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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모든 개인 소장가들과 미술관을 인정하지 않

는다면, 도대체 당신이 신뢰하는 건 뭔가요? 예술가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

기죠?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참을 수 없게 된 겁니다.” 1

-존 버거-

“이들이 생산한 제품 또는 서비스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겐 물론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되어야 할 생산이나 학문적 발

견을 사유화 또는 독점하는 방식은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한다.” 2

-장 지글러-

I   들어가면서 : 현재진행형이며 매우 추세적인 것으로서의 재앙 

오늘날 예술의 요인들과 진행과정은 이미 충분히 시스템화되어 있고, 더욱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아틀리에 창작과 전시기획, 감상과 교육, 홍보와 마케

팅의 전 과정이 글로벌화되고 체계화된 질서 안에서 일목요연하게 작동한다. 

그 각각의 단계들은 체계의 규범에 의해 통제되고 조정되며, 그에 부합하는 

범주 내에서 수단과 방법들이 모색된다. 작가는 아트스타의 욕망으로 동기

화되고, 작가가 되는 과정은 유행의 추이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신을 ‘브랜

드화’해 나가는 그것과 동일하다. 갈수록 사업화되고 블록버스터화되어가는 

전시는 트랜드와 대중의 호응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작가선별에는 무엇

보다 유명세와 인지도가 긴밀하게 반영된다. 갤러리와 아트 페어, 경매 등의 

시장기관과 상이한 미적 기준을 가진 미술관의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

1　존 버거, 강수정 역, 『우리시대의 화가』 (파주 : 열화당, 2005), p. 45.  

2　장 지글러, 양영란 역, 『탐욕의 시대』 (서울 : 갈라파고스, 2008), p.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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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술관의 경영을 위해서는 스타 마케팅과 이익실현이라는 흐름에 편승해

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할 개연성이 있

는 문제제기를 삼가거나 정당화하는 담론들을 개발해냄으로써 체계의 원활

한 작동에 기여한다. 

   이러한 예술체계와 그것의 운영기제인 제도 및 기관들과 무관한, 어떤 독

립적인 작동이나 활로를 기대하는 것은 오늘날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체계

의 작동에서 누구도, 무엇도 전적으로 도피하거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미

술대학을 마친 젊은 작가는 통상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들고 아트스타가 되

는 입문이자 선별체계의 기능적 말단이기도 한 갤러리로 향해야 한다. 공모전

에 출품할 수도 있고, 몇몇 그룹전으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경력의 초기과정

부터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어떤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미학이나 시론

이 그 출처인 듯한 기준에 의해 냉정하게 평가받는다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

다. 이러한 과정에 가담하는 것이 현재로선 작가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식이

다. 체계의 작동에 순응적인 행위만이 인정되고 정당화될 뿐, 그 밖의 어떤 개

별화된 대안이나 저항을 기획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본 논의의 목적은 오늘날 함축적 의미에서 ‘뮤지엄 시스템(museum sys-

tem)’, 곧 미술관체계-또는 예술체계-로 부르는 체계를 살펴보는 것이며, 이

를 위해 특히 그 핵심작용으로 여겨지는 예술적 성취와 미적 수준을 평가하

는 선별체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미술관 체계는 ‘스튜디오 체계’, 또는 ‘아

트스타 체계’로 불리기도 하는 것으로, 그 안에서 성공한 소수와 그렇지 못

한 다수의 구분을 제도화하고, 그에 따라 차별적인 보상을 정당화하는 체계

다. 본 논의는 논지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헌터 조너킨(Hunter Jonakin)과 댄 

퍼잡스키(Dan Perjovschi), 두 작가의 작품세계를 경유할 것이지만, 논의의 중

심은 (그들의 작품세계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이 지시하는 진실인 미술관체

계로 불리는 것과 그것과 긴밀하게 연동되며, 갈수록 우위를 차지하는 ‘예술

시장(Art market)’과 그 ‘아트스타 시스템(Art star system)’의 작동에 있다. 

   조너킨과 퍼잡스키 두 작가는 자신들의 경험에 기초한 작품을 통해, 자신

들의 창작을 결정적으로 제한하고 속박하는 체계에 대해 언급한다. 조너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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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작한 <Jeff Koons Must Die!>는 일종의 비디오 게임으로서 미술관체계와 

스타시스템의 초권위적인 작동에 대한 통렬한 비판적 진술을 담고 있다. 조

너킨은 게임자(player)가 결코 이길 수 없는 하나의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현

행의 예술체계가 가담자들을 패배자, 또는 희생양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환유시킨다. 게임자(player)인 관객은 현대미술의 블루칩(blue chip) 작가인 제

프 쿤스(Jeff Koons)와 그의 신화를 작동시키는 신전인 미술관에 로켓을 발

사하지만, 결국 공격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퍼잡스키(Dan Perjovschi)

의 몇몇 드로잉들은 조너킨이 그 무소불휘의 힘을 지적했던 체계에 의해 예술

가가 어떻게 자유가 박탈된 존재가 되는지, 또 어떻게 의존적이고 왜소한 존

재로 전락하는가에 대해 함축적인 드로잉으로 묘사해낸다. 그의 드로잉들은 

흡사 낙서와 같이 단순하고 임의적이기도 하지만, 미술관체계가 오히려 대다

수의 예술가들을 극한의 생존경쟁으로 내몰고, 창작의 계기들을 몰수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한다. 

