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더니즘의 형성과 LGBTQ  

• 현대미술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LGBTQ(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퀴어) 주체의 
역할은 다소 기묘했다. LGBT의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던 시절에도, 
LGBT 조형예술인들은 현대성의 형성과 변성을 이끌며 소위 

암어(暗語)적 ‘게이 감수성(gay sensibility)’을 확산시켜왔다. 
모더니즘의 형성과 확산 과정에서, 숨김없는 동성애자였던 조지 
발란신과 링컨 커스틴, 거르투르드 스타인(과 리오 스타인), 마스든 

하틀리, 필립 존슨과 에드가 카우프먼 주니어 등은, 클로짓 
게이/레즈비언 동료들—앨프리드 바 주니어나 르 코르뷔지에 
같은—과 함께 경쟁하거나 협력하면서, 눈에 뵈지 않는 힘의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또 그를 십분 활용해 세대 변환의 모멘텀을 
이끌어내곤 했다. 



George Balanchine, 1904-1983 



Lincoln Kirstein, 1907-1996 

Walker Evans. Untitled [Lincoln Kirstein attempting to cut 
the spout off a funnel], c. 1931, Gelatin silver print, 5 1/16 
x 3 15/16 in. 
Private collection 
(c) Walker Evans Archive,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LINCOLN KIRSTEIN IN DORM AT HARVARD 
by Walker Evans 
Gelatin silver print 
1930 
16.1 x 11.4cm (6 5/16 x 4 1/2") 
Mat: 45.7 x 35.6cm (18 x 14")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Ford Mmotor Company 
Collection, Gift of Ford Motor 
Company and John C. Waddell, 1987 (1987.1100.71) 
ⓒ Walker Evans Archive,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Gertrude Stein, 1874-1946 

Gertrude Stein and Alice Toklas in the apartment at 27 rue 
de Fleurus, Paris, 1922; photo: Man Ray; private collection, 
San Francisco; © Man Ray Trust /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 ADAGP, Paris 



Gertrude Stein and Alice Toklas’s Home at 27 Rue de Fleurus, Paris, 1934 



폴 세잔(Paul Cézanne, 1839-1906) 
<수영하는 남자(Grand baigneur)> 
1885년경 
캔버스에 유채 
127×96.8cm 
Rewald No. 555 



Émile Zola, 1840-1902 Paul Cézanne, 1839-1906 



1886년 에밀 졸라가 출간한, 인상파화가들의 
실상을 바탕으로 쓴 소설 <걸작(L'Œuvre)>. 

폴 세잔(Paul Cézanne, 1839-1906) 
<수영하는 여자들(대수욕도)(Grandes baigneuses)> 
1898-1906년 
캔버스에 유채 
208×249cm 
Rewald No. 857 
* 세잔의 유작이나 다름 없었던 <대수욕도>는 리오 스타인의 
손에 들어갔다가 필라델피아미술관이 구매했다. 
 



반면, 폴 세잔의 성취를 시샘한 앙리 마티스가 그려내 독립미술가협회(Société des Artistes Indépendants)전에서 대대적 호평을 
받았던 <삶의 기쁨(Bonheur de Vivre)>(1905–1906)은 거투르드 스타인과 리오 스타인이 곧바로 구매-소장했다가, 파블로 피카소를 
자극한 뒤, 나중에 반스파운데이션의 소장품이 됐다. 



Henri Matisse, Sketch for Le Bonheur de vivre, 1905–6; oil on canvas; 16 x 21 1/2 in. (40.6 x 54.6 cm); SFMOMA, bequest of 
Elise S. Haas; © Succession H. Matisse, Paris /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photo: Ben Blackwell 



피카소는 독립미술가협회(Société des Artistes Indépendants)전이 막을 내린 뒤에도 스타인 오누이의 집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실견되며 칭송을 받았던 
마티스의 걸작 <삶의 기쁨(Bonheur de Vivre)>(1905–1906)을 시샘해, <아비뇽의 처녀들(Les Demoiselles d'Avignon)>(1907)을 그렸다. 마티스의 우아한 
아르카디아를, 야만인/야수 같은 가면의 얼굴을 한 창녀들의 매음굴로 전치해놓은 피카소가, 인간성만큼은 최악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바실리 칸딘스키 
<구성 II를 위한 스케치
(Sketch for Composition II, 
Skizze für Komposition II)> 
1909–10 
캔버스에 유채 
97.5 x 131.2 cm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Solomon R. Guggenheim 
Museum, New York) 소장 
 
*반면 칸딘스키는, <구성 II를 
위한 스케치>에서 마티스의 
극복을 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티스식 아르카디아의 기본
을 사실상 거의 그대로 계승했
다. 칸딘스키의 경우, 1906-
07년 파리 체류 시간에 거트루
드 스타인의 집에 걸려 있는 
<삶의 기쁨>을 직접 보고 자
극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1916년에 처음 대중 앞
에 전시된 <아비뇽의 처녀들>
은, 직접 보지 못했을 가능성
이 높아서, 이르면 1910년에 
인쇄물로나 접했을 테다.  
 
