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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영국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 1937-)는 1960년부터

동성애자로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표현했다. 이후 약 10년간 동성애는

그의 작품의 주요 주제가 되었다. 본 논문은 서양에서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주제로 한 미술의 역사와 함께 호크니가 표현한 동성애

주제 작품을 고찰한 연구이다.

호크니가 이 주제로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하던 시기 영국에서는 동

성애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그가 이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음에도 그의 작품은 미술계에서만이 아니라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작품들은 그가 국제적으로 성공한 미술가

로서 부상하는 데 있어 발판이 되었다. 서양에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

화하여 다른 양상을 보여온 동성애에 대한 제도적 및 개인적 의식의 역

사를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사실은 동시대 유럽 사회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가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던 시기임에도 동성애

이슈를 공적으로 표현하게 된 것과 그것이 미술계의 긍정적인 수용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1960년대의 변화한 의식과 게이 해방 운동으로까지 이

어진 사회 분위기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양에서 동성애에 대한 의식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기록되었다.

이 시대에는 “페더레스티”라고 불린 성인 남성과 소년 사이의 동성애 관

계가 관행화되어 있었다. 반면 로마 시대 동성애에 대한 공적 견해와 입

장은 기독교 공인 전과 후가 다르다. 기독교 공인 전에 로마인은 동성애

자체는 용인하면서 정복자 입장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남성을 비난

했던 반면 기독교 공인 후에는 동성애에 대한 그리스의 관습을 종교적

입장에서 이교도적인 것으로 탄압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문화가 재조명되었고,

동성애 개념이 기독교적 의미를 내포한 정신적인 사랑으로 재해석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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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의 주제로도 등장했다. 그 무렵 영국에서는 이 국가에서의 최초의

반동성애 법인 “버거리 법”이 도입되었다. 이 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명예혁명(1688)의 결과로 성공회와 의회가 권력을 잡게 된

17세기 후반이다. 이 시기 대도시인 런던에는 동성애자들이 모여 하위문

화를 형성한 장소인 “몰리 하우스(molly house)”가 등장했다. 한편 18세

기 중반 이후 유행하기 시작한 신고전주의 이론과 미술은 동성애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수반했다.

18세기 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 유럽 대륙의 국가들에

서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영국과 독일의 프로이센에서는 법

적 제재가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그것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이어졌다.

후기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에서는 동성애자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하려

는 시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지식인들은 그리스 고전 연구를

바탕으로 동성애를 타락이나 도착이 아닌 고귀하고 이상화된 관계로 보

는 새로운 시각을 확립하고자 했다. 19세기 중반에는 독일을 시작으로

동성애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반동성애 법 폐지를 옹호하던

연구자와 운동가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며 문화와 역사를 횡단하는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동성애로 범주화될 수 있는 역사적 사례

들에 대한 연구는 위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시작된 것이다. 동성애에 대

한 연구는 20세기까지 이어졌고, 그 결과들을 토대로 그것에 대한 사회

적인 관점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역사는 호크니가 1960년대에 제작했던 동성애 주제의 작품들

과 연결될 수 있다. 1960년 왕립 미술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런던에 간

호크니는 당시 주류 양식이었던 추상 회화에 동성애를 다룬 문학 작품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그의 성 정체성을 암시하고자 시도했다. 후기 빅토리

아 시대에 새로운 동성애자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기반이 되었던 월트

휘트먼의 시는 호크니가 이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을 무렵의 회화에 직접

적으로 인용되었다. 이후 그는 팝아트 양식에 동성애 주제를 접목시킨

회화 연작을 제작했다. 1961년 여름에 뉴욕을 처음으로 방문한 후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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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은 형상적으로 바뀌었고, 이와 동시에 동성애 주제도 직접적으로 표

현되기 시작했다. 이는 뉴욕 예술계와 동시대 동성애 문화의 영향을 수

용함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1964년 호크니는 당시 동성애 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캘리포니

아를 방문했다. 그가 이 도시를 주제로 1960년대 중반에 제작한 회화는

“캘리포니아 방식”으로 불리는데, 이 작품의 특징은 ‘미국적인’ 소재와

함께 성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이 시기 작품들

을 통해 “목욕하는 사람들”과 “아르카디아”와 같은 미술사의 주제를 재

해석해 동성애 주제와 연결시키는 동시에 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

는 조형적 실험도 진행했다. 이는 블룸즈버리 그룹의 일원이었던 던컨

그랜트가 동성애를 작품에 표현하기 위한 장치로 위의 주제와 형식주의

이론을 사용했던 것과 연결된다. 1967년 영국에서 성범죄법이 개정되며

동성애가 부분적으로 합법화된 이후 호크니의 작품은 섹슈얼리티를 강조

하던 것에서 동성 관계를 주류의 맥락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뀌

어 갔다.

본 논문은 서양의 동성애 역사를 개괄하는 동시에 그것에 대한 사회

적, 제도적 입장이 전환되던 시기에 호크니가 발표한 작품이 지닌 사회

적 의미를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역사적,

미술 제도적, 형식적 요인이 미술가의 작업 방식과 주제 및 표현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국내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다뤄

지지 않은 동성애 주제를 고찰함으로써, 연구 영역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주요어: 데이비드 호크니, 동성애, 월트 휘트먼, 콘스탄틴 카바피,

던컨 그랜트, 피지크 매거진, 아르카디아, 더블 포트레이트

학 번: 2018-3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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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영국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 1937-)는 1960년부터

약 10년간 제작한 작품에 자신의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했다. 본

논문은 서양의 동성애(homosexuality)에 대한 견해와 미술의 역사와 함

께 그가 이 주제를 표현하게 된 배경과 형식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위의

시기에 영국에서 동성애는 범죄로 여겨졌지만, 그것을 표현한 그의 작품

은 미술계와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그가 미술가로서 성공적으

로 부상하는 데 발판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서양의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1960년대 말에 일어난

게이 해방 운동 직전의 사회 분위기와도 연관된 것으로 여겨진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시기까지 서양에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시대

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 배경을 토대로 호크니의 동성애 주제 작품

의 특징을 연구한 것이다. 그의 작품은 동성애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측면들을 반영하면서 주제와 형식 면에서의 변화를 보였는데, 특

히 고대 그리스 시대 이후 동성애에 대한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던 시대

나 인물들의 영향 및 표현 방식이 발견된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사회

적, 역사적, 미술 제도적, 형식적 요인이 작가의 작업 방식과 더 나아가

서 그 작품에 대한 미술계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시작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호크니의 작품을 살펴보기에 앞서 서양에서의

동성애에 대한 견해의 변화와 그것과 관련된 미술을 연대기적으로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오늘날의 역사가와 저술가들은 서양

에서 동성애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이 처음 등장한 것을 고대 그리스 시

대로 간주한다. 이는 그 시대에 사회적 필요에 따라 기득권층 성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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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년의 관계가 관행화되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

세기의 카를 하인리히 울릭스를 비롯하여 20세기 후반의 데이비드 핼퍼

린 같은 연구자는 고대 그리스의 제도가 미성년자와의 관계라는 점에서

현대의 동성애에는 적용될 수 없는 이질적인 것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이 시대의 고전 문헌에 나타난 개념과 미술에서의 도상은

동성애를 다룬 후대의 문화를 통해 이어져 왔으며 오늘날에도 그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II장 1절에서는

페더레스티(pederasty)라고 불린 고대 그리스 시대의 동성애 관계를 연

구할 것이다. 이것은 고졸기에 제도화되어 고전기까지 유지되었다. 미술

과 문학을 통해 이상화된 모습으로 재현된 이 제도는 각 시기의 사회적

필요에 따라 군사적, 인문학적 교육 제도와 접목되어 김나지움과 심포지

엄 같은 장소나 행사를 통해 활성화되었다.

2절에서 다룰 로마 시대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기독교 공인 전과

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인 전의 로마는 동성애에 관한 세부적인 규

범에 있어서 그리스 시대와 뚜렷한 차이를 지녔다. 광범위한 영토를 지

닌 정복 국가였던 로마에서 시민 계층의 소년을 동성 관계의 수동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한편 기독교 공인 후의 로마 제국

에서 동성애는 이교도 문화와 동일시되어 제도적으로 탄압을 받기 시작

했다. 이에 대한 기독교의 비판은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에 근거한 것으

로, 그것에서 유래한 “소도미(Sodomy)”는 중세 시대에 동성애를 지칭하

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었다.

3절에서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 동성애 개념이 기독교적 의

미를 내포한 정신적인 사랑으로 재해석된 것과 르네상스 미술의 주제로

등장한 양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등 이 시기

미술가들의 작품은 호크니가 남성 누드를 제작하면서 참조한 주요 사례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4절에서는 16세기부터 18세기 영국의 상황을 연구할 것이다. 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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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의 최초의 반동성애 법인 “버거리 법”이 도입된 것은 1533년이었

다. 17세기 후반부터 명예혁명(1688)의 결과로 성공회와 의회가 권력을

잡게 되자, 새로운 정권은 이 법을 근거로 동성애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

기 시작했다. 18세기에는 런던과 같은 대도시가 발전하면서 이를 중심으

로 “몰리 하우스(molly house)”라고 불린 남성 동성애자의 하위문화가

등장했다. 이들에 대한 검거 캠페인이 행해짐에 따라 동성애자에 대한

대중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반동성애 법이

폐지된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졌다.

5절에서는 신고전주의 시대가 다뤄질 것이다. 르네상스 시기를 통해

이어진 고전 문화와 미술에서 유래한 도상은 18세기 중반부터 신고전주

의를 통해 이어지고 재해석되었다. 요한 요아힘 빙켈만의 연구를 통해

이상화된 것으로 제시된 남성의 신체는 프랑스 신고전주의 미술에서 혁

명 이후의 자유주의적인 사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6절에서는 19세기 중반 이후 동성애에 대한 법적 제재가 지속되었던

영국과 독일의 상황을 중심으로 연구할 것이다. 후기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에서는 지식인들의 고전 연구를 토대로 동성애자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미

국 시인인 월트 휘트먼은 동성애를 계급을 초월한 평등주의적인 “동료

애”로 표현했다. 이와 같은 개념은 이후 20세기 초에 런던의 블룸즈버리

그룹의 멤버들에 의해 수용되어 그들의 문학과 미술 작품 등에 표현되었

다. 19세기 중반에는 독일을 시작으로 동성애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시

작되었다. 반동성애 법의 폐지를 옹호한 연구자와 운동가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며 문화 및 역사를 횡단하는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했

다. 동성애로 범주화될 수 있는 역사적 사례들에 대한 연구는 위의 이론

을 기반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동성애에 대한 연구는 20세기까지 이어졌

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그것에 대한 관점 변화가 일어났다.

III장의 각 절에서는 II장의 역사적 연구를 바탕으로 호크니의 동성애

주제 작품 제작의 배경과 형식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1960년 왕립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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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그는 당시의 주류 양식인 추상 회화에 동성애를

주제로 한 문학 작품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그의 성 정체성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자 시도했다. 1절에서 연구할 이 회화들에는 19세기 말과 20세

기 초에 새로운 동성애자 정체성의 확립에 기반이 되었던 월트 휘트먼의

시가 인용되었으며, 그와 같은 시기의 연구자들이 주장했던 관점이 반영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의 초기 작품을 앞 장에서 연구한 동성애에

대한 역사를 참고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2절에서는 호크니가 동시대 미술 방식을 그의 작품에 적용하여 작업

을 전개해 간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1961년 호크니는 영국의 팝아트 미

술가들이 주목받게 된 주요 전시로 여겨지는 《젊은 동시대인들》전에

참여함으로써 동시대 팝 미술가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본인은 그의 작품

과 팝아트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부인했다. 그는 자신의 작업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양식을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동성애 주제를 표

현하고자 했다. 1961년 여름 뉴욕을 처음으로 방문한 후 그의 작품은 형

상적으로 바뀌었고, 이와 동시에 동성애적 요소도 노골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3장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영향을 반영한 작품들을 연구할 것이다. 뉴

욕 방문 후 호크니는 미국의 동성애 하위문화의 일부인 피지크 매거진을

그의 작품에 인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그의 관심은 1964년 캘리포

니아 방문으로 이어졌다. 이 도시를 배경으로 제작된 초기 작품들은 ‘미

국적인’ 소재와 함께 성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지녔다. 더 나아

가 호크니는 그의 작품에 미술사적 주제를 적용시키고자 하는 시도로서,

미술사의 “목욕하는 사람들”과 “아르카디아(arcadia)” 주제를 반영했다.

또한 그는 위와 같은 회화를 통해 다양한 조형적 방식으로 물을 표현했

다.

4절에서 다룰 작품은 1967년 영국에서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1967)이 개정된 이후에 호크니가 발표한 판화와 회화이다. 이 법은

21세 이상의 두 성인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사적인 장소에서의 동성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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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행위를 허용한다는 조항을 지닌 것이었다. 이처럼 동성애가 부분적

으로 합법화된 이후 호크니는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던 작품에서 나아가

동성 관계를 주류의 맥락에서 표현하고자 하고자 시도했다. 이에 따라

그는 1970년대 초반까지 주변의 동성 및 이성 커플들을 그린 더블 포트

레이트를 제작했다.

위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이를 바탕으

로 한 호크니의 동성애 주제 작품의 연구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서양의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변화는 물론 호크니가 약 10년간 다루었던 주제가

지닌 사회적, 미술사적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미술은 그 외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그것이 이론적이거나 상업적인 평가를 받는 것 역시 구조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관점이 연구의 토대가 되었다. 미술사가 김

정희의 「미술 속의 공간정치학: 도시설계도, 회화와 미술관 건물의 ‘공

간표현’」은 각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특징이 미술에 반영되는 양

상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1) 「1980년 전후 유럽 내의 독

일 미술 전시들, 무엇을 어떻게 무대에 올렸는가?」는 작품의 형식적인

분석에서 더 나아가 미술 제도가 기능하는 방식을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

을 일깨워 주었다.2)

동성애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역사적 쟁점을 다룬 책으

로는 편집서인 『역사에서 숨겨진: 게이와 레즈비언 과거의 수복』

1) 김정희, 「미술 속의 공간정치학: 도시설계도, 회화와 미술관 건물의 ‘공간 표현’」,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제 21집(2004), 서양미술사학회.

2) 김정희, 「1980년 전후 유럽 내의 독일 미술 전시들, 무엇을 어떻게 무대에 올렸는
가?」, 『현대미술학회 논문집』, (2007), 현대미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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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을 들 수 있다.3) 이 책은 고대부터 20세기까지 각 시대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위치적으로는 유럽과 북미를 비롯하여 아시아 등의

지역을 아우르며, 남성은 물론 여성 동성애와 관련된 주제의 논문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은 각 연구자의 연구 주제들을 연대기적으로 개괄

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지만, 각 주제가 단편적으로 분리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통해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루이스 크럼프턴의 『호모섹슈얼리티와 문명』(2003)은 기원전 776

년의 그리스를 시작으로 계몽주의 시대까지 동성애와 관련된 역사를 문

화적인 면을 중심으로 조사했다.4) 이 책은 예술적, 종교적 사례나 문헌

적 자료를 포괄적으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역사적

맥락과 각 시대의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사회학적 방법론을 통한 동성애 연구로는 데이비드 그린버그의 『호

모섹슈얼리티의 구축』(1988)을 들 수 있다.5) 이 책은 서양을 비롯한 기

타 지역들의 비교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사회적인 영향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구축되는지 분석했다. 오늘날에도 동성애에 대해 윤리

적이거나 종교적인 가치 판단이 가해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연구는

이에서 벗어난 해석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미술사의 맥락에서 동성애를 다룬 연구로는 제임스 사슬로의 『그림

들과 열정들: 시각 예술에서 호모섹슈얼리티의 역사』(1999)가 있다.6) 이

책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21세기 직전까지의 시기를 포괄했다. 예술

작품을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의 미술에서부터 호크니를 포함한 동시대

미술가들의 작품까지 연구한다는 점에서 이 책을 통해 본 논문과 연관된

미술사의 사례들을 개괄할 수 있었다.

3) Martin Bauml Duberman et al., Hidden from History: Reclaiming the Gay and
Lesbian Past,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89.

4) Louis Crompton, Homosexuality & Civilization,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5) David F. Greenberg, The construction of Homosex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6) James M. Saslow, P ictures and Passions: A History of Homosexuality in the
Visual Arts, New York: Penguin Book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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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리드가 저술한 『미술과 호모섹슈얼리티: 아이디어들의

역사』(2011)도 위의 책과 유사한 시대 구분과 구조를 지녔다.7) 그러나

사슬로의 연구가 개별적인 작가나 작품의 특징과 배경을 소개하는 데 중

점을 둔 것에 비해 리드의 연구는 미술 이론을 통해 작품을 분석하는 것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진엽의 논문 「프로이트와 레오나르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동성애적 기질에 대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해석을 연구했다.8) 이를

통해 미술가의 성 정체성과 그것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작품의 특징을

읽어내는 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더 나아가서 그러한

해석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고가 되었다.

영국의 국립 미술관인 테이트 브리튼에서는 2017년 성범죄법 개정

50주년을 기념으로 《퀴어 브리티시 아트: 1861-1967》를 개최했다.9) 전

시의 도록에는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은폐하거나 위장해야만 했던 미술

가들이 주류 영국 미술사에 어떠한 식으로 속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

용이 분석되어 있다. 마침내 동성애가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용인

되기 시작하던 시기의 미술가인 호크니에 대한 내용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실렸다.

본 논문 III장에서 호크니 작품을 분석함에 있어서 김정희의 「오토

딕스(Otto Dix)의 여자그림들: 현실과 자기고백」과 「여성으로부터 거

리를 두려는 노력: 오토 딕스의 1921년 자화상 두점」으로부터 방법론적

인 도움을 얻었다.10) 미술가의 관심사와 작품 속의 도상을 연결시키고,

그것에 반영된 미술가의 심리를 분석한 김정희의 해석 방식을 토대로 호

7) Christopher Reed, Art and Homosexu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8) 김진엽, 「프로이트의 레오나르도」, 『인문논총』, 제 63집(2010),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9) Clare Barlow, Queer British Art: 1861-1967, London: Tate Publishing, 2017.
10) 김정희, 「오토 딕스의 여자그림들-현실과 자기고백」, 『서양미술사학회』, 제6집
(1994), 서양미술사학회; 김정희, 「여성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노력: 오토 딕스(Otto
Dix)의 1921년작 자화상 두 점」, 『현대미술사학회』, (1996), 현대미술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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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니의 남성 누드와 더블 포트레이트를 분석할 수 있었다.

호크니의 동성애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에밀리 포터-샐

먼의 박사 논문인 『문자적인 단서들, 시각적인 허구들: 데이비드 호크니

의 작품들에서 동성애의 재현들』이 있다.11) 포터-샐먼의 연구는 호크니

의 초기작과 관련된 사회적인 사건이나 시대상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작품에 대한 형식적이고 미술사적인 분석은 이 논문에서 상세하게 연구

되지 않았다.

2009년 노팅햄 컨템퍼러리의 개관전으로 개최된 《데이비드 호크니

1960-1968:　양식들의 결합》은 1960년부터 1968년 사이의 동성애를 표

현한 호크니의 작품을 주제로 한 전시였다.12) 이 미술관의 디렉터였던

알렉스 파커슨은 전시 도록에서 동성애가 불법이었던 시기에 위와 같은

작품이 지녔던 의의와 그것이 이후 세대의 미술가들에게 미친 영향을 분

석했다.

호크니의 전체적인 경력을 아우르는 과정에서 그의 동성애를 주제의

작품을 분석한 연구로는 마르코 리빙스턴의 『데이비드 호크니』(2017)

를 들 수 있다.13) 이 책은 2000년대 이후의 작품까지 다루고 있는데, 그

중 본 논문에서 다루는 초기작들은 1장의 “다재다능함의 입증

(Demonstration of versatility)”과 2장의 “자연주의에 대한 에세이

(Essays in Naturalism)”에서 분석되었다. 이 책은 호크니의 작품을 동

시대 미술가의 작품은 물론 미술사와도 연관 지어 설명했다는 점에서 참

고되었다.

1960년대 중반 캘리포니아 방식의 회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는 폴 멜리아의 『데이비드 호크니』(1995)에 실린 「샤워, 수영장 그리

고 권력」이 있다.14) 멜리아는 호크니의 작품에 표현된 성적인 측면에

11) Emily Porter-Salmon, Textual Cues, Visual F ictions: Representations of
Homosexualities in the Works of David Hocken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Birgmingham, 2011.

12) Alex Farquharson et al., eds., David Hockney: 1960-1968: A Marriage of Styles,
Nottingham: Nottingham Contemporary, 2009.

13) Marco Livingstone, David Hockney, London: Thames and Huds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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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춰 관객과 작품 속의 대상 사이에 표현된 관계를 성 이데올로

기적으로 해석했다. 그의 해석은 신고전주의 미술과 호크니의 회화 사이

에 드러나는 연관성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피터 웹은 『데이비드 호크니의 초상화』에서 호크니의 초상화들을

시기별로 나눠서 연구했다.15) 호크니의 초상화는 항상 그의 주변 인물들

을 대상으로 해왔다. 특히 이 책은 호크니가 그의 연인들을 그린 초상화

와 그 밖에 회화에 표현된 도상의 동성애적 의미를 면밀하게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배경인 1960년대 서구 사회의 분위기를 파악

함에 있어서 김정희의 논문 「장 뤽 고다르 영화 속의 Pop(ular) Art」

와 「앤디 워홀, 팩토리 그리고 영화」가 도움이 되었다.16) 또한 리사 티

크너의 『런던의 새로운 장면: 1960년대의 미술과 문화』에 서술된 당대

의 런던 미술계의 분위기는 본 논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상을 파악하는

데에 참고되었다.17)

본 연구는 서양의 동성애 역사를 개괄하고 그것과 관련된 미술을 다

루며 이를 호크니의 작품과 연결시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두 분야로 분리되어 진행되었거나, 동성애와 미술사 연

구가 접목된 경우에는 호크니의 작품은 간략하게만 다뤄졌다는 특징을

지닌다. 오늘날 국내에서 서양의 동성애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통용되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역사적 연구가 보편적으로 소개되지 않았다는 사실

과, 호크니의 초기 작품에서 주된 주제였던 동성애 주제가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다룬 본 연구가 의의를 지닌다고 여

겨진다.

14) Paul Melia, “Showers, Pools and Power” (1995), in Paul Melia, ed., David
Hockney,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5.

15) Peter Webb, Portrait of David Hockney, New York: Dutton, 1989.
16) 김정희, 「장 뤽 고다르 영화 속의 Pop(ular) Art」,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2007), 서양미술사학회; 김정희, 「앤디 워홀, 팩토리 그리고 영화」, 『월간미술』,
(2007. 4).

17) Lisa Tickner, London’s New Scene: Art and Culture in the 1960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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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서양에서의 동성애에 대한 견해와 표현의

변화

호크니는 런던의 왕립 미술 대학(Royal College of Art)에 재학

중이던 1960년부터 동성애를 주제로 한 작품을 제작했다. 이후 10여 년

동안 그의 주된 작품 주제는 자신의 성 정체성이었다. 영국에서

동성애에 대한 법적 제재가 완화된 것은 1967년이다. 즉, 그가 미술계에

‘데뷔’를 한 시기 서구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부정적이었음에도

호크니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표현한 작품을 제작했다. 더 나아가 그의

작품은 미술계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되어 그의 성공의 발판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각 시대의 사회적 관습과는 일치하지 않는 미술계 내에서

이어져 온 동성애에 대한 특정 문화의 역사와 연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서양의 미술사는 고대에서 현대로 올수록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 없는 수용이나 관용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위와 같은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기원전 7세기 그리스

시대부터 20세기까지 동성애에 대한 견해와 미술을 연대기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호크니가 남성 미술가라는 사실과 과거 동성애에 대한 문화적

기록이 남성 동성애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 동성애 역사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호크니의

동성애 주제 작품을 연구하기에 앞서, 그것이 토대를 두고 있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을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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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대 그리스 시대: 페더레스티로 제도화된 동성애

고대 그리스에서는 “페더레스티”라고 불리는 남성 사이의 동성애 관

계가 관행화되어 있었다. 페더레스티의 원형은 고대 그리스어 “파이데라

스티아(παιδεραστία)”로 소년을 의미하는 “파이스(그리스어: παίδ-, 영

어: pais, 복수: paides)”와 “에라스테스(εραστής, erastes)”가 결합된 합

성어이다. 에라스테스는 “사랑에 빠지다”라는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 동

사 “에란(erân, eran)”에 남성 행위자(-er)를 뜻하는 그리스어 접미사 “테

스(-τής, -tes)”가 붙여진 단어이다.18)

페더레스티는 연령이 다른 두 남성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지닌 성인 남성은 에라스테스라고 불렸는데, 시민권을 지닌

18세 이상에서 30세 미만 정도의 남성이 이 역할을 맡았다.19) 반면 그의

파트너는 대개 12세부터 18세 사이의 소년이었으며, “에로메노스

(ἐρώμενος, eromenos)” 또는 “파이스”라고 불렸다. 에로메노스는

“사랑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에라마이(ἔραμαι, eramai)”의 남성형 과거

분사로 에라스테스의 상대 역할을 칭하는 용어였다.20) 한편 파이스는

신분을 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였다. 이는 소년뿐만 아니라 소녀, 12세

미만의 아동, 노예 등도 포함하는 단어였지만, 페더레스티의 맥락에서는

주로 키가 완전히 자란 청소년을 지칭했다.21)

페더레스티는 고졸기(c. 750-480 BC)가 시작된 후 1세기 정도가 지

난 기원전 7세기 중반에 산아제한을 목적으로 크레타에서 처음으로 도입

되었다. 그리스는 이 시기에 들어서기 전에 미케네 문명이 멸망하면서

18) K.J. Dover, Greek Homosexual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p.
16.

19) William Armstrong Percy III, Pederasty and Pedagogy in Archaic Greece,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6, pp. 1-2.

20) 에로스(eros)는 에라마이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Henry George Liddell and Robert
Scott,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Press, 1940, http://www.
perseus.tufts.edu/hopper/text?doc=Perseus:text:1999.04.0057:entry=e)/ramai.
2021.06.14.

21) Dover(주 18),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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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암흑기(c. 1100-c. 750 BC)를 거쳤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 침략과

기근 등의 이유로 인한 생활 수준의 하락과 빈곤화에 따라 그리스의 인

구가 급격히 줄었고, 상업적 교류의 단절도 심화되었을 것으로 분석했

다.22) 그러다가 암흑기에서 고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던 기원전 8세기

부터 그리스의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했다.23) 교전이 감소한 크레타에서

는 사회가 안정되고 무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위와 같은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관습적으로 이 나라의 기득권층은 적자들에게 재산과 영토를 거의

동일하게 분배했다. 따라서 출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자들이 많아져

유산이 소액으로 분할되면서, 상류층의 상대적 빈곤화가 발생했다.24) 이

에 대한 해결책으로 게론테스(gerontes)라고 불렸던 원로원의 입법자들

은 상류층의 출산율을 줄이기 위해 일정 시기 동안 남성들 사이의 연인

관계를 권장하는 제도를 만들었다.25) 사냥과 전투에 의존하는 부족 사회

로 이루어져 있었던 고대 크레타는 페더레스티를 사냥 훈련을 위주로 한

교육 시스템에 접목시켰다.26) 이와 같은 특징은 “하르파그모스(ἁρπαγμό

ς, harpagmos)”로 불린 페더레스티의 입문 의식에 반영되었다. 스트라본

(Strabo, 63 BC-23 AD)이 기원전 7년경에 저술한 『지리학』의 내용에

따르면, 하르파그모스는 납치 형식을 가장한 훈련이었지만 법적으로 소

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었다.27)

22) Anthony M. Snodgrass, The Dark Age of Greece: An Archaeological Survey of
the Eleventh to the Eighth Centuries B.C.,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0, pp. 2-3.

23) 안소니 스노드그라스에 따르면, 고졸기 인구 급증 현상의 원인은 문헌 자료의 부재
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특정 공동체와 지역의 세대별 매장품들의 수량을 통
해 인구 변동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Anthony M. Snodgrass, Archaic Greece:
The Age of Experiment,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pp. 19-21.

24)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대의 저술가들은 크레타
(Crete)가 페더레스티의 발생지라는 사실에 동의했다. Percy(주 19), pp. 17-19.

25) 위의 책, p. 62.
26) Saslow(주 6), p. 17.
27) 하르파그모스 의식은 20대의 남성이 소년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납치를 계획
하면서 시작된다. 소년은 사전에 약속된 거리에서 남성을 만나는데, 그의 제안을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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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더레스티는 크레타 외의 다른 도시 국가들에서도 시행되었다. 기

원전 600년경 아테네는 인구 급증으로 농지와 식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경제난을 겪고 있었다. 기원전 594년 당시 집정관이었던 솔론(Solon, c.

630-c. 560 BC)은 위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다. 페

더레스티는 이 개혁의 일부로서 아테네에서 제도화된 것으로 여겨진

다.28) 크레타에서는 이 관행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냥 교육이라는 필요에

따라 남자다움과 진중함이라는 자질이 소년에게 요구되었지만, 이와 달

리 아테네에서는 소년의 성적 대상으로서의 아름다움이 강조되었다. 아

테네의 경제난은 상류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보편화된 문제였고, 같은

이유에서 페더레스티를 행하는 계층 역시 자유인으로 확대되었다. 플루

타르코스 영웅전의 기록에 따르면, 솔론은 자유인 계층에게 페더레스티

가 허용되도록 명문화했으며, 그의 시를 통해 소년의 아름다움과 그에

대한 사랑을 주창하기도 했다.29)

고대 아테네에서는 나이가 18세 이상인 병역을 마친 남성에게만

시민권이 주어졌다. 10대에 에로메노스의 역할을 하던 소년은 18세가 된

후에는 병역 의무를 완료하고 시민권을 획득했다. 당대의 규범에 따라,

20대의 시민계층 남성은 에로메노스를 연인으로 삼아 유대감을 형성하고

교육하는 에라스테스로서 역할했다. 그들이 20대에 이성과 결혼하여

가정(오이코스)을 이루는 것은 사회적으로 금지되거나 백안시되었다.30)

30세 정도가 되어 결혼한 남성은 에라스테스의 역할을 중단하고 가장인

할 경우 그를 멘토로 삼아 두 달여간의 사냥 여행을 간다. 여행에서 소년은 사냥과
전투기술을 학습한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멘토는 소년에게 술잔, 황소, 전투복을 선
물하고, 소년은 황소를 제우스에게 바치고, 술잔의 술은 멘토이자 연인인 남성에게 바
친다. 만약 납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폭력이 가해졌다면 이 연회에서 소년이 복
수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용인되었다. Strabo, The Geography, Book X, 4(the Loeb
Classical Library edition, 1928); https://penelope.uchicago.edu/Thayer/E/Roman
/Texts/Strabo/10D*.html. 2021.06.29.

28) 위의 책, pp. 176-77.
29) Plutarch, The Parallel Lives: The Life of Solon, the Loeb Classical Library
edition, 1914; http://penelope.uchicago.edu/Thayer/E/Roman/Texts/Plutarch/
Lives/Solon*.html. 2021.06.29.

30) Percy(주 19),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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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오스(κύριος, kyrios)로서 역할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에로메노스와

에라스테스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한 남성이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일종의 통과의례였다.

한편 페더레스티가 도입되자 기존의 관계 묘사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기원전 8세기 경의 작품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등장하는 남성 사이의 관계가 동성애로 해석되기 시작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호메로스의 원전은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 그리고

제우스와 가니메데스 신화가 등장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작품이지만

그 작품에서는 동성애적인 암시가 나타나지 않았다.31)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는 전우애를 지닌 군인으로서 표현되었다.32) 가니메데스는

“인간 중 가장 아름다운 자였기 때문에, ‘신들(the gods)’은 그를

제우스의 작인(酌人, wine-pourer)으로 삼기 위해 올림포스로

데려갔다.”라고 묘사되었다.33) 이처럼 제우스가 아닌 다른 신들이

가니메데스를 데려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우스와 가니메데스의

직접적인 관계가 표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가니메데스 신화 속 관계가 동성애적으로 표현된 가장 이른 사례로

는 기원전 7세기 말엽에 제작된 호메로스 풍의 『아프로디테 찬가』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을 기점으로 제우스가 가니메데스를 직접 납치했으

며 영원한 젊음을 부여한 것으로 기존 신화의 내용이 변형되었음을 찾아

볼 수 있다.34) 이 작품의 “지혜로운 제우스는 가니메데스의 금발의 아름

다움에 반해 그를 잡아챘다...”라는 묘사는 에우로페 신화와 연결된다.35)

이 신화에 따르면 제우스는 에우로페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를 납치했

31) Dover(주 18), p. 196.
32) W. M. Clarke, “Achilles and Patroclus in Love”(1978), Hermes(Wiesbaden) 106.3
(1978).

33) Homer, The I liad of Homer, Project Gutenberg, 2004; http://www.gutenberg
.org/files/6130/6130-h/6130-h.htm. 2021.06.07.

34) Vernon Provencal, “Glukus Himeros: Pederastic Influence on the Myth of
Ganymede”(2005), Journal of Homosexuality 49:3-4, pp. 90-92.

35) Rayor J. Diane, The Homeric Hym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4,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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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로 인해 크레타의 선조인 미노스 왕이 태어났다.36) 이 내용을 통

해 그리스 신화에서의 납치와 성적 관계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성적 대상으로 간주된 가니메데스와 에우로페의 육체미를 강조하고

그들이 납치되었음을 묘사한 것은 위의 두 신화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만 제우스와 가니메데스의 관계에서는 출산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동시대

에 관행화되었던 페더레스티의 목적과 연결된다.37) 김정희는 서구 사회

의 전통은 남자를 정신의 원칙으로, 반면 여자를 육체의 원칙으로 규정

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본질을 양극화시켰다고 설명했다.38) 이러한 사실

은 위의 구절에서 제우스의 속성이 ‘지혜로움’으로, 가니메데스의 속성이

‘아름다움’으로 정의되었다는 점과 연결되며, 이에 따라 가니메데스가 제

우스의 성적 대상으로서 여성과 같은 역할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폴리스에 도입된 페더레스티는 미술 작품에도 표현되었다. 크

레타 시메(Syme)의 신전에서 발견되었으며 기원전 670년에서 650년경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청동 세공판은 하르파그모스 의식을 묘사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도 1). 미술사가 제임스 사슬로는 두 남자가 입고

있는 짧은 튜닉과 그로 인해 드러난 소년의 성기는 이들 사이의 성적 관

계를 암시한다고 해석했다.39) 이 세공판에서 마주 보고 있는 두 인물 중

왼쪽은 어린 남자이며, 오른쪽은 그의 멘토이다. 오른쪽 남자의 수염은

그가 연장자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성기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남자

36) Ecyclopaedia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topic/Europa-Greek-
mythology. 2021.07.04.

37) 『현자의 연회 The Deipnosophist』에서 아테나이오스는 크레타인들뿐만 아니라 유
보이아의 칼시스 사람들은 페더레스티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한다. 특히 칼시
스인들은 제우스가 가니메데스를 납치한 장소가 자국에 있다고 주장했으며, 그 지역
을 ‘하르파기온’이라고 칭했다. 이처럼 제우스의 납치와 하르파그모스 의식을 직접적
으로 연관시킨 사례를 고려했을 때, 『아프로디테 찬가』에서의 납치 주체의 변화가
당대의 하르파그모스를 반영했던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Athenaeus, The
Deipnosophist Book XIII , trans. C. D. Yonge; http://www.perseus.tufts.edu
/hopper/text?doc=Perseus:abo:tlg,0008,001:13. 2021.06.28.

38) 김정희(주 10), pp. 213-14.
39) Saslow(주 6),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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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들고 있는 활과 좌측의 어린 남자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야생 염소

에서 이 세공판이 사냥 후의 모습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크

레타의 페더레스티가 사냥 훈련이라는 교육적 과정을 통해 제도화되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1세기가 지난 후의 아티카 지역의 도자기 회화에서는 성적인

관계가 노골적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기원전 570년경부터

기원전 510년경 무렵까지 제작된 흑화(黑畵)식 도자기 회화에

반영되었다.40) 도판 1의 세공판에서는 성행위가 시사되지 않았던 반면,

<젊은이의 생식기로 손을 내미는 남성>과 <남자 연인들이 그려진 양

손잡이가 달린 잔>에는 성행위를 암시하는 부분들이 표현되어 있다(도

2, 3). 위의 두 도자기 회화에서도 연장자 남성의 수염은 성기

대체물처럼 보인다. 도판 2에서는 남성의 수염이 그의 파트너의 입을

향하고 있으며, 도판 3의 경우 소년이 성인 남성의 수염을 만지고 있다.

또한 이 작품들에서는 소년의 외모가 부각되었다. 이는 당대 아테네에서

성적 대상으로서 소년의 아름다움이 나체의 운동선수, 신이나 전사를

소재로 한 조각과 회화를 통해 강조되었다는 점과 연결된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도자기 회화에 종종 젊은이의 이름과 함께 아름다움을

뜻하는 “칼로스(καλός, kalos)”라는 형용사로 구성된 헌사가 새겨졌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41)

고졸기에서 고전기(c. 500-323 BC)로 이행되는 과도기였던 기원전

510년경부터 페더레스티는 아테네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이념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기원전 565년 솔론이 아테네를 떠난 후 권력을 잡은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참주(僭主)가 되어 기원전 527년까지 아테네를 통치

했으며, 그가 사망한 후에는 그의 아들인 히피아스가 참주가 되었다. 기

원전 514년 페더레스티 관계에 있었던 하르모디오스와 아리스토게이톤은

히피아스의 동생인 히파르코스를 대 판아테나이아 제전에서 암살했다(도

40) Percy(주 19), pp. 119-120.
41) Crompton(주 4), pp.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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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르모디오스는 암살 직후에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으며, 아리스토게

이톤은 붙잡혀 고문을 받은 후에 살해당했다. 이로부터 4년 후인 기원전

510년 히피아스가 아테네에서 축출되었고 기원전 508년에는 아테네의 민

주정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위의 두 인물은 참주정을 전복시킴으로써

민주정을 불러온 위인으로 추대되었고, 두 사람을 찬양하기 위한 기념상

이 아테네의 아고라에 세워졌다.42) 이에 대해 역사가 투키디데스

(Thucydides, c. 460-c. 396)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하르모디오

스와 아리스토게이톤의 암살 동기는 알려진 바처럼 고결한 정치적 목적

이 아닌 치정에 의한 것이었다고 서술했다. 그는 히파르코스가 아닌 그

의 형 히피아스가 실질적인 독재자였던 점,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후 도

시는 해방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독재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43)

기원전 499년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이 발발하자 앞서 언급된 히피아

스와 다른 페이시스트라토스 가문 구성원들은 페르시아로 망명하여 그리

스를 상대로 페르시아 진영에서 싸웠다. 480년 아테네를 포위한 페르시

아 군대는 하르모디오스와 아리스토게이톤의 기념상을 수사(Susa)로 탈

취해 갔다. 기원전 477년 아테네가 페르시아의 침공에서 벗어난 직후 탈

취된 조각상을 대체하기 위한 두 번째 조각상이 세워졌다(도 5).44)

뱅상 아줄레에 따르면, <하르모디오스와 아리스토게이톤> 조각상의

재제작과 우상화는 참주정을 상징하는 페이시스트라토스 가문에 대한

‘기록 말살형(damnatio memoriae)’이라는 정치적 목적의 일환이었다.45)

42)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인간을 추앙하기 위해 제작된 최초의 조각상이었다. 안테노르
가 제작한 첫 번째 조각상은 유실되었다. Saslow(주 6), pp. 17-18.

43) 히피아스의 동생인 히파르코스는 아리스토게이톤의 에로메노스인 하르모디오스를 유
혹하려고 했지만 하르모디오스는 이를 거부했다. 아리스토게이톤은 이 사실에 분개함
과 동시에 히파르코스의 권력에 의해 자신의 연인을 빼앗기게 될까봐 두려워하기 시
작했다. 히파르코스는 자신을 거절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하르모디오스의 처녀인 여
동생을 공개적으로 모욕했고 하르모디오스는 이 사실에 대해 분개해 암살을 계획했
다. Thucydides, The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Histories, 431 BC), trnas.
Richard Crawley, (Project Gutenberg, 2009).

44) Vincent Azoulay, The Tyrant-Slayers of Ancient Athe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 35.

45) 위의 책, pp. 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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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치체제의 전환과 그에 뒤따른 전쟁 상황에서 페더레스티는 시

민 계급의 단결이라는 목적을 위해 군사적 동료애를 상징하는 관계로 바

뀌어 갔다. 성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고졸기의 회화와 달리 이 작품을 비

롯한 이후의 미술에서는 두 남자 연인의 성적인 관계보다는 영웅적인 동

료애가 강조된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기원전 500년경의 <파트로클로스의 상처를 붕대로 감싸는 아킬레우

스>에서도 두 남성 사이의 연인적 요소보다는 전우애가 강조된 것을 찾

아볼 수 있다(도 6). 더 나아가 이 작품에서 신화 속 두 인물의 관계는

페더레스티 역할에 부합하도록 재해석되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에서는 우세한 전사인 아킬레우스와 대조적으로 파트로클로스는 당시 여

성에게 주어졌던 역할을 담당했다. 파트로클로스보다 나이가 어린 아킬

레우스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전형적인 페더레스티의 역할에 맞

지 않았다. 이러한 인물들의 역할은 <파트로클로스의 상처를 붕대로 감

싸는 아킬레우스>에서 뒤바뀌었고,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 에로메노스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다.46)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Aeschylus, c. 525-c. 456 BC) 역시 『미르

미돈』에서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를 연인으로 표현했으며, 이는 당

시 관중들에게는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기록되었다.47) 이처럼

신화의 재해석을 거치며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는 상류층의 에라스

테스와 에로메노스에게 모범이 되는 영웅적인 연인의 전형으로 인식되어

갔다.48)

당대에 에라스테스와 에로메노스가 교류했던 주된 장소로는 김나지

움(gymnasium)과 심포지엄(symposium)이 있었다. 김나지움의 어원인

그리스어 “김나시온(Γυμνάσιον)”은 ‘나체로 운동을 배우는 곳’을 의미했

다.49) 김나지움은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시민계층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

46) Crompton(주 4), p.5.
47) Athenaeus(주 37).
48) William Armstrong Percy III, “Reconsiderations About Greek Homosexualities”
(2005), Journal of Homosexuality, 3-4(2005), pp.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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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쟁에 대비하는 훈련을 배우는 곳이기도 했다(도 7).50) 고대 아테네

인들에게 에로스는 헤르메스의 수사법과 헤라클레스의 용맹함이 결합될

때 생겨나는 가치인 친애(philia)와 화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김

나지움에는 에로스, 헤르메스, 헤라클레스 신상들이 빈번하게 세워졌

다.51) 기원전 500년경에 제작된 <남자와 소년이 그려진 와인 잔>의 외

면에는 김나지움에서 훈련하는 에라스테스와 에로메노스의 무리들이, 내

면의 중앙에는 동성 연인 한 쌍이 그려져 있다(도 8). 이러한 이미지의

배치는 각 집단의 자기 수양의 중심에서 페더레스티가 기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수의 미술 작품에서 김나지움의 에로메노스는 가니메데스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기원전 500년경 제작된 <제우스와

가니메데스>에는 가니메데스와 그를 향해 다가가는 제우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도 9). 이 그림에서 가니메데스는 한 손으로는 굴렁쇠를

굴리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수탉을 들고 있다. 굴렁쇠를 굴리는 것은

당시 에로메노스들이 김나지움에서 주로 하던 활동 중의 하나였다. 그

예로 기원전 470년경에 제작된 <에로메노스>의 소년은 앞서 살펴본

가니메데스처럼 굴렁쇠를 굴리고 있다(도 10). 수탉은 에라스테스가

그가 구애하는 에로메노스에게 새나 작은 동물을 선물로 주던 풍습을

반영한 것이었다(도 11).52) 즉, 소년이 수탉을 들고 있는 것은 그가

페더레스티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하여

고전기에 가니메데스 신화를 표현한 미술에서 소년은 수탉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일관되게 표현되었다(도 12, 13).

심포지엄은 상류층 남성들의 만남의 장이었으며, 주최자는 연령 제

한 없이 그가 원하는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었다(도 14, 15).53) 참석자들

49) Ecyclopaedia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technology/gymnasium-
sports. 2021.01.29.

50) Percy(주 19), p. 98.
51) Athenaeus(주 37).
52) Saslow(주 6), p. 30; Sophie Marmois-Sicsic, Attic Red-Figure Bell-Krater, 2005;
https://www.louvre.fr/en/oeuvre-notices/attic-red-figure-bell-krater,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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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최자의 자택에 마련된 남성에게 전용된 공간인 ‘안드론(ἀνδρών)’에

모여 신들에게 헌주(libation)를 바친 후 와인을 마시며 시를 낭송하고

그들의 생각을 논했다.54) 엘리트 청년들에게 심포지엄은 일종의 예의와

도덕뿐만 아니라 지적인 배움을 위한 학교와 같은 역할을 했다.

플라톤(Plato, c. 429-347 BC)의 『향연』(c. 385 BC)은 고전기의 심

포지엄을 배경으로 한 대화편이다. 『향연』을 포함한 플라톤의 저술에

는 앞서 살펴본 페더레스티의 신화화와 이상화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던

고대 그리스인들의 관점이 서술되어 있다. 『향연』의 첫 번째 연설자인

파이드로스(Phaedrus)는 전사의 명예심과 용기의 덕을 고취하는 것으로

서 에로스를 찬양한다.55) 그는 연인들(에라스테스와 에로메노스)은 서로

를 의식하며 명예를 추구하고 추한 일들을 멀리할 것이기 때문에 연인들

로 구성된 국가나 군대는 이상적일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56) 그

리고 그 예로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의 복수를 할 경우 본인도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도 자신의 ‘에라스테스’인 파트로클로스의 복수

를 하고 뒤따라 죽었고, 결과적으로 신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

다.57)

『향연』의 두 번째 연설자인 파우사니아스(Pausanias)는 에로스와

53) Oxford Reference Dictionary; http://lps3.www.oxfordreference.com.libproxy.
snu.ac.kr/view/10.1093/acref/9780199545568.001.0001/acref-9780199545568-e-6174?rsk
ey=Q53Sgg&result=6255. 2021.02.15.

54) 여성들은 ‘기나이케이온(γυναικεῖον)’이라는 여성을 위한 공간에 격리되었고 안드론
에서 열리는 연회에는 참석할 수 없었다. 당시 대부분의 폴리스에서 시민 계급의 여
성에게 문자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사회활동은 허용되지 않았다. 공적 생활이나 문
학 문화에 대한 여성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은 심포지엄과 같은 장
소에서 오직 다른 남성들과만 지식과 의견을 교류할 수 있었다. Percy(주 19), pp.
116-17.

55) 이 책에서 파우사니아스, 에뤽시마코스, 아리스토파네스, 아가톤은 모두 에로스를 찬
양하지만 각각이 정의하는 성격은 명예심과 용기의 덕을 고취하는 것, 혼의 덕을 함
양하는 것, 모든 존재자들의 형성 원리, 치유하는 자, 모든 좋은 것들의 원인 등, 차이
를 보인다. 소크라테스의 경우 에로스를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욕망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인곤, 『철학사상 별책 제5권 제4호, 플라톤『향연』』, 서울대 철학사상연구
소, 2005, pp. 5-6.

56) 연인들로 구성된 군대는 150쌍의 에라스테스와 에로메노스로 구성된 정예 부대였던
테베의 신성 부대(Sacred Band of Thebes)를 암시한다.

57) Plato, 『향연 Symposium』, 강철웅 옮김, 아카넷, 2020, pp. 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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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 시민계층의 이데올로기를 연결시킨다. 그는 어머니가 없는 우라

노스의 딸인 천상의(우라니오스) 아프로디테와 제우스와 디오네의 딸인

범속의(판데모스) 아프로디테를 구분한다. 각각의 아프로디테에 결부된

에로스는 천상의 에로스와 범속의 에로스로 나뉜다. 전자는 아버지만을

지닌 아프로디테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에 영감을 받은 자들은 본능적으

로 지성을 지닌 남성에게 향한다. 후자에 해당하는 자들은 소년들을 사

랑하는 것 못지않게 여성들을 사랑하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

보다 육체를 더 사랑한다. 페더레스티적 관계에 있어서, 천상의 에로스를

추구하는 자들은 지성을 갖추기 시작한 소년들을 사랑하며, 범속의 에로

스를 추구하는 자들은 그보다 어린 소년들을 욕구를 위해 이용하고 버리

는 식으로 기만한다.58) 앞서 서술했던 김정희가 지적한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적 성 이데올로기가 이러한 설명에서도 드러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파우사니아스에 따르면, 덕을 키워주는(교육적인) 천상의 에로

스는 법으로 장려되어야 하고 육체의 성욕만을 채우는 범속의 에로스는

법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는 훌륭한 법률을 지닌 아테네와 라케다이

몬(스파르타)에서는 제대로 실천되고 있다.59) 반면 “야만인(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이오니아 지역에서는 페더레스티 자체가 추한 것으로 여겨

졌다. 이는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지성과 친애와 연대를 키우는 것을 부

정적으로 여기는 그들의 참주정 체제에서 기인한다. 그는 아리스토게이

톤의 ‘사랑(에로스)’과 하르모디오스의 ‘친애(필리아)’에 의해 과거 아테네

58) 위의 책, pp. 54-57.
59) 고대 아테네에서 소년(미래의 시민)에게 여성화에 따른 굴욕감을 모면하게 하고, 그
렇게 함으로써 시민으로서 그의 최종적인 권위가 실추되지 않게 하기 위해 페더레스
티에 수반된 성적 행위는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허용되었다. 독일 고전 연구가이자 문
헌학자였던 하랄드 팟쩌(Harald Patzer)는 당대의 시각에서 페더레스티적인 관계가
전적으로 명예롭고 위엄있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성적인 표현은 항문성교가 아닌
‘다리 사이의 성교(intercrural copulation)’라고 불리는 매우 특정한 방식에 제한되었
다고 설명한다. David M. Halperin, “Two View of Greek Love: Harald Patzer and
Michel Foucault”(1990), in David Halperin ed, One Hundred Years of
Homosexuality: and Other Essays on Greek Lov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0,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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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주정은 전복되었다고 설명했다.60)

플라톤이 기원전 370년경에 저술한 『파이드로스』는 소크라테스와

파이드로스를 주인공으로 한 대화편이다. 이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는

페더레스티 관계에서 에로스가 정신적으로 승화하는 과정을

아레테(ἀρετή, 미덕)와 카키아(Κακίαν, 악덕)를 상징하는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모는 것에 비유하며 설명한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제우스가 가니메데스에게 성적인 열망인 히메로스(himeros)를 느낀

것처럼 에라스테스와 에로메노스도 히메로스를 느낀다. 그러나 그들은

절제를 통해 성적인 열망을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키면서

아레테를 함양할 수 있다.61)

한편 플라톤의 페더레스티에 대한 입장은 그의 마지막 저서인 기원

전 347년의 『법률』에서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베르논 프로벤설

(Vernon Provencal)은 이러한 플라톤의 입장 변화는 기원전 6세기에서

4세기까지 페더레스티가 명예를 추구하는 교육적 관행에서 점차 성적인

만족을 위한 관행으로 변해간 것과, 당대 아테네 귀족 계층의 도덕적 타

락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62) 이 책에서 플라톤은 동성애를 비

자연적인 쾌락으로 치부하며 가니메데스 신화를 통해 페더레스티를 정당

화시켰다는 이유로 크레타인들을 비난했다.63)

기원전 336년 즉위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3세(Alexander III

of Macedon, 356-323 BC)는 정복 전쟁을 통해 그리스 반도 전역을 비롯

하여 지중해,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다(도 16). 아리아노

스(Lucius Flavius Arrianus, c. 86-160)에 따르면, 알렉산드로스 3세는

60) 파우사니아스의 연설과는 달리 참주정 시기에 페더레스티는 이미 아테네에서 관행화
되어 있었다. 플루타르크는 첫 번째 참주인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솔론의 에로메노스였
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오니아 지역은 기원전 540년경부터 기원전 478년까지 페르
시아에서 임명한 참주(독재자)에 의해 통치되었다. Plato(주 57), pp. 57-61.