   존 버거(John Burger)가 말한 대로, 그 안에서 예술가의 창작의 자유와 생

존이 담보되어야 하는 예술체계는 이 시대에 이르러 “참을 수 없는 것”이 되

어버렸다. 미술관 체계는 소수의 아트스타를 선별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구분에 적용되는 무의미하고 무분별한 준거를 부단히 정당화

하고 있다. 물론 그 과정의 산물로서 양산되는 다양성의 야만적 훼손이나 예

술의 도구화, 숱한 희생자의 양산 등은 다룰 가치조차 없는 문제로 취급될 

뿐이다. 

   본 논의는 이러한 상황이 체계의 구성원 모두와 체계 자체를 위해서도 재

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가정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재

앙은 어느 날 갑자기 도래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며 매우 동태

적이고 추세적인 것으로, 체계 스스로가 자신을 그러한 파국으로 내몰고 있

다는 의미에서의 재앙이다. 조너킨의 비디오 게임과 퍼잡스키의 드로잉은 우

리에게 현행의 미술관체계를 작동시키는 재앙적인 기제, 곧 과장되고 공허한 

스타 선별을 통해 오히려 진정한 예술적 가능성을 유기하는 체계를 직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 논의는 그 권유를 따라가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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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길 수 없는 게임, 또는 추락

1. <Jeff Koons Must Die!>, 이길 수 없는 게임

플로리다 주립대학을 갓 마친 젊은 작가인 헌터 

조너킨은 일종의 관객참여적 비디오 게임을 제작

했다. 그러나 <Jeff Koons Must Die!>(도 1, 2, 3)

라는 제목이 붙은 그것은 게임자(player)의 어떤 

승리도 담보될 수 없는 게임이다. 관객은 게임기

에 25센트를 넣고 제프 쿤스로 대변되는 상대와

의 싸움에 나설 수 있다. 게임이 진행되는 무대는 

제프 쿤스의 회고전이 열리는 미술관의 전시실이

다. 게임자-관객(player-viewer)에게는 사용가능

한 무기로 휴대용 로켓발사대가 주어지는데, 그

는 한 개의 조이스틱과 두 개의 버튼을 사용해 목

표물을 향해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 게임자는 미

술관 내에 설치된 쿤스의 작품들 가운데 무엇이

든 먼저 선택해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 아이들

의 놀이용 풍선형태로 만든 거대한 금속 강아지

가 우선적인 목표일 수도 있고, 전 아내이자 이탈

리아 포르노배우 출신인 일로나와의 노골적인 성애 장면을 담은 사진부터 시

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쿤스의 몇몇 작품들에 로켓포를 날릴 때 쯤 상황은 게임자가 통

제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 갑자기 정장을 차려입은 쿤스가 나

타나 자신의 전시를 망친 책임을 따져 묻고 킬러들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적

지 않은 게임자들은 이 단계에서 쿤스가 호출한 킬러들에게 당하고 만다. 이 

단계에서 생존한 게임자에게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그 방에서 승리는 더 이상 없다. 게임자가 죽을 때까지, 큐레이터와 법무사, 

어시스턴트, 경비원들의 모습을 한 킬러들이 끊임없이 증식되기 때문이다. 

도 1   헌터 조너킨 (Hunter Jonakin), 

<Jeff Koons Must Die!>, 2011

도 2   헌터 조너킨 (Hunter Jonakin), 

<Jeff Koons Must Die!>, 2011

도 3   헌터 조너킨 (Hunter Jonakin), 

<Jeff Koons Must Di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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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너킨의 <Jeff Koons Must Die!>는 게임자가 이길 가능성이 전무(全無)한 

게임이다. 그것이 그가 확인하고자 하는 진실이다. 미술관 체계, 아트스타 체

계와 계층적 권력구조(hierarchical power structures), 갤러리 팬들의 파괴적 

경향(destructive tendencies of gallery goers)과 맞서 이길 확률은 없다.3 게임

은 게임자의 자신만만한 공격으로 시작되지만 이내 매우 불리하게 전개된다. 

게임자는 단지 게임에 패배하는 것에 그치는 대신, 공격 대상물을 만든 장본

인인 쿤스에게 모욕적인 훈계까지 들어야 한다. 이 과정이 일정한 과정이 경

과될 때마다 되풀이되는데, 바로 이러한 점들로 인해 이 시대 예술체계에 대

한 긴장감 넘치는 패러디가 되는 것이다. 

    <Jeff Koons Must Die!>로 표현된 조너킨의 결론은 비관적이다. 게임자는 

체계의 주어진 법칙에 충실히 임하는 한, 결코 승리를 거둘 수 없다. 게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미 패배가 예고되어있기 때문이다. 미술관과 화이트 큐

브는 그 안으로 유입된 것들을 신화화하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체

계의 수혜자로서 아트스타에겐 시장에서의 공공연한 승리가 담보될 것이다. 

