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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감식가 버나드 베런슨에서 독립 큐레이터 하랄트 제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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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_ 임근준, 미술·디자인 이론/역사 연구자

0. 큐레이터/큐레이팅이라는 단어에 관한 사실 몇 가지:

‘큐레이터(curator)’라는 영단어는, 14세기경 라틴어 “curator(쿠라토어)”--감독, 
매니저, 보호자를 뜻하는—가 영어권에 유입-토착화한 결과로, 처음엔 미성년자나 광인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뜻했던, 라틴어 어근 “curare(쿠라레)”의 영향을 받았다. 큐레이터가 
뮤지엄이나 도서관을 담당하는 관리자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660년대라고 
한다. 미리엄웹스터사전은, 1561년을 초출로 제시하니,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영어권에 ‘뮤지엄(museum)’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이 1610년대의 일이니까, 뮤지엄이나 
도서관의 관리자라는 뜻은 1660년대에 형성된 것이라는 주장 쪽에 더 설득력이 있다. 
아무튼, 어원의 어원은, 라틴어 ‘쿠라(cura)’다.

 
큐레이터는 지금도 뭔가를 관리 감독하고 돌보는 사람을 뜻한다. 뮤지엄뿐만 아니라, 

동물원 혹은 여타 전시와 관련된 분야에서 널리 통용될 수 있다.

한데, 교구 담당 성직자의 일원이나 부사제를 뜻하는 “큐레이트(curate)”란 영단어가 
14세기에 등장했으니까, 큐레이터라는 단어에는 어느 정도 사제직의 유비가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라틴어 ‘쿠라(cura)’에 연원하는 중세 라틴어 ‘쿠라투스(curatus)’도, 교구 담당 
성직자를 뜻한다.

그러나, 미리엄웹스터사전에 따르면, 전시를 기획한다는 동사로서의 단어, 
“큐레이트(curate)”가 등장한 것은 1909년의 일. 불행히도 여전히, 주요 사전에 명확히 
정의된 모습으로 제시되지도 않는다. “미술관과 개인의 컬렉션(소장선/소장품)을 
관리-감독하고 연구하며 전시를 기획한다”는 정의가 제시될 법도 하지만, 주요 사전에 
그렇게 적힌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다. “전시 참여 작가를 조사-연구-선정하고, 전시 출품 
예정작을 의뢰/섭외-관리-감독하며 연구하고, 전시를 기획-구현한다”는 정의를 추가 
제시해볼 수도 있겠다.

큐레이터십(curatorship): 1. 큐레이터 업무의 특질 / 2. 큐레이터로서의 직업적 
지위나 신분, 혹은 기술이나 능력 / 3. 큐레이터 전문직 사회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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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ship 이라는 접미사는
어떤 상태・특질을 나타냄
지위・신분을 나타냄
…로서의 기술・능력을 나타냄
…의 구성원을 나타냄

하나. 큐레이터후드(curatorhood): 1. 큐레이터 직능의 특질 혹은 상태 / 2. 큐레이터 
집단

비고: -hood 라는 접미사는
‘…의 상태・성질'을 나타냄
‘…한 사람들의 집단’을 나타냄

아무튼, ‘큐레이팅 혹은 큐레이션(curating or curation)’이라고 하면, 컬렉션이나 
전시에서 품목/물품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관리-감독하는 일을 뜻한다. 이벤트나 공연에서 
퍼포머나 퍼포먼스를 선정하고 조직하고 관리-감독하는 일을 뜻할 수도 있다. 요즘은 
(전문적 조직과 무관하게) 개인의 지식과 미감을 바탕으로 어떤 콘텐츠를 선정하고 
조직하고 (온라인상에서) 연출-제시하는 일을 통칭하기도 한다.

반면, ‘큐레이토리얼(curatorial)’이라고 하면, 미술관의 학예연구 조직이나 
학예연구(사)에 관한 모든 것을 통칭하는 형용사다. 한국어의 맥락에서 잘 사용되기 어려운 
단어니까, 이에 특별히 전문적인 뉘앙스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지만, 
그것은 오해에 불과하다. (큐레이터가 담당하게 되는 이질적인 복합 업무들을 통칭하기 
위해 이 단어를 조작적으로 재정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유감스럽게도 공공성 
담론과 마찬가지로 담론을 위한 담론으로 그칠 따름이다. 예컨대, 실무를 담당하는 
에디터가 떠맡게 되는 잡다한 업무를 ‘파라-에디토리얼(paraeditorial)’이라는 단어로 
재고찰하면 잡다한 업무가 잡다하지 않게 들리는가? 그리고, ‘더 큐레이토리얼(the 
curatorial)’이라고 하면, ‘큐레이터/큐레이팅 직능에 관한 것’이 된다. ‘더 리얼(the 
real)’이면, ‘리얼한 것’이라는 뜻의 ‘실재(혹은 실재성)’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리얼’이 
아예 명사가 됐다고 우기면 쓰겠는가.)

일본에서 ‘학예원(学芸員)’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때는 언제인가 
명확하지 않다. 일본 최초의 뮤지엄인 도쿄국립박물관은 1872년 — 메이지 3년에 
문부성박물관이라는 다소 모호한 명칭으로 설립-운영됐지만, 처음엔 학예연구의 개념이 
모호했다. 도쿄국립박물관은 1889년 — 메이지 22년부터 제실박물관(帝国博物館)이라는 
이름과 형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했고, 당시 미술이론가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 
1863-1913; 생전 활동명은 오카쿠라 카쿠조)이 미술부장을 맡았고 또 미국에서 온 
미술사가 어네스트 페놀로사(Ernest Fenollosa, 1853-1908)가 미술부 이사로 일하기도 
했으므로, 학예원이라는 명칭은 제실박물관을 준비하던 시절의 번역어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오카쿠라 덴신이 1888년 — 메이지 21년 문부성박물관의 직원으로 발탁됐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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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직명이 학예원이었다. (당시 연봉은 300엔.)

한국에서 ‘학예사(학예연구사)’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때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학예연구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부터다. (하지만, 덕수궁 석조전 
시절[1955-1972]의 국립박물관에서도 학예사라는 명칭을 사용했었다. 비고: 조선일보 
1961년 2월 18일자 1면 “정부인사” 기사에서, “학예관 김원룡 이급(學藝官金元龍二級)에 
서(叙)함 명국립박물관근무(命國立博物舘勤務)” “학예관(學藝官) 최희순(崔熙淳) 
삼급(三級)에 서(叙)함 보국입박물관(補國立博物舘) 미술과장(美術課長)” 등의 단신을 
확인할 수 있다. 경향신문 1969년 1월 11일자는 큐레이터를 ‘학예관’으로 병기하고 있기도 
하다.) 

자신을 학예연구실장으로 소개한 사람은, 최순우(최희순) 선생이 처음이었던 것 
같다(1972년 12월, 미술과장에서 학예연구실장으로 정식 인사 발령이 났다. 동아일보 
1972년 12월 29일 2면 “정부인사” 기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최희순(동미술과장)”이라는 단신을 볼 수 있다. 한데, 조선일보 1973년 3월 16일자 1면에서 
“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中央博物舘 學藝硏究室長)(2갑(甲)상당) 
최희순(崔煕淳)(동(同)근무)”이라는 승진 기사를 볼 수 있으니, 학예연구실장의 직급이 
상향됐던 듯하다). 김재원 초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인터뷰를 보면, 학예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경우에도, 학자 양성이라고 했지, 학예원이나 학예사라는 단어는 잘 사용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학예연구원 양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역시 1974년 최순우 
선생이 관장에 취임하면서부터.

