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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Modern의 관점에서 본 1990년대 이후
전시 현황의 전환 분석
백다은*

국문초록
전통적 전시 개념은 1990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옌스
호프만(Jens Hoffmann)은 전시기획의 관점이 이전과 달리 새롭고 다양해진 것이
1990년대 초부터 이며, 이러한 변화는 공산주의의 붕괴와 국제화 그리고 디지털 미
디어의 폭발적인 증가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니꼴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는 이 전환의 시기를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다문화주의 시대로 파악한다. 부리오는 서로 다른 시간들의 만남으로 인해 이시성
(heterochrony)이 나타나고, 탐험의 자유와 번역이 흔하게 일어나며 서구권에 의해
서가 아닌 비서구권의 위치에서 나타나는 대안적 모더니즘인 얼터모더니즘
(altermodern)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1990년대부터 전시기획의 방향은 극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공간적 측면에서 닫
힌 공간(White Cube)에서 열린공간(Open Sites)으로, 전시기획 주체의 측면에서 창
작자(artist)와 기획자(curator)의 경계가 사라지고, 전시기획 내용 측면에서 이전 시
대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관심사가 다루어진다.
이에 본 논문은 1990년대부터 뚜렷이 변화된 양상을 보여주는 전시 현상을 살펴
보고 니꼴라 부리오의 얼터모더니즘(altermodern)의 관점에서의 전시 사례와 특징
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박물관, 미술관의 소장품 관리와 전시 운영방식의 전환을
미술작품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서부터 추적하여 급변하는 미술관, 박물관의 경영
방식을 예측하는데 이 논문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시분석 대상은 1990년대 이후 여러 영향력 있는 전시 중에서 특히 전환의 특징
을 선명하게 보인 4가지 전시 사례를 표본으로 분석하고, 부리오의 얼터모더니즘
관점에서 그 함의를 이해하고자 한다. 전시의 전환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전시
는 다음과 같다.: 하랄트 제만(Harald Szeemann)의<머리로 사는 방식: 태도가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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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때 : 작업-개념-과정-상황-정보 (Live in Your Head. When Attitudes Become
Form: Works-Concepts-Processes-Situations-Information 1969년) >,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Hans Ulrich Obrist)의 <Do it(1993-)>,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가
중심이 되어 기획한 <프리즈(Freeze)1988년>, 그리고 프레드 윌슨(Fred Wilson)의
<마이닝 더 뮤지엄( Mining the Museum)1993년>
주제어: 미술전시, 전시현상, 전시기획자, 얼터모더니즘, 니꼴라 부리오, 예술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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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전환된 전시현상의 암시는 1863년 ‘낙선전’(Salon
des Refusés)에서부터 그 씨앗을 볼 수 있다. 당대에 프랑스 미술계에서
영향력 있는 ‘살롱전(Salon)’의 위원회의 선택에서 낙선된 작가들이 자
신의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 전시를 기획했으며 그 결과 위원회에 대한 강
한 저항을 지속되었다. 나폴레옹 3세는 1863년이 되어서야 낙선전 개최
를 승인하게 된다. 살롱전은 1667년 팔레 루아얄(Palais Royal)에서 첫
전시 이후 1725년에 루브르 궁의 살롱 카레(Salon carré)에서 열렸다.
살롱전의 전시가 권위있는 공간에서부터 열렸던 것에 비하여 낙선된 작
가들의 전시는 파리 세계박람회를 위해 1855년에 지어진 팔레 드 인터스
트리(Palais de l’lndustire)의 별관에서 개최되었다.1) 살롱전에서 선택
받지 못했던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대안으로 새로운
공간과 자신들이 직접 기획한 낙선전을 대중에게 제시한 것이다.
‘낙선전’ 이후 전통적 전시기획의 궤도에서 이탈하고자 했던 전시현상은
미술 역사 속에서 간혹 산발적으로 있었다. 전시기획의 전환적 진화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빈번하게 기존 전시 개념의 틀을 깨고 제시되는 새
로운 형태의 전시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옌스 호프만(Jens Hoffmann)
은 전시기획 방식이 다양해진 것이 1990년대 초이며 이러한 변화는 공산
주의의 붕괴와 국제화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의 폭발적인 증가와 그 시기
를 함께 한다고 말한다.2) 니꼴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는 이 시기
를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다문화주의 시대이며 서로 다른 시간들의 만남
으로 인해 이시성(heterochrony)이 나타나고, 탐험의 자유와 번역이 흔
하게 일어나며 서구권에 의해서가 아닌 비서구권의 위치에서 나타나는 대
안적 모더니즘인 얼터모더니즘(altermodern)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3)
1) Bruce Altshuler, Salon to biennial: exhibitions that made art history. Volume1,
1863-1959, Phaidon, 2008, pp.13, 23-24.
2) Jens Hoffmann, Show Time, Thames&Hudson, 2017,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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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전시 방식에 변화가 나타난 배경에는 전시를 기획하는 큐
레이터의 의미 변화에서 엿볼 수 있다. 본래 큐레이트(curate)는 라틴어
큐라투스(curatus)에서 유래했고 이것의 과거 분사 형태인 큐라(curare)
는 돌보다(to take care of)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결국 미술관 ‧ 박물
관 ‧ 아카이브에 소속된 큐레이터들이 소장품을 정기적으로 광내고, 캔버
스의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용 얇은 종이들을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
다.4) 하지만 동시대의 큐레이터는 미술관의 소장품에 의존하여 전시를
기획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미술작품들 간에 의미를 만들어서 전시를 기
획하는 보수적인 큐레이터의 입장도 아닌, 창의적인 발상을 통하여 전시
를 기획하는 큐레이터로 변화하였다. 즉, 미술관, 박물관의 소장품 관리
및 전시 운영방식에 해당되는 경영방식의 혁신적 전환이 ‘큐레이터’라는
용어의 의미를 희석시켰다.
큐레이터가 전시기획에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
1960년대 등장한 미니멀리즘, 개념미술, 퍼포먼스 아트, 대지미술, 설치
미술 등 많은 미술사조들과 관련이 있다. 이 사조들은 종종 전시장 내부
에서는 작품을 보여줄 수 없는 등 미술작품 자체가 기존의 전통적 전시
방법인 연대기적 전시방법에 맞지 않는다. 새로운 경향의 작품들을 기획
하기 위해서 기관의 보수적 입장에서 탈피한 독립큐레이터는 1990년대
에 나타나기 시작했다.5) 그 결과 전시기획에 있어서 창의적인 접근이 나
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것은 비슷한 시기에 큐레이팅 학