현재 미술관체계의 이러한 도구적인 작동은 전혀 견제됨 없이 더욱 공고해지

고 있다. 게임자가 발사한 로켓은 작품 몇 개를 파손시키겠지만, 궁극적으로 

부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는 지난 세기 내내 진행되어 왔던 전위

주의의 선언까지 되짚어보도록 만든다. 사실 미적 전위주의의 체계에선 전통

을 향해 발사하는 로켓 자체에 이미 체계의 억압이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방가르드 예술무대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알려진 무력한 공격을 가해

야 한다는 관례화된 조항에 순응해야만 했던 것이다. 일테면 시스템에 의해 

인정받고 수용되는 전위주의 예술가가 되기 위해 체계를 향해 로켓탄을 날리

는 시늉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것은 지난 한 세기 동안 강요되어 왔던 일

종의 규범이자 제약이었다. 오랜 기간으로 습성처럼 몸에 배고, 부지불식간에 

태도를 결정하는, 그런 규약이자 제약이었던 것이다. 사실 제프 쿤스 역시 그

러한 성상파괴적 행위, 즉 전통과 관습을 향해 로켓포를 발사하는 것과 유

3　http://hunterjonakin.com/koon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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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행위로서 엘리트의 전용 신전에 아내와의 정사장면을 끌어들이는 신성

모독을 범함으로써 스타의 무대에 오른 작가다. 마르쿠제(Herbert Marcuse)

를 따르면, 이 강요된 규범, 곧 억압은 다시금 지배자들, 취향의 지배자들의 

제도를 떠받쳐주는 쪽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강요된 제약과 예약된 패배에서 볼 수 있듯, <Jeff Koons Must 

Die!>의 비관주의와 절망감은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적 전망을 환기

시킨다. 마치 현실을 지배하는 불의(不義)에 저항할 수 없는 형이상학, 파시

즘의 불가항력적인 희생자가 되는 인간의 절망의 재현이라는 호르크하이머

의 개념을 고스란히 차용한 것 같은 인상이 감지되기도 한다. 여기서의 절망

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좌절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포함해서 말이다. 무기력

의 가차없는 인식을 통해서만 “사건들의 혼란스런 표면 아래에 있는 지배적

인 권력의 구조”가 드러날 수 있는 것처럼, 공격의 예외 없는 실패가 미술관체

계의 난공불락성을 깨닫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4 무엇보다 

<Jeff Koons Must Die!>는 현재의 예술체계에 맞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

며,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 자문하도록 이끈다. 그것이 제공하는 

보호와 안전을 위해 체계의 지배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하는가? 이는 오늘날

과 같이 철저하게 체계화된 세계를 사는 인간에 있어, 가장 근원적인 질문 가

운데 하나일 것이다.5 

2. 작가의 추락

댄 퍼잡스키는 우리가 보지 않으려 애써 외면하는 진실과 직면하게 한다. 퍼

잡스키의 드로잉들은 그 고유한 함축과 희화화에 의해 진실에 동반되는 고

유한 지각적 불편함을 완화하면서 진실을 대하도록 한다. 그의 드로잉들은 

몇 개의 단순하고 즉흥적인 선과 한, 두 개의 용어로, 현 예술체계가 필연이

거나 최소한 필요악으로 정당화하는 수많은 익명 예술가의 소외와 소멸에 

대해 말한다. 그가 함축적으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진실에만 의하

4　빌렘 반 라이엔, 이상화 역,『비판으로서의 철학』(서울 : 서광사, 2000),  p. 124.

5　리 호이나키, 김종철 역,『정의의 길로 비틀거리며 걷다』(대구 : 녹색평론사, 2000), 앞의 책,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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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오늘날 작가들이 처한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다. 마치 외줄을 타는 

듯한 창작의 여정에서 수많은 작가들이 중심을 잃은 채 고 추락사(墜落死)하

고 만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퍼잡스키의 드로잉 <Artist-time>(도 4)에서 작가들은 오직 소수만이 중도

탈락을 면한 채 생존할 수 있는 혹독한 조건에 처해져 있다. 추락을 모면하

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 그의 다른 몇몇 드로잉들

(도 5, 7, 8)을 통해 추락의 몇 가지 중요한 원인들을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

다. 2007년의 드로잉 <Curator Artist →도판목록에 써주신대로 제목 빨간색

으로 고쳐야 하는지요? 65 artist, curator, art>(도 6)는 현 체계에서 작가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상징적인 언급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작가는 상대적으로 비대한 몸집의 강자(强者) 큐레이터에 의해 재단되고 규격

화되는 지극히 왜소하고 무력한 존재로 정의된다. 작가는 자신의 발을 땅에 

디디지도 못하고, 채 큐레이터의 팔에 의지한 채 허공에 떠 있다. 그는 체계의 

강자-네트워크와 상호작용에 편승하는 것 외에 달리 창작과 생존의 터를 마

련할 방도가 없는 부대적인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주체적 판단이 허

용된 독립적인 존재들이 결코 아니다. 언제든 체계의 질서에 의해 승진되거나 

도 7   댄 퍼잡스키(Dan Perjovschi), <Art market>, 2009

도 8   댄 퍼잡스키(Dan Perjovschi), <Atist gallerist>, 2009

도 4   댄 퍼잡스키(Dan Perjovschi), <Artist-time>, 2011

도 5   댄 퍼잡스키(Dan Perjovschi), <Art institution>, 2007

도 6   댄 퍼잡스키(Dan Perjovschi), <65 artist, curator, ar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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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될 수 있으므로, 그 운명은 체계의 질서와 규범에 의존적인 것이 되고 만

다.    

