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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초의 근대적 미술관인 루브르 탄생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온 미술관 회의론의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작품 본래의 맥락 제거에 대한 비판 · 미술사 기술 및 

작품 해석과 평가 등에서의 미술관의 교조적 권력성 · 권력과 자본에 의

해 통제되는 이데올로기적인 공간이라는 비판 · 이전의 뮤지엄 전통과는 

단절된 전례 없는 공간으로서의 근대적 미술관이라는 주장 등이 그것이

다. 이러한 회의론의 주장에 대하여 본 논문은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이

론적 기초를 논박함으로써 반론을 제기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실제 

현상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미술관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회의론의 비판들은 미술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해명되어야 할 주

요 논점인 미술관 존립의 정당성 · 미술관의 역할 · 미술관의 목표 · 근

대적 미술관의 전형으로부터의 변형 등에 관한 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미술관 

회의론을 비판하는 동시에 미술관을 옹호하고자 했다. 

첫 번째 논점은 ‘미술관의 존립의 정당성’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은 

본래의 맥락 제거가 작품의 본질적 가치를 상실하게 한다는 회의론의 비

판에 대하여, 아서 단토(Arthur Danto)의 행위철학을 참조하여 작품의 

원천은 맥락이 아닌 주관에 있음을 밝힘으로써 미술관 존립의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두 번째 논점은 ‘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것인데 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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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그것을 ‘해석 가능성의 확장’ 그리고 ‘삶과 예술의 연관성 모색’로  

가지로 주장한다. 전자는 회의론의 ‘미술관의 교조적 권력성에 대한 비

판’에 대한 반론으로서 역시 단토의 이론에 근거하여 논의된다. 후자는 

‘삶과 예술을 분리시키는 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이라는 존 듀이(John 

Dewey)의 비판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세 번째 논점은 루브르 탄

생 초기부터 모든 근대적 미술관이 ‘목표’로 내세웠던 ‘민주적 가치’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은 미술관을 권력과 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공간이

라고 비판한 20세기 말 회의론을 극복하기 위한 미술관의 현실적인 노

력들과 제안들을 제시한다. 네 번째 논점 은 미술관의 ‘변형’에 관한 것

으로서 그에 관해서는 데이비드 캐리어(David Carrier)의 논의를 참조한

다. 본 논문은 근대적 미술관을 이전의 뮤지엄 전통의 연속적 계승이자 

변형이며 현재도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 갈 

것임을 주장함으로써 그것을 전통과 단절된 이례적인 제도로 규정하는 

회의론을 반박한다. 그리하여 근대적 미술관은 회의론이 주장하듯이 죽

음의 공간이 아니라, 뮤지엄의 전통적 기능인 수집과 보존을 통하여 시

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기억의 장소로서 오히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공간임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은 논점들을 구체적

으로 입증하고 이론적 주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미술관 전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술관을 옹호한다.  

주요어 : 미술관, 회의론, 존 듀이, 아서 단토, 데이비드 캐리어, 루브르,  

         기본적인 행위, 변형

학  번 : 2002-3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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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논문의 목적 및 네 가지 주요 논점 

최초의 근대적 미술관이라고 언급되는 루브르가 1793년 개관한 이래 

그것을 모범으로 삼는 미술관이라는 형식의 제도 혹은 기관은 19세기에 

유럽 전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20세기에 들어서는 미국 뿐 아니라 

아시아에까지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대적인 확장에 발맞추어 그

만큼이나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 미술관과 그것의 전형

적인 전시 형식에 대한 비판적인 회의론이다. 그러한 회의론은 이미 루

브르가 탄생할 당시부터 철학자 · 비평가 · 문학가 · 정치가들에 의해 꾸

준히 제기되어 왔을 뿐 아니라 20세기 들어서는 미술관 전시 주제와 미

술작품을 통해서도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러한 회의론의 주장들은 다양

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큰 줄기로 그 내용이 요약될 수 있

다. 그것은 작품 본래의 맥락 제거에 대한 비판 · 미술사 기술 및 작품 

해석과 평가 등에서의 미술관의 교조적 권력성 · 권력과 자본에 의해 통

제되는 이데올로기적인 공간이라는 비판 · 이전의 뮤지엄 전통과는 단절

된 전례 없는 공간으로서의 근대적 미술관이라는 주장 등이다. 이상과 

같은 회의론의 주장에 대하여 본 논문은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이론적 

기초를 논박함으로써 반론을 제기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실제 현상

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미술관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위의 회의론의 비판들은 미술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해명되

어야 할 몇 가지 주요 쟁점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 쟁점은 미

술관 존립의 정당성 · 미술관의 역할 · 목표 · 근대적 미술관의 전형으로

부터의 변형 등이다. 그래서 회의론의 비판에 대해 미술관을 옹호하기 

위한 논점 역시 그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이 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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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논점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상술해 나갈 내용은 앞서 언급한 회의론의 

네 가지 논점들에 대해 각각 대응하는 반론들로서 회의론을 비판하고 미

술관을 옹호하는 주장이 될 것이다. 그 네 가지 논점을 간략하게 살펴보

자. 

첫 번째 논점은 ‘미술관의 존립의 정당성’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은 

본래의 맥락 제거가 작품의 본질적 가치를 상실하게 한다는 회의론의 비

판에 대해, 작품의 원천은 맥락이 아닌 주관에 있음을 밝힘으로써 미술

관 존립의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두 번째 논점은 ‘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것인데 본 논문은 그것을 ‘해석 가능성의 확장’ 그리고 ‘삶과 예술

의 연관성 모색’이란 두 가지 논점으로 미술관을 옹호하고자 한다. 전자

는 회의론의 ‘미술관의 교조적 권력성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론이며 후

자는 ‘삶과 예술을 분리시키는 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이라는 존 듀이

(John Dewey)의 비판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세 번째 논점은 루

브르 탄생 초기부터 모든 근대적 미술관이 ‘목표’로 내세웠던 ‘민주적 가

치’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은 미술관을 권력과 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공간이라고 비판한 20세기 말 회의론을 극복하기 위한 미술관의 현실적

인 노력들과 제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네 번째 논점은 미술관의 ‘변형’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은 근대적 미술관을 이전의 뮤지엄 전통의 연속적 

계승이자 변형이며 현재도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변

형되어 갈 것임을 주장함으로써 그것을 전통과 단절된 이례적인 제도로 

규정하는 회의론을 반박할 것이다. 그리하여 근대적 미술관은 회의론이 

주장하듯이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뮤지엄의 전통적 기능인 수집과 보존

을 통하여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기억의 장소로서 오히려 죽음을 극복

할 수 있는 공간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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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본 논문이 미술관 회의론의 주장을 비판하고 극복하여 미술관을 옹호

하는데 있어서 참조하고 있는 이론가는 듀이 · 단토 ·  캐리어이다. 먼저 

논문의 주장을 전개시키는데 있어 이 세 이론가들의 관점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과 이론가들의 관점이 어떠한 논리에 의해 연결되고 있는가를 설

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미술관 회의론을 크게 두 가지 경향 즉 19세기 초부터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맥락 제거에 대한 비판’과 20세기 후반에 나타

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공간으로서의 미술

관’에 대한 논의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미술관에 대한 

회의론의 비판들은 대개 단편적이거나 단순한 언급이나 역사적인 기술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미술관 회의론을 논박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언급 이상으로서 여러 회의론의 입장을 아우를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 하에서 도입된 것이 위의 회의론의 

두 가지 경향을 모두 포괄하는 듀이의 관점이다. 특히 듀이는 자신의 예

술철학의 중심 개념들을 바탕으로 미술관 회의론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듀이의 미술관 회의론이 근거하고 있는 것은 삶과 예술

의 통합성과 예술이 가진 유기적인 기초를  강조하는 ‘육체적 자연주

의’(somatic naturalism)인데 이는 예술의 원천을 인간의 주관이 아닌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자 한다. 예술의 원천을 내적 

주관이 아닌 외적 맥락으로 간주하는 것은 미술관 회의론의 공통적인 관

점으로서 그로부터 ‘맥락제거로 인한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의 죽음’이라

는 회의론의 주장이 파생된다. 이러한 주장은 미술관의 정당성을 위해서 

논박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듀이는 삶과 예술이 분리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것이 미술관이

며, 삶과 예술의 분리는, 권력과 문명의 억압적인 제도를 정당화하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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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미술관 회의론자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듀이는 자신의 예술 철학을 통해 미술관 회의론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듀이가 제시하는 해결의 단초인 ‘삶

과 예술의 연속성 회복’은 최근의 미술관 전시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

는 변화이다. 그러한 변화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듀이의 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회의론의 이론적 기초를 탐색하고 동시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구하며 현재 미술관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듀이 이론을 참조하고자 한다.   

이제 본 논문이 단토의 행위 이론을 도입해야할 필요성에 대하여 설

명하겠다. 본 논문은 작품의 원천이 예술가의 주관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또 다른 한편 작품 해석의 다양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전자는 미술관의 

존립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후자는 미술관의 역할에 관한 논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작품의 원천을 예술가의 주관으로 간주하는 

것은 전통적으로는 의도주의 관점이며 해석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것은 

맥락주의 관점으로 양자는 모순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한 모순은 미술관 

전시의 속성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미술관 전시는 작가의 권위와 창조

적 신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다

른 한편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생성해낸다는 점에서는 맥락주의적

인 특성을 띤다. 이러한 모순적인 양면성을 조화시키면서 미술관의 전시

를 설명하고 논문의 주요 논점들을 전개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단토의 행

위 이론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단토는 인간과 세계가 관계 맺는 방식을 서로 반대의 방향과 과정을 

거치는 두 가지 즉 ‘행위’와 ‘인식’으로 구분하여 양자의 메커니즘을 설

명한다. ‘행위’는 주관으로부터 세계로 향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과정

으로서 세계에 변화를 가져오며 인식은 그와 반대의 수용적인 과정으로

서 세계를 이해하고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구분은 본 논문이 미술관 전

시를 설명하는 데 있어 본질주의와 맥락주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였다. 단토의 관점에 기초하여 본 논문의 논점을 설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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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예술 ‘행위’이며 다른 한편 만들어진 작품

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인식’으로서 양자는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술의 원천 문제는 ‘행위’의 메커니즘에 의해 설명되어야 하는 것

으로 주관과 관련된 본질주의적인 속성을 가지며 작품 해석의 문제는 

‘인식’의 메커니즘에 의해 설명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때 참조하게 되

는 것이 외적 맥락이다.   

본 논문이 세 번째로 참조하고 있는 이론가는 캐리어이다. 캐리어는 

자신의 저서 Museum skepticism에서 미술관에 관한 논의에서의 회의론

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비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논의들로 

단토의 행위 이론 · 니체로부터 비롯된 관점주의(perspectivism) · 역사

주의에 대한 논쟁 등을 언급하고 있다. 캐리어는 회의론을 극복할 수 있

는 다양한 입장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는 있으나, 심도있는 이론적 논증

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대신 캐리어는 자신의 ‘변

형’(metamorphosis) 개념을 통하여 미술관 회의론을 극복하고 현재의 

미술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대적 미술관으로부터의 중요한 변화를 설명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개별적인 미술관들의 실제 사례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저서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필자가 미술

관에 대한 논의를 회의론으로부터 시작한 것과 미술관 회의론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로서 단토의 행위 이론을 참조한 것은 캐리어의 저

서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캐리어가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는 하였으나 단토의 행위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미술관 회의론을 극복하

기 위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그

러한 논증을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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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 연구

국내에서 미술관을 주제로 연구한 석 · 박사 학위논문은 2016년에 

오십여 편  2017년에는 육십여 편 이상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미

술관을 주제로 한 연구 중 절반 가까운 숫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미술관 전시 교육 기타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로부터 인성회복 · 감정치유 · 자기계발 등과 관련된 

연구 등이 있다. 그 다음은 예술 경영 분야의 논문으로서 미술관을 통한 

기업의 홍보 마케팅으로부터 미술관 재원조성 · 서비스 만족도 · 미술관 

운영의 효율성 등 미술관 운영 전반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미술관 건

축 및 전시공간디자인과 관련된 주제도 꾸준히 연구되는 주제 중 하나이

다. 그 외에도 미술관과 상권 및 도시개발 문제 등을 비롯하여 물리적 

환경과 장소성 · 지역성과 관련된 연구 · 법률과 관련된 연구 · 가상현실

을 비롯한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미술관의 사회 경제 교육적 기능과 효과에 관한 것

으로서 대체로 미술관에 대한 옹호론의 관점에 서 있다. 사실 미술관 옹

호론은 회의론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루브르 탄생 직후에 

미술관에 대한 찬사와 옹호는 오히려 비판보다 더 일반적이었다. 미술관 

옹호론은 교육적 이상과 미적 이상을 추구하는 두 가지 경향으로 발전해

왔다. 전자는 대체로 계몽적인 관점으로서 19세기에 유럽을 중심으로 발

전해왔으며 미술관의 목적을 관람자를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계몽하

고 개선시키는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미술관은 교양을 

제공하고 정신을 고양시키며 감정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정의된다. 이러

한 특징은 교육과 관련된 최근의 미술관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다른 한

편 20세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미적 관점은 미술관의 목적을 

작품에 대한 미적 관조와 명상으로 여기면서 작품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제거하고 작품 그 자체에 대한 강렬한 몰입을 유도하여 미술관을 종교적 

황홀에 가까운 경험을 제공하는 순수하고 성스러운 곳으로 정의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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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의 두 가지 옹호론은 결국 20세기 말 미술관을 정치와 자

본 권력의 이데올로기 공간으로 비판하는 회의론을 발생시켰다. 미술관

의 기능이나 효과가 아니라 미술관과 전시 그 자체의 담론과 관련된 국

내의 학위논문들은 대체로 20세기말 이데올로기적 미술관 회의론의 관

점들을 다루고 있다. 미술관 담론에 관한 연구는 교육 경영 건축 관련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인데 그러한 연구들의 경향에 관

하여 이하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미술관과 전시의 담론에 관한 가장 최근의 학위논문으로는 강수정의 

박사학위논문 『공공미술관의 문화정치학적 특성과 실천행위로서의 전시

의 역할』(2016)이 있다. 여기서 저자는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이론을 중심으로 미술관을 문화권력과 이데올로기적 공간

으로 규정하면서 미술관이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시가 예술작품을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재해석하고 그 의미

와 가치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을 수행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20세기말 미술관과 전시의 담론에 가장 강력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던 미셸 푸꼬(Michel Foucault)의 철학과 그것이 미술관 논의에 

미친 영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연구로 서지원의 박사학위논문 『미셸 푸

꼬의 반주체철학에 기초한 근대적 미술 개념 비판』(2006)이 있다. 이 

논문은 푸꼬 철학 연구를 통해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던 미술담론의 철

학적 토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 포스트모던 미술담론에 대한 

푸코의 영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첫째는 작가를 작품의 기원으로 간

주하는 근대적 작가 개념에 대한 비판 그리고 둘째는 공공미술관 배후의 

권력 관계를 밝힘으로써 근대적인 미술의 자율성 개념을 붕괴시키는 것

으로 설명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20세기말 미술관 회의론

들은 모두 푸꼬의 직 간접적인 영향 하에 있으며 특히 캐롤 던컨(Carol 

1) 캐롤 던컨(저) 김용규(역), �미술관이라는 환상�,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5, p. 19-20,  

48-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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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can)은 미술관을 정치 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그 

안에서 관람자의 정체성이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된다는 이론을 전개시

킨다는 점에서 푸코 철학에 직접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다.   

미술관 회의론에 대한 논의는 미술관으로 대표되는 미술제도가 감추

어 온 미술의 정치 경제적 기반 및 전시의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자 했

던 제도비판(Institutional Critique) 작품을 분석하는 연구에서도 나타난

다. 제도비판을 시도한 초기의 작업은  1910-20년대 마르셀 뒤샹

(Marcel Duchamp)을 필두로 한 다다(Dada)의 정신으로부터 비롯되어 

1950년대 재스퍼 존스(Jasper Johns)와 로버트 라우셴버그(Robert 

Rauschenberg)의  네오 다다(Neo Dada) · 1950-60년대 이브 클랭

(Yves Klein)과 아르망(Armand Fernandes)의 누보 레알리즘(nouveau 

realisme)으로 이어져 1960-70년대에 한스 하케(Hans Haacke) 마르셀 

브로타스(Marcel Broodthaers) · 마이클 애셔(Michael Asher) · 다니엘 

뷔랭(Daniel Buren) 등에게서  본격화되었다. 김민영의 석사학위논문 

『한스 하케의 미술제도비판』(2007)에 따르면 하케는 전시후원 · 기업 

컬렉션 · 공공조형물 등과 같은 제도가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주

도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적 이해관계가 미술제도 운영에 반

영되는 방식을 추적했다. 특히 하케는 제3세계 부패정권과 다국적 기업

의 결탁 그리고 자본에 의해 이들과 연결된 미술제도의 실상을 신랄하게 

파헤침으로써 미술을 순수한 정신적 영역으로 한정시키는 모더니즘 예술

관의 허구성을 폭로했다. 또한 박은영은 석사학위논문 『1970년대 제도

비판 미술 연구』(2008)에서 위에서 언급한 1960-70년대 네 명의 작

가의 작업은 제도비판 미술의 각 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

것은 미술관으로 대표되는 미술제도의 구조와 기능에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함으로써 이후 미술관 회의론 등 제도비판 담론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보고 네 명의 작가의 작업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의 작

가들은 지배계층의 이념을 보급하고 사회 체제 내로 대중들을 포섭해 온 

미술관의 역할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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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제도비판의 대표적 작가인 

마르셀 브로타에스의 ≪현대미술관 독수리부≫ 시리즈에 나타난 전시 담

론에 대한 이소라의 석사학위논문(2017) 역시 유사한 주제의 연구이다. 

미술관 담론의 이데올로기적인 경향에 대한 서구의 논의는 정치와 자

본의 문제로부터 점차 계급 · 인종 · 성의 문제로 확대되었고 탈식민주

의적인 관점까지 포괄하게 되었으나 인종 · 성 · 탈식민주의 관점 등과 

관련된 국내의 미술관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미술관과 전시의 담론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푸꼬의 영향 

하에서 미술관과 전시가 정치와 자본에 의하여 통제되고 관람자가 이데

올로기적으로 구성된다고 하는 20세기 말 미술관 회의론의 관점에 근거

하여 미술관과 전시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 연구들은 20세기 말 회

의론의 관점을 수용하거나 옹호하는 입장에서 근대적 미술관과 전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회의론 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분석 그

리고 그것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논박 등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웠다. 필자는 회의론이 가정하고 있는 이론적 전제 자체에 오류가 

있으며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미술관의 존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회의론을 넘어설 수 있는 이론

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미 미술관과 전시의 경향이 회의

론의 비판들을 수용하면서 다르게 변화해 가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

서 회의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가 회의론의 이론적 전

제를 분석하기 위해 참조한 이론가는 단토이다. 마지막으로 단토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겠다. 

국내에서 발표된 단토에 관한 학위논문은 박사논문이 2편, 석사논문

이 9편으로 10편이 넘는다. 그 중 대다수가 단토의 미술의 종언과 미술

사에서의 내러티브에 관하여 다루고 있으며 그 외에는 ‘변

용’(transfiguration) 개념과 관련하여 예술작품의 존재론을 논하거나 헤

겔 미학과의 관련성 속에서 단토의 예술론을 연구한 논문이 있다. 대표

적으로 장민한의 박사학위논문 『아서 단토의 표상으로서의 예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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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 미술의 종말과 다원주의 미술로의 귀결』(2006)은 단토의 예술

철학과 미술사의 철학의 핵심 주장을 분석하고 그것이 오늘날 미술 상황

을 진단하는데 설득력이 있는가를 논하였다. 이에 따르면 단토의 예술철

학의 핵심주장은 지각적 성질만으로는 예술작품의 동일성과 예술의 지위

를 확인할 수 없고 해석을 통해서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술사의 철학의 핵심주장은 오늘날은 미술의 종말 이후의 시기 

즉 더 이상 미술의 유일한 가치를 추구할 필요가 없는 다원주의 시기라

는 것이다. 저자는 단토의 ‘표상’과 ‘표상체계’ 개념을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 그의 예술철학과 미술사의 철학을 분석하여 그의 미술사의 철학의 

근거가 예술철학이 아님을 제시함으로써 두 이론이 주제만 다를 뿐 추론

적이고 순환론적인 관계에 있다는 그간의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였다. 

위 논문을 포함하여 단토 철학을 다룬 여러 논문들은 그의 의도주의

와 맥락주의 혹은 본질주의와 다원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논증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중 어떤 논문도 단토의 행위 철학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 필자는 앞서 언급한 모순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단

토의 행위 철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그것을 미술관의 양면

성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 삼고자 한다.   

4. 논문의 구성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총 3장으로 구성된다. I장에

서는 미술관 회의론의 논점 변화를 살펴보고 미술관 회의론의 관점을 체

계화한 듀이의 주장과 언급들을 살펴볼 것이다. 회의론의 논점은 19세기 

초로부터 20세기 말에 이르면서 변화되어 왔는데 그것은 1절에서 설명

될 것이다. 1절의 1)에서는 19세기 초부터 21세기까지 꾸준하게 제기되

어 온, 미술관의 맥락제거 효과로 인해 미술작품이 그 존재가치를 상실

하게 된다는 회의론의 주장들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루브르 탄생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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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제기되어 온 것으로서 미술관의 개별 “작품”들과 관련된다. 이어 

2)에서는 맥락제거에 대한 비판이라는 전제 위에서 미술관이 권력과 자

본에 의해 통제되는 이데올로기적 공간이라고 비판하는 20세기 말 미술

관 회의론을 다룰 것이다. 이는 관람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전제하면서 

미술관에서 “관람자”의 문제에 주목한다. 그리고 2절에서 ‘경험으로서의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듀이 예술철학을 고찰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미술관 회의론의 전제와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미

술관의 존립의 정당성, 역할, 목표, 그리고, 변형이라는 본 논문의 네 가

지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하여 미술관을 옹호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아서 단토(Arthur Danto)의 행위 철학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본 논문의 미술관의 존립의 정당성, 그리고 미술관

의 역할을 해명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데

이비드 캐리어(David Carrier)의 ‘변형’ 개념에 기초하여, 작품은 해석에 

의해 변형될 수 있고, 미술관의 전시는 작품에 새로운 맥락으로 작용함

으로써 해석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근대적 미술관

의 전형적인 전시 형식으로부터 변형되고 있는, 전시 형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양상을 살펴 볼 것이다. 3절에서는 민주적 가치라는 미술관

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자본에 대한 견제, 그

리고 공중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함을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술관의 독립법인화에 대한 구체적 사례들의 공과를 논하고, 과거의 살

롱 전시로부터 민주적 가치의 조건을 참조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미술관에 대한 이론적 옹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시 사례를, 필자가 근무했던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의 경우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총 8개의 전시에 대하여 각각 회의론의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비판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가

능성을 앞 장에서 고찰한 듀이 ․ 단토 ․ 캐리어의 이론에 근거하여 찾고

자 한다. 아울러 미술관 회의론을 극복할 수 있는 사례로서 창작 공간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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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미술관 회의론의 논점 변화와 체계화

1. 미술관 회의론의 논점 변화

1) 19세기 이후 미술관 회의론 

루브르 탄생 이전에도 미술작품이 전시되었던 군주의 갤러리, 쿤스트 

캄머 등이 있었지만, 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회의론이 대두되지 않았

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미술관 회의론은 루브르 탄생을 둘러

싼 정치 ․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에서 

(2)에서 19세기 초로부터 20세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미

술관의 맥락제거로 인해 미술작품이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회

의론의 비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1)에서 회의론이 등장하게 역사적 

배경을 논하고자 한다. 

캐리어에 따르면, 1790년대의 루브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경로로부

터 유래한 소장품, 즉 프랑스 왕의 컬렉션과 나폴레옹 군대가 수집한 전

리품의 혼합으로 구성되었다.2) 그 두 경로는 이후 근대적 미술관에 대

한 회의론의 비판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들인 ‘중립성’과 ‘맥락제거’ 문제

가 대두되도록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구체제의 절대왕정의 상징

인 왕의 컬렉션이 혁명정부의 공공미술관의 소장품이 되기 위해서는 미

술관이 중립적인 성격을 가진 곳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었다.3) 다른 한

편 ‘미술관의 맥락제거 성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게 된 것은 주로 나

폴레옹 군대가 약탈, 수집한 전리품 때문이었는데 특히 이탈리아의 교회 

2) David Carrier, Museum Skepticism, Duke University Press, 2006, p. 53

3) 래리 샤이너(저) 조주연(역), �순수예술의 발명�, 인간의 기쁨, 2015, pp. 28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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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등에 부착되어 있던 조각, 회화, 장식품 등을 떼어와 루브르에 전

시했던 것이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건립된 유럽과 미국의 근

대적 미술관들이 루브르와는 다른 정치 ․ 사회적 환경 속에서 소장품 획

득방식 및 운영구조를 변화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술관에 대한 비판적

인 회의론은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미술관에 대한 

논의에 있어 상당히 우세한 영향력을 가져왔다.4)

근대적 미술관의 ‘중립성’과 ‘맥락제거 성격’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으로서, 결국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특성에 대한 서로 다

른 측면에서의 논의이다. 대략 부연하자면, 본래의 환경으로부터 분리됨

으로써 물리적인 맥락이 제거된 작품이 미술관에 전시되면 미술관은 중

립적인 공간이 된다. 또한 역으로, 미술관은 중립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미술관에 전시되는 작품은 그것이 지니고 있었던 정치 ․ 사회․ 역사적 맥

락을 상실한다. 이처럼 근대적 미술관의 중립성과 맥락 제거의 성격은, 

서로를 전제하는 상보적인 개념으로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특성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된다. 그러나 양자는 매우 다른 방향의 이론적 논의를 

거쳐 확립되어 왔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논의의 편의상 먼저 근대적 미술관의 중립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미술관의 ‘중립성’에 대한 의미 변화  

루브르는 그 시작부터 미술작품이 지닌 정치 사회적 맥락을 제거하는 

중립적 공간으로 정의됨으로써 존재가치와 정당성을 획득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1790년 의회가 국가 재정의 파산을 막기 위해 교회와 국외 

망명자들의 재산 매각을 관장할 조직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서 그러한 

국가적 유산을 수용한 미술관의 창설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1792년 8월 

군주제 전복 후 도처에서 발견된 수많은 왕실권력의 상징물에 대한 처리

방안을 두고 상반된 두 개의 주장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첫 번째 입장은 

4) David Carrier, 앞의 책, pp. 53-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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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성이 어떠하든 ‘폭정’의 상징이라면 모두 파괴해야 한다는 생각이었

고 두 번째는 폭정의 상징이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예술은 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두 입장은 대혁명 당시 결정적인 시기 내내 갈등하다가 

중립적인 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이라는 아이디어가 해결방안으로 등장했

다. 이에 따라 의회가 보존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왕실의 기념물들을 이용하여 미술관을 만들자고 촉구한 피에르 

캉봉(Pierre Cambon)의 주장이었다.5) 그는 전제 군주의 상징인 왕실의 

기념물이라도 미술관에 넣으면 왕실 관념이 파괴될 것이고 이와 동시에 

걸작은 보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6) 이때 캉봉의 주장은, 미술관의 중

성화하는 능력, 즉 어떤 대상이 가진 본래의 정치 ․ 사회 ․ 역사적 맥락

을 제거하는 미술관의 성격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루브

르궁의 한 곳이 국립 미술관으로 조성되었고 왕실의 기념물들은 미술관

에 들어가 신성한 힘을 잃고 중립화되었다. 그리하여 미술관은 어떤 목

적과 장소에 바쳐졌던 예술작품을 목적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순수

한 예술작품으로 변형시키는 기관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미술관을 중립적인 공간으로 성격부여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이미 순수예술 개념이 성립되어 있었고 근대미학이론의 미적 무

관심성 개념에 대한 논의가 이론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었

다. 근대미학의 미적관조 · 무관심성 이론, 18세기부터 활발하게 논의되

었던 취미에 관한 이론, 미의 지각 ·  상상력 · 천재 등의 예술과 비평에 

관한 개념들은 미술작품에 대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능케 했

다. 그러한 이론들은 과거에는 종교나 일상 등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미술작품을 오로지 미적 대상으로서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 정당화하였다. 순수예술 개념과 그로부터 파생된 예

술의 자율성, ‘예술을 위한 예술’ 개념 등은 전통적으로 미술이 가지고 

있던 삶과의 연관성을 깨뜨렸고 미술작품을 그것이 생산된 맥락으로부터 

5) Edouard Pommier, L'art de la liberté. Doctrines et débat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Paris: Gallimard, 1991. p. 104, 106.

6) 래리 샤이너(저) 조주연(역) 앞의 책, p. 28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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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시키는 것을 가능케 했다. 이는 과거에는 종교 · 역사 · 윤리 등 우

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미술작품을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자 형식적인 미적 대상으로 전환하였다. 아울러 근대미학

의 무관심성 혹은 미적 관조에 대한 이론 등은, 일상의 여타의 관심으로

부터 벗어난 순수한 감상과 관조 그리고 일상의 경험과 욕구 등과 분리

된 것으로서의 독특한 미적 경험 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리하여 순수예술과 미적 무관심성 개념의 이론적 근거 위에서 미술

관은 현실의 맥락으로부터 초연한 중립적인 공간으로 정의될 수 있었다. 

과거와 달리 미술작품이 미적 대상으로서 감상될 때 그것이 가장 적절하

게 사용되는 것이라고 여겨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떤 다른 목적에는 

전혀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변형시키는 미술관은 미술작품을 위한 가장 

적절한 무대가 되었다고 던컨은 설명한다.7) 다시 말해서 근대미학의 이

론적 기초 위에서 예술로 이해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적절한 가치를 지니

게 되는 대상로서의 미술작품이라는 개념 그리고 미술작품을 관람하고 

전시하고 보관하는 가장 적합한 장소로서의 미술관이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회의론 대두 당시 미술관의 ‘중립성’은 루브르

를 비롯한 유럽의 근대 미술관에서 본래 작품이 처해있던 환경이나 맥락

이 제거된다는 뜻으로서 정치적인 의미가 강했으나 점차 미적이고 형식

적인 의미로 전환되었다. 즉 작품에서 맥락이 제거되자 작품의 내용보다

는 형식적인 특징이 중요시 되면서 미술관은 작품 그 자체의 물리적인 

형식에 대한 감상을 강조하게 되었고 전시 공간도 점차 작품의 형식적인 

특징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한 특징은 특히 미국 

미술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보스턴 미술관을 중심으

로 확대되어 뉴욕 현대미술관에 이르러 극대화 된다. 이에 관한 가장 영

향력 있는 이론가였던 길먼은 일단 미술작품이 미술관에 소장되면 그것

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하게 된다고 말했다. 즉 미적 대

상으로서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미술관의 첫 번째 의

7) 캐롤 던컨(저), 김용규(역), 앞의 책, pp.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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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미술작품의 역사적이고 고고학적인 정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적 명상(meditation)의 대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8)   

던컨은 미술관의 중립성이 건축 구조 및 공간연출 디자인 등을 통해 

강화된다고 설명한다. 벽지 색채의 양식, 천정 높이, 조명 및 다른 세부

적 사항들은 미술관학의 변화하는 경향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왔지만 

전시 디자인은 미적 감상을 위한 시선을 위해 작품을 고립시키는 한편, 

작품이 가지고 있는 미적인 것 이외의 다른 의미들은 부적절한 것으로 

억압하고자 했다. 작품들은 눈높이에 맞추어 설치되고 한 작품씩 개별적

인 조명을 통해 부각되었으며 작품들 간의 간격은 더 넓어졌다. 또한 미

술관은 전시장 내부에서는 정숙할 것을 강조했고 작품 감상에 방해가 될 

만한 것은 모두 치웠다. 분명한 것은 전시작품이 심미적일수록 작품의 

수는 더 적어지고 작품들 간의 간격이 넓어지며 미술관의 공간은 더욱 

신성화되었다.9)

(2) 근대적 미술관의 ‘맥락 제거’와 그로 인한 작품의 ‘죽음’

미술관 회의론은 미술관을 죽음의 공간에 비유하거나 미술관에서 작

품이 죽는다고 하면서 본래적 생산 환경에서 분리되어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은 예술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결국 시장에서 팔리는 상

품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그러한 기술들로서 카트르메르 드 켕

시(Quatremére de Quincy) · 요한 볼프강 폰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  안토니오 카노바(Antonio Canova)와 같은 루브르 탄생 

당시 초기 회의론의 주장들로부터 조르주 바타이유 (Georges Bataille) 

8) 길먼에 따르면 미적 명상은 깊이 있는 변형의 체험이고, 관람자와 예술가 사이에 일체감을 형

성하는 상상적 행위이다. 그 상상 속에서 관람자는 “예술가의 이미지에 자신을 맡기고 그의 의

도를 꿰뚫어 보고, 그의 사고로 사고하고, 그의 감정으로 느껴야 한다.” 이것의 결과는 강렬하

고 환희에 찬 감정, 그리고 깊은 정신적 계시를 포함하는 압도적으로 “절대적으로 진지한” 쾌

감이다(Benjamin Ives Gilman, Museum Ideals of Purpose and Method, Cambridge: 

Boston Museum of Fine Art, 1918, p. 56.).

9) 캐롤 던컨, 앞의 책, pp. 49-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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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 벨팅(Hans Belting) · 한스 제들마이어 (Hans Sedlmayr) 등에 

이르기까지, 단편적이지만 지속적으로 많은 이론가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미술관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들이 있어왔다. 이러한 언급들의 전체적인 

내용을 개관하기 위해 이하에서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미술관의 전시가 작품의 맥락을 제거하기 때문에 미술관은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을 훼손하여 그것이 더 이상 예술로서 존재할 수 없도

록 만든다는 미술관 회의론의 강력한 비판이 등장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는 나폴레옹이 약탈한 전리품들로 구성된 루브르의 소장품들 때문이었

다. 나폴레옹이 벨기에를 정복한 1794년부터 대대적으로 정복한 나라들

에서 예술적 걸작들을 몰수하여 프랑스로 가져왔으며 특히 이탈리아로부

터 징발한 예술품의 규모는 엄청났다. 초기 미술관 회의론은 그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사실 과거에도 미술작품은 본래 그것이 제작

되었던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종종 옮겨졌다. 그리고 작품이 원래 놓

여있던 환경 자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당히 바뀌기도 했다. 예를 들

어 고전 고대 이후 로마 그 자체가 극적으로 변화해왔기 때문에 바로크 

시대의 건축은 오래된 로마의 예술이 보이는 방식에 영향을 주기도 했

다. 그러나 드 켕시는 그러한 변화들 중 어떤 것도 작품의 루브르 미술

관으로의 이동만큼 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드 켕시와 카노바 등과 같은 초기 미술관 회의론자들은 미술작품이 

그것이 본래 맥락으로부터 분리되어 미술관에 전시될 경우 우리의 삶을 

비롯한 사회 문화적 현실로부터 격리되며, 결국 생존 불가능한 것이 된

다고 주장한다. 초기 미술관 회의론자들은 이탈리아 미술이 파리로 운반

되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고, 루브르의 탄생은 미

술의 역사에서의 극적인 단절이라고 주장했다. 

드 켕시는 “고대와 르네상스 작품이 그것의 살아있는 역사적인 맥락

으로부터 제거된 것은 그것의 의미를 파괴한다”10)고 주장했다. 미술작품

10) Larry Shiner, Invention of Ar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p. 194 재인용. 

Quatremère de Quincy, Lettres à Miranda sur le Déplacement des Monuments de l'art de 
I'italie에서의 논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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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것이 만들어지고 처음 감상되었던 그곳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생존

할 수 없다. 드 켕시에게 있어서 “미술관의 미술, 그것의 고유의 원래 의

도된 장소로부터 어떤 미술관으로의 작품의 이동은 천재의 창조와 사회 

사이에, 미술과 그 이상의 것, 미술과 종교, 미술과 삶 사이에 항상 존재

해왔던 연관을 깨뜨리는 것을 의미한다.”11)

드 켕시는 미술관에 전시된 로마네스크 교회 외관(facades)으로부터 

분리된 조각들은 진품이지만, 그와 같이 원래의 맥락으로부터 제거되면, 

물리적으로 온전한(intact, 손상되지 않은) 예술작품들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debris, 쓰레기)이 된다고 주장했다.12) 그는 예술작품을 보존한

다는 것은 대상을 살아남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의 본래 맥락

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로마로부터 파리로 옮겨

진 라파엘의 그림들과 고대의 조각들은 보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

들은 이탈리아 시각 문화라는 보다 큰 전체의 일부였기 때문이다.13)

루브르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던 카노바는 로마 고고학 아카데미에 

보내는 그의 1816년 편지에서 “고정된 위치에 묶여있는 것이 미술작품

의 운명이다. 우리 모두는 전 세계를 가로지를 수는 없다”14)고 주장했

다. 이는 미술작품은 그것이 본래 생산되었던 물리적 환경 속에서만 의

미를 갖고 이해될 수 있음을 뜻하며, 반대로 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생산

된 작품은 다른 곳에서는 의미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음을 뜻한다. 이들

은 미술관은 미술을 그것의 문맥으로부터 떼어 옴으로써 그것을 파괴한

다고 하면서 미술작품은 그것이 그것의 원래의 환경적인 맥락 속에 남아

있을 때에만 예술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드 켕시나 괴테와 같은 루브르 건립 당시의 초창기 미술관 회

11) Remy Saisselin, The Enlightenment against the Baroque: Economics and Aesthetics in 
Eighteenth Centu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22, pp. 137-138. 

12) Stephen Bann, Romanticism and the Rise of History, Twayne Publishers, 1995, pp. 

145-50.

13) Donald Preziosi, Brain of the Earth's Body Art, Museums, and the Phantasms of 
Moderni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3, p. 118 재인용.

14) Carolyn Spinger, The Marble Wilderness: Ruins and Representation in Italian 
Romanticism, 1775-18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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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론자들은 미술관 그 자체를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미술품들

을 현지로부터 떼어와 프랑스 루브르에 전시하는 관행에 대해 비판적이

었다. 초창기 미술관 회의론자들은  미술관이 오래된 대상을 보존하는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 다만 그들은 예술작품을 그것의 

본래적 환경으로부터 분리하여 미술관으로 가져와 전시할 때 분명 상실

되는 측면이 있으며 그것이 예술작품에 있어서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로 초기 회의론자들은 미술관이 오래

된 사물들을 보존할 뿐 이 사물들로 구성되는 미술작품을 보존하는 데에

는 실패하기 때문에, 미술작품은 미술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한

다. 회의론자들에 따르면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이 우

피치 미술관에 물리적인 대상으로서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은 본래의 예술작품과 동일시될 수 없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들은 작

품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에 있는 모든 오래된 

진짜 작품들이 그것이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본래 환경 속에 놓여 있는 미술작품과 미술관에 걸려 있는 그것은 외관

상 동일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전자는 미술작품이고 후자는 미술작

품이 아닌 단순한 사물에 불과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미술관’을 ‘죽음’과 연관된 장소로 기술하는 것은 18세기로부터 20

세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회의론의 기술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이다. 거기서 미술관은 ‘예술을 죽이는 장소’로서 무덤이나 도살장 등에 

비유된다. 1861년에 쓴 T. 토레의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

다. “예술이 좋은 건강 상태에 있고 창조적 활력이 번성할 때 미술관이 

결코 존재한 적이 없었다. 미술관은 묘지 이상이 아니며 한 때는 살아 

있었던 것의 유해들(remains)이 뒤섞여 배열되어 있는 지하묘지들

(catacombs)이다.”15) 바타이유는 미술관의 기원을 프랑스 혁명기의 단

15) Francis Haskell, The Ephemeral Museum: Old Master Paintings and the Rise of the 
Art Exhib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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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대와 연관시키면서, 미술관을 도살장(slaughterhouse)에 비유했다.16)

밥 딜런(Bob Dylan)도 “위대한 회화들은 미술관에 있어서는 안 된다. 

미술관은 무덤들이다.”라고 말했다.17) 폴 발레리(Paul Valéry)는 “이러한 

미술관은 장대한 기념묘지(mausoleum)라고 말했다.18)

‘미술관에서 작품은, 그것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예술로서의 가치와 

힘을 잃고, 결국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취지의 기술들이 여러 이론가

들의 언급 속에 나타난다. 그 언급들은 ‘미술관이 예술작품이 본래 관련

성을 가지고 있던 공동체 삶의 중요한 부분을 미술작품에서 제거함으로

서 미술작품을 죽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벨팅이 요약한 것을 인용하자

면 “예술작품은 공공의 영역에서 더 이상 현존하지(present) 않고, 일종

의 고립된 장소에 제한되어 그 자체에 대해서만 사람들의 응시를 이끌어 

낼 뿐이다.”19) 오스발트 슈펭글러(Oswald Spengler)의 『서구의 몰락』

에도 그와 유사한 언급이 나타난다. “그 채색된 캔버스가 여전히 온전할

(intact) 지라도 어느 날 렘브란트의 최후의 초상화는 존재하는 것을 멈

출 것이다. 왜냐하면 형식들에 대한 이러한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20)

‘미술관에서의 작품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또한 미술관에서 작품이 

예술로서의 중요한 가치와 본래적인 힘을 잃고 결국 시장에서 팔리는 상

품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내용과 함께 많은 여러 기술 속에 나타난다. 로

버트 할비슨(Robert Harbison)도 미술관을 죽음 그리고 시장과 연관시

킨다. "무엇보다도 미술관이 사물들의 장소라면 그것의 두 극단은 묘지

16) Michael Ann Hollier, Against Architecture: The Writing Georges Bataille, trans Betsy 

Wing, Cambridge MIT Press, 1989, p. xiii.

