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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아트리오(ArTrio) 디렉터

천민정은 다재 다능하다. 회화와 미디아 아트
를 전공하였고, 공연예술학도 공부 했으며, 미디
아 커뮤니케이션으로 스위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
다. 그의 박사논문은 “샤머니즘과 사이버스페이스
(Shamanism+Cyberspace, 2009)”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된 바 있다. 서구 중심주의적인 모더니즘이 붕괴
되면서 드러난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가, 바로 
지역적 또는 국가적인 토속문화에 주목하면서, 그 문
화현상을 글로벌하게 유포, 공유하는 것이다. 일년에 
고작 한 두번 한국을 방문하는 필자로서는, 얼마나 한
국 고유의 전통적인 것들에 사람들이 전념하는지 피
부로 느낄 수 있다. 
그 일환으로 종교영역에서는 샤머니즘에 대한 대대

적인 유행과 부활이 있었다. 1980년대 이미, “민중미
술”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한국 고유의 문화, 종교, 역
사 등의 고찰과 복원, 그리고 무분별한 서구 문화 수
용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다. 예를 들면, ‘굿’과 같은 고
유문화가 상품화(commodification)되면서, 이 유행은 
가속화 되었는데, 종교로서 보다는 관광 상품으로의 
의미가 더 있었다. 더불어,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기 보
다는 기존의 범람하는 미디아 이미지---신문, 잡지, 사
진, 영화, 컴퓨터, 인터넷 등의---를 재현하는 작품을 

많이 하는데, 이 두가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화두, 
즉 미디아이미지의 재현과 그로 인해 글로벌해져

가는 로칼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의 작품을 이
끄는 큰 두 축이기도 하다.  

많은 한국의 젊은
작 가들이,팝아트(popular art) 혹은 미디아 아트
(media art) 라는 두 큰 흐름 가운데 선택을 할 때, 천
민정은,팝아트를미디아 아트로 소화해 내었다. 이번 전
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팝아트는 60년대 미국과 영국
에서 시작된 대중 소비 문화에 대한 반영으로서의 그
것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아이콘들을 결합시켰다. 그래
서 그는 “폴리팝(Political Pop의 약어)”라는 범주를 자
신의 작품에 부가하였다. 롤리팝과 발음이 비슷하여 
친숙한 이 말은 캔디와 같이 소비되는 정치적 이미지
의 홍수를 암시하는 듯하다. 이 전시의 일부는 서울의 
성곡미술관에서 지난 1월에 열린 것으로, 이때는 오바
마방, 독도방, 다이아몬드방으로 구성된 3개의 방에서 
54점이 전시되었다. 이번 발티모어의 MAP에서는,큰 

규모의 그의 초기 회화 작품들과 폴리팝의 하이라이
트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천민정은 그의 폴리팝 시리즈에서,광고나 정치 포

스터를 연상하는 화려한 원색과 굵은 선처리, 눈에 
띠는 캐치 프레이즈를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작가
의 통찰력과 위트를 통해, 역시 포스트모던의 두 방
법론인 패러디(parody: 풍자적 모방) 또는 패시티시
(pastiche: 긍정적인 혼성모방)를 통해, 인터넷에서 발
견된 이미지를 가지고 컴퓨터에서 재작업해서캔바스
에 프린트한 것이다. 그의 첫 디지털 페인팅 기법으로 
태어난 작품은, 오바마 대통령과 작가가 서로 등을 맞
대고 있는 “Yes, We Can! Obama & Me”이다. Shepard 
Fairely의 오바마 정치 포스터와, 이차대전 중 여성인
력을 군수공장으로 동원하기 위한 선전 광고를 제작
한 Howard Miller의 포스터를 패스티시하여,  오바마
와 자신의 모습으로 재치있게 병치시켰다. 미디아 연
구의 대가인 Stuart Hall이 그의 강의,“Representation 
& Media”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미디아시대의“재현
(representation)”이란, “이미 존재하는 이미지들을 미디
아를 통해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다. 피동적인 복사가 
아니라, 능동적 비판과 창조적인 통찰력으로 새 의미
를 만드는 것이다.  이 선전 포스터와 같은 이미지에 
인종, 성, 정치력에 관련된 많은 암시적 의미가 내재되
어 진다.
특히 작가가, 한반도의 정치적인 이슈들인 남북문

제, 독도, 한국 전통문화와 자본주의의 갈등, 물질 만
능주의 등을 후기 식민주의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04년 북한 금강산을 방문한 뒤부터라고 
한다. 작가는 독도를 방문도 하였지만, Google Earth를 
이용하여서도 방문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아바타
시리즈를 엮어내기도 하였다. 독도의 대형 설치와 더
불어, 가을에 뉴욕에서 선보일 작품이라고 한다. 이 전
시에서 코닥상표와 더불어, 웹사이트로 방문한 것과 
실제로 여행을 하여 사진을 찍은 독도 이미지, 한글과 
영어로 표현된 섬에 대한 애정, 고독한 무인도 이미지
와 관광객이 몰리는 것으로 양분된 이미지를 포스터
처럼 보여주면서, 독도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미 페미니스트적 관점으로 서구 제국주의로 정형

화된 미의 기준을 인형 시리즈를 통해 비판한 바 있
는 그는, “Superwoman Complex”라는 작품에서, 북한
과 남한 여성 모두 한결같이 가부장적인 유교의 순종
적인 여성의 부덕을 강요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작
품에 쓰여진 모든 미덕까지도 갖추어야 한다는 부당
한 인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Marchall McLuhan 
이, 문화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금붕어가 탱크 밖으로 
나와서 물 속을 바라보듯 관찰해야 한다고 제안했듯
이, 천민정은, 급변하는 정치, 사회, 인식, 소비문화의 
단순하지만은 않은 현실을, 재미있고 흥미로운 방식으
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변화를 탐지하는 리포터의 자세를 유지
한다면, 백남준이 막을 연, 미디아 아트의 세계를 신선

하게 이어갈, 든든한 재목으로 기대된다.  

천민정의 폴리팝
(Polipop& Paintings)

-Maryland Art Place

한국의 대중문화는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급속한 속도로, 지구촌의 여러 곳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 대중 문화의 대명사인 K-Pop은, 대중가요를 위시해서, 영화, 드라마, 음식, 패션, 디자인, 스
포츠 등 소위 한류(Korean wave)를 이끌어내었다. 한류와 K-Pop의 성공 이유는, 국가간의 경계
를 넘어서서 글로벌화 된 시장과, 유투브, 쇼셜 네트워크와 같은 미디아의 저변확대와 적절한 활
용, 스타를 만들어가는 기업들의 체계적인 전략과 투자가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돌팝가
수들이 일구어낸 K-Pop은, 여러 명이 동시에 무대에서 펼치는 의상, 조명, 춤, 음악, 미디아가 어우
러진 종합예술적 퍼포먼스라고 할 수있다. 미술계도 로컬 무대를 넘어서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메릴랜드의 MICA(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교수인 젊은 작가 천민정에
게서, 만만치 않은 글로벌 미디어 작가로서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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