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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미국의 미술가 에드워드 키엔홀츠(Edward Kienholz)는 1950년대 일

상에서 사용되다가 버려진 물건들을 조합하여 특정한 장면을 묘사하는 

아상블라주(Assemblage) 작품을 제작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작가였

다. 키엔홀츠는 1952년부터 1973년까지 캘리포니아 남부의 로스앤젤

레스를 거점으로 활동하였으며, 특히 그는 1960년대 초부터 실제와 유

사한 규모의 아상블라주 작품을 제작하며 이를 타블로(tableau)로 지칭

하였다. 1950년대 로스앤젤레스는 도시가 지리적으로 확장되면서 하나

의 공간적인 중심이 존재하지 못했으며, 로스앤젤레스의 미술 역시 특

별히 두드러지는 미술 운동이나 구심점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이에 

키엔홀츠는 갤러리를 설립하여 지역 미술가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교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직하였다.

본고는 1950년대 중반부터 로스앤젤레스에 미술계를 조직하고

자 하였던 키엔홀츠의 시도가 1965년작 <술집(The Beanery)>에 물

리적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이 작품이 도시에 대한 키엔홀츠의 감각과 

로스앤젤레스 미술가로서의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주장하려 한다. 

이를 위해 <술집>이 제작되고 전시된 1960년대 중반 로스앤젤레스라

는 도시와 갤러리, 미술관이라는 역학 관계 내에서 작품을 새롭게 바

라보고, 키엔홀츠를 동시대 지역 미술가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던 

지역 정체성을 지닌 미술가로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키엔홀츠가 미술가로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던 시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미술을 주도하고 있었던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 회화를 넘어서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태동하였다. 로버

트 라우셴버그(Robert Rauschenberg) 등 뉴욕의 미술가들은 기존의 

이미지와 일상의 물건들을 캔버스로 도입하여 추상표현주의 회화에서 

논의되던 회화의 순수성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였다. 키엔홀츠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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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미국 서부 지역 미술가들도 일상에서 발견한 물건들, 특히 낡고 

버려진 물건들을 조합한 아상블라주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서부 미술의 중심지는 캘리포니

아 예술학교(California School of Fine Arts, CSFA)를 중심으로 한 

캘리포니아 북부의 샌프란시스코였다. 반면 당시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샌프란시스코와 달리 젊은 미술가들이 작품을 선보이며 교류할 수 있

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키엔홀츠는 1957년 페

러스 갤러리(Ferus Gallery)를 설립하여 신진 미술가들에게 전시 공간

을 제공하였다. 페러스 갤러리가 위치한 라 시에네가 대로는 로스앤젤

레스에서 가장 많은 갤러리들이 밀집하였던 지역으로 성장하였으며, 

키엔홀츠의 페러스 갤러리를 기점으로 지역 미술가, 컬렉터, 관람객들

이 교류하며 로스앤젤레스에도 미술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뒤이어 『아트포럼(Artforum)』지는 196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사무실을 옮기고 서부 지역 미술가들을 홍보하는데 적

극적으로 움직였다. 지역 정부와 대규모 자본을 소유한 도시의 주요 

인사들 역시 미술계의 활발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변화를 꾀하기 시작

하였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부는 1965년 4월 로스앤젤레스 카운

티 미술관(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LACMA)을 개관하

였다. 카운티 미술관이 개관한지 약 1년 뒤인 1966년에 키엔홀츠는 

이 곳에서 개인전을 가지게 되었다.

이 전시는 <술집>을 비롯하여 총 46점의 작품들이 총망라된 

큰 규모로 기획되었다. 그러나 전시 개막을 약 일주일 앞둔 시기에 일

부 작품의 선정성을 이유로 전시를 폐쇄해야 한다는 논란이 대두되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는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었으며, 전시를 

둘러싼 논란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며 오히려 관람객들이 몰려드는 계

기가 되었다. 이처럼 키엔홀츠의 개인전은 검열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미술관이라는 제도화된 공간에 성공적으로 전시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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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미술관에서의 개인전에 전시되었던 <술집>은 키엔홀츠

와 동료 미술가들이 아지트처럼 매일같이 모여들었던 ‘바니의 술집’을 

재현하고 있다. 바니의 술집은 단순한 술집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공간

이었으며 로스앤젤레스 미술계의 축소판과도 같았다. 키엔홀츠의 타블

로 <술집> 안에 자리한 열일곱 명의 석고 인물상들 역시 키엔홀츠의 

지인과 동료 미술가들, 미술관 관계자, 그리고 술집의 주인인 바니 등

을 실제 모델로 하여 제작되었다. <술집>은 키엔홀츠가 작품을 제작할 

당시, 즉 동시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유년기와 겹치는 과

거의 시간을 다룬 이전의 타블로와 구분된다. 작품의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술집>은 이전 타블로 작업들과 차별점을 보인

다. 마치 연극 무대처럼 정면성이 강조된 비슷한 시기의 타블로와 달

리, <술집>은 천장이 달려있어 외부와 차단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제작

되었으며 관람자가 작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키엔홀츠는 관람자가 

직접 문을 여닫거나 작품을 만지는 등 물리적인 접촉을 허용할 정도로 

작품에 대한 관람자의 개입을 원하였다. 촉각이라는 감각뿐만 아니라 

<술집>은 실제 바니의 술집에서 녹음한 대화 소리, 음악 소리, 냄새 

등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여 관람자가 마치 1960년대 중반 로스앤젤레

스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몰입도를 높인다. 

<술집>은 1965년 10월 바니의 술집 주차장에서 처음 전시된 

이후 뉴욕 드완 갤러리(Dwan Gallery)에서 전시되었다. 그러나 뉴욕의 

평론가들은 <술집>을 뉴욕의 팝 아트 미술가들의 작품에 비해 뒤쳐진 

아류로 평가하였다. 키엔홀츠 역시 뉴욕의 평단과 미술계에 대해 우호

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뉴욕의 미술가들에 비해 자

신이 진지하게 평가 받지 못하였던 것에 일종의 반감을 가졌다. 이에 

대응하여 키엔홀츠는 지적인 뉴욕 미술가들의 이미지와 반대되는 지점

에서 스스로를 위치시켰다. 그는 자신을 미술에 무지한, 미술계에 관심

이 없는 ‘비미술가’로 공공연히 소개하였으며 지적이거나 고뇌에 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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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가가 아닌 마치 일꾼처럼 손으로 직접 새로운 대상들을 창조해 내

는 인물로 설정하였다. 

마찬가지로 키엔홀츠의 <술집>은 추상표현주의 미술가들이 모

여 담화를 나누던 뉴욕의 술집 ‘시더 태번(Cedar Tavern)’에 대응하는 

상반된 성격을 지닌다. 팝송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술집> 속 인물들은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청하거나, 이성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할 뿐 이

들 사이에 진지한 대화는 오고 가지 않는 듯 보인다. 1960년대에 활동

을 시작한 로스앤젤레스의 젊은 미술가들 역시 키엔홀츠와 마찬가지로 

뉴욕의 미술가들과 구별되는 자신들만의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전시 홍보를 위한 사진이나 포스터에서 이들은 유흥

을 즐기는 자유분방한 태도를 취하며 지적인 인물로 표현되던 동시대 

뉴욕 미술가들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상반된 성격을 지닌다. 

이처럼 키엔홀츠는 1960년대 중반 등장한 지역 미술가들과 문

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위 ‘로스앤젤레스 룩(L.A. 

Look)’으로 불리는 동시대 미술가들과 구분되어 설명되어왔다. 산업용 

재료를 매체로 매끄러운 표면 효과를 추구하였던 이들의 작품과 거리

에서 모은 낡고 버려진 물건들을 조합한 키엔홀츠의 정크 미술(Junk 

Art)은 매우 상반된 것처럼 여겨졌다. 로스앤젤레스 룩 작가들이 서부 

지역 비평가들의 지원에 힘입어 로스앤젤레스를 대표할 새로운 미술 

그룹으로 각광받는 동안 키엔홀츠는 시대에 뒤쳐진 미술가로 여겨졌

다. 1973년 키엔홀츠는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독일로 이주하며 그의 사

회비판적인 작품에 보다 호의적이었던 유럽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그러나 키엔홀츠와 1960년대 로스앤젤레스 룩 미술가들의 작품은 로

스앤젤레스에서 특징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매체를 사용하여 도시에 

대한 미술가의 감각을 표현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로스앤젤레스 룩’ 

미술가들이 사용하였던 산업용 재료들은 당시 크게 성장해나가던 로스

앤젤레스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산물이었다. 키엔홀츠 역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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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그것이 생산하는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작품의 매체로 사

용하였다. 단지 키엔홀츠는 로스앤젤레스를 갓 생산된듯한 물질로 대

표되는 곳이 아닌 “매일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도시로 

인식하였으며 이를 자신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작업하였던 이유이자 로

스앤젤레스의 본질이라 생각하였다. 

본고는 에드워드 키엔홀츠의 <술집>을 작품이 제작될 당시인 

1960년대 중반 로스앤젤레스 미술계의 역학 관계 내에서 살펴봄으로

써, 그를 당대 미술의 흐름과는 동떨어진 미술가가 아닌 지역 정체성

을 지닌 화가로서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아상블라주 

미술에서 팝 아트로 이행하는 과도기 상에 위치한 미술가, 혹은 작품

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해 도덕적인 비판을 서슴지 않는 미술가로서 

이해되었던 키엔홀츠를 당대의 지역 미술가들이 맞이해야 하였던 문제

들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지닌 미술가로 재위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에드워드 키엔홀츠, 술집(The Beanery), 로스앤젤레스의 미

술, 타블로, 정크 미술, 로스앤젤레스 룩(L.A. Look)

학번 : 2011-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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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미국의 미술가 에드워드 키엔홀츠(Edward Kienholz, 

1927-1994)는 1950년대 일상에서 사용되다가 버려진 물건들을 재료

로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아상블라주(Assemblage) 작품을 

제작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작가였다. 그는 1952년부터 캘리포니아 

남부의 로스앤젤레스를 거점으로 미술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

여, 1973년 독일 서베를린(West Berlin)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로스앤

젤레스에서 활발한 작업을 펼쳤다.1) 1950년대 로스앤젤레스는 도시의 

교외화 현상을 통한 지리적인 확장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

하고 있었다.2) 이로 인해 공간적으로 단일한 중심지가 존재할 수 없었

던 도시와 마찬가지로 1950년대 중반 로스앤젤레스의 미술계 역시 특

별히 두드러지는 미술 운동이나 구심점이 등장하지 않았다. 이에 키엔

홀츠는 1955년부터 지역 미술가들이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를 

설립하며 미술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직하려 노력하였다.3) 

특히 그가 1957년 설립한 페러스 갤러리(Ferus Gallery)는 이후 1960

년대 중반 로스앤젤레스 미술계의 부흥기를 이끌게 되는 미술가들의 

1) 키엔홀츠는 독일 학술 교환 프로그램(German Academic Exchange 

Program, DAAD)에 선정되어 1973년부터 서베를린의 스튜디오에서 작업하

였다. 키엔홀츠의 부인 낸시 레딘 키엔홀츠(Nancy Reddin Kienholz)는 당시 

유럽에서의 평단과 관람객의 호응 역시 매우 호의적이었다고 회고하였다. 

Nancy Reddin Kienholz, “Chronology,” Kienholz, A Retrospective: 

Edward and Nancy Reddin Kienholz, ed. Walter Hopps, New York: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1996, p. 256.

2) Richard S. Weinstein, “The First American City,” in The City: Los 

Angeles and Urban Theory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ed. 

Edward W. Soja and Allen J. Scot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p. 29; Mike Davis, City of Quartz: Excavating the Future 

in Los Angeles (New York: Verso, 1990), pp. 15-97.

3) 본고에서는 미술의 제작, 주문, 전시, 수집, 비평과 관련한 인물과 기관이 

이루는 집단을 지칭하는 말로 '미술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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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거지가 되었다. 

로스앤젤레스의 미술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던 그의 노력

은 1965년 <술집(The Beanery)>(1965)(도 1, 2, 3, 4)이라는 작품으

로 구체화되었다. 자신과 동료 미술가들이 즐겨 찾던 술집이자 이들의 

아지트였던 '바니의 술집(Barney's Beanery)'를 실물과 흡사한 크기로 

재현한 이 작품은, 키엔홀츠가 1960년대 로스앤젤레스에서 제작한 작

품들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술집>에서 키엔홀츠는 일상에서 

발견한 물건들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조합하여 기괴하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을 구성하였던 <록시의 집(Roxy's)>(1961)(도 5) 등 

초기 아상블라주 작품에서 나아가 현실과 매우 유사한 환경을 제작하

였다.4) <술집> 이후 제작한 1966년 작 <주립 병원(State Hospital)>

(도 6), 1968년 작 <휴대 가능한 전쟁 기념비(Portable War 

Memorial)>(도 7), 1969년 작 <다섯 대의 자동차(Five Car Stud)>

(도 8) 등은 모두 이전 작품들에 비해 재현 방식이 보다 사실적이다. 

이는 특히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묘사 방식이 변화하였던 데에서 기

인한다. 키엔홀츠는 <생일(Birthday)>(1964)(도 9)에서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하여 석고로 인물상을 제작하는 방식을 처음으로 시도하였으

며, 이듬 해 제작한 <술집>에서는 열다섯 명의 석고 인물상을 제작하

여 배치하였다. 특히 키엔홀츠의 주변인들을 모델로 한 석고 인물상은 

이후 작품에서 키엔홀츠가 인물을 묘사하는 기본 유형이 되었다.5) 이

러한 의미에서 <술집>은 키엔홀츠가 하나의 양식을 정립한 작품으로

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자신의 유년 시절의 기억에 기반한 장

면을 재현한 <록시의 집>이나 <38년형 닷지 자동차 뒷좌석(Backseat 

Dodge '38)>(1964)(도 10)에서 나아가 작품이 제작될 당시인 1960년

4) Robert L. Pincus, On a Scale That Competes with the World: The 

Art of Edward and Nancy Reddin Kienholz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p. 45.

5) Nancy Reddin Kienholz, 앞의 글, p.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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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반의 로스앤젤레스를 재현하여 동시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에

서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집>은 그동안의 미술사 연구에서 <록시

의 집> 이나 <38년형 닷지 자동차 뒷좌석>, <휴대 가능한 전쟁 기념

비>에 비해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술집>은 작품에 주요 소재

로 사용된 멈춰진 시계와 관련하여 주로 해석되어 왔다. 작품 속 인물

들이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마치 그들의 시간은 멈춰있는 

듯 느껴지지만 사실 실제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 이들이 

덧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보내는 모습은 반대로 시간의 유한성과 피

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을 연상케 한다. 또한 작품에 등장하는 신문의 

기사에서 베트남에서의 끔찍한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술집> 속 인물들은 외부 세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이는 

당시 베트남전의 참상에 대한 미국 대중들의 무관심을 상기시킨다고 

해석되어왔다.6) 그러나 <술집>이 직접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대상인 

바니의 술집으로 상징되는 로스앤젤레스 미술계와의 연관 관계는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술집>이 1950년대 중반부터 나우 갤러리(Now 

Gallery), 페러스 갤러리 등을 설립하며 로스앤젤레스에 미술계를 조직

하고 하나의 중심지로 만들려 하였던 키엔홀츠의 시도가 물리적으로 

구체화된 작품이자, 도시에 대한 키엔홀츠의 감각과 로스앤젤레스 미

술가만의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주장하려 한다. 이를 위해 작품이 

제작되고 전시된 1960년대 중반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와 갤러리, 미

술관이라는 역학 관계 내에서 키엔홀츠의 <술집>을 새롭게 바라보고, 

키엔홀츠를 동시대 미술가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던 지역 정체성을 

6) Maurice Tuchman, Edward Kienholz (Los Angeles: Los Angeles 

County Museum, 1966), pp. 6-7; Robert L. Pincus, 앞의 책, pp. 45-49; 

Walter Hopps, 앞의 책, pp. 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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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화가로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1960년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키엔홀츠가 

자신만의 양식을 정립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합판을 이용한 부조 작업

이나 단일한 아상블라주 조각을 만들던 활동 초기의 작업 방식에서 벗

어나 1961년경부터 '타블로(tableau)'라는 새로운 형식의 작품을 제작

하기 시작한다. '타블로'는 실제 크기와 유사한 일종의 환경을 제작한 

아상블라주 조각 작품을 의미하며 그 크기나 구성이 마치 연극 무대와 

유사하다는 특징을 지닌다.7) 키엔홀츠는 1961년 첫 번째 타블로 <록

시의 집>을 제작하였으며, <술집>을 마지막으로 약 2년간은 실제 작

품을 제작하는 대신 타블로의 크기, 설치될 장소, 주제, 그리고 제작비

용 등을 적은 문서 형태의 작품 '컨셉 타블로(Concept Tableaux)'라는 

새로운 작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8) 이처럼 1960년대는 그의 가장 중

요한 아상블라주 작업인 타블로 작업을 시작하고 정점을 이루었던 시

기로 이해할 수 있다.9) 

이처럼 키엔홀츠는 미술가로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쳤던 동

시에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활동하던 지역 미술가들이 교류하고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미술사 내에서 키엔홀츠는 1960년대 로스앤젤레스 미술

7) '타블로'라는 명칭은 무대 장치 위의 인물들이 정지한 채 명화나 역사적인 

장면을 묘사하는 '타블로 비방(tableau vivant)'에서 유래한 것이다. 마이클 프

리드(Michael Fried)는 모더니즘 미술이 경계해야 할 연극성(theatricality)의 

대표적인 사례로 키엔홀츠를 언급한 바 있다. Michael Fried, “Art and 

Objecthood,” Artforum, Vol. 5, No. 10 (Summer, 1967), pp. 12-23. 

8) '컨셉 타블로'는 타블로를 제작하기 위한 일종의 제안서로 제작을 원하는 

후원자가 이를 구매하였을 때 실제 작품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 컨셉 타블로 

가운데 실제 작품으로 구현된 사례는 <주립 병원(State Hospital)>(1966)과 

<아트 쇼(Art Show)>(1963-1977), <휴대 가능한 전쟁 기념관(The Portable 

War Memorial)>(1968), <광고 #2(The Comercial #2)>(1965-73)가 있다. 

Walter Hopps, 앞의 책, p. 35.

9) 1981년 키엔홀츠는 1972년 이후의 작품부터는 자신의 부인 낸시 레딘 키

엔홀츠(Nancy Reddin Kienholz)가 공동 저자로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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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독단적인 인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1960년

대 로스앤젤레스 미술가들 사이에서 플라스틱이라는 새로운 재료를 사

용하여 시각적인 심미성을 극대화한 작품이 유행하였던 반면,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매체로 삼아 언급하기 불편한 주제를 도발적으로 다

루는 키엔홀츠의 작품은 형식과 주제 두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상반되

었기 때문이다. 전자에게 '로스앤젤레스 룩(Los Angeles Look)'이라는 

이름을 선사하며 홍보하였던 『아트포럼(Artforum)』의 미술 비평가였

던 피터 플래전스(Peter Plagens)는 자신의 1974년 저서에서 키엔홀

츠를 당대 미술계의 유행에 약간 뒤쳐진 아상블라주 미술 작업을 하던 

미술가로 분류하였다.10) 이처럼 키엔홀츠는 1960년대 미술계의 흐름

과 함께 논의되기보다는 1950년대 말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아

상블라주 조각의 마지막 주자로 평가되거나, 뉴욕의 로버트 라우셴버

그(Robert Rauschenberg, 1925-2008)와 유사한 작업을 시도하였지

만 그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미술가, 혹은 뒤이어 등장할 정치적 미술

의 선구자로 주로 서술되었다.11) 자신을 끊임없이 미술에 대해 무지한 

‘비미술가’로 규정하는 키엔홀츠의 태도 역시 이러한 평가에 일조한 바 

있을 것이다.12)

이러한 논의에서 벗어나 키엔홀츠가 중요한 미술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계기는 1996년 휘트니 미술관(Whitney Museum of 

Art)에서의 개인전과 미술사학자 로버트 L. 핀커스(Robert L. Pincus)

10) Peter Plagens, Sunshine Muse: Art on the West Coast, 1945-197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11) Barbara Rose, American Art since 1900: A Critical History (New 

York, F.A. Praeger, 1967); Peter Selz and Susan Landauer, Art of 

Engagement: Visual Politics in California and Beyon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12) 키엔홀츠는 여러 인터뷰에서 계속적으로 자신을 '미술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미술계에 관심이 없는' 인물로 규정하였다. Lawrence Weschler, 

Edward Kienholz: Oral History Transcript (Los Angeles: Oral History 

Program,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77) p.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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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특히 핀커스는 키엔홀츠의 아상블라주 작업이 

지닌 독자적인 성격을 지적하였다. 키엔홀츠의 작품은 샌프란시스코의 

아상블라주 미술가 조지 험스(George Herms, 1935- )보다 작품의 규

모가 확장되었고, 뉴욕의 로버트 라우셴버그와는 달리 작품에서 끊임

없이 삶과 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작품의 주제

에 주목하여 키엔홀츠의 작품에서는 시각적인 효과, 형식, 공간 등 형

태적인 요소보다도 그의 전 작업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사회비판적

인 주제가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3) 저자는 고도

로 물질화되어가며 겉으로는 풍요롭고 평온해 보이는 미국의 사회 아

래 감춰진 추악한 진실이 키엔홀츠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기괴한 현실

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었으며, 이것이 기타 아상블라주 작

가들과 키엔홀츠가 차별화되는 주요한 지점으로 보았다. 

