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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미술: 
현대미술에 나타난 음식의 사회적 역할과 양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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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시각의 권위에 도전하는 미각

미각은 후각과 더불어 오감의 체계 중 가장 하위의 감각으로 치부되어 왔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각과 청각이 남성적이고 이성적인 반면, 미각

과 후각은 촉각과 한데 묶어 동물적이고 여성적인 감각으로 여겼다. 미각과 

후각, 촉각은 육체의 쾌락과 고통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이성의 활동

을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었다.1 특히 탐닉하기 쉬운 미각은 언제나 절제

의 대상으로 이성과 규율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여겨져서 1336년 영국에서

는 사치금지법을 통해 식탁에 오르는 요리의 수를 두 가지로 제한할 정도였

다.2 이런 편견은 시각중심주의가 팽배하던 계몽주의 시대에 더욱 굳어졌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렇듯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행위로 치부되는 식사만

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것이 없다. 먹고 마시는 행위는 삶을 유지하는 기본

적인 기능 이외에도 법적 효력을 갖거나 종교적, 제례적 의미를 내포했다. 호

1. 마크 스미스(Mark M. Smith), 『감각의 역사』, 김상훈 역,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秀Book, 2010, p. 149.

2. 앞의 책,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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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로스가 살던 시절 그리스에서는 대중 앞에서의 건배가 법적 거래의 성사를 

나타냈다.3 한편 성 로욜라(St. Ignatius Loyola)는 1548년 로마에서 출간된 그

의 저서 『영성수련』에서 시각 이미지뿐 아니라 맛과 냄새를 영적 명상의 중

요한 요소로 역설했다. 지옥을 이해하려면 담배와 황, 쓰레기와 악취 나는 것

들의 냄새를 맡아 보라고 권했다. “신과 영혼, 그리고 그 미덕이 주는 무한한 

향취와 달콤함을 맡고 맛보라”라는 그의 조언은 일상의 감각을 통해 신과 소

통하는 가장 개인적인 방법을 역설하는 것이었다.4 성 베르나르(St. Bernard 

de Clairvaux) 또한 “미각을 통해 주님이 얼마나 달콤한지 발견하고 판단하라”

라고 말했고,5 프랑스 신학자 윌리엄(William de Aussere, 1150-1231)은 성찬

을 신비의 향연이라 칭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성찬의례를 통해 영적 오

감의 방식으로 영혼과 조우한다고 설명했다. 빵과 포도주는 구세주라는 존재

를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도 친밀하게 경험시켜 주는 매개였다.6 

이렇듯 음식은 분명 사회적이다. 다른 감각들은 혼자서 즐기는 일이 흔하

지만, 음식의 즐거움은 여럿이 모였을 때 배가 된다. 영어에서 벗을 의미하는 

컴패니언(companion)은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이다. 한편 민족이나 국가의 정

체성이나 사회의 신분 체계를 정리하는 데도 음식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버

터, 땅콩기름, 마늘이나 커리는 그 자체로 ― 대체로 폄하적으로 ― 특정 민

족이나 국적을 지칭한다. 이런 지역적, 민족적 특성 뿐 아니라 냄새와 맛은 

직업과 계급, 성별과 나이, 빈부의 차 등 나와 타자를 분리하는 데 가장 즉각

적인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한다.7 미각이 원초적인 감각이라는 편견에서 벗어

났다면, 이제 시각의 영역인 미술을 살펴보자. 대체 언제부터 ‘보는’ 미술의 

영역에 군침을 돌게 하는 ‘먹는’ 음식들이 버젓이 자리를 차지해 왔을까?

3. 앞의 책, p. 148.

4. 앞의 책, pp. 126-7.

5. Gordon Rudy, Mythical Language of Sensation in the Later Middle Ages, New York: Routledge, 2002, p. 

56-61에서 재인용.

6. 마크 스미스, 『감각의 역사』, pp. 152-153.

7. 물론 약자의 특징적인 맛과 냄새라면 대부분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강자의 것은 늘 상대적으로 긍정적이

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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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미술사에 등장하는 음식

미술가들의 음식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각별했다. 그중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화가 야코포 폰토르모(Jacopo Pontormo)의 음식 사랑은 남달랐다. 

1554년부터 1556년 사망하기 얼마 전까지 쓰인 그의 일기장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내용은 폰토르모가 그날 먹은 음식들에 대한 설명과 평가이다. 그의 일

주일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들은 다음과 같았다.

1554년 3월 11일 일요일, 나는 브론지노(Bronzino)와 닭고기와 송아지고기를 점심으로 먹

었다. 기분이 좋았다. (…) 저녁에는 약간의 말린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그 때문에 목이 

말랐다.

월요일 저녁, 나는 양배추와 오믈렛을 먹었다.

화요일 저녁, 새끼 염소 머리 반쪽과 스프를 먹었다.

수요일 저녁, 나머지 반쪽을 튀김을 해서 먹어 치우고, 커다란 지비보 포도 송이와 다섯 

덩어리의 빵, 그리고 케이퍼를 넣은 샐러드를 먹었다.

목요일 저녁, 맛있는 양고기 스프와 샐러드를 먹었다.

금요일 저녁, 샐러드와 달걀 두 개가 들어간 오믈렛을 먹었다.

토요일, 굶었다(!) 일요일 저녁, 종려주일 저녁인지라 약간의 삶은 양고기와 샐러드, 세 

덩어리의 빵을 먹었다.8

먹은 음식과 조리법, 함께 먹은 사람들, 식전과 식후의 몸의 상태 등이 비

교적 상세히 적혀 있는 폰토르모의 일기를 읽어 보면 음식이 이 미술가의 건

강과 삶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

다. 17세기와 18세기, 네덜란드 정물화에 나타난 수많은 먹거리들은 어떠한

가. 이들이 표방하는 각각의 의미들은 단순한 메멘토 모리(memento mori)의 

차원을 넘어서 알레고리와 상징을 통해 인간의 희로애락을 포함한 삶의 다양

한 층위들을 드러낸다.9 그럼 알레고리나 ‘그림의 떡’이 아닌 진짜 음식은 어

8. Elizabeth Pilliod, “Ingestion/Pontormo’s Diary” Cabinet issue no. 18, Summer 2005에서 재인용. Pilliod는 

Pontormo, Bronzino, Allori: A Genealogy of Florentine Art, Yale University, 2001의 저자이다. (!)는 저자가 덧

붙임.

9. 예를 들면 꽃다발의 등장은 후각을, 애완동물이나 짐승의 털은 촉각을, 먹음직스런 과일이나 빵은 미각 자

체를 표현하는 알레고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감각들은 모두 육체에 속한 것으로, 욕망이란 걸림돌에서 자

유롭지 못한 인간의 한계를 넌지시 지적한다. 예를 들어, 아침식사 정물화에 잘 등장하는 햄과 청어는 각

각 카니발의 소시지와 사순절에 주로 먹는 청어를 말하는데, 이는 육욕의 방탕함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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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미술에 등장한 것일까? 