   퍼잡스키가 같은 해(2007)에 그린 드로잉 

<Radical Artist out and in the museum>(도 9)

은 미술관으로 대표되는 체계와 작가들의 관

계가 무엇인가를 잘 요약하고 있다. 퍼잡스

키는 작가를 미술관 체계를 지시하는 구조물 

밖에서 크고 활동적인 인물로 묘사함으로써, 

체계가 지배하는 분과학문들의 사이공간에서 이방인을 자처할 때 오히려 자

신이 보다 충만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퍼잡스키가 생각하는 

작가(Artist)는 밀폐된 미술관의 영역 밖에서 더 활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존재인 반면, 체계를 상징하는 사각형의 내부에선 왜소하고 활동이 정지되고 

마는 존재다. 폐쇄적인 체계의 틀 내에서 작가에게 부여된 임무는 체계의 관

행과 규범에 순응하면서,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의 자유를 오히려 정

당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러한 생각을 공동체 전체에 확산

시키는, 체계의 수호자가 되는 것일 뿐이다. 미술관체계는 탈(脫), 또는 반(反)

예술적 인식을 권고하고 종용한다. 아트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체계의 중심으

로 향하는 길로 접어들어야만 하고, 그 여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체계가 규

범화한 고도경쟁에 투신하는 것 외에 다른 우회로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영웅이 되기 위한 노선을 추구할수록 주체는 그에 비례

해 왜소해지고, 결국 주체의 돌이키기 어려운 상실에 가닿고 만다. 이것이 바

로 진실의 은폐와 관련해서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체계의 작용

이라고 말한 ‘미학적 환상’이 작용하는 방식이다. 체계는 체계를 감추는 것에 

의존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감추는 것에 의해 감추기로서의 체계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다. 이 환상에 의해 주체는 체계의 작용을, 곧 자신이 전도된 

욕망과 체제에 예속되어 있음을 감지하지 못한다. 파괴하고 전복하고자 하

는 것의 밑바닥에 동기화된 자신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과 바로 그 욕

망에 의해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바로 그 ‘몰이

도 9   댄 퍼잡스키(Dan Perjovschi), <Radical 

Artiste out and In the Museum>, 2007



82

해’가 체계의 작용이자 그 결과인 것이다.  

   퍼잡스키에 의하면 이 미적 환상과 싸워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주어진 무

기와 주어진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 것, 즉 미술관체계의 내적 규범을 따르지 

않는 것, 즉, 스타의 환상과 욕망에 대해 외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곧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이다. 내부자의 인식체계 자체를 문제삼기가 거의 불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술관체계가 스스로 규정해놓은 법칙의 밖에서 이

방인의 시선과 인식을 갖지 않는 한, 즉 내부자의 시선과 입장에 머무는 한, 

결코 미술관체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데 도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체계 자체를 떠나거나 등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퍼잡스키

는 이방인의 시선을 가지고 체계 내에 머무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언급한다. 이

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명확히 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싸

우기 위해 중요한 것은 미술관 체계 내에 머무는 것이다. 그곳이 진실과 직면

하고 성찰하는 예술의 고유한 쟁투가 진행되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외

부자의 시선을 보존한 채 체계 내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예술이 체계와 맞서

는 방식이며 진실을 추구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자신과 대면하기 위해서는 미술관체계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자의 시선, 이

방인의 인식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조너킨을 따르면 지지 않기 위한 유일한 

길은 게임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패배는 점

진적으로 유예되기 시작한다. 전적으로 불리한 게임을 시작하는 것, 그 억압

과 소외의 작동을 인식하면서 체계 안에서 거하는 것은 결코 사전적 의미의 

‘패배’와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체계 내에서 체계의 외부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현 미술관체계를 넘어서는 가능성의 길이라는 것이 조너킨과 퍼

잡스키로부터 동일하게 듣게 되는 메시지일 것이다. 

III   선별의 도구화와 아트스타(Art star)

1. ‘경쟁력있는 스타작가’와 그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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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11일 매일경제의 뉴스에 미술에 관련해, <부호들이 눈독들이는 현

대미술 초강세… 과연 언제까지?>라는 제하의 기사가 올랐다. 기사는 뉴욕에

서 폐막된 크리스티와 소더비 경매에서 지명도 높은 현대화가와 조각가의 작

품 가격이 추정가를 크게 상회하며 낙찰되었고, 인상주의 화가에서 현대미술

에 이르기까지 ‘유명작가 쏠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

다. 하지만 이 기사의 결론은 이 추세적 쏠림현상에 편승하는 것이 한국미술

의 선진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믿는 한 경제학자를 인용하는 것으로 끝을 맺

었다. 즉 “한국현대미술도 세계 미술시장을 리드할 경쟁력있는 스타작가를 

집중적으로 키워 이브닝 세일(evening sale), 고가 작품을 거래하는 메인 경매)

에 더 많이 진출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 결론이었다. 기사는 그렇게 해야 하

는 이유로서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각국의 부자들이 유명작가를 선호한다

는 점, 스타작가의 대표작은 그 수량이 한정된 고도의 경쟁시장이란 점, 거물

들의 경쟁이 계속 뜨거울 것이라는 점, 그러므로 이 목록에 등재될만한 걸출

한 스타를 키우는 것이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충고에는 단지 투자 차원의 성공을 기원하는 경제적 조언이나 현

상에 대한 보고를 넘어서는, 오늘날 예술의 시대정신이자 제1의 강령으로 선

포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06년 국내의 한 미술 전문지와의 인터뷰에

서 경매회사의 CEO가 답했던 내용도 이와 전적으로 동일한 맥락이었다. 바젤 

아트 페어의 <아트 언리미티드>전의 의미를 묻는 잡지사 기자의 질문에 대한 

그 CEO의 답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어쩌면 베니스 비엔날레의 본 전시에 초대되는 것 보다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

