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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회화는 하나의 정적인 화면이지만, 관객은 연상과 상상의 방법을 통해

그 하나의 선택된 순간을 보다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다. 나는 이처럼

작업이 확장되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지점을 연구하고, 관객

과의 소통, 상호작용의 아이디어를 작업 안에서 생각해보려 한다. 또한

동시에 디지털적인 영향을 보다 아날로그적으로 풀어나가며 현대적인 회

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지점을 지닌다.

초기의 작업은 텔레비전, 컴퓨터 등의 미디어에서 접한 일상의 이미지

를 포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출발한 드로잉에서 시작하였다. 이 드로

잉에서 디지털 이미지의 단위는 점과 선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미지를 압

축할 때 픽셀의 조합이 불규칙한 배열을 만드는 것처럼 점과 선의 배열

을 불규칙하게 바꿈으로서 추상적인 드로잉이 되었다.

하나의 ‘점’이 다양한 이미지의 부분으로 떠올려 질수 있듯이, 추상화된

이미지를 통해 연상을 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물리적 표면 이상의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관객이 기억과 경험에 의거해, 주어진

시각적 단초를 해석하고 자신과 연관 짓는 연상 작용에 관한 것이다. 나

는 추상화된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연상의 폭을 확대하지만, 동시에 직

접 경험했을 법한 일상적 이미지나 사건을 연상시키기 위해 그림의 색

상, 제목, 형태, 운동감을 이용해 연상의 범위를 일부 한정하려 한다.

일상적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관객들이 익숙한 사물이나 사건에 관해

다시 한 번 주목하여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특정 이미지에

관한 생각과 표현을 상호적으로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관점에서 나의 회화는 일상적 이미지의 단편이 조합되고 다양한 관

객의 의견이 공유되는 작업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조합

의 방법은 전통적인 콜라주와 유사하지만 컴퓨터로 만들어진 이미지의

레이어 개념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나는 팝업북(pop-up book) 안의 움직이는 구조를 이용하여 2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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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유지한 채 3차원적인 공간감을 심화하는 표현방식으로 본래의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암시를 강화하려 하였다. 동시에 팝업작업의 모양

을 직접 움직여 보는 신체의 움직임을 작업으로 끌어옴으로써, 관객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연상 작용을 심화하고, 관객이 일상적

이미지에 주목하게 되는 기회를 확대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드로잉과 회화, 팝업의

예를 들었고, 이러한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만나 연속화와 융합된 작업군

이 되었다. 하나의 작업군안에서 드로잉, 회화, 팝업이라는 세 가지 형

식은 어느 하나가 우월하지 않은 동등한 입장에서 각각의 장점을 발휘하

며 하나의 일상적 이미지나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는데, 이는

이미지 단위, 추상, 경험적 공간, 레이어, 팝업, 관객에 대한 태도에 관

한 것이다. 동시에 이는 원본과 차이가 없는 기계적 복제의 방법을, 동

일한 작업을 여러 번 만들어 낼 수 없는 수공적 제작의 방법으로 아날로

그화 시키는 것에 관한 생각들 드러낸다.

이와 같이, 다양한 관점과 예측, 상상이 만나는 지점으로서의 작업이

관객과 소통을 위한 매개체가 되었으면 하고, 디지털적인 아이디어가 손

을 이용한 방식의 작업을 만나 회화가 어떻게 달라지고 현재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관심과 실험의 과정이 되었으면 한다.

주요어 : 점과 선, 단위의 배열과 추상, 추상적 이미지의 연상 가능성,

일상적 이미지, 디지털 이미지의 레이어, 콜라주, 제스쳐, 팝업

학 번 : 2010 - 21272



- iii -

목 차

I. 서론 ············································································· 1

II. 이미지 단위와 추상 ·············································· 4

1. 이미지의 기본 단위로서의 점과 선 ································ 4

2. 단위의 재배열에 의한 추상 ·············································· 6

3. 추상 이미지의 연상 가능성 ·············································· 12

III. 일상적 이미지의 추상화 ··································· 17

1. 주관적 기록으로서 이미지의 포착 ·································· 17

2. 레이어 개념과 이미지의 조합 ·········································· 23

3. 이미지의 추상화에 의한 연상 작용 ································ 28

IV. 연상 작용의 강조 ··············································· 39

1. 스텐실 기법 ·········································································· 39

2. 팝업 구조 ·············································································· 43

3. 형식의 융합과 연속화 ························································ 50

V. 결론 ·········································································· 62

그림목록 ········································································ 65

참고문헌 ········································································ 69

Abstract ········································································ 72



- 1 -

I. 서론

“표상불가능(unpresentable) 한 것에 관한 목격자(witnesses)가 되도록

하자”1)는 리오타르의 말은 그 자체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며 언뜻 모순된 것을 동시에 말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이 적어도 ‘무엇’을 경험하는가를 결정하는 ‘관객’의

입장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이 관객의 입장은 순수히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관객 뿐 아니라, 작품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

는 작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작업을 시작할 때 늘 약간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가지는데, 이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놓여 있는 느낌이다.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바로 호

기심을 자극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의

과정은 그 결과로서 나를 (나의 작업의) 첫 번째 관객으로 만든다. 나는

작업의 시작점에서, 리오타르가 말한 표상불가능이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므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느낀다.

나는 나 자신을 첫 번째 관객으로 여기는 만큼, 작업의 과정과 결과에

서 표상불가능한 것을 표상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려 한다. 2차원과 3차원의 공간이 만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이러

한 지점을 확인하고 암시하는 것의 방법이다. 나는 명확한 이미지에서

시작을 하지만 감각의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감상을 고양할 수 있는

연상의 지점을 만들고 이를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추상이라는 장치

를 만든다. 구체적인 이미지를 추상화하는 것은 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배열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대상 자체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1) Jean-Francois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p. 82. Vicky Perry, Abstract Painting,

Watson-Guptill publications, 2005, p.96.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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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작업의 결과물이 다른 이에게 출발점을 넘어서는 또 다른 상상력을

품게 만드는 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회화가 우리가 볼 수 없는

심리적이고 인식적인 지점을 느끼고 감상하는 연상 작용에 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그에 관한 실험이 되는 작업을 전개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작업설명의 명쾌하고 분명한 흐름을 위해 작업의 시작점

부터 진행되었던 단계와 특성들에 대하여 논의를 해볼 것이다.

본론 II장에서는 내가 바라보는 이미지의 단위와 이에 따르는 추상화

과정에 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이미지 단위들은 작업의 과정에서

주목하게 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추상으로의 진전역시 동시에 이루어졌

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추상에 관해서 보충이미지와 예시를 들어 그

개념을 공고히 하고, 하나의 추상이미지가 다양하게 연상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다루어 볼 예정이다. 이 특징들은 확장되고 분석되어

다른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과 비교되어진다.

본론의 III장에서는 앞서 다루어졌던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 작업안에

서 발견할 수 있는 보다 개인적인 특징에 주목한다. 작업이 진행되었던

시간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III장의 순서는 본인이 드로잉이라는 형식

을 이용해 일상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포착하는지, 그리고 포착한 이미지

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조합이 되며 이러한 조합의 원리는 어디서 왔는지

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밝힌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반적인 작업의 흐름이

디지털적인 자극에서 출발하여 아날로그로 향한다는 특징이 드러나기 시

작한다. 또한 II장에서 출발하였던 연상되어질 수 있다는 추상이미지의

특징은 III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관객을 염두에 둔, 연상 작용이라는

확장된 의미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의 특징에 관하여 유사한 관점으로 설

명할 수 있는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려 한다.

본론의 마지막부분인 IV장에서는 II장과 III장에서 다루었었던 특징들

이 보다 구체적으로 작업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었는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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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작업의 예를 들어 밝힌다. 이는 연상 작용의 강조를 위하여 2차원

과 3차원의 공간을 다루는 것으로서, 회화의 형식에서 적용된 방식과 이

후 팝업북의 구조를 이용한 팝업이라는 형식으로 응용이 된다. 그리고

드로잉, 회화, 팝업으로 나누어지던 세 가지의 형식이 하나의 연속된 작

업으로서 어떻게 통합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앞서 서술했던 특징들을

종합해 보겠다.

본 논문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제작된 작업을 다룬다. 드로잉, 회

화, 팝업의 세 가지 형식으로 진행되었던 작업과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

해 다른 작가들의 작업과 이론을 연결하였고 보충설명을 위한 이미지들

을 첨부하였다. 이 논문을 통하여 본인의 작업을 보다 큰 맥락에서 정리

하는 과정이 앞으로 진행될 새로운 작업을 위한 가능성으로 연결되길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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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미지 단위와 추상

1. 이미지의 기본 단위로서의 점과 선

본다는 것은 대상의 두드러진 특징들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2) 머

리가 좋은 만화가는 몇 개의 잘 선택된 선을 가지고 사람이 말하듯 그려

낸다. 몇 개의 단순한 선과 점이 능히 ‘얼굴’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몇 개의 선택된 표시가 어떤 복잡한 사물을 능히 상기(想起)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다.3) 이처럼 점과 선은 가장 간결한 형태이면서도 동시에 모

든 이미지4)를 구성하며 또한 이미지의 주요한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가장 핵심적인 단위이다.

이러한 시각 단위로서의 점과 선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은 작업의 과정

중에 스스로 던진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3차원의 물체가 2차

원의 면(面)에 의해서 나타날 때, 어떤 형체의 윤곽이 선이 된다.5) 혹은

공간의 구분이나 형체의 윤곽 내 디테일을 표현할 때 선을 사용한다. 사

전의 의도 없이 자유롭게 주변의 사물을 드로잉을 하던 중, 내가 선을

사용하는 방식이 대상의 윤곽의 모양과 각도에 집착하는 방법이라는 것

을 깨달았다. 선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언제나 일정한 규칙으로 대상을

그려내는 것이 과연 지각된 대상의 뚜렷한 특징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관한 의문이 들었고, 이러한 패턴을 벗어난 작업을 진

행함으로써 이러한 의문에 대한 확인을 해보고 싶었다.

2) 루돌프 아른하임,『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역, 미진사, 1995, p. 49.

3) 앞의 책(주2), p. 53

4) 그 어떤 대상(객관적 혹은 물질적)에 대한 개념적 혹은 추상적인 의미 규정

과는 달리 대상을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재현해 낸것이라는 의미. 유평근,

『이미지』, 살림, 2001, p. 21.

5) 앞의 책(주2),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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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1 화분의 이미지와 <화분>드로잉의 부분의 비교, 2009, 종이위의 펜, 

215.9 x 279.4cm 

빠른 속도를 이용해, 이와 같은 내재된 경향과 습관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드로잉을 하기 시작했다. 이미지는

그 윤곽을 확인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사라졌고, 윤곽과 디테일의 모양

을 쫓던 선은 그 대상의 특질과 인상을 잡아내는 선으로 바뀌었다. 지나

쳐버린 이미지에 의한 추가적인 정보의 부족은 세세한 디테일을 넘어,

단순하되 대표적인 특질에 대해 생각하게 했기 때문이다. 즉, 빠른 속도

의 손의 움직임에 의해 선은 거칠어 졌고, 끊겼으며, 그 대상 자체에 보

다 가까워지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 결과가 되었다. 특정 대상을 나타내

는 형태는 단순화 되고 파편화 되었으며 추상에 가까워졌고, 점과 선이

화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결과에서, 나의 작업은

마주친 이미지를 빠르게 포착하기 위한 순간성을 지니며 무의식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프린트된 사진을 분석해보면 그 기본 단위는 망점이 된다. 웹 이미지는

픽셀, 스크린은 화소의 기본 단위를 지닌다. 확대되어 픽셀화 된 컴퓨터

상의 이미지를 보며 이미지라는 것은 바로 이 기본 단위의 배열로 구성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같이 나의 평면 작업의 이미지의 경

우에는 점과 선이 기본적인 시각 단위로서의 역할을 했다. 점과 선이 작

업에서 강조됨과 함께, 기본적인 시각 단위와 이의 배열에 대한 보다 적

극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기반은 동시에 추상에 관한 생

각을 진전시키는 촉매가 되었다.