20세기의 미술가들은 음식을 예술의 일부로 즐겼다. 1913년, 러시아 구축

주의 미술가들인 나탈리아 곤차로바(Natalia Goncharova), 블라디미르 라리오

노프(Vladimir Larionov), 시인인 마야코프스키(Vladimir Mayakofsky) 등은 함께 

만든 영화 <카바레의 드라마(Drama in Cabaret no. 13)>에서 꽃과 야채를 잔뜩 

끌어안고 단춧구멍에 무를 끼운 채로 거리를 활보했다. 비슷한 시기 이탈리

아의 미래주의자 마리네티(Marinetti)와 동료들은 ‘음식 이벤트’를 벌이고 상

세한 기록을 남겼으며, 초현실주의자 달리(Salvador Dali)는 1936년 런던 강연

에서 잠수복을 입고 헬멧에 바게트 빵을 매달고 등장했다. 그는 자신의 행위

가 “이성적이며 실용적인 세상의 모든 메커니즘이 가진 논리적 의미들을 체

계적으로 파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장담하였다.10 

전시장에 등장하는 음식도 빼놓을 수 없다. 1958년 파리, <비움(Le Vide)>

전(展)에서 이브 클랭(Yves Klein)은 캐비넷 하나만을 달랑 남긴 채로 이리 클

러르(Iris Clert)갤러리를 몽땅 비우고는 입구와 복도를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IKB(International Klein Blue)로 칠했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파란색 칵

테일을 제공받았다. 이듬해 알란 카프로우(Allan Kaprow)의 행위 작업 <여섯 

부분으로 나뉜 18개의 해프닝>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방들을 지나며 관객들

이 춤추고, 낙서하고, 여기저기 걸린 텍스트를 낭송하며 오렌지를 쥐어짜 즙

을 마시는 ‘참여’가 벌어졌다. 

단순히 먹거리가 등장하거나 오프닝 행사의 와인과 치즈 같은 소도구가 아

니라 실제로 ‘먹는’ 행위가 미술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으로는 다니엘 스포에

리(Daniel Spoerri)가 파리와 뉴욕, 뒤셀도르프에서 차린 식당을 들 수 있다. 

루마니아 출신의 누보 레알리즘(Nouveau Realism) 작가 스포에리는 1963년 파

리의 J화랑(la Galerie J)에서 <723개의 부엌용품>이라는 제목으로 직접 메뉴

념하는 참회와 절제라는 상반된 가치로 제시된다. 네덜란드 어로 고기 vlees는 단순히 식육이나 인간의 

살 뿐만 아니라 감각적이며 육체적인 인간의 죄 성향을 의미한다. 최정은, 『보이지 않는 것과 말할 수 없

는 것: 바로크 시대의 네덜란드 정물화』, 서울: 한길아트, 2000, p. 162 참조.

10.  Salvador Dali, The Secret Life of Salvador Dali, 1948; Adrian Henri, Total Art: Environments, Happenings, 

and Performa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토탈 아트: 전위예술이란 무엇인가』 김복영 역, 

정음문화사, 1984, pp. 47-4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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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짜서 식당을 차리는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작가가 요리를 맡고 프랑스와 

서인도, 스위스 음식 등 다국적 메뉴로 구성된 식사는 알랭 주프로아(Allain 

Joeffroy), 피에르 레스타니(Pierre Restany), 미셸 라공(Michel Ragon), 자크 레

베크(Jean-Jacques Lévêque) 등 당시의 비평가들에 의해 손님들에게 전달되고, 

이들이 먹고 난 식기들은 그대로 테이블에 고정되어 스포에리의 ‘작품’ <그

림들-덫(tableau-piège)>이 되었다(도판 1).11 

스포에리가 즐겨 인용했다는 독일 속담, “모든 예술이 사라져도 살아남을 

고귀한 예술”로서의 요리12와 그 ‘음식/예술’을 함께 나누는 제의적이고 공동

체적인 행위는 미술작품의 감상과 비교할 만하다. 미술작품의 ‘시각적’ 감상

이 개인적이고 사변적인 행위라면, 레스토랑에서 여럿이 모여 먹는 음식/예

술의 경험은 미각적이자 체험적인 것으로 개인의 경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

니라 타인(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과 그 경험을 나누는 참여에 방점을 둔

다. 

한편 ‘덫’이라는 명칭에서는 스포에리의 풍자적 측면을 엿볼 수 있다. 작품

11. Judith E. Stein, “Spoerri’s Habitat for Decades: Daniel Spoerri extracted art from the detritus of his everyday 

life”, Art in America(July 2002), pp. 62-65. 스포에리와 티라바니자 등 미술가들의 음식을 다룬 논문으로는 

양은희, 「식사하세요!: 티라바니자의 태국요리 접대와 세계공동체 만들기」, 『현대미술사연구』 제20권, 현대

미술사학회, 서울: 눈빛출판사, pp. 145-178가 있다.

12. Gilbert Lascault, “Of Tastes and Colours”, Cimaise 45, no. 256(October/December, 1998), p. 78. 양은희, p. 

154에서 재인용.

도판 1. 다니엘 스포에리, <Tableau Piège>,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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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이 감상 행위에 중심을 둔다면, 반면 오브제로서의 작품은 상품적 가

치와 함께 이런 경험을 물신화하는 미술계의 상업적 태도와도 비견된다. 이

런 견지에서 제목 ‘덫’은 미술작품의 물화에 대한 비판적인 제스처로 읽혀질 

수도 있다. 작가가 요리/제작하고 이를 비평가가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은 

미술작품의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에 대한 패러디로도 해석되는 것이다. 비록 

아쉽게도 식사 후의 식기를 테이블에 고정하여 작품 <덫>을 만듦으로써 생생

한 경험을 박제화 된 오브제로 만들어 팔리고 전시되고 말았지만 말이다.

이듬해인 64년 뉴욕의 알랜 스톤(Allan Stone) 화랑에서 스포에리는 플

럭서스(Fluxus) 작가들에게 같은 식으로 음식을 대접하였다. 결과물인 <31 

Variations on a Meal>은 스포에리가 음식을 대접한 31명의 미술계 인사들과 

플럭서스 작가들의 이름과 함께 마치우나스에 의해 사진작업으로 만들어져 

실크 스크린 인쇄의 식탁보로 전환되었다.13 작가는 더 나아가 4년 뒤에는 아

예 뒤셀도르프의 부르그플라츠(Burgplatz) 가 19번지에 자신의 이름을 건 식

당 ‘레스토랑 스포에리’를 오픈했다(도판 2). 72년까지 지속된 이 식당은 화랑

을 빌려서 행하던 이벤트 성의 과거 작업과는 달리 정식 식당이었고, 그의 스

튜디오이자 공연장의 역할을 하는 미술가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메뉴는 이전

보다 더 실험적인 것들로, ‘얇게 저민 피돈(python) 뱀 요리’ ‘석쇠에 구운 개

미 오믈렛’ ‘코끼리 코 스테이크’ 등으로 구성되어서 과연 식재료가 합법적이

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스포에리는 미술계의 지인들을 초대해 요리도 

13. Jon Hendricks ed., Fluxus Codex. New York: Harry N. Abrams, 1988, pp. 486-7 참조.

도판 2(왼쪽). 스포

에리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레이몽 맹

스와 프랑수와 뒤프

렌느

도판 3 (오른쪽) . 

