량의
상징이고 드럼통과 나무는 불의 상징이다. 내가 사용하는 상징체
계에 어떤 심오함이 깃들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 내용은
그저 단순한 미적 판단의 결과 일 수도 있다. 어떤 대상이 불현
듯 의미 있게 다가올 때, 나는 거기서 여태까지 간과했던 아름다
움을 발견하고 그림으로 나타내 보기로 마음 먹는다.
[...]이 드로잉 작업에서 나는 비행기 날개와 쌀자루에서 쏟아지
는 쌀의 이미지를 함께 놓았다. 또 다른 작업에서 나는 흰 선으
로 그린 상자 위에 몇 개의 감자를 배치했다. 그것들이 내가 그
린 바로 그 대상으로 인식될 필요는 없다. 그 모호한 대상들 간
에 비논리적 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이 내 작업 의도의 일부이
다.128) *밑줄은 필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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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그가 작업을 시작하는 최초의 동기와 최종
결과가 어긋나는 부분이다. 어떤 대상이 ‘불현듯 의미 있게’ 다가올 때,
여태까지 그가 간과해온 대상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구현하는 것이 그
가 그림을 그리는 최초의 동기라고 했을 때, 그 최초의 마음가짐과 최종
결과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존재한다. 여태까지 간과해온 대상의 아름다
움을 발견한 그가 그림으로 구현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 대상이 아니
라 모호한 대상들 간의 비논리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즉, ‘대상’에서 시작
해 ‘관계’로 끝나는 이 과정 사이에 어떤 비논리성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는 자신에게서 비롯된 이 비논리성을 작품에 그대로 수용해버린다. 여
기서 주목할 점은 이 비논리성이 해당 대상들이 ‘불현듯 의미 있게 다가
오는 때’의 중첩과 결부되어있다는 점이다. 결국, 박모는 불현 듯 눈에
들어오는 대상을 그림으로써 어떤 시의성, 즉 자신이 놓인 사회, 정치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우회하는데, 이러한 접근방식은 박이소 시기에 이르
러 다시 반복된다.
산업용 자재가 박이소의 작업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오랜 유학 생활
후 귀국한 그의 눈에 이 재료들이 한국사회에서 유독 돌출된 무언가로
‘불현 듯’ 다가왔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대학원시절 박모가 비논리적
관계를 작품에 그대로 수용했듯이, 박이소 역시 해당 재료를 통해 한국
의 급격한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
다. 산업용 자재의 모호한 집산에 머무는 그의 조형물은 특정한 의미나
대상을 표상하지 않으며 한국적 상황에 대한 상징으로 쉽사리 소급되지
않는다. 1998년 《타이페이 비엔날레 Taipei Biennale》에 출품한 <뒤돌
아 보지마라 Don’t Look Back>(1998)(도 23)에서 그는 합판과 단관비계
를 이용한 가설 공간, 콘크리트와 스티로폼으로 만든 공과 그 위에 고정
된 철근 구조물 등을 통해 비엔날레의 주제였던 ‘욕망의 장소(Site of
Desire)’를 재현한다. 하지만 일종의 공사현장을 연출해놓은 듯 한 이 작
품은 욕망의 장소를 개발의 풍경으로 재현한 것 외의 별다른 의도를 드
128) 박철호, 「회화전의 사진기록과 결론적 진술」(석사학위논문, 프랫 인스티튜트, 1985),
『탈속의 코미디』(로댕갤러리, 2006), pp.72-7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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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지 않으며, 그 안에서 비표상적인 조형물들은 그저 풍경을 구성하는
일종의 사물로 위치한다.
작품을 통해 특정 문화나 의미를 표명하지 않고, 사물로 그저 어떤 풍
경을 연출하는 듯 한 그의 작업 방식은 스페인 EACC(Espai d’Art
Contemporary de Castello)가 개최한《아시안 바이브 Asian Vibe》출품
작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바캉스>(2002)(도 24)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말 그대로 여섯 개의 물건들이 스페인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설치