1960년대 후반 국내 국립박물관의 학예직은 10명 정도였다고 하고, 또 1982년만 해도 
국내 국립박물관의 학예직은 서류상 모두 43명이었는데, 실제 근무자는 그보다 적은 30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비고: 현재 국공립 기관에서 학예연구사는 6-7급 상당이고, 상위 직급인 
학예연구관은 5급 이상으로 나누어 직급에 구분을 두고 있지만, 관행에 따라 처우에 차이가 
존재한다. 한데, 국립중앙박물관장은 2003년 차관급으로 격상된데 반해,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운영단장과 같은 문체부 2급 국장급에 불과했으니, 여러모로 불합리했다. [2020년 4월 
국립현대미술관장직은 고위공무원 나급(2급)에서 고위공무원 가급(1급)으로 상향 
조절됐다.])

국립현대미술관에 학예연구실이 설치된 것은 1986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설립-개관 
때부터. 초대 학예연구실장은 유준상이었고, 2대 학예연구실장은 박래경이었다. (매일경제 
1986년 12월 19일자에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유준상”이라는 문공부 인사 기사가 
실렸고, 경향신문 1992년 7월 4일자에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박래경”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처음엔 관장실 아래의 학예연구실에 별정직 학예연구사들을 뒀다. 김은영, 
김지현, 김현숙, 박규형, 안소연, 이윤신, 이인범(청일점), 이화익(가나다순)이 별정직으로서 
학예연구직의 업무를 수행했던 1기다. 서울올림픽 이후, 즉 1989년 국립현대미술관에 
정식으로 학예연구직제가 도입됐고, 기존의 김현숙, 안소연, 이인범, 이화익 4인과 신규로 
고낙범, 최은주 2인이 최초로 정식 학예연구사로 임용됐다. (비고: 국립현대미술관 개관과 
올림픽 기념전 등을 경험한 1세대 현대미술 큐레이터 가운데, 현역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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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인물은 삼성미술관 부관장 등을 역임했던 안소연이 유일하다.)

과천관 이전 시절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간헐적으로 큐레이터십을 발휘한 것은 
전문위원들이었다. 예컨대, 1979년 무렵부터 1983년까지 현대미술관의 전문위원으로 일했던 
평론가 오광수는, 35세 미만의 청년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작가전>(<젊은 모색>전의 
전신)을 신설해 큐레이터십에 의한 세대교체를 실현하는 등, 한국의 전후 모더니즘을 
대변하는 평론가로서 맹활약했다. (1992-1996년 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 2000-2003년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역임.)

1. 오늘 현대미술계의 면면을 살펴보면, 평론가(critic)와 큐레이터(curator)로 호명되는 
이들의 활동은 그리 표준화돼있지 않다. 허나, 한 가지 이름으로 호명되면, 이질적 요소들 
사이의 간극은 종종 은폐되고 망각되는 법.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큐레이터라는 직함을 
달았다고, 다 같은 큐레이터가 아니고, 평론가(혹은 비평가)라고 자칭해도, 다 같은 
평론가가 아니다. 우선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보고, 이어 평론가와 큐레이터라는 
전문직의 현대적 변이 과정과 그 과결을 간단히 논하도록 하자. (트리비아: 영어권에서 
“one who engages often professionally in the analysis, evaluation, or appreciation of 
works of art or artistic performances”라는 의미의 “critic”이라는 단어는 1651년의 사례가 
초출이다. 즉, 17세기에 형성된 관념이다.)

2. 큐레이터는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학예연구를 담당하며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런데, 현대미술 분야의 뮤지엄과 쿤스트할레와 갤러리에서는 학예연구의 정의도 
다양해진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미술을 다루는 큐레이터의 노릇과 달리, 전후의 미술을 
다루는 큐레이터는 종종 살아있는 작가들과 협업하게 되니, 업무의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컨템퍼러리 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큐레이터라면, 소장품과 옛 자료를 
정리·연구하는 일보다는 전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작가와 소통하며 문제적 신작의 탄생을 
유도하는 산파와 같은 역할을 맡게 된다.

3. 그런데 많은 경우, 큐레이터들이 상업 갤러리 소속이라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 
유감이지만, 상업 갤러리에서는 모든 권한이 (이윤을 추구하는) 화랑주에게 있으니 
큐레이터십이란 것이 존재할 턱이 없다. 고로, 상업 갤러리에서 전시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을 갤러리스트(gallerist)라고 부르곤 한다. (트리비아: 한편, 미국의 화랑가를 보면, 
갤러리스트라고 직함은 달았지만, 실상 업무는 손님맞이와 전화응대 등 리셉셔니스트의 
그것에 가까운 경우가 많기도 하다.)

4. 비엔날레와 대안공간이 중요한 미술제도로 대두하고, 외부 기획자에게 큐레이팅을 
맡기는 전시 공간이 생겨나면서, 기관에 소속된 전업 큐레이터가 아닌 자유직 큐레이터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들을 지칭하는 별도의 이름은 없다. 삶이 좀 팍팍한 이들은 ‘독립 
큐레이터’라 불리기도 하고, 대형 비엔날레를 기획하며 국제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이들은 
‘제트셋(jetset: 제트 여객기로 세계를 돌아다니는 상류 계급) 큐레이터’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대개 정식 명칭은 공히 큐레이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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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론가는 작가와 작품을 연구하고 그에 기반을 둔 채 정규적으로 평론을 쓰는 
사람을 일컫는다. 뮤지엄 큐레이터는 비평가/평론가라고 불리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업무 자체가 이미 비평/평론 활동의 일환이므로, 비평가/평론가임에 틀림이 없다. 그들을 
제외한 비평가/평론가들에게 중요한 활동의 장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다. 고로, 뮤지엄 
밖에서 활동하는 비평가/평론가 가운데 뮤지엄 큐레이터에 상응하는 이들이, 주요 평론지와 
잡지의 편집장/논설위원(편집위원)들과 전문기자로서 제 칼럼을 운영하는 필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도 연구 영역별로 특성이 갈린다. 학술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필진들은 대개 
대학의 미술사학과 등에 교원으로 적을 둔 채, 한쪽 다리를 현대미술에 뻗은 모습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작가와 직접 대화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역할을 맡기 보다는, 
역사적 평가와 정리 작업에 치중하는 편이다. 이들도 두 종류로 나눠 볼 수 있다. 미술사 
기반의 평론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주류라면, 이론 기반의 평론을 진행하는 사람들(종종 
평론가 대신 이론가로 불리는)은 다소 소수자의 위치에 섰다. 반면 현장 중심의 잡지에서 
활동하는 필진들은 평론과 큐레이팅을 겸하며 작가와의 협업관계를 형성해 새로운 공동의 
의제를 설정하는 일에 매진한다. 물론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특히 작가로서 
평론가를 겸하는 이들은 독특한 글쓰기를 자랑하는 경우는 많으나, 정작 생산하는 글의 
양이 너무 적어 평론가라고 부르기 민망한 경우가 적지 않다.

6. 전업 평론가와 칼럼니스트가 다른 점은 평론가는 제 평론의 독자적 방법론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전업 평론가라면 당연 연구 논문을 쓰고 발표해서 제 
역사적/이론적 방법론을 심화시켜야하며, 정기적으로 매체에 글을 기고해야 한다. 이 말은 
간간이 원고 청탁이 들어올 때나 글을 써서는 평론가로서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뜻이다. 
평론도 문학일진대, 예술이다. 전업 작가는 제 자율적 목표에 따라 창작에 매진해야 하는 
법이니, 전업 평론가도 제 글짓기 계획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세상에 내놓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연구-비평 활동을 관통하는, 독자적인 
방법론(method)을 확립해야 한다.