벤 보티에, <Flux 

Mystery Food>, 퍼

포먼스 사진,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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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기고 함께 연희를 즐기곤 했다.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안토니 미랄다

(Antoni Miralda) 등의 아티스트들이 주방을 거쳐 갔다. 1970년, 식당의 2층에

서는 잇 아트 화랑(Eat Art Gallery)을 마련하여 자신과 동료들의 작품을 판매

하기도 했다.14 스포에리의 사업가적 기질(?)은 일찍이 1961년, 통조림 제품

을 사들여 “주의: 예술작품”이라는 도장을 찍은 후 이를 코펜하겐의 에디 쾨

프게(Addi Koefche) 갤러리에서 판매했던 전력에서도 엿볼 수 있다.15 

이에 비하면 플럭서스 작가 벤 보티에(Ben Vautier)의 음식/예술은 보다 우

연적인 체험이었다. 1963년 니스에서 있었던 플럭서스 페스티벌에서 보티에

는 식료품점에서 상표가 떨어져나간 통조림을 사들여 이를 무작위로 개봉하

여 식사를 하는 <플럭스 미지의 음식(Flux Mystery Food)>이라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도판 3). 내용물이 과일이건 소시지이건, 혹은 생선통조림이건 간

에 통조림을 여는 순서대로 식사를 하는 것이다. 과일을 먼저 먹은 다음, 비

린내 나는 정어리 통조림을 먹을 수도 있고, 소스가 들어있는 통조림을 통째

로 먹어 치우는 것도 서슴지 않아야 하는 이 식사 퍼포먼스는 일반적인 식습

관을 뒤엎는 것이다. 작가는 1966년에 마치우나스(George Maciunas)를 동원

하여 사들인 통조림의 상표를 모두 떼어 낸 다음 ‘벤 보티에의 플럭스 미지의 

음식’이라고 하는 동일한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기도 했다(도판 4).16 통조림

14. Stein, p. 64. 이윤정, 「다니엘 스포에리의 ‘이트 아트(Eat Art)’에 나타난 일상성의 미학」, 『미술사학보』 제

26집, 미술사학연구회, 2006, p. 254 참조.

15. 천문학적인 작품가격을 주장하는 요즘 유명 작가들과 달리, 스포에리는 통조림의 원가를 작품가격으로 

책정했다. Stein, p. 63.

16. Jon Hendricks, pp. 506-7.

도판 4. 벤 보티에, <Flux Mystery 

Food>, 오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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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입하는 사람은 모두 보티에가 마련한 미지의 경험에 동참하게 되었다. 

음식의 궁합을 철저히 무시한 식사순서는 일상적인 식사를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는 전위 음악가 존 케이지(John Cage)의 

화두이자, 플럭서스가 표방하는 비주관적인(non-subjective) 미술을 실현시

키는 우연(chance)의 결과이다. 식사라는 일상적 행위를 예술로 바꾼 것 또한 

플럭서스라는 명칭이 유래한 단어 ‘흐름(Flux)’에서 짐작할 수 있듯 개별 매체 

간의 소통, 작가와 관람자와의 소통, 미술과 일상과의 소통으로 유추할 수 있

다.

한편 같은 플럭서스 작가인 앨리슨 노울즈(Alison Knowles)의 작품은 보

다 개념적이다. 1967년부터 시작된 <동일한 점심식사(Identical Lunch)>(도판 

5)에서 노울즈는 매일 점심, 같은 시간에 첼시에 있는 리스 식당(Riss Foods 

Dinner)에서 토스트 된 호밀 빵에 버터를 바르고 마요네즈를 넣지 않은 참치 

샌드위치를 먹었다. 필립 코너(Philip Corner)와 함께 진행한 이 이벤트는 개

인적인 명상과 일기를 포함한 프로젝트로 확대되어 주변의 지인들과 다른 작

도판 5. 앨리슨 노울즈, <동일한 점

심식사>,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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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17 평범한 점심식사가 어떻게 각자에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매일 같은 메뉴가 어떻게 조금씩 그 맛이 변하는지 등 상세하게 

묘사된 기록들은 사소한 일상을 중요한 사건처럼 여겨지게 한다. 동일한 메

뉴의 식사를 통한 공동체험은 작품/음식의 감상을 작품과 관람자와의 관계

에서 나와 타인과의 관계로 확대하는 것이었다.18 

 음식을 이용한 플럭서스의 작업은 마치우나스가 주최한 수많은 플럭서

스 연회(Flux Fest)에서도 잘 드러났다. 커피로 만든 만두, 솜을 넣은 만두, 보

드카로 속을 채운 달걀, 증류된 우유와 쥬스, 생선으로 만든 캔디, 생선 아이

스크림, 생선 차, 가죽을 우려낸 차 등 상상을 초월하는 메뉴이다. 보다 시

적이고 환경주의적인 미술가 음식으로는 개념미술작가 알렌 루퍼버그(Allen 

Rupperberg)가 1969년 차린 ‘Al's Cafe’의 메뉴도 빼놓을 수 없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LA 도심가의 식당을 빌려 한시적으로 운영된 루퍼퍼

그의 카페에서는 일상적인 패밀리 레스토랑의 메뉴들과 함께 “토스트와 나

뭇잎” “솔방울과 과자들”이 제공되었다. 모든 메뉴에서 ‘화석’은 추가로 주문 

가능했다. 이는 당시 유행하던 대지미술에 관한 패러디였다. 미술관이라는 

권위적인 기관을 등지고 오브제로서의 상품가치를 배격하는 대지미술이 자

연에서 그 피난처를 찾았다면, 루퍼버그는 거꾸로 가장 부르주아적이고 소시

민적인 패밀리 레스토랑의 메뉴에 자연을 끌어들여 ‘판매’함으로써 삶으로부

터의 파격을 꾀한 것이다.19 이렇듯 미각의 비일상적 체험을 통한 신체적, 심

리적 자각은 기존의 시각중심의 작품 감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한편 함

께 먹는 ‘연회’라는 형식의 사회성과 음식을 통한 미술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

하는 작가들도 등장했다. 

17. Hannah Higgins, Fluxus Experien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pp. 47-48.

18.  플럭서스 작가들의 음식에 관한 작업에 대해서는 이지은 「플럭서스의 탈시각중심주의: 촉각, 미각, 후각

을 중심으로」, 『미술이론과 현장』 7호, 2008, pp. 155-6 참조.