핀커스가 아상블라주 미술가로서 키엔홀츠를 다시금 자리매김 

시켰다면, 데이먼 마이클 윌릭(Damon Michael Willick)은 2004년 자

신의 박사학위논문에서 1960년대 후반 등장하는 개념미술(Conceptual 

Art)과 키엔홀츠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는 키엔홀츠가 스스로의 이미

지를 의도적으로 미술사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인물로 설정하여 활동

하였음을 주장하였고, 그를 다중적 자아를 스스로 차용한 포스트모더

니즘 미술가로 평가하였다. 또한 키엔홀츠가 1964년 시도한 <컨셉 타

블로(Concept Tableau)> 연작을 초기 개념미술로 인정하여 개념미술

의 역사에서 키엔홀츠가 외면받았음을 주장하고, 이를 통해 개념미술

이라는 이데올로기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저자의 연구는 키

엔홀츠를 캘리포니아 아상블라주 미술과 분리시켜 새로운 시각에서 바

라보았다는 의의가 있으나, 동시에 키엔홀츠와 동시대 지역 미술계와

13) 로버트 L. 핀커스는 키엔홀츠 작업의 형식적인 발전 과정, 문화적인 맥락 

등을 고려하였을 때 1960년대 작품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Robert 

L. Pincus, 앞의 책, p. 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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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였다.14)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로스앤젤레스 미술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키엔홀츠와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

가 등장하였다. 케네스 D. 앨런(Kenneth D. Allen)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키엔홀츠의 1960년대 타블로 작품에서 동시대 미니멀리즘 

미술에서 논의되는 '관람성(Spectatorship)'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음

을 주장하였다. 실제와 거의 유사한 크기로 제작되어 시각, 촉각, 후각 

등 여러 감각을 자극하는 키엔홀츠의 타블로 작업들은 관람객으로 하

여금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능동적으로 자각하게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특징은 디즈니 랜드(Disney Land)로 대변되는 전후 로

스앤젤레스의 시각문화의 가장 강력한 측면, 즉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전략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15) 그의 논의는 키엔홀츠라는 미술가를 

1960년대 로스앤젤레스 미술계에 재위치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1960년대 동료 미술가들과의 유사점을 지적하는 데 까지는 미치지 않

았다. 

따라서 보다 확장된 논의를 위해서는 1960년대 로스앤젤레스

의 미술계라는 특정한 관계 속에서 키엔홀츠와 동시대 작가들간의 연

관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대 같은 지역 작가들이 마주하였던 

새로운 도시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새로운 미술가의 정체성 정립이라

는 문제에 키엔홀츠라는 미술가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1960년대 로스앤젤레스 미술가들은 변화해나가는 도시에 대

해 관심을 가졌으며, 이는 곧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고유하게 발

견되는 물질을 작품의 매체로 선택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또한 더 나

14) Damon Michael Willick, “Conceptualizing Kienholz: Reconsidering 

Ed Kienholz in Contemporary Art History,” Ph. D.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004

15) Kenneth D. Allen, "Making the scene: Assemblage, Pop Art and 

Locality in 1960s Los Angeles," Ph. D. University of Chicago,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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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로스앤젤레스 미술가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

였다. 키엔홀츠 역시 이러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

서는 지리적으로 확장하며 탈중심화 되어가는 로스앤젤레스의 특징을 

일찍이 간파한 키엔홀츠가 이에 대응하여 지역 미술계에 일정한 성격

을 부여하고 단일한 중심을 형성하려 한 시도들을 살펴볼 것이다. 또

한 그가 미술가들간의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갤러리를 설립하

고 지역 미술가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체성을 창조하려 하였으며, 이

러한 시도들이 <술집>에서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술집>이 개인 컬렉터에게 소장되기 이전 출품되었

던 두 번의 전시, 즉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LACMA)에서의 전시와 뉴욕 드완 갤러리

(Dwan Gallery)에서 전시를 두 개의 주축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고

자 한다.

먼저 II장에서는 1950년대 말 로스앤젤레스 미술계의 상황과 

키엔홀츠가 설립한 페러스 갤러리,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

관의 설립을 살펴볼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50년대 후반

까지 미국 서부에서는 캘리포니아 북부 샌프란시스코와 추상표현주의

(Abstract Expressionism)가 미술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특히 1944년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정권에서 시행한 제대군인원호법

(Servicemen's Readjustment Act of 1944, G.I. Bill)의 영향으로 대

학에 등록하는 학생 수가 급증하였고, 미술 학교와 대학의 미술학과의 

학생 수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 미술 학교

(California School of Fine Arts, CSFA)를 비롯한 학교를 중심으로 

젊은 미술가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로 들어서게 되면서 미국 서부 미술의 

중심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서서히 넘어오게 된다. 그 

시작은 키엔홀츠가 큐레이터 월터 홉스(Walter Hopps)와 공동 설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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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러스 갤러리(Ferus Gallery)와 페러스 갤러리가 위치한 라 시에네가 

대로(La Cienega Boulevard)의 부흥이라 할 수 있다. 페러스 갤러리

는 젊은 지역 작가들이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곳이었으며, 이후 다수

의 갤러리가 자리잡게 된 라 시에네가 대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술, 

상업, 유흥이 복합된 새로운 문화가 펼쳐지던 공간이었다.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로스앤젤레스는 뉴욕에 뒤이은 '제2의 미술 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된다. 1965년 카운티 정부와 로스앤젤레스의 영

향력 있는 인사들의 후원으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이 개관하였

으며, 이는 로스앤젤레스 미술계의 탄생을 선언하는 중요한 사건이었

다. 『아트포럼』 등의 미술 매체들도 적극적으로 로스앤젤레스 미술

을 소개하고 홍보하며 그 부흥기를 이끄는 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배

경 에서 지역 미술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주려하였던 키엔홀츠의 시도

들을 살펴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이러한 1960년대 로스앤젤레스 미술계를 함축하고 

있는 <술집>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술집>

이 출품되었던 1966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서 개최된 키엔

홀츠의 개인전과 전시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후원자

들이 미술관의 이사회를 역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운티 미술관은 전

시와 관련된 영역에서도 이들의 압력을 받아왔으며 이는 키엔홀츠의 

개인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38년형 닷지 자동차 뒷좌석>의 선정

성을 문제로 이사회와 카운티 의회(Los Angeles County Board of 

Supervisors)는 전시를 중단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검열에

도 불구하고 키엔홀츠의 개인전은 대중들의 관심을 얻는 데 성공하였

다. 이 전시에 출품된 <술집>은 로스앤젤레스의 젊은 미술가들이 매일 

모여들었던 술집 '바니의 술집(Barney's Beanery)'(도 11)를 재현한 

작품이다. 키엔홀츠는 이전의 타블로 작품에서와 달리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간을 동시대로 설정하고, 공간을 압축적으로 제시하였다. 갤러



10

리를 설립하고 전시를 기획하며 로스앤젤레스의 미술계를 조직하려 하

였던 키엔홀츠의 시도는 <술집>을 통해 물리적인 형태로 구체화되어 

나타났고, 이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성공적으로 재현하였다. 

IV장에서는 뉴욕 드완 갤러리에 전시된 <술집>이 가지는 상징

적 의미를 살펴보며,   1960년대 로스앤젤레스의 미술가들과 키엔홀츠

가 도시와 지역 미술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였음을 밝히고자 한

다. 뉴욕의 드완 갤러리에 전시된 <술집>은 1950년대 뉴욕 추상표현

주의 미술가들의 아지트였던 시더 태번(Cedar Tavern)과 상응하는 로

스앤젤레스의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뉴욕에 선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키엔홀츠를 비롯하여 페러스 갤러리를 중심으로 1960년

대 로스앤젤레스 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젊은 미술가들은 새

로운 정체성이 필요함을 공통적으로 자각하였다. 주로 젊은 백인 남성

으로 구성된 이들은 미술의 중심지였던 뉴욕 미술계를 대척점에 두고, 

뉴욕 미술가들이 지닌 지성적인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자유분방하고 유

흥을 즐기는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당시 텔레비전, 영화 등 

대중문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남부 캘리포니아의 서핑 문화, 할리우드

의 영화배우 등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자신들을 규정하였

다. 특히 페러스 갤러리 소속의 미술가들은 개인전 팸플릿이나 작품을 

통해 이러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들이 이용한 새로운 

로스앤젤레스 미술가의 이미지는 키엔홀츠에게서 기원을 찾을 수 있

다. 페러스 갤러리의 설립자로서 키엔홀츠 역시 자신을 지적인 미술가

와 정반대의 인물로 설정하였다.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을 미술사

나 동시대 미술 경향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인물로 소개하였으며, 뉴

욕이라는 도시와 그 미술에 대한 반감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도 하였

다. 이는 뉴욕의 미술가와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1960

년대 소위 '로스앤젤레스 룩(Los Angeles Look)'16)으로 지칭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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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미술가들이 물질성(materiality)에 주목하여 도시에서 발견한 산

업적 재료에 관심을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키엔홀츠 역시 로스앤젤

레스에서 찾은 버려진 물건들을 작품의 매체로 사용하였다. 로스앤젤

레스 룩 미술가들이 사용한 메소나이트 패널(masonite panel), 포마이

카(formaica) 등의 산업재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히 성장한 로

스앤젤레스의 군수, 항공우주산업과 도시의 경제적인 발전을 연상시킨

다. 반면 키엔홀츠는 정반대로 지저분하고 오래된 쓰레기, 말 그대로 

버려진 물건들을 정교하게 구성된 자신의 작품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

였다. 키엔홀츠는 매혹적인 외양의 산업용 재료들보다 오히려 길가에 

버려진 물건들이 로스앤젤레스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였다. 결국 이들은 

도시에 과잉 생산되는 물질의 양면적인 특징을 각각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키엔홀츠는 뉴욕의 미술계를 대척점으로 설정하여 스스로의 정

체성을 규명하려 하였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발견한 물질을 작품에 사

용하며 동시대 지역 미술가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응하려 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본고는 에드워드 키엔홀츠의 <술집>을 작품이 제작될 

당시인 1960년대 중반 로스앤젤레스 미술계의 역학 관계 내에서 살펴

봄으로써, 그를 당대 미술의 흐름과는 동떨어진 미술가가 아닌 지역 

정체성을 지닌 화가로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아상블

라주 미술에서 팝 아트로 이행하는 과도기 상에 위치한 미술가, 혹은 

작품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해 도덕적인 비판을 서슴치 않는 미술가로

16) 피터 플래전스는 '로스앤젤레스 룩'을 “1960년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발생한 쿨(cool)하고 과학기술과 어느정도 관련이 있으며 산업적으로 아름다

운(industrially-pretty) 미술”이라 설명하였으며, 대표적인 미술가로 래리 벨

(Larry Bell), 크렉 카우프먼(Craig Kauffman), 에드 루셰(Ed Ruscha), 빌리 

알 벵스턴(Billy Al Bengston), 케네스 프라이스(Kenneth Price), 존 맥크라

켄(John McCracken), 피터 알렉산더(Peter Alexander), 드웨인 발렌타인

(DeWain Valentine), 로버트 어윈(Robert Irwin), 조 굳(Joe Goode)을 들었

다. Peter Plagens, 앞의 책,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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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해되었던 키엔홀츠를 당대의 지역 미술가들이 맞이해야 하였던 

문제들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지닌 미술가로 재위치시킬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강력한 정치적, 도덕적 메시지에 치중한 작품의 개별적인 분

석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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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950년대 말-1960년대 초 로스앤젤레스의 

미술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미술은 뉴욕을 중심으로 추상표현

주의(Abstract Expressionism) 화가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이들은 거

대한 캔버스와 물감으로 화면의 평면성과 회화의 순수성을 탐구하였으

며 작품을 제작하는 미술가의 움직임, 즉 '액션'을 캔버스 위에 거친 

붓자국으로 담아내었다. 비평가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berg)와 해롤드 로젠버그(Harold Rosenberg) 등의 이론적 지지

에 힘입어 추상표현주의는 전후 미국 미술을 대표하게 되었다.17) 그러

나 1950년대 중반부터 젊은 미술가들이 추상표현주의와 회화라는 장

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재스퍼 존스(Jasper Jones, 

1930- )와 로버트 라우셴버그는 미술가가 창조한 것이 아닌 기존의 

이미지와 일상의 물건들을 캔버스로 도입하여 회화의 경계에 대해 질

문을 제기하였다. 특히 라우셴버그는 캔버스 위에 일상 생활에서 발견

한 다양한 물건들을 부착한 콤바인 회화(Combine Painting)을 제작하

여 회화와 조각 간의 경계, 더 나아가 예술과 삶의 경계를 흐리게 하

였다.18)

키엔홀츠를 비롯하여 조지 험스, 브루스 코너(Bruce Connor, 

17) 그린버그는 19세기 초부터의 순수 미술의 형식을 역사적으로 추적하여 

추상표현주의가 그 진보의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임을 주장하였다. 로젠

버그는 형식보다는 미술가의 감정과 창작의 과정, 자아 표현과 추상표현주의 

회화의 제작 과정에 주목하였다. 김영나,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미술이론과 

비평」, 『조형과 시대정신: 르네상스미술에서 현대미술까지』 (서울: 열화당, 

1998), pp. 242-245.

18) Diane Waldman, Collage, Assemblage, and the Found Object (New 

York: H.N. Abrams, 1992), p. 244; Branden W. Joseph, Random Order: 

Robert Rauschenberg and the Neo-Avant-Gard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2003), pp. 1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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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2008) 등 서부 지역 미술가들도 일상에서 발견한 물건들, 특히 

고물상에서 발견한 버려진 물건들을 조합하여 미술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뉴욕 현대미술관의 큐레이터 윌리엄 C. 자이츠(William C. 

Seitz)는 추상표현주의 이후 등장한 새로운 움직임을 포착하여 1961년 

《아상블라주 미술(The Art of Assemblage)》전을 기획하였다. 자이

츠는 아상블라주 미술을 20세기 초 유럽의 다다이즘(Dadaism)과 초현

실주의(Surrealism)에 기원을 둔 미술 운동으로 설명하며 전통적인 미

술의 재료가 아닌 실제 생활에서 발견한 물건들을 작품에 도입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그는 아상블라주 미술가들이 매체를 조합하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여러 요소들이 병치되면서 만들어내는 융합과 대립을 통

해 미적인 효과를 자아낸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이츠는 아상

블라주 미술을 “병치라는 방식을 사용한 미술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설명하기도 하였다.19) 이 전시는 아상블라주 미술

을 20세기 미술사의 한 조류로서 본격적으로 다룬 중요한 전시였다. 

키엔홀츠 역시 《아상블라주 미술(The Art of Assemblage)》

전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동시대 아상블라주 작품들이 각 요소들의 병

치로 인해 다의성과 모호함을 자아냈다면, 키엔홀츠의 작품을 구성하

는 요소들은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이나 도덕적 판단 등의 한 가

지 이야기를 강렬하게 제시한다는 차이점을 보인다.20) 또한 라우셴버

그와 비교했을 때 키엔홀츠의 아상블라주 작품은 캔버스의 평면성과 

회화의 순수성같이 미술사적인 질문보다는 현실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1) 특히 키엔홀츠는 관람객이 작품 안으로 직

19) William C. Seitz, The Art of Assemblage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1961).

20) 할 포스터 외 4인. 『1900년 이후의 미술사  모더니즘, 반모더니즘, 포스

트모더니즘』, 배수희 외 7인 옮김 (서울: 세미콜론, 2012), p. 456.

21) 이 때문에 “라우셴버그의 미술은 비전통적임에도 불구하고 우아하다. 하

지만 키엔홀츠는 좋은 취향이라 할 수 없다”는 비평이 종종 나타나기도 하였

다. Reagan Upshaw, “Scavenger's Parade,” Art in America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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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아상블라주 작품인 타블로를 제작하며 자이

츠가 이야기 한 '각 요소들이 자아내는 효과'보다는 현실의 장면을 재

현하여 관람객이 몰입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장에서는 키엔홀츠가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하여 타블로라는 

자신의 대표적인 작품 양식을 확립하기 이전인 1950년대 중반부터 

1950년대 말의 활동을 살펴볼 것이며 이와 함께 태동하기 시작한 로

스앤젤레스 미술계를 살펴보려 한다.

1. 1957년 키엔홀츠의 페러스 갤러리 설립

미국 서북부의 워싱턴(Washington) 주 페어필드(Fairfield) 시

에서 태어난 키엔홀츠는 학교에서 정식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홀

로 창작 활동을 해오다가 26세가 되던 해인 1952년 로스앤젤레스로 

거주지를 옮기게 된다. 당시만 하더라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두각을 

보이는 미술가나 미술 운동이 나타나지 않은 채 미술계가 그리 활성화

되지 않았다. 1950년대 초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미술의 가능성을 탐

색하고자 하였던 미술가들은 로스앤젤레스가 아닌 샌프란시스코로 모

여들었다.22)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상업 갤러리가 아닌 캘리포니

아 미술 학교 등 대학을 중심으로 젊은 미술가들이 모여 일종의 그룹

1996), p. 100. Damon Michael Willick, 앞의 글, p. 27에서 재인용.

22) 캘리포니아는 미국 동부 해안가(East Coast)의 뉴욕과 비교하여 '웨스트 

코스트(West Coast)'로 주로 지칭된다. 이 웨스트 코스트는 다시 샌프란시스

코로 대표되는 캘리포니아 북부(Northern California 또는 NorCal), 로스앤젤

레스로 대표되는 캘리포니아 남부(Southern California 또는 SoCal)로 다시 

나뉜다. 이러한 구분은 지리적,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

술계에도 적용되며, 키엔홀츠의 전 부인이기도 한 린 키엔홀츠(Lyn Kienholz)

는 2007년 1980년대 이전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활동한 미술가들을 다룬 책

을 공동으로 집필하기도 하였다. Lyn Kienholz, L.A. Rising: SoCal Artist 

Before 1980, ed. Elizabeta Betinski and Corinne Nelson (California 

International Arts Foundati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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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하였다.23) 추상표현주의 회화의 영향을 받은 클리포드 스틸

(Clyfford Still, 1904-1980), 리처드 디벤콘(Richard Diebenkorn, 

1922-1993), 제이 디페오(Jay DeFeo, 1929-1989) 등이 대표적인 미

술가로, 이들을 비롯하여 샌프란시스코 지역 대부분의 미술가들은 캘

리포니아 예술학교에서 수학하였으며 클리포드 스틸의 경우에는 교수

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전후 샌프란시스코에서 젊은 미술가들

이 모여들 수 있었던 데에는 미술 학교라는 시스템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1944년 루즈벨트 정부가 개시한 제대군인원호법과 

매우 깊은 관련을 지닌다.24) 제대군인원호법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

하였다가 재향한 퇴역군인들에게 주택, 직업훈련, 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법률이다. 1945년에서 1956년 사이에 2,250,000명의 학

생들이 제대군인원호법의 혜택을 받아 2년제와 4년제 대학에 등록하였

으며, 1947년 미국 대학의 입학생 수는 전쟁 전보다 75퍼센트 증가하

였다.25) 특히 1946년 제대군인원호법의 혜택을 받은 캘리포니아 대학

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

면, 제대군인원호법의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직업 훈련에 필요한 경영

학 등의 학문보다 인문학을 전공으로 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 이유

를 추정해보자면, 학업의 목적을 묻는 질문에 퇴역 군인 학생들 중 절

반에 가까운 44퍼센트가 '자기 개발'이라 답하였다. 이는 일반 학생들 

중 12퍼센트만이 '자기 개발'을 학업의 목적이라 답한 것에 비해 상당

23) Whitney Chadwick, “Narrative Imagism and the Figurative Tradition 

in Northern California Painting,” Art Journal, Vol. 45, No. 4 (Winter, 

1985), pp. 309-314.

24) Richard Candida Smith, Utopia and Dissent: Art, Poetry, and 

Politics in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p. 79.

25) Wilson Smith and Thomas Bender, American Higher Education 

Transformed, 1940-2005: Documenting the National Discourse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8), p.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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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26) 이처럼 제대군인원호법의 혜택을 받

은 퇴역 군인들이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자기 개발을 목적으로 인문학

을 전공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문학을 선호하

는 경향과 마찬가지로 미술 대학에 등록하는 학생 수 역시 크게 증가

하였다. 1946년 가을부터 1952년 봄까지 캘리포니아의 주요 미술 대

학 5개의 총 등록 학생 가운데 군인들의 비율이 약 70%를 차지하게 

되었다.27) 이와 같은 행정적인 지원에 더해 1947년부터 1949년까지 

캘리포니아 예술학교의 교수로 재직하였던 마크 로스코(Mark Rothko, 

1930-1970) 역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추상표현주의 미술이 유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28) 

이처럼 샌프란시스코는 캘리포니아 미술학교라는 하나의 구심

점을 중심으로 지역 미술가들이 교류하며 새로운 미술을 탐구하는 장

이 펼쳐질 수 있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샌프란시스코와 달

리 젊은 미술가들이 작품을 선보이며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당시 로스앤젤레스의 대표적인 갤러리 펠릭스 란도 갤러

리(Felix Landau Gallery), 캔터 갤러리(Kantor Gallery) 등은 컬렉터

들에게 인기 있는 20세기 초 유럽 대가들의 작품이나 뉴욕 추상표현주

26) Byron H. Atkinson, “Veteran vs. Non-Veteran Performance at 

UCL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3 (December 1949), pp. 

299-302. Richard Candida Smith, 위의 책 (1995), pp. 80-81에서 재인용.