17) Robert Shelton, No Direction Home: The Life and Music of Bob Dylan, New York: 

Beech Tree, 1986, p. 210. 

18) Paul Valéry, Degas, Manet, Morisot, trans. David Paul,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p. 203. 

19) Hans Belting, Invisible Masterpiece, trans. Helen Atki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p. 20.

20) T. J. Clark, Farewell to an Idea: Episodes from a History of Modernis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9, p. 23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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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veyard)와 백화점(department store)이고 매장된 것들 혹은 팔기 

위하여 올려놓은 것들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것의 삶은 과거의 의해

서는 그렇지 않지만 깨어있는 삶에 놀라는 유령과 함께 할 때 더 편안한 

사람들에게 유령의 삶을 의미했다."21) 제들마이어 역시 유사한 회의주의 

입장을 피력했다. “18세기 말부터 나타난 예술에 대한 쟁점들은 오래된 

교회 · 성채 · 궁전들로부터 한 때 전체로 결합되어 있었던 것의 조각들

을 분리하여 맥락으로부터 고립시켰다. . . 그들의 어머니 땅(mother 

soil)으로부터 찢겨져 아트딜러의 시장에서 그리고 공적  사적 예술 갤

러리들의 영혼 없는 거대한 기관 속에서 자신의 은신처를 찾기 위해 그

들은 버려진 난민처럼 방랑한다. 본래 하나의 전체로 통합된 부분이었던 

것들은 미술관에서 전시품들로 냉혹한 분해 과정 후에 전시되게 된다

.”22) 샤토브리앙은 『기독교신앙의 천재(Genius of Christianity)』에서 

“기념비들이 옮겨질 때 그들은 그들의 본질적인 미, 즉 제도들에 대한 

그들의 연속성과 국민의 습성(habit)을 잃어버린다.”23)고 썼다. 

요컨대 19세기 이후 회의론의 중요한 논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미술작품은 그것이 만들어지고 처음 감상되었던 그 곳으로부터 분

리되어서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작품을 그것의 맥락으로부터 떼어 와 

미술관에 전시하는 것은 작품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미술작품은 본래의 

환경에 남아있을 때에만 예술로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미술작품은 

결국 맥락과 분리되어 전시되고 미술관은 가치를 잃은 물리적 사물만을 

보존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예술로서의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린 작품에 

남게 되는 것은 상품으로서의 시장 가치 뿐이다. 그리하여 미술작품은 

그것이 생산된 물리적 · 사회 문화적인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미술관에 

전시될 경우 예술작품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21) Robert Harbison, Eccentric Space, New York: Alfred A. Knopf, 1977, p. 140.

22) Hans Sedlmayr, Art in Crisis: The Lost Center, London Hollis and Carter, 1957, pp. 

88-89.

23) David Carrier, 앞의 책, p. 5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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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세기 말 미술관 회의론

20세기 말 이후에는 푸꼬의 철학적 방법론의 영향 하에서 미술관을 

사회적 통제를 내면화하는 권력기관으로 규정하고 그 안에서 관람자가 

특정한 주체로 구성되는 방식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켜 온 미술관 회의론

들이 등장하였다. 푸꼬는 근대적 지식에서 중요한 ‘주체’, ‘역사’ 등과 같

은 개념들은 근대라는 특수한 시대의 지식을 통해 생산된 것이며 각각의 

시대마다 진리로서 수용되는 조건들이 모두 다르다고 주장함으로써 지식

의 연속적인 진보라고 하는 근대적 사고를 공격했다. 푸꼬는 근대 지식

의 핵심을 시간에 대한 관심으로 보면서 근대적 사유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역사라고 했다. 20세기 말 미술관 회의론은 이러한 푸꼬의 입장을 

수용하여 근대적 미술관의 미술사적 배치 방식이 이전의 뮤지엄 전통의 

비체계적인 수집관행과는 단절된 전혀 새로운 것으로 근대에 사물의 질

서를 조직하는 조건으로서의 ‘역사’라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회의론자들은 지식이 가져오는 권력 효과에 대한 푸꼬의 분석을 참

조하여 미술관을 미술사적 지식과 권력이 연계되는 곳으로 보면서 미술

사적 지식을 따르는 미술관의 권력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발전시켰다. 

2)의 (1)에서는 푸꼬의 직 간접적인 영향 하에서 미술관을 권력과 

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공간으로 비판하는 회의론의 언급들을 살펴보고 

(2)에서는 앤드류 맥클러란(Andrew McClellan)의 구체적인 역사적 연

구를 통해 근대적 미술관 건립이 각 나라에서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3)에서 푸꼬의 방법론

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하에서 근대적 미술관의 미술사적 배치와 관람자

의 정체성에 관하여 연구한 던컨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24)    

24) 푸꼬의 방법론을 전시와 관련된 자신의 연구(The Birth of the Museum: History, 
Theory, Politics, 1995)에 본격적으로 직접 적용한 이론가는 토니 베넷(Tony Bennett)

이다. 그러나 베넷의 연구는 미술관에 특수화 된 것이기 보다는 미술관을 비롯한 박람

회, 페어, 아케이드, 백화점과 같은 그가 ‘전시 복합체’(the exhibitionary complex)라고 

부르는 좀 더 폭넓은 대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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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력과 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공간  

20세기 말 이후 미술관 회의론자들은 미술관이 18세기의 근대적 정

치 ․ 사회적 필요에 의해 출현한 이데올로기적인 구성물이라고 주장한다. 

미술관은 대다수 평범한 공중을 위한 감상과 교육의 장소로, 평등과 민

주주의가 실현된 증거로 옹호되지만 사실, 그것은 부와 권력이 공중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훈육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후퍼 그린힐은 

Museums and the Shaping of Knowledge(미술관과 지식의 형성)에서 

이전과 구별되는 근대에서의 지식, 역사, 시간 개념 등에 관한 푸코의 

논의에 기초하여 미술관의 기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오랜 

역사가들은 “지금의 미술관이 르네상스 시기의 그것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근대적 미술관은 쿤스트캄머나 기타 초기의 수집들

과 “완전히 다른 의미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이

라고 주장했다. 역시 후퍼 그린힐은 사회 통제를 내면화화는 권력의 효

과에 관한 푸꼬의 논의를 참조하여 “지배자-훈육-정부의 삼각형 내에 

놓여 있는 미술관이 안전과 감시의 장치들 중의 하나가 되고 나서야” 비

로소 예술 개념이 출현했다고 말했다.25)

그리고 스티븐 아라타(Stephen Arata)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복

잡한 과정, 투쟁 그리고 정합적이고 동화될 수 있는 질서에 대한 과거의 

불확실성을 축소함으로써 미술관은 역사의 판단을 일깨우지 않고 잠들어 

있도록 만드는 ‘실재 효과’(reality effect)를 생산한다.”26) 이와 같이 미

술관 회의론자들은 미술관이 정치․사회적 필요에 따라 권력에 의해 조작

된 공간이며 진짜 현실이 아닌 권력에 의해 미화된 가짜 현실을 진짜로 

믿도록 만드는 장소라고 비판한다. 

25) Eilean Hooper-Greenhil, Museums and the Shaping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1992, pp. 80, 104, 194, 183, 191. 

26) Arata Stephen, "Object Lessons: Reading the Museum in The Golden Bowl", Famous 
Last Words: Changes in Gender and Narrative Closure, ed. Alison Booth,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93, p. 217.



- 24 -

로버트 콜즈(Robert Coles)에 따르면 “돈과 권력이 미술관 벽 안과 

밖에서 영향을 미친다. 쟁점은 계급과 그 다양한 함의들의 전체적인 문

제이다. 오늘날 미술관은 평범한 모든 사람을 포괄하고자 하지만 그 거

대한 외관은 엄청난 부에 의해 통제된다.”27) 데이브 히크니(Dave 

Hickey)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알프레드 바(Alfred Barr)는 미술관

의 내용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미술관 성립에 기여한 자본에 절대적으

로 종속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했다.”28)

더 나아가 수잔 피어스(Susan Pearce) 역시 미술관을 자본주의 발전

에 연관시킨다. 피어스는 자신의 저서 On Collecting에서 유럽에서 일반

적으로 이루어져 온 수집의 관행이 유럽인들의 사고방식을 반영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집의 방법과 이유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피어스는 무언가

를 전시한다는 것이 지식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오랜 유럽적 사고

가 가장 의미심장하게 근대적으로 변형된 것이 바로 미술관 전시라고 주

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미술관 전시는 책과 과학적 실험과 함께 근대 세

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내러티브이다. 그리고 미술관 전시가 창조

하는 지식은 그 시대의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믿음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 

피어스는 국가적 미술관들과 그들의 수집이, 성숙한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18세기 후반과 19세기의 자유 시장 경제 시기에 동시에 나타나

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시장 자본주의가 성숙되는 시기는 공공 수집과 

전시가 성숙되는 시기와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녀에 따르면 “유럽인

들에게 사적 기업의 관념과 소유권의 중요성은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 . 

시장 자본주의의 성숙단계는 자연스럽게 정신적 · 지적 · 재산적 가치가 

통합된 공공 수집과 전시의 성숙의 단계와 손잡고 함께 진행되었다. 교

육받은 중산 계층은 국가에 의해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받고 또한 역으로 

27) Robert Coles, “The Art Museum and the Pressures of Society", On Understanding Art 
Museums, ed. Sherman Le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5, p. 199.

28) Dave Hickey, The Invisible Dragon: Four Essays on Beauty, Los Angeles: Art Issues, 

1993,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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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국가는 승인되었다.”29)

(2) ‘민주적 가치’라는 목표의 허구성

맥클러란에 따르면 루브르 성립 이전에 18세기 유럽에서 교육 및 자

본 획득의 기회가 특권 계층이 아닌 일반 공중들에게 확장되면서 점차 

예술에 대한 욕구도 함께 일반화되었다.30) 당시 파리의 살롱(1737년부

터)과 런던의 로얄 아카데미(1768년부터)의 정기적 전시는 수천 명의 

다양한 군중31)을 끌어들여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예술을 향해 높아

지는 공중의 갈증을 깨달은 기업가들이 먼저 호기심과 오락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장소32)를 마련했고 이후 구체제의 정부도 왕조의 예술 수

집품을 개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선전 가치를 깨달았다. 왕과 

귀족의 수집품들을 공중에게 접근가능하게 하는 것은 군주의 계몽화된 

정도를 선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이득이 있다고 인식되었다. 그래서 

18세기의 수십 년 동안 개인과 귀족의 수집품들이 파리 · 로마 · 플로렌

스 · 런던 · 스톡홀름 · 비엔나 · 드레스덴 · 뒤셀도르프 카셀 등의 장소

에서 공개되었다. 그 자체로 지배자의 취향과 계몽을 나타내는 잘 정돈

된 수집품들은 공공에 대한 계몽과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었

다.33)

대혁명의 최절정기인 1793년 프랑스에 설립된 루브르는 자유, 평등, 

박애의 구체화였다. 모든 사람에게 입장이 허용되었고 누구나 국가의 예

술적 유산의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루브르는 평등과 

29) Susan Pearce, On Collecting: An Investigation into Collecting in the European 
Tradition, Routledge, 1995, p. 139.

30) Andrew McClellan, "A Brief History of the Atr Museum Public", Art and its Publics, 
Blackwell Publishing LTD, 2003, p. 3.

31)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public)은 다양화 되었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개념이 되었다고 한

다(Andrew McClellan, 위의 글, p. 3.).

32) 그 대표적인 사례가 런던의 Sir Ashton Lever's Museum(1773)이나 파리의 Colesee(1776)

이다.

33) Andrew McClellan, 앞의 글, pp. 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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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식의 결속에 대한 상징이었다. 더 나아가 맥클러란은 혁명 이후 

혼란스러운 무정부적인 사회상을 감추기 위해 공화주의자들은 루브르를 

문명화된 유럽의 미적 이상에 대한 최고의 선언(supreme 

manifestation)으로 작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한다.34)

루브르 설립은 구체제의 특권을 몰락시키고 혁명을 주도한 계몽주의

자들이 주도한 것으로서 대혁명은 루브르와 이후의 근대적 미술관 성립

에 있어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혁명정신과 평등사상의 

구현은 루브르에서조차 현실화되지 못했다. 교양에 대해 훈련을 받은 적 

없는 절대 다수의 무지한 공중들이 루브르의 최고급의 문화유산을 향유

하고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루브르는 부

르주아의 미술관이라는 그리고 혁명정부 공화주의자들의 정치적 선전물

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맥클러란은 혁신된 평등사회의 구체화로서의 루

브르의 상징적 역할은 조화롭게 작동하지 못했고 오히려 미술관이 공화

주의 문화를 보여주기 위한 쇼윈도우로서 사실상 부르주아적 가치에 기

반을 둔 곳임을 상기시켰다고 지적했다.35)

프랑스에서 루브르가 자유 · 평등 · 박애에 대한 정치적인 상징이었

다면 영국에서 미술관은 공리주의적 가치와 사회적 유용성의 측면에서 

옹호되었다. 특히 19세기 영국에서 미술관에 대한 논의는 부르주아 자본

주의 사회 유지에 어떤 이득을 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다

른 공공조직과 마찬가지로 실용성이 강조되고 특히 산업과 교육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기득권층에게 유례없는 위

기를 초래했다. 도시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무질서와 빈곤이 가중되

고 정치개혁을 통한 도시 노동자 계층의 빈민들에 대한 투표권이 부여된 

가운데 새로이 유입된 급진사상인 마르크시즘은 보수층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었다. 맥클러란은 당시 영국에서의 미술관 정책은 이러한 급진사

34) Andrew McClellan, 위의 글, p. 5 참조.

35) Andrew McClellan, 위의 글, p.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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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완화하여 보수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사회적 통제수단으로 추진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미술관은 취미와 

교양의 규범적 가치들을 하향식으로(top-down) 전달함으로써 투표권을 

가진 급진적 성향의 군중들을 보수화하는 역할을 했다. 맥클러란에 따르

면 "국립학교와 도서관과 함께, 미술관은 모든 계층의 공동체의 도덕적, 

지적 연마와 1853년 의회 보고서에서 인용한 “취향의 보편 원

칙”(common principles of taste)의 형성에 기여하도록 요구되었다."36)

또한 존 러스킨 역시 미술관을, “무질하고 무례한 대중에게 완벽한 질서

와 우아함의 모범”을 제안함으로써 "노동자 군중(laboring multitude)"을 

교육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옹호했다.

런던 중심부의 런던 내셔널 갤러리(London's National Gallery)는 그

런 의도에 충실하게 노동자 계급의 방문을 적극 장려하였고 노동자들에

게 인기 있는 장소였다. 화이트 채플 갤러리(White chapel Gallery)도 

성공적인 경우로서 이들은 모두 고급예술을 대중화하기 위한 노력이었

다. 특히 1857년에 서부런던에 설립된 사우스 켄싱턴 미술관 (South 

Kensington Museum)은 응용예술과 공예(crafts)에 공헌하는 새로운 미

술관으로 등장하였다. 이 미술관은 국가경제를 촉진할 목표를 가지고 새

로운 제품의 제작자들과 소비자들을 주요 관람 대상으로 했다. 그래서 

전시 작품들을 제조업자들의 실용성에 부합되도록 유형별로 전시하였고 

그러한 전시에 따라 ‘일상의 미학’이 자리 잡게 되었다. 사우스 켄싱턴 

미술관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1870년 입장객 수가 100만 명에 달했

다.37)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미술관이 경제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기는 

하나, 대중들에게 건전한 휴양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적 도덕관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임을 믿게 했다. 이에 따라 중세 영국에 모든 지역에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사우스 켄싱턴과 같은 새로운 수많은 미술관을 통해 사회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타났다. 그러나 사우스 켄싱

36) Andrew McClellan, 위의 글, pp. 8-9.

37) Andrew McClellan, 위의 글,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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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은 자치도시의 부유계급의 후원에 의존하였고, 협조하기로 되어있던 

산업체들은 숙련공들의 미술관 방문을 저지함으로써 디자이너들이 미술

관에서 연구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이 모델은 더 나은 산

업적 디자인을 제시하지 못했고 기계화를 완화시키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결국 1899년 사우

스 켄싱턴 미술관은 점점 더 순수예술품의 수집과 진기한(curious) 골동

품을 전시하는 빅토리아 앨버트 미술관(Victoria & Albert Museum)으

로 개명되었다.38)

영국 빅토리아 시대는 사회통합의 미술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러나 예술과 문화적 지식은 여전히 엘리트의 전유물이었고, 미술관의 지

원은 부유한 자들에 의존하였으며 특권의 수단으로서의 예술을 중단시키

는 것은 이상에 불과하였다. 또한 사치에 불과한 미술관에의 노동자들의 

방문은 화려한 미술관으로부터 자신들의 초라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환상이 여지없이 깨지면서 비참한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으며 늘어

나는 입장객 수와 수집품들의 양은 방문객들을 지치게 함으로써 대중적 

교육은 큰 장애에 부딪히게 되었다.39)

   미국의 미술관들은 앞서 살펴 본 프랑스나 영국과는 여러 가지 면

에서 달랐다. 먼저 미국은 프랑스나 영국과 같이 무너뜨려야 할 군주나 

귀족과 같은 구체제의 권력도, 보존해야할 전통적인 미술작품도 존재하

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성공한 부르주아 기업가가 유럽에 대한 문화적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미술작품을 구입하고 미술관 건축을 건립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의 미술관의 건립은 프랑스나 

영국과 같이 국가나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업가 개인의 후

원으로 달성된 것이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미술관이 모두에게 개방되

는 공적 공간으로 운영되면서도 지속적으로 후원자들의 사적인 이해관계

가 개입되었다. 20세기 초 미국 최초의 미술관은 응용미술과 공예품을 

38) Andrew McClellan, 위의 글, pp. 12-13.

39) Andrew McClellan, 위의 글,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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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했던 사우스 켄싱턴 미술관 모델을 도입했기도 했으나 부유한 후원

자들의 요청에 따라 곧 순수미술을 지향하는 미술관으로 전환되었다.40)

미국의 미술관들은 후원자들의 취향과 요구에 맞춰 순수미술의 걸작들의 

수집과 보존에 집중했고, 그러기 위해서 전문적인 학예연구 및 기획에 

대한 학문적인 역량을 발전시켰다. 또한 러시아혁명과 2차 대전 이후 소

련 주변의 국가들의 연속적인 공산화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부를 축적

한 미국의 자본가들에게 심각한 위협이었다.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해 미

국의 미술관들은 역사성과 사회성을 배제한 유미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

인 화이트 큐브의 전시 방식을 채택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의 미술관들은 순수를 지향하면서도 순수미술의 감

상에 관한 교육을 미술관이 학교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순수미술 감상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은 미국

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육은 미래세대의 예술 감상에 대한 

투자로 생각되었지만, 사실 순수 예술 미술관 운영자들은 근본적으로 예

술이 공공에 공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역사성과 사회적 관련성(relevance)을 배제한 순수예술에 대한 

감상에 대해 아주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과 도슨트 교육을 펼쳤다. 캐리

어는 미국의 미술관들이 순수미술에 대한 공교육을 강조한 배경을 “미술

작품을 수집한 자본가들의 명백한 자기합리화이자 죄의식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민 노동자들의 노동에 의존하여 부를 얻은 미국 자본가들은 

거액을 들여 미술작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비난받게 될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것이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베

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라고 정당화하고자 했다.41)

1960년대 인종폭동, 학생운동, 반전운동 금융위기 등 불안정한 미국 

내 상황과 미국과 소련의 첨예한 냉전, 월남전 등의 국제적인 상황은 미

국 내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을 고무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술관에 

40) Andrew McClellan, 위의 글, p. 17.

41) David Carrier, 앞의 책, pp. 185, 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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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담론에서 사회적 관련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순수예술과 형식주

의를 옹호하는 미술관 정책을 공격하게 된다. 공격의 내용은 미술관이 

예술에서 역사성과 사회적 의미를 배제하고 예술품을 직관적 관조의 대

상으로 보는 것은 결국 미술관이 교육을 받은 부유한 자들에게 공헌하는 

차별적이고 특권적인 기관이라는 비판이다. 즉 미술관이 특권을 옹호하

는 비민주적인 기관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여 미술관이 

사회적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공중들이 미술관에 오

도록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것은 예술과 미술관에 대해 무지한 대중

들을 미술관에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바로 그들의 소비욕구를 자

극하는 것이었다.42) 예를 들어 미술관에 상점, 레스토랑, 목욕탕, 단체입

장영역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입장객 수를 늘리는 방법을 추구함으로

써 미술관을 레저공간으로 만들었다. 또한 교과서에 등장하고 대중들도 

잘 알고 있는 인기 작가들의 블록버스터 전시를 기업의 협찬과 후원을 

통해서 유치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이러한 블록버스터 전시는 누가 

오는가, 무엇을 경험하는가에 대한 고민 없이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오로지 많은 수익을 내는 데에만 관심을 두게 되었다. 포스트모

던 미술관의 상징처럼 된 블록버스터 전시는 형식주의와 순수예술 미술

관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했지만 여기에 오는 단순한 ‘대다수 군중’은 상

품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문화소비자일 뿐이며 거기서 진정한 민

주적 가치를 찾기는 어렵다. 

요컨대 프랑스, 영국, 미국의 근대적 미술관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웠던 

목적은 민주적 가치였다. 그러나 미술관에서의 공공에로의 접근은 그다

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철저하게 

권력층으로부터 하향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순수하게 공공을 위한 것

으로 보기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의 미술관들이 가지

고 있었던 더 근본적인 목적은 정치 사회적인 필요성 하에서 권력과 자

본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며 기득권에게 유리한 사상을 교육하고 그들의 

42) Andrew McClellan, 앞의 글, pp.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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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을 표준화함으로써 권력과 자본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근대적 공공미술관이 내세웠던 민주적 가치라는 모토는 허

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3) 수동적 관람자와 공간구성  

  

현대 미술관 회의론은 이데올로기화되고 자본에 종속된 미술관이 관

람자들의 정체성을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재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오스트로는 “미술관은 가치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체들을 생산하는 기계”라고 주장하였다.43) 도날드 프레지오시(Donald 

Preziosi)는 “미술관이 발명된 이래로, 그것은 근대화되어 가는 민족국가

의 시민들을 사회적, 윤리적, 정치적으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

어왔다. 그들이 수행한 것은 대상들에 대한 욕망을 일으키는 상호작용을 

통한 시민들에 대한 훈육(populations disciplining)일 뿐이었다.”44)고 한

다. 20세기 말 많은 미술관 회의주의자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고로부터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근대적 미술관은 관람자로 하

여금 지배 권력이 바람직한 것으로 정의하는 시민으로 보이도록 만들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을 지배 권력이 요구하는 정체성을 가진 것으

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일종의 계몽과 훈육의 공간의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주장을 특히 전시 공간연출과 관련하여 정교하게 이론화하고 있는 

던컨의 논의를 통해 미술관에서 관람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현

대 회의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술관 회의론에 따르면 루브르와 그것을 모범으로 삼아 건립되었던 

유럽의 공공미술관들은 민주적 혁명 시대에 출현한 신흥 부르주아 국가

43) J. M. Ostrow, “The Cultural Politics of Preservation”, The Brief of Self Knowledge: 
Folk Art and Current Artists' Positions, ed. Peter Weiermair, Zurich: Stemmle, 1998, p. 

123.).

44) Donald Preziosi, "Collecting/Museums", Comtemporary Critical Terms In Art History, 
ed. Robert Nelson an Richard Shiff,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p. 281,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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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상징이었다.  던컨은 미술관들은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정치 사회

적 맥락 위에서 상이한 이데올로기적인 의미를 가지고 건립되었으며 그

에 맞추어 관람자가 따라야 할 시민적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특정

한 정체성을 가진 주체로 구성했다고 주장한다. 던컨은 루브르가 “구체

제의 몰락과 신질서의 등장을 알리는 강력하고 명백한 상징이자 그러한 

의미의 생산자”였다고 설명한다. 특권적인 것으로부터 공적 공간으로 변

형된 미술관은 국가가 평등의 원리에 헌신하고 있음을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소로 여겨졌다. “미술관은 구체제의 사치, 권력, 지위, 호화의 

상징들을 정신적 보고의 저장소, 즉 전 국가의 유산과 자긍심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강력한 변형기관”이었다고 던컨은 설명한다.45) 새로운 공적 

공간으로서의 루브르는 새로운 전시방식을 통해 전시되는 작품에 있던 

과거의 낡은 의미를 제한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을 뿐 아니라 관람자

의 정치적 정체성도 새롭게 정의했다. 던컨에 따르면 미술관에 공공재산

으로 전시되는 미술작품은 시민으로서의 개인과 시혜자로서의 국가 간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이 되었다.46) 미술관에서 시민의 권리

는 미술 감상과 정신적 풍요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술관은 공중에게 수

행해야 할 임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가시적인 실체로 드러나도록 만

들었다. 

① 미술사적 배치

던컨은 근대적 공공미술관의 직접적인 선례를 과거에 특별한 홀이나 

갤러리에 전시되던 군주의 소장품으로 보았다.47) 그러한 전시의 목적은 

45) Carol Duncan, Civilizing Rituals: Inside Public Art Museums, Routledge, 1995, p. 70.

46) Carol Duncan, 위의 책, pp. 60-62.

47) 군주의 소장품은 조개껍질과 같이 희귀한 사물과 인간이 만든 물건을 뒤섞어 놓은 ‘호기심의 

방’(cabinet of curiosities, Wunder Kammer)이라기보다는 루브르의 아폴로 갤러리처럼 거대

한 의례적 응접실에 더 가깝다. 그것은 전형적으로 공식 의례를 위한 화려한 무대를 제공하는 

한편, 군주라는 인물을 부각시키는 접대실 역할을 수행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이미지에 광채

를 불어넣기 위해 통치자는 고대 신의 조각과 회화와 태피스트리로 자신의 주변을 감싸기도 

했다. 태양의 신 아폴로를 이용했던 루이 14세가 가장 유명한 사례이다. 마드리드에서는 헤라



- 33 -

군주의 재력과 권위로 방문객을 압도하여 자신의 정통성과 통치의 정당

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다. 근대적 공공미술관은 본래 군주의 접대

실의 기능이었던 통치 권력의 정당화와 미화라는 목적을 그대로 이어받

아 수행하였다. 다만 통치의 주체가 절대 왕정의 군주로부터 부르주아 

시민 국가로 변형된 것일 뿐이다. 루브르가 군주의 소장품이 공공미술관

으로 바뀐 최초의 사례는 아니지만 그 변형은 정치적으로 가장 의미 있

고 영향력이 큰 것이었다고 던컨은 지적하고 있다.48)   

그런데 루브르가 부르주아 시민국가의 통치 권력을 정당화하는 임무

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작품들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전시되

어야 했다고 던컨은 설명한다. 그것은 바로 소장품들을 미술사의 유파별

로 조직하고 각 유파의 발전과 업적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배열하는 방식

이다. 18세기 후반 당시 작품을 개인 미술관이나 사적 갤러리 등에 전시

할 때 가장 선호되었던 것은 미술전문가(감정가, connoisseur) 혹은 신

사풍의 전시형태(gentlemanly hang)로 다양한 거장들의 형식적인 특징

들을 부각시키는 방법이었다. 이는 유럽귀족계급의 미술교육에 걸 맞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유행했는데, 이를 통해 특권계층은 유명 귀족가문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던 핵심 비평용어 및 유행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을 

과시할 수 있었다. 대개 색채, 양식, 구도와 같은 특성들이 서로 비교됨

으로써 각각의 작품들이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한 벽면에 서로 대립하

는 유파의 상반된 작품들이 함께 걸렸다.49)

18세기 후반 이와 같은 신사풍의 전시형태는 새롭게 등장한 미술사

클레스가 사랑받았는데 그는 루벤스의 회화에서 찬미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의 공적은 왕좌와 

연결되었다. 18세기 전후 군주들이 작품들을 화려한 액자에 넣어 벽에 걸거나 갤러리와 홀에 

전시하는 것은 유럽의 도처에서 표준적인 관행이었다. 예를 들어 전설적인 황제의 흉상이나 과

거 위대한 군주들의 치적을 그린 그림 등과 같은 다양한 전시는 군주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 

즉 군주의 화려함, 정당성, 혹은 그의 통치의 지혜를 증명했다(German Bazin, The Museum 
Age, trans. j. van Nuis Cahill, New York, Universe Book, 1967, pp. 129-39.).

48) Carol Duncan, 위의 책, pp. 19-21.

49)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비너스나 순교자 상이 오른 편에 설치되면, 왼편에는 플랑드르의 그것

으로 균형을 맞추었다. Andrew McClellan, Inventing the Louvre: Art, Politics, and the 
Origins of the Modern Museum in Eighteenth-century Par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p. 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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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배치방식과 경쟁하다가 결국 미술사적 배치가 19세기 유럽 전역의 

공공미술관에 보편적인 것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술사적인 배치에서

는 각 유파와 그 주요 거장들이 보여주는 발전이 중요했는데 그 발전은 

미에 대한 단일한 보편적인 이상에 따라 판단되었으며 모든 사회는 그 

이상을 향해 진화해가고 있다고 전제되었다. 전문가들은 고대 그리스 조

각과 이탈리아 본격 르네상스 회화가 바로 이 이상을 가장 완벽하게 구

현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종류의 미적 판단은 새로운 근대적 미술관이 

보여주어야 할 이상이 되었다. 1794년 루브르 행정관이 말했듯이 새로

운 미술관의 목적은 관람자에게 “예술의 진보와 예술을 지속적으로 연마

해 온 사람들이 이루어 낸 완성의 정도”50)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미술관

이 보여주는 예술의 진보는 어떤 국민이나 시대가 문명을 향해 얼마나 

진화했는가를 가리키는 지표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던컨은 미술사적 

접근방법은 미술작품에 새로운 문화사적 의미와 새로운 인식적 가치를 

부여했다고 지적한다. 

전시 모델의 변화는 미술관 내에서의 관람자의 정체성과 행위를 새롭

게 개념화했다. 과거의 신사 풍의 전시는 특권계층의 비평적 판단을 드

러냄으로써 배타적인  엘리트적 신사의 정체성을 강화했다.51) 반면 공

공미술관은 관람자를 계몽과 합리적 이해에 기반을 둔 쾌감을 찾아 미술

관에 입장한 부르주아적 시민으로 간주한다. 미술관에서 시민들은 개인

적인 사회적 위치와 관계없이 자신을 다른 프랑스 시민들과 결속시키는 

문화를 접하게 된다. 미술관의 형식 속에 국가 그 자체가 구현되어 있

다. 미술관은 국가의 정신활동의 보호자이며 인간 정신의 가장 진화되고 

문명화된 문화의 수호자로 여겨진다. 이로써 미술관은 시민과 국가의 관

계가 완전히 실현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상징으로 기능한다. 던컨을 

비롯한 미술관 역사가들은 새로운 미술사적 배치를 이전의 분류체계를 

50) Yveline Cantarel-Besson ed. La Naissance du Museé du Louvre, vol. 1, Paris: 

Ministry of Culture, Edition de la Réunion des Museé Nationaux, 1981, p. xxv.

51) I. Pears, The Discovery of painting: The Growth of interest in the Art in England 
1680-1768,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8, p. 106.



- 35 -

더 합리적인 체계로 대체하고자 하는 선진적이고 계몽적 사유의 승리로 

간주한다.52)

더 나아가 던컨은 미술사적인 배치가 부상하는 부르주아 국가들에게 

부여하는 정치․이데올로기적인 유용성을 지적했다. 공공미술관의 전시는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미술사에 기초하면서도 민족적 유파들의 ‘천재성’

을 강조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성장과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고 촉진시켰

다. 미술관의 복도를 따라 연대기적으로 그리고 국민적 범주로 조직된 

예술작품들은 ‘천재’에 대한 증거이자 문명의 과정을 나타낸다. 루브르의 

갤러리들은 처음부터 대부분 국민적 유파에 따라 구성되었는데, 1810년 

나폴레옹 박물관으로 재개관하면서 드농의 지시 하에 완전히 국민적 유

파별로 조직되었다.53) 루브르 관람자들에게 제시되는 역할은 천재의 역

사와 그 발전을 한 단계씩 다시 체험하며, 자신들을 역사상 가장 문명화

되고 선진적인 국민국가의 계몽시민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미술사

의 주요 유파를 나타낸 루브르의 천장 장식에 프랑스 작품을 이집트, 그

리스, 이탈리아와 함께 배치함으로써 프랑스가 미술사의 가장 위대한 순

간들로 구성된 서사 진행 속에서 네 번째이자 마지막 순간임을 나타냈

다. 그 영향으로 오늘날 루브르에서 프랑스 문명은 그 근원에 있어 훨씬 

더 유럽적인 것으로 보이며 유럽 공동체 국가 중에서 더욱 주도적인 위

치에 서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명백히 루브르의 전시 배치 방식

이 가져온 이데올로기라고 던컨은 주장한다.54)

52) Carol Duncan, 앞의 책, pp. 31-33.

53) Andrew McClellan, 앞의 글, p. 30.

54) Carol Duncan, 앞의 책, pp. 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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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더니즘의 공간적 구현

복합적인 영향관계 속에서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온 20세

기 현대미술의 역사를 ‘형식의 발전’이라는 단순하고 분명한 모더니즘 

이론을 통해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대부분의 전문가들

이 동의한다. 또한 후기구조주의, 언어학 이론과 문학 이론, 마르크스주

의적 문화분석과 정신분석 이론 등에 기반을 두고 형식주의적 모더니즘

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신미술사 방법론의 성공과 확장은 모더니즘 미술

에 대한 비평과 해석 영역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식주의적 모더니즘 이론은 여전히 대학과 학교에서 교육되고, 미술제도

권에서 당연한 것으로 수용될 뿐 아니라, 상설 소장품을 전시하는 유럽

과 미국의 대다수 공공미술관에서도 여전히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통용

되고 있다.

고도로 선별되고 단순화된 역사인 형식주의적 모더니즘이 그와 같이 

20세기 미술의 중심 내러티브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이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강화되어 온 것은 무엇보다 뉴욕현대미술관(MoMA)의 소장품 

구성과 공간연출방식의 영향력과 파급력 때문이었다. MoMA의 초대 큐

레이터였던 알프레드 바는 모더니즘 이론을 미술관을 조직하는 핵심 원

리로 받아들여, 작품수집, 전시, 출판물 제작 등을 통해 그것을 역동적으

로 촉진시켰다.55) MoMA에서 모더니즘 내러티브는 작품선별 뿐 아니라 

배열순서와 배치형태를 포함하는 전시공간연출에 의해서 극적으로 제시

되어 있다. MoMA의 소장품과 전시형태가 ‘주류 모더니즘’을 결정했고, 

지배적인 현대미술의 역사를 주도해왔다. 이는 미술관 회의론자들에 의

해 미술관의 교조적 권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된다. 

던컨은 MoMA가 제시하는 모더니즘 내러티브 역시 관람자의 정체성

에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당시 상황에서 요구되었던 시민의 역할을 부과

55) Russell Lynes, Good Old Modern: An Intimate Portrait of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Atheneum, 1973, pp. 29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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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MoMA와 그것의 영향을 받은 현대미술관

들은 주류 모더니즘의 역사가 보여주는 ‘진보’를 작품의 배열을 통해 구

현함으로써 관람자로 하여금 ‘진보’의 내러티브라는 각본에 따라 가시적

이고 물질적인 세계를 극복하고 초월하여 정신적 자유를 획득하는 드라

마의 정점에서 일종의 역할 연기를 하도록 세워 둔다.56)

정리하자면 던컨은 근대적 미적 무관심성과 예술의 자율성 개념 등과 

같이 예술의 문제를 우리 삶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간주하는 관점을 거부

하면서 미술관과 미술사를 정치․경제적 권력 관계 속에서 고찰하였다. 던

컨의 논의는 듀이를 비롯하여  정치 ․ 사회적 맥락 속에서 미술관의 탄

생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을 전개해 왔던 이전의 미술관 회의론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술관 공간과 정치권력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관람자가 특정한 주체로 구성되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던컨에 

의하면 미술관은 근대에 정치 ․ 경제적 지배 권력과 사회제도가 아름답

고 자연스러우며 정당한 것으로 보이기 위한 장소였고 그러한 목적은 공

간구성, 전시연출 그리고 관람자의 역할에 의해 달성되었다. 던컨은 미

술관을 지배 권력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공간으로 

규정하고 그 안에서 관람자는 권력이 원하는 새로운 주체로 호명되고 구

성된다고 주장했다. 

56) Carol Duncan, 앞의 책, p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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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관 회의론의 이론적 체계화

   : J. 듀이의 ‘경험으로서의 예술’

전술하였듯이 듀이는 19세기 이후의 회의론으로부터 20세기 말 회의

론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논점들을 대부분 포괄하면서 자신의 예술철학의 

주요 개념들과 관련하여 미술관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을 체계적으로 전

개하고 있다. 듀이는 삶과 예술이 분리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것이 

미술관이며 삶과 예술의 분리는 예술에 있어서 가치의 혼란을 가져오고 

권력과 문명의 억압적인 제도를 정당화하고 미화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술관 회의론자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듀이는 자신의 

예술 철학을 통해 미술관 회의론의 비판을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단초

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듀이 예술철학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회의론이 제기하고 있는 맥락제거에 의한 미술작품의 죽음, 미술관이 

정치와 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공간이라는 20세기 말 회의론의 비판 등

은 듀이의 주장에 따르면 모두 삶과 예술의 분리가 가져온 문제점들이

다. 그렇다면 만일 삶과 예술 간의 연관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그

러한 문제는 점차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21세기 들어 국내외 

많은 미술관들이 삶과 예술의 통합을 모색하는 전시를 통해 회의론의 시

각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듀이의 주장은 더욱 실효성

을 갖는다. 또한 예술의 본질을 경험으로 여기는 듀이 예술철학이 열어

두고 있는 작품의 의미와 가치의 변화 가능성은 ‘미술사적 배치가 작품 

해석에 있어서 미술관이 교조적 권력으로 작용하고 관람자를 이데올로기

적으로 구성한다’는 20세기 말 회의론의 주장을 넘어설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1)에서는 뮤지엄이 등장하게 된 계기와 그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고, 일상적 경험과 미적 경험의 단절이 가져온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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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의 가치의 혼란을 논함으로써 삶과 예술의 연관성에 대한 듀이

의 논의를 살펴 볼 것이다. 2)에서는 듀이가 뮤지엄을 비판하는데 있어 

이론적 근간이 되는, 예술작품의 원천을 주관이 아닌 맥락으로 간주하게 

하는, 미적 경험의 통합성과 그 토대로서의 육체적 자연주의에 대해 논

할 것이다. 3)에서는 듀이의 예술의 정치 사회적 차원에 대한 논의를 통

해 권력과 제도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예술에 대한 비판을 살펴볼 것이

다. 아울러 예술을 대상이 아닌 경험으로 규정함으로써 작품의 의미와 

가치의 변화 가능성을 도모한 듀이의 주장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삶과 예술의 연속성

  

듀이는 예술의 본래적 가치를 삶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였

다. 애초에 연극, 음악, 그림, 건축 등은 공동체적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

었으며 집단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지거나 사용되던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예술작품의 의미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작품 그 자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낳게 한 환경과 

그것의 모체가 되는 일상적 경험을 살펴봐야 한다고 듀이는 말한다.57)

그러나 듀이에 따르면 불행하게도 근대에 삶과 예술은 분리되고 말았

는데 그것이 예술 그 자체에 내재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술과는 전적

으로 무관한 예술 외적 조건 즉 사회 ․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이유 때문

이었다. 듀이는 삶과 예술이 분리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것이 뮤지

엄58)이나 공연장과 같은 제도라고 설명한다. 즉 뮤지엄은 예술작품을 

57) John Dewey, Jo Ann Boydston ed. Art as Experience, The Later Works of John 
Dewey 1925 - 1953, Volume 10 : 1934,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87(이하 

AE), pp. 9-12.

58) 본 논문에서 논의되는 ‘미술관’은 'art museum'으로서, 역사적 유물들을 폭넓게 망라하고 있

는 것이 아닌, 미술작품 중심의 소장품을 가진 뮤지엄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은 훨씬 

더 앞서 1753년에 건립된 최초의 근대적 뮤지엄인 대영박물관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미술

작품 중심의 소장품을 갖춘 1793년에 탄생한 루브르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듀이가 

그의 저서에서 ‘museum’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미술관과 박물관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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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원래 존재했던 공동체적 삶의 현장으로부터 분리시켜 그것을 보

관하고 전시함으로써 삶과 예술의 관련성을 단절시키는 작용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뮤지엄의 기원을 분석하면 그러한 분리의 중요한 

이유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위해서는 근대의 산물인 뮤지

엄이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졌는가하는 관점에서 근대 예술의 역사를 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59)

(1) 뮤지엄 탄생의 계기와 비판

    

이러한 검토에 따라 듀이는 근대 뮤지엄이 발생하게 된 중요한 역사

적 계기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유럽의 미술관들은 국수주의와 제국주의 융성에 따른 기념물이

다. “당시 유럽 강국들은 자국의 과거 예술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 

그리고 전제군주의 전리품을 전시하기 위해 미술관을 건립했다. 루브르

가 후자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미술관들은 근대에 들어서 예술과 

삶이 분리되었다는 것 그리고 양자 사이의 분리가 국수주의나 제국주의

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60)고 듀이는 주장했다. 