19.  Allan McCollum, “Allen Rupperberg: What One Loves about Life are the Things that Fade”, Al Rupperberg: 

Books, INC. Frac Limousin, France, 2001. http://allanmccollum.net/amsimaces/al.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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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회와 사회적 미술: 마리오니, 마타-클락, 킨몬트, 티라바

니자

작년 가을, L.A. 캘리포니아 대학 내의 햄머(Hammer)미술관은 그 어느 때보

다 흥청거렸다. 오하이오 주 신시네티 출신으로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활

동해 온 미술가 톰 마리오니(Tom Marioni)의 전시였다. 『맥주, 미술, 그리고 

철학(Beer, Art and Philosophy)』(2003)의 저자이며 조각, 개념미술, 사운드 아

트, 퍼포먼스와 회화를 넘나드는 작가이자 다수의 전시를 기획해 온 큐레이

터인 마리오니는 1970년대부터 지속해 오던 ‘작업’,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는 

행위는 최고의 미술이다(The Act of Drinking Beer with Friends Is the Highest 

Form of Art)>를 선보였다. 지인들과 지인의 지인들, 미술계 사람들, 미술관 

직원들을 포함하여 작가에게 초대된 사람들은 바텐더가 나눠 주는 노란 레이

블의 파시피코 맥주를 받아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도판 6).20 개념미술가 

에드 루샤(Ed Ruscha), 퍼포먼스 작가인 크리스 버든(Chris Burden)을 비롯하

여 일주일마다 바뀌는 바텐더의 면모도 쟁쟁했다. 매주 수요일, 갤러리 한편

에 설치된 바와 테이블, 그리고 노란 조명은 화이트 큐브의 정숙함을 벗어던

지고 왁자지껄한 파티의 장면을 연출했다. 비워진 맥주병들은 선반 위에 얹

혀 그대로 설치작품이 되었다(도판 7).

갤러리에서 팟타이 국수를 만들어 나눠 주거나 밴드를 불러 음악을 연주하

고, 나이트클럽을 열어 춤을 추고, 심지어 안방처럼 침대를 놓아 잠시 쉬어

가게 해 주는 등의 ‘작업’은 21세기의 첫 10년을 넘긴 우리에게는 익숙한 광

경이다. ‘관계미학(Relational Aesthetic)’ 혹은 ‘사회적 조각(Social sculpture)’이

라고 불리는 이런 종류의 설치/퍼포먼스는 이미 반 세대가 넘게 우리 주변의 

미술관이나 비엔날레에 단골로 등장해 왔다. 마리오니의 전시도 이런 요즘 

유행의 일환이겠거니 생각했다면 73세를 넘긴 백발의 작가가 지난 50년 동안 

이런 작업을 해왔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른다. 

20.  2010년 8월 28일 오픈하여 10월 10일까지 지속된 전시는 매주 수요일 바를 열었고, 9월 28일 하루는 일

반대중에게도 공개하였다. 28일에는 맥주를 한 모금씩 마셔 가며 병 주둥이를 불어서 소리를 내는 연주

인 <13인의 연주가를 위한 맥주마시기 소나타>가 공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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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말, 마리오니는 알랜 피쉬(Allan Fish)라는 가명으로 월넛 크릭

(Walnut Creek) 아트센터의 전시 <6×6×6>의 오프닝에서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여섯 가지 코스 요리를 먹는 퍼포먼스를 행했다.21 먹고 난 식기와 와

인 병은 그대로 그 자리에 ‘전시’되었다. 스포에리보다 앞선 이런 퍼포먼스

는 1970년 오클랜드(Oakland) 미술관에서 첫선을 보인 ‘친구들과 맥주 마시

기’로, 그리고 1976년 시작된 ‘카페 소사이어티(Café Society)’로 이어졌다. 작

가는 미술가와 작가들이 붐비던 1920년대 파리의 카페들을 염두에 두고 카

페 소사이어티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이후 그는 이 모임을 ‘독립미술가협

회(The Society of Independent Artists)’로 개명했는데 이 명칭은 1916년 마르셀 

21.  마리오니는 1968년부터 71년까지 리치몬드(Richmond) 아트센터의 큐레이터로 일했다. 개념미술에 기반한 

파격적인 전시 기획으로 71년 아트센터에서 해직당한 마리오니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사무실을 빌려 개념

미술관(Museum of Conceptual Art, 이하 MOCA)를 설립하고 관장 겸 큐레이터로 활동해 왔다. 큐레이터로

서의 자신과 미술가로서의 자신을 구분하기 위해 만든 예명 Allan Fish는 이후의 몇몇 작품에서도 사용되

었다. MOCA는 1984년까지 지속되었다. Constance Lewallen, Tom Marioni/Matrix39 exh. cat. University Art 

Museum,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80 참조.

도판 6(위). 톰 마리오니,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는 행위는 

최고의 미술이다> 오프닝 퍼포먼스 사진, 2010

도판 7(아래). 톰 마리오니,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는 행위

는 최고의 미술이다> 설치 사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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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샹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그 유명한 소변기 작품 <샘>의 전시로 스캔들

의 주인공이 되었던 단체와 동명이다. 매주 수요일, 작가가 샌프란시스코에 

설립한 개념미술관(Museum of Conceptual Art)이 있던 빌딩 근처의 술집에서 

시작된 이 모임은 미술관과 작가의 스튜디오로 장소를 옮겨 가며 계속되었

다. 

작가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은 ‘사회적 미술’이다. 음주와 대화를 통해 사람

들과의 친분 쌓기는 당연히 ‘사회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이 ‘미술’일까? 

“존 케이지의 침묵 <4분 33초>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음악이 아닌 것처럼 아

마 그런 사람들은 내 작업도 미술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내 작업은 사람들이 

진짜 삶이라고 생각하도록 위장된 퍼포먼스다”라는 마리오니의 설명은 확실

히 ‘미술’ 쪽에 무게를 둔 것이다. 게다가 작가는 익살맞게 덧붙인다. “맥주마

시기는 내가 미술대학에서 배운 것들 중 하나입니다.”22

식사를 통한 미술계 사람들의 모임은 단순한 사교나 여흥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 작업이나 사회참여 같은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앞서 본 스포에리

의 경우, 1998년 비엔나에서 <주사위 던지기: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연회>라

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주사위 던지기를 통해 흰 식탁보가 

깔린 정찬 테이블에 앉아 코스 요리를 대접받거나, 한 가지 메뉴만 오르는 간

소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패러디처럼 보이는 이 연회는 

작가가 정하는 규칙과 참가자 각자의 운이 모여 만들어내는 무작위적 결과물

로 삶 자체를 희화하고 있다. 

작업으로서의 연회 퍼포먼스라기보다 미술가 공동체를 위한 음식의 역

할이 강조된 것은 고든 마타-클락(Gordon Matta-Clark)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 추상표현주의의 시조격인 유명한 초현실주의 화가 로베르토 마타

(Roberto Matta)의 쌍둥이 아들 중 하나로 뉴욕에서 태어난 고든은 원래 르 코

르뷔지에(Le Corbusier)의 조수로 일했던 부친의 영향으로 코넬(Cornell) 대에

서 건축을 전공하였다. 미술을 택하기 위해 건축을 버렸던 부친의 행보를 쫓

22.  Jori Finkel, “Drinking with Tom Marioni, Ed Ruscha and friends at the Hammer Museum” Times, September 

2, 2010, Corrina Peipon, Hammer Projects: Tom Marioni. exh. cat. Hammer Museum,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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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라도 하듯, 그는 모더니즘 건축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데 앞장서는 ‘반(反)

건축(anarchitecture)’23 미술가가 되었다. 

