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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로버트 모리스, <Untitled> 
1965. Gray fiberglass with light. 24" x 
96" 도 은 Dallas 미술 의 시장
면임. ⓒ Dallas Museum of Arts.

미니멀리즘의 인간형태주의 논쟁

이 지 은 *1)

Flashback: 

앞에는 마이클 리드가 바로 ‘인간형태주의’  작품의 

로 들어 설명했던 로버트 모리스의 Untitled(그림 1)가 보인다. 

일명 도우넛(doughnut)이라고도 불리는 이 작품은 가운데가 뚫

린 납작한 원기둥 형태의 입체물로 양쪽에 가늘게 단된 부분

을 통해 안쪽에 설치된 형 등의 불빛이 새어나오게 되어있다. 

그러나 ‘인간형태주의’라는 명칭이 무색해지리만큼 앞의 조형

물은 인간의 형상과는  무 해 보인다. 이는 바넷트 뉴만의 

회화에서 보이는 수직선이 주는 직립의 느낌도, 마크 로드코의 

사각형이 주는 몸통도 없이 그  바닥에 놓인 압축합 으로 만

들어진 구조이다. 우리는 이토록 인간과 거리가 먼 미술작품에

서도 인간을 마주서듯 그 존(presence)을 느끼려 하는 것인가.

* 명지 학교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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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언

1960년  미니멀리즘은 추상표 주의라는 명칭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의 후 모더니

즘과 포스트모더니즘 간의 간극을 연결하는 미술사의 요한 사조이다. 미니멀리즘은 그 등

장과 함께 많은 논쟁들을 일으켰는데 이는 이들 작품의 외모가 가지는 엄정성과 공업용 재료

의 사용이 일반 감상자들에게 당혹스런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 거니와, 미니멀리즘의 작

가들이 서슴없이 쏟아내는 모더니즘에 한 비 이 당시 미술계의 주류를 차지하던 모더니즘

의 추종자들에게 기의식을 불러일으켰던 것에 기인한다. 

미니멀리즘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의 표  미술 문지인 아트포럼(Artforum)과 아트 매

거진(Arts Magazine)을 심으로 60년  후반을 뜨겁게 달구었다. 모더니즘과 미니멀리즘 

양 진 은 65년 도 드 드(Donald Judd)의 “특정한 사물들(Specific Objects)” 66년부터 69

년까지 연재된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의 “조각에 한 노트(Notes on Sculpture)”와 

67년 마이클 리드(Michael Fried)의 명한 논문 “미술과 사물성(Art and Objecthood)”을 

표로 하여 격렬하고 때로는 감정 인 논쟁을 벌여왔다. 미니멀리즘의 역 기를 술한 제

임스 메이어(James Meyer)가 지 하듯 이 싸움은 양 진 이 서로가 자라고 주장하는 추상

(abstraction)의 정통성을 두고 일어났다.1) 반면 ‘인간형태주의(anthropomorphism)’는 일종의 

욕설이자 결함으로 양 측이 서로 반 편이 가진 특징으로 주장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미술사조는 언제나 계보(genealogy) 엮기와 미술사  의의부여, 장르에 끼워 맞추

기 등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되어왔다. 미니멀리즘도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외일 수 없

었다. 그러나 미니멀리즘을 둘러싼 인간형태주의 논쟁을 흥미롭게 하는 것은 이른바 탈 모던

을 부르짖던 미니멀리스트들에 한 미술계 일부의 편견이 미니멀리즘을 다름 아닌 그들이 

비 의 상으로 삼던 모더니즘의 유산으로 보았다는 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반되는 

입장의 모더니즘과 미니멀리즘 양 진 이 서로를 공략하는데 썼던 가장 심한 비난이자 오명

이 바로 그들이 공통 으로 사용하던 ‘인간형태 ’이라는 수사라는데 있다. 그 다면 왜 인간

형태 인가? 아니, 이 물음에 앞서 우리는 미술작품을 보는데 요구되는 습과 함께, 작가와 

작품이 마주설 때, 그리고 람자와 작품이 마주설 때의 상황에 한 상학  고찰을 간과

할 수 없다. 한 인간형태주의에 한 논쟁을 더 복합 으로 만드는 것은 그 개념이 고정되

1) James Meyer, The Genealogy of Minimalism: Carl Andre, Dan Flavin, Donald Judd, Sol 

Lewitt and Robert Morris (Ann Arbor: UMI Press, 1995),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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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 와 미술사조에 따라 변화한다는 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미니

멀리즘을 심으로 나타난 1960년 와 그 이후의 인간형태주의 논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술작품의 의미과정에서 필수 인 작품과 람자의 상호작용을 고찰하여 시각 술에 있어

서 신체가 갖는 의미를 추 하고자 한다.

II. 모더니스트 vs 미니멀리스트: 인간형태주의 논쟁

미국 모더니즘 미술에 남긴 평론가 클 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의 유산은 매체

론과 시각성(opticality)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두 논리  척 의 은 그린버그가 주장

하는 모더니스트 회화가 궁극 으로 지향하는 월 (transcendental) 미학으로 바로 이 에

서 논의하는 미니멀리스트들의 모더니즘 비 에 있어서 출발 이 되는 부분이다. 우선 매체

성에 하여 살펴보자. 그린버그는 통 인 미술의 각 역이 가진 독자 인 매체  특성을 

그 본질  존재론으로 상정하고, 각 미술 분야의 순수성의 보장이야말로 술의 독자성과 질

(quality)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주장하 다. 특히 회화의 경우, 그가 주장한 ‘모더니스트 회화’

의 존재론  조건인 캔버스의 “평면성과 평면성의 한계(flatness and the delimitation of 

flatness)”2)는 회화의 정의를 물리  조건에 한정시키는 것으로, 문학이나 연극, 조각, 건축 

등 타 술 역과 공유하지 않는 회화만의 순수성을 추구한 정의이다.

반면 미니멀리스트들은 미술의 각 장르가 가진 내재  본질로서의 매체개념에 반 하여 

‘ 술’과는 정 반 의 것으로 인식되었던 물체성(thingness)을 내세웠다. 아이러니하게도 미니

멀리즘 논쟁의 시작을 알린 주자이자, 표 인 작가인 드의 경우 그 이론  토 는 상당

부분 그린버그의 모더니스트 회화론에 기반하고 있다. “특정한 사물들”에서 드의 논리는 

그린버그 매체론의 평면성에서 출발한다.

회화는 거의 하나의 존재이자 하나의 사물이며, 여러 존재들이나 지시체들의 불특정

한 집합이 아니다. 이런 단일한 사물은 이 의 회화를 능가한다. 그것은 한 사각형

2) Clement Greenberg, “After Abstract Expressionism,” Art International VI, no. 8 (October 1962), 

p. 30, reprinted in Clement Greenberg: The Collected Essays and Criticism vol. 4, ed. John 

O'Bri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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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실한 형태로 자리매김하는데, 이때 사각형은 더 이상 립 인 한계(neutral 

limit)가 아니다… 그것은 분명 벽 는  다른 평면과 평행하게 한 두 인치(inch) 

떨어져 튀어나온 평면을 말한다. 이때 이 두 평면 사이의 계는 특정하다: 그것은 

형태다… 새로운 작품은 분명 회화보다는 조각을 더 닮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회화

에 더 가깝다.3)

드는 그린버그가 주장한 ‘모더니스트 회화’의 존재론  조건, 캔버스의 “평면성과 평면성

의 한계”를 물체 혹은 특정한 사물(specific object)로 확장하 다. 우선 그린버그와 드의 변

별성을 살펴보자. 그린버그가 다른 술의 역과 회화를 분리시키고자 습 이고 분류 인

(categorical) 조건으로 회화의 존재론에 근했다면 드는 상으로서 회화의 물리  조건

에 주목하 다. 드에 의하면 그린버그가 주장하는 모더니스트 회화의 귀착 은 캔버스의 

형태인 사각형이다. “사각형은 그 자체로 형태이다. 그것은 분명 온 한 형태이고, 사각형은 

그 안쪽이나 그 에 놓일 구성을 결정하고 제한한다.”4) 그러나 이런 단일한 형태의 강력한 

통일성은 회화에 나타나는 부분들의 계성(relationality)에 의해 와해된다. 

