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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서양화과 학

사, 미국 보스턴 대학 미술

사학과에서 현대미술사 연

구로 석사와 박사를 취득

하고 현재 명지대학교 미

술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

이다. 20세기와 동시대 미

술을 연구하며, 타자성, 글

로벌리즘, 매체 미술 등에 

관하여 논문을 내었다. 『감

각의 미술관』(2012)의 저

자이며, 최근 연구로는 「미

술작품의 국가적 정체성에 

관한 소고: 3인의 중국작

가를 중심으로」, 「디륵 플

라이쉬만의 <나의열대우

림농장> 프로젝트로 본 장

소성의 문제」, 「유목적 미

술가를 통해 보는 전지구

화 시대 미술의 난제들」 등

이 있다.

정체성의 장소: 니키 리의 <프로젝트> 시리즈에 대한 재고(再考)

I. 들어가며: 자화상 사진을 중심으로 보는 퍼포먼스 사진의 쟁점들

퍼포먼스 작품은 그 존재론적 조건으로 일회성을 갖고 있다. 이후에 이루어지는 

작품의 전시와 감상, 보존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물리적 조건이 다른 매체에 

의존한다. 작품의 스크립트(script)나 퍼포먼스를 촬영한 비디오, 퍼포먼스 장

면의 일부를 기록하는 사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퍼포먼스의 내용을 설명

하거나 보여주는 스크립트나 비디오, 사진들은 때로는 퍼포먼스를 대신하여 전

시되어 그 자체로 감상의 대상이 되고, 아카이브에서 자료의 형태로 보전되며, 

DVD나 CD-Rom의 형태로 혹은 인쇄 매체를 통해 전시 도록의 일부로 기능하

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퍼포먼스 사진은 종종 기록을 목적으로 하는 다큐멘터

리와의 변별성에 있어 애매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일반적으로 퍼포먼스가 사진 

작품의 제작을 위한 과정으로서 선행된 것인가, 아니면 사진이 퍼포먼스를 기록

하기 위하여 촬영된 것인가에 따라 궁극적인 ‘작품’을 어떤 매체로 볼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작품의 최종적 결과물을 사진으로 상정하고 퍼

포먼스를 사진의 제작을 위해 선행되는 과정의 일부로 여긴다. 반면 후자인 다

큐멘터리 사진은 퍼포먼스 자체만을 작품으로 보고 이를 기록, 보존하는 수단으

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구분은 실제 관람객이 퍼포먼스

의 기록을 예술작품으로 인지하느냐 혹은 작품이 아닌 기록물로 판단하느냐에 

의해 뒤바뀌기도 한다. 작품 제작의 주체인 작가의 구분과는 별개로 관람자의 

입장에서 종종 퍼포먼스와 그 재현물은 동일시된다.

미술가가 직접 작품에 등장하는 퍼포먼스 사진은 작품이 드러내려는 것

이 작가의 신체적 ‘행위’인가 혹은 작가의 몸이 재현하는 정체성인가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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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Man Ray, <Rrose 
Sélavy(Marcel Duchamp)>

1920

도 2. Cindy Sherman, 

<Untitled Film> 

Still #1 5, 1978, Gelatin silver 

print, 10×8inch

도 구분할 수 있다. 행위의 기록이 퍼포먼스에 무게를 둔다면 정체성의 표현으로

서의 퍼포먼스 사진은 미술의 오래된 장르인 자화상(self-portrait)과 연결 지어 살

펴볼 수 있다. 고전적 의미에서 자화상은 작가 자신의 정체성의 표현으로 인식

되어 왔다. 반면 현대 미술에서 작가 자신이 등장하는 사진은 미술사에 나타나

는 초상화의 선례들과는 매우 다른 목적으로, 흔히 작가의 정체성을 서술하기보

다는 오히려 이를 둘러싼 질문과 도발로서 나타난다. 본 논문이 논의의 대상으

로 삼는 사진적 자화상(photographic self-portrait) 혹은 자화상 사진(self-portrait 

photography)의 범위는 이런 동시대미술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보다 포괄적

으로 작가 자신의 몸이 작품에서 중심적인 소재로 등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 

작품이 작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보다 예상되는 작가의 정체성을 빗겨가

거나 변형시키는 가장 잘 알려진 예로 만 레이(Man Ray)가 촬영한 마르셀 뒤샹

(Marcel Duchamp)의 〈로즈 셀라비(Rrose Sélavy)〉(1921)를 들 수 있다. 이는 작

가가 여장을 하고 포즈를 취한 것으로 뒤샹의 또 다른 자아(여성) 정체성을 나타

냈다(도 1).

이런 ‘역할극’의 형식으로 포즈를 취한 작가들의 사진은 ‘사진적 퍼포먼스

(photographic performance)’로도 볼 수 있다. 작가 정체성의 표현이라는 측면에

서 고전적 자화상과는 구분되지만 작가의 몸이 등장하는 사진작업들은 자화상 사

진과 퍼포먼스라는 두 장르에 걸쳐있다. 신디 셔먼(Cindy Sherman)의 〈무제 영화 

스틸(Untitled Film Still)〉 연작(도 2)이나 야수마사 모리무라(森村泰昌)의 〈미술사

의 딸들(Daughters of Art History)〉 시리즈(도 3), 라일 애쉬튼 해리스(Lyle-Ash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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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Yasumasa Morimura, 
<Portrait(Futago)>

1988, Cibachrome,  

210.19×299.72cm

도 4. Lyle-Ashton Harris, 
<The Child>

1994, Dye-diffusion Polaroids, 

20×24inch

도 5. Renee Cox, <Yo 

Mama>
1993, Gelatin silver print,  

99.5×63.5inch

Harris), 르네 콕스(Renee Cox) 등의 작품들(도 4, 5)은 작가가 자신의 신체를 소

재로 하여 남성성, 여성성, 퀴어, 인종, 성적 취향 등의 정체성의 지표들을 드러내

거나 이를 와해시키는 수행적인(performative) 측면을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한편 제작 주체(authorship)의 문제 역시 고전적인 자화상의 범주와 차별화

되는 자화상 사진의 쟁점이다. 제작의 특성상 작가가 직접 자기 자신을 촬영하는 

경우보다는 타인에게 촬영을 맡기는 것이 대부분이다. 작품의 기획과 미장센, 소

품, 의상 등의 준비과정, 카메라의 작동은 물론 현상, 인화 과정에서의 트리밍과 

보정 등의 편집 작업 전반에 관한 과정들이 작가를 비롯하여 이를 돕는 스텝들에 

의해 수행된다. 작가의 직접적인 촬영 행위의 유무는 작품의 저작권에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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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지만 전통적인 ‘자화상’의 요건에는 부합되지 못한다.