7. 평론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드물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기관의 인하우스-큐레이터가 되는 길을 선택한다. 하지만, 월급쟁이 큐레이터가 
독자적 연구 활동이나 여타 자기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내는 일은, 쉽지 않다. 또 
다른 문제는, 현대예술계에서 평론과 큐레이팅을 겸업했을 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일이 몹시 어렵다는 점이다. 큐레이터로의 활동 경험이 좋은 평론가가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는 하지만, 두 가지 업무를 모두 병행하며 전시와 글 모두에서 양질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8. ‘미술비평의 위기’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에게 되묻곤 
한다. “하면, 미술비평이 온전히 잘 펼쳐진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름난 비평가라고 해서 
이 간단한 질문에 답해 합리적인 이야기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어서, 대체로 본인이 
주목받았던 시기를 지목하는 식의 엉성한 오답이 돌아오곤 한다.

9. 물론, 미술 전문지에 실리는 주요 아티클을 사람들이 정말로 읽던 시대가 있었다. 
국내의 경우에도, 중산층의 탄생을 앞두고 <공간>(1966년 11월 창간)과 <계간미술>(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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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창간; 1989년 1월호부터 <월간미술>로 재창간)이 창간됐을 때, 식자층 일반은 
현대건축과 현대미술에 적잖은 관심을 드러냈던 바 있기도 했다. 1987년부터 2008년까지가 
국내 미술 전문지의 전성기였다면, 잠시나마 심포지엄과 학회도 전성기를 누렸다. 1988년 
이후 1990년대 중후반까지, 심포지엄과 학회마다 경쟁적으로 해외의 석학을 모셔오고, 또 
심포지엄과 학회가 열리는 대강당을 학구적 청년들이 가득 메우는, 기적 같은 장면이 
연이어 연출되던 시절이 있었다. 기이한 열망으로 가득했던 과거를 회상하자면, 허탈한 
웃음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면 지나간 시절을 되살려야 할까? 그건 아니다. 단언컨대 
아니다. 1988년부터 1998년을 거쳐 2008년에 이르는 시기의 문화적 역동성은, 인력으로 
되살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10. ‘미술 비평의 위기’라는 표현을 답습하는 청년들에게 권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다. 
전문 직능으로서의 미술비평을, 그리고 미술비평가의 전문가적 정체성을, 역사적 동태로서 
고찰해보기 바란다. 현대적 미술사 연구 방법론의 등장과 변모 과정을 이해하고, 
모더니스트 세대에 속하는 연구자들과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의 수혜를 입은 세대의 
연구자들의 차이를 파악해야, 비로소 오늘에 선 자신의 위치가 파악된다. 물론 가능하다면, 
현대적 미술사 연구 방법론이 등장하기 이전에 형성됐던 코너수어(connoisseur) 비평가들의 
공과 유습도 파악해보기 바란다.

미술계의 마지막 코너수어, 즉 ‘자력으로 구축한 소장선을 바탕으로 한 감식안 비평가’ 
세대의 마지막으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버나드 베런슨(Bernard Berenson, 1865-1959)이다. 
감식안을 바탕으로 한 인상 비평과, 체계적 분류 체계를 혼합해놓은 저서 <르네상스 시기의 
베니스 화가들과 그들의 작업에 붙인 인덱스(The Venetian Painters of the Renaissance 
with an Index to their Works)>(1894)가 크게 성공하면서, 국제적 명성을 누리게 된 
베런슨은, 연이어 저작을 발표했다. <로첸초 로토, 건설적 미술 비평에 대한 에세이(Lorenzo 
Lotto, an Essay on Constructive Art Criticism)>(1895), <르네상스 시기의 피렌체 
화가들(The Florentine Painters of the Renaissance)>(1896)은, 전문적인 
미술사학자들에게까지 상찬을 받았다. 

이후 출간한 <르네상스 시기의 중앙 이탈리아 지역 화가들(The Central Italian 
Painters of the Renaissance)>(1897)은 간출한 가이드북이었지만, <피렌체 화가들의 
드로잉(The Drawings of the Florentine Painters)>(1903)은 풍부한 식견을 녹인 노작으로 
추앙받았다. <르네상스 시기의 북부 이탈리아 화가들(The North Italian Painters of the 
Renaissance)>(1907)은 매너리즘을 재평가하는 흐름의 초석이 된 저작이었다. 60대 중반의 
그는 그의 모든 저작을 하나로 통합해,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 화가들(The Italian 
Painters of the Renaissance)>(1930)이란 결정판을 출간했고, 이는 재판을 거듭하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작품 소장과 미술품 거래에 욕심이 앞섰던 그는, 화상들과 결탁했고, 
졸부들을 상대로 한 의도적 엉터리 감식과 위작 유통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남겼다.   

건축계의 경우엔, 건축가 필립 존슨(Philip Johnson, 1906-2005)이 사실상 마지막 
코너수어, 즉 최후의 ‘자력으로 구축한 소장선을 바탕으로 한 감식안 비평가’였을 것이다.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난 존슨은, 1930년 처음 모마 학예실에 합류, 1932년 모마 학예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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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 부장직을 맡았고, 1940년 잠시 공부와 군복무를 위해 모마를 떠났다가 1946년 
복귀했고, 1949년 건축과 디자인부로 조직이 재편된 뒤에도 부장직을 맡아 1954년까지 
조직을 이끌었다. 월급은 받지 않았으며, 자비로 일군 소장선 대부분을 미술관에 기증했다. 
하지만, 학술적 방법론을 결여했던 위대한 감식가 버나드 베런슨이 미술사가로서 금자탑을 
세우지 못했듯, 위대한 건축가 필립 존슨도 건축사가로서는 금자탑을 세우지 못했다.

11. 대학원에서 미술비평사 수업을 맡으면, 아비 바르부르크(Aby Warburg, 
1866-1929)에서 출발해, 에르빈 파노프스키(Erwin Panofsky, 1892-1968)와 에른스트 
곰브리치(Ernst Gombrich, 1909-2001)를 거쳐,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 
aka K. Hardesh, 1909-1994)에 이르는 모더니즘의 계보를 훑고, 학기말에 가까스로 아서 
댄토(Arthur Danto, 1924-2013)와 할 포스터(Hal Foster, 1955-) 등 포스트모더니즘에 
도달하는 식의 발제식 강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유효성을 다하고 붕해한 
시점에서, 미술사와 이론의 역사를 관통하는 수업을 진행하노라면, 학생이나 선생이나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한 학기 내내 달려도 오늘의 텍스트에 도달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나마 요즘엔 이런 강의가 잘 개설되지도 않는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소수에 
불과하다.)

12. 한반도에서 한국어 생활자로서 한국근현대미술사를 연구하자면, 당연히 한국의 
미술비평사도 공부해야 한다. 한국미술비평세미나 같은 제목의 수업을 맡으면, 
오세창(吳世昌, 1864[고종 원년]-1953), 이여성, 김용준(金瑢俊, 1904-1967), 
고유섭(高裕燮, 1905-1944), 윤희순, 안석주, 이경성 연구를 읽고, 야나기 무네요시, 
아사카와 타쿠미, 조선미론/향토색 비판 연구를 읽고, 카프, 해방공간 연구와 주체미술 
연구를 읽은 뒤, 방근택, 이일 등의 전후 모더니즘 비평 연구를 읽고, 민중미술비평 연구와 
포스트모더니즘 비평 연구를 읽는다. 요즘은 만주국 관련 연구 논문까지 추가해 읽어야 
한다. 학생들의 입장에선 각 연구 논문을 읽기도 벅차니, 연구 대상이 된 인물들의 주요 
텍스트를 찾아 읽으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언젠가는 읽어야 한다.) 한 학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숨 가쁜 일정이고, 또 오늘의 텍스트에 도달하는 일은 역시 
가능하지 않다.

