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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20 세기 후반 이후 해외에서 개최된 일본 현대미술 전시에
서 “일본적인 것”이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이 변화함에 따
라 어떻게 다르게 재현되고 해석되었는지 고찰한 것이다.
일본은 제 2 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1952 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효되는 1952 년 4 월 28 일까지 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 부
(SCAP/GHQ)에 의한 점령기를 거쳤다. 일본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 국제
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국제기구에 가입하면서 국제
사회로의 복귀를 시작하였다. 1950 년대 일본은 외국의 최신 경향의 미
술전시를 개최하고, 국제미술전에 참여하면서 자국의 현대미술을 외국에
소개할 기회가 늘어났다. 이와 같은 국제적 미술활동을 통해 일본미술계
는 자국 미술의 국제적 평가를 수용하고 일본 현대미술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고민하게 되었다.
해외에서 일본 현대미술 기획전이 본격적으로 개최되기 시작한 것은
1960 년대 중반부터이다. 이 시기 외국에서 개최된 전시들은 대부분 서
구의 미술관이 주최하였고, 해당 기관에 소속된 외국인 큐레이터에 의해
기획되었다. 대표적으로는 뉴욕 현대미술관이 기획한 《새로운 일본의
회화와 조각》(1965-67)전이 있다. 이 전시에는 주로 추상적 경향의 작
품들이 소개되었는데, 이 작품들은 “일본적인 것”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서구의 모방으로 평가받았다. 당시는 서구에서 일본의 전통문화가 유행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서구사회에서 “일본적인 것”은 일본 전통으로 인
식되었다. 전시 컨셉이나 작품의 독자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일본
전통이 기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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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년대 중반 이후 국제적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국제 사회 안에서
일본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일본은 건축이나 패션 등 문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반면, 무역에서 타격을 입은 다른 국가
들에 의해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는 자국의 국가이미지 쇄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해결
책으로 문화교류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의 현
대미술 전시들이 잇달아 개최되었다. 대표적으로 1986 년 파리 퐁피두센
터에서 개최된 《전위의 일본 1910-1970》전이나 1989 년부터 미국을
순회했던 《어게인스트 네이처: 80 년대 일본미술》전 등이 있다. 이 시
기 개최된 전시들은 대부분의 경우 일본 외무성 소관 특수법인인 국제교
류기금이 주최하거나 그곳의 후원을 받았으며, 외국인 큐레이터와 일본
인 큐레이터가 공동으로 기획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전시들은
현대미술을 일본전통과 연결시켜 해석하려는 태도와 일본 현대미술이 서
구의 모방에 불과하다는 두 가지 평가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이 시기 개최된 전시들은 근대화 이후에 발견되었다고 여겨지는 “일본적
인 것”을 강조하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미술에 있어서 “전위적
요소”를 재조명하거나 젠(Zen), 미니멀리즘, 자연과의 관계 등 전형적인
일본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일어났다.
1990 년대 이후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가 세계적으로 유행하였
다. 이러한 현상의 영향으로 2000 년대 이후 일본의 대중문화와 현대미
술을 연결시키는 전시들이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2000
년의 《슈퍼 플랫》전이나 2005 년의 《리틀 보이: 폭발하는 일본 서브
컬처 예술》전이 있으며, 이 두 전시는 모두 미술가 무라카미 다카시(村
上隆)가 기획한 것이다. 이 전시에 참여한 미술가들은 일본 대중문화의
이미지들을 작품의 소재로 삼거나, 만화 캐릭터 등에서 영감을 받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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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일본과 일본 현대미술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20 세기 후반 이후 외국에서 개최된 일본 현대미술 전시는
“일본적인 것”을 구축하는 장(場)으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일
본의 현대미술의 평가와 그것에 대한 역사는 이러한 외국에서 개최된 기
획전시와 그 평가들의 영향을 받아 서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해외전시를 분석하는 것이 미술과 그것의 역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는 관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주요어 : 일본 현대미술 전시, 해외미술전, 일본적인 것, 문화교류,
국가정체성
학 번 : 2016-3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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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18 년은 일본과 프랑스가 수호통상조약을 맺은 지 160 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해 7 월 파리에서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자포니즘
2018》의 오프닝 행사로 《후카미-일본의 미의식을 찾아서》전의 개막
식이 열렸다.1) 7 월은 외국인 관광객이 파리를 많이 방문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행자들을 위한 블록버스터 전시들이 자주 기획된다. 이 전시는
일본 고대의 조몬(縄文) 토기부터 우키요에(浮世絵), 이우환의 설치 작
품, 그리고 AI 로봇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한 최신 영상 작품
까지 장르나 시대를 한정하지 않고 작품을 소개했다[도판 1-4]. 그리고
이 작품들은 모두 “일본의 미학(l’esthétique japonaise)”으로 소개되었
다. 이는 구체적으로 애니미즘, 미니멀, 자연, 지리적 특성 등 일본문화
론을 통해서 전형적인 “일본적인 것(Japaneseness)”으로 기술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한 담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소재나 주제 혹은 구체적인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일본적인 것”이 일본이라는 국가나 일본인이라는 민족이 가진 성질이
나 특징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하거나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고정된 실체를 대상으로

1) 이 전시는 2018 년 7 월 14 일부터 2018 년 8 월 21 일까지 파리의 로스차일드관
(Hôtel Salomon de Rothschild)에서 개최되었다. 위의 전시명은 《자포니즘 2018
Japonismes 2018》의 주최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일본어 전시명 “深みへ‐日本
の美意識を求めて‐”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프랑스어 전시명은 “Fukami: Une
plongée dans l’esthétique japonaise”이며, 이를 한국어로 직역하면 “후카미: 일본의
미학에 빠져들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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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역사학자 사카이 나오키(酒井直樹)는, 국
가나 민족(nation)을 “상상된(imagined) 정치 공동체”라고 주장한 베네
딕스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나 전통이 고안된 것(invented)이라
고 주장한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과 동일한 입장에서, “문화가
민족이나 국민을 상징하게 하는 것은 국민 문화나 국민성을 고집하는 언
설이지, 문화 그 자체에 내재적으로 민족이나 국민의 표시가 새겨져 있
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2) 여기에서 그는 “일본적인 것”의 실체
가 없으며 그것이 구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의 미술사가 사토 도신(佐藤道信)은 1996 년 『<일본미술> 탄
생』에서 “일본”이라는 틀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이는 “일본적인 것”에
대해서 재고하게 한다. 그는 “현재 ‘일본’의 개념적 틀은 보다 직접적으
로는 전후의 정치적, 지리적 틀에 의한 것이지만 그 기반은 메이지(明
治) 시대 국제관계에서 대외적으로 선언된 정치적 통일체인 근대국가”로
서의 성격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3) 나아가 그는 이것을 기반으
로 창출(創出, 강조는 원문)된 ‘일본인’, ‘일본어’, ‘일본사’, ‘일본정신’,
‘일본화’, ‘일본미술’, ‘일본미술사’ 등은 모두 “정치적이고 의지적인 산
물”이었다고 주장했다.4) 따라서 이러한 과정으로 형성된 것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일본적인 것” 역시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들을 고려할 때, “일본적인 것”은 실체가 있는
2)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and New York: Verso, 2006; first published
1983), p. 6; Eric Hobsbawm and Terence Ranger eds., The Invention of
Trad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first published 1983),
p. 1; 酒井直樹 編, 『ナショナリテイの脫構築』(東京 : 柏書房, 1997), p. 22.
3) 佐藤道信, 『<日本美術>誕生: 近代日本の「ことば」と戦略』(東京: 講談社, 1996),
p. 14.
4) 위의 책,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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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의지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이며, 그것
을 만드는 주체들이 변화함에 따라 변주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입장들을 고려하면서도 본 연구가 미술 전시에 있어서 “일본적
인 것”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일본 내외에서 개최되
는 미술전시에서 “일본”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미술 작품들을 해석하거나
평가하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이다.5)
더욱이 해외전시는 이(異) 문화를 소개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시선이 교차하는 장소로 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본적인 것”은 더욱 강조된다. 일본은 국제사회에 자국 문화의 정체성
을 모색하고자 하고, 관객은 나와는 다른 모습이나 내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들을 기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모리미술관(森
美術館) 관장 가타오카 마미(片岡真実)는 2020 년 자신이 기획에 참여한
《STARS 전: 현대미술의 스타들-일본에서 세계로》전의 도록 서문에서
해외에서 개최된 일본현대미술 전시의 특징을 개괄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해외에 ‘일본’을 내세워서 소개하면 감상자는 무언가 ‘일본적인
것’을 요구하고, 각자가 품은 ‘일본’과의 조응을 통해서 작품에 대치(対
峙)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6) 이는 일본 현대미술의 해외전이 “일
본적인 것”을 재현하고 구축되는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다. 나아가 이러한 “일본적인 것”에 주목한 전시들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일본적인 것”을 논의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5) 사토 도신은 불교미술, 수묵화, 일본화, 우키요에, 양화 등의 미술을 예로 들면서, 이
러한 작품들이 소개되는 전시에서는 “거의 반드시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일본미술
이나 일본미의 특질을 추출하려는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위의 책, pp.
20-21.
6) 森美術館 編, 『STARS 展: 現代美術のスターたち-日本から世界へ』(東京: 美術出版
社, 2020),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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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적인 것”을 구축하고자 하는 주체가 “일본”일 경우에 그것은 국
가정체성이나 문화정체성과 관련하게 된다. 미디어 문화와 현대 정체성
을 연구한 더글러스 켈너(Douglas Kellner)는 이와 유사하게, “현대의
자아는 정체성이 구축된다는 본질과 누군가의 정체성이 의지에 의해서
언제나 변화하고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체
성에 대해 우려하는 사회에서만 정체성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라고 주장
했다.7) 이와 같은 주장들을 통해 정체성은 외부의 시선으로 인해서 구
축되며 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카이 나오키는 『‘일본’과 문화적 국민주의: 번역과
주체』라는 책에서 일본의 특수한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는 서양에 대해서, “서양이라는 상정된 통일체는, 모호하
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그 존재를 당연시해온 경향이 있는 지배력을 가진
실정성(実定生)”이라고 설명했다.8) 그는 이러한 지배력을 가진 서양은
특수를 포괄하는 보편적인 것을 대표하고자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독특함과 정체성은 일본이 서양이라는 영역에서 특수한 대상으
로 튀어나오는 경우에 한하여” 주어지며, “서양 보편주의에 통합될 때에
만 특수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9) “일본
문화론”이나 “일본인론”으로 일컬어지는 분야에서 “일본적인 것”의 논의
의 대부분이 서양과의 비교를 통해 둘 사이의 차이점이 부각되는 방식으

7) Douglas Kellner, Media Culture: Cultural Studies, Identity and Politics between
the Modern and the Postmoder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5), p.
232, 김정희는 「토속성을 통해서 표현된 “한국성”」이라는 글에서 더글러스 켈너의
글을 인용하며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정희, 「토속성을 통해서 표현된 “한국
성”」, 『현대미술학 논문집』, 제 8 호(2004), 현대미술학회, p. 178.
8) 사카이 나오키(酒井直樹), 『‘일본’과 문화적 국민주의: 번역과 주체』(1997), 후지이
다케시 옮김(서울: 이산, 2005), p. 261.
9) 위의 책, p.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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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술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카이의 위의 주장은 이러한 현상을 이
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서구미술의 수용을 통해서 전개된 일본 현대미술의 경우 필연적으로
서구미술의 영향이 발견되며, 그것은 종종 근대의 가치기준에서 부정적
으로 평가되는 “단순한 모방”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 현대미술에 있어서 독자성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1950 년대 초 일본 현대미술계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단체
기획전이나 비엔날레와 같은 국제미술전을 통해 국제미술계와 직접적으
로 교류하게 되면서 일본 현대미술에 있어서 독자성의 문제는 더욱 첨예
해졌다. 특히 일본 미술가가 다수 참여하는 해외 기획전시의 경우, 일본
현대미술의 독자성은 “서구와는 다른 것”을 통해서 강조되는데, 이는 종
종 개별 미술가 개인의 개성보다 “일본”이라는 국가가 가진 이미지에 주
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현대미술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미술사학자
김정희는 「토속성을 통해서 표현된 “한국성”」이라는 글에서, “해방 후
국내 미술가들에게 있어 자기 미술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우선 외국
으로부터 유입된 미술과의 차이점을 내세우기 위한 노력으로써, ‘자생적’
미술 또는 ‘우리 고유’의 미술에 대한 요구와 탐구라는 이름 아래 이루
어졌다”고 주장했다.10)
본 연구는 ‘전시’를 통해 “일본적인 것”이 어떻게 재현되고 구축되는
지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시 기제가 이러한 것을 재현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토니 베넷(Tony Bennett)이 전시를 미셸
푸코의 감금 개념과의 대조를 통해서 설명했듯이, “전시의 제도들은 규
율적, 권력적 관계의 복합체(complex)”를 형성하는데, 이 제도들은 “재
10) 김정희(주 7),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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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통해 (다른 유형의) 권력의 메시지를 사회 전체에 걸쳐 새기고 전
파하는 수단을 형성”하는 것이다.11) 1996 년에 출판된 『전시에 대해서
생각하기』라는 앤솔로지에는 토니 베넷의 위의 글을 비롯한 전시 담론
에 대한 여러 글들이 실렸다. 이 책의 서문에 따르면, “전시는 예술의
정치경제학에 있어서 교류의 일차적 장소(primary site)로서, 이곳에서
의미(signification)가 구축되고 유지되며 종종 탈구축”된다.12) 이 글에서
는 전시를 “부분적으로 스펙터클, 부분적으로 사회-역사적 행사, 부분적
으로

구조화

장치(structuring

device)”로

보면서

특히

현대미술

(contemporary art) 전시가 “미술의 문화적 의미들을 확립하고 운영”하
는 것임을 강조하였다.13) 김정희는 1980 년대 유럽 내의 독일 미술 전
시들을 분석하면서 “전시장과 진열(display)은 전시품과 함께 모두 재현
의 한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그것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강조하였
다.14) 또 다른 글에서 그녀는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미술계의 변화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저술활동, 전시 기획, 미술관 경영 등 미술 비평가들
의 역할이 증대됨으로써 미술계 내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고
주장하였다.15)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이 전시의 기제를 분석한 글들에서 주장한
전시의 기능과 특성을 근거로, 20 세기 후반 이후에 외국에서 개최된 일
본 현대미술에 대한 전시와 그 전시에 대한 비평문들을 통해서 “일본적
11) Tony Bennett, “The Exhibitionary Complex”, New Formations, no.4(1988),
pp. 73-74.
12) Reesa Greenberg, Bruce W. Ferguson, Sandy Nairne eds., Thinking about
Exhibiti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p. 1.
13) 같은 곳.
14) 김정희, 「1980 년 전후 유럽 내의 독일 미술 전시들, 무엇을 어떻게 무대에 올렸는
가?」, 『현대미술학 논문집』, 제 11 호(2007), 현대미술학회, p. 171.
15) 김정희, 「20 세기 미술의 패러다임을 바꾼 전시들과 우리나라 현대미술」, 『서양
미술사학회 논문집』, 제 19 호(2003), 서양미술사학회, pp. 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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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 구축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일본의 경제적 상황, 국가
적 지위, 외교 정책의 방향, 일본문화 유행 현상, 그리고 국제미술계의
흐름에 따라 전시를 기획하는 주체, 작품이 전시되는 장소, 그리고 후원
자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전시기획의 목적과 방법이 바뀌고, 결과적으
로 전시에서 “일본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재현되는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시대별로 시기를 나누고 각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을 고찰하였다. 시기 구분을 위해서 일본문화론과 일본 현
대미술의 흐름을 시기별로 나누어 고찰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일본문화론은 본 연구가 “일본적인 것”에 주목하였다는 측면에서 공유
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를 시대별로 나누어 각 시기의 전시들의 특징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1990 년에 출판된 아오키 다모쓰(靑木保)의 『일본문
화론의 변용』이라는 연구와 유사한 틀을 지니고 있다.16) 물론 각각의
연구의 대상이 ‘일본 현대미술 전시’와 ‘전후 일본문화론 논고’라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아오키는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 1887-1948)
의 『국화와 칼』(1946)이 발표된 이후의 일본문화론을 네 시기로 나누
어 검토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17)

1. 제 1 기-부정적 특수성의 인식(1945-54)
2. 제 2 기-역사적 상대성의 인식(1955-63)
3. 제 3 기-긍정적 특수성의 인식 전기(1964-76), 후기(1977-83)
4. 제 4 기-특수성에서 보편으로(1984- )18)

16) 아오키 다모쓰(靑木保),『일본문화론의 변용 日本文化論の変容 -戦後日本の文化とア
イデンティティー』(1990), 최경국 옮김(서울: 소화, 2000).
17) 아오키는 저서의 도입에서 한 챕터를 할애하여『국화와 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는 일본문화론의 모델 중 하나로서 이 책을 선택하였고, “전후 재빠르게 이 책이
번역 출판된 이래, 많든 적든 그 후의 ‘일본문화론’은 이 책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의 책, p. 34.
18)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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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오키의 시대 구분에는 “일본”에 대한 인식 태도의 변화에 초
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는 “일본적인 것”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하게 고
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하지만 이 구분에는 미술계의 흐름이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1960 년대 중반 이후부터 일본 현대미술 해외전이 본격적
으로 소개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범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술사학자 가지야 겐지(加治屋健司)의 구분은 본 연
구와 비교할 가치가 있다. 그는 2014 년에 발표한 「해외에 있어서 일본
현대미술 연구의 역사와 현재」라는 글에서 일본의 현대미술에 대한 해
외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네 시기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전위미술을 소개하는 1960 년대 후반
2. 전후미술을 통사적으로 회고하는 1980 년대 후반부터 1990 년
대 전반
3. 현대미술에 주목이 집중되는 2000 년대 전반
4. 전후미술의 각 국면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2010 년대 전반19)

가지야가 각 시기를 설명하는 내용적인 부분은 본 연구의 방향과는 다
르지만, 일본 현대미술에 대한 “해외의 관심”에 주목하였다는 점과 각
시기별로 예로 들었던 전시들이 본 연구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
서 참고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미쓰야마 기요코(光山清子)의 연구가 있다. 그녀는 전후
현대미술의 국제적 활동을 세 시기로 나누고 일본 현대미술이 전시를 통
해서 어떻게 해외에서 수용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다루었는데, 그녀의
시기구분은 다음과 같다.
19) 加治屋健司, 「海外における日本現代美術研究の歴史と現在」, 『美術評論家連盟会報
(aica Japan News Letter ウェブ版)』, 第 4 号(2014),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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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인 전위작가에 대한 국제 평가 1945-1969
2. 재팬 아트 페스티벌전 1966-1976
3. 구미에서 높아지는 일본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 1980-199520)

미쓰야마의 연구는 시간순으로 전개되기는 하지만, 하나의 통일된 기
준으로 시기를 나눈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시기에 있었던 일본 현대미술
에 대한 논의나 전시를 주최하는 기관의 역할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시기를 구분하였다.
위의 기준들을 참고하면서 본 연구는 전시에 있어서 “일본적인 것”에
대한 논의나 그것의 재현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발견되는 시점을 경계선
으로 삼고, 시기를 구획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기존의 것
이 폐기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존의 것이 지속되거나 중첩되지만 “일본적인 것”에 대한 새로
운 인식을 제공하거나, 그것을 재현하는 새로운 주체가 등장함으로써 그
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불러왔다는 의미에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먼저 전후 일본 현대미술이 기획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
작한 1960 년대 중반을 해외전시 개최의 시작점으로 삼았다. 이 시기 대
부분의 전시들은 외국의 미술관이 주최하고 일본 현대미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외국인 큐레이터에 의해서 기획되었다.
1980 년대 중반부터는 일본의 국가적 지위가 변화하면서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달라졌다. 이 시기 일본은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일본 외무성 소관 특수법인인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을 통해
일본 현대미술 해외 전시를 주최하거나 후원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전시
기획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국제교류기금이 정책적으로 일본
20) 光山清子, 『海を渡る日本現代美術 : 欧米における展覧会史 1945-95』(東京 : 勁草
書房, 2009), pp. v-ix.

- 9 -

의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현대미술을 소개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일본의
모습을 해외에 알리고자 했던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의 영향으로
1980 년대 중반부터는 미술 전시에 있어서도 변화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기점으로 구분했다.
그 이후 일본 현대미술 전시에 있어서 “일본적인 것”이 새롭게 발견되
는 시기를 2000 년으로 보았다. 1990 년대 이후부터 일본의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국제사회 안에서 일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형
성되었다. 이에 따라 미술가 무라카미 다카시(村上隆, 1962- )는 일본의
대중문화를 일본 현대미술과 연결시키는 전시들을 기획하였다. 이와 같
은 전시의 등장은 전시의 컨셉이나 미술작품에 있어서 “일본적인 것”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변화
의 기점으로 삼았다.
본 연구가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전시들은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망라
할 수 있다기보다는 위에서 설명한 변화들을 이끌어 냈거나 그 변화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비교대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 뿐만 아
니라 이 전시들은 그 이후 개최되는 해외전시들의 기획에 직・간접적으
로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대다수의 전시들이 전시
도록을 통해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과거의 전시들을 언급하였고,
그것을 참고하거나 반박하면서 전시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전시들은 ‘해외전시’라고는 하지만 주로 미국, 프
랑스, 독일, 영국 등 서구에서 개최된 전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
구가 특히 서구에서 개최된 전시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경우에 “일본적
인 것”에 대한 논의가 첨예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시들이 국제미술
계에 끼치는 영향이 비서구에서 개최된 전시들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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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적인 것”의 담론이 서구의 시선을 인지
함으로써 논의되고 서양과의 비교를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현대미술이 서구중심적으로 전개되어 온 것과도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 이는 비서구에서 개최된 전시들과 비교하여 분석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이를테면 1981 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에서 개최된
《일본현대미술전: 70 년대 일본미술의 동향》전은 “일본적인 것”을 중
심 주제로 삼지 않았다.21) 이 전시는 일본 국제교류기금과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것이다. 이 전시의 도록에서 나카하라 유스케
(中原佑介)는 이 전시의 특징 중 하나를 “오늘의 일본 미술에 있어서의
형식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라고 썼다.22) 이러한 태도는 비슷
한 시기에 서구에서 개최된 전시들이 “일본적인 것”을 재현하거나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전시들은 일본 미술가들이 다수 참여한 그룹전
으로, 일회적이거나 같은 내용의 전시를 순회한 기획전시이다. 여러 국
가의 미술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전이나, 공모전, 그리고 개인전을 비롯한
소규모 전시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기획전시의 경우 주최자의 의
도와 전시가 개최되는 장소, 그리고 후원자의 변화를 더욱 명확하게 분
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통일된 주제나 컨셉으로 기획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전시 기제를 염두에 두면서 “일본적인 것”이 어떻
게 재현되는지 살피는 데 더욱 유용하다. 또한 국제전, 공모전, 그리고
개인전과 같은 소규모 전시를 제외시킨 것은 이러한 전시들은 “일본적인
것”이라는 특성을 일반화시켜 고찰하는 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21) 이 전시는 1981 년 11 월 6 일-23 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22) 中原佑介, 「日本現代美術展에 대하여」，国際交流基金 編，『日本現代美術展: 70
年代日本美術의 動向』(東京: 印象社, 1981),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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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전시의 선택 기준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서구 국가에서 개최된 기획전
2. 일본 현대미술을 소개한 전시
3. 일본 미술가들이 참여한 그룹전
4. “일본적인 것”을 주제로 하거나 이에 대한 논의를 발생시킨 전시

본 논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선정된 전시들이 어떠한 배경에서 개
최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회적, 정치적, 외교적, 문화적 배경을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이 전시들이 누구의 후원으로, 어디
에서, 어느 기획자에 의해, 어떤 종류의 작품이, 어떤 방식으로 진열되었
는지에 대해 작품, 전시도록, 비평문 등을 통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해외전시에 있어서 “일본적인 것”이 어떻게 다르게 재현
되고 구축되었는지 고찰할 것이다.

제 2 절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제 Ⅰ 장 서론과 제 Ⅵ 장 결론을 제외하고 총 네 장(章)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 Ⅱ 장에서는 패전 이후 일본이 국가를
재건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을 설명할 것이다. 일본은 1950 년대
초부터 국제사회와 본격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자국의 문화정체성
을 재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먼저 제
2 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일본의 경제성장과 국제적 지위의 변화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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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 이어 일본 미술가들이 외국 미술을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상
황과 그것에 대한 평가를 분석할 것이다.
제 Ⅲ 장은 일본 현대미술의 기획전이 해외에서 개최되기 시작한
1960 년대부터 1970 년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기는
일본의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였던 시기로, 1964 년의 도쿄올림픽 개최
하고 1968 년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같은 해
국민총생산이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2 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국가의 국
제적 지위가 급격하게 향상되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상황과
냉전 시기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일본 정부의 문화외교 정책에 대한 의
식의 변화에 주목할 것이다. 나아가 1950 년대 서구에서 일본의 전통문
화가 유행했던 현상과 그것이 “일본적인 것”으로 고착화되는 배경을 분
석함으로써 그것이 일본 현대미술 전시를 기획하고 평가하는 데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제 Ⅳ 장은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견
제를 받기 시작하는 1980 년대 중반부터 1990 년대에 관한 것이다. 이
시기에는 일본은 자동차 생산에서 세계 1 위를 차지하면서 경제대국으로
의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건축이나 패션 등
디자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인물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문화에
대한 국가적 자부심이 고양되어 있었다. 반면에 일본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은 산업면에 있어서 국제적인 경계심을 불러일으켜 일본에 대한 부
정적인 평가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조
명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의 정부가 어떠한 문화외교 정책을
펼쳤는지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정책이 일본 현대미술의 해외미
술전시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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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면서 전시 속에서 “일본적인 것”이 어떠한 양상으로 재현되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제 Ⅴ 장은 2000 년대에 해당한다. 1990 년대부터 일본은 경제적으로
장기불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반면 일본의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대중문화는 국제적으로 붐을 일으켰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일본 대
중문화 붐 현상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일본정부의 정
책을 개괄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이 일본의 현대미술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검토하면서 일본 대중문화를 소재로 한 전시에서 나타
나는 “일본적인 것”의 특징을 고찰할 것이다.

제 3 절 선행연구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 자료는 각 전시의 전시도
록과 전시 관련 보고서, 그리고 당시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된 전시 비평
문이다. 그밖에 일본문화론, 일본 현대미술 연구, 그리고 문화예술 정책
의 연구 저작물들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기초적인 테제를 형성하는 데에는 김정희의 「20 세기 미술
의 패러다임을 바꾼 전시들과 우리나라 현대미술」,「1980 년 전후 유럽
내의 독일 미술 전시들, 무엇을 어떻게 올렸는가?」,「해외미술전 속의
한국미술의 얼굴」등이 토대가 되었다.23) 이 연구들은 앞에서 설명한 전
시 기제에 대해 강조하면서 전시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현대미술 속
의 ‘한국성’ 형성요인의 다면성」, 「토속성을 통해서 표현된 “한국성”」
23) 김정희(주 15); 김정희(주 14); 김정희 「해외미술전 속의 한국미술의 얼굴」, 『현
대미술사연구』, 제 28 집(2010), pp. 36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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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그녀는 한국 현대미술과 정체성의 문제에 주목하였다.24) 이러
한 측면에서 이 논문들은 전시와 미술에 있어서 “일본적인 것”을 연구하
고자 하는 본 논문에 참고가 되었다.
일본문화론에 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아오키 다모쓰의 『일본문화론
의 변용』이 있다.25) 이 책은 일본 문화에 대한 연구와 언설들을 체계적
으로 파악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일본문화와 사회에 대
한 시각과 분석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의 틀
을 설정하는 데 유용하였다.
일본 현대미술 전시와 관련하여서는 외국에서 개최된 전시를 중심으로
살펴본 저술들이 있다. 먼저 서구에서의 일본 현대미술의 수용 양상을
연구한 미쓰야마 기요코의 2009 년 출판된 저서 『바다를 건너는 일본
현대미술: 구미에서의 전시회사 1945-95』를 들 수 있다.26) 이 책은 저
자가 영국에서 취득한 석사학위 논문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출판한 책이
다.27) 저자는 서구에서 일본 현대미술이 수용되는 방식이 일본 미술가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비엔날레와 같은 국제미술전이나
해외기획전을 기획하는 조직의 성격, 각 전시들의 기획배경과 내용, 그
리고 이에 대한 서구에서의 평가를 분석하였다. 이 책은 전후 50 년 동
안의 해외미술전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이 책에서 분
석한 전시들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전시들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
에 기본적인 전시 정보와 전시 개최 이후의 반향 등을 파악하는 데 참조

24) 김정희(주 7); 김정희, 「한국현대미술 속의 ‘한국성’ 형성요인의 다면성」, 『동서
양미술문화비교 국제심포지움』, 2004, pp. 81-110.
25) 아오키 다모쓰(주 16).
26) 光山清子(주 20).
27) Kiyoko Mitsuyama-Wdowiak, “The Critical Recep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Art Exhibitions held in the West 1945-1995” (MPhil. Thesis,
Chelsea College of Arts and Desig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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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미쓰야마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일본 현대미술이 서구에서 어떻
게 평가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는 서구에서 개최되는 일본 현
대미술 전시가 “일본적인 것”이 구축되는 장으로 기능하였다는 점에 주
목하여 전시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일본적인 것”의 인식에 일
본의 국제적 지위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이 크게 영향을 끼쳤
다고 보고 이를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면서 시기별로 “일본적인 것”이 어
떻게 재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미쓰야마 역
시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장에서 간략하게 “전통・일본적인 것”에 대
해서 설명하였지만 그녀는 “전통”과 “일본적인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어디까지가 그것이 서구의 평가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28)
이케가미 히로코(池上裕子)는 「일본 네오-팝의 승리-역사적 평가」에
서 1945 년 이후 일본미술이 어떻게 해외에 소개되었는지 고찰하기 위
해서, 본 연구에서도 다루고 있는 《새로운 일본의 회화와 조각》
(1965-67)전과 《리틀 보이: 폭발하는 일본 서브컬처 예술》(2005)전을
비교하면서 후자의 전략을 분석하였다.29) 이 두 전시가 모두 뉴욕에서
개최되었으며 J.D. 록펠러 3 세의 후원을 받았다는 공통점을 지녔을 뿐
만 아니라, 동시대의 미술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 비교는 매우 유용하
다. 그러나 본 논문의 제 Ⅳ 장에서 소개한 1980 년대와 1990 년대 개
최된 전시들을 모두 건너뛰고 위의 두 전시만을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일본미술이 어떻게 해외에 소개되었는지”를 고찰하기에는 한계를 보인
다.

28) 光山清子(주 20), p. 236-246.
29) 히로코 이케가미, 「일본 네오-팝의 승리-역사적 평가」, 『현대미술연구』, 제 30
호(2011), 현대미술사학회, pp. 2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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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대미술의 해외전시에 대해서 개괄한 연구로는 2012 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출판한

『전후에서

포스트모던까지,

일본의

예술

1945-1989』에 실린 데즈카 미와코(手塚美和子)의 글 「해외의 일본미
술」과 가지야 겐지의 「해외의 일본 현대미술 연구의 역사와 현재」라
는 글이 있다.30) 전자는 1980 년대 이후 일본의 동시대 미술이 서구의
미술관에서 활발하게 소개되었던 현상을 강조하면서, 본 연구에서도 다
루고 있는 1980 년대에서 1990 년대에 해당하는 전시들을 개괄하였다.
후자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일본 현대미술에 대한 해외의 관심을 네 개
의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면서 각 시기의 전시와 연구출판물에 대한 사
례를 제시하였다. 이 두 연구는 일본 현대미술에 대한 해외의 관심에 대
한 내용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유용하나, 모두 두, 세 페이지의 짧은
글로, 전시를 세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전시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노재령은 박사학위 논문 「한국미술 해외전람회에 있어서 한국적 정체
성의 표현, 1951-1994」을 통해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가 국가적 정
체성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고, 한국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초석으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검토하였다.31) 이 연구는 전시에 나타난
“국가정체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기획자에 의해 재현되거나
구축되는 국가 이미지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해외
전을 분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한

30) Miwako Tezuka, “Japanese Art Abroad”, in Doryun Chong eds., From
Postwar to Postmodern: Art in Japan, 1945-1989 : Primary Documents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2012), pp. 399-401; 加治屋健司(주 19), pp.
15-16.
31) Jae-Ryung Roe, “The Representation of National Identity in Korean Art
Exhibitions, 1951-1994” (Ph. D.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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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정체성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적인 것”을 통시적으로 살
펴보는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제니퍼 와이젠펠트(Gennifer Weisenfeld)의 「전통적인 미술계에서
전통을 다시 새기기」라는 글에서는 초국가적인 미술계의 글로벌한 맥락
속에서 부상하는 정통성(authenticity)의 문제를 재고하면서 “전통”이 고
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미술계에서 전통을 다시 불러
오는 현상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와 공통적인 문제의
식을 가지고 있다.32) 이 논문은 현재 변화하는 국제미술계의 흐름과 아
시아 미술가들의 위치를 논의하면서 무라카미 다카시와 아라키 노부요시
의 작품을 에도 섹슈얼리티와 연결지어 해석했다. 본 연구는 전통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의미에서 “일본적인 것”이 전시에서 어떻게 재현되
고 구축되어져 왔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다른 시사점을 가진다.
2019 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 발행한 『일본비평』의 “‘미술’이
라는 창으로 보는 일본”이라는 특집은 “2000 년 이후 일본에서 일어난
‘일본미술 붐’의 다양한 현상을 살펴보고 그 기저에 있는 일본인들의 의
식 혹은 사회 변화 양상”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의 접점이 있
다.33) 이는 무엇보다 “일본미술 붐”이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미술에 있어서 “일본”이라는 주제가 시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32) Gennifer Weisenfeld, “Reinscribing Tradition in a Transnational Art World”,
The Journal of Transcultural Studies, Vol. 1 No. 1(2010), pp. 78-99.
33) 이 특집에 실린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과 같다. 최재혁, 「‘기상(奇想)의 계보’ -미술
사의 대중화, 혹은 일본미술사 새로 쓰기」, 『일본비평』, 제 20 호(2019), 서울대
학교 일본연구소, pp. 43-77; 강태웅, 「우키요에 붐과 21 세기 자포니슴」, 같은
책, pp. 78-99; 오윤정, 「일본미술응원단-전위 우익의 코스프레」, 같은 책, pp.
122-43; 김일림, 「오타쿠 문화와 일본미술의 연합-금기를 넘어선 전쟁 기억의 복
원」, 같은 책, pp. 1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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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문화예술 정책과 전시사업에 관한 연구물과 자료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일본 외무성 소관 독립행정법인인 국제교류기금
이 편찬한 책들이다. 가령 『국제문화사회를 향하여』(1988), 『베니스
비엔날레 일본 참가의 40 년』(1995), 『국제교류기금 30 년의 발걸음』
(2006), 『국제교류기금 전시회 기록: 1972-2012』(2013) 등이 있
다.34) 이러한 국제교류기금의 출판 활동과 저작물의 내용을 통해서 이들
이 주최했던 해외 전시들이 일본의 홍보를 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선행연구의 조사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서구에서 개최된 일본 현대미
술 전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일본적인
것”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일본 현대미술 전시와 그 역사를 시대적으
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일본의 미술가들이 “일본적인
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적인 것”의 실체는 없다는 입장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서두에서 언급한 《후카미》전에서 잘 나타나듯이, 현
재에도 전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발견되고 있다. 본 연구가 “일
본적인 것”에 주목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연구자는 그러한 해외전시
가 “일본적인 것”을 재현하는 장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전시를 통해서 “일본적인 것”에 대한 인식이 달려져 왔다고 생각한다.
서구에서 개최된 일본 현대미술 전시 속 “일본적인 것”을 고찰하는 본
연구는 한 국가가 자국의 국가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적 태도,

34) 国際交流基金 編, 『国際文化社会をめざして-国際交流基金創立 15 周年記念国際シン
ポジウム』(東京: 国際交流基金, 1988); 国際交流基金・毎日新聞社 編著, 『ヴェニ
ス・ビエンナーレー日本参加の 40 年』(東京: 国際交流基金; 毎日新聞社, 1995); 国
際交流基金 30 年史編纂室, 『国際交流基金 30 年のあゆみ』(東京: 国際交流基金,
2006); 国際交流基金文化事業部 編, 『国際交流基金展覧会記録：1972-2012』(東
京: 国際交流基金,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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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미술계의 비서구미술계에 대한 헤게모니와 그것의 재현방식, 그리고
전시가 그것을 재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쟁점을 제공
한다. 이는 근대화를 통해 서구의 미술을 수용한 많은 국가들이 처한 상
황과 공명하는 부분이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그
과정에 대한 참고의 대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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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 장 전후 국가 재건과 국제사회로의 복귀

일본은 제 2 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
령부(GHQ/SCAP, 이하 ‘GHQ’)에 의한 점령기를 거쳐 1952 년 샌프란시
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주권을 회복하였다. 이와 동시에 1952 년
국제통화기금(IMF)과 1955 년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 가입
하며 국제사회로 복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56 년에는 주요 경제지표
들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이러한 국가 재건과 부흥은 냉전
체제 하에서 미국에 의한 원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미술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다. 전쟁 시기에 중단되었던 전시들이 재
개하였고 국제전이 연이어 개최되었다. 이러한 전시회를 통해 일본은 외
국의 최신경향의 미술을 직접 접하고 자국의 미술의 국제적 위치를 파악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국제미술계 안에서 일본 현대미술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이 장에서는 전후 일본의 사회가 재건되는 과정과 국제적 지위가 향상
되는 현상, 그리고 일본 미술계가 전후 외국의 미술을 수용하고 자국의
미술을 평가하게 되는 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 1 절에서
는 일본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국제적 지위가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국제문화교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제 2 절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미술계가 어떤 전시를
통해 자국 미술의 위치를 파악하고 방향성을 모색하였는지 살펴볼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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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패전 후 국제교류의 재개

1. 국제기구 가맹과 경제성장

1945 년 8 월 제 2 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패전했다. 그 이후 GHQ 에
의한 점령기에 접어들어 GHQ 에 의해 국가가 재건되기 시작하였다.
1945 년 9 월 22 일 작성된 「항복 후 미국의 초기 대일 방침」에 따르
면 초기 GHQ 의 점령 정책의 목표는 비군사화와 민주화에 초점이 맞춰
져 있었다.35) 이에 따라 점령기 동안 정치면에 있어서는 일본국 헌법의
개정을 통해 국민주권과 평화주의가 강조되었고, 경제면에 있어서는 3
대 민주화라고 불리는 “재벌해체, 농지개혁, 노동개혁” 정책이 추진되었
다.
1951 년 9 월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하였고, 이듬해인
1952 년 4 월 이것이 발효되면서 6 년 8 개월 동안의 점령기가 끝나고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였다. 이후 일본 정부는 여러 국제기구의 가맹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로 복귀하기 시작하였다. 1952 년에 국제통화기금
(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가맹하고, 1955 년에는 세계무역기
35) “(a) 일본이 다시 미국이나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보
장하는 것. (b) 유엔 헌장의 이상과 원칙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 같이 다른 국가의
권리를 존중하고 미국의 목적을 지지하기 위한 평화적이고 책임 있는 정부를 궁극
적으로 수립하는 것. 미국은 이 정부가 민주적 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기를 원
하지만 국민의 자유 의지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형태의 정부를 일본에 강요하는 것
은 연합국의 책임이 아니다.”
“US Initial Post-Surrender Policy for Japan (SWNCC150 / 4 / A)”,
GHQ/SCAP Records; Top Secret Records of Various Sections. Administrative
Division; Box No. LS-1: “Top Secret, File No. 1 - Covering the Period from
1 September 1945 thru 19 January 1946“ <Sheet No. TS00320-00323>, U.S.
National Archives & Records Administration(RG331), 1945. 9. 22
https://www.ndl.go.jp/constitution/e/shiryo/01/022_2/022_2_001l.html (최종접속
일: 2021 년 5 월 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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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WTO) 창설 이전 체제였던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가맹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외무역을 통한 국제적 경제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
다. 또한 1956 년 일본과 소련의 공동선언을 통해 소련과의 국교가 회복
되면서 같은 해 12 월에는 소련의 반대로 실현이 어려웠던 국제연합
(UN) 가맹이 인정되었다. 1957 년 일본 외무성의 제 1 호『우리 외교의
근황』(외교청서)에서는 이에 대해 “전후 외교 사상 최대의 전환기”를
맞이하였다고 밝히면서 “다년간 염원했던” 국제연합에 가맹을 통해 국제
사회 속의 일본의 지위가 변화하였음을 강조하였다.36)
일본의 경제 역시 패전 후 처참했던 상황에서 6·25 전쟁 발발을 통해
특수(特需)를 거치면서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1956 년의 일본 경
제기획청의 『경제백서』를 통해 정부는 “더 이상 ‘전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37) 이 글에서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
한 것이 “일본 국민의 근면한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칭송하면서 이 시
기 일본의 경제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였음을 암시하였다.38)
이러한 전후 일본의 경제발전을 통한 국가 부흥은 냉전 체제 하에서
미국의 원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일본의 평론가 후나바시 요이
치(船橋洋一)는 “미국이 후원한 전후 일본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은 일본
의 재탄생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 간의 긴밀한 상호
의존적인 경제관계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39) 주지하듯이 미국이 적국
36) 外務省, 『わが外交の近況』第１号, 1957(昭和 32 年)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1957/s32-contents.htm
(최종접속일: 2020 년 6 월 24 일).
37) 経済企画庁, 『年次経済報告(経済白書)』, 1956(昭和 31 年)
https://www5.cao.go.jp/keizai3/keizaiwp/wp-je56/wp-je56-0000i1.html
(최종접속일: 2020 년 6 월 24 일).
38) 이러한 어조는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태에 직면하려고 하
고 있다. 회복을 통한 성장은 끝났다. 앞으로의 성장은 근대화에 의해 유지된다. 그
리고 근대화의 진보도 빠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밝히는
부분에서 파악할 수 있다. 위의 웹사이트 자료(최종접속일: 2020 년 6 월 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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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일본을 원조한 것은 1950 년대에서 1960 년대 공산주의 체제가
팽창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후나바시는 일본의 경제발전이 “급
증하는 친공산주의 세력을 훌륭하게 상쇄시켰으며 다소 불안정한 민주주
의 체제는 확립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40)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
만, 이와 같은 미일관계는 양국 간의 문화교류에도 영향을 끼쳤다.

2. 민간 주도의 국제문화교류
1950 년대 일본 정부는 경제 성장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국제문화교류
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일본의 정치학자 이오키베 마코토(五百旗頭眞)는
전후 일본의 두 가지 장기적 목표는 “안보와 번영(security and prosperity)”에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전쟁으로 인해) 두 가지를 모두 잃었
던 경험은 (전후 일본을)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충실히 지키는 삶의
방식”으로 이끌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41)
앞에서 언급했던 1957 년의 제 1 호『우리 외교의 근황』에서 일본 정
부는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지만, “본래 문화의 교류는 민간의
발의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
재의 한정된 예산으로 외무성이 스스로 국제 문화사업을 강력하게 실시

39) Yoichi Funabashi, “Japan and America: Global Partners”, Foreign Policy,
Slate Group, No. 86 (1992), p. 25.
40) 같은 곳.
41) Makoto Iokibe, “Fifty Years of Japanese Diplomacy”, Japan’s Diplomacy
Series, Japan Digital Library (March 2016),
http://www2.jiia.or.jp/en/digital_library/japan_s_diplomacy.php (최종접속일:
2021 년 5 월 18 일), originally published as 五百旗頭眞「日本外交 50 年」,『国際
問題』No.500(2001.11), 日本国際問題研究所, pp.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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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표현을 통해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
했다.42)
이러한 상황을 잘 드러내 주는 예로 1956 년 베니스비엔날레 일본관
건립에 대한 일화를 들 수 있다. 당시 베니스비엔날레의 작가선정이나
출품과정을 주도했던 일본미술가연맹 위원들은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
1887-1957) 외무대신과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1883-1959) 수상
을 설득하여 300 만 엔을 지원받기로 하였지만 그 액수로 일본관을 설
립하기에는 부족했다.
당시 베니스비엔날레는 “미술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며 만국박람회와
같이 국가행사의 일환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일본관 건설에 정부의 지
원이 필수적임을 미술관계자들이 반복적이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이
를테면 1954 년 미술평론가 다키구치 슈조(瀧口修造, 1903-1979)는
“국제미술전은 결국 산업으로 말하자면 만국박람회와 같은 것,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올림픽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빨리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호소하면서 일본관 건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임을 피력하
였다.43) 그밖에도 이탈리아에 거주하면서 당시 베니스비엔날레 전시의
진열위원으로 활동하던 미술가 하세가와 로카(長谷川路可)와 미술가 요
시다 도시(吉田遠志) 역시 일본관 건설이 시급한 사안임을 토로하였
다.4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소극적이
었다.

42) 外務省(주 36).
43) 瀧口修造, 「国際美術展への態度ーヴェニス・ビエンナーレの出品」, 『読売新聞』,
1954. 3. 17, 瀧口修造, 『コレクション瀧口修造 Vol.7』(東京: みすず書房,
1992), p. 387
44) 長谷川路可, 「世界美術の祭典「ビエンナーレ」欲しい日本館」, 『読売新聞』,
1954. 7. 7, 国際交流基金・毎日新聞社 編著(주 34), p. 60 재수록; 吉田遠志,
「ビエンナーレを観る」, 『美術手帖』, 1954. 10, 같은 책, p. 60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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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상황에서 브리지스톤 타이어 주식회사 창업자이자 브리지스톤
미술관(현재 “아티존 미술관 アーティゾン美術館”)을 설립한 이시바시
쇼지로(石橋正二郎、1889-1976)로부터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무조건적
으로 제공받기로 하였고, 결과적으로 약 2000 만 엔을 기부 받아 일본관
건설이 성사될 수 있었다.45) 이것은 1950 년대 국제문화교류는 민간이
주도하여 추진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처럼 1950 년대 정부의 국제문화교류는 소극적이었으며, 특히 현대
미술에 있어서는 그 자리를 민간단체와 미술관계자들이 후원하는 방식으
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고미술 전시에 있어서는 정부가 주최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1953 년 개최된 《미국순회일본고미술전
람회》가 있다. 이 전시는 일본정부와 미국의 5 개 도시의 미술관이 공
동으로 주최한 것이었다.46) 이 전시에는 일본의 국보, 중요문화재, 고미
술품 등이 소개되었다. 이 전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예산 면에 있어
서 일본은 일본 국내에서 운반비를 부담하는 것에 그쳤고, 왕복 해상운
송비와 미국 국내에서의 운반비, 보험, 그리고 관계자들의 여비 등은 각
미술관이 분담했다”고 한다.47)
이를 고려할 때, 미국 측에서 일본미술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자 하였
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더욱이 시무라 쇼코(志邨匠子)에 따르면 이 전
시가 기획된 데에는 미 국무장관이었던 존 포스터 덜러스(John Foster
Dulles)와 록펠러 3 세의 공의 컸다고 한다.48) 그녀는 이 전시가 일부의
45) 国際交流基金・毎日新聞社

編著(주 34), p. 7, p. 62.