완 하고 동일한 색채나 표식을 제외하고 사각형과 평면 안에 놓여있거나 그 에 

배치된 모든 것은 그 자체 이외의 무언가에 얹 있거나 그 속에 존재하고, 혹은 둘러

싸여져 있는, 공간 속의 사물이나 인물을 연상시킨다. 거기에는 유사한 세계의 경우

들이 분명 존재하며, 이것이 회화의 주목 이다.5)

약간의 얼룩이나 형태가 주는 이러한 암시는 회화라는 평면의 공간이 삼차원의 가시세계

를 표방해오던 습, 즉 시각문화비평가인 마틴 제이(Martin Jay)가 데카르트  원근법주의

(Cartesian perspectivalism)6)라고 지칭한 도식에 의해 길들여진 우리의 지각방식에도 기인한

다. 시각에 의한 지각행 가 정신에 의한 인식행 에 지배되는 것, 캔버스의 공간에 담긴 부

분과 체, 주된 형태와 부속된 형태가 갖는 계성들이 우리에게 실제  상물 혹은 인물

3) Donald Judd, “Specific Objects,” Complete Writings 1959-1975 (Nova Scotia: The Press of the 

Nova Scotia College of Art and Design 1975), pp. 182-4.

4) Ibid., pp. 181-2.

5) Ibid., p. 182.

6) Martin Jay, “Scopic Regimes of Modernity,” Vision and Visuality ed. Hal Foster (Seattle: Bay 

Press 1988), pp. 3-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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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안소니 카로, <Flax> 1966. Steel painted blue. 2'1" x 6'9" x 5'4". 

Photograph courtesy of Andre Emmerich Gallery, New York.

을 보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계  성격은 회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

다. 

“특정한 사물들”이 여진 65년 1월, 드는 모더니스트 조각가 안소니 카로(Anthony 

Caro)의 작품에 해 다음과 같이 평하 다. “U자 형태의 막 (beam)들의 확장과 둘러진 I

자 형태의 막 들이 특징 이다. 두 개의 평행하는 집단들의 인간형태  형상들 한 특징

인데, 각각 U자 막 와 I자 막 로 구성되어 나머지 U자 막 에 연결되어있는 두 집단들이 

그것이다”7)(그림 2). 역시 같은 해 여진 “특정한 사물들”에서 드는 마크 디 수베로(Mark 

Di Suvero)가 사용한 기둥들 역시 “마치 클라인(Frantz Kline)의 붓질 자국처럼 움직임을 모

방하고 있다”(그림 3)고 비난하며 “매체는 결코 그 자체의 움직임을 갖지 않는다. 튀어나온 

막 와 양철조각에서는 몸짓이 느껴진다. 이들은 함께 자연주의 이고 인간형태 인 이미지

를 이룬다”8)라고 주장하 다(그림 4). 

드의 에서 보면 인간형태주의는 미니멀리즘을 앞서는 모더니스트 회화―특히 그린

버그가 옹호하던 추상표 주의 회화―의 표  특질로 작품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마치 신체

의 몸짓과도 같은 계  계(hierarchical relationship)을 이루는 것으로, 작가 자신(self)의 

7) Donald Judd, “In the Galleries: Anthony Caro,” Arts Magazine, January 1965 reprinted in 

Complete Writings 1959-1975, p. 157. 

8) Donald Judd, “Specific Object,”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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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란츠 클라인, <Mahoning> 1956. 

Oil and paper collage on canvas. 

6ft.8in. x 8ft.4in.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New York.  

그림 4. 마크 디 수베로, <Hankcbampion> 1960. 

Wood and chains. 77.5x149x105in. 

Collection of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표 으로의 ‘ 자의 주체성(authorial subjectivity)’과 연 되어있다. 드는 이러한 인간형태

주의를 유럽미술의 통 인 회화  환 주의(pictorial illusionism)와 계  구성(relational 

composition)의 탓으로 돌린다.9) 그의 설명에 따르면 계  구성이란 “인간이나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사물에서 인간의 외형을 느끼는 것이며, 마치 이러한 느낌을 묘사된 사물의 

본질  성격인양 여기는 것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 부분의 추상회화에 나타난 형태나 선들 

역시 강세와 움직임에 있어서 인간형태주의 이다.”10)

인간형태주의를 회화주의(pictorialism)의 본질로 주장하며11) 드가 궁극 으로 공격하는 

것은 미니멀리즘의 ‘특정한 사물들’과 반 되는 추상표 주의 회화에 나타난 ‘작가  몸짓

(authorial gesture)’이다. 이에 반해 그린버그가 옹호하는 ‘모더니스트 미술’의 이러한 환 과 

암시를 피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그가 제시하는 것은 바로 '반복성(seriality)'이다. 드에 의

하면 반복성야말로 “이성 (rational)이거나 암시 이지 않으며 연속성(continuity)과 같이 단

9) Bruce Glaser의 인터뷰 “Questions to Stella and Judd” ed. Lucy R. Lippard in Mimimal Art: A 

Critical Anthology ed. Gregory BAttcock (New York: E.P. Dutton&Co. Inc., 1968) pp. 150-155 

참조.

10) Donald Judd, “Claes Oldenberg,” Complete Writings 1959-1875, p. 191.

11) Rosalind Krauss 역시 안소니 카로 등 의 국 조각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이러한 회화주의를 주

장하 다. Krauss, “Tanktotem: Welded Images” in Passages in Modern Sculpture 

(Cambridge: MIT Press, 1977), pp. 14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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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질서로서 하나 다음  하나(one thing after another)”12)를 말한다. 이러한 괴변 인 무

계  질서야 말로 미니멀리즘 작품에서 계  계의 구성을 철 히 쇄하는 것이다. 

한편 계성에 한 드의 비 은 모더니스트 미술의 옹호자이자 그린버그의 추종자인 

마이클 리드가 카로의 작품을 평하며 지칭한 ‘구문법(syntax)’의 개념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리드는 카로 작품에 나타난 개별 부분들 간의 계를 논하면서 이들 간의 ‘구문법’이

야말로 작품의 추상성을 보장하는 요한 요소임을 강조하 다.13) 리드의 논리에 따르면 

드가 인간형태주의라고 비 한 계성이야말로 “ 람자를 말 그 로 감싸 안는 것보다 훨

씬 더 설득력 있게 람자를 끌어 모으는” 시각성(opticality)의 필요조건이다.14) 여기서 작품 

앞에 선 람자는 오로지 시각 으로만 규정된다. 작품과 마주한 람자가 느끼는 시간

인 재성(presentness)은 철 히 탈신체  경험으로 상정되고 있는 것이다.

드의 인간형태주의가 작품 안에서의 내재 이고 계 인 성격에 주목한 반면,  다른 

미니멀리스트 작가이자 이론가인 로버트 모리스는 리드가 그랬던 것처럼 작품과 람자와

의 계에 주목하 다. 1966년 “조각에 한 노트”에서 모리스는 모더니스트 회화의 패러독

스, 즉 한편으로는 매체의 물리  특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며(그린버그의 매체성), 다른 한편

으로는 시각성(opticality)의 강조를 통해 작품과 그 람자를 빗물질화/탈육체화 시키는 모

순  성격을 날카롭게 지 하 다. 모리스의 비평에 따르면 모더니스트가 옹호하는 시각  

조각은 회화주의에 바탕한 것으로, 궁극 으로는 어쩔 수 없이 형상(figure)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회화  조각에 한 비 에 있어, 모리스는 데이빗 스미스(David Smith)의 노골

으로 인간형태 인 조각(그림 5)을 비난할 뿐 아니라 드의 채색 릴리 (relief)(그림 6) 역시 

회화 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드의 릴리 는 바닥에 놓인 조각과 달리 “

력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극 으로 항하고 있다.” 한 고운 색채로 균일하게 칠

해진 조각의 표면은 “가장 시각 인 요소로…조각의 물리  본성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다.15) 드의 택을 띤 채색된 표면을 비 하며 모리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 다: “긴장감

12) Donald Judd, “Specific Object,” p. 184.