27) 이 통계에 포함된 미술학교는 California School of Fine Arts, 

California College of Arts and Craft, Chouinard Art Institute, Art 

Center School, Otis Art Institute이다. 제대군인원호법의 혜택을 받는 학생

을 모집하고자 하였던 사설 미술 교육기관은 대학으로 인가받기 위해 강좌를 

추가 개설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등 정책을 정비하여 대학으로 인가받으려 하

였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20개의 새로운 미술학교가 설립되었으며 1956

년까지 11개 학교가 운영되었다. Richard Candida Smith, 위의 책(1995), p. 

82.

28) Steven A. Nash, “Nature and Self in Landscape Art of the 1950s 

and 1960s,” Facing Eden: 100 Years of Landscape Art in the Bay Are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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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품을 주로 소개하였다.29) 펠릭스 란도 갤러리의 경우 동시대 지

역 미술가들의 작품보다는 에곤 쉴레(Egon Schiele, 1890-1918), 구

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1862-1918), 헨리 무어(Henry Moore, 

1898-1986) 등 유럽 거장들의 작품을 주로 소개하였다.30) 따라서 기

존의 미술 경향에서 벗어난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던 신진 미술가들은 

설 자리가 부족하였고, 작가들은 상업 갤러리나 미술관이 아닌 커피하

우스 등 대안 공간에서 소규모의 단발적인 전시 활동만을 할 수 있었

다. 키엔홀츠 역시 젊은 작가로서 제도권 밖에서 활동하다가 스스로 

갤러리를 설립하며 로스앤젤레스 미술계가 탄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된다.

1952년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키엔홀츠는 1954년 크레센트 

하이츠(Crescent Heights)와 페어팩스(Fairfax) 사이 산타 모니카 대

로(Santa Monica Boulevard)에 자신의 첫 스튜디오를 마련하였다. 

1955년에는 로렐 캐년 대로(Laurel Canyon Boulevard)에 위치한 커

피하우스 본스 카페 갤러리아(Von's Cafe Galleria)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하게 된다. 당시 로렐 캐년 지역은 비트 세대(Beat Generation)을 

비롯해 기존의 사회 관습과 가치에 반항하는 젊은 시인, 미술가, 음악

가들의 안식처였으며, 본스 카페 갤러리아는 이들이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대안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키엔홀츠는 본스 카페 갤러

리아에서 동료 작가들의 개인전을 기획하며 미술가로서 뿐만 아니라 

29) Robert L. Pincus, 앞의 책, p. 9; Hunter Drohojowska-Philip, Rebels 

In Paradise: The Los Angeles Art Scene and the 1960s (New York: A 

John Macrae Book; Henry Holt and Company, 2011). p. 16.

30) 펠릭스 란도 갤러리는 존 알툰의 첫 개인전을 여는 등 캘리포니아 지역 

미술가들을 소개하기도 하였지만, 새로운 경향의 미술을 추구하던 젊은 작가

들보다는 샘 프란시스(Sam Francis), 리처드 디벤콘(Richard Diebenkorn) 등 

회화 작업을 하던 기성 작가들의 작품을 주로 전시하였다. 또한 펠릭스 란도

는 당시 유행하던 팝아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Joyce Haber, “Felix Landau: The Tastemaker of La Cienega,” 

Los Angeles Times (Feb 19,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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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로서의 첫 발을 내딛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자신만의 갤

러리를 설립하는 것을 소망하였다.31)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1956년 키엔홀츠는 라 시에네가 대로

(La Cienega Boulevard)에 나우 갤러리(Now Gallery)를 설립하였고, 

1957년 3월에는 신델 스튜디오(Syndell Studio)의 큐레이터 월터 홉

스(Walter Hopps)와 함께 페러스 갤러리(Ferus Gallery)(도 12)를 설

립하게 된다.32) 월터 홉스는 신델 스튜디오에서 주로 베이 에어리아

(Bay Area) 지역 미술가들을 로스앤젤레스 미술계에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페러스 갤러리의 개관전 《주목을 요하는 새로운 풍경화

의 대상들(Objects on the New Landscape Demanding of the Ey

e)》(1957)에서도 역시 샌프란시스코의 클리포드 스틸, 제이 디페오, 

리처드 디벤콘, 프랭크 롭델(Frank Lobdell, 1921-2013)의 작품을 선

보였다. 그러나 이 전시에는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크렉 카우프먼(Craig 

Kauffman, 1932-2010), 존 알툰(John Altoon, 1925-1969)을 함께 

소개하였으며, 이후부터는 샌프란시스코로 대변되는 캘리포니아 북부

에서 캘리포니아 남부, 즉 로스앤젤레스 미술가들 위주로 전시를 기획

하기 시작하였다.33) 이후 페러스 갤러리는 월레스 버먼(Wallace 

Berman, 1926-1976), 빌리 알 벵스턴(Billy Al Bengston, 1934- ), 

31) Hunter Drohojowska-Philip, 위의 책, p. 25. 

32) 키엔홀츠에 이어 페러스 갤러리를 운영하였던 어빙 블럼(Irving Blum)은 

개관 당시의 분위기를 회고하며, 페러스 갤러리는 다른 어느 갤러리와도 다른 

성격을 지녔다고 말하였다. “당시 뉴욕 그리고 세계 미술계에서 주류는 2세대 

추상표현주의였다… 뉴욕의 미술가들은 어떤 분노와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웨스트 코스트 미술가들은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았다.” Scott 

Timberg, “Galleries fostered the L.A. art scene,” Los Angeles Times 

(January 1, 2012). 

33) 당시 로스앤젤레스 미술가들은 샌프란시스코의 영향에서 벗어난 “매우 '

깔끔한(clean)' 회화를 선보이려 노력하였다. Rebecca Peabody et al. 

Pacific Standard Time: Los Angeles Art, 1945-1980 (Getty 

Publications, 2011),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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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 모세스(Ed Moses, 1926- ), 로버트 어윈(Robert Irwin, 1928- 

), 케네스 프라이스(Kenneth Price, 1935-2012), 린 파욱스(Llyn 

Foulkes, 1934- ), 래리 벨(Larry Bell, 1939- ), 에드 루셰(Ed 

Ruscha, 1937- )의 첫 개인전을 개최하며 지역 미술가들의 데뷔를 도

왔다.

키엔홀츠는 1년 후 페러스 갤러리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뉴욕 

출신의 큐레이터 어빙 블럼(Irving Blum)에게 매각하였지만, 큐레이터

로서의 역할을 그만둔 이후에도 미술가로서 페러스 갤러리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갔다.34) 1960년 페러스 갤러리에서의 첫 번째 개인

전에 출품된 <월터 홉스, 홉스, 홉스(Walter Hopps, Hopps, 

Hopps)>(1959)(도 13)는 자신의 동업자 월터 홉스를 모델로 한 작품

이다. 작품의 제목은 홉스(Hopps)의 성과 '깡충깡충 뛰다'라는 뜻의 영

단어 'hop'의 발음이 같다는 데에서 착안한 것으로 키엔홀츠의 유머러

스한 태도가 느껴진다.35) 이 작품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 평평한 패널 

형태이지만 뒷면에는 여러 개의 수납장이 달려있는 부조 형태로 되어

있다(도 14). 키엔홀츠는 1950년대 말 부조 작업에서부터 표면에 나무 

조각이나 일상 용품들을 부착하기 시작하였는데, 3차원의 공간에 대한 

그의 관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양복을 차려 입고 

34) 키엔홀츠는 미술가로서 작품 활동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페러스 갤러리의 지분을 뉴욕 출신의 큐레이터 어빙 블럼에게 500달러에 매

각하였지만, 이 결정을 그다지 내켜하지는 않았다. Rebecca Peabody, 위의 

책, p. 100.

35) 키엔홀츠는 발음이 유사한 단어들을 이용하여 작품의 제목으로 자주 차

용하였다. <사이코 벤데타 케이스(The Psycho-Vendetta Case)>(1960)가 

그 대표적인 예로, 이 작품은 1927년 정치적인 이유로 살인죄 누명을 쓴 이

탈리아계 이민자 사코(Sacco)와 반제티(Vanzetti) 사건(case)을 암시한다. 토

머스 크로, 『60년대 미술』, 조주연 옮김, 현실문화, 2007, p. 101. 그러나 

월터 홉스는 이 작품이 사실은 키엔홀츠가 1956년 사형 선고에 항소한 캐릴 

체스먼(Caryl Chessman)의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Walter Hopps, 앞의 책,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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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테의 안경을 쓴 모습의 작품 속 인물은 모델인 월터 홉스와 매우 

유사하다. 작품 속 홉스는 왼쪽 가슴께의 양복을 잡아당겨 오른손으로 

셔츠 위에 있는 무언가를 꺼내려 하고 있다. 셔츠 위에 붙어 있는 세 

개의 작은 사각형은 다름 아닌 뉴욕의 대표적인 추상표현주의 미술가

들의 작품을 축소한 복제화으로, 위에서부터 차례로 윌렘 드 쿠닝

(Willem de Kooning, 1904-1997), 프란츠 클라인(Franz Kline, 

1910-1962),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1912-1956)의 작품이다(도 

15). 이들의 이름은 <월터 홉스, 홉스, 홉스>의 뒷면에서도 다시금 등

장한다. 작품의 뒷면에 부착된 여러 개의 수납장 중 머리 부분의 선반

에는 '내가 선보이고 싶은 주요 작가들(Major Artists I Want to 

Show)'이라는 제목의 목록이 담겨있다. 이 목록에는 당시 뉴욕 추상표

현주의 화가들의 이름이 약간씩 변형된 형태로 적혀있었다.36) 그러나 

여기에서 로스앤젤레스 미술가들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홉스에 따

르면 키엔홀츠는 홉스가 지역 작가들보다 뉴욕 작가들을 더 선호하는 

것을 비판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37) 특히 <월터 홉스, 홉스, 홉스>에

서 인물이 취하는 자세는 자동차 엔진용 윤활제 제조사 바달(Bardahl)

의 캐릭터 '바달 맨(Bardahl Man)'(도 16)을 패러디 한 것으로, 월터 

홉스를 큐레이터라기보다는 마치 판촉원과 같이 묘사하였다. 즉 이 작

품에서 키엔홀츠는 컬렉터에게 인기 있는 작품만을 골라서 선보이는 

36) “내가 선보이고 싶은 주요 작가들”에는 Willem de Conning(윌렘 드 쿠

닝의 변형), Franz Climb(프란츠 클라인의 변형), Jasper Cans(재스퍼 존스의 

변형), Adolph Gothis(아돌프 고틀립의 변형), Robert Nothingwell(로버트 마

더웰의 변형), Jackson Potluck(잭슨 폴록의 변형) 등 가상의 이름들이 나열

되었다. 수납장에는 '영향력이나 부를 지닌 중요한 인사들(Important People 

w/ influence or money),' '경쟁자들과 기타 알려지지 않은 유형들

(Competitors and other un-informed types)' 등의 제목의 목록들이 더 들

어있다. Kenneth D. Allen, “Reflections on Walter Hopps in Los 

Angeles,” X-TRA Contemporary Art Quarterly, Vol. 8, No. 1, (Fall, 

2005), n.p.

37) Walter Hopps, 앞의 책,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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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는 장사꾼에 지나지 않는다고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키엔홀츠에게 <월터 홉스, 홉스, 홉스>는 자신의 동료 월터 홉스가 가

진 일종의 편견을 유머러스하게 꼬집는 동시에 자신이 생각하는 큐레

이터의 역할을 반어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키엔홀츠

는 지역 미술계를 대변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를 위

해 갤러리를 직접 설립할 뿐만 아니라 작품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드

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키엔홀츠의 신념 때문인지 페러스 갤러리는 전시 활동

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아상블라주 미술가 월레스 버먼의 첫 개인전을 

개최할 수 있었으며,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로스앤젤

레스에서 활동하던 주요 미술가들은 거의 모두 페러스 갤러리를 거쳐

갔다고 할 수 있다. 페러스 갤러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던 젊은 

미술가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미술을 선보일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

였고, 이들은 '쿨 스쿨(The Cool School)'38) 혹은 '로스앤젤레스 룩'이

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후에 로스앤젤레스 미술계를 대표하는 그룹으로 

여겨지게 된다. 피터 플래전스는 1960년대 로스앤젤레스의 미술이 사

실상 페러스 갤러리의 개관과 함께 탄생하였다고 평가하기도 하였

다.39)

 그러나 플래전스의 평가는 '로스앤젤레스 룩'의 탄생지로서 페

러스 갤러리를 평가하고 있어 설립자인 키엔홀츠의 역할과는 다소 무

관하다고 할 수 있다. 페러스 갤러리의 존재는 계속해서 갤러리를 설

립하고 전시를 기획하였던 키엔홀츠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아

38) '쿨 스쿨'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필립 레이더는 '쿨 스

쿨' 미술가들의 작품은 표면이 매우 깔끔하고 자기완결적이기에 미술가와 작

품, 그리고 작품과 관람자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쿨 

스쿨'이 로스앤젤레스의 유일한 아방가르드 미술 운동이라 주장하였다. Philip 

Leider, “The Cool School,” Artforum, Vol. 2, No. 12, (Summer 1964), 

p. 47.

39) Peter Plagens, 앞의 책,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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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이처럼 1950년대 말 로스앤젤레스의 젊은 미술가들은 

갤러리라는 제도화된 시스템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키엔

홀츠가 첫 개인전을 가졌던 본스 카페 갤러리아의 경우처럼 대안적인 

공간에서 일시적인 방식으로 작품을 선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키

엔홀츠는 페러스 갤러리를 설립함으로써 로스앤젤레스의 미술가들이 

전시 활동을 하며 교류할 수 있는 일종의 구심점을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미술가들이 교류할 만한 공간이나 장소가 부재했던 상황은 당

시의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의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전후 로스앤

젤레스는 급속한 인구 증가, 고속도로의 건설, 자동차의 보급 등으로 

인해 교외화와 탈중심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도시가 지리적으로 

확장되면서 하나의 도심이 존재하기 보다는 다핵화가 진행되던 상태였

다. 도시 계획가 케빈 린치(Kevin Lynch)의 1960년 저서 『도시 이미

지(Image of the City)』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의 거주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확산된', '널찍한(spacious)', '형체가 없는', '중심이 

없는' 등의 단어로 묘사하였다.40) 

특히 1956년 연방 고속도로 건설법(Interstate Highway Act)

의 시행을 기점으로 대규모로 확대된 고속도로 건설은 로스앤젤레스의 

교외화 현상을 심화시켰다. 고속도로 시스템의 성장은 곧 대중교통시

스템의 종말을 의미하였으며, 특히 로스앤젤레스에는 미국의 여타 대

도시와는 달리 대중교통이 교차하며 자연스레 탄생해야 할 공공장소가 

생겨날 수 없었다.41) 

그러나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까지 라 시에네가 대로, 

선셋 대로(Sunset Boulevard), 멜로즈 애비뉴(Melrose Avenue) 등 

40) Kevin Lynch,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ass.: M.I.T. 

Press, 1960), p. 40.

41) Sarah Schrank, 앞의 책,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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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 할리우드(West Hollywood) 지역에 100개 이상의 갤러리가 새

로 설립되면서 '중심이 없는' 도시 로스앤젤레스에도 미술의 중심지가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다.42) 그중에서도 페러스 갤러리가 위치

하였던 라 시에네가 대로는 가장 많은 갤러리들이 밀집하였던 지역이

었다. 월요일에 갤러리 운영시간을 평소보다 늘려 밤늦게까지 개방하

는 아트 워크(Art Walk) 프로그램이 언론에 소개되며 인기를 끌기도 

하였으며, 아트 워크를 통해 라 시에네가 갤러리들의 미술가들과 큐레

이터, 컬렉터들이 정기적으로 교류하게 되면서 일종의 공동체가 결성

되었다.43) 이처럼 키엔홀츠의 페러스 갤러리는 지역 작가, 컬렉터, 관

람객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조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 미술가들이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

다는 점에서 페러스 갤러리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이처럼 키엔홀츠는 1950년대 중반부터 제도권 밖에서 미술가

로서 그리고 큐레이터로서 본인과 동료 작가들의 전시 활동을 도우며, 

샌프란시스코에 비해 자생적인 미술이 전무하다고 여겨졌던 로스앤젤

레스에 새로운 움직임을 일으키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큐레이터 월

터 홉스와 함께 페러스 갤러리를 설립하여 설립 초기에는 큐레이터로

서, 그리고 큐레이터직을 넘긴 후에는 페러스 갤러리의 소속 미술가로

서 활동하였다. 라 시에네가 대로에 여러 상업 갤러리들이 밀집되기 

시작하던 시기에 설립된 페러스 갤러리는 이후 로스앤젤레스 미술을 

대표하는 미술가들의 기반으로서 기능하며, 1966년 자금난으로 문을 

닫은 이후에도 일종의 아이콘으로서 남게 되었다. 라 시에네가 대로라

42) Sarah Schrank, “The Art of the City: Modernism, Censorship, and 

the Emergence of Los Angeless Postwar Art Scene,” American 

Quarterly, Vol. 56, No. 3 (September, 2004), p. 679.

43) Kenneth D. Allan, “Ed Ruscha, Pop Art, and Spectatorship in 1960s 

Los Angeles,” The Art Bulletin, Vol. 92, No. 3 (2010), pp. 239-240; 

Alexandra Schwartz, “"Second City": Ed Ruscha and the Reception of 

Los Angeles Pop,” October, Vol. 111 (Winter, 2005),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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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갤러리 밀집지역은 로스앤젤레스 미술계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

다. 

2. 1965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의 개관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사설 갤러리뿐만 아니라 지역 정

부와 대규모 자본 역시 도시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미술 활동

을 감지하고 변화를 꾀하기 시작하였다. 1961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부는 1913년에 설립된 로스앤젤레스 역사, 과학, 미술 박물관(Los 

Angeles Museum of History, Science, and Art)에서 미술 분야를 독

립시키기로 결정하였고, 1965년 4월 총 세 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로

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LACMA)이 행콕 파크(Hancock Park) 주변 윌셔 대로(Wilshire 

Boulevard)에 개관하였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은 건물 설계에서부터 이해

관계자들 간의 대립이 끊이지 않았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의 

전신인 로스앤젤레스 역사, 과학, 미술 박물관의 미술 부문 수석 큐레

이터였던 리처드 파고 브라운(Richard Fargo Brown)은 로스앤젤레스 

문화계를 대표하게 될 이 건물에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건축가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나 에어로 사리넨(Eero Saarinen)

이 참여하기를 원하였다. 반면 카운티 미술관 개관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였던 유대계 은행가 하워드 아먼슨(Howard Ahmanson)은 자신

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던 건축가 에드워드 듀렐 스톤(Edward Durell 

Stone)에게 설계를 맡기려 하였다. 미술관 이사회는 결국 하워드 아먼

슨의 타협안을 따르기로 하였으며,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건축가 윌리

엄 페레이라(William Pereira)에게 미술관 설계를 의뢰하게 되었다(도 



26

17).44) 그러나 개관 이후에도 건물의 디자인이 지나치게 엄숙하다는 

비판도 계속되었다. 1965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출판부에서 

펴낸 『캘리포니아 남부의 건축(Architecture in Southern Californi

a)』은 윌리엄 페레이라의 건축물을 소개하면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은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기도 하였다.45)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의 설계뿐만 아니라 미술관이 행콕

파크에 위치하게 된 배경에도 복잡한 정치학이 자리하고 있었다.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이 개관하기 몇 달 앞서 시내 중심에 뮤직 센

터(Music Center)가 건립되었다. 뮤직 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투자

를 한 주요 후원자는 『타임즈(Times)』지의 소유주이자 로스앤젤레스 

사교계의 주요 인사였던 노먼 챈들러(Norman Chandler)의 부인 도로

시 챈들러(Dorothy 'Buffy' Chandler)였다. 당시 챈들러 가문을 비롯

한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지역의 백인들은 할리우드 영화사와 금융업 

등으로 대규모 자본을 축적한 웨스트사이드(Westside) 지역의 유대인

들과 대립관계에 있었다.46) 이러한 관계로 미루어보았을 때 하워드 아

먼슨(Howard Ahmanson)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마치 다운타운의 뮤직

센터 개관에 대응하듯이 천이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자신들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로스앤젤레스 서쪽의 행콕파크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을 설립하였다.47) 다운타운의 뮤직센터 개관이 세 번의 

44) 페레이라 역시 하워드 아먼슨과 요트 경기에 출전하는 등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Kevin Starr, Golden Dreams: California in an Age of 

Abundance, 1950-196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 

165.

45) 이 책의 공동 저자 로버트 윈터(Robert Winter)는 2015년 『로스앤젤레

스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카운티 미술관이 '추하게' 보였기에 의도적

으로 책에서 누락시켰다고 밝혔다. Christopher Hothorne, “Consider the 

Social-Architectural Context of LACMA's 1965 Design,” Los Angeles 

Times (April 10, 2015).

46) Mike Davis, 앞의 책, p. 125.

