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꾸로 보기: 

엉국 맨체스터 대학， 휘트워스 미솔관의 현대미술품 수집 

메리 그리피스 | 영국 맨체스터 대학 휘트원스 미슐판 큐혜이터 

나는 이 글에서. 영국 공공미술관둘의 미술품 수집에 대 

한 접곤법과 관련하여 휘트워스 미술관(Whilworth Art 

Gaiiery)의 현대미술품 수집방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휘트워스 미슐판은 맨체스터 대학 부설 미솔관으로 케임 

브리지 대학의 피츠윌리엄 박물관(티tzwilliam Museum), 

옥스퍼드 대학의 애쉬툴리언 빅물관(Ashmolean 

MU않um) ， 글래스고 대학의 헌터리언 미술관{Hunlerian 

Art Gallefy)과 어깨률 나란히 하는 영국 내 유수의 대학미 

술관으로 손훌히며. 맨체스터 대학 캠퍼스 내에는 휘트워 

스 미슐관 외에도 맨처|스터 박물관(Manchester Museum) 

과 존 라일핸드 도서관(John Rylands Ubrary), 조드렬뱅 

크(Jodrell Bank) 전파전문대 , 터블리하우스(Tabley 

Hωse)라는 문화역사적 가치가 큰 시설들이 모여 있다. 

영국의 공공 미슐관 · 박물관은 우선 설립 · 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과 공립. 대회1부설)이라는 세 종류로 대멸된다. 

국립 미슐관 · 박물관은 중앙정부에 의해 설립 운영되며. 

그 대표적인 예로 런던 소재의 영국국립미술관(National 

Gaiiery) , 국립초상화미술관(National Portrail Gallery). 대 

영박물괜Brilish Museum)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 

(Vicloria and Alberl Museum , 테이트갤러리(Tale 

Galle이. 그리고 리버롤 및 세민트 아이브즈에 소재한 테 

이트갤러리 붐월， 리버훌 국립박물관 및 미솔관 등이 있다. 

공립 미슐관 • 박물관은 시나 자치구{borough) 등 특정 행 

정지역에 설립되어 관힐 지자체의 조세수입으로 운영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굴래스고의 켈빈그로브 박물관 및 미슐 

관{KeMngrove Museum and Art Gallery괴i 맨체스터 시 

립미슐관(City Art Gaiiery) 등이 있다. 대학 미술관 • 박물 

관은 그 母기관인 대학과 엉국 예술 인문학연구진흥원(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로부터 주로 자금을 

지원 받아 운영된다. 이 세 종류 외에도 버밍햄의 이콘 갤 

러리(Ikon Gallery)와 갈은 전시전문미술관과 만체스터의 

캐슐필드 갤러리(Castlelleld Gaiiery)l) 등 예솔가단체가 운 

영하는 미술관이 있으며. 이러한 종류의 미슐관은 예솔진 

흥원(A끼s Council)으로부터 자금지원률 받는 경우가 대부 

붐이다. 또한， 런던올 비롯한 일부 대도시에서는 수많은 상 

업용 갤러리가 엉업 종이다. 

휘트워스 미슐관은 조셉 휘트워스(Joseph Whtlworth)경 

의 유충으로 1889년 설립되었다. 조셉 휘트워스 경은 규 

격화된 나사 생산과 영국군의 전폭적인 지지률 받은 바 있 

는 강선흥신의 제조 툴 정밀공학 분야의 업적률 통해 축적 

한 재산율. 사후 교육기관 설립에 써달라는 유언을 남켰고， 

그의 친구이자 유언집행자였던 알프레드 다비셔(Alfred 

Darbishlre}는 미슐관을 교육기관으로 보아도 무Jg하리라는 

생각에 미슐판률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막대한 금액이 투 

잉된 건물신혹 및 근린공원조성 공사는 1908년 완료되었 

으며. 휘트워스 미슐관은 융해 100주년율 맞이했다. 뒤에 

서 보다 상세t>1 다루겠으나 휘트원스 미솔관의 소장풍은 승 

수미슐(Rne Aηs)과 섬유(te에le) 분야률 위주로 구성되었으 

며. 를히 소장홈 중 섬유는 섬유디자인 및 제조업이 맨체스 

터 시의 번영에 핵심적인 역할율 해온 사실을 잘 보여준다， 

1950년대까지 휘트워스 미솔관은 여전히 독립적인 기 

관이었으나 재정난을 겪고 있었다. 저12차 세계대전 후 영 

국에서는 대학의 몸집뿔리기 경쟁이 뜨거웠고. 맨체스터 

대학도 일찌감치 경쟁에 뛰어률었다. 국내이건 국제적이건 

명문대로 도악하그1자 하는 대학돌은 종종 스스로를 학술 

및 문화의 전당으로 부각시켜줄 수단으로 미솔관 건립이나 

인수훌 모색해왔고. 맨처|스터 대학도 그렇게 휘트워스 미 

슐관을 인수했다. 인수 후 맨체스터 대학은 미솔관의 현대 

화에 거액율 투자했고， 그 결과 영국 최고 수준의 드로잉 

및 수채화 작품훌 소장할 수 있었다. 

맨체스터 대학은 수십 년간 현재 미술사 및 시각문화연 

구학과{Art HiSlory and VlSUal Studies)로 물리는 미솔사 

전공 학과휠 설치 • 운영해왔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이 학과의 학과장은 휘트원스 미슐관장직도 겸임해왔으나 

미슐관 비 큐레이터직 및 미술관장직의 전문화가 시급해짙 

1970년대 마침벼 겸임제는 펴|지되었다. 그렁에도 미술사 

1 ) 캐슬월드 왜러리: 앤치|스터 아티스트 스튜디오 연합에서 설립. 여| 

흩가톨 뭘 새로 확상하는 예슬 활동 지용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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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학문분야외 미슐관 간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휘트워스 미흩관의 소장품 개관 