13. 이렇게 이중의 타임라인이 머릿속에 장착되면, 비로소 오늘의 얼개가 새로 
파악되기 시작한다. 모더니스트 세대는, 코너수어들의 주관적 감식안의 세계를 부정하고, 
인문과학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모더니스트 세대라고 해도,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미술사 연구와 양차대전 사이의 미술사 연구와 전후의 미술사 연구는 각각 
추구하는 가치가 상이했다.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으로 무장한 세대는, 모더니즘의 선형적 
역사관에 상징적 죽음을 선포하는 것으로써 자신들의 메타-시각장을 합리화했더랬다. 
지금은 어떤가?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을 변주해 다종다양한 해석적 연구 논문을 파생시키던 
시공이 붕해했다. 한데, 여전히 대학 제도와 주요 학회와 미술 전문지들은 근과거 시점의 
구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14. 당연한 소리지만, 현대미술의 평론에도 시대별 흐름과 갈래가 있고, 또 각 
평론가마다 구사하는 연구/담론 메소드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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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우치 토시오(竹內敏雄, 1905-1982)는 <미학사전(美學事典)>(1961/1975)에서 
미술비평을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재단비평(judicial criticism), 둘째, 
인상비평(impressionistic criticism), 셋째, 과학적 비평(scientific criticism).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이자면, 절대주의적 재단비평과 주관주의적 인상비평은 이미 
20세기 초에 극복의 대상으로 지목됐고, 당시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했던 것이 과학적 
비평이다. 과학적 비평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예술사회학에 근거한 사회학적 
비평, 둘째, 정신분석학에 근거한 역사-심리학(historical psychology)적 비평, 셋째, 
미술사학에 근거한 역사적 비평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2010년의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것은, 사회학적 비평과 역사적 비평이다. 
20세기를 풍미했던 역사-심리학적 비평은 E.H. 곰브리치를 마지막으로 급격히 세를 
상실했지만, 사회학적 비평은 문화연구의 발흥에 힘입어 명맥을 대충 잘 유지해왔다. (비고: 
역사-심리학이라는 분과 자체가 붕괴했다. 요즘 제베데이 바르부[Zevedei Barbu]를 읽거나 
인용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 [비고: 아이작 아시모프는 소설 
<파운데이션(Foundation)>(1951)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으로 
'심리역사학(psychohistory)'을 제시했는데, 이는 제베데이 바르부의 '역사심리학(historical 
psychology)'을 풍자했던 것.]) 오늘날 주류는, 단연 역사적 비평이라 하겠다. 1970년대 
이후 현대미술의 발전이 미술사학을 비롯한 아카데미의 제도와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됨에 
따라, 비평 활동은 점차 학술적 성격을 띠게 됐다. 게다가 1980년대 후반 이후 탈식민주의 
연구 등이 대학의 정규 과정으로 흡수됨에 따라, 사회학적 비평은 역사적 비평의 일부로 
통합됐다고도 볼 수 있다.

15. 그러나, 꼭 해당 전공 학과에 진학해 학위를 따고 학술 논문을 써내야 평론가가 
될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다.

현재 <뉴욕매거진>의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2018 풀리처 수상자 제리 
살츠(Jerry Saltz, 1951-)의 경우가 좋은 예다. (비고: 살츠는 2001년과 2006년에도 수상 
후보였다.) 본디 화가를 지망했던 그는, 재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륙 횡단 화물 
트럭 운전수로 전업했다가, 지인들의 주선으로 <빌리지보이스>에 미술평론 칼럼을 
연재하면서 서서히 공신력 있는 평론가로 이름을 얻었다. 계보적으로 보면, 그는 평이한 
평문으로 대중의 지지를 샀던 뉴욕의 선배 미술평론가 피터 셸달(Peter Schjeldahl, 
1942-)의 궤적을 따라간 사람이기도 하다. 그의 장점은, 발로 뛰어 전시를 살펴보고, 작가 
출신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논점을, 구식 인상비평의 방식으로, 그것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전개한다는 것.

16. 살츠의 배우자인 로버타 스미스(Roberta Smith, 1947-)도 저명한 미술평론가인데, 
역시 학자적 배경이나 면모를 갖춘 인물은 아니다. <뉴욕타임즈>의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스미스의 경우, 학부생 시절 독립학습프로그램(Independent Study Program)의 장학금 
수혜자로서 휘트니미술관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미니멀리스트 미술가들의 눈에 띄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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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졸업한 뒤엔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비서 업무를 맡는 말단 직원으로 잠시 
근무하다가, 상업화랑인 폴라쿠퍼갤러리에서 조각가 도널드 저드의 파트-타임 조수로 
일했다고 하니, 시작은 미미했던 셈이다. (비고: 도널드 저드는, 칼 안드레처럼, 
미술비평가로도 활동했던 인물이다.) 한데, 폴라쿠퍼갤러리에서 일하던 무렵부터 <아트포럼> 
<아트인어메리카> 등 주요 미술지에 평문을 기고할 기회를 얻었고, 점진적으로 미술계 
전반의 신뢰를 얻어, 1986년부터는 <뉴욕타임즈>에 전시 리뷰를 기고하기 시작해, 이후 
저명한 저널리스트 평론가로 성장했다. (비고: 스미스는 현재 유방암 재발로 투병중이라서, 
예전처럼 활발하게 글을 쓰지는 못하고 있다.)

17. 살츠와 스미스의 평문엔, 딱히 방법론적 특징이랄 게 없고, 또 메타 차원의 담론적 
접근 같은 심도 깊은 논의가 부재하지만, 워낙 부지런히 전시를 둘러보고 성실한 관찰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리뷰를 쓰기 때문에, 폭넓은 
독자층을 거느리고 있다. 부부는 함께 또 때로는 따로, 일주일에 25-30개 정도의 전시를 
둘러보고, 또 대학원 오픈 스튜디오 행사까지 챙겨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뉴욕 
미술계에서 이들은 거의 지표 생물 같은 존재다. 부부가 같은 전시에 대해서 각자의 지면에 
평문을 쓰게 되는 경우, 서로 해당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 애쓴다고 한다.

18. 반면, 좀 더 색다른 아웃사이더형 미술평론가도 존재한다. “미술 평론계의 
악동”으로 불렸던 데이브 히키(Dave Hickey, 1940-)는, 이러저러한 중소 갤러리의 관장을 
역임하고, 미술지 <아트인아메리카>의 편집주필로, <빌리지 보이스>의 편집위원 등으로 
이름을 알렸는데, ‘문학의 본령에 충실한 평문’으로 대중이 예술 평론가에게 기대하는 
보헤미안적 환상을 충족시키는 것이 그의 글쓰기 특징이다. 그래서 살츠는 그에 관해 묘한 
인물평을 남긴 바 있다: “나는 그를 미술평론가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새로운 작업을 위해 
히키를 찾아본 일도 없고. 그는 우리의 에머슨, 즉 철학하는 비평-카우보이(philosopher 
critic-cowboy)에 가깝다.” (비고: 믿기지 않게도, 히키의 대표작 <보이지 않는 용(The 
invisible dragon)>[1993/2009]은 2011년 한국어로 번역 출간됐다.)