작업이다. 물건 중에는 특정작가의 작품과 서울의 길거리에서 주워온 물
건들이 포함되었는데, 박이소는 날씨가 좋은 날에만 각목과 스티로폼으
로 만든 구조물에 이 물건들을 설치해두고 밤이 되면 호텔카트에 넣어
미술관 안에 보관해 두었다. 아시아 현대미술의 경향을 소개하기 위해
개최된 이 전시 안에서 작품이라는 범주 자체에서 벗어나 그저 사물이
되고자 열망하는 듯 보이는 이 작품은 아시아라는 지역적 정체성을 정의
하려는 시도 자체를 가뿐히 무시해버린다.
이처럼 박이소 시기에 참여한 다수의 국제전 안에서 사물과 산업용자
재의 집산을 통해 전시 주제나 장소에 부합하는 특정한 풍경을 동어 반
복적으로 연출하는 방식은 그의 작품이 한국이라는 국가적 정체성으로
쉽사리 수렴되지 않게끔 한다. 200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출품한
<베니스 비엔날레>(2003)(도 25)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이 작품에서 《베니스 비엔날레》의 각 국가관을 미니어처로 본 딴
조각을 네 귀퉁이가 플라스틱 물그릇에 담긴 각목 구조물 위에 설치해놓
았다. 박이소는 이후 크리스티 필립스(Kristy Philips)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베니스 비엔날레>에 나타난 한국만의 “배타적인 특이성”에 대해
묻자, 자신은 “한국적인 것을 좇지” 않지만 한국적인 것이 “작품의 부산
물이나 원치 않는 결과로 나오는 것을 부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이것이
무엇인지는 정의하기 힘들다고 답한다.
한국적 전통과 정체성에 대한 박이소의 이러한 태도는 1999년 『월간
미술』에 실린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박이소는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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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아무생각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전
통에 대한 지나친 자의식과 지역적, 전통적 요소를 과장해 보여주는 경
향은 경계해야한다고 밝힌다.129) 하지만 전통에 대한 이러한 태도와 더
불어 이 인터뷰에서 주목할 점은 박이소가 자신의 작업 목표를 “표현의
불가능성을 표현”하는 데 있다고 밝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다시 필립
스와의 인터뷰로 돌아가서, 만약 한국적인 것이 그에게 표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의 작업은 한국적인 것의 표현 불가능성을 표
현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
서,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각 국가관의 모습을 “순진하고 귀
여운 풍경”처럼 만들어 놓은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박이소는 국가적
정체성을 선전하려는 각 국가관의 시도에서 결국 전달 불가능한 것으로
남게 될 그 정체성의 전달 불가능성 자체를 《베니스 비엔날레》를 모방
한 ‘사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 작품이 ‘상징’하길 바랐던 것은 아닐
까.
비엔날레가 유난히 횡행하던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모호
한 사물에 가까워 보이는 그의 작품은 다시 살아난 지역적, 국가적 정체
성이라는 망령 안에서 조형예술이 전달 불가능한 사물의 정신적 본질을
상징하는 것처럼 문화적 정체성의 어떤 전달 불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처
럼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산 비엔날레》에 설치될 예정이었으
나 결국 유작으로 남게 된 <우리는 행복해요>(2004)(도 26)는 그전까지
처럼 국제전에서 전달 불가능한 것의 상징으로 어떤 모호한 사물을 남기
기보다 해당 전시의 취지를 직설적으로 선전함으로써 이러한 행사에 대
한 자신의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하려했던 첫 시도는 아니었을까 생각되
기도 한다.130)
1990년대 후반 박이소가 국제전을 중심으로 발표한 작품들은 산업용
129) 원형준, 「인터뷰-황당한 꿈꾸기로서의 미술」, 『월간미술』, 1999.11, p.117
130) 정헌이는 북한의 생활상을 담은 한 사진에서 “우리는 행복해요”라고 쓰인 간판을 발