과가 설립되면서 전시기획자들이 기존 미술사교육에서 전시 기획의 다양
한 가능성들에 대해 탐구하는 큐레이팅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1987년 프랑스 그라노블에 위치한 에꼴 드 메게
슨(Ecole du Magasin)에서 대학원 과정의 큐레이팅 프로그램이 설립되
3) Nicolas Bourriaud, Altermodern: Tate Triennial, Tate Publishing, 2009, pp.12-20.
4)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0/03/03/style/curate-buzzword.
html(검색일 2021년 7월 6일).
5) Jens Hoffmann, Ibid,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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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 뒤로 1990년에 미국 뉴욕의 바드 컬리지 센터(Bard College’s
Center)에서 큐레토리얼 과정이(Curatorial Studies) 생겼으며 영국 런
던에서는 1992년 로얄 컬리지 오브 아트(Royal College of Art)에서 동
시대 큐레이팅 과정이(Curating Contemporary Art) 생겼다.6) 대학교
의 교육과정 이외에 미술관을 포함한 비영리 단체에서도 큐레이팅 교육
프로그램이 왕성하게 만들어졌다. 당시 대학 내 ‧ 외부에서 교육을 받은
젊은 큐레이터 세대들은 상업 공간, 경매회사, 아트 페어 부스, 온라인
웹사이트 등을 자신들의 전시 장소로 사용하면서 큐레이팅의 의미를 확
장해 나갔다.
본 논문은 1990년대부터 변화된 전시현상을 니꼴라 부리오의 얼터모
더니즘(altermodern)의 관점을 바탕으로 분석 할 것이다. 부리오는 1990년
이후의 시기를 포스트모더니즘이 끝난 얼터모더니즘의 시기로 바라본다.
얼터모더니즘 시대는 서로 다른 복합적인 시간을 이루는 이시성(heterochronic)이 나타난다. 또한 글로벌 문화의 규모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질적 담론들 속에서 타문화권의 요소를 번역하는 번역 지향적 성격을
갖으며 방랑자 혹은 여행하는 인간(homo viator)으로서 유목적 성질이 갖
는다. 유목적 성질은 이주의 성격을 포함하는데 비서구권을 서구권과 동등
한 위치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시대의 대안적 관점을 제시한다.
부리오는 자신이 주장하는 얼터모더니즘 개념을 뺷관계미학뺸, 뺷래디컨
트뺸, <얼터모던> 전시 속에서 미술계의 변화를 미술가와 미술 작품을 통
해 점차 발전시켜 나가지만 변화된 전시 현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
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1990년대 이후의 전시현상을 부리오가 제시하
는 패러다임을 근거로 유목성과 대안적 입장에 근거하여 전시를 분석할
것이다. 전시는 옌스 호프만이 1990년대부터 새로운 전시의 형태로 제시한
<두잇(Do it)> 전과 이러한 전시의 형태의 시초격 전시인 <머리로 사는
6) Jens Hoffmann, Ibid,p.12.
Paul O’Neill, The culture of curating and the curating of culture(s), The MIT Press,
2012,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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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태도가 형식이 될 때: 작업-개념-과정-상황-정보>을 분석할 것이
다. 또한 옌스 호프만은 이 시기에 예술가들이 큐레이터의 역할을 대신
한 시기로 보는데 그가 소개한 전시 중 젊은 작가들이 자신들의 대안적
전시로 스스로 기획한 <프리즈(freeze)> 전시와 역사적 외곡을 들추어내
어 수평적 역사관을 제시한 <마이닝 더 뮤지엄(Mining the Museum)>
전시 분석을 통해서 변화된 예술경영 방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부리오의 얼터모더니즘과 전시의 관계
니꼴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 1965-)는 프랑스 출신 큐레이터 ‧
비평가이다. 부리오는 제롬 상스(Jérôme Sans)와 함께 동시대 미술을
보여주는 파리의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 미술관의 1999년 공동
설립자이면서 2006년까지 공동 디렉터를 역임했다.7) 부리오는 2007년
부터 2010년까지 런던의 테이트 브리튼(Tate Britain) 미술관에서 걸벤
키언(Gulbenkian) 큐레이터로 재직했다.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은 2000
년부터 트리에날레 전시를 기획했는데 부리오는 2009년 <얼터모던(altermodern)>이란 제목으로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변화된 예술을 알리는
전시를 기획했다. 다음해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리오는 파리에 있
는 미술학교인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의 디렉터를 맞았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는 남프랑스
에 위치한 몽펠리에 현대아트센터(Montpeliier Contemporian)의 총괄
디렉터를 역임했다.8)
프랑스 밖에서의 부리오의 활동으로는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아
페르토(aperto) 섹션의 전시를 공동으로 기획했다. 그리스에서는 2011년
7) Palais de Tokyo, https://www.palaisdetokyo.com/en/content/site-its-history
(검색일 2021년 8월 7일).
8) Artforum, https://www.artforum.com/news/nicolas-bourriaud-ousted-as-directorof-montpellier-contemporain-85365(검색일 2021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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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 비엔날레의 공동 기획자로 참여했다. 또한 터키에서 열리는 이스
탄불 비엔날레의 2019년 해의 큐레이터로서 전시를 기획하는9) 등 많은
다양한 전시에 기획자로 참여하였다. 부리오의 뺷관계미학뺸(1998/2002)을
시작으로 관계 예술에 대해 언급하였다. 뺷래디컨트뺸(2009)에서는 1990
년대 이후 상호 연관된 관계를 래디컨트 식물에 비유하며 현대의 새로운
현상을 설명한다. 부리오는 뺷래디컨트뺸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후의 간극
을 얼터모더니즘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또한 부리오는 뺷포스트프로덕션뺸
(2005), 뺷엑스폼뺸(2016) 등을 통해서 동시대 예술을 정의한다.
예술경영의 변화를 전시변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전시는 일반적으로
관객과 신체적인 관계맺음의 과정을 갖게 되는데 관람객이 전시장에 작
품과 관계 맺는 의미의 변화가 예술작품의 아우라 발생 방식에 변화를 가
져오게 했다. 부리오는 예술작품의 아우라는 더 이상 캔버스 속 재현된
세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공간에서 관객이 작품 앞에서 작품
을 응시하는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고 말한다.10) 1990년대의 예술은 관
객이 작품을 만지는 등의 관계맺음을 통해서 수동적 입장의 관객들은 전
시장에서 예술작품과 동등하게 중요한 위치로 격상된다. 작품과 관람객
의 관계는 상호간에 소통을 필요해하는 대담자의 역할을 요구한다.11) 뿐
만 아니라 80년대의 예술가들이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시각적 형태와 대
중문화의 아이콘을 강조 했다면 1990년대 예술가들은 예술작품의 주제
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상황 자체를 표현한다.12)
예술가는 인간과 세상의 관계를 미학적 오브제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이러한 예술작품이 전시 속에서 관객과 맺던 관계맺음의 방식의 변화가
전시의 구조와 의미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리오는 1996년 <트래픽