휘트워스 미슐관은 근 · 현대 미슐풀 약 1 ， 500점과 그 

이전의 드로잉 및 수채확 작품 4 ，500여 점， 판화 작품 

11 ， 000여 점， 섬유 작폼 17 ， 000여 점， 벽지디자인 작 

품 25 ，000여 점율 소장하고 있다. 이러한 소장풍 중 벽 

지디자인은 랭커셔(Lan∞shirel 지방에서의 벽지 디자인 

및 제조업의 성공융 상징하는 의미에서 1960년대부터 수 

집되었다. 이 블에서 말하는 수집프로그램(programme 이 

collecting)이란 필자가 담당한 휘트워스 미솔관의 순수미술 

소장폼에 국한된 것으로 동 소장품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라면 터너(JMW Tumer), 토마스 거틴πhomas Girtin). 풀 

샌드비(Paul 없여by) ， 데이비드 콕스(Dav때 @잉， 토마스 

헌(Thomas Hearne) 동의 컬작이 다수 포함되어， 18"'19 

세기 영국 풍경화 기법율 훌룡하게 북여주고 있다는 점이 

다. 이 역사적인 소장품의 경우 당시 영국의 풍경과 대엉 

제국 휘하의 지역툴 및 그랜드 투어(Grand To띠의 풍경율 

시각화하는 방식의 작폼률이다. 위와 같은 위대한 화가의 

작품툴이 이 추집용 목록울 빛내주고. 거기에 때로 덜 알려 

진 화가들에 의한 수천 점의 작품이 목록울 보완하고 있다. 

이 역사적 의미가 있는 용경화는 영국 잉글랜드 지방의 신 

화화 및 .그러|이트 브리튼(Great 8ritain)' 2) 및 대영제국이 

라는 관념의 공고화에 일조했다. 반면 아일랜드눈 물론. 워| 

일즈와 스코톨랜드마저도 푸대접을 받았다. 휘트워스 미술 

관의 근 • 현대미슐 소장폼 특히 최근 매입된 현대미술풍 

은 이러한 신화화톨 확인하고 강화하는 한편. 비판하기도 

한다. 용경회의 소재는 시간 경과힘어| 따라 전통적인 풍경 

에서 문회적 차이와 다앙성올 대변하는 복잡다단한 도시공 

간의 표상들 및 도시의 이미지툴로 바뀌어갔다. 휘트워스 

미슐관의 용경화 소장품은 미술관 최고의 자랑거리로 수집 

대상 작풍의 선정 시에 종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 

로도 계속 그러힐 것이다. 

2) 그레이료 브리톨Greal Bri’aln: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워|일즈와 스 
E톨랜드 지역을 포힘힌 를일 엉국올 지칭함-억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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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방법 

국립미슐관을 제외한 엉국의 공공미솔관은. 영국의 지자 

체 예산감액을 물러몽 1980년대의 경기침체 이래 소장품 

수집에 상당한 어려용을 겪어왔다. 즉 아직토 소장품 수집 

은 엄두도 못 내는 미슐핀이 많고 그 01유가 구매자금 부족 

이란 점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휘트워스 미솔관은 그간 영 

국 북서부지방에 거주하는 수많은 미술관 관람객둘로부터 

지대한 관심과 사람을 받아온 터라 그나마 형편이 낫다. 그 

중 일부 애호가툴은 사후 후원금을 유증해주었기에 휘트워 

스 미술관은， 국립 벅훌관 · 미슐관， 도서관 및 문서보관소 

의 구매보조기금(Purchase Granl Fund)냐. 헤리티지 복 

권기금(Herilage LoMery Fund), 기타 예술기금(Art Fund) 

등이 요구하는. 매칭 펀드(matched funding) 신청올 위한 

자체조달 자금을 적으나마 보유한 셈이다. 지난 수년간 신 

규 수집품이 거의 없었다곤 하나 휘트워스 미솔관은 수집 

을 포기해야 힐 정도로 채정적으로 궁지에 올린 적은 없다. 

물론， 미슐관에 있어서 수집 중지란. 곰 미솔사라는 역사 

쓰기 의무와 함께 우리 자신의 시각문화에 대한 설명을 저| 

공해야하는 의무톨 왼전히 망각해버린 셈이 되기 때문이다. 

휘트워스 미슐관에서는. 미슐가나 딜러. 경매률 통한 매 

입은 물론， 기흥이나 유층을 통해서도 소장품을 수집하고 

있다. 엉국의 여타 공공미슐관과 마한가지로， 휘트워스 미 

슐판도 소장풍의 본짚과 소장품 확충 방법률 기솔한 자슷11 

수칩방칭에 따라 소장용 매입이 이루어친다. 필자는， 작년 

에 마리아 발쇼(Maria 8alshaw) 미솔관장 그리고 데이비드 

모리스(David Morris) 수징팀장(Head 이 CoIlec!lons)과 횡 

께 근 · 현대 미슐폼에 대한 수집방침율 전면 채검토하여 

수정한 바 있다. 물론 수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집방침율 검 

토·수정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모범적인 일이라 할 

수 있으나. 특벌히 작년에 딘행된 수정방침은 수집의 주안 

점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각별히 중요하다. 즉. 특정 미솔가 

와 미슐계의 륙정 운동 · 학파에 주어졌던 중점이， 이미지 

에 대한 아이디어들로 그리고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세계 유수의 대학미슐관율 지항하는 우리 미술관의 전략적 

비전과 조확하여 학문적 연구로 송화될 수 있는 지로 이동 

힌 것이다. 그 질과롤인， 수정 방침은 다음과 같펙. 

미*관온. 훨기관인 만체스터 대회(혹은 타 대학)의 전문연구 

톨야가， 휘트워스 미슐핀의 역사적인 현대미슐 소장폼에 대한 

이해의 노력흩 뒷받칭힐 경우. 항후 10년간 그러한 연구분야와 

관련하여 근 현대 미슐용을 매입힐 것이다. 관람객과 학생， 학 

자 모두에게 톨륙하고 협신적인 참여 가능성을 제시하며， 현대 



미슬의 일천언에서 핵심이 되어온 사g별율올 해결훨 수 있는 미 

훌훌올 매입하는 구매프로그램율 마현흔삐. 우리는 이것이 현대 

시각예을 관련 창작의 실험실이자 대학미슬관으로서 우리의 역 

휠에 근온이 되리라 확신한다. 