46) 이 전시는 전시일정은 다음과 같다.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1953.1.25.-2.25);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3.27-5.10); 시
애틀미술관(7.9-8.9); 시카고미술관(9.15-10.15); 보스톤미술관(10.15-12.15).
47) 久保いくこ, 「矢代幸雄とアメリカ巡回日本古美術展覧会(一九五三年)」, 『近代画
説』, 第 12 号(2003.12), 明治美術学会, pp. 97-100.
48) 志邨匠子, 「冷戦下の 1953 年アメリカ巡回日本古美術展」, 『秋田公立美術大学研究
紀要』, 秋田公立美術大学, 第 3 号(2016.2),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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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과 “냉전구조를 의식한 일미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덜러스나
록펠러 3 세의 의향이 일치하면서 ‘우호’라는 대의의 이름 아래에서 실현
했다”고 주장했다.49) 즉 냉전체제 하에 미국은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공
고히 하기 위해서 군사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교류하고자 하
였다는 것이다. 현대미술에 있어서는 다음 장에서 소개되는 1960 년대
이후의 전시에서 이러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제 2 절

일본미술계의 국제교류 활동과 평가

1. 전후 일본미술계의 변화

전후 황폐해졌던 일본 사회는 재건되기 시작하였고, 미술 분야에서도
전쟁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미술계를 재정비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1945 년 10 월에는 전년도에 전쟁으로 인해 해산되었던 이과회(二科会)
가 재건되었으며, 11 월 이 단체에서 분파된 행동미술협회(行動美術協会)
가 결성되었다. 그밖에도 여러 미술단체들의 활동이 재개되거나 새로운
단체가 결성되었다.50)
이와 동시에 미술전시가 연이어 개최되었다. 1946 년 3 월 관전(官展)
이었던《문부성미술전람회》의 명칭이 《일본미술전람회》로 변경되어
개최되었고, 같은 해 9 월에는 《제 31 회 이과전》이 열렸다. 1947 년

49) 위의 글, p. 34.
50) 1947 년 자유미술가협회(自由美術家協会)의 활동이 재개되였고, 일본화(日本画) 분
야에서는 1948 년에 창조미술(創造美術)이, 1948 년에는 판리얼미술협회(パンリアル
美術協会)가 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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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 마이니치신문사(毎日新聞社) 주최로 《제 1 회

미술단체연합전》이

개최되어 열 두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1949 년 2 월 요미우리신문사(読
売新聞社) 주최의 《제 1 회 일본 앙데팡당전》(1957 년 제 9 회전부터
“요미우리 앙데팡당전”으로 개칭)이 “무심사 자유출품”이라는 제도로 개
최되면서 많은 신진작가들이 발표할 기회가 생겼다.
1950 년부터 일본에서는 신문사 주최로 외국미술을 소개하는 전시가
잇달아 개최되었다. 1950 년 8 월 요미우리신문사 주최의 《현대세계미
술전》과 이듬해 1951 년 2 월 프랑스 정부와 마이치니신문사가 공동으
로 주최한 《현대프랑스미술전-살롱 드 메 일본전》이 대표적이다.
신문사가 미술전시회를 주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한 것은 1927 년
도쿄아사히신문사가 주최에 참여한 《신러시아전》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이,51) 1920 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전쟁 시기의 프로파간다 전시들로
이어졌고, 그 방식은 종전 후까지 지속되었다. 이후 GHQ 점령기 동안
신문사는 제한적이었던 외국과의 통신망을 쉽게 활용할 수 있었고, 전시
와 같은 문화사업의 기획은 대중의 관심을 끌어 자사의 홍보로까지 이어
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시를 주최하게 되었다. 미술사가 조
은정은 “1950 년부터 1959 년까지 일본에서 개최된 대규모 기획전 104
건 가운데 몇몇 전통 유물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신문사가 관여”한
사실을 지적하였다.52)
51) 이 전시에 대한 오무카 도시하루(五十殿利治)의 논문에는 이 전시를 개최하는 데 아
사히신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과정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1927 년
4 월 4 일 체결된 이 전시에 관한 정식 계약서에는 공동 주최자로 러시아, 일본, 소
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아사히신문사가, 후원으로는 일본 외무성, 일본 문부성, 러시
아 대사관, 일러협회, 일러예술협회로 기재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전시의 개
최일시와 장소는 다음과 같다. 1927 년 5 월 18 일 - 31 일(도쿄), 6 월 15 일- 28
일(오사카). 五十殿利治, 「「新ロシヤ展」と大正期の新興美術」,『スラヴ研究』, 第
35 号（1988）, 北海道大学スラブ研究センター, p. 88.
52) 조은정, 「대한민국 제 1 공화국의 권력과 미술의 관계에 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5),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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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본에서 신문사들이 미술계의 큰 국제적인 행사들을 주최하게
되면서 이 시기에 미술계 내에서의 비평가들의 역할이 확대되어 전시기
획, 국제전의 출품작 선정, 수상작품의 심사 등을 맡으면서 미술계 내에
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2. 국제전 참여와 그 평가

1950 년대 이후 일본에서 개최된 동시대 외국미술가들의 전시로는
1950 년 8 월 도쿄 니혼바시(日本橋)의 다카시마야(高島屋)에서 요미우리
신문사 주최로 개최된 《현대세계미술전》과 이듬해인 1951 년에 같은
장소에서 프랑스 정부와 마이치니신문사 공동 주최로 열린《현대프랑스
미술전-살롱 드 메 일본전》이 있다.
《현대세계미술전》에는 일본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최신의 회화, 수채화, 그래픽 작품 100 여점이 전시되었다. 이 전
시에는 에드와르 피뇽(Édouard Pignon, 1905-1993), 앙드레 마르샹
(André Marchand, 1907-1997), 귀스타브 생지에(Gustave Singier,
1909-1984) 등이 포함되었고, 전시도록의 표지에는 쿠르트 셀리그만
(Kurt

Seligmann,

1900-1962)의

초현실주의

작품

<침입자

Intruder>(1946)[도판 5]가 실렸다.
《현대프랑스미술전-살롱 드 메 일본전》은 이 전시의 부제가 암시하
듯이 1950 년의 파리의 《살롱 드 메》전에 출품된 작품 중 회화 30 점,
조각 9 점, 소묘 2 점, 판화 17 점, 총 58 점을 도쿄에서 전시한 것이었다
[도판 6].53) 이 전시에는 한스 하르퉁(Hans Hartung, 1904-1989), 루
53) 毎日新聞社,『日仏美術交換現代フランス美術展 サロン・ド・メェ日本展 Ex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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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앙 쿠토(Lucien Coutaud, 1904-1977), 앙드레 마르샹, 에드와르 피
뇽 등 당시 50 세 미만의 미술가들이 참여하여, 야수파나 입체파의 영향
을 받은 작품들에서부터 초현실주의 경향의 작품, 비대상적 추상 작품까
지 다양한 경향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이 전시는 프랑스의 최신 미술
을 국내에서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혁신으로 가득 찬 것, 전위적인 것, 비(非)아카데믹한 것의 집합체”라는
도록의 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전시는 국제적으로 기존의 회
화나 조각의 개념에서 벗어난 미술 경향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
였다.54)
일본이 외국의 새로운 최신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이 시기에
1952 년 12 월 개관을 앞두고 있던 국립근대미술관 부관장에 취임 예정
이었던 이마이즈미 아쓰오(今泉篤男)는 1952 년 마이니치신문사 알선으
로 일본미술가들이 초청되어 참여하게 된 파리의 《살롱 드 메》전을 직
접 관람한 후 같은 해 8 월 다음과 같이 썼다.

살롱 드 메의 일본 측 출품에서 근대화로서의 약점을 똑똑히 느꼈
다. 구체적인 것으로는 먼저 예외 없이 색이 어두침침하고 둔하여
근대화로서의 그림의 긴장감이나 강함이 희박했다.55)

이 평론이 발표된 이후 국제무대에서의 일본 현대미술의 국제적 평가
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사건은 소위 “이마이즈미 선풍(今泉旋風)”

d’ art français contemporain - oeuvres présentées à PARIS au SALON DE
MAI 1950』(東京: 毎日新聞社, 1951), 페이지 표기 없음.
54) 위의 책, 페이지 표기 없음.
55) 今泉篤男, 「近代絵画の批評」, 『美術批評』, 1952.８;『東京新聞』, 1952.８, 竹林
賢, 「特集・日本の美術批評を検討する-戦後」, 『美術手帖』, 136(94), 1958.01,
pp. 120-2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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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불리며, 미술계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전시에는 우메하
라

류자브로(梅原龍三郎，1888-1986),

야스이

소타로(安井曾太郞,

1888-1955) , 요시하라 지로(吉原治良, 1905-1972), 오카모토 다로(岡
本太郎, 1911-1996), 에비하라 기노스케(海老原喜之助, 1904-1970) 등
일본 내에서 영향력 있는 미술가가 참여했기 때문에 이들의 작품을 비판
하는 것은 일본의 현대미술의 수준 자체를 비판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받
아들여질 여지가 있었다.
위의 평론이 발표되었던 해 여름은 일본이 베니스비엔날레에 처음으로
참가한 시기이기도 하다. 일본이 첫 참가한 《제 26 회 베니스비엔날레》
에는 일본에서 소위 대가로 불리는 우메하라 류자브로, 요코야마 다이칸
(横山大観, 1868-1958) 등 11 명이 출품하였지만, 이 전시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 비평가 다키구치 슈조는 1952 년 9 월
16 일자 『요미우리신문』의 「무반향의 사실을 정시해라-비엔날레 국
제전 출품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이번 전시의 출품
된) 일본의 작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곳에서 거의 반향을 일으키
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다고 지적하였다.56)

이러한 국제무대에서의 일

본미술에 대한 평가들은 일본미술가들과 미술관계자들이 일본 현대미술
의 방향성을 반성적으로 재고하도록 만들었고, 동시에 일본 내에서의 평
가가 국제적인 평가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
다.
1956 년 11 월 도쿄 니혼바시 다카시마야에서는 아사히신문사(朝日新
聞社) 주최로 《세계・오늘의 미술전》이 개최되었다. 이 전시는 장 뒤
뷔페(Jean

Dubuffet,

1901-1985),

장

포트리에(Jean

Fautrier,

1898-1964), 조르쥬 마티유(Georges Mathieu, 1921-2012), 샘 프란
56) 瀧口修造、「無反響の事実を正視せよービエンナーレ国際展出品をめぐって」, 『読売
新聞』1952. 9. 16, 瀧口修造(주 43), pp. 363-64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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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Sam

Francis,

1923-1994),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

1899-1968), 윌렘 드 쿠닝(Willem De Kooning, 1904-1997) 등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외국미술가와 일본미술가의 작품 136 점을 소개
하였다.
전시 도록에서 아사히신문사는 전시 기획의 방향성에 대해서 “인종,
국적을 구별하지 않고, 또한 소속단체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현대미술
의 창조적인 운동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작가의 작품을 요청했다”고 밝혔
다.57) 이는 그 전까지 개최되었던 국제전이 국가별로 작품을 진열했던
것과는 달리 이 전시에서는 각국의 미술가의 작품을 국가별로 나누지 않
고 나란히 전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전시도록에서는 “세계의
미술이 오늘날, 어떠한 과제와 맞붙어 있는지, 또 일본의 현대의 미술이
그 안에서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를 인식하고 검토하는 데 이전에는 없
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점이 강조되었다.58)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기 일본미술계는 국제성을 획득하는 것에 관심을 쏟았다.
비평가 다키구치 슈조 역시 당시의 이러한 분위기를 대변했다. 이 전
시 도록에 실린 해설문에서 이 전시가 축제와 같은 상업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해외와 일본의 예술가들의 연대의식과 협력에 의해 처음으로
실현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59) 이와 같은 설명에서 이 전시가 일
방적으로 외국의 것을 수용하거나 자국의 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서
구와 동등한 입장에서 미술활동을 추진하고자 했다는 점을 읽을 수 있
다.

57) 朝日新聞社, 「ことば」, 朝日新聞社, 『世界・今日の美術展』(東京: 朝日新聞東京本
社, 1956), 페이지 표기 없음.
58) 같은 곳.
59) 瀧口修造, 「解説」, 朝日新聞社(주 57), 페이지 표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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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키구치는 위의 해설문에서 미술에서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
상이 일본만의 특수한 현상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적으로 미
술이 “유니버설”한 것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하였
다.60) 그는 이 글에서 “민족성”이나 “국민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연대 의식”을 강조하면서 “보편적인(유니버설)” 활동
을 일본 현대미술이 지향해야 할 점으로 보았다.61) 그는 다른 글에서 이
러한 연대의식이 “더욱 개방된 기반 위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쓰면서 낡
고 폐쇄적인 일본의 화단에 대해 비판했다.62) 이러한 그의 주장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그에게 있어서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보편성을 추구
하는 당시의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일본 미술이 극복해야 할 것은 폐쇄
적인 화단의 구조이며, 지향해야 할 것은 더욱 활발하게 외국의 작가들
과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오늘의 미술전》은 앵포르멜 경향의 작품을 비롯하여 추상표
현주의, 초현실주의, 기하학적 추상 등 다양한 경향의 추상 작품들이 소
개된 전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시는 일본 내에서 소위 “앵포르
멜 선풍(旋風)”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된 전시로 잘 알려져 있다.63)
앵포르멜이 일본에서 선풍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배경에는 구타이미술
협회(具体美術協会)의 작품들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해외에 알리는 데
60) 같은 곳.
61) 같은 곳.
62) 瀧口修造,「世界・今日の美術展」, 『芸術新潮』, 1956.11, 瀧口修造,『コレクション
瀧口修造 Vol.8』(東京: みすず書房, 1991), p. 318 재수록.
63) “앵포르멜”이라는 용어는 1950 년대 초 프랑스의 비평가 미셸 타피에(Michel
Tapie,́ 1909-1987)에 의해서 고안된 것이다. 이는 ‘형태가 없는’이라는 의미의 프
랑스어 형용사 앵포름(informe)에서 유래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비정형
(非定形)”이라고 번역된다. 타피에는 전후 유럽과 미국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추상회
화를 포괄적으로 논할 수 있는 개념을 앵포르멜이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하였고, 장
뒤뷔페(Jean Dubuffet, 1901-1985), 장 포트리에(Jean Fautrier, 1898-1964) 등
의 미술가들의 작품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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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역할을 했던 프랑스 비평가 미셸 타피에(Michel Tapié, 1909-1987)
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타피에는 당시 파리에서 활동하던 도모토
히사오(堂本尚郎, 1928-2013), 이마이 도시미쓰(今井俊満, 1928-2002)
의 작품을 보고 1957 년 9 월 일본을 방문하면서 일본의 현대미술과 앵
포르멜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 앵포르멜이라는 새로운 표
현에 대한 공감과 충격이 일본미술가들 사이에서 공유되었으며, 이것이
최신의 국제적 미술경향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일종의 유행이 된 것이다.
이러한 유행에는 비평가들의 역할도 있다. 다키구치는 앞에서 소개했
던 전시도록의 글에서 이 전시가 국제미술의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 “기
성의 회화나 조각의 개념을 훨씬 초월한 세계에 발을 들이고 있다”고 설
명하면서, “앵포르멜파”에 주목하여 그것의 의미와 작품의 특성들을 비
중 있게 설명했다.64)
이 전시가 개최되고 약 1 년이 지났을 무렵 1957 년 10 월 『미술수
첩』에는 비평가 하리우 이치로(針生一郎), 미술가 이마이 도시미쓰와
야마구치 가쓰유키(山口勝弘)가 참여한 「앵포르멜에 관하여-서양과 동
양・전통과 현대」라는 제목의 좌담회의 대화가 실렸다. 하리우는 과거
와는 다르게 “콤플렉스 없이 공통의 기반에서 함께 발언할 수 있고, 또
한 발언하자는 방향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국내의 작가에게도 통하
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65) 이어서 그는 일본미술이 국제적
인 미술 활동을 통해서 동시대적으로 서구의 미술계와 활발하게 교류하
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이 시기에 “근대라든지, 모
던아트가 걸어온 길을 재검토하고 그것을 초극하고자 하는 움직임” 있다
고 설명하였다.66) 또한 그는 “국제적 교류가 일어남에 따라 전통의 문제
64) 瀧口修造(주 62), 페이지 표기 없음.
65) 今井俊満, 針生一郎, 山口勝弘, 「アンフォルメルをめぐってー西洋と東洋・伝統と現
代」, 『美術手帖』131(91), 1957, 10,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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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것과 혼합된 형태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근대와 전통
을 왕복하는 코스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67) 여기에서 볼 수 있
듯이 이 좌담회의 중심 주제가 된 것이 일본 현대미술에 있어서 국제적
교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전시에 대해서는 후대에서도 다양한 평가들이 이어졌다. 가령 미술
비평가 지바 시게오(千葉成夫, 1946- )는 1986 년에 출판된 『현대미술
일탈사 1945-1985』이라는 책에서 이 현상을 “앵포르멜 쇼크”라고 쓰
면서 그 계기가 된 전시로 위의 전시를 지목했다. 그는 이 전시 이전에
도 유럽의 미술이 일본에서 소개된 사례는 있었지만, 대부분 “살롱 드
메” 계통 작가의 작품들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전시에서 “유럽
(프랑스)의 진정한 전후파의 미술 작품이 한 곳에 소개됨으로써 큰 충격
을 불러왔다”고 분석하였다.68)
한편 1985 년 비평가 하리우 이치로는 이 전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전시는 살롱 드 메의 따뜻한 휴머니즘, 기하학적 추상의 고전
적 구성, 초현실주의의 낭만적인 문학적 취향에 도전하는 물질과
행위 사이의 대면(confrontation)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소개하였
는데, 대신에 그것은 창조적 잠재의식 속에 뿌리내린 풍부한 카오
스를 보여주었다.69)

66) 위의 글, p. 18.
67) 같은 곳.
68) 千葉成夫, 『現代美術逸脫史 1945-1985』(東京: 晶文社, 1986), p. 27.
69) Ichiro Hariu, “Progressive Trends in Modern Japanese Art”, in David Elliott
and Kazu Kaido ed., Reconstructions: Avant-Garde Art in Japan 1945-1965,
(Netherlands : Museum of Modern Art Oxford, 1985), pp.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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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본미술계의 국제미술 경향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국제미술계
와의 교류 활동은 일본미술계 에서 소위 “이중구조”라고 일컬어지는 현
상을 야기했다. 그것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국내미술과 국제미술”, “화
단과 현대미술”, “미술단체에 소속되어 공모전에 참여하는 작가와 무소
속 작가(조직미술가와 비조직미술가)” 등으로 다양하다.70)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 “이중구조”란, 일본미술계에 한 편에는 제도화되고 보수적
인 미술공모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미술가들이 존재하고, 다른 한
편에는 국제적인 미술 동향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독립적인 현대미술가들
이 자리하는데, 이 두 영역이 독자적으로 나란히 존재하고 있는 구조를
가리킨다.
“화단”의 경우는, 시오다 준이치(塩田純一)에 따르면, “전통적인 일본
화와 인상주의, 야수파 계보에 연동하는 아카데미즘의 스타일의 양화”의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71) 이들은 대부분 미술공모 단체에 소속되어《일
본미술전람회》와 같은 공모전을 중심을 활동하는 미술가들이며, 현재까

70) 야구치 구니오(矢口國夫)는 “국제미술과 국내미술”라고 밝혔으며, 시오다 준이치(塩
田純一)와 미츠다 유리(光田由里)는 “화단과 현대미술”이라고 지칭하였고, 나카하라
유스케는 “공모단체에 소속되어 공모전에 참여하는 작가와 무소속 작가(조직 미술
가와 비조직미술가(organization artists and non-organization artists)”라는 측면
에서 일본미술계의 특수한 이중구조에 대해서 논했으며, 이토 준지(伊東順二) 역시
일본의 미술가가 가지 형태로 분류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하나는 일본 독자의 미술
계와 마켓 속에 머무르며 자기의 스타일을 확립해 가는 자이며 다른 하나는 외국에
나가 국제사회 속에서 자신의 실력을 시험하면서 성장해가는 자”라고 설명하였다.
国際交流基金・毎日新聞社 編著(주 34), p. 6; 塩田純一, 「日本の美術事情」, 古市
保子，藤原えりみ 編,『現代美術シンポジウム 1994- アジア思想のポテンシャル』
(東京: 国際交流基金アセアン文化センター , 1994), p. 18; 北澤憲昭 他, 『美術の日
本近現代史―制度・言説・造型』(東京: 東京美術, 2014), p. 568; Nakahara
Yusuke, “Japanese Contemporary Art and its Milieu: Focusing on the
Seventies”, Norihiro Ito et al., Art in Japan Today 1970-1983 (Tokyo: The
Japan Foundation, 1984), p. 11; 伊東順二, 『現在美術』(東京: パルコ出版,
1985), p. 201.
71) 塩田純一, 위의 글,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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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일본 내에서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일본 미술시장 내에서의 영
향력을 가지고 있다.
“현대미술”로 분류되는 미술가들은 1950 년대 이래로 동시대의 국제
적 미술동향에 관심을 가지며, 기성의 미술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채 화
단이나 기존의 미술개념을 재고하거나 확장시키기 위해서 도전적인 태도
를 가지고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이다. 비엔날레와 같은 국제미술전이나
외국에서 개최되는 전시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미
술가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술에
서 국제성을 추구하여 서구미술계와 동등하게 교류하고 활동하기를 원했
다. 화단의 중심세력과 그것에 대항하는 재야단체와 같은 반화단의 세력
의 대치구도는 전쟁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1950 년대 이후 미술에 있어
서 국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또 하
나의 새로운 장(場)이 형성되면서 대치구도가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침
범’하지 않은 채 병존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미술에 있어서
국제적인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그러한 현상의 배경은 일본이 제 2
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것과 관련이 깊다. 미술사학자 사토 도신은
1996 년 출판된 저서에서 “현대미술”의 개념과 그것의 성립 과정 대해
서 논하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패전으로 인해 전쟁 이전까지의 황국 일본이 부정된 시점에 절대
적인 구심성을 가지고 있던 “일본” 의식도 그 구심성을 잃는다. 여
기에서 일본은 새로운 가치기준으로서 세계성과 동시대성을 설정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72)

72) 佐藤道信(주 3), p. 1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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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 도신은 이어서 전쟁 이전 있었던 미술, 소위 “일본화”나 “양화”
라고 불리는 미술은 전쟁 이후에도 지속되어 세력을 형성하였지만, 일본
미술계는 이것을 “현대미술”로 취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73) 이러
한 설명은 앞에서 설명한 이중구조에 대한 설명과 연결되는 것이며, 그
는 “현대미술”이라는 새로운 범주의 미술이 성립된 배경을 일본의 패전
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형성된 “현대미
술”로 분류되는 미술가들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73) 위의 책,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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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장 “일본적인 것”으로서의 일본 전통
1960 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일본 현대미술 전시가 연이어 개최되었다.
1960 년대 초 일본에서는 소위 “안보투쟁”이 일어나 사회 전반에 걸쳐
반미감정이 심화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국과 일본은 1962 년
문화 및 교육에 관한 미일합동회의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를
통해 일본은 미국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했으며, 미국에서 전
시를 통해 일본미술을 소개할 기회가 늘어났다. 그러나 이 협의의 지원
을 통해서 개최된 전시들은 대부분 일본의 전통미술을 소개하는 것이었
다.
1950 년대 서구에서는 일본의 선(禅) 사상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디자
인, 꽃꽂이, 공예품 등 일상생활에서 일본 전통문화가 크게 유행하고 있
었다. 19 세기 후반부터 일본 전통미술을 비롯한 전통문화는 1876 년
《필라델피아 만국박람회》와 같은 전시들을 통해서 미국에 여러 차례
소개되면서 애호가들을 형성하면서 이미 잘 알려진 상태였다. 따라서 서
구사회가 인식하는 “일본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전통이었다. 이러
한 인식은 1960 년대 중반 이후 개최되는 일본 현대미술전시의 기획방
향과 그에 대한 평가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장의 제 1 절에서는 문화외교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1950 년대부터 이어져 오던 일본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그것이 “일본적인 것”으로 고착화되는 과정을 분석할 것이
다. 나아가 제 2 절에서는 실제로 전시를 분석함으로써 일본전통이 일본
현대미술 전시를 기획하고 평가하는 데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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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일본 전통문화의 유행

1. 대미 문화교류의 확대

일본은 1964 년의 올림픽을 개최하고 같은 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맹이 실현되면서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
였다.74) 또한 1968 년 일본의 국민총생산은 서독을 제치고 자본주의 국
가 중에서 1 위인 미국에 이어 2 위가 되었다.
1950 년대와 마찬가지로 1960 년대에도 외교정책에 있어서 국제문화
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민간의 협업에 의해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960 년에 발표된 『우리 외교의 근황』에서는 국제 문화 교류를 “여러
국민의 마음과 마음의 결속을 함양하여 이를 높일 것이고 정치나 경제면
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아 “정부와 민간과의 밀
접한 협력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75) 또한 이듬해인 1961 년의
발표에서는 국제 문화 교류에 대해서 “민간교류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정부도 이를 원조하고 장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76)

74) 현진덕의 저술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OECD 가맹에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그 이유
는 “미국과 서구의 경제관계가 긴밀화됨에 따라 일본이 ‘선진국클럽’에의 가입을 인
정받기 위한 조건이었기 때문”이었다.
현진덕, 「국제자본이동과 전후 일본의 고도경제성장: 1952-1968」, 『국제지역연
구』제 5 호 제 4 호(2002),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p. 54.
75) 外務省, 『わが外交の近況』第 4 号, 1960(昭和 35 年)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1960/s35-contents.htm(최종접속
일: 2020 년 6 월 30 일).
76) 外務省, 『わが外交の近況』第 5 号, 1961(昭和 36 年)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1961/s36-contents.htm(최종접속
일: 2020 년 6 월 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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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1959 년에서 1960 년 일어났던 미일안전보장조약 개정에
대한 대규모 반대투쟁, 소위 “안보투쟁”이 일어나 사회 전반에 걸쳐 반
미감정이 심화되어 있었다. 1961 년 1 월 취임한 미국 대통령 존 F. 케
네디(John F. Kennedy, 1917-1963)는 일본과의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인식해 같은 해 6 월 그는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1899-1965) 일본
수상을 미국으로 초청하였다.
1961 년 6 월 22 일 이케다 수상과 케네디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신뢰관계 구축할 것을 합의하면서 그 성
과로서 양국의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3 개의 위원회 설립을 결
정하였다. 그것은 1) 무역 및 경제에 관한 합동위원회, 2) 문화 및 교육
의 협력 강화 검토를 위한 위원회 그리고 3) 과학의 협력을 촉진하는 방
법을 연구하는 위원회이다.77) 이 결정에 따라 이듬해인 1962 년 1 월
“문화 및 교육에 관한 미일합동회의”의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78) 이 회
의는 “인적교류, 도서 및 자료의 교환, 예술의 교류, 일본 및 미국의 지
역 연구 및 어학 교육” 등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1962 년에 발표된 합동 회의의 성명서에는 미술 전시에 관해서는 “소
도시에 소규모의 고급스러운 전시회 개최”의 권고가 이뤄졌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79)

77) 外務省, 『わが外交の近況』第 6 号, 1962(昭和 37 年)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1962/s37-3-2.htm#1(최종접속일:
2021 년 5 월 12 일).
78) 外務省, 『わが外交の近況』第 7 号, 1963(昭和 38 年)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1963/s38-7-4.htm#3 (최종접속일:
2020 년 6 월 30 일).
79) 外務省, 「文化および教育の交流に関する日米合同会議の最終コミュニケ」，『わが外
交の近況』第 6 号, 1962(昭和 37 年)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1962/s37-shiryou-6.htm (최종접
속일: 2021 년 4 월 2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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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및 역사적 작품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술전시회를 통해 정
기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이러한 전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소도시에서도 순회해야한다.80)

이와 같은 권고와 협의사항을 발판으로 삼아 미국에서 일본의 현대미
술전시가 개최될 수 있었고, 전시는 여러 도시를 순회하는 형식이 되었
다. 2008 년 발표된 이 합동회의의 보고서에는 1960 년대부터 미일간의
시각예술 교류가 전시를 중심으로 개최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러
한 전시들은 주로 미국 관객에게 전통 일본예술을 소개하였고, 상대국의
현대미술나 동시대 미술은 덜 자주 노출되었다”고 쓰여 있는데, 이를 통
해 당시의 전시들은 일본 현대미술보다는 전통예술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81)
한편 1960 년대 중반 일본문화의 대한 소개는 외교정책의 측면이 아
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통상산업성(通商産業省, 현 경제산업성)
의 지원과 재계 인사들의 후원을 받았던 국제예술견본시협회(国際交流見
本市協会)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국제예술견본시협회는 1965 년 설립되어 1977 년 해산되기 전까지 총
11 회에 걸쳐 《재팬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기획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을 순회하면서 일본의 예술을 소개하였다. 미
쓰야마 기요코가 주장하듯이, 이 협회가 외무성이 아닌 통상산업성의 지
원을 받았고, “일본의 공예품이나 미술품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으로

80) 같은 곳.
81) US-Japan Conference on Cultural and Educational Interchange (CULCON),
“Re-defining the Japan-US Relationship”, p. 31.
https://culcon.jusfc.gov/wp-content/uploads/2016/04/CULCON-Findings-1.pdf
(최종접속일: 2021 년 7 월 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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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공헌한다고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82) 당초 행사는 출품작
들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던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장소와 시기가 변화함에 따라 전시 역시 변화하였다. 제 1 회부
터 제 3 회전까지 전시는 상업빌딩, 백화점, 호텔 등에서 개최되었지만
제 4 회전부터는 대다수가 각 지역의 미술관에서 이루어졌다.83) 출품작
선정의 형태 역시 변화하였는데 제 2 회까지 초대작가의 작품으로 구성
되었던 전시회는 3 회부터 공모전과 초대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
으며,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제 4 회전에서는 많은 신진작가들이 참여하였
다. 특히 1970 년 12 월 뉴욕 구겐하임미술관과 공동 주최로 기획되었던
《현대 일본의 미술-제 5 회 재팬 아트 페스티벌》전에는 미술사가 에드
워드 프라이(Edward F. Fry, 1935-1992)가 작품 선정에 참여하고 전
시도록의 서문을 쓰면서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위한 목적보다는 일본의
현대미술을 통해 일본의 문화적 특징을 소개하는 성격이 두드러졌다. 그
는 도쿄의 예술적 생활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곳을 “지금 세계에서 독특
하고 특권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이유가 그것이
“유럽 문화와 독립되어 유일하게 전통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주요한 산
업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84) 그는 일본의 문화의 특징을 서양의
것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한 현대 일본미술이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딜레마에 처했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두 가지를 “창조적 융합(creative fusion)”으로써 해결할 것을 제안했
다.85)
82) 光山清子(주 20), p. 86.
83) 자세히는 光山清子(주 20)에 수록된 전시회 리스트와 세부사항을 참고할 것.
84) Edward F. Fry, “Introduction”, in Japan Art Festival Association and Solomon
Guggenheim Foundation ed., Contemporary Japanese Art: Fifth Japan Art
Festival (The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 1970), 페이지 표기 없음.
85) 위의 책, 페이지 표기 없음.

- 43 -

외교적인 측면에서 추진된 일본의 국제 문화교류는 1972 년 10 월에
외무성

관할

특수법인(현재는

“독립행정법인”)으로서

국제교류기금

(Japan Foundation)이 발족하면서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86) 이 기
관은 일본과 다른 국가 사이의 인적교류, 일본어 교육, 일본연구, 예술교
류, 출판과 영상 등의 미디어 교류 등을 기획, 후원, 추진하는 단체이다.
국제교류기금은 1971 년 9 월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외무대신이 미
국 워싱턴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설립되었다. 당시 후쿠다가 미일 무역
경제 합동위원회에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폭넓은 문화적 교류가 필요하
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후 외무성에 구체적인 설립 안을 지시한 것에서
부터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87) 그러한 배경에는 국제정세의 변
화도 영향이 있었다. 당시는 닉슨쇼크로 인해 국제정세가 급변하던 시기
였고, 일본은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88)
1971 년 후쿠다가 연설에 참여한 미일 무역 경제 합동위원회는
1960 년의 안보투쟁 이후 미일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1961 년 이케다 수
상이 케네디 대통령과 합의한 후 설립된 세 개의 단체 중 하나였다. 공
교롭게도 이 합동위원회는 1960 년의 안보투쟁 이후 10 년이 지난
1970 년 안보조약의 연장을 둘러싸고 재차 일어난 안보투쟁 직후에 개
최되어 국제교류기금 설립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 위원회의 공동성

86) 국제교류기금 설립 전에도 1934 년 외무성 관할의 국제문화진흥회(国際交流振興会,
KBS)라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기관이 존재하였다. 일본문화를 세계에 소개하기 위해
출판물 제작, 전시회나 음악회의 운영이나 영화제작에 관여하였지만 패전 후 연합군
의 자금원조정지 명령을 받고 비정부단체로 활동하였다. 1950 년대 중반 이후 베니
스비엔날레 상파울로 비엔날레 등의 국제전 참가를 지원했는데, 초기에는 주로 사무
적인 차원에서의 활동으로 그쳤다. 미쓰야마는 이들이 “현대의 일본미술을 외국에
소개하거나 그것을 해외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光山清子(주 20), pp. 14-20 참조.
87) 国際交流基金 30 年史編纂室(주 34) p. 19
88) 기관 설립 이후 30 년의 역사를 정리한 단행본에서는 “이러한 과제의 대처의 일환
으로서 설립”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위의 책,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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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는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강조하면서 “교육, 과학 및 문화적 교류의
확대”를 촉진할 것을 제안하였다.89)
이러한 점에서 국제교류기금의 설립 초기의 목적은 대미문화교류의 추
진에 있었다. 이 기관이 설립된 이후 일본의 교육, 문화, 예술 등의 국제
교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 기관은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 이후 정부의 국제문화교류의 틀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2. 서구의 일본 전통문화 유행과 “일본적인 것”의 고착화

20 세기 서구 사회가 겪은 두 번의 큰 전쟁 경험은 서구의 합리주의적
사고를 반성적으로 바라보게 하였고, 그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서구사
회는 “젠(Zen)”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의 선 사상에 주목하게 되었다.
철학박사 반 미터 에임즈(Van Meter Ames)는 1960 년에 발표된 「젠
에 대한 현재 서구의 관심」이라는 글을 통해서 서구 사회에서의 젠에
대한 유행 현상을 분석했다. 그는 “금세기(20 세기) 있었던 전쟁과 혁명,
경제위기, 사회변동 등의 끔찍한 경험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에 대한
근본적인 것과 그것의 의미들을 궁금해 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젠에 대한 관심 역시 그러한 흐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90)

89) 外務省, 「第 8 回日米貿易経済合同委員会共同声明(仮訳), 1972. 9. 10」, 『わが外
交の近況』第 6 号, 1972(昭和 47 年)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1972/s47-shiryou-3-3.htm (최종
접속일: 2021 년 5 월 13 일).
90) Van Meter Ames, “Current Western Interest in Zen”, Philosophy East and
West, Vol. 10, No. 1/2(1960),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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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젠은 단지 문화적 차원의 유행에서 그치지 않고 학문과 예술
영역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 배경에는 스즈키 다이세쓰(鈴木大拙, D. T.
Suzuki, 1870-1966)의 공이 컸다. 1939 년 그가 집필한 선불교에 대한
영문 서적『선불교 입문』이나 콜롬비아 대학에서의 강의를 비롯한 그의
활동들을 계기로 “일본의 젠”이 서구에 널리 알려질 수 있었다.91)
동양 미술을 연구한 휴고 뮌스터버그(Hugo Munsterberg)는 젠과 예
술에 대해서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젠은 “세속적인 가치들에 무관심하
며 경험에 즉각적이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당시 그는
“회색 플란넬 양복을 입은 사나이”가 상징이 되어 버린 순응주의적 사회
에 대한 해결책으로 젠이 유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비트세대 작
가 게리 스나이더(Gary Snyder. 1930- )의 시를 인용하였다.92) 당시
젠은 존 케이지(John Cage, 1912-1992), 마크 토비(Mark Tobey,
1890-1976), 잭 케루악(Jack Kerouac, 1922-1969), 앨런 긴스버그
(Alan Ginsberg, 1926-1997) 등 미국의 문학,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

91) 서구에 일본의 선불교를 알리는 데 크게 영향을 끼쳤던 스즈키 다이세쓰의 저서로
는, 『선불교 소개 An Introduction to Zen Buddhism』이 있는데, 이는 1934 년
처음 출판되었고, 1939 년에는 칼 융(Carl Jung)의 서문과 함께 독일어로, 그 이후
런던과 뉴욕에서 재출판되었다. 스즈키의 또 다른 서적으로는 『젠과 일본문화 Zen
and Japanese Culture』(1959)가 있다. 이 책은 사무라이, 검술, 하이쿠(俳句), 차
의 예술, 자연에 대한 심상 등을 일본의 젠과 연결시켜 설명하였다. 1938 년에 출판
된 『선불교와 일본 문화에 있어서 그것의 영향 Zen and its Influence on
Japanese Cuulture』의 개정증보판이 1959 년에 출판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젠과
일본문화에 대한 관심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92) Hugo Munsterberg, “Zen and Art”, Art Journal, Vol. 20, No. 4(Summer,
1961), CAA, p. 202.
회색 플란넬 양복은 옷은 “입은 사람의 보수적, 관료적, 순응주의적인 태도, 개성의
결여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종종 1950 년대에서 1960 년대 미국의
비즈니스계의 순응적인 분위기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된다.” Lexicon Dictionary,
https://www.lexico.com/en/definition/grey_flannel_suit (최종접속일: 2021 년 7
월 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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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면서 그들의 작품 활동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나타난 일본 전통문화에 대한 유행 현상은 《일본 가옥전》
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것은 1954 년부터 1955 년에 걸쳐 뉴욕 현대미
술관의 야외 전시 공간에서 열린 《정원 속의 집》시리즈의 세 번째 전
시이다. 1917 년 설립된 일미협회의 후원을 통해 개최된 이 전시는 일본
의 전통적인 가옥과 정원이 실물 크기로 설치되어 관람객이 직접 그 공
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도판 7].93) 이 공간은 16 세기와 17
세기의 일본의 학자, 관료 혹은 승려를 위한 전통적 건축 스타일로 만들
어진 것으로,94) 전시장의 외부공간은 전형적인 일본 정원의 모습 그대로
모래, 돌, 그리고 나무와 어우러진 연못 등을 통해 재현되었고, 내부공간
은 일본의 전통적인 다다미(畳)에 의자 대신 방석을 깔고 공예품 등을
배치하여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전시는 두 시기에 걸쳐서 일
반 공개되어 총 22 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면서 당시 이 미술관에
서 개최된 전시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전시 중에 하나”라고 평가되었
다.95)
93) 1954 년 6 월 20 일에 공개되어 10 월 31 일자로 계절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폐쇄
되었고, 이듬해 4 월 26 일부터 재공개되어 10 월 16 일에 막을 내렸다.(예외적으로
1954 년 11 월 7 일에는 요시다 시게로 일본 수상의 방문을 위해서 특별 공개되었
다)
94) The Museum of Modern Art, “Japanese Exhibition House”, PDF Press
archive
https://www.moma.org/documents/moma_catalogue_2711_300380245.pdf (최종
접속일: 2020 년 11 월 30 일).
95) The Museum of Modern Art, “Chronology of the Japanese Exhibition House”,
PDF Press archive, No.57c, May, 1956.
https://www.moma.org/momaorg/shared/pdfs/docs/press_archives/2085/release
s/MOMA_1956_0066.pdf (최종접속일: 2021 년 4 월 28 일); The Museum of
Modern Art, “Japanese Exhibition House to Remain Open Additional Nine
Days: 12 noon to 5 p.m.”, PDF Press archive, No.87, October 8, 1954.
https://assets.moma.org/documents/moma_press-release_333142.pdf?_ga=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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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시기에 이 미술관에서는 《일본의 서예》전이 동시에 개최
되었다.96) 이 전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일본의 서예가 소개된 것으로,
미술관측은 이 전시에 대해서 일본의 “기본적으로는 소통의 형태인 전통
적 서예는 일본인들에게 항상 예술 형식으로서 평가”받아 왔다고 설명하
면서 그것의 예술성을 강조하였다.97) 이케가미 히로코는 이와 같은 전시
들은, “일본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군사 제국 국가에서 평화적이고
문명화된 국가로 바꾸어 놓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었는데, 그 배
경에는 “냉전시대 [...]일본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
다고 주장했다.98)
한편 1950 년대 미국에서는 일본의 인테리어 디자인, 꽃꽂이(生け花),
공예품 등 일상생활에까지 일본 전통문화가 유행하고 있었다[도판 8].99)
일본학 전문가이자 콜롬비아 대학 교수이기도 하였던 도널드 킨은 이러
한 일본의 전통문화 유행 현상을 “열풍(craze)”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면
서, 일상에까지 스며든 일본문화와 그것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강조하
고, “일본인들은 현재 미국에서의 일본 ‘붐’에 대해서 강한 호기심을 가
959820.1802650616.1606701231-1664012386.1606701231 (최종접속일: 2020
년 11 월 30 일).
96) 1954 년 6 월 23 일부터 9 월 19 일까지 개최되었다.
97) The Museum of Modern Art, “First Showing of Abstract Japanese Calligraphy
at Museum of Modern Art”, PDF Press archive, No.65, June 22, 1954.
https://assets.moma.org/documents/moma_press-release_325946.pdf?_ga=2.257
835721.334689863.1619586370-1858358472.1619586370 (최종접속일: 2021 년
4 월 28 일).
98) 이케가미 히로코(주 29), p. 236.
99) 다음의 『뉴욕 타임즈』기사에 실린 글과 사진들은 일본의 전통문화가 일상생활에
서 유행하고 있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Virginia Pope, “Summer Clothes
Japanese In Motif”, The New York Times, Dec. 19, 1951; The New York
Times Studio (by Edward Herman and Alfred Wegener), “Oriental
Accessories Accent Occidental Homes”, The New York Times, Sep. 25,
1956; Rachel E. Carr, “Arranging with Art; Oriental Accessories Set the
Scene For Japanese Floral Designs”, The New York Times, July 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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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자주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부연 설명했다.100) 이는 일본인들
이 국제사회와 접촉함으로써 생기는 외부로부터의 시선이나 평가를 강하
게 의식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
부의 시선이 반영된 일본문화는 앞에서 소개한 뉴욕 현대미술관에서의
전시에서 나타났듯이 근대화된 일본의 모습이라기보다 어디까지나 일반
적으로 “전통”이라고 일컬어지는 서구와는 다른 이국적인 일본의 모습이
었다. 이러한 전통문화와 관련된 특징들은 일본 문화의 정체성을 모색하
거나 일본적인 특징을 규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외국에서 일본 전통에 대한 붐이 일어났을 때 일본 내에서는 건축, 문
학, 미술 등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 전통과 관련된 논의가 일어났다.
일반적으로 “전통논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논의는 건축 분야의 용어로
1955 년부터

1956 년

잡지

『신건축』에서

단게

겐조(丹下健三,

1913-2005)와 가와조에 노보루(川添登, 1926-2015) 등의 건축가와 평
론가들이 중심이 된 논쟁을 가리킨다. 문학 분야에서도 1955 년에 들어
서 야마모토 겐키치(山本健吉, 1907-1988)와 후쿠다 쓰네아리(福田恆
存, 1912-1994)와 같은 평론가들을 통해서 전통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
었으며,101) 1950 년대의 미술 분야에서 역시 이사무 노구치(Isamu
Noguchi, 1904-1988)와 오카모토 다로의 전통관을 둘러싼 논의들이 전
개되면서 “전통”은 1950 년대 일본 문화예술계 논의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102) 일본 내에서의 이러한 전통은 패전 이후 자국문화의 정체성
100) Donald Keene, “West Goes East-East Goes West: A wide exchange
between Japan and U.S. is affecting everything from tradition to plumbing”,
The New York Times, 1960.03.27.
101) 서동주는 저술에서 “야마모토 겐키치와 후쿠다 쓰네아리는 이 시기(1955 년 즈음필자) 비평공간의 전통담론을 대표한다”고 주장하였다. 서동주, 「‘새로운 전쟁’과
일본 전후문학의 사상공간」, 『동방학지』, 제 157 집(201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
원, pp. 3-35.
102) 미술에 있어서 전통논쟁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아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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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는 과정에서 논의된 것이었던 반면에, 서구인들이 받아들인 젠으로
대표되는 일본전통에 대한 서구인들의 관심은 기존 서구 가치를 반대하
는 태도에서 비롯된 일종의 대안이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일본 내에서 전개된 전후 전통에 대한 논의는, 한편으로는 전
쟁 이전의 시대로의 회귀를 통해 패전으로 인한 상실감을 극복하고 자신
감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전쟁의 기억을 망각하고자 하는 내재적 의식에
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미술사학자 기타자와 노리아키(北澤憲
昭)가 저술에서 전쟁 이후의 전통이 “패전에 의해 상실되어진 ‘내셔널
프라이드’와 관련 있는 것”이라고 했던 주장과, 조현정이 “전후 전통논
쟁의 특수한 역사적 과제는 전통을 전시의 국수주의와 제국주의의 굴레
로부터 분리해, 신생 민주국으로서의 일본의 정체성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의하는 것”이었다고 한 설명에서도 드러나고 있다.103) 그렇
지만 이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전통에 대한 논의가 외국에서의 일본
전통 붐과 동일한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은 일본이 본격적으로 국제사회
에 진출하고 교류함에 따라 국제 사회가 인식하는 일본의 이미지를 재고
하고 독자적인 자국 문화의 정체성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전개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이 시기에 발표된 “전통”이나 “일본적인 것”을 재고하
는 미술비평문들에서도 발견된다. 먼저 미술평론가 다키구치 슈조는
1956 년의 글에서 “일본적이라는 것은 [...] 최근 주로 국제적인 교류에
있어서 의식된 것으로, 해외에 가져갔을 때의 비교 효과로부터 대부분
겐, 박소현 역, 「1950 년대 전위예술에서의 전통 논쟁: 이사무 노구치의 영향을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제 20 호(2005), 한국미술연구소, pp. 477-508; 조현
정, 「일본전통논쟁과 타자, 조몬적인 것」, 『일본비평』, 제 13 호(2015), 서울대
학교 일본연구소, pp. 98-121; 北澤憲昭, 「伝統論争ー６０年代アヴァンギャルド
げの隘路」, 美術評論家連盟 編, 『美術批評と戦後美術』(東京: ブリュッケ, 200
7)．
103) 北澤憲昭, 위의 글, p. 103; 조현정, 위의 글,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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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이 주장되는 형태”라고 설명하였다.104) 그는, 이러한 일본적
인 것은 어림짐작일 뿐이기 때문에, 이는 “일본인이 자포니즘이나 오리
엔탈리즘을 의식하는 것과 같은 골계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
다.105) 따라서 다키구치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일본적인 것을 추구하기
보다는 “진정한 오리지널리티가 나온다면 일본적이지 않아도 적어도 일
본인적일 것이며, 나아가 세계적인 것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
서 미술에 있어서 오리지널리티를 가질 것을 강조하였다.106) 여기에서
다키구치가 서구와는 다른 것을 “일본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추구
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인용에서 서구와
의 동등한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의 태도와도 부
합하는 것이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미술사가이자 평론가인 도미나가 소이치(富永惣
一, 1902-1980)는 1957 년 「전통의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
제화 이후의 전통의 성격에 대해서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보통 전통에
대한 반성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민족의식이 고양되어 거
기에서 전통이 강조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혁신적 급류가 일어날
경우 그것을 향하여 비판적으로 대립하는 태도에서 의존하는 것으로 과
거에 축적된 문화적 재원의 잠재력을 드는 경우”이다.107) 이어서 그는
최근의 전통에 대한 논의는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된다”고 쓰면서, 과
거의 것과는 다르게 그것은 “혁신적 동향 자체 속에 전통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였다.108) 이는 최신의 국제 미술 동향에 맞추면서도
104) 瀧口修造, 「日本的非具象絵画の一断面」, 『みづゑ』, 1956.７，瀧口修造(주 62),
p. 256 재수록.
105) 같은 곳.
106) 같은 곳.
107) 富永惣一, 「伝統の問題」, 『美術手帖』, 124(86), 1957.04 , p. 5.
108) 위의 글,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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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서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통을 모색하려는 현상이 대두되
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도미나가는 다음과 같
이 썼다.

