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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영향력 : 문화 분야 기업 참여 과제

니콜라스 포젝

컬럼비아 학교

문화유산과 관련해 기업 참여와 상업적 연계는 유·무형 유산의 보존, 보호, 소개의 기회를 

제공한다. 자본과 전문지식, 기술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상업적 개입은 불확실한 정부의 자금

지원과 예측불허의 중 후원으로 어려움을 겪던 문화영역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문화기관의 제공 상인 전문성을 보완해줄 것이다. 문화기관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과 공연, 전시를 기획하고 보여준다. 이들 기관은 그런 다음 콘텐츠와 지역 공

동체 간의 관계에서 매개자 역할을 한다. 문화기관이라도 비판의 상에서 벗어날 수 없고 

최근 몇 년 동안 각각의 문화기관과 보다 넓게는 문화영역 차원에서 감독이 강화되었다.

최근에 발간된 책 중에 아난드 기리다라다스(Anand Giridharadas)의 『엘리트 독식 사회: 세

상을 바꾸겠다는 그들의 열망과 위선 Winners Take All: The Elite Charade of Changing 

the World』1), 롭 라이시(Rob Reich)의 『단순한 기부: 박애주의가 민주주의를 몰락시키는 

이유와 개선 방법 Just Giving: Why Philanthropy Is Failing Democracy and How It Can 

Do Better』2), 데이비드 캘러헌(David Callahan)의 『기부자들 : 新 도금시 의 돈과 권력, 

그리고 박애주의 The Givers: Money, Power, and Philanthropy in a New Gilded Age』3)

는 비영리 문화영역의 근간이 되는 자선기금에 해 의문을 제기한다. 문화영역에 투입되는 자

금을 하나의 수단, 즉 이사회의 기부금, 규모 프로젝트에 한 자금지원, 개인 소장품 기증 

등 개인과 기업체가 자신의 명예를 세탁하는 수단으로 파악하면서, 이러한 음흉한 술책이 도

사리는 영향력이 더욱 확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2016년 미국 선의 영향으로 페이스북이 자사의 선도적인 동명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분명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콘텐츠 피드는 사용자의 행동

과 취향을 반영하되 이에 얽매이지 않는 알고리즘에 의해 구성된다.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특

허 보호를 받는 불투명성으로 악명 높다.4) 플랫폼 이용자들이 계정을 생성하고 가짜 프로필

1) Anand Giridharadas, Winners Take All: The Elite Charade of Changing the World, First Edition, 

First Printing edition (New York: Knopf, 2018).
2) Rob Reich, Just Giving: Why Philanthropy Is Failing Democracy and How It Can Do Better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8).
3) David Callahan, The Givers: Wealth, Power, and Philanthropy in a New Gilded Age, First Edition 

(New York: Alfred A. Knopf,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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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든 다음 2016년 미 선 결과에 지 한 영향을 미쳤을 부정확 정보(소위 ‘가짜뉴스’)와 

분열적인 의견을 페이스북에 넘치도록 올렸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5)

이 문제는 페이스북이 플랫폼(여론의 광장)인가 아니면 발행자인가, 플랫폼이라면 페이스북은 

플랫폼에서 공유되는 콘텐츠를 중재할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가를 둘러싼 열띤 논쟁을 불

러일으켰다. 이 구분은 기술 분야에 보편화된 가치, 특히 실리콘밸리 기반 기업과 관련된 가치

와 기술 분야를 넘어선 공공의 이익 간의 구분을 조명했다.6)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구글플렉스)를 두고 있는 구글도 이와 유사한 검증에 놓인 상태이다. 

구글의 검색 엔진 알고리즘은 반(反)독점 위반 혐의로 미 상원 의회 청문회의 상이 되었다.7)

2011년 구글은 전 세계 예술과 문화를 보존하고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게 하자는 사명 아래 뒷날 ‘구글 아트앤컬처’가 되는 비영리사업에 착수했다.8) 같은 해 

작성된 블로그 게시물에서 아밋 수드(Amit Sood) 구글 아트앤컬처(당시 구글 아트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는 사업 탄생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술적 열정이 가득한 몇몇이 모여 예술에 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우리의 기

술을 활용할 방법을 놓고 고심했다. 미술관 주 고객층 또는 근처에 갤러리가 있는 

운 좋은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실제 예술품을 보러 가지 않을 것 같은 새로

운 집단을 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시작되었다.9) 

구글 아트 프로젝트 스토리는 일반적인 기술 창업 신화를 떠올린다. 열정이 넘치는 혁신적 

사고의 소수 집단이 서로 단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다. 