- 6 -

2. 단위의 재배열에 의한 추상

회화의 역사를 생각해보았을 때, 추상은 비교적 회화역사의 마지막 부

분에 위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상은 칸딘스키, 말레비치등의 선

구자들의 초기 추상작품들의 등장에서부터 시작하여 벌써 백여 년이 넘

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추상에 관해서 그 동안 행해졌던 시도와 실험

들이 쌓이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초기의 추상이 본질

(essence) 혹은 직관(intuition)에 관한 것이었다면, 추상의 역사는 어느

시기까지 이와 관련하여 선적인 발전을 하였다.6) 그러나 백여 년이 지난

이후, 현재의 추상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의 시도

는 지난 한 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추상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시도들을

포함하여야 하기에 이전과 같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생각은 또한 동시에

추상이라는 단어가 포함하는 일반적인 미술의 범주가 과연 그 하나의 단

어로 묶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추상표현주의

와 옵아트가 하나의 정의아래 있기 힘든 것처럼, 다양한 특징을 지닌 추

상의 작품들은 추상이라는 자체로 다른 형식들과 분명하게 구분 짓는 명

확한 특징을 지니기 힘들어졌고 그 형식들과 경계가 불분명해졌다. 그렇

지만 여전히 추상의 범주 안에서 많은 작업들이 만들어 지고 있는 중이

다. 나는 최근 만들어지는 추상을 어떤 이데올로기나 계급의 차이를 나

타내는 수단이 아니라, 보다 유연하고 자유로운 개인적 표현의 수단으로

서 본다. 마찬가지로 본 논문에서 다루는 추상이라는 개념은 추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답이라기보다, 작업 안에서 추상이라는 형식이 어

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의 관점에서 초기 드로잉에

서 시작된 추상에 관한 생각은 어떻게 발전하였는지에 관해 다루어 보겠

6) 할 포스터, 『실재의 귀환』, 이영욱, 조주연, 최연희 역, 경성대학교출판부,

2003,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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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2  슬라이드 퍼즐7) 

다.

나는 빠른 속도에 의한 드로잉을 하면서 나타난 특징에서부터 추상이라

는 개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끊긴 선, 부서진 형태는 사물의 형태를

추상화 시켰고 점과 선 자체에 주목을 하게 되었다. 점과 선이 사진의

망점, 컴퓨터스크린의 화소처럼 드로잉의 이미지 단위라고 생각했고, 이

미지의 단위가 배열되는 방식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사람들은

내가 그린 드로잉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그것이 추상드

로잉이라고 말했다. 대상의 두드러진 형태적인 특징을 잡아내었다고 생

각했지만, 이것이 단순화되고 위치가 바뀌면서 모든 사람에게 본래의 사

물을 상기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이미지의 단위가 위

치해야 할 일반적인 규칙을 벗어나면 그 단위자체가 대상을 나타내는 특

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것이었다.

<참고그림 2> 의 퍼즐이미지와 같이 이미지단위가 배열된 규칙을 파괴

하거나 재배열하면, 구상적인 형태가 그 본연의 특질을 간직하면서도 전

7) 키릭스 슬라이딩 타일퍼즐

http://www.kirix.com/extensions/sliding-tile-picture-puzzle/



- 8 -

체적인 구조의 양상을 파악할 수 없는 형태로 바뀐다. 나에게는 이것이

일차적인 추상의 개념이 되었다. 루돌프 아른하임은 지각이 ‘사과’에 가

장 가깝게 접근하는 길은, 사과에 대해 둥글음, 무거움, 새큼한 맛, 초록

빛 같은 일반적 감각 특질의 특수패턴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고 하였다.8) 이에 비교하여 말하자면, 빠른 속도로 인해 부서진 형태를

지닌 드로잉에서 시작된 나의 추상의 개념은 이미지단위 배열의 규칙을

파괴함으로써, 이미지가 보유한 색상, 질감, 부분적인 형태 등 시각 특질

의 특수패턴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패턴들은 각각의 특질이 강조되

는 과정에서 독립된 이미지의 단위들을 만들고, 전체의 부분이 되는 이

시각특질의 단위들은 모여서 하나의 이미지를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과

정에서 전체적인 구조 보다는, “전체를 위해 택해진 부분 pars pro toto

(part taken for the whole)"9)으로서 기본 단위가 강조가 되었다. 이미지

를 추상화 시키는 방식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게 만듦으

로써, 이미지의 감상과 수용단계에서 관객이 이미지를 유추하고 상상력

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순간10)을 만들고 싶었고, 구체적인 이미지 단위

의 배열을 뒤섞고 나오는 결과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실험을 해보고 싶

었다.

이러한 생각이 발전하며 기원이 되는 대상과 추상적인 결과물의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파이프를 파이프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는

반대로, 파이프는 보이지 않는데 파이프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스스로의 질문이었다. 나의 작업에서 그 표현방법이 추상적이라 결과물

8) 앞의 책(주2), p. 51

9) Beate Allert, "Lessing's Poetics as an Approach to Aesthetics," A

Companion to the Works of Gotthold Ephraim Lessing, eds. Babara Fischer,

Thomas C. Fox, Camden House, Boydell & Brewer, 2005, p.116. 이현진, 「시

각예술에서의 시공간 인식: 현재성, 순간성, 통로의 경험, 그리고 실시간성」,

『SPACE』 532, 2012, p. 102에서 재인용

10) 앞의 책(주6),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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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3  (좌) 코덱을 적용한 비디오파일의 이미지스틸 

            (우) 코덱이 없는 비디오파일의 이미지스틸

참고그림 3  (좌) 코덱을 적용한 비디오파일의 이미지스틸 

            (우) 코덱이 없는 비디오파일의 이미지스틸

에서 본래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 없다 하여도, 그것이 시작한 원래의 이

미지와의 연결 지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의 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참고그림 3>은 한 영화사의 오프닝 영상의 부분을 캡쳐한 이미지스틸

이다. 왼쪽의 이미지는 코덱디코더(Codec Decoder)가 적용된 비디오파일

이고 오른쪽은 코덱디코더가 적용되지 않은 비디오파일이다. 코덱은 동

영상 전용 압축방식으로, 각기 다른 방식의 재생 알고리즘이 쓰인 압축

방식(Code)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코덱디코더이다. 이미지가 압축이 되

어있으므로, 압축의 방식을 해석해야 원래의 화면이 나오고, 코덱디코더

가 없는 파일의 경우 압축이 되어있으므로 이미지가 깨지고 추상화된다.

그러나 <참고그림 3>의 경우를 보면 화면의 표현방식이 바뀌었을 뿐,

실제적인 비디오 파일의 사이즈나 제목, 내용, 소리 등은 달라진 것이 없

다. 대상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표현이 바뀌었을 뿐이다. 즉 내가 만

드는 추상 작업들은 코덱디코더의 역할을 반대로 수행하는 것과 같이,

이미지단위가 배열되는 규칙을 해제하고 재배열하는 것이지만 언제나 그

대상이나 기원이 되는 이미지와의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발렌타인>(그림 1)은 2011년 제작한 작업으로 초콜렛과 포장지의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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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리본의 선적인 형태, 사람의 피부의 느낌등 주요한 특질을 예시가 되

는 이미지의 기본 단위로 파악하여 이들을 재배열하여 표현한 작업이다.

기원이 되는 이미지의 색상과 형태가 영향을 미치지만, 그 배열의 순서

에 있어서 본래의 이미지를 명확히 연상되는 지점이 흐트러졌기에 추상

이 되었다. 이미지 단위에 대한 관심을 대상의 주요한 특질과 결합하고

이 단위의 배열을 섞음으로써, 기원이 되는 이미지와 추상적인 결과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해본 대표적인 작업이라 하겠다.

이처럼 추상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견한 사실은, 내가 다루는 추상의 이미지는 본래의 대상과의 연결지점

을 확보하지만 또한 이것이 추상이기 때문에 본래의 시작과 대상이 되는

이미지 이외의 가능성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발렌타인>(그림

1) 은 제목과 보조이미지가 없으면 빨간 쇼파 위의 요란한 벽지가 될 수

도 있는 노릇이다. 내가 생각하는 추상의 자유롭고 흥미로운 지점이 바

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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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발렌타인>, 2011, 캔버스 위에 유채, 91x116.5cm

참고그림 4 초콜렛 바구니 이미지11) 

참고그림 5 초콜렛을 먹는 여성의 이미지12)

10) 쉬 래디안스(She Radiance)

http://www.ayushveda.com/womens-magazine/chocolate-gifts-for-your-

dear-one/

12) XoXo 칼라티에 Xo칼라틸(XoXocalatier Xocaltl)

http://xoxoxocalatier.com/tag/healthy-choco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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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상 이미지의 연상 가능성

추상이미지는 여러 가지로 연상할 수 있으면서도 모호하기도 한

(ambiguous) 특징을 지닌다. 화면에 검은 점을 하나 찍어 놓고 수박의

씨라거나 코 옆의 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주의 기원이라거나 말

레비치의 캔버스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이처럼 하나의

추상이미지에 관해서 특정한 이미지를 연상하는 것부터 미술사적 순간을

논의하는 것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확장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때로

는 경계가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추상화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야기되는 이러한 특징이 오히려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인그리드 칼람(Ingrid Calame, 1965-)의 <후-쿠-쿠-쿠>(참고그림 8)는

도로나 바닥표면의 얼룩(stain)의 윤곽을 투사(透寫)한 후 중첩하여 기록

한 작품이다. 사이즈, 날짜, 장소가 기록된 각 얼룩은 기름, 커피, 음식,

다른 종류의 액체와 그 잔류물로 인한 발견된 모양들(found shapes)이

다. 폴록이 페인트를 직접 뿌리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칼람은 액체의 흔

적으로 만들어진 모양을 캔버스 안에 따왔다. 같은 액체 기반의 추상적

인 형태를 나타내지만 그 둘의 형상이 의미하는 것은 다르다. 칼람의 작

업은 모더니스트 추상의 다채로운 유산에서 빌려오고, 그 전통 위에 형

성되었으며, 동시에 전후의 추상에 대해서 질문하고, 재정의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추상표현주의자들이 추상에 관해서 정의한 영웅적인

제스쳐나 극적으로 주관적인 감정, 숭고나 즉흥성에 관한 것이 아니

다.13) 뿌려진 형상을 사용하는 것은 유사하지만 그녀는 폭발적이며 즉흥

적인 제스쳐의 사용이 아니라 기록된 즉흥성을 이용한다. 도시환경의 부

산물로서 액체들이 우연히 뿌려지고 증발한 후 남은 기록으로서의 흔적

을 채집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그녀의 세심한 작업의 과정은 추상표현주

13)Margo A. Crutchfield, SecularResponse 2A.M., MOCACleveland, 2003,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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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6  도로 얼룩의 윤곽을 투사하는 잉그리드 칼람

참고그림 7  투사한 윤곽을 중첩하는 잉그리드 칼람

참고그림 8 인그리드 칼람, <후-쿠-쿠-쿠>, 2003, 

알루미늄 위에 에나멜 페인트

의 보다는 오히려 작품의 과정을 중시하는 프로세스 아트나 행위를 표현

하는 플럭서스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14)

14) 앞의 책(주13),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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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람은 액체의 흔적, 얼룩을 생물형태와 유사한 모양으로 변형시키거

나 재해석한다.15) 공적인 장소에서 얼룩이 함축하는 것은 더욱 복잡해진

다. 이 얼룩들은 일상의 사고나 사건의 발생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그

녀의 작업에서 이러한 얼룩들의 조합은 그 형상이 발생한 얼룩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그 얼룩이 암시하는 사건과 사라짐, 도시의 문화까지도 포

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녀의 추상적 형태는 생물로 파악될 수

도 있고, 특정한 점성의 액체를 떠올리게도 만들며, 얼룩이 특정모양으로

고이게 된 도시의 지형, 혹은 액체가 흩뿌려지게 된 사건 그 자체를 떠

올리게도 만든다. 도시와 액체라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하여도 그녀의 추

상 이미지와 연관하여 폭넓은 대상을 떠올릴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추

상 이미지의 연상 가능성은 이와 같이 하나의 이미지가 다양한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상이란 하나의 관념에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하며16) 주

어진 정보 이상의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지적 능력에 의

한 연상의 과정은 시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육면체를 안다는 것은, 연상의 과정을 통해 육면체의

세 면밖에는 볼 수 없는 단일한 시점을 넘어 부분적인 정보를 전체의 구

조로 확장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면을 보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지식17)이 내가 생각하는 일차적인 연상이고 이는 주로 물리적인

구조의 파악에 해당한다. 일차적인 연상의 과정에 의하면 콜라주 작업을

보았을 때 보이지 않는 면들과 제작 과정의 순서를 유추할 수 있다.