국제적 접촉이, 작품과 간행물을 통해 빠르게 세계 각국에 널리 퍼
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예상 이상으로 영향력을 가진 것으
로, 각국의 미술은 이것을 위해 친근한 관계를 맺게 됨과 동시에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더욱 개성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되
며, 독자적인 창조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가 되었다. 격
한 개성들이 부딪히며 자기의 존재형식을 구축하게 되면서 개인은
단지 개인인 것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이제는 충분하지 않고, 개인
은 그 인간형성(人間形成)을 맡긴 그 국토나 민족의 성격 또한 강
조함으로써 개성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까지 온 것이
다.109)

도미나가의 경우에는 “전통”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개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국가나 민족의 특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
적하면서 결국 전통은 정체성을 구축하는 요소이고, 그것은 국제화 이후
보편화된 세계에서 개성이 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다
키구치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적, 동양적인 것”을 의식하는 것을 부
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진정한 오리지널리티”
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듯 두 비평문의 어조는 상반되는 측면이 있지
만, 두 글 모두 미술에 있어서 이러한 논의가 국제화로부터 기인하고 있
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109) 위의 글,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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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대미술이 1950 년대 이후 미술에 있어서 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전시나 작품에서 서구의 영향이 아닌 개성이나 독자적인
특성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이를 모색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일본적인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서론에서 소개한 아오키 다모쓰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는 “역사적
상대성의 인식(1955-1963)”에 해당하는 시기로, 전통논쟁이 일어난 시
기와 중첩된다. 그는 이 시기에 “일본인이 자기 인식을 추구하는 데 있
어서, 패전 후의 굴욕과 열등 의식, 잘못된 과거의 인식, 전근대적인 봉
건 제도의 잔재 등 부정적인 견해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110)
나아가 그는 “일본의 독자성을 주장하고 선진 구미의 여러 국가와의 유
사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인식은 자기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
다.111) 아오키가 정리한 이 시기의 일본문화론의 흐름은 일본 현대미술
계가 국제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서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일본 만의 독자
성을 모색하려는 태도와 공명하는 부분이 있다.
또한 아오키는 1964 년부터 1983 년까지의 20 년을 “긍정적 특수성의
인식”기로 파악하고 그 변곡점이 되는 해를 1964 년으로 보면서 이 시
기에 일본의 산업화에 따른 경제 성장이 일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이끌게 하였음을 강조하였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시기는 “경제 대
국이라는 자기 확인 추구가 행해진 시기”로, 이 시기에 “일본인이란 무
엇인가”라는 질문이 일본 안팎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는데, 그는 이
시기를 “‘일본문화론’이 매스 미디어를 지배하고 그의 절대적인 영향 하
에서 ‘긍정적 특수성’을 구가하는 ‘황금시대’”라고 표현했다.112)

110) 아오키 다모쓰(주 16), p. 91
111) 같은 곳.
112) 아오키 다모쓰(주 16), p. 95, 144.

- 53 -

이처럼 1964 년 이후 일본인론과 일본문화론을 통해서 “일본적인 것”
을 규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진 시기에 일본의 문화・예술 면에
있어서 일본인 스스로가 인식하는 자국 문화의 특수성에 대해서 널리 알
렸던 상징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은 소설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노벨문학
상 수상과 그 기념강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일본문학이
높은 평가를 받았던 사건이며 후대에까지 “일본적인 것”과 일본 전통을
결부시키는 데 영향을 끼쳤다.
1968 년 가와바타는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고,
스톡홀름에서 열린 수상기념 강연에서「아름다운 일본의 나: 그 서론」
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고, 이듬해 3 월 그 글이 일본에서 출판되었
다.113)

이

강연은

가마쿠라(鎌倉)

시대의

승려인

도겐(道元,

1200-1253)과 묘에(明恵, 1173-1232)의 계절과 자연에 대한 느낌을
옮긴 다음의 두 시구의 인용으로 시작하였다.

봄은 꽃, 여름은 두견새, 가을은 달, 겨울의 눈은 맑고 차갑구나.
(春は花夏ほととぎす秋は月冬雪さえて冷しかりけり)
구름에서 나와서 나를 따라오는 겨울의 달, 바람이 몸에 스미고 눈
이 차가운가. (雲を出でて我にともなふ冬の月風や身にしむ行きや冷
めたき)114)

그밖에도

가와바타는

사이교(西行 1118-1190),

료칸(良寛,

1758-1831), 잇큐(一休, 1394-1481) 등 여러 승려의 시를 인용하면서
113) 川端康成, 「美しい日本の私：その序説」, “Japan, the Beautiful and Myself”,
Wilhelm Odelberg ed., Les Prix Nobel en, Nobel Foundation, Stockholm,
1969
https://www.nobelprize.org/prizes/literature/1968/kawabata/25542-yasunari-k
awabata-nobel-lecture-1968/(최종접속일: 2020 년 7 월 1 일).
114)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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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과의 합일에 대해서 강조하였고, 젠 등이 대
표하는 일본인의 종교적 태도를 소개하였다.115) 이러한 특성들을 그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일본인들의 특수성으로 보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자신 역시 그것에 공감하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이어서 이 글에서 그는 소설 『라쇼몽 羅生門』을 쓴 일본의 소설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 1892-1927)의 자살에 대해 언급하고,
아쿠타가와의 유서에서 “자연을 사랑하면서 자살하려고 하는 나의 모순
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죽기 직전에 더욱 자연이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내용의 구절을 인용하며 죽음에 대한 인식이 서구와 다름을 강조하였
다.116) 나아가 가와바타는 동양화, 꽃꽂이, 일본의 정원을 예로 들면서
전통문화에서 자연을 생각하는 것이 일본적인 미의식임을 주장하였다.
강연의 마지막에서 그는, 일본이나 동양에서 말하는 “허공(虚空)”이나
“무(無)”는, 종종 자신의 작품에 대한 평가이기도 한데, 이것은 서구의
니힐리즘과는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서구와는 “마음의 근본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117)
이 강연의 요지는 일본문화가 서구와는 다른 독자적인 특성을 가졌다
는 것이다. 그리고 그 특성은 전통에서부터 내려오는 자연에 대한 태도
와 동양의 무(無) 개념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이것이 현대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가와바타는 근본적으로 일본이 서구와는 다
르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전통에서 추출한 일본의 독자적인 특성이
동시에 당시 서구인들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가
115) 사이교(西行 1118-1190): 헤이안(平安) 말기에서 가마쿠라 초기의 무사이자 승려;
료칸(良寛, 1958-1831): 에도(江戸) 후기의 승려이자 시인; 잇큐(一休,
1394-1481): 무로마치 중기의 승려이자 시인.
116) 川端康成(주 113).
117)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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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바타는 당시 서구인들이 인식하는 동양 내지는 일본의 이미지에 부응
하는 타자화된 전통을 “일본적인 것”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와바타의 작품이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 받았던 것은 애초에 그러한
요인 때문이었다. 이는 당시 가와바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유와 그에
대한 비평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노벨상 수여기관인 스웨덴 아카데
미는 그의 수상이유를 공식적으로 “일본인 마음의 본질을 뛰어난 감수성
으로 표현하는 서사적 숙련됨”이라고 발표했다.118) 이 문장에서는 일본
인 마음의 본질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것을 잘 표현하였다
는 점에서 가와바타의 문학은 높이 평가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스웨덴 아카데미가 외부 전문가로서 매년 문학 분야 수상 후보자에 대
해 자문을 구했던 도널드 킨(Donald Keene)은 가와바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경탄하며 『뉴욕 타임즈』에 그의 생애와 작품에 대한 평론을 실
었다. 킨은 이 평론에서 가와바타의 작품이 일본적임을 강조하면서 일본
의 전통문화 속의 사물이나 풍경, 전통문학의 표현방식과 관련이 깊고,
나아가 가와바타가 인식하는 감정들이 작품을 통해 일본적인 것으로 잘
드러나 있다고 평가하였다.119)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는 “의심의 여지없
118) 원어로는 “for his narrative mastery, which with great sensibility expresses
the essence of the Japanese mind”이다. Yasunari Kawabata – Facts.
NobelPrize.org. Nobel Media AB 2020. Sun. 5 Jul 2020.
https://www.nobelprize.org/prizes/literature/1968/kawabata/facts/ (최종접속일:
2020 년 7 월 7 일).
119) 도널드 킨은 이 글에서 “모든 현대 일본 작가들 중에서 가와바타는 전통적인 일본
의 사물들과 풍경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고, 옛 문헌에서 유래한 암시적이고 간접
적인 스타일을 사용”한다고 썼다. 또한 “가와바타의 글은 뿌리깊게 일본적
(profoundly Japanese)인데, 이는 단지 장소나 옛 장인의 텍스타일, 종이, 혹은 옛
도자기 묘사에 대한 마력적인 환기에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감정에 대한
특별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일본적
인 특징을 강조하였다. Donald Keene, “Speaking of Books: Yasunari
Kawabata”, The New York Times, 8 Dec.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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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부 일본인들은 수상에서 엑소티시즘의 어떠한 요소도 관여하지 않
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더욱 뚜렷한 현대(modern) 작가가 이 상
을 받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쓰면서 가와바타에 대한 평가에 서구라는
타자의 시선이 기준이 되었다는 주장이 존재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120)
이를 감안하더라도 가와바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기념강연은 일본인
들에게 있어서 전통으로부터 유래한 “일본적인 것”이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요소임을 확인하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향상시키게 하는 사
건이 되었다. 또한 서구인들의 입장에서 가와바타의 작품과 그의 기념강
연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 무(無) 등으로 상징되는 일본
의 전통이 “일본적인 것”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양자 모
두의 입장에서 일본의 전통이 곧 “일본적인 것”이라고 보는 태도가 고착
화되어 이후 외국에서 개최되는 미술전시의 주제나 평가에도 영향을 끼
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일본 현대미술 평가 기준으로서의 일본 전통

1. 《현대 일본 회화》(1964-65)

1964 년 미국 워싱턴 D.C 의 코코란미술관(The Corcoran Gallery of
Art)에서 《현대 일본 회화》전이 개최되었다. 히다이 난코쿠(比田井南
谷, 1912-1999), 이마이 도시미쓰, 요시하라 지로 등 일본의 미술가
120)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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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명의 추상적 경향의 평면 작품이 소개된 이 전시는 미국의 다섯 도시
를 순회하였다.121)
코코란미술관은

1869 년

윌리엄

윌슨

코코란(William

Wilson

Corcoran) 의 컬렉션을 기반으로 워싱턴 D.C.에 설립된 미술관으로, 당
시 미국에서 최초로 설립되었던 사립미술관들 중에 하나였다. 이 미술관
에서는 1907 년부터 미국 동시대 유화전(Exhibition of American Oil
Paintings)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동시대

미국미술가

시리즈

(Contemporary American Artists Series) 전시를 기획하는 등 주로 미
국 미술을 중점적으로 전시하면서 그밖에 다른 국가의 동시대 미술을 소
개하기도 하였다.
《현대 일본 회화》전은 여러 국가의 동시대 회화의 범위와 다양성을
소개하는

국제

동시대

미술전(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Exhibitions) 시리즈의 6 번째 전시로,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독일,
벨기에에 이어 일본이 선정되어 기획된 것이다.122) 이 시리즈의 전시들
121) 《현대 일본 회화 Contemporary Japanese Painting》전은 다음과 같이 미국을
순회하였다. The Corcoran Gallery of Art, Washington D.C.(1964. 10. 1 - 11.
29); Des Moines Art Center, Des Moine, Iowa(1965. 2. 12 - 3. 21); M.H.
de Young Memorial Museum, San Francisco, California(1965. 5. 13 - 6. 13);
Isaac Delgado Museum of Art, New Orleans, Louisiana(1965. 9. 26 - 10.
24); The Detroit Institute of Arts, Detroit, Michigan(1965. 11. 14 - 12. 19).
이 전시에는 다음의 18 명의 미술가들이 참여하였다. 하세가와 아키라(長谷川晶,
1925-2005), 히다이 난코쿠(比田井南谷, 1912-1999), 이마이 도시미쓰(今井俊満,
1928-2002), 인도 히사시(因藤 壽, 1925-2009), 이소베 유키히사(磯辺行久,
1935-), 이토 다카야스(伊藤隆康, 1934-1985), 구노 신(久野真, 1921-1998), 마
에다 조사쿠(前田 常作, 1926-2007), 미즈타니 이사오(水谷勇夫, 1922-2005), 모
리타 시류(森田子龍, 1912-1998), 모토나가 사다마사(元永定正, 1922-2011), 노
무라 고(野村 耕, 1927-1991), 오노 히데타카(大野秀隆(俶嵩), 1922-2002), 오카
베 소후(岡部蒼風, 1910-2001), 시모무라 료노스케(下村良之介,1923-1998), 다카
시나 슈(高橋秀, 1930-), 도미오카 소이치로(富岡惣一郎, 1922-1994), 요시하라
지로(吉原治良, 1905-1972).
122) 그 이전에 개최된 전시들은 다음과 같다. 《파리의 15 명의 미술가들 Fifteen
Painters from Paris》(1959. 10. 9 - 11. 8); 《새로운 스페인의 회화와 조각
New Spanish Painting and Sculpture》(1960. 11. 2-27); 《노르웨이의 8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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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부분 추상적 경향의 작품들이었는데, 그러면서도 각 국가의 추상적
경향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기획되었다.123) 이 시리즈의 전시들
은 각국 대사관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본의 전시 역시 주미일본대
사관과 일본의 국제문화진흥회의 후원으로 기획되었다.
전시도록의 서문에서 관장 헤르만 워너 윌리엄스 주니어(Hermann
Warner Williams, Jr.)는 이번 전시에서 일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유니크한 전통과 신선한 현대적 관점이 혼합된 일본을 선택한 것은 당
연한 것”이었다고 밝혔다.124) 전시의 기획을 위해서 코코란미술관의 부
관장이었던 리처드 매디건(Richard A. Madigan)은 1964 년 7 주간 일본
을 방문하고 1960 년대 이후 제작된 최신 작품을 선정하였다.
이 전시에는 형식적으로 일본 혹은 동양의 미술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현대 서예 작품에서부터, 추상적인 유화 작품, 전통 일본화 제작에
사용하는 안료를 사용한 작품 그리고 신문이나 천 등 여러 재료를 사용
한 작품들까지 다양한 제작방식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목할 점은
선정된 작품들이 다른 시리즈 전시들과 유사하게 모두 추상적이고 평면
적인 작품들이었다는 점이며, 그와 동시에 대부분 전통적인 서예나 일본
화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거나, 서구의 동시대 미술 경향과 상통

화가들 Eight Painters from Norway》(1961. 10. 5 - 11. 5); 《독일의 16 명의
미술가들 Sixteen Artists from Germany》(1962. 11. 27 - 12. 30); 《벨기에
현대 회화 Contemporary Painting in Belgium》(1963. 10. 3 - 12. 1).
123) 가령 1959 년의 《파리의 15 명의 미술가들 Fifteen Painters from Paris》전의
도록에서 코코란미술관 부관장 헨리 도라(Henri Dorra)는 전시를 설명하며 “(전시
에 참여한) 미술가들의 일반적인 양식적 경향은 추상이며, 추상미술은 여전히 파리
를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파리의 추상미술을 소개했다. Corcoran Gallery
of Art, Fifteen Painters from Paris, (Paris: Association Francaise d’Action
Artistique, 1959).
124) Hermann Warner Williams, Jr., “Foreward”, Corcoran Gallery of Art & Japan
Taishikan (U.S.), Contemporary Japanese Painting, Corcoran Gallery of Art
(Tokyo: Bijutsu-Shuppan Design Center, 1964), 페이지 표기 없음.

- 59 -

하면서도 동시에 일본 전통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재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회화작품들이었다는 것이다.
먼저, 서예가로는 오카베 소후(岡部蒼風, 1910-2001), 히다이 난코쿠
(比田井南谷, 1912-1999), 모리타 시류(森田子龍, 1912-1998)가 참여
하였다.125) 오카베와 히다이는 종이 위에 먹을 사용한 작품을 제작하였
고, 모리타의 경우 작품에서는 이국적으로 보일 수 있는 옻을 사용하였
다. 이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먹과 옻과 같은 재료의 물질성이 전달되며
역동적인 붓의 움직임이 떠오르면서 제스처럴하고 강렬한 굵은 붓의 흔
적이 돋보인다. 이 작품들이 전통 서예에 기반을 둔 작품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글씨나 기호보다는 붓 자국이 강조된 추상적인 회화를 연상시
킨다.
이러한 특징은 히다이의 <작품 63-11>(1963)[도판 9]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작품의 제목에서도 화면에서도 어떠한 의미나 의미를 상징하
는 이미지도 없으며 단지 추상적인 이미지만 부각된다. 이러한 특징은
“그는 어떤 지점에서 출발하든지간에 어떠한 표의문자(ideogram)도 가
지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작품이 동양 서도에 뿌리
를 둔다고 주장한다”라고 해석한 『뉴욕 타임즈』의 비평문에서도 잘 드
러나 있다.126) 이 글은 위의 전시가 순회 중일 당시에 뉴욕의 미추갤러
125) 이 서예가들은 1940 년대 후반부터 전통적인 서예를 재해석하는 여러 활동에 참여
하였으며, 특히 1957 년 8 월 “현대적으로 의의가 있는 서예의 발전을 위한 작가
상호의 연락과 친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일본전위서작가협회(日本前衛書作家協
会)”의 창립발기인으로 서예를 통해서 국제교류를 행하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던
인물들이다. 이 협회에서 목적을 달성하게 위해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한 세 가지
항목은 1. 연락에 관한 건 2. 국제교류에 관한 건, 3.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라고 되어 있어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이 핵심 사항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히다이 난코쿠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shodo.co.jp/nankoku/report/report-10-1;
http://www.shodo.co.jp/nankoku/report/vol-10-2(최종접속일: 2020 년 4 월 21
일).
126) Elise Grilli, “Hidai: Ancient Ink in a New Guise”, 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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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Mi Chou Gallery)에서 열린 히다이의 개인전에 대한 소개와 일본의
서도의 전반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평론이었다. 이 글을 통해 엘리스 그
릴리(Elise Grilli)는 서구인들에게 있어서 일본의 서예와 동양적 미에 대
한 이해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예는 디자인의 훌륭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표현적인(expressive) 면이 있으며 그것은 미술가의 성격
(personality)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27) 그녀가
“아마도 미로, 뭉크, 그리고 클레의 선의 우수함(linear quality)이 그것
(앞에서 설명한 표현적인 특징)에 때때로 접근한다”고 비교한 것을 볼
때, 그녀가 히다이의 작품이 대표하는 서예 작품을 하나의 추상회화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128)
다음으로 이 전시에는 “일본화”에 기반을 두었던 미술가도 참여하였
다. 대표적으로는 오노 히데타카(大野秀隆(俶嵩), 1922-2002), 시모무라
료노스케(下村良之介, 1923-1998) 등이 있다.129) 이 전시에 소개된 오
노의 작품 <비 緋 No.24>(1963)[도판 10]는 붉은 색면에 접은 천을 덧
대어 만든 작품으로, 일본의 종이접기인 “오리가미”를 연상시킨다. 또한
시모무라의 작품 <새들의 벽Ⅰ>(1964)[도판 11]은 합판 위에 지점토와
1965. 01. 31, p.17.
127) 위의 글, p. 17.
128) 같은 곳.
129) 이들은 교토시립회글전문학교(현재 교토시립예술대학)의 일본화과 졸업생을 중심으
로 일본화의 기법적인 혁신을 위해서 발족한 “판리얼미술협회(パンリアル美術協
会)” 창립회원으로 1949 년 “판리얼 선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단체의 활
동을 시작한 인물들이다. “판리얼”은 범(汎)을 뜻하는 “판”과 리얼리즘의 “리얼”
이 결합된 이름으로 일본의 미술평론가 하리우 이치로(針生一郎, 1925-2010)에
따르면, “일본화・양화라는 무의미한 파벌 구분을 넘어서 보편적이고 리얼한 세계
를 목표로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들은 전후 국제 미
술계의 흐름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보편성을 확보하여 그 흐름에 합류하기 위해서
기존의 일본화라는 장르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재료를 통해 실험적인 활동을 전
개한 인물들이다. 針生一郎, 「日本画変革の原点としての三上誠」
http://hoshinogallery.com/zuroku/Z_77_1/index.html (최종접속일: 2020 년 04 월
22 일); 北澤憲昭 他(주 68), p.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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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료를 얹어 질감을 생생하게 표현한 평면작업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동시에 지점토 재료의 특성 상 부조처럼 입체성이 두드러진다. 이 미술
가들은 일본화 제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나 그것을 이용한 기
법이 아닌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면서 일본화의 특징으로 자리 잡은 평면
성에서도 탈피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밖에도 이 전시에는 유화 작품이나 신문, 천 등을 사용한 미술가들
의 작품도 함께 출품되었는데, 이 역시 대부분은 추상적 경향의 작품이
었다. 대표적인 유화 작품으로는 구타이미술협회의 창시자였던 요시하라
지로의 <빨강 위에 흰 원>(1963), 일본의 앵포르멜 운동의 주요인물이
자 파리에서 활동하였던 이마이 도시미쓰의 <승리>(1962), 자신 만의
흰색을

모티프로

작품을

제작해온

도미오카

소이치로(富岡惣一郎,

1922-1994)의 <랩소디 No.2>(1964) 등이 있으며, 그밖에 키치적인 엠
블럼을 빼곡하게 채워 넣은 이소베 유키히사(磯辺行久, 1935-)의 <작품
64:7&8>(1964)도 출품되었다[도판 12-15].
작품 선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전시의 작품들은 서양의 추상회
화를 연상시키면서도 이를 단일 관점이 아닌 다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전시는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그것을 거부
하고 현대적인 경향들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전통과 현대적인 경향들을
모두 추구하고자 했던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시도록에 실린 글에는 이러한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평론가 엘리
스 그릴리는 일본의 동시대 회화에서 보이는 다양한 양상들을 모더니즘
으로 인한 전통주의와 국제주의(cosmopolitanism)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그녀는 “미국의 대중들은 일본의 모더니즘에서 무언가
특별하고, 조금 다른 것, 그리고

“일본적인(Japanesey)” 것, 즉 모던하

지만 동양적인 전통에 물들어 있는 어떤 것을 기대한다”고 썼다.130)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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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일본의 현대미술가들은 수묵화, 서예, 젠 등 자신들의 전통에서 벗
어나 “국제주의”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131) 이는 앞에서
1950 년대 일본 현대미술가들이 국제성을 추구하였다고 설명한 내용과
일치한다.
그녀는 그러나 당시 국제미술계는 추상적 경향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전통 안에는 추상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미술가들이 결국 전통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132) 그녀에 따르
면 일본의 전통, 즉 섬세하게 사물이나 재료를 다루는 기술은 고대로부
터의 유산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것이었다.

수 세기에 걸쳐 그것은 세련되고, 절묘하고, 더 섬세해졌다. 그것
은 후에 불교가 “공허함”, 텅 빈, 금욕에 대한 중요성이 더해지면
서 철학적인 차원을 획득하였다. 최대한 자제하고 단순하게 자연의
형태를 꾸밈없이 다루는 것 일본 미술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가 되
었다. 그것은 여전히 미술 컬렉션에서 뿐만 아니라 시골 어디에나
흔하게 있다. 일본 미술가는 유아기(infancy)에서부터 금욕적인 것
과 정제된 것으로 둘러싸여 있다.133)

이 인용문에서는 글쓴이가 생각하는 “일본적인 것”이 잘 드러나 있다.
그것은 일본의 장인적 기질과 철학적인 차원의 절제미와 자연 그대로의
130) Elise Grilli, “Contemporary Japanese Painting”, in Corcoran Gallery of Art
& Japan Taishikan (U.S.)(주 124), 페이지 표기 없음.
131) 위의 글, 페이지 표기 없음.
132) 그녀는 국제주의를 추구한 미술가들이 전통을 버렸지만 “조만간 그 미술가는 자신
의 고향 뿌리를 버린 것을 후회하게 되거나, 그가 모방하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서
양 사람들의 인솔로 조심스럽게 돌아가게 된다. 그는 현재 ‘모던’이라고 불리는 많
은 디자인적 요소들이 삼천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전통 속에 있음을 서서
히 인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위의 글, 페이지 표기 없음.
133) 위의 글, 페이지 표기 없음.

- 63 -

꾸밈없는 표현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앞에서 설명한 유화 작
품 중에서 도미오카 소이치로의 작품[도판 14]이나 요시하라 지로의 작
품[도판 12]을 연상시킨다. 흰 눈이 덮인 풍경이 모티프인 도미오카의
작품에서는 페인팅 나이프로 하나하나 선을 세기는 미술가의 장신적인
움직임이 느껴지며, 요시하라 지로의 원을 그린 작품에서는 일본 서예
전통의 붓의 움직임과 단순하고 절제된 형태가 잘 표현되었다.
생각해볼 점은 이 글에서 일본의 추상미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녀
가 반복적으로 “디자인(desig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전시에서 선정된 미술가들이 “화가(painters)”라기 보다는 “구
축주의자(constructionists)”라고 주장했는데,134) 이러한 태도에서 그녀
가 일본의 회화의 개념을 차별화시키면서 전시에서 소개된 작품들을 서
구 개념의 회화가 아니라 일종의 도안(図案)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붓으로 안료를 더해 가는 기초적인 의미에서의 회화보다는 서예의
붓의 움직임이거나 혹은 다양한 재료를 화폭에 쌓아 올리는 식의 작업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그녀는 “있을 것 같지 않은 재료들을 결합하고 이
상한 혼합물들로 조화로운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일본 전통의 일부분”이
라고 설명하였다.135) 즉 일본의 회화가 페인터리하지 않으며 화면의 구
도를 잡고 구성하는 것이 주축을 이룬다는 것이다. 또한 그녀는 일본의
추상미술에 대한 해석이 서구의 추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일본예술가는 추상적인 디자인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실적인 표현을 통
과할 필요가 없다”고 쓰면서 서구의 추상은 사실적인 형태가 점차적으로
축소되면서 추상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과는 달리 일본은 그렇지 않음
을 강조했다.136)
134) 위의 글, 페이지 표기 없음.
135) 위의 글, 페이지 표기 없음.
136) 위의 글, 페이지 표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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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따르면 일본미술은 서구화와 근대화를 통해서 현대적인 측면
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 일본의 미술가들이
국제주의를 위해서 전통을 재해석하거나 거부하려는 태도가 보이기도 하
지만, 결국 서구 미술의 경향에 따라 다시 전통으로의 회귀가 이루어진
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금욕주의에서 나오는 절제미와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자연 그대로를 표현한다는 전통적인 일본문
화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작품에 녹아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강조하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존 케너데이(John Canaday)의『뉴욕 타임즈』에 실린
비평문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글은 전시도록의 글보다 더욱 일본의 독
자적인 특성을 강조하면서 추상미술의 유행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자신들
의 미적 전통으로 회귀하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일본 추상의 강력함은 일본의 독특한 힘의 결합에서 유래하는 것
인데, 첫째는 모든 장소에서 추상은 반항과 실험정신이 공통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서양의 반항이 일본의 고대 전통에 근본인 여러
원리들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역설적으로 일본인들이
본거지로 회귀하는 것이다.
[…] 일본 미술가들은 요즘 놀라고 있는 것 같다. 서양 미술가들을
모방하려는 노력이 자신들의 미적 전통을 더 풍부하게 인식하도록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을 발견했다.137)

137) John Canaday, “18 Abstractionists: Contemporary Japanese Painting at the
Corcoran Gallery Is Impressive”, The New York Times, 1964. 10. 5,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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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너데이는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1912-1956)과 그의 후계자
들에게는 해방된 에너지를 표현하는 기법이었던 것이 일본인에게는 몇
세기에 걸쳐 시각적 기호를 철학적 사고와 조화시키는 시스템”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추상표현주의와 일본의 전통 미학을 연결시켜 그들의 전통으
로부터 유래된 독자적인 특성을 강조했다.138) 이는 확연하게 앞에서 설
명한 일본 젠의 영향으로 읽을 수 있다.
또한 그는 “일본인의 장인적 솜씨의 탁월함”을 높이 평가하였고, 이를
“자연의 형상과 질감에 관한 미적 인식과 연결하는 타고난 권리를 재발
견 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두 가지 특징을 강조하였다.139) 나아가
그는 “이 두 가지 혈통은 결합을 통해서 일본의 추상미술이 서구의 추상
에 대해 쉽게 대항할 수 있는 단호한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그것은 손쉽
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일 뿐,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조하였
다.140) 즉 일본의 추상미술에서 발견되는 장인적 솜씨 계통과 자연의 형
상과 질감을 중요시하는 계통, 이 두 계통의 결합은 일본인들의 타고난
권리인데, 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에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서구의 추상에 대항하는 접근법은 지양해
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 전시는 서구의 입장에서 근대 이후 일본미술이 전통과 어떠
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하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강조함으로써
그것을 서구와는 다른 일본미술의 특징으로 보았다. 이는 일본 현대미술
이 근대화되고 국제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매체, 재료, 주제, 혹은 태도에
있어서 서구중심의 미술과 공유하는 특징들을 드러내면서도 그 저변에는

138) 같은 곳.
139) 같은 곳.
140)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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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전통”이라는 일본 고유의 특징들로부터 출발한 것임을 강조
하는 것이다.

2. 《새로운 일본의 회화와 조각》(1965-67)

1965 년 4 월부터 일본 현대미술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전시가 2 년
간 미국 전역을 순회하였다.141) 《새로운 일본의 회화와 조각》이라는
제목의

이

전시는

뉴욕

현대미술관과

샌프란시스코

미술관(San

Francisco Museum of Art)의 공동주최가 되어 기획한 것으로, 일본 현
대미술가 46 명의 작품 104 점이 전시되었다.
전시된 작품들은 대부분 추상적 경향이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오
노사토 도시노부(オノサト・トシノブ, 1912−1986)의 <무제>(1962), 쓰
지 신도(辻晉堂, 1910-1981)의 <조몬 Jomon>(1959), 도요후쿠 도모노
리(豊福知徳, 1925-2019) 의 <벤투스 Ventus>(1964) 등이 있다[도판
16-18]. 전시에 출품한 미술가들의 과반수가 40 세 이하였으며 출품작
중 3 점을 제외하고 모두 1960 년에서 1965 년 사이에 제작되었다.142)
141) 《새로운 일본의 회화와 조각 The New Japanese Painting and Sculpture》전은
다음과 같이 미국을 순회하였다. San Francisco Museum of Art, San Francisco,
California(1965. 4. 29 - 6. 13); Denver Art Museum, Denver,
Colorado(1965. 10. 2 - 11. 14); Krannert Art Museum,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Illinois(1965. 12. 12 - 1966. 6. 30); Joslyn Art Museum, Omaha,
Nebraska (1966. 2. 26 - 3. 20); The Columbus Gallery of Fine Arts,
Columbus, Ohio (1966. 4. 7 - 5. 6);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1966. 10. 17 - 1966. 12. 26); Baltimore Museum of Art, Baltimore,
Maryland (1967. 1. 24 - 3. 19); Milwaukee Art Center, Milwaukee,
Wisconsin (1967. 4. 13 - 5. 14).
142) 1960 년 이전에 제작된 작품은 총 3 점으로 다음의 작품이다. 나가레 마사유키,
<플로윙 Plowing>(1958); 스가이 구미, <오니 Oni>(1956); 쓰지 신도, <조몬
Jomon>(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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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 전시가 일본의 최신 작품 경향을 미국에 소개하기 위해서 기획
된 것임을 시사한다.
이 전시는 뉴욕 현대미술관의 큐레이터 도로시 밀러(Dorothy C.
Mille)와 윌리엄 리버만(William S. Lieberman)이 공동으로 기획한 것이
다. 미술관에서 발행한 이 전시의 보도자료에는 이 전시에 선정된 “대부
분의 작품들은 강한 국가정체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오늘날 전 세계의 예
술을 특징짓는 독특한 개성을 보여준다”고 밝히고 있다.143) 이는 일본의
전통문화와 같이 일본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미술계의 흐름 속에서 읽을 수 있는 특색 있는 작품들을 선
정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도록의 서문을 쓴 리버만은 글의 3 분의 2 에
해당하는 지면을 6 세기부터 근대 이후의 일본 문화와 미술의 역사를 개
괄하는 데 할애하였다.144) 이 글에서 리버만은 일본미술이 6 세기 말 황
실에 의해 불교가 채택되면서 일본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외부 교류에 의
해 키워졌음을 설명하면서, “일본은 이러한 외국의 영향들에 자극을 받
아 형태와 테크닉을 각색하여 자기만의 각인이 찍힌 독립된 전통으로 성
숙시켰다”고 강조하였다.145) 그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사회 역사 서
구화를 이루면서 그것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143) The Museum of Modern Art, “The New Japanese Painting and Sculpture”,
PDF Press archive, No.20, March 2, 1966.
https://www.moma.org/momaorg/shared/pdfs/docs/press_archives/3594/releas
es/MOMA_1966_Jan-June_0028_20.pdf (최종접속일: 2020 년 5 월 4 일).
144) William S. Lieberman, “Introduction”, in Museum of Modern Art, The New
Japanese Painting and Sculpture (New York: Doubleday, 1966), pp. 6-11. 리
버만은 일본미술의 역사에 대한 부분은 6 페이지에서 9 페이지까지 썼으며, 나머지
부분은 당시 일본미술계 제도의 열악한 상황을 전달하였다.
145) 위의 글,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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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갑자기 일어난 산업혁명이 오랫동안 확립되어 온 많은 전
통이나 관습과 충돌하여 더 이상 유효해 보이지 않게 된 것은 불
가피한 일이었다. 서구 문화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일 뿐만 아니라
이상(ideal)이었다. 많은 일본인들은 외국인들, 특히 유럽인들의 패
턴을 본떠 자신을 만들기 시작했다. 간혹 그들이 베낀 것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었다.146)

이 글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바라보는 일본미술의 발전은 서구라는 외
부로부터의 영향에 기반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구의 모방이 전제되
어 있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점을 지적하
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본의 전통적인 스타일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것을
재현적 회화(representational painting)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이어서 리버만은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낭만적으로 이국적인 일본이
라는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였다.147) 이 전시에서 대부분 추상적인 작품이 선정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그의 기준에서 “이국적인 일본이라는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
는 “재현적인” 작품을 배제시키고 “추상적인” 작품들을 선정한 것으로
해석의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전시에서 서예, 전통회화, 판화
를 제외시켰다고 쓰면서 “국제적 경향(international tendency)의 일본
미술에만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148)

146) 위의 글, p. 7.
147) 위의 글, p. 11.
148)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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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려할 때 앞에서 인용한 보도자료에서 사용한 “강한 국가 정체
성”이라 함은 “일본의 전통”이나 일반적으로 “일본적인 것”으로 인식되
는 특징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코코란미술관 전시에서 강
조한 일본의 전통적인 면을 의미하는 것이다. 뉴욕 현대미술관의 전시에
서는 이를 배제시키고자 하였음을 읽을 수 있으며, 전시에서 주로 추상
적 경향의 작품이 선정된 것으로 볼 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예술을
특징짓는” 것은 추상적 경향의 작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에
게 있어서 “국제적 경향”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추상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서구중심적인 단순한 도식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앞
에서 일본의 전통과 추상표현주의를 연결시켜 해석했던 코코란미술관에
서의 태도와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시명에 사용된 “새로운(New)”이라는 용어와 이 전
시가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기획하였다는 사실은 8 년 전인 1958 년부터
1959 년까지 유럽의 8 개국을 순회했던 《새로운 미국 회화》전을 떠올
리게 한다. 주지하듯이 미국은 1950 년대부터 뉴욕 현대미술관의 인터내
셔널 카운실(The International Council)을 중심으로 미국의 추상표현주
의 회화를 전 세계적으로 소개하여 미술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자 했
으며, 이와 관련된 일련의 전시들이 냉전시기 미국의 문화적 프로파간다
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다수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149)
1958 년 9 월 뉴욕의 마사 잭슨 갤러리(Martha Jackson Gallery)에서
개최된 구타이미술협회의 전시에서 구타이가 초기에 보여주었던 야외에

149)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Max Kosluff, “American Painting During the Cold War“, Artforum, 11, May,
1973, pp. 43-54; Eva Cockcroft, “Abstract Expressionism, Weapon of the
Cold War“, Artforum, 12, June, 1974, pp. 39-41; Serge Guilbaut, How New
York Stole the Idea of Modern Art: Abstract Expressionism, Freedom, and
the Cold Wa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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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퍼포먼스나 해프닝과 같은 도전적인 작품보다는 앵포르멜 계열의
추상회화 작품들을 소개하였던 것처럼 《새로운 일본의 회화와 조각》전
역시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의 구성과 전시의 내용, 그리고 전시가 열
렸던 시기적 상황이라는 측면들을 생각해 볼 때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회
화의 영향력을 강조하려는 태도가 전시에 반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의 구성과 그들의 활동이력을 살펴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전시의 방향성과 기획된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전시기획자
중 한명은 소장품 담당 큐레이터 도로시 밀러이며, 다른 한 명은 드로잉
과 판화국 국장(Director of Drawings and Prints) 윌리엄 리버만이다.
밀러는 1934 년 알프레드 바(Alfred H. Barr, Jr., 1902-1981)의 어시
스턴트 큐레이터로 고용된 이후, 1958 년 앞에서 언급한 《새로운 미국
회화》전을 비롯한 미국의 현대미술 전시를 기획하였다. 뉴욕 현대미술
관에서 출판된『14 명의 미국인들 Fourteen Americans』(1946), 『12
명의 미국인들 Twelve Americans』(1956), 『미국인들 Americans』
(1963) 등을 집필한 저자였던 그녀가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미술을 주로
기획했던 그녀가 일본의 현대미술의 기획을 맡았던 것이다.
한편 리버만 역시 과거 알프레드 바의 어시스턴트 큐레이터였다. 그는
1949 년 애비 올드리치 록펠러 판화 룸(Abby Aldrich Rockefeller
Print Room)이 생기면서 큐레이터가 되었고, 대규모 회고전인 《호안
미로 Joan Miró》(1959)전과 《막스 에른스트 Max Ernst》(1961)전을
기획하였다. 1964 년 발표된 뉴욕 현대미술관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까지
그는 미술관에서 45 회의 드로잉과 판화 전시를 기획하였고,150) 1966 년
150) 그의 미술관에서의 전시 경력에 관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할 것.
Museum of Modern Art, “William S. Lieberman Curator, Drawings and
Prints”, PDF Press archive, May, 1964.
https://www.moma.org/momaorg/shared/pdfs/docs/press_archives/3404/releas
es/MOMA_1964_Reopening_0030_1964-05.pdf(최종접속일: 2020 년 4 월 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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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그는 이 전시가 개최되기 전 일본과 관련해서
는 두 번의 판화전을 기획한 경험이 있었다.151)
일본 고베대학교 교수 이케가미 히로코(池上裕子)는 2011 년 발표된
논문을 통해 일본의 현대미술을 해외에 알린 초기의 대규모 전시 중 하
나로 이 전시를 꼽았다.152) 그녀는 당시 전시를 기획했던 두 명의 큐레
이터들의 편지를 인용하며, 밀러는 “전시에 대한 무지”를 털어놓았고,
리버만은 “일본 현지 조사 방문 업무에 대한 불평”을 하였던 것을 통해
전시를 기획한 두 명의 큐레이터가 “이 전시에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였다.153) 이처럼 일본의 현대미술과는 접점이 많지 않았던
그가 이 전시를 담당하게 된 배경에는 1962 년 《제 3 회 도쿄국제판화
비엔날레》에서 국제심사원을 담당하였던 것 정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51) 자료에는 리버만이 “두 번의 일본 판화 전시를 기획하였다”라고만 쓰여 있고 정확
히 어떤 전시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전시리스트를 참고할 때, 《Prints
from Europe and Japan》(1955)와《The Prints of Ikeda Masuo》(1965) 로 추
측해볼 수 있다.
Museum of Modern Art, “Japanese Artists Today: Tradition, Change and
Dilemma”, PDF Press archive No. 144 22 Nov. 1966.
https://www.moma.org/momaorg/shared/pdfs/docs/press_archives/3794/releas
es/MOMA_1966_July-December_0100_144.pdf(최종접속일: 2020 년 4 월 17 일).
152) 히로코 이케가미(주 29), pp. 233-49.
153) 이케가미의 논문에서는 밀러와 리버만의 편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당연히
나는 르네 [D’ Harnoncourt]가 내가 해야 한다고, 그리고 내가 그 주제를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과제에 대해 얼마나 자질이 없는가
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 이 일본 전시 과제는 다른 전시와 마찬가지로 (알프레드
바, Jr.와 함께하는) 미술관 소장품을 연구하는 나의 정규작업에 추가로 주어진 것
이다.” Dorothy C. Miller to Gordon Washburn (director of Asia House
Gallery), August 10, 1964. Dorothy C. Miller Papers, I.22.g.i. Museum of
Modern Art Archives, New York; “나는 30 년 가량의 작가들이 있는 작업실 같
지 않은 작업실을 방문하여 딜러들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했고 구타이 갤러리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작가들의 작품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진행은 아주 더디게
이루어졌고 상황은 열악했으며 대단히 어려웠다. 작업을 마치려면 아직 멀었고 그
야말로 머리가 하얗게 세었다.” S. Lieberman to René d’Harnoncourt,
December 4, 1964. William S. Lieberman Papers, App.B.II.7. MoMA
Archives, NY., 위의 글, p. 23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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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평론가 존 케너데이는 이 전시의 비평문에서 전시 제목을 “방부
처리된