구글 아트앤컬처는 미술관 소장 예술작품을 촬영하도록 첨단기술을 갖춘 사진 촬영팀을 파견

했고 공개 웹사이트에 사진들을 올렸다. 미술관 고유 소장품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구글 아트앤

4) “Facebook to Reveal News Feed Algorithm Secrets,” BBC News, April 1, 2019, sec. Technology, 

https://www.bbc.com/news/technology-47771922.
5) Alexis C. Madrigal, “What Facebook Did to American Democracy,” The Atlantic, October 12, 2017, 

https://www.theatlantic.com/technology/archive/2017/10/what-facebook-did/542502/.
6) Sam Levin, “Is Facebook a Publisher? In Public It Says No, but in Court It Says Yes,” The 

Guardian, July 3, 2018, sec. Technology,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8/jul/02/facebook-mark-zuckerberg-platform-publisher

-lawsuit.
7) Steve Lohr, “Google’s Competitors Square Off Against Its Leader,”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21, 2011, sec. Technology,

https://www.nytimes.com/2011/09/22/technology/google-takes-the-hot-seat-in-washington.html.
8) “About Google Cultural Institute,” accessed October 11, 2020, 

https://about.artsandculture.google.com/.
9) “Explore Museums and Great Works of Art in the Google Art Project,” Official Google Blog (blog), 

accessed October 7, 2020,

https://googleblog.blogspot.com/2011/02/explore-museums-and-great-works-of-ar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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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는 각 작품에 한 구체적 정보(작가, 제작연도, 매체 등)를 소개한다. 하지만 개별 미술

관 웹사이트와 달리 구글 아트앤컬처 플랫폼은 이용자들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모든 미술관의 소

장품을 형식, 주제, 역사적 테마를 기준으로 탐구할 수 있게 한다. 

한편 구글 아트앤컬처가 추구하는 전 세계 예술품 도록 작성 노력은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

하여 보편적으로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글이 표방하는 사명의 연장선에 있다.10) 

그리고 구글이란 영향력 높은 브랜드 단어에 힘을 싣는 방식으로 흰색 배경에 산세리프 글꼴, 

넉넉한 여백, 간결한 구성을 적용했다. 이미지를 내세우며 예술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배경을 

뒤로 물렸는데 상업적 갤러리, 아트 페어 전시와 현  미술관에서 돋보이는 전시와 조화를 

이룬다.

2011년 테드(TED) 강연에서 아밋 수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전달보다 예술작품을 우선시

하면서 강연을 마쳤다.

중요한 점은 여기에 있는 환상적인 모든 자료는 구글이 창출한 게 아니란 점입

니다. 사견으로 말하자면 미술관에서 만들어 낸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건 예술가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11)

이 사업은 중의 큰 관심을 받았지만, 초기에는 제한된 콘텐츠12)와 유럽 중심의 구성13)이라

는 비판을 받았다. 구글의 입장은 미국 미술관이 안고 있는 저작권 문제가 일부 원인이라는 

것이었다. 미국 저작법에 따라 창작자 사후 70년까지 예술작품에 한 권리가 보호된다.14) 따

라서 다수의 현  예술작품은 창작자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옛 거장’의 작품(절

적 다수가 유럽 출신의 남성 작품15))은 저작권이 소멸했다.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의 사진 

한 장을 전시할 때 그 권리를 확보하려면 작품에 한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창작자 또는 그 리인과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저작권에 따른 제약은 미술관 소장품의 재현이란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복잡한 

10) “About Google, Our Culture & Company News,” Google, accessed October 13, 2020, 

http://about.google/.
11) Amit Sood, “Building a Museum of Museums on the Web” (TED Conference, Long Beach 

Performing Arts Center, March 1, 2011).
12) “The Problem with Google’s Art Project,” The Telegraph, accessed October 7, 2020, 

https://www.telegraph.co.uk/culture/art/art-news/8296251/The-problem-with-Googles-Art-Project.

html.
13) “Getting in Close and Impersonal: Google Art Project,” The Economist Newspaper Ltd, February 3, 

2011, 

https://www.economist.com/prospero/2011/02/03/getting-in-close-and-impersonal.
14)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Circular 15a: Duration of Copyright,” 2011, 1.
15) “Gender Bias Reveals Consequences For Female Artists,” NPR.org, accessed October 26, 2020, 

https://www.npr.org/2020/01/24/799163534/gender-bias-reveals-consequences-for-female-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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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에 한 겹을 더하는 것이다.

