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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1980년대 미술계 내 6개의 소그룹 로고스와 파토스, 타라,

메타복스, 난지도, 뮤지엄, 황금사과를 살펴보고 그들의 성격과 의의를

찾고자 한다. 위 소그룹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갓 대학을 졸업한

20~30대의 젊은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했으며, 모더니즘 미술과 민

중 미술이 주된 양상을 보이던 1980년대 미술계에서 둘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미술을 지향하고자 했다. 그들은 주로 이전 세대의

미술에 대한 저항과 단절을 추구했고, 그 영향에서 벗어나 더 자유로운

개별 활동을 위한 그룹을 만들기도 했다.

본 연구는 6개의 소그룹을 개별 활동을 중시했던 소그룹, 탈모던을 지

향한 소그룹, 신세대 소그룹이라는 3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각 그룹의 활

동을 중심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로고스와 파토스, 타라는 뚜렷한 목적의

식 아래 모인 그룹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작품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모

인 작가들의 그룹이다. 이 두 그룹은 위 여섯 개의 그룹 중 가장 긴 기

간인 14, 10년 동안 활동을 이어나갔고, 꾸준히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이

목을 끌었다. 메타복스와 난지도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한

그룹들로 모더니즘의 극복과 제도 비판, 그리고 이전 세대의 것이 아닌

새로운 미술을 찾고자 했다. 이들은 로고스와 파토스, 타라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소그룹이기도 하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활동했던 신세대 소그룹 뮤지

엄과 황금사과는 정치·사회적 급격한 변화와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전의 소그룹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며, 이후 등장하는 90년대에

활동한 그룹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본 연구는 위 6개 그룹의 활동들을 중심적으로 살핀 후 이들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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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그룹의 지향점과 지속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80년대

소그룹 활동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연구자는 6개의 소그룹이 이전세대

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술을 추구하고자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

연구로 80년대 소그룹 활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기를 기대

한다.

주요어: 1980년대 소그룹, 로고스와 파토스, 타라, 메타복스, 난지도, 뮤지

엄, 황금사과

학번: 2015-2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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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1980년대 나타난 로고스와 파토스, 타라, 메타복스, 난지도,

뮤지엄, 황금사과를 중심으로 소그룹의 활동과 전개를 살펴보고, 미술계

내 소그룹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1980년대 한국 미술계는 미술의 사회적 기능을 중시하고 현실참여의

필요성을 주장한 민중미술과 70년대 단색조 회화를 잇는 모더니즘 계열

의 미술이라는 두 양상으로 전개되었다.1) 서로 다른 양상의 두 미술 경

향은 미술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하였으며, 당시 극심했던 사회·

정치적 변화를 겪으며 미술계 역시 그 영향권 아래에 있게 되었다. 민중

미술은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성장했고, 이로 인해 잠시 주춤한 듯 했던

모더니즘 진영은 작가들 대부분이 각 대학 내 교수진으로 활동하여 그

입지를 다졌다.

기성 화단과 민중미술의 사이에서 이 두 논리에 속하지 않는 소그룹이

등장한다. 이들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갓 졸업한 20~30대의 젊은 작가

들에 의해 조직되었다. 그들은 주로 전시 서문을 통해 각 그룹의 목표나

활동 방향을 알렸는데, 주로 이전 세대에 대한 저항과 단절을 지향하여

더 자유로운 개별 활동을 위한 조직의 성향을 보였다. 기존 미술계를 지

배하던 두 가지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 개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활동한

소그룹일지라도, 이들의 활동은 공통적으로 기존의 권위적이고 관습적인

1) 문혜진, 『90년대 한국미술과 포스트모더니즘』(현실문화, 2015),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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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대한 저항의 일환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1980년대 소그

룹 활동의 성과이자 의의라고 평가하여, 소그룹 활동이 한국 미술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피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소그룹에 대한 연구로 주목할 만한 단행본은 9개의 소그룹을 다룬 오

상길의 『한국현대미술 다시 읽기Ⅰ』가 있다.2) 오상길은 타라, ‘82 현대

회화, 난지도, 메타복스, 로고스와 파토스, 3월의 서울, 뮤지엄, 레알리떼

서울, 황금사과 등 총 아홉 개의 소그룹 전시 서문과 당시 그룹에서 활

동하던 작가의 인터뷰를 수록했다. 또한 소그룹을 주제로 한 학술행사를

주최하여 김미경, 심상용 등 연구자의 발제문을 싣기도 했다. 오상길의

연구는 2000년대 이전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소그룹에 주목해 심층적으

로 연구했다는 점과 작가 인터뷰, 학술행사를 진행하고 전시3)를 기획함

으로써 1980년대 소그룹 활동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전개된 소그룹 활동에 대한 최근의 연

구로는 안영노4)와 이준희5)의 논문이 있다. 안영노는 1990년대 한국사회

2) 오상길, 『한국현대미술 다시 읽기-80년대 소그룹 운동의 비평적 재조명』(청음사,

2000).

3) 《현장의 미술, 열정의 작가들》는 한원미술관에서 2000년 10월 3일부터 10월 24일까

지 진행되었으며, 소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김관수, 김찬동, 김춘수, 김태호, 신영

성, 윤명재, 하용석, 고낙범, 이용백, 문범, 김정삽, 김용식, 홍승일 등이 참여했다. 활

동 당시의 작품들은 대부분 유실되었기 때문에, 재제작하거나 대형 사진으로 대체하

여 전시했다. 작품 외에도 소그룹과 관련된 60여 종의 기사 및 비평문과 80년대 제작

된 64종의 소그룹 전시 도록, 워크샵 및 세미나 영상이 전시, 상영되었다.

서울현대미술연구소(ICAS) http://icaseoul.cafe24.com/archive/rereading1/exhibition.

html (2017.12.1. 최종 접속).

4) 안영노, 「1990년대 새로운 미술 세대의 형성과정에 대한 예술 사회학적 고찰: ‘신세

대 미술’의 발생과 성장을 중심으로」(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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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격하게 변화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신세대 미술’이라 불리던 뮤지

엄 등 그룹의 등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사회변동이 미술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안영노는 1990년대 초반 경제

적 풍요, 대중 소비의 증가, 다원주의적 시민사회의 성장 속에서 등장한

신세대 소그룹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닥친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개인주

의와 대중 소비적 경향을 드러내며 물질문명과 일상, 권력 문제 등을 비

판하려는 의식을 나타냈다는 점을 강조한다.6)

이준희는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신세대 그룹의 전시 활동을 되짚으며

신세대 그룹이 미술계의 권위에 저항하여 자생적으로 탄생한 것이라 보

고, 이들의 전시를 통해 그 성과를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했다.7)

이준희는 신세대 미술을 태동기(1985~1989), 전성기(1987~1991), 확산기

(1990~1995)로 나누었다. 태동기에는 난지도와 메타복스를, 전성기에는

뮤지엄, 황금사과, 서브클럽(SUB CLUB)을, 확산기에는 《젊은 모색

展》 등의 전시에 초점을 맞추어 신세대 미술을 설명한다. 이준희의 연

구는 시대별로 소그룹을 정리하며 이와 연결되는 90년대 초반 전시까지

다루고 있어 당시 미술계의 젊은 작가들의 활동을 돌아보기에 적절하다.

그러나 각 그룹이 결성된 해의 차이가 2~3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태

동기와 전성기 등 시기별로 나눈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하다. 또한 이준희는 소그룹으로 활동했던 최정화, 고낙범, 이불 등의

작가들이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는 주요 작가로 성장하였다고 언급하

며 신세대 작가들의 의식과 작업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10

개 이상의 수많은 소그룹 작가 중 현재까지 눈여겨 볼 작업 활동을 하는

5) 이준희, 「한국 현대미술에 나타난 ‘신세대 미술’ 연구–1985년~1995년에 열린 소그룹

전시를 중심으로-」(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2005).

6) 안영노(주 4), pp. 88-89.

7) 이준희(주 5),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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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드물기 때문에 과연 오늘까지 지속할 만한 큰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 두 논문 이전에 소그룹에 대한 언급은 한국 현대 미술을 다루는 평

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광수, 서성록 등의 평론가들은 70년대 모더니

즘 이후 등장한 80년대 소그룹을 탈모던과 포스트모던의 관점에서 바라

보며 이견을 낸 바 있다. 이는 Ⅱ장 3절의 탈모던과 포스트모더니즘 논

쟁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는 대중문화의 관점에서 신세대 소그룹을 위주로 분석한 기존

연구와 달리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았던 소그룹을 위주로 살펴본다는 점,

또 당시의 평론을 현재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을 갖는

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그룹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연구논

문이 드물기 때문에, 연구자는 앞서 언급한 단행본과 국립현대미술관 미

술연구센터의 아카이브, 서울현대미술연구소의 아카이브를 주로 참고하

였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에서는 정서영, 홍승혜 작가가 기증한

AF컬렉션과 MG컬렉션을 통하여 소그룹 도록의 전시 서문, 도판 등을

참고하였다. 서울현대미술연구소는 1950년대부터의 개인전, 단체전 등의

도록 자료와 작가 개별 대담자료 녹취록 등을 아카이빙 해왔으며, 한국

현대미술 관련 서적 등을 출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립현대미술관 미

술연구센터에서 아카이빙하지 않은 도판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월간

미술(前 계간미술)』, 『가나아트』, 『선미술』 등의 연속간행물 평론과

전시평 등을 통해 당시 미술계에서 소그룹의 행보와 그 위치를 파악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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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총 3장의 본문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Ⅱ장 1절에서는 1980

년대 한국 사회와 미술계의 상황을 통해 소그룹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전개과정을 알아볼 것이다. 80년대 한국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변

화가 일어났으며, 이에 따라 미술계의 분위기 또한 그 영향을 받게 된다.

당시 미술계는 70년대부터 이어져 온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모더니즘 계열로는 모노크롬회화, 리얼리즘으로는 민중미술을 들

수 있는데, Ⅱ장에서 이 같은 분위기를 살펴본 후, 소그룹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3절에서는 소그룹을 두고 발생한 탈모던과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을 살펴볼 것이다. 80년대 미술계 내에서 소그룹은

70년대 모더니즘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한 탈모던이라는 평과 서양에서 수

용된 포스트모더니즘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은 미술이라는 평을 동시에 받

았다. 각 평론과 이후 등장한 또 다른 평론가들의 글을 통해 소그룹의

어떤 부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Ⅲ장에서는 소그룹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로고

스와 파토스, 타라, 메타복스, 난지도, 뮤지엄, 황금사과 총 6개의 소그룹

을 한정하여 다룬다. 80년대 활동한 소그룹은 이 외에도 ‘82현대회화, 3

월의 서울, 레알리떼 서울, 표현그룹 등 다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계

속하여 언급되는 그룹은 위에 언급한 6개의 그룹이다. 연구자는 소그룹

을 각 그룹이 추구했던 바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각 특

징에 적합한 대표 그룹으로 2개씩 지정하여 다루었다. 먼저 작가의 개별

활동을 중시하며 꾸준한 전시 활동을 위주로 활동한 로고스와 파토스,

타라를 다룰 것이다. 로고스와 파토스, 타라는 목적의식 아래에 함께 모

였다기보다, 개인의 보다 더 개성 있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향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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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그룹이다. 이 두 그룹은 각각 14년과 10년, 여섯 개의 그룹 중 가장

긴 기간 활동했으며, 꾸준한 전시 활동으로 이목을 끌었다. 다음으로 탈

모던 그룹의 대표 소그룹인 메타복스와 난지도를 살펴볼 것이다. 이들은

로고스와 파토스가 개성 있는 작품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하나

의 공통된 목적을 내세워 활동을 시작했다. 모더니즘의 극복과 제도 비

판, 그리고 이전 세대의 것이 아닌 새로운 미술을 찾고자 했던 이들은

로고스와 파토스나 타라에 비해 짧은 기간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

없이 거론되고 있는 소그룹이다. 마지막으로는 80년대와 90년대 경계에

있는 신세대 소그룹 뮤지엄과 황금사과를 다룰 것이다. 뮤지엄은 80년대

처음 등장했지만 90년대 초반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신세대 미술’이

라는 장르로 다수 언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최정화, 이불 등의 작가들이 속해있던 그룹이다. 황금사과 또한

1987년 만들어진 그룹이지만, 창립전은 1990년에 열렸으며, 80년대 소그

룹보다 늦게 등장한 신세대 소그룹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은 시기적으

로 80년대에 등장했지만, 로고스와 파토스나 타라, 메타복스와 난지도와

는 다른 성향을 보인다. 급격한 사회 변화로 90년대 들어서기 전 이미

한국의 분위기는 변화하고 있었다. 88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정치적으

로나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배경 아래에, 이들은 이전 그룹과는 차

이를 가지며, 이후 등장하는 90년대 그룹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Ⅳ장에서는 앞서 본문에서 살펴본 소그룹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재평가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그룹을 그룹 활동과 지속성의 관점에서 재

평가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한국 미술계에서 그룹 활동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고, 소그룹이 그룹으로 활동하게 된 이유와 그 의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소그룹 간의 지향점과 그 비교를 바탕으로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바가 과연 작품에 나타났는지 알아보겠다.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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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소그룹의 지속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대부분의 소그룹은 90년

대 중후반을 넘기지 못하고 활동을 중단하였다. 그룹 활동을 오래 가지

않았던 것이 그들이 의도한 바였는지 혹은 다른 이유에서 기인한 것인지

를, Ⅲ장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검토해볼 것이다. 이후 이어진 소그룹

을 간략하게 살펴보며, 그들의 활동이 어떻게 연속성을 가지는지 확인하

겠다. 이어 3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소그룹이 미술계 안에서 어떤 의의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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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그룹 등장 배경과 전개

1. 1980년대 한국 사회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은 월남전 이후의 무기력한 사회적 분위기와

심리적 긴장상태가 이어졌으며,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암살로 사회적

불안과 위기의식이 조성된다. 박정희 사망 이후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

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지만, 같은 해 12월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

이 군부를 장악하게 된다. 언론 통제 및 지휘권을 확보한 군부는 이에

맞서 등장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을 위해 1980년 5.17 쿠데타로 비

상계엄을 선포한다. 대학 강제 휴교령 및 군부대를 대학 내에 투입, 학생

시위를 주도한 대학 학생 대표 연행, 재야인사 체포 및 모든 정치 활동

금지, 국회의사당 봉쇄 등 5.17 쿠데타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군부 독

재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8) 두려움과 함께 민주화에 대한 열망도 커져

광주 5.18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지만, 이는 수많은 희생을 불러왔다. 민

주화 운동 후에도 여전히 군부를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 정권은 민주화

투쟁에 대해 완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저항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불법적

제도장치9)를 마련하기도 했으며, 군 기관이나 경찰 등 각종 폭력기구에

의존하여 민중을 탄압, 언론 조작 등을 감행했다.10) 경직된 사회 분위기

8)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3』(돌베개, 2015), pp. 33-43.

9) 제도장치의 예로는 야당과 재야 인사들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정치 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각종 투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민중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매체 개발을 막는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박세길(주 8), pp. 94-96.

10) 박세길(주 8), pp. 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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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속되는 중에도 정권에 대한 비난은 계속되었고, 대학생 박종철이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것11)이 밝혀지자 이를 계기로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난다. 대규모 시위는 제5공화국이 무너지는 시발점이 되었다.

뒤이어 1988년 서울 올림픽의 개최는 독재 정치의 종식과 사회 전반의

해금을 불러왔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고, 1991년 소비에트 연방

이 해체되는 등 냉전이 종식된 자유로운 국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국

사회 역시 80년대와 달리 유한 분위기가 되었다. 이는 금지가요 해금, 영

화 대본 사전 심의제 폐지, 1988년 월북 작가 작품 해금, 해외여행 자유

화로 이어졌다. 88 올림픽은 세계화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소

비문화 또한 본격적으로 정착되었다.12) 올림픽은 기점으로 국력 신장과

경제력 증강이 불러왔고, 한국 사회는 1988년부터 1990년까지 경제적 풍

요와 내수 소비가 활발해진다.13) 이 부분은 신세대 소그룹 뮤지엄을 다

룬 3절 2항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1980년대 미술계

1980년대 한국 미술계는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오던 단색조 회화가 주

요한 미술 풍조로 자리 잡고 있었다. 1960년대는 박정희의 집권으로 민

족주의가 대두되었다. 정부는 서구 문화에 오염되지 않은 문화적 정체성

11)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박종운의 소재를

찾기 위해 당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재학 중이던 대학생 박종철을 남영동 대공분

실에 연행하여 참고인 조사를 하던 중, 고문으로 박종철이 사망한 사건이다.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했지만, 하루 만에 고문 받은 흔적 등으로 파문을 일

으켰고, 고문치사사건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나 기도회, 농성 등이 잇따랐다.