자화상 사진의 또 다른 쟁점은 작가의 존재 못지않게 퍼포먼스의 성립요건

으로 중요한 관람자의 역할이다. 사진을 감상하는 관람자뿐 아니라 실제의 행위

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장소에서 이를 목격하는 관람자, 혹은 사진에 함께 촬영되

어 관람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는 관람자에 이르기까지기, 관람자의 존재는 작품

의 의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사진이 작가와 시공간을 공유한 타인들

을 함께 담아내어 관람자가 최종결과물인 사진에 포함되는 경우, 이들은 퍼포먼

스 행위의 일차적 관람자로 여겨질 뿐 아니라 이를 감상하는 제3의 관람자에게는 

작품의 일부로서 기능하게 된다. 한편 작가 혼자 등장하는 퍼포먼스 사진도 촬영 

스텝을 포함하는 관계자들이 동석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

도 퍼포먼스의 일차적 관람자로 여겨질 수 있고, 동시에 작가와 함께 제작의 주체

로 기능하기도 한다. 따라서 관람자의 정의 역시 다층적이다.

사진적 자화상을 둘러싼 쟁점들은 위에서 언급한 주체와 타자의 범주를 포

함하여 동시대 미술이 다뤄왔던 인종, 성, 민족, 국가를 아우르는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와 긴밀하게 얽혀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니키 리의 〈프로젝

트〉 시리즈는 퍼포먼스와 사진, 자화상과 다큐멘터리의 범주를 교묘하게 넘나들

며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은 〈프로젝트〉 시리즈에 나타난 정체성

의 형성과 작가주체에 관한 문제들을 짚어보고 타자성을 변주하는 기존의 사진적 

자화상들과 〈프로젝트〉 시리즈가 어떤 변별성을 가지는가를 밝힐 것이다.2)

II. 〈프로젝트〉 시리즈(1997-2001)가 촉발하는 비평적 관점들

1999년 초, 뉴욕 레슬리 톤코노(Leslie Tonkonow) 갤러리에서 열린 니키 리의 첫 

개인전을 통해 알려진 〈프로젝트(Projects)〉 시리즈는 앞서 1998년 말에 열린 기

획전 〈계발된 여행자(The Cultured Tourist)〉(1998)3)에서 예고된 정체성에 관한 

작업이었다. 1997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는 작가가 다양한 하위문화 집단들을 

짧게는 몇 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경험한 기록이자 정체성의 규정을 묻는 작업이

다. 작가는 펑크족, 레즈비언, 히스패닉, 힙합 갱, 맨해튼의 여피족에서 뉴욕 근

교의 노인들, 스트리퍼, 한국의 여고생, 샌프란시스코의 스케이트보더, 오하이오 

트레일러 거주민 등 다양한 지역과 문화권의 집단을 골라 섭렵했다. 작가는 집단

의 구성원들에게 자신은 아티스트이며 ‘프로젝트’를 한다고 미리 밝히고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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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과 취향, 여가활동, 즐겨 찾는 장소 등을 습득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공

동체의 일부가 되는 ‘체험’을 했다. 작가의 이런 체험은 작가 자신이 아닌 제3자

(대부분 집단에 속한 다른 사람 혹은 심지어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셔터만 누르

면 되는 간단한 카메라로 촬영되었다. 사진에 날짜가 찍혀 나오는 전형적인 스냅

사진의 형식은 작가의 체험에 리얼리티를 더하여 다큐멘터리 사진과의 접점을 이

루었다.

전시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뉴욕타임즈의 홀랜드 커터(Holland Cotter)는 

정체성을 묘사하는 유머와 풍자, 사회적 유형의 디테일에 대한 눈썰미, 매소드 연

기에 필적하는 작가의 직접적인 체험 등을 지적하며 〈프로젝트〉 시리즈를 “90년

대의 초문화적, 초국가적, 초성별적 시류에 동참하는 탈정체성의 작업”으로 해석

하였다.4) 아트포럼, 아트뉴스, 뉴아트이그제미너 등 미술전문지들도 잇달아 전시

를 다루었다. 첫 개인전 이후 이어지는 〈프로젝트〉 시리즈에 대한 전시평의 대부

분은 공통적으로 작가의 직접적인 ‘체험’과 선택 집단의 정체성을 기막히게 표현

하는 작가의 “카멜레온 같은” 변장술에 주목하였다.5) 〈프로젝트〉 시리즈가 보여

준 다양한 정체성의 초상들은 신디 셔먼(Cindy Sherman)의 〈무제(Untitled Film 

Still)〉 시리즈(도 2)와 비교되었는데 셔먼이 ‘스튜디오’에 고립되어 정체성을 연기

하는 작가를 보여주었다면, 니키 리의 사진은 ‘거리’에서 작가가 동화되고자 하는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자연스레 어울리는 가운데 촬영되었다는 점이 부각되었

다. 이는 관람자에게 〈프로젝트〉 시리즈를 직접적인 체험의 기록으로 인식시키고 

작가의 작업을 다큐멘터리 사진과 연결한다. 〈프로젝트〉의 사진들이 전문인이 아

닌 집단의 다른 멤버나 심지어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촬영된다는 점과, 스냅 사진

용 포인트-앤-클릭 방식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한 사진에 찍혀 나오는 날짜

표시 역시,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특징으로서 〈프로젝트〉의 일상성과 사실성을 

강조했다.6)

1994년, 중앙대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이승희(1970-)는 뉴

욕의 패션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러지(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상

업사진을 공부하며 패션 사진가 데이비드 르샤펠(David Lechapell)의 조수로 일

했다. 우리가 아는 이름, 니키 리(Nikki S. Lee)는 인턴이나 조수 자리에 지원할 

때 부르기 쉬운 이름을 찾다가 그 달의 보그(Vogue) 잡지를 뒤적여 친구가 골라

준 이름 중 하나였다. 패션모델 니키 테일러(Niki Taylor)의 이름을 딴 새로운 정

체성은 모델 니키나 작가 니키 모두가 의상과 액세서리, 미장센 등을 통해 늘 새

로운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현장경험을 통해 상업사진



정체성의 장소: 니키 리의 <프로젝트> 시리즈에 대한 재고(再考)97

도 6. Nikki S. Lee, 
<The Punk Project 7>
1997, Fujiflex print, 71.5×54cm

보다는 자신의 작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작가는 뉴욕대(NYU) 

대학원 사진학과로 진학하였고 〈프로젝트〉 시리즈는 과제를 준

비하며 시작되었다.7)

1997년 2월 초에 시작된 〈드랙 퀸 프로젝트(The Drag 

Queen Project)〉를 필두로 하여 몇 주 뒤 〈펑크 프로젝트(The 

Punk Project)〉(도 6)가 이어졌고, 몇 달 뒤 〈이스트빌리지의 일

본 젊은이[The Young Japanese (East Village)] 프로젝트〉와 〈관

광객 프로젝트(The Tourist Project)〉가 제작되었다. 2001년까지 

계속된 프로젝트 시리즈에는 레즈비언(1998), 히스패닉(1998), 

여피족(1998), 스윙 추는 사람들(1998-99), 노인들(1999), 오하

이오의 트레일러 파크 거주민(1999), 동부 하트포드의 스트립 

댄서(2000), 샌프란시스코의 스케이트보더(2000), 한국의 여고

생(2000), 힙합 갱(2001) 등 성적 취향과 사회경제적 계급, 직업

과 지방색, 연령대와 국적을 넘나드는 다양한 집단이 다루어졌

다(도 7∼16). 너무도 상이한 각각의 공동체 구성원들과 자연스레 어우러지는 작

가의 변신은 작가가 작업하고 생활하던 뉴욕이 가진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기반