구글 아트앤컬처는 iOS용 앱과 안드로이드용 앱에 한 가지 기능을 추가했다. 플랫폼의 미

술관 소장품에서 이용자와 닮은 초상화를 찾아보는 아트 셀피(Art Selfie)란 기능이었다. 그러나 

유색인종, 특히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이용자들이 결과물로 보게 된 사진은 전형적인 모습

이거나 인종적으로 일치하지 않았다.16)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기보단, 오히려 플랫폼에 소개

되는 예술작품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이다.

2019년, 정치 성향을 띤 예술가 그룹인 미술노동자연합(Art Workers Coalition)이 뉴욕현

미술관(MoMA)에 더 많은 흑인 작가들의 작품이 소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지 반세기가 지난 

시점에 뉴욕현 미술관, 국립미술관,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등 미국의 주요 미술관 18개 곳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술관 소장품의 85.4% 가 백인 작가들의 작품이었다.17)

예술을 통해 참여와 ‘유희’의 경험을 만들고자 하는 구글 아트 셀피18)의 개발자는 미술관 소

장품에 나타난 유색인종의 재현에 해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미술관을 민주적으로 만들려

는 이들의 노력에서 구글은 여러 미술관이 겪고 있던 평등, 접근성, 포용성, 이해당사자에 관

한 복잡한 내부 갈등은 묵과했다. 이 내용은 글의 후반부에서 다룬다.

이러한 갈등은 미술관에 국한된 건 아니다. 최근 발레계에서 아시아인 등장인물과 관련 주

제를 희화화하는 묘사가, 무 에 서는 아시아인 무용수 비율이 제한적이란 사실과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19) 미국교향악단연맹(League of American Orcestras)이 실시한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음악인 중 라틴계는 2.5%며 흑인은 1.8%에 불과했다.20) 소셜 미디어는 음악가

와 공연자를 상으로 인종차별을 겪은 체험담을 익명으로 수집하여 공유하는 플랫폼을 제공

했다. ‘인종차별주의 오케스트라(Orchestra Is Racist)’21), ‘인종차별주의 오페라(Opera Is 

Racist)’ 22) 등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문화기관의 직원과 공연자가 일하면서 개인적으로 겪은 

16) Michael Nuñez, “The Google Arts and Culture App Has a Race Problem,” Mashable (blog), January 

16, 2018, 

https://mashable.com/2018/01/16/google-arts-culture-app-race-problem-racist/.
17) Chad M. Topaz et al., “Diversity of Artists in Major U.S. Museums,” PLoS ONE 14, no. 3 (March 

20, 2019),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12852.
18) “Art Selfie,” Google Arts & Culture, accessed October 26, 2020, 

https://artsandculture.google.com/camera/selfie.
19) Phil Chan and Michele Chase, Final Bow for Yellowface: Dancing between Intention and Impact, 

2020.
20) James Doeser, Ph.D., “Racial / Ethnic and Gender Diversity in the Orchestra Field” (League of 

American Orchestras, September 2016), 

http://americanorchestras.org/images/stories/diversity/Racial-Ethnic-and-Gender-Diversity-in-the-

Orchestra-Field-Final-92116.pdf.
21) @orchestraisracist, “Orchestra Is Racist,” accessed November 1, 2020, 

https://www.instagram.com/orchestraisracist/.
22) @operaisracist, “Opera Is Racist,” Instagram, accessed November 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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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체험담을 수집·선별하여 소개한다.