낡은

국제적

클리셰(The

Old

International

Clichés

Embalmed)”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고 쓰면서, 전시가 “이 도시에
서 가장 멋지게 장식된 장례식장”이라며 이 전시에서 철지난 작품들을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 혹평했다.154) 이 글에서는 작품들
을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서 “보이지 않는 시체”에 비유하였는데 이는
이 전시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개최된 것이라는 측면을 비판한 것이
다.155) 구체적으로 그는 전시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을 지적하면서, 전시
기획을 맡았던 큐레이터 중 한명인 밀러에 대해서 “내 추측으로는 그녀
는 마치 10 년 전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뉴욕의 딜러들로부터 2 년마다
열리는 전시 《미국인들 Americans》의 작품을 골랐던 것과 같이, 다소
데자뷔처럼 도쿄의 갤러리들이 집처럼 편하게 느껴졌을 것이다”라고 쓰
면서 이 전시가 상업적 목적에 의해서 기획되었다는 점을 비판하였
다.156)
나아가 케너데이는 이 두 명의 기획자의 자질이 부족했기 때문에 작품
선정이 실망스러운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지
그들의 목적이 “일본 미술가들 중에서 미술관이 허가한 국제적인 군대행
진(goosestep)에 합류한 가장 능숙한 사람을 찾는 일이었다[…]”다는
점을 역설했다.157) 케너데이는 미술관이 확립한 하나의 기준, 즉 그들이
내세운 미국의 추상표현주의라는 좁은 기준에 의거하여 작품을 선정한
점에 대하여 비판적 어조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154) John Canaday, “What Do You Mean, New?”, The New York Times, 23 Oct.
1966, p. 29.
155) 같은 곳.
156) 같은 곳.
157)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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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흥미로운 점은 코코란미술관에서의 전시와 함께 이 전시가 이루
어졌던 시기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1961 년 시행된 일본의 이케다 총
리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공동성명에 따라 “문화 및 교육 교류에 관
한 미일 합동회의”가 도쿄와 워싱턴 D.C.에서 1962 년, 1963 년 그리고
1966 년에 연이어 개최되며 미일의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시기였다는 점이다.
《새로운 일본의 회화와 조각》전의 도록의 인사말에는 “인터내셔널
카운실의 주최로 마련된 미국의 최신 미술에 대한 전시가 도쿄와 교토에
서 열리는데, 이는 교류전으로 뉴욕에서 선보여지는 현재 전시와 동시에
열리는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158) 또한 1966 년 10 월 뉴욕 현대미술관
의 보도자료에서 역시 일본과 미국의 최신의 대규모 미술전시가 10 관
중순 도쿄와 뉴욕에서 개최된다고 하면서 이것이 인터내셔널 카운실의
주도 하에 개최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159) 그 두 전시란 뉴욕 현
대미술관에서 개최된《새로운 일본의 회화와 조각》전과 1966 년 도쿄
국립근대미술관에서 개최되고 교토까지 순회했던《현대 미국 회화 Two
Decades of American Painting》전이었다.160)
이 두 전시의 평론이 1966 년 10 월 19 일 『뉴욕 타임즈』의 같은
지면에 나란히 실렸던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전자는 후에 전시의 비
평과 반향을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논한 비평문으로, 일본 현대미술이 서
158) Elizabeth A. Straus, “Foreword and Acknowledgments”, in Museum of
Modern Art(주 144), p. 4.
159) The Museum of Modern Art, “Recent Japanese Art openings” , PDF Press
archive, No.123, Oct. 19,
1966/releases/MOMA_1966_July-December_0072_123.pdf (최종접속일: 2020
년 4 월 17 일).
160) 이 전시는 도쿄 국립근대미술관에서 1966 년 10 월 15 일부터 11 월 27 일까지 개
최되고, 1966 년 12 월 10 일 부터 1967 년 1 월 22 일까지 교토국립근대미술관에
서을 순회하였다. 전시에는 잭슨 폴록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회화, 팝
아트 등 35 명의 작가의 100 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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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모방”으로 그려졌다는 내용의 평론이었고, 후자는 해당 전시가
“일본의 미술학생들에게 예리한 관심을 일깨워 준” 전시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글로 대부분 일본의 미술관계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었다.161) 이러한 교류전은 냉전체제 하에서 문화의 교류를 통해 미
국과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로 읽을 수 있
다.
예견할 수 있듯이 이러한 기획의 방향성은 일본 현대미술이 서구의 것
을 모방하고, 그것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1966 년 10 월
19 일 「모던하다, 그렇지만 새롭지 않다: 미술관은 익숙한 작품들을 골
랐다」라는 기사에서는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것은 이미 낡아빠진 것처
럼 보인다”라고 쓰면서 이 전시가 “이 나라에서 생명력을 잃은 방향을
각색한(모방의 관점에서) 요약”이라고 혹평하였다.162) 나아가 “불행히도
현대미술관은 모든 미술을 단 하나의 가치 기준으로서 확립시킨 정식을
따라 강박적으로 나열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며 일본에서 뭔가 뉴
욕을 모방하지 않은 것을 조금이라도 찾아보고자 하지 않았다”고 쓰면서
“일본적인 것”이 전시에서 부재하고 있음을 탄식하였다.163)
그러면서 “일본이 서구의 모델과 구별되는 덕목 중 하나는 그들이 매
우 세심한 장인(careful craftsmen)임을 주장했다. 또 다른 비평문에서
도 역시, 서구에서 좋은 토스터를 바로 모방하는 일본인들을 묘사하면서
그들이 항상 “모방적(imitative)”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예술에 있어서
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장인적

솜씨

(craftsmanship)”를 높이 평가하였다.164) 이 기사는 미국의 관객들은 일
161) “Art: Japan-Modern, But not New; Museum Chose Works With Familiar
Look”; “American Art in Japan”, The New York Times, 19 Oct. 1966, p.
42.
162) 같은 곳.
163)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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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미술에서 장인정신으로 대표되는, 무엇인가 일본적인 특징이 있을 것
이라고 기대하는데, 이 전시에서는 그러한 점을 찾을 수 없었으며 제시
된 것은 단지 자신들이 정립시킨 기준에 따라 단지 서구를 모방한 것처
럼 보이는 작품뿐이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미술사학자 이케가미 히로코는 2011 년의 연구에서 “이 카탈로그에
각각의 작가의 초상화가 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미술계에 새로운
얼굴을 알리는 목적 이외에는 아무 쓰임이 없었다”고 쓰면서 “리버만은
이 작품들을 소개하면 전할 ‘이야기’가 전혀 없었고 따라서 이 작가들을
모방이라는 비판에 취약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썼다.165) 그러나 앞에서
설명했듯 리버만이 카탈로그를 통해서 일본의 전통문화를 높이 평가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경향”의 철 지난 추상적 경향의 작품을 위주로
선정하였던 것은 단순한 “이야기”의 부재라기보다는 미술시장을 포함한
미술계 내에서의 미국의 추상회화의 영향력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일본: 전통과 현대》(1974)

1974 년

5월

독일

뒤셀도르프시립미술관(Städtische

Kunsthalle

Düsseldorf)에서 《일본: 전통과 현대》전이 개최되었다.166) 이 전시는
164) 같은 곳.
165) 히로코 이케가미(주 29), p. 237.
166) 《일본: 전통과 현대 Japan-Tradition und Gegenwart》전은 1974 년 5 월 3 일부
터 6 월 9 일까지 개최되었다.
뒤셀도르프는 1952 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이후 함부르크와 함께 일본 기
업들의 무역 거점으로 기능하며, 독일 내에서 가장 큰 일본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도시이다. 전시가 개최되기 3 년 전인 1971 년 4 월 북미와 유럽에서 최초로
일본인 학교가 설립되고, 1972 년 이래로 현재까지 독일 내에서 일본인 거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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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셀도프르시립미술관이 주최하고 당시의 관장이었던 유르겐 하르텐
(Jürgen Harten, 1933- )이 기획한 것으로 50 명의 일본미술가와 두 그
룹이 참여하여 회화, 그래픽, 조각 등 약 200 점을 소개하였다. 이 전시
는 하나의 주제나 전시의 컨셉을 강조하기 보다는 일본의 미술의 변천과
다양한 미술양식을 한 공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
다.
1970 년대 이후 외국에서 개최되는 기획전들의 상당수가 1972 년 설
립된 일본의 국제교류기금의 주최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그와는 다르
게 이 전시는 국제예술견본시협회의 제안이 있기는 하였지만 뒤셀도르프
시립미술관이 주도하여 자주적으로 기획한 것이었다. 당시 관장이었던
유르겐 하르텐이 일본을 방문하고 작품을 선정하였다.167) 따라서 이 전
시를 통해 당시 유럽의 기관이나 미술관계자가 일본의 현대미술을 어떻
게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일본적인 것”이 어떻게 재현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에는 1928 년에 제작된 일본화의 기법을 유화에 적용시켜 독자적
인 기법을 고안했던 후지타 쓰구하루(藤田嗣治, 1886-1968)의 <화가의
초상>(1928)[도판 19]이나 후쿠다 헤이하치로(福田平八郎, 1892-1974)
의 일본화 작품 <잉어>(1966)[도판 20] 등 이미 일본 내에서 잘 알려진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동시에 베니스 비엔날레를 비롯한 국제전에 참

가장 많기 때문에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았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에
서 처음으로 일본 현대미술 전시가 개최된 도시가 뒤셀도르프였다는 점은 놀랍지
않다.
167) 이 전시에 출품하였던 우에마쓰 게이지(植松奎二, 1947- )는 인터뷰에서 “뒤셀도
르프의 쿤스트할레의 당시 관장이었던 유르겐 하르텐이라는 분이 와서 그의 독자
적인 눈으로 (작품을) 골랐습니다”라고 회고하였다.
植松奎二 オーラル・ヒストリー, 2016 年 9 月 22 日
http://www.oralarthistory.org/archives/uematsu_keiji/print_01.php(최종접속일:
2021 년 5 월 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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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면서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오토사토 도시노부(オノサト・
トシノブ, 1912−1986), 사이토 요시시게(斎藤義重, 1904-2001), 스가
이 구미(菅井汲, 1919-1996), 그리고 당시 30 대였던 스가 기시오(菅木
志雄, 1944- ), 세키네 노부오(関根伸夫, 1942-2019)나 다카마쓰 지로
(高松次郎, 1936-1998) 등 현대미술가들이 전시에 참여하였다. 여기에
는 앞에서 코코란미술관에서 소개되었던 일본의 현대 서예 작품과 20 세
기 초 파리 중심의 유럽 회화양식의 영향을 받은 양화가들의 작품들은
제외되었다.
이 전시를 계기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갤러리들은 일본의 현대미술
작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우환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전시를 계
기로 그의 작품이 유럽의 갤러리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이 전시에 《선으로부터》(1973)이나 《점으로부터》(1973) 등의 작품
을 비롯하여 나무나 종이를 사용한 작품 등 7 점을 출품하였다. 그는 이
전시를 통해서 독일의 미술관계자들이 자신의 작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
었다고 설명하면서, 하르텐이 자신에게 갤러리 m(Galerie m)의 알렉산더
폰 베어슈보트-발라베(Alexander von Berswordt-Wallrabe)를 소개시
켜 준 것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 그의 작품을 널리 알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회고했다.168)
앞에서 설명했듯이 하르텐이 전시를 기획하고 직접 작품을 선정하기는
하였지만 전시기획 단계에서 나카하라 유스케(中原佑介, 1931-2011, 미
네무라 도시아키(峯村敏明, 1936- )등 일본의 저명한 비평가와 미술관
이나 갤러리 관계자들에게 전시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작가를 소개하는
글을 요청함으로써 일본미술의 맥락을 고려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168) 李禹煥オーラル・ヒストリー, 2008 年 12 月 19 日
http://www.oralarthistory.org/archives/lee_u_fan/interview_02.php(최종접속일:
2021 년 5 월 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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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소개한 미국에서의 전시들과 차이가 있다. 전시도록에는 전시를
기획한 하르텐의 서문과 당시 일본미술에 대해서 연구한 조셉 러브
(Joseph Love, 1929-1992)의 비평문이 실렸고, 그밖에 미네무라 도시
아키, 미키 다몬(三木多聞, 1929-2018), 나카무라 히데키(中村英樹,
1940- ) 등 비평가들이 쓴 각 미술가들의 약력과 해설문이 실려 있다.
하르텐은 전시 도록의 서문을 최근에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일본의 미술가들을 예로 들면서 시작하였다. 그는 아라카와 슈사쿠(荒川
修作, 1936-2010)나 가와라 온(河原温, 1933-2014)과 같은 일본의 현
대미술가들이 서구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
본의 최신 미술 경향을 한 눈에 볼 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69) 그는 한 아트딜러가 “뒤셀도르프 전시는 아마
도 일본인이 기획한 것보다도 ‘더 일본적’일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170)

일본인으로서 외국에서 전시를 준비하는 이는 오히려 자신의 미술
을 외국인의 눈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는 일부
자기부정이 있으며 그것은 그러한 방식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욕
망과 쉽게 뒤섞이게 된다.171)

이는 일본인들은 자국의 미술을 외국에 소개할 때, 외국인의 눈에서
바라본 일본미술의 특징이 있다고 간주하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부
169) Jürgen Harten, 제목 없음, Städtische Kunsthalle Düsseldorf, Japan, Tradition
und Gegenwart, (Düsseldorf: Städtische Kunsthalle Düsseldorf, 1974), p. 7.
이 전시 도록의 원문은 독일어로, 논문에서 인용하는 부분은 모두 현재 독일 함부
르크미술대학(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 Hamburg)에서 유학중인 김가영이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170) 같은 곳.
171)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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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정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종종 그것은 지금 그대로의 “일본적인
것”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본 현대
미술의 아이덴티티 문제와 관련되는 것인데, 그와 대조적으로 하르텐 자
신은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자기부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대적으로 현재의 일본 그 자체를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강
조하였다.
“일본적인 것”과 관련된 이러한 논의는 외국에서 일본의 현대미술 전
시를 기획할 때, 그 주체가 일본인이든 외국인이든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전형적으로 “일본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을 전시에서 어떻게 재현할지의 문제이지만, 동시
에 일본 현대미술이 서구미술의 모방이나 아류라고 평가되는 것을 어떻
게 해결할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 두 문제는 언뜻 별개의 문제라
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일본 현대미술에 있어서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서
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여기에서 이 전시가 이러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
고 기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뉴욕 현대미술관에서의 전시와 그에 대한 비평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일본의 현대미술을 서구의 아류나 모방이라는 평가에서 자
유롭지 않았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일본미술이 가진 가치
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본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해답이 되어 왔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로서는 동시대의 일본적인 특징이
아니라 서구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과거의 문화나 전통미술이 가진 특징
들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하르텐은 그에 대한 해답으로 자주 소개되는
일본의 서예, 혹은 그와는 반대로 서구미술의 영향만이 노골적으로 드러
나는 양화가들의 작품을 배제시킴으로써 형식적으로 “일본적인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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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그것이 가진 내용적 특징을 강조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
각하는 일본미술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일본 현대미술에서 가장 놀랍고 설득력 있는 것은 어디에서나 그
것은 정신적(geistige) 아방가르드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동시에 이
것은 독보적이고(exklusiv) 모범적(exemplarisch)이다. 이러한 이
유만으로도 일본 미술의 통합 시도가 단지 순응(Anpassung)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시킬 수 있다.172)

여기서 하르텐이 말하는 통합은 일본이 서구미술을 단지 수동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융합을 시도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입
장에서 그는 모방에 대해서도 “일본인에게 모방은 깊은 의미에서 자기만
의 수단을 통한 차용(Anverwandlung)과 확장(Fortsetzung)을 의미한
다”고 썼다.173) 이를 통해 그는 직접적으로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모방은
단지 서구를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창작행위임을 강조하는 것이
며, 이를 통해 작품 형식에서 보이는 서구미술과의 유사성에 대한 정당
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하르텐은 당시 34 살의 다나카 신타로(田中信太郎, 1940-2019)가 “나
의 머리는 서양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나에 관한 다른 모든 것들은 일
본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한 부분을 인용하며, “다원주의적인
세계 속에서 일본인들의 자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전통과 현대에 대한 대
화는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174) 이러한 하르텐의 시도는 전통을 재맥

172) 같은 곳.
173) 같은 곳.
174)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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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화시키면서 결국 전통에서 일본의 독자적인 특성을 모색하는 전형으로
인식되는 “일본적인 것”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결과적으로 그는 “일본적 감수성의 특별한 표현에 관한 문제가 답을
하는 것은 의도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유보하였다.175) 그는 “이 전시가 서구미술과의 양식적인 유사성 뒤
에 실제의 다른 것을 깨닫도록 관객을 자극할 때 성공적일 것”이라고 설
명하였는데,176) 이는 전시를 통해 일본 현대미술의 서구와의 유사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말한 “정신적 아방가르드”를 일본 고유의 것으로 보
여주고자 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전시의 도록에는 1950 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미국 출신의 미술평론가 조셉 러브가 쓴 「현대 일본미
술의 경향」이라는 비평문이 서문과 함께 실려 있다. 앞에서 살펴본 유
르겐 하르텐의 서문에서는 일본미술의 정신적인 특징을 강조함으로써 서
구의 모방에 대한 편견을 없애려는 태도에서 전통을 강조했다면, 러브는
일본미술에서 나타나는 일본 전통문화의 특징들에 주목하였다.
그는 이 글의 서두에서 근대화 이후 일본미술계가 거쳐 온 “일본의 양
식”과 “서양의 양식”이 대립해 온 흐름 간결하게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각각의 예술가들은 “솔직하게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들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통한 투쟁이 있어 왔으며,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일본 양식(japanischen Stils)” 화가 즉, 일본
화가들이라고 주장하였다.177) 그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어져 온 일
본양식의 회화가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 유일한 유물은 구와야마 다다

175) 위의 글, p. 8.
176) 같은 곳.
177) Joseph Love, “Die Str mungen in der zeitgen ssischen japanischen Kunst”,
in Städtische Kunsthalle Düsseldorf(주 169), 위의 글, p. 9.

- 82 -

아키의 탁월한 단순함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물리적인 손재주의 전통”임
을 강조하였다.178) 그 뿐만 아니라 “수 백 년 되는 기술을 극도로 새로
운 개념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좋은 수단을 제시한다”고
피력하면서 일본의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을 수직적으로 연결시키는 구도
를 제시하였다.179) 그는 구와야마 외에도 6 명의 화가의 이름을 언급하
면서 그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 6 명은 요시하라 지로, 사이토 요시시
게,

도모토

히사오,

아라카와

슈사쿠,

야마다

마사아키(山田正亮,

1930-2010), 그리고 다나카 신타로(田中信太郎, 1940-2019)이다. 그는
이 예술가들의 역할에 대해서 각각 완전히 다른 개념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모두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나는 이 예술가들이 정제되고 지배적인 색조에 좌우되고 서양의
유산에 부합하는 빛과 공간 착시의 결합보다는 오히려 평면을 목
표로 하는 신중한 구성에 중점을 둔 곳에서 능숙한 솜씨로 즉흥적
으로,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존의, 예술전통에 관심을
가지고 다룬 이 나라에서 유일한 이들이라고 여기고자 한다.180)

러브는 일본 현대미술을 서구의 동시대 미술과 비교하며 설명하면서
“평면”, “구성”, “능숙한 솜씨”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일본의 현대미술의
경향성을 잘 알려진 일본전통 미술의 전형적인 특징들에서 찾았다. 이어
서 그는 자신의 주장을 보다 공고히 하면서, 일본 현대미술가들의 제한
적이거나 억제하는 형태, 즉 “서구의 관찰자에게 지루한 형태의 장식이
거나 혹은 60 년대의 미니멀아트의 반복”에 해당하는 것이 일본 현대미
178) 같은 곳.
179) 같은 곳.
180)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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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경우 “전적으로 현존하는 전통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181) 구와야마 다다아키의 작품 <은>(1974)[도판 21] 의 예를 떠
올리면 그의 주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러브는 구와야마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색의 특징을 몬드리안(Mondrian)과 엘스워스 켈리
(Ellsworth Kelly)가 사용한 색의 사용과 비교하면서 구와야마의 색의
사용을 “일본적 분위기와 문화적 전통”이 표현되었다고 평가했다.182) 이
처럼 러브는 구와야마의 색 사용을 서구와는 다른 “일본적인 것”으로 보
았다.
이 전시가 앞에서 소개한 미국에서의 전시와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
은 추상표현주의나 앵포르멜 계열의 추상회화작품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전시가 개최되었던 1970 년대는 이미 모노하(もの派)의 영향이
일본 내에 퍼져 있었던 시기였다. 몇몇 유명한 미술가의 회화 작품을 제
외하고는 젊은 미술가들의 개념적이거나 구성적인 작품과 나무나 돌 등
을 이용한 입체작품이 다수 전시되었다. 이를 감안할 때, 나무, 돌 등 물
질 그 자체를 보여주고자 하는 경향이나 그것의 관념적인 철학에서 동양
적인 맥락을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시에서는 이를 서구미술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일본 현대미술의 독자적인 특징으로 강조할 수 있었
다. 시기적으로도 미국의 전시와는 10 년이라는 격차가 있다는 것도 두
전시에서 차이가 보이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겠지만, 일본의 현대미술
이 단지 서구미술의 모방에 불과하다는 평가에 대한 일종의 대응으로써
추상이 아닌 형상적인 평면 작품들이나 동양철학의 관념적 요소들이 드
러나는 설치작품들을 선정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181) 같은 곳.
182) Joseph Love, “Tadaaki Kuwayama”, in Städtische Kunsthalle Düsseldorf(주
169),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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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 일본의 시공간》(1978-81)

파리에서는 1972 년 이후 매년 가을, 세계 각국의 음악, 영화, 미술,
무대 등 여러 장르의 예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가을축제(Festival
d’Automne à Paris)가 개최된다.183) 1978 년은 이 축제에서 일본이 특
집이 되었던 해로, 이 해 10 월 파리 장식미술관(Musée des Arts
Décoratifs)에서는 건축가

이소자키 아라타(磯崎新, 1931- )에 의해서

기획된 전시 《마(間): 일본의 시공간》이 개막했다.184) 이후 이 전시는
뉴욕 쿠퍼 휴이트 국립디자인 박물관(Cooper-Hewitt, National Design
Museum)을 시작으로 1981 년 5 월까지 미국, 스웨덴, 핀란드의 미술관
을 순회하였다.185)
이 전시에는 사진가 시노야마 기신(篠山紀信, 1940- ), 디자이너 미야
케

잇세이(三宅一生,

1938-

),

미술가

다카마쓰

지로(高松次郎,

1936-1998), 무용가 히지카타 다쓰미(土方巽, 1928-1986) 등 여러 장
르의 예술가들의 사진, 조각, 건축 모형 작품 등이 소개되었다. 이 작품

183) 파리의 가을축제는 1972 년, 당시 조르주 퐁피두(Georges Jean Raymond
Pompidou) 대통령의 강력한 후원 하에 미셸 기(Michel Guy)에 의해서 창설되었
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년 가을 개최되며 무대, 음악, 영화, 미술 등 여러 장
르의 다학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술을 소개한다.
184) 이 축제에서는 전시뿐만 아니라 음악회가 동시에 개최되었다. 이 음악회는 이소자
키 아라타와 함께 이 축제의 공동 프로듀서였던 작곡가 다케미쓰 토루(武満徹,
1920-1996)에 목소리라는 뜻인《고에 KOE: Espace-Temps du Japon》라는 제
목이다.
185) 《마(間): 일본의 시공간 MA: Espace-Temps au Japon》전은 다음과 같이 순회
하였다.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1978. 10. 11 - 12. 11);
Cooper-Hewitt, National Design Museum, New York(1979 4. 3 - 5. 27);
Contemporary Arts Museum Houston, Texas(1979．6．30 - 9．2); Museum
of Contemporary Art Chicago, Illinois(1980. 1. 20- 3. 14); House of Culture,
Stockholm (1980. 9. 20 - 1981. 1. 11); Helsinki Art Museum, Helsinki(1981.
2. 27 -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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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모두 제목에서 사용된 “마(MA, 間)”라는 컨셉을 통해서 재현되었
다.
“마”는 시간과 공간의 한자어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사이 간(間)”
자를 일본어로 발음한 것이다. 이소자키는 이 글자를 통해 일본만이 가
지는 개념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그가 생각하는 “마”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말하자면, 서구적인 인식에서 생긴 시계열(時系列), 공간계열(空間
系列)의 차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모두 간격의 본질로 인지되고
있었던 것을 가리킨다. 이 용법은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환경, 생
활, 예술의 전 영역에 있어서 인식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건축,
미술, 음악, 연극, 정원은 모두 ‘마’의 예술이라고 불리고 있을 정
도이다.186)

여기에서 나타나듯이 “마”라는 개념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서구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착안된 것이다. 이어서 그는 일본의 시간 개념이 절대
적으로 구획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즉 서구에서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서 균질하게 흘러가는
절대적인 축으로 이해되었다. 그에 반해 일본에서는 태양의 운행이
무엇보다 우선시되고 일출과 일몰의 두 정점(定点)이 기준이기 때
문에 시간의 단위는 계절, 낮과 밤에 따라 늘고 줄었다. 시간은 항
상 상대적으로만 인식되었다.187)
186) Isozaki Arata, “La notion d’espace-temps au Japon”, Festival d’automne à
Paris & Musée des arts décoratifs, MA: Espace-Temps au Japon, 1978, 페
이지 표기 없음, 위 인용문은 磯崎新, 「日本の時空間」, 『建築文化』12,
1981.12, p. 120 에 수록된 일문 번역문을 참조.
187) 위의 글,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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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소자키는 “마”를 일본의 여러 영
역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이해하고 있다. 그가 이 전시회에 대해서 “‘마’라는 한 글자의 전시
회, 즉 개념을 전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처럼, 전시는 개별 작품들
을 소개하는 측면보다는 번역조차 곤란한 “일본적 개념”을 재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었다.188)
전시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포함하여 총 9 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었
다[도판 22]. 각 공간은 미치유키(MICHIYUKI, 道行), 수키(SUKI, 數寄),
야미(YAMI, 闇), 히모로기(HIMOROGI, 神籬), 하시(HASHI, 橋), 우쓰로
이(UTSUROI, 移), 사비(SABI, 寂)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획되었고, 뉴욕
에서의 전시 이후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각각 우쓰시미(UTSUSHIMI,
現身)와

수사비(SUSABI, 遊)라는 개념으로 독립되면서 총 9 개의 개념

으로 재구성되었다. 이 개념들은 정확한 의미로 번역이 불가능하다는 이
유로 전시에서 일본어 원어가 그대로 사용되었다.189)
“미치유키(道行)”의 경우, 이를 직역하면 “길을 가다”라는 뜻이다. 이
공간의 벽면에는 에도시대 우키요에 작품인 우타가와 히로시게(歌川広
重, 1797-1858)의 《도카이도의 53 경치》(1833) 시리즈가 여러 시대
의 변화된 지도와 함께 병치되어 전시되었다.190) 각 작품의 앞쪽 바닥에
는 방석 위에 큰 돌을 올린 뒤 이를 여러 개 나열하여 징검다리처럼 만

188) 磯崎新, 「ちょっとばかりジャパネスク」, (주 186), p. 111.
189) 각 세부 항목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시도록에 자세한 설명이 실려 있다. Festival
d’automne à Paris & Musée des arts décoratifs(주 186).
190) 이 시리즈는 1833 년 호에도(保永堂)에 간행된 우키요에 작품으로, 니혼바시(日本
橋)에서 교토에 이르는 도카이도(東海道)의 역참들을 묘사한 것이다. 길거리 풍경
이나 나그네의 모습, 사계의 변화나 날씨 등의 기상의 변화, 시간의 변화 등이 잘
표현되어 있다.
http://www.moaart.or.jp/events/hiroshiges-fifty-three-stages-of-the-tokaido
(최종접속일: 2021 년 6 월 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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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고 공간 한 쪽에는 다실(茶室)이 설치되었으며, 반대편에는 가부키
배우 반도 다마사부로(坂東玉三郎, 1950- )의 가부키(歌舞伎) 장면이 있
다[도판 23]. 이소자키는 전시에서 “미치유키”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
다.

‘마’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동(movement)의 과정을 조직한
다. 공간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움직임(movement)과 호
흡을 통해서 나뉜다. 다실로 향하는 징검돌은 그 위로 걸어야 할
길을 결정한다. 그리고 돌 사이의 공간들인 ‘마’는 걷는 이의 호흡
리듬을 결정한다. [...] 가부키의 무대에서도 ‘미치유키’는 중요한
개념이며,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동 과정으로서 극화되었다.
여기에서 공간은 두 캐릭터의 체험을 매개로 하여 시간의 흐름으
로서 파악되고 있다.191)

“미치유키”라는 섹션에서는 이 일본어의 개념을 다실, 우키요에, 가부
키 등 일본 전통문화를 전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소자키에 따르면 각 항목의 전시형태는 글에 의한 정의가 처
음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예를 고전에서 찾아 주로 사진이나 도판으로
보여준 뒤에 조각, 무용, 연극과 같은 현대작품을 병치시키는 것이었
다.192) 미술사학자 기타자와 노리아키가 이 전시에 대해서 “현대미술 속
에서 고전 일본을 찾아내는 시도”로 “전근대와 현대성의 연결이 두드러
진다”고 해석했던 것처럼,193) 이 전시는 각각의 개념을 통해서 전통과의
연결지점을 모색하였다.
191) Festival d’automne à Paris & Musée des arts décoratifs(주 186), 페이지 표
기 없음.
192) 磯崎新(주 186), p. 112.
193) 北澤憲昭, 「美術館の時代ー一九七〇年後半〜九〇年代」, 北澤憲昭 他(주 70), p.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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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징은 “사비(寂)” 공간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도록에서 이소
자키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일본의 중세는 물체가 시간의 경과와 함께 머
금게 되는 낡은 색이나 황량한 모양, 변모한 상태에서 미를 찾아내어 그
것을 ‘사비’라고 불렀다”고 설명하였다.194) 그리고 <구소시 에마키 九相
詩絵巻>[도판 24]에서 묘사된 육체가 부패하여 소멸해 가는 과정을 보
여줌으로써 이 개념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전시 공간에는 현대미술가 다
카마쓰 지로(高松次郎)의 녹슨 철의 작품 <컴파운드 Compound>[도판
25]를 설치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질이 변화하는 속성을 상징적으
로 연출하였다.
이 전시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12 년에 진행된 한 인터뷰에서는 이
소자키는 “（당시) 프랑스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마》전시 봤어?’가 인
사였을 정도로 크게 유행”하였으며, “후일 퐁피두센터의 관장이 되고
《대지의

마법사전》을

기획한

그(장-위베르

마르탱

Jean-Hubert

Martin)가 매일 자전거로 파리장식미술관을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고 회고했다.195)
일본에 전통과 현대의 예술을 연결시키고자 했던 이 전시는 2000 년
10 월 이소자키 아라타에 의해 재구성되어 《마: 20 년 후의 귀환》이라
는 제목으로 도쿄예술대학 대학미술관에서 개최되면서 일본의 전통 개념
과 현대미술을 재고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196) 또한 2020 년 10 월 20
일 재팬 하우스 로스앤젤레스(Japan House Los Angeles)는 이 전시에

194) Isozaki Arata, “La notion d’espace-temps au Japon”, Festival d’automne à
Paris & Musée des arts décoratifs(주 186), 페이지 표기 없음, 위 인용문은 磯
崎新(주 186), p. 148 에 수록된 일본어 도록을 참조함.
195) 磯崎新オーラル・ヒストリー, 2012 年 8 月 17 日
http://www.oralarthistory.org/archives/isozaki_arata/interview_04.php (최종접
속일 2021 년 5 월 20 일).
196) 전시는 2000 년 10 월 3 일부터 11 월 26 일까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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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난 “마” 개념을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을 재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웨비나(webinar)를 열었다.197) 이처럼 1978 년 파리의 전시에서 재현했
던 일본의 전통 개념에 대한 논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면서 재
구축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서구에서 개최된 전시의 기획이나 그것의 평
가 내용에 있어서 일본 현대미술과 일본전통은 불가분의 관계였으며, 이
는 “일본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사카이 나오키의 「근대와 세계의 구
상」이라는 글은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는 “근대적
인 것”과 “전근대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일반적으로 낡은 것을
“전근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낡은 것이 곧 “전근대적인 것”
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198) 그는 이러한 관점을 전통과 연결시키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새롭게 생겨난 것이 과거의 반복으로 인식될 때, 설령 오늘 만든
것임에도 그것이 오래된 것의 모방으로 인식될 때, 전근대적이라는
수식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전근대는 종종 ‘전통’과 병치된다.
전통이란 과거에 만들어진 생활양식이나 기술이 현재까지 재생, 반
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199)

여기에서 일본미술이 전통과 연결되는 과정을 이해해볼 수 있다.
1862 년 《제 2 회 런던 만국박람회》에 주일 영국공사였던 러더포드 올
197) Rethinking the Japanese Architectural Concept of “MA”
https://www.youtube.com/watch?v=TCMQRNQ0Iq4(최종접속일: 2021 년 5 월
20 일).
198) 사카이 나오키(酒井直樹), 「근대와 세계의 구상」, 사카이 나오키 외, 『근대세계
의 형성』(2002), 허보윤 외 옮김 (서울: 소명출판, 2019), p. 27.
199)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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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Sir Rutherford Alcock, 1809-1897)이 개인소장한 190 건의 칠기를
출품한 이후 일본의 칠기 등의 공예품이나 생활용품이 만국박람회를 통
해서 서구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1876 년 《필라델피아
만국박람회》의 영향으로 일본 전통문화가 유행하는 현상이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19 세기 후반 자포니즘의 현상으로 당시 일본문화의 양식이
나 이미지가 “일본적인 것”을 형성하는 데 크게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형성된 일본에 대한 인식은 이 장에서 살펴보았던 전시들을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일본사회가 근대화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
어 고착화되었다.
사카이는 이러한 인식의 원인을 18 세기부터 19 세기에 걸쳐 서구가
‘전통적인 것’ 대 ‘근대적인 것’이라는 이항대립을 기반으로 지식을 조직
했다는 것에서 찾았다.200) 그에 따르면 이 “이항대립은 집단의 자・타
구별을 만드는 데에 대단한 힘을 발휘했고, 유럽 대 비유럽, 식민지종주
국 대 식민지, 백인 대 비백인, 서양 대 비서양 등의 사이에 자와 타의
차이와 동일성에 관한 역학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201) 따라서 서구는
자신을 근대로 상정하고 타자를 전근대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통적
인 것을 모색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서구중심적 사고방식을 비
판적으로 바라보았다. 이 장에서 서구의 기획자나 비평가들이 일본문화
를 전통과 연결시키려는 태도는 이러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서구의 일방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에서 전통논
쟁에 대한 부분에서 설명하였듯이 패전국 일본이 자국의 정체성을 구축
하고 자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과거”가 여

200) 위의 책, p. 28.
201)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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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차례 소환되어 전통으로 고안되어 왔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오
카모토 다로의 조몬토기론을 재차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는 1954 년 일
본의 국립근대미술관에서 개최한 《현대의 눈-일본미술사로부터》전에
서 토기나 하니와(埴輪)와 같은 고대의 유물을 미술관 안으로 끌어들여
이를 현대의 시점에서 재해석하였던 시도에서도 발견된다.202) 또한 이와
같이 일본에 전통에 주목하는 태도는 이 연구에서도 분석한 1978 년 개
최된《마》전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어 오면서
“일본적인 것”으로서 인식되었다.

202) 이 전시는 1954 년 11 월 16 일부터 1955 년 1 월 30 일까지 일본 국립근대미술관
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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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Ⅳ 장 근대화 이후에 발견된
“일본적인 것”의 강조
1980 년대 일본의 국제사회 안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더욱 증가하였다.
국제적으로 일본의 패션이나 건축 등 문화에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는 긍
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산업의 측면에서는 무역 마찰이나 서구 사회
의 견제가 일어나면서 일본에 대한 양가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국가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서 일본 정부는 국제 문화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외교정책을 펼쳤다.
이는 일본 현대미술 해외전시회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고 외무성 소
관인 국제교류기금이 주최하는 전시들이 연달아 개최되는 것으로 이어졌
다. 이 시기에는 “일본적인 것”을 전통과 결부시켜 해석하는 인식이나
서구의 모방자라는 평가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시에는 근대화 이후에 발견된 “일본적인 것”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전시를 통해서 “전위적 요소”를 강조하거나 기존의 “일본적인 것”
의 측면들을 재고함으로써 현대 일본 사회의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하였
다.
이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 먼저 제 1 절에서는 일본의 국제적 지위의
변화와 국가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쇄신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제 2 절에서는 일본의 근현대미
술을 재조명하였던 세 개의 전시를 살펴보고 여기에서 나타난 “전위적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분석하면서 이것이 “일본적인 것”과 어떻게 연결
되는지 논의할 것이다. 끝으로 제 3 절에서는 “일본적인 것”을 주제로 하
면서도 대조적으로 기획되었던 두 개의 동시대 미술 전시를 살펴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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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그 안에서 재현하고자 했던 “일본적인 것”이 무엇이었는지 분석할 것
이다.

제 1 절 일본의 국가이미지 쇄신의 필요성 대두

1. 일본 문화에 대한 서구의 긍정적 평가

1980 년 일본은 자동차 생산 대수 1,100 만대를 기록하면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 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다. 고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겸
비한 일본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미국 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1970 년 3%에서 10 년 만에 20%가 되었다.203)
1981 년 3 월 『타임 Time』지에서는 이러한 미국산 자동차 판매의
부진에 대해 우려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일본의 성공을 인정하면서, 미
국 자동차 산업의 문제 해결책은 “일본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좋고 값싼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204) 이 기사에서는 에즈라 보겔(Ezra
F. Vogel)의 저서 『일등으로서의 일본: 미국을 위한 교훈 Japan as
Number One: Lessons for America』(1979)을 소개하였는데, 이 책은
일본을 세계 정상에 오른 국가로 표현하고 일본 기업의 성공요인과 경영
방식에 있어서 배울 점을 제시한 것이었다.205) 이것은 일본의 국제적 지

203) Kenneth E. Train and Clifford Winston, “Vehicle Choice Behavior and the
Declining Market Share of U.S. Automaker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48, No. 4(November, 2007), p. 1470 [표 1] 참조.
204) Cristopher Byron, “How Japan Does It”, Time, March 30, 1981, p. 55.
205) 위의 글, pp. 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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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상승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
를 보여준다.
기업의 경영 방식뿐만 아니라 문화면에 있어서도 일본은 미국의 주목
을 받았다. 1980 년 제임스 클라벨(James Clavell, 1924-1994)의 소설
을 원작으로 한

TV 미니시리즈 『쇼군 Shōgun』이 방영되었다. 원작

소설은 1975 년 5 월 출판된 것으로, 17 세기 에도시대에 영국인 항해사
가 일본에 표류하면서 전개되는 이야기이다. 이 소설은 미국에서 32 주
간 베스트셀러 목록의 상위를 차지했고, 출판 후 5 년간 미국에서만
700 만부

이상이

판매되었다.206)

이것은

파라마운트

텔레비전

(Paramount Television)에 의해 TV 미니시리즈 제작되어, 미국 NBC
에서 방영되었다. 상영시간은 총 9 시간 7 분으로, 9 월 15 일부터 19 일
에 걸쳐 다섯 에피소드로 나뉘어 황금시간대에 방영되었다. 다섯 에피소
드가 모두 그 주 시청률 1 위에서 5 위를 차지하였고, 특히 9 월 17 일에
방영된 에피소드 3 의 경우 시청률이 36.9%로 그 주 1 위를 차지하면서
이 드라마는 “황금시간대에 가장 많이 시청된 프로그램”이 되었다.207)
『쇼군』의 인기를 시작으로 미국에서 일본문화가 유행하는 현상이 더
욱 강하게 나타났다. 1982 년 8 월 7 일『뉴욕 타임즈』는 이러한 현상
에 대해서 “미국에서 꽃피는 일본의 문화”라는 제목으로 다루었다.208)
기사는 1982 년 6 월 말 가부키(歌舞伎)의 미국 투어가 시작되었던 뉴욕

206) Yoshi Tezuka, “Global America? American-Japanese Film Co-productions
from Shogun(1980) to Lost in Translation(2003)”, in Chris Berry, Nicola
Liscutin, Jonathan D. Mackintosh eds., Cultural Studies and Cultural
Industries in Northeast Asia: What a Difference a Region Makes,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09), p. 92.
207) “NBC is No. 1 -‘Shogun’ tops ratings; aids in best week”, The Desert Sun,
No. 40, 26 September, 1980, p. E8.
208) Leslie Bennetts, “Culture of Japan Blossoming in America”, The New York
Times, 7 Aug.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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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의 공연 티켓이 매진되었다는 내용으로 시작
하면서, 최근 자동차와 텔레비전 제조국이라는 인상이 강했던 일본이 영
화, 미술, 패션, 건축, 음식 등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
석하였다.209)
특히 건축, 패션 등 일본의 디자인 분야는 단순한 사회적 유행을 넘어
각 분야에서 창의성을 인정받으며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넓혀 갔다.210)
건축분야에서는 1985 년 안도 다다오(安藤忠雄, 1941- )가 알바 알토
상(Alvar

Aalto

Medal)을

수상하고,

1987 년

단게

겐조(丹下健三,

1913-2005)가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 프리츠커 건축상
(Pritzker Architecture Prize)을 수상하면서 일본 건축의 위상을 높이
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일본의 패션 역시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였다. 미야케 잇세
이(三宅一生, 1938- ), 야마모토 요지(山本耀司, 1943- ), 그리고 꼼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의

설립자

가와쿠보

레이(川久保玲,

1942- )와 같은 일본인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았
다. 1983 년『타임』지에서는 이 세 디자이너들을 “의복의 형태와 형식
(shape and form) 그 자체를 수정하고 때로는 심지어 바꾸고자 하는 혁
명가(revolutionaries)이자 반란자(insurgents)”로 평가하면서 “현재 세
계에 10 명의 훌륭한 패션디자이너가 있다면 그들 중 적어도 3 명은 일
본인이다”라고 극찬하였다.211) 특히 미야케는 1982 년 2 월 미술잡지

209) 위의 글.
210) 이 시기 건축과 패션 등 일본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유행과 이에 대한 평가가 일
본의 국가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을 제공해주신 김정희 교수님께 감
사를 드린다.
211) Jay Cocks and Sandra Burton, “Into the Soul of Fabric”, Time, Aug, 1983,
Vol. 122 Issu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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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포럼』과 1986 년 1 월 『타임』지의 커버스토리로 다루어지면서
문화예술계 내에서 화제가 되었다[도판 26, 27].212)
이렇게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일본문화들은 대체로 전형적인 일본
의 특징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적용시킨 것이었다. 1982 년 6 월
『뉴욕 타임즈』매거진에서는 「과거는 현재이기도 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건축과 가구디자인이 과거와는 달리 “국제적 주류”가
되었음을 강조했다.213) 이 기사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서구의 영향들이
자주 언급되지만 그 작품들에서는 그들 고유의 유산을 보여준다”고 쓰면
서 일본 디자인에 서구의 영향과 “일본적인 것”이 공존하고 있음을 긍정
적으로 평가했다.214) 또한 안도 다다오의 건축물을 예로 들면서, 그의
작품은 루이스 칸(Louis I. Kahn, 1901-1974), 루이스 바라간(Luis
Barragán, 1902-1988)의 건축물들을 암시하지만, 안도의 건물에는 “빛
과 그림자가 절묘한 움직임과 함께 젠(Zen)의 단순함이 울려 퍼짐”이 있
음을 강조하였다.215) 여기에서는 일본 건축에 대해 서구의 영향을 강조
하면서도 전형적으로 “일본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젠”을 발견하여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세 명의 패션 디자이너들 중에서 미야케 잇세이는 직물
을 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일본의 장인정신을 강조했다. 『아트포럼』에
실린 <라탄 바디 Rattan-vine Body>[도판 26]라는 작품은 대나무 소재
로 제작된 것으로 공예적인 과정을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의상의 실루엣
은 에도시대 무사의 예복인 “가미시모(裃)”를 연상시킨다[도판 28]. 그밖
212) “Editorial”, Artforum, Vol. 20, No. 6, Feb., 1982; “Changing Clothes: Issey
Miyake”, Time, 27 Jan. 1986,
213) George O'Brien, “Design; The Past Is Also Present”, The New York Times
Magazine, June 27, 1982, Section 6, p. 48.
214) 같은 곳.
215)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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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몸을 감싸는 “한 장의 천(一枚の布)”이라는 그의 데뷔 초기부터 지
속된 디자인 컨셉은 큰 천을 최대한 그대로 사용하면서 몸에 맞추어 오
비(帯)라는 끈으로 두르는 전통적인 일본의 기모노(着物) 의복문화와 깊
이 연관되어 있다. 꼼 데 가르송의 가와쿠보 레이의 경우는 겹겹이 몸을
둘러싼 무채색의 허름한 천 조각들이 형상이 특징적이다[도판 29].
1980 년대 초 파리 콜렉션에서 가와쿠보는 구멍이 나거나 찢어진 것처
럼 보이는 무채색의 천으로 제작된 비정형의 디자인을 선보였다. 야마모
토 요지는 가와바타와 마찬가지로 무채색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많은 경
우 오버 사이즈로 제작되었다. 이 세 명의 디자이너에 대해서 연구한 보
니 잉글리쉬(Bonnie English)는 이 디자이너들의 모두 그들의 디자인의
기반(basis)이 기모노에 있다고 언급했다고 주장했다.216) 그들이 “공간
과 균형, 그리고 의상의 형태와 그 밑의 신체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그
들의 의상을 만들고 개념화 한다”는 측면에서 그 기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217) 이를테면 야마모토 요지가 의상을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기모노가 가진 특성들을 함께 고려한다는 사실은 1983 년 10 월 23 일
자 『뉴욕 타임즈』에 실린 그의 패션 철학 관련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도판 30].218)

216) Bonnie English, Japanese Fasion Designers: The works and Influence of
Issey Miyake, Yohji Yamamoto and Rei Kawakubo (Oxford and New York:
Berg, 2011), p. 4.
217) 같은 곳.
218) 그는 “나는 너무 느슨하고 사이즈가 큰 일본의상과 기모노 형태의 볼륨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게 되었다.”, “너무 기모노 쪽으로 가면 최종적으로는 그저 천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것은 패션이 아니다. 기모노는 모방하기 좋지만 작품으로 만들
기는 어렵다. 그것은 기술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엉성하거
나 너무 크거나 너무 헐렁해진다. 그게 내 새로운 컬렉션의 형태가 더 좁아진 이유
다. 나는 신체를 꽉 조이도록 감싼다.”
John Duka, “Yohji Yamamoto Defines His Fashion Philosophy”, The New
York Times, 23 Oct. 1983,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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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조 히사코(安城寿子)는 2005 년의 연구에서 일본 패션 디자인에 대
한 당시 프랑스의 기사들을 분석하면서 일본 디자인이 “새로운 하나의
미학 혹은 ‘일본의 전통문화’를 구현한 표현”으로 평가되었다고 주장했
다.219) 또한 그녀는 다른 연구에서도 일본의 패션이 기존에 이국적인 것
으로서 정형화되어 있던 ‘일본’ 혹은 ‘일본다움(日本らしさ)’의 전형적인
이미지로 해석되었다고 지적하였다.220) 이들의 작품 속에서 “일본적인
특성”이라고 해석되는 것들은, 기모노, 사무라이, 젠 등 직접적으로 일본
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거나 재구축한 사레들이
었으며, 이러한 특징들이 서구 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 미일무역마찰과 국제사회의 견제

1980 년부터 미국은 달러화 강세와 고금리 현상에 따른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81 년 미국의
무역수지는 397 억 달러 적자로, 그 중 대일무역수지 적자가 180 억 달
러 이상이었는데, 이는 총 무역수지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었
다.221) 그 중에서도 문제로 가장 부각된 것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었
다.