61) 플라톤, 『(플라톤의) 향연; 파이드로스; 리시스』, 박종현 역주, 서광사, 2016, pp.
304-306.

62) Provencal(주 34), p. 126.
63) Plato, Laws, Project Gutenberg, 2008;
https://www.gutenberg.org/files/1750/1750-h/1750-h.htm.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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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복지에서의 프로파간다로 자신을 주피터 신의 아들이라고 공표

했다. 또한 그는 본인과 그의 참모이자 동성 연인이었던 헤파이스티온

(Hephaestion, c. 356-324 BC)을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에 비유했다.

그는 기원전 330년에는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1세에 의해 수사로 탈

취되었던 <하르모디오스와 아리스토게이톤> 상을 아테네로 반환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64) 이처럼 알렉산드로스 3세는 지배자로서 자신의 정치

적인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페더레스티와 관련된 신화의 이미지를 활

용했다.

알렉산드로스 3세의 정복 활동에 의해 그리스인들이 정착 가능한 영

토는 급격하게 확장되었다. 이로써 고졸기에서 고전기까지 이어졌던 한

정된 농토로 인한 인구 증가율의 억제에 대한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었

다. 또한 소규모의 민주주의 도시 국가에서 페더레스티에 접목되었던 교

육적 기능은 효율적으로 조직화된 군사 왕국이었던 마케도니아에서는 각

광을 받지 못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헬레니즘 시대(323-31 BC)에

접어들며 쾌락주의(hedonism)가 확산되는 가운데 페더레스티는 점차 귀

족 남성들의 성적인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한 육체적 관행으로 여겨지게

되었다.65) 이처럼 고졸기부터 헬레니즘기까지의 변화를 통해 고대 그리

스 시대의 동성애가 단지 개인의 성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특성을 반영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64) Arrian of Nicomedia, The Anabasis of Alexander, trans. E. J. Chinnock;
https://www.gutenberg.org/files/46976/46976-h/46976-h.htm#Page_38.

65) Saslow(주 6),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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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마 제국과 중세 시대

기원전 8세기 중반에 세워졌던 고대 로마 왕국은 기원전 509년 로마

공화국으로 바뀌었다. 로마 공화국은 기원전 214년부터 148년까지 지속

된 마케도니아 왕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잡게

되었다. 기원전 146년 코린토스 전투의 결과로 그리스의 아카이아 동맹

국들 역시 로마의 정치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기원전 44년 독재관

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Julius Caesar, 100-44 BC)가 암살되며 로마

에서는 내전이 발생했다.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아우구스투스(Augustus,

63 BC-14 AD)는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여 기원전 27년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다.66) 알렉산드로스 3세 시대 이후에

시작되었던 헬레니즘기는 아우구스투스의 승리를 기점으로 종료된 것으

로 여겨진다.67)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로마 식민지는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앞서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 정착민들은 알렉산드로스 3세의 정복 활동을 통

해 아나톨리아 반도로 이주했다. 기원전 2세기부터 아나톨리아와 그리스

일대가 로마령이 되어감에 따라 각 지역의 그리스인들은 노예화된 포로

로 본국의 시라쿠사, 팔레르모, 나폴리 등으로 끌려갔다. 당시에는 로마

시의 경우 노예로 끌려오거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그리스 혈통이 인구

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68)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인들이 유입되면서 그들의 문화가 로마인들

에 의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앤드류 월리스-해드릴은

로마는 그리스의 문화를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으며, 그들의 필요에

66) David Potter, The Origin of Empire: Rome from the Republic to Hadrian,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9, pp. 10-12.

67) Oxford Classical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http://lps3.www.oxfordreference.com.libproxy.snu.ac.kr/view/10.1093/acref/9780199545
568.001.0001/acref-9780199545568-e-2994?rskey=3IzfMB&result=3041, 2021.07.05.

68) Ramsay MacMullen, Romanization in the Time of Augustu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0,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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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부분적으로 차용했다고 설명한다.69) 이러한 태도는 로마의 동성애

에 대한 관점에도 반영되었다. 제국 초기에 로마인들은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는 관용적 입장을 지녔지만, 그것과 관련된 세부적인 규범은 그리

스 시대의 것과는 상이했다. 한편 313년 기독교 공인을 기점으로 로마

제국은 동성애에 대해 비관용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4세기 말부

터는 이러한 태도를 반영한 법이 제정되기 시작했고, 이는 서양에서 중

세 이후에 이어진 동성애에 대한 탄압의 기초가 되었다.

1) 기독교 공인 전: 피정복자 관습으로서의 동성애

로마 제국에서는 고졸기 이후의 그리스에서처럼 동성애가 자연스러

운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인문주의 문화를 지닌 소규모 폴리스가 아

닌, 정복 국가 로마에서 동성애 관계는 지배의 한 형태, 즉 권력 의지의

연장으로 간주되었다.70) 이에 따라 그리스의 에라스테스가 에로메노스의

멘토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로마 제국의 시민은 권위적

인 성적 주체로 인식되었다.

당시에 남성성은 “강함(fortitudo, strength)”이나 “지배(imperium,

dominion)”와 같은 개념과 연결되었다. “남성성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

어난 진정한 로마 남성은 여성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여성과 동일시되

었던 외국인들에게도 그들의 지배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베르길리우스(Virgil, 70-19 BC)의 『아이네이스』와 같은 로마

의 문헌들에 표현된 공통적인 주제였다.71)

69) Andrew Wallace-Hadrill, “Roman Arches and Greek Honours: the Language of
Power at Rome”, Proceedings of the Cambridge Philological Society 36(1990), pp.
166-169.

70) Crompton(주 4), p. 80.
71) P. Vergilius Maro, Aeneid (Aeneis, 29-19 BC), trans. John Dryden, Project



- 26 -

로마 시민 남성이 사회가 제시한 남성성의 기준에 부응하지 못할 경

우 그는 여성적이라는 이유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여성 또는

여성스러운 남성이 지닌 속성은 부드러움을 뜻하는 “몰리치아(mollitia,

softness)”로 표현되었다. 로마 남성의 “몰리치아”는 다양한 증상들로 발

현되는 ‘장애’로 여겨졌다. 동성애 관계의 항문 성교에서 수동적으로 삽

입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한 증상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이처럼 충분히

남성적이지 않거나, 동성애 행위에서 ‘여성적인’ 특성을 보이는 남성들의

경우 “몰리(mollis, soft)”라는 명칭으로 불렸다.72)

비-로마 민족은 성별에 관계없이 로마의 ‘남성적인 지배(imperium)’

에 복종할 대상으로 여겨졌다. 그 예로 로마인들은 그리스 군인들을 ‘부

드럽고’ 게으르다고 묘사했다. 더 나아가서 아나톨리아 지역은 퇴폐와 사

치, 그리고 ‘몰리치아’와 여성스러움의 전형으로 재현되었다.73) 당대의 동

성애 역할에는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었고, 이에 따라 “몰리”

로 식별된 정복지의 외국인 남성들은 로마인의 수동적인 성적 대상으로

범주화되었다.

위와 같은 당대의 인식은 로마법의 “스투프룸(Stuprum)” 항목에 반

영되었다. 스투프룸은 기본적으로 ‘모독(defilement)’을 의미했다. 로마의

법률가들은 시민의 지위에 적절하지 않은 부도덕한 성적 행동들을 묘사

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다.74) 아우구스투스는 율리우스 법(Lex

Julia, 18-17 BC)을 제정하며 간통죄와 그 밖에 스투프룸이라는 범주에

Gutenberg, 1995, 1:271; https://www.gutenberg.org/files/228/228-h/228-h.htm
#chap01.2021.07.05; Craig Williams, Roman Homosexuality,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148-49.

72) 위의 책, pp. 138-40.
73) 이는 항문성교에서 삽입을 당한 남성을 지칭하기 위해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용어가
주로 쓰인 것과 연결될 수 있다. 당시 이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감내하는”을 뜻하는
“파티쿠스(pathicus)”, “키나이도스(cinaedus)”, 그리고 “음란한”을 뜻하는 “임푸디쿠스
(impudicus)”가 있었다. 파티쿠스와 키나이도스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용어들이었다.
가장 빈번하게 쓰인 용어는 “키나이도스”로 이는 여자처럼 행동하는 남자 무용수를
지칭한 그리스어 단어에서 유래했다. 위의 책, pp. 191-93.

74) John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gay people in
Western Europe from the beginning of the Christian era to the fourteenth
centu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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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할 수 있는 범죄들을 처리하기 위해 “퀘스티오 페르페투아(Questio

perpetua)”라는 명칭의 특별 법원을 신설했다. 기원전 17년 간통죄(Lex

Julia de Adulteriis Coercendis)가 별도의 범죄로 정해진 후, 스투프룸은

더욱 한정된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다.75) ‘몰리’처럼 행동한 시민 남성은

스투프룸을 저지른 것으로 여겨졌다. 노예, 외국인이나 매춘부와의 성관

계는 성별과 형태에 관계없이 스투프룸이 아니었다. 반면 로마의 자유인

으로 태어난 미성년자를 유혹, 강간하거나 그 또는 그녀와 매춘했을 경

우에는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스투프룸에 해당되었

다.76)

스투프룸과 관련된 율리우스 법의 규범들은 아우구스투스의 인구 정

책과 결부된 것이었다. 율리우스 법은 합법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일정한 수의 자녀를 출산한 시민 계급의 남성과 여성에

게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보상을 제공했다.77) 이는 내전으로 인

한 인구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영토 확장을 위한 엘리트 계

층을 배출하기 위한 것이었다.78) 따라서 훗날 정복 활동에 참여할 시민

계층의 소년들을 순종적인 성향의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으로 금지

되었다. 로마 역사가 발레리우스 막시무스(Valerius Maximus)의 저술에

는 기원후 1세기 전반에 있었던 성범죄로 인한 형사 고발 사례들이 기록

되어 있다.79) 해당 사례들에서 동성애적 관계를 다룬 일부 사건들은 이

성애적 관계를 다룬 사건들과 별도로 구분되어 다루어지지 않았다. 모든

사건의 공통된 쟁점은 자유인 출생인 로마인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적인

학대였다.80)

75) Jane F. Gardner, Women in Roman Law and Society, London: Croom Helm, 1986,
pp. 122-23.

76) Boswell(주 74), p. 122.
77) Kristina Milnor, “Augustus, History, and the Landscape of the Law”, Arethusa
40:1(Winter 2007), pp. 9-10.

78) Williams(주 71), pp. 42-43.
79) Valerius Maximus, Memorable Deeds and Sayings: One Thousand Tales from
Ancient Rome (Facta et Dicta Memorabilia, c. 30), trans. Henry John Walker,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mpany, 2004, pp. 19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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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제국에서 자유인 소년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되자, 성인 남성의

동성애 상대는 외국인 노예나 하층민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그리스 시

대에 동성애 관계에서 에로메노스의 보호를 위해 규범화되었던 성적 행

위와 관련된 제약 또한 사라졌다. 이에 따라 그리스에서는 연애 장면이

나 다리 사이의 성교(intercrural copulation)를 암시한 도자기 회화가 일

반적이었던 것에 반해, 로마 시대의 작품 대부분은 <워렌 컵>에서처럼

항문 성교 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했다(도 17).81)

고대 그리스에서 “가니메데스”였던 단어는 로마 시대에 “카타미투스

(catamitus)”라는 라틴어 단어로 바뀌었다. 그리스의 가니메데스가 상류

층의 에로메노스를 상징했던 것과 달리 로마 문학에서 카타미투스는 부

와 특권의 부산물인 아름답고 성적 매력이 있는 남자 노예의 전형으로

표현되었다. 로마 미술에서 카타미투스 도상은 상류층을 위한 벽화, 모자

이크, 석관, 조각 등의 다양한 매체로 재현되었다(도 18, 19, 20, 21).82)

당대의 미술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카타미투스가 공통적으로 아나톨리아

지역민들이 쓰던 프리기아의 모자(phrygian cap)를 쓰고 있는 것과 제우

스가 독수리 형상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다.83)

이 시기에는 헬레니즘 시대의 조각가인 레오카레스(Leochares)의

<가니메데스와 독수리>도 복제본으로 제작되었다(도 22). 레오카레스의

작품에서는 가니메데스가 모자를 쓰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프리기아의 모자는 가니메데스가 로마의 ‘카타미투스’로 변형되며 지니게

된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크레이그 윌리엄스는 제우스에

의해 납치당한 가니메데스라는 신화 속 존재는 강한 지배자에 의해 납치

된 이방인이라는 노예의 역할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

다.84) 그리고 ‘카타미투스’가 정복 전쟁의 포로인 동방 출신의 노예를 의

80) Boswell(주 74), p. 63.
81) Saslow(주 6), p. 51.
82) Williams(주 71), pp. 60-62.
83) Ecyclopaedia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art/Phrygian-cap.2021.07.01.
84) Williams(주 71),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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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했다면, 독수리는 로마군의 상징인 ‘아퀼라(Aquila)’를 나타내는 것이었

다.85) 이처럼 그리스 고전기에 에라스테스와 에로메노스로 묘사됐던 제

우스와 가니메데스의 형상은 정복자의 상징인 독수리와 이방인 노예의

모습으로 대체되었다.

3세기 무렵부터 로마 제국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나타

나기 시작했다. 보스웰은 제국 후기의 성적 문제에 대해 관용이 줄어든

것은 당시 사회 구조 변동이 야기한 전통적인 가치의 변화와 정권의 절

대주의 체제의 강화와 맞물린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제국 초기부터 줄어

들기 시작한 도시 엘리트 계층의 인구수가 3세기와 4세기를 지나면서 급

격히 감소하자 기존의 도시 상류층이 소유했던 지위를 황제가 임명한 지

방 부유층이 대신하게 되었다. 이들은 1세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로마

군대에 편입된 게르만, 고트 등의 바바리안들과 연합 세력을 형성했다.

이에 따라 도시를 중심으로 번영했던 로마 사회가 지방화되면서 국가의

정치와 경제가 쇠퇴하게 되었다.86)

이방 세력에 이어서 외래 종교 종파도 유입되었으며, 시민적 가치나

사회적 공헌보다는 성적 도덕과 극기를 강조하는 일부 기독교 분파와 스

토아 철학과 같은 윤리 규범들이 부흥하게 되었다. 동시에 로마인들의

삶에 있어서 개인적인 측면에 대한 전체주의적 통제가 강화되기 시작하

여 종교적 신념이나 사적인 성적 표현과 같은 문제에 대한 개입으로도

이어졌다.87)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의 전환은 이후 기독교의 공인이라

는 정책과 맞물려 서양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 변화를 불러오게 되었다.

85) A Dictionary of Greek and Roman Antiquities;
http://penelope.uchicago.edu/Thayer/E/Roman/Texts/secondary/SMIGRA*/Signa_Mili
taria.html.

86) Boswell(주 74), pp. 119-20.
87) 위의 책, pp. 1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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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독교 공인 후: 이교도 관습으로서의 동성애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Constantine I, 272-337)는 밀라노 칙령의

공표를 통해 기독교를 공인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동성애

에 대한 제재는 점차 강화되었다. 콘스탄티누스 1세가 집권한 시기에 동

성애는 비기독교(paganism), 즉 고대 그리스 종교의 특성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동성애 및 비기독교에 반대하는 정책은 337년 공동 황제로 즉

위했던 콘스탄티누스 2세(316-340), 콘스탄티우스 2세(317-361)와 콘스탄

스 1세(320-350)의 지배하에서도 이어졌다.88)

이 시기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337년부터 339년 사이에 저술된 것으

로 알려진 유세비우스(Eusebius, 263-339)의 『콘스탄티누스 전기』에

표현되었다. 로마의 신학자이자 역사가였던 그는 이 책의 55장에 실린

“페니키아의 아페카(Aphaca)에 있는 우상 사원의 타도와 음란한 관행의

폐지”라는 글을 통해 콘스탄티누스 1세 시기의 사건을 기록했다. 이 글

에서 비너스 신은 사악한 악마로 정의되고, 그의 사제들은 “불결함을 숭

배하는 사악한 집단”으로 묘사되었다. 그는 “그곳의 사제들은 성별의 존

엄성을 잊고 남색(effeminacy) 행위를 통해 악마를 달랬으며, 여성들은

불법적인 매춘과 간음을 저질렀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이 불결한 미신

의 조직은 즉각적으로 폐지되었고 이 장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병력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서술했다.89) 이 글에는 공인 전 “몰리”가 나타

냈던 여성적인 남성 동성애자의 특성이 이교도에게 투영되고 있음이 드

러났다.

346년경 고대 로마의 원로원 의원이었던 율리우스 피르미쿠스 마테

르누스(Julius Firmicus Maternus)는 콘스탄티우스 2세와 콘스탄스 1세

에게 보내는 『이교 종교들의 오류』를 작성했다. 피르미쿠스는 두 황제

88) Crompton(주 4), pp. 131-32.
89) Eusebius, “Life of Constantine the Great”, in Philip Schaff, ed., A Select Library
of the N 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vol. 1, New
York: The Christian Literature Company, 1886-1890, pp. 5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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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국민의 개종을 집행할 것과 병력을 동원하여 비기독교를 근절시킬

것을 권고했다. 유세비우스와 유사하게 피르미쿠스도 비기독교 숭배와

동성애를 결부시켰으며, 그 사제들을 로마 제국 초기에 수동적 성향의

남성 동성애자를 지칭하던 용어인 “임푸디쿠스(impudicus, unchaste)”로

묘사했다.90)

피르미쿠스가 이 책을 저술한 시기에 제국 인구의 3분의 2 가량은

여전히 기독교인이 아니었다.91) 특히 로마시의 원로원을 구성하던 귀족

계층의 경우 고대 종교를 신봉하면서 기독교에 반발하고 있었다.92) 앞서

언급했듯이, 로마 제국에서는 도시 엘리트 계층 인구의 감소로 인해 4세

기 무렵에는 기존 상류층의 지위를 이방인들과 결속한 지방 부유층이 대

체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지방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로마 황제는 당

시 비기독교를 지지하던 귀족 계층의 권력을 억제함과 동시에 중앙 집권

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탄압 정책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당대의 신학 이론 역시 동성애와 고대 그리스 문명을 동일시했다.

신학자 요한 크리소스토무스(John Chrysostom, c. 347-407)가 363년에서

380년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축복받은 바빌라와 그리스인들

에 반대하는 것에 관한 담론』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를 예로 들며 고대

그리스의 지식인들이 페더레스티를 존경할 만한 철학의 일부라고 간주했

음을 비판했다.93) 크리소스토무스는 그가 안티오키아의 부제(副祭)였던

90) 피르미쿠스 마테르누스의 생애는 그의 저술에 드러난 것 이외에는 알려지지 았았다.
그의 생년월일은 미상이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그의 아들 콘스탄티우스와 콘스탄
스의 시대의 인물이라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피르미쿠스는 시칠리아의 귀족 출신으
로 그리스 고전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Firmicus Maternus, F irmicus Maternus:
The Error of the Pagan Reliegions (De errore profanarum religionum, AD 346),
trans. Clarence A. Forbes, New York and Paramus: Newman Press, 1970.

91) Auguste Bouché-Leclercq, L'intolérance religieuse et la politique, Paris: E.
Flammarion, 1911, pp. 332-33.; https://archive.org/details/lintolrancerel00bouc.
2021.06.21.

92) Saint Augustine, The Confessions of Saint Augustine (Confessiones, AD 401),
trans. Edward Bouverie Pusey, Project Gutenberg, 2013; https://www.gutenberg.org
/files/3296/3296-h/3296-h.htm#link2H_4_0008. 2021.06.21.

93) John Chrysostom, “Discourse on Blessed Babylas and Against the Greeks” (Logos
eis ton makarion Babylan, kaikata Ioulianou kai pros Hellenas, c. 363-380), t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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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년부터 397년 사이에 행했던 「티토에게 보낸 서간」에 대한 설교에

서는 기원전의 이교 세계를 살인, 간음, 그리고 “소년에 대한 사랑”에 방

종한 시대로 정의하며 그리스의 신들뿐만 아니라 솔론 이후의 입법자와

철학자들을 비난했다.94)

테오도시우스 1세(Theodosius I, 347-395)는 테살로니카 칙령(AD

380)을 통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했으며, 390년에는 칙령

의 조항을 명문화했다.95) 테오도시우스 1세의 헌법에 대한 기록은 4세기

말에 집필된 것으로 여겨지는 『모세율법과 로마법의 비교』에 남아있

다. 이 책은 모세율법과 로마법의 유사성을 입증하기 위해 익명의 저자

가 저술한 것으로 살인, 간음 등과 함께 동성애 주제를 다루었다. 5장

“스투프라토리부스(스투프룸을 저지르는 자)”에는 레위기 20장 13절이

인용되었다. 원전인 히브리 성서에는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남

자와 동침하면, 그 둘은 역겨운 짓을 하였으므로 사형시켜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모세율법과 로마법의 비교』에서 이 구절은 “‘여자의

역할을 하며’ 남자와 동침하는 것은 역겨운 짓이다. 그들은 범죄자이므로

둘 다 사형시켜야 한다.”로 변형되었다. 인용구를 부연하며 저자는 테오

도시우스 황제의 헌법은 모세율법을 전적으로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

다.96) 티머시 반스(Timothy Barnes)는 『모세율법과 로마법의 비교』에

인용된 라틴어 번역이 390년의 테오도시우스 법 조항에 부합하도록 변형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97) 이처럼 4세기 후반에 이르러 기독교와 정권의

Margaret A. Schatkin and Paul W. Harkins, Saint John Chrysostom: Apologist,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83, p. 103.

94) St. Chrysostom, “Homily on Epistle to the Titus”, in Philip Schaff, ed., A Select
Library of the N 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vol. 13,
New York: The Christian Literature Company, 1886-1890, p. 538, quoted in
Crompton(주 4), pp, 140-41.

95) Greenberg(주 5), p. 229.
96) Robert M. Frankes, Compiling the Collatio Legum Mosaicarum et Romanarum in
Late Antiquity, Oxford: Oxford Universiy Press, 2011.

97) Timothy D. Barnes, “Leviticus, the Emperor Theodosius, and the Law of God:
Three Prohibtions of Male Homosexuality”, Roman Regal Tradition 8(2012), pp.
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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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은 동일시되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이

고 법적인 탄압이 시행되었다.

395년 테오도시우스 1세가 사망한 후에 로마 제국은 아르카디우스

(Arcadius, 377-408)의 동로마 제국과 호노리우스(Honorius, 384-423)의

서로마 제국으로 분할되었다. 동서 분할 이후에도 반동성애 정책은 양

제국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갔다. 이 시기에는 동성애를 구약 성경 창

세기 19장의 내용과 연결 짓는 신학자들의 성서 주해가 등장하기 시작했

다. 성경의 이 구절은 고대의 도시인 소돔을 배경으로 한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소돔에 정착해 살고 있었다. 그 도시에 당도한 두 천사들을

만나게 된 롯은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이를 알게 된 소돔의

남자들(Sodomites)은 천사들을 강간하고자 롯의 집으로 몰려갔다. 천사

들은 소돔의 남자들을 장님으로 만들어 저지한 후 롯과 그의 가족들을

대피시켰다. 그 후 창조주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퍼부어 도시

를 멸망시켰다(도 23).

일반적으로 초기 유대 전통에서 소돔은 성적 음탕함이나 동성애와

결부되지 않았다. 그 예로 헬레니즘 시대의 신학자였던 필로(Philo

Juaeus, c. 20 BC-c. 50)는 소돔의 죄를 그들의 축재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방임에 근거한 것으로 간주했다.98) “소돔의 죄악”이 동성애와 동일

시된 초기의 사례로는 412년 로마령 히포 레기우스(Hippo Regius)의 주

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 of Hippo, 354-430)가 저술한 『신국

론』을 들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저술에서 소돔을 “남색이 만

연한 불경스러운 도시”라고 묘사했다.99)

438년 동로마 제국의 테오도시우스 2세(Theodosius II, 401-450)와

서로마 제국의 발렌티니아누스 3세(Valentinianus III, 419-455)에 의해

편찬된 테오도시우스 법전(Codex Theodosianus)은 동로마와 서로마 모

98) Crompton(주 4), p. 136.
99) St. Augustine, Marcus Dods, Thomas Merton, The City of God, Westminster:
Random House Group, 2010; http://lps3.ebookcentral.proquest.com.libproxy.snu.ac.kr/
lib/snulibrary-ebooks/reader.action?docID=608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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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 도입되었다. 서구에서 동성애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구축되었는가

를 연구한 데이비드 그린버그는 테오도시우스 법전이 테오도시우스 헌법

(390)을 수용한 것이었으며 여성적인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과 남성

매춘의 규제를 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

누스 1세(Justinian I, 482-565)에 의해 529년 공표된 후 534년에 최종적

으로 개정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Codex Justinianus)에 포함된 동성애

범죄자를 처형한다는 조항은 위의 법전을 근거로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

다.100)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의 반동성애 조항과 관련하여 당대에 발생했던

자연재해는 그 정당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525년 콘스탄티노플에서

대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1년 후 안티오키아에서도 지진이 발생하여 수천

명이 사망했다. 데릭 셔윈 베일리(Derrick Sherwin Bailey)는 과학적 이

론이 부재했던 당대에 비잔틴 제국의 사람들은 이러한 재난을 성서의 내

용에 기반하여 해석하고자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도마이트들의 비

자연적인 범죄가 도시의 파괴를 초래했던 것처럼, 동성애는 개인의 범죄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죄악으로 인식되었

다.101) 528년부터 529년까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서 비기독교도를 집단 학살했으며, 법이 제정된 529년부터는 동성애자들

도 처형했다.102) 이에 대해 크럼프턴은 재난이 불러일으킨 대중의 공포

가 이 시기 집단 학살의 배경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103) 동로마 제국

에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은 1453년 제국이 멸망하기 전까지 유지되었고

따라서 이 시기까지 해당 국가에서 동성애는 죄악시되고 범죄화되었다.

반면 서유럽에서는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11세기 무렵까지

100) Greenberg(주 5), pp. 229-30.
101) Derrick Sherwin Bailey, Homosexuality and the Western Christian Tradition,
Hamden and Conn: Archon, 1975, p. 73, quoted in Greenberg(주 5), p. 235;
Crompton(주 4), p. 147.

102) Procopius, The Secret History (Anecdota, 550-558), trans. Henry Bronson, the
Loeb Classical Library, 1935, Book 11. 31-34; https://penelope.uchicago.edu/Thayer
/E/Roman/Texts/Procopius/Anecdota/11*.html. 2021.06.23.

103) Crompton(주 4),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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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이나 성적 문제 등에 대한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가 유지되었다. 그

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11세기 중반 서방교회를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

했다. 1049년 교황 레오 9세가 교회 개혁을 선언하면서 가톨릭교회는 윤

리를 확립하고 성직자들을 세속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그레고리오 개

혁을 단행했다.104) 피터 데미안(Peter Damian, 1007-1072)은 1049년경에

저술한 『고모라의 서』를 통해 당시 성직자들 사이에서 만연했던 동성

애를 비롯한 성적 행위들을 비판했다.105) 이 책에서는 중세 시대 이후로

동성애를 지칭하는 용어가 된 “소도미”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106)

프랑스 신학자 피터 칸토어(Perter Cantor, -1197)는 『소도미의

죄악』에서 소도미는 단순히 순결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과 같은

범죄라고 주장했다. 당시 프랑스에는 동성애에 대한 법적 처벌이 없었다.

이에 대해 칸토어는 소도마이트들에 대한 물리적인 처벌을 요구했으며

레위기의 모세율법을 그것의 선례로 지목했다.107)

1179년의 제3차 라테란 공의회는 동성애 행위의 규제를 다뤘던 최초

의 공의회였다. 공의회의 결과로 사채업자, 이교도, 유대인, 이슬람교도,

용병, 동성애자에 대한 제재가 도입되었다. 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일반적

인 관행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비관용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

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보스웰은 이러한 변화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으

로 십자군 전쟁(1095-1492)에 의해 유발된 외국인 혐오증을 들었다.108)

13세기에 스콜라철학을 정립했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Albertus

Magnus, c. 1200-1280)와 그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는 소도미를 “동성 간의 성교”로 정의했다.109) 토마스 아퀴나

104) Uta-Renate Blumenthal, “Gregorian Reform”, Encyclopaedia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event/Gregorian-Reform. 2021.06.23.

105) Peter Damian, Book of Gomorrah: An Eleventh-Century Treatise against Clerial
Homosexual Practices (Liber Gomorrahianus, c. 1049), trans. Pierre Payer,,
Waterloo ON and CA: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2006.

106) Micahel Carden, Sodomy: A History of a Christian Biblical Myth,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4, pp. 174-75.

107) Boswell(주 74), 277-78.
108) 위의 책, pp. 2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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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신학대전』(1265-1273)의 154문 11항 “비자연적인 악덕(unnatural

vice)은 욕망의 일종인가?”에 대한 답변에서 비자연적인 악덕을 네 가지

로 정의했다. 그 첫 번째는 성별 도착(effeminacy, 여성적인 남성), 두 번

째는 수간, 세 번째는 동성 간의 성교인 “소도미의 악덕(vice of

sodomy)”, 그리고 네 번째는 자연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성교이다.110) 당

시 소도미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자연에 반하는” 것이라고 간주되어 금

지된 광범위한 방식의 성적 행위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지만,

『신학대전』의 정의에서처럼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남성들 간의 성교를

가리키는 용어였다.111) 소도미를 저지른 자는 “소도마이트”로 규정되었

는데, 당시 교회가 지지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이 죄를 판단할 때 개

인의 성향이 아닌 행위를 기준으로 삼았다. 즉, 소도미를 저지르고 싶지

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소도마이트로 간주되지 않았고, 과거에 소

도미를 저질렀지만 중단한 사람 역시 소도마이트로 분류되지 않았다.112)

단테(Dante Alighieri, 1265-1321)는 『신곡』(c. 1308-1320)의 「지

옥」편에서 죄의 속성과 중대함에 따라 아홉 개의 층으로 지옥을 분류했

다. 소도미는 이 중 일곱 번째 층인 폭력 지옥에 속하는 “자연에 반하는

폭력”에 속한다(도 24). 『신곡』에서 단테를 인도하는 베르길리우스의

설명에 따르면 폭력은 타인, 자신, 그리고 최악의 경우 신에게 행사될 수

있다. 자연의 질서는 신으로부터 유래하기 때문에 소도미는 자연을 경멸

함으로써 신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했다. 『신곡』에서 드러난 이

와 같은 입장은 『신학대전』의 내용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113)

109) Vern Bullough, Sexual Variance in Society and History,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6, p. 381, quoted in Greenberg(주 5), pp. 274-75.

110) Thomas Aquinas, The Summa Theologica (Summa Theologica, 1225-1274),
trans.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Q. 154, art. 11;
https://www.documentacatholicaomnia.eu/03d/1225-1274,_Thomas_Aquinas,_Summa_
Theologiae_%5B1%5D,_EN.pdf. 2021. 03. 12.

111) Michael Rocke, Forvidden Friendships: Homosexuality and Male Culture in
Renaissance F lorence, New York: Oxforde University Press, 1996, p. 3.

112) Greenberg(주 5), p. 278.
113) Joseph Pequigney, “Sodomy in Dante’s Inferno and Pugatorio” (1991),
Representations(Berkeley, California), 36.1(1991),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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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기까지 소도미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범죄화되었고, 소도마

이트에게는 화형을 포함한 엄한 형벌이 부과되었다(도 25). 신성 로마

제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유스티니아누

스 법의 전통을 따랐으며, 이러한 반동성애 법은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

를 거쳐 18세기까지 유럽의 동성애자들의 법적 및 사회적인 지위를 결정

하는 주된 척도로 기능했다.114) 이처럼 동성애에 대한 서양 사회의 입장

은 크게 관용과 비관용적인 것으로 나뉘며, 전자는 고대 그리스 문화, 후

자는 기독교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르네상스 시대: 정신적인 사랑으로 미화된 동성애

르네상스가 시작되던 14세기 중반에 이탈리아는 경제난을 겪고 있었

다. 특히 피렌체에서는 인구 감소와 농업 및 산업 생산의 저하가 심각했

다. 그에 더하여 1348년 흑사병이 피렌체를 포함한 이탈리아의 도시들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문학이나 사회 윤리

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학파나 양

식을 형성하지는 못했으며,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Francesco Petrarca,

1304-1374)와 조반니 보카치오(Giovanni Boccaccio, 1313-1375)와 같은

개별적인 인물들의 연구에 국한된 것이었다.115)

보카치오의 『데카메론』(1349-1353)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도

위와 같은 변화가 반영되었음이 드러났다. 앞서 살펴본 『신곡』보다 40

년 정도 후에 나온 이 책에서 동성애자인 공증인 체파렐로, 로마의 성직

자들, 부유한 시민인 피에트로 디 빈치올로는 모두 타락한 기득권층으로

114) Crompton(주 4), p. 142.
115) Denys Hay, The Italian Renaissance in its historical backgrou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1, pp. 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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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되었다.116) 보카치오는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특권과 쾌락을 추구

함으로써 선행이라는 사회적 의무를 방관한 권위적인 남성에 대한 비유

로 삼았다.117) 이는 단테가 종교적인 관점에 따라 지옥에서 벌을 받는

죄인으로 동성애자를 묘사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한편 피렌체에서는 14세기 중반부터 1세기가량 이어진 전염병과 그

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해 동성애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었다. 1363

년부터 1364년에는 흑사병이 2차로 확산하면서 특히 아동 계층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1365년 개정된 피렌체의 법은 서문에서 전염병을 이

도시에 분출된 신의 노여움으로 해석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처벌을 강화

했다. 이 법은 “능동적”, 아니면 “수동적” 역할에 관계없이 소도미를 저

지르거나 조장한 자는 화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했다. 15세기에 들

어선 이후에도 1400년, 1417년, 1423년, 1430년에 전염병이 재발하여

1330년대에 약 십이만 명이었던 피렌체의 인구수는 15세기 초에는 약 사

만 명으로 감소했다.118)

시에나 출신의 설교자 베르나르디노(Bernardino of Siena,

1380-1444)는 1424년과 1425년 피렌체에서 행한 설교에서 소도마이트들

이 그들에 대한 신의 징벌로 전염병을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거

부하고 출산이 배제된 성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119) 이 시기 피

렌체 공화국의 지배 계급은 소도미를 도시의 가장 긴급한 도덕적이고 사

회적인 문제들 중 하나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1432

년 피렌체 정부는 소도미 행위의 색출과 기소를 전담하는 치안 기관인

“야간국(Ufficiali di Notte)”을 설립했다.120)

116) Giovanni Boccaccio, The Decameron of Giovanni Boccaccio(Decamerone,
1349-1353), trans. John Payne, Project Gutenberg, 2007, 1.1, 1.2, 5.10;
https://www.gutenberg.org/files/23700/23700-h/23700-h.htm#THE_FIRST_STORY9.
2021.07.06.

117) Maria Teresa Micaela Prendergast, “Sodomy and Boccaccio’s Heteroerotic
Aesthtics”, Explorations in Renaissance Culture 34:1(December 2008), p. 72.

118) Provisioni Registri 52, 128r (Apr. 3), quoted in Rocke(주 111), p. 22.
119) Rocke(주 111), pp. 36-44.



- 39 -

한편 14세기 이후로 오스만 제국에 의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위협에

처하게 되자 비잔틴 제국은 서구 교회의 수장인 교황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했다. 그에 대한 대가로 비잔틴 제국의 황제는 공의회를 통한 동서

교회의 통합을 제안했다.121) 1439년에는 피렌체에서는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교회가 회합하는 피렌체 공의회가 소집되었다. 비잔틴 제국의 철학

자 게오르기오스 게미스토스 플레톤(George Gemistos Plethon, c.

1355-c. 1452)은 그리스 정교회의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피렌체를 방문했

다. 이 시기 플레톤에 의해 플라톤의 저술이 코시모 데 메디치(Cosimo

de’ Medici, 1389-1464)에게 전달되었다고 알려져 있다.122)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되면서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자 비잔틴 제국의 학자들은 이탈리아로 망명했다. 이는 이

탈리아 내의 그리스 고전 연구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그리스적 사랑(Greek Love)”으로 표방된 동성애는 과거 그리스·로마 유

산의 일부로서 특정 엘리트 계층에게 부분적으로 허용될 수 있었다. 그

예로 마르실리오 피치노(Marsilio Ficino, 1433-99)를 주축으로 한 학자

들은 플라톤 철학과 기독교의 융합을 목표로 연구했으며, 남성들 간의

“정신적인 사랑(amor platonicus)”의 정당성을 주장했다.123) 그는 후원자

였던 코시모 데 메디치의 권유로 그가 23세였던 1456년부터 그리스어를

배우기 시작했다.124) 코시모 데 메디치는 1462년에는 카레기(Careggi)에

있는 주택을 피치노에게 제공하며 플라톤의 저서는 물론 플라톤주의 사

상을 다룬 그리스어 자료들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연구할 것을 의뢰했다.

120) 위의 책, p. 4.
121) Joseph Gill, “The Greeks in the Council of Florence”, New Blackfriars
41.481(1960), pp. 155-56.

122) N. G. Wilson, From Byzantium to Italy: Greek Studies in the Italian
Renaissance,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17, p. 64.

123) James M. Saslow, “Homosexuality in the Renaissance: Behavior, Identity, and
Artistic Expression” (1989). in Martin Bauml Duberman el al, ed., Hidden from
History: Reclaiming the Gay & Lesbian Past,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89, p. 97.

124) 당시 코시모 데 메디치는 피치노가 라틴어로 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플라톤
의 이론에 대한 에세이를 쓴 것을 비판했다고 알려져 있다. Wilson(주 122),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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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치의 후원을 통해 그리스 고전학자들의 모임인 플라토닉 아카데미가

카레기 주택에 형성되었고, 그들의 이론은 신플라톤주의로 불렸다.125)

1469년 피치노는 『향연』에 대한 라틴어 논평을 저술했으며, 이를

플라토닉 아카데미의 일원이었던 시인 조반니 카발칸티(Giovanni

Cavalcanti, 1444-1509)에게 헌정했다.126) 이 책에서 피치노는 『향연』

에 등장하는 범속의 에로스와 천상의 에로스의 개념을 각각 감각의 영역

에서 만족을 찾는 “능동적” 형식의 사랑과 지성적이고 보편적인 것에서

일어나는 “관조적인” 형식의 사랑에 연결시켰다. 그에 따르면, 전자와 관

련된 경험은 일차적인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를 후자의 단계로 승화

시키는 사람만이 “신성한 사랑(divine love)”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그의 이론에서 사랑은 신이 자신의 본질을 세상에 내보이는 원동력이며,

피조물들이 신과 재회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127)

신플라톤주의 이론은 동시대 미술에도 영향을 주었다. 에르빈 파노

프스키는 미켈란젤로(Michelangelo di Lodovico Buonarroti Simoni,

1475-1564)를 그 자신에 대한 형이상학적 정당화로 신플라톤주의를 온전

125) 플라토닉 아카데미는 공식적인 기관은 아니었고, 아카데미라는 명칭은 단지 고대
아테네에 있었던 플라톤의 “아카데메이아(Academeia)”에서 차용한 것이었다. Paul
Oskar Kristeller, “The Platonic Academy of Florence”, Renaissance News
14:3(1961), pp. 149-51.

126) 이 논평은 1484년 『사랑에 대하여 De Amore』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16세기
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행한 “사랑론(trattati d’amore)”이라는 철학과 문학 장르의
기반이 되었다. 이 책의 서문에서 피치노는 “사랑의 신이 이러한 힘을 지녔음을 나는
34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 그때, 이미 신성함을 지닌 자인 한 영웅이 그의 천상의 눈
으로 나를 호의적으로 바라보았다. 훌륭한 묵례와 함께 그는 사랑의 힘이 어느 정도
인지를 보여줬다. 나는 이제 내가 사랑의 문제에 관해 완전한 가르침을 얻었다고 가
정하고, 이 사랑에 대한 책을 썼다. 그리고 내가 직접 저술한 이 책을 다른 사람들이
아닌 그(카발칸티)에게 바치기로 결정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원래 그에게 속한 것
을 돌려주고자 한다.”라고 서술했다. Armando Maggi, “On Kissing and Sighing:
Renaissance Homoerotic Love from Ficino’s De Amore and Sopra Lo Amore to
Cesare Trevisani’s L’impresa”(1569), Journal of Homosexuality 49:3-4, 2005, p. 316;
Michael J. B. Allen, P lato’s Third Eye: Studies in Marsilio F icino’s Metaphysics
and Its Sources, Aldershot, Hampshire: Variorum, 1994, p. 135.

127) Erwin Panofsky, “The Neoplatonic Movement in Florence and North Italy”(1939),
in Erwin Panofsky, ed., Studies in Iconology: Homanistic Themes in the Art of
the Renaissance, New York: Icon Editions, 1972, pp. 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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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채택한 유일한 미술가라고 평가했다. 파노프스키는 미켈란젤로가 순

수한 의미에서 “정신적인 사랑”의 상태에 도달했으며, 귀족 청년이었던

토마소 카발리에리(Tommaso dei Cavalieri, c. 1512-1587)에 대한 사랑

은 그것의 정점이었다고 해석했다.128)

미켈란젤로가 1532년에 제작한 드로잉인 <가니메데스>에 카발리에

리는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하늘로 상승하는 가니메데스로 표현되었다

(도 26). 고대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에 등장했던 가니메데스 주제는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 교리에 맞게 교화되어 가니메데스는 성 요한을,

독수리는 예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

기에 신플라톤주의 이론에 따라 가니메데스는 인간의 정신을 상징하게

되었으며, 고대 그리스에서 페더레스티 관계를 나타냈던 그의 납치는 정

신이 관조적인 상태로 상승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파노프스키는 미켈란

젤로의 가니메데스가 육체의 속박에서 해방된 정신적인 사랑의 황홀경을

상징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와 대조적으로 독수리에게 고문을 받는

<티튀오스>는 관능적인 정욕에 의해 노예화된 상태의 고통을 상징한다

고 해석했다(도 27). 그는 이 두 작품은 각각 미켈란젤로 버전의 신성한

(천상의) 사랑과 범속의 사랑을 표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

다.129)

미켈란젤로는 카발리에리에게 바치는 시에서 스스로를 무장한 카발

리에리의 포로라고 칭했으며 “나의 감각과 그것의 갈망이 내 마음의 평

화를 빼앗았다”라고 표현했다.130) 이에 따라 사슬로는 티튀오스를 미켈

란젤로가 죄책감을 수반한 육체적 욕구로 인한 징벌에 대해 지녔던 두려

움을 상징한 것으로 해석했다.131)

128) Erwin Panofsky, “The Neoplatonic Movement and Michelangelo”(1937), in Erwin
Panofsky, ed., Studies in Iconology: Homanistic Themes in the Art of the
Renaissance, New York: Icon Editions, 1972, p. 180.

129) 위의 글, pp. 213-18.
130) Michelangelo Buonarroti and Tommaso Campanella, The Sonnets of M ichael
Angelo Buonarroti and Tommaso Campanella, trans. John Addington Symonds,
London: Smith, Elder & Co, 1878, pp. 61-62.

131) 그리스 신화에서 티튀오스는 아폴론의 어머니인 레토 여신을 강간하고자 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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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켈란젤로의 작품과는 달리 그것과 동시대에 제작된 코레지오

(Correggio, 1489-1534)의 작품에서는 신플라톤주의에 의해 범속의 에로

스의 특징으로 분류된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미켈란젤로의 가니메데스

가 성인 남성의 모습으로 표현된 반면에, 코레지오의 <독수리에게 납치

된 가니메데스>는 성적인 매력이 강조된 소년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도 28). 코레지오는 가니메데스를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에게 강간당

하거나 납치된 인물들인 이오, 다나에, 레다와 함께 연작으로 제작했다

(도 29). 이를 통해 코레지오의 작품에서 가니메데스가 성적 대상으로서

여성 인물들과 같은 맥락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132) 또한 미켈란젤로의

작품에서 인물의 수동성과 무표정한 얼굴이 신플라톤주의 이론의 “관조

적인” 형식의 사랑을 나타낸다면, 후자에서 독수리를 잡고 있는 인물의

움직임과 관람자를 응시하는 표정은 감각적이고 능동적인 형식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535년경에 제작된 파르미지아니노(Parmigianino, 1503-40)의 작품에

서 성적인 측면은 더욱 강조되었다. <가니메데스와 헤베>, <신들에게

넥타르를 서빙하는 가니메데스>에서는 가니메데스가 아름다운 소년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도 30, 31). 고대 그리스 시대나 코레지오의 작

품들과 달리 이들은 독수리에 의해 납치당하는 모습이 아닌 잔을 들고

과시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으며 뒷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사슬로는

<가니메데스와 헤베>는 본래 올림푸스 신들의 작인이었던 헤베의 역할

을 가니메데스가 대체하게 되었다는 신화 속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보다 남성이 성적 대상으로서 우월하게 여겨진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해석했다.133) 사슬로는 소년의 둔부가 지닌 성적인 의미는

고대 그리스뿐만 아니라 르네상스 시기의 미술과 문학에서 빈번히 표현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중에서도 <신들에게 넥타르를 서빙하는 가니메데

대한 처벌로 독수리에게 고문을 받게 되었다. Saslow(주 6), p. 100.
132) James M. Saslow, Ganymede in the Renaissance: Homosexuality in Art and
Society,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6, pp. 63-65.

133) 위의 책, pp. 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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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인물의 뒷모습, 나체의 상태, 그리고 구도의 중앙을 차지하는 나

신상으로 인해 이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여겨졌다.134)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 시작된 이후에 구교와 신교는

서로를 소도마이트로 칭하며 상대 종파의 정당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1545년에는 종교개혁에 대한 반동으로 트리엔트 공의회(the Council of

Trent, 1545-1563)가 소집되었다. 구교는 일련의 개혁을 통해 미술 속

이교 주제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도덕적 교훈을 강조하는 동시에 누드와

선정성을 비난하는 문화적이며 사회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성문화했

다.135) 이에 따라 16세기 후반 르네상스 미술의 동성애와 고전 신화를

주제로 한 표현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과하고 델 몬테 추기경과 빈센초 지우

스티니아니 등 개인의 후원을 받았던 카라바조(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 1571-1610)의 작품에서는 고전 신화 소재를 통한 동성애적

요소가 등장했다. 카라바조의 <바쿠스>는 오비디우스의 “소녀만큼 예쁜

소년”이라는 바쿠스 신에 대한 묘사를 참조하여 양성적인 모습의 소년을

표현했다(도 32). 여기에서 바쿠스가 로마식 소파에 기대어 있는 모습과

그가 들고 있는 와인 잔은 고대 그리스의 심포지엄 장면을 연상시킨다

(도 15).136)

1602년에 완성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의 제목은 “Amor

Vincit Omnia”라는 베르길리우스의 구절에서 가져온 것이었다(도 33).

등에 날개가 달린 어린 소년의 모습을 한 큐피드는 정면을 바라보고 웃

고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는 다양한 사물들이 배열되어 있다. 좌측에는

현악기와 악보가, 소년의 허벅지 뒤에는 지구본이, 다리 사이에는 갑옷과

펼쳐진 책 위에 놓인 월계관이 보인다. 이러한 묘사는 예술과 과학에 대

한 세속적인 사랑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37) 또한

134) 위의 책, pp. 102-26.
135) Saslow(주 6), pp. 111-12.
136) Sybille Ebert-Schifferer, Caravaggio: The Artist and His Work, Los Angeles:
The J. Paul Getty Museum, 2012,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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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피드가 그리스 신화의 에로스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이

작품 속 소년은 육체적인(범속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카라바조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에 대응하여 동시대 화가였

던 조반니 바글리오네는 <신성한 사랑과 범속의 사랑>을 제작했다(도

34). 여기에서 갑옷을 입은 ‘신성한’ 큐피드는 좌측의 악마와 우측의 ‘범

속의’ 큐피드를 제압하면서 그 둘을 갈라놓고 있다.138) 바글리오네는 카

라바조의 얼굴을 한 악마를 그림으로써 카라바조의 작품에서 찬양된 세

속적인(육체적인) 사랑을 비난하였다. 이처럼 위의 작품들의 표현도 그

리스 시대부터 이어진 정신적/육체적인 사랑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을 따

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16세기~18세기: 영국의 반동성애법과 하위문화의

등장

1533년 헨리 8세의 의회가 제정한 버거리 법은 영국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최초의 공식적인 법률이었다.139) “버거리(buggery)”는 13세기

프랑스에서 불가리아 지역의 이단(the Bulgarian heresy)인 알비파

(Albigensian)를 칭했던 “부거(Bougre)”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당

시 알비파의 교리적인 죄에 소도미 죄목이 추가되면서 “부거리

(bougrerie)”는 점차 소도미와 동의어로 쓰이게 되었다. 그것의 영어식

137) Sebastian Schütze, The Complete Works of Caravaggio, Köln: Taschen, 2009, p.
174.

138) Ebert-Schifferer(주 136), p. 156.
139) Crompton(주 4), p.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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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인 버거리는 영국의 법명을 통해 도입되어 16세기 중엽부터 사용되

기 시작했다.140)

사회학자 폴 존슨(Paul Johnson)은 표면적으로는 반동성애 법으로

보이는 버거리 법의 실질적 목적은 헨리 8세의 정치적 권력의 강화였을

것이라고 보았다.141) 1534년 수장령을 공표한 헨리 8세는 영국 내의 수

도원들이 보유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교회재산평가”를 실시했고, 이

어서 1534년부터 1536년까지 수도원의 상태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감

찰을 통해 수도원에서 소도미나 매춘 등, 성적인 위법행위가 만연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버거리 법은 수도원들을 해산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합법적인 구실이 되었으며, 그 결과 1536년에 소

수도원(小修道院) 해산 법령이 시행됐다.142) 이에 반발하여 같은 해에 요

크셔 지역에서 “은총의 순례”라는 반란이 일어났다. 헨리 8세 치세에 버

거리 법에 의해 기소된 유일한 공식적인 판례는 이 반란과 관련된 것이

었다. 헝거포드 남작(1503-1540)은 그의 사제인 윌리엄 버드가 은총의

순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후에, 버드가 반역자임을 알면서도

그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결국 헝거포드 남작은 버거리 죄목으

로 유죄 선고를 받아 참형을 당했는데,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당시 버

거리 법은 정치적인 범죄 의혹을 처벌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되었던 것

으로 여겨진다.143)

수장령 이후에도 지속된 영국 내 구교와 신교 사이의 갈등은 잉글랜

드 내전(1642-1651)을 거쳐 1688년 명예혁명을 통해 일단락되었다. 명예

혁명의 결과로 신교 국가인 네덜란드 공화국의 총독 오렌지 공

(1650-1702)과 성공회 신자였던 그의 아내 메리 공주가 공동 통치자인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1662-1694)로 즉위함으로써, 개신교와 잉글랜드

140) Byrne Fone, Homophobia: a History, New York: Picador, 2000, p. 152.
141) Paul Johnson, Law, Religion and Homosexuality, Oxfordshire and New York:
Routledge, 2014, p. 33.

142) G. W. Bernard, “The Dissolution of the Monasteries” (2011), History, 96.4(2011),
p. 396-99.

143) Crompton(주 4), p.364.