확장된 의미의 연상은 심리적이며 감상적인 것으로 물리적인 공간의 파

악을 넘어선다. 레싱은 예술가들에게 선택된 충만한 순간은 관객에게도

가장 큰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순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 앞의 책(주13), p. 1

1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17) 로잘린드 크라우스, 『현대 조각의 흐름』, 윤난지 역, 예경, 1997,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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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은 예술가가 재현한 그 순간으로부터 그 안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아야 한다18)는 것이다. 이것은 작업이 제작된 보이지 않는 구조와 형

식을 파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칼람이 타이어자국, 도

로의 글씨의 모양을 추상적으로 옮겨오는 것과 같이, 추상화된 형태는

이들이 추상화되기 이전의 대상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녀의 얼

룩이 생길 때 발생하였던 도시의 사건과 얼룩이 증발이 상징하는 사건의

망각, 이러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도시의 문화까지도 포함할 수

있듯이, 추상화된 형태가 출발점이 된 대상의 확장된 맥락이나 의미하는

바까지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확장된 의미의 연상이다. 단

지 평면으로서 회화를 떠나 관객의 자율적인 참여로 연상의 지점이 되는

회화를 나타낸다. 제한된 정보를 지닌 하나의 물리적인 화면은, 레싱의

말처럼 상상의 폭이 가장 크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관

객을 필요로 한다. 이 순간은 관객이 예술가의 의도로부터 그것을 새롭

게 확장시키는, 감상과 수용 단계에서의 생산적 과정과 연결되는 순간이

다.19) 추상화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연상의 가능성이 있고 이의 확

장을 관객에게 돌리는 점에서 작가-작품-관객으로 이어지는 확정된 방

식이 아닌 작품과 관객이 소통하는 방식이 된다.

이와 같이 추상 이미지는 연상의 가능성을 가진다. 여러 가지로 해석되

어질 수 있는 추상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명확한 시각적인 정보에 기반

한 연상을 함으로써, 대상과 의미를 확장하는데 나는 이러한 것을 관객

에 의한 “연상 작용”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하나로 정의

되지 않는 다채로울 수 있는 감상의 방법이다. 이에 관해서는 3장에서

18) Lessing, Gotthold Ephraim. 1836. Laocoon: An Essay on the Limits of

Painting and Poetry. trans. William Ross. London, Ridgeway. 이현진, “시각

예술에서의 시공간 인식: 현재성, 순간성, 통로의 경험, 그리고 실시간성,

SPACE 532, 2012, p. 102.에서 재인용

19) 앞의 책(주17),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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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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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수영장>, 2009, 종이위의 펜, 215.9 x 279.4cm

III. 일상적 이미지의 추상화

1. 주관적 기록으로서 이미지의 포착

3장에서는 2장에서 다룬 이미지를 보는 방식과 추상에 관한 생각을 바

탕으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초창기 작업은 텔레비전 쇼 안에 등장하는 사물이나 사

건을 드로잉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수영장>(그림2)은 이와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수영장의 공간을 구획하고 그 안에서 다이빙하는 사람

의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이와 같이 일상에서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법

한 소재의 선택은 작업의 전반에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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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9 다이빙하는 사람- 이미지스틸

일상을 소재로 이용하는 시도는 20세기 초 다다로부터 시작해 초현실

주의를 거쳐 60년대의 팝아트로 이어졌다. 그러나 일상이라는 화두는 보

다 본격적으로 20세기 중반 이후, 이데올로기나 지배적인 담론을 벗어나

역사적으로 간과되었던 개인적인 삶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해와 관심

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지기 시작하였고20) 1990년대 중반이후 ‘일상’이

라는 제목의 11회 시드니 비엔날레(1998), 테이트 브리튼의 ‘이와 같은

나날들’(2003)을 비롯하여 여러 미술관의 단체전시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등장하며 현대의 미술과 보다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다.21) 이로서 사소하

고 반복적인 사건들로서 특별하지 않다고 여겨져 간과되어진 일상적 삶

의 부분이 본격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하였는데, 일상은 다양한 삶의 형태

만큼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었고 하나로 정의될 수 없는 다양한 특

성들이 논의되었다. 보잘 것 없고 가벼운 것이라 여겨졌던 사소한 행동

들에 가치를 찾고 숭고의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놀라운 우연이 일상적

삶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미술의 아이디어로 이용하거나, 재미

있는 것과 흥미들을 기록하여 일상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탐구해 나가는

과정에 관한 것이 되기도 하였다. 일상을 다루는 다양한 시도들은 광대

20) Stephan Johnstone, "Recent Art and the Everyday", In The Every Day.

ed. Stephen Johnstone, Whitechapel and The MIT Press, 2002, p.13.

21) 앞의 책(주20),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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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범위와 의미를 지니는 일상의 경계를 명확히 한정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그 총체적인 과정으로서 삶의 의미를 예술과 연관하여 숙고하려는

시도가 되었다.

18세기의 화가와 현재의 미술가는 이미지를 접하는 통로와 그 양에 있

어서 매우 다를 것이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등의 미디어를 통해 특정

한 범주로 한정지을 수 없는 수많은 이미지가 생성되고 소비되고 있으

며, 누구나 손쉽게 핸드폰을 통해 찍혀진 이미지를 사용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작업의 과정에서 새

롭게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보다 이와 같이 미디어를 통해 포착한 이미지

를 사용하는데, 이들은 만들어낸 사람의 특정한 관점을 포함하고 삶과

연관되므로 커다란 범위에서 일상적이라 할 수 있지만 내가 사용하는 이

미지들은 이들 중 한정적이다. 나는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사물이나 사

건에 대한 경험이 다양한 사람에게 반복되고 공유되어질 수 있다는 특성

에 주목한다. 때문에 특정 대상에 대한 나의 경험이 미디어 속 타인이

제작한 이미지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기되어질 때를 주목하고, 그 이미지

를 포착하게 된다.

수영장속 다이빙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이 덜

컹거리는 것을 느꼈다. 무심하고 유유히 흐르던 텔레비전 속 이미지들 중

유독 그 이미지가 뇌리에 꽂힌 채, 이미지가 흘러간 후에도 사라지지 않

았다. 분명 그 이미지는 종전에 본적이 없는 낯선 이미지였음에도, 몸의

어느 부분이 허해지는 듯 한 느낌과 몸의 움츠러듦을 감지했다. 이는 묘

한 감정과 의아함을 불러일으켰다. 그 이미지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무

엇이 있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러한 신체적, 감정적 변화는 높은 위

치에서 다이빙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나의 개인적인 경험 혹은 기억이 무

의식중에 발동되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 작가 노트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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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10 시간과 경험, 기록의 관계도

위의 작가 노트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나는 신체적인 경험과 일치하

는 이미지를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나의 직접적인 경험과

연결되고, 이를 포착하고 표현함으로써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주관적인

기록을 하는 것이 된다.(참고그림 9) 타인의 이미지와 나의 경험이 공통

되는 지점을 찾는 것은 이미지를 통한 일차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고, 이

기록들은 반복되어질 수 있는 경험을 다루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다시

관객과 공유되어질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나는 이와 같이 생활의 범

위에서 반복되는 경험을 연상시키는 소재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일상

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매일 사용하는 컵이나 가구가

날마다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며 어느 순간 특별한 인상을 품어낼 수 있

듯이, 동일한 경험을 나타내는 특정한 이미지를 드로잉으로 표현할 때

그 순간의 특수성과 개인적인 관점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특별한 개인적 관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교류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일상적인 이미지를 선택하는 것이나

결국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를 내보이는 것이다. 이는 완전한 차이점과

새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게 바라보는 사물 혹은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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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는 주관적이고 미묘한 변화이다.

드로잉 <불난 집>(그림3)은 친숙한 집의 이미지를 포착한 것이다. 이것

은 실제로 불이 난 집이 아니라 언제나 마주치게 되는 일반적인 벽돌집

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나, 빈집을 둘러보았을 때와 같은 미묘하고 낯

선 느낌이 드러났다. 이러한 지점이 대조적인 색상의 차이와 선등의 요

소를 이용하여 표현되었다고 생각했고, 새롭게 다가온 느낌을 기존의 집

에 대한 인상위에 담아보려 하였기에 <불난 집>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와 같이 개인적인 관점을 표현하면 관객은 자신의 경험이나 관점을 대

입하여 이 드로잉을 파악할 것이고, 이러한 생각이 공유되어지는 지점이

일상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이

러한 관점에서 일상적 이미지를 드로잉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이는 회화

의 형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개인의 판단에 의해 지나쳐가는 이미지를 포착하여 다룬다는 것은, 선

적인 시간의 흐름에 동반하여 범람하는 이미지들 속 개인적인 기록을 남

기는 것이다. 르페브르는 그의 저서 일상의 비평(Critique of Everyday

Life)에서 단일한 일상의 사건은 무한히 생성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22)

이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일상이라는 장소가 매우 광대하고 무질서하다

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접하는 이미지의 절대적인 양을 셀 수 없

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정 순간을 주관적인 기준에서 포착하고

개인적인 특성을 담아 기록하여, 이러한 순간들에 대해 재주목하며 타인

과 연결 되는 지점이 중요해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익

숙한 것을 보는 방식에 새롭게 접근할 수 있고, 간과되었던 부분에 주목

하고 개인의 삶의 흥미를 찾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적 삶의

순간에 충분히 주목하고 경험하여 자극이나 흥미를 삶의 내부에서 찾고

22) Henri Lefebvre, Critique of Everyday Life, London; New York: Verso,

1991,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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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불난 집>, 2009, 종이위의 펜, 215.9 x 279.4cm

집중하는 과정이 된다. 반복으로 점점 더 희미해지고 결국은 사라져 버

리는 일상적 사건들의 인상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순간적으로 포착되고

간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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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이어 개념와 이미지의 조합

우리는 더 이상 단일한 시각 대상이나 물질적인 세계나 단일하게 상상

된 세계를 보지 않는다23)는 찰리 알티에리의 말처첨, 일상은 단일한 사

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건과 이미지들이 각인되고(embed),

공유되고(shared), 끊임없이 변화하는(ever-changing) 장소로서 역사성24)

을 지닌다. 이와 같이 다채로운 일상의 특성을 포착하기 위하여 드로잉

으로 순간을 포착하였는데, 보다 복합적인 일상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담

아내보려 하였기에 하나의 화면에 복합적인 콜라주의 형식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다루는 콜라주의 방법은 컴퓨터로 제작된 이미지의 레이어 개념

에 따른다. 포토샵의 예를 들어 보면, 투명한 종이와 같은 개념의 레이어

는 하나의 평면을 만드는데 응용된다. 참고그림 11,12,13는 포토샵의 레

이어창을 캡쳐한 것인데 좌측의 이미지(참고그림 11)와 우측의 이미지

(참고그림 12)는 아래의 동일한 이미지(참고그림 13)를 나타낸다. 하나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좌측과 우측의 레이어창은 그 이미지를 보는 방식에

대해서 말해준다. 우측은 원본이미지와 같이 평면으로 이미지를 지각하

는 반면, 좌측의 레이어창은 평면의 공간을 레이어로 파악하는 공간의

개념을 보여준다. 여덟 개의 레이어가 쌓여 만들어내는 두께는 이러한 3

차원적인 공간의 느낌을 강조해준다. 레이어 생성의 제한은 없으므로 포

토샵 안의 레이어 개념은, 무한하다고 여기는 회화의 공간을 다루는 연

23) Charles Altiery, Postmodernisms Now: Essays on Contemporaneity in

the Arts, University Part,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3,

p.61. Vicky Perry, Abstract Painting, Watson-Guptill publications, 2005, p.99.