1970년, 작가로 전향하여 뉴욕으로 귀향한 마타-클락은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소호(SoHo)의 그린(Green) 스트리트에 미술가 공동 운영 화

랑(Co-op Gallery)를 운영하며 미술가들의 공동체를 구상하고 있었다. 파티

에서 만나 애인으로 발전한 발레리나이자 사진작가인 캐롤라인 구든(Caroline 

Goodden)과 마타-클락은 소호에 먹을 만한 식당이 없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젊은 예술가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격은 저렴하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두 사람은 1971년 뉴욕 소호

의 프린스(Prince)와 우스터(Wooster) 스트리트가 만나는 모퉁이에 식당 ‘푸

드(Food)’를 차렸다(도판 8). 당시 소호는 지금 막 시작하는 아트 타운이었다. 

새로운 화랑들이 생겨나고 하루가 다르게 작가들의 작업실이 늘어났지만, 정

작 먹을 만한 식당은 ‘파넬리(Fanelli’s)’를 제외하곤 없었다. 구든의 재정지원

에 힘입어, 마타-클락은 인테리어와 요리를 맡아 ‘푸드’를 이끌어 갔다. 

식당은 소호의 전설로 자리 잡

았다. 조각가 마크 디 수베로(Mark 

di Suvero), 미니멀리스트 도널드 

저드(Donald Judd) 등이 게스트 요

리사로 거쳐 갔다. 살사 소스가 이

국적 음식으로 여겨지던 시절, 초

밥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요리

23.  ‘Anarchitecture’는 마타-클락이 신조어로 1973년 작가와 친구들로 결성된 ‘the Anarchitecture Group’의 

명칭과 이듬해인 74년, 소호의 112 Green street에서 열린 전시<Anarchitecture>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anarchy(무정부상태)와 architecture(건축)의 함성어로 알려진 이 명칭은 듣는 사람에 따라, 또는 사용하

기에 따라 ‘an architecture’나 ‘un-architecture’(영어의 접두어 un은 되돌리기나 해체의 의미를 갖는다)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애매모호함은 초현실주의 화가들 중 가장 철학적이라 평가받았던 로베르토 마타

의 아들답게 언어유희를 즐기는 고든 마타-클락의 일면을 엿보게 해준다. 부연하자면 실은 아버지와 아

들은 결코 좋은 사이가 아니었다. 바람기 많은 아버지는 유년기의 쌍둥이 양육을 부인인 앤 클락에게 맡

기고는 유럽으로 떠나 버렸다. 뿐만 아니라 생전에 로베르토 마타는 미술로 전향한 아들의 작품에 침을 

뱉으며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인지 71년 고든은 자신의 성을 마타-클락으로 개명했다. Nicolai 

Ouroussoff, “Timely Lessons From a Rebel, Who Often Created by Destroying”, The New York Times, 

March 3, 2007참조.

도판 8. 소호에 있던 Food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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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개되고, 온통 뼈만 담긴 접시가 메뉴에 등장하기도 했던 ‘푸드’는 마보 

마인즈(Mabou Mines) 극단, 필립 글라스(Phillip Glass) 악단의 단원들, 그랜

드 유니언(Grand Union)의 무용수들을 포함하여 미술, 음악, 연극에 종사하

는 젊은 예술가들의 허기를 채워줄 뿐 아니라 이들의 실험 정신과 가벼운 주

머니까지 고려한 가격으로 명실상부한 소호 예술인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마

타-클락은 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때론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벤트를 

마련하거나 전시 및 판매를 기획하는 등 ‘푸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

개하였고, ‘푸드’는 예술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소통공간을 마련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려는 작가의 의도대로 소호 형성기의 구심

점 역할을 하였다. 마타-클락의 대표적 작품인 버려지거나 곧 해체될 건물

의 모서리나 벽에 구멍을 내는 ‘도시경관(cityscape)’ 작업이 시작된 것도 ‘푸

드’의 인테리어 작업 중 벽에 구멍을 내는 경험에서 기인한 것이다.24 

마타-클락의 ‘푸드’가 오픈한 뒤 20년이 지나자 보다 너그러운 공짜 음식 

작업도 등장했다. 아르헨티나에서 태국 외교관의 아들로 태어나 이디오피

아, 태국과 말레이시아, 캐나다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미국에서 교육을 마친 

글로벌 작가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리크리트 티라바니

24.  구든의 재정지원은 73년부터 중단되었다. ‘푸드’와 마타-클락의 작업에 관해서는 Karen Rosenberg, 

“Disappearing Act: Revisiting Gordon Matta-Clark’s Lost Public Art”, New York Magazine, February 11, 2007, 

Michael Kimmerlman, “When art and Energy Were SoHo Neighbors”, The New York Times. April 28, 2011, 

Ned Smyth, “Gordon Matta-Clark” Artnet Magazine(on-line), http://www.artnet.com/Magazine/features/

smyth/smyth6-6-04.asp 참조.

도판 9(왼쪽). 벤 킨몬트, <Waffles for an Opening>, 1991

도판 10(오른쪽). 벤 킨몬트, <Ich werde Ihr schmutziges Geschirr waschen(I will wash your dirty dishes)> 

뮌헨, 1994, Karl Jager의 집에서의 퍼포먼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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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Rirkrit Tiravanija), 그리고 보다 수줍은 듯한, 미국 버몬트 주 출신의 벤 킨

몬트(Ben Kinmont)가 그 주인공이다. 두 작가는 비슷한 시기에 음식대접을 

자신들의 작품으로 삼기 시작했다.

1991년, 뉴욕의 화이트 컬럼스(White Columns)화랑에서는 킨몬트의 ‘캐주

얼 세레머니(Casual Ceremony)’라는 전시가 열렸다. 전시기간동안 방문객들은 

화랑 한 구석에 놓인 <오프닝을 위한 와플>이라는 제목의 하얀 일회용 종이

접시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었다(도판 9). 종이접시에는 원하는 사람은 킨

몬트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가 편한 시간에 약속을 잡고, 작가의 집에 들러 와

플을 대접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전화번호와 함께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망

설이던 사람들도 어쩌나 싶어 전화를 했다. 작가가 정말로 와플을 줄지, 작가

가 자신들과 함께 식사를 할지, 아니면 자신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만 볼지, 

혹 작품의 일부로 작가의 요구대로 퍼포먼스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등을 전

혀 모르는 상태였다. 

“물론 저도 함께 먹습니다. 아침을 못 먹었고, 배가 고프거든요.” 작가는 

자신의 아침식사를 이렇게 찾아온 관람객들과 함께 했다. 사람들이 거북해 

하는 비디오 촬영이나 레코딩도 없었다. 날씨 같은 가벼운 대화에서 미술에 

대한 의견까지 다양한 대화가 오갔다. 원하는 사람에 한해 작가는 종이 접시

에 나란히 서명을 했다. 접시는 작가의 아카이브에 보관되었다.25 

이 작품과 짝을 이루는 것은 <당신의 더러운 그릇을 닦아드립니다>라는 

‘접시 닦기’ 프로젝트이다(도판 10). 1994년 뮌헨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에

서 작가는 화랑을 통해 자원한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서 설거지를 해주고, 설

거지에 사용되었던 작가의 서명이 든 노란색 스펀지를 선물했다. 작가의 집

에 타인을 들이는 행위와는 반대로, 타인의 생활공간으로 작가가 들어가는 

이 이벤트는 작가도 예상치 못한 해프닝들을 연출했다. 그냥 설거지만 맡기

는 집이 있는가 하면, 수고했다며 함께 식사를 하거나 후식을 먹는 부부도 있

었다. 어느 경우나 작가는 기꺼이 응했고 이들 사이에는 “만족스러운 대화”

25.  Laura Trippi, “Untitled Artists’ Projects by Janine Antoni, Ben Kinmont, Rirkrit Tiravanija” Eating Culture. eds. 

Ron Scapp and Brian Seitz. Alban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8, pp.134-6.