런데서 국제적인 거물급 컬렉터의 눈에 들어야 나중에 국제적인 미술관의 컬렉션에 

작품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야 나중에 미술사의 일부가 될 수 있답니다. 국제적인 

미술관들에 영구소장품으로 전시되지 않으면, 아무리 유명해봐야 나중엔 결국 망

각되는 법이거든요. 루이스 부르주아가 그런 시장관리를 잘 해서 ‘말년에 인생역전’

한 케이스잖아요.”6

6　이정우, 호경윤 외 편집부, 「미스터 M 에게 배우는 미술시장의 가갸거겨」,『Art in culture』(서울 : 미술사랑, 

2006), 2월호,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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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인 거물급 컬렉터의 눈에 들어야 나중에 국제적인 미술관의 컬랙션

에 작품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야 아트스타가 될 수 있다는 요지인데, 이는 

결코 틀린 지적이 아니다. 실제로 아트스타는 고가의 작품들을 교환하고 거

래하는 거부(巨富, super rich)들이 운집하는 ‘이브닝 세일’을 위해 필요하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중심지’로 서둘

러 우리의 작가들을 보냄으로써 세계무대에서 한국스타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최우선의 과제라는 인식은, 특히 한국과 같이 글로벌화가 최우선

의 가치로 정착한 사회에서 지당한 귀결인 것처럼 보인다. 광범위한 확산을 

넘어, 시대정신이자 국가소명으로 자리매김된 이러한 인식에 의해 정당화되어

온 것이 ‘아트스타’, 또는 ‘블루칩 작가’현상이다. 아트스타나 블루칩 작가는 

예술체계의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작위적인 희귀

재’다. 오늘날 현대미술의 체계 전체가 이 희귀재의 생산과 유통, 소비와 분

배를 둘러싸고 작동한다. 상업갤러리, 아트페어, 옥션 뿐 아니라, 국가정책과 

공공미술관, 저널리즘, 대학교육까지도 스타를 발굴하고, 포장하고, 신화화

하고, 조작하고 매매하는 메커니즘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그 중심조차

도 스타의 신화에 기대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극소수의 아트스타와 절대 다수의 무명작가를 구분하는 선별기준

이 작가 개인의 재능이나 작업수행능력과 거의 무관하다는 점이다.7 조너킨이 

아트스타와 블루칩 작가의 대변자 격으로 지목했던 제프 쿤스의 명성이 그

의 예술적 수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이다. 장 클래르(Jean Clair)에 의하면, 제프 쿤스-데미안 허스트도 마찬가지

다-야말로 작가와 브로커, 또는 장사꾼의 구분조차 불가능해져버린 시대의 

전형적인 작가 상이다. 장 클래르는 제프 쿤스에서 더 이상 예술가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다만 “구매자와 혼돈을 일으키는 브로커의 모습을 한 모

방인(homo mimeticus)”을 목격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장 클래르-에 의하

7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좋은 예술(기술)을 가려내는 선별이나 검열의 기준이 존재했다. 어떤 시대, 사회에서건 검열

이나 선별기준으로부터 작가가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정상적인 사회 공동체, 문명에

서 생존시키고 보존해야 할 것들의 선별은 그 사회의 전반적인 검열, 선별 기준과 밀전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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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제프 쿤스와 같은 오늘날의 작가들은 브로커와 닮아있거나 위장하는 것

을 넘어, 아예 그 자체가 되는 데까지 나아간다. 브로커나 장사꾼보다 더 한 

행동도 작가라는 특권적인 호칭과 효력으로 무마된다 : “작가는 그 자신이 

브로커가 될 수 있다. 예술가라는 신분을 유지하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특권

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말이다. 데미안 허스트도 바로 이 예에 해당한다. 시

장의 대대적인 추락이 있기 직전인 2008년 9월, 관레적인 절차인 갤러리를 통

하지 않은 채 수많은 자신의 작품들을 소더비 경매에 내놓았다. 매매는 엄청

난 성공을 거두었다.”8 

2. 아트스타의 선별기준, 그 외설스러움

그렇다면 오늘날 예술체계에서 작동하는 선별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를 구

체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기준은 (퍼잡

스키의 함축적 드로잉들에서 적시되었듯) 체계의 강자인 큐레이터나 갤러리스

트, 곧 조너킨의 게임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 저항자들을 숙청하는 바로 

그들의 내부적인 기준이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수퍼리치들

의 운집처인 아트 페어의 이브닝 세일에서 고가의 희귀재를 소비할 여유가 있

는 (극)소수의 기호, 솔직하게 ‘아마추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진정으

로 즐기지도 못하는 ‘몰취미의 취미’에 귀속된다.9 앞서 환기했듯, 구분과 선

별의 기준이 소수의 취미 기호로 대체되었고, 이러한 기호가 스타와 폐기들을 

가르고, 신화와 오물을 구분하는 시금석으로 작용한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글로벌 미술계의 현황이다. 