- 46 -

의회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사회 분위기의 급격한 변동으로 이어졌다. 새

로운 정권은 그것의 건전함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왕정복고 시대에

확산된 부도덕과 불경함을 억제해야 한다고 보았다.144) 그들이 제시한

시민적 가치는 성공회가 옹호한 ‘종교적 도덕규범을 존중하는 안정적이

고 계층적으로 정돈된 공동체’의 개념과 밀접하게 일치했다. 따라서 도박

꾼, 술주정뱅이, 매춘부 등 종교적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불경하거

나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시민으로 여겨지게 되었다.145) 동시

에 이 시기 급격한 인구증가와 맞물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도시에

밀집했는데, 이를 계기로 대도시가 팽창하기 시작했다.146) 이러한 상황에

서 런던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매너 개혁”을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이 일

어났다. 1690년에 조직되어 이 운동을 주도했던 “매너 개혁 협회”는 ‘방

종한 행동에 대한 처벌, 그리고 공적이고 사적인 생활에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의 전반적인 개선’을 목표로 활동했다.147)

매너 개혁 협회의 주요 검거 대상에는 “몰리”라고 불린 남성 동성애

자들이 있었다.148) 이 용어는 앞서 살펴보았던 로마 시대의 “몰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시대에 이 개념이 의미했던 여성적이거나 동성애 행

위에서 여성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남성이라는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로마 시대 성경에 등장한

“mollis”라는 용어가 1611년 편찬된 킹 제임스 성경에서 “effeminate”으

144) Shelley Burtt, Virtue Transformed: Political Argument in England, 1688-174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 15;

145) 위의 책, pp. 42-43.
146) 영국의 인구는 1700년에 약 500만 명에서 1800년에 약 900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1800년에는 전체 영국 인구의 10분의 1에 가까운 인구가 런던에 거주하고 있었다.
Matthew White, The Rise of Cities in the 18th Century. London: British Library,
2009; https://www.bl.uk/georgian-britain/articles/the-rise-of-cities-in-the-18th-
century#, 2021.04.10.

147) Faramerz Dabhoiwala, “Sex and Societies for Moral Reform, 1688-1800” (2007),
Journal of British Studies, 46.2(2007), p. 290.

148) Randolph Trumbach, “London’s Sodomites: Homosexual Behavior and Western
Culture in the 18th Century” (1977), Journal of Social History, 11.1(1977), pp.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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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번역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용어는 신약 성경을 통해 영어로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149) 랜돌프 트럼바흐에 따르면, 1700년경 이전까

지 유럽에서는 여성과 청소년기 소년 모두가 성인 남성의 성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따라 ‘소도마이트’는 동성애자

라기보다는 성적으로 문란한 “난봉꾼(rake 또는 libertine)”과 같은 의미

로 사용되었다. 한편 1700년 이후부터는 성인 남성의 성적 대상은 여성

에 한정되며, 도착적인 소수의 남성만이 성인이나 청소년기 남성들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에 따라 18세

기 초에 이르러 몰리는 동성애자들을 통칭하는 용어가 되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는 남성들과의 성행위, 특히 항문 성교 시 수동적인 역할을

선호하는 동시에 복장 도착(transvestitism)이나 성-역할 전환

(gender-role reversal)과 같은 행위에 흥미가 있으나, 여성에 대한 성적

관심은 전혀 없는 여성적인 남성(effeminate)을 의미했다.150)

몰리들이 런던을 중심으로 하위문화를 형성했다는 사실은 대도시의

환경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봉건주의와 전제주의 하에서 주

를 이뤘던 농업 사회는 대가족 단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공

동체 안에서 개인의 심리적이거나 물질적인 상황 역시 친족 관계를 기반

으로 결정되었다.151) 반면 산업화와 부르주아 자본주의 체제로의 이행에

따라 등장한 도시 사회는 대가족을 넘어서는 확장된 단위를 기반으로 한

다. 이러한 특징은 일반적으로 고도로 도시화된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용

인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과 연결된다.152) 그러나 당시 유럽에서는 동

성애가 범죄시 되었으므로, 같은 취향을 공유하지 않는 남성을 유혹하려

고 시도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한 행위였다. 이러한 관계는 익명의 남성

149) Fone(주 140), p. 232;「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6장 9절.

150) Randolph Trumbach, “The Transformation of Sodomy from the Renaissance to
the Modern World and Its General Sexual Consequences” (2012), Signs, 37.4(2012),
pp. 832-33.

151) Boswell(주 74), pp. 31-32.
152) 위의 책, p. 35.



- 48 -

들이 서로의 상대를 찾는 유사한 성향의 사람들로 구성된 하위문화 속에

서는 ‘안전하게’ 추구될 수 있었다.153)

몰리들의 교류 장소였던 몰리 하우스는 선술집이나 커피 하우스와

같은 형태로 런던 도처에 분포해 있었다. 매너 개혁 협회는 위장 요원의

파견을 통해 주요 몰리 하우스들을 잠입 수사했다. 1707년 제작된 브로

드사이드 <여성 혐오자의 한탄>에는 매너 개혁 협회의 수사를 통해 그

당시에만 100명에 가까운 몰리들이 검거되었다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

(도 35).154) 매너 개혁 협회의 수색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위문화

는 점차 확산되어 갔고, 검거된 몰리들은 일반적으로 필러리(pillory)에

세워지는 형벌에 처했다(도 36). 당대에 몰리와 같은 동성애자 하위집단

은 런던뿐만 아니라 파리, 헤이그, 암스테르담과 같은 다른 대도시들에서

도 등장했다. 이에 따라 신교 국가인 네덜란드 공화국에서는 위트레흐트

소도미 재판(1730)과 같은 대규모 박해가 있었으며, 이는 <신을 믿지 않

는 저주 받을 죄인들에 대한 경고로 묘사된 잠벌>과 같은 인쇄물을 통

해 대중에게 알려졌다(도 37).155) 이처럼 사회 분위기의 개혁이나 종교,

또는 시민 윤리를 강화하는 데에 있어서 동성애자에 대한 탄압은 그것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153) Randolph Trumbach, “The Birth of the Queen: Sodomy and the Emergence of
Gender Equality in Modern Culture, 1660-1750” (1989). in Martin Bauml Duberman
el al, ed., Hidden from History: Reclaiming the Gay & Lesbian Past,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89, p. 136.

154) Trumbach(주 150), p. 842.
155) 잠벌(temporal punishment)은 현세나 연옥에서 일시적으로 받는 벌로 지옥에서 받
는 영벌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Saslow(주 6), pp. 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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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전주의 시대: 이상화된 육체미로 표현된 동성애

1738년 고대 로마의 헤르쿨라네움(Herculaneum)에 이어 1748년에는

폼페이(Pompeii)의 발굴이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에 대한 유럽인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그랜드 투어”로 불린 관행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8세기 영국을 비롯한 북부 유럽 국가의

상류층 청년들은 통과의례처럼 이탈리아를 여행했다. 고전에 대한 지식

을 지녔던 엘리트들은 호라티우스나 플리니우스와 같은 고대 저술가들의

설명을 참고하면서 유적지들을 탐방했다. 고전 세계에 대한 이들의 관심

은 고대의 조각과 이를 다룬 신고전주의 이론을 통해 심화되었다.156)

1755년 로마로 이주한 후에 요한 요아힘 빙켈만(Johann Joachim

Winckelmann, 1717-1768)은 고대 미술 수집가이자 후원자였던 알레산드

로 알바니 추기경(Alessandro Albani, 1692-1779)의 사서로 임명되었다.

그는 추기경의 후원 하에 고대 그리스와 로마 미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

했다.157) 신플라톤주의 연구와 르네상스 미술이 부분적으로나마 동성애

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동반했던 것과 유사하게, 동시대 문화가 그리스

미술의 형식적인 이상을 수용하고 모방해야 한다는 빙켈만의 주장은 고

대 유산의 부활과 동시에 남성 동성애에 대한 정당화의 요구를 함축하기

도 했다.158)

1762년 빙켈만은 로마를 방문한 귀족 청년인 프리드리히 폰 베르크

(Friedrich Reinhold von Berg)와 그의 일행에게 유적지를 안내하는 역

할을 했다. 베르크가 로마를 떠난 후 그에게 보낸 편지에서 빙켈만은 그

들의 우정을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의 관계에 비유했다. 또한 그는

플라톤의 『파이드로스』를 신성한 대화라고 칭하면서 이 책을 베르크에

156) Jeremy Black, “Italy and the Grand Tour” (1996), Annali d’I talianistica, 14(1996),
p. 536.

157) Saslow(주 6), p. 159.
158) Whitney Davis, Queer Beau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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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추천했다. 이처럼 그의 편지에서 빙켈만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남성

사이의 동성애와 남성들 간의 사랑을 다룬 고대 그리스의 문헌을 서술하

면서 자신이 베르크에 대해 지녔던 감정을 신성한 것으로 미화시켰

다.159)

1763년 베르크를 위해 저술한 「미술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감성 능

력과 그것의 교수법에 관한 논문」에서 빙켈만은 미술 연구에 우정으로

표방된 동성애 관계를 결부시켰다. 이 논문에서 그는 남성 신체의 아름

다움은 여성의 것보다 우월하며 보편적인 미를 지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술에서 이러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능력은 교육적인 지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부연하면서 베르크로 하여금 로마에 방문하여 고대

미술품을 감상할 것을 독려했다.160)

1764년 발표된 『고대 미술사』의 서문에서 빙켈만은 “만약 내가 나

에게 특정한 제약을 가하는 현대 언어를 사용하는 대신, 고대 그리스인

들을 위해서 글을 썼다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는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의 방식을 따른 아름다움에 대한 대화를 마

지못해 생략했는데, 이는 이 연구의 이론적 부분에 대한 해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서술했다.161) 이는 그가 제시하는 “아름다움”

이라는 개념이 고대 그리스의 페더레스티와 연결된 것이었음을 말해준

다.

『고대 미술사』에서 빙켈만은 이상적인 미를 완벽하게 표현한 사례

로 벨베데레의 아폴론을 들었으며 그 이유를 원숙한 남성적 힘과 아름다

운 소년의 부드러움이 조합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도 38).162) 이러

159) Simon Richter and Patrick Mcgrath, “Representing Homosexulaity: Winckelmann
and the Aesthetics of Friendship”, Monatschefte 86:1(Spring 1994), pp. 47-48.

160) Johann Joachim Winckelmann, “Treatise on the Capacity for Sensitivity to the
Beautiful in Art and the Method of Teaching It” (1763), in David Carter, ed.,
Johann Joachim Winckelmann on Art, Architecture, and Archaeology, Woodbridge:
Boydell & Brewer, 2013, pp. 149-68.

161) Johann Joachim Winckelmann, History of the Art of Antiquity (Geschichte der
Kunst des Alterthums, 1764), trans. Harry Francis Mallgrave, Los Angeles: The
Getty Research Institute, 2006,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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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장에 대해 사슬로는 양성적인(androgynous) 육체미가 강조된 빙켈

만의 이론을 반영한 신고전주의 미술에서 남성은 욕망하는 관람자와 그

시선을 받는 대상 모두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163)

당시 로마는 그랜드 투어를 하는 상류층 청년들만이 아니라 젊은 남

성 미술가들이 고대 미술과 생활방식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도시였다.

로마로 이주했던 독일 화가 안톤 라파엘 멩스(Anton Raphael Mengs,

1728-1779)와 스코틀랜드 화가 개빈 해밀턴(Gavin Hamilton, 1723-1798)

은 빙켈만의 미학을 그들의 작품에 반영했다.164)

1758년 멩스는 동료 화가 조반니 카사노바와 함께 <가니메데스에게

키스하는 주피터>를 제작했다(도 39). 그들은 빙켈만의 열망을 구현한

프레스코화를 제작하고 나서, 그를 속이기 위해 이를 로마 근교에 있는

고대 빌라의 유적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그림

에서 수염을 기른 주피터는 빙켈만을 나타낸다. 그가 포옹하는 소년은

벨베데레의 아폴론의 뒷모습과 동일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도 38).165) 이

러한 소년 도상은 16세기 중반 파르미지아니노가 제작했던 <가니메데스

와 헤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도 30). 이를 통해 고대 신화의 동성애

주제를 다룬 르네상스와 신고전주의 미술이 소재뿐만 아니라 조형적인

측면에서 그리스 미술을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

1760년부터 1763년 사이에 제작된 해밀턴의 <파트로클로스의 죽음

을 애도하는 아킬레우스>의 화면은 좌측의 여자들의 영역과 우측의 남

자들의 영역으로 나뉜다(도 40). 중앙의 파트로클로스와 아킬레우스는

162) 위의 책, pp. 200-201.
163) Saslow(주 6), pp. 159-60.
164) 위의 책, p. 169.
165) 토머스 펠젤은 멩스와 카사노바가 빙켈만을 속이기 위한 작품을 제작한 것이 당시
빙켈만이 지녔던 평판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빙켈만은 같은 분야의 동
료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침입한 것으로 간주해 그들의 연구나 작업을 경멸하고
조롱했다고 한다. 펠젤은 빙켈만과 멩스가 서로에 대해 경쟁의식을 지녔을 것이라고
간주했다. Thomas Pelzel, “Winckelmann, Mengs and Casanova: A Reappraisal of a
Famous Eighteenth-Century Forgery”, The Art Bulletin 54:3(September 1972), pp.
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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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전자와 후자의 영역에 속하는 것처럼 표현되었다. 이 작품은 스코

틀랜드 귀족인 제임스 그랜트 경(James Grant of Grant, 1738-1811)의

의뢰하에 제작된 것이었다. 그랜트 경과 그의 동료들의 초상화의 배경이

로마의 콜로세움인 것으로 미루어 그 역시 1760년경에 그랜드 투어를 했

음을 짐작할 수 있다(도 41). 당시 이탈리아를 방문했던 귀족들은 자신

들의 경험을 초상화로 제작하여 기념품으로 간직했다. 이처럼 로마를 방

문했던 유럽 각 지역의 귀족 계층과 미술가들에 의해 신고전주의 미술

양식은 전 유럽으로 유포되었다.166)

1774년 로마 대상을 받은 자크 루이 다비드(Jacques-Louis David,

1748-1825)는 1775년부터 1781년까지 로마에서 그의 신고전주의 양식의

회화를 발전시켰다.167) 그는 이 시기에 아킬레우스 신화를 주제로 한

<파트로클로스의 장례 경기>(1778), <헥토르의 몸>(1778), <파트로클로

스>(1780) 등의 회화를 제작했다(도 42, 43, 44). 해밀턴의 작품과 유사하

게 <파트로클로스의 장례 경기>의 중앙에 그려진 아킬레우스와 파트로

클로스는 각각 남성적 특징과 여성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아킬레우스는 갑옷을 장착한 강인하고 단단한 몸으로 묘사되어 있는 반

면에,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져 있는 파트로클로스의 신체는 흘러내리는

듯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파트로클로스와 함께 화면 중앙과 좌측의

트로이 포로들과 화면 아랫부분의 마차 옆에 쓰러져 있는 헥토르는 모두

누드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들의 포즈와 신체는 수동적이고 곡선적으로

표현되었다. <헥토르의 몸>과 <파트로클로스>의 형상에서도 이러한 양

상은 강조되었다.

다비드의 작품에서 남자 인물들에 반영된 동성애적 요소는 김정희의

<호라티우스의 맹세>(1784)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도

45). 김정희에 따르면, 이 작품은 호라티우스 가문의 사적인 이야기를 통

해 당시 요구되던 공적 가치를 표현한 것으로, 작품 속 인물 표현은 당

166) Saslow(주 6), pp. 159-60.
167) 위의 책,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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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성 이데올로기를 반영했다. 화면 왼쪽의 남자들은 사적 감정을 포

기한, 엄격하고 수직적인 모습의 독립적인 형태로 묘사된 반면, 오른쪽의

여자들은 사적인 감정에 연연해하는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수평

적으로 무질서하게 그려졌다.168) 이처럼 다비드의 회화에서는 성별에 따

른 인물들의 형상과 역할은 엄격하게 분리되었다. 남자에게는 단단하고

각진 조각적인 특성이 부여되었다. 대조적으로 여자와 아이들에게는 부

드럽고 녹아내리는 듯한 곡선적 형태가 주어졌다.169) 앞서 살펴본 다비

드의 아킬레우스 신화를 다룬 작품들에서 누드를 한 남성들은 <호라티

우스의 맹세>의 여성과 아이들처럼 표현되었다. 또한 이들의 육체는 회

화에서 전통적으로 여성 모델의 역할이었던 남성 관객의 성적인 응시의

대상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후 프랑스에서 신고전주의 양식은 프랑스 혁명(1789)과 나폴레옹

전쟁(1803-1815)과 같은 특정 역사적 사건들에서 기인한 정치적이고 윤

리적인 쟁점들과 연결되어 주목을 받게 되었다.170) 다비드는 혁명에 적

극적으로 참여했다.171) 그가 1794년에 제작한 <바라의 죽음>의 주인공

인 조제프 바라(François Joseph Bara, 1779-1793)는 프랑스 혁명 당시

공화국 군대에 고용되었던 소년으로 14세 때 반 혁명군에 의해 살해당했

다(도 46). 이후 로베스 피에르는 바라를 프랑스 혁명의 순교자로 추대

했다. 이 작품에서 바라는 사춘기 무렵의 나이로 보이며 그의 신체는 양

성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물의 특징은 빙켈만이 강조했던 이상적인 미

의 표현을 정치적 자유의 구현과 동일시했던 다비드의 결정에 의한 것이

라고 알려져 있다.172)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법의 도입 이후에 프랑스 내의 동성애에 대

168) 김정희(주 1), pp. 51-52.
169) James Smalls, Homosexuality in Art, New York: Parkstone Press, 2012, p. 157.
170) 위의 책, p. 157.
171) Alex Potts, F lesh and the Ideal: Winckelmann and the origins of art history,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4, pp. 222-23.

172) Helen Weston, “Jacques-Louis David’s ”La Mort de Joseph Bara“: a Tale of
Revolutionary Myth and Modern Fantasies”, Paragraph 19:3(November 1996), pp.
2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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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적 처벌은 폐지되었다. 다비드가 1800년에 작업에 착수하여 1814년

에 완성한 <테르모필레의 레오니다스>에는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사회가

시각화되어 있다(도 47). 혁명을 겪은 프랑스의 사회적 상황 하에서 공

익을 위한 자기희생이라는 주제를 지닌 이 작품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다비드와 그의 제자들이 이를 완성했을 당시에 나폴레옹은 워털

루 전쟁에서 패배하기 직전이었고 이 회화에는 이러한 현실적 상황과의

관련성도 부여되었다.173)

앞서 다비드가 제작했던 회화들과 마찬가지로 화면 속의 인물들은

성적 특성에 따라 이분화된다. 중앙에서 정면을 응시하는 레오니다스는

남성성을 상징한다. 반면 화관을 쓴 에로메노스들은 여성과 같은 모습으

로 묘사되어 있으며, 일부는 그의 에라스테스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제임스 스몰스는 다비드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었지만 그와 남자 제자

들로 구성된 그의 작업실의 “호모소셜(homosocial)”한 환경이 동성애적

인 정서를 조장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비드는 어린 학생들에게 아버

지와 같은 존재였으며, 그의 관심과 호의를 얻고자 하는 학생들 사이에

는 경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174) 이 작품에서 레오니다스

와 우측에서 그를 올려다보는 부관은 마치 다비드와 그의 제자들의 관계

를 나타낸 것처럼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다비드 작품에서 여성성은 영웅적 남성성에 의한 폭

력적인 투쟁에 반하는 쾌락과 위안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175)

남성 신체를 통해 여성성을 표현한 양상은 다비드의 제자들의 작품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의 <아가멤논의 사절을

응대하는 아킬레우스>, 지로데의 <잠든 엔디미온>, 장 브록의 <히아신

스의 죽음>에서는 호모소셜한 분위기와 함께 양성성을 띠거나 여성화된

남성의 모습이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도 48, 49, 50).176) 이

173) Saslow(주 6), pp. 170-71.
174) Smalls(주 169), p. 162.
175) Potts(주 171), p. 236.
176) Abigail Solomon-Godeau, “Male Trouble: A Crisis in Representation”,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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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남성 신체의 묘사를 통해 호모에로틱한 분위기를 강조한 신고전주

의 작품들이 모두 고대 그리스 신화의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앞

서 살펴본 16세기와 17세기 초의 미술과의 연관성 역시 찾아볼 수 있다.

6. 19세기 중반 이후 동성애에 대한 입장 변화와 연구

19세기에는 18세기부터 유럽의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성애

자 하위집단의 존재가 일반 대중들에게 점차 알려졌고, 동성애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논쟁으로 전개되어 갔다.177) 이 시

기에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연구가 시작된 것은 프랑스 혁명

(1789-99)을 거치면서 사상적 및 제도적으로 변화한 18세기 말 이후의

유럽 사회의 분위기를 통해서였다. 혁명을 계기로 1791년에 제정된 프랑

스 헌법은 기독교의 공인 이후 범죄로 여겨졌던 동성애 관계를 합법화했

다.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모나코,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위스 등의 국가

들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법적 처벌이 폐지됐다.178) 이후 나폴레옹의 정

복 활동을 통해 프랑스 법은 다른 유럽 대륙의 국가들로 확대됐다. 프랑

스 형법전(French Penal Code of 1810)을 채택했던 독일의 일부 국가들

역시 동성 성인들 간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한 처벌을 중단했다.179)

History 16:2(June 1993), p. 306
177) Saslow(주 6), p. 182.
178) 소도미 법으로 불리던 동성애자 처벌법은 1791년 프랑스, 1793년 모나코, 1794년 룩
셈부르크, 1795년 벨기에, 1798년 스위스, 1811년 네덜란드, 1890년 이탈리아 순으로
폐지됐다. Magnus Hirschfeld, Die Homosexualität des Mannes und des Weibes,
Berlin: Louis Marcus, 1914, pp. 841-91, quoted in Greenberg(주 5), p. 352.

179) 바바리아 왕국(Kingdom of Bavaria), 뷔르템베르크 왕국(Kingdom of
Württemberg), 안할트 쾨텐 공국(Duchy of Anhalt-Köthen) 등을 제외한 라인 연맹
(the Confederation of the Rhine)의 국가들이 나폴레옹 법을 도입했다. Robert G.
Moeller, “The Regulation of Male Homosexuality in Postwar East and West
Germany: An Introduction”, Feminist Studies, Inc 36:3(Fall 2010), p.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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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국과 독일의 프로이센 왕국에서는 반동성애 법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19세기 중반 이후로 이 국가들에서는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문화적 시도와, 그것을 법적이고 의학적인 관점

에서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 후기 빅토리아 시대: 새로운 동성애자 정체성의 구축

빅토리아 여왕 치세 하인 1861년 버거리 죄목에 대한 사형집행은 폐

지되었지만, 이를 위반한 사람은 여전히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었다. 1885년에는

영국 법에서 버거리라는 죄명이 “중대한 외설 행위(gross indecency)”라

는 명칭으로 대체되었는데, 그 결과 실질적으로 기소 가능한 동성애 관

련 위법행위의 범위는 확대되었다.180)

한편 후기 빅토리아 시대(c. 1870-1900)에는 앞서 살펴본 『향연』의

“아프로디테 우라니아(Aphrodite Urania, 천상의 아프로디테)”에서 유래

한 “우라니안(Uranian)”이 영어권에서 동성애자를 지칭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단어를 처음 영어에 도입한 사람은 당대에 옥스

퍼드 대학에서 수학했던 역사가나 저술가들이었다.181) 그 주요 인물 중

에는 월터 페이터(Walter Pater, 1839-1894), 존 에딩턴 시먼즈(John

Addington Symonds, 1840-1893),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

1854-1900) 등이 있었다. 옥스퍼드의 커리큘럼을 통해 플라톤의 저술을

비롯한 고전을 학습했던 이들은 빙켈만과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 시대

180) Fone(주 140), pp. 271-72.
181) D. H. Mader, “The Greek Mirror: The Uranians and Their Use of Greece”
(2005), in Beert C. Verstraete and Vernon Provencal, eds., Same-Sex Desire and
Love in Greco-Roman Antiquity and in the Classical Tradition of the West,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13, pp. 3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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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상화했으며, 르네상스를 과거의 이상적인 문화가 부분적으로 부흥

했던 시기로 보았다.182)

페이터와 시먼즈는 고대 그리스로부터 이어지는 문화적 전통을 계

승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기독교 교리가 금기시하고 범죄로 본 동성애를

고귀하고 고상한 것이라고 재해석했다. 페이터의 『르네상스의 역사에

대한 연구』(1873)와 시먼즈의 『그리스 윤리의 문제』(1873)는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 대표적인 저술로 꼽힌다.183) 이를 통해 이들은 당시 “소

도마이트”, “도착자”나 “몰리”와 같은 동성애자에 대한 정의를 새로운 사

회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했다.184)

페이터와 시먼즈 외에도 와일드, 마크-앙드레 라팔로비치

(Marc-André Raffalovich), 알프레드 더글러스(Lord Alfred Bruce

Douglas) 등의 문학가들은 고전 연구와 함께 시를 통해 자신들의 성 정

체성이기도 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만이 아니라 대략적

으로 1880년부터 1930년 사이에 영국과 미국에서 활동했던 남성 동성애

자 시인들은 “우라니안 시인”으로, 그리고 이들의 작품은 “우라니안 시”

로 불렸다. 동성애 주제를 동시대 사회의 관심사와 연결시키고자 했던

이 시인들은 민주적이고 평등주의적인 동성애 관계를 강조했다.185)

우라니안 시인들에게 영향을 준 대표적인 인물로는 미국 시인 월트

182) Saslow(주 6), p. 183.
183) 페이터는 유미주의적 관점에서 이 책을 저술했다. 그는 기독교적 윤리보다 예술적
양식을 중요시 했으며 이 연구는 오스카 와일드에게 영향을 주었다. 한편, 시먼즈는
1873년에 『그리스 윤리의 문제』를 저술한 후 1883년에 개인적으로 10부를 인쇄했
고, 이후 개정을 거치고 부제를 첨부하여 1897년 헤이블록 앨리스의 『성적 도착』의
부록으로 발행했다. 그의 저서는 고대 그리스의 페더레스티를 영웅적이고 고귀한 관
행으로 묘사했다. Walter Pater, Studies in the History of the Renaissance, London:
Macmilan and co., 1873; https://archive.org/details/studiesinhistor01pategoog; John
Addington Symonds, A Problem in Greek Ethics: Being an Inquiry into the
Phenomenon of Sexual Inversion, Addressed Expecially to Medical Psychologists
and Jurists, Project Gutenberg, 2010;
https://www.gutenberg.org/files/32022/32022-h/32022-h.htm.

184) Linda Dowling, Hellenism and Homosexuality in Victorian Oxfor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13-31.

185) Mader(주 181), pp. 3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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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먼(Walt Whitman, 1819-1892)이 있었다. 휘트먼의 대표작 『풀잎』

은 1855년 처음 발표된 후 1892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재발행되었다.

1860년도 개정판부터는 “칼라머스(Calamus)”라는 제목으로 묶은 시들이

추가로 실렸다.186) 칼라머스는 소년과 사랑에 빠진 그리스 신화 속의 인

물을 지칭한다.187) 시먼즈는 『월트 휘트먼: 하나의 연구』에서 칼라머스

를 그리스 고전과 연결시키면서, 이 시들이 동성애에 대한 문학적 정당

화이자 옹호의 표명이었다고 주장했다.188) 우라니안 시인들은 휘트먼의

시에서 새로운 사회 질서의 토대가 사회 계층 간의 화합과 초월적이고

자유로운 동료애를 바탕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관점을 도출했다.189) 이

는 그 당시 영어권 국가들에서 동성애자가 상징했던 타락과 도착에 가해

진 비난을 반박하는 “우라니안적인 남성성(Uranian manliness)”을 나타

내는 것이었다.190)

휘트먼의 작품은 대개 강이나 해변 등과 같은 자연을 배경으로 했으

며, 그 속에 등장하는 남성의 이상적인 육체미를 묘사했다. 그의 시에 묘

사된 남성의 신체와 일광욕, 수영 등의 소재들은 1858년부터 1860년 사

이에 그가 모스 벨서(Mose Velsor)라는 예명으로 뉴욕 아틀라스라는 잡

지에 게재했던 「남자다운 건강과 훈련, 그것의 상태에 관한 즉각적인

정보와 함께」에서도 등장했다. 이 글에서 그는 젊은 남성의 완벽한 신

체를 찬양하며 고대 그리스의 청년들은 그 정점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대 그리스의 김나지움이나 올림픽 제전 등을 통해 청년들이 신체

186) https://whitmanarchive.org/published/LG/index.html. 2021.07.17.
187) 칼라머스는 강의 신의 아들로 카르푸스라는 소년과 연인 관계였지만, 소년이 익사
하자 슬픔에 잠겨 갈대로 변했다. Peter Adam, David Hockney and His Friends,
Somerset: Absolute Press, 1997, p. 29.

188) John Addington Symonds, Walt Whitman: A Study, London: Routledge, 1893, pp.
67-85; https://archive.org/details/waltwhitmanstudy00symorich/page/84/mode/2up,
2017.07.17.

189) 오스카 와일드는 1882년 뉴저지, 캠던에 거주하던 월트 휘트먼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H. G. Cocks, Nameless Offences: Homosexual Desire in the 19th Century,
London and New York: I. B. Tauris, 2010, p. 159.

190) James Wilper, “Sexology, Homosexual History, and Walt Whitman: the ‘Uranian’
Identity in “Imre: A Memorandum”” (2010), Critical Survey, 22.3(2010),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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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신을 연마한 것을 서술하며 수영과 목욕을 이와 유사한 활동의 예

로 들었다.191)

이러한 휘트먼의 관점은 미국 화가 토마스 에이킨스(Thomas

Eakins, 1844-1916)의 작품을 통해 시각화되었다. 에이킨스와 휘트먼은

1880년대 중반부터 공통적인 관심사를 바탕으로 교류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제작된 에이킨스의 <아르카디아>와 <수영할 수 있는 웅덩이>는

휘트먼의 시에 표현된 것과 같은 자연을 배경으로 청년들의 누드를 묘사

하고 있다(도 51, 52).192) 또한 1899년에 제작된 <레슬러들>은 고대 그

리스에서 페더레스티가 행해졌던 주된 장소인 김나지움을 연상시킨다(도

53).

이와 유사한 양상의 작품을 제작한 영국 화가로는 헨리 스콧 튜크

(Herny Scott Tuke, 1858-1929)가 있다. 그의 작품에는 바다에서 휴식을

취하는 청년의 누드가 등장했다. <수영하는 무리>의 화면 중앙에는 이

탈리아 모델인 니콜라 루치아니의 옆모습이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조각

처럼 그려져 있다(도 48). <비평가들>은 튜크가 사망하기 2년 전에 제작

된 작품으로, 수영하고 있는 동료를 바라보는 일광욕을 하는 청년들이

묘사되었다(도 55).193) 위의 회화들은 수영을 하는 청년의 누드를 묘사한

다는 점에서 뒤에서 연구할 호크니의 캘리포니아 방식의 회화와 연결된

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까지 소수의 귀족 후원자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했던 미술은 점

차 중산층 수집가, 미술 애호가, 아마추어 등의 더 광범위한 대중을 대상

으로 하게 되었다. 19세기 말에 발간되었던 영국 잡지 『미술가』와

『스튜디오』는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미술가』에는 유미

주의와 연관된 와일드나 시먼즈와 같은 문학가들의 저서나 예술가들의

191) Mose Velsor(Walt Whitman), “Manly Health and Training, with Off-Hand Hints
Toward Their Conditions”(1858), in Zachary Tuipin ed., Walt Whitman Quarterly
Review 33(2016), pp.184-310.

192) Saslow(주 6), pp. 198-99.
193) Barlow(주 9), pp.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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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대한 소개가 실렸다. 이 잡지의 기사들은 히아신스, 아폴로, 나르

시스, 플라톤 등을 현대 회화의 적절한 주제로 들었고, 헨리 스콧-튜크

의 회화를 극찬했다.194) 한편 1893년 『스튜디오』에 실린 글리슨 화이

트(Gleeson White)의 에세이 「사진에서의 누드: 야외에서 찍은 일부 습

작과 함께」는 빌헬름 폰 글뢰덴(Wilhelm von Gloeden, 1856-1931)의

사진에 표현된 누드에 주목했다(도 56). 그가 남부 유럽을 배경으로 소

년들을 묘사한 사진은 이국적이고 원시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지중해 문

화를 동성애와 결부시킨 당대의 북부 유럽인들의 관점을 나타내는 것이

었다.195)

1905년경에는 런던의 블룸즈버리 지역에서 교류했던 저술가들과 예

술가들에 의해 블룸즈버리 그룹이 결성되었다. 지적 유산과 미학적이고

정치적인 급진주의를 결합하고자 했던 블룸즈버리 그룹은 오스카 와일

드, 존 러스킨, 윌리엄 모리스의 관점을 수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학

적인 정체성과 성적인 정체성을 유사한 방식으로 구축했는데, 이는 월트

휘트먼과 그의 영향을 받은 에드워드 카펜터(Edward Carpenter,

1844-1929)의 평등주의적인 동성애 개념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 예로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Edward Morgan Forster, 1879-1970)가 1913년에

서 1914년까지 저술한 『모리스』의 결말에서는 계급 차이를 뛰어넘은

동성애가 표현되었다.196)

블룸즈버리 그룹에 속한 미술가로는 던컨 그랜트(Duncan Grant,

1885-1978)가 있다. 그는 로저 프라이(Roger Fry, 1866-1934)의 형식주

의를 채택하여 자신의 작품의 색채와 형태를 논하는 동시에, 폴 세잔

(Paul Cézanne, 1839-1906)과 조르주 쇠라(Georges Seurat, 1859-1891)

와 같은 미술가들에 의해 그려진 목욕하는 사람들 주제를 통해 동성애적

194) Reed(주 7), pp. 97-98.
195) 위의 책, pp. 99-101.
196) Christopher Reed, “Making History: The Bloomsbury Group’s Construction of
Aesthetic and Sexual Identity” (1994), in Whitney Davis, ed., Gay and Lesbian
Studies in Art History, New York, London, Norwood: Harrington Park Press,
1994, pp. 18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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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시각화하고자 시도했다.197)

그랜트가 1911년 제작한 <수영>은 버러 폴리테크닉 대학(Borough

Polytechnic)의 식당을 장식하기 위해 로저 프라이를 통해 의뢰된 작품

의 하나였다(도 57). 이 작품의 배경인 하이드 파크의 서펀타인 호수는

당시 남자들의 야외 수영 장소로 잘 알려진 곳이었다.198) 이 작품에는 7

명의 남성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각각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수영을 하거

나 보트로 올라가고 있다. 이들 각각의 자세는 마치 한 명의 인물이 화

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는 듯한 모습이다. 그랜트는 이 작품을 제

작하기에 앞서 1911년 초에 시칠리아와 로마를 여행했다. 그가 그곳에서

본 몬레알레 대성당의 모자이크와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는 그의 작품 속의 인체 표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199) 이러

한 미술사적 참조에도 불구하고 『내셔널 리뷰』는 이 작품을 “악몽”이

라고 표현했으며, 그것이 폴리테크닉의 노동계급 학생들에게 미칠 “퇴폐

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200)

한편 그랜트가 1921년도에 제작한 <연못 옆의 수영하는 사람들>에

는 나체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6명의 남성이 등장한다(도 58). 이 작품

의 전경에 누워 있는 남성은 세잔의 <휴식을 취하는 목욕하는 사람

들>(1877)의 누드를 연상시킨다. 이 남성의 생김새와 콧수염과 같은 특

징은 그랜트와 연인 관계였던 블룸즈버리 그룹의 일원이던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를 암시한 것이었다고 해석되기도 한

197) 형식주의는 미술 작품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서술적인 측면이나 가시적인 세계와의
관계가 아닌 그것의 형식에 있다는 비평적 입장을 취했다. 회화에 있어서 로저 프라
이와 같은 형식주의 비평가는 색채, 붓놀림, 형태, 선과 구도와 관련된 특성에 초점을
맞췄다. 영국에서 형식주의 미술 이론은 블룸즈버리 그룹의 화가이자 비평가였던 로
저 프라이와 저술가였던 클라이브 벨에 의해 형성되었다. Reed(주 7), pp. 134-35;
“Formalism”, https://www.tate.org.uk/art/art-terms/f/formalism. 2021.12.28.

198) <목욕>의 원제는 <서펀타인에서 목욕하는 사람들 Bathers in the Serpentine>이었
다. Darren Clarke, “Duncan Grant and Charleston’s Queer Arcadia” (2016), in
Brenda Helt and Madelyn Detloff, eds., Queer Bloomsbur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6, pp. 161-62.

199) 이와 관련하여 『타임스』는 “그랜트의 인물들은 서펀타인에서 목욕하는 사람들보
다는 고대의 지중해인들처럼 보인다”라고 평했다. Barlow(주 9), p. 99.

200) National Review, December 1911, cited in Barlow(주 9),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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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1) 또한 화면 좌측에 앉아 있는 남성은 쇠라의 <모델들>의 누드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202) 이 작품은 그것이 제작되었을 당시에는 공개

적으로 전시되지 않았다. 이 시기에 블룸즈버리 그룹 내부에서는 자유로

운 분위기가 존재했지만, 사회적으로 동성애는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되

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그랜트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인한 것은

1967년 동성애의 부분적인 합법화가 이루어진 이후였으며, 이 회화 역시

1975년 이후에야 공개되었다.203) 이는 제도적인 허용 이후에도 동성애에

대한 비관용적인 사회 분위기가 지속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2) 동성애 연구의 등장 및 전개

동성애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19세기 중반부터 이루어졌다. 그것

이 시작된 곳은 독일 북부의 프로이센 왕국이었다. 앞서 열거한 프랑스

법을 수용했던 국가들과 달리 이 왕국은 “프랑스와 그 나라의 해이한 윤

리적 태도들”로부터 자국을 구분 짓기 위해 동성애에 대한 법적 제재를

유지했다.204) 프로이센 일반 주법(Allgemeines Landrecht für die

Preußischen Staaten)의 1,064항에 따라 동성애는 1년 이상의 징역과 태

형, 그리고 수감 후 추방으로 처벌되었다.205) 이처럼 반동성애 법이 지속

201) Clark(주 198), pp. 163-64.
202) Barlow(주 9), p. 98.
203) Clark(주 198), p. 165; Reed(주 196), p. 135.
204) Robert D. Tobin, “Kertbeny’s ”Homosexuality“ and the Language of
Nationalism” (2005), in Margaret So ̈nser Breen and Fiona Peters eds., Genealogies
of Identity: Interdisciplinary Readings on Sex and Sexuality, Amsterdam and New
York: Rodopi, 2005, p. 6.; T. T. Arvind and Lindsay Stirton, “Explaining the
Reception of the Code Napoleon in Germany: a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Legal Studies 30.1(2010),pp. 23-24.

205) James Steakley, “Sodomy in Enlightenment Prussia: From Execution to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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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었던 프로이센의 수도 베를린은 동성애에 대한 법적, 의학적 논

쟁의 중심지가 되었다.

19세기 중반에 독일 법원은 동성애 사건들에 대한 독립적인 의료 감

정인으로서 의사들을 선임했다. 이를 계기로 동성애에 대한 초기 연구가

법의학 분야에서 시작되었다.206) 1852년 독일 법의학자 요한 루드비히

카스퍼(Johann Ludwig Casper, 1796-1864)가 발간한 『법정 자문의사에

의한 강간과 페더레스티에 대한 조사』는 그 사례 중의 하나였다.207) 그

는 이 책에서 베를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11명의 동성애자들의 신체에

드러난 징후들을 조사한 사례 연구들을 다뤘다.208) 그는 이 사례들을 근

거로 동성애는 고의적인 습성이나 성적 과잉의 산물이 아니라 선천적인

본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연구의 목적은 신체검사

를 통해 이미 유죄로 판명된 동성애자의 성범죄에 대한 과오가 법의학적

으로도 입증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동성애자의

선천성을 나타내는 특성들 역시 범죄 사실을 나타내는 신체적 징후들의

일부로 간주했다.209)

카스퍼의 연구 결과는 동성애가 “선천적”이냐, 아니면 “후천적”이냐

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당시 일부 정치 운동가들은 동성애가 선천적

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동성애의 비범죄화 요구에 대한 근거로 내

세웠다.210) 그들 가운데 하나였던 카를 하인리히 울릭스(Karl Heinrich

Ulrichs, 1825-95)는 1862년 『남성 동성애의 수수께끼에 대한 연구』에

Journal of Homosexuality 16:1-2(1989), p. 171.
206) Douglas Pretsell, “The Evolution of the Questionnaire in German Sexual Science:
A Methodological Narrative”, History of Science 58.3(2020), p. 328.

207) Johann Ludwig Casper, Über Nothzucht und Päderastie und deren Ermittlung
Seitens des Gerichtsarztes (1852).

208) 당시 독일에서는 고대 그리스에서 성인 남성과 소년 사이의 동성애적 관계를 의미
했던 “페더레스티(pederasty)”가 동성애를 지칭하기 위한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
고 있었다.

209) Scott Spector, Violent Sensations: Sex, Crime and Utopia in Vienna and Berlin,
1860-1914,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Chicago Press, 2016, p. 85.

210) Robert Beachy, “The German Invention of Homosexuality”,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82.4(December 2010), pp. 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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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카스퍼의 법의학적 관점을 반박했지만, 동성애가 선천적이고 남성 동

성애자들은 여성성을 지닌다는 그의 관점에는 동의를 표현했다.211)

위의 연구에서 울릭스는 당시 법의학 분야에서 동성애자를 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단어인 “페더레스트(pederast)”를 대체하기 위해 “어닝

(Urning)”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212) 그는 당시까지 독일에서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유래한 성인 남성과 소년의 동성애적 관계인 “페더레스

티”라는 용어가 동성애를 지칭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이

단어는 동성애자들이 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는 동성애자들의 성적 대상은 청년들이며, 페

더레스티의 어근인 “파이스(παίδ-)”라는 단어 역시 소년뿐만 아니라 청

년을 뜻하는 단어였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그는 “페더레스티”를 대체

하기 위해 “아프로디에 우라니아”라는 명칭에서 차용한 이 새로운 용어

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213)

울릭스의 “어닝”은 남성의 신체와 여성의 정신이 자연적으로 공존하

게 된 “제3의 성(third sex)”의 상태를 의미했다.214) 이는 초기 태아 발달

기에 모든 개인은 자웅동체의 상태임을 주장한 발생학의 주요 이론을 바

탕으로 한 개념이었다. 울릭스는 자웅동체성과 성별 구조의 개체 발생,

그리고 성적 선호의 발달 사이의 유사성의 추론을 통해 동성애를 자연적

인 것으로 이론화하는 동시에 그것의 사회적이고 법적인 금지를 무효화

시키고자 했다.215)

1860년대부터 울릭스와 교류했던 또 다른 운동가로는 카를-마리아

211) Karl Heinrich Ulrichs, The Riddle of “Man-Manly” Love: The P ioneering Work
on Male Homosexuality (Forschungen über das Räthsel der mannmännlichen
Liebe, 1862), trans. Michael A. Lombardi-Nash, New York: Prometheus Books,
1994, pp. 53-4; 147; 170; 275; 321-22; 446.

212) Pretsell(주 206), p. 329.
213) Ulrichs(주 211), p. 34.
214) 울릭스의 “어닝”은 여성의 정신을 지닌 남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남성성을 강조
한 “우라니안” 개념과 차이를 지닌다. 위의 책, p. 58.

215) Ross Brooks, “Transforming Sexuality: The Medical Sources of Karl Heinrich
Ulrichs(1825-95) and the Origins of the Theory of Bisexuality”, Journal of the
History of Medicine and Allied Sciences 67.2 (November 2010), pp. 17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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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르트베니(Karl-Maria Kertbeny, 1824-1882)가 있다.216) 케르트베니는

1869년 프로이센 법무부 장관에게 반 소도미 법령을 논박하는 익명의 공

개서한을 보내며 “호모섹수알리탯트(Homosexualität)”라는 독일어 단어

를 처음으로 표현했다.217) 이 서한에서 그는 “인류와 동물계의 보편적인

성적 욕망에 더하여, 자연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녀의 지고한 기발함

(whimsy)으로 일부 남성이나 여성에게 호모섹슈얼한 욕망을 부여했다.”

라고 설명했다.218) 그리스어로 같음을 뜻하는 homo와 라틴어로 성(性)을

의미하는 sexus의 조합인 호모섹슈얼은 자신과 동일한 성별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기 원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남성의 “호모섹

슈얼리티”는 여성을 욕망하도록 바뀔 수 없는 고정된 본성으로 소아성애

와 혼동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219) 울릭스와 케르트베니의 새로운

정의를 계기로 동성애는 점차 성인들 간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

뀌어 갔다.

19세기 중반 운동가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1871년 프로이센 왕국에

의해 통일된 독일 제국에서 공표한 프로이센 형법(the Prussian penal

code)의 175절(Paragraph 175)에는 동성애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

었다.220) 따라서 동성애에 대한 법적 제재는 지속될 뿐만 아니라 더 나

아가 독일 제국에 속한 모든 국가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19세기 후반 의학 분야에서 동성애는 성적 대상의 성별이

216) 카를 마리아 커트베니는 오스트리아에서 저술가 안톤 벤커트(Anton Benkert)와 화
가 샬롯테 그라프(Charlotte Graf)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후 2년 뒤에 그의
가족은 부다페스트로 이주했다. 1849년 합스부르크의 압제에 반발하여 헝가리 혁명이
일어났다. 커트베니는 혁명 후에 유럽 내에서 일어난 헝가리인들에 대한 여론을 고려
하여 헝가리식으로 성을 바꿔 필명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만프레드 헤르쩌는 커트
베니는 그의 헝가리식으로의 개명을 통해 실용적인 이점을 얻었을 것이라고 해석한
다. Manfred Herzer, “Kertbeny and the Nameless Love”, Journal of Homosexuality
12:1 (1986), pp. 3-4.

217) Beachy(주 207), p. 804.
218) Karl-Maria Kertbeny, Schriften zur Homosexualitätsforschung, Berlin: Verlag
rosa Winkel, 2000, p. 110, quoted in Tobin(주 204), p. 5.

219) Tobin(주 204), pp. 5-7.
220) 프로이센 형법은 1794년 제정된 프로이센 일반 주법을 계승한 것이었다. Saslow(주
6), p.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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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되어 동성을 향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의학 용어인 “도착(inversion)”

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도착”에 대한 연구는 동성애자들의 행동에 대

한 책임을 부과하여 법적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대상으

로 삼아야 한다는 의학적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었다.221)

1886년 리하르트 폰 크라프트-에빙(Richard von Krafft-Ebing,

1840-1902)은 『성의 정신병리학』에서 동성애를 사디즘, 마조히즘이나

시체 애호증과 같은 다양한 도착들 중의 하나로 정의했다. 그는 동성애

를 자위나 타인의 유혹에 의해 발생하며, 발병 초기 이후에 비가역적이

고 유전적인 상태가 되는 질병으로 분류했다.222) 이러한 관점은 베네딕

트 모렐(Bénédict Morel, 1809-1873)이 19세기 중반에 창시한 “퇴화 이

론(degeneracy theory)”에 따른 것이었다. 퇴화 이론에 의하면 인류가 지

닌 의학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들은 가난, 음주, 식이 불량 등의 유해한

환경적 요인 하에서 본래 완벽했던 인체의 상태가 악화되어 발생한다.

크라프트-에빙을 비롯해 퇴화 이론을 지지한 의학자들은 동성애의 초기

발생을 후천적인 것으로 보았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용불용설로 불린

라마르크주의(Lamarckism)에 근거하여 동성애를 포함한 후천적 질환들

이 자손들에게 유전적으로 전염되어 점진적인 퇴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223) 이들의 관점에서 볼 때 유전적인 퇴화에 의한 동성애는 선

천적으로 발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이론에서 동성애 발현

의 이유는 선천성과 후천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었다.

『성의 정신병리학』은 1892년 미국 신경학자 찰스 길버트 채독

(Charles Gilbert Chaddock, 1861-1936)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었다. 해당

번역서에서 채독은 동성애를 지칭하기 위해 독일어를 영어로 직역한 “호

221) Fone(주 140), p. 274.
222) Richard von Krafft-Ebing, Psychopathia Sexualis, with Especial Reference to
Contrary Sexual Instinct: a Medico-Legal Study (Psychopathis Sexualis: eine
Klinisch-Forensische Studieis, 1886), trans. Charles Gilbert Chaddock, Philadelphia
and London: the F. A. Davis CO., Publishers, 1893; https://www.gutenberg.org
/files/64931/64931-h/64931-h.htm#Page_185, 2021.05.27.

223) Greenberg(주 5), pp. 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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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섹슈얼리티(homo-sexuality)”라는 용어를 사용했다.224) 동성애를 질

병으로 간주한 크라프트-에빙의 저서를 통해 영어권에 등장한 “호모섹슈

얼리티”는 이후 병리학적 의미를 내포한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한편, 해블록 엘리스(Havelock Ellis, 1859-1939)의 관점은 크라프트-

에빙과는 대조적이었다. 1897년 엘리스는 『성적 도착』에서 대부분의

동성애 사례들은 선천적인 것이며, 성별 이상과 관련이 있지만 병적인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엘리스는 성 분화( 性分化)는 정도의 차이

에 관한 문제로 도착은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잠재된 가능성이 극단적으

로 발현된 경우라고 설명했다.225)

마그누스 히르쉬펠트(Magnus Hirschfeld, 1868-1935) 역시 동성애를

선천적인 개인의 본성으로 간주했다. 히르쉬펠트의 동성애 연구는 “성적

인 중간단계(sexual intermediacy)”라는 개념을 토대로 했다. 히르쉬펠트

는 인간의 특징을 “성기, 기타 신체적 특성, 성욕, 기타 심리적 특성”이

라는 네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각각의 범주는 남성

적 아니면 여성적인 속성으로 발현되며, 그 성별적인 비율과 혼합의 다

양성은 무한하다. 그 결과 현실에서는 오로지 남성적 아니면 여성적인

특성만을 지닌 “완전한 남성이나 여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모든

인간은 실제로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다. 그는 남성

동성애자의 경우 성욕의 범주에 있어서 여성성을 나타내는 “중간단계의

유형”이라고 보았다.226)

1897년 히르쉬펠트는 베를린 샬로텐부르크의 자택에서 그의 동료들

과 함께 과학적 인도주의위원회(Wissenschaftlich-humanitäres Komitee)

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의 주된 활동은 1871년 채택된 형법 175절의 폐

지를 청원하는 것이었다. 1899년부터 이 위원회는 『중간단계의 성적 유

224) Oxford English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http://lps3.www.oed.
com.libproxy.snu.ac.kr/view/Entry/88111?redirectedFrom=homosexuality#eid,
2021.05.26.

225) Greenberg(주 5), p. 411.
226) Ralf Dose, Magnus Hirschfeld: the Origins of the Gay Liberation Movement,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2014, pp. 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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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을 위한 연감』이라는 학술지를 발행했다. 연감의 편집자이기도 했

던 히르쉬펠트는 이 작업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학문적 조사와 역사적

연구를 병행했으며 동성애라는 주제를 성과학의 분야에 위치시키려 시도

했다.227)

1901년의 『중간단계의 성적 유형들을 위한 연감』에는 크라프트-에

빙의 논문인 「호모섹슈얼리티 분야에서의 새로운 연구」가 실렸다. 제

목이 시사하듯이, 그는 그가 사망하기 1년 전에 발행한 본 논문에서 동

성애가 퇴화에 의한 도착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했다. 그는 이 글에

서 “동성애는 자연법칙의 혼란에 의한 것이므로 동성애자 자신의 잘못이

아니며, 그것은 다른 기형이나 기능적 장애와 마찬가지로 멸시가 아닌

동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228)

19세기의 동성애 연구가 신체의 해부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측면에

근거했다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심리적 영역에 기반한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229) 그 예로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는 정신분석학 이론을 근거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동성애를

연구했다.230) 그는 1905년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에서 동성애

를 “성 대상 도착”으로 정의했다. 그는 성 대상 도착자를 “완전한 도착

자(absolute invert)”, “양성적 도착자(amphigenic invert)”, “조건적 도착

자(contingent invert)”로 분류했다. 완전한 도착자는 그 또는 그녀의 성

적 대상이 동성에 한정된 자이고, 양성적 도착자는 성 심리적인 자웅동

체이다. 조건적 도착자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성적 대상에 접근할 수 없

을 때 동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231)

227) 위의 책, p. 41-49.
228) R. von Krafft-Ebing, “Neue Studien auf dem Gebiete de Homosexualität“,
Jahrbuch für sexuelle Zwischenstufen, (1901), p. 7.