280

가 오갔다.26 

한편 티라바니자의 경우는 작가는 

숨고, 관람객들끼리의 대화가 그 빈

자리를 채우는 작업이다. 1990년 뉴

욕의 폴라 알랜(Paula Allen)화랑에서 

열린 첫 개인전 <팟타이(Pad Thai)>를 

필두로 시작된 음식접대하기 시리즈

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도판 11). 

예술가가 직접 요리해서 관람객이라면 누구에게나 음식을 대접한다는 소문

은 빠르게 번졌고 전시기간 내내 화랑은 점심을 해결하려는 사람들로 북적

였다.27 물론 작가 혼자 요리를 한 것은 아니었다. 개막일에만 손수 요리했고, 

다른 날들은 태국 출신의 동료 미술가가 보수를 받고 대신 요리를 했다. 전시

장에는 가스통, 요리기구, 갖가지 식재료와 소스, 탄산음료 박스와 와인병, 

테이블과 의자가 어지럽게 널렸고, 먹다 흘린 음식물과 설거지가 안 된 그릇

들, 요리하다 튄 기름 냄새와 얼룩이 여기저기 보였다. “맨 처음 단계는 진

동하는 냄새입니다. 상한 새우 냄새가 갤러리에 배일까 가장 염려했습니다.” 

첫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 랜디 알렉산더(Randy Alexander)가 회상했다.28 

화이트 큐브의 엄숙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음식은 사회적 계급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거나 대단한 문화의 산물로 제공된 ‘요리’가 아니라 함께 먹는 

옆 사람과 담소하며 즐기는 경험을 위한 촉매제였다.29 2년 뒤 첼시의 303갤

러리 전시<공짜 (Free)>에서는 팟타이 대신 그린 커리가 등장했다. 제대로 된 

냉장고와 간이주방, 오더를 받는 테이블까지 갖춘 전시는 1995년 같은 장소

에서 <여전히(Still)>란 명칭의 앙코르 전시로까지 이어졌다. ‘여전히’ 음식은 

무료로 제공되었다. 

26. 앞의 책, pp. 138-141.

27.  95년 전시에서 무려 11번이나 식사를 했던 비평가 제리 살츠(Jerry Saltz)는 많을 땐 50여 명, 보통 때는 

25명에서 35명 내외의 사람들이 다녀갔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한다. Jerry Saltz, “A Short History of 

Rirkrit Tiravanija”, Art in America(February 1996), p. 107. 

28. Carol Lutfy and Lynn Gumpert, “A Lot to Digest”, ARTnews(May 1997), p. 152.

29. 티라바니자의 작업에서 보이는 음식의 무계급적 성격에 대해서는 양은희, p. 150을 참조.

도판 11. 리크리트 티라바니자, <팟타이(Pad Thai)> 

전시 중 스틸 사진, ©ANTOINETTE AUR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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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는 1996년 퀄른에서 열린 <내일은 또 다른 날(Tomorrow Is Another 

Day)>에서도 계속되었다. 작가는 자신의 뉴욕 아파트를 실제 크기로 재현해 

놓은 전시실에서 태국식 카레와 파타이 국수를 만들어냈다. 전시에 들른 관

객들은 작가가 대접하는 음식을 먹으며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전시장을 어슬

렁거렸다. 티라바니자 작업의 아낌없이 주는 측면은 종종 아시아(태국)적 특

징으로 해석되거나 불교적인 보시(普施) 행위로 해석되어 평가되기도 했다.30 

이런 비평을 의식해서인지, 최근의 티라바니자는 이탈리안 토르티아와 스파

이시 펌킨 스프를 망라하는 보다 글로벌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앞서 본 마리오니의 예가 미술계의 지인들만 초청하는 폐쇄적인 성격의 공

동체였고, 마타-클락의 ‘푸드’가 상업적 행위를 통한 공동체에의 기여라면, 

티라바니자의 작업은 ‘공짜’를 제공하는 박애주의적인 성격을 특징으로 하면

서도 작가-관람객의 관계로 한정되는 킨몬트의 사적인 프로젝트와는 달리 

불특정 다수 관람객과 관람객 사이의 관계를 촉발한다. 

티라바니자의 나눔은 니콜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의 관계미학

(Relational Aesthetics)이 제공하는 ‘연회의 들뜬 기분(conviviality)’을 잘 드러낸

다.31 갤러리 혹은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주는 선입견은 점잖고 조용한 엄숙주

의이다. 미술관에서 음식을 만들고 먹는 행위는 이를 벗어난 일탈로 관객들

은 일종의 해방감을 느끼며 연희의 들뜸을 공유하게 된다. 이런 들뜸 속에서 

타인과의 격식 없는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레 형성되는 것은 일시적이나마 함께 나눈다는 공동체의식이

다. 물론 나누는 것은 음식에 그치지 않았다. 전시장에 휴게실을 만들어 마실 

것과 함께 읽을거리를 제공하거나 무대와 스튜디오를 겸한 작업실을 만들어 

30.  티라바니자의 작업을 태국인이라는 문화적, 인종적 배경을 깔고 해석하는 것은 Carol Lutfy and Lynn 

Gumpert, 앞의 글과 Delia Bajo and Brainard Carey, “In Conversation: Rirkrit Tiravanija”, The Brooklyn 

Rail(February 2004)가 대표적이다.

31.  Nicolas Bourriaud, Relational Aesthetics trans. Simon Pleasance & Fronza Woods, Dijon, France: Les 

Presse du réel, 2002, p. 30. 부리오는 이 책에서 티라바니자를 포함한 일군의 미술가들을 지목하여 ‘관계

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언급했다. ‘관계미학’이란 용어는 1990년 신학자 헤롤드 맥스웨인이 처음 사용

한 명칭으로 원래 기독교적 구원으로서의 예술과 미학을 언급하는데 쓰였다. 관계미학의 용어 유래에 관

해서는 치카 오케케, 「관계 예술의 양상들」, 『2004 광주 비엔날레: 먼지 한 톨, 물 한 방울』, 서울:열음사, 

2004, p.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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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밴드에게 제공하여 콘서트를 여는 등 작가는 미

술관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로 탈바꿈시켰다. 

작업은 미술관이란 장소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티

라바니자는 태국 농촌지역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친환

경 공동체를 만드는 ‘땅(The Land)’이라 불리는 사업을 

동료 작가들과 함께 시작했다. 1998년 치앙마이 근교에 

유기농 재배법을 통해 농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논 프로젝트>(도판 12)

도 이런 계획의 일환이다. 