하지만, 피카소와 칸딘스키가 
배아파했던 것은, 마티스의 그
림 그 자체였다기보다는, 세잔
에서 마티스로 이어진 영예로
운 계보였다. 그러니까, 스타
인 자매는, 과시적 콜렉션을 
통해 정말로 미술사의 전개에 
큰 기여를 했던 것. 역사에 다
시 없을, 오묘한 게이 레즈비
언 자매였다. 



마스든 하틀리(Marsden Hartley, 1877-1943) 
<회화 47번, 베를린(PAINTING NO. 47, BERLIN)> 
1914-1915년 
Oil on canvas 
100.1 x 81.3cm 
Hirshhorn Museum and Sculpture Garden, 
Smithsonian Institution, Washington,  
*마스든 하틀리는 유럽의 아방가르드미술계에 참여한 
1세대 미국인 미술가로서, 동성애자 특유의 제복 
페시티를 과감하게 회화의 주제로 삼았더랬다.  



Philip Johnson, 1906-2005 

Philip Johnson and Alfred Barr, Lake Maggiore, Switzerland, April 1933. Christopher Makos (American, born 1948)  
Andy Warhol Kissing Philip Johnson, 1979–2001 
Gelatin silver print / Edition: 3 



Edgar Kaufmann Jr., 1910-1989 

<낙수장>의 테라스에서 촬영한 카우프먼 가족의 모습. 가운데가 
에드가 카우프먼 주니어, 왼편이 그의 부친 E. J. 카우프먼, 오른편이 
모친 릴리앤 카우프먼. 연도미상.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1935년에 설계한 카우프먼 가족의 별장, 
<낙수장(Fallingwater)>의 외부와 내부 모습. 에드가 카우프먼 주니어가 
큐레이터로서 현대적 삶의 전범을 구현하는 ‘굿디자인의 쇼룸’이었다. 
정식으로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학자로서 존경을 받았던 카우프먼 주니어는, 
1963년부터 1986년까지 콜럼비아대학교의 겸임 교수로서 건축과 미술사를 
가르쳤고, 또 시대를 앞선 오픈리 게이였다. 1989년 서거할 때까지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 폴 메이언(Paul Mayen, 1918-2000)도 건축가로서 일했고, 또 낙수장의 
방문객 시설을 설계한 숨은 주인공이기도 하다. 메이언은 1990년대에 고인이 남긴 
방대한 미술품 소장선을 순차적으로 경매했고, 그를 통해 조성한 추가 자금으로 
배우자의 유업인 자선 활동을 조용히 이어나갔다. 



모더니즘의 해체와 LGBTQ  

Douglas Crimp, 1944- 

Before Pictures(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 한데, 교조적 질서가 된 전후 모더니즘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을 선 
것도, 전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LGBTQ 조형예술인들이었으니, 그 
역사적 대전환의 과정을 구세대 게이들과 신세대 게이들의 갈등 
구조로 고찰해도 퍽 흥미롭다. 



현대적 게이 정체성의 기원 

• LGBTQ 미술을 다루는 일부 저작은 과감하게 르네상스 시대나 
그리스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향을 드러내왔지만, 사실 
현대적 의미에서의 동성애라는 개념과 인식은, 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널리 유포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즉, 동성애의 인격화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야, 동성애자라는 하위 주체로서의 정체화 
기제가 성립할 수 있었다는 것. (예컨대 ‘게이’라는 용어는 
1920년경에야 등장했다.) 하지만, 1895년에 아일랜드의 문필가 
명사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가 자신의 동성애를 법정에서 
변호하고 나섰던 일을 보면, 현대적 동성애자로서의 자의식은, 이미 
19세기 말에 식자층에 널리 형성-유포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적 동성애자권리운동의 연보는, 독일의 카를 하인리히 
울릭스(Karl Heinrich Ulrichs)가 근대적 의미의 동성애자 개념인 
‘천왕성인(Urning, Uranian)’을 제시했던 1864년을 시작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Karl Heinrich Ulrichs (28 August 1825 – 14 July 1895) 