박세길(주 8), pp. 213-14.

12) 문혜진(주 1), p. 10.

13) 안영노(주 4), pp. 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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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립과 전통으로의 회귀를 위하여 문화재 보호법과 애국선열 동상 제

작 등 민족문화 중흥을 위한 정책을 펼쳤고, 미술계에서도 해외 사조를

지나치게 따라간다는 위기의식에 대한 공감으로 ‘한국적’인 것에 대한 열

망이 커졌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전반에 걸쳐 서구적인 실험미술에

몰두해 있던 작가들은 한국미술의 정체성을 탐구할 필요를 느꼈으며, 이

에 따라 한국적 모더니즘을 위한 모노크롬 회화, 단색조 회화가 미술계

의 주된 작품 경향이 된 것이다. 모노크롬 회화에 ‘모노크롬’이라는 명칭

을 부여하고 이론적 대변인으로 나선 평론가는 이일이다. 이일은 1975년

동경화랑에서 열린 《한국의 5인 작가, 다섯 가지의 백색 展》에 전시

서문에서 전시에 참여한 다섯 작가 권영우, 박서보, 서승원, 이동엽, 허황

의 작품의 공통점으로 ‘백색 모노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후 단

색 위주의 한국 회화가 함께 묶여 일본에 전시되며 국내에서도 모노크롬

회화가 집단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14) 모노크롬 회화는 박서보, 하종

현, 김기린, 최명영, 권영우 등 이미 화단에서 인정받은 바 있는 40대의

기성 작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모노크롬 회화는 국내 미술계에서

서구의 자극에 대응하여 전통을 접목한 우리 고유의 모더니즘을 성취했

다는 평을 받았으며,15) 당시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한국적 모더니즘으로

일본과 서구 각국에 평가받기도 했다.16)

1978년 국립현대미술관과 한국미술협회의 주최로 열린 《한국현대미술

20년 동향 展》은 한국 현대미술의 전개를 주요 그룹이나 운동 중심으로

조명한 전시로, 그 움직임을 크게 뜨거운 추상 운동의 태동과 전개

(1957~1965), 차가운 추상의 대두와 회화 이후의 실험(1966~1965), 개념

14) 윤진이, 「한국 모노크롬 회화의 맥락 읽기」, 『현대미술학논문집』13(2009), 현대미

술학회, pp. 88-89.

15) 강태희, 「한국적 미니멀리즘과 이우환」, 『미술사연구』11(1997), 미술사연구회, pp.

161-63.

16) 김영나, 『20세기의 한국미술2-변화와 도전의 시기』(예경, 2010), pp. 2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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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태동과 예술 개념의 정립(1969~1975), 탈이미지와 평면의 회화화

(1970~1977)로 나누고 있다. 이 시기에는 강압적인 군사정권으로 인해

실험적인 창작 활동의 제약이 있었으며, 작품을 통한 사회에 대한 발언

을 보이는 저항적인 작품은 금지되었다. 이 같은 상황은 민중미술이 등

장한 1980년대 초까지 이어진다.17) 1980년대 초에 새로 등장한 민중미술

의 경우, 민중운동의 일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에

반발하여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민족문화를 만들어내려던 민중운동은 서

구의 것을 배제하고 고유 형태를 추구하며 토착적 전통을 지향하였다.

마당극이나 탈춤, 판소리 등의 연희와 문학에서 출발하여, 미술로까지 이

어지게 된 것이다.18) “정치 권력의 변동, 산업경제의 모순, 사회 갈등의

심화, 소비 문화의 대중조작 등 누적된 현상을 체험하고 있는 의식을 바

탕으로 민족사의 자각과 삶의 소회를 극복하려는 민중 의지가 공동의 연

대감”을 이루었고, 이들의 활동은 자발적인 미술 운동으로 확산되었다.19)

민중미술의 시작은 1972년 창립한 그룹 ‘현실과 발언’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1982년 ‘임술년’, 1983년 ‘두렁’, 1985년 ‘서울미술공동체’가 만들어

지며 미술계에 확산되었다. 여러 단체가 만들어졌지만, 이들의 목표는 전

통을 새롭게 해석하여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미술을 생산하는 것이었고 서

구 사조를 모방하며 현재 민중의 삶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모노크롬 미

술을 비판했다. 이들은 추상 중심의 모더니즘 미술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민중이 쉽게 이해하는, 민중과의 소통이 가능한

미술을 제작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민중미술의 주제는 도시

와 농촌 근로자들의 모습, 자본주의와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 남

17) 서성록, 「한국현대미술의 60년 발자취를 따라서」, 『월간미술』, 2005.9, pp. 86-90.

18) 김영나(주 16), pp. 282-83.

19) 원동석, 「80년대 미술의 새 흐름-70년대 미술을 넘어서면서」, 『민중미술 15년,

1980-1994』(국립현대미술관, 1994),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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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분단 상황, 민중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재해석 등이 주를 이루었

으며, 서사와 풍자를 담는 전통의 형식으로 불화를 차용하기도 했다.

한편 1980년대 중반을 넘기며 미술을 향유하는 이들의 급증, 군소 화

랑의 개관, 『계간미술』에서 『월간미술』로 제호 변경, 『미술세계』등

의 발간 등의 변화들도 일어났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국제교류였다. 화

랑 주관의 아트페어를 비롯하여 각종 미술 행사들이 늘어났고, 외국 작

품전의 국내 개최가 활발해졌다. 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정치적으로는

암울한 상황이었으나, 경제력의 성장으로 예술에 대한 욕구도 커졌다.

1988년 후반에 접어들며 개방화, 국제화, 소비사회와 함께 개인은 표현의

자유를 갈망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미술에 반영하기 시작한다.20)

이렇게 70년대부터 이어져 온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과 80년대 새롭게

등장한 민중미술이 80년대 미술계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런

와중 새로운 이념을 내세우며 소그룹이 등장하게 된다. 소그룹은 대부분

20~30대의 젊은 작가에 의해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구성원

들 혹은 타 그룹과의 연합을 통한 전시로 작품을 선보이며 활동했다. 고

정적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 그룹의 전시에 참

여하는 동시에 또 다른 그룹의 전시에 참여하기도 하며, 때에 따라 유동

적으로 움직이며 활동을 이어갔다.

3. 탈모던과 포스트모더니즘 논쟁

1980년대는 서양의 새로운 이론들이 유입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소그룹

역시 다양한 이론으로 해석되었다. 소그룹은 70년대부터 이어져 온 모더

20) 서성록(주 17), pp. 8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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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의 연장 혹은 탈모던이라는 평을 동시에 받았으며, 새로 등장한 용

어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시작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먼저 소그룹을 포스트모던으로 본 평론가로 오광수를 들 수 있다. 오

광수는 제도권과 민중권이라는 대립구도가 강화되는 한편에서 탈모던의

개념을 표방하고 나타난 것이 소그룹이라 언급하며, 소그룹의 출현이 포

스트모더니즘으로 포괄할 수 있는 다원주의의 출현이라 말한다. 그는 민

중미술이 나타낸 현실 문제와는 달리, 후기 산업주의의 물질주의, 정신의

퇴폐, 도덕성의 타락 등 사회에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

로 결성된 그룹으로 메타복스, 난지도 등의 예를 든다. 또한 평면이나 입

체에 머무르지 않고 일회적인 설치나 퍼포먼스 등의 활용이 미술 형식의

고정관념을 허문다고 언급하며, 이 같은 장르의 침투 현상은 이미 70년

대 미술에서도 드러나지만, 80년대의 탈장르 현상이 더욱 과격하고 적극

적인 속성이라는 것이 특징이라 말한다.21)

이와 달리 서성록은 80년대 소그룹 중 메타복스와 난지도를 탈모던으

로 바라본다. 서성록은 메타복스와 난지도가 이들이 등장하기 전의 형식

적 모더니즘이 지나치게 탐미적, 자기 집착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점 등

으로 인해 미술의 역할이 줄어들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미술과 환경, 문

화와 소통 등의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의 징후를 그들의 작품에서 발견하기 어렵고, 모더니즘적인 잔

재를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보다는 탈모던이라는 개념으

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탈모던의 개념을 설치 작업의 증가, 일상

적 현실의 반영, 다양한 주제와 다층적 관심의 작용, 형상과 추상의 붕괴

로 요약하며, 포스트모더니즘과는 다른 개념이라 설명한다. 서성록은 포

스트모더니즘의 양상이 90년대 들어와서야 나타났다고 말한다. 또한 평

21) 오광수, 『한국현대미술사』(열화당, 2000), pp. 2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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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가들의 분석22)은 포스트모더니즘은 후기산업사회의 문화와 닿아있다

는 것과 극단론의 배제, 민주적인 문화풍토의 조성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고 말하며, 한국 포스트모던의 실체에 대해서는 견해를 밝히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서성록은 포스트모더니즘 관련 동향을 세분화하

여 인용과 차용, 키치와 대중문화, 첨단재료 과학기술 매체의 활용, 비판

적 역사주의의 관점, 여권의식의 연구 등 총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이 중 키치와 대중문화의 관점에서 뮤지엄과 황금사과 등의 소그룹을 바

라본다. 그는 고급문화에 대한 저항이 강조되고 대중적인 취향을 노골적

으로 드러내는 시도를 젊은 세대 그룹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며, 뮤지

엄, 황금사과, 서브클럽, 언더그라운드 등의 예를 들고 있다. 이 같은 경

향의 배경으로 광고의 자본력이 강해졌다는 점, 그리고 신세대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발현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기인한 원인으로는 대중문화에 익숙해진 세대라는 점을 강조한

다. 결론적으로 서성록은 80년대 등장한 소그룹은 탈모던으로, 90년대까

지 이어져 온 소그룹은 포스트모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23)

서성록의 관점과 같이 메타복스, 난지도를 탈모던으로, 뮤지엄, 황금사

과 등을 포스트모던의 시작으로 보는 또 다른 이론가로는 김복기가 있

다. 김복기는 메타복스와 난지도 뿐 아니라 로고스와 파토스, 타라 등을

탈모던으로 보았으며, 탈모던을 포스트모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서성록의 평에 동의한다. 메타복스, 난지도 등의 소그룹은 70년대 미술계

22) 서성록은 윤진섭과 이재언, 김도현의 평을 분석한다. 윤진섭은 포스트모던을 후기산

업사회 문화논리로 간주하며, 뮤지엄, 황금사과, 선데이서울 등을 그 전형으로 제시,

이재언은 지역주의의 맥락에서 문화적 위상을 회복하는 것을 드러낸 작가들을 포스트

모던 작가로 분류, 김도현은 TV, 광고, 이미지 등의 복제물을 주로 활용하는 것을 포

스트모던의 성질로 구별한다는 점 등을 언급한다.

서성록,「포스트모더니즘의 한국적 수용과 현황」, 『造形 FORM』Vol.16(1993), 서울

대학교 조형연구소, pp. 92-99.

23) 서성록(주 22), pp. 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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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데올로기 아래 억압되거나 소외되었던 경향들이 다시 등장한 것일

뿐, 새로운 문화 현상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포스트모던이라고 보

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비교해 80년대 후반 등장한 뮤지엄, 황금사과

등의 소그룹은 70년대의 미술과 단절되어 새로 등장한 포스트 모던을 확

인 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24) 김홍희와 윤진섭 역시 서성록과 김복기의

의견에 동의하며 메타복스와 난지도를 탈모던 소그룹으로, 뮤지엄과 황

금사과 포스트모던의 기점이 되는 소그룹으로 정의한다.25)

최태만은 탈모던의 대표 그룹으로 메타복스와 난지도의 예를 든 서성

록의 평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최태만은 서성록이 언급한 탈모던이 모

더니즘으로부터 이어진 과도기적 단계인지, 모더니즘의 연장인지, 이를

극복하고자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상태라고 말한다. 최태만은 서

성록이 스스로 “모더니즘을 극복하기 위해 출현하기는 했지만 작업 성향

상 여전히 모더니즘적 잔재를 떨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며, 후기 산업사회

의 어떤 징후를 그들 작품 속에서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26)이라는 유

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서성록이 탈모던이라고 언급

한 메타복스나 난지도가 모더니즘의 연장이나 그 변종일 뿐 포스트모더

니즘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서성록이 모더니즘은 평면으로,

탈모던을 설치로 지나치게 단순화 시켰다는 점을 말하며, 그가 이해하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폭이 협소하다고 지적한다. 최태만은 서성

록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후기산업사회 미술의 시작, 즉 포스트모더

니즘의 기점을 《現·像(현·상) 展》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하며, 다양한

24) 김복기, 「1980년대 한국미술 다시 보기」, 『한국현대미술추억사 1970-80』(사회평

론, 2009), pp. 24-30.

25) 김홍희, 『한국화단과 현대미술』(눈빛, 2003), p. 41.

윤진섭「진리의 부재와 미로 찾기」, 『현대미술의 쟁점과 현장』(미진사, 1997), pp.

97-110.

26) 서성록(주 22),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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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파들이 섞여 있는 단체전을 단순히 탈모던 혹은 포스트모던으로 분류

하기는 힘들다고 언급한다.27) 최태만은 포스트모던 담론으로서 등장한

다원주의가 이념적인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유동적이고 탄력적인 진보

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위기를 은폐하고 위기를 조장하는 허구라고 판단

한다. 최태만은 메타복스나 난지도 보다 신학철의 매체 작업이 오히려

탈모던의 사례로 마땅하며, 더 이른 시기에 활발하게 작업하던 신학철의

작업이 형식적으로 참신함과 소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장르의 경계를

뛰어넘고자 한 탈모던의 경향이 먼저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탈장르와 매체확장, 그리고 미술에 대한 정치적 진보성의 특징을 내용적

인 부분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신학철의 작업을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언급한다.28)

문혜진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에 걸쳐 포스트모더니즘이 유

입되던 시기의 미술 논쟁을 연구했다. 문혜진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유입

된 시점을 급변하던 국내외 정세 변화와 상품 자본주의가 부상하던 시대

인 1980년대 중반으로 보며, 1970년부터 이어져 온 모더니즘과 1980년대

등장한 민중미술로 포섭되지 않는 제3의 미술로 소그룹을 설명한다. 문

혜진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번역 계기가 단색조 모더니즘의 극복을 주장한

소그룹에 있었으며, 포스트모더니즘 수용 초기 단계에는 모더니즘 진영

의 서성록 등의 비평가들과 소그룹간의 상호 협력 관계가 있었다고 말한

다. 문혜진은 서성록이 1989년에 소그룹을 평하는 데에 포스트모던 이론

27) 최태만은 서성록이 모더니즘에 대한 이의 제기로서 포스트모던 징후를 드러낸 경향

으로 분류한 극사실회화(고영훈, 김강용, 서정찬, 이석주), 정통적인 구상미술(강희덕,

김영원, 김용식, 손승덕, 이용덕, 임영선), 일루저니즘(주태석, 한운성), 초현실주의(이

승하, 조용각), 추상(박부찬, 이두식)등의 《현·상 展》참여 작가 중 작가들이 모더니

즘이라는 넓은 범주에서의 주변부일 뿐, 포스트모던의 징후를 보여주는 작가는 적다

는 점을 언급한다.

최태만, 「다원주의의 신기루: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와 오해」, 『현대미술학논문

집』6(2002), 현대미술학회, pp. 40-56.