13) 마이클 리드의 syntax개념은 카로의 1959년 이후 작품을 선보인 Whitechapel Gallery 시

(1963)의 도록 서문에 처음 나타났으며 그린버그의 에세이 “Contemporary sculpture: Anthony 

Caro,” Arts Yearbook 8, 1965에 언 되었다. Clement Greenberg, The Collected Essays and 

Criticism vol. 4, p. 205.

14) Michael Fried, “Two Sculptures by Anthony Caro,” Anthony Caro ed. Richard Whelan (New 

York: E.P. Dutton & Co. Inc., 1975), p. 95.

15) Robert Morris, “Notes on Sculpture,” Artforum vol. 4, no. 6 (February 1966) reprin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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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도 드 드, <Untitled> 1973/1975. 

Painted galvanized iron.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그림 5. 데이빗 스미스, <Cubi XX> 1964
 Welded stainless. 111x55x56.5in. 
Franklin D.Murphy Sculpture Garde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photo by Anthony Hernandez.

이 깃든 표면은 인간형태 이다: 이는 직립한 신체에서처럼 작품의 강세를 받는다. 이러한 긴

장감을 표출하지 않는 사물들은 그 어느 것보다도 확실하게 인간으로부터 분리된다.”16) 드

는 이에 해 “나는 회색으로 조각을 칠하면 안 된다는 따 의 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원한

다면 난 채색조각을 할 수 있다. 밥 모리스 지옥에나 가라지!”17)라며 감정 인 응을 하

다.

이들의 입장 차이는 각자가 가진 술  배경과도 연 되어 있다. 화가로서 출발한 드는 

“색채주의자(colorist)”로 불릴 만큼 색채를 주요한 요소로 부각시켰다. 비록 미니멀리스트로

서의 드의 상 때문에 그의 색채주의자로서의 면모는 비교  근래에 들어서야 주목을 받

기 시작했지만, 인공 인 느낌이 강한 에나멜 페인트나 공업용 도장재를 스 이로 처리하

여 얇고 균등한 표면효과를 보여주는 그의 릴리  작품들을 보고 있자면 작품이 지향하는 정

Continuous Project Altered Daily: The Writings of Robert Morris (Cambridge: MIT Press 

1993), p. 4.

16) Morris, “Notes on Sculpture, Part 3,” (June 1967), Ibid., p. 38. 

17) Lucy Lippard, “Interview with Donald Judd” p. 41, New York 10 April 1968. Transcript in the 

Archives of American Art, Smithonian Institution, James Meyer 의 책 p. 23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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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이본느 이 , <We Shall Run> 1965. Dance performance. 

이  으로 흰 셔츠를 입은 사람이 모리스이다. 

ⓒ Estate of Peter Moore.

면성(frontality)이나 벽과 작품이 이루는 계  성격이 회화의 습과 무 하지 않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18) 

한편, 드나  라

빈(Dan Flavin), 솔 르윗

(Sol LeWitt)등 뉴욕에서 

형성기를 거친 다른 미니

멀리스트들과 달리 모리

스는 서부해안지방에서 

술  형성기를 보냈

다.19) 신체성에 한 

심을 변하듯, 1950년  

후반 샌 란시스코에서 

활동하던 모리스는 즉흥

극이나 앤 할 린(Ann 

Halprin)의 무용단 등의 

공연에 직  출연하거나 무 장치를 맡았다. 그의 부인이었던 무용가 시몬 포티(Simon 

Forti)와 훗날 연인 계로 발 한 퍼포먼스 작가 이본느 이 (Yvonne Rainer)와의 인연도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림 7). 포티과 함께 1960년 뉴욕으로 거취를 옮긴 모리스는 

술가 집단인 럭서스(Fluxus)의 퍼포먼스와 해 닝에 참여하 으며, 역시 럭서스에서 

활동하던 오노 요코(Yoko Ono)의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설 인 ‘챔버스 가(街) 퍼포먼스 시

리즈(Chambers Street Performance series)’에서도 공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 다. 특히 

이 시기 음악가 존 이지(John Cage)와의 교류는 그의 술세계의 형성에 결정 인 

향을 주었다.20)

18) 색채주의자로서의 드의 면모와 회화주의  성격에 하여는 윤난지, 「특정한 물체의 불특정

한 정체: 도 드 드의 술-상품」,『미술사학보』 제24집을 참조.

19) 모리스의 행보는 독특하다. 1948년에서 50년까지 Kansas City Art Institute에서 미술을 공부한 

그는 샌 란시스코의 California School of Fine Arts에서 일년여 쯤 수학한 후 Reed College로 

옮겨 철학과 심리학을 공부하 다. James Meyer 의 책, pp. 44-45 참조.

20) 이지와 모리스의 계에 해서는 Branden W. Joseph, “Robert Morris and John Cage: 

Reconstructing a Dialogue”와 모리스의 “Letters to John Cage,” October 81 (Summer 1997), 

pp. 59-7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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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 배제하고자 하 던 조각에서의 시각  환 주의는 모리스에게는 애당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동료들과의 퍼포먼스 작업을 통해 주어진 사물과 신체와의 반응에 익숙하던 

모리스에게 “환 주의와 련되어오지 않은 조각은[…] 결코 환 주의를 포기하고 사물에 근

하려는 지난 50년간의 다소간 숭고한 행 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21) 4부로 나뉘어

진 “조각에 한 노트” 첫 번째 에세이에서 그는 부분들이 갖는 계성이 상당부분 강력한 

게쉬탈트(단일형태, gestalt)에 의해 와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여기서 작용하는 것은 시

각 역의 경험과 함께 하는 인지행 (apprehension, 認知)이다. 

람자는 보는 것과 동시에 그의 심상에 맺히는 패턴이 [보이는] 상의 존재론  사

실과 일치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견지에서 믿음이란 공간의 확장과 그 확장의 

시각화에 한 믿음 둘 다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는 인지행 가 시각 역과 공

존한다기보다 차라리 시각 역의 경험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이다.22)

작품을 하나의 체로 보기 한 게쉬탈트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해서, 람자의 선험

(a priori) 인지행 는 보이는 상과의 지각  만남만큼이나 작품을 감상하는데 결정 인 

역할을 한다. 새로운 상의 게쉬탈트를 이 에 보았던 유사한 상과의 첫 만남에서 각인

된 게쉬탈트와 연결짓는 것은 즉각 이고 재고의 여지가 없는 행 이다. 그 시작부터 모리

스는 능동 인 람자를 상정하고 있었다. 모리스에 의하면 미니멀리스트의 작업은 “작품에

서 제거한 계들을 공간과 빛, 그리고 람자의 시각 역의 작용으로 만들어낸다.”23) 부분

들 간의 계  계, 작가  제스 어와 표면의 긴장감 등은 사라진다. 형태가 가져오는 암

시나 환 은 작품에서 축출되었다. 작품은 오로지 람자와의 계 속에서만 존재하며, 람

자는 시각 으로만 작품과 계 맺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그녀의 물리  신체와 함께 

실제의 공간을 공유하는 작품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8). 이러한 계는 자연스  

람자의 신체에 동 인 경험을 가져온다. 이에 한 모리스의 견해는 존재와 주체에 한 다

분히 철학 인 질문과 연결되어있다.