둘째, 자본주의의 발달은 예술작품을 보관하는 것을 고유 기능으로 

이며 또한 순수예술과 응용예술, 예술가와 기술자 간의 구분을 하지 않는 듀이에게 있어서는 

박물관과 미술관 간의 구분은 거의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John Dewey, AE, pp. 11. 12, 

33-34, 54, 60, 80, 87. 내용 참조) 더구나 듀이는 예술과 과학이 고대나 원시 문화에서는 거

의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 양자가 경험과 조화롭게 만나는 깊은 유사성을 지

녔음을 강조하고자 애썼다.(John Dewey, AE, pp. 153-154) 듀이는 “과학 그 자체는 다른 예

술들의 생성과 활용에 예비적인 기본적 예술”이며 “과학과 철학은 양자 모두 그 종사자들에게 

미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선언하는 데에까지 나아갔다.(John Dewey, AE, pp. 

125-126)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그가 말하는 ‘museum’이란, 인간이 제작한 인공품을 다

루는 역사, 민속, 예술, 공예 박물관 등 뿐 아니라, 인류학, 천문학, 동․식물학, 광물학, 지질학, 

기후학 등을 다루는 과학 분야의 박물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박물관이 그의 museum 개

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본 논문은 듀이가 말하는 ‘museum’을 그보다 

좁은 의미의 ‘미술관(art museum)’과 구분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을 모두 아우르는 것임을 나타

내기 위해 “뮤지엄”이라는 단어로 표기하고자 한다.

59) John Dewey, AE, pp. 13-14.

60) John Dewey, AE,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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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미술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냈으며 그 결과 예술작품이 일상생활에

서 분리된 것이라는 생각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자본주

의의 발달로 부를 축적하고 주변을 치장하기를 원했던 신흥 자본가 그리

고 문화적 취향을 과시하고자 했던 국가나 단체 등이 나타났기 때문이

다. 여기서 듀이는 뮤지엄 건립은 우수한 문화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

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곳을 채울 작품을 어디서든 수집해 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작품을 그것이 제작된 삶의 터전으로부터 분리시키게 된다

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뮤지엄은 예술작품이 삶의 문

화로부터 자생적이고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고가 형성

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듀이는 주장한다.61)  

셋째, 듀이에 따르면 근대 산업과 상업의 발달로 경제적 세계주의가 

가능해짐에 따라 뮤지엄에는 세계 각국에서 수집해 온 예술품들이 소장

되었고 이전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던 예술작품과 지역의 문화적 

풍토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이 약화되고 파괴되었다. 그 결과 예술작품은 

그것이 만들어진 환경과 긴밀한 관련 속에서 갖는 예술 고유의 가치를 

상실하고 ‘순수예술의 견본’이라는 초라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 더 나아

가 예술작품 역시 시장에서 판매되기 위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과거 

부유층과 권력층의 인간적인 예술 후원이 사라지고 비인간적인 시장에서 

작품과 사회와의 긴밀한 연관이 사라지게 되었다.62)

넷째, 산업사회의 발달로 가속화되는 대량생산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예술가들은 사회적 유용성에 무관심해지고, 일반 대중들

의 취향에서 멀어지는 ‘미적 개인주의’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예술가들

은 작품을 공동체의 삶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간주

하고 그것을 예술가의 일차적인 임무로 내세우게 된다.63)

이와 같이 듀이는 예술과 삶을 분리시키는 근대 뮤지엄의 등장 원인

61) John Dewey, AE, p. 14.

62) John Dewey, AE, pp. 14-15.

63) John Dewey, AE,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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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밝

히면서 결국 이러한 분리가 예술의 본질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다음에서 논한다.

(2) 예술에서의 가치의 혼란 

   

뮤지엄 등으로 인하여 예술과는 무관한 정치․사회적 조건들에 의해 

삶과 예술이 분리되자 결과적으로 일상적 경험과 미적 경험 사이의 단절

도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삶에서의 유용

성과 관계없는 심미적 관조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예술철학이 등장하

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은 예술에 있어서의 가치의 혼란을 가져왔다. 

예술이 일상적 삶에서 갖는 본래적 가치는 사라지고, 본래 예술적인 것

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수집, 전시, 소유, 과시의 즐거움과 같은 예술외

적인 것들이 중요한 예술적 가치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

는 그러한 조건들이 외재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작품의 본성과 삶의 관

습 속에 본래 각인되어 있는 것처럼 가정되고, 그것이 아주 무의식적으

로 기능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

의 영향은 단순히 이론에만 한정되지 않고, 삶의 활동들에 깊은 영향을 

끼쳐, 행복의 필수 요소인 미적 지각을 몰아내거나 그것을 보상적이고 

일시적인 쾌락과 자극의 수준으로 떨어뜨린다.64) 이러한 가치의 혼란은 

예술 비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작품과 구체적인 삶이나 문화 풍

토 사이의 관련을 살펴보는 미적 인식은 사라지고 예술작품의 초월적 아

름다움에 대한 감상과 찬양만 넘쳐나게 되었다. 이러한 우려에서 듀이는 

예술철학의 임무를 무엇보다 예술과 일상 사이의 연속성 회복으로 정의

하였다. 그리하여 듀이는 예술과 삶의 분리에 있어 그 이론적 기초가 된 

근대미학의 무관심성과 순수예술의 개념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취했

다.

64) John Dewey, AE,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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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미술관의 중립성과 관련하여 전술한 바 있는 근대미학의 무관

심성과 순수 예술 개념에 대해 듀이는 “예술에 대한 뮤지엄적 개념”, 그

리고 “순수예술(fine art)에 대한 기괴한 관념”이라는 용어로 비판하였

다.65) 특히 듀이가 칸트의 무관심성 개념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미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가 분리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것에 의해서이다. 삶

과 연속성을 가진 통합적인 것으로서의 미적 경험을 주장하는 듀이가 보

기에 칸트의 미적 판단은 너무나 협소하게도 형식의 지적인 속성들에만 

집중하고 있다.66) 칸트에게 있어서는 인식 능력의 활력으로부터 비롯된 

쾌만이, 즉 “감각 속에서 만족된 쾌가 아니라 감각의 형식에 의해 즐겨

진 쾌”만이 미적이다. 정감과 감각적 쾌로부터 이끌어진 자연적 만족은 

관심과 욕구를 함축하고 있다는 근거에서 거부된다. 칸트는 『판단력 비

판』에서 미는 “어떠한 목적도 표상함이 없이 어떤 대상에서 지각되는 

한에서의 그 대상의 합목적성의 형식”67)이라고 설명했다.  칸트의 무관

심성 개념에 따르면 미는 선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내재적 가치, 즉 그 

자체로 비도구적인 목적이며 수단으로서는 잘못 생각되거나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듀이는 이러한 칸트의 무관심성 개념이 오류라고 

비판한다. 듀이에 따르면 이러한 칸트적 전통의 오류는 다음과 같은 것

을 전제하는 데 있다. 즉 그것은 예술이 어떤 고유의 기능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능을 완전히 넘어서서 순전히 내재적 가치를 지

님으로써만 옹호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오

류는 다음과 같은 생각, 즉 수단과 목적의 이분법을 전제하고 도구성과 

효율성을 동일한 것으로 봄으로써 도구성이 내재적 가치와는 대립한다는 

생각에 의해 증폭되었다.

그리하여 듀이는 예술에 있어서의 도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 사이의 

이분법적 대립을 거부하면서도 예술의 목적은 특별한 기능과 가치를 만

65) John Dewey, AE, pp. 12, 90.

66) 리처드 슈스터만(저) 김광명 김진엽(역), 『프라그마티즘 미학: 살아있는 아름다움, 다시 생각

해보는 예술』, 북코리아, 2009, p. 26.

67) Immanuel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Hamburg : F. Meiner, 1974, 제17절,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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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물을 만족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듀

이에게 예술은 도구적인 가치를 가지는 동시에 그 자체로 만족스러운 목

적이 된다.68) 그에 따르면 “단순한 유용성이라는 것은 특정하고 제한된 

목적만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미적 예술작품은 많은 목적들을 만족시킨

다. 그것은 삶에 있어서 정해진 제한된 양태를 규정한다기보다는 삶에 

기여한다.”69)

더 나아가 듀이는 미적 가치는 예술이론이나 비평에 의해 영구적으로 

고정될 수 없고 경험 속에서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것은 

변화하는 미적 지각의 심판에 의해 전복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

는 예술 그 자체의 개념을 비롯한 미적 개념들은 특권화 된 진리나 신성

불가침의 가치가 될 수 없으며 언제든 도전받을 수 있고 수정될 필요가 

있는 유동적인 도구일 뿐이며 개혁적인 재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보

았다.70)

2) 미적 경험의 통합성과 육체적 자연주의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예술의 본래적 가치를 삶과의 연관성 속

에서 찾으면서 일상적 경험과 미적 경험 그리고 예술에 있어서 미적 가

치와 도구적 가치를 통합하고자 하는 듀이의 ‘연속성’의 논제는 그의 철

학을 관통하고 있는 육체적 자연주의(somatic naturalism)에 기초하고 

68) John Dewey, AE, p. 144.

69) John Dewey, AE, p. 140.

70) 슈스터만은 듀이가 철학이 초시간적인 개념적 진리가 아니라 “사상 속에 포착된 자신의 당

대”에 대한 역사적으로 형성된 표현이며, 더 나은 사상일 뿐 아니라 더 나은 시대를 창조하기 

위한 비판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헤겔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한다. (G. W. F. Hegel, 

Philosophy of Right, trans. T. M. Knox,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2, p. 11.)

   또한 슈스터만에 따르면, “듀이는 절대적인 진리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에 일차적

인 목표를 두었던 소위 전통 형이상학으로서의 철학을 반대한다. 듀이가 보기에 진리의 발견과 

정당화에 매진했던 전통 형이상학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독단론이나 회의주의로 흐

를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 독단론과 회의주의를 피해서 그가 채택하는 철학적 개념

은 ‘비판’으로서의 철학이다(리처드 슈스터만(저), 김광명, 김진엽(역), 앞의 책,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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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육체적 자연주의는 예술작품의 원천을 주관이 아닌 맥락에 

있다고 보게 하며, 그로부터 뮤지엄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이 유래하게 

된다. 따라서 듀이의 뮤지엄에 대한 비판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

적 기초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육체적 자연주의와 통합적인 

미적 경험 개념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예술

       

리처드 슈스터만(Richard Shusterman)은 듀이 미학의 가장 중심적 

특징 중 하나를 ‘육체적 자연주의’(somatic naturalism)로 설명한다. 그

에 따르면,『경험으로서의 예술』의 첫 장의 제목은 다름 아닌 “생물

(the Live Creature)”이며, 이어지는 모든 다른 장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첫 장에서도 인간 유기체의 자연적인 필요, 구조, 활동에서 미학의 근원

을 찾는 데 할애하고 있다. 듀이가 『경험으로서의 예술』에서 중점적인 

목표로 삼은 것은 “삶의 정상적인 과정과 미적 경험 사이의 연속성71)

회복”72)이며 그것이 듀이 이론의 대전제이다. 듀이에게서 미적 이해는 

미와 예술의 근원이 기본적인 생명기능에 있으며, 그리고 인간이 동물과 

공유하는 “생물로서의 평범함”에 있다는 점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73)

듀이에게서 모든 예술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그 유기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사이에서, 영향을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

용의 결과이다.74)

듀이는 순수예술(fine art)이 점점 더 정신화되더라도 “예술이 가진 

유기적 기초는 힘차고 깊은 토대”로 그리고 “예술이 지닌 정서적 에너지

를 떠받치는 근원”으로 남아있다고75) 주장한다. 또한 그는 “모든 예술의 

71) 다윈의 진화론적 연속체(continuum) 개념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72) John Dewey. AE, p. 16. 

73) John Dewey, AE, pp. 19-20.

74) 리처드 슈스터만, 앞의 책, p. 22.

75) John Dewey, AE, pp.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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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에는 생물이 자신의 환경과 맺는 관계가 깔려 있다. 그러므로 자연

에 대한 가장 넓고 깊은 의미에서의 자연주의는 모든 위대한 예술에 필

수적인 것”76)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자연의 역할은 어떤 순수하고 초

연한 경험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의 자연적 유기적 뿌리와 욕망을 부정하

는 것이 아니라 만족스럽게 통합된 표현을 우리의 신체적, 지적 차원 모

두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듀이는 우리가 이 두 차원

을 분리하는 잘못을 저질러 왔다고 보았다. 따라서 예술의 목적은 “전체 

생물의 통합된 생명력 속에서 전체 생물을 위해 기여하는 것”이다.77)

(2) ‘정질성’

  

듀이는 『경험과 자연』에서 자연과 연속성을 지니는 것으로서의 경

험은, 본래의 상태에서는 “분석되지 않는 총체”(an unanalyzed totality)

이며 그 안에서는 경험의 대상과 경험의 과정, 주체와 객체, 행위와 재

료 등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마치 유기체와 환경을 포함하는 포

괄적인 활동을 가리키는 “삶”(life)이라는 말처럼 경험은 통합적인 의미

를 갖는다.78) 듀이는 경험을 분리되지 않는 총체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

것의 중요한 특질로 “정질성”(qualitativeness)79) 개념을 도입했다. 듀이

는 경험이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에 의해 ‘구별되는 것’, ‘눈에 

드러나는 것’, ‘분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추상될 수 있지만, 경험에는 분

석과 추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모호한 것’, ‘감추어진 것’, ‘불분명한 

것’이 남아 있다고 보았다. “정질성”은 바로 후자의 특성 즉 인식하기 전

에 가지고 있고 알려지기 전에 감지되는 이러한 존재의 특성을 말한다. 

그에 따르면 “정질성은 우리 자신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이 명백하고, 타

76) John Dewey, AE, pp. 155-156.

77) John Dewey, AE, p. 122.

78) John Dewey, Experience and Nature, New York: Dover Publication, Inc, 1952, Original  

work published, 1925(이하 EN), pp. 8-9.   

79) John Dewey, EN,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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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모호하다.”80) 그래서 정질성

은 반성적 사고가 적용되기 이전에 전체로서의 경험이 가지고 있는 비매

개적이고 직접적인 특질을 말한다.81)

듀이는 경험이 가진 총체성과 질적인 특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

는 사례가 예술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예술적 경험을 일상적 경험

으로부터 유래한 것이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좀 더 완전한 것으로

서 ‘하나의 경험’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듀이에 의하면 예술은 산만하

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출발한 일상적 경험이 발달하고 성장하여 “하나의

경험”(an experience)82)이라는 완결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경험의 전

체 과정이다. 여기서 ‘하나의’라는 수식어의 의미는 듀이 미학을 이해하

는데 매우 중요한데 듀이는 그것을 완결성(consummation), 질적 통일성

(qualitative unity), 연속성, 분절적 연결, 의미의 축적, 지배적 성질로서

의 정서 등으로 설명한다.83) 듀이는 하나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 

역시 앞서 논했던 정질성이며 그것은 예술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한다. 

즉 일상적 경험이 하나의 경험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은 경험 전체에 지

80) John Dewey, EN, p. 398.   

81) 듀이는 무엇인가를 배제하고 생략하는 것과 같은 선택적 강조는 인간의 정신 활동에 필수적

인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제된 것을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듀이는 개념적 지식과 추상에 대한 강조가 삶의 역동적이며 직접적인 차원들

을 무시해버렸거나 심지어 왜곡했다고 생각하고 언어나 다른 상징적 수단에 의해서 범주화되

기 전에 구체적으로 느껴지고 음미되는 체감적 특질인 “정질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질성

은 사물의 감각적 특징이나 속성일 수도 있으며 감정이나 정서, 기분일 수도 있고 분위기나 성

향일 수도 있다.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불완전하며 아예 언어적 표

현이 불가능 한 것 도 있다. 질성은 논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나 그러면서도 논증적인 과학적 

사고를 가능케 하는 사고의 토대와도 같다(John Dewey, Qualitative Thought. in John 

Dewey, (ed). Philosophy and civilization New York, Balch & Company, (Original work 

published 1929), pp. 93-116.).

82) 듀이는 ‘하나의 경험’에서 ‘하나의’에 해당하는 'an'을 이탤릭체로 써서 강조하고 있다. 

83) 듀이는 일상적 경험과 하나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대비시키면서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소유

한 경험은 때때로 불완전한 것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험하지만 그것들이 항상 하나의 경험

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그 경험은 산만하고 분산되어 있다. 관찰한 것과 사고한 것, 소망한 것

과 획득한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 . 그러한 경험과는 반대로 경험된 내용이 제대로

의 과정을 따라서 기능을 발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의 경험을 소유하게 된다. 이럴 때에만 

그 경험은 내적으로 통일되고 경험의 일반적인 흐름 속에서 다른 경험과 구별된다. . . 이러한 

경험은 하나의 전체이며 그 자체 내에 독특한 개성과 자족성을 지닌다. 그것은 바로 하나의 경

험이다(John Dewey, AE,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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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적이고 편재적으로 존재하면서 경험을 독특한 통일체가 되도록 해주는 

정질성덕분이다.   

듀이는 인간 경험에서 연속성이 상실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

서, 사유의 분화와 사회적 구획화는 경험의 파편화를 가져오고, 또한 역

으로 경험의 파편화는 다시 사유의 분화와 사회적 구획화를 강화시키고 

증대시키는 일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했다. 그에 따

르면, 인간 경험의 여러 측면들은 특수하게 구분된 사유에 의해 나뉘고 

그러한 단편적이고 분과적인 사유를 강화시키는 특수화된 제도들에 의해 

분리되었다. 듀이는 그러한 구분이 공고화됨으로써 경험의 고통스러운 

파편화가 더욱 증대되어 가는 것에 대해 탄식하면서, 그 파편화의 전형

적 원천이자 지속적인 결과로 나타난 사회적 분화와 구획화에 반대하였

다.84)

듀이는 경험에서의 연속성을 파괴하는 사유 기저에 존재하는 이분법

과 구획화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시도하면서 다른 한편 통합적 경험이

라는 대안과 그러한 인식이 필요한 이유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처럼 경

험의 통합성과 총체성을 강조하는 듀이는 자신의 저서 『경험으로서의 

예술』의 수많은 곳에서 우리 경험을 분리시키고 파편화하는 한층 더 기

본적인 이원론 즉 육체와 마음, 물질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 사유와 감

정, 형식과 내용, 인간과 자연, 자아와 세계, 주관과 객관, 수단과 목적 

등과 같은 좀 더 근본적인 이분법에 대해 공격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그는 순수예술 대 응용 예술, 고급예술 대 대중 예술, 공간예술 대 시간

예술, 인식적인 것 및 실제적인 것과 대조되는 미적인 것, 예술가 대 청

중 등의 이분법적 개념들이 근본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듀이는 해체론적인 주장 보다 훨씬 앞서 이미 오래 전에 ‘구분하고 분리

하는 것’이 어떤 ‘가치’를 내포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구분이나 분리’는 

한 조건을 다른 조건보다 특권화 함으로써 “최상”의 가치에 있어 본질적

인 진정한 가치를 흐리거나 평가절하 하게 한다고 주장했다.85) 듀이는 

84) 리처드 슈스터만, 앞의 책,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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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적 구획화에 반대하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옹호하면서 그것은 특

히 미적 경험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86)

구획화될 수 없는 통합적인 특징을 가진 듀이의 미적 경험은 근대미

학의 무관심적인 미적 관조의 성격과 같이 어떤 특별한 요소를 독특하게 

가짐으로써 차별화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경험의 모든 요소들을 한층 

완전하고 풍부하게 통합함으로써 차별화된다. 그러한 통합은 “아주 다양

한 상태에 있는 요소들로부터 하나의 전체를 만들고 경험의 주체에게 세

계 속에서의 통일과 질서에 대한 한층 더 거대한 느낌을 제공한다.”87)

듀이에 따르면 미적 경험은 일상적 경험 속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더 많

은 모든 심리적 요소들을 하나의 단일한 반응으로 환원하지 않고 한층 

더 크게 포용하는 특징을 지닌다. 듀이에 따르면 “대상의 전체 경험 속

에서 한 가닥”을 분리하여 미적인 것을 정의하려는 시도는 그 가닥이 감

각적이든, 정서적이든, 형식적이든 간에 분석적 오류이다.88) 즉 미적 가

닥이 “자신이 기여하는 그리고 자신이 흡수되는 전체유형으로 인해 바로 

그 미적 가닥이 되는”89) 경우에 위와 같은 시도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

로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분류적 구분에 반대하면서 경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하는 

듀이의 관점은 앞서 설명한 듀이의 육체적 자연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르자면 듀이의 논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두드러진 

85) 조건들과 조건들이 산출한 “제도화된 구획들은 높은 것과 낮은 것으로 분류된다. 조건들의 가

치는 세속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 감각적이고 지적인 것”으로 분

류된다. “그러한 상황 아래에서는 감각과 육신은 악명을 얻고” 우리는 이들이 삶의 충만함에 

기여하는 바를 무시한다. 이들의 기여는 대체할 수 없는 것이며, 심지어 도덕적, 지적인 차원에

서도 이루어진다. (John Dewey, AE, pp. 26-27.) 

86) 그에 따르면, “분류적 구획화는 사유와 지각을 미리 결정된 과정과 길들여진 한계를 지닌 규

격화된 자동적 회로로 고정시킨다. 이는 지각의 융통성과 풍부함을 가로 막고 창조성을 방해하

며,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제한한다. 듀이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발견에, 그리고 삶의 증진에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미적 장르에 있어서 “분류”의 고정성은 “지각을 제한하고, 

창조적 활동을 규제한다. . . 순수한 표현을 가로막는 장애들은 이미 충분히 존재하는데, 분류

에 수반되는 규칙들은 또 다른 장애를 더한다.” (John Dewey, AE, pp. 229-230.)

87) John Dewey, AE, pp. 199, 278.

88) 리처드 슈스터만, 앞의 책, p. 38.

89) John Dewey, AE, p.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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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부분으로 경험 속에 존재하는 것을 분리하고 독립적으로 탐구하

는 것은, 경험을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는 우리의 이해를 왜곡시키고 빈

곤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듀이가 지지하는 유기적 통일성(organic 

unity)에 의하자면 미적 전체는 각 부분들이 고립된 상태에서 지니고 있

는 성질들의 총합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분들이 전체 속으로 

통합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그 자체로는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90)

3) 예술의 정치 사회적 차원

듀이는 유기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육체적 자연주의

와 통합적인 미적 경험이라는 개념적 기반 위에서 예술과 미적인 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 ․ 사회적인 맥락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듀이는 

예술이 삶으로부터 분리되면 권력과 제도를 미화하는 특권층만을 위한 

것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삶과의 연관성 속에서 사회 변화를 

주장했다. 아울러 듀이는 경험이 맥락과의 상호작용이며 예술은 곧 경험

이기 때문에 예술은 맥락의 산물임을 논하고 있다. 그러한 듀이의 논의

는 마르크스주의, 프랑크푸르트학파, 후기구조주의 입장에서 예술과 정

치 ․ 사회 간의 관계를 보는 시각과 상당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에 

관해 살펴보자.

(1) ‘문명의 미용원’으로서의 예술

듀이는 삶과 예술의 분리는 결국 권력과 제도를 미화하고 정당화하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예술은 사회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사회 속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듀이는 예술을 순

90) John Dewey, AE, pp. 43-4, 140-141, 166,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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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예술의 고급전통과 동일시하는 것은 예술이 일반인의 취미 너머에 있

다는 것을 확실히 함으로써 자신의 계층적 우월성을 주장하고 강화하려

는 엘리트 특권 계층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또한 예술과 미

적인 것이 자유, 상상력, 즐거움 등으로 구획되는 하나의 독립된 영역이

라는 생각은 일상적 삶이 상상력이 고갈된 무미건조하고 강요된 삶일 수

밖에 없다는 비관적인 관점을 전제한다. 그러한 관점에 따르면 미적 즐

거움은 실재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술과 삶의 대비 그리고 삶으로부터 예술의 도피는 일상

적 삶에서 고통을 겪는 인간들에게 아주 일시적인 위로와 평안만을 제공

할 수 있을 뿐이다.91)

그리하여 듀이는 예술을 우리의 삶과 분리시키는 것은 미적 즐거움과 

상상적 자유의 즐거움을 바라는 자연스런 인간의 욕구를 외면한 채 우리

의 일상적 삶을 지배하는 권력과 제도에 면죄부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국수주의, 제국주의, 자본주의, 상업주의 등과 같은 문

명의 추악하고 억압적인 제도들을 필연적이고 합법적인 것으로 정당화하

고 공고하게 만든다. 이에 대해 듀이는 “이때 예술은 문명의 추악한 공

포와 야만을 미적 표면으로 덮은 문명의 미용원”이 된다고 신랄하게 비

판한다. 그가 말하는 ‘문명의 추악한 공포와 야만’이란 속물계층, 제국주

의, 자본주의 등이 행하는 이윤추구의 압박, 사회적 해체 그리고 노동의 

소외 등을 의미한다.92)

91) 듀이는 예술을, 인간의 노고와 삶의 목적으로부터 격리된 고상한 독립영역으로 간주하는 엘리

트주의적 사고는 예술을 대부분의 인간들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술에서 만족을 찾는 

것을 억압하고 어렵게 만들며 그 결과 우리 삶의 미적 질을 궁핍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고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영화, 재즈, 만화 등 이른바 저급한 대중 예술이 

지닌 예술적 정당성과 잠재력을 부정한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세련된 예술적 감수성에 절

망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점점 더 천박하고 조잡한 것들 속에서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John 

Dewey, AE, pp. 9-15.).

92) John Dewey, 위의 책, pp. 14-16, 345-347. 이러한 듀이의 논의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주

장들을 예고하고 있다고 슈스터만은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가장 고급한 문화의 뒷면은 가장 

저급한 야만성”(T. W. Adorno, Aesthetic Theor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4, pp. 19, 460.)이라고 보았던 벤야민과 아도르노의 비판은 예술을 “문명의 미용원”이라

고 간주한 듀이의 관점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리처드 슈스터만, 앞의 책, p. 46.). 듀이를 미

학에서 "진정한 해방적인 사상가"로 칭찬했던 아도르노는 듀이가 언급한 것과 동일한 야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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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이는 예술이 사회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사회 속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술이 순수예술과 같이 

은둔의 영역에 남아있다면 변화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타락과 유용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자신의 신성화된 구획화로부터 벗어나 일상적

인 삶의 영역으로 들어와야만 한다고 보았다. 예술은 일상적인 삶 속에

서만 현실에 대한 장식품이나 대체물에 그치지 않고, 개혁을 위한 지침

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93) 더 나아가 듀이는 예술 개념이 사회 

개혁과 함께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사회의 지배적인 

제도와 계층 분화가 예술 개념을 형성했고, 역으로 예술 개념에 의해 그

것들도 강화되었기 때문이다.94) 이상과 같이 예술과 미적인 것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차원을 강조하고 있는 듀이의 입장은 예술을 통한 사회 

개혁과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95)

듀이는 예술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사회 개혁과 함께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의 지배적인 제도와 계층 분화가 예술 개념을 형

성했고, 역으로 예술 개념에 의해 그것들도 강화되었다.96) 듀이는 예술

현실에 대해 개탄했다. 그 곳에서 사치스러운 부르주아 예술은 직접적인 감각 경험의 영역에서 

진정한 희열을 박탈당한 “금욕적 삶에 대한 보답이 된다. 아도르노는 문화와 야만이 얽힌 변증

법을 주장하였고 벤야민은 “문명의 기록 중에서 동시에 야만의 기록이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

는다.”고 말했다.(T. W. Adorno, Prism, Cambridge, Mass: MIT Press, 1981, Walter 

Benjamin, Illuminations: Essay and Reflections, NewYork: Harcourt, Brace & World, 

1968, p. 256.).

93) 리처드 슈스터만, 앞의 책, p. 46. 

94) John Dewey, AE, p. 34. 

95) 듀이는 비관적인 아도르노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마르크스에 더 

가깝게 보인다고 슈스터만은 설명한다. 듀이와 달리 아도르노는 예술이 삶으로부터 거리를 유

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도르노는 타락한 세계에 의한 오염을 피하고 그리하여 추악한 실재

에 대한 순수한 비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예술이 자신의 신성화되었지만 결함 있는 자율성과 

고급예술에 국한된 좁은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리처드 슈스터만, 앞의 책, pp. 

44-46. 

96) 듀이에 따르면, “유용한 것과 미적인 것 사이의 단절과 궁극적인 날카로운 대립이 엮어 놓은 

이야기는 산업 발전의 역사이다. 산업 발전에 따라 생산이 유예된 삶의 형태가 되었으며 그리

고 소비가 다른 사람의 노동 결실보다 상위의 즐거움이 되었다. 예술과 실제적 삶 사이의 개념

적 간극을 표현하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균열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은 급진적인 사회 변혁 

이외에는 가능하지 않다. 이 경우 사회 변혁은 노동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한 생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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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미적인 것들이 지닌 사회 ․ 문화적인 차원에 대한 완전한 평가 없이

는 그것이 제대로 이해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사회 

개혁과 변화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듀이는 마르크스적인 입장과 맞

닿아 있다.

(2) 작품의 의미와 가치의 변화 가능성

이상의 논의에 의하면 예술과 삶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듀이의 미학이

론은 결국 사회 ․ 역사적 맥락을 제거하면 예술작품이 죽는다는 초기 회

의론과 그 방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듀이는 예

술의 본질을 “인공품을 창조하고 지각하는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경험적 

활동”에 있다고 정의함으로써 예술작품의 의미와 가치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한 듀이의 논의를 살펴보자.

  듀이는 그림, 조각, 건축 등과 같이 인간의 경험과 관계없는 외적이

고 물질적인 것을 예술작품으로 여기는 사고가 예술작품을 제대로 이해

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듀이에 따르면 흠잡을 곳 없는 완벽한 

예술작품이 칭찬과 숭배 속에 고전의 지위에 올라 추앙을 받게 되면 사

람들은 작품을, 그것을 존재하게 했던 인간적인 삶의 조건과 관계없는 

것으로 볼 뿐 아니라 나아가 삶과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으

로 생각하게 된다.97) 그러나 듀이가 말하는 예술은 경험의 결과로 주어

진 산물이 아니라 경험 그 자체, 즉 물리적인 대상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특정 조건들을 충족시킨 상태의 경험이다. 듀이는 물리적 대상 자체를 

일컫는 예술 생산품(art product)은 “경험과 더불어 그리고 경험 속에서 

수행되는 어떤 것이 될 때에만 비로소 예술작품(work of art)이 된다”고 

말한다. 이는 예술이 물리적인 대상이 아닌 경험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듀이에게 있어서 예술의 본질과 가치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사회적 분배 과정에서 차지하는 참여의 등급과 종류에 영향을 끼친다.” (John Dewey, AE, p. 

34.). 

97) John Dewey, AE,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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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라고 간주하는 인공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공품을 창조하

고 지각하는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경험적 활동 속에 있다.98) 이러한 듀

이의 입장은 우리의 관습적 사유가 예술작품으로 동일시하는, 그래서 결

국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상품화되고 물신화되는 고정적인 물질적 

대상으로서의 미술작품 개념을 공격한다. 

예술을 고립되고 분리된 대상들로부터 그 대상들이 경험 속에서 지닌 

역할과 역사로 전환시키는 듀이의 사고는 예술의 창작과 수용, 양 측면

에 있어서 예술의 복합적인 사회적 역사적 맥락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작품의 의미와 가치의 변화 가능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후기구조주의 

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후기구조주의는 예술작품을 영원히 고정되고 

자족적이며 신성불가침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무너뜨리고 작품의 

의미가 다양한 열린 해석을 통해 변화 가능함을 주장한다.99) 듀이에 있

어서 작품은 창작자의 경험된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생산으로부터, 그리

고 다른 사람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품에 대한 다양하고 변화하는 

수용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작품이 지닌 원래의 사회 ․ 역사적 

조건과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에서 나타나는 이후의 변화, 양자 모두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속하게 된다. 그리하여 작품의 의미와 가치는 그 

작품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조건 짓는 변화하는 환경과 맥락과 더불어 

변화할 수 있다고 듀이는 말한다.100)

요컨대 예술작품은 곧 경험으로서 부단히 변화하는 맥락의 산물이며 

유기체와 유기체를 둘러싼 요소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상호작용과 항상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는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다.

98) John Dewey, AE, pp. 9, 167.

   물론 듀이는 예술의 물질적 대상이 지닌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대상과 동떨

어진 미적 경험은 존재할 수 없으며 어떤 대상이 미적 감상의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대상적 조건들이 만족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조건들 없이는 . . . (미적 경험의 필요조건들은) 

불가능하다(John Dewey, AE, p. 151.).”

99) 슈스터만은 후기 구조주의적인 현상 즉 닫힌 작품이 아닌 열린, 발전하는 텍스트 활동으로 그

리고 선행하는 진리의 발견이 아닌 향유된 의미의 창조로서의 비평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사실

상 듀이 미학에서 이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리처드 슈스터만, 앞의 책, p. 64.

100) John Dewey, AE, pp. 113, 325-327,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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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미술관 회의론에 대한 비판적 논점

1. A. 단토의 행위 철학에 근거한 미술관의 ‘정당성’과 ‘역할’

II장의 1절에서는 첫 번째 논점인 미술관 존립의 정당성을 확보와 두 

번째 논점인 미술관의 역할 규명이라는 두 가지 논제 해명을 위한 이론

적 기초로서 단토의 행위철학을 고찰하고자 한다. 미술관 존립의 정당성

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의 원천이 외적 맥락이 아닌 

예술가의 주관에 있음을 논증함으로써 작품이 맥락으로부터 분리되더라

도 그것의 본래적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됨을 논할 필요가 있다. 

사실 미술관은 명백히 작가의 창조적 신비와 권위에 호소하는 기관이

다. 그러나 다른 한편 미술관은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능성의 확장

을 시도하는 곳이며 본 논문은 그것을 미술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보고자 한다. 그런데 작품의 원천이 예술가의 주관에 있다고 전제하고 

작가의 창조적 권위에 의존하는 것과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서로 모순적이다. 미술관이 가진 이러한 충돌하는 두 가

지 속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이론가로서 필자는 단토에 주목하였다. 

단토는 Analytic Philosophy of Action101)(행위에 관한 분석철학, 

1973)에서 인간의 행위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

고, 또 다른 한편 행위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논하였다. 단

토는 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 내적 주관의 의도에 원초적인 우선권을 부

여하고 외적 맥락은 차후에 해석과 설명을 위한 부차적인 것임을 주장하

101) Arthur Danto, Analytic Philosophy of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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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단토의 행위 철학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1)에서는 단토의 

행위 철학의 기본적인 구도와 예술의 문제에 대한 그것의 적용에 관하여 

논할 것이다. 2)에서는 미술관 회의론이 근거하고 있는 외재적 인과관계

의 문제점을 밝히고, 예술 행위를 설명하는데 유리한 행위자 중심의 내

재적 인과관계를 제시함으로써 미술작품의 원천은 맥락이 아닌 주관에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3)에서는 행위를 발생시키는 원초적인 원인과 

차후에 설명하기 위한 이유를 구분하고, 인간의 행위를 해석하는 데서 

나타나는 다양한 가능성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1) 예술의 문제에 대한 단토의 행위 철학의 적용     

(1) ‘행위’로서의 창조 vs. ‘인식’으로서의 해석 

단토는 서구 전통적인 철학을, 세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 상반되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한다.102) 그에 따르면 데카르트주의 전통

은 인간을 인식적인(cognitive) 존재로 가정하고 세계의 밖에서의 사고

(thought)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의 의미를 숙고하는 데에만 관심

이 있었다. 반대로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인간을 현실적인(practical) 존

재로, 현실에 포함된 행위자(agent)로 가정하고 세계 안에서 행위

(action)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관심이 있었다. 단토는 그러한 두 

입장은 모두 각각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인간과 세계와 관계 때문에 모

102) 플라톤으로부터 데카르트에 이르는 강력한 전통에서 서구 철학은 전자의 견해를 보증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변하지 않는 실재 (fixed reality) 즉 그것의 명료함이 진실에 대한 보증이 

되는 개념을 획득함으로써 완수되는 우리의 본질(essence)에 대한 인식자(knower)이다. 결국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론은 실재에 관한 이론과 그것에 대한 우리에 관한 이론을 낳는다. 반대

로 마르크스는 우리를, 바뀌기에 충분히 유연(plastic)하다고 그가 믿었던 실재에 대립하여 설

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재에 포함된 행위자(agent)로 인식한다. (마르크스주의

자에게) 실재는 우리가 그것의 형성을 돕는 어떤 것이고 본질적으로 역사적인 차원을 갖는 것

이며 (데카르트주의자와 같이) 우리가 인식자로서 사고 속의 최종적인 표상을 성취하기를 바랄 

수도 있는 고정되고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다(Arthur Danto, 위의 책,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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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귀결되고 만다고 설명한다.103) 그러나 단토는 인간에 대한 이러

한 상반된 철학은 결국 그와 대립되는 반대의 철학적 차원을 요구하게 

된다고 하면서 회의론과 결정론을 극복하고 두 입장을 조화시킬 것을 제

안한다. 그는 주관과 세계 사이의 관계를, 동일하지만 방향이 반대인 구

조를 갖는 지식과 행위 개념으로 설명함으로써 전통적인 철학사의 상반

된 두 입장을 조화시키고자 한다.104) 이에 대한 단토의 노력은 인식론적 

방법론을 통한 행위 분석으로부터 시작된다.

행위와 인식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유사한 구조와 과정을 가지면서

도, 양자는 인간과 세계가 관계 맺는 방식에 있어서 양 손이나 거울 이

미지처럼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단토는 설명한다. 특히 단토는 행

위 분석에 인식론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주관과 세계가 표상을 통해 관계

를 맺게 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였다.105) 기

존의 인식론의 표준 분석틀인 K-1에서 K-4까지에 따르면 인식 작용은 

주관이 표상(representation)에 의해 세계(속 대상)를 수동적으로 받아

들임으로써 이루어지며 그 방향성은 세계로부터 표상으로, 다시 주관으

로 향한다. 이때 주관은 참 거짓과 같은 진리와 관련된 의미론적인 가치

103) Arthur Danto, 위의 책, p. 1.

104) 상반된 입장의(counterposed) 두 철학은 그들의 서사시들이 실현된다면, 역설적이게도 반대

의 (inverse) 희망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인식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 세계 속

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의 외부에 서 있을 수 있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신비에 도달할 

수 있다. 세계와 우리 사이의 틈(gap)을 닫음(closing)으로써 회의론을 극복할 수 있고 또 다른 

틈을 열리게 함(opening)으로써 결정론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의 안에 있는 동시에, 

세상 밖에 있을 때에만 그리고 유사하게 우리가 행위자일 경우에만 인식자로서도 성공적일 수 

있게 된다. . . 내가, 지식과 행위에 대한 개념을 평행하지만 반대의 구조를 갖는 서로에 대한 

거울-이미지(mirror-image)로 쓰는 것은 어느 정도는 지식과 행위를 통하여 세계와 관련된 인

간에 대한 보다 나은 철학적 그림을 얻기 위해, 이러한 복합성의 지도를 만드는 것이다(Arthur 

Danto, 위의 책, p. 2.).

105) 행위와 인식에 관한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A-행위, K-인식)  

A-1  m intended that a happen.    K-1  m believes that s.

A-2  a happens.                    K-2  s is true.

A-3  m does b.                    K-3  m knows that e.

A-4  b is adequate for a.          K-4 e is adequate evidence for s.

A-5  m believes that A-4.         K-5 m believes that K-4.

A-6  A-3 because A-1.            K-6  K-1 because 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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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세계와 관계를 맺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은 K-1

의 주관의 믿음이다. 한편 K-1항부터 K-4까지 인식의 표준분석을 행

위에 적용한 A-1항부터 A-4까지의 경우에는 인식에 있어서와 반대로, 

주관은 표상에 의해 세계에 (사건을 만들어 냄으로써) 적극적이고 능동

적으로 영향을 준다. 행위의 메커니즘에서 방향성은 주관에서 표상으로, 

다시 세계로 향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주관의 의도에 의해서 일어난

다. 

기존에 4개 항이던 인식론의 표준 분석 틀에 단토는 믿음과 인과관계

와 관련된 두 개의 항인 5항과 6항을 추가했다. 추가된 5항은 인식과 

행위의 메커니즘에서 인과관계 판단에는 믿음이 결부됨을 의미하며 6항

은 각 인과관계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를 명료하게 하고 있다. 즉 6항에 

따르면 인식의 경우 어떤 기존의 지식이 원인이 되고 그 결과로서 새로

운 믿음이 생긴다. 한편 행위의 경우 주관의 의도가 원인이 되어 그것의 

효과로 행위를 하고 사건(event)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두 경우 모두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적절성에 있어서 개입되는 것이 바로 5

항에서 말하는 믿음이다. 