28) 최태만(주 27), pp. 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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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언급하며, 소그룹이 초기에 포스트모더니즘과의 연계 가능성을 부인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후 스스로 포스트모던을 부인하는 작가들의

행동의 원인으로 그들에게 선택권이 없었다는 점을 언급한다.29) 스승 세

대의 단색조 회화를 거부했지만, 여전히 순수미술을 지향하고 있었던 젊

은 세대의 작가들에게 제도권 평론가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것이

다. 그러나 서성록은 1990년에 탈모던을 포스트모던으로부터 분리하여

일종의 포스트모던의 전단계로 태도를 바꿨고, 문혜진은 그 원인을 소그

룹과 포스트모던의 논리적 모순에 대한 모더니즘 진영의 내부 논의 가능

성으로 짐작하고 있다. 그 예로 이재언과 윤진섭의 평을 들고 있다. 윤진

섭은 메타복스, 난지도 등 80년대 소그룹에 대하여 “‘이들 그룹이 점유하

고 있는 미적 감수성은 70년대 모더니즘을 지배했던 미적 모더니티의 연

장이거나 일탈, 또는 크게 봐서 70년대의 지배 이데올로기 하에서 억압

내지는 소외되어 있었던 경향들의 재등장인 것이지, 문자 그대로 문화

제 현상의 하부 구조를 읽는 경제사회현상과의 관련 하에서 자연스럽게

익어 나온 포스트모던적인 것으로 보기 힘들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라

고 언급한 바 있다.30) 또한 문혜진은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포스트모더

니즘 이론과 소그룹간의 괴리에 있다고 판단한다. 소그룹이 모더니즘과

민중미술이라는 이분법적인 분위기에 대한 반작용이었으며, 기존 미술의

규범적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29) 문혜진은 이 예로 난지도와 메타복스 연합 기획전인 《한국현대미술의 최전선展》의

도록에 “이번 ’현대미술최전선‘의 모임은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들 자신의 이른바 ’포

스트모던‘의 일 경향들을 한자리에 모아 되돌아본다는 데서 우선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하는 윤우학의 글이 실린 것과, 메타복스 《해체展》의 도록에서도

“이렇게 해서 확보되는 개별성과 다원성은 각 작가들에게 있어 경험이나 신호, 생명

력 등으로 집약되고……이러한 표현의 추구가 포스트모던의 한 단편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훗날 만나게 된 것은 우연한 결과는 아닌 것 같다”고 언급한 오

상길의 글을 들고 있다.

문혜진(주 1), p. 109.

30) 윤진섭, 「진리와 부재의 미로찾기」, 『미술평단』, 1990.겨울, p. 9. ; 문혜진(주 1),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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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소그룹 활동 자체를 하나의 담론으로 정의 내릴 수 없다고

보는 연구로 오상길, 김원방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메타복스의 창립

멤버인 오상길의 경우, 타라, ’82 현대회화, 난지도, 메타복스, 로고스와

파토스, 3월의 서울, 뮤지엄, 레알리떼 서울, 황금사과 등 총 9개의 소그

룹 참여 작가 인터뷰, 전시 도록 및 자료 아카이빙, 전시31) 등을 통해 주

목할 만한 연구를 지속했다. 오상길은 80년대 나타나던 흑백 논쟁 속에

서 당시 젊은 작가들의 비판적 대안이 소그룹 운동이었으며, 여기서 주

목할 것은 10년 주기설을 나타내기 위한 미술 담론이 아니라 역동적인

운동성이라고 말한다.32) 오상길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한 소그룹 참여 작

가들 역시 소그룹 활동을 미술 담론 ‘수용’의 맥락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33) 김원방의 경우도 오상길과 같은 관점에서 소그룹을

바라본다. 김원방은 80년대 소그룹이 80년대의 정치사회구조만을 반영하

는 문화적 효과로 전락하지 않으려는 시도였다고 언급한다. 그는 일반적

으로 예술이 그 시대를 반영한다고 언급되는 경우가 있지만, 소그룹의

경우 ‘시대에 속하고 시대성을 반영하는 예술’이 아니라 ‘시대성에 저항

하는 예술’에 가깝다고 말한다. 김원방은 소그룹 작품의 도상학적, 양식

적 특성에 대해 ‘모더니즘의 잔재가 남아있다’라거나 ‘서구 포스트모더니

즘 수용의 과도기적 스타일이다’ 등의 해석을 하는 것은 서구 미술의 수

용 과정을 향한 진화과정으로 보는 식민주의적 관점이며, 그들이 활용한

매체가 어떤 것이건, 만들어낸 작품 자체의 스타일이나 메시지보다는 작

31)《현장의 미술, 열정의 작가들》(주 3).

32) 오상길(주 2), pp. 410-11.

33)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소그룹 ‘황금사과’로 활동한 이용백의 경우 “우리는 철두철미

하게 좌와 우, 아니면 민중과 모더니즘에 대한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그

런 사회적 배경에 대한 것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우리의 작업이었는데, 평론가들은

외국의 포스트모더니즘을 수입해서 그 옷에 우리를 맞추곤 했다.” 라고 언급한 바 있

다.

오상길(주 2), p.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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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대하는 태도 혹은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핵심이라 주장한다.34)

그러나 오광수, 서성록을 포함한 이들의 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 논의

는 대부분이 작품의 형식적인 면에서 그치며,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모더니즘(modernism)’, ‘근대성

(modernity)’, ‘근대화(modernization)’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이

해할 수 있는데 이들은 한국의 근대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기반으

로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기보다는 새로

등장한 소그룹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을 가져

온 것이라 보인다. 서양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은 미술 양식뿐 아니

라 새로운 문화 단계를 설명하는 용어로,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은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과의 단절이 아닌 과거의 것과

새로운 것이 불균등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35) 반면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Jean-Francois Lyotard)의 경우,

포스트모더니즘이 계몽의 보급을 위한 진보든, 프롤레타리아의 퇴보든,

마르크스주의의 서사인 ‘근대성’의 서사가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

다.36) 두 이론가의 주장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원동력이 이윤을 위한 생활

양식을 끊임없이 변형시키는 ‘근대화’라는 점에서 의견을 함께하며, 이는

근대성이라는 시대의 종말이 아니라, 근대화의 과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을 내포한다.37) 그러나 앞서 언급한 한국의 평론가

34) 김원방, 「80년대 소그룹 운동: 그 언어, 감각, 비평의 회복을 위해」, 오상길(주 2),

pp. 379-87.

35) Fedric Jameson, Postmodei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91) ; 강태희, 「모더니즘 논쟁과 그린버그

다시 읽기」, 『현대미술의 또다른 지평』(시공사, 2000) 재인용.

36) Jean-Francois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4), Introduction.

37) Hal Poster, 『Art Since 1900 : Modernism, Antimodernism, Postmodernism 1900
년 이후의 미술사: 모더니즘, 반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2007), 배수희 외 옮김(세

미콜론, 2012), pp. 5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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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근대성을 규명하지 않고, 단순히 ‘추상’이라는 양식적인 특성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포스트모더니즘 역시 단순히 모더니즘 뒤에 이어

지는 미술 사조와도 같이 언급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을 탈

모던, 포스트모던 등으로 규명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소그룹 활동이 모더니즘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혹은 포

스트모던의 징후를 나타내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작품 분

석을 시도하지 않았다. 90년대 들어서 등장한 신세대 소그룹 뮤지엄이나

황금사과 역시, 후기 자본주의의 논리를 들어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

나, 구체적으로 작품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90년

대 소그룹의 등장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시작이라고 명확히 정의할 수 있

을 만큼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 또한 소

그룹에 대한 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서

양의 큰 담론에 소그룹을 편승시키고 이러한 이론을 끌어내기 위함이었

으며, 소그룹의 의의를 찾는 데에 이러한 논의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

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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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980년대 소그룹

‘소그룹’이라는 명칭이 제목으로서 공식적으로 지면에 실린 것은 1991

년 『선미술』이 최초이다.38) 서영희는 소그룹이 ‘민첩한 게릴라’식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스스로 자체해산 된다는 점에서 소규모 그룹의

미술 활동을 소그룹 운동으로 지칭했다. 그러나 이미 1989년 월간미술에

실린 80년대 그룹 미술운동에 대한 대담에 ‘소그룹’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으로 보아, 80년대 후반에도 이미 소그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39) 정확히 어느 기점을 시작으로 소그룹이라는 용

어를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3-5명의 적은 인원이 모여 전시를 하

며, 그들 스스로 소그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소그룹은 적게는 3명, 많게는 10명 이상의 작가가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그룹이 전시를 주도했던 이들, 즉 창립 당시 원년 구성원은 5명

내외였다. 앞선 시대에 등장했던 다른 그룹보다 눈에 띄게 적은 인원이

었기 때문에 이들은 소그룹이라고 불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소그룹을 3가지 키워드 작가 중심, 탈모던, 신세대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

다. 그들 스스로 추구하고자 했던 바를 바탕으로 나누었으며, 소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각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38) 서영희, 「대립과 보완의 80년대 소그룹 미술운동」, 『선미술』, 1991.봄, pp.

96-101.

39) 서성록은 “70년대 <오리진>과 <에스티> 그리고 <에스프리>그룹에서 시작해 <에꼴

드 서울>,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현대미술제 등 대규모 집단운동으로 확대되어온 양

상은 80년대 소그룹들의 대두와 직접 간접으로 연관을 맺고…”라고 언급했으며, 김용

익은 “70년대 초부터 소그룹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주반을 넘으면서…”에서 언

급한 바 있다.

김찬동 외 6명, 「모더니즘 미술의 심화와 극복은 어떻게 이뤄져 왔는가-좌담」,

『계간미술』, 1988.여름,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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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가 중심의 소그룹

1) 로고스와 파토스 (LOGOS & PATHOS)

로고스와 파토스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출신의 문범과 홍명섭 등의

작가들에 의해 1986년 만들어진 소그룹이다. 그룹명 로고스와 파토스는

‘말’, ‘이성’, ‘계획’을 뜻하는 그리스어 로고스(Logos)40), 로고스와 상반된

개념으로 감정, 정서, 충동 등의 의미를 가지는 그리스어 파토스(Patho

s)41)의 합성어로, ‘이성과 감성’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로고스와

파토스는 창립전 서문에서 그룹의 지향점을 밝히고 있다. “참여하는 작

가들에게 어떤 특정(特定)한 경향이나 유형적 동일성을 요망하기보다는

차라리 구상(具象)이든 비구상이든 간에 개개인의 활동적이고 열의에 찬

독창력 발휘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는 서문을 살펴보면, 특별

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 없이 서울대 미대 동문의 모임과 같이 보이기도

한다.42) 그러나 창립전 이후 “형식주의적 지평 안에서 편협한 소재주의

로부터 탈피를 모색하며 현대 미술이 부여하는 모든 과제를 평면, 입체,

설치로써 표현”한다는 평을 받은 것을 보면, 그들이 장르의 구분으로부

터 자유로워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로고스와 파토

스가 창립되었던 80년대 중후반은 조소과는 전시장의 ‘공간’을, 회화과는

전시장의 ‘벽면’을 이용하는 장르 구분적인 형태의 전시가 주를 이뤘으나

로고스와 파토스는 이를 지양했다. 또한 로고스와 파토스는 ‘권위와 집단

40) 정다훈, 「유럽문명의 세 얼굴: 미토스. 파토스. 로고스」, 『인문학연구』16(2012),

가톨릭관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 50-54.

41) 박삼열. 「파토스가 글쓰기와 말하기에 미치는 영향」, 『철학탐구』, 제41집(2016),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pp. 125-47.

42) 오상길(주 2),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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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속성으로 이루어진 미술운동’을 지양하고자 했다. 기존의 권위적인

단체들, 의례적으로 어느 정도의 모델을 갖추고 작업의 방향을 정해놓은

모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회원 가입이나 탈퇴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매년 참여

작가를 새로 선정하는 방식을 택했다.43) 문범은 매년 바뀌는 작가의 수

가 로고스와 파토스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필요하

면 모였다가 전시가 끝나면 흩어지는 방식은 권력 구조로부터 자유로워

지기 위함이었다.44)

1986년 관훈미술관에서 창립전(도 1)을 연 로고스와 파토스는 20대에

서 40대까지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출신 작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참여

작가가 계속하여 바뀌는 비고정적 그룹이었다. 로고스와 파토스는 1986

년부터 1999년 해체하는 해까지 매년 여름 관훈미술관 전관을 사용하는

대규모 전시회를 열었으며,45) 전시명 또한 그룹명과 같은 《로고스와 파

토스 展》이었다. 관훈미술관 개관 7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1

회전의 참여작가로는 권훈칠, 김덕년, 김주호, 김호득, 김희숙, 노상균, 도

흥록, 문범, 박정환, 신옥주, 신현중, 양희태, 유인수, 윤성진, 이귀훈, 이

기봉, 이원곤, 이윤구, 이인수, 장화진, 조덕현, 최광현, 최병민, 최인수,

최효근, 형진식, 홍명섭이 있으며(도 2,3,4), 참여 작가는 문범, 홍명섭, 형

진식 등이 작가이자 기획자로서 매년 새로 선정하였다.

서성록은 로고스와 파토스에 대해 이전 세대의 작가들과 비교하여 새

로운 면모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46) 이종숭 또한 1995년 열린 《로고

43) 최금수, 「현장의 작가1-로고스와 파토스」,『가나아트』, 1994.9/10, pp. 106-107.

44) 월간미술 편집부, 「소그룹 운동으로 보는 한국 현대미술사-LOGOS&PATHOS」,

『월간미술』, 2005.2, p. 62.

45) 관훈미술관은 현재 관훈갤러리로 명칭을 변경했다.

46) “이들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면모는 사실상 없다. 생각은 앞서고 작품은 뒤지

는 문제 때문에 한층 더 안타까움을 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기적 문화 양상에

대처하는 절실한 추상미술의 재탄생과 만연되어있는 형식 획일화의 상황에 형식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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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파토스 展》에 대해 10년이나 꾸준히 열린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집

단의 성격이 모호하다고 평했다. 그룹의 성격을 드러낼 만한 강령이나

이념의 제시가 없었으며, 80년대에 내세운 ‘추상 정신’이라는 모호한 개

념조차 핵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무목적성’과 자연

스럽게 나타나는 현대성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 이들 그룹을 나타내는 특

징이라 평하기도 한다.47) 한편 윤진섭은 로고스와 파토스의 태도에서 주

목할 만한 것으로 모더니즘을 극복할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그것의 정

신을 계승하고 발굴하면서 현대적 조형어법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다는

것을 꼽았다. 윤진섭은 이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모더니즘은 서양의 모더

니즘이 아닌 ‘한국의 역사적 전통 속에 뿌리를 둔 문화적 의식 운동’으

로, 근대화 이후 형성되었던 모더니즘을 뜻한다고 언급한다.48) 문범 역시

서양의 모더니즘 수용은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피력했

다.49)

서성록을 포함한 평론가들의 평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

로고스와 파토스는 이전 세대와의 단절을 통해 새로운 형식의 작품이나

이론을 생산하기 위한 그룹이 아니었다. 이들의 활동은 단지 자유롭게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매년 바뀌는 작가, 그리고 추구

하고자 했던 이념의 부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로고스와 파토스는 다른

소그룹에 비해 결속력이 느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로고스와 파토스는 마지막 전시인 《로고스와 파토스 14회 展》까지 꽤

오랜 기간 전시를 열었다. 이는 결속력과 무관하게, 작가 개인의 의지와

의 중층성과 복합성을 부여했다는 이유에서 다시금 이들이 상정한 문제를 주의깊게

거론할 필요가 있다.” 서성록, 「갈등의 시대, 새로운 대응논리를 찾는 두 그룹」,

『월간미술』, 1989.8, pp. 27-30.

47) 이종숭,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의 혼재-로고스와 파토스展」, 『월간미술』, 1995.9,

p. 127.

48) 윤진섭 ,『한국 모더니즘 미술연구』(도서출판 재원, 2000), pp. 204-205.