람자는 상을 다양한 치에서, 변화하는 빛과 공간  조건 속에서 인지함으로써 

21) Morris, “Notes on Sculpture, Part 1,” Continuous Project Altered Daily, p. 3.

22) Ibid., p. 6.

23) Morris, “Notes on Sculpture, Part 2” (October 1966), 의 책,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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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로버트 모리스, <Batter Cubes> 1965,1988 Painted steel, 각 36"x36"x36."

그 어느 때보다도 스스로가 [작품과의] 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다. [ 략] 직 으로 람자가 경험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자리한 입방체의 일

된 형태는 실제로는, 말 그 로 변화하는 시각이 보여주는 것과 어 난다.24)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선험  인지(a priori apprehension)와 지각, 즉 이미 알

고 있는 변함없는 상과 변화하는 경험 간의 간극이다. 모리스가 지 하듯 게쉬탈트의 인

지(認知)는 즉각 인 동시에 곧바로 뒤따르는 경험에 의해 소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품의 

경험은 반드시 시간 속에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실제 시간에 한 모리스의 주장이야말로 

리드를 격분  하는 것이었다.

1967년 아트포럼 6월호에 게재된 논문 “미술과 사물성”에서 리드는 모더니스트 회화와 

조각을 인간형태주의로 비난하는 미니멀리스트들의 주장에 맞서, 바로 같은 죄목을 들어 반

격을 가했다. 그는 ‘ 재성(presentness)’과 ‘ 존(presence)’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들어 미니멀

리즘을 논했다. 리드가 즉물주의  미술(literalist art)이라 지칭하는 미니멀리즘은 그가 ‘연

극(theater)’이라 부르는 시간의 경험을 특징으로 한다.25) 리드가 말하는 ‘연극성’은 한 주

24) Ibid., pp. 15-16.

25) 이 연극(theater)개념은 원래 리드가 로코코 시 의 회화의 특징을 설명하며 상정한 것으로, 

모더니스트 회화와 조각이 가진 반(反)연극  특성을 설명하기 해 언 되었다. 계몽주의자 디

드로(Diderot)의 서, Entretiens sur le fils naturel 과 Discours de la poésie dramatique 에서 

이끌어낸 개념인 연극성(theatricality)은 반(反) 술의 특성으로 람자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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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작품의 사물성을 인식하는 것이기도 하다. 작품의 사물성이야말로 람자의 순수한 시

각  몰입을 방해하는 것으로 람자로 하여  작품과 스스로의 존재가 동일한 ‘실제’공간에 

치하고 있음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람자와 작품 간의 이런 계는 람자가 작품의 주

를 움직이며 육체 으로 ‘거기’에 존재함으로써 시간의 흐름 속에 자리한다. 이러한 ‘연극성’

이야말로 리드가 주장하는 시간성(timelessness), 혹은 그가 재성이라고 부르는 모더니

스트 미술의 즉각  경험과 상치되는 것이다.  

리드의 해석에 의하면 미니멀리스트에게 요한 것은 “형태의 단일함” 즉, 작품에서 여

하간의 계  성격을 배제하는 강력하고 단순한 게쉬탈트이다. 그는 모더니스트들이 순수하

게 회화 인 요소로서 형태를 비물질화하려고 노력했던 것에 반하여, 미니멀리스트들의 모더

니스트들이 지시키려 했던 ‘사물성’을 부각하 다고 비난하 다. 그린버그와의 변별성을 염

두에 둔 듯, 그는 그린버그의 매체론이 가지고 있는 가치 (evaluative) 성격--즉, 회화, 조각 

등 미술의 각 역이 고유의 매체  특징을 순수하게 표방함으로써 ‘아트’로서의 당 성을 얻

는 것--과 매체를 통한 역 간의 분류 (classificatory) 성격을 구분하 다.26) ‘사물성’의 개

념을 말 그 로 사물로 규정하며, 리드는 미니멀리즘 작품의 경험이야말로 그 본질에 있어

서 ‘다른 사람’의 존재에 한 경험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주체(subject)로서의 람자

는 스스로가 벽이나 바닥에 놓인 무감정한 사물과 규정할 수 없고 끝도 모르는 계에 놓여

있음을 알고 있다. 실제로 이런 사물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요한 존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27) 따라서 이런 경우 즉각 인 몰입은 일어날 수 없다. 

물리  공간에 놓여진 작품에 한 경험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계속된다. 이는 재성과 반

되는 존(presence)의 경험이다. 

리드가 말하는 ‘ 존'의 개념을 이해하기 해서 우리는 그가 모리스가 언 한 거리

로 지 되었다. Michael Fried, Absorption and Theatricality: Painting and Beholder in the 

Age of Didero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pp. 92-105 참조.

26) 그린버그의 논문 “After Anstract Expressionsim”(1962)의 한 구  “회화의 필수불가결한 본질은 

두 가지 습 혹은 규정으로 이 진다: 평면성과 평면성의 한계이다; 단지 이 두가지 규정을 

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회화로 경험되어지는 오 제를 만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당겨지거나 

고정된 캔버스는 이미 하나의 회화로--비록 반드시 성공 인 것은 아니라도--존재한다.”를 두고 

리드는 그린버그가 설명하려 하 던 것은 회화가 되기 한 제조건의 하나로서 이런 회화의 

존재론  조건을 제시한 것이지 이것을 실제로 하나의 온 한 회화로 여긴 것은 아닌 것이라고 

변명한다. Fried, “Art And Objecthood” pp. 123-4. 그린버그 매체론에 한 이와 같은 견지는 

한 Thierry de Duve, “The Monochrome and the Blank Canvas”(1990)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7) Fried, “Art And Objecthood”,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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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에 해 한 설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리스는 상(object)과 주체간의 거리로 

인해 야기되는 [ 람자의] 육체  참여는 보다 확장된 상황을 만든다고 주장하 다. 이 설명

에서 리드가 이끌어낸 것은 바로 ‘상황’이다. 작품의 ‘스 일’에 따라 작품은 “ 람자로부

터 단지 물리 일 뿐 아니라 심리 인 거리를 두는 것이다.”28) 즉 그에게는 물리  거리보

다 심리  거리가 주체로서의 람자와 상으로서의 작품의 역할을 설정하는 요한 기

이 된다. 이제 우리는 연극성에 해 고찰한 철학자 스탠리 카벨(Stanley Cavell)의 논지를 

참고로 리드의 주장을 이해하도록 하자.

극(modern drama)과 연극(theater)을 구분하면서 카벨은, 연극이 객을 손짓해 부르

고 유혹함으로써 객의 감정이 배우나 무  의 사건에 동화되게 하는데 반해, 극은 

사뮤엘 베켓의 경우와 같이 객을 의식하지 않고 의도 으로 미리 정해진 극의 의미를 부정

한다. 이런 식으로 극은 객 스스로가 작품의 의미를 찾게 하는 것이다.29) 리드에게 

미니멀리즘 작품은 카벨이 말한 연극 인 효과나 특성을 갖는 “일종의 무   존재 같은”30) 

것이다. 그 다면 왜 리드는 미니멀리즘 작품을  다른 사람의 존처럼 여기는 것일까? 

그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이유를 설명하 다.

첫째로 모리스가 암시했듯이 많은 리터럴리스트 작품의 크기는 인간의 신체사이즈에 

매우 가깝다… 둘째로, 일상의 경험에서 부딪히는 존재  리터럴리스트가 가장 이

상 인 것으로 보는 계성없는, 통일되고 홀리즘 인(holistic)* 존재는 바로 다른 

인간이다. 유사하게, 리터럴리스트들이 선호하는 균형과 하나 다음  하나(one 

thing after another)라는 식의 단순한 질서는 자연세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세 

번째로 부분의 리터럴리스트 작품이 분명한 텅 비어있음(hollowness)을 들 수 있

는데, 이는 내부를 갖는 것으로 거의 노골 으로 인간형태 이다.31)

필자는 리드가 제시한 첫 번째 이유에 해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모리스가 

28) Ibid., p. 126. 강조된 부분은 필자가 표시한 것이다.