19. 전후 현대미술의 역사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평론가가 누구였느냐 물으면, 
사가들은 별 이견의 여지없이 클레멘트 그린버그를 꼽을 테다. 그는 평론가의 역할과 
권위를 극대화시킨 인물이다. 하지만, 전후 추상미술의 (미국적) 규준을 정한 뒤, 모든 
작품을 평가하는 잣대로 강제하고, 그를 통해 우수 작가의 목록을 확정해버리는 그의 
방식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창조적인 (동시에 폭력적인) 것이었다. 그의 다음 세대에서 
누군가 그의 방식을 좀 더 새로운 버전으로 갱신하는 데 성공했더라면 무척 
흥미로웠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능력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린버그는 짧지만 기백이 
넘치는 평문 “아방가르드와 키치(Avant-Garde and Kitsch)”(1939) “새로운 라오콘을 
향하여(Towards a Newer Laocoon)”(1940) 등 네다섯 원고—미술학교에서 여전히 널리 
읽히는—로 미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역사를 일궜는데, 오늘의 시점에선 흉내 내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20. 전후 미국 추상미술의 전성기를 이끈 위대한 미술평론가 클레멘트 그린버그와 
해롤드 로젠버그(Harold Rosenberg, 1906-1978) 등 모더니스트 필자들의 시대가 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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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형식주의 비평의 한계를 비판하고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이종(異種)형 
평론가들이 나타났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이 대두하는 과정에서도 학술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평론 활동을 전개하는 계보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미술사학자이자 평론가이자 
큐레이터인 더글라스 크림프(Douglas Crimp, 1944-2019)가 대표적이다. (비고: 로설린드 
크라우스[Rosalind E. Krauss, 1941-]를 이야기해도 좋겠지만, 그러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므로, 그의 동료를 대신 골랐다.)

정식으로 미술사를 전공한 크림프는, 1967년 구겐하임 미술관의 학예실에서 
어시스턴트로 일하며, 아트뉴스와 아트인터내셔널 등의 지면에 평문을 기고하기 시작했다. 
이후 쿠니(CUNY)의 대학원에서 수학하는데, 이때 평생의 동료가 되는 로설린드 
크라우스를 만나게 되고, 이 인연으로 1977년, 이론지 <옥토버>—1976년 크라우스가 
아네트 마이클슨[Annette Michelson, 1922-2018]과 함께 창간한—의 편집자로 취임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동-편집장으로 직함을 바꿔달은 그는, 1990년 직책을 내려놓을 때까지 
<옥토버>의 주축으로 활동하며, 미술계의 담론을 이끄는 이론 지향의 평론가로 대활약했다.

크림프는 현장에서 작가들과 교우하며 전시를 기획하고 또 신작을 의뢰하는 면에 
있어서도 우수한 능력을 발휘했는데, 주요 전시 때마다 메타 차원의 담론 분석을 제시해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추동해낸 점이 남달랐다. 그에겐 크게 세 가지 공헌이 있었다. 
하나는, 포스트모더니즘 세대의 대두 과정에서 전유(appropriation)의 방법론이 지니는 
미적/정치적 의의를 규명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도 비평의 미술과 그 방법론이 지니는 
의의를 역사적으로 고찰해낸 것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1980년대 에이즈 대위기의 
시대에 정치화한 미지의 역병에 현대미술이 대응하는 방식과 그의 미술사적 의의를 
담론화해내며 미술창작을 사회운동과 효과적으로 결합시키고, 소위 퀴어 미학과 이론의 
성립 과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었다. (2016년 10월 5일, 크림프는 회고록 <그림들 
이전에(Before Pictures)>를 출간했더랬다. 포스트모더니즘 이전의 현대미술계에서 게이 
세계와 미술이 어떤 조응 관계에 놓여있었는지 되돌아보는 책이었으므로, 사실상 
고별작이었다.)

1977년 대안공간 아티스츠스페이스[Artists Space]에서 기념비적 전시 
<그림들(Pictures)>을 기획했던 더글라스 크림프는, 카탈로그 에세이였던 평문 “그림들”을 
개작해, 1979년 <옥토버(October)>지에 기고했는데, 당시 대두되고 있던 새로운 포스트모던 
아트가 어떻게 이미지를 새롭게 활용하는가를 포착해낸 이 글은, 한 세대를 견인하는 
괴력을 발휘했다.

아티스츠스페이스에서 열린 <그림들>전에 참여한 작가는, 로버트 롱고(Robert Longo), 
세리 레빈(Sherrie Levine), 트로이 브라운터크(Troy Brauntuch), 잭 골드스틴(Jack 
Goldstein), 필립 스미스(Philip Smith), 이렇게 5인이었으나, 2년 뒤에 크림프가 발표한 
에세이 “그림들”에서 언급된 작가들은 보다 폭넓었고, 그 주제는 나열된 작가들의 작업을 
넘어서는 어떤 중대한 변환, 즉 이미지로 개념적인 게임을 벌이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놀라운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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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더글러스 크림프는, 추상미술의 종착지에서 이미지가 귀환하게 된 이유를 
밝힘으로써, 이후 다매체적 설치미술의 실험으로 이행하는 한 세대의 동역학을, 범본이 
되는 전시와 담론으로 창출해낸, 막후의 주인공이었다.

21. 그렇다면, 평론가의 이형인 큐레이터의 경우엔 상황이 어떨까? <아트리뷰(Art 
Review)>지는 2008년의 세계 금융 위기 직후였던 2009년, ‘파워100’ 특집에서 큐레이터 
한스-울리히 오브리스트(Hans-Ulrich Obrist, 1968-)를 목록의 1위에 꼽아놓았다. (이 
목록에 따르면, 현대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집단은 갤러리스트. 그 다음이 작가, 
컬렉터, 미술관장, 큐레이터, 평론가의 순서란다.) <아트리뷰>지의 창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인물을 그리 배치해놓은 것은 100위에 미국의 우파 정치 컬럼니스트 글렌 벡(Glenn 
Beck)—미국의 연방예술기금이 사회주의 예술만 지원한다고 난리법석을 떨어 전국적 화제를 
모은 인물—을 놓아 사람들을 실소케 하려는 의도였겠으나, 아무튼 그가 유력한 
큐레이터임에는 틀림이 없다. (비고: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는 2016년에 다시 한 번, 
<아트리뷰>지의 ‘파워100’ 목록에서 1위에 올랐다.)

1993년 파리시립미술관(Musée d'Art Moderne de la Ville de Paris) 소속의 
큐레이터로서 이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한 오브리스트는, 1996년 유럽의 
현대미술비엔날레인 <마니페스타1(Manifesta1)>을 공동 감독했고, 2005년 이래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Serpentine Gallery)의 공동 관장으로서 국제 전시 프로그램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2016년, 굳을 일을 도맡았던 공동 관장 줄리아 페이튼-존스[Julia Peyton-Jones, 
1952-]가 사임하게 되면서, 한스-울리히 오브리스트의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졌다.)

오브리스트의 남다른 정치력은 작가들과의 유대관계가 폭넓다는 데서 나온다. 섬세한 
큐레이팅 능력은 결여했지만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 능력이 탁월한 그는, 평론가로서 글을 
쓰는데 치중하기 보다는 개인 도록에 들어가는 소위 ‘주례사 평문’이나 작가들과의 
인터뷰에 공을 들였다. 그의 그런 특징이 잘 드러나는 책이 바로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인터뷰(Hans-Ulrich Obrist: Interviews)>(2003)다. [...] 하지만, 큐레이터의 전범은 이런 
인물의 차지가 아니다.