현대적 유미주의자 게이의 수난 

• 그러나,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의 동성애자 문화는 주류 사회의 
가치와 상충했다. 영국의 아르누보와 운명을 함께 했던 오스카 
와일드와 오브리 비어즐리(Aubrey Beardsley)의 퇴폐적 
유미주의는, 빅토리아 시대의 가치를 극복하지 못했다. 당시 오스카 
와일드와 그의 동료들이 추구한 현대성을, 보수적 영국인들은 
썩어빠진 대륙으로부터의 외래문화라고 확신했고, 이후 영국 사회는 
오래도록 아방가르드를 용인하지 않는 폐쇄적 자세를 유지하게 
된다. 오늘날 미술사학자와 평론가들은 그를 이렇게 해석한다, 
영국인들은 아방가르드 예술에 호모포비아(동성애자 혐오)를 
투사했노라고. 



2017년 4월 테이트브리튼에서 개막했던 <퀴어 브리티시 아트: 
1867-1967(Queer British Art: 1867-1967)>전의 모습. 미국인 
초상화가 로버트 하퍼 페닝턴(Robert Harper Pennington)의 
1881년작(추정),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가 성소수자 
권리 회복의 상징으로 재해석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Oscar Wilde, 1854-1900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 <살로메(Salome)>를 위해 오브리 비어즐리가 
제작한 일러스트레이션 연작 가운데 하나. 1894년작. 오브리 
비어즐리의 명성은 1895년 오스카 와일드의 추문과 함께 붕괴했고, 
3년 뒤인 1898년, 25세의 나이로 요절하고 만다. 

Aubrey Beardsley, 1872-1898 



영국식 서사 - 와일드의 복권 

• 따라서, 동성혼 법제화 시대를 맞은 오늘의 영국에서 출간되는 
LGBTQ 미술 연구서나, 그를 바탕으로 기획되는 LGBTQ 미술 관련 
회고전은, 오스카 와일드의 복권과 명예 회복에 방점을 찍는 경향을 
드러낸다. 그러면, 억울하게 스파이로 몰려 자살한 천재 과학자 앨런 
튜링 등의 과거사 문제도 포괄할 수 있고, 또 용감하게 ‘게이 
감수성’을 표현했던 프랜시스 베이컨을 영웅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론 영국식 팝아트의 의제를 미국에 전파한 스타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를 미술사의 왕좌에 앉힐 수도 있으며, 또 에이즈 
대위기의 시대였던 1980년대에 정치적 역병의 가시화와 사회 
의제화에 앞장섰던 길버트와 조지를 대가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도 
있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2017년 4월 테이트브리튼에서 개막했던 
<퀴어 브리티시 아트: 1867-1967(Queer British Art: 1867-
1967)>전이 되겠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국식 서사.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909-1992) 
<풀밭 위의 두 형상(Two Figures in the 
Grass)> 
1954년 
캔버스에 유채 
157x117cm 



미국식 서사 – 스톤월 혁명 

• 미국식 서사가 강조하는 기준점은, 1969년의 스톤월 혁명이다. 당해 
6월 28일 새벽 뉴욕 그리니치빌리지의 크리스토퍼스트리트에 
위치한 게이클럽 스톤월인에서 시작된 소요 사태는, 전후 미국 게이 
사회의 정치적 각성을 이끌었고, 이후 현대적 양태의 
성소수자인권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므로, 미국인들은 
1969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 “1969년 _ 6월 28일 새벽 뉴욕 그리니치빌리지(Greenwich Village)의 
크리스토퍼 스트리트에 위치한 게이클럽 스톤월인에서 폭동이 발생. 경찰의 
괴롭힘에 항의하며 드랙퀸들이 동전을 던지던 싸움이 투석전으로 발전, 
화염병을 동원한 폭동은 밤새 지속됨. 일주일 뒤 게이해방전선의 이름으로 
‘게이 권력(Gay Power)’이란 슬로건--‘흑인 권력(Black Power)’란 
흑인해방운동의 슬로건을 차용한--이 나붙음. 후일 스톤월 폭동(Stonewall 
riots)으로 명명됨.” 

 



지난 2016년 미국의 국가기념물로 지정된 
게이바 스톤월인의 모습. 1969년 6월 28일 
게이 정치 폭동이 시작된 곳이다. 