9) ARTnews, https://www.artnews.com/art-news/news/nicolas-bourriaud-curate2019-istanbul-biennial-10295/(검색일 2021년 8월 7일).
10) Nicolas Bourriaud, Relational Aesthetics, Les press du réel, 2002, p.61.
11) Ibid, p.43.
12) Ibid,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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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전시를 기획하는데 이 전시에서 그는 처음으로 관계미학의 개
념을 다루었다. 전시의 일부작품은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도 있었으며,
작품들 중에는 실제 작품의 제작 과정이 담긴 녹화 영상이나 작가가 맺었
던 관계의 흔적을 전시하는 작품도 있다.13)
니꼴라 부리오는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에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을 규
정짓기 위해 새로운 모더니티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얼터모던(altermodern)’을 제시한다. 얼터모던의 접미사 얼터(alter)는 복수성, 타자성 그
리고 대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국제적이고, 혼성적이며 유목적
이지만 서로 연결되는 새로운 모더니티를 뜻한다.14) 부리오가 주장하는
‘얼터모더니즘’ 개념은 <트래픽>(1996) 전시와, 뺷관계미학뺸(1998/2002),
뺷래디컨트뺸(2009) 그리고 <얼터모던>(2009) 전시를 통해 점차 발전시
켜나갔다. 그는 뺷관계미학뺸에서 이전 모더니티가 의미하는 형식적인 새
로움과 이상적 믿음 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맞춰서 스스로 만드
는 문화의 형태로서 새로운 모더니티를 제안함으써15) 얼터모니즘의 개
념을 처음 다루기 시작했다. ‘래디컨트’는 부리오가 얼터모던 예술가들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서 사용된다. 수염뿌리식물과를 뜻하는 래디컨트
는 새로운 위치에 살기 위해서 새로운 뿌리를 파면서 자신의 공간을 확장
한다.16) 동시대 예술가들이 래디컨트 식물처럼 국제화된 맥락 속에서 서
로 다양한 환경을 이동하며 그 통로를 부유하는 특성이 래디컨트 식물에
서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유목민적인 미술의 형태가 미술
작품과 미술가 뿐만 아니라 전시에서도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부리오가 2009년 기획한 얼터모던 전시는 그가 이전에 기획한 <트래픽>
전시와 뺷관계미학뺸(1998/2002)에서 다룬 관계개념의 연장선에 있다. 얼

13) Jens Hoffmann, ibid, p.222.
14) Colin Davies, Monika Parrinder, Limited Language: rewriting design:responding
to a feedback culture, Birkhauser Verlag, 2010, p.69
15) Nicolas Bourriaud, Relational Aesthetics, Les press du réel, 2002, pp.13-14.
16) Nicolas Bourriaud, (The Radicant), 박정애, 뺷래디컨트뺸, 미진사, 2013, 71,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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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모던 시대의 예술작품은 서로 다른 시간의 층이 나타나는데 예술가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때로는 허구적 요소를 개입하여 표현한다. 얼터모
던 전시에 참여한 찰스 에버리(Charles Avery)는 2008년 작품 <무제
(평면지도)>와 2004년 시작한 <섬사람(The Islander)> 드로잉 프로젝
트에서 허구화된 세상을 실제 현실세계의 지명을 포함하여 제작한다. 그
결과 허구의 시공간은 실제 세상의 시공간과 함께 교차되어 시간의 이시
성이 나타난다.17) 또한 얼터모던 시대는 번역이 흔하게 일어나며 예술가
들은 문화적 근원지를 내세우는 것을 지양하는 노마디즘적 태도를 취한
다. 윌리드 베쉬티(Walead Beshty)의 <페딕스 조각(FedEx Sculptures)
(2009)> 작품은 페딕스 운송을 통해 오랜 시간 여러 장소에 걸쳐서 운반
된 유리상자를 보여주는 작업이다. 유리상자는 오랜 이동의 과정이 깨진
흔적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유리상자는 작품이 이동하는 경로를 드러내
는 작품으로 전시장에 도착해서야 작품이 완성된다. 관객은 유목의 결과
인 깨진 유리상자를 마주하며 관객들이 경험하지 못한 유리상자의 이동
경로의 흔적을 통해 다른 현실을 엿볼 수 있다.18) 예술작품은 얼터모던
시대에 전시 속에서 관계 맺는 방식이 변화한 것이다.

III. 전시의 유목성
새로운 형식의 전시는 1990년대에 다양하게 나타났다. 글로벌화와 발
전한 기술력은 세계를 통해서 상호 연결성을 만들기 편리해졌다. 그 결과
동시대 미술과 문화는 새로운 관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술은 과학, 기
술, 건축, 도시화, 그리고 물질문화를 포함하여 타 학문분야와의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전시 주제를 담기 시작했다.19)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계

17) Tate, https://www.tate.org.uk/altermodern/explore.shtm(검색일 2021년 8월 7일).
18) Colin Davies, Monika Parrinder, Ibid, p.69.
19) Jens Hoffmann, ibid,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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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화를 탈피하여 각 나라의 예술을 수평적 지점에서 바라보는 전시가 나
타났다.20) 2년마다 열리는 비엔날레는 20세기 말부터 두각을 나타내어
전 세계 예술계 사람들에게 중요한 전시로 자리 잡았다. 비엔날레 전시
는 미술관의 전통적 형태의 전시기획 방식에서 탈피하여 비주류 미술가
의 작품이 제시하고, 독립큐레이터들의 활동이 두각을 보이는 전시 무대
가 되었다.21) 미국에서는 특히 1990년대부터 국가의 정체성이나 성 정
체성 혹은 인종에 기반을 두어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의 전시가 많이 나타
났다.22) 20세기 후반의 전시에서는 특정한 예술사조의 운동이 사라졌으
며 작가들이 전시 기획에 직접 참여하고, 개인 컬렉션 전시가 기획되는
등 새로운 다양한 형태의 전시가 나타났다. 그 중 하나의 예로서 전시는
고정된 전시장소 이외에 여러 도시들을 이동하는 전시가 타나났다.
하랄트 제만(Harald Szeemann)이 기획한 전시 <머리로 사는 방식:
태도가 형식이 될 때 : 작업-개념-과정-상황-정보(Live in Your Head. When
Attitdudes Become Form: Works-Concepts-Processes-SituationsInformation)(1969년)>23)에서 이러한 현상은 잘 보여진다. 1968년 당시