“음식은 일종의 틀(frame)입니다. 그 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다

른 문제이지요.” 작가는 설명한다. “만약 당신이 삶을 예술로 만들려고 한다

면, 삶을 무언가로 만드는 그 어떤 행위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그냥 당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32 티라바니자는 음식을 미술작품으로 만들려거나 요

리를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것보다 자신의 작업이 하나의 ‘틀’로서 기능하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보여주려고 한

다. 그것이 여느 때보다 생생하게 음식에 대해 느끼게 되는 미감이건, 혹은 

들뜬 연회의 기분에서 촉발된 ‘이것이 미술인가’라는 논쟁이건 말이다. 이런 

티라바니자의 태도는 예술을 “구체적 사교성(specific sociability)을 생산하는 

장소”33라고 정의하는 부리오의 견해와 일치한다. 헌데 부리오가 말하는 사

교성은 얼마나 사회적인가?

IV. 음식을 통해 본 사회적 미술에 대한 논쟁

과연 이런 사회적 미술, 혹은 부리오의 용어를 빌어 말하는 ‘관계미술

(Relational Art)’은 사회를 변혁시킬 정도로 강력한 것일까? 미술이 현실을 변

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이전에도 있었다. 정치적 메시지의 전달을 목

적으로 하는 프로파간다 미술이나 상징, 도상을 이용해 인간의 삶 속을 파고

든 종교미술, 개념과 기호, 개인의 주체성과 무의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

32. Rirkrit Tiravanija, Interviewed May 10 and May 14, 1994 in Laura Trippi, 앞의 책, p. 156.

33. Bourriaud, 앞의 책, p. 16.

도판 12. 리크리트 티라바

니자, 논 프로젝트, 치앙

마이 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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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스펙트럼을 담아내려는 다양한 사조들이 있었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

여하는 미술이건, 혹은 정치나 이념 자체를 미술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건 

간에 이들 모두는 나름의 정치적 ‘입장들’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이들 중 미

술이 현실을 바꾸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완전한 긍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상황에 대한 비판은 그것이 현실에 대한 저항이건, 투

쟁이건, 도피나 무관심이건 간에 늘 미술작품의 중요한 주제로 자리해 왔다.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의 전략이 모더니즘과 이성중심주의를 공격하

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술계의 자본주의와 상업화가 절정에 이르던 1980년

대를 거치면서 일군의 작가들은 이미 관료화된 미술관과 교조적인 모더니즘

의 금기들에 반발하며 ‘제도비평(Institutional Critique)’을 작품의 궁극적인 지

향점으로 삼았다. 이들의 선구자적인 예로 다니엘 뷔랭(Daniel Buren)과 한스 

하케(Hans Haacke)를 들 수 있다. 뷔랭은 제6회 구겐하임(Guggenheim) 국제

전(1971)에서 그 유명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나선형 로비를 관통하는 거

대한 줄무늬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중립적인 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이라는 

통념이 허상임을 입증했다(도판 13). 같이 전시에 참여했던 미니멀리스트 조

각가인 도널드 저드나 댄 플래빈 등의 항

의와 전시 보이콧을 불사하는 실력행사로 

인해 결국 전시장에서 제거된 뷔랭의 현

수막은 미술관이라는 제도 공간에서 순수

하게 시각적이거나 현상학적인 경험이란 

있을 수 없음을 입증한 것이다.34 또한 자

본주의 사회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하

케의 작품, <샤폴스키와 그 밖 여러 명의 

맨해튼 부동산 소유권>(1971)은 맨해튼의 

빈민가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들을 추적함

으로써, 다양한 지주회사나 법인체로 가

34.  저드는 심지어 뷔랭을 ‘도배장이’라 부르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할 포스터 외 3인, 『1900년 이후

의 미술사: 모더니즘, 반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배수희, 신정훈 외 옮김. 서울: 세미콜론, 2007, p. 

546참조.

도판 13. 다니엘 뷔랭, 구겐하임 설치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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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여 부동산 투기를 벌이는 몇몇 사람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이다. 우연히

도 같은 해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일어난 미술의 ‘쿠데타’는 뷔랭의 전시 취

소, 하케 회고전의 전면 취소와 담당 큐레이터의 해임을 초래했다. 근래에 들

어서도 제임스 메이어(James Meyer)를 필두로 하는 일군의 미술사가, 평론가

들이 지지 속에 미술관과 화랑 등 미술계라는 제도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이

어지고 있다.35 

한편 1990년대에 들어서 미술계의 지각변동은 미술작품, 아니 보다 정확

하게 말하자면 과정으로서의 미술행위로 인해 관람자에서 촉발되는 ‘관계’

에 중심을 둔 미술작품들이 ‘관계미학(Relational Aesthetic)’ 혹은 ‘사회적 조각

(social sculpture)’라는 기치 아래, 우리 시대 미술의 특징으로 자리 잡은 것이

다. 동명의 책의 저자인 부리오는 ‘관계미학’이란 명칭을 관람객을 중심으로 

하는 미술의 사회적 차원을 지칭하여 사용한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관계미

학은 “미술작품을 그것이 대변하거나 생산하고 촉발시키는 사람들 간의 관

계를 기반으로 판단”36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미술작품은 사회성의 모델을 

창출한다.” 따라서 우리는 작품 앞에서 “이 작품이 나로 하여금 대화에 참여

할 수 있게 해주는가? 작품이 규정하는 공간에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37 

부리오의 관계미학은 미셀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의 ‘문화 거주자(a 

tenant of culture)’로서의 예술가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문화라는 

사회 영역을 점유한 예술가가 더 나은 삶의 방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부리오의 관계미술은 “인간의 상호작용의 영역과 

그 영역의 사회적 맥락을 이론적 지평으로 삼는” 예술이다. 기존의 독립적이

며 개인적인 상징적 공간을 고집하는 예술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38 즉, 작품

은 오브제나 감상의 대상으로서의 차원을 벗어나 관람자인 사람과 사람의 관

계맺음을 위한 매개가 되고, 이런 관람자 간의 관계가 작품과 관람자의 일대

35.  James Meyer, “What Happened to the Institutional Critique?”, New York: American Fine Arts, Co. and Paula 

Cooper Gallery. Reprinted in Peter Weibel, ed., Kontext Kunst. Cologne: Dumont, 1993 침조. 

36. Bou36rriaud, 앞의 책, p. 112.

37. 앞의 책, p. 109.

38. 앞의 책,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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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관계보다 우선시되며, 이런 경험을 통한 사회적 차원으로의 소통이 미술

의 새로운 지향점이 되는 것이다. 

반면 이를 비판하는 평론가들은 티라바니자를 위시한 ‘관계미학’을 표방

하는 작가들이 “실험적(laboratory)” 작품의 결말을 ‘무책임하게’ 관람객에게 

떠넘김으로써 진정한 사회비판적 미술들의 의미를 희석하고 있다고 비난한

다.39 이 중 클레어 비숍(Claire Bishop)은 부리오의 인용을 하나하나 곱씹으

며 ‘관계적 미술’이 미래의 유토피아를 바라보거나 사회변혁을 꿈꾸는 대신 

“지금, 여기”의 현실에 안주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인다고 힐난한다. 특히 관

계미학이 주장하는 작품과 관람자, 그리고 관람자와 관람자들 사이에 촉발

되는 관계의 ‘질(quality)’에 대해 반문하며 이들 사이에 오가는 시시껄렁한 대

화들이 과연 얼마나 개인의 의식을 각성시키며 나아가 사회에 진정으로 기

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40 비숍에 의하면 ‘관계미학’

을 따르는 미술가들은 실제로는 폐쇄된 미술계의 모임을 사회적인 것으로 착

각하는 것이고, 진정한 사회적 미술이 갖춰야 할 정치적 입장을 결여한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 정말로 마리오니나 킨몬트, 티라바니자의 음식대접

은 미술과 삶의 경계를 교묘히 넘나들며 사람들의 비판의식을 흐리는 유흥

(entertainment)에 불과한 것일까?