단토에게 있어서 지식은 세계로부터 주관으로, 즉 인간 내부로 향하

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수용의 과정이며, 행위는 주관으로부터 세계로, 

즉 인간 외부로 나아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이다. 지식의 목적은 

세계에 대한 해석이며 행위의 목적은 세계에 대한 변화라는 점에서 그러

하다. 단토에 따르면 “지식의 목적은 우리의 표상을 세계가 존재하는 방

식에(the way it is) 맞추는(fit) 의미에서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다. 그

리고 행위의 목적은 세계가, 그것에 대한 우리의 표상에 맞춰지는

(fitted) 방식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106)

단토는 지식과 행위가 동시에 가능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지식과 행

위는 동시에 양립할 수 없는 상보적인(complementary)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단토는 s가 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s를 의도하는 것

106) Arthur Danto, 앞의 책,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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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즉 이미 참이라고 믿는 것을 참으로 만

들려고 의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s가 이미 참이라고 믿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미 수행된 것으로서의 s가 이루어지도록 다시 행위할 

것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람은 s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동시에 s라는 사실을 의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단토의 주장은 타

당하다. 예를 들어 내가 불멸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의

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때에는 효과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내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s가 참이라는 것은 s를 참으로 만들기 위한 

단계(step)들이 취해질 수 있는 어떤 논리적 여지도 남기지 않는다.107)

이미 참인 것을 의도할 수 없다는 단토의 ‘행위’ 개념은 과거와 같은 것

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행위는 현재, 혹은 미래와 관련

된 것이며 필수적으로 변화를 내포한다.

단토는 동일한 표상을 고려하는 지식과 행위는 논리적으로도 적대적

(inimical)이라고 지적한다. 우리가 행위에 의해 r을 참으로 만든다면 r

은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만들기 전에는 참이 될 수 없다. mDa(m이 a

를 행함)는 m이 표상 r이 참이 되게 만드는 a를 발생하게 했다는 사실

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완수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r이라는 사

실을 알 수 없다. r이라는 지식은 r이 참이라는 사실을 내포해야만 하기 

때문에 m이 r을 참으로 만드는 것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r이 참이라면 

그것을 m이 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따라서 행위에 대한 여지가 있는 곳

에 지식을 위한 여지는 없으며, 지식에 대한 여지가 있는 곳에 행위에 

대한 여지는 없다.108)

이러한 관점에서 단토는 ‘행위의 인간’과 ‘사고의 인간’ 역시 논리적으

로 적대자(antagonist)라고 주장한다. 세계가 기정 사실(fait accompli)

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

뿐이며 무엇이 그것의 사례(case)인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107) Arthur Danto, 위의 책, p. 25.

108) Arthur Danto, 위의 책,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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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정 사실(fait accompli)이 아니

며 단순히 해석하기만을 시도하는 것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참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109)

이처럼 행위는 변화를, 지식은 불변을 전제하기 때문에 단토는 행위

의 가능성이 열리면, 지식의 가능성은 닫힌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행

위가 열림(openness)을 전제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지식은 닫힘

(closure)을 전제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발생해버린 것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past)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무력한 존재로 여긴다. 그

리고 발생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무지한 존재로 간주한다.”110) 그리고 단토는 행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의 행위로 인해 결국 지식이 생긴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따라서 과거는 

우리가 미래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단토는 서구의 철학적 전통이 세계와 주관의 관계에 있어서 지식 혹

은 행위 한 쪽 방향만을 다루거나 강조해왔으며 이는 결국 각각 회의론

과 운명론이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우

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과거를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미래를 고려할 

때 회의론에 빠지고, 과거를 고려할 때에는 운명론에 묶인다. s를 안다

면, s는 참이고 그에 따라 그것의 대상이 존재함에 틀림없다는 것을 수

반하는 지식의 개념적 특성이 과거는 변경될 수 없다는 운명론을 야기한

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그 미래는 존재할 것이고 그것의 변경

은 공통의 합의에 의하여 과거의 변경이 허용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그러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과거를 변경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알 수

도, 고정될 수도 없을 것이지만, 공통의 합의에 의해 미래를 정의하는 

유연성(plasticity)에 의해서 특징이 부여될 것이다.”111) 단토는 양 극단

에 서 있는 이전의 서구철학들을 ‘미래를 과거에 적합한 용어로 다루는 

109) Arthur Danto, 위의 책, p. 26.

110) Arthur Danto, 위의 책, p. 26.

111) Arthur Danto, 위의 책, p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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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에 대한 철학 그리고 과거를 미래에 대한 적합한 용어로 다루는 행

위에 대한 철학’이라고 비판한다.112) 전자는 행위가 불가능다고 가정하

거나 그것을 지식의 형식으로 재정의해야 하고 후자는 지식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그것을 행위의 형식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는 지식에 대한 철학과 행위에 대한 철학을 결합시킴으로써 과거와 

미래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주관과 세계와의 관계를 균형 있게 다룰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는 결정된 것인 동시에 변화 가능한 것

이 된다. 행위와 지식을 변별력 있는 것으로, 동시에 평행한(parallel) 것

으로 정의하려면 지식을 위해서는 세계를 고정된 것으로 그리고 행위를 

위해서는 세계를 유연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인식론적 방법에 의한 분석을 통하여 인식과 행위라는 서로 반대되는 

두 방향을 통해 주관과 세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단토의 이러한 

철학적 구도는 그가 자신의 예술론을 전개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근간

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철학적 구도에 대한 이해 없이는 단토의 

예술론은 제대로 논의되기 어렵다.  

단토 이론에 따른다면 예술은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 중 하나

이며 예술가가 작품을 제작하는 것은 주관으로부터 세계로 능동적인 영

향을 준다는 점에서 ‘행위’이며, 제작된 예술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인식’

이다. 단토의 예술론에서 예술로서의 지위와 관련된 것은 그의 ‘행위’와 

관련된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예술작품의 의미나 해석과 관련된 것은 그

의 ‘인식’과 관련된 논의를 통해서 설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를 예술로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에 있어 예술가의 행위가 배제될 수 없

으며 만들어진 예술작품에 대한 의미를 사후적으로 찾거나 그것에 대해 

해석하는 작업은 지식의 영역으로서 인식론적인 과정으로 설명되어야 하

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단토는 예술로서의 지위 즉 그것이 예술인지 아

닌지의 문제의 경우에는 예술행위의 원인인 예술가의 “의도”와 관련하여 

그것을 설명함으로써 본질주의 입장을 취하는 한편, 예술작품의 의미와 

112) Arthur Danto, 위의 책,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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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경우에는 예술계 등의 환경과 관련하여 이를 설명함으로써 맥락

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단토의 본질주의적 예술론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행위이론에서 의도는, 내부적 행위자(internal 

agent)를 인정하지 않는 경험론의 행위개념에서는 수용될 수 없는 개념

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의 성립 가능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의 ‘기본적 행위’ 개념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기본적인 행위’ 개념과 예술

위의 표준 분석에서의 행위 a와 인식 s는 표상이나 지식에 의해 매개

되며, 다른 행위와 인식을 구성요소로 포함하는 ‘매개된 행위’(mediated 

action) 혹은 매개된 인식’(mediated cognition)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매개된 인식과 행위들만 존재한다면 모든 것이 인과의 사슬로 매개되는 

무한퇴행이라는 오류에 빠지게 되며 결국 행위나 인식이 불가능하게 된

다. 이러한 무한퇴행의 오류를 극복하고 행위와 인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는 일종의 시발점이 필요한데 단토는 이를 위해 ‘기본적인 행위’(basic 

action)와 ‘기본적인 인식’(basic cognition) 개념을 제안한다.113) 그것은 

어떤 행위나 인식을 할 때 가장 첫 단서가 되는 부분이자, 인간이 세계

와 직접 접촉하게 되는 접점으로서 각각 다른 인식이나 행위에 의해 매

개되어 이루어지 않고 직접 인식되거나 직접 행위하는 것을 말한다. 위

의 분석틀에서는 행위 b와 인식 e가 그것이다. 매개된 인식과 행위가 표

상 체계나 인과 규칙 등에 구속되는 것과 달리, 기본적인 인식과 행위는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 

위의 표준 분석틀에 추가한 6항에서 나타나듯이 단토는 기본적인 행

위의 원인을 행위자의 의도로 본다. 이때의 의도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방향성(directivity)이나 지향성(intentionality)정도로 설명될 수 

있다. 외부적 원인에 의한 매개된 행위가 자유롭지 못한 것과 달리, 기

113) Arthur Danto, 위의 책,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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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행위는 인과관계나 표상체계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관의 ‘의

도’(intention)라고 하는 내부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능동적이

고 자유로우며 표상체계의 확장을 가져오고 세계에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단토가 주장하는 ‘기본적인 행위’는 인간이 다른 것에 의하지 않고 자

신의 몸으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교육 등에 의해 후천적으

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재능이나 능

력, 힘 등을 말한다. 따라서 단토는 기본적 행위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

는 셈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현실 속의 복잡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

서 분리해내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서 그러한 점에서 개념적으로 상정된 

다소 추상적인 전제이다. 

단토는 기본적 인식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행위에도 유형(type)이 

있으며 우리는 그에 관한 일종의 레퍼토리(준비된 목록, repertory)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유형을 설명한다.114) 단토는 매개된 행위의 

경우 그것이 우리의 경험과 교육에 의해 생성되는 인과적 지식에 의존하

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이 증가되면 매개된 행위들의 레퍼토리도 확장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행위의 경우 그것이 인과적 지식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행위에 대한 우리의 레퍼토리를 증가시키는 것은 가능

하지 않다고 설명한다.115) 우리는 기본적인 행위의 레퍼토리 밖에 있는 

114) 단토는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설명을 통해 그와 유사한 대칭적인 것으로 기본적인 행위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기본적인 인식의 양식들에 대한 레퍼토리 혹은 항목에 관해 말

할 수 있으며 보통의 인식자를 정의하는 레퍼토리를 일일이 특정할 수도 있다(Arthur Danto, 

위의 책, p. 122 참조.). 기본적인 인식은 입증이 필요 없는 이미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지식의 축적을 통해 획득될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근

본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연역적 체계들에서 공리(axiom)와 같은 고전적 인식

론의 기본적인 문장들로서 그것은 추론에 있어서 절대적인 시작점을 말한다. 자명한 진리들, 

명료하고 뚜렷한 이념들, 단순한 이념들로서 인식의 원초적인 기초에 속하며 논리적인 토대에

서의 초석이다(Arthur Danto, 위의 책, p. 123 참조.).

115) 단토는 대부분의 인간들에게서 공통적인 기본적인 행위의 레퍼토리가 있지만 개인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능력이 있거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각각 ‘긍정적 비정상’과 ‘부정

적 비정상’으로 정의한다. 전자는 남들은 가지지 않은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경우로서 예

를 들어 귀를 움직이거나 남들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거나 구분하는 것 등과 같은 것인데 

여기에 예술적인 능력도 포함될 수 있다. 반면 후자는 맹인이나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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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이해할 수 없으며 기본적인 행위로서의 우리의 힘과 재능의 한계

가 곧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라고 단토는 말한다.116) 단토는 기본

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위 그 자체를 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한다. 기본적인 행위는 시도한다면 항상 성공적이고 실패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시도함(trying)이 곧 행함(doing)이 된다. 할 수 없다면 애

초에 그것은 시도할 수 없다.117) 사실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기본적

인 행위의 레퍼토리에 존재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이는 예술과 관련

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예술적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

단 시도해보는 것이며 이러한 속성은 기본적인 행위를 자유로운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게 한다.

필자는 미술작품이라는 결과를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 즉 미술작품에

서의 인과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토의 ‘기본적인 행위’ 개념과 

‘내재적 인과관계’ 개념을 참조하고자 한다. 미술작품을 기본적인 행위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단토의 저서에서도 발견된다. 단토

는 1973년에 행위에 관한 이론서인 Analytic Philosophy of Action를 

저술한 이후, 예술론에 관한 1981년 저서 The Transfiguration of the 

Commonplace『일상적인 것의 변용』의 두 곳에서 “기본적인 행위” 개

념을 ‘예술작품’과 ‘예술작품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

다고 하면서 그것을 명시적으로 예술작품과 연관시켰다.118)

단토의 행위 이론에 따른다면 예술작품은 대체로 기본적인 행위와 매

개된 행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기본적인 행위는 예술가의 의도가 직

접적인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것으로서 예술가 자신의 몸으로 직접 하는 

예술 행위가 비롯되는 시작점으로서 그것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표상체

계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성격을 가지며 매우 독창적인 것이 될 수 

같은 경우이다. 단토는 그러한 남과 다른 비정상은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세계에 

사는 것이라고 설명한다(Arthur Danto, 위의 책, pp. 120-125 참조.).

116) Arthur Danto, 위의 책, p. 125 참조.

117) Arthur Danto, 위의 책, p. 136 참조.

118) 아서 단토(저), 김혜련(역), 『일상적인 것의 변용』, 한길사, 2008, pp. 74,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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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반면 매개된 행위는 기존의 예술에 대한 표상체계와 법칙에 구속

되는데 그러한 표상체계는 기본적인 행위와 매개된 행위의 결합을 예술

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예술에 대한 기존의 표상체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롭고 독특한 기본적인 행위는 처음에는 그 자체만으로는 ‘예술’로 이

해되기는 어렵지만, 예술로 이해될 수 있다면 그것은 표상체계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예술가의 ‘의도’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기본적인 행위’는 예술의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예술에 있어서 창의성, 천부적 재능, 천재 등과 같이 고대의 

영감론(inspiration theory) 이래의 법칙화하여 설명하거나 교육하기 어

려운 예술의 측면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으로 여겨진다. 

요컨대 단토는 인간 · 세계 · 표상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의 

행위와 인식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는 인간이 자신을 세계

와 세계 안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려면 그러한 표상들을 참조해야만 인간

의 믿음과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표상이 연관되

지 않고서는 기본적인 행위들은 맹목적(blind)이고 몸의 중립적인 움직

임들일 뿐이며 기본적인 인식도 감각의 일회적인 자극(ephemeral 

provocation)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단토는 기본적인 인식

과 기본적인 행위는 세계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중요한 초석임을 강조

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도달하게 될 세계에 대한 표상들이 지식의 지

위(status)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인식들을 통해

서이고 우리가 세계에 야기할 수 있는 변화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기본적인 행위를 통해서이다.119) 그리하여 단토는 인간이 세계와 만나는 

접점으로서의 기본적인 행위와 기본적인 인식을 통해 인간은 세계로 향

하는 통로가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세계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길

(way)”이라고 말한다. 또한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표상을 통해서라는 점에서 “우리는 표상과 세계의 사이의 공간에 

존재”120)한다고 말한다. 

119) Arthur Danto, 앞의 책, p.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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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작품의 ‘원천’ : 맥락 vs. 주관

  

(1) 회의론의 외재적 인과관계의 문제점  

서구 철학의 관념론 전통은 인간을 인과율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존

재로 정의해왔다. 그러나 경험론과 유물론의 전통은 주관의 자유를 부정

하고 인간을 외적 인과관계에 종속된 존재로 봄으로써 결정론으로 귀결

되었다. 단토는 인간이 외적 인과관계에 영향을 받는 존재임을 인정하면

서도 그러한 인과관계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을 “의도”를 원인으로 하는 “기본적인 행위”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데이비드 흄(David Hume)의 영향 하에서 대체로 정신 밖에서 작용하

는(transeunt) 인과관계 개념만이 인과관계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한 인

과관계는 순서대로 일어나는 사건들의 짝들 사이의 관계에 규칙을 부과

하는 논리적인 형식을 갖는다. 단토는 인과관계 개념을 외재적인 것으로

만 간주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이고 암묵적인 동의 때문에 내재적 인과관

계는 잊혀져왔다121)고 하면서 인과관계 개념을 외재적인 것과 내재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내재적 혹은 행위자 인과관계를 도입하고자 한다. 사실 

단토가 내재적 인과관계를 도입하는 것은 기본적인 행위를 설명하기 위

해서인데 그는 기본적인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재적 인과관계 개

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22)

행위를 외재적 인과관계에 의해 설명할 경우 내재적 인과관계에 의한 

설명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해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한다. 가장 문

제가 되는 것은 외재적 인과관계에 의한 설명으로는 인간의 행위와 단순

한 몸의 움직임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와 근육 경련이나 조건 반사 작용과 같은 움직임이 구분되지 

120) Arthur Danto, 위의 책, p. 196.

121) Arthur Danto, 위의 책, pp. 51-52 참조.

122) Arthur Danto, 위의 책, p. 58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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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것이다. 

외재적 인과관계에 의한 설명이 인간의 행위와 단순한 몸의 움직임을 

구분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표상론이 참 거짓을 판단할 때 사용

하는 정합론적인 방법뿐이라고 단토는 설명한다. 단토는 인식에 대한 표

상론을 행위에 적용하여 양자를 주관과 세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반전성을 가진 서로 마주보는 이론으로 구조화하고 양자를 함께 표상론

(representationalism)123)으로 설명한다. 외재적 인과관계는 표상에 의

해 매개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아는 인식 그리고 직접적으로 행하는 행위

와 같은 일종의 인식과 행위의 시작점으로서의 토대를 인정하지 않고 인

식과 행위가 항상 표상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표상

론의 입장에 서 있다. 그런데 이러한 표상론의 입장에서 표상이 참이라

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은 정합론(coherentism)

이다.124) 표상론은 대상과 그것이 야기하는 지각표상이 서로 상응

(correspondence)할 때 정합적(coherent)이라고 간주한다. 인식에 대한 

이론에서, 인식 표상들이 통상적인 것으로 고려된 일련의 인식 표상들과 

모순되지 않을 때 그 인식 표상들은 진실한 것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가짜 칼을 본 나의 시각적 경험은 진짜 칼에 대한 경험과 구분하기 어려

울 수도 있다. 그러나 다가가 그것을 만졌을 때 손을 베지 않았다면 보

통의 경우에 기대되는 것에 반하기 때문에 즉 정합적이지 않기 때문에 

123) 이러한 표상론(representationalism)은 17세기 데카르트주의, 18세기 존 로크와 흄의 경험

론, 이마누엘 칸트의 관념론 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 단토가 언급하고 있는 표상론은 특히 표

상적 지각 이론'(Representative Theory of Perception)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지각 이론의 역사에서 소위 '표상적 지각 이론'(Representative Theory of Perception)은 

일종의 간접적 실재론(Indirect Realism)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접적 실재론의 기본 주장은 우

리는 우리의 내부에 있는 내적·비물리적 대상을 직접적으로 인지함으로써 물리적 대상을 간접

적으로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물리적 대상을 간접적으로 지각하게 해준다는 중간자로

서의 내적인 어떤 것이 고전 경험론에선 바로 관념이 되고 현대 경험론에선 〈감각 자료

sense-data〉가 된다. 그래서 현대 경험론에선 이러한 입장을 〈감각 자료이론 Sense-Data 

Theory〉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단순히 〈표상론 Representationalism〉이라고도 부른다.

   김효명 저, 『영국경험론』, p. 33

124) Arthur Danto, 앞의 책, pp.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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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경험은 귀납적인 불일치 즉 비-정합성에 의해서 거짓으로 분류

된다. 이와 같이 정합론에서 실재(reality)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귀납적

인 기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이미 도달해 있는 믿음에 대해 더 나

은 귀납적 원리가 나타나 그것을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귀납적으

로 벗어나는 경험은 진실하지 않은 것이 된다.125)

그러나 단토는 외재적 인과관계에 의한 설명이 인간의 행위와 단순한 

몸의 움직임을 구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표상론의 정합론적 설명을 다

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 비판한다. 외재적 인과관계의 정합론적 설명에 

따르면, 수업시간에 선생의 질문에 대해 팔을 든 학생의 행위가 질문에 

대한 반응인지, 단순한 경련인지는 이후에 따라오는 학생의 행동에 의해

서 결정된다. 학생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행위로 추론되

고 소급적으로(retroactive) 기술될 수 있다. 그것을 행위라고 추측하는

데 있어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종류의 다른 사건들에 대해 정합적이라

면, 그것은 행위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단순한 몸의 움직임

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단토는 지적

한다. 예를 들어 앞선 사례에서 그것이 행위일 수도 있지만, 그 학생은 

다른 학생이 부르는 바람에 대답을 못할 수도 있고 수업 준비를 해오지 

않아 대답을 못할 수 도 있다. 다른 한편 학생은 수업준비도 했고 답도 

알았지만, 우연의 일치에 의해 바로 그 순간에 갑작스러운 경련으로 그

의 팔이 비자발적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다. 이때 선생은 그가 팔을 든 

것을 응답에 대한 준비가 된 것의 제도적인 표시로서 이해하게 된다. 이

와 같이 팔을 든 행위 이후에 이어지는 어떤 태도(behavior)도 b가 행위

인지 단순한 몸의 움직임임인지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없다고 단

토는 설명한다.126) 단토는 우리는 몸의 움직임이 행위들인지 단순한 몸

의 움직임인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합

론의 소급적인 설명방식을 비판한다. 

125) Arthur Danto, 위의 책, pp. 45-48.

126) Arthur Danto, 위의 책, pp. 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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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토는 기본적인 인식과 기본적인 행위를 가정한다는 점에서 정합론

과는 상반되는 토대론적 입장을 취한다. 토대론(foundationalism)은 기본

적으로 자신의 정당성이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 기초적 믿음을 전제

한다. 토대론은 기초적인 믿음이 될 수 있는 ‘가정’(assumption)을 도입

하지만, 그러한 가정은 지식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토대론은 무

한퇴행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순수한 경험으로부터만 형성되고 정

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초적인 믿음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127)

이러한 의심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바로 정합론이다. 정합론은 토대론

이 전제하는 기초적 믿음과 비기초적 믿음의 구분을 부정한다. 또한 정

당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토대론이 가정하는 피라미드형 구조를 비판하

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미줄 구조로 그것을 설명한다. 정합

론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합론들이 대체로 공유하는 기본 

입장은 S가 P를 믿는 것에서 인식적 정당성을 갖는 필요충분조건은 P가 

S의 믿음체계 내에 있는 다른 믿음들과 정합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초적 믿음과 같이 스스로 정당화되는 믿음은 없고 어떤 사

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믿음에 의해서 정당화가 되며 정당화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합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합론은 지식들 간의 

상호 의존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는 순환성

(circularity)의 문제를 낳는다.

127) 토대론과 정합론에 관한 논쟁은 “아그리파의 트릴레마"(Agrippa trilemma)라는 정당화의 조

건과 관련된 인식론적 회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가 지식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할 때 그 정당화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의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 이전의 믿음을 

계속 요청해야 한다. 이는 무한 퇴행의 문제를 낳는다. 그래서 이러한 아그리파의 트릴레마는 

다음과 같은 세 관점 중 하나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즉 인식론적 회의를 피하기 위해서 

무한 퇴행을 받아들이거나 가정을 용인하여 토대주의자가 되거나 정해진 틀 내에서의 순환성

을 받아들여 정합론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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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적 실재론과 내재적 인과관계

단토는 행위와 행위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데 있어 토대론적인 입장의 

직접적인 실재론(direct realism)을 제안한다. 단토에 따르면 “그것이 행

위인지 아닌지는 소급적으로 그리고 증거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

니다. 그것은 가장 원초적인 일련의 지식이며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는 

어떤 것이다.”128)

“직접적인 실재론”은 ‘인식’을 표상을 통해 매개되는 것이 아니라 인

식자와 대상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로 간주한다. 인간(m)이 대상이 어떤 

방식이라고 믿음으로써, 그것을 표상한다면, 이는 그가 직접적으로 그 

대상을 지각한다는 사실을 통해 설명된다. 직접적인 실재론의 관점에서 

행위를 설명하면, 기본적인 행위는, m과 사건 b 사이의 직접적인 수행적 

관계로 구성될 수 있다. 그것은 의지를 통하여 매개되는 것이 아니다. m

은 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그가 의도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것을 한

다. 단토는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직접적 실재론에 상응하는, 그와 유사

하지만 전도되어 있는 기본적인 행위에 대한 직접적 실재론을 주장한다.

단토는 직접적 실재론은 기본적인 행위에 관한 이론에 대해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직접적 실재론에 의한다면 기

본적인 행위는 관찰자 입장이 아닌 행위자 입장에서 그리고 소급적이고 

귀납적으로 사후에 설명하는 방식이 아닌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알 수 있다. 이처럼 단토는 무언가에 의해 매개되지 않고 행위자가 그 

사건의 발생을 의도하기 때문에 행위한다는 직접적 실재론에 의해 기본

적 행위를 행위자의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단토의 이러

한 관점은 주관과 세계 사이의 심연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노력

이라고 할 수 있다. 

단토는 대부분 철학자들이 행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외부적인 입장인 

판단자(judge), 관찰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외부적 관찰

128) Arthur Danto, 앞의 책, pp.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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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아닌 행위자 그 자신의 관점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그

에 따르면, 인간은 행위를 하고 행위에 실존적으로(existentially) 참여하

고 있으며 세계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킨다. 단토는 행위

자의 관점을 취하게 되면 행위와 단순한 몸의 움직임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명료하게 경험된다고 말한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나의 의지와 일치

하는 것으로 경험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내재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외부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행위와 

단순한 몸의 움직임을 구별하기 위한 차이를 설명하는 숨은 어떤 것 예

를 들어 흄의 의지와 같은 것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내재주의자는 자아

(the self)에 대한 지시와 이벤트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그것

을 설명할 수 있다. 내재주의 관점에서는 b를 야기함(cause)과 인간(m)

이 b를 하도록 야기함 즉 m의 팔이 올라가도록 야기함과 m이 그의 팔

이 올라가도록 야기함은 구별될 수 있다. 이러한 구별을 위해서 요구되

는 것은 m이 b라는 이벤트를 특별하게 그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 이

벤트에 대한 내재성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 외적인 인과

관계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소유권은 소멸된다. 

단토는 행위에서의 내재적 인과관계와 외재적 인과관계의 에피소드를 

다음과 같이 대조시킨다. 그는 전자를 ‘복잡한(complex) 이벤트’로, 후자

를 ‘복합적(compound) 이벤트’로 설명한다. 후자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벤트들의 단순한 결합인 반면, 전자는 이벤트와 ‘행함’(doing)의 결합

이다. 이때 ‘행함’은 그것만 따로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벤

트가 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양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인간의 ‘행함’에 

대한 주목 여부이다. 즉 내재적 인과관계의 사례로서의 ‘복잡한 이벤트’

는 행위자와 그에게 소유권이 있는 이벤트 사이의 원초적인 관계인 인간

의 행위를 포함하는 반면에, 외재적 인과관계로 설명되는 ‘복합적 이벤

트’에는 인간의 행위가 고려되지 않는다.

단토는 복잡한 이벤트에는 이벤트 b와 분리된 ‘행함’의 의미가 강조되

어 있는데 이때의 ‘행함’ 은 그 자체로 단독으로 일어날 수는 없고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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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b와 붙어있다고 설명한다. 단토에 따르면 “내재주의자에게 m이 b

를 ‘행함’은 하나의 이벤트이며 그것은 그것의 구성요소인(component) 이

벤트, 즉 그 이벤트와 동일하지 않은(not identical) b를 포함한다. 그런데 

우리가 m이 그것을 ‘행함’으로부터 b를 빼면 그 자체만으로는(in its own 

right) 하나의 이벤트가 아닌 어떤 것이 남는다. 왜냐하면 단순한 ‘행함’은 

없기 때문이다. ‘행함’은 항상 어떤 것에 대한 것이다.”129)

이상과 같이 단토는 내재적 인과관계에 의한 설명은 기본적인 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경험론자들이 주장하는 외재적 인과관계보다는 훨씬 

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외재적 인과관계는 행위를 각각 독립된 사

건들의 연속으로 보기 때문에 행위자 뿐 아니라 ‘행함’을 설명할 수 없

다. 그러나 내재적 인과관계는 행위를 인간(m)이 사건(e)을 행함(Do)이

라는 복잡한 사건들의 집합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자와 ‘행

함’이 모두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의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본적인 행위’ 개념과 ‘행위자’ 

관점에서의 ‘내재적 인과관계’에 대한 단토의 설명을 통해 필자는 미술

작품의 원천과 관련된 본 논문의 첫 번째 논점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미

술작품의 직접적인 원인을 맥락으로 정의했던 미술관 회의론이 전제하고 

있는 외재적 인과관계를 반박하고 단토의 내재적 인과관계 개념을 도입

하고자 한다. 

(3) ‘원인’과 ‘이유’의 구분 

단토는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원인(cause)과 이유(reason) 두 가

지를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원인은 결과를 직접적

으로 발생시키는 것이지만, 이유는 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인 여러 사유들이다. 즉 이유는 행위가 일어난 사유에 대해 설명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그 이유 때문에 행위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무언

129) Arthur Danto, 위의 책,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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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이유를 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시 말하자면 원인은 그 

행위가 일어나도록 만든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사유이고, 이유는 그 행위

가 일어나게 된 사유로 추론된 여러 가지 맥락들(contexts)이 될 수 있

다. 

단토는 결정론자들이 이유를 원인(cause)으로 오해해왔고 ‘because’

의 동음이의(homonymy)때문에 철학적인 오류의 무덤을 만들어 왔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이유를 언급하는 설명방식과 원인을 언급하는 설

명방식은 본질적으로 다르고 환원불가능하다. 이유들은 정당화한다. 그

러나 원인들은 정당화의 질문들에 무관심하다.130) 단토는 이유 때문에 

행위를 하는 것은 삼단논법 개념이 조야하게 설명하는 논증에 근거하여 

행위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된다고 비판한다. 즉 마음으로 그의 행위

를 정당화하는 논증을 내면화함으로써 행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논증의 전제와 결론 사이의 연관성은 원인과 결과 사이의 연관

성과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전제들과 결론 사이에 연관성이 실제로 있

을 필요도 없고, 당해의 논증이 타당할 필요도 없다. 요구되는 모든 것

은, 그것이 그의 행위에 대한 설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이 

원인이라고 믿었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인간의 상태인 믿음은 원인이 결

과에 대해 갖는 관계와 마찬가지로 행위에 대해 관계를 갖는 것으로 생

각된다.

단토는 내재적 인과관계에 의하면 행위의 원인은 행위자의 의도이다. 

그런데 원인에 의한 결과로서 인과관계에 종속된 행위가 어떻게 자유로

울 수 있는가? 단토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단토는 인식이 믿

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위는 자유에 의해 이루어진다

고 말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식과 행위의 구조와 작용은 왼손과 오

른손처럼 대칭적이고 반대 방향을 향하는데 양자는 외부적 요소와의 관

련성에 있어서도 반대라고 설명한다. 참은 믿음 그 자체에 대한 외부적 

요소들에 의해 믿어지는 것에서 추론된다. 왜냐하면 s를 참이라고 믿는 

130) Arthur Danto, 위의 책, p.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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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m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자신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

어야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행위를 자유롭게 만들거나 혹은 행위자의 관

점에서 그에 의해 좌우되도록 하는 것은 행위에 대해 어떤 외부적 요소

도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행위가 자유롭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신이 자유롭게 그것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가 믿는 

한, 행위자에게는 부재한다고 믿어지는 외부적 요인들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한 요인들로서 자연스러운 전통적인 후보자는 바로 원인(cause)이

다. 자유로운 행위에서는 그 행위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요소가 부재한

다는 주장은, 행위자가 항상 그리고 동일한 조건 하에서 그들이 행위하

는 것과 달리 행위 할 수 있었던 선택의 여지 즉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래서 자유로운 행위는 모든 원인이 아니라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원인들을 배제한다. 행위가 자유롭다고 믿는 것은 행위자가 의도하

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131)

행위를 기본적인 행위와 매개된 행위의 결합으로 보는 단토는 기본적

인 행위에 있어서는 이유가 원인이 될 수 없지만 매개된 행위에서는 이

유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행위를 내재적 인과관계의 관점에

서 설명하고자 할 때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세계를 표상하

는 방식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유는 그것이 가진 표상적인 

특성에 의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단토는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이유

는 그것이 세계의 표상이고 그것의 표상적 특성을 통해 그것이 효과적이

라는 사실에 의해 행위를 야기한다.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을 믿는 것을 그가 행함으로써 세계가 어떤 방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

미한다. 적어도 이것은 가장 단순한 매개된 행위들에서 그러하다. 그리

고 어떤 것이 m으로 하여금 반응하도록 야기한다는 것을 가정함으로써 

행위에 내포되는 법칙은, 본질적으로 m이 원인을 가리키는 이벤트를 표

상하는 방식, 확대하자면 세계에 대한 m의 표상을 말한다.”132)

131) Arthur Danto, 위의 책, pp. 182-185.

132) Arthur Danto, 위의 책,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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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단토는 매개된 행위에서는 이유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

인 행위에서는 이유가 원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매개된 

행위는 표상에 구속되지만, 기본적인 행위는 표상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새로운 표상을 만들고 그 체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자유 개

념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팔을 올리는 것이 기본적인 행위

라면, 그것을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기술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

다.133) 나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 팔을 올린다. 그것은 오히

려 그 안에서 ‘팔이 올라가는 것’이 결과가 되는 매개된 행위를 위한 모

델에 더 잘 들어맞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가능한 기본적인 행위들의 레퍼토리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점이다. 

단토의 행위 이론을 예술에 적용하자면 미술작품의 ‘원인’은 예술가의 

의도이며 ‘이유’는 예술가가 그러한 작품을 만들게 된 여러 가지 사유들

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예술가가 자란 가정환경과 학력 등의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그가 살았던 역사 사회적 상황 등에 이르는 방대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 어쩌면 예술가 자신도 알 수 없을지 모를 사유들도 얼마

든지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미술관 회의론자들이 작품의 ‘원인’

이라고 간주했던 작품이 처한 외적 맥락이다. 이러한 작품의 외적 맥락

은 작품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작품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이

유’이다. 예술가의 의도는 작품이 나타나게 된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원

인이며, 작품의 여러 외적 맥락은 차후에 예술가의 의도에 대해 추론하

여 설명하는 작품에 대한 이유이다. 

133) 표준분석 제6항에서는 A-1 때문에 A-3를 한다고 분석된다. 이에 의하면 동일한 b를 행함

에 있어 수많은 다른 a들이 의도들이 각각 의도될 수 있다. 즉 예수는 저주(a1)를 위해, 축복

(a2)을 위해, 기적(a3)을 일으키기 위해 공히 동일한 b를 한다. 그렇다면 a들은 b를 행함의 원

인이 될 수 없다. a1을 할 때 a2, a3가, a2을 할 때 a1, a3가, a3를 할 때 a1, a2각 각각 b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인은 항상 존재했던 a에 대한 “의도”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기본적 행위b의 원인이 되는 이러한 의도는 행위의 본질적 요소이다. 왜냐하면 그 의도실현의 

수단인 b도 반드시 b1만일 것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도한 a들을 야기 시키기 위해 b1 

이외에 b2(예컨대 다리를 올림), b3, b4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위의 핵

심은 행위자의 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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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우리는 미술작품의 직접적인 원인인 예술가의 의도가 구체적

으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단토가 말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서의 의도 역시 구체적인 어떤 목적이나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

렵다. 그것은 단순히 그러한 행위가 행위자인 예술가에 의해 능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행위의 소유권, 혹은 주도권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 의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 추론

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인과관계 추론과 의미해석에 있어서 예술

가의 의도와 외적 맥락은 선후관계에 있다. 예술가의 의도가 우선적이

며, 그것을 사후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적 맥락이다. 

요컨대 회의론의 주장과 달리 본 논문은 미술작품의 원천이 예술가이

며 미술작품이라는 결과에 대한 원인은 예술가의 ‘의도’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미술작품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외부적 맥락이 아닌 예술가의 내

부 의도라면 미술작품을 본래의 환경으로부터 분리하더라도 그것이 본래 

가지고 있던 정체성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필자는 미술관 회

의론을 논박하고자 한다. 

3) 미술관의 ‘역할’ : 해석 가능성의 확장 

필자는 인과관계에 관한 단토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행위에 대한 이

해와 해석은 다양하게 확장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단토의 논

의에 있어서 해석의 확장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장으로부터 

발견된다.   

첫째, 인과관계가 추론된 것이라는 단토의 주장은 인과관계에 대한 

다양한 가설과 유추 가능성을 전제한다. 단토는 인과관계는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일 뿐이며 세계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술

이 아닌 추론된 것이라고 말한다.134) 그것은 세계와 언어 간의 관계와 

134) Arthur Danto, 앞의 책, p. 82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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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것으로서 일종의 표상(representation) 같은 것이며 발견되어야 

하는 일종의 규칙(법칙, law)이다. 이에 기초하여 논하자면 우리가 작품

의 의미 혹은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예술가의 의도에 대해 믿음

과 표상의 체계 등에 의해 추론해 낸 설명이다. 당연히 그것은 실제 예

술가의 구체적인 의도와는 다를 수도 있다. 단토는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추정에 그리고 행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그것을 법

칙에 의해 포섭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이벤트들을 인과적으로 종

속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외관상 모순되는 증거 앞에서 우리가 인과적 

귀속을 유지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법칙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이해불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해는 지식이 아니며 의미가 참은 

아니다. 그러나 단토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 보

다는 이후에 수정될 것을 고려하여 그것을 오해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

다.

둘째,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인과관계의 설명은 행위자를 고려해야 하

기 때문에 물리적인 현상의 경우보다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고 추정적인 

것이 된다. 단토는 ‘행위’에 인과관계에 법칙이 관련되는 방식에 대해 설

명한다.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에 인간(m)이 개입되면 그것은 단순히 인

과 법칙에 내포되지 않게 되며, 결과는 항상 단순한 사건 b가 아니라 행

위자의 행위인 <mDb>(인간m이 사건b를 한다)가 된다. 인간(m)의 행

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가 세계를 인식하는 법칙, 즉 그가 가진 

표상과 믿음의 체계를 알아야만 한다. 언어 혹은 의사소통 체계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행위를 생산하는 능력에 대하여 정확히 행위들을 적절하

게 이해하기 위한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단토는 주장한다. 행위자

(performer)는 그의 행위에 대한 타인의 이해가 자신의 이해와 같다고 

예측한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표상체계와 믿음이 타인의 그것과 동일할 

것이라는 생각 하에 행위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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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자의 내면의 세계는 이벤트를 관찰하듯이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찰되고 또한 직접적으로 기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토는 행위자(agent)가 가진 표상들은 매우 다양하고 변화 가능하며 

무척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표

상들이 역사, 문화, 그리고 개인에 따라 다양하다는 사실은, 인간 행동

(behavior)에 대한 법칙의 발견을 복잡하게 해 온 이유 중 하나이다. 그

리고 그것은, 이러한 법칙들이 수용된 표상들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쉽게 일반화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단토는 어쨌든 우리 인

간은 이해를 위하여 의도와 이유의 형식으로  표상들이 행위를 야기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135)

그리하여 단토는 이것을 해석(interpretation)의 논제와 관련시킨다. 

어떤 자극이 행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해석과 연관되어야 한다. 

즉 해석은 사건을 행위에 위치시킴으로써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천둥을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어떤 해석도 필요 없

다. 그러나 그것이 행위로 간주되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묻

는 해석이 필요하다. 즉 그것이 어떤 의도에 의해 행해 진 것인가를 묻

는 것이다. 의도는 인식론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인식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만 행위가 이해될 수 있다. 단토에 따르면 이

해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든 혹은 단지 목격만 되든 다른 사람들

이 행위에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사건들을 지배하는 법칙들에 

정통하는 것(mastering)이다. 또한 단토는 인간의 행위가 개입된 사회적 

관례와 법칙은 자연의 법칙들과 달리 시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고 봄으로써 그것의 변화 가능성도 전제하고 

있다.