인스타그램은 2012년 페이스북이 인수한 사진 교환 플랫폼23)으로 예술가, 갤러리, 경매업체

가 작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의 시장 영향력은 빠른 속도로 

확 되고 있지만, 페이스북이 이 플랫폼에 게재되는 작품과 관련해 어느 정도의 직접적인 장

악력을 행사하는지 해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용자는 자신의 피드를 최근 사진이 먼저 보이게 시간순으로 정리하거나 인스타그램 알고

리즘을 활용해 정리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개별 이용자 피드의 콘텐츠에 적용되는 알고

리즘은 페이스북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불투명하다. 초기에는 시간순 나열 방식을 체하는 

알고리즘의 도입으로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의 반발이 심했다.24)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는 

일전에 페이스북이 시도했던 플랫폼 실험을 떠올린다. 2012년 페이스북은 한 주 넘게 70만 

명 이용자들의 피드를 인위로 조작하면서 다양한 감성 콘텐츠에 한 이들의 반응을 테스트

했다. 페이스북 이용자 중 실험의 상자가 된 이들에게 어떤 고지도, 이들의 동의도 없이 실

험을 진행했다.25) 부지불식간에 피실험자가 된 이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도하는 슬픈 콘텐츠

를 연속으로 받았다.26)

미술관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품을 확보하고자 하면서도, 딜러나 경매를 통해 책정된 작품 

가격과 관객과 이해당사자들 간에 형성되는 작품 구매 열망에 영향을 받는다.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27)와 카라 워커(Kara Walker)28) 등의 경우를 보더라도 인스타그램이 유명

세를 증폭시킨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두 예술작가는 자신들의 유명 작품으로 상당히 많은 

관객을 끌어왔고, 예술계에 친숙하지 않은 이들의 포모 증후군(FOMO, 고립공포감)을 자극하

는 등 추가적인 노출로 수혜를 입었다. 인지도가 낮은 예술가라면 인스타그램에 최적화된 작품

을 제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된다.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함께 해시태그를 넣는 것은 콘

https://www.instagram.com/operaisracist/.
23) Evelyn M. Rusli, “Facebook Buys Instagram for $1 Billion,” New York Times, 1333991748, 

http://dealbook.nytimes.com/2012/04/09/facebook-buys-instagram-for-1-billion/.
24) “Instagram Will Show More Recent Posts Due to Algorithm Backlash,” TechCrunch (blog), 

accessed October 13, 2020, https://social.techcrunch.com/2018/03/22/instagram-recent/.
25) “Facebook Admits Failings over Emotion Manipulation Study,” BBC News, October 3, 2014, sec. 

Technology, https://www.bbc.com/news/technology-29475019.
26) “Facebook Emotion Experiment Sparks Criticism,” BBC News, June 30, 2014, sec. Technology, 

https://www.bbc.com/news/technology-28051930.
27) Mia Feitel, “At 90, Yayoi Kusama Is More Popular Than Ever,” ELLE, November 7, 2019, 

https://www.elle.com/culture/a29726826/yayoi-kusama-infinity-room-macys-parade/.
28) Stephanie Eckardt, “Kara Walker’s Latest Political Art Is Once Again an Unlikely Instagram 

Sensation,” W Magazine, September 25, 2017, 

https://www.wmagazine.com/story/kara-walker-art-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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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 창작자 차원에서 검색 기능과 인스타그램 분류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치려는 양심적인 

노력이다.

의도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스타그램이 자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예술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상상하기 쉽다. 알고리즘에 작은 변화만 주어도 지속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주관적이고 실험적이며 개인적인 예술작품의 경우에는 그러한 변화를 감지하기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렵다. 

인스타그램의 영향력 행사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우리는 콘텐츠 관리와 검열에 한 인스타

그램의 접근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인스타그램이 관리된다는 점은 확실하다. 예술가들이 인

스타그램에서 자신의 작품이 제거되었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세 가지 사

례가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예술가 페트라 콜린스(Petra Collins)가 찍어 올린, 가리긴 했

지만 제모하지 않은 채 비키니를 입은 사진29), 시인 루피 카우르(Rupi Kaur)가 찍은 생리혈 

자국이 선명한 옷을 입고 자는 여성의 사진, 사진작가 아말리아 울만(Amalia Ulman)의 상반

신을 드러낸 초상30)이 그 예다. 예술가 아르비다 비스트룀(Arvida Byström)와 몰리 소다

(Molly Soda)가 2017년에 함께 발간한 책에는 인스타그램에서 삭제당한 사진과 유사한 270

장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그레이스 뱅크스(Grace Banks)는 서평에서 <가디언>에 실린 “상

의를 벗은 남자의 사진은 체로 검열되지 않지만, 상반신이 노출된 여자의 사진은 삭제당할 

것이라 장담한다”는 기사31)를 언급했다. 소다는 “이는 수치심과 결속되어 있고, 여성의 몸을 

보는 시각 또는 여성의 몸을 성적 상으로 보는 시각과 관련이 있다”면서, 이러한 기준이 문

제가 있는 사회적 내러티브를 영속화시킨다고 단정했다. 