219) 安城寿子, 「モードを検証する : 川久保玲・初期の創作にまつわる言説と実際」,
『デザイン理論』, 46(2005), 日本フランス語教育学会, p. 159.
220) 安城寿子, 「コムデギャルソン, 初期のコレクションをめぐる言説の周辺-同時代言説
に見るその位置付け・イメージと昨今の言説との距離」『デザイン理論』,
47(2005), 関西意匠学会, p. 14.
221) Frank Langdon, “Japan-United States Trade Friction:The Reciprocity Issue”,
Asian Survey, Vol. 23, No. 5(May, 1983),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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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년 말부터 제 2 차 석유파동이 일어나면서 소비자는 연비가 좋은
소형차를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엔화 가치가 하락하여 일본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도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
고 1970 년대 86%였던 미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74%로 하락하면
서 미국 자동차 산업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222) 포드(Ford),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와 함께 미국의 3 대 자동차 회사인 크라이슬러
(Chrysler Corporation)가 1979 년 파산 위기에 처해 연방 정부로부터
15 억 달러의 금융구제를 받게 된 사건은 당시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223) 그뿐만 아니라 1979 년 당시 자동차 산업에서 20
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한 데 더해, 45 만 명이 무기한 해고를 당하
게 되었다.224)
이에

따라

1980 년

초

전미

자동차

노조(United

Automobile

Workers, UAW)가 주축이 되어 미국 의회의 보호무역론자들에게 일본
산 자동차 수입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수입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들과 자유무역을 고수하는 이들 사이의 논쟁이 일
어났다. 미국 의회는 일본에게 “수출을 자발적으로 자제하고 일본에서
중요한 자동차조립사업을 준비하라는 강한 신호”를 보냈다.225) 이에
1981 년 5 월 1 일 다나카 로쿠스케(田中六助) 통상산업대사(通商産業大
臣, 현 경제산업대사)는 3 년

간 대미 자동차 수출 대수를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수출 자율 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 VER)” 방침을
발표하였고, 첫 해인 1981 년도 수출 대수를 168 만대로 제한했다.226)
222) Kenneth E. Train and Clifford Winston(주 203), p. 1470 [표 1] 참조.
223) Robert J. Cole, “Politics and Jobs: Chrysler Corporation’s $1.5 Billion
Bailout”, The New York Times, Nov. 4, 1979.
224) Clyde H. Farnsworth, “Does Detroit Need Import Aid?”, The New York
Times, Mar. 17, 1980.
225)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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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년도에 수출 대수가 182 만대였던 것에 비하면 감소하였으나, 고가
자동차의 수출을 확대시킴으로써 수출액은 증가하였다.227)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에 대한 평가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두
긍정적이지 않았다. 특히 산업이나 무역과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경제성
장과 국제사회 속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일본을 견제하
는 양가적인 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의 주간지 『타임』은 1983 년 8 월호에서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떠오른 일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일본의 성장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본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약 70 페이지 분량의 특별호를 기획하여 분석하였다. 이 기사의 서
문에서 “이 곳은 어떤 곳인가. 국제적인 주목, 걱정, 놀라움의 중심에 있
는 곳은.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존경받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이라
고 쓰인 부분은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양가적인 태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228) 또한 다른 글에서 “일본의 가장 친한 친구는 미국임에도 불구
하고[...] (그러한) 미국인들의 시각조차 의심과 양가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이는 매력과 존경 그리고 분함이 뒤섞인 것”이라고 쓰면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229)
1985 년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1.4 조 달러로, 당시 1 위였던
미국의 3 분의 1 정도였지만, 1970 년대 초만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었
226) 「対米自動車輸出自主規制に関する田中六助通産相声明 」, 1981 年 5 月 1 日, デー
タベース「世界と日本」, 日本政治・国際関係データベース, 政策研究大学院大学・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https://worldjpn.grips.ac.jp/documents/texts/JPUS/19810501.O1J.html (최종접
속일: 2021 년 5 월 30 일).
227) Frank Langdon(주 221), p. 655.
228) “Japan: A Nation in Search of Itself”, Time, Vol. 122 Issue 5, Aug, 1983, p.
19.
229) Lance Morrow, Edwin M. Reingold, “All the Hazards and Threats of
Sucess”, 위의 책,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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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서독의 두 배를 기록하면서 2 위 자리를 유지했다. 당시 미국의 무역
적자는 더욱 악화되어,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러화 강세를 완
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것은 1985 년 9 월 체결된 플라자 합의
(Plaza Accord)였다.230) 이 정책은 궁극적으로 일본의 경제 성장을 저
지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일본의 엔화 강세현상이 일어나면서,231) 일
본 수출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악화되었다. 이에 따른 불황을 우려한 일
본은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저금리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정
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는 부동산과 주식 투자 열풍으로 이어졌다.
엔화 강세 속에서 일본은 부동산 투자나 기업 매수 등을 통해 해외 보
유 자산을 늘려 나갔다. 1989 년 일본의 소니가 미국 할리우드의 메이저
영화사 콜롬비아 픽쳐스(Columbia Pictures)를, 1990 년에는 마쓰시타
전기(松下電器, 현재 파나소닉)가 유니버설 픽처스(Universal Pictures)
를 인수하였다. 이는 일본이 단지 자국의 제품을 수출하는 것만이 아니
라 대중의 사고체계와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화산업에
까지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큰 파장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미쓰비시지쇼(三菱地所)에 의해 뉴
욕 맨하탄의 중심에 있는 록펠러 센터(Rockefeller Center)의 매수가 이
230) 플라자 합의는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 프랑스, 서독, 영국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등이 모여 체결한 합의로, 미국의 달러화 강세 현상으
로 인해 자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피력하고 그 해결책으
로 달러 대비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과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내
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Announcement the Ministers of Finance and Central
Bank Governors of France, Germany,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Plaza Accord)”, University of Toronto G8 Information Centre.
http://www.g8.utoronto.ca/finance/fm850922.htm (최종접속일: 2020 년 9 월 1
일).
231) 1985 년 초 달러 당 엔화 환율이 262 엔대였던 것이 그 해 말 200 엔대까지 하락
하였고, 플라자 합의 후 1 년이 되던 1986 년 9 월에는 153 엔대까지 하락하였다.
“Japan-Spot Exchange Rate, YEN/US$”, Federal Reserve System.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H10/hist/dat89_ja.htm (최종접속일:
2020 년 10 월 1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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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당시의 일본의 막대한 자본
과 미국사회 내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자, 미국
입장에서 일본을 위협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국가
이미지는 더욱 악화되었다.232)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소위 “일본 때리
기(Japan bashing)” 현상이 퍼지기 시작했다.233)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영화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1989 년 개봉된 리
들리 스콧(Ridley Scott, 1937- ) 감독의 영화 <블랙 레인 Black Rain>
은 이 시기 미국인이 그린 당시의 일본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이 영
화는 일본 야쿠자 범죄자를 미국인 형사가 일본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그
린 것으로 미국인과 일본인의 가치관의 차이와 그로 인한 갈등이 드러난
다. 영화 비평가 팻 도웰(Pat Dowell)은 이 시기의 “일본 때리기”를 현
상을 설명하면서 <블랙레인>과 이 영화보다 3 년 앞선 1986 년에 개봉
된 일본을 소재로 한 또 다른 코미디 영화 <겅호 Gung Ho>를 비교하
였다. 그는 영화 <겅호>에서 나타난 “진기한 일본의 풍습과 경영에 있
어서 예의 바른 혁신”은 3 년 후 <블랙레인>에서 일본의 “범죄, 인종 차
별, 집단의 횡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변화의 이유를
그 사이 일본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바뀐 사회적 분위기로 들었다.234) 그
도 지적하였듯이 이 영화는 단지 인종차별적인 태도로서 일본의 부정적
232) 가쿠슈인대학(学習院大学) 이시이 스스무(石井晋) 교수는 이에 대해 “엔 통화의 힘
에 의존한 일방통행적인 성격이 강하여 해외로부터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면에서도 일본의 대외투자전략은 미성숙했다”고 지적하였다. 石
井晋, 「プラザ合意・内需拡大政策とバブル（1985〜89 年を中心に）」, 小峰隆夫
編, 『日本経済の記録 第２次石油危機への対応からバブル崩壊まで（1970 年〜
1996 年）』(東京: 内閣府経済社会総合研究所, 2011), p. 364.
https://www.esri.cao.go.jp/jp/esri/prj/sbubble/history/history_01/analysis_01_0
2_00_tobira.pdf (최종접속일: 2021 년 4 월 21 일).
233) David Brock, “The Theory and Practice of Japan-Bashing”, The National
Interest, Fall 1989, No. 17, pp. 29-40.
234) Pat Dowell, “Black Rain: Hollywood Goes Japan Bashing”, Cinéaste, Vol. 17,
No. 3(1990), Cineaste Publishers,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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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었지만,235) 당시의 일본과 미국과의 마찰
이 부각될 수 있었던 사회적 분위기를 잘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을 견제하는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
는 일본으로 하여금 국가이미지를 쇄신할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만들었으
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제적 문화교류를 통해서 일본의
문화를 전파함으로써 국제사회 내의 일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3. 국가이미지 쇄신을 위한 정부의 문화외교

1980 년대 초부터 시작된 국제 사회 안에서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일본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총리는 잘 인지하고 있었
다. 1982 년 11 월 취임한 나카소네는 초기부터 국회에서의 연설이나 일
반 강연 등을 통해 국제사회 안에서의 ”고립화와 폐쇄성”에 대한 위기감
을 강력하게 표출하였다.236) 이 시기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경
235) 위의 글, p. 9.
236) “과거에 우리나라는 국제정치에 있어서 협조를 실패하고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결
국 전쟁의 참화를 불러온 쓰라린 민족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 측
면에 있어서 그 대응을 잘못하면 국제적 고립의 길을 걸어갈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中曽根康弘, 「新しい豊かさをめざす経済運営，高度情報社会実現への五
原則」, 日本記者クラブにおける中曽根内閣総理大臣講演，1983. 5. 19, データベー
ス「世界と日本」, 日本政治・国際関係データベース, 政策研究大学院大学・東京大
学東洋文化研究所
https://worldjpn.grips.ac.jp/documents/texts/exdpm/19830519.S1J.html (최종접
속일: 2020 년 10 월 14 일)；“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고립화의 위험성, 폐쇄성의 위
험성이라는 것이 매우 커졌다. 먼저 이것을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中曽根康弘,
「国際情勢の展望と日本の進路，地平線をこえて」, 第五十五回全国経営者大会にお
ける講演，1984. 7. 16 , データベース「世界と日本」, 日本政治・国際関係データ
ベース, 政策研究大学院大学・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https://worldjpn.grips.ac.jp/documents/texts/exdpm/19840716.S1J.html (최종접
속일 : 2020 년 10 월 14 일); “제가 총리에 취임했을 때 일본은 아마도 전무후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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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장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이 커져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립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카소네의 “고립”에 대
한 위기감의 표출은 일본의 경제적 비상에 대한 주변국들의 경계로부터
촉발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강하게 의식한 결과였다. 그는
1984 년의 연설에서 여러 차례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무역이나 경제면에
있어서 “언페어, 교활하다(ずるい)”라고 비판받은 일을 언급하며 한 국가
가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이 매우 치욕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이 총리 재
임 중에 이 단어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237)
이러한 나카소네의 태도는 그가 국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각각의
곤란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일 없이, 세계
로부터 열린, 세계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그리고 경애(敬愛)되는 일본으로
서 새로운 측면을 열어 나가는 것”이라고 표명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
이,238) 일본의 국가이미지를 “경제대국”에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
아간,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명예로운 일본’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제고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이처럼 이 시기에는 자국에 대한 부정
적인 평가를 개선하고 원만한 국제관계를 형성하여 자국의 지위에 부합
하는 국가이미지를 구축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이후 일본의 국제적 문화교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1987 년 취임 직
후부터 ‘세계에 공헌하는 일본’이라는 외교 과제를 강조한 다케시타 노

국제적고립 속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中曽根康弘, 「新しい成長の道」, 第四回
軽井沢セミナーにおける講演，1984. 7. 22, データベース「世界と日本」, 日本政
治・国際関係データベース, 政策研究大学院大学・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https://worldjpn.grips.ac.jp/documents/texts/exdpm/19840722.S1J.html (최종접
속일: 2020 년 10 월 14 일).
237) 위의 글.
238) 「第 98 回国会における中曽根内閣総理大臣施政方針演説」, 1983.01.24,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1984/s59-shiryou-101.htm (최종
접속일: 2020 년 10 월 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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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루(竹下登) 총리 재임 시기부터 더욱 구체화되고 본격화되었다. 1988
년 ５월 런던의 연설에서 다케시타는 그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둥 중 하나를 “국제문화교류”로 설정하였다.239) 그에게 문화교류는
“체제나 가치관의 차이를 넘어 민족과 민족이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고
이해하는 기초를 만들고, 나아가 정치,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관계를 보
다 원활하게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었다.240) 또한 그는 일
본이 많은 서구의 문물을 배웠지만 일본은 “그것을 단지 수입이나 모방
에 그치지 않고 충분히 소화, 흡수하여 진정으로 자신의 것으로 하였다”
고 주장하였다.241) 이러한 그의 발언을 통해 그가 일본의 “모방자” 이미
지를 의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문화의 독자성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다케시타는 이러한 그의 정책을 구체화시켜 실현화시킬 수 있도록
1988 년 5 월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간담회”를 열어, 1989 년 5 월 토의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국제문화교류의 이념과 목적으로 “세
계 평화의 확보, 세계 문화의 발전에 기여, 대일관심의 증대에 대한 대
응, 일본 사회의 국제화를 위해서” 라는 네 가지 측면이 제시되었다.242)
239) 다케시타 총리는 ‘세계에 공헌하는 일본’이라는 입장에서 국제협력구상으로 세 가
지 방안을 공표했다. 첫 번째는 평화를 위한 협력 강화이고, 두 번째는 국제문화교
류의 강화이며, 마지막이 일본의 정부개별원조(ODA) 확충 강화이다. 「国際文化交
流の歩み：竹下総理大臣ロンドンスピーチ」, 1988.05.04.
https://www.mofa.go.jp/mofaj/gaiko/culture/koryu/others/kokusai_3a.ht 일 l (최
종접속일: 2020 년 9 월 15 일).
240) 「国際文化交流の歩み：竹下総理大臣ロンドンスピーチ」, 1988.05.04.
https://www.mofa.go.jp/mofaj/gaiko/culture/koryu/others/kokusai_3a.html (최종
접속일: 2020 년 9 월 15 일);「外交青書(わが外交の近況)」1988 年版(第 32 号),
1988.11,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1988/s63-1-1.htm (최
종접속일: 2020 년 10 월 16 일).
241) 「国際文化交流の歩み：竹下総理大臣ロンドンスピーチ」, 1988.05.04.
https://www.mofa.go.jp/mofaj/gaiko/culture/koryu/others/kokusai_3a.html (최종
접속일: 2020 년 9 월 15 일).
242) 「外交青書(わが外交の近況)」1989 年版(第 32 号), 1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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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의 골자는 국제교류기금의 활동기반의 강화 등의 중요 정책에 대
한 제언과 정부예산에 대한 지적이었다.243)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
적인 정책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되었으며, 이후 1990 년대까지도 이 보
고서의 방안들이 일본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자리 잡
았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국제교류기금의 예산과 조직의 증대로 이어
졌다.244)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980 년대 중반 이후 일본 현대미
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전시가 다수 개최될 수 있었던 배경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정책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의 증대와
엔고 현상이 맞물려 외국에서 전시를 개최하는 데 금전적으로 유리한 조
건이었다는 점, 두 번째로 일본의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고 이를 적극적으
로 제고시키고자 하는 외교적 태도가 변화하여 적극적으로 일본의 새로
운 국가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했던 시기였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
본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유행, 일본 패션에 대한 관심의 증대, 현대 일
본이나 일본인에 대한 연구의 증가 현상들이 보여주듯이 국제적인 차원
에서 다각도적으로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또한 1980 년대 중반 이후 국제교류기금이 주최하는 전시의 내용에서
변화가 보였다. 불교미술, 우키요에 등 일본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전
시들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이 시기부터는 다양화된 근대화 이후의 일본
의 모습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1987 년 국제교류기금 15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1989/h01-2-5.htm#a4 (최종접속
일: 2020 년 10 월 16 일).
243) 위의 글.
244) 1980 년대 말까지는 50 억 엔 수준이었던 기금의 예산이 1988 년 76 억 엔이 되었
고, 일 년 만에 94 억 엔으로 증가하였으며, 1993 년에는 184 억 엔이 되면서 5 년
만에 약 두 배가 되었다. 직원 수 역시 증가하였는데, 1980 년대 초까지 137 명을
유지하다가 1980 년대 말부터 점차 증가하여 1993 년에는 200 명을 돌파하면서 조
직의 구조가 확대되었다. 国際交流基金 30 年史編纂室(주 34), p.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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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년을 기념하여 기금 주최로 개최된 국제심포지엄 『국제문화사회를 향
하여』에 반영되었다.
이 심포지엄은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환경 문화교류에 대한 의미를 재
고하고 그것이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이 심포
지엄을 마치면서 오가타 사다코(緒方貞子) 교수는 앞으로 일본의 어떤
문화를 어떻게 교류할지에 대해서 논하였다. 그녀는 일본은 지금까지 다
도(茶道)나 꽃꽂이와 같은 전통예술을 소개해 왔지만 최근에는 “일본의
생활문화 전반을 전달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최근에는 “전통예술이
나 사상,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하는 하이 컬처에 중점을 둘 것인지, 일
상의 생활양식의 관습을 포함한 로우 컬처를 넓힐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245) 또한 이 시기에는 일본의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일본문화의 다양성과 근대화된 일본의 모습을 외국에
알리려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장에서 다루는 일본
의 현대미술 전시들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획되어 근대화
이후 발견할 수 있는 “일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전시들이 기획되었
다. 이는 전통적인 일본 이미지를 단절하기 위해서 미술에서 전위적인
요소를 강조하거나, 일본의 산업화된 도시모습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나
타났다.

245) 国際交流基金 編(주 34),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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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전위적 요소”의 재조명

1. 《재구성: 일본의 전위미술 1945-1965》(1985-86)

1985 년 12 월부터 이듬해 2 월까지 영국의 옥스퍼드 현대미술관
(Museum of Modern Art Oxford)에서는 《재구성: 일본의 전위미술
1945-1965》전이 개최되었다.246) 이 전시는 일본이 패전한 후 20 년
동안 제작된 36 명의 미술가들의 작품을 전쟁 경험과 전후 사회가 복구
되는 과정의 맥락에서 소개했다.
이 전시는 옥스퍼드 현대미술관과 함께 일본 국제교류기금과 요미우리
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것이다. 당시 관장이자 이 전시의 기획자인
데이비드 엘리엇은 1984 년 일본 국제교류기금이 일본에 영국의 미술비
평가와 큐레이터 8 명을 초청하였을 때 일본을 방문하였는데, 그 때 전
후 일본미술에 대한 전시를 구상하여 국제교류기금에 이를 제안하였
다.247) 이후 엘리엇은 당시 옥스퍼드 대학에서 전후 일본미술에 대한 박
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던 가이도 가즈(海藤和)의 연구를 바탕으로 그녀
와 공동으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들은, “재구성”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산산이 부서진 국가를 재건(rebuilding)”한다는 것과 “비유

246) 《재구성: 일본의 전위미술 1945-1965 Reconstructions: Avant-Garde Art in
Japan 1945-1965》전은 1985 년 12 월 8 일부터 1986 년 2 월 9 일까지 옥스퍼드
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1986 년 2 월 22 일부터 4 월 5 일까지 에든버러
의 푸르트 마켓 갤러리(Fruitmarket Gallery Edinburgh)를 순회하였다.
247) 이 초청 프로그램은 1983 년 브리티쉬 카운실(British Council)이 일본에서 개최한
영국현대미술전에서 판매액을 사용하여 일본 공립미술관 소속 큐레이터 8 명을 영
국에 초대하여 연수를 실시하였는데, 그에 대한 사례로서 일본 국제교류기금에 의
해 기획된 것이다. 南條史生, 「1980 年代・日本現代美術はいかに国際化へと向かっ
たのか」, 森美術館 編(주 6), p.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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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전후 일본의 문화사를 재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
다.248)
가이도는 전시도록에 실린 「재구성: 전후 일본의 전위의 역할」이라
는 제목의 글에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 예술가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과 관련된 작품들은 어떠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예술가들
은 전쟁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의 전후 경력을 사회적, 정치적, 정
신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면서 시작했다”고 썼다.249) 이어 그녀는
1965 년을 “초현실주의자들과 다다를 기반으로 한 미술가들이 전통의
기반을 잃고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250) 여기
에서 그녀가 주목한 “전위”는 일본 각 시대 상황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전개된 것이었으며, 그녀는 이러한 일본의 전위가 1960 년대 이후 국제
화가 본격화되면서 쇠퇴하였다고 보았다.251)
가이도가 이 전시를 기획한 의도는 일본 현대미술이 서구의 모방이라
고 했던 평가들에 반박하고 종래의 이국적인 일본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일본 현대미술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대해 그녀는 전후
20 년의 일본미술에 대한 배경적 지식이 없는 서구에서 이 미술을 소개
해야 하는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그렇다고 모든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이국취미나 박람회와 같은
차원에서 일본미술을 소개하고, 언제까지나 서구 지식의 영역에서

248) David Elliott and Kazu Kaido, “Introduction”, in David Elliott and Kazu
Kaido ed.(주 69), p. 10.
249) Kazu Kaido, “Reconstruction”, 위의 책, p. 21.
250) 같은 책, pp. 21-22.
251) 가이도는 “국내에서의 후원 부족, (해외)여행의 기회 증진, 1960 년대의 증대되는
국제주의는 일본 전위가 일군 에너지를 소진되는 요인들이었다”고 썼다. Kazu
Kaido, “Reconstruction”, David Elliott and Kazu Kaido ed.(주 69),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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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다른 것(異物)으로 존재시키는 것에 만족하고 있을 수는 없
다.252)

이를 통해서 가이도의 의도가 일본미술이 서구에서 이국적인 것으로
수용되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한 일본
적 맥락에 위치시킬 수 있는 미술을 서구에 소개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가이도는 이 글에서 일본의 전쟁화와 전후 20 년 동안의 미술작품들의
역사적 의의를 고려하지 않고, 그것의 질이 서구미술에 비해 미성숙하다
는 이유로 외국에서 소개하는 것을 꺼리는 입장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
면서 전후 20 년간 미술의 역사는 “문화 쇄국상태에 있었던 일본에서 자
신들의 미술언어, 양식, 컨셉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매우 당당한 싸움의
역사였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253) 이 전시에서 소개하는 전후
20 년간을 그녀는 “문화 쇄국상태”로 표현하였다는 점은 흥미롭다. 앞에
서 언급했듯이 1950 년대 초부터 일본은 서구의 최신미술을 국내에 소
개하고 국제전에 참여하였으며, 구타이와 같은 미술그룹의 활동이 서구
에 알려지기도 하면서 국제적인 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전시에서 설정한 시기가 끝나는 1965 년은 가이
도 자신이 국제주의로 인해 일본의 전위가 쇠퇴하였다고 보았던 시기이
며, 동시에 앞에서 분석한 뉴욕 현대미술관에서의 전시가 개최되었던 해
이기도 하다. 1965 년에 개최된 이 전시는 대부분 1960 년대 이후 제작
된 추상적 경향의 작품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 이전 제작된 작품들에 주
목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 전시는 “서구의 모방”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에서 가이도가 전후 20 년간의 작품들, 즉 이 전시에서 주목하는 전
252) 海藤和, 「「再構成」展後記」, 『アール・ヴィヴァン』21 号, 1986.08, p. 99.
253) 위의 글,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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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경험이나 사회 재건과정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들을 주제로 한 작
품들이 일본적 문맥에 주목하였다는 점, 그리고 동시에 이 작품들을 외
국에서 소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화 쇄국상태”로 표현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가이도의 주장은 서구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일본만의 독자성을
강조하려는 태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녀는 “일본의 현대미술이 곧 서구
흉내 내기라고 보는 식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해외에서 일본 작가들이
활동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254) 이는 그녀가 일본 현
대미술이 서구의 모방이라고 평가받는 것을 의식하는 부분이다. 이어 그
녀는 그러한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작품에 “일본 전통적인 요소를 담
아서 흉내 내기가 아닌 오리지널한 미술이다”라고 인정받았던 것은 과거
의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독자성을 위해서 전통으로 회귀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해석했다.255)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일본미술에 대한
서구의 모방이라는 평가에 대해 그녀는, “일본에게 있어서 서구 모더니
즘은 고린(光琳)이나 우키요에와 같이 인용할 수 있는 문화라는 사실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서구문화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56)
그러나 결국 “인용”이라는 것도 원본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측면에서 모
방과 공통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녀의 주장은 “모방”에
대한 콤플렉스를 더욱 드러나게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가이도는 이 전시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일본미술이 서
구의 모방이라고 평가받았던 것에서 벗어나 일본 현대미술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쟁 경험이나 사회적 사건을 반영한 전후 20 년간의
미술에 주목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54) 위의 글, p. 100.
255) 같은 곳.
256)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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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시는 크게 네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섹션은 “초현
실주의와

전후

1898-1992)의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후쿠자와

<패전군상>(1948)[도판 31],

아베

이치로(福沢一郎,
노부야(阿部展也,

1913- 1971)의 <굶주림>(1949)[도판 32] 등,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적
으로 연상시키는 시체나 폐허의 이미지가 실린 작품이 소개되었다. 오카
모토 다로의 <중공업>(1949)[도판 33]이나 <숲의 규칙>(1950)[도판
34] 등의 작품에는 그가 제창한 “대극주의(対極主義)”가 잘 드러나 있
다.257) 이 섹션의 작품들은 주로 패전 후 일본 사회의 모습이나 점령기
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들이 반영된 작품들로, 일본의 사회적 맥락을 강
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섹션은 “뉴 리얼리즘”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내의 사회문제
를 사실주의적으로 드러내는 소위 “르포르타주 회화”가 소개되었다. 대
표적으로 야마시타 기쿠지(山下菊二, 1919-1986)의 <아케보노 마을 이
야기>(1953)[도판 35]가 있다. 이 작품은 지주와 소작농의 갈등으로 인
해 일어난 현실들을 한 화면에 표현한 것이다. 같은 섹션에 해외에서도
개념미술가로 잘 알려져 있던 가와라 온의 초기작 《욕실》(1953-54)
[도판 36] 시리즈가 함께 전시되었다. 이 작품은 형태가 일그러지고 기
울어진 욕실 공간 안에 절단된 신체들이 흩어져 있는 장면을 그린 드로
잉 작품이다. 야마시타와 가와라의 이 두 작품은 전후 일본 사회의 모순
257) “대극주의”는 오카모토가 제창한 개념으로, 양 극단으로 대립되는 두 가지 요소를
공존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이 처음으로 발표된 것은
1948 년 11 월 출판된 『오카모토 다로 화문집 아방가르드 岡本太郎画文集アヴァ
ンギャルド』에 실린 「대극주의」라는 글을 통해서였다. 그는 20 세기 미술에서
합리주의적인 추상회화와 비합리주의적인 초현실주의 어느 한쪽을 택하더라도 양
자를 절충시키지 않고 “추상적요소와 초현실적요소의 모순이 있는 채로 대치”하는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무기/유기, 추상/구상, 흡인/반발, 애/증, 미/추 모두 [...]
결과적으로 맹렬한 불협화음을 발하는 것”이며 이것들의 모순을 그대로 대치시키
고자 했다. 大谷省吾, 「岡本太郎の“対極主義”の成立をめぐって」, 東京国立近代美
術館 編, 『編東京国立近代美術館研究紀要』13, 2009, pp. 18-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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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공허함을 표현한 것으로, “전쟁의 상처가 패전의 허탈을 넘어서 다
음 단계로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해석되었다.258)
다음 섹션은 “구타이, 앵포르멜 그리고 추상미술”이다. 시라가 가즈오
(白髪一雄, 1924-2008), 다나카 아쓰코(田中敦子, 1932-2005) 등 구타
이미술협회(具体美術協会) 미술, 그리고 이마이 도시미쓰나 사이토 요시
시게 등 베니스 비엔날레를 비롯한 국제전에 자주 출품하면서 해외에서
도 잘 알려진 미술가의 추상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마지막 섹션인 “네오
다다, 하이레드센터: 60 년대의 아트”에서는 시노하라 우시오(篠原有司
男, 1932- ), 아카세가와 겐페이(赤瀬川源平, 1937-2014), 구사마 야요
이(草間彌生, 1929- ) 등 1960 년대 작품이 전시됐다.
이 전시의 섹션명은 “초현실주의”, “앵포르멜”, “추상”과 같이 서양미
술사의 양식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현대미술이 서양의 영향을
받았거나 혹은 서양미술과 동시대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인상을 준다. 여
기에는 앞에서 살펴본 가이도의 글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일본미술을 이
국적인 것으로 보는 시선을 피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이 전시는 동시에 서구미술의 영향이나 모방이라는 평가
에서 벗어나 일본 현대미술만의 독자성을 강조해야 했다. 이에 따라 이
전시는 “아방가르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본의 역사적 배경과 일본
사회가 처했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서 소개한 첫 번째와 두 번
째 섹션을 상세하게 다루었으며, 도록에는 전쟁 시기 군부의 동향이나
종군화가들의 활동에서부터 종전 직후 미술가와 미술단체들이 어떠한 변
화를 겪었는지에 대한 일본미술계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글들이
실렸다.259)
258) 北澤憲昭 他(주 70), p. 520.
259) Kazu Kaido, “Recontruction: The Role of the Avant-Garde in Post-war
Japan”, in David Elliott and Kazu Kaido ed.(주 69), pp. 11-22; Ichiro Har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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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들은 전시가 재현하고자 하는 미술과 사회정치적 상황과의 접점
을 강조하였고 이는 당시 일본의 현대미술을 “아방가르드 미술”로 위치
시키는 근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이 미술과 일본 사회의 고유한 맥
락을 강조함으로써 일본 미술이 단순한 서구의 모방이라는 평가를 재고
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의도는 전시 도록 서문에서 일본의 전후 아방
가르드 미술은 “사회적 의식의 강화로 특징 지어지며, [...] 얕은 생각에
불과한 진부한 서구적 선입관이 가졌던 전형적인 일본의 근대미술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것으로, 놀랄 만한 독자성과 형식적이고 개념적인 혁신
을 명백하게 드러낸다”고 강조하는 부분에서 표명되었다.260)
따라서 이 전시는 서구인들의 일본에 대한 이국취미와 그리고 일본 현
대미술이 서구의 모방이라는 평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전후 20 년 동안
의 미술에 나타난 “전위적 요소”를 재조명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다. 뒤
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전시 개최 이후 외국에서 일본
의 현대미술을 설명하는 데 “아방가르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그것의
전위적 특성을 강조하는 전시들이 늘어났다.

2. 《전위의 일본 1910-1970》(1986-87)

1986 년

12 월부터

이듬해

3 월까지

파리

퐁피두센터(Centre

Georges Pompidou)에서는 《전위의 일본 1910-1970》전이 개최되었
다.261) 이 전시는 1910 년부터 1970 년까지 약 60 년 동안의 일본의 미
“Progressive Trends in Modern Japanese Art”, 같은 책, pp. 23-27.
260) David Elliott and Kazu Kaido ed., 위의 책, p. 10.
261) 《전위의 일본 1910-1970 Japon des avant-gardes 1910-1970》전은 1986 년
12 월 11 일부터 1987 년 3 월 2 일까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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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건축, 디자인, 공예, 사진 등 다양한 예술분야를 “전위(avantgarde)”라는 키워드를 통해 소개한 것이었다. 500 여점의 작품과 도면이
나 서적 등의 자료를 포함하여 총 700 점 이상이 소개되는 대규모로 기
획된 이 전시는 총 15 만 4 천명이 관람했으며, 부대행사로 콘서트, 강연
등 다양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일반 대중이 아니라 미술 관
계자나 애호가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일본의 근현대 예술을 소개
했다.
이 전시는 약 3 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전시가 개최되기 약 3 년 전
부터 퐁피두센터는 일본의 근현대 예술에 대한 전시를 기획하였고, 이후
일본의 국제교류기금에 협력을 제안하면서 두 기관이 공동으로 이 전시
를 주최하게 되었다. 퐁피두센터는 1977 년 개관 이후 파리와 뉴욕, 베
를린, 모스크바 등의 도시를 주제로 미술, 음악, 문학 등 다양한 예술분
야를 소개하는 전시를 기획하여 종합적이고 세계적인 현대미술의 모습을
제시하였다.262) 《전위의 일본 1910-1970》전은 그 시리즈 전시 중 하
나였다. 한편 1980 년대 중반 이후 국제교류기금은 일본의 전통문화만이
아니라 근대화된 일본의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였다. 당시 일
본은 근대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에
있어서는 전통만이 강조되는 현상이 일어나 “두 개의 일본상”이 존재하
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교류기금

262) 그 시리즈 전시는 다음과 같다. 《파리-뉴욕 Paris-New York》(1977.6-9); 《파
리-베를린 Paris-Berlin, Rapports et contrastes France Allemagne, 1900-193
3》(1978. 7-11); 《파리-모스크바 Paris-Moscou》(1979. 5-11).
《전위의 일본 1910-1970》전의 일본 측 총괄 커미셔너였던 다카시나 슈지는 인
터뷰에서 “(그 시리즈의) 연장이다. 따라서 전위와 특히 파리와의 관계라는 것을
물론 중시하면서 만든 것이 《전위의 일본 1910-1970》전”이라고 밝혔다.
高階秀爾オーラル・ヒストリー，2010 年 7 月 11 日
http://www.oralarthistory.org/archives/takashina_shuji/interview_02.php (최종
접속일: 2021 년 5 월 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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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일본의 전체적인 모습을 국제사회에 널
리 알려는 목적이 있었다.263) 따라서 양국의 두 기관은 전시를 통해서
일본의 전통문화가 아니라 근대화된 일본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전시에서는 전통문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본화나 서예
작품들이 배제되었다.
전시는 예술 분야와 시대를 기준으로 크게 다섯 섹션으로 나뉘어 구성
되었다. 관람객 동선의 순서로 보자면 전시는 전전(戦前)의 “건축・디자
인・공예”, “조형예술(arts plastiques)”, “사진예술”, 전후(戦後)의 “조형
예술” 그리고 “건축・디자인・공예” 순으로 이어졌다. 흥미로운 점은 두
나라의 기관이 장르를 나누어 분담했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조형예
술”과 “사진예술” 섹션의 출품작 선정은 대부분 프랑스 측의 커미셔너가
작성한 리스트를 토대로 진행되었고, “건축, 디자인, 공예”의 경우, 뒤에
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일본 측 커미셔너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
다.264) 또한 당초 전시를 퐁피두센터가 기획하여 프랑스 측의 커미셔너
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교류기금보다 두 배 이상의
예산을 퐁피두센터가 부담하였다.265) 따라서 전시 전체의 컨셉과 미술부
문의 작품선정에 관한 결정권은 퐁피두센터가 가지고 있었다.
전시의 총감독은 제르맹 비아트(Germain Viatte)와 다카시나 슈지(高
階秀爾)가 맡았지만, 각 분야의 커미셔너 7 명이 실질적인 기획을 담당하
였다.266) 제르맹 비아트는 이 전시의 목적이 “현대예술의 세계적인 진보
263) 国際交流基金, 『＜前衛芸術の日本 1910-1970＞展 報告書』(東京: 国際交流基金,
1988), p. 7.
264) 위의 책, p. 10.
265) 국제교류기금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시 총 예산이 900 만 프랑이었는데, 국제교류
기금이 200 만 프랑을, 퐁피두센터는 500 만 프랑을 부담했으며, 나머지 200 만 프
랑을 프랑스의 모금 등을 통해서 충당했다. 추후에 아사히 신문이 1000 만 엔의
추가적 후원이 이루어졌다. 같은 곳.
266) 커미셔너로는 전전미술부문에 베라 린하르잇바(Věra Linhartová), 전후미술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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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여하는 하나의 다른 세계, 또 다른 문화를 다루며 그 역사를 추적
하고 그 인식, 분석, 그리고 아마도 그 평가에 대한 최초의 단서를 가져
오는 것”이었다고 쓰면서, 일본이 “근현대예술의 역사를 직접적이고 규
칙적으로 참가해온 아마도 유일한 비서양 국가이기 때문에 이 기획이 필
요”한 것이었다고 설명하였다.267) 즉 그는 현대예술의 역사를 세계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이를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이었다. 다만 그가 말한 세계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이
전시가 개최된 시기를 고려할 때, 당연하게도 냉전이 종식된 이후 전개
된 글로벌리즘 담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지역에서 모더니즘이 동시다발적
으로 일어났다고 보는 “복수의 모더니즘(multiple modernism)”을 말하
는 것이 아니라,268) 어디까지나 서구중심의 단일 모더니즘 역사와 그 담
론 논의되는 제한된 영역의 확장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시의 시작점인 1910 년은, 시인이자 조각가 다카무라 고타로(高村光
太郎)의 글 「녹색의 태양」이 상징하듯이, 일본의 문화 예술 분야에서
표현에 대한 자유와 개성을 움직임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던 시기였다.269)
알프레드 파크망(Alfred Pacqument)과 오카베 아오미(岡部あおみ), 건축부문에 미
야케 리이치(三宅理一) 공예부문은 이본느 브런해머(Yvonne Brunhammer), 그리
고 사진부문에 알랭 사약(Alain Sayag)이 참여하였다. 그밖에 일본 측에서 7 명의
학술코디네이터가 참여하였는데, 그중에서도 당시 도쿄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였
던 지바 시게오가 적극적으로 전시에 기여하였다.
267) 国際交流基金(주 263), p. 21.
268) Hortensia Völckers and Alexander Farenholtz, “Preface”, in Hans Belting et
al., The Global Contemporary and the Rise of New Art Worlds, (Karlsruhe:
ZKM/Center for Art and Media; Cambridge and London: The MIT Press,
2013), p. 18.
269) 다카무라는 예술에 있어서 자유와 개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예
술계의 절대 자유(프라이하이트/フライハイト)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예술가의
Persönlichkeit(인격)에 무한한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양한 의미에 있
어서 예술가를 유일한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 내가 파랑이라고 생
각하는 것을 다른 이가 빨강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빨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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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쇼(大正) 시대가 시작되는 1912 년에 소설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
石)의 “예술은 자기표현에서 시작해서 자기표현으로 끝나는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유명한 《제 6 회 문부성미술전람회》(통칭 ‘문전’)의
비평문 「문전과 예술」에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잘 반영되어 있
다.270)
이 전시에서는 당시의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미술가 요로즈 데쓰고로
(萬鉄五郎, 1885-1927), 도고 세이지(東郷青児, 1897-1978) 등을 “선
구자들(pionniers)”로 표현하였다. 20 세기 초반 미술을 소개한 이 첫 번
째 섹션에서는 요로즈의 작품 <나체미인>(1912)[도판 37]과 도고의 작
품 <콘트라베이스를 켜다>(1915)[도판 38] 등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요
로즈의 작품은 그가 도쿄미술학교 졸업작품으로 제작한 회화로, 다나카
아쓰시(田中淳)가 적절하게 분석하였듯이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 폴 고갱(Paul Gauguin, 1848-1903), 앙리 마티스((Henri
Émile-Benoit Matisse, 1869-1954) 등 서구 근대미술 전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미술가들의 작품들을 연상시킨다.271) 도고 세이
지의 작품의 경우는 1915 년 히비야미술관(日比谷美術館)에서 발표한 작
품으로, 작품의 소재, 구도, 기법 면에서 큐비즘의 영향이 돋보인다.
본으로 그 사람이 그것을 빨강으로서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schätzen(평가)하고 싶
다.” 高村光太郎,「緑色の太陽」, 1910
https://www.aozora.gr.jp/cards/001168/files/46507_25640.html (최종접속일:
2021 년 2 월 26 일).
270) 나츠메 소세키(夏目漱石), 『나츠메 소세키 문학예술론』, 황지헌 옮김(서울: 소명,
2004), p. 377.
271) 다나카는 논문에서 요로즈가 당시 마루젠 서점을 통해 1911 년 출판된 루이즈 힌
드(C. Lewis Hind)의 책 『후기인상파들 The Post-Impressionists』와 같은 수입
서적을 접했다고 분석하며 위의 작품에 대해서 “두터운 필치로 구불구불하게 표현
한 녹색의 풀은 고흐 작품에서, 빨간 아랫도리만 걸친 나부는 타히티 시대 고갱의
작품에서, 그리고 간략화한 얼굴 묘사는 마티스 작품에서 촉발되었으리라 생각된
다”고 주장하였다. 다나카 아츠시, 「창작과 평가-요로즈 데츠고로 <풍선을 든 여
인>을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제 33 호(2011.12), 한국미술연구소,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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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서는 이렇게 서구 근대미술을 일찍이 수용해 온 미술가들을 “선
구자들”로 소개한 이후에 “미래파와 악숀(アクション, Action)”, “마보
(マヴォ, MAVO)”, “최초의 초현실주의자들”, “초현실주의와 추상”, “기
타와키 노보루(北脇昇)” 등 총 7 개로 영역을 연대기적으로 구성되었다.
1920 년대 미래파미술협회(未来派美術協会), 악숀이나 마보 등의 단체들
이 주도한 소위 다이쇼기 “신흥미술운동(新興美術運動)”을 거쳐 그 후
초현실주의와 추상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미래주의, 다다, 구성주의, 초
현실주의 등 서구 근대미술사의 흐름과 일치한다.
이 전시에서 1912 년 다카무라 고타로와 요로즈 데쓰고로 등과 함께
휴잔회(ヒュウザン会, 이후 フユウザン会로 개명)를 결성하면서 새로운
미술 경향을 주도한 기시다 류세이(岸田劉生, 1891-1929)가 배제되었다
는 사실은 이 전시에서 사실주의적 경향이 배제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의 작품 <도로와 제방과 담 道路と土手と塀>(1915)[도판 39]이나 <레
이코 초상 麗子肖像>(1918)[도판 40]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작품은 실
제로 사실주의적인 경향이 돋보인다. 상세하게는 후술하겠지만, 전시의
총감독 다카시나 슈지는 이 전시에서 “‘전위’의 범주를 반사실주의적 경
향의 양식에 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하였다.272) 이러한 사실은 이 전시
가 서구 근대미술사의 아방가르드 흐름에 부합하는 작품들을 위주로 선
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준다.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의 미술 섹션은 오카모토 다로, 야마시타
기쿠지 등 작가들을 “예술의 혁명과 혁명의 예술”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후 “가와라 온”, “추상예술과 앵포르멜”, “구타이” 등의 섹션으로 분류되
었는데, 특히 가와라 온과 구타이 작품을 독립적인 방에 전시하여 큰 비
중을 두었다. 이어지는 “네오다다, 반예술, 해프닝” 섹션에서 구도 데쓰
272) 国際交流基金(주 263), pp.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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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工藤哲巳、1935-1990)와 아라카와 슈사쿠 등을 소개하였고, 나아가
모노하의 작품들은 “인스톨레이션” 섹션에 설치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분류는 데즈카 미와코가 이 전시에 대해서 “일본 근현
대 미술의 일반적인 역사 연보를 확고히 했다”고 평가했듯이,273) “구타
이-반예술-모노하”라는 일본미술사의 전형적인 서술 방식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그 배경에는 이 전시의 학술 코디네이터였던 지바 시게
오의 영향이 있었다.274) 그는 1986 년 출판된 저서 『현대미술일탈사
1945-1985』에서 근대 이후 일본미술이 서구를 모방하고 추종하는 시
기를 거쳐 “1950 년대 중반 이후는 현대 일본에 독자의 미술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면서, 그것은 구타이와 반예술을 거쳐 1960 년대 말
에서 1970 년대 초 모노하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75)
이 전시의 제목에서도 사용된 “전위”라는 용어는 많은 논쟁을 야기했
다. 이 전시가 개최된 이후 1988 년 국제교류기금이 주최한 전시 관련
좌담회에서 비평가 미네무라 도시아키(峯村敏明)는 이 전시가 단지 서양
의 전위개념에 대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문맥에서
전위가 어떻게 재고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