229) Arnold I. Davidson, “Sex and the Emergence of Sexuality”, Critical Inquiry,
14.1(Autumn, 1987), pp, 21-22.

230) Greenberg(주 5), pp. 421-22.
231) Sigmund Freud, “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 (1905), in James
Strachey, ed.,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VII , London: the Hogarth Press, 1953-1974, pp. 1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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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트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양성적인 성적 본능을 지녔다고 보았

다. 그에 따르면, 남성 도착자들은 그들의 유아기에 여성(일반적으로 어

머니)에 대한 매우 강렬하지만 짧은 고착 단계를 거친다. 이 시기 이후

에 그들은 자신들을 여성과 동일시하게 되며 그들 스스로를 성적 대상으

로 삼는다. 이러한 자기애적인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 마치 그들의 어머

니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그들이 사랑할 수 있는 자신들을 닮은 젊은 남

성을 찾게 된다. 프로이트는 대상-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우발적인 요인

중에서 “좌절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엄

격한 아버지의 부재는 성적 도착의 발생 빈도를 높일 수 있다.232)

프로이트는 성 대상 도착을 분석하며 유전적 퇴화, 선천성, 제3의 성

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반박했다. 우선, 성 대상 도착자들 중에는 다

른 심각한 타락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높은 지적 발달과 윤리적인 수

준을 보여주는 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의 성 대상 도착은 열악한 환

경에 의해 발생하는 퇴화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없다. 선천성 이론의 경

우 기존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완전한 도착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사실이다. “조건적 도착자”는 성 대상 도착이 선천적이라는 가설에 부합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성의 신체 속에 깃든 여성의 정신”으로 표현되

는 제3의 성 이론에서는 정신적 여성성이 항상 남성을 성적 대상으로 선

택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정신적 남성성이 성 대상 도착

과 결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233)

20세기 초의 독일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인종이나 가족 내력에 의한

퇴화와 관련된 신체적 소인이 정신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여전

232)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성애자 남성의 경우, 어린 시절에 그를 돌봤던 어머니나 다른
여성들과 지녔던 애정으로 인해 성인이 된 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선택하게 된다.
동시에 어린 시절 아버지에 의한 성행위의 억제와 그들의 경쟁적인 관계에 의한 좌절
감은 그가 동성에 끌리는 것을 막는다. 그는 고대에 소년의 교육을 남성 노예가 담당
했던 것 역시 성 대상 도착을 조장했던 요인이라고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당시 귀족
들 사이에서 도착의 빈도가 높은 것은 그들의 어머니의 보살핌이 적을 뿐만 아니라
남자 하인들이 그들을 돌보기 위해 고용된다는 사실에서 더욱 쉽게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의 글, p. 144, pp. 229-30.

233) 위의 글, pp. 13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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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어린 시절의 성적 경험에

둔 프로이트의 가설은 유전적 퇴화 개념을 무효화하는 것이었다.234) 유

전적 퇴화 개념에 대한 프로이트의 비판은 반유대주의에 대한 그의 개인

적 반발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반유대주의는 당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인종과 퇴화에 대한 인류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조사들을 통해 정당화되어

가고 있었다.235) 퇴화의 원인으로 제시된 가계를 통해 이어지는 “유전적

인 오염성(hereditary taintedness)” 개념은 사회적 우생학과 인종적 순수

성 이론으로 전개되었다.236) 이러한 과정에서 본래 퇴화(degeneration)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됐던 독일어 “엔트아르퉁(Entartung)”은 부정적인 의

미를 내포한 ‘퇴폐’를 뜻하는 개념으로 변화되었다. 미술사가 김정희는

“이미 중세 표준어에서부터 등장했던 “퇴폐(Entartung)”라는 단어는 19

세기 후반 이후 독일에서 특정한 민족이나 인간을 부정적으로 지칭하는

데 사용됨으로써 그 중립성을 잃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237)

나치들은 동성애를 더 이상 퇴화한 소수 독일인의 생물학적 상태로

간주하지 않게 되었다. 당시 동성애를 저지른 대다수의 범법자들은 소위

‘아리아인’들이었고, 동성애가 유전적으로 발현된다는 가설은 곧 나치가

주장하는 인종적 순수성을 반증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

을 배경으로, 의학 및 정신과학 분야에서 지속된 동성애의 선천성 또는

후천성 논쟁에 있어서 후천적 측면에 속한 주장이 우세하게 되었다. 나

치에게 심리학과 심리치료는 ‘교정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리아인들

의 성적 장애를 열등한 종족들의 ‘유기적이고 선천적인 퇴폐’로부터 구별

하는 데 있어 유용한 수단이었다.238)

234) Hannah S. Decker, “The Medical Reception of Psychoanalysis in Germany,
1894-1907: Three Brief Studies”,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45.5(September-October 1971), p. 479.

235) Larry Stewart, “Freud before Oedipus: Race and Heredity in the Origins of
Psychoanalysis”, Journal of the History of Biology, 9.2(1976), p. 228.

236) John Money, “History, Causality, and Sexology”, The Journal of Sex Research,
40.3(2003), p. 237.

237) 김정희, 「독일 민족사회주의에 의한 미술의 정치 도구화」, 『가나아트』, 9, 10월
호(1992),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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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히틀러가 독일의 수상이 된 후, 나치당의 동성애 박해는 본

격화됐다. 동성애에 대한 연구, 교육과 의료를 위해 1919년 설립된 마그

누스 히르쉬펠트의 성과학연구소(Institut für Sexualwissenschaft)는 나

치에 의해 약탈되었고 그곳의 서적들은 불태워졌다. 1933년에서 1945년

사이에 형법 제175절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약 십만 명의 남성들 중

약 오십만 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동성애로 강제수용소에 수감된 남

성들에게는 분홍색 역삼각형이 부착되었고, 이들은 다른 수감자와 경비

원에게 동성애가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되기도 했다.239)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동성애 문화의 중심지는 미국으로 이동했

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와 유럽으로 파병되었던 미국의 군인들은

대규모 거점 항구들을 통해 귀환했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뉴욕

과 같은 항구 도시들은 동성애자들이 모여들고 정착하는 장소가 되었고,

이곳들을 중심으로 동성애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240) 그러나 제도적

으로는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져 온 반 소도미 법이 미국 내에서 여전히

시행되고 있었다. 더 나아가서 앵글로-색슨 개신교도(WASP)를 중심으

로 형성된 미국의 이데올로기는 반동성애와 애국주의 담론을 연결 지음

으로써, 이들이 주류를 형성한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이 국가의 개척자

전통의 순수성과 가부장적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졌다.241)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1948년 알프레드 킨제이(Alfred

Charles Kinsey, 1894-1956)의 『남성의 성적 행동』이 발표됐다. 킨제

238) 나치주의자들은 동성애가 생물학적 퇴화가 아닌 사회적 전염병이라는 전제하에 연
구를 진행했다. 따라서 그들에게 동성애는 그 전염 위험성으로 인해 끊임없는 경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Harry Oosterhuis, “Medicine, Male Bonding and
Homosexuality in Nazi Germany”(1997),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32.2(1997), pp. 190-94.

239) 선고받은 남성들 중 약 오천 명에서 만 오천 명이 강제수용소로 보내졌다. 1937년
에서 1938년에는 강제수용소의 수용자들이 수감 이유를 식별하기 위한 체계가 만들
어졌고, 색으로 구분된 역삼각형 표식이 이들의 유니폼에 부착됐다.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Persecution of Homosexuals in the Third Reich;
https://encyclopedia.ushmm.org/content/en/article/persecution-of-homosexuals-in-the
-third-reich, 2021.05.04.

240) Saslow(주 6), p. 241.
241) Fone(주 140), p.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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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연구는 미국 남성의 37%가 청소년기와 노년기 사이에 동성애적 경

험을 했으며 미국 남성의 4%에서 10%가 전적으로 동성애자라는 내용과

함께, 동성애가 외국으로부터 유입된다는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미국에

자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242) 그러나 킨제이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동성애는 1951년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가 발표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정신병으로 등재되었다. 또한 킨제이의 연구에 반발하여 『페어런츠』,

『타임』, 『뉴스위크』 등의 잡지는 동성애를 비난하는 글들을 보도하

기 시작했다.243)

사회적으로 확산된 동성애 혐오(homophobia)는 1950년대의 매카시즘

에 동반된 “라벤더 공포(Lavender Scare)”라고 불린 미국 정부의 동성애

자 박해로 이어졌다. 1950년 3월 미국 하원 회의에서 하원 의원 아서 밀

러(Arthur L. Miller, 1892-1967)는 “수도인 워싱턴에서 우리는 수많은

동성애자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동성애의 기원은 공자 시대 훨씬

이전의 동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과 러시아인들이 동성애를 확고히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 사람들은 국무부로

침투해 내부의 누군가를 포섭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포섭된 사람들은

협박을 두려워한 나머지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244) 밀러

의 발언에서 당시 미국의 이데올로기가 동성애를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과 러시아의 고유한 특성으로 정의하면서 동성애자를 국가에 위협적인

존재로 타자화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논리에 따라 1950년 조사가 시작되었고 동성애자로 판명

된 정부 기관의 공무원들이 해고되기 시작했다. 정부의 반동성애 정책과

절차들은 점차 연방 정부의 모든 기관과 부서 또는 정부와 계약을 맺은

사기업으로 확대되어 갔다.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 고용이 금지된 동성

242) Alfred Kinsey,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Male, Bloomington and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1998.

243) Fone(주 140), pp. 388-90.
244) Congressional Record (1950.03.31), p. 4527-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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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자들은 미국 노동력의 20%인 천이백만 명을 넘어섰으며, 반동성애 정

책은 미국의 거의 모든 고용의 단계들로 확대되었다.245) 이러한 1950년

대의 동성애자들에 대한 정부의 조사와 탄압은 역설적으로 60년대 후반

미국 내의 동성애 해방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246)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게이 해방 운동에 동조했던 연구자들은

“본질주의”적 관점에 근거한 저술을 발행했다.247) 본질주의는 “호모섹슈

얼리티”는 개인에게 내재한 생물학적 요인에 기반한, 문화와 역사를 횡

단하는 보편적인 특질로서, 한 독립적인 주체를 정의하는 특성으로 보는

관점이다.248) 19세기부터 동성애의 선천성과 그에 따른 합법화를 주장했

던 카를 하인리히 울릭스, 카를 마리아 케르트베니, 마그누스 히르쉬펠트

와 같은 연구자들 역시 본질주의적인 접근법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다.

본질주의적 방법론을 따른 동시대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존 보스웰의

『기독교, 사회적 관용과 호모섹슈얼리티』(1980)와 루이스 크럼프턴의

『호모섹슈얼리티와 문명』(2003) 등이 있다.249)

이와 대조적으로 1970년대 이후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영

향을 받은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을 지닌 연구자들은 역사적으로 구축된

영향력에 의해 성적인 범주들과 그와 관련된 개인적 정체성이 창조된다

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 구성주의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보편적인 성

적 범주는 존재하지 않으며, 호모섹슈얼리티라는 개념 역시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간주했다.250) 이와 관련하여 데

245) Allan Bérubé, Coming out under F ire: the History of Gay Men and Women in
World War II ,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0, p. 269.

246) Fone(주 140), p. 390.
247) Brent Pickett, "Homosexuality" (2002), in Edward N. Zalta, ed.,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The Metaphysics Research Lab, Stanford University,
Summer 2020 Edition;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sum2020/entries/
homosexuality/, 2021.05.29.

248) Nick Haslam and Sheri R. Levy, “Essentialist Beliefs About Homosexuality:
Structure and Implications for Prejudice”(2004),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4(2006), p. 471.

249) Boswell(주 74); Crompton(주 4).
250) John Thorp, “The Social Construction of Homosexuality”(1992), Phoenix 46.1
(1992),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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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드 핼퍼린은 호모섹슈얼리티는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구성의 결과

로, 현대적이고 서구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대

그리스의 페더레스티와 그것에 수반된 사회적 상황 역시 동시대 서구의

게이나 호모섹슈얼의 역할과 동일한 범주로 수렴될 수 없는 이질적인 것

이라고 주장했다.251) 사회 구성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 퀴어 이론

(queer theory)은 규범에서 벗어난 정체성, 젠더, 섹슈얼리티의 영역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생물학적인 성별에 기반한 게이와 레즈비언 이론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를 담고 있다.252)

위와 같이 19세기부터 진행된 동성애에 대한 연구를 기점으로 동성

애로 범주화될 수 있는 역사적 사례들을 추적하고 분류하는 연구가 시작

되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등장했던 서양의 동성애를 다룬 문학과

미술은 위의 연구들을 통해 재해석되거나 ‘본래’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작품들의 영향은 1960년대 호크니의 작품에도 반영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1960년대 중반 그의 미국으로의 이주는 위에

서 서술한 사회 배경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

하여 III장에서는 호크니의 동성애 주제 작품의 제작 배경과 형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51) David Halperin, “Sex before Sexuality: Pederasty, Politics, and Power in
Classical Athens” (1989), in Martin Bauml Duberman et al., eds., Hidden from
History: Reclaiming the Gay and Lesbian Past,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89.

252) Pickett(주 247);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sum2020/entries/homosexuality/,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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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호크니의 동성애 주제 작품 제작 배경과

형식

호크니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함과 동시에 동성애를 주제로 작

품을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그가 23세였던 1960년부터였다. 앞서 서술했

듯이 버거리 법이 제정된 1533년부터 영국에서 동성애는 범죄로 간주되

었으며, 이후 1885년 개정된 법에 의해서는 “중대한 외설 행위”로 규정

되었다. 1967년 성범죄법이 개정되면서 동성애에 대한 법적 처벌이 조건

적으로 폐지되기 전까지, 영국에서 그것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허용

되지 않았다. 이러한 시기에 호크니가 런던의 왕립 미술대학에서 그와

성 정체성을 공유하는 인물들을 만난 것은 그가 이 주제의 작품을 시작

하게 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호크니는 15세였을 무렵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

지만 당시에는 이에 대해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253)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특히 그의 고향이 런던에 비해 보수적

인 분위기를 지닌 브래드퍼드였다는 점과 그가 독실한 감리교 신자였던

부모를 둔 것을 그 배경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254) 그는 1953년부터

253) 호크니의 전기를 쓴 크리스토퍼 사익스와의 2010년 인터뷰에서 그는 15세 무렵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고백했다. 그는 하루는 홀로 싸구려 극장을
방문했다. 당시 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남자가 갑자기 호크니의 손을 잡아 그의 성
기 위에 올려놓았다. 호크니 본인은 그 남자가 한 행동을 즐겼으며 부모에게는 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Interview with David Hockney”, February 2010, cited
in Christopher Simon Sykes, David Hockney: the Biography, 1937-1975, New
York: Nan A. Talese, 2011, pp. 30-31.

254) 브래드퍼드는 산업혁명 시기 양모 생산과 무역의 중심 도시였다. 그 인구수는 1937
년에는 약 삼십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도시는 1939년 시작된 2차 세계대전에
이어, 탈산업화로 인한 경제 및 사회적 쇠퇴를 겪게 되었다. 한편, 작가의 부친인 케
네스 호크니는 공산당에 가입한 평화주의자였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로서 1939년 시작된 2차 세계대전에 불참했다. 1943년부터 그는 지하실에서
유모차와 자전거를 수리하는 일을 했는데, 데이비드는 그의 아버지가 작업하는 모습
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위의 책, pp.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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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까지 고향의 미술학교에 재학했다. 교사였던 데릭 스태퍼드(Derek

Stafford)는 그가 런던의 학교에 지원하는 동기를 제공했다. 스태퍼드는

1950년대 영국의 지방 미술학교에서 일반적이었던 자연주의와 사실주의

양식 대신에, 주류 경향과 무관한 독창적인 작품을 제작할 것을 학생들

에게 조언했다.255) 그의 권유에 따라 왕립 미술대학에 지원한 호크니는

1957년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병역 대체 복무를 마친 후인 1959년에서

야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256)

런던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호크니는 에이드리언 버그(Adrian Berg),

마크 버거(Mark Berger) 같은 동료를 만났다. 이들을 통해서 그는 동성

애가 표현된 서양 문학과 동시대 미국 문화를 접하게 되었다. 이를 반영

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작품은 문학 작품의 인용, 동시대 미술 양식의 접

목, 그리고 미술사적 주제를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동성애를 주류의

맥락에 위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앞 장에서

연구한 동성애 문화가 그의 작품들에 미친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동성애에 대한 연구와 미술의 역사

를 참고하여 호크니가 성 정체성을 표현한 작품의 양상과 배경을 분석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그가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토대로 동성애가 불법으로

다뤄졌던 시기에 그가 이 주제의 작품을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 성공을

거두게 된 과정과 배경을 고찰할 것이다.

255) 스태퍼드는 임용 당시 26세였으며, 왕립 미술대학에서 수학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
는 신문이나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서만 당대의 미술을 접하던 학생들에게 런던으로
답사를 가서 직접 작품을 관람할 것을 권유했다. 스태퍼드는 호크니를 그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지닌 학생으로 여겼다. 위의 책, pp. 38-44.

256)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였던 호크니는 1957년과 1958년 각각
브래드퍼드와 헤이스팅스의 병원에서 대체 복무를 했다. David Hockney, David
Hockney by David Hockney, New York: Harry N. Abrams, 1976,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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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전적 문학 작품 인용을 통한 성 정체성 표현

호크니가 왕립 미술대학에 입학한 1959년 학교에서는 모더니즘적 추

상미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첫 학기에는 짧은 기간 동안 대상

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드로잉 습작을 제작했지만, 곧 추상적인 기법의

회화를 시도했다(도 59, 60). 그러나 <커지는 불만>이라는 작품 제목에

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이와 같은 양식에 만족하지 못했다.257) 새로운

작업 방식을 모색하던 그는 동료 학생이었던 론 키타이(Ronald Brooks

Kitaj, 1932-2007)와 기법과 주제에 대해 의논했다. 호크니에 따르면, 키

타이는 당시 그의 관심사였던 채식주의나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작품으

로 그려볼 것을 그에게 조언했다고 한다.258)

호크니는 위와 같은 주제를 형상적 회화로 다루고 싶었지만, 추상미

술 양식을 권장하던 당시 학교의 분위기로 인해 형상 대신에 이를 나타

낼 수 있는 문자를 사용했다고 술회했다.259)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된 첫

작품인 <호랑이>는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 1757-1827)의 시집

『순수와 경험의 노래들』의 <호랑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었다

(도 61).260) 낭만주의 시인이자 화가였던 블레이크의 시를 차용했다는 사

실에서 그가 고전적 문학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 뒤에

257) 호크니는 추상미술이 다소 공허하다고 보았으며, 대부분의 추상주의자들은 생각 없
이 그것을 반복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위의 책, p. 20.

258) Livingston(주 13), pp. 21-24.
259) 이 시기 호크니의 문자의 사용에서 앨런 데이비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1958년
웨이크필드 시립 미술관에서 앨런 데이비의 회고전이 열릴 당시 브래드퍼드에 거주
하고 있던 호크니는 이 도시를 방문하여 전시를 관람했고 데이비의 강연도 들었다고
전해진다. <타이거>에서는 데이비의 <글로리>와 마찬가지로 형상에 대한 작가의 관
심이 상징적인 형태 또는 그라피티와 같은 손글씨로 대체되어 표현되었다. Helen
Little, “Demonstration of Versatility” (2017). in Chris Stephens and Andrew
Wilson eds., David Hockney, London: Tate Publishing, 2017, p. 32.; Hockney(주
256), p. 41.

260) William Blake, “The Tyger” (1794), Songs of Innocence and of Experience,
London: British Museum, 1794; https://web.archive.org/web/20150201044210/http:/
/www.blakearchive.org/exist/blake/archive/object.xq?objectid=songsie.b.illbk.35&java
=no.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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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펴볼 그의 이러한 성향은 동성애를 주제로 한 작품에도 반영되었음

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시집의 시들은 각각 “순수의 노래”와 “경험의 노래”로 분류된다.

<호랑이>는 순수함과 기독교적 상징을 나타내는 <어린양>과 대조를

이룬다. 블레이크의 시에서 호랑이는 18세기 전후의 프랑스 혁명과

결부된 폭력을 상징했으며, 그 내용은 당시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261) 앞 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동성애의

범죄화가 폐지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종교적 측면을

토대로 이 작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호랑이>의 화면 중앙에는 비정형의 적갈색 형태와 기하학적인 검

은색 사각형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 리빙스턴에 따르면, 좌측의 형상은

호크니가 호랑이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 색과 거친 붓자국은

“밤중의 숲속에서 밝게 불타는”이라는 블레이크의 시의 구절을 연상시킨

다.262) 이 시에는 “어린양을 창조한 그가 너를 창조했는가?”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앞 장에서 다룬 본질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며 생물학적 요인에 따른 본성의 일부이다.263) 이를 전제로 했을 때,

기독교적 교리를 배우며 자란 그에게 있어서 위의 구절은 그의 성 정체

성에 대한 종교적 질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신이 그를

동성애자로 창조한 것이라면 당시 영국에서의 기독교 교리에 근거한 반

동성애 법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 된다고 간주할 수 있다.

한편 호랑이를 상징하는 형태의 우측에는 검은색 정사각형이 그려져

있으며, 그 위에는 왼쪽의 추상적 형태와 같은 색상으로 “tyger”라는 단

어가 적혀 있다. 김정희는 일찍이 20세기 초반 절대주의 미술에서 ‘순수

성’, ‘무목적성’과 ‘자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된 검은 정사각형이 서

261) Eugenie R. Freed, “’By Wondrous Birth’: The Nativity of William Blake’s ‘The
Tyger’”, English Studies in Africa 57:2, pp. 25-26.

262) Livingston(주 13), pp. 22-23.
263)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73페이지를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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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서는 관념적이고 배타적인 이성 중심적 사고의 시각적 원형을 상징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고 설명했다.264) 이러한 속성과 블레이크의

시 <호랑이>의 모티브가 된 시대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호크니의 작품

속 검은 정사각형은 앙시앵레짐의 질서이자, 동성애에 대한 탄압을 상징

하는 것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다.

김정희는 말레비치의 회화에서 형상적 세계를 덮고 있는 “일식”으로

비유되는 검은 사각형은 그가 형식적인 측면에서 사실주의 미술을 극복

하려 했던 시도의 일환이었다고 해석했다.265) 호크니가 <호랑이>에 이

어서 제작한 <두 번째 호랑이 페인팅>에서는 정사각형이 사라졌다. 그

대신 적갈색의 추상적인 형태와 함께 거칠게 그려진 “tyger”라는 글씨가

화면을 가로지르고 있다(도 62). 말레비치가 형상적 미술을 극복하기 위

해 검은 정사각형을 사용했던 것과 달리, 호크니는 호랑이 연작에서 추

상 미술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호크니는 1학년 말부터 그림 속에 문자를 써넣어 동성애 주제를 표

현하기 시작했다. 그 첫 작품인 <첫 번째 러브 페인팅>에는 좌측 하단

부에서 회색 직사각형처럼 보이는 형태가 기둥처럼 올라와 있는데, 이는

남성 성기를 연상시킨다(도 63). 이 형태는 우측 구석에 적혀 있는

“LOVE”라는 단어와 함께 작품의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266)

이 작품은 <호랑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제작되었지만 전작과 달리

문학 작품이 직접적으로 인용되지는 않았다. 심장을 추상적으로 그린

<두 번째 러브 페인팅>에서도 <첫 번째 러브 페인팅>과 유사하게 주제

는 화면 좌측 하단의 단어를 통해서만 암시적으로 드러났다(도 64). 그

후에 제작된 <퀴어 Queer>에서는 제목을 통해 동성애자라는 의미가 직

접적으로 제시되었다(도 65). 하지만 화면에 그려진 “퀴어”라는 단어는

지워져서 불분명한 모습을 띤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주제를 나타내기

264) 김정희, 「말레비치의 <검은 정사각형>에 대한 재고」, 『현대미술학논문집』, 제5
호(2002), pp. 9-10.

265) 위의 글, pp. 14-15.
266) Sykes(주 253),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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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구체적인 형상이나 직접적인 텍스트가 작품 속에 표현되지 않았음

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암시적인 특성으로 인해 이 작품은 1965년

피카딜리 갤러리의 전시 카탈로그에 호크니의 의도와는 달리 <노란색

추상>이라는 제목으로 기재되기도 했다.267)

이 시기에 호크니는 키타이의 소개를 통해 자신과 성 정체성을 공유

하는 동료 학생인 에이드리언 버그를 알게 되었다. 버그는 당시 커밍아

웃한 상태였다. 1949년부터 1952년까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문학을 전

공한 후 미술대학에 입학한 그는 아카데미 사회에 유포된 동성애 문화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호크니에게 월트 휘트먼을 비롯한 동성애

를 다룬 작품을 발표했던 문학가들을 소개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후기

빅토리아 시대에 “우라니안”이라는 용어는 휘트먼의 영향을 받은 옥스퍼

드 대학 출신의 문학가들에 의해 영어로 도입되었다. 그들 중 하나였던

존 에딩턴 시먼즈는 월트 휘트먼의 칼라머스를 동성애에 대한 문학적 옹

호로 여겼다. 더 나아가 우라니안 시인들은 휘트먼의 시를 평등주의적인

이념에 동성애 관계를 연결시키고자 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생

각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했으며 블룸즈버리 그룹의 일원이었던 에

드워드 카펜터와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의 작품에도 반영되었다.268)

호크니가 버그와의 교류를 통해 접한 위와 같은 문화는 그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작업 방식의 전개에 있어서도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호크니는 당시의 경험에 대해 “나는

갑자기 미술, 시, 음악과 관련된 보헤미안 세계의 일부를 느꼈다. 나는

다른 어떤 종류의 삶보다 그것에 깊게 속해 있음을 깨달았으며, 나와 동

류의 영혼이자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최초

의 동성애자들을 알게 되었다. 에이드리언 버그는 자유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으며 다른 것들은 무시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살고 싶은 삶

267) Mark Glazebrook, David Hockney: Paintings, Prints and Drawings 1960-1970,
London: Whitechapel Art Gallery, 1970, p. 18.

268)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II장 6절 1항을 참고하시오. pp. 55-58;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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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식이다. 브래드퍼드는 잊어버리자’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 모든 것

을 받아들이자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자유로움을 주었고, 나는 동성애

주제들을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술회했다.269)

호크니의 말처럼, 그의 작품에서 동성애 주제가 구체적으로 표현되

기 시작한 것은 그가 버그를 통해 소개받은 문학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접하게 된 이후부터이다. 그것을 제작한 문학가들 중에는 월트 휘트먼뿐

만 아니라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에 의해 영국에 소개된 이집트 출신의

그리스 시인인 콘스탄틴 카바피(Constantine P. Cavafy, 1863-1929)도

있었다. 1학년을 마치고 1960년 여름방학을 브래드퍼드에서 보내는 동안

그는 휘트먼이 쓴 모든 작품을 읽었으며, 로렌스 듀렐의 4부작 소설인

『알렉산드리아 4중주』의 첫 작품인 『저스틴』에 실린 카바피의 <도

시>도 읽었다. 이후 그는 브래드퍼드 도심의 도서관에서 존 마브로골다

토(John Mavrogordato)가 번역한 카바피의 시집을 발견했다.270) 당시 이

책은 절판된 상태였는데 그는 도서관에 있는 시집을 훔칠 정도로 카바피

의 시에 심취해 있었다고 회상했다.271) 동시대적인 것에 비해 고전적인

소재에 흥미를 느끼는 그의 취향은 뒤에 살펴볼 카바피의 시를 인용한

작품에서도 발견된다. 이 시인의 작품은 이국적일 뿐만 아니라 동성애적

인 소재를 다뤘다는 점에서 이후 호크니 작품의 소재로 사용되게 된다.

1960년 가을 학기에 2학년이 된 호크니는 월트 휘트먼의 시를 그의

작품에 직접적으로 인용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제작된 <세 번째 러브

페인팅>은 표현적인 붓자국이나 색감은 물론 남성 성기를 연상시키는

화면 중앙의 수직적인 형태 등 형식적인 면에서 <첫 번째 러브 페인팅>

과 유사성을 지닌다(도 66).272) 그러나 이전 작품과 달리 확대된 화면에

는 그라피티 형식을 한 문구들을 화면 곳곳에 썼다. 그가 휘트먼의 시에

서 발췌한 구절인 “내가 성적인 사랑(amorous love)으로 괴로워하는 그

269) Sykes(주 253), pp. 70-71.
270) C. P. Cavafy, The Poems of C. P . Cavafy, New York: Grove Press, 1952.
271) Hockney (주 256), pp. 62-63.
272) Little(주 259),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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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이다”가 화면 우측 상단의 구석에, 그리고 이를 변형한 “나는 성적

인 사랑으로 인해 괴롭다”라는 구절이 남성 성기를 연상시키는 형태의

가운데에 적혀 있다.273)

이러한 호크니의 마음 상태는 앞 장에서 본 미켈란젤로의 <티튀오

스>에 표현된 동성애적 욕구와 그것을 억제하면서 생긴 고통과 연결시

켜 볼 수 있다(도 27).274) 앞서 언급했듯이 파노프스키는 독수리에게 고

문을 당하는 티튀오스를 미켈란젤로가 토마소 카발리에리에 대해 지닌

성적 욕망과 그에 따른 죄책감을 상징한 것으로 해석했다. 호크니는 <세

번째 러브 페인팅>을 제작할 당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려는 과

도기적 단계에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의 두 문구의 중간 정도에 위

치한 “자 데이비드, 인정해”라는 독백과 같은 구절은 자신의 성 정체성

과 관련된 작가의 내적 갈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작품에서 수직적인 형태의 우측 하단 부분에는 칼라머스의 11

번째 시인 <내가 해 질 녘에 소리를 들었을 때>의 마지막 구절이 적혀

있다. 앞 장에서 살펴봤듯이 휘트먼은 칼라머스를 이상향, 자연 등의 소

재와 연결시켰다.275) 목가적인 배경 속의 동성애 관계를 묘사한 이 구절

에서도 그의 시에서와 같은 분위기가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276) 이러

한 일련의 문구들을 통해 호크니는 그의 작품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 바

를 문학 작품을 인용함으로써 전달하고 있다.

한편 화면 여러 곳에서는 얼스 코트 지하철역 화장실 벽에 있는 낙

서에서 차용된 문구들도 발견할 수 있다.277) “집으로 언제든지 전화해”,

273) “I AM he that aches with amorous love.” Walt Whitman, “I AM he that aches
with love” (1867), Leaves of Grass; https://whitmanarchive.org/published/LG/1867
/poems/17. 2021.08.12.

274)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II장 3절을 참고하시오. pp. 41-42.
275)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II장 6절 1항을 참고하시오. pp. 57-58.
276) “For the one I love most lay sleeping by me under the same cover in the cool
night, In the stillness, in the autumn moonbeams, his face was inclined toward
me, And his arm lay lightly around my breast—And that night I was happy.”
Walt Whitman, “Calamus” (1860), Leaves of Grass; https://whitmanarchive.org/
published/LG/1860/index.html, 2021.08.11.

277) Martin Gayford, Modernists & Mavericks: Bacon, Freud, Hockney &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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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한 욕망들”, 그리고 성관계 시 서로에게 구강성교를 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숫자인 “69” 등의 낙서들에는 성과 관련된 내용이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다.278) 헨리 겔트찰러는 이 작품 속에 나열된 문구들이 휘트

먼의 시가 보여주는 ‘품위 있고 승화된(dignified and sublimated)’ 사랑

과 저급한 욕구 사이의 대조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279) 이러한 고상함

아니면 저속함이라는 대조적인 태도는 서양 역사에서 지속되어 온 동성

애에 대한 이분법적 입장과 연결시켜 이해될 수 있다. 플라톤은 천상의

에로스와 범속의 에로스를 구분하면서 각각의 개념을 정신과 육체에 연

결시켰는데, 전자를 “정신적인 사랑”으로 미화하며 정당화시켰다. 이 작

품의 해석에도 그러한 관점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호크니는 위의 작품과 거의 같은 시기에 완성된 <점착성>을 정확성

(precision)을 지닌 동시에 형상이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첫 번째 진

지한 작품이자 더블 포트레이트에 대한 첫 시도라고 설명했다(도 67).

제목 “점착성(adhesiveness)”은 휘트먼이 남성 간의 우정을 묘사하기 위

해 사용한 단어이다.280) 이 단어는 1860년도 개정판 『풀잎』의 <안녕!>

과 칼라머스 그룹 시 중 여섯 번째 작품에서 등장했다.281) 휘트먼은 이

용어를 19세기 초에 유행했던 골상학(Phrenology)에서 가져왔다. 그 이

론에 따르면, 의지에 의한 도덕적인 행동인 우정은 특정한 두뇌의 구조

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다. 골상학자들은 이러한 기질을 활성화시키는 신

체적 특징을 “점착성”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휘트먼은 이 개념을 오직

동성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 우정으로 표방된 동성애를

“점착성의 사랑(adhesive love)”이나 “동료애(comradeship)”라고 불렀

London Painters, New York: Thanes & Hudson, 2018, pp. 199-200.
278) “69 자세”는 호크니의 <세 번째 러브 페인팅>, <점착성>, <양치하기 Teeth
Cleaning>(1962) 등의 작품에서 표현되었다. Livingstone(주 13), p. 30; Glazebrook
(주 267), p. 26.

279) Henry Geldzahler, “Introduction” (1977), in Nikos Stangos, ed., David Hockney
by David Hockeny, New York: Harry N. Abrams, 1976, p. 12.

280) Hockney(주 256), p. 62.
281) Walt Whitman, Leaves of Grass (1860); https://whitmanarchive.org/published/LG/
1860/index.html,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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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82)

호크니는 그의 자서전에서 “점착성”을 “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점착성>에 동성애를 연상시키는 요소가 표현된 것을 미루어 이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동성애적 의미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근

거로 이 작품에 등장하는 두 사람 형상은 “69자세”를 취한 모습으로 단

순화된 도형과 같은 형태로 표현된 것을 들 수 있다. 그는 이들이 사람

임을 나타내기 위해 우측 인물의 머리 위에 모자를 그렸다고 했다. 제목

의 출처가 휘트먼의 작품임을 고려했을 때, 이 모자는 휘트먼의 트레이

드 마크였던 중절모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에서

인물의 이름이 숫자로 표현된 것에서도 휘트먼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

다. 각 인물에는 숫자 “4. 8.”과 “23. 23.”이 적혀 있다. 휘트먼은 그의 일

기에서 연인이었던 피터 도일(Peter Doyle)의 이름을 암시하기 위해 이

니셜을 숫자로 치환시켜 적었다. 호크니는 이를 모방하여 각 인물을 지

시하는 숫자 암호를 사용했다.283) 좌측의 “4. 8.”은 “D. H.”이므로 작가

본인이며, 우측의 “23. 23.”은 “W. W.”로 월트 휘트먼을 나타낸다. 자신

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호크니는 자신이 우상처럼 여겼던 시인

을 나란히 등장시켰다. 이처럼 청년과 그의 멘토의 모습을 나란히 묘사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크레타의 세공판이나 그리스의 도자기 회화를 연

상시키기도 한다(도 1, 68).284)

호크니가 휘트먼에 대해 지녔던 존경심은 1961년 제작한 첫 동판화

<나 자신과 나의 영웅들>에서도 발견된다(도 69).285) 당시 그에게 휘트

282) 본 논문의 II장 6절 2항에서 살펴봤듯이, 서양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동성애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을 재정의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동성애를
지칭하던 페더레스티, 소도미 등을 대체하기 위해 울릭스는 “우라니즘”(1862). 케르트
베니는 “호모섹슈얼리티”(1869)와 같은 용어들을 주조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휘트
먼은 골상학에서 사용되던 용어인 “점착성”을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Michael
Lynch, “”Here Is Adhesiveness“: From Friendship to Homosexuality”, Victorian
Studies 29:1(Autumn 1985), pp. 68-69.

283) Hockney(주 256), p. 62.
284)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II장 1절을 참고하시오. pp. 15-16.
285) 호크니는 경제적인 이유로 재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던 왕립 미술대학의 판화 부서를
이용해 동판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시기에 <나 자신과 나의 영웅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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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과 간디는 영웅과 같은 존재였다. 그는 이 작품에서 이들을 어두운 배

경에 후광과 함께 그려 성인처럼 표현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는 자신

을 화면 오른쪽 밝은 바탕에 챙이 달린 모자를 쓴 모습으로 그렸다. 그

가 휘트먼과 간디를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을 우러러보고 있는 듯

이 표현된 그의 모습에서도 드러났다.286) 이처럼 세 명의 배경색을 달리

표현해 세 폭 제단화를 연상시키는 작품을 제작했다는 점에서 그가 이와

관련된 미술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호크니는 각 인물들 위에 그들의 인용문을 써넣었다. 그는 휘트먼

형상에는 <나는 그것이 나에 대해 고발된 것이라고 들었다>에서 발췌된

“소중한 동료애를 위해”라는 구절을 적었다.287) 간디의 머리 위에는

“love”와 “역시 채식주의자”라는 텍스트가 있다. 이것은 평화주의자이자

반-제국주의자이며 채식주의자인 그를 설명하는 구절이자, 그에 대한 작

가의 존경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호크니의 부모의 영향에 의

한 것으로 보인다.288) 반면 호크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것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스물세 살이고 안

경을 쓴다”라고 적어 넣었다고 말했다.289) 한편 그는 간디와 등지고 있

는 것과 달리 휘트먼과는 마주 보고 있는데, 이것은 둘 사이의 공통된

성 정체성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해에 호크니가 제작한 동판화 중에 하나인 <그레첸과 스널>은

그가 1960년 가을 학기부터 교류했던 미국인 학생인 마크 버거가 쓴

명의 왕들과 여왕>, <맹렬한 욕망의 불>을 제작했다. 동판화는 이후 그의 경력에 있
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는 <세 명의 왕들과 여왕>으로 받은 판화상
의 상금으로 1961년 여름 뉴욕에 방문할 수 있게 된다. Sykes(주 253), p. 79.

286) Livingston(주 13), pp. 47-48.
287) Walt Whitman, “I Here it was Charged Against Me” (1867), Leaves of Grass;
https://whitmanarchive.org/published/LG/1867/poems/41. 2021.08.15.

288) 호크니의 어머니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로, 그가 고기를 먹지 않도록 가르쳤다. 그의
아버지는 앞서 살펴봤듯이 평화주의자이자 공산주의자였고, 그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
게 했다. 그러나 겔트자흘러에 따르면, 1963년 앤디 워홀의 팩토리에서 그들이 처음
만났을 당시 호크니는 고기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담배도 피우고 있었다. Geldzahler
(주 279), p. 12.

289) Hockney(주 253),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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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를 주제로 한 동화(gay fairy tale)의 삽화로 제작된 것이었다(도

70).290) 그보다 나이가 일곱 살 많은 버거는 당시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였으며, 전자가 본인의 성 정체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인물 중의 하나였다.291) 호크니는 이 동화의 줄거리에 따라 총 다섯

개의 동판화를 제작했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는 괴물로부터 탈출한 두

소년이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었다.292)

호크니는 <그레첸과 스널>의 마지막 동판화를 바탕으로 <함께 매달

려 있는 우리 두 소년>(1961)을 제작했다(도 71). 이 제목은 휘트먼의

동명의 시에서 가져온 것이다. 화면 우측의 붉은색 하트 모양 아래에는

이 시에서 인용한 “power enjoying, elbows stretching, fingers

clutching, armed and fearless, eating, drinking, sleeping, loving(...)”라

는 구절이 적혀 있다.293) 앞서 살펴본 <점착성>에서처럼 인물 형상은

둥근 머리, 직사각형 형태의 면으로 표현된 몸통과, 선으로 묘사된 팔과

다리로 이루어져 있다. 두 “소년”은 포옹을 한 채 입을 맞추고 있다. 이

를 통해 호크니가 이들을 동성애자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호크니는 이전 작품들에서 동성애 주제를 기존의 문학 작품에

의존해 나타냈던 것과 달리, 이 회화에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동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연결시켜 표현했다. 그는 이 작품을 제작할 무렵

휴일에 있었던 등반 사고를 다룬 “두 명의 소년들이 밤새도록 절벽(cliff)

에 매달려 있었다”라는 뉴스가 신문에 실렸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가수

클리프 리처드(Cliff Richard)의 팬이었던 그는 이 기사의 헤드라인을 자

290) <그레첸과 스널>은 버거가 뉴욕에 있는 그의 남자친구를 위해 쓴 동성애자 연인을
주인공으로 한 동화였다.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된 순진한 소년인 그레첸은 스널이라는
외계 생명체를 만난다. 이들은 스내치라고 불리는 끔찍한 이빨을 가진 괴물과 마주친
다. 그레첸과 스널은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괴물로부터 함께 탈출한 후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Sykes (주 253), p. 91.

291) 버거는 당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했던 호크니가 이 동화 속
의 그레첸 같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에게 삽화 제작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Livingston
(주 13), p. 26; Interview with Mark Berger, 『호크니』(2014).

292) Sykes(주 253), p. 91.
293) Walt Whitman, “We Two Boys Together Clinging” (1860), Leaves of Grass;
https://whitmanarchive.org/published/LG/1860/poems/102. 2021.08.17.



- 87 -

의적으로 해석해 작품에 활용했다.294) 색 면으로 분할된 화면은 기사에

나온 절벽의 단면을 연상시키는데, 좌측의 푸른색 면에는 “4. 2.”라는 숫

자가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숫자는 각각 네 번째와 두 번째 알파

벳을 지시하는 숫자로 호크니가 그의 ‘핀업’ 대상인 리처드와 뒤에 살펴

볼 작품의 제목인 “돌 보이(Doll Boy)”를 의미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었

다.

돌 보이, 즉 클리프의 옆에 ‘매달려 있는’ 두 인물의 몸은 선들로 서

로 연결되어 있다. 좌측 인물 위의 “4. 8.”이라는 숫자는 호크니의 이름

의 첫 알파벳인 D와 H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자신을 나타낸다. 그는 상

대방을 팔로 감싸고 있으며, 그의 입술 위에는 “never”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 리빙스턴은 이 단어를 “다른 한쪽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는 휘

트먼의 시구의 반영으로 보면서, 서로에 대한 헌신의 증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295) 한편 사익스는 인물 간의 실제 관계를 통해 이를

해석했다. 우측 형상에는 두 개의 암호가 적혀 있는데, “3. 18.”은 각각

알파벳 C와 R로 클리프 리차드를 의미한다. P와 C를 뜻하는 “16. 3.”은

동료 학생이었던 피터 크러치(Peter Crutch)인데, 그는 이성애자였지만

호크니는 당시 그를 짝사랑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익스는

“never”라는 단어는 이 그림에서는 크러치에 대한 작가의 일방적이며,

온전히 정신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해석했다.296)

피터 크러치는 이 시기에 호크니가 제작한 판화인 <거울, 벽에 걸린

거울>에서도 주인공으로 등장했다(도 72).297) 화면 중앙에 뒷모습을 한

남자 위에는 “Peter”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 그가 크러치임을 나타내고

있다. 거울에는 그의 정면이 반사되어 보이는데, 그 위에는 동화 『백설

294) Hockney(주 256), p. 68.
295) “One the other never leaving.” Livingston(주 13), p. 36.
296) Sykes (주 253), p. 92.
297) 카바피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그리스 시인으로 블룸즈버리 그룹의 일원이
었던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에 의해 1923년 영국으로 소개되었다. 그는 그리스 고전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을 저술했으며, 그 예로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렸던 테르모필레
전투 등의 소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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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에 나오는 ‘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묻는 구절이 적혀 있

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카바피의 시 <현관에 있는 거울>의 구절인 “그

자신이 잠시 동안이나마 완전한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을 자

랑스러워 했다 (...)”가 쓰여 있다.298) 호크니는 미술가는 거울처럼 아름

다움을 목격할 뿐만 아니라 관객을 향해 반사함으로써 그것을 찬양할 수

있다고 보았다.299) 이처럼 그가 자신을 창작자이자 관객으로 식별하는

동시에 작품 속의 모델을 아름다운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은 고대

그리스에서 페더레스티를 표현한 미술의 주된 대상이었던 가니메데스가

아름다움을 상징했던 것과, 도자기 회화에 청년에 대한 “칼로스(아름다

움)”이라는 헌사가 새겨졌다는 사실을 연상시킨다.300) 고대 그리스 문화

는 카바피의 시에서 주된 소재로 사용되었는데, <현관에 있는 거울>에

서 거울이 비치는 아름다운 소년에 대한 묘사에도 위와 같은 특징이 반

영된 것으로 보인다.

<1961년 3월 24일 새벽에 춘 차차>에는 <거울, 벽에 걸린 거울>의

인물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형상이 등장한다(도 73). 호크니는 그가

겪은 실제 일화를 바탕으로 이를 제작했다.301) 또한 이 회화 작품에서

그는 고전적 문학 작품을 인용하는 대신 동시대 유행가 가사와 광고 문

구를 사용했다. “I love every movement”라는 인용구는 미국 가수 쟈니

틸럿슨(Johnny Tillotson)의 <움직이는 시 Poetry in motion>에서 가져

온 것이었다. 거울 위에 적혀 있는 “penetrates deep down, gives

instant relief from”는 당시 판매되던 문지르는 연고의 광고 문구였다.

호크니는 이를 성적인 맥락에서 해석하여 그의 작품에 인용했는데 이와

같은 표현에서 뒤에서 살펴볼 팝아트적 양식의 영향이 발견된다.302)

298) Constantine Cavafy, “the Mirror in the Hall” (1930), trans. Rae Dalven The
Complete Poems of Cavafy, London: the Hogarth Press, 1961, p. 165.

299) Livingston(주 13), p. 40.
3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II장 1절을 참고하시오. pp. 13-16.
301) 호크니는 이에 대해 “왕립 미술대학의 학생이었던 매우 아름다운 소년(피터 크러
치)은 나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를 놀랍도록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특별히 차차를 추었다”라고 회상했다. Hockney(주 256),
pp. 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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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크니는 1960년 중반부터 1961년 초반까지 문학 작품의 구절을 통

해 동성애 주제를 표현했다. 그가 인용한 문학가들의 작품에는 서양 고

전에 등장하는 동성애와 관련된 표현이 반영되었다. 또한 호크니가 인터

뷰에서 말한 “최초의 동성애자들”이라는 단어에서, 그가 “동류의 영혼들”

을 칭함에 있어 염두에 둔 문화의 역사가 우라니안 문학가들에 의해 연

구되고 소개되었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하여 20세기 초의 영국까지 이어진 지식인

계층의 동성애 문화와 이를 다룬 문학 작품은 그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

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겔트찰러는

1960년대 초반의 호크니의 작품에는 추상 표현주의의 영향이 드러났지

만, 그가 더욱 주력한 부분은 문학과 형상의 묘사를 조합시키는 방식이

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시점부터 호크니가 자기 고유의 작품 주제를

발견해 감과 동시에 기술적인 면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간주했

다.303) 이러한 방식으로, 호크니는 동시대 미술의 조형적인 요소와 고전

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학적 소재를 결합해 자신의 작업을 발전시켜 갔

다.

2. 동시대 양식의 영향에 따른 작품 전개 양상

영국에서 팝아트 양식의 작품은 리처드 해밀턴(Richard Hamilton)과

피터 블레이크(Peter Blake) 등의 미술가들에 의해 1950년대부터 제작되

기 시작했다. 그들이 참여한 1956년 《이것이 내일이다》전에 이어서,

1961년 2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미술가들에 의해 왕립 영국 미술가 협회

302) 같은 곳.
303) Henry Geldzahler, “David Hockney”(1977), Making it New: Essays, Interview,
and Talks, New York: Turtle Point Press, 1994, pp. 1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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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에서 열린 《젊은 동시대인들》전은 영국의 팝아트 양식이 일관된

움직임으로 나타난 사례로 여겨진다.304) 1949년부터 해마다 열린 이 전

시에서 팝아트 작품들이 소개된 것은 당시 이 양식이 젊은 미술가들에

의해 시도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호크니 외에도 같은 학교

의 학생인 키타이, 앨런 존스(Allen Jones), 데릭 보시어(Derek Boshier),

피터 필립스(Peter Phillips), 패트릭 콜필드(Patrick Caulfield)가 참여했

다.

위에서 언급했던 1956년의 첫 팝아트 전시에서 서문을 작성했던 로

렌스 알러웨이(Lawrence Alloway)는 1961년 《젊은 동시대인들》을 조

직했다. 그는 팝아트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평론가이자 당시 현대미

술 연구소(ICA)의 어시스턴트 디렉터였다.305) 그는 전시 도록의 서문에

서 “이 미술가들의 창조적 행위는 그들이 살아온 도시 환경으로부터 양

분을 공급받은 것이다.”라고 위의 작가들을 소개했다. 또한 그는 이들의

작품에 공통적으로 표현된 오브젝트의 재현, 부호, 그리기와 글쓰기의 조

합 등에서 파퓰러 아트(popular art)의 영향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306)

호크니는 이 전시에 참여했지만, 자신이 그의 동료들과 같은 그룹에 속

하거나 그의 작품이 팝아트와 중요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여기지는 않았

다.307) 그러나 그의 출품작인 <돌 보이>와 두 점의 <티 페인팅>에서는

팝아트적인 요소와 이 시기 그의 주된 관심사였던 동성애 주제가 결합되

어 표현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도 74, 78, 79).308)

304) 1949년부터 시작된 《젊은 동시대인들 the Young Contemporaries》은 매년 영국의
주목할만한 미술 학생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이다. 가장 유명했던 《젊은 동시대
인들》은 영국의 팝 아트가 처음으로 대거 등장한 1961년의 전시였다. 1974년 전시의
이름은 《새로운 동시대인들》로 바뀌었고, 현재까지도 매년 런던의 ICA(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에서 전시가 개최되고 있다. Young Contemporaries, The Oxford
Dictionary of Art and Artis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https://www.oxfordreference.com/view/10.1093/oi/authority.20110803125634841

305) Marco Livingstone, Pop Art: a Continuing History, New York: Harry N.
Abrams, INC., 1990, pp. 93-94.

306) Lawrence Alloway, Young Contemporaries, exhibition catalogue, London:
Whitechapel Art Gallery, 1961, quoted in Little(주 259), p. 34.

307) Tickner(주 17), p. 26.
308) 호크니는 <세 번째 러브 페인팅>, <돌 보이>, <티 페인팅>을 출품했다. 이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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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보이>에서 우측 하단의 회색 사각형 안에는 당대의 유명 가수

클리프 리처드의 노래 <I Love You>의 가사인 “당신의 사랑은 나에게

더 큰 의미가 있다”가 적혀 있고, 그 위에는 밸런타인의 일부 철자인

“Valenti”가 보인다(도 74). 피터 애덤(Peter Adam)은 <돌 보이>는 호크

니가 클리프 리처드에게 보내는 일종의 밸런타인 카드였다고 설명했

다.309) 작품 속 인물은 베이비 돌 드레스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있고, 그

아래에는 클리프 리처드를 나타내는 숫자인 “3. 18.”이 적혀있다. 인물의

성기 부위에는 “여왕(Quee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왕”은 게이 하위

문화에서 사용되는, 동성애 관계에서 “몰리”와 같은 여성적인 역할을 하

는 남성을 칭한다.310) 화면 상단에는 인물의 머리를 짓누르는 형상이 붉

은색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그 아래에 적혀 있는 “doll boy”의 첫 글자

인 “D”의 아랫부분과 유사한 형태로 보인다.

호크니는 클리프 리처드의 히트곡인 <리빙 돌>(1959)을 참고하여

“돌 보이”라는 명칭을 만들었다. 당시 이 가수를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있었던 호크니는 그가 실제로는 본인과 같은 성 정체성을 지녔지만 그

사실을 감추고 있는 것이라고 상상했다. 이러한 이유로 작가는 인형과

같은 ‘소녀’에게 구애하는 가사에서 그 대상을 ‘소년’으로 대체한 후 “돌

보이”라고 불렀다.311) 즉, 작품 속의 인물은 호크니의 성적 판타지의 대

상인 리처드인 동시에 그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번민하는 작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것이기도 했다.