29) Stanley Cavell, “Music Discomposed,” Must We Mean What We Sa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p. 210.

30) Michael Fried, “Art and Objecthood”, p. 127.

31) hollistic은 hollism의 형용사구로 ‘사물을 부분들로 이 진 물리  집합체로 보지 않고 이 이면에 

보다 온 한 존재가 있다는 믿음에 한’으로 해석할 수 있다. Fried, “Art and Objecthood”, pp.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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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미니멀리즘 작품은 분명 인간의 신체를 의식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몸을 표 하

는 것이 아니라 람자의 신체  반응에 한 것이다. 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는 납득하

기 힘들다. 신체는 몸통과 팔, 다리, 머리와 상체, 손가락과 손 등 부분과 부분이 분명 계  

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면 신체가 텅 비어있는가? 신체를 비어있음으로 보는 리드의 

견해는 통 인 데카르트  정신/몸의 이분법  립을 연상시킨다.

리드는 미니멀리즘의 작품에서 인간형태주의를 찾는데서 더 나아가 람자와 작품간의 

계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주장으로는 미니멀리즘의 오류는 그것이 인간형태 이라는데 있

는 것이 아니라 인간형태주의를 연극 으로 은폐한다는데 있다. 미니멀리즘 작품의 감상에서 

람자와 작품의 계는 앞서 카벨이 지 한 로 객의 시선을 잡아끌려는 배우와 객의 

계에 비유된다. 이 듯 리드가 보는 미니멀리즘 작품은 철 히 람자에 의존하고 있다.  

“미술과 사물성”은 뒤따르는 아트포럼의 지면에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특히 로버트 

스 슨(Robert Smithson)의 경우는 리드를 “가장 신 인 청교도”라고 비난하 다.32) 스

슨에 따르면 리드야말로 객으로부터 의식 으로 고개를 돌리는 ‘연극’을 하고 있다. 그

가 애써 외면하고자 했던 것은 재성의 은총과 반 로 지 /여기에 존재하는 무시무시한 시

간의 지속이었던 것이다.

Ⅲ. 선험성(a priori)을 넘어서

1967년을 후하여 미니멀리스트 진 에서는 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강력한 게쉬탈트를 

지향하던 시기에서 반(反)게쉬탈트의 시기로의 이행이다. 이러한 이행을 처음 시작한 것은 스

슨으로, 그는 1967년 출간된 안톤 에 츠바이크(Anton Ehrenzweig)의 서 『미술의 숨겨

진 질서 The Hidden Order of Art』의 향을 받았다. 이 책에서 에 츠바이크는 “휠씬 더 

넓은 시각의 역을 채우는 주변  시각이야말로 우리가 일상 으로 알고 있는 안정  게쉬

탈트를 왜곡시킨다”라고 주장했다.33) 미니멀리스트들이 추구하던 좋은 게쉬탈트(good 

32) “미술과 사물성”을 맺는 리드의 인용구 “ 재성(presentness)은 은총이다”는 페리 러

(Perry Miller)가 엄격하기로 유명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에 

해 쓴 에서 인용한 것으로 재성과 지옥불 속에서의 시간의 지속을 비시킨 부분이다. 이

에 스 슨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끊임없는 시간의 지속에 한 을 인용하여 리드에게 주 

아닌 주를 하고 있다. Robert Smithson, “Letters” Artforum (October 1967),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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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talt)는 이제 부유하는 시각에 그 우 를 내어주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스 슨에게 

에 츠바이크의 책을 빌렸던 모리스에게도 새로운 기를 마련해주었다.34) 

모리스에게서 나타나는 반(反)게쉬탈트  성향은 그의 에세이 “반(反)형태 (Anti-Form)” 

(1968)에서 시작되어 “조각에 한 노트, 4부: 사물을 넘어서 (Notes on Sculpture, Part 4: 

Beyond Objects)”에서 본격화된다. 그의 논지에 따르면 미니멀리즘이 제공하는 사물들은 어

떤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다 암시 인 방식으로, 즉 지각  방식으

로” 미니멀리즘 작품은 형상을 제공한다. 그것은 모리스에 따르면 “  다른 사람의 형상”이

다. 그는 이와 부연하여 주장하 다.

1960년  나타난 특정한 미술  사물은 인간형상에 한 은유라기보다는 형상과 나

란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형상을 할 때의 지각  반응을 공유한다. 이

는 의심의 여지없이 왜 오 제 미술을 할 때 이러한 잠재 이고 일반 인 동  반

응이 강력하게 일어나느냐를 설명해 다. 이러한 반응들은 종종 부인되거나 억압되

는데, 이는 이런 오 제들이 비(非)인간  외형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반응이 무

도 부 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응들은 분명 존재한다. 비록 미묘하게 생물

형태 인 방식이라도 오 제-타입의 미술은 신체와 연 되어있다.35)

여기서 모리스가 말하는 인간형태주의는 사물 자체가 지닌 인간형태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람자의 지각방식이 가지고 있는 “보다 암시 인” 방법의 지각행 에 기인한다. 

미술사학자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Krauss)는 이런 모리스의 주장을 그의 작품 <L자형 

기둥들 L-beams>(그림 9)을 들어 해석하 다. 크라우스에 의하면 우리는 비록 세 개의 L자

형 기둥들이 동일한 것임을 이해한다해도, 여 히 이들을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오

제의 유사성에 한 ‘사실’은 경험에 선행하는 논리에 속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조

33) Anton Ehrenzweig, The Hidden Order of Art: A Study in the Psychology of Artistic 

Imagin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p. 113.

34) 스 슨과 모리스에 한 에 츠바이크의 향에 해서는 Eugenie Tsai, Robert Smithson 

Unearthed: Drawings, Collages, Writing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 p. 

103과 Caroline A. Jones, Machine in the Studio: Constructing the Postwar American Artis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의 “Post-Studio/Postmodernism: Robert Smithson 

and the Technological Sublime”을 참조하 다.

35) Robert Morris, “Notes on Sculpture, Part 4: Betond Objects,” Continuous Project Altered 

Daily, pp.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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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로버트 모리스, <Untitled: L-Beams> 1965. Painted plywood, each nuit 8'x8'x2'  

각이 계속해서 인간의 신체를 유추(analogy)하는 한, 모리스의 작품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신체에 의하여 투사되는 의미에 해 언 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가는 “우리가 

만드는, 우리의 신체와 몸짓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의미들이 으로 타인의 존재에 의지하

고 있다는 것을 지 하고 있다.”36) 

이런 견지에서 모리스의 작품은 우리의 의식에 향을 주는 신체의 역할을 보다 명백히 보

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통 인 데카르트  주체(Cartesian subject)의 유아독존  완결

성을 벗어나 상호주체성(intersubjectivity)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해 다. 모리스의 L자형 기

둥들은 인간의 형상을 재 하지도, 반 하지도 않는다. 다만 이들은 람자인 우리의 존재와 

나란히 치한다. 작품이 천명하는 것은 보여지는 동시에 보고 있는 주체와 상, 당신과 나

의 계인 것이다. 이러한 모리스의 사고는 당시 모리스 메를로- 티(Maurice Merleau- 

Ponty)의 상학 연구와도 한 련을 가진다.