하고 있지만 작가가 말하는 자신의 성향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2001년 

인터뷰에서 니키 리는 배우가 되고 싶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밝

혔다.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은 내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그건 절대 변함이 없어요. 나는 

변화의 형태들을 다룹니다. 내 작업은 사실 정말 단순해요. 존 버거(John Berger)

가 말했듯이 나는 증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언제나 내 안에 많은 다른 성격들이 

존재하는 걸 느껴요. 내가 그런 모든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증거를 보고 싶었

습니다.8)

집단 구성원들과 교감하며 동질성을 표현하는 작가의 능력은 탁월하다. 〈펑

크 프로젝트〉나 〈레즈비언 프로젝트〉, 〈히스패닉 프로젝트〉, 〈여고생 프로젝트〉

에서 보이는 친밀감의 표현들은 작품이 ‘체험’의 결과물임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자칫 프로젝트 시리즈가 개인적인 정체성 바꾸기의 인증사진으로 비춰질 가능성

을 시사한다. 집단에 동화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머리를 염색하고, 옷가지와 장

신구를 구입하는 것에서부터, 몸무게를 줄이거나 늘이고, 장시간의 태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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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 Nikki S. Lee, 
<The Hispanic Project 16>
1998, C-Print, 71.5×54cm

도 7-1. Nikki S. Lee, <The 
Lesbian Project 5>
1997, Digital C-Print, 21.25×

28.25inch

도 7-2. Nikki S. Lee, <The 
Lesbian Project 14>
1997, Digital C-Print, 21.25×

28.25inch

피부색을 검게 바꾸는 것, 스윙 댄스나 봉 춤, 스케이트보드를 배우는 데 이르기

까지 모든 준비과정은 작가에게 수 주에서 수개월에 달하는 시간과 육체적 노력

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이런 노력과 함께 작가가 예리하게 잡아내는 집단정체성

의 지표들(예를 들면 펑크족의 피어싱이나 찢어진 스타킹, 레즈비언의 운동기구, 

여피족의 티파니 선물상자 등)이 만들어내는 미장센은 프로젝트의 사진을 한 작

품만 따로 보았을 때, 선뜻 작가를 집단의 일원과 구분해내기 어렵게 한다.

여기에는 작가 자신의 역할극 못지않게 스냅사진이라는 형식과 사진에 찍힌 

디지털 날짜표기가 주는 다큐멘터리적 신뢰감, 그리고 이에 더하여 작가와 함께 

촬영된 집단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주는 친밀함이 한몫을 한다. 그러나 프

로젝트가 거듭될수록 각각의 사진들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작가의 모

습이 점점 두드러진다.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정체성이 달라지면서 드러나

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작가 자신인 것이다.9)

평론가 제리 살츠(Jerry Saltz)는 일찍이 이런 점을 지적했다. 작가는 결국 타

자의 정체성에 깊이 연루되지 못하고 그

저 “원주민에게 다가가 공감하는 방문객”

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10) 

미술사학자 권미원 역시 인류학 혹은 민

속지학(ethnography)이 그 권위를 보장

해왔던 근대적 주체를 상기시키며 관찰, 

분류, 체험, 기록의 과정과 이를 통해 제

한적 경험이 곧 사실이 되는 지식/권력의 

작용을 〈프로젝트〉에 대입한다. 저자는 

〈프로젝트〉 시리즈가 “하위문화공동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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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패션사진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정체성의 위기를 옷 바꿔입기 게임”으로 전락

시킨다고 비난했다. 그에 따르면 〈프로젝트〉에서 타자는 작가가 주인공인 사진의 

배경으로 전락하고 결국에는 이 모든 ‘프로젝트’가 타자를 거부하는 행위인 것이

다.11) 과연 〈프로젝트〉 시리즈는 근대적 주체(modernist subject)의 증명을 위한 

민속지학적 시각의 타자(the other) 관찰기인가? 서구·유럽·백인·남성 중심의 

민속지학적 주체에 한국 출신의 아시아인 여성 작가를 대입하는 것은 적절한 것

인가? 이런 논란과는 달리 작가 자신은 이미 〈프로젝트〉의 중심이 이국주의나 타

자가 아님을 밝혔다.

이국적 특질을 강조하는 작품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사실, 나는 ‘이국적’인 것이 뭔

지 모르겠어요. 여기[뉴욕] 사람들은 일본식당에 가서 젓가락으로 스시를 먹고 그

걸 이국적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TGI 프라이데이가 이국적입니다! 사람들은 아

마도 〈프로젝트〉를 보면서 “와우, 오하이오 트레일러 파크에 웬 아시아 여자애라

니, 어떻게 저 사람은 거기에 가게 된 걸까?”라며 내 작품이 이국적이라고 생각할

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민족성이 주는 이국주의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층위이기 때문입니다. …… [작품은]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호텔처럼, 카사블랑카 룸, 파라다이스 룸, 디즈니 룸 식의 테마가 아닙니다. 

…… 사람들은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다른 문화들에 대해 정말로 궁금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관심이 아닙니다.12)

흥미로운 이 발언에서 작가의 관심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추적하기 전에, 먼

저 우리는 두 가지 층위의 타자를 발견한다. 하나는 작가가 대상으로 하는 특정

집단이다. 그러나 작가의 관심은 성정체성이나 직업, 민족, 인종, 국가 등의 카테

고리가 분류하는 문화적 특징들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 또 다른 타자는 바로 

작가 자신이다. “오하이오 트레일러 파크에 웬 아시아 여자애”라는 표현은 뉴욕

이라는 메트로폴리스 안에서 만나는 한국인 여성 작가로서의 니키 리가 아니라 

오하이오 시골 컨테이너 주택에서 생활하는 [‘레드넥(redneck)’이라 불리는] 백인 

노동자들 무리에서 ‘아시아 여자’가 주는 탈맥락적(out-of-context) 생경함이다. 

그렇다면 작가는 민속지학적 주체로서 하위문화집단의 문화적 특질들을 평면화

시켜 ‘우월한’ 주체를 정립하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이국적인 타자로 대상화하

여 ‘타자(작가)’에 의한 “원주민(작가의 대상타자) 관광 안내원”13)의 역할을 담당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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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잠시 보류하고 작가의 관심으로 돌아가보자. 작가는 “나는 나 자신에

게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14) 그렇다면 왜 셔먼처럼 혼자 등장하지 않는 것일까? 