49) 김찬동 외 6명(주 39),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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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전시의 필요성을 작가들 스스로가

느낀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2) 타라 (TA-RA)

타라는 김관수, 오재원, 이훈 3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소그룹으로, 그룹

명은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석판이라는 뜻의 라틴어 타블라 라사

(Tabula rasa)의 앞글자로 만들어졌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빈 석

판 타블라 라사는 인간이 어떠한 것도 갖고 있지 않은 빈 백지와도 같은

상태에서 태어나 서서히 채워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로, 타라

의 기존의 의식이나 생각을 백지로 돌리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타라

창립전 서문에 따르면 이들은 “만연된 매너리즘, 무의미한 자기복제” 등

현대미술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반성하고, 개인의 관심이나 감성을 적

극적으로 내보이고자 한다.50) 따라서 미학적인 이념이나 방법론을 제시

하기보다는 개별적 실험의 매체를 통한 작업을 시도했다. 70년대에서 80

년대로 이어진 쟁점이나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타라는 1981년 동덕

50) “오늘에 있어서 한국현대미술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

만연된 매너리즘, 무의미한 자기복제 등 심각한 문제들이 현대미술의 주변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자기반성과 용기 있는 시도를 꾀해야만 하겠다는 생각을 품게 하는 것

같다. 그 새로운 지후로서 여기 세 사람과 같은 형태의 소규모 실험들이 조용히 그

구체저긴 노력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거창하게 집단적 마니페스트를 우선

한다기 보다는 각 개인의 관심과 감성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듯 보여 진

다. 따라서 이들은 이념적 결속력을 가진 그룹이랄 수는 없지만 사뭇 개인적인 관심,

심리적이며 감성적인 측면을 교묘히 부각시키면서 소박하게 오늘의 상황 속에서 ‘개

인’을 강조하고 가누어보려고 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삶의 주변에 관한 관심이라든가

의식의 심리적 추적 등이 이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어쩌면 새로운

자세에서 새로운 형태로 자신을 점검할 개인의 의식을 볼륨있는 소리로 끌어내어 가

치를 부여해보겠다는 노릇이 아닌가 한다.…”

「TA-RA 창립전 서문」, 『TA-RA 1회전 브로슈어』,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MG 컬렉션.



- 26 -

미술관에서 창립전을 열고, 매년 꾸준히 그룹전을 연다. 1982년 관훈미술

관에서 열린 2회전(도 5)에는 그룹을 만든 김관수, 오재원, 이훈 외에도

육근병, 이교준, 박건 등의 작가가 참여했다(도 6,7,8,9). 2회전 서문에서

타라는 여전히 집단에 대한 동경보다도 개인이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개별적 실험’을 다시 한번 강조한

다.51) 3회전에는 강영순, 김관수, 예유근, 오재원, 육근병, 이교준, 이훈

등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4회전에는 3회전 참여 작가에 박은수가 추가로

참여하였다. 5회전에는 안희선, 이강희, 이장하, 이혜옥 등이 함께 참여했

다. 타라가 5회전을 할 당시는 난지도나 메타복스가 생겨날 즈음이었는

데, 미술계에 대한 강한 이슈를 제기한 다른 소그룹의 등장으로 타라 또

한 작가들 간의 공통분모를 이끌어내려 시도했으나 이념을 표방할 필요

성을 느끼지 못해 이전까지의 전시와 같이 개별적인 작업을 보인다. 김

관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타라는 80년대 초반까지 70년대 기성 작가들과

함께 어울렸지만, 84년도를 전환기로 하여 새로운 좌표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52) 타라는 5회까지와 같은 작가 구성으로 1986년 6회전

까지 열었다. 1987년 《TA-RA 7회 展》에는 최정화가 함께 참여한다.

최정화의 경우, 후에 살펴 볼 뮤지엄 활동 이전에 타라의 회원으로 참여

했으며, 1990년 이후 나타나는 키치한 플라스틱 작업이 아닌 표현주의

51) “언제부터인가 개인은 그들의 문명집단과의 관계를 자못 불편스러운 것으로 느끼게

되었던 것 같다. 또한 집단에 대한 동경과 염증으로 인해 개인이 지향하는 일면에는

다양한 우상과 소유 지향적 삶이 지적되기도 한다.…사회가 비대해 질수록, 집단과 집

단 사이에 문화적 의미의 가치기준을 적용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하게 여겨진다. 대소

집단들이란 이해관계로 짜여질 수 밖에 없음이 보편적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

정으로 집단은 윤리적 촉각으로써보다는 충실한 개체로서의 개인을 요구하기 쉬워지

며 따라서 개별적 가치판단의 진지한 활동이라…동란 직후의 세대에 속하는 TA-RA

의 작업은 이 세대를 삶에 있어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을 가늠해보려는 개별적

실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TA-RA 2회전 서문」, 『TA-RA 2회전 브로슈어』,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MG 컬렉션.

52) 김관수 인터뷰, 오상길(주 2),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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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구상회화를 선보였다(도 10). 타라는 1989년 백송화랑에서 열린

8회전을 끝으로 해체된다. 8회전에는 강영순, 김관수, 김장섭, 박두영, 박

은수, 안희선, 육근병, 이교준, 이진휴, 이훈 등의 작가가 참여했다. 육근

병은 1992년 열린 카셀도큐멘타(DOCUMENTA IX)에 선정되었는데(도

11), 당시 카셀에서 선보인 작품이 바로 《TA-RA 8회 展》에 출품되었

던 <풍경의 소리+대지를 위한 눈(The Sound of Landscape+Field(Eye)>

이다(도 12). 거대한 흙무덤 안에 눈이 나오는 작은 모니터가 들어 있는

<풍경의 소리+대지를 위한 눈>은 육근병의 대표 작업으로, 무덤 속 모

니터의 눈은 미술의 시각적인 눈, 역사를 바라보는 눈, 경험으로서의 눈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53) 육근병의 작업은 2016년 부산비엔날레에

서도 전시된 바 있다(도 13).

이영철은 타라의 해체전인 《TA-RA 8회 展》에 대해 타라가 기타

소그룹보다 회원 수가 적을 뿐 아니라 공유하는 뚜렷한 표현이념을 제시

하기에는 작품의 성격이나 방향이 질적 수준과 별도로 애매하다고 평하

며, 이들의 전시가 단지 친목을 동호하는 작가 동호인의 모임과도 같은

느낌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타라의 작품이 70년대의 평면과 입체의

논리에서 벗어나, 사물, 사물과 공간의 관계, 사물과 시간의 관계에 대한

설치미술의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었으나, 설치미술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미술이라는 점 외에 제작 방식은 모더니즘 미술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54) 타라는 대체로 이전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미술의

신화적 가치나 고고학적 가치의 점검을 통해 모더니즘 형식과 의미의 확

대를 시도했으며, 이러한 시도는 1980년대 초반 모더니즘 진영 내에서

파격적인 모색으로 받아들여졌다.55) 그러나 이영철의 평과 같이, 타라는

53) 윤우학, 「육근병展」,『월간미술』, 1993.8, p. 122.

54) 이영철, 「새로운 소재의 발견과 기법의 확산- 타라 그룹展」, 『월간미술』, 1989.9,

pp.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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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부로 갈수록 그 힘을 잃고 연례행사와도 같은 전시의 반복으로 해체

하게 된다.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출발한 타라는 독특한 성격을 지난 소

그룹으로, 매년 꾸준히 전시를 열고 긴 기간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또한 개인의 작업을 그룹으로 묶어 꾸준히 활동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개별적 문제의 지속적인 탐구, 그리고 다양한 양상을

가진 작가들이 안정적으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하며 의

미 있는 활동을 한 것이다.56)

2. 탈모던 소그룹

1) 메타복스 (META-VOX)

메타복스는 1985년 등장하여 1989년 해체되었다. 메타복스는 ‘변화 혹

은 초극’의 의미를 가진 ‘메타(Meta)’와 ‘소리, 음성 표현’ 등을 의미하는

‘복스(Vox)’의 합성어로, 모더니즘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학을 정립하고자

하는 그들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이름이다.57) 1985년 후화랑에서 있었던

창립전 서문에 따르면 메타복스는 “오브제 미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브제 미술을 도구화함으로써 미술 언어의 건강한 기의를 회복코자 한

다. 메타언어를 추구하여 표현과 서술 그리고 상징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물성의 자기현시로 인해 축소 내지 상실된 인간성의 회복을 끊임없이 모

55) 김찬동 외 6명(주 44), p. 50.

56) 전상민, 「80년대 한국미술운동」, 서울현대미술연구소, 『20세기 한국미술운동사』

(서울현대미술연구소, 2010), p. 259.

57) 도록 등에 표기된 메타복스의 정식 명칭은 META-VOX이지만, 본 논문은

META-VOX를 편의상 메타복스(한글)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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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한다.”는 목적 아래 만들어졌으며, 모더니즘의 비판과 극복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58) 메타복스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갖

고 모인 스터디를 그 전신으로 한다. 당시 모더니즘 화풍이 주를 이루던

홍익대학교 내부에서 자체적 극복의 일환으로 스터디를 시작으로 한 메

타복스는 한국 미술에서 드물게 처음부터 제도 비판이라는 목표를 적극

적으로 드러냈다. 김찬동은 스터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모더니즘 미학

이 한국에 수용되는 데에 따랐던 여러 가지 모순과 한계를 꼽았으며, 그

러한 환경을 탈피하고자 한 방법의 하나가 바로 소그룹 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라고 언급 한 바 있다.59)

모더니즘 미학의 정체와 그것을 극복하려는 이론적 문제의식에서 출발

한 그룹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은 학술적이고 전략적이었다. 양식적

으로 난지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메타복스가 당시 미술계에서 주

목 받았던 이유는 이들이 당시 화단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화단 내 패권

주의와 관습주의를 겨냥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 시도했기 때문이

다. 분명한 목적의식 아래 전시를 구성했으며, 자신들의 문제의식 또한

화단 전체와 함께 공유하고자 했고, 전시 뿐 아니라 장르간 연계, 이론

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60) 이들의 관심사

는 전통 미술부터 서양사상까지 다양했지만 주로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은 3년 이상의 기간 미술 이론에 대한 탐구

그리고 작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여 공통의 문제의식을 도출하였으며,

스승들에 의해 진행된 추상미술에 대한 비판을 통해 그 영향에서 탈피하

고자 하였다.61) 메타복스 회원의 대부분은 70년대 말 모더니즘 교육을

58) 「메타복스 창립전 서문」, 『META-VOX 창립전 브로슈어』, 국립현대미술관 미술

연구센터 MG 컬렉션.

59) 김찬동 인터뷰, 오상길(주 2), p. 129.

60) 문혜진(주 1), p. 106.

61) 오상길(주 2), p.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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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학생들이었다. 메타복스 창립 회원인 김찬동, 안원찬, 오상길, 하민

수, 홍승일 등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박서보, 하종현, 서승원 등으

로부터 교육받았으며, 7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는 단색조 회화와 개념

미술 등을 체험한 세대이기도 하다.62) 앵포르멜을 이어 단색조 회화로

이어지는 아방가르드를 경험한 이들이 또 다른 새로운 미술에 대해 생각

했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김찬동은 88년 열린 좌담에서

새로운 미술에 대한 관심은 큰 잠재력이 있다고 해석하며, 이 같은 시도

를 단순한 반발로만 보아서는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63)

한편 메타복스는 본론 Ⅱ장 3절의 탈모던과 포스트모던 논쟁에서 계속

하여 언급되던 것에 대해 그룹 내의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탈모던에 대한 개념 자체도 정립되어있지 않은 과도

기적 상황에서 그룹의 성격 규정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

가 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더니즘에 대한 대응 논리로 포스트모

더니즘을 가져온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탈모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포스트모던 담론 내에서 언급되

는 것보다도 화단을 지배하던 구조나 제도권에 대한 실천적 전략이 더

주목받길 원했다. 메타복스는 제도권이 표방하던 시스템에 대한 거부를

드러냈는데, 제도권의 공모전이나 초대를 거부한다거나, 작품을 사회 속

에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

속했다.64)

62) 윤진섭, 『한국 모더니즘 미술연구』(도서출판 재원, 2000), pp. 197-98.

63) “그룹이 이념이 약하다든가 그 동기를 다분히 70년대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반발

로만 보는 것은 기성의 시각에 오염된 위험한 시각이라고 본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

고 이전 세대의 이념을 비판하지 않고 출발하는 새로움이란 불가능하다. 단지 전대의

논리가 획일화 되었기 때문에 새롭고 다양한 이념과 관심들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일

뿐, 큰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싶다. 단순히 ‘반발’이라는 표현보다는 폭넓은 ‘비

판’의 시각으로 보아야겠다. 제기된 이념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동안 진지한 관심

과 본격적인 논의가 없지 않았나?”

김찬동 외 6명(주 44),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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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복스는 1985년 후화랑에서의 창립전을 시작으로 총 4회의 그룹전

과 4회의 기획전, 그리고 두 번의 초대전을 포함하여 10번의 전시에 참

여했다.65) 창립전에 참여한 작가로는 김찬동, 안원찬, 오상길, 하민수, 홍

승일이 있다. 5명으로 시작된 메타복스는 강상중, 김성배, 장기범, 조성

무, 서정국 등 5인을 포함한 10인으로 늘었고, 1986년 관훈미술관에서 기

획전 《EXODUS 展》을 연다. 본격적으로 모더니즘에 대한 반기를 든

것은 《EXODUS 展》에서부터였는데, 이는 전시 서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66) 이들은 서문에서 직접 ‘지루하고 난해했던 관념주의적 모더니즘’

의 반복을 끝내고 개인의 새로운 체험을 드러내고자 했으며, 모더니즘

미학의 한계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브제에 대한

고민 또한 드러나고 있는데, 《EXODUS 展》 서문에 따르면 “종래 오브

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의 탈출이며 작가의 내적 체험

과 밀착돼 개인의 세계로의 회귀를 기도하는 것”이 작업을 구성하는 특

징이라 말하기도 한다.67) 1987년 관훈미술관에서 열린 《META-VOX 3

회展-환경과 조형의 앙상블을 위한 에스키스》(도 14)은 앞서 언급했듯

64) 김찬동 인터뷰, 오상길(주 2), pp. 131-33.

65) 메타복스 기획전으로는 《EXODUS 展》(1986), 《한국현대미술의 최전선 展》

(1987), 《上下(상하) 展》(1987), 《해빙 展》(1987)이 있으며, 초대전으로 《‘87문제

작가작품전 展》, 《30대 展》 등에 참여했다.

66) “오늘 여기 10여명의 젊은 작가들이 모인 것은 지루하고 난해했던 관념주의적 모더

니즘 끝에 오는 혼미하고 지루한 추종과 반복을 청산하고 새로운 극복의 과제를 각자

의 개별적 체험을 통해 풀고자 하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자세의

표현이다. 이 젊은 작가들은 그들의 그 어떤 선배들보다 비교적 안정된 시대적 기반

위에서 작가 수업을 한 윤택하고 풍요로운 여건 속에서 자신들의 세계를 펼칠 수 있

는 이들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더니즘을 뚜렷이 목도한, 그리고 그 것

을 수업한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모더니즘 역사가 그 짧은 기

간에 그리고 지역적, 상황적 특수성 속에서 그 나름의 수용과 꽃을 피운 사실에 대해

서 그리고 또한 그 나름의 반성적 계기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대가 이 젊은 작

가들에게 그 모더니즘 미학의 한계가 무엇이며 왜 획일화되고 경직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는가에 대한 냉철한 비판의식을 심어주기도 한 것이다.…”,

「EXODUS 서문」,『META-VOX 2회전-EXODUS 브로슈어』, 국립현대미술관 미술

연구센터 MG 컬렉션.