“ 과 마음(Eye and Mind)”이라는 논문에서 메를로- 티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

는 데카르트의 주체개념을 반박하며, 종래의 정신으로만 여겨지던 주체의 개념에 몸을 끌어

드렸다. 그는 한 정신이 외부세계를 이해하는 정보를 얻는 가장 표  감각기 으로 여겨

져 왔던 ‘ ’에 주목하는데, 한 에 고정된, 외 박이 탈육체화된 으로 상정되었던 데카르

36) Rosalind Krauss, Passages of Modern Sculpture (Cambridge: MIT Press, 1977), p.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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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시각에 해 비 하며, 시각과 움직임의 연계에 해 주목하 다.  그가 주장하는 상

학  시각은 개념  ‘ ’을 다시  신체에 귀속시키는 것이었다. 은 고정불변한 세계로의 

창이 아니라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방향지워지고 변화하는 것이다. 이제 다시  몸으로 되돌

아간 에 의해, “내가 내 것이라고 부르는 실제  신체”는 ‘보는’ 주체인 동시에 ‘보여지는’ 

상이 된다. 따라서 상학  주체는 “사유와 같이 투명한 자아(self through transparence)”

가 아니다. “신체는 혼연한 자아(self through confusion)요, 나르시시즘의 자아요, 보는 사람

이 그가 보고 있는 것 속에 내재되어있는 자아요, 느끼는 행 가 느껴진 것 속에 내재되어 있

는 자아이다. 그러므로 신체는 사물 속에 갇 진 자아요, 따라서 앞과 뒤를 가지며 과거와 미

래를 지니고 있는 자아이다.”37)

미술에 있어서도 통 인 이성 심주의(logocentrism)  자아 을 부정하려는 움직임들이 

꾸 히 이어져왔다. 다다(Dada)와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을 잇는 60년 의 주자로는 

앞서 잠시 언 했듯이 모리스와도 각별한 친분이 있었던 존 이지를 들 수 있다. 1960년  

뉴욕을 심으로 활동하던 해 닝(happening) 그룹들, 럭서스, 드슨 스 극단(the 

Judson Dance Theater),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와 제스퍼 존스(Jasper 

Johns)를 시하여 팝아트 작가들, 그리고 미니멀리스트들은 모두 크건 건 간에 이지의 

향을 받고 있었고, 비록 작업의 성격은 서로 달라도 함께 만남을 가지고, 때로는 공동작업

을 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었다.38) 특히 이지가 내세우던 임의성(indeterminacy)과 

우연(chance)의 술개념은 작가가 이미 완결하여(a priori) 제시한 결과로서의 작품과, 이를 

수동 으로 수용하던 종래의 람자의 개념을 탈피하는 것으로, 당시의 많은 작가들은 이런 

이지의 향 하에 과정(process)으로서의 작품과, 람객을 작품의 요한 요소로 포함하는 

태도를 공유하 다.39) 모리스 역시 외가 아니었다. 이미 계획된 게쉬탈트와 다른 선험  오

제 미술에 한 모리스의 부정은 60년  말 그의 작업과  속에 잘 나타났다. “이미 머릿

속에 구상된 이미지들은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다. 우연, 연속성, 임의성, 여 말

37) Maurice Merleau-Ponty, The Primacy of Perception ed. James M. Edie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4), pp. 162-3. 『 상학과 술』 오병남 역. 서 사 1983, p. 291.

38) 당시 아티스트들 간의 공동작업에 해서는 Barbara Haskell, Blam! The Explosion of Pop, 

Minimalism, and Performance: 1958-1964 New York: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1984 참조.

39) 이지에 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Caroline A. Jones, “Finishing School: John Cage and the 

Abstract Expressionist Ego,” Critical Inquiry 19, no. 4 (Summer 1993), pp. 628-66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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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과정의 모든 역만이 건이다.”40)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니멀리즘은 작가의 의도가 갖는 선험성과 술가( 자)로서의 주체, 

일방 인 의미 등을 작품을 보는 습에서 제거해왔다. 미니멀리스트들이 “강력한 게쉬탈트,” 

선험  경험으로의 게쉬탈트에 한 지향을 버린 이래로 작품은 더 이상 경험에 선행하지 않

는다. 이제 작품의 감상은 찰나 인 시각의 경험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몸의 경험

으로 받아들여졌다.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외하고 작품의 물리  결과물에 치 하는 

것은 모리스가 지 하듯 인간형태 임을 천명하는 것이다.41)

Ⅳ. 나르시수스의 연못

모더니스트와 미니멀리스트 간의 논쟁 이후, 인간형태주의에 한 논의가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  최근의 일이다. 랑스 출신의 미술사학자 조르쥬 디디- 벨만(Georges 

Did-Huberman)은 1990년  발표한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에 한 서와 

미니멀리즘에 한 논문에서 새롭게 인간형태주의에 한 논의를 펼쳤다. 그가 주장하는 “  

먼 인간형태주의(blind anthropomorphism)”란 입방체를 기본형으로 하는 미니멀리즘을 비롯

한 몇 몇 추상조각에서 나타나는 특질로, 환 (illusion)에 한 람자의 요구를 충족해  ‘볼

거리’가 빈곤하기 때문에 역으로, 람자의 마음이 무언가를 더 보려고 열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디- 벨만의 논리에 따르면 모든 인간형태 인 형상을 없애려는 시도야말로 오히

려 작품이 가진 내재  인간형태주의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42) 

자코메티에 한 서 『입방체와 얼굴 Le Cube et Le Visage』에서 그는 이러한 인간형

태주의의 작용을 자코메티의 <입방체 Le Cube>(그림 10) 시리즈를 로 들며 설명하 다. 

우선 먼  자율 이고 단순하며 비 계 인 형상, 뚜렷하게 결정체 인 형태가 필요하다. 다

른 한 요소는 이러한 상에 투사되는 람자의 무의식  환상이다. ‘불투명한(opaque)’ 오

40) Robert Morris, “Notes on Sculpture, Part 4: Betond Objects,” p. 62.

41) Robert Morris, “Some Notes on the Phenomenology of Making,” Artforum (April 1970) 

Continuous Project Altered Daily, p. 75에 재수록. 

42) Georges Didi-Huberman, “Ce que nous voyons, Ce qui nous regarde,” Cahier du Musee 

National d'Art Moderne no. 37 (Autumn 1991),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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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알베르토 자코메티, <Le Cube> 1933/34. 

Bronze. 94x54x94cm. Kunsthaus Zurich.

제와 람자의 환상의 결합은 조각 작품을 자율 인 동시에 신비롭게 만든다.43)  무엇보다도 

그의 주장이 미니멀리스트들의 논리나 모더니스트들이 상정한 인간형태주의와 다른 은, 디

디- 벨만에게 시각 작용이란 애 부터 그다지 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다. 오히려 인간형

태주의는 정신의 작용이다. 형상은 일체의 재  요소나 회화주의 인 계  성격도 없다. 

그 다고 미니멀리즘 작품처럼 람자의 신체성에 한 자각이나 움직임을 요구하지도 않는

다. 그것은 그 자신 이외의 어떠한 이미지와도 련되지 않은 “특정한 존(specific 

presence)”이다. 그것은 우리를 마주본다.

디디- 벨만에 다르면 이 특정한 존은 사물과 람자 간의 상호주체  경험을 의미한다. 

그는 드의 말, “형태, 단일성, 질서 그리고 색채는 특정하며 공격 이고 강력하다”44)를 인

용하며, 이 때 ‘공격 이고 강력한’이란 표

이야말로 무생물인 사물을 마치 사람처

럼 표 한 것이라고 주장하 다. 모리스 

역시 외가 아닌데, “단일한 형태는 계

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계를 지정한

다”45)라는 그의 발언은 디디- 벨만에게 

람자와 작품이 나 는 인격  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상호

주체  계는 이런 비인간형태주의  작

품에 존재하며 리드가 말하는 존

(presence)과 비되는 미니멀리스트들의 

자가당착 인 순수한 시각(what you see 

is what you see)은 어쩔 수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46) 

43) Georges Didi-Huberman, Le Cube et Le Visage:Autour d'une Sculpture d'Alberto 

Giacometti (Paris: Editions Macula, 1993), p. 209.