부상하는 테크로크라시 시 를 나아가기 위한 문화영역의 힘겨운 투쟁은 주요 문화기관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한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 활동가들은 이

러한 영향력이란 관점에서 문화기관의 윤리적 책임, 관리, 운영을 비판적 시각으로 면 하게 

살펴야 한다고 문화계를 독려했다.

2014년 걸프노동조합(Gulf Labor Coalition)에서 파생된 예술가이자 운동가 집단인 

GULF(Global Ultra Luxury Faction)는 로툰다로 유명한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에서 약 12ｍ 길

29) Petra Collins, “Why Instagram Censored My Body,” The Huffington Post, October 17, 2013, 

https://www.huffpost.com/entry/why-instagram-censored-my-body_b_4118416.
30) Molly Gottschalk, “The Photographs of Women’s Bodies That Instagram Censored,” Artsy, March 

13, 2017, 

https://www.artsy.net/article/artsy-editorial-photographs-womens-bodies-instagram-censored.
31) Grace Banks, “Pics Or It Didn’t Happen: Reclaiming Instagram’s Censored Art,” The Guardian, April 

10, 2017, sec. Books,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17/apr/10/pics-or-it-didnt-happen-reclaiming-instagrams-c

ensore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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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현수막을 펼치고32) 저녁에는 미술관 앞에서 팻말을 들고 시위를 이끌었다.33) 시위의 메

시지는 구겐하임 재단이 미술관 건축 예정인 아부다비에서 이주 노동자들에 한 권리가 제

로 보장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2016년 이와 같은 우려 사항을 놓고 걸프노동조

합과 논의를 진행했으나 구겐하임미술관 지도부는 더 이상의 논의는 “비생산적”이고 이들의 

요구는 일개 미술 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협상에서 철수했다. 

구겐하임미술관 관장 리처드 암스트롱은 공개서한을 통해 아부다비 구겐하임 프로젝트와 관련

해 직원의 복지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34)

구겐하임이 확장에 따른 잠재적 외부성(externalitie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구겐하임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그룹(A Better 

Guggenheim)은 구겐하임 재단의 지도력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겐하임미술관 이사회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무엇보다 미술관은 “직원과 함께 미술관 내부의 폭력적이고 배제적인 구조를 뿌

리 뽑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인종차별주의 반 를 위한 지침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BIPOC(흑인, 원주민, 유색인종) 자문위원, 학자, 직원, 학생을 참여시켜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

며 제 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5)

2020년 6월 9일 암스트롱 관장은 구겐하임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우리는 미술관과 업무 환경에서 포용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

습니다. (중략)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용적인 프로그램 

개발, 지역 공동체의 참여 강화, 소장품과 전시, 직원, 이사진의 다각화가 중요하

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37)

2020년 8월 구겐하임미술관과 재단은 내부에 뿌리 깊이 박힌 인종차별에 해 이를 해결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승인했다. 구겐하임미술관은 다양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선도적인 문화기관 중 하나이다.

32) Mostafa Heddaya, “Protesters Unfurl Three-Story Banner in Guggenheim Museum,” Hyperallergic, 

November 6, 2014, https://hyperallergic.com/161115/protesters-unfurl-three-story-banner-in-guggenheim-museum/.
33) Mostafa Heddaya, “Activists Picket Guggenheim Gala over Labor Abuses,” Hyperallergic, November 

7, 2014, https://hyperallergic.com/161602/activists-picket-guggenheim-gala-over-labor-abuses/.
34) Hrag Vartanian, “Guggenheim Breaks Off Negotiations with Gulf Labor Over Migrant Rights,” 

Hyperallergic, April 17, 2016, 

https://hyperallergic.com/291594/guggenheim-breaks-off-negotiations-with-gulf-labor-over-migra

nt-rights/.
35) A Better Guggenheim, “Letter to the Board,” June 29, 2020, 

https://abetterguggenheim.com/letter-to-board/.
37) Richard Armstrong, “A Message to Our Community,” The Guggenheim Museums and Foundation, June  

 9, 2020, https://www.guggenheim.org/news/a-message-to-our-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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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는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구겐하임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1960년 미술노동자연합(AWC)은 뉴욕현미술관에 “흑인 예술가 주도의 미술관 전시”38), 당시 이사회 임원이던 넬슨 록펠러의 해임39), 미술관과 예술가와 단체 간의 관계를 주제로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적극적인 개혁을 위한 압박을 가하고자 했다40).