47) 주요 후원자로는 하워드 아먼슨(Howard Ahmanson), 애나 빙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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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끝에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이들은 카운티 정부의 협조가 필요함

을 깨달았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의회 역시 이들의 계획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카운티 정부와 개인 기업가들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

다.48)  

이러한 변화에 뒤이어 지역 미술을 홍보해 줄 매체도 등장하게 

된다. 196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창간된 『아트포럼』지는 1965년 로

스앤젤레스로 사무실을 옮기게 된다. 『아트포럼』은 페러스 갤러리가 

위치한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내고, 서부 지역 미술가들을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아트포럼』의 1963년 10월호에서 미술 비평

가이자 창간 멤버인 존 코플란스(John Coplans)는 팝 아트의 등장을 

뉴욕의 추상표현주의와 비교하며 그 함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

다. 추상표현주의가 유럽 미술의 망령에 점령당하였다면 팝 아트는 유

럽 미학의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미술이며, 동부와 서부 양

쪽에서 동시에 등장한 움직임이라는 것이다.49) 여기에서 코플란스는 

팝 아트가 가지는 의미 중 하나로 캘리포니아에서의 탄생을 지적하며 

캘리포니아 미술계의 존재와 그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미술 비평가 줄

스 랭스너(Jules Langsner)는 『아트 인 아메리카(Art in America)』

지에 새롭게 등장한 로스앤젤레스의 미술계에 대해 기고하였는데, 특

(Anna Bing Arnold), 아먼드 해머(Armand Hammer)가 있었으며, 로스앤젤

레스 카운티 미술관의 세 개 건물에 이들의 이름이 붙여졌다. 1961년 로스앤

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의 독립을 추진한 노튼 사이먼(Norton Simon) 역시 유

대인이었다. 본래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의 명칭은 아먼슨의 이름을 따서 

지어질 계획이었으나 이에 노튼 사이먼이 분개하여 자신이 제공하겠다고 한 

백만달러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아먼슨의 이름은 세 개의 건물 

중 하나에만 붙여지게 되었다. George M. Goodwin, “A New Jewish Elite: 

Curators, Directors, and Benefactors of American Art Museums,” 

Modern Judaism, Vol. 18, No. 2 (May, 1998), pp. 119-152.

48) Kevin Starr, 앞의 책, pp. 164-165.

49) John Coplans, “Pop Art, USA,” Artforum, Vol. 2, No. 4 (October 

1963), pp. 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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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라 시에네가 대로에서 시행되던 아트 워크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다

루었다. 이 글에서 랭스너는 로스앤젤레스가 미술에 있어서는 뉴욕에 

이은 '제2의 미술 도시(second art city)'라고 평가하고 있다.50) 랭스

너가 기고하였던 『아트 인 아메리카』지를 비롯하여 『아트포럼』, 

『아트 뉴스(Art News)』 등 영향력 있는 미술 매체들도 앞다투어 카

운티 미술관의 개관과 로스앤젤레스 미술계를 소개하였다.51) 이처럼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게 되면 미 서부 지역의 미술 중심지는 샌프

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넘어오게 된다. 

이제까지 본 장에서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에 미술계가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전

까지 미국 서부에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던 미술가들이 주목을 

받았었다면, 1950년대 후반부터는 개인들이 소유하던 갤러리들이 로스

앤젤레스의 라 시에네가 대로라는 단일한 지역으로 밀집되기 시작하면

서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는 지리적으로 확장되어가던 로스

앤젤레스 도시 자체의 변화와는 매우 상반되는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키엔홀츠가 있었다. 키엔홀츠는 1955년부터 

카페나 극장을 개조하여 만든 갤러리 등 제도권 밖의 공간에서 전시 

활동을 해오다가, 1957년에는 동료였던 큐레이터 월터 홉스와 함께 페

러스 갤러리를 설립하게 되었다. 페러스 갤러리는 새로이 등장한 지역 

미술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후 로스앤젤레스 미술계를 

50) Jules Langsner, “America's Second Art City,” Art in America, Vol. 

51, No. 2 (April, 1963), p. 127. Sarah Schrank, 앞의 책, p. 120에서 재

인용.

51) Art in America 53 (June 1964); Artforum 2 (Summer 1964); John 

Coplans, “Los Angeles: The Scene,” Art News, Vol. 64, No. 1 (March 

1965), p. 28; Henry Geldzahler, “Los Angeles: The Second City of 

Art.” Vogue, Vol. 144, No. 5 (September, 1964), p. 42; Barbara Rose, 

“Los Angeles: The Second Art City,” Art in America, Vol. 54, No. 1 

(January-February, 1966), pp. 110-115. Alexandra Schwartz, 앞의 글, 

p. 3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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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하게 될 미술가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공간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키엔홀츠가 활동 초기부터 지역 미술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부여하여 

미술계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중반에 들어

서면서 지역 정부와 거대 자본도 로스앤젤레스 미술계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대 미술 부문을 강화한 로스앤젤레스 카

운티 미술관이 개관하였다. 카운티 미술관의 개관은 미술 매체들의 홍

보를 통해 로스앤젤레스 미술계의 탄생을 상징하게 되었다. 그리고 카

운티 미술관이 개관한지 약 1년 만에 키엔홀츠는 이 상징적인 공간에

서 개인전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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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1966년 키엔홀츠의 개인전과 <술집>

1965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의 개관과 함께 로스앤젤레스 미

술계는 부흥기를 맞이하였다. 그로부터 1년 후인 1966년 로스앤젤레

스 카운티 미술관은 키엔홀츠의 대규모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이 전시

에는 <술집>을 비롯하여 1950년대 말 키엔홀츠의 합판 작품들부터 

<존 도우(John Doe)>(1959)(도 18), <록시의 집>, <38년형 닷지 자

동차 뒷좌석> 등 타블로까지 총 46점의 작품들이 총망라되었다. 그러

나 이 전시는 작품의 선전성을 이유로 지역 정부가 전시의 중단과 미

술관의 폐쇄를 명령하는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본 장에서는 먼저 카

운티 미술관에서 키엔홀츠의 개인전이 열리게 된 과정과 논란을 먼저 

살펴보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로스앤젤레스 미술가들의 아지트를 재

현한 <술집>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역 미술계

를 활성화시키고 하나의 중심지로 모으고자 하였던 키엔홀츠의 시도가 

작품 안에서 구체화되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1. 1966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서의 키엔홀츠 

개인전

카운티 미술관에서의 키엔홀츠 개인전은 뉴욕의 솔로몬 R. 구

겐하임 미술관(Solomon R. Guggenheim Museum)에서 근무하다가 로

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의 첫 번째 20세기 미술 부문 큐레이터로 새

로 부임한 28세의 모리스 터크먼(Maurice Tuchman)의 기획 하에 개

최되었다. 전시 도록의 서문에서 학예실장 제임스 엘리엇(James 

Elliott)은 로스앤젤레스 미술계에서 키엔홀츠가 아방가르드로서, 그리

고 동시대 미술을 대표하는 미술가로서 맡은 역할을 확고하게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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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역사적인 컬렉션을 보유한 이 미술관[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 전시되었기에, 예술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파괴하는 

키엔홀츠의 작품이 처음에는 놀라워 보일 수 있다. 아방가르드가 

사라진 우리 시대에 더 많은 미술관들이 과거는 물론 현대를 대

변할 수 있는 미술을 알리는 보다 확대된 역할을 맡아나가고 있

다. 따라서 더 많은 관람객들이 혁신과 전통을 함께 볼 수 있으

며, 이 둘이 결국에는 유사한 것임을 쉽게 깨달아 갈 것이다. 이

것이야 말로 오늘날의 미술관이 일구어 낸 가장 특징적이고 중요

한 진보일 것이다.52)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서 키엔홀츠의 대규모 개인전이 

개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키엔홀츠의 전시 활동 그리고 타블로 작업

의 발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키엔홀츠는 1961년 패서디나 미술

관(Pasadena Art Museum)에서 미술관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성사

시켰으며, 같은 해에는 《아상블라주 미술(The Art of Assemblage)》

전에도 참여하였다. 이 전시에 포함된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던 미술

가들은 키엔홀츠를 비롯하여 조지 험스, 브루스 코너, 존 백스터(John 

Baxter, 1912-1966), 브루스 비즐리(Bruce Beasely, 1939- ), 제스 

콜린스(Jess Collins, 1923-2004)였으며, 이들의 작품은 다소 적은 비

중으로 다루어졌다.53) 전시에 출품된 키엔홀츠의 작품은 <존 도우

(John Doe)>(1959) 와 <제인 도우(Jane Doe)>(1960)(도 19)였다. '존 

도우'와 '제인 도우'라는 제목은 익명의 남성과 여성을 뜻하면서 동시

52) James Elliott, “Foreword,” in Maurice Tuchman, 앞의 책(1966), p. 

3.

53) Rebecca Peabody, 앞의 책,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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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장 보편적인 인물을 뜻하기도 한다. 두 작품 모두에서 인물의 하

반신은 각각 바퀴가 달린 거리 측정계와 테이블보가 덮인 탁자로 대체

되었다. 바퀴가 달려있지만 팔다리가 없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존 도우>와 머리를 제외한 신체 전부가 탁자로 대체된 <제인 도우>

는 전후 무기력에 빠진 미국인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

이츠는 키엔홀츠 작품의 비판적인 주제에 주목하기 보다는 그가 사용

한 매체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는 키엔홀츠의 작품이 일상에서 흔

히 접할 수 있는 물건을 매체로 삼기에 다른 어떤 미술 작품들보다도 

우리의 일상에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 작품들은 “조각

이라기보다는 가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54)

아상블라주 미술을 20세기 초 유럽의 초현실주의와 다다 미술

과 관련하여 서술한 자이츠와는 달리 존 코플란스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그는 『아트포럼』의 동료 미술 비평가인 필립 레

이더(Philip Leider) 그리고 도널드 팩터(Donald Factor)와 함께 아상

블라주 미술을 다다이즘의 연장선상에서 보기를 거부하였으며, 아상블

라주 미술을 캘리포니아에서 기원한 새로운 미술 운동으로 규정하였

다.55) 이러한 주장은 코플란스와 그가 몸담고 있던 『아트포럼』지가 

캘리포니아 미술의 대변인으로서 취한 태도에서 기반하였다고 생각된

54) William C. Seitz, 앞의 책, p. 81.

55) 코플란스도 처음에는 자이츠의 의견에 동의하는 글을 기고하였으나, 후에 

입장을 바꾸었다. 『아트포럼』의 창립자인 아서 시컨다(Arthur Secunda)가 

떠난 이후부터 코플란스는 아상블라주 미술의 독자성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Richard Candida Smith, Modern Moves West: California Artists and 

Democratic Culture in the Twentieth Centur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9), p. 235; 코플란스는 1968년에 《캘리포니아

의 아상블라주 미술(Assemblage in California)》전을 기획하였으며, 키엔홀

츠를 비롯하여 브루스 버먼, 브루스 코너, 조지 험스, 프레드 메이슨(Fred 

Mason), 벤 탤버트(Ben Talbert)의 작품이 전시에 출품되었다. John 

Coplans, Assemblage in California: works from the late 50's and early 

60's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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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아상블라주 미술이 뉴욕의 로버트 라우셴버그

와도 유럽의 아르망(Armand Fernandez, Arman, 1928-2005)과도 완

전히 구분된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아상블라주 미술

의 특징은 현실에 대한 비판 정신으로, 당대 미국의 정치, 문화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며 그것을 숨기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코플

란스와 레이더의 뒤를 이어 로스앤젤레스 미술에 대해 글을 쓰던 피터 

플래전스 역시 아상블라주 미술이 캘리포니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첫 번째 모던 아트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아상블라주 미술이 일상의 

물건들을 매체로 삼아 예술의 영역에 도입하는 방식과 1950년대 사회

의 관습과 가치에 저항하였던 비트 세대(Beat Generation) 문학가들의 

태도와의 연관성을 제기하였다. 플래전스는 앨런 긴즈버그(Allen 

Ginsbeg), 잭 케루악(Jack Kerouac) 등 비트족들이 재즈 음악의 어휘

를 시에 빌어오는 등 문학과 음악의 결합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아상

블라주 미술과의 유사성을 제기하였고, 샌프란시스코를 아상블라주 미

술의 진정한 근원지로 설명하였다.56) 

코플란스와 플래전스는 키엔홀츠가 비록 샌프란시스코가 아닌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기는 하지만 캘리포니아 아상블라주 미술을 

가장 잘 대변하는 미술가라 보았다. 코플란스는 키엔홀츠가 “사회 문

제를 가장 노골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아상블라주 미술가로서… 그의 

작품은 사회의 폭력과 부조리를 그대로 반영한다. 이 세상과 그 부조

리함, 불공정함에 대해 키엔홀츠는 마치 분노에 차 소리 지르고 싶어

하는 듯 하다”고 평하였다.57) 즉 1950년대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을 형

성되었던 아상블라주 미술의 반항적, 비판적 태도를 1960년대에도 계

56) 플래전스는 비록 아상블라주 미술의 가장 중요한 미술가인 키엔홀츠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주로 작업하였지만, 이 미술 운동의 진정한 고향은 샌프란

시스코라 보았다. Peter Plagens, 앞의 책, pp. 74-94. 

57) John Coplans, “Assemblage: The Savage Eye of Edward 

Kienholz,”Studio International (September, 1965),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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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서 이어나가는 작가가 바로 키엔홀츠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1960

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키엔홀츠는 캘리포니아 아상블라주 미술을 대

변하는 미술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66년 키엔홀츠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시 도록의 서문에서 

제임스 엘리엇이 이야기 한 바 있듯이, 불쾌함을 자아내는 기괴한 이

미지로 “예술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파괴하는 키엔홀츠의 작품”은 

대중들에게 놀라움을 넘어서 충격을 안겨주었다. 전시에 출품된 작품

들 가운데 특히 <38년형 닷지 자동차 뒷좌석>의 선전성이 문제가 되

었다. <38년형 닷지 자동차 뒷좌석>의 내부에는 서로 뒤엉켜 성행위를 

하는 두 명의 인물들이 있었는데, 관람객은 열린 자동차 문 사이로 이

들을 엿볼 수 있었다(도 20). 그런데 38년형 닷지 자동차는 1940년대

에 10대들이 주로 소유하였던 모델로, 작품 속 두 인물이 청소년임을 

암시한다.58) 전시 개막을 약 일주일 앞둔 3월 23일, 미술관을 방문하

여 작품을 둘러보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의회(Los Angeles County 

Board of Supervisors) 소속 인사들은 <38년형 닷지 자동차 뒷좌석>

의 선정성을 문제로 전시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9)

사실 이러한 논란은 전시가 개최되기 전부터 예견되었다. 전시

의 기획자 모리스 터크먼은 카운티 미술관에 부임한 후 1964년 8월부

터 키엔홀츠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미술관의 개관전으로 키

58) Maurice Tuchman, 앞의 책(1966), p. 8.; 키엔홀츠는 자신이 유년시절 

겪었던 경험에 기반하여 <38년형 닷지 자동차 뒷좌석>을 제작하였다고 언급

한 바 있다. Lawrence Weschler, 앞의 책, p. 251.

59)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의회는 <록시의 집> 중 나체로 재봉틀 위에 누워있

는 인물 '5달러 짜리 빌리(Five Dollar Billy)'의 선정성도 문제삼았다. Anne 

Ayres, "Berman and Kienholz: Progenitors of Los Angeles Assemblage" 

in Maurice Tuchman, Art in Los Angeles: Seventeen Artists in the 

Sixties (Los Angeles: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1981),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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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홀츠의 10년간 작품 활동을 다루는 전시를 미리 구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카운티 미술관 이사회 그리고 카운티 의회는 이러한 계획에 반

대 의견을 내세웠다.60) 이는 카운티 미술관의 개관 과정에서도 보았듯

이 이사회의 매우 보수적인 성격에서 기인하였다. 터크먼은 당시의 로

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의 이사회에 대해 “소위 '4인방'이라 불리는 

자들이 이끄는 카운티 미술관 이사회 가운데 동시대 미술은 고사하고 

20세기 미술에 관심을 가지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고 회고하였다. 61) 

심지어 동시대 미술과 음악의 주요 후원자이자 컬렉터였던 베티 프리

먼(Betty Freeman)조차도 키엔홀츠의 전시를 여는 것에 반대하였으

며, 전시가 개최된 이후 터크먼과 수십 년간 연락을 하지 않았다.62) 

미술관 이사회의 계속된 반대에 터크먼은 그들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63) 그 결과 1965년 4월 1일에 개막할 예정이었던 키엔홀츠의 

개인전은 연기되어 약 1년 뒤인 1966년 3월 30일에 개최될 수 있었

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38년형 닷지 자동차>는 1980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이 영구 소장하게 되었다.

키엔홀츠의 개인전과 관련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의 조

심스러운 태도는 당시 발간된 전시 도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64) 

60) Maurice Tuchman, Kienholz before LACMA (Venice, Calif.: L.A. 

Louver, 2012), p. 36-38.

61) 터크먼은 이 '4인방'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당시 이사회의 회장직

을 맡았던 미국의 첫 번째 쇼핑센터인 크렌쇼 센터(Creanshaw Center)의 설

립자 에드워드 W. 카터(Edward W. Carter)와 부회장직을 맡았던 하워드 아

먼슨 등을 지칭하는 듯 하다.

62) John Baldessari, et al., “L.A. Stories: A Roundtable,” Artforum, Vol. 

50, No. 2 (October, 2011), pp. 240, 242-249, 339-340.

63)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은 본질적으로 카운티 정부 산하에 있었고, 

개관 당시부터 예산의 절반은 카운티 정부, 나머지 절반은 후에 미술관 이사

회로 부임하게 될 개인들의 후원 자금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미술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위의 두 집단이 큰 힘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Richard 

Candida Smith, 앞의 책 (1995), p. 324.

64) Maurice Tuchman, 앞의 책 (1966), pp.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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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형 닷지 자동차 뒷좌석>의 경우 총 세 개의 도판이 도록에 실렸

으나, 작품 내부를 자세히 촬영한 사진은 실려있지 않다. 총 세 개의 

도판 중 두 개는 흑백으로, 자동차의 문이 닫힌 상태에서 정면과 측면

을 촬영한 사진이다(도 21). 마지막 도판은 컬러 도판으로, 작품은 측

면으로 약 45도 정도로 틀어져있으며 자동차의 문이 활짝 열린 채로 

촬영하였다(도 22). 그러나 사진이 촬영된 위치 때문에 도판에서 보여

지는 자동차의 내부는 매우 제한적이다. 볼 수 있는 것은 두 인물 모

형 중 한 명의 오른 쪽 다리뿐이며, 도판만으로는 자동차 뒷좌석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이처럼 로스앤젤레스 카운

티 미술관 측은 도록에 게시하는 사진에서 <38년형 닷지 뒷좌석>에 

대한 자세한 기록과 묘사를 제한하였으며 논란을 피해가려는 듯한 인

상을 준다. 

지역 신문들은 키엔홀츠의 개인전을 카운티 의회가 검열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카운티 의회를 비난하는 풍자 만화도 

등장하였다(도 23).65) 결국 전시는 폐쇄되지 않고 예정대로 3월 30일

에 개막할 수 있었다. 단 <38년형 닷지 자동차 뒷좌석>의 문을 닫아 

관람객이 내부를 볼 수 없게 하는 조건이 달렸다. 도슨트와 동행한 18

세 이상의 성인 관람객이 원하는 경우에만 작품 옆에 상시 서있는 경

비원이 문을 열어 내부를 공개할 수 있었다(도 24).66) 그러나 작품의 

선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대중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이끌어냈

다. 논란을 일으킨 바로 '그 작품'을 보기 위해 관람객들이 미술관으로 

몰려들었고(도 25), 1500부 가량 인쇄하였던 전시의 도록이 금방 판매

되었으며 추가로 준비한 2500부의 도록 역시 전시가 막을 내리기 전

에 전량 판매되었다.67) 따라서 소란스러운 검열 사태를 겪기는 하였지

65)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뿐만 아니라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

s)』,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San Francisco Chronicle)』도 이 사건을 보

도하였다. Maurice Tuchman, 앞의 책 (2012), p. 37.

66) Anne Ayres, 앞의 글,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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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키엔홀츠의 개인전은 대중의 관심을 얻는 데 소기의 성공을 달성하

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The Los 

Angeles Times)』에 기고하던 미술 비평가 헨리 J. 셀디스(Henry J. 

Seldis)는 이 사건에 대하여 키엔홀츠의 작품이 예술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거부하며 “미적인 가치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적, 철학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현재 로스앤젤

레스 카운티 미술관에 필요한 가치라고 평하였다.68) 이처럼 키엔홀츠

의 1966년 개인전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뿐만 아니라 당시의 

미술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1957년 유사

한 논란을 일으켰던 아상블라주 미술가 월레스 버먼과 키엔홀츠를 비

교해 볼 필요가 있다. 키엔홀츠와 월레스 버먼은 아상블라주 작업을 

하였다는 점, 지역 정부의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자주 비교

되어왔지만,69) 두 미술가 모두 미술가들이 긴밀히 교류할 수 있는 미

술계를 조직하려 하였다는 점은 잘 비교되지 않았다. 월레스 버먼의 

경우 우편으로 배달되는 잡지 형태의 작품 <세미나(Semina)>(도 26)

를 통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하였다면, 키엔홀츠는 <술

집>에서 매우 구체화되고 물리적인 형태로 지역 미술계를 재현하였다.. 

67) Maurice Tuchman, 앞의 책 (2012), p. 37.

68) Henry Seldis, “Kienholz Art: Anything Goes,” Los Angeles Times 

(March 27, 1967). 그러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 셀디스가 키엔홀츠의 작품에 

대해 호의적인 평을 남긴 경우가 드물었다. 셀디스는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가졌기에 당시 신진 작가들이나 큐레이터들과 다소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키

엔홀츠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셀디스의 혹평을 패러디한 <빅 아이(H. S.에 대

한 경의)(The Big Eye (Homage to H. S.)>(1961)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Jennifer Wulffson Bedford, “More Light and Less Heat: The 

Intersection of Henry Seldis's Art Criticism and the Career of Henry 

Moore in America,” in William Alexander McClung, Anglo-American 

Exchange in Postwar Sculpture, 1945-1975, (Los Angeles: Getty 

Publications, 2011), p. 45.

69) 토머스 크로, 앞의 책, pp. 97-104; Sarah Schrank, 앞의 책, pp. 