구체적으로 횡후 5년간 우리는. 장소. 정치. 정체성애 대해 

짚몸을 던지는 영국작툴 혹온 외국작품올 미슐계 전브뼈| 걸쳐 

우선솥위톨 두고 적극 수집힐 것이다. 이러한 줄삼점에서 벗어 

나지 않는 범위애서 다융때 해당하는 미술용의 매입옳 후진휠 

것이다. 

• 홍경괴 도시. 그리고 문화다앙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새 

로운 방식율 제시하는 작품. 

• 젠더 및 섹휴웰리티에 괜한 문제흩 제기하는 작품. 

이와 암이 휘트워스 미슐관은 수집에 관한 새로운 접근 

법률 구혹하였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이물어낸 이유는 

다음과 킹다. 첫째， 많기관인 맨체스터 대학 내 학자률의 

교육 및 연구에 좀 더 전연적으로 개입하고 관계할 필요성， 

률째. 전시 및 감상을 위한 미슐작풍으로서 관람책을 유인 

할 뿐만 아니라. 다앙하고 변화무쌍한 셰상에서의 문화재 

라는 접올 활용해 이윤을 창훌하는 등， 채산성 유지훌 위한 

소장용 훨용빙법 개선의 필요성. 셋째， 기존미술관의 자기 

얻급적(똥If-relerenlial)인 한계률 넘어선 시각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시각역사/시각문화(visual hislory/visual 

C미lur히의 .쓰기· 로서의 수집이라는 혹면에서， 보다 더 급 

짚적인 접근법의 월요성이 그 이유였다. 특히 마지막 이유 

가 휘트워스 미슐관이 현채 수집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접근 

법의 핵심이라 할 *" 있다. 
후|트워스 미술관은 역사추의적 접근법율 토대로 발전해 

웠다. 역사추의적 접근법은 예술가를 끊임없이 전진하는 

시간의 궤적 인에 투고 보는 보수추의이념과， 다른 한편으 

로 예슐가를 시대. 학파. 휘항. 규범에 따라 분류하는 진보 

담론에 그 뿌리톨 두고 체계화된 이론이다. 이에 따라 역사 

추의적 접근법에서는 역사라는 빨랫줄에 미술작품이 세닥 

물마냥 걸리고. 걸린 세탁물 사이로 드러난 빈틈이란 예슐 

가나 예술운동이 누획된 시기로 적절한 작품이 시장에 나 

오거나 기증되어 세í_l(게 알려지면 비로소 그 먼틈이 채워 

진다. 이러한 미슐사관온 대개 애호가들에 의해 만톨어지 

며. 그 모태가 된 역사학계의 역사주의(historicism) 마냥. 

고루하고 시대에 뒤월어졌다. 발터 벤야민(Walter 

Be미ami마은， 역사가 직선적이라거나 어떤 사건이나 예솔 

풀이 월인으로 작용해 또 다른 사건이나 예술풍으로 01어 

진다는 관점이 더 이상 옳지 않다고 충고한다. 그에 따르면 

역사는， 

구성척 원2.l(conslructive principle}톨 토대로 한다. 사고작 

용(lhOugh뼈는 사고의 효흩뿐만이 아니라 사고의 단절도 포항 

된다. 긴징김이 가륙한 환경 구성에서 갑자기 사고작용이 정지 

되연. 흰경 구성애 용격이 주어지고 그 걸과 사고작용은 하나의 

개낼적 인지로 굳어지게 된다 31 

이러한 .역사 거꾸로 얽71(brushing history agalnsl 

Ihe grain)' 4}는 전시획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갤러리의 큐레 

이터률이 혼히 내보이는 태도였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가 

소장품 수집이라는 큐레이터의 또 다른 직무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필수톨가결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전 

시회 기획 작업은 그 속성상 일회적일 수밖에 없지만， 소장 

품 수집은 유구하다고 볼 수 있는 역사를 .쓰는’ 행위이기 

때묵이다. 어떤 미슐작품이 아카이브에 수집될 때. 우리는 

그 작품이 영원할 거라고 가정한다. 역사의 진행과정에서 

그 작품온 능동적 참여자가 된다- 휘트워스 미솔관 소속 큐 

레이터인 우리률에게 벤야민이 제시한 선택권은 강릴한 인 

상을 남겼다. 얼 생각없이 새로운 미솔 작품들을 .문화적 

재산. 이나 .문명의 기록. 으로서 수집품 목록에 추가할 때 

큐레이터률은 엄청난 실수률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벤야민의 다음과 같은 말이 잘 보여춘다. 

운명의 기톨이라는 것률온 동시에 

야만의 기록인 것이다 5’ 

큐레이터로서 수집 활동과 관련해 .역사 거꾸로 읽기.룰 

시도한다면， 그것온 ’역사의 연속성을 폭따해버리기(blasl 

open the cont1nuum 01 history)' 위해 , 극명한 상호관련 

성inler1extuallty을 드러내는 충격적인 배치(constellation}를 

용해 과거의 작품툴율 .지금’ 의 미술작품과 나란히 두고 비 

교하는 행위가 힐 것이다 6) 

역사가 어떤 형태로 발전해왔는가에 대한 논의가 대학에 

서 처융 이루어진 것과 같이 시각적 역사를 .거꾸로. 읽는 

행위가 대학미술판에서 시도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소장폼에 대한 이러한 사고전환은， 지난 8년간 이루어진 

소장용 수집 관련 부문의 몇 가지 성과에 영향을 받았다. 

그 성과는 현대미슐협회(Co미em∞rary 이1 Society)의 특 

별수집계획(S∞cial CoIlection Scheme)으로 정리되었는 

데， 이는 (1) 과거의 미술톰과 현대의 미솔품율 같이 전시 

하는 기획， (2) 학계의 학문적 연구 관심사들율 전시회 및 

3) 않njamln ， Waher, 'Theses α， lhe Philosophy 01 History' • 
IIlumlnetionS.London.1992) , p.254. 