호크니는 <돌 보이>를 제작하기에 앞서 1960년 가을부터 이를 위한

습작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남학생들이 학교의 작업실에 ‘핀업

정한 전시 조직 위원회의 멤버로는 피터 필립스, 데릭 보시어, 앨런 존스, 패트릭 프
록터가 있었고, 심사위원에는 알로웨이, 안소니 카로(Anthony Caro), 프랭크 아우어
바흐(Frank Auerbach)가 있었다. Sykes (주 253), p. 82.

309) 동시에 이 단어는 리처드의 사진이 자주 실린 소녀들이 보는 잡지였던 『밸런타
인』을 지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Adam(주 187), pp. 25-26.

310) Emmanuel Cooper, The Sexual Perspective: Homosexuality and Art in the Last
100 Years in the West, London and New York: Routedge and Kegan Paul, 1986,
p. 270.

311) Livingston(주 13),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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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의 사진을 붙여놓았듯이 자신은 ‘핀업 보이’로서 신문이나 잡지에서

오려낸 클리프 리처드의 사진을 붙여놓았으며, 이 사진들을 바탕으로 작

품을 구상했다고 말했다.312) <돌 보이를 위한 습작>에서 “Doll Boy”라

고 표시된 인물은 화면 상단의 사각형에 머리가 눌린 모습을 하고 있고

우측에는 돌보이를 설명하는 “비정통적인 연인(unorthodox lover)”이라

는 텍스트가 있다(도 75). 이 문구를 통해 그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간접

적으로 나타내었는데, 이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

고 있던 당시 작가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리빙스턴은 머리가 눌린 모습을 한 인물을 자기-억압의 상태를 상징하

는 것으로 해석했다.313)

그 후에 제작된 <돌 보이(습작)>과 <돌 보이를 위한 습작 2>에서

상단의 색 면은 하트 형태로 대체되었다(도 76, 77). 인물의 토르소에 적

혀 있던 “Doll Boy”는 하트 형태의 아랫부분에 등장하며, “비정통적인

연인”이라는 문구는 삭제되었다. 인물을 누르고 있는 듯이 보이는 하트

와 그 위에 적혀 있는 텍스트를 통해 그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돌 보

이”라는 대상에 대한 감정임을 추측할 수 있다. <돌 보이를 위한 습작

2>의 우측에는 빨간색으로 그려진 “D”를 의미하는 숫자 “4”의 일부가

보인다. 이를 통해 앞서 살펴본 <돌 보이>의 상단 붉은색 면이 의미하

는 바를 짐작할 수 있다. 부호화된 숫자와 알파벳과 같은 요소는 작가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주제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음을 시사한다.

한편 호크니는 《젊은 동시대인들》에서 당시 26세의 아트 딜러였던

존 카스민을 만났다. 카스민은 <돌 보이>를 구매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1960년대 초반 호크니가 화단에 진입하는 것에 도움을 주게 된다.314) 그

는 자신의 갤러리스트 경력을 1956년 런던 소호에 위치한 갤러리 원

312) 호크니는 그의 동생인 존으로부터 엘비스 프레슬리 음반을 선물받은 것을 계기로
대중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그는 대중음악팬은 아니었지만 클리프 리처드는 매우 매
력적이었기 때문에 좋아했다고 말했다. Hockney(주 256), p. 63.

313) Livingstone(주 13). p. 25.
314) 카스민은 당시 이 작품에 암시된 동성애적 요소는 알아채지 못했지만, 반항적이면
서 유머러스한 표현에 흥미를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Sykes(주 253), pp. 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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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ery One)의 어시스턴트로 시작했다. 이후 그는 캐플런 갤러리

(Kaplan Gallery)를 거쳐, 이 작품을 구매했던 시점에는 비엔나 출신의

프랭크 로이드(Frank Lloyd)와 해리 피셔(Harry Fischer)가 설립한 말보

로 갤러리(the Marlborough)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 갤러리는 당시 런던

에서 가장 상업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여겨진 곳 중 하나였다.315) 카스민

은 호크니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피셔에게 그의 작품을 추천했

지만, 후자는 호크니의 작품에 부정적이었다. 카스민은 작품 일부를 가져

오도록 호크니를 설득한 후에, 그것을 프라이빗 쇼룸에서 보관하며 판매

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316) 결국 그는 호크니를 비롯하여 자신이 지

원하고 싶었던 미술가들을 이 갤러리에서는 전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화랑을 열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그가 설립한 카스민

갤러리는 호크니의 첫 전속 화랑이 되었다.317)

티 페인팅 연작은 호크니가 즐겨 마시던 “타이푸 티(Typhoo tea)”라

는 대중적인 브랜드의 케이스를 소재로 한 작품이었다. 그는 이 연작을

자신의 작품 중에서 팝아트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318) 1957

년 리처드 해밀턴은 팝아트의 특성을 “파퓰러(대중을 위해 디자인된), 일

시적인(단기의 해법), 소모용의(쉽게 잊히는), 저렴한, 대량 생산된, 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재치 있는 (...)”으로 정의한 바 있다.319) 호크니가

315) 당시 카스민은 <돌 보이>를 사십 파운드에 구입했다고 한다. Chris Stephens,
“David Hockney at the Kasmin Gallery”, British Library; https://www.bl.uk/voices
-of-art/articles/chris-stephens-david-hockney-at-the-kasmin-gallery. 2021.10.08.

316) 카스민의 회상에 따르면 해리 피셔는 호크니의 작품을 쓰레기(rubbish)라고 혹평했
다. 말보로 갤러리에서 호크니의 작품을 좋아했던 유일한 사람은 동료 직원이었던 제
임스 커크맨이었으며, 그는 이후 몇 점의 작품을 적은 금액에 구매했다고 한다.
Sykes(주 253), pp. 85-89.

317) John Kasmin interviewed by Monica Petzal and Cathy Courtney, 2005-2016;
https://www.bl.uk/collection-items/kasmin-on-meeting-david-hockney. 2021.10.08.

318) 영국 영화감독 켄 러셀은 1962년 BBC에서 방영된 영화인 <팝은 이젤로 간다>를
제작함에 있어서 호크니에게 출연을 의뢰했지만 그는 이를 거절했다. 이처럼 호크니
는 팝아트 미술가로 분류되기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리사 티크너는 호크니 작품 속
동성애적 코드와 그가 참고한 장 뒤뷔페, 앨런 데이비, 프란시스 베이컨 등을 예로 들
며 이러한 양식적 특징이 다른 팝 미술가들과 상충한 것이 그 이유였을 것이라고 설
명했다. Hockeny(주 256), pp. 64-68; Tickner(주 17), pp. 26-27.

319) https://www.tate.org.uk/whats-on/tate-modern/exhibition/richard-hamil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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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턴의 정의를 토대로 그의 작품을 팝아트적이라고 해석하였음은 티

페인팅 연작의 소재와 표현 방식을 통해 드러난다.

<첫 번째 티 페인팅>(1960)의 화면은 색 면에 의해 상단과 하단으

로 나뉜다(도 78). 상단에는 타이푸 티의 케이스가 어두운색으로 다소

불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그 배경은 머스터드 색으로 균일하게 칠해

져 있다. 반면 하단에는 <돌 보이> 습작에서와 같은 하트 형태가 등장

한다. 하트 형태와 그 위에 그려진 알파벳 “L”은 앞서 그가 동성애 주제

를 표현하기 위해 제작한 회화들에서도 등장한 것이다. 이 부분은 유사

한 시기에 제작된 <러브 페인팅>처럼 거친 붓 자국으로 그려져 있다.

앞서 서술했듯이 그는 이 시기에 추상 회화를 주류로 여기는 학교 내의

분위기로 인해 형상적 그림을 시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작품도 매우

흔한 기호에 대한 참조를 포함한 추상 회화같이 제작했다고 설명했

다.320)

<두 번째 티 페인팅>(1961)에서도 팝아트적인 부분과 동성애 주제

를 암시하는 부분이 대조적인 기법으로 묘사되었다(도 79). 티 케이스의

선명한 색으로 인해 그것의 상표는 첫 번째 작품에 비해 두드러진다. 펼

쳐진 모습을 한 상자는 앞면과 옆면이 나란히 그려졌다. 한편 이 작품에

서는 전작에 비해 작아진 보라색 하트가 등장하며, 그 아래에는 회색조

의 거친 붓 자국으로 형상이 그려져 있다. 형상에 사용된 색과 뒤에 살

펴볼 세 번째 티 페인팅과의 연관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남성 나체를 그

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체 표현과 무대처럼 구획된 배경에서 그와

동시대 미술가인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909-1992)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321) 호크니가 베이컨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이후 형상적

인 표현과 관련한 회화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남성 누드를 통한 성

richard-hamilton-room-guide/richard-hamilton-room-5. 2021.12.03.
320) Hockney(주 256), p. 64.
321) 호크니는 1960년 런던의 말보로 갤러리에서 열린 베이컨의 개인전을 관람한 후 깊
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남성 누드는 1950년대 초반부터 베이컨의 작품에 등장
하기 시작했는데 그 예로 <누드 습작 Study of a Nude>(1952-3)과 같은 작품을 들
수 있다.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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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의 직접적인 표현에서도 드러나게 된다.322)

호크니의 세 번째 티 페인팅인 <환영적 양식의 티 페인팅>(1961)은

이듬해인 1962년 《젊은 동시대인들》전에 출품되었다(도 80). 그는 회

화가 사각형이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깨는 동시에 대상을 더 환영적으

로 보이게 하기 위해 특정 형태를 지닌 캔버스 틀을 직접 제작했다고 설

명했다.323) 이 회화 작품의 형태는 티 케이스 뚜껑의 그림과 모양이 같

은 종이가 붙은 직육면체의 용기를 왼쪽 상단에서 내려다 본 모습이다.

이에 따라 캔버스 위의 이미지는 3차원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호크니는 작품 제목을 환영적 양식이라고 칭했다. 상자 표면에는 나체의

남성이 그려져 있다. 뚜껑 부분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머리와 달리 그 아

랫부분은 반투명한 느낌으로 묘사되어, 마치 상자 안쪽에 앉아 있는 인

물이 투사된 것처럼 보인다.

리빙스턴은 <환영적 양식의 티 페인팅>을 통해 호크니가 회화를 실

제 오브제처럼 표현하는 것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1960년 무렵 특히 유행했던 방식으로, 작품이 실제를 모사하는 것이 아

닌 그것 그 자체라는 모더니즘적 원칙을 지지하면서도 형상적 레퍼런스

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도된 것이었다.324) 호크니는 이 시기 뉴

욕의 현대 미술관에서 열린 《16 미국인들》(1959)전의 도록을 통해 제

스퍼 존스(Jasper Johns)와 로버트 라우셴버그(Robert Rauschenberg)의

작품들을 접했으며, 이는 위와 같은 실험을 진행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325) <환영적 양식의 티 페인팅>은 형식적인 측면은 물론 주제적인

면에서 제스퍼 존스의 <석고 모형들이 있는 과녁>과 연결된다(도 81).

여기에서 캔버스의 과녁 윗부분에는 덮개들이 연결된 작은 상자들이 있

으며 그 안에는 각각 석고 모형이 놓여 있다. 이 모형들은 남성 성기를

포함한 신체 부위들을 캐스팅한 것으로 작가의 은폐된 성 정체성을 암시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326) 호크니의 작품에서 뚜껑이 열린 상자 속

322) Livingston(주 13), pp. 34-35.
323) Hockney(주 256), p. 64.
324) Livingstone(주 13), p. 36.
325) Webb(주 15),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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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나체의 인물은 존스의 작품 속 오브제와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그 형식에 있어서는 회화적 형상으로 표현되었다는 차이점을 지닌다. 앞

서 살펴본 두 점의 티 페인팅에서는 분리되어 있던 팝아트적 기호로서의

이미지와 동성애 주제를 나타내는 부분은 이 작품에서는 오브제 형식의

화면에 환영적으로 중첩된 남성 누드로서 혼합된 모습으로 변화했다.

앞서 제작된 두 점의 티 페인팅과 비교하여 <환영적 양식의 티 페

인팅>에서 인체는 더 사실적으로 그려졌다. 또한 나체의 인물이 왼손으

로 자위를 하는 듯한 동작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적인 면도 노골적

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작품이 위와 같이 변화한 배경을

1961년 여름을 전후로 한 그의 경험과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다.

1961년 《젊은 동시대인들》전에 출품된 학생들의 작품에 대해 당시

학교의 교수진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327) 호크니에 따르면, 그들은

그의 작품을 쓰레기(junk)라고 불렀지만, 그해 초에 리처드 해밀턴이 학

교에 방문한 이후로 그러한 태도는 바뀌었다. 해밀턴은 슬레이드 미술대

학을 졸업한 후 인디펜던트 그룹에 합류하여 ICA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

다. 그는 ICA에서 《인간 머리의 경이로움과 공포》와 같은 영향력 있

는 전시를 다수 조직했으며, 1956년에는 앞서 언급한 《이것이 내일이

다》에 참여했다. 회화과 학생들을 방문할 당시 그는 같은 학교의 인테

리어 디자인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 당시 그가 학생들의 작품을 둘

러본 후 호크니에게 2 파운드가량의 상금을 수여하자 교수진은 더 이상

그의 작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328) 그 후 피터

블레이크, 조 틸슨(Joe Tilson)을 비롯한 미술가들도 학교에 있는 호크니

326) 케네스 실버에 따르면 존스의 과녁은 미술사에서의 동성애 주제인 성 세바스챤을
상징하는 것이다. Kenneth Silver, “Modes of Disclosure: The Construction of Gay
Identity and the Rise of Pop Art”(1993), in R. Ferguson, ed., Hand-Painted Pop:
American Art in Transition, 1955-1962, Los Angeles: Museum of Contemporary
Art exhibition catalogue, 1993, p. 180.

327) 《젊은 동시대인들》에 함께 참가했던 보시어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들은 학생들에
게 팝아트와 같은 터무니없는 짓을 그만두라고 했으며 그 대신 고전 회화를 기반으로
한 작품을 제작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Interview with Derek Boshier”, March
2010, cited in Sykes(주 253), p. 90.

328) 위의 책, pp.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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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업 공간을 개인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다. 해밀턴을 비롯하여 인디

펜던트 그룹에 속한 호크니의 선배 세대의 미술가들은 이후 호크니의 경

력에 간접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해밀턴은 1964년 로스

앤젤레스를 처음으로 방문하고 온 호크니에서 ICA에서 특강을 할 것을

의뢰하기도 했다. 호크니가 그의 선배 세대 팝 미술가와 교류를 지속했

음은 피터 블레이크의 <할리우드 스페인풍 실내에 있는 데이비드 호크

니의 초상>(1965)과 호크니의 <리처드 해밀턴의 초상>(1971) 등의 작품

들을 통해 알 수 있다.329)

그 무렵 판화과의 학과장이었던 앨리스터 그랜트(Alistair Grant)는

판화실의 건조대에 있던 호크니의 작품을 본 후, 카드의 킹과 퀸을 그린

<세 명의 왕들과 여왕>을 세인트 조지스 갤러리의 《새겨진 이미지

The Graven Image》에 출품했다(도 82).330) 호크니는 1961년 4월

갤러리스트인 로버트 어스킨(Robert Erskine)으로부터 판화상과 함께

상금 백 파운드를 받았는데, 그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331)

어스킨은 호크니에게 상금을 준 것에서 더 나아가 뉴욕행을 앞둔 그에게

현대 미술관(이하 MoMA)의 판화 부서 큐레이터인 윌리엄 리버만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었다.332)

호크니는 위의 상금으로 그해 여름 뉴욕에 방문하게 되었다.333)

329) Hockney(주 256), pp. 42-44.
330) Sykes(주 253), pp. 93-94.
331) 어스킨은 케임브리지를 졸업한 젊은 갤러리 주인이었으며, 영국 판화의 부흥을 주
도한 인물이었다. 그는 1963년 호크니의 <레이크의 인생변천>을 출판한 에디션스 알
렉토(Editions Alecto)에 합류했다.

332) 윌리엄 리버만은 1945년 MoMA의 디렉터였던 알프레드 바(Afred H. Barr Jr.)의
어시스턴트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그는 1949년 애비 올드리치 록펠러 프린트 룸의 설
립과 함께 신설된 판화 부서의 첫 번째 큐레이터가 되었다. 1960년 드로잉과 판화 부
서로 확장되며 그는 그곳의 큐레이터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1966년에는 디렉터가 되
었다. 1967년 그는 회화와 조각 부서 큐레이터를 겸임하기 시작한 그는 1969년 이 부
서의 디렉터가 되었다. 1979년 그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20세기 미술 부서의 의장
이 됨에 따라 MoMA에서 사직했다. 그는 미국에 호크니의 작품을 소개하는 주된 역
할을 한 인물로 여겨진다. William S. Lieberman Papers in The Museum of Modern
Art Archives, 2006; https://www.moma.org/research-and-learning/archives/
finding-aids/Liebermanf. 2021.10.12.

333) Hockney(주 256), p. 65.



- 98 -

리버만은 <거울, 벽에 걸린 거울>과 <그의 모든 아름다움을 지닌

카이사리온>을 MoMA의 소장품으로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호크니가

가져간 다른 판화 모두를 그를 대신하여 판매해 주었다(도 72, 83).334)

또한 그는 호크니가 뉴욕에서 판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프랫

인스티튜트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 1950년대 중반에 설립된 프랫의

그래픽 아트 센터는 미국 판화의 부흥에 주된 역할을 한 곳으로

미술가들에게 제작뿐만 아니라 전시 시설 또한 제공했으며, 클래스

올덴버그, 짐 다인, 로버트 마더웰, 바넷 뉴먼과 같은 미술가들도

사용했던 곳이었다.335)

호크니가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제작하기 시작한 <바다 건너편에

누워 있는 나의 보니>는 그가 미국에서 제작한 첫 번째 작품이었다(도

84). 화면 좌측의 인물에 적힌 “Dh”라는 알파벳은 이 인물이 호크니임을

말해준다. 그는 고층 빌딩 꼭대기에서 커다란 성조기 형상을 두 팔로

들고 있다. 빌딩 옆에는 “new york July 1961”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고,

미국 우표에 그려진 조지 워싱턴의 두상이 콜라주되어 있다. 그가

좌측에는 성조기를, 우측에는 유니언잭을 그렸다는 점에서 화면 중앙에

회오리 같은 선으로 그려진 덩어리는 대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측에는 유니언잭과 피터 크러치를 나타내는 인물의 옆모습이 그려져

있다. 마틴 해머는 당시 호크니에게 판화는 운송과 제작 면에서 회화에

334) 리버만은 호크니의 작품을 구매하고 그가 뉴욕에서 판화를 제작할 여건을 제공한
것은 물론 그의 판화가 MoMA에서 전시될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그는 1964년 5월
27일에 개최된 《변화하는 세계의 예술: 1884-1964: 17명의 미술가의 판화들》에 그
가 호크니로부터 구매했던 <나 자신과 나의 영웅들>과 <그의 모든 아름다움을 지닌
카이사리온>을 포함시켰다. 이 전시를 통해 호크니의 작품이 이 미술관에서 처음으로
선보여졌다. 전시의 참여 작가는 피에르 보나르(Pierre Bonard, 1867-1947), 앙드레 드
랭(Andre Derain, 1880-1954), 에른스트 루드비히 키르히너(Ernst Ludwig Kirchner,
1880-1938), 엘 리시츠키(El Lissitzky, 1890-1941), 조르조 모란디(Giorgio Morandi,
1890-1964), 에드바르드 뭉크(Edvard Munch, 1863-1944),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 앙리 드 툴르즈 로트렉(Henri de Toulouse-Lautrec, 1864-1901)
등으로, 호크니는 그중 유일한 영국인이자 가장 젊은 작가였다. Prints By Seventeen
Artists, Master Checklist, May 27 1964; Hockney(주 256), p. 65.

335) Martin Hammer, “David Hockney’s Early Etchings: Going Transatlantic and
Being British”, Tate Papers 27(2017),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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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실용적인 측면을 지니는 것은 물론 판매를 통해 여행을 보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매체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그는 이 작품이 자전적인 형식을 지녔다는 점에서

호크니가 뉴욕 방문 이후에 제작할 판화 연작의 견본이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336)

사익스는 이 여행이 호크니에게 있어서 작품 제작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호크니가 원래 흑발인 머리카락을 금발로

염색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였다.337) 리빙스턴은 이러한 그

의 결정은 개인이자 미술가로서 주목받고자 하는 열망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즉, 이는 자신을 그의 작품을 광고하기 위한 트레이드 마크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 의한 것으로 호크니는 이에 대해 스스로를 ‘재창

조(reinvent)’한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338)

김정희는 1960년대 뉴욕 문화계의 특징은 상호교류성과 혼성성으로

정의된다고 설명했다.339) 이 시기에는 시민운동, 여성 운동, 반전 시위

등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히피와 같은 반체제적인 하위문화가 형성되었

다. 이러한 다원성은 예술에도 반영되었고 해프닝과 퍼포먼스 등의 장르

가 등장했다.340) 또한 앞 장에서 살펴봤듯이, 뉴욕은 샌프란시스코, 로스

앤젤레스와 함께 2차 세계대전 후 동성애 문화의 중심지가 된 도시 중

하나였다.341) 방문 기간 동안 호크니는 예술계는 물론 동시대 동성애 문

화의 분위기를 접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는 그의 미국적인 문화의 수용

은 물론 작품에서의 성 정체성의 직접적 표현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336) 위의 글, pp. 2-6, p. 13.
337) 뉴욕에 도착한 직후 호크니는 버거와 함께 나소 카운티의 롱비치에 있는 그의 부모
의 집에서 머물렀다. 이곳에서 TV를 보던 중 그는 레이디 클레롤 염색약 광고의 “금
발들이 더 재미를 본다는 것은 사실인가요?”라는 캐치프레이즈에 흥미를 느껴 머리를
염색했다. Sykes(주 253), pp. 95-98.

338) Livingston(주 13), p. 13.
339) 김정희(주 16), p. 119.
340) Saslow(주 6), p. 255.
341)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II장 6절 2항을 참고하시오.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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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호크니가 1961년 가을 런던으로 돌아온 후 뉴욕에서

의 경험을 토대로 제작하기 시작한 판화 연작 《레이크의 인생 변천》에

반영되었다(도 85).342) 그는 풍자화가 윌리엄 호가스(William Hogarth,

1697-1764)가 1734년 회화로 완성한 후 이듬해에 판화로 발표한 같은 제

목의 작품에서 줄거리를 가져왔다. 호크니는 부랑자나 주정뱅이들이 길

거리에 잠들어 있는 뉴욕의 바워리(Bowery)와 같은 지역의 불결함을 본

후 원작을 동시대적인 맥락에서 재창조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60년대 뉴욕이 18세기 런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였으

며, 이 도시를 호가스적(Hogarthian)이라고 표현했다.343)

앞 장에서 살펴봤듯이 18세기 영국에서는 개신교와 의회의 권력이

강화된 것과 맞물려 대도시에서의 도박, 매춘, 음주 등을 통제하기 위한

매너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344)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호가스가 “현대

윤리 주제들”이라는 주제로 제작한 《할럿의 인생 변천 Harlot’s

Progress》과 《레이크의 인생 변천》에 기록되었다.345) 그 예로 이 작

품에서는 당시 몰리를 단속했던 매너 개혁 협회가 등장하는 것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18세기 런던에서 몰리 하우스와 같은 동성애 하위문화가

형성되었던 것처럼 1960년대 뉴욕에도 동성애 문화가 활성화되었다는 점

에서도 호크니가 말한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인

터뷰에서 당시 런던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자유로운 분위기와 게이 문

화를 뉴욕에서 접하게 되었다고 회상했다.346)

342) 호크니는 원래 호가스의 작품처럼 총 8점의 이미지를 제작하고자 했다. 이 작품에
흥미를 보인 학교의 학장이었던 로빈 다윈(Robin Darwin)은 이를 책으로 출판할 것
을 제안하면서 24장의 이미지를 제작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이들은 총 16장을 제작
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했으며, 그가 졸업한 후인 1963년에 이 작품을 완성했다.

343) “Interview with Hockney”, 1995, cited in Jonathan Weinberg, Ambition and Love
in Modern American Art,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1,
p. 156.

344)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II장 4절을 참고하시오. pp. 46-48.
345) F. Antal, “The Moral Purpose of Hogarth’s Art”,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s 15:3(1952), pp. 173-74.

346) “Interview with David Hockney”, February 2010, cited in Sykes(주 253), pp.
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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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스의 작품의 주인공은 톰 레이크웰(Tom Rakewell)로 그의 이름

이 암시하는 “레이크(Rake)”는 18세기 무렵 영국에서 방탕한 남성을 지

칭하는 단어였다.347) 원작은 부친의 유산을 상속받은 레이크웰이 임신한

약혼녀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녀를 떠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런던으로 상

경한 후 매춘과 사치로 재산을 탕진한 그는 부유하고 나이 많은 여자와

결혼한다. 그는 결혼으로 다시 얻게 된 재산을 도박으로 잃고 채무자 감

옥에 수감된다. 마지막 장면에는 주인공이 미쳐 베들렘(Bethlem) 정신병

원에 갇힌 모습으로 등장한다.348)

호크니는 자신을 주인공의 역할에 대입시키면서 세부적인 내용에서

는 재해석을 거쳐 자전적인 경험과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했다. 이 판화

연작의 줄거리는 뉴욕에 도착한 호크니가 리버만에게 그의 판화를 판매

한 후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과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을 방문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어지는 장면들은 머리를 금발로 염색한 그가 공원에

서 조깅하는 남성들을 바라보다가 게이 바에 가는 것이다. 바에서 상대

방을 붙잡고 있는 남성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호크니가 여

자와 결혼하는 다음 장면을 통해 설명된다. 이어지는 세 이미지는 선거

캠페인, 감옥을 바라보는 장면, 할렘에서의 죽음을 보여준다. 그의 인터

뷰에 따르면 이 장면들은 인종 및 경제적 차별과 같은 미국의 어두운 면

을 다룬 것이다.349) 다음 장면에서는 돈을 잃은 호크니가 미국인들의 손

가락질을 받으며 계단을 내려오는 것, 빌보드의 위스키 광고를 보며 그

의 몸이 분열되는 것, 거대한 뱀의 입에 팔다리가 잘린 주인공이 던져지

는 것이 나온다.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는 원작과는 달리 이 작품의 마지

막 장면은 그가 익명의 인물들과 동일시된 모습을 보여준다.350)

347) 호가스는 “현대의 도덕적 주제들(modern moral subjects)”의 두 번째 시리즈로 이
작품을 발표했다. “레이크(rake)”의 정의는 49페이지에 서술되어 있다.
https://www.tate.org.uk/art/artworks/hogarth-a-rakes-progress-plate-1-t01789.
2021.09.03.

348) Hogarth: Hogarth’s Modern Moral Series. The Rake’s Progress;
https://www.tate.org.uk/whats-on/tate-britain/exhibition/hogarth/hogarth-hogarths-
modern-moral-series/hogarth-hogarths-0. 2021.09.01.

349) Weinberg(주 343),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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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흥청망청한 소비의 시작과 금발에게 열리

는 문>이라는 제목의 3번 이미지는 호크니가 금발로 염색한 일화를 소

재로 한다. 그의 앞에 열려 있는 문 건너편에는 수평선과 태양, 야자수가

있는 캘리포니아의 풍경이 펼쳐져 있다. 조나단 와인버그(Jonathan

Weinberg)는 이 시기에 호크니는 서부 해안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할리

우드 영화를 통해 그 지역을 접했고, 그곳이 진정한 미국이라고 생각하

고 있었다고 해석했다. 그는 호크니에게 있어서 금발은 미국적인 것을

의미했으며, 자신의 머리를 염색한 것은 이후 캘리포니아로의 이주를 위

한 첫 번째 단계를 나타낸 것으로 설명했다.351)

제임스 헤퍼넌(James Heffernan)은 3A와 4에서 남성 운동선수를 응

시하는 것과 게이 바를 묘사한 장면은 동성애자 작가로서 미술계에 입지

를 구축하려는 호크니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352) 1A에서 그

가 리버만에게 판매한 작품은 그의 첫 동판화인 <나 자신과 나의 영웅

들>(1961)이다. 이 작품에서 자신을 단지 23살의 안경잡이로 설명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자신을 금발의 게이 미술가로 “재창조”한 호크니는 그

의 동성애에 대한 관심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호가스는 레이크웰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해 비윤리적인 선택

을 하는 것을 첫 장면에서부터 표현했으며, 그의 몰락은 사창가를 방문

하는 3번 그림에서부터 시작했다. 반면 호크니의 작품에서는 4A <노처

녀와 결혼하다>를 기점으로 이야기의 흐름이 전환된다. 이후 도판 8에서

계단 아래로 내려가면서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호크니는 등에 “나는

WABC를 즐긴다(I swing with WABC)”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

은 익명의 인물에 합쳐진다. WABC는 뉴욕의 상업 라디오 방송국이다.

와인버그는 위와 같은 표현을 사람들이 대중문화의 피조물로 여겨지는

미국 중산층 생활의 단조로움에 빠져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

350) 위의 책, p. 158.
351) 위의 책, pp. 152-154.
352) James A. W. Heffernan, “Hockeny Rewrites Hogarth: A Gay Rake Progresses to
America”, Art on Paper 4:2(November-December 1999),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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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53)

마지막 8A <베들럼 Bedlam>의 제목은 “베들렘” 정신병원의 변형된

명칭으로 ‘혼란(chaos)’를 의미하기도 한다. 호크니는 라디오에 연결된

자동기계와 같은 인물들의 열에 합류했으며, 그들과 완벽하게 동화되어

머리 위에 있는 작은 화살표 없이는 그를 식별하는 것조차 불가능하

다.354) 앞서 살펴본 장면들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결말은 동성애

자인 주인공이 주류 문화의 이데올로기적 억압에 의해 성 정체성의 상실

과 혼란에 빠진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리오 아마야(Mario Amaya)는 호크니의 작품은 사회적 풍자라는

영국의 특징적인 문화가 작품에 드러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호가스의

것과 거의 관계가 없다고 해석했다. 그에 따르면, 오히려 이 작품은 전통

적인 영국 풍자-캐리커처에서의 독창적인 양식의 자유로움과 더 관련되

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호크니가 로렌스 앨러웨이가

최초의 진정한 파퓰러 아트라고 여겼던 일종의 ‘풍자화’로 돌아간 것이라

고 해석했다.355)

한편 마틴 해머(Martin Hammer)는 뉴욕에서 활동한 예술가들과 연

결 지어 호크니의 작품을 분석했다.356) 1950년대 중반을 시작으로 1960

년대까지 존 케이지(John Cage), 머스 커닝햄(Merce Cunningham), 제스

퍼 존스, 로버트 라우셴버그, 프랭크 오하라(Frank O’Hara), 래리 리버스

(Larry Rivers) 등 뉴욕의 동성애자 예술가들은 그들의 작품과 활동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반영했는데, 이는 추상 표현주의에 의해 표상된 남

성적인 태도(machismo attitude)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졌다.357) 해머는

그중 특히 오하라와 리버스가 협업을 통해 제작한 석판화 연작인 《스톤

353) Weinberg(주 343), p. 158.
354) 위의 책, pp. 158-59.
355) Mario Amaya, Pop as Art (London: Studio Vist, 1965), p. 118, quoted in Martin
Hammer(주 335), pp. 20-21.

356) Hammer(주 335), p. 3.
357) Moira Roth, “The Aesthetic of Indifference”, Art Forum (Novermber 1977);
https://www.artforum.com/print/197709/the-aesthetic-of-indifference-37263.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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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1957-59)를 예로 들며, 이 작품의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형식과 파

편화된 이미저리가 호크니가 판화 연작을 구상하는 데 있어 촉매제가 되

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도 86).358)

동성애자였던 오하라는 뉴욕 현대미술관의 큐레이터였던 동시에 존

애쉬버리(John Ashbery), 제임스 스카일러(James Schuyler) 등의 문학가

와 함께 뉴욕 학파에 속한 시인으로 활동했다. 앞 장에서 살펴봤듯이,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에 동원되었던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후에 정착한

도시인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에는 동성애 문화가 형성되었

다.359) 이 시기 뉴욕의 문학가들은 콘스탄틴 카바피, 월트 휘트먼, 오스

카 와일드와 우라니안 시인, 랭보(Arthur Rimbaud)와 베를렌(Paul

Verlaine) 등, 동성애를 다룬 과거의 시들을 읽고 그들의 작품에 반영하

면서 양식을 구축해 갔다. 이들 중 하나인 오하라는 1950년대의 소외되

었던 하위문화를 가시적이고 자의식이 강한 지적인 게이 미학과 연결하

는 역할을 했다.360) 그가 1954년 발표한 시 <호모섹슈얼리티>에는 “So

we are taking off our masks, are we, and keeping our mouths shut?”

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이처럼 그는 그의 시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사회

적이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2세대 뉴욕 학파의 미술가들이

대안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361)

《스톤즈》에서 오하라는 그와 리버스의 관계를 주제로 한 시 12편

을 저술했고, 리버스는 이를 바탕으로 삽화를 제작했다. 협업을 통해 완

성된 판화 연작은 1959년 책으로 발간되었다. 두 인물은 예술적인 교류

는 물론 육체적으로도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매들린 헬위그(Magdelyn

Helwig)는 성적 관계는 그들의 협업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었다고 지

적했다.362) 그 예로 이 작품 속에는 성적인 장면을 담은 삽화나 랭보와

358) 위의 글, p. 25.
359)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II장 6절 2항을 참고하시오. p. 71.
360) Walter Holland, “The Calamus Root: A Study of American Gay Poetry Since
World War II”, Journal of Homosexuality 34:3-4(1998), pp. 3-9.

361) Terence Diggory, Encyclopedia of the New York School Poets, New York:
Facts on File, 2008, pp. 22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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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렌의 초상 등, 동성애와 관련된 소재들이 표현된 것을 찾아볼 수 있

다. 이들의 관계는 리버스의 <부츠를 신은 오하라 누드>와 같은 회화에

서도 노골적으로 표현되었다(도 87).

위와 같은 작품들은 형식적인 면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묘사를

직접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호크니의 작품과 연관성을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호크니는 그의 자서전에서 리버스가 1961년에 왕립 미술대학에

방문했으며, 그의 팝아트 작품은 당시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363) 또한 그 이전에 제작된 호크니의 <호랑이>, <두 번

째 러브 페인팅> 등의 작품에서도 거친 붓 자국과 문자의 삽입 등에서

《스톤즈》와의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호크니는 앞서 1960년과 1961

년 동시대 기성작가였던 라우셴버그나 존스와 같은 미술가의 작품을 참

고하여 조형적인 실험을 시도했다. 그것과 비교하여 형식적인 면은 물론

주제적인 면에 있어서 리버스와 오하라의 작업은 호크니에게 더 큰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호크니가 고전적인 문화와 문학에 관심을

지녔다는 것과, 그것이 오하라의 작품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

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레이크의 인생 변천》은 1963년 완성되었다. 이 작품은 에디션스

알렉토(Editions Alecto)에서 출판되었으며, 곧바로 성공을 거두었다.364)

“알렉토(Alecto)”라는 명칭은 그리스의 복수의 여신의 이름에서 가져온

것으로 같은 시기에 운영되었던 가니메드 출판사(Ganymed Press)와 유

사한 맥락에 의해 붙여진 것으로 여겨졌다. 초기 창립자인 폴 콘월-존스

(Paul Cornwall-Jones)와 마이클 디킨(Michael Deakin)은 케임브리지 대

학의 풍경을 묘사한 석판화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에서 활동을 시작하

362) 오하라와 리버스는 1950년 존 애쉬버리의 뉴욕 아파트에서 열린 파티에서 만났으
며, 1966년 오하라가 사망하기 전까지 친구나 연인으로 관계를 이어나갔다. Magdelyn
Hammond Helwig, “Scratching the Surgace: Frank O’Hara’s and Larry Rivers’s
Integrated Collaboration on ”Stones“”, The Journal of the M idwest Modern
Language Association 43:2(Fall 2010), pp. 62-63.

363) Hockney(주 256), p. 42.
364) 에디션스 알렉토는 《레이크의 인생 변천》을 이백오십 파운드에 판매했다. 당시
호크니는 판화가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Sykes(주 253), pp. 1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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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962년 런던으로 기반을 옮긴 후 마크 글레이즈브룩의 집에서 동시

대 미술가들의 판화를 출판하기 시작했다.365) 당시 아츠 카운슬의 시각

예술부서에서 전시조직 위원으로 일하던 글레이즈브룩은 이들에게 런던

미술계 및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던 왕립 미술대학의 미술가들을

소개해 주었는데, 호크니는 그중 한 명이었다. 에디션스 알렉토는 로버트

어스킨의 세인트 조지스 갤러리와 함께 1960년대 영국 판화를 부흥시키

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판화가로서 호크니를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366)

이 작품은 1964년 9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MoMA에서 개최된

《판화가로서 동시대 화가와 조각가들》전에서 전시되었다. 이 전시는

20개국의 현역 미술가들의 약 175점의 판화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윌리

엄 리버만은 호크니를 짐 다인, 앨런 존스, 제스퍼 존스, 로버트 라우셴

버그와 함께 분류하면서, 이들의 작품이 새로운 형태의 사실주의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367) 그는 이 작품에 표현된 호크니의 성 정체성

에 관하여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와 같은 작가군의 분류는 마틴 해

머의 해석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디디에 오탱제(Didier Ottinger)는 1960년대 초에 호크니가 팝아트적

방식을 수용한 것은 그의 작품을 더 넓은 사회적 영역에 위치시키려는

목표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에게 이러한 양식은 단지 “토착어(vernacular

vocabulary)”의 한 형태와 같은 것이었다고 해석했다.368) 즉, 그의 팝아

트 형식의 시도는 그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재창조’한 것처럼 그의 작품

365) 아츠 카운슬은 같은 해 1월에 열렸던 《젊은 동시대인들》의 순회전시를 기획했다.
이에 따라 호크니의 작품은 케임브리지의 아츠 카운슬 갤러리(7월 14일-8월 4일), 페
렌스 미술관(8월 11일-9월 1일), 글린 비비안 미술관(9월 8일-9월 29일), 버밍햄 예술
공예학교(10월 6일-10월 27일), 라잉 미술관(11월 7일-11월 24일)에서 전시되었다. 순
회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글레이즈브룩은 전시 포스터를 호크니에게 의뢰하기도 했
다. Arts Council Touring of Young Contemporaries, 1949-1968;
https://www.newcontemporaries.org.uk/history. 2021.10.20.

366) Tessa Sidey, Editions Alecto: Original Graphics, Multiple Originals 1960-1981,
Hampshire: Lund Humphries, 2003, pp. 12-13.

367) Contemporary Painters and Sculptors as Printmakers, Press Release, September
15 1964.

368) Didier Ottinger, “When Chaplin Dances with Picasso” (2017). in Chris Stephens
and Andrew Wilson eds., David Hockney, London: Tate Publishing, 2017, p.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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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술사의 맥락에 위치시키기 위해 시도한 전략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동성애 주제 작품의 차용과 재해석

1) “피지크 매거진”을 통해 상상한 “캘리포니아”

호크니가 재학하던 시기의 왕립 미술대학에는 졸업 전시에 아카데믹

한 누드 인물화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었다.

1962년 졸업을 앞둔 호크니는 이를 위해 피지크 매거진의 하나인 『피지

크 픽토리얼』의 표지를 차용한 <졸업장을 위한 인물화>를 제작했다(도

88).369) 피지크 매거진 또는 비프케이크 매거진(physique or beefcake

magazine)은 1950년대와 1960년대 미국에서 남성 신체를 주제로 한 잡

지들을 통칭하는 명칭이다. 그는 1961년 여름에 뉴욕을 방문하면서 같은

종류의 잡지를 가져와 작품에 사용하기 시작했다.370)

작품의 중앙에 있는 반나체의 남성은 퐁파두르 헤어스타일을 하고

활짝 웃고 있다.371) 그는 한 팔을 허리에 올리고 다른 팔은 옆으로 뻗고

있으며 한쪽 무릎을 앞쪽으로 들어 다리를 구부리고 있다. 인체가 사실

적으로 묘사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포즈를 통해 호크니가 인물의 남성

성을 강조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위에 일부만 보이는 붉은 고딕

체의 “Physique”라는 글씨는 이미지의 출처를 시사한다. 인물 옆에는 그

369) Hockney(주 256), p. 88.
370) 피터 애덤에 따르면, 여전히 청교도적인 분위기를 지녔던 영국에서는 이 잡지들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Adam(주 187), p. 35.

371) 루이 15세의 정부였던 퐁파두르 부인의 헤어스타일에서 유래한 “퐁파두르”는 1950
년대와 1960년대 미국에서 남성의 헤어스타일로 유행했다. 이 헤어스타일을 주로 했
던 인물로는 엘비스 프레슬리와 제임스 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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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학한 직후에 그렸던 해골 드로잉 한 점이 콜라주 되어 있다. 이 드

로잉은 그가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372) 해골 드로잉과 인물 위에는 “life painting for a

diploma”라는 작품 제목이 중세 필사본의 “밴더롤(banderole)”처럼 적혀

있다. 이 텍스트는 인물의 흰색 삼각형 모양의 속옷과 이어져서 마치 모

델을 지시하고 있는 화살표처럼 보인다.

호크니는 위의 조항과 관련된 회화과 교수진의 관점을 조롱하기 위

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졸업작품을 제작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델들

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그의 불만에 대해 그들은 인체도 단지 ‘구, 원통,

그리고 원뿔’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에 대해 미술가는 자신이 그리는 대상에 대해 감

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고 반박했다. 그 예로, 그는 오귀스트 르누아르가 통통한 여성 누

드를 그린 것이나 미켈란젤로가 근육질의 남성 누드를 그린 이유는 미술

가가 그들에게 성적으로 끌렸고 영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했다.373) 그는 자신이 남성 나체를 그린 이유를 미켈란젤로에 빗대어 설

명하면서 자신의 성 정체성도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가 선택한 잡지 모

델을 교수진이 제시한 도식적인 방식으로 그린 이 작품은 그의 냉소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아카데믹한 방식을 충족시키는 것이

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졸업했는데, 위의 작품으로 로빈 다윈

(Robin Darwin) 학장으로부터 금메달을 받았다.374)

1962년 호크니의 졸업 전시를 관람했던 마크 글레이즈브룩은 그의

작품에 표현된 도전적이고 재치 있는 분위기에 주목하게 되었다고 말했

다. 이와 관련하여 그가 “1950년대 영국 미술계에는 비생산적인 불안감

이 만연해 있었는데, 그것을 드러나는 예로는 주제나 방식에서 고문당하

372) Hockney(주 256), p. 88.
373) 같은 곳.
374) Sykes(주 253),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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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듯한 모습을 띤 조각, 독단적인 진지함을 띠는 분위기에 고착되어 가

던 추상 표현주의 사조, 보자르 갤러리에서 전시되었던 사회적 사실주의

미술이 있었다.”라고 서술하며, 호크니의 작품은 위와 같은 엄숙함으로부

터의 해방과 같았다고 평가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그는 호크니의

신선한 관점은 <졸업장을 위한 인물화>의 해골 드로잉에서와 같은 학문

적 훈련의 숙달과 기술에 의해 뒷받침되었음을 강조했다(도 88).375)

한편 1950년대부터 발간된 피지크 매거진들의 표면적인 목적은 보디

빌딩과 관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초기 사진들의 주된 배경은 운동 경기

장, 라커룸 등이었다.376) 리처드 해밀턴의 <오늘날의 가정을 그토록 색

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에 등장하는 보디빌더의 모습은

이러한 특징을 보여준다. 이 사진이 실린 시기인 1954년도에 피지크 매

거진 『내일의 남자』에서는 신체 단련에 관한 측면이 강조된 것을 볼

수 있다(도 89).377)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 피지크 매거진에는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연상시키는 소재와 이미지가 등장했다. 이는 동성애자 독자층의 형성으

로 이어졌다. 일부 잡지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와 연관된 동성애

주제의 도상을 참조했다. 고대 문화의 소재를 집중적으로 다룬 잡지로는

『고대 그리스의 길드 픽토리얼』이 있었다(도 90).378) 이 사진들에서 반

나체의 모델은 고전적인 유적이나 그것의 잔해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했

다. 이와 관련하여 피터 애덤은 모델의 오일을 바른 그을린 피부는 과거

의 대리석이나 청동 조각의 표면이 현대적으로 해석된 것과 같다고 평했

다.379)

375) Mark Glazebrook, “Foreward”, David Hockney: Paintings, Prints and Drawings
1960-1970, Massachusetts: Boston Book and Art, 1970, pp. 5-6.

376) Weinberg(주 343), p. 143.
377) John-Paul Stonard, “Pop in the Age of Boom: Richard Hamilton’s ‘Just What Is
It That Makes Today’s Homes so Different, so Appealing?‘”, The Burlington
Magazine 149:1254(September 2007), p. 619.

378) 이 잡지는 후에 로버트 메이플소프(Robert Mappelthorpe)와 같은 미술가에게 영향
을 주기도 했다. Reed(주 7), p. 165.

379) Adam(주 187).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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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류의 발행물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은 1951년 로스앤

젤레스의 사진가인 밥 마이저(Bob Mizer, 1922-1992)에 의해 창간된

『피지크 픽토리얼』이었다(도 91).380) 이 잡지는 기존의 피지크 매거진

과 달리 모델의 근육질의 몸이 아닌 아름다운 외모를 강조했다. 폴 멜리

아는 『피지크 픽토리얼』의 사진들에서 재현된 모델의 신체는 헤라클레

스가 아닌 아폴론을 연상시켰으며, 다른 잡지들과 비교할 때 남성의 몸

을 성적 대상으로 보여준다는 특징을 지녔다고 설명했다.381) 마이저는

해변, 수영장이나 일상 장면을 배경으로 동시대 캘리포니아의 미국인 남

성들의 모습을 재현했다.382) 와인버그는 이러한 이미지들이 당시 24세였

던 호크니로 하여금 아름다운 청년들이 육체적 관계를 통해 그들의 애정

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상상하게 했을 것이라고 했다.383)

앞서 《레이크의 인생변천》의 <흥청망청한 소비의 시작과 금발에게 열

리는 문>에서 봤듯이 당시 작가에게 캘리포니아는 그가 동경하는 ‘보헤

미안 세계’로 느껴졌음을 알 수 있다(도 85).384)

1962년 대학을 졸업한 후에 호크니는 카스민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

해 점차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해 가을 호크니의 작품은 런던의

ICA, 파리의 시립현대미술관(Musée d'Art Moderne de Paris), 아인트호

벤의 반 아베 미술관(Van Abbemuseum), 리버풀의 워커 미술관(Walker

Art Gallery), 도쿄 국립미술관 등의 장소에서 개최된 단체전에 전시되었

다.385) 이 시기에 호크니는 거주지에서 작업을 병행하기 위해 당시 렌트

380) Weinberg(주 343), p. 143.
381) Melia(주 14), p. 54.
382) Read(주 7), p. 165.
383) Weinberg(주 343), p. 143.
384) 영화 『호크니』의 인터뷰에서 호크니는 동성애가 불법이었을 시기에 이 주제의 작
품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나는 보헤미안 세계에 살고 있었고 그 세계는 관
용적인 곳이었다”라고 대답했다. Randall Wright, 『호크니』, 2014.

385) 한편, 카스민은 호크니의 작품을 그의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동시에 직접 구입하기
도 했다. 카스민의 고객 중 한 명이었던 그레이 가우리(Grey Gowrie)는 옥스퍼드 발
리올 컬리지의 미술 구매자였다. 그는 호크니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년 The
Most Beautiful Boy in the World>을 75파운드에 구매해 학부 학생 휴게실에 설치했
다. 그러나 이 작품은 부르주아적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극심한 반발을 샀다. 카스민
은 80파운드를 지급하고 작품을 되샀다. 이 작품 외에도 그는 <고관대작들의 웅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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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교적 저렴했던 노팅힐에 위치한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 이곳에서

그는 “집안 장면”이라는 제목의 연작을 제작했는데, 집안이라는 공간 설

정을 통해 남성의 나체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었다.

<집안 장면, 노팅힐>은 연작의 첫 번째 작품이었다(도 92). 화면에

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나체로 서 있는 인물은 호크니의 조수였던

모 맥더멋(Mo McDermott)이다.386) 의자에 앉아 있는 인물은 맥더멋의

지인인 오시 클라크(Ossie Clark)로 양성애자였던 그는 그해 가을부터

호크니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었다고 한다.387) 클라크의 머리 뒤로 보이

는 붉은색 커튼은 그들의 관계를 암시하는 요소로 보인다. 화면의 좌측

에는 플로어 스탠드가, 천장에는 전구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사물은 각

각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킨다. 좌측 전경의 꽃병에 꽂혀 있는 튤립은 호

크니가 가장 좋아하는 꽃으로 그의 작품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재이

다. 호크니는 실제 공간과 모델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렸지만 그 대상들이

실제와 닮아 보이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했다. 그의 설명에 따

르면,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선택

적으로 사물을 인식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그는 의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그렸고, 그 대상들은 모두 성적인 의미를 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388)

1963년 초에 제작된 <집안 장면, 로스앤젤레스>에는 호크니가 직접

관찰한 사실과 상상이 조합되어 있다(도 93).389) 앞의 작품처럼 이 작품

에도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좌측의 남성은 성기를 가릴 수 있는 정

도의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운동 양말을 신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행렬 A Grand Procession of Dignitaries>을 100파운드에, <타이푸 티 4번 Typhoo
Tea No. 4>을 50파운드에, <스위스 풍경 Swiss Landscape>을 60파운드에 <양치하
기 Teeth Cleaning>를 55파운드에, <차차차 Cha Cha Cha>를 120파운드에 구입했
다. 졸업한 해에 카스민은 호크니의 작품 15점을 구입했으며, 이를 포함하여 호크니가
세무국에 신고한 수입은 총 563파운드였다. Sykes(주 253), pp. 114-15.

386) Livingstone(주 13), p. 54.
387) Sykes(주 253), p. 140.
388) Hockney(주 256), pp. 92-93.
389) Livingstone(주 13), pp. 55-57.



- 112 -

래리 리버스의 <부츠를 신은 오하라 누드를 연상시키기도 한다(도 87

).390) 그는 한 손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남자의 등을 문지르고 있다. 이

러한 행동은 이들이 연인 관계임을 시사한다. 배경에는 노팅힐의 장면에

서 등장했던 의자가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다. 그 위에는 호크니가 여성

잡지에서 보고 그린 꽃병이, 화면 우측 가장자리에는 붉은색 전화기가

그려져 있다.391)

작품 속의 두 인물은 호크니가 『피지크 픽토리얼』의 사진을 바탕

으로 그린 것이었다. 이 시기는 그가 로스앤젤레스에 방문하기 전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도시의 집안의 장면은 잡지의 사진과 같을 것이라고 상

상하면서 작품을 구상했다. 욕실과 같은 실내를 배경으로 한 잡지의 사

진들에는 종종 야자수 그림자가 등장했다. 이는 사진들이 실제로는 야외

에서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호크니는 그 부분에 특히 흥미를

느꼈는데, 작품 속의 나뭇잎과 같은 형상은 그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

다.392) 그는 미국 서부는 “영화 스튜디오와 아름다운 반나체의 사람들이

있는 화창한 곳”으로 상상했다. 이러한 그의 상상은 높은 채도와 명도를

지닌 색상에 반영되었다.393) 호크니에게 익숙한 지인들이 모델로 등장한

전작과 비교하여, 이 작품 속의 인물들은 색상과 구도를 통해 화면 속의

다른 사물들보다 강조되었다.