작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떤 특정한 종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상호관계[sic]

에 관한 것이고,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정말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한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로 옮겨갈 때 어떻게 태도와 외모를 

바꾸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각각의 프로젝트는 그 특정한 캐릭터를 드러냅니다. 

작업에서 나는 집단이나 그 집단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그

렇게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묘사하면 그것은 내 정체성으로 되돌아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15)

2015년 인터뷰에서도 작가는 “〈프로젝트〉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나

를 보여준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내 정체성에 대한 의문은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볼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16) 이런 언급은 마치 〈프로젝

트〉의 작가가 주체를 공고히 하기 위해 타자와의 “낭만적 대립”을 의도하는 것처

럼 보이게 한다. 아이러니는 여기서 주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근대적 민

속지학에서 타자로 취급되는 ‘비서구·유색인·여성’인 니키 리라는 사실이다. 서

구중심의 주체와 타자라는 이분법적 대립항은 〈프로젝트〉에서 역설적으로 작용

한다. 그렇다면 작가는 스스로 ‘타자역할’을 하고 있는 동시에 ‘주체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체와 타자의 위치가 전이되는 현상은 〈프로젝트〉 제작과정 곳곳에서 나

타난다. 퍼포먼스 사진의 특성상 작가는 제작의 주체이자 ‘하위문화집단’의 일원

으로서 감상의 대상이 된다. 작가가 선택한 집단에서 작가는 엄밀히 말해 외부

에서 온 ‘타자’이면서 스스로가 공동체를 관찰, 기록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사진

의 촬영 역시 집단의 구성원이나 지나는 행인 등 ‘타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사진

이 보여주는 대상 역시 그를 둘러싼 타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는 관계로 제작 주

체는 끊임없이 타자에 의존하며 주체의 역할을 타자와 나누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주체/타자의 엮임, 메를로-퐁티(Merleau-Ponty)가 말하는 서로 얽히고 교

차함(intertwining the chiasm)17)이 작가와 대상 집단 간의 의미 있는 상호주체

(intersubjectivity)를 생산하는 것일까?

위의 언급에서도 나타나듯이, 작가는 자신과 선택 집단의 정체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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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어 의식한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동질성의 표현에 반해 〈프로젝트〉 시리

즈가 타자를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은 시리즈의 ‘체험’ 기

간을 궁금해하거나, 심지어 작가가 대상 집단의 일원과 얼마나 사적인 범주까지 

함께 나누느냐(레즈비언 프로젝트의 예)는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작가는 구성원들과의 공감

을 통해 동질성을 표현하려 노력하는 만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반드시 자신

의 정체성을 회복할 시간을 갖곤 했다.18) 이런 적절한 거리두기는 관찰자로서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애초에 작가가 동질화에 대한 환상이 없었기 때

문이다.

〈프로젝트〉 시리즈에 만연한 피상성—등장인물들은 의미 있는 행위를 함

께 하기보다는 그저 ‘기념사진’처럼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거나 무리 중

에 있는 니키 리의 모습을 스냅 샷으로 잡아낼 뿐이다—은 연출되지 않은 ‘관계’

를 반영한다. 따라서 할 포스터(Hal Foster)가 우려하는 미술의 민속지학적 전환

(ethnographic turn)19)이 진정성의 주체로 고안해낸 “참여-관찰자(participant-

observer)”의 역할은 희석된다. 참여-관찰자가 초래하는 과도한 동질화나 문화

적 우월감은 〈프로젝트〉 시리즈에 없다. 그렇다고 작가 주체가 대상이 되는 특정 

집단을 객관화시켜 보여주는 것은 더욱 아니다. 니키 리는 언제나 대상과 같은 프

레임 안에 존재한다. 들여다보는 시선은 작가의 몫이 아니라 관람자의 몫이 된다. 

따라서 상호주체의 생성 가능성 역시 작가와 대상 사이에서가 아니라 작품(작품

이 보여주는 정체성)과 관람자 사이에서 기대된다. 〈프로젝트〉가 전제하는 ‘체험’

이 대상의 본질로의 접근을 담보하지 못하며 그 제약을 드러내고, 관찰하는 주체

가 타자를 바라보는 또 다른 타자로 존재한다면 이 부분에서 〈프로젝트〉의 다른 

층위가 드러난다. 그것은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장소이자 정체성을 규정하는 관람

자이다.

III. 탈정체성과 관람자의 문제

동일한 작가가 보여주는 다수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프로젝트〉 시리즈는 다

문화주의 시대의 탈정체성(post-identity) 담론과도 연결된다. 정체성이 더 이상 

출신 국가나 민족, 타고난 성별이나 인종, 사회적 계급과 직업 등에 의해 구애받

지 않고 자의적인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앞서 언급한 〈프로젝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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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일부 비평들이 공유하는 부분이었다. 제니퍼 달튼(Jennifer Dalton)은 “사회

적 정체성이란 피부색이나 얼굴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옷이나 헤어스타일에 관한 

의식적 선택에 관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니키 리의 작업이 문화적 정체성은 타

고난 것이라는 관습적인 믿음을 깨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유동적이며, 개인 스스

로가 규정하는 선택의 문제임을 드러낸다고 해석했다.20)

니키 리가 도미한 1994년은 정체성을 화두로 하는 미술 경향들이 정점에 이

르던 시기였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기치 아래 작가가 속한 인종과 

성, 민족과 국가 정체성이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다뤄졌

고, 이들 다양한 ‘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1970년대의 페미니즘 

본질주의(essentialism)나 흑인인권운동 같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체성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으로 여겨졌다. 1990년대는 1980년대를 거치며 누적된 이분법

적 주체/타자의 도식들—예를 들면 남성 대 여성, 백인 대 유색인—에 대한 피

로도가 한계에 달했던 시기였고, 타자성의 발현이 미술계의 주류집단과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제도화의 첫 시기이기도 했다.21)

정체성에 관한 작업들이 미술계 제도권에 진입한 대표적인 예로 1993년 휘

트니 비엔날레를 들 수 있다. 미술사에서 다문화주의를 대표하는 전시로 회자되

는 1993년 휘트니 비엔날레는 전시의 방향을 “정체성 형성에 대한 고찰”로 잡고, 

개인적, 정치적, 사회적 정체성의 문제와 공동체의 재현을 조명했다.22) 전시 도록

에서 엘리자베스 수스만(Elisabeth Sussman)은 손쉬운 본질주의적 규정에 의해 

집단을 하나의 동일한 특성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는 시각을 경계하며 문화와 마

찬가지로 정체성, 민족성, 국가주의, 기술적 요인들 모두가 가변적이고 언제나 생

성의 과정에 있으며 서로 충돌한다고 역설했다.23)

다변적인 정체성의 지표들이 이분법적 대립의 경직성을 와해시킨다는 주장

은 1990년대 초부터 대두되는 ‘교차주의 이론(intersectional theories)’의 영향이

다. 법학자이자 페미니스트인 킴벌리 크렌셔(Kimberlé Crenshaw)가 제시한 교

차주의는 정체성을 결정하는 여러가지 지표들—예를 들면 흑인(인종), 여성(성), 

노동자(계급), 뉴욕 할렘 거주자(지역)—이 서로 교차, 충돌하며 만들어지는 보

다 복합적인 정체성이 기존의 본질주의에 기반한 정체성 담론의 이분법적 경직

성을 극복한다고 보았다.24) 다양한 정체성 지표들이 교차되면서 보다 복합적이고 

섬세한 차이들(differences)을 드러내어 집단 정체성에 개별적 특수성들이 함몰되

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특수성을 강조하는 이런 교차주의의 

시도들은 그 의도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집단이 가진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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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개인의 영역으로 축소하는 위험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남겼다.