“종교(culte)에서 문화(culture)로, 문화(culture)에서 문화적인 것(culturel)으로, 그리고 

문화적(culturel)인 것에서 다시 돈의 종교(culte de l'argent), 이것이 우리가 보아온 과

정, 우리가 변소로 처박혀 온 단계들이다. 제프 쿤스, 데미안 허스트, 잘 파브르, 세

라노와 그의 소변 예수(Piss Crist),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몰려오는 동료, 냄새 없는 복

사본: 황금, 투기, 아트 페어, 샤울라게 스타일의 은밀한 창고들, 요란스런 쇼룸으

8　Jean Clair, L'hiver de la culture, éd. Flammarion (Paris : Flammarion, 2011),  p. 104.

9　위의 책,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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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조된 오래된 박물관들, 팔래 그라찌(Palais Grassi) 스타일, 옥션, 결국 터무니없

고 외설스러운 순환의 성취…”10

   소수의 취미가 체계의 작동 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체가 이미 위기의 

전조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 ‘결정적인 소수’가 예술

의 순수한 애호가들과 거리가 멀며, 점점 더 단기 매매를 통해 그 차익을 노

리는 투기와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존  버거를 따르면 이 현대의 후원자

들은 더 이상 ‘진리를 사냥해 올 매를 손목에 얹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

만 ‘카나리아를 키우는 노파’일 뿐이다.11 오늘날 노파들의 취향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욕망에 의해 당대 작가들의 재능을 선별하고, 그 생존과 폐기를 결

정하는 선별의 체계 자체를 도구화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케 하고 있다. 

   1980년대에 자기재질로 만든 분홍색 돼지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던 쿤스

는 사실 ‘철지난 다다이스트’에 지나지 않는다. 장 클래르를 따르면, 그는 머

리가 헝클어진 낭만주의 예술가도 아니고, 굳은 의지로 투쟁의 전면에 나서

는 아방가르드 미술가는 더더욱 아니다. 그는 다만 방금 면도를 끝내고 작

은 서류가방을 손에 들고 나타나, 자신의 새로운 관객에 부응하며 전적으로 

자신만을 근거로 삼는 ‘도시의 장사치’에 지나지 않는다.12  쿤스를 밀어붙이

고, BMW를 부추겨 퐁피두를 경유하고, 베르사유까지 점령하도록 만든 선별

기준은 상업적이고 투기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미적 질의 수준이나 

아방가르드적 의미의 성취 등과는 거의 무관하다. 

“물론 이 가치는 오랫동안 결정되어 온 미학적 가치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것은 경

제적 퍼포먼스와 같은 산물의 가치일 뿐이다. 퍼포먼스의 의미가 중요한데, 그것은 

전혀 작품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경매장에서 매겨진 가격에 지나

지 않는다. 그리고 마치 기병대처럼 재빨리 사고파는 과정에 의해 가능해지는, 그리

고 그 마지막 가담자를 큰 희생자로 만드는 폰지(ponzi)사기적 과정으로부터 비롯되

는 것이다.”13

10  위의 책,  p. 102. 

11   존 버거, 위의 책,  p. 46. 

12　Jean Clair, 위의 책,  p. 65. 2010년 7월 퐁피두에서 BMW 승용차에 색을 칠한 <쿤스모빌>을 전시하도록 했다. 

13　위의 책,  p. 101. 



87재앙적 예술과 그 도구화된 선별체계 : 헌터 조너킨과 댄 퍼잡스키의 작품으로부터

   현 예술체계의 선별기능은 그것에 상업적이고 투기적인 분위기에 의해 소수

의 몰취미한 기호에 대대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현 체계의 특성을 이해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다이아나 크레인(Diana Crane)의 예술사

회학 보고서는 이러한 정황이 적어도 1940년대 이후로는  보편화되어 왔음을 

알게 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성공한 작가들이 선택, 제시하

는 주제들은 “컬렉터의 사회적·계급적 배경과 그들의 작품을 구입하고 전시

하는 조직들-미술관과 기업-의 보수적인 성향”이 깊이 반영되었음을 확인시

켜준다.14 

   이 모든 것은 시장의 변질, 왜곡과 무관하지 않다. 예전에 시장은 지식인들

과 갤러리스트들의 정교한 게임이었고, 타인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고 있었지

만, 오늘날에는 두 개나 세 개의 옥션회사에 의해 움직이는 고도의 금융적 투

기시스템과 부를 거머쥔 극소수의 관객에 의해 좌지우지된다.15 그들은 오늘 

거기서 전시하고, 기념하고 장식하면, 내일은 팔 수 있다는 사실을 극도로 밀

고 나갔다. 그들의 취미 기호는 ‘사적 기호’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짧

은 시간 내에 최대의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탐욕의 경제에 의

해 오염된 것이다. 이러한 결탁된 기호가 체계에 의해 고급하고 심오한 미적 

근거로 둔갑되고 정당화되는 과정이야말로 현재의 예술체계에서 핵심적인 사

안이 아닐 수 없다.16 

   노엄 촘스키(Avram Noam Chomsky)를 따르면, 시스템은 권력이 부자의 

손안에 있도록 디자인해왔다. 예술은 그들의 다른 한 손에 고상한 취미를 담

보하는 도구화된 기제로 전락해가고 있다. 이렇듯 걸출한 예술가를 양성하

는 과정으로 혼돈되는 기준에 의해 소수의 아트스타와 대다수의 무명작가가 

분리됨으로써, 이 시대의 창조성과 다양성의 토양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러한 예술이 사람들의 내적 성숙을 바라는 깊은 배려와 공감, 우정과 연대

의 길로 인류를 안내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14　다이아나 크레인, 조진근 역, 『아방가르드와 미술시장』(성남 : 북코리아, 2012),  pp. 239-240.