한편 샤워기는 호크니가 실제 사물을 보고 그린 것이다. 뉴욕 방문

이후로 당시 영국에는 일반적으로 보급되지 않았던 샤워기에 관심을 갖

게 된 그는 노팅힐로 이사하면서 집에 그것을 설치했다.394) 그것은 이후

390)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III장 2절을 참고하시오. p. 104.
391) 호크니는 그의 자서전에서 꽃병과 전화기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다른 작품들을 토대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호크니 작품의 빈번한 소재로
등장하는 꽃병은 “아름다움을 기념”하는 상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회화에서 꽃
병은 그가 그린 남성 모델의 육체미를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세 번째 러브 페인팅>에는 “집으로 언제든지 전화해”라는 그라피티가 적혀 있는데,
이를 통해 전화기가 성적 만남을 암시하는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뒤에 살펴볼 <클
라크 부부와 퍼시>에서 오시 클라크 옆에 그려진 전화기도 그와 호크니의 관계를 암
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Livingstone(주 13), p. 129.

392) Sykes(주 253), p. 149.
393) Hockney(주 256),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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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작품에서 주된 소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는 “샤워의 가장 큰

장점은 몸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샤워를 할 때 몸은 더욱 뚜렷하게 보

이므로, 목욕하는 것보다 샤워하는 누군가를 관찰하는 것이 더욱 흥미롭

다. 또한 나는 물을 그리는 것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가

져왔다.”라고 그가 이 소재를 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395)

호크니는 피지크 매거진을 계기로 자신이 미국에 대한 성적 환상을

갖게 되었다고 썼다.396) 그는 이러한 환상을 가지고 캘리포니아로 이주

하게 되는데 폴 멜리아는 이것을 18세기 무렵 영국의 사회적 현상과 비

교했다. 앞 장에서 살펴봤듯이 영국에서는 18세기 이후로 동성애에 대한

탄압 정책이 본격화되었다.397) 로버트 올드리치(Robert Aldrich)에 따르

면, 남부 유럽과 관련된 동성애적 유토피아의 이미지는 이 시기부터 만

들어지기 시작했다. 북부 유럽인들은 이 지역에서의 성적 여흥을 ‘그리스

적 사랑’과 이상화된 고대 문화의 일부로서 정당화시켰다.398) 성적인 자

유를 원하거나 성 정체성으로 인해 법적 박해나 사회적 몰락을 겪은 영

국의 동성애자 지식인들에게 그들의 지적인 관심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동성애에 호의적인 문화를 지녔다는 점에서 지중해 지역의 남부 이

탈리아는 선호되는 망명지였다.399)

남부 유럽에 대한 동성애적 이상향의 의미가 형성되기 시작한 18세

기 중반에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신고전주의 이론과 미술이 부흥했다.

일부 신고전주의 이론가와 미술가들은 고대 그리스의 문화를 그들의 성

적 지향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했다. 이는 그것에 의해 이상적인

미로 여겨진 고대 그리스의 조각과 동성애와 관련된 문화에 기원을 두는

것이었다. 이처럼 르네상스, 신고전주의를 통해 이어진 고전 문화는 19세

394) 미국에서는 1920년대부터 샤워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영국에 보급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였다.

395) Interview with Hockney,2010, cited in Sykes(주 253), p. 124.
396) Hockney(주 256), p. 65.
397)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II장 4절을 참고하시오. pp. 45-48.
398) Robert Aldrich, The Seduction of the Mediterranean: Writing, Art, and
Homosexual Fantas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3, pp. 175-85.

399) Melia(주 14), p. 52.



- 114 -

기 말에 토마스 에이킨스, 헨리 스콧 튜크, 빌헬름 폰 글뢰덴과 같은 미

술가들의 작품에서도 표현되었음을 앞 장에서 보았다. 그 예로 글뢰덴의

사진에서 등장하는 소년들은 그리스 도자기 회화 속 에로메노스와 유사

한 의상을 착용한 모습으로 촬영되었다(도 3, 11, 56).400)

앞에서 살펴봤듯이, 『고대 그리스의 길드 픽토리얼』을 비롯한 다

수의 피지크 매거진은 그리스 고전을 소재로 한 사진들을 실었다.401) 이

러한 점은 호크니가 작품의 소재로 삼은 피지크 매거진의 이미지와 고대

부터 이어지는 도상들 사이의 연결성을 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멜리아

는 만약 호크니가 2세기 전에 태어났다면 로스앤젤레스가 아닌 카프리로

이주했을 것이며, AMG의 사진이 아닌 빌헬름 폰 글뢰덴의 사진을 회화

의 소재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도 56).402) 그의 설명처럼 호크니

가 피지크 매거진과 당시 미국 서부가 지닌 유토피아적 이미지를 통해

동성애 주제를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집안 장면 연작은 1963년 12월 6일에 카스민 갤러리(1963-1972)에서

개최된 호크니의 첫 개인전 《사람이 들어간 그림들》에서 전시되었다

(도 94). 카스민은 1963년 4월 17일 뉴 본드 스트리트 118번지에 이 갤

러리를 열었다.403) 이를 통해 그는 단순히 갤러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

라 미술계의 만남의 장소를 만들고자 했으며, 1950년대부터 인근 첼시

지역에 자리 잡기 시작한 전문직 중산층과 상류층과 젊은 귀족들을 잠재

적인 고객으로 삼았다.404) 카스민은 작품 선택과 배치 등에 대해 호크니

에게 완전히 자율권을 주었다. 이에 따라 호크니는 갤러리에 속한 다른

4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II장 1절, II장 5절과 II장 6절 1항을 참고하시오. p.
16; 19; 60.

401)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III장 3절 1항을 참고하시오. p. 108.
402) Melia(주 14), p. 52.
403) 카스민은 말보로 갤러리에서 기네스의 상속자인 셰리던 더퍼린(Sheridan
Blackwood, 5th Marquess of Dufferin and Ava, 1938-1988)을 만났다. 1961년 호크니
가 뉴욕을 방문했던 시기에 카스민는 갤러리를 그만두었고, 같은 해 11월에 더퍼린이
지원한 이만오천 파운드로 카스민 유한회사(Kasmin Limited)를 설립했다. Tickner(주
17), pp. 65-66.

404) 위의 책,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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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 화가들의 작품과 자신의 작품을 차별화하기 위해 모든 그림에 인물

이 들어가도록 전시를 구성했다.405) 그가 선택한 작품은 졸업 후에 제작

한 10점의 회화와 다수의 드로잉으로, 동성애를 다룬 작품만이 아니라

다른 주제의 작품들도 포함되었다.406)

카스민은 호크니의 전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에 대한 기사는

『선데이 타임스』, 『스튜디오』등의 언론 매체에 실렸으며, 호크니는

BBC의 <투나잇 Tonight>에 출현하여 전시 작품에 대해 인터뷰하기도

했다. 이 작품들은 모두 판매되었는데, 카스민은 호크니의 성 정체성의

공개적인 표현과 그와 관련된 이미저리의 사용이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간주했다.407) 그는 미술계와 사교계 인사

들을 포함하여 그의 전시를 방문한 다수는 동성애자였을 것이라고 짐작

했는데, 그러한 인물 중에는 호크니의 후원자이자 예술계 엘리트인 세실

비튼(Cecil Beaton, 1904-1980)도 있었다.408)

호크니의 전시에 대한 평은 정반대로 나뉘었다. 이를테면 『선데이

텔레그래프』에는 “사진에 대한 고통스러운 대안도 아니고 빛과 움직임

이 두드러지는 무늬에 대한 변명도 아닌 방식으로 오늘날 형상적 이미저

리의 사용을 보여주는 상당한 업적이었다.”라는 호평이 실렸다.409) 반면

405) 카스민 갤러리에 소속된 미술가는 존 레이섬(John Latham), 리처드 스미스(Richard
Smith), 버나드 코헨, 앤서니 카로(Anthony Caro), 케네스 놀랜드(Kenneth Noland),
모리스 루이스(Morris Louis), 헬렌 프랑켄텔러(Helen Frankenthaler), 프랭크 스텔라
(Frank Stella), 줄스 올리츠키(Jules Olitski), 래리 푼스(Larry Poons)였다. Hockney
(주 256), p. 149.

406) 전시된 회화작품에는 <최면술사 Hypnotist>, <집안 장면, 노팅힐>, <집안 장면, 로
스앤젤레스>, <집안 장면, 브로드초크 Domestic Scene, Broadchalke>. <플레이 안의
플레이 Play Within Play>, <샤워하는 두 남자 Two Men in Shower>, <양치하기>,
<테베의 깨진 머리가 함께 있는 기자의 거대한 피라미드 Great Pyramid at Giza
with Broken Head from Thebes>등이 있었다. 마크 글레이즈브룩은 전시작 중에서
가장 고가의 작품이었던 <플레이 안의 플레이 Play within a Play>를 삼백오십 파운
드에 구입했다. Hockney(주 256), p. 94.; Porter-Salmon(주 11), p. 70.

407) Webb(주 15), p. 45.
408) John Kasmin interviewed by Monica Petzal and Cathy Courtney, 2005-2016;
https://www .bl.uk/collection-items/kasmin-on-david-hockneys-exhibition.
2021.10.10.

409) Sunday Telegraph, 15 December 1963, cited in Sykes(주 253),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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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테이터』는 “호크니의 타고난 기이한 감각은 하찮은 과시 행위로

전락될 수 있다 (...) 그의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나이브한 이미저리는

(...) 베이컨의 무시무시한 힘 그리고 래리 리버스와 키타이의 진지한 주

제성에 의해 가려지며, 그들의 젠체하는 후배(호크니)는 자신의 크기에

맞게 쪼그라들었다.”라고 평했다.410)

1963년 첫 개인전을 통해 얻은 수입과 《레이크의 인생 변천》의 출

판으로 비용을 마련한 호크니는 1964년 처음으로 캘리포니아를 방문했

다.411) 그는 1963년 12월 30일에 먼저 뉴욕으로 갔는데, 이 시기에 아트

딜러인 찰스 앨런(Charles Alan)과도 만났다. 앨런은 1963년 카스민과

만나기 위해 런던을 방문했을 때 호크니의 작품을 처음 접했으며 그의

작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반응과 관련하여, 당시

아트 딜러들은 새로운 미술계의 스타를 발굴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었으

며, 수집가들은 영국 동시대 미술에 큰 관심을 지닌 상황이었다고 전해

진다.412) 앨런과 호크니는 호크니의 로스앤젤레스 여행에 대해 의논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에 제작할 작품을 매디슨 애비뉴에 있는 앨런의 갤

러리에서 같은 해 가을에 전시하기로 협의했다.413) 또한 호크니는 앨런

으로부터 소개받은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던 조각가인 올리버 앤드루스

(Oliver Andrews)를 통해 해당 지역의 예술가들과도 교류하게 되었

다.414)

410) Spectator, 20 December 1963, cited in Sykes(주 253), p. 137.
411) 그는 뉴욕에서 마크 버거와 함께 머물면서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판화를 제작하고
판매하여 추가적인 여행 자금을 마련했다.

412) Webb(주 15), p. 78.
413) 뉴욕의 앨런 갤러리에서 1963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열린 《데이비드 호크
니》는 그의 미국에서의 첫 개인전이었다. Sykes(주 253), pp. 139-41.

414) 당시 호크니가 로스앤젤레스에 대해 갖고 있던 유일한 지식은 존 레치(John
Rechy)의 『밤의 도시 City of Night』(1963)로부터 얻은 것이었다. 이 소설은 뉴욕
과 로스앤젤레스의 밤 문화와 동성애적인 면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호크니는 로스앤
젤레스에 도착하자마자 소설에 등장하는 퍼싱 스퀘어를 방문했다. 그는 자전거를 타
고 숙소에서 27킬로미터 떨어진 그 장소에 갔지만 실제로는 그곳에는 유흥가가 없었
으므로 다시 자전거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다. 앤드류스는 호크니가 로스앤젤레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호크니는 운전면허를 딴 후 아파트와 숙소를 구했
으며 크리스토퍼 이셔우드, 에드 루샤와 같은 예술가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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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호크니는 『피지크 픽토리얼』의 출판사인

애슬레틱 모델 길드(The Athletic Model Guild, 이하 AMG)를 방문했

다.415) 그의 설명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도심의 불결한 지역에 위치한

AMG의 외관은 평범한 가정집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모조

그리스 석고상들로 둘러싸인 조잡한 수영장이 있었다. 그는 이곳의 천박

한 분위기와 무더운 날씨가 콘스탄틴 카바피의 작품 속의 분위기와 알렉

산드리아를 연상시켰다고 술회했다.416)

호크니는 AMG에서 구매한 사진들을 바탕으로 샤워하는 모습을 묘

사한 회화들을 제작했다. 첫 번째 작품인 <막 샤워를 하려는 소년>은

1961년 4월 호에 실린 14세 소년의 사진을 바탕으로 했다(도 95, 96).417)

사진에서 샤워 부스에 서 있는 소년은 한 손으로 수전(水栓)을 잡고 있

으며 그의 등에는 물이 흐르고 있다. 반면 호크니의 작품에서는 물은 그

려지지 않았다. 토르소의 그을린 피부와 대조적인 흰 엉덩이는 대상의

성적인 면을 부각시킨다. 그가 한 손으로 들고 있는 샤워기 헤드는 성기

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멜리아는 샤워를 ‘막 하려는(about to)’ 소년

이라는 제목과 위와 같은 묘사는 오르가즘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

다. 화면의 전경에 보이는 나뭇잎은 1969년에 추가적으로 그려진 것이다.

니콜라스 와일더(Nicholas Wilder)는 이를 대상과 관객 사이의 거리를

두기 위한 장치라고 해석했다.418) 이와 유사한 잎사귀는 뒤이어 제작된

두 점의 작품에서도 등장하는데, 인물의 허벅지 위에 그려진 그 모습은

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관객의 시선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어서 제작된 <베벌리 힐스에서 샤워하는 남자>와 <샤워 중인 남

자>에서는 인물의 뒷모습과 함께 샤워기에서 흐르는 물이 묘사되었다

(도 97, 98). 앞선 작품에서처럼 인물의 둔부는 노골적으로 강조되었

Hockney(주 256), p. 94.
415) Sykes(주 253), pp. 149-50.
416) Hockney(주 256), pp. 98-99.
417) Sykes(주 253), p. 150.
418) Melia(주 14), pp.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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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19) 배경에는 전작과 유사한 모양의 타일이 그려져 있다. 추가적으로

이 그림들에서는 카펫, 의자 등의 사물들이 등장한다. 이에 대해 호크니

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샤워기, 분홍색 카펫, 욕실 옆에 위치한 침실

등은 영국과는 매우 다른 미국의 특징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420)

당대에 피지크 매거진은 호크니뿐만 아니라 다른 영국 동성애자 미

술가들에게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421) 그러나 다른 미술가들

의 작품과 달리 호크니의 작품은 미국적인 소재를 부각시켰다는 특징을

지녔다. 미국의 영향은 작품의 소재는 물론 그가 사용한 매체를 통해서

도 드러났다. 그는 캘리포니아에 방문한 1964년부터 유화 물감 대신 아

크릴 물감을 쓰기 시작했다. 아크릴 물감은 빠르게 건조된다는 점에서

광도가 높고 선명한 캘리포니아의 환경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재료였

다.422) 또한 이는 그가 이주 후에 제작한 캘리포니아 주제의 작품들에서

드러나는 감각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한 매체이기도 했다.

1964년 카스민은 호크니가 거주하고 있던 캘리포니아를 방문해 그와

함께 컬렉터들을 만났다. 이 경험을 토대로 호크니는 1964년 2월에 <캘

리포니아의 아트 컬렉터>를 그렸다. 이 작품은 수영장 장면이 나온 첫

번째 그림이었다(도 99). 이 작품을 시작으로 호크니는 수영장을 소재로

한 회화를 제작했다.

419) 위의 책, p. 56.
420) Hockney(주 256), p. 99.
421) 프란시스 베이컨, 키스 본(Keith Vaughan, 1912-1977), 존 민턴(John Minton,
1917-1957), 마리오 더브스키(Mario Dubsky, 1939-1985) 등은 피지크 매거진의 사진
들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그 예로 베이컨은 그의 주요한 이미지 출처인 『피
지크 픽토리얼』의 사진과 그의 기억을 조합하여 상상된 인체를 회화로 그렸다.
Adam(주 187), pp. 35-36; Read(주 7), p. 169.

422) 아크릴 물감은 1950년대 초 미국에 상용화되었으나 유럽에는 1960년대부터 도입되
었다. Hockney(주 256), p. 98; https://www.tate.org.uk/art/artworks/hockney
-a-bigger- splash-t03254/understanding-david-hockneys-bigger-splash.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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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영장 그림: 목욕하는 사람들과 ‘아르카디아’

호크니는 1965년 초에 <할리우드, 수영장에 있는 두 소년>과 <캘리

포니아>를 제작했다(도 100, 101). 제목에 시사되어 있듯이 <할리우드,

수영장에 있는 두 소년>은 수영장에 있는 두 청년을 묘사한 회화이다.

그들은 막 수영장 밖으로 나오려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캘리포니

아>의 청년들은 물 위에 떠 있는 고무 매트리스 위에 엎드려 있다. 두

작품의 인물들은 모두 관객에게 뒷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들의 신체에서

밝게 그려진 엉덩이는 햇볕에 그을린 선(tan-line)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

로 간주된다. 앞서 살펴본 샤워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 회화에서는 『피

지크 픽토리얼』의 화보가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도 102).423) 한

편 아크릴 물감으로 얇게 칠해진 수영장 물은 맑고 촉감적으로 느껴진

다. 수영장 표면의 곡선들은 물결의 움직임을 연상시킨다. 전체 이미지를

둘러싸고 있는 캔버스 가장자리의 여백과 붉은 테두리는 이 회화를 마치

액자 속의 그림처럼 보이게 한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특징은 이 작품들

이 마치 개인적인 기념사진과 같이 느껴지게 하는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

다.

작품 속의 물 표현과 관련하여, 호크니는 1964년도의 <베벌리 힐스

에서 샤워하는 남자>와 <할리우드 수영장의 그림>에서부터 이를 형상

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시작했다(도 97, 103). 겔트찰러는 이 두 작품에서

샤워하는 남자 위에 떨어지고 튀기는 물은 다소 설득력이 없으며, 수영

장에 고여있는 물은 투박하게 표현되었다고 평가했다.424) 그와 비교하여

<할리우드, 수영장에 있는 두 소년들>과 <캘리포니아>의 물결은 더욱

리드미컬하게 파동을 표현한 듯한 곡선으로 그려졌다(도 100, 101). 길게

연결된 곡선들은 서로 교차하며 표면을 분할한다. 각각의 면들은 윤곽선

의 가장 짙은 파란색부터 흰색까지 총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423) Melia(주 14), p. 59.
424) Geldzahler(주 303),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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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 작품들 속의 물은 사실적인 묘사 대신 단순화된 무늬와 같이 표

현되었지만, 물결의 운동감과 시각적 특징은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이는

미술학교에 재학할 당시 아카데믹한 훈련을 받은 호크니의 소묘력에 근

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 해인 1966년에 제작된 <일광욕을 하는 사람>에서 화면의 사분

의 삼 정도를 차지하는 수영장 부분은 인물이 그려진 상단부와 별개의

추상 회화처럼 보인다(도 104). 전작에서 물결들이 하나의 패턴과 같이

표현되어 표면의 움직임을 연상시켰다면, 여기에서는 이를 나타낸 얇은

곡선들이 단색으로 칠해져 정적으로 보이는 물과 분리되어 있다.

호크니는 물 표면의 모양과 패턴은 그와 마찬가지로 카스민 갤러리

의 전속 작가였던 버나드 코헨(Bernard Cohen, 1933-)의 “스파게티 그림

들”이나 장 뒤뷔페(Jean Dubuffet, 1901-1985)가 후기에 제작한 추상 회

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도 105). 호크니가 자서전에서 서

술한 바에 따르면, 그는 1960년대 중반에도 여전히 모더니즘을 다루고

싶어 했으며, 수영장 그림에서 물을 표현하는 것을 작품의 주제와는 별

개의 흥미로운 형식적인 문제로 간주했다. 또한 그는 도식적으로

(diagrammatically) 관찰된 물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은 그에게 추상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설명했다.425) 폴 멜리아는 호크니의 수

영장 그림을 다룬 연구들은 샤워 그림과는 달리 남성 누드의 표현보다는

조형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경향을 지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반응은 자

신의 작품을 당시 주류였던 추상미술 양식과 연결시키고자 했던 호크니

에 의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426)

호크니는 1966년부터 1967년까지 세 점의 스플래시 연작을 제작했다

(도 106, 107, 108). 단색의 하늘과 수영장, 직선으로 된 단순한 건물, 반

사된 유리창은 이 작품들에 일관적으로 표현되었다. 작품 속에는 인물은

425) Hockney(주 256), p. 100.
426) 호크니는 그의 인터뷰들에서 수영장 그림을 동성애적인 것과 연결 짓기보다는, 물
의 표면의 조형적인 표현에 초점을 맞춰 설명했다. Melia(주 14),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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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지 않지만, 수영장의 스플래시 그가 물속에 있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겔트찰러는 연작 중 가장 마지막 작품이자 호크니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더 큰 스플래시>의 주제를 배경의 정적과 대비되는 폭발적인

축축함이라고 해석했다(도 108). 호크니는 수영장에 대한 기술서에서 발

견한 사진을 보고 물을 그린 반면 건물은 그가 그 무렵에 제작한 드로잉

을 바탕으로 그렸다. 겔트찰러는 호크니에 의해 고안된 지나치게 깔끔하

게 손질된 세상에서의 정지된 순간이라는 연극적인 측면을 이 작품의 성

공 이유로 들었다.427)

이처럼 호크니가 수영장의 이미지가 들어간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였다. 이 시기에 그는 문학적 소재나 상상한 것

이 아닌, 그가 주변에서 관찰한 것을 작품 속에 표현하고자 시도했다. 그

는 1975년도의 인터뷰에서 “그 시기까지 로스앤젤레스를 그린 회화는 없

었다. 사람들은 이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몰랐다 (...) 불현듯 이

도시에 피라네시(Giovanni Battista Piranesi, 1720-1778)와 같은 미술가

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로스앤젤레스의 피라네시가 되기 위

해 여기에 온 것이다.”라고 10년 전 경험을 회상했다.428) 18세기에 그랜

427) <더 큰 스플래시>는 1968년도에 카스민 갤러리에서 열린 호크니의 개인전 《스플
래시, 잔디밭, 방 두 개, 얼룩 두 개, 정돈된 쿠션 몇 개와 탁자 ... 그려짐》에 전시되
었다. 셰리던 더퍼린은 이 작품을 즉시 구입했는데, 이후 테이트의 관장이었던 앨런
보우니스(Alan Bowness)는 이와 같은 중요한 작품이 국가에 소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카스민은 그의 인터뷰에서 호크니가 이 작품이 테이트에 소장되길 바란다
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자신도 작품을 판매하도록 더퍼린을 회유했다고
말했다. 카스민에 따르면, 더퍼린은 1968년 카스민 갤러리에서 삼천에서 사천 파운드
에 <더 큰 스플래시>를 구매했으며, 테이트는 1981년 더퍼린으로부터 십만 파운드에
이 작품을 구입했다. Geldzahler(주 303), pp. 141-42; John Kasmin interviewed by
Monica Petzal and Cathy Courtney, 2005-2016;
https://www.bl.uk/collection-items/kasmin-on-david-hockneys-1967-exhibition#:~:te
xt=In%20this%20audio%20extract%20Kasmin,be%20part%20of%20Tate's%20collectio
n.&text=John%20Kasmin%20was%20recorded%20by,in%20sessions%20between%2020
04%2D2016. 2021.10.11.

428) 조반니 바티스타 피라네시는 이탈리아의 제도가, 건축가, 그리고 미술가 이론가였
다. 고대와 고대 이후의 로마의 건물과 그 일대를 묘사한 그의 판화는 로마의 명성,
고전주의적 고고학 및 신고전주의 미술의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Giovanni-Battista-Piranesi. 2021.09.21.
Listener, 22 May 1975, cited in Sykes(주 253),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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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투어를 갔던 북부 유럽의 상류층 청년들이나 미술가들이 고전 조각이

나 유적지를 배경으로 회화를 남긴 것과 유사하게, 호크니는 캘리포니아

의 화창한 기후에 둘러싸인 수영장과 같은 클리셰를 작품에 표현했

다.429)

크리스 스티븐스는 1960년대 영국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인 소유의

가정용 수영장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크니의 엑조티시즘과 에로티시즘

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소재였다고 해석했다.430) 이와 같은 의도에 따

라 호크니가 캘리포니아를 배경으로 그린 회화에는 앞서 살펴본 물 표현

과 관련된 조형적 측면은 물론 목욕하는 사람(bather)과 아르카디아

(arcadia)라는 미술사의 주제도 반영되었다.431) 이러한 요소들은 호크니

가 그의 작품이 단지 ‘동성애적인 것’으로만 해석되지 않도록 고안한 장

치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욕하는 사람’ 주제를 다룬 미술 작품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다.432) 리빙스턴은 동시대에 이 전통적인 주제는 특히 폴 세잔

의 회화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호크니는 이를 새로운 버전으

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433) 세잔은 1870년대 중반부터 목욕하는

429) Christopher Knight, “Compositive Views: Themes and Motifs in Hockney’s Art”
(1988), in Maurice Tuchman and Stephanie Barron, eds., David Hockney: A
Retrospective, Los Angeles: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1988, p. 23.

430) Chris Stephens, “Sunbather” (2017). in Chris Stephens and Andrew Wilson eds.,
David Hockney, London: Tate Publishing, 2017, p. 67.

431) Hockney(주 256), p. 99
432) 기원전 4세기에 프락시텔레스 목욕하는 아프로디테를 조각으로 제작했고, 이는 이
후 로마 시대의 복제본으로 제작되었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 목욕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신화나 기독교적 주제 하에 표현되었다. 신고전주의에서 이 주제에는 앵
그르의 <오달리스크>에서와 같이 오리엔탈리즘이 반영되기도 했다. 한편 여성뿐만
아니라 목욕하는 남성도 주제로 등장했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카스
치나의 전투>이다. 다른 작품으로는 알브레히트 뒤러의 <남자 목욕탕 Das
Männerbad>을 들 수 있다. 20세기에는 앙리 마티스, 앙드레 드랭, 폴 세잔, 에드바르
드 뭉크, 프레데리크 바지유와 같은 미술가들이 이 주제를 다루었다. 미켈란젤로, 뒤
러, 뭉크, 바지유의 목욕하는 사람은 미술가의 동성애적인 성향을 암시한 작품으로 해
석되기도 했다. Alicia Craig Faxon, “Bath/Bathing” (1998), in Helene E. Roberts,
ed., Encyclopedia of Comparative Iconography: Themes Depicted in Works of Art,
Chicago: Fitzroy Dearborn, 1998, pp. 111-16.

433) Livingstone(주 13),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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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작품에는 남성과 여성 누드가 모두 등장

하는데, 대부분의 초기 연구는 남성(baigneur)이 등장하는 작품과 여성

(baigneuse)이 등장하는 작품을 구분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세잔의 작

품 속 목욕하는 남성은 그의 어린 시절의 추억 또는 객관적인 관찰을 의

미하지만, 목욕하는 여성은 그가 욕망하는 판타지를 나타내는 것이다.434)

한편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1969-1954)는 세잔이 미술가로서 지닌

객관적인 태도와 그것을 반영한 작품 속의 형식적인 요소를 강조했

다.435) 앞서 인체가 “구, 원통, 원뿔”과 같은 것이라고 했던 호크니의 교

수진의 주장은 이와 같은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436)

린다 노클린(Linda Nochlin)은 세잔의 <대수욕도>(1906)의 원근법적

시점의 탈중심화는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남성적 시선과 관련된 성적-

관찰의 지배에서 그의 작품이 벗어나게 하려는 미술가의 시도를 담고 있

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도 109). 즉, 세잔의 작품은 1점 투시를 분할함으

로써 르누아르의 <대수욕도>(1887)에 암시된 것과 같은 남성 미술가/관

객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도 110). 이와 관련하여 세잔의 작품과 달

리 르누아르의 작품 속의 남성은 회화 속의 세계가 아닌 외부에 욕망하

는 사람이자 관객으로서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437)

앞서 호크니는 르누아르와 미켈란젤로의 누드에 드러난 성적인 의미

를 언급하며 그것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설명했다. 호크니의 ‘남성 누드

화’는 남성을 모델로 삼고 있지만, 화가가 남성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그

방식에 있어서는 여성을 그린 르누아르의 것처럼 노클린의 말한 ‘전통적

인 남성적 시선’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은 동성

애 주제를 다룬 것으로 여겨지는 에이킨스, 튜크, 그랜트, 폴 캐드머스

434) 영어 단어 “bather”는 프랑스어로는 남성 및 보통 명사 “baigneur” 또는 여성 명사
“baigneuse”로 구분된다. Aruna D’Souza, Cézanne’s Bathers: Biography and the
Erotics of Paint, Ph. D.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1999, pp. 22-23.

435) Jack D. Flam, Matisse on Art, New York: E. P. Dutton, 1978, pp. 24-25; 75.
436)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107페이지를 참고하시오. Hockney(주 256), p. 88.
437) Linda Nochlin, Bathers, Bodies, Beauty: The Visceral Eye,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pp. 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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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Cadmus) 등의 회화에서도 나타난다(도 51, 52, 54, 58, 111).

뒷모습을 한 남성 누드가 등장한다는 것은 호크니의 회화를 비롯하

여 위의 작가들의 작품에 드러나는 공통점이다. 앞 장에서 살펴봤듯이,

르네상스 시기에 남성의 뒷모습은 가니메데스 도상에서처럼 성적 대상의

신체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도 30, 31).438) 폴 캐드머스가 자신의

작품인 <야단법석>(1935)을 설명하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에서 주

된 영향을 받았다고 강조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도 111).439)

이 작품은 193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인체의 표현에 있어

서는 미켈란젤로의 <카스치나의 전투>에 묘사된 콘트라포스토 자세를

한 남성의 뒷모습과 뚜렷한 유사성을 보인다(도 112).

미켈란젤로가 1504년경에 밑그림을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카

스치나의 전투>는 피렌체 군대가 피사와의 전투를 앞둔 순간을 묘사한

작품이다. 로버트 코플란(Robert Coughlan)은 이 사건을 주제로 택함으

로써 미켈란젤로는 그가 선호했던 소재인 남성 누드를 다양한 자세들로

묘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440) 이 작품의 인물 드로잉은 호크니의

<미켈란젤로에 대한 오마주>에도 등장했다(도 113). 피터 애덤은 <카스

치나의 전투>는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 가장 호모-에로틱한 성격을 띠

는 것이며, 호크니는 이 작품이 ‘테베의 신성 부대’를 참조한 것임을 알

고 있었다고 지적했다.441) 이를 통해 호크니가 목욕하는 사람 주제의 회

화를 제작함에 있어서 동성애를 다룬 르네상스 시대의 도상에 대해서도

438)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II장 3절을 참고하시오. pp. 42-43; Saslow(주 132),
pp. 125-27.

439) Richard Meyer, “Identity” (2003), in Robert S. Nelson and Richard Shiff, eds.,
Critical Terms for Art Hist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pp.
349-52.

440) 이 작품에 표현된 장면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 1364년 7월 28일 피
렌체의 군인들과 장군들이 아르노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의 적이 갑자기
나타났다. 강에 들어가지 않았던 피렌체 사령관이 이를 발견하고 신호를 보내자, 군인
들은 황급하게 물에서 나와 옷과 무기를 착용했다. 화면 속에는 기록에 의거하여 특
징적으로 묘사된 인물들 외에도 나체로 그려진 익명의 군인들이 등장한다. Robert
Coughlan, The World of M ichelangelo, 1475-1564, New York: Time-Life Books,
1966, pp. 95-109.

441) Adam(주 187),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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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호크니는 그가 졸업한 1962

년 여름에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소년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드로잉을 제작했다. 그는 이탈리아 소년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다고 하며, 그들의 드로잉을 바탕으로 미켈란젤로

의 젊은 연인이었던 체키노 브라치(1528-1544)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제

작하기도 했다.442)

한편 목욕하는 사람을 그림으로써 동성애 주제를 표현한 것으로 여

겨지는 20세기 전후에 제작된 작품들은 아르카디아적인 환경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 개념은 기원전 37년경에 저술된 베르길

리우스(Virgil, 70-19 BC)의 『에클로그』에서 유래한다. 이 작품은 그리

스의 아르카디아 계곡의 목가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했다. 기원전 3세기

무렵에는 그리스 시인 테오크리토스(Theocritus, c. 300-c. 260 BC)의

『전원시』에 의해 시칠리아가 아르카디아를 상징하는 장소로 여겨지게

되었다. 17세기에 니콜라 푸생(Nicholas Poussin, 1594-1665)은 미술에

표현된 아르카디아 개념을 가치 있고 고귀한 것으로 여겼고, 이는 19세

기 프랑스 아카데미의 비평적인 판단의 근본적인 기준으로서 지속되었

다. 이 주제는 이후 폴 고갱, 세잔, 마티스는 물론 그들의 동시대 미술가

들의 작품에서도 표현되었다.443)

앞 장에서 살펴본 토마스 에이킨스의 <아르카디아>와 <수영할 수

있는 웅덩이>에도 고대 그리스의 원시적인 자연에 대한 환상이 표현되

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도 51, 52).444) 유럽의 아카데믹한 교육을

동경했던 그는 1866년부터 1870년까지 파리에서 수학했다. 그가 1870년

파리 살롱에서 접했던 프레데리크 바지유(Frédéric Bazille)의 <여름 장

면>에서 영향을 받아 위의 작품들을 제작했다는 점에서, 그의 작품에도

442) Webb(주 15), pp. 67-68.
443) Joseph J. Rishel, “Arcadia 1900” (2012), in Joseph J. Rishe, ed., Gauguin,
Cézanne, Matisse: Visions of Arcadia,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2, pp. 15-16.

444)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59페이지를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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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단락에서 언급한 비평적 관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445) 그는

이 작품들을 통해 남성의 육체미, 햇빛이 주는 즐거움, 목욕, 동료애 등

을 조합하여 표현하고자 했다.446) 이러한 분위기는 헨리 스콧 튜크의

<목욕하는 무리>, <비평가들>이나 던컨 그랜트의 <연못 옆의 목욕하는

사람들>과 같은 작품에도 표현되었다(도 54, 55, 58). 이 시기에 동성애

적 요소를 다룬 미술가들에게 이 주제는 이상화된 고대 그리스 문화를

환기시키는 것은 물론 신화적 소재의 사용이라는 점에서 작품 속의 남성

누드가 표현된 것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었을 것이다.

앞 장에서 언급한 휘트먼의 시는 물론 그가 익명으로 발표한 글인

「남자다운 건강과 훈련, 그것의 상태에 관한 즉각적인 정보와 함께」에

는 위의 아르카디아 주제가 반영되었다. 특히, 수영이나 운동을 통한 남

성의 신체 단련을 위한 지침서를 표방하지만, 그 속에 동성애적인 요소

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글은 1960년대의 피지크 매거진들과 유

사점을 지닌다. 따라서 휘트먼의 저술에 영향을 받은 에이킨스 등의 미

술가의 작품과 피지크 매거진을 참조한 호크니의 회화 사이의 연관성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로버트 올드리치가 언급한 18세기 이후에 형성된 남부 유럽의 유토

피아적 이미지는 위의 작품들에 표현된 아르카디아 개념과 유사성을 지

닌다. 멜리아가 호크니의 캘리포니아에 대한 환상을 18세기 북부 유럽인

의 남부 이탈리아에 대한 관점과 연결시켰듯이, 피터 홀리데이(Peter

Holliday)는 19세기 이후에 캘리포니아가 고전 문화의 차용을 통해 “목

445) 바지유의 작품은 세잔의 목욕하는 사람 주제의 작품들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Randall C. Griffin, “Thomas Eakins’ Construction of the Male Body, or
‘Men Get to Know Each Other across the Space of Time’”, Oxford Art Journal
18:2(1995), p. 74.

446) 에이킨스가 펜실베이니아 대학에 교수로 재직했을 19세기 말에 이 지역의 사회 분
위기는 매우 보수적이었다. 학교의 이사들은 인물화나 해부학 강의에서 남성 성기를
드러내지 말 것을 지시했고, 학생들을 모델로 삼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1885년 학
교의 연례 전시에서 에이킨스가 전시한 <수영할 수 있는 웅덩이>에서 그가 학생들을
캠퍼스 밖에서 누드모델로 삼았음이 드러났다. 그는 1886년 2월에 학교에서 사직했
다. Darrel Sewell et al., Thomas Eakins, Philadelphia: Philadelphia Museum of Art,
2001, pp. 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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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인 이상향”으로 그곳의 현대적인 정체성을 구축한 양상에 대해 분석

했다. 남부 캘리포니아는 지중해와 같이 화창한 그곳의 기후를 홍보했다.

또한 그 지역민들은 그들의 의식주와 여가를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들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변형시켰고, 심지어 그들의 신체를 고전적인 이상에

맞춰 가꾸었다. 태양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의 신체 숭배에 있어서 불가결

한 부분이었다.447) 홀리데이에 따르면, 호크니가 1966년 제작한 <일광욕

을 하는 사람>은 동시대 캘리포니아를 묘사하는 동시에 위의 작품들에

서 살펴본 고전적인 환경을 암시한다(도 104).448)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나이트(Christopher Knight)는 이 작품의 일광욕을 하는 남자는 동시대

적인 맥락으로 재해석된 목가적인 아르카디아의 상징과 같다고 해석했

다.449)

겔트찰러는 1960년부터 1966년까지 호크니가 동시대의 미술과 같은

세대의 미술가들과 경쟁했으며, 자신의 작품이 ‘현대적’이고 실험적이고

독창적으로 보이기를 원했다고 서술했다. 반면 1966년부터 호크니는 미

술사의 주제들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겔트찰러의 말처럼, 1966년에서

1967년에 등장했던 캘리포니아 방식의 회화는 미술사 주제의 현대적인

재해석을 시도한 작품들이었다. 겔트찰러는 호크니가 이러한 방식으로

수영장을 그린 작품에 대해, 그것이 이 시기에 제작된 소수의 작품에 국

한된다는 점은 호크니가 자신의 성공작을 되풀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450) 이와 관련하여 뒤에 살펴볼

그의 작업은 미술사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하지만 소재와 표현 방식에 있

어서 수영장 그림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447) Peter J. Holliday, American Arcadia: California and Classical Tra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448) 위의 책, p. 344.
449) Knight(주 429), p. 38.
450) Geldzahler(주 303), pp. 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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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인”, 피터 슐레진저 누드

헨리 겔트찰러는 호크니의 작품 속의 “캘리포니아 방식”은 1966년부

터 1967년까지 그 정점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으며, 이를 가장 잘 나타

내는 작품으로 <닉의 수영장 밖으로 나오는 피터 Peter Getting Out of

Bick’s Pool>를 지목했다(도 114).451) 1965년 겨울에 영국에서의 두 번째

개인전을 가졌던 호크니는 1966년 캘리포니아 대학교(UCLA)에서 6개월

동안 강의를 하게 됨에 따라 그해 6월에 이 도시로 돌아왔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피터 슐레진저(Peter Schlesinger, 1948-)는 당시 그의 수강생

중 한 명이었다.452) 이후 호크니와 연인 관계가 된 슐레진저는 그의 작

품의 주요 모델이 되었다.453) 이전의 작품들에서 익명의 인물들을 다룬

것과 대조적으로, 호크니는 제목을 통해 이 작품의 모델이 슐레진저라는

것을 밝혔다. 배경이 된 수영장은 호크니의 지인이자 동성애자였던 니콜

라스 와일더(Nicholas Wilder, 1937-1989)의 것으로, 이 작품을 제작할

당시 호크니는 그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와일더는 1965년 니콜라스

와일더 갤러리를 설립했으며,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호크니의 작품 판매

451) Geldzahler(주 279), p. 16.
452) 당시 18세였던 피터 슐레진저는 중산층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생
명 보험 판매원이었지만 미술에 관심이 있었고 UCLA에서 미술 수업을 듣곤 했다.
그는 부친의 영향으로 미술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1966년 UCLA에서 호크니의 드로
잉 강의를 들었다. 그는 강의 첫날에 대해 “교수(호크니)는 탈색한 금발머리에 빨간색
수트를 입고 있었으며 초록색/흰색 폴카 도트 나비넥타이와 모자, 만화 같은 뿔테안
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요크셔 억양을 사용했다. 당시 호크니는 영국에서
막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회상했다. 참
고로, 호크니와 그보다 11살 연하이며 그의 제자이자 미술가 지망생이었던 슐레진저
의 관계는 고대 그리스의 페더레스티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Sykes(주 253), p. 180.

453) 호크니가 1966년 만난 슐레진저는 그가 처음으로 진지한 관계를 맺은 연인이었다.
그 전해인 1965년 호크니는 로스앤젤레스의 게이바에서 바비 얼스라는 금발의 미국
청년을 만나 런던으로 데려갔으며 그를 모델로 하여 드로잉들 제작했다. 그러나 호크
니는 그와 지적이고 문화적인 교류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그를 로스앤젤레스로 돌려
보냈다. 호크니는 그의 자서전에서 얼스가 이후 고고 댄서가 되었으나 마약 과다 복
용으로 사망했다고 술회했다. 그는 UCLA의 학생이었던 슐레진저를 얼스와 비교하며
그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적인 청년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호크니의 성향은 동
성애에 있어서 엘리트 계층 간의 교류를 강조한 고대 그리스의 문화와 연관성을 지닌
다. 위의 책, pp. 1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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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당하는 갤러리스트가 되었다.454)

<닉의 수영장 밖으로 나오는 피터>에서 화면은 배경의 건물과 수영

장에 의해 수평으로 분할된다. 가장 상단에는 노란색으로 칠해진 건물의

테라스가 직선적으로 그려져 있다. 벽면의 투명한 유리창에 비친 커튼은

수직성을 나타내지만, 이는 그 표면에 사선으로 표현된 반사된 빛에 의

해 상쇄된다. <일광욕을 하는 사람>에서처럼 하단의 파란색 수영장 물

표면은 코일과 같은 곡선적 선들을 통해 표현되었다(도 104, 114). 이 형

태들에 테두리처럼 그려진 보라색 선은 상단의 노란색과 보색 대비를 이

룬다. 화면 중앙의 슐레진저는 수영장에서 막 나오려는 듯한 동작을 취

하고 있다.

겔트찰러는 <닉의 수영장 밖으로 나오는 피터>에 전반적으로 나타

나는 수평적 형태들과 대조적으로 그림의 주인공인 슐레진저는 수직적인

요소로 표현되었다고 썼다.455) 이러한 구성은 인물을 강조하고자 한 호

크니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연인을 모델로 한 작품에 표

현된 이와 같은 특징은 같은 해에 제작된 <닉 와일더의 초상>과 비교했

을 때 부각된다(도 115). 이 두 작품은 동일한 장소를 배경으로 하지만

인물 표현은 대조적이다. <닉 와일더의 초상>에서는 전체적인 건물과

수영장 등이 실제와 비슷하게 묘사되었다. 수영장의 테두리는 직선이 아

닌 곡선으로 그려졌으며, 물 표면을 형상화한 추상 회화와 같은 선들은

등장하지 않는다. 뒷모습으로 그려졌던 슐레진저와 달리 와일더는 정면

을 바라보고 있다. 짙은 파란색의 물속에 잠겨있는 그는 흉상과 같은 모

습으로 표현되었다.

폴 멜리아는 호크니 회화가 동성애적인 요소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관습적인 남성성의 규범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닉 와일더

의 초상>에는 인물의 성과 이름이 모두 표시되어 호크니와 모델이자 그

의 갤러리스트이기도 한 닉 와일더가 공적인 관계에 있음이 암시된다.

454) 위의 책, pp. 178-79.
455) Geldzahler(주 279),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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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리아에 따르면, 전자에서 드러난 수영장과 건물은 그 소유주인 와일더

의 부를 나타낸다. 즉, 이 그림은 그를 로마 시대의 흉상처럼 묘사함으로

써 사회적 지위를 표현한 초상화라고 할 수 있다.456)

한편 <닉의 수영장 밖으로 나오는 피터>에서는 제목을 통해 배경의

수영장이 ‘닉’의 소유임을 알 수 있다. 모델인 슐레진저는 성을 제외한

이름만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그와 호크니의 가까운 관계를 짐

작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작의 와일더와 다르게 슐레진저를 뒷모습으로

그렸다는 점에서 호크니가 그와 모델과의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고자 의

도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르네상스 미술에서 소년의 뒷모

습은 대상의 성적 매력을 표현하기 위한 요소로 사용되었다. 그 예로

<신들에게 넥타르를 서빙하는 가니메데스>에서는 청년의 둔부가 화면

중앙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특징이 강조된 것으로 여겨졌다(도

31).457) 배경의 수영장과 대비를 이루는 슐레진저의 누드에서도 그 유사

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슐레진저를 모델로 하여 뒤이어 제작된 작품에서도

드러났다. 1967년 제작된 회화인 <방, 타자나>의 제목은 당시 슐레진저

가 거주하던 곳 인근의 명칭에서 가져온 것이었다(도 116).458) 이 작품의

배경은 지역 신문에 실린 메이시 백화점의 가구 광고 사진을 모사한 것

이다. 인물은 방 가운데에 있는 침대 위에 티셔츠와 양말을 착용하고 엎

드려 있다. 우측에 열려 있는 테라스 문으로 들어오는 빛에 의해 인물의

나체를 한 하반신이 강조된다. 리빙스턴은 몰개성적이고 단순한 실내의

정적인 분위기와 선정적인 포즈의 대비로 인해 이 작품 속의 성적인 면

이 부각되었다고 해석했다.459) 이 작품에서 슐레진저는 반-익명적인 청

년이자 수동적인 성적 대상으로 표현되었다. 멜리아는 호크니의 회화에

456) Melia(주 14), pp. 60-61.
457)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II장 3절을 참고하시오. pp. 42-43.
458) 당시 18세였던 슐레진저는 로스앤젤레스 엔시노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모가 작품의 모델을 알아차릴 것에 대비해, 호크니에게 엔시노 대신
타자나라는 지역명을 사용하도록 부탁했다고 한다. Sykes(주 253), p. 191.

459) Livingstone(주 13),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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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캘리포니아 청년의 신체는 그곳을 방문한 유럽인의 욕망에 의해 식민

지화(colonised)된 대상과 같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호크니는 로스앤젤레

스를 처음 방문했을 당시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알렉산드리아를 연상

했다고 서술했다.460)

<방, 타자나>는 이듬해인 1968년 1월 런던의 카스민 갤러리에서 전

시되었다. 당시 대다수의 비평가들은 인물의 포즈를 근거로 하여, 이 작

품과 프랑수아 부셰(François Boucher, 1703-1770)의 <금발의 오달리스

크>의 유사성에 주목했다(도 117).461) 이에 대해 멜리아는 두 작품 모두

남성적 시선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호크니의 작품에는 앞서 그가 주장

했던 유럽인으로서의 관점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폴 고갱의 <마나오 투파파우(죽은 자의 영혼이 지켜본다)>를 참조하여

이 작품을 분석했다(도 118). 그는 작품에 드러나는 관찰자와 모델 사이

의 거리 두기에 따른 시각적인 지배 및 비유럽인으로서 특징이 부각된

대상의 묘사를 지적했다. 호크니의 작품에서 관찰자는 통제와 우세함을

나타내는 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슐레진저는 로스앤젤레스 청년의 전형

을 나타내는 성적인 스테레오타입으로 표현되었다.462) 그의 언급처럼, 작

품 속의 슐레진저는 <집안 장면, 로스앤젤레스>에 등장한 피지크 매거

진의 모델처럼 미국적인 의상인 티셔츠와 스포츠 양말을 신고 있다. 유

럽인의 시각에서 이국적인 요소를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포함

시켰다는 점에서 로마 시대에 카타미투스를 주제로 한 미술 작품에 그가

이방인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프리기아의 모자가 사용되었던 것을 참고할

수 있다(도 18, 19, 20, 21). 같은 맥락에서 로스앤젤레스를 배경으로 그

려진 슐레진저와 그곳의 청년들은 앞서 살펴본 빌헬름 폰 글뢰덴의 이탈

리아 소년들과도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도 56).

호크니의 작품에서는 관객과 대상이 모두 남성이다. 그러나 <방, 타

460) 같은 곳.
461) 호크니는 2010년도 인터뷰에서 부셰의 작품을 알고 있긴 했지만 당시에 참고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Sykes(주 253), p. 192.

462) Melia(주 14), pp.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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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를 부셰나 고갱의 작품과 비교한 해석은 호크니의 작품 속의 슐레

진저를 여성 모델과 동등한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 헬레니즘기의 조각인

<잠자는 헤르마프로디토스>에서 위의 시각과 관련된 문화의 역사적 배

경을 찾아볼 수 있다(도 119). 헤르마프로디토스는 그/그녀의 부모인 헤

르메스와 아프로디테(머큐리와 비너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신으로 자

웅동체를 뜻하기도 한다. 이 작품의 청동 원본은 기원전 2세기 무렵에

제작되었는데, 로마 시대에 이르러 다수의 대리석 복제본이 생산되었다

고 전해진다. 사슬로에 따르면, 이 조각의 길쭉하게 변형된 인체 비율과

부드러운 윤곽, 벨베데레의 아폴론과 유사한 틀어 올린 머리모양과 인물

의 포즈 등은 이후 수많은 미술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463)

<잠자는 헤르마프로티토스>의 영향을 반영한 르네상스 시기의 작품

으로는 코레지오의 <독수리에게 납치된 가니메데스>를 들 수 있다(도

28). 이 회화에서 독수리를 붙잡고 있는 가니메데스는 마치 조각을 90도

회전하여 세워 놓은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사슬로는 가니메데스

와 헤르마프로디토스를 동일시한 코레지오의 표현은 고대부터 르네상스

까지 동성애의 맥락에서 양성성(androgyny)이 동성 욕망의 대상으로서

의 아름다움으로 여겨져 왔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464) 코

레지오의 가니메데스는 부셰의 오달리스크. 고갱의 타히티 소녀, 호크니

의 슐레진저와 작품의 구성과 신체 표현에 있어서 유사성을 띤다. 이처

럼 각각의 작품에 재현된 구체적인 대상은 다르지만 그것이 표현된 방식

은 공통점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63) Saslow(주 6), p. 40.
464) Saslow(주 132), pp. 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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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더블 포트레이트에 암시된 연인 관계

1966년 호크니는 <콘스탄틴 카바피의 14편의 시를 위한 삽화>를 제

작하기 시작했다(도 120). 앞서 언급했듯이, 그가 카바피의 시를 처음 접

했던 것은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1960년에 읽은 『알렉산드리아 4중주』

를 통해서였다. 이 책은 1930년대와 1940년대 알렉산드리아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로, 저자인 로렌스 듀렐은 자신이 직접 번역한 카바피의 「도

시」와 「신이 안토니우스를 버리다」를 4부작 중의 첫 작품인 『저스

틴』에서 인용했다. 호크니는 특히 이 소설과 카바피의 시에 표현된 알

렉산드리아의 렙시우스 거리의 분위기에 흥미를 느꼈다. 카바피가 그곳

에 거주하며 작품을 제작할 당시 이 지역은 사창가가 위치한 곳이었

다.465) 호크니는 로스앤젤레스에 처음 방문했을 때 그곳의 무더운 날씨

와 AMG 인근의 퇴폐적인 분위기에서도 이러한 카바피의 작품을 연상했

다고 한다.466)

카바피는 1910년경부터 1933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시를 썼는데, 호

크니는 그의 작품 중에서 동성애 관계에 대한 판타지와 그와 관련된 경

험을 회상하는 내용의 시들을 선정했다.467) 호크니는 이전에 존 마브로

골다토의 번역서를 통해 카바피의 작품을 읽었지만 저작권 문제로 그것

을 사용하지 못하자, 선택한 시를 시인 스티븐 스펜더(Stephen Spender)

와 니코스 스탠고스(Nikos Stangos)에게 의뢰해 새로 번역하도록 했다.