1993년 휘트니 비엔날레로 대변되는 타자들의 부상은 뉴욕의 주류 미술계

에 정체성을 화두로 던지며 다문화주의를 중심무대에 올렸지만 기존의 보수적 

시각의 반발 역시 거세게 일어났다. 뉴스위크의 피터 플레건스(Peter Plagens)

는 비엔날레가 “타자의 살롱(A Salon of the Other)”이 되었다고 개탄하며 “게릴

라 걸즈(Guerilla Girls)가 편집한 뉴욕포스트 지면처럼 사회적 불만으로 가득한 

혼합체”라고 혹평했다. 타임지의 로버트 휴(Robert Hughes)는 전시를 “주변성

(marginality)에 대한 긴 몰입과정”이라 부르며 전시는 “어떠한 미적 가치판단도 

희생자에 대한 차별이라 여겨지는” 세태를 반영한다고 개탄했다.25)

작품(오브제)이 갖고 있는 (혹은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미학적 가치를 작

가/생산자(작품 생산의 실체적 주체이자 감상자의 상대적 타자)의 정체성과 별개

로 보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들의 논리는 모더니스트 미학의 근본을 이루는 백인/

서구/남성 주체의 배타적 ‘초월주의(transcendentalism)’를 여지없이 드러낸다. 또

한 이는 ‘타자’라는 명함이 주류 미술관의 출입을 보장하는 새로운 세태에 대한 위

기의식으로도 볼 수 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교차이론에 뒤이어 미술계에 등장한 것이 탈정체성

(post-identity) 담론이었다. 탈정체성 담론은 개인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다양한 

지표들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실제로 정체성의 카테고리가 개인에게 미치는 제

약이나 한계를 부정하는 ‘성과주의(meritocracy)’를 따른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

문화주의의 와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정체성으로 형성되는 집단의 정치적 기반

을 약화시킨다.26) 실제로 이런 탈정체성 담론은 다문화주의에 싫증난 일부 비평

가들에게 다소 냉소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는 니키 리의 〈프로젝트〉를 정체

성의 유동성과 기표의 자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비평가들에게서 잘 

드러난다.27)

반면, 〈프로젝트〉에 나타나는 작가 자신의 정체성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었

다. 비평가 모리스 버거(Maurice Berger)는 니키 리의 〈여피 프로젝트〉(1998)에 

주목하며 작품이 ‘백인성(whiteness)’의 표현방식을 소재로 한 점을 특별히 부각

시켰다. ‘여피(yuppie)’는 젊은 도시거주 전문인(young urban professional)의 준

말로, 주로 와스프(WASP)—백인, 앵글로-색슨, 기독교도(white, anglo-saxon, 

protestant)—가 중심이 된 사회의 상위집단으로 인식되어왔다.

버거는 1990년대 미술의 소재가 된 여러 정체성 중에서도 유독 침묵했던 것

이 바로 백인성이라고 지적했다. “백인성에 대하여 언급하는 순간, 모두 인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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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1. Nikki S. Lee, 
<The Yuppie Project 17>
1998, Digital C-Print, 

21.25×28.25inch

도 9-2. Nikki S. Lee, 
<The Yuppie Project 19>
1998, Digital C-Print

21.25×28.25inch

도 9-3. Nikki S. Lee, 
<The Yuppie Project 4>
1998, Digital C-Print, 

71.5×54cm

도 9-4. Nikki S. Lee, 
<The Yuppie Project 5>
1998, Digital C-Print, 

21.25×28.25inch

와의 관계 속에 놓여진다”28)는 언급은 백인성이 논의되지 않아도 될 만큼 기득권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비평가는 니키 리가 백인성을 부유함과 독점적 

지위, 그리고 백인들 집단에서 타자가 느끼는 소외와 무소속감으로 그려내었다고 

보았다. 심지어 백인남성 동료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작가가 “슬프거나 심

지어 절망적인” 감정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도 9-1, 9-2).

실제로 〈여피 프로젝트〉 사진 속에서 작가가 미소를 짓는 경우도 있다. 이는 

여성 동료와 강아지를 데리고 쇼핑을 하거나 남자친구와 티파니 선물상자를 앞에 

놓고 로맨틱한 저녁을 먹는 장면 등이다(도 9-3, 9-4). 직장에서 동료들과 있거

나 서점에서, 혹은 카운터에 앉아 먹는 바쁜 점심시간의 사진에서 작가는 웃음기 

없는 얼굴을 보여준다. 이는 사생활의 여유와 일터에서의 긴장감의 차이로 보아

야 하지 않을까?

버거는 작가가 비록 의상과 화장, 태도, 취향 등에서 여피를 따라할 수는 있

어도 “결코 여피 속에 낄 수 없는” 이유로 작가가 가진 “아시아성(Asianness)”을 

들었다.29) 〈여피 프로젝트〉에서 작가의 정체성을 백인 대 유색인이라는 이분법적 

논의로 해석하는 것은 당혹스럽다. 프로젝트는 인종과 성별, 계급을 교차하며 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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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5. Nikki S. Lee, 
<The Yuppie Project 23>
1998, Fujiflex print, 51×67.9cm

도 10. Nikki S. Lee, 
<The Swingers Project 53>
1998-1999, Fujiflex print,  

76.2×101.6cm 

도 11. Nikki S. Lee, 
<The Senior Project 26>
1999

혀있다. 왜 여피는 백인남성으로 대변된다고 생

각할까? 작가는 “아시아인 여피도 많이 있다”고 

반박한다.30) 또한 작가는 동질적인 한국사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마이너리티(minority)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심지어 미국에 와서

도 별로 의식하지 않았다고도 했다.31) 우리는 월

스트리트 금융가에서 일하는 수많은 동양인들, 

여성들을 안다. 또 다른 〈여피 프로젝트〉 사진은 

이런 아시아계 남성과 함께 점심을 먹는 작가를 

보여준다. 보다 여유로운 레스토랑의 점심 테이

블에서 그녀는 웃고 있다(도 9-5).