273) Miwako Tezuka, “Japanese Art Abroad”, in Doryun, Chong eds, (주 30), p.
400.
274) 2020 년 10 월 17 일 일본의 모리미술관은 당시 기획전이었던 《STARS 전》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같은 해 12 월 20 일 이를 유튜브에 공개하였는데, 여기에서
퐁피두센터 전시의 전후섹션 커미셔너였던 오카베 나오미가 전시에 대해 강연하였
다. 이 강연에서 역시 “전후미술작품 결정에는 학술 코디네이터 당시 국립근대미술
관의 학예원 지바 시게오의 조언으로 같이 작품을 보거나 작가를 찾아가거나 했
다”고 회고하면서 그의 『현대미술일탈사』라는 책은 전시가 개최되기 전인 1986
년 3 월에 출판되었는데, 거기에서 사용되는 작품의 도판 등이 이 전시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森美術館 トークセッション第 2 回「日本から海外へ：展覧会 欧米編」
https://www.youtube.com/watch?v=lIozyDapboI (최종접속일: 2021 년 3 월 5
일).
275) 千葉成夫(주 68),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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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술회했다.276) 그는 일본의 문맥으로 현대 일
본화의 혁신운동을 예로 들었다.
일반적으로 “전위”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아방가르드”라는 개념은 본
래 최전방을 의미하는 군사용어로 시대적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내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
으로 기존의 관습적인 태도와 단절하고 그것을 초월하려는 혁신적인 시
도들을 가리키는 넓은 의미로 쓰일 수 있다. 20 세기 이후의 서구미술의
영역에 한정하여 아방가르드의 좁은 의미를 생각하면 1910 년 전후로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야수파, 표현주
의, 입체파 운동을 떠올리거나, 페터 뷔르거(Peter Bürger)가 “역사적
아방가르드”로 분류했던 미래주의나 구축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등
을 떠올릴 수도 있다.277) 또한 20 세기 후반에는 소위 “네오 아방가르
드”라는 명칭으로 앞에서 소개한 활동들을 재부상 시킨 네오다다, 해프
닝, 미니멀리즘 등의 실천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예술에 있어
서 아방가르드는 새로운 양식이나 형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에 임하
는 태도나 정신의 문제이기도 하며, 예술 그 존재 자체에 대한 탐구이기
도 하고, 예술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미술계에서 전위나 아방가르드는 또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었다. 키다 에미코(Kida Emiko)는 20 세기 초 등장한 일본의 아방가
르드에는 단순히 “순수예술의 신 양식”으로서, 그리고 “아방가르드의 정
치성을 이해하고 수용된”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였다.278) 그녀에
따르면 하나는 “1920 년대부터 1934 년 사이에 미래파, 마보 등 프롤레
276) 国際交流基金(주 263), p. 38.
277) 페터 뷔르거(Peter Bürger), 『아방가르드의 이론』(1974), 최성만 옮김(서울: 지
식을 만드는 지식, 2013), pp. 36-37.처 페이지 찾기
278) 키다 에미코, 「일본 아방가르드 미술의 전개와 역사적 관점」, 『미술사학보』,
제 49 호(2017.12), 미술사학연구회,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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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아 문화 활동에 합류한 후 최종적으로 당국의 탄압에 의해 해산되는
좌익 진영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과는 대극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문화
활동이 붕괴한 후인 1930 년대에 프랑스로부터 수입된 쉬르레알리즘과
추상 미술을 중심으로 개화하는 운동”이다.279)
이어 1940 년대 초 초현실주의자들이 탄압되면서 전쟁 시기에 일시적
으로 중단되었던 일본의 아방가르드는, 나미가타 쓰요시(波潟剛)가 서술
하듯이, 1950 년대부터 1960 년대를 거쳐 여러 지방도시들을 거점으로
“구타이미술협회”, “규슈파”, “네오다다이즘 오거나이저즈”, “사이타마
전위예술 작가집단” 등 전위를 표방하는 단체들의 결성과 1970 년 오사
카 만국박람회의 활동 등을 고려하면,

1920 년대 말 그 용어가 일본에

수용된 이후 1970 년대까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80)
그런데 이 전시에서는 이렇게 일본의 맥락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전
위라는 용어에 대한 고찰이 없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측 전시총감독이
었던 다카시나 슈지는, 앞에서 인용하였듯이, “미술에 관해서는, [...]
‘전위’의 범주를 반사실주의적 경향의 양식에 한정”시켰고, 그것을 일본
현대미술에 익숙하지 않은 프랑스 관객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한 현실적
인 문제로 설명하였다.281)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시에서는 일본적 의미의
전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보다는 서양 미술사적 의미의 아방가르드
운동을 일본에서 얼마나 잘 구현했는지 살펴보는 측면이 부각된 것이다.
그 결과 평가에 있어서 주로 독창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혹평을 받거나
일본미술이 서구미술을 일찍이 수용했다거나 그것을 모방했다는 측면이
279) 위의 글, pp. 32-33.
280) 나미가타 츠요시(波潟剛), 『월경의 아방가르드 越境のアヴァンギャルド』(2005),
최호영, 나카지마 겐지 옮김(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p. 304, p. 311
참조.
281) 国際交流基金(주 263), pp.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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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지적되었다. 이를테면 독창성이 결여되었다는 평가는 프랑스 신문
『르 피가로』에 실린 기사에서 잘 드러나 있다. 이 기사에서는 “문제는
전시된 작품의 양도 보여주는 방식도 아니다. 문제는 전시작품의 창조
성, 독창성에 있다. [...] 이 작품군은 피카소나 키리코의 뒤를 현명하게
쫓아가고 있다. 단지 쫓아가는 것뿐이다. 이것을 전위라고 부르기에는
기형(奇形)의 운동이다.”라고 비판하였다.282)

또한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서는 일본 미술의 동시대성에 놀라움을 표하며, “이 전시의
가장 놀랄 만한 점 중 하나는 일본의 예술가가 얼마나 빠르게 서구의 전
위예술의 양식을 사용하기 시작했는지에 있다”고 강조하였다.283) 『타임
즈』에서도 이 전시가 “‘무엇이든 따라할 수 있는 영리하고 작은 일본인
(clever little Japs)’이라는 전형적인 비방들을 확인 시켜주기 위해 의도
적으로 기획된 것과 같은 비참하고 우스운 사건”이었다고 조롱했다.284)
그는 이어

이 전시에 대해 20 세기 미술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악몽과

같은 광경이 보였다고 쓰면서, 이 전시가 “일본의 클레(Klee)에서 일본
의 반통걸루(Vantongerloo)로, 일본의 발튀스(Balthus)에서 일본의 샤갈
(Chagall)로, 일본의 마그리트(Magritte)에서 일본의 슐레머(Schlemmer)
로 이어졌다”고 쓰면서, 당혹감이 우스움으로 변해갔다고 평가했다.285)
비교문화를 연구하는 이나가 시게미(稲賀繁美)는 2007 년의 글에서 전
지구적 미술의 역사(Global Art History)의 서술이 가능한지 논하는 글
에서 이 전시를 언급하였다. 그는 이 전시에서 “서구의 전위에 대응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술 제작의 모든 영역을 체계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이
282) Le Figaro, 1986 년 12 월 6 일, 위의 책, p. 83 에 실린 일문 번역본.
283) Michael Gibson,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위의 책, p. 92 에 실린 일문 번
역본.
284) John Russell Taylor, “Arts(Galleries): A teeming focus of European Cultural
life”, The Times, February 17, 1987.
285)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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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가 프랑스 대중에게 다음의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 주었다고 지적
했다.286)

일본에서 전위의 성격을 띤다고 인지되는 모든 것은 서구의 모방
이며, 일본의 독창적인 것은 전위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287)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나가는 일본의 전위는 그것이 서구의 영향이
보이는 한 독창적이라고 인정될 수 없으며, 일본적인 것을 찾는다면 그
것은 전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인용한
프랑스의 기사가 혹평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 전시의
컨셉이나 작품선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현지의 평가는 예견된 결과였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에서 언급했듯이 “건축, 디자인, 공예” 섹션은 일본 측에서 주
도하였다. 전시장 입구에는 사진가 나라하라 잇코(奈良原一高)가 찍은
대형 “군함도(軍艦島)” 사진이 있고, 그 아래에 미쓰비시(三菱)가 제작한
그 섬의 모형이 설치되었다[도판 41, 42]. 이 섬은 1890 년 미쓰비시가
석탄 채굴을 위해서 구입하여 개발한 것으로 정식명칭은 하시마(端島)이
다. 1916 년 탄광 노동자의 거주공간으로 일본 내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고층 집합주택이 세워져 이 섬은 근대화와 효율지상주의의 상징처럼 여
겨졌다. 1974 년 채굴사업이 완전히 철수된 이후에는 무인도이자 폐허가
되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 가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섬의 모습은
그로부터 약 10 년 후인 1986 년 파리의 전시장 입구에 “근대성”의 상
징으로 재현되었다.
286) Shigemi Inaga, “Is Art History Golbal?: A Critical Commentary from a Far
Eastern Point of View”, in James Elkins ed., Is Art History Global?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7), p. 267.
287)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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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토 지히로(港千尋) 다마미술대학(多摩美術大学) 교수는 군함도 작
품을 “전위예술” 전시 입구에 진열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힘들었을 것
이라고 쓰면서 작품선정에 대한 예외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통해 기획
자들은 “일본 독자의 모더니즘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88)
그러나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 섬은 일제강점기 한국인이 강제 동원되
어 노동한 장소 중 하나로 어두운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다. 역사학자 황
선익에 따르면 하시마에서 이뤄진 한인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1980 년대
들어서부터 조사와 연구가 진행된 이후 그 실상이 밝혀졌다.289) 이 전시
가 개최되었던 시점은 그 실상이 밝혀진 이후이기 때문에 이 섬의 모형
과 사진의 제공자나 전시 기획자들이 이러한 배경을 몰랐다고 생각하기
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위의 일본 1910-1970》전에서 이러
한 맥락은 배제되었다.
2015 년 일본이 이 섬을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 신청을 하였을
때, 일본은 이러한 강제동원에 대한 설명을 명시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는 이행되지 않았다. 2021 년 7 월 22 일 제 44 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는 이러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다.290) 이
는 하시마 섬을 둘러싼 역사를 왜곡했다는 한국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윤지환과 김숙진이 2020 년의 연구를 통해서 밝혔
듯이, “근대화 및 산업화와 관계된 역사적 가치는 사실 하시마섬이 간직
한 다양한 층위의 서사 가운데 일부의 측면만이 강조된 결과물”이다.291)
288) 港千尋, 「素晴らしき贈与の瞬間のために」,
p. 5.

国際交流基金文化事業部 編(주 34),

289) 황선익, 「일본의 ‘유네스토 세계유산’ 등재와 동부가 역사갈등」, 『일본공간』,
제 19 호(2016),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 209.
290) 외교부, 「제 44 차 세계유산위원회,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 촉구 결정문 채택」, 2021 년 7 월 22 일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381 (최종접속일:
2021 년 8 월 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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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하게 이 전시에서도 군함도를 근대성의 상징으로만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 미술평론가인 카트린 밀레(Catherine Millet)는 이 전시에 대
한 비평문의 서두에서 “군함도” 사진에 충격을 받았다고 쓰면서 그 작품
과 전시 컨셉과의 개연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292) 그녀는 그 이
전시회가 “버려진 근대성이라는 역설적인 증표 아래 놓여 있다”고 설명
하였고, 더 나아가 “이 전시를 방문하는 자에게 전위의 액티브함을 보여
주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취해야만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그것의
상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293)
이러한 의문을 비롯하여 “군함도”와 관련하여 보여준 역사적 객관성
부족은 이 전시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프랑스와 일본이 공동으
로 기획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프랑스는 서양
미술사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현대미술을 서구 아방가르드로 설명함으로
써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미술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거나 이를 확장시키
고자 하는 입장이었던 반면 일본은 자국의 근대화 과정을 합리화함으로
써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이미지를 과시함과 동시에 기존에
전통이 부각되었던 “일본적인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가 반영되었
던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각자가 주도하였던 섹션을 통해서 다르게 표
출되었다.

291) 윤지환, 김숙진, 「기억의 선택적 재현과 다층적 기억 해석을 둘러싼 갈등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유네스코 등재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 32 권
제 2 호(2020),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p. 119.
292) カトリーヌ・ミレー, 「私たちの夢みたラディカリズム－帰還不可能な地点として」,
『美術手帖』, 1987.04, p. 144, p. 148.
293)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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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45 년 이후의 일본 미술: 하늘을 향한 외침》(1994-95)

1994 년

9월

미국

뉴욕의

구겐하임미술관

소호(Guggenheim

Museum SoHo)에서는 《1945 년 이후의 일본 미술: 하늘을 향한 외
침》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현대미술 전시가 개최되었다. 이 전시는

1994 년 2 월 일본의 요코하마미술관에서 열렸던 《전후 일본의 전위미
술》이라는 제목의 전시를 미국에서 전시하기 위해서 재구성한 것으
로,294) 뉴욕에서 전시가 개최된 이후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으로 이어졌다.295)
이 전시는 현재 구겐하임미술관 아시안 아트 시니어 큐레이터인 알렉
산드라 먼로(Alexandra Munroe)가 기획한 것이다. 이 전시에는 1945
년부터 1990 년대까지 활동했던 약 100 명의 예술가의 사진, 비디오, 설
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200 여점이 소개되었다. 전시는 총
9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구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구타이, 요미우리
앙데팡당과 1960 년대 시위, 도쿄 플럭서스와 개념미술, 모노하 등을 소
개하고

마지막

섹션에서

1990 년대

모리무라

야스마사(森村泰昌,

1951-), 야나기 유키노리(柳幸典), 나카하라 고다이(中原広大) 등 당시
최신 미술작품들을 전시하였다.
먼로가 근대 이후 일본의 미술이 서구의 파생물이거나 모방에 불과하
다는 기존의 평가에서 벗어나 이 전시를 통해서 일본 현대미술의 오리지
널리티, 즉 독창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것은 이 연구
294) 요코하마미술관에서는 1994 년 2 월 5 일부터 1994 년 3 월 30 일까지 개최되었다.
295)《1945 년 이후의 일본 미술: 하늘을 향한 외침 Japanese Art After 1945:
Scream Against the Sky》전의 개최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겐하임미술관 소호
1994 년 9 월 14 일-1995 년 1 월 8 일; 샌프란시스코현대미술관 (예르바 부에나
공원의 아트센터 Center for the Arts at Yerba Buena Gardens 동시 개최)
1995 년 5 월 31-8 월 2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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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소개했던 다른 일본 현대미술의 해외 전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녀는 일본의 정치사회적 요소들이 일본 현대미술과 그것의 전위성에 밀
접하게 관여하였다고 보고 이러한 점이 서구와 다르기 때문에 독자성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아서 단토(Arthur Danto)가 이 전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녀(먼로)가 모방 혐의에 반박하는 것과 일본의 독창성에 대한 주장을 세
우는 것에 약간 지나치게 신경을 썼다”고 주장했듯이,296) 전시도록의 서
문에서도 먼로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예술은 모방적이라고 종종 비난받지만 이 전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국제적인 요소를 가진 작품은 정반대의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서양의 추종이 아니라 자신들의 독창성이 일본의 전위미
술의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297)

먼로는 전시도록 서문에서 1986 년 퐁피두센터에서 열렸던 《전위의
일본 1910-1970》과 같은 전시들을 언급하면서 이 전시들이 일본 아방
가르드 미술의 일부를 외국에 소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러
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깊은 역사, 문화, 지적 요인에 대한 배경을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298) 그녀가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유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에서 일본 현대미술의 독자성
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96) Arthur C. Danto, “Japanese Avant-garde Art”, The Nation, Jan. 2, 1995, p.
29.
297) 横浜美術館学芸部 編, 『戦後日本の前衛美術』(東京: 読売新聞社, 1994), p. 15.
298) Alexandra Munroe ed,, Japanese art after 1945 : Scream Against the Sky,
(New York: H.N. Abrams, 1994),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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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먼로는 전시에서 일본 현대미술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
법으로 일본의 맥락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녀가 생각하는 일본의 맥락은
“전위적 요소”에 있었다. 다만 이 전위적 요소라는 것은 앞에서 소개한
두 전시, 옥스퍼드 현대미술관에서의 《재구성》전시와 퐁피두센터에서
의 《전위의 일본 1910-1970》전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전
자는 변화하는 사회와 정치적 상황의 대응물로서의 작품을 의미한 것이
었으며, 후자는 서양미술사에서 전개된 근대화 과정에서의 전위를 뜻하
는 것이었다.
반면 먼로가 생각하는 일본의 전위는 패전 후의 “과거와는 연을 끊은
완전한 무에서부터 출발하며, 사회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반항(反抗,
opposition)’의 정신이 요구”됨으로써 형성된 것이었다.299) 그녀는 이러
한 반항의 문화를 설명하면서 “구타이가 초현실주의 타도를 목적으로 하
고 요미우리 앙데팡당전에 출품한 작가는 앵포르멜의 타도를 목적으로
하며, 모노하는 일본에서 실천된 반예술을 목적으로 했다”고 썼다.300)
이러한 설명은 “반항”의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서술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실험적이고 새로운 시도들로 작품을 제작하고 이후 앵포
르멜 경향의 추상 작품을 제작한 구타이가 초현실주의를 타도를 목적으
로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전시 명칭은 “1945 년 이후(일본어 제목에서는 ‘전후 戦後’)”이지만 전
시의 오프닝적인 역할을 담당한 구타이미술협회의 결성이 1954 년이라
는 점을 생각할 때 10 년 정도의 미술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는
앞에서 살펴 본 옥스퍼드 현대미술관에서의 《재구성》전에서 주목한 르

299) 横浜美術館学芸部 編(주 297), p. 14; Alexandra Munroe ed,(주 298), p. 22. 일
문 도록에는 반항의 한자어인 “反抗”이 영문 도록에는 “opposition”이라고 명시되
어 있는데, 한자를 번역하여 반항으로 표기하였다.
300) 横浜美術館学芸部 編(주 297),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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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타주 회화와 같은 리얼리즘 경향의 작품이 배제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 전후 전위 개념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인물 중 한 명이었던
오카모토 다로의 작품이 전시되지 않고 도록에서 언급되는 정도에 그쳤
다는 것 역시 전후 약 10 년간의 미술경향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먼저 이는 앞에서 퐁피두센터에서의 전시를
고찰하면서 설명했듯이 해외에서 개최된 대규모 전시들을 통해 일본 현
대미술이 재조명되는 계기를 가지게 되면서 지바 시게오가 현대미술이
구타이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던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301)
이 전시의 도록 표지에 구타이의 리더였던 요시하라 지로의 작품을 쓰
고 구타이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을 아서 단토는 비판적으로 분석하였
다. 그는, 구타이의 미술은 “1945 년 이후의 일본 미술: 하늘을 향한 외
침”이에는 제목에서 밝히고 있는 주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
다.302) 그 이유는 이 전시가 근본적으로 전후 일본의 전위예술을 다루고
있는데, 구타이는 완전히 정치와는 무관한 운동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303) 따라서 앞에서 인용한 “구타이가 초현실주의 타도를 목적으로 했
다”는 먼로의 주장은 구타이를 전위예술의 맥락에서 해석하려는 활동이
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전시가 “전위적 요소”에 주목한 앞에서 두 전시들과 다른 것은 일
본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들이나 서양과는 차별되는 일본
301) 오자키 신이치로(尾崎信一郎)는 앵포르멜에 관한 논고에서 “구타이의 초기 활동은
30 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비평의 문제로서 다뤄지지 않았다. 우리들이 다시 그 활
동의 의미를 인식한 것은 85 년(인용은 원문의 번역, 실제 전시의 개최년도는
1986 년), 파리 퐁피두센터에서의 《전위의 일본 1910-1970》전의 재발견을 통한
것이며, 국외 평가의 역수입이라는 현상이 얄궃게도 반복되었다.”고 썼다. 尾崎信
一郎, 「アンフォルメル」, 美術評論家連盟 編(주 102), p. 138.
302) Arthur C. Danto(주 296), p. 27.
303) 위의 글, p. 28.

- 131 -

고유의 소재나 제작방식이 두드러지는 작품들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환(環, circle): 모더니즘과 전통”이라는 섹션에서 보쿠진카이
(墨人会)의 “전위서예”와 소데이샤(走泥社) 도예작품들을 소개하면서 그
것의 서구미술과는 다른 양상의 전위적인 특성이 보인다는 점을 긍정적
으로 평가했다. 또한 “육체의 반란(肉体の叛亂, Revolt of the Flesh):
암흑무답과 옵세셔널 아트”라는 섹션에서 히지카타 다쓰미의 암흑무답
(暗黒舞踏)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이에 대해 아서 단토는 암흑무답을
“내가 아는 한 서양에는 대응할 것이 없지만 우리를 다른 문화의 구성원
으로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지워 버리는 것 같은 놀라운 독
창성의 예술 형태”라고 칭찬하며 그것의 독창성과 문화적 보편성을 강조
하였다.304)
여기에서 먼로는 단지 일본 현대미술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통예술이
근대화 이후 어떠한 양상으로 펼쳐졌는지에 주목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에서 소개한 두 전시 《재구성》전과 《전위의 일본
1910-1970》전과 다른 점인 동시에 1960-70 년대 개최되었던 해외전
에서 발견되었던 일본 현대미술에 대한 서구의 시각, 즉 일본 현대미술
의 독자성을 일본전통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시각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먼로는 「환: 모더니즘과 전통」이라는 전시도록에 실린 글을
통해 전후 전통을 재해석하여 작품을 제작했던 예술가들에 대해서 다음
과 같이 해석했다.

문화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아방가르드 전통주의자들은
조몬, 신도, 토착적 민속, 젠, 그리고 중국문인의 미학을 현대 추상
전통에 적용시켰다.305)
304) 위의 글, p. 29.
305) Alexandra Munroe(주 298),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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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에서 그녀가 일본의 전통문화의 재해석을 통한 예술활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로는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이
주장한 비서구권에 있어서 근대와 서구의 개념에 관한 이론을 인용하면
서 위의 예술가들이 “전통적”이라는 이유로 “반근대”이자 “반서구”라는
인식이 생겼고, 따라서 국제미술계에 배제되었다고 주장하였다.306) 이어
서 먼로는 이러한 전통주의자들을 이 전시에서 소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대해 질문하고, 전통적이면서 비서구 예술
의 급진적인 형식을 통해서 자아, 자유, 그리고 문화 비평이라는 근본적
으로 근대적인 개념들의 표현을 재고하기 위해서”라고 썼다.307) 이는 전
통을 강조함으로써 일본미술의 독자성을, 그리고 그 급진적인 표현방식
을 지적함으로써 일본미술의 근대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전시는 일본 현대미술, 특히 국제무대에서의 일본 현대미술의
존재방식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재고하는 다양한 쟁점
들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와라 온이 전시에 출품
을 거부했던 사건과 관련하여 미술에 있어서 “일본”이라는 틀에 대해서
재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가와라는 1960 년대 중반 이후부터 뉴욕으로 건너가 작품 활동을 유
지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기타자와에 따르면 그는 “60 년대 이후
자신의 작품은 ‘일본’의 현대미술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이유”로 출
품을 거부하였고, 전시장에는 이에 대해 설명하는 벽보가 붙었다고 한
다.308) 당시 요코하마 근대미술관의 학예사였던 아마노 다로(天野太郎)
에 의하면, 가와라는 “전후 일본의 미술의 문맥 속에서 논해지고 싶지
306) 위의 글, p. 134.
307) 같은 곳.
308) 北澤憲昭, 「日本文化論の〈原罪〉性」, 『「日本画」の転位』(東京: ブリュッケ,
2011), pp. 90-91 (初出：「日本文化論の〈原罪〉性」, 『CO•LAB/ART』,
1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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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는 이유로 출품을 거부하였지만, “실제 전시회에는 작가의 희망과
는 정반대로 작품은 출품되어 있다”고 썼다.309) 아마노는 이러한 그의
행위가 미술계 관계자들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바라보면서 “전후
의 일본의 미술의 이론적 입지와, 혹은 그것들을 국제적인 무대 위에 보
다 적극적으로 등장시키기 위한 방편들을, 미술관, 비평가라는 작가를
둘러싼 관계자들이 게을리 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라고 설명했다.310) 이 일화가 중요한 이유는 일본의 현대미술에 있어서
“일본”이라는 틀에 질문하고, 그것이 가지는 작위적인 특성이나 그 한계
점을 드러나게 했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전시는 전쟁과 원폭을 암시하는 장치들을 사용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아서 단토는 앞에서 인용한 비평문에서 구타이 미술이
추구한 것이 이 전시가 주제로 한 것과 거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외침(scream)은 피해자 의식을 시사”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311) 이러
한 주장은 그가 “1945 년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당연히 원자 폭탄이다”
라는 쓴 구절에서 잘 드러난다.312)
이와 관련하여 1980 년대 초반 일본 패션에 대한 프랑스의 평가를 참
조해볼 수 있다. 패션 디자이너인 가와쿠보 레이와 야마모토 요지는 무
채색의 비정형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으로 인해 함께 평가받는 일이 많았
다. 그들의 스타일은 “강압적이고, 이상하고, 야만적이기까지 하다고 할
정도의 인상”을 남겼으며, 그들의 초기 작품들은 “부랑자 옷(bag-lady

309) 아마노 다로의 증언뿐만 아니라 요코하마근대미술관 도록에는 가와라 온의 작품이
출품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에서의 전시에는 출품되었다
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横浜美術館学芸部 編(주 297), p. 22.
310) 같은 곳.
311) Arthur C. Danto(주 296), p. 28.
312)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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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es)”, “누더기(rags)”로 묘사되었다.313) 또한 누더기, 넝마라는 뜻
의 일본어인 “보로(ボロ) 룩”으로 불리기도 했다.314)
1980 년대 초반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일본인 디자이너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고마 교코는 1981 년부터 1992 년까지 이들에 대한 프랑스 신문
의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일본의 스테레오타입의 형성에 대해서 연구하였
다. 그녀는 프랑스의 잡지 『르 피가로』의 1983 년 3 월 28 일자 기사
를 인용하면서 모델들을 “정신병자”와 같다고 묘사하거나 히로시마 원폭
의 피해를 연상시키게 하는 구절들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스테레오타입을 형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 “원폭 등 일본이 입은 폭력”
이 있다고 주장하였다.315) 위의 기사에서는 디자이너 야마모토 요지의
의상을 입은 모델들을 “붕대를 어깨에서 팔까지 감고 허수아비 모지를
쓴 머리, 정신병원이나 강제수용소에서 막 나온 감색 혹은 베이지스러운
색의 후드가 달린 외투를 두른 여자 유령들”이라고 묘사하였고, 이어서
“이것은 사랑이 없는 히로시마이다(c’est Hiroshima…sans amour)”라고
쓰면서 영화화된 소설 제목인 『히로시마 내 사랑 Hiroshima mon
amour』을 연상시키는 언어유희를 통해서 일본을 원폭 피해와 연결시켰
다.316)
고마가 서구에 의한 이러한 전형적인 일본이미지의 형성에 대해 비판
적으로 바라보았던 반면 《1945 년 이후의 일본미술: 하늘을 향한 외

313) Bernadine Morris, “Tokyo Savoir-Faire”, The New York Times Magazine,
25 Aug. 1985.
314) 清水早苗 「ファッションを変えた三人 川久保玲」, 『美術手帖』, 1999.6, p.27.
315) 1982 년 10 월 21 일자 프랑스 신문 『르 피가로 Le Figaro』의 기사에서는 “핵
참사의 생존자(les survivants d’une catastrophe nucléaire)”라고 표현하였다.
髙馬京子, 「モードと異文化間ステレオタイプ：仏新聞（1981－1992）における日
本人デザイナーの表象―言説分析によるアプローチ」, Revue japonaise de
didactique du français, 4(2)(2009), 日本フランス語教育学会, p. 128 재인용.
316)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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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전은 오히려 그러한 일본의 패전경험과 피해자 입장을 강조하고 이
를 그들이 급진적인 미술활동을 추구하게 된 배경으로 위치시킴으로써
이를 일본만의 독자적인 특징으로 재맥락화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절을 통해서 소개한 1980 년대 중반 이후 서구에서 개최
된 일본 현대미술 전시들을 계기로 일본 현대미술을 “전위적 요소”와 연
결시키는 전시들이 증가했다.317) 대표적인 대규모 전시로는 2012 년 뉴
욕 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도쿄, 1955-1970: 새로운 아방가르드》전
이 있다.318) 이 전시는 일본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의 도쿄라는 수
도를 중심으로 전개된 전후 일본의 아방가르드에 주목하였다. 일본의 국
제교류기금과 뉴욕 현대미술관이 주최하고 당시 이 미술관의 큐레이터였
던 정도련(Doryun Chong)이 기획한 이 전시는 이 절에서 소개한 세 전
시들을 부분적으로 계승하면서도 기존 전시들에서 중점적으로 소개되었
던,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구타이 그룹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는, 1963 년 결성된 그룹 하이레드센터(Hi Red Center)와 같은 소위
“반예술(Anti-Art)”로 일컬어지는 활동을 강조하고, 오카모토 다로, 야마
시타 기쿠지, 실험공방(実験工房) 등 1950-60 년대 미술가들의 활동을
당시 급변하는 일본의 사회・정치적 상황과 연결시켜 해석하였다.319) 이
처럼 1980 년대 중반부터 일본 현대미술에서 “전위적 요소”를 강조하는

317) 이를테면 구타이 미술을 “전위”로 소개하는 전시들이 늘어났다. 대표적인 전시로는
1990 년 로마국립근대미술관에서 개최된 《전위의 일본: 1950 년대의 구타이 그
룹 Giappone all’avanguardia: Il Gruppo Gutai negli anni Cinquanta》, 1991 년
다름슈타트 마틸덴회헤미술관에서 개최된《구타이: 일본의 전위 1954-1965
GUTAI Japanische Avantgarde 1954-1965》전 등이 있다.
318)《도쿄 1955-1970: 새로운 아방가르드 Tokyo 1955-1970: A New Avant-gard
e》전은 2012 년 11 월 18 일부터 2013 년 2 월 25 일까지 개최되었다.
319) Doryun Chong, “Tokyo, 1955-1970: a New Avant-garde”, in Doryun Chong
eds., Tokyo, 1955-1970: a New Avant-garde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2012), pp. 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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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는 반복되는 재맥락화의 과정을 통해 일본 현대미술의 독자
적인 특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제 3 절 “일본적인 것”을 주제로 한 동시대 미술전시

1. 《어게인스트 네이처: 80 년대 일본미술》(1989-91)

1989 년 6 월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서는 《어게인스트 네이처:
80 년대 일본미술》전이 개최되었다. 이 전시는 모리무라 야스마사, 미
야지마 다쓰오(宮島達男, 1957- )를 포함한 미술가 9 명과 그룹 덤 타
입(ダムタイプ, Dumb Type)이 참여하였다.320) 일본의 최신 미술경향을
외국에 소개한 이 전시에는 당시 40 세 이하인 미술가들이 1980 년대에
제작한 30 여점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이 전시는 2 년 동안 시애틀, 신시
내티, 뉴욕, 휴스턴 등 미국 여러 지역을 순회하였다.321) 이 전시는 뉴욕
대학교의 그레이 아트 갤러리 앤 스터디 센터(Grey Art Gallery and

320) 그 밖에 이 전시에 참여한 미술가는 다음과 같다. 후나코시 가쓰라(舟越桂, 1951), 히라바야시 가오루(平林薰, 1955- ), 쓰바키 노보루(椿昇, 1953-), 오타케 신로
(大竹伸朗,, 1955- ), 마에모토 요코(前本彰子, 1957- ), 야마모토 도미아키(山本富
章, 1949- ), 오기노 유세(荻野優政, 1952-)
321) 《어게인스트 네이처: 80 년대 일본미술 Against Nature: Japanese Art in the
Eighties》전은 다음과 같이 미국을 순회하였다.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1989. 6. 15 - 8. 6); Akron Art Museum, Akron, Ohio(1989. 9. 9
- 11. 5); MIT List Visual Arts Center, Cambridge, Massachusetts, Bank of
Boston Art Gallery(1990. 12. 8 - 2. 11); Seattle Art Museum, Seattle,
Washington(1990. 3. 22 - 5. 13); The Contemporary Arts Center, Cincinnati,
Ohio(1990. 6. 8 - 7. 27); Grey Art Gallery, New York University(1990. 9.
11 - 10. 18); Contemporary Arts Museum Houston, Texas(1990. 11. 16 199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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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Center, 현 ‘그레이 아트 갤러리’), 메사추세츠공과대학 리스트
시각예술 센터(MIT List Visual Arts Center)와 일본 국제교류기금(国
際交流基金)이 공동으로 주최한 것이다.
《어게인스트 네이처: 80 년대 일본미술》전은 1986 년 1 월 국제교류
기금의 미국미술전문가 초청 프로그램으로 일본에 방문하고 2 주간 체류
하였던

캐시

할브라이히(Kathy

Halbreich)와

토마스

소콜로브스키

(Thomas Sokolowski)가 1987 년 일본을 재방문하여 일본현대미술의
미국순회전을 제안하면서 기획된 것이다. 전자는 메사추세츠공과대학 리
스트 시각예술 센터 전(前) 관장이자 보스턴미술관의 큐레이터였고, 후
자는 뉴욕대학교 그레이 아트 갤러리 앤 스터디 센터 관장이었다. 이후
일본의 교토국립근대미술관(京都国立近代美術館)의 큐레이터였던 고모토
신지(河本信治)와 ICA 나고야(ICA 名古屋)의 관장이었던 난조 후미오(南
條史生)가 함께 기획에 참여하면서 총 4 명의 큐레이터가 공동으로 전시
를 기획하게 되었다.
전시 제목 “어게인스트 네이처”가 암시하듯이, 이 전시는 “일본적인
것”을 자연과 연결시키는 고정관념에 도전하려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
다. 제목은 전시에 참여한 미술가 중 한 명인 쓰바키 노보루(椿昇,
1953-)가 일본인이 자연과 일체되어 살아간다는 주장에 반대한다고 단
언했던 일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322) 이 전시는 “자연”이 이미 고도로
도시화된 현대를 살아가는 일본인을 대변해 설명해줄 수 있는 단어가 아
322) 쓰바키 노보루가 자신의 스승에 해당하는 사람의 장례식에서의 일화를 이야기했을
때, 소콜로브스키는 쓰바키에게 “자연과 일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라고 질문했
다고 한다. 그 질문에 쓰바키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아니오, 저는 자연을 미
워합니다. 저는 도시의 인간입니다. 시골은 전혀 몰라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자연
은 단순하게 모든 것은 포함하고 있다거나, 일본인은 그러한 자연과 일체가 되어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전혀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거기에 반
대합니다.” Kathy Halbreich et al., Against Nature: Japanese Art in the
Eighties, (New York: The Gallery, 1989),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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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소콜로브스키는 이 전시 관련 좌담회에서
“‘어게인스트 네이처’라는 것은 단순히 자연의 풍경에 반대하는 것이 아
니라 자신의 인간 본성(human nature, 강조는 원문), 인간의 조건, 그리
고 나아가 국적(nationality)까지도 반대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
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자연(nature)”이라는 단어를 다
의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말 그대로의 자연뿐만 아니라 자연을 “일본적인
것” 혹은 “일본인”으로 관련시키는 태도들에 대항하는 것까지를 포섭하
고자 했음을 암시했다.323)
이는 다른 기획자 할브라이히가 소콜로브스키와의 대화 내용을 설명하
는 부분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녀는 일본미술을 일본적이게 하는 특정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일본적인 것(Japaneseness)이라
는 생각 자체가 이미 유효성을 잃은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324) 여기에서 이 전시의 기획자들이 일본을 자연과 연결시
키는 전형적인 “일본적인 것”에 대해 재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전시의 방향성은 일본인 큐레이터들의 서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 글에는 4 명의 큐레이터가 합의한 조건들이 다섯 가
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지금까지 해외에 소개되어 온 무채색으로 소재를 중시하는 선
(禅)적, 정신주의적 미학에 의한 작품-즉 구미에 예단(予断)으로
서 존재하는 일본의 현대미술-과는 다른 현대미술의 측면을 소
개한다.

323) 위의 책, p. 15.
324) 위의 책,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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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미술의 중요한 일면이었던 풍부한 색채, 장식성, 일상적 주
제, 구상성 등의 계보를 잇는 현대적 표현에 초점을 맞춘다.
3. 현대 도시문화를 반영하는 반자연적인 경향에 초점을 맞춘다.
4. 정보화사회, 포스트모던 상황을 반영하는 다극적(多極的)이고
절충주의적 작품에 초점을 맞춘다
5. 이 전시를 통해 일본의 현대문화와 모더니즘과의 관계를 질문
한다.325)

1986 년 할브라이히는 일본을 처음 방문하면서 일본미술에 대해서
“세련된 우미함, 고도의 기교, 대나무나 얇은 고급종이와 같은 전형적인
자연 소재들, 그리고 고도의 인공적 감각”과 같은 선입견을 가졌다고 한
다.326) 이는 당시 서구 사회에 널리 알려진 일본미술의 특징인 동시에
그들이 일본미술에 기대하는 일종의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위의 인용문의 첫 번째 항목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시를 통
해서 이러한 선입견에서 벗어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항목의

325) 이 다섯 항목은 도록에 실린 일문 버전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위의 책, p.
13. 같은 도록에 실린 영문 버전은 뉘앙스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과거 일본미술의 해외전시에서는 미니멀리스트나 관념적인 작품들, 이를테면 일
반적으로 젠이나 신도와 같은 종교들과 연관되었다고 여겨지는 모노하 기반의 미
학들에 주목했다. 우리 전시는 현대 일본미술의 다른 측면을 다룬다.
2. 다채롭고 장식적인 예술의 표현은 전통 일본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우리 전
시는 현대 일본미술의 이러한 측면을 다룬다.
3. 일본의 현대 도시 문화는 길들여지거나 인공적인 의미로서의 자연에 의존하며,
이것이 우리 전시가 탐구하는 것이다.
4.절충주의는 전통 일본의 경향이었다. 우리 전시는 그러한 경향을 오늘날의 정보
집약적이고 포스트모던의 일본사회에서 보여지는 다른 문화로부터의 아주 흔한 인
용들과 연결시킨다.
5. 우리 전시는 오늘날 일본의 생활과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위의 책, p. 12
326) 위의 책,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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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19 세기 후반 유럽미술에 영향을 주어 자포니즘을 태동시킨 우키
요에가 대표하는 장식적이고 다양한 색채를 연상시키는데, 이는 서양에
서도 낯설지 않은 일본미술의 또 다른 일면이다.
기획자 중의 한 명인 난조는 전시 좌담회에서 일본 전통에는 두 가지
대조적인 미의식이 있어 왔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전통문화를 계급과
연결시켜 설명했다. 그는 이를 각각 무사계급(지적 계급)과 상인계급에
속하는 것으로 나누고 전자를 “흑과 백만 가지고 있어 색채를 쓰지 않으
며 상식을 없애고 매우 수수한 미니멀한 미적 감성”으로, 후자를 “장식
적으로 색채감각으로 넘치며 새나 꽃의 모습 등 계절의 이미지를 충분하
게 다룬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본에서 “이러한 두 가지 취향이 항상
병존”해 왔다고 주장하였다.327)
일본의 전통문화를 두 가지 대비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태도는 앞 장
에서 언급한 1950 년대에 있었던 “전통논쟁”에서 논의된 조몬시대와 야
요이시대를 나누어 설명하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조몬은 야요이 이전,
대략 기원전 1 만년 전후에서 기원전 4 세기까지의 시대를 지칭하는 것
으로, 오카모토 다로는 조몬시대의 토기를 비롯한 유물을 박물관에서 목
격하고 여기에서 일본의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여 조
몬을 야요이 문화와 대비시키면서 그 둘의 차별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조몬 토기에서 느껴지는 “생명감” 넘치는 형태를 강조하면서 왜 이러한
생명감이 단절되고 야요이시대에서 단조로운, 소위 “일본식” 전통으로
대체되었는지 한탄하면서 “나의 과제는 조몬토기와 야요이식의 대조적
양상을 비교하고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고찰하
는 것”이라고 밝혔다.328)
327) 위의 책, p. 32.
328) 岡本太郎, 「伝統の再発見ー縄文土器について」,『美術手帖』103(68), 1955.12,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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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이소자키 아라타(磯崎新, 1931- )는 2003 년 출판된 저서
『건축에 있어서 ‘일본적인 것’』에서 “‘조몬’과 ‘야요이’라는 고고학상의
분류가 1950 년대 중기에 부상한 것”을 지적하며, 전자를 “조야하고 다
이나믹한 비투명성”의 특성으로 설명하면서 “조몬적=디오니소스적=하층
계급적”의 도식로 정리하고, 후자를 “세련되고 정적인 투명성”의 특성으
로 설명하면서 “야요이적=아폴론적=귀족계급적”의 도식으로 정리하여
건축에 있어서 일본적인 것을 설명하였다.329) 이는 일본문화를 단순화시
킨 도식에 불과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기존의 전형적으로 인식되었던
“일본적인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으로 재구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앞에서 인용한 전시기획의 다섯 가지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전시
는 궁극적으로 현대적이고 도시화된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일본의 사회
를 반영하는 작품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단지 이를 통
해서 이 전시가 근대화된 세계의 보편적인 문제를 주안점으로 삼고자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본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온 전형을 거부한 것
이다. 특히 일본의 1960 년대 말부터 1970 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모노
하”로 일컬어지는 미술활동이 1970 년대 베니스비엔날레를 비롯한 국제
무대에 소개되고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선(禅)적, 정신주의적 미학”이
기반이 된 일본의 현대미술을 대표한다는 고정된 인식이 공고히 되는 경
향이 있었다. 이 전시는 이러한 인식을 경계하면서도 도시화를 통해 변
화된 사회가 반영된 새로운 미술 경향들을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
다고 생각할 수 있다.330)

329) 磯崎新, 『建築における「日本的なもの」』(東京: 新潮社，2003), p. 41, p. 48.
330) 1970 년대 베니스비엔날레에 출품한 모노하 작가로는 1970 년 제 35 회 베니스 비
엔날레에 참여한 세키네 노부오, 그리고 1978 년에 제 38 회 베니스비엔날레에 참
여한 스가 키시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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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이 전시가 재현하고자 하는 일본 현대미술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선진화된 도시와 기술
발전 이미지를 강조하는 태도이다. 이를테면 덤 타입의 <플레저 라이프
Pleasure Life>(1988)[도판 43] 퍼포먼스를 촬영한 영상 작품에서 드러
나듯이 선진화된 도시와 기술발전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다.331) 1988 년
도쿄, 교토, 뉴욕, 런던 등 다양한 도시에서 소개되었고, 이 전시에서는
비디오로 상영되었다. 이 작품은 그리드를 구성하는 선들의 교차점에 총
36 개의 사각 기둥 형태의 차가운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텔레
비전 모니터, 조명기구, 카메라 등 전자제품에서부터 물 컵, 선인장 화분
등 일상용품까지 다양한 물체들이 놓여 있는 무대 위에서 테크노 음악에
맞춰 인물들이 춤을 추면서 전개된다. 이 퍼포먼스는 무대 위의 섬광과
음악, 등장인물의 의상 등 모두 선진된 기술사회의 일면을 드러내고 있
다.
또한 이러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이미지는 전통적인 동양 사상을 미니
멀한 기계 이미지로 표현한 또 다른 미술가 미야지마 다쓰오의 작품에서
도 잘 나타난다. 이를테면 카세트테이프와 전선 등으로 제작된 설치 작
품 <나치폭포 那智の滝>(1987)와 LED 숫자가 길게 늘어진 <모니즘/듀
얼리즘 Monism/Dualism>(1989)[도판 44]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 특징은 다양하고 장식적인 색채를 사용하면서 차용, 패스티
쉬, 패러디, 혼합성 등의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이다. 마에모토 요코(前
本彰子, 1957- )의 작품 <조용한 폭발 Silent Explosion>(1988)[도판
45]은 화려한 색상이 사용되어 시각적으로 장식적이다. 이러한 특징은
모리무라 야스마사의 작품 <초상화(쌍둥이)>(1988)[도판 46]와 《초상
331) 덤 타입은 1984 년 결성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그룹으로 연기자, 미
술가, 음악가 건축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
한 콜라보레이션 활동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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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소년 1, 2, 3)》(1988)[도판 47]에서도 나타난다. 전자는 후자의 작품
은 에두아르 마네(Édouard Manet)의 ＜피리 부는 소년＞(1866)[도판
48]의 소년과 같은 의상을 입거나 벗은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일종의 자화상이다. 그의 작품은 인종, 국적, 성별 등의 정체성 형성 요
인들을 탈맥락화 시켰다.
이처럼 두 가지 방식 통해 이 전시는 서구의 시각에서 교토의 료안지
(龍安寺)의 정원[도판 49]과 같은 것이 상징하는 “일본적인 것”의 전형
으로 인식되는 감성과 대척점에 있다고 여겨진 이미지들을 또 다른 “일
본적인 것”으로 재현했다.
이 전시에 대한 평가들은 대부분 도시화, 전자 산업의 발달과 기술력
증진으로 인해 변화된 일본 사회의 모습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그러한
변화된 상황을 소개하고자 했던 전시의 기획 의도를 중점적으로 설명하
면서 그 시도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면서도 서구의 관람객과 미술관계
자들이 기대했던 전형적인 일본의 미술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일면을
제시하여 지적을 받았고, 전시의 의도와 작품의 선정이 잘 부합하였는지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혹평을 받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아트포럼』에 실린 케니스 베이커(Kenneth Baker)는 전
시평의 첫 문단을, “불행하게도 80 년대 일본 미술에 대한 어떠한 추론
을 설득시키기에도 작품의 선정이 너무 듬성듬성하고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시작하였다.332) 이어서 그는 이 전시가 “자연중심적인 미학
을 거부하고 일본 도시 환경의 상업적 책략(artifice)을 포괄하는 것이라
고 주장”하는데, “문제는 이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 결집시킨 대부분의
예술은 서구인들의 눈에는 특별할 것이 없으며, 외국인 방문객들이 도쿄
에서 경험하는 감각의 과부하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썼
332) Kenneth Baker, “Against Nature”, Art Forum, Nov. 1989,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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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33) 이어지는 작품해설 부분에서 “많은 작품들이 전후 서구미술을 떠
올리게 한다”는 구절에서 이 전시가 전형적으로 “일본적인 것”이라고 인
식되는 특징을 강조하지 않음으로써 부각되는 서구미술의 영향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였다.
한편 마이클 킴멜만(Michael Kimmelman)는 『뉴욕 타임즈』의 비평
문에서 이 전시가 일본 문화의 스테레오 타입들에 대한 투쟁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전시에 참여한 미술가들이 “연꽃과 산꼭대기가 아
니라 그들의 집인 파편화된 도시환경에 관한 것”을 선택했다고 표현하였
다.334)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 전시는 개인적인 취향을 보여주는 전시
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야심차고 대
담하게 의도된 것이 허세처럼 보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335) 그가 이
전시에 참여한 미술가들이 “여러 가지 출처를 가진 요소들을 자유롭고
힘차게 빌려 오면서도 이를 혼합하여 서구의 관람객이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전시
의 작품들은 오늘날 일본 문화의 특징인 전통에 대한 숭배와 우상파괴적
인 역설적 결합을 공유한다”는 설명을 통해서 단순한 서구미술의 영향
보다는 일본문화의 “잡종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336)
이와 유사하게 윌리엄 윌슨(William Wilson)은 『로스앤젤레스 타임
즈』 기사에서 “《어게인스트 네이처》는 예술과 삶을 구분하지 않는 자
연 숭배자로서의 일본인들의 정형화된(stereotypical) 이미지에 반대하는
새로운 예술을 함축한다”라고 설명하면서도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사
실 일본의 미적 재능은 항상 자연과 극도로 인공적인 것의 동일한 척도
333) 같은 곳.
334) Michael Kimmelman, “Art View; Japanese Artists Forgo Lotus Blossoms for
Urban Blight”, The New York Times, 1989. 08. 06, A.31.
335) 같은 곳.
336)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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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혼합해 왔다”라고 쓰면서 그 둘의 균형을 강조하며 일본의 정원과 판
화를 예로 들었다.337)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에서는 “일본적인 것”의 특징을 자연과
인공의 “평형상태(equilibrium)”로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큰 틀에서는
소위 “잡종성”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는 앞에서 인용한 할브라
이히가 가졌던 일본미술에 대한 고정관념, 즉 “전형적인 자연 소재들,
그리고 고도한 인공적 감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설명이라고 할 수 있
다.