4) Benjamln(1992), p.248. 
5) 8enjamín(1992). p.248. 
6) 8enβm때1992) ， 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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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품수집에 반영하눈 기획과 갈은 것률이었다. 

특벌 수집 계획Special Collections Scheme 

특별수집계획은 련던에 위치한 현대미슐협회 

Contem∞rary Art Societ꺼C.A$)가 만든 것으로. 이 협회 

는 영국 전역의 미술관과 개민 미슐품 수집가들에게 현대 

미술옳 홍보하기 위해 설립된 딘체이다. CAS는 국랍미솔 

핀률이 현대미솔품을 구매하기 휘한 기금율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하며. 많은 큐레이 

터들이 구매를 추친할 능력이나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질 알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점증하자. CAS는 1999 
년 특별수집계획을 수립했고 미슐진흥복권기금(Arls 

Council Lottery)을 통해 자금율 조달했다. 영국 전역의 

14개 미술관이 이 계힘에 적으나마 자금을 보댔고. 그 대 

신 현대미술품 구매률 위해 매년 30.000촬 5년 동안 지 

원받었다. 휘트워스 미솔관도 지월율 받게 되었으며. 그에 

판하여 필자가 맡은 책무는 미슐판이 구매하고자 히는 작 

풍올 선정하고.C쩌. 작가. 딜러와 연락율 취하는 것이었 

다. CAS의 계획 중 중요한 부분은. 참여하는 미솔관들이 

수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특정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휘트입스 미슐판의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뛰 

어난 풍경화 작품들이 바로 앞으로 어떤 작품들을 구입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시작점이 되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풍경화 작풍들을 조망하 

면서， 기존의 관점에 개념적인 번환을 가해 실내 풍경이라 

든지 건축 공a뻐| 대한 작용율 수집하기로 결정했다. 미슐 

관이 소장한 풍경화둘이 거의 20세기 이전 작품이었기 때 

운에. 이러한 수집을 통해 과거의 미슐용과 아직 만들어지 

지 않은 작품 혹은 갓 제작된 작품률과의 대화률 선보일 수 

있었다. 앞서 설명했등이 과거의 작용툴과 현대미술간의 

관계는 이후 휘트워스 미솔관에서 작품올 수집하는 데 가 

장 중정적인 부분이 되었다. 이 계획율 통해 기금올 지원 

받은 5년 동안.36개 작용올 구매했으며， 그 중에는 제인 

윌슨과 루이스 윌슨(Jane and Lωise Wil∞미， 마이클 랜 

디(Michael Landy) , 타시타 딘(T acita Dean) , 레이첼 휘터 

리드(Rachel Whileread) 및 종 멀 유명한 작가툴인 일라나 

할메린(lIana Halperin) , 자크린 도나체o I(JacQueline 

Donachie), 이완 갑스(Ewan Gibbs) 등의 작품툴이 포힘 

되어 있다.끼 

7) 작품 전체러스트눈 첨부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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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톨 륭한 현대미솥 소장품의 활용 

‘현재의 미솔품 과 과거의 미슐폼 간의 관계는 전시회룰 

흉해 매우 잘 활용되었다구체적인 사상들(Concrete 

Thoughtsf 은 스티븐 가트사이드 빅사(Dr Steven 

Gartside)와 생 개더로콜 박사(Dr Sam Galherocole)라는 

두 엉의 미술사학자틀이 휘트워스에 제시한 전시 컨셈이었 

다. 두 사람은 맨체스터에 위치한 다른 대학얻 맨체스터 메 

트로훌리탄 대학에서 교수직옳 역임했었다. 이들은. 알리 

슨 스미드슨과 피터 스미드쉰Alison and Peler Smithson) 

이나 에르노 골드핑거(타no Goldflnge끼의 작업툴 혹은 더 

힐(Durham) 카운티에 소채한 피터2.1 (Pelerlee) 주택단지 

용올 통해 잘 드러나는 전후 엉국 건축의 모더니즘과， 영국 

에서 활동한 현대미술작가톨， 측 제인과 루이스 윌슨， 토비 

때터슨(Toby Palerson) , 루트 툴리스 룩셈부르그(Rut 

81ees Luxemburg) 둥의 작품률 사이에서 드러나는 관계 

성에 집충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시 제안올 통해 아직 보여 

줄 기회가 없었던 작용들율 휘트워스 미솔관의 소장품으로 

새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런던의 리손(Ussα)) 갤러리 

룡해 제인과 루이스 윌슨의 비디오 작품인 'Monumenl 

%∞110 Pa이liα) ， Pelerlee)' (2003)를 구입했고， 글래스고 

우의 모던 인스티튜트률 통해 토비 때터슨의 조각풍 'New 

Plan' (2003)을 구입했다. 게스트 큐레이터들과의 논의과 

정율 룡해 1960년대의 작폼툴. 촉 앤토니 힐(Anthony 

Hill) , 매리 마틴(Mary Martín) , 케네스 마틴(Kennelh 

Martin)의 작품들도 추가로 선정되었다. 또한 토비 때터슴 

과 맺은 관계 덕분어1 ， 때터흔은 이 전시톨 위해 특별히 새 

로운 벽화 작품율 저l작해 주었다구체적인 사상돌. 전시회 

는 2006년 가을 휘트워스 미슐관에서 개최되었다. 