120-129; Anne Ayres, 앞의 글, pp.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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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드워드 키엔홀츠의 <술집>: 로스앤젤레스 미술계의 

구체화

먼저 <술집>보다 약 10년 전에 제작되었던 월레스 버먼의 <세

미나>를 살펴보고자 한다. 캘리포니아의 비트 문화를 대표하던 미술가 

월레스 버먼은 성적 자유를 지지하며 기성세대의 도덕관에 전면적으로 

대항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에 심취하였으며 영

적 체험을 중시하는 유대교의 신비주의 카발라(Kabbalah)의 영향을 받

은 듯한 아상블라주 작업을 해왔다.70) 갤러리에서의 전시 활동보다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작품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활동해왔던 버먼은 키엔

홀츠와 홉스의 설득으로 1957년 페러스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전시가 개막한 지 2주 만에 로스앤젤레스 경찰의 풍기 

단속반(Vice Squad)이 '외설'을 이유로 작품을 철거할 것을 명령하였

고, 버먼이 이에 응하지 않자 그를 체포하였다. 경찰이 개입한 이유는 

<신전(Temple)>(1957)(도 27)에 포함된 동료 작가 캐머론(Marjorie 

Cameron Parsons Kimmel, 1922-1995)이 그린 드로잉(도 28)이 성

행위를 묘사하였다는 이유에서였다.71)  유죄를 선고 받고 150달러의 

벌금형을 물게 된 버먼은 로스앤젤레스를 '타락한 천사들의 도시'라고 

비난하며 샌프란시스코로 떠나 1961년까지 돌아오지 않았으며, 이후로 

개인전을 한 번도 열지 않았다.72) 키엔홀츠를 비롯한 몇몇 이들은 전

시부터 체포까지의 과정이 다소 신화화되었으며 버먼이 마치 “경찰력

의 개입을 호소하는 듯하였다”고 회상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버먼은 

70) 토머스 크로, 위의 책, pp. 97-98.

71) Richard Candida Smith, 앞의 책 (1995), pp. 224-227.

72) Kenneth D. Allan, “City of Degenerate Angels: Wallace Berman, 

Jazz, and Semina in Postwar Los Angeles,” Art Journal, Vol. 70, No. 1 

(Spring, 2011),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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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순교자와 같은 인물로 추앙 받게 되었다.73)

캐머론이 그린 드로잉은 본래 버먼이 발행하던 잡지 <세미나>

의 창간호에 실렸던 작품이었다. 라틴어로 씨앗을 의미하는 <세미나>

는 약 1년을 주기로 발간되었으며, 버먼의 지인과 동료 작가들에게만 

우편으로 전달되었다. 그 배포 방식과 마찬가지로 잡지의 형태 역시 

매우 개인적이었다. <세미나>는 보통의 잡지처럼 한 권의 책으로 묶이

지 않고 각각의 페이지가 엽서와 같은 작은 크기의 낱장으로 존재하였

다. 따라서 정해진 포맷 없이 독자가 스스로 순서를 재배열할 수 있었

다.74) 각각의 엽서들이 한 권의 잡지로 구성되었던 것처럼, 각기 다른 

지역에 흩어져서 존재하는 개인들은 씨앗처럼 흩뿌려진 버먼의 <세미

나>에 의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 버먼의 <세미나>는 교

외화라는 변화 속에서 단일한 중심지 없이 지리적으로 확장해나가는 

로스앤젤레스의 공간적 문제에 대응하여, 미술가 개인들을 하나의 공

동체로 묶으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75) 그러나 버먼의 개인전이 공

권력의 검열에 의해 중단되었듯이 미술가들간의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를 구성하려 하였던 그의 시도는 오직 사적인 차원에서만 가능하였으

며 갤러리라는 제도화 된 공간에서는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10년의 시간이 흐른 뒤인 1966년 개최된 

키엔홀츠의 개인전은 같은 논란에 휩싸이며 검열에 대상이 되었음에도 

미술관이라는 제도화된 공간에 성공적으로 전시될 수 있었다. 버먼이 

73) 버먼 스스로도 작품이 논란을 일으킬 것을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

러나 그는 <신전>이 아니라 성행위 사진이 포함된 작품 <십자가

(Cross)>(1956-57)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익명'의 제보

를 받은 경찰이 갤러리를 방문하기 전 전화로 버먼에게 작품의 철수를 지시하

였지만 버먼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Sarah Schrank, 앞의 글, p. 683; 

Richard Candida Smith, 앞의 책 (1995), p. 227.

74) Michael Duncan, “Semina as Art,” in Semina Culture: Wallace 

Berman and His Circle, ed. Michael Duncan and Kristine McKenna 

(New York: Distributed Art Publishers, 2005), p. 22.

75) Ken D. Allan, 앞의 글, p. 86; Sarah Schrank, 앞의 글, p.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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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를 통해 각지에 흩어져있는 미술가들을 연결하여 일종의 네

트워크를 조직하려 하였다면, 키엔홀츠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개인전에서 그의 가장 기념비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술집>을 통

해 로스앤젤레스 미술계를 물리적으로 구체화하였다. 

이 작품의 제목은 키엔홀츠의 단골 술집이었던 '바니의 술집'에

서 차용한 것이다. 이 작품이 재현하고 있는 바니의 술집은 1920년 존 

“바니” 앤서니가 버클리(Berkeley)에 연 술집으로, 1927년에는 현재

의 자리인 산타모니카 대로(Santa Monica Boulevard)로 자리를 옮겼

다. 바니의 술집은 라 시에네가 대로와 인접해있었으며, 페러스 갤러리

와는 북쪽으로 약 800미터 떨어진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했다. 특히 

페러스 갤러리 작가들은 바니스 술집에서 하루를 마무리할 정도로 단

골손님이었으며, 바니스 술집은 마치 페러스 갤러리 소속 미술가들의 

본부처럼 여겨졌다.76) 당시 페러스 갤러리 소속 작가 중 한 명이었던 

케네스 프라이스는 “1960년대 바니의 술집에 만약 화재라도 났었더라

면, 로스앤젤레스의 미술계는 아마 해체되었을 것이다”라고 회고하기

도 했다.77) 즉 바니의 술집은 단순한 술집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공간이

었으며 1960년대 로스앤젤레스 미술계를 내포하였던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키엔홀츠는 <술집>을 제작하기 이전에도 미술계를 소재로 한 

작품을 구상한 바 있다. <미술 전시회(Art Show)>(1963-1977)(도 

29)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1963년 문서 형태의 컨셉 타블로(도 30)로 

먼저 제작되었으며 1977년에 타블로로 완성되어 베를린 폴커 스쿨리

마 갤러리(Galerie Folker Skulima), 뒤셀도르프 시립미술관

(Dusseldorf Stadtische Kunsthalle), 파리의 국립 현대미술관(Musee 

National d'Art Moderne)에서 전시되었다. 1963년 컨셉 타블로 버전

76) Jules Langsner, 앞의 글, p. 127.

77) The Cool Shool, dir. Morgan Neville, motion pictur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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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술 전시회>는 작품의 제목 그대로 “로스앤젤레스 또는 뉴욕의 

상업 갤러리에서 열리는 미술 전시회”를 재현한다.78) 컨셉 타블로에 

기반하여 제작된 1977년 작품은 사각형의 공간, 흰 벽에 걸린 미술 작

품 등 상업 갤러리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으며 등장하

는 인물들 역시 키엔홀츠와 친분이 있었던 미술계 인사들이다. <술집>

에서와 마찬가지로 키엔홀츠는 큐레이터이자 당시 독일 학술교류처

(DAAD) 처장 칼 루어베르크(Karl Ruhrberg), 프랑스의 미술 평론가 

에리카 비유테(Erika Billeter), 당시 퐁피두 센터의 관장 폰투스 율텐

(Pontus Hulten), 갤러리스트 버지니아 드완(Virginia Dwan) 등 미술

계 인사들을 실제 모델로 삼아 석고 인물상을 제작하였다.79) 

또한 <술집>의 인물들의 얼굴이 시계로 대체되었던 것과 마찬

가지로 <미술 전시회>의 인물들의 얼굴에는 이목구비가 제거되고 뜨

거운 바람이 나오는 차량용 에어컨과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영어 등 

다국어로 녹음된 음성을 재생하는 라디오로 대체되었다(도 31). 이처럼 

<미술 전시회> 속 인물들은 작품 감상에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감각

인 시각을 상실하였기에 전시회에 걸린 작품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뜨거운 공기를 내뿜거나 각자의 

언어로 말하며 전시에 자신의 감상을 표현하고 있다.80) 미술 전시회에 

참석하였으면서도 작품은 보려 하지 않고 각자의 의견만을 떠드는 미

술계에 대한 키엔홀츠의 풍자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1965년 완성된 <술집>의 경우 <미술 전시회>처럼 직접적으

78) 키엔홀츠는 작품의 배경이 로스앤젤레스일 경우 여성 인물들이 바지를 

입을 것이고, 뉴욕일 경우 인물들이 코트와 장화를 신을 것이라 적어놓아 배

경이 되는 도시간의 차이를 두었다.

79) Walter Hopps, A Note from the Underworld, p. 36.

80) 키엔홀츠는 <미술 전시회>에 대해 “우리끼리의 내부적인 농담”이라고 설

명하기도 하였다. Alan G. Artner, “Honesty Coupled With Poignancy The 

Name Of The Kienholzes Game,” Chicago Tribune (September 01,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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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술계를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당시 로스앤젤레스 미술가

들의 아지트로 상징적인 장소였던 바니의 술집을 실제 크기의 약 2/3

정도 축소하여 재현하였다. <술집> 안에는 총 열 일곱 명의 인물이 자

리하고 있는데, 이들은 키엔홀츠의 동료 미술가들, 학생, 미술관 관계

자, 기자, 바텐더, 그리고 술집의 주인인 바니를 모델로 한 것이다.81) 

전체 중 단 두 명의 인물 모형만이 마네킹이며 나머지는 모두 키엔홀

츠가 실제 인물의 몸에 석고를 발라 제작한 석고 모형이다. 실제 인물

을 모델로 하였지만 <술집> 속 인물 모형과 그 모델을 매치하기는 어

렵다. 오직 주인인 바니만이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도 32) 그를 제외한 

인물들의 얼굴이 모두 시계로 대치되었기 때문이다(도 33).82) 이전까

지 키엔홀츠가 작업한 대부분의 타블로와는 달리 <술집>은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크레이트 형태로 되어있으며, 관람객은 문을 열고 작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내부로 들어서면 누런빛의 조명부터 술집 안

의 손님들,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 음악, 맥주 냄새까지 북적거리는 

술집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술집>은 키엔홀츠의 다른 타블로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한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베트남 

폭동에서 아이들이 아이들을 살해한다(Children Kill Children in Viet 

Nam Riots)”라는 다소 충격적인 헤드라인의 1964년 8월 28일자 『로

스앤젤레스 헤럴드 이그재미너(Los Angeles Herald Examiner)』지가 

놓여있기 때문이다(도 34). 키엔홀츠가 <술집>을 구상하며 제작한 <술

집을 위한 드로잉(Drawing for the Beanery)>(1965)(도 35)은 위의 

신문 기사를 쥔 손과 10시 10분을 가리키는 시계로 이루어져있다. 멈

81) “Beanery Built for Art,” LIFE, Vol. 60, No. 2 (Jan 14, 1966), p. 

83.

82) 이 중 열다섯 명의 얼굴을 대체하고 있는 시계들은 모두 10시 10분을 가

리키고 있는데, 키엔홀츠는 이것이 얼굴에서 눈썹을 묘사하기 위한 선택이었

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위의 글,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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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진 시간에 대해 키엔홀츠는 “술집은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회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는 곳(killing time)”이라 

설명하였다. 인물들의 얼굴을 대체하고 있는 시계가 10시 10분에 멈춰

있기에 <술집> 속 시간은 1964년 8월 28일 10시 10분에 영원히 멈

춰있음을 알 수 있다.83) 

작품의 시간적인 배경을 특정하는 것은 키엔홀츠의 타블로 작

품에서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이다. 라스베거스(Las 

Vegas)에 위치한 동명의 매음굴 '록시의 집'에서 제목을 차용한 그의 

첫 번째 타블로 작품인 1961년 작 <록시의 집> 역시 이러한 특징을 

공유한다. 여러 개의 방이 연결되어있는 형태로 제작된 <록시의 집>은 

<술집>과 마찬가지로 관람객이 작품의 내부로 입장할 수 있다. '록시

의 집'이라는 간판이 걸린 문을 통해 안으로 입장하면, 카펫이 깔린 방

에 기괴한 형태의 인물 모형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84) 낡은 

의자나 테이블 위에 앉거나 누워있는 인물 모형들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매춘부들을 연상케 한다(도 36). 그러나 이들은 화려하

게 치장한 대신, 신체가 훼손되거나 그 일부가 대체되어 매우 기괴한 

느낌을 준다. 벽에 걸린 1943년용 달력과 1940년대 음악을 연주하는 

주크박스(도 37), 맥아더 장군의 초상화(도 38) 등의 소품은 이 작품이 

1943년을 배경으로 하며 그 시간에 고정되어있음을 명백하게 드러내

고 있다. 1943년은 키엔홀츠가 약 17세 경일 때로, 이 작품은 유년 시

83) 키엔홀츠는 <술집>의 시간이 실제의 시간에서 술집 안의 초현실적인 시

간, 즉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의미 없이 소비하고, 시간을 잊어버

리고 무시하는 시간으로의 전환을 상징한다고 말한 바 있다. Nicolas Calas 

and Elena Calas, Icons and Images of the Sixties (New York, E.P. 

Dutton, 1971), p. 46. Robert L. Pincus, 앞의 책, p. 45에서 재인용.

84) 총 여덟 명의 인물 중 한 명만이 남성이며, 각 인물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벤 브라운(Ben Brown), 다이애나 풀(Dianna Poole), 미스 유니버설

(Miss Universal), 체리 딜라이트(Cherry Delight), 삐딱한 제니(Cock-Eyed 

Jenny), 길 잃은 천사 피피(Fifi, A Lost Angel,) 조아라는 이름의 여인(A 

Lady Named Zoa), 5달러짜리 빌리(Five Dollar Billy), 마담(The M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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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그가 고향 아이다호 주의 매음굴에 직접 들렀던 경험에 기반을 두

었다. 그는 늙고 지친 매춘부들에게서 성적 흥분을 전혀 느낄 수 없었

으며 불쾌한 기분만을 느꼈다고 회고한 바 있다.85) 

그러나 <록시의 집>을 비롯한 이전의 타블로 작품들이 대체로 

키엔홀츠의 유년기와 겹치는 과거의 시간을 다루고 있다면, <술집>은 

그가 몸담고 있는 현재, 즉 동시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

다. 작품의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술집>은 이전의 타

블로 작업들과 차별점을 보인다. <생일(The Birthday)>이나 <기다림

(The Wait)>(1964-1965)(도 39) 등의 작품은 마치 연극 무대의 세팅

과도 유사한데, 이들 작품에서 키엔홀츠는 정면성을 강조하였다. 그러

나 <술집>은 천장이 달려있어 외부와는 완전히 밀폐된 공간으로 제작

되었다. 작품의 제작 과정을 기록한 사진을 보면 아직 천정이 올라가

지 않은 상태의 <술집> 안에 키엔홀츠가 서있고, 동료 두 명이 천장 

부분을 들어 올려 박스 위에 올려놓으려 하고 있다(도 40). 

키엔홀츠는 이러한 <술집>의 형태를 “큰 상자 혹은 선박 화물

용 크레이트”라고 묘사하였는데, 모리스 터크먼은 이러한 상자 형태가 

작품이 보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는(handled) 대상

임을 암시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키엔홀츠는 다가가기 어렵고 멀

리서 바라보는 미술 작품이라는 개념에 회의적이었으며, 관람자가 직

접 문을 여닫거나 작품을 만지는 등 물리적인 접촉까지도 허용할 정도

로 관람자의 개입을 원하였다.86) 촉각이라는 감각뿐만 아니라 <술집>

은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여 관람객의 몰입도를 높인다. <술집> 안에 

처음 들어서면 관람객은 실제 1964년 바니의 술집에 온 듯한 혼란을 

받게 될 정도이다. 술병이 빼곡히 들어찬 선반(도 41)뿐만 아니라 '동

성애자 출입 금지(faggots stay out)'라고 적힌 사인(도 42), 대화하거

85) Lawrence Weschler, 앞의 책, p. 231.

86) Maurice Tuchman, 앞의 책 (1966),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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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엎드려 잠을 청하는 손님들(도 43), 맥주와 소변과 담배 연기

가 섞인 냄새, 그리고 키엔홀츠가 직접 녹음한 바 안의 소리까지 관람

객의 감각을 자극한다. 특히 <술집>은 실제 '바니의 술집'보다 2/3가량 

축소되었기에, 관람객은 이 압축적인 공간에서 자극들을 더욱 가까이

서 느끼게 된다. 1964년 자신과 동료 미술가들의 아지트였던 공간을 

작품으로 재현함으로써 로스앤젤레스 미술계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

다. 이처럼 동시대를 배경으로 하며 실제 공간을 매우 압축한 작품 

<술집>을 통해 키엔홀츠는 바니의 술집에 모여든 자신의 지인과 동료

들을 재현하였다. 이로써 바니의 술집으로 표상되는 로스앤젤레스 미

술계를 손에 만져질 듯한,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형태로 제시하였다. 

1950년대 말부터 갤러리를 설립하며 지역 미술계를 활성화시키고 하

나의 중심지로 모으고자 하였던 키엔홀츠의 노력은 <술집>에서 미술 

작품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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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술집>과 로스앤젤레스 미술가의 정체성

1. 뉴욕 미술계에 대한 반감의 표현

1966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 전시되기 이전, <술집>

은 대중들에게 두 번 공개되었다. 먼저 1965년 10월 23일부터 25일

까지 바니의 술집 주차장에서 처음 선보여진 후 뉴욕의 드완 갤러리

(Dwan Gallery)에서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시 되었다(도 

44).87) 갤러리의 설립자인 버지니아 드완은 본래 1959년 로스앤젤레

스에 첫 갤러리를 열었다. 키엔홀츠는 이곳에서 두 번의 개인전을 개

최하였으며 버지니아 드완과 친분을 쌓았다.88) 버지니아 드완은 1965

년 뉴욕에 새로운 갤러리를 열게 되는데 갤러리 개막전으로 다름아닌 

키엔홀츠의 <술집>을 택한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미술계를 재현해 놓

은 이 작품이 뉴욕에 전시되었다는 점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다. 당시 작품에 대해 평을 남긴 미술 비평가 시드니 틸림(Sidney 

Tillim)은 자신을 포함하여 뉴욕 미술계가 키엔홀츠에게 가졌던 일종의 

편견을 밝힌 바 있다. 키엔홀츠는 뉴욕의 팝 아티스트 클래즈 올덴버

그(Claes Oldenburg, 1929- )와 조지 시걸(George Segal, 

1924-2000)과 달리 '키치적'일 것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89) 틸

87) 드완 갤러리는 1959년 로스앤젤레스의 웨스트우드(Westwood) 지역에 

문을 열었으며, 설립자인 버지니아 드완(Virginia Dwan)과 키엔홀츠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드완 갤러리는 1966년 뉴욕으로 완전히 자리를 올기게 

된다. Jessica Dawson, “Virginia Dwan Los Angeles,” Archives of 

American Art Journal, Vol. 46, No. 3/4 (2007), p. 45.

88) 로스앤젤레스의 드완갤러리에서는 1963년 《에드워드 키엔홀츠(Edward 

Kienholz)》전, 1964년 《에드워드 키엔홀츠: 세 개의 타블로》전 두 번의 

개인전이 개최되었다. 

89) Sidney Tillim, “The Underground Pre-Raphaelitism of Edward 

Kienholz,” Artforum, Vol. 4, No. 8 (April, 1966), pp. 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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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이 지적한대로  조지 시걸의 경우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을 

사실주의적으로 재현한 공간에 석고 인물상을 배치하는 작품(도 45)을 

제작하였기에 키엔홀츠와 비교해 볼 수 있다.90) 그러나 같은 방식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미술가의 작품은 다른 성격을 가진다. 시걸

은 키엔홀츠와 마찬가지로 일상의 모습을 타블로로 재현하지만 채색되

지 않은 채 석고의 흰 색과 질감을 그대로 드러내어 추상적인 성격 역

시 지니고 있다.91) 또한 시걸의 인물들은 서로간의 그리고 인물이 놓

여있는 환경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고립되어 현대인의 고

독을 전달한다. 반면 당대 사회의 제도와 가치에 대해 도덕적인 평가

와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키엔홀츠의 작품에서는 인물들이 피해자이기

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 문제에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는 암묵적인 

가해자로 나타나기도 한다.92) 

틸림은 <술집>이 보여주는 이러한 특징을 받아들여 리뷰에서 

자신의 선입견이 틀렸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뉴욕 미술가들에 비해 

다소 '조악한' 키엔홀츠의 작품에 대한 평단과 대중의 태도는 크게 달

라지지 않았다. 1965년 1월 14일자 『라이프(LIFE)』지는 다섯 면에 

걸쳐 키엔홀츠의 <술집>을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독자 투고란에서 

한 독자는 “독자들에게 소위 '미술가'라고 하는 에드워드 키엔홀츠와 

그의 팝 아트 술집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괴짜 서커스 쇼를 보려고 

모여들던 사람들이 이제 이 터무니없는 가짜-미술에 쾌감을 느끼게 될 

것이 뻔히 보이네요”라는 비난을 남기기도 하였다.93) 

키엔홀츠는 1966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서의 성공적

90) 키엔홀츠는 1963년 시걸이 캘리포니아를 여행하던 중 만남을 가진 적이 

있으며, 그로부터 석고 테이프를 이용하여 인물 모형을 제작하는 방식을 배웠

다고 밝힌 바 있다. Robert L. Pincus, 앞의 책, p. 113.