견하고, 박이소가 북한의 실상과 대비되는 북한의 평화로운 일상을 담은 사진 속 간판
에 주목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정헌이(주 1),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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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와 사물의 집산으로 이루어진 조형물이 대부분을 이룬다. 하지만 해
당 전시 주제를 동어 반복적으로 재현해 놓은 듯 한 그의 조형물은 조형
된 상태외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안에 의미가 부
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언어라는 문화적 조건과 긴장관계를 유지
하는 안규철, 정서영의 작업에 비해 사물 그 자체가 되길 열망하며 사물
들의 공동체에 보다 가까이 머물길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의
작업에서 도드라지는 이러한 사물성은 1990년대 초 문화 사이의 번역불
가능성에 전착했던 박모의 작업을 고려했을 때, 국제전 안에서 자신의
작품이 특정한 문화적 정체성과 결부되는 것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Ⅳ. 결론
본 논문은 박모/박이소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주제적/형식적 특징을 한
국현대미술의 흐름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1990년대 한국현대미술에
있어 그의 작품이 갖는 의의를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 3세계적 정체성으로 인한 딜레마를 고민하던 1980년대
후반의 작품과 문화사이의 번역불가능성을 다룬 1990년대 초반의 작품,
그리고 보다 사물에 가까워진 1990년대 후반의 작품을, 각각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초반과 후반에 있었던 한국미술계의 몇 가지 경향과
비교해보았다. 1980년대 후반 박모의 작품은 전통화 모티브를 차용하는
방식에서 해당 이미지가 서구 관객에 의해 작가의 제 3세계적 정체성 내
지 전통의 상징으로 수렴되는 것을 비껴간다는 점에서 단색조 회화와 민
중미술에서 전통적 모티브가 차용되는 양상과 차이를 보인다. 이는《한
국현대드로잉》전과 《민중미술》전을 통해 단색조 회화와 민중미술이
서구미술계에서 ‘이국적 눈요깃거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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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한 박모의 시각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제 3세계적 정체성
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그가 ‘마이너 인저리’를 운영하며 겪었던
딜레마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된다.
이후 1990년대 박모의 작품은 평면에서 대중매체와 사물을 차용한 설
치작업으로 그 형식이 급변한다. 또한 작품의 주제 역시 자신의 제 3세
계적 정체성에 대한 성찰보다 문화 사이의 근본적인 번역불가능성을 다
루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여기서 대중매체는 문화적 간극 사이에서 즉각
적으로 독해될 수 없는 기호로 분열되고, 일상적 사물은 이질적 이념과
문화 교류 사이에 놓인 근본적인 번역불가능성 자체를 시각적으로 번역
하기 위한 일종의 언어로 차용되는데, 이는 1990년대 한국현대미술에서
대중매체와 일상적 사물이 작가의 비판적 시각을 ‘전달’하는 기호로 사용
되거나, 지극히 형식적, 감각적인 대상으로 다뤄지는 방식과 차이를 보인
다.
그 중 1990년대 초 제 3세계적 정체성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박모가
만든 ‘초모방’이라는 개념은 작품의 직접적인 조형 뿐 아니라 1993년
《태평양을 건너서》전을 통해 그가 주체적인 문화 교류 모델을 제시하
는 데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문화교류에 대한 그의 독특한 시각을
대변한다. 특히, 문화적 정체성을 민족적, 인종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문화사이의 틈새를 직시하는 것을 주체적 문화 교류의 모델로 제시한 박
모의 시각은 호미 바바(Homi K. Bhabha)의 탈식민주의론과 유사한 지