학계의 학문적 연구관심사톨 소장품 수집에 반영 

휘트워스 미솔관이 맨체스터 대학의 일부가 된 이후. 교 

수들은 소장품을 연구와 교육 묵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 

다. 이러한 활동은 1950년대부터 계속되었고， 이후 미슐 

관빼Muse어ogy)2.로 발전되어. 맨처|스터 대학은 엉국 최 

초로 미술관학 과정을 개설한 대학이 되었다. 최근 툴어 미 

슐관은. 소장품에 대한 미술사회과 교수들의 자연스러운 

관싱률 기대하며. 이러한 관심에 발맞획 소장품올 선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즉 소장품의 성항과 학과 

학자톨의 연구적 관심이 일치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 



러한 접근법옳 싫현한 여러 사례가 있는데. 안나 카르댄

코이네 박새Dr Anna Carden-Coyne}가 주도한， 1947 

년 전쟁예술가 자문위원회(War ArlislS' Advisory 

Committee)가 휘트워스 미슐관어| 제공한 약 50점의 드로 

잉과 수채화 작품을 통한 저12차 세계대전의 문화적 영향에 

대한 역사적 연구률 한 예로 툴 수 있을 것이고，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윌리엄 볼레이급의 작품을 미솔사 및 시각 

미술확과 감사인 훌린 트로드 박새Dr C이in Trod이가 훨 

용한 사려|도 있다. 후자의 결과로2008년 11 월 서울대학 

교 미슐관에서 전시효|가 개최된다. 뉴 라이팅 센터(Cenlre 

lor New Wrltlng)의 존 맥얼리프(John McAulilfe)는 순수미 

솔 소장훌올 활용빼 문학 창작과 학생들이 강조 묘사법률 

연울하도록 했으며. 고고학과장인 줄리안 토마스 교수 

(Prolessor Julian 깎)omas)는 스톤헨지 발굴에 잠여한 맨 

체스터 대학과 4개 다른 영국 대학의 고고학자들에 초점을 

맞춘 전시 기획안올 제시했다. 마지막 사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한다. 

영국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오래된 건축물과 현대 

미슐옳 연결시킨다는 개념은 줄리안 토마스와 동료인 헬렌 

혁스테드 박새Dr Helen WlCkslead)때 의해 이미 수립된 

것이었다. 이툴은 2007년 여를 스톤헨지 발굴과정 동안 

작가 연수 프로그램을 조직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6명 

의 작가툴이 발굴 기간 동안 작업한 작품을 휘트입스 미슐 

관에서 전시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토마스 교수가 이러한 

제안율 했율 당시， 필자 역시 현대미술 소장품의 재전시률 

기획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스톤헨지에서 영감을 받은 작 

쯤올 포함시키면 맨체스터 대학의 고고학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한 사업에 대해 대종에게 덜리 알렬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존히는 작가률이 선사시대 사람툴율 이해하는데 

얼마나 큰 기여톨 할 수 있는지롤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다. 휘트워스가 소장하고 있는 스톤핸지의 역사적 

모습툴이 전시에 추가되어 현재의 미술품과 밀접한 연결 

관계훌 보여주었다. 그 결과로 탄생한 전시가 바로 .스톤헨 

지 그리기(Drawing Stoneheng잉. 다. 

이 전시에서 소장품율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학자롤과 

작가들과의 교류. 스톤헨지 연수에 참가한 작가들의 생각， 

그리고 최초로 스톤헨지에 적용된 .신. 인류학에 영흥k을 받 

은 고고학 률에 영항율 받았다. 작가둘과 고고학자들의 명 

랑한 붐위기에 힘입어 필자도 소장품에 고고학적 은유를 

적용하고 미슐관올 마치 발굴 현장처럼 대하기로 결정했 

디. 예슐작품은 .발견유물.로 간주되었고. 지나치기 쉬운 

작은 사물. 주변적민 사물. 주변화된 사람들의 흔적율 담은 

것으로서 선택되었다. 나는 이러한 작폼들이， 사람툴이 어 

떻게 세계에 의미률 부여하는지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했 

다. 이에 대해 차롤로 긴즈버그(Carlo Ginzα;rg)는 다음과 

같이 기슐혔다. 

인류는 수전 년간 사냥흩 해왔다. 수많은 추적 경험으로 인 

류는 명에 남겨친 혼적. 부려진 나못가지， 배설물. 틸. 엉건 깃 

띨. 고여있는 냄새 틈을 룡해 보이지 않는 먹잇김의 크기와 이 

동방항을 후적하는 방법흩 배웠다. 이러한 극히 미세한 흔적뜰 

에 대해 냄새 밑고. 기혹하고. 해석하고. 범추화하는 법율 배웠 

다. 슐 한가운떼니 넓온 초월 동 슐격진 위험이 좀재하는 곳에 

시 매우 빠르게 북잡한 정신적인 사고룰 징행하는 방법률 배웠 
다 8) 

전시된 작폼툴울 보고 관객들은 이러한 연관관계를 발견 

하게 휠 것이고. 자신만의 흔적 . 강조점. 시각적 리듬， 소 

통방식 툴올 찾게 휠 것이다. 현대미술 소장품 그리고 전동 

적 소장품만으로 구성된 이 전시는 .몇 가지 작은 사물 

(Some Smaller Thi때s)’ 이라는 제목으로 2008년 여름 

.스톤헨지 그러기. 전과 같이 개최되었다. ‘몇 가지 작은 사 

물. 전의 작물들은 큐레이터로서 내가 작품들 사이에서 인 

지한 시각적 관계성율 표현하는 방식으로 배치되었다. 이 

전시에서는 기존의 전시 방법인 걸기용 줄에서 탈피했는 

뎌1. 왜냐하면 줄걸기 방식으로는 휘트워스 미솔관이 순수 

미슐 소장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작은 크기의 작품들이 간 

과되기 엉기 때문이었다‘ 0 1러한 시각적 분리방법률 룡해. 

관객률은 액자에 끼워진 종이롤 더욱 자세히 살펴불 수 있 

고. 또 작가가 우리톨 위해 만들어낸 그림을 잘 몰 수 있도 

롭 만톨었다. 전처1 33개 작품 중에서 3개가 새로이 수집 

된 작품이었는데 • 이는 고던 청(Gordon Cheung)의 .브림 

갤의 고욕도로(8rueghef s Highway)' (2004), 험프리 오 

선(Humphrey Ocean)의 1997년도 드로잉인 .경고 

(Warning)' 와 ‘OH륨(Knols)' (벽지그럼)이다. 고전 및 현대의 

작품은 개념적. 형태적 연관성올 고려해 같이 전시되었고 • 

. 마이네minor)' 라는 특성 때문에 수십 년간 미솔관에서 전 

시되지 못했던 작품이 빛을 보게 되었다. 또한 전시된 작품 

률은 셜명판 없이 전시되었으며. 그 대신에 작품들 사이에 

간단한 인용문훌 톨여서 내가 그 작품을 선택힌 이유를 감 

지할 수 있는 힌트훌 후었다. 