에서 재인용.

24) Sheringham, Michael. 2002. "Counfiguring the Everyday", 2007, In The

Every Day. ed. Stephen Johnstone, 141-147. London and Cambridbe,

Massachusetts: Whitechapel and The MIT Press. p.141.



- 24 -

(좌)참고그림 11 포토샵의 레이어창의 확장

(우)참고그림 12 포토샵의 레이어창의 병합

(아래)참고그림 13 포토샵의 레이어창의 원본이미지

구에 있어 핵심적인 축이 된다.

나는 평면의 작업을 제작하며, <참고그림 11>의 레이어의 두께가 만

들어내는 입체감처럼 공간을 상상한다. 이미지를 중첩하며 표현하는 콜

라주의 기법은 이와 같은 레이어 개념의 아날로그 방식이다. 이미지의

중첩으로 가려진 부분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위와 같은 레이어 개념으

로 보았을 때, 그 존재와 위치를 연상해 볼 수 있다. 쿠르츠 슈비터스

(Kurt Schwitters)및 입체주의 예술가들은 책이나 잡지의 이미지들을 오

려내어 떨어뜨려 만든 방식의 콜라주를 제작하였다. 나는 이러한 콜라주

의 전통에서도 영향을 받았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위와 같은 포토샵의

레이어에 영향을 받았다. 물론 포토샵의 레이어 개념은 전통적인 미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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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되던 공간을 다루는 방식에 의한 결과물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

지만 나는 포토샵의 개념을 먼저 배우고, 이를 이용해 전통적인 방식의

회화와 콜라주의 공간을 이해하는, 시간을 역행하는 방식으로 사고의 흐

름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유년기에 포토샵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 미술의

표현 방식에 대해 공부하게 된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수순이다. 이

러한 점에서 나의 작업은 기계를 개입하지 않고 직접 손을 사용하는, 아

날로그적인 미술 제작의 방식을 택하면서도 레이어를 이용하여 조합된

컴퓨터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조합의 방법은 큰 범위의 콜라주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20세

기 초반 입체주의자들의 콜라주는 존재하는 이미지들을 가위로 자르고

풀로 붙이고 재조합하는 과정을 지녔다면, 내가 다루는 콜라주는 컴퓨터

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여 쓰거나 핸드폰을 이용한다는 차이점

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요소

들을 이용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빌딩들>(그림 4)은 이와 같은 콜라주를 이용한 조합의 방식을 따라

제작된 그림이다. 도시의 건물과 간판, 가로수, 사람 등 일상적 이미지들

을 추상화한 드로잉(그림 5,6,7,8 참고)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그림으로서

주관적 기록으로서 포착된 이미지들을 레이어의 개념을 이용하여 표현하

였다. 컴퓨터로 제작된 잡지의 이미지(참고그림 14)와 조합방식을 비교

해보면 레이어를 이용하는 조합 방식에 있어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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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빌딩들>, 2009, 캔버스 위에 유채, 91x116.5cm

참고그림 14 컴퓨터로 제작된 잡지의 표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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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그림 5 <가로수와 빌딩>, 2009, 종이위의 펜, 215.9 x 279.4cm

(우)그림 6 <도로와 구름>, 2009, 종이위의 펜, 215.9 x 279.4cm

(좌)그림 7 <대화하는 사람들>, 2009, 종이위의 펜, 215.9 x 279.4cm

(우)그림 8 <가로수와 빌딩>, 2009, 종이위의 펜, 215.9 x 279.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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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지의 추상화에 의한 연상 작용

작업 초기, 일상적 이미지를 포착하는 드로잉의 빠른 속도에서 형태가

간략화 되고 변형되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추상의 아이디어는 진전되었

다. 대상의 객관적인 구조나 윤곽 보다는 주관적으로 포착한 점, 선, 색

상이 보다 강조되며 그 대상을 대표하는 특징으로 제시 되었고, 빠른 속

도와 개인적인 관점이 강조되었다. 기존 이미지의 특징이 변형된 드로잉

들(그림 5,6,7,8)이 조합된 회화는 <빌딩들>(그림4)과 같이 보다 적극적

인 추상적 특징을 띄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의 진행과정에서 일상적 이

미지를 추상화하는 것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생겼다. 일상적 이미지를

추상화하는 것은 일상이라는 것을 매개로, 절대적인 하나의 의견을 내세

우기보다, 하나의 대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겹치는 지점을 보다 적극

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샐러드>(그림 9)는 샐러드 이미지(참고그림 15)를 추상화한 그림이

다. 이미지를 추상화하는 방식은 추상의 대상이 되는 이미지에 기반을

두고 변형하는 것이지만, 그 배열의 방법에 있어서 매번 다르게 적용된

다. 이미지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이를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그 이미지의 특징을 파악하는 순간의 특성 또한 연관되기 때문

이다. 이미지를 추상화하는 하나의 확고한 방법을 정하는 것은 아닐지라

도 시작점이 되는 이미지의 특징들이 추상화에 사용된 방식에 대해 살펴

보는 것이, 일정 한계가 있더라도 작업 진행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기에 나는 이를 중점적으로 서술하여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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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샐러드>, 2010, 

캔버스 위에 유채, 91x116.5cm

참고그림 15 샐러드이미지

나는 추상을 만드는 시작점에서 추상의 과정이란 코덱이 적용되지 않

은 비디오파일처럼, 특정 이미지 단위들의 배열이 바뀐 것이라고 생각

한다.샐러드의 재료를 넣고 섞을 때처럼, 본래의 이미지에서 나온 각각의

재료와 단위를 선정하고 그 배열을 섞어봄으로써 화면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물론 그 표현의 정도에는 예측되는 지점이 있지만 하나하나의

부분은 명확한 의도에서 세심하게 배열된 것이라기보다, 순간적이고 즉

흥적인 특성에 의해 기존 배열의 방법이 변형된 것이다. 같은 색상과 동

일한 표현을 사용하여 샐러드 그림을 다시 한 번 제작한다면 그 배열의

방법은 또 달라질 것이며, 새로 만들어진 그림과 기존의 그림은 배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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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뿐 의미적으로는 동일할 것이다.

나는 구체적인 제목을 제시함으로써 제목과 추상화된 이미지의 관계를

연관 지어 본래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게끔 하며, 여러 시각적인 장치

들을 사용하여 관객이 추상 작업을 목격할 때 과도한 해석의 자유에 따

른 막연함으로 작업과의 연결성을 놓아 버리는 지점을 모면하려 한다.

배열과 형태가 바뀐 경우에 본래의 이미지를 가장 유사하게 암시하는 장

치는 바로 색상이다. 샐러드이미지(참고그림 15)의 색상은 추출되어 그

림에 적용된다. 드레싱은 흰색으로, 구워진 닭고기는 주황색과 갈색으로,

식탁보는 보라색으로, 후추는 검은 점으로 표현되어 이미지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색상으로 치환되었다. 이미지를 선택할 당시, 야채를 중심으로

사용된 색상의 조합과 보색의 사용이 샐러드 사진의 특징-야채를 신선

하게 보이게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점에 중점을

주어 색상을 사용하였다. 색상의 사용은 회화로 표현되어지는 과정에서

온전히 똑같이 사용되기는 힘들더라도, 가능한 본래의 이미지와 가까운

색상이 사용되었고 이것이 본래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 힌트가 되기

를 의도하였다.

그림 안에서 사용되는 제스쳐의 표현적인 면 또한 대상이 되는 이미지

를 연상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이러한 표현은 추상표현주의자들에 기반

을 두지만 영웅적 제스쳐의 특징이나 극적으로 주관적인 감정, 숭고에

관한 것이 아니며, 직접적으로 샐러드를 뒤섞는 일상의 움직임에서 온

것이다. 특정한 방식으로 연상되어지는 일상적 움직임을 화면의 표현과

연결하여 본래의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이미지의 질감(야채의 질감, 식탁보의 평평하고 매끄러움,

드레싱의 수분감, 굵은 후추의 거칠음 등)도 제스쳐의 정도나 윤곽에 영

향을 미친다. 울퉁불퉁한 질감은 보다 거칠은 붓놀림과 윤곽으로 표현되

고 매끈한 질감은 평평한 물감의 면과 직선의 윤곽선으로 표현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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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미지의 사진 상의 배열과 초점이 맞는 방식 등도 추상화된 화면 안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목, 색상, 제스쳐, 질감, 윤곽, 초점등 일부를 제외하고 추상화의 과

정이 진행되는 모든 단계를 세밀하게 밝히는 것은 힘든 일이 된다. 그

이유는 모든 관계를 명확히 사전 설정하고 진행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시

작하며, 이미지를 추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셀 수 없는 순간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이해

의 과정 자체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추상화하는 과정은 하나의 이미

지의 시각적인 특질과 표면적 특성을 연구하고, 그 이미지 자체를 분석

하고 이해함으로써 그 이미지가 나타내는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호기

심을 발휘하는 과정이 된다. 총체적으로 본다면, 기존의 이미지에서 영향

을 받고 그 특징들을 가져오기에 대개 대상이 되는 이미지를 보면 그 시

각적인 유사성이 납득되어지는 정도를 목표로 추상화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미지를 추상화할 때 다양한 암시의 방법을 사용하면 관

객은 연상의 방법을 통하여 본래의 시작점이 되는 이미지를 상상하게 된

다. 하나의 일상적 사물이나 사건을 그대로 제시할 때와 달리, 추상화된

이미지로 인해 연상된 사물이나 사건은 본래의 이미지와 같을 수 없는

다양한 인상을 지니게 되며 관객의 참여라는 지점이 중요해 진다. 이와

같이 작품과 관객의 교류를 강조하는 자세는 로잘린드 크라우스의 통로

(passage)의 개념에서도 보여진다. 그녀는 통로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통로’에 대한 접근은 복도와 같이 실제 걸을 수 있는 길과 같은 물리적 공간

도 되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관객 스스로가 자신과 조우하는 명상적 시간

의 통로에 대한 경험이기도 하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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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작품을 지각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이는 작품과 그를

감상하는 관객과의 맥락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녀가 통로 개념을 제

시한 책, 『현대 조각의 흐름』에서 현대의 조각의 특징으로 통찰해낸

것은 바로 관람자가 경험을 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시간’의 요소이다.26)

이 시간은 작품으로부터 자신을 반영하는 시간인 동시에 작품과의 상상

적인 상호작용을 갖게 되는 시간이다.27) 크라우스가 말하는 이와 같은

경험은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주인공 마르셀이 노력하여도 떠오르지 않던 어렸

을 적의 기억이 우연히 먹은 마들렌을 먹자 한순간에 떠오르게 된 것을

언급하는데, 나는 이와 같이 시각적 연상의 과정이란 의도적인 언어로

기술되는 것보다 관객이 자발적인 태도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

다. 따라서 관객에게 구체적인 관람의 방식이나 설명을 제시하는 것보다

시각적인 실마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경험과 기억을 응용한 기

존과 같을 수 없는 이미지를 연상하게끔 만들고 싶은 것이다. 추상화와

본래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만드는 시각적인 장치의 사용은 하나의 이미

지와 인상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끔 응용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강조하기 위해 실제로 겪었던 일상적인 경험과 일치되

는 이미지를 미디어에서 포착하였는데,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지 않

고 타인의 관점을 이용함으로써 일상에서는 유사한 경험이 반복되고 공

유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다. 반복과 공유라는 특징은, 일상적 생활에

서 경험했을 법한 소재를 사용하기에 관객에게도 적용되며 친숙하게 다

25) 앞의 책(주17), p. 69.

