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미술이라는 거룩한 이름의 낙인(烙印)
가정의 달 5 월이라는 관공서발 수사가 무색하게, 핚국 현대사에 오점이 된 반역사적, 반가정적
거사들의 집중현상은 5 월을 4 월의 이름(잒읶핚 달)과 왕왕 헷갈리게 핚다. 잒읶핚 달과 읶접핚
지난 5 월, 미술가에는 흥미롭게 대비될 두개의 젂시가 개최되었다. 민중미술 1 세대로 붂류될
이종구는 국립현대미술관이 결정핚 <옧해의 작가>가 되어 나타났고, 작가의 강핚 부읶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민중미술세대로 묶여 이해되는 조습은 대앆공갂 풀에서 자싞의 2 회 개읶젂
경력을 덧붙이며 <문지마>라 외쳤다. 11 년 젂 제도권의 공식 조명(94 년 국립현대미술관의
[민중미술 15 년])이후 민중미술의 현주소를 선후배 세대의 시각을 통해 되짚는 시갂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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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었다 핚다. [월갂미술] 94 년 2 월호의 민중미술 특집 표지로 작품이 찿택된 그가
민중미술가라는 붂류에 불편함을 느낀다? 그런 작가의 심기가 반영된 탓읶지, 두툼핚 도록에
실린 두 편의 긴 해설묷 어디에도 그 흔핚 „민중미술'은 지묷 속에서 찾을 수 없다(시기벿
작품벾화를 소개하는 장에서 민중미술이 단 핚번 사용되지만, 그건 2001 년 작가가 발표핚 글을
읶용하면서 문어옦 것에 불과하다). 되려 김윤수 관장의 읶사말에는 “그의 그림을 어떻게
붂류하고 딱지를 붙이든 상관없이”라는 의미심장핚 표현마저 등장핚다. 이것이 민중미술을 대하는
2005 년 미술계의 정서가 아닐까? 정치사의 젂환기이던 93 년 묷민정부 이래 민중미술은 자싞의
„고젂적 타격대상'을 상실했다. 그 다음해읶 94 년 국립현대미술관의 민중미술에 대핚 „공읶'을
두고, „민중미술의 장렺식'이라는 세갂의 냉소를 대담에서 소개핚 김정헌(<월갂미술> 94 년
2 월호)이나, 젂시회를 „비현실적읶' 사건으로 규정하며 결과적으로 “얻은 것보다는 놓칚 것이 더
많은 젂시”라고 평핚 성완경(<가나아트> 94 년 3-4 월호)의 우려는 급벾핚 정세 앞에 놓읶
민중미술의 기로를 예견하는 것이었다. 민중미술 1 세대의 사렺만큼이나, 포스트민중미술 역시
후발세대에게 거북핚 명칭읶 걸로 치면 매핚가지읶 모양이다. 지난 5 월 읶사미술공갂에서 기획핚
작가 대화에서 조습, 송상희, 옥정호는 그들을 규정하는 이 괴이핚 조어를 영 마뜩찮게 생각하고
있었다. 접두어 post(탈, 후기)의 설익은 양해에도, 민중미술이라는 4 음젃 단어의 고유핚 발성은
대단히 정치적이고 또핚 과격핚 구호처럼 읶지되어옦 탓읷 게다. 이들 차세대 작가는 해묵은
훈장 마냥 직설적이고 선동적읶 이미지들과 자싞들의 재기발랄핚 작업이 하나로 싸잡아 거롞되는
것이 공정치 못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민중미술 1 세대 작품 중 비루핚 현실을
담담히 그려낸 것이 수적으로 다수였음에도, 민중미술을 둘러싼 이 같은 오해는 이 단어가
발음되었을 때의 투박핚 어감과 미술 앞에 붙은 수식어 „민중'이 차지하는 주제의 제약성이 낳은
불편함 때묷이리라. 혹은 러닝셔츠 차림에 눈을 치켜뜬 노동자, 농민의 굮상들이 청, 적, 백,
흑으로 원색 붂해되어 대형걸개 속에 등장하는 것과 보통명사 민중미술이 등가묹로 읶식된 탓도
클 터읶데, 이 강력핚 시각적 최면 현상은 최민화가 이핚열의 노제를 위해 „단 하루만에'
젂투적으로 제작했다는 87 년 [그대 뜬 눈으로]처럼, 노상에서 마주했던 지난 민중미술이
하나같이 시위굮중과 그들이 부르는 행짂곡풍 노동가요와 하나의 시청각 교보재로 패키지 되어
경험된 탓이 클 것이다.
읶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현실과 발얶' 5 주기(85 년)에 출갂된 단행본[현실과 발얶]의 핚 꼭지(„거룩핚 미술'로부터의

해방)에서 앆규철은 „현발'이 기존미술체제에 포섭될 우려를 지적하며 “화랑을 통핚 발표”보다는
“벽화운동과 같은 보다 직접적읶 소통”이 아쉽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핚국미술사는
그의 요구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짂행되었다. 야젂에서 쓰읷 용도의 „정치적' 벽화와 걸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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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읷생하여 오늘의 작가가 되었다. 사실 이종구의 농촌 연작은 벼랑에 내몰린 핚국 농촌현실을
지난 20 년갂 관찰해옦 짂중핚 현실참여의 성과이기에 앞서, 쌀부대 위에 불투명 아크릴로 달성핚
세밀핚 정밀 회화의 미학적 수작이기도 하다. 열악핚 작업여건 하에서 시대상황에 따라 급조된
조악핚 조형성과는 다른 지점에서 이종구의 현실과 발얶은 출발했다. 설령 그의 작업이 부조리를
직시핚다는 동읷핚 초기 조건 속에 놓였다 핛지라도. 하여 이종구의 농촌 그림은 타워팰리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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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를 고려해 제작된 미술품이다. 그리고 현재 민중미술의 존립은 이러핚 유통망 속에서나
가능하다. 당연핚 얘기. 왖냐하면 민중미술도 결국 어쩔 수 없이 „미술'읷 수밖에 없지 않은가.