44) Donald Judd, “Specific Object,” p. 184.

45) Morris, “Notes on Sculpture, Part 1,” Artforum (February 1966) Continuous Project Altered 

Daily, p. 8에 재수록.

46) Georges Didi-Huberman, “Ce que nous voyons, Ce qui nous regarde,” pp. 50-52. 물론 여기서 

후기 모리스는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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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디디- 벨만의 논지는 최근 시각문화연구(visual culture studies)의 역에서 두

되었던 순수지각행 에 한 부정과도 일맥상통한 것이다. 일 이 데카르트는 “지각, 는 

지각행 는 시각에 한 것이 아니다… 이는 오로지 정신에 의한 찰이다”라고 천명하

다.47) 즉, 시각에 의한 ‘보기’의 결과는 반드시 ‘본 것’과 일치하지 않고, 정신의 지배를 받는

다는 것이다. 서구철학의 역사에서 은 세계에 한 지식을 받아들이는 가장 표 인 감

각기 으로 인식되었다. 카메라 옵스큐라(camera obscura)와 원근법, 스테 오스코

(stereoscope) 등 시각을 통제하고 구조화시키는 기제들은 서구 이성 심주의와 함께 발 해

왔다. 정신에 의해 끊임없이 재조정되고 규범화된 시각은 이미지로서의 가시세계의 재 을 

통해 이성화되고 구체화된 세계를 제시하여 왔던 것이다. 최근의 시각문화연구는 이런 시각

의 역사를 미술 뿐 아니라 고, 화 등 우리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매체에 용한다. 

이제 더 이상 생물학 인 순수 시각이란 의미를 잃으며, 지각행 와 인식행 는 하게 

혼재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 다면 다시 디디- 벨만으로 돌아가자. 그는 “시선을 주는 것은 

언제나 보는 행 와 보는 주체에 있어서 그 시선을 의문시하는 것이다. 본다는 것은 언제나 

주체의 작용이다”라고 기술하 다.48) 이런 견지에서 순수한 시각작용을 꿈꾸던 드와 기

의 모리스 양자는 모두 그에게 비 의 상이 된다.

디디- 벨만이 설명하는 인간형태주의에서 불투명하고 딱딱한 결정체는 그 자체로 우리에

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머의 ‘보이지 않는(invisible)’ 무언가를 상정한다. 비 계 인 

이 사물은 분명 추상 이다. 그러나 동시에 보이지 않는 주체를 가진 유기체 인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유기체와 추상의 모순  결합을 그는 “추상  인간형태주의(abstract 

anthropomorphism)”라고 부른다. 이러한 인간형태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형태의 부재에 

기인하며, 이러한 과정을 그는 추상이라고 부른다.49) 그 다면 부재하는 존재, 작품에서 보이

지 않는 주체는 구인가? 디디- 벨만에게 이는 작가의 주체가 아니라 람자가 투사하는 

“유기  아우라(organic aura)”이다. 이러한 추상  인간형태주의를 하며, 필자는 발터 벤야

민(Walter Benjamin)의 아우라 개념을 떠올린다. 벤야민에 의하면 “아우라의 경험은 무생물 

혹은 자연물과 인간 사이에 이 진다. 우리가 보는 사람, 혹은 군가의 시선을 받고 있는 사

47) René Descartes,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vol.2, trans. John Cottingham et. 

al. (Cambridge, 1984), p. 21.

48) Georges Didi-Huberman, 의 ,  pp. 55.

49) Georges Didi-Huberman, Le Cube et Le Visage, pp.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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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우리를 되받아 보는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물의 아우라를 지각하려면 이런 사물

에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야 한다.”50) 무생물에 인격을 투여하는 것, 그리고 

그것과 시선을 주고 받는 것. 우리는 나르시수스(Narcissus)의 연못에 서 있다.

V. 맺음말

미니멀리스트들이 인간형태주의 논쟁에서 이끌어낸 모더니스트 미술의 시각 심성에 한 

비 은 미술작품의 람자를 기존의 월  공간을 시각 으로만 부유하는 역할에서, 작품이 

유하는 특정한 공간을 공유하는 ‘지 /여기’의 시공간으로 옮겨놓았다. 미니멀리즘이 이끌

어내는 이러한 논의는 모더니스트 회화의 수용을 설명하며 그린버그가 주장하는 월

(transcendental) 미학을 넘어서는 것 이외에도 새로운 주체의 개념을 알린다. 기존의 모더니

스트  주체는 작가의 주체를 변하며, 작품이 결과물로 한정되고 람자를 수동 인 송신

자의 치에 고정시켜왔던 것에 반해, 미니멀리즘 작품의 수용은 작품의 생산과 연결되어있

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곧 작가나 람자 모두가 작품의 생성과정에 참여하

여 주체와 상, 작가와 자라는 이분법  구도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모더니스트들의 란한 붓질로 변되던 작가  주체(authorial subjectivity)는 드나 모

리스를 비롯한 미니멀리스트들이 사용한 공업용 재료나 작품제작의 방식 등을 통해 도 받았

다. 미리 구상된 선험  (a priori) 계획 역시, 람자와의 면을 통해 완성되어지는 작품의 

의미로 인해 와해되었다. 그러나 상학  신체성이 상정하는 순수한 시각(pure vision)에 

한 환상은 미니멀리스트들을 꽤나 오랫동안 사로잡고 있었다. 여 히 미니멀리즘이 해결하지 

못했던 인간형태주의는 모더니스트 작품에서 보이는 회화주의의 계  성격도, 월  공간

을 배제한 작품과의 상학  만남이 가져오는 주체와 상의 혼재도 아닌, 바로 시각의 방

식이었다. 

1990년 에 들어 본격화된 시각문화와 시각작용에 한 연구는 우리가 알고 있던 ‘순수한 

시각행 ’에 한 환상을 깨뜨리며 다시  시각행 와 인식행 의 착을 증명하고 있다. 이

런 견지에서 새롭게 돌아보는 60년 의 드, 모리스, 리드의 인간형태주의 논쟁과 90년

50) Walter Benjamin, Illuminations (New York: Shocken Books, 1969), p.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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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디디- 벨만의 인간형태주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미니멀리즘이 기존의 미술사가 수행하

던 작품의 주제, 도상학, 사조와 형식에 한 분석에서 나아가, 미술작품을 보는 방식과 람

자의 역할에 주목하는 새로운 역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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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1960년  미니멀리즘은 추상표 주의라는 명칭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의 후 모더니

즘과 포스트모더니즘 간의 간극을 연결하는 미술사의 요한 사조이다. 미니멀리즘은 그 등

장과 함께 많은 논쟁들을 일으켰는데 이는 이들 작품의 외모가 가지는 엄정성과 공업용 재료

의 사용이 일반 감상자들에게 당혹스런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 거니와, 미니멀리즘의 작

가들이 서슴없이 쏟아내는 모더니즘에 한 비 이 당시 미술계의 주류를 차지하던 모더니즘

의 추종자들에게 기의식을 불러일으켰던 것에 기인한다. 