그는 시의 내용을 그림으로 옮기는 삽화가 아닌 그것이 지닌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독립적인 이미지를 제작하고자 했다.468) 따라서 그는 판화

465) Adam(주 187), p. 64.
466) Hockney(주 256), pp. 98-99.
467) 호크니는 제목에 14편의 시라고 명시했지만 그가 포함시킨 시는 총 13편이었다.
Cavafy(주 270).

468) 호크니와 스탠고스는 도판들이 완성된 후에 함께 각 이미지에 어울리는 시를 한편
씩 배정했다. Terry Riggs, “Portrait of Cavafy in Alexandria”, (1977);
https://www.tate.org.uk/art/artworks/hockney-portrait-of-cavafy-in-alexandria-p775
63.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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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을 위한 소재를 얻고자 1966년 1월에 19세기 알렉산드리아와 유사한

분위기를 지닌 베이루트를 방문했다.469) 그는 베이루트에서 찍은 스냅

사진을 바탕으로 이미지 4점을 제작했다. 나머지 이미지 중의 2점은 피

지크 매거진을, 7점은 노팅힐의 플랫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470)

호크니는 한 편의 시를 한 점의 판화로 표현해 총 13점을 제작했다.

1번 그림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카바피의 초상>에 조합된 「현관에

있는 거울」은 1960년도의 작품인 <거울, 벽에 걸린 거울>에서도 인용

되었던 시이다. 2번 <23세 또는 24세의 두 소년들>, 3번 <그는 품질에

대해 문의했다>, 4번 <남아있기>, 5번 <고대 마법사의 처방에 따르면>,

6번 <오래 된 책에서>, 7번 <담배 가게의 진열장 유리>, 8번 <칙칙한

마을에서>, 9번 <시작>, 10번 <하룻밤>, 11번 <절망 속에서>, 12번

<아름답고 하얀 꽃들>에는 그것에 조합된 시와 동일한 제목이 사용되었

다. 마지막 작품인 13번 <카바피의 초상 II>에는 「그려진」이라는 제목

의 시가 조합되었다. 13점의 이미지 중에 2번, 8번, 9번, 10번은 나체인

두 남자가 침대에 있는 모습을, 6번은 한 남자의 전면 누드를 묘사한다.

베이루트를 배경으로 한 것은 카바피의 초상 두 점과 4번, 7번 이미지이

다.

이처럼 이 판화 연작의 주제는 카바피의 시이지만, 반 이상의 배경

이 런던의 노팅힐이다. 이러한 이미지들에는 나체를 한 남성 커플이 등

장한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방식의 회화에서처럼 미술가/관객에 의해 관

찰되는 모습이 아니라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남성 연인의 동성애를 묘

사한 판화들이 모두 노팅힐을 배경으로 했다는 점에서, 폴 오버리(Paul

Overy)는 호크니가 카바피의 시에 표현된 알렉산드리아가 아닌 사실상

469) 1882년부터 1922년까지 이집트는 영국의 통치 하에 있었다. 이 시기에 알렉산드리
아에 거주했던 유럽인들은 이집트의 독립 후에 그 도시를 떠났다. 호크니는 1963년
알렉산드리아에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러나 독립 후에 유럽인들이 떠난 알렉산드리아
는 카바피의 작품 속에 등장한 분위기와 달랐다고 한다. 그 대신 그는 베이루트에서
카바피 작품에 근접한 분위기와 환경을 느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베이루트에
2주간 머무르며 그곳의 건물과 사람들을 드로잉하고 관련 소재들을 수집했다.
Hockney(주 256), p. 103.

470) Adam(주 187),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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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 영국의 동성애자의 삶을 묘사하고자 했으며, 그들의 관계를 정상

적이고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471)

호크니가 <콘스탄틴 카바피의 14편의 시를 위한 삽화>를 책으로 출

판한 시기는 1967년 영국에서 성범죄법이 개정되었던 때이다. 그의 카바

피 에칭에 대해 역시 동성애자였던 데릭 저먼(Derek Jarman,

1942-1994)은 “이전 세대의 동성애자 미술가들의 작품이 그 뒤에 숨어있

어야만 했던 베일을 벗겨내는 역할을 했다.”라고 평했다.472) 또한 닐 맥

그리거(Neil McGregor)는 “호크니의 작품은 프로파간다와 같다 (...) 그

는 미술가가 어떻게 그의 사적인 경험을 공공적인 진술로 만들 수 있는

가에 대한 예시로서 그 자신의 미술을 사용했다.”라고 그의 작품이 지녔

던 의의를 평가했다.473) 이처럼 법 개정으로 인한 분위기와 맞물려 그의

작품은 당대의 동성애자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7년 동성애가 법적으로 허용된 이후 1972년경까지 호크니는 그의

주변 커플들의 더블 포트레이트를 그렸다. 이에 대해 겔트찰러는 1968년

부터 호크니는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욱 전통적인 방식을 시도한 동

시에, 주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인물들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크니의 더블 포트레이트가 지닌 강렬함과

풍부함에 주목했으며 이를 동시대 회화 중에서 독자적인 것이라고 평가

했다.474) 호크니는 동성애자만이 아니라 이성애자 커플들도 그렸으며, 그

들의 포즈나 배경 구성을 통해 각 인물들의 사이를 암시했다. 그는 동성

471) Paul Overy, Listener, 4 August 1966, cited in Glazebrook(주 267), p, 85.
472) 1970년대 후반부터 영국의 미술가, 동성애 인권 운동가이자 저술가였던 데릭 저먼
은 동성애 주제를 다룬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라틴어로 제작된 그의 데뷔작
『세바스찬 Sebastiane』(1976)은 미술사에서 동성애를 암시하는 도상으로 여겨져 온
로마의 기독교 성인인 성 세바스챤을 주제로 한 영화였다. 호크니는 셰리던 더퍼린과
함께 『세바스찬』의 제작비를 지원했다. 저먼은 그 외에도 바로크 화가 카라바지오
의 작품과 생애를 다룬 『카라바지오』(1986)와 엘리자베스 시대의 극작가인 크리스
토퍼 말로위의 작품을 각색한 『에드워드 2세』(1991)와 같은 작품을 제작했다.
Derek Jarman, Dancing Ledg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0,
p. 62.

473) Neil Mcgregor, “A HIstory of the World in 100 Objects”(2010) Radio 4, cited in
Sykes(주 253), p. 173.

474) Geldzahler(주 303), pp. 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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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성 커플들을 구분 없이 그림으로써 인간관계의 보편성을 표현하고

자 한 것으로 보인다.475) 실제로, 이 시기는 영국에서 동성 결혼이 제도

적으로 허용되기 이전이었지만 그가 그린 동성 커플들은 그에 상응하는

파트너 관계를 유지했다는 특징을 지녔다.

호크니의 첫 번째 더블 포트레이트는 <크리스토퍼 이셔우드와 돈

바카디>(1968)였다(도 121). 그는 1964년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을 당시

스티븐 스펜더의 소개로 크리스토퍼 이셔우드(Christopher Isherwood,

1904-1986)를 만났다. 호크니처럼 이셔우드는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요크

셔 출신 영국인이었다.476) 이 작품에서 이셔우드는 화면의 우측에 다리

를 꼬고 앉아 있으며 좌측에 있는 바카디를 바라보고 있다. 바카디는 왼

팔을 의자 위에 올리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전경에는 화면을 가로로

가득 채우는 크기의 테이블이 있다. 테이블의 좌측과 우측에 쌓여 있는

책들은 책등끼리 마주 보도록 배치되어 있다. 그 가운데에는 과일 바구

니가 있다. 바구니 속의 과일 중 남근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나나

와 바구니 밖의 옥수수는 바카디를 향하는 방향으로 놓여 있다. 피터 애

덤은 이셔우드가 그보다 30살이 어린 연인에 대해 항상 불안감을 느꼈다

는 점을 말하며 이 화면 속의 묘사는 이러한 이들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라고 해석했다.477) 겔트찰러는 뒷면의 평평한 벽에 의해 화면의 깊이는

차단되지만 우측의 창틀과 의자를 통해 시선이 유도되며 엄격한 구도에

서 오는 긴장감을 완화시킨다고 설명했다.478)

475) Adam(주 187), pp. 82-83.
476) 영국에서 태어나 케임브리지에서 수학한 이셔우드는 베를린 여행에서 마그누스 히
르쉬펠트의 성과학 연구소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1929년 이 도시로 이주했다. 이후
그는 1930년부터 1933년까지 이 도시의 모습을 묘사한 『베를린 이야기들』을 집필
했고 1945년 미국으로 망명한 후에 이를 출판했다. 호크니는 그의 저서를 인상 깊게
읽었고 그 영향을 1962년 졸업한 직후에 베를린을 방문하기도 했다. Sykes(주 253),
p. 147.

477) 당시 자신보다 11살이 어린 슐레진저와 파트너였던 호크니는 나이 차이가 나는 동
성 연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고충에 대해 이들에게 의논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이들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셔우드와 바카디는 이셔우드가 사망할 때까
지 33년 동안 파트너 관계를 유지했다. Adam(주 187), pp. 82-83.

478) Geldzahler(주 303), pp. 1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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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작품을 제작한 직후에 호크니는 <미국인 컬렉터들(프레드와 마

샤 와이즈먼)>(1968)을 제작했다(도 122). 이 작품에서 와이즈먼 부부는

각각 우측과 정면 방향을 향해 서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시선은 교차되

지 않는다. 화면 속에 등장하는 조각들은 마치 두 인물을 의인화한 것처

럼 보인다. 윌리엄 턴불(William Turnbull)의 조각 옆에 있는 프레드 와

이즈먼은 손을 꼭 쥐고 경직된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우측의 마샤 와

이즈먼은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녀의 표정은 일그러져 있다. 이는 그녀

의 뒤에 위치한 토템 기둥의 표정과 일치한다.479) 마샤 와이즈먼은 프레

드 와이즈먼을 압도하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이들 관계를

암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작품들과 유사하게 <헨리 겔트찰러와 크리스토퍼 스콧>(1969)

에서도 두 연인은 단절된 듯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도 123). 호크니가

이 작품의 모델인 겔트찰러와 처음 만난 것은 그가 1963년 4월에 《레이

크의 인생 변천》의 마지막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해 뉴욕에 재방문했을

당시였다. 호크니는 이 시기 뉴욕의 스테이블스 갤러리를 방문했는데 그

곳에서 앤디 워홀(Andy Warhol)과 우연히 만났다.480) 호크니는 메트로

폴리탄 미술관의 20세기 미술부서의 큐레이터였던 겔트찰러를 워홀로부

터 소개받았으며, 성 정체성은 물론 취향을 문화적 공유하는 그와 깊게

교류하기 시작했다.481) 겔트찰러는 호크니에게 뉴욕 미술계 인사들을 소

개해 주었는데, 호크니는 그를 통해 워홀의 지인들은 물론 프랭크 스텔

라, 엘스워스 켈리와 같은 미술가들을 알게 되었다.482) 뉴욕 미술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였던 그는 이후 미국 내에서 호크니의 작품을 대변하는

479) 이 작품을 매우 싫어한 마샤 와이즈먼은 작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구매한 후 지하실에 계속 보관한다는 조건으로 파사데나 박물관에 기증했다. 와이즈
먼 부부는 초상화가 완성되고 약 10년 뒤인 1979년 이혼했다. Sykes(주 253), p. 202.

480) 스테이블스 갤러리(Stables Gallery)는 워홀이 1962년 11월 첫 뉴욕 개인전을 가졌
던 곳이었다. 호크니는 워홀을 통해 겔트찰러를 만나게 되긴 했지만 겔트찰러의 저서
인 『새롭게 만들기』의 자필 서문에서 워홀과는 깊이 있게 교류하지 않았다고 서술
했다. Geldzahler(주 303).

481) Sykes(주 253), p. 128.
482) 위의 책, 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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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이 되었다.483) 한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큐레이터였던 그가

호크니의 회화를 소장품으로 처음 구매한 것이 1972년이었다는 점에서

미국 미술계에서의 호크니에 대한 인정은 영국과 비교하여 그 이후에 이

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484)

<헨리 겔트찰러와 크리스토퍼 스콧>에서 겔트찰러는 화면 중앙의

커다란 분홍색 소파에 다리를 꼰 채로 앉아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그와

대조적으로 우측 구석에 서 있는 스콧은 겔트찰러의 아파트에 막 도착했

거나 떠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셔우드와 바카디의 초상과 비교하여 이

작품의 인물들은 격식을 차린 옷을 입고 있다. 겔트찰러는 정장 차림이

지만 외투를 벗고 있고, 스콧은 코트를 입고 있다. 겔트찰러의 뒤편 유리

창에는 맨해튼의 고층 건물이 보이고, 그 좌측에는 철제 플로어 스탠드

가 그려져 있다. 리빙스턴은 그가 영향력 있는 미술관 큐레이터로서 공

적인 지위를 지녔으며 미국 미술계의 주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했

을 때, 이 작품은 소사이어티 초상화의 전통과 관련된다고 설명했다.485)

이러한 맥락에서 겔트찰러가 재현된 모습은 <닉 와일더의 초상>의 인물

묘사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나넷 알더드(Nannette Aldred)는 <헨리 겔트찰러와 크리스토퍼 스

콧>에는 환유를 통해 호크니의 존재가 표현되었다고 해석했다. 그 예로

그는 실제로는 런던의 스튜디오에 있는 유리 테이블을 겔트찰러의 뉴욕

아파트로 옮겨온 것처럼 이 작품의 전경에 위치시켰다. 이 테이블과 꽃

병에 꽂힌 튤립은 그의 작품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소재이다(도 124). 튤

립은 호크니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그 자신을 상징

하는 기표로 사용되었다. 이 사물은 겔트찰러와 가깝게 배치되어 그가

앉아 있는 소파 안쪽으로 그려진 반면 스콧은 소파 바깥쪽에 위치해 있

다. 이러한 배치를 통해 호크니는 겔트찰러와 그의 가까운 관계를 묘사

483) Adam(주 187), p. 60.
484) Thomas Hoving,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otable Acquisitions,
1965-1975,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75, p.219.

485) Livingstone(주 13),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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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그와 대조적으로 스콧은 외부인과 같이 표현했다.486)

1970년 앞서 살펴본 더블 포트레이트들은 화이트채플 갤러리에서 열

린 호크니의 대규모 회고전에 전시되었다.487) 이는 1969년에 화이트채플

갤러리의 관장이 된 마크 글레이즈브룩이 기획한 것으로, 당시 32세였던

호크니가 지난 10년간 제작한 작품들 대부분이 전시되었다.488) 회화 45

점, 판화 116점, 그리고 드로잉 45점을 전시하기 위해 화이트채플 갤러리

의 전체 전시장을 포함하여, 로비와 사용되지 않고 있던 회의실까지 활

용되었다.489) 따라서 전시된 작품들 중에는 호크니가 동성애 주제를 노

골적으로 다룬 작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490)

당시 『타임스』의 가이 브렛(Guy Brett)은 캘리포니아를 그린 작품

들을, 『스펙테이터』의 폴 그링케(Paul Grinke)는 더블 포트레이트를 예

로 들며 호크니 회고전에 대해 호평했다.491) 『가디언』의 노버트 린튼

은 호크니를 화가이자 제도사(draughtsman)로 칭하면서 그의 판화와 드

로잉에는 그의 가장 개인적이고 애정 어린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

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호크니의 회화 속의 드로잉은 대단히 훌륭하며

(...) 그는 특정한 사물에 대한 특정한 회화적 형식을 찾는 것에 있어서

엄청난 영리함을 지닌 매우 시각적인 미술가이다.”라고 평가했다.492) 이

486) Nannette Aldred, “Figure Paintings and Double Portraits” (1995), in Paul Melia,
ed., David Hockney,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5, pp. 82-83.

487) 당대에 화이트채플 갤러리는 영국 전후의 미술사에 있어서 이정표가 되었던 전시인
《이것이 내일이다 This is Tomorrow》(1956)뿐만 아니라 잭슨 폴록(1958), 마크 로
스코(1961), 로버트 라우셴버그(1964)와 같은 미국 미술가들을 소개하는 전시를 개최
하며 런던의 가장 흥미로운 전시공간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던 곳이었다. Sykes(주
253), p. 233.

488) 호크니는 1968년 맨체스터의 휘트워스 갤러리에서 회고전을 가졌었지만 이 전시에
는 20점가량의 작품만 전시되었다. 화이트채플에서의 회고전은 1960년 무렵부터 그가
제작했던 작품들이 포함된 대대적인 전시였다. 호크니는 전시 준비를 카스민과 글레
이즈브룩에게 위임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크리스토펴 이셔우드와 프랑스를 여행하
다가 전시 오프닝 전날인 4월 1일에 런던에 돌아왔다. Hockney(주 256), pp. 202-203.

489) Sykes(주 253), p. 233.
490) Glazebrook(주 267).
491) The Times, 2 April 1970; Spectator, 11 April 1979, cited in Sykes(주 253), p.
234.

492) Nobert Lynton in The Guardian, cited in Glazebrook(주 267).



- 140 -

러한 전시와 그에 대한 평가는 호크니가 1960년대에 동성애를 주제로 제

작했던 작품이 미술계 주류의 영역에 위치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한편 호크니의 동성애를 다룬 작업과 미술가의 입장을 이듬해인

1971년도에 같은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길버트 앤 조지의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길버트 앤 조지는 1967년 세인트 마틴 미술대학에서 만난

길버트 프로쉬(Gilbert Proesch, 1943-)와 조지 패스모어(George

Passmore, 1942-)에 의해 결성되었는데, 이들의 특징은 그들이 미술가

듀오인 동시에 동성 연인이라는 점이다. 1971년의 그들의 개인전에는

<회화들 (자연 속에서 우리와 함께)>라는 그들의 유일한 회화 작품만이

전시되었다(도 125). 이는 영국 시골의 자연을 배경으로 이들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으로 동성애적 요소는 표현되지 않았다. 길버트 앤 조지의

작품에 성 정체성에 대한 암시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77년에

이르러서였다.493) <더러운 단어 그림들 The Dirty Words Pictures>은

런던 동부 지역에서 발견된 그라피티, 도시 풍경, 본인들의 사진이

조합된 26개의 작품으로 구성된 연작이었다(도 126). 이 작품은 당시

영국의 불황과 사회적 불만 및 이에 반한 펑크 문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다.494) 각 이미지의 제목으로도 사용된 그라피티의 단어들은

직설적인 욕설이나 성적 의미를 지닌 것들이었으며, 그중에는

“퀴어(Queer)”, “동성애자 남창(Prostitute Poof)”, “항문 성교(Bugger)”

등 동성애와 관련된 은어들도 있었다.495) 이는 앞서 얼스코트 지하철역

493) 길버트 앤 조지는 1970년 <노래하는 조각 Singing Sculpture>을 시작으로 본인들
을 살아있는 조각으로서 표현한 작품을 제작했다. Ruch Fuchs, Gilbert & George:
The Complete P ictures, 1971-2005 (London: Tate Publishing, 2007); The Paintings
(with us in the nature), https://krollermuller.nl/en/gilbert-george-the-paintings
-with-us-in-the-nature-1. 2021.12.31.

494) Gilbert & George Major Exhibition: Room guide, room 6;
https://www.tate.org.uk/whats-on/tate-modern/exhibition/gilbert-george/gilbert-geor
ge-major-exhibition-room-guide/gilbert-4. 2021.11.06.

495) The Dirty Words Pictures, 1977: Bollocks we’re all angry, bent, cock, lick, cunt,
fuck, piss, suck, scum, rich, prostitute poof, cock vd, smash the reds, cunt scum,
bent shit cunt, communism, fucked up, shag stiff, bugger, angry, prick ass, qu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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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의 익명의 그라피티들을 작품에 인용했던 호크니의 <세 번째

러브 페인팅>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회고전을 개최한 후에 호크니는 전 해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클라

크 부부와 퍼시>(1971)를 제작하기 시작했다(도 127). 이 작품의 주인공

은 1969년 8월에 결혼한 오시 클라크와 셀리아 버트웰(Celia Birtwell)

이었다. 화면 좌측에 서 있는 버트웰은 미소를 띤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

보고 있다. 그녀는 한쪽 팔을 허리에 올리고 꼿꼿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편 우측의 클라크는 한 손으로는 담배를 들고 있으며, 뚱한 표정으로

의자에 기대어 있다. 그의 맨발은 털 카펫에 파묻혀 있고, 허벅지 위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고양이가 앉아 있다. 작품의 배경은 노팅힐에 위

치한 그들의 플랫으로 호크니는 인물들을 그리기에 앞서 배경을 완성했

다. 화면 중앙에는 발코니로 향하는 창이 있으며 이를 통해 방 안에 빛

이 들어오고 있다. 좌측의 벽에는 《레이크의 인생 변천》의 2번 도판인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워싱턴]>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경의

탁자 위에는 백합이 꽂힌 꽃병과 노란색 책 한 권이 올려져 있다. 바닥

중앙에 깔린 카펫의 우측 바깥 부분에는 전화기와 램프가 놓여 있다.

<클라크 부부와 퍼시>는 영국의 웨딩 포트레이트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호크니의 작품은 남성과 여성이 묘사된 관습적인 방식을

반전시켰다는 특징을 지닌다.496) 같은 장르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토마

스 게인즈버러의 <앤드루스 부부>와 아서 데비스의 <윌리엄 애서턴 부

부>를 들 수 있다(도 128, 129). 존 버거는 <앤드루스 부부>를 예로 들

며, 18세기 지주 젠트리의 전형적인 초상화로서 그것이 나타내는 성 이

데올로기와 경제적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도 128). 그에 따르면, 이 회화

는 한편으로는 결혼한 커플의 초상화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을 포함

한 그의 소유물과 함께 그려진 ‘한 남성’의 초상화이다. 서 있는 남성은

그의 우측에 앉아 있는 여성과 그가 소유한 광활한 토지를 지배하고 있

wanker, smash, bummed, are you angry or are you boring?
496) Sykes(주 253), 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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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졌다.497) 반면 호크니의 작품에서 남성의 포즈로

묘사된 것은 여성인 버트웰이다. 마틴 마이런(Martin Myrone)은 이러한

모습은 그들의 결혼의 비관습적인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498)

<윌리엄 애서턴 부부>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웨딩 포트레이트에는

미술사에서 결혼 관계의 정절을 상징하는 개가 그려진다(도 129). 이와

달리 <클라크 부부와 퍼시>에는 성욕과 방탕함을 나타내는 상징인 고양

이가 등장한다.499) 호크니는 작품에 고양이를 포함시키기 위해 박제사로

부터 박제된 고양이를 빌려왔다. 그는 그가 ‘퍼시(Percy)’라고 칭한 고양

이를 클라크의 허벅지 위쪽 성기 부근에 위치시켰다. 이는 <집안 장면,

노팅힐>과 관련하여 언급했던 오시 클라크와 호크니의 관계를 상기시킨

다.500) 마이런은 퍼시가 남근을 의미하는 은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클라크의 동성애 성향을 의미하기 위해 이러한 상징이 사용된 것으로 간

주된다고 해석했다.501) 클라크가 발을 딛고 있는 털 카펫도 성적인 의미

를 암시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에

서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는 꿈에는 길 위에 떨어져 있는 모피(fur)와 같

은 물건이 등장하며, 이는 음모(pubic hair)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

다.502) 한쪽 다리를 뻗고 다른 쪽 다리를 구부리고 있는 그의 자세는 털

카펫를 맨발로 쓰다듬고 있는 듯한 동작을 연상시킨다. 그의 우측에 있

497) John Berger, Ways of Seeing, London: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and
Penguin Books, 1972, pp. 107-109.

498) Martin Myrone, Representing Britain: 100 Works from Tate Collections
1500-2000, London: Tate Publishing, 2000, p. 126.

499) Catherine Kinley and Elizabeth Manchester, “Mr. and Mrs. Clark and Percy”,
(1992 and 1995; March 2003);
https://www.tate.org.uk/art/artworks/hockney-mr-and-mrs-clark-and-percy-t01269.
2021.10.06.

500) 클라크는 1963년 무렵 버트웰과 연인 관계에 있었음에도 호크니와 관계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다. Sykes(주 253), p. 140.

501) 클라크 부부는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길렀는데 박제된 고양이는 블랑쉐(Blanche)라
는 고양이와 유사했다. 퍼시는 그들이 기르는 다른 고양이의 이름이었다. Myrone(주
498), p. 126.

502) Sigmund Freud,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Die Traumdeutung, 1899), trans.
A. A. Brill,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13.
gutenberg.org/cache/epub/66048/pg66048-images.html.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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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화기와 램프도 “집안 장면” 연작에서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 사물

로서 등장한 바 있다.

반면 버트웰의 옆에 위치한 백합은 전통적으로 수태고지와 여성의

순결을 상징하는 꽃이다. 이는 그녀가 이 작품이 제작될 당시 임신한 상

태였음을 암시하는 요소이다.503) 그녀의 옆에 걸려 있는 《레이크의 인

생 변천》의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워싱턴]>은 호가스의 원작에서 두

번째 장면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레이크웰의 몰락하기 전의 상황을 묘사

한 것이다. 이에 앞선 첫 번째 장면에는 레이크웰과 임신한 약혼녀의 모

습이 등장하는데 호크니가 그린 클라크 부부의 모습은 그것과 연관성을

보인다.504)

<클라크 부부와 퍼시>가 웨딩 포트레이트의 형식을 따르지만 관습

적인 맥락에서 벗어난 특징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를 로버트 메이플소프

(Robert Mapplethorpe, 1946-1989) <브라이언 리들리와 라일 히터>와

비교해 볼 수 있다(도 130). 메이플소프가 게이 해방 운동 이후 1970년

대 중반까지 제작했던 성적인 묘사가 강조된 작품들과 달리 이 작품에서

동성 커플은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의 거실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

다.505) 반면 이들이 입고 있는 게이 사도마조히즘(sadomasochism, 이하

s/m) 복장은 가정적인 실내와 대비를 이룬다.506) 리처드 메이어는 호크

503) Kinley and Manchester(주 499).
504) 클라크는 결혼 후에도 마약, 사생활 등으로 문제를 겪었고 1974년 이혼한 후에 금
전적으로도 파산하게 되었다. 이후 런던의 임대 주택에서 생활하던 그는 1996년에 그
의 전 남자친구인 디에고 코콜라토에 의해 살해당했다. Steve Boggan, “Whatever
Happened to Ossie Clark?”, Independent, October 2011, 23;
https://www.independent.co.uk/news/whatever-happened-ossie-clark-1308807.html.
2021.10.06.

505) Matthew Macaulay, “Robert Mapplethorpe: Brian Ridley and Lyle Heeter” (2014);
https://www.tate.org.uk/art/artworks/mapplethorpe-brian-ridley-and-lyle-heeter-ar0
0196. 2021.11.05.

506) 1977년부터 1980년 사이에 메이플소프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의 하위문화를 주제로
한 사진을 제작했다. 이 시기에 가죽 의상과 s/m은 동성애 하위문화 내에서 점차 확
산되어 갔으며 그의 작품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졌다. Richard Meyer,
Outlaw Representation: Censorship and Homosexuality in Twentieth-Century
American Ar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 183; SAMOIS, Coming
to Power:Writings and Graphics on Lesbian S/M , Palo Alto: Up Press, 198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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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의 후원자이기도 했던 세실 비튼의 <대관식 날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필립 공>에 표현된 성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비관습적인 측면을 <브라이

언 리들리와 라일 히터>에서의 그것과 비교하며, 메이플소프가 이 작품

을 통해 전통적인 성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재정의하고자 했다고 해석했

다(도 131).507) 이러한 점은 호크니의 더블 포트레이트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다. 또한 호크니의 작품이 섹슈얼리티를 강조한 것에서

더블 포트레이트와 같은 형식으로 나아갔다는 점 또한 메이플 소프의 작

업의 전개와 유사성을 띤다. 이러한 공감대를 반영하듯이 호크니는 1970

년대 메이플소프의 작품에 깊은 인상을 받고 그와 교류하기 시작했으며,

그가 그린 메이플소프의 초상화와 메이플소프의 남성 누드 사진을 교환

하기도 했다(도 132).508)

<클라크 부부와 퍼시>는 1971년에 완성되었다. 테이트 미술관은 카

스민이 1968년에 소장을 제안했던 <크리스토퍼 이셔우드와 돈 바카디>

대신에 이 작품을 구입했다. 이러한 결정에는 미술관 이사회의 보수적인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509) 당시 이사회의 시각과 달리 호크니는

더블 포트레이트를 제작할 때 동성 연인과 이성애자 부부 사이에 구분을

두지 않았다. 더 나아가 그는 동성 커플인 이셔우드와 바카디, 겔트찰러

와 스콧을 상류층 컬렉터인 와이즈먼 부부, 성공한 패션계 인사였던 클

라크 부부와 동등하게 기득권층의 엘리트처럼 표현했다.510) 이러한 동성

커플의 표현은 영웅적인 동료애나 시민의식 등 당대의 기득권층의 가치

를 묘사한 그리스 고전기의 미술을 연상시키기도 한다(도 5). 이러한 고

대의 관점은 정치적인 이념을 동성애에 접목시키려고 했던 우라니안 시

219.
507) Meyer(주 506), pp. 192-94.
508) Webb(주 15), p. 155.
509) 1968년 테이트 미술관은 <크리스토퍼 이셔우드와 돈 바카디>를 점검 매매하는 조
건으로 작품을 수령했지만 의사회의 결정에 따라 구매를 유보했다. 그리고 이 작품
대신에 <클라크 부부와 퍼시>가 테이트 미술관에 소장되었다. Letter form the
Keeper of the Modern Collection, Tate Gallery, 22 November 1968, Hyman
Kreitman, cited in Porter-Salmon(주 11), pp. 186-87.

510) Aldred(주 486),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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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과 블룸즈버리 그룹의 방식과도 유사성을 지닌다.511) 호크니가 더블

포트레이트에 그린 크리스토퍼 이셔우드도 블룸즈버리 그룹의 일원이었

던 포스터나 케인스가 재학했던 케임브리지 대학의 킹스 컬리지에서 수

학했다는 점에서, 앞서 설명한 특정한 문화적 흐름이 이러한 작품 제작

배경에 위치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호크니는 위의 더블 포트레이트들을 통해 연인 사이의 심리적

인 거리를 강조하고자 했으며, 이를 각 커플의 시선과 포즈와 화면의 구

도 등을 통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그가 1971년 9월에 제

작하기 시작한 <미술가의 초상(두 인물이 있는 수영장)>(1972)에도 표현

되었다(도 133). 그는 작업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두 장의 사진을 본 후

이 작품을 구상했다. 각각의 사진은 물속에서 헤엄치는 인물과 땅에 떨

어진 무언가를 바라보는 청년의 모습을 찍은 것이었다. 호크니는 수영장

을 바라보는 사람을 슐레진저로 그리고자 했지만, 당시 그와는 결별했기

때문에 과거에 촬영했던 사진들을 조합하여 인물의 모습을 구성했다.512)

그는 수영장 부분의 원근법적 문제로 인해 이 작품의 첫 번째 버전을 완

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잭 하잔(Jack Hazan)은 호크니를 촬영한

영화인 『비거 스플래시』에서 그의 감정적 문제로 인해 첫 번째 작품이

실패한 것으로 묘사했다.513)

호크니는 1972년 3월 말에 이 작품의 두 번째 버전을 제작하기 시작

했다. 새로운 버전에는 4월에 켄징턴 가든에서 새롭게 촬영한 슐레진저

의 사진 5장을 조합한 포토콜라주가 자료로 사용되었다(도 134). 포토콜

라주는 이 무렵부터 그의 회화 제작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

으며 1980년대에는 “조이너스(joiners)” 연작으로 발전되었다. 그에게 이

방식은 단일한 사진을 확대한 것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광각 렌즈의 부자연스러운 왜곡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해법을

511)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II장 1절과 II장 6절 1항을 참고하시오. pp. 16-18;
pp. 58-60.

512) Sykes(주 253), pp. 260-61.
513) Livingstone(주 13),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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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것이었다.514) 이를 통해 그는 단기간에 작품을 완성했으며, 5월

에 뉴욕의 안드레 에머리히 갤러리에서 개최된 그의 개인전에 이 작품을

전시할 수 있었다.515)

완성된 작품에서의 기하학적인 수영장 타일은 인공적인 느낌을 준

다. 전작에서 추상 회화의 패턴이나 평면적인 색 면으로 표현되었던 수

영장 물은 이 작품에서는 사진을 바탕으로 자연주의적 기법으로 묘사되

었다. 그 속에 있는 아메바와 같은 형태를 한 수영하는 사람은 희미한

색상으로 그려져 비현실적으로 보인다.516) 슐레진저는 선명한 분홍색 자

켓을 입고 있다. 그의 상반신은 원경에 높은 채도로 묘사된 자연 풍경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반면 그가 입고 있는 흰색 하의는 밝고 옅은 색상

의 수영장 타일과 어우러진다. 화면 좌측 상단에서 강하게 비추는 빛은

인물의 그림자가 사선으로 아래쪽을 향하도록 만들고 있다. 밝은 타일에

비춘 강한 그림자와 그것의 방향성으로 인해 아래쪽을 쳐다보는 사람이

수영장을 향해 기울어질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로 인한 시각적인 긴장

감은 앞서 살펴본 스플래시 연작의 정지된 순간성을 연상시킨다. 물속의

인물과 슐레진저는 완전히 차단된 모습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는 이 시기

의 그와 호크니의 심리적인 거리를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작품의 제목

과 관련하여, 겔트찰러는 호크니가 슐레진저를 ‘미술가’라고 칭했다는 사

실에 주목했다. 이는 전작들에서 그가 미술가의 모델로서 등장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 작품에서 슐레진저는 미술가에게 종속된 대상이 아닌 독

립적인 주체로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517)

1960년대 중반부터 호크니의 작품은 자연주의적 양식을 띠기 시작했

514) 위의 책, p. 139.
515) 호크니는 새로운 버전을 시작하면서 실패한 이전 버전을 없애버리기로 했다. 그는
수영장 부분만을 잘라낸 후 액자로 만들어 오시 클라크에게 뒤늦은 결혼 선물로 주었
다. Sykes(주 253), p. 269.

516) Knight(주 429), p. 38.
517) 호크니와 슐레진저가 결별할 무렵에 슐레진저는 슬레이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미
술가로서의 경력을 시작하고자 하는 상황이었다. 이 시기에 슐레진저의 주된 불만은
그가 한 명의 미술가가 아닌 데이비드 호크니의 ‘남자친구’로만 여겨진다는 것이었다..
Sykes(주 253), p.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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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더블 포트레이트는 이러한 과정의 정점에 있었다. 리빙스턴은 1970년

대에 들어서며 호크니가 이러한 양식에 자신의 작업이 고착되는 것에 대

한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고 서술했다. 이에 따라 그는 상상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다시 제작하고자 시도했으며, 그 첫 사례는 1973년 피카소로

부터 영감을 받아 제작한 드로잉과 판화였다.518) 그가 피카소의 작품을

직접 접하게 된 것은 1954년 2월이었다. 그는 당시 미술학교의 교사였던

데릭 스태퍼드의 권유에 따라 처음으로 런던을 방문했었고, 피카소의 작

품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519) 1960년 테이트 미술관에서 열린 피카소 회

고전은 당시 학생이었던 호크니에게 미술가가 한 가지 양식만을 고수하

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520) 피카소는 그가 가장 존경하는

미술가였으며, 1973년 4월 8일 피카소의 사망 소식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전해진다.521) 피카소가 사망한 이후에 프로필렌 출판사

(Propyläen Verlag)는 그에게 경의를 바치기 위한 판화 작품 제작을 호

크니에게 의뢰했다. 이에 따라 그는 피카소와 20여 년간 협업해온 판화

전문가인 알도 크롬랭크(Aldo Crommelynck)와 판화를 제작하기 위해

파리로 갔다.522)

<미술가와 모델>(1974)은 호크니가 1973년 커미션과 별도로 제작하

기 시작한 판화였고, 이듬해에 재작업을 거쳐 피터스버그 프레스에서 출

판되었다(도 135). 이 작품에서 그는 본인과 피카소가 탁자를 사이에 두

고 마주 보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 그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안경을

썼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벌거벗은 상태이다. 그가 탁자 위에 올려놓은

518) Livingston(주 13), pp. 161-63.
519) 호크니가 브래드퍼드 미술학교의 학생이었을 당시 영국 내에는 피카소의 속물근성
과 공산주의 지지에 대한 비난이 만연했다. 그러나 피카소의 작품을 실제로 본 호크
니는 그들의 비난과 달리 그의. Sykes(주 253), p. 42.

520) “Picasso & Modern British Art: Picasso & David Hockney”, Tate Britain
exhibitio, 2012;
https://www.tate.org.uk/whats-on/tate-britain/exhibition/picasso-modern-british-art/
picasso-modern-british-art-room-guide-11. 2021.10.07.

521) Sykes(주 253), p. 282.
522) Livingston(주 13), pp. 1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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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은 반대편에 앉은 피카소의 손과 교차된다. 피카소는 그가 즐겨 입

던 줄무늬 셔츠를 입고 있으며, 작품 한 점을 손에 들고 있다.523) 호크니

와 피카소는 서로를 응시하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해 리빙스턴은 호크니가 자신을 나체로 표현한 것은 피

카소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기 위해 스스로를 미술가가 아닌 모델로 위치

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524) 와인버그 역시 피카소의 <화가

와 뜨개질하는 모델>을 재구성한 이 작품은 피카소를 화가로, 호크니를

그의 여성 모델로서 묘사한다고 간주했다(도 136). 또한 그는 호크니가

피카소의 모델이자 연인으로서 자신을 묘사한 것은 사제 관계에서 형성

되는 에로틱한 요소를 환기시킨다고 보았다.525) 이는 자크 루이 다비드

의 <테르모필레의 레오니다스>에 투영된 그와 제자들과의 관계를 연상

시키기도 한다(도 41).

거트 쉬프(Gert Schiff) 역시 <미술가와 모델>에 대해 “호크니가 제

자로서 자신을 묘사함으로써 소크라테스적인 에로스를 암시했다.”라고

해석했다.526) 이와 관련하여 이 작품을 1961년도 작인 <점착성>과 비교

해 볼 수 있다(도 67). 호크니는 <점착성>을 통해 더블 포트레이트를 처

음으로 시도했음을 명시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월트 휘트먼과 자신을

성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그가 그의 우상과 자신

을 연인 관계로 표현했다는 점과, 쉬프가 말한 “소크라테스적인 에로스”

에 내포된 페더레스티의 멘토와 멘티 사이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미술

가와 모델>은 <점착성>과 마찬가지로 호크니에 의해 ‘상상된’ 연인 관

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23) 프로필렌 출판사에게 의뢰된 작품인 <학생: 피카소에 대한 오마주 The Student:
Homage to Picasso>(1973)에서 호크니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피카소에게 가져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작품과 연결시켜 봤을 때 피카소가 들고 있는 것은 호크니의
드로잉이나 판화로 추정된다.

524) Livingston(주 13), p. 163.
525) Weingberg(주 329), p 172.
526) Gert Schiff, “A Moving Focus: Hockney’s Dialogue with Picasso”(1988), in
Maurice Tuchman and Stephanie Barron, eds., David Hockney: A Retrospective,
Los Angeles: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1988,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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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작품과 10여 년 전에 제작되었던 첫 판화인 <나와 나의 영

웅들>(1961)에서 호크니가 마주 보고 있는 대상은 월트 휘트먼이었지만,

<미술가와 모델>에서 그것은 파블로 피카소로 바뀌었다. 호크니는 그의

두 번째 자서전인 『그것이 내가 보는 방식이다』에서 피카소의 입체주

의 양식에 영향을 받아 그가 이후의 포토콜라주와 같은 조형적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설명했다.527) 그의 작업 방식의 전환과 관련하여 마

크 글레이즈브룩은 「교양 있는 반역자」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통해 그

의 작품의 변화 양상과 미술가로서 특징에 대해 분석했다. 글레이즈브룩

은 이 글에서 “호크니의 회화는 20세기 후반의 스타일과 느낌을 정의한

다. 사람들은 그의 시각을 통해 로스앤젤레스를 보았다. 그러나 그의 엄

청난 인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웃사이더이자 반역자로 남아있다 (...) 추

상 미술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에 그는 다양한 종류의 형상을 탐구했다.

회화와 드로잉이 기대되었을 때 그는 포토콜라주를 연구하기로 결정했

다. 판화를 제작하고 오페라 무대를 디자인하기를 요구받았을 때 그는

자서전이나 광학에 대한 책을 저술했다 (...) 호크니의 일관성은 조류에

맞서서 헤엄치는 그의 끊임없는 자기-재창조 능력에 있다.”라고 이 미술

가에 대해 정의했다.528)

겔트찰러는 「호크니: 젊은 그리고 나이 든」에서 피카소의 사망 후

에 제작된 <미술가와 모델>에 대해 마치 미술의 역사와 같이 오래 지속

된 계주에서 호크니에게 횃불이 넘겨졌음을 상징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

했다.529) 앞서 월트 휘트먼의 모습이 동성애라는 작품 주제의 등장을 나

타냈던 것처럼, <미술가와 모델>은 그 뒤에 이어질 그의 작품 양상의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27) David Hockney, That’s the Way I See It, London: Thames and Hudson, 1993.
528) Mark Glazebrook, “A Cultured Rebel”(2006), in Sarah Howgate eds., David
Hockney Portraits, London: National Portrait Gallery, 2006, pp. 20-31.

529) Henry Geldzahler, “Hockney: Young and Older”(1988), Making it New: Essays,
Interview, and Talks, New York: Turtle Point Press, 1994, pp. 2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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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지금까지 서양의 동성애에 대한 역사와 그것을 표현한 미술 및 1960

년부터 약 10년간 호크니가 제작한 동성애 주제 작품을 분석했다. 그 과

정에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르네상스, 신고전주의, 20세기 초반의 미술

을 거쳐 이어져 온 주제 및 표현과 그것이 그의 작품에 미친 영향에 대

해서도 서술했다.

고대 그리스의 동성애와 관련된 문화는 “페더레스티”를 소재로 한

미술과 문학을 통해 기록되었다. 이를 통해 이 관계에서 강조되었던 점

은 남성들 간의 연대 의식, 엘리트주의, 청년의 아름다움 등이었다. 로마

시대에 위와 같은 동성애와 관련된 문화는 정복 국가의 성격을 반영하는

주종 관계로 변화했다. 4세기에 기독교가 공인된 후 동성애에 대한 서구

사회의 입장은 비관용적으로 변화했다. 동성애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고대 그리스의 문화와 “그리스적 사랑”으로

표방된 동성애가 신플라톤주의와 르네상스 미술에 의해 정신적인 사랑으

로 재해석되었다. 이러한 관용적 입장은 고대 유산의 부활과 남성 동성

애에 대한 정당화의 요구를 함축한 신고전주의 미학으로 이어졌다.

18세기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는 반동성애에 대한 캠페인의

영향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다. 19세기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법적 제재가 폐지되었

지만, 영국과 독일의 프로이센에서는 반동성애 법이 지속되었다. 이에 반

발하여 전자에서는 고전 문화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동성애자 정체성

의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후자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이

루어졌다.

위와 같은 II장의 연구를 통해 III장에서는 호크니가 제작한 동성애

주제 작품이 고대 그리스의 동성애와 관련된 문화의 역사와 관련이 있음

을 고찰했다. 그 예로 그가 가장 처음 이 주제를 표현하기 시작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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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품에서 인용한 문학 작품들은 고전 신화의 소재나 그 시대의 특정

한 문화를 수용한 것이었다. 월트 휘트먼, 콘스탄틴 카바피를 비롯하여

오스카 와일드나 우라니안 시인들은 모두 그들의 동성애적 표현의 정당

성을 고대 그리스에서 찾았다. 그가 1960년대 말에 제작한 더블 포트레

이트의 동성 연인들은 그들이 속한 분야에서 기득권을 지녔던 엘리트였

다는 점에서 고대 그리스의 관계를 연상시킨다.

더 나아가서 동성애를 표현한 것으로 여겨지는 서양 미술사의 작품

들 역시 그리스 시대의 문화적 요소에 근거함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호크니가 이러한 문화가 반영된 작품의 주제와 도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양상을 고찰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하

는 서양의 동성애와 관련된 역사와 문화는 호크니의 작품을 연구하는 데

에 도움이 되었다.

한편 고대 그리스부터 20세기 중후반까지 이어진 동성애에 대한 사

회적 입장의 변화를 토대로 호크니가 이 주제의 작품을 제작한 1960년대

의 사회 분위기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시기는 20세기 중후반

서구 사회에서의 동성애자 인권 운동이 발발하기 직전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작품은 이와 관련된 의의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데이비드 호크

니 1960-1968:　양식들의 결합》은 2009년 노팅햄 컨템퍼러리의 디렉터

였던 알렉스 파커슨이 이 미술관의 개관전으로 기획한 전시였다. 그는

전시의 서문에서 기획 의도를 설명하면서 1967년 이전에는 영국에서 남

성 간의 성행위가 불법이었음에도 호크니가 1960년대 초반부터 동성애를

주제로 작품을 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그 시점까지 다른 어떤

시각 미술가도 동성애 욕망을 표현하는 데 있어 호크니와 같이 당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 시기 호크니의 작품은 동시대의 것이었

던 스톤월 항쟁 이전의 미술보다 20세기 말의 동성애 주제를 다룬 미술

과 유사성을 지닐 정도로 선구적이었다고 평가했다.530) 이러한 점에서

위의 시기에 국한된 그의 동성애 주제 작품이 지닌 미술사적이고 사회적

530) Farquharson(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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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1970년대에 호크니의 작업은 동성애 주제에서 조형적인 실험에 집중

한 것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그 기법적인 요소는 본 논문에서 살펴본 작

품들에서도 적용되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 그가 위와 같은 요소들에 중

점을 맞춘 작품으로 전향한 이유는 앞서 글레이즈브룩과 겔트찰러의 해

석에 근거해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크 글레이즈브룩은 호크니의

자기-재창조 능력을 강조했다. 그리고 헨리 겔트찰러는 호크니에 대해

어떠한 기술이나 양식이 자신에게 맞다고 여겨질 때마다 그것을 가져오

거나 실험한다는 점에서 그를 “비범하고,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교양있

는 원시인”이라고 비유했다.

이와 같은 호크니의 성향은 이후 사진 매체를 활용한 조형적인 실험

이나 무대 디자인, 원근법에 대한 연구,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아이패드

드로잉과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것은 독일 화가 게르하르

트 리히터가 끊임없이 양식의 변화를 시도한 것과도 유사하다. 호크니는

그의 1960년대 동성애 주제 작품들을 통해 영국 미술계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1967년 영국에서 동성애의 비범죄화가 이루어진 후

에는 자신의 실험적인 성향에 따라 조형적인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테크놀로지 등을 작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본 논

문이 호크니의 동성애 주제 작품을 미술사적 맥락에서 해석하였다는 것

이다. 이는 II장에서 살펴본 고대 그리스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미술 작

품들과 호크니의 작품의 연관성을 고찰함과 동시에 동성애 주제와 형식

적 표현이 융합된 방식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다. 둘째는 본 연

구를 통해 그의 이 주제의 작품들이 지닌 사회적 의의를 재조명할 수 있

었다는 점이다. 그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표현한 작품을 그것에 대한 사

회적 및 제도적 입장이 가시적으로 변화하던 시기에 발표함으로써 받을

수 있었던 주목과 이에 따라 그의 작품이 지니게 된 의미는 오늘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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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그의 다양한 양식적 실험과 연구의 맥락 안에서 더욱 부각된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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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o Nazionale Etrusco di Villa Giulia).

[도판16] (세부) 작가미상, <알렉산드로스 모자이크 Alexander Mosaic>,

c. 100 BC, 모자이크, 272x513cm, 나폴리, 국립 고고학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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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7] 작가미상, <워렌 컵 The Warren Cup>, 15 BC-AD 15, 은, 11

x 9.9 x 11 cm, 런던, 대영박물관.

[도판18] 작가미상, <가니메데스와 독수리 Ganymede and the Eagle>,

c. 190, 모자이크, 비그노 빌라(Bignor Roman Villa).

[도판19] 작가미상, <가니메데스의 납치 Abduction of Ganymede>, c.

140-150, 대리석 양각, 피렌체, 국립 고고학 박물관(Florence, Museo

Archeologico Nazionale).

[도판20] 작가미상, <가니메데스와 독수리 Ganymede and the Eagle>, 2

세기, 로마 시대의 대리석 복제본, 나폴리, 국립 고고학 박물관.

[도판21] 작가미상, <가니메데스의 납치 Abduction of Ganymede>, c.

200, 로마 시대의 대리석 복제본, 92cm, 베니스, 고고학 박물관

(Venice, Museo Archeologico).

[도판22] 레오카레스(Leochares), <가니메데스와 독수리 Ganymede and

the Eagle>, c. 325 BC, 청동 원본에 대한 로마 시대의 대리석 복제

본, 103cm, 로마, 바티칸 박물관.

[도판23] 작가미상, <소돔의 파멸 The Destruction of Sodom>, 12-13th

century, 모자이크, 시칠리아, 몬레알레 대성당(Monreale Cathedral).

[도판24] 작가미상, <베르길리우스, 단테, 브루네토 라티니와 뛰어가는

소도마이트들 Vigil, Dante, Brunetto Latini and the Running

Sodomites>, c. 1345, 귀도 다 피사(Guido da Pisa)의 『인페르노』

해설 필사본에 실린 삽화, 샹티, 콩데 미술관(Chantilly, Musée

Condé).

[도판25] 작가미상, <화형당하는 소도마이트 리하르트 풀러와 그의 시동

Burning of the Sodomite Richard Puller and His Page>, c. 1483,

디볼트 쉴링(Diebold Schilling)의 『대 브르고뉴 연대기 Die Grosse

Burgunder-Chronik』 해설 필사본에 실린 삽화, 취리히, 중앙도서관

(Zurich, Zentralbibliothek).

[도판26]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복제본), <가니메데스 Ganymede>,

1532-33, 분필 드로잉, 36.1x27cm, 하버드 대학교 미술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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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7]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티튀오스 Tityus>, c. 1530-32, 분필

드로잉, 33x19cm,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도판28] 코레지오, <독수리에게 납치된 가니메데스 Ganymede

Abducted by the Eagle>, c. 1531-32, 캔버스에 유화, 163.5x70.5cm,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

[도판29] 코레지오, <주피터와 이오 Jupiter and Io>, c. 1532-33, 캔버스

에 유화, 163.5x70.5cm,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

[도판30] 파르미지아니노, <가니메데스와 헤베 Ganymede and Hebe>,

c. 1534-35, 드로잉, 14.8x9.8cm, 루브르 박물관.

[도판31] 파르미지아니노, <신들에게 넥타르를 차려주는 가니메데스

Ganymede Serving Nectar to Gods>, c. 1534-38, 종이에 잉크, 런

던, 개인소장.

[도판32] 카라바조, <바쿠스 Bacchus>, 1593-94, 캔버스에 유화,

95x85cm, 우피치 박물관.

[도판33] 카라바조,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Amor Vincit Omnia>,

1601-02, 캔버스에 유화, 156x113cm, 베를린, 회화갤러리.

[도판34] 조반니 바글리오네, <신성한 사랑과 범속의 사랑 Sacred Love

and Profane Love>, 1602, 캔버스에 유화, 240x143cm, 로마, 국립고

고학 박물관.

[도판35] 작가미상, <여성혐오자의 한탄 The Women-Hater’s

Lamentation>, 1707, 브로드사이드, 런던, 길드홀 도서관(Guildhall

Library).

[도판36] 작가미상, <이것은 아니다: 또는, 고귀한 몰리 This is not the

Thing: or, Molly Exalted>, 1762, 브로드사이드, 12.8 x 17 cm, 런

던, 대영박물관.