67)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MG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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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형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도시환경 조형물에 대한 전시였

다. 예술적 도시공간과 주거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

한 드로잉과 모형을 만들어 전시했다. 이들은 당시 재개발 계획이 있었

던 여의도 선착장 한강 고수부지를 선택하여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

업을 전시장 내에 작품을 설치했다.68) 건축, 조경 등 타 분야와의 연계적

선행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했지만 실제로 전시 전에 이루어지지는 않았

다. 또한 건축가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획전을 마련한다는

의지는 4회전에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메타복스는 물성에 대한 검토와 재인식에서 출발하여 물질의 표현성에

주목한다.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물질 그 자체에 집중하여 표현

한 것이다. 이들은 사물을 표현 매체로 전환하여 표현성과 서술성을 회

복하고자 했으며, 오브제를 소재화, 도구화한다. 메타복스 설립부터 해체

까지 참여했던 하민수는 주로 나무 판 위에 흰 천을 붙이고 채색을 하는

작업을 지속했다. 접착제를 통해 천을 부착하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자연

스러운 패턴이 물(物) 자체의 표현이며, 그 표현이 또한 본인의 자전적,

심리적 표현의 반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69)(도 15, 16) 이후 하민수는

1993년 ‘30캐럿’70)이라는 그룹을 결성하여 억압된 여성 문화를 주제로 작

업을 계속해나갔으며, 1996년 이후 눈에 띄는 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2016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X: 1990년대 한국미술》에 30캐럿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오상길 역시 설립과 해체를 함께 한 주요 작가로, 창

68) 김찬동, 「META-VOX 3회전 서문」, 『META-VOX 3회전 브로슈어』, 국립현대

미술관 미술연구센터 MG 컬렉션.

69) 김홍희(주 25), pp. 39-40.

70) 30캐럿은 김미경, 박지숙, 안미영, 염주경, 이승연, 이현미, 임미령, 최은경, 하민수,

하상림 등 32-36세의 여성 작가들이 모여 결성한 그룹으로, 여성 문제를 개인의 문제

로 환원시켜 풀어나간다는 점에서 주목받은 그룹이다.

윤철규, 「30대 여성화가모임 30캐럿 그룹미술에 새바람」, 중앙일보, 1994.9.7.

http://news.joins.com/article/2932476 (2017. 10. 11. 최종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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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전과 2회전에서 캔버스와 동판을 이용한 작업을 선보였다.(도 17, 18)

부분적으로 훼손하거나 긁은 캔버스 위에 조각난 동판을 엮어 부착하고,

그을린 자국처럼 채색하거나 다양한 색으로 흩뿌리는 등의 채색을 했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오브제들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던 오상길은 메타복

스 해체전에서 입체적인 평면이 아닌 본격적인 설치 작업을 시작했으며,

가변적이고 다양한 연출을 통해 오브제를 통해 주로 원형의 이미지를 전

달했다.71) 오상길은 작가 활동 이후에도 현재까지 전시 기획과 평론, 출

판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조성무는 사물이 지닌 본래의 특성을 드

러내는 작업을 한다(도 19). 소나무 껍질, 원색적인 문양의 천, 볏짚이나

마른풀 등 되도록 가공하지 않은 원재료의 특성을 살리며, 다양한 재료

들을 한곳에 모아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낸다. 청색이나 황색, 적색 등 무

속적인 원색의 색채를 사용하여, 토속적인 느낌을 자아내며, 전통과의 맥

을 잇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진섭은 조성무 작업의 전체적인 색채의

유치함과 재료의 생경함에 대해 세련된 차원으로 이끌어 내는 데에 걸림

돌이 된다고 표현한 바 있다.72)

메타복스는 백송화랑에서의 2회전, 관훈미술관에서의 3회전, 문예진흥

원 회관에서 4회전, 녹색갤러리에서의 해체전까지 총 5회의 그룹전을 열

었다. 1980년대 소그룹이 그 수가 많은 것 비해 각 그룹당 전시 횟수는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는데, 메타복스는 4회의 전시와 1989년 녹색갤러

리에서의 해체전, 그리고 그룹전 외 기획전까지 참여한 것으로 보았을

때 꽤 활발한 미술 활동을 지속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활동 기

간이나 전시 횟수 등에 비해 현재까지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작가나 남

아있는 작품은 드문 편이다.

71) 이재언, 「‘거대한 담론’의 주체적 수용」,『선미술』, 1991.봄, p. 79.

72) 윤진섭, 『현대미술의 쟁점과 현장』(미진사, 1997), pp. 2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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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지도

난지도는 메타복스와 마찬가지로 모더니즘에 대한 극복과 일탈을 목표

로 등장한 소그룹이다. 당시 홍익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김흥년,

박방영, 신영성, 윤명재, 이상석 5명의 작가에 의해 1985년 창립되었다.

그룹명은 1978년부터 15년간 쓰레기 매립지로 지정되었던 난지도에서 유

래한 것으로, 버려진 사물들을 매개로 하여 존재의 당위성을 드러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들은 메타복스와 마찬가지로, 당시 미술계의 주된

양식이었던 모더니즘과 민중미술 외에 새로운 대안의 하나로 소그룹을

결성했다는 데에서 그들 자신의 의의를 찾는다.73) 신영성의 인터뷰에 따

르면 이들에게 소그룹은 숨 쉴 ‘자유 공간’이었으며, 이는 신세대 그룹의

성격을 나타내기도 한다.74)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 메타복스와 난지도는

본래 통합된 하나의 그룹으로 출범할 예정이었으며, 메타복스의 김찬동

과 오상길, 난지도의 신영성, 윤명재가 뜻을 함께하였다. 그러나 기존 화

단에 대한 의식의 차이로 의견 통합에 문제가 생겼고, 난지도에 속해있

던 구성원들의 반발로 통합이 무산되어 각각 다른 그룹으로 출범하게 된

73) “80년대 미술계의 상황은 미술 고유 창작의 순수성을 넘어서서 미술 자체가 제도화

되고 도식화되면서 정치적인 권위주의가 패권화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한

다. 이러한 제도권 미술에서의 매너리즘 창작 고갈 상태에서 민중미술이 등장, 전개되

고 양 진영이 대립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20대의 청년 작가들이 하나의 대안으로 난

지도를 결성하게 되고, 이것이 80년대 한국미술의 독특한 특징으로서 그 시대에 있어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신영성 인터뷰, 오상길(주 2), p. 69.

74) “80년대 한국미술의 전반적인 정황은 홍익대를 중심으로 미니멀이라는 하나의 흐름

과 서울대를 중심으로 하는 관학적인 미술이 획일화되고 강요되었던 시대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세대에게는 숨 쉴 자유공간이 필요하였고, 그 공간을 찾아 모험을 시도

하였다. 그래서 난지도라는 그룹을 결성하면서 그들만의 공간을 발견하고 그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예술에 있어 표현의지의 자유로움과 매체의 다양성 등

의 방법론으로 그 당시 새로운 영역이었던 입체, 설치를 중심으로 그룹 활동을 전개

하였다.”

신영성 인터뷰, 오상길(주 2),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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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메타복스가 기타 장르와의 연계, 주제나 테마전의 개최, 현대 미술의

이론적 검토 등 다양한 계획을 세운 한 편, 난지도는 대규모 기획전이나

사회 안에서 미술의 대응 논리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두 그

룹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다.75) 난지도는 창립전76)에서 밝혔

듯, 기존 회화의 참여적이고 명상적인 흐름이 회화의 실재와 생활과 괴

리감을 느끼게 하므로, 실제적인 주변과의 호흡을 함께한 작업을 하고자

했다. 즉 예술의 내부적인 가치에 집중하여 ‘미술은 시대의 거울이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을 미술에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에 대한 고민과 삶의 문제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77)

난지도는 1985년 관훈미술관에서의 창립전을 시작으로 3회의 그룹전을

개최했으며, 《물의 신세대 展》, 《서울 ‘86 행위·설치 예술제 展》,

《한국 현대미술의 최전선 展》, 《한국현대미술-태풍의 눈 展》,

《1988 물질을 넘어-포스트모던에 있어서의 물질과 정신 展》 등의 타

그룹과의 연립전에 참여했다. 1986년 관훈미술관에서 열린 《물의 신세

75) 서성록, 「“메타복스”가 거둔 것과 잃은 것-메타복스 해체전에 접하며」,

『META-VOX 해체전 브로슈어』,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MG 컬렉션.

76) “우리의 입장

우리는 과거, 미래보다는 오늘의 범주를 찾고자 한다. 우리에게 현실은 중요한 이슈

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저급하지도 않고 비리와 하층만을 선택하여 표상할 만큼

단순하지도 않다. 이것은 작품도 하나의 현실이기에 우리는 진지하게 그 물음을 되물

음 해야만 하는 것이다. 회화에서의 현실은 그 독자적인 순수함을 상실할 때 왜곡되

는 것이다. 또 우리에게 있어 평면이 주는 의미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 이전(以前)의

에네르기는 장식적인 되풀이로 전락하고 진부함을 드러낼 뿐이다. 기존 회화의 흐름

이 지나치게 참여적 혹은 명상적이어서 실질적인 우리의 생활과 회화의 실재와는 괴

리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회화를 현실생활과 좀 더 밀착시키기 위하여 우리

의 작업은 실제적인 주변으로부터 호흡을 같이 하고자 한다. 그 호흡은 결코 회화 자

체를 유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의 노정으로서 인간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 우리

에게 주변 사물은 그러한 낙과 지루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던져주었다.

사물은 그 자체로서 충실하며 언제나 솔직한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물을 결코 개념에 얽매여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의 본질을 확대하여 표출을 통한 그

로부터의 느낌을 제시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회화공간에서 인식과 부정을 내포한

해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을축년 1월 1일 난지도”

「난지도 창립전- 우리의 입장」, 오상길(주 2), pp. 95-96.

77) 이준희(주 5),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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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展》은 난지도가 주축이 되어 기획한 전시로, ‘물(物)’에 대한 재해석

이라는 주제 아래 37여 명의 작가들이 참가한 전시였다. 당시 평론가 김

복영은 전시 서문에서 참여 작가들을 ‘이 시대의 첨병(尖兵)’으로 지칭하

며, 이전 시대의 작가들과 달리 이들에게는 밀도 있는 체험이나 우러난

지혜 따위가 없으며, 기존의 관점이나 가치들이 쉽게 용납되지 않는 이

작가들이 전환의 시대에 서 있는 뿔장군이라 하기도 했다.78)

1987년 열린 《제 3회 난지도 展》에서 하용석의 전시 서문은 난지도

가 추구하고자 했던 바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하용석은 당시 예술

가들이 아방가르드나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서양의 새로운 미술 용어들이

정신없이 몰아쳐 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 허우적거렸던 것이 예술가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애매한 표현에 현혹되어 작가 본질을 잊어서

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하용석은 이러한 상황에서 난지도의 등장은 단순

히 사조에 얽매이는 작품이 아닌 현실 지향적인 작품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79)

난지도는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주목한다. 난지도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 일상적인 물건이나 폐품을 사용하며, 훼손된 물질을 통하여 현

대화 과정에서 희미해진 인간가치에 대한 패러디와 함께 사회에서 자본

과 대량 생산 때문에 붕괴한 현실을 비판한다.80) 당시 일부 미술평론가

는 난지도를 정크아트(Junk Art)로 소개하기도 했으나, 난지도 작가들은

이를 거부하며 자신들의 작업을 정크아트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언

78) 김복영, 「물의 신세대전 서문-다시 물(物)을 향하여」, 오상길(주 2), pp. 105-11.

79) “우리들의 등장은 단순한 오브제적 사고, 장르 개념의 확대, 환경에로의 확산, 시세

나 사조 등에 연연한 상황 제시를 위한 입체적 작품의 지향이 아니라, ‘물성(物性)-관

념’을 초월한 어줍잖은 물질의 제시가 아니라 ‘피안의 세계’와 ‘현실’을 넘나드는 진정

한 초월적 인식 속에서의 확고한 역사·세계관에 입각한 주제의 세계성 획득과 형식에

있어서의 입체성 확보를 위한 조용한 일보를 내딛었던 것이다.”

하용석, 「거듭나는 난지도-시대적 미(美)의식의 천착」, 오상길(주 2), pp. 102-104.

80) 김홍희(주 25),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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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다. 한국의 시대적 상황이 50년대 전쟁,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교육

혁명과 산업혁명,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민주화혁명을 차례로 거치는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의 인간 군상을 소외되고 버려지

는 사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문명을 비판하고자 했기 때문이다.81)

이들은 창립전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 폐품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현실 그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여기며, 일생 생활과 예술

을 분리하지 않고 공간 속에 현실과 사물이 공존하여지는 것을 의도했

다.82)

난지도 창립 멤버 중 하나로 창립전부터 3회전에 모두 참가했던 신영

성은 오브제뿐 아니라 행위예술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현대 사회의 모순

을 지적하고 인간성의 회복을 보여주는 작업을 지속했다. 그는 서구자본

주의와 과학기술문명,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서열화하는 것 대한 비판을

일상의 오브제를 통해 계속해왔다. 시계나 전축 등 버려진 폐품을 망치

와 톱, 불과 인두 등으로 망가뜨리는 작품을 제작했다. 《제3회 난지도

展》에 출품된 <선풍기>(1987)(도 20)는 8대의 선풍기를 이용한 작업으

로, 날개를 제거한 선풍기 4대를 벽에 무작위로 부착하고, 나머지 4대는

바닥에 늘어놓았다. 날개를 제거한 선풍기는 그 형체를 잃어 선풍기임을

짐작하기 어려우며, 그 용도마저 상실한다. 신영성의 <선풍기>는 2016년

81) 신영성 인터뷰, 오상길(주 2), p. 72.

82) “…우리는 폐품 따위를 예술 작품으로 전이시켰다고 해서 무턱대고 예술가에게 생명

의 부여자라는 칭호를 붙이지는 않는다. 그것을 파악하는 일이란 무척 까다로운 숙고

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상적인 현실성은 어렵게 말하자면 他界性(타계성,

Other worldness)의 不定(부정), 즉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의 상

태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그것을 철저한 일상 생활의 현실을 지칭한

다. 현실에서 비롯되는 오브제의 경향은 대략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현실의 모습을 사물적인 오브제로 이해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현실에서 나타난 모든

현상을 조형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다……그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현실의 실제

공간과 호흡하기를 원할 뿐이다. 오브제는 어차피 현실과 더불어 사물 가운데 공존되

어 지는 것일 테니까…”

「난지도 창립전 서문」, 오상길(주 2), pp.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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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비엔날레에서 <코리안 드림(Korean Dream)>(도 21)이라는 작업으

로 다시 만들어진 바 있다. <코리안 드림>은 선풍기 수십 대의 날개를

없애고, 모터와 본체만을 벽에 고정한 설치 작업으로, 1987년대의 작업이

확장된 형태이다. 이 외에도 버려진 폐목을 그을려 숲을 만든 윤명재의

<숲(Forest)>(1987)(도 22), 짚을 이용해 일상의 사물을 뒤덮은 기둥을

만든 박방영의 <신화(神話)>(1987)(도 23), 폐품과 나뭇가지, 그을려 구

멍난 천을 이용한 설치 작품인 이상석의 <Ceremony>(1987)(도 24) 등

의 작업 등이 있으며, 현재는 당시 전시 도록의 도판으로 확인 할 수 있

다.

3. 신세대 소그룹

1) 뮤지엄 (MUSEUM)

뮤지엄은 1987년 만들어진 소그룹으로, 관훈미술관에서 창립전

《Museum 展》을 열었다. 뮤지엄의 창립 연도는 1985년 만들어진 메

타복스와 난지도와 2~3년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

지엄은 ‘80년대 소그룹’에 묶이기보다는 ‘신세대 소그룹’으로 언급되곤 한

다. 90년대에 ‘신세대’라고 하는 급부상한 단어는 단순히 새로 등장한 젊

은이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며, 단어의 등장과

동시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 예로 현실문화연구의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의 서문83)에서 신세대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과 문화 안에

83) “요즈음 신세대라는 말이 언론, 학계, 그리고 예술의 영역에서 자주 등장한다. 그들

은 오렌지족으로 불리기도 하고, 신인류라는 일본식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신세

대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그들이 우리와는 다른 독특한 감수성과 이미지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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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전 시대의 것과는 다른 독특한 감수성과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나

타난다. 뮤지엄이 신세대 소그룹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앞서 등장한 그룹

과의 성향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와 미술 양쪽에서 이전과는 다

른 어떠한 분기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1987년 민주화운

동은 지속적인 군부 독재와 권위주의적 정치를 청산하였고, 전반적인 시

민 의식의 성장을 가져왔다. 또한 1988년에는 올림픽을 기점으로 하여

1990년 초반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풍요와 함께 시민들 사이의 소비문화

가 발달하였고, 여가와 유흥 산업 또한 퍼졌다. 1980년대부터 진행된 도

시 유입 근로자들의 증가와 지역발전,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중산층

자산 증가가 그 경제적 변화의 요인이기도 하다. 88 서울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문화 행사의 개최와 동시에, 해외여행의 자유화, 위성TV의 발

전으로 해외 대중 문화유입 등 서양 문화에 대한 접근이 자유로워졌으

며, 컴퓨터의 대중화와 PC 통신, 비디오, 캠코더 등 생활 미디어가 확산

되었다. 영화나 만화, 대중음악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

로 한 문화 산업이 활발해졌으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또한 커졌다. 이 같은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변화로 새로운 세대

들은 문화적 취향과 정체성이 점진적으로 형성되었으며, 대중문화와 물

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대중 소비적 감수성이 나타난다. 정

치에 대한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동시에 개인주의적이

고 탈정치화 된 성향을 드러낸 것이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주

변의 일상과 개인적 욕구에 대한 관심이 주가 된 것이다.84)

는 사실에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신세대들은 새로운 사회적 환경과 문화적 조건 속

에서 태어난 아이들, 곧 우리 근대사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모던 프로젝트 혹은 발전

이데올로기의 적자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풍요 속의 소비자, 이미지 시대의 아이

들,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죽어가는 젊은이 등으로 우리와 차별화 시킨다.”