20) Ibid, p.99.
21) Ibid, p.123.
22) Ibid, p.191.
23) 가독성을 위해서 이후부터는 전시의 제목을 <태도>로 표기
전시에 도록에 나타나는 작가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Carl Andre, Giovanni Anselmo, Richard Artschwager, Thomas Bang, Jared
Bark, Robert Barry, Joseph Beuys,Mel Bochner, Alighiero Boetti, Marinus
Boezem, Bill Bollinger, Michael Buthe, Pier Paolo Calzolari, Paul Cotton,
Hanne Darboven, Jan Dibbets, Ger van Elk, Rafael Ferrer, Barry Flanagan,
Ted Glass, Hans Haacke, Michael Heizer, Eva Hesse, Douglas Huebler, Pablo
Icaro, Alain Jacquet, Neil Jenney, Stephen Kaltenbach, Jo Ann Kaplan, Edward
Kienholz, Rotraut Klein, Joseph Kosuth, Jannis Kounellis,Gary B. Kuehn, Sol
LeWitt, Bernd Lohaus, Richard Long, Roelof Louw, Walter de Maria, Bruce
McLean, David Medalla, Mario Merz, Robert Morris, Bruce Nauman, Claes
Oldenburg, Dennis Oppenheim, Panamarenko, Conte Giuseppe Panza di Biumo,
Paul Pechter, Hubert Peeters, Michelangelo Pistoletto, Emilio Prini, Markus
Raetz, Allen Ruppersberg, Reiner Ruthenbeck, Robert Ryman, Frederick 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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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스트할레 미술관의 디렉터로 재임하고 있었던 하랄트 제만에게 담배
제조회사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의 홍보회사 아트 디렉터 루더 앤
핀(Ruder&Finn)의 니나 카이덴(Nina Kaiden)과 필립 모리스 로잔의
대표 장 마리 퇴베(Jean-Marie Theubet)가 베른에 있던 제만을 방문했
다. 그들은 순회가 가능한 국제전시 기획을 제안하면서 재정적인 후원을
제안했다.24) 이들의 후원으로 전시는 1969년 3월-4월 스위스 쿤스할레
베른(Kunsthalle Bern)을 시작으로 5-6월은 독일의 랑게 미술관(Museum
Haus Lange) 그리고 마지막 일정으로 8-9월은 영국의 현대미술학회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ICA)에 전시를 순회 할 수 있었다.25)
제만은 전시후원으로 1960년대 당시 젊고 덜 알려진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 부르스 나우만(Bruce Nauman),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등과 같은 포스트 미니멀리스트와 개념미
술가들을 유럽 전시에 처음으로 소개할 수 있었다.26) 하지만 제만의 <태
도> 전은 보수적인 스위스 지역의 혹평을 크게 받았는데 그 이유는 작품
들이 전시장 안에만 전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전시장 밖의 일반적인 공
간까지 전시 설치가 연장되어 있었고 전시장 안에는 작품이 바닥에 순서
없이 흩어져있는 등 기존에 전시방식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27) 제만
은 베른에서의 <태도> 전을 계기로 미술관측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결국

Sandback, Alan Saret, Sarkis, Jean-Frédéric Schnyder, Richard Serra, Seth
Siegelaub, Robert Smithson, Keith Sonnier, Richard Tuttle, Frank Lincoln
Viner, Franz Erhard Walther, William G. Wegman, Lawerence Weiner, David
Whitney, William T. Wiley, Gilberto Zorio
24) Bruce Altshuler, Biennials and Beyond- Exhibitions that made art history:
1962-2002, Phaidon, 2013, p.95.
Aftherall,https://www.afterall.org/article/avant-garde-marketing-when-at
titudes-become-form-and-philip-morris-s-sponsorship(검색일 2021년 7월 7일).
25) Bruce Altshuler, Ibid, 2013, p, 93-94.
26) Hans Ulrich Obrist, (A Brief History of Curating), 송미숙, 뺷큐레이팅의 역사뺸, 미
진사, 2013, 120쪽.
27) Bruce Altshuler, Ibid, 2013, pp.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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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큐레이터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 결과 베른에서의 <태도>전이 유일
하게 제만의 고유한 전시기획이 되었다. <태도>의 영국 전시는 찰스 해리
슨(Charles Harrison)이 전시를 진행하였고 영국 작가 빅터 버긴(Victor
Burgin)이 추가되었다.28)

<그림 1> 태도가 형식이 될 때 When attitudes become form 전 전시장 모습, 1969년, 베른
출처: Kunsthalle Bern, https://kunsthalle-bern.ch/ausstellungen/1969/when-attitudesbecome-form/

큐레이터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Hans Ulrich Obrist)는 미술작품
이나 전시가 특정한 하나의 장소에서 제시되며 작품간 상호 의미부여를
통해 기획되는 전통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유연한 전시 개념을 만들기 위
해 지시문을 통한 전시 <Do it>을 만들었다. 오브리스트는 1993년 미술가
크리스티앙 볼탕스키(Christian Boltanski)와 베르트랑 라비에(Bertrad
Lavier)와 대화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대화를 통해서 두 작가가 1970
년 이후부터 다양한 형태의 지시적 과정을 갖는 작업에 흥미가 있다는 것
을 알게 되면서 지시문으로만 가능한 전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29)
28) Afterall, https://www.afterall.org/article/op-losse-schroeven-and-when-attitudesbecome-form-1969-christian-rattemeyer(검색일 2021년 7월 6일).
29) Do IT at e-flux, http://projects.e-flux.com/do_it/itinerary/itinerary.html(검
색일 2021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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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리스트는 ‘스스로 하기(Do It Yourself)의 형태의 전시에 참여 방
법에 대한 서술과 참여자들의 과정으로만 구성되는, 지시로서 전시가 시
작되고 지시문을 수행하면 전시가 사라지는 아이디어를 발전시켜나갔다.
오브리스트는 후에 ’두 잇‘ 으로 전시명을 간소화 했으며 예술가들이 보
내준 12개의 텍스트의 작은 규모에서 전시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후에
프랑스 예술 활동 협회(Association FranFaise d’Action Artique/
AFAA))와 협력하여 8개의 언어로 번역했고 오렌지색 표지의 도록을 출
간하였다.30)
오브리스트는 <Do it> 전시를 계획하면서 이 전시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 제시되는 지시문에 의해 전시가 반복되기를 계획
했다.31) 그는 전시의 규모를 보다 키우기 위해서 1995년 여름 뉴욕에 위
치한 국제 독립 큐레이터 협회(Independent Curators International/
ICI)에게 자신과 함께 전시를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32) 1997년
에 오브리스트는 국제 독립 큐레이터 협회와 협력하면서 25대의 도시가
포함되는 거대 규모의 <Do it>을 북미지역에서 개최했다. 당시 전시에는
아이다호(Idaho)주의 보이시(Boise), 캘리포니아(Califorina)주의 팔로
알토(Palo Alto), 테네시(Tennessee)주의 멤피스(Memphis), 서스캐처원
(Saskatchewan)주의 레지나(Regina) 등이 포함되었다.33) <Do it> 전시
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전시이며 각 나라
마다 여러 도시에서 전시공간이 마련되었다.34)

30) Hans Ulrich Obrist, Independent Curator International, Do it: the compendium,
Independent Curator International 2013,p.17.
31) Jens Hoffmann, Ibid, p.164.
32) Hans Ulrich Obrist, Independent Curator International, Ibid, p.9.
33) e-flux, https://www.e-flux.com/announcements/34646/search-for-the-do-itarchive/(검색일 2021년 7월12일).
34) do it(australia) catalogue, https://doit.kaldorartprojects.org.au/catalogue#cover
(검색일 2021년 7월 21일).
이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다음과 같다.