26) 앞의 책(주6), p. 7

27) Lessing, Gotthold Ephraim. 1836. Laocoon: An Essay on the Limits of

Painting and Poetry. trans. William Ross. London, Ridgeway. 이현진, “시각

예술에서의 시공간 인식: 현재성, 순간성, 통로의 경험, 그리고 실시간성,

SPACE 532, 2012, p. 10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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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16 줄리 머레투, <아틀란틱 월>, 2008-2009, 

캔버스 위 잉크와 아크릴, 304.8x426.7cm

가갈 수 있는 것이고, 관객이 자신의 경험이나 기억을 통해 작업을 해석

하게 만드는 연상 작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나는 크라우스가 “통로”개념과 같이, 상호작용하는 관객의 존재를 중

요시하지만, 이를 조각적인 범위가 아닌 회화의 범위에서 다룬다. 즉, 일

상적 이미지들이 조합되어 있는 물리적인 화면을 바탕으로 연상되는, 어

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이며 인식적인 연상이 일어날 수 있는 대

상으로 회화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앞서 레싱, 크라우스, 많

은 미니멀리스트 예술가들이 이미 탐구해 왔던 분야로 그 명명법과 관점

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가 있을 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관객의 경

험을 중요시 하는 이러한 입장에 관해 레싱은 “어떤 성질이 잉태된 순간

(the pregnant moment)"으로 마이클 프리드는 ”연극성(theatricality)"으

로, 로잘린드 크라우스는 ”통로(passage)“로 이야기 했다.

구체적인 형상을 드러내지 않고 연상의 방법을 통해, 그 이미지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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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내용을 파악하게끔 추상적 이미지가 적용된 예는 최근의 많은 현대

미술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줄리 머레투

(Julie Mehretu, 1970-)의 작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틀란틱 월>(참

고그림 16)에서 가느다란 선, 폭발 혹은 연기와 같은 형상, 기하학적인

도형은 빌딩의 형상, 거리의 모습 등에서 온 것이다. 컴퓨터로 만들어진

건축적 이미지들이 투사되어 추상적으로 그려진 드로잉은 내부와 외부가

뒤섞인 공간이자 특정한 사건의 현장과도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러한

사건의 지도와도 같은 머레투의 그림을 보면서 메를로-퐁티가 길에 관

하여 적은 부분이 떠올랐다.

내 앞에 지평선을 향해 펼쳐져 있는 길을 보고 있을 때, 나는 그 길의 양쪽

측면들이 점차 서로 접근하는 것으로 나에게 주어졌다고 말해도 안 되고, 평

행하는 것으로 주어졌다고 말해도 안 된다. 그 양 측면들은 깊이 속으로 평

행한다. 이것은 원근법적인 외관을 단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평행현상을 단정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길 그 자체에 빠져들어 가면서도, 나는 그 길의 가상

적 왜곡현상을 통해 그 길에 밀착한다. 깊이라는 것은 이 같은 의도자체, 즉

길에 대한 원근법적인 투사나 ‘실제의’ 길 어느 한쪽으로도 규정하지 않으려

는 의도에 있는 것이다.28)

위의 글처럼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원근법을 이용하는 환영적인 공간의

효과와 지각에 의해 평행하다고 파악한 구조를 빼고 나면 그 길을 경험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은, 도시에 있어서 구체적인 거리

의 형상이나 지도와 구체적인 축척을 빼면 무엇이 남는가에 대한 의문으

로 연결 되었다. 도시를 사진이나 지도 없이 과연 어떻게 경험할 것인

가? 아마 이러한 표현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은 바로 머레투의 그림이 될

28) Maurice Merleau-Ponty, Phenomenology of Perception, London:

Touteledge & Kegan Paul, 1962, p.5. 로잘린드 크라우스, 『현대 조각의 흐

름』, 윤난지 역, 예경, 1997, p. 27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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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녀의 작업은 빌딩의 형상, 거리의 모습을 추상화하여 빌려오고

조합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관객은 사건의 현장이 되는 도시가 겪은

고고학적인 변화나 재건축의 역사, 소멸을 나타내는 과거의 흔적까지도

확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관객은 시각적인 단위들, 즉 선과 기하학적

인 모양을 따라가며 이러한 요소들이 움직이는 듯한 살아 있는 공간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메를로-퐁티의 표현과도 같이 “깊이 속으로 평행

하는” 도시의 구조를 평면에서 효과적으로 경험하는 길이다. 구체적인

대상에서 시작하였지만, 추상적 이미지의 특징으로 인하여 관객이 풍부

한 연상의 과정을 통해 도시라는 범위 안에서 주관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열려진 감상의 결과가 되는 것이다.

줄리 머레투가 보다 공적인 공간을 거대한 사이즈의 화면에서 다루었다

면, 영국의 화가 케이티 모랜(Katy Moran, 1975-)은 상대적으로 친숙한

사이즈의 그림에서 보다 개인적인 공간을 다룬다. 그녀의 추상화된 그림

들은 익숙한 구상적 형태에 관한 것들이다. 주로 제목에서 이미지의 출

처를 확인 할 수 있는데, 그녀는 인터넷, 디자인잡지, 직접 찍은 사진 등

에서 영감을 받는다고 한다. 이 시작이 되는 이미지는 작업의 과정에 따

라 다른 참조 이미지들과 얽히며, 다층의 레이어로 만들어진다. 그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 혹은 이미지가 사라진 작업을

만들어 낸다. 그녀의 작업은 그녀 자신이 구상적인 요소를 확인할 수 있

을 때만 끝이 난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추상적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

에 작품과 관련해 관객이 자신의 고유한 이야기를 작품과 연관 지을 수

있도록 하는데 관객들은 주로 미술사적인 순간이나 제목에 근거한 근원

이 되는 이미지를 연상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그녀의 작업의 과정이

내가 나의 작업에서 생각하는 일상적 이미지의 포착과 사용, 그리고 그

이미지들을 복합적인 레이어로 조합하는 것과 유사한 지점을 지니며 일

상적 사건이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의 작업과 연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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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17 케이티 모랜, <광대와 친구>, 2010, 보드 위 아크릴, 63x41cm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불꽃놀이>(그림10)에서 나는 형형색색으로 터지는 밤하늘의 불꽃놀이

와 국기, 섬, 빌딩의 이미지를 추상화 하였고, 동시 다발적으로 폭발하고

사라지는 불꽃의 현장을 하나의 화면으로 조합하였다. 불꽃과 국기들, 불

꽃놀이의 장소가 되는 섬과 빌딩의 색상과 이미지들은 밤하늘과 뿌옇게

흩어지는 연기들 사이에서 사라지고 나타나는 것을 반복하였고, 이는 단

지 시각적인 경험뿐 아니라, 밤하늘의 서늘한 온도, 매캐한 연기의 냄새,

떨어지는 재의 촉감 등 다채로운 감각이 어우러지며, 축제적인 기분과

흥분이 폭발이라는 인한 위험요소와 얽히며 만들어지는 긴장의 상황이

되었다. 우연히 목격한 불꽃놀이의 사진이미지에서 이러한 감각을 재경

험하게 되었고, 이 경험은 관객에게도 반복될 수 있는 소지의 것이라 생

각하였다. 이 이미지에서 색상을 직접적으로 가져오고, 불꽃이 퍼지고 연

기가 올라오는 움직임을 제스쳐의 도입으로 표현하려 하였으며 밤하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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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게 퍼진 불꽃의 위치를 화면의 배열에 도입하여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추상화의 과정은 연상의 방법을 통해 관객이 불꽃놀이라는 이미지

를 떠올리게 만들기 위한 것인데, 로빈슨 제퍼스(Robinson Jeffers,

1887-1962)의 시를 읽었을 때 연상되는 폭발에 관한 이미지들이 각각의

개인마다 다르듯, 연상의 과정을 통해 상상되어지는 불꽃놀이의 이미지

를 다양화하고 주관화 하는 과정에서 추상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폭발을 표현하는 방법은 없다.

모든 것은 화염의 포효안에 존재하고,

극심한 파편들은 서로에게서

각기 다른 하늘로, 새로운 우주로 도망한다.

검은 밤하늘의 품은 보석같이 반짝이고

고난의 파편들은 바깥의 성운으로 멀리 도망한다.

(중략)

불꽃놀이과 폭발에 우리가 매료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울부짖는 화염으로의 향수인지도 모른다.29)

대상이 되는 일상적 이미지를 그대로 내어 놓지 않고, 추상화하여 표현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의 감상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들을 적극 이용

하기 위한 시도이고 감상의 열려진 결과로 이어진다. 추상의 방법을 사

용하는 것은 기존의 구체적인 이미지가 개념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인 요소들로 확대 해석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함으로 이미지의 연상

과 경험 자체에 중점을 두기 위해 사용되어진 것이다. 추상화되는 과정

에서 작가의 주관적인 표현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는 대상의 시각적 특질

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들의 배열이 바꾸어 조합된 결과물로써, 주관

적 표현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추상을 통해 일상적 소재를 보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강조하고 시각적 표면의 변화 속 변하지 않는 이미

29) Jeffers, Robinson, The Beginning And The end, and Other Poems, New

York; Random House.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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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불꽃놀이>, 2010, 캔버스 위에 아크릴과 유채, 268x145.5cm

지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사고를 촉진하며 관객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

다.



- 39 -

IV. 연상 작용의 강조

1. 스텐실 기법

나는 관객을 연상 작용을 촉발할 수 있는 작업의 축으로 파악하고 중시

하는 것에서 관객이 단일한 평면이미지 이상의 다양한 인상을 목격하길

바랬고, 평면을 기반으로 제작된 3차원적인 암시와 표현에 대한 관심을

늘 지니고 있었다. 이는 마치 예술가의 심리적 내면과 회화의 착시적 내

면을 유사물로 보아 회화를 그 두 개의 유사한 내적 공간의 깊은 곳30)

으로 파악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나의 회화는 관객의 연상 과정을 바탕

으로 특정 소재에 관한 이미지를 연상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므로 실제

적 공간의 투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러한 연유로 평면적 특성

과 3차원적인 표현의 단편들이 공존하는 비합리적인 공간의 표현의 형식

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하나의 이미지에서 다양한 인상을 파악하는

연상 작용의 확장을 위한 표현이며, 회화에서 스텐실 기법을 이용하여

표현되었다.