91) 김영나, 『죠지 시걸』(서울: 호암미술관, 1995), p. 10.

92) 송미숙, “키엔홀츠와 그의 앗상블라쥬 사회환경들,” 『휴먼, 환경 그리고 

미래전』 (선재미술관 경주, 1994), p. 5; Diane Waldman, 앞의 책, p. 267. 

93) “Letters to the Editors,” LIFE (Feb 2, 1966)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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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인전을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미국의 주요 미술관이

나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키엔홀츠는 자신의 

작업이 뉴욕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94) 그 

단적인 예로 미술사학자 바바라 로즈(Barbara Rose)는 1963년 뉴욕

의 알렉산더 아이올라스 갤러리(Alexander Iolas Gallery)에서 열린 

키엔홀츠의 개인전에 대한 리뷰에서 다음과 같은 평을 남겼다.

키엔홀츠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는 왜 

언어가 아닌 시각적으로 이를 드러내기를 택한 것일까?95)

1965년 <술집>을 관람한 뉴욕 평단의 반응도 위와 크게 다르

지 않았다. 『선데이 헤럴드 트리뷴(The Sunday Herald Tribune)』

지는 <술집>을 클래스 올덴버그, 앤디 워홀, 조지 시걸 등 뉴욕의 팝 

아트 미술가들과 비교하였다. 그에 따르면 <술집>은 위에 열거한 뉴욕

의 팝 아트에서 “크게 한 발짝 벗어나”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

는 방향인지 뒤로 가는 방향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부연하였

다.96) 『뉴욕 헤럴드 트리뷴(New York Herald Tribune)』지는 <술

집>이 “미술가가 만든 것임은 확실하다. 그저 왜 만들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뿐이다”라는 평을 남겼다.97) 이처럼 뉴욕의 평단은 <술집>

을 뉴욕의 미술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이류의 것, 혹은 아예 미술 작

품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혹평을 남겼다.

마찬가지로 키엔홀츠 역시 뉴욕의 평단과 미술계에 대해 우호

94) Richard Candida Smith, 앞의 책(1995), p. 349-350.

95) Barbara Rose, “New York Letter,” Art International (25 March 

1963), p. 65; 바바라 로즈는 키엔홀츠를 미국의 주요 아상블라주 미술가로 

설명하면서도, 동시대 작가 중에서는 주변적인 작가로 분류하였다. 

96) “The Beanery,” The Sunday Herald Tribune (December 5, 1965).

97) E. G., “Edward Kienholz,” New York Herald Tribune (November 

27,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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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뉴욕 미술계에 

대한 일종의 반감을 일찍이 작품을 통해 드러낸 바 있다. 앞서 살펴본 

<월터 홉스, 홉스, 홉스>는 뉴욕의 추상표현주의 미술가들과 그들의 

작품에만 열광하는 미술계를 풍자적으로 묘사하였다. 다소 공격적인 

제목의 <라우셴버그에 대한 반감(Odious to Rauschenberg)>(1960)

(도 46) 역시 제목 그대로 뉴욕의 미술가 로버트 라우셴버그를 겨냥한 

작품이다. 제목뿐만 아니라 작품에 부착된 박제된 사슴의 머리 역시 

라우셴버그의 <모노그램(Monogram)>(1955-1959)(도 47)을 직접적으

로 인용하고 있다. 키엔홀츠는 본래 이 작품을 익명으로 라우셴버그에

게 선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호의적인 의

미에서의 선물이 아닌 라우셴버그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에서였다. 

<라우셴버그에 대한 반감>의 사슴 머리는 전기 동력에 의해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이 작품에는 모터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텔레비전 수신 

상태를 망가뜨리는 라디오테르미(radiothermy 또는 diathermy)라는 

전파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따라서 사슴 머리가 작동하게 하려면 플

러그를 전기에 연결해야 하는데, 그러면 동시에 라디오테르미가 작동

하여 주변에 전파 수신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다.98) 결국 이 작품은 라

우셴버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나 라우셴버그의 “예술과 삶 사이

에서 행동하고자 한다”는 유명한 선언을 인용하듯이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키엔홀츠는 라우셴버그와 그가 미술가로

98) “(이 작품에는) 초기 라디오 레이더라 할 수 있는 라디오테르미

(diathermy) 장치가 들어있다. 이 기계에 플러그를 꽂으면 주변 지역의 텔레

비전 수신을 완전히 망가뜨린다. 나는 사람들이 플러그를 뽑지 않고 계속 놔

둘 수 있도록 움직이는 (사슴) 머리를 달아 “이거 재밌네”라고 생각하도록 만

들었다. 그러면 이제 경찰서나 방송국에 텔레비전 수신 상태가 좋지 않다고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이들은 그 동네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알아보려고 

트럭들을 보낼 것이다. 작은 안테나를 단 이 트럭들은 결국 문제의 집을 찾아

낼 것이다. 이들이 집에 들어닥친다음 모두가 큰 액수의 벌금을 물고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나는 그냥 이게 정말 재밌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위의 책,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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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진 소명을 풍자하였다. 이 작품은 라우셴버그라는 작가에 대한 

키엔홀츠의 응답으로 읽을 수 있다.99) 더 나아가 라우셴버그로 대표되

는 뉴욕의 미술가들과 이들에 대한 미술계의 호의적인 평가에 대한 응

답으로도 확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키엔홀츠는 뉴욕 미술계가 자신에게 가진 편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하였다. 

내가 뉴욕에 화가 난 근본적인 이유는 뉴욕에서 무슨 존스, 무슨 

라우셴버그라는 사람들이 명성을 얻고 있다고 알게 된 후부터였

다. … 이들의 작품을 보면서 내 작품도 이 사람들만큼이나 괜찮

거나 흥미롭거나 프로페셔널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에드 키

엔홀츠씨 뉴욕으로 와주시죠'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100)

1960년대에 들어 로스앤젤레스 미술계가 부흥기를 맞이하긴 

하였지만, 뉴욕과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제2의 미술도시'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다. 뉴욕의 비평가들은 당시 등장하기 시작한 뉴욕의 미니

멀리즘(Minimalism)과 비교했을 때 동시대 로스앤젤레스 미술가들이 

지나치게 감각적인 자극에 치중한다며 비판하였고, 그들의 물질주의적

인 태도는 뉴욕의 지적인 전통과 비교되며 격하되었다.101) 이에 키엔

홀츠 뿐만 아니라 동시대 로스앤젤레스 미술가들은 뉴욕 미술계만 주

목받는 상황에 일종의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고, 뉴욕의 미술가들을 비

교대상이자 경쟁상대로 설정하게 된다. 당시 뉴욕의 미술가들은 비평

99) Natasha Poor, “Dirty Art: Reconsidering the Work of Robert 

Rauschenberg, Bruce Conner, Jay DeFeo, and Edward Kienholz,” Ph. D.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007), p. 63.

100) Lawrence Weshler, 앞의 책, p. 169. 

101) 우정아, 「로버트 어윈: 지각과 공간의 예술」, 『미술사학』 24 (2010. 

8), p.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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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의 지지를 받으며 지적이며 심오한 태도를 지닌 미술가를 표방하

였다. 이들은 자연스레 뉴욕의 이른바 '지적인' 미술가를 자신들의 대

척점으로 설정하고 정반대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967년 

『보그(Vogue)』지에 기고한 글에서 존 코플란스는 에드워드 키엔홀

츠, 켄 프라이스, 크렉 카우프먼, 빌리 알 벵스턴, 래리 벨, 로버트 어

윈 등 로스앤젤레스 미술가들이 '지성의 불모지(intellectual desert)'에

서 탄생하였다고 적었다.102) 키엔홀츠 역시 다수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를 '미술에 무지한', '미술계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인물로 드러내었다. 

(로스앤젤레스의 다른 미술가들은 차치하더라도) 우선 나부터도 

미술을 논할만한 지식을 갖췄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우리들은 

미술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았다. 그저 바니의 술집에 

모여서 누가 좋은 놈인지, 차에 넣을 기름을 사기 위해 필요한 6

달러를 어떻게 벌 것인지, 그 다음 밸리(The Valley, 샌 페르난

도 밸리의 줄임말)로 가서 술을 더 마실지 같은 얘기나 나눴

다.103) 

특히 페러스 갤러리 미술가들과는 “바니의 술집에 하루 종일 앉아 얘

기를 나눴다. 그러나 자동차나 당구, 여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였지, 미

술에 대한 대화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후에 회고하였다.104) 이

처럼 키엔홀츠는 스스로를 지적인 미술가와 정반대의 인물로 설정하였

고 이러한 이미지를 공공연히 밝혀왔다.

102) John Coplans, “Art Blooms,” Vogue (November 1, 1967), pp. 

184-233. Sarah Schrank, 앞의 책,  p. 99에서 재인용.

103) Carrie Ricky, “Unpopular Culture (Travels in Kienholzland),” 

Artforum, Vol. 21, No. 10 (June, 1983), p. 44. Damon Michael Willick, 

앞의 글, p. 25에서 재인용.

104) Lawrence Weschler, 앞의 책,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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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보았을 때 키엔홀츠의 <술집> 역시 뉴욕 

미술계와는 정반대 지점에서 로스앤젤레스 미술계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에 바니의 술집이 있었다면, 

뉴욕에는 추상표현주의 미술가들이 주로 모였던 술집 '시더 태번

(Cedar Tavern)'이 있었다. 1949년 윌렘 드 쿠닝, 프란츠 클라인, 에

드 라인하르트(Ad Reinhardt, 1913-1967) 등의 미술가를 비롯한 큐

레이터, 비평가 등 미술계 인사들이 모여 클럽(The Club)을 결성하였

고, 이들은 1960년대 초까지 정기적으로 그리니치 빌리지(Greenwich 

Village)에 위치한 시더 태번에 모여 전시나 콘서트, 미술에 대한 담화

를 나누었다.105) 그 자신이 시더 태번의 단골이기도 하였던 사진작가 

프레드 W. 맥더러(Fred W. McDarrah)는 시더 태번과 단골들의 모습

을 여러 장의 사진으로 남겼다(도 48, 49). 이 사진들 속에서 바넷 뉴

먼(Barnett Newman, 1905-1970), 그린버그, 드 쿠닝, 존 챔벌레인

(John Chamberlain, 1927-2011)은 셔츠에 재킷을 걸친 격식을 갖춘 

차림에 진중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반면 1960년대 실제 바

니의 술집이 그러하였듯이, 키엔홀츠의 <술집>은 미술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갈 분위기로 그려지지 않았다. 팝송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술집> 속 인물들은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청하거나, 이성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거나, 홀로 가만히 앞에 놓인 술잔을 바라볼 뿐 이들 사

이에 진지한 대화는 오고 가지 않는 듯 보인다.

특히 <술집> 속 인물 가운데 입구 쪽 가장 가까운 곳에 등을 

기대고 서 있는 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체 인물들 가운데 키가 

가장 크면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수염을 기른 이 인물은 키엔홀츠와 

매우 유사한 생김새를 지녔다(도 50). 특히 1965년 <술집> 제작 당시 

촬영된 키엔홀츠의 사진들을 보면, 선글라스를 끼고 수염을 길렀으며 

105) John Elderfield et al., De Kooning: A Retrospective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2011), p.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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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팔 셔츠를 착용한 모습이 <술집> 속 인물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도 51, 52, 53). 키엔홀츠는 <술집> 속 인물과의 유사성을 묻는 

질문에 인물이 자신이 아니며 그저 '여자를 만나러 온 서핑족(beach 

bum)'을 만들었을 뿐이라 해명한 바 있다.106) 그러나 키엔홀츠가 <술

집> 속 인물들을 실제 자신의 지인들을 모델로 하여 제작한 점, 그리

고 키엔홀츠가 본인을 끊임없이 비미술가로 지칭해왔다는 점에서 선글

라스를 착용한 <술집>의 인물이 키엔홀츠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키엔홀츠는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1952년부터 미술가로서 활

동하며 동시에 일종의 잡역부로도 일하였던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자

신이 타고 다니던 픽업트럭의 양 문에 '에드 키엔홀츠: 전문가(Ed 

Kienholz: Expert)'라는 글귀와 함께 전화번호를 적어놓았다(도 54). 

교통수단이자 광고의 역할을 하였던 이 트럭에 자신을 '미술가'가 아닌 

'전문가'로 써놓았다는 점에서 키엔홀츠가 스스로를 비미술가로 규정하

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1960년대에도 드완 갤러리에서 한 달에 

200달러를 받으며 갤러리 관리직을 맡기도 하였다.107) 이처럼 키엔홀

츠는 미술가로서 자기 자신을 지적이거나 고뇌에 빠진 인물이 아니라 

마치 일꾼처럼 손으로 직접 새로운 대상들을 창조해 내는 인물로 설정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술집>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 작품

을 미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다”라고 응답한 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108) 

키엔홀츠가 스스로를 규정하였던 이러한 이미지는 페러스 갤러

106) LIFE, 위의 글, p. 79.

107) Richard Candida Smith, California Assemblage Art Oral History 

Transcript, 1989: Gordon Wagner (Los Angeles: Oral History Program,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89), p. 186.

108) Ann Ray Martin, “Review of The Beanery,” Newsweek, Vol. 20 

(December, 1956),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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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홍보용 사진에서도 드러난다. 키엔홀츠를 비롯하여 존 알툰, 크렉 

카우프먼, 에드 모세스, 빌리 알 벵스턴 등 백인 남성 위주였던 페러스 

갤러리 소속 작가들의 단체 사진(도 55)에서 인물들은 청바지를 입거

나 셔츠의 소매를 아무렇게나 말아올리는 등 매우 편한 차림새를 하고 

있다. 심지어 존 알툰은 무릎 아래 부분을 자른 청바지 차림에 맨발을 

하고 있다. 서로의 등 뒤에 일렬로 서서 팔로 껴안은 이들의 자세는 

유머러스하면서도 자유분방한 태도를 보여준다. 이 사진이 보여주는 

자유분방한 캘리포니아 남성의 이미지는 지적인 이미지로 표현되던 동

시대 뉴욕 미술가들의 사진과는 완전히 상반된 성격을 지닌다.109) 특

히 일곱 명의 인물이 마치 한 몸처럼 붙어있는 자세는 페러스 갤러리 

미술가들이 이와 같은 이미지를 공유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페러스 갤러리의 일원들은 이러한 이

미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케네스 프라이스는 1961년 자신

의 개인전 포스터에서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서핑족'의 이미지를 사

용하였다(도 56). 1962년 사진에서 어빙 블럼은 수영복 차림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 둘러싸인 채 페러스 갤러리의 이름이 적힌 보트 위에 

서있는 모습이다(도 57). 『아트포럼』지에 게재된 에드워드 루셰의 

1967년 개인전 광고는 두 명의 여성과 한 침대에서 잠이 든 채 '대학 

생활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루셰의 사진을 사용하였다(도 58). 이와 같

은 일련의 이미지는 미술가로서의 지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보다는 여

성들과의 데이트를 즐기며 진지한 고민 없이 자유분방한 삶을 지향하

는 인물을 연상케 한다. 특히 이러한 이미지는 1960년대 대중매체에서 

다루어지던 캘리포니아의 젊은 남성의 전형적인 이미지와 동일하였

다.110)

109) Alexandra Schwartz, Ed Ruscha's Los Angeles (Cambridge, Mass.: 

MIT Press, 2010), p. 170. 

110) 알렉산드라 슈와츠는 페러스 갤러리 미술가들이 공유하였던 이미지가 

남성중심적이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Alexandra Schwartz, 위의 책,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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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키엔홀츠는 뉴욕의 미술가들에 비해 자신이 진지하게 

평가받지 못하였던 것에 일종의 반감을 가졌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

로 스스로를 뉴욕 미술가들의 이미지와 반대되는 지점에서 표현하였

다. 이와 같은 키엔홀츠의 태도는 1960년대 중반 로스앤젤레스 미술가

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키엔홀츠와 동시대 지역 

미술가들은 로스앤젤레스 미술가만의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하였던 공

통의 문제를 공유하였으며, 그 결과 뉴욕의 지적인 미술가들과는 달리 

'진지한 고민 없이 자유분방한' 미술가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탄생할 수 

있었다. 이들의 실제 아지트이기도 하였던 <술집>은 위의 정체성과 크

게 다르지 않다. 심오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술집>은 1960년대 키엔홀츠와 동료 미술가들

이 추구하였던 로스앤젤레스 미술가의 정체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

다.

2. 도시에서 생산된 물질에 대한 관심: 키엔홀츠의 정크 

미학과 로스앤젤레스 룩의 피니시 페티쉬

앞서 살펴보았듯이 키엔홀츠는 1960년대 활동하던 로스앤젤레

스 미술가들과 스스로를 어떠한 미술가로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아트포럼』을 중심으

로 한 로스앤젤레스의 미술 비평가들은 1960년대에 등장한 지역 미술

가들을 새로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키엔홀츠의 아상블라주 작

품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어 놓았다. 피터 플래전스는 래리 벨, 크렉 

카우프먼, 에드 루셰, 빌리 알 벵스턴, 케네스 프라이스 등 페러스 갤

러리 미술가들의 작품이 “쿨(cool)하고 과학기술과 어느 정도 관련이 

173-198; Kevin Starr, 앞의 책, p.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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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산업적으로 아름다운(industrially-pretty)” 특징을 지닌다고 주

장하였으며, 이들을 한데 묶어 '로스앤젤레스 룩'으로 칭하였다.111) 존 

코플란스 역시 이들 작품의 매끄러운 표면과 깔끔한 형태를 지적하며 

'피니시 페티쉬(Finish Fetish)'라는 이름을 부여하였다. 필립 레이더 

역시 '쿨 스쿨'이라는 명칭을 조어하여 새로운 미술 운동을 규정하였

다. 레이더는 '쿨 스쿨' 미술가들의 작품이 표면이 매우 깔끔하고 내적

으로 완결성을 지니기에 미술가와 작품, 그리고 작품과 관람자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쿨 스쿨'이 로스앤젤레스의 유

일한 아방가르드 미술 운동이라 주장하였다.112) 특히 레이더와 코플란

스, 그리고 페러스 갤러리의 월터 홉스와 어빙 블럼과 함께 모여 소위 

'로스앤젤레스 룩' 미술가들을 선전할 방안을 논의하였다. 레이더는 당

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월터가 미술관 쪽을 맡고, 어빙은 딜러로, 나는 편집자로, 존은 

비평을 맡기로 하였다. 우리는 케니 프라이스[케네스 프라이스] 

같은, 빌리 알 벵스턴 같은, 밥 어윈[로버트 어윈] 같은 이들을 

밀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113)   

'로스앤젤레스 룩'이 로스앤젤레스를 대표할 새로운 미술 운동

으로 각광받는 동안 키엔홀츠는 로스앤젤레스를 떠날 준비를 하였다. 

키엔홀츠는 1970년 스톡홀름 현대 미술관(Moderna Museet)에서 열

린 《11+11 타블로(11+11 Tableaux)》전과 《제4회 도큐멘타

111) Peter Plagens, 앞의 책, p. 120.

112) Philip Leider, 앞의 글, p. 47.

113) Amy Newman, Challenging Art: Artforum, 1962-1974 (New York: 

Soho Press, 2000). Rachel Rivenc, Made in Los Angeles: Materials, 

Processes, and the Birth of West Coast Minimalism (Los Angeles: 

Getty Publications, 2016), p. 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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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a IV)》전(1968), 《제5회 도큐멘타(Documenta V)》전

(1972)을 계기로 유럽에서의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73년에는 독일 

학술교류 프로그램(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 Dienst, 

DAAD)에 선발되어 베를린으로 완전히 이주하여 1년간 그곳에서 작업

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마친 후 키엔홀츠는 로스앤젤레스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아이다호 주 호프(Hope) 시에 작업실을 열었으

며 이후 사망할 때 까지 호프와 베를린을 오가며 작업 활동을 하였다. 

로스앤젤레스를 떠난 이유에 대해 키엔홀츠는 “그 도시에서 주어진 상

황 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

다.114) 

키엔홀츠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제작한 마지막 작품은 1971년 

완성된 <다섯 대의 자동차>로, 이 작품은 백인 여성과 어울리는 흑인 

남성을 여섯 명의 백인 남성들이 집단 폭행하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

다. 인종차별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이 작품은 1965년 흑인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대우에 반발하여 발생한 와츠 폭동(Watts Riot)을 

연상시키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의 큐레

이터 모리스 터크먼은 <다섯 대의 자동차>를 카운티 미술관에서 전시

하고자 하였으나, 1966년 키엔홀츠의 개인전의 경우처럼 미술관 이사

회의 반대에 부딪혀 그의 계획은 무산되었다.115) 결국 <다섯 대의 자

동차>는 작품을 주문한 제미니 G.E.L.(Gemini G.E.L.)의 주차장에서 

사진 촬영을 위해 전시된 이후 로스앤젤레스에서 대중들에게 한 번도 

공개되지 못했다. 그러나 <다섯 대의 자동차>는 1972년 《제5회 도큐

멘타》에 출품되어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116) 피니시 페티시가 주목받

114) Walter Hopps, 앞의 책, p. 36.

115) Edward Kienholz, Documentation Book for Five Car Stud Tableau 

and The Sawdy Edition (Los Angeles: Gemini G.E.L., 1972), p. 5.