셋째, 단토는 또한 내재적 인과관계와 외재적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

함으로써 해석의 가능성을 넓혔다. 단토는 외재적 인과관계를 배제하고 

내재적 인과관계만을 인정하는 입장이 아니라 양자를 모두 가능한 설명 

135) Arthur Danto, 위의 책, pp. 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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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로 인정하고 있다. 즉 그는 그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거의 전

적으로 외재적 인과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에 대해 내재적 관계를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며 외재적 인과관계의 설

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그 두 가지 설명이 사실 동일한 것에 

대한 서로 다른 기술일 뿐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실제 경험과 유사한 현

상학적인 설명과 함께 흄의 경험론을 바탕으로 발전된 생리학과 같은 현

대 과학의 설명과 같은 두 입장 모두를 모두 수용한다. 다만 단토는 두 

가지 설명 방식은 양립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함께 그것을 적용하여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넷째, 앞의 절에서 설명한 바 있는 단토의 기본적인 행위 

개념은 인과관계로부터 자유로우며 표상체계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그것을 넘어서고 확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어떤 

해석이든 시도될 수 있고 또한 타당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요컨대 단토에 따르면 인과관계는 객관적인 기술이 아닌, 추론이자 

발견되어야 하는 규칙이며 표상이다. 더 나아가 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

계는 행위자가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표상체계를 고려해야한다는 점에

서 일반화될 수 없으며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진다. 또한 단토는 기존의 

표상체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본적인 행위 개념을 상정하고 행위에 있어

서 내재적 인과관계와 함께 외재적 인과관계에 의한 설명 모두를 수용하

고 있다.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은 단토의 논의를 미술관의 역할이 작품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확장 가능성임을 주장하는데 있어 이론적 기초로 삼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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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 캐리어의 ‘변형’ 이론과 미술관 

1) 미술관에서의 작품의 변형

(1) 해석과 내러티브에 의한 변형

캐리어는 미술작품은 그것이 탄생되는 순간부터 ‘변형’(metamorphosis)

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즉 어떤 물리적인 재료가 하나의 이미지나 

미술작품이 될 때 일종의 변형이 일어난다. 캐리어에 따르면 “형상을 가진 

모든 시각예술은 변형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이미지는 물리적인 재

료를 하나의 재현으로 변형시킨 것이기 때문이다.”136) 레오나르도 바르칸

(Leonard Barkan)도 “변형의 기술은 이미지의 기술”137)이라고 했으며 앤

드류 펠트헤어(Andrew Feldherr) 역시 “변형은 재현 행위 그 자체를 극적

으로 만드는 방법”138)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떤 물리적인 재료가 예술작품

이 되는 극적인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론 혹은 내러티브가 

필요하다고 캐리어는 말한다. 즉 미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론 ․ 해석 ․ 

내러티브에 의존해야 한다. 그것은 이론이 중시되는 최근의 미술 뿐 아니

라 오래된 전통적인 미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미술작품은 탄생 이후에도 끊임없이 내러티브 ․ 이론 ․ 해석에 의해 

변형될 수 있다고 캐리어는 주장한다. 캐리어의 ‘변형’ 개념은 이전과 이

후의 시간을 연결해주는 설득력 있는 내러티브가 제공된다면 작품에서의 

급진적인 변화도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다.139) 그는 ‘변형’ 개념을 오

비드의 <변신이야기>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변신이야기>의 내러티브

136) David Carrier, 앞의 책, p. 1.

137) Leonard Barkan, The Gods Made Flesh: Metamorphosis and the Pursuit of Paganis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6, p. 19.

138) Andrew Feldherr, “Metamorphosis in the Metamorphoses" The Cambridge Companion 
to Ovid, ed. Phillip Hardi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 175.

139) David Carrier, 앞의 책,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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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장인물들이 동물이나 무생물과 같은 다른 존재로 변형되는 것을 정

당화해주는데 그 인물들이 다른 존재로 변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동일

한 존재이다. 캐리어는 오비드의 신처럼 미술작품은 변화 속에서도 그들

의 정체성을 유지한다고 설명한다. 스티븐 윌러(Stephen M. Weeler) 역

시 이론이 수반되는 물리적인 인공품인, 시각예술작품은 두 가지 본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변형은 새로운 정체성이 이전의 정체성

에 대한 연속임을 내포한다.”140) 그는 메타포로서 변형은 사물들 사이에 

신비로운 상호연관성과 유사성을 드러냄으로써 변화 가운데에서도 변하

지 않는 일관성을 부여한다고 말한다. 

미술관 회의론자들은 미술작품이 본래의 환경에서 분리되어 미술관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변형에서 작품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캐리어는 작품이 이전의 완전한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

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단토의 설명과 유사하게 작품에 있

어서 환경과 맥락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그림을 

볼 때 예술적 자질을 이해하기 위한 모든 것은 그림 안에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맥락을 검증할 필요가 없다. 또한 그는 맥락이 변

할 때 그림을 다르게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작품을 얼마든지 또 다른 맥

락에 두거나 다른 맥락에서 보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달리 말

하자면 맥락과 환경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부차적인 것이어서 제외하

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141)

또한 캐리어는 미술작품이 미술관에 전시될 때에도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해석에 의한 변형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때 작품이 가

진 본래적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의 

죽음을 주장하는 회의론을 반박한다. 미술관은 해석을 함축하는 전시를 

기획한다. 그래서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큐레이터는 작품에 대한 내러티

브를 창조한다. 그럴듯한 정반대의 해석과 전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140) Stephen M. Weeler, A Discourse of Wonders: Audience and Performance in Ovid's 
Metamorphose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9, p. 23.

141) David Carrier, 앞의 책,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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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 작품이 어떻게 다르게 설치될 수 있었을까 상상하면서 하나의 

전시를 본다. 우리는 하나의 회화를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며 

우리가 금방 본 것과 막 보려했던 것에 대해 생각한다. 우리는 작품이 

미술관에 오기 전에 누구의 소유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전에는 어떻게 

전시되었는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우리는 개별적인 회화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미술관의 역사와 그것의 배경에 대해 알게 된

다. 미술관은 작품들에 관한 여러 해석들과 작품에 의미 부여하는 방식

을 제공한다. 

해석은 우리가 미술작품을 보는 방법을 극적으로 영구히 변화시킬 수 

있다. 레오 스타인버그(Leo Steinberg)에 따르면 성공적 해석들의 목표

는 “입증될 수 있는(provable)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probable) 것이다. 

그것은 이전에 명백하지 않았던 것을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말해지면 그것들은 시각적 매체에 완전히 스며들어서 작품이 스스

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해석자는 사라진다.”142) 또한 이러한 해

석의 과정은 끝없이 계속된다고 이론가들은 말한다. 스티븐 반(Stephen 

Bann)에 따르면 “의미를 찾는 것-일반적으로 ‘해석’이라고 부르는 과정

-은 실제로 끝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개별적 주체의 알고자 하는 

욕구의 위축에 의해서만 종결될 수 있다. 미적인 대상을 해석하는 것은 

그것이 공동체 의식을 지배하는 다중의 코드들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

는가를 찾아내는 것이다.”143) 따라서 캐리어는 시각예술에 대한 풍부한 

해석과 예술작품이 전시되는 더 큰 맥락에 대한 설명을 원하는 것은 당

연하다고 설명한다. 

142) Leo Steinberg, Michelangelo's Last Painting: The Conversion of St. Paul and the 
Crucifixion of St. Peter in the Cappella Paolina, Vatican Pala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p. 6.

143) Stephen Bann, "Meaning/Interpretation" Robert S. Nelson and Richard Shiff ed. 

Critical Terms for Art Hist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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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에 의한 새로운 맥락 부여 

미술관의 전시는 그것의 주제나 공간연출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맥락을 작품에 부여하게 되며 그와 같이 새롭게 

부여된 맥락으로서의 전시 형식은 작품에 있어서 이전에는 주목되지 않

던 의미를 생성하도록 만든다. 전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통해 작품에 

대해 특별한 맥락과 새로운 환경으로 작용하면서 의미와 해석을 발생시

킨다. 기획 의도 및 주제 설정, 출품 작품 및 참여 작가 구성, 작품 조

합, 병치하는 방식, 특별한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강조와 주목, 특권적인 

위치 부여, 전시 진행 순서와 관람 동선, 공간연출 디자인 등이 그것이

다.   

미술관 관계자들은 전시기획이란 어떤 작가와 작품에 대해 특별한 의

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27년간 영국 테이

트 미술관 관장을 지낸 니콜라스 세로타(Nicholas Serota)는 “전시를 통

해 작품들을 함께 보여주는 것은 그 예술가의 마음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관계를 정립하면서 그 작품들에 대해 기획자가 해석을 부여하

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설명은 전시가 일종의 맥락이자 단토가 말

한 표상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또한 세로타는 앞서 인

용한 언급에 이어 다음과 같이 덧붙임으로써 근대적 미술관의 전형적인 

전시 방식인 영구소장품의 상설 전시 보다는, 특별한 주제에 의한 기획 

전시가 더 전시 기획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전시 기획의 목적은 방문자들이 역사의 컨베이어벨트 위에 서 있는 스

스로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기 보다는,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회화를 볼 때 발견의 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생산하는 

것임에 틀림없다.”144) 실제로 최근 많은 미술관들은 미술사적인 배열 방

식을 따르는 영구소장품의 상설전시보다 주제에 의한 특별 기획 전시에 

144) Nicholas Serota, Experience and Interpretation : The Dilemma of Museums of 
Modern Art, Thames and Hudson, 1996,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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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쏟고 있다. 특히 그는 2014년 방한 당시의 인터뷰에서 미술관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품, 재정 지원, 미술관 건축물보다  

기획자의 “상상력”이라고 말했다. 이때의 상상력은 “작가와 긴밀히 협력

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역사를 재해석하려는 노력”이라고 그는 설명했

다. 이와 같이 그가 기획자의 상상력을 강조한 이유는 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롭고 독창적인 기획을 통한 작품에 대한 풍부한 의미 발

견임을 역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론가들은 여러 작품들이 한 장소에 함께 조합되어 전시되면 그것들

이 개별적으로 따로 보일 때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며 더 나아

가 그것은 독특한 내러티브를 만들어 내게 된다고 설명한다. 미크 발

(Mieke Bal)에 따르면 마치 한 문장 안에서의 단어들과 마찬가지로 함

께 배치된 시각적인 미술작품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가지지 않았던 

의미를 가지게 된다.145) 우리는 하나의 그림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둘

러싼 작품들을 우리가 관찰하는 것을 신비화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가치 있고 심지어 때때로 필수적이다. 그러나 발은 “미술관 전시실

에서 하나의 그림을 볼 때 그 옆에 놓인 다른 그림을 곁눈질로라도 보게 

될 때 하게 되는 어떤 전형적인 경험”146)에 대해 말한다. 그것은 관람자

가 그 작품들이 그룹화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일련의 내러티브들이 함

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반 가스켈도 “미술작품들이 

병치에 의해 의미가 발생하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어떤 대상도 고립적

으로 지각되지 않으며 주어진 대상이 지각되는 방식은 그것과 다른 대상

의 병치에 의해 중요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전시 기획에서 자명한 

진리”147)라고 설명한다. 이론가들의 주장에서와 같이 같은 작품일지라도 

서로 다른 전시에서 다른 작품들과 함께 걸리게 된다면 그 작품의 의미

는 크게 달라지고 새로운 해석이 도출될 수 있다. 

145) Mieke Bal, Looking In The Art of Viewing. Amsterdam: G&B Art, 2001, p. 187.

146) Mieke Bal, 위의 책, p. 161.

147) Ivan Gaskell, Vermeer's Wager: Speculation on Art History, Theory and Art Museum,  

  London : Reaktion, 2000,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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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병치나 조합 뿐 아니라 작품을 보는 순서 역시 특별한 의미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특히 그것은 도입(발단), 전개, 발전, 절정, 결말과 

같은 기승전결의 극적인 내러티브를 암시한다. 미술관 전시를 보면서 걷

는 것은 이러한 내러티브를 경험하는 것이 된다. 로잘린드 크라우스에 

따르면 “관람자들은 공간들을 연결시키는 길게 이어진 길, 일종의 내러

티브 궤적을 따라 지나간다. 각 장들은 분리된 장소이지만 그것들 모두

는 마스터 플롯의 전개를 명백하게 한다. 이러한 미술관 전시에서 개별

적인 미술작품들은 하나의 내러티브에 의해 제시된다.”148) 또한 그는 이

러한 내러티브 전개에 있어서 가장 가치있는 작품을 마지막 등 어떤 특

권적인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그것을 강조한다고 주장한다. 

공간 디자인과 작품 배치 등과 같은 전시의 연출 방식도 작품의 특별

한 해석을 만들어 내고 미술사에서의 그것이 갖는 의의 등을 제시함으로

써 그것이 전시가 아닌 형태로 보일 때에는 드러나지 않던 의미를 생성

해낸다. 작품들을 특별한 조합과 순서로 보여주고 함께 병치시키는 것 

그리고 작품을 두는 위치, 전시장의 색조와 밝기, 조명을 통한 강조 등

과 같은 공간 구성은 작품에 대한 일종의 새로운 맥락을 조성하는 것이 

된다. 브라이언 오 도허티(Brian O'Doherty)는 전시가 시각 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앤드류 바이어

(Andrew Beyer)에 따르면, “예술작품들의 순서(sequence), 분류

(distribution), 걸기, 위치, 조명, 벽의 색, 즉 한마디로 말해 전시 방식

은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한 본질적인 선행조건임이 의심할 바 없다.”149)

발은 미술관의 설치와 문장을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문

장은 말이나 이미지만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구조 혹은 설치로 구성된 

148) Rosalind Krauss, "Postmodernism's Museum without Walls", Thinking about 
Exhibitions, ed. Rosa Greenberg, Bruce, W. Reguson, and Sandy Nairne, London : 

Routledge, 1996, p. 43.

149) Andrew Beyer, "Between Academic and Exhibition Practice: The Case of 

Renaissance Studies",  The Two Art Histories: The Museum and the University, ed. 

Charles W. Haxthausen. Williamstown, Mass: Sterling and Francine Clark Art Institute, 

2002,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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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양자 즉 이미지와 표제 그리고 순서, 높이, 밝

기, 그것의 조합으로서의 설치 사이에 생산적인 긴장으로 구성된다.”150)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종교화, 초상화, 역사화 등은 미술관에서 감상되

기 위해 그려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전시는 작

품에 새로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것을 대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

다. 본래 그 앞에서 기도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던 제단벽화가 원래

의 제단 앞에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려고 애쓰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미술관에 전시되자 그것을 제대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미

술관 전시는 때때로 우리가 원래의 배경에서는 감추어져 있었거나 본래

의 문화에서 접근 가능하지 않았거나 크게 관심을 얻지 못했던 작품의 

측면들을 보게 만듦으로서 작품의 존재 가치를 확장시킨다. 마이클 앤 

홀리(Michael Ann Holly)에 따르면 “미술작품은 그것의 창작자와 달리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가지고 영원히 존재하면서 항상 새롭게 남아있다.

미술작품은 그것의 창조자가 그 안에서 실제로 생각했던 것으로 환원

될 수 없는 진리에 대한 표현이다.”151) 제단화들이 미술관으로 옮겨졌을 

때 인공적인 조명은 그것을 더 잘 볼 수 있게 했으며 다른 제단화들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그것의 특징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작가가 작품 속에 만든 어떤 특징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중요한 것

으로 재평가되거나 새롭게 이해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재평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중 하나가 미술관의 전시라는 점에서 그것은 미술사 서술에 

있어서 중요하다. 특히 작품 제작 당시에는 의미 부여되지 못했던 작품

이나 작품의 어떤 측면이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당대의 이슈, 동시대

적인 관심사와 관련하여 미술관 전시에 의해 재해석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또한 미술관 전시는 종종 미술작품이 보이는 방식을 과학기술 

등의 발전에 의해 개선한다. 사진, 동영상, 가상현실 등과 같은 매체의 

발달 역시 오래된 작품을 다른 방식으로 보도록 만들 뿐 아니라 그것은 

150) Mieke Bal, 앞의 책, p. 187.

151) Michael Ann. Holly, Panofsky and the Foundation of Art Histor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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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전시의 주제 및 형식에 있어서의 변화도 가져온다. 이러한 발전

과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며 그래서 하나의 텍스트 혹은 미술작

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발견은 결코 끝날 수 없다. 한스 게오르그 가

다머(Hans-Georg Gadamer)에 따르면, “진정한 역사적인 대상은 하나

의 대상이 아니라 미술가가 창조한 인공품과 그것의 해석자 사이의 창조

적인 만남이라는 기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무한한 과정이다.”152)

그런데 캐리어는 미술관 전시가 일종의 맥락으로 작용하더라도 관람

자가 그러한 맥락을 한 가지 주어진 방식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아니며 얼마든지 새로운 경로와 형태를 통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람

이 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미술관에서 관람자의 수동성을 전제하는 회

의론을 반박한다. 반드시 미술관이 제시하는 순서에 따라서 관람할 필요

도 없으며 매번 다른 대안적인 경로로 관람하는 것도 가능하고 관람자가 

원하는 특정 작품이나 작품들의 그룹만을 관람할 수도 있다. 캐리어는 

관람자가 미술관에 들어서면 어떤 내러티브를 따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나선형 구조의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조차도 관람자

는 걸어 올라가거나 곧 바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승강기를 탈 수도 있

다.153) 또한 셸리 에링턴(Shelley Errington)과 같은 이론가는 미술관 

회의론과 반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전시관의 선형 구조는 조직하

고 전시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따라서 관람자가 관례적인 미술사의 권위

적인 전제에 대한 설명 이상의 어떤 것으로서 미술사를 개념화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154) 대부분의 미술관들은 다중의 통로를 제공한다. 유럽과 

미국의 많은 미술관들은 고전적인 건축 스타일의 원래의 오래된 건물과 

최근에 증축된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러한 결합은 특히 다양한 통로

와 동선을 만들어 낸다. 

152) Hans-Georg Gadamer, Truth and Method, trans. Garrett Barden and John Cumming, 

New York: Continuum. 1975, pp. 265, 267.

153) David Carrier, 앞의 책, pp. 100-101.

154) Shelley Errington, The Death of Authentic Primitive Art, and Other Tales of 
Progres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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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의 동선 계획에서는 강조되어 있지 않은 작품 앞에 관람자가 

다가가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작품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막

을 방법은 없다. 관람자는 벽과 좌대에 붙어 있는 명제표를 읽지 않아도 

되고, 전시 동선 상 강조되어 있는 작품을 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전시가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을 때조차도 역순으로 관람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시도는 전시기획자의 의도 이상의 것을 볼 

수 있게 하며 미술관의 전시 연출이 관람자를 수동적인 상태에 묶어 두

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게 한다. 

2) 미술관의 변형

캐리어는 미술작품과 마찬가지로 미술관 역시 그것의 오랜 역사 속에

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변형을 겪어 왔으며 앞으로도 또 다른 모

습으로 변형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의 설명은 근대적 미술관을 오랜 

뮤지엄 전통의 요소들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최근에 나타

나고 있는 미술관의 변화까지도 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미술관 회의론

자들이 루브르를 모범으로 삼는 근대적 미술관을 작품에 대한 죽음의 장

소로 비판하면서 그것을 이전의 전통과는 전혀 연속성이 없는 단절된 기

관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사실 근대적 미술관은 이전의 뮤지엄 기원의 

중요한 부분을 계승하고 있다. 특히 자기 과시의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기억의 장소로서의 기능은 근대적 미술관에서도 여전히 연속되고 있는 

전통이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뮤지엄의 기원과 그 역사를 간

략하게 살펴보겠다.  

(1) 뮤지엄 전통의 연속성

인류가 과거의 유물을 수집해 보존하면서 특별하게 다루어 온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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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로부터 여러 지역에서 나타났다. ‘뮤지엄’(museum)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이지만, 인류 최초의 뮤지엄은 기원전 280년에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의 주도 아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건립된 알렉산드리아 

무세이온(Museion of Alexandria)이다. 그것은 그리스 문명권에서 규모

가 가장 큰 연구기관이었으며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처럼 헬레니즘 시대의 

석학들이 문예와 철학을 연구한 곳이었다. 기능 측면에서 본다면 알렉산

드리아 무세이온은 박물관 이외에도 천문학 관측이나 해부학과 같은 연

구를 위한 별도의 공간과 극장, 강의실, 신전, 연구소와 학사원, 도서관

의 다목적 기능을 수행한 대학의 원형에 가깝다. 소장품은 의료 ‧ 천체 

기구, 동물 가죽, 코끼리 뼈, 조각상, 인물 흉상 등으로 연구와 교육을 

위해 활용되었다. 조지 엘리스 버코(George Ellis Burcaw)와 같은 뮤지

엄 이론가들은 알렉산드리아의 무세이온이 최근의 현대적 뮤지엄과 상당

히 동일한 기능을 수행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155)      

다른 한편 기원전 228년경 소아시아의 아탈로스 1세는 페르가몬의 

아크로폴리스를 위해 헬레니즘 조각과 그림을 다량으로 수집해 페르가몬 

무세이온을 설립했다. 수집에 대한 관심은 로마시대까지 이어져 “로마는 

그리스미술의 박물관이 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로마군은 정복지역

의 예술작품을 전리품으로 약탈하여 수집하는데 심취했다. 그리스의 조

각상은 사원, 극장, 목욕탕 등의 공공장소와 건물을 비롯해 상류 계층의 

개인 소유의 건축물을 장식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로마

인들의 뮤지엄은 더 이상 그리스의 무세이온과 같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철학적 토론을 나누는 저택’이라는 한정된 의미로 사용되었다.156)

중세 유럽에서 지적 활동의 중심이자 예술의 후원자는 로마 카톨릭 

교회였다. 성당, 교회, 수도원이 중심이 되어 종교 유물을 수집했으며 이

러한 소장품은 종교적인 목적 이외에 군주 ‧ 도시 ‧ 국가의 세속적 권위

를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또 교회 외에 귀족이나 부호의 후

155) George Ellis Burcaw, Introduction to Museum Work, CA : Altamira Press, 1997, p. 8

156) Germain Bazin, The Museum Age, New York Univers Books, 1967, pp.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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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종교 유물, 예술작품, 보석, 필사본, 태피스트리 등을 수집했다. 

15세기 말에 교황 시스투스 14세의 주도 아래 걸작 수준의 예술작품과 

성물이 다량으로 수집되었고 각 수도원은 십자군 전쟁을 통해 비잔틴 제

국과 아랍에서 약탈한 전리품을 소장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 시기에는 

종교적 성골함과 대성당의 성구실을 뮤지엄이라고 부르면서 종교 유물, 

예술품, 골동품 등을 축적했다.157)  

르네상스시대에 들어와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은 고대의 예술작품을 

수집할 뿐 아니라 개인적인 미적 취향에 따라 새로운 예술 창작을 적극 

후원했다. 특히 무역과 금융업으로 부를 축적한 상인계층에게 아름다운 

예술작품 특히 고대의 조각작품을 소유하는 것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과

시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 되었다.158) 르네상스 시대에 후원과 수집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이었던 것은 금융업으로 성장해 도시 국가 피렌체의 

권력을 쥔 메디치 가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순수한 미적 동기보다는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

술작품의 시각적 지위를 이용하고자 했다. 사실 메디치 가문의 권력은 

세습된 권좌에서 나온 것이 아니어서 정통성이 취약했기 때문에 새로운 

권위를 상징적인 힘을 통해 만들 필요가 있었고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미술작품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부와 고상한 미적 취향을 과시할 수 있

는 미술작품 진열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다. 르네상스 시대에 새롭게 등

장한 진열 공간은 지극히 자기만족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지녔다. 당시 

권세가들은 자신의 소장품을 처음에는 ‘스투디올로’(studiolo)159)라 불린 

일종의 서재에 진열했다가 점차 화려한 정원과 별장으로 옮겨 놓았다. 

대표적으로는 당대 최고의 스투디올로로 손꼽혔던 메디치 소유의 우피치 

157) Germain Bazin, 위의 책, p. 24.

158) Peter Burke, The Italian Renaissance : Culture and Society in Italy, Princeton, 1999, 

pp. 89-124.

159) 르네상스인들은 만물이 서로 깊은 유사성을 지닌 채 상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사

물을 인식한다는 것은 이러한 유사성의 체계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주 만물에 숨겨진 

그러한 비밀을 밝히는 일종의 연구실 혹은 시각화된 도서관을 ‘스투디올로’라고 했다. 그것은 

대우주를 모사해낸 소우주이다. 이곳에 놓인 소장품들은 만물의 구조를 형성하는 모든 중요한 

물질적 요소를 대변한다. (전진성, 『박물관의 탄생』, 살림, 2004,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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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의 ‘트리부나(Tribuna)’, 교황 이노센트 8세의 개인 소유였던 벨베

데레 궁의 조각정원 등이 있었다.160)  

16세기에 들어와 지리상의 발견이 본격화되자 ‘신대륙’으로부터 희귀

한 물건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유럽 전역에서 더 넓어진 세계를 반영하는 

수집과 진열공간 조성이 유행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6-17세기의 영어

권의 ‘캐비닛’(cabinet)이라는 용어161)가 등장했는데 이는 소장품을 진

열하는 장소, 혹은 소장품 전체를 가리켰다. 독일어권에서는 진열실을 

가리키는 말로서 ‘경이로운 방’이라는 의미의 ‘분더캄

머’(Wunderkammer), ‘쿤스트캄머’(Kunstkammer)라는 용어가 나타났다. 

여기에는 일상생활에서 보기 힘든 온갖 진기한 광물이나 이국적인 도자

기, 희귀동식물의 화석, 심지어 성자의 유골이 화려한 그림이나 조각과 

함께 진열되었다. 황제를 방문한 사절은 반드시 이 방으로 인도되었고 

차후에 이방에 놓일 선물을 바치는 것이 정례화되어 있었다. 이 위압적

인 방에서 모든 사물은 절대권력의 지배자로서 황제의 위상을 드높이는 

역할을 수행했다. 황제는 여기서 방문자에게 자신의 지배에 응할 것을 

상징적으로 요구한다. 

그런데 16세기에 등장한 캐비닛, 분더캄머, 쿤스트캄머 등은 ‘기억극

장’(Theatro della Memoria)162)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기억극장은 

르네상스 시대에 유행했던 ‘비학’을 토대로 그간 인류가 축적해 온 우주

의 비밀에 대한 지식을 새로이 체계화 한 곳이었다. 여기서 ‘기억’은 특

정한 과거에 대한 기억이라기보다는 우주 전체의 비밀에 대한 기억을 의

미하며 따라서 창조주와 인간을 재결합시키는 마술적인 도구로 기능한

160) 전진성, 위의 책, pp. 11-22.

161) 그것은 당시 일상용어로는 주로 선반과 서랍을 갖춘 찬장을 의미했는데 상류층에서는 이 의

미가 전이되어 회합장소인 ‘살롱’(salon)에 대비되는 작은 방을 가리킬 때 쓰였다(전진성, 위의 

책, p. 24.).

162) ‘기억극장’은 카밀로(Giulio Camillo)라는 사람이 16세기 초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에 베네

치아 궁정에 세운 목조 극장으로 두 사람 정도가 들어가기에 충분한 작은 극장이었으나 로마 

원형경기장의 축소판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 극장은 특이하게도 무대와 관람석이 뒤바

뀌어 있어서 관람자가 무대에 올라서서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 수수께끼 같은 문자들 

및 히브리 밀교의 기호들과 대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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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5세기 이탈리아의 진열실도 과거와 대화를 나누는 곳이었지만 특별

히 과거를 기억한다는 발상은 작용하지 않았으며 고대 영웅의 흉상과 일

각수의 뿔은 모두 현 수장가의 지배력을 상징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그

러나 16세기에는 진열실이 과거의 ‘유산’과 만나는 곳이라는 인식이 싹

트면서 ‘기억극장’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모방하게 된다. 16세기 쿤스트캄

머는 조각작품의 이미지를 통해 잃어버린 고대 세계를 상기시킬 수 있는 

‘기억의 장소’가 된다. 이러한 ‘기억의 장소’로서의 진열실 개념은 이후 

근대적 미술관과 최근의 현대 미술관에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이상과 같이 근대적 미술관이 등장하기 이전의 뮤지엄에 대한 오랜 

역사를 살펴 볼 때 미술관 회의론의 주장들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심각하

게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캐리어는 공공미술관이 창조된 18세기 후

반에 미술작품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

못이라고 지적한다. 캐리어에 따르면 “근대적 미술관이 나타나기 오래 

전에도 그리스 미술은 로마제국으로 약탈되었고 중국 걸작들은 자주 세

계적으로 돌아다녔으며 유명한 제단화들도 교회로부터 제거되어 다른 곳

에 걸렸다. 일단 예술품이 고도로 가치 있는 것이 되면, 그것들은 자주 

팔리고, 쉽게 전리품이 되었다.”163) 또한 권력층의 ‘자기선전과 과시’라

는 뮤지엄의 효과와 기능도 근대적 미술관과 함께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로마, 십자군 전쟁 당시 그리고 르네상스의 메디치 가문의 뮤지엄

에서도 이용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뮤지엄의 오랜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적 미술관은 

이전의 뮤지엄 전통과의 연속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요소 즉 과시와 선전의 공간 그리고 기억의 장소이다. 그런 

점에서 캐리어는 근대적 미술관을 뮤지엄의 전통과 연속성을 가진 변형

의 공간으로 설명하고 있다. 캐리어의 변형 개념은 변형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지라도 양자를 동일한 존재로 규정한다.164) 캐리어의 

163) David Carrier, 앞의 책, pp. 81-82.

164) David Carrier, 위의 책,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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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바탕으로 설명하자면 뮤지엄의 전통은 오래된 기원인 무세이온으

로부터 중세의 종교적 성골함과 대성당의 성구실, 15세기 르네상스의 스

투디올로, 16-17세기의 캐비넷과 쿤스트캄머 등을 거쳐 근대적 미술관

으로 계속 변형되어 왔다. 언급한 각 시대의 뮤지엄들이 모두 이전의 것

들로부터 변형된 형태이지만 특히 근대적 미술관은 그 이전의 뮤지엄으

로부터의 매우 급진적인 변형이다. 그러한 변형은 민주주의의 발전, 새

로운 미학 이론 그리고 아카데미 미술사의 출현으로부터 유래했으며 크

게 세 가지 측면, 민주적 가치에 대한 강조, 순수예술 개념의 성립 그리

고 미술사적인 작품 배열이라는 특징으로 나타났다.165)

프랑스 대혁명을 이끌었던 계몽주의와 모더니스트 정치학 그리고 근

대적 시장 경제 속에서 탄생했던 근대적 공공미술관은 부르주아 민주주

의와 제국주의의 전 세계적인 확장과 함께 미국과 유럽 뿐 아니라 아시

아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캐리어는 그러한 근대

적 미술관은 초기에 가장 역점을 두었던 아카데미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소장품에 대한 수집이 완료되어 더 이상은 수집할만한 작

품이 남아있지 않게 된 이후에 그것은 쇠락과 종말의 길을 걷게 되었으

며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뮤지엄으로의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

다.166)  

(2) 미적 감상의 보편성  

미술관 회의론은 순수 예술과 미적 경험에 대한 개념이 18세기 유럽

에 나타났으며 이를 공고히 한 것이 근대적 미술관의 등장이었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어떤 실용적 기능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시각

적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진 대상’이라는 개념과 그에 대한 감상으로서의 

미적 경험이라는 개념은 이미 18세기 이전에도 그리고 유럽 이외의 다

165) David Carrier, 위의 책, pp. 11-12.

166) David Carrier, 위의 책,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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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지역에서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캐리어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든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에게는 미술관이 없지만 조각가들은 조각에 감탄

과 두려움의 의미를 담고자 했으며 그것을 보는 사람들 역시 경외의 반

응을 보인다. 또한 아주 최근까지 중국은 미술관들을 가지지 않았지만,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 산수화가인 종병(宗炳, Tsung Ping, 375-443)은 

서구 예술 애호가들이 인식할 수 있는 용어로 미적 즐거움을 묘사했다. 

“내가 그림을 펼치고 그것들을 고독 속에서 대면할 때 앉아서 땅의 끝을 

생각한다. 나는 많은 자연적인 위험에 저항하지 않고 높고 흐린 숲이 깊

이 우거진 동굴 모양의 봉우리들이 있는 무인의 황야에 단순히 응답한

다.”167) 페르시아인들에게도 미술관이 없었지만, 그리스 화가와 그의 회

화를 비추는 거울에 광을 낸 중국인 사이의 경쟁(rivalry)을 설명하는 

15세기 회화는 고도로 섬세한(subtle) 미학을 보여준다.168)

마이어 샤피로는 “로마네스크 예술에서의 미적 태도에 관하여”라는 

그의 에세이에서 우리의 미학적 관심과 11세기와 12세기 유럽인들의 그

것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공통점이 있는지 보여준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공통점으로 언급했다. “환희(rapture), 차별, 수집, 그리고 걸작에 

대한 숭배(adoration)와 위대한 예술가의 개성에 대한 인식, 기능에 대

한 참조 없는 작품들에 대한 습관적인 판단, 가치와 도덕으로 가득 찬, 

미에 대한 수용”169) 그리고 폴 바롤스키(Paul Barolsky) 역시 “스스로를 

조각 속에 파 넣는다”는 미켈란젤로의 사고를 “19세기 유미주의

(aestheticism)의 단순한 반영이 아닌 것으로” 기술하면서 예술에 대한 

미적 사고의 연속성에 관심을 갖는다. 왜냐하면 이상화된 조각으로서 완

전하게 된 자신에 대한 비유는 고전적 이념에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다. 

167) Susan Bush, The Chinese Literati on Painting,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 146.  

168) David Carrier, 앞의 책. pp. 83-85.

169) Meyer Schapiro, Romanesque Art: Selected Papers, New York: Georg Braziller, 

1977,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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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헤겔은 자신들의 이상적인 예술가들로서 그리스인들에 대하여 저

술하면서 플라톤의 뒤늦은 추종자들로서 플루티누스, 피코, 그리고 미켈

란젤로를 언급하였다.”170) 이상과 같이 서구 이외 지역의 예술작품들 그

리고 서구의 오래된 예술들도 순수한 미적 경험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 

있으며 예술작품에 대한 미적 반응들도 나타난다는 사실은 미술관이 순

수예술과 미적 경험을 촉진시켰다는 회의론의 주장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3) 시간 여행과 죽음의 초월

미술관 회의론이 근대적 미술관을 뮤지엄의 역사적 전통과는 관계없

는 전적으로 새로운 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캐리어는 반론을 제기

하면서 근대적 미술관을 오랜 뮤지엄의 전통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미술관에서 작품의 죽음이라는 회의론의 주장을 뮤지엄의 오랜 전

통인 ‘기억의 장소’라는 기능을 통해 반박한다. 쿤스트캄머와 같은 ‘기억

의 장소’로서의 전통은 근대적 미술관의 가장 중요시되었던 수집과 보존 

기능으로 이어지고 있다. 

캐리어는 미술관을 ‘시간여행을 가능케 하는 장소’로 설명한다.171) 시

간여행은 과거 유산과 만나는 기억의 장소로 인식되었던 16세기의 ‘쿤스

트캄머’로부터 계승된 개념이다. 미술관에서의 시간여행은 시각 예술이 

가진 이중적인 특성, 즉 물질적으로는 현재 여기에 있으면서도 다른 시

간과 공간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해진다. 시각예술 혹은 ‘재현’

은 존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하고 보이도록 만드는 힘을 가

지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재현’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권력이다. 

15세기 유럽인들은 물리적인 사물들에 있어서 쇠락을 멈추게 하는 

시각 예술의 힘을 숭배했다. 크르지톡 포미안(Krzytok Pomian)은 다음과 

170) Paul Barolsky, Michelangelo's Note; A Myth and Its Maker, University Park :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0, p. 33.

171) David Carrier, 앞의 책, pp. 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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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썼다. “미술만이 일시적인 것을 지속적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다. . . 재현의 주제는 조만간 보이지 않게 되는 

반면, 재현 그 자체는 남게 된다. 그래서 화가는 특권적인 존재로 여겨

진다. 그가 영원으로의 도약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속적인 세계 그 자체 

내에서 보이는 동시에 오래 지속되는 작품의 창조자가 됨으로써 시간을 

정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그를 영생의 삶 뿐 아니라 영광(은총)을 

갈망하는 왕자를 위한 대체 불가능한 수단으로 만들었다.”172) 데이비드 

시드니 프리드버그(David Sydney Freedberg)는 “진짜 같은 모방에 대

한 갈망은 부재하는 것을 현존하도록 만들고 죽은 것을 살아 있도록 만

든다.”173) 죽은 사람의 사진을 쉽게 소유할 수 있는 우리는 특권 계층만

이 시각적으로 기록되던 시기에 재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오래된 미술작품이 거리를 두고 있는 과거에 

대한 기록을 제공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가치를 부여한다. 

캐리어에 따르면 “글로 쓰인 설명들은 단순히 오래 전에 무엇이 일어

났는가를 말하지만 미술관에서 작품을 통한 시간 여행은 우리들에게 실

제로 역사적 사건들을 보도로 허용한다.”174) “마치 순간적으로 그 시대

로 되돌아가는 것만 같다. 물론 그것은 환상이지만 강력한 환상이며 우

리가 예술에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에 중요한 환상”이라

고 캐리어는 말한다.175) 우리가 시각예술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의 자연적 한계를 초월하여 상상 속의 과거와 먼 장소로 우리의 정체성

과 삶을 확장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멀리 떨어진 과거와 다

른 장소로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캐리어는 미술관에서 시간여행이 가능

하다는 것은 곧 미술관에서 작품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

한다. 따라서 우리가 근대적 미술관을 16세기 쿤스트캄머 전통의 연속선

172) Krzytok Pomian, Collectors and Curuosities: Paris and Venice, 1500-1800, trans. 

Elizabeth Wiles-Portier, Cambridge: Polity, 1990, pp. 36-37.

173) David Sydney Freedberg, The Power of Images: Studies in the History and Theory 
of Response, Chicago : Chicago University Press, 1989, p. 201.

174) David Carrier, 앞의 책, p. 39.

175) David Carrier, 위의 책, pp. 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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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파악한다면 미술관에 전시된 오래된 조각이나 회화 작품들은 회

의론의 주장처럼 죽은 것이 아닌, 살아남아 있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된

다면, 미술관은 죽음의 장소가 아닌, 오히려 필멸의 죽음과 물리적인 유

한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공간으로 정의 될 수 있

다.

    

   (4) 전시 형식에서의 변형

미술관의 전시는 근대적 공공미술관이 건립되던 초기의 방식으로부터 

크게 변화되었다. 먼저 그 변화를 살펴보자. 루브르를 모범으로 건립된 

대다수의 근대적 공공미술관들 예를 들어 영국의 내셔널갤러리,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보스턴, 시카고 미술관, MoMA 등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

던 것은 무엇보다 영구 소장품의 확보였다. 특히 미술관들은 미술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작품을 수집하는데 큰 공을 들였고, 그렇게 수집된 

소장품들을 미술사적 순서에 따라 배치하는 상설전시를 통해 보여주었

다. 이러한 모델의 근대적 공공미술관은 유럽 전역과 미국 각지로 확장

되었으며 여전히 국제적인 인기와 명성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공공미술관의 수집과 확장이 완료되어 가던 시점인 

1930년대부터 그와 다른 형태의 미술관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미술사에서 검증된 소장품의 수집 보다는 동시대 미술작품에 대한 소개

와 전시에 역점을 두는 미술관이다. 이는 소장품의 상설전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동시대 미술에 대한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미술관

에서의 동시대 미술 기획전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은 앤드류 카

네기(Andrew Carnegie)의 기부로 피츠버그에 설립된 카네기 미술관

(Carnegie Museum of Art)이었다. 카네기 인터내셔널(Carnegie 

International)176)은 1896년에 시작하여 3년마다 뉴욕과 유럽, 기타 나

176) 카네기 인터내셔널은 1896년에 실업가이자 자선 사업가인 앤드류 카네기의 요청으로 국제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고 대중을 교육하기 위해 피츠버그에 조직된 북미 현대미술 전시회이다. 

Winslow Homer, Salvador Dali, James Abbott McNeill Whistler, Mary Cassatt, Cam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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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들로부터 온 새로운 동시대 미술작품들을 카네기 미술관에 전시했다. 

이를 통해 카네기 미술관은 자신들의 영구소장품의 목록에 동시대 작가

들의 작품을 추가함으로써 소장품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에서 처음으로 ‘근대적’(modern)이 아닌 ‘동시대

적’(contemporary)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ICA(Institute Contemporary 

Art)는 1936년에 보스턴에 건립되었고 여기에도 상설 소장품 전시가 없

다. ‘동시대적’라는 용어는 ‘근대적’(modern)이라는 용어와 달리, 역사적 

가치판단이나 이론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고 보존이나 불변성에 가

치를 두지 않음을 의미한다. ICA는 고전 작품들을 축적함으로써 명성을 

얻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험적이고 아방가르드적인 시도가 인정되어 

고전 작품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그 곳에 전시될 수 없다. 이러한 동시

대 미술에 대한 전시는 생존 작가들에 대한 관심과 최근 미술작품의 경

향에 대한 분석을 이끌어 낼 뿐 아니라 동시대 미술의 역사를 구축하고 

현재의 미술 실천들을 역사 속에 자리매김하는 역할을 한다.    

영구 소장품 전시 중심의 근대적 공공미술관의 전형과 다른 또 하나

의 경향은 특별한 주제에 의한 한시적인 기획전시이다. 이는 이미 루브

르 개관이전부터 여러 화랑이나 박람회 등에서 판매 혹은 작품 발표 등

의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전반까지 미술관들은 

대부분 영구 소장품 확보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주제의 전시

를 기획하는 데 크게 관심을 두지 않다가, 20세기 후반부터 점차 전시 

기획을 통해 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소개하는데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 

최근 수십 년간 기존 미술관에서 건축물이 확장된 원인도 이와 같은 특

별 기획전을 위한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루브르를 비롯한 많은 

근대적 공공미술관 상당수는 이제 상설 소장품 전과 함께 소장품 혹은 

대여 작품들로 구성된 특별한 주제의 기획전시를 개최함으로써 기존의 

작품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해석과 재평가를 제공한다. 