가시성 - 미국식 서사의 키워드 

• 따라서, 미국에서 출간되는 LGBTQ 미술 연구서나 그를 바탕으로 
기획되는 역사 회고전들도 1969년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고찰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스톤월 혁명 이후의 북미 LGBT 운동은, 커밍아웃을 
앞세워 가시화 증진 전략을 추구했다. 따라서 스톤월 혁명 이전의 
LGBT 예술을 고찰할 때도, 미국인들은 가시성을 키워드 삼으려 드는 
편이다. 대표적인 예가 2010년 미 국립초상갤러리(National Portrait 
Gallery)에서 개막했던 <숨기기/찾기: 미국인 초상에서의 차이와 
욕망(Hide/Seek: Difference and Desire in American 
Portraiture)>전이 되겠다. 



가시성 - 미국식 서사의 키워드 

• 연구를 통해 게이 정체성이 확인된 토머스 이킨스(Thomas 
Eakins)와 존 싱어 사전트(John Singer Sargent)의 초상으로 
시작했던 이 전시는, 양차대전 사이에 활약했던 인물들을 거쳐, 전후 
현대미술의 영웅들이었던 로버트 라우션버그, 재스퍼 존스, 앤디 
워홀, 애그니스 마틴 등을 망라했지만, 역시 강조하는 기점은 
1969년의 스톤월 혁명이었다. 1970년대에 하위문화의 요소를 
전유해 ‘하이아트(고급미술)’를 오염시키는 전략을 구사한 
게이미술가들에게 주목하고, 그들이 1980년대의 에이즈 대위기에 
맞서 싸운 역사를 영웅시하는 것. 결국 전시의 진짜 주인공은, 
커밍아웃한 성소수자나 그에 준하는 주변인으로서 주류 사회의 가치 
변화를 이끌어낸, 키스 해링(Keith Haring), 데이비드 
워이나로비츠(David Wojnarowicz),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Felix 
Gonzalez-Torres), 캐서린 오피(Catherine Opie) 등이었다. 



WALT WHITMAN 
by Thomas Cowperthwaite Eakins 
1891 (printed 1979) 
Platinum print 
Image: 10.3 x 12.2cm (4 1/16 x 4 13/16") 
National Portrait Gallery, Smithsonian Institution 
NPG.79.65 



토머스 이킨스(Thomas Eakins) 
<경의를 표하다(Salutat)> 
1898년 
Oil on canvas 
127.0 x 101.6 cm 
Addison Gallery of American Art, Phillips 
Academy, Andover, Massachusetts 
Gift of anonymous donor, 1930.18 







Charles Demuth (American, 1883–1935) 
Dancing Sailors, 1917 
Watercolor over graphite on paper 
8 x 10 in. (20.3 x 25.4 cm) 
Courtesy Demuth Museum, Lancaster, Pennsylvania  



가시적 정체성 중심 연구의 한계 

• 물론 이런 전시엔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성소수자였지만,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시화할 수 없었던 19세기 말-20세기 
초중반의 작가들의 경우,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으면, 전시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되는 것. 과거엔 유산을 물려받은 유족이 
호모에로틱한 작품을 파기하거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도 흔했다. 
(한국의 경우를 봐도, 월북 미술가 배운성이나 시인 이상이나 화가 
구본웅 등은 동성애자였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를 확정해 
담론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구본웅(1906-1953),  친구의 초상, 1935, 캔버스에 유채, 65.5 x 53.3cm, 국립현대미술관 



배운성(1900-1978), 모자를 쓴 자화상, 캔버스에 유채, 54x45cm, 1930년대 



배운성(1900-1978), 무당-박수, 캔버스에 유채, 55x45cm, 1930년대 



배운성(1900-1978), 여인과 두 아이, 판넬에 유채, 72x60cm, 1930년대 
조선의 마돈나. 배운성이 금강산을 배
경으로 그린 성화. 연도 미상.  



배운성의 경쟁자 장발이 그린 성모. 장우성이 그린 성모자. 



장우성이 그린 성모자. 



김기창이 그린 <예수의 생애> 연작. 