22. 미술관 큐레이터의 전범이 되는 인물은 앤 다농코트(Anne D'Harnoncourt, 
1943-2008)다. 컬트적 미술가인 브루스 나우먼을 2009 베니스비엔날레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이 이끄는 필라델피아미술관이 베니스비엔날레 미국관의 커미셔너가 
되게끔 힘쓰고, 주 정부로부터 $500,000의 지원금(역대 최다 금액)까지 받아낸 실력의 
소유자였다. (고로 나우먼이 받은 황금사자상은, 다농코트가 수상한 것과 진배없다.) 
마피아적 면모를 자랑했던 르네 다농코트(Rene d'Harnoncourt, 1901-1968) 전 뉴욕 
현대미술관장—모마(MoMA)를 오늘의 방대한 규모로 키워놓은 주역—의 무남독녀였던 
그는, 1982년부터 2008년 6월 심장마비로 급서할 때까지 필라델피아미술관장으로 
재임하며, 미술관의 체제를 개편하고 컬렉션을 세련된 방식으로 발전시켜 큰 존경을 받았다. 

다농코트의 필라델피아미술관은 1988년에도 베니스비엔날레 미국관의 커미셔너가 돼 
<재스퍼 존스: 1975년부터 1986년 사이의 작업(Jasper Johns: Work From 1974-1986)>을 



- 12 -

기획, 회화 부문 금메달을 수상한 바 있을 정도로, 미국 내에서 특별한 위상을 지닌 
기관이고, 또한 빼어난 마르셀 뒤샹(Marcel Ducahmp) 컬렉션으로도 이름이 높다. (뒤샹의 
말년작을 필라델피아미술관에 유치시킨 것이 르네 다농코트다.) 아버지의 인맥을 물려받은 
다농코트는, 덕분에 마르셀 뒤샹 연구의 핵심 인물로 군림했으며, 1990년대에 제안 받은 
뉴욕 현대미술관의 관장직을 거절하고 필라델피아미술관의 남았을 정도로, 남다른 담대함과 
품위를 지닌 ‘문화귀족’이었다. 문제는, 이제 세상이 바뀌어, 이런 종류의 거물 큐레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늘의 미술계에서 출현을 기대하기 어려운 종류의 거인을 한 명 
더 살펴보자.

23. 하랄트 제만(Harald Szeemann, 1933-2005)은 비엔날레 큐레이터의 전범이 되는 
인물이다. 얼마 전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시대 비평가로서의 전시 기획자’라는 
큐레이터의 정체성은 제만이 성취한 바다. 그는 대규모 기획전을 통해 새로운 비평 공간을 
창출하고, 그 공간에서 새로운 시대를 가늠하는 의제 설정자의 노릇을 떠맡았다. 1969년에 
그가 베른쿤스트할레에서 기획한 전시 <태도가 형태로 될 때(When Attitudes Become 
Form)>는, 1968년의 학생 혁명에 대한 즉각적인 예술의 화답이었는데, “일반 사회와 
미술의 제도적 상황을 대면하는 작가 주체의 설정과 그로 인해 귀결되는 물화된 작업은,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물음으로써 ‘예술을 제작-제시하고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을 새로이 갱신해냈다.

1972년의 <카셀 도쿠멘타 5>에서 제만은, 예술을 예술이 아닌 것과 대질시킴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재정의했고, 동시대성을 결여한 구태의 예술 경향들에 ‘과거의 것’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렸다. 오늘날 일반화된 대형 기획전의 남상점(濫觴點)인 이 기획에서, 그는 
‘100일 동안 100명의 예술가로부터 100가지 사상을 배운다’는 발상을 제시해 큰 반향을 
얻었다. [...] 전후 현대미술의 얼개는, 남다른 담대함과 포용력, 그리고 카리스마를 지녔던 
그가 아니었다면, 크게 달랐을 지도 모른다. (트리비아: <카셀 도쿠멘타 5>에서 시민들이 
예산 초과를 이유로 ‘혈세 낭비’라며 대대적 비판에 나서자, 그는 사비로 예산 초과분을 
갚아버렸다.)

제만이 1980년 베니스비엔날레를 공동 감독하며 설립한 ‘아페르토(Aperto: 
‘개방’이라는 뜻)’ 섹션—젊은 작가들의 신작만으로 꾸며지는—도 현대미술의 전개에 크게 
기여했다. ‘아페르토’의 긍정적 힘은, 그가 1999년 베니스비엔날레의 총감독으로 재취임해 
‘아페르투토(Apertutto: ‘모두에게 열린’이라는 뜻)’—중국현대미술 등 기존에 현대미술의 
주류에 포함되지 않았던 예술을 망라해 새로운 동시대성의 최전선을 그리고자 했던 과욕의 
기획—를 시도함으로 파괴됐다. 어제까지의 ‘제트셋 큐레이터’들은 모두 제만의 아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엔날레 제도와 비엔날레 큐레이터의 기본 형식은 (심지어 
도록의 편집 방식조차도) 제만의 그것을 그대로 답습했다.

24. 이에 상응하는 근례라면, 평론가 겸 큐레이터 니콜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 
1965-)를 들 수 있다. 아직 왕성하게 활동하는 인물이라 섣불리 평할 일은 아니겠으나, 
부리오는 글짓기와 큐레이팅의 상생 관계를 찾는데 성공한 보기 드문 예다. 1998년 그는 
에세이집 <관계 미학(Esthétique relationnelle)>을 펴내며, “이제 미술 작품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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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피아적인 상상의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데 있지 않고, 작가의 선택에 의해 어떤 
스케일로건, 실재하는 삶의 방식이나 행위의 모델을 구성하는 데 있다”고 단언했는데, 
담론적 장소특정성이라는 1990년대 중반까지의 대의제를 관계특정성으로 
치환-제시해냄으로써 새로운 판단유예의 시공을 창출-공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 책의 
실제 핵심이었다.

(비고: 작가들로부터 큰 반향을 이끌어낸 책 <관계 미학>은, 평론집이라기보다는 행동 
강령을 해설하는 정치 팜플렛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그의 글짓기는, 높은 완성도를 
추구하기 보다는, 작가들이 매 단계마다 한층 더 빨리 전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의제를 
형성하고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기능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2008/2009년 
이전의 그는, 전시 기획을 자주 하지 않고, 불필요한 대형 전시를 피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1999년 프랑스 문화부의 지원으로 현대미술기획전시관 팔레드도쿄(Palais de 
Tokyo)를 공동 설립해 2006년까지 공동관장직을 맡았던 부리오는, 자신의 이론과 비전을 
자신과 장기적 협업관계에 놓인 작가들, 즉 리크리트 티라바니트(Rirkrit Tiravanija), 필립 
파레노(Phillip Parreno), 카르스텐 횔러(Carsten Höller),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 
마우리치오 카텔란(Maurizio Cattelan), M/M파리(M/M Paris) 등과 공유하며, 구체적 작업 
성과로 이끌어냈다. 부리오의 이론적 얼개 아래에서 ‘관계 미술의 작가들’로 불렸던 이들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직후까지 유로화 강세 시대의 유럽을 대표하는 신주류의 지위를 
누렸지만, 이제 모두 결산의 성격을 띠는 회고전을 치렀고, 당연하게도 하나둘 차례로 
역사화되고 말았다.

2009년 부리오는 <가지뿌리(Radicant)>라는 소책자를 발행, “포스트모더니즘의 
종언”을 선언하며 “얼터-모던(alter-modern)”을 주창했다. 그리고, 이는 같은 제목으로 
기획된 2009년 테이트트리엔날레 <얼터-모던>의 기초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전시는 실패로 
막을 내렸다. (부리오는 테이트 미술관의 2년제 초청 큐레이터 제도인 ‘걸벤키언 
큐레이터[Gulbenkian Curator]’로서 트리엔날레를 감독했다.)

25.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문제의식은 완전히 유효성을 
상실했고, 이제 ‘새롭지만 새롭지 않은’ 혹은 ‘새롭지 않게 새로운’ 무시간성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러저러한 비평적 진단이 내려지고, 또 시대를 총괄하는 
전시들이 기획됐지만, 안타깝게도 시대를 메타 차원에서 재규정할만한 대계를 제시하는데 
성공한 평론가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엔 다 이유가 있다.