8) GinzαJrg. C8rlo. 싸1hs. Emα'emsandCli따'lS， (Lor녕on.199이.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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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허쉬먼 리슨(Lynn Hersman 벼eson)의 로 

베르타 브라이트모어(Roberta Breitmore) 

학계와의 연관이 휘트워스 미슐관의 미슐품 수집에 얼미 

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아벨리 

아 좀스 교수{Professor Ame뻐 JonesX미솔사 및 시각몽 

화연구)와 미국 현대미슐가인 린 허써언 리슨의 작품. 그리 

고 휘트오어 큐레이터와 소장품 사이의 상호연계 작업융 

둘 수 있다. 존추 교수가 행위예슐 부문에서 연구비률 수상 

하면서 허쉬먼 리흔의 작품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옳였 

기 때문에 미국 시애툴어| 위치한 원싱턴 주립대학의 헨리 

미술관(Henry Art Gallery)은 휘트워스 미슐관에 허쉬먼 리 

슨의 회고전율 제안했다자률적 대리인(Autonomous 

Agentsr 이라고 이룸 붙여진 이 전시는 2007년 카용 휘 

트워스 미술관에서 개최되어 큰 호명을 밭았다. 이 전시의 

직접적인 결과이자 작가와 맺은 관계로 인해 작가의 독창 

적인 작풍 .로베르타 브라이트모어(R。∞끼a Bre때lOrer 를 

휘트워스 미슐관이 구매할 수 있었다 . 

. 로베르타 브라이트모어. 는 현재까지 린 허쉬만 리흔의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슨곱힌다. 170개 아이템으로 구성 

된 이 거대한 작품온 1974년부터 1978년 사이에 만툴어 

졌다. 로베르타 브라이트모어는 신체， 회장， 옷， 행동， 법 

률 및 의료기록. 관계. 주거공간. 스빽타클 및 감시의 효과 

를 통해 나타나는 지아의 개념롤 탐구하는 퍼포먼스. 사진 

및 비디오 작업으로 모두 20서|기 후반 샌프란시스코훌 배 

경으로 하고 있다. 린 허쉬만 리슨온 톰은색 드레스， 카디 

건. 코트롤 입고 가축 가방과 선글라스. 금발의 가발로 구 

성된 표스륨을 입고 로베르타 브라이트모어를 만둘어냈다. 

작가는 화장으로 외모륨 변형시켰고. 이 과정을 .구성 기 

록’ 에 담고 엘리노어 코훌라{티eanor Copolla)가 자신을 로 

베르타로 만톨어가는 과정율 촬영하도록 했다. 로베르타라 

는 가상의 인물은 운전면허증， 은행계좌. 아따트. 치과 기 

록， 정신과 싱담의， 펜팔로 만난 친구률， 데이트 둥올 통해 

.현실. 의 영역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친구툴과 지인툴은 샌 

프란시스코 프로그래스(San Francisco Progress)지를 비 

롯한 신문과 잡지에 개제한 광고를 용해 모집되었다. 로베 

르타 브라이트모어가 남자틀과 만나는 데이트는 사진으로 

기룩되었고 사진작가는 린 허쉬만 리슨의 지시에 따라 사 

립 탐정처럼 원거리， 중거리， 클로즈 엉 시잔올 촬영했다. 

로베르타 브라이트모어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원래의 인 

물과 똑같이 차려 입은 세 명의 여성률로 늘어났다. 이 시 

리즈의 사친돌은 갤러리 오프닝 장소에서 한 명의 로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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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가 허쉬먼 리e 가까이에 서있는 오싹한 이미지률 담고 

있는데. 작가는 이러한 상황율 의도적으로 사진 촬영하도 

록지시한것이었다 . 

. 로베르타 브라이트모어’는 퍼|례라(Ferrara)의 말라조 데 

이 디아만EI(Pallazzo dei Diamanti)에 있는 루크레지아 보 

르지애Lucrezia Borgia)의 지하실에서 열린 행사툴 묻으 

로 1978년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직가에 의해 .액소시 

즘’ 이라 명명된 행사에서 로베르타의 역사는 분신중의 하 

나인 크리스틴 스타일즈(에istlne Stiles뻐| 의해 연기되었고， 

로베르타 브라이트모어의 이미지륨 물태용으로써 막을 내혔 

다. 01후 로베르타는 다른 가언을 쓴 모슐으로 나타났다. 

인터랙티브 로봇 작쯤인 ·사이버로베르티{CybeRobertar 

로. 또 가장 최근에는 세컨드 라01프 (않∞r념 Ufe)라는 가 

상공죠뻐|서 아바타의 모슴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복잡한 작용율 휘트오어가 수집하게 되자. 01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작품들과 두드러진 차이률 드러냈 

다. 사진작품올 전시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다고는 해도. 

미솔관은 이러한 매체의 작품을 거의 소장하고 있지 않었 

다. 현대미슐 소장용툴은 주로 영국과 아일랜드의 작폼으 

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외 유영한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추 

의 작품 몇 점이 있었다. 또한 여성 작가의 작품이 몇 점 

있었지만. 추된 담론은 남성적이라고 보기에 충분했다. 로 

베르타 브라이트모어를 받아툴민다는 것은. 휘트모어의 기 

존 소장품과 킬이 승배 받는 작품율 소장하는 방식과늠 왼 

전õl 다른 접근법을 따른다는 의미였다. 그와 같은 항혹된 

의미롤 모투 밭아톨이고 그 작풍을 구매했다는 것은 휘트 

모어의 작풍 수집정책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말해추 

는 사력|이다. 로베르타 브라이트모어가 해외 작품 구입이 

라는 기존의 의도외 일치하는 것으로 보잃 수 있겠지만， 이 

작품이 그저 .적합’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술작품으로서 주 

장하고 있는 내용 - 즉. 정체성이라는 개념과 도시라는 배 

경에서 정체성이 어떻게 만툴어지고， 파펀화되고. 투쟁하 

는가어| 대한 극단적 표현 -의 흑연이 바로 미술관이 수집 

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중심이라는 점을 영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수집정책의 철저한 전환이 필요했다. 도한 이 

는 대학과 대학교직원을 통해 세상의 관념툴과 소통하겠다 

는 휘트워스 미술관의 신념율 드러내고. 그것이 미술관의 

중심민 소장쯤 수집에서 나타난다는 것올 의미한다. 