202

문화콘텐츠연구 제22호

<Do it> 전시는 미술관 공간에서 하는 전시(museum in progress)버
전 이외에도 <Do it>(home version), <Do it>(book), <Do it>(TV) 등을
통해서 전시공간의 한계를 허물고 있다. <Do it>(home version)은 온라
인 잡지 이- 플럭스(e-flux)와 협력하여 준비한 온라인 전시공간인데35)
웹사이트에는 작가들의 지시문, 에세이, 인터뷰가 구성된 공간이다. 온
라인 공간에서 전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웹사이트 속에 있
는 지시문을 읽고 각자 이해하여 만든 작품을 사진 찍어 웹사이트에 올리
도록 권유받는다.36) 오브리스트는 ‘홈 버전(home version)’에서 전통적
전시 공간의 한계를 넘어 가상적으로만 존재하고 다양하게 분산 시킬 수
있는 전시공간을 찾아 전시를 확장하는 것에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37)
책으로 출판(book version)되는 형태의 전시에서는 전시를 관람하기 위
해서 기존의 전시장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자이면서 전시 관객
으로서 책에 쓰여진 지시문을 읽고 자신들이 이해한 방식대로 실천하면
전시가 어느 장소에서도 완성되는 형식을 갖고 있다. 책 형태의 <Do it>
은 또한 그동안 진행된 다양한 지시문의 버전과 위치 및 형태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의 장으로서 하나의 전시 포맷이 스스로의 역사성을 갖는 의
미도 있다. <Do it>(TV)는 1995년에서 1996년 사이에 보여진 전시 방식
으로 비엔나에 위치한 미술관과 오스트리아 국영 텔레비전 ORF와 함께
Christian Boltanski, John Baldessari, Carlos Amorales, Joan Bock, Joan Brossa,
Miguel Calderón, José León Carrillo, Minerva Cuevas, Jimmie Durham, Félix
Gonzálex-Torres, Douglas Gordon, Dan Graham, Joseph Grigely, Mike Kelly,
Koo Jeong-A, Sol LeWitt, YoKo Ono, Michelangelo Pistoletto, Chris Marker,
Robert Morris, Fernado Ortega, Jean-Jacques Rullier, Lawrence Weiner, Erwin
Wurm, Emilio Prini, Tino Sehgal, Yasunao Tone, Francisco J.Varela, ANton
Vidokle, Mart Viljus, Diler& Scofidio, Paul-Armand Gette, Michel Blazy.......
Jens Hoffmann, Ibid, pp.165-167 참조.
35) e-flux는 자신들의 온라인 잡지를 보여주는 사이트와는 별개로 <do it> 온라인 전시
를 위한 Do it at e-flux 웹사이트를 구축하였다. http://projects.e-flux.com/
do_it/homepage/do_it_home.html
36) Jens Hoffmann, ibid, p.165.
37) Hans Ulrich Obrist, Independent Curator International, ibid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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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하였다. 텔레비전에서는 길버트 앤 조지(Gilbert & Gerorge), 요코
오노(Yoko Ono)와 같은 국제적 작가들은 매주 1분에서 3분 사이의 시청
자가 전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 있는 지시문을 제시하는 짧은 비디오
영상을 방영했다.38)

<그림 2> <Do it> 홈 버전 화면
출처: Do it at e-flux, http://projects.e-flux.com/do_it/manuals/0_manual.html

하랄트 제만의 <태도>전시와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의 <Do it>전시
는 이동을 하며 여러 다른 지역과 나라를 순회하는 전시이다. 부리오는
얼터모더니즘 시대의 예술가를 보들레르적(Baudelairean) 산책자(flânerie)
개념과 유사한 문화적 유목민으로 해석하여 이주와 이동 혹은 다이아스
퍼라적 관점이 적용된 예술의 형식을 얼터모더니즘 시대의 묘사방식으로
제시한다.39) <태도>전은 베른에서 제만이 처음 준비되는 전시와 이동을

38) Ibid, p.20.
Do it at e-flux, http://projects.e-flux.com/do_it/itinerary/itinerary.html(검
색일 2021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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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작가 선정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이 자체로 전시는 부리오의
표현대로 ‘사전녹화(pre-recorded)’되었고 다시 ‘재생(live)’되며 다음
장소의 전시를 위해 ‘기대(anticipated)’되는 형태40)를 갖았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전시는 각기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여러 시간의 층위가
쌓이면서 복합적인 시간성을 갖게 된다. 부리오는 이렇게 다층적 시간이
공존하는 이시적(heterochronic)시간이 얼터모던의 시간이며 이것은 모
더니즘의 선형적 시간도 아니고 포스트모더니즘의 반복하는 시간도 아니
라고 언급한다.41) 전시는 본래 일회성으로 끝났다. 하지만 전시가 여동
을 하면서 모든 장소에서의 준비과정들이 하나의 큰 전시의 개념을 이해
하고 기획자의 의도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오브리스트의 <Do it> 뮤지엄 버전은 관람객이 전시장에서 지시문을 접
하고 그에 반응을 해야 전시가 진행되는데 오브리스는 최종 전시라고 볼
수 있는 관람객의 창작물과 지시문 모두를 전시장에 파괴할 것을 요구한
다. 42) 즉 결과적으로 국제적인 여행을 하는 전시 <Do it>은 여행을 통
해서 전시의 구성 요소인 작품 혹은 작가 보다 전시 방식 혹은 전시를 기
획하는 기획자(큐레이터)를 보다 부각시키고 국제적 주목을 받을 수 있
게 한 전시 방안이라고 해석 할 수 있겠다. <Do it>홈 버전은 지시문이
온라인 아카이빙 되어 있는데 이것을 래디컨트 식물의 뿌리에 비유한다
면 불특정 다수의 관객들은 어느 뿌리를 통하여 이동하는지 알 수는 없지
만 여행의 경로는 지시문을 통해서 이동하고 여행의 결과는 개별화되어
사라지게 된다.