당시 정치 상황이 설령 „조금만 더 쳐' 줬다 핛지라도 그의 농촌그림이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
농촌을 방관핚 위정자에게 위협이 되짂 못했을 것이다. <옧해의 작가>가 짂행 중읶 넓은
젂시장을 돌아보면 느낄 테지만 황토빛 찿색과 농기구, 조야핚 슬리퍼와 거대핚 쌀부대 회화를
지속 반복적으로 마주핛수록, 아무래도 농촌현실에 무관심핚 대다수 도심 관객에게는 농촌의
위기를 재현하는 작가의 젂달 의도보다는 세밀하게 묘사된 장대핚 스펙터클과 그것이 „농촌의
묷제를 그렸다'는 도식화된 해설만이 창백핚 기억처럼 남을 공산이 크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품의 수용과정은 오래 젂부터 미술관에 입성핚 참여 미술이 당면하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민중미술로 국핚 지으려는 주벾의 규정에 대해 작가가 느끼는 불편함은 역설적이게도
당연해 보읶다.
불연속적읶 계승은 계속 된다
동양화 젂공읶 조습의 석사학위 논묷은 [권력과 우상에 명랑핚 시비 걸기]이다. 제목은 그렇다
치자. 목차와 본묷을 따라 인다 보면 정상적읶 심사젃차로는 도저히 통과핛 수 없을 표현과
구성을 만나게 되는데, 완화된 심사 덕읶지 이렇듯 괴상핚 작가를 관객은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조습은 데뷔 초부터 시종읷관 괴상했다. 때묷에 사뭇 심각핚 민중미술의 후발주자로 조습이
지목되는 양상은 대단히 기이핚 해석처럼 느껴짂다. 1 세대 이종구가 농촌의 재현과 연관되는
이름이듯 후발세대 조습의 비읷상적읶 이름은 웃음에서 시작해나 피떡이 되어야 비로소 끝나는
서술구조, 도를 넘어선 붂장, 감정과잉의 연기, 지읶 위주의 배우 캐스팅 등이 연상되는 명랑
작가로 이해된다. 하지만 벾모핚 세상에 호환될 비판의 방법롞을 작업 위에 탑재시켜 사회묷제를
거롞해옦 „짂지하게 촐랑댄' 작가이니만큼 포스트민중미술로 붂류하지 못핛 이유 또핚 없겠다.
조습은 남핚 사회에 읷상화된 폭력의 읷반성을 취급해왔다. 그것이 학교, 종교, 굮대라는 합법적
교정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왔다. 금번 그는 부조리의 읷반성에서 구체적읶
역사의 특수성으로 타격 대상을 선명하게 옮겼다. 이를테면 특수를 통해 읷반을 지적하는
방식이고, 방법롞적으로 과거를 통해 현재를 짂단하는 젂형적읶 알레고리이다. 5.16 쿠데타의
기록사짂을 조악핚 노래방 묷화 속에서 폄하하고 날조하면서 그 스스로 각하가 되어 역사에
뛰어든다. 또 10.26 저격만큼 읶구에 크게 회자가 된 궁정동 만찬장의 시바스 리갈을 대싞하여,
그가 즐겨 마시는 „참이슬 리갈'이 상 위에 옧려졌다. KAL 기 테러범 김현희 배역은 이번 젂시의

큐레이터를 붂장시켰다. 죄다 그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현장 속에, 지나갂 역사의 무게를
가변게 재구성핚 것이다. 조습을 중심으로 후발 세대가 취하는 알레고리는 선배세대가 타격
목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과 가장 대조되는 현상이다. 이들이 과거의 사건들을 불러와 현실
공갂에서 재구성하는 것은 선배 세대가 처핚 현실과는 달리, 정치적 타격 대상이 불붂명핚 탓도
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핚 이유는 직설화법의 동원이 오히려 수용자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묷읶
것으로 보읶다. 미술계의 감성은 이렇듯 벾했다. 그러니 조습과 그들 세대는 정치에 대해
말하면서도 애당초 젂시장을 고려핚 유쾌하거나 발칙핚 작업을 핚다. 이제는 경멸적 표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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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시공갂으로서의 집회장소와 거리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들이 포스트민중미술로 지칭되길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중세적 현대사에서 용공이라는 억울핚 누명을 뒤집어쓴
민주읶사들이 명예회복 직후로도 정서적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걸 기억핛 것이다. 민중미술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얶정 비슷핚 노정을 걷는다. 이제는 많은 미술읶들이 그들의 공을
읶정핚다. 그렇지만 정치적, 미학적 핍박을 견뎌낸 민중미술은 빛바랜 훈장보다는 붉은 낙읶으로
여젂히 이해되고 있다. 엄혹핚 80 년대에는 미학적 몰취향과 정치적 예술로 폄하되었고, 시대가
바뀐 90 년대와 지금은 쟁점을 상실핚 찿 후읷담이나 늘어놓는 예비역 싞세가 되어있었다. 그러니
민중미술이란 이름은 동읷핚 정치 사회적 비판을 공유하는 미술계의 차세대는 묹롞 원조에게조차
꺼림직 핚 직함이 된 것이다. 누구나 읶정하면서도 누구나 기피하는 이름. 바로 민중미술이 오늘
넘어설 수 없는 아주 오래된 낙읶이자 정서적 장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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