록펠러처럼 문화기관 이사회 임원들은 애당초 이들의 이사 선임에 영향을 미친 부의 원천과 

인맥, 전문성을 이유로 감사의 상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민자보호연합(New Sanctuary 

Coalition)41), 반식민운동단체(Decolonize This Place)42)와 기타 활동 그룹은 주요 문화기관

의 이사회에서 기업인 출신 인사를 해임하거나, 아니면 이들 단체가 보기에 문화영역의 가치

와 충돌을 일으키는 기업 이익을 이사회가 배제할 것을 주장했다.

이사회의 핵심 기능은 조직의 ‘관리’이다. 데니스 포인터(Dennis D. Pointer)와 제임스 올리

코프(James E. Orlikoff)가 공저한 이사회의 리더십에 관한 책은 이 의무에 해 간결하게 설

명한다. “이사회는 기관 활동에 있어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진다. 이들은 기관의 설립 목적, 

활동, 비전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한 책임을 진다.43) 이사회의 핵심 책무는 해당 기관의 

최고책임자(CEO)를 영입하고 감독하는 일이다. 다수의 문화기관에서 CEO란 직함은 관장 또

는 총괄 책임자와 호환되며, 미국의 미술관장협회(American Alliance of Museum Directors)

의 경우에는 ‘관장’이란 직함을 사용한다.

미술관장협회와 국립예술연구센터(National Center for Arts Research)가 공동으로 작성한 

2014년 보고서를 보면, “미술관장협회 참여 미술관들에서 여성 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38) Michelle Elligott, “From the Archives: Faith Ringgold, the Art Workers Coalition, and the Fight for 

Inclusion at The Museum of Modern Art,” Inside/Out, a MoMA/MoMA PS1 Blog (blog), July 29, 

2016, https://www.moma.org/explore/inside_out/2016/07/29/from-the-archives-faith-ringgold-the-art-

workers-coalition-and-the-fight-for-inclusion-at-the-museum-of-modern-art/.
39) Julia Bryan-Wilson, Art Workers: Radical Practice in the Vietnam War Era, First paperback printing 

(Berkeley Los Angele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0), 18.
40) Elligott, “From the Archives: Faith Ringgold, the Art Workers Coalition, and the Fight for Inclusion at 

The Museum of Modern Art.”
41) “Arts Professionals Demand MoMA Board Member Larry Fink Divest from Private Prisons,” accessed 

October 11, 2020, https://www.artforum.com/news/arts-professionals-demand-moma-board-member-

larry-fink-divest-from-prisons-81008.
42) Hrag Vartanian, “Whitney Museum Staffers Demand Answers After Vice Chair’s Relationship to Tear 

Gas Manufacturer Is Revealed,” Hyperallergic, November 30, 2018, 

https://hyperallergic.com/473702/whitney-tear-gas-manufacturer-is-revealed/.
43) Dennis D. Pointer and James E. Orlikoff, The High-Performance Board: Principles of Nonprofit 

Organization Governance, 1st ed, The Jossey-Bass Nonprofit and Public Management Series (San 

Francisco, Calif.: Jossey-Bass, 20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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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0% 미만이며, 여성 관장의 평균 연봉도 남성 관장이 비해 낮은 수준이다”44). 2017년 업데

이트된 보고서에서는 “이 사안에 한 언론의 주목과 현장에서의 화에도 불구하고 성 격차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성별 임금과 고용 격차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라고 지적한다.45) 

미술관 관장의 리더십 파이프라인(리더십 역량)을 연구하는 한편, 관장 선정에서 이사회 기능의 

중요성에 유념해야 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기관 외부에서 문화유산, 건축, 예술품 보존에 따른 상업적 이익과 타협해

야 할 때가 있다.