2. 《프라이멀 스피릿: 10 명의 현대 일본조각가들》(1990-91)

《어게인스트 네이처》전이 열린 시기와 비슷한 시기인 1990 년부터
1991 년까지 미국을 순회한 다른 일본 현대미술 전시로 《프라이멀 스
피릿: 10 명의 현대 일본조각가들》이 있다.338) 이 전시에 일본의 하라
미술관(原美術館)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이 주최하고 큐레이터 하워드 폭스(Howard N. Fox)에

337) William Wilson, “Japanese Art: High-Tech Equilibrium ‘Against Nature’ is
first survey of contemporary works in 10 years”, Los Angeles Times,
1989.06.25.
338) 《프라이멀 스피릿: 10 명의 현대 일본조각가들 A Primal Spirit: Ten
Contemporary Japanese Sculptors》전은 다음과 같이 순회하였다. Hara
Museum ARC, Gunma Prefecture, Shibukawa, Japan(1990. 3. 10 - 4. 15);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Los Angeles, United States(1990. 6. 17
- 8. 26); Modern Art Museum of Fort Worth, Fort Worth, United
States(1991. 2. 17 - 4. 28); Museum of Contemporary Art, Chicago,
Chicago, United States(1990. 10. 25 - 1991. 1. 1); National Gallery of
Canada, Ottawa, Canada(1991. 6. 28 -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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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기획된 것이다.339) 이 전시는 전형적인 일본에 대한 이미지를 거
부하였던 《어게인스트 네이처》전과는 반대의 성격을 보여주었다.
이 전시는 나무나 광물 같은 자연의 소재들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한
가와마타 다다시(川俣正, 1953- ), 도야 시게오(戸谷成雄, 1947- ) 등
조각가 10 명을 소개하였다[도판 50, 51].340) 그 가운데 8 명은 나무를
사용했다. 전시 전경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제한적인 조명의 사용과
무채색의 정적이고 금욕적인 공간 안에 설치된 자연 소재를 사용한 작품
들은 신비스럽고 제의적인 느낌이 들게 연출되었다[도판 52, 53]. 이는
앞에서 분석한 《어게인스트 네이처》전이 쇄신하고자 했던 선 사상, 미
니멀리즘, 모노크롬과 같은 “전형적으로 일본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워드 폭스가 “일본적인 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재현한 배경에는 그
가 일본 현대미술에는 서구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고유한 특질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현대 일본미술을 조사를 통해서 서구 영향을 받
지 않은 “확연한 예술적 관심과 창조성의 많은 영역들을 알아차렸다”고
쓰면서,341) 이 전시에서는 “국제적 동시대미술 속 일본미술의 독특함”을

339) 연구자 미쓰야마의 저서에 따르면, “하워드 폭스는 일본과 미국의 현대미술의 교류
를 기획하고 미술전문가의 교환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하라미술관을 통
해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목적의 주요한 것은 미국의 미술 관계자들에게 일본의
미술계를 소개하는 것이었다.” 光山清子(주 20), p. 186.
340) 이 전시의 참여작가는 후지이 주이치(ふじい忠一, 1941- ), 도쿠시게 에미코(徳重
恵美子, 1939-? ), 와카바야시 이사무(若林奮, 1936-2003), 겐모치 가즈오(剣持和
夫, 1951- ), 쓰치야 기미오(土屋公雄, 1955- ), 에비즈카 고이치(海老塚耕一,
1951- ), 도야 시게오(戸谷成雄, 1947- ), 가와마타 다다시(川俣正, 1953- ), 구니
야스 다카마사(國安孝昌, 1957- ), 엔도 도시카쓰(遠藤利克, 1950- )가 있다.
341) Howard N. Fox, “A Primal Spirit”, in Howard N. Fox et al., A Primal Spirit:
Ten Contemporary Japanese Sculptors, (Los Angeles, Calif.: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1990),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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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342) 그는 나아가 전시에 출품한 미술가들
의 공통적인 특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 전시에서 선보인 열 명의 조각가들은 명백하게 ‘일본적인’ 스타
일을 설정하고자 하는 특별한 목표 없이 독립적으로 작업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인식가능하고

독특한

일본적인

감수성

(sensibility)을 공유한다. 그들의 작품은 형식과 스타일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혁신적인 한편, 고대 일본의 전통과 문화적 태도에 그
뿌리를 깊이 박고 있다.343)

여기에서 폭스는 “독특한 일본적인 감수성을 공유”한다고 강조하면서
전시에 참여한 미술가들이 의도적이거나 전략적으로 “일본적인 것”을 작
품에서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아니지만 그들의 작품에서 일본적인 특징들
이 드러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전시도록에 실린 장문의 글을 통해 폭스가 생각하는 “일본적인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자연과 자연 물질들의 힘의 직접적
인 관계맺음”이다.344) 그는 엔도 도시카쓰(遠藤利克, 1950- ), 후지이
주이치(ふじい忠一, 1941- ),

구니야스 다카마사(國安孝昌, 1957- )

등의 작품들[도판 52-54]을 예로 들면서 자연적 소재들의 변형과 왜곡
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345) 이 외에도 폭스는 일본 현대미술
을 애니미즘, 신도, 불교 등 일본의 전통 미학, 사상, 종교 등과 연결시
켜 해석했다. 그는 서구의 기독교적인 사상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선불
교와 신도의 기본적인 계율(elemental precepts)의 맥락”에서 이 작품
342) 위의 글, p. 26.
343) 같은 곳.
344) 같은 곳.
345)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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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346) 그러나 그가 일본문화나 일본
미술 전문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주장은 어디가지나 서구의
시선이 투영된 “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폭스가 전시 도록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 전시에 참여한 모든 미술가
들이 자신이 강조한 “일본적인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그는 그 중에
서도 가와마타 다다시를 “가장 자의식이 강한 코스모폴리탄”으로 설명하
면서 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였다.347) 가와마타는 도록에 실린 인터
뷰를 기반으로 한 작가노트에 “나무”라는 소재가 “일본적인 것”과 관련
지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일본 사람들은 나무에 영혼이 있다고 끈질기게 믿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러한 믿음에 동의하지 않는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의 미술
가들이 나무로 작업한다. 일본미술에서 나무를 사용해서 어떤 식으
로든 애니미즘과 관련 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 내 생각에 ‘일
본적인 것’이라는 것에 대한 모든 관념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정의
내린 것이다.348)

그러나 폭스는 이러한 가와마타의 의견에 반대하며 그의 예술은 이 전
시에 참여한 다른 미술가들과 유사함을 보이고 있으며 자연과 자연 소재
를 통해서 설명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349)
1983 년부터 1991 년까지 하라미술관의 큐레이터이자, 당시 이 전시
를 담당했던 미쓰야마 기요코는 2009 년 출판된 저서에서 《어게인스트

346) 위의 글, p. 27.
347) 위의 글, p. 31.
348) Kawamata Tadashi, “Untitled”, in Howard N. Fox et al.(주 341), p. 67. 인용
문은 일문을 다시 번역하여 수록된 버전을 한글로 번역하였음. Kawamata
Tadashi, “Untitled”, 1990, in Doryun, Chong eds.(주 30), p. 381.
349) Howard N. Fox(주 341),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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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전과 《프라이멀 스피릿》전을 비교하였다. 그녀는 이 두 전시
가 “일본의 현대미술과 그 미학적 전통과의 관계”를 중요한 문제로 고찰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고 지적하면서,350) 전자는 이를 하이브리드
적 관점에서 보고, 후자는 본질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차이가 있다고 설
명하였다.351) 미쓰야마는 2020 년도의 일본 모리미술관(森美術館)에서
개최된《STARS 전: 현대미술의 스타들-일본에서 세계로》전의 전시연
계 토크 프로그램에서 이 두 전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하여
비교하였다.352)

《프라이멀 스피릿》

《어게인스트 네이처》

모노크롬

컬러풀

미니멀리즘

장식성

자연지향

반자연

본질주의적 견해

하이브리드적 견해

신도・선불교의 미학

절충주의・‘모방’의 긍정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두 전시는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
었지만 전시를 통해서 “일본적인 것”의 재현을 시도했다는 공통점을 지
닌다.
이렇게 “일본적인 것”이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은 1990 년 9 월《어게
인스트 네이처》전의 기획자 중 한명이었던 난조 후미오가 독일 프랑크
푸르트 예술협회(Frankfurter Kunstverein)에서 기획한 《80 년대의 일
350) 光山清子(주 20), p. 182
351) 위의 책, pp. 187-190
352) “森美術館 トーク「日本の現代美術はどのように海外に紹介されたのか」第 1 回
（ウェビナー）” 2020 년 10 월 30 일 개최, 2020 년 12 월 15 일 유튜브 공개.
https://www.youtube.com/watch?v=n1aZHpDZQ9s (최종접속일: 2021 년 6 월
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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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미술》에서도 잘 드러난다[도판 55].353) 프랑크푸르트 예술협회와 일
본 국제교류기금이 기획한 이 전시에는《어게인스트 네이처》전에서 소
개되었던 모리무라 야스마사나 미야지마 다쓰오뿐만 아니라 《프라이멀
스피릿》전에서 소개되었던 엔도 도시카쓰도 포함되었다. 여기에서 이
전시가 앞에서 설명한 대조적인 두 전시의 특성을 포괄하여 한 공간에서
연출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난조는 전시도록에
서 특정한 “일본적인 것”을 추구하기 보다는 보편성을 추구할 것을 제안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그러나 만약 보는 사람이 이 전시회 속에서 일본적인 것을 찾으려
고만 한다면 이 전시회를 진정으로 보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러한 태도는 많은 문제를 일본의 틀 속
에서 가두어 둔 채 격리하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정말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의 국가의 문화적 특성
속에 보편적인 문제를 찾는 것이다. 그 때, 문화는 국경을 넘어서
세계의 문제로서 공유되는 것이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일본의 아
티스트는 항상 엑소티시즘에 대한 기대와 서구의 미술의 영향 하
에 있다는 비판 사이에서 어느 장소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354)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어게인스트 네이처》에서 젠, 미니멀리즘으
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일본적인 것”을 배제했던 난조는 이 전시에서 양

353) 《80 년대의 일본미술 Japanische Kunst der Achtziger Jahre》전은 다음과 같이
순회하였다.
Frankfurter Kunstverein, Frankfurt am Main(1990. 9. 29 - 11. 8); Bonner
Kunstverein, Bonn(1990. 12. 3 - 1991. 2. 10); Museum Moderner Kunst,
Wien, (1991. 2. 15 - 4. 7); Bregenzer Festspiele, Bregenz, (1991. 7. 5 - 8.
8).
354) 南條史生, 「1980 年代・日本現代美術はいかに国際化へと向かったのか」, 森美術館
編(주 6), p. 37 난조에 의한 일문번역을 연구자가 한글로 번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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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중 어느 쪽의 입장도 택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시도록에서 위와 같이 밝히고 있다.
1997 년 일본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전시《일본현대미술전》이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전시는 1996 년부터 1997 년에 걸
쳐 도쿄와 오사카를 순회한 《90 년대 한국현대미술전》이 개최된 이후
에 일본과의 교류전 형식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주최하고 정준모, 최은
주 등 한국의 큐레이터가 기획한 것이다.355) 당시 관장이었던 최만린은
전시도록에서 이 전시의 주제가 “일본현대미술을 한국인의 시각에서 바
라보고 일본성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쓰면서 이 전시가
“일본적인 것”을 주제로 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다.356) 전시를 기획한
최은주는 도록에 실린 글에서 본 논문에서 분석한 《전위의 일본
1910-1970》전이나 《어게인스트 네이처》전 등의 전시들을 언급하면
서, 이 전시들과는 다르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이 전시는 “우리
의 시각에서 일본현대미술을 바라보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357)
또한 그녀는 이 전시에 다양한 세대의 미술가들이 참여하였지만, “이렇
게 다양한 작가에게 우리는 ‘일본적인 것’과 ‘일본적인 표현 방식’ 그리
고 ‘일본적인 미감’을 발견하고자 한다”고 쓰면서 전시의 방향성을 제시
했다.358) 그렇지만 이 전시가 위의 전시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위적
요소”를 강조하거나 현대 일본의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일본적인 것”을
재현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태도는 다음에 인용된 이 글의 마
지막 구절에서 발견된다.

355) 《90 년대 한국현대미술전 90 年代の韓国美術から・等身大の物語》은 이 전시는
1997 년 9 월 23 일부터 10 월 23 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개최되었다.
356) 국립현대미술관 편, 『일본현대미술전』(서울: 삶과 꿈, 1997), p. 8.
357) 위의 책, p. 15.
358) 위의 책,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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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통미술을 논할 때 일본적인 특성들로 풍부하고 다채로운
색상, 화려한 장식성, 장인적 완결이라든가 이와 대비되는 단색조
의 장중함, 선적인 정제미, 조형적 엄격함 등이 언급되곤 하지만,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일본의 현대미술은 이러한 기준으로 이야기
하기에는 너무도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359)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최은주는 앞에서 소개한 난조 후미오의 의견과
유사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일본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강조하였다. 이러
한 예를 통해서, 1980 년대 말부터 1990 년대에 개최된 일본 현대미술
해외전시에서는 “일본적인 것”에 대해 고민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
을 가지고 전시를 기획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화두였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이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시기 서구에서 개최된 일본 현대미술 해
외전은 무엇보다 일본 현대미술이 서구의 모방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극
복하고 그것의 독자성을 강조하고자 기획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과거에는 일본 전통과 연결시키는 시도들이 일어났지만 이
것은 “전근대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었고, 국제
미술계의 보편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따라서 전통적이지 않으면서도
일본의 독자성을 강조할 수 있는 대안들이 전시들을 통해서 제시되었다.
이를테면 일본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과 연결시켜 “전위적 요소”를 강조
하거나 일본사회의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등의 시도이
다. 이는 근대화 이후의 발견된 “일본적인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태도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구를 추종하면서 전개된 근대 속에서
“일본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태도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359) 위의 책,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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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의 전위”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 퐁피두센터의
《전위의 일본 1910-1970》전에 대한 평가에서 언급하였던 이나가 시
게미는 일본의 전위가 근본적으로 애매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전위와 근대화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순에 대해서 다음과 같
이 설명하였다.

일본의 전위미술가들은 서구 아카데미 전통에서 막 배워온 것을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버려야 한다는 점에서, 근대화는 전위의 아
젠다와 첨예하게 대조된다. 근대화와 제 3 세계의 전위 사이의 이
러한 단절에 주목하지 않기 위해서는 엄청난 순진함이 필요할 것
이다.360)

이처럼 과거와의 단절이 핵심인 전위의 개념은 서구의 미술을 수용한
미술에서는 필연적으로 여러 모순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전위”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고찰한 비평가로는 사와라기
노이가 있다. 그는 일본의 전위를 ”뛰어넘어야 할 ‘근대’를 미완으로 남
겨 놓은 채 ‘근대’를 뛰어넘고자 하는 바람이 ‘초 근대’적인 태도로서 자
리 잡아 버린 ‘기묘한 전위’”라고 주장했다.361) 이는 이나가의 의견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즉 서구미술을 수용한 일본 현대미술에 있
어서 전위는 단절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강력한 과거가 부재하다는 측면
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와라기는 이어서 퐁피두센터에서의 《전위의 일본 1910-1970》전
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일본이라는 국민국가의 아이덴티티에 예리한 칼

360) Shigemi Inaga, “The Impossible Avant-Garde in Japan”, Year Book of
Comparative and General Literature, 41(1993), p. 68.
361) 사와라기 노이(椹木野衣), 『일본・현대・미술 日本・現代・美術』(1998), 김정복
옮김(파주: 두성북스, 2012),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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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을 들이대는 행위가 아니라 정반대로 일본이라는 국민국가의 아이덴티
티 자체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제시
했다.362) 여기에서 사와라기는 이나가와는 다르게 일본 현대미술이나 일
본의 전위가 가진 독자성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
소개한 전시에서 전위를 강조하는 것은 사와라기와 같이 일본에 전위에
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점들이 있지만, 그것 또한 일본만이 가진 특징으
로 보고 독자성을 강조하는 태도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362) 위의 책,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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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Ⅴ 장

글로벌 전략으로서의 “일본적인 것”

1990 년대부터 일본은 경제적으로 장기불황이 이어졌지만 일본의 만
화나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대중문화는 국제적으로 붐을 일으켰다. 이와
동시에 일본 사회에서는 오타쿠 문화가 있었다. 이 오타쿠 문화와 그들
이 향유하는 작품들은 종종 “일본적인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
되었다. 일본 대중문화 안에서 사용되는 전쟁과 원폭 트라우마, 그 영향
을 받은 일본 사회의 모습, 그리고 이를 표현한 시각적 특징들은 국제사
회 안에서 또 다른 “일본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점
에 착목하여 2000 년대 이후부터 일본 현대미술 해외 전시를 통해서 무
라카미 다카시와 같은 미술가들은 대중문화의 이미지들을 작품의 소재로
삼거나, 만화 캐릭터의 피큐어에 영감을 받아 미술 작품을 제작하여 국
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이와 같은 일본의 대중문화 이미지는 일본
정부의 “쿨 재팬” 정책을 통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고, 이것은
해외 현대미술전을 통해 “일본적인 것”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장의 제 1 절에서는 이와 같은 일본 대중문화 붐의 현상을 살펴보
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일본정부의 정책을 개괄할 것이다. 제 2 절
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본의 현대미술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
면서 일본 대중문화를 소재로 한 전시에서 나타나는 “일본적인 것”의 특
징을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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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일본의 경기 침체와 일본 대중문화의 유행

1. 전지구화와 일본 경제 불황의 시작

1980 년대 말에서 1990 년대 초는 전 세계가 크게 변화하는 시기였
다. 1989 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1991 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세계
는 자본주의의 질서로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월드 와이드 웹
(WWW)의 보급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의 물리적 공
간이나 지리적 위치를 초월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 이와 같은 변
화는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를 비롯한 모든 개체들의 네크워트를 형성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화, 전지구화로 번역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globalization)이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글로벌리즘(globalism)은
세계를 이러한 통합된 현상으로 바라보는 태도나 이념 혹은 이와 관련된
담론을 의미한다.
앤소니 맥그루(Anthony McGrew)가 주장했듯이, 글로벌리즘은 “보편
화 대 특수화”, “동질화 대 차이화”, “통합 대 파편화”, “중앙집권화 대
분권화”, 그리고 “병렬 대 융합”이라는 “이분법적 대립항 또는 이중성”
을 지닌다.363) 개개인의 생활양식이 보편화되고 세계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국가는 전략
적으로 특수성을 강조하거나 차별화를 의도하기도 하며, 민족주의를 부
활시키기도 한다.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의 합성어인 “글로

363) 앤소니 맥그루, 「전지구 사회? A Global Society?」, 스튜어트 홀 외, 『모더니티
의 미래 Modernity and its Futures』(1992), 전효관, 김수진 외 옮김(서울: 현실
문화연구, 2000), pp. 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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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은 이러한 이중적인 특성을 잘 드러내 주는
용어이다.
1980 년대 말 정점에 다다른 일본의 경제는 1990 년대 초부터 무너지
기 시작했다. 1989 년 12 월 29 일 닛케이지수는 사상 최고치인 38,957
엔을 기록하였고, 그 해 연말 종가는 38,915 엔이었다. 이듬 해 1990 년
의 연말 종가는 23,848 엔으로 38.72% 하락했고, 1992 년 8 월 18 일에
14,309 엔으로 폭락하였다. 1992 년 1 월 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 4.6%
하락한 것으로 볼 때 1991 년 이후부터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364)
1991 년 실질경제성장률이 3.8%였지만 1991 년부터 2000 년까지 실질
경제성장률은 연율 1.0%였으며, 실업률은 1991 년 2%에서 2000 년
4.9%가 되었다.365) 비정상적인 자산가치가 상승된 거품이 꺼지고 일본
의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소위 “잃어버린 10 년”이 시작되었
다.

2. 일본 대중문화의 세계적 유행과 오타쿠 문화

일본의 침체된 경제적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1990 년대부터 2000 년대
중반까지는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시기였다. 1995 년 9 월 『뉴욕 타임즈』에는 “일본 애니메이

364) 小峰隆夫, 岡田恵子, 「バブル崩壊と不良債権対策（1990~96 年を中心に)」, 小峰
隆夫 編, 『日本経済の記録 第２次石油危機への対応からバブル崩壊まで（1970 年
〜1996 年）』(東京: 内閣府経済社会総合研究所, 2011), p. 377.
https://www.esri.cao.go.jp/jp/esri/prj/sbubble/history/history_01/analysis_01_0
3_02.pdf (최종접속일: 2021 년 5 월 31 일).
365) 강응선, 『일본경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10 년』，(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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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이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다”고 쓰면서,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에서는
<드래곤볼 Z>가 히트를 치고, 베트남 아이들이 <도라에몽> 에 열광하며,
미국에서는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의 <이웃집 토토로> 비디오가 흥행
을 거두었다고 소개하였다.366)
미국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처음 소개된 것은 그보다 훨씬 오래 전이
었다. 1963 년 어린이용 TV 시리즈 <철완 아톰 Astro Boy> 이 방영되
었다. 이것은 미국에서 최초로 방영된 일본 애니메이션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앤드류 맥케빗(Andrew C. McKevitt)이 지적하였듯이, 미국
의 편집자에 의해서 일본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이 제거된 채 방영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일본의 것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367) 왜냐하면 이
것이 미국의 시청자들을 위해서 주인공의 이름이나 지명과 같이 일본과
연결시킬 수 있는 특징들이 편집되어 미국의 맥락으로 재구성된 것이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 애니메이션의 미국에서의 편집 방식은 1988 년 일본 애
니메이션 수입하여 배급하는 스트림라인 픽쳐스(Streamline Pictures)가
설립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이 회사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수입
하여 영어로 번역하고 자막을 입히거나 더빙하여 미국에 배급하였는데,
맥케빗이 설명하였듯이, 미국 내 일본 애니메이션의 팬덤의 활동과 요구
를 통해서 미국의 편집자들이 “애니메이션의 문화적 차이, 즉 일본적인
것이 상업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일본적인 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소개하기 시작한 것이다.368) 대표적인 것이
366) Andrew Pollack, “Japan, a Superpower Among Superheroes”, The New York
Times, Sept. 17, 1995.
367) Andrew C. McKevitt, Consuming Japan: Popular Culture and the Globalizaing
of 1980s America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7), p. 180.
368)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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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년 일본에서 개봉한 후 1989 년 12 월 미국 극장에서 개봉한 <아
키라>이다.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들의 이름과 지역명이 모두 일본어 그
대로 사용되었다. 미국의 맥락으로 변형시키지 않고 원작의 상태 그대로
유지한 채 보여주는 이 방식이 상업적으로 흥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흥
행은 1990 년대 <공각기동대>, <세일러문> 등 일본 애니메이션 유행으
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일본문화가 세계적으로 유행한 것은 일본 내 대중문화에서 “일본”이
강조되는 현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일본의 비평가 아사다 아키
라(浅田彰)는 이를

“J 회귀”라는 말로 특징지어 설명하였다.369) 그는 대

중음악이나

등에서

문학

“일본적이고

친밀한

느낌이

있는

것”을

“J-POP”, “J 문학” 이라고 불리는 현상이나 지식활동의 측면에서 일본
회귀현상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어디까지나 “서브컬처나 오
타쿠 문화”의 일본이지 전통의 일본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370) 그리고
그러한 현상 배경으로 1990 년대 불황 속에서 세계 자본주의에 대한 반
발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371)
오타쿠 문화를 통해서 일본 사회를 분석한 아즈마 히로키(東浩紀)는
저서 『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던』에서 오타쿠 문화가 일본의 전통문화와
비교를 통해 논해져 왔다고 설명하면서, “오타쿠계 작품과 일본적인 이
미지와의 친화성”을 주장했다.372) 또한 그는 오타쿠 문화와 일본에 대해
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369) 浅田彰, 「「J 回帰」の行方」, 『VOICE』, 2003.3, PHP 研究所．
http://www.kojinkaratani.com/criticalspace/old/special/asada/voice0003.html
（최종접속일: 2021 년 3 월 15 일).
370) 같은 곳.
371) 같은 곳.
372) 아즈마 히로키(東浩紀), 『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던 動物化するポストモダン』
(2001), 이은미 옮김(파주: 문학동네, 2007), pp.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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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쿠계의 작품은 일본을 주제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일본적인 표
현을 많이 이용하며, 매우 일본적으로 소비되고 있다. 따라서 종래
의 논의에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오타쿠계 문화가 일본의 독
자적인 서브컬처라는 것이 거듭 강조 되어왔다.373)

아즈마는 이러한 오타쿠 문화가 일본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
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세계적인 포스트모던
화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썼다.374)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타쿠 문화의 작품에서 다뤄지는 소재나 주제들은 뒤에서 자
세하게 다루겠지만, 전형적으로 인식되는 “일본적인 것”과 관련이 깊은
경우가 많다고 여겨진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유행 현상을 이용하여 “쿨 재팬(Cool Japan)”이
라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쿨 재팬”은 일본의 패션, 디자인, 음식, 애니
메이션, 전통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세계로부터 ‘쿨(멋있다)’고
인식되는(그 가능성이 있는 것을 포함하여) 일본의 매력”을 뜻한다.375)
그것의 계기가 된 것은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일본의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유행 현상과 관련하여 2002 년 미국의 잡지 『포린 폴리시』
에는 더글라스 맥그레이(Douglas McGray, 1975- )의 「일본의 그로스
내셔널 쿨」이라는 글이다. 글의 제목이기도 한 이 용어는 “국민총생산
(Gross National Product, GNP)”에 빗대어 맥그레이가 주조한 것이다.
이 글에서 그는 “일본이 다시 슈퍼파워를 재창조(reinventing)하고 있
다”고 쓰면서 대중음악, 패션, 애니메이션, 식문화 등 일본의 대중문화가
373) 위의 책, p. 30.
374) 같은 곳.
375) 知的財産戦略本部 , 『クールジャパン戦略』, 2019. 9. 3, p. 1.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cj190903.pdf (최종접속일: 2021
년 3 월 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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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 매력을 지녔기 때문에 소프트파워(softpower) 강대국이라고 설
명하면서, 일본은 1980 년대 경제대국이었던 것처럼 문화대국으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하였다.376) 그는 국가의 쿨함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인정하면서도 하버드대학 조지프 나이(Joseph S. Nye)가 고안한 “소
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통해서 “쿨”함을 설명했다.377)
일본의 서브컬처를 중심으로 한 “쿨 재팬”을 정책이 공식적으로 시작
된 것은 2010 년부터이다. 6 월 18 일자의 내각회의를 통해 결정된 “신
성장전략 -‘건강한일본’ 부활의 시나리오-”에서는 “쿨 재팬의 해외전개”
를 직접적으로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패션, 콘텐츠, 디자인, 음식, 전통,
문화, 관광, 음악 등의 ‘쿨 재팬’은 그 잠재력이 성장에 이어지지 못하기
에 지금부터 이 소프트파워를 활용하여 그 매력과 일체가 되는 제품, 서
비스를 세계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하였다.378) 같은 해 경제
산업성

제조산업국에

“쿨재팬실(クールジャパン室)”이

설치되었고,

2013 년에는 “해외수요 개척 지원기구(쿨 재팬 기구)”를 설립하여 쿨 재
팬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윤상인이 적절하게 고찰했듯이,
자포니즘과 유사한 방식, 즉 서구에서 “일본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재정의되었다.379)

376) Douglas McGray, “Japan’s Gross National Cool”, Foreign Policy, No.
130(2002), p. 47.
377) 위의 글, p. 53.
378) 首相官邸, 『新成長戦略 ~「元気な日本」復活のシナリオ~』, 2010. 6. 18, p. 43.
https://www.kantei.go.jp/jp/sinseichousenryaku/sinseichou01.pdf (최종접속일
2021 년 3 월 15 일).
379) 윤상인, 「일본의 대외이미지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한림일본학』, 제 20 집
(2012),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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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일본 이미지의 적극적 활용

1. 《슈퍼 플랫》(2000-2002)

일본의 현대미술가 무라카미 다카시는 2000 년 『슈퍼 플랫 Super
Flat』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출판하고 같은 제목의 전시회를 기획하였
다.380) 이 전시는 그 자신이 제창한 “슈퍼플랫” 이론을 통해 일본 현대
미술과 소위 “오타쿠(オタク)” 문화를 연결시켜 나라 요시토모(奈良美智,
1959- )，다카노 아야(タカノ綾, 1976- ), 히로믹스(HIROMIX, 1976) 등, 미술뿐만 아니라 사진, 패션, 애니메이션, 피규어 제작 등 여러 창
작 분야의 사람들 약 20 팀을 소개한 것이다. 이 전시는 2000 년 일본
도쿄와 나고야를 거쳐 2002 년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미니애폴리스,
시애틀을 순회하면서 국제미술계 안에서 일본의 현대미술과 일본의 대중
문화의 일면인 오타쿠 문화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소개하는 최초의 시
도로 일본 현대미술의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했다.381)
무라카미는 도쿄와 나고야의 전시에서 자신의 작품을 출품하였지만,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 퍼시픽 디자인 센터(Pacific Design Center)에
서의 전시에서는 전시장 내부에는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지 않고, 건물
앞부분에 자신의 작품을 거대하게 인쇄하여 감싸는 형태로만 참여하였다
[도판 56]. 이를 통해 이 전시들에서 그가 자신의 작품을 심도 있게 소
380) 이 전시 개최 이후 “슈퍼 플랫(Super Flat)”이라는 용어는 띄어쓰기 없이 “슈퍼플
랫(Superflat)으로 사용되었다.
381) 《슈퍼 플랫 Super Flat》는 다음과 같이 순회하였다.
도쿄 파르코갤러리(PARCO ギャラリ-) 2000 년 4 월 28 일-5 월 29 일; 나고야 파
르코 갤러리 2000 년 6 월 9 일-26 일;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Los Angeles) 2001 년 1 월 14 일-5 월 27 일; 워커 아트
센터(Walker Art Center, Minneapolis) 2001 년 7 월 15 일-10 월 14 일; 헨리 아
트갤러리(Henry Art Gallery, Seattle) 2001 년 11 월 10 일-2002 년 3 월 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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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기 보다는 기획자로서 자신이 고안한 “슈퍼플랫” 이론과 그 경향을
재현하는 다른 아티스트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일본과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전시는 규모와 전시 컨셉 상의 차이가 있
었다. 두 전시의 참여 작가 수가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보다 후자
의 경우가 규모가 크고,382) “슈퍼플랫”이라는 전시 컨셉을 명확하게 제
시하였다. 일본 전시는 “관객이 즐길 수 있는 올스타전과 같은 컨셉으로
구성했던 것에 비해서 [...]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전시는 아트를 이해하는
관객이 있기 때문에 ‘슈퍼플랫’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
었다고 한다.383)
로스앤젤레스 전시는 무라카미를 전부터 알고 있었던 블럼 앤 포
(Blum & Poe)의 갤러리스트인 팀 블럼(Timothy Blum)과 제프 포
(Jeffrey Poe)가 일본 전시를 본 뒤 그 책을 가지고 귀국하여 그것이 알
려지면서 기획될 수 있었다. 전시의 예산은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
전시관이었던 퍼시픽 디자인 센터,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개발자이자 무
라카미 작품의 컬렉터였던 피터 노튼 패밀리 재단(The Peter Norton
Family Foundation)의 출자로 이뤄졌다.384) 이는 이 전시가 지금까지
해외에서 개최되었던 일본 현대미술 전시와는 다르게 국가의 예산으로
382) 아사다 아키라(浅田彰)가 일본전시를 “좁은 전시장에 ‘오타쿠’ 문화의 쓰레기를 잔
뜩 넣은 것 같은 인상”으로 평가하고 “대체로 질이 낮으며, 그렇다고 해서 질적 판
단을 무너뜨릴 정도의 임팩트도 없었다”라고 쓴 부분에서 그 규모나 전시장의 분
위기를 가늠할 수 있으며, 무라카미가 다른 지면을 통해 밝혔듯이 일본 전시의 경
우는 3 일 동안 작품 설치가 가능했었던 데 반해 로스앤젤레스의 경우는 2 주가 걸
렸다고 한 발언을 통해서도 규모의 차이를 알 수 있다. 浅田彰, 「スーパーフラッ
ト・アイロニー」, 『波』, 新潮社, 2000.06
http://www.kojinkaratani.com/criticalspace/old/special/asada/techo11.html (최
종접속일: 2021 년 3 월 17 일); 藤津亮太, 「スーパーフラット戦記」, 『美術手
帖』, 2001. 04, p. 184.
383) 藤津亮太, 위의 글, p. 187.
384) 위의 글, p. 184, p.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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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것도, 한 개인이나 기관의 관심에서 출발한 것도 아니라, 처음부
터 미국의 아트마켓과 밀접하게 관련된 미술계의 메커니즘 속에서 기획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1965 년 개최된 뉴욕 현대미술관의 전
시가 의도했던 상업적인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먼저 그 주체가 1960 년
대의 전시에서 보이는 상업성이라는 것은 미술관 큐레이터와 갤러리들을
통해서 작품 판매를 말하는 것이었다면, 무라카미의 경우는 철저한 시장
논리에 따라 그 자신이 직접 상품가치가 있는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었다
는 의미에서의 상업성을 의미한다.
무라카미가 일본 미술계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92 년 3 월 『미
술수첩』의 「팝/네오팝」특집 기사를 통해서이다. 이 기사는 무라카미
와 나카하라 고다이(中原浩大), 야노베켄지(ヤノベケンジ)와의 좌담회 내
용을 실었다. 무라카미가 이 좌담회에서 “나는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은
정도로 마켓에도 흥미가 있습니다”라고 했던 발언만 보더라도 지금 그의
상업적 전략과 활동에는 항상 마켓의 존재가 상정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385)
“슈퍼플랫”이라는 키워드로 축약한 무라카미의 미술과 이론의 착안점
은 국제적으로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등 소위 “오타쿠 문화”가 유행
한 현상에 있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실재 상태의 “일본
적인 것”을 설명하고 보여줌으로써 세계 안에서 그것만의 독창성을 찾는
것이었다. 1999 년 한 잡지의 특집「도쿄 팝」에 실렸던, “일본의 크리
에이션이 지금 해외의 미술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
작하는 그의 선언문은 이러한 그의 이론의 출발이 된 지점을 잘 보여주
고 있다.386) 그는 이 글에서 패전 후 미국이라는 그림자 밑에서 일그러
385) 中源浩大, 村上隆, ヤノベケンジ, 「ポスト・ホビー．アート・ジャパン」, 『美術手
帖』, 1992.03, p. 77.
386) 村上隆, 「拝啓

君は生きている -TOKYO POP 宣言-」, 『広告批評』, 第 226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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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발전한 일본의 특징을 “(1) 아이스러운 가치관, (2) 부(豊)의 레벨
이 없는 사회, (3) 아마추어리즘”으로 설명했다.387) 그는 이러한 활동들
이 “서양적인 가치관을 축으로 했을 때 인터내셔널리즘을 가질 수 있다”
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팝(POP)과 오타쿠(OTAKU)의 합성어인 “포쿠
(PO+KU)”를 만들어 일본의 특징을 오타쿠 문화와 연결시켰다.388) 그
자신도 밝혔듯이 이 글은 “슈퍼플랫”의 기원이 된 선언이며, 후일 개최
되는 “슈퍼플랫 삼부작” 전시 컨셉의 전부를 포괄하는 것이었다.389)
이러한 테제에서 출발한 무라카미의 이론은 영문과 일문이 병기된
『슈퍼 플랫』이라는 단행본을 통해 일본의 오타쿠 문화를 에도시대(江
戸時代) 일본미술과 연결시키고 그 둘의 공통점을 추출하여 그것의 연속
성과 정통성을 드러내면서 미술사적으로 풍부한 내용이 되었다.
위의 책에 실린 「슈퍼플랫 일본미술론」이라는 글에서 무라카미는 일
본미술사가 쓰지 노부오(辻惟雄, 1932- )의 저서『기상의 계보』(1970)
를 “전후 일본미술사의 독해에 본질적이고 혁신적인 개념을 던졌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슈퍼플랫 이론의 중축으로 삼고,390) “에도시대에 있어
서 표현주의적 경향의 화가 [...] 기교(奇矯, 익센트릭)하고 몽상적(판타
스틱)인 이미지의 표출을 특색으로 하는 화가의 계보”라는 쓰지의 글을
マドラ出版, 1999.4, p. 58.
387) 같은 곳.
388) 같은 곳.
389) 슈퍼플랫은 《슈퍼 플랫》(2000-2002), 《콜로리아주 Coloriage》(2002), 《리틀
보이: 폭발하는 일본 서브컬처 예술 Little Boy: The Arts of Japan’s Exploding
Subculture》(2005) 의 삼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의 마지막 전시의 도록
에서 무라카미는 『SUPER FLAT』이 간행되기 1 년 전 발표된 이 선언문이 슈퍼
플랫 삼부작 전부를 포괄하는 컨셉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Murakami
Takashi, “Superflat Triology: Greetings, You Are Alive”, Murakami Takashi
ed., Little Boy: The Arts of Japan’s Exploding Subculture,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2005), p. 153.
390) 村上隆, 「ズーパーフラット 日本美術論」, 『SUPER FLAT』(東京: マドラ出版,
2000),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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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였다.391) 이 책은 우키요에의 밑그림을 그리는 에시(絵師)나 화가
였던, 이와사 마타베에(岩佐又兵衛, 1578-1650), 가노 산세쓰(狩野山雪,
1590-1651), 이토 자쿠추(伊藤若冲, 1716-1800), 소가 쇼하쿠(曽我蕭
白, 1730-1781), 나가사와 로세쓰(長沢芦雪, 1754-1799), 우타가와 구
니요시(歌川国芳, 1798-1861) 총 6 명을 각 챕터로 나누어 소개하고 그
들의 작품을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기상(奇想)”이라는 키워드로 묶어 낸
책이다.392) 쓰지에 의하면 “기상”이라는 말은 위의 6 명의 화가들의 공
통적 특성을 묶을 수 있는 단어를 찾다가 도달한 것으로 “익센트릭의 정
도와 무관하게 인습적 허물을 타파하는, 자유롭고 참신한 발상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다.393) 쓰지는 당시 비주류였던 이 화가들이 “‘주류’
속에서의 전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394)
무라카미는 이 책과 함께 그 속편에 해당하는 쓰지의 저서 『기상의
도보』(1989)를 함께 소개하며 이 책에서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北斎,
1760-1849), 하쿠인 에카쿠(白隠慧鶴, 1686-1769), 도슈사이 샤라쿠
(東洲斎写楽, 생몰년미상) 등을 설명하면서 “꾸밈문화(飾り文化)”에 대한
논문이 실려 있음을 언급했다.395)
무라카미가 쓰지의 책들에서 다뤄진 화가들의 작품을 분석하는 것은
그 화면에서 보이는 기묘함, 평면성, 장식성, 시선의 움직임 등의 특징이
일본 애니메이션의 화면 구성과 유사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가령 가
나다 요시노리(金田伊功)의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의 스틸컷[도판
57]과

호쿠사이의

<부악삼십육경-산하백우

冨嶽三十六景-山下白

391) 辻惟雄, 『奇想の系譜』(1970) (東京: 筑摩書房, 2004), p. 241.
392) 위의 책. 기상의 계보 대한 국내 연구로는 최재혁, 「‘기상(奇想)의 계보’ -미술사
의 대중화, 혹은 일본미술사 새로 쓰기」(주 33), pp. 43-77 가 있다.
393) 辻惟雄(주 391), pp. 241-42.
394) 같은 곳.
395) 村上隆(주 390),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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雨>(1831)[도판 58]를 나란히 병치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무라카미는
“슈퍼플랫 계보”를 구축했다.396) 이를테면 가노 산세쓰의 <노매도 老梅
図>(1647)[도판 59] 에서 묘사된 구부러진 나뭇가지의 형태와 구도가
일본 애니메이션의 폭발장면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계보의
구축과정은 그가 산세쓰를 오마주한 <로즈밀크(가노 산세쓰에게 바침)
ローズミルク(狩野山雪に捧ぐ)>(1998)[도판 60]등의 회화 작품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강태웅도 밝히고 있듯이, 19 세기 후반 자포니즘을 통해 널리 알려진
우키요에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와는 다르게 일본 내에서 우키요에는 그
동안 인정받지 못했으며 그것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재평
가가 이루어진 것도 2000 년대 이후의 일이다.397) 그는 이러한 현상이
1990 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만화나 애니메이션 붐이 또 하나의 자포니
즘으로 인식되어 “우키요에를 소환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
고, 그 둘 사이의 유사성을 찾는 연구들이 다수 등장했지만 서로 간의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398)
무라카미는 “슈퍼플랫”이라는 개념을 고안함으로써 우키요에와 같은
일본의 근대 이전의 회화와 애니메이션의 연결지점을 자신의 이론의 핵
심으로 삼았고, 그것이 반영된 일본의 현대미술 작품들과 병치시킴으로
써 이 작품들을 “정통성”을 가진 “일본적인 것”으로 제시했다. 그의 미
술은 일본에서 일어난 우키요에 재평가의 움직임을 가속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본 현대미술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
을 것이다.