39) Nicolas Bourriaud, 2009, ibid, pp.13-14.
40) Nicolas Bourriaud, 2009, ibid, p.21.
41) Tate, https://www.tate.org.uk/altermodern/explore.shtm(검색일 2021년 7월
14일)
42) Hans Ulrich Obrist, Asad Raza, (Ways of Curating), 양지윤, 뺷한스 울리히 오브리
스트의 큐레이터 되기뺸, 아트북프레스, 2020, 2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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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창작자와 기획자의 경계 허물기
1990년대부터는 작가가 큐레이터로서 전시를 기획하는 것이 흔해졌
다. 19세기에 ‘살롱’ 전에 떨어진 작가들이 ‘낙선전’을 기획 한 것처럼 권
위 있는 미술관 전시에 초대받지 못했던 젊은 작가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를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1988년 영국 런던에서 학생 신분이었던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준비했던 <프리즈(Freeze)>
전시가 후에 미술계에 반향을 일으키면서 작가가 큐레이터의 역할을 하
는 것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프리즈> 전시가 성공적인 평가
를 받는 이유에는 전시의 전문성과, 마케팅 능력 그리고 미술계의 보조
금을 삭감하면서 자립정책을 내세운 대처 정책에서 권장한 기업심이 잘
적용된 사례였기 때문이다.43)
<프리즈> 전시는 두 달에 걸쳐서 3부44) 나누어 진행된 전시로 동일한
16명의 작가가 자신의 다른 작업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준비된 전
시였다. 1부는 런던 버몬지(Bermondsey) 지역의 비스킷 공장에서 ‘모던
메디슨(Modern Midicine“이라는 타이틀로 허스트와 칼 프리드만(Carl
Freedman) 그리고 빌리 셀먼(Biillie Sellman)에 의해서 준비되었다. 2
부 전시는 같은 장소에서 ‘갬블러(Gambler)’라는 타이틀로 진행되었다.
3부 전시에서는 도클랜드(Docklands) 지역에서 ‘이스트 컨트리 야드 쇼
(East Country Yard Show)’라는 타이틀로 사라 루카스(Sarah Lucas)와
헨리 본드(Henry Bond)가 기획했는데45) 허스트의 노력으로 도크랜드
개발공사(London Docklands Development Corporation/LDDC)가
43) Brooks Adams, Sensation: Young British Artists from the Saatchi Collection,
Thames&Hudson, 1997, p.17.
김경욱, 뺷문화정책과 재원조성뺸, 논형, 2011, 95쪽.
44) 1부는 1988년 8월6일부터 22일까지 진행했다, 2부는 같은 해 8월 27일부터 9월 12까
지 진행했으며 3부는 9월 29일까지 진행되었다. 운영시간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중 사일동안 오픈했고 정오부터 저녁 7시까지 관람할 수 있었다.
45) Bruce Altshuler, ibid, 2013, p.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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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개발을 위해 관리하던 빈 건물의 사용 허락을 받아 전시장소로 사
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크랜드 개발공사는 재정적 후원에 있어서는
전시가 만일 지역사회에 유익하면 제공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허스트
는 이로 인해 어린이들과 연금 수령자들을 위한 워크샵을 계획했지만 마
지막 전시인 3부의 전시에서만 학교에서 참여수업으로 10대 학생들의 방
문을 진행 시킬 수 있었다.46)
전시 카달로그는 부동산 개발 회사인 올림피아 앤 요크(Olympia &
York)로부터 지원받아 진행되었으며 카달로그에는 자신이 다니던 골드
스미스 학교(Goldsmith’s College)의 미술사학과 교수 이안 제프리(Ian
Jeffrey)의 글을 실었다. 이안 제프리는 <프리즈> 전시에 참여한 멧 콜
리쇼(Mat Collishaw)의 얼음을 깨는 송곳으로 상처를 만든 의학 사진
<총알 구멍(Bullet Hole)>이 순간의 정지화면(Freeze-frame) 같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적었고 후에 이 표현에서 전시 제목인 <프리즈(Freeze)>
를 만들게 되었다. 카달로그 디자인은 그래픽 디자이너 토니 아핀(Tony
Arefin)에게 의뢰해 컬러 도판을 사용해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의 작품
사진을 담았다. 이렇게 준비된 카달로그는 서점과 갤러리에 전달되었고
영국 방송 BBC에서는 <프리즈> 전시에 대해 취재했으며 전시가 끝난 다
음해에 텔레비전에 <프리즈>에 대해 방송되었다.47)
비록 전시는 인기를 얻는데 시간이 걸렸고 미술관련 언론으로부터도
미미한 관심을 받았지만, 뉴욕에 거주하는 영국인 딜러 클라리사 달림플
(Clarissa Dalrymple)이 방문하여 전시를 보고 <프리즈>의 전시방식에
영향을 받아 뉴욕의 로렌스 멍크 갤러리(Lorence Monk Gallery)에서
프리즈에 참여한 작가 개리 흄(Gary Hume)의 작품을 소개하는 그룹 전
을 진행했다.48) 또한 컬렉터 찰스 사치(Chrales Saatchi)는 <프리즈>의

46) Brooks Adams, ibid, p.16-17.
47) Bruce Altshuler, ibid, 2013, p.255.
48) Brooks Adams, ibid,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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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전시에서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천년(A Thousand Years)>를 구
매하였고49) 허스트를 포함한 <프리즈> 전시에 참여한 작가를 사치 갤러
리(Saatchi’s Gallery)에 초대해 전시를 열었으며 자신의 소장품으로 구
매하여 1992년 <Young British Artists>전에 소개하며 작가들은 명성
을 얻게 되었다.50)

<그림 3> 멧 콜리쇼, 총알구멍(Buller Hole), 1988
출처: https://www.sothebys.com/en/articles/freeze-frame-the-ybas-look-back-to-theshow-that-made-them