향점을 공유한다. 이후 1995년 귀국 후 선보인 작업에서 박모는 자신의
이러한 탈식민주의적 문제의식을 보다 정리된 형식언어로 구현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물이 일종의 언어로 차용된다. 여기서 박모는 벤야민이
번역론에서 번역을 정의한 방식과 유사한 태도로 서로 다른 문화가 관계
맺는 방식을 상이한 맥락에 놓인 사물들의 관계로 번역함으로써 문화 사
이의 간극을 지시한다.
1990년대 후반, 박이소로 개명한 그의 작업에서 사물의 활용과 더불어
그의 작업에서 두드러지는 또 다른 특징은 산업용 자재의 활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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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 박이소의 작품에서 사물과 산업용 자재는 특정한 메시지
를 전달하기보다 언어적 규정 자체를 비껴가는 모호한 사물로 재구성된
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의 작업을 보여준 작가는 박이소만이 아니었다.
그 대표적인 작가로, 안규철, 정서영을 들 수 있는데, 안규철과 정서영의
작업은 사물과 산업용 자재를 활용한 조형물을 통해 사물과 언어 사이의
긴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보다 단순한 방식으로 사물 상태에 머무는
박이소의 작업과 차이를 보인다. 단순한 방식을 통해 조형된 모호한 결
과물의 집산은, 문화사이의 번역불가능성에 천착했던 1990년대 초반 작
업의 연장선상에서, 1990년대 후반 비엔날레와 함께 다시 살아난 지역적,
국가적 정체성이라는 망령 안에서 문화적 본질의 어떤 전달 불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1990년대를 거쳐 급격히 세계화된 한국미술계에서 한국미술계가, 혹은
당시 한국작가들이 마주쳐야만했던 문제들에 대해 박모/박이소라는 작가
가 내놓은 답은 곧 1990년대 그의 작업이 갖는 의의이기도 하다. 세계화
를 앞에 두고 고민했던 작가가 박모/박이소만이 아니었다하더라도, 그만
큼 문화교류에서 발생하는 문화 사이의 틈새에 대해 고민했던 작가는 많
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재현 불가능한 문화 사이의 틈새를 대
중문화와 사물로 번역해 지시하는 부분은 재현을 통해 특정한 정체성이
나 메세지를 전달하는데 치중하던 당시 한국미술계의 전반적인 흐름 안
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 또한, 1990년대 후반 국제전을 중심으로 활
동하던 박모/박이소의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의도의 공백은 당시 활동하
던 유학 작가들과 그의 작품을 구분지는 동시에, 국제전 안에서 흔히 언
급되는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를 비껴간다는 점에서 당시 국제전을 중심
으로 함께 활동하던 작가들의 작업과 다른 접근방식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박모/박이소의 작품을 중심으로 1990년대 작품에서 나타나
는 몇 가지 특징만을 언급했기 때문에, 다른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나타
나는 주제와 매체에 대한 접근방식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 이는
1990년대 미술을 정리하는데 있어 차후에 더 자세히 연구되어야 할 부분
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문화적 정체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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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개별 작가의 작품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에 대
한 연구 역시 앞으로 더 정리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한국현대미술에서
박모/박이소의 작품이 갖는 의의를 중심으로 살펴본 이 논문이 차후 이
루어질 1990년대 한국 작가들의 작업과 한국현대미술을 연구하는 데 있
어 작은 보탬이나마 될 수 있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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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 안규철, <노/삽>,
나무, 철