396) 위의 책, pp. 8-12.
397) 강태웅, 「우키요에 붐과 21 세기 자포니슴」(주 33), pp. 81-82.
398) 위의 글, pp. 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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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틀 보이: 폭발하는 일본 서브컬처 예술》(2005)

2005 년 일본의 오타쿠 문화와 현대 미술을 전면에 내세운 전시가 미
국에서 개최되었다. 그것은 《리틀 보이: 폭발하는 일본 서브컬처 예
술》이라는 제목으로 뉴욕 재팬 소사이어티 갤러리(Japan Society
Gallery)가 주최한 전시이다.399) 또한 이 전시는 무라카미 다카시가 기
획한 “슈퍼플랫 삼부작”의 마지막 전시이다.400)
전시가 개최되기 반 년 전까지 전시명이 “오타쿠”였다는 것을 고려하
면, 이 전시의 중심 테마가 오타쿠 문화를 전면에 내세우고자 하는 의도
로 기획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401) 전시된 작품들은 물론 무라카
미 다카시, 야노베켄지, 쓰바키 노보루, Mr. 등 미술가의 것도 있었지만,
나리타 도루(成田亨, 1929-2002), 오토모 쇼지(大伴昌司, 1936-1973)
등 만화나 애니메이션 제작자의 원화, 빈티지 장난감, 그리고 기동전사
건담(機動戦士ガンダム)의 로봇 <자쿠 헤드 Zaku Head>(2003)[도판
61], 헬로 키티(Hello Kitty), 도라에몽(ドラえもん), 고질라(ゴジラ)와

399) 《리틀 보이: 폭발하는 일본 서브컬처 예술 Little Boy: The Arts of Japan’s
Exploding Subculture》전은 2005 년 4 월 8 일부터 7 월 25 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재팬 소사이어티 갤러리를 메인으로 전시되었고 퍼블릭 아트 펀드(Public Art
Fund)를 통해 몇 작품들은 뉴욕시의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시설에 설치되었다.
400) “슈퍼플랫 삼부작”의 두 번째 전시는 2002 년 6 월 27-10 월 27 일까지 파리 까르
띠에 현대미술 재단(Fondation Cartier pour l’art contemporain)에서 개최된
《콜로리아주 Coloriage》전이다. 이 전시는 무라카미 다카시의 개인전이었던 《카
이카이 키키 KaiKai KiKi》와 함께 2 부로 구성되어《가와이! 여름휴가 Kawaii !
Vacances d’été》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다.
401) 무라카미 다카시는 이에 대해 회상하면서 “모리카와 가이치로(森川嘉一郎)가 베니
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에서 《오타쿠:인격=공간=도시 おたく：人格＝空間＝都市》
를 했기 때문에 제목도 기획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시간이 반 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시회 내용에서 도록의 문장까지 전부 바꿨다”고 설명했다. 村上隆, 美
術手帖 編, 『村上隆 完全読本 美術手帖全記事 1992-2012』(東京: 美術出版社,
2012), p.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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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본의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캐릭터의 피규어나 관련 상품들이 다
수 포함되었다.
이 전시가 오타쿠가 대표하는 일본의 서브컬처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일본의 패전 경험과 그것의 영향을 받은 전후 60 년 동안의
일본 사회이다. 이 전시의 제목 “리틀 보이”는 제 2 차 세계대전 미군이
히로시마(広島)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암호명이다. 이를 통해 이 전시가
오타쿠와 패전이라는 두 가지 테마를 연결시키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전시 도록에는 오카다 도시오(岡田斗司夫)와 모리카와 가이치로(森川
嘉一郎)가 참여하고 무라카미가 사회자를 맡았던 「오타쿠 토크」라는
좌담회가 실렸다. 무라카미는 도입에서 이 좌담회의 주제를 “일본이 패
전을 경험하고, 그 이후 일본이 독자적으로 키우고, 기형화되어 간 독자
의 컬처 ‘오타쿠’에 대해서”라고 소개하면서 오타쿠 문화가 생겨난 배경
을 패전의 경험과 연결시키면서 그것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402)
《슈퍼 플랫》전이 근대 이전의 일본의 회화와 현대 일본의 만화나 애
니메이션 작품의 구도와 표현 형식이 유사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일
본 현대미술의 계보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었다면, 《리틀 보이》전은 만
화와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난 소재와 그것에 열광하는 오타쿠 문화가 탄
생하게 된 배경을 패전 경험과 원폭의 트라우마로부터 찾으면서, 일본의
서브컬처와 그것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현대미술을 함께 소개한 것이었
다.
무라카미의 미술을 이론적으로 풍부하게 뒷받침하는 데 큰 역할을 했
던 비평가 사와라기 노이는 전시도록에 실린 「슈퍼플랫이라는 전장에서
–전후, 일본의 서브컬처와 미술」이라는 글을 통해 오타쿠 문화가 형성
된 전후 일본의 사회상과 그것의 역사적 전개를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402) 岡田斗司夫, 森川嘉一郎, 村上隆, 「オタクトーク」, in Murakami Takashi ed.(주
389),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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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이러한 설명을 무라카미가 대표하는 소위 “일본의 네오팝
(Neo-pop)”이라는 미술표현과 연결지음으로써 그것의 정치적, 역사적,
미술사적 의의를 구축하였다.403)
사와라기에 의하면 오타쿠 문화의 주요한 흐름을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은 1974 년 텔레비전에 방영된 <우주전함 야마토>이다.404) 이 애니메이
션은 외계인의 지구 침략으로 멸망 위기에 처한 지구를 지켜 나가는 내
용이다.405) 그에 따르면 이 내용은 과거 미군과의 전쟁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406) 그는 이러한 미군과의 전쟁과 일본의 패전 경험을 기초로
한 만화나 애니메이션 작품은 전후 일본 사회에서 세대가 교차되어도 반
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고질라>(1954),
<울트라맨>(1966-67), <아키라>(1988), <신세기 에반게리온>(1995)
등을 예로 들었다.407) 이러한 작품들은 일본에서도 일반 대중에게 큰 인
기를 얻었고, 후대 애니메이션에 큰 영향을 주었던 작품들이다.
사와라기는 이러한 전쟁경험이 미술계의 끼친 영향을 설명하면서 서브
컬처와 현대미술을 연결시켰다. 그는 전쟁 중에 프로파간다를 목적으로
403) 椹木野衣, 「スーパーフラットという戦場で -戦後，日本のサブカルチャーと美術
On the Battlefield of “Superflat” - Subculture and Art in Post war Japan」,
in Murakami Takashi ed.(주 389), pp. 187-207.
404) 위의 글, p. 193.
405) 사와라기 노이가 설명한 이 작품의 간략한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무대설정은 미
래의 지구이다. 지구인은 외계인으로부터의 침략공격을 당하는데, 병기력의 차이로
인해 압도적으로 열세에 몰리고, 주야로 떨어지는 유성폭탄=핵병기에 의해서 지구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되고, 지표(地表)는 죽음의 세계가 되었다. 살아남은 인류는
지하에 틀어박혀 다가오는 방사능오염으로부터 몸을 지키지만, 멸망은 시간의 문제
였다. 거기서 지구를 구하고자 하는 다른 외계인으로부터의 메시지를 기반으로 지
구방위군은 제 2 차 세계대전 때 바다 속으로 가라앉은 구 일본해군의 거대전함
‘야마토’를 우주전함으로 개조하여 방사능에 오염된 지구를 정화하고 부활하기 위
해서 우주 저편의 ‘이스칸달’로 여행을 떠난다.” 위의 글, pp. 193-94.
406) 위의 글, p. 195.
407) 위의 글, pp. 196-97. 일본의 애니메이션 속의 전쟁에 대한 국내의 연구로는 다음
이 있다. 박규태, 「일본애니메이션 속의 전쟁표상」, 『일본학연구』, 제 31 집
(2010),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p. 43-63.

- 171 -

그려진 “전쟁기록화”를 둘러싼 문제로 인해 전쟁에 관한 표현 활동이 미
술계에서 터부시된 현상을 설명하면서 전쟁기록화와 서브컬처의 영역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바라보았다.

이렇게 전후일본의 현대미술에 있어서 과거의 전쟁이라는 생생한
체험이 전쟁기록화의 꺼림칙한 기억과 함께 표현의 주체로부터 후
퇴하여 간 한편, 과거 전쟁기록화에 감명을 받은 미술가들이 전후
상업미술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일미전쟁이라는 주제는
일전(一転)하여 하이 아트의 문맥으로부터 서브컬처의 영역으로 옮
겨간 것이다.408)

전쟁기록화에 대한 설명에서 표현의 주체가 미술에서 서브컬처의 영역
으로 옮겨갔다는 부분은 전쟁에 관한 표현이 서브컬처에서 나타난 현상
을 미술사의 맥락과 연결시키기 위해 다소 단순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보
여진다. 그러나 무라카미 다카시나 아이다 마코토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이 각기 다른 방식을 통해서 전쟁의 기억이나 그것의 이미지를 작품에
반영하는 미술가들이 어린 시절 이러한 서브컬처를 일상에서 접하고 경
험했던 세대임을 고려할 때, “그들의 감성의 기반이 이미 절반 이상 하
이아트라기 보다는 그러한 서브컬처에 놓여 있다”는 사와라기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409)
사와라기는 다른 글을 통해서 오타쿠 문화와 그 자신이 “환원의 팝”이
라고 명명한 무라카미가 대표하는 일본의 네오팝 미술가들의 공통점이,

408) 椹木野衣, 「スーパーフラットという戦場で -戦後，日本のサブカルチャーと美術
On the Battlefield of “Superflat” - Subculture and Art in Post war Japan」,
in Murakami Takashi ed.(주 389), pp. 199-200.
409) 위의 글,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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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기원을 둔 서브컬처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를 요청하면서 이
들의 작품 제작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버블 붕괴 이후에 등장한 ‘환원’의 팝은 그러한 ‘어두운 동기’에 근
거한 것이다. [...] 아메리카적인 것에 생각을 점령당했지만 그 ‘점
령지’의 한복판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한 지점에서 비로
소 그들의 작품제작도 시작되었기에 ‘어두운’ 것이다.410)

이 부분에서 사와라기는 미술가들이 일본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
는 경험, 바꿔 말하자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인식한 것이 작품 제작
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식을 미술가들이 “일본
적인 것”을 표상하게 된 배경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들이 때로 반동적일 정도로 거침없이 일본적인 것을 표상하는
것은 이 ‘어둠’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일본’은 경제
적 성장을 발판으로 세계를 향해 발언할 권리를 소리 높여 주장하
는 그런 류의 ‘일본’이 아니다. 자신이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닌데
도, 불현듯 자신이 어딘가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자기
가 서 있는 ‘지금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작품
제작의 전제로 삼았을 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의 일
본이다.411)

이 내용은 《리틀 보이》전이 일본의 서브컬처를 통해서 재현하고자
했던 또 하나의 주제인 “미성숙한 일본”에 관한 것과 연결되는 지점이기
도 하다. 사와라기는 위의 인용문에서 미국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던
410) 사와라기 노이(주 361), pp. 86-87.
411) 위의 책,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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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미성숙”의 이미지와 직접
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다.
키스 빈센트(Keith Vincent)는 「‘일본적 미성숙’의 계보」라는 글을
통해서 일본 “미성숙” 이미지의 형성배경과 그 과정을 분석했다.412) 그
는 이 주제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메이지 시대에 나쓰메 소세키의
일본문학의 “미성숙함”에 대한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유
치한 일본’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정착한 것은 미국 점령시대와 전후
고도경제성장의 시대”부터였다고 주장했다.413) 그는 이어서 전후 이러한
일본의 “미성숙함”을 설명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나
는 일본의 패전과 GHQ 에 의한 점령이 “일본인을 ‘거세’해 버림으로써
일본에 무력함(impotent)과 유아퇴행”을 야기했다고 보는 입장이며, 나
머지 하나는 일본의 남성이 “경제적 기적”을 위해 일하러 나가고 어머니
가 가정에 남아 있음으로써 일본이 소위 “모성사회(母性社会)”가 되었다
고 보는 입장이다.414) 전자는 미국이라는 존재에 의한 무력함으로 인해
서, 후자는 어머니라는 존재에의 과한 애착이나 의존하는 형태로 미성숙
함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미성숙한 이미지는 헬로 키티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귀엽다”라는 뜻의 일본어인 “가와이이(かわいい)”로 묘사되는 대중문화
속 캐릭터의 이미지와 부합한다. 무라카미는 이러한 “가와이이” 캐릭터
에서 떨어져 나온 것 중 하나로, “유루캬라(ゆるキャラ)”를 예로 들었
다.415) “유루캬라”는 “느슨하다, 헐겁다”라는 뜻을 가진

“유루이(ゆる

い) 캐릭터”의 줄임말이다.416) 그는 일본의 서브컬처를 설명하는 용어
412) キース・ヴィンセント, 「「日本的未成熟」の系譜」, 東浩紀 編, 『日本的想像力の
未来−クール・ジャパノロギーの可能性』(東京: NHK 出版, 2010), pp. 15-46.
413) 위의 책, p. 20.
414) 위의 책, p. 21.
415) 村上隆, 「窓に地球」, in Murakami Takashi ed.(주 389),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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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인 “유루이”라는 개념을 일본의 미의식을 설명하는 용어인 “와
비・사비(わび・さび)”에 비유하며, 이 단어를 “‘모노노아와레(もののあ
はれ)’나 ‘오카시(をかし)’와 같이 감정에 호소하는 단어의 계보의 연상
선“에 놓았다.417) 그리고 그는 이러한 “유루캬라”가 일본인이라고 규정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418)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날아가고 그 뒤에 꼭두각시 밑에서 근거 없
는 국가 기반 아래에서 유아화 된 불능한 문화가 힘을 지니고 있
다. 사춘기의 아이보다 그 이전에 유아 그대로 정지해 버린 문화.
그러한 토양 위에서 귀여운 유루이 캐릭터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419)

무라카미는 일본 서브컬처의 귀여운 “유루이 캐릭터”들이 미국의 그늘
밑에서 존재해 온 무력한 일본을 상징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가 “전쟁에서 이겼든 졌든 미국형 자본주의 경제를 온실
에서 소중하게 가꾸어져 부풀어 오른 실험장이 지난 60 년간의 일본의
실체”라고 쓴 부분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다.420)
패전 후 60 년이 되는 해에 개최된 《리틀 보이》전시는 일본의 패전
경험과 그 이후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서브컬처의 모습을 보여준

416) “유루캬라”는 일러스트레이터인 미우라 준(みうらじゅん)이 고안한 용어로, 일반적
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관광협회 등이 독자적으로 제작”한 캐릭터를 말한다. 같은
곳.
417) 무라가미는 “일본인 감성의 대명사인 ‘와비・사비(わび・さび)’와 같이 ‘유루이’는
좀처럼 번역이 어려운 단어인데,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자면 모노노 ‘아와레(あは
れ)’나 ‘오카시(をかし)’처럼 감정에 호소하는 단어의 계보의 연상선에 놓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라고 썼다. 같은 곳.
418) 위의 책, p. 138.
419) 같은 곳.
420) 위의 책, p. 141.

- 175 -

선언문과 같은 전시라고 할 수 있다. 소위 “평화조항”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국 헌법 제 9 조를 영문과 일문으로 병기하여 첫 번째 전시 공간 벽
면에 크게 부착하였다는 것은 그러한 태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도판 62].
헌법 제 9 조의 내용은 일본이 국제평화를 위해 전쟁을 영구적으로 포
기한다는 것으로,421) 일본의 무력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그것에 대한 해석과 개정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다.422) 이러한 헌법 9 조가 쓰인 벽면 앞 진
열대에는 여러 개의 고질라 피큐어가 함께 설치되었다. ＜고질라＞는
1954 년에 개봉한 영화로 인간이 저지른 수폭실험으로 인해 심해의 공
룡이 깨어나면서 인간의 공포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다. 포스터에 쓰여진
“처절 경이! 죽음의 방사능을 발사하는 세기의 괴수 고질라!!”라는 홍보
문구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고질라는 영화 속에서 방사능의 공포
를 상징하는 존재로 나타났다[도판 63].
《리틀 보이》전의 도록에서 고질라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이 영화가
“반전, 반핵”의 메시지가 함의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핵에 대한 공포가
일본인의 창조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하면서, 그것이 “일본 대중
문화의 저류”가 되었다고 피력하였다.423) 헌법 제 9 조와 고질라를 나란
히 전시하였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오타쿠 문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421) 일본국 헌법 제 9 조는 다음과 같다.
1.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며, 국권이
발동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
으로서는 영구히 방기한다. 2. 전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육해공군 그 외 전
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422) 헌법 제 9 조의 다양한 해석과 개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유지아,
「일본 평화헌법의 공동화(空洞化)와 자위대」, 『일본사상』，제 37 호(2019),, 한
국일본사상학회, pp. 59-88.
423) Murakami Takashi ed.(주 389),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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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반핵, 평화의 메시지를 제시하면서, 원폭의 트라우마와 GHQ 에 의
해 강제적으로 이룩된 “평화”를 교차시켜 정치와 역사의 서사를 일본의
서브컬처와 현대미술을 통해서 재현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시가 개최되었을 당시 재팬소사이어티 갤러리의 관장이었던 알렉산
드라 먼로는 2020 년의 글에서 이 전시를 회고하면서, 서구에서 일본의
대중문화나 그것의 영감을 받은 일본 현대미술이 “그저 ‘귀여운 것’이나,
심지어 공허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전시는 그 정반대”를 보여
주었다고 설명하였다.424) 그 반대의 측면이라는 것이 패전의 기억과 원
폭 트라우마, 그리고 미국과의 특수한 관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시가 여전히 극복되지 않는 트라우마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키스 빈센트는 앞에서
언급한 미성숙과 관련된 글에서 이 전시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무라카미
가 “거세” 이론이나 “트라우마” 이론을 찬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 작품을 보면 거기에 있는 그의 전략은 직접적인 비평이 아니라 간접
적인 전유(appropriation)과 재표시(resignification)라는 것을 알 수 있
을 것”이라고 주장했다.425)
물론 무라카미는 앞에서도 언급한 전시 도록의 「창문에 지구」라는
글을 통해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주제를 전달하고자 노력하
였다. 이를테면 이 글은 “리틀보이” 작전에 사용된 폭격기 “에놀라 게이
(Enola Gay)”라는 제목의, 2004 년 발매된 일본 대중가요의 가사를 인
용하면서 시작되며,426) 같은 해 개봉한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감독의
424) Alexandra Munroe, “Japan in America: Recollection of a Rabel Curator”, 森
美術館 編(주 6), p. 247.
425) キース・ヴィンセント(주 412), p. 28.
426) 村上隆, 「窓に地球」, in Murakami Takashi ed.(주 389),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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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설명하면서 남자 주인공을 “지금을
살아가는 일본인”에 대입시킴과 동시에 그 작품을 미야자키 감독의 전쟁
트라우마와 연결시켜 해석하였다.427) 그 뿐만 아니라 무라카미는 일본의
대중문화 작품에서 여름방학과 백혈병 소재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한 여름에 투하된 원폭의 영향이었다고 쓰면서 그러한 소재가 “현재에도
충분하게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428) 그는 그 예로 2001 년 출판된 베
스트셀러 소설이자 2004 년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되어 크게 화제가 된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라는 작품을 들었다.429) 이 작품은 백
혈병에 걸린 소녀와의 사랑을 그린 전형적인 순애물이다.
이처럼 무라카미는 이 전시에서 재현하고자 하는 주제들을 최신 제작
된 작품들과 연결시킴으로써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를 살아가는 일본인
에게도 잔존해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그러한 트라우마가 전부
현재진행형인 것처럼 묘사하였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부족하고
무리하게 일반화를 시켰다는 점에서 설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이러
한 점에서 무라카미가 일본의 대중문화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보여주려는
것은 일본의 “트라우마”라기 보다는 트라우마의 역사를 가진 “일본”이었
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연이은 원폭투하
로 인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 설 명분을 획득했다. 많은 연구
들을 통해서 밝혀졌듯이, 그러한 일본의 피해자 의식은 제도, 언론, 창작
활동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발전되어 유지되었으며, 이는 가해자라는
이미지를 약화시키거나 무효화시키는 결과가 되었다.430) 전 세계에서 유
427) 위의 글, p. 99.
428) 위의 글, p. 124.
429) 위의 글, pp. 124-25.
430)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태웅, 「원폭영화와 ‘피해자’로서의
일본」, 『동북아역사논총』,제 24 호(2009.6), 동북아역사재단, pp. 39-59; 권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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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원폭으로 인한 피폭 경험은 누군가에게는 그 자체로서 유일무이한
특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만이 가진 특성을 강조할
수 있는 장치로도 기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은 일본의 고유성이나 특수성을 보여주기 위한 수
단으로 트라우마와 그것이 반영된 대중문화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태도
는 무라카미 자신의 저서 『예술기업론』에서 더욱 명확하게 읽을 수 있
는데, 그는 자신이 기획한 《슈퍼플랫 삼부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문화는 투쟁의 국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본인은 오락의 정점에
있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역사나 예술을 무기로 해야 합니다.
[...] 삼부작 전시에서 저는 세계에 통용하는 일본의 문화적 무기
를 소개했습니다.
“귀여움을 중시하는 문화” 그리고 “오타쿠 문화”라는 문맥에서는
일본이 세계 제일이기 때문에 일본 고유의 주특기를 연마하고 이
론화시켜서 서구에게 빈틈을 보여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431)

이처럼 그는 이 전시에서 그가 일본 고유의 강점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대중문화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일림은 오타쿠 문화를 “정치와 역사, 국경을 뛰어넘어 일본을 그대
로 수용하게 만드는 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전범국가 일본이 직면한
역사적 불편함을 뛰어넘는 위력”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432) 그녀는 “일
태, 「히로시마/나가사키의 기억과 ‘유일 피폭국’의 언설」, 『일본비평』, 제 1 호
(2009.8),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pp. 60-89; 한정선, 「전후 일본의 기념비적 기
억: 만화영화 <우주전함 야마토>와 1970 년대 전후세대」, 『사회와 역사』, 제
83 집(2009), 한국사회사학회, pp. 83-113; 오은정, 「‘전재민’(戰災民)에서 ‘피폭
자’(被爆者)로 – 일본 원폭피폭자원호의 제도화와 새로운 자격 범주로서 ‘피폭자’의
의미구성」, 『일본비평』, 제 19 호(2018),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pp. 308-41.
431) 村上隆, 『芸術企業論』(東京: 幻冬社, 2006),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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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현대미술이 오타쿠 문화에 주목한 것은 이러한 불편함을 뛰어넘는 정
치적인 역량과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433) 무
라카미는 이 전시를 통해서 그러한 국제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역사적
불편함조차도 “일본적인 것”을 상징하는 무기로서 활용한 것이라고 생각
해볼 수 있다.
비평가 로버타 스미스(Roberta Smith)는 이 전시를 통해 무라카미가
“일본의 대중문화가 국가정신(national psyche)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434) 무라카미는 그것이 일본의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창작물을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으며 그
것의 국제적 영향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녀는 글의 마지막에서
“결국 무라카미 다카시는 전시의 형태로 국가 범위의 정신분석을 시도하
였다”라고 평가했다.435)
무라카미 다카시는 자신이 기획한 두 전시를 통해서 일본미술사의 계
보를 다시 쓰고, 일본의 서브컬처가 가진 “일본적인 것”에 대한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적인 것”을 구축하였다. 그는 《슈퍼플랫 삼부작》을
기획한 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이 프로젝트는 내 안에 있었던 현대미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이는 일본에 있어서 현대미술의 의미를 찾는
데 무엇이 진정한 단서가 될 것인가? 라는 테마를 다룬 것이다. 그
것은 종축으로는 일본미술사의 시간축을 거슬러 올라가고 횡축으

432) 김일림, 「오타쿠 문화와 일본미술의 연합-금기를 넘어선 전쟁 기억의 복원」 (주
33), p. 164.
433) 같은 곳.
434) Roberta Smith, “From a Mushroom Cloud, a Burst of Art Reflecting Japan’s
Psyche”, The New York Times, Apr. 8, 2005.
435)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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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등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창착분야를 흡수하여 예술 본질의 실체를 찾는 작업이었다.436)

이처럼 그는 일본 현대미술의 독자성과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신이 일본 고유의 것이라고 여기는 일본의 서브컬처를 통해서 일본 현
대미술과 일본 사회의 현실을 재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그의 기획은 “일
본적인 것”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이 장에서는 무라카미 다카시라는 일본 미술가가 기획한 두 전시에서
“일본적인 것”이 어떻게 재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물론 이 두 전시만이
이 시기의 일본 현대미술 전시를 대표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와는 다
른 것을 주제로 하거나 의도적으로 “일본적인 것”에 대한 고찰을 거부하
고 일본 현대미술에서 나타난 다양성을 강조하는 전시들도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슈퍼플랫》전과 비슷한 시기인 2001 년 런던의 헤이
워드 갤러리(Hayward Gallery)에서 개최된 《팩츠 오브 라이프: 일본
현대미술》전이

있다.437)

이

전시에는

아라키

노부요시(荒木経惟,

1940- ), 구사마 야요이, 미야지마 다쓰오 등 일본의 미술가들의 1980
년대 중반 이후부터 최신 제작된 사진 및 설치 등의 작품이 주로 소개되
었다. 이 전시의 도록에서 가타오카 마미는 현대미술이 다양해지고 지배
적인 동향을 찾는 것이 어려워지고,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는 전시들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였다.438) 나아가 그녀는 “외국인 큐레이
436) Murakami Takashi, “Superflat Triology: Greetings, You Are Alive”,
Murakami Takashi ed.(주 389), p. 151.
437) 《팩츠 오브 라이프: 일본 현대미술 Facts of Life: Contemporary Japanese Ar
t》전은 2001 년 10 월 4 일부터 2001 년 12 월 9 일까지 개최되었다.
438) Mami Kataoka, “The Unknown Power Hidden in Reality” in Hayward Gallery
ed., Facts of Life: Contemporary Japanese Art (London: Hayward Gallery,
2001),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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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들은 ‘먼 동쪽’의 단순한 이국취향 너머의 것을 보는 지식과 경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439) 실제로 이 전시도록의 서문에는 이 전시가 “일
본이나 ‘일본적인 것’을 정의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썼는데,440)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1960 년대 중반 일본미술
가들이 국제성을 추구하고자 노력하였을 때, 외국인 큐레이터에 의해 기
획된 전시에서는 일본전통과 결부된 “일본적인 것”만이 긍정적으로 평가
되었고, Ⅳ장에서 고찰했듯이 1980 년대 이후부터는 이러한 평가를 거부
하고자 현대미술에 나타나는 전위적인 요소나 현대사회의 모습을 강조하
였다. 그런데 2000 년대 이후 외국인 큐레이터에 의해서 개최된 전시에
서는 “일본적인 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무라카미는 적극
적으로 “일본적인 것”과 자신의 시각으로 본 현재 일본사회의 모습을 서
브컬처라는 틀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일본적인 것”을 재구축하여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라카미가 기획한 전시들을 통해서 제시되었던 “일본적인 것”, 바꿔
말해서 일본 현대미술을 서브컬처와 연관시켜 생각하고자 하는 태도는
2011 년 《리틀 보이》전과 같은 장소인 뉴욕 재팬 소사이어티 갤러리
에서 개최되었던 《바이 바이 키티!!!: 일본 현대미술의 천국과 지옥 사
이에서》전을 통해 재맥락화되었다.441) 전시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 이 전시는 일본미술을 캐릭터 “키티”가 상징하는 일본의 대중문화의
미성숙하고 귀여운 이미지들과 결부시켜 해석하는 시도를 거부하고 일본
439) 같은 곳.
440) Susan Ferleger Brades, “Preface”, 위의 책, p. 5.
441) 《바이 바이 키티!!!: 일본 현대미술의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Bye Bye Kitty!!!:
Between Heaven and Hell in Contemporary Japanese Art》전은 2011 년 3 월
18 일부터 2011 년 6 월 12 일까지 뉴욕 재팬소사이어티 갤러리와 뉴욕시의 여러
장소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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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의 최신 경향과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전
시에는 아이다 마코토, 야나기 미와(やなぎみわ), 시오다 치하루(塩田千
春) 등 미술가들이 참여하였다. 전시를 기획한 데이비드 엘리엇은 무라
카미의 전시 《리틀 보이》전의 기획을 설명하고 그 특징과 미술시장과
의 관계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외의 일본미술의 실천에 대해서 다음과 같
이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내에는 미술제작에 있어서 그밖에 많은 미학적, 비판
적 접근들이 있다. 그것들은 같은 역사, 사회적 맥락, 그리고 압박
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과는) 다르고 더욱 분명하게 비판적인
방향을 취한다.442)

이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엘리엇은 일본의 서브컬처로 상징되는
일본 현대미술의 이미지를 전복시키고 이를 새롭게 해석하고자 했다. 이
를 통해 그가 “일본적인 것”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전시에서 재현하기
보다는 이를 비판적으로 재고하고 그것이 지닌 다양한 특징들을 제시하
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전시는 일본 현대미술에
있어서 무라카미가 기획한 전시들의 영향력을 짐작하게 하는 것인 동시
에 이 전시들에서 재현된 “일본적인 것”을 재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2013 년 서울대학교미술관에 개최된 《Re: Quest-1970 년대 이후의
일본의 현대미술》전은 일본 현대미술 전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또 다
른 시사점을 제공한다.443) 이 전시는 일본 국제교류기금과 서울대학교미
442) David Elliott, “Bye Bye Kitty...”, in David Elliott eds., Bye bye Kitty!!! :
Between Heaven and Hell in Contemporary Japanese Art (New York: Japan
Society an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1), p. 7.
443) 이 전시는 2013 년 3 월 5 일부터 4 월 14 일까지 서울대학교미술관에서 개최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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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무라카미 다카시를 비롯하여 이우환,
구사마 야요이, 아이다 마코토 등이 53 명의 미술가이 참여하여 40 년간
의 일본 동시대 미술을 소개한 것이다. 이 전시가 1970 년대 이후를 다
루고 있기 때문에 시기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 전시
는 본 논문의 Ⅳ장에서 소개된 전시들과 유사하게 일본 현대미술을 역사
적으로 재조명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전시를 기획에 참여하였던 당
시 도쿄국립근대미술관 부관장 마쓰모토 도루(松本透)는 1970 년대가
“근대의 보편성 지향이 동시대미술의 주요한 추진력으로서 기능했던 마
지막 시기”라고 설명하였다.444) 이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
년대 모노하의 작품들을 예로 들고 여기에 “일본적 미의식이나 아시아적
감성이라는 유니버설하지 않은 특성”을 찾아볼 수는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금의 글로벌리즘 시대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일
뿐이라는 점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445)
한편 이 전시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서구 국가에서는
1980 년대에서 1990 년대 나타났던 “전위적 요소”를 강조하거나 “일본
적인 것”을 주제로 한 전시가 최근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위적 요소”
를 강조한 대표적인 전시로는 Ⅳ장의 간략하게 소개하였던 2012 년의
뉴욕 현대미술관의 《도쿄, 1955-1970: 새로운 아방가르드》전이 있다.
또한 2017 년 파리 퐁피두센터 메스(Centre Pompidou-Metz)에서 개최
된 《자파노라마: 1970 년 이후의 새로운 일본의 아트》전은 “일본적인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446) 이 전시는 국제교류기금과 퐁피두센터 메스
444) 松本透, 「日本の同時代武術 1970 年代以後ーその歴史生について」, Furuichi
Yasuko eds., Re: Quest-Japanese Contemporary Art since the 1970s
(Tokyo: The Japan Foundation, 2013), p. 214.
445) 같은 곳.
446) “자파노라마: 1970 년 이후의 새로운 일본의 아트”는 국제교류기금이 공식적으로
일본어 제목으로 제시한 “ジャパノラマ: 1970 年以降の新しい日本のアート”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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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최한 것으로 하세가와 유코(長谷川祐子)가 기획하였다. “일본은 어
떻게 보면 특이한 나라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전시도록의 서문
은 일본의 역사와 근대화 과정, 인간과 자연 사이의 유기적 관계 등을
통해서 1970 년대 이후 일본미술의 독자적인 특성을 강조하고자 하였
다.447)
2000 년대 이후 무라카미가 기획한 두 전시를 통해 일본의 전통문화
나 대중문화를 통해서 일본미술을 재현하거나 해석하는 데 새로운 시각
을 제공하였고, 나아가 그것에 대한 특수성을 강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시들은 일본의 독자성에 대한 해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시각일 뿐이라
고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적인 것”이 구축되거나, 그 의미
를 재고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에 이
러한 해외전시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며, 나아가 그것은 개최되는
장소, 기획하는 주체, 국제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프랑스어 제목은 “Japanorama: Nouveau regard sur la
création contemporaine”으로 번역하면 “자파노라마: 동시대 제작의 새로운 시각”
이다. 이 전시는 2017 년 10 월 20 일부터 2018 년 3 월 5 일까지 개최되었다.
447) Yuko Hasegawa eds., Japanorama: Nouveau regard sur la création
contemporaine (Metz: Centre Pompidou-Metz, 2017), p. 10.
이 전시는 일본 현대미술을 “군도(archipelago)”라는 개념 하에서 6 개의 테마, “1)
기묘한 오브제/신체-포스트휴먼, 2)팝아트-1980 년대 이전/이후, 3)협동/참여/공유,
4)저항의 폴리틱스-포에틱스, 5)부유하는 주체성/사적 도큐멘터리, 6) 물질의 관계
성/미니멀리즘” 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レポート：ポンピドゥ・センター・メッス
（フランス）における「ジャパノラマ Japanorama 1970 年以降の新しい日本の
アート」展 報告会」 참조
https://www.wochikochi.jp/report/2018/05/japanorama.php (최종접속일: 2021
년 8 월 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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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Ⅵ 장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해외에서 개최된 일본 현대미술 전시에서 재현된
“일본적인 것”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구축되고 변주되어 왔는지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이 각 시대
의 외교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비중 있게 검토하면서 그 정책이
일본 현대미술의 해외전시 속에서 “일본적인 것”을 재현하고 해석하는
데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적인 것”이 내
포하는 의미들이 시대마다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그
변화라는 것은 기존의 것이 폐기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이 여전히 유지되면서도 새로운 논의들이 등장하면서
“일본적인 것”에 대한 의미들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며, 이것을 기존과
는 다른 양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
의 구체적인 요인 중 하나는 전시를 기획하거나 후원하는 주체의 변화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새로운 목적을 지닌 주체의 등장으로 전시의 기
획 방향, 개최 장소, 작품 선정 등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일본적인 것”
이 다르게 재현되었기 때문이다.
1960 년대 중반 개최된 해외전시는 대부분 외국의 기관이 주최하고
일본미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지 않은 외국인 큐레이터에 의해서 기획
된 전시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전시에서는 서구의 시각으로 “일본적인
것”이 재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 세기 후반 자포니즘을 통해서
일본 전통문화가 전파된 이래로 서구에서 인식하는 “일본적인 것”은 전
통과 연결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개최된 전시나 이에 대한 평가
에서 일본 전통을 강조하거나 발견하려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처럼 일본 현대미술을 해석하거나 소개하는 데 있어서 전통을 강조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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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도는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으며, 서론에서 언급한 《후카미》전이
보여주듯이 일본의 기획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태도가 발견된
다.
국제 사회 안에서의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패션이나 건축
등의 다른 분야에서도 국가적 위상이 향상되었던 1980 년대 이후에 서
구 국가에서 개최된 전시들은 주로 일본이 주최하거나 적극적으로 기획
에 참여한 것이었다. 이 시기는 일본의 현대미술이 “서구의 모방”이라는
편견과 “일본 전통”을 통해서 독자성을 평가하려는 태도에 반박하기 위
해서 근대화 이후에 발견되거나 고안된 “일본적인 것”에 주목하여 “일본
적인 것”을 재맥락화시키고자 하였다. 그것은 일본미술에서 나타나는
“전위적 요소”를 재조명 하거나 산업화된 현대 일본 사회의 모습이 반영
된 특징을 강조하는 방식을 통해 재현되었다. 이 시기 “전위적 요소”에
주목한 전시들이 개최된 이후 최근에까지도 일본 현대미술의 논의에서
“전위”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글로벌화로 인해서 세계가 점차 보편화 되는 상황 속에서 1990 년대
말에서 2000 년대에는 만화와 애니메이션과 같은 일본의 대중문화 콘텐
츠들이 국제적인 관심을 얻게 되었다. 그 안에서 나타나는 소재나 시각
적 특징들은 다른 국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일본만의 특수성으로 주목
받았고, “일본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도
대중문화 안에서 그려진 패전 후 일본 사회의 모습과 일본인의 트라우마
가 일본 고유의 맥락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무라카
미 다카시라는 개인 미술가가 기획한 전시를 통해서 “일본적인 것”으로
재구축되었다. 이는 일본 현대미술이 해외에 소개된 이래로 가장 큰 과
제 중 하나였던 자국의 독자성을 내세우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었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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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미술에 있어
서 “일본적인 것”이 구축되는 메커니즘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각 시기
에 소개했던 전시들은 그 이후 등장하는 전시들에 영향을 끼치거나 그와
유사한 주제의 전시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일본 현대미술을 맥락화시키
는 데 영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현대미술 전시에 있어서 “일
본적인 것”은 국가적 위상이나 권력 구도, 그리고 대중의 문화유행 현상
에 의해 그것을 구축하는 주체가 시대적으로 변화하면서 크게 좌우되었
다. 나아가 그것은 패전 후부터 지금까지 자국의 정체성을 정의내리고자
하는 일본 내부의 필요성과 자신과는 다른 일본의 특수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외부의 관심이 교차하면서 형성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일본 현
대미술의 해외전시가 이러한 두 입장이 교차하면서 “일본적인 것”을 구
축, 탈구축 혹은 재구축하는 장(場)으로 기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서, “일본적인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본의 현대미술이 그 의미를 변화시키면서 해외전
시에서 “일본적인 것”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서구의 영향을 받
은 미술에서 독자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점
을 알 수 있었다.
오카모토 다로는 일찍이 1954 년 『오늘의 예술』이라는 책을 통해
“일본적인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했다.448) 그는 일본문화는 역사
적으로 볼 때 항상 수입을 통해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그 특징이 애매
하여 설명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화의 수입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식인의 “왜곡된 근성”이라고 주장하였다.449) 그는 같은
448) 오카모토 타로(岡本太郎), 『오늘의 예술: 누가 시대를 창조하는가 今日の芸術: 時
代を創造するものは誰か』(1954) , 김영주 옮김(서울: 눌와, 2005).
449) 위의 책, pp.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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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임에도 불교문화, 한자 등과 같이 일본이 오래 전에 수입해 온 것은
편하게 받아들이면서 현재 유입되는 서구의 문화를 진정으로 일본적인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태도는 모순이며, “오늘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
들”의 태도라고 비판한 것이다.450) 이러한 그의 주장은 일본뿐만 아니라
서구를 통해서 근대화를 경험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비평가 사와라기 노이는 이러한 오카모토의 태도에 대하여 “서
양근대를 선택하면 근거를 상실하고서 공허할 수밖에 없고, 일본의 전통
을 선택하면 괴롭고 봉건적일 수밖에 없는 불모에 가까운 이율배반의 어
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분열되어 있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운동의 존재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오카모토 입장에서의 “전위”라고 주장했
다.451) 이러한 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서구에서 “일본 현대미
술”을 소개하는 전시를 기획하거나 관람할 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
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본적인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태도가 내면
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의의는 먼저 한 국가의 여러 미
술가들이 그룹으로 참여하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가 국가이미지를 구
축하는 장으로 기능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획하는 입장과 관람의 대
상이 되는 입장 사이의 시각이 교차하면서 형성되며, 그 과정에는 국가
간의 역학관계가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전시에 있어서 서구와 비서구의 관계에 대해 재고
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서론에서 썼듯이 “일본적인

450) 위의 책, p. 83.
451) 사와라기 노이(주 361), p.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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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서구와의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형성되어 왔다. 이는 서구의 미술
을 수용한 일본의 현대미술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이다. 본 연구는 이를
통시적으로 조명하고 그것의 변천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지점, 즉 “일
본적인 것”을 서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발견하려는 시도에는 해결하기 어
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문제는 일본 사회가 서구화
를 통해 고도로 근대화되면서 서구와의 차이를 찾는 것이 어려운 지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의 차이를 모색하고자 하기 때문에 발생하
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전시들은 대부분 이 둘 사이에 간
극이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구체화시키려는 시도로 읽어볼 수도 있을 것
이다.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서구로부터 미술을 들여 온
대다수의 국가들이 마주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본을 하나의 사례
로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큐레이터 폴 오닐(Paul O’Neill)이 “(전시의) 프레젠테이션
이 어떻게 개시되고 구조화되는지 분석하는 것은 예술을 어떻게 체계화
하고 언급하는지, 예술의 개념화와 생산을 책임진 이들이 어떻게 표현하
는지 고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처럼,452) 전시를 중심에 두고 미술
의 흐름을 분석하고 연구하였다는 것이 미술의 역사를 연구하는 또 하나
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452) 폴 오닐(Paul O’Neill), 『동시대 큐레이팅의 역사: 큐레이팅의 문화, 문화의 큐레
이팅 The Culture of Curating and the Curating of Culture(s)』(2012), 변현주
옮김(더플로어플랜, 2019),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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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apaneseness” in Overseas
Exhibitions of Japanese Art
since the Late 20th Century
Kim, Kaeun
Art Management, Interdisciplinary Program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the “Japaneseness” in
overseas exhibitions of Japanese art was represented and interpreted
differently as Japanes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hanges since
the late 20th century.
After the defeat in World War II, Japan was occupied by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SCAP)

until

the

implementation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on April 28, 1952.
Regaining sovereignty and join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WTO),

Monetary
Japan

has

Fund(IMF)
be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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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n

the

active

World
member

Trad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early 1950s, not only the exhibitions
introducing

the

latest

trends

of

the

international

art

movements

frequently held in Japan, but also Japanese artists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art exhibitions abroad. As the number of opportunities
introducing

Japanese

contemporary

art

to

international

art

world

increase, the Japanese artists and critics were able to receive the
international evaluation of its art and began to think about the direction
that Japanese contemporary art should pursue.
From

the

mid-1960s,

temporary

exhibitions

of

Japanese

contemporary art began to be held overseas. Most of the exhibitions
showcased during this period were funded by art institutions of the
United States or European countries and were organized by foreign
curators of the museum. The exhibition New Japanese Painting and

Sculpture(1965-67), which was organized by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mainly

introduced

abstract

works

from

Japanese

contemporary artists. The works in this show had been regarded as
imitations of Western art for the lack of originality and “Japaneseness.”
During that time, Japanese traditional culture was popular in the West.
Therefore,

not

only

“Japaneseness”

was

recognized

as

Japanese

traditions, but was also the standard for evaluating the originality of
Japanese contemporary art and exhibitions.
Japan’s economic success and the growing international influence
have led to an ambivalent attitude toward Japan internationally in the
mid-1980s. On the one hand, Japanese culture, such as architecture
and fashion, has been highly recognized and respected. On the other,
due to trade friction, the containment against Japan was strengthened
by the countries that suffered from trading losses. Accordingly, the
Japanese government aimed to reconstruct the national brand and its
identity, and the cultural exchange policy was promoted as one of the
solutions for the project. As a part of this policy, a number of
exhibitions of Japanese contemporary art were held overseas. Japon

des avant-gardes 1910-1970, which was held in 1986 at the Centre

- 234 -

Pompidou in Paris, and Against Nature: Japanese Art in the Eighties,
which was held in 1989 at the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and traveled six other cities in the United States, are the examples of
this case. Most of the exhibitions held in this period were funded or
organized

by

the

Japan

Foundation

which

is

the

Independent

Administrative Institution und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se
exhibitions tried to overcome two evaluations: an attitude that connects
Japanese

contemporary

art

with

Japanese

tradition,

and

Japanese

contemporary art is merely an imitation of the West. To accomplish
this goal, the exhibitions focused on emphasizing “Japaneseness”, which
is considered to have been discovered after modernization. Specifically,
attempts

were

made

to

find

“avant-garde”

the

in

Japanese

contemporary art, or deny the typical “Japaneseness” such as Zen,
minimalism, and the connection with nature.
As the popularity of Japanese anime and manga has increased
worldwide since the 1990s, Japanese contemporary artists tried to
connect Japanese popular culture to their art. This can be seen in the
exhibitions such as Superflat(2000) and Little Boy: The Arts of

Japan’s Exploding Subculture(2005), which were both organized by
Japanese artist Takashi Murakami. The artists participating in this show
were

inspired by the images in Japanese anime or manga and used

the images in their works. These works established a new perception
of Japan and Japanese contemporary ar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overseas exhibitions of Japanese art
since

the

late

20th

century,

which

served

construction

of

“Japaneseness.”

The

contemporary

art

and

has

its

history

as

a

evaluation
been

space
of

described

for

the

Japanese
under

the

influence of these overseas exhibitions and its responses. In this
respect, this study suggests that analyzing overseas exhibitions is an
important aspect of researching art and its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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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文要旨

20世紀後半以降
日本美術の海外展における
「日本的なもの」
金 佳垠
協同課程 アート・マネジメント専攻
ソウル大学大学院

この研究は、20世紀後半以降、海外で開かれた日本現代美術の展覧会に
おいて「日本的なもの」が政治的、経済的、文化的要因の変化によってど
のように再現され、解釈されたのか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
日本は敗戦後、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が発効する1952年4月28日
まで、連合国軍最高司令官総司令部(SCAP/GHQ)による占領期を経た。日
本 の 主権 が 回復 してから 政府 は、 国際通貨基金 (IMF) 、 世界貿易機関
(WTO) などの 国際機関 に 加盟 し 、 国際社会 への 復帰 を 始 めた 。 1950 年
代、日本は欧米の最新の美術の展覧会を開いて紹介したり、国際美術展に
参加したりして、日本の現代美術を海外に紹介する機会が増えた。このよ
うな国際的な美術活動を通じて、日本美術界は日本美術に対する国際的評
価を受け入れることが可能になり、日本の現代美術が追求すべき方向性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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ついて考えるようになった。
日本現代美術の海外展が本格的に開催され始めたのは1960年代半ばから
である。この時期、外国で開催された展覧会の大半は欧米の美術館が主催
し 、 その 機関 に 所属 する 外国人 キュレーターによって 企画 されたもので
あった。 代表的にはニューヨーク近代美術館が企画した＜新しい日本の絵
画と彫刻＞(1965-67)展がある。この展覧会は主に抽象的な傾向の作品が
紹介されたのだが、「日本的なもの」を見出す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理由
で「欧米の模倣」であると評価された。当時は欧米において日本の伝統文
化が流行していた時期であったため、国際社会で「日本的なもの」は日本
の伝統として認識された。展覧会のコンセプトや作品の独自性に対する評
価においても日本の伝統が基準となった。
1980年代半ば以降、日本の国際的な影響力が増大され、国際社会は日本
に対してアンビバレンスな態度を取った。建築やファッションなどの文化
の面では肯定的な評価を受けた反面、貿易で打撃をうけた国々からは否定
的なイメージが形成されたのである。これにより、日本国内では自国のイ
メージ刷新の必要性が浮上し、その解決策として文化交流政策が推進され
た。このような政策の一環として、日本現代美術の展覧会が相次いで開催
された。代表的な例として、1986年にパリのポンピドゥーセンターで開催
された＜前衛の日本1910-1970＞展や1989年にアメリカを巡回した＜ア
ゲイストネイチャー: 80年代の日本美術＞展などがある。このような展覧
会 は 主 に 国際交流基金 が 主催 したか 、 支援 を 受 けたものであり 、 外国人
キュレーターと日本人キュレーターが共同で企画に参加するケースがが多
かった。この時期に開催された展覧会は現代美術を日本の伝統と結びつけ
て解釈しようとする態度と、それから日本の現代美術が欧米の模倣である
にすぎないという2つの評価を克服 しようとした。そのため、 これらの 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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覧会は近代化された後に発見されたと思われる「日本的なもの」を強調し
ようと 努力 した 。 具体的 には 美術 における 「 前衛的 なもの 」 に 注目 した
り、禅、ミニマリズム、自然との関係など、典型的な日本のイメージから
脱しようと試みた。
1990年代以降、日本のアニメやマンガが世界的に流行した。2000年代以
降、このような日本のポピュラーカルチャーと現代美術を結びつける展覧
会 が 開催 されるようになった 。 代表的 な 例として 2000 年の ＜ スーパーフ
ラット＞展や2005年の＜リトルボーイ:爆発する日本のサブカルチャー・
アート＞展があり、これらの展覧会は両方とも村上隆が企画してものであ
る。この展覧会に参加したアーティストは日本のポピュラーカルチャーの
イメージを作品の素材として用いれたり、マンガやアニメのキャラクター
などから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受けたりして作品を制作した。このような
作品を通して日本と日本の現代美術に対する新しいイメージを形成される
ようになった。
このように20世紀後半以降、海外で開催された日本現代美術の展覧会は
「日本的なもの」を構築する「場」としての機能を持っていた。 また、日
本の現代美術の評価とその歴史は、このような外国で開催された展覧会と
その 評価 の 影響 を 受 けて 語 られるものであることが 分 かった 。 このよう
に、展覧会を分析することが美術を研究する重要な軸のひとつになり得る
という観点からこの研究の意義を探したいのと思う。

キーワード： 日本現代美術展覧会 、海外展覧会、日本的なもの、文化交
流、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
学籍番号：2016-3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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