순수미솔 소장폼 중에서 로베르타 브라이트모어가 가장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두 가지 분야기 있는데， 첫 번째는 

초상화와 신체의 표현율 통해 드러나는 정체성과 젠더의 

문제， 그리고 투 번째는 도시의 풍경과 이미지에서 드러나 

는장소성이다. 



정체성과젠더 

휘트워스의 소장품 종 여성을 표현한 작품 대부분은 남 

성 작가률의 작품으로 예훌 툴어. 포트 매덕스 브라운 

(Ford Madox Brown)의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비iet)’ (1867) , 카밀 띠사로(Gamille Pissar이의 .젊은 하 

L9(The Young Mald)’ (1896) , 월터 시스커트(Waller 

Sicke미)의 캘든 타운시기의 그림 피카소의 'Femme vue 

de dos' (1922) , 아일랜드 서해안의 농촌 여성을 그린 어 

거스터스 존(Augustus John)의 드로잉 • 존 밴팅(John 

Bantlng), 프랭크 아루어바흐(Frank Auerbach), 로저 힐 

튼(Roger Hilt。미의 드로잉 률이 었다. 나와 타자라는 개념 

은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루시앙 프로이드의 

초상{Portrait 01 Lucian Freudr (1951)과 프로이드의 .사 

람의 머리(Man' s HeadX자화상Sell Pαtrait 0' (1963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작품툴을 비롯한 사례로 들 수 gk는 

다롤 많은 작품톨은 모두 로베르타 브라이트모어로 인해 

문제시 된다. 수의 측면에서도. 전체 소장품 중에서 냥성 

작가가 여성율 그린 작품에 부여되는 중요도가 상당히 변 

화할 것이다. 허위먼 리슴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 - 예률 

툴어 .로베르타의 신체언어 도표(Roberta' s Body 

Language Chartr (1978) - 드러낸 표현방법은 지금까지 

의 소장폼올 주도하던 담론툴올 뒤엎을 것이다. 더욱이 20 

세기와 21 세기의 미술사는 여성 작가를 당연시해왔다. 이 

뛰어난 작용온 균형 회북 과정에서 확보 해야만 하는 그런 

작품이다. 아웰리아 존스 교수는 미솔관의 기금 신청울 지 

지히는 글에서 다융과 앓이 기술했다. 

휘트쩌스 미슐판이 로베르타 브라이트모어률 소장하게 되연 

떼미니스트 예흩. 개념예흩. 행위예술 역사에서 핵심적인 일련 

의 작품훌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작품은 그와 같은 줄요한 

효톰의 혹면흩 다루는 전시회를 기획힐 수 있는 창의적인 전시 

기획의 기획톨 째공휠 훈민 아니라. 교육 자료로도 매우 유용히 

게 힐용월 수 있다. 예톨 흩어 내가 친행하는 .신혜와 표현 

정체성과 시각. 이라는 전몸가 셰미나냐. 보다 일반적인 현대미 

슐과 행위예*애 대한 입톰 과정 수업때서 학생툴이 미슐관률 

찾아가서 소장톨흩 보고. 현대미슐사에서 가장 중요힌 작품 종 

의 하나톨 직접 경험힐 수 있게 월 것이다. 

장소성과정체성 

앞서 언급했돗이 . 휘트워스의 국제적인 명성은 18 , 19 

세기 영국의 수채 용경희 소장품에 기인하는데. 이들 중 여 

러 작폼이 국내외 전시훌 위해 대여되기도 한다. 현대미술 

소장품도 여기애 상당부분 기여롤 하지만. 로베르타 브라 

이트모어의 소장은 전체 흐륨을 크게 변화시켰다. 로베르 

타는 실지로 샌프란시스코에 거추했으며. 도시의 형태와 

민물이 도시와 맺은 관계가 민물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했 

다. 로베르타는 이어서 민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 .커주’ 

힌다. 이러한 장소성의 개념이 휘트워스 소장품 전체에 반 

영훨 것이고 장소성과 정체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발전 

월것이다. 

이 작품의 소장율 위한 타당성롤 구축하는 과정에서 작 

품 전체톨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샌프란시스 

코의 린 허쉬만 리슨의 스튜디오률 방문해서 전체 작폼율 

확인했고. 모든 항목에 대해 상황을 보고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절저한 조사. 그리고 전체 소장품의 성격에 미칠 영 

항에 대한 고려가 있온 후에 추가로 외부 자금을 받을 수 

있다연 미슐관이 이 작품 구매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정 

이 내려졌다. 이 과정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뮤지엄， 도서 

판， 문서고 위원회(M냐)/빅토리아 & 앨버트 박물관의 구매 

보조기금과 휘트워스의 후원자들(Friends 이 Ihe 

Whitworth)OI 구매비용올 지원하게 되었다. 뉴옥의 비트폴 

스(bitlorms) 갤러리로부터 이 작품을 구매하여 휘트워스 미 

솔관으로 옮겼으며， 현재 도록 작성 및 큐레이터와 학자툴 

의 활용올 기다리고 있다. 2008년 12월 아웰리아 존스 

교수와 학생률은 혈렉션에 기초한 세미나 과정에서 이 작 

품을 활용힐 것이며 , 런던 가고시안(Gagosia미 갤러리에서 

휘트워스 미슐관이 갓 구입한 트러|이시 에민(Tracey Emi미 

의 단색판화(monoprinl) 다섯 점과 함께 2009년 초 전시 

될 예정이다. 