[도 18]

1993,

[도 17] 안규철, <모자>,
1992/1997, 모자, 드로잉, 가변크기

정서영, <꽃>, 1999, 스티로폼, 나무, 페인트,300x210x2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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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

박이소, 《미술그림》 중
일부, 1997, 종이에 연필, 31x23cm

[도 20] 박이소,
<미확인발광물체Unidentified
(En)Lightening Object>, 1998,
버블포장재, 철근구조, 형광등
64개, 팔레트, 산업용 선풍기 3개,
타이머 300x290x290cm

[도 21] 박이소, <금속조각 Metal
Sculpture>, 1998, 알루미늄포일,
콘크리트, 숟가락,130x120x120cm

[도 22]

박이소, <무제 Untitled>,
1998, 단관비계, 합판, 나무,
리놀륨, 전등, 줄무늬펠트,
기타건축자재, 430x1400x39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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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 박이소, <뒤돌아 보지
마라 Don't Look Back>, 1998,
콘크리트, 스티로폼, 철근, 철망,
합판, 가변크기

[도 24] 박이소, <바캉스
Bakangs>, 2002, 여섯 개의
물건과 호텔카트, 각목, 스티로폼,
아크릴물감, 200x2300x500cm

[도 25] 박이소, <베니스 비엔날레
Venice Biennale>, 2003, 각목,
대야, 물, 타일, 자갈, 콘크리트,
161x290x230cm

[도 26]

박이소, <우리는
행복해요>, 2004, 합판,
700x42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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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orary South Korean Art and the Cultural
Interstice Realized in Works by Mo Bahc/Yiso
Bahc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lies in analyzing the thematic
and formal characteristics of works by Mo Bahc/Yiso Bahc
(1957-2004) in comparison withmajor trends in contemporary South
Korean artand, through this, examining the significance of his works
in contemporary South Korean art.
Mo Bahc/Yiso Bahc is a representative figure who, by planning
diverse exhibitions and producing numerous works in the 1990s,
searched for a new modelfor South Korean artistic circles, which had
been delegated to a Third World position, to engage in exchange
with Western artistic circles on an equal footing. Works by Mo
Bahc/Yiso Bahc can be divided largely into those from the Mo Bahc
period (1984-1994), during which he studied and worked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Yiso Bahc period (1994-2004), following his return to
South Korea. If works from the Mo Bahc period deal with a Korean
identity othered by the West and the fundamental untranslatability
between cultures ,those from the Yiso Bahc period concern the rather
comprehensive categories of the superficiality and impermanence of
life. However, because such problematics exhibited by works from the
Mo Bahc/Yiso Bahc periods has already been amply addressed in
earlier research, the present study has examined his works with a
focus on the formal characteristics that emerge through a comparison
with contemporary South Korean art.
The artist’s works from the latter half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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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s, which can

be seen as the first half of the Mo Bahc period, consist mostly of
paintings making use of motifs from traditional Korean painting and
Han’geul (Korean script). At the time in South Korea, monochrome
painting was based onthe East Asian view of nature as a union with
nature, and minjung(plebeian) art based its identity on the indigeneity
of folk art. In such a situation ,Mo Bahc, working in the United
States, was aware of a reality where, in working overseas, both
identities were othered by the West. Consequently, his works from
the latter half of the1980s place motifs from traditional Korean
painting side by side withKorean words such as je ontong(“tradition”)
and ye oksa(“history”)and refer to them once again with the same
words as their titles, thus preventing these images from being linked
immediately to the titles and viewed facilely as “exotic.” This method
of avoiding, through such linguistic interventions ,the convergence of
motifs from traditional Korean painting in the artist’s Third World
identity by Western viewers can be seen as a characteristic that
differentiates Mo Bahc’s works from the ways in which traditional
Korean motifs were borrowed by monochrome painting and
minjungart.

With the passage of time from the latter half of the 1980s,
when paintings constituted the majority, to the 1990s, Mo Bahc’s
works changed dramatically in their form into installation works
adapting the mass media and objects. In addition,their themes
likewise shifted from reflections on his Third World identity to the
fundamental untranslatability between cultures. In these works, the
mass media are disjoined into signs that cannot be immediately
deciphered in the cultural interstice, and everyday objects are adapted
as a kind of language for visually translating the dynamics of
heterogeneous ideologies and cultural exchange. This differs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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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s in which contemporary South Korean art in the 1990s used the
mass media and everyday objects as signs conveying messages or as
extremely formal and sensuous objects, thus showing the unique
position occupied by Mo Bahc’s works in South Korean artistic
circles.