현실문화연구,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현실문화연구, 1993), 서문.

84) 안영노(주 4), pp.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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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한 첫 번째 신세대 소그룹이 바로 뮤지엄이

다. 뮤지엄은 1980년대 초부터 활동하던 소그룹과 본격적인 90년대 신세

대 소그룹의 과도기에 위치한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급격한 사회

문화적 변동 속에서 나타난 뮤지엄 창립전에는 고낙범, 노경애, 명혜경,

이불, 정승, 최정화, 홍성민 등이 참여했으며, 1987년 관훈미술관에서의

《뮤지엄 창립展》(도 25)을 포함한 3회의 그룹전, 1988년 금강르느와르

아트홀에서의 《뮤지엄 U.A.O(Unidentified Art Object) 展》등의 전시

를 열었다. 창립멤버이자 계속하여 그룹전에 참여한 고낙범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적 아카데미즘이라 할 수 있는 관전 혹은 공모전 스

타일의 미술과 한국식 모더니즘, 그리고 민중미술이라 불리는 정치 선전

적 미술이 주류였던 1980년대에, 이들의 이슈에 속하지 않는 작가들이

모여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뮤지엄의 목적이자 의

도였다. 또한 그룹 이름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즉흥성과 멤버들 각

각의 ‘감각의 탐닉’에 집중하여 이념적 목표 없이 전시를 진행한 것이 결

과적으로는 새로운 미술 양식에 대한 비평적 언어를 제시했다는 것에 의

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85) 뮤지엄 창립전 도록의 서문에 따르

면, 이들은 고낙범의 말과 같이 지극히 ‘개인적인 설화’를 작업의 기본

바탕으로 한다.86) 또한 앞서 언급되었던 메타복스나 난지도 등의 관심사

인 사회나 현실에 대한 통찰에는 관심 혹은 결의는 찾아보기 힘들며, 개

인 작업에 대한 열망을 더 크게 드러낸다. 이전 시대의 모더니즘과 민중

85) 고낙범 인터뷰, 오상길(주 2), pp. 263-64.

86) “여기에 모인 7명의 신예들은 지극히 사적인 관심사에서 출발한 ‘개인적인 설화’를

자신들의 작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이들에게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겠다’거나

‘현실이 처한 모순을 통렬히 비판해보겠다’는 비장한 결의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자신들의 심미안을 통하여 걸러내어진 사물의 표정이나 조응된 현실의 단면을

담담하게 표출해 낼 뿐이다.……우리들은 그 어떤 범주에도 속하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나는 이들의 말에서 개인의 심미적 자유를 속박하는 그 어떤 이론이나 이념도 원

치 않는다는 의지를 간파할 수 있었다.”

윤진섭, 「당돌한 표현력의 결집-또다른 여행을 위하여」, 오상길(주 2), pp. 2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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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로 대표되는 세대와는 미학적 단절을 보여주며, 도시 대중문화와 소

비 자본주의의 현상에 주목하는 감수성을 새로운 매체와 형식으로 드러

내고 있다.

뮤지엄은 1988년 《뮤지엄 U.A.O(Unidentified Art Object) 展》 이후

1990년 소나무 갤러리에서 《선데이서울 展》을 개최하는데, 창립 멤버

였던 고낙범, 명혜경, 이불, 최정화를 포함하여 안상수와 이형주가 함께

참여하였다. 이 전시를 기점으로 뮤지엄은 전시 제목이었던 선데이서울

이라고도 불리었다. 윤동천이 쓴 《선데이서울 展》의 전시 서문은 예술

을 대하는 이들의 관점을 보여준다.87) 뮤지엄은 기존 화단에 대한 관조

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의식을 보여주며, 동시에 개인주의 지향적인 작업

을 지속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동물이나 인간의 신체, 비닐과 플라스

틱 등의 일회용 소재를 이용하며 유기물과 무기물의 경계와 같은 주제에

도 관심이 있었으며, 이를 또 다른 서브클럽(SUB CLUB)과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프로젝트와 같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임시 공동체의 성격을

띠었으며, 개별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

다.88)

뮤지엄의 멤버로 가장 길게 활동한 고낙범은 마네킹이 플라스틱이라는

87) “통속, 저속함의 상징인 선데이서울이라는 비하된 명칭을 사용한 것은 어쩌면 예술

은 고귀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단면을 드러내 보인 것이라 여겨진다. 적어도 현황

에 있어 조형언어의 적당한 얼버무림이나 고상함, 우아함의 보루로서의 그림을 단념

해야함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갓 화단에 나올 때 내건 이름

이 ‘뮤지엄’이란 점이다. 박제화, 사물화 된 작품들의 창고로서의, 허나 권위와 전통의

상징인 뮤지엄을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걸머졌다는 것을 기존 화단에 대한

일종의 빈정거림과 도전이었다. 이제 얼마간, 결코 장구하지 않은 세월이 흐른뒤 이들

은 전혀 상반된 제명인 ‘선데이서울’을 택했다.……반면 이들이 지닌 가장 큰 맹점은

궁극적 지향점을 설정하지 않은데, 혹은 불확실하다는 데에 있다. 작업이 진행되면 될

수록 권위를 파괴하고 미리 규정된 통로를 벗어날 수 있으나, 신선한 지평을 열어보

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윤동천, 「보고서 보고서」; 「신세대 미술운동」, 『선미술』, 1991.가을, p. 68.

88) 여경환, 「X에서 X로: 1990년대 한국 미술과의 접속」, 『X: 1990년대 한국미술』

(서울시립미술관, 2016),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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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무한대로 형태의 재생산이 가능한 현대의 연금술적 재료이자, 일상성

과 통속성을 가진 인공재료라는 점에 주목한다.89) 고낙범의 <마네킹>

연작(도 26)은 한 가지 색을 사용해 캔버스 가득 눈, 코, 입을 확대한 얼

굴을 채우는 회화 작업이다. 그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아름

다움을 묘사하기 위해 마네킹의 얼굴을 이용했으며, 회화의 대상이 죽은

존재인지 살아있는 존재인지 보는 이로 하여금 혼란을 느끼게 한다. 탈

인격체의 마네킹은 현대인의 소외를 나타내기도 하며, 광고나 사진 속에

서 대중문화에서 소비되는 ‘스타’의 이미지를 비유하기도 한다. 고낙범은

하나의 색을 정해 같은 계열의 색을 여럿 만든 후 작업하는데, 예를 들

어 노란색을 사용한다면 노란 계열의 색들을 풍부하게 만든 후 의도에

맞게 그려 나가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미묘한 감정의 층위가 생겨나고,

색채의 차이를 마네킹의 형상이 드러나지만 이는 인간의 얼굴로 보기에

불편할 정도로 낯설고 기이한 느낌을 준다.90)

또 다른 창립 멤버인 이불은 정치사회적인 문제와 페미니즘에 대한 이

슈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창립전에서 그로테스크한 인체 모형을 만들고

(도 27), 뒤이은 전시들에서 날 생선에 번쩍이는 스팽글이나 플라스틱 구

슬 등의 장식을 붙인 이불은 생명에 대한 장엄함을 대변했다. 억압된 노

동현실을 표현하고자 했던 비슷한 시기의 민중미술 계열의 페미니즘 작

가들과 달리 이불은 성 정체성이나 문명 비판적인 관점을 드러내었다.

이불을 한국 미술계에서 각인시킨 작업 <수난유감-당신은 내가 소풍 나

온 강아지 새끼인 줄 알아?>는 돌연변이와 같이 몸 안의 장기가 변형되

고 촉수와 같은 형상을 나타내는 의상을 입고 거리를 헤매는 퍼포먼스

로, 한국 페미니즘 미술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꼽히기도 한다.91)

89) 고낙범, 「마네킹: 복수적인 동질성으로의 일류전 해부」(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1992), pp. 18-20.

90) 「고낙범-친숙한 그러나 낯선 얼굴」,『월간미술』, 2003.12, pp. 9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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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엄은 신세대 소그룹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고 볼 수 있다. 뮤지엄의 뒤를 이어 90년대 초반에 신세대 그룹이 다수

등장하였으며, 미술 관련 연속간행물에 ‘신세대 미술’이라는 고유 명사로

사용되기에 이른다. 이들의 활동은 학연에 기초하여 시작되지만, 교류를

통해 파격적인 표현의 부각으로 기성세대와의 시각 차이를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다. 『선미술』 1991년 가을호의 「신세대 미술운동」92)이라는

주제로 서브클럽(SUB CLUB), 커피-COKE, ACT, 푸른하늘, OFF AND

ON, WHO IS WHO 등의 그룹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미술세계』의

「이달의 특집2 신세대 그룹: 전환기의 신세대 미술운동」93), 「한국미

술 어디로 가고 있나-한국미술의 제경향-한국 신세대 미술의 단면」 등

의 글이 나오며, 미술계의 이목을 끌었다.

2) 황금사과

황금사과는 가치의 상징인 ‘황금’과 인류 최초 원죄의 매개가 된 ‘사과’

의 합성어로, 1989년 홍익대학교 서양화과 출신의 이용백, 이상윤, 백광

현 3인에 의해 결성된 소그룹이다. 황금사과와 뮤지엄은 명칭에서부터

전 세대와의 단절을 드러낸다. 뮤지엄의 경우 박물관이나 미술관과의 연

계가 없고 반미술관적이지 않았으며, 황금사과의 경우도 그룹명에 목적

이나 성향을 담지 않는다. 이전까지의 그룹들이 특정한 성격을 규정하거

나 명칭에 의미를 부여한 무거운 이름을 가진 것과 비교되는 것이다. 이

전 세대의 이데올로기, 평면성, 연대감, 연속성 등의 특징을 배제하고 일

91) 서울시립미술관(주 83), p. 177.

92) 선미술(주 82), pp. 63-72.

93) 이재언, 「전환기의 신세대 미술운동」, 『미술세계』, 1992.3, pp. 52-53.



- 44 -

회성, 즐거움, 다양함, 화려함, 탐미성 등을 고수했다. 당시 홍익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들의 움직임의 한 축으로 현재 홍대 앞 클럽 문화의 전신

이라고 할 수 있는 언더그라운드 문화를 눈여겨봐야 한다. 뮤지엄의 최

정화가 만든 오존(OZONE)은 이벤트성 전시와 퍼포먼스가 열렸으며, 키

치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진행되기도 했다.94) 대학생들이 모여 춤을 추

고 술을 마시던 아지트가 전시와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예술 공간으로 확

장된 것이다.

황금사과 역시 연대감을 쌓아 활동하던 이전 세대와의 단절과 자유로

이 활동하던 뮤지엄의 영향으로 뒤이어 등장한 신세대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창작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전반적인 미술계

의 상황이나 작품 비평 스터디를 통해 모이게 되었다. 이용백은 당시 미

술계의 분위기는 대학의 모더니즘 계열과 사회적으로는 민중미술로 나뉘

었으며, 학생들은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절제를 먼저 배웠다고

언급한다.95) 무언가를 표현한 뒤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색채부터

도구까지 제대를 받고, 이를 표현하기 위한 공간 또한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인 예술을 추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그룹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일반적인 스터디와 달리 서로 작품에 대한 새로운 면을

보기 위해 평가하는 방법을 바꾸어 각자의 작품이 아닌 상대방의 작품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작품과 타자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알게 되고, 작품 제작에도 적용

할 수 있던 것이다. 또한 황금사과는 모더니즘과 민중미술이 갖고 있던

강령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예술 행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이나 추구해야할 것을 정해놓는 것이 노선을 정해놓는 것과

같기에 자유로운 행동에 제약을 준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최소한의 강

94) 홍성민, 「그래, 우리 날라리 맞아!」, 『월간미술』, 2005.2, pp. 74-75.

95) 이용백 인터뷰, 오상길(주 2), p.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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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 정해놓은 것이 “우리를 통일화시키지 말자”라는 것이었으며, 각

자의 활동을 존중하며 다양한 작품 세계를 추구했다. 이용백은 소그룹

활동에 있어서 이념적인 목적은 중요하지 않았으며, 모든 가능성을 자유

롭게 열어두고 최소한의 것만 하는 방향을 추구했다고 언급했다.

황금사과가 알려지고 평가받게 된 것은 미술계에 뛰어 들고자 했던 이

들의 적극적인 자세에 있다. 당시 미술관이나 갤러리 등 전시공간에 데

뷔하기 위해서는 공모전에 참여하거나 대관료를 지급하는 방법이 전부였

는데, 당시 학생이었던 이들은 지금과 달리 흔하지 않던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여 직접 전시 공간을 방문했고,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

리하여 1990년 관훈미술관에서 열린 《황금사과 展》은 이들의 창립전으

로 박기현, 백광현, 백종성, 이기범, 이상윤, 이용백(도 28), 윤갑용, 장형

진, 정재영, 홍동희 등 총 10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작가들의 창작에 대한 욕구는 결속력을 강화했고, 창작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개별적인 주체성을 나타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

다. 각자의 표현 양식대로 전개한 작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빠르게 변

동하는 현대 사회의 문화적 현상과 함께 사물의 존재와 관계에 대해 말

하려고 했다는 점이다.96) 윤진섭은 황금사과 창립전에 대하여 앞서 등장

한 뮤지엄에서 감지되었던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공통적인 감수성을

드러내는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고 언급한다. 이들은 작품의 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과 기법, 매체를 차용하여 자유분방함을

드러내었다.97) 창립전 이후 황금사과는 1990년 졸업한 서울대 미술대학

서양화과 8인과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10인의 그룹전98)을 나갤

96) 장인태, 「이달의 특집2 신세대 그룹 황금사과: 꽃피는 사과나무와 황금사과의 모

색」.『미술세계』, 1992.3, pp. 62-63.

97) 윤진섭, 「햄버거와 화염병-황금사과의 의미(意味)」, 『공간』, 1990.7, pp. 136-38.

98) 《채집 展》에는 김봉중, 김향남, 고진한, 박기현, 박세현, 백광현, 백종성, 이강우, 이

기범, 이계원, 이상윤, 이용백, 윤갑용, 장형진, 정윤희, 정재영, 최성원, 홍동희 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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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리, 삼정갤러리에서 주최했으며, 같은 해 토탈갤러리에서 또 한 번의

《황금사과 2 展》을 연다. 황금사과 2회전 서문을 통해 황금사과의 활

동 방향과 의도한 바를 알 수 있다.99) 이들은 전시가 시대적 상황과 관

계가 있거나 그 시대의 질서를 통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예술에

선제 되는 것을 우려했고, 사회적 요소들보다도 예술의 목적은 그 행위

자체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또 한 번 개인의 작업을 강조한다.