116) <다섯 대의 자동차>는 1972년 개인 컬렉터에게 소장되었으며, 2011년

이 되어서야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서 전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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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로스앤젤레스와 달리 유럽은 키엔홀츠의 작품에 대해 더욱 호의적

이었으며 키엔홀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117)

키엔홀츠는 1967년 모리스 터크먼이 기획한 《60년대 미국의 

조각(American Sculpture of the Sixties)》전에 로스앤젤레스 룩 작

가들을 비롯하여 도널드 저드(Donald Judd, 1928-1994), 로버트 모리

스(Robert Morris, 1935- ), 로버트 스미스슨(Robert Smithson, 

1938-1973)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 전시는 미니멀리즘과 

대지 미술 등 당시 등장하던 미술 경향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키엔홀츠

보다는 로스앤젤레스 룩 작가들의 작품이 더욱 큰 주목을 받았다.118) 

소위 피니시 페티쉬라 불리는 이들 로스앤젤레스 룩 작품의 티 없이 

매끄러운 표면 효과는 공장에서 대규모로 생산된 산업용 재료를 매체

로 사용하였기에 달성될 수 있었다. 빌리 알 벵스턴은 1962년 작 <버

스터(Buster)>(도 59)에서 목재 패널에 높은 압력을 가해 제조한 매소

나이트(masonite) 패널 위에 자동차용 스프레이 라커를 겹겹이 뿌리는 

회화 작업을 하였다. 캔버스와 달리 매소나이트는 안료를 흡수하지 않

았기 때문에 그의 회화 표면은 번쩍이는 광택을 자아냈다.119) 크렉 카

우프먼은 로스앤젤레스 미술가들 가운데 플라스틱을 미술 작품의 매체

로 가장 먼저 도입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공장에서 제작된 내

어 대중들에게 공개될 수 있었다. 이후 2012년 덴마크 루이지애나 현대 미술

관(Louisiana Museum of Modern Art), 2016년 밀라노 프라다 재단

(Fondazione Prada)에서 차례로 전시되었으며 현재 프라다 재단이 소장하고 

있다.

117) Nancy Reddin Kienholz, 앞의 글, p. 250.

118) Maurice Tuchman, American Sculpture of the Sicties (Los 

Angeles: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1967). 피터 플래전스는 이 

전시를 '로스앤젤레스 룩'과 뉴욕의 미니멀리즘이 비견된 사례로 들었다. 그러

나 그에 따르면 이 전시가 지역 작가들에게 미친 영향은 일시적이었다. Peter 

Plagens, 앞의 책, pp. 127-129.

119) Susan C. Larsen, “Los Angeles Painting in the Sixties: A 

Tradition in Transition,” in Muarice Tuchman, 앞의 책 (1981),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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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진공 처리되어 속이 빈 플렉시글라스 위에 분홍색, 노란색 등 밝

은 색상의 아크릴 물감을 페인트 분사기(spray gun)로 고르고 얇게 칠

하여 감각적인 부조 작품을 제작하였다(도 60). 1962년 페러스 갤러리

에 합류한 래리 벨은 유리와 일산화규소(silicon monoxide)를 사용하

여 입방체 형태의 작품을 제작하였다(도 61). 이들 작품은 모두 표면 

처리가 깔끔하고 매끄러우며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로스앤젤레스 룩' 미술가들이 사용하였던 산업용 재료들은 당

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로스앤젤레스는 선박이나 항공기 등 전쟁에 필요한 물

자를 생산하는 주요 기지 역할을 하였다. 종전 후에도 냉전시대에 접

어들면서 로스앤젤레스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다.120) 1960년에 로스앤젤레스의 제조업 근로자 중 60퍼센트가 

항공우주산업에 종사할 정도였다.121)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군용 물품에 

사용되던 플라스틱이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쓰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유리섬유료 선박이나 항공기에 사용되는 부품을 

제조하던 공장들이 종전 후에는 당시 인기를 끌었던 서프보드나 스케

이트보드, 그리고 스포츠카에 쓰일 부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122) 이

와 같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산업용 재료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면

서도 동시에 도시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동력이자 미래에 대한 낙관

주의를 함의하고 있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미술을 시도하며 

지역 미술 평론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던 일련의 미술가들에게 

산업용 재료는 도시와 미술계 모두의 부흥을 상징하는 가장 적합한 매

120) 토머스 크로, 앞의 책, p. 110; 당시 로스앤젤레스에는 주요 항공기 제

조회사 가운데 여섯 개 회사의 본사가 위치해 있었다.

121) Cecile Whiting, Pop L.A.: Art and the City in the 1960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p. 214.

122) Rachel Rivenc, 앞의 책, pp.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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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였을 것이다. 

이들 로스앤젤레스 룩 미술가들의 작품은 형식상 키엔홀츠의 

정크 미학과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을 지녔다. 로스앤젤레스 룩 미술가

들의 작품 내에서 어떤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기 보다는 재료 그 자체의 

성질에 집중하였다. 이들은 작품을 가장 깨끗하게 만드는 데, 그리고 

눈으로 보았을 때 심미적으로 아름답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키엔홀츠의 작품의 낡고 거친 표면과 인체를 해체하여 재조립한

듯 한 기괴한 형태는 작품이 이야기하는 사회 문제와 더불어 관람자에

게 불쾌감마저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키엔홀츠와 로스앤젤레스 룩 미술가들은 동일한 관심사

에서 출발하여 재료를 선택하였다. 로스앤젤레스 룩 미술가들과 마찬

가지로 키엔홀츠 역시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와 그것이 생산하는 물질

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작품의 매체로 사용하였다. 단지 키엔홀츠는 

매끈한 산업용 재료가 아닌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가 로스앤젤레스의 

본질이라 생각하였다. 키엔홀츠는 1962년 방영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미술가의 이야기(The Story of… An Artist)>에 출연하였는데, 여기

에서 키엔홀츠가 작품에 사용할 매체를 모으기 위해 중고품 판매점과 

고물상을 돌아다니는 과정이 소개되었다(도 62). 키엔홀츠는 자신이 수

집하는 버려진 물건들과 쓰레기를 “각자의 비극이 담겨있는” 물질이라

고 이해하였다.123) 정크 문화(junk culture)는 새로운 상품으로 출고되

었다가 버려진 물질들을 재료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도시의 미

술이라 할 수 있다.124) 

<술집> 역시 바니의 술집에서 직접 사용하였던 물건들과 고물

상에서 사 모은 쓰레기들로 제작한 것이다.125) 특히 <술집>의 내부 전

123) Robert L. Pincus, 앞의 책, p. 33.

124) Lawrence Alloway, “Junk Culture,” Architectural Design, Vol. 31, 

No. 3 (March, 1961). William C. Seitz, 앞의 책, p. 73에서 재인용.

125) Lawrence Weschler, 앞의 책, p. 345.



61

체에 합성수지(resin)를 바른 점에 주목해야 한다. 보통 레진이라고도 

불리는 합성수지는 가구 표면에 흠집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르

는 코팅제로 주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즉 대상이 낡거나 변색, 변질되

는 것을 막기 위한 레진을 키엔홀츠는 이미 훼손되고 낡은 재료들 위

에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사용법으로 키엔홀츠는 작품에 영

원성을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작품이 계속해서 낡은 채 유지되도록 하

는 양가적인 효과를 자아내었다. 이처럼 지저분하고 버려진 물건들로 

제작된 <술집>은 매체가 된 버려진 물건들의 낡은 모습을 보존함으로

써 1960년대 중반 로스앤젤레스라는 시공간을 재현하였다. 결국 키엔

홀츠는 로스앤젤레스 룩 미술가들과는 반대로 새롭게 생산된 상품이 

아닌 버려진 물건을 작품의 매체로 사용하였으나, 각자가 선택한 매체

가 도시의 본질을 대변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동시대 미술 비평가들은 낡고 버려진 물건으로 작업하

는 키엔홀츠를 시대에 뒤쳐진 미술가로 그려내었다. 앞서 캘리포니아 

아상블라주와 그 대표적인 미술가 키엔홀츠를 웨스트 코스트에서 발생

한 첫 번째 미술 운동으로 추켜세웠던 코플란스는, 1960년대 말에 들

어서면서 입장을 약간 수정하였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아상블라주 

미술을 “소수의 언더그라운드 미술가들”이 “비밀스레” 행해오던 미술 

운동으로 설명하며 그 중요성을 축소시켰다.126) 피터 플래전스 역시 

자신의 저서 『선샤인 뮤즈(Sunshine Muse)』에서 아상블라주 미술과 

1960년대 중반 이후의 새로운 미술 간의 구분을 확고히 하였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아상블라주 미술이 1950년대의 유산이며, 로스앤젤레스 

룩 미술가들이 등장한 1960년대 중반 이후를 로스앤젤레스 미술의 전

성기로 규정하였다.127)

126) John Coplans, Assemblage in California: Works from the Late 50's 

and Early 60's (Art Gallery,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1968), p. 

5.

127) Peter Plagens, 앞의 책, pp. 11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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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구분은 상당히 자의적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에 활동하던 아상블라주 미술가 고든 와그너(Gordon 

Wagner, 1915-1987)는 플래전스의 서술과는 달리 아상블라주 미술과 

로스앤젤레스 룩이 경쟁 관계에 놓여있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오히려 

두 미술 운동은 어느 한 쪽의 쇠퇴나 몰락과 관계없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본인이 참여하기도 하였던 롱 비치 미술관

(Long Beach Museum of Art)에서의 《소우주(Microcosm '69)》전

을 예로 들었다.128) 『아트포럼』의 편집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던 아서 

시컨다(Arthur Secunda)가 기획을 맡은 이 전시에는 와그너, 노아 퓨

리포이(Noah Purifoy, 1917-2004) 등 아상블라주 미술가들과 토니 

드랩(Tony Delap, 1927- ), 에머슨 웰플러(Emerson Woelffer, 

1914-2003), 로서 페이텔슨(Lorser Feitelson, 1898-1978) 등 피니

시 페티쉬와 하드 엣지(Hard-edge) 회화 작업을 하던 작가들이 함께 

참여하였다.129) 전시의 제목처럼 당시 로스앤젤레스 미술계는 다양한 

경향들이 공존하는 일종의 소우주와도 같았으며, 로스앤젤레스 룩의 

일방적인 성공은 이후 미술 비평가들이 만들어 낸 일종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본 장에서는 키엔홀츠와 소위 로스앤젤레스 룩 미술

가들이 도시와 지역 미술계에 대한 공통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었음을 

서술하였다. <술집>이 1965년 뉴욕에 전시되었을 당시 호평 받지 못

하였던 것처럼 뉴욕의 평단은 키엔홀츠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

다. 키엔홀츠 역시 뉴욕 미술계에 대한 일종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

128) 와그너는 정확한 전시 제목을 언급하는 대신 “1969년 롱 비치 미술관

에서 아서 시컨다가 기획한 '쿨과 펑크(cool and funk)' 전시”라고 언급하였

다. Richard Candida Smith, 앞의 책 (1989), p. 213.

129) 또한 이 전시는 페러스 갤러리 미술가로 대표되는 백인 남성 미술가라

는 틀에서 벗어나 흑인 미술가, 여성 미술가를 적극적으로 전시에 포함시켰다

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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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스스로를 뉴욕의 지성적인 미술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으로 

규정하였다. 이 결과 키엔홀츠는 스스로를 미술에 대해 무지하며 진지

하게 고민하지 않는 인물로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키엔홀츠의 태도는 

1960년대 페러스 갤러리 소속 미술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들

은 개인전 포스터나 광고 등의 이미지에서 진중한 모습보다는 대중문

화에 등장하는 자유분방한 캘리포니아의 남성과 유사한 모습으로 등장

하였다. 즉 키엔홀츠와 1960년대 페러스 갤러리의 미술가들은 뉴욕과

는 다른 로스앤젤레스 미술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

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들은 도시에서 생산된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작품에 도입하였다. 비록 이들은 산업용 재료와 쓰레

기라는 매우 상반된 물질을 택하였으나, 로스앤젤레스를 대변할 수 있

는 물질을 미술 작품에 도입하였고 도시의 본질을 탐구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키엔홀츠와 로스앤젤레스 룩 미술가들은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

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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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에드워드 키엔홀츠는 1970년대 초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1994

년 6월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할 때 까지 유럽과 아이다호 주를 

오가며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활동 지역이 변화함에 따라 그의 작품 

역시 약간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1972년 이후 제작된 자신

의 작품들은 모두 부인인 사진작가 낸시 레딘 키엔홀츠(Nancy Reddin 

Kienholz)와의 공동 작업이라 선언하였다.130) 또한 활동 반경이 확대

되면서 작품의 주제도 미국 사회에 한정된 문제들에서 보다 보편적인 

문제로 일반화되었다.131) 정치 권력과 권위의 남용을 퍼레이드 형식의 

우화로 재현한 <오지만디아스 퍼레이드(The Ozymandias 

Parade)>(1985)(도 63), 세계 각국을 직접 돌아다니며 모은 오브제를 

매체로 각 국가간의 빈부격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세계를 도는 회

전 목마(The Merry-Go-World or Begat By Chance And The 

Wonder Horse Trigger)>(1988-1992)(도 64)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

다. 그러나 키엔홀츠는 여전히 사회 문제들에 목소리를 내며 현실을 

재현한 장면을 제작하는 1960년대의 타블로 방식을 일관적으로 고수

하였다.

키엔홀츠가 미술가로서 그리고 큐레이터로서 활동을 시작했던 

1950년대 중반 당시 로스앤젤레스에는 미술계라 부를 수 있는 단일한 

중심이 아직 발생하지 못하던 때였다. 이는 일부분 로스앤젤레스라는 

130) 낸시 레딘 키엔홀츠는 초기작에는 자신의 참여 비중이 크지 않았으며 

키엔홀츠로부터 용접과 납땜을 직접 배워가며 점차 자신의 역할이 늘어났다고 

회고한다. 둘의 공동 작업 방식은 키엔홀츠가 아이디어를 매우 간단한 스케치

로 그리면 낸시와 함께 전체적인 작품의 형태를 구상하고 제작 방식을 논의하

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Martina Weinhart and Max Hollein, Kienholz 

(Frankfurt: Schirn Kunsthalle, 2011), p. 219.

131) 송미숙, 앞의 글,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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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지니는 성격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교외화 현상과 고속

도로의 건설, 대중교통의 부재 등의 이유로 로스앤젤레스는 면적이 방

대하지만 구심점이 없는 도시였다. 

캘리포니아에서 동시대 미술가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지역

은 캘리포니아 예술학교를 중심으로 한 샌프란시스코였다. 키엔홀츠는 

활동 초기에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아닌 제도권 밖에서 본인과 동료 작

가들의 전시 활동을 도왔다. 이러한 로스앤젤레스 미술계에 새로운 움

직임을 일으키고자 노력하였던 키엔홀츠는 큐레이터 월터 홉스와 함께 

페러스 갤러리를 설립하였다. 그는 설립 초기에는 큐레이터로서, 그리

고 큐레이터직을 어빙 블럼에게 넘긴 후에는 페러스 갤러리의 소속 미

술가로서 활동하였다. 당시 페러스 갤러리가 위치했던 라 시에네가 대

로에 여러 상업 갤러리들이 밀집되기 시작하였고, 로스앤젤레스에 미

술계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체가 발생하였다. 페러스 갤러리는 로스앤

젤레스 미술가들의 진입로로서 기능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일종의 아이

콘으로서 남게 되었다. 키엔홀츠의 페러스 갤러리와 라 시에네가 대로

의 갤러리 밀집지역은 로스앤젤레스 미술계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

다.

1965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이 행콕파크 주변 윌셔 대

로에 개관하면서, 로스앤젤레스도 미술계 역시 구심점을 형성할 수 있

게 되었다. 『아트포럼』을 비롯한 미술 매체들은 카운티 미술관의 개

관과 로스앤젤레스 미술계를 앞다투어 소개했다. 키엔홀츠는 1966년이 

상징적인 공간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이 전시에는 <술집>

을 비롯한 그의 타블로 작품들이 대다수 출품되었다. 그러나 보수적인 

성격의 카운티 의회가 작품의 선정성을 문제삼으며 전시를 중단할 것

을 요구하였다. 결국 약간의 타협 끝에 전시는 예정대로 개최되었으며 

대중들의 발길을 미술관으로 돌리는 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 

1957년 페러스 갤러리에서 개최된 아상블라주 미술가 월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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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먼의 개인전에서도 위와 유사한 검열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다. 그

러나 버먼의 경우 전시가 중단되면서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다. 당시 문

제가 되었던 작품은 <세미나>에 삽입된 드로잉이었다. 잡지 형식의 작

품 <세미나>는 약 1년을 주기로 발행되었으며, 버먼의 지인과 동료 미

술가들에게 우편으로 배달되었다. <세미나>는 미술가들간의 보이지 않

는 공동체를 조직하고자 하였던 버먼의 시도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기능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보인

다. 

반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 전시되었던 <술집>은 로

스앤젤레스 미술계를 작품의 형태로 구체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술

집>은 키엔홀츠를 비롯한 페러스 갤러리 미술가들의 단골 술집 바니의 

술집을 모델로 한 작품이다. 키엔홀츠는 주인인 바니와 자신의 지인들

을 석고로 본따 인물 모형을 제작하여 <술집>에 배치하였다. 뿐만 아

니라 실제 바니의 술집의 조명, 소리, 냄새까지 재현하고자 했다. 특히 

이전의 타블로 작업과 달리 동시대를 배경으로 하며 공간적으로 매우 

압축된 <술집>을 통해 키엔홀츠는 로스앤젤레스 미술계를 비가시적인 

형태가 아니라 손에 만져질 듯한,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형태로 제시

하였다. 1950년대 말부터 갤러리를 설립하며 지역 미술계를 활성화시

키고 하나의 중심지로 모으고자 하였던 키엔홀츠의 노력은 <술집>에

서 미술 작품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술집>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서 로스앤젤레스 시민

들에게 공개되기 전에, 1965년 뉴욕 시민들에게도 공개된 적이 있다. 

키엔홀츠와 친분이 있던 버지니아 드완의 드완 갤러리 뉴욕 지점에서 

<술집>은 약 한 달 반 가량의 기간동안 전시되었다. 그러나 뉴욕의 평

단은 <술집>과 키엔홀츠에게 혹평을 남겼다. 키엔홀츠 역시 뉴욕의 미

술가들에 비해 자신이 진지하게 평가받지 못하였던 것에 일종의 반감

을 가졌다. 그는 지적이고 미술에 대해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뉴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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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가들과는 달리 스스로를 미술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만한 인물로 드러내었

다. 그는 픽업트럭을 몰고 다니며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는 잡업부 역

할을 자처했다. 특히 <술집> 속 한 인물에 대해 '단지 여자를 꼬시러 

온 서핑족'이라 설명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인물은 선글라스

를 착용하고 수염을 길렀으며 반팔 셔츠를 입고 있다는 점에서 키엔홀

츠의 외양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 인물에 대해 키엔홀츠는 본인을 모

델로 한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

들이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둘 사이의 유사점이 매우 많이 발견된다. 

아마도 키엔홀츠라 볼 수 있는 이 인물에 대해 '서핑족'이라 표현하고 

있는 그의 대답에서도 키엔홀츠가 스스로를 비미술가적인 정체성으로 

규정하려 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1960년대 중반 케네스 프라이스, 에드 루셰 

등의 로스앤젤레스 미술가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다. 이들

은 개인전 포스터나 광고 등의 이미지에서 진중한 모습보다는 대중문

화에 등장하는 자유분방한 캘리포니아의 남성과 유사한 모습으로 등장

하였다. 키엔홀츠와 1960년대 중반 로스앤젤레스 미술가들은 모두 지

적인 뉴욕의 미술과들과는 다른 로스앤젤레스 미술가만의 정체성을 정

립하고자 하였던 공통의 문제를 공유하였으며, 그 결과 '진지한 고민 

없이 자유분방한' 미술가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탄생할 수 있었다. 키엔

홀츠의 실제 아지트이기도 하였던 <술집>은 이들이 추구하였던 모습

과 크게 다르지 않다. 뉴욕의 추상표현주의 미술가들이 모였던 시더 

태번과는 달리 <술집>은 심오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기 보다

는 '시간을 의미없이 흘려보내는' 장소였다. 이처럼 <술집>은 1960년

대 키엔홀츠와 동료 미술가들이 추구하였던 로스앤젤레스 미술가의 정

체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키엔홀츠는 1960년대 활동하던 로스앤젤레스 미술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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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스스로를 어떠한 미술가로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도시에서 생산된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작품에 도입하였다. 비록 '로스앤젤레스 룩' 미술가들

은 산업용 재료를, 키엔홀츠는 쓰레기라는 매우 상반된 물질을 택하여 

작품의 매체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를 대변할 수 있는 물

질을 미술 작품에 도입하였고 도시의 본질을 탐구하려 하였다는 점에

서 키엔홀츠와 로스앤젤레스 룩 미술가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

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고는 에드워드 키엔홀츠의 <술집>을 

1960년대 로스앤젤레스 미술계의 지역 정체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동안의 연구사에서 <술집>은 시간과 죽음에 대한 은유 혹은 베트남

전 참전과 관련한 내용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술집>이 로스앤젤

레스 미술가들의 단골 술집을 모델로 한 만큼 당시의 미술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로스앤젤

레스 미술계가 시작되었다고 여겨지는 1950년대 말 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술집>이 출품된 

1965년 뉴욕 드완 갤러리에서의 전시, 1966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서의 전시라는 맥락을 고려하여 <술집>이 1960년대 로스앤젤

레스 미술계와 가지는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술집>은 로스앤젤

레스에 미술계를 조직하고 새로운 미술가의 정체성을 부여하려 했던 

키엔홀츠의 노력이 물리적으로 구체화 된 작품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1960년대 로스앤젤레스 미술가들과 키엔홀츠가 새

로운 미술가의 정체성을 정립할 필요성, 그리고 도시에서 생산되는 물

질을 작품에 도입하는 문제라는 공통의 화두를 공유하였고 이에 각자

의 방식으로 대응하려 했음을 알아볼 수 있었다. 