스텐실(stencil) 기법은 종이에 어떤 물체의 모양을 그린 다음, 그 그림

부분을 잘라내어 구멍을 뚫고, 그 위를 잉크나 그림물감을 묻힌 롤러로

문질러서 물체 모양을 표현하는 방법31)이다. 종이테이프나 시트지의 사

용으로 특정한 모양을 만들고 구멍을 내어 물감을 채워 넣는 방법으로

스티커와도 같은 2차원인 특성을 강조하였고 이는 회화에서 3차원의 환

영적인 속성과 2차원의 속성을 동시에 이용하는 방법이 되었다. 배경에

3차원적인 특성이 드러나면 그것과 대조되는 2차원성을 강조하는 스텐실

기법을 사용하였고, 또한 동시에 3차원적인 스텐실 기법을 사용한 부분

30) 앞의 책(주17), p. 300.

31) 두산백과사전 두디피아 http://www.doop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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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돌고래>, 2011, 캔버스 위에 유채, 72.7x60.6cm

들을 서로 충돌시킴으로써 이것이 실제적 공간에 관한 것이 아님을 강조

하였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돌고래>(그림 11)가 있다. 이는 바다 속 유영하는

돌고래를 나타낸 그림이다. 백색빛의 모래사장과 붉은 산호들, 푸른 빛의

광활한 바다가 어우러진 이미지에서 영향 받은 3차원적인 공간의 암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배경이 되는 부분을 얇은 물감의 층을 여러겹으로 겹치

어 흐릿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지점에서 공간을 암시하는 환영적 효과

를 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시에 중앙 아랫부분의 검은색 형태군

에서 이러한 효과를 깨는 2차원적인 특징을 드러낸다. 종이콜라주의 방

식을 형태의 윤곽을 테이프로 붙이고 그 안쪽을 평평한 물감의 면으로

메우는 스텐실기법으로 응용하자 마치 종이와 같은 효과를 내었다. 이

스텐실된 물감의 부분은 흐릿해진 배경의 부분과 확연히 구분되면서도

평면적인 특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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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회화의 공간에서 환영적인 깊이를 일으키는 3차원적인 표현

과 2차원적 속성을 동시에 사용하는 연구는 <첫번째 비행>(그림 12)에

서도 나타난다. 다만 이전의 <돌고래>가 스텐실의 기법을 사용하였다면,

<첫번째 비행>에서는 스텐실 기법과 물감의 제스쳐를 동시에 사용하였

다. 제스쳐가 역시 스텐실된 하나의 형태로 사용된 것인데, 평평한 표면

과 달리 제스쳐가 담는 물감의 질감효과나 요철은 그 자체로서 입체적인

효과를 내면서도 흐릿한 배경으로부터 형상을 또렷이 분리하여 2차원적

인 효과를 가져 왔다. <첫 번째 비행>에서는 <돌고래>에 비해서 돌출

되는 형상이 다양화 되었고 배경도 다양한 깊이 수준을 지니게끔 다양한

색상의 사용과 변화를 주었다. 예를 들면 흰색은 대개 앞쪽에 놓여 있는

것으로 지각되는데32) 이와 같이 돌출색과 후퇴색 등 색상의 배열을 조

정함으로써 다양한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연상 작용의 강조를 의도하였

다. 이는 보다 복잡한 심리에 따른 평면적 분리에 관한 실험으로써 진행

되었는데, 다양한 면들이 각기 어떤 깊이에 놓여 보이느냐 하는 것에 대

한 표현은 직관적이고도 의식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에 따르는 것이기 때

문에, 실행의 과정을 통한 규칙과 표현의 방법으로 확인해야만 배열의

효과적인 조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관적인 표현으로써 회화

에 3차원성과 2차원성을 동시에 도입하여 다양한 깊이감을 연구하는 이

러한 방법은 그 실험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과정이 되었다.

         

32) 앞의 책(주1), p.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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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첫번째 비행>, 2011, 캔버스 위에 유채, 91x116.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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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18 존 챔벌레인, <Mr.Moto>, 

1963, 철판 위의 페인트와 크로미늄 코팅, 73.7x76.2x68.6cm

2. 팝업 구조

앞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나의 작업은 평면에 기반을 두면서 일부 3

차원적인 작업의 특성에서 영향을 받았다. 도날드 저드는 후기-모더니즘

회화와 연관하여 그의 3차원적 특수한 사물들을 제작하고 이를 회화도

조각도 아닌 것33)이라고 하였는데, 그가 본받고자 한 모범 사례의 목록

들 중, 로버트 라우셴버그, 존 챔벌레인, 프랭크 스텔라의 작업은 나에게

2차원과 3차원을 동시에 다루는 방향으로 작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전

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2012년 4월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열린 존 챔벌레인(John

Cahmberlain, 1927- )의 회고전을 직접 관람할 기회가 있었다. 그의 철

판으로 만들어진 조각물들은 1960년대 이후로 비평적인 논의에 거론되며

유명해졌는데, 그의 작업은 미술사속 추상 표현주의와 미니멀리즘을 거

33) 앞의 책(주6),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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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왔지만 여전히 살아 숨 쉬는 동시대의 작업으로 다양한 관점을 시사

해 주었다. 어떤 이는 그의 조각을 미니멀 아트의 관점으로 보지만 그의

작업은 또한 3차원적으로 만들어진 추상표현주의적인 특징을 지니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고정되지 않은 가치를 지닌 기존의 양식을 현재적

인 관점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존 챔벌레인은

구겨진 강철 표면을 삼차원의 거대한 피막으로 부풀리는 방법에 의해서

비합리적인 입체감각을 만들어 냈다34)는 로잘린드 크라우스의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의 작업은 나에게 2차원의 면이 어떻게 3차원적으

로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인상을 심어주며, 차원의 속성을 이용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보다 보편적이고 타당한 작업의 속성이 될 수 있

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것이 회화가 되었든 조각이 되었든 간에, 2차원에서 3차원적인 요소

를 다룬 미술가들은 여럿 존재한다. 존 챔벌레인이 미니멀리즘이나 추상

표현주의적인 관점으로 이해되는 것은 그 시대를 거쳐 왔다는 이유도 있

지만, 그의 작업에서 형식과 물질성을 비롯한 추상적인 특성 그 자체가

내용적인 특성보다 강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에 반해, 보다 회화적이

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3차원적인 요소들을 적극 끌어들인 현대 예술가로

는 엘리자베스 머리(Elizabeth Murray, 1940-2007)가 있다. 그녀는 조각

작품과도 같은 다양한 모양의 캔버스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천을 씌움으

로써 3차원적인 개념을 내포한 2차원의 작업을 만들었는데(참고그림

19), 컵이나 개 등의 보다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소재를 다룬다는 점에서

나와 보다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허문 예는 리 본테쿠(Lee Bontecou, 1931- )의 경우에서도 나타

난다.(참고그림 20) 그녀는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재생된 재료들로 만든

조각과도 같은 구조물을 회화와도 같이 벽에 걸어놓은 작업으로 유명하

34) 앞의 책(주17), 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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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참고그림 19 엘리자베스 머리, 

Landing,1999

(우)참고그림 20 리 본테쿠, Untitled, 

1962 캔버스 위의 철. 68 x 72 x 30 in

(아래)참고그림 21 로터 메겐도르퍼 

(Lothar Meggendorfer)의 책의 일부

다. 이들 미술가들의 작업에서의 관심과 같이 2차원과 3차원을 넘나드는

표현의 방식은 나의 작업에서도 깊은 연관을 가진다.

나는 평평한 그림의 환영적인 특징과 평면적인 특징을 동시에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위의 작가들의 영향에서 경험적인 공간의 보다 적

극적인 확장을 위해 2차원을 기반으로 한 3차원의 형식적인 확장에 대하

여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평면을 구조물과 같이 그 자체

로 깊이가 있게 배열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일종의 회화주의(Pictorialism)35)를 기반으로 하였고, 팝업북(pop-up

book)에서 사용되는 팝업(pop-up)의 형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팝업이

35) 회화의 상태를 지향하는 경향이라는 의미. 앞의 책(주17), p.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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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수영장>, 2009, 종이위의 펜, 21.5x27.9cm

란 팝업북(pop-up book)안에 만들어진 접히는 종이구조물을 일컫는 말

이다. (참고그림 21) 책을 움직이는 사람의 물리적 행동에 의해서, 책을

폈을 때는 팝업 구조물이 입체로 펴졌다가 책을 닫으면 이 구조물이 접

히며 평면으로 납작해지는 구조를 지칭한다. 팝업의 형식은 양감을 실제

적으로 보여주는 조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평면이 가지는 특징과 평면에

행해지는 콜라주의 느낌을 그대로 공간에 적용하는 것이다. <수영장>

(그림 13)은 모티브가 되는 드로잉(그림 2)를 팝업의 형식으로 만든 가

장 처음의 시도이다. 드로잉에 쓰여진 색상을 응용해, 수영장에 물의 튀

긴 형태, 다이빙을 하는 순간적인 특성을 팝업의 형식으로 만들어 보았

다. <꽃병>(그림 14)은 이와 같은 제작의 관점에서 하나의 드로잉이 어

떻게 팝업의 형식을 이용하여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험한 다른 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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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일 수 있는(movable) 책의 시초는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철

학을 기술하기 위한 종이로 만들어진 장치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팝업은 20세기 후반에 어린이들을 위한 형식으로서 팝업이 정착되

기 이전에는 특정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였다. 내가 사용하는 팝

업도 이러한 맥락에서 평면에 관한 특정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

졌다. 평면의 형식을 응용하여 회화의 공간에 대한 지각방식을 보다 물

리적으로 표현한 방식인 것이다. 팝업 형식의 작업은 입체로 보이지만

언제나 평면의 특성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평면 작업이 가

진 특징을 그대로 가져온다. 포토샵의 예를 들어보면, 확장된 레이어의

창은 (참고그림 11) 쌓여진 레이어의 두께로 인해 3차원적인 특징을 지

니는데, 이는 펼쳐진 팝업이 입체로 보이는 것과 동일하다. 3차원적인 환

그림 14 <꽃병> 연작, 2009~2012, (좌)나무위의 페인트, 60x150cm / (우측 위)종

이위의 펜, 21.5x27.9cm / (우측 아래)종이 위의 펜,스프레이 페인트 31.8x46.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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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지니지만 이는 결국 2차원으로 회귀하는 평면에 관한 것이 된다.

확장된 레이어창에서 포토샵의 이미지의 병합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참

고그림 12), 팝업을 접음으로써 존재했던 환영적 입체감이 결국은 평면

에 속해있는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레이어를 이용하여 이미

지를 조합하는 방식과도 연관된다.

로터 메겐도르퍼(Lothar Meggendorfer)의 책(참고그림 21)을 보면, 팝

업은 2차원과 3차원의 관계를 다루지만 이는 일종의 비합리적인 입체감

각에 기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로터 메겐도르퍼의 책과 <수영

장>(그림 13)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나의 작업은 추상적인 특징을 띄는데,

이는 본 논문의 앞부분에서 서술되었던 추상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는 것

이 된다.