〈히스패닉 프로젝트〉나 〈힙합 프로젝트〉에서 작가의 ‘아시아성’은 비록 구별

되기는 하지만 이들 선택 집단의 정체성으로 무리 없이 편입되었다. 비평들은 다

투어 작가의 위장술에 감탄했다. 그러나 버거는 오직 〈여피 프로젝트〉만 언급하

며 —심지어 평론가는 〈여피 프로젝트〉가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작품이라 말한다— 백인남성들 틈에서 작가는 “소외와 무소속감”을 표현하고 있

다고 평가했다.32) 이처럼 아시아 여성이 백인 남성들 사이에서 위축되고 소외된

다고 느끼는 것은 혹 중산층/지식인/백인/남성인 평론가의 입장에서 비롯한 것일

까? 주체와 타자의 이분법적 구도에서는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이 백인성과 상반

되는 ‘타자성’을 대변하는 것처럼, 아시아인도 이들 히스패닉이나 흑인과 함께 ‘타

자’라는 범주로 무리 없이 묶여진다. 그렇다면 오로지 백인/남성/전문직 집단만

이 이들의 대척점에 설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인가?

작가의 정체성이 두드러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오하이오 프로젝트〉(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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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 Nikki S. Lee, 
<The Ohio Project 7>
1999, Digital C-Print, 

21.25×28.25inch

도 13-1. Nikki S. Lee, <The 
Exotic Dancers Project 34>
2000, Digital C-Print, 

71.5×54cm

를 들 수 있다(도 12). 트레일러 주택에 살며 엽총을 소지하고, 

청바지와 티셔츠에 긴 부츠를 신은 남성을 통해 유추하는 정체

성의 지표는 인종이나 성별뿐 아니라 거주지와 살림살이가 말

해주는 경제수준과 문화적 성향으로 가늠하는 계급, 그리고 총

기와 남부연합의 깃발이 표상하는 가치관—“백인 쓰레기(white 

trash)”33)에서 인종주의자, 폭력적 남편까지 다양한 유추가 가능

하다—을 드러낸다. 그러나 〈오하이오 프로젝트〉가 드러내는 

가장 흥미로운 정체성은 오하이오의 트레일러 주택에 사는 중

년 백인남성이라기보다 의외의 장소에 도사리고 있는 니키 리

의 ‘아시아인/여성/작가’ 정체성이다.

패션 저널리스트 기 트레바이(Guy Trebay)가 언급했듯이 

작가의 생김새와 피부색은 여하한 분장에도 불구하고 작가를 

둘러싼 주변인들과 작가를 분리시키고 다름을 드러낸다. “어쩌

다 저렇게 예쁜 동양 아가씨가 남부깃발 아래 엽총을 무릎 위에 

놓은 늙수그레한 […]사내 옆에 어깨를 드러낸 차림으로 앉아있

는 걸까?”34)라는 저자의 의문은 동양 여성인 작가에 대한 선입

견—상냥하며, 얌전하고 보수적일 것이라는 편견—을 드러내

며 그녀를 백인남성과의 비교우위에 놓는다. 〈여피 프로젝트〉

의 ‘사회적으로 성공한’ 백인남성과 〈오하이오 프로젝트〉의 “백

인 쓰레기”로 취급되는 남성은 동일한 ‘백인성’으로 해석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버거가 지적하는 니키 리의 ‘아시아성’ 역시 

작가가 함께 하는 공동체의 성격과 이를 보는 관람자에 따라 달

라진다.

〈이국적 무희 프로젝트(Exotic Dancer Project)〉(2000)에서 

사진 속의 작가는 하트포드의 한 젠틀맨 클럽에서 일하는 스트

리퍼이다(도 13-1). 가운데 봉을 중심으로 백인 동료와 거울 이

미지를 만들며 포즈를 취한 작가의 ‘아시아성’은 클럽의 주요 고객인 백인 남성들

에게 진정 ‘이국적’인 존재이다(반면, 아시아 남성들에게는 작가의 반대편 금발 여

성이 이국적일 것이다). 한편, 동료와 함께 가게에서 의상을 고르는 장면은 물신

화된 성적 대상이 아니라 여느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그날의 일을 준비하는 직업

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여성 동료들 간의 친밀함과 소소한 일상을 엿보게 한다(도 

13-2, 13-3). 타자에게서 발견하는 동질감, 혹은 익숙한 정체성을 흔드는 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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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2. Nikki S. Lee, <The 
Exotic Dancers Project 13>
2000, Digital C-Print, 

21.25×28.25inch

도 13-3. Nikki S. Lee, <The 
Exotic Dancers Project 29>
2000, Digital C-Print,

21.25×28.25inch

함이 교차하는 〈프로젝트〉는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자들이 취하는 ‘주체’의 입장을 

‘타자’의 위치로, ‘타자성’에 대한 인식을 ‘주체’의 자리로 옮기며 교란시킨다. 이 

과정에서 관람자 자신의 정체성이 재조정된다.

미술사학자 셰리즈 스미스(Cherise Smith)는 탈정체성 담론을 이끄는 이데

올로기의 두 축인 “개인적 동인과 사회적 결정론”에 〈프로젝트〉 시리즈가 상응하

는 요소들을 지적했다. 첫째, 작가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 내재된 다양성이

다.35) 두 번째는 작가가 생각하는 자신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작가 사이의 간극이

다. 세 번째로, 작가가 환경결정요인이라고 여기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람자의 

맥락이 어떻게 작가 자신과 타자의 자기인식을 바꾸느냐”이다.36) 여기서 본 논문

이 주목하는 것은 맥락(context)이 작가가 선택한 집단의 사회적 문화적 측면 못

지않게 관람자 개인이 인식하는 정체성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이다.

다시 〈여피 프로젝트〉로 돌아가보자. 한국인/여성/전문직의 시각에서 보는 

사진 속의 작가는 굳이 여피가 되기 위해 백인으로 분장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는

다. 이는 〈스윙어 프로젝트〉나 〈스케이트보더 프로젝트〉에서 작가가 선택 집단의 

특징을 인종이나 민족성으로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월스트리트의 점심

시간과 사무실에서 촬영된 작가의 모습은 바쁜 업무와 긴장의 연속 속에서 (미소 

지을 여유가 없는) 망중한을 보여준다. 반면, 바니스 뉴욕(여피들이 잘 가는 뉴욕

의 백화점)에서의 쇼핑이나 남자친구와의 저녁식사에서는 사적인 친근함과 여유

가 드러난다. 작가를 둘러싼 주변인들이 대부분 백인임을 의식하는 것은 월스트

리트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리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백인들 틈에서 작가의 

모습은 어쩌면 ‘유사-백인(pseudo-white)’으로 취급되며 월스트리트의 ‘일벌레

(working animal)’ 스테레오 타입에 가장 걸맞은 동양인에 대한 상투적 묘사이다. 

‘아시아성’, ‘이국성’은 관람자의 정체성에 따라 다르게 체감되고 주체와 타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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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설정은 관람자에 의해 지정된다.