Pissarro, Auguste Rodin, Willem de Kooning, Henry Moore, Jackson Pollock, René 

Magritte, Joan Miró, Alberto Giacometti, Andy Warhol, Joseph Beuys, Sigmar Polke 및 

William Kentridge 등 수천 명의 작가가 전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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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별 기획전시는 블록버스터 쇼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수십만 명의 관객을 끌어들이는 대중적 규모의 전시는 이미 19세기 중

반에도 개최된 바가 있으나 블록버스터 쇼는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

이다. 블록버스터 형식의 전시를 처음 착안한 것은 1967년부터 77년까

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관장을 역임했던 토마스 호빙(Thomas Hoving) 

으로 알려져 있다.177) 미국의 미술관들이 엘리트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때 그는 스펙터클한 전시를 기획하여 새로운 대중주의적인 요소를 도입

했다. 전시 개최 비용이 높은 블록버스터 쇼는 비용 충당을 위해 상업적 

후원을 받고 높은 관람료를 책정하며 대중적 집객을 위해 많은 홍보비를 

지출한다. 이는 주최기관에 명성과 이익을 안겨주고 대중들에게 미술에 

대한 관심을 모으며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술관의 자생적인 전시기획 

능력과 기회를 축소시키고 그 미술관이 조명해야할 임무를 갖고 있는 작

가들에 대한 전시를 소홀히 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부정적인 관점도 상

업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제기된다. 이상으로 근대적 미술관에서 유래한 

영구소장품에 대한 상설전시라는 미술관의 전형적인 전시 형태는 동시대 

미술에 대한 주기적인 기획전시, 한시적인 형태로 개최되는 특별한 주제

의 기획전시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을 살펴보았

다. 

177) 에머 바커(편), 이지윤(역), 『전시의 연금술 : 미술관의 디스플레이』, 아트북스, 2004, p. 

150.



- 100 -

3. 미술관의 ‘목표’로서 ‘민주적 가치’ 

I장 1절의 2)에서 프랑스, 영국, 미국의 근대적 미술관들이 지속적으

로 정치권력과 자본을 미화하고, 그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통제하는데 유

용한 이데올로기를 주입해왔으며 그로 인해 애초에 미술관들이 목표로 

내세웠던 민주적 가치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사례를 통해 살펴

보았다. II장 3절에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한 해법으로 등장한 미술관의 

독립법인화 필요성의 근거와 함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모든 사람을 위

한 미술관이라고 하는 루브르 개관 당시 근대적 미술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술관의 운영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1)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자본에 대한 견제 

     : 미술관의 독립법인화 

미술관이 정치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

영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 미술관을 정부기관과 별개의 

법적인 주체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특수법인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

다. 이러한 경향은 미술관이 정부기관의 형태로 건립되었던 프랑스와 영

국에서 나타났다. 이는 그 시작부터 정부기관이 아닌 사적 후원을 통한 

법인의 형태를 취했던 미국 근대적 미술관의 구조를 참조하는 것이었다. 

영국의 테이트 갤러리가 1992년에 공공과 민간 부문이 결합된 비정부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고 프랑스의 루브르가 1993년

에 문화부로부터 독립된 행정법인으로 전환되었다. 국내에서도 국립현대

미술관이 2006년 문체부 소속의 행정형(現, 문화형) 책임운영기관178)으

178) ‘책임운영기관’은 사업적 집행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정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것으로 

민주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때 도입하는 형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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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2009년부터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특수법

인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에 의해 제기되었고 논의가 지

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외에서 미술관을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그 필요성에 대한 공통적 근거는 대체로 다

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정부로부터의 자율성과 독

립성의 획득, 조직의 유연성과 운영상 효율성을 통한 전문성에 대한 실

효성 성취, 민간 후원 유치 등을 통한 재원 조성의 다각화, 공공서비스 

개선을 통한 대중성의 확대 및 관람객 증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

보와 관광산업에 기여 등이다. 

먼저 법인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율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을 먼저 살펴보자. 법인화된 미술관들은 

정부가 아닌 이사회 혹은 운영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별도의 기구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사회

는 단순한 명예직이 아닌 운영의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핵심 기구이다. 이런 점에서 이사회가 어떠한 인사들로 구

성되는가 하는 문제는 그 자체로 미술관의 운영 방침과 직결된 것으로서 

아주 중요한데 세부 요건은 미술관마다 조금씩 다르다. 영국 테이트 갤

러리의 이사회는 14명으로 구성되며 이사들은 총리에 의해 선임되고 테

이트 갤러리의 총괄 관장을 추천한다. 14명 중 3명은 반드시 현직 작가

이어야 한다는 조항 이외에 이사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체

로 이들은 미술관의 재원 조성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인사들이다. 

한편 프랑스 루브르의 운영위원회는 문화부 박물관국, 중앙행정국, 예산

국의 책임자로 구성된 3인의 정부 대표, 국립박물관 연합 대표, 국립박

물관과 관련된 7인의 전문가, 3년 임기로 선출된 3인의 학예사 대표 및 

3인의 직원 대표 등 17인으로 구성된다. 영국과 달리 루브르의 관장은 

일반 행정기관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일반 행정 기관에 비해 조직 인사 예산상 자

율성을 보다 많이 보장하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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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장관의 추천으로 정부가 지명한다. 프랑스의 운영위원회는 영국

과 비교할 때 훨씬 더 강력한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국과 달리 프랑스는 대부분 미술관 박물관 전문가들과 정

부 인사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원 조성에 기여한 

인사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영국의 테이트 갤러리 그리고 프랑스의 루브르의 경우 법인화를 통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성을 획득함으로써 민주적 가치를 강화하

고자 했던 애초의 목적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냈다. 필자는 성공 

요인을 프랑스의 루브르의 법인화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프랑스에서 국립박물관들의 법인화는 소장품의 효율적인 활용 그

리고 관람객 증진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통해 박물관의 최종적 목표인 

민주적 가치를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때의 민주적 가치

란 루브르 설립당시의 목표와 동일하게 특권층에 예속되어 있던 예술과 

지식을 국민들에게 환원시킨다는 것 즉 국민 모두의 소유인 국가적 문화

유산을 정부가 수집 관리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179)

프랑스 정부는 1789년 대혁명 이후 1990년대까지 강력한 중앙집권

적인 박물관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시켜왔다. 프랑스 최초의 국립 박물관

인 루브르가 1793년 설립된 이후 국립박물관들이 설립되었고 나폴레옹 

집권시기인 제1제정 시기에 프랑스 각 지역의 주요도시에 15개의 지방

박물관이 설립되었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계획 하에 나폴레옹 군대 점령 

지역으로부터 약탈한 유물들을 기반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의 관리와 통제를 받았다. 박물관들을 관리 감독하던 조직들이 

통합되어 1945년에 출범한 프랑스박물관국(DMF, Direction des 

Musées de France)은 프랑스 전체 박물관 정책을 총괄하고 박물관 업

무 전반을 관리 감독했다. 특히 2002년도 박물관법 시행과 함께 국립 

179) Dominique Poulot, Une Histoire des Musées de France, Paris, Découverte, pp. 

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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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뿐만 아니라 천이백 개가 넘는 ‘프랑스 박물관’(Musées de 

France)의 명칭을 부여받은 공립 및 사립 박물관 소장품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프랑스박물관국의 위상은 더욱 강화

되었다. 박물관국의 대규모 조직구성과 광범위한 역할은 프랑스 정부가 

박물관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었다.180)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국립박물관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

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사실 기존 프랑

스박물관국에 소속된 국립박물관들은 소장품 운영, 인력 관리, 예산 편

성, 행정 업무, 수익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율적인 운영권을 전혀 보장받

지 못했다. 관장은 국가 공무원 신분의 학예사가 임명되었는데 이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전시계획수립 및 기획 업무에 한정되어 있었고 

자신이 주도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기도 어려웠다. 프랑스 국

립 박물관의 이러한 경직된 운영 체제는 박물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저

해하는 요소로 인식되었다. 특히 90년대 들어 관람객 증가율이 정체되고 

특히 국립박물관 전체 관람객에서 프랑스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조사되면서 박물관 정책의 심각한 문제점이 인식되었다. 정

부와 박물관 조직 간의 위계적 구조 그리고 관행적이고 획일적인 운영 

때문에 새로운 관람객 개발과 기존 관람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새

로운 기획전시, 다양한 성향과 기호를 지닌 관람객들을 위한 특별전시, 

교육프로그램 개발,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및 관객 서비스 개선 등의 과

제는 실행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인식 하에 프랑스 문화부는 각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박

물관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조직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이러

한 경직된 운영 형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프랑스 문화부는 1993년에 

루브르를 시작으로 하여 다른 국립박물관들도 단계적으로 법인화하여 각 

박물관에 법적인 독립성과 자율적인 행정적 권한을 부여하였다. 국립박

180) 신상철, 「프랑스 국립박물관 법인화 정책의 현황과 성과 :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방안에 

대한 프랑스적 해법」,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 49집, 2014, p.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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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들은 비영리 행정법인(etablissment public)으로 전환됨으로써 독자

적인 예산 편성, 인사 및 행정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전문적인 운영을 보

장받을 수 있었다. 다만 문화부는 국립박물관 법인들의 관장과 운영위원

회 구성원의 임명권을 행사하고 이들 기관 사업을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

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 등으로 최소한의 개입을 통한 박물관의 공공

적 가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 법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각 박물관들이 소장품의 

관리와 활용에 있어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점

이다. 소장품 대여, 도록 및 출판물 간행 등의 권한이 대폭 법인에 이전

됨으로써 박물관들은 소장품을 활용한 다양한 박물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장품에 대한 권한은 이들 기관의 전시 역량을 높이

는 데에 크게 기여하여 특별전 개최 횟수가 증가하고  그와 더불어 전시

와 연관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출판 사업이 활성화되었다. 법인화 이

후 사업 수익이 증대되고 기업의 기부와 후원이 늘어나고 정부 보조금까

지 증대되면서 소장품 관리, 전시 기획, 출판물 간행, 교육 프로그램 등 

국립 박물관 사업 전반의 효율성이 향상되었으며 그 성과는 박물관의 관

람객 증대로 이어졌다.  

프랑스 정부는 법인화 이후에도 국립박물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원

한다. 이들 기관들은 감독기관인 문화부와의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규

모와 특성에 따라서 전체 예산에서 정부 교부금과 자체 수임금의 비율을 

정한다. 그리고 2년 혹은 3년 단위로 ‘운영목표와 재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사업 계획안의 실행을 위한 예산 중 자체 수익 예상분을 제외한 나

머지 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이 협약서에는 각 사업별로 정

부의 지원 금액과 박물관 자체 충당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정부는 협약 

기간 동안 지원금을 재조정하지 않고 사업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보장한다. 반면 적자 발생 시 다음 회기 정부 지원금에서 충당해야 하며 

그런 경우 다음 회기 사업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 문화부는 법인화된 박물관들의 운영의 책임성을 유도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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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프랑스 문화부의 국립박물관 교부금 지원 방식에는 일본의 경우처

럼 법인화된 기관에 대한 자기수입 증대에 대한 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지원금의 순차적 축소 원칙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프랑스의 국립박물관 

법인화 정책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박물관의 자체수익 증가가 정부교

부금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다. 그래서 오

히려 프랑스는 정부 교부금과 법인화된 박물관의 자체수익금을 동시대 

증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실제로 그것을 달성함으로써 박물관을 활성화하

는 데 성공을 거두고 있다. 

프랑스의 법인화가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법인화의 기본 목적이 

일본이나 국내의 사례처럼 ‘정부기관예산 감축, 미술관의 재정 자립도 

향상’과 같은 경제적 논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운영 효율성 증대를 

통한 민주적 가치 추구’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미술관의 수익이 

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함으로써 그

것은 새로운 사업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또한 무엇보다 법인화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 논리와 시장의 개입 등에 대해 정부가 지

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

를 찾을 수 있다. 

반면, 2001년 국립미술관들을 독립행정법인화한 일본의 경우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기 보다는 민주적 가치가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운영상의 

한계가 대두되고 있다. 국내의 미술관의 경우는 어떨까? 국내 시 ․ 도립 

미술관 대다수는 지자체 직영 방식으로 운영되며,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미술관은 경기문화재단 내의 경기도 미술관과 김해문화재단 내의 클레이

아크김해미술관, 한국도자재단 내의 경기도자박물관 등 정도이다. 2006

년 경기도의 직영 사업소로 개관한 경기도 미술관은 2008년 경기문화재

단으로 통합되면서 도립미술관에서 특수법인형태로 전환되었다. 통합이

후 미술관은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기관 

고유의 기능이 위축되고 공공성이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181)  

181) 경기일보, “경기문화재단과 도립박물관 미술관 통합이 남긴 것”, 2016.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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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의 경우 미술관의 법인화가 그다지 성공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일본이나 한국과 같이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나 후원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양한 재원조성

이 용이하지 않으며 결국 대부분의 세입을 지자체 출연금에 의존할 수밖

에 없다. 이는 결국 법인화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

다. 둘째, 법인화의 근본 목적이 ‘민주적 가치에 대한 추구’인 프랑스의 

경우와는 달리, 일본이나 한국의 경우 ‘정부기관의 예산 감축, 미술관의 

재정 자립도 향상’인 점 또한 법인화가 성공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이

다. 

일본과 한국의 법인화된 미술관의 경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

인 문제점은 전체 예산과 사업비, 인건비에 대한 지속적인 축소이다. 일

본의 경우 국립 미술관의 법인화 이후 자기수입증대에 대한 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순차적 축소 원칙에 따라 매년 인건비의 1%, 일반 

관리비의 3%, 업무경비의 1%에 대한 일률적인 삭감이 이루어짐으로써 

전문 인력 충원, 인재 양성 등이 어려워지게 된다.182) 프랑스의 경우와 

달리, 일본과 한국의 경우 법인의 노력으로 얻은 수익이 오로지 운영비

교부금 등 정부 지출을 감소시키는 재원으로만 사용되고 자체적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자율성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향이 있다. 경

기도 미술관의 경우 사업비는 법인화 이전인 2007년 17억 5천만 원에

서 2016년 8억 8천만 원으로 대폭 줄었으며 기관의 소장품 구입 예산을 

수년째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국내 미술관 법인화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

로 거론되기도 한다. 사업비가 줄면서 연구, 전시, 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기관의 위상이 추락해 많은 전문가들이 이탈하는 부작용 등을 

겪는 등 미술관 고유의 기능이 위축되었다. 

일본과 한국에서 미술관의 법인화가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세 번째 

이유로는 미술관에 효율성, 수익확대라는 목표를 강화하게 됨으로써 미

182) 박소현,「작은 정부의 행정 개혁과 미술관의 공공성」, 『예술 경영연구』, 통권 34호, 

2015, pp. 11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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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관의 전문성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한 경제적 

논리는 전시나 교육, 체험 행사 등의 프로그램의 질적인 수준이나 학술

적 가치보다는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를 성과로 제시하기를 강요한

다. 한국의 법인화된 미술관들은 공기업 평가 기준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 수입, 그리고 전시, 행사, 교육 프로그램 개최 수, 참여자 수 등과 같

은 정량 지표를 통해 평가 등급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직원들의 성과급

과 연동된다. 이러한 방식은 미술관 사업의 공공적 역할과 학술적, 사회

적 기여 등을 위한 장기적인 연구를 통한 전시 및 학술 사업에 집중하기

보다는 이벤트 사업과 같이 외적 지표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표

면적 성과에만 치중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약화시킨다.  

넷째는 법인화된 미술관들이 문화재단 내의 하나의 시설로 운영된다

는 점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즉 앞서 국내 법인화 사례로 거론

한 세 경우 모두 미술관이 단독법인 형태가 아닌, 다른 시설들을 동시에 

관리하는 문화재단이라는 더 큰 조직 내의 시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예산과 인력에 대한 권한이 재단 사무처에 있기 때문

에 애초에 법인화의 목적이었던 자율성을 성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예산과 인력 운용에 대한 권한을 미술관은 가질 수 없다. 또한 지자체는 

문화재단 전체에 일괄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재단 내 여러 기관들은 

그것을 성과에 따라 나누어 쓰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때 미술관은 수

익성에 있어서 취약하기 때문에 재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크고 

수익성이 좋은 다른 기관에 비해 성과가 낮다고 평가되고 따라서 예산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재단 내에 다른 신규 시설이 

생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2006년 개관 당시부터 김

해문화재단 내 소속 기관으로 출범한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은 2012년에 

새로운 전시관이 추가로 개관하면서 규모가 두 배로 확장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사업비와 인력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그것은 앞서 설

명한 대로 타 기관에 비해 낮은 수익성 그리고 재단 내에 가야테마파크

(2015년), 서부복합문화센터(2018년)의 개관을 이유로 예산과 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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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시설 쪽으로 집중 배치했기 때문이다. 

사실 미술관의 법인화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함과 동시

에,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 기업의 비용 절감, 고수익 창출, 효율성 우선 

등과 같은 경제 중심의 자본과 시장 논리의 지배를 받게 될 위험성을 내

포하고 있다. 미술관이 민간 자본의 후원이나 기부를 받을 경우 운영에 

있어서 해당 기업으로부터의 간섭이나 요구와 같은 반대급부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미술관의 공공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

다. 재원 조성에 기여한 이사의 발언권과 의결권이 강화되면 작가 선정 

등에 있어서 시장과의 결탁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또한 법인화로 인한 

고수익에 대한 부담은 블록버스터 전시를 유도하고 이는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전시기획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기획의 역량이 저하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미술관의 관광자원화는 미술관에 

그 본연의 취지와는 관계없는 레스토랑, 카페, 숍과 같은 소비적 사업에 

치중하고 오락에 가까운 행사들을 빈번하게 개최함으로써 수집, 연구, 

기획과 같은 미술관 본연의 업무가 부실해질 우려도 있다. 

결론적으로 미술관의 민주적 가치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

부터의 독립과 함께 경제적 자본 논리에 대한 견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술관의 전문적인 영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

기 위한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정부기관은 공공성 저해 요인에 대

한 최소한의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저해하

는 통제가 아니라, 자본과 시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미술관이 그 본래적 

가치를 지킴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술관의 운영구조가 반드시 법인 형태일 필요는 없다. 정부기관으로 운

영을 하되, 인사 · 조직 · 예산 등에 있어서 운영의 자율성이 담보되고 

기부나 후원 그리고 수익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도 

바람직한 형태일 수 있다. 예를 들어 2006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은 책

임운영기관의 형태로 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

며 국립현대미술관 진흥재단을 통한 기금조성이나 수익사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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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미술관이 정치나 자본으로부터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고유

의 역할을 하고 공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과 제도적 장

치이다. 정치권력과 경제적 자본논리 양자로부터의 견제와 함께 마지막

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공중의 참여이다. 이에 관하여는 다

음 절에서 논하고자 한다. 

2) 공중의 능동적 참여와 소통 유도

    

미술관 회의론자들을 비롯한 대다수 미술관 이론가들은 근대적 미술

관의 시작을 1793년 나폴레옹 집권기 개관한 루브르 미술관으로 정의한

다. 그러나 근대적 미술관의 가장 큰 특징을 민주적 가치라고 할 때 캐

리어는 근대적 미술관이 나타나는 데 기여한 중요한 저력을 1793년 루

브르가 개관하기 훨씬 이전부터 루브르에서 개최되었던 살롱 전시에서 

찾는다. 그리고 토마스 크로우(Thomas Crow)는 당시 살롱의 청중들이 

예술에 대한 토론과 정치적인 민주적 논쟁을 통해 이미 혁명을 예비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필자는 캐리어와 크로우의 주장을 통해 미술관이 권

력에 의해 지배되는 수동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장소가 아닌 민주적 가치

가 성취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아울

러 이러한 논쟁은 과거의 다른 곳에 있었던 작품을 동시대성과 관련시키

면서 그것을 현재의 이슈 속에서 재맥락화될 수 있게 하며 이는 맥락제

거에 의한 작품의 죽음을 주장하는 회의론의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

다. 

그렇다면 먼저 살롱 전시의 시작과 거기에 내재된 민주적 가치에 대

해 살펴보자. 루이 14세가 루브르궁을 떠나 베르사이유 궁으로 거처를 

옮겨감으로써 무용지물로 전락할 뻔했던 루브르궁은 살롱 전시와 함께 

부활하여 활력을 되찾게 된다. 1648년에 설립된 프랑스 왕립 회화·조각 

아카데미(Académie royale de peinture et de sculpture)는 루브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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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수업과 강연을 열어 미술 교육을 더 강화했다. 이 아카데미

에서 주최한 첫 전시회가 1667년 팔레 루아얄 궁(Palais-Royal)183)에

서 개최되고 이후 아카데미 회원들의 작품 전시는 간헐적으로 열리다가 

1699년에는 루브르의 대회랑에서 그리고 1725년에는 대회랑의 서쪽의 

살롱 까레(Salon carré, 정사각형 모양의 방)에서 열리기 시작했다. 그때

부터 전시장의 이름을 따서 전시회 자체를 ‘살롱’(Salon)이라고 불렀으

며 루브르궁은 점차적으로 예술작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루브르궁에서 열린 ‘살롱’전은 1753년부터는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 

즉 현재의 비엔날레의 형태로 개최되었으며 약 한 달 동안 대중에 개방

되어 있어서 언제나 많은 관람자들이 몰려들었다. 남아 있는 기록에 따

르면 1847년 살롱전에는 세밀화와 조각을 제외하고도 1천6백점 이상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살롱전의 입장객 수는 총 1백 2십만 명이었으며 일

요일에는 8만 명에 이르는 관람객이 다녀갔다. 18세기에 일반 대중들도 

교육을 받고 부를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술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예

술시장이 활성화되었다. 일반 대중들의 열정을 포착한 비평가들은 살롱

전시를 비롯한 예술작품들을 일반 대중들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 역시 그것의 가치를 인식하여 살롱전시를 비롯하여 왕과 귀족의 수

집품들을 점진적으로 개방했다. 살롱전의 활성화는 미술비평 작업으로 

연결되었고 드니 디드로(Denis Diderot)는 전시회 관람에 대한 평을 

<문예비평Correspondance littéraire>에 실어 미술비평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184)

살롱의 관람자들은 예술작품을 매개로 당시 정치와 사회에 대한 민주

적인 논쟁과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그것은 근대적 미술관이 탄생하는데 

있어 중요한 모태가 되었고 더 나아가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하게 된 사

183) 루브르 궁전의 북쪽 옆에 위치하고 있는 팔레 루아얄 궁은 원래 리슐리외(Richelieu) 추기경

의 궁전으로 건설된 것이다.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낸 루이 14세가 베르사유로 궁을 옮긴 

후에는 오를레앙가의 소유가 되었고 당시에는 귀족들의 모임과 도박을 비롯한 각종 연회가 개

최되었다. 현재 이곳은 회랑으로 둘러싸인 정원과 현대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이다.

184) Andrew McClellan, 앞의 글,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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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기여했다. 크로우에 따르면 “살롱에서는 더 

이상 이전의 권위주의적인 미적 가치들이 통용되지 않았고 토론과 논쟁 

그리고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이 일어났다. . . 또한 살롱은 수동적인 방

관자들을 위한 구경꺼리(spectacle)가 아니라 적극적인 청중의 참여와 

판단을 위한 기회였다. 예술에 대한 토론과 일상적으로 계속되는 정치에 

대한 민주적 논쟁은 분명히 관계가 있으며 그 점에서 예술에 대한 토론

이 가능해진 것이 혁명을 위한 준비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185)

실로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공공적 영역인 살롱에서 모여 전시된 

작품을 매개로 정치와 정책에 관해 철학적 쟁점들에 관해 그리고 가치들

에 관해 말하기 시작했다. 일단 예술에 대한 문외한과 최하층민들까지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되자, 그것은 곧 폭넓은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

었다. 캐리어는 예술이 자유로운 공공적 가치에 대한 대화의 원천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루브르를 개관했던 계몽주의자들이 원했던 것이라고 

설명한다.186) 필자는 공공미술관이 나아가야할 바를 살롱 전시에서 찾고

자 한다. 근대적 미술관이 애초에 그것을 계획했던 계몽주의자들의 희망

대로 기능하게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절대왕정에서와 같이 위로부터 하

달되는 방식(top-down)이어서는 안 된다. 어리석거나 난폭할지라도 위

로부터 하달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수많은 경쟁적 목소리와 검열되지 않

는 대화를 수용하는 것이 민주적 가치의 중요한 본질이며 그것은 공공미

술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술관에서 공중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근대적 공공 미술관은 그것의 애초의 목적에 있어서 실패한 것이다.

필자는 미술관이 과거의 살롱 전시와 같은 곳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작품들을 동시대적인 가치

와 관련시킴으로써 그것을 현대화하려는 노력이며 두 번째는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을 살펴보자. 미술관의 전시에 대한 대중들의 접근 

185) Thomas Crow, Painters and Public Life in Eighteenth-Century Paris,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5, p. 101.

186) David Carrier, 앞의 책, p.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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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품이 가졌던 본래의 맥락 그 자체를 찾아내

고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보다, 과거의 작품들을 동시대적인 가치들

과 관련시키고 과거와의 거리감을 좁혀 그것을 현재화함으로써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 올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미술사학자들은 미술사의 임무가 

과거를 그대로 재구성하는 것(reconstruction)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

인리히 뵐플린은 “그리스 아르케익(archaic) 미술이나 샤르트르 성당의 

조각들이 오늘날 창조된 것처럼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187)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오래된 작품들이 현대의 관람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중요하지 않으며 우리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러한 미술작품들을 객관

적인 정통적인 역사에 의해 평가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푸코와 

니체를 따르는 원근법주의자(perspectivist)들인 발, 노먼 브라이슨, 앤 

홀리 그리고 키스 목시(Keith Moxey) 등은 그러한 견해에 반대하면서 

전통적인 객관성에 대한 이상을 폐기하고자 한다. 앤 홀리와 목시에 따

르면 우리는 “세계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지식이라는 오래된 이

상”(old ideal of full and final knowledge)을 버리고 “예술의 역사적 해

석의 형태는 항상 동시대 청중들의 상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포착하는 작

가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수용해야만 한다. 앤 홀리와 목시의 주

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예술은 동시대 예술의 조건

(condition)에 가까워진다”는 것이며 결국 과거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객

관성을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그 자체를 

위한 지식 추구의 신화보다는 동시대적 가치들과 관련성 속에서 동시대

적 대중적 시각문화에 대한 연구들과 학제 간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188) 또한 발 역시 오래된 그림들에 대한 역사적 의미의 재구성

은 “설명되지 않는 하나의 측면을 남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러한 그

림들이 오늘날 문화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라고 주장했

187) Heinrich Wölfflin, Principles of Art History: The Problem of the Development of 
Style in Later Art, trans. M. D. Hottinger, London: G. Bell and Sons, 1932, vii.

188) Michael Ann Holly and Keith Moxey, ed. Visual Culture: Image and Interpretation, 

Hanover, N, H, Wesleyan University Press, 1994,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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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9)

이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캐리어는 오래된 미술작품이 회의론자들의 

비판처럼 미술관에서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

다. 그것은 바로 오래된 작품들을 동시대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재논

의함으로써 그것을 현재의 것으로 만들어 그것의 본래 맥락이 갖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캐리어는 시각예술이 갖는 이

중적 특성을 통해 미술관의 가치를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시각예술은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도 어떤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특성을 갖는다. 미술관은 지금 여기에 있는 작품을 해

석을 통해 과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해석은 동시대적인 관점과 

가치와 관련된 것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미술관은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를 가리키고 있는 작품을 해석을 통해 동시대적인 관심사 속으로 가

져옴으로써 그것을 현재화하고 살아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며 더 나

아가 관람자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다. 캐리어는 그렇게 되면 미술은 마

치 대중문화처럼 대중들이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한,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190)  

이제 미술관이 많은 대중들이 참여하고 토론하는 살롱 전시와 같은 

곳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인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캐리어는 정치권력 등에 의해 구속되지 않고 대중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공공 공간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는 대화로부터 진리가 출현한다고 하면서, 이미 구체제 하에서 그러한 

자유로운 말의 교환(free verbal exchange)으로부터 진리를 얻은 전례들

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마이클 박산달(Michael Baxandall)은 “근대 예술

사와 르네상스에 있었던 예술 비평의 기원들은 대화(conversation)로부

터 일어났다는데 주목해야한다”191)고 말했다. 또한 메리 비달(Mary 

189) Mieke Bal, Quoting Caravaggio, Comtemporary Art, Preposterous Hist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p. 12.

190) David Carrier, 앞의 책, pp. 217-219.

191) Michael Baxandall, Patterns of Intentions: On the Historical Explanation of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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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al)은 18세기 초에 장 앙트완 와토(Jean-Antoine Watteau)가 대화

를 그 자체로 하나의 미적 활동으로 재현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192) 맥

클러란에 따르면 “말하는 것(talk)은 같은 계급의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평등에 대한 귀족적 개념”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특권이 부여되었다.193)

크로우는 혁명 전야에 부가된 것은 모든 계급들 사이의 대화(talk)가 진

지한 주의를 기울일만하다는 믿음이었다고 한다. 와토는 “그가 그의 작

품에서 그리는 문명화된 사회적 관계에서 기본이 되는, 구경꾼과의 무언

의(tacit) 동의를 가정한다. 그는 관람자들이 그의 그림들에 반응할 것이

고 이러한 반응은 독백이 아니고 대화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18세기의 많은 지식인들은 대화(conversation)를 중요하게 여겼다. 

예컨대 흄은 종교에 관한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글쓰기

(composition)라는 직접적이고 단순한 방법보다 대화체 쓰기

(dialogue-writing)가 특히 적합한 어떤 주제들이 있다. 그 주제가 호기

심을 끌고 흥미 있는 것이라면 그 책은 우리가 친구가 되게 함으로써 인

간의 삶의 두 개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순수한 즐거움인 연구와 사회를 

결합시킨다.”194) 또한 1767년 그의 살롱에서 디드로는 죠셉 베넷

(Joseph Vernet)의 풍경화들로부터 확장된 대화들을 무대에 올렸다. 그

는 “극장에서의 흥미진진한 대화(dialogue)의 변덕스럽고 휘발되기 쉬운

(volatile) 특성”은 마음 속 생각들을 글로 기록한 것이 전제하는 영속적

인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을 포착했다. 극장이 여러 개의 면(plane)들로 

나뉜, 청중과 무대를 위한 공간을 갖는 것처럼” 이러한 그림들은 무대의 

세트가 된다.195) 대화 속에서 우리는 디드로가 묘사한 것 같은 무대 위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5, p. 137.

192) Mary Vidal, Watteau's Painted Conversation :　 Art, Literature, and Talk in 
Seventeenth-and Eighteenth-Century Fra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2, 

pp. 109, 132, 196.

193) Andrew McClellan, “Watteau's Dealer : Gersaint and the Marketing of Art in 

Eighteenth-Century Paris”, Art Bulletin 78, no 3. (September 1996): pp. 439-53.

194) David Hume, Dialogues Concerning Natural Relig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 3-4.

195) Denis Diderot, Geoffrey Gremner (trans.), Selected Writing on Art and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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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게 된다고 캐리어는 비유했다.

또한 캐리어는 미술관에 가는 것은 침묵의 독서처럼 고립된 활동이 

아닌 연주회에 가는 것과 같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활동이라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공공 공간에서 동료들과 말하거나 다른 방문객들의 논평을 엿

듣는 것은 자연스럽고 폭넓은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뮤지엄에서 시

간을 보내는 모든 이들은 누구든 그러한 논쟁들을 할 수 있다. 강연은 

넓은 범위의 소재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지만 미술관에서의 대화는 지금 

여기에 있는 특별한 작품 몇 가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즉

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화는 양자택일의 솔직하고 잠정적인

(tentative) 생각으로 비공식적인 실험을 허용한다. 독백과 같은 일방향

의 강연이 아닌 미술관에서의 대화는 한사람의 고정된 견해만을 옹호하

는 것이 아닌 여러 목소리들이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고 다양한 입장들

의 표현을 허용한다. 이런 점에서 캐리어는 대화가 계몽주의와 결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오히려 자유로운 토론만이 진정으로 일반적인 미적 

가치들을 드러낼 수 있으며 철학적 반성의 목표는 비판적 관점을 제공하

는 것이다.196)

민주적 가치를 성취하기 위한 이상의 두 가지 조건 이외에도 미술관

들은 관람자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노력

을 기울인다. 미술관들은 전시나 행사 후 참여했던 관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술관 운영 전반의 평

가를 위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방법을 통해 관람자의 의견을 수

렴하여 그것을 운영 정책에 반영한다. 그 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

이 미술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시민 큐레이터, 

시민 도슨트 등의 제도들도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이 미술관의 운영위원회 혹은 이사회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97)과 그 

London : Penguin, 1994, p. 107.

196) David Carrier, 앞의 책,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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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198)에 따르면 미술관은 미술관 소재 지역의 문화 · 예술계 인사 

10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인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술관의 운영 전반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심의하는 운영

위원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된다. 

이상으로 미술관에서 관람자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정치와 자본의 이

데올로기에 의해 통제된다고 주장하는 미술관 회의론의 비판을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적 가치를 성취하기 위한 여러 현실적인 노력과 

바람직한 방향 등에 관하여 논하였다. 이어지는 III장에서는 미술관을 옹

호하고 회의론에 반론을 제기하는 II장의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

는 구체적인 전시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19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운영 위원회) 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 ①법 제7조제1항에 따

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

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 위원

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박물관·미술관이 소

재한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미술

관의 장이 된다. ④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미술

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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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전시 사례 연구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을 중심으로)

1. ≪카오스 투 테크네 : CHAOS TO TECHNE≫(2013)199)

1) 전시 개요

≪카오스 투 테크네≫(2013)전은 도자 조형작업을 주로 하는 여선구 

작가의 개인전 형식의 ≪카오스≫전과 숙련된 도자 기술을 바탕으로 실

험적인 시도를 하는 작가 6인의 그룹전 형식의 ≪건축도자 테크놀러지

≫전의 결합으로 구성되었다. “카오스”라는 전시 제목은 언어로 설명하

기 어려운 ‘영감’의 측면, 작가 스스로는 “자발성”(spontaneousness)이라

는 용어로 설명하는 측면을 뜻한다. 한편 “테크놀러지”는 부단한 연습과 

시도를 통해 얻게 된 기술적인 혁신을 의미한다. 

2) 회의론의 비판 : 맥락 제거 

여선구 작가는 서른 정도까지는 국내에서, 그 이후에는 미국에 이주

하여 작업을 했는데 이주 전과 후의 작품 경향이 확연히 구분된다. 이주 

199) ≪카오스 투 테크네 : CHAOS TO TECHNE≫ 展

○ 기　　  간 :  2013. 10. 1.  ~ 2014. 2. 16. 

○ 장　  　소 :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돔하우스 중앙홀 제1, 2갤러리

○ 전시구성 : PART 1. 여선구 展 / PART 2. Esprit_테크놀로지 展

○ 전시규모 : 총 91점 (도자조형 46점 및 도판 25점, 드로잉 20점)

○ 참여작가 : 여선구 김지아나 백진 송진영 윤주철 정봉준 조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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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작업이 상대적으로 평범하고 단순한 것이라면, 미국 이주 이후의 

작업은 한국과 미국 양국의 문화적 맥락성이 강한 모티프들이 혼재된 매

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 예를 들어 동서양의 종교적 상징인 예수와 부

처, 물고기와 연꽃, 상투를 튼 남성과 터번을 쓴 남성, 선녀와 바니걸, 

방망이를 든 도깨비와 수녀, 한국 민화에 등장하는 용과 호랑이, 이라크 

병사와 장갑차 등과 같은 대립적인 모티프들이 함께 조합되어 등장한다. 

평론가들은 미국 이주 이후의 작품에는 작가가 미국에서 겪었던 문화적 

괴리와 충돌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해석한다. 예술의 원천을 인간의 주

관이 아닌 맥락으로 간주하는 외재적 인과관계의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

은 해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30년간 한국에서 살았던 작

가가 미국에 이주했을 때 익숙하지 않은 문화로부터 받은 충격이 작가로 

하여금 그와 같은 모순적 모티프들이 뒤 섞인 작업을 하도록 만들었다. 

외적 환경과 맥락이 작가의 작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그의 작품 

속에는 그러한 문화적 혼란이 있는 그대로 흡수되고 반영되어 있다. 

여선구 작가 작품의 복합적 모티프들 절반 이상이 한국의 종교 · 민

화 · 구전설화 · 전래동화 등으로부터 차용한 한국적 상징들이다. 그것은 

작가가 미국에서 기억하고 그리워했을 아주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소재들

이다. 작가는 미국이라는 모든 것이 낯선 환경 속에서 자기 내부에 남아 

있는 한국적인 것들을 불러내고 그것이 새로운 환경과 충돌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그러한 모순과 충돌의 표현은 미국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의 작가의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외재적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 작가의 작품을 한국에서 전시하는 것은 

작품을 만들어 내게 한 중요한 맥락을 상실하게 하고 그 작품의 가장 본

질적인 부분을 훼손하여 예술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한다. 그러나 과

연 정말로 그러한가? 여 작가의 작품이 한국에서 전시되었을 때 미술계 

인사들이 보였던 호응과 관람자들이 받은 감동을 보더라도 그것이 예술

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사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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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러한 외재적 관점에서의 해석에 대하여 필자는 작업 환경을 

바꾼 다른 작가들도 작품 경향이 바뀌는가? 그렇게 복합적이고 모순적으

로 변했는가? 그리고 그러한 문화적 충격이 담겨 있는가? 하는 등등의 

의문을 가지게 된다. 필자가 알기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환경 변화 

가운데서도 작품 경향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모순적인 것이 아닌 조화로

운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들도 얼마든지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극단적

인 가정을 해보자. 예컨대 여선구 작가와 유사한 환경적 맥락을 가진 작

가가 비슷한 시기에 마찬가지로 미국에 이주해서 작업을 한다고 할 때 

두 사람은 비슷한 패턴의 작업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은 외재적 

인과관계의 관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물론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맥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

한 맥락의 영향 속에서 다른 것도 아닌 바로 그런 작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다음 절에서 그에 관해 논의하겠다.  

3) 회의론에 대한 반론

(1) 작품의 원천 : 주관 vs. 맥락

여선구 작가의 작품에 대하여 여러 평론가들은 환경 변화라는 맥락을 

통해 작품을 설명한다. 그러나 단토의 관점에 의하면 외적 맥락은 그의 작

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며 외적 맥락이 가리키는 이유

만으로 그러한 작품이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앞서 제기한, 같은 

환경 변화에 처한 작가라 할지라도 모두 다 유사한 방식의 작품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예술가가 맥락과 외적 인과관계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여선구 작가가 <작가와의 대화> 행사에서 자신의 작업방식의 설명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자발적으로”(spontaneously)였다.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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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자발성’은 그의 작품 제작과정을 고려해볼 때 초현실주의의 ‘자동

기술법’(automatism)과 같은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외적 맥락과 

인과관계로부터가 아니라 주관의 깊은 내면의 고유한 영역으로부터 유래

한 독창성을 끄집어내고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바로 단토가 말한 주관의 의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기본적인 행위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작업에 관한 중요한 화두와 자신의 생각을 담은 여 작가의 작가노트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흙 작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내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바른 선택이었나 하는 것이었

다. 내가 작가로서 소질이나 재능이 있는지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연속적이고 반복적

인 질문에 답하려는 노력이 지금까지 내가 작업을 할 수 있게 한 힘이 

되었다.” 글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이 내용이 아마도 작가 자신의 작업 

전반을 아우르는 작업의 화두이자 가장 근본적인 ‘원천’에 대한 설명일 

것이다. 이 글에 따르면 작가는 자신이 해낼 수 있는 최대치, 도자 작업

이 도달할 수 있는 극단까지 가보고 싶었던 것 같다. 그것을 통해서 작

가가 하고자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이해였다. 

그렇다면 그가 지속적으로 도자 매체가 가진 한계에 도전했던 것200)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런

데 시작 부분의 내용 어디에도 환경적 맥락의 영향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와 관련된 것은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 등장한다. “내게 있어서 작업은 

내가 살아가며 갖게 되는 관심들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에 대한 것이

다.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기본적인 삶의 기대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200) 여선구 작가의 작업은 조각이면서도 회화성이 두드러지고 연극적이다. 또한 일반적인 기

(器) 중심의 도자 작업과는 확연히 다를 뿐만 아니라 도자 매체를 다루는 기술적인 방식도 전

형성에서 벗어난다. 예를 들면 작품을 가마에서  보통 적절하다고 여기지는 온도와 시간보다 

더 높이 오래 구워서 유약이 흘러내리게 하고 그것이 혼합되면서 일어나는 우연의 효과를 도

입했다. 그리고 가마 작업 때문에 크고 복잡한 형태를 선호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업 패턴과 다

르게 더 크고 복잡한 형태에 도전한다. 이러한 그의 작업은 기존의 도자예술의 표상체계로 이

해되기 어렵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의 작업은 도자 예술이 가진 표상체계를 확장한다고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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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들이 여러 가지 형상과 상징들과 어울려져 작품이 된다. 이것이 보

는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들로 어떤 느낌으로 전달되기를 원한다.”201) 이

는 작가가 자신의 작업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작업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경험하고 맺게 된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단토의 관점에서 작가노트를 분석함으로써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

에 이르게 되었다. 여 작가의 작품의 원천은 작가의 내면으로부터 자발

적으로 유래한 작업의 의도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도자 매체의 한계에 도

전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될 것이다. 한편 그를 

둘러싼 환경적 맥락과 그가 주변의 존재들과 맺는 관계들은 그의 작품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작품의 원천이자 기본적

인 행위의 원인으로서의 작가의 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작가노

트의 전반부에는 사실 어떤 명확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다

만 작가의 작업이 향하고 있는 방향 혹은 그것이 가리키는 지침과 같은 

것으로서 작가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마음가짐이나 태도 등에 가까운 

것 같다. 단토는 이것을 기본적인 행위의 원인인 작가의 의도라고 설명

하고 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물로 나오게 될지 작가 자신도 정확하게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한편 작가노트 후반부의 설명은 오히려 작업이 

끝난 이후 그것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경

우 작품의 원천은 바로 작가의 주관에 있으며 외적 환경이라는 맥락은 

작품 해석을 위해 추론된 일종의 하나의 가능한 설명일 뿐이다. 그래서 

여 작가의 미국이라는 제작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한국에 전시되더라도 

작품의 정체성과 예술적 가치는 유지될 수 있다.     