미니멀리즘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의 표  미술 문지인 아트포럼(Artforum)과 아트 매

거진(Arts Magazine)을 심으로 60년  후반을 뜨겁게 달구었다. 모더니즘과 미니멀리즘 

양 진 은 65년 도 드 드(Donald Judd)의 “특정한 사물들(Specific Objects)” 66년부터 69

년까지 연재된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의 “조각에 한 노트(Notes on Sculpture)”와 

67년 마이클 리드(Michael Fried)의 명한 논문 “미술과 사물성(Art and Objecthood)”을 

표로 하여 격렬하고 때로는 감정 인 논쟁을 벌여왔다. 미니멀리즘의 역 기를 술한 제

임스 메이어(James Meyer)가 지 하듯 이 싸움은 양 진 이 서로가 자라고 주장하는 추상

(abstraction)의 정통성을 두고 일어났다. 반면 ‘인간형태주의(anthropomorphism)’는 일종의 

욕설이자 결함으로 양 측이 서로 반 편이 가진 특징으로 주장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미술사조는 언제나 계보(genealogy) 엮기와 미술사  의의부여, 장르에 끼워 맞추

기 등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되어왔다. 미니멀리즘도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외일 수 없

었다. 그러나 미니멀리즘을 둘러싼 인간형태주의 논쟁을 흥미롭게 하는 것은 이른바 탈 모던

을 부르짖던 미니멀리스트들에 한 미술계 일부의 편견이 미니멀리즘을 다름 아닌 그들이 

비 의 상으로 삼던 모더니즘의 유산으로 보았다는 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반되는 

입장의 모더니즘과 미니멀리즘 양 진 이 서로를 공략하는데 썼던 가장 심한 비난이자 오명

이 바로 그들이 공통 으로 사용하던 ‘인간형태 ’이라는 수사라는데 있다. 그 다면 왜 인간

형태 인가? 아니, 이 물음에 앞서 우리는 미술작품을 보는데 요구되는 습과 함께, 작가와 

작품이 마주설 때, 그리고 람자와 작품이 마주설 때의 상황에 한 상학  고찰을 간과

할 수 없다. 한 인간형태주의에 한 논쟁을 더 복합 으로 만드는 것은 그 개념이 고정되

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 와 미술사조에 따라 변화한다는 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미니

멀리즘을 심으로 나타난 1960년 와 그 이후의 인간형태주의 논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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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의 의미과정에서 필수 인 작품과 람자의 상호작용을 고찰하여 시각 술에 있어

서 신체가 갖는 의미를 추 하 다.

미니멀리스트들이 인간형태주의 논쟁에서 이끌어낸 모더니스트 미술의 시각 심성에 한 

비 은 미술작품의 람자를 기존의 월  공간을 시각 으로만 부유하는 역할에서, 작품이 

유하는 특정한 공간을 공유하는 ‘지 /여기’의 시공간으로 옮겨놓았다. 미니멀리즘이 이끌

어내는 이러한 논의는 모더니스트 회화의 수용을 설명하며 그린버그가 주장하는 월

(transcendental) 미학을 넘어서는 것 이외에도 새로운 주체의 개념을 알린다. 기존의 모더니

스트  주체는 작가의 주체를 변하며, 작품이 결과물로 한정되고 람자를 수동 인 송신

자의 치에 고정시켜왔던 것에 반해, 미니멀리즘 작품의 수용은 작품의 생산과 연결되어있

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곧 작가나 람자 모두가 작품의 생성과정에 참여하

여 주체와 상, 작가와 자라는 이분법  구도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모더니스트들의 란한 붓질로 변되던 작가  주체(authorial subjectivity)는 드나 모

리스를 비롯한 미니멀리스트들이 사용한 공업용 재료나 작품제작의 방식 등을 통해 도 받았

다. 미리 구상된 선험 (a priori) 계획 역시, 람자와의 면을 통해 완성되어지는 작품의 의

미로 인해 와해되었다. 그러나 상학  신체성이 상정하는 순수한 시각(pure vision)에 한 

환상에서 미니멀리스트들을 꽤나 오랫동안 사로잡  있었다. 여 히 미니멀리즘이 해결하지 

못했던 인간형태주의는 모더니스트 작품에서 보이는 회화주의의 계  성격도, 월  공간

을 배제한 작품과의 상학  만남이 가져오는 주체와 상의 혼재도 아닌, 바로 시각의 방

식이었다. 

1990년 에 들어 본격화된 시각문화와 시각작용에 한 연구는 우리가 알고 있던 ‘순수한 

시각행 ’에 한 환상을 깨뜨리며 다시  시각행 와 인식행 의 착을 증명하고 있다. 이

런 견지에서 새롭게 돌아보는 60년 의 드, 모리스, 리드의 인간형태주의 논쟁과 90년

의 디디- 벨만의 인간형태주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미니멀리즘이 기존의 미술사가 수행하

던 작품의 주제, 도상학, 사조와 형식에 한 분석에서 나아가 미술작품을 보는 방식과 람

자에 주목하는 새로운 역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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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courses of Anthropomorphism in Minimalism

Rhee, Ji-Eun 

(Assistant Professor, Myongji University)

With the passing of time the status of minimalist art of the 1960s has gained more and 

more importance as a juncture, as well as a breach between modernism and 

postmodernism. The dispute between modernists and minimalists has raged since 1965,  

fueled by an upsurge of publications such as “Specific Objects”(1965), “Notes on 

Sculpture” (1966-69), and “Art and Objecthood”(1967).  As James Meyer points out,  the 

battle was fought over the term “abstraction,” which each side claimed. 

Anthropomorphism, on the other hand, was a source of a diatribe, a word both sides 

accused each other of having. In this paper, I will trace the changing notion of 

subjectivity that intersects with and converges in the set of discourses on 

anthropomorphism and the emerging concerns of body in minimalist art in the artistic 

context of the 1960s. 

The legacy of Greenbergian modernism in painting, materiality and opticality   and their 

dialectical apogee as a transcendental aesthetic are challenged by minimalist practices at 

their very foundation. In terms of materiality, minimalists threaten the notion of medium 

as the intrinsic essence of the respective “art” with the very opposite of “art,” “thingness.” 

Regarding opticality, the spectator of minimalist art is no longer hovering in the 

transcendental space, but cast here and now, in a specific site. The issues minimalism 

draws on are not only the antithesis of Greenbergian transcendental aesthetics, but the 

notion of new subjectivity  both of the artist and of the viewer which breaks with the 

heroic individualism and transcendental aesthetic of Abstract Expressionism. Iron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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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e basis of minimalist Judd's work is the Greenbergian theory of modernist 

painting. He furthers Greenberg's famous criterion, the “flatness and the delimitation of 

flatness” of a canvas, to the extent of a “thing”, a “specific object.”   

From Judd's point of view, anthropomorphism is associated with ‘authorial subjectivity’ 

- an expression of the self, characteristic of the Abstract Expressionist - establishing a 

hierarchical relationship among the parts as if they constitute a certain gesture of the 

human body. Judd attributes this anthropomorphism to European art's pictorial illusionism 

and relational composition. While Judd is concerned with opposing the internal, 

“relational”operations of a work, Robert Morris, like Fried, focuses more on the relationship 

of  the work and its viewer. According to Morris, the relationality among the parts can 

be, to a great extent, neutralized by a strong gestalt. Here what is functioning is the 

dialectic of the apprehension and the experience of the visual field. The work functions 

only with its viewer and this viewer ceases to be engaged merely optically, but is instead 

aware of his or her physical (bodily) coexistence with the work within real space. This 

relationship entails the kinesthetic experience of the viewer's body. 

On the other hand, in his famous article “Art and Objecthood, Fried fires back at the 

minimalist accusation of modernist painting and sculpture as anthropomorphic; he accuses 

the minimalists of that sin. He applies a unique interpretation of ‘presentness’ and 

‘presence’ in his discourse on minimalist art. For him the most disturbing fact in 

minimalist art is this experience in time, which he calls theater.

What does this term ‘anthropomorphic’ mean to each side?  How has the  

‘anthropomorphic’ been described by and associated with the modernist and the minimalist 

positions respectively?  To make the situation more complex, the definition of the term 

‘anthropomorphism’ and the respective positions it is held to define have varied 

considerably over time.  Delving into the debates and discrepancy surrounding this mutual 

accusation, this paper will reveal several unprecedented shifts in artistic production and 

reception in the 60s' minimal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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