에드워드 키엔홀츠는 기존 미술사의 평가에서처럼 아상블라주 

미술에서 팝 아트로 이행하는 과도기 상에 위치한 작가, 혹은 강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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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판을 가하는 운동가로서만  이해될 수 없는 미술가이다. 키

엔홀츠는 '로스앤젤레스 룩'이 새롭게 대두되던 시기에도 양식적으로는 

아상블라주 미술을 고수했지만, 1960년대 로스앤젤레스 미술계의 일원

들이 맞이해야 하였던 문제들에 함께 대응하였으며, 1960년대 로스앤

젤레스 미술사의 서술에서 배제할 수 없는 미술가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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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 윌리엄 페레이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1965.

도 18. <존 도우>, 1959, 혼합매체: 페인트와 레진이 칠해진 마네킨, 

거리 측정계, 나무, 금속, 고무, 플라스틱 장난감, 

100.3x48.3x79.4cm, 휴스턴 멘닐 컬렉션 소장.

도 19. <제인 도우>, 1960, 혼합매체: 나무 재질의 바느질함, 페인트, 

레진, 동물 털, 레이스, 플라스틱 인형의 일부, 

106.7x68.6x40.6cm, 개인 소장.

도 20. <도 3>의 세부.

도 21. 1966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도록 중 <38년형 닷지 자

동차 뒷좌석> 도판 일부.

도 22. 1966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도록 중 <38년형 닷지 자

동차 뒷좌석> 도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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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 폴 콘래드의 풍자 만화, 1966,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도 24. AP, 1966, <38년형 닷지 자동차 뒷좌석> 옆에 서 있는 경비

원.

도 25. 델모어 E. 스캇, 1966, 키엔홀츠 개인전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선 관람객들.

도 26. 월레스 버먼, <세미나> (1호-9호), 1955-1964, 혼합재료, 크

기가변, 유타 주립대학 도서관 소장.

도 27. 월레스 버먼, <신전>, 1957 (현재 파손되어 존재하지 않음).

도 28. 캐머론, <무제(페요테 환각)>, 1955, 인쇄 용지 위에 잉크 드

로잉, 9.6x10.1cm, 캐머론 파슨스 재단 소장.

도 29. <미술 전시회>, 1963-77, 혼합매체: 석고 모형, 옷, 플렉시그

라스 상자, 녹음된 소리, 차량용 에어컨, 가구, 드로잉, 책, 펀치 

술을 담는 그릇, 유리, 식탁보, 크기 가변, 베를린 현대미술관 

소장.

도 30. <미술 전시회>, 1963, 각인된 황동판, 호두나무 판, 타이핑된 

상세 설명, 호두나무 액자와 유리, 황동판: 23.5x29.8cm, 액자: 

34x23.5cm, 개인 소장.

도 31. <도 29>의 세부.

도 32. <도 1>의 세부.

도 33. <도 1>의 세부.

도 34. <도 1>의 세부.

도 35. <술집을 위한 드로잉>, 1965, 목재, 석고, 시계, 페인트, 폴리

에스터 레진, 37.5x31.1x12.7cm, 개인 소장.

도 36. <도 5>의 세부.

도 37. <도 5>의 세부.

도 38. <도 5>의 세부.

도 39. <기다림>, 1964-1965, 혼합매체: 나무, 폴리에스터 레진, 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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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가구, 해골, 박제된 고양이, 사진, 살아있는 잉꼬, 유리, 

203.2x375.9x198.1cm, 뉴욕 휘트니미술관 소장.

도 40. 랄프 크레인, 『라이프』지에 실린 키엔홀츠의 작업 모습, 

1965.

도 41. <도 1>의 세부.

도 42. <도 1>의 세부.

도 43. <도 1>의 세부.

도 44. 드완 갤러리 <술집> 전시 포스터, 1965.

도 45. 조지 시걸, <식당>, 1964-66, 석고, 나무, 크롬, 플라스틱, 메

소나이트, 형광등, 유리, 종이, 234.4x360.6x240cm, 미니애폴

리스 워커아트센터 소장.

도 46. <라우셴버그에 대한 반감>, 1960, 혼합매체: 페인트칠한 나무, 

캔버스, 박제 사슴의 머리, 모터, 라디오테르미 기계, 테이프 녹

음기, 106x56x40cm, 개인 소장.

도 47. 로버트 라우셴버그, <모노그램>, 1955-1959, 혼합매체: 박제 

염소, 고무 타이어, 테니스공, 106x160x165cm, 스톡홀름 현대

미술관 소장.

도 48. 프레드 W. 맥더러, <시더 태번의 바넷 뉴먼과 클레멘트 그린버

그>, 1959.

도 49. 프레드 W. 맥더러, <시더 태번의 윌렘 드 쿠닝과 존 챔벌레

인>, 1959.

도 50. <도 1>의 세부.

도 51. 랄프 크레인, <에드워드 키엔홀츠>, 1965.

도 52. 랄프 크레인, <에드워드 키엔홀츠>, 1965.

도 53. 랄프 크레인, <에드워드 키엔홀츠>, 1965.

도 54. 마빈 실버, <에드워드 키엔홀츠>, 1958.

도 55. 패트리샤 포어, <존 알툰, 앨런 라이트, 크렉 카우프먼, 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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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엔홀츠, 에드 모세스, 로버트 어윈, 빌리 알 벵스턴>, 1962.

도 56. 케네스 프라이스 개인전 포스터, 1961.

도 57. 윌리엄 클랙스턴, <페기 모핏과 함께 페러스 갤러리 보트에 탄 

어빙 블럼>, 1962.

도 58. 에드 루셰의 개인전 광고, 1967.

도 59. 빌리 알 벵스턴, <버스터>, 1962, 매소나이트 위에 유채와 스

프레이 라커, 150x150cm, 샌디에고 현대미술관 소장.

도 60. 크렉 카우프먼, <무제>, 속이 빈 플렉시글라스 위에 아크릴 라

커, 58x130x30cm, 샌디에고 현대미술관 소장.

도 61. 래리 벨, <무제>, 1967, 유리 위에 일산화규소, 

36.2x36.2x36.2cm, 런던 테이트 모던 소장.

도 62. 로버트 버크넘, <고물상에 있는 키엔홀츠>, 1960.

도 63. <오지만디아스 퍼레이드>, 1985, 혼합매체: 목재, 플라스틱, 플

렉시그라스, 섬유유리로 제작한 목마, 전구, 녹음된 음악, 페인

트, 천, 석고 모형, 고무, 금속, 아연도금판, 폴리에스테르 레진, 

마차, 나무 통, 여행가방, 원숭이, 전화기, 미니어처 국기, 장난

감, 373x887x457cm, 작가 소장.

도 64. <세계를 도는 회전목마>, 1988-92, 혼합매체: 금속, 목재, 고

무, 가구, 합판, 플라스틱, 마네킨, 사진, 전구, 플렉시글라스, 파

피에마셰, 동물 박제, 포일, 벽지, 전구, 오디오 시스템, 아연도

금판, 페인트, 폴리에스터 레진, 291x467.4cm, 작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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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술집>, 1965, 혼합매체: 바, 가구, 폴리에스터 레진, 페인트, 바니

쉬, 셸락, 나무, 병, 시계, 금속, 석고 모형, 천, 주크박스, 녹음기, 향이 나

는 화학물질, 253x670x190cm,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 소장.

도 2. <도 1>의 외관. 도 3. <도 1>의 세부.

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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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도 1>의 세부. 도 5. <록시의 집>, 1961, 혼합매

체: 페인트와 레진이 칠해진 마네

킨, 가구, 램프, 멧돼지 두개골, 파

피에마셰, 잭 오 랜턴, 주크박스, 

꼭두각시, 쓰레기통, 감자부대, 재

봉틀, 트레드밀, 수건, 페인팅, 어

항에 담긴 살아있는 금붕어, 소독

약, 향수, 천, 러그, 나무, 내장판, 

벽지, 크기 가변, 독일 괴를리츠, 

오나쉬 컬렉션 소장.

도 6. <주립 병원>, 1966, 혼합매

체: 석고 모형, 섬유유리, 병원용 

침상, 병원용 탁자, 어항, 검은 금

붕어, 네온 튜브, 스틸, 목재, 페인

트, 243.8x365.8x304.8cm, 스톡

홀름 현대미술관 소장.

도 7. <휴대 가능한 전쟁 기념비>, 

1968, 혼합매체: 석고 모형, 묘비, 

흑판, 깃발, 포스터, 식당용 가구, 

사진, 작동되는 코카콜라 자판기, 

박제된 개, 나무, 금속, 유리섬유, 

289.6x975.4x243.8cm, 독일 쾰른 

루드비히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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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 <다섯 대의 자동차>, 1969-

72, 혼합매체: 자동차, 석고 모형, 

총, 밧줄, 마스크, 사슬톱, 의복, 오

일 팬, 페인트, 폴리에스터 레진, 

스티로폼 바위, 흙, 크기 가변, 밀

라노 프라다 재단 소장. 

도 9. <생일>, 1964, 혼합매체: 마

네킨, 전기로 불이 들어오는 투명

합성수지, 산부인과 진료용 테이

블, 여행가방, 천, 종이, 유리섬유, 

폴리에스터 레진, 213.4x304.8x1

52.4cm, 슈트트가르트 시립미술관 

소장.

도 10. <38년형 닷지 자동차 뒷좌

석>, 1964, 혼합매체: 폴리에스터 

레진, 페인트, 유리섬유, 바퀴가 없

는 1938년형 닷지 자동차, 천, 철

사, 맥주병, 인조잔디, 석고 모형, 

167.6x304.8x396.2cm, 로스앤젤

레스 카운티 미술관 소장.

도 11. 바니의 술집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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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 페러스 갤러리 전경. 도 13. <월터 홉스, 홉스, 홉스>, 

1959, 혼합매체: 페인트와 레진이 

칠해진 나무, 컬러 복제화, 종이 

위에 잉크, 척추뼈, 사탕, 치아 몰

드, 금속, 연필, 가죽, 220x106x5

3cm, 휴스턴 멘닐 컬렉션 소장.

도 14. <도 13>의 후면. 도 15. <도 13>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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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 자동차 엔진용 윤활제 제조

사 ‘바달’사의 캐릭터 ‘바달 맨’.

도 17. 윌리엄 페레이라, 로스앤젤

레스 카운티 미술관, 1965.

도 18. <존 도우>, 1959, 혼합매

체: 페인트와 레진이 칠해진 마네

킨, 거리 측정계, 나무, 금속, 고무, 

플라스틱 장난감, 100.3x48.3x79.

4cm, 휴스턴 멘닐 컬렉션 소장.

도 19. <제인 도우>, 1960, 혼합

매체: 나무 재질의 바느질함, 페인

트, 레진, 동물 털, 레이스, 플라스

틱 인형의 일부, 106.7x68.6x40.6

cm, 개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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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 <도 3>의 세부. 도 21. 1966년 로스앤젤레스 카운

티 미술관 도록 중 <38년형 닷지 

자동차 뒷좌석> 도판 일부.

도 22. 1966년 로스앤젤레스 카운

티 미술관 도록 중 <38년형 닷지 

자동차 뒷좌석> 도판 일부.

도 23. 폴 콘래드의 풍자 만화, 19

66,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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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 AP, 1966, <38년형 닷지 

자동차 뒷좌석> 옆에 서 있는 경

비원.

도 25. 델모어 E. 스캇, 1966, 키

엔홀츠 개인전에 입장하기 위해 줄

을 선 관람객들.

도 26. 월레스 버먼, <세미나> (1

호-9호), 1955-1964, 혼합재료, 

크기가변, 유타 주립대학 도서관 

소장.

도 27. 월레스 버먼, <신전>, 195

7 (현재 파손되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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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8. 캐머론, <무제(페요테 환

각)>, 1955, 인쇄 용지 위에 잉크 

드로잉, 9.6x10.1cm, 캐머론 파슨

스 재단 소장.

도 29. <미술 전시회>, 1963-77, 

혼합매체: 석고 모형, 옷, 플렉시글

라스 상자, 녹음된 소리, 차량용 

에어컨, 가구, 드로잉, 책, 펀치 술

을 담는 그릇, 유리, 식탁보, 크기 

가변, 베를린 현대미술관 소장.

도 30. <미술 전시회>, 1963, 각

인된 황동판, 호두나무 판, 타이핑

된 상세 설명, 호두나무 액자와 유

리, 황동판: 23.5x29.8cm, 액자: 3

4x23.5cm, 개인 소장.

도 31. <도 29>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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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2. <도 1>의 세부. 도 33. <도 1>의 세부.

도 34. <도 1>의 세부. 도 35. <술집을 위한 드로잉>, 19

65, 목재, 석고, 시계, 페인트, 폴

리에스터 레진, 37.5x31.1x12.7c

m, 개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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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6. <도 5>의 세부. 도 37. <도 5>의 세부.

도 38. <도 5>의 세부. 도 39. <기다림>, 1964-1965, 혼

합매체: 나무, 폴리에스터 레진, 페

인트, 가구, 해골, 박제된 고양이, 

사진, 살아있는 잉꼬, 유리, 203.2

x375.9x198.1cm, 뉴욕 휘트니미

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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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0. 랄프 크레인, 『라이프』지

에 실린 키엔홀츠의 작업 모습, 19

65.

도 41. <도 1>의 세부.

도 42. <도 1>의 세부. 도 43. <도 1>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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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4. 드완 갤러리 <술집> 전시 

포스터, 1965.

도 45. 조지 시걸, <식당>, 1964-

66, 석고, 나무, 크롬, 플라스틱, 

메소나이트, 형광등, 유리, 종이, 2

34.4x360.6x240cm, 미니애폴리스 

워커아트센터 소장.

도 46. <라우셴버그에 대한 반

감>, 1960, 혼합매체: 페인트칠한 

나무, 캔버스, 박제 사슴의 머리, 

모터, 라디오테르미 기계, 테이프 

녹음기, 106x56x40cm, 개인 소

장.

도 47. 로버트 라우셴버그, <모노

그램>, 1955-1959, 혼합매체: 박

제 염소, 고무 타이어, 테니스공, 1

06x160x165cm, 스톡홀름 현대미

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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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visiting Edward Kienholz’s The Beanery

: With a focus on the identity 

of the Los Angeles Art World in the 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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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Kienholz is an American Assemblage artist who 

described certain scenes by assembling thrown away things in 

daily life. He settled in Los Angeles in southern California from 

1952 to 1973. Especially from the early 1960s, he created 

life-sized Assemblage sculptures and called them tableaux. In 

the 1950s, Los Angeles was expanding geographically, and thus 

had no single center. In terms of art, no distinctive art 

movements or styles representing the city had appeared. Under 

these circumstances, Kienholz established a gallery in which he 

exhibited works by artists in the city and interacted with them. 

This study aimed at asserting that Kienholz’s attempt to form 

the Los Angeles artistic circles, which started in the mid 1950s, 

was physically materialized in his work The Beanery in 1965 

and that the work connotes his sensory experience of the city 

and his identity as a Los Angeles artist. To this end, this study 

had a new look at The Beanery in the dynamics of the City of 

Los Angeles, galleries and art museums in the mid 1960s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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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k was created and exhibited, and tried to review him as 

an artist who shared critical mind with Los Angeles artists of 

his time and had identity to the city. 

In the time when Kienholz began to work as an artist, a new 

movement was emerging that tried to surpass abstract 

expressionism, which led the American art after the Second 

World War. Robert Rauschenberg and other artists of New York 

raised questions about the purity of painting, which was 

discussed in abstract expressionism paintings, by introducing 

conventional images and daily things on canvas. Artists of 

Western America including Kienholz also began to create 

Assemblage works which were made by assembling things found 

in daily life, especially old deserted things. 

Until the mid 1950s, the California School of Fine Arts (CSFA) 

and San Francisco in Northern California served as the center of 

Western American art. Meanwhile, unlike San Francisco, Los 

Angeles had not enough spaces where young artist could exhibit 

their works and interact with other artists. Under these 

circumstances, Kienholz opened the Ferus Gallery in 1957 to 

provide a space for exhibition to emerging artists. The gallery 

was located in La Cienega Boulevard, which developed into the 

center of the Los Angeles art with the largest number of 

galleries in the city. The gallery served as a place where artists 

of the city, collectors and audiences interacted,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of the Los Angeles artistic circles. 

In 1965, Artforum moved its offices from San Francisco to Los 

Angeles and aggressively publicized artists of Western America. 

The local government and important figures of the city who 

owned a great amount of money sensed a vigorous movement in 

the artistic circles and began to make changes. The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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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y government opened the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LACMA) in April 1965. In 1966, about one year after the 

opening of the LACMA, Kienholz held a private exhibition at the 

LACMA. The exhibition was planned on a large scale enough to 

feature a total of 46 works including The Beanery. However, 

just about one week before the opening of the exhibition, a 

controversy arose over whether or not the exhibition had to be 

cancelled because of some works depicting sexuality. 

Nevertheless, the exhibition was held as had been planned, and 

the controversy over the exhibition was covered by media, 

which in turn attracted a lot of visitors. Likewise, though 

Kienholz’s private exhibition was subjected to censorship, it 

successfully featured his works in the institutionalized space of 

art museum. 

The Beanery, which was featured at Kienholz’s private exhibition 

in the LACMA, depicts Barney’s bar which Kienholz and his 

colleague artists visited every day. Barney’s bar was a space 

more meaningful than a simple bar for the artists and 

represented the Los Angeles artistic circles. The seventeen 

figures in plaster casts included in the tableau were modeled 

after real people including Kienholz’s acquaintances, colleague 

artists, art museum officials and Barney, the owner of the bar. 

Unlike his previously created tableaux, which express things in 

the past when he was in childhood, The Beanery depicts the 

contemporary scene of his time. Not only in the aspect of time 

but also in space is The Beanery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tableaux. Unlike tableaux created around the same period in 

which the front parts are emphasized just like in a theater 

stage, The Beanery was created as a separate space with the 

ceiling. Therefore visitors were allowed to enter th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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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nholz wanted visitors to intervene in the work and thus 

allowed them to experience the work in various physical ways 

such as opening the door of the bar and touching the work. 

Visitors could not only touch the work but also experience the 

smell and the sounds recorded at Barney’s bar, like 

conversations and music, feeling as though they were in Los 

Angeles in the mid 1960s. 

After being shown in the parking lot of Barney’s bar in October 

1965 for the first time, The Beanery was exhibited at Dwan 

Gallery in New York. Critics of New York, however, criticized 

the work as inferior to works by New York artists. Kienholz did 

not have favorable attitudes towards New York critics and 

artistic circles either. He had feelings of hostility towards the 

critics who underestimated him and put a lower value on him 

than on New York artists. In response to New York critics, he 

positioned himself as being opposed to the intellectual image of 

New York artists. He openly introduced himself as a non-artist 

who was ignorant of the art and had no interest in the artistic 

circles and set himself not as an intellectual artist agonizing 

over his works but as a person who created new objects with 

his own hands just like a manual worker. 

Likewise, The Beanery by Kienholz has characteristics in 

opposition to those of Cedar Tavern, a bar in New York, where 

abstract expressionism artists had talks. Instead of having 

serious talks, the figures in The Beanery try to sleep at the 

table or attract the attention of the opposite sex while listening 

to pop music. Young artists of Los Angeles who debuted as 

artists in the 1960s were also well aware of that they had to 

establish their own image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New 

York artists. In the photos or fosters for exhibition,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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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icted themselves as artists who enjoyed entertainment and 

had freewheeling attitudes, creating their own image which had 

completely different features from the intellectual image of New 

York artists in those days. 

Kienholz shared critical mind with artists of Los Angeles who 

appeared in the 1960s. He, however, has been explained 

differently from his contemporary “L.A. Look” artists. Works by 

these artists in which industrial materials were used to create 

silk-like surface were considered much different from Kienholz’s 

works of junk art which were assembled with old thrown away 

things from streets. While the artists of L.A. Look were getting 

the spotlight as a new artist group who would represent Los 

Angeles with the support of critics of Western America, Kienholz 

was looked down on as an artist behind the times. In 1973, 

Kienholz left Los Angeles and settled in Germany to work in 

Europe, which was more favorable to his works criticizing 

society. Nevertheless, Kienholz and the artists of L.A. Look had 

something in common in that they all expressed their sensory 

experience of cities using materials which well represented the 

characteristics of Los Angeles. Industrial materials used by L.A. 

Look artists were byproducts from the aerospace and defense 

industries of Los Angeles which were rapidly growing in those 

days. Kienholz also had interest in cities and materials produced 

by cities and used the materials to create art works. He, 

however, regarded Los Angeles not as a city represented by 

materials just produced but as a city which produced a 

significant amount of garbage every day. He thought that this 

was the essence of Los Angeles and the reason why he created 

works in Los Angeles.  

This study tried to illuminate Kienholz as an artist who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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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to his city, not as an artist who was behind the 

contemporary art of his time by examining his work The 

Beanery in the dynamics of the Los Angeles artistic circles in 

the mid 1960s when the work was created. By doing this, this 

study repositioned Kienholz, who had been understood as an 

artist who represents the transitory period from Assemblage art 

to pop art or an artist who did not hesitate to morally criticize 

social problems through his works, as an artist who was closely 

concerned with the problems Los Angeles artists of his time 

faced. 

 

Keywords: Edward Kienholz, The Beanery, Art in Los Angeles 

Art, Tableaux, Junk Art, L.A.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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