<연꽃>(그림 15)은 일상에서 접한 연꽃과 연못의 이미지를 포착하여

추상화하고 조합한 작업이다. 이는 팝업의 형식을 띄고 있는데, <수영

장>(그림 13)의 팝업이 보다 드로잉과 유사한 특징을 지녔다면, <연꽃>

은 물감의 사용을 첨가함으로써 앞서 이야기 했던 회화적인 표현의 가능

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팝업의 형식을 이용하면서 드로잉, 회화,

팝업의 구조가 모두 하나의 동일한 태도에서 제작된 것이라는 확신이 들

었다. 바로 일상적 이미지를 조합하고 추상화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존

재할 수 있는 공간의 가능성에 대해 연구한다는 공통점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연꽃>에서 나는 작업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들을 총체

적으로 결합한 통합된 작업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이후 형식의 융합과

연속화가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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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연꽃>, 2011, 나무판위의 종이, 물감, 펜, 30 x 6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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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22 로버트 라우셴버그, <Factum I>, 1957, 컴바인 페인팅, 156.2x90.8cm

참고그림 23 로버트 라우셴버그, <Factum II>, 1957, 컴바인 페인팅, 155.9x90.2cm

3. 형식의 융합과 연속화

(1) 시리즈: 또 하나의 독립된 복제

나는 이미지를 포착할 때, 주로 미디어를 통하는데 이들은 주로 핸드폰

을 통해 찍혀지고 컴퓨터를 통해 다운로드 된 디지털 이미지들이다. 이

러한 이미지들을 접하는 것은 21세기에 들어 매우 보편적인 경험이 되었

고, 이러한 미디어에 속 이미지들에 의해 새로운 경험들이 획득되는 것

은 일반적인 일이다.36) 이러한 이미지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36) 심혜련,『사이버 스페이스 시대의 미학』, 살림, 2006,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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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과 복제물의 구분이 없다는 것인데, 끊임없이 복사될 수 있으며 품

질에도 차이가 없다. 만들어진 날짜를 확인하는 방법만이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길이다.37) 나는 이미지를 컴퓨터에서 복사하여 메일을 보내고,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메신저를 통하여 친구들과 공유하며 연속적인

이미지의 생산에 참여한다. 앞서 코닥과 추상을 연결하고, 컴퓨터 레이어

를 전통적인 콜라주로 연결했듯, 디지털적인 아이디어를 작업의 과정에

서 아날로그화 하여 연속적인 작업을 만들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연속적인 이미지의 제작은 미술가에게 있어 이미 익숙한

일이다. 클로드 모네로부터 잭슨 폴록에까지 이르는 미술가들이 인상을

물화된 자연으로부터 얻어내는 와중에, 그 분투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연속적인 특성을 지닌 작업의 군을 만드는 것이 그러하다.38) 도널드 저

드는 대량복제 시대의 상품의 생산방식에서 영향 받은 “하나 뒤의 하나

(one thing after another)"라는 경구로 작업에서의 반복의 방법을 묘사

한다.39) 앞서 드로잉에서 팝업으로 확장하는 연속된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미지의 연속성 혹은 복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이를 라우셴버그의 작업을 보며 보다 발전시키게 되었다.

1957년에 제작된 로버트 라우셴버그(Robert Rauschenberg, 1925-2008)

의 <Factum I>,<Factum II>는 아마 가장 유명한 시리즈 작업 중의 하

나일 것이다. 컴바인(Combine)으로 대표되는 라우셴버그의 콜라주의 사

용은 이 작업에서도 드러나는데, 그의 사진의 사용은 모더니스트의 균일

한 화면을 떠나, 여러 다른 종류들로 이루어진 세상의 자극들을 담는

다.40) 그는 이 두 개의 그림을 만들면서 그 방식과 재료를 사용함에 있

어, 정확히 똑같은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반복하지도 않았고 완전히 다

37) 윌리엄 J. 미첼,『디지털 이미지론』, 아이비스 코퍼레이션, 1997, p. 46.

38) 앞의 책(주6), p. 114.

39) 윤난지, 『추상미술과 유토피아』, 한길아트, 2011, p. 394.

40) Neil, Jonathan T.D, "Factum II Factum I", Modern Painters December,

2005,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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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두 개의 그림을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들을

만들며 피할 수 없고, 실제로 창작의 과정에 있어서 -앞서 모네와 폴록

의 예를 든 것처럼-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반복과 차이 그 자체를 담아

내려 한 듯하다.41) 나는 그의 물감의 뿌려짐에 있어서 완벽히 똑같이 형

상을 반복하여 만들어 낼 수 없는 사람의 손의 존재를 느낀다. 그의 작

업은 기계화 표준화되던 사회에서 복제의 논리를 감지하고 이를 이용하

지만 동시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로, 나

는 원본과 복제본이 차이를 두지 않는 복제가 너무나 당연한 시기에 살

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들을 개인화하고 직접적인 손의 특성을 가

미한 연속물을 만드는 것에 더욱 관심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정리해보면,

나는 드로잉을 팝업으로 확장하거나 드로잉을 회화로 옮기는 것에서 바

로 이런 연속적인 작업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 라우셴버그의 시

리즈 작업을 보며 이러한 연속화가 같은 아이디어를 다루면서도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덧붙여 형식적인 공통점도 발견

할 수 있는데, 그가 컴바인을 제작하며 물감을 사용한 것이 비정형의 극

을 달리는 추상표현주의자들이 이용했던 제스쳐와도 연결이 되지만 이러

한 특징이 콜라주의 형식속에서 드러나듯이, 나의 작업에서도 물감으로

만들어진 제스쳐의 사용, 콜라주의 기법등이 드러난다. 라우셴버그가 컴

바인(Combine painting)으로 3차원적인 요소를 직접 가져다 붙이는 방법

을 사용했다면, 나는 회화 혹은 팝업의 공간의 3차원적 요소를 다룬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하여 같은 소재와 이미지 단위를 공유하더라도 각각

의 다름을 지니며 그 하나하나가 독립된 작업이 되는 작업의 군을 만들

게 되었고 <비디오게임>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41) 앞의 책(주39), p. 77.



- 53 -

그림 16 <비디오게임>연작

(2) 디지털이미지에서 시작된 아날로그의 결과물

<비디오게임>(그림 16)은 회화, 팝업의 독립된 작업으로 이루어진 하나

의 작업군이다. 이들은 그 형식과 2차원과 3차원의 공간의 사용에 차이

를 지니지만 하나의 모티브와 동일한 태도의 작업방식의 결과물이다. 하

나의 주제 안에서 서로 같으면서도 다른 그림과 팝업은, 본 논문의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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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논의된 작업 전반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을 통합적으로 공유하기에

이를 하나의 장소에서 정리하기에도 유용한 작업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비디오게임에 관한 다음의 작업노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에게 하나의 스크린은 단지 깜박이는 전구, 즉 화소의 집합이었다. 평면이지

만 이 보기에 무한해 보이는 움직이는 이미지들의 체험을 위하여 색상의 음영

효과와 이미지들의 조합, 운동감, 상호작용이 사용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에

몰두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며 점점 격렬해지는 그의 신체적인 움직임은 그가

얼마나 그 평면의 깊이에 몰두해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우

스꽝스러웠는데, 게임의 화면을 보지 않아도 그의 기울어지는 몸의 움직임, 손

의 방향, 고개의 각도로 인해 그가 움직이고 있는 화면은 어떤 것인지 능히 추

측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화면을 보지 않고 그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

우스움이 나타내는 것, 바로 이러한 가상의 공간은 결국 하나의 평면에서 경험

하는 현상일 뿐 실재의 공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관한 생각을 했다.

(중략) 사람들은 <비디오>게임의 그림을 보면서 중앙에 위치한 것이 미키마우

스냐고 물었다. 화면의 제스쳐는 움직임을 강조해 주었고 관객은 3D 애니메이

션의 한 장면을 연상했다. 실제로 그것은 슈퍼마리오 게임의 폭탄과 동전과 목

숨의 이미지를 포착한 드로잉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

기해주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더욱 상상을 하기를 바랬고, 이후 그림에 덧붙여

질 제목은 물론, 내가 포착한 이미지를 드러내는 드로잉과 팝업의 작업을 더함

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암시를 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 작업 노트 2012 -

픽셀, 화소의 사용에서 영감을 얻어, 드로잉의 점과 선등 이미지단위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일상적 이미지를 포착하는 빠른 속도의 드로잉에서,

윤곽선은 속도에 의해 부서졌고 이러한 가운데 등장한 추상적 형식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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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미지단위의 배열을 뒤섞은 결과 이었다. 이는 동영상의 코덱디코더

가 없는 압축된 동영상의 깨짐과 유사한 현상이었다. 화면이 깨져 추상

화된 비디오파일의 사이즈나 내용물이 변화가 없듯이 직접 손으로 추상

화된 화면도 단지 표면의 질서가 부서진 것이라고 생각 했다. 나는 일상

에서 접한 비디오게임의 이미지와 그 현란한 색상을 포착하여 추상화 했

다. 3D로 변한 슈퍼마리오 게임의 이미지는 2D 슈퍼마리오 게임을 경험

했던 나에게는 그 자체로 매우 낯설었지만 또한 동시에 친숙했고, 또한

조작의 폭이 커진 캐릭터에 따라 더욱 격렬해지는 사용자의 운동감이 강

한 인상을 남겼기에 이 이미지를 선택하여 그 움직임을 제스쳐로 표현하

게 되었다. 비디오 게임내의 색상이나 움직임 이미지의 단위들은 반복이

되었음에도 추상화된 화면은 기원이 되는 이미지의 암시를 지닌 채 본래

의 이미지들에게서 멀어졌고, 다른 방향으로 그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복합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진 화면은 컴퓨터로

만들어진 이미지의 특성, 즉 레이어의 개념을 담은 채 조합되었고, 게임

화면내의 가상공간에서 시작하여 만들어진 화면으로 관객이 상상력을 발

휘하여 추측할 수 있는 존재하지 않는 경험적 공간을 나타내려 하였다.

그러나 결국 게임 내에 존재하는 공간은 결국 하나의 평면에서 경험하는

현상일 뿐 실재의 공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이의 관점에

서 나의 평면 작업은 3차원적인 공간의 느낌을 암시하는 동시에 마스킹

기법, 혹은 콜라주를 응용한 평면성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드러난다. 2차

원과 3차원에 대한 관심을 팝업의 형식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보려

하였고, 팝업에서도 회화의 느낌을 적극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평

면과 입체를 오가는 작업의 군을 형성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디지

털적인 아이디어를 아날로그의 방식으로 푸는 방식의 통합적인 결과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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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비디오게임>, 2012, 

캔버스 위에 유채, 91x116.5cm

그림 17 <비디오게임>, 2012, 

보드 위의 아크릴, 공업용 페인트, 

펜, 스프레이 페인트, PVC필름, 

90 x 120cm

참고그림 24 비디오게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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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로잉·회화·팝업: 개별적 특징과 통합

드로잉, 회화, 팝업은 각각 비슷한 이미지의 모티브와 공간감을 공유하

면서도 어느 하나가 우월하지 않고 각기 독립적인 특징을 지닌다. 그러

나 동시에 각각의 형식은 전체의 작업군이 나타내는 특성들을 포함하기

에 하나의 시리즈는 어느 하나가 배제될 수 없는 전체로서 하나가 되는

통합적인 특징을 지니게 된다.

드로잉은 그 속도와 간편성에서 일상의 순간적인 자극이나 이미지를 신

속히 잡아내는데 적합하다. 그 자체의 구조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

팝업이나 회화보다 유리한 지점을 지닌다. 또한 동시에 드로잉은 팝업이

나 회화를 위한 공간을 재구성하는 안내서가 되고, 그러면서 이들이 일

상의 순간적인 특성을 포함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회화는 과거의 전통에서 빌려온 많은 기법과 표현의 방법들로 인하여

드로잉에서 포착한 순간적인 인상을 보다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에 적합하다. 나는 주로 유화와 캔버스를 사용하는데, 원근법, 색채의 사

용, 물감의 층을 만드는 것, 표면의 질감 등을 이용하여 보다 예리해지고

증폭된 인상을 담는다. 이는 하나의 짧은 순간이 다양한 각도와 면에서

경험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화는 주제와 연관된 이

미지를 관객에게 연상하게 만드는데 가장 유리하고, 이러한 기준은 시리

즈로 진행되는 작업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는 회화를 바탕으로

팝업의 이미지조합과 구성, 그리고 질(quality)에 대하여 고민한다.