In particular, the concept of “super-imitation” that Mo Bahc
presented in the early 1990s serves as a crucial hint for
understanding his activities at the time. “Super-imitation” can be
viewed as an attempt on the part of Third World artists, by imitating
Western artists’works wholesale, to assign to their works a new
texture transcending the meanings of the Western originals. In fact,
Mo Bahc realized “super-imitation” by imitating wholesale in his
works during the early 1990s the ways in which John Baldessari, in
Blasted Allegories, had deconstructed images in the mass media,
thereby adding to them a new cultural texture. On the other hand,
“super-imitation” was repeated with a similar logic in his presentation
of a model of equal cultural exchange through the“Across the Pacific:
Korean and Korean-American Art” exhibition of 1993.Here, Mo Bahc’s
perspective, which presented a direct look at the gap between
cultures without presupposing a fixed cultural identity as a model of
equal cultural exchange, shared a similar orientation especially with
Homi K. Bhabha’s postcolonial theory.
In works that he presented after returning to South Korea in
1995, Mo Bahc visualized such a postcolonial problematics on his part
in a more orderly formal language. In addition, what emerged here as
a new plastic or formative principle following “super-imitation” was
“translation.” His works from the mid-1990s refer to the gap between
cultures by translating the ways in which disparate cultures forge
relations into the relations between objects that are plac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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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rate contexts, thus adopting an attitude similar to that with
which Walter Benjamin defined“translation” in his translation theory.
Mo Bahc’s interest in objects subsequently led to the Yiso Bahc
period and shifted from the translation of objects to objects that
themselves had to be translated.

In addition to the use of objects, yet another noteworthy
characteristic of the artist’s works from the latter half of the 1990s,
when he changed his name to “Yiso Bahc,”is the use of industrial
materials. In particular, Yiso Bahc focused on participating in a
variety of international exhibitions in the latter half of the 1990s. In
the works that he submitted at this time, objects and industrial
materials are reconstructed into ambiguous objects that skirt linguistic
definition itself instead of conveying particular themes. South Korean
artistic circles were dramatically internationalized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1990s through numerous international exhibitions, and,
amidst such a trend, works revealing a Korean identity once again
began to draw attention. In addition, South Korean artistic circles
witnessed the emergence of art of a new trend centering on South
Korean artists who returned from study and work abroad due to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 and the alternative spaces that
dramatically increased at the time. Rather than transmitting
macroscopic stories through their works, these artists exhibited a
tendency to convey more personal and undefined sensibilities through
diverse media or to use exhibition spaces themselves as media, thus
noticeably expanding the range of media and approaches.

Yiso Bahc’s artworks produced at the time exhibit similarities to
works by Kyuchul Ahn and Seoyoung Chung, who, out of the artists
mentioned above, displayed new approaches to media while
maintaining the handicraft methods of sculpture. However, whe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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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artists’works reveal the clear intention of the tension between
linguistic perception and the sphere of objects not perceived through
language, Yiso Bahc’s works do not exhibit any particular intention
other than visualizing, with objects, the themes of the exhibitions in
which he participated. His works are actually ambiguous because the
intentions behind their production are thus so clear. However, when
his active involvement in international exhibitions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1990s is taken into consideration, his works can be
interpreted as symbolizing certain intransmissibility of cultural essence
amidst the specters of regional and national identities reawakened
during this period.
In addressing the themes of an othered identity and
untranslatability between cultures, Mo Bahc/Yiso Bahc exhibited a
unique formal approach in that he replaced such impossibility itself
with the absence of representation, with a void in intentions. In
particular, his translation of the unrepresentable interstice between
cultures into a sense of difference or foreignness between disparate
objects occupied a uniqueposition in the overall trends in South
Korean artistic circles, which at the time focused on conveying
particular identities or messages through works. In addition, the void
in intentions that was pronounced in Mo Bahc/Yiso Bahc’s works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1990s, a period in which he focused on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exhibitions, differentiated them from
works by South Korean artists who were active overseas then. At
the same time,this void in intentions shown by his works skirted the
problem of cultural identity often mentioned in international
exhibitions, thus differentiating them also from works by artists who,
together with him, were active participants in international exhibitions
at the time. Such characteristics of works by Mo Bahc/Yiso Ba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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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strate the fact that he, who sought after exchange between
South Korean and Western artistic circles on an equal footing, was
aware of the cultural gap between the two cultures. In addition, these
characteristics established him, even in formally realizing that
essence, as an artist who occupied a unique position differentiated
from the overall trends in contemporary South Korean art.

Keywords: Mo Bahc, Yiso Bahc, contemporary South Korean art
in the1990s, Homi K. Bhabha, translation, cultural interstice,
Walter Benj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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