황금사과는 1989년부터 1990년까지 3회의 짧은 전시 활동을 끝으로 해

체되었다. 3회의 전시를 끝으로 황금사과는 해체하게 된다. 결성 당시부

터 황금사과 소속 작가들은 끝없이 새로운 길을 가기로 했으나, 3회전을

마친 후 1년 만에 현저히 떨어진 집중력과 들뜨고 흐트러진 모습에 이용

백은 독일로의 유학길을 택했고, 백종성, 이상윤, 백광현 등은 탈퇴하며

황금사과는 자연스레 해산하게 된다. 이상윤의 경우 커피-COKE로 새로

운 소그룹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짧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들

의 전시가 거론되는 데에는 적극적인 자세와 작품 활동에 대한 열의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 1990년 전후는 전시 기획을 전문적으로 하던 큐레

이터의 활동이 미비했기 때문에, 작가들이 직접 컨셉을 정하고 공간을

명의 작가가 참여하였다.

99) “…표면적으로는 다양성의 공존과 내부적으로는 양분된 극단적인 측면이 내재된 모

순을 안고 있다. 서구화와 근대화의 개념이 뒤섞인 채 현대성을 추종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토속성으로 움츠러들어 어떤 방식으로든 민족주의자가 되

느냐 하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시대적 허무가 있다. 우리는 작

가가 문화적 혁명가이기 이전에 단순히 보여주고 보는 사람과의 교감을 신중하게 받

아들일 줄 알아야한다고 믿는다. 작가와 그들의 전시회가 시대적 상황과 어떠한 관계

가 있거나, 문화적으로 어떤 질서를 세우고 업적을 만들어 내든 우리는 그러한 요소

들이 예술 활동 이전의 선제로 내세워지는 것을 우려한다. 왜냐하면 예술의 가장 커

다란 불행은 예술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과 관련된 사회의 요소들이 화

면 위에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술이 무엇을 표현하든

지 그것은 예술의 언어로써 형상화되어야한다는 점을 새삼 확인하고자 한다. 그 이상

의 무엇이 요구될 때 예술은 그 본래의 모습을 잃고 만다. 예술의 대상이 어떠한 양

상으로 접근해 올지라도 한 작가에게는 모두가 하나의 개인적인 꿈으로 환원되어 머

무른다.…”

「황금사과 2회전 서문」, 『황금사과 2회전 브로슈어』,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

터 MG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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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여 전시를 진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 48 -

Ⅳ. 소그룹에 대한 재해석

1. 그룹 활동

매년 꾸준히 전시를 개최한 로고스와 파토스, 그리고 타라를 제외하

고 나머지 소그룹들은 불연속적인 특성을 보였다. 그룹을 주도한 몇 명

의 작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작가들은 계속하여 바뀌었다. 소수의 고정적

인 작가를 제외한 나머지 작가들은 유목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다.

한 그룹에서 활동하던 작가가 다른 그룹전에 함께 참여하는 일 또한 흔

한 일이었다. 예를 들어 최정화의 경우, 뮤지엄 활동 이전에 이미 1987년

메타복스에서 기획한 《한국 현대미술의 최전선 展》, 《상하 展》 등에

참여했으며, 1987년에는 《타라 7회 展》에 참여하기도 했다. 뮤지엄으로

활동 중이던 1988년에는 《3월의 서울 展》에 참여하기도 한다. 《3월의

서울 展》은 해마다 열리던 그룹전으로, 1988년에는 로고스와 파토스의

문범, 노상균, 문주, 이기봉, 홍명섭, 타라의 김관수, 이교준 등의 소그룹

작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처럼 소그룹 작가들은 한 그룹 내에서 고정

적으로 활동하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하며 뜻이 맞는 이

들끼리 모여 전시를 열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국 미술계에서 그룹 활동은 80년대 소그룹 이전에도 끊임없이 나타

났다. 먼저 한국화 부문에서는 1945년 해방 후 일본 화풍을 배격하고 새

로운 수묵 추상을 주장한 단구미술원(檀丘美術院), 1957년 한국화의 낡은

방식을 벗어나 현대적인 작품을 위해 창립한 백양회(白陽會), 1960년 전

통을 탈피하고 비구상 계열의 감각을 보여준 묵림회(墨林會), 196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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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에 바탕을 두지만 항상 새나무처럼 새롭게 창조한다는 의미의 신수회

(新樹會) 등 다양한 단체들이 나타난다. 1970년대에도 시공회(時空會),

창림회(創林會), 춘추회(春秋會) 등 다양한 단체들이 만들어졌으며, 대규

모 협회로 나아가는 등 그룹 활동이 연이어졌다. 서양화의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 서양화와 조각까지 포함된 목우회(木友會), 신상회(新象會), 한

국신미술회100) 등 80년대까지 그룹 활동을 이어갔고, 70년대에는 극사실

주의를 추구한 사실과 현실, 시각의 메시지 등의 그룹들 역시 80년대까

지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다. 80년대에 들어서며 현실과 발언, 임술년, 두

렁 등의 민중미술 그룹이 등장한다. 한국화와 민중미술뿐 아니라 추상미

술이나 실험, 설치미술에서도 그룹 활동은 두드러진다. 1957년 창립한 현

대미술가협회, 1961년 악뛰엘(Actuel), 70년대 AG(한국아방가르드협회)와

ST101), 불과 1년의 활동밖에 하지 못한 제4집단, 1980년 프로세스,

1989년 ABSTRACT102) 등이 있다.103) 이외에도 한국 미술계에서는 크고

작은 그룹이 계속하여 등장하고 해체되었으며, 현재에도 이어진다.

작가가 개인 활동과 동시에 그룹 활동을 계속해나가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같은 목표를 가진 이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미술계의 반향을 일으키는 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80년대 소그룹의 경우,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이어져 온

100) 목우회는 1958년 이종우, 이병규, 도상봉, 이동훈, 조병덕, 손응성, 임직순, 김종하,

김형구, 심형구, 김인승, 박득순, 박상옥, 이종무, 최덕휴, 박희만, 나희균, 박광진 등이

창립하였다. 신상회는 1962년 박석호, 임완규, 유영국, 이대원, 이봉상, 장욱진 등이 창

립했으며, 한국신미술회는 한국사실작가회와 청파전 회원을 중심으로 박득순 외 26명

이 창립했다.

101) AG는 곽훈, 김구림, 김차섭, 김한, 박석원, 박종배, 서승원, 이승조, 최명영, 하종현

과 평론가 이일, 오광수, 김인환이 창립했으며 1974년 서울비엔날레를 주최한 후 해체

되었다. ST는 Space and Time의 약자로, 1980년 7회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

102) 프로세스는 김창진, 이주영, 최상철, 하동철 4명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ABSTRACT

은 오수환, 우제길, 이주영, 장선영, 장화진, 최상철, 하동철 등이 참여했다.

103) 김달진, 「1950-90년대 미술단체의 흐름, 실상을 보다」, 『한국 미술단체 100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2013), pp. 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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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미술, 실험미술 등 다양한 그룹의 활동을 지켜보았을 것이며, 그룹의

움직임이 더 큰 주목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다. 또한 80년대 소

그룹에 있어서 개인 활동보다 그룹 활동이 더 유리했던 이유는 이들이

이미 알려진 중견 작가들이 아닌 신진 작가들이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신진 작가들이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공모전에 참여하거

나, 대관을 통한 전시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회는 모두에게 주

어지기 않기에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젊은 작가가 작품을 전시할만한

공간은 사실상 그리 많지 않았다. 이 경우 개인이 움직이는 것보다 여러

명이 모여 자발적으로 전시 주제나 컨셉을 정하여 움직인다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또한 그룹이라는 것은 그들 자신을 보호하

는 방패이기도 했다. 자신들의 발언을 외부와 소통하기 위한 전략적인

연대인 것이다.104) 즉 소그룹은 기존의 질서에 어긋났을 때 주어질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그들의 신념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장치의 역할

을 한 것이다.

2. 지향점

본 연구에서 살펴본 각 소그룹은 모두 지향하는 바가 달랐다. 본문 Ⅲ

에서 연구자가 나누었던 작가 중심의 소그룹/ 탈모던 소그룹/ 신세대 소

그룹은 이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방향을 키워드로 하여 나눈 것이다. 로

고스와 파토스는 장르의 구분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개개인의 활동을 중

심으로 전시를 진행하고자 했다. 타라 역시 개인의 관심이나 감성을 적

104) 심상용, 「80년대 소그룹 운동의 비평적 재조명을 위한 질문들」, 오상길(주 2), pp.

3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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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내보이고자 했으며, 70년대에서 80년대로 이어진 쟁점에서 벗

어나 그들만의 예술에 대한 지향점을 찾고자 했다.

로고스와 파토스의 경우 그들이 보이고자 했던 바가 어느 정도 작품에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들은 모더니즘에 대한 극복이나 이에

대해 반하는 작품을 보이고자 했던 것이 아니며, 그 틀에서 벗어나 형식

적인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롭게 작품을 제작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양희

태, 이귀훈 등의 작가들은 평면에서 벗어나 다양한 재료를 통해 설치 작

품을 제작했으며(도 4, 29), 그 외에도 전시장의 벽만을 사용하는 평면에

서 벗어나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타라의

경우 로고스와 파토스의 경우와 약간 다른 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들은 이전 시기의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이나 거부가 없었던 로고스와

파토스와 달리 민중미술과 모더니즘의 쟁점이나 문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고자 했으며, 개별적 실험을 강조했다. 타라의 전시 브로슈

어를 살펴보면, 이교준이나 육근병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작품이

평면이나 입체에 머물러 있고 소재의 면에서도 개별적 실험의 징후는 찾

아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모더

니즘을 벗어나고자 한 것이라 아니라, 모더니즘과 민중미술에 편중되어

있던 미술계에서 대안을 말하려 했던 것이라면 그들이 지향하고자 했던

것을 적절히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메타복스는 앞선 그룹과 달리 적극적으로 모더니즘에 대한 극복과 새

로운 미학의 정립을 내세우며 등장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보

아야 할 것은 바로 이들에게 모더니즘이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한 문제이

다. 일반적으로 미술계에 있어서 두 가지로 나뉘는 모더니즘, 즉 다다나

초현실주의, 구조주의 등 전반적인 아방가르드 운동을 표방한 유럽의 모

더니즘과 미국의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로 대표할 수 있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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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모더니즘을 들 수 있다.105) 미술계에서 처음으로 모더니즘을 언

급한 이는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인데, 그는 예술가들이 산업혁명

이나 도시화로 인해 근대화된 삶, 즉 당대의 모습을 표현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후에 포스트모더니즘과 연결되는 모더니즘은 전통적 미술과 구

별되는 근대화 된 사회가 나타나는 보들레르의 모더니즘 예술을 뜻한다

고 할 수 있겠다. 1860년대와 70년대에 근대화 된 도시의 삶을 주제로

작업하던 모네나 마네는 전통적 주제로 그림을 그리던 살롱의 규범을 거

부하고 다양한 색채와 표현들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며, 회화의 중요성

이 자연을 반영하는 주제에 있다는 ‘예술을 위한 예술(Art for Art

sake)’의 개념의 시작을 연다. 이에 따라 미술의 소유주 또한 정부나 교

회, 귀족이 아닌 개인소장자들로 바뀌었으며, 개인의 창작을 중요시 하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모더니즘 미술은 인상주의를 거쳐 표현주의, 추상을

거쳐 새로운 매체까지 확장되었으며, 1950년대 미국 미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추상표현주의까지 이어지고 이후 60년대 미니멀리즘까지 지

속된다.106) 그러나 이들 소그룹의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모더

니즘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는 이들에게 있어서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한국에서의 모더니즘, 즉 추상의 개념에 한정된다

고 해석한다. 70년대부터 이어져 오던 추상미술이 이들에게 있어 모더니

즘이라고 인식되어왔을 것이고, 평면적인 추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

을 모더니즘에 대한 극복으로 나타낸 것이다. 실제 작품을 살펴보아도,

모더니즘에 대한 연장으로 볼 수 있는 로고스와 파토스나 타라의 작품과

별반 차이점을 느낄 수 없으며, 형식적인 면으로 보자면 오히려 로고스

105) Hopkins, David, After modern art 1945-2000, (Oxford: Oxford university, 2000),

p. 256.

106) 김영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성격과 현상」, 『造形 FORM』

Vol.16(1993),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pp. 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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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파토스의 작품이 추상을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가 돋보이기까지 한다.

메타복스의 홍승일과 김찬동의 작업(도 30, 31)과 로고스와 파토스의 (도

29, 30)을 간단히 비교하자면, 오히려 메타복스의 작업에서 모더니즘을

극복하고자 한 징후를 찾아보기 힘들다. 난지도 역시 모더니즘과 민중미

술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갖고 등장했다. 그들이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 메타복스가 이해하고 있던 모더니즘, 즉 추상미술

이었다면, 메타복스보다는 조금 더 그들이 지향하고자 했던 바에 가까웠

던 것으로 보인다.

뮤지엄과 황금사과의 경우, 앞선 네 그룹과는 다른 세대로 묶이는 만

큼, 지향점을 드러내지 않았다. 주류 미술에 속하지 않는 작가들이 모여

개인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고자 했던 뮤지엄은 내세우고자 하는 이념적

목표 없이 활동했으며,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업했다. 황

금사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개인적 욕구에 대한 관심이 앞선 세대에 비

해 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대중 소비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탈정치화 성향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을 때, 작품에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뒤따를 수 있다. 그러나 앞선 세대보다 더 이후

에 등장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작가 자신을 포장하는 법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도 32), 전시 홍보를 위한 브로슈어를 만드는

방식(도 33) 등에서 앞선 그룹과는 다른 감수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돋보인다.

결론적으로 6개의 소그룹에서 이들이 극복하고자 했던 바가 작품에 드

러난 것은 몇몇 소수 작가의 작품이었으며, 대부분 작품에서는 그 지향

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물론 다수의 작품이 실견하기 어

렵고 도판을 통해 비교할 수밖에 없기에 이에 따른 한계를 인정한다. 그

러나 참고한 도판에 따르면, 소그룹이 지향하고자 했던 바가 몇몇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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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은 사실이며, 이들의 지향점과 현실의 간극

이 어느 정도 존재했다고 볼 수 있겠다.

3. 지속성

1980년대 등장한 소그룹으로는 Ⅲ장에서 살펴본 로고스와 파토스, 타

라, 메타복스, 난지도, 뮤지엄, 황금사과 외에도 ’82현대회화, 레알리떼서

울, 표현그룹, 현상 등 여럿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그룹은 10년을 넘

기지 못하고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로고스와 파토스와 타라의 경우, 각

각 1986년부터 99년까지 14년, 1981년부터 90년까지 10년이라는 꽤 긴

기간 활동했다. 그러나 메타복스의 경우 1985년부터 89년까지 5년, 난지

도는 1985년부터 88년까지 4년을 활동했다. 신세대 소그룹 뮤지엄과 황

금사과는 각각 1987년부터 88년까지 2년, 1989년부터 90년까지 2년이라

는 짧은 기간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초기 소그룹으로 등장한 로고스와

파토스, 타라의 활동 기간은 10~14년이었으나, 뒤로 갈수록 5년, 2년 등

짧은 활동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문범은 “회원이라는 말이 없었고, 필요하면 모이고 일이 끝나면 흩어

지는, 산종(散種)을 위한 수렴(收斂)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택했다. 《로

고스와 파토스 展》을 14회로 접은 것은 이 전시회가 모종의 권력으로

미끄러지는 듯한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107)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범

의 이러한 발언에서 소그룹이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그 지속 기간이 점

차 짧아진 것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로고스와 파토스, 타라는 특

별한 이념 없이 개별적인 작업을 진행하던 구속력이 약하고 느슨한 일시

107) 월간미술 편집부(주 39),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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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모임이었다.108) 아이러니하게도 메타복스나 난지도처럼 강한 이념

을 들고 나온 이들보다 이처럼 느슨했던 모임이 더 오래 지속한 것은 위

의 문범의 발언을 입증한다. 로고스와 파토스나 타라의 경우 이루고자

하던 목표의식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던 이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개별적

활동, 개성 있는 작품을 존중하며 그룹전을 이어갔다. 그러나 난지도와

메타복스의 경우 모더니즘의 극복과 제도 비판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

었고 이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끝난 후 빠르게 해체된다. 문범의

발언과 같이 이들에게 지속적인 활동이란 권력, 즉 제도권 미술에 끌려

가는 느낌이었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룹을 유지할 필요조차 없던

것이다.