V. 맺음말

프랑스의 미학자 자크 랑시에(Jacques Rancière)는 예술행위의 기반을 공동체

적 나눔에서 찾는다. 랑시에의 주장에 따르면 예술작품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간에 예술을 향유하는 공동체의 일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을 그 전제로 

39.  관계미학을 비판한 글로는 Claire Bishop, “Antagonism and Relational Aesthetics”, October, no. 110, Fall 

2004, pp. 51-79, Dan Fox, “Welcome to the Real world” Frieze, issue 90, 2005 등을 참조. 옥토버리스

트 중 하나인 미술사가 제임스 메이어(James Meyer) 또한 관계미학에 적대적인 대표적 비평가 중 하나

로 이들이 제공하는 연회기분이 일종의 유사자본주의적 엔터테인먼트라고 맹비난한다. James Meyer, 

“No More Scale: The Expansion of Size in Contemporary Sculpture”, Artforum 42, no. 10(summer 2004), pp. 

220-28을 참조. 

40. Bishop, p. 54,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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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정치와 마찬가지로 다분히 사회적인 행위이다.41 즉 사회와 유리될 수 

없는 예술의 본질이 미술작품으로 하여금 공동체가 가진 가치관과 삶에 대한 

인식, 정체성 등을 포함한 공통적인 개념의 틀을 깨거나 이를 강화하는 역할

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갤러리에 작품의 일부로 등장하는 음식은 미술

관이나 화랑이라는 권위적인 체재의 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금기시 되는 것들

이 ‘미술’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느끼는 야릇한 해방감과 더불

어 우리가 미술작품을 대하면서 감상을 통해 교감하는 경험이 반드시 오브제

인 ‘작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또 반드시 ‘작가’와 나라는 인격적인 만남

만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해준다. 

모더니즘을 거치며 완성된 화이트 큐브로서의 미술관은 많은 비난을 받아

왔다. 모더니즘의 이상적인 전시실은 현실 생활과 차단된 독특한 영원성을 

상정하고, 이는 곧 오로지 시각과 정신만을 위해 만들어진 절대공간을 의미

한다. 미술관에 입성한 작품들은 이러한 미술관의 권위로 인해 ‘명작’의 전당

에 오르며 미술사에서의 위치를 보장받기도 한다. 이런 미술관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관람자의 신체를 의식하면서부터이다. 미술작품이 향유하던 절

대공간이 관람객이 현존하는 ‘지금, 여기’의 시간성과 공간성을 공유하면서

부터 미술관의 아우라는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퍼포먼스와 개념미술, 대지

미술, 우편미술 등 다양한 20세기 후반의 미술장르는 모두 이런 화이트 큐브

에서 벗어나 삶 속에서 기능하고자 했다.

한편 미술관에 등장한 음식은 미술관의 이런 현실과 차단된 아우라를 역

이용하고 있다. 미술관이라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금기의 선입견이 

우선되어야 관람객들이 느끼는 해방감이나 일탈감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

다는 점이다. 이제 미술관은 후기자본주의 시대가 보여주는 다양한 미디어

로 들어찬 상업적인 외부 환경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

려 한다.42 일상에서는 무심하게 지나치는 선입견들, 별다른 감흥 없이 소비

41.  Jacques Rancière, The Politics of Aesthetics: The Distribution of the Sensible. trans. Gabriel Rockhill, 

London: Continuum, 2004, pp. 13-14. 

42.  21세기 미술관의 새로운 역할과 관계미학에 대해서는 이지은, 「울라프 앨리아슨의 작품을 통해 보는 미

술의 집단적 체험과 공동체적 소통의 가능성」,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제31권, 2009, pp. 121-141을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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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음식들은 이제 미술관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의 체험과 관람객들 간의 

교류를 통해 새롭게 인식된다. 그렇다면 작가가 ‘장(field)’을 마련하고 관람객

들이 이를 채우는 열린 결말의 작품들이 충분히 ‘사회적’이지 못하다고 비난

받아야 마땅한 것일까? 이들 작품은 체재나 사회의 변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람자 개개인의 변화를 종용한다. 그리고 이런 개개인의 변화야말로 집단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 믿는다. 반드시 모든 미술이 제도 비평을 추구할 이유

는 없다. 오히려 미술계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제도 비평이야말로 미술관이라

는 아우라에 기댄 자신의 모습을 애써 외면하는 게 아닐까. 사교적 미술이나 

사회적 미술 모두가 궁극적으로 관람자와의 소통을 원한다. 관람자가 미술에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작품을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을 

이해받는 것일지 모른다. 이데올로기의 설파나 체재나 사회에 대한 비판의

식만이 사회 여적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논리야말로 우리가 지양해야 할 것이

다.

■ 주제어

음식(food), 다니엘 스포에리(Daniel Spoerri), 벤 보티에(Ben Vautier), 앨리슨 노울즈(Alison 

Knowles), 알렌 루퍼버그(Allen Rupperberg), 톰 마리오니(Tom Marioni), 고든 마타-클락(Gor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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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dible Art: The Social Function and Aspects of Food in 
Contemporary Art

Rhee, Jieun 

This paper briefly charts the history of food as part of the 20th-century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nd explores ways in which food functions in the realms of visual art. 
From Russian Constructivists of the early 20th century to the recent practices of Relational 
Aesthetics, food has taken a small yet distinctively important part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art.

In an attempt to challenge the hegemony of vision in the experience of spectators, 
the artists including Daniel Spoerri, Ben Vautier, Alison Knowles, Allen Rupperberg, 
Tom Marioni, Gordon Matta-Clark, Ben Kinmont, and Rirkrit Tiravanija propose as the 
important locale of artistic experience an extending field of perception brought on by 
the ritual of eating. Far from being a practice of quiet appreciation, eating for these artists 
serves as a nexus of shared talks and experiences among the viewers, and eventually shifts 
the focus of art appreciation from the object-oriented, private experience to the multiple 
relation-oriented, collective experience.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this communal spectatorship in their works within 
the framework of Nicolas Bourriaud’s “Relational aesthetics”. Bourriaud argues that 
relational aesthetics is defined by the way in which art works represent, produce, and 
promote interpersonal relations between viewers. Released from the solitary confines of 
artistic experience, relational aesthetics awakens us into a festive mode of being, a mode 
that Bourriaud calls ‘conviviality’ in communicating and sharing. Likewise, the museum 
is no longer subject to the notion of “white cube” as it lends itself to a site of mutual 
experiencing and sharing. Food in art is at the center of this new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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