15　위의 책,  p. 65.

16　성공한 작가들이 선택, 제시한 주제들은 “컬렉터의 사회적·계급적 배경과 그들의 작품을 구입하고 전시하는 조

직들-미술관과 기업-의 보수적인 성향”이 깊이 반영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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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의 이러한 결탁된 선별기제의 희생자에는 관객-대중도 포함된다. 갈

수록 노골화되어가는 마케팅의 전략에 의해, 그리고 예술 감상과 명성의 소

비를 혼돈하는 것에 의해, 성찰이 아니라 오락적 기호로 인도되면서 그들은 

정확하게 주어진 목록만을 의존해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이것이 아트스타의 

제조에 혈안이 되고, 그로 인한 이익창출로 그 목적을 한정하는 이 시대가 재

앙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IV   나가면서 : 재앙적 예술체계와 그 넘어서기

조너킨의 <Jeff Koons Must Die!>는 현재의 스튜디오와 미술관 체계가 얼

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환유적으로 보여주었다. 미술관 체계의 극복을 극적

으로 어려운 것으로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이자 시스템을 통해 더욱 강화되

는 메커니즘이 바로 ‘스타마케팅(Star Marketing)’, 또는 ‘아트스타시스템(Art 

star system)’으로 불리는 것이다. 조너킨은 아트스타 시스템의 규범을 따르

는 자체에 이미 필연적 패배가 예고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싸움에서 이길 개

연성이 전무하다 절망적으로 선언한다. 

   게임처럼 언제나 상황이나 결론이 단순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상황에서도 

대다수의 도전자들은 결과적으로 희생양이 되고 만다. 실제로 2차 대전 이후 

내내 큰 경제적 보상을 받았던 작가들은 몇몇 주류 갤러리와 관련있는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꽤 알려진-2차 시장인 경매시장에 나올 정도로- 작가

들의 경우, 경매가는 같은 시기의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만큼도 오르지 않

았다. 팝과 미니멀 계열 작가들의 경매가는 아예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예조차 그나마 작품이 팔린 경험이 있는 작가들에만 한정된 통

계치일 뿐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1년간 시장에 나오는 이젤회화 가운데 실제 

팔린 것은 1%미만이었다.17 여기에다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일부 갤러리를 제

외한, 소위 아방가르드 미술을 취급하는 갤러리들 자체의 매우 낮은 생존율

까지 감안하면, 갓 대학을 마친 젊은 작가들에겐 훨씬 더 제한적인 기회만이 

17　Norman Kent, “Some sale talk,” Americain Artist, 23 (May,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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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졌을 거란 사실을 추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퍼잡스키의 도상적 비유에 등장하는 외줄타기에서 추락사(墜落死)하는 예

술가들의 역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고 있다. 퍼잡스키 역시 조너킨이 

제프 쿤스의 회고전을 들어 희화화했던 아트스타 체계와 그 부도덕한 귀결

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퍼잡스키가 보기에도 현대의 작가들은 

소수의 슈퍼스타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대다수의 ‘인기서열

이 매겨진 집단’에 소속되어, 그 집단의 내부규범에 의해 평가되는 무력한 개

인이 되던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존재일 뿐이다. 후자의 범주에 속하

는 작가들이 겪게 될 운명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과 같다. 그들은 전적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선별체계에 의해, 경력쌓기의 초기부터 변두리로 밀

려나기 시작하고, 생존에 급급해하면서 도태와 폐기의 수순을 밟아나가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현 예술체계가 결정적으로 이익을 문제삼는 

활동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따라서 소수의 큰 구매자들의 취미가 선별기능에 

주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재앙적인 속성을 띠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체계에서 예술의 자유와 창조성, 그리고 의미생산 기능이 심각

하게 위축되는 것은 불 보듯 명확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중적 인기

에 영합하는 오락-예술이 대대적으로 궐기한다 해도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

닐 것이다. 이 체계가 작가의 잠재적 창조성에 어떤 ‘내적 파괴’를 초래해 왔다

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전에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상업적 성공

에 집착하는 예술가’18, ‘부유하고 세련미 넘치는 예술가들을 자신의 역할모델

로 받아들이는 젊은 예술가들’,19  전업 레저전문가, 타인의 감각적 기대를 그

려주고 자극하는 미학적 기술자, 파트타임 소비자로서의 예술가들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20 

18　David Bourden, “Andy Warhol and the society icon,” Art in America, vol. 63 (January-February, 1975),  pp. 

42-45.

19　Irving Sandler, “Tenth Street then and now,” The Est Village Scene (Philadelphia :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University of Pennsylvania, pa., October 12-December 2, 1984),  pp. 10-19.