1980년대 초반 이래 후기 구조주의 이론을 적용해 미술작품과 미술사를 재해석하는 
신미술비평과 신미술사학이 급속히 세력을 키워나갔고, 미술(사학)계 곳곳에서 세대교체가 
이뤄졌으며, 1990년대 초·중반 주요 대학원 곳곳에 미술이론/시각문화연구 협동과정이 
신설됐다. 이에 발맞춰, 교재로 사용할만한 앤솔로지들도 우르르 출간됐고, 구식 
미술사학방법론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새로운 학회들까지 난립했다. 결과적으로, 
미술이론/시각문화연구의 영역에서 후기 구조주의의 급진성은 무척 빠른 속도로 희석됐고, 
21세기에 들어서 무의미한 '재해석'과 '재방문'을 반복 시도하는 학회/학위용 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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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해내는 메타-담론-출력기로 전락했다.

따라서, 협동과정식 학제 연구의 풍토에서 구식 미술사방법론 대신 메타-분석 논문만 
읽고 공부한 세대는, 춘하추동으로 열리는 주요 학회에 참석하며 논문 트렌드를 파악하느라 
바쁜, 즉 미술계의 주요 전시를 보러 다니거나 신인 작가들과 교유할 생각을 하지 않는, 
새로운 ‘논문-파생-예술가 종족’으로 성장했다. 멀쩡히 박사 논문을 취득했지만, 전시를 
보고 제대로 된 리뷰 하나 써내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이들이 큐레이터가 돼 
전시를 기획하면, 담론적 키워드를 미리 정해놓고, 그에 작가와 작업을 교과서용 도판처럼 
끼워 맞추는 경우가 태반이다.

26. 상황이 이러하니, 2008년 이후의 십 년 동안 새로이 주목을 받은 미술계의 
큐레이터는, 미술사나 미술이론을 전공한 모범생들이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큐레이터로 
각광받는 것은, (2014년 뉴뮤지엄의 관장이 된 마시밀리아노 지오니[Massimiliano Gioni, 
1973-] 한 명을 제외하면) 경험 많은 작가들이었다. 로버트 고버는 2009년 찰스 
버치필드의 회고전을 큐레이팅했고, 2012년엔 휘트니비엔날레에서 포레스트 베스의 방을 
큐레이팅했다, 제프 쿤스도 2009년 에드 페쉬케의 회고전을 큐레이팅했고, 2010년 다키스 
조애누 콜렉션의 전시를 큐레이팅했다. 근례로는 듀오 미카엘 엘름그린과 잉가 드라그셋이 
2017년도 이스탄불비엔날레의 총감독으로 선임됐던 일을 꼽을 수 있겠다.

27. 담론 차원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끈 것도 미술가였다. 단연 돋보이는 인물은, 
이론가-작가이자 작가-이론가인 히토 슈타이얼(Hito Steyerl, 1966-)이었다. 그는 미술사를 
새로운 각도에서 재고찰하는 작가적 퍼스펙티브를 통해, 오늘날 미술계가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여러 의제들을 놀랍도록 간단한 방식으로 담론화해냈다. 2009년 이플럭스 
저널에 발표한 “미술관은 공장인가(Is a Museum a Factory)”에서 그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재생의 논법으로 재구축된 대형 미술관들과 그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공장과 노동자의 
유비로 비평해내 큰 호응을 얻었다. 같은 해 같은 매체에 기고한 “저화질 이미지를 
옹호하며(In Defense of the Poor Image)”에서는, 복제와 압축을 거쳐 망가진 상태로 
네트워크상에 편재하는 이미지의 현 상황이 야기하는 다각적 문제를 논해 큰 반향을 
얻었으며, 2011년 역시 같은 매체에 기고한 “자유 낙하하며(In Free Fall)”에서는, 수직적 
원근법이라는 얼개로 오늘의 시공 인지가 맞은 한계 상황을 논설해 여러 추종자들을 
얻었다.

28. 물론 유의미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인터넷 등장 이후의 미술을 새로운 
각도에서 고찰한다는 것을 전제로 앞세운 채, ‘포스트-인터넷 아트’라는 모호한 언표를 
통해, 뉴미디어아트 몰락 이후의 확장된 넷아트, 즉 인터넷 환경에 의해 재매개된 미술의 
상황에 비평적으로 대응하는 미술을 총괄해보려 했던, 2014-2015년을 전후로 한 일련의 
흐름이 있었다.

하지만, 케런 아치(Karen Archey)와 로빈 페컴(Robin Peckham)의 기획전 <아트 
포스트-인터넷(Art Post-Internet)>(울렌스센터포컨템퍼러리아트, 20140301-20150511)과, 
라이언 트레카르틴(Ryan Trecartin)과 로렌 코넬(Lauren Cornell)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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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뮤지엄트리엔날레: 관객을 에워싸라(2015 New Museum Triennial: Surround 
Audience)>(뉴뮤지엄, 20150225-20150524) 등에서 제시된 새로운 작가와 작업들은, 과연 
얼마나 새로웠을까? (비고: 포스트인터넷이란 언표는 2006년, <라이좀(Rhizome)>의 
편집자였던 작가 마리사 올슨(Marisa Olson)이 자신의 작업을 기존의 넷아트와 구별 짓기 
위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데 2006년은, 뉴미디어아트계의 리더였던 페터 
바이벨(Peter Weibel)이 스페인의 아트페어인 <아르코(ARCO)>에서 특별전 
<포스트미디어의 조건(Postmedia Condition)>을 기획해, 사실상 뉴미디어아트의 실패를 
선언했던 해이기도 했다.) 

29. 2008년 이후, 북미를 중심으로, 새로운 추상미술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좀비-포멀리즘 담론이 형성되기도 했었다. 

누구보다 먼저 새로운 추상미술의 경향을 갈무리한 것은 평론가/큐레이터 밥 
니카스(Bob Nickas)였다. 그의 책 <추상을 그리기: 추상회화의 새로운 요소들(Painting 
Abstraction: New Elements in Abstract Painting)>(Phaidon Press, 2009)은, 2009년을 
기준으로 지난 약 5년간의 신경향을 80명의 작가로 총망라해 꽤 주목을 받았지만, 비평적 
핵심을 포착한 것은 아니었다.

안네 링 페테르센(Anne Ring Petersen), 미켈 보흐(Mikkel Bogh), 한스 담 
그리슈텐센(Hans Dam Christensen), 페터 노르가르트 라르센(Peter Norgaard Larsen)이 
편집한 <맥락 속의 당대 회화(Contemporary Painting in Context)>(Museum Tusculanum 
Press, 2010)가 비평적 향방을 잡은 첫 출판 기획이었다. 메타-이론이 크게 쇠퇴해버린 
상황인지라, 대대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못했다. 하지만, 미디어이론가/큐레이터인 페터 
바이벨의 1990년대 회화에 대한 비평적 회고나, 미술언론인/평론가 배리 슈왑스키의 회화의 
존재론에 대한 성찰, 새로운 추상회화의 개척자인 카타리나 그로세의 제 작업 해설 등이 
유사한 작업을 펼쳐온 미술가들에게 상당한 자극이 됐다.