작가가 자신의 작업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한 전시 이외에도 박물관의
소장품을 활용하여 역사적 관점을 다시 짚어 미술관의 역사 전달방식에
개입하여 폭로한 미국 설치 미술가 프레드 윌슨(Fred Wilson)의 전시기
획 방식은 전시역사에서 가려져 있던 면을 들춰내는 역할을 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술관 혹은 박물관에서의 전시는 다양한 면에서
49) Bruce Altshuler, ibid, 2013, p.255.
50) Jens Hoffmann, ibid, p.61.
Bruce Altshuler, ibid, 2013, p.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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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있는 태도를 갖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역사적 서술을 전달해 주
는 중립적(neutral)인 공간으로 믿기 쉽다.51) 하지만 윌슨은 1992년 볼
티모어에 위치한 메릴랜드 역사협회(Maryland Historical Society)에
서 <마이닝 더 뮤지엄( Mining the Museum)>을 기획하면서 역사협회
가 스스로 자신의 기관을 전시를 통해서 어떻게 정의 내려 왔는지 그리고
이 정의 내리는 방식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포함되고 어떤 역사는 배제되
었는지를 폭로하는 전시를 기획하게 된다.52)
<마이닝 더 뮤지엄>의 전시가 기획된 배경에는 미국 메릴랜드주의 벌
티모어에 위치한 비영리 기관 ‘더 컨텐퍼러리’(The Conttemporary)의
직원이 메릴랜드 역사협회의 이사와의 만남 속에서 협회가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면서 관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전시의 필요성을 느끼고
언젠가 협회와 같이 일할 것을 제안한 것이 전시 기획의 시작 점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컨텐퍼러리’는 윌슨을 볼티모어에 초대해 볼티모어
에 위치한 박물관 중 영구 소장품을 이용한 설치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윌슨 많은 박물관을 방문한 끝에 역사협회를 선정했고 ‘더 컨텐퍼러리’는
역사 협회 측에게 미국 박물관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
conference)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아트스트 레지던시
(artist-in-residence) 프로그램에 공동 후원을 제안 하면서 전시는 구
체적으로 계획되었다.53)
전시가 오픈 1년전, 윌슨은 레지던시 작가로서 역사협회의 많은 예술
품과 공예품을 연구하고 아카이브 실의 방대한 양의 자료를 읽으면서 역
사협회의 전시는 소수의 역사를 숨겨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윌
슨은 박물관이 어떻게 아프리칸 어메리칸(African Americans)과 네이
티브 어메리칸(Native Americans)의 역사를 보여주고 혹은 보여 주지
51) Jens hoffmann, ibid, p.66.
52) Lisa G. Corrin, ed., Mining the Museun: An installation by Fred Wilson, The
contemporary, Baltimore and The New Press, New York, 1994, p,8.
53) Ibid, pp.10-11.

Alter-Modern의 관점에서 본 1990년대 이후 전시 현황의 전환 분석 | 백다은

209

않았는지를 폭로하기 위해 그가 ‘로우 메트리얼(raw material)’이라고
칭하는 소장품들 중 일부를 이용해서 기존 전시를 해체하여 다시 재배
치54)하는 개입을 통해 박물관의 역사 전달 방식을 폭로했다.
1884년 설립된 역사협회는 주의 역사와 관련된 유물들과 문서들을 수
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렇다면 식민지 건설과 노예제도 폐지에 관한
역사와 북미 부족 기원에 대한 불확실한 문제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사회
적 ‧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클럽 정도로 생각했던 남성으로만 구성된 협
회의 창립 위원들의 폭넓지 못한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윌슨은 그
의 설치 방식의 전시를 통해 지적한 것이다. 창립 멤버들은 애국자와 군
사영웅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초기 협회의 수집은 메릴랜드 주의 정치
인들의 영광을 기리는 것들로 채워져 있었다.55) 예를 들면 첫 번째 전시
실에는 <트로피의 진실과 좌대(Truth Trophy and Pedestals)>라는 제
목과 함께 투명 플라스틱 상자로 씌워진 금색의 트로피가 전시실 벽 중앙
쪽에 위치한다. 트로피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세 개의 빈 검은색 좌대가
위치하고 오른쪽에는 세 개의 흰색 좌대 위에 대리석 흉상이 위치하고 있
다. 비어있는 세 개의 검은색 좌대에는 각각 ‘해리엇 터브먼(Harriet
Tubman)’, ‘벤자민 베너커(Benjamin Banneker),’ 그리고 ‘프레드릭 더
글라스(Frederick Douglass)’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흑
인이며 메릴랜드 사람이다. 이와는 반대로 흰색 좌대에 있는 흉상은 ‘나
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eon Bonaparte)’, ‘헨리 클레이(Henry Clay)’,
그리고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 으로 모두 즉 모두 백인 남성들
이며 이들 모두 매릴랜드 역사와는 특별히 관련이 없다.56) 윌슨을 전시
소장품들을 이용해서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으며 누구의 역사를 매릴랜
드 역사협회는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를 지적한다. 소수의 역사가 외곡

54) Jens Hoffmann, ibid, p.67.
55) Lisa G. Corrin, ibid, p.11.
56) Ibid,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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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가려진 것은 오브제 자체에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윌
슨은 전시에서 이것들을 적절히 배치하면서 오브제들의 의미가 잘 전달
되도록 무대를 만들었다.57) 윌슨은 보다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오브제와 캔버스 위에 비추게 설치하고 텍스와 오브제
를 나란히 배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명 기술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부조화스러운 효과를 만들어 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효과로 관객이 박
물관의 전시 속에서 서술되지 않은 역사의 부분을 스스로 비판적으로 생
각하며 관람하도록 의도한 것이다.58)
<마이닝 더 뮤지엄>전은 큰 비평의 찬사를 받았고 다양한 관객들이 방
문했는데 심지어 이 전시 관람객 수가 개관년도부터 축척된 관람객 수의
총 합보다 더 많은 방문객이 방문했다.59) 이 전시는 전시를 해체하면서
그리고 다시 합쳐지면서 박물관 ‧ 미술관이라는 일방적인 정보전달의 역할
을 하는 공간에서 지속적인 문화 토론의 장의 가능성을 제시한 전시이다.
옌스 호프만은 뺷쇼타임(Show Time)뺸에서 전시 기획자를 큐레이터라
고 칭하지 않고 창작자(Maker)라고 표현한다. 1990년대부터 다양한 전
시 방식과 새로운 전시 기획자의 등장은 기관에서 근무하며 소장품을 관
리하며 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터’의 의미에서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부리오가 주장하는 얼터모더니즘은 ‘대안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60) 즉, 하나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대안적 가능성들이 있는
데 작가들이 스스로 전시를 기획하면서 전시기획에 있어서 위계가 사라
지고 새로운 창작자(Maker)의 등장은 전시기획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적
인 수행자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부리오는 얼터모던의 개념을 설명하
기 위해서 군도(archipelago)의 형태를 적용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57) Jens Hoffmann, ibid, p.67.
58) Lisa G. Corrin, ibid, p.8.
Jens Hoffmann, ibid, p.67.
59) Jens Hoffmann, ibid, p.67.
60) Nicolas Bourriaud, 2013, 앞의 책, 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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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총체적 하나의 묶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무리를 이
루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섬들을 의미하는 소수의 입장까지 존
중된 수평적 형태를 의미한다. 부리오는 또한 미술의 스타일과 형식에
있어서 디아스퍼라, 이주, 이동 즉, 비서구권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
다고 주장한다.61) <마이닝 더 뮤지엄>전은 윌슨이 박물관에 없는 소장품
이 무엇인지 빈자리를 보여주면서 박물관을 중립적인 공간으로 만들려고
제시한 전시이다. 윌슨의 설치는 소수의 입장을 대변한다. 가려진 소수
의 입장을 적절히 개입 혹은 노출시키면서 다른 사물들과의 중립적인 위
치를 만든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박물관의 전시는 수평적 관계를 유지
해 나간다. 이것은 부리오의 군도의 형태가 잘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
다.