뮤지엄과 황금사과의 경우, 지속성에 있어서 위의 네 그룹과 다른 양

상을 보인다. 이들은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모

더니즘의 이론에서 해석되며 현재까지도 가장 큰 관심을 받는다. 이는

이들이 80년대 소그룹의 마지막이자, 바로 뒤에 등장한 90년대 소그룹의

시작이기 때문일 것이다. 90년대에 등장한 소그룹으로는 서브클럽, 커피

-COKE, ACT 등이 있다. 서브클럽은 새로운 전시 방식을 실험하는 프

로젝트에 가까웠다. 고정적인 회원 없이 주제가 정해지면 가변적으로 작

가를 선정부터 전시를 구성하는 식의 방법을 추구했다. 그리하여 이들은

다른 어떤 그룹보다도 다원적이고 자유로웠으며, 미술, 음악, 출판, 이벤

트 등 다양한 장르가 결합한 종합적인 퍼포먼스의 성격이 강했다.109) 커

피-COKE는 기존의 그룹들이 친목이나 학연, 이념이나 사고, 테마를 위

주로 모였던 것이 주를 이뤘다면, 이와 달리 자유롭게 만나고 해체되는

하나의 열려있는 미술에서 새로운 모임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등장했

다.110)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소그룹인 OFF AND ON, WHO IS

108) 문혜진(주 1), p. 105.

109) 문혜진(주 1), p.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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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등의 소그룹도 있다. 이처럼 궁극적인 지향점 없이 자유롭게 나타

나고 사라졌던 신세대 소그룹에 있어서 지속성이라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뮤지엄과 황금사과가 지속이 아닌 소그룹 활동의 연장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룹의 활동 기간은 매우 짧았지만, 지속성

이 아닌 연속성의 개념에서 뮤지엄과 황금사과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했

다. 새로운 그룹들의 등장에 영향을 미치며, 80년대부터 이어져 온 소그

룹을 새로운 방향으로 연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4. 미술계에서 갖는 의의

미술계에서는 소그룹을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의미에서 ‘소그룹 운동’

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소그룹 운동이라

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하고 힘쓰는 일 또는 활동을 뜻한다. 예를 들어 민중미술 운동

과 같이 그룹 내 혹은 타 그룹과 비슷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

하는 것이 미술 운동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 소그룹의 움직임을 살펴본 결과, 같은 시기에 함께 나타나 서로 비슷

한 의식을 가진 작가들이 모여 함께 작업 했을 뿐 각각의 그룹이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거나 뚜렷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활동이 아닌 것으로 나

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소그룹을 ‘소그룹 운동’으로 보지 않으

며 당시 나타난 하나의 새로운 움직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운동이 아

니라고 하여 이들의 움직임이 젊은이들의 치기 어린 한때의 짧은 미술

활동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 이들의 활동에는 분명 그 의의가 있

110) 선미술(주 82), p. 66.



- 57 -

다.

먼저 80년대 당시 전반적으로 번져있던 서양의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모더니즘 미술을 소개하거나 수용하는 분위기 또는 이를 한국적으로 재

해석하여 작품을 만드는 분위기 속에서 앞선 것들과 관련 없이 제도권에

대응하거나 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자는 소그룹을 3가지의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6개의 소그룹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연유에서건 이전 세대와의 단절을 추구했다는 점

이다. 로고스와 파토스는 특정한 경향이나 같은 장르의 예술을 추구하던

이전 세대와 달리 개개인의 활동이 초점을 두고자 했으며, 타라는 빈 석

판의 이름에서 나타나듯 이전의 것을 지우고 새로 시작하고자 했다. 메

타복스는 모더니즘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난지도 역시 모

더니즘과 민중미술 외에 새로운 대안이라는 점을 자신들의 의의를 삼았

다. 뮤지엄이나 황금사과는 그 어떤 목적이나 목표도 없이 그룹 활동을

시작했지만, 즉흥성이나 멤버들 각자의 감각을 중요시한다는 점, 그리고

어떠한 사회 활동이나 현실 통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전

세대의 미술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들은 양분화 된 움직임에 편승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거나 자신들의 활동을 앞선 세대

와 분리하여 다른 길을 걷고자 했으며, 새로운 미술의 움직임을 열었다

는 데에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이들의 소그룹 활동이 자발적인 움직임이었다는 점 또한 중요한 지점

이다. 대부분 80년대 소그룹은 큐레이터 없이 그들 스스로 전시를 기획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2000년대 이후 전시 기획은 그저 작가들이 모여

전시를 하고 서로의 작품을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술

계에서 새로운 이슈를 끌어내고 앞으로의 미술사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이

다. 그러나 80년대 소그룹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들 스스로 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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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하고 구성했으며, 자신들을 포장하고 내보이는 것 또한 익숙했다.

한국 미술계에서 소그룹은 주로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하던 시기에 나

타난 하나의 경향으로 소개되었으며 평론가들 사이에서 모더니즘의 연

장, 탈모던, 그리고 새로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 등 미술 사조에 맞추어

해석하려는 이론에 맞추어 해석되었다. 이에 비해 개별 작품에 대한 비

평적 접근은 부족하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문제이다. 80년대 소그룹

으로 활동하던 작가 중 2000년대까지 이어져 활발하게 활동한 작가의 수

가 그리 많지 않고, 현재에도 미술계에 남아있는 작가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로고스와 파토스의 경우 문범, 타라의 육근병, 난지도의

신영성, 뮤지엄의 최정화, 이불, 황금사과의 이용백 정도가 현재까지 미

술계에 남아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다. 또한 메타복스의 오상길, 김찬동

등은 예술 행정 분야에서 자리 잡고 있다. 남아있는 작품도 거의 없다.

여건이 된다면 오랜 기간 보존이 가능한 회화가 아닌 설치 작업이 주를

이뤘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자료도 연구자가 살펴

본 연속간행물이나 전시 도록, 그리고 생존 작가 인터뷰 등이 전부라 볼

수 있다. 여러 소그룹의 활동이 활발했던 것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만한

작품 분석이나 비평을 찾아보기 힘들고, 모든 작가를 대변하지 못하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이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바가 작품에 제

대로 드러났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앞서 살펴보았듯,

6개의 그룹이 추구하고자 했던 바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룹별로 작

품 내에 강하게 드러나는 그룹별 특징을 찾아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그룹은 기존 화단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거부이자 반발이

었고, 이러한 그들의 시도와 노력은 한국 현대미술의 폭을 넓혔다. 또한

젊은 작가들의 예술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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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금까지 1980년대에 한국 미술계에서 활동한 6개의 소그룹에 대해 살

펴보았다. 당시 지배적이었던 모더니즘 계열의 단색화와 민중미술이라는

주된 흐름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경향의 활동을 펼치던 소그룹은 본인들

의 이념과 목표에 집중하였다. 소그룹은 평론가들에 의해 탈모던, 포스트

모던 등 여러 가지 이론적 배경 속에서 해석되곤 했다. 오광수는 메타복

스, 난지도 등의 소그룹이 제도권과 민중간의 대립구도에서 탈모던의 개

념을 표방한다며, 이를 다원주의의 출현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당시는 탈

모던과 포스트모던의 이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때로, 오광수

는 탈모던을 포스트모던과 동일시하여 메타복스와 난지도를 포스트모던

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반면 서성록은 메타복스와 난지도를 설치 작업의

증가, 일상적 현실의 반영, 다양한 주제와 다층적 관심의 작용 등을 탈모

던으로 수용했다. 또한 서성록은 인용과 차용, 키치와 대중문화, 첨단재

료의 상용화와 과학기술 매체의 활용, 비판적 역사주의의 관점, 여권의식

의 연구 등을 근거로 뮤지엄과 황금사과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작으로

보았다. 그러나 위의 학자들과 달리 소그룹에 참여했던 작가들은 본인들

의 활동을 하나의 담론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이들은 자신

들의 활동을 미술 담론의 관점이 아니라 역동적인 운동성을 중심으로 바

라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들은 직접 활동했던 작가들이기 때

문에, 자신들의 활동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진취적인 미술운동으로 해

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잃는다.

본 연구는 소그룹을 각 그룹의 지향점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여 살펴

보았다. 먼저 개인적으로 활동했던 작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소그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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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파토스는 문범, 홍명섭 등이 주도했으며, 개개인의 독창성을 발휘하

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했다. 이들은 형식주의적이고 편협한 소재주

의로부터의 탈피를 모색했으며, 장르의 구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했

다. 이들은 권위주의와 집단성을 가지는 미술운동을 지양하기 위해 그룹

의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그룹 내 권력 구조를 만들지 않고자 노

력했다. 그러나 그룹을 만든 문범이나 홍명섭 등이 전시 참여 작가를 선

정한 방식은 기존 제도권 내에서 전시를 구성하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았으므로 권위주의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모더니즘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거나 이전 세대와의 단절을 내세

우지 않았으며, 그저 형식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미술을 시도하고자 했다.

타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빈 석판에 새로운 것들을 채우겠다는 의지

를 드러낸 타라는 현대 미술의 문제를 반성하고 개인의 관심을 극대화하

는 작품 활동을 보여준다. 타라는 ‘개별적 실험’을 강조하며 꽤 긴 기간

전시를 열었으나, 아쉽게도 친목도모의 동호인 전시와도 같다는 평을 받

으며, 설치 미술의 다양한 시도만 보여준 채 그룹을 해체하기에 이른다.

메타복스와 난지도는 앞서 등장한 소그룹과 달리 모더니즘을 향한 적극

적인 저항 정신을 표방한다. 이들은 모더니즘 미학이 수용 되는 과정에

서 나타난 모순과 한계를 지적했으며, 특히 화단의 고질적 병폐였던 패

권주의와 관습주의를 겨냥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메타복스는 물성

에 대한 검토와 재인식에서 출발하여 물질 그 자체를 표현하기 위한 작

업을 계속했다. 난지도는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주목하였으며, 훼손

된 물질을 통한 인간 가치의 패러디와 대량 생산 등으로 변화한 현실을

비판했다. 신세대 소그룹은 1980년대 중반부터 기성세대의 미술과 차별

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이들이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게 된 시기

가 불과 몇 년 전에 활동하던 세대와는 달랐기 때문이다. 이들의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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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성의 배경으로는 대중문화의 범람으로 대변되는 후기 산업사회의 징

후가 들어있다. 이들은 이전 세대의 작가와 달리 사회현실에 대한 관심

보다도 개인적인 경험에서 미적 감수성을 표출하고자 했다. 이들은 후에

등장하는 신세대 소그룹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소그룹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해체되는 과정은 한국 미술계에서 그룹

활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게 한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계속하여 있었던 각 미술 분야의 그룹 운동에

이어 80년대 소그룹이 등장한 것은 개인이 움직이는 것보다 그룹 활동이

미술계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들이 중견 작가

가 아닌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신진 작가들이었다는 점을 볼 때, 그룹

활동은 그들의 발언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어 장치로 작용하기도 했

다. 그룹 내 연대감은 개인에게 있어 작업의 방향을 정해 앞으로 나아가

는 데에도 큰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소그룹은 모더니즘에 대한 대항이나 이전 세대와의 단절을

주된 목표로 삼았으므로 활동 기간이 길게 지속될 수 없었다. 그룹 활동

이 계속되고 지속적인 전시로 타성에 젖게 된다면, 이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앞 세대의 극복이나 단절, 새로운 시도 등의 태도를 지속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이들은 한 그룹 내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며,

여러 그룹을 배회하며 전시에 참여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1990년대 전후의 미술계를 다루는 전시나 심포지움 등이 주

목받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중견 작가를 위한 전시의 일환으로 열리

는 세마골드(SeMA Gold)를 작가론적인 접근 대신 199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X: 1990년대 한국미술》111)을 개최했다. 국립현

111)《X: 1990년대 한국미술》는 2016년 12월 13일부터 2017년 2월 19일까지 서울시립미

술관 서소문 본관에서 열렸으며, 참여 작가로는 이불, 고낙범, 이형주, 강홍구, 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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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술관은 90년대 사회, 역사적 사건과 연결해 아시아 미술계를 되돌아

보는 국제 심포지움 “분열된 영토들: 1989년 이후 아시아 미술”을 테이

트 리서치 센터(Tate Research Centre)와 공동주최했으며,112) ‘새로운 세

대의 출현-한국의 예술가 그룹’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개최하기도 했

다.113) 1980년부터 90년대 미술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는

1980년 이전 미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에 비해 그 이후의 미술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미술사적으로 아직 완벽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연구된 결과물에 비하여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80년

대의 그룹 활동의 분위기는 90년대까지 이어져 신세대 소그룹이 등장하

고, 이들의 활동은 동시대 미술로 이어진다. 80년대의 소그룹은 90년대로

이어지는 미술계의 분위기 조성의 역할을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비

록 작가 개개인의 활동이 두드러져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평가는

받지는 못했으나 이후 등장하게 되는 90년대 미술, 더 나아가 동시대 미

술로 이어지게 되는 젊은 작가들의 적극적인 작품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고 파악된다.

본 연구는 80년대 소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6개의 소그룹에 집중하였

으며, 이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을 이전 세대와의 단절을

통해 새로운 미술로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 점으로 본다. 소그룹은 동

일한 시기에 나타났을 뿐, 각 그룹이 모두 같은 목적을 갖고 나타난 것

은 아니었다. 그러나 새로운 예술에 대한 이들의 갈망과 그 태도는 소그

룹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며, 이 연구가 80년대 소그룹을

정승 (이상 그룹 뮤지엄의 참여 작가), 진달래, 김미경, 염주경, 하민수 (이상 그룹 30

캐럿의 참여 작가), 서브클럽 등이 있다.

112) “분열된 영토들: 1989년 이후 아시아 미술”은 2017년 4월 4일부터 5일 이틀간 국립

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행되었다.

113) ‘새로운 세대의 출현-한국의 예술가 그룹’은 포항공과대학교 부교수 우정아 교수가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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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하나의 지점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

을 것이다. 지금까지 80년대 소그룹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연구자는 그 이유가 Ⅳ장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실과 이상의 간극

때문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6개의 그룹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모두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작품에서는 그러한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은 소그룹 활동에서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들이 극복하고자 했던 현실과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이상 간의 간극

은 과연 줄어들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며, 그러한 점이 아직도 소그룹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이유 중 하나일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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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Small Groups

in the Art World in 1980s

Lee, Sangah

Arts Management, Interdisciplinary Program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six small groups – LOGOS&PATHOS, TA-RA,

META-VOX, Nanjido, MUSEUM, and Golden Apple – in the Korean

art world of the 1980s, and organizes their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The small groups were formed by young artists of

20-30s who were students or recent graduates. They aimed for new

art movements which were neither involved in Modernism art nor

Minjung art, two dominant logics of the Korean art world in 1980s.

They sought for a severance or resistance from previous generations,

and formed groups for freer and individual art practices separated

from the influence of the past.

This paper divided the practices of the six small groups into three

categories: groups valued artists’ individual practice, groups aim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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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modernism, and groups of new generation artists.

LOGOS&PATHOS and TA-RA were formed to achieve individual

artistic practices without any concrete objective. LOGOS&PATHOS

lasted for 14 years and TA-RA lasted for 10 years. They lasted for

long time among the six small groups, and attracted attention with

constant exhibitions and practices. META-VOX and Nanjido began

with a common objective. They tried to overcome the modernism and

practice the institutional criticism. Although they lasted shorter than

LOGOS&PATHOS and TA-RA, their practices to find new art

different from the previous generations were noticed to the

researchers continuously. MUSEUM and Golden Apple were formed

by the new generation artists in between 1980s to 1990s. Since they

were formed in a turbulent period with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they revealed the different sensibility compared to the previous small

group movements, and influenced the new group movements in 1990s.

The research was progressed with the analysis of the practices of

the six groups focused on their activity, objective and durability to

find out the significance of the small groups in 1980s. This research

estimates highly on the practice of six small groups that the groups

explored new art out of previous generations. Therefore this paper

expects to introduce new perspective on the small group movements

in 1980s.

Key words: small group in 1980s, LOGOS&PATHOS, TA-RA,

META-VOX, Nanjido, MUSEUM, Golden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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