인도네시아 벨리퉁섬 해역에서 9세기 중국 당나라 물품 6만 점을 실은 고  난파선이 발견

되었는데, 이 난파선의 수중발굴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 난파선이 발견 후 인도네

시아 정부는 물품의 약탈을 막을 수 없어 해당 해역에서의 발굴을 위해 독일 난파선인양업체 

‘씨베드 익스플로레이션’을 고용했다.46)

하지만 미국 고고학연구소(Archaeological Institute of America)를 비롯해 고고학자들은 해당 

해역이 고고학자들이 세운 장기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굴된 게 아니라 수 개월가량 상업적 

도굴에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해역에서 얻을 수 있었던 선박과 선원에 관한 상당한 정

보가 소실되었다고 주장했다.47) 

스미스소니언협회(Smithsonian Institution) 아서 M 새클러 갤러리(Arthur M. Sackler 

Gallery)는 <난파선 : 당나라 보물과 몬순풍> 전시회에서 이 물품들을 선보이려 했지만, 고고

학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수중고고학 자문위

원회 소속 킴벌리 폴크(Kimberly Faulk)는 이 물품들은 “올바르게 발굴된 유물”이 아니기에 

전시를 하게 되면 “보물도굴이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고 주장했다. 2001년 

12월 스미스소니언은 이틀간의 논의를 거친 끝에 이 전시회를 취소하기로 했다.48)

44) Anne Marie Gan et al., “The Gender Gap in Art Museum Directorships,” n.d., 15.
45) Veronica Treviño et al., “The Ongoing Gender Gap in Art Museum Directorships” (Association of Art 

Museum Directors, 2017).
46) “From Beneath, A Smithsonian Shipwreck Controversy,” NPR.org, accessed October 13, 2020, 

https://www.npr.org/2011/05/04/135956044/from-beneath-a-smithsonian-shipwreck-controversy.
47) “Smithsonian Sunken Treasure Show Poses Ethics Questions - The New York Times,” accessed October 

13, 2020, https://www.nytimes.com/2011/04/25/arts/design/smithsonian-sunken-treasure-show-poses-

ethics-questions.html.
48) “Statement on ‘Shipwrecked’ Advisory Group Meetings, Dec. 8-9,” Smithsonian Institution, accessed 

October 13, 2020, 

https://www.si.edu/newsdesk/releases/statement-shipwrecked-advisory-group-meetings-dec-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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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지도 높은 인정 표시 중 하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세계유산협약에 서명

하면서 자국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겠다는 서약을 한 국가만 자국 영토의 유산을 

목록에 올리기 위한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49) 목록에 등재되어 인정을 받으면 긴장

이 유발된다. 목록에 포함되었다는 그 자체로 해당 장소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관광지로서 생

존 가능성과 적합성이 증 된다.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아지면 그 장소에서 경제적 가치를 끌

어낼 기회가 많아진다. 관광 수입은 지역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고 해당 장소의 관리와 지속

성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목록 등재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기도 한다. 무책임한 

관광은 해당 장소를 마모시켜 관광 수입으로 복원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방문객 증가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경험에 비추어보면 지역 공동체를 고립시

키면서 장소의 특성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긴장 관계는 라오스 북부의 루앙프라

방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루앙프라방은 관광으로 파생되는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외부성 

간에 균형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루앙프라방은 라오스 

전통 도시건축과 식민지 시 의 건축이 어우러진 건축적, 예술적 유산을 자랑하는 도시다.50) 하

지만 이 도시가 목록에 등재된 이후 어떤 면에서는 공간에 갇혀버렸다. 이곳의 주택 시설 보

수에 제약이 가해지면서 현 의 자재보다는 더 비싸고 효능이 떨어지는 전통 자재를 우선시

해야 했다.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거처를 관광객들에게 빌려주고 근교 지역으로 이

주하면서 마을의 사회적 구조가 크게 변화했다. 아침에 승려에게 주민들이 음식을 보시(報施)

하는 탁밧(탁발 공양)은 축복에 한 보답이지만, 마치 ‘관광객들이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듯 

승려들에게 식량을 주는’ 동물원 같은 분위기로 바꿨다.51) 

구글 아트앤컬처 플랫폼으로 이와 유사한 상품화 양상이 벌어지리라 짐작하는 건 어려운 일

이 아니다. 중국에서는 문화관광부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기술기업 및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이 주도하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통해 무형유산의 중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베이징 소재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도우인(Douyin)은 짧은 동영상을 올리고 보는 앱으로 중