  

(2) 전시 : 이해와 해석 가능성의 확장 

미술작품은 그것이 본래의 맥락이나 환경에 놓여 있을 때보다 미술관

에서 전시를 통해 제시될 때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 가능성이 높아지

고 해석 가능성이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다. 미술관의 전시는 주제 · 공

201) 『CHAOS - 여선구전』(전시도록),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2013,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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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연출 · 연계 학술 행사 등을 통해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전시는 단토가 설명

했던 두 가지 성격을 갖는다. 하나는 표상 체계로서의 기능이고 다른 하

나는 작가의 의도 혹은 기본적인 행위에 대한 탐색의 역할이다. 기본적

으로 모든 전시는 양 측면을 다 가지고 있으며 어떤 전시는 둘 중 한 측

면이 더 강조되기도 한다. 또한 모든 전시는 주제, 공간연출 등을 통해 

작가의 의도에 접근하고자 하는 일종의 표상들이라는 점에서 양 측면은 

사실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단토의 관점에 따른다면 작품에 대한 해석은 예술가 가지고 있었으리

라고 추정되는 표상 체계에 의거하여 추론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행

위자가 가진 표상202)들은 역사 문화 그리고 개인에 따라 다양하고 변화

가능하며 복잡해서 일반화가 어렵다. 사실 해석은 작가가 애초에 실제로 

혹은 의식적으로 의도했던 것에 관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가 자신이 가

진 표상체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혹은 자신의 의도를 스스로 잘 

알지 못한 상태로 행했던 것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해석자는 

그의 표상체계에 접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들을 해볼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그간 밝혀지지 못했던 작품의 새로운 의미를 도출해내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타날 수 있다. 단토는 우리가 비록 행위자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더라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

한다. 미술관 전시 역시 예술가가 가졌을 것으로 추론되는 표상체계에 

접근하기 위한 다각도의 시도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작가의 의도와 기본적인 행위는 그것의 창조적인 측면에 의해 기존

의 표상체계를 변경하고 확장하기도 한다. 즉 기존의 장르나 형식 등으

로는 설명될 수 없는 새롭고 독창적인 기법이나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작

업은 표상체계를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 미술관 전시는 여러 전시

기법과 형식들을 통해 창조적인 측면을 조명하고 강조하기도 하면서 그

것의 의미를 해석한다. 그러한 전시는 작가 작품 그리고 예술에 대한 표

상 체계의 확장과 재구성을 가져올 수 있다. 

202) 단토는 그림 · 표 · 이야기 · 이론 · 이름 · 개념 · 이념들을 모두 표상적 단위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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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상체계로서의 전시 :　　주제 설정

오랫동안 도예 분야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판매되는 생활 자기가 

중심이 되어왔고 예술성이나 심미성에 대한 논의도 기(器) 작업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전시 현장에서 장르나 매체 구분이 사라져 가는 

최근에도 도예 작품은 순수예술이 아닌 응용분야의 공예로 인식되어 오

고 있다. 그러나 현대 도예의 선구자로 불리는 피터 볼커스(Peter 

Voulkos)203)의 1950년대 작업들과 그를 따르는 로버트 아네슨(Robert 

Arneson)204)의 전통 도예로부터의 독립 선언으로 여겨지는 1963년 작 

<펑크 존>(Funk John) 등장 이후 도자 분야에서는 기 작업 이외의 순

수 조형작품들이 활발하게 제작되어 왔으며 도자 매체를 포함하는 설치 

작품들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자미술은 

주류 순수미술과 구별되는 공예나 디자인 분야로 분리되어 전시되고 논

의된다. 일반적인 미술관이나 비엔날레 등에서 기획하는 전시에서 도자 

작품이 등장하는 것은 드문 일이며 도자 작품들은 따로 도자나 공예 분

야로 특화되어 되어 있는 한국도자재단 ·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 경기

도자비엔날레 · 청주공예비엔날레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에서 전시된

다. 

≪카오스 투 테크네≫(2013) 전시의 기획 의도는 그간 주류 미술의 

변방에서 공예로 취급되어 왔던 도자 장르205)를 순수 예술로 편입시키

203) 피터 볼커스(Peter Voulkos, 1924-1985)는, 유럽과 일본도예 사이에서 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1950년대 미국 도예계에서 미국추상표현주의 회화의 방식을 도예에 접목함으로써 도

예를 순수 예술의 범주로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하여 현대도예의 아버지로 불린다.

204) 로버트 아네슨(Robert Arneson, 1930~1992) 미국의 조각가이자 오브제 도예가로 불린다. 

1970년대 도자 분야에서 미국의 평크 아트(funk art)를 주도한 예술가 중 하나로 특히 배설물

이 담긴 변기를 도자로 재현한 작품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유명해졌으며 이후 풍자적이

고 희극적인 자화상 두상 · 반전 반핵의 주장을 담은 작품 등을 제작했다. 

205)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도예”라는 용어는 ‘도자기 공예’를 뜻하는 것으로서 ‘생활 자기와 

같은 그릇 형태의 도자기’라는 의미와 함께 ‘공예’로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

가 가진 순수예술의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도예”라는 용어 보다는 “도자”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도자” (陶瓷)는 도기와 자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매체의 특성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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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전시는 순수예술 논의에서 가장 기본적 표상체

계인 ‘영감’(inspiration)과 ‘기술’(technic)의 구도를 주제로 삼았다. 다시 

말해 이 전시는 전통적으로 순수예술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어 온 표상체

계를 통해 도자 작품들을 해석하고 그럼으로써 도자 미술을 순수예술의 

영역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시도인 셈이다. 흙과 유약이라는 재료가 가진 

특수성이나 가마소성 과정 때문에 다른 재료나 매체에 비해 기술 연마의 

과정이 길고 특히 유약 작업에서는 실험을 통한 데이터의 축적 등이 필

요하다는 특성 등 때문에 도자 분야는 여전히 아이디어나 개념적인 측면

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이 중요시 되어 왔다. 그것은 도자를 순수예술이 

아닌 공예로 분류하는 근거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미의식을 자

랑하는 과거의 도자기로부터 현대 조형 도자 작품들에 이르기까지 예술

가의 영감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담겨 있으며 실험적인 시도들과 개념적

인 작업들도 나타난다. 이 전시는 도자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감’의 측면을 좀 더 부각시키고자 했으며 특히 도자 매체에 있어서 

‘영감’의 측면이 ‘기술’의 측면과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카오스≫전이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의 전시 종료 후 서울시립미술

관에 순회전시됨으로써(2014) 도자미술이 순수예술(fine art)로 인식될 

수 있는 현실적인 계기가 마련되고 도자 분야에 대한 주류 미술계의 관

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주제 설정을 통한 표상체계가 어느 정도 효과

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② 창조적 측면에 대한 접근

전시는 작가의 영감 그리고 그것이 기본적인 행위를 통해 실제로 구

현되는 순간의 작가만의 독창적인 시도, 창조적인 측면 등을 드러내기 

련된 좀 더 중립적인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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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전시 구성에서 특별한 방법들을 사용한다. 그 방법들은 개인전에서 

더 풍부하고 심도 있게 구현되지만, 그룹전시에서도 나타난다. 작가노트 

혹은 작가가 남긴 말과 글 등을 제시하거나 ‘작가와의 대화’ 행사를 열

고 개막식에 작가를 초청하여 직접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는 행사는 개

인전이나 그룹전에서도 일반적으로 시도되는 것들이다. 또한 영상을 통

해 작가가 직접 작품을 제작하는 모습 · 작업 과정 · 작가의 육성을 담

은 인터뷰 등을 보여주고 작업에 관한 메모 · 드로잉 · 습작 · 에스키스 

등을 전시함으로써 작가의 창조적 영감의 순간과 창작 과정에 대한 이해

를 돕는다. 또한 작가가 생전에 사용했던 작업도구나 소품들로 그의 작

업실을 그대로 재현하여 보여주기도 한다. 작가의 삶에 대해 좀 더 심층

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일기장 · 노트 · 유품 · 개인적인 서신이나 사진 · 

주변인들의 인터뷰 등을 함께 전시하기도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작업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상영하고 작

가노트를 게시하였으며 <작가와의 대화> 행사를 통하여 작가가 관람자

들에게 작업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러한 방법들은 

관람자들이 가능한 한 선입관이나 편견과 같은 기존의 개념과 해석에 영

향 받지 않고 작가의 창조적인 측면에 있는 그대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자 하는 시도이다. 또한 슬립캐스팅 작품들은 관람자들이 그 작업 과정

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석고 캐스팅 작업에 사용되었던 석고 틀을 함께 전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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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템포러리 한옥≫(2012)206)

1) 전시 개요

≪컨템포러리 한옥≫전은 한옥의 현대적 변용을 주제로 한 전시로서 

‘한옥이 그것의 고유한 본질 특징 가치 등을 잃지 않으면서도 어디까지 

변형되고 확장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4인의 건축가 · 1인

의 대목장 · 1인의 사진작가 · 1인의 설치조각가가 참여하였다. 각 작가

들의 작업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조정구 건축가는 전통한옥의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생활에 맞게 조화롭게 개조된 도시한옥들과 호텔작

업을 전시했다. 그리고 윤준환 사진작가의 <경남의 한옥>과 전시주제에 

대한 시각적 은유로서 백승호 작가의 한옥지붕을 형상화한 철골조 공간 

드로잉 작품이 전시되었다. 김용미 건축가는 한옥으로 설계된 대규모의 

공공시설 · 중층 한옥 · 모듈러 한옥 등 현대공학을 통한 한옥의 고층화 

실용화 비용절감의 노력을 제시했다. 그리고 한옥의 구조적 특징을 현대

의 주거와 직장 그리고 아파트에 적용하여 편의성과 에너지 절감을 도모

하는 개념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김종헌 건축가의 작업이 전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황두진 건축가는 현대적 건축법으로 한옥을 재구성함으로써 

더 이상 한옥이 아니면서도 한옥이 추구해 온 공간적 가치를 실현한 급

진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였다.

206) ≪컨템포러리 한옥≫展

○ 기　  간 : 2012. 3. 24. ~ 2012. 8. 26. 

○ 장　  소 :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돔하우스 중앙홀 제1,2갤러리

○ 규    모 : 총 34점 81피스(건축모형, 사진, 패널, 미술 설치 작품)

○ 참여작가 : 김용미(건축) 김종헌(건축) 조정구(건축) 황두진(건축) 백승호(설치) 

              윤준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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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론의 비판 : 맥락 제거

이 전시에는 한옥 실물 설치 작품들과 한옥의 일부를 구성하는 공포 

부분 등 건축의 일부분이 본래의 위치로부터 분리되어 전시관에 전시되

었다. 회의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원래의 환경으로부터 제거되어 

본질이 훼손된 것으로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감상될 만한 가치나 의미가 

없다. 

3) 회의론에 대한 반론 : 공간연출을 통한 ‘경험으로서의 예술’ 

이 전시는 단 하나의 유일무이한 대상으로서의 미술작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과 밀접한 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단토의 관점 보다

는 듀이의 관점에서 회의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듀이의 관

점에서 삶과 예술의 연속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회의론의 여러 문

제점들도 사라질 수 있음을 필자는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 전시는 한

옥에 대하여 막연히 알고는 있으나 한옥에 살아본 적이 없는 관람자들에

게 실제의 한옥에서 느끼는 것에 가까운 정취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사람 

사는 집으로서의 현대 한옥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했다. 이 전시는 단

순하게 바라보는 미적 감상이나 시각적 관조보다는 오히려 듀이가 강조

했던 일상의 경험을 유도한다. 그래서 전시장에 한옥 실물을 설치한 것

은 관람자들이 한옥을 일상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삶과 예술의 연속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물론 그것은 삶과 예술이 분리되기 이전의 

연속성과는 다른 형태이다. 즉 그것은 예술을 통하여 삶을 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객관화하여 바라보며 

그에 관해 의견을 나누면서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전시가 어떻게 공간 구성을 통하여 관람자의 

경험을 유도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미술관 전시는 작품을 본래의 위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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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분리시키는 대신 전시장 공간이 작품에 대해 일종의 새로운 맥락이 

될 수 있도록 작품배치 조명 색채 등에 의해 공간을 연출한다. 이와 같

이 구성된 공간에서 관람자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컨템포

러리 한옥≫전은 관람자의 미적 감상 뿐 아니라 실제의 한옥을 몸으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시 공간을 구성하였다. 그에 관하여 살펴보

자. 전시의 도입부인 미술관 중앙홀은 관람자가 향후 이어지는 전시를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게 하는 준비과정(warming-up)을 위한 공간이

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미술관의 건축구조 때문이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의 주 전시관인 돔하우스는 도자전문미술관의 특징

을 반영해 도예작업에 사용되는 물레 형태를 차용한 원형 건축물이

다.207) 이러한 건축 구조의 특이성이자 문제점 중 하나는 관람자가 전시

관 외부에서 전시장 내부로 진입하게 될 때 일종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다수 미술관들은 전시관 입구가 시

작되기 전에 긴 회랑이나 계단과 같이 잠깐이라도 걸으면서 일상과 분리

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즉 관람자로 하여금 일상과

는 다른 좀 더 특별하고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데 있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일종의 경계적인 공간을 설치한다. 그러나 클레이아크김해미

술관은 그러한 완충 공간 없이 바로 전시관에 진입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시관 1층에 들어서자마자 중앙홀 전체가 한 눈에 조망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전시장에 입장하는 관람자로서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전

시의 한 복판에 내던져지는 셈이다. 그러한 점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입구에 들어섰을 때 바로 한 번에 중앙홀 전체가 보이지 않도록 

입구에 가벽을 세워 시선을 차단하고 입구 동선이 최대한 길어질 수 있

도록 복도 형식의 공간을 조성한다. 그러나 그것은 관람자들이 전시 관

람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아니다. 건축 구조 상 

완충 공간이 부재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돔하우스에서 이루어진 대부

207) 전시관 1층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홀은 1층과 2층이 뚫린 형태로 천장의 유리 돔으로부터 

자연 채광이 유입되며 그 둘레에 1층으로부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놓여 있다. 전시실은 

중앙홀을 둘러싸는 도넛 형태로 1층과 2층에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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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전시는 일반적으로 중앙홀이 그러한 도입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된다. 중앙홀의 전시 구성은 관람자가 한동안 생각과 마음을 비우

며, 전시 전체의 분위기를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작품 선정과 배치가 이루어진다. 

≪컨템포러리 한옥≫전의 중앙홀 도입부는 중앙에 조정구 건축가와 

정태도 대목장의 <서대문 한옥> 실물재현과 벽면에 걸린 윤준환 작가

의 <경남의 한옥> 사진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남의 한옥>은 조

선시대 전통이 그대로 보존된 한옥으로부터 근대화시기에 보급된 벽돌조 

한옥 그리고 현대적으로 개량 보수된 한옥에 이르기까지 경남 지역에 존

재하는 다양한 모습의 한옥들이다. 이 공간에서 관람자들은 전통으로부

터 현대까지 시간의 흐름이 담긴 한옥들을 보며 앞으로 보게 될 현대 한

옥의 더욱 급진적인 변형을 수용할 마음 준비를 하게 된다. 관람자들은 

실물 크기로 재현된 한옥 설치작품의 마루에 걸터앉아 마치 이웃집 한옥 

정경을 내다보듯이 대형 사이즈로 출력된 한옥 사진들을 바라보면서 전

시장 내에서 한옥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4) 전시의 민주적 가치 : 동시대적 논제 제기

미술관은 전시 주제를 통해 동시대 중요한 사회적인 논제를 제기하고 

여론을 형성함으로서 사회적 맥락과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한 전시

의 경우 전시장 안에 전시되는 작품 보다 오히려 현장 프로젝트 · 인터

뷰 · 학술행사 · 작가 워크숍 · 온 오프라인의 공론화 등과 같은 관람객 

참여 및 소통이 전시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컨템포

러리 한옥≫전시도 ‘한옥의 현대화와 도시화’라는 주제에 대한 사회적 

요청에 답하기 위해 기획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전시를 통해 한옥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높이고 전문가로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한옥에 대한 

다층적인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90년대 말까지도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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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한옥의 원형과 건축방식이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완고한 주장

이 강력했기 때문에 한옥은 도시 생활에 맞게 변형되지 못했고 그 때문

에 오히려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서서히 도시 생

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대 한옥들이 등장했고 그와 함께 한옥의 미

는 더 정제되고 세련되기 시작했다. 한옥의 현대적인 변형은 개인 주거 

뿐 아니라 공공건축으로까지 확장되었고 한옥 구조를 응용한 아파트나 

중층한옥 그리고 한옥의 원형으로부터 극단적으로 변형된 실험적인 작업

들까지 나타났다. 2000년대 말 건축 전문가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현

대 한옥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옥의 현대적 변용의 작업 결

과가 10년 정도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전시를 통해 작업의 경향을 논하

고 정리할 시점이 되었다는 전시의 시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으로부터 기

획이 이루어졌다. 이 전시는 한옥의 현대적 변용의 대표적 경향을 크게 

4가지로 나누고 그 경향을 대표하는 건축가 4인의 작업을 모형 · 실물재

현 설치작품 · 도면 · 사진과 영상자료 등을 통해 보여주었다. 그리고 한

옥 관련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김해 지역의 한옥들을 해설자와 함께 돌

아보는 한옥 투어를 열었으며 관련 자료를 도록에 수록하였다.  

이 전시가 제기하고자 했던 사회적 논제는 '한옥이 그 고유한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대 도시에 어떻게 적응 · 변형 · 확장되어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계승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미래의 건축으로서의 한옥의 잠

재력과 가능성을 성찰해 보는 것이었다. 이 전시는 지역민들에게 큰 관심

을 모았을 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관람객들이 찾아 올 정도로 알려졌으

며 지역 매체로부터도 조명을 받았다. 또한 국내에 건축 전문 미술관이 

부재했던 상황에서 미술관에서 건축 관련 전시가 열리는 것이 드물었던 

2012년 당시 이 전시는 여러 미술전문 잡지와 건축 잡지에 다루어짐으로

써 한옥의 현대적 변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이 

전시는 주필리핀 한국문화원에 초청되어 일부 편집된 전시로 세달 정도 

공개 되었고 해외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면서 현지 한국 교민들과 외국인

들에게 아름다우면서도 현대적인 한옥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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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의 수작(手作)≫(2015)208)

1) 전시 주제 : ‘기본적인 행위’로서의 손작업

≪삶의 수작(手作)≫전은 주제 자체를 통해 좀 더 본격적으로 작가의 

창조적인 측면에 접근하고자 하는 전시이다. 이 전시는 “손으로 만든다

는 것”을 주제로 하여 인간이 손으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그 

창조의 시작점을 포착하고자 했다. 바로 그 창조의 시작점으로서의 손작

업은 단토가 설명했던 ‘기본적인 행위’이다. 이 전시는 ‘기본적인 행위’인 

손작업을 통해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는 순간 그리고 손작업의 시도에 의

하여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했다. 

전시의 도입부 중앙홀에는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는 창조의 순간 그리

고 창작의 아이디어가 무한히 뻗어나가며 확장되는 것을 시각화한 패브

리커의 <제작자의 공간>의 현장 설치 작품이 전시되었다. 이 작품은 중

앙홀을 위아래, 앞뒤, 좌우를 교차해 가로지르며 홀 전체를 가득 메울 

정도로 큰 규모의 철재 구조물과 그 한 가운데에 배치된 스탠드가 놓인 

책걸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1>에는 한국 전통 공예 작품인 소반 · 자수 · 백자 달 항아리 

· 발(簾)을 오랫동안 제작해 온 명장 김춘식 · 김현희 · 이용순 · 조대용 

작가의 작품을 전시했다. 특히 파트가 시작되는 부분에 작가들이 각각 

자신의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 손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설치했다. 클로즈

업 영상으로 보이는 네 명의 작가의 손은 작품보다 훨씬 더 큰 의미와 

208) ≪삶의 수작(手作) Making Life≫展

○ 기    간 : 2015. 10. 8. ~ 2016. 2. 14

○ 장    소 :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돔하우스 중앙홀 제 1, 2갤러리

○ 규    모 : 공예, 설치미술, 영상 외 현장설치 프로젝트

○ 참여작가 : 길종상가(박길종) 김현희 김춘식 오화진 이광호 이용순

              제로랩(장태훈 김동훈 김도현) 조대용 패브리커(김동규 김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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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야기를 전달한다. 오랜 작업으로 굵어진 마디와 깊이 파인 상처

는 수십 년간 계속되어 온 손의 노고를 드러내며 숙련된 손의 움직임은 

수작(秀作)들이 오랜 경험의 축적을 통해 나온 것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그 동영상은 작품의 원천이 작가임을 강조하면서 손작업이라는 

기본적인 행위를 통해 창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파트2>의 이광호 · 오화진 작가는 작품의 최종적 결과물을 미리 계획

하고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손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점차 형

태가 결정되고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이러한 방

식은 작가의 손작업이 계획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부차적이고 기

술적인 수단이 아닌 그 자체가 영감과 아이디어를 촉발시키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작가의 손작업은 표상에 매개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행위’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마지막 <파

트3>에서는 대량생산되어 일방적으로 공급되는 적당히 쓸 만한 물건들

을 소비하는 현재의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손노동을 통해 자신에게 꼭 맞

는 물건을 만드는 즐거움을 제안하는 제작자 그룹들을 소개함으로써 관

람자에게도 단토가 주장했던 기본적인 행위를 위한 시도(trying)를 제안

한다.    

  

2) 전시의 민주적 가치 : 동시대적 가치 조명  

≪삶의 수작(手作)≫(2015)은 한국 전통공예 작품들을 현대 작품들

과 나란히 동시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전시는 전통공예 작품의 

아름다움 혹은 기능과 쓰임새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빼어난 작품을 만들

어 낸 ‘작가의 수공의 노력’과 ‘오랜 손작업으로부터 나타난 비범한 재

주’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전통 공예 작품은 ‘손으로 

만든다는 것의 가치’라는 전시의 주제를 통해 현대미술과 나란히 함께 

논의될 수 있게 되었다. 작가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제작하지 않는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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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점차 늘어나고 현대미술의 개념적인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작가의 

수공의 노력이 예술에 있어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인식되는 지금 

오히려 “손작업이 갖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전시는 제안하고 있

다. 특히 최근 일반인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는 DIY 공방과 작가들에 

대해서도 소개함으로써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손작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 전시는 전통공예작품과 현

대 순수미술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작업’이

라는 주제를 통해 동시대적인 가치와 관련하여 탐구하고 있다. 

앞서 필자는 캐리어의 논의를 참조하여 미술작품을 동시대적인 가치

와 관심사와 관련시킴으로써 대중문화처럼 대중의 관심을 모아 미술관의 

민주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캐리어는 오래된 작

품들을 동시대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재논의함으로써 그것을 현재의 

것으로 만들어 그것의 본래 맥락이 갖고 있던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무

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오래된 미술작품

이 미술관에서 죽지 않고 여전히 생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3) 회의론 관점에서의 문제점

이 전시는 달 항아리, 궁중자수, 나주소반, 발(簾)과 같은 전통공예작

품들을 미적 감상을 위한 전형적인 전시 방식을 통해 보여주었다. 작품

들을 좌대 위에 올려 스폿 조명을 비추어 강조하고 감상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최대한 제한하고 일정 거리를 두고 배치하여 심미적 관조를 유

도하였다. 회의론의 관점에서는 이와 같이 심미적 관조를 위한 전시 형

식을 통하여 일상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공예 작품들을 제시

하는 것은 작품이 가진 삶과의 연속성을 파괴하고 작품의 원천이던 외적 

맥락을 제거하여 그것이 예술로서 갖는 본래적 가치를 상실하게 하며 결

국 팔기 위한 상품가치만 남게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삶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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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手作)≫전은 그 제목에서부터 삶과 예술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참여작가에 길종상가, 제로랩과 같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만들어 주는 공방들을 참여시킨 것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또한 이 전시

는 작품이라는 물질적 대상 그 자체보다 손작업이라는  작업과정에 주목

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을 물신화하는 형태의 전시 연출은 전시의 주제를 

드러내는데 적절하지 않다. 심미적 관조를 유도하는 공간연출보다는 오

히려 작품이 맺고 있는 환경적 맥락과 일상의 삶 속에서 갖는 가치 등을 

드러낼 수 있는 연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4. ≪진례다반사≫(2013)209)

1) 삶과 예술의 연관성 모색 

(1) 장소성 탐구

삶과 예술의 분리가 가져온 문제점에 대한 듀이의 비판을 수용한 최

근의 미술관 전시는 물리적 · 사회적 환경과 같은 장소성을 탐구하는 전

시를 통해 삶과 일상과 대한 더욱 심도 있고 다채로운 관점들을 제시한

다. 삶과 예술의 연관성을 모색하는 전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일

상 속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며 곧 

209) ≪진례다반사 進禮茶飯事≫展

○ 기　　 간 : 2013. 3. 16.  ~ 2013. 8. 25. 

○ 장　　 소 :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돔하우스 중앙홀 제 1, 2갤러리, 현장설치 프로젝트

○ 구   성 : PartⅠ 진례로부터/PartⅡ 일상-현장과 기록

             /PartⅢ 다반사-자연, 역사 그리고 건축

○ 규    모 : 건축모형 도자 다큐멘터리 사운드 영상 설치작품 등 총 17점

○ 참여작가 : 건전지(안재철+송종목+나춘선) 고영택 김아연 김재규 신아키텍츠

    (신경미+신호섭) 와이즈건축(장영철+전숙희) 임태병+몰드프로젝트 (총 7팀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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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질 우리 주변을 기록한다. 그래서 전시가 아니었다면 인식되고 기록

되고 해석되지 못했을 삶의 부분들이 전시를 통해 특별한 의미로 기억되

고 아카이브와 역사로 남게 된다. 그러한 전시의 사례로서 미술관이 위

치한 김해시 진례면의 일상 · 건축 · 풍경을 소재로 지역의 모습과 역사

를 탐구하며 지역민들의 삶과 일상에 의미를 부여한 ≪진례다반사≫

(2013)전을 살펴보자.

<파트1> “진례로부터”는 진례의 장소적 특징을 전시관 내부로 옮겨

놓은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중앙홀 둘레 벽면에는 진례의 풍경 · 사람 · 

소리를 담은 고영택 작가의 사운드 인터렉티브 설치작품 <낯설은 풍

경>이 전시되었다. 오른쪽 벽면에서는 진례면 지도 이미지와 결합된 사

운드 작품으로부터 미세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들리고 왼편에는 소리

에 반응해 움직이는 거울 조각 모자이크 작품이 관람객들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였다가 다시 거울을 통해 반사하여 그 모습을 되돌려 보내는 것으

로 완성된다. 1층 로비에는 진례면사무소 앞 골목길에서 반세기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자전거점의 1:1 실물 전개 모형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는 1970년대 이후 진례의 시간의 흔적과 수많은 이야기가 고스란

히 담겨 있다. 

<파트2>에 전시된 김재규 작가의 <진례-바라보기 보여지기>는 전

지적인 시점에서 조망한 진례의 모습을 백자 도자기와 모노톤의 평면 드

로잉으로 표현했다. ‘임태병+몰드프로젝트’의 <진례풍속도>는 면사무소 

· 우체국 · 시장 등을 찾아 마을을 둘러볼 수 있는 재미있는 주관적 지

도 작업으로 관람자 참여 작품이다. 관람자들은 전시장에서 진례의 가장 

큰 번화가인 면사무소 거리 풍경을 찍은 사진들로 만들진 포토프린팅 작

품을 보고 나서 비치된 지도를 나침반 삼아 미술관과 인접한 마을로 탐

색을 떠날 수 있다. 

<파트3>에서 김아연 조경가는 서른네 개 마을에 분포되어 있는 사

라져가는 노거수(老巨樹)들을 조사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오래전 마을 

이야기들을 엮어 <수목도감도>를 만들고 노거수들의 형태 이미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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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은 <우리 마을 숲>이라는 조명 설치 작품을 전시했다. ‘건전지’의 

<4km/h>는 진례의 '길'을 둘러싼 역사·문화적 자산에 대한 4개의 레이

어 작업을 통해 진례의 장소적 특징을 탐구했다. 이러한 작업들은 이렇

게 남겨두지 않으면 개발과 함께 사라져버릴 지역에 대한 기록이자 역사

이다. ‘와이즈건축’의 <진례에서 모여살기>는 사진을 붙인 건축 모형을 

매달아 늘어뜨려 면사무소 앞거리를 눈높이에서 볼 수 있도록 그대로 재

현한 작업이다. 관람자들은 마치 소인국에라도 온 것 같은 기분으로 늘 

지나치던 골목길 속에서 익히 보던 집들을 찾아보기도 한다.  

(2) 전시와 사회 변화

진례면은 김해 시내로부터 승용차로 20분정도 떨어진 농촌지역으로 

논 · 밭 ·  축사와 함께 공장들이 들어서 있어 난개발 문제가 심각한 곳

이다. 대다수 주민들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이고 공장이 많아 외국인 노

동자도 상당히 많다. 이러한 대다수 주민들은 미술관을 본인들과는 무관

한 곳으로 여겨 전시 관람이나 교육 체험 행사 등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

다. 미술관 관람객의 대부분은 김해의 시내의 도시 지구나 인근의 창원

이나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 진례의 지역민들은 미술관을 본인

들의 일상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질적인 곳이며 전시 내용도 너무 어렵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미술관이 건립 초기에 진례의 공방들을 중심

으로 한 도예협회와의 큰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미술관 직원들에 대해서

도 위화감을 가지고 있었다.

≪진례다반사≫ 전시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미술관과 진례면 사이

의 관계 증진으로서 진례면민들이 미술관을 친근하게 느끼고 자주 찾아

와 이야기를 나누고 미술관 행사에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은 전시를 통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달성되었다. 무엇

보다 이 전시가 의미 있었던 것은 진례면민들을 비롯한 지역민이 자신들

의 삶의 모습과 마을의 풍경들을 전시관 안에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 



- 137 -

의사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일상의 모

습이 미술관 전시실에서 작품을 통해 보이게 되자 그것은 지역민들에게 

색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으며 이전까지는 느껴본 적이 없는 자극과 감

동을 주었다. 그것은 일상과 주변 풍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

했다. 실제로 지역민들은 전시를 보고 난 후 지역의 모습들이 색다르고 

아름답게 보였다는 이야기부터 삶 마을 지역 사회 등에 대한 생각을 표

현하기 시작했다. 진례면민들은 전시기간 중 지인들과 함께 미술관을 몇 

번씩 재방문했으며 전시 연계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전시가 끝

난 후에 진례면민과 미술관과의 관계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점차 다른 전시에도 진례면민들의 관람이 늘어나고 인근 초중학교와의 

교류도 더 늘어나게 되었다.  

≪진례다반사≫전(2013)은 버스쉘터 조성작품 현장 프로젝트를 통

해서도 지역의 모습을 변화시켰다. 이는 전시 참여작가 · 지역의 도자공

방 · 미술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진례면의 좁다란 마을길 가운데 자

리 잡은 낡은 버스정류장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보다 거기 앉아서 담

소를 나누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많은 일종의 동네 사랑방이다. 그

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기둥에는 듬

성듬성 칠이 벗겨져 있고 주워 온 망가진 의자들이 놓여 있는 햇빛도 가

려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여기에 ≪진례다반사≫전 참여 작가의 디자인 

제안에 따라 도자 루버와 나무 벤치로 구성된 쉘터가 조성되었다. 지역

의 공방에서 제작한 도자루버로 된 햇빛 가리개와 움직이는 나무 벤치는 

버스정류장을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변모시킴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모

이도록 하였다. 

삶과 예술의 연속성을 강조했던 듀이는 예술이 사회에서 분리되어서

는 안되고 사회 속에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러한 듀이의 논의를 바탕으로 필자는 앞서 삶과 예술의 연속성

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정치와 자본 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곳으로서

의 미술관이라는 비판은 극복될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전시는 

그러한 주장에 대한 하나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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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의 민주적 가치 : 능동적 참여와 소통 유도

미술관 전시는 관람자들이 각자의 생각을 말하고 타인의 생각에도 귀

를 기울이며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관람자의 능동성을 유도할 수 있다. 작가가 직접 전시장 밖의 지역민들

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여 그것을 동영상 · 사진 · 녹취록 · 수기기록 

등으로 남겨서 그것을 전시하는 형식 · 전시장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인

터뷰가 이루어지거나 의견 교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방식 · 정해진 시간

마다 다수의 시민들을 한자리에 모여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형식 등

이 있다. 

≪진례다반사≫(2013) 전시가 ‘공중의 능동적 참여와 토론의 장’의 

사례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이 전시에서 작가들이 작업을 진

행한 방식 때문이다. 건축가 · 조경가 · 건축연구자 · 도예가 · 설치미술

가 등 참여 작가 모두가 적게는 서너 차례, 많게는 십여 차례에 걸쳐 진

례를 답사하고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을 뽑아냈다. 그러한 모든 현장에서의 진행과정들을 기록으로 남

기고 그것을 작가 고유의 시각과 관점을 통해 사진 · 인터뷰 · 지도 등

으로 정리했다. 이 모든 자료는 진례의 풍경을 만들며 살아가는 마을과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한 것이다. 그러한 자료들이 전시되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파트1>의 <진례다반상 多盤床>은 중앙홀 가운데에 흰색 리보드 

재질의 데스크와 색색의 플라스틱 박스로 조합된 상(床)이다. 이는 진례

의 재래시장을 모티프로 만들어진 관람자 참여 설치 작품이다. 미술관 

중앙홀은 관람자들이 가장 빈번히 모이고 흩어지는 곳이라는 점에서 시

장과 유사한 장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작품에 사용된 플라스틱 박스

는 재래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흔히 볼 수 있는 도구인데 필요할 때마

다 옮겨져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시장에서의 이러한 공간 점유방식과 

쓰임새로부터 착안하여, 판과 박스는 필요에 따라 펼쳐지고 쌓고 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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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 작품은 관람객들이 참여함으로써 변화되고 완성된다. 관람

자들은 여기 앉아 책을 보거나 플라스틱 상자에 담긴 주사위 놀이와 같

은 게임을 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사는 곳 ·  미술관 · 전시 · 작품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여기에 주말마다 작가와의 대화 · 큐레이터 토

크 · 전시연계 활동지 및 체험 프로그램 · 벼룩시장 · 미니 콘서트 등 같

은 크고 작은 행사들을 개최하여 지역민들이 모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그래서 전시 기간 내내 이 공간은 관람자들이 스

스로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역할을 했다.   

<파트2>의 ‘신아키텍츠’의 <진례 사람들, 건축을 말하다>는 진례면 

일대를 답사하고, 주민들에게 직접 채문(採問)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현

장 프로젝트이다. 제목대로 진례 사람들에게 집 · 마을 · 공공시설에 대

한 생각, 미술관과의 관계 그리고 소소한 일상에서의 집과 마을의 의미

를 묻고 이를 정리하여 소식지를 발행하였다. 또한 ‘신아키텍츠’의 <보

통의 건축>은 관람자 참여 의견교환 프로그램으로 내가 생각하는 건축

을 종이 디스크에 글로 적어 벽면에 걸고 건축에 대한 생각이 적힌 기존

의 디스크 중 공감이 가는 다른 누군가가 써 놓은 것을 가져가는 방식으

로 전시기간 내내 끊임없이 변화 전개되는 작업이다. 이 작품을 통해 관

람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선택하여 가져가

게 되는데 이를 통해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관람자들 사이에서 전시 기간 

내내 의견의 교환이 일어난다. 

3) 회의론의 비판 : 현실 은폐와 미화

미술관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지역민은 일부일 뿐이고 대다수 농민과 

노동자 계층은 여전히 미술관에 대하여 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을 것

이다. 앞서 살펴 본 회의론의 비판처럼 대다수 공중들이 미술관의 엘리

트적인 문화를 이해하고 향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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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 내용으로 기획하여 공중들이 그것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시간적 ․ 금전적 여유가 있어야 문화

적 향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회의론의 관점에서는 이와 같은 한 번의 

전시만으로는 현실이 바뀌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전시는 마치 루브르

가 그러했듯이 실제의 현실에 대하여 눈감게 만들면서 현실을 호도하고 

그것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미화시킨다는 비판을 제기할 것이다. 앞서 살

펴 본 바와 같이 맥클러란은 프랑스 혁명 이후 혼란스러운 무정부적 사

회 현실을 은폐하기 위해 루브르를 평등과 시민의식의 상징으로 내세웠

다고 주장했다. 회의론의 관점에서 이 전시 역시 미술관이 지역과의 갈

등을 은폐하고 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정치적인 상징으

로서 기능할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5. ≪휴머니즘-인간을 위한 흙의 시≫(2018)210)

1) 전시 개요

≪휴머니즘-인간을 위한 흙의 시≫는 한국과 영국의 상호 교류의 해를 

기념하여, 휴머니즘을 주제로 하는 양국의 동시대 도자예술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전시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풍요 이면의 

어두운 현실로서 난민 · 인종차별 · 기아 · 질병 · 전쟁 · 환경파괴 · 강

제철거 · 해고 등 인권을 위협하는 수많은 정치 사회적 문제들을 환기시

210) ≪휴머니즘 - 인간을 위한 흙의 시≫展

○ 기    간 : 2018. 4. 6. ~ 9. 2.

○ 장　  소 :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돔하우스 중앙홀 갤러리1, 2,  

○ 참여작가 : 고사리 레볼루션(김진 백경원) 맹욱재 석창원 우관호 윤정선(이상 한국), 

     크리스티 브라운(Christie Brown) 클레어 투미(Clare Twomey) 이바 마스터만    

     (Eva Masterman) 피비 커밍스(Phoebe Cummings)(이상 영국) 총10명(9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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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인간의 본성 · 삶의 본질 · 환경 · 소통 · 공동체 등의 소주제들을 

통해 ‘인간성 회복’이라는 더 큰 주제에 다가가고자 했다. 

2) 전시의 민주적 가치 : 관람자 참여 유도 

이 전시는 ‘휴머니즘’이라는 사회적 주제가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

도록 참여 작가 10명(9팀) 중 3명의 작가 작품을 지역민과 관람자의 참

여 작품들로 구성했다. 그러한 작품들은 인간의 본성과 삶의 의미에 관

한 생각과 고민을 이끌어 내고, 공감과 소통을 유도하여 ‘휴머니즘’이 사

회 속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실천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특히 우관호 작

가와 클레어 투미(Clare Twomey) 작가는 관람자 스스로가 작가가 되어 

작품과 전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람자의 독창성과 능동성을 

이끌어냈다.   

우관호 작가의 <일만 개의 선물>은 중앙홀 중앙부의 9미터의 정사

각형 탑 구조물과 그것을 이중으로 둘러싼 2미터 정도의 원형 구조물에 

설치된 어린아이 두상과 너구리 세라믹 오브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운

데 탑 구조물에 설치된 검게 탄 수 만개의 어린아이 두상들은 그간 지구

상에서 일어났던 전쟁과 학살 등 인류가 벌인 참담한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자 추모의 의미를 담고 있다. 가운데 탑과 달리 원형 

구조물에는 백토 위에 화려한 유약과 재료들로 다양한 색이 입혀진 두상

과 너구리 오브제들이 놓여있다. 여기서 관람자들은 마음에 드는 두상이

나 너구리 중 하나를 선택해 가져가서 자신의 일상의 한 장면 속에 그것

을 두고 사진을 찍은 후 장소와 이름을 써서 작가의 SNS 계정을 통해 

그 사진을 전송한다. 관람자가 찍은 사진은 출력되어 원래 두상들이 놓

여 있던 중앙홀 나무 좌대 위에 전시되고 작가의 SNS 계정에도 온라인

으로 전시된다. 작가는 이 프로젝트를 아시아 · 유럽 · 미국 등 전 세계

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자 선물을 통해 관람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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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작가가 되어 작품을 전시하고 전 세계인들과 작품을 통해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또한 클레어 투미와 이바 마스터만(Eva Masterman)이 진행한 지역 

공동체의 <생명교환 도자프로젝트> 역시 한국과 영국의 시민 260여명

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인간의 탄생으로부터 유년 · 청년 · 장년 · 죽음

에 이르는 생애 주기와 관련하여 작가가 던지는 질문 중 하나를 골라 시

민들은 스스로 작가가 되어 흙 도판에 그림을 그렸다. 참여자들의 도판 

작품들은 소성과정을 거쳐 인간 생애의 흐름에 따라 전시장에 설치되었

다. 참여자들은 삶과 죽음 · 나이 들어간다는 것 · 시간에 관한 작가의 

질문 앞에서 고민의 시간을 갖고 작품을 만들었으며 다른 한편 이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자 역시 같은 주제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인간의 본

질과 삶의 의미 등을 뒤돌아보게 되었다.         