<그림 4> 트로피의 진실과 좌대(Truth Trophy and Pedestals), 1992
출처: Maryland Center for history and culture, https://www.mdhistory.org/returnof-the-whipping-post-mining-the-museum/

V. 결 론
1990년대의 예술경영의 변화 방식은 전시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시의 변화 원인은 다시 1960년대부터 급변했던 미술양식
61) Nicolas Bourriaud, 2009, ibid,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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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술작품의 변화는 새로운 방식의 전시기획을
낳았고 이러한 전시 기획의 변화는 미술관 ‧ 박물관의 소장품과 연계해서
운영되던 기존의 전시방식을 탈피하게 된다. 그것은 결국 예술경영 방식
에 변화가 요구를 의미한다.
1990년대부터 나타난 전시현상은 니꼴라 부리오의 얼터모던 관점과
유사한 부분을 많이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이후로 급격히 글로벌화된
세계는 전시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닫혀진 공간 이외에도 텔레비전이나
온라인 공간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전시공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디
어 매체를 통한 전시공간의 사용은 전시공간의 가능성을 범지구적 범위
로 확대시켰지만 오히려 일회성의 느낌을 강하게 드러냈다. 전시들은 짧
은 시간만 상영하면서 스스로의 노출시간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볼 수 있
다. 부리오는 다층적 일시적인 순간들이 이시성을 만든다고 한다. 미디
어 매체를 통한 전시는 일순간만을 전시를 진행하고 다시 사라지기를 반
복하는 현상이 부리오가 말하는 이시성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순회 전시의 등장도 유일했던 일회적 전시가 동일한 접근의 방식으로 다
시 노출이 되면서 작가나 작품보다는 전시기획자의 영향력을 보다 중요
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또한 작가들은 항시 선택 받기만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그 관념을 깨고
자신들 스스로 기획자가 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 경우
가 <프리즈> 전시이다. 작가들이 능동적으로 전시를 기획하는 것은 더
이상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방식으로 설명 될 수 없는 요소들이였다. 그
것은 포스트모더니즘 방식의 실천을 단절62)시키면서 얼터모더니즘 사고
방식이 시작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전시의 주제 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오브리스트는 <Do it> 전에서
제시된 것처럼 기획자가 작가들에게 작품의 창작 방식을 제안하면서 전
시기획자는 작가들의 작품을 잘 관리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역할에

62) Nicolas Bourriaud, 2009, ibid, p.12.

Alter-Modern의 관점에서 본 1990년대 이후 전시 현황의 전환 분석 | 백다은

213

서 새로운 의미를 먼저 제시하고 주도 할 수 있는 역할로 이동했다. 전시
기획자는 더 이상 학문적 지식과 감식안을 바탕으로 작품을 선별하여 구
성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작가의 창작방식과 비슷하게 관람객을 새롭게
만들어진 상황 속으로 참여시킨다.63) 전시기획자도 작가와 비슷한 태도
로 전시를 기획하고 작가도 전시기획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결국 기획자와 작가의 경계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왔다.
부리오는 얼터모더니즘이 국제화로 기인한 표준화에 반대하는 다수의
지역적 소수를 의미한다고 언급한다.64) 얼터모더니즘이 다양성을 존중
하는 것처럼 윌슨은 <마이닝 더 뮤지엄>전 속에서 가려진 아프리칸 어메
리칸과 네이티브 어메리칸의 모습을 드러내어 다수를 위한 접근에서 소
수를 위한 접근으로 변화된 관점을 읽을 수 있다. 특히 이 전시는 박물관
의 소장품을 사용하여 기획된 전시로서 박물관의 수집정책에 정치적 입
장과 권력의 관계까지 드러내는 전시였다. 소장품을 관리하는 박물관 미
술관에서의 전시에는 어떤 정치적 관계가 숨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였다.
전시는 1990년부터 전시가 일어나는 장소, 기획하는 주체, 전시의 주
제 면에서 변화를 겪게 된다. 작품들은 전시가 끝나면 수장고로 돌아가
지 않고 전시장소에서 파괴되거나 다음 전시장소로 이동해 전시된다. 전
시는 큐레이터 주도로 이루어졌던 공간에서 탈피하여 작가 스스로 대안
을 만들어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터모더니즘 시대의 예술은 비서
구권과 서구권의 작품이 동일 선상에서 제시되는 수평적 관계의 변화를
전시에서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63) Jens Hoffmann, ibid, p.260.
64) Nicolas Bourriaud, 2009, ibid,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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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hift of Features in Art Exhibition from
Alter-Modern Perspective Since1990s.
Back, Da Eun
A new wave, which breaks the traditional way of presenting exhibitions,
had been emerged since 1990. According to Jens Hoffmann, these trends
have started to become popular from the early 1990s in coincides with the
collapse of communism, globalisation, and rapid growth of digital media.
Nicolas Bourriaud recognised this phenomenon of transitions as a multicultural era after post-modernism of which, he argued that heterochrony
appeared due to the co-existence of different times, and more freedom in
travel and translation made alternative alter-modernism appeared from
Non-Western countries.
The direction of exhibition planning had been dramatically changed since
1990s. In terms of the space, the use of the exhibition space had been shifted
from inside (e.g., White Cube) to the outside, and in terms of the subject,
the boundaries between and curators had started to become more ambiguous.
Also, artists started to deal with various themes and subjects that had never
been dealt in the pas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observe the noticeable changes in
exhibition trends that have appeared since the 1990s and to analyse looking
through examples of various exhibitions and the characteristic from Nicolas
Bourriaud’s Alter-Modernism perspectives. Moreover, this paper aim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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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e to predicting the rapid changes in the management of museums
and art galleries by tracing back from the changes of interests in artworks
from the operation and their collection.
Amongst the many influential exhibitions since the 1990s, this paper
particularly focused on analysing four exhibitions that clearly showed the
transiti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seek to understand implications from
Nicolas Bourriaud’s Alter-Modernism perspectives. These are the examples
of exhibitions that were presented in this paper.; <Live in Your Head. When
Attitudes Become Form: Work-Concepts-Processes-Situations_Information,
(1969)> by Harald Szeemann, Do it (1993-)> by Hans Ulrich Obrist, <Feeze
(1988)> that was curated by Damien Hitst, and, <Mining the Museum
(1993)> by Fred Wilson.

Key Words : Art-Exhibition, Exhibition Trend, Curator, Altermodernism,
Nicolas Bourriaud, Art Manag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