여러 미술관 전시가 뒤를 이었지만, 대대적인 반향을 일으킨 기획전은, 미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서 개막한 <영원한 현재: 무시간적 세상의 당대회화(The Forever 
Now: Contemporary Painting in an Atemporal World)>(2014년 12월 14일-2015년 4월 
5일)였다. 2010년 뉴뮤지엄에서 모마로 자리를 옮긴 큐레이터 로라 홉트먼(Laura 
Hoptman: 2018년 드로잉센터 관장이 됐다)이 기획한 이 전시는, 무시간성(atemporality)을 
주제어로 삼아 새로운 추상회화의 경향을 역사로서 추적하는 야심찬 17인전이다. 기획자는 
새로운 추상미술가들의 특징을 재동화/재활성화(reanimation)와 재연(reenactment)과 
샘플링(sampling)으로 나눠 고찰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창작 방식의 원형(the archetype)을 
찾고자 애썼다. (참여 작가: 리처드 앨드리치[Richard Aldrich], 조 브래들리[Joe Bradley],  
케르슈틴-브래치[Kerstin Brätsch], 매트 코너스[Matt Connors], 미카엘라 
아이히발트[Michaela Eichwald], 니콜 아이젠만[Nicole Eisenman], 마크 그로트얀[Mark 
Grotjahn], 카를리네 폰 헤일[Charline von Heyl], 라시드 존슨[Rashid Johnson], 줄리 
머레투[Julie Mehretu], 다이애나 몰잔[Dianna Molzan], 오스카 무리요[Oscar Murillo], 
로라 오웬스[Laura Owens], 에이미 실먼[Amy Sillman], 조시 스미스[Josh Smith], 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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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더포드[Mary Weatherford], 마이클 윌리엄스[Michael Williams].)

한데, 이 기획은 호평은커녕 기성 미술계의 평자들로부터 혹평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특히 제리 살츠는 이런 경향의 새로운 추상을 “텀블러 미감을 추종하는” 
“크랩트랙션(Crapstraction; 쓰레기 추상)”이라고 비아냥거려왔기 때문에, 이 기획전을 
미술시장의 취향에 굴복한 결과라고 힐난하며 근거 없는 비난을 늘어놨다. (비평가 월터 
로빈슨은 같은 종류의 신추상 작업들을 “좀비-형식주의(Zombie Formalism)”라고 불렀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였다.)

30. <파르티잔 리뷰> <크리티컬 인콰이어리> <아트 포럼> <옥토버> <그레이룸>에 
게재된 아티클이 화제를 모으던 시절은 오래 전에 끝났다. 아이폰 등 스마트폰 환경에 
부적응한 매체들은, 이제 그저 존재할 따름이다. 그야 말로 아무도 읽지 않는 형국이다. 
그나마 얼마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플럭스>의 공짜 pdf 아티클들을 읽었다. 하지만, 히토 
슈타이얼의 의사-이론 텍스트들이 하이프를 형성한 이후, <이플럭스>도 어떤 과잉 상태에 
도달했고, 아무도 읽지 않는 히토 슈타이얼 워너비들의 글만 넘쳐나게 됐다.

31. 크게 보면, 현대미술평론은, 포스트모더니즘 세대의 노화와 함께 큰 위기를 맞고 
있는 모습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담론을 주도했던 특정 세대의 ‘스타’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이론을 활용한 메타-분석 결과들을 경전처럼 붙잡고 공부한 세대는, 사실상 다 
망했다. 걸출한 인물이 나오지 않았으니, 당연히 새로운 비전도 제시되지 못했다. 하면, 이 
인물 부재, 담론 부재의 위기는, 교육 제도와 프로그램의 대대적 갱신 이전엔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한데도, 주요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이력서라도 제출해보려면, 
미술사와 미술이론 분야의 학위를 갖춰야 한다. 원고료나 강연료만으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일까, 국내에서 비평가/평론가를 자처하는 청년의 수는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다. 꼴이 이러하니, 교육 제도가 문제인 것인지, 미술관 제도가 문제인지 따지기도 
민망하다. (비고: 한국에서 이러한 위기는, 인구절벽 효과가 실현돼 대학이 구조 조정되는 
2020년 이후에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

32. 현대미술사 연구를 사후적 정리 작업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다: 각 시대의 기념비적 연구 성과들을 보면, 연구자가 결과에 앞서 연구 
방법에 현대성 혹은 당대성/동시대성을 임베드해내고자 애썼다는 사실을, 거의 예외 없이 
(재)발견할 수 있다.

연구 방법에서 혁신을 이룬 연구자들은, 발신 방법에서도 남다른 면모를 뵀다. 예컨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미술사 강연에서 이중의 슬라이드 프로젝션을 사용하기 
시작한 인물은 하인리히 뵐플린인데, 그런 강설법은 다시 그의 연구와 글쓰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더랬다. 

흥미롭게도, 뵐플린의 양식사적 미술사 연구 방법론을 다시 도상해석학적 미술사 연구 
방법론에 통합해냈던 에르빈 파노프스키는, 강연에서 싱글 프로젝션을 고집했다. 하지만, 
그가 1935년 미국으로 초청한 호스트 월드마 잰슨(Horst Woldemar Janson, 1913-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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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평소 피터라는 미국식 이름을 썼다)은, 뵐플린처럼 더블 프로젝션을 강연했다.

(비고: 잰슨은 가장 보편적인 미술사 교과서인 <히스토리 오브 아트>를 써낸 
장본인이지만, 의외로 얼굴이나 이력을 기억하는 이는 드물다. 스승 에르빈 파노프스키의 
권유로 미국으로 이민했고, 모마의 관장 앨프리드 바 주니어가 후견인으로 나섰다. 
스웨덴인과 독일인의 피가 섞인 라트비아인이었고, 유대계는 아니었다고 알려져 있다.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 쪽이 스웨덴 혈통이고, 어머니 쪽은 라트비아 리가에 정착한 
독일계다. 원래 성은 얀센인데, 아버지가 독일에서 사업하기에 편하고자 얀손으로 고쳤다. 
호스트는 나치 집권기에 특별한 이름이 되는 바람에, 본인이 싫어했다고 한다. 볼드마는 
러시아의 이름인 블라디미르를 뜻하므로, 태어난 곳을 지칭하는 셈이다. 호스트 월드마 
잰슨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지만, 가족 모두 러시아 혁명 이전에 
핀란드로 이주했고, 곧 이어 독일 함부르크에 정착했다. H. W. 잰슨은 함부르크와 
뮌헨에서 공부하다가 에르빈 파노프스키를 만났고, 그 인연으로 미국에 이민하게 됐다.)

예전엔,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중 프로젝션만 따라하는 엉터리 
미술사학자와 미술사학도들이 많았다. 두 도판 사이의 외피적 유사성만을 좇으며 억지 
논문을 지어내는, 2류 연구자들이 적잖았던 것. 지금은 디지털 작업 환경의 싱글 
프로젝션과 파워포인트 덕분에, 그런 경향이 싹 사라지고, 대신 초납작 스토리텔링이 
대세가 됐다.

33. 2008년 대안공간 풀의 소식지 <6페이지>에 기고한 글 “오늘, 미술 평론의 
위상”에서 나는 이렇게 한탄했더랬다: “젊은 세대의 평자들—미술사와 미술 이론을 
전공한—을 보면, 비평문도 쓰고 전시 기획도 하고 국제 학술 대회에도 참여하느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습이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국제 행사들의 일정에 홀린 나머지, 
제 커리어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잠시 잊고 있는 것처럼 뵈기도 한다. 왜 그들은 ‘기왕의 
직업적 정체성을 답습해서는 비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까?”

내가 재차 강조하고 싶은 점은, “특출한 큐레이터와 평론가들은 모두 제 직업을 
미학적/윤리적으로 유효한 형식으로 재정의하는데 성공한 ‘문화적 발명가’들이(었)다”는 
사실이다. 하면, 후기-당대성의 시공에서 유효한/할 연구 방법(론)은 무엇일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