나아가 더 중요한 점은 〈프로젝트〉 시리즈가 작가와 선택 집단의 정체성뿐 

아니라 관람자 자신의 정체성을 재규정한다는 사실이다. 관람자는 자신의 인종/

민족/성별/계급적 맥락에서 형성된 시각으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한다. 〈프로젝

트〉가 묘사하는 하위문화집단 각각의 특징을 반영하는 상투성(cliché)들이 민속지

학적 주체가 상상하는 타자를 충족한다면, 이런 상투성을 행하는 작가의 퍼포먼

스는 집단 내에서 민속지학적 주체의 우월성과 상대적 타자의 입장을 동시에 충

족한다.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정체성은 따라서 해당 집단의 일원들이 

규정하는 것도, 작가가 결정하는 것도 아닌 관람자의 몫으로 남는다. 니키 리의 

‘프로젝트’는 정체성에 대한 보고로 완결된 ‘결과물(product)’이 아니라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제작(production)’의 장소로 기능한다.

IV. 맺음말

정체성을 다루는 자화상 사진은 기존 자화상의 정의와 퍼포먼스 사진의 조건 양

자를 바꾼다. 현대미술에서 작가 자신이 등장하는 사진은 이전의 초상사진과는 

다르게 작가의 정체성의 표현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정체성의 규정과 의미작용을 

다루는 양상을 보였다. 니키 리의 〈프로젝트〉 시리즈는 대부분 작가가 혼자 등장

하거나 다른 등장인물들이 있어도 배경 정도로 취급되던 자화상 사진의 전형을 

깨고, 공동체의 ‘체험’을 통해 작가와 작가가 선택한 집단의 일원들 간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노출했다. 뿐만 아니라 사진의 제작과정에 있어서도 스냅 사진의 형

식을 차용하고, 실제의 촬영도 집단의 일원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맡겼다. 의도

된 ‘아마추어리즘(de-skilling)’은 제작주체로서의 작가의 위치를 애매하게 하고 작

품에 다큐멘터리적 진정성의 아우라를 드리웠다. 다수의 비평들은 〈프로젝트〉 시

리즈를 선택적 정체성의 발현으로 받아들이고 탈정체성 담론의 틀에서 해석했다.

1980년대를 거치며 1990년대 초반 정점을 이룬 다문화주의의 확산과 인종/

성/민족/계급적 차원의 타자들의 약진은 미술계 보수 세력의 위기의식을 자극했

고, 역설적으로 정체성을 개별적 특성으로 ‘보편화’하거나 정체성 자체를 선택의 

문제로 축소하는 탈정체성 담론에 의해 그 정치적 동력이 약화되기도 했다. 정체

성에 관해 꾸준히 담론을 펼치는 비평가 코코 푸스코(Coco Fusco)는 “다문화주의

가 잠시나마 긍정적인 주목을 받던 80년대 이후로 (타자들의) 작업에서 자서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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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이 주를 이루면서, 이것이 백인들이 자주 요구하는 ‘감정적 스트립쇼’가 되는 

게 아니냐는 회의에 빠지곤 했다”고 회상했다.37)

1999년 니키 리의 첫 개인전은 이런 배경 속에서 뉴욕의 미술계에 등장했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탈정체성을 표방하는 것처럼 보이는 〈프로젝트〉 작업

의 층위는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작가 자신의 정체성이 전면에 드러나면서, 작품

에 나타난 작가와 선택 집단 정체성이 점유하는 주체와 타자의 역할이 전치되거

나 역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나아가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자가 속한 정체성의 맥

락이 설정하는 주체와 타자의 역할이 더해져서 작품이 말하는 정체성은 늘 상대

적 타자의 자리를 지키게 된다. 동시대 미술에서 주류를 이뤄왔던 타자성에 대한 

논의가 ‘작가의’ 개별적 정체성에 근거한 “감정적 스트립쇼”였다면 니키 리의 〈프

로젝트〉는 작가의 정체성이 아니라 ‘관람자의’ 정체성을 재규정하는 프로덕션의 

장소가 된다. 이런 다층적인 논쟁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프로젝트〉는 주체와 타

자의 이분법을 비껴가며 정체성 논의에서 타자의 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사진적 퍼

포먼스의 역할을 수행한다.

투고일 2016년 9월 26일 | 심사개시일 2016년 10월 3일 | 게재확정일 201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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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melia Jones, “The ‘Eternal Return’: Self-Portrait Photography as a Technology of Embodiment,” 

Sign (Summer 2002), p. 947 참조. Jones가 지적하듯 이런 포괄적인 자화상 사진에 대한 정의는 

자화상 사진의 정의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다.

2) 본 논문의 주제는 뉴욕대학(NYU)의 찬다 레인 커레이(Chanda Laine Carey) 교수가 좌장으

로 진행하는 CAA 컨퍼런스의 세션, 〈Imaging Bodies, Picturing Identities: Self-Portraiture as 

Performance〉가 표방하는 주제와 니키 리의 사진작업에 관해 필자와 커레이 교수가 나누었

던 견해의 차이에서 출발했다. 커레이 교수가 규정하는 작가의 몸이 등장하는 ‘사진적 자화상

(photographic self-portraiture)’은 비록 작가 자신이 셔터를 누르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진을 전공

하는 ‘전문가’가 작가의 의뢰에 의해 제작하거나 작가가 직접 촬영한 사진에 한정하는 것이었고, 

이런 견지에서 불특정한 비전문가에게 촬영을 일임하는 니키 리의 〈Projects〉의 경우는 저작권

(authorship)의 문제에서나 사진의 미학적(aesthetic) 견지에서 세션이 정하는 사진적 자화상의 범

주에 포함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필자도 니키 리의 〈Projects〉를 전형적인 자화상 사

진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오히려 〈Projects〉를 통해 드러나는 ‘사진적 자화상’과 퍼포먼스 사진이라

는 범주의 문제점과 사진을 통한 정체성의 형성과정에 대한 쟁점들이 본 논문이 고찰하고자 하는 

바이다. 커레이 교수와 필자의 이메일, 2016. 9. 3.

3) 〈The Cultured Tourist〉의 전시 명칭에서 ‘cultured’는 ‘재배된’, ‘양식된’이란 뜻 이외에도 ‘계발된’, 

‘세련된’이란 뜻의 중의적 해석으로 읽힌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적으로 길러진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했다. 작가는 이 기획전을 개인전에 앞서 작품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는 기회로 받아들

였다고 언급했다. 필자와의 인터뷰, 2016. 10. 3.

4) Holland Cotter, “Nikki S. Lee,”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10, 1999). http://www.nytimes.

com/1999/09/10/arts/art-in-review-nikki-s-lee.html (2016. 10. 1. 접속).

5) Nuit Banai, “Culture Chameleon,” One World Magazine (April/May 2002), pp. 106-107. 〈프로

젝트〉 시리즈에서 작가가 대상으로 삼는 집단의 정체성을 감쪽같이 모방했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비평에서 계속적으로 공유되었다. 한편 〈여피 프로젝트〉같은 특정한 작품에서는 작가와 다른 구

성원들과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이 Cotter나 Maurice Berger 등 몇몇 비평가들에게 지

적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이는 논문의 후반부에서 다뤄질 것이다.