팝업은 2차원의 이미지를 3차원에 배열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면은 공

간 안에서 평평하다’라는 특징을 더욱 강조한다. 이처럼 회화 내부의 요

소들은 평면적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팝업에서 3차원적인 공간의 위치로

표현되어 보다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끔 강조된다. 펼쳐진 팝업구조

를 접었을 때, 팝업 내 공간감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납작해짐으로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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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평면으로 돌아가는데 이는 곧 팝업의 공간적인 효과가 환영에 불과하

고 이 전체적인 입체감 또한 평면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 관객은

또한 자신의 신체적 움직임을 관람의 방법에 포함함으로써 팝업의 각도

와 그것을 보는 방식을 직접 조절할 수 있게끔 의도되어진다. 결국 팝업

은 평면적 요소들을 보다 물리적으로 표현하여 평면의 표현 방식과 구조

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관객이 신체를 사용해 팝업

을 움직여보며 감상의 방식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

한 특정한 목표를 위해 사용된 형식이라는 것이다.

팝업은 움직여져야 하는 특성을 지녔기에 끈적끈적한 특징을 지닌 유화

등의 전통적인 재료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로 묻어나지 않는

공업용 페인트와 아크릴 등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재료가

사용된다. 이와 같은 새로 개발된 재료의 사용은 회화의 재료를 사용하

며 연구된 방법을 통해 보다 풍부한 표현의 방법을 지니게 되었다. 회화

에서 물감의 레이어와 음영효과는 팝업과 드로잉에서 종이콜라주로 표현

하였다. 팬붓(fan brush)으로 흐릿하게 만들어진 물감의 효과는 스프레이

페인트로 연결되었고, 물감의 질감의 표현은 표면의 구김이 있는 종이나

PVC필름 등의 다양한 소재의 재료가 팝업 위에 직접 붙는 방법으로 표

현하였다. 이와 같은 기법과 형식에 관한 해석과 번역은 표현방식에 관

한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팝업은 그 시작에서

부터 공업적 재료의 사용으로 특성이 결정되므로, 새롭게 개발되는 재료

를 적극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회화의 전통적인 재료와 비교해 볼 수 있

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드로잉으로 포착된 일상의 순간들은 회화로 표현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다양한 이미지의 단편들을 경험할 수 있는 조합이 된

다. 다각적인 이미지 부분의 조합이 된 회화는 실제의 공간에서 보다 적

극적으로 관객과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인 팝업의 형식으로 바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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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이미지가 다양한 형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다각

적인 각도에서 연상의 과정을 촉진하고 관객을 작업의 주요한 축으로 끌

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특정 이미지를 추상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일상적 이미지

관람 방법의 하나의 예시가 되는 것이다. 그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인

식하는 과정에 불분명함 혹은 애매함의 요소를 넣어, 관객이 대상을 지

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각도로 하나의 대상을 조명할 수 있게 만듦으로

써 사고의 폭을 확장하기 위함이며, 이는 곧 하나의 결과물에서 시작된

다양한 연상을 촉진시키는 것과 연관된다. 관객은 작가의 특정한 의견을

수용하는 객체가 아니라, 작업 내에서 적극적으로 역할하며 이미지의 의

미와 맥락을 개인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개인적인 기억과

상상을 이용하여 하나의 대상을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

들을 생성하고 작가 중심의 단일한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추상을 이용한 것은 작업에서 개인적인 삶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다양한 삶의 관점을 포괄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

이는 작업을 통해 관객과 생각을 공유하며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된다. 개인적인 삶의 부분도 공유되고 공감되면 삶과 예술에서 가치

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관객에게 제시하고 싶었고, 작업이라는 통로를

통해 사적 생활의 과정의 부분들을 이용하여 서로의 내적 경험에 참여하

고 상호 교류하며, 반복되고 무의미하다 느껴질 수 있는 삶의 순간들의

지루함과 소외감을 극복하여 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체험으로 응

용하고 싶었다. 나아가, 추상을 통한 다양한 해석의 방법으로 대상을 이

해하고 일률적이지 않은 감상의 지점을 포괄하는 나의 작업이, 시각적

표면을 넘어 개인적 삶과 연관성을 갖고 특정 대상 혹은 삶의 본질에 대

해 생각해보는 계기로 발전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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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불가사의>, 2011, 보드 위의 종이, 펜, 스프레이 페인트, 캔버스위의 유채, 

30 x 60cm

그림 19 <도시의 움직임>, 2009, 보드 위의 종이와 펜, 캔버스위의 유채, 30 x 6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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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세렌디피티>, 2011, 보드 위의 아크릴, 캔버스위의 유채, 30 x 6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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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지금까지 드로잉, 회화와 팝업의 형식으로 적용된 작업의 방식을 분석

해 보았다. 일상적 이미지의 순간성을 포착하기 위한 드로잉과, 하나의

순간에 대한 구체적이고 증폭된 인상을 다루는 회화, 이들을 기반으로

평면의 표현 방식과 공간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경험적인 측면과 연

관하여 관객을 초대하는 팝업, 이들의 형식은 세 가지이자 하나로서 일

상이라는 화두를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

어졌다.

일상적 이미지를 포착하고 이를 나름의 감정과 해석을 통해 풀어낸다.

이미지 단위들은 분석되고 재배열 되었으며 하나의 이미지를 보다 풍부

하게 경험하기 위한 추상의 과정을 겪었고, 복합적인 인상을 축적하기

위한 조합의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작업의 과정을 2차원적인 드

로잉 혹은 회화에서 시작했고, 3차원의 작업을 만들더라도 회화주의

(pictorialism)적인 관점에서 이를 다루었다. 나는 일상적 이미지를 주로

디지털미디어에서 접하지만 손을 직접 사용하는 평면의 방식과 직접 만

질 수 있는 팝업의 형식을 사용하여 이를 표현하였는데, 차가운 기계의

느낌과 관객과의 간격을 줄이고 보다 친숙하고 친밀한 경험을 위한 작업

을 제작함으로써, 관객 또는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본 논문에서 이와 같은 태도를 견지하며 앞서 다양한 작가

의 작업과 나의 작업을 비교, 서술하였고 또한 동시에 독립적인 특징을

강조하려 하였다.

“현재 시제로서의 예술은 진행 중인 작업의 경계와 맞닿는데, 이들은

균일하지 않고 흐트러져 거슬리기도 하고 특정 양식으로 구별하기 힘든

특성이 있다”42)는 로버트 스토어의 말에서 나는 미디어에서 무질서하게

42) Robert Storr and Marsilio Editori, Think with the senses feel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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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가는 방대한 양의 이미지들을 연상한다. 이들은 질과 목적에 있어

균등하지 않고, 신경을 자극하여 나를 불편하게 만들며, 일정한 범주로

구분하기 힘든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방대한 군중의

다양한 관점과 흥미가 모이는 지점이라는 것에서 실제적인 삶, 경험과

연계가 되고, 나는 이러한 특징들이 현제 시제의 예술로 발전할 수 있는,

혹은 예술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빠르게 변화하

는 이미지의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잡기위한 시도로서의 작업들은 결국 이

러한 이미지들이 생활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경험과

연계되므로, 삶과 친화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반응하는

(responsive)환경, 양방향 통신적(two-way street)인 인터넷 공간, 핸드

폰 등 미디어의 사용을 통해 이미지를 공유함으로써 상대방을 중요시하

는 성향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특정 이미지를 선택하고 추상화의 과정을

통한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미지를 제시하면, 상대방은 연상의 과정을 통

해 특정 이미지를 떠올리며 나의 표현에 반응할 수 있다. 공통적인 경험

의 지점을 확인하고 흥미가 중첩되었을 때, 주목하지 않았던 삶의 부분

에 대해 다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객

과 대화를 하듯이 관심사를 공명하고, 조우를 계획하며, 사소하고 지나쳐

가는 것들에 대해 주목할 수 있는 경험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

행해 왔다. 나는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 과정이라기보다 흥미와 상

상, 즐거움을 동반한 과정으로서의 작업에 관심이 있고, 이미지의 맹렬한

흐름 속에서 서두르지 않는 집중의 과정을 통해 현재적인 특성을 획득하

는 작업을 진행하고 싶다.

본 논문을 통해 작업을 정리하고 분석함으로써 나는 작업에 대한 관점

과 태도에 대해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이번에 다룬 작업들은 하나의 단

mind-art in the present tense, Fondazione La Biennale di Venezia, 2007,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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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결과가 아니라 이후의 작업으로 연결되는 가능성을 담은 열린 결과

물이다. 각 작업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화제를 다루며 각각의 분

야를 깊이 있게 논의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러한 부분

을 앞으로의 작업과 그에 따르는 분석의 과정으로 남겨놓고 이 논문을

하나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는 열린 마무리를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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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Association

based on Combination of Everyday Images

and Abstraction

- based on my works -

Kwon, Jae-na

Painting Major, Department of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aintings are static screens or images; however,

through methods of association and imagination, audience

can enrich and further amplify a particular moment

engendered by the painting. In congruence, I attempt to

study the point at which my work can expand to acquire new

meanings and think about ideas to communicate and interact

with the audience within the scope of my work. Further,

while continuously contemplating and questioning abou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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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orary painting is, I attempt to further interpret

digital influences with analog elements.

Initially, my work started as drawings that have

undergone the process of capturing and analyzing daily

images that I have encountered with via media, including

television, computer, etc. In these drawings, I created

abstraction by arranging dots and lines with irregularity, in

the same manner in which compressed units of digital images

expressed as dots and lines form irregular pixel

arrangements.

Much like a single dot can be recalled as various parts

of an image, I believed that the process of associating with

abstract images can provide experiences beyond simple

visualizations of physical appearances; the association

process is the action of relating the interpretation of visual

stimulus or clues with certain memories and past

experiences. While I intended to broaden the scope of

association by using abstract images, I also intended to set a

limit by using certain colors, names, forms, and movements

in a painting; furthermore, the use of daily images or

experiences is my intention to provide the audience with the

opportunity to revisit familiar objects or events with fresh

interests, and mutually share feelings and expressions.

Under this perspective, my paintings aim to combine

fragments of daily images while providing the diverse

audience with an opportunity to mutually share their

viewpoints. The method of combining images is quite similar

to traditional collages; however, this method was 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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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d by the concept of layering found in images created

by computers.

Through implementing kinetic structures utilized in

pop-up books, I strengthened the innate implications of daily

objects or events by augmenting three dimensional

expressions of spatiality while maintaining major two

dimensional facets. At the same time, by connecting body

movements into my work, I have induced active participation

of the audience. This method is an active effort to link ideas

of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to my work; also, the

audience can get directly involved with capturing daily

moments or generating experiences by moving the angles and

shapes of the pop-up structure.

To explai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my work, I

referred to drawings, paintings and the form of pop-ups, and

these elements converged to form a body of work with serial

and combinative aspects. The three formats stand in equality

and have individual strengths, allowing the depiction of daily

images or events in diverse angles or perspectives; moreover,

they reflect my attitude towards image units, abstractions,

experiential space, layers, pop-ups and the audience.

Concurrently, employing the three formats demonstrate the

formation and magnification of analog-ness, which is the

result of irreproducible manual work.

Conclusively, I hope that my work becomes a space

where diverse perspectives, assumptions and imaginations

converge to create a space where augmented experiences can

be shared and communicated with the audience. Furthe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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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that my work becomes a process of experimentation and

interest creation as to how the converging of digital ideas

and methods of handwork can change painting and reflect

contemporary attributes.

Key words : dots and lines, arrangement of units, association of

abstract images, experiential space, everyday images, digital images

and layers, collage, gestures, pop-ups

Student Number : 2010-2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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