최근에 수징한 또 다른 작풍은 북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윌리 도혀EI(Willie Doherty)의 비디오아트 작품이다. 이 

‘방문자{The vi때。rr 작풍은 2008년에 제작된 것으로 01 

글올 쓰는 현재까지는 아직 미슐관애 전시되어 있지 않다. 

도허티는 과거 북아일랜드 6개 주에서 겪었던 .문제πhe 

Troublesr 가 사람툴과 공간 곳곳에 남아있눈 방식에 관심 

옳 보인 것으로 유영하다문제. 란. 아일랜드 급진 공화당 

파와 보수파 종군사조직. 그리고 영국군 ζ뻐11969년에서 

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쟁률 현지 사람들이 부르 

는 이륨이다. 수십 년 동안 끊이지 않고 지속된 총기 발사 

와 폭파. 살인과 처형이 이제 드디어 줄어툴고 있으며 군사 

무기와 악영 높은 건물률이 대부붐 철거되었다. 그러나 오 

랜 세월 동안 그러한 삶울 살아온 흔적이 그 곳의 사람톨과 

장소에 남아있으며 도뻐티는 그러힌 흔적을 자신의 작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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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았다. 

방문자는 알 수 없는 이방인에 쫓기거나 때로는 쫓는 

한 남자의 이야기다. 이방인의 흐릿한 이미지률 슐 속에서 

발견하고. 또 오래된 사진에서 이방인을 찾는다. 나레이터 

는 그의 이미지를 찾아내고 바리케이드 부근에서 한 발의 

총일에 맞은 젊은 청년임올 깨닫는다. 나레이터는 그 방문 

자톨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능 아파트 단지. 우올한 건물 속 

으로 추적해 틀어간다. 슐과 도시건물이 시적으로 연결되 

고， 냐레이터는 .마치 도시 밀에 슐이 존재하며 거리는 슐 

의 일부가 되어가능 것 갈았다.는 말로 이야기를 마친다. 

이 직품은 단편소설의 형태톨 띠고 있으며. 무엇을 암시 

하는 듯한 어투운 이방인. 울 속에 감춰져 있는 듯한 위협. 

광훨한 자연은 언제나 궁극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신체와 

정신올 소비한다는 놀라운 사실 률을 전달힌다는 점에서 

아일랜드와 영국 문학의 이미지와 비유률 상기시킨다. 

이 작품 구매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률 주의 갚게 

고월했다. 우선 도허티가 지속적으로 기억의 무게， 장소， 

묵회의 상실에 대한 집칙을 표현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륙히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빙법이다. 작가의 장소에 

대한 고려는 휘트워스 미슐핀이 이미 벌표한 대로 풍경， 도 

시와의 관계， 개인과 문화적 정체성올 형성하는 방법을 다 

루고 문제화 하는 작품을 수집하겠다는 정책과 일치했다. 

컬국 작폼 구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2008년 7월 

런던의 매트(MaU's) 갤러리훌 톨해 구매했다. 

소장풍으로 이러힌 작용옳 보유히는 것은. 풍경화류의 

기존 소장폼에 다앙하고 흥미로운 방법으로 활기를 훈다. 

2000년까지 아일랜드 훌신의 작가률은 엉묵인으로 구분 

되었으며 이는 수백 년간 아일랜드의 독렬과 관련해 지속 

되어온 긴장. 논의. 폭력은 무시하는 처사였다. 현채 아일 

랜드 훌신의 작가들은 자신들만의 훌신지률 갖게 되었으 

며， 엉국 내에서 만들어진 예솥 작쯤의 복잡상을 드러내고 

9) Mltchel1, W. J. T .. Landscape and Power (Chicago. 
2002) , p.13. 

1 이 Mιr핑11 (2002), p.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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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방문자 는 물편하게 만드는 불안감을 표출하며 기존 

의 전통적 소장품들의 식민지 용경에 대한 무관심율 비난 

한디 . WJT 미첼0NJT Mitchell)g 용경화란 .제국주의의 신 

성화된 무언의 언어.9)라고 정의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국 

외 영역으로 확장과 더불어 제국 내부에 대해 ‘자국의 경치 

를 제국의 중심으로서의 .본성 으로 재해석함므로써 새로 

온 관심올 롤러일으건다，" 1이고 얼했다. 이러한 평가률 기반 

으로. 엉국의 언덕과 나무， 강， 해안율 그린 드로잉과 수채 

화톨 새로운 시각으로 물 수 있으며 이훌 제국주의적 공간 

의 표현으로 해석활 수 있다 • 

......... ******. 

휘트워스 미솔관은 현재 남쪽으로 건룰올 확장하는 것올 

포함한 건축 계획율 수립하고 있다. 러스훌륨{Rusholme) , 

모스 사이드(Moss Side) , 웰로우월드(Fallo뼈ield) , 훌턴

온-OH드록(Chor1ton-on-Medlock)이 만나는 지역에 위치 

하는 공원 내에 있는 휘트워스 미술관은 대학과 세계 학계， 

그리고 현지 주민툴이 서로 만나서 0 1미지와 개념률 교류 

힐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에 있다. 미술관은 

이미 1960년대에 개조 및 재구성올 룡해 20세기 초반에 

만률어진 외벽을 뚫어 커다란 창문올 만툴어 외부와 공간 

적인 유대률 맺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현존하는 내외부간 

투명한 경계률 새로이 확장된 건물과 연결시키고， 러스트 

흩름 쪽의 공원 쪽으로 입구톨 만틀어. 미술관이 모든 이에 

게 얼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주변 풍경으로의 확 

장은 은유의 차원으로도 발전하여， 새로운 건물에능 올수 

미술 소장풀의 전시장이 될 것이며. 또한 현대적이고 혁신 

적민 방식으로 풍경화률 연구할 국제 풍경화 연구센터 

(1미er때lα181 Cenlre for the Study 이 Landscape)가 새 
로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