[도판37] 작가미상, <신을 믿지 않는 저주받을 죄인들에 대한 경고로 묘

사된 잠벌들 Temporal Punishments Depicted as a Warning to

Godless and Damnable Sinners>, 1730, 음각 인쇄물, 암스테르담,

릭스뮤지엄, 릭스 프린트캐비닛(Rijksmuseum, Rijksprentenka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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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8] 레오카레스, <벨베데레의 아폴론 Apollo del Belvedere>,

330-320 BC, 청동 원본에 대한 로마의 대리석 복제본, 224cm, 로마,

바티칸 박물관.

[도판39] 안톤 멩스와 조반니 카사노바, <가니메데스에게 키스하는 주피

터 Jupiter Kissing Ganymede>, c. 1760, 프레스코화, 178.7x137cm,

로마, 바티칸 박물관.

[도판40] 개빈 해밀턴,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애도하는 아킬레우스

Achilles Lamenting the Death of Patroclus>, 1760-63, 캔버스에 유

화, 227.3x391.2cm, 스코틀랜드 국립 미술관.

[도판41] 나다니엘 댄스-홀란드, <로마 콜로세움 앞의 제임스 그랜트, 존

미튼, 토마스 로빈슨, 그리고 토마스 윈 James Grant of Grant, John

Mytton, Thomas Robinson, and Thomas Wynne in front of the

Colosseum in Rome>, 1760, 캔버스에 유화, 98.1x123.9cm, 테이트

브리튼.

[도판42] 자크 루이 다비드, <파트로클로스의 장례 경기 The Funeral

Games of Patroclus>, 1778, 캔버스에 유화, 94x218cm, 아일랜드 국

립 미술관.

[도판43] 자크 루이 다비드, <헥토르의 몸 Hector’s Body>, 1778, 캔버스

에 유화, 124x172.5cm, 몽펠리에, 파브르 박물관.

[도판44] 자크 루이 다비드, <파트로클로스 Patroclus>, 1780, 캔버스에

유화, 122x170cm, 망슈, 토마스 앙리 박물관.

[도판45] 자크 루이 다비드, <호라티우스의 맹세 Oath of the Horatii>,

1784, 캔버스에 유화, 329.8x424.8cm, 루브르 박물관.

[도판46] 자크 루이 다비드, <젊은 바라의 죽음 The Death of Young

Bara>, 1794, 캔버스에 유화, 119x156cm, 아비뇽, 칼베 박물관.

[도판47] 자크 루이 다비드, <테르모필레의 레오니다스 Leonidas at

Thermopylae>, 1814, 캔버스에 유화, 395x531cm, 루브르 박물관.

[도판48]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 <아가멤논의 사절을 응대하는

아킬레우스 Achilles Receiving the Ambassadors of Agamem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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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캔버스에 유화, 110x155cm, 파리, 에콜 데 보자르.

[도판49] 앙느-루이 지로데 드 루시-트리오종, <잠든 엔디미온 The

Sleep of Endymion>, 1791, 캔버스에 유화, 198x261cm, 루브르 박물

관.

[도판50] 장 브록, <히아신스의 죽음 The Death of Hyacinthos>, 1801,

캔버스에 유화, 175x120cm, 푸아티에, 상트 크와 미술관.

[도판51] 토마스 에이킨스, <아르카디아 Arcadia>, c. 1883, 캔버스에 유

화, 98.1x114.3cm,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도판52] 토마스 에이킨스, <수영할 수 있는 웅덩이 The Swimming

Hole>, 1884-5, 캔버스에 유화, 92.71x69.85cm, 애먼 카터 미국 미술

관.

[도판53] 토마스 에이킨스, <레슬러들 Werstlers>, 1899, 캔버스에 유화,

112.87x152.4cm,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도판54] 헨리 스콧 튜크, <수영하는 무리 Bathing Group>, 1914, 캔버

스에 유화, 90.2x59.7cm, 런던, 로열 아카데미 오브 아트.

[도판55] 헨리 스콧 튜크, <비평가들 The Critics>, 1927, 보드에 유화,

41.2x51.4cm, 리밍턴 스파 갤러리 및 박물관.

[도판56] 빌헬름 폰 글뢰덴, <시칠리아의 청년들 Sicilian Youths>, 1893,

1893년 6월 『스튜디오 The Studio』.

[도판57] 던컨 그랜트, <수영 Bathing>, 1911, 캔버스에 유화,

228.6x306.1cm, 테이트 브리튼.

[도판58] 던컨 그랜트, <연못 옆의 수영하는 사람들 Bathers by the

Pond>, 1920-1, 캔버스에 유화, 49x90cm, 치체스터, 팔런트 하우스

갤러리.

[도판59] 데이비드 호크니, <해골 연구 6 Skeleton Study VI>, 1959, 종

이에 잉크, 56x37.5cm, 데이비드 호크니 재단.

[도판60] 데이비드 호크니, <커지는 불만 Growing Discontent>,

1959-60, 보드에 유화, 122x91cm.

[도판61] 데이비드 호크니, <호랑이 Tyger>, 1960, 목판에 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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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x51cm, 개인소장.

[도판62] 데이비드 호크니, <두 번째 호랑이 페인팅 Tyger Painting

No.2>, 1960, 보드에 유화, 101.5x63.5cm, 개인소장.

[도판63] 데이비드 호크니, <첫 번째 러브 페인팅 First Love Painting>,

1960, 캔버스에 유화, 128.2x102.2cm, 개인소장.

[도판64] 데이비드 호크니, <두 번째 러브 페인팅 Second Love

Painting>, 1960, 캔버스에 유화와 모래, 25.4x20.3cm, 개인소장.

[도판65] 데이비드 호크니, <퀴어 Queer>, 1960, 캔버스에 유화와 모래,

25x18cm, 개인소장.

[도판66] 데이비드 호크니, <세 번째 러브 페인팅 The Third Love

Painting>, 1960, 하드보드에 유화, 118.7x118.7cm, 테이트 미술관.

[도판67] 데이비드 호크니, <점착성 Adhesiveness>, 1960, 하드보드에

유화, 127x102cm, 포트워스 현대미술관.

[도판68] 브리고스의 화가, <다리 사이의 성교를 시작하는 남성과 소년

Man and a boy get into position for intercrural copulation>,

490-470 BC, 채색된 도자기, 21.5x28.5x6.5cm, 애쉬몰리언 박물관.

[도판69] 데이비드 호크니, <나 자신과 나의 영웅들 Myself and My

Heroes>, 1961, 검은색 에쿼틴트에 에칭, 26x50.1cm, 데이비드 호크

니 재단.

[도판70] 데이비드 호크니, <그레첸과 스널 Gretchen and the Snurl>,

1961, 아연에 에칭과 에쿼틴트, 11.8x53cm, 데이비드 호크니 재단.

[도판71] 데이비드 호크니, <함께 매달려 있는 우리 두 소년 We Two

Boys Together Clinging>, 1961, 하드보드에 유화, 122x153cm, 런던,

아트 카운슬.

[도판72] 데이비드 호크니, <거울, 벽에 걸린 거울 <Mirror, Mirror on

the Wall>, 1961, 두 가지 색으로 에칭과 에쿼틴트, 40x50cm, 데이비

드 호크니 재단.

[도판73] 데이비드 호크니, <1961년 3월 24일 새벽에 준 차차 The Cha

Char that was Danced in the Early Hours of 24th March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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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캔버스에 유화, 173x158cm, 개인소장.

[도판74] 데이비드 호크니, <돌 보이 Doll Boy>, 1961, 캔버스에 유화,

152.4x121.9cm, 함부르거 쿤스트할레.

[도판75] 데이비드 호크니, <돌 보이를 위한 습작 Study for Doll Boy>,

1960, 캔버스에 유화, 59x40cm, 테이트 미술관.

[도판76] 데이비드 호크니, <돌 보이(습작) Doll Boy(Study)>, 1960, 보

드에 연필과 목탄, 76.2x61cm, 개인소장.

[도판77] 데이비드 호크니, <돌 보이를 위한 습작 2 Study for Doll Boy

(No. 2)>, 1960, 캔버스보드에 유화, 74.9x48.9cm, 개인소장.

[도판78] 데이비드 호크니, <첫 번째 티 페인팅 First Tea Painting>,

1960, 캔버스에 유화, 74x33cm, 개인소장.

[도판79] 데이비드 호크니, <두 번째 티 페인팅 Second Tea Painting>,

1961, 캔버스에 유화, 142x91cm, 개인소장.

[도판80] 데이비드 호크니, <환영적 양식의 티 페인팅 Tea Painting in

an Illutionistic Style>, 1961, 캔버스에 유화, 231x81.3cm, 테이트 미

술관.

[도판81] 제스퍼 존스, <석고 모형들이 있는 과녁 Target with Plaster

Casts>, 1955, 납화, 콜라주, 아상블라주, 129x111cm, 레오 카스텔리

컬렉션

[도판82] 데이비드 호크니, <세 명의 왕들과 여왕 Three Kings and a

Queen>, 1961, 검은색 애쿼틴트에 에칭, 23x65cm, 데이비드 호크니

재단.

[도판83] 데이비드 호크니, <그의 모든 아름다움을 지닌 카이사리온

Kaisarion with All His Beauty>, 1961, 에칭, 56.5x40cm, 데이비드

호크니 재단.

[도판84] 데이비드 호크니, <바다 건너편에 누워 있는 나의 보니 My

Bonnie Lies Over the Ocean>, 1961-2, 세 가지 색의 에칭과 애쿼틴

트 및 콜라주, 45.72x45cm, 데이비드 호크니 재단.

[도판85] 데이비드 호크니, <레이크의 인생변천 A Rake’s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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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3, 동판화, 애쿼틴트, 38.7x57.1cm each, 데이비드 호크니 재단.

[도판86] 래리 리버스와 프랭크 오하라, <스톤즈 Stones>, 1957-1959,

13점의 석판화와 1점의 드로잉(종이에 유화)으로 구성된 삽화를 넣

은 책, 47x60cm, 휘트니 미술관 (상단: 작품 커버, 하단:

<LOVE>(1958)).

[도판87] 래리 리버스, <부츠를 신은 오하라 누드 O’Hara Nude with

Boots>, 1954, 캔버스에 유화와 레트라셋, 246.4x134.6cm, 래리 리버

스 재단.

[도판88] 데이비드 호크니, <졸업장을 위한 인물화 Life Painting for a

Diploma>, 1962, 캔버스에 유화, 122x91cm, 개인소장.

[도판89] 브루스 벨라스, <어빈 ‘자보’ 코제프스키 Irwin ‘Zabo’

Koszewski>, 1954.

[도판90] <고대 그리스의 길드 픽토리얼 Grecian Guild Pictorial>, 1962.

[도판91] <피지크 픽토리얼 Physique Pictorial>, 1960.

[도판92] 데이비드 호크니, <집안 장면, 노팅힐 Domestic Scene, Notting

Hill>, 1963, 캔버스에 유화, 183x183cm, 개인소장.

[도판93] 데이비드 호크니, <집안 장면, 로스앤젤레스 Domestic Scene,

Los Angeles>, 1963, 캔버스에 유화, 153x153cm, 개인소장.

[도판94] 고든 하우스, 데이비드 호크니, <사람들이 있는 그림들

Pictures with People In>, 1963, 전시 카탈로그.

[도판95] 데이비드 호크니, <막 샤워를 하려는 소년 Boy About to Take

a Shower>, 1964-9, 캔버스에 아크릴, 91x91cm, 개인소장.

[도판96] 밥 마이저, <모델 딘 백작, 마이저의 오피스 샤워실에서 Model

Earl Deane, in Mizer’s Office Shower>, 1961.

[도판97] 데이비드 호크니, <베벌리 힐스에서 샤워하는 남자 Man in

Shower in Beverly Hills>, 1964, 캔버스에 아크릴, 167x167cm, 테이

트 미술관.

[도판98] 데이비드 호크니, <샤워 중인 남자 Man Taking Shower>,

1964, 캔버스에 아크릴, 153x122cm, 윌리엄 도르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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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99] 데이비드 호크니, <캘리포니아의 아트 컬렉터 Californian Art

Collector>, 1964, 캔버스에 아크릴, 152.4x182.8cm, 개인소장.

[도판100] 데이비드 호크니, <할리우드, 수영장에 있는 두 소년 Two

Boys in a Pool, Hollywood>, 1965, 캔버스에 아크릴, 153x153cm,

개인소장.

[도판101] 데이비드 호크니, <캘리포니아 California>, 1965, 캔버스에 아

크릴, 168x198cm, 개인소장.

[도판102] 애슬레틱 모델 길드, <방문객들이 AMG 수영장에서 놀고 있

는 모습 Guests Playing at the AMG Pool>, 1963년 1월, 피지크 픽

토리얼.

[도판103] 데이비드 호크니, <할리우드 수영장의 그림 Picture of a

Hollywood Swimming Pool>, 1964, 캔버스에 아크릴, 91x122cm, 개

인소장.

[도판104] 데이비드 호크니, <일광욕을 하는 사람 Sunbather>, 1966, 캔

버스에 아크릴, 183x183cm, 루드비히 미술관, 쾰른.

[도판105] 버나드 코헨, <그 순간에 In That Moment>, 1965, 캔버스에

유화와 템페라, 243.8x243.8cm, 테이트 미술관.

[도판106] 데이비드 호크니, <작은 스플래쉬 The Little Splash>, 1966,

캔버스에 아크릴, 41x51cm, 라 메두사 갤러리, 로마.

[도판107] 데이비드 호크니, <스플래쉬 The Splash>, 1966, 캔버스에 아

크릴, 183x183cm, 개인소장.

[도판108] 데이비드 호크니, <더 큰 스플래쉬 A Bigger Splash>, 1967,

캔버스에 아크릴, 244x244cm, 테이트 미술관.

[도판109] 폴 세잔, <대수욕도 Les Grandes Baigneuses>, 1906, 캔버스

에 유화, 210.5x250.8cm, 필라델피아 미술관.

[도판110] 오귀스트 르누아르, <대수욕도 Les Grandes Baigneuses>,

1887, 캔버스에 유화, 115x170cm, 필라델피아 미술관.

[도판111] 폴 캐드머스, <야단법석 Horseplay>, 1935, 에칭, 23.5x12.1cm,

클리블랜드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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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12] (세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아리스토틸레 다 산갈로에 의한

복제본), <카스치나의 전투 The Battle of Cascina>, c. 1504 (복제

본: 1519 이전으로 추정), 판넬에 그리자유, 76.4x130.2cm, 홀컴 홀,

노퍽, 레스터 백작 컬렉션.

[도판113] 데이비드 호크니, <미켈란젤로에 대한 오마주 Homage to

Michelangelo>, 1975, 에칭과 애쿼틴트, 46.4x66.5cm, 영국국립도서

관.

[도판114] 데이비드 호크니, <닉의 수영장 밖으로 나오는 피터 Peter

Getting Out of Nick’s Pool>, 1966, 캔버스에 아크릴, 152x152cm,

워커 미술관, 리버풀.

[도판115] 데이비드 호크니, <닉 와일더의 초상 Portrait of Nick

Wilder>, 1966, 캔버스에 아크릴, 183x183cm, 개인소장.

[도판116] 데이비드 호크니, <방, 타자나 The Room, Tarzana>, 1967,

캔버스에 아크릴, 244x244cm, 개인소장.

[도판117] 프랑수아 부셰, <금발의 오달리스크 Blonde Odalisque>, 1752,

캔버스에 유화, 59x73cm, 알테 피나코텍, 뮌헨.

[도판118] 폴 고갱, <마나오 투파파우(죽은 자의 영혼이 지켜본다)

Manaò Tupapaú(Spirit of the Dead Watching)>, 1892, 캔버스에 유

화, 73.02x92.39cm, 올브라이트-녹스 미술관.

[도판119] 작가미상, <잠자는 헤르마프로디토스 Hermaphrodite

endormi>, c. 100-150, 로마 시대의 대리석 복제본, 46.5x173.5cm, 루

브르 박물관.

[도판120] 데이비드 호크니, <콘스탄틴 카바피의 14편의 시를 위한 삽화

Illustrations for Fourteen Poems from C.P. Cavafy>, 1966-7, 종이

에 에칭과 에쿼틴트, 34.5x22.3cm, 테이트 미술관.

[도판121] 데이비드 호크니, <크리스토퍼 이셔우드와 돈 바카디

Christopher Isherwood and Don Barchardy>, 1968, 캔버스에 아크

릴, 212x304cm, 개인소장.

[도판122] 데이비드 호크니, <미국인 컬렉터들(프레드와 마샤 와이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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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Collectors(Fred and Marcia Weisman)>, 1968, 캔버스에

아크릴, 214x305cm, 시카고 미술 연구소.

[도판123] 데이비드 호크니, <헨리 겔트찰러와 크리스토퍼 스콧 Henry

Geldzahler and Christopher Scott>, 1968, 캔버스에 아크릴,

214x305cm, 개인소장.

[도판124] 데이비드 호크니, <유리 테이블 위의 정물 Still Life on a

Glass Table>, 1971, 캔버스에 아크릴, 183x305cm, 개인소장.

[도판125] 길버트 앤 조지, <회화들 (자연 속에서 우리와 함께) The

Paintings (with Us in the Nature)>, 1971, 캔버스에 유화,

230x320cm, 크뢸러뮐러 미술관.

[도판126] 길버트 앤 조지, <더러운 단어 그림들 The Dirty Words

Pictures>, 1977,302x252cm, 보이만스 반 뵈닝겐 미술관.

[도판127] 데이비드 호크니, <클라크 부부와 퍼시 Mr. and Mrs. Clark

and Percy>, 1970-1, 캔버스에 아크릴, 217x308.4cm, 테이트 미술관.

[도판128] 토마스 게인즈버러, <앤드류스 부부 Mr. and Mrs.

Andrews>, c. 1950, 캔버스에 유화, 69.8x119.4cm, 내셔널 갤러리, 런

던.

[도판129] 아서 데비스, <윌리엄 애서턴 부부 Mr. and Mrs. William

Atherton>, c. 1743, 캔버스에 유화, 92x127cm, 워커 미술관, 리버풀.

[도판130] 로버트 메이플소프, <브라이언 리들리와 라일 히터 Brian

Ridley and Lyle Heeter>, 1979, 종이에 젤라틴 실버 프린트,

34.1x34.1cm, 테이트 미술관

[도판131] 세실 비튼, <대관식 날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필립 공 Queen

Elizabeth and Prince Philip on Coronation Day>, 1953, C-타입 컬

러 프린트, 48.4x39.7cm, 내셔널 포트레이트 갤러리

[도판132] 데이비드 호크니, <로버트 메이플소프 Robert Mappelthorpe>,

1971, 잉크, 43.2x35.5cm, 개인소장

[도판133] 데이비드 호크니, <미술가의 초상(두 인물이 있는 수영장)

Portrait of an Artist(Pool with Two Figures)>, 1972, 캔버스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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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 214x275cm, 개인소장.

[도판134] 데이비드 호크니, <피터, 켄징턴 가든, 1972년 4월 Peter,

Kensington Gardens, April 1972>, 1972, 사진 콜라주.

[도판135] 데이비드 호크니, <미술가와 모델 Artist and Model>,

1973-4, 에칭, 81x61cm, 데이비드 호크니 재단.

[도판136] 파블로 피카소, <화가와 뜨개질하는 모델 Painter and Model

Kntting>, 1927, 에칭, 19.3x27.8cm, 현대미술관,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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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도판1] 작가미상, <사냥꾼들 Hunters>, c.

670-650 BC, 청동 세공 판, 18.9 x 9.5 cm, 파

리, 루브르 박물관.

[도판2] 작가미상, <젊은이의 생식기로 손을 내

미는 남성 Male reches for the genitals of a

youth>, c. 540 BC, 흑화식의 암포라,

36.8x16.4cm, 뮌헨, 주립 고대미술 컬렉션.

[도판3] 작가미상, <남자 연인들이 그려진 양 손잡이가 달린 잔 Two-handled cup with male

couples>, c. 520 BC, 보이오티아에서 제작된 흑화식의 도자기, 11 x 19 x 13.5 cm, 보스턴 미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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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 시리스코스의 화가(Syriskos Painter),

<히파르코스의 죽음 Death of Hipparchos>,

475-470 BC, 아테네의 적회식 스탐노스, 높이

34.2 cm, 뷔르츠부르크, 마르틴 폰 바그너 박물

관.

[도판5] 크리티오스와 네시오테스(Kritios and

Nesiotes), <하르모디오스와 아리스토게이톤,

폭군 살해자들 Harmodius and Aristogiton,

the Tyrant Slayers>, 477 BC, 청동 원본에 대

한 로마의 대리석 복제본, 190cm, 나폴리, 국립

고고학 박물관.

[도판6] 소시아스의 화가(Sosias Painter), <파

트로클로스의 상처를 붕대로 감싸는 아킬레우

스 Achilles Binding the Wounds of

Patroclus>, ca. 500 BC, 아테네의 적회식 퀼릭

스, 32 x 32 x10 cm, 베를린, 고대미술 컬렉션.

[도판7] 유프로니오스의 화가(Euphronios

Painter), <경기를 준비하는 운동선수들

Athletes preparing for competition>, ca. 500

BC, 아테네의 켈릭스 크라테르, 44 x 35 cm,

베를린, 고대미술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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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8] (상: 내부, 하: A면, B면) 카펜터의 화가(Carpenter Painter), <남자와 소년이 그려진 와

인잔 Wine cup with a man and a youth>, 510-500 BC, 아테네의 적회식 퀼릭스, 38.1 x 33.5 x

11 cm, 폴 게티 미술관.

[도판9] 베를린의 화가(Berlin Painter), <제우스와 가니메데스 Zeus and Ganymede>, 500-490

BC, 아테네의 적회식 종 모양 크라테르, 33 x 33 cm, 파리, 루브르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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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0] 마크론(Makron), <에로메노스

Eromenos>, ca. 470 BC, 아테네의 적회식 퀼

릭스, 뮌헨, 주립 고대미술 컬렉션.

[도판11] 작가미상, <연애 장면을 묘사한 아테

네의 손잡이가 달린 레드-피규어 도자기 잔

Attic Red-Figure Stemmed Pottery Cup

Depicting a Courting Scene>, ca. 470 BC, 아

테네의 적회식 도자기 잔, 36x44x13.5cm, 애쉬

몰리언 박물관.

[도판12] 작가미상, <제우스와 가니메데스

Zeus and Ganymede>, ca. 470 BC, 채색된 테

라코타, 109,7 cm, 올림피아, 올림피아 고고학

박물관.

[도판13] 펜테실리아의 화가(Penthesilea

Painter), <가니메데스를 납치하려고 시도하는

제우스 Zeus Attempting to Abduct

Ganymede>, 450 BC, 퀼릭스, 36.5 x 36.5 x

14.5 cm, 페라라, 국립 고고학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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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4] 헤게시불로스의 화가(Hegesiboulos

Painter), <심포지움 Symposium>, c. 500 BC,

테라코타 킬릭스, 18.4 x 18.4 x 9.2 cm, 메트로

폴리탄 박물관.

[도판15] (세부)작가미상, <심포지엄에서 소년

을 포옹하는 남자 A man embraces a youth

at a symposium>, 5th century BC, 아테네의

적회식 퀼릭스, 272x513cm, 로마, 빌라 줄리아

국립 에트루리아 박물관.

[도판16] (세부) 작가미상, <알렉산드로스 모자이크 Alexander Mosaic>, c. 100 BC, 모자이크,

272x513cm, 나폴리, 국립 고고학 박물관.

[도판17] 작가미상, <워렌 컵 The Warren Cup>, 15 BC-AD 15, 은, 11 x 9.9 x 11 cm, 런던,

대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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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8] 작가미상, <가니메데스와 독수리

Ganymede and the Eagle>, c. 190, 모자이크,

비그노 빌라.

[도판19] 작가미상, <가니메데스의 납치

Abduction of Ganymede>, c. 140-150, 대리석

양각, 피렌체, 국립 고고학 박물관.

[도판20] 작가미상, <가니메데스와 독수리

Ganymede and the Eagle>, 2세기, 로마 시대

의 대리석 복제본, 나폴리, 국립 고고학 박물관.

[도판21] 작가미상, <가니메데스의 납치

Abduction of Ganymede>, c. 200, 로마 시대의

대리석 복제본, 92cm, 베니스, 고고학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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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2] 레오카레스, <가니메데스와 독수리

Ganymede and the Eagle>, c. 325 BC, 청동

원본에 대한 로마 시대의 대리석 복제본,

103cm, 로마, 바티칸 박물관.

[도판23] 작가미상, <소돔의 파멸 The

Destruction of Sodom>, 12th-13th century, 모

자이크, 시칠리아, 몬레알레 대성당.

[도판24] 작가미상, <베르길리우스, 단테, 브루네토 라티니와 뛰어가는 소도마이트들 Vigil,

Dante, Brunetto Latini and the Running Sodomites>, c. 1345, 귀도 다 피사(Guido da Pisa)의

『인페르노』 해설 필사본에 실린 삽화, 샹티, 콩데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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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5] 작가미상, <화형당하는 소도마이트 리

하르트 풀러와 그의 시동 Burning of the

Sodomite Richard Puller and His Page>, c.

1483, 디볼트 쉴링(Diebold Schilling)의 『대

브르고뉴 연대기 Die Grosse

Burgunder-Chronik』 해설 필사본에 실린 삽

화, 취리히, 중앙도서관.

[도판26]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복제본), <가

니메데스 Ganymede>, c. 1532-33, 분필 드로

잉, 36.1x27cm, 하버드 대학교 미술박물관.

[도판27]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티튀오스 Tityus>, c. 1530-32, 분필 드로잉, 33x19cm, 메트로

폴리탄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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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8] 코레지오, <독수리에게 납치된 가니메

데스 Ganymede abducted by the Eagle>, c.

1531-32, 캔버스에 유화, 163.5x70.5cm,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

[도판29] 코레지오, <주피터와 이오 Jupiter

and Io>, c. 1532-33, 캔버스에 유화,

163.5x70.5cm,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

[도판30] 파르미지아니노, <가니메데스와 헤베

Ganymede and Hebe>, c. 1534-35, 드로잉,

14.8x9.8cm, 루브르 박물관.

[도판31] 파르미지아니노, <신들에게 넥타르를

서빙하는 가니메데스 Ganymede Serving

Nectar to Gods>, c. 1534-38, 종이에 잉크, 런

던,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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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2] 카라바조, <바쿠스 Bacchus>,

1593-94, 캔버스에 유화, 95x85cm, 우피치 박물

관.

[도판33] 카라바조,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Amor Vincit Omnia>, 1601-02, 캔버스에 유

화, 156x113cm, 베를린, 회화갤러리.

[도판34] 조반니 바글리오네, <신성한 사랑과

범속의 사랑 Sacred Love and Profane Love>,

1602, 캔버스에 유화, 240x143cm, 로마, 국립고

고학박물관 박물관.

[도판35] 작가미상, <여성-혐오자의 한탄 The

Women-Hater’s Lamentation>, 1707, 브로드사

이드, 런던, 길드홀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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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6] 작가미상, <이것은 아니다: 또는, 고귀

한 몰리 This is not the Thing: or, Molly

Exalted>, 1762, 브로드사이드, 12.8 x 17 cm,

대영박물관.

[도판37] 작가미상, <신을 믿지 않는 저주받을

죄인들에 대한 경고로 묘사된 잠벌들

Temporal Punishments Depicted as a

Warning to Godless and Damnable Sinners>,

1730, 음각 인쇄물, 암스테르담, 릭스뮤지엄, 릭

스 프린트캐비닛.

[도판38] 레오카레스, <벨베데레의 아폴론 Apollo del Belvedere>, 330-320 BC, 청동 원본에 대

한 로마의 대리석 복제본, 224cm, 로마, 바티칸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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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9] 안톤 멩스, 조반니 카사노바, <가니메

데스에게 키스하는 주피터 Jupiter Kissing

Gaymede>, 1758, 프레스코화, 178.7x137cm, 로

마, 바티칸 박물관.

[도판40] 개빈 해밀턴,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애도하는 아킬레우스 Achilles Lamenting the

Death of Patroclus>, 1760-63, 캔버스에 유화,

227.3x391.2cm, 스코틀랜드 국립 미술관.

[도판41] 나다니엘 댄스-홀란드, <로마 콜로세움 앞의 제임스 그랜트, 존 미튼, 토마스 로빈슨,

그리고 토마스 윈 James Grant of Grant, John Mytton, Thomas Robinson, and Thomas

Wynne in front of Coloseum in Rome>, c. 1760, 캔버스에 유화, 98.1x123.9cm, 테이트 브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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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2] 자크 루이 다비드, <파트로클로스의 장례 경기 Patroclus>, 1778, 캔버스에 유화,

94x218cm, 아일랜드 국립 미술관.

[도판43] 자크 루이 다비드, <헥토르의 몸

Hector’s Body>, 1778, 캔버스에 유화,

124x172.5cm, 몽펠리에, 파브르 박물관.

[도판44] 자크 루이 다비드, <파트로클로스

Patroclus>, 1780, 캔버스에 유화, 122x170cm,

망슈, 토마스 앙리 박물관.

[도판45] 자크 루이 다비드, <호라티우스의 맹

세 Oath of the Horatii>, 1784, 캔버스에 유화,

329.8x424.8cm, 루브르 박물관.

[도판46] 자크 루이 다비드, <젊은 바라의 죽음

The Death of Young Bara>, 1794, 캔버스에

유화, 119x156cm, 아비뇽, 칼베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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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7] 자크 루이 다비드, <테르모필레의 레

오니다스 Leonidas at Thermopylae>, 1814, 캔

버스에 유화, 395x531cm, 루브르 박물관.

[도판48]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 <아가

멤논의 사절을 응대하는 아킬레우스 Achilles

Receiving the Ambassadors of Agamemnon>,

1801, 캔버스에 유화, 110x155cm, 파리, 에콜

데 보자르.

[도판49] 앙느-루이 지로데 드 루시-트리오종,

<잠든 엔디미온 The Sleep of Endymion>,

1791, 캔버스에 유화, 198x261cm, 루브르 박물

관.

[도판50] 장 브록, <히아신스의 죽음 The

Death of Hyancinthos>, 1801, 캔버스에 유화,

175x120cm, 푸아티에, 상트 크와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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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51] 토마스 에이킨스, <아르카디아

Arcadia>, c. 1883, 캔버스에 유화,

98.1x114.3cm,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도판52] 토마스 에이킨스, <수영할 수 있는 웅

덩이 The Swimming Hole>, 1884-5, 캔버스에

유화, 92.71x69.85cm, 애먼 카터 미국 미술관.

[도판53] 토마스 에이킨스, <레슬러들

Werstlers>, 1899, 캔버스에 유화,

112.87x152.4cm,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도판54] 헨리 스콧 튜크, <목욕하는 무리

Bathing Group>, 1914, 캔버스에 유화,

90.2x59.7cm, 런던, 로열 아카데미 오브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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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55] 헨리 스콧 튜크, <비평가들 The

Critics>, 1927, 보드에 유화, 41.2x51.4cm, 리밍

턴 스파 갤러리 및 박물관.

[도판56] 빌헬름 폰 글뢰덴, <시칠리아의 청년

들 Sicilian Youths>, 1893, 1893년 6월 『스튜

디오 The Studio』.

[도판57] 던컨 그랜트, <목욕 Bathing>, 1911,

캔버스에 유화, 228.6x306.1cm, 테이트 브리튼.

[도판58] 던컨 그랜트, <연못 옆의 목욕하는 사

람들 Bathers by the Pond>, 1920-1, 캔버스에

유화, 49x90cm, 치체스터, 팔런트 하우스 갤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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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59] 데이비드 호크니, <해골 연구 6

Skeleton Study VI>, 1959, 종이에 잉크,

56x37.5cm, 데이비드 호크니 재단.

[도판60] 데이비드 호크니, <커지는 불만

Growing Discontent>, 1959-60, 보드에 유화,

122x91cm.

[도판61] 데이비드 호크니, <호랑이 Tyger>,

1960, 목판에 유화, 76x51cm, 개인소장.

[도판62] 데이비드 호크니, <두 번째 호랑이 페

인팅 Tyger Painting No. 2>, 1960, 보드에 유

화, 101.5x63.5cm,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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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63] 데이비드 호크니, <첫 번째 러브 페인

팅 The Third Love Painting>, 1960, 캔버스에

유화, 128.2x102.2cm, 개인소장.

[도판64] 데이비드 호크니, <두 번째 러브 페인

팅 The Second Love Painting>, 1960, 캔버스

에 유화와 모래, 25.4x20.3cm, 개인소장.

[도판65] 데이비드 호크니, <퀴어 Queer>,

1960, 캔버스에 유화와 모래, 25x18cm, 개인소

장.

[도판66] 데이비드 호크니, <세 번째 러브 페인

팅 The Third Love Painting>, 1960, 하드보드

에 유화, 118.7x118.7cm, 테이트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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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67] 데이비드 호크니, <점착성

Adhesiveness>, 1960, 하드보드에 유화,

127x102cm, 포트워스 현대미술관.

[도판68] 브리고스의 화가(Brygos Painter),

<다리 사이의 성교를 시작하는 남성과 소년 A

Man and a boy get into position for

intercrural copulation>, 490-470 BC, 채색된

도자기, 21.5x28.5x6.5cm, 애쉬몰리언 박물관.

[도판69] 데이비드 호크니, <나 자신과 나의 영웅들 Myself and My Heroes>, 1961. (좌측부터

휘트먼, 간디, 호크니), 검은색 에쿼틴트에 에칭, 26x50.1cm, 데이비드 호크니 재단.

[도판70] 데이비드 호크니, <그레첸과 스널 Gretchen and the Snurl>, 1961, 아연에 에칭과 에쿼

틴트, 11.8x53cm, 데이비드 호크니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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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71] 데이비드 호크니, <함께 매달려 있는

우리 두 소년 We Two Boys Together

Clinging>, 1961, 하드보드에 유화, 122x153cm,

런던, 아트 카운슬.

[도판72] 데이비드 호크니, <거울, 벽에 걸린

거울 Mirror, Mirror on the Wall>, 1961, 두

가지 색으로 에칭과 에쿼틴트, 40x50cm, 데이

비드 호크니 재단.

[도판73] 데이비드 호크니, <1961년 3월 24일

새벽에 춘 차차 The Cha Cha that was

Danced in the Early Hours of 24th March

1961>, 1961, 캔버스에 유화, 173x158cm, 개인

소장.

[도판74] 데이비드 호크니, <돌 보이 Doll

Boy>, 1961, 캔버스에 유화, 152.4x121.9cm, 함

부르거 쿤스트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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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75] 데이비드 호크니, <돌 보이를 위한 습

작 Study for Doll Boy>, 1960, 캔버스에 유화,

59x40cm, 테이트 미술관.

[도판76] 데이비드 호크니, <돌 보이(습작)

Doll Boy(Study)>, 1960, 보드에 연필과 목탄,

76.2x61cm, 개인소장.

[도판77] 데이비드 호크니, <돌 보이를 위한 습

작 2 Study for Doll Boy 2>, 1960, 캔버스 보

드에 유화, 74.9x48.9cm, 개인소장.

[도판78] 데이비드 호크니, <첫 번째 티 페인팅

First Tea Painting>, 1960, 캔버스에 유화,

74x33cm,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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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79] 데이비드 호크니, <두 번째 티 페인팅

Second Tea Painting>, 1961, 캔버스에 유화,

142x91cm, 개인소장.

[도판80] 데이비드 호크니, <환영적 양식의 티

페인팅 Tea Painting in an Illusionistic

Style>, 1961, 캔버스에 유화, 231x81.3cm, 테이

트 미술관.

[도판81] 제스퍼 존스, <석고 모형들이 있는 과

녁 Target with Plaster Casts>, 1955.

[도판82] 데이비드 호크니, <세 명의 왕들과 여

왕 Three Kings and a Queen>, 1961, 검은색

애쿼틴트에 에칭, 23x65cm, 데이비드 호크니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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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83] 데이비드 호크니, <그의 모든 아름다

움을 지닌 카이사리온 Kaisarion with All His

Beauty>, 1961, 에칭, 56.5x40cm, 데이비드 호

크니 재단.

[도판84] 데이비드 호크니, <바다 건너편에 누

워 있는 나의 보니 My Bonnie Lies Over the

Ocean>, 1961-2, 세 가지 색의 에칭과 애쿼틴

트 및 콜라주, 45.72x45cm, 데이비드 호크니 재

단.

[도판85] 데이비드 호크니, <레이크의 인생변천 A Rake’s Progress>, 1961-3, 동판화, 애쿼틴트,

38.7x57.1cm each, 데이비드 호크니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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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86] 래리 리버스와 프랭크 오하라, <스톤

즈 Stones>, 1957-59. (상단: 작품 커버, 하단:

<US>(1957)), 13점의 석판화와 1점의 드로잉

(종이에 유화)으로 구성된 삽화를 넣은 책,

47x60cm, 휘트니 미술관.

[도판87] 래리 리버스, <부츠를 신은 오하라 누

드 O’Hara Nude with Boots>, 1954, 캔버스에

유화와 레트라셋, 246.4x134.6cm, 래리 리버스

재단.

[도판88] 데이비드 호크니, <졸업장을 위한 인

물화 Life Painting for a Diploma>, 1962, 캔버

스에 유화, 122x91cm, 개인소장.

[도판89] 브루스 벨라스, <어빈 ‘자보’ 코제프스

키 Irwin ‘Zabo’ Koszewski>,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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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90] <고대 그리스의 길드 픽토리얼

Grecian Guild Pictorial>, 1962.

[도판91] <피지크 픽토리얼 Physique

Pictorial>, 1960.

[도판92] 데이비드 호크니, <집안 장면, 노팅힐

Domestic Scene, Notting Hill>, 1963, 캔버스

에 유화, 183x183cm, 개인소장.

[도판93] 데이비드 호크니, <집안 장면, 로스앤

젤레스 Domestic Scene, Los Angeles>, 1963,

캔버스에 유화, 153x153cm,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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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94] 고든 하우스, 데이비드 호크니, <사람

이 들어간 그림들 Pictures with People In>,

1963, 전시 카탈로그.

[도판95] 데이비드 호크니, <막 샤워를 하려는

소년 Boy About to Take a Shower>,

1964-69, 캔버스에 아크릴, 91x91cm, 개인소장.

[도판96] 밥 마이저, <모델 딘 백작, 마이저의

오피스 샤워실에서 Model Earl Deane, in

Mizer’s Ofice Shower>, 1961.

[도판97] 데이비드 호크니, <베벌리 힐스에서

샤워하는 남자 Man in Shower in Beverly

Hills>, 1964, 캔버스에 아크릴, 167x167cm, 테

이트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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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98] 데이비드 호크니, <샤워 중인 남자

Man Taking Shower>, 1965, 캔버스에 아크릴,

153x122cm, 윌리엄 도르 컬렉션.

[도판99] 데이비드 호크니, <캘리포니아의 아트

컬렉터 Californian Art Collector>, 1964, 캔버

스에 아크릴, 152.4x182.8cm, 개인소장.

[도판100] 데이비드 호크니, <할리우드,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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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y of

Homosexuality in the West and

the Works of David Hockney

with the Subject of

Homosex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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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1960s, British painter David Hockney(1937-) has

expressed his sexual identity with his works for about a decade.

These works dealing with the subject of homosexuality started to

disappear at the end of 1960s and finally ceased to appear after the

middle of 1970s.

This thesis examines the aspects and changes of his works

during this period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western views on

homosexuality and art. At the time he was working on the subject,

homosexuality was regarded as a crime in England. Neverth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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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works received critical and commercial recognition, making the

basis for his success as an international artist. This fact is not

irrelevant to the western history of culture related to homosexuality

and the social atmosphere before the gay liberation movement took

place in the late 1960s.

The western culture of homosexuality discussed in this study

begins in ancient Greece. A homosexual relationship called

“pederasty” had been institutionalized in that era. This was a practice

associated with the population control policy, being represented as an

idealized form through works of art and literature.

Social attitudes regarding homosexuality changed by the

acceptance of Christianity. Before the authorization of Christian

religion, the national ideology of the Roman empire was reflected by

homosexual relationships, which means Romans as the dominant

conquering their subjects and others, such as foreigners and slaves,

as submissive objects. On the other hand, after Christianity,

homosexuality was identified as paganism, recognized as a moral and

religious deviation which had to be regulated by the law. The word

“Sodomy” derived from “Sodom” in Genesis 19, became the name of

the sin referring to homosexuality in the Middle age.

In Renaissance Italy, the Neoplatonists tried to revive the culture

of the antiquity. The concept of homosexuality, which was

reinterpreted as a “platonic love” in the context of Christian theory,

also appeared as a subject of Renaissance art. Neoclassical theory

and art inherited the tolerance toward homosexual themes and

expression. Johann Joachim Winkelmann’s argument that

contemporary culture needs to embrace and imitate the ideals of the

art of antiquity implied his aspiration for a revival of classical

heritage and justification for male homosex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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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anti-sodomy law in England was the “Buggery Act”,

which was introduced in 1533. However, it was enforced in the late

17th century when the Anglican Church and parliament gained

authority after the Glorious Revolution in 1688. In the 17th century,

“molly house”, which was the subculture formed by mollies, which

means effeminate homosexuals, was formed in London and other

metropolises in Europe. Following the national campaign against

mollies, the public negative perception about homosexuals spread.

At the end of the 18th century, affected by the French

Revolution, some of the European countries adopted the French law

and decriminalized the sodomy law. On the other hand, England and

Prussia continued to criminalize homosexual behavior, which gave rise

to social debates over homosexuality. In the late Victorian era in

England, attempts were made to re-establish the identity of

homosexuals. The intellectuals of this period tried to change the

public recognition toward homosexuality, from a debasement or an

inversion to a noble and idealized relationship based on the study of

Greek antiquity.

In the mid-19th century, research on homosexuality had been

begun by German forensic scientists. Researchers and activists who

advocated the repeal of the anti-sodomy law had argued that

homosexuality is innate and universal crossing cultures and history.

Based on this viewpoint, a historical study was started on the cases

that can be categorized as homosexuality. The research on

homosexuality had continued to the 20th century, and based on its

outcomes, the perspective on homosexuality has begun to change.

When Hockney went to London to attend the Royal College of

Art in 1960, he attempted to imply his sexual identity by quoting

literature that expresses homosexuality in his abstract paintings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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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mainstream style of abstract expressionism. The poetry of

Walt Whitman, which served as the basis for the construction of a

new identity of homosexuals in the late Victorian era, was directly

cited in the paintings of Hockney during 1960 and 1961.

After that, Hockney produced a series of paintings that combining

the subject of homosexuality and the Pop art style. In 1961, after his

first visit to New York, his works had changed significantly, in

which figurative elements had been adopted to his paintings and the

subject of homosexuality had begun to be expressed more directly.

These changes seemed to be due to the acceptance of the influences

from the New York art scene at the time.

In 1964, Hockney visited California, which was one of the centers

of the homosexual culture after World War II. He produced paintings

in the mid-1960s showing the “Californian manner” that were

characterized by the expression of “Americanness” and “sexuality.”

Furthermore, he reinterpreted themes in the art history such as

“bathers” and “arcadia” and carried out experiments expressing

waters in these paintings. These were connected to the paintings of

Duncan Grant, a member of the Bloomsbury Group, who applied the

subject of bathers and the formalist theory of Roger Fry to his

works as a device to express homosexuality. In 1967, after the

amendment of the Sexual Offences Act, homosexuality was partially

legalized in UK. From this period, Hockney’s work shifted from

works that emphasize sexual expression to ones that attempt to

express same-sex relationships in the context of mainstream customs.

This study examined the attention and social significance given to

the works of Hockney that could be received in the 1960s by

expressing his subject of homosexuality in an era of visibl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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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the institutional perception of homosexuality. Western

Culture’s perception on homosexuality influenced Hockney’s works in

terms of the subject matter, and the iconography of art history

dealing with this subject became the basis of the expressions in his

works. This paper examined the influence of social, historical, art

institutional, and formal factors on the career of the artist.

keywords : David Hockney, homosexuality, Walt Whitman,

Constantine Cavafy, Duncan Grant, physique magazine, arcardia,

double portrait

Student Number 2018-3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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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관련 용어

페더레스티(παιδεραστία, pederasty): 페더레스티는 고대 그리스의 고

졸기와 고전기에 제도화되었던 성인 남성과 소년 사이의 동성애 관

계였다. 이 제도는 당시 인구조절 정책과 맞물려 도입되었다. 고전기

에 페더레스티는 민주주의 이념과 맞물려 이상화되었고 심포지엄과

김나지움을 통해 활성화 되었다. 헬레니즘기에 그리스의 영토가 확

장되면서 이 제도는 점차 사라졌다.

에라스테스(εραστής, erastes): 에라스테스는 페더레스티 관계에서 주도

권을 지닌 성인 남성을 칭하는 용어로, 그 역할은 18세 이상에서 30

세 미만의 시민권을 지닌 자에 한정되었다.

에로메노스(ἐρώμενος, eromenos): 에로메노스는 페더레스티 관계에 있

는 12세부터 18세 사이의 시민 계급의 소년이었다. 에라스테스는 자

신의 에로메노스에게 멘토와 같은 역할을 했다.

파이스(παίδ-, pais, 복수: paides): 파이스는 소년뿐만 아니라 소녀, 12

세 미만의 아동, 노예 등을 칭하는 단어였지만, 페더레스티의 맥락에

서는 주로 키가 완전히 자란 청소년을 의미했다.

가니메데스(ganymedes): 가니메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에게 납

치당한 후 올림포스에서 그의 작인(酌人, wine-pourer)이 된 소년이

다. 그는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까지 여러 미술 작품에서 동성애적

주제의 주인공으로 표현되어 왔다.

몰리(로마 시대: mollis 18세기 영국: molly): 로마 시대에 충분히 남

성적이지 않거나 동성 간의 성관계에서 삽입 당하는 역할을 하는 남

성들은 몰리라고 불렸다. 이 단어는 신약 성서를 통해 영어로 도입

되었으며 18세기부터 동성애자 남성들을 칭하기 위해 로마 시대의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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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나이도스(cinaedus): 로마 시대에 동성애자를 칭한 용어 중의 하나로

여자처럼 행동하는 남자 무용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파티쿠스(pathicus): 로마 시대에 동성애자를 칭한 용어 중의 하나로

“감내하는 자”라는 의미를 지녔다.

임푸디쿠스(impudicus): 로마 시대에 동성애자를 칭한 용어 중의 하나

로 “음란한(unchaste)”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카타미투스(catamitus): 고대 그리스의 가니메데스라는 명칭은 로마 시

대에 아름다운 이방인 남자 노예를 의미하는 카타미투스라는 단어로

바뀌었다. 카타미투스는 후에 성인 남자의 성적 대상인 소년을 의미

하는 “catamite”라는 영어 단어로 변형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스투프룸(stuprum): 모독(defilement)를 의미하는 단어로, 로마 시민의

지위에 적절치 않은 성적 행동은 스투프룸에 의해 처벌되었다. 그

예로 시민 남성이 몰리처럼 행동하거나 자유인 미성년자와 매춘을

한 경우 스투프룸을 저지른 것으로 여겨졌다.

소도미(sodomy):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도시에서 유래한

단어로, 11세기경부터 동성애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소도미는 동성애를 비롯하여 자연에 반하는 것이라고 여겨진 성별

도착, 수간, 항문성교 등을 의미하기도 했으나, 토마스 아퀴나스 등

의 학자는 이를 동성 간의 성교로 명시했다. 소도미를 저지른 자는

소도마이트라고 불렸다.

성별 도착(effeminacy): 로마 시대의 몰리와 유사한 의미를 뜻하며, 복

장 도착과 같은 행위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는 성경에서

는 “남색”으로 해석되었다.

플라토닉 러브(amor platonicus): 14세기 플라톤 철학과 기독교의 융합

을 목표로 했던 플라토닉 아카데미의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남성들

간의 정신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amor socraticus”라고도 불렸다.

버거리(buggery): 버거리라는 단어는 프랑스 불가리아 지역의 이단인

알비파를 칭했던 “부거(Bougre)”에서 유래한 영어 단어로, 16세기 중

엽에 영국에 도입되어 소도미의 동의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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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리 법(Buggery Act 1533): 버거리 법은 1533년 헨리 8세에 의해

제정된 영국에서의 최초의 반동성애법이었다.

레이크(rake): 난봉꾼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18세기 이전 유럽에서

동성애자는 성적으로 문란하여 여성과 소년 모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레이크로 여겨졌다. 이러한 인식은 18세기 몰리의 등장 이후에

바뀌게 되어, 동성애자는 남성만을 성적 대상으로 추구하는 여성적

인 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몰리 하우스(molly house): 런던의 몰리들에 의해 형성되었던 하위문화

로 커피하우스나 펍의 형태를 한 동성애자들이 교류했던 장소들을

의미했다. 몰리 하우스는 18세기 무렵 매너 개혁 협회의 주된 검거

장소 중 하나였다.

중대한 외설행위(gross indecency): 1885년 기존의 버거리 법을 대체

하게 된 영국의 반동성애 법이었다. 오스카 와일드의 재판은 이 죄

명에 따른 기소 사례 중의 하나였다.

우라니안(uranian): 플라톤의 『향연』에 서술된 “아프로디테 우라니아

(Aphrodite Urania, 천상의 아프로디테)”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후기

빅토리아 시대에 영국의 문학가들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이들은 고

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시대의 연구를 통해 동성애를 고귀하고 고상

한 것으로 재정의하고자 했다.

칼라머스(Calamus): 월트 휘트먼의 『풀잎』의 시 그룹의 명칭으로 소

년과 사랑에 빠진 그리스 신화 속 인물의 명칭을 따온 것이다. 칼라

머스 시들은 동성애를 표현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우라니안 시인들

의 주제 및 표현에 영향을 미쳤다.

점착성(adhesiveness): 월트 휘트먼은 남성 간의 우정을 묘사하기 위해

점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단어는 골상학에서 유래한 것인

데, 그는 이를 오직 동성 간의 관계에 한정된 것으로 재해석했다.

어닝(urning): 1962년 카를 하인리히 울릭스가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

었던 “페더레스트”를 대체하기 위해 고안한 용어이다. 어닝은 남성의

신체와 여성의 정신이 자연적으로 공존하게 된 제3의 성의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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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는 용어이다.

호모섹슈얼리티(homosexuality): 1869년 카를-마리아 케르트베니가 반

소도미 법령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에서 최초로 사용한 용어로, 자신

과 동일한 성별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기 원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이었다. “호모섹슈얼리티”는 1892년 『성의 정신병리학』 번역서를

통해 영어에 소개되어 병리학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로 영어권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성적 도착(sexual inversion): 성적 도착은 성적 대상의 성별이 반전되

어 동성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뜻하는 의학 용어이다. 프로이

트는 동성애를 성적 대상 도착으로 간주했으며, 동성애자들을 완전

한 도착자, 양성적 도착자, 조건적 도착자로 분류했다.

성적인 중간단계(sexual intermediacy): 마그누스 히르쉬펠트는 동성

애를 선천적인 것으로 여겼다. 그는 인간의 특징을 성기, 기타 신체

적 특성, 성욕, 기타 심리적 특성으로 분류한 후 각각의 범주는 남성

적이거나 여성적인 특성을 띠며 그 비율과 혼합의 다양성은 무한한

것이라고 간주하여, 동성애를 성적인 중간단계라고 지칭했다.

게이(gay): 게이는 16세기에 등장한 영어 단어로 본래는 “쾌활한”, “태

평한”, “음란한” 등을 의미했다. “게이”가 동성애자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된 것은 1922년 거트루드 스타인의 『미스 퍼와 미스 스키니

Miss Furr and Miss Skeene』였고, 이는 이후 1930년대의 일부 문

학 작품들에 등장했으며, 1940년대에 이르러 동성애자 남성들이 자

신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퀸(queen): 게이 하위문화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동성애 관계에서 몰리

처럼 여성적인 역할을 하는 남성을 의미한다.

퀴어(queer): 퀴어는 규범에서 벗어난 정체성, 젠더, 섹슈얼리티의 영역

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생물학적인 성별에 근거한 게이와 레즈비언

개념의 한계를 넘고자 하는 시도로서 사용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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