정체성 정치학의 바깥 

• 또한, 정체성 정치학의 얼개에 맞춰 역사를 재단하는 일을 비판하는 
이들도 없지 않았다. 오픈리 게이로서 정치 평론가이자 전기 
문학가로 이름을 날렸던 고어 비달(Gore Vidal)의 경우, 
동성애자라는 정체성과 그를 기반으로 한 정체성 정치학을 인정하지 
않았더랬다. 그는, 정상성에서 탈궤하는 욕망으로서의 동성애와, 
그를 구현하는 위반적 행위의 주체가 있을 따름이라고 주장했던 
바였다. 즉, 정체성 의식보다는 위반의 수행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봤던 것. 고어 비달의 이러한 특이한 주장은, 1990년대에 이르러, 
퀴어 문화 운동 세대—LGBT 운동의 포스트모던 버전쯤 되는—의 
수행성 이론으로 계승되는데, 정작 퀴어 세대는 고어 비달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더랬다. 



애드버킷의 표지 인물로 등장했
던 고어 비달의 모습. 1977_Issue 
211, March 9, 1977 

Gore Vidal, 1925-2015 



문화 비평의 방법과 LGBT(Q) 

• 전후 모더니즘에 반발한 포스트모던 1세대의 LGBTQ 미술인들은, 
다양한 기호학 이론과 문화 비평 이론을 동원해가며 레디메이드 
이미지를 전유해 원본을 비평하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진 이론으로 대전환의 모멘텀을 일군 이가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사진 이론가 수전 손택(Susan Sontag)이었다. (수전 손택의 애인 
가운데 한 명이 사진가 애니 레보위츠였다.) 사진술을 이용해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전유함으로써 새로운 기호학적 메타-
비평으로서의 다매체 미술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을, 담론과 
큐레이팅으로 입증해낸 이는, 퀴어 이론가 더글러스 
크림프(Douglas Crimp)였다. (더그 크림프의 지원을 받아 시대의 
기린아가 된 미술가가 셰리 레빈과 신디 셔먼이었다.) 



피터 후자(Peter Hujar) 
<수전 손택(Susan Sontag)> 
1975년 
Gelatin silver print 
37.1 x 37.6 cm 
National Portrait Gallery, 
Smithsonian Institution, 
Washington, D.C. © The 
Peter Hujar Archive LLC, 
courtesy Mathew Marks 
Gallery, New York Susan Sontag, 1933-2004 



문화 비평의 방법과 LGBT(Q) 

• 1970년대 중후반에 시작된 포스트모더니즘의 바람은, 새로운 
LGBTQ 미술인들의 도약과 함께 성장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관은 대안미술관이었던 뉴욕 소호의 뉴뮤지엄이었다. 설립자 
마르시아 터커가 게이 친화적인 열혈 페미니스트였던 터라, 초기에 
뉴뮤지엄에서 활동했던 큐레이터나 평자 가운데엔 래디컬한 
방식으로 퀴어 감수성을 이야기하는 게이들이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셀룰로이드 클로짓의 저자이자 게이 문화 
운동가였던 비토 루소(Vito Russo). 그는 뉴뮤지엄에서 토론회를 
조직해 “왜 라우션버그나 싸이 트왐블리 등 게이미술가들을, 공식 
석상에서 게이로 호명하고 게이 미학을 논할 수는 없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뉴뮤지엄의 큐레이터 윌리엄 올랜더(William 
Olander)는, 다매체 미술의 신생 문법으로 에이즈 등 사회적 정치적 
의제의 가시화와 공론화를 추구하는 청년 미술가들에게 새로운 
전시의 기회를 제공해, 1980년대 중후반의 세대교체를 주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토 루소와 윌리엄 올랜더 등은 남다른 재능과 
비전을 모두 펼치지 못한 채, 에이즈 합병증으로 요절했다.) 



Vito Russo, 1946-1990 



로버트 라우션버그(Robert 
Rauschenberg) 
<모노그램(Monogram)> 
1955-1959년 
Combine: oil, paper, 
fabric, printed paper, 
printed reproductions, 
metal, wood, rubber shoe 
heel, and tennis ball on 
canvas with oil and rubber 
tire on Angora goat on 
wood platform mounted 
on four casters 
106.7 x 160.7 x 163.8 cm 
Moderna Museet, 
Stockholm. Purchase 
1965 with contribution 
from Moderna Museets 
Vänner/The Friends of 
Moderna Museet 
*<모노그램>은 남성 
동성애의 은유로서 제작된 
작품으로 인구에 널리 
회자됐을 뿐만 아니라, 
라우션버그를 중심으로 한 
게이 남성 예술가들의 
리그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제작-갱신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니기도 한다.  



William Olander, 1950-1989 “Let The Record Show…” at New Museum,  
November 20 1987 – January 24 1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