20　다이아나 크레인, 위의 책,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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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은 여전히 자유와 해방의 선두주자로 간주되고 또 자처하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예술체계는 그러한 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체계의 구성원들

은 마치 만사가 로봇으로 통제되는 미래사회의 일원이라도 된 것처럼 스스

로 통제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전례가 없는 글로벌화와 투기시장화가 미적 

성취를 구분하는 지역의 선별기능을 통제하고, 미디어는 소수의 스타로만 시

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그 나머지의 진실을 사라지게 만든다. “절대다수

의 비참한 소외를 정당화하고, 약자 예술가들의 희생을 담보로 명성(유명세)

의 가치를 정당화하는 위악적인 체계가 더욱 더 첨예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이다.”21 이러한 사실은 같은 기간 두세 차례의 강한 경제적 조정과 그로 인한 

온갖 파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도, 다뤄지지도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사람들은 여전히 비약적인 양적 팽창경제, 풍요로운 스타일, 베니스

나 마이애미에서의 휴양지 경제, 최신설비를 갖춘 호화로운 쇼핑몰 등의 탐

욕의 경제체제 아래서만 번창할 수 있는 종류의 예술을 기대하고 있다. 

   경제학자 다니엘 코엔(Daniel Cohen) 교수의 충고를 새겨들어야만 하는 이

유가 여기에 있다. 어느 날 시스템의 작동이 파행되고, 그 준 평형 상태가 무

너지고, 따라서 파국이 불가피한 상태를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그리고 현재

의 (경제)체제가 무너졌을 때 생각할 수 있는 희망이 쉽지 않은 것처럼, 전적

으로 그것에 의존하는 예술체계의 희망 또한 쉽지 않을 거란 점 또한 고려해

야 한다. 이것이 도구화된 예술과 그 체계의 핵심요인인 아트스타 시스템을 

재앙의 맥락에서 접근해 보고자 했던 이 논의의 궁극적인 지점일 것이다. 코

엔 교수를 따르면 재앙을 피하거나 넘어서는 길은 현재 잠재 재앙적 특성들

을 딛고 넘어서도록 허용할 어떤 ‘내적 통제’의 단초를 획득하는 것이다.22 그

것에 관한 적극적인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들의 목록을 꾸미고, 

그 세목들로 들어가는 것이 다음단계의 연구가 될 것이며, 그럴 수 있을 때 

이 논의의 의미가 보다 확인되고 보강될 수 있을 것이다. 

21　심상용, 「‘돈 안되는 예술의 종말’, 출구는 없는가?」, 『Contemporary Art Journal』, Vol. 8, 2011,  p. 88. 

22　하지만 코엔교수의 말처럼, 재앙을 대하는 작금의 태도들을 볼 때, 인류가 성찰과 각성을 통해 ‘파국을 피할 

수 있는 내적 통제’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다. 설사 그러한 내적 통제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 깨달음이 행동을 낳는데 까지 도달할 것인지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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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tastrophic Art and Its Instrumentalized Selection System :
From work by Hunter Jonakin and Dan Perjovschi

   Shim, Sang-yong(Dongduk Women’s University) 

In terms of element and process, art today has already been fully systemized, yet 
tends to become even more systemized. All phases of creation and exhibition, 
appreciation and education, promotion and marketing are planned, adjusted, 
and decided within the order of a globalized, networked system. Each phase is 
executed, depending on thesystem of management and control and diverse means 
corresponding to the system. From the step of education, artists are guided to 
determine their styles and not be motivated by their desire to become star artists 
or running counter to mainstream tendency and fashion. In the process of planning 
an exhibition, the level of artist awareness is considered more significant than work 
quality. It is impossible to avoid such systems and institutions today. No one can 
escape or be freed from the influence of such system. 
   This discussion addresses a serious distortion in the selection system as part of 
the system connotatively called "art museum system,"especially to evaluate artistic 
achievement and aesthetic quality. Called "studio system" or "art star system," 
the system distinguishes successful minority from failed absolute majority and 
justifies the results, deciding discriminative compensations. The discussion begins 
from work by Hunter Jonakin and Dan Perjovschi. The key point of this discussion 
is not their art worlds but the shared truth referred by the two as the collusive "art 
market" and "art star system." Through works based on their experiences, the two 
artists refer to these systems which restrict and confine them.
   Jonakin’s Jeff Koons Must Die! is avideo game conveying a critical comment 
on authoritative operation of the museum system and star system. In this 
work, participants, whether viewer or artist, are destined to lose: the game is 
unwinnable. Players take the role of a person locked in a museum where artist Jeff 
Koons’retrospective is held. The player can either look around and quietly observe 
the works, which causes a game-over, or he can blow the classical paintings to 
pieces and cause the artist Koons to come out and reprimand the player, also 
resulting in a game-over. Like Jonakin, Dan Perjovschi’s some drawings also 
focuses on the status of the artist shrunken by the system. Most artists are ruined 
in a process of competition to survive within the museum system. 
As John Burger properly pointed out, out of the art systems today, public collections 
(art museums) and private collections have become "something unbea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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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ystem justifies the selection system of art stars and its frame of reference, 
disregarding the problem of producingnumerable victims in its process. What 
should be underlined above all else is that the present selection system seriously 
shrinks art’s creative function and its function of generating meaning. In this 
situation, art might fall to the level of entertainment, accessible to more people 
and compromising with popularity. 
   This discussion is based on assumption and consciousness on the matter that 
this situation might cause catastrophic results for not only explicit victims of the 
system but also winners, or ones defined as winners. The system of art is probably 
possibleonly by desire or distortion stemmed from such desire. The system can 
be flourished only under the economic system of avarice: quantitatively expanding 
economy, abundant style, resort economy in Venice and Miami, and luxurious 
shopping malls with up-to-date facilities. The catastrophe here is ongoing, not a 
sudden emergence, and dynamic, leading the system itself to a devastating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