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격한 세대교체와  
LGBTQ 미학의 변화 

• 1980년대 후반, 앤디 워홀, 장 미셸 바스키아, 키스 해링 등의 게이 
미술가들이 연이어 세상을 뜨고, 또 1990년대 초반, 탈냉전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자, LGBTQ 미술의 판도도 크게 변화했다. 
미셸 푸코의 후기 구조주의 이론을 대전제로 앞세운 퀴어 미학의 
득세에 힘입어, LGBTQ 미술의 역사에서 최후의 왕좌를 차지한 
주인공은, 쿠바계 이민자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였다. 정치적 
개념미술가들의 콜렉티브였던 그룹머티리얼에 참가했던 그는, 
큐레이터이자 작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줄리 얼트(Julie 
Ault)로부터 정치적 개념미술의 메소드를 배웠고, 그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제거한 상황에서 퀴어 미학의 논리를 성립시키는’ 특이한 
전략을 계발했다. 여타 LGBTQ 미술가들이 하위문화의 자극적 
이미지로 주류 사회를 도발해온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였다.  

 



미 코네티컷 웨즈워스아테네움미술관에서 열린 그룹머티리얼의 <에이즈 연보>전의 개막과  
강연을 알리는 간판 앞에 선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 1990년 9월 30일. 



그룹머티리얼, <에이즈 연보(AIDS Timeline)>, 1989-1991년 / *1991년 휘트니비엔날레 설치 모습.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Félix González-Torres, 1957-1996), <무제(Untitled)>(ARG # GF 1989-13) 



1978년 셰리던 광장의 모습 
사진: 베티 래인(Bettye Lane) 



뉴욕 LGBT 행진에 참가한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의 모습, 1989년 



급격한 세대교체와  
LGBTQ 미학의 변화 

• 모더니즘 미술의 문법을 재활용하며 개념적 차원에서 제도 비평 미술을 
전개하는 가운데, 에이즈로 투병하는 자신과 먼저 세상을 떠난 연인의 
기억을 의제화하는 그의 미묘한 창작 메소드는, 큐레이터 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1996년 요절한 뒤, 그의 퀴어 미학은, 프랑스의 
이론가 니콜라 부리오에 의해 관계 미학으로 전치됐고, 그 뒤론 하위 
주체가 아닌 이도 구사할 수 있는 보편적 전략에 가까워졌다. 문제는, 
그 결과로, 도발적 이미지를 통해 진보적 발언을 해온 LGBTQ 
미술가들을 위한 특권적 영역이 크게 줄어들고 말았다는 사실. 

 

• (미술사학자 권미원의 표현을 빌면,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는 “미학의 
관리(administration of aesthetics)”에 부합하는 퀴어 아트를 제시해 
성공을 거둔 셈이기도 했다. 즉, 담론적 장소성과 그 이후의 의제가 된 
관계 특정성을 개척-심화한 공로가 있다고는 해도, ‘정부와 주류 
미술관계의 다문화주의 정책에 야합하는 안전한 미술’이었다고 
비판받을 수 있는 것.) 

 



1987년 미 워싱턴의 내셔널몰에 ‘이름 프로젝트(NAMES Project)’의 주도로 1,920장의 <에이즈 추모 퀼트>가 펼쳐진 모습. 



침묵 = 죽음 프로젝트 
<침묵 = 죽음(Silence = Death)> 
1986년 



침묵 = 죽음 프로젝트, <에이즈게이트(AIDSGATE)>, 1987년 



그랜퓨어리, <4만2천명이 죽은 마당에, 예술로 충분할 
리 없다. 에이즈 위기를 끝장내려면 집단적인 직접 행동
에 나서라>, 1987년 



그랜퓨어리, <내 입술을 읽어라>, 1988년 / *공공장소에서 예정된 
시각에 동성 간의 키스를 행함으로써 대중의 호모포비아를 상쇄하는 
프로파간다 프로젝트를 고지하는 포스터(남성 버전).  



그랜퓨어리, <베니스페니스: 교황과 남근(VenicePenis: The Pope and the Penis)>, 1990년 / *두 번째 패널 



베니스비엔날레의 <아페르토>전에 초대돼 작업을 설치중인 그랜퓨어리 멤버들의 모습, 1990년 



전복적 퀴어 미학의 체제 순응  

•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 이후, 대다수의 LGBTQ 미술가들은 
그의 전략을 답습했다. 개념적으로 전유한 요소를, 역시 전유로 
구현한 미적 형식에 담아, 알레고리의 상황을 연출하고 그를 
통해 간접 발언하는 것이 공통점이었다. 하지만, 21세기, 즉 
포스트-퀴어 미학의 시대에, 하위 주체에게만 허용되는 특권적 
메소드란 성립할 수 없었고, 그 점은 거꾸로 LGBTQ 
미술가들에게 새로운 제약으로 작용했다.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Felix Gonzalez-Torres) 
<무제 (앨리스 토클라스와 거트루드 스타인의 묘지, 파리)Untitled (Alice B. Toklas' and Gertrude Stein's Grave, Paris)> 
1992년 
c-프린트 사진 
Framed C-print 
40 x 59 cm 
ⓒThe Felix Gonzalez-Torres Foundation 
Courtesy of Andrea Rosen Gallery, New York 



그럼에도 불구하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미학의 방법을 활용해 예외적 영역을 
개척한 포스트-퀴어 미술가가 등장했다. 그 주인공은, 엘름그린과 
드라그셋(Elmgreen & Dragset). 21세기의 전지구화에 맞춰, 문제적 
현실에 대응하는 문제적 포스트-퀴어의 상황을 연출해온 그들은,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점을 특권 삼아, 현대미술계 자체를 
풍자해왔다. 반면, 자신을 “보트 피플” 출신이라고 소개해온 게이 
미술가, 욘 보(Danh Vo)는, 엘름그린과 드라그셋의 전략을 차용해 
탈식민주의 비평을 전개함으로써 이름을 얻었다. (비고: 2018년도에 
국제갤러리에서 엘름그린과 드라그셋의 전시와 욘 보의 개인전이 
연이어 열릴 예정이다.) 미카엘 엘름그린은 욘 보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시절, 사실상 욘 보의 매니저 역할을 맡았더랬는데, 지금은 
새로운 연인인 탁영준을 현대미술가로 성공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기도 하다. 



엘름그린과 드라그셋(Elmgreen & Dragset), <천 개의 플라토 공항(Aéroport Mille Plateaux)>(2015), 삼성미술관 PLATEAU 설치 전경 
*엘름그린과 드라그셋은 이 전시에서 프렙(트루바다를 이용한 HIV 감염 예방법) 시대의 에이즈 정치학을 이야기했다. 



엘름그린과 드라그셋(Elmgreen & Dragset), <천 개의 플라토 공항(Aéroport Mille Plateaux)>(2015), 삼성미술관 PLATEAU 설치 전경 
*엘름그린과 드라그셋은 이 전시에서 프렙(트루바다를 이용한 HIV 감염 예방법) 시대의 에이즈 정치학을 이야기했다. 



엘름그린과 드라그셋(Elmgreen & Dragset)은 2015년의 개인전 <스티그마>에서, 자기 형태의 
유리그릇에 HIV 치료 약물들을 담아놓은 <부작용(SIDE EFFECT)> 연작을 공개했다. 



얀 보(Danh Vo)의  <We the People>(Detail), 2011–13, Kupfer, Foto: Uwe Walter, © Danh Vo, Courtesy: Danh Vo, if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