국의 국가 무형유산 프로젝트의 96%, 즉 UGC(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올라온 4,800만 편이 

49)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 World Heritage List 

Nomination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accessed October 11, 2020, 

https://whc.unesco.org/en/nominations/.
50)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Town of Luang Prabang,”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accessed October 11, 2020, https://whc.unesco.org/en/list/479/.
51) David Berliner, “Multiple Nostalgias: The Fabric of Heritage in Luang Prabang (Lao PDR),” The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18, no. 4 (2012): 775, 

https://www.jstor.org/stable/2332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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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영상을 통해 1318종목이 이 앱을 통해 소개되었다.52) 중국의 지방정부는 도우인을 활용

하여 지역 무형유산을 홍보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도우인은 자사의 플랫폼에서 이러한 활동

을 부각하는 캠페인에 착수했다.53)

중국 거  기술기업인 텐센트(시가총액 6650억 달러)는 기술과 문화유산의 접목이 가져올 

역할을 고찰하기 위해 ‘텐센트의 새로운 문화창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사

오싱 오페라 <스킨Skin>을 중국 모바일 게임 ‘왕의 영광(Honor of Kings)’에 도입하는 기획

과 선전 오페라 무용극단과 선전 시 정부의 합작으로 중국 전통춤의 창의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한 공연 등 진취적인 사업들을 주제로 다루었다.54) 텐센트 비디오는 중국 전통음식을 주제로 

한 ‘중국 조찬과 맛의 기원’55) 같은 식도락 다큐멘터리를 선보였다.

이 사업의 규모는 엄청나기도 하고, 또한 무형유산에 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을 보여

준다. 사업 관련 보도자료에서 텐센트는 플랫폼에 올려진 무형유산을 ‘중국의 지식재산’으로 언

급했다. 이러한 접근은 무형유산을 자산으로 보는 국가자본주의 모델에 유리하다. 이처럼 결

과적으로 득이 되는 도덕적 외부효과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경제적 목적을 내세우

면서 유산의 보호를 호소한다.

사업이 거둔 상당한 성공은 무시할 수 없고, 문화영역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문화영역은 상업화를 피하는 관습, 전통, 살아있는 표현물을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유산의 보호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상업적 이익은 문화영역이 시험 에 올랐음을 말해준다. 이익 문제의 원만한 해

결을 위해서는 민첩성과 핵심적, 부차적 전문성이 모두 필요하다. 문화영역에서 창의적인 작품

과 상업적 이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비판 없이 상업적 이익을 수용하는 것은 도

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문화영역은 이러한 영향력에 해 냉철한 시각을 갖추어야 

한다. 

52) Zheng Haiou and Qing Yuan, “Chin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Goes Online, Gains New Vitality,” 

People’s Daily Online, June 24, 2020, http://en.people.cn/n3/2020/0624/c90000-9703648.html.
53) “Across China: Intangible Heritage Back in Vogue on Short Video Platforms - Xinhua | 

English.News.Cn,” accessed November 1, 2020,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9-05/15/c_138060413.htm.
54) “UP2019: Explore New Possibilities for Cultural Heritage in the Neo-Culture Creativity Era,” accessed 

November 1, 2020, https://www.tencent.com/en-us/articles/2200931.html.
55) Zheng Haiou and Qing Yuan, “Chin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Goes Online, Gains New Vi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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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을 구축하려면 문화영역이 그 가치를 제 로 파악하고 이 분야 전반의 경제성을 총

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더 나아가 문화영역이 협력기관의 명성을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린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문화기관은 정당하지 못한 영향력에 저항해

야 한다.

문화영역은 그 자체의 규합시키는 힘, 즉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의 공론장으로 모아 아이디어

를 놓고 활발한 논의와 토론을 끌어내는 이 힘을 활용하고 그러한 역할을 계속해서 이해해야 한

다. 그에 따라 기술에 잠재된 민주화의 힘이 이 분야에 만연한 불평등의 실태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문화기관의 의무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영역은 문화유산의 상품화와 상업화에 해 회의적인 시선으로 끊임없이 이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문화영역의 관리는 상업적 이익의 개입으로 강화될 수 있지만 이에 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