3) 회의론의 비판 : 맥락 제거 · 관람자 참여 과정 누락

이 전시에서 클레어 투미의 <교환 Exchange>은 관람자 참여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한 작품이다. 애초에 이 작품은 런던 파운

들링 미술관에서 열렸던 전시를 위해 2013년에 제작되고 참여가 이루어

졌다. 작가는 파운들링 미술관이 본래 런던 최초의 고아원이었다는 미술

관의 독특한 역사와 전통을 반영하여  좀 더 인간적인 사회가 되기를 바

라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제작했다. 작가가 설치한 1,550개의 커피잔과 

잔받침에는 다양한 선행이 기록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에 

당신 집을 열어주세요’ · ‘감사편지를 보내세요’ · ‘친구나 가족에게 편지

를 쓰세요’ · ‘정기적으로 빅이슈 구매자 되세요’ · ‘자선을 위한 마라톤

에 참가하세요’ 등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일부터 ‘입양’처럼 

평생 동안 헌신이 필요한 일도 있다. 작가는 선행을 약속한 관람자에게 

커피잔을 선물하고 그것과 짝이었던 같은 내용이 쓰인 잔받침은 약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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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표로 전시장에 남겨 두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관람자에게 일상 속 선

행 실천을 권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2018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휴머니즘≫전에서 이 작품은 2013

년에 선물로 배포된 커피잔은 사라지고 남은 잔받침들로만 전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회의론의 관점에서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

다. 먼저 애초에 이 작품은 파운들링 미술관의 장소적 맥락으로부터 선

행과 베품이라는 의미를 도출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장소로 옮

겨졌을 때에는 장소적 맥락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던 작품의 중요한 의

미가 사라지게 된다. 물론 그것이 ‘휴머니즘’이라는 전시의 주제와 연관

성을 가질 수는 있으나 애초에 그 작품이 원래의 장소에서 품게 된 작품

에서의 본질적인 부분은 사라지게 된다. 이는 맥락제거에 대한 회의론의 

일반적인 비판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단토 이론에 근거하여 방어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원래 관람자 참여로 이루어졌던 작품이 참여의 

과정은 사라지고 결과물만으로 전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남아있는 잔받침이 아닌 사라져 버린 관람자의 참여과정 

속에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듀이의 예술철학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 듀이는 예술을 경험의 결과로 주어진 산물이 아닌, 경험 그 자

체라고 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듀이는 예술의 본질과 가치를 전형적으

로 예술이라고 간주되는 인공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공품을 창

조하고 지각하는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경험적 활동 속에 있다고 주장했

다. 작품에서의 중요한 과정인 ‘관람자 참여’ 없이 전시되고 있는 잔받침

은 관람자들이 그 위에 쓰인 글귀를 읽으면서 영국에서 있었던 퍼포먼스

를 떠올리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는 공허한 결과물일 뿐이다. 첫 

번째 문제는 전시의 특성상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두 번째 문제는 관람자 참여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

았어야 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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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덕진, 백자에 탐닉하다≫(2017)211)

≪경덕진≫전은 한국 · 중국 · 일본 · 영국 국적의 도자 작가들이 중

국 경덕진에서 제작한 작품들을 한국으로 운송해 와서 전시하였다. 이에 

대해 회의론의 관점에서는 맥락제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전

시는 주제설정 · 기획의도 · 공간연출 등을 통해 작품에 대하여 특별한 

맥락을 부여함으로써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확장시킬 수 있다. 그에 관

하여 살펴보자.       

1) 전시 주제에 의한 맥락 부여

  

≪경덕진, 백자에 탐닉하다≫전은 2017년 하반기에 개최된 전시로서 

같은 해 상반기의 ≪분청, 그 자유로운 정신≫전과 대구를 이루는 전시

이다. 상반기에는 미술관이 위치한 김해 지역에서 발달한 기법인 ‘분청’

을 다루었다면 하반기에는 중국 경덕진에서 발달한 ‘백자’ 기법을 조명

했다. 이천의 백자나 강진의 청자가 아닌 경덕진의 백자를 전시한 이유

는 김해시가 처한 상황 때문이었다. 이 전시는 도자산업 중심도시를 지

향하면서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김해시에 참조할만한 하나의 사

례를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김해시에는 100여개의 도자 

공방이 운영 중이며 매년 10월에 분청도자축제가 열린다. 김해시는 도예

촌 건립사업을 도모하고 도자를 주제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추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김해시가 ‘도자산업 중심도시’라는 야심 찬 목표

211) ≪경덕진; 백자에 탐닉하다≫展(From, In, to Jingdezhen; Eight Experiences)

〇 기    간 : 2017. 09. 09. ~ 2018. 02. 11.

〇 장    소 :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돔하우스 중앙홀, 1, 2 갤러리

〇 전시규모 : 도자 기(器) 도판 설치작품 약 200여점

〇 참여작가 : 이승희(韓) 진젠화(中) 장밍(中) 왕지안(中) 펠리시티 아리프(Felicity    

       Aylieff/英) 타케시 야스다(日) 데렉 오(Derek Au/美, 中) 토마스 슈미트        

       (Thomas Schmidt/美)+ 제프리 밀러(Jeffrey Miller/美) 총 9명(7명+2인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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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도자 공방들의 기술과 디자인 혁신 · 마케팅 및 

판로 개척 · 지자체 정책 차원에서의 관광객 유치 등과 같은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전시는 김해시가 도자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데 있어 참조할 만한 하나의 사례로서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이 전시가 참조 사례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한 때 쇠락의 길을 걷

다가 다시 국제적인 도자산업 중심도시로서 최근 가장 역동적으로 변모

하고 있는 중국의 경덕진(景德鎭, Ching-te-chen)의 사례이다. 세계적

인 도자기 수출국인 중국에서도 백자(porcelain)의 대표적 산지인 경덕

진에서는 한대부터 도자기를 굽기 시작해 송대에 도자기 공물로 유명해

졌으며, 명, 청대를 거치며 기교와 조형감각이 뛰어난 다양한 크기와 색

채의 백자가 크게 발달하여 이슬람이나 유럽 등과 활발한 자기 교역을 

하며 18세기에 정점에 이르렀지만 그 이후 공장제 대량생산 시스템과 

플라스틱 소재 등의 출현으로 타격을 입으며 경덕진 도시와 도자기 산업

은 쇠퇴했다. 그런데 이 도시가 활력을 찾게 된 것은 전 세계에서 그곳

으로 찾아 온 예술가들의 독창적 생각과 19세기 작업 방식 그대로 이어

져 온 공방 기술의 협업 덕분이었다. 그 예술가들의 창의적이고 실험적

인 아이디어와 대표 작업의 전문화가 확립된 경덕진 공방들의 뛰어난 기

술이 융합됨으로써 전례 없던 작품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전시는 그러한 

문화적 충돌과 그로부터 발생한 예상치 못했던 효과들을 전시를 통해 보

여주고자 했다. 

2) 공간연출에 의한 맥락 설정

미술관 건축구조의 특이성이자 문제점 중 하나는 돔하우스 전시관 내

부 갤러리가 도넛 모양의 곡면으로 휘어지는 원형 형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직선과 직각으로 꺾이는 일반적인 사각형의 갤러리에 비

해 관람자가 걸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마다 시시각각 보이는 각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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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이 변화한다는 점에서 전시장으로 사용되기에는 지나치게 역동적인 

공간이다. 이는 전시 연출에 있어서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건축 설치 재현이나 도자 조형과 같은 대형 사이즈의 작품이나 화

려한 색감의 작품을 설치할 경우 극적인 효과가 증폭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색조의 사이즈가 작은 작품 · 미묘하고 세밀한 감각이 강조되

어야 하는 작품 · 관람에 집중을 요하는 작품 등이 전시될 경우 그것은 

주의를 끌지 못하고 역동적인 공간에 압도되어 제대로 조명되기 어렵다

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기획 전시는 

전시장의 색채 · 조도 · 명암 · 가벽을 통한 공간 구획 · 좌대 높이와 크

기 · 조명의 종류와 범위 등과 같은 공간 구성을 세심하게 계산하여 작

품이 잘 부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같은 노력 속에

서 조성된 전시 공간은 작품에 새로운 환경과 맥락으로 작용함으로써 특

별한 의미를 생성시킨다. 돔하우스 전시 연출은 건축가와의 협업을 통해 

전시 주제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공간 디자인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경덕진, 백자에 탐닉하다≫전의 경우 ‘백자’가 보여주는 유약의 미

묘한 색감 변화나 정교한 백자편에 은은하게 드리우는 명암 등을 예리하

게 포착할 수 있는 공간연출이 필요했다. ‘네임리스 건축’의 디자인 제안

에 따라 전시 공간의 다른 부분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섬세한 백자의 

아름다움을 차분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관 전체를 부드러운 크림색

으로 조성하였고 딱딱한 느낌의 목재 가벽으로 작가별 공간을 분할하는 

대신 부드러운 광목천으로 작가별 공간을 둘러싸서 공간의 밀도와 작품

에 대한 집중도를 높였다. 또한 광목천으로 조성된 전시 공간은 서민적 

정서와 동양적 분위기를 이끌어 내면서 소박한 중국의 경덕진 공방들을 

연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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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청, 그 자유로운 정신≫(2017)212)

1) 전시 주제와 기획 의도

이 전시의 기획 의도는 ‘김해 지역에서 발달했던 특유한 기법인 분청

의 전통이 어떻게 현대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었으

며, 그에 따라 작가들이 전통적인 기법을 현대적으로 응용 실험하는 방

식을 조명하고자 했다. 분청의 중요한 본질인 ‘자유로운 정신’이 가져온 

현대적 확장이라는 전시 주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분청 기법을 현대화한 작가들이 선정되었다. 

2) 공간연출 

공간 구성의 목표는 ‘전통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전시 기획 의도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건축가 팀인 ‘FHHH Friends’의 제안

에 따라 각각의 좌대에 하나의 작품을 올려놓는 전형적인 방식이 아닌 

파쇄석이 깔린 대형 구조물 위에 작품을 두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러한 

파격적인 좌대의 형태만으로도 전시장 전체에서 현대적인 감각이 강조되

었다. 또한 좌대에 놓인 파쇄석의 색은 분청도자의 태토와 화장토 등과 

색과 유사하기 때문에 분청의 재료를 연상시키면서 ‘전통’을 상징한다. 

한편 파쇄석의 거친 느낌은 분청의 투박함을 연상시키면서 자유롭고 실

험적인 현대성을 상징한다. 

212) ≪분청, 그 자유로운 정신≫展

〇 기    간 : 2017. 02. 15.  ~ 07. 30. 

〇 장    소 :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돔하우스 중앙홀 제1 2갤러리

〇 참여작가 : 최성재 황종례 이수종 차규선 양미숙 김정옥 허상욱 정민호 김정태 총 9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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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의 민주적 가치 : 동시대 관점에서의 재해석

분청은 청자에서 백자로 넘어가는 시기에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나

타났던 도예 기법이고 백자에 비해 거칠고 투박하여 그릇으로서의 선호

도도 훨씬 낮아 오랫동안 저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분청은 청자나 백자

보다 실험적인 다양한 기법과 역동적인 미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

히려 현대미술에 대한 응용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에서 전시되는 현대 도자 조형 및 설치 작품에서 가장 폭넓게 많이 나타

나는 기법이 분청이다. 그래서 이 전시는 현대적 관점에서 더욱 가치를 

갖게 된 분청의 근본정신을 탐색하고, 동시대인의 눈으로 분청의 기법을 

재해석함으로써 동시대적인 관점에서 분청의 가치를 발견하고자 했다. 

이 전시는 분청기법에 내재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자유로운 정신’으로 

제시하고 그로부터 분청의 현대적 확장 가능성이 나온다고 보아 전시 주

제로 삼았다. 그래서 분청의 ‘자유로운 정신’을 구현해 낸 현대 도자 작

가를 소개하고 작품 속에서 전통 분청의 정신과 기법에 대한 현대적 계

승을 조명하고자 했다. 그런 점에서 이 전시는 분청의 정신과 기법에 대

한 동시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이자 전통으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분청 

작업에 대한 역사 기술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전시는 이미 역사

적인 위치가 부여된 작가나 널리 인정되는 의미를 획득한 작품들을 동시

대적인 가치와의 관련성 하에서 다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작가에게 있어서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측면을 조명하고, 작품들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

고 논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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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론의 비판 : 전시의 교조적 권력성 계보화를 통한 작가 위치 및 

작품 해석의 공고화  

앞서 이 전시가 동시대적 가치와 관련하여 작가를 재해석하고 분청도

자의 역사를 재기술했다고 평가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전시는 결국 

또 하나의 분청도자의 역사로 공고화되면서 미술관의 권위를 통해 교조

적 성격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전시는 분청 작가들을 원로 중

진 신진 지역 작가로 영향 관계 속에서 계보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출발

점에 황종례 원로작가213)를 두고 이를 계승하는 작가로 순차적으로 최

성재 · 이수종 · 양미숙 작가214)를 제시하였다. 이어 분청의 전통을 이

으면서도 더 진보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를 하는 작가로 김정옥 작가에 이

어 허상욱 작가215)를 배치했다. 여기에 김해 지역에서 현대적 감각의 분

청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는 지역작가 2인을 부가했다. 

‘분청의 자유로운 정신을 계승하여 그것을 현대화한 작가’에 대한 일

종의 계보를 형성하고 있는 이 전시는 마치 MoMA의 작품 배치를 연상

시킨다. 진보적 성격의 정도와 서로 간의 영향 관계에 따라 작가들을 단

선적으로 배치한 이 전시는 참여작가들이 현대성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게 만든다. 이러한 배치는 각 작가들

의 작업을 그러한 현대성을 위한 노력으로만 규정하게 하고 작품에 관한 

다른 여러 관점의 해석을 억압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213) 고려청자 재현의 선구자인 황인춘(1894~1950)과 황종구(1919~2003)로 이어지는 도예가 

집안에서 자란 황종례 작가는 지난 60년간 한국 도예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애

써 왔다. 특히 도자기 형태와 그 위에 새긴 귀얄문이 전통에 기반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잘 

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14) 최성재 작가는 귀얄기법을 응용하여 도자기 뿐 아니라 도판 · 타일 등의 오브제 위에 오리 · 

풀과 나무 같은 전통적 소재들을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이수종 작가는 거대한 도자기와 도판 

위에 철화 안료를 사용하여 과감하게 그리고 뿌리는 즉흥적인 작업을 통해 내면을 드러낸다. 

양미숙 작가는 도자기 위에 철화기법으로 페인팅하는 기법을 사용했다.

215) 김정옥 작가는 전통적인 박지와 덤벙 기법을 응용해 나무 · 금속 · 거울 등과 결합된 가구를 

제작하고 허상욱 작가는 박지 기법에서 차용한 실험적인 방식으로 식기 · 도판 · 스툴 등을 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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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술관과 창작공간 사업 : 회의론의 극복  

  앞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술관은 작가의 창조적 측면을 전시를 

통해 드러내기도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작가의 창조적 역량을 끌어내

고 성숙시키기 위한 창작공간사업216)을 통해 예술적 창조의 산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세라믹창작센터는 도자

작업을 위한 제반 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물리적인 위치나 기관 조직상

으로도 미술관 내에 속해있기 때문에 창작이 곧 바로 전시로 이어질 수 

있고 미술관의 전시나 학술 행사 그리고 중견 원로 작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영향과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창조의 산실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자.    

세라믹창작센터는 가마실 · 석고실 · 목공실 · 철공실 등의 설비를 갖추

고 도자 작업에 특화된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구

분된다. 첫째,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은 역량 있는 젊은 작가들이 함께 작

업하면서 서로 창조적 영감을 나누고 자극을 받으면서 작업의 성장을 이

룰 수 있도록 구성되며 1년간 작업한 결과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매년 

일정이 마무리된다. 작가들은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하거

나 오픈 스튜디오 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둘째, ≪비지팅 

아티스트 프로그램≫은 중견 및 원로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초청과 작업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전체를 미술관이 부담하고 인력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획전에 출품될 작품을 제작하거나 제작된 작품을 소장품

으로 기증받는 사업이다. 비지팅 아티스트가 입주해있는 동안 영 아티스트

들은 원로 작가 작업에 보조 역할로 직접 참여하기도 하면서 작가적 기량

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된다. 셋째, 국제 교류 사업인 ≪국제도자워크숍

≫217)은 멘토링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되며 국내외 도자대학의 교수 

216) 전국 14개 시도문화재단에서 직 간접 운영하는 28개 창작공간과 국립현대미술관 창동창작

스튜디오 · 서울시립미술관 난지창작센터 ·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 대전시립미술관 창

작센터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세라믹창작센터 · 금호미술관 금호창작스튜디오 · 영은미술관

의 도자창작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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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중견 이상의 작가가 멘토 역할을 하고 학부 졸업 이상의 젊은 도예

가가 멘티로 참여하여 여름방학 5주 동안 작품을 제작하고 종료시점에 

단기간의 전시와 함께 오픈스튜디오 행사와 지역민들에게 해당 국가의 

음식이나 문화 등을 소개하는 문화교류 이벤트를 진행한다. 넷째 국내외 

창작센터 · 레지던시 관련 기관들과의 교류 및 협력 사업218)으로 작가 

교류 · 협력 전시 · 공동 학술행사 추진 등을 목표로 한다.  

이상과 같이 작가들은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류와 멘토링 등의 

다각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창조적 영감을 얻어 작품을 제작하고 그것을 

전시하게 된다. 창작센터에서 제작된 작품들은 작가가 자신의 작업실에

서 제작한 이전의 작품과는 확연하게 다른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창

작센터에서의 타 작가들과의 교류 · 창작센터에서의 여러 경험 · 미술관

이 위치한 곳의 지역적 특성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창작공간에서의 작업이 미술관 전시로 연결되는 시스템은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이 맥락을 제거되어 죽음에 이른다는 회의론의 주장에 반론

을 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이다.

1) 예술과 산업의 연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창작센터는 건축도자 작품의 산업적 연계를 모

색하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작가가 벽돌 · 타일 

217) ≪국제도자워크숍≫은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인도세라믹레지던시≫를 운

영한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인도와 한국 양국의 작가들이 각 나라에서 나이와 국가 인종을 넘

어 그들의 문화와 작품세계를 공유하고 함께 나누었던 경험은 센터의 국제 교류를 통해 직접

적인 해외 경험을 쌓기 어려운 국내 작가들의 국제적 경험을 위한 장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한국-호주 국제도자워크

숍≫을 개최하였으며 2017년에는 ≪한국-대만 국제도자워크숍≫이 진행되었다. 

218) 국제적으로는 한국도자재단의 주도 하에 6개국 8개 기관(세라믹창작센터 · 한국도자재단 · 

영국의 브리티쉬 도자 비엔날레 · 중국의 징더전 국제 스튜디오 · 네덜란드의 유러피안 세라믹

워크센터 · 대만의 타이난국립 예술대학과 잉거도자박물관 · 일본의 시가라키 도자문화공원)과 

국제교류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국내로는 경남 · 부산 · 울산의 지역 레지던시 기관(홍티아트센

터 · 예술지구P · 감만창의문화촌 · 경남예술창작센터 · 모하창작스튜디오)과의 협력사업 및 국

립현대미술관 창동창작센터 교류 사업 등이 있다. 



- 152 -

· 도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에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제안하여 기업이 그

것을 생산하고 생산된 재료로 작품을 제작하여 미술관에 전시함으로써 

작가가 제안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의 산업적 활용도에 대한 가능성을 탐

구한다. 네이트 클레이븐(Nathan Craven) 작가는 ≪Post-Tile≫ 전시 

준비를 위한 워크숍에서 독특한 타일 디자인과 제작방식을 제안했고, 그

에 따라 타일이 미술관 창작센터에서 생산되었다. 얇고 납작한 직사각형

의 일반적인 타일과 다르게 그가 제안한 타일은 보다 복잡한 형태의 훨

씬 두껍고 부피가 있는 독특한 형태이다. 가장 윗부분에 분청의 덤벙 기

법으로 다양한 유약을 입혀 화려한 색깔을 냈다. 이러한 볼륨감 있는 타

일은 벽면 파티션 · 창문의 루버 · 바닥 타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

능하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작가가 미국에서 제작하여 운송해 온 타일

을 미술관 중앙홀 바닥에 설치하여 관람자들로 하여금 그 위에 올라가 

걸어볼 수 있도록 하고 전시장 이동 통로에 또 다른 타일을 파티션의 형

태로 설치했다. 아울러 중앙홀 둘레 벽면의 창문 부분에는 미술관에서 

직접 제작한 타일들을 루버의 형태로 설치했다. 이를 통해 클레이븐이 

디자인하고 미술관에서 생산한 타일을 실제 건축물에 설치하여 사용해보

고 그 효과를 관람자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작가의 제안으

로 미술관에서 타일을 제작한 방식은 소규모 수작업이었지만 대량생산도 

가능한 방식이다. 이 작업은 산업 현장에 대한 일종의 디자인과 생산방

식에 대한 제안으로서 미술관 전시가 삶과 예술의 연관을 모색하는 사례

이다.  

2) 지역성과 워크숍  

앞서 살펴보았듯이 듀이는 예술작품과 지역의 문화적 풍토 사이의 긴

밀한 연관성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미술관들은 

듀이를 비롯한 회의론의 그러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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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국내외 여러 미술관들은 지역의 역사와 특수성을 미술관의 전

반적인 운영 방침에 반영하고, 환경과 맥락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를 차별화하는데 주력하는 추세이다. 이는 듀이가 미술관 회의론이 비판

하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했던 ‘삶과 예술의 분리’

에서 벗어나 다시 삶과 예술을 통합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은 그 정체성에 지역성이 반영되어 있다. 기관

의 미션219)에도 나타나 있듯이 역사적으로 가야 토기와 조선시대 분청

사기의 생산지인 김해가 가진 도자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축

도자 분야의 전문 미술관이다. “도자”라고 하는 지역의 역사적 전통과 

관련된 특화된 주제를 중심으로 전시 · 교육 · 체험 등 미술관에서 이루

어지는 모든 프로그램 기획이 이루어진다. 특히 많은 전시는 작가가 미

술관 내 창작센터에 머물면서 현장에서 작품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워크

숍 방식220)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건축도자 재료인 벽돌 · 타일 · 기와 · 

도기 등과 같은 무겁고 큰 재료로 작품을 제작하기에 적합한 것이기도 

하고 무게 때문에 운송비가 많이 드는 도자 작품 전시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작가가 미술관에 머무

르면서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은 작품 속에 그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인 

풍토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회의론의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크 코프만은 ≪자크 코프만≫(2015)전221)에 출품

219) 허브(hub)와 브릿지(bridge)로서의 미술관 :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은, 역사적으로 아름다운 

가야토기와 조선 분청사기가 발달했던 김해의 도자전통을 현대적이고 산업적으로 재해석함으

로써 설립되었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면서, 도자와 건축, 예술과 산

업, 순수미술과 응용미술을 연결하고, 지역과 세계를 교류시키는 것을 임무로 한다. ○ 전시 ․ 

워크숍 ․ 수집 ․ 보존 ․ 학술연구 ․ 작가지원 등의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건축도자 분야에 대한 

예술적 ․ 학술적 ․ 과학적 성취를 이루고자 한다. ○ 전시 ․ 교육 ․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민들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지적 ․ 정서적 만족감을 도모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감수성

을 개발하고 인성을 가꾼다. ○ 건축도자가 산업과 연계되어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친환경 소재인 흙과 도자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 환경을 건강하고 미적으로 변화시킨

다. ○ 건축도자라는 특화된 분야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더 나아가 세계적인 교류를 도모하여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의 관광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한다.

220) 예를 들면 ≪꿈꾸는 화장실≫(2006) ≪아프리카≫(2007) ≪Old≫(2008) ≪Now&New≫

(2009) ≪카오스-여선구≫(2013) ≪자크 코프만-WAVA≫(2015) ≪건축도자-earth≫(2016) 

≪Post-Tile : 타일 이후의 타일≫(2016) 전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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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작품을 미술관 세라믹창작센터에서 머무르면서 제작했는데 이 

작품들에는 자국에서 제작한 후 운송하여 전시된 작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과 김해의 지역적 특유성들이 담겨 있다. 예를 들면 작가가 이

전에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김해 지역의 특유한 기법인 분청에 심취하여 

그것을 작품에 적용해 ‘분청 벽’ · ‘ 분청 멜론’ · ‘분청 나뭇가지들’과 같

은 작품들을 제작하여 전시했다. 또한 작가는 김해에서 풍부하게 생산되

는 과일인 멜론의 형태 · 무늬 · 맛에 매료되어 그것을 작품의 모티프로 

사용했다. 중앙 홀 설치 작품인 ‘나선형의 기’(氣)의 전체적 형태는 멜론 

껍질을 칼로 벗길 때의 모양으로부터 착안된 것이며 ‘분청 멜론’에 달려 

있는 흙판들에는 멜론 껍질 문양이 분청의 인화기법으로 찍혀 있다. 또

한 ‘분청 멜론’은 작가가 김해박물관에서 처음 본 가야시대 투구와 갑옷 

형태를 차용하여 제작되었다. 

221) ≪자크 코프만≫展

○ 기    간 : 2015. 2. 28. ~ 2015. 8. 16

○ 장    소 :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돔하우스 중앙홀 제 1, 2갤러리

○ 규    모 : 중앙홀 대형 설치(가로 12m, 높이 8m) 외 설치 영상 사진 등 총 30여점 

○ 참여작가 : 자크 코프만 (Jacques Kaufmann, 프랑스/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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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1. 주요 논점에 대한 결론

본 논문은 네 가지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

다. 첫째, 미술관 존립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본 논문은 어떤 대상이 갖

게 되는 예술작품으로서의 정체성과 본래적 가치는 인간의 예술 행위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의 원천은 인간의 주관이고, 따라서 

작품이 애초의 맥락으로부터 분리되어 전시되더라도 그것의 본래의 정체

성과 가치는 유지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예술의 원천을 해명

하기 위해 본 논문이 논거로 삼은 개념은, 주관이 세계에 변화를 만들어 

내는 행위의 시발점으로서 단토의 ‘기본적인 행위’ 개념이다. 단토는 기

존의 표상체계에 구속되지 않는 ‘기본적인 행위’라고 하는 모든 행위의 

시작점에 있는 중요한 부분을 상정함으로써 인과과계로부터 벗어난 자유

로운 행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자유로운 행위의 특징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은 바로 예술 행위이다. 한편 작품의 원천을 맥락

으로 간주하는 회의론의 관점은 예술을 철저하게 외적 맥락에 구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주관의 자유로운 창조를 부정한다. 본 논문은 

단토의 관점에 따라 그러한 경험론적이고 유물론적인 관점을 외재적 인

과관계로 규정하면서 그것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행위자를 포함하는 내재

적 인과관계에 의한 직접적 실재론의 입장에서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 훨

씬 더 타당하고 유리함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본 논문은 예술행위의 발

생과 시작은 인과관계로서의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운 ‘기본적인 행위’라

고 하는 주관의 작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그런 점에서 예술작품의 원

천은 맥락이 아닌 주관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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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논문은 미술관의 역할 중 하나로 제시했던 작품에 대한 해

석 가능성의 확장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전시 사례를 연구하였다. 

미술관의 전시는 작가와 작품에 대하여 주제 등을 통하여 일종의 표상체

계로 작용하여 의미와 해석을 생성해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창조적 측

면을 조명하여 작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한 미술관의 전시는 공간

구성· 작품 배치 등을 통하여 작품에 대해 애초의 맥락과는 다른 새로운 

맥락으로 작용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키고 해석을 

확장한다. 

미술관의 또 다른 역할은 듀이가 강조했던 삶과 예술의 연속성에 대

한 모색이다.  듀이가 미술관에 대한 회의론의 관점을 피력하면서 우려

했던 문제들은 사실 근대적 미술관에서 실제로 나타났던 현상들이다. 특

히 예술과 지역의 풍토 사이의 연관성이 약화되고 공동체 삶으로부터 유

리되며 시장에서 판매되기 위한 상품으로 전락하고 또한 예술이 엘리트 

특권계층만을 위해 봉사하게 되거나 권력과 자본을 미화하는 도구도 사

용될 위험성 등과 같은 듀이의 경고는 최근의 미술관들이 해결과 극복을 

위해 고민해 온 문제들이다. 본 논문은 듀이의 주장에 근거하여 이러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삶과 예술을 분리하는 데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삶과 예술이 다시 통합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듀이의 비판을 수용하고 그에 대한 해결의 

노력 속에서 삶과 예술의 연관성 모색을 미술관의 중요한 역할로 삼고 

있는 최근 미술관 전시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술관들은 지역의 역사와 

특수성을 전반적인 운영 방침에 반영하고, 현장 제작 및 설치와 같은 워

크숍 방식의 전시를 통해 지역성을 작품과 전시에 담는다. 그리고 물리

적 사회적 환경과 같은 장소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 삶과 일상에 대해 의

미를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미술관 전시는 개인의 삶과 사회에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을 고민하고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활

발하게 탐색한다. 

셋째, 본 논문은 미술관이 정치와 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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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공간이라고 비판하는 20세기 말 미술관 회의론의 주장을 논박할 

수 있는 최근 미술관의 노력과 변화를 제시하고 미술관의 목표인 ‘민주

적 가치’에 다가가기 위한 현실적 방안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미술

관 법인화 사례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미술관의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함께 경제적 자본 논리에 대한 견

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민주적 가치라는 미술

관의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시간적 공간적 거리가 있는 

작품들을 지금 여기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재논의함으로써 본래의 맥락

으로부터의 거리를 무너뜨려 그것을 현재화하는 것 그리고 둘째 아래로

부터의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 그리고 참여와 소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

는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넷째 캐리어의 논의를 토대로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의 

변형’에 대해 논함으로써 작품이 미술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주장하

고 근대적 미술관의 ‘변형’을 논함으로써 루브르를 비롯한 근대적 미술

관을 이전의 전통과는 단절된 공간으로 정의하는 회의론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미술작품이 본래의 환경에서 분리되어 미술

관에 들어 올 때 일어나는 변형에서 미술관 회의론자들은 작품이 살아남

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캐리어는 미술관에서도 작품이 그것의 완전한 

이전의 정체성을 보유하기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단토의 설명과 유사하게 작품에 있어서 환경과 맥락은 부차

적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캐리어는 뮤지엄의 오랜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적 미술관은 이전의 뮤지엄 전통과의 연속적인 요소를 가지

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회의론을 반박한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중요

한 요소 즉 과시와 선전의 공간 그리고 기억의 장소이다. 근대적 미술관

은 민주주의 · 근대미학 · 아카데미 미술사 성립 등의 영향 하에 나타난 

그 이전의 뮤지엄 전통으로부터의 급진적 변형이며 그것의 주요 특징은 

민주적 가치와 순수예술에 대한 강조 그리고 미술사적 작품 배열 등이

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미술관으로의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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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의 미학적 의의

이상과 같은 논지 전개에 의한 논문의 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단토의 행위 철학을 통해 미술관 전시가 가진 모순

적인 양면성을 조화시킬 수 있었다. 미술관 전시는 근본적으로 예술가의 

창조적 신비와 작가주의적인 권위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작가의 의도에 

호소하는 본질주의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그와 모순적이게도 미술

관은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면서 풍부한 의미를 산출해낸다

는 점에서는 맥락주의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예

술 행위를 발생시키는 원초적인 ‘원인’과 차후에 그것을 설명하는 것으

로서의 ‘이유’를 구분하고 양자의 우선권과 속성을 규명한 단토 이론을 

바탕으로 미술관 전시에서 작가 중심의 본질주의적인 요소와 다양한 해

석 가능성을 조화시킬 수 있었다. 

둘째, 본 논문은 미술관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듀이 예술철학의 중요

성을 밝힐 수 있었다. 듀이는 미술관에 대한 회의론의 입장을 취하면서

도 자신의 이론 내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심어둠으로써 오히

려 미술관이 근대적인 전형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19세기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미술관 회의론

의 주요 논점들을 포괄하는 듀이의 미술관에 대한 비판과 경고는 오히려 

미술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삶과 예

술이 분리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듀이의 비판을 수용함으로써 

최근의 미술관들은 삶과 일상 · 지역성 · 공동체 의식 · 동시대성 등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역으로 듀이 예술철학은 최근 미술관 전

시에서 나타나는 삶과 예술을 연관시키려는 시도들을 설명해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정치권력을 미화하는 것으로서의 예술에 대해 경

고하고 자본과 시장논리에 대한 예술의 결탁을 비판하면서 예술이 사회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시키는 포괄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듀이의 관점은 미술관이 권력과 자본 양자로부터의 독립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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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인식시키면서 미술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환기시켰

다. 마지막으로 예술작품의 의미와 가치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듀이의 

주장은 미술사를 공고화하는 교조적인 제도로서의 미술관이라는 회의론

의 주장을 넘어서서 작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새로운 해석을 제공

하는 미술관 전시에서의 최근의 변화를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

적 근거를 제공한다. 

셋째, 본 논문은 미술관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실제 사례를 접목시킴

으로써 이론적 연구에 실증성을 부여하고 실제의 미술관과 전시가 갖는 

정치 사회적이고 철학적인 의미와 가치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미술관을 

옹호하고 비판하는 이론적 쟁점들이 현실의 미술관의 운영과 전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치를 갖거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가를 조명하고 다

른 한편 현장의 사례를 통해 이론을 수정함으로써 이론과 현장 양 측면

이 서로 보강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미학 이론이 전시 기획에 있어서 좀 더 심층

적이고 학술적인 아이디어와 영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게 

한다. 미학 이론의 여러 개념들은  특히 전시 주제나 기획 의도를 설정

하는 데 많은 자양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차후의 연구 과제 및 결어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했으나 향후에 더 발전시키거나 심화시킬 수 

있는 주제 몇 가지를 정리하고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차후에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느꼈던 주제는 듀이와 단토 사이의 철

학적 관점과 개념들 간의 관련성과 차이에 대한 분석이다. 본 논문은 미

술관의 정당성을 구하기 위하여 “예술의 원천이 외적 세계인 맥락에 있

는가? 아니면 내적 세계인 주관에 있는가?”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

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먼저 두 세계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예



- 160 -

술이 두 세계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해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논의를 위해 참조했던 것이 듀이와 단토였다. 전통적으로 주관과 세계 

즉 인간의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질문

은 서구 철학사에서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의식이자, 철학자들에게는 자

신의 논의의 출발점이자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전통적인 서구 관념론은 

주관과 외적 세계를 분리함으로써 결국 회의론에 빠지게 되고, 다른 한

편 그와 대립되는 입장으로서 경험론과 유물론은 인간 역시 세계의 일부

로 봄으로써 양자를 하나로 합쳐놓고 있지만, 인간의 내적 세계인 주관

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결정론으로 귀결되었다. 

두 세계 간의 관계에 대한 입장은 대체로 외적 세계를 부정하고 내적 

세계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버클리와 같은 주관적인 관념론과, 반대

로 내적 세계를 부정하고 외적 세계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흄과 같

은 유물론 혹은 경험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한 양극단 사이의 스펙

트럼에는 두 관점 중 어느 하나에 기반을 두 되 다른 관점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식의 완화된 이론들이 존재할 수 있다. 듀이는 기본적으로는 

경험론의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로크와 흄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경험

론을 비판하면서 경험의 질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정서와 마음

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듀이는 예술이 외적 세계 즉 맥락으로부터 유

래한다고 보면서도 예술을 인간이 주위 환경과 질적으로 관계를 맺는 

‘트랜스 액션’(trans action) 개념으로 설명함으로써 그것을 물리적이면

서도 주관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한

편 단토는 기본적으로 관념론의 입장에 서 있지만 두 세계를 모두 인정

하면서 이 두 세계가 어떻게 관계 맺는가를 탐구하고자 하는데 이때 중

요한 개념이 바로 '행위'(action) 이다. 외적 세계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주관(내적 세계)이 외적 세계에 관계를 맺는 방법이 바로 행위이다. 즉 

인간은 행위를 함으로써 외적 세계에 도달할 수 있고 그것을 변화시킨

다. 

본 논문은 예술의 원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듀이에게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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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론적이고 맥락주의적인 성격을, 단토에게서는 관념론적이고 본질주

의적인 성격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듀이와 단토는 각각 경험론과 관념론

을 개진하면서도 서로의 반대 입장에 대해 절충적 주장을 펼침으로써 결

정론과 회의론을 극복하고자 했던 이론가들이었다. 특히 듀이의 ‘트랜스 

액션’(trans action) 개념과 단토의 '행위'(action) 개념은 상당한 유사성

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주제는 본고의 연구 목적에는 

맞지 않아 차후의 연구 과제로 미루어 둔다. 

또 다른 차후 과제는 단토와 캐리어 사이의 영향과 비판에 관한 것이

다. 캐리어는 행위 · 역사 · 내러티브 등에 관한 단토 이론을 참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토에게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념들로 자

신의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캐리어의 미술작품과 미술관

의 ‘변형’(metamorphosis)은 단토의 ‘일상적인 것’(the commonplace)의 

‘변용’(transfiguration)으로부터 그리고 캐리어의 ‘근대적 미술관의 종

말’(the end of the modern public art museum)은 단토의 ‘미술의 종

말’(the end of art)로부터 영향을 받은 개념들로 보인다. 그러나 캐리어

는 단토 이론을 참조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

으며 단토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용어들을 사용하면서도 그

것을 단토와는 다른 의미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에 관한 연구 역

시 향후에 연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 마지막으로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술관 회의론과 옹호론을 

개진하고자 한다.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미술관 회의론은 

다른 무엇보다 경제적 비용과 관련된 문제이다. 필자가 미술관에서 근무

하면서 가장 자주 들었던 미술관 회의론 역시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비판에 기인한 것이었다.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미술관 대부분이 

지역민들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러한 

비판과 문제제기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가 운영하는 시도의 미술관들 마다 각각 연간 적은 곳은 2-30억 원, 많

은 곳은 100억 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매년 투입된다고 할 때 비용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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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효율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아직은 이러한 

문화 시설이 시기상조이고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할 더 긴급한 분야가 있

으며 그 비용을 차라리 복지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비판 등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러한 회의론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

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미술관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계량화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것은 

교육적 효과 · 관광 활성화 · 미술관 관람객의 수치로 나타나는 효용성 

등이다. 그러나 미술관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교육이나 관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것은 회의론의 

비판을 방어하기에는 너무 옹색한 주장이다. 현실적인 경제 논리에 맞서 

가시적이고 양적인 기능으로 미술관을 옹호하고자 하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미학적 관점에서 미술관을 정당화하고 옹호

하고자 하는 논문을 쓰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렇다면 미술

관을 옹호하기 위해 필자는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는가?

미술관이라는 기관은 그것이 갖고 있는 교육적 역할 · 치유의 기능 · 

현실로부터의 분리 등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의 교회나 학교, 오래 

전의 성소나 아카데미와 가장 비슷하다. 그런데 미술관은 교회나 학교가 

갖고 있지 않은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창조, 

독창성, 자유와 관련된 아방가르드(전위, 前衛)로서의 속성이다. 이것은 

단토의 ‘기본적인 행위’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필자는 미술

관을 현재로서는 무엇이라고 규정되기 어려운, 미래를 향한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옹호하고자 한다. 그것은 디자인 등에 대한 단순한 아이디어로

부터 예술적 영감 · 창의적 시도 · 인생철학 · 삶의 에너지 · 미래에 대

한 예지와 판단에 이르기까지 비가시적인 것이지만 가시적 세계에 영향

을 주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말한다. 이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될 수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효율성이라는 현실적 경제 논리가 초래

한 부정적인 측면을 치유하고 그것이 진단할 수 없는 부분을 직관해 낼 

수 있는 정신적 가치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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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실적인 비용 충당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국

내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후원자 발굴과 후원 시스템의 정착이

다. 미술 향유의 문화를 움직이는 것은 작가 · 관련 전문가 · 관람자 · 

컬렉터 등의 후원자 · 이들을 매개하는 미술관이나 갤러리 등이다. 이러

한 구도는 오래전 르네상스 시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각 

집단의 역할이 신뢰와 협조 관계 속에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때 미술 

문화는 건전하게 발전하고 찬란하게 꽃핀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 루브

르 탄생 이후의 프랑스 · 양차대전 이후 미국 뉴욕 등 미술 문화의 중심

으로 떠오른 곳들의 공통점은 바로 예술가 · 비평가 · 매개자 · 후원자 

그룹이 함께 발전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작가의 성장 

· 미술관 등의 전시 공간의 확장 · 비평 활동 · 관람 문화의 발전 등과 

비교해 볼 때 미술에 대한 후원 문화는 상대적으로 대단히 낮은 편이다. 

미술작품 구입은 유명작가 작품을 중심으로 특정 계층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미술관에 대한 기업이나 개인의 후원이 이루어지고

는 있으나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바람직한 것은 기업이나 고액 후원자 

뿐 아니라 다수의 소액 후원자들을 발굴하여 미술관에 대한 관심도를 함

께 향상시키는 것이며 아울러 미술관 정책이 후원자들에 의해 좌우됨으

로써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안들은 

법과 제도 정비에 의해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에 관한 

논의 또한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면서 본 논문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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