6) Amanda Cruz는 〈프로젝트〉의 스냅샷 형식이 배타적이고 지역적인 리얼리티를 반영한다고 평가

했다. Cruz, “Nikki S Lee,” X-tra 10:1 (2007), p. 42-45. 〈프로젝트〉에 대한 비평들은 초기부터 

이런 ‘진정성’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Marie de Brugerolle, “Nikki S. Lee,” Documents sur l’art (fall/

winter 1997/1998) 참조. Roberta Smith, “More Space for Young Artists,” The New York Times 

(February 19, 1999)와 Cotter의 리뷰 이후로 이런 견해는 지배적이었다. Nancy Spector, “Nikki 

Lee,” Guarene Arte 99 (Turin: Sandretto Re Rebaudengo Foundation for the Arts, 1999); B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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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에서 작가 자신이 등장하는 자화상 사진은 이전의 초상화와는 다르게 작

가의 정체성의 표현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정체성의 규정과 의미작용을 다룬다. 니

키 리의 〈프로젝트〉 시리즈(1997-2001)는 대부분 작가가 혼자 등장하거나 다른 

등장인물들이 있어도 배경 정도로 취급되던 자화상 사진의 전형을 깨고, 특정 공

동체의 ‘체험’을 통해 작가와 작가가 선택한 집단의 일원들 간의 ‘관계’를 적극적으

로 노출했다. 뿐만 아니라 사진의 제작과정에 있어서도 스냅 사진의 형식을 차용

하고, 실제의 촬영도 집단의 일원이나 지나는 사람에게 맡겼다. 이런 의도된 아마

추어리즘은 제작주체로서의 작가의 위치를 애매하게 하고 작품에 다큐멘터리적 

진정성의 아우라를 드리웠다. 다수의 비평들은 〈프로젝트〉 시리즈를 선택적 정체

성의 발현으로 받아들이고 탈정체성 담론의 틀에서 해석했다.

1980년대를 거치며 90년대 초반 정점을 이룬 다문화주의의 확산과 인종/성/

민족/계급적 차원의 타자들의 약진은 미술계 보수 세력의 위기의식을 자극했고, 

역설적으로 정체성을 개별적 특성으로 ‘보편화’하거나 정체성 자체를 선택의 문제

로 축소하는 탈정체성 담론에 의해 그 정치적 동력이 약화되기도 했다. 1999년 니

키 리의 첫 개인전은 이런 배경 속에서 뉴욕의 미술계에 등장했다. 그러나 탈정체

성을 표방하는 것처럼 보이는 〈프로젝트〉 작업의 층위는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작

가 자신의 정체성이 전면에 드러나면서, 작품에 나타난 작가와 선택 집단 정체성

이 점유하는 주체와 타자의 역할이 전치되거나 역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작가주

체와 선택집단이라는 대상은 한 화면 속에서 감상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 여기에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자가 속한 정체성의 맥락이 설정하는 주체와 타자의 역할이 

더해져서 작품이 말하는 정체성은 늘 상대적 타자의 자리를 지키게 되며 〈프로젝

트〉는 작가의 정체성이 아니라 ‘관람자’의 정체성을 재규정하는 프로덕션의 장소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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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이런 다층적인 논쟁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프로젝트〉는 주체와 타자의 

이분법을 비껴가며 정체성 논의에서 타자의 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사진적 퍼포먼

스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제어: 니키 리, 프로젝트, 자화상 사진, 퍼포먼스 사진, 정체성, 탈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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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tion of Identity:  

Revisiting Nikki S. Lee’s 〈Projects〉(1997-2001)

Jieun Rhee The self-portrait photography i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tands as 

a critical departure from the generic convention of framing lodged in the 

history of self-portrait in western art. If the latter usually conveys the identity 

of the artist sitter as defined by the artist him/herself, the former challenges 

the genre’s assumption of self-identity by deliberately displacing or confusing 

the role of the artist in the act of framing. In many cases, the production of 

self-portrait photography involves the technical assistance offered by others 

physically manipulating the camera outside the frame, which problematizes 

the way in which the claim of single authorship is bestowed on the sitter-artist 

in the genre of ‘self ’ portrait. In the performance photography, the artist is 

the subject/author of the art work and simultaneously becomes the object of 

portraying.

Nikki S. Lee’s 〈Projects〉(1997-2001) is a series of photographic projects 

that deals with this shifting spectrum of self-portrait photography’s subject/

object relationship in its process of making and viewing. The artist has 

portrayed various collective identity clusters including sub-cultural or ethnic 

minority groups—the punks, the lesbians, the hispanics, the skateboarders, 

the school girls, the seniors, the exotic dancers, the yuppies, and the trailer-

park dwellers in Ohio, etc.—with her own image included in the picture as 

a member of each group. While she was working on the ‘project,’ the artist 

actually spent some periods with each target group. Taking a cue from what 

they regard as a serious cultural fieldwork, several critics claim that Nikki L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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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differs from the way in which the artist often engages in an impostering 

act of identification in contemporary self-portrait scenes—opted and 

popularized by the likes of Sherman and Morimura. In contrast to their act of 

impersonation, her work, they conclude, is an attempt to explore the cultural 

complexity in the field of encountering cultural othernes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other critics who point out that her work 

unfolds a scene of “post-identity discourse,” in which one’s identity is a 

malleable concept, one that can be designed and altered at one’s whim. In 

the continuing debate hinging on the subject-object dichotomy in Nikki Lee’s 

work, one can also include Miwon Kwon’s intervention, which argues that the 

artist’s project tends to stereotype the cultural others and use their images as a 

culturally homogenous backdrop that highlights by contrast the artist’s identity 

masquerade show.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what is neglected in the existing theoretical 

frame of self-portrait photography studies; namely, the viewer’s role. In my 

view, the subject-object relationship so far articulated in Nikki Lee’s project 

takes yet another critical turn at a galley setting, where the viewer beholds the 

artist in the picture and recasts it into an image of otherness that also engages 

his/her identification in a respective manner. By including the viewer’s outlook 

in the debate, the paper explores the possibility of how the meaning or 

implication of the subject-object dichotomy in the work can be radically altered 

by the act of viewing. With various cultural boundaries that include ethnic, 

racial, sexual, age-specific, occupational, class divisions that have formed the 

perspective of their own, the viewers could react to and interpret diversely the 

cultural others/ourselves depicted in each series of 〈Projects〉. Lee’s 〈Projects〉 

thus highlights that the locus of making one’s identity is conflated with the 

viewer’s identification with the given subject. In this context, 〈Projects〉 is not 

as much the final ‘product’ of the artist’s identity masquerade, as the locus of 

production that the viewers’ own identity formed accordingly.

Key Words: Nikki S. Lee, Projects, self-portrait photography, performance photography, identity, post-

ident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